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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 투자는 국내 총 생산 대비 세계 2위 수준인 

4.03%로 늘어났고, 국내 총 생산 대비 연구개발 예산 비중도 1.05%로 

OECD 최고 수준에 올라섰다. 이 뿐만이 아니다. 현 정부 5년 간 투자한 

정부연구개발 예산은 이전 10년간 투자액보다 4.9조 원이 많은 약 68조 원 

규모로 정부는 전폭적 투자 확대를 실시했다. 같은 기간 선도형 연구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기초·원천연구 비중도 정부연구개발 예산 중 

50.3%를 차지하는 등 우리나라 연구개발 시스템의 근본적 체질개선을 통해 

창조형 과학기술정책으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적인 성과에 미치지 못하는 질적 성과, 단기간 내 성과 

창출 강조와 새로운 성장 동력의 부재 논란 등은 향후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풀어야할 

해결 과제로 자리 잡았다. 국외적으로도 장기 경기침체에 따른 주요국의 기술보호주의 강화와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하는 무역 보복,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의 과학기술 경쟁력 

확대에 따른 견제 강화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  또한 최근 논의되고 있는 과학기술에 의한 국민 

복지와 삶의 질 향상, 청년 일자리 창출 등 경제사회와 과학기술의 연계 강화는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 증대와 함께 지속적 과학기술정책 추진을 위한 국민의 지지확보의 필요성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국가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효율적 투자, 과학기술과 국민과의 연계, 법, 

제도의 개선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과학기술정책 추진을 위한 철학 정립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철학 정립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에 비해 구체적인 

목적과 내용, 방향성에 대한 논의와 제안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본 이슈페이퍼에서는 해외의 

관련 철학 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 철학 정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본 이슈페이퍼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KISTEP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힌다.

2012년 12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 이 준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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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작성 배경

 최근 과학기술의 지속가능한 국가발전,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 증가에 따라 지속적 

안정적 과학기술정책 추진을 위한 철학 정립의 필요성이 제기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책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fast follower로서 그간 국가발전과 

위상 강화에 많은 기여를 했으나, 이제는 first mover로서의 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철학 정립이 중요

- 주요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력 강화, 세계 경기침체에 따른 기술보호주의와 

무역보복 강화* 등에 따라 우리나라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혁신적, 창의적 과학기술 

보유 필요성이 증가

* 최근 애플과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특허 소송, 코오롱과 듀퐁의 아라미드 섬유 소송이 대표적 사례

최근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는 과학기술의 국민 복지와 삶의 질 향상, 청년 일자리 창출 등 

경제사회와 과학기술의 연계강화는 지속적 과학기술정책 추진을 위한 국민의 지지확보를 

위해 중요한 역할

또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연구개발 투자가 확대*되었으나, 양적 성과에 못 

미치는 질적 성과 수준, 대표적 성장 동력 부재와 정부 과학기술 운영 시스템의 잦은 

변경에 따라 낮은 정책 연속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

* 우리나라 총 R&D투자는 450억 달러(2011) 규모로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4.03%로 세계 2위

- 특히 정권 변화에 따라 논의되는 과학기술행정체제와 출연(연) 거버넌스 개편, 관성적 

정책 기조 변경, 단기성과 창출의 강조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지속발전을 위해 개선

되어야 할 문제점

과학기술정책은 ʻ국가혁신체제 내의 혁신주체들의 역량, 상호간 네트워크와 혁신활동 

등을 조성하는 제도적 환경과 정부의 영향에 따라 혁신활동의 활성화, 성과창출,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모든 정책들ʼ로 정의가 가능1)

1) 이우성(2005), 혁신정책의 범위설정과 분석체계 정립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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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혁신체제는 ʻ국가에서 사회, 경제적으로 유용한 지식과 정보의 창출→활용→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들과 제도ʼ*로 구성된 시스템으로 그 구성과 상호작용 수준에 따라 

기술혁신의 방향과 속도, 경제적 성과 차이가 발생2)

*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지식을 창출, 확산, 활용하는 조직과 함께 이들 조직들이 

활용하는 데 필요한 물적, 인적자원을 공급해주는 금융기관, 교육기관, 관련 협회 등

산업혁명 이후 과학기술 발전에 기반한 급격한 경제, 사회, 문화, 인간 삶의 변화와 세계 

1,2차 대전 등 과학기술의 부정적 영향들은 과학기술을 철학의 연구대상으로 부각시키고 

19세기말 과학철학, 기술철학이 본격적으로 등장

※ 철학(philosophy)은 사랑(philos)과 지혜(sophia)의 합성어로 지혜를 사랑한다는 뜻으로 통용되나, 

막스 호르크하이머(Max Horkheime)은 ʻ세상에 이성이 있게 하려는 방법적, 지속적인 시도ʼ로 정의하는 

등 다양한 정의가 존재3)

현대 과학철학은 과학적 사실 명제만을 다루는 언어분석철학이 주류를 이루어 오다 

1950년대 이후 사회와 역사가 결합된 과학철학이 주요 대상으로 등장하는 등 과학과 

인간과의 연관성이 부각

기술철학은 산업혁명, 세계1, 2차 대전을 통해 기술의 빠른 발전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

나고 있다는 기술 비관론이 철학적 사유로 연결되고 현대기술에 대한 회의적 시각들이 

정교화 되면서 유럽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시작4)

최근 등장한 과학기술사회학(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은 과학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과학기술 발전과 그 과정에서 사회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등 사실영역인 과학과 문화영역인 사회와의 관계를 연구

이러한 과학기술정책과 철학의 정의, 과학기술 관련 철학의 흐름 등을 고려할 때   과학

기술정책 추진 철학의 정의는 향후 많은 연구가 필요하나, 

2) 송위진(2012), 기술혁신정책의 진화와 과제, STEPI Working Paper Series WP 2012-01

3), 4) 손화철(2010), 기술이 철학과 만났을 때, 인문사회계 학생을 위한 과학기술의 이해(제5판) 제1부 제9강, 한양대학교 

출판부

4) Jonas, Hans(1984), The Imperative of Responsibility: In search of an Ethic for the Technological Ag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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ʻ정부가 경제사회적으로 유용한 지식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조직과 제도들을 국가사회와 

구성원에 이롭게 촉진하기 위한 과학기술 관련 정책 추진 의사결정 수단과 방법에 대한 

기조ʼ로 개념 설정이 가능

그러나 이러한 철학의 설정에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이 개선하고 향후 지향해야할 

방향성의 중요 요소인 5년 정권 기간을 넘어선 안정적 장기적 정책추진을 위한 방향성이 

필요한 시점

이에 본 이슈페이퍼는 철학 정립의 필요성은 제기되고 있으나 구체적 목적과 내용,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부재한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 추진 현실에서 해외의 관련 철학 

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이념, 철학, 기조 등으로 표현된 ⓛ 정부 연구개발 추진 철학, ② 국가 미래비전을 통한 

과학기술정책 추진 철학, ③ 정부 출연연구기관 운영 철학 등의 해외 사례 비교 분석

1980년대 이후 발표된 우리나라 과학기술 관련 장기비전과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철학 등을 해외 사례 등과 비교 검토

향후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운영을 위한 제언을 기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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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해외 주요 과학기술정책 추진 철학 사례 분석

1. 국가연구개발 추진 철학 - 미국의 연구개발 추진 철학

1945년 7월 출간된 대통령 보고서인 ʻScience-The Endless Frontierʼ는 미국 정부의 

효율적 과학기술연구 지원을 위한 원칙과 철학을 제시

본 보고서는 루즈벨트(Franklin Delano Roosevelt) 대통령이 제시한 4개 과학기술 정책 

관련 질의사항에 대해 버니바 부시(Vannevar Bush)가 총괄하여 작성5)

루즈벨트 대통령 질의서는 과학기술분야의 자체 진흥이 아니라, 재임기간 수행된 뉴딜

정책(New Deal)과 같이 과학기술이 경제와 산업 진흥을 위한 수단이란 인식 하에 작성 

[참고] 루즈벨트 대통령의 질의서(1944. 10)

(1) 전쟁 중 연구되고 개발된 과학지식이 전쟁 후 어떻게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가?

What can be done, consistent with military security, and with the prior approval of the military 
authorities, to make known to the world as soon as possible the contributions which have been 
made during our war effort to scientific knowledge?

(2) 계속적인 질병 퇴치를 위해 의학연구 프로그램이 어떻게 설계될 수 있는가?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the war of science against disease, what can be done now to organize a 
program for continuing in the future the work which has been done in medicine and related sciences?

(3) 공공과 민간 연구기관을 연방정부가 어떻게 지원 할 수 있는가?

What can the Government do now and in the future to aid research activities by public and private 
organizations?

(4) 미래 우수 연구인력 확보를 위해 과학적 재능이 있는 젊은이들의 효율적 지원 프로그램은 어떻게 

제안될 수 있는가?

Can an effective program be proposed for discovering and developing scientific talent in 
American youth so that the continuing future of scientific research in this country may be assured 
on a level comparable to what has been done during the war?

5) 부시는 질문 별로 ① 전쟁 중 개발된 과학지식의 확산(위원장 : Irvin Stewart, OSRD), ② 의학연구 프로그램(위원장 

: Walter W. Parmner, 콜롬비아 의대 교수), ③ 공공 및 민간기관 연구 지원(위원장 : Isaiah Bowman, 존스홉킨스대 

총장), ④ 과학교육 방안(위원장 : Henry Allen Moe, John Simon G. 기념재단 사무총장) 등 4개 위원회를 조직하여 

6개월여 간의 연구를 통해 완성



7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Ⅱ. 해외 주요 과학기술정책 추진 철학 사례 분석

이러한 루즈벨트 대통령의 인식은 과학기술 연구의 자율성을 핵심철학으로 여기던 부시 

그룹의 인식과 상반되는 방향으로 부시는 보고서에서 정부의 효율적 과학기술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은 5가지 원칙을 제시6)

(1) 장기적 연구가 가능한 안정적 연구비 지원

ʻʻWhatever the extent of support may be, there must be stability of funds over a 

period of years so that long-range programs may be undertaken.ʼʼ
(2) 장기적 연구가 가능한 안정적 연구비 지원 연구를 지원하는 기관은 과학과 교육

전문가로 구성되어야함

ʻʻThe agency to administer such funds should be composed of citizens selected 

only on the basis of their interest in and capacity to promote the work of the 

agency. They should be persons of broad interest in and understanding of the 

peculiarities of scientific research and education.ʼʼ
(3) 해당 기관은 자체 연구수행을 하지 말아야함

ʻʻThe agency should promote research through contracts or grants to organizations 

outside the Federal Government. It should not operate any laboratories of its own.ʼʼʼ
(4) 해당 기관은 자율적으로 연구방법, 범위들을 정할 수 있어야 함

ʻʻSupport of basic research in the public and private colleges,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must leave the internal control of policy, personnel, and the 

method and scope of the research to the institutions themselves. This is of the 

utmost importance.ʼʼ
(5) 해당 기관은 연구에 있어 완벽한 독립성과 자율성을 유지하는 반면 대통령과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어야함

ʻ̒While assuring complete independence and freedom for the nature, scope, and 

methodology of research carried on in the institutions receiving public funds, and 

while retaining discretion in the allocation of funds among such institutions, the 

Foundation proposed herein must be responsible to the President and the 

Congress.ʼʼ 

6) Vannevar Bush(1945), Science : The Endless Frontier-A Report to the President on a Program for Postwar 
Scientific Research,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Washington, pp.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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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버니바 부시(Vannevar Bush, 1890~1974)7)

뉴욕타임즈가 ʻʻ과학연구의 시저ʼʼ라고 호칭할 만큼 

연구와 과학기술정책에 있어 통찰력 있는 비전을 제시

하는 등 현재 미국 과학기술체제의 기반을 구축한 것

으로 평가되는 인물로 제2차 세계 대전 시 미국 과학

기술 동원의 중심인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 과학고문 등 미국의 정부 과학기술 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침

- 1938년 미국항공자문위원회(National Advisory Committee for Aeronautics, NACA), 

국방연구위원회(National Defense Research Committee, NDRC) 위원장으로 임명

- 1941년 무기 개발에 과학기술 자원을 집중하기 위한 부서인 과학연구개발국(Office of 

Scientific Research and Development, OSRD) 국장으로 임명되는 등 원자폭탄 개발과 

실전 배치를 자문하는 맨해튼 프로젝트에 참여

20세기 미국의 대표 과학자로 ʻʻAs We May Think(1945)ʼʼ라는 논문에서 컴퓨터와 네트워크, 

인터넷, 하이퍼텍스트, 검색 등 현재 보편화된 인터넷과 컴퓨터 기술과 관련된 거의 모든 

기술을 구상한 것으로 유명

부시의 보고서는 정부가 과학기술활동 지원을 위해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재단형태 

기관 설립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립연구재단 설립･운영 주도권이 정치인에서 과학

기술정책의 주권자인 연구자로 넘어오는 계기를 마련

1944년 민주당 상원의원 할리 킬고어(Harley M. Kilgore)는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 

발전한 과학기술역량을 산업발전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순수･응용연구, 과학교육을 

지원하는 정부기관 설립법안을 발의

그러나, 킬고어 법안에 대해 부시를 비롯한 명망 있는 과학기술자들은 정치사회적 요구에 

기반한 정부의 개입과 통제가 궁극적으로 학술연구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킬고어 법안에 반대

7) 아리모토 다테오 저/김종회 역(1997), ʻʻ과학기술의 흥망ʼʼ, 한국경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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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고어는 과학기술자 자율성 보장과 함께 사회복지 증진 등 정치･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실용적 연구 중심으로 정치인이 통제하는 재단형태의 기관을, 부시는 과학자들에 의해 

운영되고 과학의 증진에 기여하는 재단을 희망

- 이에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순수과학 뿐만 아니라 사회과학

까지 폭넓게 지원해야한다는 킬고어의 견해와 과학기술자들에 의한 자율적 규제를 

강조한 부시의 안이 충돌

양 그룹은 상호간 시각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6년(1945-1950)에 걸친 장기간 논쟁 과정을 

거쳐 1950년 부시의 안을 반영한 ʻ과학기술자들의 자기 규율ʼ을 운영 원칙으로 하는 국립

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 NSF)이 설립

<표 1> 부시와 킬고어 그룹의 국립과학재단 설립 관련 주요 논쟁 사안

부시 측 주장 킬고르 측 주장 결 론

1. 정부지원 
연구결과에 
대한 특허 
소유 

개인 소유 주장 국가소유 주장
기초연구는 특허 출원이 가능한 발명이 발생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하에 발명가권리와 
시민 이익을 포괄

2. 사회과학 
포함 여부

기초연구특화 기관으로 
주장했으나, 사회과학 
지원에는 유연한 입장

당면한 경제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응용연구, 
사회과학 지원도 주장

사회과학 지원은 최종법안에 명시되지 않았
으나, 재단 프로그램에 포함될 수 있는 가
능성을 제공

3. 지역･학문 
분야별 재원 
배분

과도한 연구비 집중 
회피

지역적 분산을 위해 
주정부에 의한 자금 

배분을 주장

부당한 집중을 제거하고자 하는 의회의 요
구를 받아들임

4. 재단 주도권 
독립성을 강화하고 연
방행정부 통제를 벗어
나는 이사회 중심체제 

연방 행정부 조직과 
같이 대통령에 의해 

통제되는 체제

1.총재는 6년 임기로 상원 자문･동의로
대통령이 임명/재임기간 중 언제라도
대통령이 면직 가능(대통령의 통제)

2. 6년 임기 이사진(24명)은 상원 자문･
동의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연임 가능)/
대통령에 의해 면직 불가능(의회의 대통령 
견제장치와 재단 독립성 보장)

3. 재단에 대한 의회의 통제- 의회는 
총재 및 이사 임명 동의와 예산 심의 및 
의결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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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이후 부시 보고서에서 제시된 선형모델과 연구자의 자율성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하였으나, 과거 60여 년간 과학기술정책 추진 기조를 제공한 부시 

보고서의 철학은 현재까지 유지

1980년대 이후 과학기술 발전이 사회 발전을 자동적으로 가져온다는 명제와 과학

기술계의 자기규율 능력 등에 대해 문제가 제기

1990년대 말 과학기술이 국가경제에 영향뿐만 아니라 사회, 윤리적 논쟁을 유발하는 

단계에 접어들면서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과 과학기술계의 시민 신뢰 회복 등에 대한 

우려가 등장

- 이에 따라 부시의 논리를 넘어 과학기술계의 사회기여 확대를 위한 철학적 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미 하원은 변화하는 과학기술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대안을 모색

그러나 1998년 미 하원과학위원회 보고서8)는 도전적 연구능력을 강조한 부시의 철학은 

계승해야함을 인정하고, 창의적, 도전적 연구 촉진을 위한 조치를 권고

✦ 부시 보고서의 핵심철학은 과학연구의 자율성 확보로 국립과학재단 설립과정에서 나타난 

과학자들의 자율성과 창조성에 대한 강조는 현재 미국의 기초연구 성공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중요 원인으로 평가

ʻʻKeeping science free-free from the influence of pressure groups, free from the necessity of 

producing immediate practical results, free from dictation by any boardʼʼ
✦ 또한 과학자는 국가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국가는 과학자들의 노력을 지원

하며, 그 결과물들은 자유주의 철학에 근거하여 정부의 불간섭을 주장하는 등 민간주도 

시장논리에 따라 보급되어야함을 언급

✦ 국립과학재단은 제2차 세계대전 종결 이후 전시체제에서 평시체제로의 과학기술행정체계 

전환 과정에서 기초연구를 중장기적 산업경쟁력 강화의 밑거름으로 연계하고자 하는 국가의 

신념을 일관성 있게 구현

8) Vernon J. Ehler, The Future of U.S. Science Policy, Science, 16. Jan. 1998, p. 302.



11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Ⅱ. 해외 주요 과학기술정책 추진 철학 사례 분석

2. 국가 미래비전을 통한 과학기술정책 추진 철학 제시-일본 이노베이션 25  

이노베이션25는 아베신조(安倍 晋三)9) 前총리 정권공약의 하나로 일본의 성장에 공헌할 

수 있는 혁신창조를 위한 장기적 국가 전략지침으로 2007년 6월 내각 결의

2025년 일본사회 미래예측 기반의 5대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회시스템 

개혁전략(혁신제도･환경개선, 인재양성, 대학개혁, 국민의식 개혁 등)과 기술혁신 전략을 

제시

* ① 평생 건강한 사회, ② 안전, 안심한 사회, ③ 다양한 인생을 보낼 수 있는 사회, ④ 세계적 이슈 

해결에 공헌하는 사회, ⑤ 세계에 열린사회

 위의 목표 달성을 위해 아래와 같은 5대 철학을 제시

① 미래를 향한 높은 목표 설정과 도전 : 상식에 집착하지 않고 높은 목표를 설정한 후 

과감하게 도전하고, 도전정신의 싹을 꺾지 않는 것이 일본을 지속적 혁신을 창출하는 

국가로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② 글로벌화와 정보화 진전에 대한 효율적 대응 : 일본의 폐쇄적이고 취약한 국제적 관점과 

개인 능력 발휘가 어려운 조직 중심 특성을 극복하고 세계를 대상으로 일본의 과학기술 

성과를 시장에 출시하여 세계에서 일본의 경쟁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

③ 생활자 관점 중시 : 과거 물질적 충족과 편의성 추구 중심의 기술혁신에서 국민 모두가 

이해하고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지속적 혁신을 위해 전략적으로 국민의  수요를 반영한 

경제적, 사회적 가치 창조를 추진

④ 다양성을 가진 변화와 가능성이 풍부한 사회로 개혁 :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연구와 

변화와 가능성이 높은 사회로 개혁하기 위한 복수정책입안과 선택사항 제시, 대담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정책 판단과 실행, 실패 시 재도전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구성

⑤ 튀는 인재 확보 : 대학의 튀는 인재 선발을 위한 입학 전형 개혁, 대학원과 연구소의 

높은 국제성 유도 등 튀는 인재양성과 확보가 가장 중요

9) 아베신조 총리는 2006년 9월 26일부터 2007년 9월 26일까지 90대 총리를 지냈으며, 2012년 12월 26일 96대 총리로 

재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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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베이션25의 실현을 위해 진행 중인 과학기술분야 중장기 전략･계획분석 결과 등을 

기반으로 정책과제와 5대 사회 목표별 단기･중장기 중점과학기술* 개발로드맵을 

제시하고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연계를 통한 정책 추진 실효성 확보

* ① 생명과학, ② 정보통신, ③ 나노기술과 재료, ④ 환경, ⑤ 사회기반, ⑥ 프런티어, ⑦ 에너지, ⑧ 제조기술 등

(단기과제) 당시 추진 중인 ｢제3기 과학기술기본계획(2006~ 2010)｣과의 연계를 위해 

2010년까지 추진해야 할 과제*로 구성

* ① 혁신 창출 및 촉진을 위한 사회 환경 정비, ② 차세대 투자의 충실과 강화, ③ 대학 개혁, ④ 환경･
에너지 등 일본 과학기술력에 의한 성장과 국제 공헌, ⑤ 국민 의식개혁 촉진

(중장기과제) 2011년에 시작되는 ｢제4기 과학기술기본계획｣ 이후 2025년까지 추진

해야할 중장기과제

* 중장기 5개 과제는 일본사회 5대 목표와 동일

정책 추진을 위해 아베 총리가 본부장인 이노베이션 추진본부를 내각부에 구성하고 

범부처 차원의 정책 실행체제를 마련

기존 혁신 프로젝트들을 이노베이션 25 관점에서 재정비하고 종합과학기술회의가 주체가 

되어 과학기술기본계획 실행과정에서 이노베이션25와 연관된 PDCA(Plan→Do→

Check→Action) 사이클을 확립

✦ 이노베이션 25는 일본 사회의 문제점을 냉철히 분석하고 2025년을 목표로 국민이 바라는 

미래 생활모습 실현을 위한 5대 추진 철학을 제시하는 등 과학기술 중심 아베 정권의 국가

장기전략 미래비전서

✦ 혁신의 발생을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법･제도, 교육, 사회시스템 등 다양한 개혁을 통한 

산물로 바라보고 과학기술과 사회시스템 병행 혁신 추진을 강조

✦ 기존 혁신 프로그램을 망라하고, 과학기술기본계획 기간 동안의 연계, 이노베이션 추진

본부와 종합과학기술회의 중심의 추진체계 마련 등을 통해 비전과 철학의 실질적 추진 

기반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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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 출연연구기관 운영 철학-독일 막스프랑크 연구회와 일본 산업기술종합연구소

3.1 독일 - 막스플랑크 연구회

독일 공공연구체제는 크게 대학, 4개 연구회* 연구기관, 기타 공공연구기관으로 분류

되며 4개 연구회 산하에 연구 분야와 성격이 상이한 약 240여개의 공공연구기관이 

운영

* 막스플랑크연구회(MPG)는 자연과학 중심의 기초연구분야, 헬름횰츠연구회(HGF)는 거대과학분야 및 전략 

기초연구분야, 프라운호퍼연구회(FhG)는 산업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응용･개발연구, 라이프니쯔연구회

(WGL)는 범지역적 중요성이 높은 공동연구 분야를 담당

각 연구회는 자율적인 이사회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안정적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결정과 자원배분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독일혁신체제 전반의 연구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

- 각 연구회들은 자율적으로 산하 연구소에 대한 연구 자금 배분, 연구 성과 평가 등을 

수행하고, 기술변화와 평가결과에 따라 자율적으로 연구소를 설립･폐지

정부의 정책적 개입･간섭과 연구소의 학문적 자율성(scientific autonomy)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

- 자율적 연구회 체제의 성립은 분권, 자율, 경쟁력 원칙을 시스템적으로 제도화하여 연방

정부 부처의 과학기술 관리 부담과 간섭을 완화하는 효과를 제고

- 독일의 이사회 시스템은 연구 자율성 확보에 커다란 역할을 수행

독일의 막스플랑크 연구회(Max－Planck－Gesellschaft, MPG)는 1948년 기초연구 

분야의 자유롭고 독립된 연구를 통한 과학진흥을 위해 설립*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조직으로 독일의 국가경쟁력 제고에 커다란 기여

* 막스플랑크 연구회 전신은 1911년 설립되어 활발한 연구 활동 수행 후 제2차 세계대전 중 해산된 카이저-

빌헬름 재단(Kaiser-Wilhelm-Gesellschaft:KW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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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기초연구는 대학과 막스플랑크 연구회에서 담당하며, 연구회는 기초과학의 모든 

영역이 아닌 대학이 수행하기 힘든 미래지향적 기초연구만을 수행

- 카이저 빌헬름 재단 시절부터 현재까지 총 33명의 노벨과학상 수상자(1948년 막스

플랑크 연구회 출범이후 17명)를 배출

막스플랑크 연구회 예산10)의 90%는 연방･주정부로부터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연구

기관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며 주요 기관 운영 특징은 다음과 같음

보완의 원칙(Principles of Subsidiarity)

- 연구회는 대학이 연구하기 어려운 분야의 연구를 수행함에 따라 국가혁신시스템 

내에서 대학 기초연구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

- 연구회 산하의 연구소들은 대학과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고, 대학에 대형 연구 장비의 

활용을 개방

The MPG takes efficient, widespread university research for granted, and pursues basic research 
in order to complement the research efforts of the universities.

첨단 분야의 원칙(Principles of Emerging Fields)

- 연구회는 학제적 접근과 제도적 유연성을 필요로 하는 세계 수준 기초연구를 수행

- 최신 과학기술 동향에 부합된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 등을 통해 새롭게 출현하는 이머징 

연구 분야에 집중

The MPG supports basic research in particularly promising fields requiring interdisciplinary 
approaches, a great deal of institutional flexibility and international orientation.  It tries quickly to 
embrace newly developing fields outside established disciplines.

10) 2012년 전체 예산은 약 16억 유로 규모로 대부분이 연방･주정부의 직접 재정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통상 전체 

예산의 90%는 연방･주정부로부터 지원되고 나머지 10%는 기부금, 자체수익으로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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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명한 학자의 원칙(Principles of Eminent Scientists)

- 해당분야 내 세계적 수준의 학자를 발굴하여 연구소 설립과 운영을 일임

※ 해당분야의 세계 최고 전문가가 필요하다면 외국인에게도 연구소장 지위를 제공하며 연구소장은 

연구의 자유와 기회가 보장

- 연구소장(Director)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하고, 연구소장은 연구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연구비 지출과 연구 수행이 가능

- 연구비 규모는 연구소장 부임 첫 해 연구회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2년 단위 개별 연구소의 

연구비 집행 관련 감사를 실시하여 후속연도 예산의 증감을 결정

- 새로운 연구소의 설립 및 폐쇄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가 모임인 연구소장 협의체에서 

결정하며 연구 분야가 더 이상 발전할 전망이 없으면 해당연구조직을 폐쇄

In order to fulfil its function, the MPG requires outstanding scientists who are particularly 
qualified for the position as head of their respective departments or institutes.  For every new 
initiative, it is crucial to find researchers whose past achievements provide proof of their 
outstanding innovative capabilities and who can be expected to use the freedom and the research 
opportunities offered by the position as a scientific member and director of a Max Planck institute 
to make exceptional progress.

✦ 막스플랑크 연구회는 연구 분야를 명확히 하고 초일류 수준의 학자가 주관하는 연구비 

지원, 연구 자율성 강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연구비 지원 등을 보장하는 확고한 운영철학 

설정을 통해 세계적 연구기관으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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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일본 - 산업기술종합연구소

산업기술종합연구소(이하 AIST)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일본 최대연구기관인 공업

기술원 산하 연구기관들을 모체로 2001년 일본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산업분야 15개 

연구소를 통합, 독립행정법인화 과정을 거쳐 설립

2011년 기준 약 2,288명의 연구자, 661명의 행정직원 등 3,000여 명의 정규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0년 예산은 986,985억 엔 수준11)

- 정규직원 이외에도 177명의 방문연구원, 274명의 Post-Doc., 1,553명의 테크니션 외에 

1,500여 명의 기업연구원, 2,000여 명의 대학연구원, 기타 조직 900여 명의 연구진이 

연구를 수행(이 중 외국 국적은 500여 명 수준)

AIST는 21세기형 과제해결을 위해 ̒지속적 산업기술 혁신 선도를 통해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 실현에 기여ʼ를 기본 이념으로 설정하고 아래의 미션을 설정

경제와 환경이 양립하는 그린･이노베이션, 국민 생활 향상을 위한 라이프･이노베이션에 

공헌하는 기술과 AIST 우위를 살린 혁신적 기술 개발을 실시하고 동시에 지역 수요에 

대응하는 최고 수준의 연구 개발을 실시

- 산학관이 일체가 되어 연구 개발이나 실용화, 표준화 등을 추진하기 위한 오픈 이노

베이션 허브 기능 강화

- 산업기술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를 사회에 배출하기 위한 인재 양성

계량 표준, 지질 정보 등 산업･사회의 안전･안심한 기반 정보 제공

세계 최고수준의 연구성과 창출을 통한 인류의 지속적 성장에 공헌

2005년 3월 ʻ산업과학기술의 철학*ʼ 발간을 통해 자신들이 일본 내에서 담당하는 산업

기술 분야의 새로운 지식창출을 위한 새로운 시각과 연구방법론 등을 제시하고 관련 

철학적 배경 등을 제시12)

* 2003년 1월부터 약 2년 이상에 걸쳐 50회 이상의 AIST 내 워크숍과 내부 토론회 논의를 기초로 작성 

11) http://www.aist.go.jp/aist_j/aistinfo/pamph_staff_etc.pdf

12) 吉川弘之, 内藤耕, 産業科学技術の哲学, 東京大学出版会,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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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AIST 연구체계 [그림 2] 제3기 AIST 역할 정의

제2기 AIST 출범에 맞추어 과학기술지식과 사회 상호작용을 통해 진화하는 순환 루프 

확립을 위해 기존 기초연구와 다른 새로운 연구방법론으로 ʻ제2종 기초연구ʼ와 ʻ본격연구

(full research)ʼ를 제시

※ AIST는 2001년 경제산업성, 통산산업성 공업기술원 등 15개 연구소 통합 후 1기(2001~ 

2004), 제2기(2005~2009), 제3기(2010~2014)로 나누어 운영

- 연구개발은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발견하는 기초연구와 제품 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제품화 연구로 구분되나, 상호 성격이 상이함에 따라 기초연구를 제품화 시키는데 

어려움이 상존

- 이에 기초연구를 새로운 지식의 발견･해명을 위한 제1종 기초연구, 경제･사회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른 분야의 지식을 폭넓게 선택, 융합･적용하는 제2종 기초연구로 구분

- 본격연구는 제2종 기초연구를 주축으로 제1종 기초연구에서 제품화 연구의 연속적 

추진으로 연구 효율성 향상을 위한 새로운 연구개발 방법론을 의미

※ 예를 들면 ① 다른 기술 분야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기술혁신 발생, ② 과학과 공학 간의 상호

작용을 통해 기술혁신을 촉진, ③ 범용기술을 다양한 수요에 맞게 특화시키는 방법 등

이와 함께 대학 등의 연구 성과를 AIST의 본격연구에 의해 민간 기업으로 제품화한다는 

이노베이션 허브로서의 AIST의 역할에서 AIST의 사람(人)과 장소(場)를 활용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허브 기능을 강화

※ AIST는 2010년 4월 츠쿠바 이노베이션 추진실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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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AIST는 2005년 ʻ사회 속에서, 사회를 위해서(社会の中で、社会のために)ʼ라는 

타이틀의 ̒헌장ʼ을 제정하고 산업 과학기술의 연구 개발을 통한 풍부한 사회 실현에 공헌할 

수 있도록 다음의 4개 이념을 제시

① 사회 동향의 파악 : 지역과 국제사회의 동향과 수요에 대응해 외부기관과도 협력하면서 

신속하게 문제를 제기해 과학기술에 기초한 해결 방법을 제안

② 지식과 기술의 창출 : 연구자 개인의 자율과 창조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협조와 융합을 

기반으로 높은 수준의 새로운 지식과 혁신적 기술을 개발 

③ 성과의 환원 : 학술 활동, 지적 기반 정비, 기술 이전, 정책 제언 등을 통해 연구성과를 

사회에 환원하여 산업 발전에 공헌하고 정보 확산이나 인재육성 등을 통해 과학기술의 

보급과 진흥에 노력

④ 책임 있는 행동: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자 개인의 자질 향상과 직장 

환경 정비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법을 존중해 높은 윤리관을 유지

✦ AIST는 ̒지속적 산업기술 혁신 선도를 통해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 실현에 기여ʼ를 기본 이념

으로 설정하고, 기초연구에서 상용화까지의 연구 연속성 확보를 위한 ʻ본격연구ʼ라는 기관의 

미션과 부합되는 연구방향을 설정

✦ 또한 기관 헌장을 통해 개인 연구자의 자율성과 외부협력, 특히 일본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 문제 파악 및 해결에 기여를 주요 역할로 제시하는 등 과학기술과 사회와의 연계를 

중요시하는 철학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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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 추진 철학 리뷰

1. 과학기술 미래비전과 기본계획을 통한 철학 제시

3.1. 과학기술 미래 비전

구체화된 수립시기, 목표연도 등에 대한 법적 수립 근거 등은 없으나 미래 경제사회, 과학

기술 환경변화를 분석하고 과학기술 중심 대응을 위한 미래전략으로 1980년대 이후 

3차례에 걸친 과학기술 분야 장기비전이 발표

｢2000년대를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계획(1986)｣은 경제사회 전망과 과학기술발전, 

｢2025년을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비전(1999)｣는 경제사회 전망, 과학기술 발전과 역할, 

｢2040년을 향한 대한민국의 꿈과 도전 과학기술 미래비전(2010)｣은 4가지 미래 사회

모습 제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기술과 정책기조 등을 중심으로 기술

비전들의 목표는 과학기술 경쟁력 순위(10위권 → 7위권 → 5위권)와 투자(GNP 대비 

3.1% 이상 → GDP 대비 4.0% → GDP 대비 5% 이상) 등 유사한 지표를 사용하면서 

지속적으로 향상된 목표치*를 제시

* 2000년대를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계획(1986) → 2025년을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비전(1999) → 

2040년을 향한 대한민국의 꿈과 도전 과학기술 미래비전(2010) 순

- 목표 제시도 점차 구체화되어 ｢미래비전2040｣의 경우 10년 단위의 구체적 목표달성 

수치를 제시

비전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철학은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운영 혹은 국가정책 추진 등 

국정전반의 핵심철학으로서 과학기술 정책의 위상 강화

(2000년을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계획) 제5공화국 과학기술 성과의 가시화를 강조한 

계획으로 모든 국가 정책에 과학기술적 요소 투입을 강조하고, 전국적 과학기술도시망 구축 

등 과학기술 중심 국가 구현 철학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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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을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비전) 과학기술이 진정 국가 미래 개척을 위한 연구

개발 확대와 과학기술 시스템 혁신만으로는 부족하고 과학기술이 경제･사회를 주도하는 

핵심요소가 되어야 하는 등 과학기술 중심 국정운영 철학을 제시

※ 이외에도 본 비전에서는 새로운 창의적 연구문화를 위한  연구리더의 창의성(creativity), 연구테마의 

독창성(originality), 연구영역의 원천성(generic domain), 연구인력의 유동성(mobility), 연구

환경의 자율성(creative research environment), 연구수행의 경쟁성(competitivity), 연구조직 

한시성(sunset approach), 연구수준의 세계화 등 8개 철학을 제시

(2040년을 향한 대한민국의 꿈과 도전 과학기술 미래비전) 2025년을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비전과 유사한 구조와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과학기술혁신이 국가경영전반의 핵심

철학으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과학기술 정책적 위상 강화 내용을 제시

과학기술 비전들은 우리나라 미래사회 모습을 예측하고 관련 목표 및 비전 달성을 위한 

기술 개발 전략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정권 교체에 따른 과학기술 행정부처의 변화 등에 

따라 비전 간 연계와 실행체계가 미흡

비전이 구체적 정책으로 실행되기 위한 법적 등의 근거가 없고, 정기적 점검 체계 미비, 

과학기술분야 5년 단위 최상위 계획인 기본계획과의 연계체제가 미흡하는 등 실제 비전

으로서의 실효성 확보가 부족

[그림 3] 1980년대 이후 과학기술 비전 및 과학기술 기본계획 추진 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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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그간 수립된 과학기술 장기비전 개요

2000년대를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계획 (1987-2000년)
(1986년, 과학기술처)

2025년을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비전

(1999년, 과학기술부)

2040년을 향한 대한민국의 꿈과 
도전 과학기술 미래비전

(2010년, 교과부)

목
표

-과학기술입국을 위한 세계 10위권 
기술선진국의 구현

- 2001년 과학기술투자 6조 2,248억, 
GNP 대비 3.1% 이상 달성

-선택분야에서 세계적 기술주도권을 
확보하여 세계 7위 수준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

- 2025년까지 과학기술투자 800억 
달러, GDP 대비 4.0% 달성

-세계 5위 ʻ글로벌 과학기술 선도국 
실현

-선택과 집중의 R&D투자로 GDP 
대비 5% 수준 유지

정
책
방
향

-민간기업 연구개발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지원제도 개선･강화
를 위한 세제지원, 자금지원, 수요 
창출 등을 제시

- ʻ기술이전촉진법(가칭)ʼ 제정 제시 

-국가혁신시스템 개념을 바탕으로 
시스템 전환 방향과 과제 등을 
제안

-남북 과학기술협력, 여성과학기
술인 양성, 새로운 연구개발 문화 
조성, 첨단과학기술의 사회적 대
응에 주목

-미래핵심기술의 전략적 투자 강화
-창의인재 양성과 일자리 확대
-글로벌 개방형 혁신체제 구축
-연구성과, 지식 시스템 고도화
-과학문화 확산과 사회적 역할 강화

추
진
전
략

-풍부한 인적 자원과 잠재적 우수
성을 최대 활용

-한정된 가용자원으로 승산 있는 
전략 부분에 특화

-중장기 목표 설정 및 그 집행과 투
자재원을 연계

-대상 기술 분야에 따른 역할 분담
으로 연구개발 능력을 조직화

-기술혁신의 원천 확대와 시장지향 
기술개발을 추구

-조화와 균형에 입각한 총체적 접근
으로 기술혁신을 가속화

- 21세기 미래사회 변혁에 대한
기술적, 정책적 대응의 강화

-중요도가 높은 과학기술분야를 
선정하고 연구개발 자원을 집중 
투입하여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

-국가혁신시스템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기조의 획기적 변화

- (투자강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세계적 우수 연구거점 육성,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 역량 강화, 녹색기술에 기반
한 미래 성장동력 창출

- (인재 양성)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 연구 연계 및 제도 개
혁, 융합교육으로 졸업생 진로 다
양화 추진, 과학기술에 기반한 새
로운 직업 창출

- (글로벌 개방형 혁신체제 구축) 
과학기술 분야 리더십 강화와 국
격 제고, 선진국과의 전략적 공동
연구 활성화, 세계적 수준의 지식 
클러스터 육성

- (성과활용과 지식재산 시스템) 공
공 연구개발성과 확산 강화, 대
학･출연(연) 지식재산 관리 역량 
제고, 개방형 혁신 플랫폼 구축 
활용

중
점 
추
진 
분
야

정보산업기술, 재료관련 기술, 
산업요소기술, 에너지자원기술, 
공공복지기술, 대형복합기술, 

기초연구

정보기술, 메카트로닉스 및 시스템 
기술, 재료공정기술, 생명기술, 

환경기술, 교통건설 기술, 
에너지기술, 우주기술, 

기초원천기술 등

- (자연과 함께하는 세상) 신재생에
너지기술, 고효율에너지기술, 기후 
변화 감시대응 기술 등

- (풍요로운 세상) 첨단기능소재기술, 
신기술 융합 제조생산기술, 친환경
첨단물류기술 등

- (건강한 세상) 신종전염병 대응 
기술, 신개념의약기술 등

- (편리한 세상)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 서비스 로봇 기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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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과학기술 기본계획

2001년 김대중 정부의 ｢과학기술 기본계획(2002-2006년)｣을 최초로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을 근거로 지속적으로 수립 추진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의거 정부가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는 법정계획으로 5년 

단위 과학기술 발전목표와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범정부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과학기술분야 최상위 범부처 국가 종합계획

※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과학기술 관련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과학기술기본법｣ 제1, 2조에는 계획의 목적과 철학적 추진배경인 이념이 명시

✦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과학기술혁신이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자연환경 및 사회 윤리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고 경제･사회 발전 원동력이 되도록 하며, 과학기술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존중받도록 하고,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이 서로 균형적으로 연계하여 발전하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참여정부 들어 정권 집권기간과 일치되도록 재조정 이후, 정권명칭이 계획명에 포함, 

정권의 핵심국정과제와 목표와 비전 등이 연계되는 등 정권의 과학기술 분야 정책 추진 

의지와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자리 잡음

(과학기술기본계획) 1999년 수립된 ｢2025년을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비전｣에서 제시된 

1단계 정책목표와 기술발전과제를 구현하는 실천계획임을 명시하고, 이전에 추진된 

｢과학기술혁신 5개년 계획(1998~2002)｣와의 연계를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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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 비전인 ʻ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을 통한 제2의 과학기술 

입국 실현ʼ을 3대 국정목표*와 연계하고 국가기술지도와 연계를 추진

*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 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 계획의 비전인 ʻ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을 통한 제2의 

과학기술 입국 실현ʼ을 국가비전인 ʻ선진일류국가ʼ와 연계하고 과학기술 투입과 성과 

목표를 정량적으로 제시

과학기술 기본계획은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적 상황 등에 따라 해당 정권이 5년간 지향

해야할 과학기술의 비전과 목표, 전략 등을 제시

그간 제시되었던 장기비전과 법 등에 기반한 공식적 연계 근거가 없고 계획별로 해당 정부 

5년 단위 중심의 정책 추진으로 기본계획 간 연계는 미흡한 실정

그러나 2008년 이후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최상위 계획으로 과학기술정책 및 기술 분야 

중장기계획 간의 연계 분석 기반이 마련*되는 등 매년 범부처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조사･분석을 실시하는 등 실행 실효성 확보 노력은 진행 중

* 2011년 4월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2) 개정에  따라 국과위는 각 부처 과학기술분야 중장

기계획에 대한 조사분석을 강화(각 부처 과학기술분야의 5년이상 중장기계획에 대하여 사전검토 

및 실태조사 분석을 매년 실시하고 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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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그간 수립된 과학기술 기본계획 개요

(국민의 정부) 과학기술기본계획

(2002~2006)

참여정부의 과학기술 기본계획

(2003~2007)

선진일류국가를 향한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 기본계획

(2008~2012)

비전
1인당 소득 1만5천 달러 수준의 

경제성장과 복지사회 실현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을 통한 

제2의 과학기술 입국 실현

선진일류국가

-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 -

목표
2006년까지 세계 10위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
과학기술 8대 강국 실현

(투입)국가 총연구개발투자

GDP대비 5% 달성

(성과) 7대 과학강국 실현

정책

기조

(기본

방향)

1. 과학기술자원의 지속적 확충

2. 가용자원의 효율적 활용

3. 창의적 연구개발 촉진

4. 과학기술 중시풍토 조성

5. 과학기술 국제화와 지방화

1. (정책 중점) 지식기반사회 

선도, 신산업 창출과 성장 

견인, 사회적 수요 부응

2. (정책시각) 동북아･세계적 

시각, 해외자원 동원･활용

3. (자원배분) 투자 효율성 

제고, 국가균형발전 도모

4. (추진체계) 정부･지역･국민 

공조, 국민참여 확대

[선진 일류 국가를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

1.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기여

2.사회적 수요 대응 강화

3.창조형 혁신체제 주도

주력

기술

6T

(IT강조)

신성장동력

(IT, BT 강조)

융합기술, 

기초･원천기술

주요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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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본 이슈페이퍼는 차기정부 과학기술 정책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국내외 과학기술정책 

추진 철학을 유형별로 살펴보았음

(정부 연구개발  추진 철학) 미국 ʻScience-The Endless Frontierʼ
- 과학자들의 자율성과 창의성 강조를 통한 과학기술 발전의 모티브 제공과 과학자의 국가 

현안 해결 등의 미션을 제안하는 등 미국이 지속적 기초연구 강국을 유지하는 철학으로 

현재에도 미국 과학기술정책 추진 기조로 유지

(국가 비전과 관련 계획과의 연계) 일본 ʻ이노베이션 25ʼ
- 일본은 이노베이션25를 통해 2025년 미래 사회모습과 이를 달성하기 위해 5대 철학,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법･제도, 교육, 사회시스템 등 다양한 개혁을 통한 과학기술과 

사회시스템 병행 혁신 추진을 강조

- 기존 과학기술계획들을 이노베이션 25와 연계하는 등 재정비를 추진하고 과학기술

기본계획 기간 동안의 연계, 이노베이션 추진본부와 종합과학기술회의 중심의 추진

체계 마련 등을 통해 비전과 철학의 실질적 추진 기반을 마련

(정부 출연연구 기관 운영 철학)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회와 일본의 AIST

- 막스플랑크 연구회는 대학 기초연구와의 보완적 역할을 명확히 하고 ʻ저명한 학자의 

원칙ʼ을 통해 세계적 학자를 연구소장으로 선발하여 장기적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연구소 폐쇄 등을 결정

- AIST는 ʻ산업과학기술의 철학ʼ 보고서를 통해 ʻ지속적 산업기술 혁신 선도를 통해 지속

발전 가능한 사회 실현에 기여ʼ를 기본 이념으로 설정, 본격연구 개념 철학을 제시하였고, 

기관 헌장을 통해 개인 연구자의 자율성과 외부협력, 과학기술과 사회와의 연계를 

중요시하는 철학을 제시



26

ISSUE PAPER 2012-19

과학기술정책 철학 정립을 위한 제언

✦ 해외 과학기술정책 추진 철학의 핵심은 장기적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으로 창의적 성과창출을 

유도하고 연구자와 연구기관의 학문적 자율성 보장으로 이를 통해 정부 개입과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음

- 그러나 과학기술이 사회와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등이 증가함에 따른 과학기술과 

사회와의 소통과 연계가 강화됨에 따라 연구자 책임성과 윤리성이 점차 강조

✦ 연구기관의 경우 국가 혁신시스템 내에서의 명확한 미션이 관련 철학과 연계되고 있으며, 

세계를 대상으로 오픈 이노베이션 허브로의 역할과 세계 최고 수준 연구기관을 지향

✦ 정부의 비전 등에서 제시된 철학의 경우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경제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이 그 핵심에 자리 잡고 있으며, 구체적 실천방안의 한 법제화, 혹은 관련 계획과의 

연계를 명확히 규정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책 추진 철학은 비전, 이념, 기조 등의 형태로 주로 장기비전 

성격의 보고서와 과학기술기본계획 등을 통해 제시되었음

그러나 장기비전은 정권에 따라 산발적으로 발표되는 등 실효성을 제공하는 법적 추진 

근거와 과학기술기본계획과의 연계 추진 근거가 부재하는 등 상호 단독적으로 추진되는 

경향이 있음

출연(연) 거버넌스 개편 문제는 연구자의 자율성과 책무성의 실현을 위한  안정적 연구

환경 마련을 위해 지속가능한 거버넌스로의 개선 논의가 지속되고 있으나 구체적 이해

당사자 간의 합의는 부재한 실정

이에 향후 장기적 안정적 과학기술정책 추진을 위한 기조로 아래의 내용을 제안

[제언1] 5년 집권기간을 넘은 장기적 관점에서 과학기술정책이 경제사회와 연계하여 

추구해야할 이념과 가치,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철학적 

기반을 담은 과학기술 미래비전의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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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비전과 과학기술 미래비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전담부처를 명확히 하고, 비전 

실현 목표 시기와 발표 주기, 과학기술기본계획의 기간과 주요 내용 등과의 연계를 법제화

하는 등 장기적 과학기술정책 철학 추진기반 마련

※ 제18대 대통령 공약집에서는 상기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을 통해 미래사회 전반에 관한 연구와 

과학기술에 기반한 미래사회 변화 예측, 이를 토대로 한 국가정책 수립 지원을 기술

- 그간 정부는 과학기술 비전들을 통해 과학기술 중심 국정운영이라는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추진 철학을 제시하였으나, 대부분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관련 중장기계획 뿐만 

아니라 정부별로 제시된 미래보고서와의 연계가 미흡

※ 미래비전 2040은 총괄, 국토비전과 과학기술비전을 함께 추진하는 등 상호 연계를 강화

<표 4> 정권별 미래보고서

미래예측 프로젝트

(수립년도)
예측기관 비고

박정희

정부

2000년의 한국에 관한

조사연구(1971년)

한국과학기술연구소

한국미래학회

30년 후를 내다본 보고서로 향후

10년간 과학기술정책을

중점적으로 제시

노태우

정부

2020년의 한국과 세계

(1992년)
21세기 위원회

한국사회에 일어날 정보혁명과

선진국형 인구구조를 예측

김영삼

정부

21세기의 한국: 2020년을

바라본 장기정책과 전략

(1994년)

21세기 위원회
당장의 현안과는 먼 장기정책보다 

중･단기정책 중심

김대중

정부

비전 2011: 열린 세상,

유연한 경제

(2002년)

한국개발연구원

외환위기 이후 10년을 목표로 미래

전망 없이 중기 정책과제 설계 중심

으로 비전을 제시

노무현

정부

비전 2030

(2006년)

정부/민간

합동작업단

성장과 복지의 동반성장을 기조로 

전환하고 장기 구조적 도전요인에 

대한 대응 방안 제시

이명박

정부

미래비전 2040

(2010년)

미래기획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KISTEP, 국토연구원

경제사회 총괄부분과 국토비전,

과학기술비전으로 구성

※ 국민일보, ʻʻ미래 예측, 정치 색안경을 끼다. 정권 따라 변하는 미래보고서, 2011. 2. 17(저자재구성)

- (예시) 이에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마련 중인 국가

과학기술 중장기 발전전략과 과학기술기본계획 연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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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중장기 발전전략-과학기술기본계획 연계 예시

과학기술정책 추진의 철학적 기반 마련을 위해 헌법에 정의된  국가 과학기술정책 기조에 

국민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국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 등 국민 

행복을 위한 과학기술 역할 포함을 추진

※ 대한민국 헌법 제127조 1항 ①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국내외 경제사회, 과학기술 환경변화 대응을 위해 PDCA(Plan→Do→Check→Action) 

프로세스 확립을 통해 관련 이념과 가치, 철학적 기반의 진화 기반 마련

[제언2] (가칭)출연(연) 발전계획 등의 수립으로 국가혁신체제 내 정부 공공연구기관의 

기능, 역할 등과 운영철학을 명확히 하여 안정적 운영과 연구 환경 마련

우리나라 대학과 기업 등의 기술력은 단기간 내 급성장하였으나, 대부분 공공연구기관의 

설립 당시 부여 임무가 현재까지 유지되는 등 효율적 운영시스템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시점

- 1991년 최초 과학기술분야 기관평가 실시를 통하여 정부 출연(연)에 대한 중복  

기능을 조정한 이후 기관 단위 임무 및 기능조정 시도는 현재까지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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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가 연구개발 주체 간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정부출연(연)･국립연구기관･ 
전문생산(연) 등 공공 성격을 가진 연구기관 유형별 발전 방안과 종합적 관점에서의 협력

방안 등의 정립을 통한 국가혁신 기반 재정비 추진

정부출연연구기관 계열

국립

연구기관

전문생산

기술연구소

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부처 직할 연구기관
[기초과학(연) 등]

↑ ↑ ↑ ↑ ↑

정출연법에 의해

설립･운영

특별법, 개별법 등에 의해

설립되고, 특별별, 개별법
특정기관법 등에 의해 운영

정부조직법

(소속 중앙정부
직제)

산업혁신법
정부조직법

(소속 지자체 직제)

[그림 5] 공공연구기관의 분류

특히 가장 중요한 연구주체인 정부출연(연)을 대상으로 (가칭)정부 출연(연) 발전계획 

등의 수립을 통해 기능, 역할 등을 명확화

- 상기 법안과 과학기술기본법과 연계 등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고, 기관장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안정적 운영과 연구 환경 제공으로 고유 역할의 성공적 수행을 유도

※ 현재 우리나라 출연(연)은 개별 기관별 중장기 발전계획 등은 수립하고 있으나, 출연(연) 전체에 

대한 발전전략들은 부재한 실정

- 이러한 역할 재정비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의 합의를 통해 향후 안정적 체제 유지와 노벨

과학상 수상 등 세계 최고수준의 성과 배출을 위해 장기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철학 합의 

추진

※ 기초과학연구원의 경우 연구영역 및 기본철학(수월성, 개방성, 자율성, 창의성)이 국과위의 최종

확정을 받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종합계획(2009~2015)에 명기

[제언3] 과학기술분야 뿐만 아니라 유관분야를 포괄하는 과학기술기본계획 위상 

확대 검토

과학기술기본계획이 해당 정권의 과학기술분야 비전과 전략 등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으로 자리 잡고 있으나, 과학기술 중심 국정운영 강화를 위해서는 경제, 사회, 문화, 

외교 등 타 분야 계획과의 연계 강화 방안 검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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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5년 이상의 과학기술분야 정책 및 기술 분야 중장기계획을 대상으로 과학기술기본

계획 중심의 상호 연계관계를 조사･분석하는 등 과학기술분야 종합계획으로는 자리

매김함

※ 2010년 기준 과학기술정책분야 중장기 계획은 총 7개 부처의 27개 계획, 기술개발분야는 18개 

부처･위원회에서 84개가 수립 운영 중

- 그러나 과학기술 이외 분야 계획 등과의 연계는 미비한 실정

향후 과학기술분야에 한정된 종합계획의 위상 극복을 위해서는 경제, 사회, 문화, 외교 등 

다양한 분야와의 연계성을 검토하고 상호 보완적으로 시너지 창출을 위한 방안 마련 추진

- 과학기술분야 중장기 계획의 경우 과학기술기본계획을 개방형 과학기술 정책 플랫폼

(Open S&T Policy Platform) 역할 수행을 위해 타부처 관련 계획 수립 시 기본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수행 절차 의무화

- 타 분야의 경우 과학기술 관련 분야를 대상으로 상호 연계체제 마련 검토

[제언4]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만의 과학기술정책 추진을 위한 항구적 

철학에 대한 관련 이해당사자들과의 합의 추진

과학기술정책 추진 역사와 과학기술 수준, 정부 과학기술 정책의 초점은 상이하나 본 

이슈페이퍼에서 살펴본 주요국 철학의 핵심은 장기적 안정적 연구환경, 학문적 자율성 

등으로 정부개입과의 균형을 유지

- 최근 과학기술과 사회와의 연계 강화에 따라 연구자 자율성과 함께 연구자 책임성과 

윤리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연구기관의 경우 국가 혁신시스템 내에서의 명확한 미션과 

역할을 정립과 연관된 철학이 제시

- 이와 함께 일본의 이노베이션25 등의 비전은 정권단위 계획인 과학기본계획 등과의 연계를 

통해 장기적으로 비전 추진이 가능한 기반을 제시

※ 본문에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핀란드는 새로운 정권의 향후 15년 미래사회 예측을 통한 국가미래

전략의 국회제출을 법제화 하는 등 정권을 넘어선 범국가적으로 집권기간을 넘는 국가 전략을 

추진(본 이슈페이퍼 pp.31~33 ʻ[참고] 핀란드의 미래사회 예측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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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제1차 기술진흥 5개년 계획｣으로 시작된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 추진은 올해 

50년을 넘어섰고, 최근 경제성장과 함께 국민 복지와 삶의 질 중시, 창조형 패러다임으로의 

과학기술 정책 전환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점

- 그간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 추진 절차와 계획, 성과 등을 냉정히 돌아보고 장기적인 

과학기술 중심 국정운영 철학을 마련할 시점

- 장기적으로 일관성 있는 지원이 필요한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철학은 정부의 정책기획과 

실행으로 연계되어야 하고 정부조직과 연구주체 등을 통해 일관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

[참고] 핀란드의 미래사회 예측

핀란드는 정부의 미래비전 수립을 법률로 의무화하여 새로 집권하는 정권은 15년 후 

미래사회를 예측하고 국가미래전략의 국회 제출을 법제화

1990년대 초반부터 국회와 정부가 정기적(매 4년마다 최소 1회 이상) 협의를 거쳐 미래

사회 이슈에 대해 중장기 전망과 정책지침을 제시하는 국가발전 중장기 전략(Future 

Dialogue between Parliament and Government)을 마련

- 집권정부가 미래에 관한 비전, 정책입안, 대책 및 장기 전략 등 장기적 안목의 정책

구조를 제시하기 위한 미래예측을 의무화

- 총리실 주관으로 부처별 미래전략을 종합*하고 국가 중장기 전망과 정책 가이드라인 

등을 포함한 미래보고서(Report on Future)는 국무회의 승인 후 국회에 제출하면, 

양 조직은 지역미래포럼을 공동 개최하여 여론 수렴 과정 수행

미래위원회*는 각 부처 미래전략 시각 도입과 국가전략 조감도 파악, 부처간 협력여부 

등을 파악하여 정부 예산 배정을 심의하고 정책 이행 여부 모니터링을 수행

* 1992년 특별위원회 형식으로 설립된 미래위원회(Committee for the Future)는 1999년 제2기 

Lipponen 내각 출범 이후 2000년 상설화하여 정부의 모든 정책과 예산에 미래 전략에 대한 고려가 

있는지 관찰,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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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보고서 작성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는 핀란드 미래사회가 

직면할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 범국가적, 범사회적 지지를 받는 정권기간을 넘어서는 

국가발전 중장기 전략의 마련을 가능하게 함

[그림] Dialogue on the Future

1990년대 소련의 붕괴에 따라 북유럽이 동반 붕괴되는 혼란 속에서 1993년 최초로 

미래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6차례의 보고서*를 발표

* Finland and its relationship to changes in its operating environment(1993), The future of Finland and 

Europe(1996), Finlandʼs economy(1997), Regional development(2001), Finlandʼs demographic 

trends, population policy and preparation for changes in the age structure(2005), Climate and 

energy(2009) 등

제2기 Lipponen13) 총리 내각은 2001년 11월 국회에 ｢핀란드 2015 :  균형발전보고서

(Finland 2015: Balanced Development)｣를 제출하고 세계화, 고령화, 불균형 발전, 정보

사회화 등 향후 15년간 핀란드에 미칠 주요 영향을 전망하고 지역 균형 발전 등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

국회는 미래위원회를 중심으로 1년간의 논의를 거처 상기 보고서를 검토하고 41개 정책적 

가이드라인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작성해 정부 측에 전달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중장기 

전략을 마련

13) 1995-2003년 핀란드 총리를 지냈고, 2003-2010년은 Vanhanen 총리, 2011년 이후로 현재의 핀란드 총리는 Jyrki 

Katainen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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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전략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지역 간 균형 발전을 통해 모든 국민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 가이드라인, 즉 중장기

적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철학적 기반을 제시

- 핀란드 강점은 수준 높은 정보화 사회 구현과 사회적, 지역적 결속력에서 기인

ʻʻFinlandʼs strengths are a combination of quality information society and social and 

regional coherence.ʼʼ
- 혁신과 책임감을 증진하고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접하는 사회를 지향

ʻʻFinland is a society that encourages innovation and responsibility and treats all 

residents fairly.ʼʼ
- 핀란드는 혁신, 교육 및 문화에 있어 선도국가가 되어야함

ʻʻFinland is a pioneer in innovation, education and culture.ʼʼ
2001년 ̒생활수준 세계 10위권 진입ʼ, ̒기업가 활동의 현 수준 2배 증가ʼ ̒핵심 분야에서 

세계 수준 노하우 확보와 클러스터에 집중ʼ 등 2015년까지의 정책 목표 추진을 통한 

개혁과 경쟁력 강화 목표를 제시

핀란드의 이러한 미래 전략의 성공적 추진은 세계경제포럼(WEF) 기술혁신능력, 다양한 

교육환경, 산학협동 등 주요 분야 경쟁력 세계 1위를 기록

이후, 2003년 3월 출범한 Vanhanen 총리 내각은 2004년 11월 ʻʻFinland for People of 

All Agesʼʼ라는 미래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2050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전망에 대처

하기 위한 향후 15년간의 정부정책 방향을 제시

✦ 핀란드는 새로운 정권의 미래전략 제시를 법제화하고 국가발전 중장기 전략 마련에 있어 

국회로 대표되는 정치권이 행정부와 함께 공조하여 적극적 역할을 수행

✦ 중장기 전략 마련에 있어 다양한 주체들로부터 광범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국민적 

합의 과정을 중시



34

ISSUE PAPER 2012-19

과학기술정책 철학 정립을 위한 제언

참 고 문 헌

과학기술부(1999), 2025년을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비전

과학기술처(1986), 2000년대를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계획

교육과학기술부(2010), 2040년을 향한 대한민국의 꿈과 도전 과학기술 미래비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1), 과학기술 중장기 비전 및 정책방향, 

국가과학기술 중장기 발전전략(안) 공청회 발표자료

국민일보, 미래 예측, 정치 색안경을 끼다. 정권 따라 변하는 미래보고서, 2011. 2. 17.

김석호(2008), 미국 국립과학재단 설립을 둘러싼 논쟁의 합의 : 학술연구의 자율성과 정치적 

개입 사이 관계에 대한 소고, 한국학술진흥재단 소식지, 2008년 7월호

산업기술종합연구소 홈페이지, http://www.aist.go.jp

손화철(2010), 기술이 철학과 만났을 때, 인문사회계 학생을 위한 과학기술의 이해(제5판) 제1부 

제9강, 한양대학교 출판부

송위진(2012), 기술혁신정책의 진화와 과제, STEPI Working Paper Series WP 2012-01

아리모토 다테오 저(김종회 역)(1997), 과학기술의 흥망, 한국경제신문사

요시카와 히로유키, 나이토 고(2005), 산업기술의 철학,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번역

이우성(2005), 혁신정책의 범위설정과 분석체계 정립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2012. 12), ʻʻ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 있는 변화ʼʼ
주한 핀란드 한국대사관(2008), 핀란드의 국가경쟁력

차두원(2007), 일본 이노베이션25 최종보고서 분석 및 시사점, 조사자료 2007-03, 한국과학

기술기획평가원



35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참고문헌

차두원, 오동훈, 김윤종 외(2012),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기획 연구, 한국

과학기술기획평가원

차두원, 지속추진 과기공약 보고 싶다, 디지털 타임즈, 2012. 10. 25.

핀란드 미래위원회 소개자료, The Parliament of Finland, Committee for the Future-A 

Finnish Social Innovation, www.parliament.fi/FutureCommittee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1), 2010년도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조사분석 보고서

홍병선, 최현철(2012), 과학기술과 철학의 만남, 연경문화사

홍성주(2012),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추이 분석과 시사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Jonas, Hans(1984), The Imperative of Responsibility: In search of an Ethic for the 

Technological Ag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4.

Vannevar Bush(1945), Science : The Endless Frontier-A Report to the President on a 

Program for Postwar Scientific Research,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Washington, pp. 32, 1945.

Vernon J. Ehler(1998), The Future of U.S. Science Policy, Science, 16. Jan. 1998, pp. 302.

吉川弘之(2005), 内藤耕, 産業科学技術の哲学, 東京大学出版会, 2005.



36

ISSUE PAPER 2012-19

과학기술정책 철학 정립을 위한 제언

[참고] 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0~현재)

※ KISTEP 홈페이지(www.kistep.re.kr)내 이슈페이퍼 코너에서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10년>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0-01 2010년 KISTEP 선정 10대 미래유망기술
손석호, 한민규, 한종민

(kistep)

2010-02 한･중･일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조정시스템 분석 및 시사점
박구선
(kistep)

2010-03 OECD 국가 유형별 과학기술혁신역량 분석 및 시사점
김용희, 주혜정, 안혜린

(kistep)

2010-04 탈추격형 과학기술전략의 연착륙과 향후 정책방향
이장재, 이강춘

(kistep)

2010-05 민군 기초연구 수행체계 연계 강화방안
유형곤

(산업기술연구회)

2010-06 이명박정부 중반기 과학기술 정책과제
한상연, 손병호, 백철우

(kistep)

2010-07 원자력 발전의 국민경제적 기여 분석과 기금운영의 개선방안
양용석

(국회 환경정책연구회)

2010-08 국방 R&D투자 및 성과 분석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방안
강인원, 이재석
(국방기술품질원)

2010-09 국내 이공계 박사의 해외유출 특성 및 요인 분석
김진용
(kistep)

2010-10
우수 기초연구성과의 실용화 연계방안

-BT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유승준, 김성진

(kistep)

2010-11
기업의 기술혁신역량지수 개발 및 적용

- IT 분야 사례를 중심으로 -
서규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10-12
우리나라 R&D 투자의 국제비교 및 시사점

- OECD 국가를 중심으로 -
이현숙, 용태석, 정상기

(kistep)

2010-13 일본의 기초연구 진흥 정책과 산･학･연 역할 분석
이종률
(kistep)

2010-14 우리나라의 지역 과학기술 역량진단과 시사점
김용희, 주혜정, 안혜린

(kistep)

2010-15 노벨과학상 수상 현황 분석과 우리의 대응 전략
차두원, 이종률, 장인호

(kistep)

2010-16 6T 분야 R&D 연구생산성 비교와 시사점
김윤종
(kistep)



37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0~현재)

<2010년>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0-17 우리나라 신진 이공계 박사 노동 특성 분석
이정재, 한동성

(kistep)

2010-18 녹색기술 R&D 투자현황 분석 및 정책적 제언
홍미영, 황기하, 오현환
고일원, 이경재(kistep)

2010-19
G20 Seoul Summit 성공적 개최에서 바라본

국가과학기술역량 강화방안
박구선, 김홍범

(kistep)

<2011년>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1-01 KISTEP 선정 과학기술분야 유망 신직업군 이승룡(kistep)

2011-02 2011년 KISTEP 선정 10대 미래유망기술
손석호, 한종민, 임현

(kistep)

2011-03
지역R&D 효율화를 위한 정책추진 방향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역할을 중심으로 -
차두원 외(kistep)

2011-0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학제간 연구 현황과 시사점
주혜정, 이정재

(kistep)

2011-05 우주산업 선진화를 위한 과학기술정책 방향
양용석

(국회 정책비서관)

2011-06 기술분야별 SCI 논문 질적 위상 분석 및 시사점
김용정, 오동훈

(kistep)

2011-07 우리나라 연구개발투자 상위 기업의 R&D 특징과 시사점
김용희, 이정재

(kistep)

2011-08 OECD 국가의 R&D 조세지원제도 및 시사점
고윤미, 이정재

(kistep)

2011-09
중소기업 R&D기술사업화 정책금융의 성과관리 및 

정책적 운영방안
배경화

(중소기업진흥공단)

2011-10 핵심과학기술인의 성과선행지수 (STPLI) 개발, 적용 및 시사점
김진용
(kistep)

2011-11 기업지원형 정부연구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 분석
이태근, 윤수진

(kistep)

2011-12
주요국 연구기관의 블록펀딩(Block Funding) 지원 동향 및 

시사점
전유정, 차두원

(kistep)

2011-13 지역 R&D 생산성 분석 및 시사점
김성진(kistep)

백철우(선문대학교)
염성찬(kistep)



38

ISSUE PAPER 2012-19

과학기술정책 철학 정립을 위한 제언

<2011년>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1-14 특허지표를 활용한 기술수준평가 연구방법론의 적용
서규원

((재) 실감교류 인체감응
솔루션연구단)

2011-15 지방 R&D 포괄보조금 제도 도입을 위한 제언
오세홍, 박석종

(kistep)

2011-16 개도국과의 과학기술협력 현황 및 향후 방향
안혜린, 이정재

(kistep)

2011-17
OECD 국가 및 우리나라의 
지역 과학기술역량 진단

김용희, 이원홍
(kistep)

2011-18 중점녹색기술 기술수준현황과 시사점
홍미영, 황기하, 

홍정석, 이경재(kistep)

2011-19 출연(연)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방안
최치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11-20
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 선정 방식 개선 및 

시민-전문가 평가의 실질적 연계를 위한 제언
한민규, 유지연, 이승룡

(kistep)

<2012년>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2-01 2012년 KISTEP 선정 10대 미래유망기술
김상일, 한종민, 김주희

(kistep)

2012-02
정부 R&D성과 관리･활용 체계 현황진단과 시사점

- 연구자 인식도 조사를 중심으로 -
이길우, 김홍범, 장인호 

(kistep)

2012-03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R&D 현황 및 투자 지원 방향
김용희
(kistep)

2012-04
기초연구사업 특성과 논문 질의 상관관계 분석 및 시사점

- SCI 논문 저자 서베이를 중심으로 -
김용정, 이흥권

(kistep)

2012-05 우리나라 우주감시기술 중장기 발전방향 제언
김재혁

(한국천문연구원)

2012-06
강소국의 과학기술정책 및 행정체계 비교분석
- 핀란드, 싱가포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

김민기, 고윤미, 
박노언, 차두원

(kistep)

2012-07 기술창업기업의 인수합병(M&A) 지원방안
배경화

(중소기업진흥공단)



39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최근 2년간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10~현재)

<2012년>

발간호 제  목 저자 및 소속

2012-08 아시아 과학기술역량 분석 및 효과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
안혜린, 김용희, 오동훈

(kistep)

2012-09 녹색기술 개념과 정책의 발전 방향
이성진, 고일원, 정석호

(kistep)

2012-10 초연결 사회의 빅데이터 생태계 분석과 시사점
전승수
(kistep)

2012-11 기술집약적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안 제언
한상연(kistep)

배성주(연세대학교)

2012-12 기업연구인력 수요대응력 제고 사업 진단 및 시사점
신재호
(kistep)

2012-13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민간-공공 협력 강화방안
문희성

(LG 경제연구원)

2012-14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술기획 방법론
양혜영
(kistep)

2012-1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투자 및 성과 분석과 시사점
김승태, 이상남, 강요셉

(kistep)

2012-16
핵심 과학기술인력의 국내･외 유출입 특성 및 요인 분석 :

해외 한인 핵심과학기술인력을 중심으로

김진용(KISTEP)
전현곤(에이탑컨설팅)
김관영(한국교육정보진흥협회)

2012-17
기술혁신 및 사업화를 위한 파트너십 모델 활성화 방안 모색: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운영 모델과 관련하여
이도형(KISTEP)

2012-18 개방형 혁신의 시대, 조직혁신의 중요성 및 시사점
최동혁(KISTEP)

이성기(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2-19 과학기술정책 철학 정립을 위한 제언
차두원, 안혜린, 전유정

(KISTEP)





저자 소개

￭ 차 두 원
- KISTEP 정책기획실장

- 전화 : 02-589-2987

- e-mail : doowoncha@kistep.re.kr

￭ 안 혜 린
- KISTEP 정책기획실 부연구위원

- 전화 : 02-589-2923

- e-mail : herini@kistep.re.kr

￭ 전 유 정
- KISTEP 성과확산실 연구원

- 전화 : 02-589-6107

- e-mail : ycchon@kistep.re.kr

KISTEP Issue Paper 2012-19

｜발  행｜2012년 12월

｜발행인｜이 준 승

｜발행처｜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75 동원산업빌딩 8~12층

전화 : 02) 589-2923 / 팩스 : 02) 589-2280

http://www.kistep.re.kr

｜인쇄처｜동진문화사 [TEL：02)2269-4783, 070-7456-2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