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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연구개발비: 3,247,000 천원,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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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지자체가 추진하는 지역 R&D 사업의 지역 내 확산과 효율성 강
화를 통해 지역 R&D 기반의 자생적 혁신생태계 조성
･ 지역 내 혁신플랫폼의 핵심기관으로서 역할 강화
･ 지역R&D 조사･분석 고도화 및 정책 활용도 제고
･ 연구개발지원단 간 네트워크 활성화 및 성과 홍보 강화
･ 연구개발지원단 공동사업 추진(17개 연지단 간 역할분담을 통해 지역
간 협력 기반 성과 창출)

최종 목표

전체 내용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1단계
(해당 시 작성)
n단계
(해당 시 작성)

목표
내용
목표
내용

연구개발성과

･ 17개 연구개발지원단의 육성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기능별 실적
* 정책기획(건), 조사분석(건), 지역R&D사업 기획･평가･관리(건),
정보구축･제공(건), 네트워킹(건)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 효과

･ 국가 및 지자체가 추진하는 지역 R&D 사업의 지역 내 확산과 효율성 강화를 통해 지역
R&D 기반 생태계를 조성
･ 연구개발지원단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 R&D와 중앙정부 R&D와의 정합성을 부여

연구개발성과의
비공개여부 및 사유
연구개발성과의 등록ㆍ
기탁 건수

논문

특허

보고서
원문

연구
시설
ㆍ장비

기술
요약
정보

소프트
웨어

과학적 성과
세부 정량적
연구개발성과
건수
국문핵심어
(5개 이내)
영문핵심어
(5개 이내)

논문
게재

학술
회의
발표

연구개발지원단
R&D
organization

생명자원
표준

생명
정보

신품종

생물
자원

화합물

국제
협력

(정책)
홍보

정보

실물

포상
ㆍ수상

기타

사회적 성과

보고서
원문

법령
반영

정책
활용

지역 R&D
regional R&D

안건
상정

제도
개선

다른
연구에
활용

R&D 기반 혁신 지역 R&D 효율성 지역 R&D 조사
시스템
제고
분석
R&D-based
innovation
ecosystem

Increase the
efficiency of
regional R&D

Regional R&D
survey･analysis

<요 약 문>
1. 사업 개요
(사업 목적) 국가 및 지자체가 추진하는 지역 R&D 사업의 지역 내 확산과 효율성 강화를 통해
지역 R&D 기반 생태계 조성
ㅇ 지역별 R&D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지역 R&D 정책의 효율성 제고
ㅇ 지역의 산･학･연 연계협력을 위한 하드웨어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R&D 전담 주체로서 소프트
웨어적인 역할과 기능 정립
ㅇ 지역 내 과학기술자원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학 및 기업의 수요를 토대로 효과적인
R&D 정책 제안･평가
* 각 지역별 추진 R&D 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지원
* 지역 R&D 사업 모니터링 기능과 조사･분석 수행
* 지역 R&D 사업에 대한 정책적 방향성 제시와 지방정부의 과학기술 전담부서 지원

(사업 내용) 지역 소재 R&D 관련 조직* 중 시･도가 사업수행에 적합한 기관으로 인정한 기관
및 단체를 연구개발지원단으로 선정하여 지원
* 지역 과학기술거점(테크노파크), 과학연구단지 R&D센터(과학기술진흥센터) 등

ㅇ (지원기간) 1년
ㅇ (지원규모) 지원단별 4억 원 내외(국비 2억 원 규모+지방비 2억 원 규모)

<참고 : 연구개발지원단 주요 기능>
ㅇ (R&D 사업 조사･분석) 지역 내 R&D 사업 모니터링 기능 및 조사･분석
ㅇ (R&D 사업 발굴 및 기획) 지역 사업주체간 네트워킹 강화를 통해 공동 R&D사업 등 프로그램 발굴,
실태조사와 성과분석을 통한 지역 R&D 사업 기획 및 방향성 제시
ㅇ (과학기술 관련 정책수립 지원)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지역 R&D 기술 발전로드맵 등의 정책 수립
지원, 지자체 과학기술전담부서 지원
ㅇ (R&D 사업 평가･관리 지원) 중앙부처 주도, 지자체 대응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사전선정･사후평가
지원, 지자체 대응자금에 대한 지역 내 파급성과 분석 및 프로그램 효율성 평가
ㅇ (R&D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지역 R&D사업 성과분석 및 통계자료 제공, 지역 R&D DB의
중앙(NTIS)과의 연동체계 구축 및 운영

i

추진체계
주관연구기관 협약체결 및
연지단 사업 총괄

연지단 발전관련 정책 및
연지단 사업심의회 운영

과기정통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KISTEP
(주관연구기관)

사업심의위원회
(협동연구 예산 심의)

연지단별 보고서 평가 및
연지단 예산배분 심의

17개 연구개발지원단
(협동연구기관)

연구개발지원단
사업 추진

사업추진 절차
사업계획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관연구기관 선정

KISTEP

⇩
협동연구 연구계획서 작성 및 제출

지역별 연구개발지원단

⇩
연구계획서 심의

KISTEP, 사업심의위원회

⇩
협동연구 협약체결 및 사업비 교부

KISTEP, 지역별 연구개발지원단

⇩
사업수행

KISTEP, 지역별 연구개발지원단

⇩
협동연구 최종보고서 제출

지역별 연구개발지원단

⇩
협동연구 보고서 평가

KISTEP, 사업심의위원회

⇩
최종보고서 제출

ii

KISTEP, 과기정통부

3. 주요 성과
1) 연구개발지원단 종합성과
사업목표 달성도
ㅇ 지역 R&D 역량 강화라는 최종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구개발지원단 육성 지원사업의
핵심 성과목표를 ‘지역별 R&D 정책 및 사업 기획･분석’과 ‘지역 R&D 조사분석 만족도’로 설정
<표> 연구개발지원단의 ’21년 핵심 성과목표 대비 달성도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성과지표
①지역별 R&D 정책 및
사업 기획･분석(건)

∑(17개 연지단 별 R&D정책 및 사업 기획･분석 건 수)

②지역 R&D 조사･분석
만족도

∑지자체공무원, 유관기관, 산학연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연구개발지원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조사분석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5점 만점으로 측정
※ 매우 만족하지 못함(1점), 만족하지 못함(2점), 보통(3점),
만족함(4점), 매우 만족함(5점)으로 측정

목표대비
달성률

’21년

목표(건)

175

실적(건)

374

목표(점)

4.20

실적(점)

3.83

17개 연구개발지원단의 주요기능별 ’21년도 성과
ㅇ 연구개발지원단은 정책기획, 조사･분석, 지역 R&D 사업 기획･평가･관리, 정보 구축･제공,
네트워킹 등을 주로 추진
<표> 전국 연구개발지원단 주요기능별 성과(’21년)
(단위 : 건, %)

구분

계

정책기획1)

조사분석2)

지역R&D 사업 기획･
평가･관리3)

정보구축
･제공4)

네트워킹5)

’21년

993

147

70

296

158

322

100.0

14.8

7.0

29.8

15.9

32.4

비율

1)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시행계획 수립(필수), 지역 내 과학기술정책 기획･발굴(필수), 지역과학기술위원회 운영(필수) 등
2) 지역 R&D 사업 조사･분석(필수), 지역 R&D사업 성과분석(필수), 지역 클러스터 조사･분석(필수), 지역 연구장비 조사･
분석(선택) 등
3) 지역 R&D사업 기획(필수), 지역R&D사업 평가･관리(선택)
4) 통계자료 제공 및 성과 확산(필수), 지역 R&D사업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선택)
5) 지역과학기술혁신연구회 운영(필수), 국제교류 및 협력(선택)

iii

2) 연구개발지원단 공동성과
<표> 연구개발지원단 공동사업 담당지역(’21년)
사업 주제

주도 지역

지역 R&D 투자 현황 조사분석 결과수합 및 보고서 발간

대구(PM), 경남, 세종, 전남

지역 R&D 성과 조사분석 결과수합 및 보고서 발간

경기(PM), 광주, 울산

지역혁신클러스터 조사･분석 보고서 발간

전북(PM), 인천, 경북, 대전

지역과학기술혁신 교육과정 운영

서울(PM), 충남, 충북

지역과학기술정보서비스(RTIS) 구축 및 운영

강원(PM), 제주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한 법률 정비방안 연구

부산(PM)

연지단 협의회 운영지원 및 Issue&Focus 발간

광주(PM) (부산(PM))*

* ’21년 사업 중간에 연지단 협의회 회장 지역이 부산에서 광주로 변경

4.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과학기술정책 수립 및 R&D 기획
ㅇ 지방과학기술종합계획 ’20년 추진실적 및 ’21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과학기술진위원회
운영을 통해 심의･확정함으로써 중장기적인 지역과학기술발전 계획 정립 및 지역과학기술
육성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ㅇ 기업 및 기관의 사업기획을 위한 기획연구회 운영을 통해 중･대형 국책 R&D사업의 조기
발굴 및 국비 유치
ㅇ 지역문제 해결 및 지역 삶의 질 향상 문제 등에 관한 연구개발 과제 자체 기획 및 지원으로
지역 내 문제성･특수성･전략성을 반영한 지역 수요 맞춤형 R&D 과제발굴

조사분석
ㅇ 각 부처별로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R&D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분석 및 성과관리를
통하여 R&D투자의 중복을 방지하고, 신규사업 기획에 활용

정보 구축 및 제공
ㅇ 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함으로써 지역에 투입되는 정부 예산의 규모와 성과를
상시적으로 파악
iv

네트워킹
ㅇ 지역 과학기술 혁신주체들로 구성된 연구회 등의 운영을 통해 지역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 및 방향성 제시하고 지역 과학기술 관련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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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목적) 국가･지자체가 추진하는 지역 R&D 사업의 지역 내 확산과 효율성 강화를 통해 지역
R&D 기반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연구개발지원지원단 사업을 추진
ㅇ 지역별 R&D 전담기구 설치･운영을 통한 지역 R&D 효율성 제고
ㅇ 지역 R&D 조사･분석 및 평가, 정책기획, 네트워킹, 성과 분석 등

추진근거
ㅇ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ㅇ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0조(국토의 다원적 개발과 지역발전역량 확충) 및 제12조(지역인력
양성과 과학기술진흥) 제2항
ㅇ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5대 고도화전략 중 ｢제3. 중장기 창의역량 강화｣ 부문의 ｢새로운
지역혁신체계 구축｣
ㅇ 제4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8대 과제 중 ｢지역의 R&D 기획･관리 역량 및 기반 강화｣

추진 경과
ㅇ 「지방 R&D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방안」 국과위 심의･확정(’06.12월)
- 지자체의 R&D 추진체계 및 역량이 미흡하여 지역별 R&D 전담추진기구 설치 추진
ㅇ 후속 조치로 「지역별 연구개발지원단 설치･운영방안」 마련(’07.7월)
- 지자체 자체 추진 R&D 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지원
- 지자체 R&D 사업 모니터링 및 조사･분석 실시
- 지자체 R&D 사업에 대한 방향성 제시 및 과학기술전담부서 지원
- 장기적으로는 ‘역매칭펀드사업’의 기획지원 및 사업간 연계･중복 조정 업무 지원
ㅇ 연구개발지원단 선정･운영(’07년~’16년, 전국 17개 시･도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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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07

’08

’09

선 정
시･도

부산

충북

대구,
전북

누적(개)

1

2

4

’10

’12

’13

’14

’16

경기

광주

인천, 강원,
전남, 경북
경남

대전, 울산,
충남, 제주

서울, 세종

5

6

11

15

17

ㅇ 지역 간 공동사업 발굴･추진을 위한 연구개발지원단협의회 발족(’15.9월)
- 지역R&D투자 및 과학기술인프라 공동 조사･분석, 전국릴레이 지역R&D 정책 심포지엄,
지자체 공무원 대상 교육과정 운영 등을 마련토록 하고 지역 간 경제, 사회, 과학기술 격
차 해소 필요
ㅇ 과학기술 기반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지역 혁
신생태계 조성 및 혁신거점 확충 시급
- 국가경쟁력이 더 이상 국가차원이 아닌, 지역 차원의 경쟁력에서 비롯된다는 국가발전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으며 정부는 지역의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지역혁신 및 지역
R&D를 추진
ㅇ 전 세계적으로 특화된 지역 발전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간
동반자적 협력을 강조
ㅇ 지역은 실질적인 국가 창조경제 발전의 플랫폼 역할을 담당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달성을 위한
노력을 확대
ㅇ 이에, 정부는 지역의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지역혁신 및 지역 R&D 추진
- 참여정부의 분권･분산정책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연구
개발지원 정책을 시행
- 지역혁신 및 지역 R&D를 통해 지역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고하고 있으며,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R&D 추진으로 지역의 현안에 맞춘 지원방안 마련
ㅇ 지역과학기술정책 현황 점검,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정책･제도 방향 설정 등을 위해 지역
과학기술정책협의회* 운영(’18.5월)
- 지역분권 시대를 대비하여, 중앙과 17개 시･도 정부를 아우르는 과학기술정책 소통라인을
구축하고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 과기부 지역과학기술과장, 17개 시･도 과학기술정책 담당 과장 등 18명 내외 실무급 공무원
(※ 간사 : KISTEP 지역정책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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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新지방정부의 지역주도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해, ‘新과학기술 중심 지역혁신 4개년 실
천계획’ 마련 추진(’18.9월)
- 시범 연구개발지원단으로 성장･발전 가능한 지역을 시범 선정*하여 지역별 新과학기술
중심 지역혁신 4개년 실천계획 수립 시범 추진
* 부산, 울산, 전북, 충남

- 지방분권시대를 대비해, 지자체가 중앙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지역과학기술진
흥을 위한 주도적 계획 수립･추진 지원
ㅇ 지역의 3~5년의 중장기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사업 시범 추진
(’19.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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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개발지원단의 개요 및 기능
사업목적
ㅇ 국가 및 지자체가 추진하는 지역 R&D 사업의 지역 내 확산과 효율성 강화를 통해 지역
R&D 기반 생태계 조성
- 지역별 R&D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지역 R&D 정책의 효율성 제고
- 지역의 산･학･연 연계협력을 위한 하드웨어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R&D 전담 주체로서
소프트웨어적인 역할과 기능 정립
- 지역 내 과학기술자원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학 및 기업의 수요를 토대로 효과적인
R&D 정책 제안･평가
* 각 지역별 추진 R&D 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지원
* 지역 R&D 사업 모니터링 기능과 조사･분석 수행
* 지역 R&D 사업에 대한 정책적 방향성 제시와 지방정부의 과학기술 전담부서 지원

주요기능
ㅇ 지역 R&D 역량제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아래 기능 수행
- (R&D 사업 조사･분석) 지역 내 R&D 사업 모니터링 기능 및 조사･분석
- (R&D 사업 발굴 및 기획) 지역 사업주체간 네트워킹 강화를 통해 공동 R&D사업 등 프
로그램 발굴, 실태조사와 성과분석을 통한 지역 R&D 사업 기획 및 방향성 제시
- (과학기술 관련 정책수립 지원)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지역 R&D 기술 발전로드맵 등의
정책 수립 지원, 지자체 과학기술전담부서 지원
- (R&D 사업 평가･관리 지원) 중앙부처 주도, 지자체 대응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사전선정･
사후평가 지원, 지자체 대응자금에 대한 지역 내 파급성과 분석 및 프로그램 효율성 평가
- (R&D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지역 R&D사업 성과분석 및 통계자료 제공, 지역
R&D DB의 중앙(NTIS)과의 연동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내용
ㅇ 지역 소재 R&D 관련 조직* 중 시･도가 사업수행에 적합한 기관으로 인정한 기관 및 단체를
연구개발지원단으로 선정하여 지원
* 지역 과학기술거점(테크노파크), 과학연구단지 R&D센터(과학기술진흥센터) 등

ㅇ (지원기간) 1년
ㅇ (지원규모) 지원단별 4억 원 내외(국비 2억 원 규모+지방비 2억 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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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운영 현황
ㅇ 부산(’07년)을 시작으로 서울, 세종(’16년)까지 전국 17개 시･도 지역에 설립 및 운영
※ ’07년에 부산 연구개발지원단을 시작으로 충북(’08), 대구･전북(’09), 경기(’10), 광주(’12), 강원･경남･경북･
인천･전남(’13). 대전, 제주, 충남, 울산(’14), 서울･세종(’16)에 설립

ㅇ 각각 지자체 산하기관 또는 테크노파크 내 소속부서로 운영 중
※ (지자체 산하기관) 경기, 강원, 충남, 충북, 대전, 광주, 경북, 부산
※ (테크노파크) 서울, 인천, 세종, 전남, 전북, 대구, 울산, 경남,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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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체계
주관연구기관 협약체결 및
연지단 사업 총괄

연지단 발전관련 정책 및
연지단 사업심의회 운영

과기정통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KISTEP
(주관연구기관)

사업심의위원회
(협동연구 예산 심의)

연지단별 보고서 평가 및
연지단 예산배분 심의

17개 연구개발지원단
(협동연구기관)

연구개발지원단
사업 추진

사업추진 절차
사업계획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관연구기관 선정

KISTEP

⇩
협동연구 연구계획서 작성 및 제출

지역별 연구개발지원단

⇩
연구계획서 심의

KISTEP, 사업심의위원회

⇩
협동연구 협약체결 및 사업비 교부

KISTEP, 지역별 연구개발지원단

⇩
사업수행

KISTEP, 지역별 연구개발지원단

⇩
협동연구 최종보고서 제출

지역별 연구개발지원단

⇩
협동연구 보고서 평가

KISTEP, 사업심의위원회

⇩
최종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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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제2장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제1절 연구개발지원단 종합성과
사업목표 달성도
ㅇ 지역 R&D 역량 강화라는 최종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구개발지원단 육성 지원사업의
핵심 성과목표를 ‘지역별 R&D 정책 및 사업 기획･분석’과 ‘지역 R&D 조사분석 만족도’로 설정
<표 2-1> 연구개발지원단의 ’21년 핵심 성과목표 대비 달성도
성과지표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①지역별 R&D 정책 및 사업
기획･분석(건)

∑(17개 연지단 별 R&D정책 및 사업 기획･분석 건 수)

②지역 R&D 조사･분석 만족도

목표대비
’21년
달성률

∑지자체공무원, 유관기관, 산학연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연구개발지원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조사분석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5점 만점으로 측정
※ 매우 만족하지 못함(1점), 만족하지 못함(2점), 보통(3점),
만족함(4점), 매우 만족함(5점)으로 측정

목표(건)

175

실적(건)

374

목표(점)

4.20

실적(점)

3.83

17개 연구개발지원단의 주요기능별 ’21년도 성과
ㅇ 연구개발지원단은 정책기획, 조사･분석, 지역 R&D 사업 기획･평가･관리, 정보 구축･제공,
네트워킹 등을 주로 추진
<표 2-2> 전국 연구개발지원단 주요기능별 성과(’21년)
(단위 : 건, %)

구분

계

정책기획1)

조사분석2)

지역R&D 사업 기획･
평가･관리3)

정보구축･제공4)

네트워킹5)

’21년

993

147

70

296

158

322

100.0

14.8

7.0

29.8

15.9

32.4

비율

1)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시행계획 수립(필수), 지역 내 과학기술정책 기획･발굴(필수), 지역과학기술위원회 운영(필수) 등
2) 지역 R&D 사업 조사･분석(필수), 지역 R&D사업 성과분석(필수), 지역 클러스터 조사･분석(필수), 지역 연구장비 조사･
분석(선택) 등
3) 지역 R&D사업 기획(필수), 지역R&D사업 평가･관리(선택)
4) 통계자료 제공 및 성과 확산(필수), 지역 R&D사업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선택)
5) 지역과학기술혁신연구회 운영(필수), 국제교류 및 협력(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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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개발지원단 공동성과
<표 2-3> 연구개발지원단 공동사업 담당지역(’21년)
사업 주제

주도 지역

지역 R&D 투자 현황 조사분석 결과수합 및 보고서 발간

대구(PM), 경남, 세종, 전남

지역 R&D 성과 조사분석 결과수합 및 보고서 발간

경기(PM), 광주, 울산

지역혁신클러스터 조사･분석 보고서 발간

전북(PM), 인천, 경북, 대전

지역과학기술혁신 교육과정 운영

서울(PM), 충남, 충북

지역과학기술정보서비스(RTIS) 구축 및 운영

강원(PM), 제주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한 법률 정비방안 연구

부산(PM)

연지단 협의회 운영지원 및 Issue&Focus 발간

광주(PM) (부산(PM))*

* ’21년 사업 중간에 연지단 협의회 회장 지역이 부산에서 광주로 변경

1. 지역 R&D 투자 현황 조사･분석(대구, 경남, 세종, 전남)
조사･분석 목적
ㅇ 지역 R&D 투자 증가에 따라 효율성 제고 등 지역 R&D 정책 수립을 위한 체계적인 지역
R&D 현황 자료 제공
ㅇ 조사･분석의 대상, 단위, 방법, 절차와 분석자료의 검증방법 등을 표준화하여 중앙과 지역,
지역과 지역 간 비교분석
ㅇ 이를 통해 중앙과 지역 R&D 정책 및 사업계획 수립에 활용하고 NTIS와 RTIS 간 연계를
통한 지역 R&D 정보통합시스템 운영에 선제적 대응

조사･분석 개요
ㅇ 조사･분석대상 : ’20년도 17개 시･도의 국비, 국비 매칭, 지자체 자체 연구개발사업
* (조사대상) 국비, 국비 매칭, 지자체 자체 R&D사업 및 지역과학기술진흥사업의 비R&D사업

ㅇ 조사･분석단위 : 지역별 국비, 국비 매칭, 지자체 자체 연구개발사업의 세부과제
ㅇ 조사･분석항목 : 총 52개 항목(사업단위 27개, 과제단위 25개)
ㅇ 조사방법
- (국비, 국비 매칭) 「202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 활용
* 국비 사업 중 지역 구분이 ‘해외’ 또는 ‘기타’인 경우는 조사분석 대상 과제에서 제외
* 국비 매칭 사업 중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중 지방주도 세부과제는 별도 조사
* 국비 매칭사업의 지방비는 NTIS제공 데이터를 검증하여 작성(직접조사)

- (지자체 자체) 17개 지역별 연구개발지원단 직접 조사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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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추진체계
추진계획 수립

조사안내

조사실시

자료검증

분석

공동조사･분석TFT

공동조사･분석TFT

지역 연지단

공동조사･분석TFT

공동조사･분석TFT

(지역 연지단)

•
•
•
•
•
•

(KISTEP)

⇕

⇕

계획 확정

자료작성

수정보완

KISETP

지역 R&D 사업
수행(전담)기관

지역 연지단

보고서 도출

공동조사･분석TFT → 전국연지단 : 조사 매뉴얼 배포
전국연지단 → R&D사업 관리(수행)기관 : 조사 요청
R&D사업 관리(수행)기관 → 전국연지단 : 조사자료 제출
전국연지단 ↔ 공동조사･분석TFT : (1차검증) 전국연지단, (2차검증) 공동조사 TFT
KISTEP ↔ 공동조사･분석TFT : 최종검증 및 데이터 확정
공동조사･분석TFT, 전국연지단 : 보고서 작성

추진경과
ㅇ KISTEP-PM 연지단 추진방향 등 협의

:

’21.05

ㅇ 17개 연지단 공동조사분석 담당자 대상 설명회

:

’21.09

ㅇ 조사 및 자료 검증

:

’21.10 ~ ’22.01

ㅇ 자료 코딩 및 분석, 보고서 작성

:

’22.01 ~ 02

ㅇ 보고서 발간 및 배포

:

’22.02

조사･분석 결과
ㅇ ’20년 17개 시도의 연구개발사업 총투자액은 237,643억 원(국비 227,242, 지방비 10,401)
으로 최근 3년간(’18~’20년) 연평균 7.9% 증가
ㅇ ’20년 17개 시도 연구개발사업 총투자액 237,643억 원 중 지역별 투자액은 대전 56,998억 원
(27.5%), 서울 43,635억 원(18.4%), 경기 26,994억 원(11.4%) 등의 순으로 대전 및 수도권
지역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
- (지방 R&D 투자) ’18년 78,993억 원(38.7%) → ’19년 84,393억 원(39.6%) → ’20년
96,663억 원(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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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 2020년 연구개발사업 투자 현황

활용방안
ㅇ 지역 R&D 정책수립 및 사업기획의 근간이 되는 신뢰성 있는 기초자료 제공
ㅇ 조사･분석 체계의 표준화를 통해 지역 R&D 조사･분석자료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국가 및
지역 연구개발사업 정보시스템 구축에 선제적으로 대응

▲ 2021 지역 R&D 사업 공동조사분석 보고서

2. 지역 R&D 성과 조사･분석(경기, 광주, 울산)
배경 및 목적
ㅇ 전국 R&D예산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R&D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관리
체계 강화 및 성과분석의 필요성이 증대
ㅇ 국가와 지역 간의 표준화된 R&D사업 성과분석 체계를 구축하고, 정확한 지역 R&D사업의
성과 현황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지역 R&D정책 추진을 위함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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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조사 개요
ㅇ 조사기간 : 2021.9.29 ~ 10.15
ㅇ 조사대상 : 지역별 자체 R&D사업 조사(’16~’19년) 결과에 대한 발생 성과(’19년)
ㅇ 성과항목 : 논문, 특허, 기술료, 사업화 등 4개의 성과 항목과 지역별 우수사례
ㅇ 조사방법
ㅇ (국가 R&D)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서 제공하는 지역별 성과 데이터 활용
ㅇ (지자체 자체 R&D) 전국 연구개발지원단에서 자체적으로 성과조사 시행

추진절차
ㅇ (TFT: 경기 PM) 성과조사 표준화된 가이드라인 및 성과조사 양식 배포 → 성과조사 결과
자료취합 및 데이터 검증 → 검증 데이터 분석 및 보고서 작성･발간
ㅇ (전국 연지단) 지역별 성과조사 직접 실시

[그림 2-1] 지역 R&D사업 공동 성과분석 프로세스

주요내용
ㅇ ’19년도 국가 R&D사업은 과학적 성과와 기술적 성과는 전년 대비 증가
- 반면, 경제적 성과인 기술료는 전년 대비 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ㅇ ’19년도 지자체 자체 R&D사업은 기술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가 전년 대비 증가
- 반면, 과학적 성과인 SCIE 논문은 전년 대비 18.7% 감소한 것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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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건수)
SCIE

특허출원

특허등록

기술료

사업화

41,143
41,919
107
87
31,108
31,180
262
291
19,200
20,210
151
174
9,021
8,848
99
119
26,170
28,799
117
261
2018(국비)

2019(국비)

2018(지자체 자체)

2019(지자체 자체)

[그림 2-2] R&D사업 성과 유형별 총괄 현황
과학적 성과

구분
국가R&D
지자체
자체R&D

SCIE

기술적 성과
특허출원

경제적 성과

특허등록

기술료

사업화

2018

41,143

31,108

19,200

9,021

26,170

2019

41,919

31,180

20,210

8,848

28,799

2018

107

262

151

99

117

2019

87

291

174

119

261

결과활용
ㅇ 성과분석 결과는 지역 R&D정책 기획 및 평가, R&D예산 배분 등 과학기술 관련 정책
추진에 활용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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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 혁신클러스터 조사･분석(전북, 인천, 경북, 대전)
목적 및 개요
추 진 목 적
◈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주요 지역과학기술정책의 의제로 추진, 분권을 위한 『지역
특성화, 과학기술혁신 생태계 조성』 강조
◈ 이에, 최근 지역에 입지한 혁신클러스터 내 자원 및 역량현황 조사･분석을 통한 지역 R&D 정책,
지역과학 혁신전략 수립 기초자료 활용
◈ [목표] 1건

[실적] 1건 (달성률 : 100%)

ㅇ 조사대상 : 지역 내 입지한 혁신클러스터 대상(총 8개유형)
- (총 8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6), 연구개발특구(5), 지방과학연구단지(10개), 첨단의료
복합단지(2), 국가식품클러스터(1), 산업기술단지(18), 규제자유특구(14), 강소특구(12)
* 통계청 자료 기반 조사･분석으로 ’19년 기준 통계 활용, 클러스터 현황은 ’20년 말 기준으로 보고서 적용

ㅇ 조사내용
- 17개 시도별 8개 유형별 혁신클러스터 유무여부 및 해당클러스터 일반현황 조사
- 시도별 클러스터 위치 및 면적조사를 통한 Map 최신화 및 관련 세부정보 등
- 해당 클러스터 범위 내 포함된 수요자인 기업의 성과측정을 통해 클러스터 지정･운영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성과 활성화 여부
구분
클러스터
집적화

분석요인

분석 자료

산업의 집중도

주력업종/기업 수 현황
(제조업 KSIC 10~30)

사업체 통계 조사 마이크로 데이터

경제적 성과

부가가치액, 생산액, 고용현황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마이크로 데이터

※ 조사업무 피로도 개선을 위한 국가통계 활용한 조사･분석 추진

ㅇ 추진절차 : 공동TF(4개지역) 운영을 통한 조사･분석 가이드 마련 및 클러스터 조사･분석
[1단계]
지역별 자료 안내 및
지역별 설명회 개최

[2단계]
조사자료 DB구축/점검(1차) 및
클러스터 맵핑 추진

- 17개 시도별 조사자료
- 공동TFT 지역별 조사안내
DB확보 및 데이터 검증
è
[조사양식 배포/협조요청]
(공동 TF 자체 점검)
･ 전북: 광주, 제주, 전남
･ 대전: 세종, 충남, 충북
- 기존 클러스터 가이드맵
･ 경북: 경남, 부산, 울산, 대구
활용한 업데이트(최신화) 작업
･ 인천: 경기, 강원, 서울
추진

[3단계]
각 시도별 자료 안내 및
클러스터 현황 점검(2차)
- 기 제출된 지역별 클러스터
현황에 기반 맵핑 자료
è
시도별 2차 검토
- 검토 완료된 자료 최종
송부를 통한 클러스터 맵핑
완료 (보고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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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ㅇ 연구개발지원단 공동사업으로 TF(전북, 인천, 대전, 경북) 운영체계 구성 및 공동TF 8회를
통해 지역혁신클러스터 객관성 확보, 클러스터 파급효과 여부, 클러스터 특성에 맞는 기업
분표현황 등을 조사･분석 추진
No

주요 내용

사 진

【중점 협의사항】
- ’21년 혁신클러스터 권역별 조사DB 검토 및 보완(통계청 자료 기반)
- 지역혁신 클러스터 맵 조사･분석 가이드 북 목차별 항목 논의

<2021. 09. 2>

【개 요】
- 장 소 : 대전 회의실
- 참석자 : 7명
1

【개 요】
- 장 소 : 대전역 회의실
- 참석자 : 10명
2
【중점 협의사항】
- DIS를 통한 사업적 집적화제시를 위한 자료구성항목 논의
- 클러스터 유형별 총괄자료 분석을 통해 경제적 성과현황 점검 등

<2021. 11. 23.>

【개 요】
- 장 소 : 전주 엔브릿지호텔 세미나실
- 참석자 : 12명
3
【중점 협의사항】
- 지역별 클러스터 조사DB 분석효율성 확대/연계 방안 논의
- 17개 시도별 제조업 및 클러스터 적용 DB공유 및 기업집적화 분석

<2021. 12. 10.>

【개 요】
- 장 소 : 대전 애트 회의실
- 참석자 : 10명(KISTEP 연계)
4
【중점 협의사항】
- 지역별 클러스터 내 산업 및 기업 집적화 도출내용 보완사항
- 지역의 주요 과학기술혁신역량 및 클러스터별 기업현황 점검

<2021. 12. 15.>

ㅇ 통계청(KOSIS) 광･제조업 DB 매칭을 통한 지역별 조사DB 점검과 지역별 클러스터 범위
내 읍면동 구분DB 파악을 통해 클러스터의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 시계열 분석 추진
- 지역의 기업분포현황 조사 및 각 기업의 거래생태계 등 다각도 분석을 통한 내용 도출
- 클러스터 유형별 전체 지도화 및 유형별 산업･기업 집적화 현황 추이분석 논의 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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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성과
ㅇ (전국) 17개 시도 지역혁신클러스터 현황 조사･분석
- 클러스터 유형별 분포현황 제시 및 각 해당지역별 클러스터 사업･기업적 효과추이 제시

산업기술단지

지방과학연구단지

강소특구

국가혁신융복합단지

- 또한 17개 시도별 지역혁신클러스터 위치현황 Map 제시 및 산업･기업집적화 현황 제시
• 지역 내 클러스터 유형별 특성화 정합성 여부 및 기업 집적화를 통한 성장성DB 제시

전라북도 클러스터 위치도 현황

클러스터별 경제적 성과추이

업종별 특화 현황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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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사업을 통해 각 지역의 클러스터 직･간접적 활성화여부와 클러스터 기본계획과 부합한
산업육성 추진여부 검토자료 확보
⇒ 17개 시도별 지역혁신클러스터 내 기업의 직접화현황을 통해 KSIC코드별 입지기업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클러스터 구축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 또한 시계열 분석을 통해 입지된 클러스터의 경제적, 사회적 성과 측정을 통해 활성화되고 있는 유형구분이
가능하고, 지역에서 선택과 집중이 요구되는 부문을 검토

ㅇ (지역) 전라북도 지역혁신클러스터 조사･분석(산업･기업 집적화 현황)
- 전북의 주요 혁신클러스터 중 공간적 범위지정에 따른 기업집적화 현황을 살펴보면, 고용
및 경제(생산액 및 부가가치액)집적화 분포는 연구개발특구, 국가혁신융복합단지, 강소특구,
지방과학연구단지를 중심으로 구성됨

<표 2-4> 2019년 전라북도 제조업 및 혁신클러스터별 집적화 현황
구분

사업체 수(개)

제조업(C)

13,288

종사자 수(명)
107,669

생산액(백만원)

부가가치액(백만원)

33,884,046

10,651,057

산업기술단지

502

2%

6,723

6%

2,837,519

8%

879,724

8%

연구개발특구

1,843

14%

28,831

27%

10,712,360

32%

3,511,990

33%

475

4%

18,341

17%

7,584,626

22%

2,549,282

24%

2,567

19%

45,618

42%

17,411,649

51%

5,721,624

54%

국가식품클러스터

159

1%

2,296

2%

709,362

2%

100,324

1%

강소특구

820

6%

16732

16%

10,468,868

31%

3,129,165

29%

지방과학단지(SP)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자료 : 2019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종사자 및 사업체) 및 광제조업조사(생산액 및 부가가치액) 통계
* 규제자유특구는 공간적 범위보다는 특례기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산업 및 기업 집적화 분석에서 제외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경우 ’19년 하반기에 지정되어 현재 조성 중으로 분석대상에서 제외

- 지역 내 입주기업의 생산액 규모가 군산시, 완주군, 익산시, 전주시 순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해당 지역의 생산액 산업분류 분포를 보면 ①자동차 ②금속 제조업 ③화학물질 제
조업 ④식품산업으로 크게 구분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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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시군별 생산액 규모/기업 분포도

지역 내 주요 산업분류별 분포도

- 전북의 주요 혁신클러스터 중 기업직접화를 통한 부가가치율이 가장 큰 유형은 국가혁신
융복합단지이며, 1인당 생산액(노동생산성) 규모가 가장 큰 곳은 강소특구임

클러스터별 부가가치(율) 및 생산액 분포

클러스터별 종사자 및 생산액 분포(1인당 생산액)

- 지역혁신클러스터 내 기업 및 생산액 규모 전체 중 각 클러스터별 분포현황을 보면, 국가
혁신융복합단지가 40%로 가장 큰 규모를 보이고 연구개발특구, 지방과학단지, 강소특구
순으로 클러스터의 양적, 질적 분포를 보임

혁신클러스터별 기업 분포

혁신클러스터별 생산액 분포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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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클러스터별 산업･기업 집적화분석 결과, 기업분포가 집중된 지리적 공간과 연계
한 해당 혁신클러스터의 양적 및 질적규모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해당지역의 집
중된 산업분류에 맞춰 분포되는 경향을 보임
⇒ 지역 제조업 중 클러스터의 양적(사업체 및 생산액) 및 질적규모(종사자 수)로 국가혁신융복합단지와 연구
개발특구가 가장 큰 규모를 보이고 있음.
･ 지역의 제조업 구성을 보면 군산, 전주, 익산, 완주가 양･질적으로 규모가 가장 큰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해당지역이 포함된 클러스터의 규모가 연계되어 상대적으로 높은 모습을 보여줌.
⇒ 지역의 각 클러스터별로 종사자수 1인당 노동생산성이 가장 높은 곳은 강소특구(군산)로 종사자수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액을 창출하고 있음. 또한 클러스터별로 생산액 대비 부가가치율은 30%정도로
비슷한 규모를 보이고 있으나, 국가식품클러스터만 10%대로 저조한 모습을 보임.
⇒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및 정부 10대 투자중점산업(BIG3, 한국판 뉴딜, 소재･부품･장비 등) 맞춤형
R&D확대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해 미래주력산업 선도자(First Mover)육성, 新공급망구축, 글로벌
신시장 개척으로 신성장 기반구축 및 확대가 필요

결과활용 방안
ㅇ ’21년 공동연구개발과제를 통한 “지역혁신클러스터 조사･분석 보고서” 전국 배포
ㅇ 지역별 클러스터 구성현황 및 측정성과를 기반한 지자체 연계 클러스터 육성방안 검토(지역
내 클러스터 기업의 R&D활동 및 역량현황 기초자료 파악
ㅇ ’22년 지역혁신클러스터 연계한 지역혁신기관 현황 및 특성별 분석계획 수립 등

4. 지역과학기술혁신과정 운영(서울, 충남, 충북)
추진목적
ㅇ 지역의 사회문제를 체계적･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역 과학기술 수행 주체의 연구개발
기획 및 지역 중심 연구개발 지원 기능 관련 역량 강화 필요, 기획 활성화 기여

과업개요
ㅇ 과업내용 : 수요 기반 교육 커리큘럼 제공을 통한 연지단 실무자의 과학기술 정책 및 기획
역량 강화
ㅇ 과업목표 : 지역과학기술혁신과정 운영 (3건)

추진현황
ㅇ 교육과정 방향성 설정 및 연간계획 수립 (~2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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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사회적･경제적･정책적 트렌드를 반영하고, 각 지역의 실무자들이 사업기획 시 직접
적으로 지역 과학기술 정책기획에 적용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교육커리큘럼 구성
- 지역 과학기술 정책 및 기획역량의 실질적 제고를 위한 수요 기반의 교육과정 기획
- R&D 전주기 관련 이론, 기술･산업･정책 트렌드, 연지단 업무 관련 방법론 및 실습과정
등으로 구성(사전 수요조사를 통하여 지역 연지단의 수요 반영)
ㅇ 지역 R&D 혁신 주체들의 과학기술 및 기획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진행(~2020.12)
회차

일시

교육 내용

강사

①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21.06.25 - 국가혁신역량 및 지역혁신역량 측정
- 지역자체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등

KISTEP 이현익 부연구위원

②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트렌드 외
’21.09.10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트렌드 및 제조업
(온라인)
디지털전환
- 통합Ezbaro 실무자 교육

김재호 교수신문 학술연구팀장
남호기 인천대학교 명예교수
이동희 한국연구재단 연구위원

③

지역연구개발 지원 기능 강화
’21.11.05
- 기술사업화 및 과학기술 정책 전략 기획 방법론
(온라인)
- 과학기술 최신 트렌드-메타버스 현재와 미래

김대희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실장
오석희 가천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이지형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본부장

① 제1차 과학기술혁신과정

② 제2차 과학기술혁신과정

③ 제3차 과학기술혁신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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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성과
ㅇ 지역과학기술혁신과정 결과보고서(3건, 전국연지단 실무자 온/오프라인 교류협력)

결과 활용방안
ㅇ 최근 과학기술 트렌드 및 미래전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 지역의 R&D사업 실효성
및 운영 방향 제고
ㅇ 지역 과학기술 수행주체의 연구개발 기획 관련 역량 강화를 통해 각 지역의 문제를 체계
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방향성 제시

5. 지역과학기술정보서비스(RTIS) 구축 및 운영(강원, 제주)
성과 요약
 전국연구개발지원단간의 협력 및 정책 공유와 정보 제공을 통하여 우수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공동사업
발굴 운영
 강원도 연구개발지원단은 전국 17개 연구개발지원단과의 공동 과제를 구성하여 지역과학기술 R&D 정보
서비스(RTIS) 개선 및 운영에 대한 PM 역할을 수행 및 추진 함(’22년 제주 PM 수행)
 지역과학기술 R&D 정보 서비스 개선 및 운영 1건

’21년 강원연구개발지원단 공동사업 RTIS 개선 및 운영 세부 추진 내용
ㅇ RTIS-NTIS의 통합 운영을 위한 회의 진행
- 일시 : ’21년 6월 14일(월)
- 참석 : 각 사무실, 화상회의
- 주요 내용 : NTIS-RTIS 연계 중간 작업 결과 검토 회의 진행
ㅇ NTIS-RTIS 통합운영을 위한 컨텐츠 개발 회의
- 일시 : ’21년 8월 11일(수)
- 장소 : KISTEP 회의실
- 주요 내용 : NTIS-RTIS 연계 컨텐츠 구성 논의
ㅇ 전국 연지단 대상 정보공개 수요조사 진행
- 일시 : ’21년 8월 20일(금)~27일(금)
- 주요 내용 : RTIS 공개 가능 범위에 대한 전국 연지단 의견 수렴(NTIS-RTIS 통합 홈페이지
내 주요 카테고리별 정보 공개 가능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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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 수렴 결과 : 정책기획 수립(부분 공개), 조사 분석(공개), 지역 R&D 사업 기획 평가
관리(비공개), 정보구축 제공(공개) 등 카테고리 별로 의견 취합
- 기타 의견 : NTIS-RTIS 통합 홈페이지 상 일부 공개 가능 자료 처리 방법 논의, 개인
정보 이슈 조사 필요, 각 연구개발지원단의 공개 통일성 필요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 등
ㅇ NTIS-RTIS 연계 개발내용 검토 회의
- 일시 : ’21년 11월 29일(월)
- 장소 : 비앤디파트너스 서울역점
- 주요 내용 : NTIS-RTIS 연계 시스템 시범 구축 내용 검토 및 전국 연지단 실무자 의견
공유

[그림 2-3] NTIS-RTIS 통합 홈페이지 및 주요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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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NTIS-RTIS 홈페이지 통합 추진 성과 자료
- 주요 통합 내용 : NTIS 홈페이지 내 RTIS 시스템 통합 운영
- 전년도 기 구축되어 있던 지역과학기술정보서비스(RTIS) 홈페이지를 NTIS로 통합
- 기존 RTIS의 인터페이스 구성 등 NTIS의 인터페이스와 유사하게 재편성
- 카테고리, 통계 차트, 통계표 등 R&D 데이터 노출 방법에 대한 의견을 각 연지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가 및 수정 재편성

6. 연지단 협의회 운영지원 및 Issue&Focus 발간(광주, 부산)

부 산

(1) 목적 및 개요
ㅇ (목적) 전국연구개발지원단협의회는 전국연구개발지원단의 상호협력과 정보공유를 통하여
지방 R&D 정책 수립과 지방과학기술 육성의 거점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하기 위하여 발족
ㅇ (개요) 전국연구개발지원단협의회 회장단은 전국연구개발지원단을 대표하여 중앙-지역간의
소통창구 역할, 협의회 회의 개최 등 지역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업무 지원
- (중앙-지역 간 소통창구) 중앙정부의 과학기술정책 및 R&D사업 관련 정보를 지역에 전달
하고, 지역의 의견을 중앙에 전달하는 역할 수행
- (회의 개최) 연구개발지원단 및 지역 과학기술 관련 안건 발생 시 협의회 총회･회의, 단
장회의, 실무자 회의 등 상시 개최
- (협의회 명단 갱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전국연구개발지원단
협의회 단장･실무자, 시･도 담당자 정보 업데이트 및 배포
- (기타) 공동사업 추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사업 운영 관련 협조 사항 및 지역과학기
술 현안 발생 시 대응 주도
- (뉴스레터 발간) 전국연구개발지원단의 활동사항을 홍보하고 연구개발지원단의 인지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책 고객을 대상으로 소식지 발간･배포

(2) 추진현황
ㅇ 부산연구개발지원단은 협의회 3기 회장지역으로 선정(’19.07.01)되어 중앙-지역의 소통창구
역할 강화 및 지역 주도적 역할 제고를 중점으로 협의회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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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9.10) 전국연구개발지원단협의회 발족 및 1기 회장단 출범(회장-경기(이연희 단장),
부회장-제주/전북/대구, 감사-광주)
- (’17.07.01) 2기 회장단 출범(회장-전북(이송인 단장), 부회장-인천/충남/부산, 감사-경기)
- (’19.07.01) 3기 회장단 출범(회장-부산(김병진 원장), 부회장-강원/광주/경북, 감사-전남)
- (’20.06.05) 3기 제1차 정기총회 개최 ※ 협의회 회칙 개정(안) 등 2건 심의
- (’21.06.03) 3기 제2차 정기총회 개최 ※ 협의회 임원 선출 및 협의회 회칙 개정(안) 심의
- (’21.06.30) 차기 회장단 협의회 대상 3기 회장단 운영 사례 및 관련 자료 인수인계
- (’21.07.01) 4기 회장단 출범(회장-광주(신민철 단장), 부회장-제주/대구/대전, 감사-강원)
ㅇ 연구개발지원단 활동 홍보 및 인식 제고를 위해 과학기술 정책 고객을 대상으로 ISSUE&
FOCUS 발간･배포
- (’21.05) ISSUE&FOCUS 12호 발간

(3) 주요성과
ㅇ 연구개발 지원단의 위상제고 및 소통창구 기능 강화
- 중앙 및 연구개발지원단 간 파트너십 강화를 통한 지역 연구개발지원단 위상 제고
- 연구개발지원단을 단순 사업 추진 성격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지역R&D 전문기
관으로 위상 재정립 노력
- 협의회 역할 재정립을 통해 기존 지역 연구개발지원단의 관리자적 역할에서 지역-중앙
간의 과학기술정책 소통창구로서의 역할 강화
ㅇ 협의회 회의 개최 지원(3건)
- (주요 역할) 연구개발지원단 발전 방향 및 사업 운영 관련 지역 의견수렴, 공동사업 진도
점검 등 지역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역 간 협력 지원
- (KISTEP･실무자 회의) 지역 과학기술 관련 추진과제 논의, ’21년도 전국 연구개발지원
단 협의회 운영 방안 논의, NTIS-RTIS연계 관련 공지
- (3기 협의회 정기총회) 협의회 차기 임원 선출 및 ｢지역연구개발지원단협의회 회칙 개정(안)｣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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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21년 협의회 회의 주요 논의사항
연번

일자

회의명

주요 논의사항

1

’21.3.30

KISTEP･실무자 회의

･ ’21년 주요 세부사업 가이드라인 안내 및 공동사업 운영 논의
･ NTIS-RTIS 연계 관련 공지

2

’20.6.3

3기 협의회 정기총회

･ (안건) 협의회 차기 임원 선출 및 회칙 개정 등
･ 전국연구개발지원단 회칙 개정 관련 논의

3

’21.6.25

KISTEP･실무자 회의

･ ’21년 연구개발지원단 공동사업 논의
･ 전국연지단 관련 ’22년도 예산 확보 현황 공유
･ 전국연지단 공동 기획사업 관련 논의

* 부산연구개발지원단 3기 회장단 임기 종료(~’21.06.30), 2021년 임기 기간 중 개최된 회의에 한하여 정리

[그림 2-4] (좌) 3기 협의회 정기총회 / (우) KISTEP･실무자 회의

ㅇ 전국연구개발지원단 소식지 ISSUE&FOCUS 12호 발간
- 전국연구개발지원단 및 지자체 담당 공무원, KISTEP, 지역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
기술정책 고객 등 배포(온라인 800여명, 오프라인 130여명)
<표 2-6> ISSUE&FOCUS 12호 콘텐츠별 내용
소식지 12호

지역과학기술
ISSUE PAPER

지역과학기술
COLUMN

R&D 성공사례

연구개발 투자 없이
지속성장 가능한

포스트코로나,
지역뉴딜시대의
연구개발지원단 역할

경상남도 창원시,
AI기반 초정밀
가공장비 특화단지
지정(소재･부품･장비)

(4) 결과 활용방안
ㅇ 전국연구개발지원단 협의회 회의 개최를 통해 공동 추진사업 현안 공유 및 지역별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개발지원단의 협력 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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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자체 담당 공무원, 과학기술정책 고객 등에 소식지를 배포하여 연구개발지원단 사업 인식
제고

광 주
① 추진개요
ㅇ (목적) 전국연구개발지원단의 상호협력과 정보공유를 통하여 지방 R&D 정책 수립과 지방
과학기술 육성의 거점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 전국연구개발지원단의 활동사항을 홍보하고 연구개발지원단의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책 고객을 대상으로 소식지 발간･배포
ㅇ (추진개요) 협의회 임기 : 2021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2년)
- (주요역할) : 공동･협력 사업 발굴, 우수 과학기술혁신기관 교류･협력, 사업성과 공유 확산을
위한 홍보사업, 지역 R&D 이슈와 정책 추진 방향 제안

② 추진실적
ㅇ 전국연구개발지원단 4기 회장 지역 취임(’21.07.)
ㅇ 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사업 공동 현안 대응(국회 및 과기정통부 등 협조)
- 중앙정부-지역연지단의 의사소통창구로서 지역 주도적 과학기술정책 및 R&D사업 필요성 전달
⦁ 전국연구개발지원단 선도연지단 예산 확보 방안
⦁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프로젝트 추진 협의 등
ㅇ 전국 연구개발지원단 소식지(ISSUE&FOCUS) 발건 3건(1건 추진 중)
- 전국연구개발지원단 소식지 13호(’21.09), 14호(’21.11), 15호(’22.02) 발간
⦁ (주요내용) 연구개발지원단 소개, 각 지역 주요 활동소식, 공동사업 안내
- 전국연구개발지원단 참여인력, 지자체 담당자 등 연락처 2개월 주기로 갱신 및 배포

③ 추진성과
소식지 vol.13(9월)

소식지 vol.14(11월)

소식지 vol.15(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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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결과 활용방안
▸중앙-지역 간 연계 활성화함으로써 연지단 역할 및 핵심기능 재정립하고, 연지단 존재 당위성 확보하여
사업확대를 위한 근거자료

7.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한 법률 정비방안 연구(부산)
(1) 목적 및 개요
ㅇ 지역이 중심이 되는 지방과학기술정책의 추진과 지방과학기술의 연구개발 촉진 및 혁신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
ㅇ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한 법률의 효율적 정비방안을 연구하여 지방화시대에 지역중심의
지방과학기술정책이 체계적으로 수립 및 추진될 수 있는 법제 환경과 법률적 기반을 마련
ㅇ 과학기술기본법 등 현행 법률 개정방안 및 신규법률 제정방안을 병행 검토하여 최적의 방
안을 연구
- 그동안 중앙정부 중심의 지방과학기술진흥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이 중심이 되고, 지역이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스스로 지방과학기술정책을 수립 및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ㅇ 지역은 지방과학기술진흥에 관한 독자적인 제도 기반을 통해 지역의 자율적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지역혁신 역량을 확충하여 지역 경쟁력을 제고
ㅇ 국가는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국토의 균형발전과 중앙과 지방이 서로 상생 및 발전하는 체
계를 구축하여 동반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

(2) 추진 현황
ㅇ (’21.6월) 연구 기획을 위한 가이드라인 안내 및 설명
ㅇ (~’21.9월)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한 법률 정비 방안 연구」 기획
ㅇ (’21.10~11월) 연구 용역 추진 및 17개 연구개발지원단 협의체 구성 및 협정체결
ㅇ (’21.12월) 용역 계약체결/ 과기부･전국연지단 대상 Kick-off회의/ 추진현황 점검 회의
ㅇ (’22.1월)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에 관한 설문지 관련 논의 및 설문조사 진행
ㅇ (’22.1월)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개정(안) 및 제정(안) 검토)
ㅇ (’22.2월)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검토 및 최종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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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2.2월) 법률 정비 방안 심층 논의(과기정통부, 전국연지단, 연구책임자 등)

[그림 2-5] (좌) 연구용역 KIck-off 회의 / (우)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3) 주요 내용 및 성과
ㅇ 지방과학기술진흥 관련 국가 정책 및 현황 분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중심으로 지방과학기술진흥정책 및
계획 조사 및 정책성과 분석
- 또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국가균형발전계획(지역혁신계획)’에 의한 지방과학기술진흥
시책과 사업 파악 및 성과 분석
ㅇ 지방의 과학기술 투자 현황 및 과학기술 혁신역량 조사 분석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역에 대한 배분 현황을 중심으로 지역 과학기술 연구개발 투자현
황 및 관련 사업추진의 현황과 규모를 조사 분석
-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과학기술 투자현황을 자체 재원을 중심으로 파악하여 지역의 과
학기술정책 추진현황을 분석
- 이를 바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조사하고, 혁신지수를 바탕으로
한 자체 혁신역량을 분석 평가
ㅇ 지방과학기술진흥 관련 법제 현황 및 내용 분석
- 헌법을 비롯하여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률의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사무의 배분과 업무분장 현황에 대해 조사 분석
- 과학기술기본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기타 기술개발진흥 관련 개별법 상의 지방과학기술
진흥 관련 시책 및 계획의 수립 추진 등에 관한 규정 분석
- 각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진흥조례 등 지역의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자치 법규의 제정
및 운영 현황을 조사 분석
- 특히, 과학기술진흥조례상의 규정내용을 중심으로 지역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의
정비 상황을 분석

31

2021년도 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사업 최종보고서
`

ㅇ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한 법률정비방안 연구
- 과학기술의 지방화 내지 과학기술의 지방 분권의 관점에서 지역주도의 지방과학기술진흥에
관한 법률 정비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 지방과학기술진흥 법률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법률 정비의 논리적 및 정책적 타당성을
제공하기 위해 관계자를 중심으로 한 설문조사 실시
ㅇ 현행 법률 개정을 통한 지방과학기술진흥법률 정비방안 연구 : 제1방안
- 지방과학기술진흥 법률의 정비방안의 하나로 현행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해 지방과학기
술진흥에 관한 사항을 반영 및 강화하는 방안을 연구
-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해서는 지방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기본법적 역할을 하고 있는 과학
기술기본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생명공학육성법을 일부 개정
- 지역주도의 지방과학기술진흥정책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들을 적절히 반영하는 방식
으로 입법(안)을 제시
ㅇ 신규 법률 제정을 통한 지방과학기술진흥법률 정비방안 연구 : 제2방안
- 지방과학기술진흥 법률의 정비방안의 하나로 신규법률 즉, (가칭)「지역과학기술혁신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연구
- 신규 법률 제정에 필요한 법률의 전반적인 구성체계와 규정내용, 입법 추진을 위한 설명
자료 등을 병행하여 검토 및 작성
- (가칭)「지방과학기술혁신법」은 지방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일반법의 지위를 갖도록 규정하고,
법안의 전체적인 체계와 내용을 설계하여 구체적인 입법(안)을 제시

(4) 결과 활용방안
ㅇ 지방과학기술진흥에 관한 법제도의 정비를 촉진하고, 과학기술의 지방 분권 또는 지방과
학기술진흥에 관한 사회적 분위기 형성과 확산에 기여
- 특히, 그동안 중앙정부 중심의 지방과학기술진흥 정책을 지역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
ㅇ 정책적, 입법적, 학술적 측면에서 연구결과를 활용
- 정책적 측면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과학기술진흥 정책의 수립 및 발전을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
- 입법적 측면 : 정부 및 국회의 지방과학기술진흥에 관한 법제 정비를 위한 입법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
- 학술적 측면 : 지방과학기술진흥 관련 정책 및 법제도 연구 활동에 있어서 선행 기초연구
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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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17개 연구개발지원단별 세부성과

서울 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사업

1. 사업 필요성 및 목적
연구개발 필요성
ㅇ 서울특별시가 추진하는 R&D 기획체계를 마련하고, 지자체 주도의 지역혁신 지원 등을
위한 지역 R&D 싱크탱크 육성 필요
ㅇ 서울지역 R&D 사업에 대한 정보시스템 내실화가 필요하며, 지역내 R&D 사업투자 규모,
인력, 성과 등 조사･분석 통계의 체계화 필요
ㅇ 서울 지역내 지방비 투입 R&D 사업에 대한 평가 시스템 구축 필요

연구개발 목적
ㅇ 서울시는 지자체가 주도하는 R&D 사업의 지역내 확산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서울연구
개발지원단」을 설치(2016년) 및 운영
- 이를 통해 서울시 R&D조사 분석의 체계 구축 및 R&D 현황을 분석하여 중앙정부-서울시
간 가교 역할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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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해연도 사업성과 총괄

세부사업(프로그램)

정책
기획

조사･
분석

목표

실적

달성도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시행
계획 수립 지원

-

1

지역 내 과학기술정책
기획･발굴

1

지역과학기술위원회 운영

네트
워킹

자율
과제

34

내용

비고

연지단

기타

(추가)

4

-

ㆍ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시행계획
수립 지원 보고서(1건)

필수

3

300%

25

-

ㆍ서울시 지역 과학기술정책 발굴
보고서(1건)

필수

1

1

100%

-

17

ㆍ4차산업혁명위원회 신설 및
운영규정 등 정립 (1회)

필수

지역 R&D사업 조사･분석

1

1

100%

10

-

ㆍ서울시 R&D사업/과제 및 성과
조사분석 보고서(1건)

필수

지역 R&D사업 성과분석

1

1

100%

10

-

ㆍ상동

필수

지역혁신클러스터 및
지역혁신기관 조사

-

1

(추가)

30

-

ㆍ서울시 혁신클러스터 및 기관
조사(1건)

필수

지역 연구장비 조사･분석

-

-

-

-

-

5

7

140%

20

-

-

-

-

-

-

-

선택

통계자료 및 성과 확산

5

7

140%

10

-

ㆍ통계데이터 및 보고서 업로드
(2건)
ㆍ온/오프라인 행사 성과홍보 (5건)

필수

지역 R&D사업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1

1

100%

100

-

ㆍ시스템보완 용역완료 및
보고서(1건)

선택

ㆍ기업중심산학연연구회(3회)
ㆍ모빌리티 연구회(3회)
ㆍ비즈파트너스 성과확산
온/오프라인행사(1건)
ㆍ서울지역과학혁신자문위원회
(1회)
ㆍ서울동북구바이오클러스터MOU
체결 및 네트워킹(1회)

필수

지역 지역 수요맞춤형 R&D사업
R&D
기획
사업
기획･
평가･관
지역 R&D사업 평가･관리
리

정보
구축･
제공

사업비(백만원)

-

ㆍ서울시 지역 수요 맞춤형
R&D과제 기획 보고서(7건)

선택

필수

지역과학기술혁신협의회

6

9

150%

20

-

글로벌 벤치마킹 프로그램

-

-

-

-

-

공동연구사업

3

3

100%

25

-

ㆍ지역과학기술혁신과정 운영
(충남, 충북 공동수행)

필수

연지단 고유사업 발굴 및
기획

1

1

100%

30

-

ㆍ기업지원강화방안연구보고서
(1건)

선택

-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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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사업별 성과 및 활용
(1) 정책기획
서울시 과학기술진흥종합/시행계획 수립 지원
ㅇ 서울특별시 지방과학기술진흥계획 2021년도 추진성과 및 2022년도 시행계획 보고 (1건)
- 5차 지방과학기술진흥계획에 근거하여, 2022년도 신규사업 계획 및 예산반영 현황을 반
영한 시행계획 사업 항목 선정
- 각 사업별 2021년도 추진성과(실적) 및 2022년도 지자체 예산이 반영된 세부 추진계획의
종합 수립 지원을 통한 서울연구개발지원단의 역할 및 기능 강화

서울 지역 과학기술정책 기획･발굴
ㅇ 메가트렌드 분석 보고서 (1건), 지역과학기술 동향분석 보고서 (1건), 서울시 전략산업
(Themes in between) 발굴 보고서 (1건)
- 14대(정치, 경제, 사회, 환경) + 4대(기술) 글로벌 메가트렌드 선정
- 서울시 지역여건에 맞는 과학기술혁신 분야 발굴 및 지원 정책 제언
- 국내외 R&D 기술 및 정책 동향 (중앙부처, 지역사례 및 서울시 현황) 분석

지역과학기술위원회 운영
ㅇ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 및 개정
- (1회차; 2021.07) 서울특별시 미래혁신기술 진흥 조례 폐지
- (2회차; 2021.12) 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 등 관련 근거 마련
- 서울시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거버넌스 지원을 통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해 지역
경제 성장에 필요한 정책･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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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분석
서울시 R&D과제･사업 조사분석
ㅇ 서울시 R&D사업･과제 및 성과 조사분석 보고서 (1건)
: 총 400개 과제, 1,845억 원(R&D: 351개 과제, 496억 원 / 연구기관운영 49개 과제,
1,348억 원)
- 각 담당 소관과, 산하기관 등과 서울연구개발지원단의 커뮤니케이션 채널 구축
- 서울시 R&D과제 조사 체계 확립 및 단계별 업무 명확화

서울시 R&D사업 성과 분석
ㅇ 서울시 R&D성과 조사분석 보고서(1건)
ㅇ 단계적 성과 검증을 통해 데이터 신뢰성 확보
- 1차 검증; 사업주관기관 또는 지자체 담당과 검증
- 2차 검증; 서울연구개발지원단 검증

지역혁신클러스터 및 지역혁신기관 조사
ㅇ 국내외 R&D 및 서울시 혁신 기관/클러스터 현황분석 보고서 (1건)
- 서울 지역 수요 맞춤형 R&D 사업 공고 실시
- 지역 혁신기관/혁신클러스터 조직, 사업, 인력, 사업비 등 조사 분석
- 4차 산업혁명의 혁신기관 및 혁신클러스터의 조기 조성을 통한 신 성장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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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 R&D사업 기획･평가･관리
서울지역 수요 맞춤형 R&D사업 기획
ㅇ 서울시 지역 수요 맞춤형 R&D사업 기획 보고서 (7건)
- R&D기획 다변화를 위하여 공모 및 기획 방식으로 이원화하여 병행
- 지역 사회경제 수요와 특성을 반영한 서울형 R&D 기획을 통한 과학기술 거버넌스 구축
연계
ㅇ 지역 R&D사업 기획결과에 대한 서울시 협의를 통해 실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는 체계
확보
번

구분

과제명

1

360도 촬영/ 아카이빙 및 지능형 건물관리 기술 기반 시공현장
증강 시스템 개발

2

스마트블록핀 기반 체육시설 회원통합관리시스템의 AI분석 및
큐레이션 서비스

3

공
모
형

디지털해소 격차를 위한 시장친화형 유니버설디자인 KIOSK 개발

4

카사바 전분을 이용한 생분해성 플라스틱 화장품 용기용 레진 개발

5

스마트광원촬영 디바이스 기반 현장영상증거이미지 보안관리 DB
시스템

6
7

기
획
형

지식기반 미래혁신 생태계 구축사업 - 『서울시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혁신 허브』

기관
비크리
이리오넷
디올연구소
그린웨일글로벌
트렉체인
공공연계지역산업육성
R&D기획

스마트 혼적, 매치백 알고리즘 활용 카(트럭) 헤일링 플랫폼 기반의
코코넛사일로
서울시 라스트 마일 물류 문제해결형 사업
(서울시 물류/모빌리티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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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보 구축･제공
서울시 통계자료 및 성과 확산
ㅇ 서울시 과학기술 DB 자료 조사･분석 및 통계자료 성과 확산을 위한 업로드
- 서울시 과학기술진흥 관련 사업: 서울시 예산이 투입된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사업 통계
(R&D, 비R&D 포함)
- 서울시 연구개발사업: 서울시 예산이 투입된 공공 연구개발사업 통계
ㅇ 서울시 R&D통계 데이터 분석 및 시스템 업로드
ㅇ 서울시 R&D 성과확산을 위한 네트워킹 진행(5회)
구분

일시

추진 내용

비고

1

2022. 01

’21년 서울시 R&D통계 데이터 분석
및 시스템 업로드(1건)

-

2

2022. 01

’21년 서울연구개발지원단 사업
보고서 시스템 업로드(1건)

-

3

~ 2022. 01

서울시 R&D 성과확산을 위한
네트워킹 진행(5회)

- 기업지원강화를 위한 전문가 네트워킹 (3회)
- 지역수요맞춤형 R&D 지원 사업 (1회)
- 서울 지역과학기술혁신 미래 자문 위원회 (1회)

서울과학기술정보시스템(STIS) 운영 및 보완
ㅇ 서울과학기술정보시스템(stis.or.kr) 및 용영 보완 최종보고서 (1건)
- 서울시 R&D사업 기반의 통계 및 관리 시스템 구축
ㅇ 서울과학기술정보시스템 활성화와 이용자 증대를 위한 방안으로 기존의 문제점을 보완
ㅇ 서울과학기술정보시스템 보완 용역 진행
- 메뉴 개편(명칭 통일 및 각 메뉴별 오류 사항 보완)
- 외부 정보 연동(논문, 특허, 동향 등 외부 API 연동) 및 시인성 개선
ㅇ 서울특별시 및 중앙정부 지원, 市내외 연구개발 과제 및 성과 통합 DB 관리체계 구축
- 서울특별시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사업 및 관련 통계정보를 이용자 맞춤형으로 제
공할 수 있는 웹 사이트 구축
- 기 구축된 정보시스템과 데이터 연계 가능한 시스템 및 체계 구축
- 서울 시민, 중소벤처기업, 시 산하 연구기관 및 출연기관 등이 구축된 DB를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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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S 주요 화면

(5) 네트워킹
서울과학기술혁신협의회 운영
ㅇ 지역과학기술혁신연구회 전문가 네트워킹 (9회) 및 이슈페이퍼 (3건)
- 서울시 산학연관 전문가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심층 토론을 통한 정책제언 마련
- 서울시 주요 R&D 투자 분야 및 현안 이슈대한 정책제언 이슈페이퍼 도출
ㅇ 서울시 지역 전문가들의 논의사항을 바탕으로 향후 지역 과학기술 혁신정책 방향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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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학기술혁신연구회 전문가 네트워킹 (9회) 및 이슈페이퍼 (3건)

(6) 자율과제
지역과학기술혁신과정 운영 (공동연구)
ㅇ 지역과학기술혁신과정 운영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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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역 과학기술 수행 주체의 연구개발 기획 및 지역 중심 연구개발 지원 기능 관련 역량 강화
ㅇ 수요 기반 교육 커리큘럼 제공을 통한 연지단 실무자의 과학기술 정책 및 기획 역량 강화
회차

일시

교육 내용

강사

①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21.06.25 - 국가혁신역량 및 지역혁신역량 측정
- 지역자체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등

KISTEP 이현익 부연구위원

②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트렌드 외
’21.09.10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트렌드 및 제조업
(온라인)
디지털전환
- 통합Ezbaro 실무자 교육

김재호 교수신문 학술연구팀장
남호기 인천대학교 명예교수
이동희 한국연구재단 연구위원

③

지역연구개발 지원 기능 강화
’21.11.05
- 기술사업화 및 과학기술 정책 전략 기획 방법론
(온라인)
- 과학기술 최신 트렌드-메타버스 현재와 미래

김대희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실장
오석희 가천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이지형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본부장

과학기술혁신과정 (3회)

연지단 고유사업 발굴 및 기획 (기업 중심 서울시 R&D 지원강화)
ㅇ 서울시 기업중심 R&D 지원 강화를 위한 연구 보고서 (1건)
- 서울시 바이오, AI, ICT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R&D 육성 지원 강화를 위한 산업계 중
심의 전문가 자문 회의 및 공통 의견, 시사점 등 도출
ㅇ 바이오, AI, ICT 분야별 비대면 화상회의 진행
ㅇ 서울시 4차 산업혁명 분야 기업 중심 R&D 성과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 도출
ㅇ 서울시 수요 기반 정책연구를 통하여 지자체 R&D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정책 제언을 활
용한 지자체 과학기술정책 확대 기반 미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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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사업

1. 사업필요성 및 목적
연구개발 필요성
ㅇ (지역 주도 정책기획) 지역 내 수요와 혁신역량을 고려한 자율적 지역혁신 정책기획과 전략
수립의 결과가 지역의 정책으로 연계되는 우수사례 지속 발굴 필요
ㅇ (지역 R&D 조사･분석 고도화) 근거 기반의 지역혁신정책 수립을 위한 지역 R&D 수행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성과분석을 통한 신뢰성 제고 요구
ㅇ (R&D 사업 기획 및 평가･관리 실효성 강화) 지역 과학기술 혁신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수요기반의 R&D 사업 기획 및 R&D사업 평가･관리 체계의 정착과 실효성 제고

연구개발 목적
ㅇ 지역 과학기술 혁신체계 고도화를 위해 계획 수립 체계 개선, 2차 성과평가 기본 방향 마련
등 5개 추진전략 및 자율과제에 대한 체계 고도화 방안을 마련
- (정책기획) 과학기술 중장기 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시행계획 수립과 제2차 부산과학기술
진흥종합계획 수립 사전 기획 연구와의 연계 추진을 통한 중장기 계획 수립 체계 고도화
- (조사･분석) R&D사업 기준･범위 재정립 및 R&D사업 데이터를 수집하는 타 업무와 연
계한 사업정보 관리 체계 정비 추진
- (지역 R&D사업 기획･평가･관리) 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실시 및 결과 환류 체계 정립을
통해 지역 R&D 성과관리 체계 강화
- (정보구축･제공) 부산과학기술정보서비스(BTIS)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내
활용 가능한 정형･비정형 데이터를 가공하고 수요에 부합하는 정보 공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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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해연도 사업성과 총괄

세부사업(프로그램)

정책
기획

조사･
분석

지역
R&D
사업
기획･
평가･
관리

목표

실적

달성도

연지단

기타

내용

비고

필수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시행
계획 수립

2

2

100%

5

-

ㆍ제1차 부산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21년도 시행계획 수립,
ㆍ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22년도 시행계획 수립

지역 내 과학기술정책
기획･발굴

1

1

100%

42

-

ㆍ제2차 부산과학기술 진흥종합계획
수립 사전 연구

필수

지역과학기술위원회 운영

15

14

93%

22

-

ㆍ부산과학기술진흥위원회
개최 14회

필수

지역 R&D사업 조사･분석

1

1

100%

ㆍ부산 R&D사업 과제
조사･분석 보고서

필수

ㆍ부산 R&D사업 성과
조사･분석 보고서

필수

ㆍ부산혁신클러스터
조사･분석 보고서

필수
필수

60

-

지역 R&D사업 성과분석

1

1

100%

지역혁신클러스터 조사

1

1

100%

5

-

지역 R&D사업 기획

1

1

100%

40

501)

ㆍ동남권 그린 수소항만
사업 기획 보고서

652)

ㆍ사업 성과평가 12건,
성과평가보고서 1건, R&D사업
예산 배분･조정 1회,
기술전문위원회 3회

지역 R&D사업 평가･관리

14

17

121%

정보
구축･
제공

통계자료
및 성과 확산

네트
워킹

지역과학기술 혁신협의회
운영

6

6

100%

공동연구사업1

3

4

공동연구사업2

1

연지단 고유사업
발굴 및 기획

1

자율
과제

사업비(백만원)

3

70

선택

필수

-

ㆍ통계정보 공개 및 확산 1건,
과학기술･산업 정보제공 1건,
ㆍ우수성과 선정 및 확산 1건

필수

41

-

ㆍ시민정책자문단 회의개최 2건,
ㆍ혁신성장 정책자문회의 2건,
지역혁신 출연기관 라운드테이블
2건

필수

133%

10

-

ㆍ전국연구개발지원단 협의회 운영
3회, 뉴스레터 발간 1건

필수

1

100%

10

-

ㆍ「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한 법률
정비 방안 연구」 기획 보고서

필수

1

100%

20

-

ㆍ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사전 기획 보고서

선택

3

100%

35

1) 보조사업비(국가균형위원회)
2) 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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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사업별 성과 및 활용
(1) 정책기획
추진목표
ㅇ 부산 및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체계적 이행을 위하여 전년도 실적점검 및 시행계획
수립
ㅇ 제1차 부산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실적검토 및 차기 계획 기본방향 제시
ㅇ 부산 과학기술정책의 총괄 조정･심의를 위한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과학기술진흥위원회)
운영

추진내용 및 성과
ㅇ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시행계획 수립지원
- 부산과학기술종합계획의 5대 전략별 34개 중점 추진과제 대상 ’20년 실적 점검 및 ’21년
시행계획 수립 완료
⦁ 지자체 최초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당해년도 시행계획 수립을 통한 실천력 제고
⦁ 부산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서 제시된 중장기 계획을 고려한 투자 방향 수립과 예산배분･
조정 시행을 통한 실효성 강화
- 제5차 지방과학기술종합계획 중점 추진과제별 ’21년도 시행계획 수립
⦁ 제5차 계획에서 신규로 추진되는 과제를 지역차원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22년 시행계획에 반영
ㅇ 제2차 부산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수립 기획 연구
- 제2차 부산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기본방향 제시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1차 부산과
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실적 분석과 개선방안 도출
⦁ (사전기획위원회 운영) 제1차 부산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실적 검토 및 차기계획 기본
방향 도출
⦁ 제1차 부산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 따라 수행된 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 점검
⦁ 제2차 부산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기본방향 제시를 위한 정책 환경 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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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제1차 종합계획과 제2차 종합계획 비교

전략

구분

제1차 종합계획

제2차 종합계획

기본방향

지역 과학기술혁신 기반 성장 중심

전환기의 지역 과학기술 연계 역량강화
중심

정책범위

지역 과학기술 관련 외연 확대를 위한 정책
수단

지역 혁신체제 내실화를 위한 정책 수단

전략구성

시스템 구축 중심

시스템 간 연계 중심

산업･기술

제조업･서비스업 융합, 4차 산업혁명 대응
선도형 전략기술 개발

제조업･서비스업 융합,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대응기술 개발

투자

R&D투자 지속 확대와 전략적 배분

R&D투자 효율화 시스템 구축

인재양성

혁신주도형 글로벌 인재 양성

현장 활용성 높은 인재 양성

인프라구축

지역혁신 생태계 기반 구축

지역혁신 인프라 간 연계 강화

ㅇ 부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위원회 운영
- 부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위원회 4기 위원 구성 및 위촉
⦁ 위원회의 연속성･효율성 확보를 위해 일부 위원 신규위촉(위촉직 18명 : 연임 10명,
신규위촉 8명)
- 부산 과학기술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부산과학기술진흥위원회, 분과위원회 14회 개최
⦁ 본 위원회 1회, 운영위원회 4회, 기획전략위원회 5회, 평가조정위원회 4회 개최

(2) 조사･분석
추진목표
ㅇ 부산연구개발사업의 투자･성과 현황에 대한 기초 데이터 및 분석자료 산출, 효과적인 연
구개발 정책 수립 및 사업기획･수행･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ㅇ 지역 중심의 혁신역량인 혁신기관, 혁신클러스터 조사･분석을 통해 과학기술분야별 R&D,
기반구축･활성화, 입주기업 성과 등 정책적 시사점 도출

추진내용 및 성과
ㅇ ’20년도 부산광역시 R&D사업 과제 및 성과 조사･분석
- 부산시 예산(일반+특별회계, 기금 등)이 편성된 연구개발사업(과제) 조사(조사대상 중
331개 과제 중 315개 과제 조사, 응답률 95.2%)
⦁ (개선사항) 제도 안내 및 조사 입력 방법 안내 설명회 개최, 매뉴얼, 인포그래픽 등 배포
추진으로 조사응답률 개선(95.2%, 전년도 대비 1.3%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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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전년대비 조사･분석 주요 개선사항
구 분

기 존 한 계

개 선 내 용

･ 기술개발 목적 외 과제 성과 조사 항목
부족
･ 기존항목: 논문, 지재권, 사업화,
인력양성 등

･ 인프라 성과, 기업지원 성과, 수상실적
등 성과 항목 추가로 과제 목적에 맞는
성과 조사 추진

자체 플랫폼
활용 조사

 서면 또는 웹 설문 형태로 추진하여 조사
결과의 DB화에 추가 소요 발생

 부산과학기술정보서비스(BTIS)를 활용한
조사 추진으로 연구개발정보 DB 관리
효율 제고

조사 입력
설명회 개최

 조사방법 변경에 따라 응답자에 신규
플랫폼 안내 필요

 제도 안내 및 조사 입력 방법 안내
설명회 개최, 매뉴얼, 인포그래픽 등
배포 추진(연구자, 市 사업담당자
대상)으로 조사 이해도 제고

실시계획
배포 및
과진위 심의

 부산시 R&D사업 조사･분석 중요성에
대한 연구주체(정책입안자, 연구자 등)의
공감대 부족으로 인한 조사 추진 어려움

 실시계획 수립하고 지역 과학기술
거버넌스인 과학기술진흥위원회 심의
추진, 보도자료 배포 등으로 제도
체계화･표준화 및 조사 시행 알림 강화

성과 조사
항목 추가

⦁ (주요내용-투입) 2020년도 부산R&D과제에 대한 공공 투자액은 총 2,333억 원이며,
부산시 투자액은 993억 원, 정부 투자액은 1340억 원으로 도출
⦁ (주요내용-성과) 논문 293건, 지식재산권 425건, 사업화 415건, 시설장비 구축 144건
등으로 도출
⦁ (기대효과) 부산시가 예산을 투입하는 R&D과제에 대한 부문별 투자추이 및 성과 분
석으로 R&D과제의 효과성을 파악하고, 부산시 R&D공백 영역을 도출하여 신규 사업
기획 및 관련 정책 수립 시 근거자료로 활용
ㅇ 부산광역시 혁신클러스터 조사･분석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지방과학연구단지, 산업기술단지, 규제자유특구, 에너지
산업융복합단지, 산업단지 등 현황 자료 구축
⦁ 공동사업 TFT 가이드에 따라 부산시의 혁신클러스터의 유형별 기업집적 및 특성화 현황
자료 작성 및 제출
⦁ 혁신클러스터 유형에 따른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부가가치액 등 기초DB 구축
및 분석
⦁ 혁신클러스터별 주요 산업 분포 현황 조사 결과 제시(표준사업분류에 따른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현황과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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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 R&D사업 기획･평가･관리
추진목표
ㅇ 수소항만 조성은 생산-저장-운송-활용의 수소산업 전 가치사슬 구축이 필요, 지역이 보유한
항만의 특성과 수소산업이 가진 경쟁력을 기반으로 부산･울산･경남 연계 및 협력을 위한
R&D사업 기획
ㅇ 지역 연구개발 활동을 성과중심으로 평가하고 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함으로써
부산시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 및 책임성 향상
ㅇ 市 R&D예산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배분으로 R&D예산 투자 효율성 강화 및 지
역혁신을 위한 핵심 시책 목표 달성 기여

추진내용 및 성과
ㅇ 지역 R&D사업 기획(동남권 그린 수소항만 조상 사업 기획)
- 동남권이 협력하여 수소활용 분야의 미래 신산업 창출과 항만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항만 수소 모빌리티(하역장비, 선박, 화물차 등) 및 연료전지 전력공급 기술개발 및 보급･
실증(총 사업비 2,950억 원)
⦁ ‘수소 선박 빅데이터 플랫폼 설계’ 22년도 시범사업 산업부 예산 반영 및 추진 예정
ㅇ 지역 R&D사업 추진 성과평가 및 보고
- 부산시 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수행(총 12건)
⦁ 자체평가 및 상위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차년도 부산시 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조정과
연계하고, 지역 연구개발 정책과의 부합성 등을 확인하는 등 결과 활용성 강화
- 사업 구조 조정 방안 마련, 사업 개선방향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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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2021년 부산시 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주요개선사항
구분

2020년
∙ 의무매칭사업제외
∙ 市출현기관 운영지원사업제외
∙ 최근 3년간 평가 실시사업제외

대상사업
선정기준
평가 자체
지표 평가

∙ 시비 기준 1억 미만 소액 사업
제외
∙ 당해년도 종료사업제외

∙ 단순 투입, 과정 및 양적지표
∙ 과거 성과평가 결과 미반영시
설정 시 감점 적용
감점 부여(△5점)
* 논문, 특허 및 기술이전 건수 등

∙ 예산배분조정연계:
- “우수”등급-예산증액
- “양호”등급-예산유지
결과 결과
- “미흡”등급-예산감액
조치 활용
∙ 우수성과연계
- 성과평가 대상사업 대상
우수성과 선정
기타사항

2021년

∙ 성과평가 설명회 실시(온라인)

시행효과
∙ 투입 예산 및 사업 기간에 따른
대상사업 조정으로 평가 효과성
강화
∙ 과거 평가 결과 반영으로 평가
실효성 강화

∙ 사업구조조정 방안 마련
“미흡”

조치사항

1회

사업개선권고

2회 연속

특정평가시행

3회 연속

원칙적 사업폐지

∙ 성과평가 설명회 실시
(오프라인, 부산시청)

∙ 평가 등급에 따른 사업 조정
방안 마련으로 평가 결과 실효성
강화

∙ 피평가자의 성과평가제도에 대한
이해도 증진

ㅇ 지역 R&D사업 예산 배분 ･조정 추진 및 기술전문위원회 개최
- ’22년도 추진 예정인 111개 부산시 R&D사업 총 11,145억 원에 대한 배분･조정 시행
⦁ 市 실무자의 제도 이해도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부서설명회 개최를 통
해 제도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전문위원의 소속감 및 책임감 향상과 자문의견의 전문성과 내실화 제고를 위한 ‘기술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42명 구성 : 위원장1명, 간사 1명, 전문위원 40명)

(4) 정보 구축･제공
추진목표
ㅇ 통계 정보를 시각화하여 일반에 공개함으로써 지역 내 연구자의 통계 접근성 향상
ㅇ 과학기술 및 산업 동향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지역 내 혁신주체의 역량 강화 및 정보
격차 해소 지원
ㅇ 부산시 R&D예산 투입으로 인한 지역 내 효과성 증명 및 우수사례 중심으로 홍보함으로써
對시민 과학기술문화 확산

추진내용 및 성과
ㅇ BTIS시스템 활용 통계정보 공개 및 확산, 지역 과학기술･산업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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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과학정보서비스를 통한 R&D 통계 데이터 상시 제공
⦁ (개선사항) 연구개발활동조사* 통계 메뉴 신설 및 데이터 업데이트(*민간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인력 정보 등)
- 중앙부처 정책동향, 산업･과학기술 뉴스, 지역 R&D 뉴스, 부산시 R&D사업공고, 오늘의
PICK(보고서, 행사정보 등), 홍보배너(대내외 활용) 등 과학기술･산업동향 정보 정기 제공
⦁ (개선사항) 지역 R&D 뉴스 및 오늘의 PICK(보고서, 행사정보 포함) 콘텐츠 신설, 배너
메뉴 외부 개방으로 산･학･연･관의 혁신활동 홍보 지원 등
구분

2020년 데일리 픽

월~목

금

2021년 데일리 픽
-

- 중앙부처 정책
- 산업･과학기술 뉴스
- 영상자료

⇨
- 부산 R&D사업 공고
- 연구보고서,
정보지 발간 등

-

산업･과학기술 뉴스
중앙부처 정책
지역 R&D 정보 (신규)
부산시 R&D 사업공고 (개선)
오늘의 PICK (신규)
홍보 배너 (신규)

- 배너 메뉴를 개방하여 혁신주체의 활동에 대한 홍보 지원, 일방향 정보제공에서 양방향
정보교류가 가능한 플랫폼으로 발전
- 데일리픽 구독자 지속적인 증가와 부산과학기술정보서비스(BTIS) 활성화로 지역 내 과학
기술 및 산업 정보 확산 강화
⦁ 데일리픽 구독자 수 및 BTIS 이용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 각 24%, 142%
ㅇ 우수성과 선정 및 확산
- 2021년 부산 지역연구개발 기계/소재, 해양/클린에너지, 지능정보/라이프케어, 신산업/
융합 4대 분야별 우수성과 각 2선, 총 8선 선정
⦁ 2021년 부산 지역연구개발 우수성과 부산R&D주간 연계 지원(최우수성과 R&D토크쇼
참여, 우수성과 시상 등)
⦁ 우수성과 지역신문 광고 및 기획기사 배포, 온라인 성과 전시회(부산R&D주간 홈페이지
연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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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네트워킹
추진목표
ㅇ 과학기술 정책 수립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정당화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과학기술
시민참여 모델을 적용하여 에너지전환(탄소중립)과 관련한 시민제안 정책과제 발굴
ㅇ 부산의 혁신성장을 주도할 미래유망분야에 대한 정책 도출
ㅇ 부산의 지역혁신을 주도할 혁신주체간 네트워크 확대 및 협력방안 도출

추진내용 및 성과
ㅇ 시민정책자문단 운영 및 회의 개최
- 에너지 전환(탄소중립) 중심의 토론으로 추진하여 주요 이슈발굴, 정책과제 도출 및 제안
⦁ 탄소중립의 개념과 정책 관련 교육 진행 및 일상생활에서의 탄소중립 실천 사례 공유
등의 활동으로 토론을 위한 기초 지식 획득 및 상호 간 공감대 형성
⦁ 주요 논의 주제인 ‘①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시민 이해 및 공감대 부족, ② 기반 인프라 및
지원정책 부족, ③ 시민의 개인적 실천 및 지원’에 대해 마인드맵을 통해 아이디어 구체화
ㅇ 혁신성장 정책 자문회의
- 부산출향과학기술인 초청 특별세미나 및 정책간담회 개최
⦁ 부산시장, 부산시 경제부시장 및 부산출신 과학기술분야 최고전문가 그룹인 부산출향
과학기술인협의회 회원 참석으로 정책대안 반영 실효성 강화
- 부산시 산학협력혁신도시 및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대안 도출
⦁ 부산 미래먹거리 육성 및 경쟁력 강화, 부산 기업체 유인 및 스타 기업 육성, 부산특
화연구기관 유치 및 설립, 대학 중심 산학협력 및 대학 활용방안 마련 등 분야에서
정책 대안 논의
- 디지털경제 부문 정책자문회의 개최 및 정책 대안 발굴
⦁ 디지털 경제 혁신전략 전문가와 협력하여 디지털경제분야 혁신정책 발굴, 중소기업
혁신플랫폼 구축, 서비스업 중심의 관광･컨텐츠･물류･보건의료 육성, 디지털경제 및
디지털 전환 추진 등의 정책대안 발굴

<정책간담회 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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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역혁신 출연기관 라운드테이블 운영
- 부산시 경제산업분야 출연기관 소통 워크숍 개최를 통한 협력방안 및 정책대안 도출
⦁ 부산시 경제분야 책임자인 일자리경제실장이 참여하고, 주요 정책분야 담당국장이 참
여하여 도출된 정책대안의 추진 실효성 강화
⦁ 부산시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경제산업분야 출연기관들의 본부장급 담당자들이 참여하여
현황 공유 및 구체적 협력방안 도출
-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역조직(분원) 역할강화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를 통한 정책대안 도출
⦁ 부산시 소재 출연(연) 지역조직(분원)과의 네트워크 연계 협력방안 추진 실효성 강화,
역할강화 방안 도출

(6) 자율과제
추진목표
ㅇ 지방과학기술 진흥 법률 정비(「과학기술 기본법」 법률 개정) 및 가칭 「지역과학술혁신법」
제정(안) 마련
ㅇ 전국연구개발지원단협의회 회장단은 전국연구개발지원단을 대표하여 중앙-지역간의 소통
창구 역할, 협의회 회의 개최 등 지역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업무 지원
ㅇ 여성과학기술인 양성･활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부산광역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준비

추진내용 및 성과
ㅇ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한 법률 정비 방안 연구」 기획 및 총괄
- (국가 정책 및 현황 분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중심으로
지방과학기술진흥정책 조사 및 국가균형위원회의 ‘국가균형발전계획(지역혁신계획’에 의
한 지방과학기술진흥 시책과 사업 파악
- (지방 과학기술 투자 현황 및 과학기술 혁신역량 조사･분석) 지역 과학기술 연구개발 투
자 현황 및 사업추진의 현황 규모 조사, 각 지역의 과학기술 투자현황을 재원 중심으로
파악으로 지역과학기술정책 추진현황 분석
- (지방과학기술진흥 관련 법제 현황 분석) 과학기술기본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기타 기
술개발진흥 관련 개별법 상의 지방과학기술진흥 관련 시책 및 계획의 수립 추진 등에 관
한 규정 분석
- (지방과학기술진흥 법률정비방안 연구) 지방과학기술진흥에 관한 버률 정비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현행 법률 개정(안) 및 신규 법률((가칭)「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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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국연구개발지원단 협의회 운영 및 뉴스레터 발간
- (전국연구개발지원단 협의회 운영) 협의회 회의(회장단/단장/실무자 등) 개최하여 연구개
발지원단 발전방향 및 사업운영 관련 지역 의견수렴, 공동사업 진도점검, 협의회 차기 임
원 선출 및 회칙 개정 등 논의 지원
⦁ 각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개발지원단의 역할 및 핵심기능을 재정립함으로써 연
구개발지원단의 존재 당위성 확보하고, 사업 확대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
⦁ 부산연구개발지원단은 협의회 회장지역 만료(~2021.6.30)로 차기 협의회 회장지역인
광주연구개발지원단에 협의회 운영 관련 자료 및 운영 노하우 공유
- (뉴스레터 발간) 전국연구개발지원단의 활동을 정리한 뉴스레터 발간
⦁ 지역과학기술 ISSUE PAPER, 지역과학기술 COLUMN, 전국연구개발지원단 공동활동
등 콘텐츠 6종 제공
ㅇ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사전 기획
- 지역 여성과학기술인 배출 및 취업률 현황, 지역 이공계 여성인력 양성에 대한 구상 반영,
부산광역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계획 정책방향 등 조사
- 부산광역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계획 구성(안) 수립
⦁ 중앙정부의 전주기 지원을 반영하고, 경력복귀에 대한 부문 강화, 일생활 양립에 초
점 맞춤 지원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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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사업

1. 사업필요성 및 목적
연구개발 필요성
ㅇ 선제적 과학기술정책 등의 수립･시행을 통한 지역 경제･산업 침체 대응
- 코로나19 사태로 극심한 경제･산업 침체 극복과 지역 산업 등의 구조적 대전환 대응이
라는 이중과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추진
ㅇ 지역 주도적 R&D 기획･수행･관리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한 과학기술혁신역량 강화
- 지역 현실을 반영한 맞춤형 R&D 기획 역량 제고를 통해 지역 주도형 R&D 체계 구축
으로 지역 R&D 투자 확대 및 성과창출의 효율성 제고
- 지역 공공연구기관 보유 우수인력･장비와 기업간 R&D 연계지원 및 R&D 과제 기획 지원을
통한 기업 R&D 역량 강화 및 미래성장 동력 확보

연구개발 목적
ㅇ 지역 R&D 전과정의 선순환 환류체계 확립
-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구개발 거버넌스 체계 구축으로 선제적 정책기획 체계화
- 지역 R&D의 체계적인 현황 조사･분석을 통한 정책 기초자료 제공
- 지역 맞춤형 R&D 사업기획 및 운영을 통한 지역 R&D 역량강화
- 효율적 정보 생산 및 제공 시스템 구축
- 지역 R&D 혁신 주체 네트워크 허브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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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해연도 사업성과 총괄

세부사업(프로그램)
지방과학기술진흥
종합･시행계획 수립
지원

기획･
평가･
관리

정보구
축･
제공

54

사업비(백만원)
연지단

기타

내용

비고

1

100%

20

-

ㆍ대구과학기술진흥시행계획 수립

필수

1

1

100%

10

-

ㆍ대구과학기술진흥위원회 운영

필수

3

7

233%

12

-

ㆍ연구개발사업 조정회의 개최

선택

1

1

100%

60

-

ㆍ지역 과학기술 발굴 기획보고서

2

2

100%

10

-

ㆍ과제기획 전문가 간담회 개최
ㆍ지원사업 성과 모니터링

지역 R&D사업
조사분석

3

3

100%

20

350
(대구시)

ㆍ대구시 연구개발사업 성과･조사분석
(총괄, Ⅰ, Ⅱ)
※ 조사･분석 및 성과･분석 통합시행

필수

지역혁신클러스터 및
혁신기관 조사

1

1

100%

10

-

ㆍ클러스터 및 혁신기관 현황 조사 분석
보고서

필수

지역기업 맞춤형
지원정책 발굴을 위한
기업현황 조사분석

1

1

100%

10

-

ㆍ기업현황 조사 분석 보고서

선택

3

4

133%

10

1

1

100%

25

-

ㆍ지역현안 해결형 R&SD 기획 보고서

1

1

100%

10

-

ㆍ기획과제 타당성 검토 위원회 운영

1

1

100%

5

-

ㆍ전문가 간담회 개최

2

2

100%

15

50
ㆍ대구시 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대구시) ㆍ대구시 연구개발사업 우수사례 발굴

2

2

100%

20

570
(대구시)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프로젝트

2

2

100%

-

1,800 ㆍ과제 기획･평가관리 및 진행현황 모니터링
(과기부) ㆍ전문가 간담회 개최 등

지역 R&D사업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1

1

100%

10

100
ㆍ대구과학기술정보서비스(DTIS) 운영 및
(대구시)
개선

선택

10

ㆍ지역 연구개발 통계자료 제공 : 1건
ㆍBlending in R&D 발간 및 배포 : 2건
5
ㆍR&D Calender 발간 : 1건
(대구시) ㆍR&D 길라잡이 발간 : 1건
ㆍ연구개발지원기관 안내도 발간 : 1건
ㆍ벤처기업 집적도 발간 : 1건

필수

지역 과학기술프로젝트
기획･유치 지원

지역
R&D
사업

달성도

1

대구시
및
과학기술진흥위원회
정책기
연구개발사업 조정회의
획
운영

조사･
분석

목표 실적

지역현안 해결형
R&SD 과제
발굴･기획

지역 R&D사업
평가･관리

통계자료 및 성과
확산

7

7

100%

필수

20
ㆍ지역현안 발굴 기획위원회 운영
(과기부)

ㆍ지역 공공연구기관 연계 융복합 R&BD
지원
ㆍ지원과제 성과 추적관리

필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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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프로그램)
지역과학기술혁신
연구회 운영
네트
워킹

달성도

사업비(백만원)
연지단

기타

내용

4

4

100%

21

-

ㆍ지역과학기술혁신연구회 운영

3

3

100%

10

-

ㆍ지역과학기술혁신 이슈페이퍼 발간

10

14

140%

35

-

ㆍ지역 연구개발사업 통합설명회 : 1건
ㆍ공공연구기관 활성화 간담회 개최 : 4건
ㆍ과학기술발전전략 포럼 개최 : 1건
ㆍR&D 라운드테이블 운영 : 8건

지역 R&D 현황 공동
조사･분석

1

1

100%

20

-

ㆍ지역 R&D 사업 공동 조사분석 보고서

1

1

100%

20

-

ㆍ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및 자문단 운영

3

3

100%

35

1

1

100%

7

-

1

-

2

2

100%

랩투마켓 지원

선택

8
ㆍ기업부설연구소 BM 발굴지원
(중기부)
-

ㆍ기업부설연구소 역량강화 교육
ㆍ기업부설연구소 지원기업 만족도 조사

10

ㆍ기술사업화 촉진 코칭팀 운영 지원
289
(행안부) ㆍ지역 기업 청년 취업지원

지역 청년 연구개발
서비스기업 취업지원

2

2

100%

10

453
ㆍ연구개발서비스기업 취업지원 및 사후관리
(행안부) ㆍ취업청년 과학기술 역량 강화 교육 개최

지역 혁신기관 연계
브레인 스타(Brain
star) 양성사업

2

2

100%

10

450
ㆍ공공연구기관 연계 과학기술인력 멘토링
(행안부) ㆍ과학기술인력 기업 취업 지원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활성화

3

3

100%

10

80
ㆍ지역 벤처기업 시제품 제작 지원
(대구시) ㆍ벤처나라 제품 등록지원 및 경영인증 지원

지역 과학기술기반
연구산업 고급일자리
양성사업

-

1

-

-

198
ㆍ지역 연구산업 관련 기업 대상 청년
(행안부)
고용지원

65

76

107%

445

합계

비고

필수

산학연 연계협력
연구회

기업부설연구소
설립확대지원

자율
과제

목표 실적

선택

신규

4,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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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사업별 성과 및 활용
(1) 정책기획
지방과학기술진흥시행계획 수립지원(’21년 추진실적 및 ’22년 시행계획)
ㅇ 추진목표
- 지방분권을 통한 지역 잠재력 극대화 및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
-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주도 혁신성장 실현
ㅇ 추진내용
- ’21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을 통한 개선/보완사항 도출 및 ’22년도 시행계획 수립
- ’22년도 추진목표
⦁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구축
⦁ 의료산업 육성 및 위드 코로나 대구의료관광 활성화
⦁ 미래형자동차 선도도시 조성 및 지능정보기술 기반의 시민체감형 스마트시티 조성
⦁ 혁신형 창업생태계 조성 및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교육 인프라 확충 등
ㅇ 파급효과
- 지역의 과학기술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 실적 점검 및 시행계획 수립을 통한 체계적 연구개발 정책 수립

대구시 연구개발사업 조정회의 운영
ㅇ 추진목표
- 정부 R&D 사업의 연구성과가 지역경제와 긴밀히 연계될 수 있도록 신규 R&D 공모사업
지원에 대한 사전 검토･조정 메커니즘 구축･운영
ㅇ 추진내용
- 회의기능
⦁ R&D사업 추진의 필요성 및 지역 차원의 효과성 검토
⦁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및 지역 전략산업과의 연계성 검토
⦁ 시비 지원의 타당성 검토 및 매칭(확약) 예산의 종합 조정
- 추진현황 : 회의개최 7회(조정회의 5, 소회의 2), 심의안건 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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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심의안건

비고

’21년 4회

▪KBRI-KCL(IoPPN) 뇌질환 연구센터 구축 외 4건

’21.03.30

’21년 5회

▪미래형자동차 튜닝부품 기술개발사업 외 3건

’21.04.09

’21년 6회

▪지능형 보건의료･복지 ICT 융합기술 고도화 지원사업

’21.07.28

’21년 7회

▪지역산업기반 지능형 무인이동체 응용기술 개발

’21.11.02

’22년 1회

▪(소회의) 세노테라피 기반 대사질환 제어 연구센터 외 2건

’22.01.18

’22년 2회

▪E-모빌리티 차세대 모터 기술 연구센터 외 1건

’22.01.21

’22년 3회

▪(소회의) 스트레스 적응 이보디보 연구센터 외 1건

’22.01.26

ㅇ 파급효과
- 신규 R&D 공모사업에 대한 매칭 투자 결정에 앞서 사업의 효과성, 중복성 검토를 통해
지역 R&D 사업 투자 효율성 제고 및 성과 극대화

대구과학기술진흥위원회 운영지원
ㅇ 추진목표
- 지방분권을 통한 지역 잠재력 극대화 및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
-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주도 혁신성장 실현
ㅇ 추진내용
- 대구과학기술진흥위원회 운영지원
⦁ (위원회 신규구성) 13명
* 당연직 : 대구시 경제부시장(위원장), 혁신성장국장
* 위촉직 : 경북대학교 교수 등 학계 3명, 출연연 등 기관 6명, 기타 2명

⦁ (안건 심의)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21년도 추진실적 및 ’22년도 시행계획
ㅇ 파급효과
- 전문성 높은 심의･자문을 통한 실효성 높은 지역 과학기술 발전방안 마련
- 지역 과학기술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산학연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 과학기술 발
전 도모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대구시 과학기술 정책기획･발굴 및 지원
ㅇ 추진목표
- 중앙정부의 Top-Down방식의 과학기술정책에서 벗어나 지역 현실을 반영한 과학기술
정책기획을 통해 지역 R&D 역량 강화 및 미래성장동력 확보
ㅇ 추진내용
- 과제발굴을 위한 사업공고 :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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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기획 지원대상과제 선정 및 기획현황 모니터링
- 첫걸음, 기반, 확산 R&D 과제기획 지원 : 6건
- 기획 회의 총 42회, 기획위원 총 32명(전담PM 3명), 기획보고서 6건 발간
- 기획과제 국비 지역 유치현황 모니터링
구분

수주 과제수(개)

국비 수주금액(억 원)

▪ ’21년 이전 지원과제

4

25.9

▪ ’21년 지원 과제

1

1.2

5

27.1

합계

- 전담기관 전문가 자문단 운영
⦁ 총 4개 분야 맞춤형 컨설팅 진행 및 네트워크 활성화
⦁ 기획과제별 전담기관 전문가 자문을 통한 기획보고서 완성도 제고
ㅇ 파급효과
- 중앙 및 지역 R&D 과제기획 지원으로 국책사업 지역 유치 가능성 제고를 통한 R&D
역량 강화 및 지역의 R&D 생태계 활성화 도모
- 중앙 및 지역 정책전문가와의 네트워킹 지원으로 정보교류 기회 증대

(2) 조사･분석
2020년 대구시 연구개발사업 조사･성과분석
ㅇ 추진목표
- 대구시 연구개발사업의 투자 및 성과 조사를 통해 향후 대구시 예산조정 및 정책수립 기
초자료 확보
- 수혜기업의 지원이력 관리를 통해 예산의 중복지원 방지 및 투자효율성 제고
ㅇ 추진내용
- (성과조사･분석) 2020 대구시 연구개발사업 조사 및 성과분석
⦁ 조사기간 : ’21.08.09 ~ ’21.09.03
* 대상사업 선정(7~8월)→자료입력(9월)→자료검증(~12월)→자료분석(’21.1월)

⦁ 조사대상 : ’20년 시비가 투입된 과학기술 및 지역산업 육성분야 사업
* 조사분석 : 208개 사업, 380개 세부과제

⦁ 조사항목 : 총 45개 항목(과제정보 19개, 성과정보 26개)
⦁ 조사범위 : (R&D) 과제 종료 이후 5년, (비R&D) 과제 종료 이후 2년간 조사
⦁ 조사방법 : 대구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 이용한 직접 입력 또는 엑셀 업로드
58

제2장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 분석방법
* 투자 및 성과 : 최근 3년간(’18~’20년) 추이분석, 유형별 기술 및 2차원 교차분석
* 수혜기업 : ’17~’20년 수혜기업 현황 및 경영성과 분석

- (보고서 발간) 2020 대구시 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총괄보고서, 보고서(Ⅰ)
⦁ 투자현황 : ’20년 208개 사업, 총투자액 3,159억 원(국비 1,924억 원, 시비 1,235억 원)
⦁ 성과현황 : ’20년 논문 732건, 지재권 1,549건, 인증 281건, 기술실시 109건, 기술료
106억 원, 사업화매출 4,705억 원, 사업화 고용 5,708명
-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주관(전담)기관별 방문 설명회를 개최
- (동영상 매뉴얼 제작) 조사체계 및 방법을 온라인 동영상으로 제작
* https://www.youtube.com/watch?v=-K3v0Vx8rxY

찾아가는 설명회

DTIS 동영상 매뉴얼

ㅇ 파급효과
- 신뢰도 높은 조사･분석 정보를 바탕으로 정책기획, 기업지원 및 성과평가의 환류체계 구
축 및 예산투자 효율성 제고
- 대구시 연구개발사업 현황을 통해 증거기반의 사업추진과 정책 방향성 제시를 위한 기초
자료 제공

2019년 대구시 연구개발사업 조사･성과분석
ㅇ 추진목표
- 대구시 연구개발사업(중앙, 중앙 매칭, 대구시 자체)의 전체 투자 및 성과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분석을 통해 사업추진과 정책 수립 시 방향성 제시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ㅇ 추진내용
- (성과조사･분석) 2019 대구시 연구개발사업 조사 및 성과분석
⦁ 분석기간 : ’21.06 ~ ’21.11
⦁ 분석대상 : 지역에서 수행한 중앙, 중앙 매칭, 대구시 자체 사업
* 분석대상 : 777개 사업, 3,006개 세부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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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항목 : 총 18개 항목(과제정보 12개, 성과정보 6개)
⦁ 분석범위 : (R&D) 과제 종료 이후 5년 (비R&D) 과제 종료 이후 2년간
⦁ 분석방법
* 대구시 연구개발사업 성과조사DB(DTIS) +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DB(NTIS)
* 사업 구분･유형별 등 투자･성과에 대한 기술통계분석 및 2차원 교차분석

- (보고서 발간) 2019 대구시 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Ⅱ)
⦁ 투자현황 : ’19년 777개 사업, 총투자액 8,203억 원(국비 7,234, 시비 968)
⦁ 성과현황 : ’19년 논문 1,695건, 특허 1,579건, 기술실시 306건, 기술료 93억 원, 사업
화 건수 2,746건
투자 및 성과현황

ㅇ 파급효과
- 대구시 전체 연구개발사업의 투자 및 성과에 대한 객관적 현황자료 제공
- 이를 통한 대구시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합리적 투자 방향 제시

지역기업 맞춤형 정책지원 발굴을 위한 기업현황 조사･분석
ㅇ 추진목표
- 지역 중소기업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 극복과 함께 구조적 대전환 대응이라는
이중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전략 및 지원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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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마케팅 지원사업 수혜기업 대상 B2B 마케팅 필요 역량 분석과 지역의 기업 지원정책
다양화 및 경제적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활용
ㅇ 추진내용
- 【설문 조사분석】 2021년 지역맞춤형 지원정책 발굴을 위한 조사분석
⦁ 분석기간 : ’21.11.22 ~ ’21.12.13 (약 3주간)
⦁ 분석대상 : 지역 마케팅 지원사업 수혜기업 약 200개소
⦁ 조사내용 : 기업 현황, 조직 및 마케팅 역량, 판로 지원사업의 필요성과, 기업성과 등
설문조사
⦁ 조사절차
조사설계
･ 표본수립
･ 모형 및
가설 수립

지원시책 검토

설문조사 진행

조사 결과분석

･ 지원방향 조사
･ 지원시책 현황
조사

･ 대면, 온라인
조사

･ 통계분석
시행

실증분석
･ 성과 및 만족도 평가
･ 마케팅 역량 분석
･ 단계별 필요역량
도출

- 【조사분석 결과】
⦁ 지역 기업의 B2B 마케팅 역량 중 가장 높은 역량을 가진 항목은 가격관리 역량
⦁ 반면, 산업 내 중요역량으로는 생산관리 역량으로 분석되며, 세부 마케팅 지원사업의
필요성과 성과의 IPA 분석하여 과잉투자, 유지관리, 개선대상, 중점개선 프로그램 등
각 항목의 대응방안 수립
⦁ 기업의 B2B 마케팅 역량과 전체성과의 회귀분석 결과 지역 내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역량은 기술혁신 역량 및 가격관리 역량
⦁ 마케팅 지원사업의 효율성 및 효과성 확보에 적합한 군집을 도출하였으며, 군집의 특
성을 토대로 적절한 지원 대상 기업을 발굴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됨
ㅇ 파급효과
- 지역 맞춤형 기업지원 정책발굴을 지원하고, 지역의 기업 지원정책 다양화 및 기업 경제
적 성과 제고를 위한 대구 지역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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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 R&D사업 기획･평가･관리
지역현안해결형 R&SD 기획지원
ㅇ 추진목표
- R&지역 자율적 R&D 기획사업의 추진을 통한 지역 주도적 R&D 생태계 구축 및 지역
R&D 기획력 강화
-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혁신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R&D 사업 기획 및 운영으로
지역 R&D 및 산업 활성화
ㅇ 추진내용
- 과제기획 플랫폼형으로 지역현안문제 발굴 및 과제기획 지원
⦁ 지역 민원자료 및 정책동향 분석 등 사전조사와 혁신주체 간담회를 통한 현안문제 도출
⦁ 지역 현안 분야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4차례 기획위원회 운영을 통한 효율적인 현안
과제 발굴･기획
⦁ 주요 6개 분야(환경, 에너지, 폭염, 교통, 안전, 복지) 9개의 지역현안 정의서 및 관련
기획보고서 도출
⦁ 수요조사를 통한 세부과제 기획지원 : 에너지(2), 폭염(2), 환경(2) 분야 6개 과제 기획
지원
기획보고서 추진 절차

- 기술수요조사 대응을 통한 지역현안 해결형 R&D 과제유치 추진
⦁ 행안부 R&D사업 지자체 대상 기술수요조사 대응 (대구시 9건 제출, 전국 51건)
⦁ 지역별 재난안전 특성을 반영하여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기획, 연구개발 및 실증을 수
행함으로 지역의 현안 해결 등을 검토하여 과제선정
⦁ ’21년 지원 폭염분야(도시 노면온도 저감 소재 개발) 과제선정으로 국비 13억 원 지역
유치
⦁ ’22년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기술개발 사업, ’22~’24년간 1,650백만원(국비
1,320, 시비 6,330)
- 행안부 및 지자체 R&D 담당자 대상 대구형 과제기획 플랫폼 추진체계 공유 발표
⦁ 행안부 재난안전연구개발과, 「재난안전 연구개발 협력 워크숍」 대구시 과제기획 사례
발표(’21.12.16.)
62

제2장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 대구형 과제기획 플랫폼 사례 공유, 지역맞춤형 사업발굴 체계 및 성과 공유와 개선방
안 논의
⦁ 재난안전연구개발과장 및 자치단체 재난안전 R&D 담당(팀장급), 관련 기관 책임자
등 60여명 참석
ㅇ 파급효과
- 지역 내 문제성･특수성･전략성을 반영한 지역현안 해결형 R&D 과제 발굴･제안을 통한
지역 R&D 활성화 및 지역민의 삶의 질 개선
- 범부처 중･대형 국책 R&D 사업의 지역 유치를 통한 지역 R&D 역량 강화

【행안부 워크숍 지역 우수사례 발표】

【지역현안 정의서】

【세부과제 기획보고서(예시)】

대구시 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및 우수사례 발굴
ㅇ 추진목표
- 대구 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및 우수사례집 제작을 통한 지원사업의 투자 효율성 향상,
사업성과 극대화 및 사업수행 책임성 강화
- 성과중심의 우수사례 홍보로 연구개발사업 성과창출 및 관리에 대한 책임성 강화
ㅇ 추진내용
- 대구시 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 평가대상 : 229개 사업(2019년 시비 투입 연구개발사업)
⦁ 정량평가, 현장평가, 심의평가(’21.3월 ∼ 6월)
⦁ 우수사업 및 부진사업 확정(’21.7월)
⦁ 성과평가 결과 통보(대구시 담당과･예산실 및 주관기관장, ’21.7월)
- 대구시 연구개발사업 우수사례집 제작 및 성과확산
⦁ 우수사례집 제작･배포(’21.7월)
⦁ 연구개발사업 유공자 포상(’21.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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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파급효과
- 대구시 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정량, 비대면 서면평가)를 통해 사업수행 책임성을 강화하고,
우수사업 발굴･홍보･확산으로 지원사업 효율성 제고
- 우수성과 사례 공유･확산을 통해 지역 내 기업들의 사업 참여 촉진 등

지역 공공연구기관 연계 융･복합 R&D 지원
ㅇ 추진목표
- 융복합 R&D 추진을 통한 지역기업 R&D 수행역량 강화 등
- 기업-연구기관 연계협력을 통해 신산업 창출 역량 강화 및 경쟁력 확보
ㅇ 추진내용
- 지역기업-공공연구기관 컨소시엄 R&BD 지원 : 3개 과제
* 지역 소재 기업-공공연 컨소시엄 지원으로 연간 570백만원 정도 지원

- 지원성과 : (’14~’20) 사업화 매출 119.1억 원, 고용 67명, 지식재산권 19건
* (’17~’19년) 지원금 1억 원 당 성과는 매출 3.68억, 고용 1.66명으로 대구특화산업육성사업 등 지역 내
타 R&D 지원사업 대비 높은 수준

- 지역 공공연구기관 활성화 연구회 개최 : 4건
⦁ 지역 전문가(전북, 부산, 경기도) 초청 연구회 개최 및 의견 공유 등
ㅇ 파급효과
- 미래 성장동력 확보 지원을 통한 지역기업 코로나19 피해 조기회복 유도 등
- 공공연구기관 보유기술 이전 촉진 및 기술사업화로 기업 고용･매출 증대 등 경제적 성과
창출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프로젝트
ㅇ 추진목표
- 대구시 5대 미래산업 육성 공약 사업 중 하나인 “글로벌 물산업 허브도시 조성”으로써의
자리매김을 위해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와 연계하여 물산업 핵심 소재부품 생산기술 기반
확충
- 대구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식수원 확보방안으로 취수원의 실시간 수질오염 모
니터링 및 사전 위험 감지, 4차 산업형 수처리 기반 확립으로 식수원 보호 및 지역간 갈
등 최소화
ㅇ 추진내용
- 추진체계 및 기술개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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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수원 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스마트 수처리 산업 육성으로 물산업 융합기술 플랫폼
확립 추진
취수원 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스마트 수처리 산업 육성
6개 지역 기관 연계, 물산업 융합기술 플랫폼 확립
①
단계

한국생산
기술연구원

경북대학교

취수원 오염물질
모니터링 시스템
②
단계

㈜에이티티

다이텍연구원

대구
테크노파크

한국
환경공단

대구
환경공단

AI 기반 수처리
수질오염물질 배출 최소화를 위한 하폐수
공정 자동화 플랫폼
재이용 시스템
▼ ▼ ▼
국가물클러스터(한국환경공단 운영) 기반 활용으로 실증화 추진
㈜이음기술

㈜경일워터이엔지

㈜지이테크

㈜에이치엔티

대구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취수원 확보 / 대구시 물산업 저변확대 / 미래성장동력 확보

- 사업 수행현황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 기술개발 위험･기회 요인 등에 대한 운영위원회 검토･자문 등을 통한 효율적인 R&D
목표달성 지원
⦁ 중간모니터링 및 사업화 컨설팅 등 기술개발 수행현황 파악을 위한 중간 모니터링 간
담회 개최 (’21.10)
⦁ 2차년도 연구수행 결과 및 성과점검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성과공유회 개최 (’21.12)
- 사업화 성과 극대화 지원
⦁ 특허 등 지식재산권 중심의 관련 선행기술 및 특허회피 전략 수립을 수립하여 성과
극대화 지원이 목적
⦁ 대상기술 핵심특허 심층분석, 대응전략 제시의 관리전략 수립 (’21.11 ~ ’21.12)
ㅇ 파급효과
- 수처리 공정 자동화를 통한 지역 환경관리비용 절감 및 물산업 저변확대와 미래성장 동력 확보
- 실시간 수질 모니터링과 수처리 공정 고도화를 통한 지역민의 삶의질 향상

【사업 수행현황 모니터링】

【사업화 성과 극대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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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보 구축･제공
대구과학기술정보서비스(DTIS) 운영
ㅇ 추진목표
- 지역 연구개발투자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효율적 성과 관리 기반 마련을 통해 성과관리
플랫폼 체계화
- 대구시 재정이 수반되는 연구개발사업의 조사 및 조사데이터의 용이한 관리, 분석, 정보
활용을 위한 안정적인 DB 시스템 구축
ㅇ 추진내용
- 대구과학기술정보서비스 운영
⦁ 운영방식 : 연구개발사업의 투자, 성과, 지원기업 정보가 과제 DB, 성과 DB, 기업
DB로 상호연계 구성되어 외부 DB(NTIS, NICE평가정보 등)와 유기적인 연동
⦁ 세부기능
･ 과제 DB : 지원사업 세부 정보 등록･상세조회 및 유사과제 조회
･ 성과 DB : 사업별/기업(기관)별 성과 등록･상세조회
･ 기업 DB : 수혜기업 이력 정보 제공 및 타겟기업 분석
･ 연구자 DB : 연구책임자 수행이력조회, 기획･평가 전문가 pool 활용
- 대구과학기술정보서비스 고도화
⦁ (DB 구축) 총 98,982건(수혜기관･인력 41,100, 과제 19,647, 성과 38,235)
수혜기관･인력
구분

건수

과제

성과

기관
(기업)

인력

사업

세부
과제

세세부
과제

논문

특허

인증

기술
실시

사업화
매출

사업화
고용

15,945

25,155

1,180

2,912

15,555

3,226

6,563

1,131

1,533

17,215

8,567

･ (연구자정보 조회시스템) 포털 내 연구자 정보 검색서비스를 도입하고 기존 연구자
외 지역 대학 및 연구(지원)기관 등의 지역 전문가를 pool로 구성
･ (구성) 연구책임자(연구개발사업 연구책임자) + 지역 전문가(기술개발, 기업지원, 인
력양성, 정책기획 등 사업기획･평가･자문활동을 하고 있는 신규등록 희망자)
･ (내용) 지역산업 육성분야 사업 과제 수행이력 및 전문분야/전공/소속정보 등
･ (포털 콘텐츠 개선) 포털 인포그래픽 개선을 통해 과학기술정보 플랫폼으로써 정보
활용성 강화
･ (사용자 편의성 강화) 포털 NTIS 공고내 검색기능 추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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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파급효과
- 대구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 통한 지역 연구개발사업의 정보제공으로 효과적인 사업기획,
기업지원 기초자료의 접근성･편의성 향상
- 대구시 전체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체계적 현황관리, 성과관리, 이력관리를 통해 정확한
실태파악 가능
- 대구과학기술정보서비스 기반의 연구개발사업 기획(Plan)-실행(Do)-평가관리(See) 체계
구축으로 효율적인 성과관리 및 R&D 선순환 체계 확립

Blending in R&D 제작 및 배포
ㅇ 추진목표
- 지역 R&D 통계 제공을 통해 지역 산･학･연･관의 정보 활용도 향상
- 온라인 맞춤형 제공을 통해 시간･비용 절감 및 정보 제공의 적시성 확보
ㅇ 추진내용
- 제작기간 : ’21.07 / ’22.02
- 수록내용 : 지역 R&D 관련 Raw data 및 특정 연도의 지역별 비중, 순위 자동계산 사
현, 연도 구간 설정을 통한 연평균 증가율 증감 수치 그래프 구현 등
- 제작현황 : vol. 8 및 vol. 9 제작 및 배포(각 608개 기업 및 기관 배포)
⦁ vol. 8 : 연구소기업, 지역내총생산 등 투입 및 성과, 산업 통계 업데이트
⦁ vol. 9 : 총연구개발비, 지식재산권, 논문 등 투입 및 성과, 산업 통계 업데이트
ㅇ 파급효과
- 지역 R&D 수행주체의 국가 및 지역 연구개발사업 현황 파악이 가능한 사용자 맞춤형
정보 제공
- R&D 사업기획 및 기업지원 등을 위한 연구개발 통계자료 제공

대구광역시 연구개발지원기관 안내도 개편 및 배포
ㅇ 추진목표
- 온라인 안내도 수정사항 업데이트 및 PDF 안내도 제작･공유를 통한 대구시 연구개발 지
원기관 현황 제공
ㅇ 추진내용
- 개편일정 : ’21.11 ~ ’22.02
- 개편대상 : 온라인 홈페이지(www.dtis.re.kr) 연구개발 지원기관 안내도 및 PDF 안내도
- 개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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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유형 재분류, 기관정보 추가, 기관정보 변동사항 요청 및 수정사항 반영, PDF
안내도 디자인 개선 등
⦁ 기관별 상세 화면에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 연결, PDF 안내도 온라인 연계 및 다
운로드 제공 등
⦁ 기관 링크 접속 불량･오타 등 수정사항 업데이트
- 공유현황 : 온라인 홈페이지 연동 및 PDF 파일 다운로드 제공
ㅇ 파급효과
- ’20년 제작한 대구시 연구개발 지원기관 안내도의 최신화 (온라인 안내도 기능개선 및
PDF 안내도 업데이트)를 통한 수정사항 반영 및 사용자 편의성 개선

연구개발사업 길라잡이 개편 및 배포
ㅇ 추진목표
- 지역 연구개발 수행주체를 대상으로 최신화된 연구개발사업 수행정보의 제공을 통한 사
업수행 편의성 향상 및 성공적인 사업수행지원
- 수록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업데이트로 정보전달 수단으로서의 활용성 강화 등
ㅇ 추진내용
- 개편기간 : ’21.12 ~ ’22.02
- 개편방법 : 전문가 자문 및 자체 변경 필요내용 검토
- 개편내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에 따른 내용 변경 및 사업수행 우수사례 최신화
⦁ 연구개발사업 수행 단계별 내용 최신화 및 수정･보안
- 수록내용 : 사업 수행 단계별(이해-준비-신청-평가-수행-사후관리) 수행요령 및 규정 안내
ㅇ 파급효과
- 지역 연구개발 수행 주체의 관련분야 정보접근성 향상 및 연구개발 수행 관련 애로사항
해결 지원 등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시행(’21.01.01) 됨에 따라 연구현장의 이해도･편의성 제고와 국가
R&D 사업 추진 및 수행 활용성 증대

R&D Calendar 제작 및 배포
ㅇ 추진목표
- 부처별로 산재 된 중앙 및 지역 R&D 지원사업 정보취합 및 적시적 제공으로 효율적 지
원정보 전달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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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추진내용
- 제작기간 : ’21.04 ~ 05
- 수록내용
⦁ 7개 중앙 부처별(과기부, 산업부, 중기부 등) R&D 추진일정 취합
⦁ 주관부처, 전담기관, 사업명, 사업구분, 세부과제명, 세부일정 등 수록
- 배포현황
⦁ 대구TP 주관 간담회, 세미나 등을 통한 기업 및 기관에 직접배포(600부)
⦁ DTIS 온라인 게시 및 대구TP 운영 하나로지원센터 등록기업 메일링 등
ㅇ 파급효과
- 수행주체별 R&D로드맵에 맞춘 연구개발 기획 및 수행역량 확대

대구광역시 벤처기업 집적도 제작 및 배포
ㅇ 추진목표
- 지역 벤처기업의 객관적 현황 및 분포 변화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21년 기준 대구 벤처기업 집적도 파악을 통한 벤처생태계 조성 자료 확보
ㅇ 추진내용
- 제작기간 : ’22.01 ~ ’22.02
- 수록내용
⦁ 대구시 1,429개 벤처기업 현황 검토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자료제공)
⦁ 지역별 입주분포, 구별 벤처기업 현황, 촉진지구 내 벤처기업 현황 등
- 배포현황 : 지역 기초자치단체, 벤처기업 육성지원기관 등 직접 배포(예정)
ㅇ 파급효과
- 지역 벤처기업 현황 및 집적 현황 파악을 통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확대 및 활성화

지역 연구개발 통계자료 제공
ㅇ 추진목표
- 지역 연구개발 수행주체와의 연계협력 및 대구과학기술정보서비스 활용도 제고 등
ㅇ 추진내용
- 지역 R&D 현황 등 정보제공 :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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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공기관

1

한국패션산업연구원

2

기업지원단

’21.03.15 사업화 매출, 고용 발생 수혜기업명 / 사업자등록번호

정책기획단

’21.05.04

정책기획단

’21.10.18 국가혁신클러스터 과제 및 성과 정보

3

대구
TP

4
5
6

대구시

혁신성장정책과
창업진흥과

제공일자

제공내용

’21.03.09 수혜기업 일반현황 /경제적 성과(매출, 비용절감, 기술이전, 고용 등)
기업동향 설문을 위한 ’17~’19년 사업화 발생 기업명 /
사업자등록번호 / R&D 비R&D여부 / 지원품목 / 사업화 매출액

’21.06.02 ’17~’19년 혁신성장국 소관사업 기술실시 및 기술료 발생 현황
’21.10.18 ’17~’19년 지역대학 연구개발(R&D) 사업목록 / 투자 현황

ㅇ 파급효과
- 지역 R&D사업 투자, 성과, 수혜기업 정보제공을 통해 지역 R&D 수행주체의 데이터 기반
정책기획, 기업지원 및 성과관리 활용으로 사업성과 제고 및 투자 효율성 제고

(5) 네트워킹
지역과학기술혁신연구회 운영
ㅇ 추진목표
- 지역이 자율적으로 지역의 현안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과학기술 혁신으로 해결하기
위한 유기적인 정책추진 환경 조성 등
ㅇ 추진내용
- 지역과학기술혁신 연구회 운영 : 4회
⦁ (1차) 연구회 구성 및 운영방안 논의 등(’21.05.27)
⦁ (2차) 수혜기업 성장성 분석 및 국가산업단지 분양 전후 제조업 총생산 변화분석 등
논의 (’21.07.22)
⦁ (3차) 대구 5+1 미래신성장산업분야 기업지원 실적, 성과, 산업성장성 분석결과 (’21.12.17)
⦁ (4차) 지역 연구산업 혁신성장전략 수립을 위한 현황 분석 결과논의 등 (’22.02.18)
- 지역 과학기술정책 발굴을 위한 Issue paper 발간 : 3건
⦁ (Vol 1) 2020년 지역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 분석 및 시사점
⦁ (Vol 2) 대구 5+1 미래신성장산업 분야 기업지원 실적, 성과 및 산업 성장성
⦁ (Vol 3) 지역 연구산업 혁신성장전략 수립을 위한 현황 분석
ㅇ 파급효과
- 지역의 혁신주체들로 구성된 협의회 운영을 통해 지역 과학기술 및 산업육성을 위한 정
책제언 기능 강화
- 지속적인 이슈페이퍼 발간을 통해 지역과학기술 혁신의 방향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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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연구개발사업 통합설명회 개최
ㅇ 추진목표
- 지역 기업･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정부 R&D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연구 현장의 사업
수행 효율성 증대 및 지역 R&D 활성화
ㅇ 추진내용
- 일 시 : ’22.02.10(목) 14:00~16:30
- 장 소 :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1층 C-quad (Youtube 스트리밍 생중계 동시진행)
- 주요내용
시간

세부내용

′40

▪’22년도 정부 R&D 예산현황 및 투자방향 설명 / 질의응답

′50

▪중기부, 산업부 주요 사업 맞춤형 설명 / 질의응답

′4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주요내용 설명 / 질의응답

발표
KISTEP
경일대학교
KISTEP

- 참석인원 : 현장 52명, 온라인 약 150명 *누적 영상재생 437회 (’22.02.14기준)
ㅇ 파급효과
-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지역기업 기술혁신 역량강화와 지역의 R&D 경쟁력 제고 및 네트
워크 구축

공공연구기관 활성화 간담회
ㅇ 추진목표
- 시도별 지역 공공연구기관의 역할, 연계 협력방안 공유 및 토론을 통한 지역 기업의 융
복합 기술경쟁력 강화 및 매출･고용 증대 방안 모색
ㅇ 추진내용
- 공공연구기관 활성화 간담회 운영 : 4회
초청 전문가

일자

내용

전북테크노파크

’21.05.26

･ 전북 산업･연구개발 등 현황 및 기관사례 공유 등

부산산업과학혁신원

’21.10.19

･ 부산산업과학혁신원 성과와 한계점 토론 등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22.01.13

･ 진흥원 성과 및 지역혁신클러스터 현황･성과 공유 등

※ 참석 : 대구시, 지역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연구원 등
※ ’22년 2월 4회차 간담회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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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파급효과
- 지역 공공연구기관 기여도 제고 방안 발굴을 통한 지역 과학기술혁신역량 강화
- 지역 혁신성장 및 지역기업 R&D 활성화를 위한 지역 공공연구기관의 역할 확대방안 논의

과학기술발전전략 포럼 개최
ㅇ 추진목표
- EU 주요국과 한국의 과학기술혁신역량 비교 분석 및 한-EU 협력 방안 논의를 통해 한
국과 유럽의 관계를 전망하며 지역사회의 함의 고찰
- 급변하는 글로벌 혁신환경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여 과학기술의 새로운
역할 모색
ㅇ 추진내용
-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한-EU 협력방안 학회 공동개최(’21.10.22 ~ 23)
⦁ 포럼구성 : 지역 산･학･연 관련 전문가 등
⦁ OECD 35개국･EU 21개 주요국･한국의 과학기술혁신역량 현황 분석 발표
⦁ 브렉시트에 따른 EU의 정치적 변화 발표
⦁ 한-EU FTA와 대구･경북지역의 기업사례 발표
⦁ EU주요국과 한국의 과학기술 혁신역량 비교분석(대구과학기술진흥센터 조정일 센터장)
ㅇ 파급효과
- 각 분야 전문가의 역량을 통해 글로벌 및 지역 과학기술발전전략을 위한 정책 제언 기능
강화
- 산･학･연 혁신주체간의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과학기술 비전･전략 제고

산･학･연 연계 기획협의회 운영(R&D 라운드 테이블)
ㅇ 추진목표
- 지역 연구개발사업 추진전략 공유 및 R&D 관련 정책과제 논의 등
ㅇ 추진내용
- 【벤처창업기업 오픈이노베이션 간담회】
▸ 일

자 : ’21.04.22 / 온라인 화상회의

▸ 내

용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활성화 및 지역 벤처･창업기업 육성 토론

- 【2019년 대구시 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 결과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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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현안발굴 관계자 합동 세미나】
▸ 일

자 : ’21.07.16 / 대구경북디자인센터 국제회의실

▸ 내

용 : 지역현안발굴을 위한 안건 논의 및 주요 정책현안 공유

- 【지역기업 비즈니스모델 발굴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 일

자 : (1차) ’21.07.22 (2차) ’21.09.02 / 대구벤처센터 회의실

▸ 내

용 : 비즈니스모델 발굴을 위한 전문가 의견 공유 및 토론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확대 지원사업 자문단 간담회】
▸ 일

자 : ’21.07.30 / 온라인 화상회의

▸ 내

용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지원 방향 설명 및 추진사업 개선사항 의견 공유

- 【공공연구기관･기업 책임자 및 실무자 간담회】
▸ 일

자 : ’21.08.12 / 온라인 화상회의

▸ 내

용 : 연구개발사업 운영요령 및 주요사항 안내

- 【동대구 벤처밸리 활성화를 위한 기관장 간담회】
▸ 일

자 : ’21.10.29 / 대구벤처센터 온샘라운지

▸ 내

용 : 동대구 벤처밸리 활성화 방안 논의

ㅇ 파급효과
- 수행 주체 간 네트워킹 활성화를 통한 소통 및 상호 협력 문화 조성

(6) 자율과제
지역 R&D사업 공동조사ㆍ분석
ㅇ 추진목표
- 지속적인 지역 R&D 투자 증가에 따라 효율성 제고 등 지역 R&D 정책 수립을 위한 체
계적인 지역 R&D 현황 자료 제공
- 조사･분석의 대상, 단위, 방법, 절차와 분석자료의 검증방법 등을 표준화하여 중앙과 지역,
지역과 지역 간 비교분석
ㅇ 추진내용
- 추진 계획수립 : 조사분석 가이드라인 수립 및 전담기관(KSTEP) 업무협의
- 조사담당자 설명회 개최 : 전국 연지단 공동조사분석 담당자 대상 설명회
- 조사 및 자료 검증
⦁ 대상 : ’20년도 17개 시도 국비, 국비매칭, 지자체 자체 연구개발사업
⦁ 항목 : 사업단위 27개, 과제단위 25개
⦁ 방법 : 국비, 국비 매칭 사업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 활용, 지자체
자체 사업의 경우 사업/과제 단위 직접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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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파급효과
- 지역 R&D 정책수립 및 사업기획의 근간이 되는 신뢰성있는 기초자료 제공
- 조사･분석 체계의 표준화를 통해 지역 R&D 조사･분석자료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국가
및 지역 연구개발사업 정보시스템 구축에 선제적으로 대응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및 자문단 운영
ㅇ 추진목표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을 통한 연구개발 활동 활성화 및 기업･산업
혁신의 핵심 주체로 육성
- 지역기업의 R&D 기술수준 향상과 연구소 중심 혁신생태계 구축을 통해 연구소 혁신역
량 강화 및 질적 성장 제고
ㅇ 추진내용
- 기업부설연구소 자문단 운영 및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지원
⦁ 컨설팅 자문단 운영 : 위원 20명, 88개 기업 225회 기업 컨설팅 수행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지원 : 49개소(기업부설연구소 22, 연구개발전담부서 27)
⦁ (’22.1월 기준) 본 사업 지원실적 제외 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역량강화 교육 개최 : 60여명 온라인 역량강화 교육 개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달라지는 연구제도 및 연구개발과제 선정과 수행 강연
⦁ 전략적 프레젠테이션 작성과 발표 강연
ㅇ 파급효과
- 지역 기업의 R&D 기반조성 및 역량강화를 통한 지역기업 경쟁력 제고
- 민간 R&D 투자 증대 및 활성화를 통한 지역의 R&D 경쟁력 제고 및 지역기업 미래먹
거리 발굴 등

신사업 전략수립 비즈니스모델(BM) 개발지원
ㅇ 추진목표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지역 기업의 R&D 역량강화 및 신규사업 발굴 기획 제고를 위한
시장/기술 동향등 조사결과 및 사업화 타당성 분석 및 전략 도출 보고서 제공
- 신규 비즈니스모델 개발을 통해 신산업 기획 전략 도출 및 R&D 사업화 성공률 제고
ㅇ 추진내용
- 지원대상 기업 발굴을 위한 선정평가 진행 : 4개 기업 신청 및 3개 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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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사업 전략수립 비즈니스모델 개발지원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대구지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기업지원 추진
⦁ 국내외 산업/시장/기술 동향 조사 및 사업화 타당성 분석을 통한 비즈니스모델 발굴
및 보고서 제공 등
- 지원과제 성과 추적관리
▼ 지원과제 경제적 성과 창출 현황
구분

2021년 실적

비고

사업화 매출

9,382백만원

총 8개 지원기업 중 5개 기업 매출 발생

사업화 고용

11명

총 8개 지원기업 중 4개 기업 고용 발생

ㅇ 파급효과
- 보고서 활용 R&D 과제 신청 및 향후 기업 추진방향 수립 등에 활용
- 소비자 및 시장조사 자료를 활용한 신규기술개발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및 지속성 제고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활성화 지원
ㅇ 추진목표
- 우수기업을 벤처촉진지구로 유치하고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여 촉진지구 내 성장기반 확보
및 입주율 제고
- 벤처･창업기업 전주기 지원을 통한 지역 벤처창업 생태계 역동성 부여
ㅇ 추진내용
- 벤처촉진지구 이전기업 시제품제작 지원 : 2건
⦁ ㈜티씨엠에스 ‘동시이축연신 레일 개발’ 외 1건 총 20백만원 지원
- 벤처기업 기술 및 경영혁신 인증 및 컨설팅 지원 : 5건
⦁ 벤처기업/Inno-Biz/Main-Biz 인증지원
-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벤처나라) 후보발굴 및 추천 및 지정 : 11건
⦁ (상반기) ㈜조이드론 ‘산업용 드론’ 외 12건 추천, 8건 지정
⦁ (하반기) 전진바이오팜㈜ ‘야생동물피해감소제’ 외 3건 추천, 3건 지정
- 벤처기업 홈페이지(모바일 페이지 포함) 제작 지원 : 5건
ㅇ 파급효과
- 벤처 및 창업기업 지원 프로세스의 체계적인 구축으로 벤처･창업기업의 데스밸리 극복과
기업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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랩 투 마켓(Lab To Market) 지원
ㅇ 추진목표
- 지역기업과 대학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지역 맞춤형 고급 인재양성과 기업 보유기술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통해 지방의 혁신역량 제고
-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 벤처･창업기업 등 중소기업에 양질의 인력 제공
ㅇ 추진내용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중소기업-대학 간 컨소시엄
⦁ 지원방법 : 이공계열 전문학사 이상 청년 채용지원 및 대학 기술컨설팅비 지원
⦁ 지원내용 : (인건비) 청년 1인당 연간 2,400만원 이내 지원
(코칭비) 대학코칭 1개팀당 월 50만원 이내 지원
- 주요실적 : 14개사 16명 채용지원 및 기업-대학 컨소시엄 구성 14개 코칭팀 운영을 통한
기업 기술애로 사항 해결 및 사업화 지원
ㅇ 파급효과
-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시장친화형 기술(사업화 매출) 공동개발과 사업화 및 신규고용 창출
- 기업 수요맞춤형 기술개발, 사업화 컨설팅 지원 및 인재 양성･공급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지역 청년 연구개발서비스기업 취업 지원
ㅇ 추진목표
- 지역 연구개발서비스 기업의 고급인력 채용 및 확보를 통한 고부가가치 지식기반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규등록을 통해 연구개발서비스산업 양적 성장 유도
ㅇ 추진내용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지역 연구개발서비스 기업 및 등록 희망 기업
⦁ 지원방법 : 이공계열 전문학사 이상 청년 채용시 인건비 및 역량 강화 교육 지원
⦁ 지원내용 : (인 건 비) 청년 1인당 연간 2,400만원 이내 지원
(직무교육) 지역산업분야 연계 연구개발서비스업 및 R&D 전주기 교육지원
(인센티브) 지역에서 정규직 전환(유지)시 청년에게 1,000만원 이내 지급
- 주요실적 : 18개사 29명(중도퇴사자 9명 포함) 고용창출 및 역량강화 교육
ㅇ 파급효과
- 지역 청년 인재의 연구개발서비스 기업 취업 지원을 통한 지역 내 고급일자리 창출 및
우수인력의 역외유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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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청년 직무역량 강화를 통한 전문연구요원 육성

지역혁신기관 연계 브레인스타(Brain Star)양성
ㅇ 추진목표
- 지역 4차산업 및 언택트산업 분야 기업의 신규인력 채용 및 확보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
화 및 고부가가치 지식기반서비스 산업 활성화
- 정부의 Post 코로나 전략방향인 비대면 산업육성 등 ‘디지털 뉴딜’을 통한 지역기업의
비대면 산업 육성과 관련 분야 핵심 인재 양성
ㅇ 추진내용
- 추진배경 :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전략방향으로 비대면 산업육성 등 디지털 뉴딜(한국판
뉴딜)을 통해 일자리 33만개 창출로 고용안전망 강화를 추진
- 지원분야 : 비대면･디지털 기술과 일 경험･직무교육을 결합할 수 있는 분야
- 지원내용
⦁ (인건비) 청년 채용시 1인당 연간(3월~12월) 2,400만원 이내 지원
⦁ (인턴십) 지역산업분야 연계 연구개발서비스업 및 R&D 전주기 교육
⦁ (인턴십) 지역산업분야 연계 연구개발서비스업 및 R&D 전주기 교육
- 주요실적 : 14개사 24명(중도퇴사자) 고용창출 및 인턴십 지원(89회)
⦁ 지역혁신기관 멘토(전문가) 인턴십 : 체험형 12, 멘토형 77
ㅇ 파급효과
- 4차산업, 언택트 관련분야 지역기업의 청년 인턴십을 통해 실무역량 제고
- 청년 취업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기업 언택트산업 분야의 혁신성장 지원

[신규] 지역 과학기술기반 연구산업 고급일자리 양성
ㅇ 추진목표
- 지역 연구산업육성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확보 및 우수 연구인력의 지역 유치
- 이를 통한 전문연구사업자 신고갱신 및 신규등록 등 지역 내 연구산업 양적 성장 유도와
연구산업 집적지 조성을 위한 육성･지원 기반 마련
ㅇ 추진내용
- 추진배경 : 정부는 「연구산업진흥법」 제정 등 연구산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하며, 이에 지역
연구산업 관련 우수인력 양성 등 영위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
⦁ (청 년) 만39세 이하의 이공계열 전문학사 이상 미취업 청년
⦁ (기 업) 전문연구사업자 기업 및 전문연구사업자 희망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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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전문연구사업자 인적 신고요건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취업 및 교육 지원
* 이공계열 학위소지자, 국가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 취득자

⦁ (인건비) 청년 채용시 1인당 연간 2,400만원 이내 지원(기업부담금 20% 포함)
⦁ (직무역량강화) 국가기술자격 취득비용 지원 및 직무 관련 R&D 교육비용 지원
ㅇ 파급효과
- 지역 연구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여 향후 지역 내 연구산업진흥단지 설립을 위한
지정요건 확충 등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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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사업

1. 사업필요성 및 목적
연구개발 필요성
ㅇ 과학기술정책에서의 지자체 역할 강화라는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에 부응하고, 지역발전에
직접 기여하는 과학기술혁신 주도 및 정책체계의 구축 및 확립

연구개발 목적
ㅇ 인천을 과학기술기반 혁신생태계로 조성하기 위해 지역 R&D 사업의 투자 효율성 및 성과
극대화를 목표로 지역주도 R&D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것

2. 당해연도 사업성과 총괄
세부사업(프로그램)

정책기획

조사･분석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시행
계획 수립
지역 내 과학기술정책
기획･발굴

자율과제

사업비(백만원)
연지단 기타

내용

비고

1

100

10

-

ㆍ지방과학기술진흥시행계획 수립지원
1건

필수

4

4

100

75

-

ㆍ지역 R&D 정책기획보고서 4건

필수

지역과학기술위원회 운영

2

2

100

15

-

지역 R&D사업 조사･분석

2

2

100

50

-

지역 R&D사업 성과분석

1

1

100

15

-

지역혁신클러스터 조사

1

1

100

15

-

10

11

110

85

-

-

-

-

-

5

7

140

35

-

1set

100

15

30

통계자료 및 성과 확산

지역 R&D사업 관리시스템
1set
구축 및 운영
네트워킹

실적 달성도

1

지역 연구장비 조사･분석
지역 R&D
지역 R&D사업 기획
사업 기획･
평가･관리 지역 R&D사업 평가･관리
정보구축･
제공

목표

ㆍ과학기술위원회 운영 2회
ㆍ안건상정 2회
ㆍ지역R&D사업 과제 조사분석 보고서
2건
ㆍ지역R&D사업 성과 조사분석 보고서
1건
ㆍ지역 혁신클러스터 및 혁신기관 조사
1건

1403) ㆍ지역 R&D 과제 기획보고서 11건

지역과학기술혁신연구회

4

4

100

45

-

국제교류 및 협력

-

-

-

-

-

공동연구사업

1set

1set

100

20

-

연지단 고유사업 발굴 및
기획

-

-

-

-

-

ㆍ지역R&D세미나 4회
ㆍ논문발표 1회
ㆍ논문게재 1건
ㆍ정부 연구개발사업 안내서 1건
ㆍ인천과학기술정보시스템 운영 보고서
1식
ㆍ분과별 지역과학기술 혁신연구회
운영(4분과 17회)
ㆍ2020년 전국연구개발지원단 공동사업
참여
-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선택
필수
선택
필수
선택
필수
선택
필수
선택

3) 2021년 인천연구개발활성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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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사업별 성과 및 활용
(1) 정책기획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시행계획 수립 지원
ㅇ 주요내용
- 정부는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주도 혁신성장 실현’을 목표로 ’18년∼’22년 지방과학기술
진흥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한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수립(’18.2)
-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과 연도
별 시행계획을 수립
ㅇ 추진내용
- 인천광역시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2021년 실적 및 시행계획 작성 지원
- 인천연구개발지원단과 인천광역시가 유기적으로 기능을 분담하고 공식적인 절차를 바탕
으로 부서간 협력을 통해 인천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시행계획 수립
< 2021년 주요 추진실적 >
지자체 과학기술
혁신체계 구축 및
고도화

ㅇ 연구개발(R&D)사업 활성화 지원 : 신성장동력 연구개발(6건), 연구개발성과
사업화(5건), 스타트업 연구개발(1건) 등
ㅇ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강화사업 : 지역기업육성 정책기회 1식, 기술교류네트워크
30회, 지역연구회 1식 등

인천형 뉴딜 연관
과학기술 투자
활성화

ㅇ AI Playground 인천 조성 사업 : AI 데이터 산업화 기반 조성 17개사,
AI기반 비즈니스모델 사업화 지원 6개사
ㅇ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 구축사업 :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GMP 개념 설계,
기본설계, 실시 설계 진행
ㅇ (SW융합클러스터 2.0) SW융합 신제품･신서비스 발굴 및 상용화 9개 지원,
SW기술인력 55명 양성

지역 신사업
성장동력 확보 및
혁신기반 구축

ㅇ 특허 및 지식재산권 활성화 사업 : 지식재산권(특허･상표･디자인)등 지원
ㅇ 기업수요 맟춤형 기술개발사업 : 지역 벤처기업 R&D 지원 9개사
ㅇ 희소금속산업 육성 지원 : 희소금속기업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지원 6건,
장비활용기술지원 79건 등
ㅇ 로봇랜드 로봇산업진흥시설 운영 : 유망로봇기업 입주 유치 : 58개사

□ 2020년 중점 정책 및 사업 방향
○ (지자체 과학기술 혁신체계 구축 및 고도화) R&D 활성화 기반 마련 및 성과관리 체계화
○ (인천형 뉴딜 연관 과학기술 투자 확대) 인천형 뉴딜 분야 수요 맞춤형 연구개발지원,
○ (지역 전략사업 성장동력 확보 및 혁신기반 구축) 신성장동력 과제 발굴 및 산업기반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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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과학기술정책 기획･발굴
ㅇ 주요내용
- 지역 과학기술과 관련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과 다양한 문제 등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 정책적 방안 제시, 타당성 검토, 과제기획 업무 등을 수행
인천연구개발지원단

인천광역시

- 기획총괄 및 추진방향 설정
- 관련 정보 조사 및 과제 관리
- 정책기획과제 자체 수행

- 정보 및 수요 제공
- 기획과제 사업화지원

외부자문위원
- 과제 추진방향 자문
기획과제그룹 & 외부전문기관
- 기획 이슈 발굴 및 정책기획 과제 도출
- 연구회 분과회의 개최
< 정책기획 추진체계 >

ㅇ 추진방법
- 인천연구개발지원단에서 과제를 총괄하여 직접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
우 외부 전문가들의 연구회를 통해 공동연구 및 외주 병행
- 정책기획 결과의 실용도 제고를 위해 선행 단계로서 인천시 및 외부자문위원과 주요 연
구 추진 내용을 협의하고, 연구 진행 중 예상되는 결과에 대해 공유
- 정책기획 과제 추진시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관과 연구의 필요성, 연구방법, 예상 결과
및 연구에 필요한 협조 사항 협의
ㅇ 수요조사
- 인천시 R&D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연구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긴
급한 사항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상시 수요접수 추진
- 조사 분야 : 지역 R&D 활성화를 통하여 시민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주제로 지역산
업육성, 기술개발, 지역혁신 등과 관련된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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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정책기획 과제목록
No

과제명

수요처

방안

1

인천시 자동차기업 실태분석 및 발전방향 연구

인천시 미래산업과
TP 자동차산업센터

자체기획

2

인천시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실태와 정책방향

인천시 산업진흥과
TP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외부전문가
공동연구

3

인천 스마트 공장 도입 실태 및 성과 분석 연구

인천시 산업진흥과
TP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자체기획

4

인천 글로벌 강소기업 후보군 조사분석 연구

인천시 산업진흥과
기업지원센터

자체기획

ㅇ 결과 활용방안
- (차년도 사업 반영) 지역 수요와 특성을 반영한 R&D 기획과제 발굴과 세부적인 사업계
획서의 추가적인 작성을 통하여 2022년 정부 및 지자체 사업화 추진 예정
- (지자체 추진사업의 효율성)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과학기
술 및 기업지원사업의 효율성 도모
⦁ TP에서 수행 중인 스마트 공장 보급확산사업, 인천글로벌강소기업에 정책제언 반영
- (이슈제기) 지역 과학기술과 관련된 현안 분석을 통하여 지자체에 정책제언
- (사업비 확보) 인천광역시 정책에 반영되어 사업비 확보(20억/미래자동차 부품기업 육성
지원)

지역과학기술위원회 운영
ㅇ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른 인천시 과학기술의사결정 협의체
인 “인천광역시 과학기술진흥협의회”와 과학기술정책 현안 발굴 및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인천 R&D 정책협의회” 운영
- 실효성 있는 협의회 운영지원을 통한 지역 과학기술정책거버넌스 구축
ㅇ 추진현황
- 인천과학기술진흥협의회-인천R&D정책협의회 단계별 구성하며 인천과학기술진흥협의회는
인천시 과학기술정책의 종합적인 계획을 심의하며 “인천 R&D 정책협의회”는 미래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 수립 지원 및 정책자문, 인천 여건에 적합한 중점 추진분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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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과학기술진흥협의회
○ 위원회 구성 : 20명
- 당연직 위원(2명) : 위원장(행정부시장),
일자리경제본부장
- 위촉직 위원(18명) : 기관, 대학, 단체 및
기업대표 등으로 구성
○ 심의기간 : ’21.12.16(목)~20(월)
○ 심의방법 (심의방식) 서면 심의
○ 안건 : 제4차 인천광역시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2021년도 사업성과 및 2022년도 추진계획
○ 심의결과 : 원안가결

인천R&D정책협의회
○ 자문위원 : 산학연 전문가 7명
- 내부 1명, 외부 6명
○ 심의방법 : 온라인 회의
○ 심의기간 : ’22.1.26(수)
○ 안건
- 신성장동력 분야 선정 : 디지털, 모빌리티,
바이오, 첨단제조, 그린
- R&D 지원규모 및 기술료 징수 차별화
○ 심의결과 : 원안가결

(2) 조사･분석
추진목표
ㅇ 지역의 과학기술 현황을 통계 분석을 토대로 다양한 관점에서 정기적이며 일관적인 분석
틀에 의해 체계적으로 조사･분석
ㅇ 인천에 투자한 R&D사업의 성과와 활용한 관한 조사 및 정책제안
ㅇ 인천의 혁신기관과 혁신클러스터 현황에 대한 조사 수행

추진내용
ㅇ NTIS 데이터, 지역사업 결과보고서, 지자체 예산서 등을 바탕으로 인천시 R&D 현황을
재원별로 주체, 분야, 조직별 특징을 분석
ㅇ 인천에서 수행된 연구개발사업의 현황을 중앙정부와 지자체로 분리하고 투자현황과 성과를
분리하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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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자체 자체 투자 R&D는 국가R&D사업의 조사체계를 준용하여 예산 및 투입현황을 파악
ㅇ 국가R&D사업은 NTIS에 구축된 DB를 활용하여 인천지역에 유입된 중앙정부 연구개발사
업의 투자와 성과를 분석
ㅇ 혁신클러스터는 인천의 산업기술단지를 중심으로 기업집적현황을 시계열로 분석
ㅇ 각 주제별로 개별적으로 발간하였던 보고서를 금년부터는 통합하여 발간

인천광역시 자체 과학기술투자사업 조사분석
ㅇ 추진내용
- 인천시 사업을 대상으로 국가연구개발 분류체계 개선방안을 근거로 사업별 기본정보 및
주요내용을 파악하고 향후 지자체 조사분석의 개선방안을 논의
ㅇ 추진방법
- 인천시 예산서를 바탕으로 기초자료를 정비하고 해당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술통계분석
및 2차원 교차분석 추진

지역 R&D사업 성과분석
ㅇ 추진내용
- 국가연구개발 조사･분석 데이터를 활용하여 2020년도 인천시 국가연구개발지원 과제
1,817건을 중점적으로 분석
ㅇ 추진방법
- NTIS 조사･분석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술통계분석 및 2차원 교차분석 추진
ㅇ 분석항목
- 인천시 관련 가용한 연구비, 기술분야, 연구인력 등 투입항목
⦁ 부처별, 연구개발단계별, 연구수행주체별, 적용분야별, 미래유망기술(6T)별, 과학기술
표준분류별, 과제협력유형별 등으로 나누어 분석
⦁ 사업명, 사업구분, 과제명, 과제유형, 부처명, 미래유망기술분류, 과학기술표준분류,
중점과학기술분류, 기술수명주기, 공동연구 협력 유형, 적용분야, 정부연구비, 대응자
금(matching fund), 총사업비 등의 자료 활용
ㅇ 결과 활용방안
- (정책수립 기초자료) 지역 R&D 신규사업의 기획, 예산의 효율적 분배 등에 필수적인 정
보로 지역 과학기술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추진 등 포트폴리오 정책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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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지역의 국가 연구개발 투자 유입 자금의 특성 분석을 통해 향후 강화되어야 할 방
향과 정책수립에 활용

지역혁신클러스터 조사분석
ㅇ 추진내용
- 지역 R&D 사업성과 조사 분석을 통한 R&D투자 효율성 제고
ㅇ 추진방법
- 인천광역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대상 과제에서 해당 조사연도에 발생한 모든 성
과에 대한 기술통계분석 및 2차원 교차분석 추진
- (분석대상) 인천광역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대상 과제에서 해당 조사연도에 발생
한 모든 성과
- (성과항목) 논문, 특허, 기술료, 사업화
ㅇ 결과 활용방안
- (정책수립 기초자료) 인천 지역의 연구개발 투자 성과분석을 통해 향후 투자 및 기획 정
책사업에 활용

인천광역시 국가연구개발 투자현황 조사분석
ㅇ 추진내용
- 인천에 위치한 혁신클러스터(innovation cluster)에 대한 공간적 범위를 조사하고, 해당
클러스터 내 입지한 주요 혁신기관･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
ㅇ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인천산업기술단지를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
- 분석내용 : 통계청 기반 클러스터 읍면동 범위, 기업수, 생산액, 종사자, KSIC코드 등
- 분석방법 : 서면조사(e-mail)/통계청(Kosis)를 통한 광･제조업, 사업체조사 DB조사 등
- 분석대상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한 인천산업기술단지
ㅇ 결과 활용방안
- (정책수립 기초자료) 혁신클러스터 내 입지한 주요 혁신기관･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
고 혁신클러스터 내 기업분포와 산업별 집적화 정도를 제시

85

2021년도 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사업 최종보고서
`

(3) 지역 R&D사업 기획･평가･관리
지역 R&D 사업 기획
ㅇ 추진내용
- 지역 주도의 과학기술정책 추진을 위하여 지지체의 지역 R&D 수요를 발굴하고 지역 맞
춤명 R&D 사업을 기획하여 자체 혁신기획 역량 제고
ㅇ 추진방법
- 지자체 및 산학연 주체를 대상으로 범부처 연구개발사업 참여, 기업 개발 예정 기술에
대한 현황/환경 분석, IP 및 R&D 전략수립 등을 위한 과제발굴 추진 - 과제발굴은 기
획목적, 지원대상, 추진방법에 따라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거나 산
학연을 대상으로 과제를 공모한 후 선정을 통해 수행
⦁ 프로그램별로 연구개발지원단, 인천시 연구개발활성화 사업으로 분리하여 연구회 운영,
전문가 참여 기획과제 도출 등을 통한 과제기획 추진
<표 2-11> 지역 R&D사업 기획 추진내용
프로그램

내용 및 추진방법

지역 수요
기반
R&D 기획
(연지단)

◦지역 미래성장동력 창출하기 위해 지역수
요지향형 R&D 과제 발굴 및 기획
◦인천시 과제수요를 통해 발굴
◦연지단 인력과 외부전문가 활용

① 감염병-매개체 상호연구를 통한 지속
가능한 감염병 안전망 구축
② 미래 자동차산업 육성전략 수립 연구
③ 대규모 로봇 융합모델 실증 기획 지원

R&D 기획
컨설팅
(연구개발
활성화
사업)

◦특허 및 R&D기반의 중소기업 기술력 제고를
위해 지식재산 분석을 통한 유망기술 발굴
및 R&D 전략수립
◦공모를 통한 과제수행
◦주관기관(기업)과 협력기관(특허법인, 컨설팅
기관) 간 컨소시엄

① 미용효과 극대화를 위한 미세전류 융합
마스크팩
② 전기자동차(EV)와 에너지저장장치(ES)에
사용되는 배터리 관리시스템(BMS)에
핵심부품인 센싱케이블用 플렉시블 전자
회로(F-PCB) 공정기술 개발
③ 비대면 근태 관리 시스템
④ 자가조립 3차원 그래핀을 이용한 리튬
금속배터리 음극소재
⑤ 친환경 화장품에 부합하는 친환경 자원순
환성 용기 개발 : 천연성분+플라스틱 합성
수지 결합 제품성 유지+기능

국가R&D
기획･유치
연구회
(연구개발
활성화
사업)

◦지역 R&D 기획･추진 체계 구축 및 범부처
연구개발 사업의 선제적대응을 위한 지역
주도 국가 R&D사업 기획 연구회 운영
지원
◦공모를 통한 연구회 모집
◦기관 또는 기업이 기획연구회 구성･운영

① 석유계 생분해성 플라스틱(PBAT, PBS)
폐기물 분해 기술 및 발생 온실가스 활용
한 PHA생산(탄소저장)기술개발
② 지역 맞춤형 해조류 스마트양식 시스템
개발 및 생산실증단지 구축 기획연구
③ 압출법 폴리스티렌 폼 대체 고팽창 생분해
성 폼 소재 및 생산공정 기술개발

86

과제명

제2장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ㅇ 지역 수요 기반 R&D 기획
- 추진내용
⦁ 지역 주도의 과학기술정책 추진을 위하여 지지체의 지역 R&D 수요를 발굴하고 지역
맞춤명 R&D 사업을 기획하여 자체 혁신기획 역량 제고
- 추진방법
⦁ 과제기획 수요조사→계획수립→인천시 보고→사업화(예산반영) 전 과정을 인천연구개
발지원단과 인천광역시가 연계하여 기획추진
ㅇ R&D 기획 컨설팅 지원
- 인천연구개발활성화 지원사업 세부프로그램으로 특허 및 R&D기반의 중소기업 기술력
제고를 위해 지식재산 분석을 통한 유망기술 발굴 및 R&D 전략수립 지원
구

분

주요내용

사업목적

･ 지역기업의 R&D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R&D 전략수립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중소기업

지원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지원내용

･ 주관기관 개발 예정 기술에 대한 현황/환경 분석 + IP 및 R&D 전략수립
① 현황/환경 분석 : 주관기관 현황 파악, 해당 기술의 시장･산업동향, 경쟁사 분석 및 향후
사업화 방안 제시 등
② IP 및 R&D 전략수립 : 특허분쟁 사례조사, 해당 분야의 규제, 표준, 국가정책방향 분석,
요소기술별 핵심･원천 특허 도출/관련 논문 분석,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특허회피 방안
수립, 추가개발 가능분야 도출 및 IP 창출전략 제시 등

추진체계

･ 주관기관과 협력기관 간 컨소시엄 구성
(주관기관 : 관내 중소기업, 협력기관 : 특허법인, 컨설팅 전문기관)
<추진절차>

구분
사업공고

주요내용
⋅공고기간 : 2021.3.8(월) ~ 3.26(금)
⋅공고게시 : 인천테크노파크 홈페이지 및 BizOK 사이트
⋅접수결과 : 총 5개사 접수

⇩
선정평가

⋅평가기간 : 2021.4.20(화)
⋅주관기관과 협력기관의 사업수행역량, 계획의 적절성 등 평가

⇩
기획과제 컨설팅 운영

⋅지원규모 : 5개 과제, 과제당 20백만원(시 지원금)
⋅사업기간 : 2021.5.1~2021.8.31(4개월)
⋅주관기관과 협력기관 간 전략수립을 위한 기획 추진

⇩

사후평가

⇩
기획컨설팅보고서 발간
및 제출

⋅평가기간 : 2021.9.9(목)
⋅연구개발 기획 컨설팅 지원사업 종료 후 컨설팅 수행 결과 및 성실수행 여부에 대한
사후평가 추진
- 계획대비 목표의 달성 정도, 사업수행의 적절성 및 효율성, 사업결과물의 질적
우수성, 사업결과물의 활용계획 등 사후평가
⋅현황/환경 분석, IP 및 R&D 전략수립 결과물 제출
⋅기획보고서 제출 (수행기관→연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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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가R&D 기획･유치 연구회 지원
- 인천연구개발활성화 지원사업 세부프로그램으로 지역 R&D 기획･추진 체계 구축 및 범
부처 연구개발 사업의 선제적대응을 위한 지역주도 국가 R&D사업 기획연구회 운영지원
구

분

주요내용

사업목적

• 지역 R&D 기획･추진 체계 구축 및 범부처 연구개발 사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지역주도의 중대형 국가 R&D사업 기획

지원대상

• 인천지역 소재의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의 법인사업자, 타지역 공공연구기관 인천
분원(센터 등)

지원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지원내용

• 정부 R&D정책과 인천지역의 추진 당위성에 부합하는 R&D(인프라, 사업화 포함)사업
또는 과제, 국비 100억 원(3~5년) 규모 이상의 R&D 사업
• 국비 100억 원 이상 또는 예타 사업 등 중대형 국가 연구개발사업
• 인천시 미래 산업발전･고용창출을 위한 국책사업으로 R&D를 포함하는 사업

추진체계

• 주관기관이 기획보고서 작성을 위한 산･학･연 등의 전문가로 연구회 구성
<추진절차>

구분

사업공고

주요내용

⋅공고기간 : 2021.3.8(월)~4.16(금)
⋅공고게시 : 인천테크노파크 홈페이지 및 BizOK 사이트
⋅접수결과 : 총 4개사 접수

⇩
선정평가

⋅평가기간 : 2021.5.13(목)
⋅과제운영과 연구회구성운영 항목으로 분류하여 평가

⇩
기획연구회 운영

⋅지원규모 : 3개 과제, 과제당 13백만원 내외(시 지원금)
⋅사업기간 : 2021년 6월 1일~2021년 10월 30일(4개월)
⋅인천 내 혁신주체의 국가 R&D 사업 기획･유치를 위한 연구회 운영

⇩

사후평가

⋅평가기간 : 2021.10.13(수)~14(목)
⋅국가R&D 기획･유치 연구회 지원사업 종료 후 사업수행 결과 및 성실수행
여부에 대한 사후평가 추진
- 사업의 필요성, 사업 목표, 사업내용, 사업성과, 사업규모의 항목으로
분류하여 사후평가 실시

⇩
기획연구회보고서 발간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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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결과 활용방안
- (차년도 사업 반영) 산업부 탄소저감형 석유계 원료대체 화학공정기술개발에 사업 반영
- (과제기획) 사업계획서의 추가적인 작성을 통하여 2021년 정부 공모사업에 지원 예정
- (지자체 추진사업의 효율성)지역 내 다양한 수요자(지자체, 산학연 기관 등)를 대상으로
맞춤형 기획 지원 추진
- (특허분쟁 대응) 경쟁환경의 분석을 통해, 주요기업의 핵심특허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하고,
침해 리스크 회피 및 미래 특허분쟁 대응에 활용
⦁ 특허를 기반으로 최신 연구개발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특허 출원 및 임상 1상 지원 국가
과제 공모를 위한 기초자료를 활용

(4) 정보 구축･제공
통계자료 및 성과 확산
ㅇ 추진내용
- 인천연구개발지원단의 성과물 및 지역과학기술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

구분

내용

비고

⋅주요내용 : 연구개발지원단 운영사업 성과 공유 및
시의회-인천시
시의회와의 협조･지원체계 구축
정연구네트워크
⋅일시 : 2021.4.28(수) 14:00~15:30
1
공동기획
⋅참석자 : 시의회 상임위원, 임직원, 관련 공무원 및
정책소통
시민단체 관계자 등 15명 내외
토론회
⋅발표내용 : 송도 산업클러스터의 성장과 시사점

2

3

인천관내
대학교
산학협력단
간담회

연구개발과제
선정 평가지표
체계 개선
정책세미나

⋅주요내용 : 인천시 미래먹거리 연구개발 공동대응과
협업과제 발굴제안
⋅일시 : 2021.5.20(금) 16:00~17:30
⋅참석자 : 인천관내 대학교 산학협력단장 등 23명
⋅논의내용 : 인천 연구개발활성화 사업 추진방향/송도
산업클러스터의 성장과 잠재력 분석
⋅주요내용 :연구개발 활성화 사업 세부 프로그램별
선정 평가지표 체계 개선
⋅일시 : 2021.5.21(금) 15:00~17:00
⋅참석자 : 연지단 참여인력 및 전문가 6인
⋅개최방법 : 대면회의와 온라인 화상 동시 개최
⋅논의내용 : 수행기관의 행정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계획서 간소화 방안 협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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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인천 스마트
공장 과제
수행을 위한
정책 세미나

⋅주요내용 : 인천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실태 및
지자체 주요 정책 동향 토론
⋅일시 : 2021.7.27(화) 15:30~17:30
⋅참석자 : 시인천연구원 최태림 연구위원, 인천중기청
노준원 주무관 등 6인
⋅주제발표 : 인천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실태와
정책방향
⋅질의 및 토론 : 인천 스마트 공장 도입 지원사업의
성과와 한계 등

논문게재

⋅주요내용 : 연지단 과제를 통해 수행된 연구결과의
성과확산을 위한 논문게재
- 김동관･유광민, 지역산업연구(송도 산업클러스터의
집적화 실태 분석 : 집중도, 성과, 연계성을
중심으로, 지역산업연구Ⅰ제44권 제3호Ⅰpp.
199~230

6

학술대회
발표

⋅주요내용 : 연지단 과제를 통해 수행된 연구결과에
대하여 학술논문 발표
⋅학술대회명 : 2021년 한국지역정보화학회
동계학술대회
⋅일시 : 2022.2.11(금) 13:30~17:30
⋅진행방법 : 온라인으로 실시간 발표 및 질의답변
⋅발표논문 : 인천 스마트 공장 도입 실태 및 성과
분석 연구

7

정부 R&D
안내서 발간
및 배포

⋅주요내용 : 연초 정부 부처별로 공고되는 R&D
사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종합 안내서를 제작,
배포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R&D사업에 참여
가능하도록 유도

4

5

비고

ㅇ 결과 활용방안
- (지역 내 과학기술 이슈 제기) 연지단 성과물을 바탕으로 관련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
역 내 과학기술정책의 이슈 제기
- (학술적 기여) 연지단 사업을 통해 도출된 결과물의 학술적 성과에 기여

지역 R&D사업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ㅇ 추진내용
- 인천에서 수행되고 있는 각종 연구개발사업 현황과 성과 정보 등을 일목요원하게 파악하
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인천과학기술정보시스템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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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 구축된 시스템에 과제접수, 평가위원회 운영, 과제관리, 성과관리 기능 탐재
구분

세부실적
□ 인천 연구개발사업 관리를 위한 평가 시스템을 구축
→ 전문가 POOL, 과제관리, 평가관리, 성과관리를 위한 항목 추가 계획 수립

계획 수립

시스템 구축

의견수렴

- 인천시 연구개발 사업 접수 기능 구축
- 효과적인 연구개발성과 등록/관리시스템 구축
- 과제 평가 ▸ 선정 ▸ 입력 ▸성과관리 프로세스 개발

□ 인천연구개발관리시스템은 총 4단계 모듈로 구축
① 사업공고 및 접수) 전략정책팀에서 수행하는 사업공고와 사업수행자의 신청 접수 가능
② 평가 기능) 접수된 과제를 항목별, 분과별로 분리하여 심사위원들이 온라인으로 평가
가능
→ 해당 기능수행을 위해 외부전문가 회원가입을 통한 전문가 POOL 구성의 효율적인 수
집과 평가기능의 전산화를 통해 평가서류 간소화
③ 과제 관리) 접수된 과제를 기관, 기술, 연구비 등 항목별 특징관리
④ 성과 관리) 사업종료 후 3년간 R&D 사업을 통해 도출된 성과에 대해 논문, 특허, 기
술료에 대한 성과 관리
→ ③, ④항목은 과제수행사가 직접적으로 입력하게 하고 관리자는 해당 항목에 대해 검증
추진
□ 해당 시스템 구축 기간 동안(9.10~12.10) 총 6번의 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시스템 구
현방안에 대해 검토 추진
□ 기능구현을 위해 외부 전문가 회원가입을 통한 평가기능 검증구현

ㅇ 결과 활용방안
- (사업관리 효율화)인천 연구개발사업의 접수, 평가, 관리기능을 시스템화 하여 지역R&D
사업의 효율화 추구
- 지역 내 활동하는 R&D 전문가 POOL을 구축하고 평가 등에 활용함으로써, 과학기술
활성화를 위한 인적자원 관리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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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네트워킹
지역과학기술혁신연구회
ㅇ 추진내용
- 지역 내 과학기술정책 현안 발굴 및 발전방안 제시를 위한 인천지역혁신주체들이 참여하는
혁신연구회를 운영
ㅇ 추진방법
- 지역내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 전문가를 위주로 위촉하되 인천 연지단 인력이 필수적으로
참여하고 자문회의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운영
⦁ 지역수요에 맞는 과제기획을 위해 인천시 및 지역 산학연 기관을 중심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 검토를 거쳐 적합한 연구과제를 선정
연구회명

운영횟수

인천 「로봇 전문인력
- 기간 : ’21.7~10
양성센터」 구축 및 운영
- 횟수 : 6회
연구회

UAM･메타버스
구현기술
기초연구회

저고도 및 비가시권
관제시스템을 활용한
무인기 물류 시스템
연구회

인천 수소 경제 실현을
위한 기반
구축 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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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
-

한국로봇교육콘텐츠협회
로봇앤모어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한국로봇산업협회

- 기간 : ’21.9~12
- 횟수 : 4회

- 서울예술대학교
- 항공우주산학융합원
- 루다시스

- 기간 : ’21.9~12
- 횟수 : 4회

-

인하공업대학교
(사)한국코딩드론메이커스
정석항공과학고등학교
파인브이티
와우미래기술
엘피스
팔네트웍스

- 기간 : ’21.10~12
- 횟수 : 3회

-

인하대학교
인천대학교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SK(수소사업추진단)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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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결과 활용방안
-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연구회에 소속된 전문가 토론을 통해 지역 과학기술 관련 현안
이슈를 공유하고 지역의 미래유망 R&D 과제를 공동으로 기획
- (정책반영 기초자료) 연구회 운영 결과물은 기획과제별로 차이가 존재하며 완결된 기획과
제를 바탕으로 지자체 정책반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6) 자율과제
지역혁신기관 및 클러스터 조사분석
ㅇ 추진내용
- 지역 혁신기관 및 클러스터 간 연계⋅협력 관계를 조사⋅분석하여 지역 혁신생태계 구축
및 혁신클러스터 정책적 시사점 제안
⦁ PM : 전북, 참여 : 인천, 경북, 대전
⦁ 17개 시도 전체의 클러스터 조사를 기본으로 추진, 클러스터 맵을 업데이트(최신화)하고,
관련된 지역별 혁신역량현황 및 국가 혁신융복합단지, 산업단지(국가, 일반, 도시첨단)
등을 포함한 조사･분석 대상 확대
⦁ 조사 프로세스
지역별 자료 안내

- 공동TFT 지역별
조사안내

조사자료 DB구축/점검(1차)
및 클러스터 맵핑 추진
17개 시도별 조사자료
DB확보 및 데이터
검증(공동 TF 자체 점검)
기존 클러스터 가이드맵
활용한 업데이트(최신화)
작업 추진

각 시도별 자료 안내 및
클러스터 현황 점검
기 제출된 지역별 클러스터
현황에 기반 맵핑 자료
시도별 2차 검토
검토 완료된 자료 최종 송부를
통한 클러스터 맵핑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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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사업

1. 사업필요성 및 목적
연구개발 필요성
ㅇ 지역 R&D사업 자체기획 역량 강화 필요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아 대부분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어 지역 R&D 혁신역량과 수요를 반영한 연구개발 정책 수립 및 실질적 성과
창출이 가능한 지역 주도 역매칭 사업 기획 확대 필요
ㅇ 지자체 R&D사업 예산 흐름과 방향 제시

R&D 사업기획 및 전주기적 최적화된 사업

관리기능 제고로 지역 차원의 중복투자 방지
ㅇ 광주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자체 중심체제의 R&D 기획･관리 전문조직

지역별

R&D 전담추진기관 설립의 일환으로 2012년 과학기술부로부터 연구개발지원단이 선정

연구개발 목적
ㅇ 지역 주도의 R&D 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 R&D기반 생태계 조성
ㅇ 지자체 내 R&D 사업의 체계적인 R&D 현황진단으로 효율적인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ㅇ 광주지역 R&D 사업기획 및 중앙과 지역 간 과학기술정책 제안의 창구 역할 수행
ㅇ 광주지역 R&D 통합정보시스템 관리기능 확대로 R&D 효과성 제고
ㅇ R&D 혁신주체 간 협력네트워크 운영지원을 통한 R&D 생태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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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해연도 사업성과 총괄

세부사업(프로그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
시행계획 수립

정책
기획

조사･
분석

지역
R&D
사업
기획･
평가･
관리

정보
구축･
제공

네트워킹

자율과제

목표 실적 달성도
1

2

200

사업비(백만원)

내용

연지단

기타4)

30

-

ㆍ지방과학기술진흥시행계획 수립 지원
ㆍ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시행계획

비고
필수

지역 내 과학기술정책
기획･발굴

3

4

133

40

30

ㆍ과학기술정책수립을 위한 광주형AI-뉴
딜 정책 실태조사분석
ㆍ기업수요기반 과학기술혁신정책 보고서 필수
ㆍ’21 광주연구개발지원단 혁신추진 방안
ㆍ과학기술진흥정책 기획과제 수요조사

지역과학기술위원회
운영

4

4

100

10

10

ㆍ광주과학기술진흥위원회 운영지원(2건)
ㆍ광주과학기술진흥위원회 안건상정(2건)

필수

지역 R&D사업
조사･분석

1

2

200

50

-

ㆍ지역 R&D사업 조사분석보고서 발간
ㆍ(공동) ’19년 광주 R&D사업 조사분석

필수

지역 R&D사업
성과분석

1

1

100

40

-

ㆍ광주 R&D사업 성과분석보고서 발간

필수

지역혁신클러스터 조사

1

1

100

20

10

ㆍ지역혁신 클러스터 및 혁신기관 조사분
필수
석보고서 발간

지역 연구장비
조사･분석

1

1

100

20

-

ㆍ지역 혁신기관 연구 장비 조사분석 보
선택
고서 발간

지역 R&D사업 기획

16

21

131

20

20

ㆍ산학연 연계 미래유망신기술 기획 8건
ㆍ지역주도 R&D과제 기획 10건
필수
ㆍ국시비수주 R&D신규사업 자체기획 3건

지역 R&D사업
평가･관리

4

5

125

10

-

ㆍ연지단 연구기획사업 선정 및 컨설팅 4건
선택
ㆍ旣 기획사업 유치추진/추적관리

통계자료 및 성과 확산

8

12

150

20

-

ㆍ과학기술정책 이슈페이퍼 발간(1회)
ㆍ사업안내서 및 포스터, 이슈리포트(5건)
ㆍ중앙 및 지자체 예산사업설명회 1회
필수
ㆍ성과물 만족도 조사(1회)
ㆍR&D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세미나

지역 R&D사업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1

1

100

15

-

ㆍ광주과학기술정보시스템 운영보고서

지역과학기술혁신
연구회

18

26

144

40

-

ㆍ5개 분과별 지역과학기술혁신연구회 21회,
자문위원회 2회
필수
ㆍ과학기술정책연구회 운영 3회

선택

산학연 연계협력
연구회

84

135

161

65

90

ㆍ산학연 연계협력 R&D기획 연구회 운영
ㆍ지역주도 R&D 기획 분과 운영
선택
ㆍ대학 산학협력단장 협의회

국제교류 및 협력

-

1

-

-

5

ㆍ해외 혁신기관 MOU체결

공동연구사업

1

2

200

10

-

ㆍ지역 R&D 공동 성과분석 보고서
필수
ㆍ연지단협의회 운영 및 ISSUE&FOCUS

연지단 고유사업 발굴
및 기획

1

2

200

5

505)

ㆍ과학기술기반 시민체감형 리빙랩운영
ㆍ광주지역 R&D 전담관리사업

선택

선택

4) 2021 (지자체R&D) 과학기술진흥활성화사업
5) 2021 (균형위) 지역발전투자협약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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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사업별 성과 및 활용
(1) 정책기획
추진목표
ㅇ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18~’22)에 의거한 지방과학기술 시책의 종합 및 체계화
ㅇ R&D기반 신규사업 발굴 및 효과적인 지역 R&D성과 창출을 위한 광주과학기술진흥 활
성화 방안 마련
ㅇ 과학기술 혁신계획 수립을 통한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 도모 및 지역 삶의 질 향상

추진내용
ㅇ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시행계획 수립
- (지방과학기술진흥시행계획 수립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이 투입되는 R&D 및 비
R&D 사업의 분류･정의하여 체계적인 연구개발 정책 수립
-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시행계획 수립지원) 과학기술진흥 예산 내 사회문제해결
R&D사업 체계적인 관리
ㅇ 과학기술진흥위원회 운영
- (광주과학기술진흥위원회 운영) 과학기술진흥위원회 중심의 과학기술 기본정책의 발전방
향 및 과학기술 개발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심의･조정
- (심의･의결 안건상정) ▲광주과학기술진흥종합 ’21년 추진실적 및 ’22년 시행계획/지식
재산기본계획 ’22년 시행계획, ▲’21년 광주과학기술 정책 주요 아젠다
ㅇ 지역 내 과학기술정책 기획･발굴
- (광주형AI-뉴딜 정책조사) 광주 AI 3대 뉴딜정책이 수립됨에 따라 지역 대표산업과 핵심
전략산업을 육성을 위한 정책 동향을 조사･분석하여 기업의 현황과 혁신역량을 진단
- (과학기술혁신정책 보고서) 각 분야 전문가를 활용하여 지역의 기존정책 현황을 진단하고,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방향성 제시 및 정책 제안

결과 활용방안
ㅇ 지역 내 수행 중인 R&D사업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효과적인 정책 수립자료로 활용
ㅇ 지역자원을 연계한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을 통해 광주 인공지능 기술 경쟁력 강화
ㅇ ’21년 한국판 뉴딜 2.0에 대응하는 광주형 AI-뉴딜정책 추진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과학
기술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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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분석
추진목표
ㅇ 지역을 중심으로 수행되는 R&D과제 투자 및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정
부(중앙 및 지방)의 R&D 투자 효율성 제고
ㅇ 지역 혁신기관을 대상으로 旣 수행 중인 R&D과제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지역에 강점이
있는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가시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토대 마련

추진내용
ㅇ 지역 R&D사업 조사･분석
- (광주 R&D사업 조사･분석) 지역 R&D과제 기본 및 전수조사를 통해 검증된 Lawdata를
기반으로 지역 R&D현황 자료 가공 및 분석
- ((공동)지역 R&D사업 조사･분석) 지자체 자체 R&D 투자규모를 파악하여 지자체의 지
역과학기술혁신정책의 효과분석을 위한 신뢰성 있는 기초자료 제공
ㅇ 지역 R&D사업 성과조사･분석
- 매년 정부예산의 총지출 규모 예산정보와 지자체 추경예산 간 중복성 검토
- 광주지역의 R&D 투입예산(중앙정부 및 지자체) 현황을 파악하고 투입된 R&D 사업에서
도출된 성과(논문, 특허, 사업화 성과 등)에 대한 심층 분석실시
ㅇ 지역혁신클러스터 및 지역혁신기관 조사･분석
- 광주 소재 R&D 연구개발 수행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비 투입, 부설 연구소 인증, 특허,
실용신안, 상표디자인 보유 등을 조사하여 지역 혁신클러스터별 활성도 분석
ㅇ 지역 연구장비 조사･분석
- ’21년 기준 장비 보유 현황과 연구개발 장비 활용실적을 조사･분석하여 공동 활용 활성화
및 장비 지원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광주시 연구개발 장비 DB 체계화

결과 활용방안
ㅇ 지역 R&D 조사 및 성과조사를 통해 지역 R&D예산 배분 및 과학기술 정책 수립에 기초
자료로 활용
ㅇ 지역 과학기술 관련 다양한 현안 및 분석정보 제공을 통해 지역 혁신기관(대학, 기업 등)의
효과적인 성과관리 체계 및 효율적 예산관리에 필요한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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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 R&D사업 기획･평가･관리
추진목표
ㅇ 국가 과학기술정책 연계를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맞춤형 신규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지역 R&D 투자유치 확대 및 R&D 혁신역량 제고에 기여

추진내용
ㅇ 지역 R&D사업 기획
- (산학연 연계 R&D과제기획(미래유망신기술))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획사업에 대하여 사
전 연구조사, 전문가 자문, 최종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사업비 지원 및 중앙부처 공모
사업 연계(8개 과제)
구 분

산학연 R&D 미래유망신기술 기획지원 접수 및 선정 결과
미래성장동력확보형

사회문제해결형

기타

합계

5

5

3

13

3

3

2

8

수요조사(건)

- (지역주도 R&D과제기획) 정부 및 광주시 정책을 반영한 기획과제 발굴을 위해 지역주도
R&D 기획분과 위원회(11명)를 운영하여 내실 있는 기획지원 추진
구 분

산학연 R&D 미래유망신기술 기획지원 접수 및 선정 결과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사회적가치창출

합계

수요조사(건)

3

8

6

17

선정과제(건)

1

5

4

10

- (국비 및 시비 신규사업 자체기획) “대학 R&D 활성화 지원사업(지자체 자체)” 및 “지역
R&D혁신지원 사업” 기획을 통해 R&D 전담조직으로서의 기능 강화
ㅇ 지역 R&D사업 평가･관리
- (연구기획사업 선정평가 및 컨설팅) 지역 내 전문가로 구성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위
원회 운영을 통해 정책 및 지역 현안 해결에 적합한 R&D과제 선정
- (旣 기획사업 유치 추진 및 추적관리) 광주 미래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성, 성과창출,
시급성, 기업수요, 유치 가능성 등의 재검토를 통해 유치 추진 대상 사업 선정 및 유치
추진
→ (’17~’20) 정부 R&D 신규 과제 11건, 총사업비 90,945백만원 유치, (’21) 1건,
1,00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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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활용방안
ㅇ 중앙정부 및 지자체 정책과의 정합성 및 타당성을 분석하여 신규 R&D사업 기획을 통한
예산확보 추진
- 광주 대전환 위원회와 연계협력을 통한 실천가능한 실행 의제 발굴 및 R&D기획 확대
추진
ㅇ 신규 R&D 기획사업 추적관리를 통한 R&D컨트롤타워인 과학기술진흥위원회 안건 상정
기회 제공

(4) 정보 구축･제공
추진목표
ㅇ R&D수행기관 및 기업을 대상으로 지역과학기술 R&D정책 정보를 수록한 간행물 제공을
통해 지역 현안을 공유함으로써 혁신정책을 발굴해낼 수 있는 환경 조성

추진내용
ㅇ 통계자료 및 성과확산
- (2022년 광주과학기술정책 이슈페이퍼) 지역 R&D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 현황을
진단 및 해결책 제시를 통해 지역 R&D 및 산업 정책적 방향 제시
- (2022년 사업안내서 및 포스터) 지역 내 혁신기관을 대상으로 정부 부처별 R&D사업 정
보를 가시성있게 정리하여 지역 정부 사업의 접촉면 확대
- (2022년 이슈리포트) 광주 지역과학기술혁신연구회 자문회의를 통해 발굴한 아젠다를 중
심으로 분야별 산업 및 정책사업 동향 작성 후 이슈리포트 발간(5종)

- (2022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R&D 예산사업 설명회) 지역 R&D 주체의 정부 및 광주시
지원사업 정보제공 및 추진 독려
- (연구개발지원단 성과물 만족도 조사) 연구개발지원단이 배포한 성과물에 대한 만족도 조
사를 통해 현황진단 및 문제점 파악
- (R&D역량강화 및 교육세미나) 국가･지역 과학기술정책 이해도 제고, 과학기술 사업기
획･행정관리 등 담당자 역량 개발을 위한 세미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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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역 R&D사업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R&D 정보시스템 운영보고서) 수요자 중심의 광주지역 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성과환
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결과 활용방안
ㅇ 정보 갱신 및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R&D현황 정보를 확대･제공함으로써 정보 활용성 및
접근성 강화

(5) 네트워킹
추진목표
ㅇ 신규사업 발굴･기획연구회를 운영하여 국비사업 유치를 통한 지역 R&D 예산을 확대하고,
지역 R&D사업 기획 체계를 개선하여 효율적인 지역 이슈발굴 시스템 구축

추진내용
ㅇ 지역과학기술혁신 연구회
- (지역과학기술혁신연구회 운영) 분야별 전문가(자문위원회)를 대상으로 지역 현안을 공유
하고 필요･시급성이 인정되는 이슈 발굴 및 기획
자문위원회(2회 개최)
- 지역 내 과학기술전문가
- 과학기술 아젠다 발굴

연구개발지원단
▶

- 지역과학산업 동향 분석
- 연계 네트워크 운영
- 이슈페이퍼 발간 지원

과학기술혁신연구회 (21회, 50명)
▶

- 수집된 자료 기반 이슈 도출 및
현안 진단
- 전문가별 이슈 원고작성

지역혁신기관과 교류를 통한 정책자료 발간(정책추진 방향 제시)

- (지역과학기술정책연구회 운영) 20년 旣 도출한 5개 분야(혁신인프라, 자동차, 의료･헬스
케어, 문화콘텐츠, 에너지)의 지역 R&D 현황진단 및 산업 정책적 방향 제시(3회, 15명
참석)
ㅇ 산･학･연 연계 기획연구회
- (분과별 산학연 연계협력 연구회 운영) 산학연 전문가를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현안 과
제발굴 및 기획(8개 과제, 71회 375명 참석)
- (지역주도 R&D기획 분과) 지역주도분과위원회를 통해 기업수요 기반 지역맞춤형 R&D
과제를 발굴하고 사업화 추진지원(10개 과제, 58회 336명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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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위원회 발굴
• 시 전실국과

▶

광주市/사무국

Agenda
도출

▶

위원회

기획과제 심의 컨설팅
및 선정

▶

과제심의委

과제
세부기획
기획 TFT

▶

국가
사업화
주관기관 / 광주市

<과제기획･관리 사업화 지원>
市 및 사무국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ㅇ 국제교류 및 협력
- ((신규)중국 광저우 혁신기관 MOU체결) 국제협력을 통한 지역 과학기술발전 상호 교류
협력 강화(인공지능 분야 기술개발 사업화 및 전문인력 양성 등)

결과 활용방안
ㅇ ’22년 선제적으로 지역현안 해결과제의 사업화 추진을 도모하고 후속 연계사업 매칭을 지
원하여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의 위상강화 및 인공지능 기술 트랜드 공유 및 세계적인
과학기술 저변확대
ㅇ ‘그린･스마트･펀 시티’ 조성을 위해 창업보육센터와 연계 협력((주)엑센트리벤처스 MOU
체결, ’22.02.14)하여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에 기술･교육 지원

(6) 자율과제
추진목표
ㅇ (공동연구사업) 국가와 지역 간의 표준화된 지표 개발을 통해 지역 자체 R&D 투자 대비
성과현황을 파악, 전국연지단 상호 정보공유 및 홍보활동을 통해 과학기술 거점역할 수행지원
ㅇ (리빙랩 운영) 전국연구개발지원단 상호협력과 정보공유하여 거점역할 수행을 지원, 정책
고객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통해 연구개발지원단 인지도 향상
ㅇ (R&D전담 관리사업) 기획 단계부터 R&D 전담기관이 성과와 연계･관리하여 지자체가 주
도하는 R&D관리 시스템 마련

추진내용
ㅇ 공동연구사업
- (공동성과 조사･분석) 지역 R&D사업에 대한 성과조사의 추진 근거인 제도적 마련 및 성
과분석 자료의 부정확성과 검증의 한계 필요 → 지역별 자체 R&D조사 결과에 따른 발
생성과 전수조사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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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지단 협의회 운영지원 및 ISSUE&FOCUS) 중앙정부-지역 연지단의 의사소통창구로서
지역 주도적 과학기술정책 및 R&D사업 필요성 전달
ㅇ 연지단 고유사업 발굴 및 기획(1)
- (미세먼지 시범실증단지 대상지선정 및 구축) 수요조사 → 타당성 검토 후 대상지 선정→
테스트베드구축 →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웹/앱 알림서비스 개발
- (시민 사용성 평가 및 만족도 조사) 시민참여단 구성 → 시민 행동 패턴 관찰[1차~3차
워크숍] → 최종사용자 평가 및 만족도 조사 진행
- (성과보고회) 사회문제 해결 리빙랩 운영을 통한 성과 결과물 공유 및 확대 방안 논의
ㅇ 연지단 고유사업 발굴 및 기획(2)
- (R&D전담지원조직으로서의 역할 확대) ① 대학 R&D경쟁력 제고 및 특성화 분야 발굴
(대학 R&D활성화 및 사업화 지원사업) ② 지속 성장 가능한 자생적 지역 과학기술 역량
강화 (지역 혁신 R&D지원사업)

결과 활용방안
ㅇ 중앙-지역 간 연계 활성화함으로써 연지단 역할 및 핵심기능 재정립하고, 연지단 존재 당
위성 확보하여 사업 확대를 위한 근거자료
ㅇ 정책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광산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여
광주시 주민 삶의 질 개선
ㅇ 중앙부처 R&D 대응을 위한 기획체계 마련 및 예산 확보 기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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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사업

1. 사업필요성 및 목적
연구개발 필요성
ㅇ 중앙･지역의 R&D역할분담 및 지방R&D종합기획 조정 강화를 위해 지방정부의 지역혁신
리더쉽 구축, 지역 혁신주체의 역량 극대화, 지역혁신 성장체계 고도화 전략 수립 중요
ㅇ 지자체 내 R&D사업의 종합기획 및 조정체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여 기존 단발성
단위사업이 분산･추진된 R&D 사업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
-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R&D사업은 부처별로 독립 및 분산되어, R&D과제의 중복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조정관리 운영이 중요
ㅇ 지자체 R&D사업을 체계적 추진할 수 있는 성과평가 및 관리･조정 체계 구축 필요
- 지자체 R&D사업의 체계적 성과평가를 추진하여 성과가 미흡한 사업을 관리･조정하여
지역산업 발전에 파급력이 있는 신규 R&D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체계 수립 필요
ㅇ 지역 R&D사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담조직 구성･운영 필요
- 지역 실정에 맞는 R&D전략 및 사업기획･관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지자체 산하 R&D
지원조직을 구성하여 지역주도의 R&D사업 운영이 필요
ㅇ 지역 내 R&D정보시스템 운영을 확대하여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R&D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혁신역량 자원 DB와 연계할 필요
- 지역R&D정책수립 및 효율적 자원관리를 위해 R&D정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NTIS 등 혁신역량 자원과 연계하여 지역 내 환류 필요

연구개발 목적
ㅇ 새로운 지역주도 R&I 전략 마련을 위한 투자방향 설정 및 체제 정비
ㅇ 대전 과학산업 정책 및 사업간 종합조정의 기초자료 활용을 위한 국가-지자체 R&D예산
조사･분석
ㅇ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R&D과제기획 및 발굴 추진
ㅇ 지역과학기술혁신 연구회 및 산학연 연계기획 협의회 추진
ㅇ 전국 연구개발지원단 간 지속적 네트워크 및 공동사업 추진으로 연구개발지원단지원사업의
지역R&D 거점기관으로서 역할 강화 및 지속적 공동연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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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해연도 사업성과 총괄

세부사업(프로그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
시행계획 수립

정책기획

조사･분석

지역 R&D
사업 기획･
평가･관리

정보구축･
제공

목표

실적

달성도

1

1

100%

사업비(백만원)

7

-

ㆍ지방과학기술진흥시행계획 수립
지원

필수

ㆍ과학도시 대전 그랜드디자인
추진전략
ㆍ지역 주도 융합연구혁신 활성화
방안
ㆍ개방형 정책플랫폼 구축 전략

필수

3

3

100%

10

56)

지역과학기술위원회 운영

4

1

25%

10

-

ㆍ대전과학기술위원회 개편 및
운영지원

필수

지역 R&D사업 조사･분석

2

2

100%

12

-

ㆍ지역 R&D사업 조사･분석
ㆍ중앙유입 R&D사업 조사･분석

필수

지역 R&D사업 성과분석

1

1

100%

5

-

ㆍ지역 R&D사업 성과조사･분석

필수

지역혁신클러스터 조사

1

1

100%

5

-

ㆍ대전지역 혁신클러스터 및 혁신기관
필수
현황 조사 및 분석

지역 R&D사업 기획

3

3

100%

30

337)

ㆍ대전시-대덕특구 협력 테스트베드
시범사업 발굴
ㆍ탄소중립 지능형 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기획
ㆍ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간
협력사업 기획

지역 R&D사업 평가･관리

1

1

100%

5

-

ㆍ지역 R&D사업 평가 및 환류 체계
구축

선택

통계자료 및 성과 확산

1

1

100%

5

-

ㆍ수요자 맞춤형 지능정보시스템
(DJTIS) 기반 지역 R&D 통계자료
및 정보 제공

필수

208)

ㆍ과학산업연구회 (10회)
ㆍ융합연구혁신연구회 (16회)
ㆍ창업사업화플랫폼 연구회 (10회)
ㆍ경제과학상생협의회(7회)
ㆍ과학문화진흥연구회 (6회)

필수

필수

21

49

233%

30

산학연 연계협력 연구회

12

26

217%

50

309)

공동연구사업

1

1

100%

20

-

ㆍ지역혁신클러스터 연계 조사분석

필수

연지단 고유사업
발굴 및 기획

5

10

200%

50

-

ㆍ혁신커뮤니티 활용 의제발굴 사업

선택

개방형 정책플랫폼 구축 전략
한중일 탄소중립 국제컨퍼런스
융합연구혁신연구회, 경제과학상생협의회
대덕특구 활성화 워킹그룹, 대학-출연연 지역 의제 발굴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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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ㆍ대덕특구 활성화 워킹그룹 (12회)
ㆍ바이오헬스리더스혁신포럼 (1회)
ㆍ대학-출연연 지역 의제 발굴
프로그램 (8건)
ㆍ대전형 산학연 협력모델 연구회
(4회)
ㆍ우주산업포럼 (1회)

네트워킹

6)
7)
8)
9)

비고

기타

지역 내 과학기술정책
기획･발굴

지역과학기술혁신연구회

자율과제

내용

연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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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사업별 성과 및 활용
(1) 정책기획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수립지원
추진목표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수립지원
➠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21년도 추진실적 점검 및 ’22년도 시행계획 수립 지원

추진체계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2021 추진실적 및 2022 시행계획 수립 만전
추진현황

추진내용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2020
추진실적 및 2021 시행계획 수립
과학기술위원회

계획

실적

달성도

1식

1식

100%

-

1회

25%

비고

2021년도 추진실적 및 2022년도 시행계획 수립지원 대응
과학기술위원회 개최를 통하여 과기부 제출(1식)

주요 성과

결과활용방안

-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주도 혁신성장 실현」을 위해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의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
-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계획에서 추진되고 있는 과제를 반영하고, 지역의 역점추진
현안과 연계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2022년 시행계획에 적극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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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과학기술정책 기획･발굴

추진목표

지역 주도 혁신성장 선도를 목표로 대전의 과학산업 육성방안을 기획하고 나아가 과학기술
기반의 도시문제 대응과 사회혁신을 위한 개방형 정책 플랫폼 구축

유기적 협력

과학기술정책 기획발굴 추진

추진체계

과학도시 대전
그랜드 디자인
추진전략

지역주도
융합연구혁신
활성화 방안

개방형 정책플랫폼
구축 전략

지역 내 과학기술정책 기획･발굴 3건 추진
추진내용
추진현황

계획

실적

달성도

과학도시 대전 그랜드디자인 추진전략

1건

1건

100%

지역 주도 융합연구혁신 활성화 방안

1건

1건

100%

개방형 정책플랫폼 구축 전략

1건

1건

100%

비고

<지역 과학기술정책 기획･발굴 성과물 3건>
① 과학도시 대전 그랜드디자인 추진성과 및 추진계획
② 한국기술혁신학회 발표집: 디지털 전환과 지역 과학산업 정책, 그리고 오픈 이노베이션
③ 개방형 정책플랫폼 기본계획

주요 성과

결과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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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하는 신규사업 기획 시 기초자료로 활용
- 지역 내 신산업분야 전략모델 수립 시 참고자료 활용
- 지역 R&I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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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학기술위원회 운영

추진목표

과학기술진흥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대전시의 기본시책
및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련된 사항 심의 운영지원

추진체계

25명 : 당연직(3), 시의원(1), 과학기술계(4), 대학(3), 경제(6), 언론인(2), 시민단체(2), 공공기관(4)

- 제8기 대전 과학기술위원회 조직개편 및 구성 지원

⦁대전과학기술위원회 구성(안) 기획지원(1회)
- ’22년도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시행계획 등의 심의･의결을 위한 운영 지원
추진현황

⦁’21년도 대전과학기술위원회 운영지원(1회)
추진내용

계획

실적

달성도

과학기술위원회 위원구성

-

25명

100%

과학기술위원회 운영지원

4회

1회

25%

비고
코로나19로 인한 축소운영

주요 성과

- 제8기 대전과학기술위원회 운영체계 개편 및 구성 지원
-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21년도 추진실적 및 ’22년도 시행계획 심의의결 지원

결과활용방안

대전의 과학기술진흥, 산업육성,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주요 시책 및 추진전략 마련을 위한
상시 운영 분과위원회 체계 구축으로 대전의 혁신 경쟁력 강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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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분석
지역 R&D사업 조사･분석

추진목표

- 대전지역에서 수행되는 과학기술진흥사업을 전수조사하여 R&D사업을 포함한 기타
과학기술진흥관련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의 현황을 제공하고, 다각적인 분석을 제시
- ’16년~’20년 대전지역에 유입되는 국가R&D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순수R&D와
대전시비, 민간투자 매칭사업에 대한 상세한 투자현황 파악

추진체계

- 대전지역에서 수행된 과학기술진흥사업에 대한 ’18~’21년 투자 추이, ’20~’21년 상세
투자 현황분석
- 대전광역시는 NTIS에서 제공받은 국가R&D사업에 대한 원자료(Raw data)를 기반으로 공동
조사 및 통계분석을 통해 지역내 유입되는 국가R&D사업 투자 현황 분석
추진현황

주요 성과

결과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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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내용
2018~2021년 대전시 과학기술진흥사업 투자 추이
2020~2021년 대전시 과학기술진흥사업 투자 현황
2020~2021년 대전시 과학기술진흥사업 투자 상세 현황
[연계 추진] 2021 지역 R&D사업 공동조사 연계
대전광역시 국가R&D사업 투자 현황 조사･분석
대전광역시 국가R&D업 매칭투자 현황

계획

실적

달성도

1종

1종

100%

비고

공동사업
1종

1종

100%

-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사업 조사･분석 보고서 1종 도출
⦁’18~’21년까지 대전시비, 중앙정부비, 민간투자비 등
⦁과학기술진흥사업 총 559개의 세부사업에 대한 DB 확보
- 대전광역시 중앙정부 R&D유입현황 조사･분석 보고서 1종
도출
⦁’16~’20년까지 대전지역 내에서 국비 또는 시비가 투자되는
국가R&D사업에 대한 총 31,043개 과제 DB 확보

- 대전과학기술진흥사업의 현황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역량 제고와
R&D기반의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대전지역에서 수행되는 과학기술진흥관련 활동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토대로 과학기술진흥
사업을 개관할 수 있는 주요자료를 제공하여 지방기술과학기술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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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R&D사업 성과분석

추진목표

- 대전시 연구개발(R&D)사업의 성과 현황조사 등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분석 결과를 활
용하여 투자 효율성 제고
- 대전지방과학기술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추진체계

- 대전시 국비･매칭 R&D사업과제 성과
⦁’18~’19년 대전시 국비･매칭 R&D 사업(과제)의 성과데이터 분석
추진내용

계획

실적

달성도

1건

1건

100%

비고

’18~’19년 대전시 연구개발 성과 현황 분석

추진현황

’18~’19년 대전시 연구개발 성과 상세 현황 분석
’18~’19년 대전시 연구개발 성과 결과 분석
[연계 추진] 2021 지역 R&D사업 성과분석 연계

공동사업

대전과학기술정보서비스(DJTIS) 정보 제공
- 대전광역시 DB 업데이트 및 보고서 게재

주요 성과

결과활용방안

- 대전광역시 연구개발사업 성과 조사･분석 보고서 1종 도출
⦁연구개발사업의 투자방향(선택과 집중), 예산의 효율적 배분,
R&D 기획 및 과학기술진흥의 정책지원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지방과학기술진흥계획 수립 및 DJTIS의 R&D사업 정보 제공에
활용

- 성과분석 결과는 지역 R&D정책 기획 및 평가, 차년도 예산 배분 등 과학기술 관련
정책 추진에 활용
- R&D사업 성과분석의 대상과 방법, 성과자료 검증 방식 등을 표준화하여 분석된 자료
비교의 객관성을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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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 클러스터 및 지역혁신기관 조사
추진목표

대전지역 혁신클러스터 내 기업과 산업 생태계 현황 조사분석과 혁신클러스터 집적
효과성 분석을 통한 지역혁신 생태계 육성정책 기초자료 마련

추진개요

대전지역 혁신클러스터를 대상으로 일반현황, 주요기능, 집적성 및 경제적 성과
분석을 통한 효과성 분석
추진내용

계획

실적

달성도

1종

1종

100%

비고

대전지역 혁신클러스터 일반현황 조사

추진현황

대전지역 혁신클러스터별 산업 및 기업 집적화 현황
’17~’19년 대전지역 집적도･경제적 성과 추이현황 분석
혁신클러스터별 경쟁/특화산업 분포현황 및 효과성 분석
[연계 추진] 2021 지역 혁신클러스터 공동조사 연계

공동사업

대전과학기술정보서비스(DJTIS) 정보 제공
- 조사분석 보고서 게재

주요 성과

결과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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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대전시 지역혁신클러스터 조사분석 보고서 1종 도출
⦁’17~’19년까지 제조업 기반 혁신클러스터 기업 DB 확보
*17년 8,982개, 18년 9,103개, 19년 9,297개 총 27,382
- 지방과학기술진흥계획 수립 및 DJTIS의 R&D사업 정보제공에
활용

- 혁신클러스터 내의 자원 및 역량 조사분석결과 기반의 지역 R&D 정책, 지역과학 혁신
전략 수립의 기초자료 확보
- 혁신클러스터 내의 산업분포 현황을 파악하고 집적화에 따른 강점 및 취약점 분석을 통
해 클러스터 성장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제2장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3) 지역 R&D사업 기획･평가･관리
지역 R&D사업 기획
추진목표

- 지역 주도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지역 수요기반의 R&D사업 기획 추진
- 지역 R&D사업의 성과평가 및 환류 체계 구축으로 선택과 집중에 기반한 지역산업 투
자전략 수립 및 투자 효과성과 전략성 제고

추진체계

추진현황

주요 성과

결과활용방안

추진내용

계획

실적

달성도

대전시-대덕특구 협력 테스트베드 시범사업 발굴

1건

1건

100%

탄소중립 지능형 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기획

1건

1건

100%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간 협력사업 기획

1건

1건

100%

비고

- 대전시 자치구 지역사회 문제 발굴 및 문제해결
과학기술 탐색 용역보고서 발간
- 「한･중･일 지방정부 탄소중립 지역혁신」 컨퍼런스
개최
-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협력사업 보고서 발간

- 대전시 자치구 지역사회 문제 발굴 및 문제해결 과학기술 탐색
⦁대덕특구의 연구개발 성과의 지역단위 활용 및 확산 기회 마련
⦁공공기술에 기반한 자치구 단위의 사회문제 해결가능성 제시
- 「한･중･일 지방정부 탄소중립 지역혁신」 컨퍼런스
⦁상향식 국가 정책 개발을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탄소중립 전략과 이행을 위한 혁신 정책,
글로벌 네트워크와 플랫폼, 실증적 모범사례 등 발굴･제안
-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협력사업
⦁플라스틱 순환도시 대전 기획단 참여 10개 기관의 실천사례 발굴
⦁정부의 한국형 순환경제 이행계획 수립 및 세부사업 추진을 구체화하는데 대전의 사례를 대
표적 참고로써 제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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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R&D사업 평가･관리

추진목표

- 대전시 연구혁신(R&I : Research and Innovation)사업의 성과평가 및 환류체계 구
축으로 지역 산업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효과성과 전략성을 제고
- R&I투자 방향 수립 및 시비지원 타당성･효과성 분석 기반 예산 배분 조정 체계 등 개
별 사업 운영 효율화 및 성과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투자선순환 체계를 구축

추진개요

추진현황

- 지역 R&D사업 성과 기반 환류체계인 대전 R&I 투자 선순환 체계(안) 마련
⦁DISTEP 자체 대전 R&I 투자 선순환 체계(안) 마련(’21.5)
⦁과학산업혁신사업 수행기관(경과협)과의 공동 워킹 그룹 운영(’21.8~12)
⦁R&D사업 기획･평가･관리 관련 전문가 대상 FGI 수행(’21.11~12)
- R&D사업 및 성과 조사 분석, 대전 지역 특허 분석 등 자체 조사분석 역량을 확보하고,
’22년부터 투자 선순환 체계의 단계적 추진을 준비
⦁일자리 경제국과 대전시 자체 창업지원 사업을 대상으로 한 성과 진단(분석) 및
예산배분조정(안) 도출 추진을 협의 완료

주요 성과

- 대전시 R&I 투자 선순환 체계(안) 도출
- 대전시 R&D 사업성과 및 지역 혁신성과(특허) 조사분석 보고서
발간(이슈페이퍼), 국제컨퍼런스 등을 통해 대외 발표

결과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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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력 기반의 환류 체계를 시범 추진(창업지원사업 등을 대상)하여 R&I 투자의 선순환
체계 조기 안착 및 활성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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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보 구축･제공
통계자료 구축 및 성과 확산

추진목표

- 시스템 이관 및 연간 유지･보수를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와 체계적인 운영관리 활용도
제고를 위한 고도화된 신규 대전과학기술정보서비스(DAON) 구축
⦁사용자 친화적 R&D 사업성과관리시스템 구축과 지역맞춤형 R&D 콘텐츠 제공

대전과학기술정보서비스(DJTIS) 구성도

시스템
구성도

- 연지단 지원사업 이관에 따른 대전과학기술정보서비스 시스템 이전
⦁대전TP → 대전과학산업진흥원 / ’21.02.28
- R&D 정보의 연속적 제공을 위한 DJTIS 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전문용역기관을 통해 ’21.05.13~’22.02.28(6개월간)까지 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추진현황

추진내용
사업/과제 정보 구축 및 제공(34,247건)
R&D 통계정보 갱신(5종 27항목)
사업공고, 보고서 등 R&D 콘텐츠 제공(41개)
시스템 콘텐츠 수정 및 변경
운영 현황 분석 및 활용도 제고 방안 도출
기타 전반적인 오류사항 체크 및 처리 등

계획

실적

달성도

1식

1식

100%

비고

- 신규 대전과학기술정보서비스(DAON*) 구축 중(’21.11~’22.05)
* DAON : Daejeon Archive ON R&D

주요 성과

결과활용방안

- (관리측면) 대전시 지역 R&D 사업･성과의 통계화 및 R&D 콘텐츠 게시 등
- (운용측면) DISTEP 이관 이후 DJTIS 이용률 평균 98.3% 증가
- (활용측면) 지역 R&D･과학기술에 대한 기초자료 제공
- 지역 R&D 정보포탈로써 체계적 데이터 구축･관리를 통해 증거(데이터) 기반의 지역
맞춤형 R&D 분석에 활용
- 지속적인 시스템 운영･유지보수를 통한 지역 R&D 정보제공으로 지역 혁신주체들의
정보 접근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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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네트워킹
지역과학기술 혁신연구회

추진목표

- 대전 지역 과학기술의 효율적 운영과 성과 극대화를 위해 지역 과학기술혁신 연구회
운영 및 기획보고서 발간
- 지역 과학기술 혁신플랫폼 구축을 위한 과학산업연구회, 융합연구혁신연구회,
창업사업화플랫폼 연구회, 경제과학상생협의회 등의 포럼 운영

추진내용

- (과학산업연구회) 대전지역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
역경제 이슈에 대한 정기적 기획 세미나를 통해 대전과학산업의 육성 및 발전방안을
모색
- (융합연구혁신연구회) 대덕특구 리노베이션의 중심축으로 공간･생태계 측면을 고려, 융
합과 혁신이 이루어지는 플랫폼 구축을 위한 네트워킹 추진
- (창업사업화플랫폼 연구회) 지역 스타트업 육성 투자펀드의 조성･운영 등 지역주도 혁신과 대
전 과학산업 성장을 위한 창업사업화 플랫폼 설계* 연구회 구성･운영
- (경제과학상생협의회) 대전의 경제･과학 분야 주요 혁신지원기관간 상생협력방안을 모
색하는 경제과학상생협의회 운영
지역과학기술 혁신연구회 운영
추진내용

추진현황

-

계획

실적

달성도

과학산업연구회

6회

10회

167%

융합연구혁신연구회

3회

16회

533%

창업사업화플랫폼 연구회

6회

10회

166%

경제과학상생협의회

6회

7회

117%

대전과학문화진흥연구회

-

6회

-

비고

과학산업연구회 10회 개최
융합연구혁신연구회 16회 개최
창업사업화플랫폼 연구회 10회 개최
경제과학상생협의회 7회 개최
대전과학문화진흥연구회 6회 개최

주요 성과

결과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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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지자체 사업 기획 활용) 지역과학기술 혁신연구회에서 도출된 정책과제는 향후
대전시 및 중앙 사업발굴, 국책사업 기획, 시책사업 기획에 참고자료로 활용
- 도출된 정책과제 중 보다 중점적인 연구 및 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차년도
정책기획과제로 선정하여 추가적인 연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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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 연계협력 연구회

추진목표

- 지역 혁신기관 간 체계적인 협력을 위한 지역 산학연 연계협력 연구방안 도출
- 산학연 연계협력 연구회 운영을 통한 개방형 공유 네트워크 활성화

추진내용

- (대덕특구 활성화 워킹그룹) 대전시-대덕특구 상호협력 방안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개발하고 기획할 수 있는 실행조직을 만들고 운영
- (바이오헬스리더스혁신포럼) 효율적 연구혁신과 지역산업 성장 지원을 위한 지역 내
혁신지원기관 간 연계 협업체계 강화
- (대학-출연연 지역 의제 발굴 프로그램) 지역 대학과 함께 지역 발전 주도 정책의제
도출을 통한 지역 산업 특성화 발전 촉진 및 경제 활성화 기여
- (대전형 산학연 협력모델 연구회) 지역혁신 역량 강화와 혁신 촉진 체계 정립을 위해
협력을 통한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프로그램 구축 추진

산학연 연계협력 연구회 운영

추진현황

-

추진내용

계획

실적

달성도

대덕특구 활성화 워킹그룹

4회

12회

300%

바이오헬스리더스혁신포럼

1회

1회

100%

대학-출연연 지역 의제 발굴 프로그램

3건

8건

267%

대전형 산학연 협력모델 연구회

4회

4회

100%

비고

대덕특구 활성화 워킹그룹 12회 개최
바이오헬스리더스혁신포럼 1회 개최
대학-출연연 지역 의제 발굴 프로그램 8건 발굴
대전형 산학연 협력모델 연구회 4회 개최

주요 성과

결과활용방안

- 대전 지역 내 수요와 부합하는 교육 및 연구기능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산학연
협력모델 구축
- 대학 및 연구소 인적･물적자원의 적절한 활용을 통해 지역 발전의 유기적 협력 생태계
조성
- 대전의 자생적 산업 생태계 및 기업 혁신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개방형 공유 네트워크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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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율과제
연지단 고유사업 발굴 및 기획
추진목표

추진체계

대전과학산업의 주요 의제 발굴을 위해 이해관계자가 직접 혁신적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제안하는 공동 의제 도출 방식의 커뮤니티 운영지원

- 지역 내 분야별 커뮤니티와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의 협업 체계 구성
⦁(DISTEP) 지역 내 커뮤니티 발굴･지원･육성을 통한 대전과학산업진흥원-커뮤니티
파트너십 구축
⦁(커뮤니티) 커뮤니티 활동을 토대로 대전산업발전 및 과학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의 역할과 비전 및 혁신적 의제와 전략안 도출

- 추진경과
신청 및 접수

⇨
’21.7

추진현황

주요 성과

결과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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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심사
및 공고

Kick-off 회의

⇨

’21.8

중간점검

⇨
’21.8.18-20

최종점검

⇨
’21.9.28-30

’21.12.1

⦁총 11개 커뮤니티 신청에 따라 선정 심사를 거쳐 10개 커뮤니티 선정
⦁Kick-off 회의 후 커뮤니티별 활동에 따라 의제 구체화 진행
⦁활동 내용 공유 및 논의를 위한 중간점검 및 최종점검 추진
추진내용

계획

실적

달성도

혁신커뮤니티 활용 의제발굴사업

1

1

100%

비고

- 대전산업발전 및 과학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제 총 10건
도출
- 도출된 의제 전달 및 공유를 위한 활동 보고서 1건 발간

- (의제발굴) 커뮤니티 활동 결과를 토대로 대전산업발전 및 과학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의 역할과 비전 및 혁신적 의제와 전략안 도출
- (로컬 커뮤니티와의 장기적 파트너십 구축) 대전시가 가진 중요한 혁신자원으로서
과학기술인 커뮤니티, 시민참여형 로컬 커뮤니티, 청년 및 글로벌 커뮤니티 등
자생적인 혁신커뮤니티의 발굴･지원･육성 지원
⦁지역혁신과 관련한 지식과 노하우를 교류하고, 나아가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의 후속
사업을 함께 도모할 장기적 관점의 파트너십 구축의 토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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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ㅇ 지역혁신기관 및 혁신클러스터 공동조사분석
사업취지 및 목적
ㅇ (추진배경) 지역주도 과학기술정책수립을 위해 연지단 지원사업 중 공동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ㅇ (목적) 지역에 입지한 혁신기관 및 혁신클러스터 내 자원 및 역량현황 조사분석을 통한 지역 R&D 정책,
지역과학 혁신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혁신기관 현황조사 및 클러스터의 제조업 단위 집적도･경제적 성과 분석
구 분

추진내용 및 실적
회의
1차

2차

추진내용
개최일자/장소 : 2021.4.27(화) / 온라인 화상회의
참석인원 : KISTEP, 공동조사분석 TFT(전북, 경북, 인천, 대전)
주요내용 : 과업범위 설정 논의
개최일자/장소 : 2021.8.20(금) / 온라인 화상회의
참석인원 : 공동조사분석 TFT(전북, 경북, 인천, 대전) 실무자
주요내용 : 과업범위 설정 및 조사방법 논의

실적

[1차]

[2차]

[5차]

[6차]

개최일자/장소 : 2021.8.24(화) / 온라인 화상회의
참석인원 : KISTEP, 공동조사분석 TFT(전북, 경북, 인천, 대전)
주요내용 : 조사범위 최종 협의(현황, 특화분야 등) 및 지역 분담
3차

지역 구분
전북(3)
대전(3)
경북(4)
인천(3)

담당 지역
광주, 제주, 전남
세종, 충남, 충북
경남, 부산, 울산, 대구
경기, 강원, 서울

추진
내용 및
실적

4차

개최일자/장소 : 2021.9.2(목) / DISTEP 2층 회의실(대전)
참석인원 : 공동조사분석 TFT(전북, 경북, 인천, 대전) 실무자
주요내용 : 혁신클러스터 보고서 목차, 제시내용 등 구체화 논의

Story

5차

개최일자/장소 : 2021.9.15(수) / 온라인 화상회의
참석인원 : KISTEP, 공동조사분석 TFT(전북, 경북, 인천, 대전)
주요내용 : 조사대상 확정 및 활용 데이터셋 논의

6차

개최일자/장소 : 2021.11.8(월) / 대전역 커피안디옥 회의실(대전)
참석인원 : 공동조사분석 TFT(전북, 경북, 인천, 대전) 실무자
주요내용 : 보고서 목차 정립 및 분석 데이터셋 활용항목 논의

개최일자/장소 : 2021.11.25(목)~26(금) / 전북 전주
워크샵 참석인원 : KISTEP, 공동조사분석 TFT(전북, 경북, 인천, 대전)
주요내용 : 전국 지자체 조사분석 데이터 공유 및 점검 등
7차

개최일자/장소 : 2021.12.13(월) / 대전역 회의실(대전)
참석인원 : 공동조사분석 TFT(전북, 경북, 인천, 대전) 실무자
주요내용 : 권역별(대전 : 충청권) 조사 및 통계분석 현황 공유

8차

개최일자/장소 : 2022.1.10(월) / 대전 애트 회의실(대전)
참석인원 : KISTEP, 공동조사분석 TFT(전북, 경북, 인천, 대전)
주요내용 : 혁신클러스터 가이드맵 시안 및 디자인 검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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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사업

1. 사업필요성 및 목적
연구개발 필요성
ㅇ 울산시는 2015년, 울산 지역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기본시책과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울산광역
시 과학기술진흥 조례」를 제정
- 울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제3조에 따라 매년 ‘과학기술진흥시책’을 수립하고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음
- 또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진흥위원회를 구성하여 운
영하고 있음
ㅇ 상기와 관련하여 울산시는 울산테크노파크를 연구개발지원단으로 지정하여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지역의 과학기술진흥과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에
서 운영하고 있는 「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사업」을 수행 중

연구개발 목적
ㅇ 지역 R&D 전담기관으로서 과학기술혁신 정책 주도 및 과학기술기반 기술강소기업 육성
- 울산 특성을 반영한 지역 과학기술 R&D 정책 발굴･기획
- 체계적 지역 R&D 사업 및 성과 조사･분석을 통한 지역 Data Base 신뢰성 제고
- 지역 R&D 사업 기획･평가･관리체계 공고화 및 지역현안문제 발굴･기획 강화
- 중앙 통합관리시스템(RTIS-NTIS 등)과의 연계 체계 구축 및 데이터 기반 지역 통계자료
제공･활용성 확대
- 체계적 교류･협력 네트워킹으로 혁신 R&D 생태계 구축 및 울산 과학기술문화 확산
- 전국 연구개발지원단 간 공동과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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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해연도 사업성과 총괄

세부사업(프로그램)

정책기획

조사･분석

목표

실적

달성도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시행
계획 수립

1

1

지역 내 과학기술정책
기획･발굴

1

지역과학기술위원회 운영

사업비(백만원)

내용

비고

-

ㆍ지방과학기술진흥시행계획 수립
지원

필수

50

-

ㆍ지역 R&D 육성 방안 수립

필수

100

10

-

ㆍ지역 과학기술위원회 운영 지원

필수

1

100

30

-

ㆍ지역 R&D사업 현황 조사

필수

1

1

100

25

-

ㆍ지역 R&D사업 성과 조사

필수

1

1

100

15

-

ㆍ지역 혁신클러스터 현황 조사

필수

4

4

100

45

-

ㆍ지역 R&D사업 수요발굴 및 기획

필수

-

5

-

30

통계자료 및 성과 확산

2

3

150

25

-

ㆍ홍보･확산 제작물(2식)
ㆍ지역 R&D사업 홍보･확산 활동
(1회)

필수

지역 R&D사업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1

1

100

15

-

ㆍ지역 R&D사업 관리시스템
구축･운영･개선

선택

필수

연지단

기타

100

10

2

200

1

1

지역 R&D사업 조사･분석

1

지역 R&D사업 성과분석
지역혁신클러스터 조사

지역 R&D사업 기획
지역 R&D
사업 기획･
평가･관리 지역 R&D사업 평가･관리

19010) ㆍ지역 R&D사업 평가･관리

정보구축･
제공

네트워킹

자율과제

선택

지역과학기술혁신연구회

10

15

150

40

-

ㆍ지역 과학기술혁신 협의회(4회)
ㆍ리빙랩 네트워크(3회)
ㆍ자원순환 클러스터 협의체(2회)
ㆍ정책보고서 및 이슈페이버 발간
(6건)

공동연구사업

1

1

100

20

-

ㆍ지역 R&D사업 공동 성과분석

필수

연지단 고유사업 발굴 및
기획

1

1

100

30

-

ㆍ연지단 고유사업 발굴 및 기획

선택

권역별 클러스터 발전방안
연구

1

1

100

15

-

ㆍ연지단 고유사업 발굴 및 기획

필수

10) 2021년 연구개발 기반설립 지원사업, 2021년 울산 기술강소기업 유치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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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사업별 성과 및 활용
(1) 정책기획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 시행계획 수립 지원
ㅇ 추진목표
- 지방과학기술진흥정책을 통한 지역혁신역량 제고
ㅇ 기본방향
- 지자체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시행계획 수립 지원
- 지역별 시행계획 이행 여부 점검
ㅇ 추진내용 및 범위
- 울산시 전년도(2021년)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조사
∙ 2021년 기본전략에 따른 주요 투자실적 조사(R&D 집행 사업비, 사업성과 등)
∙ 중점 전략 분야별 대표적 성과도출
∙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개선 및 보완사항 방향 제시
- 울산시 차년도(2022년)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시행계획 수립지원
∙ 2022년 울산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시행계획 추진목표 설정
∙ 중점 전략 분야별 정책 수립 및 사업 방향 설정
∙ 2022년 수행 및 예정 사업 조사(R&D 투자 예정 사업비, 추진계획 등)
ㅇ 추진전략
- 울산 과학기술진흥 R&D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략, 중점 정책 방향 모색
- 울산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시행계획 실적점검을 통한 정책 제언
- 울산 4대 주력산업(자동차, 조선, 화학, 에너지) 중심의 환경조사에 따른 현재 현황 및
미래 추진 방향 제시
ㅇ 연구개발 결과물
- 울산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2021년도 추진실적 및 2022년도 시행계획 보고서 1건

지역 내 과학기술정책 기획･발굴
ㅇ 추진목표
- 지역 여건에 맞는 과학기술혁신 분야 발굴 및 지역 혁신클러스터 육성정책을 위한 지원
자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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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본방향
- 지역이 전문화할 중점분야에 대한 중장기 육성방안 수립
- 지역 혁신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구수행
ㅇ 추진내용 및 범위
- 울산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 과학기술 R&D 정책 발굴･기획
- 울산 혁신성장을 위한 미래 유망분야 신사업 기획
- 울산 산업구조 개편 및 신산업 육성방안 계획 수립 및 연구수행
ㅇ 추진전략
- 울산 중소기업 기술혁신 현황 조사･분석을 통한 기술혁신역량 촉진 방안 모색
- 울산 지역산업 특성 및 지역혁신자원(연구개발, 제조, 창업 인프라 등) 분석을 통한 신사
업 발굴･기획
- 울산 지역경제･산업(인구, 산업, 경제, 고용 등) 통계자료를 활용한 실태분석 및 혁신성장
역량진단
ㅇ 연구개발 결과물
- 정책기획보고서 1건

지역과학기술위원회 운영
ㅇ 추진목표
- 지역과학기술 발전 및 지역과학기술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육성방향 제시
ㅇ 기본방향
- 지자체 지역과학기술위원회 운영 지원 및 지역과학기술 정책안건 상정 지원
ㅇ 추진내용 및 범위
- 울산 과학기술위원회 개최･운영 지원
∙ 울산 과학기술위원회 위원 구성
∙ 울산 과학기술위원회 상정 안건 및 정책 발굴
ㅇ 추진전략
- 울산 과학기술진흥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연구개발지원단 간 협력 강화
- 울산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안건 상정을 통한 육성 방향 제시
ㅇ 연구개발 결과물
- 울산 지역과학기술위원회 개최 결과보고서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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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분석
지역 R&D사업 현황 조사･분석
ㅇ 추진목표
- 지자체 지역과학기술혁신정책 수립 기초자료 생산
ㅇ 기본방향
-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R&D사업을 과제단위로 조사하여 지역 내 혁신활동 세부 현황을
제시
ㅇ 사업내용 및 범위
- 2020년 울산 R&D사업 현황 조사
∙ (조사대상) 2020년 울산에서 진행된 국비, 국비매칭, 지자체 자체 연구개발사업(과제)
∙ (조사항목) 총 46개 항목(사업단위 19개 / 과제단위 27개)
∙ (조사방법) 국비 및 국비매칭은 NTIS 자료 활용 / 지자체 자체는 직접조사
- 조사된 주요항목 검증
∙ (신규/계속 항목) 전년도(2019년) 조사 자료와 비교
∙ (조사대상 항목) R&D 사업(과제) 여부 확인 및 R&D 수행기관에 한하여 연구기관지
원사업 확인
∙ (NTIS 지역코드) 오류 발생 확인 여부 및 원인 파악
∙ (지방비 매칭 사업비) 국비 매칭 사업(과제)에 한하여 지방비 매칭 사업비 검증
∙ (항목별 분류코드) 연구개발단계, 연구수행주체, 기술수명주기, 미래유망신기술 등 사
업 성격에 따른 분류코드 검증
∙ (산업기술분류) 2021년 개정된 산업기술분류 적용 및 검증
- 조사 및 검증된 R&D사업 현황 DATA를 활용하여 울산 R&D사업 현황 분석
ㅇ 추진전략
- 울산시 및 울산 지역 내, 지역혁신기관 협조 요청
- 공개된 자료와 비교 분석(중앙정부 예산설명서, 사업계획 및 공고, 전년도 울산 지방과학
기술진흥종합계획 시행계획 등)
- 지역 R&D사업 성과 조사･분석 세부과제와 연계 진행
ㅇ 연구개발 결과물
- 2021년도 울산 R&D사업 현황 조사･분석 보고서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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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R&D사업 성과 조사･분석
ㅇ 추진목표
- 지자체 지역과학기술혁신정책의 효과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ㅇ 기본방향
- 지역 R&D사업의 성과와 활용 관련 조사 및 정책 제안
ㅇ 추진내용 및 범위
- 2019년 울산 R&D 사업 성과 조사
∙ (조사대상) 2016년~2019년 울산에서 진행된 국비, 국비매칭, 지자체 자체 연구개발사업
(과제)의 발생된 성과
∙ (조사항목) 총 5개 항목(논문, 특허, 기술료, 사업화, 지역별 우수사업 사례)
∙ (조사방법) 국비 매칭은 NTIS에서 제공하는 지역별 성과데이터 활용 / 지자체 자체는
직접조사
- 조사된 주요항목 검증
∙ (논문) 클래리베이트(社)의 WOS(Web Of Science) DB를 기준으로 검증
∙ (특허) 특허청 DB를 기준으로 진위 여부 검증
∙ (기술료) 세부과제별로 기술료 징수현황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한 후, 조사한 입력 수
치와 비교 검증
∙ (사업화) 검증할 수 있는 DB가 없어 사업담당자가 입력한 정보 그대로 분석에 활용
- 조사 및 검증된 R&D 성과 현황 DATA를 활용하여 울산 R&D사업 성과 분석
ㅇ 추진전략
- 울산시 및 울산 지역 내, 지역혁신기관 협조 요청
- 공개된 자료와 비교 분석(WOS, KIPRIS 등)
- 자율과제 중 공동 연구사업 세부과제와 연계 진행
ㅇ 연구개발 결과물
- 2021년도 울산 R&D사업 성과 조사･분석 보고서 1건

지역혁신클러스터 조사･분석
ㅇ 추진목표
- 지역별 혁신기관 및 클러스터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혁신정책 수립에 활용
ㅇ 기본방향
- 지역별 혁신기관 및 클러스터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지역 과학기술 및 산업 여건 기반
으로 기능 연계, 통합 등 개편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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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추진내용 및 범위
- 2021년 울산 혁신클러스터 현황 조사
∙ (조사대상) 울산의 과학기술 혁신역량 및 형성된 클러스터, 특구, 연구단지, 산업단지 등
∙ (조사항목) 총 10개 유형(벨트 1개, 클러스터 1개, 단지 5개, 특구 3개)
∙ (조사방법) 과학기술 혁신역량은 KISTEP에서 발간한 연구개발활동 조사 보고서의 통
계표 및 KOSIS, NTIS 자료 활용 / 혁신클러스터는 통계청 MDIS(마이크로데이터)
자료활용
- 조사된 주요항목 검증
∙ (클러스터 형성 지역) 중앙정부에서 고시한 각종 클러스터 및 특구 지역과 통계청
MDIS 자료와 비교 검증
∙ (클러스터 내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통계청 MDIS 자료 중 공개된 범위 내, 수치와
비교 검증
∙ (산업단지) 개발 중, 개발 완료 여부 확인
- 조사 및 검증된 지역혁신클러스터 현황 DATA를 활용하여 울산 혁신클러스터 현황 분석
ㅇ 추진전략
- 공개된 자료와 비교 분석(중앙정부 고시, 통계청 자료, 울산시 홈페이지 등)
- 전국 및 울산의 과학기술 혁신역량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고
울산에 형성된 혁신클러스터와 연계하여 보완 및 개선방안을 모색
- 자율과제 중 권역별 클러스터 발전방안 연구 세부과제와 연계 진행
ㅇ 연구개발 결과물
- 2021년도 울산 혁신클러스터 조사･분석 보고서 1건

(3) 지역 R&D사업 기획･평가･관리
지역 R&D사업 기획
ㅇ 추진목표
- 지역 내 과학기술 수요발굴 및 지역 R&D사업 기획을 통한 지자체 사업 기획 역량 제고
ㅇ 기본방향
- 지역 현안과 관련된 지역 맞춤형 R&D사업 기획 추진 및 타당성 검토
ㅇ 추진내용 및 범위
-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수행 예정인 R&D사업에 대한 울산 지역의 수요발굴 및 조사
∙ 지역혁신기관 및 기업 등 연구수행주체 중심의 R&D사업 수요발굴 및 조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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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조사 결과에 대한 우수 사업 선정 및 타당성 확보를 위한 기획위원회 구성･운영
∙ 산･학･연 등 전문가 pool을 구성하여 기획위원회 운영
∙ 수요조사서 검토 및 사전기획서 준비를 위한 컨설팅 수행
- 울산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R&D사업 기획 및 추진
∙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역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R&D사업 기획･추진
ㅇ 추진전략
- 울산시 및 울산 지역 내, 지역혁신기관 협조 요청
- 지역현안문제 발굴･기획을 위한 주민-지자체-연구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 마련
- 지역과학기술혁신 협의회 및 리빙랩 네트워크와 연계 추진을 통한 아이디어 및 신기술
정보 교류
ㅇ 연구개발 결과물
- 지역 R&D사업 기획보고서 4건

지역 R&D사업 평가･관리
ㅇ 추진목표
- 지자체의 지역 R&D사업 효율화 추진
ㅇ 기본방향
- 지자체가 매칭하는 사업 및 지자체 자체 사업의 평가･관리를 통해 지역 R&D사업 효율
화 및 정책 보완 추진
ㅇ 추진내용 및 범위
- 중앙정부 및 지자체 매칭 R&D사업에 대한 관리 수행
∙ 중앙정부의 전담기관과 R&D사업 수행 주체인 주관기관과의 중간 연결 역할로 사업
협약 체결, 협약 내용 변경, 중간 점검, 연차 및 최종 평가 등 주요 일정 및 절차 안
내･대응
- 지자체 자체 R&D사업 운영 및 평가･관리 수행
∙ 울산 지역산업 및 기업 육성을 위한 지자체 자체 R&D사업 수행
∙ 사업 수행에 따른 과제 선정 및 최종 평가 수행
∙ 과제 관리를 위한 중간 점검 및 모니터링, 전문가 컨설팅 등 수행
ㅇ 추진전략
- 연구개발지원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우선 추진하고, 향후 지자체 전 사
업으로 확대 추진
125

2021년도 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사업 최종보고서
`

- 지역 R&D사업 평가체계 보완 및 강화
∙ 지자체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R&D사업에 대하여 과제 및 기업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객관적인 평가체계 확립
- 산･학･연･관 성과확산 MOU 체결
∙ 지자체, 기획･평가･관리기관, 지역산업체, 지역대학, 지역혁신기관 간 성과확산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
ㅇ 연구개발 결과물
- 지역 R&D사업 평가･관리 결과보고서 5건

(4) 정보 구축･제공
통계자료 및 성과 확산
ㅇ 추진목표
- 연구개발지원단에서 구축한 조사･결과 및 기타 활동의 성과 확산 추진
ㅇ 기본방향
- 연구개발지원단 성과 확산을 통한 지역 내의 혁신활동 촉진을 위해 추진된 활동
ㅇ 추진내용 및 범위
- 울산 R&D사업 투자 연구비 및 성과에 대한 통계자료 제공
∙ 전년도 R&D사업 현황 및 성과 결과 공유
∙ R&D사업 기획 시, 통계자료 활용
- 연구개발지원단에서 수행･관리하고 있는 지자체 자체 R&D사업 중심으로 홍보 활동 수행
∙ 사업 규모, 분야, 일정, 지원내용 등 R&D사업 정보 게시
∙ 보도자료를 통한 R&D사업 수행 성과 확산 등
ㅇ 추진전략
- 유형별 R&D 투자 및 성과 정보 제공을 통한 활용성 강화
- 홈페이지 및 온라인 메신저(챗봇, BizBot) 등을 통한 R&D사업 홍보
ㅇ 연구개발 결과물
- 홍보･확산 제작물 1식 / 활동 보고서 1건

지역 R&D사업 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ㅇ 추진목표
- 지자체의 R&D사업 운영 시스템 구축 및 개선
126

제2장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ㅇ 기본방향
- 지역 R&D사업 관리시스템 구축･운영･개선 등을 추진
ㅇ 추진내용 및 범위
- 울산 R&D성과물 정보 관리시스템(UTIS) 운영 및 활용성 확대
∙ 전년도 울산 R&D사업 투자 연구비 및 성과에 대한 통계 DB 자료 업데이트 및 제공
∙ 국비 및 국비 매칭 사업 관련 정보는 RTIS, NTIS, KIPRIS 등 중앙정부에서 운영하는
R&D 관련 시스템과 연계
∙ 지자체 자체 사업 관련 정보는 직접 조사하여 별도 제공
ㅇ 추진전략
- 지역 내 정보시스템 간 비교를 통한 불필요한 콘텐츠 정비 및 간소화
- 지역과학기술혁신 협의회와 연계하여 지역 R&D사업 기획 시, 통계자료 활용 추진
ㅇ 연구개발 결과물
- 울산R&D성과물정보관리시스템(UTIS) 운영 결과보고서 1건

(5) 네트워킹
지역과학기술혁신 협의회 운영
ㅇ 추진목표
- 자율적인 지역혁신정책 발굴과 지역의 현안공유 등을 통한 유기적인 정책추진 환경 구축
ㅇ 기본방향
- 지역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연구회를 구성하고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지역 현안 논의 및
육성 방안 기획
ㅇ 추진내용 및 범위
- 울산 지역과학기술혁신 협의회 구성･운영
∙ 울산 지역과학기술혁신 협의회 위원 pool 구성
∙ 정기적 운영(분기별 1회)을 통한 협의회 체계 확립
∙ 산･학･연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정보･이슈 공유
∙ 지역 과학기술혁신정책 발굴 및 지역 현안 이슈 도출
- 울산 리빙랩 네트워크(UNoLL) 운영을 통한 아이디어 발굴 및 과제 기획
∙ 지역현안문제 발굴･기획을 위한 지역혁신기관 및 중소기업 관계자, 지역주민 등 리빙랩
네트워크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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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현안문제 중심의 의견 청취를 위한 소통 창구 마련
- 과학기술혁신협의회 및 리빙랩 네트워크 등 지역 전문가를 활용한 정책보고서 및 이슈페
이퍼 발간
ㅇ 추진전략
- 울산연구개발지원단-지자체-정부출연연구소-유관기관(기업) 전문가 중심의 지역과학기술
혁신 협의회 구성을 통한 유기적인 R&D 환경 조성
- 과학기술혁신협의회 소속 기관별 추진사업 및 실적 공유를 통한 협력적 지역 과학기술혁
신정책 발굴
- 해외 우수사례 검토 및 지역 과학기술정책 적용 방안 모색
ㅇ 연구개발 결과물
- 울산 지역과학기술혁신 협의회 운영 결과보고서 4건
- 지역 현안 정책보고서 3건 / 이슈페이퍼 3건

(6) 자율과제
공동 연구사업
ㅇ 추진목표
- 연구개발지원단 간의 협력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 발굴 운영
ㅇ 기본방향
- 연구개발지원단 간 공동과제를 구성하여 사업추진
ㅇ 추진내용 및 범위
- 전국 R&D사업 현황 조사･분석의 일환으로 울산 R&D사업 현황 조사 및 자료 제출
- 전국 R&D사업 성과 조사･분석의 일환으로 공동 성과조사 TFT 및 중간 PM 역할 수행
∙ 울산을 제외한 6개 지역(세종,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자료 취합 및 검토 후,
총괄 PM(경기)으로 제출
∙ 조사된 전국 성과 데이터 검증･분석 수행
∙ 검증된 자료를 활용하여 전국 R&D사업 성과 조사･분석 보고서 작성
- 기타 전국 연구개발지원단 운영 관련 자료 작성 및 대응
∙ 전국 연지단 소식지 Issue & Focus 관련 자료 대응
∙ NTIS-RTIS 홈페이지 통합 관련 자료 대응
∙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한 법률 제정 연구 관련 자료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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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추진전략
- 공동 TFT와 연계협력을 통한 체계적 지역 R&D사업 성과 조사･분석 실시 및 보고서 작
성･발간
- 지역 R&D사업 성과 조사･분석 결과 공유 및 활용방안 모색
ㅇ 연구개발 결과물
- 전국 R&D사업 성과 조사･분석 보고서 1건

연지단 고유사업 발굴 및 기획
ㅇ 추진목표
- 연구개발지원단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ㅇ 기본방향
- 연구개발지원단이 독립적으로 성장하고 지자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 마련
ㅇ 추진내용 및 범위
- 울산 연구개발지원단의 독립적 성장을 위한 발전방안 연구기획 또는 관련 사업 발굴･기획
∙ 울산 리빙랩 네트워크 활용 및 지역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발굴･기획 등
∙ 울산의 과학문화확산을 위한 콘텐츠 발굴 및 과학문화 서비스 고도화 등
ㅇ 추진전략
- 울산 리빙랩 네트워크 및 지자체 핵심사업과의 연계 추진
- 중앙정부-지자체 간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과학기술정책 공유
- 지역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과학문화전시 콘텐츠 발굴 및 운영 기반 마련을 통한 과학
기술문화 확산 방향 제시
ㅇ 연구개발 결과물
- 지역 R&D사업 기획보고서 1건

권역별 클러스터 발전방안 연구
ㅇ 추진목표
- 지역별 혁신기관 및 클러스터 현황을 분석하고, 지역 과학기술 및 산업 여건 기반으로
기능 연계, 통합 등 개편 방안 마련
ㅇ 기본방향
- 지역 혁신클러스터 구축 현황과 활용 관련 조사 및 정책 제안
129

2021년도 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사업 최종보고서
`

ㅇ 추진내용 및 범위
- 울산 혁신클러스터 발전방안 수립
∙ 지역 산업 현황 및 산업구조, 기업 여건 등 분석
∙ 기존 주력산업 간 상호연계 및 혁신클러스터 간 상호연계 방안 수립
∙ 중앙정부 및 지자체, 유관기관 등 정책지원 강화 방안
ㅇ 추진전략
- 지역혁신클러스터 조사･분석 세부과제와 연계
- 울산 지역 내, 과학기술혁신역량 기반 지역혁신생태계 조성 현황과 혁신클러스터 경쟁력
현황 조사를 통한 시사점 도출
ㅇ 연구개발 결과물
- 2021년도 울산 혁신클러스터 발전방안 보고서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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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사업

1. 사업필요성 및 목적
연구개발 필요성
ㅇ (과학기술정책 및 R&D사업 기획 필수)우선순위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과학기술
정책을 기획･발굴하고 세종시 실정을 반영한 신규 R&D사업 기획 필요
- (과학기술정책 기획･발굴) 세종시 주력산업 및 미래먹거리 5대 신산업을 기반으로 연구
개발(R&D), 인력양성, 기업지원 등의 유기적 관계를 고려하여 과학기술정책을 기획하거
나 발굴 필요
ㅇ (거버넌스 및 혁신생태계 조성 필요) 경제자족도시 완성을 위한 혁신생태계 체계 마련 필요
- 과학기술정책 및 신규 R&D사업을 세종과학기술진흥종합･시행계획에 반영하고 지역과학
기술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해당 분야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근거를 마련
- 세종시 R&D사업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바탕으로 사업 간 연계를 지원하고, 중복사업 조
정 및 방지를 통한 효율성 제고 필요
- 관내 기업이 세종시에서 연구개발 등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운 점이나 정책적 요구사항을 발굴하고, 세종시 과학기술의 혁신주체들 간의 우호적
관계형성을 위해 세종연구개발지원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역과학기술혁신연구회를 활용

연구개발 목적
ㅇ 지역혁신성장을 위한 전담기구 역할 수행, 세종 R&D 조사･분석 체계화 및 시스템 고도화,
지역 산학연관 연계 협력 플랫폼 기능 확보 등을 통한 세종시 과학기술 기획･평가 전담기구
기능 및 역할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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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해연도 사업성과 총괄

사업비(백만원)
세부사업(프로그램)

정책기획

조사･분석

목표

실적

달성도

내용
연지단

기타

비고

지방과학기술진흥
종합･시행계획 수립 지원

1

1

100%

12

-

ㆍ과학기술진흥 ’21년 실적 및
’22년 시행계획 수립

필수

지역 내 과학기술정책
기획･발굴

2

2

100%

20

-

ㆍ세종시 에너지산업 육성계획 수립
ㆍ한국 가이아엑스 데이터센터 조성
계획 수립

필수

지역과학기술 위원회 운영

2

2

100%

1

-

ㆍ세종과학기술진흥위원회 개최
ㆍ안건상정 지원

필수

지역 R&D사업 투자현황
조사분석

1

1

100%

6

-

ㆍ2020년 세종지역 연구개발
투자현황 조사·분석

필수

지역 R&D사업 성과분석

1

1

100%

6

ㆍ2019년 세종지역 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필수

지역혁신클러스터 및
지역혁신기관 조사

1

1

100%

2

-

ㆍ지역혁신클러스터 및 혁신기관
조사･분석

필수

필수

지역 R&D사업 기획

3

4

133%

80

-

ㆍ교육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 혁신사업 기획
ㆍ세종시 5대 미래먹거리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혁신을 위한
기반인프라 조성 기획
ㆍ「국민 체감형 자율주행 상용화
도시 세종」 조성 기획
ㆍ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과제 기획

통계자료 및 성과 확산

2

2

100%

6

-

ㆍ’22년 정부부처 R&D사업 안내서
및 포스터 제작·배포

필수

지역 R&D사업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1

1

100%

6

-

ㆍR&D정보시스템 운영

선택

네트워킹

지역과학기술혁신 연구회

6

7

117%

20

-

ㆍ세종과학기술혁신연구회 운영(6회)
ㆍSJTP Insight 발간(1건)

필수

1

1

100%

1

-

ㆍ지역 R&D사업 공동조사·분석
PM

필수

자율과제

(공동연구사업)
지역 R&D사업
공동조사분석
연지단 고유사업 발굴 및
기획

1

1

100%

20

-

ㆍ세종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사업계획 수립

선택

지역R&D
사업기획･
평가･관리

정보
구축･제공

총계
(전체목표 대비 실적)

132

목표 22건 / 실적 24건 / 달성도 109%

제2장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3. 세부사업별 성과 및 활용
(1) 정책기획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 시행계획 수립
ㅇ 추진목표 및 개요
- (추진목표)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 과학기술 진흥
촉진 및 지역혁신역량 제고
- (수립근거) (중앙)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지자체)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진흥조례 제3조 종합 계획의 수립 및 시행
ㅇ 추진현황
- 세종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2021년 실적 및 2022년 시행계획 수립 지원
구분

일정

추진내용

실적조사

’20.11.28~
’20.12.05

§ 추진실적 점검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양식 배포
- 추진실적 및 차년도 계획 조사를 위한 지자체 담당자 및
사업수행 기관 대상 양식 배포
§ 조사 회신자료 검토 및 정리(수정·보완 요청 등)

성과작성

’20.12.05~
’20.12.07

§ 과학기술진흥시행계획 ’21년도 주요실적 및 대표성과 작성
§ ’22년도 시행계획 추진목표 및 사업방향 수립

사전회의

’20.12.07~
’20.12.12

§ 세종시 과학기술진흥 중점전략분야 재수립을 위한 회의
- 지역 현황에 맞는 중점전략분야 도출

계획수립

’20.12.13~
’20.12.24

§ ’20년 추진실적 및 ’21년 시행계획 수립(안) 작성
- 초안 작성 및 제출(세종연지단→세종시 경제정책과)

제출

’20.01.16

§ 세종시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21년 추진실적 및
’22년 시행계획 수립(안) 제출

비고

지역 내 과학기술정책 기획･발굴
ㅇ 추진목표 및 개요
- (추진목표) 에너지산업 육성을 통해 세종시 산업성장에 기여하고 인접지역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산업육성전략 수립
- (추진내용) 에너지산업 세부분야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과 세종시 현황분석을 통해 설정
된 비전과 목표에 따른 추진전략을 도출하고 도출된 추진전략별 세부 추진과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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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추진현황
- 세종시 에너지산업 육성계획 수립
추진일정

추진내용

비고

’21.07~08

§ 세종시 에너지산업 육성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기획 회의

’21.08~09

§ 전문가 자문회의 및 자체 기획보고서 작성

세종연지단

’21.09~10

§ 기획보고서 수정･보완 및 최종보고서 작성

세종연지단

- 한국 가이아엑스 데이터센터 조성 계획 수립
추진일정

추진내용

비고

§ 한국 가이아엑스 데이터센터 조성 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기획 회의

’21.06
’21.06~7

§ 전문가 자문회의 및 기획보고서 작성

세종연지단

’21.08~9

§ 기획보고서 수정･보완 및 최종보고서 작성

세종연지단

지역과학기술위원회 운영
ㅇ 추진목표 및 개요
- (추진목표) 세종과학기술진흥시행계획 ’21년 실적 및 ’22년 시행계획(안) 심의
- (추진내용) ’22년도 시행계획의 추진목표 및 기본전략의 적정성, 계획에 포함된 세부추진
과제의 적정성, 중점전략분야 및 사업방향의 적정성 등 검토
ㅇ 추진현황
- 세종과학기술진흥위원회 개최 지원
구 분

추진내용

심의기간

2022년 1월 17일 (월) ~ 2022년 1월 21일 (금)

심의방법

서면심의

심의안건

세종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2021년 실적 및 2022년 시행계획 (안)

심의위원

재적위원 15명 중 14명 참여(적정 13명, 부적정 1명)

심의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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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과학기술진흥
시행계획 수립
(세종시, 세종연지단)

안건 작성
(세종시, 세종연지단)

세종과학기술진흥
위원회 개최(심의)
(세종시, 세종연지단)

심의 종료 및
원안 가결
(과학기술진흥위원회)

’20.12.06~12.17

’20.12.20~01.14

’22.01.17~’22.01.21

’21.01.21

ㅇ 결과 활용방안
- 세종시 육성가능한 분야를 도출하여 세종시 산업발전에 기여

(2) 조사･분석
지역 R&D사업 투자현황 조사･분석
ㅇ 추진목표 및 개요
- (추진목표) 지역 내 연구개발사업의 전반적인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신뢰성 있는 자료 확보
- (추진개요)
* (조사·분석 대상) 세종 지역에 유입된 중앙정부 국가연구개발사업(’14년~’20년) 6,898개 과제
* (조사·분석 내용) NTIS입력 항목에 따른 연도별(’14년~’20년) 분석 및 항목별 교차분석

ㅇ 추진현황
- 세종특별자치시 자체 연구개발사업 조사 및 분석대상 검토(예·결산서 확인 및 시행계획
대상)
- 세종 지역 연구개발사업 6,898개 과제 분석 완료(국비 및 지방비 매칭 과제)
ㅇ 결과 활용방안
- 세종시 R&D사업의 투입(Input) 분석 및 시계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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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R&D사업 성과분석
ㅇ 추진목표 및 개요
- (추진목표) 지역 내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성과 분석으로 성과중심의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신뢰성 있는 자료 확보
- (추진개요)
* (조사·분석 대상) 세종특별자치시에 유입된 중앙정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16~’19년도 발생 성과
* (조사·분석 내용) SCI(E)논문, 국내외 특허 출원·등록, 기술료, 사업화, 인력양성, 연수지원 성과

ㅇ 추진현황
- 세종 지역에서 발생된 연구개발사업의 6개 분야 성과 분석 완료(국비 및 지방비 매칭 과제)
ㅇ 결과 활용방안
- 세종시 R&D사업의 성과(Input) 분석 및 시계열 관리

지역혁신클러스터 및 지역혁신기관 조사
ㅇ 추진목표 및 개요
- (추진목표) 지역 내 혁신기관 현황파악을 통해 지역R&D 정책수립 및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자료 구축
- (추진내용) 혁신기관 현황, 체계 및 협력관계, 운영 예산, 전략/목표/서비스, 지원활동 등
조사⋅분석
ㅇ 추진현황
- 세종시 소재 혁신기관 현황 조사 및 지역혁신역량 분석
* (혁신기관) 공공기관 3개소, 정부출연 연구기관 19개소, 대학 3개소, 지자체 혁신기관 2개소
* (혁신역량) 세종시 일반현황, 연구개발활동 현황, 지역 과학기술혁신 역량 등

ㅇ 결과 활용방안
- 지역산업통계를 활용하여 지역경제 현황과 흐름을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미래 전망을 예
측하여 지역산업･기업 육성정책 수립 및 평가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

(3) 지역 R&D사업 기획･평가･관리
지역 R&D사업 기획
ㅇ 추진목표 및 개요
- (추진목표) 지역 신규사업 및 과제 기획으로 중앙정부 사업 공모 및 지역 과학기술 예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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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세종시 과학기술진흥 및 지자체 수요 대응을 위한 예타, 신규사업 기획 등
ㅇ 추진현황
- 교육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 혁신사업 기획
추진일정

추진내용

비고

’21.07~08

§ 세종시 에너지산업 육성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기획 회의

’21.08~09

§ 전문가 자문회의 및 자체 기획보고서 작성

세종연지단

’21.09~10

§ 기획보고서 수정･보완 및 최종보고서 작성

세종연지단

- 세종시 5대 미래먹거리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혁신을 위한 기반인프라 조성 기획
추진일정

추진내용

비고

’21.01

§ 친환경 융합부품분야 기반 인프라 조성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4회)

세종연지단

’21.01

§ 소재부품장비분야 기반 인프라 조성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4회)

세종연지단

§ 자율주행분야 기반 인프라 조성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7회)

세종연지단

’21.01~02

- 「국민 체감형 자율주행 상용화 도시 세종」 조성 기획
추진일정
’21.03
’21.04~05
’21.06

추진내용

비고

§ 기획보고서 작성을 위한 사전 전문가 자문회의(4회)

세종연지단

§ 「국민 체감형 자율주행 상용화 도시 세종」 기획보고서 작성

세종연지단

§ 기획보고서 수정･보완 및 최종보고서 제출

세종시➝행안부

-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과제 기획
추진일정

추진내용

비고

’21.12

§ 한국 가이아엑스 데이터센터 조성 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기획 회의

세종시,
세종연지단

’21.01

§ 아동･청소년 정서관리 AI 모니터링 시스템 및 디지털 치료제
개발･상용화 기획보고서 작성

세종연지단

’21.02

§ 기획보고서 수정･보완 및 최종보고서 제출

세종시➝과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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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보 구축･제공
통계자료 및 성과 확산
ㅇ 추진목표 및 개요
- (추진목표) 정부 부처별 R&D사업 안내서 및 포스터 제작･배포를 통해 부처별 R&D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연구개발 수행주체의 선제적 대응을 유도
- (배포자료) 정부부처 R&D사업 안내서 및 일정 포스터
- (추진개요) 지역의 연구개발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관련 유관 기관 및 기업 배포
ㅇ 추진현황
- 2022년 중앙부처 R&D사업 안내서 및 사업공고 일정 포스터 제작 및 배포(각 100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 주요내용 : 2022년 정부R&D예산 주요특징, 사업공고･접수 추진 일정
- 2020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수는 전년대비 4.6% 증가한 73,501건
- 기업지원사업 통합설명회 개최 시 안내서 및 포스터 공유 및 배포

[ 정부 R&D사업 안내서 ]

[ 사업공고 일정 포스터 ]

ㅇ 결과 활용방안
- 범부처 R&D사업 안내자료 및 포스터 제작･배포로 지역 내 산학연관의 R&D사업 기획
및 공모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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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R&D사업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ㅇ 추진목표 및 개요
- (추진목표) 세종과학기술정보서비스(SJTIS)시스템 운영활성화를 통한 지역과학기술정보
관리의 효율성 극대화
- (추진개요) 세종시 R&D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성과를 관리하고 향후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등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시스템 운영
ㅇ 추진현황
- 세종 지역 R&D사업 DB제공
- 세종 지역 혁신자원(공동활용장비 및 연구인력 등) 정보 제공
ㅇ 세종과학기술정보서비스(SJTIS) 시스템 활용도
- 세종과학기술정보서비스(SJTIS) 시스템 월별 접속 현황(2022.2.10.기준)
구분

2021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2022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접속수 2,130 1,596 2,279 2,579 2,571 1,901 1,679 1,746 1,619 1,739 2,680

2월
709

합계
23,228

- 세종과학기술정보서비스(SJTIS) 시스템 메뉴별 접속 현황
* 재단지원사업안내, R&D연구인력, 보도자료, 공동연구장비 순으로 접속 수가 높음

[ SJTIS 통계 대시보드 ]

[ 메뉴 로그 데이터 ]

ㅇ 결과 활용방안
- 지역 R&D투자 및 성과 현황에 대한 통합데이터 제공으로 투자 및 성과 조사분석과 연
구기획 시 기초자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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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네트워킹
지역과학기술혁신연구회 운영
ㅇ 추진목표 및 개요
- (추진목표) 자율적인 지역혁신정책 발굴과 지역의 현안공유 등을 통한 유기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지역 내 산･학･연･관이 함께 참여하는 연구회를 구성·운영
- (추진내용) 국내외 과학기술, 산업환경 등 주요 정책동향 보고서 발간으로 지역 내 산학
연관 관계자들이 정책 및 사업 추진 방향을 제시
ㅇ 추진현황
- (지역과학기술혁신연구회 구성·운영)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별 관련 산학연 전문가로 위원회 구성
지역과학기술혁신연구회
세종 연구개발지원단

§
§
§
§

외부연구진

§ 과학기술혁신역량 현 위치 진단 및 역량제고
방안 모색
§ 각 분야별 발제 및 토의
* 분야 : 지역사업, 지역혁신역량, 지역혁신,
산학연 협력, 지식재산, 기업R&D, 기술이전
및 사업화 등

연구회 운영 방안 계획 수립
지역과학･산업동향 수집･분석
연계 네트워크 운영
이슈페이퍼 발간

지역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 및 혁신 성장 동력 창출

- 연구회 구성･운영 및 이슈페이퍼 발간
추진절차

주요내용

추진주체

세종과학기술혁신
연구회 구성

§ 지역과학기술 및 산업 전문가 중심으로 연구회 구성

세종 연지단

세종과학기술혁신
연구회 운영

§ 지역현안･과학기술 및 산업정책 중심으로 운영

세종 연지단

자료집 발간

§ 연구회 활동 성과 공유 및 정책 제언을 위한 자료집 발간

세종 연지단

ㅇ 결과 활용방안
- 산학연관 혁신 주체들 간의 과학기술 정책 공감대 형성 및 정책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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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율과제
(공동연구사업) 지역 R&D사업 공동조사분석
ㅇ 추진목표 및 개요
- (추진목표) 지역 R&D정책 및 사업 수립을 위한 체계적인 지역 R&D 현황 조사･분석을
위해 체계적인 지역 R&D 조사･분석을 위한 지역 간 표준화된 조사 체계 구축
- (추진내용) 17개 지역의 ’20년 지자체 자체 연구개발과제 및 기관운영사업 조사
ㅇ 추진현황
- (조사대상) ’20년 17개 시도의 국비, 국비매칭, 지자체 자체 연구개발사업(과제)*
* 2019년 공동조사분석과 동일, 연구개발, 연구기관지원 사업(과제)으로 제한

- (조사항목) 46개 항목(사업단위 19개, 과제단위 27개)
- (조사방법) 국비/국비매칭은 NTIS 자료* 활용, 지자체 자체는 직접조사
* 국비매칭 사업(과제)의 지방비는 신뢰도 확보를 위해 직접조사(NTIS 미활용)를 통한 검증

구분

사업단위

조사항목

기본정보
기타

과제단위

사업수행년도, 사업유형, 지역, 중앙정부 부처명, 지자체 실국명, 지자체 소관과,
사업관리기관, 사업수행기관, 지자체 사업명(정책-단위-세부-내역),
국가사업명(세부-내역), 신규/계속 구분
시행계획 內 사업명, 사업유형, R&D사업여부, 시행계획 연동 여부

기본정보

과제유형, 과제명, 과제수행기관,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연구, 총연구기간, 당해연도
연구기간, R&D과제여부

기술분류

연구개발단계, 연구수행주체, 과학기술표준분류, 중점과학기술, 적용분야,
미래유망신기술(6T), 기술수명주기, 산업기술분류, 주력산업분류

연구비

국비(현금/현물), 지방비(현금/현물), 민간(현금/현물)

연구책임자

소속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최종학력전공, 최종학위

ㅇ 결과활용방안
- 지역 R&D 정책 수립을 위한 체계적인 지역 R&D 현황 자료로 사용

연지단 고유사업 발굴 및 기획
ㅇ 추진목표 및 개요
- (추진목표) 한국형 뉴딜 드론 산업생태계 조성을 통한 스마트시티 실현
- (추진내용) 드론산업 육성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세종 드론실증도시 구축 사업계획 수립
ㅇ 추진현황
- 세종 드론실증도시 구축 사업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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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추진내용

’20.07

§ 세종 드론실증도시 구축 사업계획 작성

세종시, 세종연지단,
세종드론산업 TF 등

’20.08

§ 세종 드론실증도시 구축 사업계획 제출

세종연지단 ➝
세종시(국토부)

’21.03

§ 세종 드론실증도시 구축 사업 최종 선정

국토부 ➝ 세종시

’21.09.30
’21.10.18~19
’21.10.27~11.05
’21.12.02

§ 세종 드론실증도시 사업과 연계한 드론산업 활성화 방안 논의

세종시, 세종연지단,
세종드론산업 TF 등

§ 세종시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세종시, 세종연지단,
관련 전문가 등

§ 세종시 드론 서비스 고도화 방안 자문회의

세종시, 세종연지단,
관련 전문가 등

§ 세종시 드론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신규과제 발굴 세미나 개최

세종시, 세종연지단,
관련 전문가 등

ㅇ 결과 활용방안
- 체계적인 R&D사업 및 성과 관리를 통한 통계데이터 신뢰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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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사업

1. 사업필요성 및 목적
연구개발 필요성
ㅇ 국가 R&D예산의 약 12.8%(’15~’19년 평균)가 매년 경기도에 투자되고 있으며, ’21년
기업부설연구소11)는 전국의 31.4%(13,854개), 연구개발전담부서는 40.7%(12,828개)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어 국가혁신 정책의 집중이 필요
ㅇ 경기도는 매년 약 2,900억 원 규모(’15~’21년 평균)의 자체 R&D예산 편성 및 집행하고
있으며, 지역 특성을 활용하여 과학기술진흥 선도 추진
ㅇ 『경기연구개발지원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지역 R&D사업
전담조직으로 중앙정부와 경기도 간 연계･협력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수행

연구개발 목적
ㅇ 지방과학기술정책 종합조정 기능
ㅇ 지방과학기술자원 기초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한 정책 수립 기반 구축
ㅇ 중앙부처 및 지자체 주도 사업의 대내･외 확산을 위한 지원기능

11)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업연구소 통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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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해연도 사업성과 총괄
(단위: 건수, %, 백만원)
세부 사업

정책기획

조사･분석

지역 R&D
사업기획･
평가･관리

목표

실적

달성도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시행계획
수립

1

1

지역 내 과학기술정책 기획･발굴

3

지역과학기술위원회 운영

사업비

성과물

연지단

기타12)

100

10

-

ㆍ’22년도 시행계획 1건

6

200
(초과)

40

80

ㆍ경기도 물리보안산업 육성
기본계획 외 5건

1

2

200
(초과)

10

-

ㆍ위원회 운영 2건

지역 R&D사업 조사분석

1

1

100

50

-

ㆍ보고서 1건

지역 R&D사업 성과분석

1

1

100

25

-

ㆍ보고서 1건

지역 혁신클러스터 조사분석

1

1

100

5

-

ㆍ분석 결과 1건

지역 연구장비 조사분석13)

-

1

200
(초과)

-

50

ㆍ실태조사 보고서 1건

지역 수요맞춤형 R&D사업 기획

3

8

267
(초과)

50

50

ㆍR&D사업기획 8건

지역 R&D사업 평가

2

3

150
(초과)

-

50

ㆍ사업평가 3건

통계자료 및 성과 확산

25

33

132
(초과)

60

20

ㆍ통계보고서 2건
ㆍ설명회 개최 1건
ㆍ산업 동향 30건

지역 R&D사업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1

1

100

40

-

ㆍ경기도 과학기술정보 서비
스(GTIS) 운영

지역과학기술혁신 연구회

3

6

200
(초과)

10

80

ㆍ정책협의회 2건
ㆍ혁신협의회 2건
ㆍ클러스터사업단 2건

과학기술정책 세미나

5

7

140
(초과)

40

40

ㆍ성과분석 워크숍 1건
ㆍ화이트바이오 포럼 1건
ㆍ웨비나 5건

공동사업

1

1

100

45

-

ㆍ보고서 1건

정보구축･ 제공

네트워킹

자율과제

12) 기타 재원 : 『과학기술정책연구사업』과 『지역과학문화활성화 지원사업』 연계 활용.
13) 『경기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실태조사 연구』 추가하여 조사분석 과제의 목표 초과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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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사업별 성과 및 활용
(1) 정책기획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시행계획 수립
ㅇ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이행을 위한 ’21년도 추진실적 및 ’22년도 시행계획 수립
- (사업) 2021년 본예산 편성 기준 총 174개 사업(도 150개, 시군 24개)
- (예산) ’21년 추진실적 2,286억 원, ’22년 추진계획 2,248억 원
ㅇ 경기과학기술진흥위원회 심의
- (1차) 2021.6.30~7.2 / (2차) ’22.1.18~1.24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서면으로 시행

지역 내 과학기술정책 기획･발굴
ㅇ 경기도 바이오의약품산업 육성방안 연구
- 국내･외 관련 바이오의약품 분야 산업 동향을 조사하고, 국내 바이오의약품 기업의 애로
사항 및 정책 수요 파악을 위한 수요조사
- 경기도 지역 맞춤형 바이오의약품산업 육성 방향 및 과제 도출
ㅇ 경기도 연구개발투자 중소중견기업의 특징과 시사점
- 경기도 중소중견기업의 일반 현황과 연구개발투자(성장단계별, 업종별, 권역별)에 관한
세부적인 분석을 통해 기업 특성을 반영한 정책 방안 및 시사점 제시
ㅇ 경기도 산학연 협력의 이론, 실제 그리고 활성화를 위한 제언
- 경기도 혁신주체들이 바라보는 산학연 협력의 실태를 조사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
고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 제언 제시
- 주요 내용은 ① 산학연 추진 경험, ② 협력 동기, ③ 세부 활동, ④ 정책 수요 등 조사
ㅇ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기도 원격의료 도입의 시사점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원격의료 관련 산업 동향 및 국내 원격의료 적용 현황 등을 파악
하여 경기도 원격의료 도입 필요성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 제시
ㅇ 경기도 친환경소재산업 실태 및 정책제언
-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지구와 인류를 위협함에 따라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시대
적 흐름에 따라 석유계 플라스틱을 친환경 물질로 대체하기 위한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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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민 및 정책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친환경소재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
해 친환경소재산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ㅇ 경기도 물리보안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 『경기도 물리보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산업육성을 위한 기본계
획을 수립하고, 추진전략 3개와 중점 추진과제 9개 도출

지역과학기술위원회 운영
ㅇ 경기도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지방과학기술종합계획’ 및 ‘과학기술인시
상’을 심의･의결을 위해 과학기술위원회(과학정책분과위) 개최

(2) 조사･분석
경기도 R&D사업 조사･분석
ㅇ 경기도 R&D사업 조사분석은 매년 2회(사업단위, 과제단위) 실시하고 있으며, 경기도과학
기술정보서비스(GTIS)를 이용하여 과학기술 통계 구축 및 정보서비스를 제공
- (사업단위) 2021년도 경기도 R&D사업 총 128개(3,120억 원)
- (과제단위) 2020년도 경기도 R&D과제 총 254개(3,149억 원)

경기도 R&D사업 성과분석
ㅇ 경기도 유입의 국가 R&D사업에 관한 성과(논문, 특허, 기술료, 사업화)를 분석하여 경기
도 과학기술 정책연구 및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
- (대상) 2019년도 발생한 경기도의 국가 R&D사업 성과
- (결과) SCIE(4,250건), 특허출원(5,258건), 특허등록(3,528건), 기술료(1,957건), 사업화
(7,415건)

경기도 혁신클러스터 조사분석
ㅇ 경기도 소재 혁신클러스터 현황을 조사하여 지역 내 과학기술혁신 생태계 육성을 위한 정
책연구 및 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구축
- (대상) 클러스터 유형별 현황(’20년 기준) 및 ’17~’19년도 단지별 입지 현황
- (결과) 공공기관(66개), 기업부설연구소(26,708개), 대학교(86개), 벤처기업(12,0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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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실태조사
ㅇ 경기도내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연구장비 공동활용이 요구됨에 따라,
효과적인 관리ㆍ활용을 위한 면밀한 실태조사 실시
- (대상) 도내 37개 주관기관의 1987년~2021년까지 구축된 연구장비 총 1,162개
- (결과) 연구장비 공동활용 활성화를 위한 5대 이슈도출 및 사업개선 방향 제시

(3) 지역 R&D사업 기획･평가･관리
지역 수요맞춤형 R&D사업 기획
ㅇ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 2021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역 주도 R&D사업 공모･선정으로 총 5년(’21.6월
~’26.12월) 동안 총 47.5억 원의 국비 지원금을 확보
- 경기도 소재 산･학･연･관이 상생 협력하는 화이트바이오 혁신클러스터 사업단을 발족하고,
지역의 자생적 R&D 혁신체계 구축 및 미래신성장동력 창출
ㅇ 경기도 사회문제 해결형 R&D사업 기획
- 정부의 「과학기술 기반 국민 생활 문제해결 종합계획」 10대 사회문제 중 경기도가 시급
한 사회문제 발굴을 위한 도민 대상 기술수요조사 및 R&D기획 과제 도출
∙ 5대(교통, 환경, 문화여가, 사회통합, 생활안전) 사회문제를 도출하여 R&D 기획보고서
작성
ㅇ 경기도 과학문화정책 수요조사
- 도민 대상의 과학에 관한 관심, 경험, 지원수요 등을 파악하여 경기도 과학문화 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도민 중심의 과학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시사점 제시
ㅇ 도민 대상 경기도 과학기술정책 수요조사
- 도민 대상(15,000명)으로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전반적 인식 및 정책･기술 분야 수요조사를
하고 경기도 추진 방향 제시를 위한 시사점 도출
∙ ‘대한민국 과학기술 미래전략 2045’의 비전･도전과제 분야를 기반으로 도민이 생각하는
과학기술 정책 방향과 우선 지원 분야 등을 조사

경기도 R&D사업 평가
ㅇ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제12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제6조에
따라 2021년도 경기도 R&D사업 평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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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대상 : 경기도 과학기술과 소관 3개 사업에 대한 연차평가
- 평가결과 : ’22년도 사업 ‘계속 지원’ 확정

(4) 정보 구축･제공
통계자료 및 성과 확산
ㅇ 경기도 과학기술 통계집
- 경기도 과학기술 현황, 경기도 31개 시･군 과학기술 현황, 국가 과학기술 현황 등 과학
기술 관련 주요 통계 분석
∙ (R&D예산) ’21년도 경기도 자체 R&D예산은 3,120억 원(128개 사업)
∙ (실･국별) 경제노동실(1,163억 원), 농업기술원(588억 원), 축산산림국(513억 원) 순
∙ (수행주체별) 공공기관(1,414억 원), 연구소(1,396억 원), 대학(16억 원) 순
ㅇ 경기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유입현황 분석
- 경기도에 유입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상세 분석을 통하여 경기도 현황 파악
- 2020년도 경기도 내 국가연구개발사업 534개 사업, 9,902개 세부과제를 상세 분석
ㅇ 경기도 R&D사업 조사･분석 설명회
- 경기도에서 투자하는 연구개발비의 정보를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기도 내 사업 담당
자를 대상으로 조사의 취지와 데이터 입력 방법을 안내
- 2021년에는 코로나(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설명회 개최
∙ 과제정보 및 성과정보를 GTIS 입력 방법 교육
ㅇ 경기도 과학기술･산업 동향 보고서
- 4차 산업혁명 등 대내외 기술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경기도 미래 성장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써 과학기술과 미래산업 관련 정책･기술･산업의 동향 정보제공
- 보도자료 기반 정책･기술･산업 동향을 제공하고, 일일/주간 단위의 보고서 및 정책적 시
의성 있는 주제 발굴을 통한 GBSA Review 등 발간

경기도 과학기술정보서비스(GTIS) 운영
ㅇ GTIS를 이용하여 R&D사업 조사분석을 하고, 과학기술 통계서비스 제공
-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개인정보 보안 강화 및 비밀번호 재발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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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네트워킹
지역과학기술혁신연구회
ㅇ 광교･판교 연구기관 정책협의회
- 광교･판교 테크노밸리 내 경기도 및 중앙정부 연구기관을 협의체로 구성하여 기간 간 연
계･협력을 통한 과학기술진흥 시너지 창출
∙ 기관별 주요 사업을 공유하고 경기도 과학기술 정책의 애로사항 조사
∙ 경기도-공공기관 간 상호 협력사업 기획 발굴
ㅇ 과학기술연구 혁신협의회
- 경기도 직속 기관 및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과학기술연구 혁신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호
정보공유와 네트워킹을 통한 지속적인 협력방안 마련
∙ 지역 연구기관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협의회 운영 2건
ㅇ 화이트바이오 혁신클러스터 사업단
- 경기도 소재 산･학･연･관의 컨소시엄 구성 9개 기관이 ‘화이트바이오 혁신클러스터 사업
단’으로 발족하고, 지역 R&D 자생적 생태계 구축 및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
∙ 유사 기능 기관과 협력하여 연구 및 기술개발을 통해 사업화 성공 및 도내 바이오산업
부가가치 창출

과학기술세미나
ㅇ GBSA 과포자를 위한 웨비나
- 코로나 시대 비대면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 도내 과학 인프라를 활용하여‘과포자를 위한
과학강연’을 5개 분야 웨비나로 제작 및 강연
∙ (1회 물리) 우리 생활 속 물리, DNA와 나노물리(성균관대 김윤배, 박성하 교수)
∙ (2회 생명과학) 장수의 비밀(아주대학교 빈범호 교수)
∙ (3회 화학) 공기도 얼 수 있을까(백송고등학교 배상일 선생님)
∙ (4회 천문우주) 달과 화성, 지금 만나러 갑니다(경희대 김성수 교수)
∙ (5회 신재생에너지) 쉽고 재미있는 신재생에너지 실험(상록청소년수련원 김세윤 강사)
ㅇ 화이트바이오 혁신클러스터 포럼
- 경기･화성 지역의 ‘화이트바이오 혁신클러스터와 미래’ 주제로 K뷰티의 동향을 파악하고,
화이트바이오 분야의 기술적 혁신을 이루기 위한 토론의 장 마련
- 화이트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연구개발-사업화의 연계체계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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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역 R&D사업 성과조사･분석 워크숍
- 연지단 공동사업인 지역 R&D사업 성과 조사분석의 객관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TFT(경기, 광주, 울산) 지역과 협력하여 보고서 공동작업 수행
∙ 성과조사 검증･분석 방법론 공유 및 공통기준 적용 등 조사체계 표준화

(6) 자율과제
지역 R&D사업 공동 성과조사･분석(PM)
ㅇ 지역 R&D사업 성과조사 매뉴얼에 따라 전국 연구개발지원단에서 논문, 특허, 기술료, 사
업화 등 4개 항목에 대한 성과조사를 시행
- (’19년도 국가) SCIE(41,919건), 특허등록(20,210건), 기술료(8,848건), 사업화(28,799건)
- (’19년도 자체R&D) SCIE(87건), 특허등록(174건), 기술료(119건), 사업화(26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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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사업

1. 사업필요성 및 목적
연구개발 필요성
ㅇ 지역 경쟁력 발전 수단으로 지방과학기술 필요성 증대
- 지역간 경제적 불균형, 지역내 인구 고령화, 지역 외 인재 유출 등 지역 현안을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지역･국가의 공동 발전을 매개하는 과학기술의 역할 부상
ㅇ 정부 지원 R&D 사업에 대한 지역 자율성 강화
-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지역과학기술진흥 추진
- 지역 주도의 과학기술 진흥과 및 중앙･지역 파트너십 강화 등 요구
ㅇ 첨단 산업 고도화를 위한 지역 과학기술 R&D 투자 확대
-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해 초광역간 협업하는 중･대형 R&D 사업 발굴 기획
- 산업의 다양성 및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전략 산업간 융합산업 발굴
ㅇ 지역 수요형 R&D 사업 발굴 및 지원 확대
- 기업 수요에 부합하는 R&D 사업의 신속 지원을 통한 지역 첨단 산업 발전에 기여
→ 강원도 지역산업맞춤형 R&D 고도화 지원
-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역수요 맞춤 R&D 발굴 기획을 통한 강원도 과학기
술진흥 체계 구축
→ 강원도 지역수요맞춤형 R&D 발굴 및 사전 기획
ㅇ 강원 연구개발사업 지원 관리 전문 기관 역할 제고
- 과학기술 확산을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 주도형 R&D 에 집중할 필요성이
있으며, 지역 R&D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강원 연구개발지원단 필요성 증대

연구개발 목적
ㅇ 강원도 과학기술혁신 성장 환경 구축을 통한 R&D 역량 강화 및 과학기술 선도
ㅇ 강원도 연구개발사업 관리 효율성 제고
- 지역 맞춤형 R&D 사업 발굴 및 기획 - 지원을 통한 대외 경쟁력 강화
- 강원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분석 및 성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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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강원도 R&D 정보서비스 시스템(GRND) 활성화
- GRND 시스템 활성화를 통한 강원도내 R&D 사업 통합 관리 서비스 제공
ㅇ 산･학･연･관간 과학기술 연계협력 네트워킹 강화
- 전국적 인적 네트워킹을 통한 과학기술 정보 교류 및 도내 R&D 협력체계 강화

2. 당해연도 사업성과 총괄

세부사업(프로그램)

달성도

사업비(백만원)
연지단
기타

목표

실적

1

1

100

3

-

ㆍ강원도 지방과학기술진흥시행
계획 수립 지원(1건)

필수

1

4

400

3

-

ㆍ강원도 지역혁신 과학기술 분야
발굴 및 정책 수립(4건)

필수

6

6

100

1

-

ㆍ강원도 지역과학기술위원회
운영 지원 및 정책 안건 상정
지원(6건)

필수

1

1

100

1

-

ㆍ강원도 연구개발 및 과학기술
현황 통계 분석 (1건)

필수

1

1

100

1

-

ㆍ강원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지방비 매칭) 조사･분석(1건)

필수

1

1

100

1

-

ㆍ강원도 연구개발사업 성과
조사･분석(1건)

필수

1

1

100

1

지역 R&D 사업
기획･지원

10

13

130

60

평가･관리

지역 R&D 사업
평가･관리

2

4

200

7

정보구축･

통계자료 및 성과 확산

15

15

100

18

지역 R&D 사업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1

1

100

3

-

지역과학기술혁신연구회

3

3

100

3

-

지역 혁신주체간 네트워킹
강화

16

16

100

22

-

ㆍ강원지역 혁신 주체간 네트워킹
운영(16건)

필수

공동연구사업(PM)

1

1

100

1

-

ㆍ공동사업 기반 지역 과학기술
정보서비스 PM 운영 및 구축
(1건)

필수

연지단 고유사업 기반
기업부설연구소 분석

1

1

100

1

-

ㆍ강원도 기업부설연구소 현황
조사･분석(1건)

선택

-

ㆍR&D 사업 일정 포스터 배포
및 온라인 안내(1건)
ㆍ지역혁신기관 현황도 배포(1건)
ㆍ지역클러스터 현황도 배포(1건)
ㆍ과학문화 SNS 운영(1건)

선택

정책기획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
시행계획 수립
지역 내 과학기술
정책 기획･발굴
지역과학기술
위원회 운영

조사･분석

지역 R&D
사업 기획･

제공

네트워킹

자율과제

지역 연구개발
통계 조사･분석
지역 R&D 사업
조사･분석
지역 R&D 사업 성과
조사･분석
지역혁신클러스터
조사･분석

과학기술 정책 홍보

3

14) 지역수요맞춤형 R&D 고도화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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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133

9

내용

ㆍ강원도 지역혁신클러스터 현황
조사･분석(1건)
ㆍ강원도 지역산업맞춤형 R&D
기획 발굴(10건)
20014)
ㆍ강원도 지역수요맞춤형 R&D
고도화 지원(3건)15)
ㆍ강원도 지역산업맞춤형 R&D
및 고도화 과제 평가 및 관리
(4건)
ㆍ이슈페이퍼 발간(9건)
ㆍR&D 조사분석 보고서 제공(5건)
ㆍ정부 R&D 사업 안내서
제공(1건)

-

ㆍ강원도 과학기술정보 서비스
(GRND)구축 및 운영(1건)
ㆍ분과별 지역 과학기술 혁신
연구회 운영(3건)

비고

필수

필수

선택

필수
선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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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사업별 성과 및 활용
(1) 정책기획
강원도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원
ㅇ 추진목표
- 강원도 지방과학기술진흥 정책을 통한 지역혁신역량 제고
ㅇ 추진내용
- 강원도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시행계획 수립 지원 및 연차별 계획 실행 여부
점검
- 강원도 지방과학기술진흥 2021년도 추진실적 점검 및 22년도 시행계획 수립
 조사대상 : 강원도 및 18개 시군
 조사범위 : 강원도의 지방과학기술 종합계획에 따른 21년도 실적
 조사기간 : 2021년

ㅇ 지방과학기술진흥 시행계획 수립 추진 체계

ㅇ 주요성과
- 강원도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 따른 ’21년 지역 내 계획 이행 여부 점검 및
’22년도 시행계획 수립 지원을 통한 지역과학기술진흥에 기여
- 지속적인 지방과학기술진흥 계획 추진 실적 점검 및 시행계획 수립을 통한 지역 R&D
발전과 투자 효율성 방향 제시
-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2021년 추진실적 및 2022년 시행계획 1건 수립 완료
15) 지역수요맞춤형 R&D 고도화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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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과학기술정책 기획 및 발굴
ㅇ 추진목표
- 강원도 지역 여건에 적합한 과학기술 혁신분야 발굴 및 지역혁신 클러스터 육성 정책을
위한 지원자료 활용
ㅇ 추진내용
- 강원도 지역에 전문화할 수 있는 중점분야에 대한 중장기 육성방안 및 혁신클러스터 활
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수행





조사대상
조사범위
조사기간
조사내용

:
:
:
:

강원도
강원도 신규 사업
2021년
강원도 전략산업 및 미래 과학기술 창출을 위한 신규 먹거리 산업

ㅇ 주요성과
- 강원도 지역 미래산업 중점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중장기 발전 전략 및 관련 산업 클러
스터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R&D 기획 수행
- 강원도 지역 여건에 적합한 과학기술 혁신분야 발굴 및 지역혁신 클러스터 육성 정책을
위한 지원자료 활용을 위한 강원 연지단 참여 정책 기획 4건
 과기부 :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기획 및 선정 1건
 과기부 : 강원 춘천시 강소 연구개발 특구 지정 기획 추진 1건
 중기부 : 춘천시 K-바이오 랩 허브 구축사업 기획 1건
 강원도 : 강원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정책 기획 추진 1건

강원도 지방과학기술위원회 운영 및 지원
ㅇ 추진목표
- 강원도 지역과학기술 발전 및 과학기술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육성방안 제시
ㅇ 추진내용
- 강원도 지역과학기술 위원회 운영지원 및 지역과학기술 정책 안건 상정 지원
- 강원도 과학기술연구회 분과에 대한 운영지원 및 정책 방안 수립연계 지원
ㅇ 주요성과
- 강원도 과학기술진흥 정책 수립을 위한 강원과학기술 위원회 운영지원을 통한 지역과학
기술 정책 안건 상정 지원 업무 수행
- 강원도 과학기술연구회 분과에 대한 운영 지원 및 분과별 정책 방안 수립연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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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과학기술 발전 및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운영 위원회 지원 6건
 강원도 과학기술위원회 운영 지원 2건
 강원도 과학기술위원회 분과 운영 지원 4건

(2) 조사･분석
강원도 국가연구개발사업(도비매칭사업) 통계 분석
ㅇ 추진목표
- 강원도 R&D 사업에 대한 국도비 투입예산의 전반적인 현황을 조사 및 분석하여 연구
개발 투자 방향과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ㅇ 추진내용
- 강원도 내 수행된 국가R&D사업 및 지자체 매칭 사업에 대하여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
비스(NTIS)와 연계한 조사 및 분석
- 강원도 도비 투자 R&D 사업에 대한 투자현황 조사 및 분석,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상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지역 R&D 기초 자료 및 중앙에 정보를 제공함





조사대상
조사범위
조사기간
조사내용

:
:
:
:

강원도 내 대학, 연구소, 혁신기관, 기업 등 R&D 수행 기관
강원도 내 국가 R&D 사업(도비 매칭 사업 포함)
최근 5개년, 2016년 ~ 2020년
투자예산 현황(사업유형, 주관기관, 기술분류 등), 과제, 연구 성과

ㅇ 주요성과
- 강원도 내 수행된 국가R&D 사업 및 지자체 매칭 사업에 대하여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
서비스(NTIS)와 연계한 조사 및 분석을 실시 후 지역 분야별 과학기술 투자 방향과 예
산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 강원도 도비 투자 R&D 사업에 대한 투자 현황(사업유형, 주관기관, 기술 분류 등)을 조
사 및 분석 후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 계획상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지역 R&D
기초 자료 및 중앙에 정보를 제공
- 강원도 과학기술 통계 조사･분석 보고서 1건
- 강원도 연구개발사업 통계 조사･분석 보고서 1건

강원도 지역연구개발사업 성과 분석
ㅇ 추진목표
- 강원도 연구 개발 활동에 관한 주요 통계 현황의 정확한 분석을 통해 강원도 과학기술정
책 방향 설정 및 연구개발 투자계획수립 등에 객관적인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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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추진내용
- 강원도 내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산업적 효용성을 높이고 사업별 환류 기능을 지원함으
로써 지역내 연구개발사업의 성과 확산 및 극대화 실현을 위한 종합 통계 자료 제공
- 강원도 연구개발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자원의 효율적인 투자 문제가 대두되어 연구개발
투자계획 수립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현재 강원도에 투자되고 있는 총 연구개발 활동
비, 중앙정부 연구개발비 분석 및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제공





조사대상
조사범위
조사기간
조사내용

:
:
:
:

강원도 내 18개 시군, 대학, 연구소, 혁신기관, 기업 등 R&D를 수행한 모든 기관
강원도 내 연구 개발 활동 전반
최근 6개년, 2015년 ~ 2020년
혁신기관 조직, 사업, 인력, 사업비 등

ㅇ 주요성과
- 강원도 내 수행된 연구성과 조사 및 분석을 통한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산업적 효용성을
높이고 사업별 환류 기능을 지원함으로써 지역내 연구개발사업의 성과 확산 및 극대화
실현을 위한 종합 통계 자료 제공
- 강원도 연구개발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자원의 효율적인 투자 문제가 대두되어 연구개발
투자계획 수립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현재 강원도에 투자되고 있는 연구개발비에 대한
분석과 활동을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 제공
- 강원도 연구개발사업 성과 조사･분석 보고서 1건

강원지역 혁신클러스터 및 지역혁신기관 조사 분석
ㅇ 추진목표
- 강원지역 혁신클러스터에 대한 산업별 집중도와 경제적 성과를 조사분석하여 신뢰성 있는
자료를 확보 및 강원연구개발 투자방향과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ㅇ 추진내용
- 강원도 내 지방과학연구단지, 산업기술단지, 규제자유특구, 국가융복합단지 등 혁신클러
스터를 대상으로 한 지역별 주력산업 및 기업수, 부가가치액, 생산액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산업의 집중도 및 경제적 성과에 대한 정밀 분석
- 강원지역 혁신클러스터 조사분석을 통하여 강원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강원 R&D 기초 자료로 정보를 제공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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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조사범위
조사기간
조사내용

:
:
:
:

강원도 지방과학연구단지, 산업기술단지, 규제자유특구, 국가융복합단지
국가 통계자료 기반 지역혁신클러스터의 산업 집중도 및 경제적 성과
최근 3개년, 2016년 ~ 2019년
산업집중도(주력업종, 기업수 현황), 경제적 성과(부가가치액, 생산액), 지역혁신클러스터의
최근 현황 및 주요 사업 추진 내용 전반 조사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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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요성과
- 강원지역 혁신클러스터에 대한 산업별 집중도와 경제적 성과를 조사 분석하여 신뢰성 있는
자료를 확보 및 강원연구개발 투자방향과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
- 강원지역 혁신클러스터 조사분석을 통하여 제6차 강원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5개년
시행계획 수립과 강원 과학기술 R&D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 정보를 제공
- 강원도 혁신클러스터 조사･분석 보고서 1건

(3) 지역 R&D사업 기획･평가･관리
강원도 지역주도 R&D 기획 및 발굴
ㅇ 추진목표
- 강원도내 혁신기관, 연구소 등의 수요조사를 반영한 신규 R&D 사업을 발굴하고 사전기
획보고서 작성 및 지원을 통해 지역 현안 문제 해결 및 지역 산업 발전에 필요한 맞춤형
R&D 성과 창출 도모
- 강원도형 R&D 시범사업을 통한 정부 부처 중대형 공모 과제 수행을 위한 기획 과제의
본 사업 연계 추진
ㅇ 추진내용
- 강원도 전략산업 및 미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R&D 기술 동향 분석 및 연구 개발에
대한 수요 예측을 통해 강원도 주도형 연구 개발 목적에 부합한 사업 기획
 지원분야 : 강원도 주력, 특화 분야 및 지역 사회 문제 해결 등 전 분야 R&D
 지원방법 : 수요조사된 RFP를 바탕으로 기획 필요성 평가 후 기획위원회 운영을 통한 사전기획보고서
작성 및 과제 도출
 기획기간 : 2021년 3월 ~ 12월
 활용방안 :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국가 R&D 사업 및 자체 R&D 사업 등 지역 주도형 R&D 확보

ㅇ 추진체계
강원도 R&D
사업 기획공고

→

R&D 기획
수요조사
(RFP 모집)

→

수요조사 평가

→

지역맞춤형 RFP
선정 및 기획안 작성

ㅇ 주요성과
- 강원도내 혁신기관, 연구소 등의 수요조사를 반영한 신규 R&D 사업을 발굴하고 사전기
획보고서 작성 및 지원을 통해 지역 현안 문제 해결 및 지역 산업 발전에 필요한 맞춤형
R&D 발굴과 정부 공모과제 수탁 확률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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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발굴되어 기획된 R&D 과제 중 해마다 평균 35% 정부 공모 과제 수탁률을 보이고
있음(’16~’21년 기준, R&D 총액: 309억 원, 선정 과제: 19개)
- 강원도 지역 맞춤형 R&D 사업 발굴 및 기획 지원 과제 10건

강원도 지역 R&D 사업 평가 및 지원 연계
ㅇ 추진목표
- 2021년 강원연구개발지원단 지원사업 「지역 맞춤형 R&D 기획 발굴」 공모를 통한 ‘강
원도형 R&D 사업 발굴 및 정부부처사업 사전기획 및 지원’을 위한 심사 및 향후 추진
사항에 대한 조사
- 강원지역의 미래 과학기술 R&D 과제 수요에 심사 및 추진 사항에 대한 조사 및 기획
과제에 대한 정부 부처 사업과 연계 방안 도출
ㅇ 추진내용
- 해당 분야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 5명 이상을 구축하여 기획된 RFP에
대한 지역내 파급효과, 정부부처 신규사업 선정 가능성, 사업 절차의 타당성, 제안내용의
필요성 등을 다차원적으로 평가하여 강원도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지역맞춤형
R&D 사업 발굴
- 지역맞춤형 R&D 사업 발굴 후 2년간 기획 사업 추진 경과 조사
ㅇ 추진체계
사업 발굴
방향에 대한
강원도 협의

→

R&D 기획
수요조사
(RFP 모집)

→

선정평가
(위원회를 통한
평가 및 선정)

→

발굴 사업에 대한 강원도 및
정부부처 제안
(기획 사업 추진 경과 조사)

ㅇ 주요성과
- 2021년 강원연구개발지원단 지원사업 「지역수요맞춤형 R&D 기획 발굴 및 지역산업 맞
춤형 R&D 고도화 과제」 공모를 통한 ‘강원도형 R&D 사업 발굴 및 정부부처 사업 사
전기획 및 지원’을 위한 심사 및 향후 추진 사항에 대한 조사
- 해당 분야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축하여 기획된 과제에 대한 지역
맞춤형 R&D 사업 발굴 함
- 강원도 지역 R&D 사업 평가 및 관리 지원 4건
 ’21년 지역 수요 맞춤형 R&D 기획 과제 선정 평가 (’21.6.10)
 ’21년 지역 산업 맞춤형 R&D 고도화 과제 선정 평가 (’21.7.21)
 ’21년 지역산업 맞춤형 R&D 기획 과제 관리 (’21.11.25-중간 보고회, ’22.1.26-최종
보고회)
 ’21년 강원도 신변종바이러스 면역항체 신속개발 사업 평가 관리 (’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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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 수요 맞춤형 R&D 고도화 사업 운영
ㅇ 추진목표
- 단기성과를 전제로 하는 강원도형 R&D 사업을 추진을 통하여 향후 정부부처 중대형과
제 수행을 위한 R&D 고도화 사업 발굴 및 지원
ㅇ 추진내용
- 강원도 및 18개 시군이 동반성장 할 수 있는 중대형 R&D 사업
- 지원 분야 : 지역수요 맞춤형, IP 연계형
- 지원방법 : 자유공모를 통한 지원 후 선정평가 위원회를 통한 선정 및 지원
- 과제관리 : 중간실태조사 및 최종사업평가위원회, 성과관리(사후 2년간 실시)
ㅇ 추진체계
R&D사업
고도화 기획

→

지역산업 맞춤형
과제 수요조사 및
공고

→

선정 평가위원회

→

R&D 사업 고도화
수행 및 성과관리

ㅇ 주요성과
- 2021년 강원도 바이오헬스과로부터 강원지역내 신속한 사업화 및 지역내 IP와 연계할 수
있는 과학기술 R&D에 대한 「강원도 지역산업맞춤형 R&D 고도화 지원」 사업을 실시함
- 강원연구개발 지원단에서 사전 수요를 공모를 통해 발굴 하고 선정평가위원회와 현장실
태조사를 통해 3건의 R&D 과제를 발굴 하고 지원 및 관리를 진행 함
- 강원도 지역 R&D 고도화 지원 및 관리 3건

(4) 정보 구축･제공
강원도 과학기술정보서비스(GRND) 구축 및 운영
ㅇ 운영시스템 주소 : http://rnd.gsipa.or.kr
ㅇ 추진목표
- 강원도 내 수행되는 R&D 사업 및 활동에 대한 투자현황과 지역 R&D 사업 운영시스템
구축을 통한 R&D 사업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ㅇ 추진내용
- 강원도내 연구개발 사업의 투자 현황과 발생한 연구 성과를 시스템에 제공함으로써 지역
R&D 기획자에게 기초 연구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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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R&D 사업에 대한 체계화된 조사분석을 통해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여
사업 및 성과관리 체계에 대한 효율성 확보
ㅇ 주요성과
- 지역내 연구자들이 강원도내 수행되는 R&D 사업 및 활동에 대한 투자현황을 온라인 상
에서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지역 R&D 사업 운영 시스템(GRND) 구축을 통한 지속적인
R&D 사업 성과관리 시스템 유지 보수 및 최신화
- 강원도 R&D 정보서비스 시스템 운영 1건

강원도 R&D 사업 통계자료 제공 및 성과 확산
ㅇ 추진목표
- 강원연구개발지원단에서 구축한 연구자료, 통계보고서, 연구결과, 이슈페이퍼 등 지역산
업지원과 연계를 위한 연구 성과의 확산 추진
ㅇ 추진내용
- 강원연구개발지원단 조사 및 분석 보고서를 통한 지역내 연구 성과의 확산을 통한 강원
도의 과학기술 관련 혁신 활동 촉진
- 통계자료보고서, 이슈페이퍼, 이슈키워드, 정책보고서, 유망 신기술 발굴, R&D 사업 안
내서 발간 등 다양한 형태의 지역 과학기술 전반의 정보 제공
ㅇ 주요성과
- 강원 과학기술혁신연구회 활동 및 강원연지단 자체 R&D 기획을 통해 발굴된 지역 과학
기술 및 산업 발전을 위한 지역내 이슈페이퍼 발간을 통해 지역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정보를 제공
- 강원연구개발지원단 조사 및 분석 보고서를 통한 지역내 연구 성과의 확산 및 강원도 과
학기술 관련 혁신 활동 촉진 함
- 통계자료보고서, 이슈페이퍼, 이슈키워드, 정책보고서, 유망 신기술 발굴, R&D 사업 안
내서 발간 등 다양한 형태의 지역 과학기술 전반의 정보 제공
- 이슈 페이퍼 발간 9건 (*기타성과 : 이슈 키워드 발간 1건-4회 제공)
- R&D 사업 안내서 제작 및 배포 1건
- 조사･분석 보고서 제작 및 배포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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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네트워킹
강원도 과학기술혁신연구회 운영
ㅇ 추진목표
- 강원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R&D 역량 강화와 정책수립을 공유하고 지역 과학기술 연구
회의 활성화를 통한 강원도 과학기술 정책강화
- 강원지역 과학기술 혁신연구회를 구성하여 강원과학기술 R&D 역량강화와 국책과제 발굴
등을 위한 연구회를 구성･운영하여 R&D 이슈페이퍼를 발간 하고자 함
ㅇ 추진내용
- 정기적인 강원과학기술 혁신연구회 운영
 강원도 과학기술 및 R&D 역량강화와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수립지원
 강원지역 과학기술 혁신연구회를 구성을 통한 과학기술 R&D 역량강화, 국책과제발굴, R&D 이슈페이퍼
발간 등 운영 연계지원
 과학기술혁신연구회 임기 만료에 따른 재구성
 국책연구사업발굴, 미래전략산업, 재난안전대응, 사회문제해결 4개 분과 운영

- 분야별 R&D 사업 발굴 및 정책제안, 이슈페이퍼 작성 → 강원 과학기술 정책 선도





지역발전을 위한 연구과제･정책발굴을 위한 싱크탱크(Think-Tank) 기능
이슈페이퍼 결과를 통한 정책 자문 및 신규 국책 과제 기획･제안
책임감 있는 연구회 운영을 위해 연간 성과목표 설정 및 달성 노력
연말 이슈페이퍼 발간보고회 개최

ㅇ 추진체계
- 4개분과 운영 및 연지단 담당 PM 전담 관리
국책연구사업발굴

- 국책연구사업 발굴 분과 운영
 과학기술정책 자문 및 사업발굴 운영

미래전략산업

- 강원도 전략산업 및 4차산업 대응
 헬스케어, 신소재, 바이오, 식품, ICT 등

재난안전대응

- 강원도 재난안전사업 대응 분과 운영
 재난안전사업 리빙랩 운영

사회문제해결

- 강원도 사회문제 해결 분과 운영
 시민과학단 및 사회적 경제지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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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요성과
- 강원지역 과학기술 R&D 역량 강화와 국책과제 발굴을 위해 지역내 Think Tank 기능을
하기 위한 4개 분과(국책연구사업, 재난안전문제해결, 미래산업전략, 사회문제해결)에 대
한 강원 과학기술혁신 연구회 운영을 실시
- 책임감 있는 연구회 활동을 하기 위해 강원연지단의 분과별 전문성을 고려한 담당 PM을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운영시 도출된 주요 이슈들은 강원연지단 이슈페이퍼 발간을 통해
연구회 운영 결과에 대한 강원 지역 확산을 위해 기여를 함
- 강원과학기술혁신연구회 운영 3건
 강원 과학기술 혁신연구회 오리엔테이션 1건 (’21.7.5)
 과학기술연구회 분과별 분과회의 운영 2건 (’22.1.28, 2개 분과별 회의)

강원도 혁신주체간 네트워킹 강화
ㅇ 추진목표
- 강원도 지역혁신정책 발굴을 위한 지역 기관 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유기적인 정책
발굴을 위한 현안 공조
- 강원도 과학기술 분야 산학연관 유관기관 과의 기술정보교류활동의 허브 역할을 수행
함으로써 지역 내외 성과 확산 및 소통 중심의 협력체계 구축
ㅇ 추진내용
- 강원도 과학기술 및 신규 R&D 아이템 창출과 성과 확산을 위한 포럼, 워크숍 개최
- 강원도 18개시군 전략 산업과 과학 담당 공무원 및 유관기관 핵심 실무자의 역량 강화
교육 운영
ㅇ 주요성과
- 강원도 지역혁신정책 발굴을 위한 지역 기관 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유기적인 정책
발굴을 위한 현안 공조를 위한 강원도 과학기술 및 신규 R&D 아이템 창출과 성과 확산을
위한 토론회, 세미나, 포럼, 심포지엄, 워크숍 개최
- 강원도 18개시군 전략 산업과 과학 담당 공무원 및 유관기관 핵심 실무자의 최신 과학
기술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한 이슈플러스 아카데미 개최
- 강원도 과학기술 분야 산학연관 유관기관 과의 기술정보교류활동의 허브 역할을 수행
함으로써 지역 내외 성과 확산 및 소통 중심의 협력 체계 구축
- 강원도 혁신주체간 네트워킹 운영 16건
 지역과학기술 발전 산학연관 실무 협의회 개최 2건 (’21.3.17, ’21.6.1)
 강원도 공무원 대상 과학기술 교육 이슈플러스 아카데미 개최 2건 (’21.3.25, ’21.5.31)
 지역과학기술 세미나 개최 4건 (’21.4.2, ’21.9.15, ’21.10.15, ’2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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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과학문화 활성화 토론회 운영 3건 (’21.6.22, ’21.7.6, ’21.9.3)
 지역혁신기술 개발 워크숍 및 심포지엄 개최 5건 (’21.7.6, ’21.10.21, ’21.11.9(2),
’21.12.2) 등

(6) 자율과제
연구개발지원단 공동사업 (PM) : 지역 과학기술정보서비스(RTIS) 운영
ㅇ 추진목표
- 전국연구개발지원단간의 협력 및 정책공유, 정보제공을 통하여 우수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공동사업 발굴 운영
ㅇ 추진내용
- 전국 17개 연구개발지원단 간 공동과제를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강원도는 지역과학
기술 R&D 정보 서비스 운영
- 전국 17개 지역의 지역 R&D 통계 정보를 체계화하여 전국 연지단 성과에 대한 정보제
공 및 성과관리 효율화
- 지역별 R&D 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국가과학기술정보시스템(NTIS), KISTEP 과학기술
정책지원서비스(K2Base) 연계 발판 마련
- 사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안정적 맞춤형 서비스 운영
-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검색 편의 및 보조기능 제공
- 지역과학기술 통계자료 및 정책 자료, 성과 자료 제공
- 지역별 R&D 통계자료 및 서브 메뉴 다운로드 기능제공
- 연지단 발간자료 및 정책자료 데이터 공유체계 강화
- 우수 연구 성과 홍보 및 검색엔진 노출 시스템 고도화
- 혁신 정책 플랫폼을 위한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기능 강화
- 향후 K2Base와 연계 가능 데이터 공유 서비스 지원
ㅇ 주요성과
- 전국연구개발지원단간의 협력 및 정책 공유와 정보 제공을 통하여 우수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공동사업 발굴 운영
- 강원도 연구개발지원단은 전국 17개 연구개발지원단과의 공동 과제를 구성하여 지역과학
기술 R&D 정보 서비스(RTIS) 개선 및 운영에 대한 PM 역할을 수행 및 추진 함(‘22년
제주 PM 수행)
- 지역과학기술 R&D 정보 서비스 개선 및 운영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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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결과 활용방안
- 전국 17개 지역의 지역 R&D 성과 홍보를 통한 체계화된 지역 정보 제공
- 지역 R&D(과학기술) 정보 포털구축을 통하여 기획･조정･평가 프로세스 맞춤 서비스 및
정보 확대, 사용자 친화형 UX/UI 구현, 관리 기능 강화 등을 통한 지역과학기술정책 의
사결정지원서비스 고도화 연계

강원도 기업부설연구소 조사 및 분석
ㅇ 추진목표
- 강원 연구개발지원단이 자립하여 지속석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 방안 마련
- 강원연구개발지원단은 자율과제로서 강원도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부설 연구소의 운영 및
실태 조사를 통한 강원도 기업부설 연구소 DB 구축
ㅇ 추진내용
- 강원도 기업부설연구소의 정기적 운영 실태조사를 통하여 정책과제 제시를 통한 기업
DB 구축
- 강원도 및 18개 시･군 과학산업 및 전략산업 담당, 지자체, 지역혁신기관 등 강원도 기
업부설 연구소에 대한 정보 제공





조사대상
조사범위
조사기간
조사내용

:
:
:
:

강원지역 기업부설연구소
기업부설 연구소 운영실태
9년, 2013~2021년
기업부설연구소, 사업, 인력, 사업비, 연구소 현황 등

ㅇ 주요성과
- 강원도 기업부설연구소의 정기적 운영 실태조사를 통하여 정책과제 제시와 기업 DB 구
축 및 강원 연구개발지원단이 자립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 방안 마련
- 강원연구개발지원단은 자율과제로서 강원도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부설 연구소의 운영 및
실태 조사를 통한 강원도 기업부설 연구소 DB 구축을 통한 지역내 과학산업 및 전략산
업 관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 함
- 강원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조사･분석 보고서 1건

강원도 과학기술 R&D 홍보
ㅇ 추진목표
- 강원도 과학기술 정책용역 발굴, 중앙정부 사업 알림, 과학문화 확산 등에 대한 강원도
및 18개 지자체와 혁신기관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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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추진내용
- 강원도 및 18개시군 과학산업 및 전략산업 담당, 지자체, 지역 혁신 기관 등 정부 사업
및 신규 R&D 정보 제공, 과학기술정책용역, 과학문화 확산 등
 지원범위 : 정부지원사업 및 부처사업 등
 지원기간 : 2020년
 주요내용 : 정부 R&D 사업 정보 알림 및 일정표 제공(크롤링 봇 활용), 지역 혁신클러스터 및
혁신기관 포스터 제공, 과학 문화 확산 등

ㅇ 주요성과
- 강원도 과학기술 확산을 위한 정부 R&D 사업 정보 상시 메일링 서비스 및 일정 포스터
배포, 강원지역 혁신기관 및 클러스터 현황도 제작 및 발간을 통한 강원도 및 18개 시･
군 지자체와 혁신기관 공유
- 강원도민의 과학문화 인식 제고 및 온라인 SNS를 활용한 과학기술 습득 기회 제공을 위
한 SNS 운영
- 강원도 과학기술 연구개발 홍보 4건
∙ 강원도 과학문화 딱딱이 네이버 밴드 운영 1건
∙ 22년도 R&D 사업 일정 포스터 배포 1건
∙ 22년도 강원도 혁신기관 현황도 배포 1건
∙ 22년 강원도 클러스터 현황도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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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사업

1. 사업필요성 및 목적
연구개발 필요성
ㅇ 충북 R&D 전담기구 설치운영을 통한 통합적인 지역 과학기술 정보 제공 및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연결성 강화 지원 필요
ㅇ 중앙과 지방, 산학연관 간의 수직적, 수평적 과학기술 거버넌스 구축으로 지역 R&D 정
책과 지방과학기술 정책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 필요

연구개발 목적
ㅇ 충북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사업 전담기관 지정을 통한 사업 연계성 확보
- ’21년 충북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사업 전담기관 지정을 통해 단계별 정책수립, 과제발
굴 및 기획, R&D 사업지원 등 충북 R&D의 전주기적 업무 총괄 추진
ㅇ 충북과학기술포럼과 연계한 신규 R&D 사업 기획 및 공모사업 연계한 지역 R&D 예산
확보
- ’21년 사업 목표 달성 및 성과확산을 위해 충북 신산업 육성 기획보고서 연계 공모사업
추진과 지역 R&D 정보 공유를 위한 책자 배포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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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해연도 사업성과 총괄

세부사업(프로그램)

목표

실적

내용

비고

1

2

ㆍ지방과학기술진흥시행계획 수립지원

필수

지역 내 과학기술정책
기획･발굴

2

2

ㆍ지역 신산업 육성 기획보고서

필수

지역과학기술위원회 운영

1

1

ㆍ충북과학기술위원회개최

필수

ㆍ충북 R&D 사업과제 조사분석 보고서

필수

ㆍ충북 3개년(2019년~2022년) R&D
투자 분석 보고서

선택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시행
계획 수립 지원
정책기획

지역 R&D사업과제 조사･분석

1

2

조사･분석

지역 R&D

지역 R&D사업성과 조사･분석

1

1

ㆍ충북 R&D 사업성과 조사분석 보고서

필수

지역 혁신기관 및 혁신
클러스터현황조사

1

1

ㆍ충북 혁신기관 및 혁신클러스터현황
조사 보고서

필수

지역 R&D사업 기획

6

13

ㆍ충북 R&D 신규사업 기획

필수

지역 R&D사업 평가･관리

15

15

ㆍ충북 R&D사업 컨설팅

선택

통계자료 및 성과 확산

1

1

ㆍ충북 R&D사업통계자료제공

필수

지역과학기술혁신연구회

10

10

ㆍ지역과학기술혁신연구회운영
ㆍ산학연 연계 정책자문회의 개최

필수

글로벌 벤치마킹 프로그램

1

1

ㆍ비대면 재외한인과학기술인 네트워킹
지원

선택

공동연구사업

1

1

ㆍ연지단 공동연구사업 (지역과학기술혁
신과정 운영)

필수

충북 R&D 성과확산

1

1

ㆍ’21년 충북과학기술시민 홍보단 운영

선택

사업 기획･
평가･관리
정보구축･
제공

네트워킹

자율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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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사업별 성과 및 활용
(1) 정책기획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수립
ㅇ 추진목표 및 개요
- (추진일자) ’21.11.29(월)~’12.10(금)
- (수행주체) 충청북도, 충북연구개발지원단
- (추진내용)
 ’22년도 충북과학기술 중점 정책 및 사업방향 설정, 기본전략 등 ’22년도 시행계획 수
립지원
 ’21년도 충북 과학기술 시행 목표 이행 여부 모니터링 등 지원
ㅇ 추진현황
- ’22년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충북은 제5차 지방과학기술종합계획의 국가 3대 기본전략인 ∆지역주도 ∆혁신주체
∆지역성장의 키워드로 충북과학기술 추진 전략 도출 및 운영
- ’21년 충북 R&D 투자 실적 현황
 ’21년 충북 중점추진과제 중 국비의 경우 지역중심혁신성장사업 고도화/기술개발 분야가
38.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함
 지자체(도비)의 R&D 투자는 4차산업혁명 대응 선도 기반 마련 분야가 42.6%, 지역
중심혁신성장사업고도화/기술개발 분야가 23.1%를 차지함
ㅇ 주요성과
- ’22년 충북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충북 R&D 및 비R&D 예산 현황 등 운영계획 수립을 통한 ’21년도 R&D 정책 분석
및 ’22년도 추진 전략 수립
- ’21년 충청북도 국비매칭 및 지차체 연구개발사업 주요 추진분야 분석을 통한 지역 전략
산업 체계적 육성(안) 마련
 ’21년 충청북도의 주요투자실적 합계는 179개 과제 3,852.02억 원 규모
 ’21년 충청북도는 [지역주도 R&D 생태계 고도화]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주요 과제로
서 54개 과제 596.96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이 중 지방비는 188.6억 원을 차지
 또한 [지역산업 선도･혁신형 R&D 강화] 추진전략의 주요 과제는 75개 과제, 1,195.7억
원이며, 이 중 지방비는 582.41억 원을 차지
 [과학기술 성과 확산을 통한 지역성장 견인] 추진전략의 주요 과제는 25개 과제
1,372.82억 원으로 이 중 지방비는 352.67억 원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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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총괄투자 실적 및 대표성과, 중심정책 등 분석을 통한 ’22년도 충북과학기술진
흥종합계획 수립 지원
 충북 과학기술 현황 조사, 추진 전략 수립을 통해 ’22년도 지역 과학기술 운영 방향
체계적 수립 지원
ㅇ 결과 활용방안
- 충청북도 ’22년 과학기술진흥시행계획 및 추진전략 수립 및 시행계획 목표 이행여부 지
속적 모니터링을 통한 체계적 정책 지원
- 지역산업 핵심기초 자료 확보와 지역 산업정책 수립의 가이드라인 활용

지방과학기술위원회 개최
ㅇ 추진목표 및 개요
- (회 의 명) 2021 충청북도 과학기술위원회 비대면 회의 개최(서면)
- (개최방법) 비대면 서면 심의 및 결의 (※코로나19 격상에 따른 비대면 진행)
- (수행주체) 충청북도, 충북연구개발지원단
- (추진내용)
 충북 R&D 사업 및 신규 사업발굴 심의자문을 통한 투자 중복성 제거 및 효율성 제고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내 ’21년 추진실적 및 ’22년 시행계획(안) 안건 상정
ㅇ 추진현황
- ’21년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심의의결
 ’14년 충청북도 과학기술진흥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과학기술진흥 조례 제9조(위원
회설치), 제10조(위원회기능), 제11조(위원회구성), 제12조(위원회운영)에 근거하여
’14년 최초 위원회 구성을 통해 총 8회차 지방과학기술위원회 운영
- 충북과학기술위원회 추진실적
 ’21년 충북과학기술위원회 개최(비대면 서면)
 충청북도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21년 추진실적 및 ’22년 시행계획(안) 안건 상정을
통한 가부(可否) 결정 지원
<표 2-12> ’21년 충북과학기술위원회 주요 안건
구분
심의

주요 안건명

‣ 제5차 충북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22년 시행계획(안)
‣ 다목적 자동차 튜닝부품제작지원센터 구축

자문

‣ 충북 기업데이터를 활용한 산학연 AI정보지원 시스템 구축
‣ 생태계 교란어종 및 유해어류의 자원화시스템 구축
‣ 축산 농가 수익창출에 적합한 재생에너지 융합시스템 BM 개발

비고
가결
자문의견서
작성 및
의견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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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결과 활용방안
-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 따라 충청북도(道) 주도의 과학기술
정책 및 과제 발굴 지원
- 신규발굴 R&D 과제 자문의견을 활용한 R&D 기획과제 고도화(사업화) 추진

충북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산업육성 기본계획(2021년~2025년) 수립
ㅇ 추진목표 및 개요
- (과제수) 총 1건
- (과제명) ① 충청북도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 산업 육성 기본계획
- (추진내용)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 변화하는 빅데이터산업에 맞추어 충청북도 지역
맞춤형 빅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
ㅇ 결과 활용방안
- 충청북도 빅데이터 및 데이터 산업육성을 위한 방향성 정립 및 세부정책 수립 시 활용

지역 내 과학기술정책 기획발굴
ㅇ 추진목표 및 개요
- (과제수) 총 2건
- (과제명) ① 스마트 웰에이징 시티 실증모델 구축 정책 기획, ② 자율주행 향상을 위한
핵심 센서 성능평가 인프라 구축 기획
- (추진내용) 스마트 웰에이징 시티 실증모텔 구축 및 자율주행 향상을 위한 핵심 센서 성
능평가 인프라 구축 및 운영 계획 수립 등
ㅇ 결과 활용방안
- R&D 기획과제 사업화 제안을 통해 지역 신규 R&D 사업 확보
- 신규 과제와 연결되는 지역 산업의 중소기업 대상 협력 사업 제안 추진

(2) 조사･분석
충북 R&D 사업 과제 조사분석 보고서
ㅇ 추진목표 및 내용
- 추진목표
 충북 R&D 사업 과제의 시계열(’16년~’20년) 분석을 통해 지역 R&D 과제 현황 분석
 NTIS 데이터 및 지자체 R&D 과제 수행 데이터 통합적 조사 분석을 통한 신뢰도 높은
충북 R&D DB 구축 및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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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내용
 ’20년 국가 R&D 과제 및 충북에서 수행된 국도비 R&D 세부 과제 조사 및 분석
 최근 5년(’19년~’20년)간 충북지역에서 수행된 R&D 과제 현황 조사분석
 충북지역의 정부 R&D 투자 현황 조사 및 R&D 과제 분석
 R&D 과제 조사분석을 통한 지역 맞춤형 R&D 과제 발굴 지원
ㅇ 결과 활용방안
- 정부 R&D 및 지자체 R&D 사업 현황 분석을 통한 지역 내 신성장동력 산업 추진 동력 확보
- 충북 R&D 과학기술 정책 수립에 필요한 DB 및 충청북도과학기술정보서비스 운영을 위
한 기초 DB 구축
- 충청북도청 및 유관기관 대상 충북 R&D 과제 및 성과 현황 정보 제공

충북 R&D 사업성과 조사분석 보고서
ㅇ 추진목표
- 충북지역의 연차별 R&D 사업의 투자 현황 대비 성과조사를 통해 R&D 사업의 효율성
및 향후 R&D 사업 방향성 수립 기초 데이터 활용
ㅇ 추진내용
- 지자체 R&D 사업과제(’16년~’20년)로 부터 도출된 성과 데이터 조사분석
- 공동사업 연계 지역 R&D 사업 성과분석 보고서 발간
ㅇ 결과 활용방안
- 충북 R&D 사업 추진현황 대비 성과조사분석을 통해 지역 R&D 사업 유치 확보 및 경
쟁력 제고
- 연차별 R&D 성과의 체계적 DB 구축 및 유사 사업 고도화 추진 근거 활용

충북 혁신기관 및 혁신클러스터 현황 조사분석 보고서
ㅇ 추진목표 및 내용
- 추진목표
∙ 충북 혁신생태계 구축 및 혁신클러스터 정책적 시사점 제안
- 추진내용
∙ 충북 혁신기관과 혁신클러스터 주요 현황 및 중앙부처 협력 지원 현황을 조사
ㅇ 결과 활용방안
- 충북 혁신기관 및 혁신클러스터 주요기능, 협력현황 및 협력지원을 분석하여 정책 제안
시 기본데이터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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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R&D 투자 현황 조사분석 보고서
ㅇ 추진목표 및 내용
- 추진목표
 충북 R&D 분야별 투자 현황을 파악하여 향후 R&D 투자 방향 수립
- 추진내용
 지역 내 3개년(2019년~2021년) 분야별, 주체별, 부서별 등 R&D 투자 현황 조사･분석
ㅇ 결과 활용방안
- 충북 최근 3개년 R&D 투자 현황을 분석하여 향후 투자 방향 수립 시 기본데이터로 활용

(3) 지역 R&D사업 기획･평가･관리
지역 R&D 신규 사업 기획
ㅇ 추진목표 및 내용
- 추진목표
 충청북도 내 과학기술인 네트워킹 활성화를 통해 정부정책과 부합하는 경쟁력 있는 정
책 연구과제 발굴
 산학연 연계를 통한 충북 내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맞춤형 R&D 사업 기획
- 추진내용
 지역 산학연 과학기술인 네트워크를 활용한 4차 산업혁명 대응 대형 국책과제 기획
ㅇ 결과 활용방안
- 지역주도 R&D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과학기술 전문가 신성장동력 아이디어 확보 및
정부 공모 사업 적극 대응
- 지역 과학기술전문가 과제 발굴기반 충북형 과학기술정책 방향성 수립에 활용

지역 R&D 사업 실태조사
ㅇ 추진목표 및 내용
- 추진목표
 지역 R&D 역량강화와 지역 밀착형 R&D 관리체계 구축 및 지원
- (추진일정) ’21.12.20(월) ~ ’22.1.7(금)
- (추진방법) 코로나19 확대에 따른 서면 조사 및 컨설팅
- 추진내용
 지원사업별 과제 이행 방향성 및 적정성 검토, R&D 과제에 대한 사후 성과 창출(사업화
지원), 경영 및 기술 애로사항 수렴 및 컨설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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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결과 활용방안
- 사업비 부정사용 건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고, 사업정산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도(道) 소
관부서에 전달
- 도내 진행 중인 R&D 트렌드 분석과 후속연구 연계, 사업화 지원 등 과학기술(R&D) 활용
전략 제시

(4) 정보 구축･제공
통계자료 및 성과확산
ㅇ 추진목표 및 내용
- 추진목표
 충북연구개발지원단에서 수행되는 R&D 과제 발굴 및 DB구축 등에 대한 다양한 성과
확산을 통한 충북 내 인지도 제고
- 추진내용
 지역과학기술혁신협의회(과학기술소모임) 이슈페이퍼 발간 및 배포
 지역 R&D 통계 자료 제공 등
ㅇ 추진현황
[ 지역 R&D 사업 통계 자료 제공 및 성과확산]
구분

주요내용

 ISSUE & TREND 2020년호 발간 및 배포
- 지역과학기술혁신협의회(과학기술소모임) 운영 결과물 수정 및 보완하여 ISSUE &
TREND 2020년호 발간(총 10개 주제로 구성)
- 충북 과학기술 유관기관 및 기업인들 대상 온오프라인 배포 완료
통계자료
제공

 충청북도 과학기술 R&D 현황 DB 제공 및 업데이트
- 정부 R&D 과제 및 성과 통계자료 제공을 통한 지역 내 연구 성과 확산 지원
 ZEUS 장비 및 e-TUBE 산업기술 장비 정보제공 등
- 지역 내 인프라를 활용 지원을 위한 장비 관리 정보 제공 등 추진

ㅇ 결과 활용방안
- 충북 R&D통합정보시스템(충청북도과학기술정보서비스 홈페이지)내 지역 과학기술 R&D
DB 업데이트를 통한 맞춤형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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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R&D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ㅇ 추진목표 및 내용
- 추진목표
 정부 R&D 사업 공모일정 및 사업정보 제공 등을 통해 지역 내 산학연의 정부 R&D
사업 참여 활성화 지원
- 추진내용
 충북 연구개발사업 수행 현황 및 성과 정보 서비스 제공
 정부 R&D 사업 정보 제공을 통한 최신 R&D 사업 정보 접근성 강화 지원 등
[충청북도과학기술정보서비스(CBSTIS) 홈페이지]
연번

분류

구분

주요내용

1

연구비
정보

2

과제정보

 충북 국가 R&D 사업 과제 현황

성과현황

 충북 SCI 논문 게재 수, 충북 국내외
특허등록(출원), 충북 기술료 체결 건수, 충북
기술료 성과징수액, 충북사업화 성과

4

충북
통계현황

 경제사회 목적분류, 연구개발 단계별 분류, 연구
수행 주체별 분류, 미래 유망 신기술(6T)별
분류, 협력 유형별 분류

5

주요동향

 글로벌 과학기술정책정보 주요 동향 서비스와
연동

해외단신

 글로벌 과학기술정책정보 해외 단신 서비스와
연동

국내단신

 글로벌 과학기술정책정보 국내단신 서비스와
연동

3

6

과학
기술
통계

정책
공유

7
8

정보
공유

자료실

결과물

 충북 국가 R&D 사업 연구비 현황

 정부 공모사업 동향, 이슈리포트, 충북
연구개발지원단 성과물 등

ㅇ 결과 활용방안
- 충북 R&D통합정보시스템(충청북도과학기술정보서비스 홈페이지)내 지역 과학기술 R&D
DB 업데이트를 통한 맞춤형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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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네트워킹
지역과학기술혁신협의회(과학기술소모임 운영)
ㅇ 추진목표 및 내용
- 추진목표
 자율적인 지역혁신 정책 발굴 및 지역의 현안 공유 등을 통한 유기적 정책 추진 환경 지원
 지역 내 산학연관 전문가들 연개를 통한 과학기술 트렌드 및 중대형 R&D 과제 발굴
- 추진내용
 충북 과학기술인 대상 생활 밀착형 R&D 과제 아이디어 발굴 및 확산
 다양한 관점의 국내외 과학기술 동향 파악 및 충북 내 R&D 과제 제안
ㅇ 결과 활용방안
- 충북 과학기술인 네트워킹 구축 지원을 통한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지역 주도 R&D 발굴) 지원
- 지역과학기술혁신협의회를 활용한 지속적인 국내외 과학기술 트렌드 모니터링 및 이슈에
대한 선재적 대응을 통한 미래유망기술 발굴 및 사업기획

충북지역 R&D 혁신협의회 구성 및 개최
ㅇ 추진목표 및 내용
- (추진목표) 충북 내 R&D 기획 기관이 공동으로 국책과제 대응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
- 충북지역 R&D혁신협의회 명단
연번

기관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충청북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센터
(재)FITI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충북지원
한국기계전기시험연구원 중전기평가센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중부지원센터
한국석유관리원 석유기술연구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연구원
한국에너지공단 자동차연비센터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충북테크노파크(TP)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음성 ESS센터

15

위

원

소재지

성명

직 위

김상규
권경훈
신국선
신홍철
윤종경
이창현
김종열
송병기
홍상균
김상민
노경완
조진상
안아람
권성욱

신성장산업국장
분석과학연구본부장
신산업육성지원센터장
건설재료센터장
중전기평가센터센터장
중부지원센터장
연구처장
기획전략실장
사업전략지원본부장
연구기획부장
자동차연비센터장
연구개발부장
연구본부장
정책기획단장

청주
청주 오창
〃
〃
〃
〃
〃
혁신도시
〃
〃
〃
단양
청주 오창
〃

장동훈

에너지신산업연구소장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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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결과 활용방안
- 중앙부처 R&D 기획 방향성 파악 및 지역 R&D기획 기관 공동으로 중앙부처 R&D 기획
대응

(6) 자율과제
지역과학기술혁신과정 공동 운영
ㅇ 추진목표 및 내용
- 추진목표
 연지단 실무진 R&D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
- 추진내용
 4차산업혁명 분야 및 R&D 기획 등의 교육 과정 운영(서울(PM), 충남, 충북 공동운영)을
통해 연지단 실무진의 역량 강화
<’21년 2차 지역과학기술혁신과정>

[그림 2-6] ’21년 연구개발지원단 공동운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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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결과 활용방안
- (공동사업) 전국 연구개발지원단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류 추진

’21년 충북과학기술시민홍보단 운영
ㅇ 추진목표 및 개요
- (추진목표) 충북의 과학기술 발전과 대표적인 미래 신사업을 시민에게 알리고 자발적으로
대내･외 홍보하는 역할과 자긍심 부여를 통해 충북의 과학기술 홍보를 위해 운영
- (추진내용) 초등부, 중등부, 일반부(대학생 포함) 총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3개월 동안
개인SNS를 활용 홍보 실시
<시민홍보단 발대식>

<활동내역>

[그림 2-7] ’21년 충북과학기술시민홍보단

ㅇ 결과 활용방안
- 충북의 우수한 R&D 성과 홍보 및 과학기술 정책에 시민의 참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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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사업

1. 사업필요성 및 목적
연구개발 필요성
ㅇ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R&D사업 기획･집행･평가 단계의 파트너십 강화
- 지역 R&D 재원을 국가 R&D 예산에 의존함으로써 지역 주도의 R&D 기획과 실행에
한계가 존재하며, 그 결과 지역의 특색을 반영하지 못하고 국가 R&D에 의존하는 결과를
초래
→ 지역 R&D사업 기획 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주도 사업 발굴 및 R&D 활성화를 통한
충남의 강점을 살린 과학기술 발전 전략 및 방향 설정 필요
ㅇ 지역 과학기술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의 실효성 극대화
- 연구개발지원단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을 토대로 「新과학기술중심 지역혁신 4개년 실천계
획」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성장전략 및 세부추진계획 도출
→ ’20년 2월 「4개년 실천계획」의 과제별 계획 수립 완료에 따른 지역주도의 사업 집중
ㅇ 대내･외 혁신기관과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성으로 충남 과학기술 및 R&D역량 증대
- 대내･외 혁신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충남에 적용 가능한 혁신인자 발굴･적용과
대내･외 연구개발기관들과의 연계협력을 위한 교두보 확보가 필요
→ 지역 과학기술 현안에 대한 추진방향 및 전략 설정,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경로의
채널 확보 및 국내･외 우수기관 및 대학들과의 연계협력 진행이 요구

연구개발 목적
ㅇ “충남과학기술 정책의 선순환 기반 마련”을 위한 지역주도의 과학기술 연계협력 강화
- 지역주도 과학기술정책 수립 및 지역 R&D 지원을 위한 거점기능 강화
- 지역 R&D 조사･분석 및 성과관리를 통한 과학기술기반 마련
- 지역 R&D 사업기획을 통한 지역맞춤형 R&D 확대
- 충남 혁신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충남 R&D정책 및 전략의 방향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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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해연도 사업성과 총괄

세부사업(프로그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
시행계획 수립

정책기획

지역 내 과학기술정책

목표

실적

달성도

1

1

100%

연지단

38

내용

비고

-

･ 21년 추진실적 및 22년 시행
계획 수립

필수

-

･ 충남 과학기술기반 성장동력
발굴 및 혁신전략 정책연구
･ 충남도 메타버스 과학기술 육
성 및 발전방안 정책연구
･ 충남 과학기술 핵심역량 보유
분야 분석 및 우선순위 도출

필수

기타

3

3

100%

지역과학기술위원회 운영

1

1

100%

-

･ 시행계획 과제심의 1건

필수

지역 R&D사업 조사･분석

1

1

100%

-

･ 2021 충남 R&D 사업 조사･
분석 보고서

필수

지역 R&D사업 성과분석

1

1

100%

-

･ 2021 충남 R&D 사업 성과분
석 보고서

필수

기획･발굴

조사･분석

7
1

1

100%

-

･ 지역혁신클러스터 및 혁신기관
조사 보고서

필수

1

1

100%

-

･ 2020년 지역과학기술혁신 역
량평가 결과 분석 보고서

선택

지역 R&D사업 기획

2

2

100%

2016)

･ 2021 수요기반 R&D 과제발
굴 및 기획보고서

필수

지역 R&D사업 평가･관리

1

1

100%

-

･ 지역 R&D 사업 평가 및 관리
보고서

선택

통계자료 및 성과 확산

1

1

100%

-

･ 충남 R&D 사업 및 성과정보
확산 이용 실태 보고서

필수

필수

지역혁신클러스터 조사
지역과학기술 혁신 역량
지수 분석
지역 R&D

사업비(백만원)

사업 기획･
평가･관리
정보구축･
제공

네트워킹

자율과제

23

지역과학기술혁신연구회

1

1

100%

29

-

･ 충남과학기술혁신 협의회 운영
결과보고서
- 충청남도 과학기술혁신 아젠
다 수립 이슈페이퍼
- 스마트팜 빌리지 조성전략 수
립 이슈페이퍼
-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리사이
클링 산업 기반구축 이슈페
이퍼
- 천안아산 R&D집적지구 조성
전략 수립 이슈페이퍼

공동연구사업

1

1

100%

7

-

･ 지역 과학기술혁신과정 운영

선택

-

･ 충남과학기술혁신포럼 운영
결과 보고서
･ 과학기술 확산프로그램 운영
결과

선택

연지단 고유사업 발굴 및
기획

2

2

100%

49

16) 지역수요맞춤형 R&D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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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사업별 성과 및 활용
(1) 정책기획
지방과학기술시행계획 수립
ㅇ 추진목표 및 개요
-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하여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이
행을 위해 매년 지역별 지방과학기술진흥 추진실적 및 시행계획 수립
- 지역주도의 과학기술 관리체계 및 R&D 역량강화를 위한 과학기술 목표수립 및 추진전
략, 투자방안 도출
- 과학기술기반의 지역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 촉진 및 혁신기술 고도화를 통한 미래 차세
대 성장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한 선제적 대응 계획 마련
ㅇ 추진현황
- 충남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21년 추진실적 및 ’22년 시행계획 수립 준비(11월~)
∙ ’20년도 추진실적(충남테크노파크 작성) 및 ’21년도 시행계획(충남과학기술진흥원 작성)
∙ 미래성장과 충남과학기술위원회 안건심의 (서면심의-2021.03.18)
- 추진일정
∙ (10.28) KISTEP 작성요청 공문 송부 → 충남도청
∙ (12.15) 충남도청 2022년도 예산심의 결과 확정
∙ (12월 중순) 담당자*가 각 관계부서 공문발송, 예산서 취합
* 미래성장과 담당자 김지혜 주무관

ㅇ 추진계획
추진실적 및 시행계획 수립 요청 공문

과기정통부(KISTEP) → 충청남도 미래성장과

지방자치단체별 추진실적 및 시행계획 제출

충청남도 미래성장과 → 과기정통부(KISTEP)

추진실적 및 시행계획(안) 마련
추진실적 및 시행계획(안) 실무협의
추진실적 및 시행계획(안) 심의
심의 결과 통보
180

과기정통부(KISTEP) (’22.01)
과기정통부(KISTEP) ↔ 지방자치단체(’22.02)
충청남도과학기술위원회(’22.03)
과기정통부(KISTEP) → 지방자치단체(’22.03)

제2장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지역 내 과학기술정책 기획･발굴
1) 충남 과학기술기반 성장동력 발굴 및 혁신전략 수립
ㅇ 추진목표
-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경제･사회구조 전반 걸친
변화 진행
- 정부는 한국형 뉴딜을 통해 디지털, 그린, 사회안전망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안전
한 사회를 만들고자 도모
- 이에 충청남도는 4차산업혁명 기본계획(2019), 충남형 뉴딜 기본계획(2020)을 수립하였
으나, ‘과학기술’ 기반 신성장동력 확보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과 투자전략이 필요
- 충남 과학기술진흥 5개년 계획 수립을 통해 충청남도 과학기술기발 신성장동력을 찾고,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
ㅇ 추진방향
- 사업추진체계
충남연구개발지원단

정책연구 자문위원회

- 정책연구에 대한 관련 분야 사전조사, 기획 및
방향성 설정
- 자문위원회 운영 및 관리

↔

- 신성장동력 발굴 관련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
- 과학연구자 및 다양한 분야(예술, 인문학자 등)의
전문가

과학기술 정책연구를 통한 과학기술 성장동력분야 발굴 및 기능 활성화

- 추진절차
추진계획 수립

- 사업일정 수립
및 추진방향
도출
- 자문위원회 구성

세부계획 수립

⇨

- 정책연구
단계별
수행계획
작성･보고

정책연구 수행

⇨

- 세부 과업
수행(직접/
전문가활용)

보고회 개최

⇨

- 전문가 보고회
(중간, 완료)
개최, 의견
수렴

보고서 발간

⇨

결과보고

⇨
- 최종보고서
발간

- 사업수행
결과보고 및
집행예산
정산

※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자체예산으로 수행

ㅇ 추진내용
- 충남 과학기술 주요 현안
∙ 충청남도 지역 현안에 적합한 과학기술기반 신성장동력 발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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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 과학기술관련 계획의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 과학기술 기반의 신성장동력 분야
발굴 필요
∙ 다양한 분석을 통해 과학기술 분야의 계획별 중복 최소화 필요
- 연구설계
∙ 충청남도 미래형 과학기술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적 제시
∙ 충청남도의 산업 편중 구조를 개선하고, 제조업 중심에서 탈피한 과학기술기반의 신성
장동력 확보를 위한 세부 분야 및 정책 제시
- 자문위원회 구성
∙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과학정책연구소 등)
∙ 다양한 분야(예술, 인문학자 등)의 전문가
- 육성전략 마련
∙ 충청남도 과학기술기반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인 전략 방안 도출
- 보고서 작성
ㅇ 결과 활용방안
- 지속적인 지역혁신을 위한 정책 방향설정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여 지역의 투자우선순위
결정에 가이드를 제시하고, 사업연계 및 신규사업 기획 시 활용
- 지방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2023~) 및 충청남도 과학기술정책, R&D투자 기초자료 활용
2) 충남 메타버스 정책연구
ㅇ 추진목표
-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새로운 패러다임인 메타버스 산업을
통한 미래전망 예측 및 정책연구를 통해 충남도가 메타버스 분야 선구자로 과학기술 육성
- 「한국판 뉴딜」과 연계하여 충남을 대표하는 메타버스 장기 로드맵 기획
ㅇ 추진방향
- ① 충남도 산업육성전략 및 ② 과기부 예타사업 기획으로, 2-Track 진행

182

제2장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충남 메타버스 정책연구

충청권 인공지능 선도사업

추진
근거

2021년도 충남연구개발지원단 사업계획보고
(’21.2)

추진
경과

- (’21.7) 과기부 주관, 「인공지능 거점화 계획」 17개
시·도 회의
- (’21.9.7) 충남 선도사업 발굴 추진단 구성
- (’21.7) 충청권 4개 시·도 실무회의 및 디지털-지역
- (’21.9~11) 총 3회 기획회의 개최
균형 뉴딜 회의
* 충남도 주요산업군인 제조업(모빌리티) 대상으 - (’21.8) 충청권 4개 시·도+전문가 회의 및 언론 보
로 연구설계
도자료 배포
- (’21.11~12) 관련 기업 조사･분석 용역
* 충청권 인공지능(AI)·메타버스 융합허브 구축 합의
- (~’22.1) 충남도 최종 기획방향 논의 및 정책
→ 충청권 AI+메타버스 융합얼라이언스 출범
- (’21.9) 충청권 AI 선도사업 기획용역 착수
연구 보고서 발간
- (’21.10) 「충청권 AI·메타버스 메가시티」 선포식
- (’21.12) 과기부, 권역별 선도사업 주제발표 및 회의

추진
방향

- 충남도 실정에 맞는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 - 인공지능･메타버스 + 주력산업과 융합기술 R&D,
해 주력산업(특히, 모빌리티)에 적용･확산할 수
제품･서비스 개발 및 기업지원, 인재 육성 및 규제
있는 산업 생태계 구축 방안 마련
실증
- 충남도 제조업분야 기업 조사분석을 통해 제 - (충남) 인공지능･메타버스 융합을 통한 모빌리티･
조･산업분야에 AI+메타버스를 적용할 수 있는
제조 분야 기술･실증･응용제품 R&D, 인재 육성 및
솔루션 개발 및 현장 실증 적용방안 구상
인프라 구축)

향후
계획

- 정책연구 보고서 발간(’22.1월 중)

비고

-

과기부 「지역거점 중심 인공지능 확산방안(안)」(’21.7)

- 예타 대상 사업 기획 수립 4개 시도 공동 대응
(’21.12)
- 예타실시(’22.7~12), 예산반영(’23), 사업 추진(’24
이후)

ㅇ 결과 활용방안
- 충남도 메타버스 추진 종합계획 수립 시 기획방향 제안
- 향후 과기부, 중기부 등 AI･메타버스 분야 사업공모 시 (비)예타 사업추진 등
∙ 2022년 ‘충청권 인공지능(AI)-메타버스 융합 클러스터 구축사업’ 세부기획
3) 충남 과학기술 투자로드맵 수립
ㅇ 추진배경
- 지역 내 지식자산･산업분석에 근거한 신성장･신산업 발굴하고, 글로벌 환경변화 선제대
응으로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미래과학기술 투자 로드맵 수립
- 미래유망 기술을 정의하고, 유형별 육성 비전 및 전략을 수립하여 충남 대표프로젝트를
발굴,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투자전략을 도출
ㅇ 추진목표
- 지역산업 현황과 경쟁력에 부합하는 과학기술 투자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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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과학기술 지식자원 경쟁력을 심층 분석하고, 글로벌 환경변화와 지역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전략적 투자 방향 도출
ㅇ 분석범위
- 충남 지역 핵심 기술군 도출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논문, 특허 축적 현황과 변화를 검
토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시계열 분석을 통해 성장하고 있는 기술군을 탐지하고, 충남과
전국의 기술 변화 추이를 비교
- 기술군 분포 현황분석은 해당 지역의 데이터를 네트워크맵으로 구성하여 분석하였으며,
데이터의 구성형태에 따라 과학기술표준분류-중분류(연구개발활동), 저널 카테고리(논문),
IPC4 코드(특허)를 기준으로 분석
- 동시에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관점에서도 충남과 전국의 기술 트렌드를 분석하여 유
망 산업을 도출하고, 산업내 기술의 육성전략 수립
ㅇ 추진내용
- (환경분석) 기술발전 동향 분석, 성과 현황분석, 충남지역 중점투자 분야 간 기술 연계성
분석, 주요기업 현황분석, 글로벌 밸류체인(GVC) 분석
- (역량진단) 과학기술역량, 산업구조, 미래기술 트랜드의 교차분석과 충남의 과학･기술･산업
현황을 분석하고 미래유망기술 후보영역 도출
- (분야설정) 충남발생 주요 산업･기술 역량을 매핑하여 그룹화하고 세부 기술 영역을 정의
하여 기반(기술, 인프라 등) 보유 여부로 유형 구분
- (전략도출) 유망산업별 요소 기술발굴과 선도기술을 선정 및 SWOT 분석 진행하여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세부목표를 확립
- (타당성검증) 전문가 평가로 기술성, 기술 수준, 투자 시기를 분석하고, 타당성 기반의 투자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과학기술 투자 로드맵 수립
ㅇ 결과 활용방안
- (활용방안) 충남지역 R&D 사업기획 및 정책 방향설정에 활용
∙ 충남지역 주력산업분야 파악 및 과학기술분야 핵심보유역량 도출
∙ 지역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분야간 우선순위 도출 및 핵심기관(연구인력) 파악

지역과학기술위원회 운영
ㅇ 구성취지
- 충청남도의 과학기술 진흥과 연구개발역량 강화를 위한 사항의 심의⋅조정 기구로 충청
남도 과학기술위원회를 설립함
ㅇ 주요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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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주요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사업별 정책방향의 적합성, 우선순위 및 사업비 규모조정 등 투자와 효율화에 관한 사항
- 연구개발 사업 기획 및 평가⋅관리에 관한 사항
- 연구기관 유치⋅육성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 대학, 기업체⋅연구소의 연구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증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과학기술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ㅇ 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명(행정부지사)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은 당연직 위원 3명과 위촉직 위원 17명으로 구분함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함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충청남도의 과학기술 담당부서
과장(현재 신성장동력과장)으로 함
ㅇ 위원회 운영
-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 개최함. 또한, 위원 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
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ㅇ 개최 현황
- 2021년 충청남도 과학기술위원회(’21.01.19)
∙ 충청남도 지방과학기술진흥 시행계획 ’20년 실적 및 ’21년 계획 심의
* COVID-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2건 모두 서면 심의 개최

- 2022년 충청남도 과학기술위원회(미정)
- 충청남도 지방과학기술진흥 시행계획 ’21년 실적 및 ’22년 계획, 충청남도 신산업 프로
젝트 추진현황 등 안건 심의

(2) 조사･분석
지역 R&D사업 조사･분석
ㅇ 사업배경
- 충청남도 과학기술 역량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지자체 예산 투자를 위해 충청남도 지역
연구개발사업 현황 파악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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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에 따라 연구개발의 지역주도성 및 투자비가 확대되어 체계
적인 지자체 연구개발사업 관리가 필요
ㅇ 추진목표
- 충청남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현황 분석을 통해 과학기술 정책수립 등과 같은 관련 정
책의 방향설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
- 충청남도 R&D 투자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실효성 높은 충남형 연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참고자료를 구축
ㅇ 조사･분석 대상 및 범위
- 충청남도 예산이 포함된 사업 중 OECD(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권고기준 및 기획재정부의 연구개발사업 분류 및 통계처리 기준의
적용이 가능한 사업 또는 과제가 대상
- 지역과학기술진흥을 위한 국비매칭, 충청남도 지자체 자체 기획사업 및 과제를 범위로 지정
ㅇ 조사･분석 항목
- 사업단위 조사항목(사업유형, 중앙정부 부처명, 사업수행년도 등) 19개, 과제단위 조사항
목(기본정보, 기술분류, 연구비 등) 27개의 각 항목을 조사
- 이 중 연구개발단계, 연구수행 주체, 기술분류명 연구비 현황 등 주요 항목을 본 보고서
에서 분석

지역 R&D사업 성과분석
ㅇ 사업배경
- 충청남도 지자체자체 R&D투자 비용은 꾸준히 증가해 6,683.6억 원(’19년 기준)을 투자
하고 있어 R&D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현황 파악이 중요
- 충청남도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R&D사업 기획 및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역
R&D사업 조사･분석 뿐만 아니라 성과분석도 필요
ㅇ 추진목표
- 충청남도 R&D사업 성과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효과적인 R&D투자로 이
어질 수 있도록 환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초자료 제공
- R&D사업 성과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충청남도 과학기술 관련 정책 기획 및 연구에 활용
할 수 있는 분석 자료 구축
ㅇ 조사･분석 대상 및 범위
- 충청남도 R&D사업에서 지자체자체 사업비가 포함된 국비매칭 R&D사업(’16~’19)과,
지자체자체 R&D사업(’16~’19) 중 ’19년도에 발생한 성과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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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비매칭 R&D사업 성과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
서비스(NTIS)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활용
∙ 지자체자체 R&D사업 성과 :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충남연지단)에서 과제관리기관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등)에 자체적으로 성과조사 실시
ㅇ 조사･분석 항복
- 사업단위 조사항목(사업유형, 중앙정부 부처명, 사업수행년도 등) 19개, 과제단위 조사항
목(기본정보, 기술분류, 연구비 등) 27개의 각 항목을 조사함
- 이 중 연구개발단계, 연구수행주체, 기술분류명 연구비 현황 등 주요 항목을 본 보고서에서
분석함

지역혁신클러스터 및 지역혁신기관 조사
ㅇ 추진배경
-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18~’22)을 수립하면서 지역거점 효율화와 함께 지역
혁신클러스터의 혁신역량 강화가 중요한 이슈로 제시
- 이러한 정부의 지역과학기술정책은 지역 내 혁신클러스터 및 혁신기관을 육성하고 지역의
과학기술혁신 생태계를 보다 강화하고자 함
- 이에, 지역 내 과학기술혁신역량 기반 지역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클러스터 및 혁
신기관에 대한 조사가 필요
ㅇ 추진목표
- 지역 중심의 혁신역량인 혁신클러스터, 혁신기관 조사를 통해 과학기술 및 주요산업 동향,
클러스터 위치 및 주요기관, 연구인력, 입주기업 성과 등 파악
- 향후, 공동 R&D 기획 및 협력 정책 수립의 방향성 도출
ㅇ 조사절차
- 지역혁신클러스터 및 지역혁신기관 조사분석 설명회 및 회의(’21.7~8)
- 혁신클러스터 지역별 조사 양식 협의 및 역할 분담(’21.9~10)
- 지역혁신클러스터 및 지역혁신기관 자료 조사 및 가공(’21.10~11)
- 2021년 충남 지역혁신클러스터 및 지역혁신기관 조사 최종 DB 확정(’21.1)
- 지역혁신클러스터 및 지역혁신기관 보고서 작성 및 발간(’21.12~’22.1)
조사설계
･ 조사목적 확정
･ 조사항목 및 범위 수립
･ 표본 설계 및 확정

조사준비

⇨ ･ 조사 방식 확정
･ 조사 대상 사전 조사

조사 시행

⇨ ･ 자료 조사 시행
･ 자료 가공 및 정리
･ 자료 검정

보고서 작성

⇨ ･ 조사결과 보고 및 조사
분석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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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추진내용
- 지역클러스터 및 지역혁신기관 조사
∙ 과학기술 혁신역량현황 분석
∙ 충남 지역혁신클러스터 현황 조사
∙ 혁신클러스터 내 사업체 현황 조사
∙ 혁신클러스터별 종사자수 상위 산업분류 등
ㅇ 결과 활용방안
- 충남지역 R&D 사업기획 및 정책 방향설정에 활용
∙ 충남지역 주력산업 파악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R&D 및 주요 산업분야의 인력 현황 및 구성 파악을 위한 자료로 활용
∙ 지역혁신클러스터 및 지역혁신기관 분석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충남 과학기술혁신 역량지수(R-COSTII) 분석
ㅇ 추진배경 및 목표
- 지방화･분권화가 진행됨에 따라 지역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이 지역을 넘어 국가 발전의
핵심요소로 부각되면서 지역 과학기술혁신 역량의 정확한 수준 진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KISTEP)에서는 2010년부터 매년 전국 17개 광역시·도별
과학기술분야 수준을 평가한 지역 과학기술혁신 역량평가(R-COSTII*, 이하 R-COSTII라 함)
결과를 발표하고 있음
* R-COSTII(Regional COmposite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Index)는 지역 과학기술
혁신 역량평가, 지역 과학기술혁신 역량지수를 통칭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발간한 「2020년 지역 과학기술혁신 역량지수
(R-COSTII) 보고서」를 충남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수립 후 전문가 자문을
통해 보고서 발간
∙ KISTEP이 발간한 ‘2020년 지역 과학기술혁신 역량평가’ 보고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R-COSTII 결과 요약, 충남의 R-COSTII 세부지표별 현황 파악 및 부진한 원인을 분
석하고, 향상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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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추진현황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R-COSTII 보고서 분석

KISTEP 발간한 2020년 지역 과학기술혁신 역량지수
보고서를 충남을 중심으로 분석

충남의 R-COSTII 향상방향 연구

R-COSTII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SWOT분석을 통한 충남의
지역과학기술 혁신역량 개선방향 연구

자문위원회 구성 및 자문회의 진행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구성하여 연구 내용에 대한
자문 진행

충남의 R-COSTII 향상방향 정리 및
보고서 발간

충남의 지역과학기술혁신 역량지수 개산방안을 담은 연구결과
보고서 발간

ㅇ 결과 활용방안
- SWOT 분석을 통해 수립한 충남의 R-COSTII 향상 전략은 R-COSTII를 구성하는 5개
부문에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충남의 R-COSTII를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

(3) 지역 R&D사업 기획･평가･관리
지역수요맞춤형 R&D 사업기획
ㅇ 추진배경
- 글로벌 환경변화 및 지역 이슈 해결을 위한 R&D 과제 발굴 및 기획
∙ 지역 내 혁신기관 및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검토하여, 수요기반 과제를
도출
∙ 포스트 코로나, 미･중 무역전쟁, 친환경, 4차 산업혁명 등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지역뉴딜 정책, 3대 위기(저출산, 고령화, 양극화)등 현안 극복을 위한 R&D과제도출
ㅇ 추진목표
- 사회문제의 효과적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플랫폼 구축･운영을 통한 사업 발굴 및 기획
∙ 도내 산･학･연･관･민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통해 현장 수요기반의 사업 발굴 및 기
획을 통한 문제 원인의 실효적 해결
∙ 도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이해관계자 간 연계를 강화하고, 협업 플랫폼 구축･운영으로
효율성 및 정책실현 가능성 제고
∙ 현장 수요 중심의 사업 발굴, 기획 및 실행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공감대 형성 및 사업
실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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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추진내용
- (주제발굴) 충남도 지역 현안 이슈 조사 및 분석을 통해 문제해결이 필요한 분야 발굴하고,
방향성 및 필요성 정리
- (수요공고 및 선정) 도내 산･학･연을 중심으로 수요 공고 및 접수 후 전문가 평가를 통한 선정
- (기획지원) 선정된 과제를 추후 공모 가능하도록 시연, 포럼 등을 통한 사업 기획을 지원
하여 기획보고서 도출
ㅇ 결과 활용방안
- 충남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공모
⇨

중앙정부 부처 공모 대응 지원

국비 확보 필요

⇨

중앙정부에 직접 사업 제안

지방비 확보 필요

⇨

지자체에 직접 사업 제안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해당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미 해당

지역 R&D사업 평가･관리
ㅇ 추진목표
∙ 지역 R&D사업의 평가･관리 체계 진단 및 구축과 사업 관리를 통한 환류 효과 극대화
∙ 사업 모니터링, 중간점검(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성공적 과제수행 지원체계 마련
∙ 모니터링과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성공적 사업수행 지원 및 관리를 통한 환류 효과 극대화
ㅇ 추진개요
- 충남의 자체 R&D사업인 ‘충남 에너지산업 소재･부품 국산화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대상
으로 지역 R&D사업 평가･관리 진행
∙ 충남소재의 중소기업이 주관인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에너지신산업 분야 소재･부품 국
산화 연구개발 지원을 통한 강소기업 발굴 및 육성
∙ 2020년 선정한 3개 컨소시엄을 대상 총 23개월 간 진행되는 R&D사업에 대해 평가･
관리를 진행
구분

과제명

이차전지 분야

리튬메탈 이차전지용 3C급, 수명 200사이클 이상의 고출력 장수명 특성의 리튬메탈 음극재 기술
개발

수소 분야
태양광 분야

고효율 고생산성 고체산화물 수전해 스택용 셀 소재개발
전 공정 건식 방식으로 플렉시블 CIGS 박막 태양전지* 셀 개발을 통한 BIPV** 칼라 모듈 기술
개발(셀 효율 14%)

* CIGS 박막 태양전지(Copper indium gallium selenide thin-film solar cells) : 구리, 인듐, 갈륨, 셀레늄의 화합물
유리나 플라스틱 등의 기판에 얇은 막으로 쌓아올린 차세대 전지
** BIPV(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System) : 건물 일체형 태양광 모듈을 건축물 외장재로 사용하는 태양광 발
전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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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미래산업국 에너지과)

• 전담기관 관리
• 시행계획 승인
• 사업비(출연금) 교부

전담기관

• 사업 시행계획 작성
• 사업 관리･평가 진행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

컨소시엄1 (이차전지 분야)

컨소시엄2 (수소 분야)

컨소시엄3 (태양광 분야)

• 과제별 연구개발(R&D) 수행
• 정기, 중간, 최종 및 사업비 사용실적 등 관련 보고서 제출

[그림 2-8] 충남 에너지신산업 소재･부품 국산화 연구개발 지원사업 추진체계

- R&D사업 주요 관리 일정
∙ 「충남 에너지신산업 기술개발 공통운영요령」을 바탕으로 평가･관리가 진행되었으며 전체
사업관리 프로세스 중 연구개발지원단 사업 기간 내 진행된 ‘연차계획서 검토 → 협약체결
→ 수시점검 → 중간점검(전문가 컨설팅)’까지를 대상으로 과제 평가･관리 진행
<표 2-13> 충남 에너지산업 소재･부품 국산화 연구개발 지원사업 주요관리 일정
구분

내용

주체

• 협약용 사업계획서 작성 안내 및 점검
• 연차협약(충남과학기술진흥원↔주관기관↔참여기관)
• 1차 사업비 지급(총 사업비의 70%)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수행기관(컨소시엄)

• 연구계획에 의거 과제착수(착수보고회 진행)

충청남도,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수행기관(컨소시엄)

수시 진도 점검
(매월 말)

• 매월 진도 점검(충남과학기술진흥원↔주관기관)
- 진행현황 점검 및 과제 수행중 애로사항 청취
• 현장방문 컨설팅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중간 점검
(전문가 컨설팅)

• 중간점검(전문가 컨설팅)
- 진행현황 점검 및 향후 진행방향 컨설팅
• 2차 사업비 지급(총 사업비의 30%)

충남과학기술진흥원,
평가위원회
(충청남도 참관)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1년 7월)

착수보고회
및 간담회
(‘21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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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결과 및 활용방안
- 「국가연구개발사업 혁신법」을 반영하여 충남 연구개발사업 평가･관리 체계 고도화
∙ 현재 개별 사업별로 별도 관리되고 있는 충남의 연구개발사업을 「국가연구개발사업 혁
신법」을 분석하여 충남 연구개발사업 평가･관리체계 방안 개선
- 충남 연구개발사업

평가･관리 체계를 고도화하여 충남 연구개발사업의 결과를 명확히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향후 정책 수립 및 유사 사업 지원 여부 결정 시 활용

(4) 정보 구축･제공
충남과학기술정보시스템 운영
ㅇ 추진배경
- 충청남도 과학기술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R&D 과제 기획 및 수행을 돕기 위한
플랫폼으로써의 역할인 과학기술정보시스템이 필요
- 충남과학기술정보시스템은 2014년 구축되어 지역 과학기술 성과 확산과 정보 제공을 위
해 운영
ㅇ 추진목표
- 지역 R&D 관련 과학기술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정보 제공
- 수요자 기반 시스템으로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 R&D 정보를 통합할 수 있는 통합 과학
기술정보시스템으로서의 기반마련을 통한 사용자 만족도 증대
ㅇ 주요 추진내용
- 기본사항
∙ 기본정보 변경 : 충남테크노파크에서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으로 시스템 이관에 따른
조직도 및 기본정보 업데이트
∙ 뉴스레터 연동 : 뉴스레터 발송 이메일을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 메일(G-mail)과 연동
- 회원 관리
∙ 회원 관리 규정 개선 :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등 관련 법규에 맞춰 최신화
∙ 회원 관리 기능 및 체계 개선 : 회원탈퇴 기능 생성, 휴면회원 관리 기능 도입
∙ 시스템 접근성 개선 : 비로그인 상태로도 공지사항, R&D 정책보고서, 과학기술통계
등의 과학기술 정보 확인 가능
- 게시판 관리
∙ R&D정보 : 보다 많은 R&D사업 공고 정보 제공을 위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사업 공고 리스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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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 연구장비
* ‘충남 내 장비리스트’ 게시판 내 리스트를 등록일에서 구축일로 변경하고, 구축일 순으로 리스트 정렬
* ‘e-Tube 산업기술장비’ ⟶ ‘i-Tube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 변경

∙ 게시판 표기 개선 : 모든 게시판 날짜 표기를 ‘월-일(12-28)’에서 ‘년-월-일(2021-12-28)’로
변경
- 대표 홍보내용
번호

구 분

홍보 내용

1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및 온라인신청
최신 버전 업데이트

최신화된 정확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법 및
온라인신청 안내자료 공고

2

상반기 ‘수요기반 R&D 과자발굴 및
기획’을 위한 수요조사 공고

충남도 내 사회문제의 효과적 해결을 위한 현장
수요 중심의 사업발굴 및 기획을 위한 상반기
수요조사

3

2022년 충청남도 에너지신산업분야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지원사업
신규과제 수요조사 공고

충남 에너지신산업분야의 발전 및 미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우수 과제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4

하반기 ‘수요기반 R&D 과자발굴 및
기획’을 위한 수요조사 공고

충남도 내 사회문제의 효과적 해결을 위한 현장
수요 중심의 사업발굴 및 기획을 위한 하반기
수요조사

5

말하는 인공지능(AI) (초급/중급)
개발과정 AI Makers Kit(AMK)
활용교육 교육생 모집공고

충남도민 누구나 인공지능(AI)을 쉽게 배우고
접근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에 대한 교육 및
인공지능 콘텐츠 개발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실시

6

충남 과학기술혁신포럼(씨앗포럼)
보도자료 홍보

매달 개최되는 충남 과학기술혁신포럼 사전 및
사후 보도자료 홍보

7

국방 전문가 포럼 개최 홍보

「2021 충청남도 스마트 국방산업 육성을 위한」
국방 전문가 포럼 보도자료 홍보

8

2021 Issue & Focus Vol.12 기고

충남수소과학기술경제포럼 개최 홍보

9

2021 Issue & Focus Vol.14 기고

충남 과학기술혁신포럼(씨앗포럼) 개최 홍보

R&D 정책보고서 발간 홍보

2020년 지역 과학기술혁신 역량평가 결과분석,
2019 충청남도 과학기술 통계집 외 다수
발간보고서 홍보

10

비고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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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네트워킹
충남과학기술혁신협의회 운영
ㅇ 개요
- 운영목적 : ‘충청남도 지역혁신협의회’와의 연계･협력을 통한 ‘충남과학기술혁신협의회’
운영으로 과학기술기반의 지역산업 혁신 및 新산업 도출과 정책 의제화 제고
- 운영주제 : 충남도 주력산업과 최신 과학기술 트렌드 분석･반영을 통한 新산업 창출 및
충남도 과학기술 혁신 방향 모색
∙ (주제1) 지속 가능한 혁신역량 확보를 위한, 충남과학기술혁신 아젠다 수립
∙ (주제2) 천안･아산 R&D집적지구 스마트 조성 전략 수립
∙ (주제3)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기반 구축
∙ (주제4) 스마트팜 빌리지 조성 전략 수립
ㅇ 세부 운영
- (사업추진체계) 충남과학기술진흥원(충남연지단)을 중심으로 충남도-충남과학기술혁신협
의회-충남지역혁신협의회-산･학･연 전문가 간 연계
충남연구개발지원단

↔
연계

 충남과학기술혁신협의회 운영
 지역과학기술 현안 및 동향 발굴

충남과학기술혁신협의회(이슈발굴)

충남도청 자치행정국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충청남도 지역혁신협의회

 국내･외 과학기술 관련 진단･분석을 통한 지역
내 현안과제 도출
 국내외 과학기술의 전략적 연계방안 도출

↔
연계

 지역혁신체계구축, 국가혁신융복합단지계획 수립,
규제자유특구 계획 수립, 지역인재 및 교육여건
개선, 공공기관 지압 이전 등

충남의 현안 과학기술의 이슈 발굴 및
기존 과학기술 관련 사업의 활성화 방안 마련

- (세부운영방법) 전체 연구 방향 추진 논의를 위한 전체분과 Kick-off 회의 진행 이후 분
과별 2~3회씩 회의 개최
∙ 과학기술 이슈의 기획･실행의 기능을 구비한 Working Group으로 운영
내용

1차 회의

2차 회의

이슈페이퍼 및
총괄운영보고서 작성

충남지역혁신협의회 회의

주제

협의회 구성 및 분과별
주제확정

4개 분과별 심층
회의

협의회 운영 결과
보고서 작성

분과별 취합 내용
충남지역혁신협의회 보고

일정

’21.08

’21.09~’21.12

’22.1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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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추진현황
[전체분과] 충남 과학기술 미래성장동력 파악 및 분과별 향후 연구방향 제시
구분
Kick-off

일자

장소

참석자

ʼ21.8.13

충남과학기술
진흥원 회의실

이근열
위원장 등
10명

내용

▪ 충남과학기술혁신협의회와 연계추진 필요성 제시
▪ 충남도 과학기술 현안 이슈발굴 및 기획･ 실행
기능을 구비한 워킹그룹 구성 논의
▪ 협의회 추진 방향 및 총괄 운영계획 수립

[제1분과] 지속 가능한 혁신역량 확보를 위한, 충남과학기술혁신 아젠다 수립
구분

일자

장소

참석자

내용

1차 회의

ʼ21.8.27

충남과학기술
진흥원 회의실

한군희 교수
등 10명

▪ 과학기술 현안 이슈발굴 및 기획･실행 기능을 구비
한 워킹그룹 구성 논의
▪ 향후 충남과학기술혁신협의회 연계 추진방향 논의

2차 회의

ʼ21.9.27

충남과학기술
진흥원 회의실

한군희 교수
등 10명

▪ 충남도에서 수립한 다양한 발전계획(안) 검토 및 최
신 과학기술 트렌드 분석을 통해 아젠다 발굴 논의
▪ 아젠다 중 단･장기적으로 실행가능한 제언 논의 등

3차 회의

ʼ21.10.13

충남과학기술
진흥원 회의실

한군희 교수 ▪ 충남과학기술혁신 아젠다 5개 분야별 2개씩 아젠다
총 10개 선정
등 10명

[제2분과] 천안･아산 R&D집적지구 스마트 조성 전략 수립
구분

일자

장소

참석자

내용

1차 회의

ʼ21.9.14

충남과학기술
진흥원 회의실

▪ 천안아산 R&D집적지구의 스마트 조성 전략 수립 추진
구본학 교수
현황과 전략수립 취지를 이해하고 추진내역 파악
등 10명 ▪ 천안아산R&D집적지구의 스마트 조성 전략수립 분과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논의

2차 회의

ʼ21.10.13~
ʼ21.12.15

충남과학기술
진흥원 회의실

구본학 교수 ▪ C-station용역결과보고서 내용 발표 및 토론
등 10명 ▪ 세부 주제별 발전방안 수립(안) 제시 및 토론

[제3분과]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기반 구축
구분

일자

장소

1차 회의

ʼ21.9.16

충남과학기술
진흥원 회의실

2차 회의

ʼ21.10.08~
ʼ21.11.30

온라인회의

참석자

내용

정순기 교수 ▪ 충남지역의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2차전지」 분과
외 5명
위원회구성 및 운영방안 논의
정순기 교수
등 5명

▪ 세부주제 확정에 따른 충남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재사용 관련 내용 온라인 회의 개최
▪ 한국전지산업협회 협조로 목차별 세부내역 작성

[제4분과] 스마트팜 빌리지 조성 전략 수립
구분

일자

장소

참석자

내용

1차 회의

ʼ21.9.17

▪ 스마트팜빌리지 조성전략 수립 이슈페이퍼 작성을 위한
충남과학기술진 최신영 소장
목차 및 워킹그룹 구성 논의
흥원 회의실
등 5명
▪ 씨앗포럼 “스마트팜빌리지 발전전략”리뷰 및 추진방안
논의

2차 회의

ʼ21.10.07~
ʼ21.11.15

충남과학기술진 최신영 소장 ▪ 중앙정부 추진 사업과 연계가능 방안 마련
흥원 회의실
등 5명
▪ 충남도 및 논산시 협의 회의 추진 및 협조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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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율과제
공동연구사업(지역과학기술혁신과정 운영)
ㅇ 추진목표
- 지역 과학기술 혁신과정에 대한 개선사항 도출을 통해 중장기 교육 프로그램 체계 구축
- 17개 전국연구개발지원단 실무진 대상 지역 연구개발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한 R&D 기
획역량 제고
ㅇ 사업수행기관 및 사업추진내용
- 사업수행기관 : 서울연구개발지원단(PM), 충남연구개발지원단, 충북연구개발지원단
- 사업추진내용 : 과학기술 정책 및 R&D사업 관리 관련 교육
ㅇ 세부주제
- 1차 :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및 성과 조사분석 방법 (서울)
- 2차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트렌드, 제조업 디지털전환, 통합Ezbaro 실무자 교육
(충북)
- 3차 : 기술사업화, 과학기술 최신 트렌드 “메타버스 현재와 미래”, 과학기술 정책 전략
기획방법론
ㅇ 추진 경과
일시

회의명

’21.05.12

2021년 지역과학기술혁신과정 추진 계획
논의

- 공동사업 추진 계획 및 향후 일정 논의

’21.06.08

제1차 지역과학기술혁신과정 계획(안) 공유

- 제1차 혁신과정 운영을 위한 협조 요청
- 계획(안) 공유 및 지역별 업무분담

’20.06.25

제1차 지역과학기술혁신과정 참가

’20.08.23

제2차 지역과학기술혁신과정 추진 관련
온라인 업무협의

’20.09.10

제2차 지역과학기술혁신과정 참가

내용

-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및 성과 조사분석 방법
(KISTEP 이현익 부연구위원)
- 전국 연구개발지원단협의회 실무회의 개최
- 2차 운영 주제 및 장소 협의와 지역별 역할분담
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트렌드
② 제조업 디지털전환
③ 통합Ezbaro 실무자 교육

’20.10.12 제3차 지역과학기술혁신과정 실무회의 개최

- 제3차 지역과학기술혁신과정 온라인 개최여부 및
주제선정에 대한 협의

’20.11.05

① 기술사업화
② 과학기술 최신 트렌드 “메타버스 현재와 미래”
③ 과학기술 정책 전략 기획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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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지단 고유사업 발굴 및 기획(과학기술혁신포럼-씨앗포럼)
ㅇ 추진목표
- 충남의 R&D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국내･외 과학기술 및 정책 현안 세미나 진행
- 충남 과학기술 관련 인적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가 그룹과의 정책네트워킹 마련
-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현안 논의를 기반으로 지역 과학기술정책의 적합성 및 전문성 제고
ㅇ 개요
- 포럼 일시 : 매월 1회 개최(2021.04부터 추진)
- 포럼 주제 : 충남 과학기술 현안
- 포럼 장소 :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 회의실, 충남북부상공회의소 대회의실
기획명

일시

주제

제1회 충남 과학기술혁신포럼(씨앗포럼)

’21.4.8

지역혁신과 경제성장

제2회 충남 과학기술혁신포럼(씨앗포럼)

’21.5.3

지역 과학기술혁신체계 개편방향

제3회 충남 과학기술혁신포럼(씨앗포럼)

’21.6.23

국방국가산업단지의 미래 발전방안

제3차 충남수소과학기술경제포럼 및
제4회 충남과학기술혁신포럼(씨앗포럼)

’21.7.8

수소 기술･제도/정책

제5회 충남 과학기술혁신포럼(씨앗포럼)

’21.8.26

미래시대 농업인을 위한 충남스마트팜빌리지 발전 전략

제6회 충남 과학기술혁신포럼(씨앗포럼)

’21.9.28

충남 해양수산ICT정책 발전전략

제7회 충남 과학기술혁신포럼(씨앗포럼)

’21.10.26

충남 메타버스 생태계 구축 방향

제8회 충남 과학기술혁신포럼(씨앗포럼)

’21.11.23

충청남도 청색기술 사업화 추진 정책 방향

제5차 충남수소과학기술경제포럼 및
제9회 충남과학기술혁신포럼(씨앗포럼)

’21.12.9

충청남도 2050탄소중립 비전과 전략을 위한
정책방향 논의

제10회 충남 과학기술혁신포럼(씨앗포럼)

’22.1.25

AI 머신러닝 기반 축산･해양 부산물 활용 고부가
재생 의료소재 개발전략

과학기술 확산프로그램 운영
ㅇ 추진목표
- 4차산업혁명 대표적인 기술인 인공지능(AI)에 대한 교육을 기획운영하여 충청남도의 과
학기술문화 확산 기여
- 우수한 교육콘텐츠와 전문가를 활용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충남도민들의 인공지능(AI)에
대한 접근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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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요
- 교육명 : 말하는 인공지능(AI) [초급/중급] 개발과정 : AI Makers Kit[AMK] 활용 교육
∙ 초급(3일, 9시간 교육), 중급(3일, 9시간 교육)과정으로 각 과정당 교육생 16명 이내로 운영
* 교육대상 :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누구나*(공고일 기준)
* 충청남도 소재 직장인(재직자) 또는 대학생(졸업생 및 재학생) 포함

∙ 사업기간 : 2021년 3월 ~ 2022년 2월
ㅇ 추진절차
- 도내 과학기술확산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조사 및 기획(’21.3 ~ 6)
- 과학기술확산프로그램 확정(말하는 인공지능(AI) [초급/중급] 개발과정 : AI Makers
Kit[AMK] 활용 교육) 및 시행계획 작성 (’21.7 ~ 8)
- 말하는 인공지능(AI) [초급/중급] 개발과정 : AI Makers Kit[AMK] 활용 교육 홍보 및
교육생 모집(’21.9~10)
- 말하는 인공지능(AI) [초급/중급] 개발과정 : AI Makers Kit[AMK] 활용 교육 준비 및
운영(’21.11)
- 말하는 인공지능(AI) [초급/중급] 개발과정 : AI Makers Kit[AMK] 활용 교육 결과정리
및 보고(’21.11~12)
- 말하는 인공지능(AI) [초급/중급] 개발과정 : AI Makers Kit[AMK] 활용 교육운영 보고서
작성 및 발간(’21.12~’22.1)
프로그램 기획

프로그램 준비
 인공지능(AI) 교육 홍보

･ 과학기술확산프로그램
확정

프로그램 운영

⇨

･ 가천대학교 인공지능(AI)
전문가와 맞춤형

및 교육생 모집:
[초급/중급] 과정 별도

결과보고
 인공지능 교육만족도

･ 전반적인 인공지능

⇨

(AI)교육 운영 준비 :
교구 및 장비 등

모집

⇨

조사

･ 교육 운영 결과
보고서

인공지능(AI) 교육기획

ㅇ 추진내용
- 인공지능(AI) 교육 전문가(교수)를 초빙하여 충남지역의 인공지능(AI) 콘텐츠 개발 및 관련
교육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 검증된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충남에 맞는 양질의 인공지능(AI)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충남
도민을 대상으로 진행
∙ 교육운영방식 :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 직접 운영
-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 일정
∙ 교육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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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제

초급
(3일)

중급
(3일)

내용

AI 기본 교육

▶
▶
-

이론
인공지능 기본개념
KT AI Makers Kit(AMK) 소개
KT AI 코딩블록과 기초 코딩 소개
실습
AI 기본개념 코딩

AMK 활용한 인공지능
기초 프로그래밍 1

▶
▶
-

이론
AMK
AMK
AMK
실습
AMK

AMK 활용한 인공지능
기초 프로그래밍 2

▶
▶
-

이론
AMK 이용한 AI 코딩블록 프로그래밍
문자인식, 간단한 표정인식 프로그래밍 등 학습
실습
AMK 활용한 기초 프로그래밍 실습2

인공지능 머신러닝
프로그래밍

▶
▶
-

이론
AMK 지도, 비지도학습, GAN 프로그래밍
음성, 이미지, 다양한 표정, 자세, 소리 인식 프로그래밍
실습
AMK 지도/ 비지도 학습 프로그래밍 실습

각종 센서 활용 기초

▶
▶
-

이론
구글 teachable machine을 이용하여 다양한 학습 예제 프로그래밍 학습
제스터, 음성, 이미지 학습 프로그래밍
실습
구글 학습 프로그래밍

중간 산출물 완성

▶
▶
-

이론
앱 인벤터 기초 프로그래밍
AMK와 앱 인벤터 연결하기
간단한 센서동작 학습하기
실습
앱을 통해 사물인식 정보를 표출하기
지금까지 배운 것으로 산출물 완성하기

조립 및 세팅
이용한 TTS, STT, 서버 활용
이용한 AI 코딩블록 사용법 소개
활용한 기초 프로그래밍 실습1

∙ 교육일정
구분

날짜

초급(3일)

11월 03일(수) ~ 05일(금)

중급(3일)

11월 24일(수) ~ 26일(금)

시간

비고

오후 7시 ~ 10시

과정당 9시간 교육

(3시간)

(이론 1시간/실습 8시간)

※ 인공지능에 대한 다양한 교육생의 눈높이에 맞춰 초급과정과 중급과정을 분리해 맞춤형 교육기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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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사업

1. 사업필요성 및 목적
연구개발 필요성
ㅇ (지역균형 발전) 정부 주도의 지역정책의 한계에 따른 정부의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기조는
지역 주도 R&D 기반 혁신정책 추진 및 지역 자율성 강화에 초점
- 지역 기술혁신 생태계 기반 지역 경쟁력 확보가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속적 성장을 위한
핵심 요소로 등장하며 지역의 역할과 중요성이 점차 부각
-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18~’22)’,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등 중장기
정책 수립을 통해 지역 주도형 혁신성장 전략 및 국가 균형발전 도모
ㅇ (지역과학기술 체계) 최근 지역 수요 중심의 R&D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지역 주도로
R&D를 추진하기 위한 ‘투자-기획-평가-환류’의 R&D 전주기 체계 구축 필요
- 중앙부처 중심의 지역혁신 사업구조를 지역 중심으로 개편하여 지역 R&D사업의 단계적
이양을 통해 지역 자율성 부여 및 자립형 성장 촉진
- 따라서 지역사회에 필요한 R&D 과제의 발굴･기획 역량과 더불어 지역 수요 중심의 투
자효율성 제고를 위한 R&D사업 평가･관리 체계 고도화 요구
ㅇ (지역R&D예산확대) 국가R&D예산 증가와 더불어 최근 5년간 지방R&D예산 또한 연평균
12.3%씩 큰 폭으로 증대됨에 따라 향후 지역의 R&D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및 중앙 정부와 지역R&D 간의 상호연계성을 확보하여 중복투자의 비효율성 관리 지속
요구됨
<표 2-14> 최근 5년간 지역R&D 투입예산현황, 2015-2020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5년간 CAGR

사업수(건)

114

162

196

211

238

232

15.3%

사업비(억 원)

2,934

3,382

3,355

3,711

4,348

5,231

12.3%

자료: 전라북도 과학기술진흥시행계획(2015~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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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목적
ㅇ 전북연구개발지원단은 ’09년에 선정되어 단계별 정책수립, 과제 발굴･기획, R&D 사업
지원/평가, 성과분석 및 환류 등 전북 R&D 전주기적 업무를 총괄하며, 지역R&D 컨트
롤타워 역할 수행
- ’21년은 본 사업 ②단계(’18∼’26) 운영 혁신 및 성숙 발전기의 중간해로 ①단계(’09
∼’17)에서 구축된 추진 체계 및 성과를 바탕으로 “전북형 과학기술 혁신생태계 고도화를
통한 전북경제 대도약 선도”를 당해년도 최종 목표로 설정
<표 2-15> 전북연구개발지원단 중장기 발전방향
1 단계
체계 구축 및 성장기
’09∼’11
태동 및
운영체계
구축

’12∼’14

’15∼’17

체계 강화 및 기능 정립
성과 발현 및 성과제고

2 단계
운영 혁신 및 성숙 발전기

3 단계
위상 강화 및 진화 발전기

’18∼’20

’21∼’23

’24∼’26

’27년 이후

전주기 R&D
관리체계
확립

과학기술 및
R&D혁신체계
역량 강화

견고한
위상 정립

미래 신경제사회
발전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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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해연도 사업성과 총괄

세부사업(프로그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
시행계획 수립 지원

목표

실적

달성도

1

1

100%

사업비(백만원)
연지단

기타

40

-

내용
ㆍ지방과학기술진흥시행계획 수립 지원

비고
필수

ㆍ전북과학기술 로드맵 수립(2부)신규
ㆍR&D 생태계 모니터링 방안(1부)신규
정책기획

지역 내 과학기술정책
기획･발굴

16

17

106%

110

-

ㆍ지역 기술사업화 촉진방안(1부)신규

필수

ㆍ전북 R&D 제도개선방안(1부)신규
ㆍ전북 핵심기술 정책/트렌드 분석(12부)
지역과학기술위원회 운영

8

9

112%

50

-

지역 R&D사업 조사･분석

2

2

100%

40

-

ㆍ전북과학기술위원회 운영(9회)
ㆍ전북 국비 R&D사업 투자 조사･･분석
ㆍ전북 도비 R&D 공동과제조사･분석

필수
필수

ㆍ도비지원사업 성과 조사･분석
지역 R&D사업 성과분석

3

3

100%

50

-

ㆍ전북 도비 R&D 공동성과조사･분석

필수

ㆍ도비지원사업 투자효율성 분석신규

조사･분석
지역 혁신자원 조사･분석

2

2

100%

40

-

지역 연구장비 조사･분석

2

2

100%

-

15017)

지역 R&D사업 기획

56

61

109%

170

-

ㆍ전북 혁신자원 현황조사･분석신규
ㆍ전북 기업부설연구소 현황조사･분석신규
ㆍ전북공동활용 장비현황 실태조사
ㆍ전북 노후화 장비현황 조사신규

필수
선택

ㆍ산･학･연 기술수요조사(3건)
지역 R&D
사업 기획･
평가･관리

ㆍ전북특화 중대형 산업 및 사회혁신 R&D

필수

과제 기획(58건)
지역 R&D사업 평가･관리

6

6

100%

20

9,44918)

ㆍ도비지원 개별사업 추진성과･평가(1건)
ㆍ전북 R&D 및 연계사업 평가･관리(5건)

선택

ㆍ시스템 활용 만족도 조사(1건)
ㆍ지역 R&D 안내서 발간(3건)
통계자료 및 성과 확산

31

33

106%

50

-

정보구축･
제공

ㆍ전북 R&D사업 통합설명회(1회)
ㆍ이슈페이퍼 발간(12회)

필수

ㆍ전북과학기술릴레이세미나(5회)
ㆍ전북연구개발장비 활성화 교육(11회)
지역 R&D사업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ㆍ전북R&D정보시스템 고도화
3

3

100%

40

-

ㆍ전북연구개발장비 시스템 운영

선택

ㆍ전북R&D사업비관리시스템운영신규
ㆍ산학연관 협력플랫폼 운영(10회)

네트워킹

지역과학기술혁신연구회

22

28

127%

70

-

ㆍ정출연 지역조직 실무협의체 운영(4회)
ㆍ연구개발장비 협의회 운영(6회)

필수

ㆍ소재･부품･장비 협의회 운영(8회)
자율과제

공동연구사업
합 계

1

1

100%

15

-

695

-

ㆍ(PM) 지역 혁신클러스터 공동조사･분석신규

필수

17) 전라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18) 혁신성장 R&D+사업, R&D기술사업화 지원사업, 과학기술기반 수요맞춤형 R&D사업, 바이오융합 지원사업,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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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사업별 성과 및 활용
(1) 정책기획
추진목표
ㅇ (혁신생태계 고도화) 전북연구개발지원단 중장기 발전방향 2단계(운영 혁신 및 성숙 발전기)를
기반으로 전북형 과학기술 혁신생태계의 전주기 고도화로 도정 전반의 혁신성장 주도
ㅇ (전북경제 대도약 선도를 위한 혁신성장 가속화 로드맵 마련) 전문성 있는 도내외 혁신리
더 역량을 결집하여 한국판 뉴딜, 지역균형 뉴딜 등을 연계한 산업 및 사회혁신 로드맵
구축 및 활성화

추진내용 및 성과
ㅇ 지방과학기술시행계획 수립 지원
- ’21년 전라북도 총 215개 단위사업 6,058억 원 규모 투자실적 점검 및 ’22년 투자계획
195개 단위사업 4,915억 원 규모 확정
∙ ’21년 전라북도 연구개발사업(순도비, 지특) 성과분석 및 개별사업 평가 대상 사업 선정
ㅇ 지역 R&D 중장기 기술로드맵 수립
- 정부 R&D 중장기 투자 전략 및 기술트렌드에 연계하여 지역수요 맞춤형 주력산업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RTRM 수립 완료(분야 : 지능형기계 및 미래전지산업 1건)
- 지자체 중심의 뉴딜정책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회혁신분야(재난안전, 환경, 보건
등) 중장기 유망기술 도출과 RTRM을 통한 도민 삷의 질 제고 강화(1건)
∙ 산업분야 R&D과제 44건, 사회혁신분야 126건 총 170건 국책사업화 활동(전북 뉴딜
계획 반영)
ㅇ R&D기술사업화 협업 플랫폼 활성화 방안
- 특화산업 관련 기업과 공공연구기관의 기술 및 인프라를 활용한 기술사업화 연계 지원체
계 구축, 특화산업DB 구축 및 수요기업 발굴을 통해 기술이전→기술사업화 지원까지 전
주기적으로 지원
∙ 기업수요기반 기술사업화지원을 통한 기술이전 성과(13건)창출 및 R&D후속과제 확대
ㅇ 전북 R&D 제도개선 방안
- 전라북도 도비지원 R&D사업 규정 및 현황을 검토하고 타 부처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비교 및 공공재정 환수법을 시행함에 따라 도비지원 R&D사업 공통 운영요령 개선방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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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기술료 개선, 연구비 부정집행 관리 방안, R&D프로세스 표준화
(안) 도출 등
ㅇ 지역 R&D 생태계 모니터링 방안
- 전북 R&D 현황분석에 따른 정책방향성을 수립하고, 지역 R&D 생태계의 전주기적 관
리 체계화를 위해 생태계의 건전성, 활력도, 효율성 등을 정량화하고, 관리를 위한 핵심
지표 설정
∙ 실시간/분기별/연차별 모니터링 지표로 구분하여, 성과지표로 반영, 상황판 제작 등
모니터링 추진 중
ㅇ 전북 핵심기술 정책/트렌드 분석
- 전북의 대표산업과 차세대 신산업 육성을 위해 핵심산업에 대한 중앙정부 및 전북의 정
책동향을 분석하고 도내 유관기업의 현황 및 혁신역량 진단, R&D투자방향 시사점 도출 등
∙ 전북과학기술위원회 및 R&D실무자 간담회, 산학연 협의체를 통한 산업정책/동향 정보
확산
ㅇ 전북과학기술위원회 운영
- 제8기 전북과학기술위원회 운영, 본회의 2회(대면 및 서면), 지자체 연계 R&D검토･자문
위 7회 개최
∙ 보고 및 심의 안건 3건(전북과학기술분야 중장기 로드맵, 11대 산업 연구회 기획 52개
신규 발굴 과제(1조 3천억 원 규모) 보고･심의･자문 등

결과 활용방안
ㅇ (시행계획) ’21년 도비지원사업 성과･조사 분석 대상사업 선정 및 조사/평가 : ~’22.4월
ㅇ 전북과학기술위원회 산하 11대 R&D기획연구회 정책 기획 방향 설정 : ~’22.5월
ㅇ 산업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ESG정책 및 4차업혁명 연계 R&D연계 활성화 방안 도출 :
~’22.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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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분석
추진목표
ㅇ 전라북도 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정책결정자에게는 예산 투입에 대한 효율성과 성과데
이터를 제공하고, 수요자에게는 연구개발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우수사례 발굴･제공
ㅇ 전라북도 지원사업의 경제적 성과 및 지역산업 파급효과 등 다각도에서 연구개발 투자 효
율성 분석을 통해 R&D정책 방향 제시
ㅇ 전북 장비 공동활용 활성화 활동 및 노후화 장비에 대한 실적현황을 정량화하고 분석결
DB를 기반으로 주요 시사점 도출 및 향후 지역 내 장비활용 효율성 증대를 위한 정책방
향 제시

추진내용 및 성과
ㅇ 전북유입 국가연구개발비 투자 조사･분석
- ’20년 전북 유입 국가연구개발 사업 3,755개(8,088억 원)의 투자현황 조사･분석
∙ 정책기획(시행계획, R&D 혁신방안 추진계획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증거기반 정
책 추진
ㅇ 전북 도비 R&D 공동 조사･분석
- ’20년 전북 순도비 R&D 30개 사업, 143개 과제, 20,008백만원 규모 조사･분석
∙ 도비R&D 투자 추이를 기반으로 전북의 특화산업 및 유망기술분야 간 연계방안을 모색
ㅇ ’20년 도비지원사업(총괄) 성과 조사･분석
- ① 도비지원 사업 성과 조사･분석(’20년도 110개 사업, 2,960억 원), ② 종료 인프라사업
∙ 전북도-연지단-사업관리기관 간 환류체계 구축, ’22년 사업별 예산의 정책적 환류 활
성화
ㅇ 도비지원 R&D사업 공동성과 조사･분석
- ① 도비지원 사업 성과 조사･분석(지역 R&D사업 과제(’16~‘19) ’19년도 성과(특허, 논문,
사업화 등)
∙ 지역 R&D 투자 증가에 따른 투입효율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지역 R&D 현황 자료
제공
ㅇ 도비지원사업 투자효율성 분석
- 지역사업의 경제적 성과 및 지역산업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R&D 투자 효율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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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 성과 진단 → 전북도 소관과/사업담당자 컨설팅(10월) → ’22년 사업예산/계획
환류
ㅇ 전북 혁신자원 현황조사･분석
- 지역 내 R&D 및 기업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혁신기관 50개 과학기술역량 현황조사･분석
∙ 지역 R&D 기관소개, 주요기능, 분야(산업, 기술, 장비) 내용을 수록한 안내서 제작 배포
ㅇ 전북 기업부설연구소 조사･분석
- 전북 R&D혁신생태계 주체인 기업부설연구소 및 전담부서의 정확한 R&D활동 조사･분석
∙ 전북소재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맞춤 지원을 위한 정책 및 사업 기획(’22년 사업간
연계)
ㅇ 전북공동활용 장비현황 실태조사
- ’20년도 전북도내 연구개발장비를 보유한 연구기관 40개 기관, 1천만원 이상 연구개발
장비실태조사
∙ 제2차 전북 연국개발장비 공동활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21년~’25년)
ㅇ 전북 노후화 장비현황 조사
- ’21년도 전북도내 39개 연구개발장비를 보유한 연구기관 40개 기관, 1,000만원 이상
연구개발장비 중 노후화 된 저활용･유휴장비의 현황 조사･분석
∙ 장비 가동욜 감소 대응 개선방안 도출 활동에 대한 객관적 자료 제시(’22년 사업 반영)

결과 활용방안
ㅇ ’21년 국비유입 및 순도비 R&D 사업 조사에 대한 투자 추이 비교 분석 : ~ ’22.9월
ㅇ 전북도 순도비R&D 성과･조사 분석 및 투입효율성 기반 지자체 사업검증 : ~ ’22.10월
ㅇ 전라북도 연구개발장비 중장기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추진 : ’22.5월 ~

(3) 지역 R&D사업 기획･평가･관리
추진목표
ㅇ 전북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기술 수요를 통해 산･학･연 협력체를 구성하여 전
북도 특화산업 발굴 및 R&D 과제를 기획을 통한 국가 예산 확보 추진
ㅇ 정부 및 도비 대상 R&D사업 직접 기획 및 수주를 통해 지역 R&D 전담･관리조직으로서의
위상 확보와 지역R&D혁신생태계 선순환체계 구축의 활성화 초석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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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도비지원사업을 대상으로 도정 목표와 연계하여 사업 추진성과 우수성을 진단･관리

추진내용 및 성과
ㅇ 산･학･연 기술수요조사
- 총 3종 238건 접수 ① 중대형 R&D 기획 수요(92건) ② 도비 R&D 지원 기술수요(126건)
③ 과기부 신규 혁신R&D 공모사업 추진 기술수요(20건)
∙ (기획수요) 11대분야 92건 발굴

52개 사업 총 1조 3천억 원 규모 기획 지원 완료

∙ (R&D 기술수요) 6대 분야 126건 발굴

도비 R&D 사업 연동형 R&D RFP 9건

도출/지원
∙ (과기부 공모사업) 2개 분야 20건 신규사업 발굴

지역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프로

젝트 10건, 지역현안 해결형 R&BD 과제 10건 발굴을 통해 지역맞춤형 우수과제 선
정･발굴(총 2건)
ㅇ 전북특화 중대형 R&D 과제 기획
- 산업별 현안 맞춤형 R&D 사업 발굴･기획(31대 아젠다, 52개 세부과제 1조 3천억 원 규모)
- R&D사업 26건, 패키지형 12건, 기반구축 14건으로 중대형 인프라 구축사업 발굴 확대
- 지자체 수요 중심의 다부처 사업 발굴･확대(행안부, 중기부, 과기부 신사업 발굴 6건)
∙ ’21년 기획과제 중 총 7건 부처별 사전협의 완료 및 ’22년 및 ’23년 신규과제 수주
예정
ㅇ 도비지원 개별사업 추진성과 평가
- ’21년 도비지원사업(’20년 대상사업) 중 지자체 주도의 사업 22개(균특, 순도비)를 대상
으로 개별사업 성과 평가 추진(성과조사, 중점추진사항, 성과지표 정합성, 합리성 등 검토)
∙ 컨설팅･간담회 결과 반영을 위하여 지원사업별 지자체 담당자 등 사업 이해관계자 간
차년도 추진사업의 성과지표, 목표, 사업내용 반영촉진 및 성과관리카드제 확산
ㅇ 전북 도비 R&D과제 평가･관리
- 도비 R&D 5종(혁신성장 R&D, R&D기술 사업화, 바이오융합소재 상용화, 소재･부품･
장비 기술개발) 및 매칭 1종(과학기술기반 수요맞춤형 R&D)에 대한 과제평가･관리를
통해 도출된 우수성과 결과물(Outcome) 중심의 환류 확대, 사업의 투입효과/성과 기초
자료 확보
∙ R&D과제 수요 대폭 증대(’19년 158개사 → ’21년 342개사), 특히, R&D 기술사업화는
최근 3년간 수혜기업의 53%인 76개 기업이 사업화 성공, 130억 원의 사업화 매출
및 112명 고용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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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활용방안
ㅇ ’22년 중대형 R&D 기획, 지정공모형 R&D 추진을 위한 수요조사 : ’22.3~4월
ㅇ 중대형 R&D 기획 과제 대상 ’23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사업화 활동 : ~ ’22.8월
ㅇ ’23년 국/도비 신규사업 사업계획 및 협약, 관리 추진 : ~ ’22.11월

(4) 정보 구축･제공
추진목표
ㅇ 전북도내 R&D 수행 기관 및 기업들을 대상으로 중앙부처 R&D 정책 방향 및 지역 R&D
정책 현안에 대한 정보 제공 추진
ㅇ 산･학･연･관은 물론 일반도민들이 과학기술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사용자 접근 편의성 도모 확대
ㅇ 「전북 R&D 사업비 관리 시스템」을 통해 전라북도 R&D 사업비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비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관리사업 확장

추진내용 및 성과
ㅇ 시스템 활용 만족도 조사
- ’21년 전북 R&D종합정보시스템 유저 237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20년 125명 대비
89%↑)
∙ 종합만족도 75.5점, 전반적 체감만족도 74.4점, 항목별 만족도 76.6점 집계 완료
∙ 시스템 추가 기능 3건, 개선사항 2건에 대한 ’21년 시스템 업그레이드 완료
ㅇ 이슈페이퍼 및 R&D통합설명회(안내서) 개최
- (Issue&Tech) 지역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분야별 산업동향 및 정책사업 동향 제공
(안내서) 과기정통부, 산업부 등 관련부처 및 전북도 기업지원 사업 안내서 제작･배포
(통합설명회) 도내 기업･대학･연구기관 대상으로 ’22년 전라북도 R&D/기업지원 사업
통합설명회 개최
∙ Issue&Tech 12건 발간 : 전북 과학기술혁신역량 현황조사･분석 및 주요이슈별 정책
제언 등 12건
∙ 3종의 안내서 발간 : ① 정부연구개발사업 안내 포스터 ② 전라북도 기업지원사업 안
내서 ③ 전라북도 R&D/기업지원사업 설명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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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대응에 맞춰 세미나 유형을 온라인으로 추진, 산･학･연 관계자 총 398명이 참석
(’20년 설명회 참석 190명, 109% 증가), 조회수 2,000명
ㅇ 과학기술릴레이세미나 및 교육
- 전북 과학기술릴레이 세미나 5회, 도내 기관 대상 장비운영자 숙련 교육 11회
∙ 코로나 확산에 대비하여 세미나 규모를 소규모로 분야를 확대하여 산･학･연･관 포함하
여 추진, 총 144명이 참석(’19년 세미나 참석인원 122명, 18% 증가)
ㅇ 전북 R&D종합정보시스템 스마트화
- ’21년 전북 R&D 종합정보시스템(http://rnd.jbtp.or.kr) 운영 결과 : 3,776명 회원 보유
(전년 3,230명 대비 16.9%↑), 회원 방문 수 9,158회 (’20년 8,966회)
∙ 시스템 업그레이드 ① 유저인터페이스 시각적 개선 ② 모바일 기능구축을 통한 스마트화
확보
- 전라북도 중소기업 지원사업 중복검색 시스템 총 138개 사업, 40개 기관, 4657개사 DB
관리
ㅇ 전북 연구개발장비 시스템 운영
- ’21년 장비정보제공시스템(https//jbjangbi.jbtp.or.kr) 운영 결과 : 사용자 9,117명,
페이지 조회수 46,573건, 장비이용 문의 163건 등 효율적 시스템 운영 확대
∙ 장비 관련 운영 관리 효율적인 운영시스템을 위한 시스템 내 중앙장비정보망의 장비
예약 기능 도입체계 마련, 사용자 불편사항 사전 제거 진행으로 안정화 확보
ㅇ 전북 R&D 사업비 관리 시스템 구축
- 지역은행과 협력을 통한 실시간 사업비 관리 시스템 구축(http://rcms.jbtp.or.kr) 후
지역R&D사업 적용을 통한 효율적인 사업비 관리추진(혁신성장R&D, 소재부품장비사업
등 60억 원)
∙ ’21년도 총 3개 사업을 운영효과 확보 후 지자체 R&D대상사업 확대 진행(’22년~)

결과 활용방안
ㅇ R&D종합정보시스템 개선 및 업그레이드(양방향 소통창구 체계 구축) : ~ ’22.8월
ㅇ ’22년 지역 주요산업 기획분과 및 연구회 운영 시 정책자료 제공 : ’22.5월
ㅇ ’22년 과학기술 역량강화를 위한 릴레이세미나 및 교육 수요조사 : ’22.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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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네트워킹
추진목표
ㅇ 전북 R&D 기관 간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R&D 동향 등 정보를 공유하고 기관 간 유기
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R&D 사업의 활성화 제고
ㅇ 도내 R&D 분야별 주요 현안에 대해 기관장,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북도 과학
기술 정책 수립 반영
ㅇ 산･학･연･관/정출연 연계 협력을 통해 공공연구를 위한 파트너쉽 강화를 위하여 전문가
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하여 지역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산업별 현안 협의 및 신규과제
기획

추진내용 및 성과
ㅇ 산학연관 협력플랫폼 운영
- 도내 소재 공공연구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산업진흥 및 지역발전을 도모, 주
요 현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지역맞춤형 산업별 육성정책 마련 등
∙ 총 10회, ’21년 지역 주요 산업별･기관별･기술별 주요 추진사업 및 협력사업 제안 등
ㅇ 전북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실무협의회
-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실무협의회
∙ 도내 장비 공동활용 현안 공유 및 개선방안 협의, 안건 도출/상정
∙ 총 6회, 실무위원 39명 참여(출연연, 대학, 국공립 연구기관)
▸ 지역 연구개발장비 노후화 및 활용 활성화 논의, 중앙장비정보망(ZEUS) 동기화 추
진계획 공유 등
ㅇ 소재･부품･장비 협의회 신규
- (소재･부품･장비 공동실무 협의회)
∙ 도내 소재･부품･장비 연구역량 집결 및 현안 공유를 통한 안건 도출/상정
∙ 총 8회, 협의회 15명(유관기관 11, 전북도 2, 전북TP 2)
▸ 소재･부품･장비 R&D 기획･성과확산 방안 논의 및 소부장 2.0 전략 대응방안 논의 등
ㅇ 산･학･연 정출연 협력 실무협의체
- 정출연 지역조직의 효율화 및 지역과의 전략적 연계 방안 정책화를 통한 지역특화산업･
기술 경쟁력 강화 방안 도출
∙ 주요 산업별 정출연 실무협의(식품산업, 농생명산업, 산학연 클러스터, 소부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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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내 산･학･연 공동체 간 현안이슈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전략적 네트워킹 및 중앙정부
정책/예산/기술 트렌드에 맞는 지역산업육성방향 도출을 위한 정출연 협의
▸ 전북 현안이슈 도출 및 R&D를 통한 해결방안 제시, 전북형 뉴딜정책 연계 정출연
공동사업 발굴,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개선방안 협의 등

결과 활용방안
ㅇ ’22년 지역 현안 발굴 및 산･학･연 협력협의체 운영 : ~ ’22년 12월
ㅇ 전북 산업 및 사회혁신(재난안전, 환경 등) 분야 발굴 과제 사업화 추진 : ~ ’22년 11월
ㅇ ’22년 소재･부품･장비 중장기 발전 기본계획 수립 추진 : ’22년 4월 ~

(6) 자율과제
추진목표
ㅇ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주요 지역과학기술정책의 의제로 추진, 분권을
위한 『지역 특성화, 과학기술혁신 생태계 조성』 강조
ㅇ 이에, 최근 지역에 입지한 혁신클러스터 내 자원 및 역량현황 조사･분석을 통한 지역
R&D 정책, 지역과학 혁신전략 수립 기초자료 활용

추진내용 및 성과
ㅇ 지역 R&D 성과현황 조사･분석
- 조사대상 : 지역 내 입지한 혁신클러스터 대상(총 8개유형)
∙ (총 8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6), 연구개발특구(5), 지방과학연구단지(10개), 첨단의료
복합단지(2), 국가식품클러스터(1), 산업기술단지(18), 규제자유특구(14), 강소특구(12)
* ’19년 통계청 자료 활용, 클러스터 현황은 ’20년 말 기준으로 보고서 적용

- 조사내용
∙ 17개 시도별 8개 유형별 혁신클러스터 유무여부 및 해당클러스터 일반현황 조사
∙ 시도별 클러스터 위치 및 면적조사를 통한 Map 최신화 및 관련 세부정보 등
∙ 해당 클러스터 범위 내 포함된 수요자인 기업의 성과측정을 통해 클러스터 지정･운영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성과 활성화 여부
구분
클러스터
집적화

분석요인

분석 자료

산업의 집중도

주력업종/기업 수 현황
(제조업 KSIC 10~30)

사업체 통계 조사 마이크로 데이터

경제적 성과

부가가치액, 생산액, 고용현황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마이크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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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러스터 유형별 분포현황 제시 및 각 해당지역별 클러스터 사업･기업적 효과추이 제시
- 또한 17개 시도별 지역혁신클러스터 위치현황 Map 제시 및 분포도 현황 제시
∙ 지역 내 클러스터 유형별 특성화 정합성 여부 및 기업 집적화를 통한 성장성DB 제시
- 공동사업을 통해 각 지역의 클러스터 직･간접적 활성화여부와 클러스터 기본계획과 부합
한 산업육성 추진여부 검토자료 확보
⇒ 17개 시도별 지역혁신클러스터 내 기업의 직접화현황을 통해 KSIC코드별 입지기업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클러스터 목적에 부합성 검토 완료
⇒ 또한 시계열 분석을 통해 입지된 클러스터의 경제적, 사회적 성과 측정을 통해 활성화되고 있는 유형구분이
가능하고, 지역에서 선택과 집중이 요구되는 부문을 검토

▸ 전국 17개 시도별 혁신클러스터 유형별 분포, 산업적 분포, 기업성장측면 자료 제시
▸ 전북 중심의 클러스터 최신현황 조사･분석 완료(산업/기업 집적화현황 구체화)
▸ 지차제별 혁신클러스터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참고자료 확보

결과 활용방안
ㅇ ’22년 전국 내 분포한 혁신기관 조사･분석을 통한 R&D역량 확보 : ~ ’22년 9월
ㅇ 지역 내 분포한 클러스터 및 기업집적화 분석을 통한 균형발전 방안 모색 : ~ ’22년 6월
ㅇ 통계청 자료와 기업정보시스템(크레탑) DB를 연계한 지역산업별 성과영향 분석 : ~ ’22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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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사업

1. 사업필요성 및 목적
연구개발 필요성
ㅇ 지역주도 과학기술(R&D) 정책･기획･실행･평가･관리･성과 등에 이르는 과학기술 거점으
로서 연구개발지원단의 역할 부각
- 지역 주도 R&D 추진을 위한 전라남도 R&D 정책 발굴 기능 강화
*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하고, 도정에 필요한 「탄소 多배출산업 Net Zero 실현전략 수립」, 「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 수립」 등 과학기술정책연구 수행

- 지역 수요기반의 R&D 기획 과제 발굴･추진 체계 강화
* 부처-지자체 R&D 정책, 지역 현안 등을 고려한 Agenda 도출로 지역 R&D 과제 기획의 내실화 및
연구개발지원단 주도 R&D 기획 확대(’19년 16건 → ’21년 30건)

- R&D 기획･조사･분석 및 성과환류 체계 강화
* 지자체 주도 R&D 기획과제 통합관리 및 과학기술통계 DB 관리 고도화 추진
* 연차별 국가･전남도 정책부합성, 실효성, 확장성 등 평가를 통해 우수사업 확대 및 부진사업 개선을 위
한 전담기관 기능 강화
* 국가 중･대형 R&D 사업기획, 시･군 기획역량강화, 과학기술정책연구 수립 등 전남 R&D 전담기관 역
할 강화를 위한 전문기관 설립 추진

ㅇ 연구개발지원단을 중심으로 지역 R&D를 기획･관리하는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지역
의 R&D 경쟁력 강화 및 투자효율성을 제고
- 지역발전 정책에 기반하여 시행 중인 각종 지역 R&D 사업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확대할 목적으로 전남테크노파크(전남연구개발지원단)를 R&D 전담기관으로 지
정･운영(전라남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연구개발 목적
ㅇ 지역 기반의 자생적 R&D 혁신생태계 조성
- 지역 혁신성장을 위한 과학기술 정책 총괄 지원
∙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주도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한 과학기술진흥계획 수립 및 지역과
학기술위원회 개최･지원
∙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과 연계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과학기술 정책을 수립･지원하여
지역의 미래비전 창출
ㅇ 지역 R&D 조사･분석 시스템 혁신을 통한 정책서비스 질적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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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실정에 맞는 조사분석 지표개발 및 추진체계 혁신을 통해 정책지원 서비스의 질적
제고
∙ 지역 연구장비 전담기관 역할 수행으로 전라남도 연구장비 공동 활성화 정책 수립
ㅇ 지역 R&D 기획･평가 등 연구개발 전주기 관리 역할 강화
∙ 범부처 연구개발사업 대응을 위해 지역의 모든 혁신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주도
R&D기획 체계 확립
∙ 지역 R&D사업의 전주기 관리 및 평가 프로세스를 혁신해 지역과학기술의 경쟁력을 제고
ㅇ 지역 R&D 네트워크 거점 및 과학기술정보의 효율적 활용 지원
∙ 지역 혁신주체들과 미래성장정책 발굴과 현안공유를 통해 과학기술 정책활성화 지원
∙ 지역 과학기술 통합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활용 지원을 위해 전남과학기술정보
시스템 운영 및 데이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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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해연도 사업성과 총괄

세부사업(프로그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시행
계획 수립
지역 내 과학기술정책
정책기획

조사･분석

지역 R&D

기획･발굴

목표

실적

달성도

1

1

100

3

3

100

사업비(백만원)

20

-

ㆍ지방과학기술진흥시행계획 수립

필수

-

ㆍ전남산단중심 지역 일자리거점혁
신계획 수립
ㆍ서남해안 과학네트워크 계획수립
ㆍ그린수소 메가클러스터 계획수립

필수

ㆍ전남과학기술진흥협의회
ㆍ전남과학기술발전위원회
ㆍ전남 R&D 정책발전협의회
ㆍ연구장비운영협의회
ㆍ전남 연구장비 전문가 협의회

필수

20

지역과학기술위원회 운영

8

9

113

90

4019)

지역 R&D 사업 조사･분석

1

1

100

15

-

ㆍ지역 R&D 사업 투자 조사분석 시행

필수

지역 R&D 사업 성과분석

1

1

100

15

-

ㆍ지역 R&D 사업 성과 조사분석 시행

필수

지역혁신클러스터 조사

1

1

100

10

-

ㆍ지역 R&D 사업 클러스터 및 혁신기관
조사분석 시행

필수

지역 연구장비 조사･분석

1

1

100

10

303)

ㆍ지역 연구장비 실태조사 조사분석
및 활성화 방안 수립

선택

ㆍ연구개발기획사업 기획(20)
ㆍ시군주도 미래선도 프로젝트(5)
ㆍ지역수요 R&D 사업 기획(3)
ㆍ소재･부품 R&D 사업 기획(3)

필수

200

5)

지역 R&D 사업 기획

30

31

103

60

지역 R&D 사업 평가･관리

3

3

100

-

ㆍ지역수요 R&D 사업 관리(지자체)
6,20020) ㆍ농공단지 R&D 사업 관리(지자체)
ㆍ소재･부품 R&D 사업 관리(지자체)

선택

통계자료 및 성과 확산

1

1

100

30

10021)

ㆍ전남과학기술정보시스템운영
(연구장비고도망, R&D 성과관리
시스템 포함)

필수

지역과학기술혁신연구회

3

3

100

40

-

ㆍ정책제언 연구회 운영 및
이슈페이퍼 발간(3회)

필수

공동연구사업

1

1

100

30

-

ㆍ공동 조사분석 보고서

필수

2

2

100

20

평가･관리

제공
네트워킹

자율과제

비고

기타

사업 기획･

정보구축･

내용

연지단

연지단 고유사업 발굴 및
기획

3022) ㆍ정부출연연 연계협력 과제 발굴

선택

19) 전남R&D전담기관운영사업
20) 지역수요맞춤형연구개발지원사업, 산학연계농공단지연구개발지원사업, 과기반 지역수요연구개발사업, 소재부품뿌리 연구개발지
원사업
21) 전남정보시스템운영지원사업
22) 정부출연연 연계협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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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사업별 성과 및 활용
(1) 정책기획
지방과학기술진흥시행계획 수립
ㅇ 추진목표
-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과 연계하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과학기술 중점정책 및
전략을 마련하여, 지역주도 과학기술진흥시행계획 수립
ㅇ 추진개요
- 대상사업 : 제5차 종합계획의 3대 부문 9대 중점추진과제 해당 사업(194개)
- 일

정 : 2021.11 ∼ 2022.1(3개월)

- 주관부서 : 전라남도 연구바이오산업과(수행기관 : 전남테크노파크)
- 주요내용 : 과학기술진흥사업에 대한 ’21년 추진실적 점검 및 ’22년 시행계획 수립
ㅇ 추진현황
구분

사전 준비

과기부 지침 시달

세부내용
ㅇ 지방과학기술통계 사전 조사(과기부･KISTEP공동)
☞ 지방재정 등을 분석하여 대상 사업 전수조사

ㅇ 과기정통부에서 지자체로 시행계획 지침 시달

일 정

’21.5∼9

’21.11
↓

자료 조사(1차)

ㅇ 전라남도 모든 실국/연구소 포함 전수 조사

’21.11
↓

자료 검토(1차)

자료 조사･검토(2차)

시행계획 수립

과학기술위원회
안건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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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차 수합 자료 검토(사업조서, 엑셀자료 등)
☞ 누락 및 보완자료 등 재요청 또는 직접조사

’21.11

ㅇ 2차 수합 자료 검토 및 데이터 분석

’21.12

ㅇ 최종 완료된 자료를 바탕으로 시행계획 수립

’22.1

ㅇ 과학기술위원회 심의를 통한 ’20년 시행계획 확정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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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결과 활용방안
- 과학기술진흥사업 분석에 따른 지역주도 혁신방향 설정
∙ 전남 과학기술진흥 시행계획에 따른 과학기술예산 투자방향 수립과 향후 추진사업에
대한 근거의 합리성 제고
∙ 블루이코노미, 소재부품 발전대책 등 지역 과학기술 이슈방향과 연계된 정책수립
- 지역 과학기술통계 조사 기반 마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기획평가원･지자체 및 지역연구개발지원단의 공동 조사를
통해 지역 연구개발 예산 통계의 정합성 확보

지역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ㅇ 추진목표
- 지역 과학기술위원회의 체계적 운영을 통한 지방과학기술진흥 계획 및 정책의 내실화를
위한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ㅇ 추진개요
- 전남 과학기술진흥협의회
∙ 근

거 : 전라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제3조

∙ 위원구성 : 정무부지사(위원장) 포함 과학기술 전문가 15인 이내
∙ 주요기능 : 지방과학기술진흥 종합 및 시행계획 수립, 과학기술 발전 및 과학기술인
육성 제도 개선, 과학기술 대상 심사 등
- 전남 과학기술 발전위원회
∙ 근

거 : 전라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제12조

∙ 위원구성 : 전남도지사(위원장) 포함 당연직 4인, 위촉직 26인 등 30명 이내
∙ 주요기능 : 전남도의 과학기술 정책자문, 대형연구시설 유치 기획 및 대응 등
- 전남 연구개발장비운영협의회
∙ 근

거 : 전라남도 연구개발장비 등의 공동 활용에 관한 조례 제9조

∙ 위원구성 : 연구장비 관련 전문가 15인 인내
∙ 주요기능 :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 기본계획 수립 심의, 공동 활용 장비 우수기관 평가,
운영 시스템 보완 등
- 전남 R&D 정책발전 협의회
∙ 근

거 : 전라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제12조

∙ 위원구성 : 전라남도 R&D 혁신기관 연구개발 담당 팀장급으로 구성(21개기관)
∙ 주요기능 : 지역 R&D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혁신 방안 마련, 과학기술 기반 R&D
사업 기획, 지역 과학기술 우수사례 발굴 및 성과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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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연구장비 전문가 협의회
∙ 근

거 : 전라남도 연구개발장비 등의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 제5조

∙ 위원구성 : 전라남도 주요 연구개발장비 보유 22개 기관 총괄 실무자
∙ 주요기능 : 연구개발장비의 효율적 운영관리, 공동활용 촉진 방안 수립 등
ㅇ 결과 활용방안
- 전라남도 과학기술 정책자문과 전문가 초청세미나 등을 통해 도내 대형연구시설 유치논
의 및 대응방안 마련
- 지역 과학기술 지원체계 정비 및 과학기술 정책 의사결정의 단일화 모델 마련
- 지역과학기술진흥 대상사업의이 성과관리 및 환류시스템의 최적화를 통한 지역 과학기술
시행 정책의 효율적 수립
- 과학기술 정보･연구개발장비 관련 전문가 네트워크 운영을 통한 연구장비 공동활용을 촉
진하고 활성화 계획 수립 기여

지역 과학기술 정책 기획･발굴
ㅇ 추진목표
- 중앙정부 과학기술 이슈사항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전남 과학기술 비전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 지역산업에 능동적 참여를 위한 정책과제 마련
ㅇ 추진개요
정책명

전남 주력산업
탄소중립 대응전략

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

탄소중립 특화단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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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부처

∙ 전라남도

배경

∙ 탄소 多배출산업(철강, 화학, 조선)의 Net Zero 실현전략 마련
(도지사, ’21.02.28)

기간

∙ 2021.3∼2020.5(3개월)

내용

∙ 전남 탄소중립 규제, 시장, 산업현황 분석
∙ 전남 주력산업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로드맵 작성

부처

∙ 전라남도

배경

∙ ｢전라남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제정･시행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기간

∙ 2020.12∼2020.3(4개월)

내용

∙ 전남 4차산업 혁명 기술 현황 및 여건분석
∙ 전남 4차산업 혁명 기술 촉진을 위한 중장기 비전 및 추진전략 수립

부처

∙ 전라남도

배경

∙ 전남 제조업 온실가스 배출량의 97.1%를 차지하는 철강, 석유화학(광양만권)
산업의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필요

기간

∙ 2021.6∼2021.10(5개월)

내용

∙ 전남 주력산업 탄소중립 대응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특화단지 조성
여건 분석
∙ 탄소중립 특화산업 단지 비전 및 세부 추진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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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결과 활용방안
- (핵심기술 확보)R&D 기반 부족 및 고급 연구인력 유입 단절로 광양만권 내 핵심기술 확보
- (전문인력 요구) 탄소중립을 위한 구조적 산업개편에 따른 업종･공정 변화를 대비한 탄소
중립 전문 인력양성기관 추진 배경
- (기업육성체계 구축) 창업기업 지원 공간 및 지원 시스템 부족으로 제조업 기반 스타트업
자생환경 조성전략 마련

(2) 조사･분석
지역 R&D 조사･분석(투자, 성과, 혁신클러스터 및 기관)
ㅇ 추진목표
- 지역 연구개발과제 현황조사 및 지역연구개발 사업성과 모니터링을 통해 전남도 R&D
정책 수립･투자 기초자료로 활용
ㅇ 추진개요
- 지역 R&D 투자현황 조사･분석
∙ 근

거 : 전라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제18조

∙ 조사대상 : ’20년 과제 협약이 체결된 지역 내 연구개발과제
∙ 조사항목 : 과제유형, 과제명 등 과제단위 28개 항목
- 지역 R&D 성과 조사･분석
∙ 근

거 : 전라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제18조

∙ 조사대상 : ’19년 발생 연구개발 성과
∙ 조사항목 : 논문, 특허, 기술료, 사업화 등 성과 항목
- 지역 R&D 혁신클러스터 및 혁신기관 조사･분석
∙ 근

거 : 전라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제18조

∙ 조사대상 : ’21년 지역 소재 혁신클러스터 및 R&D 혁신기관
∙ 조사항목 : 지역 혁신기관 현황 및 R&D 역량 등
- 조사분석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 목

적 : 지역 R&D 투자현황 및 R&D 성과조사 수행 협조

∙ 위원구성 : 조사분석 해당 과제 수행 담당자 8인
∙ 주요역할 : 조사분석 기본 데이터 작성 및 요구자료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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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추진현황
구분

세부내용

일 정

ㅇ 전년 조사･분석 자료의 기초분석 실시
☞ 신규사업 대상 발굴 및 담당자 정보 확인 등

’21.7

ㅇ 조사･분석을 위한 매뉴얼 확정
☞ 연지단 공동조사분석과 공동수행 절차 마련

’21.8

실무위원회 구성

ㅇ 조사대상 사업 담당 실무위원 구성 등
☞ 조사대상 사업 확정(국비:KISTEP, 도비 : 자체확정)

’21.8

조사 실시(1차)

ㅇ 1차 조사 실시(실무위원회, 자체조사･분석 등)
☞ 투자 : 매칭 및 순도비 사업(사업단위)
☞ 성과 : ’17년∼’19년 (과제단위)
☞ 기관 : 지역 내 혁신기관 24개

’21.9

실무위원회 운영

ㅇ 1차 검토 보완 및 과제단위 조사 협조
☞ 농업기술원 등 실무위원 등 참여

’21.10

조사 실시(2차)

ㅇ 누락 및 보완자료 재요청, 자체 조사 실시 등
☞ 투자 : 매칭 및 순도비 사업(사업단위)
☞ 성과 : ’17년∼’19년 (과제단위)
☞ 클러스터 : 지역 내 혁신클러스터

’21.11

ㅇ 취합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 실시

’21.12

사전 준비

시행계획 수립

분석실시

ㅇ 결과 활용방안
- 지역 연구개발사업 기초통계로 활용하여, 투자 유형 및 원인 분석 등 전남의 과학기술
현황을 다각적으로 분석 및 정책데이터에 반영
- 지역 연구개발사업의 성과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다각적 분석 자료를 제공
하고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의 기초자료 제공
- 지역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이력 관리를 통해 지원기관 간 중복지원 방지 및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향후 우수성과 사례 공유 확산 등을 통한 성과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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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연구장비 조사･분석
ㅇ 추진목표
- 지역 연구인프라(장비 등)의 투자효율성 제고와 공동활용 활성화를 위한 현황 및 성과 등
조사･분석 체계 구축(道 연구장비전담기관 지정)
ㅇ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전라남도 연구개발장비 등의 공동활용에 대한 조례
- 추진개요
∙ 조사기간 : ’21.2∼’21.5
∙ 조사기관 : 전남테크노파크(연구장비전담기관 지정)
∙ 조사대상 : 도내 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 등 22개 기관
∙ 조사내용
*
*
*
*

전남연구장비정보망 장비 DB등록 현황
연구개발장비 보유･관리 현황조사(고정자산 기준 1천만원 이상)
연구개발장비 전주기관리 및 장비전담인력 현황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현황 및 우수사례 등

ㅇ 추진현황
구분

사전 준비

조사표 작성

계획수립

추진내용

추진일정

ㅇ 조사범위, 대상 장비/ 기관 선정
ㅇ 전남연구장비정보망 장비･인력 DB입력 기능 개선

’20.12

ㅇ 조사항목 선정 및 조사표 확정
☞ 전문가 자문 및 조사대상 기관 의견 수렴

’20.12

ㅇ 실태조사 계획 수립 및 확정(전라남도)
ㅇ 실태조사 세부계획 수립(전남테크노파크)

’21.1

서면조사 실시

ㅇ 연구개발장비 보유･관리･활용 및 인력 서면 실태조사
ㅇ 실태조사표 제출현황 관리 및 전남도 보고

현장조사 실시

ㅇ 실태조사표 회신자료 검증 및 분석
ㅇ 실태조사표 미제출 및 불성실 작성 기관 현장 조사

’21.4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

ㅇ 실태조사결과 정리 및 검증(제출기관)
ㅇ 실태조사결과 작성

’21.5

ㅇ 실태조사 대상기관 조사결과 회신
ㅇ 조사결과 전라남도 연구개발장비 활성화 방안 반영

’21.6

조사결과 feedback

’21.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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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결과 활용방안
- 연구장비 공동활용 활성화 계획 수립
∙ 연구개발장비 실적(성과)관리 체계 개선
∙ 노후･유휴 및 저활용 장비 개선
∙ 기관별 장비 보유현황 및 정보공개 현행화
∙ 연구개발장비 통계관리 개선
- 전라남도 연구개발장비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 도내 연구개발장비 운영현황 및 공동활용 실적 점검
∙ 연구개발장비운영협의회 운영 및 활용실적 보고 등

(3) 지역 R&D사업 기획･평가･관리
지역 R&D 사업 기획
ㅇ 추진목표
- R&D 기획추진 체계 확립 및 효율성 제고와 범부처 R&D 사업 선제적 대응으로 국비예산
확보
ㅇ 추진개요
내역사업명

세부내용

전라남도
연구개발기획사업

ㅇ 지원목적 : 지역수요기반의 R&D 사업 발굴･추진을 통한 과학기술 혁신생태계 조성
ㅇ 추진방법 : 전남도 실국 대상 RFP수요조사 – 연지단에서 주관기관 선정･협약･관리
ㅇ 지원규모 : 12개과제, 8.5억 원 내･외(RFP 수요에 따라 변경 가능)

시･군 주도
미래선도 연구개발
프로젝트

ㅇ 지원목적 : 시･군의 미래 먹거리 창출에 필요한 연구개발 기획 지원
ㅇ 추진방법 : 시･군 대상 대상 RFP수요조사 – 연지단에서 주관기관 선정･협약･관리
ㅇ 지원규모 : 5개과제, 1.5억 원 내･외(RFP 수요에 따라 변경 가능)

소재･부품 R&D
기획위원회 지원

ㅇ 지원목적 : 전남 소재･부품 R&D 역량강화 지원
ㅇ 추진방법 : 소재부품 지정품목 공고 – 연지단에서 주관기관 선정･협약･관리
ㅇ 지원규모 : 10개과제 1.0억 원 내･외(RFP 수요에 따라 변경 가능)

지역수요맞춤형
R&D 기획연구회
운영

ㅇ 지원목적 : 전남연구개발지원단 자체 R&D 기획역량 강화 및 범부처 기술개발 과제
선제대응
ㅇ 추진방법 : R&D 기획 아이템 발굴(자체 조사) - 연구회 구성 – 연구회 운영
ㅇ 예산규모 : 3개과제 0.3억 원 내･외(기획 아이템에 따라 변경 가능)

222

제2장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ㅇ 결과 활용방안
- 지역현안 기반 중앙정부 연구개발사업 가능한 사업 발굴로, 지역 연구개발 경쟁력확보
및 기업의 매출과 고용 증대 제고
- 중앙정부의 대형 국책사업 유치를 위한 신규사업 도출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지역의 특
성에 맞는 과제 발굴 및 기획을 통한 지역의 산업 경쟁력을 제고
- 기획위원 DB를 활용하여 중앙정부 신규사업 기획에 참여할 수 있는 산업별 연구자 빅데
이터를 구축하여 지역주도 연구개발사업 기획 플랫폼 시스템을 구축

지역 R&D 사업 관리
ㅇ 추진목표
- 산･학･연 협력, 연구성과 활용, R&D 기획역량 강화를 통해 국가연구 개발사업을 확보하는
등 우리지역 연구개발 활성화 유도 및 지역과학기술 경쟁력 제고
ㅇ 추진개요
- 총 3개사업, 115개 과제관리
내역사업명

지역수요맞춤형
연구개발사업

산학연계
농공단지
연구개발사업
소재･부품･뿌리
산업 연구개발
대형 원스톱
지원사업

세부내용
ㅇ 사업기간 : 2015.3∼2021.2
ㅇ 사 업 비 : 총 24,000백만원(당해년도 4,000백만원)
ㅇ 주요내용
- 연구개발전략수립지원 : 지식재산 분석을 통한 유망기술 발굴 및 R&D 전략수립
- 역량강화연구개발지원 : 산학연 연계를 통한 중소기업 수요 연구개발
- 연구성과사업화지원 : 확보된 연구성과 또는 이전기술의 추가 연구개발
- 농어촌문제해결지원 : 농어촌 공공문제해결을 위한 기술 및 연구개발
ㅇ 사업기간 : 2019.4∼2021.3(연차협약)
ㅇ 사 업 비 : 총 2,133백만원(당해년도 1,000백만원)
ㅇ 주요내용 : 산학 연계 농공단지 연구개발 지원 및 기술사업화 컨설팅･교육지원
ㅇ 사업기간 : 2020.9∼2025.12
ㅇ 사 업 비 : 총 10,000백만원(당해년도 2,000백만원)
ㅇ 주요내용 : 지역 소재･부품･뿌리산업 중소기업 R&D 지원*
* 기술사업화컨설팅, 세미나, 연구기관과의 협력 등 추진

ㅇ 결과 활용방안
- 전남 R&D 사업 활성화 방안 수립･추진에 따른 지자체 주도 R&D 사업 투자규모의 양
적 확대 추진을 위한 체계적인 R&D 사업 관리 추진
- 지역 혁신체계 개편에 따른 지역주도 R&D 사업이 확대됨에 지역 R&D 관리 전문기관
으로서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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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보 구축･제공
전남과학기술정보시스템 운영 및 정보 제공
ㅇ 추진목표
- 지역 과학기술 관련 통합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으로 활용･지원 할 수 있는 과학
기술정보시스템 운영
ㅇ 추진개요
- 시스템명 : 전남과학기술정보시스템(*JNTIS)
* JNTIS : Jeonnam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ystem
(도메인 : http://jntis.jnsp.re.kr)

- 구축기간 : 2016.1.18∼2016.6.18(5개월)
- 구 축 비 : 233.7백만원(국비 163.2, 도비 70.5)
∙ 전남R&D 성과관리시스템(’13년 구축 : 국비 88)
∙ 전남과학기술정보시스템(’16년 구축 : 도비 54)
∙ 정보장비(서버 등) 구축비(’13∼’16 구축 : 국비 75.2 도비 16.5)
- 전남과학기술정보시스템 정보제공 추진체계

ㅇ 결과 활용방안
- 국가 및 지역 과학기술 관련 통합정보 제공 및 지역 R&D 자원의 효율적 관리･활용지원
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 과학기술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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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R&D 과제의 중복 지원 및 연구개발장비의 중복 구축 방지를 통한 지역 R&D 사
업의 투자효율성 제고 및 성과 창출 극대화
- 지역 내･외 대학, 연구기관 등 우수 공공기술의 상시 발굴･공급･이전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도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기반 기술사업화 촉진

(5) 네트워킹
지역과학기술혁신연구회 운영
ㅇ 추진목표
- 과학기술 전문가들의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을 통한 지역혁신정책 발굴과 현안공유 등을
통해 유기적인 정책 추진
ㅇ 추진개요
- 운영기간 : 2021.06∼2021.12(7개월)
- 주요내용 : 지역혁신정책 발굴을 위한 연구회 운영 및 이슈페이퍼 발간
ㅇ 추진현황
- 추진절차
구분
자문 회의
개최

연구회 구성

추진내용

추진일정

ㅇ 목표 : 과학기술혁신연구 이슈발굴 및 전문가추천
ㅇ 내용 : 과학기술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 개최

’21.6

ㅇ 목표 : 발굴된 이슈별로 전문가 섭외 및 연구회 구성(3분과)
ㅇ 내용 : 과학기술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 개최

’21.7
↓

연구회 운영

ㅇ 목표 : 지역과학기술혁신연구회 운영(3분과)
ㅇ 내용 : 전남TP 직원이 간사로 연구회 운영

’21.8∼’21.11
↓

이슈페이퍼작성
및 확산활동

ㅇ 목표 : 이슈페이퍼 작성 및 온･오프라인 게재
ㅇ 내용 : 발간된 이슈페이퍼를 지자체･혁신기관에 배포

’21.12.∼

ㅇ 결과 활용방안
-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과 연계하여, 지역 대응방안
연구 등 전남 탄소제로 정책 활성화에 기여
-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소부장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활용할 정책자
료를 기반으로 소부장 전문기업 육성 방향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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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주도 혁신기관 운영할 수 있는 지역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편 방향 및 개방형 연구시
스템 구축 등 지역 R&D 자원을 연계･활용할 수 있는 지역 R&D 혁신체계 마련

(6) 자율과제
출연연 연계협력 과제발굴･기획
ㅇ 추진목표
- 출연연 연계 지역 수요기반의 R&D 사업 기획 추진을 통한 타 지역에 비해 열악한 지역의
연구역량 한계 극복 및 지역 R&D 활성화 기여
ㅇ 추진개요
- 배

경 : 지역 미래성장동력 확보 및 문제해결을 위한 R&D 기획

- 참여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주요내용 : 지역 R&D 이슈 발굴 및 혁신 역량 확보를 위해 정출연과 지역 수요기반의
R&D 사업 기획 추진
ㅇ 추진현황
구분

추진내용

추진일정

【1단계】
지역 이슈 발굴

ㅇ (목표) 중앙정부 정책방향과 연계 가능한 이슈발굴
ㅇ (내용) 정부출연(연) 연계 R&D 기획 이슈 발굴

’21.9

【2단계】
지역 R&D 과제
RFP 발굴

ㅇ (목표) 정부출연(연) 연계 R&D RFP 발굴
ㅇ (내용) 정출연을 통한 발굴된 이슈 검증 및 기술성 분석을
통한 기획과제 도출

’21.10

【3단계】
RFP 결정 및
연구회 구성

ㅇ 목표 : 정부출연(연) 연계 R&D 기획연구회 구성 <2분과>
ㅇ 내용 : 연구회 RFP 결정 및 이슈별 연구회 구성

’21.10∼’20.11

【4단계】
연구회 운영 및
기획보고서 작성

ㅇ 목표 : 연구회 회의 개최 및 기획보고서 작성
ㅇ 내용 : 출연연 연계 연구회 운영을 통한 기획보고서 작성

’21.12∼’22.2

【5단계】
중앙정부
R&D 연계추진

ㅇ 목표 : 중앙정부 R&D 연계추진
ㅇ 내용 : 과기부, 산업부, 중기부 등 중앙정부 R&D 사업
연계를 위한 추진활동

226

’22.3∼

제2장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ㅇ 결과 활용방안
- 재생에너지 활용에 따른 농업부문 탄소배출량 감소 및 최적 환경제어를 통한 단위면적당
작물 생산량 증대와 농가 소득 향상
- 인공지능 기반의 첨단 홍수예측기술 확보를 통해 지자체별 맞춤형 홍수정보 제공에 기여
하고 홍수피해 저감 및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지역 공동연구사업
ㅇ 추진목표
- 지역 R&D 정책 및 사업 수립을 위한 체계적인 지역 R&D 투자 분석을 위해 연구개발
지원단 내 TF를 구성해 공동조사･분석 실시
ㅇ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1.3∼2022.2(12개월)
- 주요내용 : ’20년 대상 지역 R&D 투자현황 사업 및 과제단위 조사･분석
- 참여지역 : 대구(총괄), 전남(호남권, 서울), 세종(충청권, 경기), 경남(경상권, 강원)
ㅇ 추진현황
시행계획수립
(’21.5∼’21.8)

설명회 개최
(’21.9)

지역조사 수행
(’21.9∼’21.11)

절차 및 기본방향수립
(KISTEP 등 협의)

전국 연지단 대상
설명회 개최

지역별 조사수행
(조사기관 설명회 등)

권역별 조사결과 검토 및
보완자료 요청 등
(’21.10∼’21.12)

데이터 확정 및
보고서 작성
(’21.12∼’22.1)

보고서 발간 및 배포
(’21.2)

전남은 호남권(제주포함) 및
서울 조사자료 검토
(보완요청 등 수행)

데이터확정 및
조사분석 보고서 작성

조사분석보고서 발간 및
확산활동
(지역 정보시스템 등)

ㅇ 결과 활용방안
- 지역 R&D 투자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투자 효율성 제고 등 지역 R&D 정책 및 사업
수립을 위한 체계적인 지역 R&D 조사･분석 제공
- 조사･분석의 대상, 단위, 방법, 절차와 분석 자료의 검증방법 등을 표준화하여 중앙과 지역,
지역과 지역 간 비교분석
- 중앙과 지역 R&D 정책 및 사업계획 수립에 활용하고 RTIS와 NTIS 간 연계를 통해 지
역과학기술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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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사업

1. 사업필요성 및 목적
연구개발 필요성
ㅇ 지역 R&D 역량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역 내 R&D사업을 총괄･관리하는 전담 추진기구 필요성 대두
- 지방 R&D 예산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중앙정부 주도의 투자로 지방 정부의
역량 축적 정체
- 사업의 체계적 기획･관리･평가역량이 미흡하여 관련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가 어려운
여건에 대한 개선 필요성 제기
ㅇ 지역 R&D 기반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의 자립 성장 기
반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 필요
- 국가･지자체가 추진하는 R&D사업의 지역 내 확산과 효율성 강화를 통한 지역주도 혁신
성장을 실현하고자 경북 연구개발지원단 지원사업 추진

연구개발 목적
ㅇ 국가 및 지자체가 추진하는 지역 R&D 사업의 지역 내 확산과 효율성 강화를 통해 지역
R&D 기반 생태계 조성
- 국가 차원에서 경북 연구개발지원단은 지역 R&D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 내 혁신자원
및 역량에 관한 정보를 취합･공유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지역혁신정책 추진
- 지역 차원에서 경북 연구개발지원단은 지역 R&D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중앙정부의 지역
R&D 정책의 가교역할을 통해 국가 R&D 혁신정책의 효율화 도모
ㅇ 경북 연구개발지원단을 매개로 한 지역-중앙 효율적 R&D 정책 추진
- 지역 R&D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전문성과 자율성 확보 차원에서 정부 주도-지역
참여에서 지역 주도-정부 지원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 여건이 반영된 통
합적 과학기술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R&D사업의 ‘종합조정-조사･분석-기획-평가’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연구개발지원단을 설치 및 운영
ㅇ 경북 지역 특화기술과 연계한 R&D 방향 및 전략 제시
- 기술공급자 및 수요자 차원의 다각적인 조사･분석을 통해 전략기술 후보군과 수요기업을 발굴
하고, 수요맞춤형 신규 아이템 발굴 및 정책기획, 예산배분･조정, 사업평가 등의 정책수요 대응
- 대내외 환경변화와 지역 실정에 맞는 과학기술 중장기 발전방향 및 연구수행주체간 연계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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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해연도 사업성과 총괄

세부사업(프로그램)

정책기획

조사･분석

지역 R&D
사업 기획･
평가･관리

정보구축･
제공

네트워킹

목표

실적

달성도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시
행계획 수립

1

1

지역 내 과학기술정책
기획･발굴

2

지역과학기술위원회 운영
지역 R&D사업 조사･분석

연지단

기타

100%

10

-

2

100%

40

10523)

1

1

100%

10

-

1

1

100%

40

-

내용

비고

ㆍ지방과학기술진흥시행계획 수립
필수
지원
ㆍ경상북도 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수립
필수
ㆍ경북 산단대개조 사업
종합추진전략 수립
ㆍ경북 과학기술진흥위원회 운영 필수
ㆍ경북 R&D사업 투자현황
조사분석 보고서
ㆍ경북 R&D사업 성과현황
조사분석 보고서
ㆍ지자체 R&D사업 성과분석
보고서
ㆍ경북 혁신클러스터 조사분석
보고서
ㆍ경북형 뿌리산업 선도모델 구축
ㆍAI 이동가전 무인･자율 충전
실증기반 구축
ㆍ지역 대선과제 발굴기획
ㆍ이차전지 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 기획
ㆍ스마트제조산업 기획

지역 R&D사업 성과분석

2

2

100%

30

-

지역혁신클러스터 조사

1

1

100%

10

-

지역 연구장비 조사･분석

-

-

-

-

-

지역 R&D사업 기획

5

6

120%

80

10024)

지역 R&D사업 평가･관리

8

9

112%

40

10025) ㆍ평가･관리 및 조치 결과 제출

통계자료 및 성과 확산

8

12

150%

50

-

ㆍ경북 과학기술&정책이슈
주간동향 제공
ㆍ정부연구개발사업 안내 포스터
ㆍ정부연구개발사업 요약자료
ㆍ지역 혁신기관 지도
ㆍ경북 과학산업･기술 통계집
ㆍ경북 지역산업혁신 7단 협의체
업무협약 체결
ㆍ제조혁신 BIG5+1 비전선포식 개최
ㆍ경북 4차산업혁명 실행위원회 개최
ㆍ경북지역 특허 빅데이터 토픽
분석집
ㆍ경북 탄소중립 대응 방안 지원
ㆍ경북 G-반도체 산업발전 방안
지원
ㆍ경북 미래유망산업 대응전략 지원

지역 R&D사업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

-

-

-

-

-

지역과학기술혁신연구회

15

15

100%

40

-

-

-

-

-

-

공동연구사업

1

1

100%

15

-

ㆍ분과별 지역과학기술구회 운영
및 이슈페이퍼 발간(4개
혁신협의회 15개 분과)
ㆍ
ㆍ지역 혁신클러스터 가이드맵
보고서

연지단 고유사업 발굴 및
기획

1

1

100%

15

-

ㆍ경북 과학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방안 보고서

국제교류 및 협력
자율과제

사업비(백만원)

필수
필수
필수
선택

필수

선택

필수

선택
필수
선택
필수
선택

23) 경상북도 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경북 산단대개조 사업 종합추진전략 수립 연구용역
24) 이차전지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
25) 2021년도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개발사업, 신전자산업 제품화 기술개발사업, 구미시 핵심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운영사업

229

2021년도 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사업 최종보고서
`

3. 세부사업별 성과 및 활용
(1) 정책기획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시행계획 수립
ㅇ 추진목표
-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추진실적 점검과 이를 반영한 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이행을 위해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근거하여 매년 지방과학기술진흥 추진실적 및 시행계획을 종합한 지방과학기술진흥 추
진실적 및 시행계획 수립
ㅇ 추진내용
- ’22년 경북과학기술진흥위원회 심의･의결 서면평가
∙ 경상북도 과학기술진흥조례 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과반수 찬성으로 원안가결
ㅇ 결과 활용방안
- 제5차 종합계획의 중점추진과제별로 광역지자체의 ’21년 실적을 점검하고 '22년도 지방
과학기술진흥 추진 방향 설정과 투자계획을 제시

지역 내 과학기술정책 기획･발굴
1) 경상북도 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수립
ㅇ 추진목표
- 기술과 산업이 조화로운 혁신 경북을 실현하기 위해 디지털･융복합･저탄소 전환을 통한
「경북형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 수립
ㅇ 추진내용
- 지능화･융복합화로 기술과 산업이 조화로운 혁신 경북 실현을 위한 추진전략 및 세부 실
행방안 수립
∙ (산업혁신)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기술을 활용하여 산업간 융합을 강화하고 신산업
창출
∙ (생태계혁신)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거버넌스, 인프라, 환경 조성을
통해 미래산업 기반 구축
∙ (사회혁신) 기업, 인재 및 사회공동체가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창의적 가치실현을 위한
생태계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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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도과제 50건 발굴･기획
∙ 경북형 4차 산업혁명 부합하는 50개 선도과제 발굴･선정
ㅇ 결과 활용방안
- 4차 산업혁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중장기 비전과 전략으로 연도별 세부실행계획 수립시
로드맵으로 활용
-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 먹거리 정책과제 발굴을 통해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대응자료로 활용

2) 경상북도 산단대개조 사업 종합추진전략 수립
ㅇ 추진목표
- 경상북도 경제요인 악화, 고용저하 등 성장요인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산단 중심 협력
강화 및 新성장동력 확보 시급
- 미래융합 신산업 창출, 맞춤형 고용창출 및 청년 창업촉진, 쾌적하고 안전한 근로･정주
환경 조성 등 산업단지의 구조적･기능적･공간적 개선 및 산단 회복력 제고
ㅇ 추진내용
- 경북 산단대개조 사업 기본구상 및 추진전략, 사업연계모델 정책기획
∙ 비전 : ICT융합 신산업 육성을 위한 D.N.A 기반 전자융합 모빌리티 소재부품 제조혁신
생태계 조성
∙ 목표 : 개방형 제조혁신, 맞춤형 인력공급, 친환경 녹색전화
- 지역 산단대개조사업 정책 수요조사 실시
∙ 조사목적 : 산단대개조 사업의 직접적 수혜자인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수요 파악
∙ 조사내용 : 거점산단(구미) - 연계산단(김천1, 왜관, 성주) 158개 입주기업, 58명 기관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산단 대개조사업 추진시급성 및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우
선순위 도출
- 경북 산업단지 산업생태계 기반의 유망산업 도출
∙ 경북 4개 산업단지(구미, 김천, 성주, 칠곡)별 기업거래데이터 활용 산업구조의 전후방
연관성을 기반으로 유망산업 발굴(산업단지별 네트워크 모형 구축/산업 ATLAS)
- 신규 국비사업 지역유치 지원
∙ 경북 구미 공정혁신시뮬레이션 센터 구축(272억/3년)
∙ 구미형 소재부품 융합얼라이언스 구축(200억/3년)
∙ 경북 성주 혁신지원센터 구축(90억/3년)
∙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 구미 유치(50억/3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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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결과 활용방안
- 정부 산단대개조 사업과 연계한 산단중심 新성장동력 확보
- 산업단지 관계부처 등과 함께 낙후, 노후화된 산업단지 개선을 통해 산단중심 경제 활성
화 및 일자리 창출 모색
- 산단 내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 해소 및 근로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 일자리효과가 높은 경북지역 산업단지 유형별 맞춤형 과제 사업화 추진
- 경북산단대개조(포항권) ’22년 공모 신청 기초자료 활용(’22.3. 선정 예정)
- 중장기 발전구상
∙ 비전 : ICT융합 신산업 육성을 위한 D.N.A 기반 전자융합 모빌리티 소재부품 제조혁신
생태계 조성
∙ 목표 : 개방형 제조혁신, 맞춤형 인력공급, 친환경 녹색전화

지역과학기술위원회 운영
ㅇ 추진목표
- 경상북도의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
- 설치근거 : 경상북도 과학기술진흥조례 제2조 및 제4조
- 주요기능 : 지역 과학기술진흥정책 심의･자문
∙ 심의･의결 :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지식정보산업진흥종합계획, 지자체 R&D사업
신규과제 등
∙ 자문 : 과학기술기본정책의 발전방향･제도･정책, 지방과학기술진흥 시행계획, 신규사업
검토 및 조정, 지방과학기술 아젠다 발굴 등
- 위

원 : 20명 (당연직 3명, 민간위원 17명) *위원장 – 경제부지사

ㅇ 추진현황
- 경북과학기술진흥위원회 운영 지원
-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안건상정 지원
∙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21년도 추진실적 및 ’22년도 시행계획(안) 심의･의결
ㅇ 추진내용
- ’22년 경북과학기술진흥위원회 심의･의결 서면평가(’22.1.12)
∙ 경상북도 과학기술진흥조례 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과반수 찬성으로 원안가결
ㅇ 결과 활용방안
- 제5차 종합계획의 중점추진과제별로 지자체의 ’21년 실적을 점검하고 ’22년도 지방과학
기술진흥 추진 방향 설정과 투자계획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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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분석
지역 R&D사업 조사･분석
ㅇ 추진목표
- 경북 지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R&D 추진현황의
다각적인 분석자료 산출
- 증거 기반의 효율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과 정책 방향성 제시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ㅇ 추진내용
- 경북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현황 조사･분석 보고서 발간
∙ 경북 지역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현황 자료 확보
- 수집항목 및 조사범위 확대･개선을 통한 조사･분석 체계 고도화
∙ 경북 23개 시군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현황 분석을 통한 정책 수립의 활용도 제고
<세부과제 지원유형>

<연구비 규모>

<기초지방자치단체>

자유공모형(상향식) 과제의 기초연
구 비중이 가장 높음

전년대비 2억 원 미만의 중･
소형과제 증가, 2억 원 이상의
대형과제 감소

광역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조사범위
세분화, 정책수립 활용도 제고

개발연구 단계에서는 자유공모형
(상향식), 응용연구 단계에서는 품
목지정형(상향식) 과제 비중이 높음

대학은 5천만원 미만의 세부과제
비중이 큰 반면, 대기업, 중견기업
및 출연연구소는 2억 이상의 세부
과제 비중 큼

대학의 비중이 높은 포항시, 경산
시는 기초연구 단계의 과기부, 교
육부의 중･소형과제 중점 수행

- 경북 4차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 경북 산단대개조 사업 종합추진전략 수립 등을 위한
정책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
ㅇ 결과 활용방안
- 경북 지역 R&D 투자 계획의 효율성 제고와 과학기술정책 방향 설정 및 제시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

지역 R&D사업 성과분석
1) 경북 R&D사업 성과현황 조사･분석
ㅇ 추진목표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속적인 지출규모 확대에 따라 R&D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성과 분
석 수요 확대
- 경북 지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다각적 분석 자
료를 제공하고 증거기반 정책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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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추진내용
- 경북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현황 조사･분석 보고서 발간
∙ 과학적(2,228건), 기술적(등록 878건, 출원 1,154건), 기술료(체결 355건, 징수액 140억 원),
사업화(1,528건) 성과 자료 확보
- 수집항목 및 조사범위 체계 확립
∙ 부처(연구개발 관련 35개 부･처･청･위원회, 다부처 포함), 연구개발단계, 연구수행주체,
미래유망신기술(6T), 기초지방자치단체 등 5개 항목별 성과 통계 분석
∙ 경북 기초지방자치단체별 성과현황 분석을 통한 정책 수립의 활용도 제고
ㅇ 결과 활용방안
- R&D기획, 사업평가, 예산의 배분 등 과학기술 관련 정책 수립 등에 활용
∙ 경북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현황 조사･분석을 통한 정책기획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2) 지자체 R&D사업 성과분석 보고서
ㅇ 추진목표
- 지자체 R&D사업으로 지원한 과제의 과학적･기술적･경제적･사회적 성과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
- 지자체 R&D사업의 성과분석을 통해 기술사업화, 기업발굴,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기초
자료와 성과 정도를 파악하는 용도로 활용
ㅇ 추진내용
- 지자체 R&D사업 성과조사 보고서 1종 발간
∙ 지자체 R&D사업의 종료과제와 계속과제 및 지원중단과제를 대상으로 과학적･기술적･
경제적･사회적 성과 등에 대한 총괄분석과 생산성 분석 실시
- 지자체 R&D사업 성과 조사･분석 및 환류 체계 구축
∙ 과제종료 후 3년간 성과활용 보고서를 통해 매출성과, 고용창출, 특허 및 지식재산권
등의 성과를 추적･관리
∙ 성과 조사･분석을 통해 신규과제 기획, 과제수행, 과제평가의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정책적 환류체계 구축･운용으로 R&D선순환 체계 확립 및 지자체R&D 투자의 정당성
확보
∙ 종료과제의 사업화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지역맞춤형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시사
점 도출로 기술사업화 유도
ㅇ 결과 활용방안
- 성과분석을 통해 지자체 R&D사업의 타당성 및 실질적인 투자 효율성 등을 정책수립 및
사업기획 등에 활용
234

제2장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 지자체 R&D사업의 추진방향 및 우선순위 결정 등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분석하여 지자
체 기술･산업 특성에 맞는 전략분야 발굴과 지원을 위한 데이터 확보
- 지자체R&D사업의 성과분석 보고서 예시로 활용하여 지자체 R&D사업의 성과 조사･분석
보고서 발간 확대의 모멘텀 확보

지역혁신클러스터 조사
1) 경북 혁신클러스터 조사･분석
ㅇ 추진목표
- 경북 혁신클러스터에 대한 공간적 범위를 조사하고, 해당 클러스터 내 입지한 주요 혁신
기관･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혁신클러스터 내 기업분포와 산업별 집적화 정도를
제시하고자 함
ㅇ 추진내용
- 지자체 혁신클러스터 지정현황
∙ 지자체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산업기술단지, 강소연구개발특구, 규제자유특구, 에너지산
업융복합단지 지정현황 조사･분석
- 지자체 혁신클러스터 산업･기업 집적화 및 특화업종 분포현황
∙ 경북의 주요 혁신클러스터 중 공간적 범위지정에 따른 기업집적화 현황 조사･분석 및
진단
ㅇ 결과 활용방안
- 지자체 혁신클러스터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혁신정책 수립에 활용

(3) 지역 R&D사업 기획･평가･관리
지역 R&D사업 기획
1) 경북형 뿌리산업 선도모델 구축
ㅇ 추진목표
-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의 높은 스마트 제조 기술 수준과 중국 제조업 성장에 대응하기 위
해 국내 금형특화단지를 중심으로 스마트 제조 상생･협력 생태계 기반 마련
- 구미(뿌리특화단지), 성주(뿌리산업) 기업들의 기술교류 활성화 및 뿌리산업 업종별 맞춤
형 스마트공장 모델 개발･보급을 통해 지역 제조업 전반의 생산공정 고도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235

2021년도 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사업 최종보고서
`

ㅇ 추진내용
- 경북도 국비 사업화 컨설팅 과제 지정
∙ 행안부 주관 지자체 지역균형뉴딜 사업 지속 발굴･지원 사업 구체화 컨설팅 지정
∙ ’22년 정부예산 심의(6~8월) 및 국회차원 추가반영(11월) 등 고려하여 사업계획 구체
화 및 타당성･효과성 등을 향상을 목적으로 소관부처 검토, 지원여부 컨설팅
< 컨설팅 개요 >
ㅇ 일시(장소) : 2021년 7월 20일 (경북도청)
ㅇ 참석자 : 행안부 이해진 사무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김용대 수석
ㅇ 내용 : 경북형 뿌리산업 고도화 선도모델 구축 컨설팅

- 구미 금형기업 간담회 및 수요조사 실시
∙ 조사기간 : 2021년 6월(1차), 10월(2차)
∙ 조사내용 : 공동활용장비 및 스마트팩토리 구축 수요, 공동혁신활동 기업수요
* (R&D 수요) 핵심부품 경량화, 고부가가치 신소재분야, 특수공정 기술개발 등
* (비R&D 수요) 대형 및 고부가가치 가공장비, 고기능성 제품생산을 위한 공동인프라, 공동활용 설계･
해석 SW 및 전문인력 양성･공급

- 경북형 분야/업종별 뿌리산업 스마트 선도모델 구축 제시
ㅇ 결과 활용방안
- 4차 산업혁명, 세계적인 공급망 재편 등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북도 차원의
뿌리산업 육성 협력체계 구축
- 금형기업들은 대기업의 물량감소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성장한계에 봉착, 금형기술의
고도화를 통해 뿌리산업 역량 강화
- 경북지역 산업단지 고도화 및 뿌리기업 육성을 위한 ‘23년 국비 예산확보 기초자료 활용

2) 이동가전 중출력 자율충전 플랫폼 실증기반 구축
ㅇ 추진목표
- 이동가전 중출력 자율충전 플랫폼 상용화 난제기술 해결 및 실증기반 구축을 통해 이동형
생활가전 新산업 창출 촉진
- 개요
∙ (사업명)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미래기술선도형)
∙ (수행주체)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북도, 구미시
∙ (사업기간/예산) ’23~’27년(5년), 총 145억 원(국비 100 지방비 40 민자 5)
∙ (주요내용)
* [기술개발] 50W~1KW급 중출력 자율충전 플랫폼, 배터리 자율충전 안전･관리 난제기술해결 및 기업
상용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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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구축] 자율충전 실증환경 및 성능시험･분석 장비 구축
* [실증지원] 기업실증 지원 및 제품규격･인증 표준화 대응

ㅇ 결과 활용방안
-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23년 전략투자 핵심테마 선정 건의
- 사업추진이 시급한 일부 기술개발 품목, 기반구축 및 인증･표준 사업의 ’23년 예산확보
추진
∙ (R&D) 난제기술 해결을 위한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 (기반구축) 앵커기업 창출, 제품 조기 사업화 촉진을 위한 R&BD형 기반 구축
∙ (인증･표준) 중출력 자율충전 제품규격･인증 표준화 기반 마련

2) 지역 대선과제 발굴･기획
ㅇ 추진목표
- 지역 산학연이 보유한 연구성과와 아이디어를 정책과제로 이끌어 내어 지역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
∙ 수도권과 지방의 4차 산업혁명 수용능력 격차 현저 → 전략적 R&D 개발 → 경쟁력↑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춘 유연한 변화와 전문화로 연구중심 경북 실현
ㅇ 추진현황
- (대선 공약과제화) 차기 대선을 1여년 앞둔 상황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을 발굴
하여 지역 공약 건의과제로 활용
- (국가 사업화) 한국판 뉴딜, 신산업 육성(BIG3) 등 정부 정책방향과 연계된 지역에 적합한
과제를 국비 건의사업으로 진행
추진절차

▸ 발굴 과제에 대하여 분야별 민･관･학 T/F팀 구성 → 사업구체화
- (분야) 미래자동차, 탄소소재, 그린수소, 바이오헬스, 반도체 등
- (대상) 15개 대학 + 18개 R&D기관 + 도 과학산업국 4개과

ㅇ 추진체계
- 중대형 사업기획과 사업화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경북 연구개발지원단을 중심으로 산학연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미래신산업 관련 R&D사업 발굴･기획
∙ (경북과학기술진흥센터) 道 연구개발･기획전담기관
∙ (연구기관 및 대학) 경북형 미래신산업 관련 R&D사업 기획 및 보고서 작성
<道･연지단>
발굴과제 국비사업 추진
(도-시･군)

ç

총괄 컨트롤
타워

<R&D협의회>
정보공유
↔
과제발굴

미래 신산업
과제 발굴･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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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결과 활용방안
- 도–시･군–지역 R&D 산학연 간 프로젝트 추진체계 구축 및 긴밀한 협력을 통해 추진전
략 확정 및 세부사업 구체화
- 대규모 국책과제 및 중앙부처의 중점추진과제를 중심으로 국비사업 추진체계로 전환, 적
극적인 국비확보 활동

4) 이차전지 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 기획
ㅇ 추진목표
- (협력 혁신 강화) 초광역 혁신 주체 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협력 혁신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 활성화
- (단계 협력으로 시너지 극대화) 사업기획→공동개발→사업화→산업 성장까지 사업화 전주기
얼라이언스를 지원하고 성과 극대화 추구
ㅇ 추진현황
- [협력체계구축] 구미시 이차전지 산업 선도형 네트워크 구축
- [기업발굴] 이차전지 선도기업 발굴 및 Supply Chain 구축
- [R&D 기획] 이차전지 관련 기업 성장을 위한 R&D 발굴 및 기획
- [대형 사업기획] 이차전지 소재-부품-배터리 상용화 지원센터 기획
ㅇ 결과 활용방안
- 기업의 R&D 기술 및 기초기술 확보 지원을 통한 상품성, 양산성을 검토하고 나아가 향
후 이차전지 핵심 지역으로 발전
- 대규모 국책과제 및 중앙부처의 중점추진과제를 중심으로 국비사업 추진체계로 전환, 적
극적인 국비확보 활동

5) 스마트제조 산업 기획
ㅇ 추진목표
- 경북 구미 스마트제조 관련 산업･기술 동종 분야별 또는 이종 분야 연구자간 기술연구회를
통해 기업/기술 DB분석 및 융･복합 신사업 발굴
- 데이터 분석 기반한 지역산업 분석, 후보 아이템 및 기술, 신규사업 발굴
ㅇ 추진현황
- 추진전략 : 전문가 자문을 통한 아이템 발굴 방향･범위 설정 → 데이터 수집 및 구축 →
후보아이템 도출 → 시장성/기술성/사업성 평가 → 신성장 아이템 도출 등
- 추진방법 :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 활용한 기업/기술 DB분석, 외부 시장분석, 예측정보기반
응용분야 시장성평가, 기술군의 예상 수요자군 도출을 통한 해당기술 성과확산 유도
238

제2장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ㅇ 결과 활용방안
- 지역 R&D 경쟁력 향상 및 핵심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지역 미래특화산업 혁신주체 연계･
협력 플랫폼 구축 등에 활용
∙ 대기업 및 중소･중견기업 협력, 기업지원기관 간 연대 등을 통해 업종간･기업간 상생,
구미형 과학기술 사업화･창업 모델 창출을 위한 유관 연구에 활용
- 지역 주력 산업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와 전통 산업 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위해 필요한
융복합 신기술 수요를 발굴한 것으로, 정부/지자체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규사업
제안 자료 등에 적용

지역 R&D사업 평가･관리
1) 경북도 R&D사업 평가･관리
ㅇ 추진목표
- 정부의 지방과학기술 역량강화 및 지역 혁신정책과 연계한 경상북도 차원의 경북형 4차
산업 선도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지원
ㅇ 추진현황
경 상 북 도

(관리규정 및 지침 제정, 공모계획 수립)

시행계획 시달

전 담 기 관

(경북 연구개발지원단)

(과제 기획, 공모･접수･평가관리)

협약 체결(전담↔주관↔참여기관)

주 관 기 관

(R&D주관 수행 및 총괄 관리)

참여기관2

참여기관N

(지역 산학연)

참여기관1

(R&D참여 및 수행)

- (선정평가) 경북형 4차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역량의 우수성 및 의지, 기술성
및 사업성, 계획의 구체성 및 사업비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과제 선정
∙ 중점 목표지표 미달성 시 목표치 차년도 이월 혹은 지원중단
∙ 연구 우수성과 발굴 및 성과활용 기반 구축, 미흡과제 현장실태조사 등을 통해 성과관리
- (연차평가) 전년도 연구실적(기술개발･기술이전･사업화 등)의 목표 대비 달성도 및 차년도
연구계획의 적절성을 중점적으로 점검
- (최종평가) 기술이전･사업화 등의 목표 대비 달성도를 중점적으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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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가 저조한 과제에 대해서는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과제기간 종료 이후 추적
조사 및 점검을 통해 지속 성과관리
ㅇ 결과 활용방안
- 지역 소재 산학연 혁신주체 기관들의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기술개발과 상품화, 인력양성
사업에 대한 유도를 통하여 지역과학기술개발 및 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
∙ 신규고용 88명, 간접고용 8명 등의 사회적 성과 창출
- 4차산업 핵심기술 확보를 통한 기술이전 활성화, 연구생태계 조성 및 기술 메카 실현
∙ 기술이전 13건, 기술료 10.8억 원, 직접매출 29.3억 원, 간접매출 99.6억 원 등의 경
제적 성과 창출

2) 구미시 R&D사업 평가･관리
ㅇ 추진목표
- 지역 기업의 니즈를 반영한 미래신산업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기업의
기술사업화를 통한 기업역량 강화 및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에 기여
ㅇ 추진현황
- 추진체계
구미시
사업총괄

전담기관(경북 연지단)
사업평가 및 과제관리
운영위원회

평가위원회
주관기관
과제 수행(책임자)

협동기관

240

참여기업

위탁기관

제2장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 연차평가
∙ (실적평가) 1차년도 과제 추진실적 및 성과 평가를 통한 계속 추진여부 결정
∙ (계획수립) 1차년도 연구실적과 최종연도(2차년도) 연구계획을 점검하여 과제별 연구방
향을 정립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향후 과제 지원범위 및 내용 조정
- 사업 성과 조사･분석
∙ (사업성과 조사) 구미시 핵심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성과 추적 조사･분석을 통해 기술
사업화, 기업발굴,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기초 자료와 성과 정도를 파악하는 용도로
활용
∙ (기술가치평가) 연구 성과 기술에 대한 개발조건부 기술이전 계약을 위해 기술원 주도
의 사전 기술가치평가 수행
- 사업관리(과제종료 후 실용화 및 사회적 활용･확산)
∙ (연구성과 실용화) 개발 기술의 기업 이전 추진 및 모니터링, 기술이전 조건부 추진체
계 수립을 통한 기업 수요 기반의 R&D 협력체계 강화, 기술이전을 통한 기술 상용화
및 기술 기반의 지역 기업 경쟁력 제고 도모
∙ (협약변경심의) 참여기업 폐업으로 인한 추진체계 변경 발생 과제에 대한 심의회 개최를
통한 절차상 오류 가능성 배제 및 변경 이후의 연구계획 재수립
∙ (지방비 기술료) 지방비 기술료제도 적용을 통한 참여기업의 기술 실시 관련 기술료
징수･관리, 사용계획 수립
- 재기획
∙ (사업계획) 지자체 및 내부 개선의견을 수렴한 차년도 사업 운영계획 수립

3) 구미시-GERI R&D사업 평가･관리
ㅇ 추진목표
- 지역 전자산업생태계 회복을 위해 수요기반 R&BD 과제지원으로 단기간내 매출･고용 등
가시적 성과창출을 위한 신전자산업 제품화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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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추진현황
경상북도/구미시

경북 연구개발지원단
사업총괄 및 전담관리
운영위원회
(사업예산 조정 및 의결)

평가위원회
(과제 선정･최종평가)
주관기업
과제 수행(책임자)

참여기업/기관

- 선정기준
∙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 필요성(사전기획 및 준비성), 계획의 우수성 등 사업취지에 적
합한 과제 지원
∙ 단기간 매출･고용 등의 가시적 성과창출이 가능한 개발과제 우선 지원
- 선정절차
∙ 신청 과제별 자격, 참여조건 등에 대한 적합성 검토
∙ 선정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지원과제 선정 및 과제 규모 결정
- 최종평가
∙ (목적) 종료과제의 개발실적 평가 및 향후 사업화가능성 검토
∙ (추진방향) 목표 대비 개발결과 및 매출･고용 실적 등을 점검
- 사업비 정산
∙ (목적) 사업비 정산실시로 사업비의 효율적 집행과 부적정 집행 방지
∙ (추진방향) 외부 전문정산기관(회계법인)에 의한 사업비 정산 실시
∙ (후속조치) 정산결과 사안에 따라 조치(시정･보완, 불인정 환수 등)
- 기술료 징수 및 후속조치, 과제 결과에 대한 지속관리
∙ (목적) 연구개발, 기술이전, 성과확산의 장려･촉진을 위한 재투자
∙ (추진방향) “신전자산업 제품화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에 의거 기술료 징수･관리
∙ (후속조치) 연구개발사업의 재투자 및 성과확산을 위한 사업 등에 대한 재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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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결과 활용방안
- (신전자산업 제품화 기술개발사업) 신전자산업 7대 분야 강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제품화 기술개발 (TRL 5∼7단계)
∙ (7대분야) 지능형홈케어, 헬스케어의료기기, 융복합 부품소재, 마이크로 이모빌리티,
5G융합, 홀로그램(VR/AR), 웨어러블 디바이스

(4) 정보 구축･제공
통계자료 및 성과 확산
ㅇ 추진목표
- 경북 R&D사업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 통계 및 조사･분석 자료 제공을 통한 성과 활동
촉진
ㅇ 추진현황 및 주요성과
- Weekly Sci&Tech 과학기술&정책이슈 주간동향 배포
∙ 웹진발간을 통한 연지단 홍보 및 정책고객(지자체 및 의회, 유관기관 등) 확보
- ’22년도 정부R&D사업 요약자료 & R&D Calender 제작 및 배포
∙ 중앙 부처별 업무계획을 수록하여 지역 기관 및 기업 대상 R&D 지원사업의 적시적인
정보제공
- 지역 혁신기관 지도 제작 및 배포
- 경북 과학기술･산업 통계집 제작 및 배포
- 경북지역 특허 빅데이터 토픽 분석집 제작 및 배포
∙ 경북지역 특허 기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 기술 및 신산업 분야를 발굴
하여 전략적 투자방향과 종합적인 산업발전 기술로드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경북 지역산업혁신 7단 협의체 업무협약 체결
∙ 일자/장소 : 2021.5.12(수) / 경북테크노파크 회의실
∙ 내용 : 한국판 뉴딜과 지역경제･균형발전을 정책적으로 연계하고 기관 간 이어달리기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혁신성장 거점 역할 수행
- 구미산단 제조혁신 BIG5+1 비전선포식 개최
∙ 일자/장소 : 2021.12.22(수) / 구미코
∙ 내용 : 경북 구미산단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발전전략 및 비전 공유
- 경북 4차산업혁명 실행위원회 개최
∙ 일자/장소 : 2021.11.26(금) / 금오산호텔
∙ 내용 : 4차 산업혁명 관련 정보교류 및 제3기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산업혁신과 정부정책 대응 실질적 4차 산업혁명 전략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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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현안사업 정책 지원
∙ 정부의 2050 탄소중립, K-반도체 방향에 맞추어 경상북도 과학산업 전환 및 기술혁신
실천적 이행을 위한 체계적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ㅇ 결과 활용방안
- 경북 지역 과학기술자원을 한 눈에 파악하여 향후 사업기획 및 정책자료로 활용
- 경북 지역 과학기술 관련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R&D 과제기획 및 발
전방향 수립

(5) 네트워킹
지역과학기술혁신협의회
1) 제조혁신 Big 5+1 미래산업 혁신협의회
ㅇ 추진목표
- 지역 제조업 혁신 및 新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이차전지, UAM(도심항공교통), 미래자동차,
스마트제조, 방위산업, 지능형반도체 Big 5+1 미래산업 발전전략 및 국책사업 아이템 발굴
ㅇ 추진현황
- 운영기간 : 2021년 6월 ~ 2021년 8월(3개월)
- 연구회 구성 : 총 6개 분과 전문분야별 지역 내외 산･학･연 전문가 참여
- 추진경과
Big5 미래산업 발전전략
수립(’21.6.8)

세부 발전전략 연구회
구성(’21.6.21)

Kick-off회의
(’21.7.7)

제조혁신 BIG5+1 비전선포식
개최(’21.12.22)

Big5+1 최종보고회
(’21.8.31)

Big5+1 중간보고회
(’2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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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결과 활용방안
- 연구회 네트워크 지속 운영을 통해 분과별 발생 이슈 정책대안 마련 상시 공조체계 유지
- 관련 지자체와 R&D 기관 간 기획-사업화 추진체계 구축 및 지속 협력을 통해 추진전략
확정 및 세부사업 구체화
- 전략 프로젝트 중 대규모 국책과제 및 중앙부처의 중점추진과제를 중심으로 국비사업 추
진체계로 전환, 적극적인 국비확보 활동

2) 지역수요기반 신규사업 혁신협의회
ㅇ 추진목표
- 지역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고 정기적인 교류를 통한 지역 현안 논의 및
육성 방안 기획
- 국가과학기술 육성방향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경북의 차별적인 미래유망 기술 발굴ㆍ확산
- 4차산업혁명 기반기술을 접목한 과학기술 기반의 지역 현안 문제 해결형 사업 기획연구
ㅇ 추진현황
- 운영기간 : 2021년 3월 ~ 2021년 6월(4개월)
- 연구회 구성 : 총 4개 분과 전문분야별 지역 내외 산･학･연 전문가 총 37명 참여
- 추진체계

ㅇ 결과 활용방안
- 연구회 네트워크 지속 운영을 통해 분과별 발생 이슈 정책대안 마련 상시 공조체계 유지
- 관련 지자체와 R&D 기관 간 기획-사업화 추진체계 구축 및 지속 협력을 통해 추진전략
확정 및 세부사업 구체화
- 전략 프로젝트 중 대규모 국책과제 및 중앙부처의 중점추진과제를 중심으로 국비사업 추
진체계로 전환, 적극적인 국비확보 활동

3) 바이오생명산업 혁신협의회
ㅇ 추진목표
- 바이오산업은 기술융합을 통해서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역량을 집중하여
시장선점을 위한 경쟁력 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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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 기술의 잠재적 가능성을 확보하고 바이오 분야의 기술개발 등 우수기술 확보를
위한 과제 발굴
ㅇ 추진현황
- 운영기간 : 2021년 5월 ~ 2021년 12월(8개월)
- 연구회 구성 : 총 4개 분과 전문분야별 지역 내외 산･학･연 전문가 참여
- 추진체계 및 주요내용
∙ 바이오산업 중대형 프로젝트 발굴
∙ 정부 바이오산업 주요 R&D 정책방향에 대응한 맞춤형 과제 도출
∙ 바이오분야 선점을 위한 경북지역 차별화된 핵심 과제 발굴

ㅇ 결과 활용방안
- 연구회 네트워크 지속 운영을 통해 분과별 발생 이슈 정책대안 마련 상시 공조체계 유지
- 관련 지자체와 R&D 기관 간 기획-사업화 추진체계 구축 및 지속 협력을 통해 추진전략
확정 및 세부사업 구체화
- 전략 프로젝트 중 대규모 국책과제 및 중앙부처의 중점추진과제를 중심으로 국비사업 추
진체계로 전환, 적극적인 국비확보 활동
- 정부 R&D 투자방향과 연계하여 경북지역이 국가 바이오산업 정책방향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 프로젝트 발굴

4) 경북 산업단지 생태계분석 혁신협의회
ㅇ 추진목표
- 경북 산업단지별 산업구조의 전후방 연관성을 기반으로 유망산업 발굴
ㅇ 추진현황
- 연구회 운영을 통해 산업별 중심성 분석을 통한 연관성 및 파급효과가 높은 분야 진단하
고 지역산업의 전후방 연관 관계를 기반으로 연관 다양성을 증대시키는 산업구조 고도화
중심산업을 식별하며 연결중심성과 매개 중심성을 지수화 분석
- 중앙부처 R&D기획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자문의견 수렴
246

제2장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경북 산업단지 유망산업 및 클러스터 연계 분석>

ㅇ 결과 활용방안
- 경북 산업단지별 산업구조의 전후방 연관성을 기반으로 유망산업 발굴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6) 자율과제
공동연구사업
ㅇ 추진목표
- 지역 중심의 혁신역량인 혁신기관, 혁신클러스터 조사･분석을 통해 과학기술분야별 R&D,
기반구축･활성화, 입주기업 성과 등 정책적 시사점 도출
ㅇ 추진현황
- 2022 지역 혁신클러스터 가이드맵 보고서(산업･기업 집적화 현황) 발간
[1단계]
지역별 자료 안내
(~10월 중)

[2단계]
조사자료 DB구축/점검(1차) 및
클러스터 맵핑 추진

[3단계]
각 시도별 자료 안내 및
클러스터 현황 점검(2차)

- 공동TFT 지역별 조사안내
[조사양식 배포/협조요청]
･ 전북: 광주, 제주 , 전남
･ 대전: 세종, 충남, 충북
･ 경북: 경남, 부산, 울산, 대구
･ 인천: 경기, 강원, 서울

- 17개 시도별 조사자료 DB확
보 및 데이터 검증(공동 TF
자체 점검)
- 기존 클러스터 가이드맵 활
용한 업데이트(최신화) 작업
추진(~11월)

- 기 제출된 지역별 클러스터
현황에 기반 맵핑 자료 시도
별 2차 검토
- 검토 완료된 자료 최종 송부
를 통한 클러스터 맵핑 완료
(보고서 확정 ~12월)

⇨

⇨

ㅇ 결과 활용방안
- 지역에 입지한 혁신기관 및 혁신클러스터 내 자원 및 역량현황 조사･분석을 통한 지역
R&D 정책, 지역과학 혁신전략 수립 기초자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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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지단 고유사업 발굴 및 기획
ㅇ 추진목표
- 지자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혁신성장 공동기준 기반 6개 전략산업, 41개 분
야 특허 빅데이터 주제어 및 산업 다중관계망 분석 통해 17개 미래선도 품목 선정 및
특화방향을 제시하고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구조 개편 방안 마련
* 경북 연구개발지원단은 지자체 R&D 기획･관리 전담지원 조직 지정(’14.10월)
ㅇ 추진내용

- 미래 선도품목 핵심기술 및 특화방향 제시

-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구조 개편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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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결과 활용방안
- 경북 미래유망산업 발굴 및 과학기술과 산업 혁신역량 간 단절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산
업구조 개편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지자체 과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 먹거리 정책과제 발굴을 통해 국가예산 확
보를 위한 대응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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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사업

1. 사업필요성 및 목적
연구개발 필요성
ㅇ 지방분권･자율을 토대로 한 지역주도의 R&D 발전체계로 전환
- 지역 R&D의 자율성과 책임성의 동시 제고를 통한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이 조정･지원하는
R&D 협력체계 구조 추구
ㅇ 지역 R&D 사업의 종합조정체계 활성화
- 지역 R&D에 대한 중복사업의 조정 및 국가주도사업과 지방주도사업의 상호 연계를 통한
효율성 제고
- 지역별 지원배분 의사결정에 유용한 종합정보지원체계 연계 강화
ㅇ 지역 R&D 사업의 발굴･기획･관리 역량 강화
- 지자체의 자율성 확대에 따른 지역 R&D 사업에 대한 책임경영체제의 정착
- 지역별 특성화, 차별화된 R&D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독자적인 R&D 발굴･기획･
관리･평가 역량을 강화
ㅇ 지자체의 수요와 특성을 반영한 지자체 R&D 계획 수립
- 중앙정부의 일방적 수립에서 탈피하여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자체의 특성을 고려
한 현장 지향적 계획 수립
- 지자체 주도의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지자체 주도의 지역 밀착형 매칭사업 추진
ㅇ 지자체 과학기술진흥정책 수립 및 R&D 사업 종합관리 지원
- 경상남도와 중앙정부는 연구개발지원단을 거점으로 중앙과 지역에서 각각 과학기술정책
추진의 거점 확보

연구개발 목적
ㅇ 경남 R&D 종합적인 조정체계 확립 및 과학기술 R&D역량강화를 통한 경남 미래 가치 창출
ㅇ 경남 과학기술 성과확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컨트롤타워(control tower) 역할 수행
ㅇ 경남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개발지원단의 기획역량 강화
ㅇ 경남 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을 통한 지자체 예산의 효율적 운영체계 지원
ㅇ 경남 혁신역량 결집을 위한 산학연관 유기적인 네트워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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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해연도 사업성과 총괄

사업비(백만원)
세부사업(프로그램)

정책기획

목표

실적

달성도

내용

비고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
시행계획 수립

1

1

-

ㆍ지방과학기술진흥시행계획 수립 지원

필수

지역 내 과학기술정책
기획･발굴

1

4

-

ㆍ경남의 지역경제 및 산업과 혁신역량
필수
분석을 통한 정책대응 기본 방향 연구

-

-

ㆍ경남 과학기술진흥협의회
ㆍ지역과학기술정책 안건 발굴

-

ㆍ중앙정부 지원 경상남도
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

ㆍ지자체 지원 경상남도 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

ㆍ중앙정부 지원 창원시
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

-

ㆍ경남 연구개발사업 성과 조사･분석

필수

-

-

ㆍ지역 혁신기관 및 혁신클러스터
조사･분석

필수

-

ㆍ지역 R&D사업 기획 및 신규사업 발굴

-

ㆍ지역 맞춤형 연구회 R&D과제 기획

8

-

ㆍ정부R&D사업 안내서 및 포스터 제작

100

-

-

ㆍ경남 연구개발사업 만족도 조사･분석

2

100

6

-

ㆍ경남 과학기술 이슈페이퍼 발간

2

5

250

9

-

ㆍ경남 과학기술 세미나 및 포럼

지역 R&D사업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1

1

100

1

-

ㆍ경남 R&D사업 관리시스템 운영

선택

지역과학기술혁신연구회

4

6

100

62

-

ㆍ경남 과학기술 혁신연구회 운영

필수

공동연구사업

1

1

100

5

-

ㆍ지역 R&D사업 투자 공동 조사･분석

필수

연지단 고유사업
발굴 및 기획

1

1

100

-

20

ㆍ경남 과학기술 아이디어 경진대회

6

9

150

2

-

ㆍ기업(부설)연구소 R&D 역량강화 교육

연지단

기타

100

-

1

100

1

1

100

1

3

300

1

1

100

1

1

100

1

1

100

지역 R&D사업 성과분석

1

1

100

지역혁신클러스터 조사

1

1

100

2

8

400

8

12

150

1

1

100

1

1

2

지역과학기술위원회 운영

지역 R&D사업 조사･분석

조사･분석

지역 R&D
사업 기획･

지역 R&D사업 기획

평가･관리

정보구축･

통계자료 및 성과 확산

제공

네트워킹

자율과제

23

7

필수

필수

필수

필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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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사업별 성과 및 활용
(1) 정책기획
지방과학기술진흥 종합･시행계획 수립
ㅇ 추진목표
-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의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주도 혁신성장 실현’을 목표로 ’18년∼’22년 지방과학기술진흥 정책의 기본방
향을 제시한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수립
-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이행을 위해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하여 매년 17개 광역지
자체별 지방과학기술진흥 추진실적 및 시행계획을 종합한 ‘지방과학기술진흥 추진실적
및 시행계획’을 수립
ㅇ 추진내용
- 경남과학기술진흥계획 2021년도 실적정리, 대표성과 및 개선 보완사항 도출
- 2022년 과학기술 중점 정책 및 사업 방향 설정
ㅇ 정량적 목표
-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2021년도 추진실적 점검 및 2022년도 시행계획 마련 1건
ㅇ 추진현황
’22년 시행계획
제출 요청
(과기부→도)

’21년 실적 및 22년
시행계획 작성
(경상남도･경남연지단)

’22년 시행계획
검토 및 보완
(경상남도･경남연지단)

경남과학기술진흥협의회
보고 및 심의
(경상남도)

과학기술정책기획･발굴
ㅇ 추진목표
- 경남의 지역경제 및 산업과 혁신역량 분석을 통한 정책대응 기본 방향 연구
- 경상남도 기초지자체의 경제적, 산업적 역량을 분석하고 지역에 편재되어 있는 혁신 역량에
따라 지역의 과학 및 산업 정책에 대응하여 지역혁신과 경남 지역 내 균형발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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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추진내용
- 경남 경제 및 산업 현황 파악, 경남 산업 및 혁신역량 분석
- 완전특화업종분석, 변이할당분석, 산업발전단계 유형화 분석, 지역 혁신클러스터 및 대학
현황 분석
ㅇ 정량적 목표
- 경남의 지역경제 및 산업과 혁신역량 분석을 통한 정책대응 기본 방향 연구보고서 1건
ㅇ 추진현황
정책 연구보고서 발간
계획(안) 수립

정책 연구보고서 작성

정책 연구보고서 감수

정책 연구보고서 발간

지역과학기술위원회 운영
ㅇ 추진목표
- 경상남도 과학기술진흥협의회 운영 지원으로 협의회 활성화 및 기능 강화
- 경남의 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여러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육성사업 발굴
등을 위한 경남과학기술진흥협의회 운영 지원
ㅇ 추진내용
- 경상남도 과학기술진흥협의회 지원
- 2021년 과학기술 중점 정책 및 사업 방향 설정
ㅇ 정량적 목표
- 경남 과학기술진흥협의회 개최 1회
- 지역과학기술정책 안건 발굴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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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추진현황
안건 발굴 요청
(경상남도→경남연지단)

발굴 안건 제출
(경남연지단→경상남도)

경남 과학기술
진흥협의회 개최

(2) 조사･분석
지역 R&D사업 조사･분석
ㅇ 추진목표
- 2020년 경상남도와 창원시에서 추진한 과학기술진흥 및 R&D사업에 대한 현황을 조사
하여 객관적이고 상세한 분석 자료 제공
- 경상남도 R&D 정책수립, 기획･배분 및 정책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
ㅇ 추진내용
- (조사대상) 2020년 경상남도의 국비, 국비 매칭, 지자체 자체 연구개발사업(과제)
- (조사단위) 경남의 국비, 국비 매칭, 지자체 자체 연구개발사업(과제)의 세부과제
- 사업단위 조사항목 19개, 과제단위 조사항목 27개로 총 46개 항목
ㅇ 정량적 목표
- 2020년 중앙정부 지원 경남 연구개발 조사･분석 보고서 발간 1건
- 2020년 중앙정부 지원 창원 연구개발 조사･분석 보고서 발간 1건
- 2020년 경상남도 자체 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 발간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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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추진현황
지역 R&D 사업
조사분석
과업 설명회
(과제PM→경남연지단)

경남 R&D 사업
조사분석
계획(안) 수립
(경남연지단)

경남 R&D 사업
조사분석
조사 실시
(경남연지단)

경남 R&D 사업
조사분석
보고서 발간
(경남연지단)

지역 R&D사업 성과분석
ㅇ 추진목표
- 정부 및 지자체 연구개발 예산의 지속적인 지출규모 확대에 따라 R&D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성과 분석 수요 확대
- 정부 및 지자체 연구개발사업의 성과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지역 과학기술관련
정책 수립 및 사업기획, 예산의 배분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
ㅇ 추진내용
- (조사대상) 2016~2019년도에 수행된 지자체 자체R&D 사업과제(지역R&D과제 투자현
황 공동조사･분석에서 조사된 과제에 한함)로부터 도출된 성과데이터를 조사･분석
- (조사내용) 최근 5개년(논문, 특허) 또는 10개년(기술료, 사업화) 국가R&D 사업과제의
성과데이터를 분석
- (조사항목) 지자체 자체 R&D 예산 투입대비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공동 조사･분석된
DB를 토대로 논문, 특허 등 4개 항목 조사
ㅇ 정량적 목표
- 경남 R&D사업 성과 조사･분석 보고서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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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추진현황
지역 R&D 성과 분석
과업 설명회
(과제PM→경남연지단)

경남 R&D 성과분석
계획(안) 수립
(경남연지단)

경남 R&D 성과분석
조사 실시
(경남연지단)

경남 R&D 성과분석
보고서 발간
(경남연지단)

지역혁신클러스터 조사･분석
ㅇ 추진목표
- 정부는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18~’22)을 수립하면서 지역거점 효율화와 함께
지역 혁신클러스터의 혁신역량 강화가 중요한 이슈로 제시
- 이러한 정부의 지역과학기술정책은 지역 내 혁신기관 및 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지역의
과학기술혁신 생태계를 보다 강화하고자 함
- 이에, 지역 내 과학기술혁신역량 기반 지역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클러스터 및 혁
신기관 경쟁력 조사･분석이 필요
ㅇ 추진내용
- (조사대상)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등 10개 클러스터 대상
- (조사내용)
∙ (개요) 클러스터 위치, 면적, 주요기업 및 혁신기관, 대학
∙ (현황) 클러스터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부가가치 등
ㅇ 정량적 목표
- 경남 지역혁신클러스터 조사 보고서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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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추진현황
지역 혁신클러스터 조사분석 과업 설명회
(과제PM→경남연지단)

조사대상 클러스터 확정 및 조사
(과제PM, 경남연지단)

(3) 지역 R&D사업 기획･평가･관리
지역 R&D사업 기획
ㅇ 추진목표
-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주민 체감형 과학기술 신규 R&D과제 발굴
- 지역 R&D사업 추진 역량강화를 위해 산･학･연 전문가를 중심으로 연구회를 운영하여
신규 기획 RFP 도출
ㅇ 추진내용
- 지역특화 R&D 기획보고서 도출
∙ 지역 수요맞춤형 연구회 지원사업을 통한 정부공모과제 도출 및 우수 제안서를 선정하여
신사업 기획 기초자료로 활용
∙ 경남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신사업 창출과 지역문제 해결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할 수 있는 연구회 과제를 선정
- 지역 맞춤형 연구회 및 아이디어 등을 대상으로 한 기획과제 도출
ㅇ 정량적 목표
- 지역 수요맞춤형 R&D 기획보고서 2건
- 지역 수요맞춤형 연구회 제안서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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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추진현황
과기부 사업
사전기획

지역 추천
기획사업 선정

연구회 모집 공고

연구회 운영 및
기획과제 도출

(4) 정보 구축･제공
통계자료 및 성과확산
ㅇ 추진목표
- (정부 R&D사업 안내서 및 포스터 제작) 정부 R&D사업 공모일정 및 사업정보 제공으로
지역기업 및 대학, 연구소의 정부 R&D사업 참여 활성화 및 연구개발 담당자의 사업기
획･과제접수에 대한 편의 도모
- (경남 연구개발사업 만족도 조사 분석) 경남 지역 연구개발 활동(연구개발 인력, 투입예산
등)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 파악과 지역 내 유관기관 대상 조사･분석 보고서 공유를 통한
사업계획에 참고 자료 마련
- (경남 과학기술 이슈페이퍼 발간)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이슈페이
퍼를 발간하여 경남지역의 R&D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경남 과학기술 세미나 및 포럼) 경남 과학기술 산･학･연･관의 유관기관 간 과학기술 정
책 교류 및 연계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만남의 場 마련
ㅇ 추진내용
- (정부 R&D사업 안내서 및 포스터 제작) 각 부처별 사업일정을 안내서 및 포스터 형태로 제작
- (경남 연구개발사업 만족도 조사 분석) 지역 R&D조사･분석 표준화 매뉴얼에 따라 2020년도
경상남도에서 자체 추진한 지역 R&D사업을 2020년 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사업을 선정
하여 과제단위 사업성과 및 만족도 조사
- (경남 과학기술 이슈페이퍼 발간) 세부사업 기획 시점 경남지역 현안을 대상으로 한 주제로
공모
- (경남 과학기술 세미나 및 포럼) 연구개발지원단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전문가 및 관계자와
함께 과학기술의 실태를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한 세미나, 포럼, 심포지엄 등 논의의 장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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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량적 목표
- 2022년 중앙정부 연구개발사업 추진내용 안내책자 1회
- 각 부처별 연구개발사업 추진 세부일정표 제작･배포 1회
- 2020년 경남 연구개발사업 만족도 조사 보고서 1건
- 경남 과학기술 이슈페이퍼 발간 2건
- 경남 과학기술 세미나 및 포럼 2회
ㅇ 추진현황
정부 R&D사업 안내서
및 포스터 제작

경남 연구개발사업
만족도 조사 분석

경남 과학기술
이슈페이퍼 발간

경남 과학기술
세미나 및 포럼

지역 R&D사업 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ㅇ 추진목표
- 정부 R&D사업 공모일정 및 사업정보 제공으로 지역기업 및 대학, 지역 연구소의 정부
R&D사업 참여를 활성화
- 경남에서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 등록, 성과 및 통계에 대한 체계
적 관리를 통해 이용자의 편의성과 연구개발사업의 자원관리 효율화 도모
ㅇ 추진내용
- 기존 R&D정보시스템 문제점 분석을 통한 효율성 있는 정보시스템으로 보완･운영
∙ (경제적 측면) 기존 정보시스템의 구축비 과다로 인한 유지보수 비용 대응의 애로
∙ (효율성 측면) 정적인 시스템 구성, 복잡한 설계 및 운용방식에 따른 활용 효율 저하
∙ (관리적 측면) 시스템 운영 인력의 시스템 관리 전문성 부족에 따른 업무 연속성 결여
- 국가 및 경남 연구개발사업 정책, 현황 등 관련 자료 지속 업데이트
- 경남 데이터기반 지역산업 정보시스템 연계 추진
ㅇ 정량적 목표
- 경남 R&D사업 정보시스템 운영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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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추진현황
유지보수 계획

경남 연구개발 조사･분석
정보제공 시스템

경남 산업･경제
정보시스템

경남연구장비
지원시스템

(5) 네트워킹
지역과학기술혁신연구회
ㅇ 추진목표
- 지역 과학기술 기반의 자생적 혁신생태계 조성을 통한 민간 주도형 미래 성장 먹거리 창출
- 가시적 연구성과 거양을 위해 지역맞춤형 사업기획 및 산･학･연 협력 네트워킹 강화 등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
ㅇ 추진내용
- 경남 소재 혁신기관 주관으로 지역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연구개발 대상 사
업기획 지원
∙ 경남의 특화분야를 반영하여 지역의 자생적 성장과 과학기술 발전을 견인 할 수 있는
중대형 R&D 사업 기획 연구회 운영
∙ 경남 주력산업 육성을 통한 신사업 창출과 지역문제해결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할 수 있는 연구회 과제를 선정
ㅇ 정량적 목표
- 지역 수요맞춤형 경남 과학기술 혁신연구회 구성 및 운영 4건
ㅇ 추진현황
연구회 운영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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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율과제
공동연구사업
ㅇ 추진목표
- 지역 R&D정책 및 사업 수립을 위한 체계적인 지역 R&D 현황 조사･분석
∙ 지속적인 지역 R&D 투자 증가에 따라 효율성 제고 등 지역 R&D 정책 수립을 위한
체계적인 지역 R&D 현황 자료 제공
- 체계적인 지역 R&D 조사･분석을 위한 지역 간 표준화된 조사 체계 구축
∙ 조사･분석의 대상, 단위, 방법, 절차와 분석자료의 검증방법 등을 표준화하여 중앙과
지역, 지역과 지역 간 비교분석
∙ 이를 통해 중앙과 지역 R&D 정책 및 사업계획 수립에 활용하고 NTIS와 RTIS 간 연
계를 통한 지역 R&D 정보통합시스템 운영에 선제적 대응
ㅇ 추진내용
- 기본적 사업내용은 지역 R&D사업 조사･분석과 동일
∙ (2021년 사업지역) 대구, 경남, 세종, 전남 *경남은 2018년 이후 4년째 참여
∙ 경남은 부산, 울산, 충북, 경북 세부 PM 역할 수행
ㅇ 정량적 목표
- 지역 R&D 투자현황 공동조사･분석 보고서 1건
ㅇ 추진현황

연지단 고유사업 발굴 및 기획
ㅇ 추진목표
- (경남 과학기술 아이디어 경진대회)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과학기술 주민 체감형 과제 발굴
- (기업연구소 R&D 역량강화 교육) 고용･산업위기지역 중소기업의 R&D사업 기획역량강
화를 위한 기업 연구조직 집중육성으로 민간 주도적 R&D 간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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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추진내용
- 기본적 사업내용은 지역 R&D사업 조사･분석과 동일
∙ (2021년 사업지역) 대구, 경남, 세종, 전남 *경남은 2018년 이후 4년째 참여
∙ 경남은 부산, 울산, 충북, 경북 세부 PM 역할 수행
ㅇ 정량적 목표
- 경남 과학기술 아이디어 경진대회 1회
- 경남 소재 기업 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교육결과 보고서 5건
- 창원시 소재 기업 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교육결과 보고서 1건
ㅇ 추진현황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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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사업

1. 사업필요성 및 목적
연구개발 필요성
ㅇ CFI 2030, 제주형 뉴딜 정책 추진 등에 따라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과학기술과 연구개발의 수요 증가
- 지자체 과학기술전담부서에 대한 지원 업무와 수요조사 기반 맞춤형 지역 R&D사업 기
획을 통해 과학기술 정책 및 사업의 수립 지원 필요
ㅇ 지역 과학기술 정책 수립 및 기획을 위한 도내 혁신기관, 전문가, 기업, 지자체의 네트워크
허브 필요
-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산업･기술의 융복합화 등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지역 간 협
력, 산업간 생태계 조성 요구
- 협력 네트워크로 공동 기획사업을 활성화하여 지역산업 육성
ㅇ R&D 사업의 특성상 단기적인 성과가 발생하기 어려워, 지속적으로 사업을 관리하고 성
과를 조사할 지역 전담조직 필요
- R&D 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실정에 맞춰 전문적으로 지원가능한 R&D 전담
기관 필요
- 해당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을 마련하여 지역 R&D 기획 및 관리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
하고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구축됨으로써 지역 R&D 역량 제고, 기술사업화 제고, 지역경
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의 선순환 구조 형성에 기여

연구개발 목적
ㅇ 한국판･제주형 뉴딜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주의 과학기술 및 R&D사업을
관리하고, R&D 수행 주체의 역량 강화 도모
ㅇ 제주 과학기술 정책 수립을 통해 기관과 기업, 연구자와 도민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정
책적, 사회적 기반 마련
ㅇ R&D 사업 투자현황 및 성과를 조사･분석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구축해 지자체의
R&D 투자 계획 수립 지원
ㅇ 연구개발 성과를 공유하고 정보를 교류하며 확산시켜 지역 R&D 활성화에 기여
ㅇ 도내 과학기술 혁신기관, 지자체, 기업을 연계하는 네트워크 브릿지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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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해연도 사업성과 총괄

세부사업(프로그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
시행계획 수립
지역 내 과학기술정책
기획･발굴
정책기획
지역과학기술진흥협의회
운영

지역 R&D사업 조사･분석
지역 R&D사업
조사･분석

성과분석
지역혁신클러스터
조사･분석
지역 연구장비
조사･분석

목표

실적

달성도

1

1

1

사업비(백만원)

내용

비고

연지단

기타

100%

20

-

ㆍ시행계획 보고서 1건

필수

1

100%

60

-

ㆍ정책기획 보고서 1건

필수

1

1

100%

1

1

100%

1

1

100%

1

1

100%

30

-

ㆍ제주R&D 조사분석 보고서 1건

필수

1

1

100%

30

-

ㆍ제주R&D 성과분석 보고서 1건

필수

1

1

100%

20

-

1

1

100%

20

-

ㆍ제주 연구장비 조사분석 보고서 1건

선택

5

7

140%

88

-

ㆍR&D사업 기획보고서 7건

필수

10

12

120%

ㆍ과학기술진흥협의회 운영 1회

20

-

ㆍ제주과학기술진흥협의회 안건상정 1건

필수

ㆍ운영자료(운영보고서) 1건

ㆍ제주 혁신기관 및 혁신클러스터
현황 보고서 1건

필수

지역 R&D
사업 기획･

지역 R&D사업 기획

평가･관리

정보구축･
제공

네트워킹

통계자료 및 성과 확산

자율과제

연지단 고유사업
발굴 및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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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

1

100%

10

16

160%

지역과학기술혁신협의회

공동연구사업

ㆍ통계자료 제공 및 성과공유 세미나
-

개최 12건

필수

ㆍ성과확산보고서 1건
ㆍ제주과학기술정책협의회, 혁신협의회
20

-

운영 16건

필수

1

1

100%

ㆍ운영보고서 1건

1

1

100%

10

-

ㆍPM(강원) 지역 결과보고서 1건

필수

1

1

100%

35

-

ㆍ미래가치포럼 운영보고서 1건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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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사업별 성과 및 활용
(1) 정책기획
제주과학기술진흥시행계획 수립
ㅇ 추진목표
-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지원
- 제주과학기술 추진사업 및 R&D사업의 투자 현황과 계획을 조사･분석하고 2022년 지자체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투자 방향 제시
ㅇ 추진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기술진흥시행계획 수립 지원
∙ 제5차 과학기술종합계획의 중점전략 및 세부 추진과제의 실적과 성과 확인
ㅇ 추진현황
- 도 예산서 검토 및 사업을 추출하여 분석을 통해 시행계획 작성
2022년도
예산서 검토 및
사업 추출

⇨

지자체 협조요청
(세부사업설명서
제출요청)

⇨

2021년 실적 및
2022년 예산 분석

⇨

2021년도 추진실적
및 2022년도
시행계획 작성

ㅇ 결과 활용방안
- 제주의 과학기술분야 투자현황 분석으로 미래 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정책 마련
- 제주과학기술 추진사업 및 R&D사업의 투자현황 분석으로 차년도 지자체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투자 방향 제시

지역과학기술정책 기획･발굴
ㅇ 추진목표
-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기술 혁신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과학기술 진흥을 유도하고, 상생
가능한 도전적 정책을 통해 미래먹거리 창출
ㅇ 추진내용
- 도내 과학기술 혁신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혁신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도내 산･학･
연 등 다양한 분야에 공유되어 활발한 기술이전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술거래 관련 도
내･외 정책 정리 및 제주에 필요한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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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책협의회와 그 하위 분과인 정책분과를 통해 제주 지역 기업의 기술거래 및
지식재산권 보유 의지와 인식을 확인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활성화 방안 모색
ㅇ 추진현황
- 제주지역 혁신기관들로 이루어진 과학기술혁신협의회의 정책분과에서 현재의 기술거래
정책, 지원제도 등을 검토하여 지역에 필요한 정책 제언

ㅇ 결과 활용방안
- 지자체 과학기술정책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및 신규사업 발굴 시 기초자료로 활용
- 제주지역 내 기술교류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 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지역과학기술진흥협의회 운영
ㅇ 추진목표
- 지역 R&D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활성화 및 지역에 필요한 정책 발굴
ㅇ 추진내용
- 2022년 과학기술진흥시행계획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협의회 위원들의 심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 보조자료를 작성하여 제공
ㅇ 추진현황
- 2022년도 도예산서 검토 후 대상사업 추출, 시행계획 및 심의 보조자료 작성
협의회 운영 지원

∎ 과학기술진흥협의회 운영
보조자료 작성(연도별
과학기술 및 R&D 현황)

과학기술진흥협의회 개최

⇨

∎ 과학기술진흥시행계획 검토･심의
⇨
∎ 과학기술진흥조례 개정 논의

운영보고서 작성

∎ 과학기술진흥협의회 운영
과정 및 내용 작성

ㅇ 결과 활용방안
- 지자체와 지역R&D 수행기관과의 협력 강화로 지역 R&D 기반 구축 경쟁력 제고
- 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한 지방과학기술 정책의 전문성 및 효과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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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분석
지역 R&D사업 조사･분석
ㅇ 추진목표
- 국가 R&D 투자 동향을 확인하고, 중앙정부 R&D 투자 중 제주특별자치도에 유입되는
투자내용을 상세히 분석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 R&D 현황 파악
-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과학기술진흥 및 R&D 분야 현황을 정확히 조사하여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상세한 분석자료 제공
ㅇ 추진내용
- 중앙정부 및 제주 R&D 사업현황 분석
∙ 중앙정부로부터의 제주 국비 유입, 지자체 투자 R&D사업의 규모, 중앙/지자체 부처
별, 연구수행주체별, 연구개발단계별, 미래유망신기술(6T)별 등 조사･분석
∙ NTIS 자료를 통해 중앙정부 R&D사업을 분석하고, 지방비 예산서 검토(제주에서 수
행된 2020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현황 전수 조사) 후 제주에서 운영되는 R&D사업
전체 분석
ㅇ 추진현황
- NTIS를 통해 국비 자체사업과 국비매칭사업을 조사하고, 도 예산서를 통해 지자체 자체
사업과 지자체 매칭 사업 조사
NTIS 데이터 분석
(2016년 ~2020년)

⇨

제주특별자치도
2020년 예산서 분석

⇨

추출 사업 수행기관 조사
(도청 협조)

⇩
조사･분석 보고서 검증
(유관기관 공유)

⇦

조사분석 계획 수립

∎ 조사분석 항목 검토(도내
R&D 수행기관간 협의)
∎ 기존 분석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도출/보완
∎ 조사 항목과 사업 이해도
증진을 위한 안내 준비
∎ 충분한 조사 기간 확보

조사자료 분석

⇦

사업수행기관 조사 실시

⇨

∎ (전수조사)사업수행기관에
유선연락 및 방문 조사
실시
∎ 조사 항목별 피드백 회수

사업별 세부항목 조사
(사업수행기관･기업 협조)
성과분석 보고서 작성

⇨

∎ 회수자료 분석, 보고서
작성
∎ 기관 공유를 통한
피드백

ㅇ 결과 활용방안
-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과학기술진흥 및 R&D분야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과학
기술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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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R&D사업 성과 분석
ㅇ 추진목표
- 지자체 또는 국가 매칭으로 지원하는 각종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으로 지역 과학
기술 혁신정책 수립에 활용
- 제주특별자치도 자체 R&D사업 운영을 통해 발생한 성과를 조사･분석하여 투자의 효율
성을 파악하고 예산 투자의 근거 마련
ㅇ 추진내용
- 제주 R&D사업 성과분석
∙ 2019년 조사분석(2018년 사업 대상 실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R&D사업을 추출하고,
논문, 지식재산권, 매출, 사업화 등 다양한 분야로 조사･분석
∙ NTIS 자료를 통해 국가 R&D사업 성과를 분석하고, 지방비 예산서 검토 후 제주에서
운영되는 자체 R&D사업 성과 전체 분석
ㅇ 추진현황
성과분석 계획 수립

사업수행기관 조사 실시

성과분석 보고서 작성

∎ 2019년 R&D사업 추출
∎ 사업 수행기관 및 담당자
확인(지자체 검토)

∎ 사업수행기관에 유선연락
및 방문을 통해 조사 실시
∎ 조사 항목별 피드백 회수

∎ 회수자료 분석, 보고서
작성
∎ 기관 공유를 통한 피드백

⇨

⇨

ㅇ 결과 활용방안
- 지자체 또는 국가 매칭으로 지원하는 각종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으로 지역의 과
학기술 혁신정책 수립에 활용

제주혁신클러스터 및 지역혁신기관 조사･분석
ㅇ 추진목표
- 지역 혁신기관 간 연계 및 지역 혁신생태계 조성 현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제주특별자치도는 섬이라는 지리적 제약 등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혁신기관의 수가 적
고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에 한계가 있으므로, 공동연구 및 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정확한
조사 및 정보공유가 필요
ㅇ 추진내용
- 지역 내 혁신기관 및 혁신클러스터의 현황을 업데이트하고, 혁신클러스터의 범위, 기업분류,
운영 현황 등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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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추진현황
혁신기관 조사계획 수립

∎ 혁신기관 조사 대상 선정

혁신기관 조사 실시

⇨

∎ 지역 내 혁신기관 및
혁신클러스터를 직접 조사

혁신기관 조사보고서 작성

⇨

∎ 자료 분석, 보고서 작성

ㅇ 결과 활용방안
- 혁신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 및 과학기술 현황에 대한 분석으로 혁신기관 간 협력
기대

지역 연구장비 조사･분석
ㅇ 추진목표
- 제주특별자치도의 연구시설장비 투자현황 및 활용범위를 조사･분석하여 공동활용 활성화
지원, 개선방안 도출 및 지자체의 정책기초통계 자료로 제공
- 지역 장비정보 조사를 통해 DB를 구축하고, 관련 정보를 필요로 하는 기관･기업에 연구
활동 정보로 지원
ㅇ 추진내용
- 국비/지방비 등의 재원으로 구축된 지역 연구시설장비의 정보를 조사하여 장비관련 DB를
구축하고 장비활용 실태조사 분석
- 제주특별자치도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 연구시설장비(조사시점까지 구축한 모든 연구시설
장비)와 최근 5년간 구축한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분석 실시
∙ 제주지역 혁신기관이 보유한 연구장비(1백만원 이상) 현황 조사분석 진행
∙ 기관별 보유장비 수, 신규도입 및 처분한 장비 유형 등 조사
ㅇ 추진현황
장비조사 계획 수립

∎ 조사 대상 및 항목 선정
∎ 보고서 활용 대상 파악
∎ 우수지역 벤치마킹

⇨

연구장비 조사 실시

조사분석 보고서 작성

∎ 서면 조사 및 장비 보유
기관 방문 조사 동시 진행

∎ 회수자료 분석, 보고서
작성
∎ 기관 공유를 통한 피드백

⇨

ㅇ 결과 활용방안
- 제주특별자치도 연구시설장비 현황의 주기적 조사를 통한 연구시설장비 확충 및 고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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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 R&D사업 기획･평가･관리
지역주도형 R&D사업 기획･평가･관리
ㅇ 추진목표
- 과학기술혁신협의회 기획분과를 통해 각 혁신기관의 R&D사업 수요를 파악하고, 지자체와
논의 후 제주형 뉴딜에 적합한 사업 선정
- 제주지역 현안에 대한 기업 수요조사(지역 현안, 문제점 파악 등)를 통한 R&D과제 발굴･
기획, 지역 내 R&D 실효성 제고 및 예산반영을 통한 R&D 추진 지원
ㅇ 추진내용
- 제주형 뉴딜 정책 추진에 따른 사업 발굴 및 사업기획 구체화 방안 논의
- 과학기술혁신협의회 기획분과 사업기획
∙ 기관 수요조사를 통한 기획보고서 4건 작성
순번

기관

주 제

1

제주국제대학교

수중 드론 지형 정보 기반의 안전한 수중 레저 플랫폼 구축 사업

2

제주국제대학교

스마트 수요자원 확보와 쾌적환경을 만족시키는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 개발

3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신재생에너지 출력제한 문제해결을 위한 GWh급 열전기에너지저장활용기술 개발

4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제주 생태계 교란 수목종 이용 친환경 에너지 소재 기술개발

∙ 기업 수요조사를 통한 기획보고서 3건 작성
순번

기업

주 제

1

브이에스신비

스테비아, 제주미생물을 활용한 이너뷰티 소재 및 제품 개발

2

엠제이

제주 천연화장품원료 생산을 위한 제주형 스마트팜 기술 개발

3

제이디테크

IoT 기반의 자동 토양수분 조절 시스템 개발

ㅇ 추진현황

수요조사

R&D기획 검토･추진

∎ 도내 전문가, 기업 대상
수요조사 실시
∎ 과학기술혁신협의회 활용
혁신기관 수요 확보

∎ 제주형 뉴딜 관련 지자체 논의
∎ 수요조사 RFP 검토 및
연계과제 발굴
∎ 비상임연구위원 위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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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기획 완료

⇨

∎
∎
∎
∎

기획보고서 작성 완료
지역현안 해결방안 도출
지자체 예산 확보 노력
실증사업 검토, 선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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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보 구축･제공
연구개발사업 통계자료 제공 및 성과확산
ㅇ 추진목표
- 연구개발지원단 구축 통계 데이터, 보고서 등 R&D사업 결과를 지역혁신기관 및 기업과
공유하여 R&D 공동사업 발굴 및 지역과학기술 혁신활동 촉진
- 네트워크 성과 공유를 통해 2022년 신규 네트워크 및 성과확산 방안 마련
ㅇ 추진내용
- 연구개발지원단이 작성한 R&D사업 기획보고서 및 조사･분석 결과 공유로 지역산업과
연계된 R&D 기획･발굴
- 2020~2021년 연구개발지원단 R&D 및 과학기술분야 조사분석 성과, R&D 기획 성과
공유 → 혁신기관 및 지역기업 간 연계 협력 방안 마련 논의
ㅇ 추진현황
’20년 성과확산 검토

∎ 2020년 사업 성과 공유
⇨
회의를 통해 피드백 조사

2021년 성과확산

∎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기획보
고서 공유 및 정책좌담회 개최

결과보고서 작성

⇨

∎ 이슈리포트, 세미나, 좌담
회 운영결과 보고서 작성

ㅇ 결과 활용방안
- 지역 과학기술 혁신기관들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주도 과학기술정책 및 R&D 기
획의 수립 기반 마련

(5) 네트워킹
지역과학기술혁신협의회 운영
ㅇ 추진목표
- 지자체와 지역 내 혁신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미래 선도 과학기술 정책 수립 및
R&D 과제 발굴･기획
- 지역 과학기술 진흥을 유도하고, 상생 가능한 도전적 정책을 통해 미래먹거리 창출
ㅇ 추진내용
- 과학기술혁신협의회 구성
∙ 과학기술분야 지역 혁신기관 전문가 위주로 구성하여 2개의 분과(정책분과, 기획분과)로
구분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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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혁신협의회는 과학기술정책협의회의 실무 협의체로, 제주 과학기술의 다양한
분야를 다루는 역할 수행
ㅇ 추진현황

[의사결정자]
과학기술
정책협의회
구성

⇨

[실무자]
과학기술
혁신협의회
구성

[정책분과]
⇨ 정책동향 및 지역별 ⇨
이슈 공유

제주과학기술
정책 방향 검토 및
논의

⇨

제주과학기술진흥
정책 발굴 및
협력체계 구축

[기획분과]
지역 현안 공유 및
문제점 파악

지역수요맞춤형
R&D기획과제
제안서 검토 및
자문

⇨

지역 현안
해결방안 모색

⇨

혁신협의회 분과 구성
∎ 2021년 정책보고서 주제 및
기획보고서 방향에 따라 과학
기술정책협의회 소속 기관의
실무 담당자로 구성

⇨

분과별 운영

⇨

∎ 정책 동향, 지역 이슈･현안
공유로 안건 도출
∎ 수요조사 제안서 검토･논의

결과보고서 작성

⇨

∎ 제주과학기술정책 보고서와
R&D사업 기획보고서 작성
∎ 제주과학기술혁신협의회 운
영 과정 결과보고서 작성

ㅇ 결과 활용방안
-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으로 지역 문제해결 및 R&D 미래먹거리 창출
- 제주 과학기술 진흥을 유도할 수 있는 중장기 정책기획 수립

(6) 자율과제
제주미래가치포럼 운영
ㅇ 추진목표
- 지역 현안 이슈를 공유하고 토론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며 미래먹거리 창출을 도모하는
등 제주의 신성장 동력 확보를 목표로 제주미래가치포럼 운영
- 이슈 분야의 도내･외 전문가를 초청해 소통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
제시
ㅇ 추진내용
- ICT, 바이오, 환경 등 분야별 이슈를 중심으로 전문가 발제, 토론을 통해 대내외 환경
및 정책변화에 대응 가능하며 실천 가능한 정책방향 도출
- 도내･외 분야별 전문가 및 기관 간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지역의 미래를
선도할 신산업 방향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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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추진현황
이슈 수합 및
포럼 계획(안)수립

⇨

포럼 개최
(매월 1회)

⇨

포럼 성과공유

⇨

분야별
정책 대안 제시

ㅇ 결과 활용방안
- 대내외 분야별 전문가와 혁신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현안문제 해결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제주의 유망산업/사업 발굴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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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미달 시 원인분석26)

부산 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사업
구분

과제명

정책기획

다-1)

부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위원회 운영

목표

실적

달성도

15

14

93%

목표 미달 원인
ㅇ 부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 위원 임기만료로 신규 위원 위촉을 추진
하였으나, 신규위원 위촉 과정이 지연되어 회의 개최 실적 1회를 달성하지 못함

자체 보완활동
ㅇ 부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 신규위원 위촉절차를 진행 중으로, 차
년도 사업 수행 시 부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을 달성하도록 하겠음

연구개발 과정의 성실성
ㅇ 세부과제 중 ‘부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위원회 운영’은 15회 회의 개최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수립하였음
ㅇ 부산광역시장(위원장)이 참여하는 부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위원회 본 회의 1회를 포함하여
총 14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의 과학기술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본 회의 1회, 운영위원회 4회, 기획전략위원회 5회, 평가조정위원회 4회 등

26) 목표를 달성한 연구개발지원단은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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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사업

목표 미달 원인
ㅇ 코로나19(Coronavirus Disease-19: COVID-19) 감염 확산으로 인한 대면 회의 최소화
- 코로나19(Coronavirus Disease-19: COVID-19) 감염이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세계
경제가 유례없는 침체 상황을 경험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코로나19의 종식을 기약하기
힘든 상황임
ㅇ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당초 계획하였던 대전과학기술위원회 전체회의 1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
3회 운영이 사실상 쉽지 않아 분과위원회의 내용을 포함하여 1회로 종합적으로 진행

자체 보완활동
ㅇ 대전은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차별화된 과학기술전문 행정거버넌스 체계를 구축
- 과학기술 혁신에 기반을 둔 지역과학기술 혁신체제 촉진 강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지
자체 최초로 과학산업특별보좌관제(’19.11)도입, 정무부시장을 지역 과학자 출신 과학부
시장을 대체 임명(’20.9)하고 조례를 개정하여 과학기술기술위원회 운영 시스템을 개편
ㅇ 대전시는 과학기술과 산업발전에 필요한 적시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토록 조례와 규칙을 개
정하는 등의 거버넌스 혁신을 통한 과학기술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추구
- 과학기술 거버넌스의 내실 있는 운영과 시민 중심의 과감한 의사결정을 위해 과학기술위
원회의 역할을 확대하고, 과학부시장 주재 경제과학상생협의회를 신설하여 운영
- 과학기술정책분과위원회, 산학연 협력분과위원회, 과학문화확산분과위원회로 구성하며,
분과별 역할과 위상을 강화
- 투자 타당성 조사, 평가 및 예산 배분 등에 관한 사항, 성과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등의 조항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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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사업

연구개발 성과 관리 체계 고도화
ㅇ 연지단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 내용간 연계 강화
- R&D 조사분석, 기획, 네트워킹 등을 통한 체계적･효율적 지역R&D정책 추진 및 지원
체계 구축
- 각 업무 영역은 단계적 프로세스에 따라 진행하며, 서울연지단의 모든 역할기능은 서울
R&D사업 투자의 효율성 및 성과 극대화로 연결되도록 함
ㅇ 지역 과학기술정책 씽크탱크 및 R&D 전담기관으로의 역할 수행
- 지역 내 개방형 혁신시스템 구축
∙ 서울연구개발지원단이 추진하는 과업에 지역산학연관 R&D 전문가 및 유관기관들이
핵심 포스트로 참여
∙ 지역 내 자체적 R&D 협력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개방
형 혁신 시스템 구축
∙ 지역 R&D의 주체인 기업, 대학, 연구소 등 서울시민이 참여하는 R&D기획을 통해 지
역 특성 및 수요에 대응하는 R&D 사업을 추진하고 효과를 극대화
- 지역간 R&D 협력 확대
∙ 수도권 및 비수도권을 아우르는 공동 R&D 조사 지표의 개발 및 연구를 진행하고, 공
동 R&D 기획으로 지역 간 R&D 관련 초지역적 협력을 촉진하여 성과 극대화 추진
- 중앙과 지역의 R&D 상호 논의 강화
∙ 지역 과학기술정책 현안 관련 세미나를 통한 의견교환, 지역혁신정책에 관한 이슈페이퍼
및 정책보고서 등의 제작 및 배포를 통해 체계적 연구플랫폼 구축
ㅇ 실효성확보 및 성과극대화를 위한 내부역량 강화 및 외부역량의 전략적 활용
- 정책기획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참여인력의 지속적인 전문성 강화를 위한 혁신 활동 추진
- 수요기반의 과제발굴과 성과물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내부 및 외부의 과학기술분야의 전
문 인력 자원의 적극적 활용 추진
- 정부/지자체 참여 유인을 위한 타지역 연구개발지원단과 비수도권지역의 혁신기관과의
공동연구 기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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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성과 운영 계획 및 발전방안
ㅇ 지역 과학기술정책 씽크탱크 및 R&D 전담기관으로의 역할 수행
- 지역 내 개방형 혁신시스템 구축
∙ 서울연구개발지원단이 추진하는 과업에 지역산학연관 R&D 전문가 및 유관기관들
ㅇ 단기 운영 계획 : 『기반구축』
- 서울시 과학기술 정책기획 및 R&D조사･분석을 통한 신규 R&D사업 기획으로 서울의
R&D 역량 고도화에 기여
- 서울시 R&D정책 기획 및 지역 특화 R&D사업 발굴 및 수행을 통해 지자체 R&D사업의
투자효율성 체계 지원
- 서울형 맞춤형 R&D 과제 발굴 및 수요기반의 정책연구 과제를 위한 서울시 및 유관기
관 의견수렴 네트워크 구축
ㅇ 중기 운영 계획 : 『혁신체계 내재화 - 서울시 R&D 생산/효율/전문성 강화』
- 중장기적으로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의 과학기술 정책 추진을 공조하기 위한 연계 거점으
로 활성화하여 서울시 과학기술발전 거점역할 수행
- 서울지역 혁신 네트워크 연계를 통해 지역중심 과학기술진흥 정책 및 계획 발굴
∙ (서울시 R&D 효율성 및 경쟁력 강화) 기존 서울시 R&D 틈새(수요-공급 인식차 및
간극 등) 최소화를 위한 R&D themes in between 발굴 지원
∙ 『산･학･연･관･협단체』 중심 W/G, R/B 구성 운영 및 네트워킹 수행
- 서울과학기술정보시스템(STIS) 구축운영 본격화 및 지역 R&D전담기관 위상 재정립
∙ ’20년도 旣개발 STIS 시범운영, 베타테스팅 및 SW minor revision 등 수행
∙ 지차체 旣구축 종합정보시스템 벤치마킹 및 NTIS 연동 고도화 (예산 확보후)
∙ 서울시 R&D 성과조사 분석 및 중장기 정책기획 효율성, 생산성, 전문성 강화
ㅇ 장기 운영 계획 : 『혁신역량 고도화 – 서울시 R&D 기획 발굴 선순환 체계 확립』
- 서울연구개발지원단이 서울의 지역과학기술컨트롤 타워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정책 발굴,
R&D 투자방향 설정, R&D사업 조정 평가, 성과 확산 등 역할 수행
- 지역 연지단 간의 공동 조사, 지표개발 연구, 공동 R&D기획 등으로 지역 간 R&D 협력
및 성과 확산체계 구축
- 자생적인 지역기반의 R&D 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앙정부-서울시 간의 연계역할 강화,
기획 및 서울시 R&D 사업에 대한 내실 있는 투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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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사업

연구개발성과의 관리계획

[그림 4-1] 부산연구개발지원단 성과관리 체계도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
ㅇ 지역 과학기술 정책기획 및 거버넌스 운영을 통해 지역 R&D 정책 수립 반영
ㅇ 지역 R&D 조사･분석 및 성과분석 체계강화를 통한 신뢰성 및 활용성 제고
ㅇ 광역권 R&D 사업기획 추진, 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및 예산배분조정 제도화를 통한 지
역 착근 촉진
ㅇ 지역 혁신 정보구축 및 공유 확대를 통한 정보 격차 해소 및 R&D 참여 유도
ㅇ 지역 혁신주체 네트워크 활성화를 정책 반영 강화
ㅇ 지역연구개발지원단 간 협력체계 강화 및 선제적인 지역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정책 방향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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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사업

대구시 연구개발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ㅇ 대구연구개발지원단의 대구 R&D 전담조직 지정*으로 지역 주도의 R&D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
과 이를 통한 지역 연구개발 기획 및 조정을 담당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위상 정립
* ’21.12. 대구시 과학기술진흥조례 개정을 통해 대구 R&D 전담기관을 대구테크노파크로 지정

ㅇ 지방과학기술종합계획 ’20년 추진실적 및 ’21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대구과학기술진흥위
원회 운영을 통해 심의･확정함으로써 중장기적인 대구과학기술발전 계획 정립 및 지역과
학기술 육성 컨트롤타워 기능수행
ㅇ 정부R&D 사업 추진을 위한 효과성, 중복성, 연계성 검토를 위한 대구시 연구개발사업 조
정회의 운영을 통해 시비 지원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매칭 예산의 종합 조정을 통해 시비
투자 효율성 제고

지역 과학기술 기획역량의 제고
ㅇ 기업 및 기관의 사업기획을 위한 기획연구회 운영을 통해 중･대형 국책 R&D사업의 조기
발굴 및 국비 유치를 통해 대구지역 미래먹거리 창출이 가능
ㅇ 지역문제 해결 및 지역 삶의 질 향상 문제 등에 관한 연구개발 과제 자체 기획 및 지원으
로 지역 내 문제성･특수성･전략성을 반영한 지역 수요 맞춤형 R&D 과제발굴로 지역 현
안 및 니즈 해결

지역 연구개발사업 성과조사･분석을 통한 사업 효과성 제고
ㅇ 정부의 R&D 투자 증대에 따라 지역에서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사업의 투입예산 현황과 참여 기업 및 성과 현황을 체계적으로 조사하
여 DB화
ㅇ 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사업을 통해 각 부처별로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R&D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분석 및 성과관리를 통하여 R&D투자의 중복을 방지하고, 신규사업 기획
에 활용하는 등 지역 R&D의 지속적인 관리로 R&D 선순환 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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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연구개발사업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사업의 투명성 제고 및 관리 효율화
ㅇ 지역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함으로
써 지역에 투입되는 정부 예산의 규모와 성과를 상시적으로 파악 가능
ㅇ 지역에서 수행되는 연구개발사업이 지역 산업체의 매출증대나 고용창출로 이어져 경제적,
산업적 파급효과를 유도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시스템에 투입현황 및 성과 관리

대구연구개발지원단의 축적된 정보 공유를 통한 연구개발 정보 제공으로 참여도 향상
ㅇ Blending in R&D 등 정보구축과 제공을 통해 지역 연구개발 역량강화를 위한 자료로
활용
ㅇ R&D 관련 정보제공을 통한 정부지원사업의 접근성 향상으로 정부 및 지자체 각종 지원
참여도 향상

과학기술 산･학･연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연구 생산성 제고 및 시너지 창출
ㅇ 지역 R&D 라운드 테이블을 운영하고 주기적인 지방과학기술 활성화 포럼 및 성과 확산을
위한 성과보고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지역 과학기술 관련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ㅇ 지역 과학기술 혁신주체들로 구성된 연구회 등의 운영을 통해 지역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 및 방향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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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사업

세부사업(프로그램)

정책기획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
시행계획 수립 지원

ㆍ매년도 R&D 투자실적 평가 및 차년도 계획수립의 기준으로 계속
업데이트

지역 내 과학기술정책
기획･발굴

ㆍ인천 과학기술정책수립을 위한 기본 정책 자료 활용
ㆍ연지단에서 도출된 성과를 대외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학술기반
연구성과 확대

지역과학기술위원회
운영

조사･분석

지역 R&D
사업 기획･
평가･관리

정보구축･
제공

네트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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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민관이 공동참여하는 R&D 정책거버넌스 활성화

지역 R&D사업
조사･분석

ㆍ지역 조사분석의 항목 및 검증 절차 강화를 위한 연구 수행

지역 R&D사업
성과분석

ㆍ지역 성과항목 및 검증 절차 강화를 위한 연구 수행
ㆍ성과자료 조사를 위한 조사분석 프로세스 구축

지역혁신클러스터 및
지역혁신기관 조사

ㆍ인천지역 혁신기관 및 혁신클러스터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지역 R&D사업 기획

ㆍ차년도 후속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 마련
ㆍ2022년 사업 기획을 위한 정부 수요조사에 제출 예정

통계자료 및 성과 확산

ㆍ인천시 과학기술 담당부서의 이해를 돕고 현업에서 활용도를
제고하고 추후 정책설명회 확대

지역 R&D사업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ㆍ인천과학기술정보시스템 활용 및 기능 확대

지역과학기술혁신연구회

ㆍ차년도 후속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 마련
ㆍ2022년 사업 기획을 위한 정부 수요조사에 제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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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사업

1. 지역 R&D 컨트롤타워 지원조직인 연구개발지원단 위상 강화
광주광역시 과학기술진흥조례 일부 개정
ㅇ 광주과학기술 최상위 심의기구로써의 위상을 강화하여 지역 주도의 과학기술 정책 및
R&D 사업 기획･발굴 등 정책적 실현을 위한 혁신체계 구축
ㅇ 과학기술진흥위원회 및 산하 소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과학기술진흥위원회 운영사
무국 지정(’21.02.25)하고 정책 안건발굴과 상정을 위한 운영 체계 구축
ㅇ 지역 현안 정책기획을 기반으로 사업기획을 실시하고 과학기술정책이슈페이퍼 및 정책보
고서 발간/배포

2. 광주광역시 제6차 지방과학진흥종합계획 수립
과학기술과 지역산업간 연계 활성화 정책과제 발굴 및 환류체계 강화
실효성 있는 과학기술진흥 정책로드맵과 제6차 지방과학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여 R&D 특화
정책 기획과 체계적인 R&D 투자 방향 설정
제5차 지방과학진흥종합계획 실적점검을 통해 제6차 지방과학진흥종합계획 수립 시 광주지역
R&D 예산 배분 조정에 연계 활용

3. 지역 주도 R&D 발굴 체계 확립
광주과학기술진흥위원회 산하 소위원회 재구성 및 신규 R&D사업 기획
ㅇ R&D 역량강화와 광주시 핵심기술 도입 및 확보를 위하여 6대 소위원회 및 산하 전문위
회를 구성하여 R&D사업 유치를 위한 상시 R&D 기획관리체계(정책기획⇔신규사업기획
⇔성과확산) 확립
ㅇ 전국 단위의 전문가로 인적 재구성을 추진하고 위원회 간 통합 워크숍을 추진하여 기획
방향 및 현황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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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획･분석 전문성 및 중앙정부와 네트워킹 강화 추진
- 광주지역 미래 먹거리 분야 신규사업 발굴･기획 강화 및 사업 수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등 활발한 대정부 활동 추진 (중앙정책의 피드백을 위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 확대)
- 소멸위기에 처해있는 지역 대학 활성화를 위한 대학 특성화분야를 발굴하고 대학 핵심기
술개발과 기술애로지원사업을 연계하여 성과 창출 확대
- R&D 휴먼 기업 대상 집중 컨설팅을 시행하여 대학의 R&D 우수기술 중심으로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인공지능기반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지원 확대 추진
ㅇ 광주 시비지원사업을 토대로 개별 성과평가의 내실화
- 시비지원사업 내실화를 위해 실효성을 점검하여 중소기업 R&D 저변확대 및 신산업 분
야 R&D 지원을 강화하여 성과창출을 위한 기술사업화 연계 강화 추진
- 광주광역시 순시비 지원 R&D사업을 대상으로 밀착평가를 강화하고 개별사업 평가결과에
대한 심층분석과 시사점을 도출하여 성공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 확립

4. 과학기술 R&D 전담관리 기능 강화
과학기술 R&D 조사분석 체계 고도화
ㅇ 연지단사업 필수과제로 지정된 지역R&D투자/성과 조사･분석 및 혁신자원 조사･분석 추
진의 법적근거 명확화 – 과학기술진흥조례 제5조의 2(R&D전담기관 지정)
ㅇ 중앙정부 연구개발 예산 확대에 따른 효과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유
입예산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
ㅇ 지자체 주도의 지방 R&D 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체계적 사업 분석으로 R&D 투자의 효
율성 제고
ㅇ 「광주과학기술정보시스템」 개편으로 광주지역 R&D 투입대비 성과에 대한 빅데이터를 구
축하여 사업간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광주 지역에 맞는 연구개발 정책 및 발전방안 수
립, 신규 사업기획 활용 등 R&D 선순환 체제 구축 확립

5. 과학기술 R&D 전담관리 기능 강화
연구개발지원단 기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R&D 전담 관리
ㅇ 장기적인 R&D 투자-성과 정보를 활용한 지역 주도형 R&D 정책 방향 제언- ’22년 대학
활성화를 위한 특성화 R&D기획지원, R&D연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사업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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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역 과학기술현황 모니터링을 위한 과학기술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역 연구개발사업의
실질적-거시적 성과 조사･분석 및 유관기관(지자체, 중앙정부)의 관련 자료요청에 대한 체
계적인 대응을 위해 통합페이지를 추가 구축하여 정보 활용
ㅇ 광주 지역 연구개발 사업 수행기관들의 투입 대비 성과에 대한 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더욱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연구개발 사업관리 및 정보공유
ㅇ 광주시 R&D사업 관리 전주기 업무와 연계한 사업-과제-성과정보 DB 구축

연구결과 공유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질적 향상
ㅇ 지역내 R&D 기관간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하고, 대학 산학협력단장 및 실무자 협의체
운영 강화
- 사업화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분과위원회간 전략적 연계로 R&D 발굴 및 기획 등 광주지
역 현안 대응을 위한 전주기적 R&D의 순차적 지원 프로세스 구축
ㅇ 광주 과학기술역량을 파악하고 수준별 교육 제공하고 교육 참여도 및 결과에 기반한 ’22년도
교육 계획 수립
ㅇ 전국 17개 시･도 연구개발지원단의 공동사업 효율성/효과성 확보를 위한 협력체계를 공
고히 하고 지역 R&D 전담기구로써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한 홍보활동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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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사업

대전 과학산업 진흥을 위한 통합적 거버넌스 체계 확립 및 지역주도 연구･혁신을 기반으로
지역주도 혁신성장 선도 및 대전과학산업 발전 중장기 전략마련
지역R&D 조사･분석 데이터 구축 및 투자 방향성 수립 자료로 활용
지역 R&D 통계 구축및 대전과학기술정보서비스 시스템 활용도제고
지역 혁신주체 간 네트워킹 강화 및 지역 특성화 전략을 통한 지역 맞춤형 산업발전 전략 수
립의 토대 마련
지역 주도형 R&D사업 발굴 및 기획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지역혁신을 강화
지역 커뮤니티와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아래로부터의 혁신 전략 마련에 활용

울산 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사업

연구성과 관리 시스템 및 체계 구축
ㅇ 울산 R&D성과물 정보 관리시스템의 개편을 통해 본 사업으로 발생한 성과물 및 통계자
료를 업로드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연구성과 활용 활성화 촉진
ㅇ 본 사업을 통해 획득한 성과물 및 통계자료를 공개, 제공하여 향후, 울산의 R&D관련 정책,
사업, 기획, 육성방안, 현황 파악 등 다양한 측면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활성화 촉진
ㅇ 중앙정부 및 지자체, 지역 내 유관기관 등 자료 요청 시, 자료 제공

연구성과 관리･활용 전문인력 양성
ㅇ 본 사업의 수행과 발생한 성과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원사업 전담 인력 지정 및 질
적･양적 양성

울산 특성을 반영한 R&D 정책기획 및 육성방안 수립
ㅇ 본 사업을 통해 조사 및 수집된 통계자료와 울산 지역 내, 특성을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울산의 특성을 반영한 R&D 정책기획 및 방향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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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사업

정책기획
ㅇ 세종과학기술진흥종합･시행계획 수립 지원
- 사업성과 공유 및 親과학기술 정책 분위기 조성
- 체계적인 사업 및 성과관리를 위한 세종시 과학기술 진흥 로드맵 수립
ㅇ 세종시 맞춤형 과학기술정책 기획･발굴
- 입주기업 집적 효과 극대화를 위한 세종시 과학기술 육성 정책 마련
ㅇ 세종과학기술진흥위원회 운영 지원
- 과학기술 지원사업의 추진근거 확보 및 안정적인 운영기반 마련

조사･분석
ㅇ 세종시 R&D사업 투자현황 조사･분석
- 세종시 R&D사업의 투입(Input) 분석 및 시계열 관리
ㅇ 세종시 R&D 성과 조사･분석
- 세종시 R&D사업의 성과(Output) 및 효과성 분석, 시계열 관리

지역R&D 사업기획･평가･관리
ㅇ 세종시 맞춤형 R&D 사업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 R&D 수요를 기초로 사업기획 및 정책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
ㅇ 지역 수요를 반영한 과학기술 정책 및 사업기획
- 교육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 혁신사업 기획
- 세종시 5대 미래먹거리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혁신을 위한 기반인프라 조성 기획
- 「국민 체감형 자율주행 상용화 도시 세종」 조성 기획
-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과제 기획

정보 구축･제공
ㅇ 지역 R&D사업 관리시스템(SJTIS) 관리･운영
- 과제 및 성과관리의 체계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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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통계자료 및 성과 확산, 관련 정보 공유
- 조사･분석 보고서 배포
- ’22년 정부부처 R&D사업 안내서 제작·배포

네트워킹
ㅇ 세종과학기술혁신연구회 구성･운영
- R&D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정책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
- 연구회를 중심으로 상호 협력적이고 우호적인 관계 형성 및 확산
ㅇ SJTP Insight 발간
- 산학연관에 배포 및 과학기술 중요성 인식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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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사업

강원도 과학기술 R&D 조사･분석을 통해 연구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Bottom-up 정
부 매칭 사업 및 강원 주도형 R&D 사업 발굴 및 정책 제안
ㅇ 지역 과학기술 R&D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비 및 도비의 투자 효
율성 도모
ㅇ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도출을 통해 지자체 주도의 연구개발사업 발굴을
통한 지역 과학 및 산업의 활성화 도모
ㅇ 강원도 과학기술 발전 로드맵 수립을 통한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중장기 발전 방안을 제시
하고 이를 통해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기반 산업 유치 등에 적극 활용
ㅇ 중앙-지역 간 정보교류 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국가와 지역의 상생발전 방안도출 및 성과
확산에 기여

강원도 바이오헬스과와의 연계지원을 통한 성과 확산
ㅇ 강원도 차원의 4차 산업 및 신 뉴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테크노파크, 지역특화센터, 정
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및 지자체와 기업간 연계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지
역 전략산업 간 융･복합 시너지 창출 → 혁신기관 워크숍, 과학기술 역량 강화 워크숍 등
네트워크 사업 적극 추진

[그림 4-2] 강원연지단과 강원도와 연계한 사업 추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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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강원도는 지역 R&D 성과 확산에 대한 중장기적인 청사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세부 사업을 조율하고, 지역의 주요한 사업 방향과 성과에 대해 지역과
함께 확산해 나가야 하는데 중점 마련을 해야함
ㅇ 강원도-지자체-혁신센터 간 효율적인 소통과 협력을 구축하여 R&D 지원성과에 대해 목
표 의식을 공유하여 강원도 중심의 성과를 확산 추구
ㅇ 지역 내 R&D 사업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사업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지역
여건에 적합하고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지방 R&D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
- 사업의 결과를 지역혁신기관이 활용하게 함으로써 지역 R&D의 효율성 제고 및 기관 간
역할의 차별성 확보
- 강원연지단을 통해 기획된 R&D 결과를 강원도 바이오헬스과에서 지역 과학기술진흥 정
책과 연계 매칭 → 기획 기관의 R&D 공모 사업 제안시 적극적인 지방비 매칭과 지역
유관기관과의 참여 협력 유도를 통한 강원 연구개발지원단 고유 R&D 기획 사업의 활용
효과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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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사업

구분

추진결과

’22년 활용계획(안)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시행 계획
수립 지원
정책
기획

▶

 ’22년 충청북도 지자체 R&D 과제 점검
 ’23년 충북과학기술시행계획 수립 및 운영 지원
 ’22년도 충청북도 신규 R&D 사업 제안
➜ 충북도(道) 신성장동력과, 연구개발지원팀
검토 진행 중

▶

 정부 및 지자체 R&D 과제/성과 조사분석
➜ 충북과학기술정보서비스 홈페이지
업데이트 및 DB화 진행 예정

▶

 컨설팅 기관 대상 사후관리 추진 중
➜ 전문가 컨설팅 의견 전달 및 컨설팅 대상기관
만족도 점검

▶

 R&D 발굴과제 사업화 방안 마련

▶

 충청북도과학기술정보서비스 홈페이지 고도화
➜ 사용자 친화적 데이터 페이지 구성 및 R&D
콘텐츠 구성 고도화 방안 마련 준비

▶

 글로벌 충북 프로젝트 추진
➜ 충북-재외과학기술인 네트워크 구축 추진
➜ 이슈페이퍼 공동 제작 추진

 공동연구사업

▶

 공동사업

 연지단 고유사업 발굴 및 기획

▶

 충북 과학기술 R&D 정책에 시민 참여 확대

 지역 내 과학기술정책 기획･발굴

 지역과학기술위원회 운영

 지역 R&D사업과제 조사･분석
조사
분석

 지역 R&D사업성과 조사･분석
 지역 혁신기관 및 혁신클러스터
현황조사

지역 R&D  지역 R&D사업 기획
기획평가
관리
 지역 R&D사업 평가･관리

정보 구축
제공

 통계자료 및 성과 확산

 지역과학기술혁신연구회
네트
워킹

자율
과제

 글로벌 벤치마킹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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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사업

구분

(세부)사업명

연구개발성과

연구개발성과 관리･활용계획

지방과학기술시행 ◦충남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21년 추진실적 ◦연차별 충남과학기술진흥 시행계획 수립에 활
용하여 지역 과학기술정책에 방향성 제시
및 ’22년 시행계획 보고서
계획 수립

과학기술
정책기획

지역 내
과학기술정책
기획･발굴

◦충남 과학기술기반 성장동력 발굴 및 혁
◦충남도 과학기술 투자방향 및 우선순위 등 산
신전략 보고서
출기초를 바탕으로 미래산업 투자 로드맵 및
◦충남도 메타버스 과학기술 육성 및 발전
방안 정책연구 보고서
과학기술 정책수립에 활용
◦충남 과학기술 투자로드맵 수립 보고서

지역과학기술위원
◦시행계획 과제심의
회 운영

◦안건별 시행계획 과제심의를 통해 연구개발 성
과평가 및 관리체계 구축

지역 R&D 사업
◦충남 지역 R&D사업 조사･분석 보고서
조사 및 분석
지역 R&D 사업
◦충남 지역 R&D사업 성과분석 보고서
성과분석
지식자산
조사･분석

지역혁신클러스터
◦지역혁신클러스터 및 지역혁신기관 조사
및 지역혁신기관
보고서
조사
지역
과학기술혁신
역량지수 분석

지역R&D
사업기획･평
가･관리

◦지역 R&D 사업 및 성과에 대해 조사･분석･관
리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과학기술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 기초자료로 활용

◦’20년 충남 지역과학기술혁신 역량평가
결과 분석 보고서

◦’21 수요기반 R&D 과제발굴 및 기획 보고서

◦Bottom Up 수요를 통해 발굴된 사업을 바탕
으로 향후 지역 본사업 및 정부사업 기획에
활용

지역 R&D 사업
◦충남 지역 R&D사업 평가 및 관리 보고서
평가 및 관리

◦지역 R&D 사업 및 성과에 대한 평가 및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과학기술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 기초자료로 활용

지역 R&D
사업기획

정보
구축･제공

통계자료 및 성과 ◦충남 R&D 사업 및 성과정보 확산 이용 ◦정보화시스템 구축을 통해 과학기술 분야 성과
실태 보고서
확산과 R&D 지식정보 제공
확산

네트워킹

◦충남과학기술혁신협의회 운영결과 보고서
◦협의회 운영을 통한 이슈페이퍼 발간
- 충청남도 과학기술혁신 아젠다 수립
◦네트워킹을 통해 도출된 성장동력 및 신성장
충남과학기술혁신
- 천안아산 R&D집적지구 조성 전
유망산업에 대한 향후 세부적인 정책연구 및
략 수립
협의회 운영
사업기획 추진
-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 기반구축
- 스마트팜 빌리지 조성전략 수립
공동연구사업

자율과제

◦지역 과학기술혁신과정 운영

◦전국연구개발지원단 실무진 대상 지역 연구개
발지원 기능 강화를 위한 R&D 기획역량 제고

연지단 고유사업 ◦충남과학기술혁신포럼 운영 결과 보고서 ◦지역 과학기술정책 적합성 및 전문성 제고
발굴 및 기획 ◦과학기술 확산프로그램 운영 결과 보고서 ◦과학문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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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사업

전북연구개발지원단은 본 사업을 통해 도출된 주요 6대 주요프로그램(①정책기획, ②조사･분석,
③R&D사업 기획･평가･관리, ④정보구축･제공, ⑤네트워킹, ⑥자율사업)의 주요성과를 기반
으로 지역R&D사업의 성과확산 및 투자효율성 제고, 지역주도형 R&D 기반 혁신생태계 조성
등 전라북도 R&D컨트롤타워 역할 추진함.
지역주도형 R&D 컨트롤타워를 수행하기 위한 지역맞춤형 5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중앙정
부의 R&D투자방향 부합된 정책･과제 발굴, 투자효율성 확보, 사회문제형 R&SD기획･발굴,
정보 확산 및 환류 등 전주기적 R&D선순환(P-D-S)체계 구축을 통해 전북형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 및 전북경제 대도약 선도자 수행
전주기적 R&D 컨트롤타워를 위한 5대 주요역할
지역 과학기술정책
비전 제시자

∙ 지역의 미래비전과 당면 현안에 부합하는 맞춤형 과학기술 정책을 기획하고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 선도자

지역 R&D 조사･분석
전문 기구

∙ 지역 내 전문화된 R&D 조사분석 기능을 통해 지역 과학기술 역량제고와 R&D
투자 효율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

R&D사업 발굴･기획
Designer

∙ 중앙정부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지역 주도 R&D사업의 기획 및 정책사업화를 통
해 실행 재원 확보를 주도

R&D 사업 평가･관리
전담 기구

∙ 지역에서 수행되는 R&D사업의 체계적 평가 전담기구로서 R&D 사업화 성과 및
지역 파급효과 창출에 기여

지역 R&D
지식정보 플랫폼

∙ 지역 내 R&D 지식정보의 DB화 및 시스템의 통합관리를 수행하고 과학기술 휴먼
네트워킹 촉진의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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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사업

연구개발지원단 운영 체계
ㅇ 전라남도 연구개발 진흥조례에 따라 연구바이오산업과가 지자체의 R&D 총괄 부서로 지
정되어 있으며, 연구개발정책팀이 과학기술 종합(시행) 계획 수립, 연구개발사업의 총괄
관리 기능을 수행하며, 연구개발지원단 사업을 전담
ㅇ 전라남도 연구개발 진흥조례(제18조 전담기관 지정･운영)에 따라 전남테크노파크가 지역
연구개발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연구개발지원단의 주요 업무는 과학기술기획팀과
연구개발평가관리팀에서 수행
ㅇ 과학기술팀은 과학기술 정책수립, 조사･분석, R&D 기획, 정보유통 등 R&D 전담기관 업
무와 R&D 사업의 평가･관리를 총괄담당

전남연구개발지원단 조직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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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학기술 위원회 운영 방안
ㅇ 전남도의 과학기술 정책자문, 중대형 R&D 사업 및 대형연구시설 등의 유치를 위한 전라
남도 과학기술발전위원회를 운영하며, 전남도지사가 위원장으로 참여하고, 지역 내･외 전
문가 22명이 포함된 10개 분과로 운영
ㅇ 전라남도의 과학기술진흥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지역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전라남도과학기술진흥협의회를 운영하며, 위원장은 정무부지사와 15인 이내의 위원들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과학기술인 육성, 제도 개선, 연구기관 유치･육성 등 과학기
술진흥 관련된 사항을 심의
ㅇ 연구개발장비의 공동 활용 활성화를 위해 전라남도 연구개발장비 운영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협의회장은 경제에너지국장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 기본계획 수립, 우수기관 평가 및 선정, 운영시스템 보완 등 연구개발장비의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
ㅇ 전남 R&D 정책발전협의회는 지역 대학･혁신기관 등 기관 내 연구개발을 총괄 담당하는
팀장급 실무진들로 구성(현재 21개 기관 참여, 향후 확대)되어 지역 R&D 활성화 정책
및 혁신방안 마련, 지역 주도 R&D 사업 기획, 조･분･평 체계 개선 및 우수사례 발굴 등의
역할을 수행
ㅇ 그 외에도 과학기술정보 유통･확산 정책세미나 개최, 연구장비 정보 제공 및 조사･분석을
위한 연구장비 전문가협의회 등 지역 R&D 네트워크 거점으로써 다양한 지역 과학기술
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
지역 과학기술 정책수립 추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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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R&D 사업 기획과제 성과환류시스템 운영 방안
ㅇ R&D 사업 연구기획과제의 실패요인 분석 등을 통해 재기획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효
과적인 기획지원 사업 추진

성과환류시스템 개요도

지역 R&D 사업 기획과제

시･군 주도 프로젝트

연구개발기획

대학

연구기관

기획연구회

기업

시･군

연구개발 기획(기획보고서 등)
완료 기획과제 대상 성과조사
(국비확보 등)
국비 확보

국비 미확보

실패 사유 등 분석을 통해 기획방향
재정립
(도정 부합 정책 기획 또는 사업)

필요시 재기획 추진
(전남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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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활용계획
세부사업(프로그램)

활용방안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
시행계획 수립 지원

ㅇ 전남 과학기술진흥 시행계획에 따른 과학기술예산 투자방향 수립과 향후 추진사업에 대한 근
거의 합리성 제고
ㅇ 블루이코노미, 소재부품 발전대책 등 지역 과학기술 이슈방향과 연계된 정책수립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기획평가원･지자체 및 지역연구개발지원단의 공동 조사를 통해
지역 연구개발 예산 통계의 정합성 확보

정책 지역 내 과학기술정책
기획
기획･발굴

ㅇ 전라남도 과학기술 정책자문과 전문가 초청세미나 등을 통해 도내 대형연구시설 유치논의 및
대응방안 마련
ㅇ 지역 과학기술 지원체계 정비 및 과학기술 정책 의사결정의 단일화 모델 마련
ㅇ 지역과학기술진흥 대상사업의이 성과관리 및 환류시스템의 최적화를 통한 지역 과학기술 시행
정책의 효율적 수립
ㅇ 과학기술 정보･연구개발장비 관련 전문가 네트워크 운영을 통한 연구장비 공동활용을 촉진하
고 활성화 계획 수립 기여

조사･
분석

지역과학기술위원회
운영

ㅇ (핵심기술 확보)R&D 기반 부족 및 고급 연구인력 유입 단절로 광양만권 내 핵심기술 확보
ㅇ (전문인력 요구) 탄소중립을 위한 구조적 산업개편에 따른 업종･공정 변화를 대비한 탄소중
립 전문 인력양성기관 추진 배경
ㅇ (기업육성체계 구축) 창업기업 지원 공간 및 지원 시스템 부족으로 제조업 기반 스타트업 자
생환경 조성전략 마련

지역 R&D 사업
조사･분석

ㅇ 지역 연구개발사업 기초통계로 활용하여, 투자 유형 및 원인 분석 등 전남의 과학기술 현황을
다각적으로 분석 및 정책데이터에 반영
ㅇ 지역 연구개발사업의 성과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다각적 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데
이터 기반 정책결정의 기초자료 제공
ㅇ 지역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이력 관리를 통해 지원기관 간 중복지원 방지 및 투자 효율성을 제고
하고, 향후 우수성과 사례 공유 확산 등을 통한 성과 극대화

지역 연구장비
조사･분석

지역 지역 R&D 사업 기획
R&D
사업
기획･
평가･
관리
지역 R&D 사업
평가･관리

ㅇ 연구장비 공동활용 활성화 계획 수립
ㅇ 전라남도 연구개발장비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ㅇ 지역현안 기반 중앙정부 연구개발사업 가능한 사업 발굴로, 지역 연구개발 경쟁력확보 및 기
업의 매출과 고용 증대 제고
ㅇ 중앙정부의 대형 국책사업 유치를 위한 신규사업 도출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과제 발굴 및 기획을 통한 지역의 산업 경쟁력을 제고
ㅇ 기획위원 DB를 활용하여 중앙정부 신규사업 기획에 참여할 수 있는 산업별 연구자 빅데이
터를 구축하여 지역주도 연구개발사업 기획 플랫폼 시스템을 구축
ㅇ 전남 R&D 사업 활성화 방안 수립･추진에 따른 지자체 주도 R&D 사업 투자규모의 양적
확대 추진을 위한 체계적인 R&D 사업 관리 추진
ㅇ 지역 혁신체계 개편에 따른 지역주도 R&D 사업이 확대됨에 지역 R&D 관리 전문기관으로
서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및 지역 과학기술 관련 통합정보 제공 및 지역 R&D 자원의 효율적 관리･ 활용지원
구축을 통한 지역 과학기술역량 강화
내･외 대학, 연구기관 등 우수 공공기술의 상시 발굴･공급･이전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기반 기술사업화 촉진

정보
구축･ 통계자료 및 성과 확산
제공

ㅇ 국가
체계
ㅇ 지역
도내

네트
워킹

지역과학기술
혁신연구회

ㅇ 지역 주도 혁신기관 운영할 수 있는 지역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편 방향 및 개방형 연구시스템
구축 등 지역 R&D 자원을 연계･활용할 수 있는 지역 R&D 혁신체계 마련

연지단 고유사업
발굴 및 기획

ㅇ 재생에너지 활용에 따른 농업부문 탄소배출량 감소 및 최적 환경제어를 통한 단위면적당 작물
생산량 증대와 농가 소득 향상
ㅇ 인공지능 기반의 첨단 홍수예측기술 확보를 통해 지자체별 맞춤형 홍수정보 제공에 기여하고 홍
수피해 저감 및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공동연구사업

ㅇ 지역 R&D 투자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투자 효율성 제고 등 지역 R&D 정책 및 사업수립을
위한 체계적인 지역 R&D 조사･분석 제공

자율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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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
ㅇ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시행계획 수립
- 시행계획 수립 전반에 걸친 경북 연구개발지원단의 지원 체계를 확립함으로서 지자체와
연구개발지원단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위한 초석 제공
ㅇ 지역 내 과학기술정책 기획･발굴
- 제5차 경상북도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로서 활용 예정
* 경북 연구개발지원단 제5차 경상북도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연구용역 예산 확보(1.5억 원)

-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 먹거리 정책과제 발굴을 통해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대응자료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한 중장기 비전과 전략으로 연도별 세부
실행계획 수립시 로드맵으로 활용
- 경북산단대개조(포항권) ’22년 공모 신청 기초자료 활용(’22.3. 선정 예정)
ㅇ 지역과학기술위원회 운영
- 제5차 종합계획의 중점추진과제별로 지자체의 ’21년 실적을 점검하고 ’22년도 지방과학
기술진흥 추진 방향 설정과 투자계획 제시
- 경북과학기술진흥위원회를 통한 경북 소재 산학연관 교류협력 증진 및 지속적인 과학기
술 현안공유 체계 구축
- 지역혁신사업 R&D추진전략 간담회 등을 통해 업무현황 공유하고 기획평가원 설립이 완
료되면 자문기구로 격상하여 실질적 역할 부여

조사･분석
ㅇ 지역 R&D사업 과제･성과 조사분석
- 경북 지역 R&D 투자 계획의 효율성 제고와 과학기술정책 방향 설정 및 제시 등에 필요
한 기초자료로 활용
- R&D 투입 및 성과 데이터를 근거로 중복 사업 통합 및 저성과 사업 일몰 등 R&D사업
의 효율성･생산성 제고 기여하고 지자체 혁신역량을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먹거리 발굴시
활용 예정
ㅇ 지역 혁신클러스터 조사분석
- 지역 클러스터 내 입지한 주요 혁신기관･기업에 대한 정보 및 혁신클러스터 내 기업분포
와 산업별 집적화 조사･분석을 통해 지자체 R&D 정책 추진 기초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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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R&D사업 기획･평가･관리
ㅇ 지역 R&D사업 기획
- 지자체는 기획된 과제를 기반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실시하여, 국비지원사업 추진 시 본
기획의 결과물을 기초자료로 활용
- 지역주도 R&D 기획 역량 및 지역수요 기반 사업기획 타당성 제고를 통한 사업기획 효
율성 및 유치가능성 제고
- 지역 내 기업지원 사업과 R&D 사업 기획 수행 주체를 매칭하여 실질적인 사업화로 발
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시･군–지역 R&D 기관 간 프로젝트 추진체계 구축 및 긴밀
한 협력을 통해 추진전략 확정 및 세부사업 구체화
ㅇ 지역 R&D사업 평가･관리
- 성과중심의 평가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 내 연구개발사업 성과관리 체계화
- 경북 연구개발지원단의 R&D 기획･관리기관으로서 역할 정립과 아울러 지자체 차원에서
의 과제평가 관리시스템 개발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평가
관리체계의 기반 마련

정보 구축･제공
ㅇ 통계자료 및 성과확산
- 경상북도 과학산업국 지역 과학기술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활용 및 유관기관 배포

네트워킹
ㅇ 지역과학기술혁신연구회
- 전략 프로젝트 중 대규모 국책과제 및 중앙부처의 중점추진과제를 중심으로 국비사업 추
진체계로 전환하고 적극적인 국비확보 활동 추진
- 지역과학기술혁신연구회에서 도출된 R&D 과제는 향후 국책사업 기획, 지자체자체 사업
기획 시 참고자료로 활용
- 도출된 정책과제 중 보다 중점적인 연구 및 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차년도 정책기
획과제로 선정하여 추가적인 연구 진행 예정
- 지속적인 이슈페이퍼 발간을 통해 지역과학기술 혁신의 방향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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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분야
ㅇ (R&D 사업 조사･분석) 경남 지역 내 R&D 사업 모니터링 기능 및 조사･분석
ㅇ (R&D 사업 발굴 및 기획) 지역 사업주체간 네트워킹 강화를 통해 공동 R&D사업 등 프
로그램 발굴, 실태조사와 성과분석을 통한 경남 R&D 사업 기획 및 방향성 제시
ㅇ (과학기술 관련 정책수립 지원)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지역 R&D 기술 발전 로드맵
등의 정책 수립 지원
ㅇ (R&D 사업 평가･관리 지원) 중앙부처 주도, 지자체 대응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사전선정･
사후평가 지원, 지자체 대응자금에 대한 지역 내 파급성과 분석 및 프로그램 효율성 평가
ㅇ (R&D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지역 R&D사업 성과분석 및 통계자료 제공, 지역
R&D 데이터베이스의 중앙(NTIS) 및 지역(RTIS)의 연동체계 구축 및 운영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계획
ㅇ 경남 과학기술 성과확산 생태계 조성
- 사업 발굴･기획 → 연구개발지원 → 사업화 지원의 과학기술 성과확산 선순환 체계 구축
ㅇ 지역특화 R&D 사업 기획 실시
- 지역특화산업 분석자료를 활용하여 지역수요맞춤형 사업/과제 기획 강화
- 지역연계 사업발굴 및 확대를 통한 신규사업 발굴･기획-연구개발-사업화지원 체계 마련
ㅇ 지역 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구축체계 강화
- 연구개발지원단과 지자체의 조사분석 추진체계 확립
- 경남과학기술지식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역 R&D현황 정보 제공
- 지역산업진흥계획 및 사업기획 기초자료로 조사･분석보고서 활용방안 마련
ㅇ 지역 과학기술 네트워크 강화
- 지역 내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계를 통한 기업연구개발 활성화 협의회 구성 및 운영
- 과학기술 정책개발을 위한 전문가 초청강연 및 포럼개최
- 전국 연구개발지원단 연계협력 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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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기술진흥조례 개정 기반 과학기술 전담기관 역할 수행
ㅇ 과학기술진흥조례 개정으로 과학기술 전담기관 지정･운영 조항이 신설되면서, 해당 조항에
따른 기관의 역할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ㅇ BISTEP, DISTEP 등 과학기술 전문기관을 새롭게 설립하는 것과 연구개발지원단이 속해
있는 기존 기관으로 지정하는 것 중 우리 지역 과학기술 진흥을 위해 어떤 방향이 최적인
지 조사하고 분석할 예정
ㅇ 각 방향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의 범위와 내용을 정의하기 위해, 타 지역의 사례를
검토하고 우리 지역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
흥 종합계획에 해당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ㅇ 또한, 지자체 R&D 활성화 및 ROI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자체 자체 R&D사업을 평가하는
등의 방법도 마련할 예정임

과학기술 정책보고서 작성을 통한 기업 현황, 지역 맞춤형 지원제도 제안
ㅇ 도내 기술거래를 지원하는 기관은 제주테크노파크, 지식재산센터, 상공회의소, 제주대학교
정도로 많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 보고서를 공유하고 맞춤형 지원제도를 제안할 예정
ㅇ 도내 기업의 기술거래에 대한 인식과 의지에 대한 분석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할 계획

조사분석
ㅇ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타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산업육성계획, 혁신성
장계획 등 지역산업육성사업 계획수립 시 과학적, 객관적 자료로 활용되도록 성과확산에
노력할 계획임

R&D사업 기획
ㅇ 한국판, 제주형 뉴딜 2.0 추진에 따라 신규사업에 대한 수요가 많아진 만큼, 본 사업을 통
해 기획된 R&D사업이 신규사업에 반영 또는 선정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응하고, 이를
위해 혁신기관과도 지속적으로 협력 및 지원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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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되는 미래가치전략포럼을 통해 지속적인 주제와 문제해결 기술 발굴
ㅇ 제주미래가치전략포럼을 통해 단순 의견 교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행동력을 마련할 계획임
- 2021년에는 포럼 운영 및 포럼주제에 대한 이슈리포트, 보도자료 등을 통해 지역현안에
대해 도민들과 공유하고 이슈화하는데 중점을 둠
- 이를 통해 지자체와 도민이 지역현안문제에 대한 정보공유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의
필요성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2022년부터는 사전 홍보를 시행하여 일반 도민도 사전
신청을 통해 포럼에 참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산･학･연･관에서 민(民)까지 참여하는 진
정한 토론의 장으로 운영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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