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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우리나라 공공부문 연구개발비는 2012년 기준 15조 9,064억 원으로 2009~ 

2012년 사이 연평균 8.6%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미래창조

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우리나라 연구개발사업의 주축인 부처들은 창조경

제 화두 아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화를 위해 R&D 총괄‧조정 및 전주기 

지원 체계 구축 등 보다 효과적인 R&D 추진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편 미국, 네덜란드 등 농업선진국들은 과학기술이 농업발전의 핵심동력이

라는 인식하에 민간과 공공의 파트너십 강화, 사고방식의 전환, 융·복합 강화 

등 혁신적 연구개발 시스템을 농업부문에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 농업 R&D

는 국가주도형 시스템으로 민간의 역할 증대 및 기술의 현장 적용성 강화 등을 

위해 농업선진국의 R&D 시스템 특성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농식품분야 지역산업육성사업을 통해 추진되는 R&D는 지역이 주체가 된다

는 점에서 지역 R&D의 중요한 부분이나 기존 지역 R&D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고, R&BD적 특성 고려 부족, 사업별 R&D 내용 및 목표의 차별화 부족 등의 

문제점이 존재하여 지역산업육성사업 R&D의 개선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본 자료집은 ｢농업 R&D 거버넌스 효율성 제고 및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

에 관한 2년 연구과제의 1년차 연구를 위해 외부에 위탁한 원고들을 수록한 것

이다. 아무쪼록 본 자료집이 국내 타 부처 R&D 추진체계, 해외 주요국의 R&D 

추진체계, 농식품지역 R&D에 대한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되길 기대한다.

2014.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세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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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제1부  타 부처 R&D 추진체계와 시사

  미래창조과학부의 과학기술 R&D 투자는 과학기술분야와 정보통신분야로 

구분되는데 2014년 과학기술분야 R&D 예산은 5조 678억 원이며, 기초연구사

업, 원천기술개발사업, 우주기술개발사업, 원자력연구개발사업, 핵융합·가속기

연구지원사업, 과학기술국제화사업 등 6대 분야 사업을 중심으로 투자하고 있

다. 정보통신분야 2014년 R&D 예산은 1조 1,764억 원으로 ICT 분야 기술개발, 

표준화, 인력양성 및 기반조성에 투자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014년 

R&D 예산은  3조 2,499억 원으로 ① 투명플렉시블 디스플레이, ② 심해자원 

생산용 친환경 해양플랜트 ③ 인쇄전자용 초정  생산시스템, ④ 웰니스 휴먼

케어 플랫폼, ⑤ 그래핀 소재부품 상용화 등 미래산업선도기술개발사업 및 산

업별 핵심기술 개발사업 등을 중심으로 투자하고 있다.

  전체적인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기획·조정·평가하는 상위차원의 정

책주체는 미래창조과학부,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며, 대통령 국가과학기술 자

문기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편성에 개입하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기관이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의한 과학기술분야 최고 의

사결정기구로서 범부처 과학기술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 과학기술 혁신 및 

산업화 관련, 인력정책, 지역기술 혁신정책에 대한 조정, 연구개발 계획 및 사

업에 대한 조정, 연구개발 예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 R&D Planning Tower로서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

괄·조정·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진흥, 과학기술인력양성, 국가 정보

화 기획,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업무를 담

당한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과학기술 관련 정책 및 계획의 수

립·조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체계적인 조사·분석 평가와 예산의 배분·조정, 

과학기술 국제협력 등에 관한 연구 및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미래창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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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연구 및 지원기관이다. 

  미래창조과학부의 R&D 추진체계는 크게 과학기술부문과 정보통신·방송부

문으로 구분되는데, 과학기술부문 R&D 전문관리기관과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전문기관으로는 한국연구재단과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이 있다. 정보통

신·방송부문은 ICT R&D 총괄·조정 및 전주기(기획→평가·관리→사업화) 

R&D 지원을 위해 기존 5개 기관에 분리된 ICT R&D 관리기능을 통합·재구성

한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를 R&D 총괄 전담기관으로 두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연구개발 사업 전담기관으로는 산업기술정책, 중장기 기

획 및 성과분석,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지역 및 소재부품사업 진흥, 산업기술 

이전 및 사업화, 인력양성, 국제협력 등을 주요 업무로 담당하고 있는 한국산업

기술진흥원,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기획, 평가,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

산업기술평가관리원, 국가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 업무를 수행

하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이 있다.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은 중소기업

청을 사업총괄로 하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

국산학연협회 등 3개의 전문기관이 기획·평가·관리 역할을 담당하며, 관리기관

인 12개 지방 중소기업청이 진도점검 및 사업비 정산 부분을 담당한다.

  미래창조과학부(’14.1.16)는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이 성공적으

로 사업화될 수 있도록 ｢R&D 성과확산을 위한 기술사업화 추진계획｣ 시행방

안을 발표하였는데, R&D 성과가 창조경제를 꽃피울 수 있도록 △수요자 지향

형 R&D 혁신,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 △사업화 추진체계 개선, △네트워크 

강화 등 4대 전략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10대 세부과제를 설정하였다. 

  정부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과 더불어 연구개발이 산업 및 경제 발전에 지속

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추진될 필요가 있다. (1) 사업비

전 → Target 시장 → 경쟁력 분석 → 기술획득방안 결정 → R&D 과제 디자인 

및 확정 등으로 과제기획 추진 프로세스 및 체계를 개선한다. (2) 사전기획조사 

→ R&D 계획수립 → 과제기획 간 선순환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정책지원 강화 

및 성과지향 과제기획 추진을 도모한다. (3) 제품‧서비스 및 비즈니스 모델의 

창의성 강화, 시장성, 개발역량 등의 분석과 검증 강화, 기술개발과 후속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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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구체화 등을 위한 프리-프로덕션형 R&D 기획 개념을 도입·운영한다. (4) 

기획 관련 지식서비스 시장의 초기 활성화를 위한 바우처사업을 신설한다. (5) 

시장지향적 융합창조 기획을 위한 디자이너, 법전문가, 예술가 등 제품화 및 제

품판매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관련 전문가들의 참여를 제도화한다. (6) 

개발기술의 제품적합성 제고를 위한 R&D 결과물의 사전 시각화를 활성화한

다. (7) 기술개발 및 사업화 계획의 구체화를 위한 양식 및 평가지표를 개선한

다. (8) 영역별 전문가를 연계할 수 있는 통합적 pool을 구축하고 R&D 기획 

과정에서 전문가간의 정보 유통이 가능한 통로를 제공한다. (9) 전문가 네트워

킹을 통한 R&D 사업기획을 활성화한다. (10) 연구자 고객만족 제고를 위한 

‘R&D 해피콜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11) 복수간사제(PM, AM 제도 도입)로 

평가관리 전문화를 추구한다. (12) 성실중단 판정기준 개선으로 R&D 성과관

리를 강화한다. (13) 농업기술 분야 성과로드맵을 수립·운영한다. (14) 동일주

제로 여러 기관 간의 경쟁을 유도하는 토너먼트형 R&D 제도 등 도전적 혁신

적 R&D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15) 도전적 혁신적 R&D 추진을 위해 기술분

야별 국내외 전문가 조사 및 특허·논문 등 계량정보 분석을 통한 심층기술수준

조사를 상시 추진한다. (16) 과제기획 결과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측정지표

를 구축·운영한다. (17) 표준화, 특허화를 고려한 과제기획 추진을 통해  R&D

의 지적재산권(IPR) 확보 등 성과가시화를 촉진한다. (18) 농업기술 분야 R&D 

융·복합 활성화를 위한 융합지표를 개발 적용한다.

제2부 해외 주요국의 농업 R&D 추진체계

  주요국의 농업개발조직 및 역할을 살펴보면, 미국 정부의 농식품 R&D는 농

무부(USDA)의 연구·교육 및 경제부문 차관(Under Secretary for Research, 

Education and Economics)이 총괄하여 추진하고 있다. 연구·교육 및 경제부문

(이하 REE)은 연구, 교육 및 지도·보급을 통해 농식품분야의 과학 지식을 발전

시키는 것이 주된 임무이다. REE 업무의 5대 목표는 글로벌 식량안보, 식품안

전, 국민의 영양, 기후변화, 바이오에너지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REE의 수장은 차관이며, REE 차관은 USDA 수석과학자를 겸하고 있다. 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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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석과학관실(Office of the Chief Scientist)을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농업 

R&D의 총괄·조정하고 전략적 우선순위를 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REE는 내외

의 역량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농업연구청(ARS), 국립농식품연구소(NIFA), 경

제연구소(ERS), 국립농업통계원(NASS), 국립농업도서관(NAL) 등 연구개발 관

련 소속기관을 보유·운영하고 있다.  

  미국 농무부의 R&D 자금은 미국 전체 농업 R&D 자금의 약 30% 수준이며, 

나머지 60%는 기업, 품목별 단체 등의 민간자금이고, 10%는 타 연방정부 및 주

정부의 자금이다(2009년 기준). ARS, NIFA 등은 농무부의 연구·교육·지도보급

(USDA-REE) 소속기관들이므로 각 기관의 예산안은 농무부 REE 영역의 예산요

구안으로 통합작성된다. REE는 연구, 교육 및 지도·보급을 위해 포뮬러 자금, 경

쟁보조금, 비경쟁보조금 프로그램 등 세 가지 자금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농업 R&D 추진과 관련된 중요한 점은 NIFA를 설립하여 기존의 협

동연구교육원(CSREES)의 모든 프로그램과 권한을 넘겨 받게하고, 농식품 분

야의 기초 연구와 응용연구를 지원하는 경쟁자금 프로그램인 농식품연구계획

(AFRI)을 관리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NIFA의 설립을 통해 그간 농업연구청

(ARS), 연구지도청(CSREES), 洲정부 사업 등으로 분산 추진되어 오던 R&D를 

통합 조정·관리하고자 하였다. 미국이 일본, 네덜란드 등과 달리 USDA 안에 

ARS와 같은 내부 연구기관을 보유하고 있는 이유는 농무부가 직접 관여하는 

내부 연구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 산업계나 다른 기관들이 충족시키지 못하는 

중요한 틈새를 채우고, 국가적·장기적으로 중요한 연구문제들을 구명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USDA의 대표적 연구개발프로그램은 NIFA가 운영 중인 농식품연구이니셔

티브(Agriculture and Food Research Initiative: AFRI)로 경쟁보조금 프로그램

이며 매년 예산은 약 2.6억 달러 규모이다. 기초연구에 보조금의 60%, 응용연

구에 40%를 할당해야 하며, 총자금 중 최소한 30%는 연구와 교육, 지도 활동

을 통합하는 데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AFRI 프로그램의 RFA는 REEO가 선정

한 6대 우선영역을 다루는 기초프로그램(Foundational Program)과 기후변화 대

응 농업 및 자연자원 과학, 어린이 영양실조 방지, 식품안전, 식량안보, 지속가



vii

능한 바이오에너지 등 5개의 도전 영역에 대한 각각의 RFA, 박사전후 장학금

을 지원하는 NIFA 장학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RFA 등 총 7개이다. AFRI의 

주요특징은 ① 프로그램 리더 및 영역별 담당자 존재, ② RFA 발행, ③ 지정공

모과제/자유응모과제 등의 구분 부재, ④ 프로젝트 유형 및 연구비 유형을 구분

하여 신청, ⑤ RFA에 의거하여 (연구)의향서 제출, ⑥전자접수 시스템

(Grant.com)을 통한 국가차원에서의 통합관리 등이다.

  일본의 농업 R&D와 관련된 주요 조직은 크게 농림수산성(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MAFF)의 농림수산기술회의(Agriculture, for-

estry and fisheries Research Council: AFFRC), 농업연구를 수행하는 각종 독립

행정법인, 기업이나 대학 등의 민간으로 대별할 수 있다. 농림수산기술회의는 일

본 정부의 농림수산 분야 과학기술예산을 총괄집행하는 기구로서 독립행정법인

에 운영비를 교부하고 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정책자금을 통해 민간

기업이나 대학 등의 연구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독립행정법인은 기술회

의로부터 교부금을 받아 연구를 수행하고, 민간기업 및 대학 등과도 협력연구를 

추진하는 바, 2014년 현재 농림수산 분야에는 6개의 독립행정법인과 독립행정법

인 산하 총 36개 기관(연구소·연구센터·지소 등)이 있다. 기업이나 대학은 독립

행정법인과의 협력 이외, 프로젝트 연구나 경쟁적 자금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동 

분야의 R&D를 수행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농업 R&D 추진과정에서는 농림수산기술회의가 중추적인 역할

을 하고 있으며, 임야청·수산청을 포함한 연간 전체 R&D 진흥비는 최근 5년 

평균 1,000억 엔 수준에 달한다. 농림수산기술회의는 예산을 총괄집행하는 기

구로서 독립행정법인에 운영비를 교부하고 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

을 담당하며, 정책자금을 통해 민간기업이나 대학 등의 연구를 지원한다. 일본

의 농업 R&D 추진체계상의 가장 큰 특징은 독립행정법인(독법) 통칙법 공포

('99) 및 개별법 시행(’01)에 따라 기존 농림수산분야 국가연구기관을 6개의 독

립행정법인(독법)으로 개편했다는 점이다. 농림수산기술회의가 농림수산연구

기본계획 수립, 독법에 대한 직접관리 및 예산지원, 민간결집형 기술개발과제 

지원 등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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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농업연구개발사업은 크게 프로젝트 연구, 경쟁적자금 연구, 국제농업

협력연구 등 3개 범주로 분류된다. 프로젝트 연구는 일본 전체의 연구역량을 결

집해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또는 개별 연구기관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과제를 대상으로 한다. 경쟁적자금 연구는 여러 분야에 걸쳐 민간기업 

등의 연구역량을 활용함으로써 국내 연구세력 결집과 인재교류 활성화를 위한 

창의적인 과제를 대상으로 한다. 국제농업협력 연구는 국제연계에 의한 기후변

동에 대응하는 연구사업과 연구교류 추진을 위한 사업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네덜란드의 농업 R&D와 관련된 정부의 주요 조직으로는 경제부(Ministry of 

Economic Affairs)의 농업총국(DG-Agro)과 기업혁신총국(Directorate-General 

for Enterprise and innovation)을 들 수 있다. 특히 농업총국 내 농업지식과와 

2014년 1월에 출범한 기업혁신총국 및 산하 기관인 RVO(Rijksdienst voor 

Ondernemend Nederland, (영) Netherlands Enterprise Agency)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1957년 국가응용과학연구소(TNO)가 설립하여 농업분야의 연구프로

그램 및 연구기관들의 조정 역할을 수행해오다 지난 2007년에 폐지된 농업연

구위원회(NRLO)와 그 후신으로서 2001년부터 농업분야의 시스템 혁신을 위

해 활동해온 농업혁신네트워크(InnovatieNetwerk)도 네덜란드 농업 R&D 관련 

주요조직이다. 한편 1990년대 초반에 민영화되어 현재 정부조직은 아니지만 

네덜란드 농업 R&D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는 연구기관인 

WUR(Wageningen University and Research)이 있다. 또한 농업기술의 지도보

급 및 컨설팅 등의 연구서비스를 수행하며, 부분적으로 연구기능도 보유하고 

있는 DLV(Dienst Landbouw Voorlichting, (영)Agricultural Extension Service)

와 다수의 민간컨설팅 회사, 농민연합단체인 LTO도 네덜란드 농업 R&D 시스

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네덜란드 농업 R&D의 가장 큰 특징은 이미 1990년대 중반부터 정부가 연구, 

교육, 농업현장을 모두 주도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농업 관련 연구과정을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시키기 시작하였으며, 1997년에는 국립농업연구기관(DLO)과 

와게닝겐대학(WU)을 통합하여 와게닝겐대학연구센터(WUR)라는 단일기관을 

설립하여 연구개발의 효율화를 도모했다는 점이다. 이는 국가가 주도해오던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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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연구개발 및 농촌지도사업을 1980년대 이후 민영화하면서 R&D 시스템의 혁

신이 본격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생산자조직 등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가 

매우 활발한 것도 중요한 특징이다. 식품부문은 전체 연구개발 예산의 80% 이

상을 민간에서 지원하며, 농업부문도 생산자단체에 의한 프로젝트 형식의 연구

비 투자가 활발하다. 

  네덜란드 농업분야 연구개발 프로그램은 네덜란드 정부가 WUR에 지원하는 자

금으로 진행되는 각종 연구프로그램과 EU의 FP8을 통해 지원되는 다양한 프로그

램들이 있다. 또한 최근 네덜란드 경제부는 ‘최고부문정책(Topsectorenbeleid)’을 

혁신노력의 일환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고부문정책은 네덜란드가 세

계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농식품, 하이테크, 에너지, 물류 등 최고부문(Top 

sectors)에 대한 투자를 집중하여 산업과 과학의 결합을 통해 지식기반 부가가치와 

혁신을 창출해내고, 국민들의 건강, 식품안전 등 사회적 이슈들에 효과적으로 대

응하고자 하는 것이다. 9개의 최고부문은 농식품, 원예와 기초물질, 화학, 생명산

업과 건강, 창조산업, 에너지, 물류, 하이테크, 물부문으로 여기에는 농업과 관련된 

2개 부문이 포함되어 있다.

제3부 지역 농식품산업육성사업과 R&D 연계 개선 방안 

  농식품분야 지역산업육성사업은 지역의 향토자원·특화품목·산업을 활용하여 

1차산업인 농업과 2·3차산업의 연계 및 융합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지

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이와 같이 1차 농산물의 가공·개발 및 고부가가

치화를 위해서는 R&D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농식품분야 지역산

업육성사업을 통해 추진되는 R&D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역이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지역 R&D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농식품분야와 관련하여 지

역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 사업으로는 농식품부의 ‘향토산업육성사업’,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산자부의 ‘지역연고(전통)산업육성사업’, 중기청의 

‘지역특화발전특구’ 등이 대표적이다.

  향토산업육성사업은 농어촌에 부존된 유무형의 향토자원을 발굴, 개발하여 

다양한 1·2·3차 산업으로 연계·발전시켜 지역경제의 활력을 증진시키는 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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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을 두고 2007~2013년 총 199사업지구에서 사업을 시행 중이다. 농식품부는 

2014년 3월 ‘향토산업육성사업 R&D 평가체계 구축방안’을 수립, 공표하였다. 

이는 1차 생산물의 제조·가공 등을 통한 농업의 고부가가치를 지향하는 사업 

목적상 R&D를 통해 생산되는 신제품의 성패가 사업 성과와 직결된다는 인식

하에, 성과 제고를 위해 R&D 추진 단계별 관리 및 평가체계를 명문화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은 지역에 특화된 농축산업을 중

심으로 기술과 경영이 조화롭게 융합된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농어가소득 증

대를 목적으로, 지역농축산업 주체(산·학·연·관)들의 역량을 집중하여 특화된 

농산물의 생산·유통·가공·판매 등을 통한 소득 증대 일환으로 식품사업단을 육

성하는 사업이다. 향토산업육성사업은 단일 시·군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에,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사업단은 복수 시·군, 도 단위의 산·학·연·관으로 구

성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향토산업육성사업은 2014년부터 선정권한이 시·

도로 이관된 반면에,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선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연고(전통)산업육성사업은 지역기업

이나 주민주도로 지역 내 특색 있는 자원이나 기술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

출하는 지역연고(전통)산업분야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과제별 연 5억 원 내

외로 3년간 지원한다.

  지역연고(전통)산업육성사업은 기존의 H/W 지원에서 R&D 위주의 지원으로 

방향성을 개선하였는데 이미 발굴된 전통자원과 융·복합형 및 수요연계형 R&D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기존 전통자원의 창조·융·복합화 및 명품화를 추진한다.

  농식품분야 지역산업육성사업은 광특회계 편성 사업으로, 농림 R&D 예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의 예산코드가 없기 때문에 R&D 투자 현황을 파악하기

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2010년과 2011년에 향토산업육성사업을 시작한 

사업단을 대상으로 각 사업단별 사업계획서 내 투자계획 중 R&D에 해당하는 

예산액을 산정해 전체 예산 대비 비중을 분석한 결과, R&D 예산은 2010년 시

작 사업단 총 876억 원의 사업비 중 15.7%인 134억 원으로, 2011년 시작 사업

단은 877억 원 중 14.8%인 125억 원으로 추산된다.  

  농식품분야 지역산업육성사업의 R&D 집행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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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첫째, R&D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즉,  R&D를 주요한 지원수

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에도 기존 지역 R&D 정책의 범위 외에 있었기 때문에, 

정책적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각 사업에서 R&D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

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둘째, 지역산업육성사업의 R&BD적 특

성 고려가 부족하다. 지역산업육성사업의 R&D 목적이 원천기술 개발에 있지 

않고 궁극적으로 사업화에 있기 때문에 R&BD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이

러한 R&BD적 사업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셋째, R&D 

예산 집행 및 운영에 관리가 일부 미흡하다. 농어촌산업 지원사업의 부실 운영 

및 R&D 예산 집행에 대한 적절성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2014년 3월 향토산업육성사업 R&D 평가체계 구축방안을 수립해 대응

책을 마련하여 R&D 사업 수행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조치하였다. 넷

째, 사업별 R&D 내용 및 목표의 차별화가 부족하다. 즉, 향토산업육성사업과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등 두 사업이 정책시행 공간, 사업 내용, 활용 자원 

등에서 차별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사업 추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한

다는 것이다. 다섯째, 지역의 R&D 수행 역량이 여전히 부족하다. 지역산업육

성사업 추진 중 일부 사업단은 공모를 통해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R&D를 추진

하고자 하나, 적절한 R&D 수행기관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다.

  농식품분야 지역산업육성사업의 R&D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자

체의 사전 기획력 강화를 위한 추진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향후 각 시·군에서 

사업 공모 이전단계부터 자체적으로 지역의 향토자원 및 전략품목 발굴 및 

R&D 기획 추진 방향을 발전계획 수립 시 포함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지자체

의 사전기획력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앙정부

와 지자체의 R&D 거버넌스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중앙

정부가 관리·평가에 그치지 않고, 수요자인 지자체의 R&D 수요가 국가 R&D

에 반영될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개발 프로세스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예

를 들어, 농식품분야 국가 R&D 기관의 연구과제 선정 시 지자체에서 기 발굴

한 향토자원에 대한 R&D 수요를 일정 정도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R&D 영역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기존의 지역산업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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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R&D는 1차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2차 가공식품 개발에 편중되었던 측

면이 있다. 단순 가공에 그치는 경우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판로 

확보와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발 시 기술성에 치우지지 

않고 제품의 경제성·시장성에 대한 R&D 프로세스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또

한 2차 가공 기술개발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고유성을 바탕으로 관광 및 서비

스산업과의 결합, 효과적인 경영컨설팅을 통한 사업 방향성 확립 등의 R&D가 

함께 진행될 때 사업화의 성공 가능성이 높다. 넷째, 지역산업육성사업의 R&D 

성과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단의 지속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

해서는 사업 종료 후 지속적인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인화 이후 자립화 

방안 수립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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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장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 R&D 투자 현황

1. 2014년도 미래부 주요 R&D 투자 현황

□ 과학기술 분야(1차관실)

○ ｢미래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대상사업 중 순수 연구개발, 

고급 인력양성 등 미래부 소관 6대 분야* 사업 대상

* 기 , 원천, 우주, 원자력, 핵융합 가속기, 국제 력

○ 2014년도 미래부 과학기술분야 R&D 총예산 5조 678억 원 중 종합시행계획 

대상사업 예산은 2조 1,009억 원 규모

-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직할출연기관 등의 연구운영비

  * (기 과학연구원 연구단 지원 등) 2조 6,845억 원 제외

- 순수 연구개발 성격이 아닌 연구개발특구지원 687억 원, 과기단체 지원 

204억 원, 산학연 협력 161억 원 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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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분  야(2014년 산) 세부사업

종합시행

계획 상

① 기 연구사업 (6,967억 원)
신진, 견, 리더  집단

연구 등 7개

② 원천기술개발사업 (5,033억 원)
바이오의료기술개발, 

론티어 등 16개

③ 우주기술개발사업 (3,179억 원) 성, 발사체 등 10개

④ 원자력연구개발사업 (2,920억 원) 원자력, 방사선 등 10개

⑤ 핵융합·가속기연구지원사업 (2,369억 원) 가속기, ITER 등 5개

⑥ 과학기술국제화사업 (541억 원)
국가 간 력기반 조성 등 

10개

표 1-1.  종합시행계획 용 상 사업

자료: 미래창조과학부(2014. 1.). 2014년도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종합

시행계획(안).

□ 정보통신분야(2차관실)

○ (총괄 현황) 2014년도 연구개발 예산은 총 1조 1,764억 원(시행계획 기준)

- 창조경제의 성장 잠재력 확충 및 본격적인 성과 확산

- ICT 분야 기술개발, 표준화, 인력양성 및 기반조성

○ 기술개발부문: 총 7,499억

- ICT R&D 정책을 실현하고, 민간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미래선도형  

핵심원천기술개발에 대한 전략적 투자 강화

- 2014년도 ▲일반 R&D 사업에서 총 90개 과제(1,109억 원)를 신규로 발굴

하고, 10대 핵심기술을 집중 개발하고 15대 미래서비스를 구체화할 계획임.

     * 10  기술 : 홀로그램, 콘텐츠 2.0, 지능형 SW, 사물통신(IoE) 랫폼, 빅데이터·클라우드, 5G, 스마

트 네트워크, 감성형 단말기술, 지능형 ICT 융합모듈, 사이버공격 응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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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화부문: 총 278억 원

-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시장주도형 표준 및 공공형 표준의 개발 추진

- 국제표준 선도가 가능한 분야를 지원하고, ｢기술개발-특허-표준｣ 연계 

추진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 공감형·수요자 맞춤형 표준화 추진

- 3GPP, IEEE 등 사실표준화 기구를 중심으로 국제 표준전문가 활동을 지

원하고, 중소기업의 표준화 활동을 적극 유도

○ 인력양성부문: 총 1,004억 원 

- ICT 인력 수급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창의적 융합인재를 양성

하고, ICT 융합의 핵심인 SW 인력을 중점 육성

○ 기반조성부문: 총 2,983억 원 

- 국산장비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시험검증 테스트베드 환경을 조

성하고, 지역 ICT 산업 육성 및 SW 뱅크 등 SW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

한 기반 조성

구  분 2013년(A) 2014년(B)
증감(B-A)

액 비율(%)

기술개발 7,065 7,499 434 6.2

표 화 260 278 18 6.9

인력양성 1,042 1,004 △38 △3.6

기반조성 2,930 2,983 53 1.8

합  계 11,297 11,764 467 4.1

표 1-2.  2014년도 정보통신·방송 기술진흥 사업 산

단 : 억 원

자료: 미래창조과학부(2014. 2.). 2014년 정보통신·방송기술진흥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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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소관 R&D 예산 현황

    * 창의: 학주 , 신: 소기업주 , 략: 제한없음, 자유공모: 소기업 주

구분
2014년 
산*

과제 수

합계 창의 신 략 자유공모

정진기 3,004 238 13 79 92 54

방발기 1,552 93 33 13 38 9

일반 산** 893 43 2 25 16 -

합계 5,449 374 48 117 146 63

표 1-3.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소  R&D 산 황

단 : 억 원, 개

* 기술개발 예산 중 2014년도 계속‧신규과제의 평가 고려, 산업부 소관(1,249억 원) 제외.

** Giga Korea 사업 포함.

자료: 미래창조과학부(2014. .2). 2014년정보통신·방송기술진흥시행계획.

2. 2014년도 산업부 주요 R&D 투자 현황

□ (총괄현황) 산업부 R&D 2014년 예산은 2013년 본예산(추경 제외, 3조 1,464억 원) 

대비 3.3%(1,035억 원) 증액된 3조 2,499억 원으로 편성

○ 국정·공약과제 및 창조경제 예산은 증액*되었으나, 광역경제사업 조정 및 

진행계획 지연 등으로 일부 사업 예산은 감액**

    * 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250억 원), 사업화연계기술개발(93억 원) 등

    ** 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400억 원), 차세 형항공기개발(△292억 원) 등

□ (회계별 예산)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456억 3,100만 원)가, 증가율은 전략기

금(전년 대비 6.9%)가 가장 높은 수준으로 증가

○ 일반회계 R&D 분야: 1조 6,850억 원, 2.8%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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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산업선도기술개발사업(5대* 과제) 및 산업별 핵심기술 개발(165개 

과제) 등 기술개발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

* ① 투명 시블 디스 이, ② 심해자원 생산용 친환경 해양 랜트, ③ 인쇄 자용 

정  생산시스템, ④ 웰니스 휴먼 어 랫폼, ⑤ 그래핀 소재부품 상용화

- 기술사업화, 글로벌기술협력, 인재양성 등 기술-시장 연계 및 중소기업 

기술혁신역량 강화 추진

○ 광특회계 R&D 분야: 7,586억 원, 6.3% 증가

- 기존 하드웨어적 인프라 중심의 지원에서 R&D 및 기업지원 등 소프트

웨어적 사업 위주로 전환

- 지역혁신센터, 지역특화센터,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 산업기술거점기

관지원(일부) 등 예산 확대

○ 전력기금 R&D 분야: 5,262억 원, 6.9% 증가

- 전력, 신재생, 원자력 등 에너지 공급 및 혁신기술 개발사업 집중 투자

* 청정화력, 스마트그리드, 태양 /풍력/연료 지 등 신재생, 원자력 분야

- 산업수요를 반영한 전략적 창의·융합 인력양성 추진, 국가별 맞춤형 국

제협력 지속 추진

* 인력양성, 국제 력 사업

○ 에특회계 R&D 분야: 2,675억 원, △16.5%

- 에너지효율향상 및 온실가스저감기술, 자원개발기술, 글로벌전문기술

개발 집중 투자

* 효율향상, 온실가스처리, 자원개발, 로벌 문(에 지자원순환) 분야 등

- 에너지 정보화 및 정책지원 사업 지속 추진

* 에 지 정보화  정책지원, 에 지자원순환기반조성 분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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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3년 산 2014년 산안 증감(률)

본 산
(A)

추경포함
(B)

사업 수
산안
(C)

사업 수
본 산 비
(C-A)

추경 비
(C-B)

일반회계 1,610,350 1,639,350 41 1,684,981 51
74,631

(4.6%)

45,631

(2.8%)

특회계 710,862 713,662 18 758,557 20 
47,659

(6.7%)

44,895

(6.3%)

에특회계 320,433 320,433 10 267,495 10 
△52,938

(△16.5%)

△52,938

(△16.5%)

력기 492,156 492,156 10 526,220 13 
34,064

(6.9%)

34,064

(6.9%)

방폐기 12,610 12,610 1 12,610 1 - -

합   계 3,146,411 3,178,211 80 3,249,863 95
103,452

(3.3%)

71,652

(2.3%)

표 1-4.  회계별 2014년 산안

단 : 백만 원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14. 1.). 2014년도산업기술혁신사업안내.

3. 2014년도 중기청 주요 R&D 투자 현황

□ 주요 R&D 사업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미래 성장유망 분야의 사업화 기술개발을 통

해 혁신형 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유망 기술개발과제

를 발굴하여 적극 지원

* (2013년) 576억 원, 152개 과제 → (2014년 안) 598억 원, 160개 과제 지원 정

- 중소기업이 글로벌 신시장을 창출하고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성장동력 창출을 견인할 수 있는 기술개발과제 기획

* 수출유망분야 180개, 수입 체분야 150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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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사업) 대기업, 공공기관, 정부기관 등 국내 기술수

요처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기술개발을 제안하여 채택한 과제를 지원하

며, 중소기업이 기술개발과 상용화에 성공하면 기술수요처에서 일정기간 

구매하여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

* 지원규모(2014년) : 782억 원(신규 562억 원, 계속 220억 원) 

○ (해외수요처 연계 기술개발사업) 해외글로벌기업(포춘지 500대 기업 및 매

출액 1억 달러 이상) 등에서 제안한 과제, 해외수요처(바이어)로부터 신제

품개발을 요청받은 중소기업의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을 중점 지원

* 해외수요처 범 : 외국정부  UN 등 국제기구, 외국기업  외국 수출입 기업, 해외 

도·소매 유통체인 등 해외 지법인(신청 주 기 과 상호 출자지분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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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장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 R&D 추진체계 현황

1.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체계

○ 정부연구개발사업 거버넌스란 “정부연구개발사업 관련 정책 형성과 집행과정 

등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들 간에서 나타나는 상호의존성, 연계, 네트워크, 

협력 그리고 조정을 초함하는 관계”를 말하며 거버넌스 메커니즘(Governance 

Mechanism)이란 이러한 관계의 형태 또는 구조를 의미함(조현대 외 2003)

○ 전체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조정·평가하는 상위차원의 정책주체는 미

래창조과학부,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며, 대통령 국가과학기술 자문기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있음. 기획재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편성에 

개입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기관임.

○ 국가과학기술심의회(국과심)는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의한 과학기술분

야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2012년 12월 27일 발족

- 범부처 과학기술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 과학기술 혁신 및 산업화 

관련, 인력정책, 지역기술 혁신정책에 대한 조정, 연구개발 계획 및 사업

에 대한 조정, 연구개발 예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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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체계

자료: 조현대(2003)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국과심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과학기술정책 수립에 있어 민간의 전문성

을 확대 반영, 국무총리와 민간 공동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관계부처 

장관 13명, 민간위원 10명 등 25명 위원으로 구성(미래부 장관 간사)

○ 기존 대통령 직성 행정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행정위원

회로 개편과학기술 기본계획 등 국가과학기술정책 목표·전략 수립 및 시행, 

정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의 투자 방향 설정 및 예산 배분·조정,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 평가 및 활용 지원을 관장하는 기능을 담당하였으나 

2013년 3월 23일 소관 업무가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

관되면서 폐지됨.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자문회의)는 헌법 127조를 근거로 과학기술혁신 등

에 관해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1991년 5월 31일 설립. 주요 기능은 

국가과학기술의 혁신과 인력의 개발을 위한 과학기술의 발전전략과 주요 

정책 방향, 국가과학 기술분야의 제도개선 및 정책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자문 수행임

- 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미래전략수석을 간사로 하여 3개 분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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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8명씩 24명이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고, 하위 분과로 자문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분야별 핵심 전문가 

20인 이내로 구성된 전문위원이 활동하고 있음

- 2013년 6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재발족하면서 자문위원 구성을 민

간 중심으로 변화함.

○ 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 R&D Planning Tower로서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

괄·조정·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진흥, 과학기술인력양성, 국가 정

보화 기획,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업무

를 담당

- 2013년 3월 국과위 개편 전 국과위가 예산 배분방향을 제시하고, 기재부

가 예산·배분·조정 편성 기능 역할을 담당하였음.

- 개편 후 기존 국과위 기능을 미래부로 이관하여 미래부가 예산 투자방향 

제시 및 주요사업에 대한 부처별, 분야별 예산 배분·조정 역할을 담당하

고, 기재부는 예산편성 역할 담당하게 됨.

○ 기존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의 기초기술연구회와 지식경제부 산하의 산업기

술연구회를 2013년 3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한 후 2014년 6월 30일 양 

연구회를 통합, 단일화하여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통합·지원하는 ‘국가

과학기술연구회’ 출범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

로써 국가연구사업 정책 지원 및 지식산업발전에 이바지함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과학기술 관련 정책 및 계획의 수립·

조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체계적인 조사·분석 평가와 예산의 배분·조정, 

과학기술 국제협력 등에 관한 연구 및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미래창조

과학부 연구 및 지원기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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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래창조과학부 R&D 추진체계

○ 미래창조과학부의 R&D 추진체계는 크게 과학기술부문과 정보통신·방송부

문으로 구분됨

- 과학기술부문의 경우 각 사업의 세부운영 사항은 ｢미래부 소관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을 따르며,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시

행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 규정｣을 따름

○ 미래부는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연구개발

사업종합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와 추진위원회를 구성

- 심의위원회는 중장기 계획, 연도별 종합시행계획 등 R&D 사업 주요사항

과 중점 기술개발분야 설정, 중요 연구개발 과제 선정 및 추진에 관한 사

항을 심의·조정함

- 추진위원회는 연구개발사업별 또는 개별연구과제별로 연구기획·과제선정·

관리·평가 등 주요사항 심의·조정

그림 1-2.  미래창조과학부 R&D 추진체계

자료: 미래창조과학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4)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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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학기술부문

○ 미래부의 과학기술분야 R&D는 기초연구, 원천기술개발(국책사업), 원자력·

우주개발·국제협력 등으로 구분하며 1개의 전담기관에서 기획, 평가, 관리 

등 R&D 사업관리를 담당

- 과제 기획은 원천기술개발 및 원자력·우주개발사업 등을 대상으로 진행

 ◇ 추진 원회: 기술개발사업의 신규 과제 선정, 평가 원회 평가결과에 한 조정·

확정

 ◇ 평가 원회: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도출  선정, 진도, 단계, 최종 등의 평가와 

약 해약, 단, 실패 과제 등의 안건을 심의

 ◇ 기획자문 원회: 기술기획 련, 수요조사결과, 논문  특허분석 등을 통 로 

기획과제 우선순  도출

 ◇ 사업기획 원회: 기술기획 련, 기획자문 원회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상세기획

(RFP 작성)

 ◇ 담기 : 미래창조과학부 장 이 기술개발사업에 한 기획·평가· 리 등의 업

무를 임하여 수행하는 기  

 ◇ 수행기 : 기술개발사업을 직  수행하는 연구자 는 기  등 

표 1-5.  기술개발사업 주체별 주요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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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D 추진 프로세스

구분 절차 주요내용 비고

사
업
기
획

등

기술수요조사    - 관련 기관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실시 연구재단 주관



과제발굴 및 확정
- 기술·산업동향 분석 및 역량 분석, 로드맵 작성
- 과제(안) 공시 및 기술수요자 평가
- 평가결과, 예산규모 등을 고려한 과제(안) 확정

연구재단 주관

사
업
추
진

∧
선
정
평
가
∨

시행계획수립 - 과학기술분야 재원배분 등 종합적인 시행계획 수립 미래부


사업공고 및 과제 접수

- 기술개발 사업 공고
- 사업설명회 개최 등 사업홍보, 과제신청서 접수

미래부
(연구재단 수행)


수행기관 선정

- 신청과제의 검토·심의 및 조정
  (선정평가 실시: 평가위원회 평가 등)

연구재단 주관


과제별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협약: 연구재단 ↔ 과제수행기관
 ※ 해당부처가 정하는 과제수행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협약
- 사업비 지급: 연구재단 → 과제수행기관

연구재단 주관

수
행 

및 

성
과
관
리

수행관리 - 수행계획변경, 진도점검 등 사업수행관리 연구재단 주관



결과평가 및 정산

- 결과보고서 접수 및 평가
-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과제 종료후 2개월 이내) 접수  및 
사업비 집행내역 정산

- 평가, 정산 결과보고: 연구재단 → 미래부, 해당부처

연구재단 주관



연구개발 성과활용
- 연구개발결과 활용을 위한 발표 및 공개 등
- 기술실시계약체결(지식재산권자 ↔ 실시기관) 
  및 기술료 징수

연구재단 주관


성과분석

(과제종료 후 5년간)
- 성과분석: 연구재단
- 결과보고: 연구재단 → 미래부, 해당부처

연구재단 주관,
각 부처에 보고

※ 세부 사업별, 과제별 특성에 따라 각 추진절차 및 수행주체가 다를 수 있음.

자료: 기초연구사업시행계획(2014), 평가종합계획(2014), 과학기술분야 사업설명회(2014), 미래

창조과학부, 한국연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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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 프로세스

가)  기술기획

○ 과학기술분야 기획은 기술수요조사, 기획연구과제 등을 바탕으로 PM, 기획

자문위원회, 사업기획위원회를 운영하여 RFP를 도출 

- 전담기관 내 2개 부서에서 기획을 추진

○ (기술수요조사) 

- 시장의 수요를 반영한 온·오프라인을 통해 기술수요조사를 추진

- 기술수요조사를 통해 제안서를 접수 

 

○ (기획연구과제) 

- 전담기관에서 R&D 정책방향, 동향조사 등을 통대로 사전 기획연구를 추진  

   

○ (논문/특허분석) 

- 기술수요조사 및 기획연구과제를 바탕으로 전담기관에서 논문 및 특허 

등 다양한 계량 지표를 분석

○ (기술성/사업성 검토)

- 논문과 특허 분석을 토대로 각 분야별 PM이 기술성과 사업성을 검토

○ (우선순위 도출)

- 기획자문위원회에서 검토된 기술성과 사업성을 토대로 제안서 우선순위를 

도출

○ (RFP 도출)

- 사업기획위원회를 운영하여 기술, 시장 등 사전기획에서 추진한 내용을 

바탕으로 신규과제 RFP를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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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공고)

- 도출된 RFP 등을 바탕으로 부처에서 최종적으로 신규 과제를 선정 확정

하고 사업공고 추진

그림 1-3.  과제기획 로세스 

(2차 검토)

(제안서)

(1차 검토)

(제안서)

(우선순  도출)

공고

선정평가

사업기획 원회신규과제상세기획

- 신규과제 기획 -

(추진계획(RFP))

기획자문 원회 검토

PM검토
(기술성/사업성 검토)

기획연구과제기술수요조사

정보분석  검토
(논문/특허 분석)

신규분야 도출

제안서 작성  추천

자료: 한국연구재단(2014). 사업설명자료.

나)  사업  과제 리 체계

○ 미래부의 과학기술분야 평가체계는 크게 기초연구사업 및 원천기술개발사

업, 원자력기술개발 등에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기초연구

사업을 기준으로 사업관리 체계를 기재토록 함

○ 기초연구사업은 “새로운 지식창출”과 “창의적 인재양성”을 통해 국가 경쟁

력의 원천인 ‘과학 기초(Science Base)' 제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개인연구지원, 집단연구 육성, 기초연구기반 구축 등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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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사업별로 연구발전단계에 따른 연구생애별 전주기적 지원

* 개인연구: 신진연구자 → 견연구자 → 리더연구자

* 집단연구: 로벌연구실/기 연구실 → 선도연구센터

○ (사업시행계획) 세부사업별 상세한 자원배분, 투자방향 및 연구방향 등을 

고려한 시행계획을 수립

○ (사업공고) 신문 등 대중매체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공고전산망, 전문기관 

및 종합관리시스템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 총지원 산, 지원내용, 신청자격, 평가 차, 평가기 , 개발기간 등을 포함하여 공고

○ (평가주체 및 평가전문기관)

- 평가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주관하되,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평가 및 관리 등을 위해 연구

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연구재단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함

-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과제선정·관리·평가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사업추진위원회를 운영

- 사업추진위원회는 연구개발정책관과 산업계·학계·연구계의 해당분야 전

문가 등 20인 이내 위원(위원장 1인 포함)으로 구성하며 간사 중 1인은 

기초연구진흥과장이 담당

- 평가전문기관으로 미래부에서는 한국연구재단을 통해 연구개발사업의 

평가 및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며,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평가 및 관리 

등을 위해 연구사업 관리제도를 운영

- 연구사업관리전문가(Program Manager: PM): 연구개발 사업을 효과적으

로 관리하고 사업 관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전문가로 본

부장, 단장, 전문위원, 책임전문위원으로 구분

- PM 협의체: 연구개발사업의 평가 및 관리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

기 위하여 본부장(위원장) 및 단장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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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사업 리 체계 

자료: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사업 사업설명자료, 기초연구사업 평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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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방법 및 절차)

∙선정평가(ex-ante evaluation): 연구활동의 시작단계에서 얻어지게 되는 이익을 

명확히 하고 연구계획서 수행의 필요성을 정의하고 목 을 설정하며, 다른 선택 

가능한 요소(연구계획)들을 찾아 비교·검토해 보고 비용 비 이익을 고려하여 최

종 인 선택을 하는 일련의 활동

∙ 간평가(interim evaluation): 당  설정된 연구계획 비 진행과정을 검하고 

연구진행 과정에서 장단 을 체계 으로 검하여 수행 인 연구의 개선을 한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이며, 단 ·소규모연구  단계 진행 에 연차실  계획서를 

검토하는 연차 검과 · 규모 연구 단계 종료 시에 수행하는 단계평가로 구분

∙최종평가(ex-post evaluation): 특정 연구 활동이 계획 비 추진과정과 결과가 

성공 으로 수행되었는지를 검하는 활동

표 1-6. 단계별 평가 정의

① 평가방법

 1) 온라인 평가

- 평가자가 평가를 위해 마련된 별도 공간으로 이동하지 않고 연구사업통

합지원시스템(http://www.ernd.nrf.re.kr, 이하 평가시스템)에 접속하여 업

로드된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 수행

 2) 오프라인 평가

- 평가자가 평가를 위해 마련된 별도 공간으로 이동하여 인쇄된 자료, 연

구자와 전문가 간 의사소통 결과 등을 바탕으로 평가 수행

∙토론평가: 연구과제별 전담 평가위원의 과제 검토결과 발표 후, 과제별 

평가위원 간 질의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서 작성 

∙발표평가: 연구과제 책임자의 일정시간 발표 후, 연구과제 신청자와 평

가자 간 질의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서 작성

※ 특정 사업은 창의성과 도 성에 한 평가를 극 화할 수 있도록 평가자-피평가자 간의 

자유로운 인터뷰 형식의 원탁토론평가방식(Roundtable Interview) 등을 통해 평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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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평가절차

 1) 선정평가

○ 과학기술 전 분야에서 기초연구 능력을 배양하고 우수한 연구인력 양성을 

위하여 창의성·도전성 높은 과제 선정

- (최초지원) 연구과제는 ‘전문성’, ‘공정성’, ‘책임성’을 바탕으로 자유공

모 방식에 의해 공모하여 평가를 통해 우수과제 선정

- (후속지원) 종료과제 중, 연구책임자가 후속연구지원을 신청한 과제만을 

대상으로 평가 실시

전문가 평가 위원회 심의

 온라인(국내, 해외), 패널토론, 

발표/대면평가
신규과제 선정(안) 심의․확정

한국연구재단 미래창조과학부

표 1-7.  평가 차 

자료: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지원사업 평가계획.

○ 패널별 토론평가는 창의적 아이디어에 기반한 도전적 연구과제가 선정될 

수 있도록 암맹평가(Blind Review) 실시

○ 평가단계별 주요 업무

- 패널구성: 학문분야 및 평가대상 과제 수를 고려하여 적정 수의 패널을 

구성하여, 절대 또는 상대평가로 실시

- 평가위원 구성: 평가위원은 전문위원(이하 ‘RB’), 책임전문위원(이하 

‘CRB’), 학문단장(이하 ‘PM’), 관련사업 본부장이 역할을 분담하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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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평가후보 원 추천 군 구성 군 우선순  결정

패  내 단일 RB 분야

복수 RB
CRB PM패  내 단일 CRB 분야

(복수 RB 분야)

패  내 복수 CRB 분야 PM 본부장

표 1-8.  평가 원 구성

자료: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지원사업 평가계획.

- 복수 RB가 평가시스템에서 평가위원 후보자를 각 3배수 추천하고 본/예

비 가, 나, 다 군으로 구성하되, 평가위원 후보자가 부족한 경우 관련 분

야 RB 등이 추가 추천 

- 패널별 관련 분야 전문가 10인 내외로 구성하되,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

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전문가는 제외

- 평가위원 수는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용

- 산업체 및 연구소 소속 전문가 평가위원 참여 및 안배 고려

-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연구책임자와 동일기관 동일학부(학과, 의약학분야의 

경우 교실), 사제지간, 최종학위 동일지도교수, 동일사업 수행자 등 배제

-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전문위원(RB/CRB)은 기초연구사업 평가 전체

에 대해 참여를 제한하며,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 원칙으로 선출

○ 평가위원별 평가 참여 방법

- (공통평가위원) 패널 내 전체 연구과제(팀)에 대해 상대평가 실시

- (전문/발표 평가위원) 연구과제(팀)별로 3인 내외로 구성되고, 연구책임

자의 발표 후 해당 연구과제(팀)에 대해 절대평가 실시

- (전문/서면 평가위원) 창의 연구과제(팀)별로 3인 내외로 구성되고, 온라

인 서면검토를 통해 해당 연구과제(팀)에 대한 검토의견 작성

○ 선정평가 방법은 온라인 서면평가, 토론평가, 발표대면평가 등으로 사업의 

특성에 따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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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평가: 평가위원은 해당사업 평가대상 과제에 대해 평가항목별로 평

가점수를 부여하고, 평가의견서를 작성하고, 패널심의를 통해 서면평가 

심사결과 검토 및 과제지원 우선순위 결정

- 토론평가: 연구계획서 검토 후 과제별 토론을 실시하고, 평가위원은 패널 

내의 모든 평가대상과제에 대해 점수 부여하나, 토론평가(1차)의 결과는 

발표평가(2차) 대상과제를 선정하는 용도로만 활용하며, 최종결과에는 

반영하지 않음.

- 발표 대면평가: 연구책임자의 발표와 질의·응답 후 과제별 토론을 실시

하고, 평가위원은 패널 내의 평가대상과제에 대해 점수 부여

○ 심의(안) 마련 및 보고

- 평가종료 후 평가위원 추천 및 참여현황 등을 미래부 보고

- 중복성 검토: 선정후보 과제를 대상으로 NTIS 및 (필요시) 전문가 검토

를 통한 중복성 검토

○ 기초연구사업 추진위원회

- 신규과제 선정(안)을 종합 심의하여 예비 선정, 선정과제의 연구비 적정

성을 검토하고, 연구비 및 연구내용 조정 가능

○ 이의신청 검토 및 선정 확정

- 신규 선정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접수 받아 해당 학문단 PM을 중심

(필요시 RB 및 외부전문가 활용)으로 전문적 검토 실시

-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인정되는 경우, 재평가 등을 실시하

고, 그 결과를 추진위원장 및 미래부 보고 후 확정, 부득이한 경우 추진

위원회에서 재심의

- 이의신청의 평가방법은 패널평가로 진행하고 평가방법 및 항목, 지표 및 

평가결과 처리는 기존의 평가와 동일하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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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계평가

○ 전(前) 단계 연구기간 동안 산출된 연구성과 및 업적에 대한 심층적 평가를 

통해 사업 기본목표 달성 확인 및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

전문가 평가 위원회 심의

발표평가
단계평가 결과(안) 

심의․확정

한국연구재단 미래창조과학부

표 1-9.  평가방법

 

자료: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지원사업 평가계획.

○ 단계평가는 평가대상 과제 수를 고려하여 적정 수의 패널을 구성하여, 상대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대상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절대

평가의 방법을 병행

- 평가위원회는 ‘공통평가위원’과 ‘전문평가위원’으로 구성 운영 가능

구 분 공통평가 원(발표)
문평가 원

문(발표) 문(서면)

인 원 CRB 분야별 1인 
연구과제( )별 

3인 내외

연구과제( )별 

3인 내외

평가방법 발표평가 온라인 서면검토

역 할
<패  내 체 연구과제( ) 

상 평가>
< 평가> <서면검토>

표 1-10.  평가 원회 구성  역할 

  

주: 선정평가와 동일하게 심의안 보고 이후 이의신청 재평가 및 성실 수행여부를 평가.

자료: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지원사업 평가계획.

○ 이의신청 재평가: 이의신청은 평가는 패널평가로 진행

- 평가방법, 평가항목 및 지표, 평가결과 처리: 기존 평가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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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미래창조과학부 전문관리기관(한국연구재단)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시행
계획
수립

연도별 사업시행계획 수립 ←
세부사업별 

시행계획(안)마련
→

시행계획의 세부사업별 
중점추진사항 참고

세부사업별 시행 및 신규과제 공모 → 세부사업별 시행 및 신규과제 공모

↓

평가방법, 
평가항목 및 
배점 참고

→
평가방법, 

평가항목 및 
배점 참고

평가
종합
계획
수립

기초연구사업 
평가계획 승인

←
기초연구사업 평가 

계획(안) 마련

→평가방법, 평가항목 및 
배점 등 사업별, 

평가유형별 공통사항 종합 
→

평가계획을 근거로 
과제공고 등 사업 추진

↓ ↓ ↓

신규
과제
선정
평가

선정평가계획(안) 
검토 및 승인

←
신규접수과제 패널구성 
및 선정과제 배분 등 

선정평가계획(안) 마련
← 연구과제 신청 ← 연구계획서작성

선정평가 실시 연구계획 발표

↓

신규과제 선정(안) 마련 ← 선정평가결과(안) 마련

↓

추진위원회 심의 및
신규과제 선정 확정

→ 신규과제 선정결과 통보 → 선정결과 통보 → 연구 개시

↓

단계
평가

단계평가계획(안) 
검토  및 승인

←
단계평가 대상 과제 
평가계획(안) 마련

← 단계보고서 제출 ← 단계보고서 작성

단계평가 실시 단계 연구결과 발표

↓

단계평가결과 및 
조치(안) 마련

← 단계평가결과(안) 마련

↓

추진위원회 심의 및
평가결과 확정

→
단계평가결과 및 
조치계획 통보

→ 단계평가결과 통보 →
연구계속지

원 또는 중단

↓

최종
평가

최종평가계획(안) 
검토 및 승인

←
최종평가 대상 과제 
평가계획(안) 마련

← 최종보고서 제출 ← 최종보고서 작성

←
→

←
→

←
→

성과소개서 검토·승인
(PM, RB 검토)

성과소개서 제출
성과소개서작
성 및 보완

최종평가 실시 연구결과 발표

↓

최종평가결과 및 
조치사항 확정
※ 주요사항은 
추진위원회 심의

← 최종평가결과(안) 마련

→
평가결과 통보 및 

조치사항 수행
→

최종평가결과 
통보

→
최종평가결과 

확인

그림 1-5.  미래부 평가 사업 수행체계 

자료: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지원사업 평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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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평가

○ 연구개발사업의 투자 효율성 제고, 연구성과 목표 관리 및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촉진

- 연구과제 종료 시, 연구자가 제출한 ‘연구성과 소개서’를 바탕으로 연구

성과의 학문적·기술적 수준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제공

문가 평가 결과 확정

 최종보고서  연구성과 소개서에 

한 패 별 토론평가
최종평가 결과 확정 

한국연구재단 미래창조과학부

표 1-11. 평가 차 

자료: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지원사업 평가계획.

○ 최종평가는 토론/발표 평가를 실시

- 연구목표 대비 달성도, 연구성과의 질적수준 및 연구결과 활용성에 대해 

평가위원 간 토론을 실시하고, 평가위원 간 합의를 통해 평가점수를 부

여하고 이를 S~D등급으로 등급화

- 연구 목표 대비 달성도 : 연구책임자가 제시한 자체평가 결과 등을 토대

로 당초 제시한 목표의 달성도를 집중 점검하여 평가위원별 사전검토를 

바탕으로 당초 과제 계획서상의 연구목표 대비 실적을 산술적으로 비례

해서 달성도를 평가

※ 연구목표 A에 해 자체평가: 달성도에 한 단근거 제시

※ 피평가자가 제출한 연구목표 비 실 자료를 연구재단에서 연구계획서를 검토하여 

사  검증 후 평가 원에게 참고자료로 제공

- 연구성과의 질적수준: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연구성과 소개서에 대한 분

야별 연구사업전문가 등의 검토, 보완 및 최종 승인을 거쳐 성과정보시

스템에 등록 추진

- 연구결과의 활용성: 연구기간 동안 창출한 연구성과의 향후 관련 연구분

야 및 기타 분야에 활용 가능성 등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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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평가 리 차

자료: 한국연구재단 사업설명회(2014).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평가계획.

다)  성과평 가  성과 리

○ 최종평가 시 성과평가를 함께 고려함. 성과평가는 1~5등급까지 부여

등 등  부여 기

1 
세계최  는 최고수 의 성과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거나, 소  분야의 문제 

해결 등에 기여할 수 있는 breakthrough형 지식 는 기술(국제 상  수 )

2
국내 학문/기술  수 을 한단계 upgrade 시킬 수 있는 지식 는 기술(국내 

최고 수 )

3
기존 지식 는 기술과 다르다(차별성)는 사실에 입각한 결과로 학문/기술발

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상되는 지식 는 기술(국내 보통 수 )

4
연구개발결과는 새로우나 연구성과의 우수성을 증명할 수 있는 연구결과가 부

족하여 학문/기술 발 에 기여하기 힘든 지식 는 기술(국내 보통 수  이하)

5 기존 지식 는 기술과 차별성이 없거나 답습한 수  지식 는 기술 

표 1-12.  성과평가 등  부여 기



29

○ (성과관리)

- 미래부 및 한국연구재단은 체계적인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미래부는 성과관리에 대한 총괄관리, 한국연구재단은 성과조사 및 성과

분석 및 성과 확산 등을 담당

- (연구성과 조사 분석) 과제수행에서 발생한 논문, 특허 등을 매년 전수조

사하여 연구사업지원시스템을 활용하여 온라인 조사함. 조사결과는 조분

평 성과자료 제출에 활용되며 각종 성과자료 접수 및 지원사업 성과분석

의 기초자료에 활용

- 연구성과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성과지표를 활용한 투입 대비 산

출실적 분석 및 성과분석보고서를 발간하고, 연구비 지원통계 등을 분석

- (기술실시계약 체결 및 기술료 관리) 주관기관의 기술실시 계약 체결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관리하고 기술료 감면, 실시계약 통계 유지 및 기술

료 징수 관리 등을 수행

- (연구성과 확산) 우수성과 사례조사 및 인증, 연구보고서 원문서비스, 학

연산 연구성과 교류회 운영, 성과관리 네트워크 구축 및 사업비 연구성

과 전시관 운영, 등 연구성과 확산 지원을 수행

그림 1-7.  성과 리 체계

자료: 한국연구재단(2012). 성과관리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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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부 과학기술부문 R&D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 한국연구재단은 전 학문분야를 아우르는 국가 기초연구지원시스템의 효

율화 및 선진화를 목적으로 기존의 한국과학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국

제과학기술협력재단을 하나로 통합하여 2009년 6월 발족

- 한국연구재단의 주요사업은 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 인문사회연구지원사

업 인력양성사업, 산학협력사업, 연구기반 구축사업 등임

○ 미래부 연구개발특구와의 연구개발사업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연구

개발사업 전문기관으로 역할

○ 미래부 과학기술부문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전문기관: 연구성과 실용화 

진흥원

- 2007년 한국연구재단 내 프론티어연구성과지원센터로 발족

- 2014년 4월 미래부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전문기관으로 확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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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보통신부문

그림 1-8.  ICT R&D 사업 추진체계도

자료: 자체 작성.

◇ 사업심의 원회: 기술개발사업의 운 체계  제도개선, 신규 기획과제 확정, 평

가 원회 평가결과에 한 조정·확정

◇ 과제기획 원회: 기술기획 련, 수요조사결과, 기술성, 경제성 분석 결과 등을 

검토하여 신규과제 기획  공고 상과제를 선정

◇ 평가 원회: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선정, 연차, 단계, 최종 등의 평가와 약 해약, 

단, 실패 과제 등의 안건을 심의

◇ 문 원회: 문제과제와 기술료, 정산 , 환수  미납 등의 과제에 한 환수·제

재 상  범  등을 심의

◇ 담기 : 미래창조과학부 장 이 기술개발사업에 한 기획·평가· 리 등의 업

무를 임하여 수행하는 기  

◇ 수행기 (주 , 참여): ICT R&D 기술개발사업을 직  수행하는 주 연구기  

 참여연구기  등 

표 1-13.  기술개발사업 주체별 주요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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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절차 주요내용 단독사업 공동사업

사
업
기
획

등

기술수요조사    - 정보통신 관련 기관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실시
각 부처 주관
(IITP수행)

미래부 주관, 
각 부처 참여
(IITP수행)


과제발굴 및 확정

- 기술·산업동향 분석 및 역량 분석, 로드맵 작성
- 과제(안) 공시 및 기술수요자 평가
- 평가결과, 예산규모 등을 고려한 과제(안) 확정

각 부처 주관
(IITP수행)

미래부 주관, 
각 부처 참여
(IITP수행)

사
업
추
진

∧
선
정
평
가
∨

시행계획수립
- 정보통신기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등 운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시행계획 수립

- 사업관리협약체결 : 미래부·해당부처⇔IITP
미래부


사업공고 및 과제 접수

- 기술개발 사업 공고
- 사업설명회 개최 등 사업홍보, 과제신청서 접수

미래부
(IITP수행)


수행기관 선정

- 신청과제의 검토·심의 및 조정

  (선정평가 실시 : 적합성 평가, 평가위원회 평가 등)

IITP 주관,
각 부처에 보고


과제별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협약 : IITP ↔ 과제수행기관
 ※ 해당부처가 정하는 과제수행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협약
- 사업비 지급 : IITP → 과제수행기관

IITP 주관

수
행 

및 

성
과
관
리

수행관리
- 수행계획변경,  현장실태조사 및 진도점검 등
  사업수행관리

IITP 주관,
각 부처에 보고



결과평가 및 정산

- 결과보고서 접수 및 평가
-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과제 종료 후 2개월 이내) 접수
  및 사업비 집행내역 정산
- 평가, 정산 결과보고 : IITP → 미래부, 해당부처

IITP 주관,
각 부처에 보고


연구개발 성과활용

- 연구개발결과 활용을 위한 발표 및 공개 등
- 기술실시계약체결(지식재산권자 ↔ 실시기관) 
  및 기술료 징수

IITP 주관,
각 부처에 보고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 전담기관/주관연구기관이 실시기업으로부터 징수
  : 기술실시계약에 따름
- 관련 규정에 따라 기술료 사용

IITP 주관,
각 부처에 보고


성과분석

(과제종료 후 5년간)
- 성과분석 : IITP
- 결과보고 : IITP → 미래부, 해당부처

IITP 주관,
각 부처에 보고

1) R&D 추진 프로세스 (공통)

주: 세부 사업별, 과제별 특성에 따라 각 추진절차 및 수행주체가 다를 수 있음.   

자료: 자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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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 프로세스

가)  기술기획

○ (사전기획) 국내외 R&D 동향을 반영한 R&D 전략 수립을 위한 사전기획연

구를 추진, 

* 기술정책  통계조사, 기술수 조사  기술경쟁력 분석, 미래 기술 측, ICT R&D 

장기 략, 기술로드맵 수립, 차년도 기획방향 설정

○ (기술수요조사) 시장의 수요를 반영한 산업원천기술개발을 추진하기 위하

여 온·오프라인을 통해 기술수요조사를 추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을 위

한 품목수요조사는 별도 추진, 정책수요는 기획단계에서 반영 

* 주요 도시 지역설명회 개최, 주요 일간지 공고를 통한 홍보 

○ (본기획)

- 시장의 수요(Demands), 정책적 요구(Requests)와 기술적 필요(Needs)를 

반영한 기술-시장 연계형 과제기획

- 기획대상과제별 기술성 및 경제성 분석, 온·오프라인 공청회를 통한 전

문가 의견 수렴, 중복성 검토 등을 거쳐 신규과제 도출

- 민간전문가(CP)를 중심으로 과제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신규과제를 기획

○ (과제기획 추진체계)

- 정보통신방송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신규 지

원과제 및 신규예산 심의·확정(15명 내외)하고, 산하에 CP 중심의 과제

기획위원회를 통해 신규과제를 기획

- 정보통신융합정책관 주관으로 과제기획 전반을 총괄하는 ‘R&D 조정위

원회’ 운영

* 역할: 정책수요반 , 기획방향 제시, 기획 상과제 종합검토, 융·복합 진  사업화 

종합검토 등 략  R&D 기획 총

* 구성: 정보통신융합정책 , R&D 담당과장, CP 등 20명 내외

- ‘기획에서 기술사업화까지’ 전 주기 CP 책임운영 기획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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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주기 CP 책임운  기획체계 

자료: 자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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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체별 구성 및 역할

구분 구성  역할

사업심의

원회

○구성: 정보통신방송정책실장( 원장), 융합정책 , 산·학·연 문가 등 

(15명 내외)

○역할: ① 기술분야별 지원 상과제의 확정 ② 기술분야별 산 확정

R&D

조정 원회

○구성: 융합정책 ( 원장), 담당과장, CP 등(20명 내외)

○역할: ① 과제기획 기본방향 확정, ② 기획 상과제 선정, 

③ 기획결과의 사 심의  우선순  부여,

④ 과제제안요구서(RFP)의 검토·확정

과제기획

원회

(기술분야별)

○구성: 분야별 CP, 산·학·연 문가, 특허/표 /경제성 문가 등(15명 내외)

  * CP가 원장으로 원은 CP 주 으로 산학연  균형 있게 구성

○역할: ① 과제기획 기본방향 설정(추진 략/R&D 로드맵),

② 기술수요검토 ③ 기획 상 후보과제 선정(과제뱅크작성),

④ 과제제안요구서(RFP) 종합 검토  조정,

⑤ 기획과제의 우선순  검증, ⑥ 과제기획 담  구성·운

과제기획

담

(기술분야별)

○구성: 산·학·연 문가, 특허·기술경제성 문가(10인 내외)

  * 과제기획 원회 원은 과제기획 담 에 참여불가

  * 련기획 상 과제는 2～3개 정도 묶어서 1개 담 에서 통합운

○역할: ① 기획 상과제별 기술·특허·표 화 동향조사, 기술의 경제  

타당성 분석

  * 특허/경제성 : 문기 / 문가 별도활용가능

② 과제의 개발목표, 개발기간, 추진체계 등 RFP 작성

실무총 반

( 담기 )

○구성: 기획총

○역할: ① 과제기획 기본계획 수립,

② R&D 발  략  기술로드맵 수립,

③ 인터넷 공시  공청회 등 복성 검증 주 ,

④ 총  기획보고서 작성  시행계획에 반  등,

⑤ 각 원회  담  확정  지원,

표 1-14.  주체별 구성  역할

자료: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2014. 9.). 2015년도 ICT R&D 사업 과제기획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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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 수행주체/일정 주요내용

기술수요조사
(Bottom-up)

ICT R&D 중장기 계획 
및 정책

(Top-Down)

미래부/전담기관
(7~8월)

- 산·학·연 및 정부(정책) 수요조사
- ICT R&D 중장기 계획 및 로드맵, 
기술분야별 정부정책방향 등 검토

- 표준화/특허 관련 정책 조사검토
↓                 ↓

기획대상과제 도출
(과제 Bank 구성을 통한 

기획대상후보과제 Pool 구축)

CP/과제기획위원회
(8~9월)

- 기획대상과제별 개요, 목표, 핵심기술, 기
대효과 등 기본개념화

- 기획대상 후보과제 Pool(과제 Bank) 
구축(신규예산의 2배수)

↓

기획대상과제 선정 R&D조정위원회
(9월)

- 분야별 기획대상과제 선정
  (과제 Bank를 신규예산의 1.5~2 배수 규

모로 선정)
↓

기획대상과제 분석 및 과제기획서 작성 과제기획위원회/
과제기획전담팀

- 과제기획위원회가 과제기획전담팀 확정
  *관련 과제는 2~3개 통합운영가능

특허

동향

조사

기술

경제성

분석

기술/표준화 분석 
(TRL분석) CP/과제기획위원회

(9~12월)

- 특허동향조사(용역/전문가), 기술경제성 
분석(용역/전문가) 추진

- 기술동향/표준화 동향분석
기술/표준 전문가

↓

과제기획서 및 RFP 
작성

과제기획전담팀
(9~12월)

-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과제기획서 및 
RFP(안) 작성

- 과제 연도별 목표, 세부 Spec, 예산, 
추진체계 등 설정

↓

후보과제 공청회, 
인터넷 공시 등

미래부/전담기관
(11월 말)

- 후보과제 공청회 개최, 인터넷 사전공시, 
중복성 검토 등

  *CP와의 만남의 장 등 운영
↓

특허분석
전문기관/
전문가

경제성
전문기관/
전문가

후보과제 과제기획서 
및 RFP 보완

과제기획전담팀
(11~12월)

- 인터넷 사전공시 및 공청회 등의 결과 
반영

↓ ↓ ↓

후보과제 RFP 검증을 통한 
우선순위(안) 도출

CP/과제기획위원회
(12월)

- 후보과제 ‘NEPSA 검증’을 통해 우선순
위(안) 도출

- 과제 중복성 여부 심층검토
↓

후보과제 사전조정 R&D조정위원회
(12월 중순)

- 후보과제 사전 종합조정 및 우선순위(안) 
부여(정책성 중점반영)

↓

신규과제 심의확정 사업심의위원회
(15.1월 초)

- 지원대상과제 최종 심의·확정
  (정보통신방송기술진흥시행계획)

↓

신규 사업공고 미래부/전담기관
(차년도 1월 초~2월 중순)

- 시행계획 및 신규과제 사업공고(40일), 
사업계획서 접수

그림 1-10.  과제기획 로세스 

자료: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2014. 9.). 2015년도 ICT R&D 사업 과제기획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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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 가

○ (사업공고) 신문 등 대중매체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공고전산망, 전문기관 

및 종합관리시스템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 총지원예산, 지원내용, 신청자격, 평가절차, 평가기준, 기술료징수, 개발기

간 등을 포함하여 지정공모형 과제 및 자유응모형 과제로 구분하여 공고

○ (사업계획서 접수) 미래부 사업관리시스템(smart.iitp.kr)을 통해 온라인 접수

○ (신규과제 선정절차)

① 사전검토(주체: IITP)

○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근거로 RFP 

부합성, 연구내용 중복 여부,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참여제한 여부, 채무불

이행 및 부실위험, 총괄책임자(3책5공) 등을 서면 검토하여 사전검토표 작성

    * 제출서류 등의 확인을 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하거나 필요시 면담 는 방문조사 실시 가능

○ 중복성이 제기된 과제에 대해 사전검토 후 평가위원회에 안건 상정

② 평가위원회(주체: IITP)

○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및 수행기관의 발표 등을 통하여 기술성, 개발능력, 

경제성, 사업화 가능성 등 정성적 평가

○ 정성적 평가점수와 정량적 평가점수(가점)를 확인하여 과제별 최종 평가점

수 산정

③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주체: IITP)

○ 평가결과 통보 후 주관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을 통보일부터 10일 이내 신청 가능

    * 담기 에서는 이의신청타당성검토 원회 개최하여 재심의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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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업심의위원회(주체: 미래창조과학부)

○ 평가위원회 결과에 대한 종합심의 및 조정 등을 통한 신규지원 대상 및 수

행기관 확정

○ 평가결과 통보 후 주관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을 통보일부터 10일 이내 신청 가능

    * 담기 에서는 이의신청타당성검토 원회 개최하여 재심의 여부 결정

사 검토 평가 원회
평가결과통보/

이의신청
사업심의 회

서면 발표 서면 서면

- RFP 부합성
- 연구내용의 복성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채무불이행  부실 험
- 참여제한  참여율 등

- 기술성  
개발능력

- 경제성  
  사업화가능성

- 평가결과 통보
- 이의신청 수 

 처리

- 평가 원회 평가결과 
종합심의  조정

  (미래부, 산업부 등)
* 평가 차의 효율성을 

하여 생략 가능

수행기  격여부결정 과제별평가 수
이의신청
타당성 검토

○ 지원여부 확정

그림 1-11.  신규과제 선정 차

자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2014. 3.). 2014년 ICT 기술개발사업 신규평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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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수행주체  내용

신규과제 공고  수
공고 : 미래창조과학부(30일 이상)

수 : 담기

⇩

사 검토 ○ 담기 : 사 지원제외 항목 검토

⇩

평가 원회 평가 ○ 담기 : 평가 원회 실시

⇩

신청기  결과통보 ○ 담기  → 주 기

⇩

이의신청 ○ 주 기 (탈락) → 담기

⇩ ※ 이의신청: 신청기  수 후 7일 이내(1회)

이의신청 수  처리 ○ 담기 : 심의 후 결과통보

⇩

사업심의 원회 ○ 미래창조과학부: 수행기  확정

⇩

신규과제 수행기  결과통보 ○ 담기  → 주 기

⇩

약 체결 ○ 담기  ⇌ 주 기

그림 1-12.  과제평가 로세스

자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2014. 3.). 2014년 ICT 기술개발사업 신규평가계획.

다)  리

○ (진도점검) - 전담기관의 장은 진도 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 면담조사 또는 

현장실태조사의 방법으로 과제의 진도검검을 실시(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 

관리규정 제34조제①항, 지침 45조제②항)

-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과제에 대하여 과제수행현황 및 사업비 사용실태 

등 확인을 위해서 연간 1회 이상 진도점검 실시와 점검대상 과제 별도 

지정 가능(지침 45조제①항)

- 진도점검은 12월까지 기술·시장 환경을 고려한 과제목표 설정·변경, 수

행방법 및 체계 등 컨설팅으로 진행, 2015년 1월에 점수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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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검 추진계획>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 컨설팅 ----------> 점검결과 연차,단계,최종 평가

주: 결과 통보(CP → 평가관리단, 연구책임자 → 개선내용 피드백 CP/평가관리단)

자료: 2014년도 ICT R&D 사업 진도점검 기본계획(’14.9) 

[목 표 변경  등  승인 사항 발견  시] 

▸ 진도 검 실시(책임 리자 : CP) ⇨ 목표변경 등 승인사항 발견
   - 승인사항 변경신청(연구책임자)
   - 목표변경 타당성 검토(평가 리단)
   - 개선사항 보고  피드백(연구책임자 → CP, 평가 리단)

 

그림 1-13.  진도 검 일정  주요내용

추진 절차/일정 주체 주요 내용

진도점검 총괄 계획마련
  

기획총괄팀
·진도점검 양식 및 점검내용 등 총괄계획 수립 후 CP그룹, 
평가관리단에 송부

↓

진도실적보고서 제출 안내
CP
→ 

수행기관

·대상과제 전수 실적보고서 제출 안내
 (안내 후 2주 이내 제출)

↓

진도실적보고서 서면검토 CP
·CP가 진도실적보고서를 서면 검토한 후 대상과제의 진도점검 
방법을 확정 

↓

진도점검 점검방법 통보 CP
·연구책임자, 평가관리단과 면담일정/방문일정을 사전 협의한 
후 진행

↓

진도점검 실시 CP
·연구목표 달성을 위해 컨설팅 중심으로 추진
 * 필요시 외부전문가 참석 가능

↓

진도점검 결과 정리 CP ·연구책임자 및 평가관리단 등 관련 부서에 진도점검 결과 송부

↓

 진도점검 최종 결과 통보 기획총괄팀 ·진도점검 최종결과를 정리하여 평가관리단에 통보

↓

진도점검 결과 반영 평가관리단 ·진도점검 결과를 연차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에 20% 반영 

주: 추진일정은 과제별 협약일에 따라 일정변경 가능.

자료: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2014. 9.). 2014년도 ICT R&D 사업 진도점검 기본계획.



41

○ (최종점검 및 평가)

- 관리기관은 종합관리시스템에 제출된 최종보고서를 바탕으로 최종결과

물, 결과물의 사업화 여건 및 가능성 등 현장에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검토

- 관리기관은 주관기관이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2개월 이내에 현장실

태조사를 실시

- 전문기관은 관리기관의 현장실태조사 결과 통보 이후 2개월 이내에 최종

평가를 실시

- 서면 또는 대면평가를 실시하여 60점을 기준으로 ‘성공’,  ‘실패’로 판정

한다. 다만, 서면평가 또는 대면평가 수행 시 성공, 실패 판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평가보류’로 판단

- ‘평가보류’로 판정된 과제 및 이의신청이 제기된 ‘실패’ 과제의 경우 과

제책임자 발표를 통한 대면평가를 실시

- 실패로 판정된 과제의 성실성입증보고서를 제출 받은 전문기관은 성실

성 검증위원회의 대면심의를 거쳐 기술개발 성실성 여부를 판단

○ (사업비 정산 및 환수)

- 정산금: 기술개발사업자로 선정되어 지원받은 출연금 중 사업비 집행 잔

액과 이자, 정산결과 불인정금액의 합 중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 환수금: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에 의거 협약의 해약, 중

간·최종평가에서 중단 또는 실패 등으로 평가된 과제, 각종 보고서 미제

출 및 허위보고,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으로 인해 환수한 금액 

- 정산금/환수금 통장의 입금내역 확인 후 과제와 매칭하여 회계처리, (1차

(통보후 30일 이내) 평가부서, 2차(납부 기한 30일 이후) 사후관리TF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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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4.  정산/환수 로세스

▶ 사업비 사용실  보고서
사업비 정산결과  

환수  통보(평가부서)
▶ 사업비 정산 결과보고서

납부기한
1개월 이내

정산 / 환수  납 부
(평가부서)

▶ 정산 /환수  
   입  회 계처리

▶ 정산  미납목록

기한 내 미납  시 
독 / 최 고 공 문 발송

(사후 리TF )
▶ 독 /최고 공문 발송

납부기한
15일이내

▶ 정산/환수  연기
   승인요청서

정산 / 환수  
계획변경 요청 시 처리

(사후 리TF )

▶ 정산/환수  연기승인 
    검토 결과

▶ 정산  : 독  2회
   실시목록
환수  : 통보 후 1개월 이상 미납목록

채 권추심  등  법 조치*
(사후 리TF )

▶ 문 원회 안건 상정

주: * 최고 이후 미납부 시 제재.

자료:  자체 작성.

○ (기술료 징수)

-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를 획득하는 대가로 실시

권자가 국가, 전담기관 또는 연구개발결과의 소유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기술료 징수 대상: 최종평가 결과 ‘우수’, ‘보통’, ‘성실실패’ 판정(‘불성

실실패’ 제외) 영리기관

* 비 리기 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실시계약 체결 후 징수, 사용기 에 따라 집행

- 정액기술료 징수 관리: 정부 출연금(정산금을 제외한 지원액)의 10~40%를 징수

* 정부출연  기 으로 기업 40%, 견기업 30%, 소기업 10%

·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 받은 후 30일 이내에 실시기업은 기술료 납부계획서를 제출

· 기술료는 실시계약 체결 다음해부터 5년 분할 납부 원칙

* 기술료 확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40%, 1년 이내 30%, 2년 이내 20%, 3년 이내 

10% 감경

· 기술료 납부기업은 기술료 납부계획에 따라 시기별로 만기 설정한 약속어음( 는 공

증어음 등)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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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5.  기술료징수 로세스

▶ 최종평가결과 

   최종정산결과 통보

기술료 약체결안내

(평가부서)
▶ 기술료 체결안내 공문

▶ 임장, 약속어음, 

   은행도 어음 등

기술료 실시계약

(사후 리TF )

▶ 어음 공증 등, 기술료납부계획서, 

는 경상기술료 확약서

채권 수

(사후 리TF )

▶ 채권
채권 회계처리

(사후 리TF )
▶ 채권회계처리 요청

▶ 채권 은행이  

   공문

채권 은행이

(사후 리TF )
▶ 은행 채권수탁 목록

기술료 징수

(사후 리TF )

▶ 기술료 미납목록

기한  내  미 납 시 

독 /최고 공문 발송

(사후 리TF )

▶ 독 /최고 공문 발송

▶ 기술료 연기

   승인요청서

기술료 계획변경 요청 시 처리

(사후 리TF )

▶ 기술료납부 연기요청

    검토 결과

▶기술료 : 독  2회 실시목록
채권 추심 등 법 조치*

(사후 리TF )
▶ 문 원회 안건 상정

자료: 자체 작성.

○ (성과활용 및 사후관리)

- 주관기관의 장은 기술개발결과 활용현황보고서를 최종평가결과 통보연

도부터 5년간 매년 사업관리시스템에 제출

-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과제의 기술개발결과를 분석한 성과분석 보고서를 작성

※ 조사항목: 기업 일반 황, 과제 개요  투입 황, 기술 는 제품 성과, 사업으로 

인한 효과, 사업 애로요인  만족도

- 공공·민간 R&D 성과물 관리 및 확산을 위한 ‘R&D 성과 기술사업화 플

랫폼’을 구축하여 제품화·상용화를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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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미래창조과학부(2014. 1. 16.).

그림 1-16.  성과조사‧분석 추진 차

자료: 자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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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 연구개발 사업심의위원회: 미래부 정보통신방송부문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중·장기 계획수립 및 연도별 종합계획 수립, 사업 기획·평가·관리·예

산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

○ 평가위원회: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기획·평가·관리를 위해 평가

위원회를 구성

- 지원대상 분야 또는 지원대상 과제 도출, 연구단계별 평가 및 성과활용평가 등

○ 미래부 ICT 연구개발 총괄 전담기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 지난 2월 발효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 특

별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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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구성하여 2014년 6월 출범(미래창조과학부 2014. 6. 9. 보도자료).

- 5개 기관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 한국산업기

술진흥원(KIAT)임.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부설로 설립

됨. IITP가 미래부 ICT부문의 주된 연구개발사업 전담기관이며 그외 한

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도 일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함.

그림 1-17.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구성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2014년 6월 9일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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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통상자원부 R&D 추진체계

○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산업기술혁

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 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을 개정하여 고시(2014. 4. 22.)

○ ｢산업기술 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따르면 “산업기술혁신사업”이란 산

업, 정보통신, 에너지·자원 분야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및 기

술혁신주체(기업·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의미함.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사업기획단을 두어 산

업기술 R&D 정책 발굴, 전략 수립 및 기획, 투자 방향 및 산업별 R&D 포

트폴리오 제시, 예산 편성에 대한 방향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 세부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예산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사업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부사업 시행계획 수립, 신규지원대

상 과제 및 사업자 확정 등의 역할을 부여.

○ 전담기관은 사업의 효율적인 기획·평가·관리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

하여 지원대상 분야 또는 지원대상 과제 도출, 단계별 평가, 성과활용 평가 

등을 수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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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8.  산업통상자원부 R&D 추진체계

자료: 미래창조과학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4)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한 전담기관은 사업의 기획·평가·관리·활용

업무를 담당함.

○ 산업통상자원부의 연구개발 사업 전담기관으로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있음.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

적이며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산업기술혁신 관련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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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촉진법｣ 제39조 제1항). 

- 산업통상자원부의 연구개발사업 외에 중소기업청의 일부 연구개발사업

도 담당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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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은 에너지기본법에 따라 2009년 5월 설립된 

기관으로 국가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와 관련된 연구개발사

업 업무 수행

4. 환경부 R&D 추진체계

○ 환경부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의한 환경기술개발사업을 효율

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을 공시함.

○ 환경부의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

2에 의해 설립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환경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기

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

○ 환경부는 전문기관의 장이 ‘평가위원회’와 ‘총괄조정위원회’를 두어 각각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등에 관한 전문적인 심의와 연구개발 과제선정 등

을 최종심의하고 분야별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및 사업비 등을 종합검토

하여 총괄 조정함.

그림 1-19.  환경부 R&D 추진체계

자료: 미래창조과학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4)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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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건복지부 R&D 추진체계

○ 보건복지부는 ｢과학기술기본법｣ 및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암관리법｣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보건 의료 기술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의 연구개발사업 전담기관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이며 

이외 국립재활원, 국립암센터 등이 일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KHIDI는 보건복지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및 성과

활용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함.

- 보건의료 생명공학 분야 국가 보유기술이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원내 

보건산업기술이전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그림 1-20.  보건복지부 R&D 추진체계

자료: 미래창조과학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4)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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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소기업청 R&D 추진체계

○ 중소기업청(중기청) 기술개발사업은 중기청을 사업총괄로 하고 3개의 전문

기관이 기획·평가·관리 역할을 담당하며, 관리기관인 12개 지방 중소기업청

이 진도점검 및 사업비 정산 부분을 담당함.

○ 중기청 기술개발사업은 중소기업청장이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

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TIPA), 한국산학연협회(AURI) 등 세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정하고, 전문기관 내 심의조정위원회, 과제기획위원회, 평가위원회, 전문위

원회를 둠.

○ 중기청 기술개발 사업은 현장조사, 진도점검 등 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지방중소기업청 등의 관리기관을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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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1.  소기업청 R&D 추진체계

자료: 미래창조과학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4)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 심의조정 원회: 기술개발사업의 운 체계  제도개선, 평가 원회 평가결과에 

한 조정·확정

◇ 과제기획 원회: 연구기획 련, 수요조사결과 등을 검토하여 연구회  공고 

상과제를 선정

◇ 평가 원회: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도출  선정, 진도, 단계, 최종 등의 평가와 

약 해약, 단, 실패 과제 등의 안건을 심의

◇ 문 원회: 문제과제와 기술료, 정산 , 환수  미납 등의 과제에 한 환수·제

재 상  범  등을 심의

◇ 문기 : 소기업청장이 기술개발사업에 한 기획·평가· 리 등의 업무를 수행

◇ 리기  : 장조사, 진도 검 등 기술개발사업의 효율 인 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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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청 R&D 추진 프로세스(공통)

주 요 내 용 수 행 주 체

공고과제 발굴

(기술수요조사 등)
중소기업청(전문기관)

사업계획 공고 중소기업청

과제 신청 주관기관

서면평가 전문기관(평가위원회)

현장조사 관리기관

대면평가 전문기관(평가위원회)

지원과제 선정 전문기관(심의조정위원회)

협약체결 전문기관 ↔ 주관기관

사업수행 관리(협약변경 등) 전문기관

진도관리(필요시) 관리기관

사업비 정산 관리기관

최종점검 관리기관

최종평가 전문기관

기술료 징수 전문기관 ↔ 주관기관

성과활용보고 등 사후관리 전문기관 ↔ 주관기관

주: 세부 사업별, 과제별 특성에 따라 각 추진절차 및 수행주체가 다를 수 있음.

자료: 중소기업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자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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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프로세스

가. 기획

○ (사전기획) 중소기업기술로드맵의 매년 Rolling을 통한 전략분야 및 전략제

품 도출 및 글로벌 경쟁력, 미래 성장성, FTA 등에 따른 지역별 영향, 중소

기업의 중점영역 등을 고려한 수출·수입 유망품목 발굴 기획 등

○ (기술수요조사) 수출유망, 수입대체 분야 중소기업의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

해 산·학·연의 기술 수요를 전산접수를 통하여 조사 및 반영

- 12개 지역 및 조합/협회 연계 지역설명회 개최(각 지방청 및 TP 협조)

○ (사전 검토 및 시장성 분석) 

- 사전 검토: 기술수요조사를 통해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사전 검토를 통

해, 결격사유가 있는 제안서 사전 배제

* 수된 제안서에 한 과제명  Keyword를 검색 조건으로 하여, 국가과학기술지식정

보서비스(NTIS)  소기업청 종합 리시스템(SMTECH)을 활용한 복성 검토 실시

- 시장성분석: 사전검토를 통해 정제된 제안수요를 대상으로 시장성 분석 

용역 추진(공인된 시장성·경제성 분석 전문기관 선정)

○ (과제기획위원회 운영)

원회 내용

1단계 

○정책성·기술성·사업성·도 성 등 기 에 따라 제안서를 검토하고 유사 

제안서의 경우, 통합·조정

   - 60  이상 제안서를 2차 기획 원회에 상정 

2단계

○ 1단계 과제 원회 운  결과에 따라 RFP 수 에 부합하도록 정리·보완

하고 완성된 RFP 안 작성

   - 유사 기술에 한 통합분류, 조정 작업 병행

3단계

○ 2단계 과제기획 원회에서 작성된 RFP에 해 정책성·기술성·사업성·

도 성 등 기 에 따라 각 RFP를 검토하고 우선순  부여

   - RFP 평가를 통해 인터넷공시 상 RFP와 후보 RFP 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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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기획종합조정회의) RFP 외부공개 전 기획위원장 간 협의 등을 통해 

중복 및 우선순위 검토를 통한 인터넷 공시대상 확정

○ (인터넷공시 및 검증) 후보 RFP(안)에 대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전공개

를 통한 검증 및 중복성 검토

* 과제기획 결과물의 산업부-미래부- 기청 부처 간 과제 복성 검증  연계를 한 의

견수렴 추진

○ (중기청 확정 및 사업 공고) 차년도 신규과제기획 결과에 대한 과제내용, 우

선순위 및 예산 등을 확정하고 차년도 사업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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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 수행주체 주요내용

(Top-down)

수출·수입 
유망품목도출

(Bottom-up)

유망품목기반 
기술수요조사

KEIT

1. 수출·수입유망품목 도출
 · 글로벌 경쟁력, 미래성장성, FTA 영향을 고

려하여 중소기업 적합 글로벌 유망품목 선정
2. 유망품목기반 기술수요조사
 · 수출·수입 유망품목과 연계하여 
   산·학·연의 다양한 수요 접수
 - 12개 지역 및 조합/협회 등 기술수요조사 사

전간담회 실시


사전검토 및 시장성분석 KEIT/용역기관

· 기술수요 분류 및 통계산정
· 기 개발여부 및 중복성 검토  
· 기술수요조사에 대한 시장성 분석
· 1차, 3차 기획위원회에 시장성 분석 결과 반영 



RFP 도출
(1~3단계)

기획위원회
(KEIT)

· 품목기반 기술제안서를 포함하여 
제안수요 Spec 구체화

· RFP 검토 및 정제화
· 종합검토 및 우선순위 선정



RFP 종합조정 및 
우선순위결정

중기청/KEIT

· 분야별 RFP(안)에 대한 종합조정
  ※ 중기청-전문기관-기획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과제

기획종합조정회의’ 개최

· 분야별 우선순위에 따른 인터넷 공시대
상 결정



인터넷 공시 및 검증 KEIT

· RFP(안)별 인터넷 사전공시 및 대외 의견
수렴, 중복성 중심으로 검증

 - KEIT PD 등 전문가 의견 수렴
   ※ 필요시 중복성 검증위원회 운영



RFP(안) 수정·보완
검증위원회

(KEIT)

· 인터넷 공시 결과 종합 반영, 
  RFP(안) 수정·보완
· 디자인 연계 RFP 검토 


RFP 확정 중기청 · RFP(안) 최종 심의·확정


신규사업 공고 중기청 · 차년도 사업공고

그림 1-22.  소기업청 과제기획 로세스

자료: 중소기업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자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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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가

○ (사업공고) 신문 등 대중매체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공고전산망, 전문기관 

및 종합관리시스템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 총지원예산, 지원내용, 신청자격, 평가절차, 평가기준, 기술료징수, 개발기

간 등을 포함하여 지정공모형 과제 및 자유응모형 과제로 구분하여 공고

○ (사업계획서 접수) 중소기업청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온라인 접수

○ (사전검토)

검토항목 기  

1. 신청자격 ○주 기  등이 신청제외  평가·제외 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기 개발/ 기 지원 ○신청 과제의 목표  내용이 기 개발/기 지원 상인지 여부

3. 의무사항 

불이행

○주 기 (참여기업), 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기술료 납부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활용 보고서 제출 등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4. 참여제한 여부
○주 기 (참여기업), 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참여제한 상

인지 여부

5. 채무불이행  

부실 험

○주 기 (참여기업), 표자 등이 부도, 휴·폐업, 채무불이행, 

부채비율 1,000% 이상, 자본 액잠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6. 공고 제한사항

○ 2개 과제 이상 주 기 으로 수행 여부

○수행횟수 제한(졸업제) 여부

○기타

자료: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공고문.

<저변확대 사업> <선택집중 사업>

제품·공정개선
산·학·연

창업 기술혁신 융·복합 상용화
시장
창출형

졸업첫걸음 도약

참여횟수 : 제한 없음 참여횟수 : 총 3회 참여횟수 : 총 4회

그림 1-23.  소기업청 R&D 사업 졸업제도

자료: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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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참여기업(산

학연사업에 해당)으로 과제를 수행한 중소기업은 ‘저변확대’ 사업은 총 3회

까지, ‘선택집중’ 사업은 총 4회까지 지원

- 2005년부터 ‘저변확대’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선택집중’ 사업만 수행한 

기업은 1회 추가하여 총 5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제품·공정개선’ 

사업의 경우 ‘저변확대’ 사업 참여가 가능한 기업에 한하여 참여횟수 제

한없이 참여가능. 다만, 2005년 이후 ‘선택집중’ 사업을 1회 이상 주관기

관으로 수행한 기업은 ‘저변확대’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서면평가)

- 신청과제의 기술분야별로 산·학·연 전문가 7인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

성·운영하여 접수된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서면평가표에 따라 검토

- 평가위원 평점이 60점 이상 과제 중 우선순위에 따라 전체 신청과제 수의 

50% 내외에서 현장조사 및 대면평가 추천

○ (현장조사)

- 신청자격, 기술개발능력, 사업화능력, 과제중복성, 사업비 계상 등에 관

한 심층 조사를 위해 소속직원 또는 해당분야 기술전문가를 신청기업에 

파견하여 현장조사를 실시

- 주관기관 등의 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수행기관(참여기업 또는 

위탁연구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해당기업), 신청자격 및 가점을 증빙

하는 서류 등(해당기업) 확인

○ (대면평가)

- 중소기업 종합관리시스템 전문가 풀(1만 6,000여 명)에서 해당기술분야 

평가위원 자동추천시스템을 적용하여 분과별 위원 구성 중 자동추천 위

원을 60% 이상으로 산학연 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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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업, 참여기업 및 위탁기관의 참여자는 배제하고 산업체 위원의 비

율을 50% 내외로 구성

- 주관기관이 평가의 공정성을 위하여 경쟁업체에 소속된 평가위원에 대

한 배제를 요청할 경우 해당과제 평가 배제

- 평가위원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를 향후 평가위원 위

촉 시 활용

- 현장조사 결과,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 과제책임자의 발표내용, 단독 또는 

협력연구의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면평가표에 따라 평가하

며, 현금인건비, 기자재 구입 등 사업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면 히 검토

- 현장조사표의 기업역량조사 결과를 20점 범위에서 대면평가 점수에 반영

- 특허선행조사 결과를 대면평가위원회에서 검토하여 권리확보 가능성, 모

방가능성 및 특허회피방안에 대한 질의 후 해당결과 평가반영 

- 부가세 포함 3,000만 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그 타당성을 면 히 검토

- 현장조사 결과, 신청자격 부적합 등 신청제한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대

면평가 제외

- 평가위원 평점은 위원별 점수 중 최고, 최저를 뺀 점수합계의 산술평균

점수로 하되, 우대배점을 포함하지 아니함

- 평가위원 평점이 60점 이상 과제를 대상으로 심의조정위원회 추천

○ (이의신청)

- 서면평가, 대면평가, 진도점검, 특별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 등 평가결

과와 정부출연금 회수명령, 정산결과통보, 참여제한통보 등 통보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

- 주관기관은 처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민법의 기간규정 준용), 

1회에 한해 통보한 해당기관에 이의신청

- 당초 평가위원은 제외하고 기술분야에 적합한 민간 평가위원으로 구성

하여, 평가위원의 과반수가 ‘可’ 또는 ‘否’로 판정한 경우 해당결과를 평

가결과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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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조정위원회)

- 평가결과, 가점, 해당연도 사업규모, 중소기업청의 기술정책방향, 종합평

점에 따른 우선순위, 지원예산 규모, 주관기관의 과제 수행역량 등을 고

려하여 과제 선정 및 지원후보과제 등을 최종 확정

- 지정공모형 과제의 경우 동일 기술제안서(RFP)에 대해 경합인 경우, 종

합평점이 최고득점인 과제의 선정을 원칙

단계 내용 수행주체

사업 공고 중소기업청

사업계획서 접수 중소기업

사전검토 전문기관

서면평가

서면평가 전문기관

서면 평가결과 

안내 및 보고
전문기관

이의신청 접수 전문기관

이의신청 처리 전문기관

현장조사
현장조사 관리기관

현장조사 결과 통보 관리기관

대면평가

대면평가 전문기관

대면평가 결과 

안내 및 보고
전문기관

이의신청 접수 전문기관

이의신청 처리 전문기관

심의조정

위원회
신규과제 확정 전문기관

협약설명회 전문기관

협약 전문기관

정부출연금 지급 전문기관

그림 1-24.  과제평가 로세스

자료: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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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리

○ (진도점검)

- 관리기관은 주관기관의 부도·폐업, 사업비의 유용 등의 경우 현장 확인

을 실시

- 관리기관은 12개월 초과과제의 경우, 제출된 진도보고 결과의 확인을 위

하여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진도

점검위원으로 동행

- 관리기관은 진도점검 종합 검토결과 ‘계속’, ‘중단’, ‘조기완료’, ‘보류’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하며, 중단의 경우 귀책대상 및 사유에 대한 의

견을 제시

○ (사업비 사용실적 점검)

-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공인회계

사의 감사보고서를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

- 관리기관은 현장방문을 통해 주관기관이 제출한 사업비 사용실적 등의 

적정성 여부를 면 히 확인·검토, 필요시 회계전문가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을 구성

- 주관기관은 관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정부출연금 잔액 등 해당 정산금

을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기관 명의의 회수금 관리계좌에 입금

○ (최종점검 및 평가)

- 관리기관은 종합관리시스템에 제출된 최종보고서를 바탕으로 최종결과

물, 결과물의 사업화 여건 및 가능성 등 현장에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검토

- 관리기관은 주관기관이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2개월 이내에 현장실

태조사를 실시

- 전문기관은 관리기관의 현장실태조사 결과 통보 이후 2개월 이내에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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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를 실시

- 서면 또는 대면평가를 실시하여 60점을 기준으로 ‘성공’,  ‘실패’로 판정

한다. 다만, 서면평가 또는 대면평가 수행 시 성공,  실패 판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평가보류’로 판단

- ‘평가보류’로 판정된 과제 및 이의신청이 제기된 ‘실패’과제의 경우 과제

책임자 발표를 통한 대면평가를 실시

- 실패로 판정된 과제의 성실성입증보고서를 제출 받은 전문기관은 성실

성 검증위원회의 대면심의를 거쳐 기술개발 성실성 여부를 판단

○ (기술료 징수)

- 최종평가 결과 ‘성공’ 확정된 주관기관으로 최종평가 결과 및 기술료 납

부안내 통보

- 통보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기업’은 ‘기술료 납부계획서’ 및 ‘이

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전문기관으로 제출

* 30일 이내 일시납부일 경우,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후 기술료 납부

- 최초 실시기업에서 3년 이내에 납부대상 기술료의 납부방법을 선택하여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연차별 최소금액은 납부대상 기술료의 20% 이

상으로 설정)

그림 1-25.  납부 상 기술료 선납에 따른 감면사항

자료: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을 토대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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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PM·AM

중소기업평가팀
최종평가 결과 및
기술료 납부 안내

기술료 담당
최종평가 결과

통보기업 리스트
기술료 납부계획 등록

기술료 납부계획서 및
지급이행보증보험 등

기술료 담당
납부계획서 미제출 기업 

리스트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독촉

독촉/경고/최고 등
총 3회 송부

기술료 담당
실시기업

납부계획 일자
기술료 입금

입금처리 및
감면해지 기업 검토

기술료 담당
징수건수 및

입금실적
기술료 회계처리

기술료 담당
기술료 미납기업

리스트
기술료 납부안내 및 독촉

독촉/경고/최고 등
총 3회 송부

기술료 담당
연장 및 납부계획 변경 관련 

공문서
기술료 연장 및 납부계획 독촉

신용평가 보고서 및
20% 해당금액 입금 확인

기술료 담당

재산조사 의뢰 전문위원회 안건 등록
전문위원회
종합의견서

기술료 담당
심의자료 및 보충자료 전문위원회 상정 전문위원회 의결서

기술료 담당

참여제한 시작일자 확인
전문위원회 결과 통보 및 NTIS 

참여제한 등록
기술료 담당

매월 징수건수 및
입금실적

기술료 처리계획 수립 및 
총괄전문기관으로 송금

매월 징수금액을 익월 
20일까지 송금

그림 1-26.  기술료 징수 차도

자료: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사후관리(정산·환수)를 위한 실무매뉴얼.

○ (사업비 정산 및 환수)

- 기술개발사업의 사업비 정산, 사업의 포기 및 중단, 사업비의 유용 및 횡

령 등으로 발생한 정산금 및 환수금 징수대상 금액에 대해서 주관기관으

로 하여금 납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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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 사업담당

관리기관(지방청) 사업비 정산 및 안내,
납부계획 등록

정산금 담당

정산금 미납기업 리스트 정산금 납부독촉 독촉/경고/최고 등
총 3회 송부

정산금 담당
납부기업

납부계획 일자 정산금 입금처리 입금처리

정산금 담당
징수건수 및

입금실적 정산금 회계처리 회계처리

정산금 담당

연장 및 납부계획 변경 
관련 공문서 정산금 연장 및 변경안내

신용평가보고서(55점 
이하)

최고 2년 이내 연장

정산금 담당

재산조사 의뢰 전문위원회 안건 등록 전문위원회
종합의견서

정산금 담당
심의자료 및 보충자료 전문위원회 상정 전문위원회 의결서

정산금 담당

참여제한 시작일자 확인 전문위원회 결과 통보 및 NTIS 
참여제한 등록 심의결과 통보

정산금 담당
분기별 징수건수 및

입금실적 확인
정산금 징수결과 보고 및

국고납부(중기청 송금) 분기별 징수금액 송금

그림 1-27.  정산  징수 차도

자료: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사후관리(정산.환수)를 위한 실무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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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팀 담당
중소기업평가팀 사업비 정산 평가 및 정산결과 안내

평가팀 담당

제재 및 환수 의뢰 전문위원회 안건 등록 전문위원회
종합의견서

평가팀 담당
심의자료 및 보충자료 전문위원회 상정 전문위원회 의결서

전문위 담당

참여제한 시작일자 확인 전문위원회 결과 통보 및 NTIS 
참여제한 등록 심의결과 통보

환수금 담당
환수금 미납기업 리스트 환수금 납부독촉 최후통보(1회)

환수금 담당
납부기업

납부계획 일자 환수금 입금처리 입금처리

환수금 담당
징수건수 및

입금실적 환수금 회계처리 획처리

환수금 담당

연장 및 납부계획 변경 
관련 공문서 환수금 연장 및 변경안내

신용평가보고서(55점 
이하)

최고 2년 이내 연장

환수금 담당
분기별 징수건수 및

입금실적 확인
환수금 징수결과 보고 및

국고납부(중기청 송금) 분기별 징수금액 송금

그림 1-28.  환수  징수 차도

자료: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사후관리(정산·환수)를 위한 실무매뉴얼.

○ (성과활용 및 사후관리)

- 주관기관의 장은 기술개발결과 활용현황보고서를 최종평가결과 통보연

도부터 5년간 매년 종합관리시스템에 제출

- 전문기관의 장은 지원과제의 기술개발결과를 분석한 성과분석 보고서를 작성

- 주관기관은 개발과제의 기술보호 및 사후관리를 위해 개발한 핵심 기술자

료를 임치 기관에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기술자료를 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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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청장은 성과분석 및 현장방문조사 결과에 따라 5등급의 성과등

급을 결정하여 우대 또는 불리하게 대우 가능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SMTECH)을 활용하여 기술개발 종료 

과제 중 성공판정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성과를 조사함

※ 조사항목: 기업 일반 황, 과제 개요  투입 황, 기술 는 제품 성과, 사업으로 

인한 효과, 사업 애로요인  만족도 

그림 1-29.  성과조사‧분석 추진 차

자료: 2013년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성과분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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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0.  성과분석 체계

자료: 2013년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성과분석 보고서.

7. 공공(정부, 출연연 등)과 민간(기업, 협회, 민간연구소 등)의 
협력체계

가. 개요

○ 공공과 민간의 R&D 투자의 지속적 양적 질적 확대가 됨에 따른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 재설정 필요

- 요소 투입에 의한 잠재성장률 기여도가 한계에 이른 상황에서, 잠재성장

률을 높이기 위해 R&D 투자 확대를 통한 생산성 증가가 요구됨

- 또한 R&D 투자의 확대를 통한 산업구조의 기술고도화를 심화하는 노력

이 특히 민간 기업부문에서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요구되고 이

와 함께 R&D 투자의 효율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배용호 외 2006. 12.)

○ 이를 위해 공공-민간 간 R&D 역할 재설정이 필요한데, 구체적으로 공공과 



67

민간의 선순환 투자 cycle 형성, 기술개발과 함께 산업화까지 고려한 기술 

기획, 공공수요를 산업화로 연결할 수 있는 분야 발굴 등이 있음(이원희 

2009. 2.)

○ 한편 최근의 단기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뉴딜과 중장기적 R&D 중심의 

신성장동력산업과의 연계와 조화가 필요함(안순권 2009. 2. 3.)

나. 공공과 민간 R&D 역할 모델

□ 정부의 역할 확대

○ R&D 투자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미전유성에 의한 시장실패(기초분야)뿐만 

아니라 큰 위험에 위한 시장실패(산업기술개발)까지 확대됨

<미국의 R&D 정책 기조변화(2000년  ～)>

▸ 미국은 ‘기 연구는 정부가 응용·개발연구는 민간’이라는 비생산 인 이분법 인 논쟁을 지양

▸ 그동안 미 유성에 의한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한 기 연구 심에서 탈피

▸ 험이 큰 산업계의 기술개발에도 극 으로 개입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역할을 확 해옴

○ 이에 따라 주요국은 자국의 기술적 능력이나 기술개발 환경에 따라 기초연

구의 개념을 점차 확대하여 민간을 적극 지원하고 협력 추진

□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 강조

○ 선형모형에 입각한 산·학·연 연구주체의 연구영역을 도식적으로 고정화시

키기는 지양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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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연구주체가 가진 고유의 특성과 강점을 최대한 살리고 산·학·연 파트너

십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이 중요해짐

<미국의 연구개발 트 십 정책>

▸ 미국은 기술수명주기의 단축과 기술개발의 복잡성 증  등 기술개발 환경 변화와 경쟁상

국의 기술경쟁기반 축  등으로 인한 에 직면하여 연구개발 주식회사(R&D 

Enterprise) 개념을 도입

▸ 산·학·연 트 십을 통한 제한된 연구개발 재원의 효율  이용과 신속한 산업화를 강조

□ 새로운 역할 정립

○ 연구개발 위험과 기간이라는 2가지 기준으로 수행주체별 역할 정립 가능

R&D 유형
연구개발

1차  책임 2차  책임

단기/낮은 험 산업계 비 리 기

기/보통의 험 산업계/출연연 학

장기/높은 험 학/출연연 출연연/산업계

표 1-15.  산·학·연의 R&D 역할분담 체계

자료: COC(1996). Endless Frontier, Limited Resources: US R&D Policy for Competitiveness.

□ 산업환경에 따른 공공과 민간 R&D 역할

○ 산업발전주기와 민간의 역량에 따른 4가지 유형으로 구분

- 정부: 시장초기의 ‘시장조성자’ 역할과 민간역량이 낮은 산업에서의 ‘기

술공급자’ 역할

- 민간: 역량이 높은 산업에서의 ‘기술개발자’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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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업
발

주
기

성
숙

(유형1) 기술 험도 , 역량 험도 고

⇨ 정부: 기술공 자

   민간: 기술상용화

(유형2) 기술 험도 , 역량 험도 

⇨ 정부/민간: 기술 력자

기

(유형4) 기술 험도 고, 역량 험도 

⇨ 정부: 기술공 자/시장조성자

   민간: 기술상용화

(유형3) 기술 험도 고, 역량 험도 고

⇨ 정부: 시장조성자

   민간: 기술개발자

낮음 높음

민간 역량

표 1-16.  산업발 주기와 민간역량에 따른 공공과 민간 역할 체제

자료: 하현철(2009. 3. 4.).

□ 보다 다원적인 R&D 지원체계 마련

○ 과거 기술개발위주의 지원체계에서 탈피하여 표준화, 인력양성, 연구기반조

성 등 보다 다원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지식기반 경제, 연구개발투자의 

세계화 등 연구개발 환경변화에 종합적으로 대응

□ 위험특성에 부합되는 지원

○ 기술개발 위험 특성에 따라 출연 또는 융자 등의 적합한 지원방식을 제공

- 기술개발 위험이 높은 중대형, 장기, 기초·원천기술 개발 등의 경우 위험

을 경감시키는 지원이 효율적임

-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단기 상용화, 소규모, 산업 응용기술 개발의 경우 

위험 경감보다는 저리의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임

□ 경쟁 체제의 도입과 연구개발 생산성 향상

○ 경쟁력 있는 기술개발만이 거대경쟁체제하에서 생존 가능하므로 연구개발

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연구개발 부분에 경쟁을 적극적으로 도입

○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신속히 활용하기 위한 자유공모 방식, 시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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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에 일임할 경우 단기 응용·개발 위주의 개발에 따른 단점을 보완하고 중

장기적 파급효과가 큰 기초·기반기술 개발을 위한 지정공모 및 정책지정 방

식 등 전략적으로 추진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자유공모
○ 연구과제  수행기 을 공개 모집

   - 민간의 창의 인 아이디어를 활용

지정공모
○ 기획과정을 통하여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경쟁을 

통하여 수행기 을 선정

RFP를 제시하여 

공개 모집

정책지정
○ 기획과정을 통하여 연구과제를 발굴하되 수행기

을 정책 으로 지정

비 유지, 연구개발 

축 성 등을 고려

표 1-17.  R&D 경쟁 지원구도  체계

□ 산·학·연 및 정부의 협력체계 강화

○ 정보 불확실성, 시장거래비용 등에 의하여 시장메커니즘만으로 개발된 기초

기술이 산업계로의 효율적인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인식하여 연구기획

과정 및 과제수행과정에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신속한 산업화 및 산업계 활

용을 촉진

- 제품개발, 개량개선 등 산업계의 활용을 위해서는 기초, 응용, 상용화 연

구가 연계되어 상호작용이 필요하고 중요함

다.  공 공 과 민 간 의 역할체계 사례

1) 정보통신부의 ‘ICT 839 전략’(2004~2007년)의 정보통신(IT) 가치사슬(Value 

Chain)에 따른 정부민간 역할구조

○ IT839 전략은 융·복합 시대의 기술발전 패러다임 반영과 서비스-인프라-제

품 간 연계성 확보로 시너지효과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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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수요창출 효과가 크고, 유·무선통신 및 방송융합에 의해 높은 시너

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8대 서비스와, 이를 뒷받침하는 3대 첨단 인프

라, 산업경쟁력이 있고 고성장이 예상되는 9대 신성장동력으로 구성

  

88대대 신규서비스신규서비스

WiBroWiBro((휴대인터넷휴대인터넷) ) 

DMB(DMB(위성위성//지상파지상파) ) 

홈네트워크홈네트워크 서비스서비스

텔레매틱스텔레매틱스 서비스서비스

RFIDRFID활용활용 서비스서비스

WW--CDMA CDMA 서비스서비스

DTV DTV 방송방송 서비스서비스

인터넷전화인터넷전화((VoIPVoIP))

88대대 신규서비스신규서비스88대대 신규서비스신규서비스

WiBroWiBro((휴대인터넷휴대인터넷) ) 

DMB(DMB(위성위성//지상파지상파) ) 

홈네트워크홈네트워크 서비스서비스

텔레매틱스텔레매틱스 서비스서비스

RFIDRFID활용활용 서비스서비스

WW--CDMA CDMA 서비스서비스

DTV DTV 방송방송 서비스서비스

인터넷전화인터넷전화((VoIPVoIP))

차세대차세대 이동통신이동통신

디지털디지털 TV/TV/방송방송

텔레매틱스텔레매틱스

지능형지능형 서비스로봇서비스로봇

홈네트워크홈네트워크

임베디드임베디드 S/WS/W

디지털콘텐츠디지털콘텐츠 및및 S/WS/W솔루션솔루션

IT IT SoCSoC

차세대차세대 PCPC

99대대 신성장동력신성장동력99대대 신성장동력신성장동력

광대역광대역 통합망통합망((BcNBcN))

UU--센서센서 네트워크네트워크(USN)(USN)

차세대인터넷차세대인터넷 주소체계주소체계(IPv6)(IPv6)

33대대 첨단인프라첨단인프라

광대역광대역 통합망통합망((BcNBcN))

UU--센서센서 네트워크네트워크(USN)(USN)

차세대인터넷차세대인터넷 주소체계주소체계(IPv6)(IPv6)

33대대 첨단인프라첨단인프라33대대 첨단인프라첨단인프라

그림 1-31.  IT839 략 구성요소

자료 : 정보통신부(2004).

○ IT839 전략은 IT 산업 가치사슬(Value Chain)의 개념에서 착안, 8대 서비스

- 3대 인프라-9대 신성장동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IT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 산업 전체의 동반성장을 효과적으로 달성

- 즉, 정부가 먼저 사업자 허가, 서비스 방식의 결정, 표준화, 시범사업 추

진 등을 통해 새로운 초기 서비스시장을 열어주면(서비스)

- 서비스 제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이 요구되어, 인

프라 투자확대를 유발하고(인프라),

○ 인프라의 고도화에 따라 생산기반이 견고해지며, 시장이 점차 확대되어 첨

단기기와 부품, 콘텐츠, S/W 등 차세대 엔진산업이 성장·발전(신성장동력)

하는 선순환 구조가 국가 전체 산업발전을 견인해 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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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민간기업들의 한 역할분담을 통해, 경쟁국보다 한발 앞서 새로운 IT 서비스를 

조기 도입하고, 신규 IT 산업을 선 하여 IT 산업의 로벌 리더로 도약

그림 1-32.  IT 산업 가치사슬과 정부·기업의 역할구조

 자료: 정보통신부(2004).

2) 지식경제부의 2010년도 정보통신기술진흥시행계획에 따른 역할분담 체제 사례

□ 정보통신 산업의 미래 신산업창출을 위한 산업원천 R&D

○ 창의·혁신성을 기반으로 한 미래원천기술 투자비중 확대하고 R&D 전략적 

투자를 위해 민간역량이 성숙한 상용화 부문은 축소

- 원천기술 투자확대(2013년까지 50%)

* IT원천 투자비 : 2009년 41%(2,331억) → 2010년 43%(2,481억) → 2013년 50%

- 민간역량 우위분야/열위분야에 따라 분야별 공공 R&D 추진방향을 설정

하여 투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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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해당분야 공공 R&D 추진방향

민간 역량

우  분야

·이동통신, DTV/방송

·홈네트워크·정보가

·메모리, 디스 이 

로벌 경쟁 

우  유지

•원천기술개발, 표 화 등 원천기술 

심지원

민간 역량 

열  분야

·시스템반도체

·소 트웨어

·차세 컴퓨

고부가가치

핵심산업 

육성

•R&D-산업인 라-인력양성

  패키지형 지원

·LED 조명 

·IT 융합

·RFID/USN

미래 유망

신산업 창출

•원천기술과 시장활성화

  (상용화, 시범사업 등) 병행 지원

·지식정보보안

·BcN

공공이익

도모
•공공기술 확보  인 라 지원

표 1-18.  기술 분야별 공공 R&D 방향

자료: 지식경제부(2010. 2.).

○ 출연연(ETRI)의 창의적이고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지원 강화

- 출연연 고유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ETRI 연구개발지원’ 사업에 정책

지정 과제를 이관(372억 원)하여 지원 확대

* ETRI 정책지정 5개 계속과제 이 : 2009년 753억 원 → 2010년 1,125억 원(49.4% 증가)

* ETRI 안정인건비 비 : 22%(326억 원) (2009년) → 31%(453억 원) (2010년)

○ R&D 성과 창출을 제고하기 위해 R&D 시스템을 지속 개선

- 대학/산업체주관 기획과제의 지원비중을 확대하여 산업체의 신성장동력 

성과창출 가시화 및 대학의 기초·원천연구 강화

* 수요자/ 신자 신규 산 비 : (2009년) 2.1% → (2010년) 5% → (2013년) 15%

** 2010년 52억 원, 12개(수요자 3, 신자 9) 과제 지원

3) 지식경제부 전략기획단의 정보통신 산업 산학연 협력모델 사례

□ 건전한 산·학·연 IT R&D 파트너십 구축

○ R&D 주체의 역할과 역량에 따라 산·학·연 협력모델을 구축하여 공생발전

형 건전한 R&D 지식생태계 형성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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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등 기업의 첨단기술 확보를 통한 신제품 개발 및 글로벌 시장

창출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자금→인력→기술→시장’의 선순환 지

원체계 확립

▹기업: 기업과 소기업의 시장수요 공유  R&D 상생 력 진

▹ 학·연구소: 기 ·원천 연구  최첨단 상용화기술개발 동시에 추구

▹정부: 기업/ 소기업 간 상생 력 유도  원천기술개발 지원

자료: 조일구(2012. 10. 25.).

○ 또한 민간역량 우위/열위 분야에 따라 부문별 정부 IT R&D 추진방향을 설

정하여 핵심 R&D 및 사업 간 연계 투자에 중점

- 대기업 등 민간역량이 성숙한 상용화 지원은 축소하고, 미래원천기술투자는 

확대(기초·원천 투자비중 : 2012년 44% → 2015년 50% → 2017년 55%)

□ 창조·혁신형 Smart IT 융합 R&D 강화

○ 인문·사회·예술과 IT기술 간 Smart 융합단계까지 확대지원하고, 풍요·안전·

편리한 신제품 및 신서비스 창출형 IT 융합 R&D 강화

- 기술·인문·사회·예술 분야 전문가 공동참여연구형 융합 R&D 지원

- 헬스케어 IT, 교육 IT, 먹을거리 IT, 재난·치안 IT, IT 교통, 에너지 IT 

등 신산업 IT 융합 확대(2012년 307억 원 → 2017년 1천억 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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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mbrella형 대형 IT R&D 프로그램 도입

○ 미래 창조·원천기술 확보 및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창출이 가능한 대형 융·

복합 R&D 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확대 지원

- 2012년 현재 5개 프로젝트 진행 중 → 2017년까지 20개 프로젝트까지 확대

(연 50억 원/5년 이상 기준)(연 50억 원/건, 총 1,000억 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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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장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방안

1. 개요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정의(｢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참조)

- 기술이전: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

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

- 사업화: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

자료: 산업부( 지식경제부)(2012. 7.).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정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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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를 타개(打

開)할 핵심가치로 창조성과 경제성이 대두

- 국내경제의 저성장 타개책으로 창의 아이디어와 지식자산이 경제발전의 

원동력이자 새로운 핵심가치로 급부상

* 국내 잠재성장률: (1990년 ) 6.4～6.87% → (2010년 ) 3.3～3.8%(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 21세기는 상상력·창의력 심의 창조  소 트 워의 시 (Business Week)

○ 당면과제로 과학기술·ICT R&D가 직면한 성장한계 극복 노력 필요

- R&D 성과 정보가 분산·관리됨에 따라 수요기업이 기술정보를 통합 검

색할 수 있는 단일창구(Single Gateway) 부재

- 기업 니즈에 맞는 공공·민간기술의 탐색·발굴·패키징 등 기술수요자 ⇔ 

공급자 간의 다양한 매치-메이킹 확대 필요

* 공공 기술공 자( 학, 공공연 등)의 25%가 이 기술의 활용처  기술사업화 황에 

한 조사 부족(산업기술진흥원·지식재산연구원, 2012년)

- 기술성과 DB 등을 활용하여 성과와 기업수요 간 양방향 매칭을 지원할 

코디네이팅 전문가 그룹 운영 

* 기존 온라인 기술거래를 목 으로 구축된 국가기술은행(NTB, 산업부), 특허기술장터

(IP-Mart, 특허청)는 오 라인 코디네이  미비 등의 이유로 활용 조

- 수요자 요구(사업화 중심 R&D)를 반영한 R&D 기획의 부족으로 연구결

과에 대한 신뢰도 저하 및 기술사업화 저조를 유발

* (사례) ETRI, 성과품질 제고를 해 Q-Mark 품질인증을 받은 기술만 기술이  허용

- 과학기술·ICT R&D 성과와 시장요구 아이디어를 결합한 R&BD 지원 확

대를 통해 R&D 성과의 완성도 제고

○ 박근혜 정부는 상상력과 창의력을 과학기술과 접목하여 새로운 산업, 시장,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ʻ창조경제’로 전환에 주력

- R&D를 통해 신산업 창출과 고급 일자리 마련의 원동력, 사회적 현안 해결 

및 국민행복 향상을 중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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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조경제의 中心에는 제가 핵심 인 가치를 두고 있는 과학기술과 ICT 산업이 있습

니다.”(박근혜 통령 취임사, 2013. 2. 25.)

○ 이를 위해, 시장의 신수요와 신생산·소비방식의 등장에 발맞춘 창의적 R&D 

기획 및 시장수요 지향적인 ̒R&BD'의 확대 전략이 최우선 R&D 정책으로 

대두

- ‘아이디어발굴 ⇨ 특허분석 ⇨ R&D 수행’을 통해 국민이 제안하는 창의

적인 아이디어를 R&D 기획에 반영

- 수요자가 제안하는 우수 비즈니스 모델(BM)을 R&BD 엔진으로 활용하

여 대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연구성과를 창출

○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패러다임에 발맞춰, 공공·민간 R&D 성과 중 사업 

성공가능성이 높은 유망 기술에 대해 △비즈니스 모델 지재권화 지원, △성

능 개량, △기술금융 연계 등 기술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종합적

인 연구개발지원 체계의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해짐

2.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분야의 성과확산 및 기술사업화 추진

○ 미래창조과학부('14.1.16.)는 과학기술 및 ICT R&D가 성공적으로 사업화될 

수 있도록 ｢R&D 성과확산을 위한 기술사업화 추진계획｣ 시행방안 발표

- R&D 성과가 창조경제를 꽃피울 수 있도록 △수요자 지향형 R&D 혁신,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 △사업화 추진체계 개선, △네트워크 강화 등 

4대 전략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10대 세부과제를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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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미래창조과학부(2014. 1. 16.).

3.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분야의 성과확산 및 기술사업화 
세부 추진 방안

○ 국가 R&D 결과물이 시장에서 보다 활발히 활용될 수 있도록 수요자 지향

형 R&D로 혁신을 추진

- 이를 위해 기술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① 개방형 R&D 기획체제로 전

환하고, 개발되는 기술의 질적 향상을 위해 ② R&D 평가·관리체계를 개선

○ 또한, 그동안 상대적으로 정부지원이 적었던 국가 R&D 사업화 분야의 역

량을 강화하기 위해 ③ R&BD를 본격 추진하고 ④ R&D 성과 확산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⑤ 기술거래를 촉진하는 사업화 플랫폼을 구축

○ 한편, 기존에 소규모 단위로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기술사업화 체계를 개선

하여 R&D의 효과성을 높여나감

- 이를 위해 R&D 기술사업화를 위한 ⑥ 전문지원기관을 지정·육성하고, 

⑦ 대학·출연(연)의 기술이전 전담조직의 사업화 역량을 확대하며 ⑧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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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개발특구의 기술사업화 역할을 강화

○ 더불어, 미래창조과학부는 기술사업화를 보다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협

력 네트워크를 마련

- 이를 위해 ⑨ 타 부처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에서 실질

적인 도움이 되는 컨설팅 제공을 통해 ⑩ R&D 성과의 글로벌 진출을 지

원할 계획

4  
략

10  세부과제 주요 내용

수요자 

지향형 

R&D

① 개방형 R&D 

기획체제로의 

환

○창조경제타운을 통해 선별된 아이디어를 R&D 사업으로 

연계

○ R&D 기획 과정에서 민간기업 의체(PP, Planning 

Partner)를 구성하여 의견을 극 반

② R&D 평가 

 리체계 

개선

○ R&D 기간에 사업화지원기간 편성(6개월 내외) 

○기록 리(Documentation) 의무화

○ R&D 성과에 한 시험검증  품질인증 확

  

기술사

업화 

역량 

강화

③ R&BD 추진

○신산업 창출형 융합 아이템을 발굴하여 기술 사업화를 

추진*

  * 2017년까지 15개 사업단을 선정하여 450억 원 지원

(2014년 7개 사업단, 105억 원)

○기존 R&D 성과를 활용한 시장진출을 한 사업화 

기술개발(2014년 102억 원)을 지원

④ R&D 성과 

확산

○공공 R&D 성과의 기술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기술 고제’를 도입

○연구성과를 포털, 정기간행물, 웹진 등에 게재

⑤ 사업화 지원 

   랫폼 구축

○기술가치평가  거래 환경 구축 등을 한 ‘R&D 성과 

기술사업화 랫폼’을 제공

  * 기술사업화 랫폼: 컨설 ·마 을 통해 기술이 을 

지원하고, 신규 BM·원천기술·지재권을 연계하여 

기술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기술사업화 종합서비스

기술

사업화 

⑥ 문지원기  

   신설  육성

○기술평가·기술이 ·사업화 등을 문 으로 지원하는 

기  지정  육성

표 1-19.  4  략, 10  세부과제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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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창조과학부는 기술사업화 추진계획을 통해 2017년까지 R&D 사업화 

투자를 전체 R&D 투자액 대비(2013년) 1.7%에서 4.0%까지 높이고, R&D 

생산성을(2013년) 2.4%에서 4.0%(R&D 투자액 대비 기술료 수입액)로 제

고하는 것을 목표로 4년간(2014〜2017년) 8,981억 원을 투자할 계획

  - 이를 통해, 미래부는 향후 4년간 직접적인 투자로 생산유발 1.69조 원, 부가

가치 창출 0.95조 원, 고용유발 2.46만 명의 파급효과를 예상하고, 한편 추가

적으로 총 9조 원(연평균 2.27조 원)의 GDP 향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

가. 수요자 지향형 R&D 혁신

1) R&D 기획 부문

□ (개방형 R&D 기획) 기술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R&D 기획 강화

○ 국민의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특허분석, 사업화 가능성 등의 검증과정 이후 

추진

체계 

개선

⑦ 학·출연(연) 

TLO 사업화  

역량 강화

○ 학·출연(연) TLO(기술이 조직)의 역량 강화를 해 

공동 TLO  공동기술지주회사 육성

⑧ 특구 육성을 

통한 신 

클러스터 

조성

○연구개발특구별 기술사업화 략 수립 

○ 소기업 창업생태계 구축

○연구개발특구 펀드 확 로 투자 활성화

네트

워크

강화

⑨ 기술사업화 

력 지원체계 

구축

○정부부처  유 기 (특허청, KIBO 등) 등과 력을 

강화하여 사업화  과정을 공동 지원

⑩ R&D 로벌 

확산 지원 

○ 로벌 시장진출을 해 ICT 로벌 거 (  해외 IT 

지원센터 3개 - 미국, 일본, 국)을 확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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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아이디어를 R&D 프로세스와 연계

- 창조경제타운을 통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멘토링·지재권화 등을 거쳐 

선별된 아이디어를 R&D 사업으로 연계·지원

- 우수 아이디어를 R&D 프로세스에 반영하고, R&D 결과에 대한 기술실

시계약 등을 통해 아이디어 제안자의 사업화에 활용

* 창조경제타운: 온라인 공간에서 국민, 기업 등 다양한 경제주체가 참여하여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발 시켜 나감으로써 창조경제를 실 하는 아이디어 구  랫폼

- 대국민(민·산·학 등) BM 수요 공모 후, 선정된 BM에 대한 시장성 검증

을 거쳐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대국민 BM 수요 기획 마련

* ʻBM(Business Model) 아이디어 캠  공모 (연  상반기)ʼ을 추진하고 선정된 국민의 

참신한 BM은 ʻ사업화 R&Dʼ 기획에 반

○ R&D 기획 과정에서 시장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민간기업 협의체(Planning 

Partner: PP)를 구성하여 의견 수렴

그림 1-33.  R&D 기획의 민간 수요 반  차 개념

자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2013. 10. 2.).

○ R&D 기획단계부터 연구성과의 사업화 성공을 위한 민간 사업화 전문가를 

포함한 연구과제 기획 추진

구분 기술 역 기술사업화 역

사업기획 ▸분야별 신규과제 기획 ▸사업화 략  신규과제 기획

우수성과발굴
▸기술성  검토

▸우수성, 실 성, 성숙도 등

▸시장성  검토

▸산업의 성숙도, 시장규모 등

【 민간 문가 】

* 민간전문가 PM(Project Manager, 과학기술분야)과 CP(Creative Planner, ICT분야)를 중심으로 

기획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과제기획의 전문성과 책임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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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 속성을 ‘원천 및 사업화 R&D’로 구분하고 ‘사업화 R&D’는 기술

이전 중심의 R&D 프로세스를 적용

유형 R&D 기획 R&D 평가 R&D 리

사업화
R&D

▸수요자 심 신기획

▸범부처 융합 BM 기획

▸ 장 문가 평가

▸컨퍼런스(컨설 ) 평가

▸연구기간 1～2년

▸기술이 기간 의무화

【 사업화 R&D 로세스 】

* 사업화 R&D: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및 상용화를 목적으로 하는 R&D 사업.

2) R&D 평가 및 관리 체계 부문

□ (R&D 평가·관리 강화)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R&D 수행

▸ 사업화 R&D의 경우, 사업화 의무지원기간(사업화지원기간  6개월 내외)을 편성하여 

이 기술의 상용화·제품화 애로사항 해소

▸ 이 기술의 활용도를 높이기 해 R&D 기록 리(Documentation)를 의무 으로 이행

하고 이를 과제평가에 반

▸ R&D 성과의 시험검증·품질인증 확 하여 결과물의 완성도 제고

□ 기술시장 수요 충족 및 질 높은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평가체계 개선  

○ 산업계·기술사업화 전문가의 평가위원 비중을 확대하여 R&D 단계부터 사

업화 관점의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 

* 평가 원  사업화 문가 비 : (2012년) 20% → (2017년) 40%

○ 논문·특허 수 등 양적 평가지표를 질적 평가지표로 개선하여 도전적 연구수

행을 유도하고 성과활용을 촉진

- 선정평가: 성과활용 관련 평가항목을 신설하여 원천기술 확보 및 활용계

획을 구체적으로 평가

- 결과평가: 원천특허 확보 및 기술이전·사업화실적 중심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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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특허, 기술료 수입 등을 고려하여 등 제 결과평가 실시

* 응용 R&D의 경우 논문 실 에 해 양 ·질  평가지표 하향 조정

□ 우수한 연구성과에 대한 사업화 후속연구 지원 강화

○ 기초·원천연구 성과에 대한 후속연구 지원 확대를 통해 TRL 3~4단계(실험 

단계) ⇒ TRL 5~6단계(시작품 단계)로 숙성

* TRL(기술완성도, Technology Readiness Level) : 핵심기술 완성도에 한 객  지표

(미국 NASA에서 우주산업의 기술투자 험도를 리할 목 으로 1989년 처음 도입)

- 나노, 바이오 등 원천기술개발사업은 사업별 예산의 일정비율(2014년 신

규과제 10% 내외)을 연구성과 사업화 기술로 전환하는 후속연구에 활용

* 2013년 바이오 감 산(약 10억 원)을 1～2년 내 성과창출이 기 되는 유망기술에 지원

 

○ ICT 분야의 ‘사업화 R&D’는 목표 TRL을 7~8단계(제품화 단계)로 설정

- R&D 성과물이 기업의 상용화 현장에서 즉시 활용될 수 있도록 기획단

계에서 목표기술의 수준을 TRL 7~8단계로 설정

* ICT R&D TRL 조사결과(ʼ13): (4 이하)5.9%, (5～6)48.2%, (7 이상)45.9%

* R&D 성과 TRL이 5～6단계(시작품 단계)에 머물러 즉시상용화 추진에 애로 유발

□ R&D 과정에서 생산된 기술문서에 대한 체계적 관리의 의무화

○ 연구개발 과정의 기술핵심문서, 문제점 및 조치사항에 대한 R&D 기록관리

(Documentation)를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고 이를 평가에 반영

* 과제평가 시 기록 리자료 황·내용, 수요자 요구반  여부 등을 평가지표로 고려

* 문서의 리는 연구노트 형태나 기 의 문서 리 체계를 용

- 기술이전 시, 기술핵심문서(요구사항, 기술설계서, IP(지식재산)·기술적

용 설명서, 시험결과서 등)를 제공하여 수요자의 기술이해도 제고

□ 기술이전 등 연구자의 사업화지원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R&D 과제 수행기

간 내에 사업화 지원기간을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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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기업 발굴, 이전기술에 대한 기업수요 연구활동 등을 수행

* (사업화지원기간) 사업별 총지원기간을 반 하여 6개월 내외로 편성 

* ( 상사업) 로벌 론티어, 신기술융합형 성장동력, 신산업 창조 로젝트, 신약개발, 

ICT 분야 R&BD 사업 등 

○ 사업화지원기간 내에 수요기업 확보 및 기술이전 성공을 하는 경우, 연구책

임자에 대한 가점 부여

* 연구책임자 가 : 후속 R&D 사업의 선정평가 시 부가  부여

□ 수요자에게 신뢰성 있는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 연구개발자(기관)의 자체 품

질검증 절차 마련

○ R&D 결과물이 제품인 경우, 자체 TB(Test-Bed)를 통한 품질검증을 실시하

고, 기술이전을 위한 공인시험인증기관(예: TTA) 등의 사전검증 권장

* 사례: ETRI, 자체 ‘Q-Mark 품질인증제’를 통과한 경우만 기술이  허용

○ 유망 R&D 성과(신제품·서비스)가 국제공인시험인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 

시험과정·적합성규정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

* 외국의 경우, (과거)정책  방법의 무역수입 규제 → ( 재)기술규격· 합성 평가 등을 

통한 규제

- 국내에 해당 분야의 국제공인 시험인증기관이 없는 경우, 해외의 인증절

차·적용표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기업에게 배포

- 중소기업 우수 R&D 성과를 해외기술규격으로 업그레이드(현지화)하기 

위한 시험인증전문가 ⇄ 중소기업간 ‘1:1 매칭프로그램’을 지원 검토

○ R&D 성과의 시험검증·품질인증 확대를 위한 통합 TB 고려

- 그간 C-P-N-D별 분산관리한 TB를 재구성하여 R&D 성과의 기능·성능

검증, 상용화 시험목적의 공통 TB로 활용 고려

* 연구시험망(KOREN)·통신사업자시험망·정부통합 산센터 등도 TB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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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코리아 등 주요 국가 R&D에 한 맞춤형 공용 TB로 지원

* TB의 기능  역할: ① (성과시험) R&D 성과물  소기업의 단품기술에 한 표

시험을 지원, ② (주요사업 TB지원) 클라우드 기반 가상 TB 구축을 통해 통합 TB 활용 

극 화

나.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

1) 사업화 기술개발(R&BD) 추진

□ 기술이전·기술거래 확산을 위한 신산업창출형·시장맞춤형·융합형 기술사업

화 추진

▸ 신산업창출형 융합 아이템 상으로 신속한 기술사업화를 지원하여 신제품·신서비스 창출

  * 2017년까지 15개 사업단을 선정, 450억 원 지원: (2014년, 정부안) 7개 사업단, 105억 원 

▸ 기존 R&D 성과를 활용하거나 해외 시장 합도를 높이기 한 R&BD 지원 → 신제품·

신서비스 창출

  * ICT 기술사업화 R&BD 사업: (2014년, 정부안) 102억 원

▸ 소기업 주 의 R&D 과제를 확 하여 R&D 성과의 즉시 상용화 진

   * (ICT 분야) 소기업의 R&D 과제 수행률 상향 조정: (2014년)20% 내외 → (2017년)32%

□ 과학기술의 사업화 및 상용화 기술완성도 제고

○ 신산업 조기창출을 위해 신개념의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추진

- 신산업창출형 융합 아이템* 대상으로 신속한 기술사업화를 지원하여 신

제품·신서비스 창출을 도모 

* 기존 기술간 융합을 통해 다양한 산업  용도로 활용가능하며 시장창출 효과가 큰 기

술(2년 내 가시  성과창출이 가능한 역) 

* 2013년 2개 시범사업단 선정: ʻ감염균 고속/다  분자진단용 페이퍼칩 개발ʼ, ʻ지능형 

블록  인터 티  스마트 토이 시스템 개발ʼ
* 2017년까지 15개 사업단을 선정, 450억 원 지원(과제당 2년간 30억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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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사업화 전문가단*을 구성하고 R&D 초기부터 기술사업화 컨설팅을 

지원하여 기술사업화 시간단축 및 연구개발 성공률을 제고

* 기술사업화 문가단 운 ( 계): (2013년) 1개 → (2014년) 3개 → (2017년) 7개  

○ R&D-기술금융을 연계한 기초·원천 연구성과 사업화 지원 확대

- 기초·원천연구 성과를 분석하여 사업화 유망기술을 도출하고, 기술 컨설

팅·마케팅을 통한 수요기업 발굴 등 기술이전 지원 강화

* 기 연구성과 활용지원: (2013년) 65억 원 → (2014년, 정부안) 179억 원

- 기술 수요-공급자의 간극해소를 위한 인큐베이팅 R&D 지원 확대

* 인큐베이  R&D: (2013년) 10개 내외 → (2014년) 40개 내외

(시제품 제작, 성능개선  테스트 등 추가연구개발, 2억 원/년, 최  2년)

- 저리의 기술보증* 융자로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여 기술사업화를 촉진

* 기술보증기 (사업화 주체별 최  50억 원) 

- 연구성과의 활용성 및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공공연구기관들이 보유한 

특정분야 기술(특허)들의 패키징 지원*을 강화

* 특허패키징 지원(미래부, 특허청 공동사업): (2013년) 10억 원, 10개 → (2014년) 15억 원, 

20개 내외

□ 정보통신 분야의 R&BD 추진

○ 신BM·기술 간 융합을 고려한 맞춤형 R&BD 추진

- 신규BM·원천기술·IPR을 연계(융합)하고, 시장요구에 신속히 맞춤가능

한 신제품·서비스를 개발 

* 주기결합형 ICT 기술사업화 R&BD: (2014년, 정부안) 72억 원

- 기 개발된 기술에 대한 사업성 평가, 기존기술·신기술 간 보완·결합을 통해 

기존 기술의 활용성 제고 및 융합 활성화 추진

- 중소기업 주관의 R&BD 과제 비중을 상향 조정하여 R&D 결과가 상용

화로 즉시 연결될 수 있도록 유도

* 소기업의 R&D 과제 수행율 상향 조정(ICT 분야): (2014년)20% 내외 → (2017년)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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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확산가능한 원천기술을 대상으로 R&BD 추진

- ICT 원천 R&D 성과를 해외 기술·시장에 적합하도록 업그레이드하여 기

업의 글로벌 시장·기술경쟁력을 강화

* 로벌 ICT 기반 기술이 연계 R&BD: (2014년, 정부안) 30억 원 

- 우수 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의 글로벌 상용화에 대한 애로사항을 즉

시 해소

* 해외 바이어 연계형 R&BD 지원 이외에, 로벌 진출의 가능성이 높은 성과물에 한 

멘토링·투자·사업화자문·해외 시회 등의 동시 지원을 통해 기술경쟁력 보완

2) R&BD 성과의 홍보 및 확산

□ 공공 R&D 성과의 기술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기술예고제‘ 추진

○ 공공 R&D 결과물의 활용 촉진을 위해 개발진행·완료예정인 기술에 대한 

기술정보‧사업화정보의 공개화 추진

* 연구개발( 정) 성과에 한 기술정보(논문‧특허‧내용 등)를 일정기간 이내에 공개

○ 사업화목적 R&D의 개발기술 정보 및 중간·최종(예상)결과물을 기업에게 

사전에 공지·예고하는 ‘찾아가는 R&D서비스’ 제공

* 2015년도까지 사업기간 70% 경과된 과제  1년 이내 개발완료 정기술에 한 기술

고제 확  실시 추진

* 기보의 기업 DB 등을 활용, 사업화 유망기술에 한 잠재  수요 기업군을 발굴하여 

기업 맞춤형으로 기술정보를 제공

□ 공공·민간 R&D 성과에 대해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채널을 강화하여 ‘성과

정보 접근성’ 확대

○ 정보포털, 정기간행물, 웹진 등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하여 연구 성과 등 

기술사업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

* 정보포털: 사업화의 국민 심도 제고를 해 유망 연구성과·사업아이템 정보 제공

* URL: (과학기술 분야)rnd.nrf.re.kr (ICT 분야)ictb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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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블·IPTV를 활용한 고정채널 확보, 팟캐스트(Pod Cast) 운영, SNS 확대 

등 방송·인터넷 망을 통한 수시 정보제공체계를 유지

○ R&D 성과의 전시와 더불어 ‘우수사례발표', ‘비즈니스미팅' 등 Biz R&D 

세션을 구성하여 기술수요자와의 교류의 장(場)을 확대

* 미래부·산업부 공동 시회 개최: ｢2013 한민국 R&D ｣(2013. 11. 12.～2014.)

①우수사례발표회, ②Biz Meeting, ③연구성과 기업설명회  기술이  조인식 등

3) 기술가치평가 활성화 및 사업화 지원 플랫폼 구축

□ 대학, 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의 기술가치평가 표준모델 마련

○ 기초·원천 연구성과에 대한 기술가치평가의 전문성·신뢰성 제고를 위해 총

괄-전담기관 등 기술가치평가 체계 구축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을 기술가치평가 총괄기관으로 지정하

고 기술 분야별로는 대표 출연연을 전담기관*으로 지정·운영 

* ( ) 바이오(생명연), 자통신(ETRI), 기계·부품(기계연), 나노소자(표 연) 등

○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공동 활용으로 저비용·간이 가치평가를 위한 표준모

델 마련 및 보급

- 공공연구기관이 간이 가치평가를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가

이드라인 수립 및 교육지원

* STAR-Value(기술가치평가시스템, KISTI), COMPAS(경쟁정보분석시스템, KISTI), 

SMART(특허평가시스템, 한국발명진흥회) 등

□ ‘R&D 성과 기술사업화 플랫폼’에 가치평가 기능을 포함하여 가치평가와 

기술거래 간 선순환(거래·사업화 활성화 ↔ 수용성 높은 평가) 도모

○ IP·기술 거래계약 시 기술가치평가 실시를 권고하고 기술실시료·매각가 등

을 가치평가에 근거하도록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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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화 R&D’의 경우, 가치평가비용을 R&D 간접경비에 포함하거나 기

술료의 일정부분을 활용하도록 유도

* 기술료  10% 이상을 립하여 TLO 조직 운 ·연구성과물 가치평가에 사용

□ (기술 가치평가 및 거래) 기술가치평가를 통해 기술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가치평가 및 거래 정보를 제공하는 ‘R&D 기술사업화 플랫폼’을 구축

* 랫폼을 통해 기업 수요기술조사, 문가탐색, 사후지원, 기술정보제공 등을 지원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2014. 1. 16.).

다. 기술사업화 추진체계 개선

□ (전문지원기관 육성) 기술평가, 기술이전, 사업화지원 등을 전문적 수행하는 

기관* 육성

* 과학기술분야(연구개발성과지원센터: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ICT분야(정보통신R&D 

담기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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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 분야별 특성을 반영하여 수요자들이 믿고 거래할 수 있는 기술분석·

평가 기능을 고려하고, 거래기술에 대한 품질보증을 지원

○ 기술사업화 전담기관을 비즈니스모델(BM) 기반의 R&BD* 및 기업별 맞춤

형 컨설팅** 지원의 구심점으로 육성

* 기업이 원하는 수 의 완성도 제고를 한 ʻ사업화 기술개발ʼ을 지원

** 기술경 , 투자유치, 마 , 해외진출 등 R&D 사업화에 필요한 컨설

자료: 미래창조과학부(2014. 1. 16.).

□ (대학·출연(연) TLO의 사업화 역량 강화) 공동 TLO·기술지주회사 육성을 

통해 기술사업화 전 단계 지원

* 출연(연) TLO(기술이  담조직)의 조직· 산 확

* 기 ·산업기술연구회 17개 출연(연)의 공동기술지주회사 설립(2013. 11.), 2015년까지 

530억 원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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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4.  출연(연) 공동기술지주회사 개념도

자료: 미래창조과학부(2014. 1. 16.).

□ (연구개발특구 활용) 연구개발특구*의 기술사업화 전략을 수립 및 실행하고 

기술금융 활성화 추진

○ 특구별 이노비즈센터 등을 활용하여 창업교육·컨설팅, 금융 등 지원

* 특구펀드(1,250억 원, 2014년)를 확 하여 기술 융의 활성화

라. 네트워크 강화

□ (기술사업화 협력지원체계 구축)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연계를 통해 

기술사업화 성공을 위한 시너지 창출

○ 민·관 공동 기술사업화 협력지원 체계(Connect & Support: C&S)*를 통해 

사업화 전 과정 공동 지원 

* 융 , 기청, 특허청 등의 지원기능과 연계하여 벤처의 기술사업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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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5.  기술사업화 유 기  간 C&S 력 체계

주: C&S란 창의적인 ICT R&D기술, 민간의 기술보증·금융을 미래부의 ICT 사업화지원 

역량에 연결시켜 신기술·신서비스를 창조하는 모델.

자료: 미래창조과학부(2014. 1. 16.).

□ (R&D 글로벌 확산 지원) R&D 성과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착·협업 지원

체계 및 창업컨설팅을 제공하여 해외진출 역량 강화

○ 해외 IT 지원센터(3개)를 확대·운영하여 글로벌 시장진출 지원

- IGC(ICT Global Center):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에게 현지교육, 

홍보·마케팅, 투자 유치, 해외파트너 발굴 등 원스톱 컨설팅 제공

○ 글로벌 기술이전 정보 제공을 위해, 센터 내에 ‘ICT 글로벌 통합 정보시스

템’ 구축·운영

- 출연(연), 정부산하 유관기관의 해외센터를 활용한 글로벌 정보수집 체

계 구축을 통해 해외 R&D·시장 정보 등의 분석 지원

* CIIC(Creative ITC Innovation Center, ETRI 미주기술확산센터 공동활용) 설치를 통해 

미래기술 R&D·정책·시장·BM에 한 최신정보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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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TRA, EEN(유럽) 등 이미 구축된 글로벌 기술이전 네트워크를 효과

적으로 활용하여 국내 우수기술·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촉진

- 유럽·미국·일본을 연동하는 국제연구시험망(TEIN·APII) 협력체(Asia Pacific 

Advanced Network: APAN)를 활용하여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

○ 글로벌 창업컨설팅을 제공하는 ‘미래글로벌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민간

의 전문 컨설팅기관(65개 기관, 2013. 10)이 참여하는 협업 지원체계인 ‘그

랜드 파트너십(Grand Partnership)’을 구축

- 해외 법률·투자·특허 등 민간기관을 ‘전문 컨설팅 풀’로 구성하고, 기업

해외진출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을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

그림 1-36. Grand Partnership 활동 체계도

자료: 미래창조과학부(2014.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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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장

정책 제언

1. 과제기획 추진 프로세스 및 체계 개선

□ (추진 필요성) 변화하는 R&D 정책·기술·시장 환경에 적합한 과제기획 절차 

및 체계 마련 필요

○ 정부, 산·학·연, PD 등에서 최근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그동안 절차중심과 

관성으로 추진되고 있는 과제기획 전반에 대한 개선요구 증대

* 다양한 정책과 산업 특성 반 , 명확한 의사결정 체계, 로세스의 정교화 등

□ (추진방안) 사업비전 → Target 시장 → 경쟁력 분석 → 기술획득방안 결정 

→ R&D 과제 디자인 및 확정 등으로 체계화

○ 수요조사, 로드맵, R&D 전략 등 사전기획과 차별화하여 실제 지원할 R&D 

과제기획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방향으로 개선

* R&D 정책과 사업비  달성을 한 목표시장 선택과 성공요인을 도출하여 핵심 으로 

확보해야 할 략형 R&D 과제기획 추진 로세스로 탈바꿈

○ 또한 기존 PD 및 기술전문가 중심의 과제기획 체계를 다양한 분야의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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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석학/전문가 등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소통·협력·공유의 과제기획 

체계로 획기적으로 개선 추진

그림 1-37.  R&D 과제기획 로세스 개념도

자료: 조일구(2013. 2. 20.).

2. 사전기술기획 체계화 및 과제기획 간 연계강화

□ (추진 필요성) 선도적 신기술·산업의 기회포착을 위한 역량강화 필요

○ 신시장창출형 R&D 테마를 조기 포착하여 과제기획 및 지원을 통한 R&D 

성과가시화가 당면과제로 부상 → 사전기획 역량강화 및 체계화 시급

* FTA 진  등 로벌 경쟁심화  R&D 투자 험성 리를 해 메가트랜드 분석, 기술

측조사, 경쟁력분석 등 사  기술기획의 요성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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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방안) 사전기획조사 → R&D 계획수립 → 과제기획 간 선순환 연계체

제를 구축하여 정책지원 강화 및 성과지향 과제기획 추진도모

○ (사전기획) 기술예측 등 미래 기회탐색, 로드맵/R&D 전략 등 중장기 기술

확보 전략 제시, 수요조사 등 기술니즈 파악 역량강화

○ (과제기획) 특허/경제성 분석 강화, 과제기획 인력(PD/CP, 기획위원회) 전문

화, 과제 우선순위 과학화 등을 통한 과제기획 질적 수준 강화

○ (성과관리) 성과로드맵 수립·운영 및 진도점검 체계 강화 등을 통해 R&D 

성과창출 목표 달성 및 과제기획 과정에 상시 피드백

○ (역량/체계) 사전기획 그룹과 과제기획 그룹으로 이원·협업적으로 전문화하

여 세계적인 수준으로 역량강화 및 향후 전문센터화

* 특히, 사 기획  과제기획 임워크 설계자  퍼실리테이터를 극 육성

그림 1-38.  과학  R&D 사 기획-과제기획 간 연계체계 구축 개념도

자료: 조일구(20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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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리-프로덕션형 R&D 기획 개념 도입운영

□ Pre-R&D 개념

○ (개념) 영화의 프리프로덕션의 개념을 R&D 과제기획에 접목하여 과제기획

내용 및 절차를 체계화한 개선된 과제기획 과정

- R&D 프리프로덕션은 프리프로덕션의 시각화·리허설 등의 특징적인 부

분을 도입하고 체계화하여 기존기획과 차별화

○ (목적) R&D 프리프로덕션은 소비자 지향적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효율적으로 R&D를 수행하여 R&D의 생산성을 제고

□ Pre-R&D 기본방향

○ (R&D 기획의 창의성 강화) 수요자 니즈 기획을 통해 기술의 창의성 이외에 

제품·서비스 및 비즈니스 모델의 창의성 강화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하여, 수요자 반영→제품·서비스 콘셉트 디

자인→필요기술 도출, 사업화 모델 발굴·검토 등 수요자 니즈기반 기획 강화

○ (R&D 기획 내용의 구체화) 시장성, 개발역량 등의 분석과 검증을 강화하고 

기술개발과 후속사업화 계획을 구체화

기존 리- R&D

·(분석내용) 기술성, 경제성, 시장성 → · 험성, 사회  향, 개발역량 추가

·(검증방식) 기술자 주의 서면평가 → ·비기술 공자도 알기 쉬운 시각화된 시뮬 이션

·(계획내용) 기술개발 일정계획 주 → ·기술개발  사업화계획의 질과 내용을 강화

자료: 조일구(20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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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의 효율성 극대화) 기획의 안정적 수행을 통해 R&D 수행과 사업화 

시 시행오류 감소, 소요기간 및 투여자원을 효율화

- 기획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선진국 수준의 기획기간과 예산 지원 및 우

수한 기획인력의 지속적인 육성 및 재교육 체계 구축

- 기획 관련 지식기반서비스산업과의 긴 한 상호협력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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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프리프로덕션형 R&D 기획 프로세스

아이템(시놉시스) 개발/기획

⇔ 제품/기술 아이디어의 탐색/기획/관리 및 선정
(내부 기술·생산·마케팅부서) (비기술분야 외부전문가 자문)

⇩

⇔
기술성 기초분석(기술동향조사)(기초적 특허분석)(보유기술분석)

시장성 분석(시장규모/니즈조사)(예비테스트)(경쟁제품조사)

사업성 분석(규제/법규 조사)(외부자금·세무분석)(투자수익률 분석)
⇩ ⇩ ⇩

⇔ 제품개발 기본전략(성능, 디자인, 규격 등) 검토
⇩

⇔ 생산 기본전략(공정, 생산일정, 생산비 등) 검토
⇩

⇔ 마케팅 기본전략(출시일정, 유통경로 등) 검토
⇩

⇔ R&D 과제의 타당성(기술성, 시장성, 경제성) 종합분석
⇩ ⇩

캐스팅용 시나리오 작성 ⇔ R&D 연구개요서(개념설계) 작성
⇩ ⇩

투자비 조달 ⇔ R&D 재원 조달방안 검토·기획
⇩ ⇩

스토리보드/촬영콘티 작성
⇔

기술전략 수립(소요기술 체계적 분류)(기술동향 분석 및 기술예측)(상세 특허분석)(기술개발 추진로드맵 수립)

내부역량·자원 진단(추진체계 및 연구인력 검토)(R&D 자금 조달가능성 검토)(R&D 협력네트워크 검토)(연구시설/장비 확보방안 검토)
⇩

⇔ R&D 상세계획서(실시설계) 작성
⇩

⇔ 리스크관리계획/사업화계획 수립
⇩

스케쥴 및 예산 조정 ⇔ R&D 추진일정(일정계획) 및 재원조달·지출 계획 수립
⇩ ⇩

스탭진(연출/제작팀) 구성 및 캐스팅 ⇔ 추진체계 구축 및 참여연구진(컨소시엄) 구성
⇩ ⇩

헌팅 및 로케이션(장소 픽업) ⇔ 연구시설/장비 사용계획 수립
⇩ ⇩

리허설(또는 사전촬영) ⇔ 시뮬레이션(또는 R&D 검증 차원의 예비테스트/시제작)

그림 1-39.  리- 로덕션형 R&D 기획 로세스 제안(案)

자료: 한국산업기술진흥원(20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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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획 관련 지식서비스 시장의 초기 활성화를 위한 
바우처사업 신설

▸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여 R&D 기획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인증·규제, 

시장조사, 특허분석 등 민간 R&D 기획서비스시장도 활성화

□ (현황) R&D 기획에 대한 아웃소싱이 미흡하여 전문적인 R&D 기획 서비스 시장

이 조성되지 못하였고, 관련 인프라 구축도 취약(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1. 10.)

○ 벤처캐피탈리스트, 특허전문가 등을 통해 사업적 타당성을 분석하고 사업심

의위원회 등의 위원회에서 검토하나 전문성과 효과성은 미흡

* NEPSA, 사업심의 원회 등은 10～20명의 문가로 구성하나 경제성분석 문가는 소

수로 향력은 미미

<유사사업 현황>

 ○ 유사사업으로 지경부의 “지역 략산업연계 지식서비스바우처사업”, 기청의 “지식서비

스 구매바우처 지원”사업 시행 

구  분 산업부(구 지경부) 중기청

지원대상 지역전략산업 기업 1인 창조기업에 프로젝트를 발주한 중소기업 및 비영리법인
지원예산 63억 원/2009년 40억 원/년
지원내용 1개 기업당 1개 분야, 1바우처 지원(분야 : 디자인, 이러닝, IT 서비스, 시험분석, 컨설팅) 프로젝트 총비용의 10%, 300만 원 한도(기업당 연 8회 이내)

  - 산업부(구 지경부) 사업의 경우 신제품개발타당성 분석, 특허 타당성 분석 등의 R&D 

기획 지식서비스가 해당이 되나 2012년 사업 종료

  - 기청 사업의 경우엔 1인 창조기업에 로젝트 발주 시만 상이므로 형 R&D 기획 

지원에는 미흡

□ (방안-1) R&D 기획 지식서비스시장 초기 활성화를 위하여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타당성 조사·분석 및 검증의 체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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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안-2) 바우처사업과 연계, 인증·규제·법규 관련 전문컨설팅 지원체계 확

립 및 시장성 검토를 위한 전문조사분석 기관 지정·활용

○ 농업 산업 등에 제도적 규제가 엄격한 분야를 대상으로 R&D 과제 관련 인

증·규제·법규 관련 전문가의 활용제고 및 컨설팅 강화

○ 특허·경제성 등에 대한 조사·분석기관을 지정하여 과제기획에 참여 및 기술

사업화를 위한 지속적 컨설팅 체제 구축

5. 시장지향적 융합창조 기획을 위한 다양한 전문가 참여를 제도화

▸ 소비자의 감성에 호소하는 기술개발을 위해 인문사회·문화예술 분야 전

문가 등 다방면의 전문가 참여 촉진

□ (현황) 기획은 공학기술자가 중심이며 특허·사업화의 중요성 증대에 따라 

변리사, 마케팅 전문가 등이 필요에 따라 일부 참여에 불과

* 최근 내외 요구에 따라 지식경제기술 신평가단 문가 상을 기존의 기술  경제

문가에서 인문·사회 문가로 확 (공통운 요령 개정(2011.7.5.))

□ (방안) R&D 기획단계부터 기술자, 마케팅 전문가뿐 아니라 디자이너, 법전

문가, 예술가 등 제품화 및 제품판매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관련 전

문가들의 참여를 제도화

○ 아이디어 도출 시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창의적인 제품·서비스를 위한 아이

디어 도출을 위해 인문·예술전문가 참여 필수

* 인문 술 공자를 한 평가 원 풀 분류코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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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안전, 사회에의 영향, 법적 장애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기술

개발 및 사업화단계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를 규정

* 외부 문기 을 하게 활용하여 동시다발 으로 종합 이고 문 인 분석

그림 1-40.  기획 시 고려해야 할 조사·분석 활동

자료 : 한국산업기술진흥원(2011. 10.).

6. 개발기술의 제품적합성 제고를 위한 R&D 결과물의 사전 
시각화(Pre-viz)

▸ 개발기술의 제품적용가능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시뮬레이션 실시

□ (현황) 현 과제기획에서는 개발된 기술이 적용될 제품·서비스에 대한 구체

적인 제품화 구상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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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 인해 비기술평가자들에게 설득력이 부족하고 연구개발 결과가 매끄럽게 

제품화로 연결되지 않는 문제점 발생

○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디자인의 사전구상을 통해 타깃제품과 제품디자인 간 

연계된 R&D 추진유도

* ‘제품구상→제품디자인→필요한 세부기술정의’의 의식 환이 Key

□ (방안) 후보과제선정 시에는 제품·서비스에 대한 개략적인 가상 시뮬레이션

을, 과제선정 시에는 Mock-up 수준의 시뮬레이션 시연

○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획자와 평가자는 개발기술의 제품 디자인 내에서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사전검토 및 보완이 가능하고 기술에 대한 이해도 용이

* 오나르도 다빈치는 복잡한 기계의 구조를 하나의 그림으로 효과 으로 표 , 갈릴

오도 말이 아닌 다이어그램, 지도, 그림 등 술  그림으로 자신의 생각을 보여 으로

써 설득력을 높임

그림 1-41.  표 방식과 이해도와의 계

자료: 한국산업기술진흥원(20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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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술개발 및 사업화 계획의 구체화를 위한 양식 및 
평가지표 개선

□ (현황) 현 사업계획서 양식은 R&D의 융·복합화와 대형화 추세에 따라 복잡

*해진 기술개발 및 사업화계획 수립에 부적합

* 기술개발  사업화에 한 복잡성  불확실성 증 로 이종 참여기 과의 커뮤니 이

션과 험 리계획의 필요성이 제기

○ 부정확한 시장분석, 간략한 생산액, 매출액 추정, 상세내용은 없는 제목 수

준의 사업화 전략으로 R&D 결과물의 활용이 불충분

* 사업계획서는 R&D의 최종목 인 사업화 달성을 한 계획서임에도 아직 기술개발계획

에만 치 된 양식으로 구성

□ (방안-1) 아이디어 도출부터 R&D 이후 후속 사업화까지의 상세하고 구체적

인 계획 수립을 위한 양식 개편

<사업계획서 주요 개선내용>

구분 주요 개선내용

프로젝트 팀 
구성·활용의 중요성 

강화

○ 로젝 트   구성· 역할 기술( 記述)  강 화
  - 로젝트 은 내부인력, 외부인력(참여, 자문· 탁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로젝트 의 우수성에 해 기술
  - 외부 자문 활 용 략  수립

사업화 계획의 구체화

○ 한 사업화 모 델 제시
○ 사업화를 한 생산, 재무, 마  략을 상 세하 게  작 성
○ 기술개발 달성에 그치지 않는 기 사업화의 요성 증 에 따라 

작성 치를 계획서의 반부에 배치

기술개발 계획의 구체화
○ 하  로젝트들 간의 연계 악, 험 리가 가능하도록 

일정계획에 GANTT 차트 신 P E RT - C P M  기법  도 입
○ 기술성 분석 시 특허권리 분석, 련 법령 는 정부 규제 분석 추가

위험 요인분석/관리계획 
도입

○ 과제수행 시 시행오류  사회  험을 최소화하기 해 
기술개발·사업화에 한 험 리 계획 ( 환 경 ,  건 강 ,  안  포 함 )  
도 입

기획 ․ 계획수립 과정 
작성

○ 기획·계획의 수립의 정성 단을 한 기획·계획수립 과정에 
한 기술 추가

  - 수요조사방법, 기획참여인력, 기간, 소요 산 등

자료: 조일구(20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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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PERT-CPM 기법: R&D 세부활동의 분해, 활동 간 선행관계 설정, 세

부추진일정 등을 구체화·체계화한 시각적인 공정표

<GANTT와 PERT-CPM 비교>

<기존일정계획 방식: GANTT> <개선 일정계획 방식: PERT/CPM>

(장 ) 구나 이해하고 사용하기 쉬움

(단 ) 
○ 로젝트 리 범 가 제한 임

○ 불확실하거나 가변 인 상황에 한 

신축  응이 어려움
○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고려하지 못함

(장 )

○ 태스크 네트워크 작성분석을 통한 시각화
  - 변화나 변경에 한 빠른 처 가능

  - 상호 간의 유력한 의사소통의 수단

○ Critical Path의  리로 병목 상을 해결
  - 시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감

(단 ) 수리통계  근으로 작성이 어려움

자료: 한국산업기술진흥원(2011. 10.).

□ (방안-2) Pre-R&D 실효성을 위한 선정평가지표 개선

○ (신규지표 도입) 제품·서비스 및 비즈니스 모델의 독창성·매력도 지표와 사

업화계획의 적정성 지표를 추가

○ (기존지표 비중 변경) 기술성 지표의 비중 축소(40→25), 사전준비성(10→

15), 연구팀 능력(10→13), 시장성(30→35) 등의 지표 비중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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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현행> <개정>

구분 세부항 목 # 세부항 목 #

계획 성 사  비성 10 사  비성 15

기술성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10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5

개발 목표의 정성과 명확성 10 개발 목표의 정성과 명확성 5

기술의 신성과 차별성 10 기술의 신성과  차별성 10

기술   효과 10 기술   효과 5

략 

 

능 력

추진체계  략의 정성 10 추진체계  략의 정성 12

총 책임자  연구  능력 10 총 책임자  연구  능력 13

시장성

실용화 가능성 10 실용화 가능성 7

시장 진입  가능성  성장성 10 시장 진입  가능성  성장성 7

경제성  시장에 미치는  효과 10 경제성  시장에 미치는  효과 7

<신규> 제품·서비스, BM의 독창성  매력도 7

<신규> 사업화계획의 정성 7

그림 1-42. 선정평가지표 개선 후 비교

자료: 조일구(2012. 11.).

8. 통합적 기획전문가 풀 구성 및 정보 유통경로 구축

▸ 한정된 전문가의 구성을 극복하기 위해 서지정보 분석을 통해 전문가 검

색이 가능한 전문가 풀을 구축하고 이를 SNS와 연동하여 활용

자료: 한국산업기술진흥원(2011. 10.).

□ (현황) 현재의 기술기획은 한정된 전문가 네트워크 풀에 의존

○ 평가위원 풀을 부처별로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가 선정기준도 기술

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다양한 의견 수렴이 불가

□ (문제점) 기존의 전문가 풀은 주로 과제심의·평가에만 활용될 뿐 전문가간의 

연계와 이들을 통한 새로운 정보 유통 기능은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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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풀이 분야별로 단절되어 있어 R&D 기획을 위한 연계가 미흡하며, 

그나마 민간 기업은 전문가 풀 접근 자체가 불가능

* 국은 지식이  네트워크(Knowledge Transfer Network: KTNs)를 통해 산업계 기술수

요를 수집하고, 수요지향  R&D 로그램으로 기획(4,000개 이상의 참여기업과 1만 

5,000명의 문가  련단체가 KTN에 참여)

□ (방안) 영역별 전문가를 연계할 수 있는 통합적 풀을 구축하고 R&D 기획 

과정에서 전문가 간의 정보 유통이 가능한 통로 제공

○ 논문, 저널, 특허 등 서지정보를 분석하여 유망기술 보유자 및 보유기관을 

자동으로 탐색하는 시스템 구축하고 민간에 공개

* 주요 분석 상 DB는 SCI 논문 DB, 미/일/유럽특허 DB, Inspec DB( 기 자분야 논문정

보)이며 키워드 기반의 온라인-실시간 검색 기능 제공

* 시장성, 기술성, 사업성 등 각 기획  검토 등 역별로 문가들의 기능  역할을 구

분하여 문가 풀 구축

 

○ 정부 R&D 총괄책임자, 평가위원 등의 전문가를 SNS*로 네트워크화하여, 

창조적 집단지성을 R&D 기획, 기술사업화에 활용

* SNS(facebook, 카카오아지트, Google+ 등)를 활용하여 상시 인 인 스토 , 비즈니

스모델 기획, R&D 문제해결 등을 유도

* NTB 시스템을 통해 R&D 정보의 맞춤형/실시간 SNS 서비스 혜택을 제공하여 극  

참여 유인

* SNS를 통해 정부 R&D 과제선정- 약- 문가 네트워크화-애로사항 공유-결과물 모니

터링 등의 과정을 진행하고, 이를 결과보고서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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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문가 네트워킹을 통한 R&D 사업기획 활성화

▸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율 학습 네트워킹을 구성하여 Idea Brainstorming, 

Visualization, Rehearsal, Business Model 등의 R&D Pre-Production 단계를 

추진

○ (현황) 폐쇄형·모방형 기술혁신은 한계에 봉착하였으며, 창조적 아이디어 

주도형 혁신(Idea-Push Innovation) 시대가 도래

- 개방형 혁신을 통한 외부와의 협력은 기업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

○ (문제점) 자체적인 기술 기획 및 개발 역량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창조적 

기술혁신을 위한 외부 역량 활용 노력은 아직 부족

* 기업 간 기술 력 정도(IMD): (2008년)31  → (2009년)38  → (2010년)39  → (2011년)31

구분 단독개발 폐쇄형 신 력개발 개방형 신

모바일
삼성 87% 13%

노키아 35% 65%

자동차
91% 9%

토요타 70% 30%

표 1-20.  개방형 신형태 비교

자료: 조일구(2012. 11.).

○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창조적 아이디어

를 도출하고, 창업까지 준비할 수 있는 기회 전무

* Apple 창업자인 Steve Jobs와 Steve Wozniak은 ʻHomebrew Computer Clubʼ이라는 모

임에서 매킨토시 PC를 구상했으며, MS 창업자인 Bill Gates와 Paul Allen은 이미 고등학

생 시 에 Traf-o-Data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기회를 공유

(Wikip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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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안-1) 전문가 참여를 통한 R&D Pre-Production과 C&D(Connect & 

Development)형 연구개발 체계를 결합한 R&D 과제 지원

- 전문가 모임을 통한 사전기획(R&D Pre-Production)을 지원하고, 이후 사

업화 단계까지 장기적으로 자금 지원

- C&D 범위를 기술개발 전 단계(시장조사 및 기획→ R&D →생산·제조

→판매→서비스)로 확대하고 소요비용*을 R&D 투자로 인정

* 사 기획비, C&D 활동비용(창의활동비, 지재권 사용료) 등의 연구비 내 사용을 명시

으로 규정

사전 기획 R&D 생산

정부/민간 

창조적 아이디어 사업화
(판매, 서비스)

다양한 전문가 연계 

자료: 조일구(2012. 11.).

○ (방안-2) R&D Pre-Production을 위한 민간 자율형 개방·융합·창조형 학습 

네트워크(지식 Cell) 확산

- R&D 관련 전문가들 간의 정보교류, 애로사항 해결, 연구과제 발굴 등의 

자율적 R&D 활동을 위한 ‘지식 셀(Cell)* 그룹’ 구성·운영

* 소규모 지식 모임으로서 산업기술 지식이 세포처럼 분화되어 확장·이 ·교류되어 새

로운 지식이 재창조되는 집단 학습형 소규모 지식 커뮤니티

* 구 TP는 문가들이 참여하는 ‘지식 셀 그룹’ 지원(2010년 지방비 8,000만 원)

- ‘지식 셀’ 활동을 통해 암묵지를 전파하여 민간의 혁신 역량을 제고하며, 

시장원리에 입각한 R&D 전문화를 유도

- ‘지식 셀’을 통해 아이디어 도출, 경제성 분석, 비즈니스 모델링 등을 추

진하고, 도출된 R&D 과제에 대해 자금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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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기 ·운영계획 수립
정산 및 결산보고

 
협약체결

테 크 노 크 ·cell group 운영, 관리

Feedback
 Mentoring & Supporting

·집단학습
·과제도출, 수행
·애로사항 및 수요 발굴
·on-line을 통한 지식cell 분화 유도

·R&D 자금 지원/사업화 연계
R&D 로젝 트 수 행

그림 1-43.  지식 셀 그룹 구성·운 (안)

자료: 한국산업기술진흥원(2011. 10.).

10. 연구자 고객만족 제고를 위한 ‘R&D 해피콜센터’ 설치 운영1

□ (현황) 고객 접점에서의 충분한 R&D 수행 지원은 과제 성공 및 성과 창출

의 필수요건이나 현행 지원수준 매우 미흡

○ 정부 R&D 사업 참여희망자 및 수행자의 경우, R&D 제도와 관리에 대한 

정보와 이해의 부족으로 R&D 참여기회 제약, R&D에 수반되는 행정적 부

담 가중, R&D 몰입도·생산성 저하, 사업비 오·유용 및 규정 위반 등 부정적 

사례 발생

1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www.kei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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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정보 제공에서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객의 편의성을 고려한 용이한 접근경로 마련 시급

□ (개선 방안) R&D 수행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애로사항 해결 등 체계적·종합적 

지원을 위해 고객전용 전담지원 콜센터인 ‘R&D 해피콜센터’ 설치·운영

○ R&D 수행(예정)자에게 필요 정보의 적시적소 제공, 세부적·구체적 문제

점 및 문의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등 고객수요 지향적 지원기반 구축

○ 고객상담채널의 일원화·체계화·전문화를 통해 수요자의 접근 편의성 및 

활용도 제고

○ 상담내용의 체계적 DB화를 통해 연구자의 애로사항 파악·분석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11. 복수간사제(PM, AM 제도 도입)로 평가관리 전문화 추구2

□ (현황) 평가위원회 개최 시 담당간사 1인이 평가 전반을 담당함에 따라 업

무의 과부하 및 집중되는 문제 개선 필요

○ 기술성 검토 및 모니터링 등 업무보다는 위원 섭외, 행정행위(공문발송, 

전화연락, 단순 민원 처리(평가에 대한 일정, 방법 등) 등을 위한 업무에 

대부분 시간을 할애하는 등 업무과부하 발생

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www.kei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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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전반을 담당간사 1인이 담당하는 경우, 평가 시 업무가 집중되어 체

계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고 평가전후 과정에 대한 검증이 어려움

□ (개선 방안) 담당간사를 복수로 지정하는 복수간사제(PM, AM)를 도입하여 

체계적인 평가업무 추진 및 검증 프로세스 체계화

○ 기술영역과 행정영역으로 업무를 이원화*하는 복수간사제를 통해 평가업

무 영역별로 전문성을 강화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평가업무 추진

* 기술담당자(Project Manager: PM): 사업계획서  보고서 기술성 (사 )검토, 원섭외, 

원회 운  등 담당

** 행정담당자(Administrative Manager: AM): 사업계획서  보고서 수, 각종 공문발송, 

화/팩스연락, 단순민원(평가에 한 일정, 방법 등 문의) 처리 등 담당

○ 평가 프로세스별 기술담당자 및 행정담당자를 복수로 운영함으로써 체계

적인 평가업무 추진 및 검증이 가능하여 평가의 투명성 제고

12. 성실중단 판정기준 개선으로 R&D 성과관리 강화
3

□ (현황) R&D 사업 규정의 허점을 악용하여 고의적으로 과제를 중단시키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

○ 시장 미성숙, 기술환경 변화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가 수행

과제에 대해 ‘성실중단’ 판정 가능

* 성실 단 과제는 ‘참여제한 제재 는 정부출연  환수’ 등의 별도 제재조치가 없어, 

수행기 이 과제 수행 의무에서 손쉽게 벗어나는 수단으로 동 제도를 악용 우려

3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www.kei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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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방안) 성실중단 판정 기준을 명확화하여 연구자가 중간에 과제를 중

단하지 않고 끝까지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

○ 평가위원회는 ① 상대비교평가에 따른 중단, ② 정부 산업기술정책상 중

단, ③ 타 기관이 기술을 이미 개발한 경우에만 ‘성실중단’ 판정

* 수행자가 시장 미성숙, 기술환경 변화 등의 사유로 과제 수행 단 의사를 피력할 경

우 상시기획을 통한 목표, 개발 방법, 평가 기  조정 등을 통해 기술개발과제를 ‘계속 

수행’ 하도록 유도 

○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으로 인해 연구자가 과제를 수행할 수 없는 경

우 평가위원회가 ‘협약 해약’으로 판정하며, 이 경우 제재 및 환수가 면제

13. 농업기술 분야 성과로드맵 수립·운영

□ 기본개념

○ 개발기술이 체화된 제품 또는 IPR·표준 단위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달

성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위한 로드맵 수립·운영

▸ End Pr oduct  로드맵: 기술개발의 산출물이 시제품이나 상용화제품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리 툴

▸ 원천기술 로드맵: 기술개발 산출물이 순수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리 툴(IPR 확보 는 표 화와 연계)

□ 기존 기술로드맵과 성과로드맵과의 차이점

○ (성과로드맵) 상용제품(또는 원천기술) 개발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성

과(제품, 특허, 표준 등)를 관리하는 기술관리 로드맵



117

※ 성과로드맵은 리단계에서 사용하는 툴로, 성과로드맵에서 정의한 목표들의 달성 

여부를 검할 때 사용

그림 1-44.  성과로드맵 시

자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2010. 5.).

○ (기술로드맵) 기획단계에서 사용하는 툴로, 기술로드맵을 먼저 작성하고 

기술로드맵에서 정의된 핵심기술에 따라 신규과제를 발굴함

※ 기술로드맵은 시장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장기 핵심 제품을 발굴하고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필요한 기술들을 명확히 규정해 놓은 지도

□ 괄목할만한 우수성과 창출 확대를 위해 성과로드맵 도입운영 필요

○ 삼성 등 일류기업은 성과중심 기술개발전략으로 운용중인 제품단위의 

End Product를 성과목표로 설정하고, 성과 달성 여부·상태를 로드맵으로 

지속 관리

* 개별과제 단 와 제품 단 간 성과 Cross-checking 미흡 → R&D의 궁극  성과물인 

제품 단 의 성과목표 리체계 구축

 ☞ R&D 과제단  성과측정 심 → 시장지향 제품 단 의 체계 인 성과 모니터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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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5.  삼성 자 제품로드맵 ‘White를 통한 Mainstream화’ (활용 시)

자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2010. 5.).

○ 삼성전자는 2009.3~4월부터 북미, 유럽, 한국 등에 LED LCD TV를 출시. ʻLuxiaʼ라는 LED 

LCD TV의 카테고리 브랜드로 40인치, 46인치, 55인치의 풀라인업을 출시할 예정. 46, 

55인치의 경우 엣지방식을 적용해 기존 제품 대비 1/4정도로 줄인 초슬림형이며 무게 

역시 10~15kg 수준. 일반 LCD TV 대비 가격차도 대폭 줄여 출시될 예정이며, 소비전

력이 낮은 점이 특징

 * 삼성전자는 2008년 하반기부터 백색 LED를 사용한 LED LCD TV 시장을 메인스트림으로 

가져가기 위한 전략을 펼치고 있음

 * 삼성전자가 가격 프리미엄을 강조하던 LED LCD TV와는 달리 LED TV라는 신규 카테고

리를 신설하고 TV시장의 3대 트랜드인 고화질, 슬림디자인(30mm 미만), 친환경을 충

족시킬 뿐 아니라 소비전력을 대폭 낮추고, 동급사양의 CCFL BLU를 채용한 LCD TV와

의 가격차를 20~25% 수준으로 포지셔닝하여 출시할 예정



119

□ 작성 양식 및 방법

 <작성내용>

  ① End-Product/원천기술 로드맵

  ② Product-과제 연계도(Mapping)

  ③ Product별 성과관리 방안

 작성방법

1. End-Product/원천기술 로드맵

○○분야 E n d  P r o d u c t ( 원천기술)  로드 맵

과제시작 시 부터 ① 2009 2010 2011 2012
～과제 
끝나는 

시 까지

제품군명
②[연번]

그림

③제품명(연번) 제품명(연번) 제품명(연번) 제품명(연번)
* 세부스펙 • 속도 : 

• 크기 : 
• 가격 : 
• 소비전력 등

• 속도 : 
• 크기 : 
• 가격 : 
• 소비전력 등

• 속도 : 
• 크기 : 
• 가격 : 
• 소비전력 등

제품군명
[연번] 그림

제품군명
[연번] 그림

자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2010. 5.).

 ① 연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제의 시작부터 끝나는 시점까지 표기

 ② ‘제품군’ 및 ‘제품’의 연번(Serial number)

 ☞ ( 시)  제M0 5T ( 의미:  제품기술로드맵- 이동통신분야- 5번째 제품-시제품)

  - 제: 제품 / 원: 원천기술

  - M: 차세 이동통신, D: DTV/방송, U: RFID/USN, R: 로 , H: 홈네트워크/정보가 , 

SW: S/W, B: BcN, I: IT융합, C: U컴퓨 , N: 지식정보보안, S: 반도체, DP: 디스

이, L: LED·

  - 05: 제품 순서

  - T: 시제품 / C: 상용제품 / F: 원천기술

 ③ 제품군 및 제품 구분

- 제품군: ‘제품’의 계열이 동일(동일 제품의 진화단계)하거나 또는 ‘제품’

이 모여 하나의 ‘제품군’을 이룰 때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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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군’ 표시 예

* 설정한 End Product는 그 품목이 창출할 수 있는 시장규모를 반드시 제시

자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2010. 5.).

2. Product-과제 연계도(Mapping)

  ○ End Product와 현재 진행 중인 과제를 맵핑

제품명 과제명 E n d - P r o d u c t  번 호
K E I T  

과제번호

제품군
제품명 제M05T-0911-1 KI000123

c c c ☞ E n d - P r o d u c t  번 호  표 기 방법
  - 제: 제품 / 원:원천기술
  - M: 차세 이동통신, D: DTV/방송, U: RFID/USN, R: 

로 , H: 홈네트워크/정보가 , SW: S/W, B: BcN, I: 
IT융합, C: U컴퓨 , N: 지식정보보안, S: 반도체, 
DP: 디스 이, L: LED·

  - 01: 제품 순서
  - T: 시제품 / C: 상용제품 / F: 원천기술
  - 09: 과제시작연도 / 11: 과제
    종료년도
  - 1: 제품 련 첫번째 과제

〃
d d d

e e e

〃
f f f

g g g

〃 h h h

자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20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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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roduct별 성과관리 방안

구분 작 성내용 ( 시)

○ 제품군 ( 1장)

추진목 표   

략

- 추진목표

- 주요 결과물

- 주요 추진 략

기 효과

- 경제  기 효과

  • 세계시장 규모: 15.75억 달러(2008년) 

  • 세계시장 유율: 9%(2008년)

  • 세계시장에서의 순 : 5 (2008년) 

- 정성  기 효과

  • 상품 리의 네트워크화, 지능화의 추진으로 유통  물품 리뿐만 

     아니라 security, safety, 환경 리 등에 활용될 것으로 망

○ 제품 ( 1장)

목 표  기능

( 세부스펙)

- 속도: 30～50 Mbps 이상

- 특징: HSDPA/HSUPA, MBMS, MIMo 

- 표 : 3GPP Evolution 규격

- 가격: 3G 단말 비 30% 하

- 크기: Handset/PDA size (2인치 LCD)

- 소비 력: 50mw ( 재 75mw : 30%  감소)

- 주요기능: Dual-mode 단말, 이종망간 Roaming, 제한  QoS, 

IPv4/IPv6 support, etc

확보  I P R - 제품개발 시 확보가능한 IPR 열거

상 용화 계획 - 기술이 , 상용화 일정  상 기술

P D의 역할

(해당 의 

역할)

- T(시제품): 기술이  략

- C(상용제품): 상용화 략 

  * 기술이 /상용화를 해 PD가 기여한 부분 기재

  * 마일스톤 검 0회/3년, 000포럼 개최, 000기업과의 연계, 000해외시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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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도전적 혁신적 R&D 프로그램 신설

□ 美 DARPA*(국방성 산하 고등연구기획국)

* 인터넷, GPS, 마우스, 스텔스 투기 등 신 인 개발성과를 창출

○ 과제기획 단계

- PM의 전적인 책임·권한하에 신규과제를 기획 및 선정 추진

○ 연구수행 단계

- 엄격한 ‘중간탈락(매년 평균 20%)’을 통한 R&D 성과 극대화

* PM에게 배정된 산 효율성 제고를 해 목표미달 시 극 으로 종료 조치

○ 최종평가 단계

- 성공·실패개념이 없고, 최종목표 달성 시 ‘완료’로 평가(mission complete) 

- 과제완료 비율(국내 R&D 성공률 개념과 유사)은 약 65%

- 10% 가량만 ‘성공적·혁신적(Innovative)’ 성과 창출

* 과제종료 후 사업화가 이루어질 경우에만 성공 ( 신 ) 결과로 단

□ 도전적 과제에 대한 경쟁 R&D 사례

○ 고위험·대형과제의 경우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동일주제로 여러 기

관간의 경쟁을 유도하는 토너먼트형 R&D 제도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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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기
단 계 I B M C RA Y S U N H P S G I

P h a s e Ⅰ
(’02～’03)

콘셉트
스터디

$2～ 3M $2～ 3M $2～ 3M $2～ 3M $2～ 3M

▼

P h a s e  Ⅱ
(’03～’06)

세부디자인 
완료  리스크 

감소 

PERCS 
시스템 

$53. 3M

Cascade 
시스템

$43. 1M

HERo 
시스템

$49 . 7 M

탈 락 탈 락

▼

P h a s e  Ⅲ
(’06～’10)

로토타입과 
일럿시스템 
개발완료

‘Road runner’
개발

$244M

‘Jaguar’ 개발

$250 M
탈 락

그림 1-46.  DARPA의 토 먼트형 형 R&D 로그램 HPCS 시

* HPCS(High Performance Computing System) 프로젝트는 고성능 컴퓨터 H/W 및 관련 S/W 

기술개발을 위해 경쟁 R&D 프로그램을 운영: 1차(5개) → 2차(3개) → 3차(2개) 지원.

자료: 조일구(2013. 10.).

15. 도전적 혁신적 R&D 추진을 위한 기술수준조사 상시 추진

□ 개요

○ 국내외 연구기관, 대학, 기업체 등 최신의 기술수준 및 경쟁력 조사·분석

을 통해 과제기획 시 도전적·혁신적 R&D 목표설정 추진

□ 주요내용

○ (조사목적) R&D 사업 과제기획 시 사전적으로 매년 국내외 경쟁국 및 

기관 등을 대상으로 상세한 기술수준 및 경쟁력 분석을 파악하여 과제별 

도전적·혁신적 목표설정 시 반영

○ (조사체계) 기술분야별 국내외 전문가 조사 및 특허·논문 등 계량정보 분

석을 통해 심층적인 기술수준 및 경쟁력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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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2012. 4.).

○ (과제기획 시 반영) 과제별 R&D 목표설정 시 국내외 기술수준 및 경쟁력 

현황을 반영하여 목표설정

주요핵심기술(결과물) 

성능지표
단위

목표 국내최고수준
(기업·기관명)

세계최고수준
(보유국/기업·기관명)현재 달성목표

1

2

3

4

* 핵심 기술개발 목표를 계량화 또는 정성적 목표를 도전적·혁신적으로 설정.

○ (목표설정 검증) PD 또는 과제기획위원회에서 설정한 도전적·혁신적 목

표검증을 위해 별도의 ‘목표검증단’을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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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과제기획 결과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측정지표 
구축운영

□ 필요성 및 현황

○ 도전적 R&D 추진을 통해 세계일류 기술·제품이 창출될 수 있도록 기획

단계에서부터 이를 점검·관리할 수 있는 과제기획 질적 수준 측정지표 

도입 필요

* R&D 과제의 성공률은 97.1%에 달하는 등 연구하기 쉬운 과제만 도 하는 분 기가 

늘어나면서 핵심 성과 창출이 미흡

* 연구지원 과제  실제 사업화에 성공한 비율이 2008년 41.5%, 2009년 31.5%로 사업

화 성공가능성 제고를 한 과제기획 추진 필요

○ 점차 확대되는 PD제도 도입으로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과제기획을 목표

로 하고 있으나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부재

○ PD/CP/PM 또는 기획위원회가 기획한 과제를 대상으로 목표검증단을 운

영하여 기술개발 목표의 도전성을 검증하고 있으나 정성적 평가에 그침

○ 기획과제의 도전성 및 혁신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측정지표 부재

□ 개선대책: PD 등이 기획한 과제에 대한 질적 현황 조사 및 분석 → 피드백

항목 내용 비고

도 성
세계 최고 수  는 세계 최  기술･제품 개발을 목표 

(개발완료 후 기술수  100% 달성)

기술수 (격차) 재 세계최고 수 과의 기술격차 수

특허성
과제의 특허유망성 평가(개량특허, 해외특허, Cross 

License 가능, 세계 독창 인 핵심/표 특허 창출)

경제성 투자규모 비 기 되는 총매출액 규모

융합도 융합 수 (Package, Hybrid, Fusion)

경쟁률 사업공고 수 경쟁률

자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2012.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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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R&D와 표준화, 특허화 연계 강화

□ 개요

○ R&D 추진 중 병행 표준화, 특허화를 고려한 과제기획 추진을 통해  

R&D의 지적재산권(IPR) 확보 등 성과가시화 촉진

□ 주요내용

○ (R&D-특허화연계) 특허정보 분석을 통해 전략적 R&D 방향을 설정하고 

우수특허를 창출하기 위해 특허동향조사 실시

- 특허분석 추진체계, 분석내용 및 범위 등에 PD/CP/PM실과 충분한 논의 

후 추진계획 수립 및 특허분석 실시

- 지재권획득전략 도출과제를 특허청으로부터 추천받아 기획대상과제 발

굴 시 활용

○ (R&D-표준화연계) 표준 PD를 통해 기술개발-표준화 연계과제를 발굴하

여 표준화를 고려한 기술개발과제 발굴

- 표준화 연계 기술개발이 필요한 과제를 기표원으로부터 추천 받아 기획

대상과제 발굴 시 활용

- 표준화 관련 과제기획 시 표준화 동향조사에 대해서는 표준 PD 주도로 

진행하고 표준화활동 비용(1억 원 내외)을 과제 예산에 별도 산정

* ʻ표 PDʼ는 표 화 활동내용  아이템도 발굴하여 기술PD/CP/PM 등에 제공

그림 1-47.  R&D-특허-표  연계도( 시)

자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20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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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농업기술 분야 R&D 융·복합 활성화를 위한 융합지표 개발 
적용

□ 개요

○ 융합 R&D 활성화를 위해 ‘융합 R&D 척도’가 개발됨에 따라 농업기술 

R&D 사업 과제기획 및 관리 시 측정 및 적용 추진

○ R&D 융합성 측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및 관련 사례 제공하여 실제 사

업기획에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융합 R&D 연구 활성화 촉진

□ 융합지표 개선안

○ 융합의 정의(KEIT, '12.12)

▷ 타깃 제품과 서비스 구 을 해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기능을 벗어나서 서 로 다른  기술
이나 기술군들이 물리  는 화학 으로 결합· 활용되어 새로운 가치를 창조 는 기
존  가치를  진화( 개선) 시키는 활동

 * 기존의 가이드라인은 기술  (Package<Hybrid<Fusion)에 을 두어 융합 수 을 평가

☞ 융합의 주요목 이 수요자의 니즈 충족이라는 조사 결과를 반 하여 수요자 입장에서의 
(가치)을 포함시킴

○ 융합성 측정방안

- (융합관점) 하나의 제품 또는 기술에 대해 수요자 관점(진화<창조)과 기

술적 관점(물리<화학) 2가지 관점으로 구분하여 측정

자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2012.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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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합단계) 수요자 관점(진화<창조)×기술적 관점(물리<화학)에 따라 4단

계로 구분하되 수요자 관점이 보다 우선순위로 적용

유형

융합수

(진화, 물리) (진화, 화학) (창조, 물리) (창조, 화학)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19. 기타 사항

□ R&D-지재권(특허, 표준화)-비즈니스 등 3위 일체형 전략시스템 구축

○ 핵심·융합·원천기술 개발(기술혁신을 통한 주도권 확보), 권리화 및 공개

를 위한 지재권 전략(권리화, 조건부 라이센스, 표준공개 등의 전략적 선

택), 비즈니스 모델 혁신(글로벌 시장창출 가속화) 등을 범국가적 차원의 

3위 일체형 기술전략 시스템 구축·운영

그림 1-48.  R&D-지재권-비즈니스 기본개념도

자료: 이성덕(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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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역량 우위분야/열위분야에 따라 분야별 정부 E-R&D 추진방향을 설정

하여 핵심 R&D 및 사업 간 연계 투자병행

구분 해당분야 정부 R&D 추진방향

민간 역량

우  분야
□□ 기술분야

로벌 경쟁 

우  유지

•원천기술개발, 표 화 등 원천기술 

심지원

민간 역량 

열  분야

◎◎
고부가가치

핵심산업 육성

• R&D-산업인 라-인력양성

패키지형 지원

◇◇
미래 유망

신산업 창출

•원천기술과 시장활성화

(상용화, 시범사업 등) 병행 지원

◆◆
공공이익

도모
•공공기술 확보  인 라 지원

표 1-21.  략분야별 정부 R&D 방향

자료: 지식경제부(2010. 2.).

□ 생태계 기반의 대형 융·복합 Umbrella형 E-R&D 프로그램 도입

○ 개별기술이나 단품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R&D 지원방

식에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창출이 가능한 융·복합·대형 R&D 프로그

램을 전면적으로 도입(해외 선진국/BRIC 등과 글로벌 협력병행)

* 로벌 비즈니스 모델 구축  국내 R&D 경쟁력 높은 테마를 발굴하여 집 ·지원함

으로써 미래 사회 시스템의 시장화 주도

* 기존에는 Catch-up 기술확보 → Global Leading 시스템 생태계 주도형 R&D 추진에 

자료: 조일구(2012.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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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학·연 삼위일체 프로젝트’ 추진

○ 선진 공과대학과 산학협력 해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글로벌 혁신형 산

학협력 추진

○ 고급·우수 연구인력의 교류를 통한 지식확산을 촉진하고, 기술혁신 추세

의 융합화, 복잡화, 거대화에 적극적 대응

◇ 학(원) 졸업 이후 출연연 → 기업체 는 학 내 연구소 → 창업 등 산업체로의 원활한 

연구인력 이동 진

 * 출연연의 R&D 성과 등을 이용해 Spin-off 창업을 하거나 기술이  성과와 함께 충분한 

보상을 받고 기업으로 이직할 수 있는 방안 마련·시행

○ 기업의 수요가 있는 기초·원천 연구를 강화하고 기업의 대학 투자 확충

◇ 학별로 IT 특성화 분야를 집  육성하여 상업  가치가 높은 원천기술개발을 강화

◇ 기업의 사회공헌 방법의 다양화 차원에서 기 연구 지원을 한 투자확 를 유도하고, 기

이나 재단설립 등 제도  장치 마련

  * 스웨덴 왈 버그 재단: 1917년에 설립, 기 과학분야 R&D에 매년 1억 달러 지원

□ R&D 전문기업의 대형화·전문화 유도

○ 실리콘밸리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Shared Service 회사 운영방식 도입을 

통한 R&D 전문기업의 대형화 지원 추진

◇ 기업 등과 해외 연구개발 문기업 간의 연구개발합작투자기업(Joint Research 

Venture) 설립방안 등 마련

  * Shared Service 회사: 일종의 기업 총무부 회사로 회원사들의 공동 랜드, 마 , 경 리를 

행하여 기업들이 R&D에만 집 할 수 있게 하는 구조

☞ 연구개발 문기업 내 특정분야 연구실 이 축 될수록 정보제공, 기술컨설 , 시험·

분석 서비스까지 포 한 형태의 사업수행이 가능하게 되어 민간 심의 R&D 지원서

비스업이 종합 으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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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거점을 활용한 글로벌 R&D 기획 강화

○ 거점별 산업기술협력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통해 효율적인 공동 R&D 

체계 수립 및 글로벌 R&D 전략성 제고

* 지 상무   한인 문가 10여 명으로 구성하여 공동 R&D 상  략 도출

○ 현지 한인 과학자단체와의 협력관계를 확대·발전시켜 한인과학자가 소속

한 대학, 연구소 및 기업 등의 공동 R&D 수요를 발굴

○ 과제기획 시 외국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해외 R&D 지원기관 등과

의 연계협력을 통해 상보적* 공동R&D 체제 구축

* 미국, 러시아 등의 기 ·원천기술과 우리의 제품화·상업화 기술의 연계

□ 성과활용을 고려한 연구기획체계 구축

○ 주요 R&D 사업에 단계적으로 ‘특허분석조사’를 확대 추진

- 중장기 R&D 사업에서 우선 추진 후, 소형-단기사업으로 점차 확대

○ 전 주기 R&D 관리자(Program Director: PD), CP(Creative Planner), PM 

(Project Manager) 제도 도입 운영

* 기술분야별 R&D 리자를 선출하여 신  성과를 도출하기 한 과제기획/ 리  

성과 리를 책임 추진

- 대표 중장기 R&D 사업에서 추진

○ 시장 수요반영 및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과제발굴을 위한 경쟁기획 제도* 도입

* 정해진 주제에 해 산･학･연이 직  기획한 과제를 제안하고, 가장 우수하게 기획된 

과제를 선정하여 제안 기 이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

- 대표 중장기 R&D 사업에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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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세대 R&D에 기반한 양극단 전략 추진

창조  기 ·원천연구 강화  신  상용화 성과창출

자료: 조일구, 박태완. 2014.10.

○ 상용화 R&D 성과 제고를 위한 새로운 R&D 방식 도입

- 당초 계획보다 연구기간이 단축된 상용화 R&D에 대해서는 잔여연구비

를 사업화 비용으로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 적극 제공

- 기업의 R&D 비 보장 및 오디션 방식의 전문가 멘토링 강화를 통해 기

존 자유공모형 중소기업 R&D 성과를 질적 제고

* 소기업들이 정규 수요조사에 R&D 제안을 해도 비 보장이 되지 않고 수행기 으로 

선정될 확률도 높지 않아 알짜 R&D 수요는 제출하지 않음

- 소비자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술과 디자인의 통합적 접근을 통한 혁

신형 제품 및 서비스 R&D를 적극 지원

* 소비자 기호에 맞는 제품을 먼  디자인하고 제품 내에 탑재될 기술을 개발

- 미래성장동력 품목에 대해 정부와 대기업이 공동 R&D 펀드를 조성하여 

대기업이 필요로 하는 핵심기술을 중소‧벤처기업이 신속히 개발하는 

R&D 추진

○ 원천기술 R&D의 도전적 지원을 확대

- 세계최고기술, 난제기술을 해결하는 도전적 원천 R&D에 대해서는 무평가, 

무관리, 무정산 등 획기적인 연구몰입도 지원방안 도입

- 원천기술에서 사업화까지 전주기를 지원하는 대형 프로젝트를 미국 DARPA

의 토너먼트형 R&D 방식으로 추진

* 동일 연구에 다수 기 /기업이 1단계 기개발을 추진하여 가능성을 탐색하고 2단계 

본격 개발 시에는 한 곳에 몰아주는 방식으로 단계별 경쟁 진

- 특정 분야 및 기술에 대해 세계적 권위를 가진 창의적·도전적 우수 연구

책임자를 선정한 후 그 연구자가 원하는 R&D를 스스로 기획하여 수행

토록 하는 방식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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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를 통해 다양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확보하고 전문가 멘토의 지도를 

거쳐 구체적인 R&D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도입

○ R&D 자금 지원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재편

- R&D 성장 단계별로 자금 지원 시 융자, 출연, 투자 방식의 연계를 강화

하여, 초기 아이디어는 융자로 지원하고 본격 R&D로 발전하면 출연금

으로 지원하며, 사업화 자금은 투자연계형 및 펀드 지원

기 아이디어 본격 R&D 상용화

개인, 기업 등에 융자 ⇨

우수성과 창출 상 시

출연지원으로 

핵심 기술 확보
⇨

사업화  상용화를 한 

후속 투자지원

- 기존 기술개발, 표준화, 인력양성, 기반조성으로 구분하여 각각 추진되는 

R&D 사업을 미래성장동력, 원천기술확보, 일자리창출 등 R&D 정책 목

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횡적 연계를 강화

- R&D 과제의 성과목표를 특허, 논문, 표준화, TRL 등 단순계량적인 지표

가 아니고 연구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도전적 핵심지표 1～2개로 자율선

택하도록 하여 연구 왜곡을 최소화하고 내실 제고

□ 전략적 사업 및 기술 기획체계 구축

○ (목적 및 배경) 개방형 R&BD와 융합형 연구사업 추진을 위한 프로세스 

중심의 사업 기획 프로세스 정립 필요

- 전략적 사업기획 프로세스 실현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 수립

* 로세스 심, 고객가치지향, 성과지향

- 기술창조형, 산업신진형, 시너지 촉진형 R&D 추진

* 시장·기술의 통합  근을 통한 사업기획 역량강화  외부자원의 략  활용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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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육성을 한 시 지 진형 연구개발 요구 증

* 기술의 융ᆞ복합화 추세에 따른 이종 분야 간 력연구 확

* 역량 강화를 해 산ᆞ학ᆞ연 력네트워크 기반 공동연구 증가

* 기술개발 성과의 성공  사업화ᆞ상용화를 한 Biz. Model 요성 두

자료: 한국전자통신연구원(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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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장

들어가며

○ 인구증가, 기후변화 등으로 세계적 식량위기가 고조되는 한편, 생명자원이 

경제성장의 원천이 되는 바이오 경제시대가 본격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농업을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 이러한 배경하에 미국, 네덜란드를 비롯한 농업선진국들은 과학기술이 

농업발전의 핵심동력이라는 인식하에 이를 선도할 수 있는 연구개발 시

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해왔음.

- 2000년 이후 선진국의 농업분야 연구개발 시스템 혁신은 일부조직을 재

편하는 수준을 넘어 민간과 공공의 파트너십 강화, 사고방식의 전환, 융·

복합 강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되어 왔음.

○ 시장개방,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에 봉착한 우리나라의 농업도 과학기술 기

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변모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음.

- UR 이후 민간의 농업연구에 대한 정부투자가 본격화된 점과 2009년의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정과 같은 노력이 대표적 사례임.

- 그러나 50여 년 넘게 지속되어온 국가주도형 농업연구개발 시스템이 보

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민간의 농업 R&D에 대한 인

식전환, 정부와 업계의 파트너십, 공공 R&D의 명확한 역할규정, 기술의 

사업화 및 현장적용성 강화 등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산재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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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시스템 혁신의 문제가 기관 간 기득권 해체 등의 문제로 오인되어 

합리적인 방안 도출을 위한 논의조차도 자유롭게 전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조건에서 본 글은 미국, 네덜란드, 일본 등 해외 주요 3개국의 농업 

R&D 시스템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리 오래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농업분야 

연구개발 시스템이 보다 효율적이고 목표 지향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

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목적으로 작성하였음.

- 미국과 네덜란드는 세계적인 농업강국이자 동시에 해당분야 최강의 연구

개발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변화혁신을 거듭하고 있는 국가임.

- 일본은 일제강점기를 통해 우리나라 농업 연구개발 시스템의 구성 및 운

영에 큰 영향을 미친 국가임.

○ 농업연구개발 시스템과 관련된 각 나라별 사례는 역사적 과정과 농산업 환

경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시스템 혁신해결 방안으로 곧바로 활용될 

수는 없음. 그러나 혁신의 방향과 변화의 배경을 중심으로 각 나라에 구축되

어 있는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분석, 고찰한다면 우리나라 농업연구개발 시

스템의 혁신과 관련한 의미 있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를 위해 먼저 3개 국가의 농업연구개발 변천사를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자 함. 이를 통해 현재 농업연구개발 추진체계의 형성배경과 변화과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임.

- 둘째, 국가별 농업연구개발 관련 주요 조직을 소개하고 그 역할을 살펴

볼 것임. 주요조직 중 민간조직은 그 범위와 역할이 매우 다양하고, 중요

하나 자료와 시간의 한계로 충분한 파악이 어려우므로 정부 또는 정부외

곽 조직을 중심으로 서술코자 함.

- 셋째, 국가별 농업연구개발 추진 프로세스를 도식화하여 살펴보고자 함. 

한 국가의 농업연구개발은 다양한 주체들이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 전

개되므로 단순화하기가 쉽지 않음. 그럼에도 예산, 기획, 연구추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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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보급, 민관협력 등 일련의 이슈들을 중심으로 추진 프로세스를 살

펴보는 것은 우리나라와의 차별성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넷째, 각 국가의 대표적인 농업연구개발 프로그램을 소개하고자 함. 국가 

단위에서 추진하는 농업분야의 연구개발 프로그램은 펀딩방식, 목표, 연

구 대상 및 범위, 프로그램의 성격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함. 한 국가의 농

업연구개발 프로그램을 모두 소개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대표적인 

농업연구개발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국가별 특징을 파악하고자 함.

- 마지막으로 위에서 파악한 내용들을 토대로 3개국의 농업연구개발 시스

템의 특성을 요약하여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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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장

농업연구개발 변천사
4

1. 미국

○ 미국의 농업연구개발사는 크게 3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는데 1단계는 

공공부문의 연구개발을 위해 공적자금이 집중 투자된 시기로 1910～1950년

이며, 2단계는 1990년까지로 농업 R&D 예산이 급증하고, 연구개발의 중심

이 생산성 향상 위주에서 마케팅 등으로 다변화된 시기이며, 3단계는 현재까

지로 R&D 예산, 조직 및 거버넌스의 변화가 활발한 시기로 구분할 수 있음.

○ 1단계(1910~1950): 농업기계화, 우수종자 개발, 각종 비료 및 농약 개발 등

을 위해 공적 자금을 집중적으로 투자한 시기로 공공부문 농업 R&D 예산

의 대부분은 농무부의 내부 연구조직에서 집행하였음. 1950년 미 농무부의 

농식품 R&D 예산 규모는 7,000만 달러에 달하였음.

4 해외 주요국의 농업개발연구사는 권오복 외(2009)의 제5장 “주요 선진국의 농식품 

R&D 추진체계와 정책”에 언급된 사항들을 요약한 것으로 최근에 파악된 사항들을 

일부 추가하여 재구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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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1950~1990): 연구프로그램 수, 규모, 인원 등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

였고,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농업연구예산 역시 대폭 증가한 시기로 1989년 

농무부의 R&D 예산 규모는 17억 달러 수준이었음. 한편 이 시기는 주정부의 

R&D 지출증가율이 연방정부의 R&D 지출증가율을 상회한 시기이며, 1980년대 

후반부터는 연구개발의 중심 또한 변화하였음. 즉, 농업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전개되어 오던 기존의 연구개발 양상이 마케팅, 식품안전성, 품질, 영양, 환

경, 농촌개발, 친환경 기술, 삶의 질 향상 기술 등으로 다양화된 시기임.

○ 3단계(1990~현재): 이 시기는 국가기술개발 지도보급체계에 있어 예산, 조

직, 경영 측면의 대변화가 발생한 시기로 일괄지원방식의 정액연구비 규모

가 감소한 반면 공모지원방식인 경쟁연구비는 대폭 증가하였음. 

- 이 시기에는 조직적인 변화도 왕성하였는 바 1994년 연구와 지도 간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창설한 협력연구교육지도청(CSREES)이 대

표적 사례임. 협력연구교육지도청은 협력 연구 및 지도를 강화하고 공모

방식의 펀드를 신규로 도입하는 한편 연구개발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주

(State) 간의 협력을 강화하였다는 데 그 특징이 있음. 

- 또한 농무부에 연구교육경제부문(REE) 차관을 새로이 두어 농업연구청

(ARS), 농업경제연구소(ERS), 농업통계청(NASS), 협력연구교육지도청

(CSREES)의 미 농무부에 대한 창구를 일원화함으로써 연구개발체계의 

협력강화를 도모한 것도 주목할 만함. 

- 2000년대 접어들어 미국의 농식품 R&D에서 나타난 제일 큰 조직적 변화

는 2009년 국립농식품연구소(NIFA)를 설립하여 CSREES의 연구재원과 

프로그램 행정업무를 대행하게 한 것임. NIFA는 설립 직후인 2010년에 변

화된 환경에 대한 농식품 R&D의 대응력을 제고할 목적으로 그 조직 편재

를 재구성하였음. 2014년 현재 NIFA의 조직편재는 3장에서 후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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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내 용

1862 ○ 미 농무부 창설

1914
○ 농업기술의 지도보  서비스 구축에 기여한 Smith-Lever Extension 

Act 제정

1953 ○ 미 농무부의 연구기능을 ARS로 통합

1945～
1970

○ 기술진보에 의한 농업생산성의 증

○ 토지공여 학 등 외부연구기 에 정부 산 지원 가능(Special Research 

Grants Act, 1965)

1972
○ ARS 연구운 체제를 지역단  심으로 개편하여 ARS와 지역농업연

구소 간의 연구 력 강화(Federal Rural Development Act)

1994

○ 력연구서비스(Cooperative State Research Service: CSRS)와 지도보

서비스(Extension Service: ES)를 통합하여 력연구교육지도청(CSREES) 

창설 

2009

○ 력연구교육지도청을 폐지하고 국립농식품연구소(NIFA)를 창설

○ NIFA는 연구개발자   로그램 리 등 기존 력연구교육지도청의 

업무를 수행

표 2-1.  미국의 농업연구개발 주요 연

자료: 권오복 외(2009); USDA 홈페이지.

○ 2012년 미 농무부 장관 톰빌삭은 미국이 세계 농업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농업연구개발 분야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농업연구와 관련한 

혁신적이며, 최적화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미 대통령 과학기술자문위원회

(PCAST)에 농업연구 현황과 시스템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를 의뢰하였음.

- 이에 따라 2012년 12월 미 대통령 과학기술자문위원회가 오바마 미 대통

령에게 농업연구자금 지원, 농업연구 인적자원, 농업연구 인프라, 민간과 

공공의 파트너십, 기술개발 및 확산, 권고안의 실행과 기획 등 6개의 측

면에서 권고안을 작성하여 보고한 바 있음(김민석 2013).

- 권고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미 농무부의 연구자금 지원과정에서 경쟁체

제를 더욱 강화하고, 경쟁연구자금의 비중을 확대할 것, 미국과학재단과 

협력하여 대학원생 및 박사 후 연구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프로그램을 

확대할 것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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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네덜란드

○ 네덜란드는 130여 년 전부터 농업 분야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왔음. 19세기 말 값싼 미국산 농산물이 유럽에 본격 유입되었을 때 유

럽의 다른 나라들이 자국농업을 보호하려고 노력한 반면, 네덜란드는 시장을 

계속 개방하는 정책을 펴왔음. 그 대신 자국 농산물의 품질관리, 교육, 농업기

술지도, 연구투자 등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음. 세계적 무역국가로서 이미 

130여 년 전에 행해진 네덜란드의 이와 같은 선택이 오늘날 선진화된 농업연

구개발 시스템을 갖추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권오복 외 2009).

○ 네덜란드는 ERR(교육, 지도, 연구)의 삼위일체라고 표현되는 대표적인 혁

신모델을 보유해왔음. 최근 20년간 글로벌 경쟁 심화, 환경오염과 같은 외

부효과의 증가, 다국적 기업의 출현 등 농산업의 환경 변화를 극복하기 위

해 관련 시스템을 재조정해왔음

- 1980년대 후반까지 네덜란드 역시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지도 및 교육을 포

함한 농업연구개발 시스템을 공공부문에서 수행해 왔음. 농업연구 및 연구정

책을 주도해왔던 농업연구서비스(Dienst Landbouwkundig Onderzoek: DLO

(영) Agricultural Research Service)도 1989년 민영화와 개혁의 대상이 되었음.

- 1991년 네덜란드는 농업기술의 지도·보급 부문을 민영화하였으며, 오늘날 

네덜란드 국내외에서 컨설팅과 연구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DLV(Dienst 

Landbouw Voorichting, Agricultural Extension Service)가 되었음.

○ 민영화 이후인 1990년 초반 네덜란드의 농업연구개발 및 지도보급 업무는 

연구 관련 정책, 연구, 연구-지도 연계, 지도·보급 등의 역할을 담당한 민영

화된 각급 조직들에 의해 추진되어 왔음.

○ 특히 1997년 농업연구를 담당해온 DLO를 와게닝겐대학에 통합시켜 와게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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겐대학 및 연구센터(WUR)라는 연구와 교육이 통합된 기관을 탄생시켰음.

- 이러한 변화의 노력은 정부가 연구, 교육, 농업현장을 모두 주도할 수 없

다는 인식하에 농업 관련 연구과정을 교육프로그램과 적극 연계하자는 

취지로 전개된 것임.

- WUR은 세계 2위의 농업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특히 각종 지주

회사를 보유하여 각종 농기업들의 기술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접점으로 활

용하고, 이로부터 발생한 수익금은 WUR의 예산 일부로 활용하고 있음.

○ 1980년대까지 공공이 주도해오던 농업연구개발을 WUR이라는 기관으로 넘

겨주고 정부는 혁신을 위한 재정적, 정책적 지원을 통해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특히, 혁신네트워크(Innovatie Netwerk)로 대표되는 혁신활동을 지원함으

로써 사고의 전환에 기반한 혁신적 콘셉트(개념)의 발굴과 네트워킹을 

통한 적극적 실천에 큰 힘을 쏟고 있음.

3. 일본

○ 일본의 근대적 농업연구는 메이지(明治) 유신 직후인 1873년 농업시험장을 

설립하면서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권오복 외 2009).

○ 일본의 농림수산 R&D 주요 연혁 중 특히 주목할 만한 사항은 다음 세 가지임.

- 첫째, 일본은 이미 1956년부터 농림수산분야 R&D 정책의 수립과 집행

을 전담하는 ‘농림수산기술회의’를 농림수산성 내에 설치·운영해오고 있

다는 점,

- 둘째, 1990년대 후반에 정부조직 축소와 공공기관 민영화가 검토되면서 

2001년 기존의 농림수산 분야 시험연구기관의 대부분을 독립행정법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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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환시켰다는 점,

- 셋째, 2012년 1월 일본이 독립행정법인 제도 및 조직재편의 기본 방침을 

수립하여 발표했다는 점임. 2012년에 일본이 이러한 기본 방침을 수립하

게 된 배경은 독립행정법인 간의 중복연구를 방지하고 대지진 이후 심화

된 경제적 위기로 인해 예산이 삭감되어 더욱 효율화할 필요성이 높아졌

기 때문임.

연도 주요 내용

1873 농업시험장 설립 이후 품목별 시험장 심으로 연구 수행

1948
농업시험  연구개발 조직을 앙의 종합시험장과 지역시험장으

로 이원화

1956
R&D 정책수립과 집행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농림수산기술회의 설

치

1960 도쿄에 산재한 시험연구기 을 쓰쿠바시로 집  배치

1983
R&D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농림수산연구 기본계획’ 최  수립

(5년마다 갱신)

1990년  후반
정부조직 축소와 공공기  민 화 방침에 따라 농업시험연구기  

법인화 추진

2001 시험연구기 의 부분을 독립행정법인으로 환

2012 독립행정법인 제도  조직 재편의 기본 방침 수립 

표 2-2.  일본의 농림수산연구개발 주요 연

자료: 권오복 외(2009). 한일농림수산기술협력위원회 제45차 회의자료(2012)를 토대로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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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장

농업연구개발 주요 조직 및 역할

1. 미국
5

○ 미국 정부의 농식품 R&D는 농무부(USDA)의 연구·교육 및 경제부문 차관

(Under Secretary for Research, Education and Economics)이 총괄하여 추진

하고 있음. 

○ 연구·교육 및 경제부문(이하 REE)은 연구, 교육 및 지도·보급을 통해  농식

품 분야의 과학 지식을 발전시키는 것이 주된 임무임.

- REE 업무의 5대 목표는 글로벌 식량안보, 식품안전, 국민의 영양, 기후

변화, 바이오에너지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것임.

- REE의 수장은 차관이며, REE 차관은 USDA 수석과학자를 겸하고 있음.

○ REE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내부에 수석과학관실(Office of the Chief 

Scientist, 이하 OCS)을 설치·운영하는 한편, 내외의 역량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연구개발 관련 소속기관을 보유·운영하고 있음.

5 미국의 농업연구개발 주요조직 및 역할은 미농무부(USDA) 및 소속기관의 홈페이지, USDA 

(2009)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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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E의 주요 소속 기관은 농업연구청(ARS), 국립농식품연구소(NIFA), 

경제연구소(ERS), 국립농업통계원(NASS), 국립농업도서관(NAL) 등임.

농무부 장관/부장관
(Secretary/ Deputy Secretary)

연구·교육 및 경제자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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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통계서비스 농업도서관 경제연구소
(Agricultural Research 

Service)

(National Institute 
of Food and 
Agriculture)

(National Agricultural 
Statistic Service)

(National 
Agricultural 

Library)

(Economic 
Research 
Service)

그림 2-1.  미 농무부의 R&D 련 조직

자료: USDA 홈페이지의 조직도를 참조하여 재구성.

1.1. 농무부 수석과학관실(OCS)

○ 농무부 수석과학관실(OCS)은 미국 농식품 R&D 추진체계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2008년 ｢농업법(식량환경보호에너지법)｣에 의해 USDA-REE에 

설치됨. OCS가 미국 농식품 R&D에서 중추역할을 하는 핵심조직이라 보는 이

유는 농업연구, 교육 및 지도·보급의 수요를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등

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임.

- 그 외 OCS는 신재생에너지·천연자원 및 환경, 식품안전·영양 및 건강, 

작물의 보호·생산·제품화, 동물의 건강·축산, 농업시스템 및 기술, 농업

경제 및 지역사회 등과 관련된 과학기술 영역의 자문활동을 통해 농무부

의 과학적 리더십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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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과학연구의 조정 및 협력 촉진을 위해 농무부 과학위원회(USDA 

Science Council)를 최소 연 4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수석과학관

실의 국장이 농무부 과학위원회의 사무국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OCS는 국장(Acting Director) 및 소수의 선임고문과 USDA-REE 소속기관

에서 파견된 과학자들로 구성되어 있음.

- OCS의 선임고문들은 ARS, NIFA 등의 기관에서 파견되어 상근하는 형

태이나, 원 소속기관과 OCS 근무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음. 이러한 유

연성은 농무부 내 과학연구의 우선순위 설정이나 조율에 매우 유용하기 

때문임.

1.2. 농무부 과학위원회(USDA Science Council)

○ 농무부 과학위원회는 농식품 분야 과학연구를 전체적으로 조율하고, 상호 

협력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개최되는 위원회임.

- 농무부 과학위원회 위원장은 연구·교육 및 경제부문 차관이며, 사무국장

은 OCS 국장이 맡고 있음.

- 위원들은 농무부 각 실과 7대 영역별 대표 및 REE 소속기관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음. 

- 그 외 농무부 과학위원회 내부 조직으로 교육조정, 과학연구 데이터관리, 

통계 분야에 총 3개의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음.

1.3. 연구·교육 및 경제부문 자문단(NAREEEAB)

○ 연구·교육 및 경제부문 자문단은 농무부 장관과 토지공여대학장들에게 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이슈 또는 농식품 연구·교육 및 경제부문 정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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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자문해주는 기구임.

- 자문단은 25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은 미국 농식품 주

요 부문의 대표들로서 미 의회의 임명을 받은 자들임.

1.4. 농업연구청(ARS)

○ ARS는 USDA-REE의 대표적 소속 기관으로 미 농무부 내부의 가장 큰 연

구기구(in-house research agency)임.

- 1942년에 설립된 농업연구청(Agricultural Research Administration: ARA)

과 독자적인 기관이었던 농업 및 산업화학 연구부가 통폐합되면서 1953년

부터 농무부 내에 설치되어 현재까지 존속되고 있는 기구임.

○ ARS의 주요 임무는 미국인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농업관련 문제점을 찾아 

해결하는 것(Problem solving Agency)임.

- 이를 위해 ARS는 미국의 농업생산자, 정부업무 수행기구 및 일반국민들은 

물론 세계의 생산자 및 소비자들에게 중요하게 대두되는 농업분야의 문제

들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기초·응용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ARS의 직원은 약 8,100명으로 그중 2,100여 명이 과학자이고, 미국 내외에 

90여 개소 이상의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 예산은 11억 달러 수준임.

○ 2014년 현재 17개의 국가 R&D 프로그램(National Programs)의 범주에서 약 

800여 개의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음.

- ARS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 R&D 프로그램(National Programs)은 USDA- 

REE 업무계획(Action Plan) 목표의 연장선에서 설정·추진되고 있으며, 크게 

① 영양, 식품안전·품질, ② 자연자원과 지속가능한 농업시스템, ③ 작물생산 

및 보호, ④ 가축생산 및 보호 등 크게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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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무부 내부 연구기구로 ARS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지니고 있음.

- 국가적으로 긴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부문에 연구자 및 재원을 신속히 동

원할 수 있으며, 대학이나 기업에서 쉽게 할 수 없는 연구, 즉 장기간 소

요되고 지속성을 가져야 하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음.

- 환경 및 식품안전 등과 관련한 연방정부의 규제정책에 과학적 근거를 제

공하는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

○ ARS 조직도에 따르면 USDA 내부 기관으로 REE의 관할하에 있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 있고, 조직 편재는 소관 연구프로그램을 기획·조정하고, 지

원하는 역할과 시험연구 수행 및 관련 정보의 전달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한 

체계로 구성되어 있음.

그림 2-2.  ARS 조직도

자료: USDA-ARS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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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국립농식품연구소(NIFA)

○ 국립농식품연구소(이하 NIFA)는 농식품, 환경, 지역사회와 관련된 이슈들

에 대해 혁신적인 솔루션을 찾기 위해 2008년의 ｢식량환경보호에너지법

(the 2008 Farm Bill)｣에 의해 2009년 10월에 설립6된 기구로 연구, 교육 및 

확산(Extension)과 관련된 활동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NIFA의 임무는 토지공여대학을 비롯한 각급 조직들에 대해 연구·교육 

및 지도보급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보다 나은 미래를 창출할 수 있는 

농식품 과학기술을 선도해가는 것임.

- NIFA는 직접 연구, 교육 및 지도·보급 활동을 수행하지는 않고 국가나 

지역차원에서 이러한 활동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거나, 

각종 프로그램의 리더십을 제공하는 활동을 수행함.

○ NIFA는 농식품분야의 지식발전(advancing knowledge)이라는 임무를 달성

하기 위해 두 가지의 핵심활동을 수행하고 있는데, 하나는 국가가 추진하는 

프로그램의 리더십(National program leadership) 확보이며 다른 하나는 연

방정부의 자금지원(Federal assistance) 업무임.

- 농식품분야의 지식발전을 위해서는 국가가 농업생산자, 중소자영업자, 

농촌의 젊은이 및 가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의 관심사는 물론 이와 

관련된 연구, 지도·보급 및 교육 분야의 중요한 이슈들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NIFA는 미국 정부가 이러한 내용들을 잘 파악하고 이를 해

결해가는 전략을 수립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국

가 프로그램 리더십의 확보’로 표현하고 있음. 

6 NIFA 설립 전까지 미국 농업분야의 협력연구와 지도·보급업무는 협력연구교육지도서

비스(Cooperative State Research, Education, and Extension Service: CSREES)라는 기관

에서 담당해왔으나 연구개발 프로그램의 적합성 및 성과 제고 필요, 연구개발 및 기술 

보급 조직의 통폐합 등을 통한 연구개발 서비스의 효율화가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미의

회가 NIFA를 설립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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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정부의 자금지원(Federal assistance)은 미국 각지에 있는 토지공여대학

에 매년 공적자금(formula grants)을 제공하는 활동과 토지공여대학을 포함

한 다른 대학의 연구자들이 농식품분야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경쟁자

금(competitively granted funds)을 지원하는 활동을 의미함. NIFA는 이러한 

연방정부 자금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NIFA는 많은 수의 연구소 및 개인들과 협력하거나 공적인 관계의 파트너십

을 형성하고 있음. 

- 주요 파트너로는 토지공여대학의 연구소들, 농무부 내외의 미연방 기구

들, 비영리 조직, 전문가 조직, 생산자 조직, 상품별 조직, 여러 주에 걸쳐

있는 연구회, 민간기업, 시민그룹, 재단, 지역센터, 군대, 각종 특위 등임.

○ NIFA는 미국인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농업생산성 증대, 신제품의 창출, 

동식물 보호(Protecting animal and plant health), 사람의 영양 및 건강, 유아 

청소년 및 가족의 강화, 미국농촌사회의 활력화 등과 같은 문제들에 대해 

높은 관심을 지니고 활동하고 있음.

○ NIFA는 주, 지역, 카운티 단위 미국 전역의 익스텐션 사무소로 구성된 광대

한 네트워크를 통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익스텐션 사무소는 공공의 요청에 책임감을 지니고 대응하며 다양한 형

태의 지도사업을 수행하는 지도자와 스태프들을 보유하고 있음. 

- 1990년의 역사를 지닌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일상적으로 부딪히는 다양

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교육자재(인쇄물, 비디오, CD), 웹기반 정보, 

전화 등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음. 

○ 100년 이상의 오랜 역사를 지닌 청소년 개발프로그램인 4H 활동도 NIFA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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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NIFA 조직도

자료: USDA-NIFA 홈페이지.

1.6. 경제연구소(Economic Research Service)

○ 농식품 관련 경제 및 정치적 이슈와 관련하여 기초자료를 생산·제공하는 연

구기관으로 1961년에 설립됨.

- ERS의 최초 전신은 1905년 USDA 식물산업부 내에 설치되어 농업조직, 

생산비, 노동력, 재정, 지가, 농업역사 및 농업환경 등을 연구해온 OFM 

(Office of Farm Management)라고 볼 수 있음. OFM은 1919년에 OFMF 

(Office of Farm Management and Farm)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운영되다

가 1922년 BAE(Bureau of Agricultural Economics)로 바뀌어 농산물 가

격과 농업인 소득 문제 해결을 위한 경제적 연구를 실시해왔음.

- ERS는 1977년 통계정보를 다루는 기능이 포함된 ESCS로 개편되었다가, 

1981년 다시 ERS로 변경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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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RS의 임무는 농식품, 환경, 지역발전 등에 대한 경제적, 정치적 이슈들과 관

련해 정보들을 생산함으로써 공공 및 민간의 의사결정력을 제고하는 것임.

- USDA내 경제정보와 연구의 1차 자료를 생산하는 기관으로 약 300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2. 일본7

○ 일본의 농업 R&D와 관련된 주요 조직은 크게 농림수산성(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MAFF)의 농림수산기술회의(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Research Council: AFFRC), 농업연구를 수행하는 각종 독

립행정법인, 기업이나 대학 등의 민간으로 대별할 수 있음(최정남 2012).

- 농림수산기술회의는 일본 정부의 농림수산 분야 과학기술예산을 총괄집

행하는 기구로 독립행정법인에 운영비를 교부하고 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정책자금을 통해 민간기업이나 대학 등의 연구를 지원하

는 역할을 수행함.

- 독립행정법인은 기술회의로부터 교부금을 받아 연구를 수행하고, 민간기

업 및 대학 등과도 협력연구를 추진하는 바, 2014년 현재 농림수산 분야

에는 6개의 독립행정법인과 독립행정법인 산하 총 36개 기관(연구소·연

구센터·지소 등)이 있음(강승규 2014).  

- 기업이나 대학은 독립행정법인과의 협력 이외, 프로젝트 연구나 경쟁적 

자금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동 분야의 R&D를 수행하고 있음.

7 일본의 농업연구개발 주요조직 및 역할은 최정남(2012), 강승규(2014), AFFRC(2008), 농림

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2011b)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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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일본 농림수산성 조직도상의 농림수산기술회의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www.maff.go.jp) 게시내용을 번역하여 재작성.

그림 2-5.  일본의 주요 R&D 조직

자료: AFFRC(2008: 6)을 요약하여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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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농림수산기술회의

○ 농림수산기술회의(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Research Council: 

AFFRC 이하 기술회의)는 ｢농림수산성설치법｣에 의한 국가행정조직법상 특

별기관으로 1956년에 농림수산성 내부에 설치된 기구로 농림수산 분야의 기

술개발정책, 행정 및 민간과의 연계기능을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보다 구체적으로는 식료의 안정공급, 식품안전성 확보, 고품질 식품개발, 

지역자원 활용, 지구환경문제 대응 등 다양한 과제 해결을 위한 기술개

발의 목표 수립, 중점연구의 기획 및 추진, 산관학연 연계, 연구성과 보

급, 국제 공동 연구 추진 등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음.

○ 기술회의는 회장 1명과 위원 6명(임기는 4년, 비상근, 재임가능)으로 구성된 

합의체이며, 회장과 위원은 농림수산성 대신(장관)이 임명하며, 사무처리를 

위해 사무국을 두고 있음(일본 농림수산기술회의 홈페이지 참조).

- 2014년 6월 현재 기술회의 의장은 三輪睿太郎(동경농업대학 종합연구소 교

수)이며, 6명의 위원은 川面克行아사히그룹 홀딩구스 주식회사 전무이사), 

古口達也(토치기현 모테기마치 정장),  坂本廣子(소아이대학 인간발학부 객

원교수), 妹尾 一郎(이치바시대학 대학원 상학연구과 객원교수), 林良博

(독립행정법인 국립과학박물관장), 松永和紀(과학 저널리스트)임.

- 기술회의 사무국은 사무국장 1명, 연구총무관 2명, 연구총괄관 1명, 연구

개발관 2명, 연구조정관 5명, 총무과, 기술정책과, 연구추진과, 국제연구

과, 츠쿠바사무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4년 3월 현재 정원은 209

명임(강승규 2014).

○ 기술회의 임무 수행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사무국의 각 과들이 담당하

고 있는 역할은 다음과 같으며 사무국의 전체적 업무추진 체계 및 구체적 

업무분장 내역은 <그림 2-6>, <표 2-3>과 같음.

- 기술정책과는 정부의 정책수요와 연구수행주체인 독립행정법인, 공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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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장, 민간연구소, 대학 등으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연구기본계획

을 수립

- 연구추진과는 연구결과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식품산업분야나 소비

자로부터 연구수요를 개발하고 독립행정법인, 공설시험장 등과 연계

- 국제연구과는 국제공동연구를 위해 연구수행주체들의 국제협력 및 국제

교섭을 지원·조정

- 연구총괄관·연구개발관(과장급)은 연구추진과와 일체가 되어 R&D 사업

을 추진하되 기술적 측면을 중심으로 연구진행관리를 담당

* 연구총 (식료 략, 제염), 연구개발  A(식품안 , 기 ·기반), 연구개발  B(환경)

그림 2-6.  농림수산기술회의 사무국 업무추진 체계도

자료: 일본 농림수산기술회의 홈페이지(www.s.affrc.go.jp) 게시내용을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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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직 주 요 기 능 비고

사무국장 ⦁사무국 업무 총
연구총무 ⦁사무국장 업무보좌
총무과

⦁사무국 소  총  홍보, 산, 인사 리

⦁농림수산기술회의 개최, 의안 정리
(조정실)

⦁독립행정법인과의 연락·조정
⦁교부 , 시설·기숙사 리 등

(실장)

기술정책과

⦁농림수산연구 기본계획 등의 기획·입안, 정책 평가
⦁종합과학기술회의 등의 연락 조정
⦁연구성과 등의 조사  정보의 고도이용

(기술안 실) ⦁첨단기술의 연구개발에 따른 안 성 확보 (실장)

연구추진과

⦁ 로젝트연구 추진 방안의 기획·입안

⦁연구성과의 실용화 추진
⦁농작물의 육종연구 추진

(산학연계실)

⦁독립행정법인, 민간사업자, 학 등과의 산학 연계 연구

추진

⦁경쟁  연구자  운용

(실장)

국제연구과
⦁국제 공동연구의 기획·입안
⦁연구개발에 따른 국제교류 추진

츠쿠바
사무소

⦁츠쿠바 농림연구단지 시설( 산기기, 연구교류 시설, 
공동이용 시설 등)의 공동이용을 한 기획 조정

(과장 )

연구총
연구개발

⦁시험연구의 요사항(식품 략·제염, 식품안 ·기 ·

기반, 환경) 기획·입안
(과장 )

(연구조정 )
⦁시험연구 진행상황 리에 한 시험연구기 과의 연락 

조정  지도
(실장 )

표 2-3.  농림수산기술회의 사무국 업무분장 내역

주: 2012년 연구개발관 3개 직위 중 1개 직위를 연구총괄관으로 명칭 변경.

자료: 강승규(2014).

2.2. (독)농업식품산업기술총합연구기구

○ 독립행정법인 농업식품산업기술총합연구기구(National Agriculture and Food 

Research Organization: NARO 이하 농연기구)는 일본 농식품 분야의 가장 큰 

연구기관으로 농식품 산업 및 농업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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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연기구는 산하에 14개소의 연구기관을 두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임원 

15명, 직원 2,677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직원 2,677명 중 지정직 9명, 연

구직 1,542명, 기술전문직 528명, 일반직 598명임.

○ 농연기구 산하 연구기관 14개소는 중앙농업총합연구센터(1개소), 부문별 연

구소(8개소), 지역별 농업연구센터(4개소), 생물계특정산업기술연구지원센

터(1개소)를 의미함.  

- 중앙농업총합연구센터는 혼슈 중앙지역의 농업발전을 위해 종합적인 기술

개발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신기술 평가, IT 활용 농업정보 연구, 생력화·

쾌적화 연구, 환경보전형 농업 생산연구 등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부문별 연구소 8개는 작물연구소, 과수연구소, 화훼연구소, 채소·차 연구소, 

축산·초지 연구소, 동물위생 연구소, 농촌공학연구소, 식품종합연구소임.

- 지역별 농업연구센터는 홋카이도(北海道), 토호쿠(東北), 킨키·추고쿠·시코

쿠(近畿中国四国), 큐슈·오키나와(九州沖縄) 등 4개 지역에 소재하고 있음.

본 부(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감사)

중앙농 업총합연구센터

작물연구소

과수연구소

화훼연구소

채소·차연구소

축산초지연구소

동물위생연구소

농촌공학연구소

식품총합연구소

홋카이도
농업연구센터

토호쿠
농업연구센터

킨  키추코쿠시코쿠
농업연구센터

큐수,
오키나와농업연구센터

생물계특정산업기술연구지원센터

그림 2-7.  농연기구 조직도

자료: 강승규(2014). 



163

2.3. (독)농업생물자원연구소

○ 독립행정법인 농업생물자원연구소는(National Institute of Agrobiological 

Sciences: NIAS) 농업분야 생명과학 연구개발을 통해 농업 기술의 발달에 

공헌함과 동시에 새로운 생물산업을 창출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농업 바

이오 기술연구를 수행하는 핵심기관으로 2001년 4월 1일에 설립되었음.

2.4. (독)농업환경기술연구소

○ 독립행정법인 농업환경기술연구소는(National Institute for Agro-environ-

mental Sciences: NIAES) 농업 환경에서 발생하는 유해 화학 물질의 리스크 

평가, 자기 제어 기술의 개발, 생태 문제 해결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를 수행

하는 기관임.

2.5. (독)국제농림수산업연구센터

○ 독립행정법인 국제농림수산업연구센터(Japan International Research Center 

for Agricultural Sciences: JIRCAS)는 기존의 농림수산 열대농업연구센터

(Tropical Agriculture Research Center: TARC)를 개편하여 설치한 연구기관

으로 열대 또는 아열대지역 및 기타 개발지역의 농림수산업 연구를 포괄적

으로 수행하는 일본 유일의 연구 기관임.

2.6. (독)삼림총합연구소

○ 독립행정법인 삼림총합연구소(Forestry and Forest Products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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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PRI)는 임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시험·연구, 임목의 우량 종묘 생산·배포 등

을 실시함으로써 산림의 보호·유지·배양을 도모함과 동시에, 임업과학 기술의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연구기관으로 산하에 12개의 연구기관을 

두고 있음.

- 지역별 지소(5): 홋카이도, 토후쿠, 칸사이, 시코쿠, 큐슈

- 지역 육종장(4): 홋카이도, 토호쿠, 칸사이, 큐슈

- 타마(多摩)삼림과학원(1), 임목육종센터(1), 삼림농지정비센터(1)

2.7. (독)수산총합연구센터

○ 독립행정법인 수산총합연구센터(Fisheries Research Agency: FRA)는 수산

물의 안정 공급 및 수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수산 분야의 기초부터 응

용, 실증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연구 개발과 개체군 유지를 위한 연구를 수

행하는 기구로 산하에 10개의 연구기관을 두고 있음. 

- 개발조사센터(1)

- 구역별 연구소(5): 홋카이도(北海道), 토호쿠(東北), 사이카이(西海), 니혼

카이(日本海), 세토나이카이(瀬戸内海)

- 부문별 연구소(4): 중앙수산연구소, 증양식연구소, 수산공학연구소, 국제

수산자원연구소

3. 네덜란드

○ 네덜란드의 농업 R&D와 관련된 정부의 주요 조직으로는 경제부(Ministry of 

Economic Affairs)의 농업총국(DG-Agro)과 기업혁신총국(Directorate-General 

for Enterprise and innovation)을 들 수 있음. 특히 농업총국 내 농업지식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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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에 출범한 기업혁신총국 및 산하 기관인 RVO(Rijksdienst voor 

Ondernemend Nederland, (영) Netherlands Enterprise Agency)가 중요한 역할

을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됨(네덜란드 경제부 홈페이지 조직도 참조). 

○ 1957년 국가응용과학연구소(TNO)가 설립하여 농업분야의 연구프로그램 

및 연구기관들의 조정 역할을 수행해오다 지난 2007년에 폐지된 농업연구

위원회(NRLO)와 그 후신으로서 2001년부터 농업분야의 시스템 혁신을 위

해 활동해온 농업혁신네트워크(InnovatieNetwerk)도 네덜란드 농업 R&D 

관련 주요조직임(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2014b).

○ 한편 1990년대 초반에 민영화되어 현재 정부조직은 아니지만 네덜란드 농업 

R&D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는 연구기관인 WUR(Wageningen 

University and Research)을 들 수 있음. 또한 농업기술의 지도보급 및 컨설팅 

등의 연구서비스를 수행하며, 부분적으로 연구기능도 보유하고 있는 

DLV(Dienst Landbouw Voorlichting, (영)Agricultural Extension Service)와 다

수의 민간컨설팅 회사와 농민연합단체인 LTO도 네덜란드 농업 R&D 시스템

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임(이주량 2014).

3.1. 기업지원 에이전시(Rijksdienst voor Ondernemend Nederland: RVO, (영) 

Netherlands Enterprise Agency)

○ ROV는 이전의 기업지원 및 정책집행 기구였던 Agentschap NL과 Dienst 

Regelingen이 통합된 조직으로 경제부 관할의 정책 프로그램 및 보조금 뿐 

아니라 타 부처 및 유럽연합 프로그램의 집행도  맡고 있음(이명헌 2014).

○ 네덜란드 특유의 ‘품목조직’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그 조직이 담당하고 있던 EU 

보조금 집행도 ROV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이명헌 2014).



166

3.2. 농업연구위원회(NRLO)와 혁신네트워크(NI)
8

○ NRLO는 1957년 국가응용과학연구소(TNO)가 설립한 조직으로 농업분야의 연

구프로그램 및 연구기관들의 조정 역할을 수행해왔음. 1990년대까지 NRLO는 

농업분야의 연구뿐만 아니라 농식품 분야의 주요 문제를 해결하는 데까지 자

문기구로서의 역할을 확대해왔음. 특히 1995년부터 2000년 사이에 NRLO는 

혁신개발, 네트워크 형성 등을 위한 활동에 집중해왔음.

○ 그러나 NRLO가 2000년도에 네덜란드 농업부(LNV)에 공식적으로 흡수되

면서 그 역할과 지위가 본격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음. 이는 그간 네덜란드

에서 지식자문과 정책수립 사이의 관계를 정립하는 문제가 예전부터 이슈

가 되어왔기 때문에 발생한 변화임. 이에 네덜란드 정부는 부문별로 난립하

였고 단기적 대응에 머물러왔던 자문기구를 폐지하고 지식위원회(Kennis 

kamer)로 단일화하였음. 

- 단, NRLO의 경우 1995년부터 2000년 사이의 활동양식이 유용하다는 판

단하에 농식품분야 미래예측 및 혁신전략개발을 위해 네트워크형 조직

으로 재편성(현재 InnovatieNetwerk로 명칭 변경)되었음.

- NRLO는 2007년에 정식으로 활동을 마감했으나(관련 법령은 2008년 1월

에 폐기), InnovatieNetwerk의 활동은 2001년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되어

온 점을 감안하면 약 7년 동안의 과도기가 존재했던 것으로 판단됨.

○ 혁신네트워크(InnovatieNetwerk)의 주요 임무는 농업, 식품, 애그리비즈니

스, 및 농촌 계획 분야에서 획기적인 혁신(ground-breaking innovation)을 발

굴하고, 이해관계자들이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 특히 성공

할 확률이 높은 점진적 개선이 아니라, 실패할 확률이 적지 않은 아이디어

의 창출과 시현을 주목적으로 함.

8 네덜란드 혁신네트워크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과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2014b)를 참조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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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적 발전이 아닌, 중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초점을 둔 획기적 

혁신을 의미하며, 한번 실행됨으로써 광범위하고 엄청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콘셉트(breakthrough concepts)를 개발함으로써 획기적 혁신을 촉진  

- 도출한 콘셉트의 절반이라도 현실화, 형체화할 수 있다면 성공적이라고 

판단하며, 성공이 보장된다면 그것은 혁신적이 않다고 보는 문화가 조직 

내에 존재함.

- 콘셉트의 혁신성은 네덜란드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들의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의 관점에서 판단되며, 초기 5년 동안(2001∼2005) 중시해

온 과제는 집약적 축산의 지속가능성 확보, 경관보전에 대한 민간의 참

여 유도, 지속가능한 농식품의 소비 등임.

○ 혁신네트워크의 ‘콘셉트’들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관점들을 개발할 

목적으로 설계되고 있으며, 이미 종결된 콘셉트도 상당수임.

- 총 166개의 콘셉트가 설계되고 있으며, 그중 66개의 콘셉트는 이미 개발이 

종료된 것으로 나타남(혁신네트워크 홈페이지, 2013년 11월 22일 기준)

- ‘콘셉트’는 기존 관행의 폐기, 희망사항, 사물에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 등

의 방식을 통해 설계(<표 2-4> 참조)

○ 혁신네트워크는 네덜란드의 경제·농업·혁신부(EL&I)가 설립한 부처 산하

기관이나, 자체 이사회의 관리하에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함.

- 네덜란드 정부는 혁신네트워크에 자율권을 부여하며, 혁신네트워크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단체, 사회단체와의 갈등을 당연한 과정으로 수용

하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음. 혁신네트워크 조직은 소규모 임직원(총 

14명), 이사회로 구성(2013년 11월 기준, <그림 2-8> 참조)

- 혁신네트워크는 예산은 연 평균 약 300만 유로(약 45억 원 규모) 정도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은 혁신네트워크 사무실 운영과 각 콘셉트를 개발

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시드머니의 역할을 할 정도(프로젝트당 평균 10만 

유로)이므로 실패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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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셉트 내용 특성

임시  

자연개발 리

(temporary 

nature)

○산업용, 주거용, 도로건설 등

의 목 으로 정부나 민간이 

구매해 놓은 토지나 휴경지가 

실제 용도에 사용될 때까지 

오랜 기간 방치됨

○방치되어 있는 기간 동안 생태

, 야생동물 보호, 어메니티 

등의 에서 이를 극 이용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콘셉트 

○기존 행을 폐기하고 새로운 

근을 시도해보자는 콘셉트

○이를 수행하기 해서는 련 

법이나 제도개정이 동반되어야 

함 

○구체  방안 모색을 해 지속 

연구  

태양의 언덕

(solar 

mound)

○온실은 보통 에 지를 소비하

는 시설로 인식되어왔음

○그러나 넓은 표면  등을 활용

하여 에 지를 생산할 수 있으

므로 온실을 에 지 생산 시설

로 새롭게 바라보자는 콘셉트

○온실의 지붕을 활용태양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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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칫거리로만 인식됨

○골칫거리가 아닌 활용가능한 

자원으로 인식하자는 콘셉트

○비료로 사용할 경우 질소, 인 

과다 문제발생

○비농업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

는 실천방안 모색 필요

표 2-4.  신네트워크가 개발한 콘셉트의 사례

자료: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2014b)을 참조하여 재작성.

이사회

대표

비서 재정담당
3명 2명(비서 1인 겸임)

농업·원예·
애그리비즈니스 

자연·경관·
공간 영역 식품·영양

프로그램매니저
5명

프로그램매니저
3명

프로그램매니저
1명

그림 2-8.  신네트워크 조직도

자료: 네덜란드 혁신네트워크 홈페이지(www.innovatienetwerk.org)를 참조하여 자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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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네트워크는 혼자 일하지 않음. 혁신적 아이디어의 도출과 실현을 위해 

상이한 영역들 간의 네트워크를 중시하며, 특히 접촉 가능성이 적은 영역들 

간의 네트워크를 매우 중시함(이명헌 2012).

- 엄청난 변화라는 것은 크건 작건 어떤 한 개의 조직이 이룰 수 있는 성질

의 것이 아니므로 혁신네트워크 직원들은 프로젝트를 통해 외부 네트워

크와 함께 임무를 수행함.

- 외부 네트워크는 시민사회, 정부기관, 연구기관, 기업 등 매우 다양한 조

직들로 형성되어 있으며, 농업인 조직도 이 네트워크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함.  

○ 혁신네트워크의 업무 프로그램(Work Programme)은 5년 단위로 계획되며, 

5년 단위로 심사를 통해 지속여부가 결정됨.

- 혁신네트워크 제1기(2001∼2005년) 활동은 농촌지역과 농업시스템을 주제

로 진행되어 공식명칭도 ‘Innovation Network Rural Areas and Agricultural 

Systems’였음.

- 혁신네트워크 제2기(2006∼2010년)부터 조직의 공식명칭은 ‘Innovation Network’

로 하되, 2기 활동의 초점은 애그리비즈니스와 농촌지역의 재발견에 두었음.

- 혁신네트워크 제3기(2011∼2015년)의 활동은 ‘농업과 녹색에서의 획기

적 혁신’을 모토로 전개되고 있는 바, 3대 부문(농업·원예·애그리비즈니

스, 자연·경관·공간, 식품·영양)을 주요 영역으로 설정하고 콘셉트 개발 

및 실현을 위해 노력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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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 신네트워크 

로고( 문)>

<제2기 신네트워크 

로고( 문)>

 

<제3기 신네트워크 

로고(네덜란드어)

그림 2-9.  신네트워크 로고

자료: 네덜란드 혁신네트워크 홈페이지(www.innovatienetwerk.org).

○ 혁신네트워크의 대표적인 파트너는 SIGN(Dutch Foundation for Innovation 

in Greenhouse Horticulture), COURAGE, Kiemkracht, STIRR(Foundation 

for Innovation and Recreation Area) 등임.

- 시설원예혁신재단(Dutch Foundation for Innovation in Greenhouse 

Horticulture: SIGN)은 시설원예 분야 혁신을 위해 설립된 재단으로 비영

리 조직이며, 시설원예 분야의 획기적인 시스템 혁신을 위해 혁신네트워

크와 연계하여 활동하고 있음. 시설원예 혁신재단(SIGN)은 2030년까지 

활력 있고, 지속가능하며,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시설원예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목표로 중장기적인 혁신적 관점을 창출하고, 단기적으

로는 각종 성과들을 시설원예 분야에 실제로 적용하는 활동을 하고 있

음. 재단의 자금은 정부가 50%, 네덜란드 시설원예부문의 민간기금 50%

로 충당되고 있음. 자금 성격으로 인해 대부분의 보고서가 네덜란드어로 

발간되며, 요약정보는 영문으로 제공되고 있음.

- Courage는 2004년 네덜란드 낙농연맹(NZO)와 농업·원예조직(LTO)이 

공동으로 설립한 네덜란드 낙농업 혁신조직임.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창조력, 비전, 용기가 필요하므로 조직의 이름을 Courage로 명명. 지속

가능한 낙농 체인을 구축하기 위해 혁신네트워크와 긴 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독립적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할 능력과 계획을 보유. 더 강한 낙

농업 실현을 위해 타 분야 및 우유 공급체인 내의 파트너와의 협력,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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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등과의 협력을 중시하고 있음.

- Kiemkracht(한국어로 발아, 맹아, 발생을 의미)는 네덜란드 경종농가 조직

(PA)과 혁신네트워크가 함께 2008년에 구성한 연맹. 네덜란드 농업·원예

조직(LTO)과 농업무역연맹(NAV)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난 3개년 동안(2008～2010년)의 제1기 활동을 마무리한 후 양

자의 합의하에 기간을 연장하였음. 제2기 활동기간(2011～2013년)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첫째, 대표적 단백질원이자 사료작물인 콩을 

대체할 수 있는 루피너스 종자의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체인 구축, 둘째, 

경종농가의 새로운 가치 및 소득원 창출, 셋째, 가뭄·홍수·염수 등의 물 

문제 해결임.

- STIRR(Foundation for Innovation and Recreation Area)은 혁신 및 활력 재단 

정도로 풀이될 수 있는데 공간과 여가(휴양)의 결합을 촉진할 목적으로 많

은 수의 레저업체 및 유관단체들이 2007년에 결성한 조직임. 네덜란드 농업

부로부터 활동 기금의 일부를 지원받고 있으며, 레크레이션 연맹(OSO) 등 

다양한 후원자들이 있음. STIRR는 정부, 업체, 연구기관, 교육기관들과 협

력, 교류함으로써 공간 및 여가의 결합과 관련한 혁신적 아이디어를 발굴하

고, 교류하는 한편,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 

3.3. 와게닝겐대학·연구센터(WUR)

○ 와게닝겐대학과 연구기관인 DLO가 통합된 교육·연구 혁신체계로 농업분야

의 연구개발, 교육, 지도보급, 사업화의 중심에 있는 세계적 기관임.

○ WUR의 구체적인 현황은 이주량(2014)을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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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DLV와 LTO

○ DLV는 민영화된 컨설팅(지도 보급) 조직이며, 농업경영자 단체인 LTO 

(Landen Tuinbouw Organisatie)가 상호 경쟁관계를 유지하며 농업분야 기

술의 확산과 보급을 주도하고 있음(이주량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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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장

농업연구개발 추진 프로세스

○ 일국의 농업 R&D 추진 프로세스는 재원의 성격, 교육·지도와의 결합, 민간

과 공공의 협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될 수 있을 것임. 

○ 본 글에서는 각국 정부의 재원(예산)으로 추진되는 농업 R&D 기획·조정, 

자금지원, 연구관리 프로세스 등을 살펴보고자 함.

1. 미국 

○ 미국의 농업 R&D 추진체계를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과 같음.

재원 기획·조정 연구관리 수행주체 수요자

정  부
( U S DA )

자

→
U S DA

* 경상사업
( I n t r a m u r a l )

자

⇒
A RS

( 농업연구청 )

기술
제공
⇒

▪농어업

  생 산자

▪ 련

  농산

  업체 등

RE E
( O C S )

→

NIFA(’09.10)
*  연방· 州정부 R&D 

 인 라 구축
( E xt r a m u r a l )

⇒▪국가기

▪민 간

▪학 계 등

⇒

(기 ·원천) N S F  통합 탁
(국가과학재단) ⇒

* USDA 담당 견

그림 2-10.  미국의 농업 R&D 추진체계

 

자료: 자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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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농무부 및 R&D 관련 기관들의 예산은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농식품부

와 농진청이 별도로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예산담당 부처와 각각 협의하

는 구조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

- ARS, NIFA 등은 농무부의 연구·교육·지도보급(USDA-REE) 소속기관들이

므로 각 기관의 예산안은 농무부 REE 영역의 예산요구안으로 통합작성됨.

- 이 과정에서 농무부의 예산 및 프로그램 분석국(The Office of Budget 

and Program Analysis)이 각 기관의 성과를 분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

며, 그 과정을 통해 마련된 농무부 예산요구안은 대통령실(the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소속기관인 관리예산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 재무부 등과 협의 및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대통령 

예산안으로 의회에 제출됨(USDA 홈페이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

원 2011a).

○ 미국 농무부의 R&D 자금은 미국 전체 농업 R&D 자금의 약 30% 수준임. 

나머지 60%는 기업, 품목별 단체 등의 민간자금이며, 10%는 타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자금임(2009년 기준, 김민석 2013).

○ REE는 연구, 교육 및 지도·보급을 위해 세 가지 자금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바 이는 포뮬러 자금, 경쟁보조금, 비경쟁보조금 프로그램으로 구분됨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2013).

- 포뮬러 자금: 토지공여 교육기관, 산림대학원 및 수의대학원에 제공되는 연

구 및 지도 자금으로 그 규모는 인구조사에 기초한 법정 공식에 따라 결정됨.

- 경쟁보조금: 연구, 교육 및 지도·보급 기능이 통합된 프로젝트뿐만 아니

라, 기초, 응용연구, 지도 및 고등교육 활동 분야의 전문가 검토에 의한 

경쟁 과정을 통해 제공되는 자금. 경쟁보조금 프로그램은 USDA가 국가

적으로 관심이 있는 농업분야 이슈를 다루고자 하는 연구신청자들을 폭

넓게 유치한 후 고도의 자격을 갖춘 개인, 기관 또는 단체가 제출한 제안

서 중 가장 우수한 제안서를 선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음.

- 비경쟁보조금: 지방, 지역 또는 국가적으로 시급한 특정 연구, 교육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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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문제에 대해 의회가 하나의 지정기관 또는 그 이상의 기관을 후원

하기 위해 제공되는 자금.

○ 미국은 자금지원 메커니즘의 선택을 매우 중시하는데 자금지원 메커니즘에 따

라 어디서 누가 어떤 종류의 연구를 수행하는지 결정된다고 간주하기 때문임.

- 경쟁보조금의 경우 광범위한 부류의 지원자가 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

는 자격을 가지며, 농업부문이 직면하고 있는 난관을 규명하는데 있어 

가장 최선의 현명한 마인드가 보장된다고 여기고 있음.

- 포뮬러 자금의 경우 주 할당액이 거의 일정하여 그 규모는 작더라도 신

뢰성이 높아 전통적으로 주 농업시험장의 핵심 연구프로그램을 지원하

고, 여러 대학에서 교육프로그램을 후원하는 곳에 사용되고 있음.

○ 미국이 일본, 네덜란드 등과 달리 USDA 안에 ARS와 같은 내부 연구기관

을 보유하고 있는 이유는 농무부가 직접 관여하는 내부 연구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 산업계나 다른 기관들이 충족시키지 못하는 중요한 틈새를 채우

고, 국가적·장기적으로 중요한 연구문제들을 구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

고 있기 때문임.

- 식물 유전자원의 보전과 개선, 국가 및 지역의 질병 발생에 대한 감시 

감독, 토양과 수질 등 자원 관리, 증대되는 기후변화와 극단 상황에 대한 

적응 등.

- 내부 자금 지원이 충분치 않다는 평가에 따라 ARS는 다른 USDA 기관

을 포함한 외부자금원, 타 연방기관, 대학 등으로부터 자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음.

○ 미국 농업 R&D의 총괄·조정은 2008년 ｢농업법(식량환경보호에너지법)｣이 

규정한 바와 같이 REE 차관실에 설치된 연구, 교육 및 지도국(REEO, 현재

는 OCS로 개편되어 있음)이라는 컨트롤 타워가 수행하고 있음.

- REEO는 연구활동을 조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며, 과학적 능력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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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배치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6개 부문(① 재생가능에너지, 천연자

원 및 환경, ② 식품안전, 영양 및 보건, ③ 작물영양 및 생산, ④ 동물보

건 및 생산, ⑤ 농업시스템과 기술, ⑥ 농업경제 및 지역사회)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각 부문장들은 내부연구(ARS, ERS, NASS)와 외부연구

(NIFA)를 포함한 농무부 전체의 모든 지원부문 활동을 조정

- 2008년 ｢농업법｣은 REEO가 USDA 농업연구, 교육 및 지도의 로드맵을 

개발·시행케 함으로써 USDA가 관리하는 내부 및 외부 프로그램뿐만 아

니라 USDA 전체의 능력 및 경쟁프로그램 전반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하도록 규정 

○ 2008년 ｢농업법｣이 규정한 농업 R&D 추진과 관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점

은  NIFA를 설립하여 기존의 협동연구교육원(CSREES)의 모든 프로그램과 

권한을 넘겨받게 하고, 농식품 분야의 기초 연구와 응용연구를 지원하는 경

쟁자금 프로그램인 농식품연구계획(AFRI)을 관리하도록 했다는 점임.

- NIFA의 설립을 통해 그간 농업연구청(ARS), 연구지도청(CSREES), 洲정부 

사업 등으로 분산 추진되어 오던 R&D를 통합 조정·관리하고자 하였음.

- 2008년 ｢농업법｣은 종전의 경쟁보조금 프로그램인 국가연구이니셔티브

(NRI) 및 미래농업식량시스템이니셔티브(IFAFA)를 폐지하고, 새로운 이니

셔티브인 AFRI로 통합 추진할 것을 승인하고 이를 NIFA가 관리하도록 함. 

2. 일본

○ 일본의 농업 R&D 추진체계를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과 같음. 

- 일본 정부의 농업 R&D 추진과정에서 기술회의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임야청·수산청을 포함한 연간 전체 R&D 진흥비는 최근 5년 평

균 1,000억 엔 수준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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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2010 2011 2012 2013 2014 평균

액(억 엔) 1,141 1,083 992 931 956 1,021

표 2-5.  일본의 최근 5개년간 농림수산 R&D 진흥비

자료: 강승규(2014).

- 기술회의는 예산을 총괄집행하는 기구로서 독립행정법인에 운영비를 교

부하고 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정책자금을 통해 

민간기업이나 대학 등의 연구를 지원

- 독립행정법인은 기술회의로부터 교부금을 받아 연구를 수행하고, 민간기

업 및 대학 등과도 협력연구를 추진

- 기업이나 대학은 독립행정법인과의 협력 이외, 프로젝트 연구나 경쟁적 

자금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동 분야의 R&D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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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연구 기획·조정  연구 리 수행주체 수요자

정  부
( M A F F )

농림 수 산기술회의 
( A F F RC )

산
지원

독립 행 정법 인 ( 6개)
* 각 법인별 산하  연구기  (총  

36개소)  

기술
제공

⇒
▪농어업
  생 산자

▪농산업체 

▪소비자

  ⇒
▪농업(4): NARO, NIAS, 
          NIAES, JIRCAS
▪수산(1): FRA
▪산림(1): FFPRI 

사

무

국

사무국장
독법

리 
 

조정
총 무과(조정실)

  과제 ↓ 산학연

  지원 ↓ 력연구

기술정책과
(기술안 실)

연구추진과
( 산학 연계실 )

 민 간 기업,  학  등

 
국제연구과

 
 

과제
지원

 ⇒

기술
제공

⇒연구총 / 개발

 

농림수산정책연구소

그림 2-10.  일본의 농림수산식품 R&D 추진 로세스 

자료: 일본 농림수산기술회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자체 작성.

○ 일본의 농업 R&D 추진체계상의 가장 큰 특징은 독립행정법인(독법) 통칙

법 공포(’99) 및 개별법 시행(’01)에 따라 기존 농림수산분야 국가연구기관

을 6개의 독립행정법인(독법)으로 개편했다는 점임.

- 독립행정법인으로의 개편과정 및 평가와 관련해서는 최근 일본의 농림

수산기술회의 파견근무한 후 복귀한 농식품부 강승규 사무관의 귀국보

고서를 참조할 것(참고자료 1).

○ 농림수산성 산하 농림수산기술회의(AFFRC)가 농림수산연구기본계획 수립, 

독법에 대한 직접관리 및 예산지원, 민간결집형 기술개발과제 지원 등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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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네덜란드  

○ 네덜란드의 농업 R&D 추진체계를 도식화하면 <그림 2-11>과 같음. 

재
원 연구 기획·조정 및 연구관리 수행주체 수요자

정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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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수행 
중 정부 관계자와 지속적인 토론 
및 협의를 통하여 연구결과 도출 

○5개의 연구그룹에 편재되어 
매트릭스 형태로 운영되는 
와게닝겐대학연구센터(WUR) 

  * 6,500명의 직원과 1만 명 이상의 

학생으로 구성된 연구·교육 조직

 -’10 WUR 재원 : 675백만 유로
 * 응용연구소 : 375백만 유로

   (정부 40%, 외부고객 50%, 기술료 등 10%) 
 * 와게닝겐 학 : 250백만 유로
   (정부 65% 외부기  35%)
 * 농업 문교육 학(VHL) : 50백만 유로
   (정부 90%, 기타 10%) 

○그외 대학, 민간연구기관 등

기
술
제
공
⇒
교
육
제
공

기술수요자  
 *농식품업체 
 *생산자단체
 *교육인력 

   

 
⇒⇒

기
술
수
요
자

❍ 최고의 전문가에 연구의뢰 후 연구 

진행 시 지속적인 수요자와 토론 
및 협의를 통하여 연구결과 도출

❍ 별도의 보고서 없으며, 결과물 제
시로 갈음, 협약도 개인별 작성, 

별도의 정산 없음

⇒

그림 2-11.  네덜란드 농업 R&D 추진 로세스

주: 경제부의 지식시스템 관련예산은 약 9억 원으로 한화 1조 5,000억 원 수준임. 이 중 70% 

정도가 농과대학 등 교육기관에 지출될 정도로 교육과 연구의 연계를 중시하고 있음.

자료: Governmentof the Netherlands(2012); 네덜란드 정부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여 자체 작성.

○ 네덜란드 정부는 이미 1990년대 중반부터 정부가 연구, 교육, 농업현장을 

모두 주도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농업관련 연구과정을 교육프로그램과 연

계시키기 시작하였으며, 1997년에는 국립농업연구기관(DLO)과 와게닝겐

대학(WU)을 통합하여 와게닝겐대학연구센터(WUR)라는 단일기관을 설립

하여 연구개발의 효율화를 꾀함.

* DLO(Stichting Dienst Landbouwkundig Onderzoek, ( ) Foundation for agricultural research)

* WUR: Wageningen University and Research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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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가 주도해오던 농촌지도사업을 1980년대 이후 민영화하면서 R&D 시

스템의 혁신이 본격화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기초연구, 전략 및 정책연구, 응용연구, 실용화연구로 구분되어, 대학, 연구

소, 민간 등이 역할분담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는 구조(Government of the 

Netherland 2012)

- 정부의 R&D 자금 지원 방식은 ① 연구기관에 대한 고정자금 지원

(Institutional funding), ② NL Agency 등 중간조직(intermediary organ-

isation)을 통한 지원, ③ 부처 소속 연구소를 통한 지원, ④ 직접지원 등임.

* 재원은 국가재정, 기업  생산자단체 투자 등 매우 다양

* 기 연구( 학), 략  정책연구(연구기 ), 응용  실용화 연구(시험장, 민간업체 등)

○ 생산자조직 등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가 매우 활발

- 식품부문은 전체 연구개발 예산의 80% 이상을 민간에서 지원

- 농업부문도 생산자단체에서 프로젝트 형식의 연구비 투자 활발

○ 농업과학기술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은 네덜란드 정부와 유럽연합이 주

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됨. 특히 국가전체의 과학기술정책과 관련해서는 

경제·노동·혁신위원회(CEWI)가 부처 수준의 과학정책안을 총괄 수립한 후 

내각의 경제·노동·혁신위원회(REWI), 의회(상원·하원)의 교육·문화·과학정

책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됨(Government of the Netherland 2012).

- 각 위원회들은 부처별로 Counterpart를 두고 있으며, 과학기술정책자문

위원회(AWT), 왕립예술·과학아카데미(KNAW) 등 다양한 자문기구들의 

도움을 받고 있음.

○ (R&D 예산) 경제부의 R&D 예산은 8.6억 유로(약 1.2조 원)로 정부전체 R&D 

예산 48억 유로(약 7조 원)의 18% 차지(최정남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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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부 R&D 예산은 농업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기관들(통계청, 경

제정책연구소 등)에 고정자금을 지원하는 데 사용

- 경제부의 R&D 자금은 와게닝겐대학 연구, 지식기반연구 및 정책지원 연

구와 경상연구(WUR 응용연구소) 등의 주요 재원 중 하나

* 경제부 R&D 산의 70% 정도가 농과 학 등 교육기 에 지출될 정도로 네덜란드는 

교육과 연구의 연계를 시하고 있음.

○ 농업, 생태 및 식품안전과 관련된 연구는 와게닝겐대학 및 연구센터(WUR)

가 큰 역할을 수행

- WUR은 논문 수, 인용 횟수에서 세계 2위의 농업연구기관(톰슨 로이터)

- 시장지향형, 고객맞춤형 R&D 주도로 WUR 근처에 1,200여 개의 기업이 

모여 Food Valley 형성(푸드밸리 매출액 규모: 460억 달러)

* WUR(특히 응용연구소)은 정부자  외의 연구비를 로젝트 수주로 조달하기에 고객

인 기업의 수요에 매우 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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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장

주요 연구개발 프로그램 소개

1. 미국9

○ 미국 농식품연구소(NIFA)가 운영 중인 농식품연구이니셔티브(Agriculture and 

Food Research Initiative: AFRI)는 2008년 ｢농업법｣에 근거한 USDA의 가장 

중요한 경쟁보조금 프로그램으로, 매년 예산은 약 2.6억 달러 규모로 한화 약 

3,000억 원 수준

- 2008년 ｢농업법｣에 의해 매년 7억 달러의 예산 배정을 승인받았으나 실

제로는 1/3수준만 배정되며, 배정된 AFRI 예산은 기초연구에 보조금의 

60%, 응용연구에 40%를 할당해야 하며, 총자금 중 최소한 30%는 연구

와 교육, 지도 활동을 통합하는 데 사용하도록 되어 있음.

○ AFRI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2012 회계연도에 총 7개의 RFAs(신청 요구서, 

Request for Applications)를 발행하였음. 

9 미국의 주요연구개발프로그램 소개는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정보분석실(2013)을 

참조하여 재구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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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RI 프로그램의 RFA는 REEO가 선정한 6대 우선영역을 다루는 기초

프로그램(Foundational Program)과 5개의 도전 영역에 대한 각각의 RFA, 

박사전후 장학금을 지원하는 NIFA 장학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RFA 등 

총 7개임.

- 기초프로그램에는 타 부처와 공동으로 펀딩하여 추진하는 프로그램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5개 도전 영역은 기후변화 대응 농업 및 자연자원 과

학, 어린이 영양실조 방지, 식품안전, 식량안보, 지속가능한 바이오에너

지를 의미함

○ 일반적으로 AFRI의 RFA는 ① 펀딩 기회 설명, ② 지원 정보(award in-

formation), ③ 자격 정보, ④ 신청 및 제출 정보, ⑤ 신청서 검토 조건, ⑥  

지원 행정, ⑦ 담당자 연락처, ⑧ 기타 정보로 구성되어 있음.

- 각 RFA는 1) 펀딩 기회 설명을 통해 RFA를 발행하게 된 법적근거와 배

경, 목적과 우선영역을 설명한 후 프로그램 영역(Program Area)을 상세

하게 제시하고 있음.  

- 기초프로그램의 2013년 RFA의 경우 6개 부문별로 총 20개의 프로그램 

영역을 제시하고 각 프로그램 영역별로 부여한 코드, 의향서 제출마감

일, 신청마감일, 적합한 프로젝트 및 자금 형태,  담당자, 중점 사항, 기타 

요건 등을 상세히 서술하였음.

- 식품안전 부문의 2012년 RFA의 경우 총 7개의 프로그램 영역을 제시하였음.

○ 이하에서는 미국 농업연구개발의 대표적 프로그램인 AFRI의 추진과정을 

살펴보고자 함.

○ AFRI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RFA 공고로부터 시작됨. RFA상의 지원 요건

에 해당되는 개인 또는 조직은 먼저 의향서(Letter of Intent)를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함.

- 의향서의 경우 특정 형태의 양식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글꼴크기(12pt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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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여백, 줄간격 등 가이드라인이 주어지고 이를 준수해야 함.

- 의향서의 수량은 2장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며 첫장에는 프로젝트 책임자

(PD)의 이름, 이메일, 연구실, 전공명, 부서, 협동연구기관, RFA상의 가

장 접한 프로그램 영역과 우선 순위만을 명기해야 함. 두 번째 장에는 

구체적인 과제명, 이론적 해석, 가설과 목적, 구체적인 목표, 연구방향, 

예상 성과 및 기대효과를 서술해야 함.

- 의향서는 PDF 형식으로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송부하되 파일명을 작성하

는 방식이 괄호 안과 같아야 함(letter of intent[프로그램 영역 우선순위 

코드]_PD의 성).

- 프로그램에는 1개의 의향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2개 이상 제출 시 탈락) 

5일 이내에 접수 확인메일이 이메일 발송자에게 발송됨.

- 프로그램 담당 직원에 의해 RFA상 우선순위와의 적합성 여부가 검토되

고 의향서 제출 3주 이내에 프로젝트 책임자에게 결과를 통보함. 의향서 

제출이 필요한 분야에서 신청자가 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향후 본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검토되지 아니함. 신청자는 본 신청서 제출 시 

의향서상의 주요연구자, 제목, 목적 등이 변경될 경우 해당 프로그램 담

당자에게 고지해야 함.

○ 의향서가 적합한 것으로 통보받은 신청자는 전자접수 절차에 착수하게 됨.

- 모든 전자 접수는 Grants.gov 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짐.

- 공정성 등을 위해 페이지 수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해당되는 경우에 첨

부파일로 이전 검토에 대한 요약과 응답의견을 첫페이지에 작성하여 제

출해야 함.

- 연구비 가이드라인을 초과한 신청서는 검토되지 않음.

○ 전자접수가 완료되고, 신청 마감일이 지나면 본 신청서에 대한 검토가 진행

됨. 검토는 2단계로 진행되는데 1단계에서는 프로그램리더와 패널매니저가 

RFA에서 요구하는 행정적인 내용과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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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전문적 내용에 대한 동료평가를 수행함.

- AFRI의 모든 프로그램은 그 분야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을 소유하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패널매니저를 선정·보유하고 있는데 이들은 각 프로그램 

리더가 선정하며, 패널매니저의 신분은 USDA 임시직원임(약 1～2년).

- 패널매니저는(프로그램 리더와 함께) 패널 멤버를 선정하고, 필요한 경

우 임시로 특별 검토자를 지정하기도 하며, 패널회의 시 의장으로서 역

할을 함. 또한 예산 결정 시에는 프로그램 리더의 업무를 지원함. 패널매

니저(패 리 멤버 포함)의 경우 자기 분야에는 연구신청을 할 수 없음.

- 패널 선정은 연구지역, 연구소 규모 및 형태, 전문가 순위, 성별, 인종의 

다양성이 반영되면서도, 신청서의 범위를 최대한 검토할 수 있는 전문성

을 갖춘 사람들로 균형을 맞추어 구성함. 단, 패널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해에도 30% 이상은 재선정하게 되며, 패널리스트 역시 자기 

분야에는 연구신청이 불가함.

- 프로그램 리더와 패널 매니저의 검토가 끝난 신청서는 패널에게 전달하

여 검토하게 함. 프로그램 리더와 패널 매니저는 신청서 검토를 위해 신

청서당 검토자를 3∼4명 규모로 할당하는 바, 각 패널리스트는 12∼20개

의 신청서 검토를 할당받게 됨.

- 평가위원들은 RFA 및 NIFA 홈페이지 기재된 평가 기준에 의거하여 신

청서를 검토하는데 그 기준은 프로그램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음.

- 평가의 기 을 유지하고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신청서 내용 및 동료 평가 내용은 물론 신청서상의 기관 또는 개인

의 이름 등은 평가위원 및 법에 의해 허락된 자 외에는 알 수 없도록 조치

하고 있음. 평가위원들의 정보 역시 평가 과정 전반에 걸쳐 기 사항이며 

평가위원의 이름은 노출되지 아니함. 평가회의 동안의 평가위원의 코멘

트와 토론 내용 역시 기 사항으로 유지됨. 이런 사항들은 평가회의 참석 

후 평가가 끝날 때까지 반복적으로 평가위원들에게 주지되고 있음. 평가 

회의 전이나 회의 진행 중 패널매니저, 프로그램 리더, 패널리스트, 프로

그램 담당자들은 서면으로 된 검토서에 즉시 볼 수 있는 권한이 있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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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에 대한 서면 검토 및 평가 내용은 해당 신청자와만 공유됨.

- 평가 과정에서 이해관계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 즉 평가과정에 포함된 사람이 신청자와 연관된 경우 절대로 평가

에 관여할 수 없음.

* ① 신청자의 연구에 문가로 참여하거나 조언을 제공한 경우, ② 지난 3년간 신청자

와 력 는 공동 연구 경험이 있는 자, ③ 12개월 이내에 신청자에게 고용되었거나, 

향후 신청자(들)의 기 (들)에 취업을 고려하고 있는 자, ④ 지난 3년간 신청자와 융 

계약을 맺었거나 재정 컨설 에 여한 자, ⑤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부모, 트 , 

는 친한 친구 등 단에 향을 미칠 수 있는 계자

- 대부분의 NIFA 패널들은 대부분 동일한 신청서를 검토하지 않기 때문에 

평가회의에서 동일한 탁자에 앉아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며,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이 운영하는 NIFA의 몇몇 경쟁프로그램의 경우 동일한 신청

서를 3～4명의 평가위원들이 검토하게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서로 다른 탁

자에 앉게 되며, 토론은 불가능하며, 최종점수는 콘센서스를 통해 결정함.

- 패널 회의를 통해 패널리스트들은 제안서를 검토하고 최종 합의를 거쳐 

5개의 단계로 구분함. 5개의 단계는 outstanding, high priority, medium 

priority, low priority, do not fund이며 신청서에 대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패널 매니저와 프로그램 매니저가 지원 대상을 최종적으로 선정하게 됨.  

○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NIFA의 자금 담당관이 연구비

를 지급해야 하며 이는 연방 회계연도인 9월 30일 이전에 수행되어야 함

(단, 법률에 의해 예외가 인정된 경우는 제외).

- 지원 대상자들에게 NIFA는 자금 지원 통보(Award Notice)를 하되, 최소

한 포함되어야 할 항목(연구책임자 소속기관,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이

름, USDA가 할당한 과제번호 등)을 담고 있어야 함.

○ 선정된 연구자들은 NIFA의 웹 기반 인벤토리 시스템에 프로젝트 기본 정보

와 연간 웹상으로 연간 요약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연구비가 집행된 1차 

연도에 프로젝트 책임자는 연간 연구자 회의에 필히 참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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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과 같은 과정을 통해 추진되는 AFRI의 주요특징은 ① 프로그램 리더 

및 영역별 담당자 존재, ② RFA 발행, ③ 지정공모과제/자유응모과제 등의 

구분 부재, ④ 프로젝트 유형 및 연구비 유형을 구분하여 신청, ⑤ RFA에 

의거하여 (연구)의향서 제출, ⑥ Grant.com을 통한 전자접수 시스템을 국가

차원에서 통합관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하에서는 이러한 주요 특징

을 보다 상세히 서술하고자 함.

○ (프로그램 리더 및 프로그램 영역별 담당자 존재) 경쟁자금 프로그램마다 

이를 총괄하는 리더(National Program Leader: NPL)가 있고, 프로그램 내 

세부 영역별로 담당자가 정해져 있음.

- 사업규모를 고려하면 프로그램의 경우 우리나라의 사업에 해당되는 것

으로 판단됨. 예를 들어 기초프로그램(미국)은 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한

국)과 유사함.

- 기초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 리더가 있고, 프로그램 내에 6개 부문이 

(내역사업과 유사) 배치되어 있으며, 6개 부문별로 프로그램 영역으로 

20개 분야(2012년 RFA)가 제시되어 있으며 20개 프로그램 영역별로 

NIFA의 담당자가 배정되어 있음. 신청자들은 20개 프로그램 영역에 별

로 그 취지에 맞게 의향서와 연구지원 신청서를 제출함.

○ (RFA 발행) 경쟁자금으로 집행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RFA를 매년 발행(2012년의 

경우 총 7건)하여 연구자들에게 프로그램의 배경 및 연구비, 중점 지원 분야 

등의 정보를 매우 상세하게 제공함.

- 농무부의 로드맵 및 우선순위 설정에 따라 지원 영역을 설정하여 RFA 발행

- 기초프로그램의 RFA는 약 60쪽 분량이며, 각 프로그램 영역별로 구분하

여 목표 및 범위가 상세히 설명되어 있음.

- REE 자문위원회( 국립농업시험소 대표자, 협력업체, 축산, 경종, 양식업 

등 각 분야 대표자로 구성) 등을 활용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정기적으

로 수렴하여 매년 RFA에 반영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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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공모과제/자유응모과제 등의 구분 부재) AFRI 프로그램의 경우 지정

공모 또는 자유응모 등 과제지원방식에 따른 구분이 존재하지 않음.

○ (프로젝트 유형 및 연구비 유형을 구분하여 신청) AFRI에서 추진하는 프로

그램별로 프로젝트 유형과 연구비 유형의 선택 가능 범위가 설정되어 있으

며, 연구자는 신청서 작성 시 한 개 이상의 프로젝트 유형을 선정해야 하며, 

적합한 연구비 유형 역시 구분하여 제시하도록 하고 있음.

- 프로젝트는 크게 연구, 교육, 지도·보급, 통합 등 4가지 형태로 구분되며, 

연구비는 스탠다드, 협력프로젝트(Coordinated Agricultural Project: CAP), 

기획/조정, 콘퍼런스, 농식품과학역량강화(FASE) 연구비 등 크게 5가지 형

태로 구분됨. 단, FASE 연구비의 경우 유급휴가, 장비, 씨드, 스탠다드, 

CAP로 세분되어 있음.

표 2-6.  기 로그램(Foundational Program)의 로젝트  연구비 유형

자료: USDA-NIFA에서 제공하는 ‘RFA of Foundational Program’에서 재인용.

○ (RFA에 의거하여 (연구)의향서 제출) 복잡한 자료형태가 아닌 2페이지 분

량의 의향서를 제출하게 하여 RFA와의 적합성, 연구 분야 및 목표 등에 대

해 일차적 검토를 수행하고, 연구자에게 5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 줌. 

- 연구자들이 연구목적과 지원 의향을 정해진 양식에 따라 간략히 정리하

여 프로그램 담당자와의 사전 커뮤니케이션을 거치게 되므로 연구신청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도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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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nt.com을 통한 전자접수 시스템을 국가차원에서 통합 관리) 농업, 예술, 

노동 및 훈련 등 21개 부문의 R&D 보조금 신청을 연방정부 차원에서 일괄

적으로 접수하는 시스템 운영.

- 정부에서 접수과정을 통합관리함에 따라 각 정부기관이 별도로 진행할 

경우에 비해 인력절감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의 대국민 서

비스에 대한 만족도도 높을 것으로 판단됨.

○ (패널매니저 존재) 동료평가 수행을 위해 프로그램 리더가 별도로 패널매니

저를 선정하여 USDA 파트타임 임시직으로 고용함.

○ (평가위원 선정의 책임 소재 분명) 다양성과 전문성의 균형을 고려하여 평

가위원을 선정하고, 기  유지 및 이해당사자 배제 원칙 사수 등이 프로그

램 리더와 패널매니저의 책임하에 이루어짐.

○ (신청서 평가 시 공개발표 평가 부재) 연구지원 신청서 평가 시 AFRI 프로

그램 경우 프로그램 리더와 패널매니저에 의한 1차 검토, 패널회의를 통한 

2차 검토(결과물은 서면 평가서) 외 별도의 공개발표 평가는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

○ (평가 요약서 작성 및 피드백) 패널회의 결과를 종합한 요약서를 패널들의 

콘센서스에 기반하여 패널 중 1인이 작성하며, 프로그램 리더 또는 패널매

니저는 패널회의 주재자로서의 역할만 수행.

2. 일본

○ 일본의 농업연구개발사업은 크게 프로젝트 연구, 경쟁적자금 연구, 국제농

업협력연구 등 3개 범주로 분류할 수 있음(최정남 2012; 강승규 2014).

- 프로젝트 연구는 일본 전체의 연구세력을 결집해 종합적·체계적으로 추

진해야 할 과제 또는 개별 연구기관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과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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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적자금 연구는 분야 횡단적으로 민간기업 등의 연구세력을 흡인하는 형

태로 국내 연구세력 결집과 인재교류의 활성화를 통해 창의적인 과제대상

- 국제농업협력 연구는 국제연계에 의한 기후변동에 대응하는 연구사업과 

연구교류 추진을 주요 대상

구분 사 업 명 사업주체 사업 산  산액

로젝트 

연구

1. 탁 로젝트 연구사업 기술회의사무국
로젝트연구 

자
6,527백만 엔

2. Regulatory 

Science사업
소비안 국 〃 176백만 엔

3. 식료생산재생 

선단기술 개사업
기술회의사무국 〃 2,400백만 엔

4. 신 기술 

긴 개사업
(독)농연기구

〃

(2013년 

보정 산)

7,000백만 엔

5. 신 기술 

창조 진사업10
(독)농연기구

〃

(2013년 

보정 산)

독법 운 비 

교부

3,000백만 엔

1,000백만 엔

경쟁 자  

연구(농림수

산업식품산업 

과학기술연구

추진사업)

1. 기 단계(시즈창출단계) 기술회의사무국 경쟁 연구 자

2. 응용단계(발 융합단계)

 ① 산학연계결집형

 ② 연구인재교류형

기술회의사무국 〃 5,217백만 엔

3. 실용화단계

(실용기술개발단계)

 ① 장니즈 응형

 ② 요시책 응형 

(긴 응형 포함)

 ③ 육종 응형

기술회의사무국 〃

국제농업 력

연구

1. 국제연계에 의한 

기후변동 응사업
기술회의사무국

로젝트연구 

자
218백만 엔

2. 국제연구 교류추진사업 기술회의사무국 경쟁 연구 자 14백만 엔

표 2-7.  2014년도 일본의 주요 연구개발 사업

자료: 강승규(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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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농업연구개발사업은 추진과정은 사업공모 및 채택(일정포함), 위탁

연구사업 계약, 연구과제 진행관리, 연구과제 평가관리, 연구성과 귀속 등으

로 구분하여 소개할 수 있을 것임.

○ 사업공모 및 채택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추진되고 있음11

  ① 사업전략 수립(1월 이전)

  ② 공모요령 공표(1월 초)

- 사업연도 시작(4월 1일) 전에 농림수산성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요령공표

  ③ 신규과제 신청접수(1월 초～2월 초)

- 단계별 1개월간 기간을 두고 정부부처 공통 e-Rad 시스템*을 통해 접수

* 사 에 문부과학성의 e-Rad 시스템에 연구기  등록  연구자 등록이 필수이며 

부처 통일된 공모시스템  서류 양식을 활용

  ④ 이행심사 및 채택심사(2월 중～4월 중)

- 이행심사: 종료되는 과제의 다음단계로 이행여부에 대해 심사

- 채택심사: 신규과제에 대하여 1차 서면심사, 2차 청취심사를 실시

* 평가 원회는 민간 문가  농림수산성 행정  등으로 구성

  ⑤ 채택과제 결정·공표(4월 말)

  ⑥ 위탁계약 체결 및 기술개발 실시(5월)

10 일본 농림수산성 2014년도 예산내역서에는 동 사업을 경쟁적자금 연구분야로 분류하고 

있으나 사업성격 등을 고려 시 프로젝트 연구분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강승규 2014).

11 2014년도 경쟁적자금 연구의 추진일정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사업에 따라 일정 및 

내용이 다소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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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경쟁 자  연구사업의 심사체제

◦ 신규채택 과제의 심사에서는 서면심사와 청취(hearing) 심사를 실시

◦ 서면심사에서는 기본적으로 1개 과제당 외부전문가 3명에 의해 심사

◦ 청취(hearing) 심사는 각 단계마다 평가위원회를 개최

◦ 중단없이 다음 단계로 이동할 과제는 이행위원회에서 결정(위원은 각 stage의 평가위원의 위원으로 구성)

심사의 개요

Seed 창출 stage

[연구의 신규성·장래성을 평가]

•농림수산·식품분야의 전문가

(상기분야의 대학이나 독립행정법인 

등의 연구자 등 구성)

•의료분야나 공학분야 등 타 분야의 

전문가

(상기분야의 대학이나 독립행정법인 

등의 연구자 등 구성)

평가위원회

발전융합 stage

[연구의 발전 가능성을 평가]

•농림수산·식품분야의 전문가

(상기분야의 대학·독립행정법인이나 県(현)의 

연구자, 민간기업의 연구자 등으로 구성) 

•의료분야나 공학분야 등 타 분야의 

전문가

(민간기업의 연구자 등을 중심으로 구성)

평가위원회

실용기술개발 stage

[성과의 실용화·보급의 가능성을 평가]

•농림수산·식품분야의 전문가

(상기분야의 독립행정법인이나 県(현)의 

연구자나 경험자 등으로 구성) 

•연구자 이외의 학식이 있는 자

(Journalist, Economist나 소비자로 구성)

•농림수산성의 행정관

(심사분야의 담당행정부서의 직원으로 구성)

평가위원회

[Seed 창출 stage에서 발전융합 stage로 

이행시키는 과제를 선정]

•Seed 창출 stage의 평가의원에서 일부

•발전융합 stage의 평가위원에서 일부

※ 과제에 대응해서 필요한 전문가를 추가

이행 위원회

[발전융합 stage에서 실용기술개발 stage로 

이행시키는 과제를 선정] 

•발전융합 stage의 평가위원에서 일부

•실용기술개발 stage의 평가위원에

서 일부

※ 과제에 대응해서 필요한 전문가를 추가

이행 위원회

자료: 강승규(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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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과제채택을 한 평가 원 구성  평가기 ( 시)

구 분 주안 평가 항목 배 (100)

과학

포인트

(50 )

필요성
① 신규성·선도성·우 성

② 사업화 등의 발  가능성

10

10

효율성
③ 연구비용·연구실시 기간

④ 연구실시 체계

10

10

유효성 ⑤ 연구성과의 효과 10

행정

포인트

(50 )

필요성
① 행정 인 필요성

② 시책과의 정합성

10

10

효율성
③ 연구비용·연구실시 기간

④ 연구실시 체계

10

10

유효성 ⑤ 연구성과의 효과 10

 지 재산의 활용

 방침·조직정비 

여부

ⓐ 정비 시 미감  ⓑ 부분정비 시 –1  

ⓒ 미정비 시 -3
0～-3

 개발품종의 

공 에 한 방침

ⓐ 타 도도부 에도 종묘공  +5

ⓑ 일정기간 경과 후 타 도도부 에도 종묘공  +3  
+3～+5

【 1차 서면 】: 외부 문가 3명(50 ) + 농림수산성 행정  2명(50 )

구 분 주안 평가 항목 배 (100)

기술·보

실용화

포인트

(40 )

필요성 ① 연구성과의 실용성 10

효율성 ② 계기 의 역할분담 10

유효성
③ 보 ·실용화 지원체계

④ 보 ·실용화의 가능성

10

10

지역공헌

포인트

(40 )

필요성 ① 산학 장 등의 필요성 10

효율성 ② 지역시책과의 정합성 10

유효성
③ 과거 지역 공헌도 등으로부터 망되는 장래성

④ 보 ·실용화의 가능성

10

10

국민

사회

포인트(20 )

필요성 ① 국민  안목에서의 필요성 10

유효성 ② 국민  안목에서의 유효성 10

 【 2차 청취 】: 외부 문가·유식자 7명(60 ) + 농수성·지자체 행정  3명 이상(40 )

자료: 강승규(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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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위탁사업 계약은 농림수산기술회의사무국이 작성한 위탁계약서 실시

세칙(평성 24년 4월)에 의거하여 추진되며, 공동연구의 경우 일괄계약을 체

결하고, 위탁체결 주체 및 대상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계약이 체결됨.

- (공동연구의 일괄계약) 농림수산연구 위탁사업을 복수의 연구기관들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우, 정부가 개별 연구기관등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

고 연구그룹 전체와 일괄적으로 계약을 체결

* 사업에 따라 연구그룹의 응모가 필수 요건인 경우도 있음.

- (위탁체결의 주체 및 대상) 정부와 연구기관의 계약, 연구그룹내부의 연

구기관 간 계약 체결

* 정부와 단독연구기  는 연구그룹 간 탁계약을 체결

* 연구그룹, 즉 컨소시엄 내에서 주 기 과 동기  간 계약체결

- (위탁사업의 컨소시엄 구성) 연구그룹의 대표기관이 중심이 되어 계약단

위로서의 연구그룹, 즉 컨소시엄을 구성하며 3가지 방식으로 계약체결

   ⅰ) 규약 방식: 위탁사업규약을 책정, 연구그룹을 구성하여 연구기관의 

동의를 얻는 방식

   ⅱ) 협정서 방식: 위탁사업규약을 책정, 연구그룹을 구성하는 연구기관

이 협정서를 교환하는 방식

   ⅲ) 공동연구 방식: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 (대표기관의 결정) 사업응모 시 연구그룹 구성원으로부터 연구총괄자를 

정하며,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을 대표로 함.

* 국내에 설치된 기 으로서 법인자격을 보유(개인은 표기 이 될 수 없음)

* 한 리운  능력  체계를 보유

* 기획조정을 포함하여 연구를 원활히 실시하는 능력·체계를 보유(연구를 실시하지 않

는 보 지원 기 은 표기 이 될수 없음)

* 평성 25, 26, 27년 농림수산성 경쟁참가자격( 부처 통일된 자격) 보유

○ 연구과제 진행관리

- (PO의 진행관리) 총괄 Program Officer와 전문 Program Officer가 과제별 

진행관리를 실시하며 필요시 조언·지도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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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회의사무국장이 농림수산성 공무원 에서 총  PO를 지정하고, 탁연구기 의 

문 PO를 배치

- (대표기관의 진척관리) 매년도 연구진척 상황 파악을 위해 참가기관을 

소집하여 연구진행회의 개최(PO 및 농림수산성 담당관 출석), 또한, 매

년 연구계획서, 연구진행상황 보고서, 진행관리 공정표 작성제출

○ 연구과제 평가관리

- (중간평가) 3년 과제는 2년차에 실시하고, 4·5년 과제는 3년차에 실시

- 응모 시에 설정한 중간목표에 근거하여 실제 진척상황을 수치로 평가

- 평가결과에 따라 계획 재검토, 연구비 삭감, 연구 중단 등 조치

- (사후평가) 연구 종료 후 사후평가 실시

- (추적조사) 연구종료 2년, 5년, 필요시 10년 후 연구결과의 파급효과 조사

○ 연구성과의 귀속 및 공표

- (성과귀속)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은 연구그룹의 연구기관 등에 귀속

- (성과공표) 연구기관은 귀속승낙을 받은 자료를 인터넷, 보도자료, 심포

지엄 등을 통해 공표하고 매스컴에 보도되는 경우는 농림수산성에 보고

○ 연구추진 시 유의사항

- (과제선정) 연구자금의 불합리한 중복 및 과도한 집중의 배제

- 동일 연구자에게 동일 연구과제에 대하여 복수의 자금이 중복배분

- 동일 연구자, 연구그룹에 효율적 사용의 한계를 넘는 자금의 배분

- (연구자금) “공적연구비의 관리·감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리

- 연구비의 부정수급 및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선량한 사용의무를 유도

○ (연구활동) “연구활동의 부정행위 대응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리

- 존재하지 않은 자료의 날조, 연구과정·자료의 조작, 자료 도용 등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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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네덜란드

○ 네덜란드 농업분야 연구개발 프로그램은 네덜란드 정부가 WUR에 지원하

는 자금으로 진행되는 각종 연구프로그램과 EU의 FP8을 통해 지원되는 다

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음.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타국의 경우에도 유사한 양

식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네덜란드 경제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

고 있는 혁신 노력인 ‘최고부문정책(Topsectorenbeleid)’을 소개하고자 함.

○ 최고부문정책은 네덜란드가 세계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농식품, 하이테

크, 에너지, 물류 등 최고부문(Topsector)에 대한 투자를 집중하여 산업과 과

학의 결합을 통해 지식기반 부가가치와 혁신을 창출해내고, 국민들의 건강, 

식품안전 등 사회적 이슈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임(네덜란드 

경제부 홈페이지 참조).

- 9개의 최고부문은 농식품, 원예와 기초물질, 화학, 생명산업과 건강, 창조

산업, 에너지, 물류, 하이테크, 물부문으로 여기에는 농업과 관련된 2개 

부문이 포함되어 있음.

○ 이명헌(2014)에 따르면 네덜란드 최고부문정책의 기본적 접근 방식은 기초연

구-응용연구-시장화의 연계, 인적자본, 국제화의 강화와 규제압력 완화를 통

해 이들 부분의 경쟁력을 강화시키자는 것으로 이를 위해 톱섹터로 선정된 

분야의 기업, 정부, 연구기관들이 상호 혁신협약을 체결하고, 테마별 연구과

제를 공고, 선정, 집행을 담당하는 최고부문 지식혁신 컨소시엄(Topconsortia 

voor Kennis en Innoatie: TKI)이 결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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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 장

요약 비교

구분 미국 일본 네덜란드

역사

변곡

∙연구·교육·경제차 을 

신설하여 총 조정체계 

확립(2008)

∙경쟁연구자 집행, 기술

의 지도보 을 담당하

는 조직으로서 NIFA 

창설(2009)

∙R&D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담하는 기구 

설립(1957)

∙농림수산 분야 시험연

구기  부분을 독립

행정법으로 환하여 

민 화(2001)

∙농업연구  정책수립

기 (DLO)과 지도·보

기 을 민 화(1989

∼1991)

∙와게닝겐 학과 DLO

를 통합한 WUR 출범

(1997) 

핵심 

정부

조직

(컨트롤

타워)

∙USDA 과학 원회

(조율  력증진) 

∙USDA 수석과학 실

(수요 악  우선순  

부여)

∙USDA 연구·교육·경제

부문 자문단(주요이슈  

정책에 한 자문제공)

∙농림수산기술회의(기술

개발 정책, 행정  

민연계 담당하는 농무

성 특별기 )

∙농림수산기술회의 사무

국(정원 200여 명)

∙경제부 농업총국(농업지

식과)  기업 신총국

표

연구

조직

∙ARS(국가연구기 ) ∙NARO(독립행정법인) ∙WUR( 학+연구기 )

표  

에이

시

∙NIFA(연방정부의 연구

개발자 지원  국가

로그램리더십 확보)

-

∙RVO(경제부 할 정

책 로그램  보조 , 

EU 로그램 집행)

표 2-9.  미국, 일본, 네덜란드 R&D 요약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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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자체 작성.

구분 미국 일본 네덜란드

∙NI(농업기술의 신아

이디어 발굴을 한 네

트워크)

정부자

지원

방식

∙포뮬러자

∙경쟁보조

∙비경쟁보조  

∙독립행정법인에 교부

지

∙경쟁 자  지원

∙ 로젝트연구자  지원 

∙고정자 지원

∙ 간조직을 통한 지원

∙부처소속연구소를 통한 

지원

∙직 지원

표  

연구개

발 로

그램

∙농식품연구이니셔티  

(AFRI)

  (경쟁  연구 로그램)

∙농림수산업식품산업 

과학기술연구추진사업

  (경쟁  연구 로그램)

∙WUR의 연구 로그램 

∙최고부문(Topsector) 

경쟁력 강화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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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일본의 독립행정법인 제도 소개 및 평가
12

 제도의 태동배경 및 경과

○ 1986～1991년 경제호황 이후 장기적인 경제침체 상황에서 정부의 긴축재

정, 작은 정부 구현과 시장원리를 도입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대두

○ 1997년 5월 행정개혁위원회에서 부처별 민영화를 요구한 후 1998년 중앙청

성 기본개혁법, 1999년 독립행정법인 통칙법 등을 제정하여 중앙부처 기능

의 민영화 근거를 마련하고 2001년 4월 중앙정부 조직개편을 통해 독립행

정법인이 태동(1차 구조조정 시행)

○ 2001년 1월부터 2006년 9월까지 고이즈미 총리대신의 자민당 정권이 추진

한 우정사업 민영화, 대규모 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부실은행에 대한 

일시적인 국유화 등 구조조정 과정에서 독립행정법인의 2차 구조조정 시행

○ 2009년 12월 독립행정법인 태동 이후 10년에 즈음하여 “독립행정법인의 근

본적인 재검토”를 각의결정, 2010년 4월에 독립행정법인의 사무·사업에 관

한 구분을 실시

○ 2012년 1월 “독립행정법인 제도·조직의 재검토 기본방침”을 각의결정, 2014년 

4월까지 개혁에 필요한 조치(3차 구조조정)를 강구토록 결정

12 본 참고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 강승규 사무관이 일본의 농림수산기술회의에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 파견근무한 결과로 작성한 귀국보고서의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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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1월 아베신조 총리대신의 자민당정권은 “평성 25년도 예산편성 기

본지침”에서 전 민주당정권(2009. 8.～2012. 12.)이 결정한 개혁조치를 당면

시점에서 동결

○ 2013년 12월 “독립행정법인 개혁 등에 관한 기본방침”을 각의결정

- 구조조정을 위한 법령개정과 조직통폐합을 2015년 4월 이후 구분시행

시  기 내        용

1997. 5. ∙행정개 원회에서 부처별 민 화 요구

1997. 12.
⦁행정개 원회가 기획·입안·집행의 분리를 표방하는 독립

  행정법인제도 제안

1998. 6.
⦁ 앙성청 등 개 기본법(평성 10년 법률 제103호) 제정
  - 독립행정법인제도 창설, 제도의 기본 사항에 해 규정

1999. 7.
⦁독립행정법인 통칙법(평성 11년 법률 제103호) 공포
  - 독립행정법인의 운 , 기타제도의 기본 공통사항 결정

1999. 12. ⦁독립행정법인 개별법 통과
2001. 4. ⦁개별법 시행에 의한 1차 조직개편(57개 법인 발족)
2006. 4. ⦁독립행정법인 2차 조직개편
2010. 12. ⦁독립행정법인의 사무·사업의 재검토의 기본방침(각의결정)
2011. 12. ⦁독립행정법인 근본 인 재검토(각의결정)

2012. 1.
⦁독립행정법인 제도·조직의 재검토 기본방침(각의결정)
  - 2014년 4월 필요한 조치(조직개편)를 강구

2013. 1. ⦁2012. 1월 각의결정을 당면시 에서 동결

2013. 12.
⦁독립행정법인 개  등 기본  방침(2012년 1월 각의결정)

  - 2015년 4월 이후 필요한 조치(법령개정, 조직개편)를 강구

부표 1.  일본의 독립행정법인 추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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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의 추진목적 및 배경

○ 학문연구의 시장원리 관철 및 집중과 선택, 외부자금 도입의 활성화 및 예

산운영의 탄력화, 국가공무원 정원감축 및 유사성과 중복성 배제

○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성과 도출, 연구결과로 인한 수익을 연구에 재투자

하기 위한 효율성 증대

  제도의 취지

○ (법인의 정의) 독립행정법인 통칙법(평성 11년 법률 제103호) 제2조에  국

민생활 및 사회경제 안정 등 공공적 견지에서 필요한 사무 중에서 국가가 

직접 실시할 필요는 없으나 민간주체에 맡겼을 경우 부실 또는 독점의 우려

가 있는 경우 효율적·효과적으로 실시하게 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 (사업대상) 국민생활과 사회경제의 안정 등 공공의 관점에서 확실하게 실시

하는 것이 필요한 사무·사업

○ (사업분야) 일반 행정조직과는 별도로 전문성 높은 분야 또는 운영비 교부

금제도 등에 의해 기동성 있고 유연한 운영이 요구되는 분야

○ (국가의 관여) 국가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지하면서 국가로부터 독립적인 조

직체가 정책을 실시하여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

○ (사업예산) 정부의 운영비 교부금, 시설비 보조금, 기타 수익으로 운영되며, 

운영비 교부금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나 독립행정법인 통칙법에 업무운

영의 효율화*를 도모토록 규정

* 기목표  기사업계획 수립 시 독법 자율 으로 운 비 교부 의 감목표를 설정·운

○ (신분 및 급여) 특정 독립행정법인을 제외한 독법 직원의 신분은 민간인이

지만 급여, 의료보험, 연금 등은 공무원과 사실상 동일



206

* 독립행정법인 통칙법 제57조(직원의 여)에 일반직 공무원의 여에 한 법률(소화 25년 

법률 제95호)의 용을 받는 국가공무원의 여 등을 고려·결정토록 규정

  독립행정법인의 현황

○ 2014년 7월 현재 총 104개로 사업유형에 따라 공공사업집행형, 자산책무형, 

조성사업집행형, 연구개발형, 특정사업집행형, 정책금융형 등 6개 유형 

○ 연구개발형 법인은 28개 기관이며, 이 중 농림수산 R&D를 수행하는 법인은 총 6개*임

* 농업식품산업기술총합연구기구, 농업생물자원연구소, 농업환경기술연구소, 국제농림수

산연구센터, 산림총합연구소, 수산총합연구센터

구 분 일반국가 공무원 비공무원형 독립행정법인

① 용법률

⦁국가공무원법⦁근무시간법⦁ 여법⦁국가공무원퇴직수당법⦁국가공무원윤리법

⦁독립행정법인통칙법⦁독립행정법인개별법⦁노동 계조정법⦁노동기 법⦁노동조합법
② 노동기본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쟁의권
  (노동 약체결권 없음)

⦁단결권, 단체교섭권, 쟁의권
  (노동 약체결권 있음)

③ 신분보장 ⦁일반직 국가공무원 ⦁국가공무원이 아님
④ 채용기 ⦁원칙 으로 경쟁시험 ⦁법인의 장이 정하는 기 에 의함

⑤ 징계·해임
⦁징계의 사유를 법으로 정함⦁휴직기간은 인사 원회의 규칙
용

⦁취업규칙 등에 의함⦁해고는 노동기 법에 의해 제한

⑥형사법상 취 ⦁수뢰죄 용 ⦁(공무원에 하여) 수뢰죄 용
⑦ 정년 ⦁원칙 으로 60년 ⦁취업규칙 용
⑧ 여

⦁인사 원회의 권고에 따라 여
법 용

⦁ 여기 은 법인이 정하여 주무
장 에 제출·공표(공무원과 동일)

⑨ 복무

⦁법령 수 의무⦁신용실추행 의 지⦁직무 념의무⦁정치  행  제한

⦁취업규칙 용

⑩ 의료보험·연 ⦁국가공무원 등 공제조합법 ⦁공무원과 동일
⑪ 퇴직수당 ⦁국가공무원 퇴직수당법 ⦁지 기 을 정하여 법인이 주무

장 에 제출·공표(공무원과 동일)

부표 2.  일반 국가공무원과 비공무원형 독립행정법인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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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화 이 범정부 1차 구조조정(2001. 4.)
범정부 2차 

구조조정(2006. 4.)
비  
고

농업연구센터

후쿠리쿠농업시험장

(독)

농

업

기

술

연

구

기

구

(독)

농업

생물

계 

특정

산업

기술 

연구

기구

앙농업총합연구센터
(독)

농

업

식

품

산

업

기

술

총

합

연

구

기

구

앙농업총합연구센

터

과수시험장 작물연구소 작물연구소

채소·차시험장 과수연구소 과수연구소

축산시험장 화훼연구소 화훼연구소

지시험장 채소·차연구소 채소·차연구소

동물 생시험장 축산물 지연구소 축산 지연구소

홋카이도농업시험장 동물 생연구소 동물 생연구소

토후쿠농업시험장 홋카이도농업연구센터 농 공학연구소

코쿠농업시험장 토후쿠농업연구센터 식품총합연구소

시코쿠농업시험장
킨키· 코쿠·시코쿠

농업연구센터
홋카이도농업연구센터

큐슈농업시험장
큐슈·오키나와

농업연구센터
토후쿠농업연구센터

(특)생물계특정산업

기술연구지원센터

킨키· 코쿠·시코쿠

농업연구센터

농 공학연구소 (독)농 공학연구소
큐슈·오키나와

농업연구센터

식품종합연구소 (독)식품총합연구소
생물계특정산업기술

연구지원센터

(독)농업자 학교 농업자 학교 ’12 폐지

농업생물자원연구소

(독)농업생물자원연구소 (독)농업생물자원연구소잠사곤충농업기술

연구소

농업환경기술연구소 (독)농업환경기술연구소 (독)농업환경기술연구소

국제농림수산업

연구센터
(독)국제농림수산업연구센터

(독)국제농림수산업연구

센터

농업종합연구소

(독)산림총합연구소 (독)산림총합연구소
12개 
소속기

(독)수산종합연구센터 (독)수산총합연구센터
10개 
소속기

부표 3.  독립행정법인화 이후 농림수산 연구기  변천내역

* 농업기술연구기구는 2003. 10. 1. 특별허가법인 생물계특정산업기술연구추진기구와 통합

하여 ‘농업생물계 특정산업기술 연구기구’로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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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행정법인 운영비 교부금 및 R&D 예산 현황

○ 독립행정법인 통칙법(평성 11년 법률 제103호) 제29조 및 제30조에 독법이 

중기목표(3～5년)와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운영의 효율화 및 재무내용

의 개선을 포함하고 이를 주무대신이 승인토록 규정

○ 독립행정법인의 사무·사업의 검토 기본방침(평성 22년 12월 7일, 각의결정)

에 업무운영비를 삭감을 위해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토록 규정

○ 독법의 중기목표에 업무운영 효율화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정하며, 효율화 

목표를 중기목표 기간(2011～2015년)에 반영

- 2015년 4월 이후 시행예정인 제도조직정비(안)에는 주무대신이 실적평가 

결과를 검토하고 차기 중기목표기간 동안 예산요구 등에 활용토록 규정

 【 농연기구의 효율화 목표 】

· 인 건 비: 2006년부터 5년간 5%를  삭감, 2011년 이후도 계속 시행

  * 간소하고 효율 인 정부실 을 한 행정개  추진에 한 법률(평성18년 법률 제47호)에 근거

· 업무경비: 매년 년도 비 최소 1% 삭감

·  리 비: 매년 년도 비 최소 3% 삭감

○ 중기목표하의 중기사업계획에 운영비 교부금산정 방식을 설정

 【 농연기구의 운 비 교부  산정방식 】

· 운 비 교부 （ｙ）＝｛Ａ（ｙ－１）×α×δ｝＋｛Ｂ（ｙ－１×β×δ｝＋｛인건비（퇴직수당, 복리후생비 제외）× γ ＋ 퇴직

수당＋복리후생비｝±ε－제수입

  ① Ａ（ｙ－１）：직  연도의 일반 리비 상당분  ② Ｂ（ｙ－１）: 직  연도의 업무경비 상당분  ③ α：일반 리비 효율화계

수(97%) ④ β：업무경비 효율화계수(99%) ⑤ γ：인건비억제계수 (100%) ⑥ δ：소비자물가지수(0%)  ⑦ ε：연도별 업

무상황에 응한 증감 경비 ⑧ 제수입：운 비교부   재원으로서 실시하는 사업·사무에서 발생한 자기수입의 

견

○ 2014년도 농업부분 4개 독법의 운영비 교부금은 총 504억 6,600만 엔이며, 

이중 인건비 331억 2,400만 엔, 일반관리비 28억 9,800만 엔, 업무경비 13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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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엔, 혁신적기술창조추진사업비 10억 엔, 기타 3,400만 엔으로 구성

* 구성비율: 인건비 65.6%, 일반 리비 5.7%, 업무경비 26.6%, 사업비 2.0% 등

○ 혁신적기술창조 추진사업비 이외, 업무경비에서도 일부 R&D 추진비용으로 

활용 가능하지만 연구자 1인당 가용액은 미미한 수준

* 연구자 1인당 1년간 활용 가능한 업무경비는 200만～300만 엔 수

○ 따라서 R&D 사업비의 대부분을 농림수산성, 문부과학성의 경쟁적자금 연

구, 프로젝트 연구 등에 응모하여 확보

 농림수산 독립행정법인 평가 및 결과활용

○ (관련 법령) 독립행정법인 통칙법(평성 11년 법률 제103호) 제12조 평가위

원회 설치, 제32조 사업연도 평가, 제35조 중기목표 종료 시 검토 등에 근거

○ 중앙성청 개혁기본법(평성 10년 법률 제103호) 제39조에 근거하여 독립행

정법인의 업무실적에 관한 평가기준 작성 및 이에 근거한 평가 이행

○ (평가위원회의 역할) 독립행정법인의 사무실적에 관한 평가, 그 외 독립행

정법인 통칙법 또는 개별법에 의해 그 권한에 속한 사항을 처리

○ 평가의 종류와 활용은 크게 해당연도 평가와 중기목표 종료 시 검토로 구분

하여 살펴볼 수 있음 

- (해당연도 평가) 해당부처 평가위원회가 업무실적을 평가(1차 평가) → 

총무성의 평가위원회가 엄격성·신뢰성 확보차원에서 평가(2차 평가)

- (중기목표종료 시 검토) 해당부처가 검토안을 작성(1차 평가) → 총무성

이 권고의 방향성 지적(2차 평가) → 총무성의 권고내용을 감안하여 해

당부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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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연도 평가의 활용) 독법의 업무운영 개선뿐만 아니라 임직원의 인사, 

처우 등에 반영을 통해 업무운영의 효율화와 대국민 서비스향상을 도모

- (중기목표 종료 시 검토 결과 활용) 검토의 구조는 사회경제의 변화에 대

응하여 독법 사무의 폐지 또는 민영화 등 시의적절한 조직형태나 업무개

선을 실시하는 등 제도의 기동성과 탄력성을 확보

* 2015년 4월 이후 시행 정인 제도조직 정비(안)에는 “해당부처 평가를 폐지”하고 “주무 신은 

실 평가 결과를 차기 기목표기간 동안 목표설정  산요구 등에 활용” 토록 규정

구   분 내용( 앙청성개 기본법 련조항)

① 원회설치
⦁독립행정법인의 업무실 에 한 평가의 기 작성  이에 근거

한 평가 등을 행하기 해 원회 설치(제39조)

② 방법서 작성 ⦁사무방법서를 설정, 변경 련 신의 인가 시 의견서술(제28조)

③ 기목표
⦁ 신이 기목표를 설정, 변경 시 의견 서술(제29조)

⦁ 기계획의 설정, 변경 련 신의 인가 시 의견서술(제30조)

④ 사무실

⦁각 사업의 업무실 에 한 평가실시(제32조)

⦁ 기목표기간의 업무실 에 한 평가실시(제34조)

⦁ 기목표기간 종료 시, 업무계속의 필요성 등에 한 신의 

검토에 해 의견서술(제35조)

⑤ 재무·회계

⦁재무재표 등의 신 승인 련 의견서술(제38조)
⦁이익처리의 신 승인 련 의견서술(제44조)
⦁차입 의 신 허가 련 의견서술(제45조)

⦁불요재산에 한 국고체납 등의 신 허가 련 의견 서술
(제46조의 2)

⦁불요재산에 한 민간 등 출자의 환불에 한 신 인가 련 
의견서술(제46조의 3)

⦁불요재산 이외 재산처분 등 신 인가 련 의견서(제48조)
⑦ 임원보수

⦁임원에 한 보수  퇴직수당의 지 기 에 해 의견 서술

(제53조)

부표 4.  독립행정법인 평가 원회의 설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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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조직정비 검토동향

○ 2009년 12월 독립행정법인 태동 10년에 즈음하여 “독립행정법인의 근본적

인 재검토”를 각의결정

○ 2010년 12월 “독립행정법인의 사무·사업의 재검토 기본방침(각의결정)”에 

따른 재검토 과정에서 4가지의 문제점을 발굴

    ⅰ) 조직징계의 문제: 주무대신 및 감사에 의한 내외부적인 거버넌스 부족

    ⅱ) 재정규율의 문제: 운영비 교부금의 용도 불투명, 비효율·낭비

    ⅲ) 목표와 평가의 문제: 목표설정이 불명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난이

    ⅳ) 책임·투명성의 문제: 제3자 점검부족, 자산의 소유, 불투명한 거래

○ 2012년 1월 “독립행정법인 제도 및 조직 재검토 기본방침(각의결정)”에 따

라 법인의 특성에 주목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2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 

개혁에 필요한 조치는 2014년 4월 이행을 목표로 추진결정

   ⅰ) 행정집행 법인: 국가의 판단과 책임하에 국가와 긴 히 제휴하면서 확

실·정확한 집행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

   ⅱ) 성과목표달성 법인: 일정한 자주적·자율적 재량을 유지하면서 주무대신

이 설정한 성과목표를 달성하여야 하며 7개 유형*으로 세분

* 연구개발형, 문화진흥형, 학연계형, 융업무형, 국제업무형, 인재육성형, 행정사업형 

등으로 나 고 각 유형에 합한 거버 스 부여

○ 농림수산분야 R&D 관련 독립행정법인 주요 정비안(2014년 4월한)

  - 농연기구, 농업생물자원연구소, 농업환경기술연구소, 국제농림수산업연구센터를 1개 

법인으로 통합하고 연구중심의 성과목표달성 법인화

  - 삼림총합연구소를 연구중심의 성과목표달성 법인화

  - 수산총합연구센터의 연구개발기능과 수산대학교의 인재육성기능을 확대시켜 ‘성과목표 

달성법인’ 형태의 새로운 법인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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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조직정비(안)의 변경

○ 2012년 12월 집권한 아베신조의 자민당 정권은 2013년 1월 각의결정으로 

전 민주당정권(2009. 8～2012. 12.)의 독립행정법인 개혁조치를 동결

○ 2013년 12월 “독립행정법인 개혁 등 기본적 방침(각의결정)”으로 법인의 재

량, 국가의 관여도의 관점에서 법인의 정책실시기능 강화, 효율적인 거버넌

스 구축을 위해 3개 유형으로 재분류

- 다양한 규정이 모든 법인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문제 인식하에 제도·행

정적인 측면의 다양한 개선 방안도 제시

  ⅰ) 중기 목표관리형 법인: 대국민 서비스 등 사업의 질 향상을 목적으

로 하며, 중기목표관리에 의한 고도의 자주성·자율성 발휘

  ⅱ) 연구개발형 법인: 중장기적인 목표관리하에 연구개발성과의 최대화

를 목적으로 하며, 연구개발의 장기성·전문성에 대응

  ⅲ) 단년도 목표관리형 법인: 임직원에 국가공무원의 신분을 부여하고, 

국가의 상당한 관여하에 단년도 예산에 맞는 사업을 집행

* 농업부문은 농림수산소비안 기술센터 1개소가 해당되나 이 조직은 재에도 “특

정독립행정법인”으로써 임직원의 신분은 모두 공무원임

- 독립행정법인 통칙법(총무성 소관) 개정을 통한 법인 유형분류 등 제

도적 조치는 2015년 4월부터 실시를 목표로 추진

- 독법 간 통폐합 조치는 개별법 개정을 통해 2015년 4월 이후에 개혁실시

를 목표로 하되 구체적인 실시시기는 주무부서 등의 검토상황을 바탕으

로 행정개혁추진본부에서 2014년 여름에 결정

* 농림수산분야 체 19개 독립행정법인을 8개로 통합

○ 농림수산분야 R&D 관련 독립행정법인 주요 정비안(2015년 4월 이후)

  - 농연기구, 농업생물자원연구소, 농업환경기술연구소, 종묘관리센터를 1개 법인으로 통합
하고 연구개발형 법인화

  - 국제농림수산업연구센터는 연구개발형 법인화

  - 삼림총합연구소는 연구개발형 법인화(단, 중기목표기간 5년 설정)

  - 수산총합연구센터와 수산대학교를 통합, 연구개발형 법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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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행정법인제도에 대한 국내(한국)의 인식

○ (인식의 발단) 2008년 1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제시한 정부조직개편안에 일부 정부기관에 대한 민영화가 거론되면서 일본

의 독립행정기관 제도에 대해 공론화

○ (인식의 전개) 2007～2013년 한국 농업 관련 정부연구기관들의 검토 보고서 

등에는 부정적 인식이 많으며 정부기관으로 환원 가능성도 언급

- 부정적 인식: 안정적인 연구기능 저하, 기초과학 연구 인프라 위축, 교부

금 축소에 따른 시설·장비 노후, 민영화에 따른 임직원의 신분불안 등

- 긍정적 인식: 예산절감 및 효율적 집행, 연구과제 선정의 자율성 확대 등

【 인수위 홈페이지 게시글(고유번호 46196, 게시일 2008. 2. 4.) 일부발췌 】

가까운 일본은 1999년 ｢식료·농업·농촌기본법｣을 제정하고, 이 기본법에 근거하여 농림수산 시
험연구체제의 개편을 검토하게 된다. 그 결과 2001년 4월 1차로 농림수산분야 국가연구기관을 독
립행정법인으로 전환하고, 5년의 경과조치 이후 2006년 4월 2차 조직개편으로 완전한 민간연구기
관으로 전환한다. 그렇지만 독립행정법인으로 전환한 후 안정적인 연구추진이 불가능해지고, 연구
원간 협조체제가 느슨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현재는 국가공무원 조직으로 환원할 것을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 이 정도 되면 실패했다고 할 수 있다. 

 독립행정법인제도에 대한 일본의 인식

○ (제도의 평가) 최근 수년 이내 이 제도에 대한 민간부분의 평가(논문·기고 등)는 

찾아보기 어려우나 정부는 정책발표를 통해 지속적인 개혁 필요성 시사

- 독법에 대한 거버넌스 강화, 대국민 투명성 제고, 정책실시 기능 최대화, 

민간능력 활용을 통한 정부기관의 비대화방지 등이 제기

○ (일반적 인식) 정책수요 위주의 R&D 추진에 따라 기초과학 인프라의 위축

우려, 반면 연구결과 실용화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 성과는 제고

* 기존직원의 신분  보수가 공무원수 으로 정착되어 있어 직업안 성 해우려는 감

소. 다만, 인건비 삭감으로 신규직원 채용이 차 어려워지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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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장

농식품분야 지역산업육성사업 현황

○ 농식품분야 지역산업육성사업은 지역의 향토자원·특화품목·산업을 활용하

여 1차산업인 농업과 2·3차산업의 연계 및 융합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 향상

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함. 이와 같이 1차 농산물의 가공·개발 및 고

부가가치화를 위해서는 R&D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함.

- 기존에는 단순 가공 및 H/W 지원 위주여서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을 높

이 평가받지 못한 측면이 있으나, 점차 S/W 지원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

한 R&D의 중요도가 높아지는 추세임.

 

○ 이러한 농식품분야 지역산업육성사업을 통해 추진되는 R&D는 중앙정부가 아

닌 지역이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지역 R&D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음.

- 지역 R&D는 지역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세부정책분야 또는 정책수

단으로서 국가 R&D에 대응되는 개념이며, 단순히 R&D가 집행되는 공

간적 범위보다는 추진방식, 즉 지역이 R&D 기획 주체라는 점에서 국가

R&D와 구분됨(정종석 2012).

 

○ 농식품분야와 관련하여 지역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 사업으로는 농

식품부의 ‘향토산업육성사업’,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산자부의 ‘지역

연고(전통)산업육성사업’, 중기청의 ‘지역특화발전특구’ 등이 대표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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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향토산업육성사업

□ 사업 개요

○ 향토산업육성사업은 농어촌에 부존되어 있는 유무형의 향토자원을 발굴, 개

발하여 다양한 1·2·3차 산업으로 연계·발전시켜 지역경제의 활력을 증진시

키는 데에 목적을 두고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음. 

- 향토자원은 전통적인 농어업자원, 전래기술·문화·관광·자연자원 등 1·2·3차 

산업이 연계되어 복합산업으로 육성 가능한 자원을 대상으로 하며, 지리적 

표시 등록, 지역특화발전특구 등과 관련된 경우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함.

 

○ 지원대상은 농어업인 조직, 생산자단체, 향토기업체, 연구단체 등으로, 산·

학·연·관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복합형 사업추진단을 구성해야 함. 사

업 참여주체별 역할, 국고보조에 수반되는 지방비·자부담의 확보, 소유권 

등에 대한 협약을 사전에 체결할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사전에 사업 참여 

주체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 실제로 사업계획서에 참여 기관 간 업무협약서 체결 내역을 반영하고 있음.

 

○ 지원 기준은 국고 50%, 지방비·자부담 50%(자부담 20% 이상)이며, 세부 단

위 사업별로 사업의 공공성·형평성, 사업자의 책임확보, 특혜 시비 배제 등 

여건을 고려하여 자부담률을 결정하도록 함. 다만 S/W 사업의 경우에는 자

부담이 의무는 아님.

 

○ 지원 규모는 사업 추진단별 30억 원 이내로, 연차별로 국고지원액에 차등을 

두고 있으며, H/W 지원의 비중이 전체 예산의 50% 이하여야 함. 

- 연차별 국고지원: 3.5억 원(1년차), 5.5억 원(2년차), 4억 원(3년차), 2억 

원(4년차)

- H/W 지원: 제품 개발·생산시설, 판매시설, 체험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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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 지원: 홍보·마케팅, 디자인·브랜드 개발, 제품 및 기술 개발, 지적 

재산권 등록, 사업추진단 전담인력 인건비 등 운영비, 역량강화 등 교육

시행, 네트워크 구축 등

 

○ 지원 근거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농어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삶의질향상특별법｣ 제31조(향토산업의 진흥), ｢농어촌정비법｣ 

제72조(농어촌산업육성·지원) 등이며, 지원자금의 사용용도는 향토자원 개

발을 위한 포괄 지원으로만 규정됨.

 

□ 사업 현황

○ 2007~2013년까지 총 199사업지구에서 사업을 시행 중이며, 이 중 총 13개 지구가 

사업을 중도 포기한 바 있음.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북 남 경북 경남 제주 역 사업 
황

계
199

<13>
8 20

<2>
10

<1>
24

<2>
28 41

<1>
29

<2>
25

<4>
10

<1>
4

-

2007
19

<1>
2 1

<1>
2 2 1 3 2 3 2 1

완료

2008
30

<2>
-

4 1 2 4 8 3
<1>

6
<1>

-
2

완료

2009
30

<2>
1 2

<1>
2 2

<1>
5 7 7 3 1

- 완료

2010
30

<2>
1 2

-
6

<1>
6 7 4 2 2

<1>
- 시행중

2011
30

<1>
3 4

-
4 4 5 3

<1>
5 1 1

시행중

2012
30

<3>
-

5 2 5 2 6
<1>

5 3
<2>

2
- 시행중

2013
30

<2>
1 2 3

<1>
3 6 5 5 3

<1>
2

- 시행중

표 3-1.  시·도별 향토산업육성사업 황

단 : 개소

주: < >는 중도포기 지구 수.  

자료: 농식품부. 2014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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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토산업육성사업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은 다음과 같으며, 연간 약 8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됨. 

구    분 2011년까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이후

합  계 233,796 81,800 87,600 79,300 527,200

국  고 116,898 40,900 43,800 39,650 263,600

지방비·자부담 116,898 40,900 43,800 39,650 263,600

표 3-2.  향토산업육성사업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 : 백만 원

자료: 농식품부. 2014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 사업의 성과 평가 체계는 시·군에서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상황 보고서를 

작성, 시·도를 경유하여 농식품부에 제출하며, 2014년부터 시·도단위 농촌

산업화 기획·평가체계를 구축, 시·군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평가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하도록 함.

- 사업 완료 후에는 추진결과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면 농식품부에서 정량

적·정성적 평가 후 우수사업단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함. 

□ 향토산업육성사업 R&D 평가체계 구축
13

○ 농식품부는 2014년 3월 ‘향토산업육성사업 R&D 평가체계 구축방안’을 수

립, 공표함. 이는 1차 생산물의 제조·가공 등을 통한 농업의 고부가가치를 

지향하는 사업 목적상 R&D를 통해 생산되는 신제품의 성패가 사업 성과와 

직결된다는 인식하에, 성과 제고를 위해 R&D 추진 단계별 관리 및 평가체

계를 명문화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음.

- 기존의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에 따른 R&D의 성과가 미흡하며, 평가체

계가 없어 지역 내 연구기관의 나눠먹기식 또는 불필요한 연구 추진으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임.

13 농식품부. 2014. 3. “향토산업육성사업 R&D 평가체계 구축계획.”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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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토산업육성사업 시행 시 R&D 개념을 기존의 신기술 개발에서 이미 개발된 

공공·민간기술을 이전받아 이를 제품화하는 R&BD까지 확대함을 명시함.

- 지침 발표 후 사업단에서는 1,000만 원 이상 연구용역 추진 시 이와 같은 

평가체계를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함.

그림 3-1.  향토산업육성사업 R&D 평가체계 구축(안)

자료: 농식품부(2014. 3.). “향토산업육성사업 R&D 평가체계 구축계획.”

○ R&D 평가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중복 또는 성과 도출이 어려운 연구를 배제

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내실화를 도모함.

- 평가 결과를 토대로 유사중복성이 높은 경우, 이미 개발된 공공R&D 연

구성과를 참여 기업에 이전, 이에 따른 기술사업화 비용을 향토산업육성

사업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함.

○ 또한 R&D 평가 전문기관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평가를 위탁함으로써 

내실화를 도모함.

- 향토사업단에서 연중 추진하고자 하는 R&D 과제를 ‘제조·가공업’ 분야와 

‘체험·관광서비스’ 분야로 구분하여 평가함.

○ 추진된 평가 결과는 향토산업육성사업단 간에 공유함으로써 R&D 비용 절

감 및 성과 공유를 도모하고, R&D 사업타당성 평가 결과를 반영한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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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여부를 사업실정평가 시 반영함으로써 평가 결과의 현장활용도를 제

고할 수 있도록 함.

그림 3-2.  향토산업육성사업 R&D 사  평가 결과별 사업추진도

자료: 농식품부(2014. 3.). “향토산업육성사업 R&D 평가체계 구축계획.”

2.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 사업 개요  

○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은 지역에 특화된 농축산업을 중심으로 기술과 

경영이 조화롭게 융합된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농어가소득 증대를 목적으

로, 지역농축산업 주체(산·학·연·관)들의 역량을 집중하여 특화된 농산물의 

생산·유통·가공·판매 등을 통한 소득 증대 일환으로 식품사업단을 육성하

는 사업임.

○ 사업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클러스터 사업단 등 산·학·연·관이 함께 참여하

는 법인으로, 복수의 시·군, 도단위의 산·학·연·관으로 구성 가능하며, 사단

법인의 형태를 권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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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계획 수립 시 다수의 주체 및 기관이 참여해야 하며, 운영위원회는 

산·학·연·관 관계자로 구성되는 사업단 내 최고의사 결정기구로, 사업계

획 수립 및 변경 등 사업과 관련된 중요 의사결정을 담당함.

- 지역 농협 및 기 구성된 개별 농림수산 단체는 참여기관으로만 가능

- 농어가 계열화, H/W 이용 제품 생산, 마케팅·유통 등을 전담할 자회사 

설립을 권장함.

○ 2,000만 원 이상 용역 체결 시 지자체가 직접 계약·검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책 취지에 맞는 관리·감독을 의무화함.

○ 향토산업육성사업은 단일 시·군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에, 지역전략

식품산업육성 사업단은 복수 시·군, 도 단위의 산·학·연·관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향토산업육성사업은 2014년부터 선정권한이 시·도로 

이관된 반면에,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선정함.

○ 지원 분야는 농가교육, 벤치마킹, 사업단 운영비, 전담인력비용, 컨설팅비용 등 

‘혁신체계 구축 및 네트워킹 지원’과 브랜드 개발 및 관리, R&D 지원, 홍보 

및 마케팅 지원, 가공시설 등 ‘산업화 및 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구분됨. 

구 분 2009년까지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합  계 204,680 64,350 55,510 36,440 29,680

보  조 103,450 32,350 27,910 18,380 15,000

지방비 101,230 32,000 27,600 18,060 14,680

표 3-3.  지역 략식품산업육성사업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 : 백만 원

자료: 농식품부. 2014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 사업 평가는 사업단별로 전년도 사업실적 및 차년도 계획에 대한 보고서를 

농식품부에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농식품부에서 성과 평가를 실시한 후, 

우수 사업단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예산을 지원하고, 부진 시 사업계획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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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 예산 삭감 등 페널티를 부여함. 특히 사업의 지속 추진이 어렵다고 판

단되는 경우 예산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구분 지역 략식품산업육성사업(’05～ ) 향토산업육성사업(’07～ )

목
지역의 가용자원을 통합·유기 으로 활용하
고 지역농산업 주체들의 역량을 집 하여 
지역농산업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  도모

농 지역에 부존되어 있는 향토자원을 개발
하여 다양한 1차·2차·3차 산업으로 연계·발
시켜 지역경제의 활력 증진

자원 특화된 농수산물 지역· 통성 있는 향토자원

사업
지역

역단 (시·군연합, 시·도) 기 단 (시·군)

사업
규모

지구당 5년간 평균 30억 원(국고)
* ’14년 신규사업부터는 국고지원 연부액 변경 
: 6억 원(1년차), 10억 원(2년차), 6억 원(3년차), 
4억 원(4년차), 4억 원(5년차)

지원기간: 4년
지원한도액: 사업추진단별 30억 원(국고 15) 이내
* 연차별 국고지원액: 3.5(1년차), 5.5(2년차), 
4(3년차), 2(4년차)

추진
방식

 클러스터 구성·운 (의무)
(산·학·연· )

 사업추진단 구성·운 (의무)
(산·학·연· )

지원
내용

- 신체계 구축 네트워킹 분야(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클러스터 주체 간 네트워크 
진, 문 CEO 입 비용, 사업단 컨설
  자체 평가

-산업화  마  분야( 랜드 개발  
리, 유통 문조직 구축, R&D, 홍보  
공동마 , 자상거래 시스템 구축, 제
조가공할 수 있는 공동이용시설 등)
* H/W 지원: 총사업비의 40% 미만

사업체계 구축  네트워킹, 산업화  마
 등 S/W 분야와 생산기반 조성 등 

H/W 분야를 포  지원
 * H/W 지원: 총사업비의 50% 미만

사업
변천

(’05)지역농업클러스터 시범사업
(’08)지역농업클러스터 본사업
(’09) 역농업클러스터 사업(복수시·군, 
도단  사업단 선정) 
(’11)지역 략식품산업육성사업(복수시·군, 
도단 로 식품산업화 계획인 사업단 선정)
(’12)지역 략식품산업육성사업 개선 방안 
보고
(’14)향토산업육성산업을 통합 추진

(’07～’08)향토산업육성사업 시범사업
(’09～계속)향토산업육성사업 본사업
(’14)사업선정 리주체가 앙정부에서 시
도로 이
(’14)지역 략식품산업육성사업과 통합 추진
(3년 지원(향토산업 30억 원, 지역 략 5년 
50억 원) 방식에서 통합 5년 지원(기  30억 
원～ 역 60억 원 지원) 방식으로 변화)
(’15)’15 착수지구부터 농어 자원복합산업화 
사업 유형으로 시도 자체편성 의무화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 농림축산식품부 농 산업과

지원
기

농산물품질 리원(선정심사, 모니터링 등) 한국농어 공사(컨설 , 모니터링 등)

표 3-4.  향토산업육성사업/지역 략식품육성사업 황 비교

자료: 김용렬 외(2012). 농어촌산업화정책 성과평가 및 향후 발전방안 연구 일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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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연고(전통)산업육성사업
14

□ 사업 개요  

○ 지역연고(전통)산업육성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대내외의 산·학·연·관 

및 기업지원기관 간의 협력촉진과 연계강화를 통해 지역발전역량을 결집·

확충하여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연고자원의 산업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

화 및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주무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박근혜정부 지역정책방향에 따라 지역기업의 

수요를 기반으로 지역자율과 책임하에 ‘중장기 지역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

하는 한편, 광역선도사업과 특화사업으로 이원화15되어 있던 지역사업을 2015

년부터 ① 산업협력권사업(시·도 연계), ② 주력산업지원사업(시·도), ③ 지

역연고(전통)산업육성사업 (시·군·구, 행복생활권) 등 3개 사업으로 개편함.

- 새로 개편된 지역연고(전통)산업육성사업은 지역기업이나 주민주도로 지

역 내 특색 있는 자원이나 기술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역연

고(전통)산업분야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과제별 연 5억 내외로 3년간 

지원하며, 총예산은 국비 110억 원과 지방비 10억 원 규모임.

- 기존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은 72개 과제에 대해 협약기간까지 계속 지원함.

14 산업부 보도자료. 2014. 9. “14개 시·도 지역산업발전계획(안) 확정.” 참조.

15 ('12) 전략+특화+선도 → (’13) 新특화+선도 → ('14) 新특화+선도+경제협력권+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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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존 개편방향

 (지원 상) 개별 참여기업 상 ⇒
(지원 상) 지역기업 외에 생산자조합, 
지역공동체 등 조직화된 기업군 형태 지원

 (추진방식) 특정지역의 특화된
 연고( 통)자원 활용  
* 지역 간 연계가 어려움

⇒
(추진방식) 지역생활권 우 , 2개 이상의 
특화자원  융·복합 분야 등 지원
   *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연계· 력 가능

(지원방식) 지원내용별로 해당 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선정하여 각각 지원

⦁지원 시마다 공고하여 단발  지원

⇒

(지원방식) 기업군을 상으로 필요한 
지원내용을 구성하여 순차 으로 지원

A제품 
기업군

제품
개발

시제품
제작

시험인
증 마케팅

B제품 
기업군

공정
개선

기술
이전

사업화

⦁사업 기 지원로드맵 수립, 연속  지원· 리

표 3-5.  지역연고( 통)산업육성사업 주요 개편방향  

자료: 산업통상부 보도자료(2014. 9.). “14개 시도 지역산업발전계획(안) 확정.”

○ 2014년 시·도 중추산업 육성을 위한 63개 주력산업, 시·도 간 연계를 위한 16개 

협력산업, 지역행복생활권 구현을 위한 39개 연고(전통)산업을 선정함. 특

히 연고(전통)산업의 경우, 선정기준 및 산업범위를 지역에서 자율로 결정

한 결과임.

- 시·도단위, 시·군단위 등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되, 지역 내에서 

유기적으로 연계·추진이 가능하도록 개편됨. 



227

지역
주력산업(63개) 력산업(39개) 연고산업(39개)

시·도 단 시·도 간 연계 지역생활권  시·군단

부산

(8)
지능형
기계부품

정
융합부품

형
열처리

바이오
헬스

디지털
콘텐츠

조선해양
랜트 차량부품

기능성
하이테크
섬유

고령
친화기기

스킨 어 
화장품

해양
바이오
헬스

구

(8)
정 성형

스마트
분산형
에 지
시스템

소재기반
바이오
헬스

의료기기
스마트
지식
서비스

자동차
융합부품

지능형
기계

기능성
하이테크
섬유

패션의류 안경테/
선 라스 주얼리

(8)
무선통신
융합

메디
바이오

로
자동화

지식재산
서비스

속
가공

기능성
화학소재

· 자
융합

지능형
기계 안경 즈 장  

로젝트
구즉
도토리묵

주

(8)
스마트
가

생체의료
소재부품

복합
형 디자인

정
생산가공
시스템

친환경
자동차

에 지
변환·
장용소재
부품

· 자
융합

웰니스 
CoBe

휴먼
어산업 인쇄출

울산

(8)

친환경
가솔린
자동차
부품

정 화학 조선
기자재

에 지
부품 환경 자동차

융합부품
나노융
합소재

조선해양
랜트

하이
리드 
카시트

품질분석 
시스템

3D 
린

용 소재

세종

(3)
자동차
부품

바이오
소재 기계부품 조치원 

복숭아

강원

(6)
웰니스
식품

세라믹
신소재

스포츠
지식
서비스

바이오
활성
소재

의료기기 로하스
헬스 어 목공 품 해양

심층수 강릉커피

충북

(8)
반도체 바이오

의약
기
자부품 태양

동력기
반기계
부품

화장품
뷰티 이차 지 의료기기 슈퍼푸드 밤

충남

(8)
자동차
부품

인쇄
자

동물
식의약

디지털
콘텐츠

디스
이 이차 지 기계부품 기능성

화학소재
자카드 
직물

오메가 
리놀 산 산인삼

북

(8)
기계부품 건강기

능식품
해양설비
기자재

경량소재
성형

복합섬유
소재

친환경
자동차

에 지
변환·
장용

소재부품

바이오
활성소재 주얼리

오미자/
천마/
홍삼

통
임류

남

(7)
속소

재·가공

석유화
학기반
고분자
소재

바이오
식품

에 지
설비

바이오
활성소
재

조선해양
랜트

나노융
합소재

고품질 
타월 산수유 다시마

경북

(8)
모바일
융합

디지털
기기
부품

에 지
소재부
품

성형가공
기능성
바이오
소재

자동차
융합부품

지능형
기계

기능성
하이테크
섬유

국화차 청도반시 붉은 게

경남

(8)
지능형
생산기계

기계소
재부품 항공 풍력부품 항노화

바이오
조선해양
랜트

나노융
합소재 차량부품 실크소재 통의상

통
목공 /
가구

통차

제주

(6)
물응용 디지털

콘텐츠

청정
헬스푸드

풍력·
기차
서비스

로하스
헬스 어

화장품
뷰티 제주 무

수산
통발효
식품

제주 
통주

표 3-6.  시·도별 주력· 력·연고( 통)산업 선정결과

자료: 산업통상부 보도자료(2014. 9.). “14개 시도 지역산업발전계획(안) 확정.”



228

○ 지역연고(전통)사업의 추진체계를 살펴보면,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3개씩 

선정한 특화품목을 바탕으로, 산업부(전담기관: KIAT)가 시·도별로 제출된 

품목을 반영해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지역사업평가원이 품목별 과제 및 사

업자 순위를 평가·제출하면, 총괄주관기관인 KIAT가 최종 선정함.

- 즉, 시도별로 선정한 39개 품목 중 1순위 과제와 KIAT가 선정한 6개 추

가과제가 2014년도 추진사업으로 최종 결정됨.

- 이는 이전의 중앙정부 공모 방식에 비해 기초 및 광역지자체가 주도적으

로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지역의 특화품목을 선정하고 시·도주력산

업과의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짐.

특화품목
 도출

특화품목 
발굴

사업계획
공고

과제  사업자
 1차 선정

과제  사업자 
2차 선정

지역생활권,
시·군·구

시·도  
시·군·구 의

 산업부
지역사업
평가원

KIAT

자료: 산업부(2014). 지역연고(전통)산업육성사업 추진계획.

그림 3-3.  지역연고( 통)산업육성사업 추진 차

○ 지역연고(전통)산업육성사업은 기존의 H/W 지원에서 R&D 위주의 지원으

로 방향성을 개선함. 

- 시험·인증, 공정개선, 특허, 창업, 마케팅·유통, 컨설팅, 수출 등을 패키지

화하여 종합 지원함.

- 이미 발굴된 전통자원과 융·복합형 및 수요연계형 R&D 지원을 강화함으

로써 기존 전통자원의 창조·융·복합화 및 명품화를 추진함.

- R&D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되 기업지원사업이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 기

업군·단체의 특성에 맞춰 필요한 사업만을 패키지화하여 지원

○ 특히 타 부처로부터 지원받는 동일 품목의 경우에는 기존 사업과의 명확한 

차별화 또는 협업 가능성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며, 추가 지원을 통한 효

율성 및 기대효과에 대해 근거자료를 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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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점을 벤치마킹하여 농식품분야에서도 지역별로 R&D 지원 유형을 

세분화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각 지자체마다 다양한 향토자원으

로 인해 사업화 유형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임. 따라서 시·군별로 필요로 하

는 R&D 지원 유형에 대해 선택, 맞춤형 지원을 패키지화하여 제공하는 방

안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유형 개 념

통기술 

개선 R&D

기존 소재  원료생산  가공 등 통 인 기술(기법)의 개선을 

통해 량생산  산업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개발

융·복합형 

R&D

지역 내 특화자원을 상으로 새로운 소재·기법·디자인 등을 융·복

합하여 기존 제품·서비스의 고부가치화를 한 기술 개발

수요 심형 

R&D

기획 단계부터 해외시장과 국내 수요기업 유통망 진출 등을 고려하

여 특정 수요에 합한 제품 다각화를 한 제품·서비스 개발

신제품 개발 

R&D

원재료, 소재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업종으로 진입하여 기업의 매출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개발

기술지원
시제품제작, 기술지도, 시험·분석, 인증, 특허지원 등 기술지원을 통

해 개발제품의 성숙도 향상

사업화 지원
개발된 제품·서비스의 디자인, 마 , 상품기획 등 사업화 지원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성과 확

경 지원
소기업  지역주민참여형 조직의 기업경 방식 도입, 랜드 가치 

제고, 홍보 등을 한 컨설  지원

네트워킹
소규모 산·학·연 의체 구성·운 , 지식·정보 교류를 통한 력사업 

도출  성공사례 벤치마킹 지원

인력양성
재직자들을 상으로 산업별 문분야 심의 수 별 교육을 통해 

인력 경쟁력 강화(고용부, 교육부 지원사업 등과 연계)

자료: 산업부, 지역연고(전통)산업육성사업 추진계획, 2014.

표 3-7.  지역연고( 통)산업육성사업 세부 지원유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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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특화발전특구

□ 사업 개요  

○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의 자립화를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규제개혁을 추진함으로써, 민간의 활력을 최대한 활용한 차별화된 특화

사업을 발굴하고, 발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2004년 9월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정을 통해 시행되었음. 

○ 전국적으로 완화 또는 철폐하기 어려운 규제를 특구지역에 한해 완화해줌

으로써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탄력적인 운영을 통해 편의성 및 효율성 

제고함.

구분 지역특화발 특구

추진배경
규제개 (특례)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국가균형발

 개(지방자립화 추구)

규제개  방식 지자체가 특구 내 용될 규제개 (특례)을 선택

규제개  주도 앙정부 → 지방정부

특구사업 개 특정지역 지자체에 한정하여 추진

신청주체  책임자 지방정부(각 지자체)

특구 제안 지자체

주무부처 소기업청 지역특구과

특구지정 황 2013년 12월 31일 기  120개 지자체 155개 특구 지정

특구형태

(신청  지정)

6개 유형(향토자원진흥, · 포츠, 교육 련 특구가 다수, 

산업·연구, 유통·물류, 의료·복지 련 특구는 소수임)

특구 지정 기간 별도의 해제 조치가 없는 한 무기한

특구 상 제외사항
환경보   국민생활 안  해 사항, 재정·세제 지원  수

도권 집 유발 사항

운 평가 특구 원회, 평가 원회 운

세제·재정 지원 고려하지 않음

자료: 중소기업청(2014. 4.). 지역특화발전특구 현장추진 매뉴얼.

표 3-8.  지역특화발 특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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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별로는 향토자원진흥이 2013년 12월 말 기준 63개로 가장 많음. 대부분의 

농식품 관련 특구는 이 유형에 해당함. 그러나 지정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이후로는 향토자원진흥 유형의 신규 지정이 급감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시행 초기부터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역특화사업과 

재원조달 계획을 수립, 신청하면 중앙정부에서 특구계획의 타당성과 규제

특례 적용의 적절성을 판단하여 승인하는 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자체 

주도적인 성격이 강함.

○ 또한 지역특화발전특구는 별도의 예산 지원이 없어, 특구지정 기간 또한 별

도로 지정해제하지 않는 한 정해진 기한이 없기 때문에, 한번 지정되고 나

면 사업의 지속성이 매우 높은 편임. 

구분
의료·
복지

·
포츠

교육
유통·
물류

산업·
연구

향토
자원진흥

합계

2004 2 1 1 1 1 6

2005 2 7 5 5 3 13 35

2006 1 5 3 3 3 16 31

2007 5 4 5 11 25

2008 1 9 4 1 7 22

2009 5 1 1 7 14

2010 3 2 1 5 11

2011 1 2 1 4 8

2012 1 2 3

2013 2 1 1 1 5

지정해제 2 1 2 5

합계 2 39 25 9 17 63 155

표 3-9.  지역특화발 특구 연도별·유형별 황  

자료: 중소기업청(2014. 4.). 지역특화발전특구 현장추진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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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는 단지 규제를 완화할 뿐 R&D 사업이 직접적으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음. 그러나 규제특례 적용 사례를 살펴보면 R&D에도 

규제 완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음. 

- 산업연구 유형의 순창 장류산업특구는 지역 내 장류연구소를 건립하고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등 특구를 활용

- 향토자원진흥 유형에 해당하는 강화 약쑥특구는 약쑥 연구개발 및 브랜

드파워 제고 사업을 추진

특구
명칭

유형 규제특례 사업내용

순창

장류

산업

특구

산업·

연구

-제36조(독 규제  공정거래에 한 

법률)

-제39조(도시·군 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제40조(허가등의 의제)

-제43조(식품 생법)

-공동연구·기술개발

-장류연구소 건립

- 통고추장의 랜드가치 제고

HACCP 용공장 추가 등 특화

사업

강화

약쑥

특구

향토

자원

진흥

-제22조(도로교통법)

-제23조(옥외 고물 등 리법)

-제26조(농지법)

-제33조(도로법)

-제43조(식품 생법)

-약쑥 연구개발  생산가공밸리 

조성

-강화약쑥 랜드 워 세계화사업

-강화약쑥농 체험단지 조성

-약쑥문화축제  이벤트사업

표 3-10.  지역특화발 특구 규제특례 용 사례  

자료: 중소기업청(2014. 4.). 지역특화발전특구 현장추진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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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장

지역 농식품산업육성사업의 R&D 현황 및 문제점

1. R&D 추진체계 및 현황

□ R&D 추진체계

○ 현재 농식품분야 R&D와 관련된 중앙정부 조직으로는 농식품부, 농진청, 산

림청이 있음. 농식품부가 농식품분야 R&D를 총괄하며, 3개 부청 산하에 전

문성을 가진 연구개발 전문기관과 국가연구기관 등이 편재되어 있음.

○ 지역 R&D 관련하여 지자체에는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단위의 농업기술센

터가 편재되어 있음.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는 과거 농촌진흥

청 산하에서 지자체 산하로 조직체계가 개편된 이래, 농진청과 공동 연구·

기술 보급·교육 등의 교류가 일부 있으나 대체적으로 중앙정부의 R&D 체

계와는 연계성이 부족한 실정임.

○ 농촌진흥청은 지역별 특성화 품목 개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지역의 

R&D 역량 제고 등 기반 조성 위주로, 지역의 니즈를 연구 기획단계에서 반

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비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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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 정부 조직도

주: 농기평, 실용화재단, 임업진흥원은 독립법인임.

자료: 최정남(2012). “농업 부문 R&D투자 개선 방안.” 농어촌희망가꾸기포럼 발표자료. 

일부 수정.

그림 3-5.  농 진흥청 연구사업 분류 

자료: 농촌진흥청(2014. 1.). “농촌진흥청 농업 R&D사업: 2014년 부처합동 R&D사업 설명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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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토산업육성사업의 R&D 현황

○ 농식품분야 지역산업육성사업은 광특회계 편성 사업으로, 농림 R&D 예산

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의 예산코드가 없기 때문에 R&D 투자 현황을 파

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 지역산업육성사업 전체 예산 중 R&D에 투자되는 예산의 현황과 비중을 파

악하기 위해, 2010년과 2011년에 향토산업육성사업을 시작한 사업단을 대

상으로 각 사업단별 사업계획서 내 투자계획 중 R&D에 해당하는 예산액을 

산정해 전체 예산 대비 비중을 분석함.

○ 각 사업단별 예산안에서 경상보조 중 R&D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연구개발·

신기술·신제품·브랜드·경영전략 개발 등에 한정하여 예산을 분석하였으며, 

인건비 등 사업단운영비 및 홍보 및 마케팅비, 교육 등 그 외 경상보조와 

자본보조 예산 전체는 배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함.

○ 분석 결과, R&D 예산은 2010년 시작 사업단 총 876억 원의 사업비 중 

15.7%인 134억 원으로, 2011년 시작 사업단은 877억 원 중 14.8%인 125억 

원으로 분석됨. 

추진
기간

구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합 계

2010

~ 

2012

총 합계 42,000 28,685 17,215 87,600 

경상보조 소계 24,333 17,524 3,335 45,391 

R&D 산 7,319 4,986 1,122 13,426 

사업단별 평균 R&D 비 17.4 17.2 8.9 15.7

2011

~ 

2013

총 합계 43,500 31,965 12,245 87,710 

경상보조 소계 24,058 19,126 3,218 46,401 

R&D 산 6,556 5,048 800 12,502 

사업단별 평균 R&D 비 15.5 16.9 6.1 14.8

표 3-10.  향토산업육성사업 산  R&D 산 황

단 : 백만 원, %

주: R&D는 경상보조 내용 중 기술·신제품·브랜드·효능개발 등에 한정.

자료: 연구자 직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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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의 R&D 현황

○ 이정희 외(2012)16는 2005, 2008, 2009년 3년 동안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

업을 실시한 54개 사업단을 대상으로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의 실태를 

조사하고, R&D 지원 현황을 분석하였음.

- 현황 분석 결과, R&D 집행 실적을 기재하지 않은 사업단 16개를 제외한 

나머지 39개 사업단 중 전체의 59%가 R&D 집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1억 원 이상의 R&D 예산을 집행을 한 사업단은 전체의 33%로 나타남.

- 연구비는 상품개발과 관련된 연구비와 축산물 분야의 생산이력시스템구

축 개발비용은 포함하되, 브랜드 개발과 관련된 비용은 배제

구분
R&D 투자비용

총계
0 1～100 101～200 201～300 301～400 401～500

사업단 수
(비 )

23

(59.0)

7

(17.9)

5

(12.8)

1

(2.6)

2

(5.1)

1

(2.6)

39

(100)

표 3-11.  지역 략식품산업육성사업 사업단별 R&D 지원 액별 분포

단 : 백만 원,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2011).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단 모니터링 추진결과 보

고자료.”; 이정희 외(2012). 광역 도단위 식품산업단지 조성 타당성 연구. 농림축산

식품에서 재인용.

○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사업단 중 R&D에 1억 원 이상 지원한 사업단별 

세부 분류를 살펴보면, 단순 가공 및 상품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음.

○ 이정희 외(2012)는 이러한 현황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전략식품산업육

성사업의 R&D 성과가 형식적인 수준이며, 연구성과라고 할 만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고 다소 비판적으로 언급함.

16 이정희 외. 2012. 광역 도단위 식품산업단지 조성 타당성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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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명 지원내역 지원 액

무주반딧불산머루 머루 가공기술 개발비용 100

남해보물섬시 치 냉동제품  건강 기능성식품 개발 102

홍천늘푸름한우 CLA강화된 한우고기 생산기술개발 116

서부충남고품질양돈 가공상품의 차별화 포장재 개발비용 137

청정약용작물 약용작물 고부가가치 기술개발비용 142

논산 스민딸기 딸기 가공상품  재배기술 개발비용 182.6

완주감 감 가공상품  규격화 상품 개발비용 273

제주마산업 화장품/가공상품 개발비용(마유, 말태반) 308

암무화과 단순상품연구개발 378

청보린고색산업 청보리 바이오 상품소재 개발비용 1,470

표 3-12.  지역 략식품산업육성사업  1억 원 이상 R&D 지원사업

 단 : 백만 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2011).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단 모니터링 추진결과 보

고자료.”; 이정희 외(2012). 광역 도단위 식품산업단지 조성 타당성 연구. 농림축산

식품에서 재인용.

2. 농식품분야 지역산업육성사업의 R&D 집행의 문제점

□ R&D 정책의 사각지대 존재

○ R&D 추진방식 및 재원특성에 따라 지역 R&D의 범위는 <표 3-13>과 같이 

구분되고 있으며, 이 중 지역산업육성사업의 R&D는 B영역에 해당함.17 

- 이들 사업의 경우 기획재정부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R&D 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지만, R&D를 주요한 지원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임.

17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기획재정부가 예산편성 시 국가 R&D로 분류한 사업 중 광특

회계로 추진되는 사업을 지역 R&D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음(<표 3-13>의 A영역). 

정종석(2012)에서 재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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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기존 지역 R&D 정책의 범위 외에 있었기 때문에, 정책적 관심의 사각지

대에 놓여있어 각 사업에서 R&D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는지 파악하기가 쉽

지 않은 실정임.

D. 특회계 R&D + 연계 R&D + 지역 자체 R&D + 일반회계(지방비 매칭) R&D

C. 특회계 R&D + 연계 R&D + 지역 자체 R&D 

B. 특회계 R&D + 연계 R&D

A. 특회계 R&D
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 지역 략산
업육성, 지역특화산업육성 등 19개(산
자부), 역권인재양성, 지방 학경쟁
력기반확충 등 13개(교과부), 지역환
경기술센터운 (환경부), 지역기술
신(국토부), 지역 략작목산학연 력 
등 2개(농진청), 산학연공동기술개발 
등 2개( 기청) 등 총 38개 사업

지역S/W산업진
흥지원사업, 지
역 략식품산업
육성사업(지역
략식품산업, 

향토산업육성),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사업 
등 8개 사업

<시·도 자체 R&D>
(서울)서울형기술개발
지원사업, (인천) 소
기업기술단지원사업, 
(경기)기업주도기술개
발사업, ( )첨단기
술상용화지원사업, (
구 )차세 선도산업
R&D 등 184개 사업

<일반회계 R&D>
- 지방비 매칭
OLED조명기기
사업화기술개발, 
세라믹종합지원
센터, 가 로
특화육성, 지역
R&D역량강화 
등 35개 사업

주: 세부내역 사업기준으로 2011년 국가 R&D 평가대상과 2011 신규 R&D 사업임.

자료: 지역발전위원회·국가과학기술위원회 내부자료(2011); 정종석(2012. 2.). KIET 산업경제. 

산업연구원에서 재인용.

표 3-13.  R&D 추진방식  재원특성에 따른 지역 R&D의 범

□ 지역산업육성사업의 R&BD적 특성 고려 부족

○ 일반적인 R&BD 사업은 개발을 통한 상품화 과정으로 국한되나, 농식품 분

야의 R&BD 사업은 농식품업의 가치사슬 특성을 반영하여 기술사업화 각 

단계 및 전주기적으로 유형·무형 가치의 유형화를 추진하는 전 과정을 지원

하는 개념으로 확장하여 사용됨.

○ 지역산업육성사업 역시 R&D 개발의 목적이 원천기술 개발에 있지 않고, 

궁극적으로 사업화에 있기 때문에, R&BD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그동안 지역산업육성사업의 R&D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이러한 

R&BD적 사업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측면이 있음. 

- 농식품부는 최근에야 향토산업육성사업 R&D 추진 체계 개편을 통해 

R&BD로 개념을 확장하고, 신규 기술 개발뿐 아니라 기존의 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술사업화에도 R&D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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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 예산 집행 및 운영 관리 강화 필요

○ 지난 2013년 9월 A인터넷신문사의 보도로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등 

농어촌산업 지원사업의 부실 운영 및 R&D 예산 집행에 대한 적절성 문제

가 사회적 이슈화된 바 있음.

R&D 예산 집행 및 사업 부실 관련 언론보도

-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의 R&D 및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언론보도를 통해 비판이 제기됨.

- 2010년 정부가 2005년, 2008년 선정된 사업단 42곳을 대상으로 내부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4건의 비리가 적발되었으나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 사업단장을 맡은 대학교수가 15건의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6억 5,000만 원의 연구비

를 받은 후 보고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등 연구용역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부

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함.

보도일자 A인터넷신문사 언론보도 제목

2013.10.13 특정인 연구용역 '독식'…정부는 '뒷북'

2013.10.09 심상정 “朴정부 '클러스터형 농산업' 총체적 부실”

2013.10.03 [줌인]혈세 4000억 날린 농식품부의 '적반하장'

2013.09.11 지역식품 세계화? 67개 사업단 '절반' 망했다

2013.09.08 [단독]농식품부, 국민혈세 4000억 날렸다

○ 또한 향토산업육성사업 중 최우수사업으로 선정되었으나 사업 성과보고의 

검증 과정에서 허위 보고 사실이 드러나는 등, 사업 추진 및 검증 과정에서 

정책사업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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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향토산업육성사업 관련 언론보도

-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서귀포 3Eco 헬스팜 명소 명품화 사업 관련 정부 보조금 12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사기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모 업체 대표 A(40)씨 등 보조

사업자 8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함. 

- A씨 등 8명은 지난 2009년 12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3Eco 헬스팜 명소 명품화 사업 

보조사업 대상자로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 후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국고보

조금 34억 원을 보조받아 사업을 추진했음.

- 이 과정에서 서로 공모해 자부담을 하지 않거나 공장자재비 등을 부풀려 허위견적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10억 3,500만 원을 편취했으며 허위계약을 통해 1억 8,230만 원을 용

도 외 사용하는 등 총 12억 1,73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음.

- 해당 사업은 지난해 3월 전국단위 평가에서 최우수사업으로 선정되며 2억 원의 인센티브

까지 타낸 바 있음. 도내 일각에서 ‘실적 부풀리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경찰이 사업 실적 

사실관계를 조사하다 횡령 혐의를 포착함.

자료: 제주도민일보(2013. 11. 20.). “제주 향토산업육성사업, 횡령 방만운영 눈살.”

(http://www.jeju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745)

○ 농식품부에서는 2014년 3월 향토산업육성사업 R&D 평가체계 구축방안 수

립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하였음. 사업단에서 R&D 추진 시 전문기관인 농

업실용화재단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R&D 사업 수행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조치함. 

○ 한편, 산업부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최초로 연구비 부정 사용 행위 적발 

시 제재부가금을 부과함으로써 강력한 제재 조치를 도입한 바 있음. 향후 

농식품분야 R&D 사업에도 제재부가금 제도를 벤치마킹한 모니터링 체계

를 도입함으로써 청렴도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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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연구개발(R&D) 부정 사용에 대한 제재 조차 본격 도입

- 산업부의 제재부가금 제도는 연구개발 사업비를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참여제한과 사

업비환수 외에 추가로 연구용도 외 사용금액의 10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로서, 

- ’14.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제재부가금 부과 의무화) 이후 그간 시행규정을 완비하

고, 9월 말 정부부처 최초로 시행됨. 

- 차동형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최초로 시행됨에 따라, 연구비 

부정 사용 행위 근절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함.

- 적발된 부정사용 유형별 부과 요약은 다음과 같음.

구분
무단인출하여 회사 

경 자 으로유용

허 증빙 후

연구비유용

납품기업과 

공모·횡령

기타 목  외 

사용

건수

(부과 액)

13개

(491백만 원)

7개

(127백만 원)

3개

(27백만 원)

3개

(89백만 원)

자료: 산업부 보도자료(2014. 9. 26.). “R&D 부정 사용에 대한 제재부가금 본격 시행-17개 

기업 연구원 5명에게 제재부가금 7억여 원 부과.”

□ 사업별 R&D 내용 및 목표의 차별화 부족

○ 김용렬(2012)은 농식품부의 농어촌산업정책의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향토산업육성사업과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의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함. 

- 두 사업이 정책시행 공간, 사업 내용, 활용 자원 등에서 차별화되지 못하

기 때문에 효율적인 사업 추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

- 산업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전략산업과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의 

차별적 접근법 벤치마킹 필요

구분 공간 내용

향토산업육성사업 시·군 경제성 있는 향토자원을 활용한 지역특화산업 육성

지역 략식품육성산업 시·도 략 으로 표할 수 있는 산업 심

표 3-14.  향토산업육성사업과 지역 략식품산업육성사업의 공간  차별화(안) 

자료: 김용렬 외(2012). 농어촌산업화정책 성과평가 및 향후 발전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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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 절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산업부는 공간별 산업정책 체계 개편을 통해 

효율화를 달성하는 한편, 추진 전략 측면에서도 지자체의 자율성을 극대화

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편을 이룸. 이를 벤치마킹하여 농식품분야 역시 공간

별로 정책 체계 개편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 지역의 R&D 수행 역량 부족 

○ 지역산업육성사업 추진 중 일부 사업단은 공모를 통해 연구용역을 발주하

여 R&D를 추진하고자 하나, 적절한 R&D 수행기관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음.

영주 고구마가공식품클러스터사업단 사례: R&D 추진에 어려움

- 영주 고구마가공식품클러스터사업단은 2011년 시작하여 2013년까지 향토산업육성사업을 
추진하였음. 영주의 고구마작목반을 통해 확보한 고구마를 원료로 활용하여 제빵 및 과자
류를 생산하는 지역 업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함.

- 영주 고구마가공식품클러스터사업단은 사업계획 수립 당시 3년간 국비 2억 7,100만 원, 

지방비 1억 2,300만 원의 예산을 제품 개발에 배정하였음. 

- 이후 사업 2년차부터 시군청 홈페이지와 클러스터 사업단의 홈페이지를 통해 연구용역을 
공모하였으나, 유사한 제목의 공모가 계속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사업단의 R&D 수행이 
원활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됨.

- 또한 2013년 3년차 사업이 종료되기 직전인 11월까지도 R&D 공고를 계속한 것으로 보
아, R&D 운영에 있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사업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R&D 용역 공모 내역은 다음과 같음.

자료: 영주 고구마가공식품클러스터사업단 홈페이지 공고를 재구성.

공지일자 구분 용역과제명 산

2012.08.22. 공모
고구마빵피의 국산화( ,우리 ,찹 등)  고구마 

매 진을 한고구마빵의신제품기술개발
4,020만 원

2012.08.22. 공모
고구마 아이스크림 제조  고구마 쿠키, 스틱, 콜

릿류 등 신제품 기술개발
6,300만 원

2013.01.22. 공모 고구마빵 량 생산을 한 공정개선  량생산 4,000만 원

2013.02.01. 재공모 고구마빵 량 생산을 한 공정개선  량생산 4,000만 원

2013.05.23. 공모 고구마빵 량 생산을 한 공정개선  량생산 4,000만 원

2013.06.12. 재공모 고구마빵 량 생산을 한 공정개선  량생산 4,000만 원

2013.11.01. 재공모
고구마 통과자 개발(1건), 고구마와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제품개발(1건)
5,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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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장

농식품분야 지역산업육성사업의 R&D 개선 방안

1. 지자체의 사전 기획력 강화를 위한 추진체계 개편

○ 각 시·군에서 자신들의 고유 향토자원을 검토, 이에 대한 R&D를 수행하고, 

사업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향토자원-지역에 대해 지역산업육성사업을 

지원하는 R&D 사전기획 절차가 선행될 필요성이 있음. 이를 통해 시·군에

서 자체적으로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향토자원을 선정, 지역산업육성사업 

선정 후 곧바로 사업화에 착수 가능함.

양평 친환경오디사업단 사례: 지자체의 우수한 사전기획

- 양평 친환경오디사업단은 향토산업육성사업 신청에 앞서 시·군 차원에서 향토자원으로 선

정,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R&D를 추진한 후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향토산업육

성사업을 활용하여 사업화한 사례임.

- 양평군은 2005년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청정양잠의 적지로 선정됨에 따라 친환경 기능성 뽕

나무단지 조성시업을 시작한 이래, 특화전략으로 지정하여 유기농 뽕나무 재배단지 조성

과 기능성 가공식품 개발지원을 통해 유기농 오디산업을 집중 육성함.

- 이러한 과정에서 유기농 오디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오디가공기술을 개발하여 사업

화의 기반과 경험을 보유하게 됨.

- 기능성 식품 개발연구 15종, 제조특허신청 4건, 상표등록신청 8건 등 총지적재산권 등록신

청 12건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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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각 시·군에서 사업 공모 이전단계부터 자체적으로 지역의 향토자원 및 

전략품목 발굴 및 R&D 기획 추진 방향을 발전계획 수립 시 반드시 포함하

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지자체의 사전기획력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

련할 수 있음.

   - 현재 시·군별로 작성 중인 ‘지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시, 

선택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되 의무사항은 아님. 향후 향토자원 육성과 관련

된 지자체의 계획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구분 출원번호 명칭 출원일자 비고

제조특허

10-2007-0127326 오디식초 제조방법 2007.12.10 등 록
10-2008-0001152 뽕잎음료 제조방법 2008.01.04 등 록
10-2009-0004126 오디와인제조방법 2009.01.20 심사중
10-2009-0004134 보리수와인제조방법 2009.01.20 심사중

상 표

40-2008-0033811 뽕잎차, 음료상표 2008,07,09 등 록
40-2008-0033810 뽕잎나물, 발효상표 2008.07.09 등 록
40-2008-0033809 뽕잎쥬스, 오디상표 2008.07.09 등 록
40-2008-0033808 생오디상표 2008.07.09 등 록
40-2008-0033806 오디고추장, 식초상표 2008.07.09 등 록
40-2008-0033804 오디잼, 병조림상표 2008.07.09 등 록
40-2008-0059355 내몸엔 뽕잎차 2008.12.23 심사중
40-2008-0041317 오디애(愛) 2008.08.25 등 록

- 오디가공품(식초, 와인, 잼, 청, 즙, 효소액, 음료, 고추장)과 뽕잎 이용 기능성식품(음료, 

분말, 환, 장아찌, 나물, 뽕잎차, 된장) 개발 및 농민주(오디와인) 제조면허 취득 및 오디와

인 제조 판매 등 지속적으로 특화작목으로서 육성해옴.

자료: 양평군 친환경오디산업 향토산업육성사업 사업계획서(2011).

지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시 향토산업 관련 내용 반영 의무화(안)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시･도 및 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을 수립해야 함.

- 지자체가 향후 5년(’14~’18)간 어떤 목표하에 어떤 분야와 내용에 중점을 두어 농정을 추

진할 것인지가 드러나도록 지침을 참조하여 동 계획을 수립하되, 지침은 참고자료로써 

예시적 성격일 뿐, 각 지자체 특성에 맞게 조정 가능함.

- 즉, 현재로서는 향토자원 육성에 관련한 항목은 의무사항은 아님.

- 현재 작성지침 중 향토자원 육성계획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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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R&D 거버넌스 협력체계 구축

○ 차두원(2012)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거버넌스 개편 방안과 관련하여 중앙

정부나 지자체 내부의 거버넌스 정립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자체 거버

넌스 사이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함. 

- 산업부의 경우에는 이러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농식품

분야에서는 지자체의 자율적 사업 운영이 태동하는 단계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R&D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에 대한 필요성은 높으나 아직

까지 이와 관련한 논의는 많지 않음.

○ 한편, 최정남(2012)18은 지자체 R&D와 중앙정부 R&D의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지방경제활성화를 목표로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의 

R&D 협력체계 재구축이 필요하며, 지자체가 주축이 되어 지역 농특산물 

상품화 등에 필요한 R&D 과제를 발굴하되 중앙의 R&D 전문기관과 협력

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선정·관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함.

○ 구체적으로 중앙정부가 관리·평가에 그치지 않고, 수요자인 지자체의 R&D 

수요가 국가 R&D에 반영될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개발 프로세스의 제도

18 최정남(2012). “농업 부문 R&D 투자 개선 방안.” 농어촌희망가꾸기포럼 자료.

자료: 농식품부(2014. 7.). “지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지침.”

제2편 부문별 계획

2. 농촌경제 활성화

- 지역별 향토자원, 특화자원 발굴 향토산업화

- 농림업 분야의 6차산업화 육성방안(농촌자원복합산업화)

- 농촌문화사업

- 농촌체험관광, 음식관광

- 농공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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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예를 들어, 농식품분야 국가 R&D 기관의 연구과제 선정 시 지자체에서 

기 발굴한 향토자원에 대한 R&D 수요를 일정 정도 반영하도록 하는 방

안을 고려할 수 있음.

자료: 차두원(2012).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거버넌스 개편방안.” 지역과 발전 제7권. 지역발전위원회.

그림 3-6.  지역통합 R&D 거버 스 시스템 구축 모형

함양 여주 향토산업육성사업단 사례: 농진청 국가 R&D 공모사업 선정

- 함양군에서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여주(쓴 오이)가 농촌진흥청에서 지원하는 2014년 
국가농업 R&D 과제 연구개발 신규과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년간 8억 원(국비 6억 
5,000만 원)의 연구비로 함양 여주의 기능성 등록과 차별화된 산업화기반을 지원받게 됨.

- 함양 여주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여주 향토산업육성사업단은 함양 영농조합법인과 천령식
품이 참여해 여주계약재배 및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 왔음.

- 함양 여주의 기능성 연구는 여주의 혈당개선 기능성 식품 개발로서 함양 영농조합과 글로
벌 기업인 한국콜마, 경상대학교병원, 경남과학기술대학이 참여해 임상시험 등의 과정을 
거쳐 기능성을 등록할 계획임.

자료: 경남도민일보(2014. 1. 15.). “농촌진흥청 어젠다 연구개발 신규공모사업 함양 여주.”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36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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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D 영역 다변화

○ 앞 절에서 제시된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 R&D 추진 세부내역에서 보더라도 

기존의 지역산업육성사업의 R&D는 1차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2차 가공식품 

개발에 편중되었던 측면이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단순 가공에 그치는 경우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더

라도 판로 확보와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발 시 기

술성에 치우지지 않고 제품의 경제성·시장성에 대한 R&D 프로세스를 

병행해야 사업화 단계에서의 리스크를 절감할 수 있음.

○ 또한 2차가공 기술개발에 그치지 않고 R&D 기획 단계에서부터 지역의 고유

성을 바탕으로 관광 및 서비스산업과의 결합, 효과적인 경영컨설팅을 통한 사

업 방향성 확립 등의 R&D가 함께 진행될 때 사업화의 성공 가능성이 높음. 

- 농식품부에서는 농업경영컨설팅업체 인증제를 통해 컨설팅을 필요로 하

는 사업단 및 농업경영체로 하여금 전문성 있는 업체를 분별할 수 있도

록 지원하고 있음.

   - 특히 6차산업화 경영컨설팅사업을 통해 사업기간이 종료된 사업단도 지

원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지속적인 관리를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농식품부, 6차산업화 경영컨설팅사업

- 농식품부의 ‘6차산업화 경영컨설팅사업’은 6차산업화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 네트워크 
구축, 민간자본 투자유치 등을 중점 지원하는 제도로, 6차산업화 경영체의 경역다각화 및 
융·복합화를 촉진하고, 수요자 및 성과중심의 컨설팅을 추진함.

- 지원 대상은 6차산업화를 추진 중이거나 추진계획이 있는 개별경영체, 농촌체험휴양마을,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향토산업 및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종료사업
단, 지역조합, 협동조합 등을 포함하며,

- 특히 향토산업육성사업단 등은 광역발전계정, 지역개발계정으로 사업추진계획이 있는 개
별 또는 법인경영체와 2013년 말 기준으로 사업이 종료된 향토산업사업단과 지역전략식
품육성사업단으로서 현재 운영 중인 곳을 대상으로 함.

- 경영컨설팅은 농식품부 인증 컨설팅업체를 중심으로 하되, 지역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
는 컨설팅업체를 추천할 수도 있음.

자료: 농식품부(2014. 2.). “6차산업화 지원제도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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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D 성과의 지속성 제고

○ 지역산업육성사업의 R&D 성과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서, 해당 사업단의 지속성이 담보되어야 함. 사업을 통해 R&D 성과를 개발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화를 통해 사업기간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그 

성과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산업육성에 지속적으로 기여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임.

○ 김용렬(2012)은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성공사례에서 사업추진 주체의 효율적 

법인화를 통해 지속성을 담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함.

- 사업 주체의 법인화는 참여주체 간의 사업적 목표를 공유하고 있음을 나

타내며, 실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인화에 맞는 아이템과 협력체계

가 필요하고, 사업 종료 후 지속적인 활동이 담보될 수 있도록 법인화 이

후 자립화 방안 수립을 의무화할 것을 주장함.

그림 3-7.  사업추진주체의 법인화 시: 리법인화 

자료: 김용렬 외(2012). 농어촌산업화정책 성과평가 및 향후 발전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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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돈육수출센터(JDC): 향토산업육성사업의 R&D 성과 지속과 자립화

- 제주흑돼지고기명품화육성사업은 향토산업육성사업을 통해 도내 양돈생산농가 및 가공업

체, 생산자단체 등이 합심하여 돈육 비선호부위를 가공함으로써 개별 참여업체의 이해관

계와 배치되지 않으면서도 사업단 자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우수 사업 모델로 성장함.

- 제주돈육수출센터는 2009년 향토산업육성사업에 선정되면서, 도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향

토산업육성사업 실무를 이전받아 본격 추진한 사업단으로, 사업기간 종료 이전에 이미 농업

회사법인으로 법인화를 완료함으로써 사업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사업의 지속성이 높음.

- 사업기간동안 R&D를 통해 돈가스 가공 관련 특허를 확보하고, 다양한 돈육가공식품 가

공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원료가 되는 제주돼지의 고품질화와 ‘흑다돈’ 브랜드 개발에도 

성공함. 이와 같이, 사업을 통해 개발된 R&D가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본 사

업이 지속되는 것이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음.

주요 R&D 사업 및 예산 세부 내역
흑돼지등심돈가스, 

제주돼지등심돈가스

특허 취득(11. 3. 24.) ‘초저온급속냉각기법을 활용한 식육식

품의 제조법’

제주흑돼지 명품화사업 2차가

공품 개발 사업(6,000만 원)

- 차슈 2품(등심, 후지): 제주전통음식 ‘돼지고기국수’의 

토핑재료로 활용한 프랜차이즈화 검토

- 도내 관광토산품점 대상 관광상품 용: 동파육, 된장흑돈

절임, 차슈, 흑돈된장, 돈크로켓 등 검토

- 발효생햄 수입대체품(하몽) 연 50억 원 시장 검토 
제주흑돼지사양관리프로그램

개발/4,800만 원
제주흑돼지품질균일화를 위한 기술확보

제주흑돼지통합브랜드 및 

인증제도개발/8,000만 원
(지)제주흑돼지브랜드 ‘흑다돈’ 제29류, 제43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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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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