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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08~’14년 사이 농림축산식품 R&D 투자액은 연평균 7.7% 증가하여 현

재 농림식품 전체예산의 5.3%를 차지한다. 현 정부는 ‘농림축산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를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R&D 강화를 통한 농업부문 

창조경제 실현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향후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확

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외연적인 R&D 투자확대와 농림식품 R&D 정책통합 및 조정 강

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정 및 농정방향을 고려한 중점투자방향 설정의 불

명확, 부‧청 간, 부처 간 융합연구의 미흡, 개발기술의 농산업현장으로의 

실용화‧사업화 연계 미흡 등과 같은 한계로 인해 결과적으로 농업 R&D 

투자 확대가 농산업의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1차연도 연구에서는 농업혁신시스템 

관점에서 농업 R&D 거버넌스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농업 R&D 성과 결정

요인 분석 등을 통해 기술이전‧사업화를 중심으로 농업 R&D 성과 극대화

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2차연도 연구에서는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간의 역할 모색과 더불어 혁신의 주체로서 농산업경영체의 역할 확

대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정부 및 관련기관 관계

자께 감사드린다. 아무쪼록 이 연구가 우리나라 농업 R&D의 효율적인 추

진에 있어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한국 농업의 현장문제 해결과 미래

성장산업화를 이끌어가는 주춧돌이 되기를 기대한다. 

      2014.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세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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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 배경

  ’08~’14년 사이 농림축산식품 R&D 투자액은 연평균 7.7% 증가하는 등 

정부는 R&D 강화를 통한 농업부문 창조경제 실현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

를 위해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오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농림축

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이를 위해 농식품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러한 농업 R&D 양적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농업부문 투자 

비중은 타 부처 대비 여전히 낮은 상태이다. 또한 국정 및 농정방향을 고

려한 중점투자방향 설정의 불명확, 농림식품 R&D 정책통합 및 조정 강화 

노력에도 불구한 부‧청 간, 부처 간 융합연구의 미흡, R&D 투자를 통해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 및 산업화 성과 미흡 등으로 농업의 현장문제 해결

과 농업의 경쟁력 향상이라는 경제적 성과가 미흡한 상황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농업혁신시스템 관점에서 농업 

R&D 거버넌스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기술이전‧사업화를 중심으로 농업 

R&D 성과 극대화를 위한 정책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방법

  1차연도 연구는 농업 R&D 거버넌스 추진체계 분석, 농업 R&D 투자 성

과 분석, 농업 R&D 기술이전 및 사업화로 구성된다. 2차연도 연구에서는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농업 혁신시스템 내에서 민간의 역할을 정립하고, 

혁신의 주체로서 농산업경영체의 개발기술에 대한 인식 조사 등을 통해 역

할 확대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먼저 농업 R&D 거버넌스 분석에서는 문헌 분석을 통해 R&D 거버넌스

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하고, 혁신 개념을 도입하여 거버넌스와의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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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았다. 또한 R&D 추진 주체 전문가 면담, 정책워크숍 및 협의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농업 R&D 추진체계 및 거버넌스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농업 R&D 성과분석에서는 자료 수집 및 문헌 분석 방법을 통해 R&D 

투자 및 성과 현황을 제시하였고,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연구개발

사업 원자료를 활용한 농업 R&D 성과 결정요인 분석은 서울대학교 산학

협력단 위탁과제로 수행되었다. 농업 R&D 기술이전‧사업화는 문헌 분석, 

관련기관 방문 조사, 정책워크숍 및 협의회 개최를 통해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농업 R&D 거버넌스에서 제시한 농업혁신시스템 틀 속에서 기

술이전 및 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시사

  본 연구에서는 농업 R&D 거버넌스 운용실태와 개선방향을 제안하고, 

농업 R&D 투자‧성과 현황 및 성과 결정요인 분석과 더불어 농업 R&D 기

술이전 및 사업화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농업 R&D 추진체계 개선을 위해 첫째, 농식품부, 농촌진흥청의 

R&D 역할 분담 기준으로 ‘농림식품과학기술분류체계’를 활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둘째, 연구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 농식품정책사업 간의 연계 

강화를 위해 농업부문 실용화 및 사업화 관리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한

다. 셋째, 농식품부의 농업 R&D 총괄 기능 확충을 위해 부내 R&D 담당조

직의 확대‧개편이 필요하다. 

  한편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농과위)의 R&D 기획‧추진 시스템 역할 

강화를 위한 농업 R&D 거버넌스 시스템 정립 주요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

째, ｢과학기술기본법｣상에 농과위의 제도적 위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제

화가 필요하다. 둘째, 농과위에 농림식품 분야 R&D 예산 배분‧조정권 및 

자율적 운영 권한 부여를 통해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한다. 마

지막으로 R&D 기획시스템으로서 농과위의 핵심 과업을 ‘현 단계에 바람

직한 농업 R&D 추진방향 설정’으로 부여하고, 종합계획 등 R&D 정책 수

립 시 청사진 마련 기능을 최우선업무로 실정하도록 한다.  



v

  농업 R&D 투자 및 성과분석 결과 우리나라 농식품 R&D 투자는 

’09~’12년 사이 연 7.6% 증가하였으나 이는 우리나라 전체 연구개발비 확

대 추세 13.5%보다 낮은 수준이다. 투자 확대와 더불어 연구개발사업 성과 

또한 동기간 연평균 18.9%로 증가추세에 있으나, 논문과 특허의 증가율

(13~50.9%)보다 기술이전‧사업화 증가율(5.7~16.6%)이 전반적으로 낮다. 

  NBR 및 IDEA를 이용한 R&D 사업 성과 분석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논문, 기술이전, 기타사업화 등 연

구성과 향상을 위해 산·학·연 협력연구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기초, 응용, 

개발 등 연구개발 단계에 따른 차별화된 성과지표 설정과 관리 강화가 요

구된다. 셋째,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다양한 연구기관의 매칭투자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다년도 연구과제는 일종의 규모의 경제성이 

작용하여 연구성과 향상을 가져오므로 체계적인 기획과정을 통해 중장기 

연구과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농업 R&D 결과물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활성

화하기 위한 주요 정책방향을 농업혁신시스템 틀 속에서 제시하였다. 첫

째, 농산업 기업과 농업경영체(이하 ‘농산업경영체’)가 혁신을 주도하고 기

술이전 및 사업화를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주체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농산업경영체 중심의 혁신플랫폼 조성으로 현장이 필요로 하는 연구

개발 수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시장 및 소비자 수요에 맞춘 연구

개발 확대를 위해서 민간 R&D 투자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 넷째, 기술

금융을 통한 개발기술의 농산업현장 적용을 촉진해야 한다. 다섯째, 기술

사업화 생태계의 각 주체별 역할 강화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농업혁신 

촉진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혁신적인 R&D 성과 창출을 위

한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경쟁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일곱째, 경제, 사

회, 환경적 특성에 대응한 R&D 정책방향 설정 및 추진을 위한 농림식품과

학기술위원회의 위상과 기획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농산업경

영체와 정부 간의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홉째, 지

역의 혁신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지역 시장 및 소비자 특화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vi

ABSTRACT

Measures to Improve Agricultural R&D Governance 
Efficiency and Expand Private Investment (Year 1 of 2)

Background of Research
  The Korean government has continually expanded investment in agri-
culture, forestry, and food R&D to realize the creative economy in agri-
culture and enhance the sector’s competitiveness through strengthening 
R&D, with an average annual increase of 7.7% from 2008 to 2014. 
Particularly,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selected agriculture’s future 
growth industrialization as one of the major government projects, and tries 
to continuously increase investment in agrifood R&D for it.
  Despite the quantitative expansion of agricultural R&D investment, the 
percentage of investment in agriculture is still lower compared to other 
ministries. Moreover, problem-solving in the field of agriculture and eco-
nomic performance of improving the industry’s competitiveness are in-
sufficient owing to the unclear direction of intensive investment consider-
ing state affairs and agricultural policy directions; inadequate convergence 
research among ministries in spite of efforts to strengthen coordinating and 
integrating agricultural R&D policies; and lack of commercialization of 
technology developed through R&D investment. 
  To overcome these limits, this study aims to present the improvement di-
rection of agricultural R&D governance from a view of an agricultural in-
novation system (AIS) and to suggest the basic policy direction for max-
imizing agricultural R&D results with a focus on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Method of Research
  The first year’s study consists of an analysis of the agricultural R&D 
governance system, an analysis of agricultural R&D investment outc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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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agricultural R&D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The sec-
ond year’s research will establish private roles in the AIS to promote pri-
vate investment and will seek plans to expand the role through a survey 
on agricultural enterprises’ awareness of technology developed.  
  First, in the analysis of agricultural R&D governance, we reviewed R&D 
governance theoretically through the literature and examined the relation 
with governance by introducing the concept of innovation. Also, we col-
lected opinions through R&D expert interviews, policy workshops, and 
meetings, and presented problems in the agricultural R&D system and the 
improvement direction.  
  In the analysis of agricultural R&D results, we analyzed the current state 
of  R&D investment and outcomes by gathering data and reviewing the lit-
erature, and an analysis of agricultural R&D outcome determinants using 
raw data of the IPET (Korea Institute of Planning & Evaluation for 
Technology in Food, Agriculture, Forestry & Fisheries)’s R&D projects 
was conducted as a project commissioned by SNU (Seoul National 
University) R&DB Foundation. In case of agricultural R&D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we identified their present situation and 
problems through the literature analysis, visits to related organizations, pol-
icy workshops, and meetings, and proposed the basic direction of the poli-
cy for their promotion in the frame of the AIS presented in agricultural 
R&D governance.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This study presented agricultural R&D governance’s operation state and 
suggested its improvement direction,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agricul-
tural R&D investment and results and outcome determinants, and proposed 
the policy direction for developing agricultural R&D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To improve the agricultural R&D system, first, we propose using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science and technology for food, agriculture and 
forestry” as the R&D role division standard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MAFRA) and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RDA). Second, it is 
needed to review a measure to unify commercialization management in 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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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ulture by reorganizing the relating projects. Third, MAFRA’s R&D de-
partment should be expanded and reshuffled to improve the function of di-
recting agricultural R&D.
  The following are major plans to establish the agricultural R&D gover-
nance system for strengthening the role of the Science and Technology 
Commission of Food, Agriculture, Forestry (STCA)’s R&D planning and 
implementation system. First, the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should clarify the STCA’s institutional status. Second, the 
STCA needs to strengthen its function of a practical control tower by hav-
ing rights to distribute and coordinate R&D budgets and to operate them 
autonomously. Last, the commission’s key task as the R&D planning sys-
tem should be to set the direction of desirable agricultural R&D at the 
present stage, and the function of preparing a blueprint needs to be a top 
priority in establishing R&D policies including a comprehensive plan.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agricultural R&D investment and outcomes, 
Korea’s agrifood R&D investment increased 7.6% annually from 2009 to 
2012. However, it is lower than 13.5%, the growth rate of the country’s 
total R&D costs. With expanding investment, R&D project results are on 
the rise with an average annual increase rate of 18.9% in the same period. 
Nonetheless, the growth rate of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5.7-16.6%) is lower than that of papers and patents (13-50.9%). 
  The following implications for policy can be drawn from the result of 
the R&D project outcome analysis through the NBR and IDEA. First, 
school-industry cooperative studies should be expanded to enhance research 
outcomes such as papers,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Second, it is necessary to create differentiated performance indicators by 
R&D stage (basic, application, development) and to strengthen their 
management. Third, various research institutes’ matching investment should 
increase to commercialize technology developed. Fourth, because multiyear 
study projects enhance research results due to economic efficiency of scale, 
mid- and long-term projects need to be expanded through systematic 
planning.
  Finally, this study presented major policy directions for promoting tech-
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of agricultural R&D outcomes in the 
frame of the AIS. First, agricultural enterprises should be considered a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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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important agent that leads innovation and performs technology trans-
fer and commercialization. Second, R&D needed by the field should be 
strengthened by creating an innovation platform centered on the enterprises. 
Third, private R&D investment needs to be boosted to expand R&D that 
fits consumers’ demand. Fourth,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application 
of technology developed through technology financing to the field of 
agriculture. Fifth, the base of facilitating agricultural innovation needs to be 
created by the strengthening of each agent’s role in the technology com-
mercialization system and cooperation. Sixth, diverse agents’ participation 
and a competitive system should be reinforced for innovative R&D 
outcomes. Seventh, it is needed to improve the STCA’s status and planning 
capacity for establishing R&D policy directions and implementation in re-
sponse to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features. Eighth, it is neces-
sary to increase practical exchange and partnership between agricultural en-
terprises and the government. Ninth, it is required to nurture local market 
and consumer specialized regional strategic industries by strengthening 
each area’s innovation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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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배경과 목적 

  농업부문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농업과 과학기술 융합의 필요성이 증대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농림축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국정과제 중 하

나로 선정하고 이를 위해 농식품 R&D 투자를 지속 확대하고자 한다(관계

부처 합동 2013). 이에 맞춰 농림축산식품부(2013b)는 향후 5년간 농정과

제 실천 계획 중 하나로 ‘기술농업 및 6차산업화로 농식품산업 경쟁력 강

화’를 제시하고 농식품 핵심기술 개발 R&D 강화, 융복합 및 R&D 사업화 

투자지원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R&D 강화를 통한 농업부문 창조경제 실현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

해 정부는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오고 있다. 최근 7년(’08∼’14

년)간 농림축산식품 R&D 예산은 연평균 7.7% 증가했으며 전체 농림식품 

예산 대비 예산비중은 ’08년 4.0%에서 ’14년 5.3%로 증가하였다.

  그동안 농림식품 R&D 투자 확대,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 운영 등  

R&D 정책 조정 시스템 강화, 정보 시스템 구축 등 R&D 효율화 기반 구

축, 농림식품 과학기술 전반적인 수준 향상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농림축산식품부 2013a). 농진청‧산림청을 포함한 농림

식품 전체예산 대비 R&D 예산비중은 ’08년 4.0%에서 ’14년 5.3%로 증가

추세이나 타 부처에 비해서는 낮다.1 이와 같이 정부투자는 양적으로 확대되

었으나 국정 및 농정방향을 고려한 중점투자방향 설정이 불명확하다. 농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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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R&D 정책통합 및 조정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청 간, 부처 간 

융합연구는 여전히 미흡하다. 첨단농업과학기술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낮

고, 전반적인 농업과학기술 수준은 향상되었으나 농업경쟁력은 정체되어 

있다.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 및 산업화를 위해서는 민간 

연구개발 주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나, 현재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민간 연구개발 기반은 취약하며(이인복 외 2011), 실용화‧사업화의 성과는 

여전히 미흡하다. 이를 종합하면, 그동안의 농업 R&D 투자 확대에도 불구

하고 농업의 경쟁력 향상이라는 경제적 성과는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림식품 R&D 성과 극대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방향 설정과 R&D 시스템 혁신이 중요하다. 즉, 농업과 과학기

술 융합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국정목표‧농정목표와 R&D 정책‧

사업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농정목표와 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중점 투자영역과 규모를 설정하고, R&D가 농업 성장에 실

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기술사업화 및 민간 R&D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

요하다. 타 부처와의 개방형‧융복합형 R&D 시스템 강화를 통해 농산업 

현장의 문제해결 역량을 향상하고 정부부처, 국가연구기관, 대학, 민간연구

소, 농업 및 관련 산업 종사자 간 협력시스템 강화로 R&D 투자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신성장산업화하기 위

한 R&D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각 부·청 간 역할과 기능의 정확한 구

분 및 업무정의와 컨트롤타워와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식품 R&D 

거버넌스의 개선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제시된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방향 중에서 본 연구

는 농식품 R&D 거버넌스와 기술이전‧사업화를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농식품 R&D 거버넌스의 두드러진 특징이자 내외부로부터 문제점으로 지

적받는 것이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간에 이원화되어 있는 R&D 추진체계

이다. 이로 인한 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및 실용화 업무의 중복성 또한 문

1 전체예산 대비 R&D 예산비중(’13): 농식품부‧양청 5.1%(8,439억 원/164,443억 원), 

산업통상자원부 36.6%(31,246/85,377), 미래창조과학부 43.2%(55,457/128,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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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농과위)는 농식품 R&D 추진의 핵심 거버

넌스로 제도화되어 있지만, 농림식품과학기술의 혁신을 주도하는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로 한계가 존재한다. 농식품 R&D 투자의 경제적 성과를 높이

고 과거 연구개발 주도 R&D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농식품분야에서도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하고 민간 R&D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정

책을 촉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그 성과가 미흡하다. 2012년 3개 부·청의 기

술이전 성과는 441건이며, 창업 및 상품화 성과는 137건이다. 또한 ‘농업, 

임업 및 어업’에 속한 기업체의 연구개발비는 2012년 266억 원에 불과할 

정도로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는 미흡하다.  

  이에 2년에 걸쳐 수행될 본 연구의 목적은 농업 R&D 거버넌스와 추진

체계의 개선방안과 농업 R&D 투자의 성과 제고를 위한 기술이전 및 사업

화,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년차 연구에서

는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간에 이원화되어 있는 R&D 추진체계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안하고 농식품 R&D 추진의 

핵심 거버넌스로 제도화되어 있는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역할 강화방

안을 도출한다. 농식품 R&D 성과의 결정 요인 분석을 통해서 농식품 

R&D 투자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농식품 분야 기

술이전‧사업화의 현황과 문제점을 제시하고, 농업혁신시스템의 틀 속에서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기본방향을 제시한다.   

2. 연구범위‧내용‧방법

  본 연구는 농업 R&D 거버넌스, 농업 R&D 투자 성과 분석, 농업 R&D 

기술이전‧사업화로 구성된다. 먼저 농업 R&D 거버넌스에서는  R&D 거버

넌스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하고 혁신(Innovation) 개념을 도입하여 거버넌

스와의 관계를 살펴본 후 농업 R&D 추진체계 및 거버넌스의 문제점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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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한 후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농업 R&D 거버넌스가 제도적인 측면에서 

R&D 투자 효율성 제고 방향을 모색했다면 농업 R&D의 성과 분석에서는 

미시적인 연구과제 단위의 자료 분석을 통해  농업 R&D 투자 및 성과 현

황을 살펴보고 농업 R&D 성과의 결정 요인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한

다. 농업 R&D 기술이전‧사업화에서는 기술이전‧사업화의 문제점과 촉진 

요인을 살펴보고 농업 R&D 거버넌스에서 제시한 농업혁신시스템 틀 속에

서 기술이전‧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한다.2

표 1-1.  본 연구의 연구범 , 주요 연구내용, 연구방법

2 1년차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제목에 제시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독립된 

장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으나, 기술이전 및 사업화 관련 정책방안들이 민간투

자 활성화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농업혁신을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

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2년차 연구에서는 농업혁신시스템 틀 속에서 민간의 

역할 강화 측면에서의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다루고자 한다.

연구 범 주요 연구 내용 연구 방법

□농업 R&D 거버
스

○ R&D 거버 스에 
한 이론  검토

○ 신 개념
○농식품 R&D 추진
체계 개선

○농식품 R&D 거버
스 시스템 정립

□농업 R&D 투자 효율성 제고를 한 거버
스 개선방향 제시

○ R&D 거버 스는 과학기술의 발 을 육성
하는 민  치제도를 의미하며, 인체의 
머리에 해당하는 R&D 기획시스템과 몸에 
해당하는 R&D 리시스템으로 구성

○ R&D 거버 스는 R&D의 추진을 뒷받침
하는 제도 는 틀로서 하드웨어  성격을 
갖는 데 비해, 신은 R&D를 둘러싼 
련자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생겨나는 R&D 
추진의 동인이자 성과로서 소 트웨어  
성격

○농식품부와 농 진흥청 간에 이원화되어 
있는 R&D 추진체계를 효과 으로 운 하
기 한 실 인 안 제시

○농과 의 R&D 기획‧추진 기능강화  제
도  상 강화

○문헌 분석
○정책워크  

 의회

□농업 R&D의 성과 
분석 

○농업 R&D 투자 

□농업 R&D 성과 결정 요인 분석을 통해 
성과제고를 한 정책  시사  제시

○다양한 연구기  참여 시 반 인 성과가 

○문헌 분석
○ 탁과제: 
농식품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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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해외 주요국 농업  R&D 추진체계(농림수산기술기획평가원 최정남 박사 위탁원고),  

타 부처 R&D 추진체계(거버넌스)와 시사점(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조일구 박사 위탁

원고), 지역(농식품) 산업육성사업과 R&D 연계 개선방안(서울대학교 안동환 교수 위

탁원고) 등 위탁원고 내용을 참고함. 

  한편, 농업 R&D와 관련한 세계적 흐름은 농업 R&D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농업혁신시스템의 틀 속에서 R&D, 정부 등 공공부문, 농산업 경

영체 등 민간부분의 역할 정립과 혁신 네트워크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따

라서 1년차 연구에서는 정부의 농업 R&D 추진체계 개선방향과 사업화 확

대를 위한 정부정책방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면, 2년차 연구에서는 기존

의 기술 및 산업 혁신체계 논의를 검토하고 농업혁신시스템 틀 속에서 공

공부문과 민간의 역할을 살펴보고 R&D, 정부, 민간의 혁신 네트워크 강화

연구 범 주요 연구 내용 연구 방법

 성과 황
○농업 R&D 성과
의 결정 요인 분석

향상되므로 산·학·연 력 연구 확  필요. 
○연구단계에 따라 차별화된 성과지표 설정과 

리 강화. 
○연구개발의 경제  효과 제고를 해서 다
양한 연구기 의 매칭투자 활성화 필요.

○보다 효과 인 연구인력 투입과 구성 필요
○국공립연구기 의 기술이   사업화 성
과가 높으나, 지속 인 정책 강화 필요

○출연연과 학의 SCI 논문과 특허 성과는 
높으나 기술이   사업화 성과는 낮으므로, 
정책 마련 필요 

성과 요인 
분석과 시
사 (서울
학교 권
오상 교수) 

□농업 R&D 기술
이 ‧사업화

○농업 R&D 기술
이 ‧사업화 황

○ 기술이 ‧사업화
의 문제 과 진 
요인

○농업 신시스템과 
기술이 ‧사업화

○정책의 기본방향

□농업 R&D 사업화의 황과 문제 을 살펴
보고 농업 신시스템의 틀 속에서 정책의 
기본 방향 제시

○국공립연구기  심의 연구개발, 수직 ‧
통  기술보 체계, 농식품 기술거래 시장의 
미성숙, 농식품 기술수요자의 인식 미흡과 
역량의 한계, 기술 융 부족 등으로 기술
이 ‧사업화 확 에 한계 존재

○기존 연구에서는 기술이  담조직의 문성 
강화  네트워킹 구축이 가장 요한 진 
요인으로 제시됨.

○기술이 ‧사업화의 근본 인 진을 해서 
농업 신시스템의 틀 속에서 정책방향을 제시

○문헌 분석
○정책워크  

 의회
○ 련기  
방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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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또한 농업분야 연구개발(기술)에 대한 농산업

경영체의 인식 분석, 기술의 농산업현장 적용의 애로요인 파악, 농산업경

영체의 연구개발 투자 및 참여의향 분석을 통해 혁신의 핵심주체로서 농산

업경영체의 역할 확대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농산업경영체가 기

술의 수용자를 넘어 필요한 기술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제안하며,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혁신의 촉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3. 관련 선행연구

  농업 R&D 투자 및 정책과 관련해서, 이주량 외(2013a)는 농림축산식품

부와 농촌진흥청의 국가 R&D 사업 투자 관련 5년간 예산자료, FRIS 데이

터 등을 활용하여 기관별 세부 사업을 R&D 유형, 가치사슬, 연구지원 관

점에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2013)은 2012년 

농림수산식품 분야 3개 부‧청이 집행한 R&D 투자금액, R&D 사업, 연구

과제, 발생성과를 대상으로 연구비, 기술분야, 연구인력 등의 주요 투입항

목과 논문, 특허, 기술이전 등 성과항목에 대하여 조사‧분석하였다. ｢제1차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종합계획 및 5개년 실천계획｣(2010), ｢(2013∼

2022)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중장기 계획(안)｣(2013), ｢(2013∼2017)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2013) 등은 농업 R&D 투자 전략과 정책을 

제시하였다.

  R&D 거버넌스와 관련해서 박상욱 외(2005)는 과학기술정책 형성과정에

서 정책수요자의 설정과 수요자 지향적 정책 수립이 미비함을 지적하고, 

정책수요자를 포함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는 기본적으로 3개 계층(정책의 입안자, 과학기술인, 일반국민), 3대 

구성요소(각 계층 내의 연결망, 계층 간의 소통통로, 구조체성), 5대 성격

(접근성과 개방성, 쌍방향성과 상호학습, 신뢰, 전문성, 시민참여)을 바탕으

로 설계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성지은 외(2010)는 우리나라 과학기술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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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국가 장기 비전과 전략 창출, 정책 연계 및 통

합, 정책 인텔리전스, 사회적 수요 반영 등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총괄조정

기구의 강화, 정책의 시스템적 설계와 거버넌스, NIS를 지향하는 정치‧사

회 시스템 전환의 관점 등 3가지의 미래지향적 혁신 거버넌스 설계안을 제

시하였다. 성지은 외(2012)는 실효성 있는 장기 비전 형성을 위한 거버넌

스 설계, 부처 간 연계‧협력이 필요한 의제 발굴 및 범부처 R&D 사업 개

발, 과학기술행정체계 검토와 개편방안, 공공연구기관 거버넌스 점검과 새

로운 미션 및 역할 재정립, 혁신정책의 시민참여형 거버넌스 구축, 과학기

술행정체계 개편방안, 정책학습 및 인텔리전스 강화 등 혁신 거버넌스의 개

편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외 대전발전연구원(2012), 대구경북연구원(2012), 

오세홍(2012), 강병주(2013)는 지역 R&D 거버넌스 또는 과학/연구단지 거

버넌스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농업 R&D 추진체계와 관련해서 한민우‧최정남(2013)은 ｢(2013∼2022)

농림식품 과학기술 육성 중장기 계획｣의 실질적이고 원활한 이행을 위해

서 50대 핵심전략기술별로는 물론 농과위 기능 강화, 지역 R&D 활성화, 

민간 R&D 투자 활성화와 같은 R&D 시스템 혁신 과제별로도 중장기계획

의 내용을 관철하고 이행하며,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08)은 국내외 농림수산

식품 정책, R&D 현황과 성과, R&D 사업 추진 및 평가체계 등에 대한 분

석을 통해 농림수산식품 R&D의 종합적인 기획과 조정능력 강화, 일원화

된 창구를 통한 농림수산식품 R&D 지원을 위한 농림수산식품 R&D 추진

체계 개편방안을 제시하였다. 김상태(2013)는 현행 농식품산업 R&D 추진

체계와 농식품산업 R&D 관련 기관의 역할 분석을 통해 사업의 중복성 완

화와 효과적인 R&D 및 R&D 사업화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주량

(2013b)은 농업 R&D의 바람직한 구조로 농촌‧농(산업)연구 및 농업생명

공학 등 두 개의 무게추와 원예‧축산‧식량‧농업기초기반 연구의 축으로 

이루어진 3절 구조(덤벨형 구조)를 제시하였다. 가운데 축은 국공립연구기

관 중심의 수행과 파급효과 중심의 평가, 농업생명공학 연구는 출연금을 

통한 대학과 출연연 중심의 수행과 기술성과 중심의 평가, 농촌‧농(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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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지방비 중심의 국비보조 형태의 운영과 경제성과 중심의 평가를 제

시하였다. 박은우 외(2012)는 식품산업 관련 기술의 수준향상을 위한 R&D 

기관 역할분담 방안, 기술사업화 활성화 방안, 성과관리 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0)은 한정된 재원의 투자 합리성 

제고를 위한 투자목표 설정 및 연계 투자배분, GDP 기여도, 산업전망 등

을 근거로 한 합리적인 투자규모‧성과제시, 부처 간 협력‧조정 강화를 통

한 산‧학‧연 협력의 연구단계부터 실용화 단계까지 민간기업 수요기술 수

렴 및 공동연구 확대, 부처별 경쟁적 지원 및 연구의 중복적‧양적 팽창 지

양,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조정자로서의 기능 및 역할 강화를 제

언하였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3)은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의 농

림수산식품부 분야 정부 R&D 투자동향과 추진체계를 분석하였다. 권오복 

외(2009),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08)은 미국, 일본, 네덜란드 등의 농

업 R&D 추진체계 또는 기획‧평가‧관리 시스템을 분석하였다.  

  기술이전 및 사업화, 민간투자와 관련해서 김종진 외(2014)는 농식품 민

간 R&D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으로 공공부문의 역할 재정립, 농식품 전

후방 산업육성, 지적재산권 시스템 강화를 통한 투자재원 마련, 생산자단

체/협회의 활용, push 및 pull 메커니즘의 정책수단의 검토, 현 민간부문 농

식품 R&D 투자의 애로점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이병철(2013)은 정부 연

구성과 사업화 지원 계획, ‘1실 1변리사 지원사업’ 및 전략적 특허설계

(patent design) 등 기술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한 특허의 질 제고 전략, 

‘연구개발성과실용화지원사업’, ‘농식품 산업체 R&D 기획 지원사업’ 등 

이전기술의 전주기적 사업화 지원 전략 등을 제시하였다.

  이길우 외(2013)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사업화 제고를 위해 관

련 정책을 진단하고 기술 공급 측면, 기술 수요 측면, 기술 인프라 측면에

서의 제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보유기술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한 정보

화 체계 강화, 기술이전 전담조직의 전문성 강화, 기술이전 전담조직 간 네

트워크 구축, 사업화 기업 제도 보완, 기술수요자에 대한 기술금융 활성화, 

우수 기술보유기관 및 기업에 대한 정보체계 구축 지원 등의 방안을 제시

하였다. 임상규 외(2009)는 민간 R&D에 대한 다양한 정부 지원제도를 미



서 론  9

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우리나라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우리나라의 농업 민간 R&D 투자 활성화 방안

을 농업혁신시스템, 지역혁신시스템, 클러스터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농림

기술관리센터(2007)는 농림기술개발사업의 성과분석 및 실용화 촉진방안

을, 농촌진흥청(2008)은 농업 R&D‧보급 성과확산을 위한 정책과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투자 효과 분석과 관련해서 권오상(2013)은 농업 R&D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분석을 통해 농업부문 생산성을 특별히 높이기 위해서는 R&D 투자가 

필수적이고, 농업 R&D 투자는 생산자뿐만 아니라 소비자 후생도 크게 증

가시키며, 식량안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였다. 권오복 외(2009)는 

R&D가 총요소생산성에 미친 영향, 농축산업 R&D의 농축산업GDP 성장률 

기여도, R&D 투자 수요 전망을 분석하였다. 이주량 외(2013a)는 농업 

R&D가 식량안보‧환경보전 등 다원적 기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실증 분

석을 통해 농업분야 공공 R&D 지원이 민간 R&D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보였다. 권오상(2010)은 농림수산부문의 R&D 지출이 GDP 증대를 

유발하는 효과와 농림수산부문 GDP 증가가 R&D 투자를 늘리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농업부문은 두 가지 효과가 모두 비교적 높은 산업임을 산업

연관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보였다.

  본 연구는 혁신(Innovation) 개념을 도입하여 농업 R&D 거버넌스와의 

관계를 살펴본 후 부‧청 간 이원화되어 있는 농업 R&D 추진체계와 농림

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연구과제 단위의 자료 분석을 

통해 농업 R&D 성과의 결정 요인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 농업혁

신시스템 틀 속에서 기술이전‧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





  ’08~’14년 사이 농림축산식품 R&D 투자액은 연평균 7.7% 증가하는 등 

정부는 R&D 강화를 통한 농업부문 창조경제 실현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

를 위해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농업 R&D 투자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정 및 농정 

방향을 고려한 중점투자 방향 설정의 불명확, 농림식품 R&D 정책통합 및 

조정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청 간, 부처 간 융합연구의 미흡,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 및 산업화 성과 미흡 등으로 농업 R&D 투자가 농업 현장 

문제 해결과 농업의 경쟁력 향상에 효과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시

각이 존재한다. 농업 R&D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장기 투자방향을 설정하고, R&D 추진 및 수행 주체 간의 협력과 조정을 

촉진하며, R&D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한 농업 R&D 거버넌스를 올바르게 수립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 농업 R&D 거버넌스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운영상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파악하여 농업 R&D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거버넌스 측면에서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편, 농업 R&D 

거버넌스의 제도적 원형을 올바로 이해해야 실제 운영되는 거버넌스의 문

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제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농업 R&D 거버넌스에 대해 

이론적, 제도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농업혁신시스템과 연계하여 살펴본다. 

농업 R&D 거버넌스 이론과 실제  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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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D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적, 제도적 검토

1.1. R&D 거버넌스 개념과 역사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로도 명명되는 R&D 거버넌스는 과학기술의 발

전을 육성하는 민관 협치 제도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 R&D 거버넌스

는 1990년대에 개념화되기 시작하여 1999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설치됨

으로써 처음으로 제도화되었다. 그 이전에는 기술 및 연구개발이 국가주도

로 실시되어 민간에 보급되는 체계가 주된 형태였다. 농업분야에도 1990년

대 초반까지 농촌진흥청이 연구개발과 기술보급을 통합적으로 담당해 왔

는데, 1990년대 중반에 농촌진흥청과는 별도로 농업분야 R&D를 관리하는 

기구가 생겨 R&D 관리가 이원화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시기는 아직 

R&D 거버넌스의 출현을 이야기하기는 이른 때였다. 2009년 ｢농림수산식

품과학기술육성법｣이 제정되고 이 법에 근거하여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

원회(이하 농과위)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농기평)이 설립됨에 따

라 농업분야에도 R&D 거버넌스가 생기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R&D 거버넌스의 등장은 R&D 육성단계의 변천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성지은 외(2012)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R&D 육성단계가 추

격형에서 탈추격형으로 도약하게 됨에 따라 국가주도 연구개발 및 기술보

급 체계가 민관 협치 형태의 거버넌스 체계로 바뀌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들어 휴대전화,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일부 품목에서 세계적 선

도그룹으로 진입하면서 모방자에서 혁신자로 그 위치를 바꿔야 하는 상황

이 되었다(성지은 외 2012). 그 이전의 추격형 단계에서는 선진국들의 과

학기술을 추격하는 것이 주된 목표였기 때문에 R&D의 방향 설정이 별문

제가 되지 않았고, 또한 이 단계에서는 R&D 육성의 중점이 첨단기술 개발

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가장 앞선 첨단이면 가장 좋은 것으로 간주되었고, 

R&D 공급자 위주의 연구개발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탈추격형 단계에서는 

추격대상을 통한 정보의존이 없어지고 미래 R&D 방향을 스스로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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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때문에 국가주도 연구개발체계가 한계를 갖게 되었고, 민간의 지혜를 

끌어내고 민간의 역할을 확대한 민관 협치, 즉 거버넌스가 중요하게 되었

다(성지은 외 2012).

1.2. 탈추격형 단계의 R&D 거버넌스 제도화

  이처럼 R&D 육성단계의 변화에 따라 탈추격형 단계에 부합되는 R&D 

추진체계, 즉 R&D 거버넌스가 생겼지만, 이 거버넌스는 아직까지 제도적

으로 완전하게 자리 잡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 새로운 추진체계에 부합하는 

R&D 추진방향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R&D 거버넌

스는 선진국들의 R&D 거버넌스 운영경험에서 (제도적) 시사점을 도출하

고, 탈추격형 단계에서 선진국들이 수립하는 R&D 추진방향에 대한 검토

를 통해 우리나라에 적절한 R&D 추진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1.2.1. 탈추격형 단계의 R&D 추진방향

  먼저 R&D 추진방향과 관련해서 보면, 탈추격형 단계에 있는 선진국들

은 동반혁신과 수요기반 혁신 등을 R&D 거버넌스가 새로운 방향으로 제

시해야 할 사항으로 보고 있다. 즉, 다음과 같은 내용이 탈추격형 단계의 

R&D 추진방향이 된다(성지은 외 2012).

① 동반 혁신은 경제적 가치(생산성, 경쟁력)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불

평등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혁신) 즉, 동반성장을 함께 추구하는 것이다.

② 수요기반 혁신은 신기술을 개발하는 공급자 위주의 혁신에서 기술의 

사용자 입장을 반영하는 혁신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③ 혁신의 중점 전환이란 첨단 및 최신 기술 추구에서 사회구성원 대다

수가 필요로 하는 영역의 기술 혁신으로 중점을 전환하는 것이다.

④ 사회문제해결 강조 혁신은 기술혁신과 사회정책을 통합적으로 고려

하는 사회적 혁신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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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R&D 거버넌스, 특히 농업 R&D 거버넌스는 R&D를 육성할 때 

이러한 새로운 추진방향에 부합하는 형태로 R&D를 기획할 필요가 있다. 

1.2.2. R&D 거버넌스 제도화

  탈추격형 단계의 R&D 추진체계인 R&D 거버넌스를 우리나라의 실정에 

부합하는 형태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보면 선진국들의 

R&D 거버넌스는 추진방식에 있어서 동일한 형태를 취하지 않고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컨트롤타워 추진방식과 

혁신적 네트워크 방식이다. 우리나라 R&D 거버넌스, 특히 농업분야의 

R&D 거버넌스 정립을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유형의 추진방식이 각각 어떠

한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살펴보고, 자국의 R&D 거버넌스 추진방식으로 

이들 유형 중 하나를 택하고 있는 대표적 국가들의 거버넌스 운영실태를 

고찰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가.  컨트롤타워 추진방식의 R&D 거버 스

(1) 제도의 기본틀

  일차적으로 컨트롤타워 형태의 R&D 추진방식에 대해 살펴보면, 이 방

식을 택하는 거버넌스는 그 구성이 머리에 해당하는 R&D 기획시스템과 

몸에 해당하는 R&D 관리시스템으로 이루어진다.3 R&D 기획시스템은 과

학기술 개발의 방향을 설정하여 연구 개발의 중점이 이러한 방향으로 이동

하게 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R&D 관리시스템은 과학기술 개발을 

3 R&D 거버넌스 외부에서 이 거버넌스와 밀접한 맺고 있는 것은 R&D를 통해 

새로운 혹은 실용적인 과학기술 개발을 담당하는 과학기술 공급자(연구소와 대

학 등)와 R&D의 성과를 산업현장에 적용하거나 그 성과를 향유하는 과학기술 

수요자(경영체 또는 소비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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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하기 위해 연구개발비를 지원‧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컨트롤타워인 

R&D 기획시스템은 ① R&D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임무를 수행함과 동

시에, ② R&D 관리시스템이 설정된 방향에 따라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육

성할 수 있게 하는 권한과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R&D 기획시스템이 갖추어야 하는 권한과 역량의 내용을 구체화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R&D 기획시스템이 과학기술혁신의 방향 제시와 더불어 R&D 관

리시스템을 실질적으로 통솔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

에 상응하는 법적 권한과 예산 배분권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만 R&D 기획

시스템이 설정한 새로운 혁신방향을 관리시스템을 통해 실행할 수 있다. 

  둘째, R&D 기획시스템 자체가 혁신의 방향을 재정립할 정도의 역량과 

R&D 정책 추진에 대해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R&D 기획시스템의 구성을 과학기술자 중

심이 아니라, 개발된 기술의 사회적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와 시민

단체, 개발된 기술의 현장 적용성을 평가할 수 있는 생산자 및 수요자가 

참여할 수 있는 체계로 만들어야 한다.

(2) 사례 분석

  컨트롤타워 추진방식의 대표적 사례는 일본의 R&D 거버넌스 운용이다. 

일본의 농업 R&D 추진에는 농림수산기술회의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

는데, 농림수산기술회의는 농업 R&D 예산을 총괄 집행하는 기구로서 독

립행정법인에 운영비를 교부하고 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담

당하며, 정책자금을 통해 민간기업이나 대학 등의 연구를 지원한다<그림 

2-1>. 독립행정법인은 농림수산기술회의로부터 교부금을 받아 연구를 수

행하고, 민간기업 및 대학 등과도 협력연구를 추진한다(강승규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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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일본의 농업 R&D 추진체계

자료: 강승규(2014: 8).

  농림수산기술회의가 농업 R&D를 추진하는 법적 근거는 ｢식료농업농촌

기본법｣에 두고 있고, 직접적으로는 법에 근거한 ‘농림수산연구기본계획’

인데, 이 계획은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을 비롯한 삼림‧임업기본계획, 수

산기본계획,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정책목표들과 연계하여 수립한다. 농림수

산기술회의는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이 기본계획을 기획하고 계획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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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정한다. 현재 제3기 기본계획을 시행 중에 있는데, 이 계획의 중점목

표는 ① 식료안전 공급 연구, ② 전 지구적 과제에 대한 대응 연구, ③ 신

수요 창출 연구, ④ 지역자원 활용 연구, ⑤ 시즈4 창출 연구 등 다섯 가지

로 설정하고 있다.

  농림수산기술회의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무국은 관리자 19명, 실무자 

190명 등 총 200명 이상의 인력을 갖추고 기술회의가 농업 R&D 추진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한다.

나.  신  네트워크 방식의 R&D 거버 스

(1) 제도의 기본틀

  혁신적 네트워크 추진방식의 근거는 혁신시스템에 두고 있다. 혁신시스

템의 핵심은 혁신(Innovation) 개념에 있는데, 혁신은 재화 및 서비스의 생

산 또는 공정이 새로워지거나 중요한 개선이 일어날 때, 또는 새로운 마케

팅 방법이 도입되거나 조직체계의 변화가 발생할 때 그로 인해 형성되는 

상호관계 내지 연관구조를 의미한다. 혁신은 새로운 과학기술이나 경영기

술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나타나는 관련 당사자들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어지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혁신은 “인간 상호행

위의 결과(Ergebnis menschlicher Handlung)이지 인간 창안의 결과(Ergebnis 

menschlichen Entwurfs)가 아니다(v. Hayek 1969; Burr 2003에서 재인용)”.

 4 シーズ : Seeds의 일본어 표기로 고객의 요구(ニーズ, Needs)에 대응하여 기업이 

새롭게 개발, 제공하는 특별한 기술이나 재료를 의미하는데, 연구개발과 관련해

서는 연구의 축적, 기술과 연구의 노하우 등을 의미한다(강승규 20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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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신시스템

새로운 지식의 
획득

새로운 지식의 
보급

새로운 지식의 채택, 
기존 지식의 결합

시장 조정 

구조적 변화 

도입된 혁신 

새로운 지식의 
창조나 도입 

혁신 시스템

공공연구 및 
개발, 

지적재산권, 
통상

공공지도서비스, 
상호작용 촉진 

연구 및 개발을 
위한 요구를 

포착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을 

제공함(예, 시장과 
정책) 

자료: OECD(2013). 

  혁신시스템은 혁신주체들이 R&D를 혁신으로 변환해 나가는 체계를 말

하는데, 구성요소로는 R&D와 혁신주체 이외에 혁신을 촉진하는 정책 및 

제도, 그리고 이들의 상호작용에 의한 순환구조 등이 포함된다<그림 2-2>.

  R&D 거버넌스와 혁신시스템의 관계를 보면, R&D 거버넌스는 R&D의 

추진을 뒷받침하는 제도 또는 틀로서 하드웨어적 성격인 데 비해, 혁신은 

R&D를 둘러싼 관련자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생겨나는 R&D 추진의 동인

이자 성과로서 소프트웨어적 성격을 갖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

한 차이는 R&D 거버넌스가 컨트롤타워 추진방식을 택할 때는 분명하게 

드러나지만, R&D 거버넌스가 혁신네트워크 형태로 추진될 때는 이 두 가

지가 동일한 것이 된다.

  국가혁신시스템을 산업분야별로 세분할 때 나타나는 하부시스템 중 하

나인 농업혁신시스템은 개념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새로운 

농식품을 생산하고 새로운 공정을 적용하며 새로운 조직 형태를 구성하는 

관련자들의 네트워크이자 네트워크 참여자들의 행동과 성과에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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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정책 및 제도를 포괄하는 것이다(World Bank 2006).

그림 2-3.  역동 인 농업 신시스템의 요소들

자료: OECD(2013).

  

  농업혁신시스템 내에서 혁신을 가능케 하는 주체들(정부와 연구자, 민간

기업과 농업인, 유통조직과 금융기관, NGO와 소비자 등)은 개별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협력과 교류의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

써 혁신을 창출하고 촉진한다. 먼저 경제, 사회, 환경의 외부적 요인들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인식함으로써 혁신이 촉발된다. 다음 단계

로 각 주체들이 이러한 변화를 함께 인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새로운 혁신 역량을 키워 나간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하는 방

식으로서 네트워크를 원활히 작동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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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 분석

  혁신시스템을 R&D 거버넌스의 주된 추진방식으로 택하고 있는 나라는 

네덜란드이다. 네덜란드는 혁신네트워크(InnovatieNetwerk: IN)를 설립하고 

농업 R&D를 추진하고 있는데, 혁신네트워크의 주요 임무는 농식품 분야

에서 혁신적인 구상(concept)을 발굴하고, 이해관계자들이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표 2-1.  신네트워크가 개발한 콘셉트의 사례

콘셉트 내용 특성

임시  

자연개발 리

(temporary 

nature)

‧산업용, 주거용, 도로건설 등의 

목 으로 정부나 민간이 구매해 

놓은 토지나 휴경지가 실제 용도

에 사용될까지 오랜 기간 방치됨

‧방치되어 있는 기간 동안 생태 , 

야생동물 보호, 어메니티 등의 

에서 이를 극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콘셉트 

‧기존 행을 폐기하고 새로운 

근을 시도해보자는 콘셉트

‧이를 수행하기 해서는 련 

법이나 제도개정이 동반되

어야 함 

‧구체  방안 모색을 해 

지속 연구  

태양의 언덕

(solar mound)

‧온실은 보통 에 지를 소비하는 

시설로 인식되어 왔음.

‧그러나 넓은 표면  등을 활용

하여 에 지를 생산할 수 있으

므로 온실을 에 지 생산 시설로 

새롭게 바라보자는 콘셉트

‧온실의 지붕을 활용한 태양열

을 집

‧이웃들의 음식물 쓰 기 등을 

에 지화하여 작물재배에 활용 

가능(CO2, 퇴비 등) 

‧온수제공 등 생활에 지로도 

활용 가능

분뇨시장

(market of 

manure)

‧그간 가축분뇨는 폐기물 등 골칫

거리로만 인식됨

‧골칫거리가 아닌 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인식하자는 콘셉트

‧비료로 사용할 경우 질소, 인 

과다 문제발생

‧비농업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천방안 모색 필요

자료: 최정남. 2014. “해외 주요국의 농업 R&D 추진체계.” 미간행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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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셉트의 혁신성은 네덜란드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들의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의 관점에서 판단된다(이명헌 2012). 기본적으로 콘셉트는 새

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관점과 같은 창의적 발상을 핵심으로 한다.

  혁신네트워크는 네덜란드의 경제농업혁신부가 설립한 부처 산하기관이

지만, 자체 이사회의 관리하에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네덜란드 정

부는 혁신네트워크에 자율권을 부여하며, 혁신활동과정에서 발생한 이익단

체, 사회단체와의 갈등을 당연한 과정으로 수용하고 있다.

  혁신네트워크의 프로그램은 5년 단위로 계획되며, 5년 단위로 심사를 통

해 지속여부가 결정된다. 제1기(’01∼’05) 프로그램은 집약적 축산의 지속

가능성 확보, 경관보전에 대한 민간의 참여 유도, 지속가능한 농식품의 소

비 등에 중점을 두었고, 제2기(’06∼’10) 프로그램은 애그리 비즈니스와 농

촌지역의 재발견에 중점을 두었다(이명헌 2012). 현재 시행 중인 제3기(’11

∼’15) 프로그램은 ‘농업과 녹색에서의 획기적 혁신’을 주제로 전개되고 

있는데, 특히 ① 농업‧원예‧애그리비즈니스, ② 자연‧경관‧공간, ③ 식품‧

영양을 중점과제로 설정하여 이 분야의 콘셉트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2. 농업 R&D 거버넌스 운용실태와 개선방안

2.1. 농업 R&D 추진체계 개선

2.1.1. 농업 R&D 추진체계 

  농업 R&D 거버넌스를 시스템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농식품 

R&D를 둘러싼 제도적 환경과 현행 농식품 R&D 추진체계를 파악해야 한

다. 그래야만 농업 R&D 거버넌스를 어떠한 제도적 연관 속에 위치 지을 

지를 판단할 수 있다. 

  현행 농식품 R&D 추진체계는 <그림 2-4>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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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형식상으로는 농식품부가 농식품분야 R&D 정책을 총괄하고 있으며, 

R&D 추진을 위한 심의기구로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농과위)를 두고 있

다. 또한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및 평가관리 기관으로 농림수산식품기술기

획평가원(농기평)을 두고 있으며, 산하 경상연구 수행기관으로 농림축산검

역본부가 있다. 

그림 2-4.  농식품 R&D 추진체계

자료: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http://www.ipet.re.kr/Policy/Propel.asp) 참고. 일부 보완.

  농촌진흥청은 청 내 R&D 사업의 기획과 관리를 하고 있으며, 농진청 산

하 연구기관인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

립축산과학원이 경상연구와 공동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농진청은 

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농촌진흥법｣에 근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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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산림분야는 산림청이 R&D를 관리하고 있으며, 산하 연구기관인 국립산

림과학원 등에서 경상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밖에 지방연구기관으로 도 농업기술원, 도 농업기술원 소속 특화작목

시험장, 광역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있으며, 이들은 주로 현장응용‧개발

연구를 수행한다.

2.1.2. 현황과 문제점

  농식품분야 R&D 추진 실태에 있어서는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간 이원

화되어 있는 R&D 추진체계가 오랫동안 문제시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주

무부처와 산하 외청 간의 R&D 추진체계는 해당 주무부처가 R&D 기획의 

총괄기능을 담당하고 외청 등 산하기관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R&D만 담

당하는 전체와 일부의 관계로 나타난다. 하지만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간

의 R&D 추진체계는 농촌진흥청이 행정을 담당하는 여타의 외청들과는 달

리 R&D를 전담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주무부처 중심 체계로 쉽게 환원될 

수 없는 구조이다.

   R&D 예산에 근거한 농식품분야 R&D의 추진체계는 <그림 2-5>와 같

이 정리할 수 있는데, 여기서 경상연구는 개별 기관 고유의 업무영역이기 

때문에 현재처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정상적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공

모사업 부분인데, 여기서는 추진체계의 이원화 내지 다원화로 인한 부‧청 

간 사업의 중복성과 공모사업 관리방식들 간의 차이로 인한 투명성 부족 

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부‧청 간 사업의 중복성 문제는 무엇보다 농

식품부와 농촌진흥청 간에 업무 및 사업의 중복성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에 집중되고 있다. 부‧청 간 중복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전의 국과위 사무국(구 과학기술혁신본부)은 다음과 같은 부‧청 간 역할

분담 방안을 제안했다.5   

5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식품 R&D 효율화 전략수립을 위한 간담회 발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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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농식품 R&D 추진체계  사업구성(2014년도)

<2014년도 농림식품분야 R&D(8,934억 원)>
 - 공모(3,479억 원) + 경상연구(4,649억 원) + 기타(806억 원) -

공모사업(실용‧사업화연구) 경상연구(기 ‧원천연구)

농식품부

(2,055억 원)

‧생명산업기술개발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

‧첨단생산기술개발 등

⇒농기평에서 추진

‧검역검사기술개발

⇒검역검사본부에서 추진

농진청

(5,921억 원)

‧차세 바이오그린21

‧국책기술개발

‧신품종 지역 응연구 등

⇒농진청 본청에서 추진

‧농업기 기반연구

‧작물시험연구

‧원 특작시험연구 등

⇒농업과학원 등 산하 

연구기 에서 추진

산림청

(958억 원)

‧임업기술연구 개발 등

⇒산림청 본청에서 추진

‧산림과학연구

‧산림생물종연구 등

⇒산림과학원‧국립수목원  

산하 연구기 에서 추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제공 자료(일부 보완).

  

  첫째, R&D 지원분야를 포함한 연구개발단계상의 역할분담을 실시하고,6 

이에 따라 R&D 예산을 조정한다.

  둘째, 연구개발 수혜대상 분야별 역할 분담은 ① 농식품부(농산업체, 농

업경영체), ② 농진청(농업인, 작목반, 생산자단체, 소비자), ③ 산림청(임업

료(2014a)에서 재인용
6 국과위 사무국은 ① 농식품부가 실용화‧산업화 관련 기술개발을 중점적으로 추

진하여 농림식품분야 민간 R&D 역량을 강화하고, ② 농진청은 농업관련 기초‧

응용 및 실용화 기술 개발과 현장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③ 산림청은 산림과학분야의 연구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형태의 역할 분담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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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임업관련 조합 및 산업체)으로 정한다.

  셋째, 연구대상 분야별 역할분담은 ① 식량작물, 축산, 원예 등 전반적인 

농업분야는 농진청이 전담하고, ② 산업화와 직결되는 가공, 유통, 경영 등의 

분야는 농식품부의 중점영역으로 설정한다.

  하지만 이러한 역할분담 자체가 애매모호하고 비현실적이라 지적과 함께 실

제로는 이러한 역할분담에 대한 이행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농식품 R&D 예산의 세부내역을 보

면, 2014년도에 농식품부는 R&D 사업비(연구비)로 1,924억 원, 농촌진흥

청은 4,792억 원, 산림청은 760억 원을 각각 계상했다. 이 중 공모사업에 

투자한 비중은 농식품부가 87.1%, 농촌진흥청과 산림청은 각각 47.2%와 

25.9%로 나타났다<표 2-2>. 

구   분

농식품부
농진청
(B)

산림청
(C)계 (A) 농기평

검역 
본부

기타*

총계(A+B+

C)
893,344 205,453 168,102 33,053 4,298 592,093 95,798

연

구

비

소    계
192,418

(100.0)

160,471

(83.4)

27,649

(14.4)

4,298

(2.2)

479,261

(100.0)

75,963

(100.0)

공    모

(실용사업화)

167,600

(87.1)

160,471

(83.4)

2,831

(1.5)

4,298

(2.2)

226,233

(47.2)

19,664

(25.9)

경 상

(기 ‧원천)

24,818

(12.9)
-

24,818

(12.9)
-

253,028

(52.8)

56,299

(74.1)

인    건    비 9,305 4,541 4,764 - 103,140 17,083

기  본  경  비 3,730 3,090 640 - 9,692 2,752

표 2-2.  유형(용도)별 농식품 R&D 산 황(2014년도)

단위: 백만 원, %

주: 기타는 농촌개발시험연구(1,718)과 정책연구개발사업(2,580)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제공 자료(일부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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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공모사업 중 농촌진흥청의 공모사업은 공동연구사업 형태로 실

시되어 다른 부‧청에서 실시하는 방식과 다른 차이가 있다. 농촌진흥청 농

업과학기술개발 공동연구사업 운영규정 및 지침(2012)에 따르면, 공동연구

사업은 ① 산학관연 공동연구사업, ② 지역농업연구 활성화 지원사업, ③ 

기타 사업으로 구성된다. 산학관연 공동연구사업에서 사업비는 공동연구기

관으로 선정된 외부 사업단에 지급되는 출연금과 농진청의 (협동)연구책임

자 소속기관에 지급되는 시험연구비로 구성된다. 다시 말해 공모사업의 연

구비 일부가 연구관리기관(농진청) 소속 연구기관에 배분되는 체계이다. 농

촌진흥청의 R&D 사업을 분석한 조세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공동연구

사업에서 시험연구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로 나타났다(김진 2007).7 

한마디로 농진청의 공동연구사업은 순수한 공모사업이라기보다 경상연구와 

공모사업의 중간형태를 택하고 있다 할 수 있다.

  R&D 관리체계의 이원화는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실용화 관리에서도 그

대로 나타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산하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설치하여 

농진청 R&D를 통해 개발된 기술을 중심으로 실용화 관리를 하고 있는 반

면에, 농식품부는 농기평을 통해 개발된 기술에 대한 실용화사업을 관리하고 

있다.

2.1.3. 개선방안

  공모사업 관리의 이원화(또는 다원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원칙적으로 

공모사업 관리를 일원화하거나, 아니면 현행 추진체계 내에서 중복성 문제

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공모사업 관리의 일원화는 

일원화된 관리기구를 어느 소속으로 하느냐에 따른 몇 가지 시나리오가 가

능하고, 이들 시나리오에 대한 공론화 작업들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기 때

문에 이에 대한 개선안 제시는 다음으로 미루기로 한다. 

7 이는 단위사업마다 다르게 나타났는데, 국책기술개발사업에서는 그 비중이 56%가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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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추진체계 내에서 중복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부‧청 간의 

역할분담이 실현가능한 형태로 명확하게 구분되고, 이에 대한 이행점검을 

상시 관리하며 불이행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따라서 여기서 제시하는 방안은 먼저 부‧청 간 역할분담의 기준으로 농기

평에서 수립한 농림식품과학기술분류체계를 활용하는 것이다. 즉, 앞서 과

기위에서 제안한 역할분담에 대한 기준을 토대로 해서 분류체계상의 개별 

기술들이 어느 부‧청의 관리에 속하는지 분류한다. 다음으로 부‧청별 공모

사업에 대해 동일한 관리방식을 사용하여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체

계를 만드는 것이다. 이는 공모사업의 추진방식이 동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현재 농진청에서 실시하는 공동연구사업 유형은 순수

한 공모사업 형태로의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업화 목적의 연구 개발(R&BD) 확대, 농식품 모태펀드, 농업 벤처 육

성, 기술평가 및 기술금융 등 기술이전 및 사업화 사업의 효과적 추진, 농

식품정책사업과 연구개발 사업 간의 연계 강화를 통한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해 농업부문 실용화 및 사업화 사업 수행 및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방

안을 검토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농식품 R&D를 정책적으로 육성‧지원하고 부‧청별 및 부‧청

내 R&D 총괄하기 위해서는 농식품부의 R&D 담당조직을 확대‧개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새로운 조직은 농식품 R&D를 담당하는 국 단위 부서로 

신설하여 ① 농식품부 내 각 실국의 R&D를 조정‧조율하고, ② 농부‧청 간

의 R&D를 조율하고, ③ 농과위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며, ④ 지역단위에서

의 혁신적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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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농업 R&D 거버넌스 시스템 정립

2.2.1. 현황과 문제점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농림식품과학기술위

원회(농과위)는 명목상으로 컨트롤타워 추진방식을 택하는 농식품 R&D 

추진의 최상위기관으로 제도화되어 있지만, 농림식품과학기술의 혁신을 주도

하는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로는 한계가 있다.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로서 농

과위의 한계는 ① 제도적 미비로 인한 한계와 ② 운용방식에 의한 기능적 

한계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보다 본질적인 제도적 한계는 R&D 거버넌스가 

무엇인지,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개념화 및 공론화가 이루

어져 있지 않다는 데에 있다. 나아가 농식품 R&D의 컨트롤타워로서 농과

위가 담당해야 할 과업에 맞게 거버넌스가 제도화되어 있지 못한 데 있다.

  농과위의 제도적 한계는 농과위가 농림식품분야의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국과심)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농과위가 농림식품분야의 국과심으

로 자리매김하지 못한 것은 농과위의 심의권한이 국과심에 비해 제한적일 뿐 

아니라, 농과위와 국과심과의 관계가 제대로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제도상에 나타난 국과심과 농과위의 심의사항을 비교해 보면, 국과심은 

과학기술 관련 정책 또는 계획의 수립‧조정과 연구개발사업의 예산 배분 

및 조정, 그리고 기술혁신의 지원 등을 주로 심의한다. 반면에 농과위는 

R&D 정책의 수립‧조정도 심의하지만, 심의항목 수로 볼 때 국과심에 비

해 상대적으로 연구개발사업의 평가와 성과관리를 심의하는 것에 더 큰 비

중이 주어져 있고 예산심의에 있어서도 예산투자의 방향만 심의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한마디로 농과위는 농림식품분야 R&D 정책의 방향을 제시

하고 그러한 방향에 따라 R&D가 추진되도록 유도하는 수단(예산배분권)

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체제로 제도화되어 있지 못하다. 또한 농과위와 

국과심이 어떠한 제도적 연관관계를 갖고 있으며, 이들 간에 어떠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농과위를 국과심과는 별도로 농림식품 분야의 컨트롤타워로 설치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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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중 하나는 이 분야의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와 R&D로 특화된 외청인 농

촌진흥청 간에 형성된 이원화 체계를 조정하는 별도의 기구가 필요했기 때

문이다. 농과위는 이런 이원화된 체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뿐 

아니라, 이원화 체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농과위의 운용에 있어서 지금까지 농과위가 담당해 왔던 주요 업무는 다

음과 같다.

- 농림식품과학기술 연구사업의 효율화방안 검토

- 중복성 조정 등 1부 양청의 R&D 사업방향 통합 관리

- 농림식품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

- 예산투자방향 등 심의

- 주요 R&D 사업의 성과 점검

- 농림식품과학기술분야와 타 분야 간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농림식품 

R&D 다양성 확보

  지금까지의 농과위가 담당해왔던 업무를 보면, 농과위는 전반적으로 

R&D 정책 및 계획에 대해 독자적으로 기획하는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았

으며, 주로 농식품부(농기평)에서 작성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초안을 심

의하는 업무와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연구개발사업의 평가 및 성과관리를 

심의하는 것에 치중해 왔다. 농과위가 R&D의 거버넌스로서 제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평가 및 성과관리 그리고 상정된 안에 대한 심의 위

주에서 기획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중점을 이동할 필요가 있다.

  혁신시스템 관점에서 볼 때, R&D 거버넌스로서 농과위가 갖는 근본적

인 한계는 R&D의 산출 및 공급을 넘어서 이를 혁신으로 이어지게 하는 

데 있어서 그 역할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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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개선방안

  농과위의 제도개선은 농과위가 R&D 거버넌스, 특히 R&D의 기획‧추진

시스템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부분을 개선하여 농식품 R&D의 실

질적인 컨트롤타워로 재정립하는 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첫째, 농과위가 R&D 기획‧추진시스템에 해당하는 거버넌스가 되기 위

해서는 우선 농과위에 대한 제도적 위상을 명확히 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 

농과위를 국과심과 같은 R&D 추진의 컨트롤타워로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기본법｣상에 농과위의 제도적 위상을 규정하고 국과심과 농과위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 국과심과 농과위와의 관계는 

① 농과위가 제안한 안을 국과심이 심의‧승인하는 관계로 설정하거나, ② 

국과심은 농림식품분야 R&D의 대강 및 총예산만 심의‧결정하고, 농과위

가 농식품 R&D의 방향 및 목표, 기술부문별 예산배분 등 구체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형태로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둘째, 농과위가 농림식품분야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로 기능할 수 있도록 

농과위에게 농림식품분야 R&D의 예산을 배분‧조정하고 자율적으로 운영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농과위에게 예산배분‧조정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5조의2 제1항에 있는 농과위 

심의사항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이 경우 국과심의 예산 배분‧조정과 농

과위의 예산 배분‧조정 간의 차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R&D 기획시스템으로서 농과위는 현 단계의 국가 및 사회 발전에 

바람직한 R&D 추진방향 설정을 핵심적인 과업으로 하며, 설정된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예산을 배분

한다. 특히 탈추격형 단계의 R&D 추진방향인 ① 동반 혁신, ② 수요기반 

혁신, ③ 첨단기술에서 현장기술로의 중점 전환, ④ 사회문제해결 혁신 등과 

같은 R&D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이 분야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한다.8

8 우리나라 농림식품분야의 R&D 육성단계가 탈추격형으로 도약하였는지 아니면 

아직도 추격형 단계에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실태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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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농과위의 업무 분장에 있어서 R&D 정책 및 계획(종합계획)의 수

립과 관련한 방향 설정과 청사진 마련과 같은 기획업무를 최우선업무로 설

정하도록 한다.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5조의2 제1항 제1호가 

제시하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도 단순히 상정된 초안에 대

한 심의 수준에 머물 것이 아니라, 계획의 청사진을 농과위에서 설계하여 

이를 사무국이나 농기평으로 하여금 구체화하도록 하는 형태로까지 기능

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5개년 종합계획의 경우, 종합계획 수립 2～3년 전

부터 농과위가 이 법정계획이 담아야 할 내용을 기획하고 심의하여 계획의 

마스트플랜을 설계토록 한다. 또한 기존의 사업평가 및 성과관리 위주의 

심의를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R&D 방향을 선도‧제시하는 컨트롤타워 본

연의 업무에 해당하는 기획 기능을 보다 강화하도록 한다.

  다섯째, 농과위가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간의 이원화 R&D 추진체계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이원화 문제를 R&D 거버넌

스 틀 내에서 해결해 나가는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한다. 부‧청별 R&D

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농과위는 부‧청별 R&D 추진유형(공모사업과 

경상연구)을 일관된 원칙하에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추진유형 및 추진

방식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한다. 또한 부‧청 간 연구관

리업무의 이원화 및 사업의 중복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과위는 종합적

인 연구기획과 조정을 하고, 공동기획단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토록 한다.

  여섯째, 보다 근본적인 개선은 R&D 거버넌스가 R&D뿐 아니라 혁신의 

창출을 지원할 수 있는 데까지 발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는 중앙집권적이고 컨트롤타워 형태인 현행 농과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농촌)지역 R&D가 혁신적 네트워크 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여기에는 네덜란드의 혁신네트워크(IN)가 실시하고 있는 혁신적 

구상(concept) 개념을 벤치마킹하여 구체화하는 작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석이 필요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는 탈추격형 단계에 진입했기 때문에 농림식품분

야도 적어도 추격형에서 탈추격형으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 농업은 UR 협상 이후 기술 혁신을 통한 비용절감과 농산물 품질 향상, 

새로운 농업관련 상품의 개발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써 국가 주도의 R&D 

투자를 늘려왔다. 최근에는 FTA 등 시장개방 확대 및 농림업의 저성장 구

조가 지속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농업과 과학기술 융합 강화를 위

한 농림식품 R&D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농림식품 분야 R&D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R&D 투자의 성

과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농업분야 연구개발사업의 

특성과 환경변화로 인해 연구성과 분석뱡향의 변화가 강조되는 상황이다. 

기존에는 농업 R&D의 성과물이 일종의 공공재로 간주되어, 국공립연구기관

에서의 연구성과가 농업 현장에 지도‧보급되어 생산성 증대로 연결되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농업분야 연구개발사업이 농업생산뿐 아니라, 

식품유통, 농생명 바이오, 에너지, ICT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민

간기업 등 다양한 연구기관의 참여가 확대되고, 기술이전 및 사업화 등 

R&D 성과 확산을 위한 다양한 수단과 정책이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농

업 R&D 투자액과 농업생산액 또는 생산성 간의 관계와 같은 거시적인 분

석과 함께 개별 연구과제의 성과 제고를 위한 연구과제의 특성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정부는 다양한 성과지표를 통해 연구개발사업의 성과 수준을 측정‧관리

함으로써 농업 R&D의 투자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개별 

연구개발과제의 특징이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연구는 부

족한 실정이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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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본 장에서는 농업 R&D 투자와 성과 현황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본 후 연구관리주체, 연구수행주체 및 참여기관, 연구단계, 연구인력, 

연구비 규모 및 매칭투자 여부, 연구기간, 연구사업분야 등 연구개발과제

의 특성자료와 논문, 특허, 기술이전, 사업화 등 성과자료를 이용하여 개별

성과지표별 결정요인과 종합적인 성과 결정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농업 

R&D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농업 R&D 투자 현황 

1.1. 우리나라 전체 농업 R&D 투자 현황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모두 포함한 우리나라 총연구개발비10는 2012년 

기준 55조 4,501억 원으로 2009～2012년 사이 연평균 13.5% 증가하였다. 국

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4.36%로 2012년 전년 대비 0.32%p 

상승하는 등 연구개발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11 공공부문

과 민간부문을 모두 포함하는 총연구개발비를 경제사회목적 및 과학기술표

준분류로 구분하여 농업부문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제사회목적별12로 분류 시 농업부문 연구개발비는 2012년 기준 1조

9 농업 R&D의 경우 권오상‧한귀덕(2006a, b), 정진화 외(2008)가 각각 농림기술

관리센터(ARPC)와 농촌진흥청이 관리하던 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

행한 바 있으나 이들 연구들은 성과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되기 시작한 초기의 

연구들로 다양한 성과지표를 총체적으로 평가하지 못하고 1~2가지의 지표에 국

한된 평가를 시행했다는 한계가 있다.
10 정부‧공공재원, 민간재원, 외국재원을 모두 포함하는 연구개발비를 의미한다.  
11 미래창조과학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3a. ｢2012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

보고서｣. 
12 ‘연구개발활동조사’의 사회경제적 목적별 분류에서 농업목적은 ‘농업, 산림, 어업, 

식료품생산 발전을 위한 모든 연구가 포함되며, 생물적 유해물질 제거, 화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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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4억 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연구개발비의 2.3%를 차지했다. 농업부문 

연구개발비 투자는 2009～2012년 사이 연평균 7.9% 증가했는데 이는 동

기간 전체 연구개발비의 연평균 증가 추이 13.5%보다 낮은 수치이다. 동기간 

연평균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는 부문은 교통‧전기통신(25.4%), 건강(23.4%), 

에너지(22.2%) 등이다. 

구분 2009년 2010 2011 2012
연평균
증가율

농업

(투자 액, 억 원)

2.6 2.4 2.6 2.3 7.9

 (9,962) (10,716) (12,978) (12,524)

환경 3.0 2.7 3.4 3.4 18.7 

산업생산  기술 65.3 60.8 60.0 61.6 11.3 

지구개발  탐사 0.7 0.8 0.8 0.8 18.6 

우주개발  탐사 0.8 0.7 0.6 0.6 4.7 

국방 4.2 4.1 3.9 3.8 9.5 

교통‧ 기통신 5.8 8.7 8.8 7.8 25.4 

에 지 5.6 6.5 6.7 7.0 22.2 

건강 5.2 6.8 6.7 6.7 23.4 

문화, 휴양, 종교 1.5 1.6 1.7 1.6 16.1 

교육 0.9 0.9 1.0 0.9 15.1 

정치, 사회시스템 1.4 1.2 1.2 1.0 3.4 

지식진보 2.9 2.8 2.6 2.4 6.8 

총연구개발비(억 원) 379,285 438,548 498,904 554,501 13.5

자료: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sts.ntis.go.kr).

표 3-1.  우리나라 경제사회목 별 총연구개발비 추이

단위: %

  

료, 살충제, 농업의 기계화, 농업 및 산림업의 환경적 영향, 식품생산의 생산성 제

고 및 생산기술에 관한 연구 등을 포함’, 어업부문이 포함되었으며 농업자체뿐

만 아니라 식품, 농기계, 비료, 농약 등 농업의 전후방 산업을 포함한다(김종진 

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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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연구개발비를 과학기술표준분류별로 구분 시 농림수산 연구개발비는 

2012년 기준 1조 2,443억 원으로 전체 연구개발비의 2.2%를 차지하고, 

2009～2012년 사이 연평균 7.7% 증가하였다. 농림수산부문 연구개발투자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는 총연구개발비 투자 증가율 13.5%보다 낮아 

전체 연구개발비 중 농림수산 부문 연구개발비 비중은 낮아지는 추세이다.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연평균
증가율

농림, 수산

(투자 액, 억 원)

2.6 

(9,958)

2.4 

(10,693)

2.3 

(11,327)

2.2 

(12,443)

7.7

 

수학 0.2 0.3 0.2 0.2 11.0 

물리학 0.9 0.8 1.0 1.1 23.4 

화학 5.5 5.7 5.9 6.0 16.7 

생명과학 2.8 2.5 2.8 2.5 10.1 

지구과학 1.0 1.0 1.0 0.9 12.4 

기계 17.7 15.7 16.6 16.9 11.8 

재료 6.4 6.1 5.6 6.4 13.3 

화학공정 2.7 2.4 3.2 2.8 14.9 

기, 자 23.6 24.9 24.9 24.6 15.1 

보건, 의료 3.9 3.8 4.0 4.0 14.0 

환경 2.2 2.2 1.7 1.9 7.0 

에 지, 자원 2.5 2.8 2.6 2.6 15.1 

원자력 1.3 1.4 1.5 1.4 18.0 

건설, 교통 3.7 4.3 3.3 3.0 5.9 

정보, 통신 18.6 19.1 19.0 19.1 14.5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0.5 0.5 0.5 0.5 12.3 

기타 4.1 4.0 4.0 3.9 12.2 

총연구개발비(억 원) 379,285 438,548 498,904 554,501 13.5 

표 3-2.  우리나라 과학기술표 분류별 총연구개발비 추이

단위: %

주: ‘기타’는 과학기술표준분류 중 뇌과학, 인지/감성과학, 인문/사회학 분류에 해당.

자료: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sts.nt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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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공부문 농업 R&D 투자 현황 

  정부예산(일반+특별회계)과 기금에서 연구개발예산으로 편성된 모든 국

가 R&D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에 따르면 2012년 

총 국가연구개발비는 15조 9,064억 원이었다(미래창조과학부‧한국과학기

술기획평가원 2013b). 이 중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3개 

부‧청이 집행한 농림수산식품부문 R&D는 2012년 총 9,085억 원으로 전체 

국가연구개발비의 5.7%를 차지하였다. 농식품 R&D는 2009～2012년 사이 

연평균 8.6% 증가하여 전체 국가연구개발비 증가추세와 유사하게 나타났

다. 3개 부‧청 중 농식품부의 R&D 투자 연평균 증가율이 12.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구 분 2009년 2010 2011 2012
연평균
증가율

농업 3개 부‧청
7,084 7,720 8,629 9,085

8.6
(5.7) (5.6) (5.8) (5.7) 

농식품부
2,063 2,344 2,803 2,908

12.1
(1.7) (1.7) (1.9) (1.8) 

농 진흥청
4,333 4,606 5,028 5,333

7.2
(3.5) (3.4) (3.4) (3.4) 

산림청
689 769 798 844

7.0
(0.6) (0.6) (0.5) (0.5) 

교육과학기술부
39,117 43,871 46,981 47,689

6.8
(31.5) (32.1) (31.6) (30.0) 

지식경제부
41,053 44,385 45,161 47,118

4.7
(33.1) (32.4) (30.4) (29.6) 

기타부처
36,890 40,851 47,757 55,172

14.4
(29.7) (29.9) (32.2) (34.7) 

총국가연구개발비
124,145 136,827 148,528 159,064

8.6
(100.0) (100.0) (100.0) (100.0)

표 3-3.  연도별 국가연구개발비 투자 추이

단위: 억 원, %

주: 괄호 안은 세로 합계 대비 비중. 

자료: 국가 R&D 사업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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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공공부문 농업 R&D 투자 세부 현황 

  2012년 농림수산식품 분야 전체 국가연구개발비 9,085억 원으로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이 각각 32%, 58.7%, 9.3% 차지하였다. 2009~2012년 

사이 세 부·청 중 농촌진흥청의 비중이 약 60%로 줄곧 가장 높은 가운데 

연평균 7.2%로 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해 왔다. 농식품부의 연평균 투자 증

가율이 12.1%로 농진청과 산림청에 비해 연구개발비 투자를 가장 많이 확

대해 오고 있으며, 산림청 또한 동기간 연평균 7%로 확대 추세이다.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연평균 

증가율투자액 비 투자액 비 투자액 비 투자액 비

농식품부 2,063 29.1 2,344 30.4 2,803 32.5 2,908 32.0 12.1

농진청 4,333 61.2 4,606 59.7 5,028 58.4 5,333 58.7 7.2

산림청 689 9.7 769 10.6 784 9.1 844 9.3 7.0

합계 7,084 100.0 7,720 100.0 8,615 100.0 9,085 100.0 8.6

표 3-4.  부·청별 농업 R&D주 투자 추이

단위: 억 원, %

주: 수산 포함 투자 금액.

자료: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2012; 2013a).

  농업부문 국가연구개발투자를 제1차 종합계획상의 7대 부문별로 구분하

여 현황을 살펴보면 2009～2012년 사이 투자가 가장 많이 확대된 부문은 

바이오부문으로 연평균 29%의 증가율을 보였다. 하지만 종자‧농자재 등을 

생산하는 생산시스템 부문은 음의 증가추세(-10.5%)를 나타냈다. 한편 유

통 및 식품부문 R&D 투자도 동기간 연평균 14.9%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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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연평균 

증가율투자액 비 투자액 비 투자액 비 투자액 비

생산시스템 972 13.7 984 12.7 934 10.8 698 7.7 -10.5 

자원‧환경‧

생태기반
724 10.2 1,075 13.9 926 10.7 868 9.6 6.2 

생산‧가공 1,440 20.3 1,920 24.9 1,674 19.4 1,628 17.9 4.2 

유통‧식품 451 6.4 868 11.2 637 7.4 684 7.5 14.9 

바이오 457 6.5 750 9.7 823 9.6 982 10.8 29.0 

IBNT융합 316 4.5 117 1.5 175 2.0 284 3.1 -3.5 

문화 101 1.4 105 1.4 117 1.4 100 1.1 -0.3 

기타 2,624 37.0 1,900 24.6 3,329 38.6 3,841 42.3 13.5 

합계 7,084 100.0 7,720 100.0 8,615 100.0 9,085 100.0 8.6 

표 3-5.  7  부문별 농업 R&D주 투자 추이

단위: 억 원, %

주: 수산 포함 투자 금액.

자료: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2012; 2013a).

  연구개발 단계별로 공공부문 농업 R&D 투자 현황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2012년 기준 기초연구단계 R&D 투자액이 2,525억 원으로 전체의 27.8%를 

차지하는 가운데 응용연구와 개발연구 비중은 각각 18.9%, 18.3%로 유사

하게 나타났다. 2009～2012년 사이 기초연구부문의 R&D 투자가 연평균 

19.9%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연평균 

증가율투자액 비 투자액 비 투자액 비 투자액 비

기 연구 1,466 20.7 1,683 21.8 2,275 26.4 2,525 27.8 19.9 

응용연구 1,389 19.6 1,445 18.7 1,523 17.7 1,714 18.9 7.3 

개발연구 1,331 18.8 1,511 19.6 1,653 19.2 1,666 18.3 7.8 

기타주2 2,899 40.9 3,081 39.9 3,164 36.7 3,180 35.0 3.1 

합계 7,084 100.0 7,720 100.0 8,615 100.0 9,085 100.0 8.6 

표 3-6.  연구개발 단계별 농업 R&D주1 투자 추이

단위: 억 원, %

주 1) 수산 포함 투자 금액.

2)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에 속하지 않거나 단계별 구분이 어려운 연구.

자료: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2012; 201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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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수행주체란 연구개발예산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

하는 기관으로 국공립연구소와 대학이 2012년 기준 각각 전체의 60.8%, 

20.3%로 농업부문 국가연구개발비를 가장 많이 투자받아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009~2012년 사이 출연연구소와 대학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비

중이 연평균 약 20% 증가하였으며, 대기업, 중소기업 등 기업의 참여 또한 

연평균 18.6~19.4% 증가하였다.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연평균 

증가율액 비 투자액 비 투자액 비 투자액 비

국공립연구소 3,681 52.0 5,183 67.1 5,565 64.6 5,520 60.8 14.5 

출연연구소 213 3.0 357 4.6 433 5.0 372 4.1 20.4 

학 1,070 15.1 1,190 15.4 1,530 17.8 1,847 20.3 20.0 

기업 54 0.8 78 1.0 70 0.8 92 1.0 19.4 

소기업 278 3.9 258 3.4 327 3.8 464 5.1 18.6 

정부부처 1,722 24.3 567 7.3 645 7.5 664 7.3 -27.2 

기타 67 0.9 87 1.1 45 0.5 126 1.4 23.4 

합계 7,084 100.0 7,720 100.0 8,615 100.0 9,085 100.0 8.6 

표 3-7.  연구수행 주체별 농업 R&D주 참여 추이

단위: 억 원, %

주: 수산 포함 투자 금액.

자료: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2012; 2013a).

  공공부문 농업 R&D의 과제당 투자 규모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기준 

3개 부‧청의 평균 과제 규모는 1과제당 3.1억 원으로 다른 부처를 포함한 

정부 전체 평균 3.2억 원보다 다소 작은 수준이다. 3개 부‧청에서는 산림청

의 과제 규모가 평균 1과제당 4.6억 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농식품부 

3.1억 원, 농촌진흥청 3억 원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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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사업 수
(과제 수)

평균
규모

사업 수
(과제 수)

평균
규모

사업 수
(과제 수)

평균
규모

사업 수
(과제 수)

평균
규모

농식품부
15

(816)

2.5 16

(838)

2.8 20

(884)

3.2 22

(948)

3.1

농진청
44

(1,398)

3.1 44

(1,622)

2.8 44

(1,896)

2.7 32

(1,763)

3.0

산림청
3

(183)

3.8 3

(183)

4.2 3

(244)

3.2 3

(184)

4.6

3개 부‧청
62

(2,397)

3.0 63

(2,643)

2.9 64

(3,024)

2.8 57

(2,895)

3.1

정부 체평균
183 3.5 493 3.6 536 3.2

(39,254) (41,619) (49,948)

표 3-8.  과제당 투자 농업 R&D주 규모 추이
단위: 개, 억 원

주: 수산 포함 투자 금액.

자료: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2012; 2013a) 및 국가R&D 사업관리서비스 

(rndgate.ntis.go.kr).

  

  앞서 살펴본 농업 R&D 투자 현황을 종합해보면, 2012년 기준 농림수산

식품 부문 R&D 투자는 민간부문을 포함한 우리나라 총연구개발투자의 

2.3%(1조 2,524억 원)이며, 전체 국가연구개발비의 5.7%(9,085억 원)를 차

지하였다. 농식품 R&D는 2009~2012년 사이 연평균 약 7.8%(민간+공공), 

8.6%(공공) 증가하는 등 우리나라 연구개발투자 확대 추세와 맞물려 지속

적으로 확장되는 추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적인 연구개발비 투자 확

대 추세(동기간 연평균 13.5%)에 비해 민간부문을 포함한 농업 R&D 투자

는 상대적으로 더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문 국가연구개발사업은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이 주축으로 2012년 기준 3개 부‧청 연구개발

사업비 중 각각 32%, 58.7%, 9.3%를 차지하였다.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

사업 비중이 가장 높은 가운데 농식품부가 ’09~’12년 사이 연평균 12.1%

의 증가율로 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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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업 R&D 성과

2.1. 농업 R&D 성과 총괄

  2009～2012년 사이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3개 부‧청이 집행

한 연구개발사업을 공공부문 농업 R&D라 할 때 이로 인해 창출된 성과를 

우리나라 연구개발사업 성과 공통지표인 논문, 특허, 기술이전, 사업화 지

표로 살펴보면 <표 3-9>와 같다. 각 성과 지표 가운데 2009～2012년 사이 

등록특허 건수가 가장 높은 연평균 증가율(50.9%)을 보이는 반면, 기술이

전 성과는 가장 낮은 증가율(5.7%)을 보이고 있다. 특히 기술이전건수는 

2010년 이후로 감소추세이나, 사업화 성과는 연평균 16.6%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연평균
증가율

논

문

SCI 1,038 1,479 1,433 1,982 24.1 

비SCI 1,830 2,270 2,280 2,641 13.0 

특

허

출원 891 1,097 1,150 1,684 23.6 

등록 215 244 388 739 50.9 

기술이 373 618 596 441 5.7 

사업화 1,753 2,308 2,348 2,778 16.6 

체 6,100 8,016 8,195 10,265 18.9 

표 3-9.  3개 부‧청 농업 R&D 성과 추이

단위: 건, %

주: 수산부문 포함 성과임.

자료: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2012; 201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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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농업 R&D 성과 세부 현황

  농업부문 R&D 성과 현황을 부·청별, 산업별, 연구개발 단계별, 연구 주

체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3개 부‧청별 농업 R&D 성과를 

살펴보면 2012년 기준 농촌진흥청의 성과가 전체성과의 71.3%로 가장 많

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농촌진흥청이 모든 성과 부문에서 고르게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는 가운데 특히 사업화 실적(95.9%)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농촌진흥청의 사업화실적은 영농기술의 농가보급, 품종 출원‧등록‧육성과 

같은 ‘기타 기술이전’이 사업화 형태가 대부분이다. 농식품부는 3개 부‧청 

전체성과의 24.5%를 차지하는 가운데 SCI 논문(36.4%)과 특허등록(34.1%), 

기술이전(36.7%) 성과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산림청은 3개 부‧

청 전체성과의 4.2%를 차지하며 전체 대비 비SCI 논문(9.7%)과 기술이전

(8.4%) 성과가 높은 편이다.   

구분
논문 특허

기술이 사업화 합계
SCI 비SCI 출원 등록

농식품부
721

(36.4)

727

(27.5)

540

(32.1)

252

(34.1)

162

(36.7)

114

(4.1)

2,516

(24.5)

농진청
1,177

(59.4)

1,658

(62.8)

1,130

(67.1)

449

(60.8)

242

(54.9)

2,664

(95.9)

7,320

(71.3)

산림청
84

(4.2)

256

(9.7)

14

(0.8)

38

(5.1)

37

(8.4)

0

(0.0)

429

(4.2)

합계
1,982

(100)

2,641

(100)

1,684

(100)

739

(100)

441

(100)

2,778

(100)

10,265

(100)

표 3-10.  3개 부‧청별 성과 황(2012년)

단위: 건, %

주: 괄호 안은 세로 합계 대비 비중. 

자료: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2013a).

 

  농업 R&D 성과를 7대 부문별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농산물 생산‧가공 

부문의 성과가 전체의 약 30%로 가장 많은 성과를 창출하였다. 특히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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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부문의 사업화성과가 전체의 50.3%를 차지하는데 이는 농촌진흥청의 

영농기술 농가 보급 등과 같은 기타 기술이전 형태의 성과와 연관되어 있

음을 추측할 수 있다. 바이오부문은 SCI 논문성과(26.7%)와 특허출원 및 

등록실적(각각 21.6%, 15.4%) 성과가 높게 나타났으며, 자원‧환경‧생태기

반부문은 기술이전성과가 전체의 20.9%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구분
논문 특허

기술이 사업화 합계
SCI 비SCI 출원 등록

생산시스템
223 316 201 68 41 362 1,211

(11.3) (12.0) (12.0) (9.2) (9.3) (13.0) (11.8)

자원‧환경‧생

태‧기반

234 434 163 34 92 389 1,346

(11.8) (16.4) (9.7) (4.6) (20.9) (14.0) (13.1)

생산‧가공
393 734 317 99 134 1,397 3,074

(19.8) (27.8) (18.9) (13.4) (30.4) (50.3) (29.9)

유통식품
206 334 228 73 27 227 1,095

(10.4) (12.6) (13.6) (9.9) (6.1) (8.2) (10.7)

바이오
530 256 363 114 35 56 1,354

(26.7) (9.7) (21.6) (15.4) (7.9) (2.0) (13.2)

IBNT 융합
150 120 73 25 3 13 384

(7.6) (4.5) (4.4) (3.4) (0.7) (0.5) (3.7)

문화
4 75 12 0 5 59 155

(0.2) (2.8) (0.7) (0.0) (1.1) (2.1) (1.5)

기타
242 372 327 326 104 275 1,646

(12.2) (14.1) (19.5) (44.1) (23.6) (9.9) (16.0)

합계
1,982 2,641 1,684 739 441 2,778 10,26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3-11.  7  부문별 성과 황(2012년)

단위: 건, %

주: 괄호 안은 세로 합계 대비 비중. 

자료: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201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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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 단계별로 과제를 분류하여 창출된 성과를 살펴보면 2012년 기

준 개발연구단계의 연구개발사업 성과건수가 전체의 22.6%로 전반적으로 

가장 높은 성과를 보였다. 특히 개발연구는 성과 모든 영역에서 각 성과 

전체 건수의 19.6~28%를 차지하며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기초연구성

격의 연구에서는 SCI논문성과가 전체의 21.1%로 타 부문에 비해 높은 수

준이며, 응용연구부문에서는 SCI 논문(14.1%), 기술이전(15%), 출원특허

(14.3%) 성과가 타 유형의 성과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구분
논문 특허

기술이 사업화 합계
SCI 비SCI 출원 등록

기 연구
389 258 210 56 16 240 1,169

(21.1) (10.7) (12.5) (7.6) (3.6) (8.6) (11.4)

응용연구
260 194 240 94 66 96 950

(14.1) (8.0) (14.3) (12.7) (15.0) (3.5) (9.3)

개발연구
423 618 472 145 107 560 2,325

(23.0) (25.5) (28.0) (19.6) (24.3) (20.2) (22.6)

기타
771 1,349 491 176 112 1,572 4,471

(41.8) (55.8) (29.2) (23.8) (25.4) (56.6) (43.6)

미분류
139 222 271 268 140 310 1,350

(7.5) (9.2) (16.1) (36.3) (31.7) (11.2) (13.2)

합계
1,982 2,641 1,684 739 441 2,778 10,265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표 3-12.  연구개발 단계별 성과 황(2012년)

단위: 건, %

주: 괄호 안은 세로 합계 대비 비중. 

자료: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2013a).

  농식품부문 국가연구개발비를 투자받아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연구수

행 주체별’로 창출한 성과를 살펴보면 2012년 기준 국공립연구소 및 정부

부처와 대학이 전체 성과 건수의 각각 54.3%, 31.6%로 두 연구수행 주체

가 전체의 약 86%를 차지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국공립연구소 및 정

부부처, 대학은 2012년 기준 농업부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88.4%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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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이에 따라 성과 또한 투자에 비례하여 창출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국

공립연구소 및 정부부처는 기술이전(50.8%), 사업화(84.1%), 비SCI 논문

(59.7%) 유형의 성과가 높은 반면, 대학은 SCI 논문(58.2%)과 출원특허

(41.2%) 성과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구분
논문 특허

기술이 사업화 합계
SCI 비SCI 출원 등록

국공립연구소/정부부처
649 1,577 519 273 224 2,337 5,579

(32.7) (59.7) (30.8) (36.9) (50.8) (84.1) (54.3)

출연연구소
87 51 83 52 7 8 288

(4.4) (1.9) (4.9) (7.0) (1.6) (0.3) (2.8)

학
1,154 849 693 183 129 240 3,248

(58.2) (32.1) (41.2) (24.8) (29.3) (8.6) (31.6)

기업
12 62 28 4 5 2 113

(0.6) (2.3) (1.7) (0.5) (1.1) (0.1) (1.1)

소기업
48 67 127 30 27 106 405

(2.4) (2.5) (7.5) (4.1) (6.1) (3.8) (3.9)

기타
11 21 232 184 40 61 549

(0.6) (0.8) (13.8) (24.9) (9.1) (2.2) (5.3)

미분류
21 14 2 13 9 24 83

(1.1) (0.5) (0.1) (1.8) (2.0) (0.9) (0.8)

합계
1,982 2,641 1,684 739 441 2,778 10,265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표 3-13.  연구수행 주체별 성과 황(2012년)

단위: 건, %

주: 괄호 안은 세로 합계 대비 비중. 

자료: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201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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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농업 R&D 경제적 성과 세부 현황

  창업 및 상품화 등을 위해 개발자와 기업 등이 연구개발투자의 결과물인 

기술을 거래하면 기술료 수입뿐만 아니라 사업화로 인한 시장 창출 등 경제

적인 성과가 나타나게 된다. 농업 R&D 부문의 경제적 성과 즉, 기술료 징

수건수와 징수액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전체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의 경제적 성과를 보면 <표 3-14>와 같다. 2012년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의 기술료 징수건수는 5,547건, 징수액은 2,868억 원으로 징수건수는 200

9～2012년 사이 2.2% 감소한 반면, 징수액은 동기간 연평균 13.3% 증가하

였다. 한편 사업화 건수 또한 동기간 연평균 증가율 20.7%로 급격히 증가

하여 2012년 기준 총 1만 4,476건의 성과를 보였다.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연평균 
증가율

기술료
징수건수(A) 5,936 5,301 4,566 5,547 -2.2 

징수액 1,971.5 2,404.8 2,325.3 2,868.1 13.3 

사업화(B) 8,262 9,521 7,253 14,476 20.6 

체(A+B) 14,198 14,822 11,819 20,023 12.1 

표 3-14.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사업화 성과 추이

단위: 건, 억 원, %

자료: 미래창조과학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3c).

  농업 R&D 부문의 경제적 성과를 살펴보면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

청의 총기술료 징수건수 및 징수액은 2012년 기준 각각 509건, 51.3억 원

으로 3개 부‧청의 기술료 징수건수 및 징수액은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 성

과의 각각 9.2%, 1.8% 차지하였다. 3개 부‧청 중 기술료 징수건수는 농촌

진흥청이 57%로 가장 높으며, 징수액 비중은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 

49.5%로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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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연평균증가율

징수
건수 징수액 징수

건수 징수액 징수
건수 징수액 징수

건수 징수액 징수
건수 징수액

3개 부‧청
416 20.3 483 27.0 538 27.6 509 51.3 

7.0 36.3 
(7.0) (1.0) (9.1) (1.1) (11.8) (1.2) (9.2) (1.8)

농식품부
146 14 130 15.4 138 16.6 182 25.4

7.6 22.0 
(35.1) (69.0) (26.9) (57.1) (25.7) (60.3) (35.8) (49.5)

농진청
244 5.8 323 10.5 371 10.5 290 25.4

5.9 63.6 
(58.7) (28.6) (66.9) (38.9) (69.0) (38.1) (57.0) (49.5)

산림청
26 0.48 30 1.09 29 0.45 37 0.54

12.5 4.0 
(6.3) (2.4) (6.2) (4.0) (5.4) (1.6) (7.3) (1.1)

타 부처
5,520 1,951.2 4,818 2,378.0 4,028 2,297.7 5,038 2,816.8 

-3.0 13.0 
(93.0) (99.0) (90.9) (98.9) (88.2) (98.8) (90.8) (98.2)

체

5,936 1,971.5 5,301 2,405 4,566 2,325.2 5,547 2,868.1
-2.2 13.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3-15.  3개 부‧청별 기술료 징수건수  징수액 추이

단위: 건, 억 원, %

주: 타 부처는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외 부처. 

자료: 미래창조과학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3c) 및 국가 R&D 사업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기업이 개발된 기술을 이전받아 창업 및 상품화하여 새로운 매출을 발생시

키고,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것을 사업화라고 한다. 2012년 농식품부와 농

촌진흥청의 사업화 건수는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화 성과의 19.2%를 

차지하며, 2009～2012년 사이 연평균 16%의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농촌

진흥청이 앞서 언급한대로 전체 농식품부‧농촌진흥청 사업화 건수의 96%

를 차지하는데, 이는 대부분 영농기술 농가보급 등 기타 기술이전(98.8%)

에 의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기존업체에서 상품화’가 주된 사업화 형태로 

부 전체 사업화 성과의 93.7%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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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연평균
증가율

농

림

수

산

식

품

부

연구책임자 창업
6 6 5 0

-
(4.9) (4.6) (4.9) (0.0)

기술이 에 의한 창업
3 1 2 0

-
(2.4) (0.8) (1.9) (0.0)

창업지원
1 0 2 2

26.0 
(0.8) (0.0) (1.9) (1.8)

기존업체에서 상품화
75 107 70 104

11.5 
(61.0) (81.7) (68.0) (93.7)

기타 기술이
38 17 24 5

-49.1 
(30.9) (13.0) (23.3) (4.5)

소계주1
123 131 103 111

-3.4 
(6.9) (5.9) (4.2) (4.0)

농

진

흥

청

연구책임자 창업
1 0 0 0

-
(0.1) (0.0) (0.0) (0.0)

기술이 에 의한 창업
3 0 6 1

-
(0.2) (0.0) (0.3) (0.0)

창업지원
0 0 0 2

-
(0.0) (0.0) (0.0) (0.1)

기존업체에서 상품화
24 12 7 28

5.3 
(1.5) (0.6) (0.3) (1.1)

기타 기술이
1,625 2,074 2,330 2,633

17.5 
(98.3) (99.4) (99.4) (98.8)

소계주1
1,653 2,086 2,343 2,664

17.2 
(93.1) (94.1) (95.8) (96.0)

 농식품부‧농진청 합계
1,776 2,217 2,446 2,775

16.0 
(21.5) (23.3) (33.7) (19.2)

 타 부처 
6,486 7,304 4,807 11,701

21.7
(78.5) (76.7) (66.3) (80.8)

 체 
8,262 9,521 7,253 14,476

20.6 
(100.0) (100.0) (100.0) (100.0)

표 3-16.  농식품부‧농 진흥청 사업화 형태별 사업화 건수 추이

단위: 건, 억 원, %

주 1) 농식품부 및 농진청 전체 합계 대비 비중.

2) 산림청은 2009～2012년 사이 2011년 사업화성과 1건, 나머지 연도는 0건으로 타 

부처에 포함.

3) ‘기타 기술이전’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의해 개발된 신기술을 기업체 등에 이전한 

경우(예를 들어 건설기술의 현장적용, 영농기술의 농가보급 등).

자료: 미래창조과학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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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농식품부문 연구개발사업투자 성과를 논문, 특허, 기술이전 등과 

같은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표면적으로 살펴보았다면, 노승엽 외(2012)는 

1996～2011년 사이 농식품부에서 323건의 기술을 이전받은 기관(대기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용화 실태를 심층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

과 같다.13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의 실용화 실태 분석 결과 응답과제 134개 중 89개 

과제가 실질적으로 활용되어 기술활용과제 비중이 66.4%로 이전받은 기술 

모두가 사업화 단계 등 실질 사용 단계에 이르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기술이 활용된 총 89개 과제에서 기업이 활용한 기술 건수는 총 115개로 

과제당 평균 활용건수는 1.29건으로 나타났다.  

  이전기술을 활용하여 매출액, 수입대체 금액, 생산비 절감 등과 같은 경

제적인 성과가 발생한 과제는 134개 기술이전 응답과제 중 62개로 46.3%

를 차지하였다. 경제적 성과의 유형은 건수 기준 매출액 91.9%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총경제적 성과 규모는 3,045.7억 원으로 매출액 58.9%, 수

입대체액 27.3%, 수출액 13.6%, 비용절감 0.1%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지

원금 1억 원당 경제적 성과 발생 규모는 응답과제 기준 평균 10.8억 원으

로 나타났다. 

  이전기술의 상품화 과정에서 신규고용창출과 추가자금투자가 발생하게 

된다. 이를 사회적 성과라 할 때 전체 응답과제의 22.4%가 131명의 신규 

고용창출 효과를 나타내었고, 26.1%의 과제가 총 135.2억 원의 자금을 연

구개발 30%, 판매망부문 29%, 생산부문 23%, 마케팅부문 16%에 추가적

으로 투입하였다. 

  또한 응답과제의 약 30%에서 추가 기술개발이 이루어졌으며, 추가기술

개발을 통한 지식재산권 창출과 같은 기술적 성과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과

제의 15.7%인 21개 과제에서 총 80건의 기술적 성과를 창출하였다. 응답

과제당 기술적 성과 발생 건수는 0.6건이며, 발생한 기술적 성과의 유형은 

13 휴‧폐업 및 연락처 확인이 어려운 기업의 과제를 제외한 총조사대상 272개 과

제 중 설문에 응한 과제는 총 134개로 회수율 49.3%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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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27.5%, 논문 21.3%, SCI급 논문 20.0%, 특허등록 17.5%, 인증 

12.5%, 기타 1.3%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서 농업부문 성과 현황에서 살펴보았듯이 농업 R&D 투자 확대추세와 

함께 논문, 특허, 기술이전, 사업화 등과 같은 성과건수 또한 ’09~’12년 사이 

연평균 18.9% 증가율로 증가 추세에 있다. 하지만 논문과 특허의 증가율

(13~50.9%)보다 기술이전‧사업화 증가율(5.7~16.6%)이 낮은 모습이다. 노승

엽 외(2012)의 연구결과에서 업체가 기술을 이전 받은 과제 134개 중 89개 

과제만을 실질적으로 활용하여 기술활용과제 비중이 66.4%로 나타나는 등 

실용화를 목적으로 기술이 이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률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매출액, 수입대체 금액, 생산비 절감 등과 같은 경제적인 성

과가 발생한 과제는 전체 응답과제의 46.3%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였다. 따

라서 이는 연구개발물의 궁극적인 기술이전 및 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과제 

기획 단계에서부터 상품생산 및 공정개선에 필요한 기술을 명확히 하고 시

장 판매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보다 구체적으로 구성하여 과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판로개척, 마케팅, 연구개발 등을 위해 추가 

기술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성공적인 사업화를 위한 추가적인 연구개

발 및 사업화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3. 성과 결정요인 분석14

3.1. 분석 개요

  한정된 연구자원을 여러 분야에 배분하는 과정에서 투자 효율성 제고가 

요구됨에 따라 어떠한 특성을 가진 과제가 어떤 성과를 촉진하는지에 관한 

결정요인 분석이 중요하다. 

14 본 절의 내용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위탁연구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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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분석에 대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의 연구가 미흡한 것은 정

책적 문제와 함께 자료 이용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15 이러한 자료의 

한계로 기존 연구들은 어느 특정기간에 발생한 성과만을 분석하였기 때문

에 투자 연구비와 투입인력 등의 주요변수를 제외하고는 과제의 특성을 보

여줄 수 있는 미시자료(micro data)를 이용하지 못하여 뚜렷한 성과요인을 

도출하지 못하였다. 또한 연구시작 시점과 관계없이 특정 기간 동안에 발생

한 성과만 분석하다 보니 발주된 연구과제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발생했는

지 파악하기 어렵고, 성과가 발생한 연구과제만으로 분석을 진행하는 표본

선택(sample selection)의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0년에 수행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연

구개발 과제의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의 성과를 추적하여 결정요인

을 분석하였다.16 추적연구를 통해 연구과제의 특성을 설명해줄 다양한 과

제특성자료(micro data)를 이용함으로써 성과발생 요인을 보다 다양한 각

도에서 면밀히 살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과제의 3년간 성과를 분석함

으로써 각 성과가 시차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연구개

발 성과의 확산과 활용을 보여줄 다분야 성과발생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결정요인 분석을 2단계로 수행하였다17. 우선 개별 

성과지표의 성과발생 결정요인을 분석한 후, 어떤 특성들이 다분야 성과에 

이르게 하는지 분석하였다.   

15 2009년에야 비로소 농림기술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

회(이하 농과위)가 출범하여 연구개발을 총괄하게 되었고, 이어서 농림수산식

품기술평가원(이하 농기평)이 설립됨으로써 기존 각 기관이 따로 관리하던 연

구개발 자료의 통합과 성과추적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최정남 2012a).
16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제공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17 기술에 보수적인 농림업의 특성상 기술의 개발뿐만 아니라 확산이 중요하다(유

승우‧장승동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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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분석방법 및 변수

  성과의 결정요인 분석방법을 설정하기 위해서 먼저 성과발생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림 3-1>의 부·청별 발생성과 현황을 보면 농식품부 과제가 

5개 성과지표 중 기타사업화를 제외한 지표에서 연구성과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  부·청별 성과 발생 황

자료: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FRIS 데이터.

  이에 반해 농진청은 기타사업화에서 100%의 달성률을 보여주어 기타사

업화에 집중되는 농진청 성과의 두드러진 특성을 알 수 있다. 사업화지표

는 5개 세부항목 즉 ① 연구책임자 창업, ② 기술이전에 의한 창업, ③ 창

업지원, ④ 기존업체에서 상품화, ⑤ 기타 기술이전으로 구분되는데 ①～

④는 창업 및 상품화관련 사항(이하 ‘창업사업화’)이고 ⑤ 기타 기술이전

(이하 ‘기타사업화’)은 영농기술의 농가보급, 품종출원(등록) 등의 실적이 

산정되어 있다. 농촌진흥청은 연구개발과 함께 농산업현장에 대한 기술보

급 및 교육을 주된 사업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농촌진흥청의 기타사업화 성

과가 매우 높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표 3-17>은 종속변수인 각 성과지표의 분포를 보여준다. 전체 과제 중 

SCI 또는 특허가 발생한 과제비중은 각각 34%이고 기술이전 발생과제는 

10%, 창업사업화 발생과제는 4%이므로 기술이전과 창업사업화의 성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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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률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전체 과제가 아니라 성과가 발생한 과제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평균값은 과제당 2~3건, 최대값은 기타사업화 104건, 기

술이전 157건으로 과제당 해당 성과발생 건수가 상이하며 왼쪽으로 치우

친 분포를 갖는다. 

  이와 같이 종속변수가 정수이며 발생이 희박한 경우 포아송 회귀분석을 

이용하기도 하나 본 자료와 같이 분산이 평균에 비해 큰 과분산일 때 평균

과 분산의 균등성을 전제로 한 포아송 회귀분석을 이용하면 모형의 설명력

과 변수의 신뢰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Gujarati 2011), 개별 성과지표 결정요인 분석에서는 음이항 모형

(negative-binomial regression)을 통해 분석한다.

표 3-17.  성과지표의 분포특성

과제기 체 과제 기 성과발생 과제 기

구분　 발생과제율 mean std max mean median

sci 합 34% 0.94 2.58 46 2.79 2

특허 합 34% 0.85 1.98 30 2.49 2

기술이  합 10% 0.39 3.92 157 3.8 1

창업사업화 합 4% 0.07 0.50 11 2.04 1

기타사업화 합 71% 2.26 3.75 104 3.18 2

주: 농식품부의 기타사업화 발생률은 지극히 낮고 전체 과제의 71%를 차지하는 농진청 

과제 모두에서 기타사업화가 발생하였으므로 기타사업화 발생률은 71%임.

  음이항 모형의 회귀계수는 식 (1)과 같이 설명변수 한 단위가 추가될 때

(x0→x0+1)의 로그값의 차이로 2010~2012년 연도별 발생성과의 IRR을 통

해 결정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함과 동시에 각 성과의 발생 시

기를 살펴보도록 한다.

        (1)      log   log 
log   log   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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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다분야 성과발생의 결정요인 분석방법에 대해서 설명한다. 농

림연구는 한 분야에서만 성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한 과제로부터 논문, 

특허, 기술이전, 사업화 등 다양한 형태로 성과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광우

병 방지 유전기술은 논문게재, 특허출원 후 업체로의 기술이전 및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한 과제당 여러 분야에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 

  <표 3-18>은 성과들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성과지표 간 상관관

계를 분석한 것이다. 논문과 특허의 상관성이 다소 높으나 그 외의 지표들 

간 상관성은 낮아 각 성과지표로서의 특성이 차별화된다고 할 수 있다. 그

러나 기타사업화는 다른 성과지표들과 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타사업화의 경우 다른 성과들과 성격이 다른데다 농식품부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으면서 농진청 모든 과제에서는 100% 발생하는 특이성

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기타사업화를 제외한 성과 영역에서의 다분야 성

과발생의 결정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농림연구개발 성과 발생 및 확산과 관

련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표 3-18.  성과지표 간 상 계

　 SCI 특허 기술이 창업사업화 기타사업화

SCI 1 　 　 　 　

특허 0.3733 1

기술이 0.0173 0.0194 1

창업사업화 0.0632 0.1308 0.0003 1

기타사업화 -0.0517 -0.0587 0.029 -0.0693 1

  

  <그림 3-2>는 기관별로 여러 영역의 성과가 발생한 과제의 구성비를 보

여준다. 0은 기타사업화를 제외한 4개 영역에서 성과가 발생하지 않은 과

제를, 나머지 1, 2, 3, 4는 한 과제가 4개 성과영역 중 몇 개의 영역에서 성

과가 발생했는지를 나타낸다. 

 



56  농업 R&D 투자 및 성과 분석

그림 3-2.  기타사업화를 제외한 다분야 성과발생 구성비

주: 성과가 0이라는 것은 2010년부터 2012년 3년 동안 NTIS에서 제공하는 성과(SCI, 특허, 

기술이전, 사업화)가 발생하지 않음을 의미하므로 성과가 전무함을 나타내는 것은 아

님. 2012년 후에 성과가 발생했을 수도 있고 SCI 논문이 아닌 일반논문이나 학술대회, 

교육, 홍보 등 NTIS가 제공하지 않는 다른 성과가 존재할 수 있음. 

  이 분석의 종속변수는 기타사업화를 제외한 4개 성과분야에서 발생한 

분야 수를 의미하므로 개별 성과에서의 발생건수와 상관없이 어느 영역에

서도 성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0의 값을 갖고, 4개 항목 모두에서 성

과가 발생한 경우는 4의 값을 갖는다. 정수인 종속변수의 분포가 0~4로 넓

지 않고 0이 다수인데다 평균과 분산이 비슷한 특성을 고려하여 포아송 회

귀(poisson regression)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포아송 회귀분석의 계수는 식(2)와 같이 지수의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계수에 로그를 취한 IRR(Incidence Rate Ratio)을 통해 변수의 영향력을 탄

력성 개념으로 변환함으로써 해석이 용이해진다(Gujarati 2011). 따라서 

IRR 변환을 통해 각 변수의 영향력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한다.

      (2)          

   exp        exp
  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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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분석은 2010년에 수행된 농림연구과제의 성과를 3년간 추적하는 것이 

특징이므로 변수설정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2010년에 시작해 3년간 계속

되는 과제의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3년간 성과를 분석한다고 할 때 투

입물인 연구비와 인력은 평균하여 과제 규모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결

과물은 3년간의 성과를 합산함으로써 2010년 수행한 과제의 2010~2012년 

발생 성과를 추적하도록 설계하였다.18  

  <표 3-19>는 종속변수의 기초통계량을 보여준다. 결정요인 분석이 개별 

성과지표19에 대한 것과 다분야 성과발생에 대한 것, 두 부분으로 이루어

지므로 종속변수도 두 종류로 구분된다. 우선 개별 성과지표에 대한 결정

요인 분석에 이용되는 종속변수는 SCI20, 특허21, 기술이전(기술료), 창업사

업화, 기타사업화의 각 연도 발생성과 건수와 3년간 발생한 성과 건수의 

총합이다. 기초통계량을 보면 평균값은 매우 낮으나 최대값은 매우 크고 

다양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부 과제에서 성과가 발생하나, 성과가 발생한 

과제의 성과 건수 분포는 매우 상이함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 다분야 성과발생에 대한 분석의 종속변수는 기타사업화를 제

외한 발생 성과분야의 수로 설정하였다. 각 지표의 성과발생 더미의 합이

므로 영역별 발생건수와 상관없이 0~4의 값을 갖는다. 

18 계속과제의 경우, 농식품부의 과제처리 시스템이 2011년까지는 연도가 바뀌어도 

같은 과제번호를 유지하는 대과제 기준이었으나, 2012년부터는 같은 대과제라도 

연도가 바뀌면 새로운 과제번호가 부여되는 세부과제 기준으로 변경되었음. 따라

서 2012년 이후 동일 과제 추적이 어려워 2012년 자료를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본고의 투입자료는 부득이 2010년과 2011년의 자료만을 평균하였다.
19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제공 성과자료 중 기술료는 감면율이 높아 금액

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사업화 시 발생하는 매출액도 농림기업의 영세성으로 

연구개발의 가치가 적절히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성과지표는 일률적

으로 발생건수를 기준으로 산출되었다.
20 NTIS는 SCI 논문만을 조사검증 대상으로 하고 비SCI 논문은 공식통계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서 논문은 SCI 논문에 한정한다. 
21 특허는 출원 이후 등록까지 통상 2년의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

에서는 특허 출원 건수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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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종속 변수　 　 성격 obs mean std. min max

분석1 sci　 sci_10 정수 2190 0.4228  1.4039 0 32

　 sci_11 정수 2190 0.3123 1.1107 0 16

　 sci_12 정수 2190 0.2059 1.0098 0 18

　 　　 sci 합 정수 2190 0.9411 2.5834 0 46

　 특허　 pa_10 정수 2190 0.3411  1.0048 0 12

　 pa_11 정수 2190 0.3283 1.3174 0 25

　 pa_12 정수 2190 0.1790 0.6656 0 11

　 　　 pa 합 정수 2190 0.8484 1.9777 0 30

　 기술이 　 tec_10 정수 2190 0.1594 1.4630 0 43

　 tec_11 정수 2190 0.1648 2.8690 0 130

　 tec_12 정수 2190 0.0635 0.6512 0 25

　 　 tec 합 정수 2190 0.3877 3.9239 0 157

　 창업사업화 bus_10 정수 2190 0.0411  0.3966 0 10

　 bus_11 정수 2190 0.0306 0.2643 0 6

　 bus_12 정수 2190 0.0009 0.0302 0 1

　 　 bus_t 정수 2190 0.0726 0.5019 0 11

　 기타사업화 etc_10 정수 2190 0.4685  1.9181 0 38

　 etc_11 정수 2190 0.7265 2.8104 0 103

　 etc_12 정수 2190 1.0662 0.8069 0 2

　 etc 합 정수 2190 2.2612 3.7488 0 104

분석2 성과분야수 out4 정수 2190 0.8150 0.8921 0 4

표 3-19.  종속변수의 기  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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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20>은 설명변수의 기초통계량이다. 8개 영역의 설명변수는 과제

일반 특성, 종료더미, 연구개발단계, 연구수행주체, 참여기관, 연구비, 연구

인력, 7대 산업구분으로 구성된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연구과제의 투입물

(연구비와 투입인력)은 2010년과 2011년 자료를 평균하였다.   

  농진청이 관리하는 과제가 전체 건수의 71%로 농식품부보다 많다. 

‘2010년 이전’22 변수는 과제가 2010년 이전에 시작되어 2010년까지 지속

된 연수를 의미하며 이 값이 0인 경우 2010년에 신규로 시작된 과제를 의

미한다. 평균값이 1.15년으로 2008~2009년에 시작된 연구과제가 많다.

  연구성과는 연구종료년에 가장 많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연구종료년 변

수는 매우 중요한 과제특성이다. 연구종료 이후 성과발생의 시차를 분석하

기 위하여 각 연도별 종료더미를 설정하였다. 2010년에 수행된 과제 중 

2011년 종료과제는 33%, 2012년 종료과제가 21%, 2013년 이후 종료과제

는 38%이므로 2010년 현재 진행되는 과제 중 2013년 이후에도 계속되는 

과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연구개발 단계를 보면 기초연구 28%, 응용연구 33%, 개발연구가 35%로 

기초연구의 비중이 조금 낮으나 단계별로 고르게 분포함을 알 수 있다. ‘실

용화여부’는 연구과제 등록 당시 해당 과제에 대한 담당자의 실용화 여부

에 대한 판단을 나타내는 것으로 전체 과제의 35%가 연구개발 후 실용화

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 과제들이다.

  연구수행 주체의 경우 국공립연구원의 과제 주체 수행률이 54%이며 그 다

음으로 대학 28%, 중소기업 7%, 출연연 5% 대기업 1%인 것으로 나타났다. 

22 과제당 총연구기간은 평균 41개월, 중앙값 36개월로 과제의 평균 연구기간이 3년

으로 분석되었으나 2010년 이전 연구계속 기간과 총연구기간과의 상관성이 높

아 총연구기간은 과제특성변수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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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0.  설명변수의 기 통계

구분 변수명 　 문명 성격 obs mean std. min max

과제 농진청 bru 더미 2190 0.705 0.456 0 1

일반　 2010년 이 bef2010 정수(년) 2190 1.149 1.890 0 48

종료년 2011년 fini_11 더미 2190 0.326 0.469 0 1

(2010) 2012년 fini_12 더미 2190 0.211 0.408 0 1

2013년 이후 fini_13 더미 2190 0.381 0.486 0 1

연구 응용 step2 더미 2190 0.327 0.469 0 1

개발 개발 step3 더미 2190 0.350 0.477 0 1

단계 기타 step4 더미 2190 0.043 0.204 0 1

(기 ) 실용화 여부 practical 더미 2190 0.348 0.476 0 1

연구 출연연 agent2 더미 2190 0.045 0.207 0 1

수행 학 agent3 더미 2190 0.278 0.448 0 1

주체 기업 agent4 더미 2190 0.013 0.112 0 1

(국공립) 소기업 agent5 더미 2190 0.077 0.267 0 1

정부부처 agent6 더미 2190 0.023 0.149 0 1

　 기타 agent7 더미 2190 0.023 0.149 0 1

참여 기업 company 더미 2190 0.279 0.449 0 1

기 학 uni 더미 2190 0.483 0.500 0 1

국공립/출연연 public 더미 2190 0.299 0.458 0 1

외국 foreign 더미 2190 0.017 0.131 0 1

　 기타 part_etc 더미 2190 0.161 0.367 0 1

연구비 총연구비 exp_total 연속(백만) 2190 185.9 262.1 3 6,093 

　 매칭투자 matching 더미 2190 0.233 0.423 0 1

인력 박사 phd 연속(명) 2190 9.294 17.84 0 509.5

석사 master 연속(명) 2190 2.422 3.478 0 37

학사 이하 bat 연속(명) 2190 3.476 8.522 0 134

7 20 생산시스템 ind1 더미 2190 0.095 0.293 0 1

(기타) 자원환경생태 ind2 더미 2190 0.083 0.276 0 1

생산가공 ind3 더미 2190 0.124 0.330 0 1

유통식품 ind4 더미 2190 0.094 0.291 0 1

바이오 ind5 더미 2190 0.053 0.224 0 1

IBT 융합 ind6 더미 2190 0.016 0.125 0 1

　 문화 ind7 더미 2190 0.007 0.085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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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수행 주체는 국공립연구원이 과반수를 차지하나 참여기관을 보면 

대학이 참여한 과제가 거의 50%에 달하고, 국공립/출연연 참여율은 30%, 

기업의 참여율도 28%로 나타났다. 외국의 참여는 2% 미만이다. 연구 참여

기관은 부·청별로 차이가 큰데 <표 3-21>를 보면, 농식품부는 전체 과제의 

63%에 기업이 참여하고 69%의 과제에 대학이 참여하는 데 반해 농진청은 

전체 과제의 17%에 기업이 참여하고 40% 과제에 대학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1.  부·청별 과제 참여기  비율

  연구비는 연평균 1억 8,600만 원이며, 연구비 중 일부를 기업이나 대학, 

지방정부 등이 매칭투자한 과제 비중은 23%로 나타났다.

  투입인력의 경우 박사는 평균 9.3명, 석사는 2.4명, 학사 이하는 3.5명으

로 나타났다. 부·청별로 평균 투입인력을 분석하면 농림부의 평균 투입인

원은 박사 4.6명, 석사 3.9명, 학사 9.7명인 데 반해, 농진청의 경우 박사 

11.3명, 석사 1.8명, 학사 0.9명으로 나타나 농진청의 경우 박사의 투입은 

많고 석사나 학사의 투입은 적은 데 반해 농식품부는 학사 이하의 인력투

입이 박사나 석사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과제를 7대 연관산업으로 분류할 경우 55%의 과제가 기타에 해당

하며 바이오, IBT, 문화 산업을 제외한 4개 산업이 각 10% 내외의 비중을 

차지한다.

　 기업 참여 학 참여
국공립/

출연연 참여
외국 참여 기타 참여

농식품부 63% 69% 32% 2% 27%

농진청 14% 40% 29%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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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성과지표별 결정요인 분석결과 

3.3.1. NBR 모형의 회귀계수 분석결과

  <표 3-22>는 회귀분석 결과, 변수들이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준다. 농식품부가 농진청에 비해 SCI 논문이 많은 반면, 농진청은 기타

사업화에 강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이전에 과제가 계속된 기간

이 길수록 논문과 기술이전은 증가하는 데 반해, 특허는 오히려 감소한다. 

  연구단계로 볼 때 논문과 특허는 기초단계에서 많이 발생하는 반면, 창

업사업화와 기타사업화는 응용, 개발, 기타 단계에서 발생건수가 증가하며 

기술이전은 개발 단계에서 발생건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연구개발 단계마다 성과를 측정하는데 적합한 성과지표가 다름을 의미한

다. 실용화여부는 논문과 특허, 기타사업화에는 (-)의 영향을, 창업사업화에

는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결과가 창업이나 상품개발로 

이어지는 창업사업화는 연구시작 단계에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

  국공립 대비 출연연이나 대학이 수행주체를 맡는 경우 논문이 증가하는 반

면 기업이나 정부부처인 경우에는 줄어든다. 특허는 출연연과 대학이 주체일 

경우 유의하게 증가하며, 기술이전은 국공립이 수행주체인 경우 성과가 늘어

난다. 또한 대학과 외국기관이 참여하면 논문이 많아지고, 국공립/출연연이 

참여한 경우 논문은 감소하고 기술이전 성과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수행

주체나 참여기관의 특성에 따라 발생하는 성과에 차이가 나타난다.

  총연구비가 늘어날수록 창업사업화를 제외한 모든 성과가 늘어나지만 

매칭투자는 창업사업화 성과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을 

통한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 제고가 중요해지고 있으므

로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기관의 참여와 투자가 연구개발의 경제적 효과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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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  각 성과의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Coefficient

구분 변수명 SCI 특허 기술이 창업사업 기타사업

과제 농진청 -0.516 　 　 　 4.351 

일반　 2010년 이  계속 0.077 -0.077* 0.258* 　 　

종료년 2011년 종료 0.348* 0.913 　 　 　

(2010) 2012년 종료 0.880 1.335 1.125 2.407 

　 2012년 이후 종료 0.853 1.267 1.069 　 0.346 

연구 응용 -0.338 -0.325 -0.448* 1.634 0.128 

개발 개발 -0.452 0.482* 1.323 0.181 

단계 기타 -0.600 -0.804 -1.992 1.926 

(기 )　 실용화 여부 -0.524 -0.321 　 1.628 -0.198 

연구 출연연 0.396* 0.883 -2.418 　 -0.574 

수행 학 0.620 0.441 -2.086 -0.383 

주체 기업 -1.590 -4.183 -1.334* 

(국공립) 소기업 -0.606 -1.904 

정부부처 -1.140 

　 기타 -0.743* 　 -3.531 　 　

참여 기업 　 　 　 　 　

기 학 0.405 

국공립/출연연 -0.183* 0.753 

외국 0.672 

　 기타 　 　 　 　 0.161 

연구비 총연구비 0.001 0.001 0.004 　 0.000 

　 매칭투자 　 　 　 2.139 　

인력 박사 -0.009* -0.011 -0.058 　 -0.004 

　 석사 0.042 0.025* 　 　 0.037 

7 20 생산시스템 　 　 　 　 　

(기타) 자원환경생태 -1.317* 0.211 

생산가공 -0.389 -2.417 0.259 

유통식품 -1.207 0.323 

바이오 -1.039* 

IBT 융합 -2.474 

문화 　 　 　 　 0.376* 

상수항　 -0.774 -1.316 -2.227 -7.584 -3.414 

　R2 0.075 0.051 0.067 0.225 0.240 

주: 표시된 계수는 5% 유의수준에서 의미있는 변수임(*표: 10% 유의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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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NBR모형의 IRR(Incidence Rate Ratio) 분석결과

  5% 유의수준에서 SCI 결정요인의 IRR을 살펴보면 <표 3-23>과 같다. 농진

청 과제는 농식품부 대비 SCI 논문 성과가 40% 낮고, 2010년 이전에 과제가 

계속된 기간이 길어질수록 3년간 게재된 SCI 총편수는 약 1%씩 증가한다.

  2010년 현재 진행 중인 과제 중 2010년 당해년의 논문성과를 보면 2011

년 종료과제는 2010년 당해년 종료과제의 1.9배, 2012년 종료과제는 4.1배, 

2013년 이후 종료과제는 3.3배가 높아 논문 성과는 연구초기에도 많이 발

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논문은 기초단계의 연구에서 발생하는 성과로, 총논문 편수에서 응용단

계연구는 70%, 개발단계연구는 54%, 기타단계연구는 기초단계연구의 55% 

수준에 그침을 알 수 있다. 연구기획 시 실용화가 예상되는 연구과제는 그

렇지 않는 과제에 비해 논문 수가 45% 낮아 논문은 기초적이며 학문적인 

과제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출연연과 대학이 연구수행주체인 경우 국공립연구소 대비 논문 수가 각각 

1.5배, 1.9배 많다. 그러나 대기업은 국공립연구소의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

타나 수행주체에 따라 목적하는 연구 성과에 있어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대학이 참여한 과제는 논문 성과가 1.5배 높고 외국이 참여한 연구는  

그렇지 않은 과제에 비해 논문 편수가 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은 

연구 초기부터 발생하는 성과로 2010년 당해년에 발생한 논문 건수에 대

해서도 대학 참여 과제는 그렇지 않은 과제에 비해 1.3배, 외국 참여 과제

는 2.5배 높게 나타났다.

  특허 성과는 부·청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24>. 논문

과 마찬가지로 특허도 연구초기부터 성과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2010년 이전에 과제 계속 연수가 길어질수록 3개년 특허성과의 합이 다

소 감소하고 2011년과 2012년에 발생한 특허 성과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종

료년 기준으로 볼 때에도 2012년 종료과제의 2010년 특허성과가 2010년 당

해년 종료과제에 비해 4.2배 이상 높다는 것은 이와 같은 사실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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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  SCI 논문의 IRR

　 　 SCI_10 SCI_11 SCI_12 SCI 합

과제 농진청 　 0.522 0.152 0.597 

일반 2010년 이  계속 1.323 　 0.773 1.080 

종료년 2011년 종료 1.885 2.898 1.417 

(2010) 2012년 종료 4.105 2.803 2.410 

2013년 이후 3.287 3.356 2.348 

연구 응용 0.559 　 　 0.713 

개발 개발 0.615 0.632 0.636 

단계 기타 0.376 0.549 

(기 ) 실용화 여부 0.333 0.587 　 0.592 

연구 출연연 　 　 　 1.486 

수행 학 1.792 1.629 1.859 

주체 기업 0.142 0.157 0.204 

(국공립) 소기업 0.464 0.498 0.243 0.546 

정부부처 0.016 0.320 

　 기타 　 　 0.318 0.476 

참여 기업 　 　 　 　

기 학 1.301 1.508 2.150 1.499 

국공립/출연연 0.727 0.833 

외국 2.463 1.958 

　 기타 　 　 　 　

연구비 총연구비 1.001 1.001 1.002 1.001 

　 매칭펀드 　 　 　 　

인력 박사 0.988 　 　 0.991 

석사 1.046 　 1.051 1.043 

7 20 생산시스템 　 　 　 0.960 

(기타) 자원환경생태 0.975 

생산가공 0.485 0.872 

유통식품 1.950 1.086 

바이오 1.811 1.321 

IBT 융합 2.123 2.383 1.657 

　 문화 　 　 　 1.053 

상수항 　 0.119 0.267 0.066 0.461 

주: 표시된 계수는 5% 유의수준에서 의미있는 변수임(*표: 10% 유의수준). 

첫 번째 열의 (    ) 안은 더미변수의 기준이 되는 종속변수 특성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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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는 논문과 같이 기초단계 과제에서의 성과발생이 높은 지표로 3개

년 특허 총합을 볼 때 응용단계는 기초단계에 비해 특허 건수가 28% 낮고 

기타단계는 55% 낮아진다. 이와 같이 특허는 일반적으로 기초단계의 연구 

분야에서 연구 초기부터 발생하는 특징이 있으나 2012년에 발생한 성과를 

보면, 응용과 개발 단계의 특허 성과가 기초 단계보다 각각 1.4배, 1.8배 이

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응용 및 개발 단계 과제의 특허 발생 시

차는 기초 단계보다 다소 긴 것으로 생각된다. 실용화가 예상된 과제의 성

과가 그렇지 않은 과제에서의 성과보다 27% 낮은 것으로 나타나 실용화 

판단 여부가 특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출연연이 연구수행 주체를 맡은 과제는 국공립연구소 주체 과제에 비해 

총특허 수가 2.4배 많고 대학이 주체인 경우에는 특허 수가 국공립연구소 

대비 1.6배 증가해 출연연과 대학이 주체를 맡을 때 특허 성과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총연구비가 증가할수록 특허건수가 증가하고, 박사인력 투입이 많을수

록 성과가 감소하며 석사인력이 성과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른 성과

들과 같은 양상이다. 

  <표 3-25>의 기술이전의 IRR을 보면 2010년 이전에 과제 계속년수가 

길어질수록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발생한 기술이전의 총건수가 30% 증

가하는 것으로 보아 발생시차가 다소 긴 것으로 판단된다. 2012년 종료과

제와 2013년 이후 종료과제인 경우 3년간 기술이전 총건수가 2010년 종료

과제에 비해 약 3배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기술이전은 과제 수행 기간이 

길수록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개발단계를 기준으로 기타 단계의 연구는 기초 단계의 14% 수준으

로 특히 발생률이 낮고, 다음으로 응용, 기초, 개발 단계의 순으로 기술이

전 건수가 발생하므로 기술이전은 개발 단계의 연구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는 논문과 특허가 기초 단계 연구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

과 대비된다. 또한 기타 단계의 발생건수가 확연히 낮은 것으로 보아 기술

이전 성과가 발생하는 과제는 과제 단계를 확정하기 모호한 분야가 아니라 

개발연구임이 확실한 목적 지향적 연구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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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4.  특허의 IRR

　 　 pa_10 pa_11 pa_12 pa_합계

과제 농진청 　 0.503 0.512 　

일반 2010년 이  계속 1.108 0.829 0.535 0.926*

종료년 2011년 종료 2.273  1.855* 6.244 2.492 

(2010) 2012년 종료 4.182 2.456 6.679 3.801 

2013년 이후 2.751 3.738 5.598 3.550 

연구 응용 0.603  0.728* 1.414* 0.723 

개발 개발 1.783 

단계 기타 0.368 0.391 　 0.447 

(기 ) 실용화 여부 0.534  　 　 0.725 

연구 출연연 　 3.947 　 2.417 

수행 학 1.545 1.620 1.555 

주체 기업  

(국공립) 소기업 0.482 

정부부처 0.193 

　 기타 　 2.838 　 　

참여 기업 　 　 　 　

기 학 

국공립/출연연 1.357* 

외국 2.680* 

　 기타 0.646 　  　

연구비 총연구비 　 　 1.001 1.001 

　 매칭펀드 1.660* 　 　 　

인력 박사 0.986*  　 　 0.989 

석사 　 　 　 1.025*

7 20 생산시스템 1.590  　 　 　

(기타) 자원환경생태

생산가공 0.520 0.678 

유통식품

바이오

IBT 융합 2.220* 

　 문화 　 　 　 　

상수항 　 0.076  0.189 0.027 0.268 

주: 표시된 계수는 5% 유의수준에서 의미있는 변수임(*표: 10% 유의수준).

첫 번째 열의 (    ) 안은 더미변수의 기준이 되는 종속변수 특성을 의미함.



68  농업 R&D 투자 및 성과 분석

표 3-25.  기술이 의 IRR

　 　 tec_10 tec_11 tec_12 tec_t

과제 농진청 　 　 0.172 　

일반 2010년 이  계속 　 　 　 1.295* 

종료년 2011년 종료 　 　 　 　

(2010) 2012년 종료 3.080 

2013년 이후 　  4.472* 　 2.912 

연구 응용 0.402  　  2.153* 0.639 

개발 개발 2.340 2.557 1.620 

단계 기타 0.030 　 　 0.136 

(기 ) 실용화 여부 　 2.869 　 　

연구 출연연 　 0.084 0.035 0.089 

수행 학 0.191 0.053 0.142 0.124 

주체 기업  0.047* 0.005 0.015 

(국공립) 소기업 0.076 0.140 0.149 

정부부처

　 기타 　 0.033 0.040 0.029 

참여 기업 　 　 　 　

기 학 

국공립/출연연 2.337 2.275 2.538 2.124 

외국 

　 기타 　 　 　 　

연구비 총연구비 1.004  1.004 1.002 1.004 

　 매칭펀드 　 　 　 　

인력 박사 　 0.914 0.931 0.944 

석사 　 　 　 　

7 20 생산시스템 　 　 　 　

(기타) 자원환경생태 0.175 

생산가공 2.975 

유통식품  2.802* 

바이오

IBT 융합

　 문화 　 　 　 　

상수항 　 0.027  0.013 0.018 0.108 

주: 표시된 계수는 5% 유의수준에서 의미있는 변수임(*표: 10% 유의수준).

첫 번째 열의 (    ) 안은 더미변수의 기준이 되는 종속변수 특성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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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이전에서는 국공립연구소 주체 과제의 성과가 탁월한데 이는 기술

이전을 통한 사업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설립‧운영 

등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참여기관 기준으로도 국공립/출연

연 참여 과제의 성과가 그렇지 않는 과제에 비해 2배 이상 높다는 사실은 

이를 확인한다.   

  창업사업화는 발생건수가 가장 낮은 성과지표이며 총 159건 발생건수 

중 143건이 농식품부 관리 과제에서 발생하였다.23

  <표 3-26>은 창업사업화 건수에 대한 결정요인들의 IRR을 정리한 것이

다. 창업사업화는 응용, 개발, 기타 단계에서의 성과발생이 높았는데 응용

은 기초의 5.1배, 개발은 기초의 3.8배, 기타는 기초의 6.9배에 해당하는 성

과증가가 있다. 실용화가 예상되는 경우 그렇지 않는 경우에 비해 성과가 

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칭투자인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8.5

배의 성과 증가 효과가 있어 기업 등의 참여가 중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창업사업화 대부분이 농식품부 관리과제에서 발생하는 것과는 대조적으

로 기타사업화는 모든 농진청 과제에서 발생할 뿐만 아니라 3년간 건수도 

4,952건으로 매우 많다.24 

  <표3-27>은 기타사업화의 IRR을 나타낸다. 2010년 이전의 과제 계속년

수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2010년 발생한 기타사업화 성과에서 

2011년 및 2012년 종료과제가 2010년 종료과제에 비해 성과가 약 50%밖

에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타사업화는 과제 후반기에 성과가 많이 발생

함을 의미한다. 또한 2013년 이후 종료과제가 2010년 종료 과제에 비해 성

과가 1.4배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듯 과제기간이 길어질수록 성과가 많아지

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3 2010년 수행한 과제에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발생한 창업사업화 159건 중 

2건만이 2012년에 발생하여 본 연구에서는 2010년, 2011년의 성과와 성과 합

만을 분석하였다.
24 농식품부 과제의 2012년 기타사업화 발생건수가 없으므로 2010년과 2011년에 

발생한 성과와 기타사업화 합계만 분석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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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6.  창업사업화의 IRR

　 　 bus_10 bus_11 bus_t

과제 농진청 　 　 　

일반 2010년 이  계속 　 　 　

종료년 2011년 종료 　 　 　

(2010) 2012년 종료 11.106 

2013년 이후 　 　 　

연구 응용  6.084*  9.699 5.125 

개발 개발 3.755 

단계 기타  25.411* 　 6.865 

(기 ) 실용화 여부 　 1.902 5.094 

연구 출연연 　 　 　

수행 학

주체 기업

(국공립) 소기업

정부부처

　 기타 　  0.106* 　

참여 기업 　 　 　

기 학  0.298*  2.615* 

국공립/출연연

외국 

　 기타 　 3.295 　

연구비 총연구비 　 　 　

　 매칭투자 24.315 8.331 8.487 

인력 박사 　 　 　

석사 　 　 　

7 20 생산시스템 　 　 　

(기타) 자원환경생태  0.268* 

생산가공 0.183 0.089 

유통식품  0.217*  0.218* 0.299 

바이오  0.354* 

IBT 융합 0.084 

　 문화 　 　 　

상수항 　 0.000  　 0.001 

주: 표시된 계수는 5% 유의수준에서 의미있는 변수임(*표: 10% 유의수준).

첫 번째 열의 (    ) 안은 더미변수의 기준이 되는 종속변수 특성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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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7.  기타사업화의 IRR

　 　 etc_10 etc_11 etc_t

과제 농진청 61.116  55.661 77.554 

일반 2010년 이  계속 　 　 　

종료년 2011년 종료 0.427  　 　

(2010) 2012년 종료 0.535 

2013년 이후 　 2.111 1.414 

연구 응용 　 1.710 1.137 

개발 개발 1.634 1.198 

단계 기타 0.340 　 　

(기 ) 실용화 여부 　 0.467 0.820 

연구 출연연 0.340  0.172 0.564 

수행 학 0.525 0.501 0.682 

주체 기업  0.263* 

(국공립) 소기업

정부부처 0.387 

　 기타 　 　 　

참여 기업 　 　 　

기 학 

국공립/출연연

외국 0.235 

　 기타 1.925 　 1.174 

연구비 총연구비 0.999  　 1.000 

　 매칭투자 2.391 　 　

인력 박사 　 0.987 0.996 

석사 　 1.133 1.038 

7 20 생산시스템 　 　 　

(기타) 자원환경생태 1.234 

생산가공 1.499 1.295 

유통식품 2.755 1.382 

바이오

IBT 융합

　 문화 　  2.559*  1.456* 

상수항 　 0.015  0.009 0.033 

주: 표시된 계수는 5% 유의수준에서 의미있는 변수임(*표: 10% 유의수준).

첫 번째 열의 (    ) 안은 더미변수의 기준이 되는 종속변수 특성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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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 단계상으로는 기초에 비해 응용과 개발 단계에서 약간 높은 성

과를 보이나 실용화가 예상되는 연구과제에서 오히려 성과가 18% 저하되

는 것으로 나타나 실용화 변수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 창업사업화와 구분된

다. 농업 현장에 대한 기술지도 사업을 수행하고 품종개발 연구를 다수 수

행하는 국공립기관이 주체인 경우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관 산업별로는 자원환경생태, 생산가공, 유통식품, 문화 산업에서 기타

사업화 건수가 증가하며 이 중 유통식품 산업은 전체 분류 중 50% 이상을 

차지하는 기타에 비해 성과가 38% 증가하고, 문화 산업은 46%가 증가해 

두 산업군이 기타사업화 성과를 증가시키는 주요 산업으로 보인다.

3.4. 다분야 성과발생의 결정요인 분석결과 

   <표 3-28>은 포아송 회귀(poisson regression)를 이용한 다분야 성과발

생 결정요인 분석의 결과를 보여준다. 모델 1에서 우선 (-)의 영향을 미치

는 변수를 살펴보면, 농식품부 관리과제는 다분야 성과발생이 늘어나고 기

초연구 대비 응용과 기타 단계에서 성과발생 영역의 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용화가 예상되는 과제와 대기업 및 정부부처가 수행주체

를 맡는 과제, 생산가공 산업에서의 성과분야 수가 낮아진다.

  (+)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2010년 종료과제 대비 2011년, 2012년 및 

그 이후 종료과제의 경우 모두 성과분야 수가 늘어나 기간이 길어질수록 

성과 수가 늘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국공립연구원 대비 출연연이 수행주

체를 맡는 과제와 국공립/출연연과 외국이 참여하는 과제의 성과가 다양해

질 수 있고 연구비 총액이 많을수록, 매칭투자가 있고 유통식품 산업인 경

우 성과분야 수가 많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모델 2는 매칭투자의 효과를 더 자세히 알 수 있다. 정부 이외에 기업 

등이 정부 연구개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비율의 연구비를 부담한

다. 따라서 모델 1은 매칭투자 여부를 더미 변수로 하여 분석하였고 모델 

2는 기관별 연구 투자금을 독립변수로 하여 분석한 것이다. 모델 2에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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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투자금의 효과를 보면 대기업의 연구 투자금이 많아질수록 성과가 증

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요 과제특성 변수들의 발생비(IRR)를 살펴보면, 농진청 관리과제인 경

우 농림부 과제인 경우에 비해 성과분야 수가 약 30% 낮아 농진청 관리과

제에 비해 농식품부 관리 관제가 SCI 논문, 특허, 기술이전, 창업사업화 등

에서 다양한 성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5

  연구종료년을 기준으로 볼 때 2011년 종료과제는 2010년 종료과제에 비

해 1.7배, 2012년 및 그 이후 종료과제는 2.2배 이상의 증가 효과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나 기간이 길어질수록 다분야 성과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용 단계의 연구는 기초 단계에 비해 다분야 성과 수가 11% 낮아지고 

기타 단계의 연구는 기초 단계에 비해 40%가 낮아지는데 이는 기초 단계

에서 다른 성과지표에 비해 건수가 많은 SCI 논문과 특허의 성과가 많이 

발생하며 이러한 성과가 기술이전이나 창업사업화 등으로 연결되는 경우

가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실용화 여부가 예상되고 대기업이 연구수행 주체인 과제의 다분야 성과 

수가 줄어드는 것을 보아 이런 과제들은 목적성과가 뚜렷하므로 성과분야 

수는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여러 기관이 참여하는 매칭투자가 있는 

경우 성과분야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5 농진청 관리과제에서 100% 발생한 기타사업화를 제외하고 분석한 것으로 해

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74  농업 R&D 투자 및 성과 분석

표 3-28.  다분야 성과발생 결정요인 분석결과

　 　 모델 1 모델 2

coef irr p coef irr p

과제 농진청 -0.316 0.729 0.002 -0.367 0.693 0.000 

일반 2010년 이  계속 0.015 1.016 0.325 0.018 1.018 0.246 

종료년 2011년 종료 0.510 1.665 0.000 0.516 1.675 0.000 

(2010) 2012년 종료 0.847 2.333 0.000 0.873 2.393 0.000 

2013년 이후 0.759 2.136 0.000 0.799 2.223 0.000 

연구 응용 -0.121 0.886 0.054 -0.126 0.882 0.045 

개발 개발 -0.007 0.993 0.913 -0.003 0.997 0.968 

단계 기타 -0.514 0.598 0.003 -0.555 0.574 0.001 

(기 ) 실용화 여부 -0.207 0.813 0.011 -0.128 0.880 0.093 

연구 출연연 0.102 1.108 0.385 0.236 1.266 0.036 

수행 학 0.080 1.084 0.259 0.151 1.163 0.024 

주체 기업 -0.566 0.568 0.017 -0.535 0.586 0.024 

(국공립) 소기업 -0.177 0.838 0.115 -0.094 0.910 0.380 

정부부처 -0.512 0.599 0.042 -0.518 0.595 0.038 

　 기타 -0.226 0.798 0.251 -0.245 0.783 0.208 

참여 기업 0.016 1.017 0.819 

기 학 0.081 1.084 0.151 

국공립/출연연 0.105 1.111 0.049 

외국 0.411 1.508 0.010 

　 기타 -0.099 0.906 0.170 

연구비 총연구비 0.000 1.000 0.006 0.000 1.000 0.044 

　 매칭투자 0.230 1.259 0.033 

지방정부투자 0.003 1.003 0.126 

학투자 -0.002 0.998 0.589 

기업투자 0.003 1.003 0.025 

소기업투자 0.001 1.001 0.703 

기타투자 0.002 1.002 0.329 

인력 박사 -0.004 0.996 0.107 -0.003 0.997 0.218 

석사 0.005 1.005 0.536 0.004 1.004 0.612 

7 20 생산시스템 0.101 1.106 0.246 0.122 1.130 0.163 

(기타) 자원환경생태 -0.118 0.889 0.242 -0.141 0.869 0.164 

생산가공 -0.183 0.833 0.040 -0.215 0.807 0.017 

유통식품 0.167 1.182 0.063 0.201 1.222 0.025 

바이오 0.092 1.097 0.389 0.111 1.117 0.304 

IBT 융합 0.145 1.157 0.383 0.160 1.173 0.338 

　 문화 0.221 1.247 0.417 0.213 1.237 0.433 

상수항 　 -0.716 0.489 0.000 -0.648 0.523 0.000 

주: 표시된 계수는 5% 유의수준에서 의미있는 변수임(*표: 10% 유의수준).

첫 번째 열의 (    ) 안은 더미변수의 기준이 되는 종속변수 특성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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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분석결과 요약 및 시사점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농식품부 관리과제는 SCI 논문 건수가 많고, 농

진청 관리과제는 기타사업화 실적이 탁월하다<표 3-29>. 논문과 특허는 연

구초기부터 발생하는 경향이 있으며 기타사업화는 연구가 어느 정도 진행

된 이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논문과 특허는 기초 단계 연구에서 주로 발생하고 기술이전은 개발단계, 

창업사업화는 응용‧개발‧기타 단계, 기타사업화는 응용과 개발 단계의 과

제에서 성과도출이 용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렇게 연구개발 단계에 따

라 성과의 발생건수가 크게 달라진다는 것은 연구기획 단계에서 기초연구

(논문, 특허), 개발연구(기술이전), 응용연구(창업사업화, 기타사업화) 등 그 

단계별로 목적에 맞는 성과체계가 제시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실용화 여부는 논문, 특허, 기타사업화에는 (-)의 영향을 미치고 창업사

업화에는 (+)의 영향을 미치는데, 창업사업화의 경우 실용화가 예상되는 

과제는 그렇지 않은 과제에 비해 창업사업화 성과가 5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용화란 창업이나 상품화 등의 상업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상업

화 가능성이 떨어지는 연구개발 결과는 논문, 영농 현장 보급 등의 활동으

로 이어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논문과 특허는 출연연과 대학이 연구를 주체할 때 성과가 증가하고, 기

술이전과 기타사업화는 국공립이 수행주체일 때 성과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수행주체별로 선호하는 성과형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논문의 경우 대학과 외국기관이 참여하면 성과가 높아지고, 기술이전은 

국공립/출연연이 참여하는 경우, 기타사업화는 기타 기관이 참여하면 성과

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연구비가 증가할수록 전반적으로 성과들이 증가하며, 매칭투자의 경

우 창업사업화가 8배나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창업 또는 상품화를 위해

서는 기업 등 다양한 기관의 참여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농식품부 관리과제로서 출연연이 연구주체를 수행하는 기초 단계의 연

구로서 외국이 참여하거나 매칭투자가 있는 과제가 다분야 성과발생 가능

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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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9.  주요 변수들이 각 성과지표에 미치는 효과 비교

  지금까지의 농업 R&D 성과의 결정요인 분석 결과로부터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연

구를 수행했을 때 논문, 기술이전, 기타사업화 등 전반적인 성과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나 산학연 협력 연구를 보다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기초, 

응용, 개발 등 연구개발 단계에 따라 많이 발생하는 성과가 다르므로 연구단

계에 따라 차별화된 성과지표 설정과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연구

개발이 창업 및 상품개발로 연결되는 경제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구기관의 매칭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넷째, 연구인력과 관련하여 박사

인력의 증가가 성과 증가에 있어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점은 

보다 효과적인 연구인력 투입과 구성이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다

섯째, 국공립연구기관이 주체인 경우 기술이전이 증가한다는 결과는 농업기술

실용화재단의 설립‧운영 등 기술이전을 통한 사업화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와 관련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

요가 있다. 여섯째, 출연연과 대학이 연구 수행 주체일 때 SCI 논문과 특허 성

과는 많이 발생하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성과는 낮으므로, 출연연과 대학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구분 SCI 특허 기술이 창업사업화 기타사업화

리기 농식품부 　 　 　 농진청

성과발생

시기의 특징

연구 기부터 
발생

연구 기부터 
발생

시차 김
연구종료 
시  

연구개발단계 기 기 , 개발 개발 기  외 응용, 개발

실용화 여부 (-) (-) (+) (-)

수행주체
출연연,
학

학, 출연연 국공립 국공립

참여기 학,외국
국공립,
출연연

기타

총연구비 (+) (+) (+) (-)

매칭투자 (+)

박사 (-) (-) (-) (-)

석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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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DEA를 이용한 R&D 사업 성과분석26

4.1. 분석모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림부문 R&D 사업의 성과지표에는 논문, 특허, 

기술이전, 사업화 등 다양한 지표가 있으며, 따라서 이들 지표들을 통합하

는 성과평가방법이 필요하다. 이들 성과들은 서로 유사하기도 하고 대체관

계를 형성하기도 하며, 그 측정단위나 중요도 등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든 성과를 함께 반영하는 평가지표가 필요하다. 이 경우 이 성과

들은 모두 R&D 사업의 산출물이기 때문에 다수의 산출물이 생산될 때의 

성과지표 평가법을 활용할 수가 있다.

  다수 산출물의 성과지표 평가는 산출물거리함수(output distance function)

와 같이 다수 산출물의 생산기술 특성을 스칼라(scalar) 값으로 표시할 수 

있는 함수를 추정함으로써 이루어진다(Färe 1988). 이 함수의 추정방법은 

크게 모수적 분석법과 비모수적 분석법 두 가지로 대별되는데(Kumbhakar 

and Lovell 2000),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 형태의 함수추정 없이 효율성지표

나 산출물거리함수의 값을 구하는 대표적 비모수적 분석법인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방법을 이용한다. 한편 본 연구가 사용할 수 있는 산

출물 자료들이 모두 이산변수(discrete variables)이거나 정수(integers)여서, 정

수나 이산변수일 때 적용할 수 있는 Kuosmanen et al.(2014)이 제시한 IDEA 

(integer DEA) 방법을 주로 이용한다. 

  IDEA를 통해 얻어진 각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지수가 구해지면 이 수

치가 각 사업이 가지는 특성들에 의해 어떤 영향을 받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 양측 Tobit 모형(two-limit Tobit model 혹은 doubly censored Tobit 

model)을 통해 분석한다. 분석방법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록 4>

에 제시하였다.

26 본 절의 내용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위탁연구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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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분석결과 및 시사점

  IDEA 분석에 있어 산출물은 총 4가지로 SCI 논문건수, 특허, 기술이전, 

창업사업화이다. 정책건의 등의 여타 성과지표는 연구비 관리 기관에 따라 

집계방식이 달라 산출지표에서 배제되었다. 연구사업의 투입물은 9가지로 

정부연구비, 지방정부 연구비, 대학투자, 대기업투자, 중소기업투자, 연구

비기타, 박사인력, 석사인력, 학사인력 등이다.

  분석 데이터는 앞의 성과지표 결정요인에 이용한 데이터와 동일하며 

IDEA 분석을 통해 얻어진 산출물거리함수 의 추정결과는 <표 3-30>과 

같다.27 4개 성과지표 미발생 사업에 0의 산출물거리함수 값을 배정할 때

와 이들을 모두 배제할 때의 산출물거리함수 추정결과를 보여주는데, 사업

별로 상당한 정도의 실적 차이가 있으며, 두 경우에 있어 평균적인 성과는 

양호한 성과의 약 13%와 25%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실적이 양호하여 산

출물거리함수의 값이 1인 연구사업은 전체의 약 3%인 65개였다.

표 3-30.  산출물거리함수 추정결과

구분 측치 수 평균 표 편차 최소 최

4개 성과지표 미발생 사업 포함 2,190 0.134 0.220 0 1

4개 성과지표 미발생 사업 배제 1,181 0.249 0.247 0.01 1

  

  <그림 3-3>은 <표 3-30>의 산출물거리함수 추정치를 4개 성과지표 미발

생 사업을 포함할 때와 배제할 때 두 경우에 있어 커널확률밀도함수(kernel 

density function)로 구해본 것이다. 

27 IDEA모형은 GAMS 23.7.4를 이용해 해를 구하였으며, solver로 COINCBC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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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커 도함수 추정결과

<a> 4개 성과지표 미발생 사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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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4개 성과지표 미발생 사업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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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nel density estimate

  전자의 경우 커널밀도함수가 반정규분포(half-normal distribution)에 가

까운 분포를 보여 0에서 가장 높은 밀도함수값을 보이고 이후 감소하지만, 

효율적인 관측치들이 몰려있는 1부근에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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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자의 경우에는 커널밀도함수가 전체적으로 절단정규분포(truncated 

normal distribution)에 가까운 형태를 지니는데, 산출물거리함수의 평균치

부근에서 피크값을 보이다 이후 감소하지만 역시 효율적인 관측치들이 몰

려있는 1부근에서 작은 피크를 다시 만든다. 

  이어서 양측 Tobit 모형을 이용해 사업의 특성이 통합성과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3-31>에 정리되어 있다. Tobit 모형을 

추정함에 있어 먼저 앞의 개별 지표별 성과결정요인 분석모형과는 달리 

IDEA 추정과정에서 연구비와 참여인력은 투입요소로 이미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들 변수들은 Tobit 모형의 설명변수에서는 제외하여야 한다. 아

울러 1960년대 이후 지속되었던 ‘농업시험 및 검정’과 같은 장기 과제 6건

은 다른 과제와의 성격 차이를 감안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표 3-31>의 모형 1은 이용가능한 전체 설명변수를 반영한 분석결과이

고, 모형 2는 단계적 추정법(stepwise method)을 적용해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은 설명변수는 제거한 추정결과이다. 과제 관리기관 중 농촌진흥청이 

관리하는 과제의 통합성과지표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두 기관이 관리하는 과제의 성격차이와 농촌진흥청 관리과제에서 100% 발

생하는 기타사업화 성과를 제외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가 이용가

능한 자료의 연수가 한정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2010년 이전까지 몇 년 동

안 지속되었던 과제인지를 설명변수로 반영하였는데, 과제 지속기간이 긴 

과제일수록 본 연구가 성과를 집계한 기간 동안의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아울러 2010년에 종료된 과제보다는 2011년, 2012년 혹은 2012년 

이후에 종료되는 과제일수록 성과지표가 높게 나타나, 역시 연구기간이 길

수록 통합성과가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연구기간 측면에

서는 일종의 규모의 경제성이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개발단계 특성을 보면 기초단계에 비해 응용이나 여타 단계의 생산

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기초단계의 경우 논문발표 실적 등이 전체 

평가지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함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수행주체의 경우 국공립연구소에 비해 기업이나 정부부처의 실적이 

상대적으로 더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연구의 참여기관으로는 국공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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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보다도 오히려 일반대학이나 외국기관, 기업의 참여가 성과를 더 높이

는 것으로 나타나, 국공립연구소가 연구주체가 되고 기업이나 외국기관 등이 

참여하는 연구의 성과가 비교적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7대사업 분류기준이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 유의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생산시스템분야 연구는 통합성과지표가 높은 반

면 생산가공분야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면, 먼저 국공립연구소와 대학, 민간기

업 등이 함께 참여하는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연구개발 성과를 높

이는 데 필요하며, 외국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역시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연구기간 측면에서 일종의 규모의 경제성이 작용한다는 결과는 보다 

체계적인 기획과정을 통해 중장기 연구가 수행될 경우 전체적인 연구성과

가 향상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소규모 백화점식 연구과제보다 중장

기 전략과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3절, 4절에서 수행한 성과결정요인 분석의 의의와 한계를 제

시하면, 2010년 수행된 연구의 2010∼2012년간 발생한 성과 데이터를 활용

하여 성과결정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개별 연구과제 특성이 그 과제의 성과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 그러한 결과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

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이용 가능한 연구과제 특성 및 

성과 자료의 한계로 인해 다양한 연구과제 특성 자료와 충분한 기간의 성과 

자료를 활용하지 못한 점은 분석결과의 해석에 있어서 한계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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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  통합성과의 결정요인

구분 변수명 성격
모형  1 모형  2

라미터 t-값 라미터 t-값

과제 농진청 더미 -.1891  -7.05*** -.2043 -8.55***

일반 2010년 이  계속 정수   .0331  3.78*** .0351  4.23***

종료년

(2010)

2011년 종료 더미   .1219  3.58*** .1238  3.63***

2012년 종료 더미  .2197  6.11***  .2222  6.17***

2012년 이후 더미  .2006  5.88***  .2026  5.94***

연구

개발

단계

(기 )

응용 더미 -.0369 -1.74*  -.0389 -1.84*

개발 더미 -.0400 -1.82*  -.0434 -1.98**

기타 더미 -.0825 -1.73*  -.0857 -1.80*

실용화 여부 더미 -.0565 -2.26**  -.0530 -2.23**

연구

수행

주체

(국공립)

　

출연연 더미   .0078  0.18 

학 더미   .0276  1.21 

기업 더미 -.1037 -1.39 -.1265 -1.75*

소기업 더미 -.0575 -1.52 -.0752 -2.24**

정부부처 더미 -.1352 -2.00** -.1409 -2.09**

기타 더미 -.0775 -1.27 

참여

기

　

기업 더미   .0357  1.58 .0444  1.99**

학 더미   .0615  3.26***  .0708  3.88***

국공립/출연연 더미   .0120  0.66  

외국 더미  .1910  3.15***  .1835  3.03***

7 20

(기타)

　

생산시스템 더미   .0902  2.99***  .0751  2.70***

자원환경생태 더미 -.0109 -0.34  

생산가공 더미 -.0741 -2.65***  -.0825 -3.14***

유통식품 더미   .0099  0.32  

바이오 더미 .0604  1.56  

IBT 융합 더미   .0722  1.13  

문화 더미 -.0049 -0.05  

상수항 -.0609 -1.25 -.0417 -0.93

 0.342 0.343

측치수 2184 2184

R2 0.109 0.106

lnL -1134.71 -1138.93

주: ***은 1%, **은 5%, *은 10% 유의수준을 의미함.

첫 번째 열의 (    ) 안은 더미변수의 기준이 되는 종속변수 특성을 의미함.



  농업 R&D는 일반적으로 공공부문에서 이루어진다. 이는 농업의 특수성

과 공공적 성격에 기인하다고 할 수 있다. 농업이 다수의 소규모 농업인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충분히 이루어지기 어렵

다. 또한 식량안보, 국토환경의 보전,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등 개인 및 시

장 차원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농업선진국으로 농업 보조가 거의 없어진 뉴질랜드에서도 정부는 농업

부문 연구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특히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연

구개발분야는 더욱 그렇다. 이는 상업농이 발전한 뉴질랜드에서조차 개별 

농업경영체의 이윤 수준에서는 적절한 수준의 연구개발 투자가 어려우며, 

농업 연구개발투자를 국가적 차원에서 실시할 때 사회적‧경제적 스필오버

효과(spill-over effect)가 있기 때문이다(OECD 2012).

  그러나 생산기반에 대한 연구개발, 공공성이 높은 문제에 대한 연구개발 

분야와 같이 연구개발 측면에서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분야 이외에 농업인 

및 기업, 그리고 시장을 통해서 적절한 연구개발 투자의 성과를 높일 필요

가 있는 분야가 많이 존재한다. 

  농약, 비료, 농기계, 자재, 종자, 시설 등 농업투입재 산업 혹은 농업후방

연관산업과 생산된 농산물을 가공하고 유통하는 농업전방연관산업은 공공

적 성격보다는 이윤 추구를 근본으로 하는 시장 원리에 의해 작동하는 부

문이다.

  이러한 전통적인 농업전후방연관 산업 이외에도 농생명자원을 활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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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를 개발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식품‧에너지‧

의료‧의약‧미용 등 농업 외 다른 산업분야도 많다. 최근에는 농생명자원의 

활용을 극대함으로써 농업의 외연을 확장함과 동시에 농업의 신성장 동력

을 확충하기 위한 바이오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또한 전통적인 

농업부문 역시 FTA 확대로 인한 글로벌 시장 경쟁 심화에 따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농업과 관련된 다양한 산업에 있는 기업들은 국내 시장의 협소

성, 시장의 미성숙, 기업의 영세성 등으로 인해 연구개발 투자가 충분치 않

은 상황이며, 이로 인해 기업 및 시장에 의한 연구개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분야에 있어서도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가 요구되어 실제로도 많은 투자

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연구개발 투자가 투자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필요로 하는 농업경영체 및 기업에게로 적절히 이전하여, 개발된 

기술을 활용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함으로써 시장에서 부가가치를 창

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본 절에서는 농업부문 기술이전 및 사업화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

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농업혁신시스템의 틀 속에서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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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 R&D 기술이전‧사업화 현황과 문제점 

1.1. 기술이전‧사업화의 개념과 의의

  먼저 기술이전과 사업화의 개념을 살펴보기로 한다. ｢기술의 이전 및 사

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은 “기술이전이란 기술의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

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술보유자

(당해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

전되는 것”으로 정의한다.28 이전의 대상이 되는 기술의 법률적 정의는 다

음과 같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특허법｣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출원(出願)된 특허, 실

용신안(實用新案), 디자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및 소프

트웨어 등 지식재산

나. 가목의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資本財)

다. 가목 또는 나목의 기술에 관한 정보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률 외 기술이전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29 Camp &  

Sexton(1992)은 ‘기술적 지식이전, 잠재사용자에게 연구결과를 전달하는 과

정, 그리고 개발단계에서 기술적 아이디어나 노하우를 최초로 인식한 조직

28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2항.
29 이길우 외. 2013.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사업화 제고 방안 연구｣에서 발췌

하였으며, 원출처는 지식경제부. 2011. ｢2010년 기술이전‧사업화 백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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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사용자 조직으로 이동하는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이정원(2002)은 기

술이나 지식 혹은 기법, 도구나 수단 등이 창출된 곳으로부터 벗어나 생산

이나 서비스활동에 활용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되는 과정으로, 안성

조(2003)는 기술이전은 비실용적인 과학기술을 실용적인 목적으로 상업화, 

실용화하기 위해 그 기술이 필요한 기업 혹은 사업적 부문으로 이전하는 것

으로 정의하였다(이길우 외 201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은 “사업화란 기술을 이용하

여 제품을 개발‧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정의한다. 즉, 사업화는 개발된 기술을 상품 및 서비스 생산과정에 

적용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생산 과정에 필요한 관련기술

의 향상에 적용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농식품 분야 기술이전 및 사업화(넓은 의미)는 농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좁은 의미)와 농업인 등 개별경영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술지도‧보급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는 농식품 관련 경제활동이  

생물자원의 확보, 생산, 가공, 유통, 소비 등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있기 때

문에 다양한 경제활동 주체가 존재하며, 기업 중심의 일반 제조업과 달리 

농식품 분야는 가치사슬상에 소규모 농가, 협동조합, 영농법인, 중소기업, 

대기업 등 다양한 생산 주체가 개별적 또는 상호연관적으로 존재하고 기술

수준 및 연구역량이 다양하므로 기술이전 및 사업화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

나기 때문이다. 

  신태영 외(2009)는 농업분야의 기술이전‧실용화를 기술이전‧사업화,  기

술창업, 기술지도‧보급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정의하였다. 기술이전‧사업화

는 기존 업체에 의해 상품화되는 기술실용화 과정으로 정부 R&D 사업의 

참여업체 또는 기술이전 계약에 의한 실용화를 의미하며, 기술료 수입이 

발생한다. 기술창업이란 R&D에 참여한 연구자 또는 기술을 이전 받은 개

인이 기술의 상업화를 위해 창업을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술지도‧보

급이란 농업 개별 생산자를 대상으로 개발된 기술을 확산하기 위한 과정으

로 새로운 기술의 교육‧훈련 및 개별적인 생산에 적용하는 과정을 의미하

며, 일반적으로 무상양허 사업으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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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이전‧사업화, 기술지도‧보급 등과 혼용되어 사용되는 용어로는 실

용화가 있는데 농림기술관리센터(2007)는 실용화를 연구개발을 통해 창출

된 기술(특허, 시제품, 노하우, 보고서, 논문 등 유형‧무형의 연구성과)을 

산업현장, 교육지도, 정책‧시책 등에 실제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했

다.30 실용화는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며, 기술사용의 권리를 획득하고자 하

는 주체는 기술을 창출한 주관연구기관에게 기술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다. 

기술이 이전되는 유형은 기술료의 납부 여부에 따라 크게 무상이전과 유상

이전으로 구분된다. 기술료는 정부출연금액의 범위에서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에 따라 차등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농산물 생산기술과 관련되고 농가 중심으로 이루어

지는 기술지도‧보급보다는 보통 농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기술료를 

납부하는 좁은 의미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다룬다.

  농식품 R&D 투자의 목적은 개발된 기술을 이용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여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다. 경제적 효과는 다음과 같

으며, 이와 같은 효과는 농식품 R&D 투자의 중요성을 대변한다. 농식품 

R&D 투자를 통한 기술진보는 농업인, 농기업의 가치사슬 전반에서의 기술 

향상을 통해 생산비 절감, 생산성 향상 또는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소득 및 

이윤을 증가시킨다. 소비자들은 같은 농식품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

거나 새로운 농식품을 소비함으로써 효용이 증대된다. 보다 나은 기술을 개

발 및 적용한 농업인, 농기업 중심으로 산업이 개편됨으로써 농산업의 전반

적인 경쟁력이 높아진다. 한편, 국민경제 측면에서 보면 고용증대, 국제수지

의 개선, 경제성장 촉진, 삶의 질 향상 등의 효과를 가져온다(김정홍 2011). 

이와 같은 경제적 효과가 창출되기 위해서는 R&D 성과물이 상품 및 서비

스의 생산‧유통‧소비 주체에게 이전되거나 사업화로 연결되어야 한다.

30 기술의 범위는 크게 산업재산권, 신지적재산권, 노하우 등으로 구분됨. 산업재

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디자인권), 상표권 등이며 신지적재산권은 

생명공학기술, 영업비밀, DB, S/W 등임. 노하우는 재배 및 사양기술, 특수한 

제품기술 및 공법, 설계도면 및 회로도, 기술사양서, 설비의 운전지침서, 배합 

또는 조합에 관한 기준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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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법률과 정책

1.2.1. 관련 법률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률로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 대표적이다. 본 법은 공공연구기관 개발 기술의 민간

부문으로 이전과 민간 개발 기술의 원활한 거래를 촉진하고 사업화를 통해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산업 전체의 기술경쟁

력 강화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본 법률은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의 수립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실태조사,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 사

업화 전문회사, 전문인력 및 기술거래사 등 기술이전‧사업화 기반 확충을 

위한 제도를 담고 있다. 또한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한 수행기관 및 

기술지주회사, 금융지원, 기술평가체제, 기술신탁관리업 등에 대한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외에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법령을 담고 있는 법률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발명진흥법｣, ｢산업발전법｣ 등 6개 법률이 있으며, 그 외 다양한 

법률도 부분적으로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 구분 주요내용

산업기술

진법

정부의 

반

역할 규정

▪정부에 산업기술 신 성과의 확산  보호, 기술이   

사업화에 한 종합 인 시책을 강구할 의무를 부여

▪5년 단 의 산업기술 신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진

▪신기술의 사업화  보육, 사업화 지원 문기 의 육성, 

사업화제품의 매 진, 산업기술개발 성과의 후속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토록 규정

▪신제품인증  공공기 의 구매 진

표 4-1.  기술이 ‧사업화 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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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구분 주요내용

덕연구

개발특구 

등의 육성

에  한 

특별법

연구개발  

사업화 강화

▪특구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기반 구축 추진

▪연구개발서비스업 육성, 기술거래시장 등과 연계 추진

▪연구소기업 설립, 출연연구기 의 신역량 강화

▪특구육성사업 등 다양한 기술사업화 진사업의 추진

▪특구 투자기업에 한 고용보조   교육훈련보조  

지

▪세제지원  부담  감면의 특례 등

특구 운  

성과의 확산

▪특구 내외 학‧연구소‧기업과의 공동연구/교류 활성화

▪특구기술정보체계의 구축  타 DB와의 연계

외국인 

투자활성화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연구기 에 한 세제/자  지원

벤처기업 

육성에

한 특별 

조치법

벤처기업 

창업 진 

 진흥

▪모태조합결성, 투자조합결성, 신기술창업 문회사 설립, 

개인투자조합결성, 벤처기업 지정 등

▪ 학  출연연의 벤처기업 겸임‧겸직 허용

각종 특례 

지원

▪기술보증기 의 우선 보증

▪벤처기업에 한 지식재산권 물출자 허용

▪자본  규모, 조세 감면, 창업보육센터 등과 련된 특례

제도 운

소기업

창업 

지원법

소기업 

창업투자회

사/조합

▪창업투자회사/조합에 한 기 의 우선 지원

▪창업투자회사/조합의 등록, 투자의무, 행 제한 등

소기업 

상담회사

▪사업성 평가, 경 /기술 향상 지원, 자 /사업 알선, 

창업 행 등을 하는 회사를 상담회사로 등록

창업 차 

련

▪사업계획 승인  다른 법률과의 계 규정

▪창업진흥 담조직의 설치

발명진흥법

발명활동의 

진작  

발명성과의 

권리화 진

▪특허 리 담부서의 효율 인 설치‧운 에 필요한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

▪신속한 권리화 진을 해 출원  등록비용의 경감

우수발명의 

사업화 진

▪발명평가 문기  지정을 통한 기술성‧상업성 평가지원

▪우수한 평가결과의 사업화 추진 시 필요한 자 을 우

선 지원하는 융지원체계 운

▪지식재산권 양도  실시 등에 따라 발생되는 소득이나 

비용에 한 세제상의 지원 등

기술이   

사업화 알선 

 제도  

지원

▪한국발명진흥회 소속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설치

▪지식재산권에 한 공동소유 는 통상실시권의 상호 

허여를 진하기 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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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부문 기술이전 및 실용화 관련 법률로는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

성법｣이 있다. 동 법의 제5조(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등) 2항

에서 종합계획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성과의 보급 및 실용화 방안’을 포

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7조에서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

11조에서 민간 기술 개발의 지원, 제12조에서 2, 3, 4에서 신기술의 인증, 

표시, 취소, 제13조에서 신기술 등의 사업화‧제품화 촉진, 제14조에서 기술

개발성과의 이전 촉진, 제15조에서 기술역량 진단사업 추진, 제16조에서 기

술영향 및 기술수준 평가 등 실용화‧사업화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은 제15조의6에서 지원대상 기술, 

제15조의7에서 신기술 등의 사업화 또는 제품화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농촌진흥법｣은 제12조 연구개발의 성과와 확산, 제13조 연구개발 

성과의 이전, 제3절 농촌지도사업, 제4장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기술이전 

및 실용화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동법에 따르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정부,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민간 등의 농업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중개와 알선

  ②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조사와 연구

  ③ 영농 현장에서의 연구개발 성과 활용 지원

  ④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⑤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위탁관리 업무

  ⑥ 농가와 농업생산자 단체 등의 연구개발 성과 사업화 지원

  ⑦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

법률 구분 주요내용

산업발 법

산업발 시

책 강구 

▪산업의 지식기반화 진

▪기업 간  국제 간 산업 력의 증진

기업구조조정 

문회사

▪구조조정 문회사의 지정  조합의 등록/취소

▪구고조정 문조합에 한 기  출자  특례

자료: 이길우 외(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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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⑧ 그 밖에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2.2. 관련 정책

  농식품 분야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기관으로는 농림

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이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 관련 정책을 총괄하며 시

책 반영 및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축산

식품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의 성과확산 및 기술이전 촉진 등을 

담당하고 있는 전담조직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며, 성과관리 계

획 등 수립 지원, R&D 사업의 연구성과 조사‧분석 실시, 기술실시계약, 기

술료 징수‧관리 등 실용화 촉진, 우수연구성과 발굴‧지원 및 홍보, 연구성과 

기술발표회 및 투자설명회 등 개최, 농림식품신기술인증제‧우수기술사업화

지원사업‧농식품분야 녹색인증제 추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농림수산식품

기술기획평가원 2014b).   

  농촌진흥청은 연구개발을 수행함과 동시에 연구성과의 지도‧보급을 위

한 사업을 수행한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농촌진흥청의 농업과학기술연

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국유특허 등)의 이전 및 사업화 관련 업무

를 수행하고 있다. 농업인, 농산업체, 정부기관, 대학 등의 지식재산권 창

출을 지원하고 체계적‧전략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ON/OFF-line을 활용한 

지식재산권 컨설팅, 농식품분야 연구성과의 국내외 특허출원 및 사후관리

(농촌진흥청, 도 농업기술원 등), 우수품종의 식물품종보호권 국외출원 수

탁관리, 특허기술 분류, 가공을 통한 사업화 맞춤형 기술정보 제공, 농업인

‧농산업체 지식재산권 컨설팅 및 출원비용 지원 등을 수행한다. 농식품분

야 우수기술의 가치 평가를 통한 사업화 촉진과 금융지원 업무로서 우수기

술 선발을 위한 기술등급 평가, 기술이전 및 사업화 의사결정을 위한 기술

가치평가, 금융기관의 대출‧보증 등 기술금융지원을 위한 기술평가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기술실용화 촉진을 위한 ‘고객맞춤형’ 기술‧시장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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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분석, 기술이전 촉진을 위한 분야별 우수기술 설명회 등 기술마케팅과 

기술이전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창업보육, 농업기술실용화지원사업(R&BD) 등

을 추진하고 있다(농업기술실용화재단 2014;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홈페이지).

  농식품 R&D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정책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2013년 

8월 발표한 ｢농림식품 기술 사업화 촉진 방안｣이 있다. 동 정책은 ‘기술과 

시장의 융합으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비전으로 하며, 목표 및 추진전

략은 <표 4-2>와 같다.

목표
기술이 율

(’12)28%→ (’17)36%
사업화 성공률

(’12) 27%→ (’17) 34%
일자리 창출

(’17, 계) 4,000명

추진전략 

및 세부 

추진 과제

 모태펀드 투자

   활성화

▪정보제공 확대
▪투자 리스크 완화
▪수익보장

 기술거래 기반

   구축

▪기술사업화 종합 정보망(가칭) 구축
▪기술거래 전문기관 육성
▪지식재산권 통합 DB 구축

 R&D 사업화 

   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 R&D 지원사업 개편
▪기술마케팅‧창업경진대회‧후속연구 강화
▪기술컨설팅‧기술금융 활성화

 지식재산권 

   활용 촉진

▪지식재산권 획득 지원사업 추진
▪농림축산식품 신기술 인증제 도입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사업 도입

표 4-2.  ｢농림식품 기술 사업화 진 방안｣ 목표  추진 략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3c). 

  ｢농림식품 기술 사업화 촉진 방안｣에 제시된 농림축산식품부의 기술이

전 및 사업화 정책을 비즈니스 생태계 측면에서 분류하면 다음 표와 같다. 

기술개발과 관련해서는 사업화 촉진을 위한 R&D 지원사업 개편과 후속연

구 강화를, 기술수요 및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모태펀드 투자 활성화, 기술

마케팅‧창업경진대회, 기술컨설팅‧기술금융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술중개와 관련해서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기술거래 전문기관으로 육

성하는 것을 추진 중이며, 기술사업화 촉진 기반 조성과 관련해서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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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종합 정보망 구축, 지식재산권 통합 DB 구축 및 획득 지원사업, 농

림축산식품 신기술 인증제 도입 등을 추진 중이다.

분 야 세부 정책

기술

개발

R&D 지원사업 개편

▪기업이 주관으로 참여하는 농림축산식품 연구 개

발과제 확대

▪과제 종료연도에 개발된 실용특허에 대한 기술 

가치평가 실시 의무화

후속연구 강화 ▪기술사업화지원사업을 통한 후속연구 지원  

기술 

수요, 

투자

모태펀드 

투자

활성화

정보제공 

확대

▪사업화 중소기업과 농식품투자조합 간의 정보교

류 확대

투자 

리스크 

완화

▪기술평가‧사업화컨설팅 무상 지원

▪투자 유치 기업의 벤처기업 인증 신청 시 우대

▪투자 유치 기업의 농림축산식품 연구 개발사업, 

우수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 신청 시 우대

수익

보장

▪수익 발생 시 모태펀드(정부)에 배당될 수입금 

전액을 운용사에 양도

▪국유특허 투자 시 운용사의 펀드 관리보수 산정 

시 투자잔액의 3.0%로 상향(기존 2.5%)

추가 

인센티브

▪향후 운용사 선정 시 농림식품 R&D 수행 기업에 

투자 경력이 있는 운용사에 가점(2점) 부여

기술마케팅‧

창업경진대회

▪연구자-수요자 간 정보교류를 위한 생명산업대전, 

모태펀드 투자로드쇼 등 개최

▪농업인‧농과대학생 대상 글로벌 창업아카데미 

과정 신설

기술컨설팅‧

기술금융 활성화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임업진흥원 중심으로 

기술평가‧사업화컨설팅 지원

▪우수기술사업화지원사업: 업체가 보유한 농림축산

식품 기술의 사업 성공가능성을 평가하여 사업화 

자금 융자 지원

기술

중개

기술거래 

전문기관 육성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술마케팅 기법을 활용한 기술신탁계약 본격 추진

▪기술 전문교육 이수 및 기술거래사, 기업기술가

치평가사 등 자격취득 강화

표 4-3.  농림축산식품부의 기술이   사업화 정책의 분류



94  농업 R&D 기술이전‧사업화의 발전방향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3c)를 참고하여 정리.

  국가 R&D 차원에서는 현재 ｢제4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2012∼

2014)｣이 시행 중이다. 본 계획은 핵심과제로 기술과 시장의 연계 활동 강

화, 기술사업화 수행주체(중개자) 역량 제고, 융복합 사업화 및 개방형 혁신 

촉진, 시장메커니즘 작동을 위한 인프라 고도화 등을 추진 중이다. 한편, 미

래창조과학부는 2014년 ｢R&D 성과확산을 위한 기술사업화 추진계획｣을 발

표하였는데 4대 전략으로 수요자 지향형 R&D 혁신,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 

기술사업화 추진체계 개선, 네트워크 강화를 제시하였다. 또한, 개방형 

R&D 기획체계로의 전환, R&D 평가 및 관리체계 확보, 사업화 기술개발

(R&BD) 추진, R&D 성과의 홍보 및 확산, 사업화 지원 플랫폼 구축, 전문지

원기관 신설 및 육성, 대학‧출연(연) TLO의 사업화 역량 강화, 특구 육성을 

통한 혁신 클러스터 조성, 기술사업화 협력지원 체계 구축, R&D 글로벌 확

산 지원을 10대 세부과제로 제시하였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또한 2014년 4월 ｢제5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계획｣을 발표했는데, 기술거래시장의 작동 원활화, 공공연의 기술 마케팅 

분 야 세부 정책

기술

사업화 

촉진 

기반

조성

기술사업화 

종합 정보망

(가칭) 구축

▪거래대상 기술의 홍보와 기술마케팅을 위하여 국내외 

기술분야별 DB와의 연계 검색 시스템 구축

▪산업분야별 기술 공급‧수요자 간의 정보교류 및 

기술 장터 활성화 

지식재산권 통합 

DB 구축

▪특허의 기술유형별 DB 구축 및 실용특허 중심으

로 기술 마케팅 강화

지식재산권 획득

지원사업 추진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 대상 지식재산권 컨설팅 지

원, 지식재산 전문교육 개설, 우수기술 대상 지식

재산권 출원료 지원

농림축산식품 

신기술 인증제 도입

▪우수 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저금리 대출, 기술사

업화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 신기술: 국내에서 새로 개발‧개량하거나 외국에

서 도입하여 개량한 기술로서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우수한 기술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사업 도입

▪유형자산의 담보 없이도 지식재산권의 가치평가 

금액 이내로 대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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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증진,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맞춤형 기술공급, 초기 사업화 기업의 성

장 여건 마련 등을 추진 전략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기술거래에 따른 비용

지급방식 개선, 온‧오프라인 기술거래 중개시스템 고도화, 기술은행을 도입

하여 창업‧벤처기업 등을 지원, 공공연의 기술사업화 인센티브 강화, 공공

연의 기술이전‧사업화 지원 조직 개선, 비즈니스 친화적인 R&D 제도 마련, 

R&D 성과물의 후속기술개발 사업 강화, 산업기술금융펀드 조성 검토, 기술

평가 고도화, 사업화 기업의 초기시장 진출 지원 등을 세부 추진과제로 제

시하였다.

1.3. 문제점

  비즈니스 생태계 모형 관점에서 국가 R&D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문제

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31 

31 기술이전 및 사업화는 비즈니스 생태계 모형 관점에서 기술공급, 기술수요, 이

를 지원하는 정책 또는 인프라로 구성된다. 기술공급은 이전 사업화의 대상이 

되는 기술을 창출하여 제공하며, 기술수요는 기술 공급자 개발한 기술 중 성공 

가능성이 큰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한다. 정책 또는 인프라는 기술이전사업화 

과정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각종 정책 및 제도, 기술평가, 기술

금융, 기술거래중개가 포함된다(이길우 외 2013). 본 연구에서는 기술수요를 촉

진하는 기술금융과 기술평가 등을 기술수요 부문으로 분류하며, 네트워크 및 

정보와 관련된 사항들을 인프라로 분류한다.

분야 부문 세부 내용

기술

공급

요소‧원천 

중심 R&D

▪여전히 요소‧원천 중심의 R&D로 비즈니스 모델(BM)을 전제로 

하는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개발이 여전히 미흡

 - ｢아이디어‧기술 발굴→BM 수립→R&D→사업화｣로 이어

지는 사업화 전주기적 관점의 체계적인 지원 부족

표 4-4.  기술이   사업화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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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부문 세부 내용

후속

R&BD 

부족

▪기초‧응용 연구나 휴면특허를 사업화할 수 있는 후속 기술

개발사업이 부족하여 정부 R&D 성과물이 미활용

 * 공공연은 19만 건 이상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15.4만 

건 이상의 R&D 결과물이 사업화되지 못하고 휴면상태임

기술

수요

초기 시장
▪사업화 초기기업의 국내 시장 진입에 한계가 있고, 해외 

진출에 필요한 체계적인 지원도 미흡

기술금융
▪정부지원은 기술개발 등 준비단계에, 민간자금은 성장‧성

숙단계에 집중되어 초기 사업화 기업은 자금수급에 애로

기술평가

▪기술평가 신뢰성 부족으로 기술금융의 대부분이 기보 등 

공적기관의 보증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향

 - 기술 투융자는 재무구조가 양호하고 사업이 안정화된 기

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금융 애로가 높은 기술 기반의 

성장기 기업은 소외

기술

중개

공공연구

기관 보상 

체계 미흡

▪기술사업화 수준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가 미

비하여 공공연의 기술이전‧사업화 노력을 유도하는 데 한계

 - 기관 내의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해서도 보상을 하지 않거나 

과소 지급이 일반화되어 있으며 개인도 기술사업화 성과에 

관심이 적음

공공연구

기관 기능 

부족

▪TLO의 경우 특허관리 등 행정업무 위주로 운영되고 공공연 

보유기술의 직접 사업화, 창업지원 기능이 부족

 - 기관 성격, TLO 역량 등을 감안한 차별화된 전략 수립이 미흡

기술시장 

가격체계 

▪기술거래시장의 가격결정 시스템이 미흡하여 시장 활성화에 

제약요건으로 작용

 - (기술공급자↔중개자) 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의 중개수수료 

지급 근거가 없어 기술중개수수료 과소 지급이 일상화

 - (기술공급자↔수요자) 기술료의 경우, 기술공급기관이 징수가 

편리한 정액기술료를 선호하여 기술이전 기업에 과도한 초기 

부담

인프라
네트워크 

미비

▪기술거래기관(기술수요기업 대변)과 연구소‧대학(기술공급

기관) 대상 지원 사업이 협업없이 칸막이식으로 운영

 - 아울러 부처별 사업화 전담기관을 아우르는 네트워크가 없어 

각 산업별로 별도 기관에 의해 사업이 추진되어 시너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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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가과학기술심의회(2014.4) ｢제5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계획(안)｣의 관련내용을 

재정리.

  농업 분야는 국가 연구개발 차원에서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관련 문제점

의 상당부분과 관련되어 있으며, 농업 및 농업 연구개발 분야의 특징에 따

른 애로사항이 있다. 이를 기술공급, 기술수요, 기술중개, 기술금융 등의 

측면에서 살펴본다. 

  기술공급 측면에서 보면 농업 R&D는 국공립 연구기관 중심으로 이루어

지고 있어 기술개발의 편익이 국가 전체에 귀속되는 공공‧복지적인 성격이 

강한 특징이 있다. 민간투자를 포함한 국내 총 R&D 투자 55조 4,501억 원

(’12년 기준) 중 사회경제목적별 분류의 농림식품분야32는 약 1조 2,524억 원

으로 약 2.3%이다.33 농림식품분야 민간부문(기업체)의 자체사용 연구개발

비는 4,249억 원으로 33.9%를 차지하며 공공연구기관의 5,408억 원(43.2%)

에 비해 비중이 낮다.34 이는 2012년 기업체 R&D를 국가전체 R&D로 나

눈 비중, 즉 43조 2,229억 원/55조 4,501억 원(77.9%)에 비해 크게 낮은 수

32 사회경제적 목적별 분류상 ‘농업’에 해당된다(미래창조과학부‧한국과학기술기

획평가원. 2013. ｢2012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33 미래창조과학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3. ｢2012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

보고서｣.
34 공공연구기관은 국공립, 정부출연, 지방자치단체출연, 기타비영리, 국공립병원, 사

립병원 등을 포함한다(미래창조과학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3. ｢2012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분야 부문 세부 내용

기술 시장

거래 

인프라

▪기술중개를 위해 NTB(국가기술사업화정보망)를 운영 중이

나 누락된 기술이 많고, 사업화 관련 정보 부족 등으로 활

용도 저조

 - 기술거래기관도 수익모델 부재로 기술수요자-공급자 간 

기술중개보다는 특허관리, 컨설팅 등에 치중

* 민간기술거래기관 총매출액 중 기술중개 수수료 비중은 

3.5%에 불과(’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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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이다. 그중에서 산업별 분류 시 ‘농업, 임업 및 어업’ 산업에 속한 기업

체의 R&D 지출액은 2012년 266억 원에 불과하며, ‘식품료‧음료’ 산업의 

R&D 지출액은 2012년 4,507억 원이다.

  한편, 농식품 분야 R&D 투자가 양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선택과 집중 및 

전략성이 아직 다소 미흡하고 융합연구를 위한 중대형 프로젝트 및 사업화 

단계 사업이 부족하다.    

  기술중개 측면에서는 국공립 연구기관 중심의 연구수행과 더불어 국공

립 연구기관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의 수직적‧전통적 기술보급체계가 

주된 기술중개 시스템이다. 국공립 연구기관의 R&D를 통해 개발된 기술

을 농업 현장에 교육‧지도를 통해 보급하는 형태로 기술시장을 통한 기술

거래 형태의 기술이전보다는 공공조직을 통한 기술보급이 주로 이루어진

다. 2012년 농식품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분석해보면 영농기술의 현장보

급 등을 포함하는 기타 기술이전이 2,638건이며, 기술이전은 509건, 창업 

및 상품화 관련 사업화는 137건에 불과하다. 농업경영체 및 농산업 기업의 

직접적인 R&D 참여 또는 기술이전에 의한 상품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현장에 기술이 적용되는 경우보다 그 기술적용의 효과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35 연구개발부터 기술보급까지 공공조직에 의한 수직적 체계하에서는 

농업경영체가 필요로 하는 기술과 개발 기술 간에 차이가 생길 수 있으며 

연구개발부터 기술보급 및 기술이전‧사업화에 소요되는 시간도 오래 걸릴 

수 있다(농촌진흥청 2008).  

  기술이전 추진 주체의 업무 범위가 아직은 협소하다는 한계점이 있다. 

농식품 부문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촉진을 위해 농촌진흥청 출연으로 

2009년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출범하였으나 농촌진흥청 국유특허 기술이

전 및 사업화 업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36 민간부문 기술거래 활

35 이를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분석 결과는 없으나, 노승업 외(2012)의 분석 결과

에 따르면, 농식품 분야 기술이전이 이루어진 과제의 정부지원금 1억 원당 경

제적 성과 발생 규모는 10.8억 원으로 기술이전의 경제적 효과는 상당한 것으

로 나타났다.
36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민간부문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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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와 함께 기술가치평가, 기술거래, 기술사업화, 지식재산 등 직무관련 

교육 활성화와 자격증 취득제도를 강화37하는 등 인력 확대와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 농업 

R&D 성과관리‧확산 업무 담당 기관의 경우,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활발

히 추진하기에는 인력 및 조직이 다소 부족하다. 농기평의 경우 성과관리

실에서 기술실시계약, 기술료 징수, 연구성과 기술발표회 등 실용화 촉진 

관련 업무를 수행하나 인원수의 제약으로 기술거래시장 및 관련 기관을 활

용하는 업무 수행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기술이전 추진 주체 간 협력의 한계도 애로사항으로 제기된다. 농식품 

산업진흥을 위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 관련 정책을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

술정책과가 총괄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농식품부의 경우 농림수산식품

기술기획평가원이, 농촌진흥청의 경우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관련 업무를 

별도로 수행하고 있어 농업 R&D 성과 전체를 아우르는 체계적인 R&D 

성과 확산 및 활용촉진 체계가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농업기술실용화재

단은 농촌진흥청 출연기관으로서 농촌진흥청 국유특허 중심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식품 산업 정책과의 

연계성을 제고하기가 쉽지 않은 체계이다. 

  마지막으로 농식품 기술거래 시장이 미성숙하다는 점이다. 농식품 분야

는 Open Innovation 개념이 타 산업분야에 비해 정착이 더디며, 농식품 산

업체는 생산원물에 해당하는 자체 보유기술로 사업화를 추진하는 경향이 

높다(김민석‧조용 2013).

  기술 수요 측면에서는 농업의 가장 핵심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소

규모 영세한 농업 경영체로 인한 농식품 기술 수요자의 제한성이다(김민

석·조용 2013). 즉,  농업경영체 및 농업 관련 기업 등 농업 기술 수요자의 

‘기술신탁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13.04) 민간부문 기술이전 기반을 구축하였다. 

2013년 농촌진흥청 이외의 민간부문 개발기술을 17건 이전한 바 있다(농업기술실

용화재단 2014). 
37 ’13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시 전문역량 강화방안 마련을 주문받았다(농업기술실

용화재단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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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가 작고 영세하여, 상품화를 후속 연구개발 및 창업 등을 통한 시장진

입 능력이 취약하고, 성과의 기술이전을 위한 시장 및 수요자가 많지 않다. 

가족농이 아닌 조직화된 형태인 농업법인도 2011년 기준 종사자 수가 0∼

4인 경우가 40.7%, 5∼9명이 경우가 28.9%로 종사자 수 10명 미만이 

69.6%를 차지하며, 50명 이상은 1.8%에 불과하다(박문호 외 2014). 또한, 

‘농업, 임업 및 어업’ 산업에 속한 연구개발수행기관 수는 2012년에 22개 

기관에 불과할 정도로 민간의 연구개발 수행 역량과 수요가 적다.38 이와 

같이 농식품산업 부문에 속한 대부분의 업체 규모가 영세하고 생산기반이 

부족하여 개발기술을 활용한 시제품 생산 등에 필요한 자체 인프라가 부족

하고, 이에 더해 연구기반 또한 취약하여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인프

라가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농업 기술 수요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가, 생산자단체 등 농업인

은 농업 기술을 공공성, 복지성 기술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김민석·조

용 2013). 따라서 거래 대상으로서의 농식품 기술에 대한 인식이 매우 미흡

하여, 기술수요자 및 공급자, 기술가치평가, 기술거래, 기술라이센싱, 기술

유통 및 마케팅 등 기술시장 전반에 대한 인식과 활용 역량이 부족하다. 

  기술금융과 관련해서는 기술평가기능 및 기술금융과 연계성이 부족하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우수기술에 기술평가를 실시하고 있지만 미래수

익이 어느 정도일 것인가의 기술가치평가와 기술력 평가와는 차이가 있어 

기술금융과의 연계가 약하다. 기술가치평가에 기반하여 농신보 등이 신용

보증을 할 수 있는 기반구축이 필요하다.

  농식품부문에 전문화된 기술가치평가에 의한 기술보증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어느 정도 사업 성숙기에 도달하는 기술기업에 대한 투자지원

을 하는 농식품전문모태펀드는 마련되어 있지만 기술이전 단계에서 사업

화를 위한 자금지원은 부족하다. 또한 R&D 이후 기술이전하여 사업화하

는 데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화 촉진자금이 미약하다. 현재 농식품 

38 반면 ‘식료품‧음료’ 산업 속한 연구개발수행기관 수는 2012년 590개소이다(미래창

조과학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3. ｢2012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농업 R&D 기술이전‧사업화의 발전방향  101

우수기술사업화자금이 마련되어 있지만 기술가치평가가 아닌 농협은행의 

신용평가에 의해 지원하는 방식이어서 한계가 있다. 국유특허가 아닌 농식

품 R&D 자금을 지원받아 연구개발한 기술을 이전하여 사업화하는 것에 

대한 자금지원체계 구비가 필요하다. 

  인프라 측면에서는 농식품 공공 기술개발, 기술이전, 상품화, 시장진입 등 

전주기적 총괄 사업화 지원체계가 미흡하다. 현재 농식품 R&D 예산 중 사

업화 지원(R&BD) 출연금 비중이 낮은데, 2013년 기준 농식품분야 사업화

지원예산으로 기술사업화지원사업(농기평 72억 원)과 농업기술실용화지원

사업(농업기술실용화재단 40억 웍)만이 운영 중이다(김민석‧조용 2013).

1.4.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요인 

  이길우 외(2013)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요인으로 

<그림 4-1>과 같은 요인들을 설정하여 TLO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기술이

전‧사업화 촉진 요인 간 중요도를 설문한 결과,39 기술이전 전담조직의 전

문성 강화가 0.443으로 가장 중요한 촉진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기술이전 

전담조직의 네트워킹 구축 0.252, 특허 사업화모델 확립 및 확대 0.160, 사

업화 기업제도 보완 및 기술금융 활성화 0.145 순이다. 2계층 12개 평가항

목 중에서는 ‘기술이전 전담조직 간 네트워크 구축’이 0.13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TLO 역량별 맞춤형 지원 강화’ 0.138, ‘지역 기술거래소와의 

협업시스템 구축’ 0.113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39 이길우 외(2013)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에 영향을 주는 요

인들 간 중요도를 대학, 출연(연)의 TLO 담당자 23명을 대상으로 AHP 설문을 

시행하여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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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기술이 ‧사업화 활성화 요인 

  

자료: 이길우 외(2013).  

 

  특히 ‘기술이전 전담조직의 전문성 강화’ 부문에서 ‘TLO 역량별 맞춤형 

지원 강화’와 함께 ‘전문인력 중심의 TLO 운영 강화’가 높게 나타났다.

  조성호 외(2014)의 부품‧소재분야 기술이전‧사업화 개선방안 연구 결

과40 역시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AHP 설문의 1계층 기술이전‧사업화 

활성화방안을 ‘지식자산화 및 R&BD 강화’, ‘공공연 및 대학 기술이전 전

담조직(TLO)의 전문성 강화’, ‘기술이전‧사업화 인프라 고도화’, ‘민간 전

문기업 활성화 및 기술금융 활성화’로 구성하여 조사한 결과 각각 0.24, 

0.39, 0.24, 0.12로 분석된다. 즉 기술이전‧사업화 담당자들은 ‘공공연 및 

40 조성호 외(2014)는 부품소재산업 기술이전사업화 촉진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공

연구기관(공공연구소, 대학) TLO 담당자와 민간 기술거래기관 대표 등 총 73명

(공공연구기관 64명, 민간기술거래기관 9명)을 대상으로 AHP 설문을 수행하여 

정책요인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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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기술이전 전담조직의 전문성 강화’를 가장 중요한 활성화요인으로 파

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2.  AHP 설문 평가항목(2계층) 가 치 

자료: 이길우 외(2013). 

  

  두 선행연구의 AHP 설문조사 결과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요인에서 가

장 중요한 것은 TLO의 전문성 강화로 이는 기술거래 전문인력 양성과 기

술이전조직 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기존 연구는 TLO 기

술중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기술거래 전문인력 및 기술이전조

직의 중요성이 다소 높게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즉, 응답자의 특성상 기술

이전‧사업화의 여러 측면 중 기술거래‧중개의 측면에서 촉진요인을 평가

한 측면이 있다. 그 결과, 기술이전‧사업화의 대상이 되는 기술을 이미 주

어진 것으로 보고, 그 이후의 촉진 요인을 중요하게 다루게 된 것으로 판

단된다.41

41 향후 기술이전‧사업화와 관련된 다양한 주체, 즉 연구개발자, 기술중개자, 기술수

요자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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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기술이 ‧사업화 진환경 개선 요인

자료: 조성호 외(2014). 

2. 기술이전‧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2.1. 농업혁신시스템과 기술이전 및 사업화

  앞서 설명한 대로 기술이전 및 사업화는 개발된 기술을 농업경영체와 농

산업 기업에 이전하여 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에 활용함으로써 부가가치를 

향상시켜 R&D 투자의 효과를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개념에 의하면 개발된 기술을 적절히 활용만 하면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기

술이전은 일반적인 상품시장에서의 상품의 공급자와 수요자와 같이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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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발자 또는 공급자와 기술의 수요자라는 서로 다른 주체가 존재한다. 

또한 기술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공간적 또는 시간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

에 서로 원하는 정보를 원활히 전달하고 이전이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다양한 중개주체가 필요하다. 즉, 일반적인 상품과 같이 시장이 필요하다. 

기술이전 및 사업화는 이와 같이 기술공급자와 기술수요자가 거래하는 기

술시장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사업화는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상품을 생산하거나 생산 과정에서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인데, 이것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술 수요자

인 농업경영체 및 농산업 기업의 충분한 기술활용 역량과 함께, 최종 소비

자가 원하는 상품의 특성이 정확하게 기술을 개발하는 공급자에게 전달되

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업화를 위한 기술활용 주체의 역량은 기업

의 지적 역량과 자금 조달 능력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민간의 이러한 역

량을 부족하다면 정부는 사업화 촉진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종 소비자 수요가 기술 개발 주체에게 원활히 전달될 

수 있도록 정보 전달 체계를 정부가 구축할 필요도 있다. 한편, 기술을 공

급하는 연구개발기관은 기술수요자의 요구를 제대로 파악하여 기술을 개

발해야 하며, 경제‧사회의 변화 방향을 파악하여 지속가능한 농산업발전을 

위한 기술을 선제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기술이전 및 사업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부적인 제도 및  

정책과 함께 농업혁신시스템(Agricultural Innovation System) 틀에서 각 주

체의 역할과 협력관계를 살펴봐야 한다. 즉, 시스템 내의 각 주체는 무엇이

며, 각 주체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고, 각 주체들 간의 협력은 어떻게 이

루어져야 하는가를 살펴본 후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

할 필요가 있다.

  농업혁신시스템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새로운 상품을 생산

하고 새로운 공정을 적용하고 새로운 조직 형태를 구성하기 위한 조직, 기

업, 개인 간의 네트워크이며, 네트워크 참여자들의 행동과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와 정책을 포괄하는 개념이다(World Bank 2006). 혁신은 새롭

거나 중요하게 개선된 재화 및 서비스, 공정, 새로운 마케팅 방법, 기업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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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업 조직‧외부 관계에서 있어서 새로운 조직적 체계의 도입을 의미한

다. 이러한 정의는 상품 혁신, 공정 혁신, 마케팅 혁신, 조직 체계 혁신 등 

네 가지 유형의 혁신을 포함한다(OECD 2013).42

  농업혁신시스템 내에서 혁신을 가능케 하는 주체들은 다양하다. 정부는 

전략적 방향, 공공 및 민간 조직의 연구자 및 컨설턴트에 대한 재정적 지

원, 데이터베이스‧실험실‧정보통신기술 등과 같은 기초기반 조성, 투자 지

원‧세금 정책‧농업‧농촌 정책‧노동‧소비‧환경 제도 등과 같이 기업 및 혁

신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제도를 집행한다. 연구자, 민간 기업, 농

업인 등은 혁신 활동 자체를 수행한다. 컨설턴트와 기타 중간조직(중개자, 

금융 기관, 투입재 제공자)은 농가와 농식품 기업에 혁신을 전파한다. 자선

단체 및 비정부 기구(NGOs)는 혁신을 발굴하고 정보와 자문을 제공한다. 

시장과 소비자는 혁신 수요와 개발된 혁신의 수용과 관련된 신호를 제공하

는 역할을 한다.

  농업혁신시스템의 틀 속에서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살펴봐야 하는 이유

는 다음과 같다. 농업 연구개발 투자는 국민들에게 충분한 먹거리를 지속

적으로 공급하고 농업인들에게는 적절한 소득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오

랜 기간 동안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농업을 둘러싼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점차 생산 및 공급 측면이 아닌 시장 및 수요 측면

이 농업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 농산물에 대한 생산, 무역, 소비 환경이 빠

르면서도 예측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민간부문을 통해 생성

‧보급‧적용되고 지식‧정보‧기술이 증가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농업과는 다른 산업에서 그리고 다른 목적으로 개발된 지식

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많은 나라들에서 농업 

42 상품(재화 및 서비스) 혁신은 기술적 사양, 성분과 물질, 상품화된 소프트웨어, 

사용자 편의성, 기능적 특성에서의 향상을, 공정 혁신은 기술, 설비, 소프트웨

어 등 생산과정상의 향상을, 마케팅 혁신은 상품 디자인, 포장, 상품 배치, 상품 

촉진, 가격 설정 등에서의 새로운 또는 중요한 변화를, 조직 체계 혁신은 기업

활동, 기업 조직, 외부 관계에서 있어서 새로운 조직적 체계의 도입을 각각 의

미한다(OECD 2013)



농업 R&D 기술이전‧사업화의 발전방향  107

부문의 지식 구조가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농업 발전이 개별 국가 차원이 

아닌 글로벌 차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World Bank 2006).

  과거에는 농산물 생산 증대를 위해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농업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연구개발의 목적이 충분히 실현될 수 있었다. 즉, 충분한 농

산물을 적절한 가격에 공급한다는 경제적 요인이 사회‧환경적 요인보다 

훨씬 중요했으며, 정책 목표 역시 이러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

수한 농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농업생산성을 높임으로써 국민에게 충분한 

농산물을 적절한 가격에 공급하는 데 있었다. 연구개발 역시 생산기반을 

갖추고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높이는 데 집중적으로 투자되었으며, 이러한 

기술들은 농업경영체에게 공공지도시스템을 통해서 보급되었다. 이렇게 새

로운 기술의 적용을 통해 생산된 농산물은 소비자에게 공급되었다. 즉, 과

거에는 경제‧사회‧환경적 변화 등 혁신의 외부 요인, 정책, 연구개발, 기술

이전(보급), 생산, 소비가 단선적이며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경제적 요인과 더불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자연환경의 보전, 

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 지역 간 균형적인 발전, 농업인과 소비자의 삶의 

질 향상 등 경제적 요인 외에도 사회적‧환경적 요인들이 중요하게 대두되

고 있다. 시장 역시 과거 국내 시장에 국한되어 있었으나 시장 개방으로 

인해 타 국가의 경제와 영향을 주고받으므로 세계 각국의 농식품과 경쟁해

야 한다. 또한 앞서 설명했듯이 소득의 증가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소

비자의 요구는 다양해지고 증가하고 있으며, 빠르고 신속하게 사회‧경제의 

다양한 주체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술이전 및 사업화는 앞서의 개념 정의와 같이 기

술을 개발하고, 개발된 기술은 기술을 활용하는 농업경영체 및 농산업 기

업에게 이전되고, 이전받은 농업경영체 및 농산업 기업은 그 기술을 활용

하여 상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과거의 단선적이고 일방적인 개념으로 파

악해서는 안된다. 대신, 농업혁신시스템과 같이 다양한 주체들의 네트워크

를 통한 정보의 교류와 상호 협력을 통해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다. 결

론지어 말하자면, 기술이전 및 사업화는 혁신을 위한 중요한 하나의 과정

이며, 농업혁신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할 때 기술이전 및 사업화 역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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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 기술이전 및 사업화 체계를 농업혁신시스템의 틀로 확장

할 필요가 있다. 기술이전 및 사업화 체계를 보통 기술공급자, 기술수요자, 

기술거래기관, 인프라 등으로 구성할 수 있는데<그림 4-4>, 농업혁신시스

템의 틀에 재구성하면 <그림 4-5>와 같다. 

그림 4-4.  기술이   사업화 체계 

자료: 윤지웅(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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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농업 신시스템의 구성 요소

  

  

  농업혁신시스템은 크게 혁신을 수행하는 주체들과 혁신을 유인하고 혁

신의 결과에 따라 변화하는 외부환경인 경제, 사회, 환경적 특성 등 두 부

분으로 구성된다. 혁신 수행 주체는 연구개발기관인 기술공급자, 농업경영

체, 농업관련기업 등 기술수요자, 시장 및 소비자, 지원기관, 정부, 중개기

관 등 크게 여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주요 주체

는 연구개발기관, 기술수요자, 중개기관이다. 기술수요자를 포함한 각 주체

는 시장 및 소비자의 정보를 파악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추진한다. 정

부는 정책, 제도, 규제 등의 기획 및 집행, 재정지원, 교육 및 지도, 정보 제

공 등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기술이전 및 사업화와 혁신을 촉진한다. 기

술평가, 기술금융 및 투자기관, 협회 및 NGOs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주

체들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고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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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농업혁신시스템 틀 속에서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해서는 농업혁신시스템 틀 속에서 다음과 같

은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 농산업 기업과 농업경영체(이하 ‘농산업경영체’)가 혁신을 주도하

거나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주체로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가 시장과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기술을 개

발하면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개발된 기술의 가치가 

실제로 평가되는 곳은 시장이며, 개발기술의 적용을 통한 상품의 판매와 

공정 개선 등을 통해 기술의 가치를 실현하는 주체는 농산업경영체이다. 

따라서 더 이상 연구개발 주도로는 혁신이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농산업경

영체가 혁신의 중심이 될 필요가 있다. 혁신은 시장 변화 및 소비자 요구

로부터 출발하며, 이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주체는 농산업경영체이기 때문

에 농산업경영체의 시장 및 소비자 분석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며, 연

구개발 분야 역시 농산업경영체의 분석 및 요구로부터 발굴될 때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포함한 혁신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궁극적으로 농업 

R&D 시스템에서 중앙정부 주도의 컨트롤 방식은 축소하고 농산업경영체 

주도의 네트워크 방식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농산업경영체 중심의 혁신플랫폼 조성으로 현장이 필요로 하는 연

구개발 수행을 강화하고 기술이전 및 산업화를 통한 R&D 투자 성과를 제

고할 필요가 있다. 농산업경영체는 연구개발기관과 시장 및 소비자의 중간

에서 양 주체의 소통역할을 수행한다. 즉, 개발된 기술을 이용하여 상품을 

생산하며, 시장 및 소비자의 수요를 파악하여 개발이 필요한 기술 수요를 

연구개발주체에게 전달한다. 우리나라는 공공중심의 연구개발로 공급주도

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농업혁신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농산업경영체를 중심으로 한 ‘수요 주도 기술이전 및 

사업화’가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농산업경영체 중심의 혁신

플랫폼 조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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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시장 및 소비자 수요에 맞춘 연구개발 확대를 위해서 민간 R&D 

투자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등 R&D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장 및 소비자의 수요를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거나 파악해야만 하는 농업경영체 및 농업관련기업의 R&D 투자가 

확대되어야 한다. 그러나 농업경영체의 영세성, 농업관련산업의 협소한 국

내 시장으로 인해 민간의 R&D 투자가 충분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

다. 따라서 민간 R&D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특

히, 누구보다도 농산업 현장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잘 알고 있으며, R&D

의 직접적인 수요자인 농업협동조합, 농산업경영체, 농업관련협회 등의 역

할을 확대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정부 R&D 예산 지원을 통해 자체적으

로 연구과제를 발굴하여 연구기관에 의뢰하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연

구개발에 대한 자체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기술금융을 통한 개발기술의 농산업현장 적용을 촉진해야 한다. 

개발된 기술이 그 잠재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상품 개발, 공정 혁신 

등을 통해 사업화되어 시장에서 판매되거나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부가가

치를 높이고 이윤이 증가되어야 한다. 그러나 농산업경영체가 충분한 투자 

자금을 가지고 있지 못할 시 기술의 잠재적 가치는 실현되지 못하고 부가

가치가 창출되지 못한다. 따라서 기술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자

금을 기술 가치에 따라 공급받을 수 있는 기술금융은 연구개발 투자의 성

과를 극대화하고 산업 및 경제 발전, 농업혁신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위

해 필수적이다. 

  다섯째, 기술사업화 생태계의 각 주체별 역할 강화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농업혁신 촉진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농업혁신시스템에서 핵심

은 연구개발에서 그치지 않고 개발된 기술을 적용하여 상품을 생산하고 시

장에서 판매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기술을 공

급하는 연구개발기관, 기술을 이용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술수

요자인 농산업경영체, 상품이 거래되고 소비되는 시장과 소비자, 기술이전

을 촉진하는 중개기관,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기술평가기관, 기

술금융기관, 투자기관 등 지원 및 조성 기관, 제반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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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자금을 지원하는 정부 등 다양한 기관들이 상호 협력하고 연계하는 건

강한 기술사업화 생태계 조성이 필수적이다. 

  여섯째, 혁신적인 R&D 성과 창출을 위한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경쟁 시

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농업혁신시스템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다양한 

기관 간의 경쟁을 통해서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다. 기술공급자, 기술수요

자, 시장 및 소비자 등 주요 혁신 주체 중에서 기술공급자의 경쟁과 개방

은 다소 미흡하다. 기술공급부문인 연구개발 역시 경쟁을 통한 우수한 연

구기관을 선정하고 기술수요자 및 시장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공급하는 것

이 중요하다. 또한 기술수요자 입장에서 비용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가 타

분야 개발 기술의 접목이므로 농업분야 이외 타 분야의 기술을 이용하거나 

공동연구를 통한 기술개발을 통해 농업부문의 혁신을 촉진하는 개방형 

R&D 역시 필요하다. 

  일곱째, 경제, 사회, 환경적 특성에 대응한 R&D 정책방향 설정 및 추진

을 위한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위상과 기획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

다. 농업혁신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농식품산업을 포함한 

농업혁신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제, 사회적, 환경적 특성을 제

대로 파악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농식품 R&D 정책방향과 농업혁신시스템

의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기술개발을 포함하여 식

품안보, 기후변화 대응, 환경보전, 농촌 지역 삶의 질 향상과 같은 농업‧농

촌의 역할과 중요성 등 다원주의 농업 패러다임에 대한 국민적 인식제고와 

합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앞서 제시한 대로 농과위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

하여 이러한 역할들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농산업 경영체와 정부 간의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할 필

요가 있다. 두 주체가 농업 및 농산업이 직면한 기회와 도전을 함께 인식

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르지만 상호 보완적인 역할― 농산업 경영체

는 혁신의 주체, 정부는 촉진 및 지원 주체― 를 명확히 하여 함께 협력해

야 한다. <표 4-5>는 뉴질랜드의 혁신을 위한 정부와 업계의 협력 유형을 

네 가지로 구분하여 보여주는데, 우리나라 역시 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협

력 체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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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정부와 업계의 력 유형

유형
주요 신 
참여주체

력 형태 정부 정책 수단 사례

연구집 도가 

높은 분야 
과학(공공부문)

공공연구, 산업, 

농업인

바이오산업에 한 

자  지원

골드 키

푸르츠

연구와 개발 

집 도가 

높은 분야

 부문 

(공공부문과 

산업)

기업과의 

공공연구

학과 크라운 

연구소에 한 

자  지원

정  개

개발집 도가 

높은 분야

산업(공공‧민간 

력, 50:50 

매칭펀드)

산업 

컨소시엄과의 

공공 펀드

주요 성장 트 십

(Primary Growth

Partnership)

정  해산물 

수확

개발집 도가 

낮은 분야
산업(민간)

국제 시장에서의 

뉴질랜드 기업
국제 무역 연계

국에서의 

폰테라

(Fonterra)

자료: OECD(2012).

  

  아홉째, 지역의 혁신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지역 시장 및 소비자 특화 지

역전략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국가 차원이 아닌 지역 차원으로 보면 

지역농업혁신시스템이 잘 작동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견인형이 아

닌 지역의 자발적‧차별적 노력이 필요로 하며, 지역 R&D는 지역 시장 및 

소비자의 특성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은 예산 및 인력의 제

약이 상대적으로 크므로 지역 내 연구개발주체, 농산업경영체 간 협력네트

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전략산업 육성에 필요한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도 필요하다.

  지금까지 제시한 정책의 기본 방향을 단기와 중장기로 나누어 제시하면, 

셋째, 민간 R&D 투자활성화, 넷째, 기술금융을 통한 개발기술의 농산업현

장 적용 촉진, 다섯째, 기술사업화 생태계의 각 주체별 역할 강화와 유기적

인 협력, 여섯째, 다양한 주체의 연구개발사업 참여와 경쟁 시스템 강화, 

일곱째,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위상과 기획역량 강화 등은 정책 및 제

도 마련을 통해 비교적 단기에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첫째, 농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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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체가 혁신 및 기술이전‧사업화 주요 주체라는 인식의 전환, 둘째, 농산

업경영체 중심의 혁신플랫폼 조성, 여덟째, 농산업경영체와 정부 간의 실

질적인 교류와 협력 강화, 아홉째, 지역 혁신 네트워크를 강화 등은 정책 

및 제도적 측면보다는 농산업경영체, 정부, 연구주체 등 농업혁신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각 주체들의 변화와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지속적으로 추

진할 필요가 있다. 

2.3.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한 정책 과제

  앞서 제시한 정책방향 중 기술이전‧사업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

술금융, 기술이전‧기술사업화 생태계를 중심으로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사업화 R&D 기획을 강화한다.43 세부적으로는 첫째, 과제기획 추

진 프로세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수요조사, 로드맵, R&D 전략 등 절차

중심의 과제 기획에서 벗어나 사업비전에 맞는 목표 시장 선정, 경쟁력 분

석을 통한 핵심기술 선정, 기술획득방안 결정, 연구개발 과제 확정 등의 전

략형 R&D 과제기획 프로세스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농업경영체, 

농산업 기업체 등 기술 수요기관과 대학, 국공립연구소 등 기술 공급기관

을 연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과제 발굴 플랫폼'을 구축하여(산업통상자원부 

2014a) 기술 수요자는 필요로 하는 기술 수요를 빠르고 쉽게 제시하고 기

술 공급자는 현장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장 또

는 시스템에 접수된 현장애로에 대해 컨설팅을 추진하고 지정공모과제에

서 현장애로기술의 과제화 비율을 확대한다. 셋째, 과제 발굴 플랫폼과 함

께 사업화를 위한 R&D 기획연구를 확대한다. R&D 사전기획을 강화하고 

우수 Business Model 발굴 지원을 위해 ‘선기획 후지원 방식’ R&BD 지원

시스템(PRE-production)을 확대한다(지식경제부 2011). PRE-production은 

43 타 부처 R&D 추진체계(거버넌스)와 시사점(정부통신기술진흥센터 조일구 박사 

위탁원고)의 일부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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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과제 수행단계 비용‧위험 경감 및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아이디어 탐

색, 기술시장성‧상업성 분석, 사업화전략 수립 등의 사전기획 등을 통해서 

시장 지향적인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효율적으로 R&D를 수행함

으로써 R&D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이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 등을 벤치마킹하여 다양한 농식품분야 

R&BD 사업을 확충하고 예산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44 넷째, 기획단계의 

경제성 분석을 강화한다.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정부중점 지원

사항 1위는 ‘사전경제성 평가 등을 통해 사업성과 시장성이 높은 기술에 

대한 지원 확대’이다(이승호 외 2013). 사업화를 목적으로 하는 일정규모

의 과제에 대해서는 시장수요에 기반한 경제성 분석을 의무화하여 사업성

이 우수한 과제를 선정함으로써 성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45 다섯째, 기술

사업화에 초점을 둔 R&D 과제의 후속 연구과제 지원을 확대한다. 즉, 과

제 종료연도에 개발된 실용특허에 대한 기술가치 평가 실시, 후속 연구 필

요성 평가 등을 통해 우수한 기술을 발굴하고 사업화에 필요한 후속 연구 

지원을 강화한다. 기술이전 및 사업화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R&D 예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기술사업화지원사업 57억 6,000만 원, 농촌진흥청(농업

기술실용화재단)의 농식품공공 R&D 성과 실용화지원 55억 원 등 2014년 

112억 6,000만 원으로 이를 점차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46 이와 함께 기

44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은 글로벌 시장 진출‧선점 및 신사업창출 가능

성이 높은 사업화유망기술과 우수 BI·BM의 발굴 및 사업화기획을 지원하며, 

발굴된 사업화 유망기술 등에 대한 추가기술개발, 제품성능인정, 시제품 제작 

등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76호 2014b)
45 현재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는 사전기획 단계에서의 경제성 

분석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화 목적 사업 및 과제에 대해

서 경제성 평가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개선·추진할 필요가 있다. 
46 기술사업화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 R&D를 통해 개발된 기술이 산업화단계

로 진입할 수 있도록 개발된 기술의 시장성, 경제성 등 기술가치 평가와 사업

전략이 포함된 구체화된 R&D 기획을 지원하는 ‘R&D 기획지원’과 ‘사업화 기

술개발 지원’으로 구성된다(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2014c. ｢2014년도 기

술사업화지원사업 R&D 기획지원 자유응모과제 시행계획 공고 신청요강｣;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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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전 후 사업화 단계의 애로사항을 연구기획 단계에 환류하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기술이전업체를 대상으로 수시 현장모니터링 운영을 통해 

애로사항 해결 및 추가 수요기술을 발굴하고 있는데 연구개발과제로 환류

하는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 외, 농산업경영체 및 관련 협회 등의 주도적 연구기획 활성화를 위한 

바우처사업 신설, 농업경영체‧농업관련업계 등 민간 주도의 개방‧융합‧창

조형 학습 네트워크 지원, R&D 기획단계부터 기술자, 마케팅 전문가뿐 아

니라 디자이너, 법전문가, 예술가 등 제품화 및 제품판매 전반에 영향을 미

치는 다양한 관련 전문가들의 참여 제도화, 개발기술의 제품적합성 제고를 

위한 R&D 결과물의 사전 시각화 등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술거래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농식품분야 기술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농식품부, 농진청, 특허청, 그리고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의 협약에 의해 공동으로 출자한 ‘(가칭)농업신기술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검토한다. 농식품분야 연구개발성과와 산업동향, 사

업화 지원정책 등의 원활한 정보유통을 통한 기술 공급자와 수요자 간 정

보비대칭 해소를 위해 ‘농업기술사업화종합정보망’을 구축‧운영하는 등 

ICT를 활용한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허기술 유형별 DB 구축

을 통한 기술 사업화 촉진 정보기반을 구축하여 기술사업화가 용이한 실용

특허 중심으로 기술마케팅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농진청, 지자체, 대학, 

기업체 등에서 개발한 특허기술의 등급을 평가하여 사업화 유망 우수기술

을 발굴하고 신탁기술의 기술이전을 위한 판매기술서(Sales Material Kit: 

SMK) 제작 및 유관기관 공동 기술설명회 개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

를 위해서는 사업화와 연계될 수 있는 농식품 R&D 특허에 대한 기술가치

평가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셋째, 시장진입‧성숙 단계 지원 및 인프라 구축을 강화한다. 즉, 시제품 

제작 등 이전기술의 사업 초기 단계에서 양산화 체계구축 등 시장진입 단

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2013b. ｢2013년도 기술사업화지원사업 자유응모과

제 시행계획 공고 신청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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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까지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초기 단계에서는 기술사업화지원사업, 

농산업체 R&D 기획지원사업, 연구개발성과 실용화 지원사업 등을 확대하

고 시장진입 단계에서는 우수기술시장진입 경쟁력 강화 사업을 확대한

다.47 또한, 시장진입을 위한 지식재산권 활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바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지식재산권 담

보대출사업 활성화하고 신기술 보유 기업의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농림

축산식품 신기술 인증제’를 조기 안착시킬 필요가 있다. 우수 신기술의 사

업화 지원을 위한 저금리대출, 기술사업화지원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 등 

실질적인 혜택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농식품분야 ‘사업화전문회사(기관)’ 

육성 등 민간역량을 강화한다. 농식품분야의 단위사업기획, 기술관리 중개, 

연구개발 위탁수행, 사업투자 등 단위 업무 중심의 서비스를 통합해 사업

화 컨설팅에서 개발, 투자까지 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화전문회사를 육

성‧추진할 필요가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는 기술거래기관, 벤처캐

피탈, 컨설팅회사 등 사업화 지원주체 중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및 

업체를 지정하고 있으며(지식경제부 2011), 기술거래기관 전문회사로의 전

환 유도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협력을 통해 농식품분야 ‘사업화전문회사(기

관)’ 육성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민간역량 강화와 함께 연구개발 역

량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공공연구기관의 민간 기술사업화 지원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 공공연 기술이전 후 사업화 및 사업화 관련 R&D 수행 시 

공공연 기술개발자의 사후 기술지원(A/S) 유도 및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공

공연구기관이 민간기업의 R&D를 대행할 연구개발사업 마련을 검토할 필

요가 있다. 한편, 연구개발결과로 얻은 우수기술을 사업화하거나 기술을 

구매하여 농업생산에 적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필요한 정책자금을 지원하

는 농식품분야 신기술산업화사업을 도입한다.

  넷째, 다양한 농식품분야 기술금융을 확대한다. 먼저 농식품분야에 특화

47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2014년 농산업체 R&D 기획지원사업, 연구개발성과 실

용화 지원사업, 우수기술시장진입 경쟁력 강화 사업에 각각 10억 원, 30억 원, 

15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농업기술실용화재단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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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기술력평가모형을 개발한다. 농신보, 농업금융기관(농협은행), 농업기술

실용화재단 등이 참여한 기술가치평가모형을 개발하여 기술가치를 평가하

고 이를 기술금융주체들이 공동으로 활용하여 신용대출 및 신용보증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분야 기술가치연계 신용보증제도를 강화

한다. 즉,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이 기술금융을 강화하

도록 기술가치평가에 기반한 평가를 바탕으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는 체

계를 강화해야 한다. 우수기술사업자에게는 보다 기술가치를 더 큰 비중으

로 평가하여 별도의 신용보증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업부문 

R&D 투자 예산의 일부를 농신보 기술보증계정으로 별도 출연하여 기술보

증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모태펀드투자(투자)와 농림수산

식품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자금의 지원(출연)을 연계하여 함께 지원하

는 농식품분야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 투자+출연)을 도입한다. 

정부는 농림수산식품산업체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2014년 8월 기준 

총 2,797억 원의 농식품모태펀드를 조성48 중인데 R&D 분야 및 소형프로

젝트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농식품 모태펀드 확대를 추진하여 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 촉진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49

  다섯째, 지역산업육성사업에서 수행되는 R&D의 효과적 추진이 필요하

다.50 지역산업육성을 위해서 향토산업육성사업,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

48 농업정책자금관리단 홈페이지(http://fund.moaf.kr/?sub_num=10, 2014.8.24).
49 R&D 분야 특수목적펀드 주목적 투자 대상은 농림축산식품산업 관련 국가연구개

발사업을 통해 도출된 결과물을 이전 받아 사업을 영위하(려)는 농식품경영체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직접 수행하여 도출된 결과물을 자체적으로 사업화하(려)는 

농식품 경영체이다. 소형프로젝트 분야 특수목적펀드 주목적 투자 대상은 농림수

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시행령 제3조 및 시행규칙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식품경영체 중 연간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농식품경영체(신설 

포함)이며, 농림축산식품 관련분야의 신제품 및 신기술 개발(총비용 중 연구개발

비용이 50% 이상인 경우)을 주목적 사업으로 진행한다(출처: 농업정책자금관리

단 공고 제2014-2호 농식품모태펀드 2014년 정기 출자금 운용계획) 
50 지역(농식품) 산업육성사업과 R&D 연계 개선방안(서울대학교 안동환 교수 위

탁원고)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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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등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들 사업을 통해 R&D가 수행되고 있으나 농림 

R&D 예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들 사업은 지역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신기술, 신제품, 가공 및 상품화 등 사업화 성격의 연구개발이 

많이 수행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R&D 정책에서 다소 소외

되어 왔으며, 그로 인해 지역산업육성사업의 R&BD적 특성의 고려가 부족

하였다. 따라서 지역의 향토자원과 전략품목 발굴 및 R&D 기획 추진방향

을 지역 발전계획 시 포함하도록 하는 등 지자체의 사전 기획력 강화를 위

한 추진체계 개편, 지역의 농업경영체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역 농특산물 

상품화 등에 필요한 R&D 과제를 발굴하고 중앙의 R&D 전문기관과 협력

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선정‧관리하는 등의 중앙과 지방의 R&D 협력체계 

강화(최정남 2012a), 가공식품 중심의 연구개발에서 관광 및 서비스, 마케

팅, 경영컨설팅 등으로의 다변화, R&D 성과의 지속성 제고를 위한 사업 

주체의 법인화(김용렬 2012) 등이 필요하다.   





부록 1

국가 R&D 기술이전‧사업화 정책

○ ｢제4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2012∼2014)

핵심
과제

세부추진
과제

세부 내용

(공  

측면)

기술과 

시장의 

연계 활동 

강화

 R&D 

사 기획 강화 

 우수 BM 

발굴 지원

◦경쟁기획 등 사업화 문가와 연구자가 함께 연구기획

을 수행하는 ‘先기획 後지원 방식’ R&BD 지원시스

템(PRE-Production) 도입

◦미래수요 분석에 기반한 로벌 시장창출형 신규 비

즈니스모델(BM)을 공모해 기획비를 지원하는 ‘창

의 BM 공모사업’ 신설

 R&D 사업화 

로젝트  

후속지원 강화

◦R&D 기획단계에서부터 R&D 자 지원(정부출연)시 

보증 출을 연계하는 R&D 로젝트 융지원 실시

(’12년)

◦공공연 후속연구를 先지원( 릿지론)하는 Gap Funding 

(’14년까지 공공연 출연  등으로 100억 원 조성)  

기술이  후 추가기술개발 지원 확

 이 기술의 

시장‧수요자 

지향성 제고

◦기술이 계약 시 암묵지 수, 추가연구 의뢰 등을 포함

하고, 기술료 수입에 한 연구자 인센티  지 을 수

요자 심으로 환(’13년)

◦사후기술지원(A/S) 계약을 통해 기업 등이 계약기간

동안 공공연 개발자를 Project Director로 활용하는 

‘가이드라인’ 제정(’12년) 

( 개 

측면)

기술사업화 

수행주체

( 개자) 

역량 제고

 민간역량 

확충을 한 

사업화 기업제도 

보완

◦사업기획, 기술 리, 사업투자 등 全주기에 걸쳐 통합 

비즈니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화 문회사’ 지정‧

운 (’12년)

◦기술지주회사(子회사) 용펀드 조성(100억 원 규모) 

 子회사 外 他기업의 기술, 경 자문 등 업무범  

확 (’12년)

 공공연 

기술이 담조

직(TLO)의 

문성 강화

◦기 별 내부규정 정비를 통해 문인력 심의 

TLO 운  강화  기여자 인센티  지 제도 내

실화(’12년)

◦TLO 역량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기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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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과제

세부추진
과제

세부 내용

수입의 일정 부분을 TLO 역량강화 등 재투자 등 

독립 TLO 운 기반 마련(’13년)

 특허기술 

사업화모델 확립 

 IP 비즈니스 

확

◦창의자본 활성화 등을 통한 IP Incubation 로그램 

본격 운   IP 비즈니스 활성화를 한 특화펀드 조

성(’14년까지 2,000억 원 이상)

◦기술신탁 운  개선을 통해 미활용특허 기술이 ‧활

용을 강화하고, 소기업 지재권 경쟁력 강화 지원 로

그램 내실화(’12년)

 기사업화 

단계 기술 융 

활성화 지원

◦R&BD 펀드, 특구펀드 추가조성(각 500억 원) 등 

기사업화 단계 기술투자를 확 하고, 유망기술정보 

등 기술 융 정보제공 강화

◦M&A 등 회수방법 다양화  간회수시장 기능 

강화(’13년) 

(수요 

측면)

융복합 

사업화  

개방형 

신 진

 異種 기술‧ 

산업 간 융복합 

사업화 활성화

◦공공연 융합기술센터 심으로 産學硏공동 C&D (Connect 

&Development) 연구 로젝트 발굴  용 R&BD 

로그램 설계‧지원(’13년)

◦미래유망분야 융합기술 발굴  사업화를 한 시스템 

개선(’13년)

 기업가정신 

제고  오  

이노베이션 강화

◦ 학의 창업허 로 ‘기업가센터’ 확 (’13년 5개)  

연구기 , 우수 연구인력이 집된 덕특구를 기술

창업의 메카로 육성

◦ 견기업, 지자체 등의 오디션방식 R&BD 로그램 

지원  오 이노베이션 등 기술경 을 체계화한 기

업을 선별‧포상(’12년)

 로벌 

기술사업화 

네크워크 강화

◦선진시장  신흥시장별 차별화된 로벌 력‧사업

화 략 마련

◦기술공 자(TLO)  국내외 개자 컨소시엄의 十

字형 네트워크

 이해상충 

조정  

소기업 

성과공유

◦권리자 손해 보제도 개선, 조정‧ 재 등을 통한 지

재권 분쟁의 조기해결 도모 등 汎사회 인 지식재산 

시 문화 조성(’13년)

◦ 소기업 간 공동연구 개발 성과배분에 한 가이

드라인 제정, 기업, 공공기  등 미활용기술의 소기

업 이  활성화(기부채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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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지식경제부(2011). 제4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2012∼2014).

○ ｢R&D 성과확산을 위한 기술사업화 추진계획｣(미래창조과학부 2014)

     - 비전: R&D 성과확산을 통한 창조경제 기반 조성

     - 목표

      • 성과확산 투자 확대 : (’13)1.7% → (’17)4.0% 

      • 생산성 증대 : (’13)2.4% → (’17)4.0%

     - 4대 전략 및 10대 추진과제

핵심
과제

세부추진
과제

세부 내용

(인 라 

측면)

시장

메커니즘 

작동을 

한 

인 라 

고도화

 민간역량 

활용, 기술사업화 

문인력 양성

◦기술사업화 문인력 양성을 한 개방형 ‘Edu-Biz 

Platform’ 구축을 통해 민간교육 역량 제고‧활용  교

육기 ‧교육생 지원 확

◦강화된 인력양성 과정을 통한 기술사업화 문코디네

이터(별도 자격검정)  우수인력의 해외선진기  

견을 통해 ‘名匠’ 육성

 통합  사업화 

정보인 라 구축 

 활성화

◦검색기능 강화, SNS 활용 등 수요자 지향 인 국가

기술사업화 정보망(NTB) 운   기술 융 등 全주

기  정보 통합시스템化

◦기술평가 사례정보 구축을 통해 복수평가제 시행기반

을 마련하는 한편, 평가 문가 풀을 활용해 기술평가

사 제도화방안 검토(’12년)

 사업화 제도 

개선  

인증기술 상용화 

지원

◦‘기술이 ‧사업화 정책자문 원회’ 구성‧운 을 통해 

장의견 수렴  정책 조정기능을 지원하고, 장기

으로 사업화 산 확

◦신기술(NET), 녹색기술 등 인증기술의 상용화 지원

을 강화하고, 기술 신형 인증제품 상 공공구매제도 

통합운 방안 검토(’12년)

4  략 10  세부과제 세부 내용

수요자 

지향형 

R&D 

신

개방형 R&D 

기획체계로의 

환

◦창조경제타운을 통해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R&D 사

업으로 연계

◦R&D 기획 과정에서 민간기업 의체(Planning 

Partner: PP)를 구성하여 의견을 극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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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미래창조과학부(2014).

  

4  략 10  세부과제 세부 내용

R&D 평가  

리체계 확보

◦R&D 기간에 사업화 의무지원기간(6개월 내외)을 

편성

◦R&D 기록 리(Documentation)를 의무 으로 이행

◦R&D 성과의 시험검증·품질인증 확

기술

사업화 

역량 강화

사업화 기술개발

(R&BD) 추진

◦신산업창출형 융합 아이템 상으로 신속한 기술사업

화를 지원

◦기존 R&D 성과를 활용하거나 해외 시장 합도를 높

이기 한 사업화 연구 개발(R&BD) 지원

◦ 소기업 주 의 R&D 과제를 확  

R&D 성과의 

홍보  확산

◦연구 개발 성과정보(논문‧특허‧내용 등)를 일정기간 

이내 공개를 의무화하는 ‘기술 고제’ 도입

사업화 지원 

랫폼 구축

◦가치평가  거래 정보를 제공하는 ʻR&D 기술사업
화 랫폼ʼ을 구축
 * 기술사업화 랫폼 : 컨설 ‧마 을 통해 기술이

을 지원하고, 신규 BM‧원천기술‧지재권을 연계하여 

기술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기술사업화 종합서비스

기술

사업화 

추진체계 

개선

문지원기  

신설  육성

◦기술평가, 기술이 , 사업화지원 등을 문  수행하

는 기 * 육성

 * ) 과학기술분야(연구 개발성과지원센터),

학·출연(연) 

TLO의 사업화 

역량 강화

◦공동 TLOㆍ기술지주회사 육성을 통해 기술사업화 全

단계 지원

특구 육성을 

통한 신 

클러스터 조성

◦특구별 이노비즈센터 등을 활용하여 창업교육ㆍ컨설 , 융 

등 지원

◦연구 개발특구 펀드 확 로 투자 활성화

네트워크 

강화

기술사업화 

력지원체계 구축

◦민  공동 기술사업화 력지원 체계(Connect & Support: 

C&S)를 통해 사업화 全과정 공동 지원 

R&D 로벌 

확산 지원

◦해외 IT지원센터(3개)를 확 ·운

◦ʻ미래 로벌창업지원센터ʼ와 연계하여 문컨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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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계획｣(국가과학기술심의회 2014.4)

추진 
략

세부 추진과제 세부 내용

기술거래

시장의 

작동 

원활화

 기술거래에 

따른 비용

지 방 식 

개선

◦ʻ기술 개수수료 가이드라인ʼ을 도입하여 기술 개

기 의 수익을 보장하고 기술거래의 확산 도모

◦정액기술료 심이었던 기술료 납부 방식을 ‘기

업 선택’  ‘경상 기술료’로 진 으로 환하

여 기술 도입 기업의 기부담 경감

 온‧오 라인 

기술거래 

개시스템 

고도화

◦기업이 필요한 기술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기

술 DB의 量과 質을 높이고, 민간기술거래기  

등과 기술정보 공유 강화

◦기업의 기술거래기  활용을 진하기 해 ‘기

술사업화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고, 시장 진입

장벽을 완화

 기술은행을 

도입하여 

창업‧벤처 

기업 등을 

지원

◦ 기업, 공공硏 등으로부터 창업‧벤처기업에 이  

가능한 잠재력이 있는 기술을 확보하여 NTB 

등재(’14년 末)

◦TP(산업부), 창업진흥원( 기청), 창조경제 신

센터(미래부) 등 다양한 기 을 활용해 수요기

업 발굴 후 이

◦산업부, 기청 등 련부처에서 수행하는 기존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과 연계

※기술은행 : NTB의 한 섹터로 잠재력이 있는 

기술을 풀로 구축하고, TP 등의 지원조직을 활

용하여 창업‧벤처기업 등에게 기술이 ‧사업화

를 지원하는 종합시스템

공공연의 

기술 

마  

역량 

증진

 공공연의 

기술사업화 

인센티  

강화

◦모든 공공연을 상으로 ʻ기술이 ‧사업화 지수ʼ
를 평가‧공표(’14 上)

◦기술료 사용용도  간 비율 산출방식을 개선하

여 공공연구기 의 사업화 련 투자 확 (미래부)

◦연구기 의 기술이  기여자에 한 과소 보상 방지(미래부)

 공공연의 

기술이 ‧

사업화 지원 

조직 개선

◦기존 일반 학 심에서 출연연‧과기특성화 

학 등으로 확 하여 보유 기술의 직  사업

화 진(미래부)

◦출연연 TLO별 조직‧인력‧역량 등을 감안하여, 

차별화된 발 방안을 마련(미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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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략

세부 추진과제 세부 내용

◦ 문硏에 소기업 연구원을 견하여 産‧硏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Colla-Lab(공동실험실) 

구축 (’14년 시범사업 실시)

◦TLO‧기술거래기  등이 공동으로 기업 수요 

기반의 사업화 과제를 수행하는 업형 사업

화 지원사업 신설 (’14년 上)

◦에 지‧국방‧농식품‧해양 등 분야별 담기

으로 ‘기술사업화 의체’ 구성 (’14년 上)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맞춤형 

기술공

 비즈니스 

친화 인 

R&D 제도 

마련

◦시장성‧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공  확 를 

해 ‘先비즈니스 모델 後기술개발’ 방식의 

R&D 지원제도 신설 (’14년～)

◦창의 인 비즈니스 아이디어(BI)의 상용화를 해 

우수 BI에 한 R&D 지원제 신설 (’14년 110억 원)

◦(사업화 심의 R&D 리) R&D 성과물이 쉽

게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 ‧원천 연구

성과의 목표 기술성숙도(TRL) 상향 조정(미래

부, ’14년)

 R&D 

성과물의 

후속기술

개발사업 

강화

◦(기술사업화 기  신설) 사업화 지원 산을 안

정 으로 확보하기 해 ｢산업기술 진흥  사

업화 진 기 ｣을 신설 추진 (’14년)

◦R&D과제 수행기간 내에 사업화 지원기간을 

편성하여 수요기업 발굴, 이 기술에 한 기

업수요 연구활동 수행(미래부, ’14년～)

◦공공연 등이 보유하고 있는 정부 R&D 성과물을 

비즈니스로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미래부, 산업부)

기 

사업화 

기업의 

성장 

여건 

마련

 산업기술 

융 펀드 

조성 검토

◦신성장동력펀드 회수 , 민간자  출자 등을 통

해 총 1.5조 원 규모의 재원 확보 검토

◦산업육성형(산업엔진 펀드 등)과 성장지원형(

기사업화, 성장기 기업 펀드)으로 구분

 기술평가 

   고도화

◦기술평가모델의 다양화  품질 리제도입(KIAT)

◦상용화 R&D과제에 해 객 인 평가체계 확립

◦ 융 친화  기술평가 시스템 구축( 융 , ’14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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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가과학기술심의회(2014).

추진 
략

세부 추진과제 세부 내용

  사업화 기업의 
기시장 

진출 지원

◦우수한 BI 제품에 한 인증제도인 GBP(Good 

Business-Idea Product)를 신설하여 기시장 

창출을 지원 (’14년 上)

◦‘ 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상에 사

업화연계기술개발 사업(R&BD)에 성공한 제

품을 추가( 기청 의 )

◦국내 소기업이 보유한 사업화 유망한 기술의 

수출 확 를 해 해외시장확보, 기술‧특허인증 

등을 지원(’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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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외국의 농업 R&D 거버넌스 제도51

1. 일본

가.  농업 R&D 추진의 법 ,  제도  근거

○ 일본은 1995년 국가적 차원의 R&D 추진근거로서 ｢과학기술기본법｣을 

제정함(권오복 외 2009; 강승규 2014).

  -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5년 단위로 ‘과학기

술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현재는 2011년에 수립된 제4기 기본

계획을 시행하고 있음.

○ 농업 R&D는 1999년에 제정된 ｢식료농업농촌기본법｣에 근거하고 있음.

  - 동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이 수립되는데, 

이 계획에는 식료‧농업 및 농촌에 관한 시책에 대한 기본적 방침, 식

량자급률의 목표, 계획적으로 강구해야 하는 필수시책 등이 포함됨(강

승규 2014: 18). 

○ 농업 R&D의 추진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은 ‘농림수산연구기본계

획’인데, 이 계획은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을 비롯한 삼림‧임업기본

계획, 수산기본계획,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정책목표들과 연계하여 수립

함(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2011: 6; 강승규 2014: 17∼27).

  - 2000년부터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이 기본계획은 현재 제3기 계획을 

시행 중임.

51 해외 주요국 농업 R&D 추진체계(농림수산기술기획평가원 최정남 박사 위탁원고)

에서 일부 발췌‧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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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기 기본계획은 식료안전 공급연구, 전 지구적 과제에 대한 대응연

구, 신수요 창출 연구, 지역자원 활용 연구, 시즈52 창출 연구 등 5대 

중점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 특히 자원, 환경 등 전 지구적 과제해결에 공헌하는 ‘그린 이노베이션’

의 적극적 추진을 위해 산‧학‧관 연계를 도모하도록 함.

  - 여기에 2011년 원전사고 발생 후 ‘원자력발전 사고대응 연구’가 추가됨.

나.  농업 R&D 추진체계

○ 일본의 농업 R&D와 관련된 주요 조직은 크게 농림수산성의 농림수산

기술회의(AFFRC), 농업연구를 수행하는 각종 독립행정법인, 기업이나 

대학 등의 민간으로 대별할 수 있음.

○ 일본의 농업 R&D 추진에는 농림수산기술회의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농림수산기술회의는 농업 R&D 예산을 총괄 집행하는 기구로

서 독립행정법인에 운영비를 교부하고 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역

할을 담당하며, 정책자금을 통해 민간기업이나 대학 등의 연구를 지원

함(최정남 2012b: 44)

○ 독립행정법인은 농림수산기술회의로부터 교부금을 받아 연구를 수행하

고, 민간기업 및 대학 등과도 협력연구를 추진함(최정남 2012b: 44).

52 シーズ : Seeds의 일본어 표기로 고객의 요구(ニーズ, Needs)에 대응하여 기업

이 새롭게 개발, 제공하는 특별한 기술이나 재료를 의미하는데, 연구개발과 관

련해서는 연구의 축적, 기술과 연구의 노하우 등을 의미함(농림수산식품기술기

획평가원 20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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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그림 2-1.  일본의 농업 R&D 추진체계 

자료: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2011), AFFRC(2008)에 수록된 표를 간략하게 재구성한 

자료임).

○ 기업이나 대학은 독립행정법인과의 협력 이외에 프로젝트 연구나 경쟁적 

자금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농업분야 R&D를 수행함(최정남 2012b: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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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연구 기획‧조정  연구 리 수행주체 수요자

정  부
(MAFF)

농림수산기술회의 
(A FFRC )

산
지원

독립행정법인(6 개)
* 각 법인별 산하  연구기  

(총 36개소) 
기술
제공

⇒
▪농어업
  생산자

▪농산업체  

▪소비자

  ⇒
▪농업(4): NARO, NIAS, 
          NIAES, JIRCAS
▪삼림(1): FFPRI
▪수산(1): FRA 

사

무

국

사무국장
독법

리 
 

조정총무과(조정실)

기술정책과
(기술안전실)  과제 ↓ 산학연

 지원 ↓ 력연구
연구추진과
(산학연계실)

 민간기업,  학 등

 
국제연구과

 
 

과제
지원

 ⇒

기술
제공

⇒
연구총괄관/개발관

 

농림수산정책연구소  * 사회과학 분야 연구

부그림 2-2.  일본의 농업 R&D 로세스

자료: 최정남(2012b: 45). 

다.  신시스템 구축 황

○ 최근 일본은 혁신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하여 ‘공격적인 농림수산업 추진

본부’를 설치(2013. 1. 29.)하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6개 단위사업

에 대하여 민간의 역량을 결집하는 혁신기술체계를 확립코자 함(농림

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2014d: 5; 강승규 2014: 44-52).

○ 지역 차원에서도 지역혁신 전략을 추진하여 민간기업의 사업화를 촉진

하는 지역 R&D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강승규 2014: 110).

  - 2013년부터 ‘지역 이노베이션 전략 추진지역’의 산학관 R&D 사업(과

제당 3년 이내, 연간 5,000만 엔 상한)을 우선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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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한 2014년도 신규사업으로 ‘민간기업 사업화 촉진연구’(연구과제당 

3년 이내, 연간 1억 엔 상한)를 추진함.

라.  농업 R&D 산

○ 농림수산 R&D 예산은 2008년 1,187억 엔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추세이

며, 정부 전체 R&D 예산의 7～8% 수준을 점하고 있음(강승규 2014: 21).

  * R&D 예산 추이: (’90) 642억 엔 → (’00) 951 → (’05) 1,144 → (’08) 

1,187 → (’10) 1,141 → (’14) 956

구  분 2011 2012 2013 2014 년비

정부 체(a) 13,352 13,135 13,007 13,372 102.8

농림

수산

분야

계(b) 1,083 1,004 931 956 102.7

기술회의사무국 794 737 684 700 102.3

임야청‧수산청 289 267 247 256 103.6

농림수산분야 비율(b/a) 8.1% 7.6% 6.9% 7.1% +0.2%p

부표 2-1.  일본 농림수산 R&D 산

단위 : 억엔, %

자료: 강승규(2014: 21).

2. 미국

가.  농업 R&D 추진의 법  근거

○ 미국의 농업 R&D는 ｢농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음. 최근의 농업 R&D 

정책의 방향 수립과 관련해서는 ｢2008년 농업법｣이 큰 역할을 했음.

○ ｢2008년 농업법｣은 먼저 연구교육지도국(Research, Educa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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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nsion Office: REEO)을 설치하여 농업연구와 교육 및 지도의 로드

맵을 작성하게 함(USDA 2009).

  - REEO는 ① 재생가능 에너지, 천연자원 및 환경, ② 식품안전, 영양 및 

보건, ③ 작물병리위생 및 생산, ④ 가축위생 및 생산, ⑤ 농업시스템 

및 기술, ⑥ 농업경제 및 농촌사회의 6개 부문으로 구성됨.

  - REEO의 임무는 핵심과학의 필요성과 문제점을 찾아내고, 연구 및 프로

그램의 우선순위를 정하며, 농무부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정렬하는 것임.

○ 다음으로 ｢2008년 농업법｣은 국립농식품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Food 

and Agriculture: NIFA)를 설립하여 기존의 농업연구청(Agricultural 

Research Service: ARS) 중심의 농업 R&D 추진체계를 합리화하고자 함.53

  - 마지막으로 ｢2008년 농업법｣은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를 통합적으로 관

장하는 농식품연구협의 프로그램(Agriculture and Food Research 

Initiative: AFRI)을 만듦.

  - 이에 따라 AFRI는 기존에 기초연구에 중점을 두었던 국립연구협의 프

로그램(National Research Initiative: NRI)과 응용연구에 중점을 두었던 

미래농식품시스템 협의 프로그램(Initiative for Future Agriculture and 

Food Systems: IFAFS)을 대체하게 됨.

나.  농업 R&D 추진체계

○ 미국 정부의 농식품 R&D는 농무성(USDA)의 연구‧교육‧경제부문 차

관(Under Secretary for Research, Education and Economics)이 총괄하

여 추진하고 있음.

53 United States Congress. 2008.5.22. Title VII - Research and Related Matters. 

Food and Conservation and Energy Act of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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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무부 장관/부장관
(Secretary/ Deputy Secretary)

연구‧교육 및 경제  자문단
(National Agricultural 
Research, Extension, 

Education, and Economics 
Advisory Board) 농무부 과학위원회

(USDA Science Council)

연구‧교육 및 경제부문 차관
(Under Secretary for Research, Education and Economics)

수석과학관실
(Office of the Chief Scientist)

농업연구청 농식품연구소 농업통계처 농업도서관 경제연구소

(Agricultural 
Research Service)

(National 
Institute of 
Food and 

Agriculture)

(National 
Agricultural 

Statistic Service)

(National 
Agricultural 

Library)

(Economic 
Research 
Service)

부그림 2-3.  미국의 농업 R&D 추진 조직도

자료: USDA 조직도를 참조하여 자체작성. 

○ 연구‧교육‧경제 부문(REE)은 연구, 교육 및 지도‧보급을 통해 농식품 

분야의 과학 지식을 발전시키는 것이 주된 임무임(농림수산식품기술기

획평가원 2013c: 62).

  - REE 업무의 5대 목표는 글로벌 식량안보, 식품안전, 국민의 영양, 기

후변화, 바이오에너지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것임.

  - REE의 주요 소속 기관은 농업연구청(ARS), 국립농식품연구소(NIFA), 

경제연구소(ERS), 국립농업통계처(NASS) 등임.

○ 전통적으로 미국의 농업 R&D 추진체계는 연방의 농업연구청(ARS)과 

각 주의 토지공여대학(land grant university)에 설치된 지역농업연구소 

간의 연구분담체계로 구성됨(USDA-ARS 홈페이지).

  - ARS는 미 농무부 산하 최대 연구기관으로서 미국 전역에 8개의 지역

연구센터를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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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RS의 주요 임무는 미국인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농업관련 문제점을 

찾아 해결하는 것임(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2011a).

  - ARS의 직원은 약 8,100명(그중 과학자 2,100여 명)이고, 미국 내외에 90

개소 이상의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 예산은 11억 달러 수준임.  

 

○ ｢2008년 농업법｣에 의해 설립된 국립농식품연구소(NIFA)의 임무는 토

지공여대학을 비롯한 각급 조직들에 대해 연구‧교육 및 지도보급 프로

그램을 지원함으로써 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과학기술을 선도해 나가

는 데 있음(USDA-NIFA 홈페이지).

  - NIFA는 직접 연구, 교육 및 지도‧보급 활동을 수행하지는 않고 국가

나 지역차원에서 이러한 활동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거

나, 각종 프로그램의 리더십을 제공하는 혁신활동을 수행함.

  - NIFA는 농식품 분야의 지식을 선도하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두 가

지의 핵심활동을 수행하고 있는데, 하나는 국가가 추진하는 프로그램

의 리더십을 확보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연방정부 자금인 포뮬러 

자금(Formula funds)과 경쟁보조금의 배분을 지원하는 것임.

○ 1961년 USDA 내에 설립된 경제연구소(Economic Research Service: 

ERS)는 농식품, 환경, 지역발전 등에 대한 경제적, 정치적 이슈 및 정

보들을 생산함으로써 공공과 민간부문의 의사결정력을 제고하는 역할

을 수행함(약 300명 종사)(USDA-ERS 홈페이지).

다.  신시스템

○ 미국에서 농업 R&D 추진은 기본적으로 연구, 교육, 기술보급이 통합된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혁신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를 해오지 않았으

나 최근 혁신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촉진하

는 정책을 추진하게 됨.

  - 이는 ｢2008년 농업법｣에서 NIFA를 설치하여 혁신활동을 강화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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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서 확인할 수 있음.

○ 혁신시스템과 관련해서 미국은 연방국가 차원의 국가혁신시스템(NIS)

보다 지역차원의 지역혁신시스템(RIS)이 보다 더 특징적인 형태로 나

타나고 있음(원천식 2003).

  - RIS의 대표적 사례는 실리콘밸리의 RIS와 보스턴 Route 128의 RIS임.

라.  농업 R&D 산

○ 미국에서 농식품 R&D에 대한 연방정부의 실질적인 투자액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부그림 2-4.  USDA의 외부 지원 R&D 자  추세(1980～2005)

주: 2000년 기준 실질가치로 환산.

자료: David Schimmelpfennig and Paul Heisey(2009).

○ <그림 4>는 미 농무부가 산하 연구기관의 자체 연구비 예산을 제외한 

외부 지원 R&D 예산의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1980년 이후 총량적

으로 감소 추세에 있음.

  - 하지만 세부적으로는 농과대학 및 토지공여대학에 지원하는 포뮬러 자

금은 줄어들고 있지만, 공모사업에 투자되는 경쟁보조금은 증가하는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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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국립과학아카데미(National Academy of Science: NAS) 등 연구

기관들은 경쟁보조 프로그램의 확충을 주장함.

  - 1989년의 NAS 보고서는 연방농업 R&D 예산의 35% 이상을 경쟁보조 

프로그램에 배정할 것을 권장함.

  - 2012년 미 대통령 과학기술자문위원회(PCAST)에서도 농무부 내부에

서 경쟁적으로 공여되는 기금의 증가를 권고(김민석 2013)

3. 네덜란드

가.  농업 R&D 추진체계

○ 네덜란드의 농업 R&D와 관련된 정부의 주요 조직으로는 경제농업혁신

부(EL&I) 산하 농업총국(DG-Agro)과 기업혁신총국(Directorate-General 

for Enterprise and innovation)을 들 수 있음(이명헌 2014). 

  - 특히 2014년 1월에 출범한 기업혁신총국과 산하 기관인 네덜란드 경

영청(Rijksdienst voor Ondernemend Nederland: RVO)이 최근에 농업  

R&D 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이와 함께 1957년에 수립되어 2007년까지 농업연구 프로그램 및 연구

기관 조정 역할을 했던 농업연구위원회(NRLO)와 2001년부터 농업분

야의 R&D 혁신을 위해 활동해온 농업혁신네트워크(InnovatieNetwerk: 

IN)도 네덜란드 농업 R&D와 관련된 주요 조직임(농림수산식품기술기

획평가원 2014e).

○ 농업연구를 수행하던 공공연구조직인 DLO는 1997년 와게닝겐 대학과 통합

되어 와게닝겐 대학‧연구센터(WUR; Wageningen University and Research)

가 되어 네덜란드 농업 R&D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WUR의 중요한 특징은 교육부처 소속이 아닌 농업부처 소속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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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데 이는 농업교육과 농업연구의 연계성 제고에 기여함. 또한 와게닝

겐 대학과 DLO가 실용화를 위한 지주회사를 각각 보유하여 연구 결과

의 현장 확산에 기여함(이주량 2014). 

○ 또한 농업기술의 지도보급 및 컨설팅 등의 연구서비스를 수행하며, 부

분적으로 연구기능도 보유하고 있는 농업지도상담처(Dienst Landbouw 

Voorlichting: DLV)와 농민연합단체인 LTO도 R&D 관련 주요 조직임.

  - 네덜란드는 1990년 초반 지도부분의 비효율, 예산부족, 농민의 불신 

등의 이유로 민영화에 착수함. 돈을 지불하는 농민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신기술 습득, 경영효율화 등을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 재정자립 

및 민영화에 성공하여 지금의 DVL이 됨(이주량 2014). 

부그림 2-5.  네덜란드 연구  지도 조직 민 화와 재 모습

주: 음영부분은 현재 조직

자료: 이주량(2014: 169) (원자료: 마상진(2008) 참조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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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 R&D 추진 프로세스는 <부그림 6>과 같이 도형화할 수 있음. 

재원 연구 기획‧조정 및 연구관리 수행주체 수요자

정부

❍ 정부가 Industry Steering 

Partnership 활용 연구과제 발굴
 - 기업, 농업인단체, 연구기관 

종사자 등 

❍ 발굴된 과제는 WUR에 연구의뢰
 - 농업분야 최고의 전문가가 

WUR에 있으므로 별도 선정 
절차 불필요

❍ 중간, 최종평가 없으며, 연구
수행 중 정부 관계자와 지속
적인 토론 및 협의를 통하여 
연구결과 도출 

○5개의 연구그룹에 편
재되어 매트릭스 형태
로 운영되는 와게닝겐
대학연구센터(WUR) 

  * 6,500명의 직원과 만명 
이상의 학생으로 구성된 
연구‧교육 조직

 - 2010년 WUR 재원 : 6억
7,500만 유로

 * 응용연구소: 3억 7,500만 
유로(정부 40%, 외부고객 
50%, 기술료 등 10%) 

 * 와게닝겐 학: 2,500만 
유로(정부 65% 외부기

 35%)
 * 농업 문교육 학(VHL): 

5,000만 유로(정부 90%, 
기타 10%) 

○그 외 대학, 민간연구
기관 등

기
술
제
공
⇒
교
육
제
공

기술
수요자  

 *농식품
  업체 
 *생산자
  단체
 *교육인력 

   

 
⇒⇒

기술
수요자

❍ 최고의 전문가에 연구의뢰 
후 연구 진행 시 지속적인 

수요자와 토론 및 협의를 통
하여 연구결과 도출

❍ 별도의 보고서 없으며, 결과
물 제시로 갈음, 협약도 개인
별 작성, 별도의 정산 없음

⇒

부그림 2-6.  네덜란드 농업 R&D 추진 로세스 

자료: 자체작성.

나.  신시스템

○ 네덜란드의 농업혁신시스템은 혁신네트워크(IN)로 특징져짐.

  - 2001년에 설립된 IN의 주요 임무는 농식품 분야에서 혁신적인 구상

(concept)을 발굴하고, 이해관계자들이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

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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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셉트의 혁신성은 네덜란드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들의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의 관점에서 판단됨(이명헌 2012). 

  - 기본적으로 콘셉트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관점과 같은 창의적 

발상을 핵심으로 함.

콘셉트 내용 특성

임시  
자연개발 리
(temporary 
nature)

○산업용, 주거용, 도로건설 등의 목

으로 정부나 민간이 구매해 놓

은 토지나 휴경지가 실제 용도에 

사용될 때까지 오랜 기간 방치됨

○방치되어 있는 기간 동안 생태

, 야생동물 보호, 어메니티 등

의 에서 이를 극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콘셉트 

○기존 행을 폐기하고 

새로운 근을 시도해

보자는 콘셉트

○이를 수행하기 해서는 

련 법이나 제도개정

이 동반되어야 함 

○구체  방안 모색을 

해 지속 연구  

태양의 언덕
(solar 
mound)

○온실은 보통 에 지를 소비하는 

시설로 인식되어 왔음

○그러나 넓은 표면  등을 활용

하여 에 지를 생산할 수 있으

므로 온실을 에 지 생산 시설

로 새롭게 바라보자는 콘셉트

○온실의 지붕을 활용하여 

태양열을 집

○이웃들의 음식물 쓰

기 등을 에 지화하여 

작물재배에 활용 가능

(CO2, 퇴비 등) 

○온수제공 등 생활에

지로도 활용 가능

분뇨시장
(market of 
manure)

○그간 가축분뇨는 폐기물 등 골

칫거리로만 인식됨

○골칫거리가 아닌 활용가능한 자

원으로 인식하자는 콘셉트

○비료로 사용할 경우 질

소, 인 과다 문제발생

○비농업 분야에서 활용

할 수 있는 실천방안 

모색 필요

부표 2-2.  신네트워크가 개발한 콘셉트의 사례

자료: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2014e)을 참조하여 재작성.

○ IN은 네덜란드의 경제농업혁신부가 설립한 부처 산하기관이나 자체 이

사회의 관리하에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함(이명헌 2012).

  - 네덜란드 정부는 IN에 자율권을 부여하며, 혁신활동과정에서 발생한 

이익단체, 사회단체와의 갈등을 당연한 과정으로 수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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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대표

비서 재정담당

3명
2명

(비서 1인 겸임)

농업‧원예‧

애그리비즈니스 

자연‧경관‧

공간 영역
식품‧영양

프로그램매니저
5명

프로그램매니저
3명

프로그램매니저
1명

부그림 2-7.  신네트워크(IN) 조직도 

자료: 혁신네트워크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자체 작성(www.innovatienetwerk.org).

○ IN의 프로그램은 5년 단위로 계획되며, 5년 단위로 심사를 통해 지속여

부가 결정됨(IN홈페이지).

  - IN 제1기(’01∼’05) 활동은 농촌지역과 농업시스템을 주제로 진행되었는

데, 이 때 중시된 과제는 집약적 축산의 지속가능성 확보, 경관보전에 대

한 민간의 참여 유도, 지속가능한 농식품의 소비 등이었음(이명헌 2012).

  - IN 제2기(’06∼’10) 활동의 초점은 애그리비즈니스와 농촌지역의 재발

견에 두었음.

  - IN 제3기(’11∼’15) 활동은 ‘농업과 녹색에서의 획기적 혁신’을 주제로 

전개되고 있는데, 특히 ① 농업‧원예‧애그리비즈니스, ② 자연‧경관‧

공간, ③ 식품‧영양을 3대 주요 영역으로 설정하여 이 분야의 콘셉트 

개발에 주력하고 있음.

다.  농업 R&D 산

○ 2013년 경제농업혁신부의 R&D 예산은 약 8.6억 유로로 정부전체 R&D 

예산의 18%를 차지함(최정남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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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농업혁신부 R&D 예산의 70% 정도가 농과대학 등 교육기관에 지

출될 정도로 네덜란드에서는 교육과 연구의 연계를 중시하고 있음.

  - 경제농업혁신부 R&D 예산은 농업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기관

들(통계청, 경제정책연구소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데, 와게닝겐 대학‧연구센터 지원도 주요 대상 중 하나임. 

    

○ 정부의 R&D 자금 지원 방식은 ① 연구기관에 대한 경상연구비 지원 

② NL Agency 등 중간조직을 통한 지원, ③ 부처 소속 연구소를 통한 

지원, ④ 연구개발자에게 직접 지원 등으로 구분됨(Government of the 

Netherlands 2012). 

○ 이와 같은 공공부문 R&D 투자와 별도로 생산자조직 등 민간부문의 연

구개발 투자가 매우 활발함(최정남 2013).

  - 식품부문은 전체 연구개발 재원의 80% 이상을 민간에서 충당함.

  - 농업부문도 생산자단체에서 프로젝트 형식의 연구투자를 활발히 하고 있음.

4. 외국제도로부터 시사점

○ 사례대상인 일본, 미국, 네덜란드 3개국의 특징을 보면, 일본은 컨트롤

타워 형태의 R&D 거버넌스 체제 위주로 운영되고 있고, 네덜란드는 정

부주도의 R&D 지원보다는 혁신네트워크를 통한 혁신활동을 강화하는

데 보다 큰 중점을 두고 있는 체계임.

  - 이에 비해 미국은 여전히 정부주도의 R&D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는 

체제이지만, 혁신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2008년 농업법｣부터 혁신활

동을 강화하기 시작한 상태라 할 수 있음. 또한 미국은 혁신시스템에 

있어서 국가적 차원의 특징은 약하지만, 지역 차원의 지역혁신시스템

은 실리콘밸리 등에서 작동하고 있는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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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트롤타워 형태의 R&D 거버넌스의 대표적 특징을 지닌 일본의 경우, 

농업 R&D의 거버넌스에 해당하는 농림수산기술회의의 사무국은 200명

(관리자 19명, 실무자 190명) 이상의 인력을 갖추고 기술회의의 기능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음.

  - 이에 반해 일본의 농림수산기술회의에 상응하는 우리나라의 농과위는 

현재 9명의 지원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거버넌스를 컨트롤타워 형

태로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도 농과위 사무국 조직을 확대하여 농식

품 R&D 전체를 총괄 조정하게 할 필요가 있음.

○ 외국제도 연구를 통해 전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동향은 R&D의 활성

화 및 투자성과 제고를 위해서 혁신이 보다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 및 방안을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임.

  - 우리나라도 R&D에서 혁신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혁신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혁신주체들이 자발적으로 혁신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 환경 및 분위기를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판단됨.

  - 나아가 농업 R&D 거버넌스를 혁신시스템에 부합하는 형태(네트워크 

형태)로 변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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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국내 타 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체계54

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체계

□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기획‧조정‧평가하는 상위차원의 정책주

체는 미래창조과학부와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며, 과학기술 관련 대통

령 자문기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있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기관이며, 기획재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편성에 개입함.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

기관 지원‧육성 및 관리 기관임. 

부그림 3-1.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체계 

자료: 조현대(2003)를 참고하여 저자작성. 

54 타 부처 R&D 추진체계(거버넌스)와 시사점(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조일구 박사 

위탁원고)에서 일부 발췌‧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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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과학기술심의회  

○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은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과학기술분야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국무총리 소속 기구로 두고 다음과 같은 역할

을 명시하고 있음.   

   - 국과심은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에 관

한 사항, 과학기술혁신 및 산업화 관련 인력정책, 지역기술 혁신정책

에 대한 조정, 연구개발 계획 및 사업에 대한 조정, 연구개발 예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

   - 국과심은 과학기술정책 수립에 있어 민간의 전문성을 확대 반영, 국

무총리와 민간 공동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관계부처 장관 13명, 민

간위원 10명 등 25명 위원으로 구성(미래부 장관 간사).

  

○ 기존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행정위원회로 기본계획 등 국

가과학기술정책 목표‧전략 수립 및 시행, 정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사

업의 투자 방향 설정 및 예산 배분‧조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평

가 및 활용 지원을 관장하는 기능을 담당하였으나 2013년 3월 23일 소

관 업무가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면서 폐지됨

(위키백과).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자문회의)는 헌법 127조를 근거로 과학기술혁신 

등에 관해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1991년 5월 31일 설립됨. 주요 

기능은 국가과학기술의 혁신과 인력의 개발을 위한 과학기술의 발전전

략과 주요 정책방향, 국가과학 기술분야의 제도개선 및 정책에 관한 사

항 등에 대한 자문 수행임(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 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미래전략수석을 간사로 하여 3개 분

과에 각 8명씩 24명이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고, 하위 분과로 자문회

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담당하는 분야별 핵심 전문가 

20인 이내로 구성된 전문위원이 활동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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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창조과학부

○ 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 R&D Planning Tower로서 과학기술기본계획 

등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

진흥, 과학기술인력양성, 국가 정보화 기획,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업무를 담당함(정부조직법).

   - 2013년 3월 국과위 개편 전 국과위가 예산 배분방향을 제시하고, 기

재부가 예산‧배분‧조정 편성 기능 역할을 담당하였음.

   - 개편 후 기존 국과위 기능을 미래부로 이관하여 미래부가 예산 투자

방향 제시 및 주요사업에 대한 부처별, 분야별 예산 배분‧조정 역할

을 담당하고, 기재부는 예산편성 역할을 담당함.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기존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의 기초기술연구회와 지식경제부 산하의 산

업기술연구회를 2013년 3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한 후 2014년 6월 

30일 양 연구회를 통합, 단일화하여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통합‧지

원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출범함.55 

   -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육성

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연구사업 정책 지원 및 지식산업

발전에 이바지함.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과학기술 관련 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체계적인 조사‧분석 평가와 예산의 배분‧조정, 과

학기술 국제협력 등에 관한 연구 및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미래창

조과학부 연구 및 지원기관임(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관 2012).

55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홈페이지(www.nst.re.kr, 2014년 7월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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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래창조과학부 R&D 추진체계

○ 미래창조과학부의 R&D 추진체계는 크게 과학기술부문과 정보통신‧방

송부문으로 구분됨.

   - 과학기술부문의 경우 각 사업의 세부운영 사항은 ｢미래부 소관 과학

기술 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을 따르며, 정보통신‧방송 연구개

발사업 시행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 규정｣을 따름. 

부그림 3-2.  미래창조과학부 R&D 추진체계 

자료: 미래창조과학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4)을 참고하여 저자작성.  

□ 과학기술부문 

○ 미래부의 과학기술분야 R&D는 기초연구, 원천기술개발(국책사업), 원

자력‧우주개발‧국제협력 분야로 미래부가 총괄하며, 한국연구재단이 

기획, 평가, 관리 등의 R&D 사업관리를 담당함.

○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과학기술부문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연구개발사업종합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와 ‘사

업추진위원회’를 운영함.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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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의위원회는 중장기 계획, 연도별 종합시행계획 등 R&D 사업 주요

사항과 중점 기술개발분야 설정, 중요 연구개발 과제 선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함.

   - 사업추진위원회는 연구개발사업별 또는 개별연구과제별로 연구기획‧

과제선정‧관리‧평가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함. 

     ※ 사업추진위원회는 연구개발정책관과 산업계‧학계‧연구계의 해당분야 전

문가 등 20인 이내 위원(위원장 1인 포함)으로 구성하며 간사 중 1인은 

기초연구진흥과장이 담당.

○ 한국연구재단은 미래부의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전문기관임. 한국연구재단은 전 학문분

야를 아우르는 국가 기초연구지원시스템의 효율화 및 선진화를 목적으

로 기존의 한국과학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을 

하나로 통합하여 2009년 6월 발족함.57 

   - 한국연구재단의 주요사업은 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 인문사회연구지

원사업 인력양성사업, 산학협력사업, 연구기반 구축사업 등임.  

   - 세부사업별 시행계획(안) 마련

○ 한국연구재단은 기술수요조사, 기획연구과제 등을 바탕으로 PM 검토, 

기획자문위원회와 사업기획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과학기술분야 연구개

발사업을 기획하고,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과제를 평가함. 

   - 연구사업관리전문가(Program Manager: PM)는 연구개발사업을 효과적

으로 관리하고 사업관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전문가

로 본부장, 단장, 전문원, 책임전문위원으로 구성함(한국연구재단법). 

○ 미래부 연구개발특구 연구개발사업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연구

개발사업 전문기관으로 수행함. 

56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2013.6.10.).
57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참조(www.nrf.re.kr, 2014년 7월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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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은 미래부 과학기술부문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

진 전문기관으로 2007년 한국연구재단 내 프론티어연구성과지원센터로 

발족한 후 2014년 4월 미래부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전문기관으로 

확대 출범함.58

□ 정보통신방송부문

○ 정보통신방송분야는 미래부 2차관실에서 정보통신기술진흥기금, 방송

통신발전기금 등 운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함. 

○ 정보통신방송 부문 사업심의위원회는 미래부 정보통신방송부문 연구개

발사업에 관한 중‧장기 계획수립 및 연도별 종합계획 수립, 사업 기획‧

평가‧관리‧예산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함.59 

   - 정보통신방송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업심의위원회는 기술개

발사업의 운영체계 및 제도개선, 신규 기획과제 및 신규예산 심의‧확

정,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대해 조정‧확정함. 

   - 또한 정보통신융합정책관 주관으로 과제기획 전반을 총괄하는 ‘R&D

조정위원회’를 운영하여 정책 수요 반영, 기획방향 제시, 기획대상과

제 종합검토, 융복합 촉진 및 사업화 종합검토 등 전략적 R&D 기획

을 총괄하도록 함.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는 미래부 ICT 연구개발 총괄 전담기관으

로 지난 2월 발효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ICT 특별법)｣을 근거로 ICT R&D 총괄‧조정 및 전주기(기획→평가‧

관리→사업화) R&D 지원을 위해 기존 5개 기관에 분리된 ICT R&D 

관리기능을 통합‧재구성하여 2014년 6월 출범함(미래창조과학부 보도

자료 2014.6.9).

58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홈페이지(www.compa.re.kr, 2014년 7월 방문). 
59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2014.1.6.)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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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개 기관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방송

통신전파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임.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부설로 설

립됨. IITP가 미래부 ICT 부문의 주된 연구개발사업 전담기관이며 그

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도 일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함.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는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기획‧평가‧관리를 

위해 과제기획위원회, 평가위원회, 전문위원회를 운영함.60

   - 과제기획위원회는 기술기획 관련, 수요조사결과, 기술성, 경제성 분석 

결과 등을 검토하여 신규과제 기획 및 공고 대상과제를 선정함.

   - 평가위원회는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선정, 연차, 단계, 최종 등의 평가

와 협약 해약, 중단, 실패 과제 등의 안건을 심의함. 

   - 전문위원회는 문제과제와 기술료, 정산금, 환수금 미납 등의 과제에 

대한 환수‧제재 대상 및 범위 등을 심의함. 

부그림 3-3.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구성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2014년 6월 9일 보도자료.

다.  산업통상자원부 R&D 추진체계

○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관련법령에 따른 산업기술

혁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 혁신사업 공통 운

영요령｣을 개정하여 고시함(2014.4.22.).

60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2014.1.6.)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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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기술 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따르면 ‘산업기술혁신사업’이란 

산업, 정보통신, 에너지‧자원 분야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및 기술혁신주체(기업‧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사업

을 의미함.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사업기획단을 두

어 산업기술 R&D 정책 발굴, 전략 수립 및 기획, 투자방향 및 산업

별 R&D 포트폴리오 제시, 예산 편성에 대한 방향 등의 역할을 수행

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는 세부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예산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사업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부사업 시

행계획 수립, 신규지원대상 과제 및 사업자 확정 등의 역할을 부여함.61

○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활용업무를 담당하는 

전담기관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

기술평가원으로 사업의 효율적인 기획‧평가‧관리를 위하여 평가위원회

를 구성하여 지원대상 분야 또는 지원대상 과제 도출, 단계별 평가, 성

과활용 평가 등을 수행하도록 함.

61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76호, 2014.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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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그림 3-4.  산업통상자원부 R&D 추진체계

자료: 미래창조과학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4)을 참고하여 저자작성.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산업기술혁신 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

원하기 위해 설립됨(｢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8조 1항). 

   - 산업기술정책, 중장기 기획 및 성과분석,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지역 

및 소재부품사업 진흥, 산업기술 이전 및 사업화, 인력양성, 국제협력 

등을 주요 업무로 담당하고 있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은 국가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기획, 

평가,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임(｢산업기술촉진

법｣ 제39조 제1항). 

   - 산업통상자원부의 연구개발사업 외에 중소기업청의 일부 연구개발사

업도 담당하고 있음.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은 ｢에너지기본법｣에 따라 2009년 5월 

설립된 기관으로 국가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와 관련된 

연구개발사업 업무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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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소기업청 R&D 추진체계

○ 중소기업청(중기청) 기술개발사업은 중기청을 사업총괄로 하고 3개의 

전문기관이 기획‧평가‧관리 역할을 담당하며, 관리기관인 12개 지방 

중소기업청이 진도점검 및 사업비 정산 부분을 담당함.

○ 중기청 기술개발사업은 중소기업청장이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기획‧평

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TIPA), 한국산학연협회(AURI) 등 세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정하고, 전문기관 내 심의조정위원회, 과제기획위원회, 

평가위원회, 전문위원회를 둠.62

   - 심의조정위원회는 기술개발사업의 운영체계 및 제도개선,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대해 조정‧확정함.

   - 과제기획위원회는 연구기획관련, 수요조사결과 등을 검토하여 연구회 

및 공고 대상과제를 선정함.

   - 평가위원회는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도출 및 선정, 진도, 단계, 최종 

등의 평가와 협약 해약, 중단, 실패 과제 등의 안건을 심의함.

   - 전문위원회는 문제과제와 기술료, 정산금, 환수금 미납 등의 과제에 

대한 환수‧제재 대상 및 범위 등을 심의함.

  

○ 중기청 기술개발사업은 현장조사, 진도점검 등 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인 관리‧운영을 위해 지방중소기업청 등의 관리기관을 운영함.

62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중소기업청고시 제2014-8호(20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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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그림 3-5.  소기업청 R&D 추진체계 

자료: 미래창조과학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4)을 참고하여 저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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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IDEA를 이용한 R&D 사업 성과분석 모형

  다수 산출물의 성과지표 평가는 산출물거리함수(output distance function)

와 같이 다수 산출물의 생산기술 특성을 여전히 스칼라(scalar) 값으로 표시

할 수 있는 함수를 추정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Färe 1988), 이 함수의 추정

방법은 크게 모수적 분석법과 비모수적 분석법 두 가지로 대별된다

(Kumbhakar and Lovell 2000).

  ∈ 을 R&D 사업에 투입된 투입요소의 벡터라 하고, 성과지표가 논

문발표건수처럼 하나뿐이어서 ∈을 R&D 사업이 얻은 성과라 한다면, 

모수적 거리함수 추정법은 다음과 같은 확률경계모형(stochastic frontier 

model)을 추정한다.

    (1)        

  수식 (1)에서 는 통상적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변수로서 순수한 확

률효과를 반영하고, 는 반정규분포(half-normal distribution), 지수분포

(exponential distribution), 절단정규분포(truncated normal distribution)와 같

은 양(+)의 방향으로만 분포하는 확률분포인데, 각 관측치에서의 기술적 효

율성을 나타낸다. 즉 는 전체 표본을 감안할 때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성

과   와 번째 연구사업이 실제로 얻은 성과 간의 격차를 나타내며, 

그 값이 클수록 이 사업의 성취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이어서 성과항목 자체가 많은 경우에는 수식 (1)과 같은 생

산함수는 직접 정의되지 않는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기술집합(technology 

set)을 정의할 수 있는데, 이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모든 투입 - 산출의 결합

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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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으로 ∈ 생산 가능

  아울러 번째 연구사업의 산출물거리함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63

    (3)        ∈
    

  즉, 산출물거리함수의 값 는 모든 산출물을 동시에 어느 정도까지 비례

적으로 늘려주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를 보여준다( ≦ ). 이렇게 정

의되는 산출물거리함수를 모수적으로 추정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이 정

의되는 거리함수 값을 추정하고자 한다.

    (4)    exp  
 

  산출물거리함수의 값은  ≦  ≦ 의 범위를 가지며, 기술적으로 

가장 효율적일 경우 그 값이 1이다. 실제자료에서는 산출물거리함수의 값 

 가 자료로 관측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산출물거리함수의 산출물에 

대해 선형동차라는 성질을 대입하여 추정작업을 진행한다. 예를 들어 번

째 산출물 
로 모든 투입요소 사용량을 나눈다고 하자. 이 경우 다음의 

관계를 얻는다.

    (5)    
 

  

  식 (4)와 식 (5)를 결합하고 양변을 로그변환하며, 는 대칭적인 분포를 

따른다는 성질을 활용하면 다음의 관계식을 얻는다.

   (6)  ln  ln     

63 기술집합의 여러 특성과 산출물거리함수의 특성에 대해서는 각각 Chambers(1988)와 

Färe(1988)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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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실제 추정 시에는 산출물 가운데 하나의 로그값을 취한 후 좌변

으로 이동시키고, 나머지 산출물들은 좌변으로 이동시킨 산출물로 나누어

준 후 거리함수전체의 로그를 취한다. 파라미터의 추정에는 최우추정법

(MEL)이 사용된다.64

  구체적 형태의 함수추정 없이 효율성지표나 산출물거리함수의 값을 구

하는 비모수적 방법의 대표적인 분석법은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방법이다. 전체 개의 연구사업이 관측이 된다면, 수식 (2)의 기술집합은 

DEA 기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근사된다.65

   (7)  








 

 



 ≦  
 



 ≧ 


 



   ∈   










  따라서 DEA 기법에서는 번째 사업의 효율성지표는 다음과 같은 선형

계획법을 통해 얻어진다.

    (8)   max 

 




 ≦ 

   


 




 ≧ 

   


 



   , ∈ ,    .

64 이러한 추정절차가 적용된 국내 사례로 권오상‧홍종호(2006)의 연구가 있다.
65 단, 아래의 수식은 생산기술이 규모에 대한 가변성(VRS)이 있음을 전제한다.  

만약 규모수익불변을 가정한다면 
 



  의 조건은 불필요하고, ∈의 

조건만 필요하다. Färe(1988)은 아래의 가 수식 (2)의 기술집합 의 성

질이 모두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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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식 (8)에서 얻어지는 해 는 DEA 기법을 이용해 생산기술 를 근사

할 때 얻어지는 산출물거리함수의 값 의 역수에 해당되며, 따라서 그 값

이 1이상이다.

  수식 (6)과 같은 확률경계모형이나 수식 (8)과 같은 DEA 모형을 본 연

구의 자료에 적용하려고 하면 큰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데, 그것은 본 연구

가 사용할 수 있는 산출물 자료들이 모두 이산변수(discrete variables)이거

나 정수(integers)라는 점이다. 논문발표건수나 사업화건수는 많은 연구사

업에 있어 0이거나 0이 아니라도 작은 수의 정수 값으로 계측이 된다. 특

정 산출물의 값이 0이라면 수식 (6)의 로그변환이 불가능하며, 또한 수식 

(8)의 DEA에 있어서도 0을 배하면 여전히 0이기 때문에 모든 산출물의 

값을 비례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매우 제한적인 의미만 가지게 된다. 아

울러 이상 모든 경우에 있어 투입물벡터 와 산출물벡터 는 연속적인 실

수라고 가정한 반면 실제 변수들이 0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정수 값만 

가진다면 DEA의 해를 구함에 있어 근사오차가 상당히 클 수가 있다.

  최근 Lozano and Villa(2005), Kuosmanen and Kazemi Matin(2009), 

Kuosmanen et al.(2014) 등에 의해 변수들이 정수나 이산변수들일 때 적용

될 수 있는 DEA 기법들이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를 IDEA(integer 

DEA)라 부르기로 하는데, 가장 최근의 연구인 Kuosmanen et al.(2014)이 

제시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이제 R&D 사업의 투입요소를 정수벡터 ∈로 표시하고 산출물을 역

시 정수벡터 ∈으로 표시하자. 이어서 수정된 형태의 효율성지표 계산

모형을 다음과 같은 혼합정수계획법(mixed integer programming, MIP)으

로 구축한다.

   (9)   max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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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즉, IDEA에서는 산출물과 관련된 제약식이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 먼저 


 




 ≧


의 조건에 의해 관측치들의 볼록결합보다 크지 않은 정수산

출물 

들을 찾아내야 하고, 이어서 번째 연구사업의 실제 산출 

을 최

대한 어느 정도까지 늘려주어도 

보다 커지지 않는지를 파악한다. 이렇

게 함으로써 산출물들이 정수라는 특성을 반영하여 효율성지수를 구할 수 

있다.66

  Kousmanen et al.(2014)은 수식 (9)와 같은 IDEA가 실수인 투입요소와 

산출물에 대해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볼록성(convexity)과 처분가능성

(disposability) 가정을 변수들이 정수일 때에도 충족하도록 하며, 아울러 


 



  조건은 변수들이 정수일 때에도 규모수익가변을 허용함을 보여

주고 있다.

  수식 (9)의 MIP 모형을 통해 각 연구사업의 효율성지수 가 구해지면 

이 수치가 각 사업이 가지는 특성들의 벡터 에 의해 어떤 영향을 받는지

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때 도출되는 의 값은 ∈ ∞ 의 범위를 

가지기 때문에 Tobit 모형을 이용해 특성변수 가 IDEA에서 도출된 의 

값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을 시행함

에 있어 한 가지 문제는 수식 (9)의 MIP 모형이 모든 산출물 의 값이 모

두 0인 연구사업의 경우 문제가 유계(bounded)가 되지 못해 해 의 값이 

66 투입요소 들도 정수일 수 있지만 산출물을 기준으로 효율성지수를 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투입요소에 대해서는 실수일 때와 같은 방법으로 DEA를 구성하

여도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Kousmanen et al. 2014). 본 연구의 주요 투

입물 중 하나인 연구비는 정수라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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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대로 발산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가 성과지표로 활용하는 4가지 지표 

모두에 있어 성과가 한 건도 없는 연구사업이 전체 2,190건의 46%인 

1,090건에 달해 이들의 값을 모두 무한대로 두어야 하며, 따라서 이들 사

업은 Tobit모형분석에 반영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문제는 의 해 를 그 역수 즉 해에서의 산출물거리함수 값인 로 

전환하여 해결할 수 있다. 의 값은 통상적인 경우 0보다 크고 1이하인 분

포를 가지지만 수식 (3)의 정의가 보여주듯이 산출물거리함수는 수식 (3)

을 충족하는 0보다 큰 의 최소값(min)이 아니라 하계(inf)이므로 0의 값을 

가질 수도 있다. 따라서 가 무한대인 경우 의 하계는 0의 값을 가지도록 

하며, 각 연구사업의 산출물거리함수 추정치는 ∈ 의 분포를 가지게 

한다. 따라서 연구사업의 특성변수가 통합 성과지표 에 미치는 영향은 다

음과 같은 양측 Tobit 모형(two-limit Tobit model 혹은 doubly censored 

Tobit model)을 통해 분석된다.

(10) 










 i f  ≦ 

 i f     
 i f  ≧ 

단, 는 직접 관측되지 않는 잠재(latent)변수

  아울러 수식 (10)과 같은 분포를 가지는 에 대해 연구사업의 특성 가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은 로그-우도함수를 극대화하여 구할 수 있다.

(11) ln  
∈  

ln


 ′  

∈ 
ln



 ′ 

 
∈ 

l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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