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TEP
연차보고서

ANNUAL REPORT

KISTEP

CONTENTS

연차보고서

ANNUAL REPORT

INTRO

01

02

03

04

05

주요 연구실적

주요 대외활동

발간물

KISTEP 소개

2017
주요 사업 추진 계획

+ 발간사

04

+ 주요 연구성과

14

+ 국제 행사

166

+ 정기 발간물

188

+ 연혁

1 98

+ 2016 과학기술계 주요 이슈

06

+ 추진 연구과제

17

+ KISTEP 포럼 및 행사

1 71

+ 출판 도서

194

+ 비전 및 추진 전략

199

+ 한 눈에 보는 KISTEP 2016

10

+ KISTEP 정기 포럼

179

+ 주요 기능

200

+ 기관장 동정

182

+ 조직 구성

203

+ 사회공헌활동

184

+ 국내외 협력기관

205

+ 주요 사업 추진 계획

210

발간사

매년 국가R&D 사업 조사분석을 실시하여 과학기술 통계 DB 구축과 분석을 전담하는 ‘과학기술분야
통계청’으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성과 평가 전담기관으로서 국가 R&D 효율성 강화를 위한 성과 평가
체계 마련, 출연(연) 고유임무 중심의 경영 및 연구성과에 대한 기관평가 상위평가 지원, 국가연구개발
성과의 효율적 관리·활용·확산체계 구축, 우수성과 100선 발굴, 과학기술정책 지식정보 확대 등에도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2017년에도 KISTEP은
국가과학기술의 핵심 싱크탱크로서
보다 확고히 자리매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총괄기관으로서 2008년 이후, 총 138개의 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21개 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수행하였으며, 제도에 대한 이해도
및 R&D사업 기획력 제고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러한 기본 임무 외에도 미래 국가적 아젠다 해결을 위한 새로운 과학기술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KISTEP 개원 17주년 기념 포럼에서 ‘미래 한국을 열어갈 National Initiative 2025’를 발표하였고,
4차 산업혁명의 중심 과제로 떠오른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의 틀을 짠 ‘IP서밋 컨퍼런스’, ‘과학기술 젠더
혁신포럼’을 개최하였으며, ‘국가 과학기술 성과 50년, 미래 50년’, ‘미래를 열어갈 혁신의 길’ 도서 발간

2016년은 ‘과학기술 입국’ 50년을 맞이한 뜻깊은 해였습니다. 불과 반세기 전 만 해도, 1인당 국민
소득이 100달러에도 못 미치는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GDP 규모 ‘세계 11위
경제대국’으로 자리매김한 데에는 과학기술의 역할이 적잖습니다.

등 미래 한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가치 창출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국제협력 부문에서도 ‘제2회 아시아 혁신포럼’, ‘제2회 글로벌과학기술자문기구포럼’, ‘제11회
한·중·일 과학기술정책세미나’ 등을 통해 글로벌차원의 과학기술혁신 플랫폼을 구축하였으며, 개도국

이제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우리 과학기술이 지난 50년에 대한 성과를

과학기술 고위 정책결정자 대상 ‘KISTEP-ISTIC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추진함으로써 한국의 선진화된

바탕으로 미래 100년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추격형’ 경제 성장의 한계와 ‘저성장의 늪’을

과학기술 기획·조정·평가 및 혁신 경험을 전수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밖에도 AAAS 등 해외 7개 기관

벗어나, 새로운 시대적 사명으로 ‘과학기술을 통한 또 한 번의 퀀텀점프’가 필요합니다.

과의 MOU를 체결하고, 글로벌 기획조정평가 네트워크 역량 강화를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KISTEP은 지난 한 해,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과 창조적 과학기술지식 축적에 앞장서
왔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과학기술 기획·조정·평가기능 강화에도 총력을 기울임
으로써 과학기술 분야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무엇보다도 국가 과학기술 예측·기획 선도 기관으로서 매년 KISTEP 10대 미래유망기술을 발표해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KISTEP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주관한 ‘2016년도 기관평가 종합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금번 발간된 KISTEP 연차보고서는 2016년 한 해 동안 수행한 KISTEP
주요 연구 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담았으며,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왔고, 과학기술예측조사를 통해 2040년까지 등장할 것으로 예측되는 267개의 미래기술을 도출, 바람직한

추진한 다양한 기관 활동을 수록했습니다. 본 보고서가 과학기술정책 관련

미래통일한국 준비를 위한 과학기술정책 연구, 기술수준평가, 가상증강현실 기술의 경제·사회적 영향

연구자, 정부 관계자 및 모든 국민들께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희망합니다.

평가 등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범부처 과학기술 마스터 플랜인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주관기관으로서 제4차 과학기술기본

2017년에도 KISTEP은 국가과학기술의 핵심 싱크탱크로서

계획 사전기획연구를 추진하면서 종합적인 성과분석, 연도별 실적 점검 등을 추진하였고, 이공계 인력

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회·경제·문화와 소통하는 과학기술’,

정책·계획 수립 및 과학기술인력 통계자료(HRST) 발간,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글로벌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과학기술’, ‘미래 대한민국의

지원, 과학기술분야 규제개선방안 수립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 등 주요 과학기술 정책·계획

희망을 그리는 과학기술’이 우리 사회 곳곳에 옳게 자리 매김할 수

수립의 핵심 역할을 해 왔습니다.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GDP 대비 정부 R&D 예산 비중, 세계 1위(4.23%)로 이제는 미래먹거리와 기초과학, 새로운 융합과
혁신을 창출하려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부응하여, 2017년 주요 R&D 예산 12조 9,194억 원을
효율적으로 배분·조정하고, 일몰형 사업 기간 연장 적정성 검토, 정부 R&D 중기 재정투자 계획 수립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원장

지원, 정부 R&D 예산 관련 정책 이슈 분석 및 제도 개선안 마련 등 정부 R&D 예산 배분·조정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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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과학기술계
주요 이슈

2016년은 과학기술 관련 이슈가 그 어느 해보다 많은 시기였다. ‘과학기술 입국’의 신념으로 과학기술
발전의 씨앗을 뿌린지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한해였고,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국가전략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그 발판을 마련하였던 때이다. 이외에도 ‘이세돌 대 알파고 세기의 바둑대결’ 등

2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이 전 세계적 화두로 떠올랐으며, 올해 최고 과학기술 성과로
뽑혔던 ‘중력파 검출’ 등의 반가운 소식도 이어졌다. 반면 미세먼지, 지진, 조류인플루엔자(AI) 등의
다양한 과학기술 이슈는 경제·사회·환경 전반에서 과학기술의 역할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했다.

인공지능 시대,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

KISTEP은 2016년도 연차보고서 발간에 맞추어, 올해 과학기술계의 주요 이슈를 되돌아보며, 그 의의와
시사점을 개략적으로 짚어 보았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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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성과 50년 미래 50년

과학기술 입국 50주년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 ‘과학기술전략회의’ 신설

대한민국 ‘과학기술 입국 50주년’을 맞이한 2016년은
과학기술계에 특히 뜻깊은 한해였다.
50년 전, 국내 최초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1966.2.10)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 1966. 9. 24)의
설립을 기점으로 시작된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역사는 ‘2014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 비중 세계 1위’, ‘2016년도 IMD 과학기술
경쟁력 세계 8위’ 등 주요 과학기술지표에서도
확인될 만큼 끊임없는 과학적 발전과 기술혁신
을 이루며 오늘날 한국을 세계 10대 경제 강국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그러나 최근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와 후발국의
추격 등으로 인해 우리의 과학기술은 혁신 정체기를
겪고 있다. 과학기술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현 시점에서, 지난 반세기 동안
과학기술이 일궈낸 성과에 대한 냉철한 진단과
더불어, 향후 새로운 50년을 향한 혁신 기반의
신성장동력 발굴 등 선도형 과학기술 시스템을
통한 과학기술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때이다.

정부 R&D도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미래
먹거리 발굴과 경제 재도약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자 ‘과학기술전략회의’가 신설되었으며,
중장기적 미래 국가 플랜 실현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다.
새로운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인 ‘과학기술
전략회의’는 매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인 약 19조 원을 투자해도 ‘성과가 없다’는
지적에 대응해 국가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시스템에 대한 정부의 혁신 의지가 담겨 있다.
지난 5월 12일에 개최된 첫 회의에서는 정부 R&D
혁신방안이 확정되었고, 이어 8월 10일에 열린 2차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포스트
철강 경량소재, ▲스마트시티, ▲인공지능, ▲가상
증강현실, ▲정밀의료, ▲탄소자원화, ▲(초)미세
먼지, ▲바이오의학으로 구성된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각 분야 민간 투자를 포함,
10년 간 총 2조 2000억 원의 투자 계획이 발표되었다.
정부는 과학기술전략회의를 기반으로 R&D 투자와
민관 협력, 규제 개혁 등 과학기술혁신 생태계
조성을 통해 핵심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주요 전략을
마련하고, R&D 시스템의 근본적 혁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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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돌-알파고 세기의 바둑 대결

‘제4차 산업혁명’의 물결

지난 3월 9일 구글 딥마인드의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알파고(AlphaGo)와 이세돌
9단의 ‘세기의 대국’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렸다.
알파고는 딥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정책망과 가치망
이라는 2가지 연산에 트리 탐색이라는 기술을
더해 186수 만에 충격적인 첫 승을 했다. 이어진
대국에서 알파고가 4승 1패로 완승을 거두자 세계는
‘알파고 쇼크’에 빠져 인공지능에 대한 경이로움과
공포를 동시에 경험했다. 사이언스는 “올해 AI는
알파고를 통해 중요한 반환점을 돌아섰다”고 평
가하기도 했다.
인간-인공지능의 대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로봇 공학 등 6개 분야의
새로운 기술과 융합으로 대표되는 ‘제4차 산업혁명’의
파도가 더욱 거세게 밀려온다는 것이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에서 ‘모든 것이 연결되고 보다 지능적인
사회로의 진화’로 재정의되며 세계적 화두가 된
‘제4차 산업혁명’은 최첨단 기술이 기존의 산업생산
환경과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바꾸고, 다양한 형태의
제품·서비스·비즈니스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제4차 산업혁명이 미치는 영향
보고서(UBS)’에 따르면 한국의 제4차 산업혁명 대응
역량은 세계 139개국 중 25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우리 정부는 제4차 산업혁명을 당면 과제로
표방하며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컨트롤타워로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민관합동 ‘제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이를 통해 2017년
4월까지 핵심기술 개발·시장기반 조성·산업구조
혁신·인재 양성 등 분야별 대책을 묶은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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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계
주요 뉴스

3
위험 사회, 과학기술의 역할 대두

지진 위험에 노출된 대한민국
지난 9월 12일 오후 7시 44분과 8시 32분께 경북 경주시 남서쪽 8km 지점에서 규모 5.1과 5.8 지진이 발생
하며 온 국민이 불안에 떨었다. 이어진 여진은 더 이상 한반도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확인시켰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진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이 없고 연구도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다. 국내 지진 연구는
정확한 지진 진단과 지진 피해를 줄이기 위한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지만 일부 정부출연연기관
에서만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진 연구 전문가들은 지진경보시스템 연구 등 강도 높은 지진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지진 이후 9월 22일 출범한 ‘지진방재종합개선기획단’은 예방·복구 개선, 지진 안전교육, 원전·문화재
안전 등 총 7개 분야의 TF팀으로 구성, 운영 중이다.

중국발 미세먼지의 공포
지난 봄, 서울의 미세먼지의 연평균 농도는 ㎥당 48㎍으로 정부의 환경기준(50㎍)에 육박하며 최근 6년
사이에 가장 심각한 수치를 기록했다.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고 시민들의 불안과 불만은 고조되었다.
이에 정부는 미래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합동으로 ‘과학기술기반 미세먼지 대응전략’을 발표했다. 2023년
까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이 과정에서 얻어지는 과학기술을 통해
모두 47조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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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발견, ‘우주를 바라볼 새로운 눈’

아인슈타인의 예측 ‘중력파 검출’

우주탐사선 ‘주노’ 목성 궤도 진입 성공

2016년은 놀라운 발견이 이어진 한해였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100년 전, 일반상대성이론을 통해
주장했던 중력파의 존재를 과학자들이 직접 확인
했다. 미국 과학재단(NSF)과 고급레이저간섭계
중력파관측소(라이고, LIGO) 연구팀은 지난 2월 11일,
13억 광년 떨어진 우주에서 두 개의 블랙홀이
충돌하며 생긴 중력파를 직접 탐지했다고 발표
했다. 중력파를 검출하면 블랙홀과 중성자성 같은
천체에 대한 시공간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중력파 검출에는 국내 연구진도 상당한 역할을 했다.
2009년부터 서울대, 부산대 등 5개 대학과 한국
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등에
소속된 20여명의 물리·천문·컴퓨터 전문가들이
한국 중력파 연구협력단(KGWG)을 구성하여 중력파
성질을 이해하고 검출기의 설계와 성능을 예측하는
연구를 수행해 왔다.
이번 발견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과학적 성과 중
하나로 꼽힐 전망이며 인류가 ‘중력파 천문학’의
시대로 돌입했음을 알렸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관계자는 2011년 8월
5일 지구를 출발한 NASA의 목성 탐사선 ‘주노’가
5년을 날아 7월 5일 목성 궤도에 무사히 안착했다고
밝혔다. 주노는 앞으로 20개월 동안 목성 주변을
37회 돌면서 두꺼운 구름층 안에 숨어, 지금까지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는 목성의 내부를 관측하게
된다. 주요 임무는 목성에 물이 얼마나 존재하는지,
단단한 핵이 있는지, 목성의 극지방이 태양계에서
왜 가장 밝은지 등을 연구하는 것이다.
과학자들은 주노 이전에 목성 궤도에 진입한
탐사선은 20년 전 갈릴레오 탐사선이 유일하기에
주노의 성공적 궤도 진입이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따라서 주노가 목성의 비밀을
밝혀낼 경우, 지구를 포함한 초기 태양계의 기원과
형성과정을 알아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되며 앞으로 20개월간 주노가 밝혀줄 목성의 신비에
귀추가 주목된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연구윤리
2011년 임산부와 영유아가 잇따라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 ‘가습기
살균제’가 사망의 원인이라고 밝혀졌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과학기술과 관리
제도의 혁신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생활환경제품의 안전성, ‘바이오사이드(Biocide)’에 대한 관심
또한 증대되었다.
현재까지 94명이 숨지고 1528명의 피해자가 접수된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인해 기업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깊어졌고, 옥시레킷벤키저에 유리한 보고서를 써준 서울대 교수가 구속되며, 연구윤리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이는 가습기살균제 단 하나의 사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치약, 물티슈, 공기청정기
등 일상 생활용품 전반에서의 유해성과 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이에 대해 과학적 전문성에 기반해 철저한 모니터링 시스템, 법·제도적 사각지대를 없애는 범부처 차원에
재정비 노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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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2016
March

January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현장 방문(3.15)

•’16년 KISTEP 시무식 개최(1.4)

•제8회 미래포럼 개최(3.25)

May

July

•K ISTEP-AAAS(미국과학진흥협회)
업무협약(MOU) 체결(5.5)

•제2016-2회 R&D 투자전략 콜로키움(7.12)

September
•제2회 글로벌과학기술자문기구포럼 개최
(9.1~2)

•AAAS Science Diplomacy 2016 KISTEP
세션 개최(5.5)

•’16-17년 일몰대상사업 기간연장 적정성
검토를 위한 부처 사업설명회(1.8~15)

•K ISTEP-포스텍, 인턴십 프로그램
업무협약(MOU) 체결(5.11)

•제8회 KISTEP-ISTIC 개도국 고위 정책
결정자 과학기술혁신 교육 프로그램
개최(9.26~30)

•개원 17주년 기념 ‘미래 한국을 열어갈
National Initiative 2025 포럼 개최’(1.22)

•’17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문위 사업
설명회 개최(미래부 공동, 5.16~20)

•정책총서 ‘미래를 열어 갈 혁신의 길’ 발간
(9.29)

•제4회 대한민국 기초연구발전 토론회
개최(5.20)

November
•’16년도 기술영향평가 공개발표회
(미래부 공동, 11.1)
•KISTEP-MUET(파키스탄 Mehran University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
업무협약(MOU) 체결(11.16)
•정부 R&D 중장기 투자전략(정책분야별)
공청회(미래부 공동, 11.16)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 교육 2차
(11.16~17)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공개발표회
개최(5.20)

•’1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입력과 제도개선 설명회 개최(11.22, 24)

02

01

04

03

05

06

07

08

•제8회 과학기술 젠더혁신포럼 개최(6.2)
•대덕연구단지(원자력(연), LG화학) 현장방문
(6.10)

•’16년도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 교육
1차(4.7)
•개원 17주년 기념식 개최(2.1)

•제1회 IP 서밋 콘퍼런스 개최(4.19)

•’17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안) 공청회 개최(미래부 공동, 2.25~26)

•제2016-1회 R&D 투자전략 콜로키움(4.26)

Febr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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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KISTEP-중소기업청 업무협약(MOU) 체결
(6.24)
•미래 新성장 지원체계 구축 위한 업무협약
(MOU) 체결(6.27)

June

•KISTEP-ITRI(대만 공업기술연구원) 업무
협약(MOU) 체결(8.29)
•KISTEP-UTM Perdana School 업무
협약(MOU) 체결(8.31)
•제2회 아시아혁신포럼 개최(8.30~31)

August

09

10

11

12

•’18년 일몰대상사업 기간연장 적정성 검토를
위한 부처 사업설명회(10.7~19)
•K ISTEP-ASM (Academy of Sciences
Malaysia) 업무협약(MOU) 체결(10.13)
•제11회 한·중·일 과학기술정책세미나 개최
(10.17~18)
•’16년 미래상상 SF포럼 개최(과천과학관
공동, 10.29~30)

October

•제2016-3회 R&D 투자전략 콜로키움(12.9)
•제2016-4회 R&D 투자전략 콜로키움(12.22)

Dec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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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연구실적

1
주요 연구성과
추진 연구과제

주요 연구실적

KISTEP

1 국가 과학기술 예측·기획 선도기관으로 도약
▒▒ 과학기술예측조사(매 5년)*, 미래준비 연구**, KISTEP 10대 미래유망기술(매년)*** 선정 수행
* 5회 조사(’17년 상반기 결과 발표)에서는 2040년까지 등장할 것으로 예측되는 267개 미래기술 도출

1. 주요 연구실적

주요 연구성과

3 정부R&D 예산 배분·조정 전담지원체계 확립
▒▒ ’99년 이후 매년 정부 주요R&D예산 배분·조정 업무를 전담 지원

<’17년도 정부 주요R&D예산 배분·조정 결과>
주요 R&D 예산 12조 9,194억 원(’16년 대비 452억 원 증액)을 배분·조정
•(주요R&D 범위) 5년 이상 중장기 대형 R&D, 미래성장동력분야 R&D 등 19개 부처 총 382개 사업
•(투자 효율화) 회계연도 일치, 계속사업 일몰, 평가결과 반영, 연구장비 도입 심의 등을 통해
9,604억 원의 재원 절감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오염·공해 대응 10대 미래유망기술
▒▒ 기술수준평가(매 2년) 및 기술의 경제·사회적 영향 평가(매년)* 수행
* ‘가상증강현실(’16년)’ 등 ’03년 이후 17개 기술에 대한 기술영향평가 수행

▒▒ 정부 주요R&D 사업예산 및 효율화 이슈에 대한 심층분석
※ 기술·정책군별 핵심사업에 대한 설명회 개최 및 사업별 심층토론, 주요 이슈 심층분석 및 전문위원회 운영을
통한 대상사업의 검토보고서 작성·지원

2. 주요 대외활동

** 바람직한 미래통일한국 준비를 위한 국가 과학기술정책 수립역량 강화(’16년)

▒▒ 일몰형 사업 기간연장 적정성 검토

2 주요 과학기술정책·계획 수립의 핵심 역할 수행
성과분석, 연도별 실적점검 등 수행
* 제3차(’13년~’17년)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13년),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사전기획 연구 수행(’16년) 등
▒▒ 이공계 인력정책·계획* 수립 및 과학기술인력 통계자료(HRST) 발간

▒▒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 지원

* ’16년~’18년 일몰대상 사업(113개) 기간연장 적정성 검토 수행(’16년)
▒▒ 정부 R&D 중기 재정투자 계획 수립 지원

 ’16년~’20년 R&D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
•정부 R&D 중기 투자방향 및 전략 수립
▒▒ 기획재정부 R&D 예산편성 지원
4. KISTEP 소개

* 제3차(’16년~’20년)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수립(’15년), 2016 공과대학 혁신방안(’16년),
과학기술유공자 지원계획 수립 연구 수행(’16년)

* 계속사업 594개(15.9조 원) 中 240개 사업(8.1조 원)을 일몰형으로 분류(’15년 기준)

3. 발간물

▒▒ 범부처 과학기술 마스터플랜인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주관 기관으로 계획 수립 및 종합

※ ‘일몰형 사업’으로 분류된 장기계속사업* 중 부처에서 사업기간 연장을 요청한 일몰대상 사업에 대한
기간연장 적정성 검토 수행

 정부 R&D 예산 심층 검토 및 심의 지원
•
•정부 R&D 예산 관련 정책 이슈 분석 및 제도개선안 마련

* 제3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수립(’07년), 제4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15년 실적 점검 및 ’16년
시행계획 수립(’16년),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산하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운영·지원 등
▒▒ 과학기술분야 규제개선방안 수립*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및 기술료제도 개선(’16년)
▒▒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국정과제 정책적 지원
※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특화사업 기획 지원과 정책이슈(주요 부처별 정책동향 분석, 창업지원 실태조사 등
다수) 발굴 및 심층분석 추진(’16년)

4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 전문기관으로 발전
▒▒ ’99년 이후 매년 국가R&D사업 조사·분석을 실시하여 과학기술통계 DB 구축과 분석을

전담하는 ‘과학기술 분야 통계청’으로서 위상 확보
•’15년 기준 정부 R&D 639개 세부사업(18.9조 원) 투자·성과 및 연구활동 조사·분석
※ 주요 결과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안건으로 보고

•과학기술통계백서, 통계브리프, 과학기술경쟁력 평가(IMD, WEF 등)의 분석 보고서 발간
•연구개발활동조사 시행지침인 OECD 프라스카티 매뉴얼(제7판) 한글본 발간
▒▒ ’05년 연구성과평가법 제정 이후 성과평가 전담기관으로서 국가R&D 효율성 강화를 위한

성과평가 체계 마련 지원*
* 제3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16년~’20년) 수립(’15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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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7 주요 사업 추진 계획

* 과학기술 규제발굴(47개), 개선방안 추진과제(13개) 선정 및 브라운백세미나·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16년)

▒▒ 질적 성과평가, 자체·상위평가 수행을 통한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효율적인 성과관리 및 부처

자율성, 책무성 강화
•사업예산 연계를 강화한 재정사업 통합평가 수행(103개 사업)
•과학기술정책 이슈 및 성과미흡사업 중심의 특정평가 실시 지원(3개 사업군, 2개 개별사업)
•출연연구기관의 고유임무 중심의 경영 및 연구 성과에 대한 기관평가 상위평가 실시 지원
(4개 부처·연구회 소관 18개 연구기관 종합평가)
•연구시설·장비 구축 및 연구단지 조성 사업을 포함하여 예타 대상 전체로 기술성 평가 확대 실시
지원(30개 사업 신청, 19개 사업 통과)
•’15년도에 종료된 사업에 대한 종료평가 실시 지원(7개 부처 16개 사업)
•’10년~’11년에 종료된 2개 사업의 성과 활용·확산 실적 추적평가 실시
•신규사업, 개편사업, 중간평가 개선권고 사업 등에 대한 성과목표·지표 점검(17개 부처 176개 사업)
•재정사업 성과계획서(R&D 분야)의 성과지표 점검(24개 부처 242개 사업)
▒▒ 국가연구개발성과의 효율적인 관리·활용 및 확산 체계 구축 지원

•’16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안)(’16.4) 수립 지원
•연구성과활용 실태조사 제2차 시범실시(’16.2)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707개 기관 선정 조사 실시

•정부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 개편 방안(’16.4), ’17년도 정부 지식재산 재원 배분방향(’16.6) 수립 지원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 관리·유통 체계 종합 개선방안(안)(’16.10) 마련 지원
※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공개발표회 개최(’16.5)
▒▒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발굴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발굴(’16.7) 및 사례집 발간(’16.10)
▒▒ 과학기술정책 지식정보 확대 및 분석체계 고도화

•정책정보 확대(국회, 국과심, 북한과학기술 등), 주요 저널(Science, Nature, Research Policy 등)
이슈 리포팅 및 뉴스레터 서비스 실시
•키워드 중심 투자현황분석 서비스 개발 및 검색기능 고급·지능화 추진

KISTEP

추진 연구과제
과학기술 미래예측 및 전략 수립
01 제5회 과학기술예측조사에 관한 연구(2차년도)
02 2016년 기술수준평가
03 2016년 기술영향평가
04 2016년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개선 및 활용 기반 구축 연구
05 미래준비 연구: 통일한국의 과학기술(2차년도)
06 2017년 KISTEP 미래유망기술 선정에 관한 연구
07 과학기술 예측기반 강화 연구
08 미래사회 이슈 발굴·분석 및 전략수립을 위한 연구
09 과학기술전략회의 과학기술혁신 정책의제 발굴 및 기획 연구
10 사회문제 해결형 R&D사업 성과확산을 위한 기반 강화 연구
11 미래성장동력 육성 성과 점검
12 2016년도 미래성장동력 플래그십 프로젝트
13 2016년도 다부처공동기획 활성화 기반 연구
14 과학기술전략관점에서의 한중 FTA 고찰

제고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교육* 3회 실시
* ’12년부터 서울과 지방에서 매년 2~3회 실시

수행하고 조사 가이드라인**을 수립
* 연구과제 수행, R&D 사전분석 콜로키움 운영(연 4회) 등
** 「R&D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제2-1판)」 (’16.11) 발간

44 국가연구개발사업 특정평가 사업
45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성 평가 사업
46 국가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질적 평가 고도화 기반 연구
47 201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48 201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49 2015년도(조사대상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
50 2016년 범부처 과학기술통계백서 발간
51 2016년 국내외 과학기술지표를 활용한 통계브리프 발간
52 2016년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55 국가연구개발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태조사

17 과학기술기반 융합인재 관련 정부 계획 및 사업 분석

56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수성과 평가 및 선정을 위한 연구

18 R&D혁신 2단계 추진 연구

57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19 과학기술기본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시행계획 수립

58 2017년도 정부지식재산사업의 재원배분방향 설정연구

20 지역별 혁신수준 진단 및 맞춤형 지원전략 연구

59 과학기술정책의 과학화 기반구축

21 지역 창조경제 생태계 거버넌스 강화 방안

정부 R&D 지원을 통해 획득한 기업의 특허성과 활용 및 특성 분석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및 예산 정책
이슈 발굴

24 연구현장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60 2016년 전략적 R&D 예산 배분 및 편성을 위한 정책 기반구축에 관한 연구

25 정부출연연구기관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임무중심형 기관평가 연구

61 방향 연구

26 과학기술인력정책 종합정보시스템 개발 및 구축
27 과학벨트 혁신거점 간 연계를 통한 세계 Top 혁신클러스터 도약 방안
29 2016년 창조경제 역량강화 기반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조정 지원
31 중장기 투자전략 연계형 기술분야 투자포트폴리오 수립 프레임 연구
32 국가 혁신주체 이머징(Emerging) 이슈 진단 및 대안 탐색 연구
33 2016 미래사회 대응 기술혁신 아젠다 발굴 및 R&D투자전략 수립
기후변화 대응 R&D 전략성 강화를 위한 통합적 접근방법 연구

34 : 3P 분석기법을 중심으로

36 바이오 분야 범부처 종합 조정
37 서비스 R&D 분야 범부처 종합조정
38 2017년 정부 R&D 예산 배분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2016 연차보고서

43 국가연구개발 중간·기관평가

16 과학기술분야 규제개혁 기반연구

35 주요 정책분야별 중장기 투자방향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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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분석·평가·성과 확산

54 관한 연구

30 2016년 글로벌 R&D 투자동향 분석

▒▒ 조사의 일관성, 객관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분석방법론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42 국방 R&D 투자 효율화 방향제시를 위한 기초연구

15 2016년 지방 R&D 체계 및 지역창조경제 생태계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28 과학기술분야 유망 신직업 발굴

▒▒ R&D부문 예비타당성조사 총괄수행기관으로서 제도에 대한 이해도 및 R&D사업 기획력

41 제조업 스마트화를 위한 국가R&D 전략연구

53 OECD 국가 대비 한국 국가혁신역량의 효율성 진단과 개선방안 연구

23 국가 연구개발의 개방성 확대 방안 연구

▒▒ ’08년 이후 총 138개 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및 21개 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수행

40 2016년 개방형 포럼 방식을 활용한 과학기술정책이슈 연구

과학기술 정책·기획 및 조정

22 2016년도 과학기술규제 발굴 및 개선안에 관한 연구

5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총괄기관 위상 정립

39 2017년 정부R&D 투자우선순위 설정 및 효율화 방안 연구

2016년 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일관성 제고를 위한 조사 체계 개선

62 2016년 국가R&D사업 사전분석 전문 네트워크 구축 및 역량 강화
63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R&D 예산편성 지원
64 201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타당성조사
65 R&D부문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의 현황진단 및 조사 개선방안 연구
기술기반 창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정부 정책

66 효과성 분석을 중심으로

과학기술 글로벌 협력·네트워크 구축
/ 기관 전략 이슈 개발
67 2016년 과학기술 기획, 조정 및 평가 국제 네트워크 구축 연구
2016년 개도국 고위정책 결정자를 위한 한국형

68 R&D기획·조정·평가 지식 및 경험 전수

69 미래 한국을 견인할 과학기술 정책 아젠다 발굴 연구
주력산업별 First Mover 전략 도출 방안 연구

70 (자동차·철강 산업을 중심으로)

2016년도 Creative KISTEP Fellowship Program 운영 및 정책이슈

71 발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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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연구과제

< 제5회 과학기술예측조사 1차년도(2015) >

제5회 과학기술예측조사에 관한 연구
(2차년도)

트렌드 분석

1. 주요 연구실적

01

*

기술
트렌드
분석

•서지분석, STEEP 등을 통한 글로벌 트렌드 흐름 분석
•메가트렌드 도출

연구책임자 이승룡

•메가트렌드/트렌드에 따른 미래 이슈 예측
•파급효과 정도, 발생 시기, 발생 가능성, 한국적 상황 등을 조사평
가하여 주요 이슈 선정

•선도 연구분야 및
급부상 기술 도출

2. 주요 대외활동

연구목적

▒▒ 미래 환경 변화를 반영한 장기적 관점의 과학기술정책 수립 필요

미래
사회
전망

•과학기술 지식맵 등
정량적 분석 활용

주요 이슈 선정

• 기술발전의 가속화·융합화, 저출산·고령화 심화, 기후 변화 등 미래 다양한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한 중장기 전망 필요
니즈 도출

• 과학기술예측조사는 미래 전망을 바탕으로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과학기술을
예측하여 과학기술정책·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보 제공

•주요 이슈 해결을 위한 사회적·과학기술적 니즈 도출

▒▒ 「제5회 과학기술예측조사」는 2040년까지 출현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기술 예측·분석

< 제5회 과학기술예측조사 2차년도(2016) >

※ 법적 근거: 과학기술기본법 제13조와 동법 시행령 제22조

▒▒ 그림 참고*

시사점

▒▒ 주요 미래유망기술의 기술확산점(Tipping

미래기술 도출

기술확산점 정의·분석

point*) 및 도달시기 예측

* 미래기술이 사회에 급속도로 확산되는 기준점

기술
확산점
분석

•미래 주요 유망기술 도출
(기술확산점 분석 대상)
•기술확산점 분석 방식 결정
•기술별 확산점 정의

미래
기술
도출

•기술 동향, 발전과정, 미래
변화 등 분석

▒▒ 미래사회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지향적 미래기술 도출로 예측 결과의
활용도 제고

•지식맵 분석을 통한 미래 기술
분야 도출

4. KISTEP 소개

연구내용

3. 발간물

• 미래기술의 실현시기, 중요도, 특성, 필요한 정부 정책, 주도 연구 주체 등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니즈 대응형 및 Tech Push형
미래기술 후보(제품 시스템
등) 도출
•미래기술 후보의 가공정제를
통한 미래기술 확정

• 한국 사회에서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주요 이슈를 선정·분석
▒▒ 미래기술

구성의 다양화 및 미래기술명 제시 방식 개선을 통해 예측조사 결과의 활용

범위 확대
• 지식맵 분석을 통한 Tech-Push형 미래기술 도출 및 분석·예측 단계 구분을 통한
장기실현 미래기술 발굴

•델파이 조사 방법 및 항목 결정
•과학기술 전문가 대상 조사 실시

델파이
조사
·
분석

델파이조사 결과 분석
•미래기술의 특성, 기술확산점 시기 및 미래기술 실현시기 분석
•미래기술 실현 방안 등 분석

• 기술별 조사 결과의 이해도·활용도 제고를 위해 미래기술명 표준화
※ 미래사회 수요 변화와 과학기술 발전에 의해 2040년까지 등장할 267개 미래기술을 발굴

▒▒ 과학적 방법론 도입으로 예측조사 결과의 신뢰성·객관성 확보

• 빅데이터 기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주요 이슈 선정, 지식맵을 활용한 미래 유망
연구분야 도출 등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미래 전망 추진

5. 2017 주요 사업 추진 계획

델파이조사(2회)

기술예측결과 발표

보고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보고

※ 제5회 과학기술예측조사 결과는 ’17년 상반기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보고(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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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연구실적

19

추진 연구과제

2016년 기술수준평가

• 120개 국가전략기술 관련 최근 10년간(’06년~’15년) 논문·특허 분석 실시
-- 논문·특허 점유율 등의 양적 지표와 논문·특허 영향력 지수 등 질적 지표를 분석
•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 기술동향 분석 추진
-- 해당 기술의 국가적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기술·시장·정책 동향 자료 분석

연구책임자 김윤정

• 분석 결과는 델파이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조사 대상자에게 참고자료로
제공하고 기술수준평가 종합분석에 포함
▒▒ 델파이조사

▒▒ 우리나라

기술수준을 진단하고 과학기술시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기술수준평가 수행

• 120개 국가전략기술 기술수준 및 수준 향상 방안에 관한 2-round 델파이조사 수행

• 기술수준에 대한 국제비교 및 추세비교를 통해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의 현황 및 발전
정도, 수준변화 추이 등을 파악

-- (1차) 질문 분야에 대한 응답확신도, 선택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국가별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등 조사

• 과학기술개발 전략 및 계획 수립, 투자 우선순위 설정 등 국가과학기술 기획을 위한 주요
근거자료로 활용

-- (2차) 타 전문가들의 응답(1차 델파이조사) 결과 확인 및 본인 의견 수정, 기술수준
향상방안 및 필요한 정부 정책 등 조사

2. 주요 대외활동

연구목적

1. 주요 연구실적

02

▒▒ 논문·특허 및 기술동향 분석

• 응답 확신도를 고려한 델파이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으로 정량적 기술수준 도출

• 2년 주기 기술수준평가를 통해 국가적으로 주요한 전략기술에 대한 기술수준 발전
정도를 지속적으로 점검
※ 과학기술기본법 제정(’01년)을 통해 기술수준평가의 추진근거를 마련하여 추진하고, 이후 실시주기가
2년으로 정례화(’10년)됨

-- 국가전략기술, 기술 분야, 국가 차원의 기술수준 및 격차 계산

3. 발간물

-- 주요 5개국 기술수준 및 격차는 전문가들 응답에 전문가별 응답 확신도(5점 척도)를
가중치로 반영

▒▒ 기술수준 종합분석

연구내용

▒▒ 기본 방향

• 델파이조사 결과, 논문·특허 분석 및 동향분석 결과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야별
기술수준에 대한 종합분석 실시
-- 국내 기술수준 현황을 면밀하게 진단하고 점검하기 위해 기술수준을 좌우하는
환경분석 및 수준 변동을 가져온 원인 분석 등을 실시

-- (평가대상)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120개 국가전략기술

-- 우리나라 국가 전략기술들의 수준 향상을 위해 국내 경쟁여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실시하고 발전 방향 제시

-- (평가방법) 논문·특허 분석 및 전문가 대상의 델파이 조사를 통해 종합분석 실시

4. KISTEP 소개

•논
 문·특허분석 및 기술동향 분석, 2-round전문가 델파이 조사, 종합분석을 통해 국가
전략기술에 대한 기술수준을 평가

< ’16년 기술수준평가 절차 >
① 논문·특허 분석

④ 기술수준 종합분석

⑤ 결과(안) 도출

- 전문가 기술·정책 동향 분석

- 주요 5개국 환경 분석
-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심층분석

- 의견 수렴 및 수정·보완
- 미래부 보고 및 안건 상정

- 과학기술 전문가(2회)
-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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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개 전략기술을 10대 기술 분야로 재분류하여 기술수준 평가 결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종합분석 추진

② 기술동향 분석

③ 전문가 델파이 조사

▒▒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13년~’17년)」상의 국가전략기술 대상 평가 수행

▒▒ 향후 계획

• 각 부처 및 유관기관에 평가결과를 배포하여 기술수준 향상시책 수립(과학기술
기본법 제14조)에 활용
-- 과학기술개발 전략 및 계획 수립,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설정 등 과학기술 기획을
위한 주요 기초자료로 활용
• 평가의 신뢰성 및 전문성 향상과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법론 연구 추진

1. 주요 연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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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7 주요 사업 추진 계획

시사점

-최
 근 10년간 SCOPUS 등재 논문,
미국특허청에 출원된 특허

추진 연구과제

2016년 기술영향평가

* 대상기술선정위원회: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시민단체 추천위원 등 12명으로 구성

• (대상기술 분석) 평가대상기술 분석회의*를 구성하고, 심층분석을 통해 평가 이슈 도출
* 대상기술별 분석회의: 9명의 기술 분야 전문가로 구성

연구책임자 김상일

1. 주요 연구실적

03

• (대상기술 선정) 대상기술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대상 기술 최종 후보(상위 3개)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추천하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관계 부처 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
평가대상기술 선정

• (전문가 평가) 기술영향평가위원회*를 중심으로 평가 이슈별 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정책적 고려사항 제시
* 기술영향평가위원회: 기술 분야 전문가 및 사회과학 전문가 등 총 16명으로 구성
▒▒ 신기술이

초래할 영향에 대하여 사회구성원의 참여를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국민들의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이해도 제고

• (시민의견 수렴) 대상기술별 시민포럼*에서 평가의견과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온라인
의견 창구**를 통해 대국민 의견수렴 진행
* 시민포럼: 공모를 통해 모집된 일반시민 14명으로 구성

• 최근 다양한 신기술의 등장으로 과학기술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복잡하고
장기적이며 더욱 광범위해지고 있어 기술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관심 증대

** 온라인 의견 창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기술별 평가이슈별 의견수렴 진행

• (평가결과 도출) 기술영향평가위원회와 시민포럼 간 의견교류를 위해 공동회의를
개최하고, 기술영향평가 결과(초안)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평가결과(안) 도출

-- 과학기술의 발전은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등의 긍정적 효과뿐만 아니라 환경·윤리
문제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예기치 못한 부작용 초래

제14조에 의거하여,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사회·문화·윤리·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의 사전 평가

3. 발간물

연구내용

▒▒ 과학기술기본법

시사점

▒▒ 관련 산업 정착과 신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중장기 VR/AR

산업발전 전략 마련 필요

• 긍정적 영향 극대화 및 부정적 영향 최소화를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 도출로 정책수립
초기부터 바람직한 변화방향 유도

• VR/AR 기술 관련 연구, 인력양성, 기업 간 협력 지원, 오픈 서비스 플랫폼 개발 등의
지원과 가상 산업과 기존 산업의 상생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여 VR/AR 생태계 구축 유도

-- 관계 부처는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향후 소관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기획에 반영하거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

▒▒ 우수 콘텐츠, 관련 기기 개발 및 활용 방안 연구와 건강 등 부작용에 대한 영향 연구 필요

▒▒ VR/AR

-- 새로운 과학기술이 경제·사회·윤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술이 인간에게 선용될 수 있도록 대비책 마련 및 기존 법-제도 체계 검토
(재정립) 필요

-- 부작용 초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등

• 기술융합으로 발생하는 고차원적 VR/AR 세계 도래에 대비, 윤리성 제고 방안 연구

• 평가대상기술 및 선정 사유 : 가상·증강현실(VR/AR)

-- 급속한 기술 산업화 직전의 상황으로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개인정보 유출 위험, 사생활 침해 및 기록물 저장·배포에 대한 저작권 문제 등 관련 법·
제도 검토
▒▒ 창작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사후 책임제 및 자율규제를 마련하고 VR/AR로 공유·
제공되는 정보들의 정확성과 정보 접근의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 마련

▒▒ 평가 절차 및 평가 주체

< ’16년 기술영향평가 절차 및 평가주체 >
전문가평가
대상기술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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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술
분석 및
평가이슈
도출



시민포럼
온라인
의견창구



평가결과
(안) 도출
*공개 토론회



국가과학
기술심의회
보고



관계부처
통보

1. 주요 연구실적

23

5. 2017 주요 사업 추진 계획

-- 기술의 활용 분야가 엔터테인먼트, 교육 등 일상생활에 광범위하게 걸쳐 있어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

4. KISTEP 소개

• 기술영향평가에 포함되어야 하는 주요 내용
-- 국민생활의 편익증진 및 관련 산업발전에 미치는 영향

2. 주요 대외활동

연구목적

추진 연구과제

관련한 최신 이슈와 해외 동향에 대한 분석 등 표준분류체계의
지속적인 기반 구축

2016년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개선 및 활용 기반 구축 연구

1. 주요 연구실적

04

▒▒ 표준분류체계와

• 국가연구개발사업 세부과제를 중심으로 국가 융합연구 동향을 심층적으로 분석
• 해외 분류체계 DB 구축을 위해 기존의 9개국에 중국을 추가하여 분석을 수행
※ 대상 국가: 미국, 일본, OECD, 유럽연합, 독일, 프랑스, 캐나다, 호주·뉴질랜드, 중국

연구책임자 한성구
▒▒ 표준분류체계의 활용에 대한 현황 파악 및 분석 수행

▒▒ 「과학기술기본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02년 제정된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이하
표준분류체계)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기획·관리, 과학기술 관련 지식·정보의
관리·유통과 과학기술인력 관리 효율화 등을 위한 과학기술 전 분야의 표준적 분류 틀임

•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관련기관들을 대상으로 표준분류체계 및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활용하고 있는 분류체계의 활용에 대한 현황 파악 및 분석

·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 주관부처(미래창조과학부) 등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전담기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시사점

(제6항) 5년 주기의 수정·보완 등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제23회 본회의) 안건 및 관보(’12.9.13)

표준분류체계 개정 프로세스에서 4, 5단계를 수행하는 해이므로

• 그동안(’13년∼’16년) 수행한 임시분류 운영 결과(의견수렴, 근거 및 영향 모니터링 결과
등)를 바탕으로 종합분석 및 정규분류 타당성 평가를 수행할 예정
3. 발간물

• 표준분류체계는 현재 ’12년 수립된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개정 프로세스 가이드
라인*’에 의거하여, 5년 주기의 5단계 표준분류체계 개정 프로세스를 수행 중

▒▒ ’17년은

• 표준분류체계 개정을 위해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개정 추진계획(안)」 수립 예정
-- 이 계획은 개정 방향·대상, 정규분류 타당성 평가 내용 및 추진 절차 등을 포함

• ’16년은 5년 개정 주기의 4차년도로서 다음의 연구를 수행

※ 타당성 평가 항목: 규모성, 보편성, 독립성, 정책성, 진보성

-- ’12년~’14년 동안 도출된 임시분류에 대한 근거 및 영향 모니터링 연구
--표준분류체계의 활용 현황 파악 및 분석 등을 통하여 표준분류체계의 개선 및 효율적
활용 기반 구축

• 세부평가위원회 및 총괄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임시 분류에 대한 정규분류
편입 여부를 확정할 예정

4. KISTEP 소개

< 5단계 표준분류체계 개정 프로세스 >

개정수요 도출
(신규/퇴출)



연구내용



근거 및 영향
모니터링

2014-2016



분류타당성
평가



2017

정규분류
편입/퇴출

2017(or 2018)

5. 2017 주요 사업 추진 계획

2013

임시분류 및
퇴출후보 선정

▒▒ 표준분류체계 내 임시분류에 대한 체계적인 근거 및 영향 모니터링 수행

• 근거 모니터링은 규모성과 진보성을 중심으로, 영향 모니터링은 영향 범위와 영향
강도로 구분하여 수행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규모(과제수, 정부연구비), SCI 논문수, 국내·외 특허등록
건수를 측정하여 기존 정규분류의 규모와 비교·분석
• 영향 모니터링은 임시분류가 정규분류에 도입(신설)될 경우 기존 분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화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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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대외활동

연구목적

• 표준분류체계와 관련된 연구개발활동조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 등의 활용
현황 파악 및 분석

1. 주요 연구실적

25

추진 연구과제

미래준비연구:
통일한국의 과학기술(2차년도)

• 통일한국에서의 남북한 과학기술 통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단계별 추진방안 제시
-- 남북한 과학기술 통합을 위한 4대 기본방향* 제시
*① 혁신시스템 기반 구축, ② 인적 잠재력의 활용 극대화, ③ 글로벌 리더십 강화의 계기로 활용,
④ 체계적인 통합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 통일 이후 3단계 통합추진 방안* 제시

연구책임자 이승규

1. 주요 연구실적

05

▒▒ 남북 과학기술 통합 방안 제시

*① 혁신시스템 설계, ② 혁신시스템 구축, ③ 혁신시스템 활성화

• 북한의 과학기술 인력 및 연구기관 재편유형을 제시

국가기술혁신시스템 구축 관점에서 남북한 과학기술 통합로드맵 수립을
위한 기본방안 도출

*① 적극적 활용 및 재배치, ② 적극적 보호 및 민수화 연구지원, ③ 재교육 및 잠재성 활용 모색,
④ 정착 지원

• 국내외 통일 관련 정책사례 분석

-- 북한의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기준(4대 분야 12개 항목) 및 4가지 재편 유형*을 제시

• 북한 과학기술인의 잠재력 활용 방향 도출

*① 통합 및 분소화, ② 연계/통합 및 특성화, ③ 통폐합, ④ 통폐합 및 전환

• 통일 후 북한지역 연구기관 재편 및 활용 방향 도출

2. 주요 대외활동

연구목적

-- 북한의 과학기술인력 활용유형을 인력의 우수성과 보호필요성에 따라 4가지 유형*
으로 제시

▒▒ 통일한국의

• 통일비용 절감, 성장잠재력 확대, 그리고 글로벌리더십 제고 등을 위한 국제기구 연계 및
활용 방안 제시
-- 통일 및 북한 과학기술 활용에 따른 기대효과와 주요내용에 따라 4가지 유형*을 제시
*① 국제규약 기반 국제기구 내 비중강화, ② 인력보호 목적 한국형 국제기구 신설, ③ 동북아 시장 지향
국제조직 신설, ④ 산업화 관련 해외투자 유치

▒▒ 국내외 통일 관련 정책사례를 심층 분석하고 통일한국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 독일의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 과학기술 중심의 혁신 정책을 분석
-- 독일과학기술자문회의사례를 통해 통일직후 수행된 동독지역 대학과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 및 재편 내용을 분석
※ 독일과학기술자문회의와 함께 평가과정에 대한 심층 분석을 수행하고, 통일 직후 동독지역 연구기관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심층 설문조사를 진행

-- 신탁청 사례를 통해 통일직후 수행된 동독지역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내용을 분석
• 과학기술인력 지원 및 활용 등에 관한 정책 분석
-- 소련 해체와 CIS(독립국가연합) 소속 국가들의 비핵화 과정에서 과학기술인력 보호·
지원을 위해 설립한 국제기구(ISTC, STCU)의 추진내용과 성과를 분석
--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관련 과학기술인력의 활용방안 분석

▒▒ 교류협력

단계 중심의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급진적 통일 발생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 역량 강화
-- 해외의 통일 또는 체제전환을 경험했던 국가들의 관련 정책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통일 과정에서 필요한 정책적 대안의 다양성과 구체성을 확보하고 관련
근거를 강화
-- 통합의 기본방향 및 통일 이후 단계별 추진내용, 북한지역의 과학기술 인력 및
연구기관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 등을 제시

▒▒ 북한의

• 산학연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혁신시스템 구축 방안 제시
• 통일한국의 국제위상 및 시장 경쟁력 확대를 위한 국제기구 활용 방안 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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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5. 2017 주요 사업 추진 계획

잠재력 활용 증대와 북한지역의 산업적 혁신역량 강화를 통해 통일비용을
축소하고 통합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계획수립의 기초자료 마련

4. KISTEP 소개

-- 통일 이후 동독지역에 대한 혁신역량 강화 정책을 분석

시사점

3. 발간물

연구내용

추진 연구과제

2017년 KISTEP 미래유망기술 선정에
관한 연구

•오
 염·공해별 문헌조사, 소셜 빅데이터 분석 기반, 오염·공해에 대한 세부 이슈 발굴
-- 관련 문헌 자료 조사 결과와 오염·공해별 전문가 자문 검토 회의 등을 통해 핵심 세부
이슈 도출
• 세부 이슈별 시급히 해결할 필요가 있는 수요 도출

연구책임자 박종화

-- 예방·대비·대응·복구의 4단계 프로세스를 적용

1. 주요 연구실적

06

▒▒ 오염·공해별 세부이슈 및 수요 도출

-- 오
 염·공해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인식을 살펴보고, 10대 기술도출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일반시민을 지역·연령별로 구분하여 설문조사 진행
▒▒ 한국사회의

변화를 전망하고, 변화된 미래사회에서 경제적·사회적 파급 효과를 크게
미칠 유망기술을 선정

▒▒ ’17년 KISTEP

• 미래유망기술 DB, 관련 전문가 추천, 뉴스클리핑 등을 통해 미래유망기술 후보군 도출

• 한국사회 핵심 이슈를 선정하고 대응을 위한 미래기술 선정

-- 10년 내 실현가능성, 구체성, 진보성 등의 1차 필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원내외
전문가와 함께 20개의 최종 후보군 선정

-- ‘생활공해 및 환경오염의 증가’를 핵심이슈로 선정
-- 핵심 이슈와 관련된 미래 기술정보를 수집하고, 우선순위 평가를 통해 10대 미래
유망기술을 선정하여 제시
▒▒ 선정된 미래 유망기술은 연구자, 민간 기업, 정책 입안자가 R&D

미래유망기술 선정

• 미래유망기술 후보군에 대해 KISTEP 내외 전문가 평가를 통해 우선순위 설정
-- 10년 내 실현가능성, 이슈 대응성,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 등 4가지 항목에 대한
평가 진행

기획의 기초 자료로 활용

3. 발간물

• 후보기술의 활용분야별 중복성, 효과성 검토를 통해 최종 10대 미래유망기술 선정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오염·공해 대응 미래 유망기술 선정

연구내용

▒▒ 생활공해와

환경오염 이슈에 대응하고 한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할 수
있는 미래유망기술을 선정

시사점

▒▒ KISTEP

10대 미래유망기술은 바람직한 미래사회라는 관점을 적용함으로써 다양한
국내 미래유망기술과의 차별적 역할을 수행

• ’17년 이슈로 ‘생활공해 및 환경오염’이라는 공공의 이슈이자 동시에 기술적인 이슈를
다룸으로써 10대 미래유망기술 이슈 대응성을 증대

▒▒ 대상 이슈에 대한 문헌 분석 조사 강화

• 10개의 주요 오염 및 공해원을 선정하여 구체적 이슈 및 관련 현황을 조사하고,
공해원별 원인 및 현상, 파급범위 및 피해규모, 사회·경제적 영향, 인체·생태계 위해성
등을 분석

• 10개 오염·공해별로 인터넷 신문기사와 블로그에 대한 통계 및 의미망 분석을 통해
주요 공해에 대한 공공의 여론을 살펴보고 세부 이슈 및 수요 도출에 활용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진행

•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춘 기술개발의 부작용으로 인해 위협받는 생태계와 생활환경을
해결하는 과학기술의 역할 강조
• 이를 반영해 미래유망기술 등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정책은 기술의 발전이나 경제적
성과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생산자 중심과 수월성 중심에서 탈피할 필요
• 본 연구는 환경을 위해 꼭 필요한 공공제적 성격이 강한 기술도 미래유망기술이 될 수
있다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

-- 데이터 수집기간 및 소스 : ’12년~’16년/ 연합뉴스 및 블로그
-- 의미망 분석을 통해 각 공해에 대한 대중적 인식에서 중요 이슈 도출

2016 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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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7 주요 사업 추진 계획

▒▒ 소셜 미디어 대상 빅데이터 분석 실시

▒▒ 바람직한 미래한국을 위한 과학기술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방향성 제시

4. KISTEP 소개

• ’15년 UN에서 발표한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상당수가 환경관련 목표이며 ’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Global Risks 보고서에서는 환경오염 및 공해에 의한
부작용과 정보관련 이슈를 중점 이슈로 포함

28

2. 주요 대외활동

연구목적

추진 연구과제

과학기술 예측기반 강화 연구

수집모듈
전체 다운로드
웹 스크래핑
(Web Scrapping)

연구책임자 최문정

API 활용

▒▒ 데이터 기반의 전략적 기술예측 시스템을 마련하여 정부의 효과적 정책수립·지원 강화

• 데이터를 활용한 미래예측 기초자료 분석 능력을 강화하고 기존 문헌연구 및 집단지성
활용체계와 연계한 종합 분석체계 구축

빈도 분석
(Frequency Count)

구문 전처리

토픽 모델링

연구 동향 파악

(Syntactic Parsing)

(Topic Modeling)

품사 태깅

시계열 데이터 분석

(Part of Speech Tagging)

(Time-Series Analysis)

원형 복원

관련성 분석

(Lemmatization)

(Co-Ward Analysis)

형태소 분석

네트워크 분석

(Morph Analysis)

(Network Analysis)

연구 성과 평가

국가별 연구 비교

문구 추출

JSON

(Phrase Extraction)

불용어 제거
(Stop Words)

추출된 텍스트

가공된 텍스트

분석 결과

(Extracted Text)

(Preprocessed Text)

(Analytics Result)

-- (프로그램) Foresight(영국), iKnow(EU), RAHS(싱가포르) 등
-- (분석도구) Futures Toolkit(영국), ERA Toolkit(EU), IFs(미국) 등
• 기관 및 시스템 사례 분석을 통한 국내 미래이슈 분석도구 마련 방안 제시

Clues) 조사·분석체계 마련

• Well-being & Growth 관점에서 ‘시니어 시프트 시대의 의료산업’과 ‘환경 분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에 대한 미래예측 연구 수행
① 시니어 시프트 시대의 의료산업
-- ‘고령화’, ‘건강’ 관련 언론 기사 데이터 분석으로 시니어 시프트 시대 주요 이슈 및
니즈 도출
-- 주요 이슈 및 니즈에 대응 가능한 5대 의료 서비스·산업별 예측연구 수행

• 미래 기술과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이슈에 대한 선제적 탐색 및 수시 모니터링을
위한 미래이슈 분석도구 개발
의료 서비스·산업
유니버설 인프라

-- 미래이슈 분석도구는 3가지 모듈(수집, 파싱, 해석·분석)로 구성
스마트 홈 헬스케어

예측연구 수행 결과
증가하는 1인 고령가구를 의료기관, 기타 공동체 및 여러 기관에 연결시킴으로써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의료 인프라 망 형성
실시간으로 서비스 활용이 가능한 지능형 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측되며,
현재 관련 기술 개발의 초기 단계로 세계시장 선점 가능성도 존재

의료 로봇

의료 지원 서비스 로봇으로 고령 환자 및 고령 보호자 편의를 위한 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

재생의료

점차 발전하고 있는 의료 분야로 건강 유지 및 맞춤 치료 분야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

모바일 헬스케어

5. 2017 주요 사업 추진 계획

-- 실시간 대량으로 생산되는 언론 기사, 학술 논문, 특허, SNS 등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할 수 있는 도구 개발

< 의료 서비스·산업 분야별 예측연구 수행 결과 >

4. KISTEP 소개

▒▒ 근거기반의 미래단서(Future

▒▒ 기술기획 및 미래예측 관련 객관적 근거 기반 연구 수행

3. 발간물

-- (기관) Horizon Scanning Programme Team(영국), JRC European Foresight(EU),
AHRQ(미국), STT(네덜란드), NISTEP(일본), KISTI(한국) 등

2016 연차보고서

문장 분할
(Sentence Split)

▒▒ 국내외 미래예측 관련 업무 및 시스템 사례 분석

• 미래 모니터링 및 예측 기관 업무 사례, 예측 시스템(프로그램), 분석도구 현황 조사·분석

30

XML
CSV

• 미래사회 변화가 과학기술에 미치는 영향, 과학기술 발전이 미래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상호 분석할 수 있는 체계 마련

연구내용

HTML

분석 모듈

2. 주요 대외활동

연구목적

① 언론기사
② 학술논문
③ 특허
④ SNS

파싱(전처리) 모듈

1. 주요 연구실적

07

< 미래이슈 분석 도구의 구조도 >

IT/BT 기술의 발전 및 융합으로 언제 어디서나 가능한 스마트 케어가 가능해져 시니어
시프트 시대의 전 연령대에서 다방면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

1. 주요 연구실적

31

추진 연구과제

② 환경 분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 PM(‘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관련 언론 기사 및 블로그 데이터를 통해 여론 동향 분석

* 기준 시나리오, 배출가스 규제 시나리오, 공급에너지원별 3가지 전기차 대체 시나리오

08

-- 그린에너지가 보편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조건에서만 전기차의 환경친화성이 입증될
수 있다는 결론 도출

▒▒ 미래예측

관련 국내외 선진기관, 프로그램, 분석도구 사례 분석을 통해 미래예측을 위한
과학기술 기반 구축의 기본 방향 설정

연구책임자 안상진

연구목적

▒▒ 10년

후 한국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칠 중요 아젠다인 4차 산업혁명에 의한 미래변화를
준비하기 위한 전략수립

• 일자리 변화를 분석하여 긍정적인 미래도전을 위한 역량배양 및 시스템 혁신방안을 제시

• 선진 미래예측 기관은 고유의 예측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개발·활용하고, 다양한
분석방법론에 기반한 미래예측 연구와 증거기반의 전략수립

• 가치사슬의 변화를 생산과 소비의 관점에서 조명한 미래전략

2. 주요 대외활동

시사점

미래사회 이슈 발굴·분석 및 전략수립을
위한 연구

1. 주요 연구실적

-- PM 배출과 관련된 시스템 동역학 모델과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5가지 시나리오*별
2030년까지 PM 밀도 추정

• 국정 현안, 사회변화 예측 등 국가정책 수립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분석할 수 있는
미래예측 분석도구 구축 및 미래예측 기법 개발 필요

이슈 도출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한 분석도구를 개발함으로써 미래예측 및
기술전략 수립 연구의 객관성 및 신뢰성 향상

• 기존 전문가 위원회 및 문헌조사 중심의 미래예측 및 기술전략 수립이 가지는 한계점
극복이 가능한 기반 마련
• 개발된 분석도구를 활용하여 Well-being & Growth 관련 이슈별 미래예측 연구 수행

▒▒ 미래의 일자리 변화 대응 전략 수립

• 미래 일자리의 변화동인과 트렌드를 분석

3. 발간물

▒▒ 미래

연구내용

-- (변화동인) 4가지 기술진보와 5가지 경제사회 환경 변화를 제시
-- (트렌드) 5대 일자리환경* 변화와 4대 직업변화** 트렌드를 제시
* ① 사회환경, ② 직업문화, ③ 산업구조, ④ 고용환경, ⑤ 노동환경 관점의 변화
** ① 기존 직업의 고부가가치화, ② 직업의 세분화 및 전문화, ③ 융합형 직업의 증가, ④ 과학기술
기반의 새로운 직업 탄생

• 미래 일자리를 위한 한국사회의 긍정적인 도전방향 제시
-- 산학연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미래 일자리변화와 대응 방안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 조사
* 기업의 인사채용 부서장, 대학의 진로지도/경력개발 전문가, 일자리 정책 전문가 등 475명

4. KISTEP 소개

-- 일자리 관련 한국사회의 모습을 6가지 특징으로 정의

• 미래 일자리 변화에 대한 대응전략으로서 인간에게 필요한 역량과 이를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 혁신 방안을 제시
5. 2017 주요 사업 추진 계획

-- 인간에게 필요한 3대 미래역량* 및 11대 세부역량 제시
* ① 인간고유의 문제인식, ② 인간고유의 대안도출, ③ 기계와의 협력적 소통

-- 인간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시스템 혁신방안* 제시
* 4대 분야(교육시스템, 직업다양화/기업문화, 사회안전망, 일자리창출기반) 11대 혁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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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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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연구과제
▒▒ 생산과 소비의 혁명 대응 전략 수립

-- (동인) 3가지 과학기술 진보*와 4가지 사회·경제·환경 변화** 제시
* 자동화, 데이터화, 연결성 증대
** 저성장, 도시화·고령화, 세계화·신흥국성장, 기후변화 및 자원부족

09

과학기술전략회의 과학기술혁신 정책의제
발굴 및 기획 연구

1. 주요 연구실적

•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생산·소비의 변화를 전망

연구책임자 최문정

-- (트렌드) 생산소비의 3가지 다양화*와 3가지 융합** 트렌드 제시
* 개인맞춤형 생산의 확대, 소비트렌드의 급격한 변화, 생산·소비의 환경친화성 증대
** 제조와 서비스의 결합, 생산과 소비의 스마트화, 프로세스의 글로벌 융합

• 미래 생산·소비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현주소 분석

연구목적

-- 자동차, 지식서비스, 에너지 등 8대 분야별 파급력·준비도 평가, 미래전망과 현황 분석
-- 미래형 비즈니스 모델, 혁신창출 역량 제고, 제도 및 인프라 마련, 문화와 윤리의 확립
관련 8대 전략방향 제시

• 기술진보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바람직한 미래 일자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도전 방향 제시
-- 전문가 인식조사와 자료 분석을 통해 긍정적 도전 요소 도출
-- 세계 최고 수준의 인적역량을 유지하고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미래역량 제시 및
교육시스템 개선방향 제시

연구내용

▒▒ 국내외 과학기술정책 이슈 분석 및 분야별 전문가 의견 수렴

• 국내외 과학기술정책 이슈 등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패러다임 변화 분석
• 오픈사이언스, 국가R&D 혁신방향 등에 대한 연구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한 의견 수렴
• 주요현안 분석 및 전문가 의견 수렴결과를 종합하여 정책방향 마련
▒▒ 과학기술정책 분야별 의제 발굴 및 기획

• R&D 투자전략, 대학·출연(연) 연구개발혁신 방안 등 과학기술 전반에 걸친 의제 발굴

4. KISTEP 소개

-- 사람과 기계가 협력하여 혁신 총량을 증가시키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확대할 수
있는 시스템 혁신 방향 제시

• 국가전략기술 발굴·지원을 위한 민관 역할분담 등 국가적 집중 지원체계 구축방안 마련

3. 발간물

▒▒ 미래의 일자리변화 대응 전략 수립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범국가적 차원의 과학기술혁신, R&D전략 등
과학기술정책 분야별 의제 발굴 및 기획 추진

• 사회경제적 글로벌 트렌드와 과학기술 패러다임 변화로부터 시사점을 분석하여
과학기술 및 R&D 혁신의 방향 설정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기 위한 미래전략 제시

시사점

▒▒ 제4차

• 의제별 주요 현안 및 전문가의견을 수렴하여 중장기 정책대안 제시
▒▒ 생산과 소비의 혁명 대응 전략 수립

• 4차 산업혁명에서 유연성·기민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성 제시

2016 연차보고서

▒▒ 국가전략기술 발굴·지원을 위한 효율적 지원체계 마련

-- 4차 산업혁명에 의한 변화의 동인, 트렌드, 우리의 현주소 분석

• 민관 역할분담 등 국가적 집중 지원체계 구축 방안 마련

-- 시스템(기업, 혁신역량, 정부, 사회) 혁신을 위한 방향성 제시

•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R&D·실증·사업화·법제도 개선 방안 마련

5. 2017 주요 사업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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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대외활동

-- UBS, KDI 등 주요 기관의 보고와 관련된 분석결과 제시

1. 주요 연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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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연구과제

시사점

▒▒ 국가차원의 과학기술정책 및 연구개발 목표 제안으로 관련 연구개발사업 기획 및 추진 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10

• 각 부처에서 국가차원의 연구개발목표를 사전에 확인함으로써 향후 정책·사업의
세부전략 및 계획 수립 시 활용

사회문제 해결형 R&D사업 성과확산을
위한 기반 강화 연구

1. 주요 연구실적

• 기존에 수립된 정부의 연구개발 계획과의 비교, 국가전략기술별로 관련된 연구기관 및
민관 협동을 위한 협력모델 등 제시

연구책임자 김용희

▒▒ 연구개발 투자방향 등과 연계하여 중장기적 관점의 국가차원 연구개발 전략성 확보 가능

연구목적

▒▒ 사회문제해결형 R&D사업 점검·활용체계 강화를 통한 활성화 지원

• 사회문제해결형 R&D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성과 창출, 부처 간 협력 등 사회문제
해결형 R&D사업 추진실적 점검

• 국가전략기술 발굴, 기획, 지원 체계 관리 등을 통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체계 마련에 활용

2. 주요 대외활동

• 정부 연구개발 투자방향이나 배분·조정 등의 예산 상 의사결정과정의 기준으로
활용하여 한정된 자원의 투자 효율성 제고에 기여

▒▒ 사회문제해결형 R&D사업 추진기반 구축

▒▒ 신산업,

일자리 창출 방안, 국민 삶의 질 향상 등 국가 주도 해결이 필요한 현안 분야의
해결방안 제안

• 과제선정, 사업관리, 협력체계, 평가지표 개선 등을 포함한 사회문제해결형 R&D사업
운영·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과학기술정책 방향 마련 가능

연구내용

▒▒ 사회문제해결형

R&D사업 추진실적 점검, 우수 운영사례 공유·활용 등 점검·활용체계
강화를 통한 활성화 지원

3. 발간물

•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먹거리에 대한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

• 사회문제해결형 다부처사업이 국민 행복 제고를 위한 사회문제해결이라는 당초 기획
목표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

• 사업 이행현황 조사 후, 전문가 회의를 통해 컨설팅 차원의 점검 및 개선의견을 도출하고
관계부처회의를 통한 환류 실시

4. KISTEP 소개

-- 예산 반영정도, 부처 협업 정도, 사회문제해결형 R&D사업 특성에 부합한 활동 정도의
3개 기준을 토대로 전문가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 15개 사업 점검

▒▒ 사회문제해결형 R&D사업 운영·관리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한 사회문제해결형 R&D사업

• 사회문제해결형 R&D사업을 수행하는 부처 및 연구자가 실질적으로 사업운영·관리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
-- 가이드라인 전문가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 추진단계를 5단계(발굴, 기획, 운영, 평가,
활용)로 구분하고, 추진단계별 필요 항목, 방법론, 사례 등을 제시
• (단계 1) 문제 발굴: 다양한 경로와 방법을 활용하여 충분한 양의 사회이슈 수집·분석·
관리, 사용자와 개발자가 더불어 참여하여 문제해결 우선순위 선정
• (단계 2) 기획: 문제해결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인 현장소통을 기반으로
기술개발, 전달체계, 법·제도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
• (단계 3) 사업 운영 및 관리: 끊임없는 현장 실증 노력을 통해 문제해결 가능성과 사용자
활용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성과물(기술, 제도, 전달체계 등)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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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7 주요 사업 추진 계획

추진기반 구축

추진 연구과제

• (단계 4) 평가: 평가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문제해결에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지표
설정과 다양한 분야의 평가자 참여를 통한 개방형·맞춤형 평가 실시

▒▒ 국내·외 사회문제해결형 R&D

11

미래성장동력 육성 성과 점검

1. 주요 연구실적

• (단계 5) 사회적 활용·확산: 사회문제로 인해 곤란을 겪고 있는 수요자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문제해결 솔루션을 전달·확산시킬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에서 고안

연구책임자 임성민

현황 분석을 통한 기초자료 확보

• 미국, 일본, EU의 사회문제 관련 R&D활동 현황을 조사·분석
-- 미국은 Quality of Life Technology Center(QoLT)를 설립하여 삶의 질 관련 기술을
적극적으로 연구

연구목적

추진 중인 미래성장동력 정책의 효과적 추진과 가시적 성과도출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방안 도출

•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한 종합실천계획의 수정·보완, 미래성장동력 투자전략
고도화, 민간투자 활성화 촉진, 국민체감 홍보강화 및 의견수렴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
지원방안 수립 필요

-- EU는 공동기술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성장과 사회이슈해결 역할 강조
• 우리나라는 다부처 및 개별부처에서 사회문제 관련 R&D사업을 추진 중
-- 종합실천계획에서 30개 주요 사회문제를 제시하고, 과학기술을 통해 해결이 가능한
15개 문제를 다부처로 사업화하여 추진 중(’16년 721.9억 원)
-- 미래부 사회문제해결형 기술개발사업, 산자부 국민안전증진기술개발사업 등
부처별로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연구개발 추진

▒▒ 범정부차원에서

▒▒ 미래성장동력 투자전략 고도화

• 19대 미래성장동력 분야를 산업성숙도, 정부-민간주도 여부를 중심으로 유형화하고
정부의 투자전략을 고도화한 ’16년 종합실천계획 수립

시사점

▒▒ 사회문제에

대한 실질적 해법을 모색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문제해결형 R&D사업
성과확산을 위한 기반 강화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과학기술정책 구현 필요

< 성장동력화 수준과 추진주체를 고려한 유형구분 >
그룹1

• 사회문제해결형 R&D사업에 대한 점검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개선
컨설팅, 관련제도 개선·마련 등에 활용

•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회문제해결형 R&D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장애요인 극복 및 현장 정착 도모

5G이동통신

High

민간주도분야

정부·민간공동추진 분야

그룹2

착용형
스마트기기
실감형콘텐츠

스마트자동차
IoT
지능형반도체

산업화
속도
가상훈련시스템

웰니스케어

심해저해양플랜트

지능형로봇

고기능무인기
빅데이터

융복합소재

스마트바이오생산 첨단소재가공시스템
신재생하이브리드
재난안전관리
직류송배전
초임계CO2 발전

Low

민간중심 R&D투자

그룹3

민간·정부 공동추진 분야

정부중심 R&D투자

|

정부주도 분야

그룹4

• 스마트카, IoT, 무인기 등 산업화 속도가 높은 10대 분야의 ’17년 예산지원 확대*를 위한
미래성장동력 핵심사업 선별
* ’16년 9,128억 원 → ’17년 10,42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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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7 주요 사업 추진 계획

• R&D 관리자 및 연구자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현장에 보급하여
사회문제해결형 R&D사업의 성공과 확산에 기여

|

4. KISTEP 소개

• 사회문제해결형 다부처사업이 단순한 역할 분담 체계가 아닌 부처 간 실질적인 연계·
협력으로 이어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한 국민 행복 제고

3. 발간물

연구내용

2. 주요 대외활동

-- 일본은 사회기술연구개발센터(RISTEX)를 설치하여 사회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사회적·공익적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

추진 연구과제
▒▒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금융·규제개선 등 정책지원 추진

※ 자율주행차, 지능형반도체센서, 무인이동체 분야 등에 21개 기술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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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미래성장동력 플래그십
프로젝트

1. 주요 연구실적

• 추진단 기술검토, 부처 간담회 등을 통해 ’17년 신성장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반영할 미래성장동력 기술 발굴
• 신성장 정책자금 지원기준 마련을 위해 정책금융협의회와 협력체계를 구축(’16.6)

연구책임자 임성민

※ 정책금융협의회, 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연, R&D지원기관 간 신성장 정책금융 지원체계 구축 MOU 체결

• 미래성장동력 분야 신규 규제이슈* 발굴
* 웨어러블 등 신개발 ICT기기의 인증제도 개선 등 ‘16년 신규 18건 발굴

연구목적

• OECD-미래부 실무그룹 공동워크숍 개최(’16.7)를 통해 국내에서 추진 중인 미래성장
동력 신기술 실증사례를 OECD 주요국에 소개

연구내용
• 미래성장동력의 유형화 결과와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세제·금융 등)을
바탕으로 미래성장동력 상용화 시기의 구체적 설정 및 단계별 제도개선 등 계획 수립 필요

실증 과제 지원

▒▒ 미래성장동력

분야 중 실증 추진에 적합한 과제기획, 공고 및 선정평가, 과제관리를
위한 체계 마련 및 실시

• (과제기획) 사업목적을 고려하여 기획원칙*을 도출하고, 기획원칙에 합당한 주제를
선정하여 신규과제로 기획

3. 발간물

▒▒ 미래성장동력 조기상용화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필요

육성 계획을 마련한 19대 미래성장동력 분야의 조기상용화를 위해

• 실증 과제 지원을 통해 사업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규제를 조기에 발굴·개선하고,
성과 홍보를 통해 민간의 관심을 유발하여 해당분야 기업 투자 유도

• 미래성장동력 19대 분야 추진단장 간담회 개최(6회)를 통해 민간의 의견수렴 및 분야 간
유기적 연계와 협업 촉진

시사점

▒▒ ’20년~’25년까지

2. 주요 대외활동

▒▒ 미래성장동력 국민체감 홍보강화 및 의견수렴

* (과제기획원칙) 미래성장동력 핵심제품, 서비스 및 핵심기술과 연계된 단기성과 창출 가능한 실증단계
기술, 규제개선 필요 과제, 해당산업 파급효과가 크고 대국민 홍보가 가능한 과제 등
※ 미래성장동력과의 긴밀한 연계를 위해 미래성장동력 추진단·미래성장동력 특별위원회의 의견을 수렴

▒▒ 미래성장동력 추진성과 점검 및 개선사항 도출 필요

• 지난 3년간의 미래성장동력 정책추진성과 점검과 효과적 추진을 위한 개선사항 도출 필요

• (과제공고 및 선정) 과제제안요구서 공고(1개월) 및 관련 전문가를 통한 선정평가 수행
* 해당 기술별 분과위원회(분과별 지원 우선순위 도출)와 총괄위원회(’16년 신규지원 여부 검토)로 구성

▒▒ 미래성장동력 추진체계 고도화 필요

• 미래성장동력 정책이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구체화 등 지속
가능성 확보 방안 검토 필요

-- 최종 선정된 과제는 과제 수행계획과 연구비 책정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 협약
※ 개인정보 비식별화(SK텔레콤 주관), 연안재난재해 대응 감시체계((주)숨비 주관), 무인이동체용
초소형 일인칭시점 고글((주)라온텍 주관)의 3개 과제를 신규과제로 최종 선정

4. KISTEP 소개

-- 선정평가는 사전검토·전문가 평가*·미래성장동력 특별위원회 평가결과 보고로 구성

• (기존과제 추가지원) 기 추진 과제의 성과 및 향후 연구계획 평가로 추가지원 과제 선정
-- 1개 과제 추가 지원 결정(의료자동화기기, 현대중공업 주관)

-- 성과관리를 위한 점검 항목 및 평가 항목 마련, 평가위원회 구성 등의 체계를
마련하고 지원 과제별 성과관리 실시
-- 챌린지 퍼레이드, 창조경제박람회 등과 연계한 대국민 시연 및 과천과학관과 연계한
최종 결과물 상설전시를 통한 성과확산
• (성과분석) 기존에 종료된 과제의 목적을 고려하여 과제 추진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틀 마련, 성과 조사 및 분석 실시
-- 향후 종료 평가 대응, 후속사업기획에 참고

40

2016 연차보고서

1. 주요 연구실적

41

5. 2017 주요 사업 추진 계획

• (과제관리) 중간점검, 최종평가 등의 성과 관리 및 대국민 시연·상설전시 등의 성과
확산으로 구성

추진 연구과제

< ’16년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 절차 >
:

과제기획



과제공고



기존과제
추가지원

:

선정평가



협약



선정평가



협약



성과관리 및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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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다부처공동기획 활성화 기반 연구

1. 주요 연구실적

성과관리 및 확산

▒▒ 미래성장동력

플래그십 프로젝트 과제 지원을 통해 개별 과제의 성과는 창출되고
있으며, 미래성장동력 분야 실증의 내실화를 위한 일부 제도개선 필요

연구책임자 임성민

연구목적

• 4차 산업혁명 등 분야 간 융합에 따른 신시장 창출의 기조를 반영하기 위해 기존에
추진한 미래성장동력 개별분야 중심이 아닌 분야 간 융합과제 추진이 필요

▒▒ R&D

분야 협동·융합연구개발 촉진, 범부처 협업 정책 추진 및 사업 발굴 등 다부처
공동기획사업*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지원
* 특정한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 3개 이상의 부처가 초기 기획단계부터 공동 기획·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 수요발굴-사전·공동기획연구-사업선정 등 부처 간 협력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2. 주요 대외활동

시사점

신규과제
지원

• 실효성 있는 실증을 위한 충분한 기간 확보 필요

연구내용

▒▒ ’17년 추진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선정*
* ’15년 하반기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되어 사전·공동기획연구 추진완료
3. 발간물

• 인체위해 기체분자 식별, 무인기 교통관리시스템, 범부처 감염병 연구관리체계 구축 등
신규 공동기획사업 선정 및 ’17년 예산 확보·추진
▒▒ 신규 다부처공동기획사업 발굴

• 정책현안 연계 하향식(Top-down) 및 국민수요기반 상향식(Bottom-up) 수요발굴 추진
• 미래성장동력 육성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부처간 협력이 필요한 분야 대상 수요발굴
4. KISTEP 소개

• 연 2회 수요조사를 통해 총 113건 수요발굴
▒▒ 다부처공동기획 사전·공동기획연구 총괄 운영

• 113건의 신규 수요 중 사업추진 필요성, 다부처 타당성 등을 고려한 사전기획연구
대상과제 20건 선정 및 기획 지원

▒▒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제도개선 및 현황 점검

• 사업 추진 이슈 및 연구개발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한 사업 제도개선 추진
• 다부처특위를 통해 심의·확정되어 예산 반영·추진 중인 5개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 점검

42

2016 연차보고서

1. 주요 연구실적

43

5. 2017 주요 사업 추진 계획

• 2 0건의 사전기획연구과제 중 관련부처 참여의지, 다부처 타당성 등을 고려한
공동기획연구 대상과제 11건 선정 및 기획 지원

추진 연구과제
▒▒ 다부처공동기획사업 홍보 강화

• 산학연 연구자 및 일반인 대상 다부처공동기획사업 홍보를 위한 성과전시(12월, 창조
경제박람회 연계)

시사점

연구책임자 이윤빈

▒▒ 범부처적

• 기 개발된 R&D와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을 연계하여 기존 연구성과물의 활용도 제고
▒▒ 다부처사업 수행을 통한 부처 간 협력 우수사례·성과 발굴로 R&D

연구목적

▒▒ 한중

FTA 발효로 인해 한국이 받게 되는 영향을 살펴보고 과학기술정책 관점에서의
대응 필요사항 검토

• 협정문 내용의 상세검토를 통해 과학기술분야와 연관성 높은 부분을 추출하고 정책적
이슈 도출

성과홍보에 기여

-- 한국과 중국의 교역량은 한중수교(’92.8)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양국 간 산업
분야별 경쟁 심화 현실화 환경에서 FTA발효로 교역량 증가 예상

• 사업추진체계 통일·부처협의체 운영 등 우수사례 발굴로 부처간 협력 모범사례 제시
• 부처간 협력을 통해 기존 개별부처 추진으로 해결하기 힘든 이슈에 대한 기술적·정책적
해결방안 제시 가능

-- 한중 FTA와 관련하여 과학기술 투자전략 및 정책차원에서 검토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며 시장 실패 교정자로서 정부의 지속적 모니터링 및 문제 감지 노력 필요
3. 발간물

▒▒ 다부처사업 현황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 추진방안 모색 가능

• 부처협업사항 등 단계별 문제점 및 제안 사항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다부처사업
개선방안 모색 및 결과 확산

2. 주요 대외활동

대응이 필요한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을 적기에 발굴하여 국가 미래성장동력
확보 및 현안문제 해결을 효과적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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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전략관점에서의 한중 FTA 고찰

1. 주요 연구실적

•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제도홍보 및 기획연구 진행상황 공유를 위한 산학연 연구자 대상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설명회(1월, 10월) 개최

연구내용

▒▒ 한중 FTA발효를 계기로 국가 간 무역량 증대 및 비교우위산업의 발전 기회를 제고할 수

있으나 기업 간 불평등과 생산요소간 불평등이 커질 수 있으므로 적절한 정책처방 필요
• 교역량 증대에는 중국 시장 진출 확대 기회와 한국 시장 경쟁 심화 위험 공존


▒▒ 과학기술

측면에서 연관성이 있는 부분은 상품무역(관세) 이외에 자연인의 이동 및
서비스 무역,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지식재산권 등임

4. KISTEP 소개

-- 시장 퇴출 여부를 결정하는 생산성의 임계치가 상향조정됨으로써 한계기업들의 조기
퇴출이 현실화될 것

• 자연인의 이동 및 서비스무역은 과학기술 숙련 전문가의 이동과 연구 및 자문 기관 설립
등의 이슈로 과학기술전략과 연관

▒▒ 한중

FTA는 낮은 수준의 협약 체결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야할 과제를 남긴
것으로 이해

• 대부분 품목 관세는 중장기에 걸친 철폐이고, 비관세 분야는 구속력 있는 강제조항 불포함
-- 관세철폐의 긍정적 효과 규모 확대에 제약이 있는 것으로 판단
※ 주요 전략 품목의 철폐기간 장기설정 및 양허 제외, 차등관세제로 인한 가공무역의 무관세 제도,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역외가공지역 인정 수혜조항 무력화 등 다수 요인

• 각 챕터별로 향후 협력 및 교류에 대한 다수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실효성 있는
내용 확보는 향후 양자 간 논의와 조항 갱신을 통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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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BT 및 SPS는 기술기준과 규제, 표준 및 적합성 판정절차 등에 대한 이슈이며
설정기준과 방법, 수행주체 등의 이슈로 과학기술전략과 연관

추진 연구과제

시사점

▒▒ 과학기술전략

• 선택과 집중에 의한 R&D지원과 교역 증가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 분야의 전반적인
생산성 향상과 원활한 생산요소 재분배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기술 지원 병행 추진 필요

15

연구책임자 김성진

-- 과학기술전략 측면의 액션아이템 구체화 및 방안 마련에 있어서 정부출연기관의
역할과 기능 분담에 대한 논의도 필요
• 기술경합국인 중국과의 협력 분야, 협력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과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기반한 체계적인 과학기술협력 시스템 마련 필요

연구목적

▒▒ 주요국의 지역 혁신정책동향 조사

2. 주요 대외활동

-- 연구개발 서비스업의 한국 개방 수준 및 중국 진출에 대한 고민과 대중국 기술 분야별
차등 전략 마련

2016년 지방 R&D 체계 및 지역창조경제
생태계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1. 주요 연구실적

관점에서 대응이 필요한 부분은 1) 기업 생태계 보완을 위한 분야별
기반기술 지원, 2) 국제협력에 대한 차별적 접근 방안 및 규정 마련, 3) 비관세 장벽에
대한 전략적 대응임

• 지방 R&D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주요국의 지역혁신정책 이슈 및 키워드 도출

※ 한국의 비교우위 유지 필수 분야, 세계 최고수준 도달에 한중 협력이 의미 있는 분야, 중국대비
비교우위 유지가 어려운 분야 등 전략적 구분 필요

▒▒ ’16년 지방 R&D

※ 기술협력의 경우 정부 R&D 중장기 전략의 관점에서 대응책 마련과 참여가 바람직하며 책임부처
지정을 통한 효율성 제고와 책무성 확보 필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16년 지방과학기술연감 발간

• 중기적인 실태조사 방향은 제4차 지방과학기술종합계획 상의 중점추진과제 현황 및
문제점을 심층조사

• 비관세장벽의 전략적 대응을 위해 국가중장기투자전략 기술 분야 별 양국 간 기술수준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제표준 선점 방안과 목표 설정 필요

※ ’16년에는 지역과학기술혁신거점 현황 심층 분석 검토

※ 양국가 비관세장벽 논의과정에서 실질적 해결을 위해 지방정부와의 적극적 논의 전개 필요

연구내용

3. 발간물

-- 식의약품(보건의료/헬스케어), 전기전자, 화학세라믹, 교통안전, 생활용품 등이
비관세장벽의 주요 영역이며 관련 부처의 긴밀한 협력 필요
▒▒ 주요국의 지역 R&D체계 동향조사

• 독일, 일본, 영국 등 주요국에서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동향 파악
▒▒ 주요국의 지역창조경제 생태계 관련 동향조사

• 영국, 이스라엘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창조경제 현황을 최신화하고 시사점 도출

▒▒ 지역 R&D

4. KISTEP 소개

• 미국, 캐나다, 벨기에, 네덜란드 등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들의 성과를 분석하고 성공요인 도출

실태조사

• 지역과학기술혁신거점기관을 중심으로 조사

▒▒ 지방과학기술연감

• 국내 지방과학기술진흥 정책의 현황 및 전망 조사
• 지방 과학기술 행정체계와 예산 현황 조사
• 인구 및 산업, 과학기술혁신역량 주요 지표에 대해 17개 시·도 현황 조사 및 비교분석
• 지방 R&D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지역혁신거점기관 효율화 방안 제시
• 연구개발지원단 등 지역 과학기술전담기관 전문가 자문 기반 과학기술진흥 중점사항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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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R&D 효율화 방안 마련을 위해 산재되어있는 지역과학 기술혁신거점기관 간의
기능 유사·중복 현황 조사

추진 연구과제

시사점

▒▒ 주요국의 지역혁신정책 동향 파악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 전략 수립에 활용

실태조사와 지방과학기술연감은 향후 지역 연구개발 및 과학기술정책 수립에
근거 자료로 활용 기대

▒▒ 이를 토대로 지방 R&D

16

과학기술분야 규제개혁 기반연구

1. 주요 연구실적

▒▒ 지방 R&D

연구책임자 허기영

체계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 모색

▒▒ 규제기반연구를 통해 과학기술분야 규제비용분석 전담기구로서의 기반 확장

• 과학기술분야 신설·강화/감축에 따른 비용분석 실시·검토 등 미래부 수요 적극 대응
• 규제비용분석 수요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분야 규제비용분석 TF」 구성
등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운영

2. 주요 대외활동

연구목적

• 과학기술분야 규제비용총량제 표준지침 개정, 부처 교육 등을 통하여 규제비용총량제
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
• 과학기술분야 규제비용분석/규제영향분석의 체계적 수행을 위한 내부 역량 제고
3. 발간물

연구내용

▒▒ (기반 연구 수행) 과학기술부문 규제비용분석 기반 연구 수행

• 과학기술 부문 규제 분류체계 및 현황 정비
• 비용 편익 분석 등 규제영향평가 및 규제비용분석 분석방법론 확립
• 해외 규제영향평가 분석을 통한 과학기술규제 유형별 사례 분석

▒▒ (전담기구

기능 수행) 규제비용 총량제 시행에 따른 신설·감축규제 비용분석 실시·
자체검증 등 미래부 수요 대응

4. KISTEP 소개

• 과학기술 규제비용분석 프레임워크 개발을 통한 과학기술분야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표준지침

• 미래부 소관 법령(법률, 대통령령, 부령, 훈령) 중 과학기술 부문 규제가 분석 대상

• 신설 규제 중 비용분석이 필요한 경우, 미래부 소관 부처의 규제비용분석서 초안 작성 후
검토 보완 하는 형태로 진행
• 규제 신설 시 대응하여 감축되는 규제 또한 규제 비용 분석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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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부 등록규제 총 580건 중 과학기술분야 등록규제 126건(과학기술정책국
(2건), 미래인재정책국(56건), 연구개발정책관(3건), 연구공동체정책관(32건),
우주원자력정책관(33건)) 및 미등록 규제 포괄

추진 연구과제
▒▒ (추진체계)

부처수요의 효율적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분야 규제비용분석 TF」 구성 등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운영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등 각종 기관 설립법, 기술사법, 연구실
안전환경법,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법, 우주손해배상법 등

17

과학기술기반 융합인재 관련 정부 계획 및
사업 분석

1. 주요 연구실적

• 과학기술 부문 주요 법령별* 또는 규제유형별 분류체계**별로 실무급 전문가를
구성하여 총 5인 내외의 TF 구성·운영

연구책임자 이정재, 이원홍

** 경제적 규제(진입, 거래, 가격, 품질 등), 사회적 규제 및 행정적 규제 등

• (역할) 미래부 요청 규제비용분석서 작성 및 자체검증 실시, 규제비용분석 방법론 검토 등

시사점

▒▒ 과학기술분야

규제 비용 분석 실시를 통해, 규제의 수 증가를 억제하고 실질적인 기업의
부담을 고려함으로써 규제의 양적·질적 수준 제고 필요

▒▒ 융합인재

양성 관련 정부 계획·사업 분석 및 국외 성공 사례 수집·분석을 통한 이슈
발굴 등 향후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마련

• 미래인재상인 과학기술기반 융합인재 개념을 구조화하고 유형별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계획·사업을 체계적으로 분석

• 과학기술부문 규제비용분석서는 규제 신설 또는 감축 시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절차
진행을 위한 자료로 활용

2. 주요 대외활동

연구목적

-- 미래 과학기술인재정책의 방향 설정 및 전략적 추진을 위한 정보 기반을 강화

• 과학기술분야 규제비용분석 표준지침을 보완하여 규제비용분석서 작성 시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과학기술분야 규제비용분석의 체계적 수행을 위한 내부 역량 제고
▒▒ 과학기술 기반 융합인재 관련 사업 예산 및 주요 특징

• ’16년 과학기술기반 융합인재 관련 46개 사업을 통해 투입된 예산은 총 1조 3,397억 원
이며, 세부 사업 특성에 따른 분류는 아래와 같음

3. 발간물

연구내용

-- (부처별) 교육부(1조 538억 원, 78.7%), 미래부(1,726억 원, 12.9%), 산업부(1,018억 원,
7.6%) 등이 주요 추진 부처
-- (유형별) 인력양성형 사업이 전체 예산의 93.9%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인프라형은
3.6%, 인력활용형은 1.8%로 낮은 비중을 차지

-- (산업분야별) ICT, 바이오 등 특정 산업분야에 대한 지원이 아닌 다양한 분야의 수요를
포괄하는 ‘복합’ 형태의 지원이 대부분(88.2%) 차지

4. KISTEP 소개

-- (지원내용별) 교육훈련·연수 형태의 사업이 67.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정보인프라와 연구개발 형태의 사업은 각각 22.2%, 3.8%를 차지

-- (지원대상별) 대학 학부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사업은 63.1%이며, 대학원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11.7%

• 융합인재에 대한 산업계의 수요는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
-- 신산업 분야 중 융합인재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은 분야는 ‘첨단신소재’, ‘ICT 융합’,
‘에너지신산업’ 분야 순으로 나타남
• 융합인재는 비융합인재보다 6개월 이상 재교육 시간을 줄일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교육비용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주전공에 대한 깊은 전문지식과 인문·경영학적 소양을 갖춘 T자형 인재가 기업에서
선호하는 과학기술기반 융합인재상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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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 기반 융합인재의 산업계 수요

추진 연구과제

시사점

▒▒ 현재의

과학기술기반 융합인재 관련 정책은 양성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어, 인재 배분
및 활용 정책도 균형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융합인재 양성은 전반적으로 신규 양성에 중심을 두고 있어, 이미
노동시장에 진입한 재직자에 대한 융합교육 제고가 필요

18

1. 주요 연구실적

▒▒ 과학기술기반

R&D혁신 2단계 추진 연구
연구책임자 김윤종

▒▒ 대부분의

과학기술기반 융합인재 관련 정책 사업들이 전략적 분야를 선정하기보다는
보편적인 융합교육 자체에 중심을 두고 있어, 향후 시장 수요를 고려한 융합인재 양성
분야의 전략성도 제고될 필요

▒▒ 과학기술기반 융합인재 육성·활용에 대한 종합적인 정부 계획 수립 및 추진 필요

▒▒ 기

마련된 R&D혁신방안(’15.5.13)의 성공적 안착과 우수성과의 지속적인 창출을 위한
R&D혁신 가속화 추진

• 질적 성과의 수준 제고와 사업 추진성 강화를 위한 산·학·연 혁신주체 지원 체계구축,
정부R&D기획·관리·평가 시스템, 국가R&D투자 전략성 강화 등 R&D 근본적인 틀 혁신

▒▒ 교육과정

및 산업현장에서 공유할 수 있는 과학기술기반 융합인재상에 대한 체계적인
개념 정립 필요

2. 주요 대외활동

연구목적

• R&D혁신 1단계 추진현황 점검 및 2단계 신규과제 발굴

▒▒ 제1차

혁신방안은 기존 정부R&D제도의 개선에 중점을 두었으며, 제2차 혁신방안은
국가R&D시스템의 근본적인 혁신에 중점

•  2차 혁신방안은 창조경제 실현, 제4차 산업혁명 대응 등 국가R&D시스템의 선도형
체계 전환의 시급성을 반영, 대학(한계돌파형 기초연구)·출연연(미래선도 원천연구)·기업
(상용화연구의 중추)의 역할을 차별화하고 명확화

3. 발간물

연구내용

•정
 부 R&D 투자의 전략성 제고를 위한 정부 R&D 구조조정, 국가 역량을 집중해 추진 할
국가전략프로젝트 신설

2차 혁신방안은 R&D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 1차 혁신방안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장 착근이 되지 않았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구체적인 추진과제를 제시

4. KISTEP 소개

▒▒ 한편,

• (성과) 38개 혁신과제 중 35개 과제가 예산반영, 제도화 등으로 이행되어 정부R&D
혁신의 제도적 틀은 마련했다는 평가

• (한계) 혁신과제의 제도화에도 불구하고 연구현장의 체감도가 낮아 R&D 혁신의
가속화를 위한 추진과제의 보완, 구체화 필요성 제기
< 1차 R&D혁신방안 현장체감도 설문조사(’16.1) 결과 >
•현장 체감도가 높은 과제: 정부·민간 역할분담, 기업주도 R&D로 전환 등
•현장 체감도가 낮은 과제: R&D투자의 전략성·적시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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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민간/산·학·연 중복해소) 대학·출연연 주관의 상용화 연구를 축소하여 중소·중견기업 주관으로
예산을 조정(82개 사업 520억 원) (R&D 기획·관리 혁신) 사업단위 평가 시 논문건수 등 양적 지표 폐지,
연구서식 표준화(기존 50종 ⇨ 7종으로 표준화) 등

추진 연구과제

-- 혁신주체별 역할분담에 따른 구체적인 투자, 성과 목표와 함께 재원 확보 방안 등도
병행 제시

-- R&D투자의 전략성 강화를 위해 R&D 구조조정*과 국가전략프로젝트 신설

19

* 모든 정부R&D 사업에 대한 Zero-Base 재검토를 통해 R&D예산의 15% 구조조정, 절감된 재원은
미래선도 및 국가 전략분야 등에 재투자

과학기술기본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시행계획 수립

1. 주요 연구실적

※ Bottom-up 기초연구(’18년 1.5조 원), 신진연구자 생애 첫연구비 지원(3천만 원)
출연연 인건비 비중(’18년 70%), 출연연 소규모과제 축소(58%→’18년 20%) 등

연구책임자 최창택

< 정부 R&D혁신 방안 2단계 주요내용 >
산·학·연 차별화된 R&D 체제 구축
(출연연) 미래선도
원천연구의 메카로 육성

(기업) 상용화 연구의 중추적
역할 수행

연구목적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이행력 제고를 위하여 ’15년도 추진실적 및 ’16년도
시행계획(안) 도출(’16.3 국과심 운영위)

• 정부는 과학기술기본법(제7조)에 의거하여 5년마다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13년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연구자의 자율성과 책임성의 조화된 연구환경 조성

• 계획 내용의 이행도를 제고하기 위해 매년 추진실적의 점검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체계적 관리 수행

정부 R&D투자의 전략성 강화
정부 R&D 구조조정 및
재투자

▒▒ 제3차

국가전략 프로젝트 신설

▒▒ 제3차

▒▒ 두 차례의 ‘정부 R&D

3. 발간물

과학기술기본계획은 ’17년 계획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차기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기획연구 수행

• 체계적인 수립을 위한 대내외 경제, 사회, 과학기술 환경변화, 주요국 과학기술 동향,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시사점

2. 주요 대외활동

(대학) 한계돌파형
기초연구·인력양성의 기지

혁신방안’ 추진현황·성과를 종합점검하고 현장착근 필요

• 1, 2단계 추진과제(총 58개)를 종합하여 정비 후 추진실적 분석과 성과 점검 필요

R&D 혁신방안’의 현장 정착을 위해 R&D 주체(산·학·연 전문가), 관계기관
(출연(연), 전문기관 등) 대상 홍보 강화 필요

• R&D단계별로 R&D혁신을 통해 달라지는 점, 성과 사례 등을 담은 홍보콘텐츠 제작·배포

▒▒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15년도 추진실적 점검 및 ’16년도 시행계획 수립

• 각 부처의 ’15년도 추진실적 및 ’16년도 시행계획 조사
-- 과학기술기본계획의 19대 부문, 78개 추진과제와 관련하여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정책 및 사업의 효율적인 파악

4. KISTEP 소개

▒▒ ‘정부

연구내용

• 대표성과 지표(15개)의 추진현황 점검 및 달성방안 마련
-- 대표성과 지표의 달성여부 검토 및 미흡 분야에 대한 전문가 심층검토 수행
• ’15년도 추진실적 종합 및 ’16년도 시행계획 수립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된 추진일정과 절차를 준수하여 수립된 과학기술
기본계획 실적점검과 시행계획을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심의·확정
▒▒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사전기획 연구

• 국내 민간·정부 관련기관 및 해외기관의 최근 환경변화 및 미래예측 분석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
• 최근 수립된 주요국 과학기술 중장기계획의 주요 내용 분석
•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성과(지표) 분석 및 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성과지표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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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지표 달성을 위한 사업, 정책 개선방안 마련

추진 연구과제

• 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수립방향 설정
--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비전, 목표, 수립원칙 등에 대한 의견 수렴
-- 체계적 기본계획 수립, 현황 진단, 추진과제 도출을 위한 주요 정책분야 구성(안) 마련

20

• 수립체계 및 일정계획(안) 등 마련

시사점

▒▒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지역별 혁신수준 진단 및
맞춤형 지원전략 연구

1. 주요 연구실적

• 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주요 정책 분야 도출

연구책임자 김성진

이행력 제고를 통해 과학기술 정책 분야의 정책-예산-평가 간

연구목적

•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추진하는 정책적 목표 및 수단에 대한 예산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각 부처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며 궁극적으로 정책-예산-평가 간의 선순환 체계
강화 필요

• EU 결속정책 2014-2020에서는 지역의 발전 수준에 따라 지원수준과 지역 공동 부담
비율의 차이를 두고 있음

• 과학기술의 파급효과가 산업전반과 국민 삶의 질 등으로 확산됨에 따라 과학기술혁신
정책의 중요성과 참여주체 확대 필요

• 새롭게 대두되는 국가적 아젠다에 대응하기 위한 수요기반 정책 도출과 과학기술혁신
정책방향 설정 필요

연구내용

3. 발간물

•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집중하는 투자 전략성 강화, 민간 R&D투자 유인을 위한
조세지원, 기술규제 개선 등 정책 필요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과학기술정책에서 탈피하여 지역별 혁신수준을
진단하고 지역별 혁신수준에 맞는 맞춤형 지원 전략을 제시하는 등 지역주도의
과학기술진흥정책 필요

• EU 등의 주요국에서는 지역별 혁신수준을 진단하고 지역 맞춤형 지원전략을 수립하여
지원하고 있음

▒▒ 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고려사항 도출

• 환경변화 전망과 더불어 인구구조 고령화, 고용 없는 성장 등 우리나라 맥락이 반영된
미래상 및 목표설정 필요

▒▒ 획일적인

2. 주요 대외활동

선순환 체계 강화

▒▒ 지역별 혁신 수준 진단

• 지역혁신능력을 기술, 과학, 산업 측면 등 복합적으로 측정하고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모형 제시
• 미래성장을 위한 과학기술혁신역량과 현재 주력산업과 관련된 혁신 기술역량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단기·중기·장기 단계별 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 자료 제시
4. KISTEP 소개

▒▒ 지역 맞춤형 지원전략 연구

• 지역혁신 수준 진단 결과를 활용, 지역혁신 수준별 적합한 지역혁신 지원 전략 제시
• 지역혁신을 위한 성장전략의 구체성(SWOT 분석 등)을 높이고, 지역에서 맞춤형
지원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지원단 과 공동 연구

•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분석, 추진체계, 추진일정 등
추진방법과 전략 수립
• 제4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성과(성과지표) 분석체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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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기획연구

추진 연구과제

시사점

▒▒ 중앙정부 및 연구기관 등 지역혁신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지자체의 지역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등
지역맞춤형 전략수립에 활용

21

• 지역의 혁신수준을 진단하여 지자체의 자율적 사업기획 지원 정책 수립에 활용

지역 창조경제 생태계 거버넌스 강화 방안

1. 주요 연구실적

▒▒ 제5차

연구책임자 이도형

• 지역별 비교우위 분석을 통하여 지역의 중점전략분야를 제시하고, 지역 맞춤형 전략
수립에 활용

▒▒ 최근 조성된 지역 창조경제 생태계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전략적 정책 개발

•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창조경제 생태계의 유지·확대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을 통해 지역 창조경제 생태계의 지속적인 발전 및 지속가능성 제고에 기여
-- 지역 혁신 생태계 내 수많은 지원 조직의 보유 가치와 역할 관계 재검토를 바탕으로
지역 혁신 생태계 개편을 위한 정책적 참고 모델 제시

▒▒ 지역 창조경제 생태계 거버넌스 현황 조사 및 해외 도시기반 창조경제 생태계와 비교

• 지역 창조경제 생태계 내 혁신 지원 조직에 대한 효율성 및 효과성 검토
--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창업보육센터가 있는 지역 대학의 창업 기업 발굴 및
육성 성과 비교

3. 발간물

연구내용

2. 주요 대외활동

연구목적

--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중소기업 성장 지원 기능에 대한 질적 성과 확인
• 벤치마킹을 통한 지역 창조경제 생태계구축 모델의 방향성 제시
-- 해외 주요국별 주요 도시의 창조경제 생태계 현황 및 거버넌스 구축 사례 조사
4. KISTEP 소개

시사점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창조경제 생태계 거버넌스 강화 방안 제시

• 지역 규모 및 지역 특화전략산업 고려, 지역 창조경제 생태계 거버넌스 강화 모델 제시

-- RIS 차원의 아이디어 및 기술기반 창업에서 시장까지 연계된 지역 혁신 생태계 보완
과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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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조경제혁신센터 주요 기능과 역할의 강화 및 지속가능한 지역 창조경제 생태계
거버넌스 개편을 위한 정책적 과제 제언

추진 연구과제

연구책임자 이재훈

• 다양한 신기술이 등장하면서 과학기술 관련 규제개선과제 발굴 및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과학기술관련

신기술·신서비스 시범사업을 위한 규제개혁 관련 기존 국내 현황 조사 및
추후 개선방향 제시

• 시범사업을 위한 규제개혁 조치 법안 쟁점 및 대안 분석 필요

• (Bottom up 방식 중심) 현장 중심의 규제개선 과제 발굴 추진
※과학기술 국민 모니터링단 위촉 및 운영

• (Top down 방식 병행) 빅데이터·첨단의료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신서비스 중심의
과학기술 규제 선제적 발굴 및 개선안 제시
※ 과학기술규제혁신을 위한 브라운백 세미나 실시(총 10회)

발굴과제
1

2016 연차보고서

R&D사업 선정단계 시 제출서식 간소화

2

R&D 연구비 집행기준 개선

3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정 유효기간 폐지

4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집행비율 완화

5

학생인건비 예산변경시 전문기관 승인 폐지

6

국제공동연구의 연구개발비 부담방식 개선

7

창업한 학생연구원 인건비 지급기준 명확화

8

연구행정인력의 인건비 집행기준 개선

9

국가연구개발 유형적 성과 소유권 명확화

10

출연연 주요사업의 지식재산권 관리비 개선

11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주식 보유율 규정 완화

산업부

12

천연화장품 정의·기준 및 규정 공백 제거

식약처

미래부

3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의 연구 인력 보유 관련 규정 개선

4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 관련 연구전담요원 기준자격 확대

5

창업기업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부담금 완화

6

IR52 장영실상 심사 및 포상 운영규정 개선

7

연구개발특구 내 경미한 입주변경에 대한 절차 및 처리기간 개선

8

창업기업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 예치 면제

9

기업연구소에 대한 수도권 과밀부담금 개선

10

기업연구소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11

국내 지도의 국외 반출 금지의 원칙 완화

12

개인 레저용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항공법 규제개선

13

기술지주회사 설립 시 산학협력단의 현물출자비율 완화/폐지

14

기술지주회사 설립 시 산학협력단의 주식 보유율 규정 개선

15

기술지주회사 설립 시 진입규제형식 일치화

16

기술지주회사 운영 시 자회사 인수 제한 규정 개선

17

기술지주회사 운영 시 직원 겸직 관련 규제 개선

18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판단대상 확대

19

공공연구개발을 통한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규정 개선

20

생산공정이용시설 내 유전자변형생물체 이용에 관한 규제 공백 제거

21

기술료 납부수단 다양화 제도 개선

22

탄소자원화 육성을 위한 관련 법제 재정비

23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주식양도 차익 비과세 인정

24

기술지주회사 설립 시 현물출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개선

25

중견기업 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에 관한 세액공제 범위 확대

26

지역전략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규정 신설

27

창업의 기준과 범위 명확화

28

창업보육센터 운영 실적 평가 기준 개선

미래부

국토부

교육부

산자부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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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연구부정행위 검증 시 과제 관련 상세 정보 제출 규정 신설

4. KISTEP 소개

• (최종 선정 과제) 미래부 등 3개 부처 12개의 규제 발굴 및 개선(안) 제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현물 부담 범위 확대

2

3. 발간물

연구내용

▒▒ (과학기술 규제개선) 과학기술혁신을 저해하는 규제에 관한 상시적 개혁

1

관계부처

2. 주요 대외활동

연구목적

▒▒ 규제 발굴 및 개선안 제시로 과학기술 규제개혁의 선도적 역할 강화

발굴과제

1. 주요 연구실적

22

2016년도 과학기술규제 발굴 및 개선안에
관한 연구

• (후속연구 진행) 최종 선정에서 제외된 38개의 후보과제 중 일부 규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분석·연구(진행중)

중기청

29

TIPS 민간부담금 비율 완화 개선

30

기술지주회사 설립 시 대도시 소재 산학협력단 중과세 면제

31

빅데이터 기술 상용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제한 규제 완화

32

개인정보 제공 제한 규정 완화

33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유전자치료 연구 범위 제한 규제 완화

복지부

34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규정 간소화

환경부

35

운전자 중심 관련 규정 전면적인 개선 추진

36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추진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37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 통지 규정 개선

38

한국거래소 심사결과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연장

행자부

경찰청

금융위

1. 주요 연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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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연구과제
▒▒ (규제프리존 연구) 규제혁신특례 도입을 위한 법령 분석 및 연구 지원

※ 자율주행자동차, 무인항공기 ‘드론’, 전기자전거 등 1인 이동수단 등 분석

• 그레이존 해소, 기업실증특례, 신기술 기반사업 관련 법령화 작업 지원
< 규제프리존 규제혁신 3종 세트 >
그레이존 해소

기업실증특례

신기술 기반사업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신기술·신제품 등에 대해
허가 등의 특례 부여 →
즉시 시장출시 가능

안전성 입증

기업 실증
특례

연구책임자 최동혁

안전성 검증이 필요한 경우
지역·기간 등을 한정하여
시범사업 허용

연구목적

제도개선
의무화

▒▒ 국내의

개방형 혁신 현황을 점검하고 국가 전반의 혁신활동에 있어 개방형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신기술
기반사업

제도개선
권고

• 국내의 기술혁신 경향은 여전히 폐쇄형 혁신에 의존적인 상황

시장 출시

-- 개방형 혁신 수준과 관련된 지표로 볼 때 국내의 개방형 혁신 수준은 여전히 선진국
대비 매우 저조

규제 미적용

※ 산·학 간 지식전달정도(IMD ’15년, 22위), 인재유치를 위한 국가 능력(WEF ’15년, 35위), 기업 간
기술협력정도(IMD ’15년, 35위)
(기획재정부 보도자료(16. 3. 28) 참고)

▒▒ 규제 발굴 시스템 구축을 통한 규제 개선 업무 상시화

• 추후 각 부처별 규제개선 부서 및 산하 규제개선 업무를 진행하는 기관 등과의 과학기술
규제개선을 위한 실질적 협의 활성화 필요
• 빅데이터 기반의 IoT 융합 신기술, 핀테크(Fintech) 등 개인정보, 위치정보 등에 관한
활용과 보호를 위한 규제 분석 필요

도입 및 신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도별, 전략산업별 차별적 규제특례
적용 가능 체계구축 지속 지원

•시
 ·도별 지역전략산업, 규제프리존 도입, 중앙정부 특별위 구성, 규제특례 등 정책
추진체계·절차의 법적 근거 마련 법률 자문 지원 연계

연구내용

▒▒ 해외 주요국의 개방형 혁신 관련 정책 동향 조사

• 미국의 ‘미국혁신전략*’, 일본의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16년~’20년)’등 국가 단위
전략에서 개방형 혁신을 강조
• EU는 기존 개방형 혁신 참여주체인 정부, 산업계, 학계에 시민사회 참여를 강조한
‘개방형혁신 2.0’을 새롭게 제시(’13년)
※ Open Innovation 1.0이 주로 기업 단위에서 외부 자원의 활용을 강조하는 차원이었다면 Open
Innovation 2.0은 혁신 시스템 전반의 연결성 확대를 강조
▒▒ 국내 개방형 혁신의 현황을 지표를 통해 진단

• 국내 기업들의 개방형 혁신 관련된 거의 모든 지표가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머뭄
-- (외부협력) 외부와 협력 경험이 있는 기업은 전체의 30% 수준으로 10개 중 7개
기업은 내부 역량만으로 비즈니스 추진
-- (R&D 협력) 기업 R&D 재원 중 타 기업 자금비율은 0.5%로 조사대상 국가 중 최하위
-- (국제협력) 논문이나 특허 수는 세계적 수준이나 국제협력을 통한 논문이나 국제
공동특허 비중은 모두 OECD 30위권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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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술·신서비스

-- 정부R&D 포함, 현재 시행 중인 각종 기술혁신 지원제도의 개방성 확대 방안 마련

4. KISTEP 소개

시사점

3. 발간물

규제 적용 여부 판단
→ 30일 이내 회신

안전성 검증
필요

개방형 혁신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혁신의 속도가 빨라지는 등 혁신활동의
효율성이 증대

• 혁신 속도와 효율성 경쟁에서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국내에도 개방형 혁신의 확산이
절실한 상황

규제 적용

그레이존 해소

▒▒ 세계적으로

2. 주요 대외활동

지역전략사업과 관련하여
규제적용 여부를 신속하게 회신
→ 30일내 미회신시 규제 미적용

국가 연구개발의 개방성 확대 방안 연구

1. 주요 연구실적

23

• 국내 법령 내 「시범사업」 규정 분석을 통한 규제프리존법 특화 연구

추진 연구과제
▒▒ 국내

개방형 혁신 수준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인력, 자본, 기술의 유동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도출

• (인력/네트워크) 산·학·연·해외 간 인력의 유동성 및 네트워킹 촉진을 위한 방안 제시

24

• (기술/아이디어) 외부 기술과 아이디어 활용을 위한 개방·소통 플랫폼 구축 방안 제시

시사점

연구책임자 김현민

▒▒ 해외

연구목적

▒▒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선도형 국가R&D

제도개선 체계 구축

• ICT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네트워킹 비용이 절감되어 기업경계(Firm boundary)의
의미가 점차 퇴색

• 연구현장의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공동관리규정 개정 및 연구자 편의성 증대를 위한
R&D 서식 간소화 추진

▒▒ 국내의 혁신활동 방식은 폐쇄성이 너무 강해 중복 투자가 발생하고 혁신 속도가 중국 등

• 연구비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연구비관리 표준 매뉴얼 개정, 대학 연구 효율성
증진을 위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 운영 및 연구성과 창출을 위한 경쟁형 사업
가이드라인 제도개선

경쟁국에 뒤쳐지는 상황
• 우리나라는 인력, 자본, 기술 및 아이디어 등 거의 모든 혁신 투입 요소의 유동성이
부족하여 국가 차원의 혁신 시스템 개선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

2. 주요 대외활동

기업들의 많은 사례와 주요국의 정책 동향 등에서 혁신이 발생하고 상업화되는
시스템의 진보가 급격히 진행 중

연구현장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1. 주요 연구실적

• (투자) 산·학·연·해외 간 R&D 협력 확대 및 민간주도 기술 혁신 투자 활성화 방안 제시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정부출연(연)·특정(연)·비영리(연) 및 대학 등 비영리법인에 대한
간접비 비율 산출
3. 발간물

연구내용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참여제한 기간 강화(5년→10년), 기술실시계약 체결 시 중견기업 우선 고려 추가
(중소기업 → 중소·중견기업 고려)

▒▒ 국가R&D

서식 간소화 추진

4. KISTEP 소개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운영근거, 연구기관장의 학생건비 집행근거 마련 및 통합관리기관
지정기간(2년) 폐지, 참여제한 정보 NTIS 즉시 등록 등

• 전문가 TF, 범부처 연구제도 협의회, 국과심 운영위(’16.10.31) 등을 거쳐 정부 R&D
표준서식 간소화 방안 마련*

▒▒ 정부 R&D

연구비 관리규정 통일방안

• 전문가 TF, 범부처 연구제도 협의회, 국과심 운영위(’16.10.31) 등을 거쳐 정부 R&D
연구비 관리규정 통일방안 마련*
* 공동관리규정상 승인사항 최소화,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 모두 인건비현금지급 가능 통일, 개인용
컴퓨터 구입, 전문가 활용비는 연구기관 유형별 구분하여 통일, 연구수당 연구자 1인에게 지급되는
상한기준(예: 50% 이내) 등 최소한의 기준 추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전문기관 승인시 10% 이내에서
증액사용을 허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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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계획서, 연차실적·계획서, 최종보고서, 에세이 형식의 연구개발계획서 등

추진 연구과제
▒▒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마련

-- 연구관리 수행 절차별 세부기준을 담은 표준매뉴얼을 연구현장에 제공하여 연구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

25

정부출연연구기관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임무중심형 기관평가 연구

1. 주요 연구실적

•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부처별 상이한 연구개발규정에 대하여 범부처 공통의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마련

연구책임자 김현민

* 국가연구개발사업 가점 및 감점기준, 협약 체결 및 변경 서류, 협약 해약사유, 이의신청제도, 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기준, 연구수행 주체별 서식 및 첨부서류 부처별 분류 등 마련

• (연구비관리 표준매뉴얼) 국가R&D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연구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해 연구비 집행에 따른 불편 해소

연구목적

▒▒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 및 「국가연구개발사업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8조 등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임무중심형 평가 방안 제시

• 신임 기관장 취임 후 임기 내 달성 목표를 명시한 경영성과계획서를 확정하고, 임기 절반
경과 시점에 중간컨설팅을 거쳐, 임기 말 종합평가를 실시하는 절차로 추진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 기획·운영

• 신규 신청기관 대상 현장점검(52개 기관)실시, 현장점검 총평회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 고시 등

< 기관평가 체계도 >
구분

▒▒ 국가R&D사업 제재 강화 및 실효성 제고

자체평가

경영성과계획서 점검

임기 중
(임기 절반 시점)

중간컨설팅
(연구기관 자체)

평가결과활용



필수사항
반영 여부

(적정)


종합평가 시
점검의견 이행여부
정성평가 반영



사후 적정
여부 확인

(적정)


종합평가 시
컨설팅의견에 대한
이행여부
정성평가 반영



자체평가
적절성 점검

(적정)


기관장 성과연봉
직원 성과급
주요 사업비 연계
기관 임무 조정

3. 발간물

임기 초
(부임 후 6월 내)

상위평가



• 국가R&D사업의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동일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범부처
공동기준(「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매뉴얼」) 마련
• 「국가연구개발 사업 제재조치 매뉴얼」개선안을 마련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관리하는
부처·전문기관 실무자들이 제재조치 업무를 수행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기준 확립
(~’16.12)

임기 말
(종료 1년 내)

• (주요내용) 혁신도약형 R&D 유형 구분, 사업 추진에 따른 부처의 자율성·책임성 제고,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도입 등 제도정착 기반마련

종합평가

4. KISTEP 소개

• 국가 R&D사업의 투자 효과성을 제고하고 연구개발 성과물의 수준 향상을 위해 ’13년
혁신도약형 R&D제도 도입·시행 추진 실적 점검 및 개선방안(안) 도출



임무
중심형
평가

▒▒ 혁신도약형 사업 가이드라인 개선

• 국립대학 회계제도 변경(’15.3, 교육부)에 따른 대학 분야 간접비 비율 산출기준 변경
• 대학 및 출연(연)·특정(연) 총 6개 기관의 연구자와 지원부서 담당자 면담을 통해 간접비
제도 운영현황 조사 및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

시사점

▒▒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편의성, 연구비 사용의 투명성 및 효율성 증대 필요

연구내용

▒▒ 미래창조과학부 직할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기관평가 실시

• 자율과 책임의 출연(연) 운영체계 및 기관의 장기적 발전 목표 달성을 유도할 수 있도록
임무중심형 기관평가로 완전 전환
-- 경영성과계획서(6개 기관), 중간컨설팅(2개 기관), 종합평가(4개 기관)*에 대한 평가 시행
* 경영성과계획서(한국뇌연구원, 울산과학기술원, 수리과학연구소, 연합대학교대학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나노종합기술원), 중간컨설팅(한국뇌연구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종합평가(고등과학원, 한국과학기술
기획평가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국가R&D서식 간소화 필요하고
과도한 서류제출 지양
• 부처별 또는 전문기관별 연구비 집행기준 통일을 통해 연구현장 혼란방지 필요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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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비 비율 산출기준 개선 및 운영 실태조사

• 비영리 연구기관의 간접비 원가산출 대상 범위 확대(국가R&D지원액 기준 하향 조정 및
국립대(치과)병원 포함)

2. 주요 대외활동

-- 외부인건비 집행기준 완화 → 원소속 기관에 문서로 인건비 지급을 통보 후 집행한
경우 인정 등

추진 연구과제

• ’17년도 기관평가 시행을 위한 제도개선 활동 추진 및 세부 추진계획 도출

-- ’17년도 미래부 직할 출연(연) 경영계획서 점검, 중간컨설팅, 종합평가를 위한 세부
평가편람 마련

26

과학기술인력정책 종합정보시스템 개발 및
구축

1. 주요 연구실적

-- ’17년도 직할 출연(연) 기관평가 추진과 관련하여 평가대상·기준·방법 등 세부사항을
포함한 미래부 직할 출연(연) 자체 성과평가 추진계획 수립

연구책임자 이정재, 김진용, 이원홍

시사점

▒▒ 임무중심형 기관평가제도의 연구현장 정착을 통한 출연연 연구성과 창출 촉진 필요

연구목적

• 피 평가기관의 평가부담 완화를 위한 지속적인 활동 발굴·시행 노력 지속

▒▒ 과학기술인력정책

관련 다양한 정보(정부계획 및 사업, 국내외 동향, 관련 통계 등)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포털시스템 개발 및 구축*
* ’17년 상반기 시범시스템 구축 및 ’18년 상반기 본격 서비스 예정

• 평가제도·절차·결과 등 평가 전반에 걸쳐 피 평가기관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 평가결과에
대한 이해도 및 수용성 제고

• 정보공유를 토대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소통의 장을 구현하고, 이를 토대로
과학기술인력정책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

2. 주요 대외활동

• 연구기관별 고유 임무와 특성에 부합하는 차별화 된 핵심성과 지표 제시를 통해 연구·
사업 혁신 촉진

• 증거기반 과학기술인력정책 의사결정 지원을 통한 과학기술인력정책의 과학화 구현

▒▒ 과학기술인력정책 종합정보시스템 설계

• 과학기술인력정책 의사결정에 필요한 통계·정책 정보를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과학기술인력정책 종합정보시스템을 설계·구축

3. 발간물

연구내용

※ 과학기술인재 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 수립, 신규 사업 기획 및 사업 조정·연계·통합, 정책 현안에 대한
시의적절한 대응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시스템 메뉴 구성

< 종합정보체계 콘텐츠의 정책적 활용 흐름도 >
[2단계] 문제점 진단

과학기술인력 관련
계획 분석

계획간 정합성 등 진단

기존 계획의 한계 도출
과학기술인력 관련
사업제도 분석

기존 사업/제도
문제점 도출

기존 사업/제도 한계 도출
과학기술인력 정책
포커스(동향 분석)

정책 이슈 발굴

[3단계] 해결방안 마련
과
학
기
술
인
력
협
의
체

계획간 조정/연계
계획 수립 방향 설정

기존 사업/제도 개선·조정
신규 사업/제도 발굴

5. 2017 주요 사업 추진 계획

과학
기술
인력
정책
정보

4. KISTEP 소개

[1단계] 현황 분석

과학기술인력정책 전문가

주요국 정책 벤치마킹

과학기술인력 정책
포커스(심층 분석)

정책 대안 제시

원인 진단

과학
기술
인력
통계
정보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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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과학기술인력 지표

과학기술인력 통계

과학기술인력 통계
포커스
주요 과학기술인력 조사통계 데이터 서비스

학술대회

1. 주요 연구실적

69

추진 연구과제
▒▒ 과학기술인력 통계·지표 정보 생산 및 시스템 탑재

• (통계) NSF, 한국교육개발원 등 국내외 주요 통계기관의 400여개의 통계 최신화

27

• (통계포커스) S&E Indicators (NSF), 이공계인력 실태조사(KISTEP) 등 국내외 주요
통계발간물 요약·정리

과학벨트 혁신거점 간 연계를 통한
세계 Top 혁신 클러스터 도약 방안

1. 주요 연구실적

• (주요 지표) ‘주요 과학기술인력 통계집’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인력 관련 주요 시계열
지표 선정(86개) 및 최신화

연구책임자 김성진

• (인포그래픽스) 과학기술인력 이슈(6건) 선별, 과학기술인력 이슈에 대한 직관적 정보 제공

• (계획) 과학기술인력 관련 정부 계획(109개)을 유형별로 나누어 수집하고, 계획별로
목표, 추진내용, 주요 프로그램 등을 요약·정리

연구목적

▒▒ 과학벨트의 현재 추진현황 분석을 통한 단계별 육성방안 도출

2. 주요 대외활동

▒▒ 과학기술인력정책 정보 생산 및 시스템 탑재

• 과학벨트 거점지구, 기능지구의 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조사·분석 체계 도출
• 과학벨트 혁신역량을 진단하고 혁신역량 수준에 따른 단계별 육성 방안 도출

• (사업) 과학기술인재 기본계획과 관련된 부처별 주요 세부사업(84개)을 조사하고, 사업별
예산, 목적, 법적 근거, 추진 내용 등을 요약·정리

▒▒ 과학벨트 등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 사업들의 연계 효율화방안 도출

• (정책포커스) 국내외 정책동향에 대한 상시 정보 수집체계 구축하고, 단신 및 브리프
형태로 제공하기 위한 기초자료 수집·정리

• 연구개발·기술사업화 단계별로 지역혁신클러스터 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도출

• (언론동향) 지면 기사를 중심으로 매일 언론 동향을 모니터링 하고, 일자별, 분야별로
주요 뉴스를 스크랩하여 시범서비스 시행

• 과학벨트 등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 사업 연계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방안 도출

• 공간적·지리적으로 지역혁신 클러스터 육성 사업들이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도출
3. 발간물

▒▒ 거점·기능지구 연계 및 SB플라자 재정확보 방안 등에 대한 실효적 운영 방안 제시

시사점

•거
 점·기능지구 연계를 위해 현재 IBS사업단 및 중이온가속기 추진현황에 대한 분석 및
지역전략산업과의 연계방안 제시

▒▒ 과학기술인력정책의 증거기반 정책수립·시행 기반 확대

• 과학기술인력정책의 국내외 현황 및 주요 이슈를 시의성 있게 제공
• 국내외 분산되어 있는 다양한 통계 정보를 일괄적으로 접근·활용

• 정부 및 연구자와 더불어 일반시민까지 과학기술인력정책 관련 정책 정보 탐색, 접근 및
활용의 편의성 제공
• 정보 공유를 토대로 이해관계자의 열린 소통의 장으로 발전

연구내용

▒▒ 과학벨트, 특구 간 연계 강화를 토대로 과학벨트 단계별 육성 방안 도출

• 연구개발 특구의 혁신주체 및 기능과 과학벨트의 거점·기능 지구의 혁신주체 및 기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념 제시
• 과학벨트 목표 설정과 성과분석 결과 바탕의 과학벨트, 특구 간 연계 강화 방안 마련

• 거점-기능지구 간 연계·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 방안
• 거점지구 기초연구성과 정보 공유 및 모니터링 방안
• 과학벨트 육성을 위한 신규사업 공동발굴 및 기획
• 기초연구성과 국·내외 우수 성공사례 발굴 및 확산 방안
• 기능지구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자체 역량 강화방안

2016 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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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7 주요 사업 추진 계획

• 과학벨트의 성과목표에 따라 과학벨트를 진단하고 성장단계에 맞춰서 제도적·정책적
측면에서 단계별 육성 방안 도출
▒▒ 과학벨트 거점지구-기능지구 연계를 위한 실효적 운영방안 제시

70

4. KISTEP 소개

▒▒ 과학기술인력정책 이해관계자의 정보 활용 촉진 및 소통의 장 마련

추진 연구과제
▒▒ 거점지구

및 기능지구 내 SB플라자, 창조경제혁신센터, 연구 개발특구 등 혁신거점 간
연계·협력 방안 도출

28

• 거점지구 및 기능지구의 R&D혁신거점 기능 및 역할을 육성하고자하는 기업 대상으로
이들의 성장주기에 따른 전주기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방안 제시

과학기술분야 유망 신직업 발굴

1. 주요 연구실적

• 기능적으로 유사성이 나타나는 R&D 혁신거점들이 서로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 모색

연구책임자 이정재, 김진하

• 육성하고자 하는 기업군들의 지속 발굴 시스템을 바탕으로 거점지구·기능지구가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세계 TOP 혁신클러스터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 제시

시사점

▒▒ 특구제도 내실화를 위한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

▒▒ 과학기술분야

미래 신직업을 발굴하고, 발굴된 신직업에 대한 진로지원가이드라인

개발 및 활용
•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미래사회 변화 선제적 대응 및 과학기술분야로의 청소년 유입 촉진
--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과기분야 신직업 진로지원가이드라인 배포

2. 주요 대외활동

연구목적

▒▒ 과학벨트 현황 분석 및 제도개선 방향 제시

▒▒ 기능지구 관리·육성 시책 제시

▒▒ 과학기술분야 미래 신직업 발굴

• ‘사회격차 해소’ 관련 과학기술분야 유망 신직업 15개 발굴 (’15년~’16년)
※ 향후 예견되는 미래사회의 ‘사회격차 해소’와 관련하여 ‘의료격차’, ‘정보격차’, ‘에너지격차’ 및 ‘교육/
문화격차’의 4개 분야에서 신직업 발굴

3. 발간물

▒▒ SB플라자 운영 방안 도출

연구내용

< ‘사회격차 해소’ 관련 15개 유망 신직업 >
구분

15개 유망 신직업
① 보건의료 빅데이터 전문가 ② 원격진료 코디네이터
③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자 ④ 초음파 스크리너

정보격차 분야

⑤ 개인맞춤형 데이터 전문가 ⑥ 사물인터넷 플랫폼 개발자
⑦ 스마트농업 전문가 ⑧ 라이파이 전문가 ⑨ 핀테크 전문가

에너지격차 분야
교육/문화격차 분야

4. KISTEP 소개

의료격차 분야

⑩ 에너지 하베스팅 전문가 ⑪ 제로에너지 빌딩 설계사
⑫ 스마트그리드 엔지니어 ⑬ 신재생에너지 전문가
⑭ 스마트교육 개발자 ⑮ 문화재 디지털 복원가

▒▒ 과학기술분야 신직업 진로지원가이드라인 개발

• 과학기술분야 유망 신직업에 대한 수준별 진로지원 가이드라인(초·중등/고등 이상용
책자 및 브로슈어) 발간
• 과학기술분야 유망 신직업 소개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신직업 소개 동영상 제작
※ ’15년 1개* 제작 → ’16년 2개** 제작
* 신종질환대응전문가 (’15년)
** 보건의료빅데이타전문가, 에너지하베스팅전문가 (’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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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적 신뢰 제고’ 관련 과학기술분야 유망 신직업 발굴 추진
(’16년~’17년)

추진 연구과제
▒▒ 진로지원가이드라인 홍보

※ 과천과학관 미래상상포럼, 진천고등학교 과학 동아리와의 만남 등)

• 진로상담교사 대상 홍보 활동 확대

29

2016년 창조경제 역량강화 기반사업

1. 주요 연구실적

•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유망 신직업 홍보 활동 강화

※ 교사간담회 2회, 진로상담교사 협의회 참석, 학교별 요청에 따라 진로지원가이드라인 책자 배포 등

연구책임자 손석호
< ‘사회격차 해소’ 관련 신직업에 대한 진로지원 가이드라인(책자/브로슈어) >

▒▒ 창조경제

연구내용

▒▒ 창조경제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조사 및 연구

이슈 발굴 및 분석, 창조경제 추진체계 효율적 운영, 창조경제 성과 및
성공사례 종합적 수집·분석을 통해 창조경제 역량 강화

2. 주요 대외활동

연구목적

• 창조경제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 및 대응방안 제시
<초등/중등용 책자>

<고등용 책자>

▒▒ 창조경제 관련 법제도 조사·분석

시사점

▒▒ 과학기술분야 미래 신직업 발굴 및 관련 진로 교육 콘텐츠 개발 체계화

3. 발간물

• 창조경제 정책수립 지원을 위해 주기적으로 국내외 창조경제에 대한 동향분석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시사점 제공

<미래 유망 신직업 브로슈어>

• 국내외 창조경제 관련 법제도의 조사·분석을 통해 법제도에 대한 현황 및 개선안 도출

• 미래 신직업을 토대로 미래변화를 탐색하고, 이를 교육현장으로 연계함으로써 미래
과학기술인재 확보 기반 확대

▒▒ 창조경제 관련 성과 홍보

▒▒ 창조경제관련 회의체 지원

• 창조경제생태계 조성, 미래성장동력 육성 및 신산업창출, 규제발굴 및 완화 등과 관련한
각종 회의체 운영

4. KISTEP 소개

• 창조경제 관련 언론 기고, 홍보자료 작성 지원, 우수사례 홍보 등을 통해 창조경제 확산

*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성장동력 합동 점검회의 등
5. 2017 주요 사업 추진 계획

시사점

▒▒ 창조경제 정책의 안정적·체계적 추진을 뒷받침하는 기본법 제정이 필요

• 현재는 창조경제 세부 정책에 따라 근거가 여러 법률에 산재되고 소관부처도 다양
▒▒ 창업생태계를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보조하는 형태로 고도화할 필요

• 우리나라는 그간 정부가 창조경제혁신센터 설립 등 창업기반 확충 전면에 나섰으나
이제는 정책방향을 전환할 시기
* 스타트업 델타(네덜란드), 테크시티(영국) 등 창업 선진국들은 창업자를 포함한 민간이 생태계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데 필요한 부분에 최소한의 정책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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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연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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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연구과제

2016년 글로벌 R&D 투자동향 분석

--예산 혹은 투자실적에 근거하여 국가별 중점투자 분야 분석
• 우리나라의 정부 R&D 투자방향 설정 및 예산 배분·조정을 위한 시사점 도출

연구책임자 이경재

최근 정부 R&D 예산제도(체계)의 특징을 분석하고 구조적 특성에 따라
분류함으로써 제도적 개선방향에 대한 시사점 도출

• 각 국가 별 투자 방향 설정 프로세스 및 시스템의 주요 특징과 변동 사항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예산배분방향 설정과 관련된 제도(체계)의 주요 이슈 발굴

▒▒ 해외

R&D 투자동향과 예산제도(체계)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정부 R&D 투자방향
수립을 위한 기반자료로 활용

• 기준 설정 및 예산 배분·조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통하여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
-- 글로벌 R&D 정부 예산 및 중점 투자방향, 투자추이 등을 조사·분석함으로써 정부
R&D 투자방향 수립 및 기타 과학기술 정책 수립과정에 활용
-- 해외 R&D 예산 제도(체계)를 조사·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R&D 투자 방향 설정
체계에 대한 제도적 시사점 도출

시사점

▒▒ 우리나라 정부 R&D예산 배분·조정에 대한 전략성 제고 및 투자우선순위 설정 토대 마련

▒▒ 주요

과학기술 선진국의 연구개발 투자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세계적인
연구개발 트렌드와 주요 이슈 및 동향 파악을 위한 기반 마련
최근 정부 R&D 예산제도(체계)의 특징을 분석하고 구조적 특성에 따라
분류함으로써 국내 연구개발 시스템의 제도적 개선방향에 대한 시사점 도출

▒▒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정부 R&D 예산 및 중점 투자방향의
상시 조사·분석

3. 발간물

▒▒ 주요국의

연구내용

2. 주요 대외활동

연구목적

▒▒ 주요국의

1. 주요 연구실적

30

--사전정보 공표 대상 외 기타자료에 대해서도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 갱신하여
정보의 활용성 제고

▒▒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정책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운용하는 포괄적인 토대를 제공

• OECD MSTI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 최신 자료를 활용하여 국가별
비교 분석 수행
4. KISTEP 소개

• ’15년 조사·분석되어 보고서로 정리된 정부R&D예산 자료의 갱신
-- 총 국가 R&D 지출, 정부 R&D 예산(부처별, 기술별, 재원별 등), 민간 R&D 지출 등에
대한 추이 및 최신 동향 분석을 위한 자료 조사·분석
-- 미국, 영국, 중국, 일본, 핀란드의 R&D 투자 및 예산에 대한 자료는 정부 3.0 사전정보
공표 대상목록으로,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갱신

5. 2017 주요 사업 추진 계획

정부 연구개발 사업의 투자 효율성 제고

기술선진국의 정부 R&D
투자 동향·정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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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선진국의 정부 R&D
예산제도(체계) 분석

R&D 투자추이 분석

국가별 투자우선순위 조사

R&D 예산 모니터링 강화

과학기술 정책 네트워크

정부 R&D 실제 투자추이
및 정책동향 분석과
시사점 도출

정부 R&D 중점 투자분야
분석을 통해 정책적 강조
분야 도출

정부 R&D 예산계획과
투자 간 비교 분석을 통한
상호 연계성 강화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
정책 연구회」 운영을 통한
정책점 시사점 발굴

1. 주요 연구실적

77

추진 연구과제

중장기 투자전략 연계형 기술분야
투자포트폴리오 수립 프레임 연구

1

3

6

투자현황

성과 및 평가

차년도 투자방향

정부연구개발사업
중심으로 전반적인
투자현황 분석

정부와 민간의
투자 성과
현황 분석 및 평가

1. 주요 연구실적

31

< 기술분야 중기 투자전략 수립 프레임 및 프로세스 >

연구책임자 황기하
5

0

기술분야
정의 및 범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수립시, ‘중장기 투자전략’과의 연계 강화뿐만 아니라
기술분야 투자전략 수립 방법의 고도화 및 결과물 활용도 제고를 위한 「기술분야 정부
R&D 중장기 투자 포트폴리오 수립 프레임·프로세스와 사용자 매뉴얼의 맞춤화 개발 및
기술분야 시범적용」

차년도
투자방향 제시

▒▒ 차년도

2

4

정책현황

기술동향 및
미래전망

주요정책과 유관
정부R&D사업 분석

기술동향 및 미래전망을
토대로 미래니즈/
기술 도출

세부기술 분야
정의 및 범위 설정

2. 주요 대외활동

연구목적

중기 투자포트
폴리오 조정방향

7
중기계획기간 동안의
투자조정방향 및
근거 제시

효율화 방향

• (현황) 미래부는 매년 ‘차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 및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예산배분·조정 실시

• (최근 상황 변화) ’15년에 이어 ’16년에도 ‘정부 R&D 혁신방안’을 통해 정부 R&D 재원의
전략적 배분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이의 일환으로 수립된 ‘정부 R&D 중장기 투자전략’
의 정부 R&D 예산 배분·조정 반영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15년 12월에 수립된 ‘중장기
투자전략’의 ‘차년도 투자방향’ 수립 및 ‘차년도 예산 배분·조정’에 연계 노력

※ (시범적용 대상 대표 기술분야) ① ICT·SW, ② 생명·보건의료, ③ 원자력·핵융합, ④ 소재, ⑤ 기계·
제조, ⑥ 농림수산·식품, ⑦ 우주, ⑧ 해양, ⑨ 건설·교통, ⑩ 환경·기상, ⑪ 재난안전

▒▒ 기술분야 정부연구개발 투자전략 수립 프레임 및 사용자매뉴얼 최종(안) 마련

• 기술분야 담당자가 기술분야 투자전략 수립 프레임을 사업적으로 활용할 경우,
추진절차와 고려사항을 간략히 제시하였고 실무적 활용 시에는 해당 단계별
세부작성방법 설정 내용을 참고하여 활용 가능함

▒▒ 기술분야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수립 현황 분석
5. 2017 주요 사업 추진 계획

연구내용

• 이를 기준으로 단계별 세부작성양식과 지침 마련 및 시범적용 대상 11개 기술분야별
시범적용 연구 수행

• 투자방향 안건의 구성 내용에 기초하여 현황 및 문제점과 이에 따른 대안적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이를 토대로 기술분야별 투자전략 수립 프레임 설정에 관한 기본 방향 도출
▒▒ 기술분야 투자전략 수립 프레임 및 사용자매뉴얼(안) 도출 및 시범적용

• 최근 2년간 기술분야 투자전략 개선방향에 따른 항목구성 변경 및 항목 간 연계·활용
측면에서 기술분야 투자전략 수립 프레임과 단계별 세부 프로세스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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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KISTEP 소개

• (개선방향) ① ‘차년도 투자방향’의 ‘기술분야 투자전략’과 ‘중장기 투자전략’의 연계·
활용성 제고를 위한 기존 구성 항목 개선 및 내용간 연계 강화 방안 마련, ② 프로세스
관점에서 ‘기술분야 투자전략’ 수립 프레임 및 관련 방법·도구 개발, ③ 실무적 활용을
위한 ‘정부연구개발 기술분야 투자전략 수립 사용자매뉴얼(안)’ 마련 및 시범적용

효율화 방향 제시

3. 발간물

• (필요성) 체계적인 사전조사 및 연구 없이 단기간 내 목차에 맞춰 안건을 작성하여 유관
전략과의 연계뿐만 아니라 목차와 세부내용 간 일관성 및 조사·분석·평가 정보의 연계·
활용이 미흡하여 최종 산출물 활용에 한계가 있어 프로세스 및 내용 개선 필요

1. 주요 연구실적

79

추진 연구과제

시사점

▒▒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제시 및 예산배분·조정에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분야
투자전략 수립 프레임 개발

32

연구책임자 김은정

▒▒ (기대효과)

투자방향의 활용도 제고 및 방법론 고도화에 기여하고, 고객 만족도 및 내부
인력 역량 함양

(Informed
Decision-making)

•투자방향 안건의
질적내용적
완성도 제고와
예산심의시
의사결정의 질
및 정책적 활용성
제고

재활용성

환류 개선

방법론 고도화

고객만족

(Reusability)

(Feedback, Rolling)

(Advanced Method)

(CS)

•시간경과/
상황변화에 따른
투자전략 갱신 시
기존 내용을
재활용할 수 있어
시간/인력/예산
등 자원투입
효율성 제고

•세부단계별
결과물 도출 및
점검/피드백
개선
•활용성이 높은
내용 중심으로
기존 지표·항목의
재조정 촉진

•프로세스 기반의
기술분야
투자전략 수입
프레임 도출/
활용으로 국가
과학기술분야
정책/기획방법
고도화

•미래부 등
KISTEP
정책고객의
높아진 눈높이와
요구수준에
부응하여
고객만족도
제고에 기여

연구목적

▒▒ 국가혁신체계상에서

혁신활동을 수행하는 혁신주체(행위자)별 혹은 혁신주체 간 이머징
이슈를 발굴하고 진단

▒▒ 핵심

이머징 이슈에 대해 정량, 정성적인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혁신역량을 제고하고
국가혁신체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 탐색

▒▒ 국가

경제 위기의 극복 및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유일한 대안으로서 국가혁신체계를
고도화하고 혁신역량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 모색

• 국가 혁신역량을 대표하는 국내·외 주요 지표들의 변화·흐름을 살펴보고 현재 수준 진단

3. 발간물

연구내용

2. 주요 대외활동

연계·활용성 제고

국가 혁신주체 이머징(Emerging) 이슈
진단 및 대안 탐색 연구

1. 주요 연구실적

• 기술분야 정의/범위 설정부터 차년도 효율화 방향까지 체계적으로 연계·분석할 수 있는
기술분야 투자전략 수립 프레임과 관련 프로세스·방법 개발 제시

-- 양적 투입 및 성과 측면에서는 세계적인 수준이나 기업 간 기술협력, 지재권 보호 등
네트워크 지표와 SCI 논문 피인용도, R&D투자 대비 기술수출 등 질적 지표는 하위권
인력
(HRD)

•KISTEP연구진의 연구기획 역량과 학습효과 제고, 사업실 기술분야 실무자의 업무 수행능력과
전문성 강화

• 논문, 언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술혁신 연구 전반과 혁신시스템 연구 동향에 대한
국내외 비교분석 및 혁신시스템 이머징 이슈 도출

▒▒ (활용방안)

제안된 방법과 당해년도의 상황과 정무적 판단을 병행하여 투자방향 안건
작성 및 예산 심의에 활용

※ 기술분야의 특성/범주를 고려한 맞춤화·최적화 병행 필요

* 집단 창의성 발휘를 위한 교육, 대학 연구실에서 시장까지 단절 없는 기술창업체계 구축, 산·학 협력
친화형 평가제도 도입

-- 출연연 혁신역량의 변천사 및 시기별 주요 쟁점과 변화 과정, 연구개발 성과로서
논문, 특허, 기술이전 등 과학기술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에 대한 종합분석을 바탕으로
이슈와 근본적인 대안** 제시
** 거버넌스 개편, 임금피크제 도입 후 외부활동에 대한 성과급 제도 도입, 공공기관 해제

-- 산
 ·학·연 협력의 이슈에 대한 이론적 고찰, 해외 사례 분석 및 국내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근본적으로 산·학·연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
*** 도전적 과제를 장기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산·학·연 연구 프로젝트 활성화, 현장 요구형 산·학·연
협력 통합 플랫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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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분야별 투자전략 심층연구 실시 후 그 결과를 차년도 투자방향 수립 및 예산배분·
조정에 연계 활용

-- 대학 혁신역량의 역사와 성과의 변화·흐름을 분석하고 혁신체계상 대학의 변화된
역할에 부응하기 위한 핵심적인 과제* 제시

4. KISTEP 소개

• 도출된 이머징 이슈와 관련하여 국가혁신체계의 주요 주체(대학, 출연연, 기업)들에 대한
심층적인 이슈 진단과 함께 혁신역량 제고방안 탐색

추진 연구과제

시사점

▒▒ 국가혁신체계

관련 광범위한 문헌조사·전문가 의견 등 종합, 現국가혁신체계에서
문제점과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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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보고서, 언론보도, SNS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가혁신체계 및 혁신역량에
대한 주요 이슈를 발굴하는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분석 방법론을 새롭게 제시

통해 제시한 이슈와 대안은 향후 과학기술 및 혁신 정책 등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실행방안 마련을 위해 후속 연구 필요

2016 미래사회 대응 기술혁신 아젠다 발굴
및 R&D투자전략 수립

1. 주요 연구실적

• 선도형 국가발전전략 마련을 위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이머징 이슈와 근본적인
문제해결의 대안들이 국가혁신체계 개선의 핵심적인 방향성으로 활용 가능

연구책임자 황지호

▒▒ 연구결과를

▒▒ 미래 변화·이슈에 대응(현안이슈 해결 등)하는 기술혁신 아젠다*의 발굴·선정

2. 주요 대외활동

연구목적

* 정밀의료실현, 신기후변화체제, 제4차 산업혁명, 제조업 혁신, 기초과학 인프라 등
▒▒ 선정한 아젠다별 기술혁신 실현·확산(현안이슈 해결)을 위한 국가차원 종합전략 수립

• 기술분야별 국내외 R&D, 산업(시장), 정책 동향 분석 및 시사점
• 기술분야별 정부R&D투자 방향, 전략(포트폴리오) 수립
• 기술분야(세부기술)별 국가적 지원체계, 제도개선 방안 마련

▒▒ 주요

미래(현안)이슈 대응을 위한 기술분야별 국내외 정책·산업·기술개발 동향(정보)
분석을 통한 정부 종합전략 제시

3. 발간물

연구내용

• (생명·보건의료) 정밀의료 분야를 대상으로 정책, 법·제도 및 기술 동향 분석을 통해
정밀의료 R&D 추진전략을 제시하였고, 신약개발 분야를 대상으로 국내외 현황 분석,
정부R&D 신약개발과제 선별 및 포트폴리오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신약개발 분야 정부
R&D 투자전략의 개선방안을 마련

• (기계·제조) 로봇 분야를 대상으로 국내외 정책·기술현황 조사, 주요이슈 도출·분석을
바탕으로 문제해결 방안 및 로봇분야의 투자전략을 제시하였고 해양플랜트 분야를
대상으로 이슈 도출, 국가 연구과제 분석을 통하여 해양플랜트 분야의 투자전략을 제시

• (건설·교통) 건설교통·ICT융합 분야 세부기술별 특허분석을 바탕으로 정부투자
우선순위를 설정하였고, 건설교통·ICT융합 기술을 대상으로 기술동향과 공공성 및 정부
투자현황을 비교하여 투자전략을 도출함으로써 국가R&D 예산의 전략적 조정·배분의
기준을 제시
• (환경·기상) 환경보건 분야 분석범위 설정 및 DB구축을 통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환경보건 분야 동향분석 결과를 도출
• (기초·기반) 국내외 대형가속기에 대한 현황분석과 국내 가속기 운영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를 통해, 향후 대형가속기 관련 투자전략 수립 및 효과적 활용을
위한 이슈를 도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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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식품) 농업분야 융합기술에 대한 국내외 기술·정책·산업(시장) 동향분석, 정부
R&D 현황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융합기술 R&D의 중점
투자분야 및 다양한 주체 간 역할분담 등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제시

4. KISTEP 소개

• (에너지·자원) 기후변화 대응 분야 기술혁신의 전주기적 관점에서 R&D, 시장·산업 및
국제협력 중심의 현 주소 분석, 新기후체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대응전략 마련

추진 연구과제

시사점

▒▒ 미래 새로운 도전과제(현안이슈)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관련 국가 정책수립에 활용

예산 배분·조정 지원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한 기술분야별 정부R&D
투자전략(투자포트폴리오)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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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분야별로 시의성 있는 세부 연구주제를 발굴하고, 다양한 분석을 통해 해당분야
주요 이슈 및 투자전략을 도출

상시적인 국내외 전문가 연구 협력 네트워크 구성·운영을 통해 예산 배분·
조정 지원 업무의 전문성 강화

기후변화 대응 R&D 전략성 강화를 위한 통합적
접근방법: 3P 분석기법을 중심으로

1. 주요 연구실적

▒▒ 정부R&D

연구책임자 박노언

▒▒ 기술분야별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기후 新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기반을 둔 전략적 R&D 추진 필요

* 배출전망치(BAU) 대비 ’30년까지 37% 감축

• 정부는 연구개발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핵심기술 확보 및 기술혁신을 도모하고 있으나,
부처 간 칸막이식 사업운영으로 인해 범부처 R&D정보의 통합적 이해 및 연계 미흡

2. 주요 대외활동

연구목적

• 기후변화 대응 분야는 R&D투자가 다수 부처/사업에 분산되어 추진 중이며, 한국의
선진국-개도국 간 가교역할 중요성이 증대됨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협력은 감소 추세로
개선방향 수립 필요
3. 발간물

연구내용

▒▒ 3P

(Project, Paper, Patent)를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 R&D의 글로벌 현주소를
진단하고 R&D Warehouse 구축 및 국제공동연구현황을 심층분석, 개선과제 도출

• 기후변화 대응 기술분류체계 수정·보완 및 3P를 대상으로 국내 기후기술의 글로벌
현주소 진단

• 新기후체제 출범 이후 기후변화 대응기술의 글로벌 협력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국제공동연구의 문제점 진단 및 연구네트워크 분석에 기반을 두어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방안 마련

▒▒ 기후변화

대응 분야의 3P 통합분석 결과, 대체적으로 일치하나 일부 분야는
투자포트폴리오 조정, 질적 수준 강화 등 효율성 제고 노력 필요

• 에너지효율화 분야 중 스마트그리드 및 청정화력 분야는 민간투자 유인 확대 필요
• 신재생에너지 중 태양전지·연료전지 분야는 대체적으로 일치하나, 풍력·바이오매스
분야는 우수 SCI논문 및 삼극특허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질적 수준 강화 필요
• 기후변화 과학 및 적응 분야 투자비중이 기후변화 대응 R&D 총 투자의 13.9%로
해외시장 수요를 고려하여 점진적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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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4. KISTEP 소개

• 기후변화 대응기술 中 다수 부처/사업에 분산 투자 중인 태양전지 기술을 중심으로 R&D
Warehouse 구축

추진 연구과제
▒▒ 태양전지

• ‘친환경도시 맞춤형 차세대 건물 태양광 발전’ 및 ‘한계 돌파형 차세대 태양전지’는
정책적 중요도 대비 투자비중이 낮아 점진적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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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이경재

• 태양전지 R&D투자의 연계강화를 위해 총 7개의 Bridge Project(안)을 발굴하였으며
지속적인 확대 필요
• 태양전지 분야 3P 통합분석을 통해 실리콘 태양전지의 셀 원천기술, 화합물계 태양전지의
유연소자기술,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안전성 확보 기술 등의 공백기술을 발굴함

▒▒ 정 부

R&D예산의 연도별 배분ㆍ조정 과정에 활용 가능한 중장기 관점의 주요
정책분야별 투자방향 도출

• 한국의 GDP 대비 R&D 투자액은 세계 1위로서 상위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연구자 비율 역시 세계적인 수준

(b) 페로브스카이트

2. 주요 대외활동

연구목적

< 태양전지 분야 R&D Warehouse >
(a) 결정질 실리콘

주요 정책분야별 중장기 투자방향 수립

1. 주요 연구실적

분야는 「청정에너지기술 발전전략(’16.6)」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일부
기술의 투자포트폴리오 조정이 요구되며, 분산형 R&D 개선을 위해 브릿지 프로젝트
발굴 및 연계 강화 필요

• 대규모 투자에 대한 구조화된 고민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왔으며 개별 기술
확보 위주로 작성되던 기존의 로드맵 탈피 필요
• 정부는 9대 기술분야별 ‘정부R&D중장기 투자전략(’16.1)’을 수립하여 「’17년도 정부R&D
투자방향 및 기준(안)」에 반영하고 예산 배분·조정에 적용

연구내용

3. 발간물

• 그러나 정부 과학기술정책분야에 대한 투자방향 제시가 미흡하여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정부 R&D 투자목표 및 방향 등에 대한 종합전략 제시 필요

▒▒ 국가과학기술

정책의 유형 및 체계 분석과 정책별 연구개발 투자현황 및 성과 등
다각적인 분석을 통한 정책분야별 정부 R&D 중장기 투자방향 수립
-- 국가 정책의 최상위 계획인 과학기술기본계획을 기본으로 연관도, 중요성, 시급성 및
R&D사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기반혁신분야 중심의 과학기술정책분야 분류

4. KISTEP 소개

• 국가R&D투자 범위에서 정책유형 분류체계 구성

• 과학기술기본계획, 주요 과학기술 중장기 계획 등을 조사하여 정책풀 구성
--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대상 정책분야 선정

▒▒ 기후변화

대응기술의 글로벌 협력 강화를 위해 수요자 니즈의 면밀한 분석 및 한국형
글로벌 브릿지 프로그램 개발 등 필요

• 국내 보유 우수기술 및 해외 수요*를 명확히 파악하여 전략적 접근 필요

※ 국과심 전문위원장 회의(총괄위원회)를 통해 투자방향 수립대상 5개 정책분야 확정(ʼ16.2) 및 5개
정책별 위원회 구성(’16.4)

• (사업군 도출 및 중점사업 분류) 정부 R&D 사업을 동일·유사 목적을 가진 사업군으로
유형화하고, 해당 정책분야를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중점사업) 선별

* 분석방법론 : TNA(개도국 우선수요 기후기술 자체평가보고서), SCI논문 연구네트워크 분석기법, 현지
파견, CTCN 협력채널 확대 등

--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 성과지표(’14.12) 및 정책분야별 주요계획 등을 분석하여
사업군 분류기준(안) 마련

• 한국의 선진국/개도국 간 가교 역할 확대를 위해 한국형 글로벌 브릿지 기술(Korea
Climate Bridge Technology) 발굴 및 지원 강화 필요

-- 해당 정책분야를 주목적으로 하는 중점사업 분류는 ’14년도~’16년도 정부 R&D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세부사업 단위로 분류

• 선진기술 획득형 국제공동연구사업의 R&D예산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해외시장
진출형 사업 확대 필요

※ 정책별 위원회를 통해 사업군 구성 및 대상사업 확정(’16.4)
※ ’16년도 정부 R&D(19.1조 원) 중점사업 분석결과: 과학기술정책 분야 9.1조 원(47.4%), 기술개발
분야 6.4조 원(33.7%), 국방·인문사회 분야 3.6조 원(18.9%)

• 개발된 기술이 시장으로 보급되기 위해 재정지원 등 비R&D 요소들과 연계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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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18개 행정기관의 총 120여개(’14.12 기준)의 과학기술분야 기술별·정책별
중장기 계획 검토

추진 연구과제

• 정책분야별 정부 R&D 사업의 투자현황 상세분석

-- 정책별 특성을 고려하여 부처별, 수행주체별, 연구단계별, 논문·특허·사업화 성과
(정부투자 생산성) 등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

36

※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연구개발활동조사,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국내외 정부·
공공기관 조사분석보고서 등 활용

바이오 분야 범부처 종합조정

1. 주요 연구실적

-- 해당 정책분야를 주목적으로 하는 세부사업(중점사업)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기술개발이 주목적인 중점사업은 투자현황 분석대상에서 제외

연구책임자 김은정

•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정책분야별 주요 이슈를 도출하고 이슈별 현황과 문제점을
심층 분석
※ 정책별 유관기관 방문, 전문가 간담회, 정책별 위원회 등을 통한 현장 의견 수렴 실시

연구목적

이후, 유망 기술·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바이오의 신성장동력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전략적 지원 필요

• 여러 부처에 걸쳐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왔던 바이오 R&D정책, 예산계획, 규제개선,
산업육성정책 등의 범부처 종합조정 수행

• (정책목표 도출 및 투자방향 수립) 투자현황·주요이슈 등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예산
배분·조정 시 중점을 두어야 할 정책별 목표 및 투자방향 도출

※ 바이오 분야 컨트롤타워로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산하 바이오특별위원회 신설(’16.3)

※ 관계부처, 산·학·연 전문가 등 의견수렴 실시
▒▒ 총괄위원회,

▒▒ ICT

정책분야별 위원회, 실무연구진 구성 및 운영

-- 총괄위원회: 국과심 전문위원회 위원장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중요 의사결정 사항
심의ㆍ확정
-- 정책별위원회: 국과심 전문위원회 위원과 산학연 전문가로 분야별로 구성하여 동향,
정보 조사 및 분석 등을 수행하고 해당 분야의 투자전략을 작성
-- KISTEP 실무팀: 추진계획 수립, 경제사회적 자료 분석 및 투자전략 작성지침 마련,
분야별 조율, 위원회 운영 등의 역할 수행

연구내용

▒▒ 바이오

연구·산업 현장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바이오특별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할 아젠다** 발굴

• 발굴된 아젠다는 안건화하여 바이오특별위원회에 상정하는 등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
* 35개 바이오 관련 기관 및 바이오특별위원회 민간위원(12명) 대상 의견 수렴 실시(’16.3.8~14), 바이오
현안과 개선방안 관련 75건의 건의과제 수렴
** 바이오 중장기전략 수립, 바이오 정책 조율·협업시스템 구축, 바이오 R&D 투자의 전략성 강화, 바이오
R&D Lab to Market 활성화, 규제 발굴·개선 등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등

분야를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현장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3년 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실천과제 중심의 「바이오 중기 육성전략(’16년~’18년)」 수립

투자 효율화 및 내실화에 기여하고 정부의 정책 이행을 위한 기반 마련

• 정부R&D 예산에 대한 과학기술정책 분야별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정책유형별 투자방향을 제시

정부R&D 예산 배분·조정 등의 의사결정과정에 활용하여 한정된 R&D
자원의 투자효율성 제고에 기여

• ‘정부 R&D 정책분야별 투자방향(안)’ 수립(’16.12.9, 국과심 운영위)
-- ’17년도부터 매년 수립하는 ‘정부 R&D 투자방향 및 기준’을 통해 예산 배분·조정의
기준으로 활용

• (사업화 가속화) 창업 생태계 조성, 바이오 특화형 사업화 연구 확충, 개방형혁신 촉진
• (규제관리 선진화) 규제관리 기초역량 제고, 신기술·제품 규제 선제적 대응, 현장규제
지속 발굴 및 완화
• (인프라 효율화) 글로벌 진출지원 강화, 현장 전문인력 양성, 바이오 정보 및 인프라
통합관리
※ 병원, 기업(대·중소·벤처), 협회(제약, 바이오 등), 대학, 출연연 등 바이오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의견 수렴
10회 실시

-- 기 수립된 기술분야별 투자전략과 정책별 투자전략을 포괄하여 ’18년도에 수립하는
차기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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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투자방향,

• (R&D 혁신) R&D 투자 확대, 신약·의료기기 및 감염병 등 전략분야에 집중 투자, 부처 간
역할 분담 및 연계, 바이오 맞춤형 R&D 관리

4. KISTEP 소개

▒▒ 바이오

▒▒ 국가 R&D

3. 발간물

• 총괄위원회와 정책분야별 위원회, KISTEP 실무팀을 구성하여 분야별 상세 자료 분석 및
검토 수행

시사점

2. 주요 대외활동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전문위원, 산학연 전문가, 연구관리전문기관, 대학, 출연(연) 관계자 등 약 162명
참여, 회의 약 41회 개최

추진 연구과제
▒▒ ‘바이오

중기 육성전략’ 추진실적 점검 및 후속조치 방안 마련

-- (방법) 추진계획 대비 추진실적을 비교하여 각 과제 완료, 정상추진, 부진 중 하나로
평가하고 추진계획의 충실성 점검

37

-- (결과) 총 36개의 실천과제 중 완료(2건), 정상추진(25건), 부진(9건)으로 부진과제의
비율(25%)이 비교적 높은 편

서비스R&D분야 범부처 종합조정

1. 주요 연구실적

• ‘바이오 중기 육성전략’ 과제별 추진실적 점검(’16.10.10 기준)

연구책임자 김홍영

• ‘바이오 중기 육성전략’의 후속조치 방안 마련
-- 바이오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실천과제로서‘바이오클러스터 육성전략’수립, 바이오
기술·산업 표준분류체계 재정비

시사점

분야 범부처 종합조정이 필요한 현안 이슈를 안건화하여 국과심 바이오특별
위원회에 상정시킴으로써 연구결과의 실행력 확보

▒▒ 기존

주력산업의 고용과 성장 한계가 도래한 가운데 新성장동력으로 부상한 서비스
산업위주로의 구조개편 및 서비스산업 육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서비스R&D 투자
확대 및 지원 활성화 필요

▒▒ 바이오

2. 주요 대외활동

연구목적

▒▒ 서비스R&D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 연구·산업 현장의 주요 현안, 쟁점 등을
분석하여 서비스R&D분야의 아젠다를 발굴하고, 이를 ‘서비스R&D특별위원회’에서
종합조정

• R&D, 사업화, 규제, 인프라 등 바이오 전반의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현장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강화

연구내용

3. 발간물

-- 정책과 예산과의 연계, 창업펀드 조성 및 사업화 R&D 예산확대, 바이오분야 심사인력
확충 및 안전성평가 R&D 예산확대 등 바이오 생태계 전반의 혁신 추진
▒▒ 서비스R&D분야 아젠다 발굴 및 육성전략 수립

• 서비스 연구·산업 현장의 중요 현안, 주요 쟁점 등을 분석하여 서비스R&D분야의 아젠다
발굴 및 육성전략 수립
• 서비스R&D분야 부처별 역할분담 및 전주기적 협업시스템 구축

-- 각 부처별 역할분담 및 상호 역할에 대한 연계·협업 방안 마련 및 추진 전략 수립
• 서비스R&D 및 산업 현장의 기술규제 발굴·개선
-- 서비스R&D-사업화 전 단계에 존재하는 규제를 조사·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서비스
R&D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발굴

• 신설된 서비스R&D 범부처 컨트롤타워 ‘서비스R&D특별위원회’ 구성·운영(1회) 지원
-- 서비스R&D특별위원회 운영방안(안), 서비스R&D 중장기 추진전략 및 투자계획(안) 심의
▒▒ 서비스R&D

홍보 브로슈어 제작 및 배포

• 서비스R&D 개념, 작동메커니즘, 추진전략, 투자계획 보급·확산을 위한 홍보자료
제작 및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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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R&D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4. KISTEP 소개

-- 서비스R&D분야 투자현황 및 정책현황 조사·분석을 통해 중점투자분야 및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

추진 연구과제

시사점

▒▒ 제조산업에서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이동하는 현재의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서비스R&D분야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 R&D 중장기 추진전략 및 투자계획’ 수립
분야 정책 및 사업 종합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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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연구실적

▒▒ 서비스R&D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한 서비스 R&D

2017년 정부 R&D 예산 배분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 황지호

▒▒ 정부 R&D

예산의 전략적 배분·조정을 통한 투자 성과 및 효율성 극대화

• 과학기술 진흥을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 R&D예산은 지속적으로 확대됨
※ 정부 R&D예산은 ’06년부터 ’15년까지 연평균 9.1%로 증가

• 그러나 ’16년도에 전년대비 1.1% 상승하여 그 증가세가 둔화됨에 따라 한정된 정부
R&D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와 집행에 대한 정부 대내외 요구 증대

2. 주요 대외활동

연구목적

• 정부R&D 성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전략적 배분을 통한 투자
효율성 극대화가 필요

▒▒ 정부

3. 발간물

연구내용

R&D 예산 배분·조정 지원

• ’17년도 R&D예산 부처 합동 사업설명회 개최 및 대상 사업검토 종합 지원
-- 예산심의 지원을 위한 ’16년도 R&D사업 상시심층 분석(2~7월)

-- ’17년도 R&D 예산심의에 대비하여 핵심사업에 대한 토론 중심의 사업 설명회 개최
및 사업별 검토의견서 작성 종합 지원(5~6월)
-- ’17년도 R&D예산 부처 합동 사업설명회(5.16~20, 더케이호텔)를 개최하여 총 274개
핵심사업 및 출연(연)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전문위/소관부처 간 기술·정책군별,
쟁점별 토론형식으로 진행
• ’17년도 정부 R&D예산 심의 및 예산배분·조정(안) 안건 마련 종합 지원
-- 장기계속사업 일몰시점 검토, 회계연도 일치 점검, 부처별 지출구조조정 현황 분석,
핵심사업 및 의견제시 일반사업 검토 등 배분·조정 심의 활용자료 마련·제시(2~7월)
-- 예산요구서 DB화 작업(5.12~18, 더케이호텔) 및 예비, 1차~3차(미결·쟁점사업)
심의 지원(5~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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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년도 195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개최

4. KISTEP 소개

-- 기
 술·정책 분야별(6개 전문위원회 및 국방전문위원회 시범운영) R&D 현황 및 주요
쟁점 분석, R&D 부처 중기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 검토, R&D사업 평가결과 분석
등을 통한 ’17년도 심의대상사업 심층 검토

추진 연구과제
▒▒

국과심 전문위원회(6개) 운영

•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상시 검토체제 구축을 통한 사업별 심층분석 수행

39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심의회, 소위원회(W/G)의 구성·운영 지원

연구책임자 이경재

• 연구현장 방문 활성화, 워크숍 및 지식공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정부

R&D 예산 배분·조정 결과 및 부처별 R&D 사업 홍보

※ 수도권 (`16.1.18~20, 서울 숭실대), 중부권 (`16.1.23~26, 대전 국립중앙과학관)

▒▒ 정부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안) 마련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의결
• 기획재정부의 R&D사업 예산(안) 편성 과정에 반영

투자 효율화에 기여하고 정부의 정책 이행을 위한 기반 마련

▒▒ 국가

연구내용

▒▒ 정부R&D

R&D 사업의 투자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구조적 비효율성 등을 심층 검토하며 주요
쟁점에 대한 효율적 투자방안 마련을 통한 투자성과 극대화

투자방향 및 우선순위 설정 지원

• ’17년 정부 R&D 투자방향 및 우선순위 설정
-- 투자방향 수립 프레임워크에 기반한 기술분야별 투자방향·중점투자분야 정책과제
중심 초안 마련(T/F 실무작업반 중심, ’15.12~’16.2)
-- 투자방향 안건 검토를 위한 미래부/KISTEP 검토 회의 개최(’16.1.14, ’16.2.2)

• 정부 R&D 투자방향 및 예산배분·조정(안) 제시 등을 통해 한정된 정부 R&D 예산 배분의
효율성 제고

-- 공청회 개최를 통한 대국민 의견수렴 실시

• 전반적인 국가과학기술수준 및 기술경쟁력,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적 기반
마련에 기여

-- ’17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 및 기준(안) 국과심 운영위 상정(’16.3.11)

※ ’17년도 정부R&D 투자방향 및 기준(안) 공청회(2.25 서울, 2.26 대전) 개최

▒▒ 기술별/정책별/사업별 R&D

• 기술분야, 특정·현안분야 등 정부 R&D투자 전략 수립에 기여
• 기술분야별 R&D투자 연계성 강화 전략을 통한 정부 연구개발 투자 효율성 및 성과
제고에 기여

• 정부 R&D 예산 홍보, 기술분야별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대국민 의견 수렴 및 홍보 수행

•기
 술·정책 분야별 국과심 전문위분야 중심의 투자효율화 방안 마련
-- (목적) 국가 R&D사업에 대한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술·정책 분야별
개선방안 제시
-- (추진절차) 전문위별 효율화 대상 기술·정책 분야 확정 → 분야별 소위원회 및 W/G
구성 → 효율화 이슈·문제점 종합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 (대상) 전문위 운영 개선, 예타 제도 개선, 우주, 원자력, 뇌연구, 플랜트 등 다양한
기술·정책 분야 이슈
-- (결과활용) 기술·정책 분야별 투자전략 및 부처 간 연계방안 수립
• ’17년도 국가연구개발 신투자모델 토론회 개최
-- 급변하는 R&D 투자환경 변화에 선제 대응하고, 융합과 협업을 촉진하는 혁신적
투자전략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캠퍼스, ’16.11.10

▒▒ 공공기관 연구개발투자권고 마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중 기업부설연구소가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투자권고 추진
* ’17년도 순매출액 46조 7,806억 원의 2.81%(12조 3,153억 원)를 연구개발에 투자하도록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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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국민 홍보를 통해 과학기술 문화 기반 마련

효율화 방안 제시
4. KISTEP 소개

▒▒ 정부R&D사업 투자전략성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

3. 발간물

▒▒ 국가 R&D

연구목적

2. 주요 대외활동

• ’17년도 정부 R&D 사업 부처합동 설명회를 통한 과학기술 관계자 및 대국민 홍보

시사점

2017년 정부 R&D 투자우선순위 설정 및
효율화 방안 연구

1. 주요 연구실적

-- 정부 R&D예산 심의결과 전문위 설명회 및 전문위 위원장 간담회(1차: 6.15, 2차:
8.29) 개최 및 지원

추진 연구과제

-- (전략성 강화) 기술분야 중장기 투자전략(’16년~’18년)과 연계한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에 따른 공공기관별 중점투자전략 수립 유도

-- (기관별 빅데이터 구축·활용계획) 공공기관이 보유한(또는 외부 융합)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공공서비스를 향상하거나 시장수요를 반영한 자체 빅데이터 구축 및 개방
활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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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개방형 포럼 방식을 활용한
과학기술정책 이슈 연구

1. 주요 연구실적

-- (정확성 제고) 순매출액 기준 명확화(각 기관이 공시하는 별도 재무제표상 항목 명시)
및 기관제출자료 검증시스템 구축

연구책임자 황지호

※ 대상기관(30개) 중 17개 기관이 빅데이터 중장기 투자계획 마련(총 691억 원)

-- 개선된 권고 기준을 반영한 「’17년도 공공기관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권고(안)」마련·
국과심 상정(10.31) 및 우수기관* 포상 추진

연구목적

▒▒ ‘창조경제와

과학기술’ 관련 최근 현안과 이슈에 대한 혁신적 대안 도출을 목적으로
개방형 플랫폼 기반 토론의 장 제공

• 창조경제와 국민행복을 실현하고 선도형 R&D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아이디어 논의 및 공유

▒▒ 장기계속사업에 대한 일몰제 도입 및 일몰대상사업 기간연장 적정성 검토

• 사업의 목적 및 특성에 따라 ‘계속지원형’과 ‘일몰형’으로 분류하고 ’16년~’20년까지
범위 내에서 일몰시점 설정

2. 주요 대외활동

* ’16년도 연구개발투자 우수 공공기관 :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국토정보공사

-- 장기계속사업의 관행적 계속 사업화 방지와 효율화를 위해 ’15년부터 일몰제 도입·시행
• 일몰형 사업 기간연장 적정성 검토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및 기간연장 적정성 검토

연구내용

• 주제 및 발표·토론자를 선정하여 ’16년 총 20회 ‘KISTEP 수요포럼’ 개최
※ (포럼 운영 개선) 충분한 논의를 위한 포럼 운영시간 확대(90분 → 120분), 동영상 시청자를 위한 발표
영상 개선, 정책제언 강화를 위한 결과요약 체계화

※ ’18년 일몰대상 82개 사업에 대한 일몰기간 적정성 검토

시사점

▒▒ 정부 R&D

투자 우선순위 설정의 전략성 및 투자 효율성 제고

• 정책 및 기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을 설정함으로써
국가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
•기
 술·정책분야별 국가연구개발 예산의 전략적 배분·조정을 통한 기술경쟁력 및 연구
성과 제고

▒▒ 근거기반의 심층적 사업 분석을 통한 의사결정 구조의 체계화 추구

▒▒ 과학기술기반의 창조경제 실현, R&D

혁신을 위한 수요자 기반의 다양한 정책 대안 제시

• 기존의 공급자 중심 정보제공 및 정책 수립에서 탈피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개방형 형태로 수렴함으로써 집단지성 구현의 변화 모색
▒▒ 각 분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속적 정책수립 관련 의견 교류 기반 마련

• 관련 전문가 및 정책수혜자가 의견을 교환하고 개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협업
플랫폼 제공
5. 2017 주요 사업 추진 계획

• 일몰형 사업 기간연장 적정성 검토를 통한 장기계속사업의 관행적인 계속 사업화를
점검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의 지출을 방지하여 정부R&D 예산의 효율성 제고

시사점

• 적극적 대외홍보 추진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일반국민 참여 촉진
• 주제별 정책적 제언 강화를 통한 논의 실효성 제고 및 정책적 파급효과 증진

• 국가 R&D 정책방향 설정을 위해 투자의 효율성 제고 및 국정과제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근거기반의 분석기반 추구
• 정부 R&D 투자방향 및 예산배분·조정(안) 제시를 통해 한정된 재원활용의 효율성 및
이를 통한 과학기술 수준 제고에 기여
• 공공기관에 대해 선제적 연구개발 투자를 권고함으로서 민간부문의 자발적 연구개발
투자 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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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KISTEP 소개

• 국가연구개발 전략성 강화 및 예산배분·조정과의 연계를 통한 정책추진 실효성 제고

및 과학기술 분야와 이슈를 포함한 기술/정책 분야 어젠다를 발굴하고 관련
전문가 발제 및 참여자 간 의견 교류 협력 체계 운영
3. 발간물

-- ‘일몰형 사업’으로 분류된 주요/일반 R&D 장기계속사업 중 부처에서 사업기간 연장을
요청한 사업의 기간연장 적정성 검토

▒▒ 창조경제

1. 주요 연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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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연구과제

< ’16년도 수요포럼 주제 목록 >

’16.4.6

최재붕 교수
(성균관대 기계공학부)

② 자율주행 자동차가 바꾸는 2030년 미래사회

’16.5.4

선우명호 교수
(한양대 미래자동차공학과)

③ 인공지능이 열어갈 기술혁명의 시대

’16.6.1

이승민 책임연구원
(ETRI 미래전략연구소)

④ 금융과 IT의 융합, 핀테크 산업동향과 우리의 과제

’16.6.15

임정욱 센터장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⑤ 3D프린팅과 산업혁명 4.0

’16.7.13

최성권 교수
(서일대 산업디자인과)

⑥ 유전체 혁명과 바이오경제 시대

’16.11.2

김진수 단장
(IBS)

⑦가
 상·증강 현실이 바꾸는 미래세상, 그리고
우리의 대응

’16.12.7

우운택 교수
(KAIST 문화기술대학원)

① 한국 제조업 First Mover 전략

’16.3.2

김상윤 수석연구원
(포스코경영연구원)

② 기술혁명의 시대, 공공 R&D의 변화를 주문하다

’16.4.20

주원 수석연구위원
(한국경제연구원)

③ 미래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산업혁신전략

’16.7.27

이종일 교수
(한국뉴욕주립대 기술경영학과)

④ 거대연구시설과 기초과학, 추진현황과 과제?

’16.11.16

유경만 대표
(과학기술전략연구소)

① 한미약품 성공 사례와 대한민국 신약개발의 미래

’16.3.16

권세창 부사장
(한미약품)

② 미세먼지, 과학기술의 역할과 해법

’16.8.10

박기홍 교수
(광주과학기술원 환경공학부)

③ 지능정보사회로의 진전과 사이버 보안 미래 과제

’16.9.21

이경호 교수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④ 지속가능성장의 열쇠, 미래 에너지와 에너지신산업

’16.10.19

이유수 실장
(에너지경제연구원)

① 제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사회 모습과 일자리

’16.8.24

곽재원 원장
(경기과학기술진흥원)

② 빅데이터 시대의 조망과 인재양성

’16.10.5

박성현 회장
(사회적책임경영품질원)

① 글로벌 저성장시대 한국산업 위기와 해법

’16.1.27

장석인 선임연구위원
(산업연구원 주력산업연구실)

② 新기후체제 현황과 우리의 과제

’16.2.17

오대균 실장
(에너지관리공단)

③ 중국 경제·산업 패러다임의 전환과 미래 전망

’16.6.29

김명신 차장
(KOTRA 상하이무역관)

I. 과학 기술
기반의
창조 경제
실현

II. 정부 R&D
혁신

III. 국민
행복 기술

IV. 창의적
인재 양성

V. 과학 기술을
통한
국격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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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김홍영

연구목적

▒▒ 제조업의

연구내용

▒▒ 제조업 환경 및 제조업관련 R&D정책 현황 조사

스마트화를 위한 중요수단인 스마트공장 관련 R&D 정책 및 투자현황 조사,
특허분석 및 설문조사를 통해 향후 스마트공장 관련 정책 추진의 전략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 방향 제시

• ICT와 제조업의 융합, 서비스와 제조업의 융합 및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른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로 인하여 경제에서의 제조업 비중이 재조명되고 있음
• 주요국들은 제조업 부활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제조업 육성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제조업 3.0 전략(’14년)’을 수립하여 IT·SW 융합으로
제조업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및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스마트공장 R&D

현황 분석

• 정부R&D 지원은 ’11년 이후로 계속 증가해 왔으며, 수행주체로는 출연연·중소기업·
대학 순으로 지원 비중이 높고, 연구단계는 개발·기타·응용·기초 단계 순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기술분야로는 제조실행분석 애플리케이션, 사이버물리 플랫폼, 스마트센서·
메모리 분야 등 특정 세부 분야에 집중 지원되고 있음
• 국가별 특허출원 동향(’10년~’15년)을 살펴보면 한국, 미국, 유럽 등은 전반적으로
출원건수가 상승하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 최근 주춤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또한,
대다수의 국가가 자국에 특허를 출원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스마트공장 관련 표준화는 아직 개념, 표준화 범위, 표준화 항목, 관련 기존 표준, 추가
개발 표준화 항목, 표준화 로드맵 등에 대한 표준화 기획 연구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폭넓게 보급하는 전략’으로
지원하고 있음
▒▒ 스마트공장 도입 확산 및 기술개발 관련 인식조사

•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위해 ‘기술개발과 보급 확산을 연계하여 함께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67.9%)ʼ이라는 의견이 많았으며, 우선 지원이 필요한 분야로는 ‘기술 고도화
(50.5%)ʼ와 ‘보급 확산(49.5%)ʼ이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됨

1. 주요 연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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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스마트 신인류가 만드는 초연결사회, 우리의 준비는?

제조업 스마트화를 위한 국가R&D
전략연구

4. KISTEP 소개

연사

3. 발간물

진행일시

2. 주요 대외활동

수요포럼 주제

1. 주요 연구실적

유형

추진 연구과제

42

국방 R&D 투자 효율화 방향제시를 위한
기초연구

1. 주요 연구실적

• 각 스마트공장 요소기술에 대한 우리나라 수준은 ‘통신/네트워크ʼ기술을 제외한 모든
요소기술에서 2점 중·후반대(5점 기준)로 평가되었으며, 집중해야 하는 기술은 ‘플랫폼
파트(45.9%)ʼ, ‘디바이스 파트(로봇 포함)(21.1%)ʼ, ‘애플리케이션 파트(19.3%)ʼ, ‘공통
파트(표준, 보안 등)(13.8%)ʼ 순으로 조사됨

연구책임자 나승혁

▒▒ 정책제언

• 스마트공장 지원 목적에 따른 전략 설정

연구목적

• 스마트공장 R&D

▒▒ 우리나라의

국방 R&D는 자주국방을 기치로 대략 ’70년부터 ’15년까지 약 45년 동안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진행해 오면서 질적·양적으로 고성장을 지속해 왔음

• 국방선진국들은 미래戰 또한 대비하며 국방 R&D 비중을 확대하고 있어 이의 동향을
파악하여 우리의 국방 R&D 추진방향에 참고가 필요한 실정임

-- 스마트공장 적용 가능 기술개발은 출연연 중심으로는 예산규모가 크고 중·장기 수행
과제 지원이 많았으며 중소기업은 단기 소규모 단위의 과제지원 및 산발적 추진으로
인해 지원이 미흡

• 민간부문 R&D 역량이 급격히 성장한데다 국방 R&D를 둘러싼 환경변화로 이를 반영할
새로운 접근 필요성 및 그간 국방 R&D의 효율성 문제 대두로 국방 R&D 투자 효율화 및
제반분야에서의 관리체계 개선을 통한 선진화 환경 구축이 필요함

-- 따라서 정부지원이 많았던 분야는 성과분석을 통한 미래지향적 사업기획을 추진하고,
상호운용 솔루션과 모델링·시뮬레이션 분야 및 산발적으로 추진되거나 지원이
부족했던 분야는 변화된 환경을 고려하여 신규R&D사업 기획 추진 필요
-- 시스템 연결성 및 상호운용을 위한 기반 기술에 대한 수요가 높으므로 플랫폼 파트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 상대적으로 특허출원이 미흡한 사이버물리(CPS) 및 클라우드
플랫폼 기술분야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기술 선점 필요

• ’17년부터 정부 R&D 예산배분·조정 시 국방 R&D 분야도 본격 검토가 예상됨
-- 따라서 본격 예산배분·조정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이 필요하며, 동 자료로서는 그간
추진체계, 투자현황 및 성과 등을 종합 조사 분석·정리하여, 효율화 방안 발굴과
제시가 필요함

-- 스마트공장의 지속적 확산이 예상되므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술개발이 필요하며,
스마트공장에서는 타 시스템·장치와의 연동·통합이 필요하므로 공장 전체관점에서
시스템적 접근과 상호연계·호환성이 가능한 분야의 기술경쟁력 강화 필요

※ 국방 R&D 관련 기관은 국방부(합참)/방위사업청/ADD/국방기술품질원(DTaQ)/방위사업체 등임

-- 스마트공장은 장비·SW·시스템의 통합·연계가 핵심이므로 이를 위해 표준화된 요소
기술개발이 매우 중요하며, 국내 참조아키텍쳐 모델, 산업통신망 표준 통합, 미들웨어
표준화 등 스마트공장 표준화를 위한 국제적인 공조를 추진해 독일, 미국 등이
주도하고 있는 국제표준화 시장에 적극적 참여 필요

▒▒ 국방

R&D 추진체계, 투자 현황 및 성과, 해외 동향 등의 조사 분석을 통해 향후 효율화
이슈를 발굴하여, 본격적인 예산배분·조정에 참고 가능한 기본 정보 제공

• 국방 R&D 추진체계, 현황 및 특징에 대한 조사 및 분석
-- 국방기획 관리체계(PPBEE) 관련 기관 및 법·제도 등 조사 및 분석
-- 연구개발 단계 및 주요 무기체계 개발 특징, 예산 투자 현황·추세(’70년~’15년) 분석
• 기존 선행 연구(국방 R&D 연구개발 투자효과 관련) 자료 조사 및 분석
• 국가 R&D·국방 R&D 사업에 대한 기획 및 추진 방법, 투자 현황, 주요 분야별 투자 성과
등 특징 및 성과 비교
• 해외 주요 방위산업선진국 국방 R&D 투자, 민군기술 협력 동향, 특징 등 조사 분석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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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제조업의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고 제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제조방식의 스마트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공장의 보급·확산,
기술개발, 표준화에 대한 국가R&D 전략을 제시함

1. 주요 연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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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화

연구내용

4. KISTEP 소개

• 보급·확산

-- 보급확산은 기업의 규모 및 업종에 맞게 수준별 우선 지원책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지속적인 지원 추진을 위한 체계적 보급확산 지원체계 및 제조업 스마트화를 직접
지원하는 금융·세제 지원 프로그램도 병행 지원 필요

3. 발간물

• 국방 R&D 예산 규모가 팽창함에 따라, 국방 R&D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국과심)
검토체계로 일부 신규 편입하고, 민군기술협력 활성화·진흥 및 투자효율성 제고를
추진함(국과심, ’17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 기술경쟁력 강화

--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 구축 효율화·고도화를 위한 기반 조성 → 구축 결과 활용을
위한 인력 양성 및 신산업 창출’로 이어지는 수요산업 확산을 위한 선순환 구조 확립
필요

2. 주요 대외활동

-- 정부의 지원은 보급·확산과 센서, 통신,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로봇, 인공지능 등
요소기술 개발이라는 단편적인 지원에서 요소기술 간의 결합이 가능하고, 요소기술
기반의 생산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전략으로 변경 필요

추진 연구과제

시사점

▒▒ ’17년도부터

‘국방 R&D 분야의 투자 효율화’가 국과심에서 논의될 예정인 바, 투자
효율화의 올바른 방향 도출을 위해서는 아래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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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 R&D 사업예산 배분·조정과 예산편성 기본방향으로 정부
R&D 투자 효율화 방안을 추진 중이나 국가 및 국방 R&D 사이의 성격이 상이하므로
기획관리·추진체계·성과평가 차이 특성 등에 대한 반영 및 검토가 필요함

방산 선진국의 ‘현존 전력에 대한 성능개량 및 미래전에 대비한 감시 정찰,
네트워크, 정밀무기, 무인화 등 신무기체계 연구개발’관련 정책 동향에 주목할 필요

연구목적

▒▒ 향후 본 연구의 후속으로 국가 및 국방 R&D의 경제성과 측정·법·제도 개선 및 민군진흥

발전방향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기관평가) 출연연구기관의 경영 및 연구 성과평가를 통해 임무중심 기관평가 실시 및
효율적 평가 수행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연구내용

▒▒ (중간평가)

각 부처가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체계 및 목표 달성도 등에 대해
성과 중심의 평가를 수행하여 연구 생산성 및 재정 효율성 제고

3. 발간물

• 투자효율화에 대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국방 R&D 개선을 위한 실패사례 분석
관련 지속적 조사 분석 필요

자율적인 평가를 통해 R&D 추진상의 개선을 도모하여 소관부처의 자율성 및
책무성을 높이고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상위평가를 통해 정부 연구개발의 효율성 제고

• (중간평가) 부처가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체계 및 중간성과 등에 대한
주기적 평가(모니터링)를 통해 연구 생산성 제고

• 국방 R&D, 나아가 특정 무기체계 개발에는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개념 및 체계 개발
기간 중 이미 기술이나 장비 진부화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국가 차원의
민·군 과학기술 연계성 강화를 통해 진화적 획득 보장을 위한 국가 차원 민·군 과학기술
융합 노력 필요
• 국방 R&D 분야의 투자성과에 대한 선행연구 조사 분석결과, 경제성장에 대해 국방 R&D
가 긍정적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확한 분석 방법 및 객관적 측정은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바, 정확하고 객관적인 경제성과 분석을 위한 모델 방안 제시 필요

▒▒ 부처의

2. 주요 대외활동

▒▒ 주요

국가연구개발 중간·기관평가

1. 주요 연구실적

• 국방 R&D 투자는 ’14년부터 ’18년까지 70.1조 원을 마련하는 등 방위력개선비의
연평균 10.6% 증액 계획으로 지속적인 국방 R&D 예산 증가가 전망되는 가운데 계획과
실제 예산 간 괴리 가능성이 상존함

※ ’16년에는 국가 재정효율화 차원에서 재정사업 통합평가 체계를 도입하여 일반재정, 지역 사업과 같은
시기에 진행

• ’15년 수행된 103개 R&D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및 상위평가 실시
* 전체 평가 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약 50%에 해당하는 사업

-- 부처별로 평가과정의 충실도, 평가결과의 적정성, 지출구조조정의 적정성 3개 항목
(7개 평가지표)에 대한 평가 실시

4. KISTEP 소개

• 상위평가에서 부처 단위의 적절성 점검을 실시하고, 우수·미흡 등급 사업에 대해
개별적으로 확인·점검 실시

-- 사업별로 자체평가지침에 따라 부처의 자체평가 결과를 재점검하여 부처의 자체평가
점수 및 등급 부여의 적절성 검토
※ 사업별 확인·점검 결과는 예산 배분·조정 및 포상 등에 활용

-- 종전 계획, 관리, 결과·환류 항목의 7개 지표에서 관리, 결과 항목의 4개 지표로
간소화하고 상위평가의 사업별 확인·점검 최소화
-- 부처의 자체평가 결과를 존중하되, 평가 관대화 경향 방지를 위해 평가결과에 따른
세출구조조정 목표* 사전 부과
* ’16년 세출구조조정 목표: 부처 자체평가 결과 미흡 사업 중심으로 평가대상사업 총 예산(’16년 기준)
의 1% 구조조정(예산요구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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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연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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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7 주요 사업 추진 계획

• 평가지표 및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부처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수행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

추진 연구과제
▒▒ (기관평가)

경영성과계획서 점검, 중간컨설팅평가, 종합평가 등 임무중심형 평가 및
공통기준형 평가 병행 실시

※ 부적정 등급을 받은 부처·연구회의 연구기관에 대해서 재평가 요구(’16년 8개 기관)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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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컨실팅평가 14개 대상 기관 자체평가의 절차·체계에 대한 적절성 점검 및 기관별
평가결과 도출에 대한 적정성을 점검하는 상위평가 실시(연 2회)
• 연구기관에서 수립한 경영성과계획서 점검 시 미래부의 주요정책 및 필수항목
반영여부에 대한 정책방향 중점 점검

연구목적

※ ’17년부터 모든 연구기관은 임무중심형평가로 전환

▒▒ 과학기술정책

이슈 및 사업간 조정 또는 연계가 필요한 R&D사업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투자 효율성 제고

• 성과중심의 정량·정성적 심층 분석을 통해 R&D사업의 성과제고

• 경영성과계획서 작성 지침 발간, 기관평가 지침 개정 등 기관평가 제도개선 지속 추진

• 특정평가를 통한 과학기술정책 수립·조정 기능을 확대하고, 평가-정책-예산의 연계성
강화 추진

시사점

2. 주요 대외활동

• 공통기준형 적용대상 기관(4개)의 자체평가 적절성 점검 실시

국가연구개발사업 특정평가 사업

1. 주요 연구실적

• 종합평가 18개 대상 기관 자체평가의 절차·체계에 대한 적절성 점검 및 기관별 평가
결과 도출에 대한 적정성을 점검하는 상위평가 실시(연 4회)

▒▒ (중간평가) 부처의 자체평가 충실도 제고 및 사업의 질적 성과 우수성 제고

• 확인점검 대상 사업의 사업별 성과 목표 달성도는 양호한 편이나 성과의 질적 우수성 및
사업 관리 부문의 평가 결과가 다소 미흡하여 성과 우수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

연구내용

▒▒ 국가적 현안과 장기추진 정책 관련 사업군을 발굴하여 효과성 및 사업추진체계 분석

• 인체감염병대응 사업군(3개 부처 5개 사업), 산업인력양성 사업군(6개 부처 11개 사업),
국제공동연구 사업군(4개 부처 5개 사업)을 대상으로 성과분석 및 추진체계의 적절성을
중점 검토

3. 발간물

• 부처의 자체평가 과정 및 결과의 적절성은 대체로 양호한 편이나 외부 지적사항의 사업
개선 반영 및 사전에 합의된 성과목표·지표의 활용 항목에서 다소 미흡한 경우가 있어
향후 부처의 자체평가 충실도 제고 필요

▒▒ 성과미흡 사업에 대한 심층적 실적분석 및 사업추진체계 분석

• 뿌리산업경쟁력강화지원, 지역연구개발활성화 등 평가등급 ‘미흡’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체계 분석 및 성과제고 방안 도출

• 기관 임무부합 및 미래방향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목표설정 및 평가의견
제시를 통해 연구성과의 질적 수준 제고 유도 필요

▒▒ 사업(군)별 연구진 및 총괄조정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평가결과의 신뢰성·전문성 제고

• 기관별 고유임무 및 특성을 고려한 핵심 성과 중심의 임무중심형 기관평가 체계의
안착을 위한 평가 간소화 및 평가역량 강화 필요

• 사업별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진을 구성하고, 다각적인 검토를 통한 평가결과 도출
• 총괄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평가계획, 최종결과 등을 검토
5. 2017 주요 사업 추진 계획

< '1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특정평가 체계 >
특정평가 총괄조정위원회
(위원장) 민간위원, 미래부 성과평가국장

인체감염병대응
사업군

104

2016 연차보고서

4. KISTEP 소개

중장기적 관점의 평가 유도 및 핵심 성과 중심의 평가체계 구축을 통해
출연연구기관 연구성과의 질적 수준 향상 유도

▒▒ (기관평가)

산업인력양성
사업군

국제공동연구
사업군

•추진전략 점검
•평가결과 종합 조정·확정

뿌리산업경쟁력
강화지원사업

지역연구개발
활성화사업

1. 주요 연구실적

105

추진 연구과제

시사점

▒▒ 평가결과(사업개선 권고사항)

-- (인체감염병대응사업군) 범부처 추진체계의 실효성 확보, 신종 및 국내 미유입 감염병
관련 연구 선제적 투자 강화 및 사업 방향성을 고려한 일부 사업 이관 추진

45

-- (산업인력양성사업군) 사업별 지원목적을 명료화하고 인력양성과 취업고용의 연계를
강화하되, 일부사업의 경우 사업구조 개편 및 비R&D전환 필요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성 평가 사업

1. 주요 연구실적

• 사업추진 방향 조정 및 사업간 연계 또는 사업구조 개편 필요

연구책임자 류영수

-- (국제공동연구사업군) 전략적·자율적 공동연구를 구분하여 선진형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하고, 해외 매칭 자금규모 확대 등 상호 호혜적 공동연구 수행 필요
• 사전수요조사 강화 및 유시기관과의 통합·연계 추진 필요

연구목적

▒▒ 기획재정부의

R&D 신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전 기술성을 평가하여 적합
여부 및 의견을 기재부 장관에 제출

• 대규모 예산과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형 신규 R&D 사업의 추진 필요성과 사업기획
내용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R&D 예산 집행의 효율성 강화

-- (지역연구개발활성화) 지방과학연구단지의 타 지역거점기관과의 통폐합 또는
연계운영 추진 및 연구개발지원단을 지역 R&D전담조직으로 지정하여 지역 R&D
조사·분석, 사업 기획·발굴의 중심조직 역할 수행

2. 주요 대외활동

-- (뿌리산업경쟁력강화지원) 저활용 장비에 대한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신규 센터 장비
구축 시 사전 수요 조사 및 유사·중복성 검토 후 수요가 낮거나 중복되는 장비는 구축
대상에서 제외 필요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거시적, 다각적인 검토를 통하여 국가
과학기술 수준의 발전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 추진

▒▒ ’16년도 기술성 평가 대상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 수행

• 부처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력 향상 및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기술성 평가 실시

3. 발간물

연구내용

-- 기술분야별 기술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기술성 평가 자문위원회의 자문·검토를
거쳐 사업기획내용 평가

▒▒ ’16년도

상·하반기 기술성 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평가 수행 결과 총 30개 사업을
대상으로 기술성평가를 실시하여, 19개 사업을 ‘적합’사업으로 도출(적합률 63.3%)

4. KISTEP 소개

-- 기술개발의 필요성·시급성, 국고지원의 적합성, 기존 기술 및 사업과의 차별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 6개 항목을 중심으로 평가 수행

• 예비 검토제 수행을 통해 기획보고서의 형식요건이 미비한 3개 사업의 경우 기술
소위원회 검토 이전에 평가 대상에서 배제
5. 2017 주요 사업 추진 계획

• ’15년 기술성 평가 결과 최종 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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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연구과제

시사점

▒▒ 신규 R&D사업의 차별성 및 구체성 측면에서의 부처의 사업기획력 제고

46

-- 이는 현재 부처에서 구체적인 사업기획을 기술성 평가 이후 예타 수행 중이나 과제
공모 이전 시점까지 보완하는 등 사전 기획이 충실하지 못한 점을 반영하고 있음

국가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질적 평가
고도화 기반 연구

1. 주요 연구실적

• ‘사업계획의 구체성’ 평가항목에 포함된 ‘사업기획의 충실성’, ‘사업구성의 적절성’,
‘사업추진체계 및 전략의 적절성’ 등 3개 평가지표에서 A등급을 받은 사업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남

연구책임자 이상현

▒▒ 실시횟수 확대에 따른 평가 간소화 및 예산 확대 필요

연구목적

•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16.11)으로 ’17년부터 연 4회까지 기술성평가 수행 예정

▒▒ 현재

평가시스템 상에서 질적 평가 장애요인 극복방안 논의와 더불어 보다 생산적인
평가문화 구축을 위한 질적 평가 고도화 방안 제언

• 출연연 및 대학을 중심으로 평가 프로세스 및 방법, 평가 지표 및 주체 등 현재 질적
평가 실태 조사 및 비교·분석을 통해 고도화 방안 도출

• 향후 사업기획의 완성도 및 국고지원의 필요성 여부 등 핵심 검토내용 위주로
평가내용을 간소화하고 예산을 확대하는 등의 대응방안 마련 필요

연구내용

2. 주요 대외활동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제21조의3) 개정에 따라 ’16년 상반기부터 모든 예타 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기술성 평가가 수행

▒▒ 평가

제도를 통한 집단의 행태 및 고유가치 변화가능성 탐색 등 평가문화와의 인과관계
및 영향요인에 대한 이론적 고찰
3. 발간물

▒▒ 연구개발 성과 정량·정성 평가의 질적 지표 설정 실태 조사

• 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 평가, 대학 및 출연 연구기관에서 활용되는 계량 질적 지표 활용
현황 및 정성평가 수행 실태 조사
▒▒ 관리자 및 연구자 등 이해관계자 간 바람직한 평가시스템 및 정성평가 방법론 등에 대한
4. KISTEP 소개

인식 및 간극(GAP) 조사
▒▒ 전주기 평가시스템에서 질적 평가 적용 시 주요 이슈 및 장애요인 극복방안 고찰

• 질적 평가 적용 시 문제점 및 이슈 고찰과 해결방안
• 연구성과 발현시기를 고려한 질적 평가 시점 및 방법론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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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별 질적 평가 활성화를 위한 장애요인 극복방안

1. 주요 연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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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연구과제

시사점

▒▒ 질적

• 질적 평가의 궁극적 목적(우수 연구성과 창출 지원) 명확화 및 연구자·연구기관의 평가
방법·지표 설정 자율성·책임성 인정

47

연구책임자 엄익천

• 책임성과 신뢰 강화를 위해 평가위원(장) 실명을 공개하고, 연구자(피평가자)의 연구
(내용·결과) 발표(설명) 책임 강화
• 연구성과에 대한 정량적 평가와 연구내용에 대한 정성적 심층평가를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필요시 서면평가 확대 및 강화

연구목적

• 국가 R&D 사업 또는 과제의 경우, 선정 단계의 질적 평가에 개념을 심층적으로
적용하여 엄격하고 공정하게 수행

▒▒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국가 연구개발 투자 현황에
대한 조사와 관련 분석자료 산출

▒▒ 국가연구개발의 정책기획과 수행, 평가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2. 주요 대외활동

• 연구개발 사업과 과제 간 평가지표 연계성 강화 및 기존 평가 방식을 재검토하여 새로운
평가시스템 구축 지향

201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1. 주요 연구실적

평가 고도화 방안(초안)에 대한 ‘실무적 실행가능성’과 ‘파급효과’ 정성평가 이후,
적용 시급성(즉시, 단기, 중기)을 별도로 평가하여, 질적으로 우수한 연구성과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질적 평가 고도화 방안을 종합의견으로 제시

< 국가연구개발 사업 조사·분석의 주요 연혁 >

• 평가단계별(선정, 중간, 종료) 종합적 정성평가 의견을 차기단계의 평가결과에
지속적으로 연동하여 환류

◆ 1999년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제6조2항에 근거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시범사업 실시

※ 기초단계 연구 사업·과제의 선정·종료 및 대학·출연연의 개인연구성과 평가에 적용; 학회발표 등을
통한 연구 시사점 보급으로 향후 정책수립 시 반영 기대

◆ 2000년

국가R&D사업 조사·분석 실시

◆ 2005년

모든 R&D사업(인문, 국방 포함)으로 조사대상 확대와 성과항목 추가

◆ 2009년

과학기술표준분류의 이차원 분류체계 조사·분석 적용

◆ 2012년

조사대상을 위탁·공동과제로 확대와 조사항목에 연구비 비목 추가

3. 발간물

• 연구자 개인연구성과에 대한 평가 철학, 방법, 지표 등의 성격이 국가 R&D 사업 또는
과제 평가의 그것과 상통하도록 추진하여 연구현장 체감도를 제고하고 고신뢰의
평가문화 정착 촉진

◆ 2013년	연구수행주체 ‘중견기업’ 분류 추가와 ‘범부처 사업’ 구분, 적용분야 분류체계 개선 등의 정책수요를 반영한
조사항목 세분화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국가전략기술’ 조사를 통한 정책 활용도 제고

◆ 2015년

국가승인통계 12703호 지정

4. KISTEP 소개

연구내용

◆ 2014년

▒▒ ’15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총괄 조사·분석 수행

• ’15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자료수집과 데이터 품질 관리

* 부처별 미래부(6.5조 원, 34.3%), 연구수행주체별 출연연(7.8조 원, 41.4%) 등이 가장 높음

•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관련 연평균 200건의 관련 통계 제공
▒▒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업무 프로세스 개선

• 신뢰성 있고 일관성 있는 조사·분석 업무 수행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입력
매뉴얼 작성
•조
 사·분석 검증 기간 단축을 통한 자료의 정책적 활용도 제고*
* 국가과학기술심회의 조사분석 안건 상정 시기 단축: ’14.7.23 → ’15.7.7 → ’1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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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7 주요 사업 추진 계획

-- 35개 부처·청·위원회(범부처 포함) 639개 세부사업(18조 8,747억 원) 54,433개
세부과제의 조사·분석 실시*

추진 연구과제
▒▒ ’1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실시계획(안) 마련

• 국가R&D 통계수요 증가에 따른 적시적인 항목 개편 추진*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의 중분류(369개) 입력에서 소분류(2,899개)까지 입력 확대, 국가과학기술표준분
류의 임시분류에 대한 재난/재해 분류 추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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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1. 주요 연구실적

• 조사·분석 제도개선 전문기관과의 협의체 구성·운영

연구책임자 조현정

• 효율적 정보수집과 분석체계 구축

조사·분석 결과 통보

미래창조과학부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조사·분석
결과 보고와 보고서 제출

미래창조과학부

연구목적

▒▒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성과지표 개선 등 제도개선 추진

• 국가연구개발사업 산출성과에 대한 다각적 분석을 통해, 성과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방법론을 연구하고 국가 R&D 정책의 효율성·효과성 제고 기틀 확립

조사·분석
기준과 지침 마련

조사·분석 자료 제출

< 국가연구개발 사업 성과분석의 주요 연혁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ISTEP)
산업통상자원부
조사·분석 제출자료 검증

◆ 2005년

성과자료 제출 가능한 사업에 한하여 시범조사 실시

◆ 2006년

모든 사업에 대해 성과자료 입력 시행

방위사업청

환경부

국가과학기술지식
정보서비스(NTIS)

◆ 2008년

SCI논문, 국내특허, 기술료, 사업화 성과분석 최초 실시

◆ 2012년

SCI논문 피인용도 분석 시작 및 성과통계 시계열 분석 강화(5년)

◆ 2014년

SCI논문과 특허성과의 분석 강화

◆ 2016년

기술료·사업화 등 경제적 성과 지표 점검 및 기술료 신규 지표 추가

3. 발간물

◆ 2007년	성과지표 간소화(15개 → 6개), SCI논문·국내특허·기술료 항목 검증 시작, 조사·분석과 연계하여 공식
집계 착수 (성과분석은 미실시)

일반에 공개

▒▒ 대학, 출연(연), 기업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여 생산한 ’14년도 성과를 포함한

5년(’11년~’15년)간 연구개발 성과의 분석
* 성과년도의 입력기준은 과제 협약이 아닌 성과 발생일 기준임

▒▒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 수립과 R&D사업 추진의 효율화에 기여

•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은 과학기술 종합조정에 기초가 되는 시의성 있는 통계자료
제공을 통해 R&D 효율화에 기여

• 과학기술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한 적시의 항목 개편, 자료의 수집·검증체계 효율화 필요

• 논문, 특허, 기술료, 사업화, 인력양성, 연수지원 등 6개 성과 항목의 안정적 수집 및 분석
• 논문, 특허 등 성과데이터 검증과 SCI(E)논문, 국내특허 기여율 조정
5. 2017 주요 사업 추진 계획

▒▒ 자료의 수집·검증체계 효율화와 대국민 통계서비스 강화 필요

▒▒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에 대한 다각적 분석 실시

• 부처별, 기술 분야별, 연구수행주체별 등 과제정보에 기반한 성과정보 기초 통계분석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발생한 SCI(E)논문과 특허 등에 대한 질적 가치 분석
▒▒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지표에 관한 제도개선, 정책 수요 대응 및 통계 서비스

• 기술료 수집항목의 조사지표 개선, 논문검증 대상 확대와 효율성 강화 등 정책수요에
대응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 성과 검증 매뉴얼의 갱신과 유지·보수 및 대내외 요청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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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
시사점

2. 주요 대외활동

연구개발 관련 35개
부·처·청·위원회
(범부처 포함)

1. 주요 연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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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연구과제

시사점

▒▒ 논문,

특허, 기술료, 사업화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모두 상승세로 양적 성장과
더불어 질적 우수성 확보 노력 지속 필요

49

▒▒ ’16년에는

기술료 지표 개선(항목 세분화)* 및 재조사를 시행한 결과, BT분야를 비롯한
기술료 성과의 증가폭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2015년도(조사대상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

1. 주요 연구실적

• 특히 해외등록특허와 사업화 성과의 연평균 증가율이 29.6%와 29.0%로 두드러짐

연구책임자 이성용

* 정부납부기술료 조사, 정액/경상기술료 구분, 직접실시·기술이전 여부 등

• 전년에 비해 기술료 징수건수는 7.1%(7,372건), 징수액은 37.1%(3,169억 원) 증가

연구목적

▒▒ 한국 연구개발활동 현황 조사로 국가 연구개발정책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OECD에

우리나라 연구개발활동 현황을 제공하여 국가 신뢰도 제고 및 국가 간 비교
자료로 활용

▒▒ IT분야와

BT분야는 실용화 연구가 활발하며, BT분야와 NT분야는 기초연구를 통한
SCI(E)논문, 특허 성과 창출이 활발한 편

< 연구개발활동조사의 근거 및 연혁 >

2. 주요 대외활동

• 기술료 지표 개선 등 새롭게 변경된 제도개선 사항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보완 필요

• 6T분야별로 기술의 특성 및 국내외 경쟁력을 감안하여 차별화된 정부R&D 지원 필요
※ 통계법에 의한 지정통계 : 승인번호 제10501호 (’82.7.16)
「연구기관실태조사」라는 명칭으로 시작되어 매년 전년도 연구개발활동 실적을 조사하여 발표

◆ 1963년

경제기획원 기술관리국에서 ‘연구기관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

◆ 1967년

과학기술처로 동 업무를 이관하며,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로 명칭 변경

◆ 1982년

통계법에 의한 일반통계로 승인

◆ 1995년

OECD의 연구개발활동조사시행지침(Frascati manual)에 따른 조사 사항, 방법 채택 실시

◆ 1996년

과학기술처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설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에서 실시

◆ 1999년

과학기술부 산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실시(지정통계로 전환)

◆ 2008년

조사범위를 인문·사회과학분야까지 확대하고 ‘연구개발활동조사’로 명칭 변경

3. 발간물
4. KISTEP 소개

연구내용

◆ 1963년

▒▒ 통계자료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조사방법 개선

• 작성자 편의성 제고 및 정책수요, 활용도를 고려한 조사표 개선
• 응답자의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사표 설계

• 공공연구기관, 대학, 의료기관, 기업체 등 우리나라 전체의 연구개발비, 연구개발인력 등
연구개발현황 조사 실시*
-- 국제기준인 OECD 연구개발활동조사 시행지침(Frascati Manual)에 따라 조사
※ 우편에 의한 자계식 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전화, 이메일, 웹조사 등 병행
* 56,109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46,867개 기관이 응답(회수율 : 83.5%)

• 우리나라 연구개발비는 65조 9,594억 원, 연구원 수는 356,447명(FTE 기준)으로
전년에 비해 각각 3.5%, 3.2% 증가
-- GDP대비 비중은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나, 전년 대비 0.06%p 감소한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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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년도 우리나라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조사 실시

추진 연구과제
▒▒ 조사결과의 분석, 보고 및 체계적인 DB

관리

• 최종 분석보고서* 작성 및 OECD에 주요 결과 통보

50

2016년 범부처 과학기술통계백서 발간

1. 주요 연구실적

•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통계청, NTIS 과학기술통계서비스 등을 통한 주요 결과의
온라인 시계열 서비스 제공
※ OECD는 각국의 R&D활동을 취합한 후, MSTI(Main S&T Indicators), R&D Statistics 등으로 발간

연구책임자 이종선

*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의 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연구개발활동 현황 분석

▒▒ 우리나라

전체의 연구개발활동 현황에 대한 신뢰성 있고 정책 활용도 높은 기초
통계자료로 제공

연구목적

공식통계로 OECD 등에 통보하여 R&D 통계의 국제화와 선진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기관의 위상 강화에도 기여

▒▒ 국
 내·외

과학기술 통계지표의 정책적 활용도 제고 및 기반구축을 위해서 과학기술
통계지표를 통합하고, 시계열 자료와 함께 메타정보를 제공하는 과학기술통계백서의
지속적인 발간

▒▒ 국가

2. 주요 대외활동

시사점

▒▒ 국
 내·외

유관기관 통계지표 분석을 통해 과학기술정책 수립 및 민간부문 과학기술전략
결정에 필요한 시의성 있는 기초자료 제공

▒▒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인력 증가세 둔화 감지

• 전년 대비 연구비 증가율 2000년대 이후 최저, GDP 대비 연구개발비는 감소(0.06%p)

개정된 조사지침을 반영하여 조사항목 검토와 함께 검증체계 효율화를 통해
데이터의 신뢰성 제고 필요

• 연구개발활동조사 시행지침인 OECD 프라스카티 매뉴얼(제7판)에 따른 국제동향을
반영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 제고 필요

연구내용

▒▒ 국내·외 과학기술 관련 통계 현황 파악

• [국내] KISTEP이 수행하는 연구개발활동조사,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외에
중소기업 기술통계조사, 기술혁신조사 등에 대해서 조사체계, 조사구조, 조사표 주요
내용 등 파악

▒▒ 과학기술 관련 통계지표 체계 검토 및 구성

•국
 내·외 과학기술 관련 통계 현황을 참고로 하여 기존 과학기술 관련 통계지표 체계에
대한 재점검 및 체계 구성

-- 조사방법(범위, 표본추출방법), 산출기준(용어 정의상의 차이, 조사시점) 등을 바탕으로
각 유관 통계조사에서의 의미해석상 유의점, 중복·유사지표 처리 방안 등 마련
▒▒ 최신 통계 자료 수집·구축 및 과학기술통계백서 작성

• 재구성한 과학기술 통계지표 체계에 따라 각 부문별 최신 통계·시계열 자료 구축
--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이용 가능한 통계자료를 확보하고 기존에 구축한 통계자료와
통합하여 시계열 자료 구축
-- 구축한 시계열자료를 활용, 「’16년 과학기술통계백서」 및 「주요 과학기술통계 100선」
(연 2회) 작성·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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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통계를 과학기술투자, 과학기술인력, 과학기술성과, 과학기술혁신, 기타과학
기술 5개 부문으로 나누되 기존 통계조사 변화 및 통계자료 니즈 변화 등을 고려하여
기존 체계 재점검

4. KISTEP 소개

• [국외] OECD의 MSTI, STI Scoreboard, STI Outlook, Factbook, STAN DB, WIPO의
Statistic DB, 미국·유럽 특허청 DB, IMD, WEF의 국가경쟁력, 과학경쟁력, 기술경쟁력
지표 등에 대한 통계자료 분석

3. 발간물

▒▒ 최근

추진 연구과제

시사점

▒▒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비는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GDP 대비 규모는 ’03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대비 감소

• ’15년 총 연구개발비의 GDP 대비 규모는 전년대비 0.06%p 감소한 4.23%

51

2016년 국내외 과학기술지표를 활용한
통계브리프 발간

1. 주요 연구실적

• ’15년 총 연구개발비 절대규모는 전년대비 2조 2,252억 원(3.5%) 증가한 65조 9,594억 원

연구책임자 안병민

▒▒ 우리나라 연구원 중 학사 비중은 증가, 석사·박사 비중은 감소 추세

• ’15년 우리나라 학사학위 연구원 비중은 전년대비 0.4%p 증가한 43.9%로 ’09년
(39.1%)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연구목적

▒▒ 우리나라 과학기술논문은 지속적으로 양적·질적 성장을 보임

및 국내·외 유관기관에서 발행하는 주요 과학기술통계 자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슈별 국제동향 모니터링 실시

▒▒ 과학기술

관련 주요 지표통계 분석과 발굴된 정책이슈를 연계한 심층 분석을 통해
활용도 높은 분석자료 제공

• ’15년 우리나라 과학기술논문 발표 수는 전년대비 2,500편(4.5%) 증가한 57,626편으로
세계 12위 수준
• ’11년~’15년 우리나라 5년 주기별 논문 1편당 평균 피인용 횟수는 5.13회로
세계평균대비 92.8% 수준으로 증가 (’06년~’10년, 76.2%)

▒▒ 국제기구

▒▒ 과학기술 정책 이슈와 관련된 국내·외 과학기술 통계자료의 발굴·분석

• 주요 해외 기관*과 국내 유관 기관** 과학기술 발간자료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의성 있고 중요성 높은 과학기술 지표·통계 자료를 발굴

3. 발간물

연구내용

2. 주요 대외활동

• ’15년 우리나라 석사·박사학위 연구원 비중의 합은 전년대비 0.5%p 감소한 50.2%로
’09년(55.8%)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 OECD, 미국 국립과학재단, EU, IMD, WEF, WIPO 등
** 특허청, 미래부, 연구재단 등

• 발굴된 통계자료는 6대 부문*을 중심으로 현안 정책이슈와 연계하여 분석하고, 분석
결과는 총 30호의 「KISTEP 통계브리프」로 발간·배포
4. KISTEP 소개

* R&D투자, 과학기술인력, 성과, 기업부문 R&D활동, 과학기술 경쟁력, 기타 등

• 작성된 「KISTEP 통계브리프」는 주기적으로 온라인 배포
▒▒ OECD

발간자료와 세계 주요 경쟁력 보고서의 심층분석과 자료 발간

• 주요기관 세계 경쟁력 평가를 모니터링*하고 S&T 관점에서 우리나라 평가결과를
중심으로 시계열로 심층분석하여 조사자료 발간

• 벤치마킹할 수 있는 국제지침*은 연구개발관점에서 분석하여 별도책자로 발간하고,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국내 적용 방향을 모색
* OECD의 연구개발 자료수집과 보고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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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연차보고서

1. 주요 연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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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D의 세계경쟁력연감, WEF의 세계경쟁력평가, EU의 유럽혁신지수, 코넬대학 등의 세계혁신지수,
중국과학기술발전전략연구원의 중국국가혁신지수보고 등

추진 연구과제

시사점

▒▒ 정책

이슈와 연계한 통계분석 실시하여 ‘KISTEP 통계브리프’를 작성·배포함으로써
R&D 통계 전문기관으로서의 KISTEP 위상 제고

현황진단과 적용 관점에서 접근한 국제자료 심층분석 결과물은 정책기초
자료로 공급됨으로써, KISTEP이 과학기술 씽크탱크로서의 고유 역할 수행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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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연구실적

▒▒ 우리나라

2016년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연구책임자 안지혜

< 2016년 KISTEP 통계브리프 발간 목록 >
구분

1

2014년 신약개발 정부 R&D 투자 포트폴리오 분석

기타

2

전국대학 연구활동 현황

기타

연구목적

▒▒ 과학기술혁신역량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지수(COSTII*)를 통해 국가별 과학기술

3

2014년도 우리나라 여성과학기술인력 현황

인력

혁신역량 수준 비교·분석

4

우리나라의 산업기술인력 수급 현황

인력

* 과학기술혁신지수(COSTII: COmposite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Index)

5

우리나라 과학기술논문 발표 현황

성과

6

한중일 과학기술경쟁력지수 분석

경쟁력
기업

8

경쟁력

9

2015년도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 현황

투자

10

주요국의 하이테크 산업 현황 분석

기업

11

IMD 2016 세계경쟁력연감 분석

경쟁력

12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특허 성과 현황

성과

13

2015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출연연 부문 투자 현황

투자

14

2015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대학 부문 투자 현황

투자

15

우리나라 대학의 지식재산 창출과 활용 현황

성과

16

유럽의 지역별 과학기술혁신 현황

기타

17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PCT 특허 출원 현황

성과

18

미국 정부의 FY 2017 R&D 예산요구안 분석

투자

19

미국 박사학위 취득자 현황

인력

20

미국 과학, 공학 분야 인력 현황

인력

21

2016년 세계혁신지수 분석

경쟁력

22

세계경제포럼(WEF) 세계경쟁력 분석

경쟁력

23

OECD 자료로 살펴본 세계 에너지 현황

기타

24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연구개발투자 현황 비교

투자

25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연구개발인력 현황 비교

인력

26

2015년 중국 국가혁신지수 분석

경쟁력

27

2016년도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결과

경쟁력

28

우리나라 민간기업 연구개발활동 현황

기업

29

세계 R&D 투자 상위 기업 현황

기업

30

우리나라의 지역별 연구개발활동 현황

기타

연구내용

▒▒ 과학기술혁신의

전 과정을 자원, 활동, 네트워크, 환경, 성과 등 5개 부문으로 구조화
하여, OECD 30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평가 실시

• 평가지표는 5개 부문, 13개 항목, 31개 지표(정량지표 27개와 정성지표 4개)로 구성
<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평가지표 >
자원

활동

•인적자원(3)
•조직(2)
•지식자원(2)

•R&D투자(5)
•창업활동(2)

네트워크
•산·학·연 협력(2)
•기업 간 협력(1)
•국제 협력(2)

환경
•지원제도(2)
•물적 인프라(2)
•문화(2)

성과
•경제적 성과(3)
•지식창출(3)

* ( )는 지표 수

▒▒ ’16년 평가결과 30개국 중 미국이 19.081점으로 부동의 1위

• 일본(3위)과 한국(5위) 등 아시아 국가와 스위스(2위), 네덜란드(6위), 핀란드(7위), 덴마크
(8위), 스웨덴(9위) 등 강소국형 국가들이 다수 상위권에 포진
• 한국은 전년대비 1위국과의 혁신수준 격차가 감소, 네덜란드, 핀란드, 스웨덴 등 북유럽
강소국은 1위국과 혁신수준 격차가 증가

1. 주요 연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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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벤처캐피탈 투자 현황

2016년 유럽혁신지수(Innovation Union Scoreboard)

4. KISTEP 소개

7

• 국가혁신체계(NIS)에 기초하여 투입→활동→성과에 이르는 혁신의 전 주기적 활동을
포괄적으로 점검

3. 발간물

2016 연차보고서

KISTEP 통계브리프 제목

2. 주요 대외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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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추진 연구과제

< ’16년도 국가별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COSTII) >
COSTII

19.081

20

14.961
13.407
12.941
12.322
11.730
11.422
11.364
11.361
11.077
10.829
10.776
10.751
10.599
10.476
10.199
10.111
10.000
9.045
8.692
7.220
6.547
6.331
6.212
6.168
5.046
5.008
4.935
4.565
4.552

18

OECD평균

16
14
12

53

OECD 국가 대비 한국 국가혁신역량의
효율성 진단과 개선방안 연구

1. 주요 연구실적

(점)
22

연구책임자 엄익천

OECD 평균 9.589

10
8

4

연구목적

▒▒ 연구개발투자,

SCI 논문, 기술무역수지 등의 주요 과학기술지표를 활용한 주요 선진국
대비 한국의 국가혁신역량 진단

2

그리스
터키
멕시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체코
뉴질랜드
호주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영국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한국
독일
일본
스위스
미국

0

연구내용

▒▒ 한국은 12.322점으로 전년과 동일한 5위를 차지

• 활동 부문(2위)은 전통적인 강점영역이나, 환경부문(23위)은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부문
간 편중이 존재

’15년

’16년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자원

1.420

10

1.637

8

1.803

7

1.882

8

1.956

5

활동

3.810

3

4.083

2

4.182

2

4.002

2

4.141

2

네트워크

1.454

18

1.509

15

1.696

13

1.482

10

1.543

11

환경

3.237

19

3.165

20

2.864

23

2.966

22

2.731

23

성과

1.857

7

1.858

8

1.827

10

1.870

9

1.950

9

• 주요 선진국 대비 한국 국가혁신역량의 역동성을 파악하고자 미국 등록특허를 중심으로
주요 선진국인 G7국가와 한국의 기술경쟁력 분석
▒▒ 국가혁신역량의 효율성 지수 산출과 결정요인 분석

• 효율성의 내부과정을 반영할 수 있는 네트워크 DEA 모형을 활용해서 총 41개국의
국가혁신역량에 대한 효율성 지수 산출
* OECD 국가 34개국을 포함해서 7개국(아르헨티나, 중국, 루마니아, 러시아, 싱가포르, 대만,
남아프리카공화국) 대상

• 내생성을 고려한 패널토빗모형을 활용해서 국가혁신역량의 효율성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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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2016 연차보고서

과학기술혁신역량의 균형 잡힌 향상을 위해 강점영역은 발전시키고 약점영역에
대한 관심과 정책 필요

▒▒ 한국 국가혁신역량 효율성 개선방안 제언

• 우리나라의 연구개발투자총액, 기업연구개발투자, 정부연구개발예산은 꾸준하게
증가하여 세계 최고수준

• 국가혁신역량의 효율성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국 국가혁신역량 효율성
개선방안의 계층분석구조(안)을 수립

• 반면 지원제도 항목과 하위 지표는 다소 취약한 영역으로 분석되기에, 연구개발 관련
제도 기반 개선을 위한 장기적 안목 필요

• 본 연구에서 새롭게 제안하는 가칭 몬테카를로 모의실험 기반 하의 SF-AHP
(Simulation based Fuzzy-AHP, 이하 ‘SF-AHP’로도 칭함) 방법론을 적용해서
국가혁신역량의 효율성 개선방안 제시

1. 주요 연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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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4. KISTEP 소개

’14년

• 국가혁신역량의 효율성 측정과 관련된 연구 동향을 검토해서 국가혁신역량의 효율성
측정 시 주요 고려사항 제시

• 개별지표접근법을 활용해서 연구개발투자와 SCI 논문, 특허 등의 주요 과학기술지표를
중심으로 한국의 국가혁신역량 분석

점수
’13년

• 국가혁신역량 개념정의와 구성요소 논의 및 국가혁신역량 효율성 측정방법론 설명

▒▒ 한국의 주요 과학기술지표별 국가혁신역량 진단

< 한국 부문별 평가결과 >
’12년

▒▒ 국가혁신역량의 개념정의와 분석방법
3. 발간물

※ 한국 과학기술혁신역량 순위 : ’06년 12위 → ’07년 12위 → ’08년 12위 → ’09년 12위 → ’10년 11위 →
’11년 10위 → ’12년 9위 → ’13년 8위 → ’14년 7위 → ’15년 5위 → ’16년 5위

부문

▒▒ 국가혁신역량 효율성 결정요인 분석 등을 통한 한국 국가혁신역량 효율성 제고방안 제언

2. 주요 대외활동

6

추진 연구과제

시사점

▒▒ 연구개발 성과의 경제적 가치 제고를 위한 기술사업화의 제도적 기반 정비 강화*

▒▒ 한국 국가혁신역량의 효율성 개선을 위한 고급 연구개발 인력 양성 강화*

54

* SF-AHP 방법론에 따른 분석결과,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내 석·박사 연구개발 인력 양성 대안의 상대적
우선순위가 가장 높게 나타남

통신과 반도체를 특화산업으로 집중·육성하였는데, 향후 정부와 민간 간
역할분담의 명확화로 선택과 집중에 따른 전략적인 연구개발 추진을 정교화할 필요

정부 R&D 지원을 통해 획득한 기업의
특허성과 활용 및 특성 분석에 관한 연구

1. 주요 연구실적

* 국가혁신역량의 효율성 분석결과, 기술적 효율성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지만, 기술진보 측면에서 경제적
효율성 부문이 연구개발 효율성 부문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연구책임자 최대승

▒▒ 한국은

▒▒ 정부의

R&D 사업에 참여하여 그 성과를 특허로 보유한 기업이 해당 특허를 활용하는
정도와 해당 특허, 기업의 특징 등을 조사·분석

• 정부의 R&D 사업에 참여하여, 그 성과를 출원 등록하여 보유한 기업이 해당 특허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특허의 특성과 기업의 특성은 어떠한지의 연구는 부족

2. 주요 대외활동

연구목적

-- 기업이 실제 특허를 활용하는 현황을 조사 분석하여, R&D 정책 및 기술이전 사업화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필요

▒▒ 최근 3년간 제도시행 후 기술신용평가를 받은 기업 중 약 40%에 해당하는 3만 8,800개

기업의 자료를 확보하여 분석을 실시

3. 발간물

연구내용

• 이들 중 특허보유기업 26,297개 이며, 이중 정부 R&D 재원 특허 보유 기업 417개
(1.6%)의 데이터를 확보
-- 417개 정부 R&D 성과 특허를 보유한 기업들은 이들이 보유한 정부 R&D 성과 특허
(997개)가 이들 기업이 보유한 특허(4,452개)의 약 22.4% 정도를 차지

• 기술수준(기술평가 등급) 에서 여타 기업군에 비하여 높은 수준을 점함
-- T1(기술력 상위 5%) ∼ T10(기술력 하위 5%) 까지 기술수준 평가에서, 정부 R&D
특허 보유 기업들은 평균 3.97등급, 전체기업 평균 5.52, 특허 미보유 기업 평균 5.82,
특허보유 기업 평균 5.37, 일반 특허 보유 기업 평균 5.395

-- 보유한 정부 R&D 재원의 특허는 약 81.9%가 활용 중
-- 향후 활용 가능성이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는 특허까지 포함할 경우 약 98%를
상회하는 활용률을 보임
• 5년 이하의 기업에서의 활용률이 90%로 나타나 신생기업에 대한 정부 R&D재원 특허의
활용률이 다소 더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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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R&D과제를 수행하여 성과 특허를 보유한 기업이 해당 특허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총 997건의 R&D성과 특허를 보유한 417개
업체를 대상으로 서면 분석을 실시

4. KISTEP 소개

• 정부 R&D 특허를 보유한 기업이 평균적으로 여타의 특허보유기업에 비하여 평균업력,
종업원수, 평균 R&D투자액, 매출액 등에서 우위를 정함

추진 연구과제

< R&D 특허성과 활용여부 조사 결과 >
조사항목

결과 Depth 1

성과특허
활용여부

사업분야와
관련된 특허임

사업분야와
관련도가 낮은
특허임
기존보유특허와의
관련성
공동발명여부

(주력제품) 업체 판매 제품 중, 매출비중이 가장 높은,
업체의 주력제품에 적용하여 활용중임

720
(72.2%)

(비주력제품) 업체 판매 제품 중, 매출비중이 낮은
비주력제품에 적용하여 활용중임

(9.7%)

(활용 불가능) 해당사업분야의 특허이나 가치가
소멸하였거나 해당 기술의 경쟁력이 낮아 향후
활용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됨

97

12

105
(10.5%)

(활용 불가능) 동사의 사업분야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분야의 특허로, 향후 활용 가능성이 낮음

(1.7%)

(향후 활용가능) 동사의 사업분야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으나 향후 신산업 분야로 활용 가능성이 있음

(4.6%)

*기존특허 없을 경우 “해당없음”
출원인이 복수로, 타기관/기업과의 공동 출원 특허임(or not)

연구책임자 최대승

(0.1%)

(향후 활용가능) 해당사업분야의 특허로 향후 업체의
신제품 개발에 적용하여 활용가능 할 것으로 예상됨

동사가 기존에 보유한 타 특허와 유사한 기술분야의 특허임(or not)

55
연구목적

17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의 활용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
계획」에 반영하여 연구성과 활용 제고를 위한 정책적 함의 도출
[조사 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46

237
(23.7%)

• 조사 연혁
-- ’15년 : 연구성과 활용 실태조사 1차 시범실시
-- (’15.1~3)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627개 기관 대상 조사 실시(응답률 72.1%)

-- 단, 패밀리특허 국가수 0.4개, 삼극특허 비율(1.2%)이 비교적 낮아, 대부분 국내용
특허에 머물러 있음

R&D 사업에 참여하여 그 성과를 특허로 등록·보유한 417개 기업들은 TCB
평가 기업들 중에서도 규모, 성과, 기술력, R&D투자 등이 비교적 우수함
R&D 사업에 참여하여 그 성과를 특허로 등록·보유한 기업들은 해당 특허에
대한 자체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단, 패밀리특허 및 3극 특허 등 국제시장에 대한 특허 대응은 비교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향후, 국제시장 진출을 강화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의 R&D 이후 성과의
특허를 위한 지원 사업을 강화하여 기업의 실질적인 국제 경쟁력 강화를 견인할 필요
▒▒ 공동특허의

비율이 낮은 편이나, 산학연 공동 R&D에 의한 성과 특허의 기술력이 기업
자체 개발 특허보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 (’16.1) 「제3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에 결과 반영

연구내용

▒▒ ’16년 연구성과 활용 실태조사 2차 시범실시

• (’16.2~3)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8,458개 기관의 연구비 규모, 기관 분류 등을
고려(표본배분 및 표본할당)하여 707개 기관을 선별, 표본(Sample) 추출 조사 실시
• (’16.4) 「’16년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에 결과 반영
▒▒ 「제3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 중점추진과제 중심으로 조사항목을 구성하였고,
‘공공기관 작성용(국공립(연), 출연(연), 대학, 기타)’과 ‘기업 작성용’으로 구분하여 설계

• (공공기관) 조직, 제도, 연구기획·개발, 성과관리, 활용 등 R&D 수행 전반에 걸쳐
성과관리·활용 현황을 진단할 수 있는 항목으로 구성
• (기업) 기술개발 방식, 기술도입 현황, 공공R&D 활용시 애로사항 등 공공연구성과
활용과 관련한 부분에 초점을 둠

▒▒ 기술

금융, 펀드 등 민간 자본이 기술력 있는 기업에 활발히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의
R&D 사업 참여 기업에 대한 기술력 보장 등 장기적인 차원의 정부R&D-지식재산(특허)
정책-기술금융정책 의 연계를 고려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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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 (’15.4) 「’15년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에 결과 반영
4. KISTEP 소개

▒▒ 정부의

3. 발간물

제12조의2(연구성과 활용 실태조사)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연구성과 활용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성과관리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성과 활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
의 장, 기업의 대표, 교육기관ㆍ연구기관의 장,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818
(82%)

• TCB 평가 받은 정부 R&D 성과 특허 보유 417기업의 997개 특허에 대한 SMART 지표
분석 결과, 대상 기업군에서 우수 특허 비중은 14% 수준으로, 정부 R&D 특허 대비
우수특허 비중(14.5%), 미국등록특허 우수특허 비중(13.3%)과 유사한 수준임

시사점

국가연구개발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태조사

2. 주요 대외활동

활용하고
있지 않음

개(비중)

1. 주요 연구실적

제품에 적용하여
활용중임

결과 Depth 2 (상세 정의)

▒▒ 주요 결과

• 공공 기술이전·사업화에 있어서는 ‘수요자 발굴의 어려움’(58.8%), ‘자금투자로의 연계
부족’(54.8%) 등이 애로사항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공공 기술의 기술이전/사업화의 애로사항 >

• 성과관리·활용 목표 대비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비중은 62.2%

5점 평균(점)
5. 매우 문제 ▶

< 성과관리·활용 계획 수립 및 실적 점검 여부 >

4. 조금 문제 ▶

3.09

3.20

3.7

3.7

19.3

23.0

4.01

3.52

3.53

7.7

11.9

26.4
32.4

기관차원 성과관리·활용 계획 수립 여부

성과관리·활용 목표 대비 실적 점검 여부
3. 보통이다 ▶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관리
62.2

• 연구기획 시 기업·시장 수요에 대한 조사 시스템이나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는 경우는
19.1%, 그렇지 않은 경우는 49.4%로 나타남

2.51

2.8

4.0

17.6

3. 보통이다 ▶

30.7

20.4

15.1

2.8

16.5
4.3

6.0

9.1

3.4

7.1

고려한 적 없음 ▶

21.9

21.9

20.5

21.6

21.3

21.9

21.9

소규모 라이센싱
위주의
기술사업화 추진

기술사업화
전담기관의
전문성 부족

자금투자로의
연계부족

개발자 중심의
비즈니스 추진

▒▒ 기술의 시장지향성 확보 노력 필요

• 기술사업화 성공을 위해서는 연구기획 단계부터 기업수요를 반영하는 등의 시장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중요

19.1

• 따라서 연구기획 초기부터 기술의 시장지향성을 확보하고, 시장 수요 충족을 통해
기술성과 사업성 간 간극을 최소화하는 노력 필요

31.5

▒▒ TLO
26.1

1. 전혀 되어 있지 않다 ▶

22.7

26.7

48.8

3P 분석 수행 시스템 구축

49.4
22.7

기업수요에 대한 조사 수행 시스템 구축

역량 강화를 통한 질적 성과관리 저변 확대 필요

• 성과관리·활용 전담조직의 전문성 제고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외부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인데, 현재 전담조직과 외부조직 간 인력교류가 잘 되는
경우는 27.7%, 기술DB 연계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비율은 21.1%로 외부협력 네트워크
활용이 저조 함
• 또한 연구기관의 불필요한 특허 양산 방지를 위한 특허 출원(전) 평가(31.3%) 및 보유
특허의 유지·포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특허 선별평가(24.8%) 실시 비율이 낮게
나타났으며, 인력 부족을 미수행 이유로 꼽는 비율이 각각 55.9%, 52.1%*
* 특히, 연구비 100억 이상 기관의 경우 특허 평가 미수행 이유로 인력부족을 꼽는 비율이 가장 높음(특허
출원(전) 평가 73.3%, 보유특허 선별 평가 61.7%)

•이
 에, 성과관리·활용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등 TLO의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질 중심의
성과관리를 유도하여 연구성과 활용의 극대화를 위한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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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의 되어있지 않다 ▶

29.8
19.9

15.1

4. KISTEP 소개

2.52

29.3

• 그러나 공공연구기관 중 연구기획 시 기업수요 조사를 위한 시스템·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다는 응답 비율이 18.0%밖에 되지 않았고, 기술의 사업성 제고를 위한 활동(BM설계,
SMK 작성, 추가R&D, 기술패키징 등)의 중요성(64.3%) 대비 실제 수행 비율(19.4%)이
현저히 낮은 등 기술의 시장성 제고를 위한 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연구과제 기획 환경 >

4. 대체로 잘 되어 있다 ▶

32.4

유사지원제도 및 중소, 참여기업 수요자 발굴의
지원책 산재 우선제도의 한계
어려움

시사점

31.5

28.4

3. 발간물

• 연구과제 기획 시 관련 분야에 대한 논문·특허·제품(시장) 등 3P 분석 수행 시스템이나
제도가 잘 구축되어 있는 경우는 20.4%, 그렇지 않은 경우는 48.8%로 나타남

9.7

1+2. 문제 안됨 ▶

연단위 전략
25.3

5. 매우 잘 되어 있다 ▶

38.6

20.5

3.55

2. 주요 대외활동

관리하지 않음
37.8

연단위+중장기
전략
23.3

5점 평균(점)

40.1

3.91

34.4
32.4

중장기 전략
16.8
전략 수립하지
않음
23.3

1. 주요 연구실적

• 전체의 65.3%가 기관차원의 성과관리·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25.3%가 연 단위 전략만
수립, 23.3%가 연 단위, 중장기적 전략 모두 수립, 16.8%가 중장기적 전략만 수립하는
것으로 나타남

추진 연구과제

< 후속연구 우수자, 기술이전·사업화·창업 우수기관 선정현황 >

연구책임자 박지현

▒▒ 국가연구개발

우수 연구성과 발굴을 통해 과학기술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가
R&D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

후속연구 우수자

기술이전·사업화·창업 우수기관

합계

’16년

-

10(2)

10(2)

’15년

4(1)

6(2)

10(3)

’14년

4(2)

6(4)

10(6)

’13년

3(3)

2(2)

5(5)

’12년

4(4)

8(2)

12(6)

합계

15(10)

32(10)

47(20)

주: ( )은 장관표창 수

2. 주요 대외활동

연구목적

연도

1. 주요 연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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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우수성과 평가 및
선정을 위한 연구

▒▒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인증서 수여식 및 사례집 발간 등 홍보
▒▒ 우수

연구성과 정보를 기술수요자에게 제공하여 우수 아이디어 및 사업 아이템 창출의
원천으로 활용

•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인증서 수여식 및 최우수성과 전시회 개최(7.7)
• 2016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사례집 발간·배포
• NTIS에 우수성과 사례집 업로드를 통해 온라인 서비스 및 홍보

▒▒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수성과 선정 추진

• 질적으로 우수한 연구성과만을 발굴하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
-- 후보 추천기준 단순화, 후속연구자와 같은 유사 분야 통합, 타 부처 선정사례에 가점
부여, 장관표창 규모 확대 등
• 제도개선, 우수성과 선정 과정, 시기, 평가 방법 등을 확정한 「’16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선정 추진 계획」 마련

•대
 학·출연(연) TLO 중 기술이전·사업화·창업 실적이 우수한 기관 발굴 및 선정(10건)
• 우수성과 100선과 기술이전·사업화·창업 우수기관 10선 중 최우수성과에 대한
장관표창 선정(14건)

최우수성과 발굴을 위한 관리기관/연구자 대상 인센티브 부여 등 적극적 참여
동기 확대

• (기관 대상) 우수 연구성과를 추천하는 R&D 전문기관, 연구회, 출연연, 대학 등은
우수성과를 적극 발굴할 수 있는 유인책 마련(사업/기관 예산 증액 등) 필요
• (연구자 대상) 우수성과로 포상 받은 연구자의 과제 선정 시 우대하고 있지 않은 부처와
협조 하에 관련 사업규정 반영 유도
-- 최우수성과자는 관련 포상시 국무총리 이상 후보선정에 자동 추천 및 가점 부여 등
포상의 훈격제고 필요
▒▒ 연구자 및 제출기관의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한 추천양식 간소화

연도

기계·소재

생명·해양

에너지·
환경

정보·전자

융합기술

순수기초·
인프라

합계

’16년

19

22

19

20

9

11

100

’15년

18

24

21

20

8

9

100

’14년

15

22

23

20

9

89

’13년

15

29

24

19

13

100

’12년

11

20

14

13

8

66

’11년
이전

125

174

91

143

67

600

합계

203

291

192

235

117

1055

• 접수 시 최소한의 정보만으로 일차적으로 후보 풀을 걸러내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증빙자료를 요청
▒▒ 우수성과 선정 절차 개선 등 선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필요

• 우수성과 선정 이후 문제점이 발견되면 선정결과에 대한 논란 발생이 가능하나, 현
체재에서는 취소 여부에 대한 검토절차 부재
• 선정위원회에서 최종결과가 확정되면 미래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검증 절차를
추가하고, 사전에 이를 고시하여 연구자들이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출하도록
인지시킬 필요

*융합기술 분과는 ’15년부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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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7 주요 사업 추진 계획

• 추천서 양식에 위원회에서 검토하지 않는 불필요한 항목 등은 제외하여 연구자의
작성부담을 완화

< 우수성과 100선 추진현황(’06년~’16년) >

17

▒▒ 분야별

4. KISTEP 소개

• 국가연구개발을 수행한 부·처·청(20개)에서 추천한 ’15년도 우수성과 사례를 대상으로
기술 분야별 범부처 우수성과 선정(100건)

시사점

3. 발간물

연구내용

추진 연구과제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 관리·유통 체계 종합 개선방안(안) 마련

• (기본방향) 연구성과 수집·등록 제도의 실효성 제고, 수요자 중심의 연구성과 활용 확대
-- 전담기관-전문기관-연구자간의 역할 분담 및 평가제도 연계 등을 통한 연구성과의
체계적 관리
-- 글로벌 수준의 품질관리, 접근성 제고, 가치제고 전략 마련 활용성 강화

연구책임자 김인자

• (주요내용) 수집·관리 체계 개선, 품질관리 고도화, 활용서비스 강화

1. 주요 연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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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활용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전략1) 연구성과 등록·기탁 제고(수집체계 효율화, 평가를 통한 연구성과물 관리·
활용 점검 강화, 통합 입력시스템 구축)
-- (전략2) 연구성과 품질제고 및 활용 서비스 강화(품질관리기준 마련, 수요자지향
서비스 확대, 상시 활용체계 구축)

▒▒ 「제3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16년~’20년)」의 충실한 이행과 국가연구개발
성과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 촉진

-- (전략3) 연구성과 정보 활용 확대(비공개 기준 정비, 공공 연구성과의 접근성 강화)

• 범부처 성과관리·활용의 추진실적 모니터링을 통해 ’16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 수립

-- (전략4) 연구성과 관리·유통 기반강화(전담기관 역랑 강화, 교육·홍보 강화)

▒▒ 연구성과물의

수집-검증·분류-정보가공-활용·확산-새로운 성과 및 가치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하여 국가성장의 기반조성

2. 주요 대외활동

연구목적

▒▒ 연구성과 관리·유통 제도 효율화

• 연구성과 관리·유통에 관한 정보교환, 현안사항의 대안 모색을 위한 전담기관 협의회
운영(연 2회/ 4월, 11월) 및 간담회 개최(10월)

• 연구성과 수집부터 활용까지 현장 중심의 진단을 통해 연구성과 관리·유통 체계 종합
개선방안 마련

※ (결과 활용) 12개 전담기관에 결과피드백 및 종합 개선방안에 반영

3. 발간물

•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유지여부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전담기관
공개발표회 개최(5월)

• 연구성과 관리·유통 제도의 활성화 및 전담기관 기능의 고도화를 위한 연구성과 관리·
유통 전담기관 협의회(이하 ‘전담기관 협의회’) 운영

• 연구현장에서의 연구성과 관리·유통 제도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강화
-- 연구관리전문기관, 연구자, 성과관리담당자 대상 교육개최

연구내용

※ 약 249명 참석(6월, 11월 R&D평가센터 추진)

▒▒ ’16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안) 수립

-- 연구성과 관리·유통 제도와 전담기관 역할 홍보를 위한 기관 홈페이지 배너 게시(6월)

• 연구성과 관리·활용 환경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기술사업화 시 죽음의 계곡 극복을 위한 투·융자 지원의 추가 확대 및 중소기업에
대한 중장기적 지원 필요
• ’16년 실시계획 주요 내용
-- (전략2) 고부가가치 특허 창출 및 단절 없는 기술이전·사업화를 통해 창업을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의 R&D기반 성장 확대
-- (전략3) 기업의 과도한 초기부담 없는 적시 기술이전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전략4) 연구성과 활용 극대화를 위해 연구성과물 수집·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관련
서비스 제공 확대

▒▒ 국가차원의

정책 방향성과 목표에 부합하도록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연구성과 관리·
활용 실시계획 수립이 필요

•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 수립 시 중앙행정기관의 사업을 단순 취합·정리한
수준으로 국가차원의 정책일관성이나 실효성 담보에 한계
• 실행가능성 및 중요성·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의 핵심 추진과제 도출 및
현장의 의견수렴 확대를 통한 정책효과성 제고 필요
▒▒ 연구성과

관리·유통 체계 종합 개선방안(안)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모니터링 강화와
이해관계자간 원활한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

• 사업평가 및 과제평가, 조사·분석 등의 제도와 원활한 연계를 위하여 관련제도의
모니터링 및 관련조직과의 협조체계 구축
• 관계부처, 연구관리전문기관, 연구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해도 제고와 적극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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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7 주요 사업 추진 계획

-- (전략1) 시장·수요·가치 중심 R&D기획 강화 및 시장 친화적 연구개발시스템으로 개선

시사점

4. KISTEP 소개

-- 연구성과 관리·유통 제도 활성화 기여자 포상 추진(개인 2명, 기관 1명)

-- 수요자 지향의 연구기획 확대, 공공연구성과의 기술이전 및 창업 활성화 환경조성을
위한 기관내부 제도의 보완 필요

추진 연구과제
5대 분야별 재원배분방향

창출

연구책임자 정동덕

보호

• 지식재산 전략성 강화를 통한 글로벌 핵심·표준특허 확대
• 미래사회 핵심동력인 SW, 콘텐츠, 디자인, 브랜드 경쟁력 강화
• 중소·중견기업의 지재권 보호 강화를 위한 범정부적 정책공조
• 특허 심사품질 개선 등 지재권 보호의 실효성 제고
• 기술평가와 금융지원간 연계 강화 등 시장중심 IP 비지니스 활성화

활용

지식재산 투자를 위한 중점투자방향 및 재원배분방향 수립을 통해 국가지식
재산전략의 수행을 뒷받침

▒▒ 국가

•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생태계의 선순환을 견인할 인재양성

기반

• 창조경제의 성숙을 위해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고부가가치 창출→재투자의
선순환 생태계에 필요한 원활한 재원투자 방향을 제시

연구내용

• 특허 개방·공유 확대 및 중소·중견기업의 IP 경영역량 강화

2. 주요 대외활동

연구목적

1. 주요 연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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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정부지식재산사업의
재원배분방향 설정연구

• 지식재산 정보제공 시스템 고도화 및 IP 친화적 환경조성
• 생물·종자·전통지식 등 우리 고유 지식재산의 산업적 활용촉진

신지식

• 한류방송 콘텐츠 해외진출 및 유망신지식의 발굴·활용 촉진

▒▒ 정부 지식재산 예산사업 범위 설정 및 분석

▒▒ 정부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 개편방안 마련

• 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지식재산 관련 재원의 배분방향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편방안 마련

시사점

▒▒ 실효성제고를 위해 재원배분방향 수립시기 조정

• 「 재원배분방향」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수립 시기를 기존의 ‘중점투자방향’이
마련되었던 3-4월까지 앞당기는 방안 검토 필요

3. 발간물

•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상 각 부처의 관리과제(약 220여개)를 정부예산 편성 기준인
세부사업 단위로 매칭하고 분야별 분석

--예산당국이 사업 심의를 시작하는 6월 이전에 「재원배분방향」을 수립·제시하여,
정부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시기 및 절차 개선 필요

• 재원배분방향의 조기 수립

• 지식재산 성과분석 결과반영 강화
-- (현행) 사업 평가결과 및 시행계획 점검 결과의 「재원배분방향」 반영 미흡 ⇨ (개선)
R&D사업 성과평가 결과,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점검·
평가결과를 「재원배분방향」 에 반영하여, 환류기능 강화

1월말

•중기사업계획서
수집
•부처 시행계획안
수집



2월~3월

•재원배분현황(안) 마련
•시행계획 점검·평가결과
수집/분석
•일반사업 평가결과
수집/분석
•부처의견 수렴·보완



4월(심의)

•위원회 심의·
의결
•관련부처 통보



5월



•부처 예산 요구
자료 작성·제출
•미래부 R&D사업
심의

6월~7월

•예산편성업부
(기재부)

-- (현행) 「시행계획」과 「재원배분방향」의 대상사업 상이 ⇨ (개선) 「시행계획」 상의
지식재산 사업과 「재원배분방향」의 대상사업을 일치시켜 연계를 강화
▒▒ 「’17년도 정부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 마련

• 기본방향
-- 뉴노멀, 제4차 산업혁명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국가·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식재산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지식재산 창출·활용체계의 고도화와 보호
강화를 ’17년 재원배분방향의 목표로 설정하고, 5대 분야별 재원배분방향을 제시

▒▒ 「시행계획」,

「점검·평가」, 「재원배분방향」 사이의 유기적 연계 강화

• 매년 실시되는 「시행계획」과 「재원배분방향」의 수립, 시행계획에 대한 「점검·평가」는
상호간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할 필요
• (대상의 일치화) 「재원배분방향」와 「시행계획」의 과제단위 일치화방안으로서, 「시행계획」
의 ‘관리과제’ 기준으로 「시행계획」과 「재원배분방향」의 대상을 통일할 필요
• (환류·연계 강화) 시행계획에 대한 「점검·평가」와 「재원배분방향」의 내용이 상호 간에
환류될 수 있도록 연계 강화
▒▒ 「재원배분방향」의 예산편성 반영을 위한 부처 협조체계 강화 필요

• 각 부처의 차년도 사업 및 재정투자 계획 수립 시 재원배분방향의 중점 투자 대상
과제를 반영하도록 적극 유도
-- 「재원배분방향」 수립 작업 초기부터 관련 부처의 참여를 유도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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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 사업범위 일치화

4. KISTEP 소개

-- (현행) 「중점투자방향」 수립(3~4월), 「재원배분방향」 수립(7월) ⇨ (개선)
「재원배분방향」 에 「중점투자방향」을 통합하여 조기 수립(6월초)

추진 연구과제

•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적용한 연구동향 분석 및 패턴분석 방법론 개발

-- 텍스트마이닝 및 온톨로지 방법론의 항공우주분야 시범 적용 및 평가
• 사용자 의도 예측 기반 검색 기능화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김병수

▒▒ 과학기술정책 의사결정 통합지원 서비스(K2Base) 데이터 구축 및 서비스 개발

▒▒ 증거 기반 과학기술정책의 과학화 및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정책 환경 변화에 대한

• 정책·기술·학술정보 확대 및 추가, R&D사업군 분석 서비스 등 신규 서비스 개발

선제적 대응능력 제고

-- 국회 정책자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안건, 북한과학기술 연구 자료 등 정책정보 확대

• 과학기술정책의 과학화를 통해 객관적 근거에 기반을 둔 정책지원 네트워크 구축

-- 글로벌 학술동향, 과학기술 뉴스, K2Base 뉴스레터 서비스 실시

•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적시·적합한 과학기술 정책수립, 예산조정·배분, 정책집행,
사업평가 업무 지원 체계 구축

-- R&D사업군 분석, 기초연구 투자 현황 분석 서비스 등 업무지원 서비스 개발
• 서비스 통합 및 UX/UI 개선
-- KISTEP Foresight 및 K-STIP 사이트 통합

▒▒ KISTEP

고유의 방법론과 분석도구의 개발을 통한 증거 기반의 과학기술정책 의사결정
지원 체계 구축 및 서비스 개발

-- 검색 중심 메인 화면 개편, 트렌드 분석 기능 개선 등
3. 발간물

• 분석방법론 연구 및 정보 수집·분석·활용 도구의 고도화를 통한 심층분석 기반 확대
• 과학기술 정책기획·예산조정·사업평가·관련통계 자료 등을 활용한 심층분석 의사
결정지원 서비스 개발

▒▒ 과학기술정책의 과학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이론·사례 연구

• 교육 네트워크(ISTIC), 정보교류 네트워크(한-EU 연구혁신센터, 아시아 혁신포럼, Blue
Sky Forum) 및 공동연구 네트워크(Qatar Foundation) 구축·참여

시사점

▒▒ K ISTEP의

과학기술정책의 과학화 사업은 주요국에 비해 연구 범위와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지속적 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장점 보유

• 미국, 일본, EU 등 주요국은 국가차원 또는 그 이상의 리더십을 가지고 과학기술정책의
과학화를 추진
• 본 사업은 KISTEP차원의 수요에 의해 출발하였기 때문에 업무와 관련된 연구 및 서비스
중심으로 발전하여 주요국에 비해 파급효과가 제한적이지만 안정적 연구비를 토대로
중장기적인 연구 추진 체계 보유

• 과학기술정책 과학화 관련 이론서, 연구 논문, 정책 동향 등에 대한 리뷰와 분석 연구 추진
• 주요국(미국, 일본, EU)의 과학기술정책 과학화 동향을 정책·연구·서비스 부문으로
구분하여 조사·분석

과학기술정책의 과학화 분석도구 연구

• 체계적 정보 제공을 위한 국가 R&D 사업 분류 기준 연구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주제·분야별 분류 기준 마련 및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별 색인
-- R&D사업별 예산·평가·성과 정보를 연계하여 분석한 주제·분야별 종합 정보 제공
• 증거기반 과학기술 정책관리 지원 방안 연구

▒▒ 수

년 간의 지속적 연구 추진을 통해 축적된 양적·질적 기반을 바탕으로 향후 과학
기술정책 의사결정자들이 요구하는 고도화된 서비스 제공 필요

• 정책과 연구부문에 있어서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정보공급자와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등 개방과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서비스로 구현하는 노력이 필요
• 개방과 협력의 과정 속에서 자유로운 연구를 추구하되 K2Base의 중점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이끌어나가는 핵심 세부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추진
• 정보검색·분석에 있어서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인공지능과 같은 최신 정보기술을
빠르게 습득·접목하는 노력 병행

-- 증거기반 정책관리 이론·사례에 대한 선행연구 및 주요국 추진현황 분석
-- 과학기술 정책관리 지원방안 진단 및 효율화 방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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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KISTEP 소개

연구내용

2. 주요 대외활동

연구목적

-- 사용자 입력 검색어에 대한 유의어 추천 및 검색어 속성 인식을 통한 검색 고도화
방안 연구 및 시범 적용

1. 주요 연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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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책 통합지원 포털 서비스(K2Base) 고도화 지원을 위한 실용적
텍스트마이닝 및 온톨로지 구축·관리 방법론 개발

과학기술정책의 과학화 기반구축

추진 연구과제

시사점

R&D 정책 동향, 기술투자 동향 및 주요 현안 이슈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정책적 아이디어 제시

2016년 전략적 R&D 예산 배분 및 편성을
위한 정책 기반구축에 관한 연구

• 고령화 등 변화하는 미래사회 대비 국가 과학기술 컨트롤타워의 역할과 정부 R&D 투자
방향에 대한 미래지향적 논의 필요

연구책임자 임 현

• 생활 전반에 5G, IoT 기술 등 ICT 접목을 통한 제품 및 서비스가 대폭 확대되는
추세이므로 창의적인 R&D 기획과 아이디어가 중요

1. 주요 연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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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 지역의 R&D 투자, 인력양성, 산학연 협력 등의 정책 추진 시 R&D 성과와 책임성 제고를
위한 관리·평가제도의 개선 필요
▒▒ 글로벌

경기침체, 인구고령화 등 사회적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R&D 투자를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가 필요

• 세계 각 국은 정부 R&D 예산 규모 확대 및 전략 수립을 통해 R&D의 기술·경제·사회적
파급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노력 중
• 국내적으로도 재정수반 이슈가 늘어나는 추세로 정책 이슈와 기술 동향을 다각도로
분석함으로써 정부 R&D 투자 효과를 최대화

• 정부R&D는 산업계 등 수요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현재의
분절적 정책과 서비스 전달체계가 개선될 필요
▒▒ 정부

R&D 예산의 전략적 편성과 재정투자의 효율화를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
모색함으로써 이해관계자에게 시의적절한 정보 제공

2. 주요 대외활동

연구목적

• R&D 예산 관련 업무 전문성과 정책 이해수준 제고에 기여
• R&D 전문가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상시적 정책 대응체계 마련

▒▒ 해외의 주요 기관 및 R&D

정책동향 조사
3. 발간물

연구내용

• (미국) OSTP의 국가연구개발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 및 NIST의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투자정책 검토
• (영국) 연구회의 연구 효율성 증대를 위한 R&D 예산배분 행정체계 및 기술분야 투자의
현황과 전략 분석
• (독일) 연방교육부의 혁신 중소기업 육성 방안 검토 및 기업들의 제품 혁신, 프로세스
혁신, 연구개발 현황 등 혁신 현황 분석

4. KISTEP 소개

▒▒ 주요 기술분야의 R&D

투자동향 분석

• (에너지 분야) 신기후체제 대비를 위한 미국 재생에너지 분야의 투자 전략과 우리나라
친환경자동차 분야의 투자 분석 및 시사점 도출

5. 2017 주요 사업 추진 계획

• (보건 분야) 고령화시대 대비 R&D 투자 방향 및 생물의학 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우선순위 모색
• (제조·ICT 분야) 첨단제조분야 혁신을 위한 R&D, 인력양성 및 혁신 인프라 조성 방안 도출
▒▒ R&D분야 주요 정책이슈 심층 분석

• (지역) 지역 R&D 효율화를 위하여 지역 R&D와 지역경제변수 및 지역 R&D센터와
산업클러스터의 영향관계 분석
• (인력) 이공계분야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대학 인력양성사업의 현황 분석 및 재미 한국
연고 박사인력의 특성 분석
• (산학연) 시장중심 R&D 활성화를 위하여 산학연협력 개선방안 및 산업기술 R&D
관리지원체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도출
• (콜로키움) 인공지능 R&D, 제4차 산업혁명 대응 및 기술료제도, 기술창업 지원 등의
관련 제도 개선 방안 제시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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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연구과제
▒▒ 경제적 타당성 방법론 고도화 연구

• 특허권 소멸 자료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기술수명을 분석하고, 개별 특허의 미시적
가치분석을 통해 기존 기술수명기간 추정기법의 보완 가능성을 모색
• 시장점유율 적용 시 정확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국제 무역통계를 기반으로 한
시장점유율 추정 및 기존의 부가가치창출 편익 산출 과정의 보완 가능성을 타진

연구책임자 임 현

• AHP 종합 평점의 신뢰도를 저해하는 오류 발생 요인을 분석하고 신뢰도 검증 방안과
통계적 관점에서 판단 오류 축소 방안 검토
▒▒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 기반 데이터에 대한 지속적 검증

▒▒ R&D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총괄기관으로서 위상에 부합하는 분석방법론의 고도화와
조사기반 구축이 요구됨

•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객관성·일관성 확보를 위해 예타 조사 시 공통
적용되는 지표 데이터의 최신 여부 확인 및 업데이트

• 비정형성·차별성을 갖는 각각의 R&D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사업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되, 일관적이고 객관적인 조사기준을 마련하고 조사항목별
정형화를 지속 추진
• 최근 신규 R&D사업 기획추세, 예타 조사 동향 등을 감안하여, 기존 조사방법론의 개선
및 신규 방법론 도입을 검토하여 분석방법론의 고도화 추진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일관성 제고와 지속적 조사방법 개선 노력을
통해,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을 증보(제2-1판)하고, 조사 체계
고도화에 기여
3. 발간물

연구내용

시사점

2. 주요 대외활동

연구목적

1. 주요 연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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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일관성
제고를 위한 조사 체계 개선 방향 연구

▒▒ 기술적 타당성 방법론 고도화 연구

• 최근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대상사업수가 증가하고 있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개발’ 관련
사업의 기술준비도(TRL)평가체계 구축 가능성 검토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의 국가R&D사업 수행과제 간 성과 기여율 정보를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유사 과제 목록 도출 방법 적용 가능성 고찰
4. KISTEP 소개

▒▒ 정책적 타당성 방법론 고도화 연구

• 예비타당성조사 기시행 사업을 대상으로, 참여기업에 대한 재무 분석을 통한 수행
주체에 따른 기술 개발 성공 가능성 분석 및 수행 주체의 구성 기준에 대한 연구 진행

5. 2017 주요 사업 추진 계획

• 예타 조사의 법·제도적 위험요인 분석 항목 중 ‘WTO 보조금협정’ 저촉 요소에 대한 검토
절차를 살펴보고, 그간 해외 분쟁사례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시나리오별 대응방안 및
고려사항을 제시함
• 그간 진행된 지역 R&D사업의 예타 조사 현황 및 입지 적정성 검토의견 분석을 통해
향후 지역 R&D사업 적용 시 개선방향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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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연구과제
▒▒ R&D부문

2016년 국가R&D사업 사전분석 전문
네트워크 구축 및 역량 강화

•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제2-1판)」의 내용을 중심으로 춘천,
서울과 대전에서 각 1회씩 총 3회 실시(1회 4시간 과정)
--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운영하는 기획재정부 담당관과 조사를 직접 수행하는 KISTEP
내부 연구진(PM)이 강사로 활동

연구책임자 강현규

• 3회의 교육 동안 재정사업 담당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공공기관 R&D관련
담당자가 총 80개 기관에서 231명이 참석하였으며, 교육 참가자들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종합만족도 : 4.39(만점 5.0))

▒▒ 국가R&D사업

사전분석 고도화를 위한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과 R&D부문 예비
타당성조사에 대한 시장의 이해도 및 수용도 제고

▒▒ 연
 구·기술

동향 및 조사에 활용되는 방법론 파악을 위해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총 7회의 전문가 세미나 개최

• R &D 사전분석 콜로키움 운영 및 전문가 세미나 개최를 통해 R&D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전문성 및 객관성 제고

• 플라즈마 화학, 환경산업, 사물인터넷 반도체, 대형 가속기 등의 기술 분야와 기술금융,
특허침해, 예비타당성조사의 실효성 분석 등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세미나 실시

• R&D부문 예비타당성조사 교육을 통해 R&D부문 예비타당성조사 총괄기관으로서의
책임성 강화 및 국내 R&D사업 기획역량의 제고에 기여
• 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제도 개선을 위한
방향 도출

• ’15년~’16년에 R&D부문 예비타당성조사에 자문위원·검토위원으로 참여하였던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64명 대상, 55명 응답)

연구내용

▒▒ 각계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R&D 사전분석 콜로키움 개최(연간 4회)를 통해 세부
분석방법론의 개발 및 보완과 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제도 운영 및 개선을 위한 방안 논의

•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수행체계 및 진행 방식, 조사에 참여하면서 느낀 점 등에
대한 설문 문항을 설계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제도에 대한 시장 수용도를 측정하고
개선방향을 도출

• 기술, 정책, 경제 분야의 전문가들과 KISTEP 내부 연구진 등 30여명이 참석하고 회당
2개씩 총 8개의 주제에 대해 발표 및 토론

< ’16년 R&D 사전분석 콜로키움 개최 이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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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내용

발제자

제17회
(5.9)

이해관계자 분석(Stakeholder analysis)의 예비타당성조사 적용 방안

김정권(KISTEP)

구조방정식 모델을 이용한 예비타당성조사 개선요인의 전략적 분석

정욱(동국대)

제18회
(6.11)

WTO체제하에서 정부의 R&D 지원을 둘러싼 통상마찰 현황 및 대처 방안

고준성(산업연구원)

복합R&D사업의 기반구축 입지적정성 지표화 방안

정정규(KISTEP)

제19회

기업에 대한 정부R&D 보조금의 회임기간 추정

백철우(덕성여대)

(9.30)

비모수 통계분석을 이용한 연구개발비 추정

김도현(명지대)

제20회
(10.20)

R&D 입지 적절성 조사방법론 고도화 : 공간단위별 산업집적 분석을 중심으로

김성희(안양대)

R&D부문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일관성 제고 방안

박정일(KISTEP)

▒▒ KISTEP은

R&D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총괄기관으로서, 전문성과 객관성, 그리고
책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

• R&D부문의 예비타당성조사는 정부재정 운용절차로써 정착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총괄기관인 KISTEP의 위상도 제고
• 조사의 전문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방법론을 고도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각 분야 전문가 및 전문기관과의 네트워크를 유지·강화할 필요
• 제도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신규 R&D사업을 기획하거나 R&D사업을
수행하는 업무 담당자들에 대해 R&D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분석의 범위 및 방법을
공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R&D부문 예비타당성조사 교육의 강화
• 다양한 분야의 R&D사업이 기획되고 있으므로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은 지속적으로
최신 연구·기술 동향 조사를 수행하고 신규 R&D사업으로 기획될 가능성이 있는 기술
분야에 대한 선제적인 조사 및 전문가 파악을 통해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

1. 주요 연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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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7 주요 사업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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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시사점

4. KISTEP 소개

• 내부 연구진의 분석방법론 연구결과 및 외부 전문가가 수행하는 위탁연구과제의 중간
및 최종 결과에 대한 토의를 통해 연구결과의 활용도 제고

3. 발간물

▒▒ R&D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실효성 있는 개선사항 도출을 위해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

2. 주요 대외활동

연구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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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 교육을 통해 예산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제도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인식 강화 및 수용성 제고

추진 연구과제
▒▒ 정부 R&D사업에 대한 부처별 중기계획 검토 및 예산편성 지원

• 중기 총량규모 설정 및 ’16년~’20년 중기사업계획 심의
-- 주요 재정지표를 감안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국정목표 달성*을 위한 중기 R&D예산
규모 설정 및 부처별 지출한도 설정
* GDP 대비 R&D투자 비중 5%, 중소·중견기업 비중 18%, 기초연구 비중 40%

연구책임자 안승구

-- 정부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현안 이슈* 도출 및 대안 제시

1. 주요 연구실적

63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R&D 예산편성 지원

* 국방R&D편성체계 개선, 회계연도불일치 해소, 출연연 역할 강화방안, 지역R&D센터 지원 효율화
방안 등

• ’17년도 R&D 예산 편성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R&D 분야의 재정개혁과제 수립·지원

수립을 통해 중장기(’16년~’20년) R&D투자방향과 재정운용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차년도(’17년) R&D예산 편성과정에 반영하여 R&D 투자 효율성 제고

-- R&D분야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17년 부처별 R&D사업 및 지역거점사업,
출연기관 예산, 주요 기술 분야 투자방향 검토 등

• (국가재정운용계획) 정부의 R&D 투자 규모 및 정책방향 제시

-- R&D 투자의 효율성 저해요인으로 반복 지적된 이슈들을 검토하여 구체적이고 실효성
높은 제도개선(안) 수립·추진

▒▒ 국가재정운용계획

-- 우리나라 R&D 투자 현황 및 성과 분석, 대내·외 환경요인 분석을 통해 국정과제
목표달성을 위한 중장기 R&D투자 전략 제시

< R&D 투자효율화를 위한 재정개혁 과제 >

• (R&D예산 편성) 정부 R&D투자의 적정 규모 및 비효율 요인을 분석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재정투자 내실화에 기여

목표

▒▒ 민관합동

작업반 운용을 통해 성과 중심의 R&D 체계 정립 및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16년~’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개혁과제

불합리한 R&D지원
체계 개편

① 국방R&D 지원체계 개편
② 다부처 R&D 지원체계 개선
③ R&D회계연도 불일치 해소
④ 대학 R&D지원 효율화

신규제도 보완·개선

⑤ 지역R&D 센터 지원 체계 및 기준고도화
⑥ 중소·중견기업 R&D바우처 지원 강화
⑦ 출연연 본원 외 지원절차·기준 정비
⑧ 한국형 프라운호퍼 방식 확대
⑨ 과기계 출연연 안정적 인건비 확대 방안

3. 발간물

-- 중기 총량규모 설정 및 ’17년도 정부R&D 예산 편성·심의를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제시

연구내용

-- (투자 효율화) 불합리한 R&D 지원체계 개선, 수요 기반 R&D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마련, 투자 전략성을 뒷받침하는 R&D 제도개선과제 정비 등

시사점

▒▒ 국
 내·외

환경변화와 우리의 역량을 고려한 단기(’17년)·중장기(’16년~’20년) R&D
투자방향, 중점 투자분야 및 구체적 투자전략 제시

▒▒ 정부 R&D투자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된 이슈들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함으로써 R&D예산편성과 집행의 효율화에 기여
5. 2017 주요 사업 추진 계획

• 중점 아젠다를 중심으로 구성된 전문가 작업반을 구성·운영하고 검토회의를 거쳐(7회)
최종 결과 보고
< ’16년~’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정부R&D 투자방향 >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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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혁신을 통한 미래 먹거리 창출 및 창조경제 활성화

중점 투자 분야

①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신산업 지원 및 경제혁신 선도
② 창의적 기초연구 및 도전적 융합연구 확대
③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기업지원 연계 및 기술사업화 촉진
④ 혁신적인 연구성과 창출을 위한 과학기술 기반 구축
⑤ 안전 및 국민체감형 R&D 투자 확대

효율화 ·내실화

① 불합리한 R&D지원체계 개선으로 투자효율성 제고
② 수요에 기반한 R&D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마련
③ 투자 전략성을 뒷받침하는 R&D 제도개선과제 정비

4. KISTEP 소개

• R&D 혁신을 통한 미래 먹거리 창출 및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정 R&D 투자 규모 및
중장기 투자 방향 제시
-- (중점 투자분야)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신산업 지원, 창의적 기초연구 및 도전적
융합연구 확대,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기업지원 연계 및 기술사업화 촉진, 과학기술
기반 구축, 안전 및 국민체감형 R&D 투자 확대 등

2. 주요 대외활동

연구목적

1. 주요 연구실적

145

추진 연구과제

연구내용

※ 전년도에 조사가 종료되지 않아 ’16년에도 조사를 연장 수행한 사업과 ’16년에 조사를 착수한 사업

• 예비타당성조사: 27개 국가연구개발사업
< ’16년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사업 목록 >

연구책임자 임 현

구분

부처

’14년 상반기

미래부

원자력시설해체 종합연구센터 구축사업

미래부

노화대응 신체활력 기술개발사업

’14년 하반기

▒▒ 신규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타당성 사전 검토로 예산낭비 방지 및 재정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

주력산업 공정부품용 하이브리드섬유 사업화
산업부

연료전지자동차 부품 실용화 및 산업기반 육성
’15년 상반기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R&D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총괄수행기관

산업부

문체부

’15년 하반기

• 재원조달방안, 중장기 재정소요,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해 적정 사업규모를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

미래산업 트리거링 新측정기술 개발사업

산업부

신산업 창출 파워반도체 상용화사업

해수부

제2쇄빙연구선 건조

복지부

국가 항암신약개발사업

산업부

신규 3D/4D 물리탐사연구선 건조사업

환경부

지중환경 오염·위해관리 기술개발사업

농진청

국가 동물 농생명공학 이노베이션 사업

복지부

바이오정보기반 정밀의료기술개발

국토부

’16년 하반기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 육성사업

4. KISTEP 소개

▒▒ 조사의 일관성 및 객관성 제고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의 지속적인 수정·보완

CT공연 플렉스파크 조성

미래부

▒▒ 기존에

’16년 상반기

Korea Clean Carbon Storage 프로젝트
소리창조(K-Sound) 클러스터 조성

3. 발간물

추진되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실시하여
관행적 계속사업화 방지 및 불요불급한 지출 억제 등을 통해 R&D의 효율화를 추진

제조업 혁신 3.0 물 없는 컬러산업 육성사업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

해수부

• 신규 투자의 적절성을 기술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의 관점에서 전문적·
객관적으로 조사
•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을 통해 부처의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력 향상과 사업 추진 시
성과 제고에 기여

고속수직이착륙 무인항공기 시스템 개발사업
초임계 CO2 발전시스템 기술개발사업

*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국가연구개발사업

• 국가재정법 제38조에 의거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실시

조사 대상 사업명

2. 주요 대외활동

연구목적

1. 주요 연구실적

64

201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타당성조사

▒▒ R&D부문 예비타당성조사 및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수행

세계 선도형 스마트도시 구축사업
지하 라이프라인 연구개발사업
지능정보사회 선도 AI 프로젝트

미래부

양자정보통신 중장기 기술개발사업
뇌지도작성 및 뇌융합 챌린지 프로젝트
경량소재 개발사업

5. 2017 주요 사업 추진 계획

산업부

자율주행 산업융합 혁신사업

•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및 설계의 적정성 검토: 4개 사업
< ’16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수행 사업 목록 >
구분

’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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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대상 사업명

기상청

차세대 도시·농림 융합스마트 기상서비스 개발사업

미래부

중입자가속기 기술개발사업

미래부

수출형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농진청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이전사업 (설계의 적정성 검토)

1. 주요 연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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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연구과제
▒▒ 「R&D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제2-1판)」 발간

시사점

65

연구책임자 박정일

▒▒ 전문성에

기반을 둔 예비타당성조사와 적정성 재검토 수행을 통해 기획력이 미비하거나
타당성이 낮은 사업의 추진을 방지하여 예산낭비 방지 및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필요

연구목적

▒▒ ’08년

이후 예비타당성조사가 실시된 사업을 중심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예비타당성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제시

• 연구개발사업의 성공가능성 및 파급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한 의미 있는 정책제언을 제시

•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후 예산이 투입된 사업에 대해 요구사업비 및 실제 연구개발
투자비 등 현황 진단

•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을 통해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력 향상과 연구개발의
불확실성 경감

•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주관부처 계획 등에 부합한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 투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 수행

• 조사의 일관성 및 객관성 제고를 위해 표준지침을 관리하고 분석방법론 연구와
조사기반 구축을 지속적으로 수행

•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에서 도출된 논문, 특허, 기술이전 등 성과와 예비타당성조사
비대상사업과의 비교를 통한 사업 목표 및 성과의 적절성 분석

2. 주요 대외활동

• 부처의 차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R&D예산의 배분 및 조정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향후 사업 추진 여부, 적정 사업기간 및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R&D부문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의
현황 진단 및 조사 개선 방안 연구

1. 주요 연구실적

• ’14년에 발간된 제2판의 내용 중 각종 지표 및 법·제도의 최근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오탈자와 비문 교정 및 의미가 모호했던 일부 내용의 보완으로 가독성 제고

3. 발간물

연구내용

▒▒ ’08년

이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인 132개 사업 중 완료된 117개 사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 수행

• 신청연도별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사업 및 조사대상 사업 현황, 조사대상사업의 경제성
분석 방법, 부처별/지자체 포함 여부에 따른 시행/미시행 현황 등 실태 조사 수행
4. KISTEP 소개

• 117개 완료사업 대상, 사업의 AHP 시행변수와 기술적·정책적·경제적 타당성 AHP 시행
변수의 상관관계를 경제성 분석방법론, 지자체별/부처별 등으로 나누어 세부 분석 수행
▒▒ 예비타당성조사 후 시행사업에 대한 투자 현황 분석

• 사업 종료 또는 4년 이상 예산이 투입된 지자체가 포함된 5개 사업의 연차별투자현황,
특허출원 동향, 산업 동향 등을 추진주체인 지자체에 초점을 맞춰 현황 분석
▒▒ 정책적 우선순위에 입각한 예산 투입 타당성 분석

• 예비타당성조사의 목적인 재정사업의 신규투자에 있어 우선순위의 확보 유무에 대해
정부 및 관련 부처의 주요 계획 등을 토대로 정책적 타당성 분석 결과 및 시행사업과
미시행 사업군의 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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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연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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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7 주요 사업 추진 계획

•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를 활용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사업을 추적하고
연차별/부처별/연구개발단계별/미래유망신기술별/연구수행주체별/적용분야별 투자
현황 분석

추진 연구과제
▒▒ 예비타당성조사

조사 후 추진사업 및(예타 미조사)계속사업과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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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반 창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정부 정책 효과성 분석을 중심으로

1. 주요 연구실적

•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여부에 따른 집단별 성과평가 비교분석, 예비타당성조사 AHP
점수 및 B/C값과 성과평가 사이의 상관관계, 예비타당성조사 항목 간 인과관계 등을
분석하여 예비타당성조사 후 시행사업의 성과측면의 실효성 분석

연구책임자 안승구

시사점

▒▒ 감사원과

예비타당성조사의 객관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후
시행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검토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보완하여 조사의
수용성 제고 노력 필요

연구목적

▒▒ 현재

연구내용

▒▒ (창업지원사업)

추진 중인 정부 기술창업지원사업의 정책 효과성에 대하여 분석하고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함

▒▒ 연구개발부문

2. 주요 대외활동

국회 등에서 R&D에 대한 효율화 및 타당성 검증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므로, 기획단계에서의 검토 결과가 예산집행단계에서 조사결과를 적절히
반영하여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 검토가 필요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창업지원사업 현황에 따라 ’16년의 예산
규모는, 자금성 사업 21조 9,406억 원, 비자금성 사업 5,619억 원으로 총 24조 1,538
억 원이 편성됨
전국의 기술창업기업 경영자 및 관련 투자자 12인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여 아래와 같은 제언을 도출

3. 발간물

▒▒ (심층인터뷰)

• (체계) ①가능성 있는 기업 대상으로 집중 투자, ②일관된 정책 추진, ③정부의 직접지원
보다는 민간에 대한 촉진 역할 집중, ④회수 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 ⑤단계별 연계
지원 체계 확충

• (R&D) ①원천기술 확보 노력 강화, ②직접지원에서 투자-회수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
③TIPS형 사업으로 점진적 전환

4. KISTEP 소개

• (평가 및 관리) ①과도한 행정소요 완화, ②기업별 특성을 고려한 평가기준 적용, ③
비즈니스 모델 관점의 평가 강화, ④평가 시 민간 전문가 참여 확대, ⑤예산 집행의
유연성 보장

• (투자 및 자금) ①민간에서 검증된 대상에 대한 집중 투자, ②모태펀드의 운영 기간 확대,
③인건비 지원 대책 강구

▒▒ (실증분석)

248개 기술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정부 정책 및 기업 내부 요인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함

• 경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기술적 배경, 기업가정신을 고려한 지원 정책 필요,
성장단계별·업종별 기술역량포트폴리오 구축 지원, 정책 유형별 실효성 재검토 및
성장단계별·업종별 최적화 지원, 장기적 관점의 투자 성과 분석 필요, 시장 잠재력
확인된 기업 위주 집중 투자 및 연계 지원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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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및 컨설팅) ①교육 지원에 대한 홍보 강화, ②교육 콘텐츠 플랫폼 마련, ③법률
자문 지원 프로그램 확충, ④투자연계형 교육프로그램 도입

추진 연구과제

시사점

▒▒ (창업지원정책

▒▒ (획기적인

규제 완화) 획기적으로 규제를 완화하여 기술창업 생태계는 물론, 거시 경제
전반에 걸쳐 활력을 증진해야 함
위상 확립) 중소기업청은 기술창업지원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중심적인
조정자 역할을 수행해야 함

67

2016년 과학기술 기획, 조정 및 평가
국제 네트워크 구축 연구

1. 주요 연구실적

패러다임 전환)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공적 책무에 충실해야
하며, 일관되고 장기적인 기획 및 실행으로 신뢰할 수 있고 안정적인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하여야 함

연구책임자 정상원

▒▒ (컨트롤타워의

▒▒ 과학기술 기획·조정·평가 국제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

• 글로벌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체계 확대

▒▒ (민간주체 역할 강화) 시장성·전문성을 갖춘 민간 주체의 참여를 활성화로 창업지원사업

-- 기존 협력기관과의 파트너십 강화 및 권역별·국가별 수요를 고려한 협력기관 발굴

실효성 제고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 글로벌 과학기술 정책 이슈 발굴 및 협력 플랫폼 구축

2. 주요 대외활동

연구목적

-- 국제포럼 개최를 통한 지식 교류의 허브 역할 수행 및 과학기술 정책 분야 현안 논의
참여 확대

▒▒ (평가·관리

시스템 혁신) 평가 및 관리 시스템의 시장성·전문성·유연성을 확보하여 정책
효과성을 제고해야 함

연구내용

3. 발간물

▒▒ (정책유형별·성장단계별) 정책유형별 및 성장단계별로 최적화된 전략적 접근 필요
▒▒ 글로벌 선진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

• 해외 7개 기관과의 MOU 체결을 통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국가

5.5

미국

기관명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AAAS)

8.25

대만

Industrial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ITRI)

8.31

말레이시아

Universiti Teknologi Malaysia (UTM) Perdana School of STI Policy

10.13

말레이시아

Academy of Sciences Malaysia (ASM)

11.16

파키스탄

12.9

일본

12.19

카타르

4. KISTEP 소개

체결일

Mehran University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 (MUET)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NISTEP)
Qatar National Research Fund (QNRF)

-- 방원·전문가 논의를 통한 공통 관심 이슈 및 협력 어젠다 발굴
▒▒ 글로벌 과학기술 정책 이슈 발굴 및 대응·협력 체계 강화

• 과학기술 정책 분야 현안 논의 참여 확대 및 네트워크 강화
-- AAAS, ISTIC, OECD, EuroScience, STS 등 국외 선진기관 주최 국제포럼 참석을
통한 이슈 발굴 및 네트워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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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남미개발은행(IDB), 터키 중소기업청(KOSGEB), 핀란드 교육문화부 등 해외 거점기관
(16개 기관 이상)의 KISTEP 방원 및 유관기관 현지 방문을 통한 교류 증진

추진 연구과제
▒▒ 과학기술혁신 협력 플랫폼 구축 및 운영

포럼 ·세미나

주요 내용

68

•과학외교를 주제로 한 AAAS 주최 연례포럼에 KISTEP 세션 개최
•한반도 경색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과학외교 활용 방안 및 독일 통일의
AAAS Science Diplomacy 2016
교훈과 시사점 논의
‘Science Diplomacy in Korea’ 세션 개최
•AAAS와 지속적인 교류·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MOU 체결(’16.5.5) 및
세션 공동 기획·구성 추진

제2회 글로벌과학기술자문기구포럼 개최

•각국의 과학기술자문기구의 활동 공유, 공통 어젠다 및 협력 방안 논의를
위한 포럼 개최
•과학기술 자문기구 역할 및 체계, 공공·민간 R&D 투자 방향,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임과 기여방안 등 논의
•총 16개국, 19개 자문기구 대표를 포함 50여명 참석

연구목적

▒▒ 개도국 과학기술 고위 정책결정자 대상 KISTEP-ISTIC

STI 교육·훈련 프로그램 추진

• 한국의 선진화된 과학기술 기획·조정·평가 및 혁신체계 수립 등의 경험을 개도국 고위
정책결정자들에게 전수

연구내용

▒▒ 2016

KISTEP-ISTIC STI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최

• 개요
-- 일시 및 장소: ’16.9.26(월)~30(금),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 주제: Building National STI Capacity for Joint Growth: Sharing the Experience of
Korea and Systematic S&T Management
• (참석자) 다양한 권역에서 참가할 수 있도록 신규 참가국 우선 선정
-- 개도국 과학기술부 또는 과학기술혁신 관련 부처 국장급 이상 고위 정책결정자를
대상으로 선정

시사점

• 협력 기관과의 공동 세미나 개최, 포럼 기획 등을 통해 실질적인 파트너십 강화
• 개도국 중심에서 벗어나 선진 기관과의 신규 MOU 체결을 통한 국제협력 영역 확대

• 글로벌 싱크탱크로서 주요 어젠다 논의 및 권역 내 공동 과제 대응에 기여
• 협력 채널 구축을 통한 상호 정보 교류 활성화 및 장기적인 협력 플랫폼 마련
▒▒ KISTEP의 국제적 인지도와 가시성 상승으로 상호 협력 수요 증대 및 선도 역할 기대

--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사 및 R&D Governance System, 과학기술예측, 정책기획,
예산 배분·조정, R&D 평가 등 전주기적 연구개발 관리체계 강의
-- 새마을 운동과 한국의 경제발전, 녹색혁명과 농업기술 발전 등 한국의 발전경험
공유를 위한 특강 세션
-- 참가국 별 과학기술 현황 공유 및 그룹 토론을 위한 Interactive Workshop
-- 정부 연구기관, 과학기술 연구단지, 중소기업 등 R&D 산업 시찰
•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결과
-- 설문조사 결과,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4.6(92.3점)으로 높게 나타남

• 글로벌 기획·조정·평가 전문기관으로서의 전문성 및 경쟁력 강화
• 주요 국제 행사 참여 및 과학기술 이슈 선점을 통한 글로벌 과학기술혁신 싱크탱크로서의
위상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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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적인 국제포럼 개최를 통해 과학기술 혁신 분야의 교류 및 협력의 장 주도

• (프로그램) ’15년도 프로그램 참가자 피드백·제안사항을 바탕으로 프로그램 기획 및
강의 구성안 마련

4. KISTEP 소개

-- 16개국 고위공무원 20명(캄보디아, 이란, 미얀마, 오만, 파키스탄, 필리핀, 말레이시아,
사모아,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감비아, 나이지리아, 세네갈, 탄자니아, 우간다,
콜롬비아)
▒▒ 해외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신뢰 구축 및 상호협력 관계로 발전

3. 발간물

제11회 한·중·일 과학기술정책세미나 개최

•한·중·일 5개 과학기술정책 전문기관 간 현안 발굴 및 토론을 위한
정기 세미나 개최
•과학기술예측, 과학기술혁신 지표, 4차 산업과 미래 일자리, 지적재산권
정책 등을 주제로 발제 및 토론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중국과학원 과기전략자문 연구원(CASISD),
중국과학기술전략연구원 (CASTED), 일본 과학기술정책연구소(NISTEP)
연구진 총 50여명 참석

연구책임자 김혜나

2. 주요 대외활동

제2회 아시아혁신포럼 개최

•’15년 발족한 아시아 과기혁신 싱크탱크 네트워크(ASTN) 기관 중심으로
더 나은 아시아를 향한 혁신 방안과 공동성장 전략에 대한 토론의 장 마련
•가치창출과 혁신경제, 증거기반 과학기술정책, 지속가능 발전전략 등을
주제로 발제 및 패널 토론 진행
•말레이시아, 호주, 캐나다, 스위스, 핀란드 등 14개국 주한대사관 대사 및
과학관 포함 총 26개국, 68개 기관, 100여명 참석

2016년 개도국 고위 정책 결정자를 위한
한국형 R&D 기획·조정·평가 지식 및 경험 전수

1. 주요 연구실적

• 국제 포럼 개최를 통한 과학기술혁신 플랫폼 구축

추진 연구과제

• 프로그램 개최 결과

1. 주요 연구실적

69

미래 한국을 견인할 과학기술 정책 아젠다
발굴 연구
연구책임자 이흥권

< Interactive Workshop >

연구목적

▒▒ 대내외적

불확실성의 증대와 국가적 위기에 과학기술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수요
중심적(Demand-pull) 과학기술 의제 도출

• 최근 우리나라는 과학기술을 둘러싼 메가트렌드 변화와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 직면

시사점

▒▒ 과학기술 혁신 정책에 기반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확대

2. 주요 대외활동

< 단체 사진 >

※ 세계경제 장기침체에 대한 위기감 고조, 지역 및 국가 간 갈등 심화, 기후변화 리스크, 글로벌 의제 재편
가속화 등 메가트렌드 변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

• 개도국에 선진화된 노하우를 전수하여 국제사회 공동 성장 기여 및 국가적 위상 제고

※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변화, 일본형 장기불황에 대한 우려
고조, 고용 없는 성장에 따른 사회 갈등 심화, 산업 및 기술 경쟁 격화 등에 따른 국내 산업 기반 붕괴
우려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직면

• 개도국 고위 정책결정자의 과학기술 정책 수립 역량 향상 및 국가 과학기술 혁신 역량
강화에 기여
▒▒ 개도국 고위 정책결정자와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협력 기회 마련

3. 발간물

• 잠재성장률 하락, 신산업 창출 지연, 중국의 거센 추격 등 한국을 둘러싼 위기징후를
기술혁신을 통해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책 동력과 과학기술 시스템 전체의
근원적 변화가 필요

• 개도국과의 지속적인 협력 관계 구축 및 교류 기반 조성
• 신규 참가국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국가별 맞춤형 협력 프로젝트 발굴 기회 마련
▒▒ 과학기술 기획·조정·평가 전문기관으로서의 전문역량 강화 및 국제적 위상 제고

• 신뢰도 있는 협력 기관으로서의 이미지 확립 및 국제적 위상 강화

▒▒ 대내외 환경진단을 통하여 국가아젠다 대응 전략 및 과학기술 시스템 혁신 전략 마련

• 신흥국의 ‘중산층 빅뱅’, 초연결 사회의 도래를 기회요인으로, 고령화 사회, 희소한 자원,
기후변화 리스크 증가를 위험요인으로 판단
•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일본형 장기불황 우려 고조, 고용 없는 성장, 사회적 양극화
심화, 주력사업의 위기를 우리나라의 위기 징후로 파악

4. KISTEP 소개

• 정기적인 프로그램 개최를 통한 KISTEP의 역할 점검 및 내부 연구진 역량 강화

연구내용

• 상기 환경진단을 바탕으로 미래 10년을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정하여 5개의 국가 아젠다 대응 전략과 1개의 과학기술 시스템 혁신 전략 제시

1 과학기술시스템의 근원적 혁신

‘제조업르네상스’를 견인하는 과학기술

정책 연속성과 실효성을 담보하는
거버넌스 구축

5. 2017 주요 사업 추진 계획

5 국가아젠다 대응
‘미래 신산업’을 개척하는 과학기술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는 과학기술

안정속에 혁신을 촉진하는
투자전략 수립

‘미래 일자리’를 창출하는 과학기술
‘탄소프리 시대’를 열어가는 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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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에 기반하는
과학기술 문화구축

1. 주요 연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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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연구과제
▒▒ 국가

아젠다 대응 전략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총서
‘미래를 열어갈 혁신의 길’ 발간
정책과제
한국형 ‘리쇼어링 붐’ 조성을 통한 국내 유턴 장려 촉진
제조업 르네상스를
견인하는 과학기술

70

1. 주요 연구실적

아젠다

주력산업별 First Mover 전략 도출 방안 연구
(자동차·철강 산업을 중심으로)
연구책임자 김용정

대기업 수직계열화 탈피를 위한 건강한 산업생태계 조성

3D 프린팅 융합형 신제조업인 ‘소셜 메뉴팩처링’ 모델 형성
게임체인저(Game changer)형 성장동력사업 추진
미래 신산업을
개척하는 과학기술

신산업 분야 규제프리(Regulation free)를 통한 혁신 가속화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는 과학기술

미래 일자리를
창출하는 과학기술

인구절벽시대를 대비하는 과학기술 잠재인력 활용 극대화

연구목적

• 일관성 있는 연구와 연구 성과에 대한 질적 향상을 위해 산업정책 연구절차를 수립하고
사례 연구를 통해 절차 개선

행복 100세 시대를 위한 제품 및 서비스 기술개발 확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능동적 일자리 대응체계 구축

-- 소비재에서부터 생산재에까지 다양한 주력산업에 적용 가능한 프레임을 개발

일자리 창출형 고성장 기업에 대한 지속 성장 지원 강화

-- 1차년도에서는 소비재 중심 산업(자동차)과 생산재 중심 산업(철강)으로 구분하여
시범 연구추진

제조 기반 지식집약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프리 시대를
열어가는 과학기술

저탄소 관련 원천 기술 확보 및 시장 활성화
신기후체제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는 전략적 협력 확대

• 과학기술 철학, 거버넌스, 투자, 혁신주체, 문화 등 제도와 시스템 관점에서의 문제점 및
이슈 발굴
-- 그동안의 과학기술 정책을 분석하여 과학기술 정책 철학의 부재, 정책의 비연속성,
통제된 시스템, 단기성과 지향적인 투자, 혁신주체 역할의 불확실성 및 경직된
과학기술 문화 등 現 과학기술 시스템의 문제점을 파악
-- 과학기술 정책의 철학을 정립하고 상기 철학 하에 연속적인 정책 수립, 선도형 중장기
투자 포트폴리오 확립, 주체의 역할 정립, 신뢰에 기반한 과학기술 기반 마련 등을
추진할 것을 제안

변하고 있는 사회·경제·문화적 현상을 진단하여 미래에서의 과학기술의 역할을
탐색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미래 대응력 강화에 기여

Mover 전략도출 연구

• 현황분석과 미래전망을 통해 미래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기회 탐색
※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한 산업생태계 발전 방안은 차년도 과제에서 추진

< 자동차 산업 전략도출 연구 추진 절차 >
현황분석

미래전망

발전방향도출

자동차 산업 핵심 트렌드 도출
(환경분석을 통해)

국내 소비자 선호·인식조사
(설문조사)

미래 변화 준비 상황 분석
(특허 분석)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동향 분석
(문헌조사)

교통수단 선택 모형개발
(통계 분석 및 알고리즘 개발)

비즈니스 기회 제시
(유망 제품 및 서비스 제시)

국내외 카쉐어링 관련 동향 분석
(문헌조사)

국내 자동차 이용 시뮬레이션
(특허 분석 및 알고리즘 구현)

(차년도)산업생태계

발전 방안 제시
(전문가 인터뷰 등)

• 제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 국가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미래
예측을 바탕으로 더 다양한 아젠다를 발굴하고 이를 과학기술 혁신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함
▒▒ 추격형에서

선도형 과학기술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패러다임 변화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제시

• 구체적인 개선과제를 도출함으로써 근원적인 혁신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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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7 주요 사업 추진 계획

▒▒ 급격히

▒▒ 자동차 산업의 First

4. KISTEP 소개

• 상기 문제를 혁신하기 위한 방향성을 설정하고 개선과제 도출

연구내용

3. 발간물

▒▒ 선도형 과학기술 정책을 위한 과학기술 시스템의 근원적 혁신전략 수립

시사점

▒▒ 한국 경제성장과 고용 증가의 근간인 주력산업의 위기 극복에 필요한 방안 모색

2. 주요 대외활동

초연결 기반 온디맨드(On-Demand) 신산업 플랫폼 구축

▒▒ 철강 산업의 First

• (현황분석) 산업생태계 전반에 걸쳐 나타날 변화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

Mover 전략도출 연구

< 철강 산업 전략도출 연구추진 절차 >

< 자동차 산업 전략도출 연구 추진 절차 >
소재

부품

완성차

대리점·보험·금융

소비자

철강

엔진·구동계 부품

엔진(내연기관)차

할부·리스 서비스

소유

전자부품·SW

친환경차·자율주행차

경량화

온디멘드서비스

소비

스마트화

세계 철강산업의 현황
국내 철강산업의 주요 이슈
(수요·공급, 원가, 제도·규제, 기술 등)

철강산업의
기술 동향 분석

(대상) 국내 기업 및 글로벌 주요 제조사
(내용) 출원 및 등록 특허, 공동출원 특허
(기간) ’95년 - ’14년

철강산업의 미래준비역량
실태조사

(대상) 종업원 수 70인 이상 164개 기업
(내용) 현
 재 이슈의 중요도 및 도전과제
미래 변화에 대한 준비도 등
(기간) ’16.10.11~11.23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 모색
2. 주요 대외활동

비철금속·합성수지

국내 철강산업의
주요 이슈

1. 주요 연구실적

• 철강 산업의 기술동향과 미래준비 역량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

※새로운 기술로 인한 변화만큼 소비 패턴의 변화로 인해 생태계 변화의 변화 가속화

소유→소비

• (주요이슈) 중국산 철강재의 공급과잉과 거세지는 글로벌 철강보호주의로 수출확대 한계
-- 글로벌 수요 둔화 속, 국내 철강수요 역시 포화 상태가 되어 생산설비 과잉 부담 지속
• (기술 동향) 한국은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여 철강 전체 기술 분야에 걸쳐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분석

-- IT를 활용한 다양한 차량 이용서비스가 등장하면서 ‘공유’하는 자동차 개념 등장

• (미래준비역량) ‘건설, 조선, 자동차 등 주요 전방산업의 부진 장기화’가 철강산업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될 시급한 과제로 제시

※ 자동차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미시적 패턴을 활용한 행위자 기반 모델을 통해 미래 자동차 이용
행태 변화를 전망

50
40

※ 신제조기술 출현, IT 기반의 제조업 혁신, 경량신소재 개발 등 미래환경 변화에 신속 대응 필요

-- 철강-가공유통-기자재 제작-최종 수요 등 가치사슬 단계 기반 공동 협력사업 발굴

20

※ 철강-기자재-조선-해운 사업 간 공동협력을 통해 조선업 활성화 방안 모색 등

10

-- 수요 산업별 주요 특성과 트렌드를 반영한 선제적 소재 개발 및 제품 연구개발 추진

0

0

10

20

-- 제4차 산업혁명, 제조업 혁신 등 기술적 변화 및 새로운 수요에 능동적 대응 필요

2020

2025

2030

2035

< 자동차 이용행태 변화 추이 >

2040

2020

2025

2030

2035

2040

< 대중교통과 공유차량 이용행태 변화 추이 >

-- 자율주행 자동차의 빠른 확산 속도에 대비하기 위해서 관련 산업과 기술 발달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 대책 마련 필요
※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 규제 완화, 자율주행자동차 실증단지 확충 등

-- 차량공유서비스로 이용률이 낮아질 수 있는 대중교통 유지 및 보완책 마련 필요
※ 이용률이 낮아진 대중교통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 부담 증가 예상

-- 이동 비용이 ‘0(Zero)’인 사회에 대한 대비한 플랫폼 확보 필요

시사점

▒▒ (자동차산업

전략) 인구의 동태적 변화를 적용하여 다른 소비재 산업에 활용 가능한
모델로 보완 필요

• 특히, 기술의 발전 및 인프라에 확대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모델
개발 필요
※ 정부 정책의 변화 등의 사회적 인센티브, 관련 기술의 발전 추이 등을 적용할 수 있는 모델 개발

▒▒ (철강산업 전략) 기업의 혁신성과 창출요인 분석 등 적용하여 연구 방법 고도화

• 기업의 R&D 수행, 혁신기술 보유, 미래준비 역량 등이 기업 혁신성과 창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통해 분석
* 특허분석 데이터와 설문조사 결과를 매칭하여 2차 데이터로 활용

※ 구글, 애플, 우버 등 다양한 IT 기업들은 자율주행 자동차를 새로운 모바일 디바이스로 인식하고
적극적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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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방향 도출) 생각보다 높은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관심과 공공재인 대중교통의
활용방안 고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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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KISTEP 소개

30

40

대중교통(자율)
소유(자율)
공유(자율)

• (경쟁력강화방안)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강건한 산업 생태계 구축 필요

대중교통
소유
공유

30

50

대중교통(비자율)
소유(비자율)
공유(비자율)

3. 발간물

• (미래전망)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과 자동차 이용 행태 변화 등으로 인해 공유 차량의
이용률 증가 예상

추진 연구과제

• 과학기술분야 연구에서의 크라우드펀딩 활용 방안
• 크라우드펀딩 기반 혁신적 아이디어의 발견 및 패턴 분석을 통한 아이디어 기반 창업
활성화 정책 연구
-- 개방형 혁신 시스템에서의 크라우드펀딩의 함의를 도출
연구책임자 이흥권

•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ICT융합기술에 관한 정책조정 방안 제안: Digital Platform과
Ecosystem 구현 사례를 중심으로
-- 미래 ICT융합 정책/전략, 디지털 플랫폼/생태계 구성이라는 측면에서 국내 및 국외의
현황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 과학기술

관련 산·학·연 전문가 및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 대상의 연구비 지원을 통해
새로운 과학기술 정책 이슈를 발굴하고 정책 방안 제시

2. 주요 대외활동

연구목적

1. 주요 연구실적

71

-- 크라우드펀딩 서비스의 일반적인 개념, 특징, 장단점 및 향후 전망

2016년도 Creative KISTEP Fellowship
Program 운영 및 정책이슈 발굴 연구

• R&D 투자의 안정성과 생산성의 관계 연구
-- R&D 투자배분의 안정성과 연구성과의 생산성과의 관계를 규명
• 혁신활동과 정부지원이 스타트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 KISTEP

신진연구자들의 정책이슈별 분석역량 함양과 창의적인 연구의욕 고취를 통해
선제적 이슈 대응능력 향상

-- 혁신활동과 정부지원이 스타트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중소기업 R&D 역량의 기능적 특화와 혁신성과
-- 중소기업 R&D 역량의 기능적 특화와 혁신성과의 관계를 규명
• 혁신지향적 공공구매의 거시경제적 효과 분석: CGE 방법론을 통하여

▒▒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 효율화, 중소·벤처 기술혁신 및 창업활성화, 지역기술 및
산업 혁신, 과학기술 정책 아젠다 발굴 등의 연구주제로 KISTEP 신진연구자, 산·학·
연전문가,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 연구자가 연구 진행

3. 발간물

연구내용

-- 혁신지향적 공공구매의 다양한 간접적 효과의 파급경로 분석
• 기술사업화가 기술수요기업의 성장에 미치는 효과 분석
-- 기술수요기업의 관점에서 공공기술이전의 산업별 특성과 내부 R&D와의 상호작용에
대해 탐구

•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체계에서의 연구목표수정 허용기준 연구
-- 국내 사례조사를 통한 연구사업 기간, 규모 및 분야별 연구사업 특성 등을 고려한
무빙타겟 적용 범위 분석

• 국내 의료 3D프린팅 산업의 활성화 전략연구
-- 의료분야 3D 프린팅산업 기술동향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중소기업 연구개발 투자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한 사회회계행렬 작성 방안

• 기술로드맵(TRM) 실행 성과관리방안 연구
-- 기술로드맵 수립 이후 실행 단계에서 어떠한 외부 및 내부의 요인들이 기술로드맵의
성과창출로 이루어지는지 분석
• 뿌리기술 관련 시설장비의 주요 이슈 및 공동활용 방안 연구
• R&D 성과의 시차연구

▒▒ 과학기술 관련 전문가들과의 정책연구 네트워크 확대 및 산·학·연 협력연구 활성화 도모

▒▒ 시의성 있는 과학기술정책 이슈를 다양한 관점에서 발굴하여 제시

▒▒ 정부

정책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서 제반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수요와 환경변화,
과학기술행정체제의 변화 및 다양한 관점의 의견수렴과 분석이 필요함

--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발생 시차에 관한 분석 및 성과도출·성과추적 등에 필요한
적정기간(Incubation period) 도출
• 연구성과 상용화 관점에서의 기술금융 정책 개선방안
-- R&D성과확산 지원 관점에서의 기술금융 연계 방안 분석
• 사회 이슈 해결형 우수기술 및 연계 과학기술 분석 연구
-- 사회문제 해결형 과학기술정보 연계 분석 연구 수행
• 지역의 지식재산 역량이 개별기업의 연구개발투자 성과에 미치는 영향
-- 지역별 지식재산 역량이 입지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

162

2016 연차보고서

1. 주요 연구실적

163

5. 2017 주요 사업 추진 계획

-- 뿌리기술 장비들의 이용현황(가동률, 이용주체) 및 공동활용 성과 분석

시사점

4. KISTEP 소개

-- 기업규모에 따른 연구개발의 경제적 효과 측정을 위한 기초 데이터로서 사회회계행렬
데이터 구성 방법을 분석

2

P A R T
KOREA INSTITUTE OF
S&T EVALUATION AND PLANNING

주요 대외활동

국제 행사
KISTEP 포럼 및 행사
KISTEP 정기 포럼
기관장 동정
사회공헌활동

국제 행사

제2회 아시아혁신포럼(Asian Innovation Forum) 개최

1. 주요 연구실적

Science Diplomacy 2016 주제 토론회

KISTEP 박영아 원장의 세션 소개를 시작으로 박찬모 평양과학기술대학 총장, 게르하르트 하임폴드 독일 Halle
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이승규 KISTEP 연구위원의 주제발표와 필 에스켈랜드 한미경제연구소 정책국장, 요하임
라그니츠 독일 Ifo 경제연구소 드레스덴 지부 소장과의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30일에는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nformation Technology and Innovation Foundation, ITIF) 로버트 앳킨슨
회장의 기조 연설이 진행됐다. 앳킨슨 회장은 “치열한 글로벌 혁신 경쟁 속에서 각국의 과학기술 혁신정책이
중요하다”며 “연구개발과 기술 상업화, ICT, 교육, 세금, 무역, 지식재산권, 규제 등 혁신활동에 기여하는 모든
측면에서 포괄적 혁신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31일에는 국제과학연맹이사회(International Council for Science, ICSU) 고든 맥빈 총재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과학기술 혁신’에 대한 기조연설이 진행됐다. 맥빈 총재는 “기후변화와 빈곤 퇴치, 재난 재해 등 범지구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UN에서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를 수립했다”며 “과학기술 발전의
명암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해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영아 KISTEP 원장은 “2회째를 맞이한 아시아혁신포럼에 과기혁신 싱크탱크 및 주한대사관 등 다양한
기관 대표들이 참가해 혁신 경험과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로서 매우 의미있다”며 “앞으로도
아시아혁신포럼이 아시아 뿐 아니라 글로벌 이슈 대응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공동 성장을 위한
논의를 이어 나가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4. KISTEP 소개

박영아 KISTEP 원장은 “AAAS가 주최하는 Science Diplomacy 포럼에서 처음으로 한국의 과학외교를 주제로
세션을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의미있다”며 “앞으로 AAAS와의 MOU 체결을 통해 양 기관의 인력 교류가
활성화되고 공통 관심사인 과학외교, R&D 예산 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협력을 추진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난해 제1회 아시아혁신포럼에서 발족한 아시아 과학기술 싱크탱크 네트워크(Asian Think
Tanks Network, ASTN) 기관을 중심으로 가치 창출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혁신 경제, 증거기반의 과학기술정책,
공동성장을 위한 지속가능 발전 전략 등을 주제로 논의했다.
3. 발간물

KISTEP은 5월 5일(목), 미국 워싱턴 DC에서 AAAS(미국과학진흥협회)가 주최하는 Science Diplomacy 2016
에서 한국의 과학외교를 주제로 세션을 개최했다. 이번 세션은 한반도의 경색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과학외교
활용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독일 통일 사례의 교훈과 시사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 주요 대외활동

KISTEP은 8월 30일(화), 31일(수) 양일 간 그랜드 앰배서더 서울에서 ‘제2회 아시아혁신포럼(Asian Innovation
Forum)’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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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KISTEP-ISTIC 개도국 고위정책결정자 과학기술혁신 교육 프로그램 개최
KISTEP은 개발도상국 과학기술 협력 지원기관인 유네스코 산하 국제과학기술혁신센터(ISTIC)와 공동으로
9월 26일(월)부터 30일(금)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제8회 KISTEP-ISTIC 개도국 고위정책결정자
과학기술혁신 교육·훈련 프로그램(2016 KISTEP-ISTIC STI Training Program)을 개최했다.

본 프로그램에는 아시아·오세아니아(캄보디아, 이란, 미얀마, 오만, 파키스탄, 필리핀, 사모아, 우즈베키스탄),
아프리카(이집트, 감비아, 나이지리아, 세네갈, 탄자니아, 우간다), 남미(콜롬비아) 등 총 15개국 과학기술 관련
부서 국장급 이상 정책결정자 19명이 참가했다.

이번 포럼은 각 국의 과학기술자문기구들이 자문 활동을 공유하고 협력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16개국 19개 기관이 참여했다. 포럼에서는 ▲자문기구의 역할 및 영향력 증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 ▲공공과
민간 R&D 투자 방향 및 의의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임과 기여방안 등을 주제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올해는 과학기술 중장기 정책·전략 기획, 예산배분 조정, 평가에 이르는 한국의 R&D 추진체계 전반을
비롯해 개도국의 관심사인 새마을 운동 및 녹색 혁명 등 전문가 특강과 워크숍, 말레이시아 현지 산업 시찰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개회식에는 KISTEP 박영아 원장을 비롯하여 ISTIC 이사회 의장 Samsudin Tugiman, ISTIC Director Sharifah
Maimunah Syed Zin, 말레이시아 과학기술혁신부 기획국 국장 Mohd Mokhtar bin Tahar 등이 참석했다.

3. 발간물

KISTEP은 한국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PACST), 칠레 국가발전혁신위원회(CNID)와 함께 9월 1일(목), 2일(금)
양일 간 그랜드 앰배서더 서울에서 제2회 글로벌과학기술자문기구포럼(The Second Meeting of the Global
Forum of National Advisory Councils)을 개최했다.

2. 주요 대외활동

이 프로그램은 ISTIC 회원국인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남미 등 개도국의 고위 정책결정자들을 초청해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과 그 밑바탕이 된 과학기술 혁신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개도국의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1. 주요 연구실적

제2회 글로벌과학기술자문기구포럼 개최

글로벌과학기술자문기구포럼은 2015년 10월, 칠레 국가발전혁신위원회(CNID)와 캐나다 과학기술혁신위원회
(STIC)의 공동주최로 칠레 산티아고에서 처음 개최됐으며, 차기 포럼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국가
한국

Korea Institute of S&T Evaluation and Planning (KISTEP)
Presidential Advisory Council on Science & Technology (PACST)
CAS Center for Innovation and Development (CAS CID)

일본

Council for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CSTI)

캄보디아
태국
카타르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캐나다
브라질
칠레

Malaysian Industry-Government Group for High Technology (MIGHT)
National Council for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NCSTP)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 (NSTC)
National Research Council of Thailand Executive Board
Qatar Foundation (QF)
National Research Institute for Science Policy (NRISP)
King Abdulaziz City for Science and Technology (KACST)
International Development Research Centre (IDRC)
University of Ottawa
Centre for Strategic Management and Studies in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CGEE)
National Council of Innovation and Development (CNID)

스웨덴

Swedish Agency for Growth Policy Analysis

핀란드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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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중국
말레이시아

4. KISTEP 소개

< 제2회 글로벌과학기술자문기구포럼 참가 기관 >

National Advisory Council for Innovation (NACI)
International Council for Science (ICSU)

2. 주요 대외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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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한·중·일 과학기술정책세미나 개최

개원 17주년 기념 포럼 『미래 한국을 열어갈 National Initiative 2025』 개최

KISTEP은 10월 17~18일(화) 양일간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제11회 한·중·일 과학기술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KISTEP은 1월 21일(목), 서울 더팔레스 호텔에서 KISTEP 개원 17주년 기념 포럼 『미래 한국을 열어갈 National
Initiative 2025』를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세계경제 침체, 저출산·고령화, 고용 없는 성장 등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와 위기 속에서 우리 과학기술의 새로운 역할 변화를 성찰하고, 향후 10년 국가적 아젠다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과학기술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술예측, 과학기술혁신 지표,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일자리, 지식재산권과 과학기술정책의 연계성 등 총 5개
세션으로 구성된 본 세미나에서는 과학기술 현안 및 기관 간 협력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 한·중·일 과학기술정책세미나 프로그램 >

3. 발간물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중국과학원 과기전략자문연구원(CASISD), 중국과학기술전략연구원
(CASTED), 일본 과학기술정책연구소(NISTEP)

손욱 KISTEP 이사장과 이장무 국과심 위원장의 축사로 시작된 포럼에서 박영아 KISTEP 원장은 발표를 통해
향후 10년, 우리 과학기술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담은 National Initiative 2025에서 활력있고 따뜻하며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5개 국가아젠다 대응 전략과 1개 과학기술시스템 혁신 전략을 제시하였다.(표 참조)

2. 주요 대외활동

2006년부터 매년 한·중·일 3국의 5개 과학기술정책기관*이 순차적으로 개최해온 본 행사는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했으며 50여 명의 해당기관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1. 주요 연구실적

국제 행사

이어 이각범 한국미래연구원장을 좌장으로 50분간 전문가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전문가 패널 토론자로 박승용
효성중공업 전무, 신미남 두산퓨얼셀 대표, 유명희 전 청와대 미래전략기획관, 이광형 KAIST 교수가 참여했다.

10월 17일(월)
2016 Highlights of Research Activities

Session 2

Technology Foresight: Strategies and Policies for the Future

Session 3

Measuring and Analyzing STI: Evidence-based Approaches to Policymaking

< National Initiative 2025 국가 아젠다 및 정책과제 >
National Initiative 2025 국가 아젠다

1. 한국형 ‘리쇼어링 붐’ 조성을 통한 국내 유턴 장려 촉진
‘제조업 르네상스’를
견인하는 과학기술

10월 18일(화)
Session 4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its Implications for Human Resources in S&T

Session 5

Integra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S&T Policy

정책 과제

4. KISTEP 소개

Session 1

2. 대기업 수직계열화 탈피를 위한 건강한 산업생태계 조성
3. ‘소셜 메뉴팩처링’, 3D 프린팅 융합형 新 제조업 모델 형성
4. 게임체인저(Game changer)형 성장동력사업 추진

‘미래 신산업’을
창출하는 과학기술

5. 신산업 분야 규제프리(Regulation free)를 통한 혁신 가속화

5. 2017 주요 사업 추진 계획

6. 초연결 기반 온디맨드(On-Demand) 신산업 플랫폼 구축

5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는 과학기술

7. 인구절벽시대를 대비하는 과학기술 잠재인력 활용 극대화
8. 행복 100세 시대를 위한 제품·서비스 기술개발 확대
9.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능동적 일자리 대응체계 구축

‘미래 일자리’를
창출하는 과학기술

10. 일자리 창출형 고성장 기업에 대한 지속 성장 지원 강화
11. 제조 기반 지식집약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프리(Carbon-free)시대를
열어가는 과학기술

12. 저탄소 관련 원천 기술 확보 및 시장 활성화
13. 新기후체제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는 전략적 협력 확대
14. 정책 연속성과 실효성을 담보하는 거버넌스 구축

1

국가과학기술시스템의
근원적 변화

15. 안정 속에 혁신을 촉진하는 투자 전략 수립
16. 신뢰에 기반하는 과학기술 문화 구축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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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EP은 미래창조과학부와 2월 25일(목) 양재동 The-K 서울호텔에서 「2017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을 마련하고, 산·학·연 전문가와 연구개발에 관심 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KISTEP은 2016년, 2차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교육’을 실시했다.

2. 주요 대외활동

2016년도 R&D부문 예비타당성조사 교육 실시

1. 주요 연구실적

2017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공청회 개최

공청회 제1부는 박영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최종배 미래부 과학기술전략본부장의
인사말, 김봉수 미래부 연구예산총괄과장의 2017년도 정부R&D 투자방향 및 기준(안) 기조발표, 이장무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위원장을 좌장으로 신미남(주)퓨어셀 대표이사, 박준호 ㈜투비온 대표이사, 서판길
기초연구진흥협의회 회장, 권동일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 신용현 한국표준연구원장, 이영완 조선일보
과학전문자가 패널로 참석하여 토론과 청중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R&D부문 예비타당성조사 교육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및 주요 지침을
이해하고, 국가R&D사업 기획 및 예비타당성조사의 사례 검토를 통한 R&D 사업의 기획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재정사업 담당 중앙부처 및 자자체 공무원, 공공기관 R&D관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이번 투자방향(안)은 과학기술전략본부 출범(’15.9.25) 이후 처음 수립되는 것으로 「제1차 정부R&D 중장기
투자전략(’16~’18)」(’16.1.7)에 근거한 기술분야별 투자전략 설정, 신기후체제·제4차 산업혁명·서비스R&D 확대·
일자리 창출 등 대내외 환경·정책 변화를 적극 반영한 것이 주요 특징이다.

4. KISTEP 소개

제2부에서는 6개 기술영역별(공공우주, 에너지환경, 기계소재, ICT융합, 생명의료, 기초기반)로 투자방향 및 이슈
등을 심층토론했다.

제1차 교육은 4월 7일(목), 춘천 베어스호텔에서 강원도 소재 지자체 공무원 및 공공부문 연구개발 관련 담당자
약 6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제2차 교육은 11월 16일~17일(목), 양일 간 서울 엘타워와 부산 노보텔
앰배서더 호텔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담당하는 정부 및 지자체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연구개발 담당자 약 170
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3. 발간물

2017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은 ‘경제 활력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경제혁신 선도,
▲국민행복 실현, ▲과학기술기반 혁신의 3대 분야를 중점적으로 투자키로 하였다.

각 교육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 조사방법, 항목별 세부분석 방법 및 사례 등의
설명과 ▲종합토론, ▲질의응답으로 구성 및 진행되었다.

5. 2017 주요 사업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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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아 원장은 “인공지능 SW 기술수준은 우리나라와 중국이 비슷하지만 응용소프트웨어에서는 뒤쳐져있다는
평가가 있다”며 “미래 유망 기술 분야와 파급력이 큰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18일(수)에는 오찬과 함께 그간 공석이었던 기계소재전문위(4명), ICT융합전문위(2명)의 위촉식을 진행했다.
< 신규위촉 전문위원 >
기계소재전문위
4. KISTEP 소개

주제발표는 현대경제연구원 강인수 원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송종국 원장, KAIST 이상엽 특훈 교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고상원 실장이, 패널토론에는 만기 지식재산서비스협회장을 좌장으로 이근 서울대 교수,
우종균 김&장 변리사, 정선양 건국대 교수,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원장이 패널로 참석하여 거시적·장기적
국가성장 전략으로서 지식재산의 역할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KISTEP은 미래창조과학부,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공동으로 5월 16일(월)부터 20일(금)까지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2017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문위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본 설명회는 201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 배분과 조정을 위해 각 부처가 전문위원들에게 소관 사업과 필요 재원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전문위원들은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기술의 사업성과 성과 제고 방안, 적정 소요 예산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전문위원들의 검토 의견은 향후 심의 시 중요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정병홍 (주)그린산업 대표이사

< IP 서밋 콘퍼런스 프로그램 >
기조연설

격변하는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국가성장과 지식재산의 역할
박영아(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
윤종용(국가지식재산위원회 前위원장)

주제발표

新넛크래커 상황에서의 성장 모멘텀
송종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

강경두 (주)클린팩터스 전무이사
전태원 (주)에스엠텍 대표이사
서재형 태성전자 상무이사

ICT융합전문위
5. 2017 주요 사업 추진 계획

장기저성장 시대 극복을 위한 지식재산 정책방향
강인수(현대경제연구원 원장)

오재철 (주)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이사
박세웅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4차 산업혁명 하에서 한국 경제 도약을 위한 지식재산
이상엽(KAIST 특훈교수)
혁신을 시장으로 이끄는 촉매제로써의 지식정보 서비스 산업
김도환(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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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간물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구자열 위원장의 개회사와 한국경제신문 김기웅 사장의 환영사,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장관의 축사로 시작된 콘퍼런스에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박영아 원장과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윤종용 전
위원장이 기조연설을 했다.

2. 주요 대외활동

KISTEP은 4월 19일(화) 서울 더팔래스호텔에서 제1회 IP서밋 콘퍼런스를 주관했다. 본 행사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한국경제신문사와의 공동주최로 2차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17년~’21년)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자리로 준비됐다.

2017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문위 사업설명회 개최

1. 주요 연구실적

제1회 IP 서밋 콘퍼런스 개최

2. 주요 대외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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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과학기술 젠더혁신포럼 개최
KISTEP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WISET)와 공동으로 6월 2일(목) 서울 더팔래스호텔에서 ‘제8회
과학기술 젠더혁신포럼’을 주최했다.

한화진 WISET 소장은 “이미 의료, 보건, 약학 분야의 연구개발과정에서 성별 차이를 고려하지 못해 투자 손실이
발생하는 등 연구개발단계에서의 젠더 분석 도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시작되었다”며 “토론을 통해 젠더혁신에
대한 더 많은 공감과 발전적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KISTEP은 미래창조과학부와 5월 20일(금) 이화여대 국제교육관 LG컨벤션홀에서 제4회 대한민국 기초연구발전
지역순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2. 주요 대외활동

박영아 KISTEP 원장은 인사말에서 “지금까지의 젠더혁신포럼은 젠더혁신에 대한 이슈를 제기하고 공론화를
통해 공감대를 만든 것”이라며 “향후 이슈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 연구 방법론의 심화 등을 통해 젠더 연구를
고도화하고 나아가, 과학기술정책과 여성 정책에 실천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포럼의 방향성을 밝혔다.

1. 주요 연구실적

2016년 제4회 대한민국 기초연구발전 토론회 개최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시장 수요에 의한 기술혁신, 여성의 자동차 수요 증가에 따른 제품 개발 관점의 변화,
연구과제 수행에 있어서의 여성 정책 반영의 어려움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3. 발간물

‘미래 50년을 향한 기초연구발전 비전과 목표’를 주제로 개최된 본 토론회는 과학기술계 연구자, 학·연·산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기초연구 부문의 새로운 비전의 필요성과 변화방향에 대한 현장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손병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책기획본부장의 주제발표 ‘대한민국 미래 50년을 위한
기초연구 50년 비전’을 시작으로 ▲패널 별 의견 발표 및 토론(좌장: 서판길 울산과학기술원 생명과학부 교수,
패널: 민경찬(연세대), 여준구(KIST), 오억수(이화여대), 오명준(KIAT), 임은주(단국대), 김성규(미래부)) ▲질의응답
및 방청석 의견 수렴 순으로 진행되었다.

4. KISTEP 소개

한편, 2016년 상반기 기초연구발전 지역순회 토론회는 중부(3.25, 충남대), 영남(4.8, 부산대), 호남(4.29, 전남대)
3개 권역에서의 개최된 주제별 토론회 및 수도권(5.20, 이화여대)에서의 종합 토론회로 구분되어 진행되었다.
< 대한민국 기초연구발전 토론회 개최 현황 >
회차

제2회
(4.8, 부산대)

대한민국 기초연구 50년, 무엇이었나?
- 기초연구의 학문적 성과 중심

제3회
(4.29, 충남대)

대한민국 기초연구 50년, 무엇이었나?
- 기초연구의 사회경제적 기여 중심

2016 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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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기초연구 50년, 무엇이었나?
- 인력양성 및 연구기반 조성 중심

제4회
(5.20, 이화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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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제1회
(3.25, 전남대)

미래 50년을 향한 기초연구발전 비전과 목표

2. 주요 대외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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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EP 정기 포럼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및 한국원자력연구원·LG화학기술연구원 현장방문

KISTEP 미래포럼

KISTEP은 과학기술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사회적 이슈와 미래 변화에 대응할
과학기술의 선도적 역할 확대에 관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2012년부터 KISTEP 미래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제
8회 미래포럼은 ‘삶의 만족과 사회적 신뢰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을 주제로 2016년 대한민국의 대표적
사회이슈로 ‘삶의 만족도와 사회적 신뢰’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와 ‘2016년 KISTEP 10대
미래유망기술’ 등을 발표·논의함으로써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한 새로운 변화 방향을 탐색하였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기업대표들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경쟁력 약화,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체류 및 이민 지원 필요성, 단기 지원사업의 비효율성과 정부과제 수주의
어려움에 대해 토로했다. 이에 박영아 원장은 “과학기술 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중소·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정책연구로 진행하고 정부에 건의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6월 10일(금)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LG화학기술연구원을 방문했다.

< 2016년 미래포럼 개최 현황 >
제8회 KISTEP 미래포럼
일시

’16.3.25

장소

Coex Hall E5

주제

삶의 만족과 사회적 신뢰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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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중(KBS 기획제작국 프로듀서)

[발표2] 삶의 질을 중시하는 미래, 과학은 무엇을 준비하는가?
- 우리는 왜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에 주목해야 하는가?
- 과학기술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인간의 얼굴을 한 과학기술

정재승(KAIST 바이오 및 뇌공학과 교수)

[발표3] 2016년 KISTEP 10대 미래유망기술
- 삶의 만족도와 사회적 신뢰 향상 기술 선정 결과
- 미래유망기술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이승규(KISTEP 기술예측실 연구위원)

· 좌장: 최문정 KISTEP 미래예측본부장
· 패널 1: 금현섭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패널 2: 이동훈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장
· 패널 3: 이헌정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발표자 3인

5. 2017 주요 사업 추진 계획

패널
토론

[발표1] 사회적 자본이 이끄는 부자 사회에서 행복 사회로의 전환
- 사회적 자본의 핵심, 신뢰와 삶의 만족도와 상관관계
- 신뢰의 축적, 개인의 노력보다 시스템의 구축이 우선이다!

4. KISTEP 소개

원자력연구원 방문에서 방문단과 원자력연구원 김종경 원장 등 관계자들은 원자력 연구의 주요 이슈를 논의하고
미래 에너지 수급과 원자력 안정성 향상을 위한 정책 이슈에 대해 심층적으로 토의했다. LG화학기술연구원
방문에서는 미래 신산업 창출을 위한 LG화학의 노력을 청취했다. 유진녕 원장은 기업기술수준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국가전략프로젝트의 비효율성과 형식적 산학연 협력에 그치는 정부의 방향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풀뿌리 기초 연구의 중요성 등을 제언했다. 양 측 관계자는 향후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민간과 정부 간
R&D 협업 시스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3. 발간물

3월 15일(화)에는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하여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기업 현장을 살폈다.

2. 주요 대외활동

KISTEP은 과학기술정책 선도기관으로써 지역과학기술 정책수립을 위한 현장감 있는 정책 아젠다 발굴을 위해
2016년 2차례 지역 과학기술 및 산업 현장을 탐방했다.

1. 주요 연구실적

KISTEP 포럼 및 행사

2. 주요 대외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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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EP 정기 포럼

KISTEP 아카데미

KISTEP은 다양한 과학기술계 현안과 정책이슈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2014년 부터 KISTEP
수요포럼을 신설하여 매월 2회, KISTEP 국제회의실에서 정기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KISTEP 아카데미는 구성원 및 조직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격월 진행되는 강연 프로그램이다. 2014년 개원
15주년을 맞이하여 강연의 내용과 형식을 보강하며 각계각층 전문가들과의 ‘만남’과 이들이 전하는 ‘울림’을 바탕으로
구성원들의 생활과 업무에 변화와 감동, 지적 자극을 주기 위해 ‘만남과 울림’이라는 주제를 설정하여 개편하였다.
인문학, 경영·경제, 사회과학 등 다양한 범주로 구성된 KISTEP 아카데미는 2016년, CES2016·다보스포럼, 행복,
공유경제 등을 주제로 총 5회 개최되었다.

KISTEP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KISTEP 수요포럼 개최를 통해 현재 직면한 이슈는 물론 다가올 미래사회의
과학기술 관련 주요 이슈를 공유하고 토론할 예정이다.

KISTEP은 향후 정기적으로 양질의 아카데미를 개최함으로써 임직원들의 문화적 소양 향상과 인적 역량 강화를
위해 힘쓸 예정이다.

< 2016년 KISTEP 수요포럼 개최 현황 >

< 2016년 KISTEP 아카데미 개최 현황 >
일자

장석인(산업연구원(KEIT) 주력산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1

’16.1.25

CES2016·다보스포럼으로 본 세계 : 파괴적 혁신 선전포고

손재권(매일경제 기자)

오대균(에너지관리공단 기후대책실 정책위원)

2

’16.3.30

행복의 과학

서은국(연세대 심리학과 교수)

한국 제조업 First Mover 전략

김상윤(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

3

’16.4.12

독일 정부의 기업 연구개발(R&D) 지원 형태

김택환(광주 세계 웹콘텐츠 페스티벌 추진위원장)

한미약품 성공 사례와 대한민국 신약개발의 미래

권세창(한미약품 부사장 겸 연구소장)

4

’16.5.31

우버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강경훈(우버코리아 지사장)

스마트 신인류가 만드는 초연결사회, 우리의 준비는?'

최재붕(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

5

’16.7.21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와 우리 경제의 대응

현오석(전 경제부총리)

주제

연사

’16.1.27

글로벌 저성장시대, 한국산업의 위기와 해법

’16.2.17

新기후체제 현황과 우리의 과제

40회

’16.3.2

41회

’16.3.16

42회

’16.4.6

43회

’16.4.20

기술 혁명의 시대, 공공 R&D의 변화를 주문하다

주원(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사 대우))

44회

’16.5.4

자율주행 자동차가 바꾸는 2030년 미래사회

선우명호(한양대 미래자동차공학과 교수)

45회

’16.6.1

인공지능이 열어갈 기술혁명의 시대

이승민(ETRI 미래사회연구실장)

46회

’16.6.15

금융과 IT의 융합, 핀테크 산업 동향과 우리의 과제

임정욱(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

47회

’16.6.29

중국 경제, 산업 패러다임의 전환과 미래 전망

김명신(KOTRA 해외프로젝트사업단 차장)

48회

’16.7.13

3D 프린팅과 산업혁명4.0

최성권(한국폴리텍II 대학 교수)

49회

’16.7.27

미래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산업혁신전략

이종일(한국뉴욕주립대 기술경영학과 교수)

50회

’16.8.10

미세먼지, 과학기술의 역할과 해법

박기홍(GIST 환경공학과 교수)

51회

’16.8.24

제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사회 모습과 일자리

곽재원(경기과학기술진흥원 원장)

52회

’16.9.21

지능정보사회로의 진전과 사이버 보안 미래 과제

이경호(고려대학교 사이버국방학과·정보보호대학원 교수)

53회

’16.10.5

빅데이터 시대의 조망과 인재양성

박성현(사회적책임경영품질원 회장)

54회 ’16.10.19

지속가능성장의 열쇠, 미래 에너지와 에너지 신산업

이유수(에너지경제연구원 실장)

55회

유전체 혁명과 바이오 경제시대

김진수(기초과학연구원 유전체교정연구단장)

56회 ’16.11.16

거대연구시설과 기초과학, 추진현황과 과제?

유경만(과학기술전략연구소 대표)

57회

가상·증강현실이 바꾸는 미래세상, 그리고 우리의 대응

우운택(KAIST 문화기술대학원 교수)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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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회
39회

주제

4. KISTEP 소개

일자

3. 발간물

회차

회차

2. 주요 대외활동

포럼은 전문가 주제발표와 패널토론으로 구성되며 2016년에는 ‘新기후체제’, ‘인공지능’, ‘산업혁명4.0’, ‘가상·
증강현실’ 등을 주제로 총 20회 개최됐다. 매 회 발표자와 참여자들은 각 주제에 따라 새로운 시각과 접근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1. 주요 연구실적

KISTEP 수요포럼

2. 주요 대외활동

181

기관장 동정

언론 인터뷰 및 기고

3.17

미주개발은행(IDB) 경쟁혁신국 대표단
KISTEP 방원

청정에너지 연구개발 총괄
‘미션이노베이션위원회' 참여

디지털사이언스 수석과학자 Jonathan
Adams 교수 방원

4.25

5.23

6.29

‘미래지구한국위원회’ 위원 선정

중미 과학기술부처 대표단 방원

미래 新성장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

1.5 [YTN]

1.22 [YTN 사이언스]

3.14 [YTN 사이언스]

소통으로 만드는 과학문화,
노벨상 수상 열쇠

한국 미래 이끌 과학정책 패키지 필요

과학기술 혁신이 더 활기차고 강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것입니다

3. 발간물

2.4

2. 주요 대외활동

1.12

1. 주요 연구실적

과학기술 전문기관과의 국내·외 네트워킹 활동

2.10 [중앙일보]

바보야, 문제는 제조업이야!

“과학기술 정책 자주 바뀌어 신성장동력 못 만들었다”

7.18 [머니투데이]

7.24 [중앙SUNDAY]

“쏟아지는 신기술, 부작용도 꼼꼼히 따져야”

R&D ‘스노볼 효과’ 보려면

4. KISTEP 소개

1.16 [조선일보]

8.30~31

9.1~2

‘EuroScience Open Forum 2016’
주제토론

제2회 아시아혁신포럼

제2회 글로벌과학자문기구포럼
5. 2017 주요 사업 추진 계획

7.27

< 여성신문 여성논단 기고 >
날짜

182

제목

4.8

85조원 쏟아붓고도 출산율 1.3명… 저출산 늪 해법은 어디에?

5.7

AI가 인간 일자리 뺏는다고? 감성·창의성 가진 여성 수요 늘 것

10.17~18

11.14

12.1

6.7

두 발에 타이어 묶고 뛰는 워킹맘들

제11회 한·중·일 과학기술정책세미나

스웨덴 한림원 전 사무총장 일행 방원

KDI 16-17 Visegrad-KSP
헝가리·체코 방문단 방원

7.15

국립대 공대 여교수 2.6%… 실험실 성차별 어떻게 줄일까

9.3

저성장 시대 대안은 ‘여성’… 성차별 사라져야 대한민국 미래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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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활동

서울맹학교 노후 의자 교체 지원

1. 주요 연구실적

현충원 참배

2. 주요 대외활동

KISTEP은 나눔경영의 일환으로 6월 29일(수), 서울 맹학교에서 학습지원실(도서실, 학습실, 지도실)의 노후의자
교체를 지원했다. 이번 지원은 시각장애 학생들에게 새 장비를 제공함으로써 교육활동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추진되었다. KISTEP은 2013년부터 전 직원들의 참여로 과학점자책을 제작하여 점자도서관 50곳과 맹학교에
전달하는 등 시각장애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과 과학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사회공헌을 실천해왔다.

직업 및 진로 탐색을 위한 과학기술분야 진로 컨설팅

KISTEP은 4월 8일(금), 양재천변에서 환경정화 활동의 일환으로 쓰레기 줍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정책기획본부 및 총무지원팀 소속 부서장과 직원들이 솔선수범하여 환경지킴 운동에 동참했다. KISTEP은
평소 양재천이 임직원들의 산책 및 휴식 공간인 만큼 쾌적하고 깨끗한 양재천변 환경개선을 위해 정기적으로
정화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KISTEP은 11월 9일(수), 충북 진천고에 방문하여 미래 과학 인재들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진로
컨설팅’을 실시했다. 강연에서 이정재 인재정책실장은 ‘미래직업보고서 : 미래의 우리는 어떤 일을 할까?’를
주제로 미래 유망 직종과 기술 발전 방향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R&D 평가센터 신용철 부연구위원은
과학기술분야 전문가의 직업, 직업준비 과정, 전문가의 삶 등에 대해 학생들과 질의응답 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또한 현장에서는 과학기술 신직업에 관한 진로책자를 예비과학인들에게 전달하는 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4. KISTEP 소개

양재천변 환경 정화 활동

3. 발간물

KISTEP은 2016년 연 두 차례,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박영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과
주요 보직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현충탑 참배행사를 가졌다. 1월 5일(화)에는 새해를 맞이하여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KISTEP 업무에 대한 새로운 각오를 다지기 위한 참배가 진행되었다. 6월
2일(목)에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참배 및 헌화를 통해 희생정신을 기리고 호국·보훈의식
및 애국정신을 함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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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 A R T
KOREA INSTITUTE OF
S&T EVALUATION AND PLANNING

발간물

정기 발간물
출판 도서

정기 발간물

발간호

코너명

주요 내용
과학기술기반 신산업 창출 활성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제도 입법 추진 방향(이재훈 KISTEP 부연구위원)

R&D InI

2014년 3월 창간된 KISTEP InI (Inside and insight)는 국내외 과학기술 정책 및
R&D 투자 관련 이슈를 학문적 시각에서 심층 분석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격월간 전문지다. 과학기술 정책 현안에 대한 과학기술 분야의 주요 이슈를 다루는
정책원고, 칼럼, 과학기술분야와 연관된 주요 인물의 인터뷰, KISTEP 소식 등으로
구성되며 2016년 총 6회를 포함, 현재까지 총 17호가 발간되었다.

KISTEP-중소기업청 MOU 체결

14호
KISTEP News

InI People

R&D InI

주요 내용
15호

KISTEP News

2016년 정부R&D 예산의 투자 방향과 특징(안승구 KISTEP 연구위원, 이의재 KISTEP 연구원)

R&D Inforgraphic
InI View

KISTEP 17주년 개원 기념식

InI People

미주개발은행(IDB) 경쟁혁신국 대표단 KISTEP 방원

InI People

16호

KISTEP News

이관순 한미약품 대표이사

R&D Inforgraphic

InI People

제8회 KISTEP 미래포럼 개최

17호

R&D InI

제1회 IP 서밋 콘퍼런스 개최

R&D Inforgraphic
InI View

14호
InI People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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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연결사회를 대비한 사이버보안 정책제언(김병운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ETRI 교수)
Robery Atkinson, President of ITIF

지진공포증 극복, '보이지 않는 위협'에서 회복(홍진표 삼성서울병원 정신의학과 교수)
[InI Special] The 2nd Asian Innovation Forum

재난 안전 로봇 분야 시장 및 기술 동향(서진호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안전로봇사업단장)
정부 R&D사업 예산배분 조정 체계와 '17년 R&D 예산 편성결과(이경재 KISTEP 연구위원, 김현오 KISTEP 연구원)

KISTEP, 제11회 한중일 과학기술정책세미나 개최
KISTEP, 제8회 KISTEP-ISTIC 개도국 고위정책결정자 과학기술혁신 교육프로그램 개최
2015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대학 부문 투자 현황
백악관 새 주인 트럼프…내년 1월 어떤 보따리 풀까(류준영 머니투데이 정보미디어과학부 기자)
[현지에서] 과학기술 종사자가 바라보는 미국사회의 미래(홍준모 시애틀 거주 IT분야 종사자)
박범순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

미국 보호무역 기조 강화에 따른 대응전략 수립 방안
(문종철 산업연구원 국제산업협력실 부연구위원, 신위뢰 산업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이공계인력 육성·활용과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 주요 내용(황덕규 KISTEP 인재정책실 연구원)
생애주기관점의 고성장기업 지원정책 현황분석과 시사점
(한상연 대전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손병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선임연구위원)

2014년 신약개발 정부 R&D 투자 포트폴리오
미래 자동차의 5대 트렌드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사회적 과제(정구민 국민대학교 교수)

경주 지진이 드러낸 한국 경제의 취약성, 잘 극복하면 전화위복 될 수 있어(김동호 중앙일보 경제연구소장 겸 논설위원)

미국 트럼프 정부의 과학기술혁신 정책 전망 및 우리의 대응 방향(오현환 KISTEP 정책기획실 연구위원)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탐방

제42회 수요포럼 개최

유럽 국가의 혁신성과 분석

5. 2017 주요 사업 추진 계획

InI View

2017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과 주요 특징(이경재 KISTEP 연구위원)
일본의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정책을 둘러싼 최근의 개혁 경위과 현황
(미야모토 타쿠토(宮本拓人) 주한 일본대사관 일등서기관)

KISTEP News

제48회 KISTEP 수요포럼 개최(3D 프린팅과 산업혁명 4.0)

인구절벽시대를 대비한 과학기술 잠재인력 활용 극대화(김진용 KISTEP 연구위원)

사물인터넷 활성화, 수요 주도형이 되어야(김학용 순천향대학교 IoT보안연구센터 교수)

미국 보스턴 바이오의료산업 생태계로부터의 교훈(김은정 KISTEP 연구위원, 남성한 KABIC 이사)

13호

R&D InI

정부-기업 간 역할 재정립을 통한 바이오산업의 도약(최수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 PD)

국내외 사물인터넷(IoT) 정책 추진 방향(안승구 KISTEP 연구위원, 전황수 ETRI 연구위원)

R&D InI

미래 新성장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4. KISTEP 소개

InI View

제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사회 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 모색(김진하 KISTEP 부연구위원 , 김진경 연구원)

우리나라 지진방재 정책에 대한 제언(김근영 강남대학교 교수)

KISTEP, 2017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공청회 개최
OECD 자료로 본 전 세계 에너지 현황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방안(김진용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보건학 박사)

박영아 원장, 과총 창립 50주년 기념 심포지엄 주제 발표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에서 기술분야 투자 전략 수립 방법 고도화(황기하 KISTEP 연구위원)

『미래 한국을 열어갈 National Initiative 2025』 개최

R&D Inforgraphic

이상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제28회 KISTEP 아카데미(현오석 前 경제 부총리)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가져올 미래 사회 변화(김윤정 KISTEP 부연구위원)

KISTEP News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한 생활화학물질 위해성 감독 강화(서울대학교 홍윤철 의학과 교수)

3. 발간물

12호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대기오염 노출 저감 제언(서울대학교 이기영 환경보건학과 교수)

환경 R&D와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제언(최승일 고려대학교 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

글로벌 저성장시대 한국산업 위기와 해법(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창조경제 vs 경제민주화(박철우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

R&D InI

한중일 과학기술경쟁력지수

정밀의료의 성공전략(문세영, 김한해 KISTEP 부연구위원, 장기정 연구원)

< 2016년 KISTEP InI 발간 현황 >

InI View

2016년 제4회 대한민국 기초연구발전 토론회 개최

2. 주요 대외활동

InI People

따뜻한 지구촌 기술 나눔을 위하여(유영제 서울대학교 교수)

KISTEP-AAAS(미국과학진흥협회) MOU 체결과 Science Diplomacy 2016 주제 토론회

한국원자력연구원과 LG화학기술연구원 현장방문

InI View

코너명

사물인터넷(IoT) 발전과 보안의 패러다임 변화(배상태 KISTEP 연구위원, 김진경 연구원)
미국의 자율주행차 정책과 구글의 자율주행차 특허 분석이 주는 시사점(차원용 아스팩미래기술경영연구소 소장)

R&D Inforgraphic

발간호

빅데이터 분석의 국내외 활용 현황과 시사점(최재경 SK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1. 주요 연구실적

KISTEP InI

Academy of Sciences Malaysia와 MOU 체결

KISTEP News

지속가능성장의 열쇠, 미래 에너지와 에너지 신산업…제54회 KISTEP 수요포럼 개최
국제미작연구소(IRRI) KISTEP 방원

R&D Inforgraphic

미국 과학·공학 분야 인력 현황

3. 발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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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발간물

통계브리프

2006년 7월 창간한 이슈페이퍼는 과학기술 정책·제도, R&D 기획·평가 등
KISTEP의 주요 업무와 관련된 최신 이슈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과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2016년에는 총 20호의 이슈페이퍼를 발간했다.

2005년 11월 첫 발행된 통계브리프는 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이슈와 관련된
과학기술통계지표의 가공 및 분석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의 종합조정, 기획 및
정책수립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통계지표자료다. KISTEP은 과학기술투자,
과학기술인력, 과학기술성과, 기업 연구개발 활동, 과학기술 경쟁력 등의 분야에
대해 연간 30편 내외의 브리프를 발간한다.

< 2016년 통계브리프 발간 현황 >
이흥권 외 18명(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제01호

2014년 신약개발 정부 R&D 투자 포트폴리오 분석

2016-2

KISTEP이 바라본 우리사회 삶의 만족과 사회적 신뢰를 향상시켜줄
10대 미래유망기술

이승규, 김상일, 유준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제02호

전국대학 연구활동 현황

2016-3

스마트제조의 글로벌 현주소와 표준화 추진방향

백수현(한국표준협회)

제03호

2014년도 우리나라 여성과학기술인력 현황

2016-4

신애리, 문관식, 김은정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우리나라의 산업기술인력 수급 현황

국제협력분야 정부 R&D 전략적 투자를 위한 정책제언

제04호
제05호

2014년도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논문(SCI) 발표 현황

2016-5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과 사전평가를 위한 논리모형의 활용

강현규(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제06호

한·중·일 과학기술경쟁력지수 분석

2016-6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ICT 융합형 재난안전 R&D 발전방향

이경미(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최성록(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제07호

우리나라 벤처캐피탈 투자 현황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과 발전을 위한 제도 및 정책 이슈

김윤정(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윤혜선(한양대학교)

제08호

2016년 유럽혁신지수(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

제09호

201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현황

딥러닝(Deep Learning) 기술의 이해와 연구개발 정책과제

최근우(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
송기선(NAVER LABS)
강요셉(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제10호

주요국의 하이테크산업 현황 분석

제11호

IMD 2016 세계 경쟁력 연감 분석

제12호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특허 성과 현황

제13호

2015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출연(연) 부문 투자 현황

제14호

2015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대학 부문 투자 현황

2016-8

저자 및 소속

2016-9

기업 R&D지원 정책의 성과지표 및 성과관리 개선방안
-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배경화(중소기업진흥공단)

2016-10

나노융합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

문희성(LG경제연구원)

2016-11
2016-12

2016-14

제조업 협업 혁신을 위한 메이커스페이스 활성화 방안
- 중국사례를 중심으로

한성호(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제15호

우리나라 대학의 지식재산 창출과 활용 현황

미국 등록특허 분석을 통한 한국의 기술경쟁력 개선방안

엄익천(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김봉진(한국특허정보원)

제16호

유럽의 지역별 과학기술혁신 현황(Regional Innovation Scoreboard 2016)

유승준(한국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경제연구센터)
문세영(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PCT 특허 출원 현황

한국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한 바이오·헬스산업의 진단과 전망

제17호
제18호

미국 정부의 FY 2017 R&D 예산요구안 분석

대학 연구자의 행정부담 측정과 정책적 시사점

김이경(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김소라(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윤이경(이화여자대학교)

제19호

미국 박사학위 취득자 현황

제20호

미국 과학·공학 분야 인력 현황

제21호

2016년 세계혁신지수 분석

제22호

세계경제포럼(WEF) 세계경쟁력 분석

제23호

OECD 자료로 살펴본 세계 에너지 현황

제24호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연구개발투자 현황 비교

제25호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연구개발인력 현황 비교

제26호

2015년 중국 국가혁신지수 분석

제27호

2016년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결과

제28호

우리나라 민간기업 연구개발활동 현황

제29호

세계 R&D 투자 상위 기업 현황

제30호

우리나라의 지역별 연구개발활동 현황

2016-15

바이오안보(Biosecurity)의 부상과 과학기술 정책방향
- 보건안보와 식량안보를 중심으로

한성구(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장승동(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김현철(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6-16

지속가능한 우주탐사를 위한 연구개발(R&D) 정책 방향

이재민(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신민수(한국천문연구원)

2016-17

에너지부문 R&D 투자 변화요인 분석 : 주요국 사례 비교

장한수(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이경재(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6-18

‘고용 있는 성장’을 위한 부품·소재 산업 혁신생태계 활성화 방안

최동혁(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손병호(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6-19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고령사회 대응 정책 방향
-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정의진(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오현환(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6-20

중국 13차 5개년 국가 과학기술혁신 계획 변화와 시사점

서행아(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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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호
2016-1

2016-7

제목

2. 주요 대외활동

< 2016년 이슈페이퍼 발간 현황 >

1. 주요 연구실적

이슈페이퍼

3. 발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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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발간물

KISTEP R&D and Beyond

2010년 3월 창간된 ARP (Asian Research Policy) 저널은 국내외 과학기술·혁신
정책 및 R&D 투자 관련 이슈를 학문적 시각에서 심층 분석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영문 학술지다.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중심국의 과학기술 정책·
방법론 연구, R&D 투자 및 평가 관련 현황과 이슈를 수록하며 연 2차례 발간된다.

KISTEP R&D and Beyond는 KISTEP의 주요 업무 성과와 활동을 국제적으로
홍보하고 유관 기관들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2014년 창간된 영문 기관지다.
연간 발행되는 R&D and Beyond는 한국의 R&D 통계, 주요 정책 이슈와 동향
분석, 과학기술분야와 연관된 주요 인물의 인터뷰 등을 수록한다.

코너

제목 / 저자

< KISTEP R&D and Beyond 2016 목차 >
코너명
Gu-Min Jeong, Kookmin University

•Warm Technology for the Global Community

Young Je Yoo, Seoul National University

InI View

How Do Chinese Firms Manage Innovation? A Perspective of Dynamic Capabilities
By Wei Zhao

Kiyoung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An Evaluation of the Startup Ecology in Korea
By Dong-Won Sohn

•Improving the Regulation and Management of Chemical Substances in Consumer Products

Japan’s Startup Ecosystem: From Brave New World to Part of Syncretic “New Japan”
By Kenji Kushida

•A look into the No.1 S&T Think Tank in the US

Role of Public Science in Fostering the Innovation and Startup Ecosystem in Singapore
By Sarah Cheah, Yuen-Ping Ho, and Philip Lim

Yun-Chul Hong, Seoul National University

InI People

Interview with Director Byeongseo Jeon, China Economy and Finance Research Institute
Yoonchung Kim and Byung Un Yoo, KISTEP

•The 2017 Government R&D Investment Directions

Kyong-Jae Lee, KISTEP

R&D InI

Jaekyung Choi, SK Research Institute for SUPEX Management
Jinha Kim, KISTEP

•The Demographic Cliff: How to Utilize Potential S&T Manpower

제목 / 저자

Jin-Yong Kim, KISTEP

Featured

5. 2017 주요 사업 추진 계획

ICT Convergence in Creative Economy for Policy Coordination:
A Case Study of Unmanned Vehicle Research for Developing Digital Platform and Ecosystem
By B. Joon Kim

•Big Data Analytics Use Cases and its Implications

•National Strategies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Future Social Changes

< 2016년 ARP Vol.7 Issue 2 목차 >

Articles

Interview with President Robert Atkinson, Information Technology and Innovation Foundation

•Focus on China's Policy and Industrial Transformation towards an Information Economy
•Changes in Future Society with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Fostering Startup Ecosystems in India
By Nir Kshetri
Malaysia’s Startup Ecosystem: A Work in Progress
By Siri Roland Xavier

코너

Hak Yong Kim, Soon Chun Hyang University

•Air Pollution Reduction Policies for Public Health

4. KISTEP 소개

Science and
Technology Trends
- Fostering Startup
Ecosystems

•Towards Demand-Driven Development of Internet of Things

3. 발간물

Does Exposure to University Research Matter?-Evidence from Europe
By Yannis Caloghirou, Aimilia Protogerou, and Nicholas S. Vonortas

주요 내용
•Major Technical Trends and Social Issues for the Future of the Automotive Industry

Performance Analysis on Different Research and Development (R&D) Types:
Proactive Support Program for International Environmental Regulation
By Mun-Su Park, Johng-Ihl Lee, and Daniel Soonwoo Chang
Articles

2. 주요 대외활동

< 2016년 ARP Vol.7 Issue 1 목차 >

1. 주요 연구실적

ARP (Asian Research Policy)

•The 2nd Asian Innovation Forum
•The 2nd Global Forum of National Advisory Councils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A Survey of Theories in the Past Two Centuries
By Xiaohong Quan
Korea’s Greenhouse Gas Reductional Goals and Strategies for 2030
By Sangjun Lee
Science and
Technology Trends
- Greenhouse Gas
Reduction and
Climate Change

An Overview of Greenhouse Gas Reduction Strategy and Policy in Japan
By Kentaro Tamura
Greenhouse Gas Reduction and Climate Change: Indonesia’s Story
By Syamsidar Thamrin
Greenhouse Gas Reduction Options: Towards a Climate Country Roadmap for Malaysia
By Abdul Quasem Al-Amin, Rajah Rasiah, and Nazia Mintz Habib
Localization of Global Target in Paris Agreement-Efforts from a Developing Country
By Nguyen Thi Dieu Tri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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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도서

미래를 열어 갈 혁신의 길

KISTEP은 지난 50년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역사와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 다가올
50년을 준비하기 위해 국가 비전 및 과학기술계의 과제를 제시한 「국가 과학기술
성과 50년, 미래 50년」을 발간했다.

KISTEP은 과학기술중심의 혁신 전략으로 미래 변화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비전을 제시한 「미래를 열어 갈 혁신의 길」을 발간했다.

1. 주요 연구실적

국가 과학기술 성과 50년, 미래 50년

또한 과학기술 거버넌스, 인재 육성, R&D 평가 등 과학기술 정책 방향과 기술 분야별 R&D 투자 현황 분석을
통해 과학기술계가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를 제시했다.

제1장에서 먼저 현재의 사회경제적 현상을 집중하여 살펴본 후, 제2장부터 우리나라가 도전받고 있는 국가적
아젠다에 대해서 다룬다.

KISTEP은 책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상을 ‘성숙한 지식 사회와 건강한 통합사회가 구현된 통일한국’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해 추진해야 할 과학기술계의 5대 전략인 ①미래 유망기술의 선도적 개발·실현 ②전국민의 新지식인류化
③지식인프라·제도의 성숙·보편화 ④과학기술 외교 강화 ⑤통일한국 혁신시스템 구축을 제안하였다.

제2장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위대한 기회를 잘 살릴 수 있는 전략을
제안한다. 제3장에서는 한국의 성장엔진인 제조업을 재점화하여 다시 한 번 제조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는
방안을, 제4장에서는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일자리 부족, 인구 절벽, 신기후체제와 같은 미래 사회 도전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한다.

목차
목차

제1부 지난 50년간 국가 과학기술의 발전

제1장

익숙한 위기와 낯선 기회가 공존하는 미래
- 해결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 대분기를 예고하는 전조들
- 이제 더 이상 늦어서는 안된다

제2장

제4차 산업혁명, 위기와 도전
- 인공지능 시대, 교육혁신이 답이다
- 파괴적 혁신을 발목잡는 규제가 문제다
- 3D프린터, 뉴비즈니스를 제조하다
- 초연결사회, 데이터가 핵심이다

제3장

한국의 성장엔진, 제조업 재점화
- 전문 강소기업의 DNA로 생태계를 바꾸자
- 제조업, 지식서비스의 날개를 달고
- 리쇼어링, 제조업에 생기를 불어넣다

제4장

미래사회 도전과 해법
- 고성장기업, Job Creator
- 인구절벽시대, 숨어있는 인재를 찾아라
- 행복한 100세를 위한 스마트 에이징
- 탄소프리 시대, 청정에너지의 밭을 일구다

국가 성장과 우리나라 과학기술
제1장

[제1절] 국가 성장의 궤적과 과학기술의 역할

과학기술 투자와 성과
[제1절]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
[제2절] 과학기술 투자의 성과
제2부 미래 50년, 새로운 도전
국가 과학기술 진단

제4장

미래 50년 국가 미래상과 과학기술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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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4. KISTEP 소개

[제2절] 과학기술 운명체제의 혁신

제2장

3. 발간물

본 도서는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인한 파괴적 기술의 충격과 더불어 일자리
부족, 인구절벽의 시대, 고령사회 진입 등 우리가 도전하고 해결해야 할 국가적
아젠다를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미래혁신 전략을
제언한다.

2. 주요 대외활동

본 도서는 과학기술처 설립 이후, 지난 50년간 국가 성장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역할을 시대별로 정리하고 행정체계·연구수행주체·중장기계획의 변화 등 과학기술
정책 흐름 및 과학기술 투자와 성과를 재조명했다.

3. 발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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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 R T
KOREA INSTITUTE OF
S&T EVALUATION AND PLANNING

KISTEP 소개

연혁
비전 및 추진 전략
주요 기능
조직 구성
국내외 협력기관

KISTEP 소개

비전 및 추진 전략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전신은 1987년 1월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부설
과학기술정책연구평가센터(Center for S&T Policy; CSTP)다. CSTP는 1993년 5월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STEPI)로 개편되었고, 정부는 1999년 2월 STEPI의 정책연구기능과 연구관리·평가 기능을 분리해
한국과학기술평가원(現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을 설립했다.

KISTEP은 국가 과학기술 정책기획, 예산 배분·조정, 성과평가에 이르는 전주기적 혁신 역량을 모두 보유한 국내
유일의 전문 기관이다. 오늘도 214여명(무기직 포함)의 전문 연구 인력이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미래 선진한국의
희망을 밝히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이는 과학기술부가 주관하는 특정연구개발사업의 규모가 확대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설치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조정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설립근거

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

설립목적

 학기술과 관련된 정책 등의 수립·조정 지원 및 각 부처가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
체계적인 조사·분석·평가와 예산의 배분·조정을 지원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관리·평가
등에 관한 업무 및 과학기술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과학기술진흥에 기여

1999. 02

한국과학기술평가원(KISTEP) 설립
장문호 제1대 원장 취임

2000.

KISTEP 구성원 100명 돌파

2001. 07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으로 확대·개편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획 기능 강화
최수현 제2대 원장 취임

2004. 07

유희열 제3대 원장 취임

2005. 02

국가과학기술 전략기획·조정·평가 전문기관으로 기능 재정립
- 한국과학재단으로 연구관리 사업 및 인력 이관
- 과학기술혁신본부 전담지원 및 정책기능 강화

2007. 03

조영화 제4대 원장 취임

2007. 11

부설 연구개발인력교육원 설립

2008. 08

이준승 제5대 원장 취임

2009. 01

KISTEP 창립 10주년

2011. 03

상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전담 지원 및 기능 강화
-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소관 변경
- 한국연구재단으로 부설 연구개발인력교육원 이관

2011. 08

이준승 제6대 원장 취임(연임)

2013. 03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소관변경

2013. 10

박영아 제7대 원장 취임

2014. 01

한국연구재단에서 부설 연구개발인력교육원 재이관 및 명칭 변경(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2014. 02

KISTEP 창립 15주년

2016. 02

KISTEP 창립 17주년

2016. 07

임무중심형 기관종합평가 ‘우수등급’ 획득

2016 연차보고서

선도형 과학기술 기획·평가로 창조경제와 국민행복에 실현에 기여

창조하고 선도하며 실천하는 KISTEP 3대 추진전략
창조경제 기반의
국가 성장전략 창출

국민행복 증진을 위한
선제적 전략 수립

선도형 과학기술혁신
패러다임 전환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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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연구평가센터를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STEPI)로 개편

KISTEP, Key to Creative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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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 부설 과학기술정책연구평가센터(CSTP)설립

1993. 05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과학기술 기획·평가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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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01

Vision

2. 주요 대외활동

이후 KISTEP은 2001년 7월 과학기술정책기획 및 기술기획 기능 강화를 위해 한국과학기술평가원에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으로 확대·개편되어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1. 주요 연구실적

KISTEP이 걸어온 길(연혁)

핵심 기반
소통과
협력 시스템

세계적 수준의
싱크탱크

지식 나눔 및
기여문화

투명한
창의경영

4. KISTEP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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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인재육성·지원 기본계획, 창의인재육성방안 등 과학기술인력 정책 수립
•	지방과학기술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점검

주요 기능

1. 주요 연구실적

▒ 과학기술정책 조정

•	범부처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현황 조사·분석 및 특정 분야 심층분석 연구

KISTEP은 국가연구개발 체제 전반에 걸쳐 미래 비전과 전략, 투자방향,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본회의, 운영위원회, 전문위원회 등 운영 지원 및 정책현안과제 발굴
▒ 연구개발사업 관련 제도 기획 및 운영

KISTEP 6대 주요 임무

1

과학기술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

국가연구개발사업
분석·평가·성과 확산

2

3

4

5

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조정 지원

KISTEP은 정부연구개발 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위한 예산배분·조정(안)을 마련하며, 정부연구개발사업
투자방향 및 기준과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정책별·기술별 세부투자전략을 수립한다.

6
▒ 정부연구개발사업 투자방향 및 기준 수립 지원

과학기술
미래예측 및
전략 수립

국가연구
개발사업
예산배분·조정 지원

국가연구
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2. 주요 대외활동

과학기술
정책기획 및 조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의 제·개정을 지원하고 관련 제도의 기획, 운영 및 개선 방안을 마련

•	효율적인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수립을 위한 국내외 R&D 동향 분석 및 주요 기술·정책분야 투자전략 연구
•	정책·기술·현안 이슈 등에 따른 차년도 정부 투자방향 및 예산배분·조정의 기준 제시
▒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조정 지원

1

과학기술 미래예측 및 전략 수립

KISTEP은 사회 발전상과 주요 미래 트렌드를 바탕으로 과학기술의 변화를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과학기술 전략을 수립하며, 기술 수준평가·영향 평가, 표준분류, 유망기술 선정 연구 등을 수행한다.
▒ 미래전망 및 과학기술 예측

•	국가전략목표 실현을 위한 정책별 투자·성과 간 연관 분석 및 주요 쟁점별 투자영향분석 실시
4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 및 성과 확산

KISTEP은 정부와 민간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현황과 산출된 성과를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평가하며 주요성과를 발굴해 그에 대한 효과적인 확산 방안을 마련한다.

▒ 국가과학기술 전략 수립 지원

•	국가차원에서 확보해야 할 중점과학기술을 도출하고 기술개발 전략과 방향을 제시하는 로드맵 수립 지원
•	사회문제 등 범부처 미래사회 이슈의 선제적 발굴과 심층 분석을 통한 국가과학기술전략 수립 지원
•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의 수준을 평가하고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사회·문화·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평가
•	과학기술 관련 정보·인력·연구개발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에 관한
국가표준분류체계를 수립
2

과학기술 정책·기획 및 조정

KISTEP은 창조경제를 견인하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과학기술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며
동시에 관련 제도 등을 기획·운영·개선한다.
▒ 과학기술정책 기획 연구

•매 5년마다 과학기술 분야 범부처 최상위 계획인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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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및 연구개발활동조사

•전년도 정부가 투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성과 포함)에 대한 조사·분석 실시
•	OECD 매뉴얼에 따라 민간을 포함한 국가 전체의 연구개발활동 현황에 대한 조사 실시
▒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출연(연) 평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정평가, 상위평가 및 출연(연) 기관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성과평가매뉴얼, 표준성과지표 등을 개발·보급
•	국가평가체계(NES) 고도화를 위한 성과평가 모형 등 성과평가방법론을 연구
▒ 국가 R&D 성과 확산 및 국가지식재산 전략 수립

•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발굴·선정 및 홍보
•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 등 주요 계획을 수립하며, 이에 따른 활용실태 조사 및 성과관리·유통
전담기관 점검을 수행
•	지식재산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가지식재산사업의 재원배분방향, 차년도 중점투자방향 수립 등 지식재산
전략수립 및 제도개선 지원
▒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COSTII: COmposite S&T Innovation Index)

•	OECD 30개국을 대상으로 각국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을 진단하고, 우리나라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도출
4. KISTEP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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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수준평가, 기술영향평가 및 표준분류체계 확립

4. KISTEP 소개

•미래사회 변화 전망 및 과학기술 발전 추세 분석을 통해 미래 과학기술을 예측하고 국가적 대응방안 모색
•기술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미래 유망기술 발굴

3. 발간물

•	정부연구개발사업 투자방향 및 기준에 따라 정책적 중점추진분야와 기술분야별 현안이슈를 반영한
차년도 예산배분·조정(안) 마련

KISTEP 소개
5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1. 주요 연구실적

KISTEP은 대형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정부투자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며, 동시에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기술성평가와 관련 방법론 연구 등도 수행한다.

조직 구성
5본부 1부 1단 4센터 15실 8팀, 1부설 (’17.1.1 기준)

조직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이사회

•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고지원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기술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감사부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선정을 위한 기술성 평가

원 장

감사(비상임)

반부패·청렴팀

2. 주요 대외활동

•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한 사업 중 연구단지 조성 및 연구시설·장비 구축 사업비가 총 사업비의 100분의
30미만인 사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의 필요성, 기술개발의 시급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 기술성 중심의
선정평가 실시

부설)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부원장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및 기반연구

전략기획실

경영지원단

•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을 위한 지침 제·개정
•	조사의 객관성, 신뢰성,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법론 및 기반연구

과학기술 글로벌 협력·네트워크 구축

KISTEP은 국제기구, 선진국 및 개도국 등과의 과학기술 네트워크를 구축·활용해 과학기술 지식 교류의 허브를
형성하고, 과학기술 혁신에 기반 한 국가 발전 지식과 경험을 개도국에 전수한다.
정책기획본부

전
략
연
구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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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제
협
력
센
터

재정투자분석본부

기
획
예
산
팀

인
재
경
영
팀

재
정
관
리
팀

총
무
지
원
팀

3. 발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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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방
이
전
추
진
팀

미래예측본부

▒ 과학기술 기획·조정·평가 국제 네트워크 구축

•	OECD, UNESCO 등 국제기구, 한·중·일 등 아시아 협력국, AAAS*, QF** 등 관련 전문단체와의
지속적·전략적 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 QF: Qatar Foundation

•교류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한 미래 부상할 과학기술 이슈의 지속적 탐색·발굴 및 글로벌 과학기술
어젠다의 선제적 제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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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AAS: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창
조
경
제
전
략
센
터

▒ 한국형 과학기술혁신 경험의 국제적 확산·보급

*** ISTIC: International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Centre for South-South Cooperation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 과학기술 기획·조정·평가 전문저널 및 영문 기관지 발간

•	과학기술정책 분야 학술 교류 플랫폼 구축을 위한 Asian Research Policy (ARP) 발간
•	KISTEP 주요 연구 성과 및 활동을 소개하는 영문 매거진 KISTEP R&D and Beyond 발간

인원

214명 (’16.12.23 기준)

직급별 인원

학위별 인원

전공별 인원

(단위 : 명, %)

임원

연구직

전문 관리직

1(0.5%)

182(85%)

31(14.5%)

박사

석사

학사 이하

124(58%)

71(33%)

19(8.9%)

행정ㆍ경영ㆍ경제학

이학ㆍ공학

인문사회ㆍ기타

76(35.5%)

122(57%)

16(7.5%)

총

214

※ 여성인력 : 77명(36%), 해외박사 인력 : 26명(박사 인력 중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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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에 위치한 개발도상국 과학기술 협력 지원기관 ‘국제과학기술혁신센터’(ISTIC***)와 함께
개도국 고위정책결정자를 대상으로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 경험 소개 및 노하우 등 한국형 과학기술혁신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KISTEP 소개

이사장(1)

손 욱

서울대학교 차세대융합(연) 센터장

박영아

KISTEP 원장

용홍택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정책관

방기선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이상완

삼성전자 고문

박상훈

SK하이닉스 고문

김흥남

KIST 유럽연구소

노정혜

서울대학교 교수

강대임

대구과학경북기술원 융합연구원장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이우일

서울대학교 교수

양윤선

메디포스트 대표이사

송규영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김성근

서울대학교 교수

이병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장

고영길

KISTEP 비상임 감사

당연직(3)

선임직(11)

감사(1)

소속 및 직위
기관명
포스텍(POSTECH)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연구협력 및 상호교류

중소기업청

중소·중견기업 R&D(연구·개발) 투자 전략성 강화 및 성과 확산

[다자간 업무협약]
46개 정부 산하 연구기관 및 민간 협회·단체*,
9개 정책금융기관**

미래 新성장 지원체계 구축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과학기술혁신 및 인재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과학기술분야 전문가 간 네트워크 활성화

국제공정무역기구 한국사무소국제공정무역기구(Fairtrade)

연구, 학술 등 공정무역 업무협력을 위한 행정지원
공정무역제품 사용, 공정무역 홍보활동과 향후 캠페인협력

한국여성정책연구원(KWDI)

과학기술분야 젠더이슈 연구
여성 과학기술인 지원정책, R&D분야 성별영향분석 등 공통 관심분야 연구

한국연구재단(NRF)

우수성과 발굴·성과확산, 과학기술 통계
NRF의 KCI활용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지표 개발·제도 개선
정책기획 과제 공동연구·자문 등 공통 관심분야 협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과학기술분야 신직업 발굴 등 공동 연구 또는 학술회의 추진

(재)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여성 과학기술 인재육성과 활용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관련 연구수행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KOFST)

과학기술 정책 전문인력 양성

울산과학기술대학교(UNIST)

연구 주제 발굴 및 공동 연구 수행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연구 주제 발굴 및 공동 연구 수행

서울연구원

정책 개발 및 전문적 조사연구 수행

대구과학대학교

연구 주제 발굴 및 공동 연구 수행

이화여자대학교

교육 및 훈련, 연구협력

KISTEP 자문위원회 현황(’16.12.23 기준)
성명

소속 및 직위

위원장

이장무

국가과학기술심의회위원장, 기후변화센터이사장

교육

강성모

KAIST 총장

교육

김대식

KAIST 교수

교육

김성근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장, 서울대학교 화학과 교수

인문

김홍희

서울시립미술관장, 2006년 광주비엔날레 총감독

교육

권희민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초빙교수

교육

민경찬

연세대학교 수학과 교수

신미남

(주)두산 사장

심창구

서울대학교 약대교수, (前)식품의약품안전청장

산업

염재호

고려대학교총장, (前)국가과학기술위원회 민간위원

IT/경영

이각범

한국미래연구원장, 한국과학기술원 기술경영학과 명예교수

산업

이나리

제일기획 본부장

법학

이미현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교육

이우일

서울대학교연구부총장,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

행정

이창원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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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KISTEP 소개

204

구분

주요 협력 내용

3. 발간물

성명

2. 주요 대외활동

구분

1. 주요 연구실적

국내 협력기관

KISTEP 이사회 임원 현황(’16.12.23 기준)

의학

임정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정부) 금융위, 미래부, 산업부, 복지부, 문화부, 국토부, 중기청, 특허청, 농림부, 총리실, 환경부(11개 부처 46개 기관)

체육

장윤창

경기대학교 체육학과 교수

** (정책금융기관)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정보원,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보험공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9개 금융기관)

언론

전영기

중앙일보 논설위원

교육

황선혜

숙명여자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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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EP 소개
중국

국외 협력기관

1. 주요 연구실적

• Institute of Policy and Management (IPM),
Chinese Academy of Science (CAS)
• Chinese Academy of Science and
Technology for Development (CASTED)
미국

•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AAAS)
•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 Korea Economic Institute of America (KEI)
• Korea American Bio Industry Council (KABIC)

러시아

• National Research UniversityHigher School of Economics (HSE)

2. 주요 대외활동

카자흐스탄

독일

• Alumninetzwerk
Deutschland-Korea
(ADeKo)

• National Agency for Technological
Development (NATD)
• National Center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NCSTE)

파키스탄

• Mehran University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

브라질
일본

쿠웨이트
인도

• Zaheer Science Foundation

3. 발간물

• Kuwait Institute for Scientific
Research (KISR)

• Center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Strategy,
Japan Science & Technology Agency (JST-CRDS)
•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NISTEP)

• Center for Strategic Studies
and Management in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CGEE)

칠레

• National Council of Innovation for
Development of Chile (CNID)
카타르

• Qatar National Reserach
Fund (QNRF)
말레이시아

4. KISTEP 소개

• International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Centre for
South-South Cooperation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ISTIC)
• Malaysian Industry-Government
Group for High Technology (MiGHT)
• Universiti Teknologi Malaysia
Perdana School of STI Policy
• Academy of Sciences Malay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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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and Strategy
Studies (NISTPASS)
인도네시아

• Ministry of Research, Technology
and Higher Education of Indonesia
사우디아라비아

우간다

• The Uganda National Council
for Science and Technology
(UNC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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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ng Abdulaziz City for
Science and Technology
(KACST)

대만

• YuanZe University
• Science & Technology Policy Research
and Information Center (STPI)
• Industrial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IT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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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S&T EVALUATION AND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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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업 추진 계획

• 국내·외 과학기술정책 동향의 종합적·체계적 제공을 위한 글로벌 과학기술정책정보 서비스
(S&T GPS)운영 효율화

2017

1 미래예측·기획 및 전략수립
▒▒ 기술 예측·영향평가·수준평가, 표준분류체계 확립의 전문적·효율적 추진

• 국내외 과학기술인재정책 변화 조사·분석
• 미래선도형 과학기술인재 육성·활용 방안 연구(사회환경 변화로 인한 新정책이슈* 선도적
발굴 및 대응 방안)
* 과학기술인 경력개발 및 잠재인력 활용, 해외인재 유치·활용, 신산업 및 일자리 확대 등
▒▒ 과학기술분야 규제개혁 및 국가R&D 제도 기획 연구

• 과학기술혁신을 저해하는 규제에 대해 상시적 규제개선과제 발굴·개선
• 규제개혁 추진 방향 제시를 위한 주요국 과학기술 규제개혁 동향 연구
• 규제비용분석 모형 등을 활용한 경제적 효과 분석 등 과학기술 분야 규제비용편익 분석 연구
• 국가 R&D 제도 체계 및 구조 분석을 통한 제도 개선 방향 연구
• 고유임무 중심의 출연연구기관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기관평가 추진과 평가제도 개선 관련 연구

▒▒ 미래기술·정책이슈 상시 모니터링 및 데이터 기반의 전략적 기술예측 시스템 마련을 위한

2. 주요 대외활동

• 제5회 과학기술예측조사 결과 활용 및 성과 확산 추진
• ’16년 기술수준평가 결과 발표 및 기술수준평가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안 마련
• 경제·사회·문화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 선정 및 기술영향평가 수행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개정(안) 마련

▒▒ 과학기술인재정책 미래패러다임 연구

1. 주요 연구실적

주요 사업 추진 계획

과학기술 예측기반 강화 연구 추진
• 미래단서(Future Clues) 조사·분석 체계 마련
• 기술기획 및 예측 관련 객관적 근거 기반 연구
• 미래사회 예측 관련 기초분석 자료 발간 및 네트워크 강화

• 미래사회 이슈 발굴 및 심층토론을 위한 「KISTEP 미래포럼」 개최
• 바람직한 미래한국사회 구축을 위한 핵심이슈 및 미래유망기술 선정
▒▒ 미래성장동력 육성·관리 및 다부처공동기획연구 지원 추진

2 과학기술 정책·기획 및 조정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창조경제 고도화 방안 마련
• 벤처창업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추진을 법률, 금융, 거버넌스, 제도, 자금 등 전방위에서 밀착 지원
•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수립을 통하여 지역과학기술진흥 정책의 성과점검 및 향후 5
년간의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 구축
• 실태조사, 연감, 추진실적 점검 및 시행계획 수립 등 17개 시도별 지역R&D 주요 통계조사 시행

▒▒ 국가R&D 투자방향 및 효율화 방안 연구

• 차년도 국가R&D 투자방향 수립 지원
• R&D 투자이슈 현안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한 기술별/정책별/사업별 효율화 방안 연구
• 공공기관 R&D투자현황 분석 및 공공기관 연구개발 투자권고 연구
• 일몰형 사업 기간연장 적정성 검토
▒▒ 바이오 및 서비스 R&D분야 범부처 종합조정 지원

• 바이오 특별위원회 및 서비스 R&D 특별위원회 운영
• 분야별 아젠다 및 범부처 조정·협력이 필요한 이슈·현안 발굴

5. 2017 주요 사업 추진 계획

▒▒ 창조경제 역량강화 전략수립 및 지역R&D 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연구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분석 및 검토 지원
• 정부 R&D사업 예산 배분·조정을 위한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 정부 R&D의 상시 검토체제 구축을 통한 사업별 심층 분석
• 정부 R&D 예산 배분·조정 결과 홍보
• 연구현장 대상 주요 R&D사업 추진현황 설명회

4. KISTEP 소개

• 미래성장동력 정책추진성과 분석 및 분야별 맞춤형 추진전략 수립
• 미래성장동력 추진체계 고도화 및 정책 추진의 연속성 확보 방안 수립
• 미래성장동력 분야 신산업 창출 및 조기 상용화를 위한 플래그십 프로젝트 실증연구 추진
• 정책현안 및 현장수요 반영에 최적화된 다부처 공동기획사업 발굴 및 추진과정 내실화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전담 지원

3. 발간물

▒▒ 미래사회 이슈대응을 위한 기술혁신 전략 및 방안 강구 연구 추진

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조정

▒▒ 정부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을 위한 전문성 강화

• 글로벌 R&D 투자동향과 예산 제도 및 추진체계 분석
• 주요 기술분야별 주요국 산업, 정책, 기술동향 분석 및 국가 R&D투자전략 제시
• KISTEP 수요포럼 및 R&D투자전략 콜로키움 개최

▒▒ 창의적 과학기술 혁신시스템 조성을 위한 과학기술 주요 정책 이슈 발굴 및 동향 분석

•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을 통하여 향후 5년(’18년~’22년)간의 국가 과학기술 비전, 목표
및 전략방향 제시
• 범부처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현황 조사·분석 및 심층 분석
• ‘KISTEP 이슈페이퍼’ 발간을 통한 정책역량 강화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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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연구개발사업 분석·평가·성과확산
• 효율적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평가기획 및 평가시스템 기반 강화
• 부처 내 예산 배분과 지출구조 조정을 위한 ‘통합 재정사업 평가(118개 사업)’와 연구성과
제고를 위한 ‘R&D성과평가(68개 사업)’ 수행
• 평가수요를 반영한 특정평가 추진을 통해 평가결과 활용도 제고(1개 사업군 및 3개 개별사업)
• 기술성 평가 수행을 통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
• ’18년도 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 수립
• 기관임무에 따라 수립한 연구기관의 성과목표 달성도 및 우수성 평가를 통한 연구기관의 우수
성과 창출 도모(2개 부처·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11개 기관)

• 각계 전문가와 내부연구진이 참여하여 분석방법론을 발제하고 토론하는 「R&D 사전분석
콜로키움」 운영(4회)
• 제도에 대한 시장의 이해도 증진과 국내 R&D사업 기획력 제고를 위해 「R&D부문
예비타당성조사 교육」 실시(2회 : 서울, 호남권)
▒▒ ’17년~’21년 R&D 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18년도 정부 R&D예산편성 지원

• 시의성 있는 이슈를 도출하고 심층 분석과 제도개선안 마련을 통해 R&D 투자효율성 제고 및
재정건전성 회복에 기여
▒▒ 전략적 R&D 예산배분 및 편성을 위한 정책 기반 구축

2. 주요 대외활동

• 정부 R&D투자 효율화를 위한 중장기 이슈 분석 및 정책연구 수행

▒▒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통계 신뢰성 향상 및 정책 활용도 제고

• ’1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성과정보 및 국가 연구개발활동 자료 수집·검증·분석 체계화
• 과학기술 주요 정책이슈와 연관된 국내·외 주요 과학기술 통계지표 분석 및 통계백서 발간
▒▒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의 효율적 관리·활용을 위한 지속적 지원 및 성과활용 정책 어젠다

발굴을 위한 연구

▒▒ 3기(’18년~’22년) 과학기술정책 과학화 기반 구축을 위한 K2Base 질적 고도화 연구 추진

및 지원 대상·범위 확대

*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53개)과 부처직할 출연 연구기관(21개)

▒▒ 글로벌 선진기관 네트워크 확대 및 과학기술 국제협력 플랫폼 구축·운영

• 해외 유관기관과의 파트너십 강화 및 지속적 협력 체계 마련
• 글로벌 과학기술 어젠다 대응 체계 수립을 위한 국제사회 현안 논의 동참
• 아시아혁신포럼 등 국제 포럼 개최를 통한 과학기술 혁신 전문기관과의 정책 이슈 공유 및 협력
플랫폼 구축
▒▒ 한국형 R&D 기획·조정·평가 지식 및 경험 전수

• 개도국 고위 정책결정자 대상 제9회 KISTEP-ISTIC STI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최
• 개도국 협력 수요를 바탕으로 주제별, 분야별 단·중기 컨설팅 및 교육 프로그램의 전략적 추진
▒▒ 영문 과학기술 정책 전문저널 및 정기간행물 지속 발간

• 과학기술 정책 분야 학술 교류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전문 학술지 Asian Research Policy 지속
발간(연 2회)
• 국내외 정책동향 공유 및 KISTEP 주요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영문 정기간행물 KISTEP R&D
and Beyond 발간(연 1회)

5. 2017 주요 사업 추진 계획

5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및 예산 정책 이슈 발굴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및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수행

• 신규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수행
▒▒ R&D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방법론 연구 및 체계 강화

• R&D부문 예비타당성조사 세부 분석방법론의 개발 및 개선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향후
표준지침 개정 시 반영
• 일관성 제고를 위해 조사 수행 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규정, 지표, 데이터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정리하여 안정적 조사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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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KISTEP 소개

• K2Base 내 지식정보 현황·수준 분석 및 고급화, 추가 사이트 발굴·연계, 정책 분류체계 연구
등 수행
• 연구회 및 부처 직할 출연연* R&D예산편성 지원 서비스 개발로 기관 중심 R&D 투자·성과
분석 체계 구축

6 글로벌 기획조정평가 네트워크 역량 강화

3. 발간물

• ’17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 수립, 연구성과 활용·실태조사 추진, 우수성과 100선
선정 등 지속적인 성과관리·활용 정책 지원
•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운영 활성화 및 홍보·교육 강화, 해외정책 벤치마킹 등을 통한
제도 고도화 추진
• 국가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 및 시행계획 점검 평가 업무 지원
• 기술이전·사업화 지원 정책 등 관련 정책·제도의 개선을 위한 방안 연구

1. 주요 연구실적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책 활용도 및 신뢰성 제고

▒▒ R&D부문 예비타당성조사 고도화를 위한 전문가 네트워크 강화 및 제도 확산을 위한 교육 실시

5. 2017 주요 사업 추진 계획

213

KISTEP 2016 연차보고서
발행일

2017년 2월

편집 및 발행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전략기획실 홍보기획팀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 중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KISTEP 홍보기획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Tel : 02-589-2861 Fax : 02-589-22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