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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 우수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시범프로젝트 운영 】
○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안건 마련 및 협의회 운영, 세부전략(안) 도출
- 제13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제2호 안건 ‘R&D 우수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추진방안’ 보고
- 시범프로젝트 대상 성과 선정
- 범부처협의회 : 시범프로젝트 7개 대상 및 주관/협력부처 확정
- 관계기관협의회 : 성과별 후속지원 세부전략(안) 마련
【 공통운영지침(고시) 제정 】
○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마련
- (추진체계) 범부처·관계기관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주관·협력부처 지정 근거 마련
- (성과 발굴·선정) 주기적 우수성과 발굴, 경제성·공공성·정책성을 고려한 성과의 선정, 전문가
의견청취(우수성·혁신성 등) 근거 마련
- (맞춤형전략 수립·추진) 맞춤형 전략 구성요건(기술개발, 법·규제 개선, 금융지원 방안 등),
프로젝트와 관련된 사업·과제의 우선 추진 근거 마련
- (실적관리 및 결과활용) 추진현황·실적점검, 예산조정·배분, 포상 등 점검결과 활용 근거 마련
【 2021년도 상반기 범부처 우수성과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운영 】
○ 각 부처 이어달리기 성과 추천, 선정 및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안건 마련
- 상향식 성과 추천을 통한 개별부처 자율성 강조
- 각 부처 추천성과의 외부 전문가 검토를 통한 객관성 및 전문성 확보
- 2021년 상반기 범부처 이어달리기 추진방안(안) 마련 및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안건 마련

색인어

한글

국가R&D, 범부처, 우수성과, 이어달리기

영어

National R&D, Interdepartmental, Outstanding performance, Ut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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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문

1.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 수립
 연구목적
□ ‘R&D 성과 이어달리기’를 통해 혁신성·선도성이 높은 기술에 대한 범부처 후속
지원 역량을 결집하여 국민체감에 소요되는 시간 단축
□ 부처, 사업·과제, 기술 단위로 파편화된 성과를 R&D-사업화지원-규제개선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하여 국민 체감 성과 창출 강화 필요
 연구내용
□ ‘R&D 성과 이어달리기 협의회’ 구성·운영 지원을 통한 시범 프로젝트 추진
○ 부처 이어달리기 지원대상 우수성과 선정과 구체적 실행전략 마련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R&D 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공통운영 기준 마련
○ 관계부처·기관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통한 공통운영 주요 내용 구체화
○ 중장기적인 관계 법령 명문화 검토
□ 과기관계 장관회의 안건상정 지원(’20.12월)
○ 시범 프로젝트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보고(‘20.10~12월)
○ ‘21년도 범부처 이어달리기 추진계획 수립
□ ’21년 상반기 범부처 이어달리기 성과 발굴·선정(‘21.1~2월)
○ 관계기관 협의회 및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 지원 대상 우수성과 선별과 검증 지침 및 확인 전략 수립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성과별로 후속R&D-사업화지원-규제개선까지 상용화·사업화 장애요인 분석,
맞춤형 후속지원 구성하여 부처 이어달리기 강화
□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안건 상정

연구개발성과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
(기대효과)
핵심어
(5개 이내)

과학기술관계장관 회의 안건 상정(’21.4월 예정)
○ 국가R&D 성과의 체계적 관리･활용 촉진을 통한 지속적 국가성장의 기반 조성
○ 부처 간 협업 프로세스 활성화
○ 국가R&D 성과의 국민 체감 효과 제고

국가R&D

범부처

우수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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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개발의 배경 및 필요성
정부 R&D 투자 증대 및 성과의 축적이 이루어졌지만, R&D 성과에 대한 국민의 높은 기대 및 성과
관리 체계의 한계로 인해 부처 역량 결집을 통해 국민의 성과체감을 위한 전략적 접근 필요
○ 정부연구개발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 기준으로 24조 원을 초과하였으며, 과학기술적
성과*의 양적, 질적 성장과 함께 경제적 성과**도 증가 추세임
※ 정부연구개발예산 : (’14) 17.8조 원 → (’17) 19.5조 원 → (’20) 24.2조 원
* 피인용 상위 1% 논문 점유율 최근 10년간 약 1.7배 증가,
삼극특허 수 세계순위 : (’16) 5위 → (’17) 5위 → (’18) → 4위
** 기술수출액(백만 불) : (’14) 9,765 → (’16) 10,687 → (’18) → 12,430

○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비대면’, ‘디지털전환’ 등 4차 산업혁명의 특성이 가속화되면서 관련
기반기술, 감영병 치료제 등 사회·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 R&D 성과에 대해 국민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
※ 비대면·디지털전환 : 온라인유통, e-learning, 화상회의, 원격근무 등

○ 반면, 정부 R&D 성과관리 체계가 부처, 사업·과제, 기술 단위로 파편화되어 성과별 후속지원, 규제
개선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어렵고, 기업과 국민이 성과를 체감하는 것에 한계
○ R&D - 사업화지원 – 규제개선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조성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
사회적 성과 확산 필요
○ 특히 우수성과에 대해 부처의 지원역량을 결집한 ‘맞춤형 이어달리기’로 R&D 성과가 국민
체감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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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개발의 목표 및 주요 내용

제2절 연구개발의 목표 및 주요 내용
1. 연구개발 최종 목표
성과별로 후속R&D-사업화지원-규제개선까지 상용화·사업화 장애요인을 분석하여 필요한 후속지원 유형을
맞춤형(Package)으로 구성하고 부처 이어달리기 강화(지원역량 결집)

2. 연구개발 내용
R&D 우수성과 범부처 우수성과 이어달리기 시범프로젝트 운영
○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안건 마련 및 협의회 운영, 세부전략(안) 도출
- 시범프로젝트 대상 성과 선정
- 범부처협의회 : 시범프로젝트 7개 대상 및 주관/협력부처 확정
- 관계기관협의회 : 성과별 후속지원 세부전략(안) 마련

범부처 협의회 (11.25.)
부처 참여(주관, 협력)

관계기관 협의회(12월초)

범부처 협의회 (’21.1월중)

과기관계장관회의(총리주재)

세부 후속지원 전략(안)

세부 후속지원 전략(안)

시범프로젝트 대상별

확정, 후속지원 수단 확인

구체화

최종 검토

세부 지원전략 확정

[그림 1-1] 시범프로젝트 추진체계

공통운영지침(고시) 제정
○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마련
- (추진체계) 범부처·관계기관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주관·협력부처 지정 근거 마련
- (성과 발굴·선정) 주기적 우수성과 발굴, 경제성·공공성·정책성을 고려한 성과의 선정,
전문가 의견청취(우수성·혁신성 등) 근거 마련
- (맞춤형전략 수립·추진) 맞춤형 전략 구성요건(기술개발, 법·규제 개선, 금융지원 방안 등),
프로젝트와 관련된 사업·과제의 우선 추진 근거 마련
- (실적관리 및 결과활용) 추진현황·실적점검, 예산조정·배분, 포상 등 점검결과 활용 근거 마련
2021년도 상반기 범부처 우수성과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운영
○ 각 부처 이어달리기 성과 추천, 선정 및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안건 마련
- 상향식 성과 추천을 통한 개별부처 자율성 강조
- 각 부처 추천성과의 외부 전문가 검토를 통한 객관성 및 전문성 확보
- 2021년 상반기 범부처 이어달리기 추진방안(안) 마련 및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안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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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3절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추진전략 ‧ 방법
주요 연구내용

추진전략

 우수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시범프로젝트 운영
 공통운영지침 마련
 2021년도 상반기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운영

○ 범부처협의회, 관계기관협의회 운영
○ 관련 기관 및 민간 전문가 의견 수렴
○ 과기관계장관회의 안건 상정

추진체계
(총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무지원)
KISTEP
범부처협의회, 관계기관협의회 운영 및 민간전문가 의견수렴 등

· 범부처협의회 운영
· 관계기관협의회 운영
· 분야별 민간전문가 의견 수렴
· 시범프로젝트 대상성과 및 세부추진방안(안) 확정
·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안건 상정

[그림 1-2] R&D 우수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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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개요
1. 추진배경
연구개발 성과를 조속히 시장으로 가져가는 한국판 「Lab to Market」의 전략적 접근과 정책적
지원 방안의 모색 필요
○ 각 부처가 지원한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물을 발굴하여 단절 없이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부처 간 이어달리기 노력 강화
우수성과의 범부처 이어달리기 추진을 위해 범부처협의회, 관계기관협의회 등을 통한 성과발굴
프로세스 및 부처(관계기관) 간 의견조율 등 추진체계 점검을 위한 시범프로젝트 운영 필요

2. 추진 대상
과거 선정된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등을 기반으로 범부처 이어달리기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후보 선별 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최종 선정

후보풀 구성 및 후보 아이템
발굴(20~30개)

아이템 발굴
(20~30개->10개 내외)

Ÿ
Ÿ
Ÿ
Ÿ
Ÿ

연도별 우수성과 100선
연구성과활용보고
사업평가 시 연구성과
출연연 추천 성과 등

과기부/KISTEP
(내부 전문가)

▶
Ÿ

혁신성․선도성이 높은 기
초원천기술로 2~3년 내
상용화 및 사업화가 가능
한 기술을 확인
글로벌 시장잠재력과 경
쟁력을 고려, 후속 사업화
지원이 필요한 분야

과기부/KISTEP
(외부 전문가, 산업계 등)

우수성과 분야
지원 방안 마련

Ÿ
▶
Ÿ

개별 기술이 포함된 분야
의 그동안의 정부 지원
노력과 향후 지원 계획을
확인
사업화의 장애물을 확인
하고 제거하기 위한 방안
을 제시(유형화)

과기부/KISTEP

[그림 2-1] R&D 우수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시범프로젝트 후보 선정 프로세스

- 4 -

제2장 2020년 시범프로젝트 운영

최근 보고․확인된 우수연구성과를 대상 풀로 구성
○ 연구성과 우수 100선(최근 5년), 연구성과활용보고(최근 3년), 사업평가 시 보고된 우수 성과
(최근 3년), 부처 및 출연연 추천 우수연구성과(기관별 3개의 사업화 가능 핵심성과) 등
우수 성과 후보 Pool을 바탕으로 후보 아이템 도출(20~30개)과 분야를 특정
○ 후보 아이템 발굴 기준을 우선으로 분야 특정을 고려
[후보 아이템 발굴 기준]
Ÿ

혁신성 및 선도성이 높은 기초원천 기술

Ÿ

기술이전 및 사업화 과정 진행 여부

Ÿ

시장잠재력이 높은 기술(당시, 현재)

Ÿ

향후 2~3년 내 후속 지원시 성과 창출이

Ÿ

[분야 특정 고려사항]
성장동력 정책분야(당시, 현재)로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또는 신서비스․신산업 분야 창

▶

출 가능 분야
Ÿ

4차 산업혁명 등 디지털 전환 및 디지털 경
제 성장 핵심 분야

가능한 기술

Ÿ

전 지구적 및 사회문제 해결 가능 분야

[그림 2-2] 후보 아이템 발굴 기준 및 분야 특정 시 고려사항

3. 추진경과
제13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제2호 안건 ‘R&D 우수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추진방안’ 보
고, 시범프로젝트 대상 성과 선정(’20.10.)
○ 과거 우수성과 100선 및 출연(연) 추천 성과 중 KISTEP 내부 전문가 및 외부 민간 전문가 검토를
거쳐 시범프로젝트 성과 도출
○ ‘혁신성’, ‘선도성’이 높고 2~3년 안에 사업화 또는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성과
위주로 9개 선정
[붙임 1] R&D 우수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시범프로젝트 후보 상세정보
범부처협의회를 개최하여 시범프로젝트 추진 성과 확정 및 성과별 주관/협력부처, 관계기관 확정
(11.25.)
○ 성과 소관부처별 추진현황 및 이어달리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범프로젝트 추진
대상성과 7개 및 주관/협력부처, 관계기관 확정
관계기관협의회를 개최하여 시범프로젝트별 세부 추진방안(안) 수립(’20.12)
관련부처(기관) 최종검토 후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안건으로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보고(’21.3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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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20.10.) 안건 상정

1. 추진배경
정부R&D예산 증가*에 따라 과학기술적 성과** 및 경제적 성과***도 향상

* 정부연구개발예산 : (’12)16조원→(’14)17.8조원→(’17)19.5조원→(’20)24.2조원
** 피인용 상위 1% 논문 점유율 최근 10년간 약 1.7배 증가(’08년 1.9%→’18년 3.3%)
삼극특허(특허수/세계순위): (‘16) 2,177/5위 → (’17) 2,103/5위 → (‘18) 2,160/4위
*** 기술이전수입(억원): (‘14)1,403→(’18)1,897 / 기술수출액(백만불): (‘14)9,765→(’18)12,430
최근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보듯이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을 위한 R&D 성과에 대해 국민의
기대가 어느 때 보다 높은 상황이나,
○ R&D 성과관리 체계가 파편화되어 성과별 후속지원, 규제개선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어렵
고, 국민이 성과를 체감하는 데도 한계

☞ R&D 우수성과에 대해 부처의 후속지원역량을 결집한 ‘맞춤형 이어달리기’로 R&D 성과가
국민 체감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

2. R&D 우수성과 발굴 및 선정
(발굴) 각 부처가 R&D 사업의 우수성과를 주기적으로 발굴·추천
< 성과 발굴 대상 >

① 추진 중인 R&D 사업(과제) 우수성과
② ‘R&D우수성과 100선’으로 선정된 성과
③ 사업평가(중간평가) 결과 및 특정평가 결과 우수성과
④ 출연연구기관의 우수성과 등
(선정) 각 부처에서 추천한 성과 중 전문가검증 및 부처협의를 통해 이어달리기 지원대상을
관계부처가 공동 선정(반기별)
○ 혁신성·선도성이 높은 기술로 장애요인 해결 시 가시적인 성과(상용화, 사업화, 국민체감)
창출이 예상되는 잠재력이 높은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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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과별 맞춤형 이어달리기 전략 마련
(지원유형) 해당 우수성과에 대한 지원 현황, 상용화·사업화 장애요인 등을 분석하고 후속지
원이 필요한 유형 분석
<표 2-1> 후속지원 유형
기술완성도 제고
①후속R&D
②실증, 인증, 시범적용

사업화 역량제고
③BM 설계,
마케팅 전문가 지원
④수요-공급 매칭,
공공수요 연계(혁신조달) 등

투·융자 및 규제
⑤기술금융
(기술평가, 투‧융자)
⑥신제품 인증, 규제개선

(맞춤형전략) 성과에 따라 필요한 후속지원 유형을 맞춤형으로 구성, 부처 지원역량 결집을
통해 성공가능성을 높이고 소요시간 단축
○ 선정된 우수성과의 후속 연구수행 및 기술성숙도 향상, 기술이전·사업화까지 연계 활성화를
통한 성과의 사업화 가능성 제고
○ 신제품 인증, 규제개선, 금융지원 등 행·재정적 지원(非R&D) 체계를 포함하고 소관 부처에
서 지원방안 논의

4. 추진체계 구축
(협의회구성) 지원대상 선정 및 전략수립을 위한 부처*·관계기관** 등 ‘R&D 성과 이어달리기
협의회’ 구성·운영
○ 지원대상 성과에 따라 R&D, 규제개선, 정책지원 관련 부처 등 구성원의 추가·변경이 가능하
도록 협의회를 개방적으로 운영
* (범부처) 부처 국장급 공무원(정책기획관)으로 구성하고, 혁신본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이 총괄
** (관계기관) 전문기관, 사업화 지원기관의 PM/MD 및 실장급 직원으로 구성하고, KISTEP 평가분석본부
장이 총괄

(제도화) 관계부처는 (가칭)「R&D 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공통운영 기준」을 고시로 마련
※「공통운영기준」은 시범 프로젝트부터 적용하고, 범부처 이어달리기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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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 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공통운영 기준」 주요 내용(안) >
◾
◾
◾
◾
◾
◾

범부처 이어달리기 협의회 마련
R&D 우수성과의 지속 발굴, 전문가 검증·현장 실사 등 심사 체계
규제 개선, 법·제도·정책 등 非R&D사업 연계
주관 부처·기관의 지정을 통한 이어달리기 추진
후속지원사업의 신규과제 기획 시 범부처 이어달리기 과제 우선 반영
이어달리기 참여 실적 등에 따라 부처 R&D 예산 적극 지원 등

(주관·협력부처 지정) 주관부처는 협조부처와 함께 지원전략의 마련·시행, 추진실적 점검 등
을 추진하고 혁신본부는 부처 간 역할 조정 지원
(추진방식 유연화) 국민체감 성과 조기 창출을 위해 각 부처에서 다양하고 유연한 추진방식
적용
○ 신속추진을 위한 과제 및 수행기관 지정, 수요기업의 출연·부담기준 완화, 펀드 조성 및 민간
투자매칭 등
※ 공동관리규정 제6조 및 제7조, 혁신법 시행령(안) 등에 규정

(재정지원) 부처별 소관 후속 지원사업을 연계하여 성과 이어달리기 추진
○ 예산 배분·조정 시 부처별 지원 규모(수)·실적에 따라 해당 부처의 차년도 이어달리기 예산을
적극지원(’22년 예산 이후~)
※ ’20년 하반기 선정된 성과는 부처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등을 연계하여 ’21년도부터 이어달리기를 본격 추
진하고, 별도 기획이 필요한 사업·과제는 신규로 기획하여 ’22년도 예산 배분‧조정 시 별도검토

○ 규제개선, 공공수요 발굴 등은 소관부처에서 적극적으로 검토·지원

- 8 -

제2장 2020년 시범프로젝트 운영

제3절 범부처협의회 운영

1. 개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20.10월)에 상정된 ‘R&D 우수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9개 시범프로젝트
후보 중 실제 추진 가능한 성과를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도출하고, 주관/협력부처 선정
(일시) `20.11.25(수), 14:00~15:20
(참석 대상) 과기혁신조정관(성과평가정책국장 대리 주재), 관계부처 이어달리기 관련 국장(급)
공무원
※ 관계부처 : 국조실, 기재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식약처, 방사청, 농진청, 특허청, 기상청, 질병청

(논의 안건)
○ 제13회 과기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이어달리기 시범프로젝트 9개 성과 관련 후속지원 수단
확인 및 부처 참여 논의·확정(주관, 협력)
○ ’21년 범부처 이어달리기 추진계획(성과 발굴, 선정) 및 범부처 공통운영지침 고시 추진(의견조
회 결과 공유) 등

2. 시범프로젝트에 추진 세부사항 협의
주요 경과 및 향후조치
○ (경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협의회 구성원 조사 및 시범프로젝트 성과별 부처 참여여부 및 후속
지원 수단 취합(~'20.11.13.)
<표 2-2> 성과별 이어달리기 소관부처 참여 현황

·
·
·
·

참여희망
주관부처 변경
참여과제 미정
기계소재(중기부)
· 플라스틱
· 신약(범부처)
태양전지(산업부)
(중기부, 농진청)
· 의료기기(복지부)
5G(과기정통부)
의료SW(과기정통부 * 미참여 : 산업부, 환경부 * ‘21년 과제선정 미정
, 복지부,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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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참여
· 이차전지
(산업부·중기부)
· 디스플레이(산업부)

제3절 범부처협의회 운영

○ (향후조치) 시범프로젝트 성과에 대한 참여의사는 범부처 이어달리기 정책기조와 부처의 해당분야

R&D에 대한 관심이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
- 이어달리기 추진실적 등에 따라 ’22년도 예산 배분·조정 시 적극 반영
※ 부처 희망에 따라 주관부처가 변경된 성과의 경우, 이어달리기 전략 수정 가능

시범프로젝트 추진체계

범부처 협의회 (11.25.)
부처 참여(주관, 협력)
확정, 후속지원 수단 확인

관계기관 협의회(12월초)

범부처 협의회 (’21.1월중)

과기관계장관회의(총리주재)

세부 후속지원 전략(안)

세부 후속지원 전략(안)

시범프로젝트 대상별

구체화

최종 검토

세부 지원전략 확정

[그림 2-3] 시범프로젝트 추진체계

○ 각 성과별 소관부처가 제시한 후속지원 수단 공유
※ 부처가 기 보유 또는 향후 기획할 사업(과제) 체계 내에서 공모를 통해 추진

○ 성과별 주관부처를 지정하고, 협력이 필요한 부처 참여 건의 및 토의
- 주관부처는 협력부처와 함께 세부 후속지원 전략(안) 마련 및 향후 계속적인 시행 추진실적
점검(연 1회 이상) 등 주도적으로 추진
<표 2-3> 주관ㆍ협력부처 기준 예시
구분

주관부처

협력부처

시장진입

홍보, 임상시험 지원 등

규제개선, 판로개척 등

사업화지원

기술이전 사업화, 수요 연계 지원 등

후속 R&D 등 기술완성도 제고 등

후속R&D

R&D 스케일업 등

사업화 실증지원, 규제개선 등

○ 시범프로젝트 성과별 소관부처가 이관되는 경우 및 범부처 추진의 경우, 부처 간 면밀한 협조
방안 수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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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프로젝트 부처참여 및 역할 확정

<표 2-4> 시범프로젝트 부처참여 및 역할배분 결과

성과분야
참여부처
비고
구분
분야
주관
협력
범부처
신약 (과기정통부,
- 이어달리기완료(홍보등)
산업부, 복지부)
산업부
‘후속R&D’로 구분변경
시장진입 이차전지
기계소재
중기부
- 이어달리기완료(홍보등)
※ 시장진입 성과의 경우 ‘정부→기업’의 이어달리기 형태
과기정통부 ⇒
농진청
확정
주관부처 변경
플라스틱
중기부
(산업부 ⇒ 중기부)
환경부
(7) 사업화지원
5G
과기정통부
⇒
태양전지 과기정통부산업부
후속R&D
의료SW 과기정통부 복지부
식약처
과기정통부 ⇒
’21년 과제 미정
사업화지원
의료기기
복지부
(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
보류
(2) 후속 R&D 디스플레이 과기정통부 ⇒
산업부 검토 필요
산업부
추진
여부

※ 대기업 협의 관련

※ 최초 시범프로젝트 예시 9개 성과 중 7개 시범프로젝트 추진 확정(2개 보류)

[붙임 2] R&D 우수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범부처협의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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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통운영지침(고시) 추진계획
공통운영지침(안) 개요
○ (명칭)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 (목적)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16조의3에 따른 혁신적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촉진 등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세부사항 마련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의 국가연구
개발사업과 그 시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
제16조의3(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① 정부는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
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추진경과) 초안 마련 및 부내 협의(~11월초), 관계부처 의견조회(11.12.~19.)
주요내용
○ (추진체계) 범부처·관계기관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주관·협력부처 지정
○ (성과 발굴·선정) 주기적 우수성과 발굴, 경제성·공공성·정책성을 고려한 성과의 선정, 전문가
의견청취(우수성·혁신성 등)
○ (맞춤형전략 수립·추진) 맞춤형 전략 구성요건(기술개발, 법·규제 개선, 금융지원 방안 등),
프로젝트와 관련된 사업·과제의 우선 추진
○ (실적관리 및 결과활용) 프로젝트 추진현황·실적 점검, 점검결과를 예산 조정·배분, 포상 등에 활용
향후 계획
○ 과기정통부에서 통합 일괄고시 추진(11월말~)
- 동일 내용의 고시로 과기정통부에서 통합하여 고시 제정절차 수행
- 발령번호 신청 단계’에서 각 부처에서 고시번호를 수령하여 통합 신청

[그림 2-4] 행정규칙(고시) 제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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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1년 우수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추진계획
개요
○ 프로젝트 대상 성과 선정 및 맞춤형 전략 수립을 연 2회(4월, 10월) 정례적으로 추진
추진 절차 및 일정
○ 대상 성과 발굴(상시)
- 부처추천을 통해 후보 성과 및 관련 전문가 명단 취합
- 우수성 및 혁신성 검토를 위한 전문가 의견청취
- 관계기관협의회에서 이어달리기 필요성, 프로젝트 목표 및 실현 가능성 등 검토 후 범부처
협의회에 추천

추진일정(안)
○ 추천 성과의 전문가 자문 및 검증(우수성·혁신성 등) : ~’21.2월초
○ 관계기관협의회/후보성과 중 부처 협의대상 선별 : ’21.3월초
○ 선별결과 부처 회람 및 의견수렴 : ’21.3월초~말
※ 성과를 이어받을 부처의 검토의견, 입장 등 확인 조율

○ 범부처협의회/프로젝트 선정 및 주관‧협력부처 참여 확정 : ~’21.3월말
※「’22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수립 참고자료로 투자국과 공유, 혁신본부 차원에서
이어달리기 성과 분야 투자방향 등 사전 공감대 형성

○ 과기관계장관회의(총리)/프로젝트 추진 확정 : ’21.4월(잠정)
○ 주관부처는 프로젝트 협력부처, 관계기관,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실무협의회 운영하여 후속지원 세
부전략(안) 마련 : ~’21.4~5월
○ 관계기관협의회/후속지원 세부전략(안) 구체화 : ~’21.5월말
○ 범부처협의회/프로젝트별 이어달리기 전략 확정 : ~’21.6월
○ ’22년도 주요 R&D 예산 배분‧조정 시 이어달리기 예산 별도 검토 : ~’21.6월
○ 상반기 이어달리기 추진실적 모니터링 및 하반기 추진 : ’21.7월(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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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이어달리기 추진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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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관계기관협의회 운영

1. 개요
범부처협의회에서 확정된 7개 시범프로젝트에 대한 세부추진방을 도출하기 위한 성과별 관계
기관협의회 개최
(기간) ’20.12월 ~ ’21.1월

2. 주요 추진경과
이어달리기 시범프로젝트 예시 9건* 발굴(~’20.10.12., 과기장관회의 상정)
* 신약, 기계소재, 플라스틱, 5G, 태양전지, 의료SW, 이차전지, 의료기기, 디스플레이

범부처 및 관계기관 협의회* 구성(‘20.10~11)
* 범부처(국장급, 담당공무원), 관계기관(전문기관 및 사업화 지원기관 담당)

범부처협의회/시범프로젝트 예시 중 부처동의 성과 7건* 선정(2건 보류 : 의료기기, 디스플레이)
및 주관·협력부처 참여** 확정(’20.11.25)

<표 2-5> 시범프로젝트 부처 참여 및 역할배분 결과 (’20.11.25.기준)

성과분야
**참여부처
비고
구분
분야
주관
협력
범부처
신약 (과기정통부,
산업부, 복지부)
시장진입 기계소재
중기부
※ 시장진입 성과의 경우 ‘정부→기업’의 이어달리기 완료 형태
과기정통부 ⇒
*부처
농진청
주관부처
변경
플라스틱
중기부
(산업부 ⇒ 중기부)
동의 사업화지원
환경부
(7)
5G
과기정통부
⇒
태양전지 과기정통부산업부
후속R&D
의료SW 과기정통부 복지부
추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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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부처
비고
주관
협력
식약처
이차전지
산업부
- ‘시장진입’ →‘후속R&D’
과기정통부 ⇒
’21년 과제 미정
사업화지원
의료기기
복지부
(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
보류
(2) 후속 R&D 디스플레이 과기정통부 ⇒
산업부
입장 반영
산업부
(대기업 협의 등 추진 곤란)
추진
여부

성과분야
구분
분야

관계기관협의회/성과별 후속지원 세부전략(안)* 구체화(’20.12~’21.1월말)
범부처협의회/부처 최종입장 확인**(~’21.2월초)

<표 2-6> 시범프로젝트 후속지원 세부전략(안) 확인결과 요약 (’21.2.4.기준)
구분 분야

성과명

정맥주사를 대체하는
신약 피하주사형 신약 제조기술
개발
시장
진입
핵심부품(MLCC)
기계소재 반도체
박막 성형기술 개발

생분해성 플라스틱
플라스틱
제조기술 개발
사업화
지원
5G 인프라 핵심기술
5G (5G
소형셀 SW)개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태양전지
기술 개발
후속
인공지능(AI)과
R&D 의료SW 한국형
의료데이터를 연계한
“닥터앤서” 개발

*후속지원 세부전략(안)

참여부처

범부처우수사례홍보등협력
범부처
※시장진입성과의경우‘정부→기업’의 산업부,
(과기정통부,
복지부)
이어달리기완료형태
우수사례홍보등협력
※시장진입성과의경우‘정부→기업’의
중기부
이어달리기완료형태
**대기업-스타트업연계상용화추진관련, 과기정통부
중기부-화연, SKC협의난항으로후속지원곤란 ⇒ 중기부
생분해성농업용필름개발및실증연구 과기정통부
⇒ 농진청
(’22년사업기획)
환경표지인증획득지원
환경부
기술고도화를위한후속R&D
과기정통부
수요연계중소기업사업화지원
과기정통부
개발된 원천ㆍ요소기술의 상용화
⇒ 산업부
연계 후속 R&D
진단 정확성제고, 대표 질병분야 확대를 위
한후속R&D(스케일업)
과기정통부
병원시범적용확대지원
의료기기심사·허가사전상담지원체계상시운영 과기정통부
⇒ 식약처
과기정통부
의료정보빅데이터활용등규제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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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

전기자동차용
고기능/저가격의
리튬이차전지
핵심소재 개발

⇒ 복지부

소재분야대-중소기업간수요-공급매칭
연계후속R&D

산업부

3. 시범프로젝트별 세부전략
<표 2-7> 7개 시범프로젝트 주관/협력부처 및 관계기관 담당자
구분

시범 프로젝트

소속 / 직급
부처

신약

기계소재

주관

주관
주관

관계기관
부처
관계기관
부처
부처
부처

플라스틱

협력

관계기관
관계기관
부처
관계기관
부처

5G

주관

이차전지

주관

태양전지

주관
주관

의료SW

관계기관
부처
관계기관
부처
부처
관계기관
부처

협력

부처
관계기관

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아름테라퓨틱스

/

이름
민간전문가

/

단장

대표

/ 사무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팀장
중기부 미래산업전략팀 / 주무관
환경부 녹색기술개발과 / 사무관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 사무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선임연구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선임연구원
농진청 사업기획팀 / 사무관
국립농업과학원 / 단장
과기부 네트워크정책과 / 사무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본부장
정보통신기획평가원 / PM
산업부 전자전기과 / 사무관
산업기술평가관리원 / PM
산업부 재생산업과 / 사무관
과기부 디지털콘텐츠과 / 사무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팀장
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 주무관
식약처 위해예방정책과 / 주무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주무관
중기부 미래산업전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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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훈
박성호
백태곤
고주현
이혜문
정선우
노우영
이재민
제현령
정주호
김승연
김정준
한성민
김일규
최성호
손민경
송준호
최재홍
김성환
이준영
장혜원
권태희
김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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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프로젝트별 세부전략

 태양전지
구분
시범프로젝트

□
□
■
□

시장진입
사업화지원
후속 R&D
성과 현황

분야

성과명 (부처)

태양전지

페로브스카이트 박막
태양전지 개발 (과기정통부)

이어달리기 부처
주관
협력
산업부

ㅇ 화학연과 고려대가 페로브스카이트 단일접합 태양전지 세계최고 초기효
율 25.2% 동률 기록(19년)
ㅇ 산업부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수행기관인 서울대에서 페로브스카이트/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초기효율 26.7% 달성(20년 사이언스지 게재)
□ 실용화 등 장애요인
추진배경
및
필요성

ㅇ 대기중 수분·산소 침입에 의한 효율저하로 장수명(15년 이상) 확보 난제
ㅇ 후면 금속전극으로 고순도 금(gold) 사용으로 인한 저가화 장애요인
ㅇ 고효율 페로브스카이트 박막내 납(Pb) 함유 불가피(환경규제 대상)
□ 부처 지원역량 결집 추진 필요성
ㅇ 규모의 경제를 통해 압도적 가격경쟁력을 확보한 중국기업들은 공격적인
R&D 투자로 기술경쟁력도 강화 중 → 글로벌 시장 주도
* 중국 점유율(19년) : (폴리실리콘) 64% (웨이퍼) 92% (셀) 85% (모듈) 80%

ㅇ 국내 태양광 업계가지속 가능한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차세대 기술개발을 통해 글로벌 시장구도를 재편할 필요
□ (산업부) 페로브스카이트/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및 모듈 상용화 개발
ㅇ 알키미스트 탠덤 태양전지 원천기술 개발 / 518억원 / 19-25년 추진
ㅇ 대면적 TOPCon 탠덤 하부셀 개발 / 166억원 / 20-24년 추진
부처
ㅇ 탠덤 고효율 설계기술 및 대면적 셀 개발 / 160억원 / 20-23년 추진
후속지원 수단 ㅇ 탠덤 태양전지 측정기술 개발 / 45억원 / 20-23년 추진
현황
ㅇ 대면적 이종접합(HJT) 하부셀 개발 / 290억원 / 21-24년 추진
ㅇ 친환경 탠덤 모듈 핵심소재기술 개발 / 140억원 / 21-24년 추진
ㅇ 페로브스카이트 상부셀 양산 핵심소재·장비 개발 / 250억원 / 21년 기획
ㅇ 태양광 기업공동활용 연구센터 구축 / 253억원 / 20-23년 추진
역할
소관부서 (담당자)
관계기관 (담당자)
재생산업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부
후속 R&D
(최재홍 사무관)
(미정)
기술완성도 제고
사업화 역량제고
투·융자 및 규제
기타
후속지원
■ 기타
■후속 R&D
□ BM 설계,
□ 기술금융
세부전략
핵심소재·부
마케팅 전문가 지원
(기술평가, 투‧융자)
품·장비 밸류
□ 실증, 인증, 시범적용 ■ 수요-공급 매칭,
■ 신제품인증, 규제개선
체인 구축
공공수요 연계(혁신조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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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달리기 내용 및 추진방법, 추진계획
ㅇ 후속 R&D 과제 개요 : 30년 양산기준 셀 효율 35%, 모듈 효율 28% 달성을 목
표로 페로브스카이트/결정질 실리콘 탠덤 태양전지의 대면적화 및 핵심소재·
부품·장비·공정 등 기술 개발을 통한 저가화(제조단가 0.25$/W 이하)와 더불
어 기업 공동연구의 인프라 구축을 통한 양산성 검증을 통해 이어달리기 추
진
ㅇ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19-25년) 1단계 2년 3개팀, 2단계 5년 1개팀 지원하는
경쟁형 과제로 페로브스카이트/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원천기술 개발, 실리
콘 태양전지의 이론한계 돌파형 과제로 초기효율 35% 달성 최종목표(면적
1cm2)
ㅇ (대면적 고효율 태양전지 개발, 20-23년) 페로브스카이트/결정질 실리콘 탠
덤 고효율 설계기술 및 대면적(16.18x16.18cm2) 셀 개발, 광 이용 극대화
기술 개발, 페로브스카이트 상부셀 핵심소재 개발 및 구조 설계, 대면적 탠덤
태양전지 공정개발, 초기효율 26%, 안정화효율 24% 달성
ㅇ (장수명 모듈 개발, 21-24) 한계돌파형 과제로 페로브스카이트/결정질 실리콘
모듈 핵심소재 및 장기신뢰성 확보, 봉지재와 백시트 등 핵심소재 개발, 셀
직렬연결 및 모듈 설계기술, 장수명 패키징 공정기술 개발, 모듈 안정화효율
20% 달성
ㅇ (페로브스카이트 상부셀 양산 핵심소재·장비 개발, 21년 기획) 페로브스카이트/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의 상부셀용 핵심소재·장비 개발, 대면적
(16.6x16.6cm2) 셀 재현성 확보를 위한 진공기반의 건식증착 공정용 장비(원
자층증착장비 등)와 전구체 등 핵심소재 개발, 생산성과 수율 향상, 기업 공
동활용 연구센터에 구축하여 양산성 검증 및 트랙레코드 확보, 셀 안정화효
율 26% 달성
ㅇ (탠덤 태양전지 측정기술 개발, 20-23년) 페로브스카이트/결정질 실리콘 태양전
지 측정기술 개발, 스위스 로잔공대(EPFL) CSEM과의 국제협력을 통해 국내
공백기술 조기 국산화, 미국 NREL 등 해외선도기관과의 교차측정 추진을 통
한 측정 신뢰성 확보, 기업 공동활용 연구센터에서 성과 활용하여 공인효율
측정 서비스 실시
ㅇ (납 함량 허용치 달성) 태양광 모듈의 KS 인증과 RoHS 인증의 납 함량 기준
달성, 탠덤 태양전지의 경우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두께를 기존 페로브
스카이트 단일전합 태양전지의 50% 이하로 감소할 수 있으므로, 모듈 제작
시 pb-free 버스바 리본과 솔더 사용을 통해서 모듈에서의 납 함량 허용치
달성

부처별
목표설정

□ (산업부) 26년 페로브스카이트/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및 모듈 양산화 추진(TRL
8단계 달성)
ㅇ 대면적(16.6x16.6cm2) 셀 안정화효율 26%, 모듈효율 24% 달성
ㅇ 기업 공동활용 연구센터에 100MW급 파일롯 라인·효율측정 서비스 구축
ㅇ 탠덤 태양전지 및 모듈 국내외 표준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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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 시점
연도
1/4

추진일정

부처간
연계협력
방안
(요청사항)
기대효과
(성과활용
방안 포함)

※ ’21년 착수 예정
주요내용
ㅇ 21년 상반기 태양광 신규과제 공고
ㅇ 21년 상반기 태양광 신규과제 선정·협약
2/4
’21
ㅇ 알키미스트 1단계 평가 및 2단계 선정·협약
3/4
ㅇ 22년 상반기 태양광 신규과제 예산확보
4/4
ㅇ 22년 상반기 태양광 신규과제 기획
1/4
ㅇ 21년 상반기 태양광 신규과제 공고
’22
2/4
ㅇ 기업 공동활용 연구센터 기반구축 중간점검
□ (환경부) 태양광 재활용 기반구축

수행주체
산업부
산업부
산업부
산업부
산업부
산업부

ㅇ 효율향상을 위해 납 함유가 불가피한 페로브스카이트 기반 태양광 모듈 대규모
상용화 시 제조 불량품과 폐모듈에 대한 재활용 기술 개발과 관련 규제개선 필
요(Pb-free 페로브스카이트 기술은 낮은 효율로 상용화 적용 불가)
□ 실리콘 태양전지의 이론적 한계효율 30% 돌파 초고효율 태양전지 개발
□ 차세대 게임체인저 기술과 밸류체인 선점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
□ 태양전지 설치면적과 비용 50% 절감을 통한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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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SW (AI활용)
구분
시범프로젝트

□ 시장진입
■ 사업화지원
■ 후속 R&D

분야

성과명 (부처)

의료SW

한국형 인공지능과
의료데이터를 연계한
“닥터앤서” 개발(과기부)

이어달리기 부처
주관
협력
과기부

복지부
식약처

□ 성과 현황
ㅇ 한국인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의료데이터를 연계・분석하여 닥터앤서 (8개질
환 21개 SW) 개발 및 실증 추진
- 닥터앤서 SW의 임상효과 확보 및 정확도 향상을 위해 의료기기 인허가 및 국
내외 다기관 실증과 교차검증 추진
- 환자마다 가장 적합한 치료법제시, 진단 정확도 개선 등으로 불필요한 치료를 최소화
하고, 국내의료 ICT기업의 경쟁력 확보 및 글로벌 진출지원 등 성과도출

* 사우디 국방보건부 산하병원 ‘닥터앤서’ 도입을 위한 교차검증 추진('20.7월~'21.2월)
* ‘한-중동(UAE)’ 보건·의료-과학(AI) 협력과제로 외교부와 협력방안 논의 추진(‘20.11월)

ㅇ 닥터 앤서 실증을 위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이 용이하도록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복지부, 개보위 공동명의)을 마련(‘20.9월)
- 보건의료데이터의 구체적인 가명처리 방법, 가명정보 활용절차 및 기준 등을
제시함으로써 현장의 의료데이터 기반 연구 개발 지원
추진배경
및
필요성

ㅇ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마련
('17.11~)
ㅇ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의 임상 유효성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17.12~)
□ 실용화 등 장애요인
ㅇ 닥터앤서와 같은 인공지능(AI) 의료SW가 의료현장에 충분한 임상검증이 될 수
있도록 실증 지원 필요하나, 닥터앤서는 20년도에 종료되는 과제로 지속지원 불
가한 경우 적기에 사업화까지 연계 활성화하기 어려움 존재

* 현재 지원 가능한 사업(과제)가 없는 상황으로, ‘22년 신규과제 기획하여 추진 필요

ㅇ 제품 설계·개발 단계에서 규제기준 미반영으로 제품화 지연 가능성
□ 부처 지원역량 결집 추진 필요성
ㅇ 닥터앤서는 의료진의 진료를 지원하기 위해 의료데이터를 축적하여 AI SW개발
을 통해 질병진단의 정확도, 시간단축 등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도출 하였으나,
의료현장에 활용・확대하기 위해 보건의료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해당 SW의 성
능을 심사하는 식약처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
ㅇ 또한, 닥터앤서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외교부의 협력 추가 필요
ㅇ 과기부(주관) 및 복지부·식약처(협조) 협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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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부
ㅇ 후속 R&D : AI정밀의료솔루션(닥터앤서2.0) / 21년 추진
ㅇ 병원 시범적용 확대 : 22년 신규과제(비R&D) 기획 추진 예정
부처
후속지원 수단
현황
□ 식약처
ㅇ 신속하게 의료기기 심사·허가 절차에 진입할 수 있도록 허가요건 등 사전상담 적
극지원을 위한 처내 지원체계 구축·운영
역할
소관부서 (담당자)
관계기관 (담당자)
후속 R&D (스케일업)
디지털콘텐츠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과기부
병원 시범적용 확대
(김성환)
(이준영)
심사·허가 사전상담
위해예방정책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약처
지원체계 구축·운영
(권태희)
(김동희)
건강보험 급여 심등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복지부
등 협력 추진
(장혜원)
기술완성도 제고
사업화 역량제고
투·융자 및 규제
기타
■ 후속 R&D
□ BM 설계,
□ 기술금융
□ 기타
마케팅 전문가 지원
(기술평가, 투‧융자)
■실증, 인증, 시범적용
□ 수요-공급 매칭,
■ 신제품 인증, 규제개선
공공수요 연계(혁신조달) 등
□ 이어달리기 내용 및 추진방법, 추진계획
ㅇ 진단 정확성 제고, 대표 질병분야 확대를 위한 후속 R&D (스케일업)
후속지원
세부전략

- AI정밀의료솔루션(닥터앤서2.0) 개발 질병예방-진단-예후관리를 지원하는
닥터앤서2.0 개발로 의료분야 AI기술 주도권 확보 및 미래 신산업 창출
- (사업내용) 폐암, 간질환 등 12개 질환의 진단을 지원하는 AI 의료 SW 24개 개발
및 의료기관 임상시험을 통한 안전성 및 임상효과 검증

* 기술개발(2년, ’21∼’23) + 병원 임상검증 실증·의료기기 인허가(2년, ’23∼’24)

ㅇ 병원 시범적용 확대 지원
- 닥터앤서와 같은 인공지능 의료SW가 병원현장에 사용되어 충분한 임상검증이
될 수 있도록 실증지원 필요하나, 닥터앤서 1.0은 20년 종료되는 과제로 실증
수단이 없어 22년 신규과제(비R&D) 기획 추진 예정
・ ・ ・

* 닥터앤서1.0 참여병원/기업과 산 학 연 병 각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
여 시범적용 대상 및 범위 도출

부처별
목표설정

ㅇ 제품 개발 단계부터 규제기준을 파악하여 제품 설계에 반영하고 신속하게 의료기
기 심사·허가 절차에 진입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제조업체 요청 즉시 허가요
건 등 사전상담 적극지원
□ 과기부
ㅇ 진단 정확성 제고, 대표 질병분야 확대를 위한 후속 R&D(스케일업)
- (TRL 목표) TRL 6(시제품 제작 및 성능평가)
- (R&D 목표) 시제품 제작 완료 및 의료현장에서 전임상시험(검증) 완료.
필요시, 공인인증 기관의 성적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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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병원 시범적용 확대 지원
- (TRL 목표) TRL 8(시제품 인증 및 표준화)
- (R&D 목표) 시제품 인증 및 의료현장에서 성능(임상시험) 검증완료
□ 식약처
ㅇ 의료기기 심사·허가 사전상담 지원체계 상시운영
<과기부>
ㅇ (스케일업) ‘21.4월 착수 예정
ㅇ (시범적용 확대) 22년 사업 신규과제로 기획하여, 추진 가능
착수 시점

추진일정

부처간
연계협력
방안
(요청사항)

기대효과
(성과활용
방안 포함)

<식약처>
ㅇ ‘의료기기 심사·허가·사전상담’ 상시운영

<복지부>
ㅇ 보험 급여심사 관련하여 보험급여과와 협의 후 일정 수립 예정
연도
주요내용
수행주체
과기부,
ㅇ 닥터앤서 2.0 사업공모 및 선정
1/4
ㅇ 22년 신규과제 기획(시범적용 확대)
NIPA
병원・ICT기
2/4
ㅇ 닥터앤서 2.0 사업 착수 (~‘24.12월)
업 컨소시엄
’21
과기부,
3/4
ㅇ 22년 신규과제 기획&예산대응(시범적용 확대)
NIPA
과기부,
4/4
ㅇ 22년 신규과제 세부 추진(안) 마련
NIPA
과기부,
1/4
ㅇ 22년 신규과제 사업공모 및 선정
NIPA
’22
병원・ICT기
2/4
ㅇ 22년 신규과제 착수
업 컨소시엄
□ (식약처) 인공지능 의료기기 신속제품화를 위한 기술지원 및 협력 추진
□ (외교부) 닥터앤서 글로벌 진출을 위한 보건의료 협력체계 마련 등 해당국가
와의 협력 추진
□ (식약처)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제품설계·연구개발 단계부터 미리 심사·허가 절
차를 상담하고 규제기준을 파악하여 제품개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 요청
□ 닥터앤서를 활용 진단정확도 향상 및 의료비 절감 가능

* 소아희귀유전질환 진단 정확도 : (기존) 40% → (닥터앤서 적용) 90%
** ‘닥터앤서1.0’ 8대질환 AI적용 시, 연간 6,270억원 비용절감효과(AT커니, ‘20.4)
□ 닥터앤서 제품화 추진을 통한 보급・확산 및 글로벌 진출

* 의료기기 인허가, 보험수가(급여) 적용 등 닥터앤서 SW의 신속한 병원 보급・확산을 위한 (신규)확
산사업 추진 필요

□ 신속한 심사·허가절차 진입을 통한 적기출시 가능으로 혁신성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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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약
구분
시범프로젝트

■
□
□
□

시장진입
사업화지원
후속 R&D
성과 현황

분야

성과명 (부처)

신약

정맥주사를 대체하는
피하주사형 신약 제조기술
개발 (범부처)

이어달리기 부처
주관
협력
범부처
(과기/산
업/복지)

ㅇ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신약개발 성과를 글로벌 10대 제약사
*
와 약 4.7조원(38.7억 달러) 규모의 라이센스 계약 체결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경영상 비밀유진 조건에 따라 기업명 미공개

□ 실용화 등 장애요인
ㅇ 해당없음(이어달리기 완료)
□ 부처 지원역량 결집 추진 필요성
ㅇ 이어달리기 완료 이후, 정부-대중소기업 수요기반 R&D 우수사례 홍보를 통해 우
수 R&D 성과의 조기 시장 진출 및 생존 방안 공유 등

부처
후속지원 수단 □ 해당없음
현황
역할

후속지원
세부전략

소관부서 (담당자)
관계기관 (담당자)
해당 없음
기술완성도 제고
사업화 역량제고
투·융자 및 규제
기타
□ 기술금융
■ 기타
□ 후속 R&D
□ BM 설계,
(기술평가, 투‧융
: 홍보
마케팅 전문가 지원
자)
□ 실증, 인증, 시범적 □ 수요-공급 매칭,
□ 신제품 인증, 규제개
용
공공수요 연계(혁신조달)
선
등
□ 이어달리기 완료로 인한 홍보방안(안)
ㅇ 시범프로젝트 종료 및 ’21년 범부처 R&D 우수성과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런칭 시,
이어달리기 완료 분야(신약, 기계소재)에 대한 대국민 홍보 수행
- 홍보물 제작하여 KISTEP에서 발간하는 보고서 중 수요층이 넓은 것 선별, 광
고 삽입

※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등
- 국가R&D 성과 관련 사이트 에 성과를 홍보할 수 있는 배너 삽입
* NTIS, NTB 등
*

부처별
목표설정
추진일정

□ 해당없음
착수 시점

R&D 우수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정식 발족 선포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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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1/4
2/4

주요내용
홍보물 기획
홍보물 기획,
홍보매체(KISTEP, NTIS 등)와 업무 협의

’21

’22

3/4

홍보물 감수 및 편집

4/4
1/4
..

홍보 수행 (보고서 내 광고 삽입, 배너 게재)
홍보 효과 분석

수행주체
KISTEP
KISTEP
복지부,
산업부,
복지부
KISTEP
KISTEP

부처간
연계협력
방안
(요청사항)
기대효과
(성과활용
방안 포함)

□ 해당없음

□ 우수성과 사례 및 노하우 공유 등을 통한 범부처 협업체계 제고
□ 조기 시장진입 촉진 및 죽음의 계곡(death valley) 극복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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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스틱
구분
시범프로젝트

□ 시장진입
■ 사업화지원
■ 후속 R&D

분야

성과명 (부처)

플라스틱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조기술 개발 (과기정통부)

이어달리기 부처
주관
협력
중기부

환경부
농진청

□ 성과 현황
ㅇ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 제조기술이 적용된 제품은 기존 석유계 플라스틱과 달리
분리수거 후 매립 시 수개월 이내에 분해되어 환경문제 해결에 효과적
ㅇ 기술성숙도(TRL) 측면에서 현재 보유 기술은 5-6단계 수준인 Pilot 제품화를
완료한 단계이며, 기업(SKC)에 기술이전을 완료한 상태로 3년 이내에 상용화 제
품 생산 예상
*

울산시 다중이용시설에 다양한 시제품(비닐봉투 등)을 보급하여 사용자 주도형 리빙랩 평가 수행

ㅇ 폐플라스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조기술 개발
ㅇ 농진청은 ‘미생물 활용 폐플라스틱 분해기술 개발(’20~‘24, 111억원)’연구를
통해 농업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는 농업 폐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미생물
기반기술 및 활용기술을 개발 중
ㅇ 농진청은 농업용 필름의 국산화, 필름분해 미생물 선발·활용 과제 중심*
- 생분해성 멀칭필름의 개발**과 이의 현장실증을 통한 효율성 제고 필요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온실용 국산 장기성필름 작물재배시험, 농업용 바이오플라스틱 제조·분해미생물 선발

□ 실용화 등 장애요인
ㅇ 대량 양산을 위해 부족한 세부기술 확보와 생산공정기술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
나 상용화를 위한 기업 기반이 미약한 상황
ㅇ 원천기술을 제품화할 수 있는 기업지원 프로그램 등 필요
ㅇ 환경표지인증 등 정책 지원 필요
□ 부처 지원역량 결집 추진 필요성
ㅇ 기업이 생산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초기의 안정적인 시장 형성을 위해 플라스
틱 사용에 대한 명확한 규제 및 활용‧확산 정책 필요
ㅇ 중기부, 환경부, 농진청간 협업을 통해 생분해성 플라스틱 소재 및 제품 개
발 및 환경인증으로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
ㅇ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농업 분야 적용 가능성(비닐하우스, 멀칭용 비닐, 농산물
포장재, 농약 용기 등) 연구 등 후속R&D를 통해 국민(농업인)이 체감하는
R&D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협업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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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ㅇ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등을 통한 신기술의 사업‧상용화 촉진
*

-

부처
후속지원 수단
현황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협업대상을 찾아 상호 협업과제를 제안하고 해결하는 상생협력형 플랫폼
화학연구원으로부터 고강도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고강도
받은 SKC쪽과 관련 내용 협의중

PBAT)을

기술이전

ㅇ 그린뉴딜 정책과 연계하여 바이오 플라스틱 등 화이트바이오 분야 유망 중소‧
벤처기업을 선정하여 사업화 지원

-

바이오 기반 대체소재 분야를 포함하여 녹색기술 분야 기업을 선정, 3년간 최대
30억원 지원

□ 환경부
ㅇ 환경표지 인증
- 생분해성 수지 원료에 대한 환경표지인증 획득 지원
□ 농진청
ㅇ 신규 사업기획을 통한 예산 확보 후 공동연구사업 추진(’23)
역할
소관부서 (담당자)
관계기관 (담당자)
ㅇ 대기업-스타트업간 상
호 협업과제 제안 및
해결하는 플랫폼 제시
ㅇ 친환경 소재 분야 유망
중소 벤처기업 선정
및 사업화 지원(~‘22,
100개사)

미래산업전략팀
(정선우 주무관)

환경부

ㅇ 환경표지인증 지원

녹색기술개발과
(노우영 사무관)
녹색산업혁신과
(이재민 사무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성과총괄실
(제현령 선임연구원)
환경표지인증실
(정주호 선임연구원)

농진청

ㅇ 후속 R&D

사업기획팀
(김승연 사무관)

국립농업과학원
(김정준 단장)

중기부

후속지원
세부전략

‧

기술완성도 제고

사업화 역량제고

투·융자 및 규제

기타

□ 기술금융
□ BM 설계,
□ 기타
(기술평가, 투‧융
마케팅 전문가 지원
(세부내
자)
■ 수요-공급 매칭,
용
■ 실증, 인증, 시범
□ 신제품 인증, 규제
공공수요 연계(혁신조달)
작성)
개선
적용
등
■ 후속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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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대-스타해결사 플랫폼 운영
ㅇ (개요)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최적의 협업대상을 찾아 상호 협업과제를 제
안 채택하고 해결하는 상생협력형 플랫폼

‧

-

대기업은 자체 해결하기 어려운 핵심 사업모델 구현을 스타트업에 공개 의뢰
하고, 스타트업은 협업하고 싶은 특정 대기업에게 협업사업 제안

(내용) 화학연구원으로부터 고강도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고강도
PBAT)을 기술이전 받은 SKC(대기업)와 관련 내용 협의중

ㅇ

-

진행시

’21년 3/4분기

진행 검토

‧

‧

□ (중기부) 유망 중소 벤처기업을 선정하여 사업화 기술개발 지원
ㅇ (개요) 그린뉴딜 정책과 연계하여 친환경소재 등 바이오 기반 대체소재
분야를 포함하여 녹색기술 분야 유망 중소기업 육성

-

그린뉴딜 유망기업으로
*

‘22년까지 100개사(’20년 40개사)를

선정

(중기부) 그린벤처 50개사, (환경부) 녹색혁신기업 50개사 등 100개사 육성

ㅇ (내용) 플라스틱 분야를 포함한 녹색기술 분야 기업을 선정하여 3년간 기업당
최대 30억원 지원
*

기술개발 12.5억원, 사업화자금 17.5억원 등 최대 30억원

‧ ‧

ㅇ (선정절차) 서면 심층 선정심의위원회 등 3단계 평가를 거쳐 선정
*

①기술역량, ②성장가능성, ③정책부합성 등을 평가

ㅇ (계획)

‘22년까지 100개사

‧

선정 지원 예정

□ (환경부) 생분해성 수지 원료 및 제품에 대한 환경표지인증 획득 지원
ㅇ 환경표지인증 획득을 위한 절차 안내
- 신청서류 작성, 심사 구비 서류, 소요기간, 접수부터 인증서 발급까지 전반
적인 진행 절차 안내
ㅇ 환경표지인증(EL724) 생분해성 수지 제품 인증 기준 가이드
- 수지사용비율, 생분해성 수지 사용률, 사용금지 원료, 생분해도, 인증 품질
기준 등

* 필요시, 인증 기준 제·개정 관련 협의 가능

□ (농진청) 생분해성 농업용 필름 개발 및 실증연구
ㅇ
-

바이오원료·농업폐기물 및 미생물 분해 기반의 생분해성 플라스틱 합성
농업폐기물 기반 또는 순수 미생물 기반 농업용 생분해성 플라스틱 원료 개발
농업용 생분해성 필름 기능 증진을 위한 첨가물 선발 및 혼합액 개발
개발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현장 실증 및 자연 분해력 검정

* ‘생분해성 농업용 필름 개발’과 관련하여 산업부와 역할분담 및 조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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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생분해성 멀칭필름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및 성능분석

* 인장강도, 인열강도, 내화학성, 유적성, 광투과율, 반사율, 흡수율, 보온성 등

ㅇ 외국 생분해성 멀칭필름의 특성·성능 및 작물재배효과 비교·분석
ㅇ 특정지역 내 현장실증을 통한 실용화 기능 기반기술 개발
□ (지원시점) 신규 사업기획을 통한 예산확보 후 공동연구사업 추진(‘23~)
ㅇ 관계부처 및 기관, 내·외부전문가 협의회를 통한 신규사업 기획

* 사업기획(~‘22.4), 과기부 및 국회 예산대응(~’22.12), 공동연구사업 추진(‘23~)

ㅇ 대학, 기업 등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공동연구 추진

□ (중기부) 대-스타해결사 플랫폼 운영
ㅇ ’21년 3/4분기 中 타 분야와 함께 대-스타해결사 플랫폼 운영, 대기업-스타트
업간 연계를 통한 제품화 협력

□ (중기부) 녹색기술 분야 중소‧벤처기업 선정
ㅇ
부처별
목표설정

*

‘22년까지 100개사

선정하여 3년간 기업당 최대

30억원

지원

연도별 선정기업수 : (그린벤처) 20개→20개→10개 / (녹색혁신기업) 21개→15개→14개

□ (환경부) 생분해성 수지 원료 및 제품화 단계로 기술이 성숙해진 경우, 환경
표지인증 획득 지원
□ (농진청) 생분해성 농업용 필름의 현장실증 연구를 통한 효율성 제고(TRL 7~)
ㅇ 실증시범지역 및 농가 선정을 통한 실증연구 추진(30개 지역)
ㅇ 홍보 및 활동, 기술지도 및 피드백 등

* 기술이전, 학술발표, 교육지도 등

ㅇ 외국 생분해성 멀칭필름의 특성·성능 및 효과 비교분석

<중기부>
ㅇ (대스타) ‘21. 3/4분기 (예정)
ㅇ (기업선정) ’20년 진행중 (~‘22)
추진일정

착수 시점

<환경부>
ㅇ 2021년 1/4분기
<농진청>
ㅇ 신규 사업기획, 예산확보 후 공동연구사업 추진(‘23~)

* 개발되는 생분해성 필름의 현장적용이기에 필름의 개발시기
에 따라 현장실증의 착수시점이 유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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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1/4

* 중기부
** 환경부
*** 농진청

2/4

*
*

* 중기부
** 농진청

3/4

4/4
’22
1/4
<환경부>

기대효과
(성과활용
방안 포함)

대-스타해결사 플랫폼 수요 발굴
그린뉴딜 유망기업100 공고
** 환경표지 인증 절차 안내 및 인증 가이드 (상시)
*** 신규사업 기획 및 관계부처 협의

수행주체

*
*

’21

부처간
연계협력
방안
(요청사항)

주요내용

대-스타해결사 플랫폼 수요 발굴
그린뉴딜 유망기업100 공고
** 과기부 예산심의 대응, 사업설명서 및 예산심의서 작성
* 그린뉴딜 유망기업 평가 선정
* 대-스타해결사 플랫폼 운영
** 기재부, 국회 등 예산심의 대응
* 그린뉴딜 유망기업 평가 선정
* 대-스타해결사 플랫폼 운영
** RFP 기획
과제공모 및 사업수행(4월~)

‧
‧

* 중기부
** 농진청
* 중기부
** 농진청
농진청

□ (중기부, 농진청) 환경표지인증기준의 부합여부를 인증 신청 전에 확인 할
수 있도록 시험 등 사전 준비 지원 방안 마련 필요
<농진청>
□ (산업부) 생분해성 농업용 필름 개발의 추진여부 및 역할분담 등 조정 필요
ㅇ 산업부에서 생분해성 농업용 필름을 개발할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농진청에서 농업
분야에 특화하여 농업폐기물 등 활용한 필름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지 등에 대
한 역할분담 등 논의 필요
□ 대기업은 자체 해결하기 어려운 사업모델 구현을 스타트업에 공개의뢰, 스타트
업은 협업하고 싶은 대기업에 협업사업을 제안함으로써 상호 보완적인 성과
도출 기대
□ 녹색기술을 개발‧사업화하는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기술 개발과 사업화 자금을 지원
함으로써 글로벌 수준의 전문기업으로 육성
□ 생분해성 농업용 필름 개발 및 현장실증을 통해 농업의 인력부족난 해소,
작물수확량 및 품질증진 제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등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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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G
구분
시범프로젝트

□ 시장진입
■ 사업화지원
■ 후속 R&D

분야

성과명 (부처)

5G

5G 인프라 핵심기술(5G 소형셀
SW) 개발 (과기정통부)

이어달리기 부처
주관
협력
과기
정통부

-

□ 성과 현황
ㅇ 그동안 우리 중소기업은 스몰셀 장비 제작시 외산 칩셋ㆍSW를 구매ㆍ제작 →
유지보수 비용과 외산 의존도에 따른 기술 격차가 상당
- 아울러 삼성ㆍ노키아 등 5G 기지국 제조사는 자사의 기술로만 5G 스몰셀
장비를 제조ㆍ공급 → 중소기업의 스몰셀 진입이 어려웠음

※ 4G 스몰셀의경우 5G 스몰셀과달리글로벌대기업의관심이낮았으며, 우리중소․중견기업(콘텔라, 유캐스트등)은
외산칩셋(인텔․퀄컴)과 외산SW(美알트란․레디시스)를 구매ㆍ제작하여통신사에납품
o 범용 5G 28㎓ 스몰셀 SW를 ETRIㆍ국내 중소기업ㆍSKT가 협력ㆍ개발, 상용단말
접속에 성공(10.27.)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레퍼런스 확보 가능

※ 소형셀무선자원제어, 간섭제어, 이동성관리분야국제특허출원·등록을통해소형셀기술의우수성입증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실용화 등 장애요인
ㅇ 3GPP 표준 규격이 1~2년 주기로 업데이트됨에 따라, 추가적인 연구개발이 없으면
성능 저하로 인해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 존재
ㅇ 5G 28㎓ 대역 서비스는 이제 막 시작되는 단계로서, 구현 가능 서비스가 아직
구체화 되지 않아 시장의 수요가 미미한 상황
□ 부처 지원역량 결집 추진 필요성
ㅇ 표준 규격 업데이트에 따라, 소형셀 SW가 특성에 맞게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
록, 추가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품질개선 지속 지원 필요

※ ETRI의 경우 PBS 방식의 과제 추진으로,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위한 계속과제 필요
ㅇ 개발된 28㎓ 스몰셀 SW가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 시나리오 도출 및 판로확
보, 개발 결과물 수요연계 등 중소기업의 안정적 시장 안착 지원 필요

부처
후속지원 수단
현황

□ 과기정통부
① 기술 고도화를 위한 후속 R&D 지원

※ 5G NR기반 지능형 오픈 소형셀 기술개발 / ’21년, 85억원(’18~’24, 총 487억원)
※ 5G+ 통신 시스템 RF 성능 검증을 위한 플랫폼 개발 / ’21년, 16.5억원(’21~’23, 총 60.5억원)
② 수요 연계 및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

※ 28㎓ 구축ㆍ활성화 추진협의체 구성ㆍ운영(’20.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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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소관부서 (담당자)
관계기관 (담당자)
후속 R&D 및
과기
네트워크정책과
ETRI(김일규)
정통부
(한성민)
IITP(최성호)
수요 연계 지원
기술완성도 제고
사업화 역량제고
투·융자 및 규제
기타
□
BM
설계,
■ 후속 R&D
□ 기술금융
마케팅 전문가 지원
(기술평가, 투‧융자) □ 기타
■ 수요-공급 매칭,
□ 실증, 인증, 시범적용
공공수요 연계(혁신조달) 등 □ 신제품인증, 규제개선
□ 이어달리기 내용 및 추진방법, 추진계획
① 기술 고도화를 위한 후속 R&D 지원
➊ 5G 소형셀 관련 3개 과제를 1개 과제로 통합·대형화 추진(’21년~)
- 관련 과제 간 시너지 창출과 표준 규격 업데이트에 따른 성능개선을 위한
후속 R&D 지속 지원으로 연구성과 창출기반 강화

※ 기 추진 중인 과제로 3GPP Rel-15/16 기반 기술을 개발하고, 통합·대형화된 과제로 Rel-17
규격(’22.6월 완료 예상) 기반 기술 고도화를 위한 후속 R&D 지원

후속지원
세부전략

과제명

연구기간

‘21년 예산

(통합과제) 5G NR기반 지능형 오픈 스몰셀 기술개발(방송통신산업기술개발사업)

’18~’24

85억원

통합
대상
과제

5G NR기반 지능형 오픈 스몰셀 기술

’18~’22

34억원

고밀집 네트워크(UDN) 환경에서 고용량, 저비용 달성을 위한 무선전송 기술 개발

’18~’22

25억원

5G 스몰셀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자율구성 네트워크(SON) 기술 개발

’20~’24

26억원

➋ 5G 통신시스템 시험·검증 R&D 추진(’21년~)
- 최신 규격 기술의 신속한 검증과 다양한 오류 케이스의 검증을 통한 신뢰성
있는 상품 출시를 위해, 5G 통신시스템 시험·검증 플랫폼 개발

※ 5G 시험장비는 4G 대비 높은 가격(5배 이상)으로 구매의 어려움 발생
과제명
+

(‘21년 신규) 5G 통신 시스템 RF 성능 검증을 위한 플랫폼 개발

연구기간

‘21년 예산

‘21~’23

(60.5억)

② 수요 연계 및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
➊ 28㎓ 구축ㆍ활성화 추진협의체 구성ㆍ운영(’20.11월~)
- 5G 28㎓ 대역 활성화를 위해 과기정통부, 장비제조사, 이통 3사 등 수요기
업, B2C·B2B 서비스·솔루션 기업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20.11.)

*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 주관 4개국 참여(통신, 전파, 네트워크, 산업)

- 28㎓ 융합서비스 시나리오 도출 및 판로확보, R&D 성과 공유를 통한 개발
결과물 수요연계 등 중소기업의 안정적 시장 안착 지원 추진

※ 중소기업 장비의 국내 상용화 이력은 해외시장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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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달리기 성과 달성 목표시점
① 기술 고도화를 위한 후속 R&D 지원
ㅇ ‘Rel-15’ 기반 개발 결과물 중소기업 기술이전(’21.1Q)→ 기업별 시작품 제작
및 시험ㆍ검증(’21.3~4Q) → Rel-15 기반 5G 소형셀 상용 제품 출시(’22~)
부처별
목표설정

※ ‘20년 표준규격이 완성된 Rel-16 규격 기반 SW 기술 개발 (’22.12 완료 예정) 및 Rel-17’(‘22.6
월 표준규격 작성 완료 예정으로 표준 완료 후 1-2년의 개발기간 소요예상) 기반 소형셀 기
술 개발 등 기술 고도화를 위한 후속 R&D 계속 지원

② 수요 연계 및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
ㅇ 28㎓ 구축ㆍ활성화 추진협의체 구성ㆍ운영(’20.11월~) → 28㎓ 융합서비스 시나
리오 도출(’21.1Q) → 28㎓ 활성화 로드맵 마련(’21.2Q) → 기술개발 결과물
수요 연계 및 중소기업 상용화 지원(’22년~)
착수 시점

‘21년 착수 가능

연도

주요내용

수행주체

1/4

ㅇ 소형셀 관련 과제 통합 협약 및 통신시스템 시
험·검증 R&D 신규 공고
ㅇ 5G 소형셀 SW 개발 결과물 (Rel.15 28GHz, NSA, 초
기 시제품 TRL6) 기술이전 (ETRI 홈페이지 공고 중,
기술이전 대상: 5G 소형셀 중소기업)
ㅇ 28GHz 융합서비스 시나리오 도출

IITP, ETRI
과기정통부

2/4

ㅇ 28GHz 활성화 로드맵 마련

과기정통부

3/4

ㅇ 5G 소형셀 기업별 시작품 제작 지원

’21
추진일정

4/4

’22

부처간
연계협력
방안
(요청사항)
기대효과
(성과활용
방안 포함)

1/4
~4/4

ㅇ 5G 소형셀 기업별 시작품 시험·검증 지원
ㅇ Rel.15 5G 소형셀 SW (3.5GHz, SA) 기술 개발
ㅇ Rel-15 기반 5G 소형셀 상용 제품 출시 (상반
기 예상) 지원 및 상용화 기술 지원
ㅇ 5G 소형셀 기술 고도화 (Rel.16/17)를 위한 후
속 R&D 계속 지원
ㅇ 기술개발 결과물 수요 연계 및 중소기업 상용
화 지원
ㅇ Rel.16 5G 소형셀 SW기술개발

ETRI
ETRI

IITP, ETRI
과기정통부

ㅇ 해당 없음(과기정통부 주관)

□ 5G 소형셀 핵심기술 국산화로 국내 중소기업의 가격 경쟁력 및 기술 경쟁력 향상으
로 5G 장비 분야 외산 제품을 대체하여 국내 중소기업 성장 기대
□ 도심 핫스팟‧공항‧경기장‧쇼핑몰 등에서 AR/VR과 같은 고용량 서비스를 끊김 현
상 없이 사용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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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차전지
구분
시범프로젝트

분야

성과명 (부처)

이차전지

전기자동차용 고기능/저가격
리튬이차전지 핵심소재 개발
(산업통상자원부)

□ 시장진입
□ 사업화지원
■ 후속 R&D

이어달리기 부처
주관

협력

산업부

-

□ 성과 현황
ㅇ ‘10 ~’19년간 고성능 이차전지소재사업단 주도로 WPM 사업(고에너지 이차
전지용 전극(양극, 음극) 소재개발과제, 정부출연금 642억원)을 통해 니켈 80%
이상 전기자동차용 고성능 양극소재 및 실리콘계 고용량 음극소재 제품화에
성공(특허 출원 384건, 누적 매출 1.3조원 등)
□ 실용화 등 장애요인
추진배경
및
필요성

ㅇ 니켈계 양극소재는 성공적으로 제품화에 성공하고, 매출이 발생하고 있으나,
한중일 3국간 이차전지 성능경쟁이 지속되고 있어, 보다 고용량의 양극소재
추가 제품화 수요가 증가
ㅇ 실리콘계 음극소재는 제품화에 성공하고, 일부 매출이 발생하고 있으나, 경쟁국
인 일본 및 중국에 90% 이상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제품대비 성능 및 가격
열위에 있어, 이의 개선을 수요기업인 전지사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음
□ 부처 지원역량 결집 추진 필요성
ㅇ 니켈계 양극소재는 선제적으로 추가적인 고성능 및 저가격화 수요에 대응하
고, 실리콘계 음극소재는 시급히 기술 및 가격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후속
지원 대책이 필요(공급기업-수요기업 연계 협력도 필수)
□ (산업부) 소재부품패키지사업(‘21년 추진, 정부출연금 200억원)

부처
후속지원 수단
현황

후속지원
세부전략

ㅇ 전기차 주행거리 향상을 위한 고성능 이차전지용 실리콘계 음극소재 및 제조
장비 개발(1,400mAh/g급 소재 개발, 개발기간 3년)
ㅇ 전기차 주행거리 향상을 위한 고신뢰성 차세대 니켈계 양극소재(Ni≥90%) 개
발(210mAh/g 이상급 소재 개발, 개발기간 3년)
역할
소관부서 (담당자)
관계기관 (담당자)
후속 R&D
전자전기과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부
(소재분야 대-중소기업
(손민경 사무관)
(송준호 이차전지PD)
간 수요-공급 매칭)
기술완성도 제고
사업화 역량제고
투·융자 및 규제
기타
■ 후속 R&D

□ BM 설계,
마케팅 전문가 지원
□ 실증, 인증, 시범적용 □ 수요-공급 매칭,
공공수요 연계(혁신조달) 등

- 34 -

□ 기술금융
(기술평가, 투‧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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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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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달리기 내용 및 추진방법, 추진계획
ㅇ WPM 사업*의 후속사업으로, 기존 400km급 이차전지용 소재보다 고성능을 구
현하여 향후 전기자동차 일충전 주행거리 600km 이상 대응이 가능한 고기능/
저가격 양음극 핵심소재 사업화를 지원
*

300Wh/kg급 고성능 리튬이차전지용 핵심소재 사업화 성공을 기반으로 후속 R&D 추진

ㅇ 수요기업인 전지사(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이노베이션)로부터 기술개발
수요 및 주요 공급기업 역량 검토를 통해 최적의 수요-공급기업 매칭을 추진

부처별
목표설정

ㅇ 소재부품패키지기술개발사업(‘21년 신규)으로 전기자동차용 니켈계 양극소재,
실리콘계 음극소재 과제를 발굴하며, 특히 음극소재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25톤/월 규모의 핵심 제조공정장비 개발도 병행하여 지원
□ (산업부) WPM 사업의 후속 R&D 사업 취지에 맞게 기존 리튬이차전지 핵심소재
사업에 역량이 있는 공급기업을 대상으로 수요기업인 전지사와 연계하여 TRL
8단계까지 지원
ㅇ Pilot 이상급 제품 개발 및 이의 수요기업 실증을 통해, 과제 종료 후 바로 매
출에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
착수 시점

’21년 착수 예정

연도

추진일정

’21

’22
부처간
연계협력
방안
(요청사항)

기대효과
(성과활용
방안 포함)

주요내용

수행주체

1/4

ㅇ 사업 공고

KEIT

2/4

ㅇ 시범 프로젝트 과제 1차년도 시작

수행기관

3/4

ㅇ 공급기업-수요기업간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수행기관

4/4

ㅇ 리튬이차전지 핵심소재 관련 추가 신규과제 발굴

산업부

1/4

ㅇ 시범 프로젝트 과제 2차년도 시작

수행기관

2/4

ㅇ 핵심소재 사업화 전략 준비

수행기관

□ 해당사항 없음
□ 6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한 300Wh/kg 이상급의 고성능/저가격 리튬이차전지 개
발에 필요한 핵심 소재를 국내 기업 자체 공급이 가능하여, 리튬이차전지분야
밸류체인 안정화가 가능
□ 고기능/저가격 핵심소재 개발 및 공급을 통해 전기자동차 등 중대형 이차전지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국내 전지사들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유지 및 확대에 기
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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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소재(MLCC)
구분
시범프로젝트

□
■
□
□

시장진입
사업화지원
후속 R&D
성과 현황

분야

성과명 (부처)

기계소재

반도체 핵심부품(MLCC) 박막
성형기술 개발

이어달리기 부처
주관
협력
중기부

-

ㅇ 나노기술 분야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나노소재를 실제 제품에 적용하여 상용화
시킬 수 있는 나노코팅 공정장비(박막성형)의 개발이 필요
- 최근 나노소재의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짐에 따라 이를 상용화하는데 필수적인
나노코팅공정 설비 개발의 중요성이 부각(시장 규모가 매년 10% 증대 예상)
ㅇ 나노코팅 설비의 경우 나노소재의 개발과 함께 추진되어야 하나 대부분 선진국
들이 나노소재의 개발 현황을 비밀로 하고 있어 코팅공정기술을 확보하기가
어려움
- 나노소재의 국산화와 함께 나노코팅 설비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함
ㅇ (기술내용) 전자제품 초소형화를 위해 반도체 핵심부품(MLCC*)을 박막으
로 성형하는 기술 개발

＊ 적층세라믹콘덴서 : 반도체에 전기를 일정하게 공급하는 역할의 부품으로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MLCC의 경우 머리카락 두께(0.3mm)보다 얇음

ㅇ (기술수준) 기술성(고밀도·박막화) 및 생산성(생산량·수율)을 모두 만족시켜
최근 S社에 납품 성공
추진배경
및
필요성

※ MLCC 시장점유율(’19년) : 무라타(日,40%) 삼성전기(韓,22%) 다이요유덴(日,12%) TDK(日,8%)

ㅇ (기대효과) MLCC 시장규모* 확대에 따른 국내 기업 매출 증대 기대

＊ 세계 MLCC 시장규모 : 2019년 10.7조원, 2025년 17조원으로 전망

□ 실용화 등 장애요인
ㅇ 선진국가에 비해 정부의 개발지원규모가 소규모이고, 코팅소재 개발에 정부
지원이 집중
ㅇ 국내․외 설비 제조사 경쟁 심화, 나노코팅 기술 및 연구를 위한 전문인력
부족
ㅇ 코팅장비 및 소재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경각심과 나토
코팅공정 진행에 따른 안전성 확보기술 필요
ㅇ 코팅공정을 진행하기 위해 고가의 장비 구입필요, 초기 투자비 및 유지비
가 많이 드는 문제점
□ 부처 지원역량 결집 추진 필요성
ㅇ 대중소기업 및 정부가 사전에 목표를 정해 협력한 수요 기반 R&D우수
사례 홍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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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① 사업화를 위한 사업화 자금 저리융자 지원

※ (‘19년) 기업 및 하나은행 6,000억원, 중진공 700억원 규모(평균 금리 2% 초반)
※ ‘18년 985개 기업, 4,199억원 지원 → ’19년 950개 기업, 5,609억원 지원
부처
후속지원 수단
현황

② 투자유치 프로그램(TechUP) 운영

※ ’18∼’19년(1∼3기)에 투자유망기업 40개사 발굴·육성, 7개사 68.6억원 투자유치
③ 수출초보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방안으로 수출입에 따른 리스크 감소, 금융지원 및 해외바이어 연
계 등을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협업
④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추진

※ 제2020-15호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20.2, 중기부 고시)

역할

소관부서 (담당자)
관계기관 (담당자)
기술개발과
중기부
홍보․진흥
TIPA(이혜문)
(고주현 사무관)
기술완성도 제고
사업화 역량제고
투·융자 및 규제
기타
□ 후속 R&D
□ 실증, 인증, 시범적용

□ BM 설계,
마케팅 전문가 지원
■ 수요-공급 매칭,
공공수요 연계(혁신조달) 등

□ 기술금융
(기술평가, 투‧융자)
□ 신제품인증, 규제개선

□ 기타

□ 이어달리기 내용 및 추진방법, 추진계획
① R&D우수 사례 홍보
후속지원
세부전략

- R&D 우수성과 대상 사례집 및 동영상 제작 추진
- 우수사례기업의 기술 우수성을 우수사례집 발간, 기획기사 보도, 홍보영상 제
작, SNS 홍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지원
② 수요 연계 및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
- 공공조달의 구매력을 활용하여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의 초기시장 창출 지원을
위해「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마련
* ’19.7.2 국무회의 논의·확정(기재부 주관 관계부처 합동)

- 혁신지향 구매제도 활성화를 위해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제도 운영을 위한 중
기부 지침 고시* 완료

* 제2020-15호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20.2, 중기부 고시)

- 해당 과제에 대해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추진

부처별
목표설정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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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부처간
연계협력
방안
(요청사항)
기대효과
(성과활용
방안 포함)

착수 시점
연도
1/4
2/4
’21
3/4
4/4
’22
1/4

2021. 1/4
주요내용
홍보영상 기획
홍보영상 제작, SNS 홍보
기획기사 보도, SNS 홍보
우수사례집 발간, SNS 홍보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수행주체

기정원

ㅇ 해당 없음(중기부 주관)

□ 기술 확보시 제품으로는 Roll To Roll Coater, TFT-LCD용 백라이트유닛에 들어가
는 광학필름용 UV 성형, 나노 소재를 활용한 고기능성 제품, 그래핀 코팅 통신용
케이블, 유무기 하이브리드 코팅, 투명 전도성 필름 등에 적용 가능
□ 두께 산포의 최소화에 따른 고효율 및 고용량, 초소형화 제품 생산 가능

3. 향후 계획
주관/협력 부처 최종검토 후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안건으로 추진경과 보고 (’21.3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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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우수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공통운영지침 제정

1. 개요
(명칭)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목적)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16조의3에 따른 혁신적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촉진 등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세부사항 마련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의 국가연구
개발사업과 그 시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
제16조의3(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① 정부는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
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2. 주요내용
(추진체계) 범부처·관계기관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주관·협력부처 지정
(성과 발굴·선정) 주기적 우수성과 발굴, 경제성·공공성·정책성을 고려한 성과의 선정, 전문가
의견청취(우수성·혁신성 등)
(맞춤형 전략 수립·추진) 맞춤형 전략 구성요건(기술개발, 법·규제 개선, 금융지원 방안 등),
프로젝트와 관련된 사업·과제의 우선 추진
(실적관리 및 결과활용) 프로젝트 추진현황·실적 점검, 점검결과를 예산조정·배분, 포상 등에 활용

3. 추진경과
고시제정 초안 마련 및 법률검토(‘20.12.23.)
부처 의견수렴(‘20.12.23.~‘21.1.4.)
행정예고(~‘21.1.14.)
관계부처 고시번호 취합(’21.1.27.)
관보게제 완료(’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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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D 우수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공통운영지침

국무조정실고시 제2021-11호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1-2호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1호
교육부고시 제2021-3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8호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13호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0006호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1-4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23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7호
환경부고시 제2021-1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50호
해양수산부고시 제2021-18호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1-10호
농촌진흥청고시 제2021-2호
산림청고시 제2021-8호
기상청고시 제2021-1호
질병관리청고시 제2021-1호
특허청고시 제2021-2호

‘국가연구개발성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을 다음과

국무조정실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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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기상청장
질병관리청장 특허청장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제1장 총칙

「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16조의3에 따라 혁신적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이어달리기 프로젝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이하“프로젝트”라 한다)”란 국
가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관계장
관회의에서 확정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프로젝
트 대상이 되는 성과’와 성과별 ‘맞춤형 전략’을 말한다.
2. “프로젝트 대상이 되는 성과”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창출된 성과 중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프로젝트의 대상으로 발굴 추천하여 과학기술장관회의에서 프
로젝트 대상으로 확정된 성과를 말한다.
3. “맞춤형 전략”이란 참여부처의 장이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하다고 제시한 개별부
처사업과 소관업무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한 전략을 말한다.
4. “참여부처”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으로 주관부처와 협력부처
로 구성한다.
5. “주관부처”란 프로젝트를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6. “협력부처”란 주관부처와 함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7. “관계기관”이란 프로젝트와 관련된 전문기관, 사업화 지원기관을 말한다.
8. “개별부처사업”이란 프로젝트 내 각 관계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프로젝트에 포함되는 개별부처사업 및 소관업무에 적용된다.

①

·

제4조(원칙)
맞춤형 전략에는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 제도 개선, 시장 환
경 조성, 정책의 수립 추진 등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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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프로젝트 대상이 되는 성과의 발굴부터 프로젝트의

추진, 사업화까지 프로젝트의 전 단계에 걸쳐 참여부처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참여부처가 프로젝트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①

제5조(전문기관의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프로젝트의 총괄을 수행할 전
문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프로젝트의 기획 추진 관리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수
행할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 · ·

「

제6조(다른 법률의 준용) 이 지침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
법 및 동법 시행령 이 정하는 바를 따르거나 이를 준용한다.

」 「

」

제2장 프로젝트 추진체계

①

제7조(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는 프로젝트 대상이 되는 성과
및 맞춤형 전략의 확정, 추진현황 점검 등 프로젝트와 관련된 주요 정책사항을 확
정한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프로젝트 대상이 되는 성과의 발굴 및 선정, 맞춤형
전략, 추진현황 점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필요 시 관련 사항을 과학기술관계
장관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②

①

제8조(범부처협의회)
프로젝트 대상이 되는 성과의 선정 및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
기 위하여 범부처협의회를 구성 운영한다.
범부처협의회는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
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기상청 방위
사업청 질병관리청 특허청 과학기술혁신본부의 국장급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범부처협의회 위원장은 과학기술혁신본부의 과학기술혁신조정관으로 한다.
범부처협의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범부처협의회의 구성원이
아닌 자를 참석하게 하거나 참석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범부처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1. 프로젝트 대상이 되는 성과의 선정
2. 맞춤형 전략의 수립
3. 주관부처 협력부처 선정 및 부처 간 역할 분담 조정
4. 프로젝트 추진현황 및 점검결과
5. 주관부처의 장이 맞춤형 전략의 수립 및 프로젝트 추진에 관하여 심의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

②
③
④
⑤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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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제9조(관계기관협의회)
프로젝트 대상이 되는 성과의 발굴 추천, 맞춤형 전략 마련
등 범부처협의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기관협의회를 구성 운영한다.
관계기관협의회는 관계기관 및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직원(각 중앙행정기
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수행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임명한 전문가로 프로그램 디렉터, 기술개발투자관리자, 프로젝트 매니
저, 크리에이티브플래너 등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관계기관협의회 위원장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평가분석본부장으로 한다.
관계기관협의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협의회의 구성
원이 아닌 자를 참석하게 하거나 참석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관계기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프로젝트 대상이 되는 성과의 발굴 및 추천
2. 맞춤형 전략 마련
3. 기관별 역할 조정
4. 범부처협의회가 요청하는 사항

②

·

③
④
⑤

①

제10조(주관부처 및 협력부처)
주관부처는 프로젝트의 기획, 추진 등을 총괄하며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부처와 협의해야 한다.
협력부처는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관부처의 요청에 협조하
여야 한다.

②

①

제11조(실무협의회)
주관부처의 장은 맞춤형 전략의 세부사항을 수립하고 프로젝
트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별 프로젝트별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실무협의회는 참여부처의 과장급 공무원과 관련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여 자율
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부처 간 이견 조율이 필요한 경우 범부처협의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맞춤형 전략 수립을 위한 세부사항
2. 프로젝트의 추진 및 개별부처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세부사항

②

·

③

제3장 프로젝트 대상이 되는 성과 발굴 및 선정

①

제12조(프로젝트 대상이 되는 성과 발굴)
관계기관협의회는 프로젝트 대상이 되는
성과를 발굴하기 위하여 추진 중 또는 종료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우수성과를 수
시로 발굴하며, 필요 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성과를 발굴하여 프로젝트 대상으로 제안할
수 있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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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3조(프로젝트 대상이 되는 성과 선정)
범부처협의회는 제12조에 따른 수요조사
및 제안 내용을 취합하고 조정을 거쳐 프로젝트 대상이 되는 성과를 선정한다.
범부처협의회는 프로젝트 대상이 되는 성과를 선정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프로젝트 대상이 되는 성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다.
1. 기술 우수성, 독점적 권리 유무, 시장성 등의 경제성
2. 사회적 파급효과, 사회문제 해결 가능성 등의 공공성
3. 신산업 선점을 위한 국가전략분야 등의 정책성

②
③

①

제14조(전문가의견 청취)
프로젝트 대상이 되는 성과 발굴 및 선정 과정에서 성과
의 우수성 및 혁신성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 관련 전
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 성과 내용 검증
2. 성과의 우수성
3. 향후 상용화 가능성
4. 다른 성과와 연계가능성
제1항에서의 전문가는 본인의 신청이나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 구성하여 활용
할 수 있다.

②

①

제15조(보안관리)
참여부처 및 관계기관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
보 및 연구개발성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프로젝트 대상이 되는 성과의 발굴 또는 선정 과정에서 보안이 필요한 기술 정
보 및 사업화 정보 등에 대하여 참여 구성원에게 관련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에 대한 서약서 등을 받아야 한다.

②

제4장 맞춤형 전략 수립 및 추진

①

제16조(맞춤형 전략 수립)
범부처협의회는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주관부
처 및 협력부처를 선정한다.
주관부처의 장은 협력부처와 협의하여 맞춤형 전략을 수립한다.
맞춤형 전략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의 장애요인
2. 연구개발 및 제도개선의 목표
3. 연구개발 및 제도개선의 내용, 추진방법(관련 법 규제 개선 및 금융지원 등 포함)
4. 프로젝트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부처 간 역할 분담 및 연계 협력 방안
협력부처의 장은 주관부처의 요청에 따라 맞춤형 전략이 원활하게 수립되도록

②
③

·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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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하여야 한다.

①

제17조(프로젝트 추진)
주관부처의 장은 참여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연계
가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의 소관 부처와 협의를 통해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다.
참여부처의 장은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하여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상용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참여부처의 장은 프로젝트 대상이 되는 성과와 관련된 사업이나 과제를 우선적
으로 반영하여 기획할 수 있다.
참여부처의 장은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 기술적 재정적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주관부처는 협력부처와 함께 해당 프로젝트의 추진 및 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을
협의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관련 세부사항에 대한 조정을 범부처협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②
③
④
⑤

·

·

·

제5장 프로젝트의 추진실적 관리 및 결과의 활용

①

제18조(추진실적관리)
주관부처의 장은 협력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프로젝트의 추
진현황 및 실적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 보고
하여야 한다.
주관부처의 장은 협력부처와 협의하여 프로젝트에 대한 실적 점검을 위하여 별
도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①

제19조(실적점검 결과의 활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처별 프로젝트 참여
실적, 프로젝트 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프로젝트 관련 예산의 조정
배분 판단에 활용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예산의 조정 배분 시 부처별 지원 규모
및 실적에 따라 해당 부처의 차년도 프로젝트 관련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프로젝트 참여 및 추진을 통해 협력을 증진하고 우
수한 성과를 창출한 자 또는 기관에게 적절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

③

제6장 보칙

「 ·

제20조(재검토기한) 주무부처의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2021년 2월 1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의 2월 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연장 또는 폐지 등의 조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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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제21조(지침의 개정) 이 지침을 개정하는 경우에 제8조제2항의 범부처협의회를 구성
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고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추진 중인 프로젝트는 이 지침에 따라 과학기술
관계장관회의에 의해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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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프로젝트 대상 성과 선정 및 맞춤형 전략 수립을 연 2회(4월, 10월) 정례적으로 추진

2. 추진절차 및 일정
대상 성과 발굴(상시)
○ 부처추천을 통해 후보 성과 및 관련 전문가 명단 취합
○ 우수성 및 혁신성 검토를 위한 전문가 의견청취
○ 관계기관협의회에서 이어달리기 필요성, 프로젝트 목표 및 실현 가능성 등 검토 후 범부처
협의회에 추천
추진일정(안)
○ 추천 성과의 전문가 자문 및 검증(우수성·혁신성 등) : ~’21.2월초
○ 관계기관협의회/후보성과 중 부처 협의대상 선별 : ’21.2월초~중
○ 선별결과 부처 회람 및 의견수렴 : ’21.2월중~말
※ 성과를 이어받을 부처의 검토의견, 입장 등 확인 조율

○ 범부처협의회/프로젝트 선정 및 주관‧협력부처 참여 확정 : ~’21.2월말
※「’22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수립 참고자료로 투자국과 공유, 혁신본부 차원에서
이어달리기 성과 분야 투자방향 등 사전 공감대 형성

○ 과기관계장관회의(총리)/프로젝트 추진 확정 : ’21.3~4월(잠정)
○ 주관부처는 프로젝트 협력부처, 관계기관,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실무협의회 운영하여 후속지원
세부전략(안) 마련 : ’21.3~4월
○ 관계기관협의회/후속지원 세부전략(안) 구체화 : ~’21.4월말
○ 범부처협의회/프로젝트별 이어달리기 전략 확정 : ~’21.5월
○ ’22년도 주요 R&D 예산 배분‧조정 시 이어달리기 예산 별도 검토 : ~’21.6월
○ 상반기 이어달리기 추진실적 모니터링 및 하반기 추진 : ’21.7월(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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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반기 우수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후보 추천 현황
6개 부처에서 99개 성과를 추천하여 ’21.2월 현재 민간 전문가 검토 중
<표 4-1> 2021년 상반기 범부처 이어달리기 우수성과 후보 추천 현황

발굴부처 추천건수
과기
정통부

81

국토부

6

환경부

5

농진청

3

복지부

2

해수부

2

합계

99

이어달릴 부처수요

희망 후속지원 유형
*복수응답
R&D
과기정통부 57건, 산업부 41건 후속
인증, 시범적용
복지부 11건, 식약처 5건 실증,
BM 설계, 마케팅 전문가 지원
국토부 5건, 국방부 5건 수요-공급 매칭
중기부 4건, 환경부 4건 기술금융
농림부 3건, 행안부 2건 신제품 인증, 규제개선
해수부 1건, 기재부 1건 기타
질병청 1건
후속 R&D
실증, 인증, 시범적용
국토부 6건, 산업부 1건 BM 설계, 마케팅 전문가 지원
수요-공급 매칭
신제품 인증, 규제개선
R&D
산업부 3건, 환경부 1건 후속
인증, 시범적용
국방부 1건, 행안부 1건 실증,
신제품 인증, 규제개선
농림부 3건, 기재부 1건 실증, 인증, 시범적용
기타
식약처 1건
R&D
복지부 2건, 식약처 2건 후속
인증, 시범적용
과기정통부 1건, 산업부 1건 실증,
신제품 인증, 규제개선
후속 R&D
해수부 2건, 산업부 2건 실증, 인증, 시범적용
수요-공급 매칭
환경부 1건
신제품 인증, 규제개선
R&D
과기정통부 58건, 산업부 48건 후속
인증, 시범적용
복지부 13건, 국토부 10건 실증,
설계, 마케팅 전문가 지원
식약처 8건, 농림부 6건 BM
수요-공급
환경부 6건, 국방부 6건 기술금융 매칭
중기부 4건, 해수부 3건 신제품 인증, 규제개선
행안부 3건, 기재부 2건 기타
질병청 1긴
*복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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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7
16
5
6
1
5
4
1
2
1
5
1
1
2
1
2
2
1
1
2
1
1
71
58
8
19
5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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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추진계획
추천 성과의 전문가 자문 및 검증(우수성·혁신성 등) : ~’21.2월초
관계기관협의회/후보성과 중 부처 협의대상 선별 : ’21.2월초~중
선별결과 부처 회람 및 의견수렴 : ’21.2월중~말
※ 성과를 이어받을 부처의 검토의견, 입장 등 확인 조율

범부처협의회/프로젝트 선정 및 주관‧협력부처 참여 확정 : ~’21.2월말
※「’22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수립 참고자료로 투자국과 공유, 혁신본부 차원에서
이어달리기 성과 분야 투자방향 등 사전 공감대 형성

과기관계장관회의(총리)/프로젝트 추진 확정 : ’21.3~4월(잠정)
주관부처는 프로젝트 협력부처, 관계기관,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실무협의회 운영하여 후속
지원 세부전략(안) 마련 : ’21.3~4월
관계기관협의회/후속지원 세부전략(안) 구체화 : ~’21.4월말
범부처협의회/프로젝트별 이어달리기 전략 확정 : ~’21.5월
’22년도 주요 R&D 예산 배분‧조정 시 이어달리기 예산 별도 검토 : ~’21.6월
상반기 이어달리기 추진실적 모니터링 및 하반기 추진 : ’21.7월(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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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 R&D 우수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시범프로젝트 운영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안건을 마련 및 협의회 운영을 통한 세부전략(안) 도출
- 제 13회 과하기술관계장관회의 제2호 안건 ‘R&D 우수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추진방안 보고
- 과거 선정된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등을 기반으로 범부처 이어달리기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후보 선별 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시범프로젝트 대상 성과 선정
- 범부처협의회 : 시범프로젝트 7개 대상 및 주관/협력부처 확정
- 관계기관협의회 : 성과별 후속지원 세부전략(안) 마련

2. 공통운영지침(고시) 제정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공통운영 지침 마련
- (추진체계) 범부처·관계기관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주관·협력부처 지정 근거 마련
- (성과 발굴·선정) 주기적 우수성과 발굴, 경제성·공공성·정책성을 고려한 성과의 선정, 전문가
의견청취(우수성·혁신성 등) 근거 마련
- (밎춤형전략 수립·추진) 맞춤형 전략 구성요건 (기술개발, 법·규제 개선, 금융지원 방안 등), 프
로젝트와 관련된 사업·과제의 우선 추진 근거 마련
- (실적관리 및 결과활용) 추진현황·실적점검, 예산조정·배분, 포상 등 점검결과 활용 근거 마련

3. 2021년 상반기 우수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성과 발굴
각 부처 이어달리기 성과 추천, 선정 및 주관·협력부처 선정
- 부처추천을 통해 성과 취합 후 전문가를 통해 우수성 및 혁신성을 검토하여 성과 선정
- 관계기관협의회에서 이어달리기 필요성, 프로젝트 목표 및 실현 가능성 등 검토 후 범부처협
의회에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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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부처협의회에서 추천 성과의 우수성, 경제성, 공공성, 정책성 등을 고려하여 프로젝트 대상
으로 선정
- 성과의 내용, 후속지원 유형, 추진일정, 추진과제별 주체/역할 등을 고려하여 프로젝트 주관
부처와 협력부처 지정
- 과기혁신본부에서 부처 간 역할 조정 지원
성과별 맞춤 전략 수립 및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안건 마련
- 주관부처는 협력부처와 함께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고, 전문가 의견청취, 관계기관협의회를
통해 전략 구체화
- 2021 상반기 범부처 이어달리기 추진방안(안) 마련 및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안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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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R&D 우수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시범프로젝트 후보 상세정보
< 9개 R&D 우수성과 예시 >

분야

기술명

태양전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기술

의료SW

한국형 인공지능(AI)과 의료데이터를 연계한 닥터앤서

신약

정맥주사를 대체하는 피하주사형 신약 제조기술

플라스틱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조기술

의료기기

패혈증 조기진단 초고감도 센서

5G

디스플레이

5G 인프라 핵심기술(5G 소형셀 SW)

세계최고 효율의 Micro-LED 전사기술

이차전지

전기자동차용 고기능/저가격의 리튬이차전지 핵심소재

기계소재

반도체 핵심부품(MLCC) 박막 성형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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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전지
연구성과명
연구자/소속기관
지원사업 및
과제명

기존 대비 절반이하페로브스카이트
비용으로 태양전지
시장기술
진입 가능한 신소재,
태양전지
최만수 / 멀티스케일 에너지시스템 연구단 (서울대학교)

ㅇ 글로벌프런티어사업(2011.09.29.~2020.10.31.) / 멀티스케일 에너지 시스템 연구단(페로브스
카이트 태양전지 기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제규모 : (‘20)연구비 59.25억원(총 823.7억원),지원기간’11~’20(종료예정)

현재 TRL

5(현재) 단계 진행중이며, 시제품화를 완료한 상태, 6단계를 목표로 하고 있음(3년내 상용화)

기대효과

ㅇ 고효율 저가격 차세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기술 사용화를 통한 100억 달러 시장진입
신재생에너지 비율 제고, 드론, IoT 기기 등으로 시장 확장 가능

정부지원 분야

미래유망기술

□ 성과소개 및 현황
ㅇ (성과소개) 신소재인 페로브스카이트로 시장 우위를 점하고 있는 실리콘 태
양전지의 효율에 근접하면서도 절반이하 비용으로 태양전지 상용화 가능

-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나 기존 기술로는 중국
의 저가공세에 맞서기 어려워, 새로운 대안으로써 신기술 투자 필요

* 중국업체 국내시장 점유율 확대((18)14.5%→ (19)22.4%)에 비하여 국내 태양광 기업체 수는 줄어들
고 ((14년) 123개→(18년) 102개) 있으며 대기업들 조차 사업중단 검토 중에 있음

- 본 기술은 기존 실리콘 전지와 결합한 탠덤 전지 형태로 효율 제고 가능하며,
기타 소형기기의 전력원동력으로도 활용 가능하여 기술의 확장력이 뛰어남
ㅇ (기술적 우수성) 태양전지 단위소자 세계 최고 공인효율기록 8차례 갱신
및 최고공인효율(25.5%)에 도달*

* 멀티스케일연구단의 일원인 화학연구소 서장원 박사 및 UNIST연구팀, 미국 MIT 연구팀의 공동성
과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세계 최고 공인 효율 기록 갱신>
‘13.11 ‘14.05 ‘14.11 ‘16.03 ‘17.10 ‘19.04 ‘19.08 ‘20.09
16.2% 17.9% 20.1% 22.1% 22.7% 24.2% 25.2% 25.5
※ 미국 NREL( 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 ) 차트 참고
ㅇ (그간 정부지원)

‘11년 글로벌프론티어사업단 선정 이후,

기 하이브리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원천기술 연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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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현재상황) 페로브스카이트 관련 원천기술 확보 및 시제품 제작을
달성하였으며(TRL 5단계), 그 외 기술이전· 사업화도 추진

-

· ·

페로브스카이트 관련 물질 구동 안전성확보에 관한 원천특허 포트
폴리오* 구축과 효율

20%

정도의 서브 모듈

15cmX15cm의

시작품 제

작

-

* 페로브스카이트 물질 특허, 전하전달층 물질 특허,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구조 특허, 페로브스
카이트 재활용기술 특허, 전지 안정화 구동 특허, 응용 특허 포함하여 총 191건의 원천기술 특허
구축.
기술이전 통한 정액기술료 총

15.5억원(㈜유니테스트, ’16.8)

㈜프론티어에너지솔루션(’16년 6월) 창업*

확보 및

* 페로브스카이트 플렉서블 태양전지, 군사용, 빌딩, IoT film형 태양전지 개발 중

□ 성과가치 재발견을 위한 맞춤형 지원
ㅇ 원천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한 종합화·일체화된 사업화 투자 필요

-

정부 여러 부처에서 신규과제를 도출해 각종 요소기술을 지원하기보
다 요소기술을 연계하고 사업화 할 수 있는 일원화 된 지원체계 필요
연구자 이어달리기 요청사항

ㅇ (산업부) 기존 원천기술의 사업화 연계를 위한 후속 R&D 지원체계 구축 및
대면적 친환경 양산공정 기술, 내구성 확보 포장기술, 환경 안전 기술, 사업화
제품 특화 기술 등 사업화 기술 개발 지원

□ 경제적 사회적 파급 예상효과
·

ㅇ 페로브스카이트 상용화를 통해 성장하는 세계 태양전지 시장 진입

-

※세계 태양전지 시장 규모: (’18년) 383억 8,000만 달러→ (’25년) 448억 2,000만 달러 예상

국내 기업이 새로운 기술적 우위를 점하게 하므로써 국내 기업
의 시장 경쟁력 제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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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플렉서블 초경량 전원으로 발전용 뿐만 아니라 차량 드론, 군사
용 및 사물인터넷용 소형기기 등에 응용가능하여 시장확장 가능
ㅇ 미래의 청정에너지원으로써 지구온난화 문제 해소에 기여

 의료SW (AI활용)

인공지능과
의료데이터를
한국인이
잘 걸리는연계한
질환을“닥터앤서”
조기진단 개발로

연구성과명
연구자/소속기관
지원사업 및
과제명
현재 TRL
기대효과

이준영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ㅇ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18～’20) / 의료데이터 분석 지능형 SW 기술개발(닥터앤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제규모 : (’20)연구비 136억원(총 364억원), 지원기간 ’18～’20(종료)
현재 TRL 5~6 (시제품 제작 및 임상시험 검증단계)

ㅇ 진단정확도 향상, 불필요한 감소를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의료비 절감 기대

정부지원 분야

사회문제해결형

□ 성과소개 및 현황

·

·

ㅇ (성과소개) 환자의 의료데이터(유전특성 진료정보 생활습관)를 인공지능
에 연계한 의료

SW로

의료현장에서 전문의의 진료를 보조하여

진단 검사율 향상 지원

- IBM닥터왓슨(‘16년 한국진출)은

미국인 위주 치료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낮은 정확도를 보이고 있어 한국인에 적합한 의료 SW 선제적 개발 필요
ㅇ (기술적 우수성) 공공성 및 파급효과가 큰 8개* 질환에 대한

21개 SW

개발(‘18~)하였으며, 글로벌 수준보다 높은 진단 정확도 제공 가능

* ①심뇌혈관질환, ②심장질환, ③유방암, ④대장암, ⑤전립선암, ⑥치매, ⑦뇌전증, ⑧소아희귀유전질환

※ (대장암질환) 진단정확도 3%↑(닥터앤서 93%, 해외수준 90%),
※ (뇌동맥류질환) 진단정확도 3%↑(닥터앤서 83%, 해외수준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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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 병변진단 SW

내시경 영상 기반 대장용종 분석 SW

- 뇌동맥류 병변 위치 자동검출 및 병변정보 추출
기능 제공 SW
(현재) 뇌혈관구조 중 수mm내외의 뇌동맥류 병변
위치를 수동분석
(개선) 뇌동맥류 자동진단(병변위치, 크기 등의 형태
추출 기능 제공) 및 추적관리

- 환자의 내시경 검사시 AI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대장용종 분석 SW
(현재) 74~81% 진단정확도(용종간과율 19~26%)
(개선) 대장 용종 진단정확도 93%(용종 간과율
8%)로 개선

[ 대장암 연구책임자 인터뷰(가천대길병원) ]
o 대장내시경은 그 불편함으로 국민들이 검사를 꺼리는 측면이 있고 의사 또한 단기간에
대장 내시경에 숙련되기 어려워, 말기에 대장암이 발견되는 환자가 다수
o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환자 개인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대장암 발생가능성 제시하고
의사가 놓칠 수 있는 용종을 발견할 수 있는 닥터앤서 기술은 그 가치가 우수

ㅇ (그간 정부지원) 과기부 지원으로 국산

AI

의료

SW 원천기술 개발

ㅇ (현재상황) 병원 진료 적용 지원을 위한 국내 외 실증 추진 중

-

-

병원 적용을 위한

21건의

의료기기 인허가* 및 실증** 추진

* 의료기기 11건(인허가 완료 4건, 인허가 중 7건), 비의료기기 5건, 개발 중 5건
** ① 진단능력 임상 ② 검증치료효과 개선, ③ 진료비 절감 등 검증을 위해 국내 37개 병원, 141명의
의료진이 국산 AI 의료 SW인 닥터앤서 실증에 참여 중
사우디 국방보건부 산하 6개 병원에 교차검증* 추진('20.7~)

* 안전성, 효과성 검증을 통해 사우디 및 인근지역 수출 기대

□ 성과가치 재발견을 위한 맞춤형 지원

ㅇ 실제 의료현장 적용을 위한 의료진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 필요

- ‘(신규,

비R&D) 인공지능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Clinical

System)

지원 사업*’ 추진 검토 필요

Decision Support

* AI 기반 임상 분석기술을 통해 의료진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병원적용 비즈니스 모
델 구축, 실증, 판로 구축 등에 꼭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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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조속한 ‘보험수가’ 반영지원으로 성과 실현 필요

-

기존에 인공지능 의료기기의 보험수가 반영 사례가 없으며, 보험수가

에 반영되지 않으면 실제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짐

* AI 의료SW가 보험수가(급여) 해결되는 2-3년 뒤 성과실현 가능
연구자 이어달리기 요청사항

ㅇ (과기부) 인공지능 기술 기반으로 지속적인 의료데이터 활용한 R&D 기술 개발
ㅇ (복지부) 닥터앤서 보험수가(급여) 체계 마련 병원 시범적용 확대 및 규제개선 등

□ 경제적 사회적 파급 예상효과
·

ㅇ 진단정확도 향상* 및 의료비 절감** 가능하며 이에 따른 전반적인 국가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 소아희귀유전질환 진단 정확도 : (기존) 40% → (닥터앤서 적용) 90%
** ‘닥터앤서1.0’ 8대질환 AI적용 시, 연간 6,270억원 비용절감효과(AT커니, ‘20.4)
ㅇ

K

방역으로 높아진 국가 신뢰도를

AI

의료

SW인

닥터앤서를 통해 더

욱 높이고 이를 통해 수출 증대 기대

 신약
연구성과명

정맥주사 대체블록버스터급
가능 피하주사형
신약‘잭팟’
제조기술 개발로
기술수출

연구자/소속기관

이선배 / ㈜알테오젠

지원사업 및
과제명
현재 TRL
기대효과
정부지원 분야

ㅇ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11~’20) / 항체의약품의 피하투여를 위한 신규의
히알루로니다제(ALT-B4) 개발 / 과기부(6.6억원), 산업부(6.6억원), 복지부(6.6억원)
※ 과제규모 : (정부)연구비 19.8억원(총 39.6억원), 지원기간 ’19~’20 (종료)

현재 TRL 8 (시제품 인증 및 표준화 단계)
(2021년 임상시험 완료 후 ALT-B4 stand-alone 품목허가 예상)
ㅇ 고가의 독점적 해외 의약품 제조기술을 극복한 우수한 국산기술개발로
광범위한 항체의약품의 피하투약 제형으로의 사용 및 대규모 기술 수출 기대
실용화 사업화가 강조되는 분야, 기업가형 국가 사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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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소개 및 현황
ㅇ (성과소개) 고가의 독점적 해외 의약품 제조기술*을 월등히 뛰어넘는 국
내 독자기술의 히알루로니다제(ALT-B4)**를 개발하여 대규모의 기술 수

·

출 성과달성 및 의사 환자의 편의성 증진 기반 마련

* 미국 할로자임 테라퓨틱스사의 히알루로니다제가 현재 시장을 독점
** 혈관주사를 피하주사로 대체할 수 있는 기술로 환자가 장시간 혈관주사를 맞아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

ㅇ (기술적 우수성) 하이브로자임 기술을 통해 기존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의 고유 기작과 효소활성은 유지하되 내열성을 증가시켜 제형 변환 플
랫폼 기술의 핵심인 단백질 품질 및 안전성을 향상

<항체의약품의 피하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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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그간 정부지원) 범부처 협력 지원을 통한 비임상 시험 완료
ㅇ (현재상황) 히알루로니다제(ALT-B4)의 기술성숙도(TRL)는 현재

-

단계 수준으로 9단계를 목표
글로벌

10대

8

제약사 2곳과 기술 수출 계약체결 완료

* ’19.12월(계약금 152억원, 제품 판매에 따른 추가수령 조건부 약 1조 6천억원)
‘20.6월(계약금 194억원, 제품 판매에 따른 추가수령조건부 약 4조 7천억원))

-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임상시험을 위한 관련 규정 및 허가
요건 협의 진행 중

□ 성과가치 재발견을 위한 맞춤형 지원
R&D 지원
- 제품화 직전 단계의 의약품으로 임상 및 품목허가 신속 진행, 상업화,
기술 고도화를 위한 기초연구 R&D 등 정부의 긴밀한 지원 필요

ㅇ 제품 생산 및 조속한 임상시험 진입을 위한 정부의 추가

연구자 이어달리기 요청사항
범부처 모범사례 홍보 등 후속 협력사항 이행
ㅇ (식약처) 임상시험 및 품목허가 절차 수행
ㅇ (범부처) 전주기에 걸친 원활한 의약품 개발을 위해 부처 간 연계관리 필요

□ 경제적 사회적 파급 예상효과
·

ㅇ 광범위한 항체의약품 피하투약 제형으로의 사용 및 다수의 블록
버스터급 기술 수출 기대

- (현황)

고가의 독점적 해외 의약품 제조기술을 보다 우수하고 경쟁

력 있는 국산 기술로의 극복 필요

- (예상)

국내 독자기술의 혁신적인 신약개발 성공 및 대규모 글로

벌 기술파급효과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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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스틱

폐플라스틱
사회문제제조기술
해결을 위한
생분해성 플라스틱
개발

연구성과명
연구자/소속기관

지원사업 및
과제명

현재 TRL
기대효과
정부지원 분야

황성연 / 한국화학연구원 바이오화학 소재연구단
ㅇ 한국화학연구원 연구운영비지원(R&D)(계속) / 폐기물 저감 바이오플라스틱 제조기술(바이오
플라스틱 강도-분해속도 제어기술, 생분해성 비닐봉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제규모 : (’20)연구비 44억원(총220억원), 지원기간 ’20~’24 (계속)

ㅇ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계속) / 수요맞춤형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제품화 및 실증 (바이
오플라스틱 상용화 및 제품화 기술, 생활편의형 1회용품) / 산업통상자원부
※ 과제규모 : (’20)연구비 28억원(총178억원), 지원기간 ’20~’24 (계속)
5~6단계 수준인 Pilot 제품화를 완료한 단계

(산업부·울산시와 연계하여 실증사업 수행 중, 기업에 기술이전을 완료하여 3년이내 상용화예상)
ㅇ 현재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바이오플라스틱 소재 자립화(30년 수입대체 효과 약 3조
6천억원), 기존 분해되지 않는 폐플라스틱 문제해결
사회문제해결형 분야, 지역현안분야와 연관된 성과

□ 성과소개 및 현황
ㅇ (성과소개)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 제조기술이 적용된 제품은 기존
석유계 플라스틱과 달리 분리수거 후 매립 시, 수개월 이내에 분해되어
환경문제 해결

-

통계청(’16년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당 플라스틱 연간 사용량은

98.2kg으로

-

미국(97.7kg), 일본(66.9kg) 등을 뛰어넘는 세계최고 수준

* 일회용 플라스틱의 경우 평균 사용시간은 6개월, 썩는데는 500년 이상이 걸림(출처:그린피스)

미세 플라스틱의 인체침투, 플라스틱을 삼킨 동물의 죽음 등에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노력필요

ㅇ (기술적 우수성) 본 기술은 목재펄프 등에서 추출한 보강제를 첨가, ‘쉽게
찢어지는’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석유계 비닐봉투를 대체할 것으로 기대

* 기존 생분해성 비닐봉투와 비교해 2배 이상의 우수한 인장 강도를 확보

ㅇ (그간 정부지원) 관계부처인 과기부는
부 및 울산시는 실증사업 수행 지원

旣확보 기술의 Scale-up 지원, 산업

ㅇ (현재상황) 기술성숙도(TRL) 측면에서 현재 보유기술은
수준인

Pilot

제품화를 완료한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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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에 기술이전을 완료한 상태로 3년 이내에 상용화 제품 생산 예상
울산시

內 다중이용시설에 생분해성 비닐봉투를 포함한 다양한

시제품을 보급하여 사용자 주도형 리빙랩 평가를 수행

□ 성과가치 재발견을 위한 맞춤형 지원
ㅇ 대량 양산을 위한 후속R&D 지원 및 관련 산업 활성화 필요

-

부족한 세부기술 확보와 생산공정기술을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
나, 상용화를 위한 기업 기반이 미약한 상황

ㅇ 가격경쟁력 안정화를 위한 플라스틱 사용 규제 강화 및 의무시장 형성

-

기업이 생산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초기의 안정적인 시장 형성을 위해

·

정부의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강력한 규제 및 활용 확산 정책 필요*

* 사회취약계층에 쓰레기종량제봉투 또는 생활편의형 일회용 제품을 공급하고, 공공기관에 사용되
는 일회용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추진
연구자 이어달리기 요청사항
ㅇ (산업부) 원천기술을 제품화할 수 있는 기업지원 프로그램 적용
ㅇ (환경부) 친환경 신제품 인증 및 환경 플라스틱 활용․확산 정책 등
ㅇ (지자체) 생분해 바이오플라스틱 사용 촉진을 위한 조례 구축 등

□ 경제적 사회적 파급 예상효과
·

ㅇ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에 대한 수입 대체효과 발생

- (현황)

글로벌 환경 규제 강화 속,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 가격

상승 중이나, 우리나라는 제조기업이 없어 전량 수입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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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 2030년 580만톤

수준에 이를 생활폐기물 중

20%를

생분

해성 소재로 대체할 경우 약 3조 6천억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
ㅇ 미세플라스틱 등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
 의료기기
연구성과명
연구자/소속기관

지원사업 및
과제명

현재 TRL
기대효과

세계 사망원인 1위 “패혈증” 조기진단 초고감도 센서 개발

박성규 / 재료연구소
ㅇ 재료연구소 연구운영비 지원사업(‘19.01.~’19.12) / 초고감도 바이오마커 검출용 3차원
플라즈모닉 나노소재 기술개발(패혈증 진단센서 칩 및 의료기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제규모 : (’20)연구비 3.6억원(총 10.8억원), 지원기간 ’19~’21 (계속)
ㅇ 산업기술혁신사업(‘18~’21) / 나노금형기반 맞춤형 융합제품 상용화지원센터 구축
(대면적 분자센싱 필름) / 산업통상자원부
※ 과제규모 : (’20)연구비 3.6억원(총 14.1억원), 지원기간 ’18~’21 (계속)
현재 TRL 6 (파일럿 규모 시제품 제작 및 성능 평가)
(임상시험 완료시 미국FDA 인·허가 획득 및 시장 상용화 예정)
ㅇ 세계 사망원인 1위 질병인 패혈증 발병 조기진단 의료기기 상용화 및 세계시장 선도

정부지원 분야

혁신도전 기술분야

□ 성과소개 및 현황
ㅇ (성과소개) 세계 사망원인 1위 질병인 패혈증*을 발병 초기에 집중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6종의 면역단백질 진단 센서를 하버드 의대와 공동개발

* 패혈증은 조직이나 기관에 상처가 생겼을 때 감염이 일어나, 이에 대한 면역 반응이 온몸에서 생명
-

을 위협할 수준으로 강하게 나타내는 증상을 말함

현재 패혈증은 치료제가 없어 조기진단만이 환자 생존률 제고에 도움

ㅇ (기술적 우수성)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질병(패혈증 및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 조기진단과 확산방지를 위한 초고감도 감지소재 개발

및 시제품 제작

※ 3차원 다층 나노플라즈모닉 바이오센서 칩을 이용한 초고감도 패혈증 6종 바이오마커 동시검출
및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 (H1N1) 검출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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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적 나노플라즈모닉 분자센서 기판소재

국제 상표 등록

ㅇ (그간 정부지원) 과기부 지원을 통해 원천기술 개발 완료, 산업부 지원
을 통해 상용화에 필요한 기술개발 진행 중
ㅇ (현재상황) 임상시험을 통한 바이오센서 신뢰성 평가(TRL 7단계)
와 미국

-

FDA

·

인 허가 획득(TRL 8단계)을 앞둔 중요시기

미국 하버드 의대에서 시제품(패혈증 센서 칩) 특성평가를 완료
올해부터 임상시험을 위한 패혈증 환자 샘플 수집을 시작하였으
나,

COVID-19로

인한 연구시설 폐쇄로 지난 2개월간 환자샘플 수

집 지연

□ 성과가치 재발견을 위한 맞춤형 지원
ㅇ 원천 소재기술을 통한 패혈증 조기진단 센서를 개발하였으나, 이를 상용화
하기 위한 임시시험평가 및 미국

-

미국

FDA

·

FDA 인증 등 정부의 핀셋 지원 필요

인 허가 획득 및 상용화를 위한 임상시험 평가 관련 예산

및 행정적 지원, 전문가 컨설팅 등이 절실

※ 미국 하버드의대와 패혈증 진단센서 칩의 임상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나, 적은 예산으로 인해 패혈증
감염 혈액 샘플 수급 및 신뢰성 평가에 제약으로 FDA 인증 통과가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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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이어달리기 요청사항
ㅇ (복지부) 임상심험을 통한 신뢰성 평가와 의료기기 신제품 인증 등 관련 절차 협조

□ 경제적 사회적 파급 예상효과
·

ㅇ 세계 사망 원인 1위 질병 패혈증 조기진단 의료기기 원천기술 개발
및 상용화로 세계 의료기기 산업 판도 변화 주도

- (현황) 세계 패혈증진단시장은 2019년 429백만달러
평균 8.5%의 성장을 통해 2025년까지 700백만달러

규모에서 연
규모로 확대

예상

- (예상)

본 기술을 통해 패혈증 조기진단뿐 아니라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H1N1) 검출 개발 및

COVID-19

진단기술*로의 적용 기대

* COVID-19 진단기술에 본 기술을 적용하여, 기존 2시간이 필요한 유전자 증폭(PCR) 시간을 10분
이내로 줄일 수 있는 현장 신속 의료기기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현재, 논문 투고상태)

 5G
연구성과명
연구자/소속기관
지원사업 및
과제명
현재 TRL
기대효과
정부지원 분야

언제 어디서나 끊김 현상 없는핵심기술
초고속 개발
이동통신 인프라, 5G 소형셀 SW

나지현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ㅇ 방송통신산업기술개발(‘14~계속) / 5G NR 기반 지능형 오픈 소형셀 기술 개발(5G 소형셀
SW)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제규모 : (’17)연구비 43억원(총170억원), 지원기간 ’14~18.2
※ 과제규모 : (’20)연구비 34억원(총170억원), 지원기간 ’18~’22(계속)
5단계 수준이며 올해 말 6단계 수준 예정

ㅇ 소형셀 SW 국산화로 외산 제품을 대체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가격 경쟁력 및 기술 경쟁력
향상으로 관련 산업 활성화 기대
ㅇ 향후 5G 주파수의 특성에 맞는 소형셀 기지국의 조기 개발로 국내 이동통신 장비 산업을 한
단계 향상시키고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 선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혁신도전기술분야, 미래유망기술분야

□ 성과소개 및 현황
ㅇ (성과소개)

5G 소형셀 기술은 도심 핫스팟·공항·경기장·쇼핑몰 등에서 AR/VR

과 같은 고용량 서비스를 사용자별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기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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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G 소형셀 인프라 기술은 5G 통신 시장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
며 다양한 5G 융합서비스와의 연계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
ㅇ (기술적 우수성) 소형셀 무선자원제어, 간섭 제어, 이동성 관리 분야의
국제특허 등록을 통해 소형셀 기술의 우수성 입증
ㅇ (그간 정부지원) 관계부처인 과기부는 소형셀 기술 국산화를 위해 프로
토콜 개발과 상용화를 지속적으로 지원
ㅇ (현재상황)

5G 소형셀 SW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아직 상용화 전이며

올해 말부터 대기업을 통하여 상용화될 전망

-

본 연구과제 결과물은 올해말에 개념검증(PoC) 레벨의 기술이전이 가능

한 수준으로,

’22년까지 기술의 완성도를 높여갈 계획

<5G 소형셀 활용 개념도>

□ 성과가치 재발견을 위한 맞춤형 지원
ㅇ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상용화·업그레이드 지원

-

본 연구개발 과제를 통하여 기술을 완성도 있게 만든 후 중소기업
이

-

5G

소형셀 상용화 지원

중소기업의

5G

소형셀 칩셋 라이센싱, 시험장비의 안정적인 공급, 장

비시장 진출을 위한 상용화 지원이 해결되면 2년 이내 성과 실현 가능
ㅇ 중소기업 제품이 설 수 있는 환경 (사업자의 의무구매 등) 구축

-

국내 상용화 이력이 해외 진출에도 도움이 되는 시장 환경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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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향후 5년간 연구 Roadmap을 가지고 3GPP 규격 업그레이드 시 추가연구

-

사실상 표준인 규격이 업그레이드 될 때 마다 소형셀

SW가

특성에

맞게 업그레이드되도록 연구개발 지원

* ETRI의 경우, PBS방식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위해 계속과제 필요
연구자 이어달리기 요청사항
ㅇ (과기부)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시장 안착을 위해 계속사업 R&D 예산 유지 협조
ㅇ (중기부) 상용화를 위해 중소기업 사업화 연계
ㅇ (산업부) 5G 소형셀 상용화를 위해서 중소기업 제품이 설 수 있는 환경 (사업자의
의무구매 등) 및 수요 연계

□ 경제적 사회적 파급 예상효과
·

5G 소형셀 SW 국산화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 (현황) 이동통신 기지국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TOP3~5까지 회사가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나, 이중 소형셀 기지국 기술은 또 다른

ㅇ

생태계로 중소기업에서 진출 가능한 시장

- (예상) 5G에서 소형셀 SW 기술이 국산화될 경우, 이를 기반으로 글로
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여 ’22년에는 7,800억원 규모 시장 확보목표

※ 재난형 이동기지국, 단독기지국, 드론기지국 기술, 스마트 시티, 공장, 학교
등 다양한 5G 로컬 망에서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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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플레이
연구성과명
연구자/소속기관
지원사업 및
과제명
현재 TRL
기대효과

Micro-LED 상용화를 위한 대량·고속 전사기술 개발

김재현 / 한국기계연구원
ㅇ 파동에너지극한제어연구단(‘14~’23) / Micro-LED 기반 메타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마이크로
LED 전사기술) / 과기정통부
※ 과제규모 : (’20)연구비 10억원(총 46억원), 지원기간 ’19~’23(계속)
5단계 수준
ㅇ mini/micro-LED는 자율주행차용 디스플레이, 웨어러블 디스플레이, 곡면형 디스플레이, AR

디스플레이 등 신규 디스플레이 창출 가능

정부지원 분야

Enabling Tech. 분야, 주력산업기술분야(소부장 등)

□ 성과소개 및 현황
ㅇ (성과소개) ‘롤스탬프’를 이용해 Micro 단위 LED를 기판에 올리는 ‘롤 기반
나노전사(Transfer)* 기술’을 개발하여,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주목받고 있는

Micro-LED 생산성을 대폭 확대

* 나노구조체를 자유롭게 이동하여 위치 정렬

- Micro-LED는 OLED에 비해

반응속도․발광효율이 좋고, 기판에 대한

제약이 적어 다양한 디스플레이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차세대기술

-

그간에

Micro단위 LED를

․

기판으로 전사(Transfer)하는 기술적 어려움,

Micro-LED의 상용화가 어려웠음
- 금번, 기술은 롤러 잉크로 판화를 찍는 것과 마찬가지로, 원하는 위치에
LED를 빠르게 전사시키면서도 대면적 생산이 가능하여 산업적 가치 우수
- 산업적 영향력이 높은 사례가 없으며 국내 외 연구기관 및 기업들이
R&D경쟁* 중이기에 선제적인 실용화로 신산업 경쟁에서 우위선점 필요
높은 생산단가 낮은 수율로

* 미국 애플 및 대만 ITRI는 정전기력 전사 활용한 스마트워치 제품화 적용

ㅇ (기술적 우수성) 롤을 이용하므로 전사면적이 확대되어 기존의 디스플레이

-

생산 장비인 Die-bonder*대비 100배 이상의 생산성 확보
설계 및 제작,

8x8 배열 Micro-LED를 수율 100%로 기판에 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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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그간 정부지원) 과기부의 원천지원 등으로 나노구조체의 전사기술 개
발, 롤 기반 스케일업,

ㅇ (현재상황) 마이크로

Micro-LED 수율을 높이는 메타구조체 제작추진
LED가

적용된 우수한 화질의 스마트 패드생산

을 위해 연구소 창업을 추진했으며, 다양한 제조사와 협력 검토

- Micro-LED 전사기술을 바탕으로 한 응용제품 생산,

양산성검증 등 추진

□ 성과가치 재발견을 위한 맞춤형 지원

ㅇ 다품종 소량생산 Micro-LED 제품 개발을 위한 중소·중견기업 지원 플랫폼 구축

- Micro-LED는

·

다품종 소량생산에 특화되어 있고 중소 중견기업도* 디

스플레이 패널 제조가 가능하기에 이를 생산해 줄 수 있는 환경구축 필요

* LCD, OLED는 대기업만이 패널 제조 가능했으나 Micro-LED는 광고판 디스플레
이, 자율주행 디스플레이 등에 활용 가능하여 중소기업도 진입가능

- LED
견

ㅇ

-

패널 생산단가

90%

· ·

감축을 목표로 소재 부품 장비 개발(중소중

7~10업체)과 IP 창출·공유, 기술지원플랫폼 구축(출연연 2~3기관)

Micro-LED 디스플레이 제조 Supply Chain 구축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

·

·

디스플레이 산업은 공정 단계별로 다양한 소재 장비 부품들이 요구되며

Supply Chain 구축과 기업 간의 컨소시엄 필요
- 이에 기존 중소중견기업과 Micro-LED 공정과의 호환성을 고려한 소
재·부품·장비의 Supply Chain을 구성
상용화를 위해서는

* 주요소재 (Micro-LED 에피 웨이퍼, 전사용 필름, 칩 재배열용 DRL 필름, 접속소재)
* 주요부품 (Micro-LED 칩, 회로 기판, glass PCB, Micro-IC, 구동보드, 전원공급부)
* 주요장비: Laser 박리 장비, 전사 장비, rework 장비, 접속 장비, lamination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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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이어달리기 요청사항
ㅇ (과기부) 연구개발 및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한 패키지형 기술개발과 사용성 개선 지원
ㅇ (중기부)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획득, 양산을 위한 지원 플랫폼 구축, 마케팅
ㅇ (산업부) 시장 창출을 위해서는 공정 단계별 호환성을 고려한 소재․부품.장비 기업
이 융합된 협력네트워크 구축 필요(관련 국내 시장창출 필요성 등 판단)

□ 경제적 사회적 파급 예상효과
·

Micro-LED 기술의 본격적 시장 도입 시기는 2024년 이후로 예상
- 주류인 LCD․OLED 디스플레이 시장에 비하여 Micro-LED 시장은 매우 작음
- 중국 업체가 Micro-LED TV* 등 출시를 계획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삼성전자가
’22년 75인치 가정용 Micro-LED TV 출시 목표

ㅇ

-

* 중국 TCL은 20년 Micro-LED TV출시 예정

현재 세계 디스플레이 전체 시장은 1천억불 규모로 정체 되어있으나,
동 기술이 상용화 된다면 시장이

2~3배

성장할 것으로 예상함

 2차 전지
연구성과명
연구자/소속기관
지원사업 및
과제명
현재 TRL
기대효과
정부지원 분야

전기자동차용 고기능/저가격 리튬이차전지 핵심소재 개발
전상훈 / ㈜앨엔에프
ㅇ 소재부품기술개발 / 전기자동차용 고에너지 30Wh/US$급 리튬 이차전지 양극 소재 개발 /
산업통상자원부
※ 과제규모 : 총 연구비 279억원, 지원기간 ’10.9~’19.3
7단계 수준인 제품화 단계
ㅇ 다양한 휴대 전기 장치에서부터 하이브리드 전기 자동차, 전기 오토바이와 로봇, 그에 따른

주변 기술인 전극 소재, 용기 및 봉구 기술, 전기/전자통신, 컴퓨터 산업 소재(xEV, 전력저장,
UPS, 스마트그리드, 항공우주용/의료용/군사용 전지 등) 발전
Enabling Tech. 분야, 주력산업기술분야(소부장 등)

□ 성과소개 및 현황
ㅇ (성과소개) 고용량·고에너지 밀도의 High Ni계 NCM(니켈, 코발트, 망간) 양
극소재 개발로 리튬이차전지 성능 향상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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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튬이차전지는 최근 전기자동차,

ESS

등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데

이 중 핵심부품인 양극소재는 높은 비용*과 함께 전지 성능에 영향력이 큼

-

* 배터리 가격의 70%를 차지
양극소재 중 하나인

NCM은 Ni

함량(일반적으로 30%)에 따라 그 기능

이 다른데, 함량을 조절하여 다양한 에너지원으로 사용 가능

-

* 함량을 높일수록 高 에너지원 확보가능, SK이노베이션은 Ni 90%인 배터리출시(‘23
년)
또한 Ni 비율 향상 시,

Cobalt의 함량을 줄일 수가 있어 자원 채굴 시 수
반되는 개도국 노동인력 착취, 불안정한 Cobalt가격 문제로부터 자유

* 콩고 광산 등지에서 이뤄지는 가혹한 노동착취 등이 인권운동가들에게 이슈화

ㅇ (기술적 우수성) 고에너지 밀도(고용량)와 고출력 특성을 구현하였고 고성
능 양극 소재 관련 특허 강화
ㅇ (그간 정부지원) 관계부처인 산업부는 소재 기술 국산화 및 제조 기술
을 선도하기 위해 이차전지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
ㅇ (현재상황)

Ni함량이 낮은 Low Ni계 NCM 양극소재 부터 Ni80% 이상
의 High Ni계 NCM 양극소재까지 폭넓게 개발을 진행
- 과제 참여기관인 삼성SDI, SK이노베이션뿐만 아니라 국내외
배터리 업체들이 참여하여 사업화 목표 달성

NCM양극소재 적용 전동공구

NCM양극소재 적용 전기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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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가치 재발견을 위한 맞춤형 지원
ㅇ 핵심소재 개발 중소/중견기업과 수요 대기업간의 동반 성장 생태계 조성

-

정부지원 과제에서 사업화를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수요기업인 대기
업들의 평가와 적극적인 과제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

-

※ 수요기업인 대기업의 과제 참여를 보다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필요

개발된 핵심소재를 수요기업에서 채택하여 사업화에 성공할 경우 중

·

소 중견 업체의 기술료 감면과 같은 인센티브 제도 필요
연구자 이어달리기 요청사항
ㅇ (중기부) 소재분야 대-중소기업 간 수요-공급 매칭

□ 경제적 사회적 파급 예상효과
·

ㅇ 핵심소재 수입 대체를 통한 경제 발전

- NCM

양극소재 소요량의 증대로*

지 핵심소재 수입금액은

‘23년경

5.4조원에

통해 수입 대체 효과 기대

국내 주요 기업의 이차전

달할 것으로 예측되나 본 기술을

* NCM 양극소재는 2018년도 전체 양극소재 소요량의 43%를 차지했지만 2025년에
는 전체 72%까지 증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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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소재(MLCC)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맞춤형
반도체 핵심부품(MLCC)
박막상생협력
성형기술R&D로
개발

연구성과명
연구자/소속기관
지원사업 및
과제명
현재 TRL
기대효과
정부지원 분야

정봉규/(주)피엔티
ㅇ 2015년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4차)사업 (‘15.12.01. ~ ’16.11.30.) / 성형기 고 Tension Suction Roll
및 두께 산포 제어 기술 개발 (기계기술, MLCC Green Sheet제조 성형장비) / 중소기업기술정보
진흥원(TIPA)
※ 과제규모 :정부지원 연구비2.5억원(총6.6억원), 지원기간 ’15.12.01.~‘16.11.30(종료)
TRL 9단계로 사업화 단계

ㅇ MLCC 시장규모 확대에 따른 매출증대
주력산업 기술분야

□ 성과소개 및 현황
ㅇ (성과소개) 적층세라믹커패시터(MLCC*)는 전자제품에 탑재되는 핵심 소재
부품인데, 본 박막성형 장비는 한정된 전자제품의 부피 내에서 용량을 늘릴
수 있도록 MLCC 유전체 두께는 얇게 하면서도 적층수를 증가시킴

-

* 적층세라믹커패시터(MLCC, Multi Layer Ceramic Capacitor)는 반도체에 전기를 일정하게 공급하는 ＇댐＇
역할을 함으로써, 안정적 전류흐름을 지원하고 부품 간 전자간섭을 막아줌
스마트폰,

IoT,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웨어러블 기기, 전기자동차 산업

의 급속한 성장으로

MLCC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제품군의 단

소화에 따른 박막성형 기술이 더욱 중요하나 일본 기업이 우위를 점하
고 있음

※ 세계MLCC 시장점유율(’19년): 무라타(日,40%) 삼성전기(韓,22%) 다이요유덴(日,12%) TDK(日,8%) 야교(臺,3%)
ㅇ (기술적 우수성) 박막성형을 고속(205m/min)으로 진행하면서도 필름의
흔들림이 없는 고텐션 석션롤 개발 등으로 원재료 절감, 박막 투가율 증
대

-

※ 그 외 실시간 두께검사 결과를 반영하는 자동제어 시스템, 품질관리 알고리즘 시스템 적용 등도
추진하여 안정적 생산 기반 구축함

MLCC시장에서 기술적 측면(고밀도와
박막화)과 생산적 측면(생산량과 수율) 2가지를 동시에 만족

일본기업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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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텐션용 석션롤(High-Tension Suction Roll)]

[성형부 슬롯다이 장치(Slot-Die)]

ㅇ (그간 정부지원)

S 기업으로부터 사전에 소재공급과 구매를 약속받아 R&D를
추진하였으나, 장비개발비 13억이 부담이었는데 민관공동투자사업(2.5억원)으로
기업 부담 경감하여 S사 납품을 완료함

-

※ 기업수요를 사전에 인지하고, 대중소기업 및 정부가 협력한 우수 사례

정부 과제를 통해서는 개발 과제의 요소 기술을 접목한 양산 설비추진
피앤티에서 과제비와 별도로 결함검출, 두께측정, 두께 산포 제어 등에
대해 별도 투자

ㅇ (현재상황) 조속한 기술개발로 양산시기를 앞당겨 S사에 성형기기*
및 패턴인쇄기를 납품하였고, S사의 시장점유율** 또한 증대됨

* MLCC성형기를 2017년 8대 (125억원), 2020년 5대(96억원)
** S사의 MLCC 시장점유율은 2017년 19%에서 2019년 22%로 확대

□ 성과가치 재발견을 위한 맞춤형 지원
ㅇ 멘토링 제도 등 도입 통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지원 검토

-

기업, 전담기관, 외부 전문기관(컨설턴트, 외부위원), 과제선정 기업 간
에 충분한 대면검토를 통해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정부R&D 수행 시, 개발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시키고 사업비를 1/2 삭감시켰었는데, 타당성
과 협의가 없는 일률적 삭감/단축은 개선 필요

- 74 -

[붙임1] R&D 우수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시범프로젝트 후보 상세정보

□ 경제적 사회적 파급 예상효과
·

2019년 10.7조원, 2025년 17조원으로 전망되
며, 국내 시장 규모는 1조로, 국내외 고객확보*를 통한 매출 증대 기대

ㅇ 세계

MLCC

시장규모를

* 해외고객사는 KDX, BYD, CCS FILm, O-FILM, SABIC, BRIV

ㅇ 소재부품 장비의 국산화로 외교 마찰에도 국내산업 안정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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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R&D 우수성과 이어달리기 범부처협의회 결과

□ 회의개요
ㅇ (일시)

`20.11.25(수), 14:00~15:20

ㅇ (장소) 온나라이음 영상회의
ㅇ (참석 대상) 과기혁신조정관(성과평가정책국장 대리 주재),
관계부처 이어달리기 관련 국장(급) 공무원

※ 참석현황 :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복지부, 식약처, 농식품부, 농진청, 환경
부, 국방부, 방사청, 문체부, 해수부, 특허청, 기상청, 질병청
(불참 : 국조실, 기재부, 교육부, 행안부, 국토부)

□ 주요내용

◈ [안건1] 시범프로젝트 부처 참여 및 역할배분 확정
◈ [안건2] 공통운영지침(고시) 부처의견수렴
◈ [안건3] 2021년 범부처 이어달리기 추진계획 안내
[안건1]

시범프로젝트 부처 참여 및 역할배분 확정

ㅇ 부처 참여 및 역할배분 결과

성과분야
참여부처
비고
구분
분야
주관
협력
신약 (과기정통부,범부처
- 이어달리기 완료(홍보 등)
산업부, 복지부)
- ‘후속R&D’로 구분변경
시장진입 이차전지 산업부
기계소재 중기부
- 이어달리기 완료(홍보 등)
※ 시장진입 성과의 경우 ‘정부→기업’의 이어달리기 형태
확정
⇒
농진청 주관부처 변경
(7) 사업화지원 플라스틱 과기정통부중기부
(산업부 ⇒ 중기부)
환경부
5G
과기정통부
⇒
후속R&D 태양전지 과기정통부산업부
추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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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여부

성과분야
구분
분야
의료SW

참여부처
주관
협력
과기정통부 복지부
식약처

비고

과기정통부 ⇒
’21년
과제
미정
사업화지원
의료기기
복지부
(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
보류
(2) 후속 R&D 디스플레이 과기정통부 ⇒
산업부 검토 필요
산업부
※ 대기업 협의 관련
※ 최초 시범프로젝트 예시 9개 성과 중 7개 시범프로젝트 추진 확정(2개 보류)
ㅇ 주요 부처의견

- (이차전지)

이차전지

R&D

특성 상 이미 대기업(수요)-중소기업(공급)

참여 방식으로 핵심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

⇒ 별도의 판로 개척 활동 등 추가활동 어려움 (산업부)

※ ‘시장진입’에서 ‘후속 R&D’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함
- (플라스틱)

농진청의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농업용 필름 개발 및 실

증연구(멀칭용 비닐, 비닐하우스 자재 등) 등 비 1회용품 방향 지원 시,

⇒ 환경부도 환경표지인증기준 등 협조역할 검토 가능
- (5G) 5G

(환경부)

소형셀 기술 관련, 사업자(이동통신 3사) 의무구매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나, 수요연계, 중소기업 사업화연계는 가능(주관부처)

⇒ 고도화 후속 R&D(협력부처) 까지 과기정통부가 수행 (과기정통부)
- (디스플레이)

이어달리기 과제로 부적합(대기업 협의 등)하여 프로젝트

추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당 (산업부)

⇒ ‘전사기술’에 대한 이어달리기가 아니며, 전후방 공정기술 R&D를
대상으로 함, 추가논의 필요 (과기정통부)

- (의료기기) ’21년 과제 미정에 따라 현재 역할을 논하기에
이며, 사업 과제 선정 시 추후 검토 가능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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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약,

기계소재, 의료SW, 태양전지) 별도이견 없음, 이어달리기 시범

프로젝트 후속지원(안)에 따라 추진 협조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 신약, 기계소재 관련은 정부→기업으로의 이어달리기 완료로 판단
[안건2]

공통운영지침(고시) 부처의견수렴

ㅇ 주요 부처의견

-

각 부처의 자율성(실적점검 등), 전문성을 반영하는 것 중요

(환경부,

산업부)

시범프로젝트는 예시이므로 경과조치 삭제 요청 (산업부)

⇒ 경과조치 내 언급되는 시범프로젝트는 각 부처 장관이 진행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삭제하는 것은 힘들 것 (과기정통부)

-

관련 내용 검토에 시간 필요 (국방부)

⇒ 아직 수정이 가능한 시점이며, 충분히 검토한 의견 제출 가
능, 수용ㆍ반영여부 추후 재회람 예정 (과기정통부)

ㅇ 추가 접수의견(회의자료 미반영분, 수용여부 검토 후 재회람(11월말))

-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에 선정되었다고 해서 타 과제보다
우선 반영하여 기획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은 다소 과도한 요구,
부처의 재량조항으로 변경 필요(공정성과 형평성 고려) (환경부)

- 이어달리기 실적에 따른 예산 조정ㆍ배분의 범위를 프로젝트 관련

분야 예산으로 구체화(부처 전체 R&D 예산과는 무관) (환경부)

-

주관부처와 협력부처의 업무범위 및 범부처협의회와 관계기관협의회의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용어, 정의 명확화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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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3] 2021년

범부처 이어달리기 추진계획 안내

ㅇ 주요 부처의견

-

경제성, 공공성, 정책성 등 제시된 기준이 모호하여 신규 프로
젝트 성과 발굴을 위한 기준 명확화 필요 (기상청)

⇒ 관계기관협의회를 통해서 가이드라인 제시할 것 (과기정통부)

※ 성과 발굴ㆍ추천을 위한 공통운영지침 [별지]양식 개발하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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