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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i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 사업의 필요성

｜요약｜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과 과학기술혁신의 역할 강조
· 범분야 이행수단으로서 과학기술혁신 부상
· 개발재원으로서 과학기술혁신 활용 및 역량강화 강조
- ODA 규모 확대 및 위기 상황에서의 과학기술혁신 ODA 중요성 부각
· 대개발도상국 원조 총액 및 무상원조 규모의 비약적 증대
· COVID-19으로 인한 글로벌 위기상황 아래 과학기술혁신 경쟁력의 중요성
및 한국의 기여와 역할 강조
- 한국 과학기술발전 경험 기반 ODA 수요 증대
· 한국의 경제성장의 핵심 원동력으로서 과학기술 경쟁력과 혁신역량에 대해
개발도상국 내 정책자문 수요 증대
· 최근 팬데믹 기간 디지털 전환 및 디지털경제 구현을 통한 경제회복, 기초 보건·
방역 대응 수요가 다양해짐에 따라 향후 관련 과학기술혁신 역량강화 및 정책자문
수요 급증 예상

○ 사업의 목적
- 개발도상국의 과학기술혁신 기반 지속가능발전 지원
· 교육훈련을 포함한 STI 분야 정책자문 및 법·제도 구축(역량) 지원 ODA 사업을
통해 주요 협력국의 STI 기반 지속가능발전 및 경제성장에 기여
- 한국 국가 과학기술혁신 역량의 국제적 위상 제고
· 한국의 STI 발전모델과 노하우 공유를 통한 소프트파워 기반 협력강화로 협력
국과의 STI 분야 국제협력 관계 강화

ii 2021년도 국제기술혁신협력사업

□ 2021년 사업 개요
국가
(협력기관)

제목

사업 기간

가나 혁신연구상용화센터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자문
가나
2021~2023
(환경과학기술혁신부) [융합] 가나의 기술혁신지원제도 고도화를 위한 정책
자문

라오스
(기술통신부)

라오스의 과학기술혁신 연구개발 및 적용을 위한
국가 마스터플랜 수립 자문
[융합] 라오스 바이오·보건의료 연구개발 및 협력안
도출

2020~2022

김왕동
선임연구위원
윤서희 연구원
선인경
부연구위원
안지용 연구원
임덕순
선임연구위원

인도네시아의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
(조정 메커니즘, 제도 및 금융시스템) 자문
인도네시아
(국립과학원)

연구원

2020~2022

김은주
책임연구원

[융합] 인도네시아 과학기술 거버넌스 정책 자문 및

강신애
연구원

공동연구

이향희
선임연구원

캄보디아의 국가 기술전략 및 기술로드맵 수립을 위
캄보디아
한 역량강화
2020~2022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융합] 캄보디아 3대 국가전략기술 도출

사업총괄팀

사업 총괄, 신규사업 기획·관리·지원, 네트워크, 성과확산, 정책연구,
성과관리 및 평가, 통계관리 등

이정원
선임연구위원
민지혜 연구원
김지현
부연구위원
김영진 연구원
유제현 연구원

○ 올해에도 지속된 COVID-19 상황에 대비하여 온라인 연수프로그램 개발, 성과
확산 포럼 현지송출 등 전면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
- 온라인 연수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과학기술혁신 정책관련 수요가 높은 주요
분야를 선정하여 주제별 콘텐츠를 모듈화

요약 iii

○ 2021년 국가별 사업
- 가나 「혁신연구상용화센터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지원
· 가나의 기술혁신지원프로그램(TISP) 9개 주제 현황을 국가 수준에서 분석하여
관련 한국 경험 공유 및 시사점 제공을 통한 가나 전문가들의 역량 강화
· 조세 및 금융, 인력, 기술개발 및 정보, 기술이전 및 사업화, 창업 및 보육,
지적재산권 관리, 구매(공공조달), 인증 및 인정, 산학연 연계 등 TISP 세부
주제별 가나 환경에 적합한 정책 제언
· 2021 가나 디지털 혁신주간 내 STEPI 세션, 한-가나 K-Innovation 정책제안
하이브리드 워크숍 개최를 통하여 가나 산학연 전문가와 이스라엘,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대사 및 독일 국제협력공사(GIZ) 등 해외 이해관계자를 대상 한국의
STI 발전 경험 홍보 및 정책 제안 성과 확산
사업명(국문)

가나 혁신연구상용화센터 설립 및 운영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명(영문)

Master Plan for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Ghana Innovation &
Research Commercialization (GIRC) Centre

사업기간

2021~2023년
(2021) 가나 기술혁신 지원 프로그램(TISPs) 분석 및 한국 경험 공유

연도별 세부사업

수원국 시행기관

주요 활동

(2022) GIRC센터 설립 및 운영 마스터플랜 수립
(2023) GIRC센터 운영 프로그램 이행 및 역량 강화
가나 환경과학기술혁신부(Ministry of Environment,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Ghana)
[워크숍 및 현지 전문가 인터뷰] 양 기관 상호이해 증진 및 프로젝트 주제 이해도 제고
[국내 전문가 워크숍] 가나 TISPs 현황파악 및 GIRC 센터 정책수립 계획 논의
[역량개발 화상 연수] 전략계획 수립방법론 전수
[성과확산 화상 워크숍] 프로젝트 성과를 가나 및 GIRC 센터 이해관계자 대상 확산

산출물
STEPI 담당자

GIRC 센터 설립 및 운영 마스터플랜 최종보고서
김왕동 선임연구위원, 윤서희 연구원

iv 2021년도 국제기술혁신협력사업

- 라오스 「과학기술혁신 연구개발 및 적용을 위한 국가 마스터플랜 수립」지원
· 2020년 상반기 라오스 정부 개각으로 본 프로젝트의 담당부처인 과학기술부가
해체되어 5개부서로 업무가 분할되었으나, 주라오스 대한민국대사관과 주한
라오스대사관의 협조로 라오스 기술통신부가 주무부처로 확인됨
· 코로나와 정부개각으로 촉발된 라오스의 대내외적 환경에 맞춰 국가 과학기술
마스터 플랜의 전략적 방향에 대한 논의와 현지 전문가의 협력 수요조사를 실시함
· 2021년에는 이공계 전문인력 양성, 고등교육, 국공립연구소, 바이오 및 농생명
분야를 중점으로 한국의 발전경험 공유와 라오스의 제도적 환경 및 연구개발·
혁신 역량을 분석함
사업명(국문)

라오스 과학기술혁신 연구개발 및 적용을 위한 국가 마스터플랜 수립 자문

사업명(영문)

National Master Plan for STI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Application
in Lao PDR

사업기간

2020~2022년
(2020) 라오스의 국가혁신시스템(NIS) 현황 분석

연도별 세부사업

수원국 시행기관

주요 활동

(2021) 한국 과학기술발전 경험 공유 및 라오스 정책전문가 역량 강화
(2022) 라오스 과학기술혁신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라오스 과학기술부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2020. 1~2021. 2)
라오스 기술통신부(Ministry of Technology and Communications)(2021. 3~)
라오스 교육스포츠부(Ministry of Education and Sports)(2021. 3~)
라오스 산업통상부(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2021. 3~)
라오스 농업산림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2021. 3~)
라오스 에너지광산부(Ministry of Energy and Mining)(2021. 3~)
[워크숍]한-라오스 과학기술혁신 발전 사례 및 정책현안 공유
[연수 및 자문] 국가혁신시스템 분석법 및 과학기술혁신 정책 기획 역량 강화
[현지 기관·전문가 인터뷰] 로컬 컨설턴트가 현지 협력수요 조사
[성과확산] 한국 과학기술혁신 발전 경험 공유 및 사례 발표
한국-라오스 과학기술혁신 현황 및 정책현안 발표자료

산출물
STEPI 담당자

라오스 국가과학기술혁신시스템 현황 분석
과학기술정책 기획 역량 강화 교육자료
선인경 부연구위원, 안지용 연구원

요약 v

- 인도네시아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조정 메커니즘, 제도 및 금융시스템)」자문
· 인도네시아의 싱크탱크의 현황과 수요를 진단하고 STEPI를 중심으로 한 한국의
과학기술정책 씽크탱크의 설립과 발전 과정에 나타난 특징과 성공요인을 분석,
이를 토대로 인도네시아 연구팀과의 협업을 통해 인도네시아 환경에 적합한
씽크탱크 구축안 제시 및 정책 제언
· 한국의 국가연구개발시스템에 대한 분석 및 인도네시아의 평가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비교를 통해 인도네시아의 현재 발전 단계에 맞는 국가연구투자계획
(PRN) 모니터링과 평가시스템 구축 방안 및 정책 제언
·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과학기술 관련 법률의 현황 및 특징을 분석하고 최근
개편된 인도네시아 국가연구혁신청(BRIN)에 시사점 도출 및 정책 제언
사업명(국문)
사업명(영문)
사업기간

인도네시아의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조정 메커니즘, 제도 및 금융시스템) 자문
Arrangement of STI Governance: Coordination Mechanism, Institutional
Framework & Financial System and Investment in Indonesia-2차 연도
2020~2022년

연도별 세부사업

(2020) 인도네시아의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의 조정 메커니즘 분석 및 구축 자문
(2021)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의 제도적 틀 분석 및 구축 자문
(2022)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의 금융시스템과 투자 검토 및 구축 자문

수원국 시행기관

국가연구혁신청 (National Research and Innovation Agency, BRIN)
[착수세미나] 2020년 한-인도네시아 사업 성과 공유 및 2021년 사업추진방향
협의, 주제별 한국 정책 사례 및 인도네시아 현황에 대한 발표 및 토론
[국제공동연구] 인도네시아의 STI 싱크탱크 설립방안, 국가연구프로그램

주요 활동

기획·관리·평가 정책, 과학기술 관련 법․제도 개편 등 3개 분야에 관한 한-인도네시아
연구팀을 구성해 국내 전문가가 연구를 총괄하고, 인니 포컬 포인트를 지정해
공동연구 진행
[초청연수] 주제별 주요 한국의 정책 수단 및 사례 공유, 인니 측의 실행방안 도출
[정책자문] 한-인니 전문가 공동으로 3개 분야에 대한 정책제언 및 향후 추진방안
도출

산출물
STEPI 담당자

[성과확산워크숍] 아시아혁신학회 연계 인도네시아 특별 세션(제주대학교, 10. 8)으로
진행하여 아시아 지역 내 성과 공유 및 확산
인도네시아의 STI 싱크탱크 설립방안, 국가연구프로그램 기획·관리·평가 정책,
과학기술 관련 법․제도 개편에 관한 정책자문보고서(국영문), 학술논문
임덕순 선임연구위원, 김은주 책임연구원, 강신애 연구원, 이향희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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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보디아 「국가 기술전략 및 기술로드맵 수립을 위한 역량강화」지원
· 한국의 기술로드맵 수립 경험을 바탕으로 캄보디아 현지 기관들과의 협업으로
3개 전략기술분야(농업, 보건, 교육)의 국가기술로드맵 구축 및 정책 제언
· 캄보디아 과학기술 정책현황과 수요를 고려한 기술로드맵 수립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
· 국가기술로드맵 활용을 통해 캄보디아 정부의 과학기술혁신 분야 연구개발 사업
기획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
사업명(국문)

캄보디아의 국가 기술전략 및 기술로드맵 수립을 위한 역량 강화

사업명(영문)

Capacity Building and Pilot Implementation Program on Technology
Roadmap

사업기간
연도별 세부사업

수원국 시행기관

2020~2022년
(2020) 캄보디아 전략기술 도출 및 국가기술전략/기술로드맵 방법론
(2021) 1차 캄보디아 국가 기술로드맵 작성
(2022) 2차 캄보디아 국가 기술로드맵 작성 및 확산
캄보디아 산업과학기술혁신부, MISTI
(Ministry of Industry,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워크숍] 캄보디아 기술로드맵 수립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주요 활동

[자문] 한국의 기술로드맵 경험 공유 및 방법론 전수 및 자문
[현지 전문가 조사] 전략기술 선정 및 기술 시행을 위한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성과 확산] 캄보디아 기술로드맵 수립 성과 확산 워크숍

산출물

STEPI 담당자

국가 기술로드맵 수립을 위한 시범사업 보고서 (국영문)
- 캄보디아 국가 전략기술 선정
- 캄보디아 국가 전략기술 분야별 기술로드맵 시범사업 결과
- 캄보디아 국가 기술로드맵 활용 방안
이정원 선임연구위원, 민지혜 연구원

요약 vii

□ 2021년 사업 주요 성과
◦ (가나) 기술혁신지원프로그램(TISP) 분석 및 정책제안, 가나 디지털 혁신주간 참여
- 한-가나 연구진 협력을 통한 TISP 세부 주제별 정책제안 보고서 발간
- 2021 가나 디지털 혁신 주간 STEPI 세션 개최 및 한국의 STI 발전 경험 발표
- 한-가나 정책제안(성과확산) 하이브리드 워크숍 개최 : 이스라엘,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대사 및 독일 국제협력공사(GIZ) 등 해외 관계자 가나 현장 참석

◦ (라오스) 한-라오스 고위급회담 및 K-Innovation 라오스 국가 과학기술 연구
개발적용 착수회의 진행(‘21.09.01, 서울 및 온라인)
- 라오스 기술통신부(MTC)와 공동주최하여, 주대한민국라오스대사관, 현지 전문가,
공무원 출신 국내 라오스 유학생 등 약 60여명 관계자 참석
- 2021년도 사업결과보고와 현지 과학기술정책 수요조사분석 결과를 공유하기
위한 성과확산행사 실시(’21.12.15, 서울 및 온라인)
- 과학기술정책 역량강화를 위한 온라인 워크숍을 통해 현지 과학기술정책전문가
20여명이 연수과정 수료(’22.01.17-28)

◦ (인도네시아) 과학기술혁신 정책 자문을 통해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 개편, 정책
실행 역량강화 및 한-인니 상호 연구협력관계 증진
- STI 거버넌스 정책 자문을 통해 국가연구혁신청(BRIN)의 개편 통합 지원
-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기획·관리·평가 자문을 통해 BRIN의 정책 역량 강화
- 한-인니 공동연구를 통해 국제학회에서 논문 발표 등 상호 연구협력관계를 증진

◦ (캄보디아) 3개 전략기술 국가기술로드맵 구축 및 연구개발 전략 수립 역량강화
- 캄보디아 STI Roadmap 2030의 실행을 위한 3개 전략기술 분야(농업, 보건,
교육)의 국가기술로드맵 구축
- 국가 과학기술 정책 및 연구개발 전략 수립 담당부처 및 관련 전문가의 기술
로드맵 역량 강화

viii 2021년도 국제기술혁신협력사업

- 국가기술로드맵 활용을 통해 캄보디아 정부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예산 편성과
연구개발사업 기획의 효과성 제고

○ K-Innovation 사업의 성과관리 고도화를 위한 성과관리 프레임워크 수립
- 본 사업의 목적과 특성에 맞는 성과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성과 지표를 중심으로
한 성과관리 방안 마련

제1장 서론 1

│제1장│서 론
제1절 사업 필요성 및 목적
1. 사업 필요성
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과 과학기술혁신의 역할 강조

□ 범분야 이행수단으로서 과학기술혁신 부상
○ 2015년 SDGs 수립 이래 국제사회의 글로벌 도전과제, 인류 공동의 문제 해결
및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이행 수단으로 과학기술혁신이
핵심요소로 인식
- 개별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과학기술혁신의 직접 연계보다는 17대 목표 이행 수
단인 동시에 지속가능발전의 동력으로서 추구해야 할 목표임

□ 개발재원으로서 과학기술혁신
○ 국제개발협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개발재원으로서 과학기술혁신의 활용 및 과
학기술혁신 역량강화 강조
- 개발도상국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내부 동력으로서 과학기술혁신 역량의 강화와
이를 위한 교육, 인력, 법·제도, 인프라,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등이 핵심이
며, 이를 위한 국제사회 협력의 중요성 강조
- 개발도상국 혁신을 바탕으로 한 창업·보육 생태계의 육성과 활성화에 이은 일
자리 창출 역시 지속가능성장의 원동력으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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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ODA 규모 확대 및 위기 상황에서의 과학기술혁신 ODA 중요성 부각

□ 對개발도상국 원조 총액 및 무상원조 규모의 비약적 증대
○ 최근 10년간 OECD DAC 공여국 전체 ODA 규모가 약 14% 확대, 동 기간 한국
ODA규모는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2배 이상 증가(총배분액기준, 한국 9만 3,300

→

→

만 달러 204,500백만 달러 / OECD DAC 전체 1,033억 6,600만 달러
1,176억 3,300만 달러)

- 무상원조 규모 역시 동 기간 OECD DAC 공여국 12%, 한국 204%로 꾸준히
크게 증가하였으며, 총액의 약 60%를 유지하며 안정적 확대 추세
[그림 1-1] ODA* 규모**의

[그림 1-2] 무상원조*** 규모**의

변화(2010~2019)

변화(2010~2019)

*Total, Gross disbursement 기준 ** Current Prices, 백만 달러 *** Grants.
자료: OECD.Stat(https://stats.oecd.org/(검색일: 2021. 6. 29.)

□ COVID-19로 인한 글로벌 위기상황에서 과학기술혁신 경쟁력의 중요성
및 한국의 기여와 역할 강조

○ 팬데믹에 대응하는 개발도상국 과학기술 역량의 중요성 증대
- 초기 진단을 비롯한 위기 감지 및 관련 데이터의 수집과 국제사회 공유 등 초기
대응 역량의 부재로 인한 팬데믹 확산 경험→ 위기 상황에서의 개도국의 과학
기술적 역량은 글로벌 사회·경제의 안정과 직결

○ 혁신 기술 활용 방역체계 구축 등 한국의 사례로부터 오는 교훈의 전달과 공유를
통해 국제사회 기여 요구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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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국 과학기술발전 경험 기반 ODA 수요 증대

□ 한국의 경제성장의 핵심 원동력인 과학기술 경쟁력과 혁신역량에 대해
개발도상국 내 정책자문 수요 증대

○ 동 사업을 비롯해 KSP 프로그램과 KOICA DEEP 프로그램 등 무상원조 ODA
개발컨설팅 사업에서 STI 분야 정책자문 수요 증대
- 국가 차원의 STI 마스터플랜, 기술전략 수립, 국가 연구개발기관 설립 및 운영,
지역혁신 클러스터, STI 정보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수요 증가

□ 최근 팬데믹 기간 디지털 전환 및 디지털경제 구현으로 경제회복, 기초
보건·방역 대응 수요가 다양해짐에 따라 향후 관련 과학기술혁신 역량
강화 및 정책자문 수요 급증 예상

○ 관련 기술전략, 법·제도 기반 구축, 혁신창업 보육, 디지털경제 역량 분석 및 마
스터플랜 등 과학기술혁신 기반 사업수요 다각화 가능성 다대함

2. 사업 목적
가. 개발도상국의 과학기술혁신 기반 지속가능발전 지원

□ 교육훈련을 포함한 STI 분야 정책자문 및 법·제도 구축(역량) 지원 ODA
사업을으로 협력국의 STI 기반 지속가능발전 및 경제성장에 기여

○ 2014년 시작 이후 9년차 사업으로 협력국 내 다양한 STI 발전 수요에 맞춤형
중장기 개발컨설팅 사업 전개
- 단년도 사업을 지양하고, 단계적·종합적 접근을 통해 필요시 관련 전담기관 설
치, 법·제도 수립의 벤치마킹 사례 제공 등 단계별 맞춤 정책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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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자문 보고서 전달에 그치지 않고 정책수립 자체의 역량을 강화하거나 수립
된 기관의 운영역량 확보, 수립된 로드맵을 실천하기 관련 전문가 역량강화 병
행→사업의 실효성 제고

나. 한국 국가 과학기술혁신 역량의 국제적 위상 제고

□ 한국의 STI 발전모델과 노하우를 공유해 소프트파워 기반 협력을 강화함
으로써 협력국과의 STI 분야 국제협력 관계 강화

○ 한국형 발전경험 기반 정책자문 ODA 사업으로 국격 제고 및 향후 공동 R&D
등 보다 구체적인 협력 성과 도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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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2021년 사업 방향 및 체계
1. 사업 방향
가. 정책 방향성에 부합하는 사업 발굴·추진

□ 신남방정책 및 국제개발협력 중점협력국 대상 사업 추진
○ 라오스,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신남방정책 대상 3개국 계속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융합형 사업 기획

나. 협업확대 및 온라인 콘텐츠 강화로 비대면 사업환경 극복

□ 융합형 사업 추진 및 현지 연계 강화
○ 단일 주제 정책자문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연관 주제 국내 기관과 협업해 사업
효과성 제고
- 사업 기획부터 국별 사업주제에 맞는 협업기관을 선정하여 일부 위탁연구 추진
→ 협업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공동 워크숍 개최 및 정책자문 보고서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상시 협의 체계 운영

○ 협력국 출장이 불가능한 상황에 맞추어 현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컨설턴트로
활용해 조사 및 성과확산의 수월성 확보
- 협력국 파트너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전문 기관 및 전문가 선정, 계약을 통해
정책자문 과정에서 필요한 현지 정보를 용이하게 확보
- 현지 조사과정에서 동 사업의 목적을 상기하고 관련 전문가들에 조사와 정책자
문을 통한 성과에 관심 유도→추후 성과확산 및 신규 사업주제 발굴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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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 기반 역량강화 온라인 콘텐츠 모듈화
○ 전년도에 이어 한국의 과학기술발전 경험과 관련한 주요 주제들에 대해 강의내용
모듈화 추진
- 2020년 7개 주제 완료, 해당 연도 7개 주제 추진(<표 1-1> 참조)

<표 1-1> 2021년도 한국 과학기술발전 콘텐츠 주제 모듈화
주제 1

한국의 기술 로드맵 작성

주제 2

한국의 기술 예측

주제 3

한국의 산업고도화 제도와 정책

주제 4

한국의 경제발전

주제 5

한국의 과학기술 정책

주제 6

한국의 IPR 정책과 시스템

주제 7

개도국 기술역량 강화

자료: 연구진 작성.

○ COVID-19의 장기화로 방한이 불가해 온라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피
함에 따라 모듈화 내용 및 수요에 맞춘 주제로 동영상 강의 제작
- 다양한 주제로 동영상 강의 제작→국별 수요에 맞추어 동영상 강의 선택 및 실
시간 워크숍을 병행한 온라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실시
- 이미 제작한 동영상 강의자료는 차후 예비학습 교재로 활용할 예정

제1장 서론 7

다. 성과 관리 고도화 및 성과확산 활동 다변화

□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성과관리 방법론 및 관리체계 수립
○ 개발컨설팅 사업으로서 동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성과관리 방안 도출과 차년도
사업 반영을 위한 체계 구축 추진
-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성과 관리 강화 요구가 증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9년 차를 맞는 동 사업의 성과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이를 강화하여 사업의 지
속성과 효과성 제고

□ 기존 ODA 네트워크 경로 강화 이외에 성과확산 활동의 다변화 추진
○ 이미 추진해오던 과학기술 ODA 포럼 주제 심화 및 국제개발협력 관련 학계·출
연연과의 협업을 통해 과학기술혁신 ODA 논의의 중심으로 자리매김

○ 사업 성과 확산 포럼 개최 및 학회 참여로 성과확산과 연구기반 사업 추진의 토
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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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체계
사업 구분

과업

국별 행사

주요 내용
Ÿ

1차: 착수회의 개최

Ÿ

2차: 정책 유관 교육 훈련(온라인)

Ÿ

3차: 성과확산회의 개최

Ÿ

2022년도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정책자문

국별 사업

Ÿ

2021년도 국별 사업 기획 및 운영

(4개국)

기획 및 운영

Ÿ

커뮤니케이션: 현지 협력기관·부처, 대사관, 국내외 전문가

Ÿ

보도자료 작성

Ÿ

국문 사업보고서

Ÿ

영문 정책자문 보고서(국별)

Ÿ

영문 초청연수 자료집(국별)

Ÿ

수원국 사업 수요 발굴 및 접수

Ÿ

차년도 사업 신청: PCP, 수원국 공문, 사업시행계획서,

결과물

신규 사업

사전 타당성조사, 기타 증빙
Ÿ

사업총괄

네트워크

성과확산

정책연구

차년도 사업 선정 심의 단계별 국조실, 외교부, 기재부 대응

과기 ODA 포럼, ODA 자문위원회, 평가발표회 개최
Ÿ

저널기고, 언론보도(ex, Tech-Biz, 기획기사 작성)

Ÿ

국제네트워크 확장 및 활용

Ÿ

개발컨설팅 성과 세미나(국제지역학회 세션구성 발표 등)

학회 발표, 성과관리 고도화 방안 등 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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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1년 사업 내용 및 연구팀
국가

제목

(협력기관)

사업 기간

가나 혁신연구상용화센터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가나

마스터플랜 수립 자문

(환경과학기술혁신부) [융합] 가나의 기술혁신지원제도 고도화를 위한 정책자

2021~20
23

문

라오스
(과학기술부)

라오스의 과학기술혁신 연구개발 및 적용을 위한
국가 마스터플랜 수립 자문

2020~20
22
[융합] 라오스 바이오·보건의료 연구개발 및 협력안 도
출
인도네시아의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
(조정 메커니즘, 제도 및 금융시스템) 자문

인도네시아
(국립과학원)

2020~20
22
[융합] 인도네시아 과학기술 거버넌스 정책 자문 및 공
동연구

연구원
김왕동
선임연구위원
윤서희 연구원
선인경
부연구위원
안지용 연구원
임덕순
선임연구위원
김은주
책임연구원
강신애 연구원
이향희
선임연구원

캄보디아의 국가 기술전략 및 기술로드맵 수립을 위한
캄보디아
2020~20
역량강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2
[융합] 캄보디아 3대 국가전략기술 도출

이정원
선임연구위원
민지혜 연구원
김지현
부연구위원

사업총괄팀

신규사업 기획·관리·지원, 네트워크, 성과확산, 정책연구 등

김영진 연구원
유제현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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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정책자문
제1절 가나
1. 사업 개요
<표 2-1-1> 가나 사업 개요
사업명(국문)

가나 혁신연구상용화센터 설립 및 운영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명(영문)

Master Plan for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Ghana Innovation &
Research Commercialization (GIRC) Centre

사업기간

2021~2023년
(2021) 가나 기술혁신 지원 프로그램(TISPs) 분석 및 한국 경험 공유

연도별 세부사업

수원국 시행기관

주요 활동

산출물
STEPI 담당자

(2022) GIRC센터 설립 및 운영 마스터플랜 수립
(2023) GIRC센터 운영 프로그램 이행 및 역량강화
가나 환경과학기술혁신부(Ministry of Environment,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Ghana)
[워크숍 및 현지 전문가 인터뷰] 양 기관 상호이해 증진 및 프로젝트 주제 이해도 제고
[국내 전문가 워크숍] 가나 TISPs 현황파악 및 GIRC 센터 정책수립 계획 논의
[역량개발 화상 연수] 전략계획 수립방법론 전수
[성과확산 화상 워크숍] 프로젝트 성과를 가나 및 GIRC 센터 이해관계자 대상 확산
GIRC 센터 설립 및 운영 마스터플랜 최종보고서
김왕동 선임연구위원, 윤서희 연구원

2. 프로젝트 기획
가. 배경 및 목적

□ 사업 배경
○ 가나는 인구 약 3,017만 명, 1인당 GDP가 2,220달러(KOTRA, 2019년도 기준)
인 하위 중소득국으로서, 2017년 신정부 출범 이후 대외원조 극복정책을 펼치며
실질 경제성장률 6.5%를 기록하는 등 급성장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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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교역 수출품이 금, 코코아, 원유 등으로 원자재 의존도가 높아 약한 경제기반
이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며 IMF로부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9억 2,600만 달러
금융 지원을 받음

○ 2017년부터 가나 정부는 해외원조 없이 자력으로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Ghana,
Beyond Aid(가나, 원조를 넘어)’를 주요 의제로 설정하여, 자국 제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기반을 강화하고 안정된 경제성장을 위한 R&D 상용화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수요를 밝힘(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20, p. 11)

○

가나 환경과학기술혁신부(MESTI, Ministry of Environment,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는 2018년 7월 가나 혁신연구상용화센터(GIRC
Center, Ghana Innovation Research Commercialization Center) 설립을
공표

○ 가나 MESTI는 지식 교환, 기술이전, 연구 결과물 상용화를 위한 정부, 공공 연구
기관, 학계 및 민간부문의 협력을 위해 한국의 개발경험에 관심을 갖고 STEPI에
협력 요청

○ STEPI와 MESTI는 양국의 승인을 받아 “Master Plan for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Ghana Innovation & Research Commercialization (GIRC)
Center”라는 제목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개 연도 K-Innovation ODA
Program을 추진 중

○ COVID-19로 인한 입출국이 어려워짐에 따라 킥오프 회의, 전문가 인터뷰 등
모든 회의가 화상으로 진행되었으며, 향후 초청연수, 성과확산 워크숍 등의 가나
-한국 간 출장도 COVID-19 대응 추이에 따라 대면/비대면 방식을 결정할 예정
임

1)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https://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nationMain.do?natnSn=170(검색일: 2021.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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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목적
○ 한국의 STEPI와 가나의 MESTI 측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개 연도
K-Innovation ODA Program을 기획하면서 1차 연도에는 가나 기술혁신 지원
프로그램 (TISPs, Technology Innovation Support Programs) 현황을 분석
하고 이에 대한 한국 경험을 공유하며, 2차 연도에는 이를 바탕으로 GIRC 센터
를 성공적으로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한 마스터 플랜 수립, 3차 연도에는 GIRC
센터 운영 프로그램 이행 및 역량강화에 초점을 두기로 합의함

○ 1차 연도(2021)
- 국가 수준에서 가나 기술혁신 지원 프로그램(TISPs) 분석 및 한국 경험 공유
· 가나의 기술혁신 시스템(TIS) 및 기술혁신 지원 프로그램 (TISPs) 분석
· 한국의 기술혁신 지원 프로그램 (TISPs) 공유 및 MESTI 정책 시사점 도출

○ 2차 연도(2022)
- GIRC센터 설립 및 운영 마스터 플랜 수립
· GIRC센터의 비전, 미션, 전략, 내부시스템(구조, 예산, 인력, 네트워크 등) 및
운영프로그램 등 기관 수준의 전략적 추진방향 제시
· 성장 단계별 운영 프로그램 로드맵 수립

○ 3차 연도(2023)
- GIRC센터 운영 프로그램 이행 및 역량강화
· 직무 교육(OJT), 운영 지침 초안 작성 등 참여에 의한 학습(Learning by
Participation)을 통한 역량강화 워크숍에 의한 지식 이전
· 한-가나 협력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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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프레임워크

□ 연도별 프레임워크
○ 1차 연도(2021)
- 국가 수준에서 가나의 기술혁신 시스템(TIS)을 분석하고, 한국의 기술혁신 지원
프로그램(TISPs) 경험을 공유함(그림 2-1-1 참조)
- 특히, 법적 프레임워크 및 거버넌스, 조세 및 재정 지원, 인력 및 구매 지원, 기술 지원,
인프라 지원 프로그램 등에 중점을 둠
- 이를 위해 2021년 4월 Kick-off & Field Interview가 화상으로 이루어졌음. 9
월에는 역량강화 연수(Capacity Development Workshop)가 온라인으로 추진
되었고, 12월에는 최종 연구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성과확산 워크숍
(Dissemination Workshop)이 개최됨

○ 2차 연도(2022)
- 2차 연도에는 1차 연도의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기관수준에서 GIRC센터의 성
공적 운영 및 수립을 위한 마스터 플랜 개발에 초점을 둠(그림 2-1-1 참조)
- 즉, GIRC센터의 비전, 미션, 전략과 구조, 예산, 인력, 네트워크 등 내부 시스템
을 구축하기 위해 현황을 분석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성장 단계별 운영 프
로그램 로드맵을 수립하고자 함
- 2차 연도 또한 1차 연도와 마찬가지로 ① Kick-off & Field Study Visit(아크
라, 4월), ② 초청연수(서울, 7월), ③ 성과확산워크숍(아크라, 10월)을 개최할
예정임
- 상기 일정들은 COVID-19로 다소 지연되거나 일부 변경 가능

○ 3차 연도(2023)
- 3차 연도에는 OJT 및 운영 지침 초안 작성 등 참여에 의한 학습(Learning by
Participation)을 위한 역량강화 워크숍을 통해 지식 이전이 이루어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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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가나 협력 사업을 추진해 GIRC센터 운영프로그램을 이행하고자 함

[그림 2-1-1] 연도별 분석 프레임워크

자료: 연구진 작성

□ 1차 연도 프레임워크
○ 본 과제에서 올해 진행할 분석프로그램의 개념적 틀은 [그림 2-1-2]와 같음
○ GIRC센터는 R&D 및 혁신 분야에서 공공-학계-민간협력 촉진과 지원을 목표로
기술 상용화를 위해 이해관계자가 협업할 수 있는 전략적 플랫폼 역할을 수행
- 이를 위하여 가나 TIS/TISPs 분석 및 한국의 경험 공유가 선행되어야 하며,
세부 분야를 다음과 같이 선정

･조세 및 재정
･인력
･기술(기술개발 및 정보, 기술이전 및 사업화, 창업보육, 지적재산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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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및 공공조달
･인프라(인정 및 인증, 산학연 협력)

○ 위와 같이 GIRC센터는 가나의 TIS/TISPs 발전을 통하여 혁신 연구 상용화와
산학연 협력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며, 가나의 과학기술혁신 발전에 획
기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본 프로젝트에서는 가나 TIS/TISPs의 분석 및 한국 현황 공유를 위하여
다섯 가지 세부분야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함

[그림 2-1-2] 1차 연도 분석 프레임워크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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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팀 구성

□ 한국 연구진
○ STEPI가 주관하고 특정 주제와 관련하여 외부 전문가가 참여함
- 프로젝트 책임자: 김왕동 선임연구위원, 코디네이터: 윤서희 연구원

<표 2-1-2> 연구팀 구성 현황
구분

기관명

직책

성명

수석
고문

서울시립대

대외협력 부총장

오명도

Ÿ

프로젝트 전략 전반에 대한 자문 및 평가

김왕동

Ÿ
Ÿ

사업 총괄 및 기획
GIRC센터 내부시스템 관련 자문

내부
전문가

외부
전문가

국내
위탁
연구진

STEPI

SDGs혁신연구단
선임연구위원

주요 역할

STEPI

글로벌혁신전략연구본부
연구원

윤서희

Ÿ

연구 조사, 기획 및 운영

중소기업
연구원
KOSBI

미래전략연구단장

노민선

Ÿ

조세 및 재정 지원 자문 및 전략 수립

한국폴리텍
대학

직업교육연구소 교수

위영은

Ÿ

인력 지원 자문 및 전략 수립

한국조달
연구원

공공구매연구팀장

김병건

Ÿ

공공조달 및 구매 지원 자문 및 전략 수립

전북TP

디지털융합센터장

최상호

Ÿ

테스트 및 인증 관련 자문 및 전략 수립

한밭대

산학협력 부총장

최종인

Ÿ

산-학-연 협력 관련 자문 및 전략 수립

경북TP

정책기획단 단장

김상곤

Ÿ

기술개발 및 정보 지원

경북TP

기업지원단 부단장

송민석

Ÿ

기술이전

경북TP

글로벌혁신인재양성팀장

김양진

Ÿ

상용화

경북TP

경북게임센터장

류종우

Ÿ

창업보육 지원

IPON

대표

김영범

Ÿ

지적재산권 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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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 협력 담당자
○ 1차 연도 사업은 가나 TISPs 분석 및 한국 경험 공유에 초점이 있으므로 세부
분야별 전문가를 선별해 가나 MESTI 측에서 팀 구성

<표 2-1-3> 가나 협력 담당자 현황
기관명

직책

성명

전문 분야

MESTI

Special Advisor to
Minister, MESTI

Oliver Boachie

Ÿ

사업 총괄

ORID-UG

Research
Development Officer

Mammie Nortey

Ÿ

기술이전

CSIR-STEPRI

Director

Wilhemina Quaye

Ÿ

기술이전 정책 및
지적재산권 관리

CSIR-INSTI

Chief Technologist

Michael Wilson

Ÿ

디지털 혁신

Accra Digital Centre

Head of Operations

David Ofori

Ÿ

디지털 혁신

National
Entrepreneurship and
Innovation Programme

Director of Business
Support

Franklin Karikari

Ÿ

창업보육 지원

Ÿ

산-학-연 협력

Ÿ

기업가정신 및 혁신

Ÿ

디지털 전환
이니셔티브

(NEIP)
Association of Ghana
Industries (AGI)

Vice President

Humphrey
Ayim-Darke

Ashesi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Gordon Adomdza

Office of the Vice
President

Senior Advisor

Augustine Blay

CSIR-IIR

Director

Boateng Agyenim

Ÿ

기술개발 및 정보 지원

KNUST

Pro-Vice-Chancellor

Ellis Owusu-Dabo

Ÿ

기술 상용화

Madin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Consulting Director

Mohammed-Sani
Abdulai

Ÿ

인정 및 인증 지원

Ministry of Finance

Snr. Advisor to
Minister

Yaw Ansu

Ÿ

조세 및 재정 지원

MESTI

Director

Kwamena E.
Quaison

Ÿ

과기혁신(석유/가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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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직책

성명

MESTI

Deputy Director

Cephas Adjei
Mensah

The Heritors People
Limited

Chief Executive
Officer

GABSON Engineering &
Consultancy Services
Mirepa Investment
Advisors Limited
Heritors Labs
Takoradi Hospital

전문 분야
Ÿ

공공정책,
과기혁신(생화학),
공공 행정

Derrydean Dadzie

Ÿ

디지털 전환 및 정책

Chief Executive
Officer

George Agyakwa
Boateng

Ÿ

농업 기술

Chief Executive
Officer

Kafui Adoboe

Ÿ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생태계

Independent

Bossman Akanluk

Researcher

Bastimi

Ÿ

기술 및 혁신

Researcher/Biological

Rudolf Holali

Scientist

Djirackor

Ÿ

보건과학 및 혁신

라. 일정(경과)
□ 킥오프 워크숍 및 현지전문가 인터뷰(2021년 4월, 비대면)

○ 양 기관의 상호 이해증진 및 프로젝트 주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킥오프 워크숍
실시
- STEPI와 MESTI 양 기관 소개, 본 사업의 내용 및 범위 소개 등

○ GIRC센터의 전략계획 수립을 위해 MESTI와 관계자 및 담당자 인터뷰 실시
○ 가나 TIS/TISPs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 정보, 문서 등 수집
○ 한국 팀을 지원할 가나 현지 전문가 미팅 및 업무분장 실시
○ 역할분담 및 사전준비사항
- (STEPI) △STEPI 소개 및 관련주제 발표자료 준비, △인터뷰 질문지를 작성하
여 MESTI 측에 송부
- (MESTI) △GIRC센터 및 가나 과기혁신 정책 현황 소개자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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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보고서 작성(2021년 6~8월)

○ 양 기관 전문가는 현황 파악에 필요한 자료 조사 및 보고서 작성
○ 역할분담
- (STEPI) 9개 주요 분야 관련, 가나 측에 적합한 한국 사례 보고서 작성
- (MESTI) 9개 주요 분야 관련, 가나 측 역량수준에 관한 보고서 작성

□ 역량강화 워크숍(2021년 9월, 비대면)

○ 목표: 한국 경험 공유 및 가나의 TISPs 현황 공유
○ 대상: MESTI 및 관련 분야/기관 가나 관계자
○ 내용
- 1일차: 가나 TISPs 분야별 현황 공유 워크숍 개최
- 2~3일차: 한국 TISPs 9개 분야에 대한 국내전문가 사례 공유 워크숍 개최

□ 최종보고서 초안 작성(2021년 9~10월)

○ 목표: 역량강화 워크숍 내용을 바탕으로 가나 및 한국의 TISPs에 대한 최종보고
서 초안 작성

○ 방법: 가나 측 전문가가 한국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가나 TISPs 현황을 분야별로
작성해 봄으로써 분석 및 기획역량 제고

○ 역할분담
- (STEPI) MESTI가 작성한 최종보고서 초안에 대한 검토 및 자문, 피드백 제공
을 통해 가나 TISPs 현황 파악 및 한국 경험 공유
- (MESTI) 역량강화 워크숍을 통해 학습한 한국의 TISPs 경험을 기반으로 가나
TIS/TISPs 현황에 대한 초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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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확산 워크숍(2021년 12월, 비대면)

○ 목표: 본 프로젝트의 최종 결과물을 MESTI 및 GIRC 센터 관계자, 그리고 가나
내 이해관계자들에게 확산

○ 방법: 워크숍 개최 및 미디어(현지 및 국내 언론매체) 홍보
○ 역할분담
- (STEPI) 가나 TISPs 현황 및 한국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정책 제안 발표
- (MESTI) 현지 언론 매체 섭외 및 현지 워크숍 개최

□ 최종보고서 발간 및 전달(2021년 12월)

○ 가나 TISPs 제안 최종보고서 발간 및 전달(MESTI 및 GIRC센터 대상)
[그림 2-1-3] 주요활동별 내용 및 방법론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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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프로젝트 일정

자료: 연구진 작성

3. 프로젝트 실행
가. 사전회의

□ 회의 개요
○ 목적: 2021년 가나 사업 실행계획 및 방안 논의
○ 일시 및 장소: 2021년 3월 18일, ZOOM 화상회의
○ 참석자
- (STEPI) 김왕동 선임연구위원, 윤서희 연구원
- (MESTI) Oliver Boachie

22 2021년도 국제기술혁신협력사업

○ 회의 결과
- 2021년 프로젝트 범위 논의, 프로젝트 절차 및 일정 조정(COVID-19에 따른
기 계획된 회의 비대면 진행 안내), 양 기관 담당자 소개, 향후 계획 수립(킥오
프 워크숍 및 현지전문가 인터뷰 관련 계획 수립)

나. 국내 전문가 착수회의

□ 회의 개요
○ 목적: MESTI 현지 전문가 인터뷰로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추진방향 설정
○ 일시 및 장소: 2021년 4월 2일(금) 15~17시, ZOOM 화상회의
○ 참석자
참석자
(내부) 김왕동 선임연구위원, 윤서희 연구원
(외부) 오명도 부총장(서울시립대), 최종인 교수(한밭대), 최상호 센터장(전북TP), 위영은
교수(한국폴리텍대학), 김병건 팀장(한국조달연구원), 노민선 단장(KOSBI), 김상곤 단장, 송민석 부단장,
김양진 팀장, 류종우 센터장(경북TP), 김영범 대표(IPON)

○ 회의 결과
- 2021년 프로젝트 절차 및 활동 소개, 가나 국가 동향 및 GIRC센터 소개

다. 킥오프 워크숍 및 현지 전문가 인터뷰

□ 회의 개요
○ 목적: MESTI 현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추진방향 설정
○ 일시 및 장소: 2021년 4월 29일(금) 18시~20시 30분, ZOOM 화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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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자
국가

한국

참석자
(내부) 김왕동 선임연구위원, 윤서희 연구원
(외부) 오명도 부총장(서울시립대), 최종인 교수(한밭대), 최상호 센터장(전북TP), 위영은
교수(한국폴리텍대학), 김병건 팀장(한국조달연구원), 노민선 단장(KOSBI), 김상곤 단장,
송민석 부단장, 김양진 팀장, 류종우 센터장(경북TP), 김영범 대표(IPON)
(MESTI) Kwaku Afriyie 장관, Oliver Boachie, Cynthia Asare Bediako, Cephas
Adjei Mensah, Judith Awo Semabia

가나

(정부 및 연구기관) Kwaku Ofori (National Information Technology Agency),
Francis Boateng (CSIR), Della Gordon (CSIR-INSTI), Wilhemina Quaye
(CSIR-STEPRI), Sheila Frimpong (Atomic Energy Commission), Rhoda Appiah
(FDA), Yawansu (MoF)
(학계) Pf. Ellis Owusu-Dabo (KNUST), Gordon Adomdza (Ashesi Univ), Pf.
Nunoo (Univ. of Cape Coast), Mammie Nortey (Univ. of Ghana)
(민간 및 기타) Bossman, Derrydean Dadzi (Heritors People), Brian Dzansi, Jonas
Amoako (GIZ Ghana)

□ 프로그램 진행
○ 개회 및 폐회사
- (개회사) 오명도 부총장(서울시립대)
- (축사) Minister, Dr. Kwaku Afriyie(MESTI)
- (폐회사) 김왕동 선임연구위원(STEPI)

○ 상호 기관 및 프로젝트 소개
- STEPI 및 프로젝트 소개(김왕동 선임연구위원, STEPI SDGs혁신연구단)

○ 프로젝트 전문가 인터뷰 진행
- (진행 방식) 한국과 가나 전문가 소개와 가나 측 발표 후 분야별 질의응답 식으
로 인터뷰 진행
- (세션 구성) 가나 TIS/TISPs 소개 및 GIRC센터 현황 발표, 질의응답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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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 킥오프 워크숍 및 인터뷰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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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 및 인터뷰 결과
○ 가나 STI 생태계 진단을 통한 GIRC센터 설립 및 비즈니스 사례 개발
□ 인큐베이션 및 혁신 허브 SWOT 분석

○ 기회 (Opportunities)

- 고등교육 졸업생을 위한 ICT 교육
- 직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 어린이를 위한 코딩 프로그램
- B2B 매칭 지원
- 학생들을 위한 비즈니스 빌리지

○ 위협 (Threats)
- 관광, 건강, 모바일 뱅킹, 청정 운송, 모든 부문에 걸친 STI의 비즈니스 측면 개발
- 사이버 보안 및 인터넷 사기
- 높은 전력비용
- 해외 경쟁 상품 유입 및 현지 생산 상품 및 서비스 가격 하락 압력
- 규제 기관에 의한 인증 절차 지연

□ 문제점 분석 및 결론

○ 문제점
- 제한된 자금, 인프라 부족, 민간 부문과의 약한 연계 등 공립대학 및 연구기관 문제
점 지적
- 인큐베이션 및 혁신 허브 부분의 경우 스타트업, 디지털 인프라 및 산업 역량, 시장
침투 문제에 대한 자금 지원 확보가 과제

○ 결론
- 지속 가능한 자금 조달 모델에 대한 명확한 계획과 강력한 연구-민간 부문 연계 및
높은 상업적 적용 가능성을 가진 연구 및 혁신에 중점을 두고 GIRC-Centre가 신중
하게 설립되어야 함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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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RC센터 현황
□ 비전 및 현황

○ 비전 및 설립 배경
- (비전) GIRC센터를 기반으로 가나혁신청 설립
- (배경) 1957년 가나 독립 이후 연구 인프라 및 인력 개발에 대한 막대한 투자에도
약한 연계와 지식 창출에 대한 민간 부문의 제한된 지원이 과학, 연구 및 혁신에서
국제적 격차 초래
→ 지식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협업의 필요성 및 기술이전, 사
업화 촉진을 위한 고의적 투자가 요구됨
- (GIRC센터 설립) STI로 가나의 사회경제적 발전 기반을 구상하고, 정부-공공연구
기관-학계-민간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

○ 주요 관심 분야 및 관련 프로젝트
- 농업 가공, 환경, 폐기물 관리 및 순환 경제, 제조, ITC, 재생 에너지, 건강 및 제약,
광업 및 광물 가공, 석유 및 가스 분야
- 독일-이스라엘 삼각협력 프로그램, 부대통령실-디지털 전환 프로젝트, 마스터카드
재단 프로젝트, 세계은행 프로젝트 등에 참여함으로써 GIRC센터 활동 기반을 마
련함

○ 자금 계획
- (가나 연구 혁신 기금) GDP의 1% 이상을 할당한 기금을 활용하여 혁신 생태계 활
동 지원 기금으로 확보 예정
- 가나 연구 혁신 기금을 기본으로 다른 개발 파트너가 제공하는 자금원도 활용할 예
정이나, 더 중요한 것은 생태계 내 민간 기업의 역할일 것

□ 거버넌스

○ 전략적 기술 센터(Strategic Technology Center)
- GIRC센터 산하기관으로 가나 전략기술적 분야별 STC를 도입하여, 교육 및 기술개
발 장비, 컨설팅 부서, 프로토 타이핑, 파일럿, 제한된 생산 및 시장 테스트를 위한
장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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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장소 등 인프라와 자금을 제공하고, STC 자체적으로 자금 창출 활동을 하기
위하여 민간 협력 파트너 탐색 중
- 영국 Innovate UK 내 제조기술 센터(Manufacturing Technology Centre), 남
아공 공립대학의 사례와 유사한 모델
- (파운드리 및 머신 도구 복합센터) 농업 및 자동차 등의 산업을 위한 기본 도구 설계
및 생산을 위한 센터로, 가나 원자력위원회 부지에 설립 예정

○ 조직
- 현재 사무실 건물의 리노베이션만 마친 상태로, 행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Gordon 박사(아셰시대학)가 이끄는 소규모 팀을 구성함
- 한국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컨설턴트와 함께 진행해야 할 다양한 활동을 살펴볼 예
정으로, 현재는 기술적 부분 활동이 없음

○

그 외 질의응답

□ 가나 개발을 위한 기술 수요 순위

○ 농업 중심 제조업

- 인구의 60~70%가 종사하는 농업 분야에 가나가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
여 산업화 의제를 시작할 분야로 농업 이니셔티브에 집중하고자 함
- 그러나 농업 자체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므로 제조업이 반드시 일부가 되어
야함
- (파운드리 및 CNC 기반 공작 기계 센터 설립 착수) 업 스트림(생산성 향상) 및 다운
스트림(상품에 가치 부가)이 이루어지도록 기본 농업 장비를 개발할 수 있는 기계
센터를 설립하였고, 현재 집중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임
- COVID-19로 건강 및 제약 산업의 중요성을 체감하여 종합적으로 농업, 제조, 건
강, 에너지 그리고 ICT 분야가 초기에 집중하고자 하는 분야

□ 산학협력

○ 기술이전 센터
- 가나 대학 내 Oragne 기업 센터, CSIR 내 연구-산업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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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개발 및 이전 센터 등 대부분 투자자가 기술이전센터 보유
- 앞으로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고 산업과 연구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자 함

○ 대학 기반 산학협력 활동
- Kwame Nkrumah 과학기술대학(KNUST) 내 Office of Grants and Research,
엔터프라이즈 개발 부서 등 가나대학 내 기업가정신 및 혁신 관련 부서 존재
- 가나대학(University of Ghana)은 격차 해소를 위한 전략적 계획을 바탕으로 외부
산학연계 파트너십에 우선순위를 둠
- (가나대학 응용과학 기술연구소) 지난 5년간 200명 이상의 end-user를 배출하였
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지식, 기술 및 혁신을 전달함
- 가나대학 내 많은 연구가 제안서 단계에서 수요 중심(demand-driven) 접근으로
산업계에서 직면한 과제를 바탕으로 정보를 수집하며, 지적재산권 보호 활동을 하
고 있음

□ 인력양성

○ STEM 교육 강화 목표
- 가나 교육 시스템은 비-STEM 영역이 중점으로, 졸업생의 약 70%가 과기공학 및
수학이 아닌 인문학 출신
- 공과대학 졸업생들이 현장 교육으로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STC가
활용될 것
○ 커리큘럼 및 인증 관련

- 가나 표준국(Ghana Standards Authority)과 같은 인증기관에는 커리큘럼 표준을
검토하는 고등교육위원회가 설립
- GIRC센터가 운영될 때 이들과 협력하여 국가 니즈를 기반으로 인증제도를 규정하
고, 현장의 의견도 잘 반영되게 하고자 함

□ 공공조달

○ 공공조달 관련 수요
- 아직 가나에서 공공조달은 새로운 개념이지만 마스터 플랜 개발에 포함하고자 하며
다음 예시를 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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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혁신 분야(예: 플라스틱 폐기물 결합 건설재) 제품이 친환경 여부 인증에 공
공 조달 시스템 활용
- 정부 또는 생태계 내 이해관계자, 혁신 기업가와 함께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제품을
상용화할 방법을 공공조달로 찾고자 함

[그림 2-1-6] 킥오프 워크숍 사진

라. 국내 전문가 1차 워크숍

□ 회의 개요
○ 목적: 가나 개관 및 STI 시스템, 가나 GIRC센터 롤모델 소개를 통한 협력국에 대한
이해 증진

○ 일시 및 장소: 2021년 5월 24일 (금) 16~18시, ZOOM 화상회의
○ 참석자
참석자
(내부) 김왕동 선임연구위원, 윤서희 연구원
(외부) 오명도 부총장(서울시립대), 최종인 교수(한밭대), 최상호 센터장(전북TP), 위영은
교수(한국폴리텍대학), 김병건 팀장(한국조달연구원), 노민선 단장(KOSBI), 김상곤 단장, 송민석 부단장,
김양진 팀장, 류종우 센터장(경북TP), 김영범 대표(IP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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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진행
○ 인사말 및 워크숍 프로그램 순서 소개
- 김왕동 선임연구위원(STEPI)

○ 가나 개관 및 STI 시스템 소개(김왕동 선임연구위원, STEPI SDGs혁신연구단)
- 가나의 STI 시스템 및 GIRC 센터 소개
- 보고서 작성방향 논의

○ 가나 GIRC센터 롤모델 기관 소개 (윤서희 연구원, STEPI 글로벌혁신전략본부)
- 이스라엘 혁신청
- 영국 제조기술센터
- 남아공 기술혁신청

○ 질의응답 및 토론
□ 발표 내용
□ 가나 개관
○ 일반 및 경제 무역 현황
- (가나 공산품 소개) 카카오 가공식품, 꿀, 코코넛오일, 팜유, 의류잡화 등2)
- (한국기업 가나 진출 현황) 금융업, 전자업, 수산업 등 13개 분야에서 한국수출입은
행, 삼성전자, 동호수산 등 28개 기업이 활동 중3)
- (가나 생활 수준 소개) 공항 및 수도 번화가 모습과 제2도시, 시골의 주택, 도로 상황
을 비교하여 현지 생활 수준을 짐작할 수 있음

□ 가나의 과학기술혁신(STI) 시스템
○ 과학기술혁신 법 및 제도

- 가나 비전 2020(Ghana Vision 2020: 1996~2020) 국가 개발 정책 프레임워크 소개4)
- 경제사회개발정책 통합프로그램(CPESDP: Coordinated Programme of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Policies)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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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 원조를 넘어(Ghana Beyond Aid) 소개
- 1구역 1공장 프로젝트(One District One Factory, 1D1F) 소개

○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
- 가나의 STI 행정체계
- 환경과학기술혁신부, 과학 및 산업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소 등 STI 관련 기관 소
개

○ 과학기술혁신 주체

5)

- 아크라 기술대학, 아크라 디지털센터, 부처 및 위원회 등 106개 혁신 및 연구, 정책
수립 주체 소개
- 아크라은행, 가나 상공회의소, 벤처캐피털, 신탁자금 등 56개 상업화 주체 소개

○ 과학기술혁신 투자 및 성과
- (R&D 투자 현황 소개) 2010년 기준 GDP 대비 R&D 투자 비율은 0.4%이며, 약
600억 원 규모의 국가 연구 기금 조성을 진행 중임6)
- (R&D 성과 소개) 2018년 기준 논문 등 산출물의 질적 수준은 239개국 중 87위로
사하라 이남 국가들과 비교할 때 낮은 편이고, 인구 백만 명당 특허 출원 수가 아프
리카 21개국 중 12위로 매우 낮은 편임7)

○ 과학기술혁신 인력

8)

- (R&D 인력 현황) 세계은행에 따르면 인구 백만 명당 R&D 연구자 수가 38.4명으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평균(95.1)의 절반에 못 미치며 여성 연구자 비중이 17%에
불과함
- (역량강화 프로그램 소개) 연구 및 보조금 기관(Research & Grant Institute)에서
가나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초기경력 연구자 지원, 여성 연구자 훈련 프로
그램 등을 시행

○ 과학기술혁신 인프라
- (디지털 인프라 및 데이터 현황) 인터넷 사용자 수가 인구의 34.7%이고, 낮은 인터
넷 속도로 연구 데이터 관련 출간물 접근에 어려움 존재9)
- (창업 보육 관련 연구) 교육의 질적 향상 프로그램 허브, 케이프 코스트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대학교, 노 호드 혁신 허브 등 3개 사례 연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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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OT 분석
- 고등교육기관, 공공연구기관, 보육혁신 허브별로 강점, 약점, 기회 분석
- 보육 및 혁신 허브의 기회와 위협
- 공공대학/연구기관, 창업/혁신 허브 대상 및 가나 STI 시스템 전반에 대한 도전 과
제 분석

□ 가나 GIRC센터 롤모델 기관 소개
○ 이스라엘 혁신청(Israel Innovation Authority)

10)

- 2015년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수석과학관실에서 독립기관으로 변경된 곳으로, 이스
라엘 산업 및 경제의 기술혁신 촉진을 목적으로 함
- (기능) 이스라엘 기술기업들의 R&D를 보조금, 산-학 연계, 인적자원 교육 등으로
지원함으로써 이스라엘 혁신 생태계 유지에 기여
- 이스라엘은 GDP 대비 연구개발비가 4.5%로 우리나라와 1, 2위를 다툼
스타트업 5,000여 곳이 활동하고 연간 600개 이상이 출범

○ 영국 제조기술센터(Manufacturing Technology Centre)

11)

- 2010년 학계-산업 간 격차인 ‘죽음의 계곡’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규모의 제조
기업이 산학협력을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기능) 기술 솔루션 제공, 제조업 및 중소기업 지원, 직업 훈련 등
- 민간기업, 대학, 연구기관의 아이디어를 상용화하고 R&D에 보조금을 지급해 혁신
창출을 지원하는 Innovate UK의 지원으로 이루어짐

○ 남아공 기술혁신청(Technology Innovation Agency)

12)

- 2009년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연구개발과 상업화 사이의 혁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
여 과학기술부처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설립
- (기능) 개념 증명에서 사전 상용화까지 이르는 기술개발 및 시드 펀드, 기술개발 기
금, 사업화 지원 기금 등을 조성
2) 자료: KOTRA(2021), “2021 가나 진출전략”,
3) 자료: KOTRA(2019), “2019 가나 진출전략”,
4) 자료: https://www.modernghana.com/news/989848/ghana-vision-2020-the-successes-and-failures.html
(검색일: 2021.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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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응답 내용
□ 공공 조달 관련
○ 가나의 경우 중앙조달기관인 조달청이 존재하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분산조달체계
- 파운드리 머신툴링 센터 생산 품목들은 우리나라 전통적인 공공조달 제품으로서, 공
공조달 체계를 접목하면 효과적일 것

□ 산학협력 분야 관련
○ 우리나라 초창기처럼 대학에서 기술개발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필요한
기술 수요와 산업에서 필요한 역량을 바탕으로 인재를 제공하는 것이 현재 가나 상황
으로 보아 효과적인 산학협력이라고 생각함

□ 벤치마킹 기관 관련
○ 우리나라의 관련 기관은 규모 및 분야 측면에서 구체적인 편인데, 가나는 R&D, 혁신,
스타트업 등을 아우르는 조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벤치마킹을 위해서는 남아공 대학과 가나 대학 수준의 비교가 필요하고, 남아공 기술
혁신청보다는 이스라엘 혁신청 모델이 벤치마킹에 더욱 적절할 수 있음

5) 자료: CSIR-STEPRI(2019), “A Study and Analysis of the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STI)
Ecosystem of Ghana.”
6) 자료: UNESCO UIS DATA, http://data.uis.unesco.org/Index.aspx?DataSetCode=SCN_DS
(검색일: 2021. 5. 20).
7) 자료: Fosci et al.(2019), “Assessing the needs of the research system in Ghana. Report for the SRIA
programme”, The UK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8) 같은 자료.
9) 같은 자료.
10) 자료: 이스라엘 혁신청, https://innovationisrael.org.il/en/(검색일: 2021. 5. 22).
11) 자료: 영국 제조기술센터, https://www.the-mtc.org/(검색일: 2021. 5. 22).
12) 자료: 남아공 기술혁신청, https://www.tia.org.za/(검색일: 2021.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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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국내 전문가 2차 워크숍

□ 회의 개요
○ 목적: 보고서 원고 피드백 및 역량강화 워크숍 가이드라인 제공을 통한 효율성
증대

○ 일시 및 장소: 2021년 7월 23일 (금) 16~18시, ZOOM 화상회의
○ 참석자
참석자
(내부) 김왕동 선임연구위원, 윤서희 연구원
(외부) 오명도 부총장(서울시립대), 최종인 교수(한밭대), 최상호 센터장(전북TP), 위영은
교수(한국폴리텍대학), 김병건 팀장(한국조달연구원), 노민선 단장(KOSBI), 김상곤 단장, 송민석 부단장,
김양진 팀장, 류종우 센터장(경북TP), 김영범 대표(IPON)

○ 진행방법: 최종보고서 및 역량강화워크숍 준비 가이드라인 안내, 질의응답 및 토론

□ 회의 내용
□ 정책제언 도출 프레임워크 제공
○ 전문가 간 공통의 분석 프레임워크 필요
- 가나 TISPs, 가나 STI 행정체제, 가나 MESTI 거버넌스 등 고려
- 가나의 현주소를 고려하고, 가나 Beyond Aid 및 1구역1공장(1D1F) 프로젝트 등
미래 비전을 반영해야함
- 가나 MESTI와 GIRC 센터 차원에서 실행가능한(feasible) 정책 및 프로그램을 제시

□ 역량강화워크숍 준비 가이드라인 안내
□ 국내전문가 질의응답 및 토론
○ 가나의 민간 및 공공 R&D 관련 방향성을 정할 필요가 있고, 민간 R&D를 촉진하는
공공 R&D의 입장을 견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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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이전 및 인력 양성 관련 가나 측의 우선순위 및 현지 정보를 알아볼 필요가 있음
기술이전 내 R&D와 산업화 중 우선순위
인력양성을 위하여 중간기술자, 기능공 등 분야별 우선순위

[그림 2-1-7] 제2차 국내전문가 워크숍 발표자료

바. 국내 전문가 3차 워크숍

□ 회의 개요
○ 목적: 최종보고서 초안 원고 및 역량강화 워크숍 발표자료 최종점검
○ 일시 및 장소: 2021년 9월 2일 (목) 16~18시, ZOOM 화상회의
○ 참석자
참석자
(내부) 김왕동 선임연구위원, 윤서희 연구원
(외부) 오명도 부총장(서울시립대), 최종인 교수(한밭대), 최상호 센터장(전북TP), 위영은
교수(한국폴리텍대학), 김병건 팀장(한국조달연구원), 노민선 단장(KOSBI), 김상곤 단장, 송민석 부단장,
김양진 팀장, 류종우 센터장(경북TP), 김영범 대표(IP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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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방법: 최종보고서 초안 원고 및 발표자료 수정 가이드라인 안내, 국내전문가
주제별 역량강화 워크숍 요약 발표
- 편집 관련 공통 가이드라인
- 주제별 수정사항 안내
- 역량강화 워크숍 일정 안내

[그림 2-1-8] 제3차 국내전문가 워크숍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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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역량강화 워크숍

□ 회의 개요
○ 목적: 가나 TISPs 분석에 대한 역량 강화
○ 일시 및 장소: 2021년 9월 14일~16일(수~금) 18~22시, ZOOM 화상회의
○ 진행 방법: 총 3일간 3개의 세션으로 구성함
- (1일차) 가나 측의 TISPs 현황 파악 및 분석을 위해 9개 주제별 가나 전문가를
초청하여 발표 및 질의응답을 진행함
- (2일차 및 3일차) 한국의 TISPs 경험 및 가나 현황을 바탕으로 한 정책제안을
발표 및 질의응답을 다음의 9개 주제별로 진행함
△조세 및 재정 지원 △인력 지원 △공공조달 지원 △인증 지원 △산학연 협력
지원 △기술개발 및 정보 지원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지재권 관리

○ 참석자
국가

참석자

한국

(내부) 김왕동 선임연구위원, 윤서희 연구원
(외부) 오명도 부총장(서울시립대), 최종인 교수(한밭대), 최상호 센터장(전북TP), 위영은
교수(한국폴리텍대학), 김병건 팀장(한국조달연구원), 노민선 단장(KOSBI), 김상곤 단장,
송민석 부단장, 김양진 팀장, 류종우 센터장(경북TP), 김영범 대표(IPON)
(가나 환경과학기술혁신부) Kwaku Afriyie 장관, Oliver Boachie 등
(정부 및 연구기관) Osei Oteng-Asante(가나 재정부), Franklin Karikari(국가

가나

기업가정신 및 혁신 프로그램), Boateng Agyenim(가나 산업연구원), Wilhemina Quaye
(가나 과학기술정책연구소), Delese Mama Darko (가나 식약청), Douglass
Boateng(가나 공공조달청) 등
(학계) Pf. Ellis Owusu-Dabo (KNUST), Angela Owusu-Ansah (아세시 대학교),
George Obeng-Adjei, Diana Adobea Owusu Antwi (가나대학교 ORID) 등
(민간 및 기타) Rudolph Djirackor, Derrydean Dadzie, Kafui Leslie Adoboe
(Heritors People)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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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크숍 일정
○ 1일차
시간
09:00~09:05(GH)
18:00~18:05(KR)
09:05~09:10(GH)
18:05~18:10(KR)
09:10~09:15(GH)
18:10~18:15(KR)

프로그램

발표자

Kick-off

김왕동

개회사

오명도

축사

Kwaku Afriyie

기관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직책
SDGs

(STEPI)

혁신연구단
선임연구위원

서울시립대

부총장

가나
환경과학기술혁신부

MESTI 장관

가나의 TISPs 발표 및 질의응답 세션
09:15~09:35(GH)
18:15~18:35(KR)
09:35~09:55(GH)
18:35~18:55(KR)

가나의 조세 및 금융 분야
Osei
현황
Oteng-Asante
가나의 인력 지원 현황

Angela
Owusu-Ansah

09:55~10:15(GH)
18:55~19:15(KR)

가나의 창업 및 보육 분야
Franklin Karikari
지원 현황

10:15~10:35(GH)
19:15~19:35(KR)

가나 인증 분야 지원 현황

Delese Mama
Darko

10:35~10:55(GH)

가나의 기술개발 및 정보

Boateng

19:35~19:55(KR)

지원 분야 현황

Agyenim

10:55~11:05(GH)
19:55~20:05(KR

가나 재정부

조정국장실장

아세시 대학교

교수

국가 기업가정신 및
혁신
프로그램(NEIP)

국장

가나 식약청

대표

가나 산업연구원

원장

쉬는시간

11:05~11:25(GH) 가나의 기술이전 및 상용화
20:05~20:25(KR)
지원 현황

George

가나대학교

Obeng-Adjei

연구혁신개발
사무소(ORID)

교수

11:25~11:45(GH)
가나의 공공 조달 지원 현황
20:25~20:45(KR)

Douglass
Boateng

가나 공공조달청

이사회 의장

11:45~12:05(GH)

가나의 지적재산권 관리

Wilhemina

20:45~21:05(KR)

지원 현황

Quaye

가나
과학기술정책연구소

소장

12:25~12:45(GH)

가나 산-학-연 협력 지원

21:25~21:45(KR)

현황

Ellis
Owusu-Dabo

12:45~12:50(GH)
21:45~21:50(KR)

마무리

Oliver Boachie

(STEPRI)
크와메 늑루마
과학기술대학

교수

(KNUST)
가나
장관 특별자문관
환경과학기술혁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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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차
시간

프로그램

09:00~09:05(GH)
18:00~18:05(KR)

일정 안내

발표자

기관명

김왕동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직책
SDGs
혁신연구단
선임연구위원

한국의 TISPs 지원 정책 및 주요 프로그램 발표 및 질의응답 세션
09:05~09:45(GH)
18:05~18:45(KR)

한국의 조세 및 금융 분야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
단장

09:45~10:25(GH)
18:45~19:25(KR)

한국의 인력 지원 분야

위영은

한국폴리테크닉

교수

10:25~11:05(GH)

한국의 구매/공공조달 지원

19:25~20:05(KR)

분야

김병건

한국조달연구원

공공구매연구팀장

11:05~11:15(GH)

쉬는 시간

20:05~20:15(KR)
11:15~11:55(GH) 한국의 산-학-연 협력 지원
20:15~20:55(KR)
분야

최종인

한밭대학교

부총장

11:55~2:35(GH)
20:55~21:35(KR)

한국의 인증 및 인정 지원
분야

최상호

전북테크노파크

디지털융합센터장

12:35~12:40(GH)
21:35~21:40(KR)

마무리

Oliver Boachie

프로그램

발표자

가나
장관 특별자문관
환경과학기술혁신부

○ 3일차
시간
09:00~09:05(GH)
18:00~18:05(KR)

일정 안내

김왕동

기관명

직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DGs
혁신연구단

(STEPI)

선임연구위원

한국의 TISPs 지원 정책 및 주요 프로그램 발표 및 질의응답 세션
09:05~09:45(GH) 한국의 기술이전 및 상용화
18:05~18:45(KR)
지원 현황
09:45~10:25(GH) 한국의 기술이전 및 상용화
18:45~19:25(KR)

지원 분야

송민석

경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부단장

류종우

경북테크노파크

경북게임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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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프로그램

발표자

10:25~10:35(GH)
19:25~19:35(KR)

직책

김영범

㈜아이피온

대표이사

김상곤

경북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

김왕동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쉬는 시간

10:35~11:15(GH)
19:35~20:15(KR)

한국의 지적재산권 관리
지원 현황

11:15~11:55(GH)

한국의 기술개발 및 정보

20:15~20:55(KR)

지원 분야 현황

11:55~12:00(GH)
20:55~21:00(KR)

기관명

폐회사

□ 사진
참석자 단체사진(1일차)

참석자 단체사진(2일차)

SDGs
혁신연구단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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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단체사진(3일차)

마. 성과확산 워크숍

□ 회의 개요
○ 목적: 가나 현황 및 한국 경험을 바탕으로 가나 기술혁신지원 프로그램을 위한
정책 제언

○ 일시 및 장소: 2021년 12월16일(목) 18~22시, ZOOM 화상회의
○ 진행 방법: 한국의 TISPs 경험 및 가나 현황을 바탕으로 한 정책 세부제안을 발
표 및 질의응답을 다음의 9개 주제별로 진행

△조세 및 재정 지원 △인력 지원 △공공조달 지원 △인증 지원 △산학연 협력
지원 △기술개발 및 정보 지원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지재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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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자
국가

참석자

한국

(내부) 김왕동 선임연구위원, 윤서희 연구원
(외부) 오명도 부총장(서울시립대), 최종인 교수(한밭대), 최상호 센터장(전북TP), 위영은
교수(한국폴리텍대학), 김병건 팀장(한국조달연구원), 노민선 단장(KOSBI), 김상곤 단장,
송민석 부단장, 김양진 팀장, 류종우 센터장(경북TP), 김영범 대표(IPON), 박태경 교수,
이주연 박사 (영남대학교)
(가나 환경과학기술혁신부) Cynthia Asare Bediako 국장, Oliver Boachie, Kwamena
Quaison, Cephas Adjei-Mensah, Judith Awo Semabia 등
(정부 및 연구기관) Appiah-Adu, Augustine Blay (부대통령실), Richard
Okyere-Fosu(NITA), Osei Oteng-Asante(가나 재정부), Franklin Karikari(국가
기업가정신 및 혁신 프로그램), Yofi Grant(GIPC), Boateng Agyenim(가나 산업연구원),
Wilhemina Quaye (가나 과학기술정책연구소), Alexander Dodoo (가나 표준청),

가나

Douglass Boateng(가나 공공조달청), Magdalene Apenteng(가나 통신 및 디지털화부),
David Ofor, Edward Aikins (아크라 디지털 센터) 등
(학계) Ellis Owusu-Dabo, Jerry John Kponyo (KNUST), Angela Owusu-Ansah
(아세시 대학교), George Obeng-Adjei, Mammie Hutchful Nortey (가나대학교
ORID), Fred McBagonluri(Acity 대학), Jerry John Kponyo(GIMPA) 등
(해외) Shlomit Sufa 대사, Gloria Amoo (주 가나 이스라엘 대사관), Yao Constant
Agbley (독일 GIZ), Augustine Owusu, Richard Sandall(영국 국제통상부) 등
(민간 및 기타) Humphrey Ayim-Darke (가나 산업계 협회), Yaw Adu-Gyamfi(가나
허브 네트워크), Dr Collins Yeboah-Afari (AITI-KACE), Margaret Mary Tohouenou
(가나 네슬레), Derrydean Dadzie (Heritors People)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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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크숍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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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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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자문 주요 내용
가. 주요 내용

□ 한국의 기술혁신시스템 운영 현황 및 경험 공유
○ 조세 및 재정지원 프로그램
- 한국의 조세 및 금융 지원의 변천 과정 소개
- R&D 준비금 손금산입, R&D 설비투자 세액공제, 기술이전 및 기술대여 세제
혜택, 기술취득 세제혜택 등 조세지원 프로그램 소개
-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제도, 기술보증기금, 금융중개지원대출제
도 등 금융지원 프로그램 소개 등

○ 인력 지원 프로그램
- 한국의 인력지원정책 변천 과정 소개
- 특성화 고등학교, 마이스터 고등학교, 폴리테크닉대학 등 숙련기술자 인력양성
정책 소개
- 과학기술 분야 특성화 대학 설립, 기타 전문 기술인력양성 비영리 기관 및 단체
등 이공계 전문인력양성 정책 소개
- 중소벤처기업부 임금보조금, 경력자 연구인력 지원 프로그램 등 국내 과학기술
인 확보 및 지원 정책 소개
- Brain Pool 프로그램, 외국인 전문인력 채용 프로그램 등 국외 과학기술 전문
가 초빙정책 소개 등

○ 기술개발 및 정보 지원 프로그램
- 한국의 기술개발 및 정보 지원 프로그램 변천 과정 소개
- 공공주도형 연구개발사업 기술서 평가, 지역특화산업육성 PLUS 사업, 월드클
래스300 사업 등 민간주도형 연구개발사업 소개
- 국과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등 정보공유 인프라 소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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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이전 및 상용화 지원 프로그램
- 기술이전촉진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대학기술이전협회, 국가기술은행 등
한국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정책 변천 과정 소개
- 기술혁신형 M&A제도 활성화 및 B&D 사업 모델 확대 등 산업통상자원부 정책
소개
- 기술평가 활성화를 통한 수요자-공급자 간 명문화 기술구매 정보 제공, 기술지
주회사 운영, 연구소기업의 설립 육성 체계 마련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
소개
- 대학 내 기술창업 스카우터 제도 등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소개 등

○ 창업보육 지원 프로그램
- 창업넷, 창업지원포털, 벤처기업 재도약 방안, 창업보육사업 효율성 제고 방안
등 창업 보육 지원 변천 과정 소개
- 예비-초기-도약창업패키지, 창업보육전문매니저, 창업보육센터 등 한국의 창업
보육 정책 소개 등

○ 지적재산권 관리 프로그램
- 상공회의소, 발명진흥사업, 특허정보원, 지역지식재산센터 등 한국의 지적재산
권 관리 변천 과정 소개
- 공공기관 내 특허전담부서 설립, 발명 인터뷰 제도 등 초기 지적재산권 창출을
통한 기술혁신의 선순환 시스템 구축 정책 소개
- 특허정보원을 통한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 창출 강화 정보 제공 정책 소개
- 공공기술의 활용과 고도화를 위한 지식재산 전문 기관 설립 소개
- 기술이전촉진법 및 공공 기술 실용화를 통한 기술거래 시장 및 생태계 조성 정
책 소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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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 및 공공 조달 지원 프로그램
- 가나의 분산 조달과 한국의 중앙집중형 방식 공동조달 체계 비교
- 구매계약 우선권, 인증 및 지정,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 등 한국의 공공
조달 체계 및 정책 활용 특징 소개
- 해외원조 물자 효율적 활용, 중소기업 집중지원, 친환경 제품 구매 의무화 등
공공 조달 정책변화과정 소개 등

○ 인정 및 인증 지원 프로그램
- 한국의 인증 변천 과정 소개
- 국가표준 기본법령, 적합성 평가 법 등 한국의 인증 제도 법령 현황 소개
- 시험기관 인정 제도(KOLAS), 제품 인증 기관 인정 제도(KAS), 품질경영 및 환
경경영 시스템 분야 인정 제도(KAB) 등 적합성 평가체계 및 인정기구 현황
- 국가 통합 인증 마크(KC마크) 및 산업표준 부합성에 관한 KS(Korea
Standard) 인증 제도 소개
- 한국의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 제도 소개
- 이노비즈 인증 제도, 벤처기업 확인 제도 등 기업 대상 인증 제도 소개 등

○ 산-학-연 협력 지원 프로그램
- 대덕사이언스파크(현 이노폴리스), LINC 등 한국의 산학연 협력 변천 과정 소개
- 산업 교육 진흥 및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법을 통한 산학연 협력 정의 및
내용 소개
- 국가 산학연협력위원회 및 ‘산업 교육 및 산학연 협력 5개년(2019~2023) 기본
계획’ 정책 소개
- LINC+ 사업 등 교육부 및 과기정통부의 산학연 협력 예산 소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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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 내 기술 혁신 지원 프로그램 정책자문
○ 조세 및 재정지원 프로그램
[그림 2-1-9] 가나의 조세 및 재정지원을 위한 정책 로드맵

자료: 노민선(2021). 한-가나 역량강화 워크숍 발제자료(2021. 9. 15.)

･ (단기) R&D 준비금 손금산입 제도 도입, R&D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도
입, 개방형 혁신 R&D활동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기술도입) 제언

･ (중기) 개방형 혁신 R&D활동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기술확보, 기술이전) 도
입, 중소기업 신기술개발 장기대출 프로그램 신설 제언, 중소기업 대출 의무
비율제도 도입 및 중앙은행 관리 제언

･ (장기) 기술보증시스템 도입
･ 인력 지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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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0] 가나의 인력 지원을 위한 정책 로드맵

자료: 위영은(2021). 한-가나 역량강화 워크숍 발제자료(2021. 9. 15.)

･ (단기) 숙련기술인 및 과학기술자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체제 구축, 가나 태생
및 2세 가나 이민자 대상 과학기술자 초청

･ (중기) 가나과학기술원 등 고급과학기술자 양성을 위한 교육체계 구축, 외국
과학기술자 초청 프로그램 구축, 외국 과학기술자를 위한 세제 혜택 도입

･ (장기) 가나 과학기술자 및 연구자들의 일자리 및 고용 연계 지원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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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개발 및 정보 지원 프로그램
[그림 2-1-11] 가나의 기술개발 및 정보 지원을 위한 정책 로드맵

자료: 김상곤(2021). 한-가나 역량강화 워크숍 발제자료(2021. 9. 16.)

- 효율적 공공주도형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도입 및 기
술성 평가 실시 제안

･ (단기) 공공기술개발을 위한 법과 제도 정비 및 지역별 지역특화산업 선정
･ (중기) 기술개발 기금 조성 및 TRL, PD/PM제도 구축
･ (장기) 공공기술개발을 위한 타당성평가, 산업별 기업의 신제품 개발을 위한
민간기업 주도 실용화 기술개발사업 제안

- 한국 NTIS 1.0을 벤치마킹하여 국가 R&D 사업 관련 기반 정보 시스템 및 기
술산업정보, 지역기술혁신 지원체계 구축 제안

･ (단기) 기술개발 정보제공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중기) 공공기술개발에 대한 정보 구축
･ (장기) 민간기술개발에 대한 정보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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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이전 및 상용화 지원 프로그램
[그림 2-1-12] 가나의 기술이전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한 정책 로드맵

자료: 송민석(2021), 한-가나 역량강화 워크숍 발제자료(2021. 9. 16)

- 대학 주도 기술사업화를 위한 가나 CONNECT 산학 협력 프로그램 개발

･ 수요기업 희망기술 DB작성 (1년 2회, 총 8회, 4년 소요)
･ 참여 희망 기업, 대학 및 연구소 네트워킹(1년 3회, 총 15회, 5년)
･ 스프링보드 프로그램 실시(1년 12회, 총 48회, 4년 소요)
･ 투자설명회 개최(1년 1회 이상, 총 4회 이상)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출연연에서 개발된 기술 성숙도를 높이고 사업
화 매력도 제고를 위한 전문기술가공연구지원 프로그램 운영
- 한국의 기술사업화 전담조직(Technology Licensing Office, TLO), 테크노파
크 등 기술이전 전담조직 육성을 통한 전문가 풀 구성 조기 실행 제안

･ 전국적 전문가 DB구축 및 관리, 기술 탐색 및 기술거래 지원, 사업화 컨설팅
및 투·융자 연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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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한국의 기술은행 모델을 참고한 가나 기술은행 설립
○ 창업보육 지원 프로그램
[그림 2-1-13] 가나의 창업보육 지원을 위한 정책 로드맵

자료: 류종우(2021. 한-가나 역량강화 워크숍 발제자료(2021. 9. 16.)

- (단기) 창업 및 전문 매니저 육성을 위한 국가 중심 지원 제도 및 법률안 마련
인큐베이션 사업자에 대한 시설 자금 및 보육센터 운영비 국가 차원 지원
창업 관련 제도, 규정 등에 대한 시스템 및 기술교류 네트워크 구축 필요
- (중장기) 한국의 창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테크노파크 등 창업 전담
관리 기관의 설립 및 전문 매니저 육성

･ 대학별, 지역별 특화산업 지정 및 육성
･ 기업별 성장단계지원, 청년기업 육성 및 유망성장기업 발굴
･ 컨설팅 및 멘토링, 맞춤형 성장 지원 및 기업지원사업 운영

- 이 외에도 기술혁신 네트워크 확산 및 가나형 모델 성과창출을 위한 다음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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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제안함

･ 오픈 네트워크, 창업기업 협의회, 청년기업 협의회 운영 및 장비공동활용
･ ‘가나! 아프리카의 중심’ 모델로 투자유치 활성화 및 기술투자 촉진 등

○ 지적재산권 관리 프로그램
[그림 2-1-14] 가나의 지적재산권 관리 지원을 위한 정책 로드맵

자료: 김영범(2021). 한-가나 역량강화 워크숍 발제자료(2021. 9. 16.)

- (단기) 지적재산권 창출 확대

･ 가나의 거점 도시 혹은 GIRC센터 전략기술센터를 활용한 한국 대학 내 기술
사업화 전담조직 및 지역 지식재산센터 벤치마킹

･ GIRC센터 내 특허관리 조직 설치 및 발명인터뷰 제도 도입
･ 변리사, 특허전문가 등 지적재산권 관리를 위한 인력 양성
- (중기) 지식재산권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 가나형 지식재산정보 활용지원 및 특허 출원/관리 행정 전산화 서비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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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맵, 특허동향조사, 선행기술조사, 기술/시장/제품 정보분석, 침해 및 무
효자료 조사 등의 지적재산권 관리프로그램 운영
- (장기) 지적재산권 상용화를 통한 산업 및 연구 효율성 증대

･ 연구개발 전주기에 대한 지적재산권-R&D 전략 수립 지원

○ 구매 지원 프로그램

자료: 김병건(2021). 한-가나 역량강화 워크숍 발제자료(2021. 9. 15)

- 1지역 1공장 프로젝트,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국가적 의제 설정 등 정책적 의지
기반의 가나의 공공조달 활용 잠재력에 대한 기대
- 제조기술 확보를 위한 품질인증 제품 우선 구매정책

･ 품질인증 기반 마련, 가나 표준청과의 연계 협력, GIRC센터의 추진방향 설정
역할

- R&D결과물의 공공 활용을 위한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방식 일부 도입

･ 공공 수요 기반 R&D 프로그램 기획을 위한 조달기관과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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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 산업기반에 적합한 혁신조달 방식 창출

･ 높은 해외 의존도를 발전의 촉진제로 활용하기 위한 절충교역 제도 도입
･ 디지털 서비스 영역의 공공 구매력을 활용한 가나 기업 성장 제안

○ 인정 및 인증 지원 프로그램

[그림 2-1-15] 가나의 인정 및 인증 지원을 위한 정책 로드맵

자료: 최상호(2021). 한-가나 역량강화 워크숍 발제자료(2021. 9. 15.)

- 인증 인프라 구축

･ (단기) 2023년까지 GIRC센터 주도의 인증 프로그램에 대한 중장기 계획 수
립, 매년 계획에 대한 성과 분석, 환류 및 지속적 업그레이드

･ (중장기) 필요 조직 및 인력 확보를 통한 인증 프로그램 운영 준비
- 인증 품질시스템 운영

･ (단기) 2023년 중반까지 품질경영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 후 하반기부터 품질
시스템 구축, 필요시 인정기구 협력을 통한 시스템 고도화

･ (중장기) 가나 인정기구로부터 인정 추진 및 품질 시스템 지속적 업그레이드

56 2021년도 국제기술혁신협력사업

- GIRC센터에 적합한 신기술/신제품 인증 프로그램 도입

･ 기업인증 등 신규 인증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병행

- 인증 서비스 활성화

･ 매년 인증 분야별 산업체 대상 수요조사 실시
･ 인증 분야별 다양한 인센티브 개발 및 제공

○ 산-학-연 협력 지원 프로그램

[그림 2-1-16] 산-학-연 협력 지원 정책 자문

자료: 최종인(2021). 한-가나 성과확산 워크숍 발제자료(2021. 12. 16.)

- 창의적 인재양성

･ 산학연 기관의 기업가적 리더십을 토대로 수요 기반의 커리큘럼을 개발
･ 인턴십, 캡스톤 디자인 등 도입 및 활성화를 통한 창의인재 양성
･ 산학협력 중점교수 등 활용 산업계-대학 간 인적, 물적 교류 확대

- 기술개발/기술이전/기술사업화의 적극적 추진

･ 해외수입 기술의 국산화 대체 노력 및 신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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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방혁신형 R&D 수행, 대학 간 기술 패키징 등 기업 지원 및 수요 적극 대응
･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기술개발 활성화, 선진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 및 글로벌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

･ 기술사업화 확대를 통한 기술-제품-시장의 선순환 구조 수립
- 창업지원 구조

･ 선진 창업교육 프로그램 도입, 습득 및 활용
･ 해외기관 활용 창업 자금 동원 및 정부-민간 참여 유도
･ 자체 창업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교수/연구원 창업 성공사례 구축
･ 국내 엔젤투자 및 VC 양성 등 창업 문화 정착 유도

- 산학협력 인프라/예산 확보

･ 정부차원 산학연 협력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단계별 실천
･ 정부, 해외기관, 국내외기업 등을 통한 예산 점진적 확대
･ 산학협력단 전문가 양성 및 신뢰 제고를 통한 질적 고도화 추진

□ 2차 연도 사업 관련 정책 자문
○ 1차 연도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GIRC센터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2차 연도
사업 방향 제언

나.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기대성과
○ 한국의 기술혁신지원프로그램(TISPs) 현황 및 사례 제공을 통해 가나 정부의 기
술혁신 지원프로그램 수립 및 GIRC센터의 미래 방향성 구체화에 기여

○ 가나의 국립 혁신연구상용화(GIRC)센터 설립 자문을 통해 가나의 정부-공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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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기관-민간분야 간 협력체계 강화, 혁신기술 연구 육성 및 연구 성과의 실용화
도모

□ 활용방안
○ STEPI-MESTI 간 지속적 과학기술혁신 협력의 출발점으로 활용
○ 가나를 넘어 한-아프리카 중서부 지역으로의 과학기술혁신 협력 확대 기회로
활용

○ 한-가나 간 과학기술혁신 협력을 넘어 양국 간 비즈니스 협력의 초석으로 활용
다. 홍보 및 확산

□ 킥오프 워크숍 홍보결과
○ 가나 환경과기혁신부(MESTI) 보도자료(2021. 4. 29.)

13)

13) 자료: 가나 MESTI NEWS 홈페이지(2021. 4. 29.)
https://mesti.gov.gh/sti-must-drive-every-sector-economy-dr-kwaku-afriyie/(검색일: 2021.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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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량강화워크숍 홍보결과
○ 머니투데이 보도자료(2021. 9. 27.)14)

14) 자료: 머니투데이(2021. 9. 27.), 「과기정책연, 가나 국제기술협력사업 역량강화 연수 성료」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92714522494371&type=1(검색일: 2021.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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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 보도자료(2021. 9. 28.)15)

15) 자료: 헤럴드경제(2021. 9. 28.), 「STEPI, 아프리카 가나에 ‘혁신연구상용화’ 노하우 전수」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10928000821(검색일: 2021.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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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확산 워크숍 홍보결과
○ 전자신문 보도자료(2021. 12. 24.)16)

16) 자료: 전자신문(2021. 12. 24.), 「과기정책연, 가나에 혁신연구상용화 정책 제안」
https://www.etnews.com/20211224000186(검색일: 2021.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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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라오스
1. 사업 개요
<표 2-2-1> 라오스 사업 개요
사업명(국문)

사업명(영문)

사업기간

연도별 세부사업

라오스 과학기술혁신 연구개발 및 적용을 위한 국가 마스터플랜 수립 자문
National Master Plan for STI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Application
in Lao PDR
2020~2022년
(2020) 라오스의 국가혁신시스템(NIS) 현황 분석
(2021) 한국 과학기술발전 경험 공유 및 라오스 정책전문가 역량 강화
(2022) 라오스 과학기술혁신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수원국 시행기관

라오스 기술통신부(Ministry of Technology and Communications) (2021.3-)
라오스 과학기술부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2020.1-2021.2)
〔경험공유 워크숍〕 한-라오스 과학기술혁신 발전 사례 및 정책 현안 공유
〔역량강화 연수〕 국가혁신시스템 분석법 및 과학기술혁신 정책 기획 역량 강화

주요 활동

〔정책 분석 및 자문〕 현지 과학기술 협력 수요조사,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NIS
특징 분석
〔성과확산〕 한국 과학기술혁신 발전 경험 공유 및 사례 발표
한국-라오스 과학기술혁신 현황 및 정책현안 발표자료

산출물

STEPI 담당자

라오스 국가과학기술혁신시스템 현황 분석
과학기술정책 기획 역량 강화 교육자료
라오스 과학기술혁신 현황 수요조사 결과
선인경 부연구위원, 안지용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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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젝트 기획
가. 배경 및 목적

□ 라오스 개황
○ 라오스(Lao PDR: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의 수도는 비엔티안
(수도인구: 70만 명, 인구수는 700만 명)이며, 크게 ‘쏭, 퉁, 룸’으로 분류된 종족

㎢

과 작게는 49개 소수민족이 거주하며 인구밀도는 30~31명/ 로 아시아에서 최
저를 기록함17)

○ 인도차이나 반도 중앙에 위치하며 미얀마,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태국 등 5개
국의 국경을 마주하는 내륙국가로(국경길이 약 5,000km) Hub Country로서 역

㎢

할을 도모하며[그림 2-2-1], 면적은 한반도보다 큰 236,800 로 남한의 2.4배
에 달하며 지형이 국토의 75~80%가 산악으로 한국과 비슷함18)

○ 정치는 사회주의를 따르고 경제는 자본주의에 기반하며 2019년 기준 GDP는
2,534USD이고, 16개 주와 1개 특별시(Vientiane)가 있음
[그림 2-2-1] 라오스 지도

.

자료: 오명환(2021a), p. 8.

17) 오명환(2021), 한-라오스 전문가 회의 발제자료(2021. 4. 27).
18) 같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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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오스 경제 현황19)

○ 라오스는 광산 생산량, 외국인 FDI 유입 및 수력발전량 등 증가와 수력발전(사야
부리 댐) 프로젝트(약 38억 달러)의 시행 등으로 지난 2011년~ 2013년 연평균
8% 이상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함(외교부, 2019)

○ 2014년도는 경제성장률이 7.8%로 집계되며, 2015년에는 서비스와 관광 분야의
지속성장과 댐 가동에 따른 전력생산량 증가로 7.6%의 성장을 달성함(외교부,
2019)

○ 주요 투자 프로젝트 집행으로 자본재 수입은 늘어나는 추세이며, 국내 상품은 상
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아 소비재의 수입은 증가됨으로 2018년도에 경상수지는
적자를 기록함

<표 2-2-2> 라오스의 경제 지표
지표

단위

2015

2016

2017

2018

2019

인구

만 명

674

685

696

706

716

GDP

십억 달러

14.4

15.9

17.1

18.1

19.1

1인당 GDP

달러

2,131

2,323

2,453

2,568

2,661

수출

백만 달러

3,653

4,245

4,873

5,484

5,653

대한수출

백만 달러

6

2

10

4

5

총수입

백만 달러

5,675

5,372

5,667

6,164

6,783

대한수입

백만 달러

48

80

68

67

71

환율

Kip

8,128

8,124

8,245

8,401

8,679

해외직접
투자

억 달러

0.39

0,15

0.1

자료: 한-아세안 센터(2020). 한-아세안 통계집.

19) 오명환(2021b). 한-라오스 친선협회 보유자료; 외교부(2019). 라오스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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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3> 라오스의 10대 무역 파트너
(2019년, 백만 달러)

순 위

수 출

수입

국가

금액

국가

금액

1

태국

2,406

태국

2,916

2

중국

1,672

중국

1,681

3

베트남

1,055

베트남

451

4

일본

94

일본

118

5

인도

91

싱가포르

88

6

독일

82

미국

78

7

홍콩

59

한국

71

8

스위스

58

호주

52

9

미국

30

영국

36

10

이탈리아

25

인도

34

자료: 한-아세안 센터(2020). 한-아세안 통계집.

□ 라오스 경제정책20)
가) 경제운용 기본 목표

○ 2020년까지 세계 최빈국 지위 탈피, 2030 중진국 진입.
○ 강력한 정치, 사회적 안정을 바탕으로 도시-농촌의 조화로운 발전 추구
○ 농업, 임업, 공업, 서비스업의 균형적 발전을 추구
나) 제8차 경제사회개발계획(2016~2020)

○ 거시경제 분야
- 경제성장률 연평균 7.5% 이상 달성을 목표로 2020년 세계 최빈국 졸업
- 2019년 1인당 GDP 2,661 usd, 물가 상승률 5% 이하 유지, 수출 연 15%,
수입 연 6% 성장
- 재정수입: GDP 19~20%
20) 오명환(2021b), 한-라오스 친선협회 보유자료; 외교부(2019), 라오스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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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 적자: GDP 5% 미만 목표

○ 사회환경 분야
- 2020년까지 빈곤률 10% 미만 달성, 15세 이상 문해율 95% 달성
- 영유아 사망률 30/1,000명 미만, 산모 사망률 160/10만 명 미만
- 5세 미만 아동 저체중 20% 미만, 발육부진 32% 미만
- 상수도 보급률 90%, 사회 보장제 및 건강보험 80%.

다) 2025 전략(2016~2025년 10개년 경제사회 개발전략)
◯

경제성장률 연평균 최소 7.5% 이상 달성

◯

1인당 GDP 2015년의 2배 이상 달성, 빈곤률 5% 이내 달성

◯

법 제도화 정착 노력, 점진적 법 제도화된 국가로 진입

라) 2030 비전(2016~2030년 15개년 국가 비전)
◯

2030년 중진국 진입

◯

2030년 1인당 GDP 2015년 기준치의 4배 달성

◯

2030년 모든 분야의 법제도 완성, 제도화된 국가로의 진입

마) 2021년 이후 경제 전망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시장 소비 및 수출 수요 둔화, 관광과 서비스 업계의
피해가 지속되어 무역수지와 외환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

◯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중국의 투자가 감소하는 추세임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의 일부가 중국에서 동남아로 이전하는 경우 라오스는 반사이익이 기
대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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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년부터 라오스에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한 한국은 2015년에는 투자국 4
위를 기록하였으며, 그 후 대규모 수력발전소건설에 대한 투자가 감소되고 있
고 더욱이 2019~20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과 국내 경기약화로 라오스 투
자는 점점 감소되는 상황임

□ 사업 배경
◯

라오스의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는 수립 초기 단계임. 과학기술부(MOST)가
2013년도에 설립되어 산하 연구기관과 국립대학교 중심으로 R&D 활동을 이어
가는 형태로 운영[그림 2-2-2]21)
- 라오스 과학기술부는 2013년도에 라오스 과학기술법에 따라 신설됨
- 8개 부서와 3개 연구소 2개 내각 오피스로 이루어져 있음

․ Cabinet Office·Department of Organization and Personnel·Department of
Inspection·Department

of

Planning

and

Standardization and Methodology·Cabinet
Technology·Department

of

Cooperation·Department
Academy of

Science·Department

of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Innovation·Depar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Depart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Institute of Ecology and Biotechnology·Institute of Renewable
Energy and New Material·Institute of Technology Computer and Electronic

○ 라오스의 제8차 국가사회경제개발 5개년 계획(2016-2020)이 수립

22)되며,

경제

발전을 위한 국가 STI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STI 연구개
발 및 적용을 위한 마스터플랜 필요성 인식(선인경 외, 2020)

21) UNESCO(2018); 선인경 외(2020).
22) UNESCO(2018); KOTRA(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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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 라오스 과기부 조직도

자료: 라오스 과학기술부 홈페이지(검색일: 2021. 5. 10).

<라오스의 제8차 국가사회경제개발 5개년 계획>
* 최빈개도국(LDC, Least Developed Country) 지위 탈피를 위해 취약 경제 분야에 대한 지
속적이고 포괄적인 경제발전, SDGs와 연계한 인적자원 개발, 자연재해 등 환경영향 저감
등을 3대 거시성과 목표로 상정하고 각각 세부 목표 추진 중
* 추진 방향
- 안정되고 내실 있는 경제성장
- 환경보호, 사회문화, 경제 부문의 조화롭고 지속가능한 발전
- 노동인구 기술향상을 통한 인적자원 역량 강화
- 공무원 업무능력 및 전문성 강화와 민간부문 국제경쟁력 제고
- 정치적 안정, 평화, 사회질서, 결속, 민주주의, 정의와 사회적 성숙
- 지역사회와 국제연대 강화에 맞는 주체의식 기반 적극적인 국제협력
자료: UNESCO(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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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도 국제기술혁신협력사업(K-Innovation ODA Program) 수요조사 연
구의 일환으로 라오스의 협력 수요가 파악되며 설문조사와 현지 전문가 인터뷰
를 통해 라오스 과학기술혁신 정책 체계화와 국가 R&D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요
파악(선인경 외 2020)

○ STEPI 주관 KOICA 글로벌연수과정 진행(2018. 10.) 중 라오스 공무원 참가자
를 통한 국가 마스터플랜 수요 확인

○ 주라오스 한국대사관의 사업계획서(PCP) 공식 수령(2018.12.) 이후 사업타당성
검토를 거쳐 2020~2022년(3년) 정책자문 사업 추진

○ 라오스 사업은 2020년도 국제기술혁신협력사업 신규대상국으로 총 3년에 걸친
국가 과학기술 마스터플랜 수립을 목표로 사업이 시작되었으나, 2020년도 초 발
발한 코로나로 인해 국가 연구진 간 비대면과 서면으로만 사업이 진행됨

○ 사업을 진행하며 2021년도 초반에 주 현지 협력부처였던 라오스 과학기술부가
해체되어 관련 다섯 개 부처로 흡수되었다고 안내해옴

○ 이후 최종적으로 기존 상대팀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라오스 기술통신부(Ministry
of Technology and Communications, MTC)가 협력 주관부처로 최종 결정됨

□ 라오스 COVID-19 현황
◯

현재까지 라오스의 COVID-19 누적 확진자 수는 48,891명(2021. 11. 9. 기준,
9,348명 치료 중, 89명 사망)이며, 하루 약 20명 정도의 추가 확진자가 나오는 추
세로 정부 대응조치로 주기적 재택근무로 일주일에 한 번 사무실 근무를 진행함23)

○ 라오스의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5월에서 7월 초까지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지
만, 7월 중순부터 11월까지 신규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여 11월 7일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078명이고, 7일 평균이 969명에 다다름[그림 2-2-3].

23) 주라오스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검색일: 2021.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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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 라오스 신규 확진자 추이

자료: JHU CSSE COVID-19 Data, https://github.com/CSSEGISandData/COVID-19(검색일: 2021. 11. 8.)

○ 현재 1차 백신 접종자는 3,251,958명으로 인구의 44.7%에 해당하며, 백신 접종
완료자는 2,776,646명으로 인구의 총 38.2%를 차지함[그림 2-2-4].24) 2021년
도 2차 연도 사업 역시 COVID-19의 영향 아래 진행되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계획된 사업 활동들을 비대면으로 대체하여 진행하는 방안을 채택함
[그림 2-2-4] 라오스 COVID-19 백신접종률 추이

자료: Our World in Data, https://ourworldindata.org/covid-vaccinations?country=LAO(검색일: 2021. 11. 8.)
24) JHU CSSE COVID-19 Data(검색일: 2021.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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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조사는 현지 컨설턴트와 국내 라오스 전문가를 통해 수행하고, 착수회의는 비
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라오스 공무원 대상 초청연수도 온라인 동영상을 제작
해 교육하고 질의응답 등을 비대면 실시간으로 진행하는 등 유연하게 대체함

□ 사업 목적
◯

본 사업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3년 간 라오스의 과학기술혁신 연구개발 및 적용
을 위한 국가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라오스 과학기술 발전 및 이를 위한 제반 제도·조건의 개선에 기여함으로써 상호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하고자 함(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3조(기본정신 및 목표)의 제
①항 및 제②항 제2호)
- (1차 연도) 라오스의 국가혁신시스템(NIS) 현황 분석
- (2차 연도) 한국 과학기술발전 경험 공유 및 라오스 정책전문가 역량 강화
- (3차 연도) 라오스 과학기술혁신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나. 프레임워크

□ 한국-라오스 양국의 과학기술혁신 현황 및 정책 현안 공유
○ 한국과 라오스의 과학기술혁신 분야의 현황과 주요 이슈를 공유함으로써 양국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본 사업 협력의 구체화 논의

□ 한국 발전 경험 공유
○ 최빈국 라오스는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와 정책 도입의 초기 단계로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혁신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해서 한국의 발전 경험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접하고 이를 현지의 상황에 맞게 재해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길 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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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국가 과학기술체제 수립과 과학기술 분야의 전략적 지원을 통해 산업·경
제를 발전시킨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고자 함

□ 과학기술혁신 정책 기획 역량강화
○ 글로벌 과학기술혁신 논의 동향 및 분석 역량
○ 국가혁신체계(National Innovation Systems) 분석 역량
○ 과학기술혁신 정책 기획 방법론
□ 라오스 과학기술혁신 마스터플랜 초안 작성 지원
◯

라오스 공무원의 국가 과학기술혁신 정책 초안 작성을 돕기 위해 작성 단계별 자문 제공

◯

과학기술혁신 마스터플랜 초안 검토 및 정책 추진을 위한 조언 제공

[그림 2-2-5] 전체 연구 프레임워크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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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팀구성

□ 국내 연구팀

25)

◯

COVID-19로 라오스 현지 방문이 어려운 가운데 라오스를 대상으로 협력사업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현지 정보를 취득함

◯

한편으로는 한국의 과학기술혁신 성장에 기여하는 공공연구소 설립역사 혹은 과학기술
전문인력 양성 등 과학기술 분야에 경험이 있는 한국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라오스에 적
용가능한 한국 사례를 찾는 연구팀을 구성함

<표 2-2-2> 국내 연구진 구성 현황
구분

소속

내부연구진

STEPI
(전) 라오스 국립대/
(현) 인하대학교
상명대학교

외부연구진

위탁연구진

현지전문가

직위

이름

주요역할

부연구위원

선인경

연구 총괄

연구원

안지용

연구 조사 및 코디네이터

교수/연구원

이제정

라오스 이공계 대학연구 자문

국제개발전략연구소
(전) 라오스
우정통신부

특임교수

장지순

라오스 고등교육시스템 자문

ICT
기술자문관

장영중

라오스 ICT 정책 자문

(전) 라오스 과기부

자문관

이형준

라오스 과학기술 거버넌스 자문

(사)한-라오스
친선협회

협회장

오명환

전북대학교

교수

문만용

전북대학교

교수

이은경

B.T Insight

대표

김지현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

-

산학협력단

라오스 과학기술혁신 관련 수요조사

Nok

라오스 부처 거버넌스 등 현지자료

라오스 교육부

Chounlamany

라오스 정부 개편 조사 및 한국-라오
스 협력 자문
한국의 공공연구소 설립과 발전 관련
사례 공유 및 연구 자문
한국의 과학기술 전문인력 양성사례
공유 및 연구 자문
바이오·보건의료 연구개발 및 협력안
도출

조사

25) 현재는 한국에 거주하는 라오스 전문가 중심으로 국내 연구진이 구성되었으나, 향후 한국의 사례 분석과 경험공유를
위한 전문가 추가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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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오스 연구팀
◯

2021년 3월 라오스의 정부 조직개편과 함께 라오스 담당 프로젝트 주관 부처였던 과학
기술부(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가 해체되어 관련 다섯 개 부처로 흡수
되었음을 통보

◯

기존 사업 총괄 담당자인 Soumana Chounlamany 국장은 기술통신부(Ministry of
Technology and ICT)의 Department of Technology and Innovation으로 배속되
어 여전히 해당 사업을 총괄함

◯

새로 조직을 개편하면서 앞으로 해당 연구는 라오스 기술통신부가 주관부처가 될 예정이
며 이에 따라 변경된 연구진 목록을 보내와 아래와 같이 반영함

<표 2-2-3> 라오스 연구진 현황
소속

직위

이름

연락처

Department of
Technology and
Innovation, MTC

Director
General

Soumana
CHOUNLAMANY

schounlamany@yahoo.com

Department of
Technology and
Innovation, MTC

Deputy
Director
General

Sengchanh
PHAXAYASENG

Sengphasay@yahoo.com

Deputy
director

Viengvilay
THONGMANYLA

viengvilayth@gmail.com

Technical

Chongnengxiong

Officer

NENGXAY

Technical

Phongsavanh

Officer

KHATTIYAVONG

Administration Division,
Department of
Technology and
Innovation, MTC
Department of
Technology and
Innovation, MTC
Department of
Technology and
Innovation, MTC

nnocnx2017@gmail.com

sesoulart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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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일정

구분

사업계획

계획 검토

세부 일정 조율

국내외 전문가 회의
및 인터뷰

중간보고서

착수워크숍 준비 및
개최
비대면/실시간
초청연수
(온라인)
마스터플랜 수립
워크숍 준비

전문가 세미나

최종보고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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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젝트 실행
가. 사전회의

□ 2021년도 사업 이메일 논의
○ 라오스는 2020년도 국제기술혁신협력사업 신규대상국으로 총 3년에 걸친 국가
과학기술 마스터플랜 수립을 목표로 사업이 시작되어 2020년 제1차 연도 사업
을 진행한 바 있으나 코로나19로 국가 연구진 간 비대면과 서면으로만 사업이
진행됨

○ 2021년 연구책임자가 변경되었으며, 제2차 연도 사업을 비대면으로 원활하게 진
행하기 위해 이메일로 사업 공유와 회의를 계속하며 협의함(2~3월)
- 2021년 제2차 연도 사업 시작 관련 내용을 이메일로 안내하고 라오스의 재택
근무 상황에 따라(~5월) 당분간 이메일로 관련 협의를 진행함

○ 과제를 협의하기 위해 온라인 회의 제안 메일을 지속적으로 송부하고 회신을 기
다렸으며, 원활한 협조를 위해 주라오스 대한민국 대사관 담당 서기관에게도 과
제 협조 이메일 송부

□ PCP수령을 통한 2022년도 사업 지원
○ 2020년 연말부터 진행하여 제3차 연도 사업을 위한 라오스 외교부 공문 및 PCP
제안서 수령작업 진행
- 주관부서인 라오스 과학기술부에 사업계획서와 공문작업 안내 및 라오스 외교
부 공문으로 주라오스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국내 과기부 및 STEPI에서 공
문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 2021년 2월 15일 기준 대한민국 과기부로부터 라오스 외교부에서 보내온 공문
및 2022년도 사업제안서(PCP)를 공문으로 수령하여 제3차 연도 사업 접수를 완
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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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6] 2022년도 사업 공문 및 PCP 수령내용
1) 과기부 PCP 수령 공문

3) 라오스 과기부 공문 요청

2) 라오스 외교부 공문

4) P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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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부 해체 상황 및 업무 협의를 위한 전화 화상회의(2021. 4. 21.)
○ 라오스 정부 조직개편으로 인한 과기부 해산 및 타 부처 흡수와 COVID-19로
인한 라오스 재택근무로 라오스 측 현지 담당자와 전화회의 진행

○ 연구책임자 변경으로 인한 소개 및 2021년도 사업 추진 방향 논의
○ 라오스 정부 조직개편 상황 청취
- 2021년 2월 25일 라오스 주요 부처 변경안에 따르면 기존 라오스 과학기술부
(MOST)를 해체하고, 기존 과학기술부의 업무를 아래와 같이 분배함(그림 2-2-7)
- 과학 업무를 1) 교육·스포츠부(Ministry of Education and Sports)로 위임
- 기술 관련 업무를 2) 구 우정통신부(Ministry of Post and Telecommunications)로 위
임
- 표준-측정(Standard-Measure) 및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업무를
3) 산업통상부(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로 위임
- 바이오 기술원(Institute of Bio-Technology)을 4) 농업산림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로 이동
- 신재생에너지와 신물질(New Materials) 업무를 5) 에너지·광산부(Ministry
of Energy and Mining)로 위임
- 관련 모든 지원부서(부처 내각, 행정 및 감사 부서, 국제관계부 기획부 등)는
위 언급된 부서로 이동
- 기존 과기부의 공무원 및 관계자들은 위 언급된 부서로 나뉘어 이동함
전화 화상회의 진행(2021.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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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7] 과기부 해산과 관련 부처이동 관련 부처 문서
과기부 해산 및 주요 부처 이동내용

영문 번역내용

자료: 라오스 과기부 측으로부터 수령.

◯

현 사업 라오스 담당자인 Mr. Soumana Choulamany 국장은 구 우정통신부(Ministry
of Post and Telecommunications), 현재는 기술통신부(Ministry of Technology
and Communications) (현 장관: H,E. Mr. Boviengkham Vongadara)로 명칭이 변
경된 부처의 국장으로 이동하였으며 여전히 해당 사업을 이어서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힘

○

정부 조직개편이 진행 중이라서 기존 연구 참여자들의 업무 수행 및 담당 변경
등이 일어나야 하므로 일정 기간은 적응기를 거쳐야 하며, 아직 지속되는 재택근
무 등을 이유로 본격 사업 착수는 일정 시간이 지나야 가능하다는 의견을 표명함

○ 이후 라오스 기술통신부 연구팀이 확정되며, 조직개편 적응 및 안정화 후인 8~9
월에 착수 세미나를 하는 것으로 협의하여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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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 전문가 회의

□ 라오스 국내 전문가 회의(2021. 4. 27.)
○ 회의명: K-Innovation 한-라오스 전문가 회의
○ 목적: 한-라오스 관련 국내 전문가를 소집하여 각 전문가 발제 및 자유 토론 진행
을 통해 라오스의 경제·과학·교육 전반에 대한 이해력 고취 및 전문가 자문의견
수렴

○ 일시: 2021년 4월 27일(화) 13:30~17:00
○ 장소: 판교 코트야트 메리어트 8층 회의실
○ 프로그램 및 발제자
시간

발제명

성명

소속 및 직위

13:30~13:40

개회
기관 및 K-Innovation 사업 소개

선인경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13:40~13:50

2020년도 K-Innovation
라오스 사업 경과 공유

안지용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원

13:50~14:20

라오스 개황

오명환

한-라오스 친선협회 협회장

14:20~14:50

라오스 자문관 활동보고

이제정

14:50~15:20

라오스 정보통신기술원 ICT 교과과정 개선을 위한
자문 활동 사례

장영중

(전) 라오스 우정통신부 ICT
기술자문관

15:20~15:30

휴식

15:30~16:00

라오스 과기부 업무경험 및
라오스 과학기술 거버넌스

이형준

(전) 라오스 과기부 자문관

16:00~16:30

라오스 교육과 과학기술

장지순

상명대학교 국제개발전략연구소
특임교수

16:30~17:00

전체 토론 및 폐회

전체

(전) 라오스 국립대 교수
/인하대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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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발제 내용

26)

- 라오스 언론은 TV방송국 3개(국영 LNTV, Lao Star TV, TV Lao), 신문
(Pasaxon, KPL, Vientiane Mai, Vientiane Time), 라디오(국영/민간, 군)으로
구성되어 있음
- 라오 공산당 전당대회(The Central Committee of the Lao People’s
Revolutaionary Party)는 1차 1995년을 시작으로 2차 1975년, 3차 1981년,
4차 1986년, 5차 1991년, 6차 1991년, 7차 2001년, 8차 2006년, 9차 2011년,
10차 2016년, 그리고 2021년(초) 11차 전당대회가 열림
- 이에 따라 2021년도 3월 22일 기준으로 라오스 정부 주요 리더십의 변화가 있었
는데 주요 멤버는 아래와 같음(대통령 H.E. Mr. Thongloon, S, 수상 H.E. Mr.
Phankham, V, 국회의장 H.E. Xaysomphone, P)

[그림 2-2-8] 라오스 정부 주요 리더십

자료: 오명환(2021), 한-라오스 전문가 회의 발제자료(2021. 4. 27).
26) 한-라오스 전문가 회의 참석자 발제자료를 참조하여 라오스 관련 주요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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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의 경제 통상 관계도 2019년도 기준 수출 7,300만 달러, 수입 4,200만
달러, 무역수지 3,100만 달러로 집계되며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 화물차량,
원동기, 자동차 부품, 특장차, 건설 중장비, 타이어, 축전지 등이며, 수입 품목은
칼륨비료, 기타목재류, 커피류, 정밀화학원료, 식물성 한약재 등으로 나타남.
- 라오스 국립대 공과대학 중심으로 공학 고등교육 기관 현황은 현재 4개 국립대학
이 존재함

․라오스국립대학교
․수파누봉 대학교-총 학생 수 약 4,000명
:공과대학 3개 학과(Computer, Civil, Electrical Engineering),

․사바나캣대학교–공학 관련 5개 학과
․참파삭대학교

- 라오스 전반적으로 기초 학력의 부실 및 교육 기자재의 부족, 실질적 교육 및 연
구개발 지원 예산부족, 동기부여 부족, 조직내 업무에 대한 책임의식과 조직 거버
넌스에 대한 개념 및 실행의식 부족 등이 현실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됨
- 효과적인 협력을 위해서는 현실적 협력과 지원목표를 설정해야 하며 동기부여 방
안 개발이 필요함
- 라오스의 정보통신과 관련해서는 기술통신부(MTC)가 정보통신(ICT) 정책 수립
및 규제 등 라오스의 통신 분야를 총괄함
- 국가 정보통신정책(Nation ICT Policy)은 2009년 2월 국가 사회경제개발 계획
에 맞춘 정보통신(ICT) 분야 발전을 위한 정책을 발표함
- 자문사업에 참석했던 전문가는 정보통신산업현장의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고 부
족한 교육시설 개선을 위한 상호협력을 추진했으며, 공동 작업을 통한 동기부여
와 신규 교과과정의 개발을 진행하였음.
- 과기부 자문사업에 참석했던 전문가는 과기부 Electronic Transactions Law 법
률체계와 하위규정 제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IT 마스터플랜 구축방안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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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료를 제공 등의 자문 역할과 관련 세미나,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자문을
진행하였음
- 라오스 과학기술 분야 최신동향으로는 ‘2030년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목표’를 통
해 전국 95%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하게 하는 것과 81%에서 스마트폰을 이
용한 인터넷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라오스 정부가 선정한 디지털 유망분야는 국가데이터센터, 전자정부, 전자상거래,
전자금융, 스마트 팜, 스마트물류, 스마트 헬스케어, 전자민원 등, 국가 통신망 구
축(초고속인터넷, 공공 Wifi, 무선인터넷, 농어촌 통신망 구축 등), 우편 업무 현
대화, IPTV &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스마트 그리드, 사이버보안, 스마트
시티, 혁신산업단지, 녹색산업임.
- 또한 전자정부 추진 방향을 설계하며 세부적인 단계와 역할을 기획함

[그림 2-2-9] 라오스 정부의 전자정부 추진 방향

자료: 이제정(2021), 한-라오스 전문가 회의 발제자료(2021.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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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0] 전문가회의 사진
K-Innovation 과제 설명

라오스 사업 현황 공유

자문의견 및 자유토론

자문의견 및 자유토론

전문가 발제

전문가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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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오스 과기부 소속 공무원 회의(2021. 5. 21.)
○ 라오스 현지 부처의 상황을 청취하고 현지 컨설턴트 확보 등에 대해 원활한 협조
를 위해 현재 한국에서 석사 학위과정을 진행 중인 과기부 소속 공무원과 만나
정보 취합 및 협의사항 진행

○ 라오스 관련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 관련 법령 및 연구기관 등 문서화 된 자료
나 영어, 국문 등으로 제공되는 자료가 많지 않고 대부분 라오스어로 부처에서
소장한 자료가 많은 상황임

○ 라오스어로라도 해당 자료들을 얻을 수 있는 현지 사이트, 정부 부처 사이트 등
을 해당 전문가의 도움으로 라오스어로 검색하여 자료 리스트를 확보함
- 라오스 국회, 과학기술 관련 법령, 주요 부처 등

○ 한국에 머무는 기간 동안 국내에서 거주 중인 라오스 공무원 혹은 유학생들과의
네트워크 소개 부탁

□ 주한 라오스대사관 방문(2021. 7. 8.)
○ 일 시: 2021년 7월 8일(목) 10:00~12:00
○ 장 소: 주한 라오스대사관 회의실
○ 참석자: (주한 라오스대사관) Suliya Chansomphou 2등 서기관,
(STEPI) 선인경 부연구위원, 안지용 연구원

○ 주한 라오스대사관에 메일 연락을 통해 K-Innovation 및 라오스 과학기술혁신
정책자문 사업에 대한 소개 및 관련 회의를 제안하여 주한 라오스대사관 방문
- 주한 라오스대사관 경제 무역 분야 담당 서기관과의 회의를 통해 과제 관련 사
업과 향후 사업진행 시 협조요청
- 한국에 거주 중인 라오스 유학생 혹은 직장인 관련된 리스트 요청 및 착수회의
초대 시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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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오스의 과학기술혁신과 관련된 수요조사 진행 시 한국 거주 라오스 유학생
및 전문가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

○ 주한 라오스대사관에서도 과제 진행에서 정부 조직개편이라는 어려움을 이해하
며, 원활한 정보공유와 협조문을 통해 현지 부처와의 사업진행을 돕기로 함

[그림 2-2-11] 대사관 방문 사진
주한 라오스대사관 방문

주한 라오스대사관 방문

□ 라오스 과학기술혁신 수요조사 실시를 위한 사전회의(2021. 8. 31.)
○ 일 시: 2021년 8월 31일(화) 15:00~16:00
○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외부 용역으로 라오스의 과학기술혁신 분야에 대한 수
요조사를 맡김

○ 담당자와 설문조사 실시 전 설문문항 설계 검토 및 수정보완사항 진행, 분야 및
정책기조에 기재된 과학기술혁신 분야 설계

○ 설문조사 대상자 전공분야, 연령대, 소속, 연락처 등 설문대상자 검토
○ 설문조사 관련 안내문 검토하여 현지 부처의 공무원 및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라
오스에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분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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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착수세미나 개최

□ 착수세미나 개요
○ 회의명: 한-라오스 고위급 회담 및 K-Innovation 라오스 국가 과학기술 연구개
발 적용 2020~2022 과제의 착수회의(K-Innovation ODA Program with
Lao PDR: High-level Meeting and Launching Seminar)

○ 일시: 2021년 9월 1일(수)
○ 장소: 서울 플라자호텔 회의실 및 온라인 동시 진행
○ 참석자: STEPI 연구진 및 한국 전문가, 라오스 기술통신부(MTC) 연구진 및 라오
스 현지 전문가, 주한라오스 대사관 서기관 및 한국 거주 라오스 유학생 12인
등 현장 참석, 라오스 과기협력 부처 및 관련 기관 전문가 온라인 접속

○ 라오스 제2차 연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착수 세미나 개최를 기획하여 한국과
라오스의 과제와 세부 계획을 조율하고 협의를 거쳐 범위와 방법 설정

○ 구성: 한국 측 K-Innovation 과제 현황 및 계획 공유, 라오스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
관련 발제, 한국 과학기술발전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특강 진행·과제 진행 사항 협의

○ 과기정책연과 라오스 기술통신부, 주한라오스대사관의 협력으로 진행된 이번 포
럼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한-라오스 전문가 60여 명이 참가해 한-라오스의
과학기술 동향과 과기정책 현황, 2021년 사업 계획을 공유함

○ 개회사에서 송치웅 과기정책연 부원장은 “COVID-19에 따른 국제협력의 여러
제약에도 불구하고 K-Innovation 프로그램으로 한-라오스 간 과학기술혁신정
책의 발전 성과와 정보를 공유하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 교류
를 이어나갈 것을 강조함

○

STEPI 선인경 부연구위원은 ‘K-Innovation ODA Program’을 주제로
K-Innovation 라오스 협력사업의 목표와 한국 측이 라오스에 제공하는 자문내
용을 소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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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착수회의 이후의 일정으로 역량강화 워크숍과 정책자문, 성과확산워크숍을
통해 양국 과학기술 협력에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최종보고서에 담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 라오스 기술통신부는 ‘라오스의 과학기술혁신 운영과 개발’을 주제로 라오스의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 국가 과학기술혁신 개발 전략, R&D 담당기구, 과기혁
신 수요에 대해 등을 발제함

○ 라오스 과기혁신계획과 관련하여 첨단기술법, 혁신법, 기술통신법 등 법적 기반
을 수립중이며 관련하여 본 협력연구에서 한국 사례를 참조한 적용점을 도출하
여 적용 예정임

○ 전 공공기술연구회 이사장 및 STEPI 전임원장인 최영락 이사장은 ‘한국경제와 과
학기술혁신 개발’을 주제로 시장생성, 정부와 기업 간 역할, 정책이행 능력, 한국
경험교훈 등을 중심으로 한국 발전경험의 주요 특징과 적용점을 소개함

○ 특히 한국의 발전경험에서 ‘경제구조의 지향점 명료화’, ‘혁신모델 수립’, ‘시장
발굴’, ‘과학기술정책 역량강화’, ‘기술격차 분석에 대한 전략 수립 및 이행’ 등을
강점으로 지목 함

○ 송치웅 과기정책연 부원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한-라오스 간 과학기술 현안 및
아이디어를 공유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더 긴밀한 협력을 이어
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과기정책연은 과학기술에 기반한 라오스와
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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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그림 2-2-12] 착수회의 사진
단체사진

온·오프라인 단체사진

송치웅 부원장님 개회사

라오스 기술통신부 국장 환영사

주대한민국라오스 대사님 축사

연구책밍자 선인경 부연구위원 발제

최영락 이사장님 발제

안지용 연구원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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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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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라오스 과학기술혁신 수요조사 실시

□ 라오스 과학기술혁신 분야에 대한 수요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라오스의 과학기술 분야에 재직 중이거나 관련된 공
무원 및 교육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분야와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
를 실시함

○ 2021년 9월 착수 세미나를 시작으로 10월 말까지 총 46건의 설문조사 결과를
수령함

○ 설문조사의 목적은 한국의 STI 개발 경험에 대한 라오스 STI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라오스의 과학기술 분야 우선순위를 알기 위해서 실시함

○ 조사 대상은 라오스의 과학기술 분야 공무원 및 교육 관계자 46명이었고, 이들
중 남성(26명, 56.5%)이 여성보다 약간 많았음

○ 참여인원의 89.2%가 15년 이하 근무자였고, 이 중 5년부터 10년 이하가 50%(23
명)를 차지함. 이들 인원의 54.3%(25명)는 STI 분야에 근무한 지 5년 이하였고,
10년 이하를 포함하면 89.9%로 대부분 근무 경력이 10년 이하임

○ 전공 분야를 보면 STI 분야는 10명이었으나, 그 이외 분야가 36명으로 나타남.
그렇지만 바이오공학, 환경, 보건의료, 산림과학, 생물학, 화공학, 토목, 컴퓨터
사이언스, 정보통신, 농촌개발, 자연과학 등 과학과 연계된 분야가 많았음

○ 참여 인원의 과학기술 분야 연수, 워크숍이나 콘퍼런스 등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20명(43.7%)이었음. 국가별로 한국, 베트남 각각 5명, 태국 4명, 중국 3
명, 싱가포르, 일본, 캐나다 등이었음. 아세안, ADB, WHO, FAO 등의 국제기구
경험도 있었음

○ 본 설문조사의 상세 결과는 정책자문 주요 내용 파트에 수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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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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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한-라오스 과기혁신 역량강화 워크숍

□ 온라인 역량강화 워크숍
○ 한-라오스 과학기술정책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 대상자: 라오스 과학기술분야 공무원 및 전문가 약 20인
○ 일시: 2021년 11월 온라인 강의 수강예정이었으나 라오스 측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재택근무로 인하여 2022년으로 연기됨

○ 개최방식: 2주간 온라인 구글 클래스에서 자율적으로 강의 수강 후 12월 6일(월)
실시간 마무리 강의 및 온라인 수료식 진행

<표 2-2-4> K-Innovation 연수 동영상 강의 리스트
번호

1

이름

소속

직위/직급

주제

박병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STI 정책과 R&D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기술예측

Science & Technology
Policy Institute (STEPI)

Research
Fellow

Technology Foresight for STI Policy
and R&D Priority Setting

손수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의 IPR 정책과 시스템

Soo J,
Sohn

Science & Technology
Policy Institute (STEPI)

Senior
Research
Fellow

Korea’s IPR Policy and System

권기석

한밭대학교

교수

한국의 산학연 시스템

Ki Soek,
Kwon

Hanbat National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Evolution and Trends of Korean
University-Industry-Government
System

최상호

전북TP

센터장

한국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시스템

Sang Ho,
Choi

Jeonbuk Technopark

Director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System in Korea

최종인

한밭대학교

부총장

한국의 기업가정신과 창업보육

Jong In,
Choi

Hanbat National
University

Vice
President/

Entrepreneurship and Incubation
System in Korea

Byeong
Won,
Park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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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소속

직위/직급

주제

Professor
황지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선임연구위원

한국의 국가연구개발시스템

Korea Institute of S&T
Evaluation and Planning

Senior
Research

National R&D System in Korea

(KISTEP)
전북대학교

Fellow
교수

KIST 설립과 한국의 과학기술발전

Jeonbuk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Establishment of KIST and
Development of S&T in Korea

KAIST

교수

KAIST 설립에서의 USAID의 역할

Bhum
Soon,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Professor

Park

Technology (KAIST)

임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선임연구위원

기술 로드맵

Hyun,

Korea Institute of S&T
Evaluation and Planning

Senior
Research

Technology Roadmap

(KISTEP)

Fellow

공공기술연구회

전 이사장

6
Jiho,
Hwang

7

8

9

문만용
Man
Yong,
Moon
박범순

Yim

최영락

The Role of USAID in the
Establishment of KAIST

(1) 한국의 경제발전
(2) 한국의 과학기술정책
(3) 개도국의 기술역량 강화
(1) Developmental Market Economy:

10
Young
Rak, Choi

Korea Research Council
of Public Science &
Technology

(Former)
Chairman

Market Construction in Korea
(2) Korea’s STI Development
(3) Technological Capability Building
in Developing Economies

11

유진근

산업연구원

Jin Keun,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Senior
Research

Trade (KIET)

Fellow

Yu

선임연구위원 산업고도화 제도와 정책 및 개도국 시사점
Korea’s Industrial Upgrading and Its
Implications for Developing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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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한-라오스 STI 마스터플랜 성과확산 워크숍
○

일시 및 장소: 2021년 12월 15일(수), 하이브리드(온·오프라인) 개최

○

K-Innovation 통합 성과확산 워크숍의 일환으로 라오스 세션 운영

○

참석자 및 대상
- 발표자: 라오스 기술통신부 출라마니(Choulamany) 국장, STEPI 선인경 박사
- 토론자: 라오스국립대 이제정 (전) 교수, 라오스 현지 컨설턴트 홍가로네
(Hongaloune), 라오스 기획재정부 출라마니(Choulamany) 사무관
- 참석자: 한국 파견 라오스 공무원, 라오스 기술통신부 공무원 및 현지 과학기술
정책 전문가 등

4. 정책자문 주요 내용

□ 라오스 국가 과학기술 연구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을 위한 2022년
프로젝트
○

정책자문: 마스터플랜 수립(2023년 예정)을 위한 라오스 과학기술 제도적 환경
과 거버넌스·주요 행위자 분석하여 마스터플랜 초안 작성 지원

○

정책자문: 라오스 국내의 과학기술혁신 기대 역할과 한-라오스 국제 협력을 위
한 수요 조사 및 분석 실시

○

역량강화: 온라인 역량강화 워크숍을 통해 국가혁신시스템 분석 틀 및 방법론을
전수하고 한국의 국가 혁신시스템 기반 마련과 발전 경험을 전수. 라오스 공무원,
정책제언가, 전문가, 실무자 등 다양한 과학기술 분야 구성원의 참여에 의한 학습
(learning by doing)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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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라오스 과학기술혁신 수요 조사·분석

□ 기본 조사 현황
◯

조사 대상은 라오스의 과학기술분야 공무원 및 교육관계자 46명이었고, 이들 중 남성(26
명, 56.5%)이 여성보다 약간 많았음

○ 참여인원의 89.2%가 15년 이하 근무자였고, 이 중 5년부터 10년 이하가 50%(23
명)를 차지함. 이들 인원의 54.3%(25명)는 STI 분야에 근무한 지 5년 이하였고,
10년 이하를 포함하면 89.9%로 대부분 근무 경력이 10년 이하임

○ 학위과정을 보면, 박사는 2명에 불과했고, 석사 20명, 학사 24명이었음
○ 전공분야를 보면, STI 분야는 10명이었으나, 그 이외의 분야가 36명으로 나타났
음. 그렇지만, 바이오 공학, 환경, 보건의료, 산림과학, 생물학, 화공학, 토목, 컴
퓨터 사이언스, 정보통신, 농촌개발, 자연과학 등의 분야 등 과학과 연계된 분야
가 많았음[그림 2-2-13]

[그림 2-2-13] 설문조사 참여자 STI 분야 경력

자료: 설문조사 결과 취합하여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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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인원의 과학기술 분야 연수, 워크숍이나 콘퍼런스 등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20명(43.7%)이었음. 국가별로 한국, 베트남 각각 5명, 태국 4명, 중국 3
명, 싱가포르, 일본, 캐나다 등이었음. 아세안, ADB, WHO, FAO 등의 국제기구
경험도 있었음

□ 조사 결과
○ 라오스 정부는 5년 단위의 경제사회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제9차 경제사
회발전계획(2021~2025)에서의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도전과제에 대한 설문결
과, 과학기술역량부족(Lack of Science & Technological capacity, 26.9%),
충분하지 않은 인적자원(Insufficient human resources, 23.5%), 경제기반 또
는 기본 인프라 부족(Insufficient economic base or infra-structure, 21%)
의 순으로 도전과제를 꼽았음<표 2-2-5>

○

그 이외에 도시와 농촌의 격차(Disparity between urban and rural
community, 12.6%), 안정적인 재원 부족(Inability to mobilize necessary
financial resources on stable manner, 9.2%) 등을 들었음

<표 2-2-5> 주요 경제개발에 대한 도전과제
Key challenges for economic development
Insufficient economic base or infra-structure

21%

Disparity between urban and rural community

12.6%

Insufficient human resources

23.5%

Reflecting sustainability in the national development

6.7%

Inability to mobilize necessary financial resources on stable manner
Lack of Science & Technological capacity
자료: 설문조사 결과 취합하여 연구진 작성.

9.2%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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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으로 어떤 과학기술역량이 부족한지에 대한 설문결과, 대부분이 과학혁신
관련 시설, 즉, 인프라, 연구개발 설비, 연구실 및 대학시설 등과 같은 하드웨어
(infrastructure, R&D equipment and lab facilities, Science &
Technology University, 41.3%)를 지적했음[그림 2-2-14]

○ 이어서 STI분야 인적자원(STI human resources, 19.6%), STI의 소프트웨어
측면, 그리고 STI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의 순으로 지적했음[그림 2-2-14]

[그림 2-2-14] 과학기술역량이 부족한 분야에 대한 결과

자료: 설문조사 결과 취합하여 연구진 작성.

○ 충분하지 않은 인적자원 분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책가(policy maker)들
이 부족하다고 보는 응답이 무려 43.5%였고, 박사학위 연구자의 부족(19.6%)은
물론 저기술 숙련기술자가 부족(19.6%)하다고 응답하였음.

○ 특히 과학기술혁신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하는 정책가들이 부족하다는 것은
향후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로 보임. 즉, 현장에서의 연구
인력도 중요하지만, 정책 집행과정에서 인력도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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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5] 과학기술 인적자원 부족 분야 조사결과

자료: 설문조사 결과 취합하여 연구진 작성.

○ 도시와 농촌의 격차에 대해서는 인구의 이동(mobilization of population,
47.8%), 쓰레기 처리문제(sewage or waste management, 30.4%), 교통안전
이나 문화적 격차(10.9%)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봄[그림 2-2-16]

[그림 2-2-16] 도시와 농촌 공동체 간 격차에 대한 조사결과

자료: 설문조사 결과 취합하여 연구진 작성.

□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우선 과제
◯

라오스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의 주요 과제 중에서 가장 우선해야 하는 정책으로는
인적자원의 개선, 즉 과학기술의 연구와 적용, 그리고 다양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생산을
위한 인적자원이 필요하다(30.9%)고 보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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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협력, 통합과 연계 등이 강화(17.9%)되어야 하며, 삶의 질 개선(13.8%), 친
환경적인 개발(11.4%) 등의 순서로 나타남.
[그림 2-2-17]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우선과제 조사결과

자료: 설문조사 결과 취합하여 연구진 작성.

□ 라오스 STI개발을 위한 도전과제
○ 연구개발의 사업화와 기술전수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제약(17.1%), 연구개발
시설, 인재, 기업 등에 관한 데이터의 전무(16.4%), 연구기관 내의 박사학위자의
부족(13.5%) 등으로 나타남

○ STI 라이프 사이클에서의 주요 활동 중 가장 시급한 것으로는 연구개발의 응용
및 적용(32.3%), 기초 연구개발(24%), 기술의 확대와 시범사업 등과 같은 시연
(21.9%), 기술 보급(15.5%) 등으로 꼽았음

○ 라오스 경제개발을 위한 과학기술로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적정기술(50%), 연
구개발을 위한 최신 기술(26.1%), 산업발전에 따른 기술전수(23.9%) 등이었음

○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방해요인으로는 STI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연구개발 설비
를 STI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직업기술훈련과 연구개발 설계와 운영을 STI 전
략 측면에서는 국가 STI 정책기획과 부처 간 또는 다른 이해관계자와의 조정 등
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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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방해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양자 및 다자협력이 필요하고, 삼각협력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음

○ 또한, STI 관련 교수와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였음.
해외에서의 연수보다는 라오스 내 학교 시설에 대한 지원이 더 중요하고, 고등교
육에 대한 투자가 더 있어야 한다고 보았음

○ 라오스 STI 전략을 구축하기 위해 중점을 두어야 하는 분야로는 정보통신분야
(33.3%), 농업(22.7%), 바이오(14.4%), 의료보건(13.6%), 환경(6.8%), 에너지
(5.3%) 등으로 나타남
<표 2-2-6> 라오스 STI 전략 구축을 위한 우선분야 조사결과
Strategic

STI sectors to design a Blue print for STI

총계 132

ICT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Technology)

44

33.3%

Agriculture

30

22.7%

Bio-technology

19

14.4%

Energy

7

5.3%

Health & medicine

18

13.6%

Environment

9

6.8%

Heavy industry

3

2.3%

2

1.5%

Others (

)

[그림 2-2-18] 라오스 STI 전략 구축을 위한 우선분야 조사결과

자료: 설문조사 결과 취합하여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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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5년 동안 라오스가 개발해야 하는 STI 연구 사업으로는 STI 관련 인적자원
개발(23.5%), 인프라 개발(20.6%), STI에 대한 홍보 증진(16.9%), STI 분야에
대한 국제협력강화(14.7%),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밀접한 연계(9.6%) 등
으로 나타남
[그림 2-2-19] 향후 5년간 라오스에서 개발되어야 할 프로젝트

자료: 설문조사 결과 취합하여 연구진 작성.

□ 한국의 STI 발전 경험
◯

한국의 STI 발전 경험 중에서 벤치마킹 우선순위로는 산업수요에 부합한 인재양성
(22.2%), 고급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기술대학 설립(20.7%), 연구개발을 위한 국가 연구
기관 설립(14.1%),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의사결정 체계 구축(13.3%) 등으로 보고 있음
[그림 2-2-20] 라오스에 벤치마킹이 필요한 한국의 STI 우선 분야

자료: 설문조사 결과 취합하여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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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한국의 사이언스/테크노파크처럼 산
업계-학계-정부 사이의 협력 방안을 구축하고 상업화할 수 있도록 함

○ 고급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과학기술대학을 설립하려면 라오스 과학기술부와 교
육부 그리고 한국의 STEPI가 협력하고, STI 정책을 수립하며, 이에 따라 과학기
술대학을 설립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하였음

○ 대학에서는 STI에 대한 지식과 교훈 등을 위한 장단기 연수프로그램을 만들어
참여하도록 하였음

○ 연구개발을 위한 국가연구기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도 양국이 협력해야 하는 것으
로 생각하였음. 구체적으로 ‘Lao-Korea STI R&D’를 설립하여 필요한 기자재
와 설비를 구축하고, 전문가 파견과 지식 공유 등으로 라오스 현지 인력의 역량
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임

○ STI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대한 자문과 연구결과를 제공하고, 라오스 내부의 이해
관계자와의 네트워크 및 조정을 진행하며, 국제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갖도
록 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하였음

나. 라오스 정치제도 및 거버넌스27)

□ 정치제도
◯

인민민주공화제를 채택함

◯

이에 따라 라오인민혁명당을 중심으로 1당체제 아래 대통령, 행정수반의 국무
총리와 국회의장 등이 정치국원(Politburo Member)을 겸임하는 집단체제를
유지함

◯

라오스 행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통령은 국회 의결로
선출되며 임기는 5년임

27) 오명환(2021), 한-라오스 친선협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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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통룬(Thongloun SISOULITH) 대통령은 2021년 1월, 11차 라오스 공산
당 전당대회에서 선출됨
◯

총리는 행정부를 지휘, 감독하며, 국회 승인 하에 대통령이 임명함
- 현 총리는 판캄(Phankham VIPHAVANH)으로, 대통령과 같이 2021년에 선출됨

◯

라오스 입법부의 임기는 5년임
- 국회의장은 2021년 10월 현재 Xaysomphone PHOMVIHAN 정치국원으로
당 서열 4위임

○ 의원들은 전원 라오인민혁명당 소속이자, 산하 단체인 라오국가발전위원회
(Lao-Front for National Development)의 일원임

○ 정기 국회는 1년에 2회 개최됨
<표 2-2-7> 라오스 역대 대통령 및 통치기간
라오스 역대 대통령 및 통치기간
역대

이름

통치기간

특기사항

초대 대통령

Souphanouvong

1975~1989

왕정붕괴 후 초대 대통령

2대

Kaysone PHONVIHANE

1991~1992

1975년 12월 2일 정식 독립기념일로 지정

3대

Nouhak PHOUNSAVANH

1992~1998

제3대 대통령 때부터 한국과의 본격 교류시작

4대

Khamtay SIPHANDONE

1998~2006

5대

Choummaly SAYASONE

2006~2015

6대

Bounhyang VORACHIT

2016~2020

7대

Thongloun SISULITH

2021~현재

자료 : 오명환(2021), (사)한국-라오스 친선협회 (KLFA) 자료

2013년 11월 방한

외무부 장관 및 수상시절 수차례 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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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 및 단체
◯

라오인민혁명당(LPRP: Lao People’s Revolutionary Party)은 베트남의 인
도차이나 공산당을 참조하여 1955년 3월에 결성됨

◯

2021년 현재 당서기장은 Thongloun SISOULITH 대통령이며, 당원수는 약
30만 명에 달함

◯

당 산하 외곽 단체로는 라오국가발전위원회, 노동조합연합, 당청년동맹, 당 여
성동맹, 세계평화위원회, 불교연맹, 각 나라들과 친선협회 등이 있음

◯

라오국가발전위원회(LFND: Lao Front for National Development)는 인민
혁명당의 활동을 돕는 민족통일전선 조직임.
- 라오스 국가발전위원회위원장은 2021년 직전에는 현 국회의장인Xaysomphone
PHOMVIHANE 이었으나, 2021년 3월 후에 현재의 Dr Sinlavong
KHOUTPHAYTHOUNE(전 Vientiane 시장)이 내정됨

□ 최근 라오스 국내정치 동향
◯

라오스는 공산화 된 후, 베트남과 각별한 관계를 맺고 있던 라오스의 인민혁명
당이 1975년 12월 2일 라오인민민주공화국(Lao PDR/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을 탄생시킴

◯

당시 초대 대통령은 수파노봉이었고 Lao PDR의 기틀을 잡은 것은 제2대 카
이손 대통령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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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8> 라오스 역대 대통령
President of Lao PDR
역대

통치기간

초대

1975-

대통령

1989

2대

3대

4대

이름

인물사진

역대 통치기간

이름

2006-

Choummaly

2015

SAYASONE

6대

20162020

Bounhyang
VORACHIT

7대

2021-

Souphanouvong

5대

19911992

Kaysone
PHONVIHANE

1992-

Nouhak

1998

PHOUNSAVANH

1998-

Khamtay

2006

SIPHANDONE

자료: 오명환(2021). (사)한국-라오스 친선협회 (KLFA) 자료.

Thongloun
SISULITH

비고

인물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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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라오스 과학기술 거버넌스 및 주요 행위자 분석

□ 과학기술 제도적 환경
○‘제8차 국가사회경제발전계획(The

8th

National

Socio-Economic

Development Plan: NSEDP)’에서는 국가 경제발전을 위한 지역혁신과 과학기
술의 활용을 강조하였고, 관련 6개 법률과 2개 법령 수립 및 개정을 통해 과학기
술 증진을 위한 법적 제도를 마련함

□ 주요 행위자
○ 국가과학위원회 (National Science Council): 국무총리실 산하 조직으로 2002년
설립되어 정부예산 1%씩 적립되는 과학개발기금 관리 담당해왔으나, 2021년 조
직개편으로 현재 교육스포츠부 산하로 이동, 연구개발 기관의 자문과 관리를 담
당

○ 과학기술부(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MOST): 국가 과학기술 연
구개발 투자 및 운영관리를 담당하는 소관부처였으나 2021년에 단행된 정부조
직개편으로 과학기술부는 현재 해체되었고, 담당업무는 기술통신부, 교육스포츠
부, 산업통상부, 농업산림부, 에너지광산부 5개 부처로 이관됨. 부처 특성상 기술
혁신 부문은 기술통신부(, 과학연구는 교육스포츠부가 담당

○ 기술통신부(Ministry of Technology and Communication: MTC): 전신은
우정통신부로 2021년 정부조직 개편과 함께 부처명이 기술통신부로 변경됨. 이
전 부처명에서 알 수 있듯이 기술통신부 역할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편물
행정을 중심으로 디지털 시스템 도입을 위한 매우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었고
이번 부처 개편을 통해 국가 경제발전을 위한 디지털 및 최신 기술의 활용방안을
모색하려 함

○ 국가 연구소: 섹터별로 관련 정부부처 산하기관으로 설립되어 주요 연구분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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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매칭은 다음과 같다. 바이오 및 생태·농림연구는 농림부, 컴퓨터과학·정보
통신기술-기술통신부, 신재생에너지-에너지광산부, 공중보건-보건부, 과학교육교육스포츠부 등

○ 대학: 교육스포츠 산하의 국공립대학으로 실제 대부분의 연구는 다음의 5개 대학
에서 담당하고 있음. 라오스국립대학(National Univ. of Laos), 수파노봉대학
(Univ. of Souphanouvong). 참파삭대학(Univ. of Champasak), 사바나켓대
학(Univ. of Savanakhet), 보건과학대학(Univ. of Health Science)

라. 라오스 주요 산업(농생명) 현황 분석

□ 라오스 농생명 산업 현황
○ 라오스는 농업 종사자 비중이 60% 이상이지만 낮은 생산성으로 농림수산업의
GDP 비중이 20%에 미치지 못하고 상업용 생산이 미흡하고 유통 인프라가 열악함

○ 라오스의 총 5개 국립대학교 중 4곳이 농업 유관 단과대학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부분 석사학위 과정까지 운영하며 산림 분야 학과들은 유럽의 교육지원프로그
램인 Erasmus+에 참여

○ 농업과 산림 분야의 연구개발 기관인 국립농업산림연구원(NAFRI)이 전국에 산
재한 농업, 축산, 양식, 산림연구소들을 포괄

○ 2017년 기준 라오스의 농업 연구 지출 및 연구원의 규모는 다른 메콩 지역 국가
와 비교했을 때 작음

○ 라오스의 의료분야 체계가 미흡하고 의료 인프라 및 의료진이 부족해 의료분야에
서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는 실정

○ 보건분야 공공지출액이 낮지만 병원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어 바이오의료
제품과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 전망

○ 라오스의 의약품 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주요 수입국은 태국과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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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오스 농생명 정책 현황
○ 라오스의 농업 및 농촌 개발 정책은 큰 틀의 정책으로 국제 농업식량안보 정책과
라오스의 사회경제개발 정책과 큰 틀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농업 부문
중장기 전략과 단기 계획으로 구성

○ 국제농업식량안보프로그램(GAFSP)은 농업부문 개발을 위한 국제기구 등 다자간
협력 프로그램이며, 국가사회경제개발계획(NSEDP)은 라오스의 사회졍제의 종
합개발전략으로 농업을 주요 구성 부문으로 포함

○ 농업개발전략(ADS)은 라오스의 농업 및 농촌개발의 장기적 목표 및 전략을 담고
있으며, 농업마스터계획(AMP) 및 농업투자계획(AIP)은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있음

○ 라오스 정부는 2025년까지의 장기적 보건분야 개혁 전략 및 프레임워크와 정책
및 방역, 보건서비스, 연구, 인력 등 세부정책을 담은 제8차 국가보건분야개발계
획, 2016-2020 발표

마. 라오스 정부가 바라보는 국가 과학기술시스템의 강점과 약점

□ 강점
○ 과학기술 증진을 위한 단기, 중기, 장기적 계획과 관련 법 체계는 갖춰져 있음
○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매년 정부예산의 1%를 투자 및 지원하고 있으나, 예
산 집행 과정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재원배분의 효과성 검증 필요

○ 다양한 섹터에서 과학기술혁신 관련 증진 및 관리 활동을 수행하고 조금씩 성과를 보임

□ 약점
○ 과학기술 연구 전문기관 및 정책 전문가의 역량(경험, 노하우)과 다양한 자원(연
구비, 혁신인프라 등)이 부족

○ STI 정책 ‘이행’에 초점을 둔 체계적인 제도 기반이 약하며 재정 자원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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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민간, 중앙-지역 간 조정 메커니즘의 낮은 효과성
○ 연구 활동이 사회 수요와 산업발전에 기여하지 못함
○ 대부분의 현대 기술은 해외 수입에 의존
○ 과학기술 대중화가 매우 제한적
바. 라오스 과학기술시스템 특징

□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전략성 부재
○ 국가경제발전을 위해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지만 실제 전략 분야 육성을
위한 지원 및 이행에는 약함

○ 과학기술혁신 관련 다양한 법제와 정책이 존재하며 여러 관련 부처에서 연구개발
지원을 수행 중. 그러나 한정적 재원 조건에서 다각화된 노력보다는 일원화된 전
략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대부분의 관련 정책은 연구개발을 통한 특정 제품 개발과 같은 명확하고 가시적
성과를 목표로 하지 않고 여러 섹터에서 필요로 하는 공통적인 과학기술적 기본
소양 및 기초 인력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음

○ 공공연구기관과 대학의 개별 연구자의 연구활동은 국가 정책의 방향성과는 무관
하게 bottom-up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음

○ 따라서 일원화된 정책 방향성과 지원의 전략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과학기술혁신 재원의 한계를 극복할 조정(coordination) 역량 부족
○ 최빈국 라오스는 과학기술 분야에 투자할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효과적인
정책 조정(coordination)이 가장 시급하지만 재원의 효율적 분배 및 활용을 도
모하기 위한 국내 협력 네트워크 조정 역량이 부족함

○ 부처-부처, 공공-민간, 중앙정부-지방정부 연계가 매우 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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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협력 네트워크 강화 필요
○ 국가 과학기술의 가장 상위 정책인 ‘제8차 국가사회경제발전계획’은 UNDP에서
지원한 ODA 사업의 일환으로 수립됨. 국가 정책개발 및 연구소 설립 등의 상당
부분을 UN, World Bank와 같은 국제기구의 다자협력 사업에 의존

○ 그럼에도 라오스는 다른 개발도상국과 비교했을 때 국제사회의 노출이 매우 제한
적이어서 거의 모든 개발도상국의 과학기술 데이터와 어젠다를 논의하는
UNESCO 활동(예, UNESCO 아시아태평양과학기술정책네트워크, UNESCO
Science Report 등)에도 참여가 없음

○ 사회경제적으로 이웃 국가인 태국과의 협력

□ 기초 과학기술데이터 부족
○ 상기 언급한 UNESCO Science Report는 5년마다 발간되는 보고서로 유일하게
개발도상국의 과학기술 정보를 포괄하여 비교·분석하는 주요 자료인데 라오스는
최근 계속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음

○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UNESCO GO-SPIN 측에 보고할 정형화된
데이터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서 과학기술의 과학화를 위해서 가장 기초
데이터 축척을 위한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5. 정책자문 성과 및 활용방안
가. 성과 및 기대효과

□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전략적 방향성 제시
○

분절화된 과학기술혁신 정책과 프로젝트 수행의 재정비

○

투입 대비 산출물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과학기술 투자 효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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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적 산업기술 분야 선정 및 기술 확보·내재화 전략 수립

□ 국가 과학기술 마스터플랜(안) 수립
○

과학기술 마스터플랜의 비전-목표-추진과제 초안 작성

○

과학기술 전문인력 양성 부문 계획

○

과학기술 공공연구소 및 대학 역량 강화 부문 계획

○

과학기술 공공-민간 협력 증진 부문 계획

○

과학기술 기초데이터 수집 및 디지털화 부문 계획

○

정책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한 과학기술 정책 실행력 제고 방안 마련

□ 과학기술정책 실무자의 정책적 자문 역량 배양
○

국가혁신시스템 분석 역량강화: 거버넌스, 법령, 행위자, 전문인력, 교육, 글로
벌 환경 등 혁신시스템의 다각적 조사 및 분석 방법론

○

정책 실행력 제고를 위한 정책 평가 및 기술 예측 방법론 전수

○

과학기술 데이터 수집 및 정보시스템 구축 사례 공유

○

한국의 과학기술시스템 기반 구축 및 발전 경험 전수

○

한국의 과학기술혁신 발전경험 전수로 한-라오스 간 협력 기반 강화

□ 한-라오스 협력 기반 강화

- 라오스 STI 연구개발을 위한 한-라오스 간 협력의 틀을 제공하고 향후 공동연
구 혹은 국제협력의 기반 마련
○

라오스의 과학기술혁신 및 경제성장 지속가능성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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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홍보 및 확산

□ 보도자료
이데일리, 다음뉴스, ETNews 등

자료: 다음뉴스, https://news.v.daum.net/v/20210905112009205?f=p(검색일: 2021.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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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SNS 홍보
○

기관 Facebook 홍보
사진 2) 온오프라인 단체사진

자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142532735892490/posts/2625762730902799/(검색일: 2021.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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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메인 포털 행사사진 게시판을 통한 원내 홍보
기관 홈페이지 홍보

자료: STEPI 홈페이지, https://portal.stepi.re.kr/uat/uia/actionMain.do(검색일: 2021.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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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홈페이지 보도자료 홍보를 통한 외부 보도자료 홍보
기관 홈페이지 보도자료 수록

자료: STEPI IICC 홈페이지 보도자료,
https://iicc.stepi.re.kr/site/stepiko/ex/bbs/View.do;jsessionid=F8D3DEBA4DFC454B55D622F3A9B
A1074?cbIdx=1205&bcIdx=37531&pageIndex=1&tgtTypeCd=&searchType=&searchKey=&searchSor
t=(검색일: 2021.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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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개발협력 학술대회 발표
○

2021년 국제개발협력학회 동계학술대회(2021. 11. 26.(금))에서 발제

○

STEPI 특별세션 ｢과학기술혁신과 ODA｣ 의 일환으로 “STI ODA: 라오스 STI
국가 마스터플랜 수립 자문사례” 주제 발표

□ 한-라오스 프로젝트 성과확산 워크숍 개최
○

일시 및 장소: 2021년 12월 15일(수), 하이브리드(온·오프라인) 개최

○

K-Innovation 통합 성과확산 워크숍의 일환으로 라오스 세션 운영

○

참석자 및 대상
- 발표자: 라오스 기술통신부 출라마니(Choulamany) 국장, STEPI 선인경 박사
- 토론자: 라오스국립대 이제정 (전) 교수, 라오스 현지 컨설턴트 홍가로네
(Hongaloune), 라오스 기획재정부 출라마니(Choulamany) 사무관
- 참석자: 한국 파견 라오스 공무원, 라오스 기술통신부 공무원 및 현지 과학기술
정책 전문가 등

□ 한-라오스 과기혁신 역량강화 워크숍
○

일시: 2022년 1월 10일(월)~1월 21일(금) 2주간 진행

○

총 11개 주제, 온라인 강의 수강

○

주제: 기술예측, 지적재산권, 산학연 협력, 기술이전 및 사업화, 기업가정신, 국
가연구개발시스템, 출연연 설립, 과학기술전문대학교 설립, 기술로드맵 등

○

대상: 라오스 과학기술분야 공무원 및 정책전문가 약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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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향후 진행계획

□ 2022년 한-라오스 프로젝트 준비 실무진 회의
○

일시: 2022년 2월

○

주제: 과학기술 마스터플랜 주요 부문(인력, 기술, 평가, 데이터 등) 확정 및
2022년 프로젝트 일정 확정

○

참석자: STEPI 연구팀 및 라오스 기술통신부 연구팀

□ 2022년 한-라오스 양국 연구팀 전문가 충원
○

일시: 2022년 2월

○

주제: 양국의 연구팀 전문가 충원 및 섭외 완료

□ 2022년 한-라오스 프로젝트 킥오프
○

일시: 2022년 3월, 라오스 방문

○

주제: 라오스 파트너기관 방문 및 현지 전문가와 마스터플랜 수립안 논의

□ 2022년 정책역량 강화 초청 연수 개최
○

일시: 2022년 5월~6월, 한국 서울 및 세종

○

주제: 과학기술정책 기획·평가 방법론 연수 및 한국 과학기술 발전사례 강의

□ 라오스 국가 마스터플랜 초안 작성
○

일시: 2022년 6월~9월, 한국 및 라오스

○

주제: 라오스 정책전문가는 주요 부문별 마스터플랜 초안 작성 및 한국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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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및 피드백 제공

□ 과학기술 마스터플랜(안) 발표 및 라오스 기술통신부 제출
○

일시: 2022년 10월, 라오스

○

주제: 마스터플랜(안) 발표, 현지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검토, 라오스 기술통신부
제출

□ 한-라오스 프로젝트 최종 성과확산
○

일시: 2022년 12월, 한국

○

주제: 프로젝트 최종 결과 발표 및 성과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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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인도네시아
1. 사업 개요
사업명(국문)

인도네시아의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조정 메커니즘, 제도 및 금융시스템) 자문

사업명(영문)

Arrangement of STI Governance: Coordination Mechanism, Institutional
Framework & Financial System and Investment in Indonesia-2차 연도

사업기간

2020~2022년

연도별 세부사업

(2020) 인도네시아의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의 조정 메커니즘 분석 및 구축 자문
(2021)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의 제도적 틀 분석 및 구축 자문
(2022)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의 금융시스템과 투자 검토 및 구축 자문

수원국 시행기관

국가연구혁신청 (National Research and Innovation Agency, BRIN)
[착수세미나] 2020년 한-인도네시아 사업 성과 공유 및 2021년 사업추진방향 협의,
주제별 한국 정책 사례 및 인도네시아 현황에 대한 발표 및 토론
[국제공동연구] 인도네시아의 STI 싱크탱크 설립방안, 국가연구프로그램
기획·관리·평가 정책, 과학기술 관련 법․제도 개편 등 3개 분야에 관한

주요 활동

한-인도네시아 연구팀을 구성해 국내전문가가 연구를 총괄하고, 인니 포컬 포인트를
지정해 공동연구 진행
[초청연수] 주제별 주요 한국의 정책 수단 및 사례 공유, 인니 측의 실행방안 도출
[정책자문] 한-인니 전문가 공동으로 3개 분야에 대한 정책제언 및 향후 추진방안
도출
[성과확산워크숍] 아시아혁신학회 연계 인도네시아 특별 세션(제주대학교, 10.8)
으로 진행하여 아시아 지역내 성과 공유 및 확산

산출물
STEPI 담당자

인도네시아의 STI 싱크탱크 설립방안, 국가연구프로그램 기획·관리·평가 정책,
과학기술 관련 법․제도 개편에 관한 정책자문보고서(국․영문), 학술논문
임덕순 선임연구위원, 김은주 책임연구원, 강신애 연구원, 이향희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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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기획
가. 사업 배경 및 목적

□ 사업 배경
○ 인도네시아는 2019년 10월 제2기 조코위 정부 출범과 함께 연구기술부
(Ministry of Research and Technology)를 출범시켜 연구기관의 양적･질적
28)

확대를 추진 중(선인경 외, 2020)
- 인도네시아 대통령 직속 정부 연구기관인 인도네시아과학원(LIPI, Indonesian
Institute of Sciences)은 인도네시아 과학기술정책을 이끌어나가는 중 추적
인 역할을 수행(김왕동 외, 2018)해왔으나, 2021년 9월에 연구혁신청
(National Research and Innovation Agency, BRIN)에 통합됨에 따라 본
사업의 파트너 기관도 BRIN으로 변경되었음

○ STEPI는 2014년부터 인도네시아의 과학기술정책 관련 부처 공무원 및 기술평가
응용청(BPPT), LIPI 등 주요 연구기관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과학기술정책 교육
훈련과 자문을 실시해왔음
- 2018년부터 인니의 2015~2019 연구개발 전략계획 평가 및 2020~2025 연구
개발 전략계획 수립 등 정책자문 중심으로 지원(선인경 외, 2020)

28) 선인경 외(2020) 국제기술혁신협력사업 최종보고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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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1> STEPI가 지원한 인도네시아 과학기술협력사업 현황
연도

협력기관

2014

인니 포함 아시아지역 과기정책
관련 정부 공무원, 연구기관 등
과학기술부 (RISTEK),
기술평가응용청(BPPT),

2015

주요 내용
- 인니 과학기술정책 연수사업
- 아시아 지역(인니,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과기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추진(인력 교류 활성화,

유네스코 자카르타 사무소
연구기술부 산하 관계자 및

과학기술정책 컨설팅 수요 발굴)
- 한국의 과학기술인력정책, STEPI 교육훈련프로그램, 한국의

기술평가응용청(BPPT)
기술평가응용청(BPPT)
2016
기술평가응용청(BPPT)

교육훈련 시스템, 교육훈련 수요분석, 개발, 평가 교육
- 인도네시아 과학기술분야 인적자원 역량 제고
- 관료제도개혁의 일환으로 공무원 직무능력 제고
- 교육훈련 프로그램 기획, 디자인, 이행, 모니터링, 평가 등
-

실무적인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를 위한 역량 함양
LIPI의 2020-2025 전략의 발전과 과학기술 연구개발 역량 강화,
R&D 전략, 테크노 파크 운영관리 및 과학기술인력 관리에
관한 자문
과학기술혁신정책(STI Policy) 평가
R&D 거버넌스에 관한 자문

2018

인니과학원(LIPI)

2019

인니과학원(LIPI)

-

2020

인니과학원(LIPI)

- K-Innovation(1차 연도) 수행

자료: 선인경 외(2020). 국제기술혁신협력사업 최종보고서.

○ STEPI는 LIPI와 공동으로 2017년 12월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과학기술정책 수
요 분석 워크숍을 진행하여 정책자문 수요를 발굴함

○ 이때 발굴된 인도네시아의 수요를 바탕으로 2018~2019년에 걸쳐 ‘Evaluation
of LIPI R&D Strategic Planning 2015-2019, Development of BRIN R&D
Strategic Planning 2020-2025, and Establishment of Science Technology
Parks’에 관한 정책자문을 제공
- 1차 연도(2018) 사업: 1) LIPI의 2020~2025 전략의 발전과 과학기술 연구개
발 역량 강화, 2) R&D 전략, 테크노 파크 운영관리 및 과학기술인력 관리에
관한 자문
- 2차 연도(2019) 사업: 1) 과학기술혁신정책 평가, 2) R&D 거버넌스에 관한 자문

○ 한편, 인도네시아 연구기술혁신부가 출범하고 새로운 기관들이 신설됨에 따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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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네시아에서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됨. STI 거버넌스의
변화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에 대한 정책자문을 요청
하였음
- 특별히 조정 메커니즘, 평가제도, 과학기술 관련 법규에 대한 정책자문을 요청
하였고, STEPI는 2020~2022의 3년의 프레임하에 인도네시아의 BRIN과 협
력하며 STI 정책자문을 수행하며 2021년은 2차 연도에 해당함

○ 2020~2022년의 인도네시아의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조정 메커니즘, 제도 및
투자시스템) 자문 사업(Arrangement of STI Governance: Coordination
Mechanism, Institutional Framework & Financial System and
Investment in Indonesia)은 3개년 사업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됨
- 2020년에는 인도네시아의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의 조정 메커니즘, 투자 시스
템, 정책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자문을 실시
- 2021년도 연구는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에서 조정메커니즘, 정책 및 제도, 법
ㆍ규정을 분석하면서 전년도의 자문 내용을 심화하는 연구를 수행
- 2022년 연구는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의 운영에 대한 심화 자문과 거버넌스
제도 실행에 대한 모니터링 수행이 예정되어 있음
- 2019년에 연구기술부의 산하기관으로 신설된 연구혁신청(National Research
and Innovation Agency; BRIN)과 기존 연구기관(LIPI)의 역할 중복에 따른
역할 정립 필요성과 국가연구개발프로그램의 기획·관리·평가 역량 및 시스템
구축 등이 주요 이슈로 부각
- 2021년 현재 BRIN은 인도네시아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이동함에 따라 기존의
정부 연구개발 기관들을 BRIN 산하로 통합하여 거대 정부기관으로 변모

○ 이에 인도네시아의 정부 요청에 따라 STEPI는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STI 거버넌
스, 특히 조정 메커니즘, 제도 및 금융시스템 분야에 대한 한국의 경험공유와 정
책 자문을 제공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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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목적
○ 2021년 본 사업의 목표는 인니측 수요가 높은 STI 싱크탱크 설립방안, 국가연구
개발프로그램 기획·관리·평가제도 구축, 과학기술 관련 법․제도 개편방안을 지
원함으로써 인니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 인도네시아의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 구축 관련 개선 방안 제시와 함께 정책 역
량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과학기술혁신 경쟁력 강화에 기여
- 과학기술혁신 싱크탱크 현황 분석 및 실행역량 강화
- 국가연구개발프로그램 기획·관리·평가제도 구축을 위한 제도적 틀 분석 및 실
행역량 강화
- 과학기술 관련 법․제도 개편방안 도출을 위한 현황 분석 및 실행역량 강화

○ 한-인도네시아 과학기술혁신 기반 마련
- 인도네시아의 과학기술 발전 및 이를 위한 제반 제도·조건의 개선에 기여함으
로써 상호 경제협력관계를 증진

□ COVID19 영향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인도네시아의 사회·경제적 피해는 증가하고 있음
- 델타 변이로 인해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으나 인니 정부는 백신접종 프로그램을
이행하고 있으며 연말 내로 집단면역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함
- 과학기술정책과 관련해 코로나19와 관련된 연구를 제외한 거의 모든 R&D 예
산 삭감
- 인도네시아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고 경제 회복을 위해 구조적 개혁을 단행
하고 있음

○ 연구기관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모든 공공기관은 2020년 2월부터 재택근무를 시
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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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IN의 각 연구센터에서는 2020년 6월 초부터 부서장급 연구자들만 출근하고
나머지 연구 인력은 모두 재택근무로 업무 추진
- 또한 연구원의 경우 현장 조사를 위한 출장이 허용되고 있으나 매우 까다로운
조건하에 가능

나. 사업 프레임워크

○ 2021년도 인도네시아 국제기술혁신협력사업은 2차 연도 사업으로 착수세미나,
국제공동연구, 교육훈련 워크숍, 성과확산워크숍 총 4단계로 구성
- 특히, 국제공동연구는 3개 정책자문분야(STI 싱크탱크 설립방안, 국가연구프로
그램 기획·관리·평가제도, 과학기술 관련 법․제도 개편)별로 한-인니 연구팀을
구성해 추진
- 한-인니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정책제언을 도출하고 국제적인
학회에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논문을 발표
-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은 온라인으로 대체하였으며, 연수와 성과확산워크숍은
각각 8월과 10월에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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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 2021년도 인도네시아 국제기술혁신협력사업 프레임워크

[그림 2-3-2] 2021년도 인도네시아 국제기술혁신협력사업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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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업팀 구성

□ 연구팀
○ 연구팀은 STEPI 내부 연구진, 국내 연구진, 인니 연구진으로 구성하고 주제별로
팀을 이루어 연구를 진행하도록 역할 분담

<표 2-3-2> 연구팀 구성 현황
구분

직위

이름

선임연구위원

임덕순

사업 총괄

책임연구원

김은주

사업 코디네이터

연구원

강신애

사업 지원

선임연구원

이향희

사업 지원

한밭대학교

교수

권기석

STI 싱크탱크 설립방안 자문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원장

고영주

위탁연구진

한국외대

교수

김성수

기획․관리․평가제도 자문
과학기술법․제도 자문

(국내)

한국외대

연구원

이창율

연구 조사

BRIN

선임연구원

BRIN

연구원

BRIN

정책분석가

BRIN

정책분석가

BRIN
BRIN
BRIN

선임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BRIN

정책분석가

BRIN

연구원

Dadang
Ramdhan

BRIN

연구원

Maulana Akbar

BRIN

연구원

BRIN

정책분석가

내부연구진

소속

STEPI

외부연구진

현지연구진

주요역할

국가연구개발프로그램

Anugerah Yuka
Asmara
Aditya Wisnu
Pradana
Fithriana
Munawaroh
Siti Annisa
Silvia Rosa
Kusnandar
Ria Hardiyati
Karlina Sari
Sofie Yuniar
Sani

Anggini
Dinaseviani
Sri Supadmi

(연구팀 1)
STI 싱크탱크 설립 관련
서베이 및 현지 인터뷰

(연구팀 2)
국가연구개발프로그램
기획․관리․평가제도 관련
서베이 및 현지 인터뷰

(연구팀 3)
과학기술법․제도 관련 서베
이 및 현지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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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협력 담당자(BRIN)
<표 2-3-3> 인도네시아 협력 담당자 현황
소속

직위

이름

연락처

BRIN

부서장

Dudi Hidayat

dudi.hidayat11@gmail.com

BRIN

현지 코디네이터

Anugerah Yuka

yukaasmara1987@gmail.com

BRIN

정책분석가

Sofie Yuniar Sani

sofiayuniarsani@gmail.com

라. 일정
<표 2-3-4> 사업 추진일정
구분
사전회의
착수세미나
교육훈련
워크숍
국제공동
연구
중간보고
성과확산
워크숍
최종보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36 2021년도 국제기술혁신협력사업

3. 프로젝트 수행
가. 사전회의
1) 2021 인도네시아 사업 세부추진계획 작성 및 2021~2022 인도네시아
사업 PCP 요청(이메일)

○ 일시: 2020년 11월 30일(월)
○ 주요 내용
- 2021 인도네시아 사업으로 추진할 3개 주제*에 대한 세부추진계획 작성 및
PCP 현지 제출라인 및 일정 확인 등
* (싱크탱크 설립) 과학기술혁신정책 싱크탱크의 역할/기능 및 거버넌스 개선 방안
도출
(R&D 정책 및 제도) 중기 R&D 정책(PRN 2020~2024) 평가시스템 설계 및
이행 평가 실시
(과학기술 관련 법 ․ 규정) 과학기술 관련 법 ․ 규정 개편방안 도출

2) 2020~2021 인도네시아 사업 PCP 수정사항 검토 요청(이메일)

○ 일시: 2020년 12월 22일(화)
○ 주요 내용
- 인도네시아 국립과학원(LIPI)이 작성한 2021-2022 사업 PCP 초안 검토 및 수
정사항 확인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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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1 인도네시아 사업 추진방향 초안 공유 및 향후 일정 조정(이메일)

○ 일시: 2021년 3월 9일(화)
○ 주요 내용
- 2021 인도네시아 사업 세부추진계획(영문)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 요청, 화상회의
일정 협의 등

4) 2021 인도네시아 사업 추진방향 협의(화상회의)

○ 일시: 2021년 3월 17일(수) 16:00~18:00
○ 참석자: (STEPI) 임덕순 선임연구위원, 김은주 책임연구원, 이향희 선임연구원,
(BRIN) Dr. Dudi Hidayat 부서장(부원장 대행), Karlina Sari, Yuka Asmara 등

○ 주요 내용
- 2021 인도네시아 사업 세부추진계획 및 착수세미나 시기·방식 결정, 현지 컨설
턴트 고용, 초청연수 시기 등 논의 주요 내용

나. 1차 워크숍 (착수세미나)
1) 착수세미나 개최
□ 개요

○ 일시 및 장소: 2021년 4월 15일(목), 10:00 ~ 16:00, 힐튼호텔
○ 참석자: (STEPI) 임덕순 선임연구위원, 김은주 책임연구원, 이향희 선임연구원,
(한국외대) 김성수 교수, 이창율 박사, (대전과학산업진흥원) 고영주 박사, (한밭
대학교) 권기석 교수, (BRIN) Dr. Dudi Hidayat 부서장, 연구기술혁신부 공무
원 및 BRIN 연구자 등 10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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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5> 착수세미나 프로그램
시간

주요 내용

비고

11:00~11:05

개회사

문미옥 원장(STEPI)

11:05~11:10

환영사

Dudi Hidayat 부서장(BRIN)

2020 K-Innovation사업 주요성과 및

11:10~11:30

2021년도 사업 추진방향

임덕순 선임연구위원(STEPI)

11:30~11:45

STI 싱크탱크, STI 정책과정 및 인도네시아
싱크탱크 설립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 연구 작업 계획

권기석 교수(한밭대)

11:45~12:00

인도네시아 임무지향적 기관 관련 법
제도적 현황

Anugerah Yuka Asmara 연구원(BRIN)

12:00~12:15

국가연구개발프로그램 전주기적 평가 및
인도네시아 PRN 2020-2024 평가체계
설계를 위한 공동 연구 작업 계획

고영주 원장(대전과학산업진흥원)

12:15~12:30

PRN 2020-2024 이행 현황 및 평가체계

Kusnandar 연구원(BRIN)

12:30~12:45

과학기술 관련 법 ․ 규제 및 공동 연구 작업
계획

김성수 교수(한국외대)

12:45~13:00

인도네시아 과학기술 관련 규정 현황

Dadang Ramdhan 연구원(BRIN)

13:00~13:30

토론 및 질의응답

참석자 전원

□ 주요 내용

○ 2020년 인도네시아 사업 결과 공유 및 2021년도 인도네시아 사업 주제별 인도
네시아 현황 및 한국 사례 공유, 한-인니 공동연구 추진계획 발표 등

○ 1차 연도에 이어 인도네시아 측의 수요가 가장 높은 3개 주제에 대해 한-인니
공동 연구팀을 구성해서 본격적인 연구를 추진하기로 함
- 한국 측 연구팀은 STEPI, 한국외대, 한밭대,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소속 전문가
들이

주를 이루며, 각 주제에 대한 한국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고 인니

측이 실행방

안을 도출하는 데 적극적인 자문을 제공할 예정임

- 인도네시아 측 연구팀은 BRIN의 Research, Technology and Innovation
Policy Formulation 부서 연구원 5~6명으로 구성되며 Dudi Hidayat 부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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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괄 책임을 맡고 선임연구원 1명이 연구팀 리더로서 공동연구를 수행할 예
정임

[2021 인도네시아 국제기술혁신협력사업 주제에 대한 토론

○ 동 착수세미나를 통해 2021 인도네시아 국제기술혁신사업의 정책자문 주제는
1차 년도에 양측이 합의했던 주제들 중에서 3개가 제안됨

<표 2-3-6> 2020~2022 인도네시아 국제기술혁신협력사업 주제(안)
구분

내용
Ÿ

연구기금 설계
및 운영방안
(주제 1)

Ÿ
Ÿ
Ÿ

STI
stakeholder
분석, 연구자,
연구기관의
성과 지표와
평가 기준
(주제 2)

Ÿ
Ÿ
Ÿ
Ÿ
Ÿ
Ÿ

국가연구개발프
로그램 기획,
예산배분,
관리, 성과

Ÿ

Ÿ

모니터링, 평가
(주제 3)

Ÿ
Ÿ

연구 인적자원
개발·활용

Ÿ

프레임워크
(주제 4)

Ÿ

인도네시아에서 교육재단은 있지만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연구재단과 같은
중간 관리 조직이 없음
올해 연구기금(Endowment)에 관한 대통령 시행령을 제정할 계획이므로 동 기금의
설계,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가 시급히 필요
인니 정부 입장에서는 연구기금을 담당할 BRIN의 운영방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
인도네시아의 연구 성과평가지표가 매년 다르고 stakeholder별로 평가지표 수립에
대한 연구가 필요
STI 거버넌스 차원에서 국가목표와 연구기관의 규정이 상충되고 있음
예를 들면 정부는 연구기관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길 원하고 연구자는 논문 발표/출판
건수에 따라 평가되고 있음
따라서 연구기관, 연구자의 평가기준이 중요하며, 연구의 성과가 얼마나 정부 정책에
기여했는지를 평가해야 하는 것이 중요
연구 성과의 평가는 개인 연구자, 연구기관, 프로젝트, 프로그램 평가 차원에서 모두
수행할 수 있음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위원회(자문회의)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평가지표는 인니 여건에 맞게 개발되고, 유사한 연구기관은 유사한 평가지표를 개발해
적용하는 게 바람직해 보임
STI 거버넌스는 STI 전 과정(연구기획 → 예산배분 → 연구 수행 → 연구 성과
모니터링·평가)을 모두 고려해야 하며, 연구 성과 관리 또한 이 프로세스를 통해
진행해야 함
연구기관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거버넌스에 대한 한국
경험을 공유하고 인도네시아 여건에 맞는 정책대안을 제시
예산과 평가는 매우 긴밀히 연계되어 있고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가 중요
KISTEP과 같은 기관(예: BRIN)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고민 필요
BRIN 체제에서 기존연구자를 어떻게 활용하고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
연구기관의 효율성을 제고 필요
인적자원 개발·활용 프레임워크 연구 필요

자료: 선인경 외(2020). 국제기술혁신협력사업 최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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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주제 중에서 인도네시아 측의 요청에 따라 2021년 수행하기로 착수세미나
에서 합의된 주제는 ‘한국의 과학기술체제의 진화와 싱크탱크의 역할’, ‘인도네시
아 국가연구개발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및 평가시스템 구축 방안’, ‘과학기술관련
법률 및 규제’ 등 3개임
- 동 3개 주제를 바탕으로 BRIN이 연구제안서(Research proposal)를 작성하기
로함
- 연구제안서에는 연구 배경, 목적, 일정, 연구방법(설문조사 등), 한국사례 비교
등이 포함
- 동 사업 성과물로는 정책자문보고서(국․영문)를 발간하고 학술지에 논물을 공동
발표하는 것임

[그림 2-3-3] 1차 워크숍(착수세미나) 사진

착수세미나(개회)

2020 사업성과 발표(임덕순 선임연구위원)

착수세미나 단체사진

착수세미나 시스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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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N 측 발표 및 토론

인니 측 연결 등 사전 점검

다. 교육훈련 워크숍
1) 교육훈련 워크숍 개최

□ 워크숍 개요
○

목적
- 주요 과학기술혁신정책 수단 및 과학기술 거버넌스, 한국의 과학기술정책 싱크
탱크, 연구개발프로그램의 관리 및 평가 기법, 과학기술법 및 규정 관련 한국의
경험을 공유
- 양국의 과학기술 관련 정책 및 제도에 대한 비교 분석 및 인도네시아 측의 실행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인도네시아의 STI 정책 기획과 실행 역량 강화 지원

○

일시: 2021. 9. 7일(화)~8일(수)

○

장소: 서울 밀레니엄 힐튼 호텔(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

프로그램 및 발표자
<표 2-3-7> 교육훈련 워크숍 프로그램
시간

11:00~11:05
11:05~11:15
11:15~11:25
11:25~12:15

주요 내용
비고
2021년 9월 7일(1일차)
개최 시작 준비
축사
Dudi Hidayat 국가연구혁신청(BRIN) 부서장
개회사
임덕순 STEPI 선임연구위원
한국의 과학기술혁신 정책수단

최영락 교수 전 과기정책연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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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12:15~12:45
16:00~17:00

주요 내용
토론 및 질의응답
한국의 싱크탱크와 거버넌스

17:00~17:30

토론 및 질의응답

11:00~12:00
12:00~12:30
16:00~17:00
17:00~17:30
17:30~18:00

○

비고
서일원 전남대학교 교수
권기석 한밭대학교 교수

서일원 전남대학교 교수
2021년 9월 8일 (2일차)
한국의 국가 연구개발 평가프로그램
권재영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연구위원
고영주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원장
토론 및 질의응답
권재영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연구위원
한국의 과학기술 법과 제도
김봉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김성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토론 및 질의응답
김봉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임덕순 STEPI 선임연구위원

마무리 발언 및 폐회

김은주 STEPI 책임연구원

참석자
<표 2-3-8> 교육훈련 워크숍 참석자 명단

구분

한국

인도네시아

기관명

직책

성명

STEPI

선임연구위원

임덕순

STEPI

책임연구원

김은주

STEPI

연구원

강신애

前 STEPI 원장

前 STEPI 원장

최영락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원장

고영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김성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김봉철

한밭대학교

교수

권기석

전남대학교

교수

서일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연구위원

BRIN
BRIN
BRIN
BRIN
BRIN
State University Of
Surabaya
Program Knowledge
Sector Initiative (KSI)
BRIN
BRIN

Researcher
Researcher
Researcher
Director
Director

Anggini Dinaseviani
Anugerah Yuka Asmara
Aditya Wisnu Pradana
Agus Widodo
Ayom Widipaminto

권재영

Lecturer

Badrudin Kurniawan

Policy and Innovation
Development Lead
Researcher
Director

Budiati Prasetiamartati

BPPT

Perekayasa ahli
pertama

Endah Dwi Novianti

Dadang Ramdhan
Dudi Hiday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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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관명

직책

성명

Knowledge Sector
Initiative
BRIN

Director of Advocation
and Central Network
Policy Analyst

LPDP

Analyst

BRIN

Researcher

Fithriana Munawaroh
Filda Nurria Agustifa
Marthaatmadja
Galuh Syahbana
Indraprahasta

Knowledge Sector
Initiative
BRIN
BRIN
BRIN
BRIN
BRIN
CIPG
BRIN

Researcher

Iskhak Fatonie

Researcher
Policy Analyst
Researcher
Policy Analyst
Researcher
Research Associate
Policy Analyst

Karlina Sari
Kurnia Aliyanti
Kusnandar
Leo Kamilus Julianto Rijadi
Maulana Akbar
Nur Huda
Nungki Indrianti

LPDP

Researcher

Rohmat Hidayatuloh

BRIN

Senior Planner

Parama Tirta Wulandari
Wening Kusuma

Regional Development
Planning, Research And
Development Agency
BAPPENAS
BRIN
BRIN
BRIN
BRIN
BRIN

Head of subdivision of
research and
assessment
Senior Planner
Researcher
Policy Analyst
Policy Analyst
M & E team for PRN
Policy Analyst

BRIN

Researcher

BRIN
Kemenko
Perekonomian
Research Centre for
Marine and Fisheries
Socioeconomics,
MMAF

Legal Drafter

Rudi Arifiyanto
Ria Hardiyati
Sofia Yuniar Sani
Siti Annisa Silvia Rosa
Sasti Orisa
Sri Supadmi
Safendrri Komara
Ragamustari
Syarip Hidayat

Researcher

Totok Hari Wibowo

Researcher

Tikkyrino Kurniawan

Fajri Nursyamsi

Nunung Nur Chayati

□ 주요 활동
◯

축사(Dr. Dudi Hidayat 인도네시아 국가연구혁신청 부서장)

2021년 인도네시아의 과학기술혁신 연구개발(R&D) 분야는 효과적인 예산 활용 및
과학기술 인적자원 개발과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하여, 각 부처 소속의 정부출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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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과 국공립 연구기관들이 국가연구혁신청 (National Research and Innovation
Agency, BRIN)이라는 하나의 거대 기관으로 통합하는 단계를 거치고 있다고 알
림. 이러한 대전환 시기에 한국의 과학기술정책자문을 통해 매우 소중한 경험과 노
하우를 공유해준 것에 깊은 감사를 표함
◯

개최사(임덕순 STEPI 선임연구위원)

책무성과 투명성을 제고한 과학기술혁신 R&D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 더불
어, 양국의 사업 관리자는 본 온라인 세미나를 통하여 한국의 과학기술혁신 정책과
발전경험 공유가 BRIN의 새로운 프레임워크 증진과 참가자들의 역량 강화에 도움
이 되기를 당부
◯

발표 1. 한국의 과학기술혁신 정책수단(최영락 교수 전 과기정책연 원장)

§

내용

① 한국의 과학기술혁신의 3가지 목표 설정
(목표 1.) 과학기술혁신 선진국에 대응하여 과학기술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탈
바꿈 및 2025년도까지 STI 경쟁력 7위 달성
(목표 2.)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과학기술혁신으로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 그리고 첨단산업으로 고도화 및 다각화
(목표 3.) 초기에는 정부주도 체제가 필수이나 궁극적인 목표는 민간주도 체제
를 구축
② 한국의 과학기술혁신 발전경험의 시사점
- STI 개발의 의도적 구성 및 조정을 위한 강력한 친발전적 정치경제가 필요하고,
경제 성장과 산업발전이라는 국가 목표와 STI를 체계적으로 통합하여 근거를
마련, 전략산업에서 제조업 역량이 기본적으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 또한 혁
신 모델에 대한 정의와 수요 측면을 고려한 STI 개발이 필요
- 통합적인 STI 마스터플랜과 구체적인 방향성과 계획이 (분야, 주체, 인프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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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고, 기획 주체로서의 강한 정부와 수행 주체로서의 민간부문 역할이 필요
- 고도화된 정책 분석과 정교한 정책 도구를 포함하는 STI 정책역량 강화가 필요
하고, 수요 예측, 기술 타당성, 자원 타당성, 비용편익분석 등 주요 정책 의제에
대한 엄격한 타당성 분석이 요구됨. 또한, 산업 발전을 위한 STI 수요와 STI
공급 역량 간의 간극 분석 필요
§

토론

- (질의 1. Safendrri Komara Ragamustari) 한국은 1990년대 정부부처의 재
구조화가 있었는데, 현재 인도네시아는 각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국가연구개발청
으로 통합을 진행 중임. 이에 R&D 예산 변화 및 증대에 대한 대비, 그리고 연구
비에 대한 책임감과 투명성 제고 어떻게 하는지 질문

）

- (응답 1-1. 최영락 교수 前 과기정책연 원장 당시 한국의 과학기술 담당부처와
예산담당 부처 사이에 충돌이 있었으나, 과학기술 부처는 과학과 기술에 대한
투자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근거를 제공했음. 이와 더불어 선진국과
한국의 발전 차이를 제시하고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는 성장에 기여하고 나아가
선진국과의 발전 간극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함. 또한 민간부문의 지원과 투
자를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함
- (응답 1-2. 임덕순 STEPI 선임연구위원) 책임감과 투명성은 매우 중요한 이슈
임. 예산은 연간 성과에 따라 배분하는데 장기프로젝트일 경우 측정이 어려움.
그리고 연구자에 대한 이러한 규제가 심하면 오히려 성과가 좋지 않음. 연구자
나 연구원의 권한이 중요하나, 신뢰성 및 투명성 제고와 정부의 단기성과 측정
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연구기관 자체가 이를 관리하는 시스템 개발할 것을 권고
- (질의 2. Dudi Hydayat) 2020년대의 인도네시아 STI는 한국의 1980~1990년
대와 비슷한 수준임. 당시 한국의 발전전략들 중 현재의 개발도상국에 적용이
가능한 것이 있는지 질문

）

- (응답 2-1. 최영락 교수 前 STEPI 원장 한국의 정부는 과학기술의 발전은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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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으로 산업발전을 목표로 하며, 또한 정부는 민간부문이 발전과 혁신을 위하
여 리스크를 감당한 투자와 재투자 역량에 초점을 두었음. 결국 출연연과 국공
립의 연구와 기술개발은 결국 산업발전과 민간부문에 활용되기 위함임이고, 이
러한 아이디어들이 정부 정책의 기조가 됨
◯

발표 2. 한국의 싱크탱크와 거버넌스(서일원 전남대학교 교수)(권기석 한밭대)

§

내용

① 한국 STI 싱크탱크의 역할
 전형적인 역할: 정책 아이디어와 인적자원의 원천, 정부 프로그램의 평가자
 유형: 연구자들을 위한 학문기관이며 정책입안자와 같은 대상으로 세미나 및 워
크숍을 진행하는 형태의 교육기관, 특정 사업을 이행하는 컨설턴트 역할의 정부
계약 연구기관, 공공 지원에 의존하는 독립 기관 등 다양한 형태임

② 오픈 이노베이션 시스템 분야의 롤모델
 STI의 오픈 이노베이션은 혁신 창출의 목적으로 지식 촉진을 위한 다양한 행위
자들이 참여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가 결합된 프로세스
를 포함하는 특징이 있음
 오픈 이노베이션은 핵심적인 혁신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평가됨
 싱크탱크는 오픈 이노베이션의 매개체로 중앙정부의 설계에 따라 산업 간 조정
을 수행함. 이때 싱크탱크는 관료적 혹은 위계적 통제를 지양하고 R&D의 체계
적 관리에 중점을 둠
 또한, 협력 경험이 부족한 기업 간의 연구개발협력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경쟁구
도가 아닌, 투자와 비즈니스 기능을 유지하며 성과를 제고하는 역할을 함

③ 시사점
 연구개발, 시장 규제, 소비자법, 환경기준 등 다방면의 정책 유형 및 섹터 전반
에 걸쳐 조정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다양한 거버넌스 네트워크 안에서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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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아이디어를 개발, 보급하는 것이 필요
§

토론

 (권기석 한밭대학교 교수) 한국 싱크탱크의 경우 1960~1970년 싱크탱크 설립
초기에는 전문가가 부족하여 과학자들이 대거 영입되어 R&D 기획을 담당하였
으며 곧이어 경제와 경영 정책 전문가가 되어 한국 정부에 자문함. 현재 한국의
싱크탱크는 각 정부부처에 소속되어 있으며 권한이 약함. 따라서 이상적인 싱크
탱크는 R&D 수행과 평가뿐만 아니라 의사결정 권한도 가져야 함
 인도네시아 또한 어떠한 형태의 싱크탱크를 설립할지 결정해야 하는데 마이크
로 형태 싱크탱크의 경우, 평가지표 개발과 R&D 시스템의 집행법을 개발하는
정부 공무 역할을 수행하게 됨. 또한 싱크탱크와 오픈 이노베이션시스템은 네트
워크, 성과 확대 그리고 해외 행위자들에 중점 필요
 (서일원 전남대학교 교수) 초기 단계에는 마이크로 형태를 고려하여 점차 증진,
발전하는 전략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함
 (Dr. Totok Hari Wibowo) 현재 인도네시아의 경우, 신기술과 지식을 산업과
연계하는 내수시장에 실패하여 R&D 및 교육시스템과 산업부문 간 상호 중요성
을 인지하고 있음. 이에 BRIN이 정책을 조정하길 기대함
 (질의 1. Anugerah Yuka Asmara) 인도네시아 싱크탱크의 정책은 많은 정부
기관과 민간부문에 분산되어 각 기관 간 업무는 통합되지 않고 있음. 한국은 정
책을 집행하면서 다양한 기관과 관청을 조정하는 성공적인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고, 공공부문과 R&D 투자에 대하여 시장 원리를 활용하는 반면, 인도네시아
는 철저한 정부 제정 법·제도에 의존하기 때문에 펀딩이 어려움. 싱크탱크 정책
에서 한국 중앙정부와 지역정부 간의 관계가 궁금함
 (응답 1. 권기석 한밭대학교 교수) 중앙정부와 지역정부는 독립적인 관계이나
재정부분은 중앙정부가 관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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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 3. 한국의 국가 R&D 평가 프로그램 (권재영 KSTEP 부연구위원)(고영주
과학산업진흥원 원장)

§

내용

① 한국의 연구개발(R&D) 성과
 한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큰 성과를 가지고 있음. 한국은 2017년까지 연구개
발에서 괄목할 만한 양적 성과를 달성함. 그러나 생산성과 영향 측면에서는 여
전히 부족함. 이에 한국 정부는 R&D 패러다임을 추격(follow)에서 선도
(leading)로 새롭게 설정함
 R&D

평가시스템의

→

변천:

서베이

→

분석평가(1997~2005) 성과평가

→

(2006~2007) 성과평가와 효율성(2008~2011) 성과평가와 영향성(2012~
현재)

② 연구개발 성과평가 4단계
 2005년 12월부터 R&D 성과평가의 법적 근거가 시행됨. R&D 성과평가는 자
가평가와 메타평가, 최종평가, 심층평가로 이루어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
체 평가를 관장하고 각 정부부처는 시행하는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자체평가를 시행함
 성과평가 지표에 따라 중간평가는 3년마다 시행함. 기준충족 3번 연속 미달 시
예산 지원 패널티가 적용됨
§

토론

 (질의 1. Sofia Yuniar Sani) 부처들에서 실시하는 평가지표는 동일성과 공학
과 과학 프로그램의 차이점이 있는지 질문함
 (응답 1-1. 권재영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연구위원) 성과평가의 지표는 프
로그램 성격에 따라 모두 다름. 중간 평가의 경우, 일반프로그램과 시설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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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으로 구분됨. 일반프로그램의 경우 모두 동일한 기준을 가짐
 (응답 1-2. 고영주 과학산업진흥원 원장) 1,000개가량의 프로그램은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고, 정성평가 지표는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고자 함
 (질의 2. Agus Widodo) 인도네시아는 프로그램을 평가하기 위해 최소 1개 이
상 기관에서 참여함. 한국의 경우 복수 기관이 프로그램 성과평가에 참여할 때
공유되는 지표와 데이터 수집 시스템이 있는지 질문
 (응답 2-1. 권재영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연구위원) 한국의 정부 부처들은
각각이 경영하는 기관들이 있고, 각 기관들은 R&D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이로
부터 데이터를 수집함. 연간 각 기관들은 과기부의 온라인 시스템에 성과지표
관련 데이터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음. 어떤 부처는 독립적인 데이터베이스나 웹
사이트를 운영하기도 함
 (응답 2-2. 고영주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원장) 한국은 각 부처에서 운용하는 정
보수집 웹사이트를 보유하고 있음. 연구자들은 본 사이트에 연구데이터를 입력
해야 하는 부담이 있음. 따라서 정부는 다양한 데이터시스템을 2개로 통합하고
자 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두 시스템을 조정하고자 함. 데이터
는 평가 근거이지만, 목표 설정이나 정성 지표 또한 중요하며, 연구자들은 데이
터 수집과 제공에 적극적이어야 함. 정부는 평가 과정이나 프로젝트 운용에 대
한 연구자의 부담뿐만 아니라 데이터 수집과 제공에 대한 부담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질의 3. Budiati) R&D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정부부처 수와 전체
R&D 예산에서 평가에 배정되는 예산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질문
 (응답 3-1. 권재영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연구위원) 2021년 기준으로
18~19개 부처가 약 1,000개 프로그램과 7만 개 프로젝트를 이행하여 약 80%
의 프로그램이 성과평가됨
 (응답 3-2. 고영주 과학산업진흥원 원장) 2017년 USD 240억 평가예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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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는 USD 300억 평가예산 배정 예정
 (질의 4. Nur Huda) 성과평가를 위한 인력 채용에 학력과 역량 조건이 있는지,
대학이나 민간섹터에서 진행한 성과평가 데이터가 있다면 정부에서 활용하는지
질문
 (질의 4-1. 권재영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연구위원) 평가 인력의 경우 프로
그램과 연관성이 없는 전문가로 배정되며, 대학이나 민간섹터에서 시행된 평가
의 경우 전문가 데이터라면 평가의회에 참여할 수 있음
 (응답 4-2. 고영주 과학산업진흥원 원장) 2022년 정부에서 기초연구를 평가하
기 위하여 평가의회를 구성하는데 여기에 대부분 대학에서 참여할 예정임. 하지
만 응용연구 평가에는 국공립연구소, 민간섹터 그리고 대학의 전문가들이 참여
할 예정임. 개발연구에는 산업부문의 전문가가 참여함
 (질의 5. Filda Nurria Agustifa Marthaatmadja) 한국은 영향평가를 하는지
질문
 (응답 5. 권재영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연구위원) 정부 부처들은 프로그램
종료 후 5년간 추적연구를 수행해야 함. 그 이후 추적평가가 실시됨

◯

발표 4. 한국의 과학기술 법과 제도 (김봉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김성수 한
국외국어대학교)

§

내용

① 한국의 경제산업발전은 여러 정책과 법에 근거하며 과학기술 분야의 법·제도
발전이 큰 역할을 하였다고 강조

② 대한민국 발전과정의 주요 법·제도
 수출 무역, 해외 투자, 산업정책,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재산권 관련 법률 제정과
1990년대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대외무역법 및 산업발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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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과학기술 법·제도
 공학산업, 뿌리산업, 로봇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는 과학기술 산업법 예
시를 설명
 그 외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정부출연과학기술연구소의 설치,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대
하여 설명

④ 대한민국 발전의 비결
- 역설계(Reverse Engineering), 국가 전략산업 육성, 대기업의 역량 및 의지
§

토론

 (질의 1. Dr Totok Hari Wibowo) 한국 정부는 산업과 과학기술정책 간의 간
격을 좁히기 위하여 산업현장에서 기술사용을 촉진하는 정책을 이행하였음. 민
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들을 취했는지, 그리고 WTO 의무
를 피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질문
 (응답 1-1. 임덕순 STEPI 선임연구위원) 결국 기업들에 기술개발 및 활용을 강
요할 수 없고 기술혁신이 기업의 생존과 발전에 필요하다는 점을 스스로 깨닫는
것에서 모든 것이 시작함
 (응답 2-2. 김봉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는 특
정 사업과 특정 국가에 수출을 하도록 강요하는 식의 정책을 펼쳤으나, 1990년
대부터는 완화되었으나 규제를 위해 강화 조치를 취하기도 함. WTO 규정 준수
를 위하여 보조금과 같은 직접 지원이 아닌 세제 혜택이나 간접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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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도 조사
○ 교육훈련워크숍(9. 7~9.

8)에 참석한 인도네시아 연수생(39명) 대상으로 초청연

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아래는 27명의 설문 결과를 총합한 비중임. 대체
로 높은 만족도를 보임

<표 2-3-9> 교육훈련 워크숍 만족도 조사 결과

Neutral

Disagr
ee

Strongl
y
Disagr
ee

50%

9.4%

2.8%

0%

37.7%

57.5%

3.8%

0.9%

0%

3. The lecture was helpful for
understanding of the field

30.2%

60.4%

7.5%

1.9%

0%

4. The lecture would be helpful to
strengthen the institutional capacity
of my organization.

24.5%

62.3%

12.3%

0.9%

0%

5. The time allotted for the lecture
was sufficient.

15.1%

38.7%

39.6%

6.6%

0%

6. Q&A and discussion was adequate
to enhance my understanding.

13.2%

57.5%

27.4%

1.9%

0%

17%

59.4%

17.9%

5.7%

0%

42.5%

46.2%

10.4%

0.9%

0%

Strongl
y
Agree

Agree

1. The topics covered in the lecture
was relevant to me.

37.7%

2. The content was well-organized
and easy to follow.

Questions

7. I will be able to apply the
knowledge learned in my
work/practice.
8. I will recommend this lecture to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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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성과확산 워크숍(2021 아시아기술혁신학회(ASIP) 특별세션) 개최

□ 목적
◯

한-인도네시아 전문가가 공동으로 수행한 인도네시아의 STI 싱크탱크, 인도네
시아 국가연구개발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및 평가시스템 구축 방안, 과학기술관
련법ㆍ규정의 분석 및 개편 방안에 대한 정책자문 활동과 내용을 2021년 아시
아기술혁신학회 국제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국내외 전문가들과 공유하고 피드백
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정책자문 성과를 아시아 지역 STI 커뮤니티에
홍보

□ 아시아기술혁신학회 국제콘퍼런스 개요
○

주제: 팬데믹, 혁신 그리고 아시아(Pandemic, Innovation and Asia)

○

일시: 2021. 10. 7.(목)~10. 9.(토)(3일간)

○

장소: 제주도 제주대학교(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진행)

○

주최: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 대전
과학산업진흥원

○

주관: 아시아기술혁신학회

○

후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뮤레파 코리아, 충남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한국기
계연구원, 통일과학기술연구협의회, 융합기술사업화확산형 전문인력 양
성사업단 MOT

□ 인도네시아 특별세션 주요 내용
○

주제: 인도네시아 STI 시스템 역량강화(Strengthening Indonesian STI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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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2021. 10. 8.(금) 16:00~18:00(2시간)

○

장소: 제주도 제주대학교(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진행)

○

주최: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인도네시아 국가연구혁신청(BRIN)

○

프로그램 구성 : 한-인도네시아 전문가 국제공동연구(정책자문 주제 3개*)에 대
한 논문주제 공동으로 발표 및 토론
* 주제: 한국의 과학기술정책체제의 진화와 싱크탱크의 역할, 인도네시아 국가연구개발 프로그램의 모
니터링 및 평가시스템 구축 방안, 과학기술관련법ㆍ규정의 분석 및 개편 방안

○

주요 참석자
(한국)
 STEPI 임덕순, 선임연구위원, 김은주 책임연구원, 강신애 연구원
 권기석 한밭대 교수, 김성수 한국외대 교수, 고영주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원장
(해외)
- (인도네시아 국가연구혁신청 BRIN) Dr. Dudi Hidayat Dr.Yuka Anugrah
Asmara, Dr. AnugerahYuka Asmara), Dr. Kusandar), Dr. Dadang
Ramdhan, Dr. Galuh Syahbana Indraprahasta
- 이정협 박사(태국 Competitiveness Unit), 모한 아바리 교수(Prof. Mohan
Avvari, 말레이시아 Nottingham 대학교), 프라빗 카마수순 교수(Prof.
Pravit Khaemasunun, 태국 Thanassat 대학교), 인도네시아 국가연구혁
신청(BRIN)의 인도네시아 과학기술정책 전문가 등 30여 명

□ 인도네시아 특별세션 개최 내용
◯

2021년 10월 7일(목), 개회식과 함께 시작된 콘퍼런스에서 문미옥 과학기술정
책연구원장은 ‘대한민국과 아시아의 번영’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산업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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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화와 과학기술혁신이 인간의 삶에 기여한 영향을 설명하며,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서 과학기술혁신이 가지는
역할의 중요성 강조
◯

8일(금)에는 임덕순 선임연구위원(과기정책연)과 두디 히다야트 박사(Dudi
Hidayat, 인도네시아 국가연구혁신청(BRIN))가 좌장을 맡아 대한민국의 과학
기술혁신시스템과 발전 경험을 토대로 인도네시아 STI 시스템 역량강화를 주제
로 한 세션이 진행됨

◯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권기석 교수(한밭대)는 ‘한국의 과학기술정책체제의 진화와
싱크탱크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과기정책연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과학기술혁신
정책 싱크탱크의 설립과 발전 등의 진화적 경로를 추적하고 그 특징과 성공 요인
분석

◯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고영주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은 ‘인도네시아 국가연구개발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및 평가시스템 구축 방안’이라는 주제로 한국의 국가연구
개발시스템을 분석해 인도네시아의 평가시스템의 개선 방안 제시

◯

마지막 발제를 맡은 김성수 교수(한국외대)는 ‘과학기술관련법·규정의 분석 및
개편 방안’이라는 주제로 한국의 과학기술 법률의 현황과 특징, 인도네시아의 과
학기술시스템에 관한 법률 내용을 분석하여 최근 개편된 인도네시아 국가연구혁
신청(BRIN)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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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10> 인도네시아 특별세션 프로그램
시

간

16:00~16:05

내

용

Congratulatory remarks/
Opening Remarks

비 고
임덕순 선임연구위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Dr. Dudi Hidayat
(인도네시아 국가연구혁신청(BRIN)

16:05~16:35

발표 1. STI Think-tanks and
their Governance

권기석 교수(한밭대)

16:35~17:05

발표 2. National R&D Program
Evaluation

고영주 원장(대전과학산업진흥원)

17:05~17:35

발표 3. S&T Laws and
Regulations

김성수 교수(한국외대)
이정협 박사(태국 Competitiveness Unit)
Mohan Avvari 교수 (말레이시아 Nottingham 대학교)

17:35~18:00

Q&A /
Discussion

Pravit Khaemasunun 교수(태국 Thanassat 대학교)
AnugerahYuka Asmara 박사(BRIN)
Kusandar 박사(BRIN)
Dadang Ramdhan 박사(BRIN)

[그림 2-3-4] 인도네시아 특별세션 사진

(인도네시아 특별세션 문미옥 원장 키노트)

(인도네시아 특별세션, 회의화면)

(좌장: 임덕순 선임연구위원)

(특별세션 오프라인에 참석한 주요 참석자 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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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자문 주요 내용
가. 한국의 과학기술정책체제의 진화와 싱크탱크의 역할

□ 연구 배경
○ 한 나라 국가혁신체제의 발전에서 과학기술정책의 절차와 관련 주체의 역할을
정의하고 이를 운영하는 데 싱크탱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함
- 이러한 싱크탱크의 역할은 해당 국가의 과학기술정책체제와 국가혁신체제의 고
유한 특성에 따라 다양한 특징을 보여줄 것임

○ 과학기술 기반으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룬 한국의 과학기술정책체제는 매우 효
율적인 작동 기제를 발전시켜왔다고 평가됨
- 이에 한국의 과학기술정책체제의 진화를 바탕으로 싱크탱크의 역할을 도출한다
는 것은 인도네시아 등의 개도국은 물론 선진국에도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연구 필요성
○ 2020년도 연구과제에서 이어지는 2021년도 연구과제로 인도네시아 국가혁신체
제의 특성을 반영한 싱크탱크의 설립에 더 구체적인 처방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음
- 전년도의 경우, 인도네시아 과학기술혁신 싱크탱크 설립의 네 가지 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경험적 자료(인터뷰, 통계 등)를 기반으로 좀 더 실현가능
성이 높은 싱크탱크 구축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2020년도와 또 다른 차별성으로, 성공적인 과학기술 기반 경제 추격에 성공한
한국 사례를 분석한다는 것임. 이에 STEPI를 중심으로 한 한국의 과학기술혁신
정책 싱크탱크의 설립과 발전 등 진화적 경로를 추적하여 특징과 그 성공요인
에 대한 분석을 수행할 것임. 이는 인도네시아 싱크탱크 설립에 중요한 비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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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임

□ 연구 방법론 및 프레임워크
○ 방법론 개요
- 전체적 개요: 다음 그림은 연구의 전체 프레임워크를 보여줌. 먼저 연구의 틀
관점에서 과학기술혁신 시스템(STI policy system)을 구조(structure)와 과정
(process)으로 정의하고, 이를 배경으로 싱크탱크의 개념(concepts)과 역할
(roles)을 규범적 관점에서 정의할 것임. 이에 따라 한국 사례를 분석해 냄. 인
도네시아의 경우 2020년도 연구를 심화하는 경험적 인터뷰 데이터 등을 수집
할 것임. 이 두 결과를 비교·분석해 인도네시아 싱크탱크 설립에 좀 더 구체적
인 시사점과 구축방안을 제시할 것임
[그림 2-3-5] 연구팀 1 연구 프레임워크

자료: 연구진 작성

- 시스템 관점: Easton(1965)은 일찍이 정치체제의 작동에서 시스템적 관점을
제시한 바 있음. 본 연구를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과학기술정책체제를 상정
하고, 이 체제 안에서의 싱크탱크의 역할을 분석해 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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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6] 정치에서의 시스템 접근(Easton, 1965)

자료: Easton(1965), p. 112.

- 싱크탱크의 개념과 유형: 싱크탱크는 국가별로 상이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 개념
에 대한 합의는 찾기 어려우나 주요 기능은 이해관계자들에게 새로운 이슈와
대안의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아이디어 제공과 이에 대한 연구라 할 수 있음.
싱크탱크 유형으로는 첫째, 대학 내 연구에 집중하는 ‘학생 없는 대학’으로서의
연구소, 둘째, 정부 산하기관으로서 특정 이슈에 대한 계약 연구기관, 셋째, 기
업과 밀접한 아이디어 주창자로서의 기관이 있음
- 과학기술정책체제에서의 싱크탱크의 역할: 다음 그림은 과학기술정책체제에서
의 싱크탱크의 기능을 보여주고 있음. 먼저 싱크탱크는 혁신주체들의 요구와
연구개발시스템의 제도적 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함. 다음으로 기업,
대학, 출연(연) 등 혁신주체의 활동을 모니터링함. 그리고 과학기술기반과 관련
하여 금융제도, 지적재산권, 정부지원 프로그램 등을 조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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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7] 정치체제에서의 싱크탱크의 역할

자료: Kuhlman and Arnold(2001); Arnold(2016) p.5에서 재인용

□ 연구 내용
○ 한국의 싱크탱크의 역할을 파악하기 위해 STEPI의 역사적 진화과정을 고찰하고,
싱크탱크의 역할을 정리하였음
- 국가혁신체계(NIS)의 운영에 대한 수요가 높아, 초기에는 우수한 과학자들의
연구개발 컨설팅, 연구개발 기획 및 프로그램 평가가 관료를 포함한 정책실무
자들에게 매우 중요함
- 국가혁신체계가 성숙해감에 따라 STI 싱크탱크는 학문 공동체와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기 시작함. 이에 따라 STI 싱크탱크는 학계의 네트워크 허브로써 협력적
STI 정책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
- 발전된 국가혁신체계 내에서 STI 싱크탱크는 미래를 향한 새로운 STI 의제를
제안하고자 함
- 그러나 한국의 STI 싱크탱크의 경우, 총체적인 관점의 접근이 취약한 면이 있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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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와 과정 : 한국의 과학기술정책체제와 싱크탱크
-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책체제를 정책의사결정 구조(또는 거버넌스)와 과정으로
정의하고자 하며, 이를 바탕으로 싱크탱크의 역할을 규명하고자 함
- 다음 그림은 과학기술정책의 정책과정별로 한국 과학기술정책체제의 특징들을
설명하고 있음

[그림 2-3-8] 한국 과학기술정책과정의 단계별 특징

자료: 연구진 작성

- 다음 그림은 한국 과학기술정책체제의 정책과정별(정책의제설정, 의사결정, 정
책집행, 정책평가)로 싱크탱크의 역할을 매핑함. 이에 따른 싱크탱크의 역할을
다음 표에서 설명함

162 2021년도 국제기술혁신협력사업

[그림 2-3-9] 한국 과학기술정책과정과 싱크탱크의 매핑

자료: 연구진 작성

<표 2-3-11> 한국 과학기술정책과정의 주요 주체와 활동, 싱크탱크의 기능

자료: 연구진 작성.

제2장 정책자문 163

□ 인도네시아 현황 및 인도네시아 팀 연구 진행 상황
○ 인도네시아는 2000년 이후 국가혁신체제 재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 과학
기술혁신정책은 연구기술부(Kemenristek)에 의해서 조직되었으나, 타 부처들은
자신들의 임무를 지원하는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연구개발조직을 운영함. 정부와
밀접한 연계성을 가지는 싱크탱크는 소수인데, 과학기술정책과 직접 관련된 싱크
탱크는 없다고 평가됨. 2020년도 연구에서는 과학기술정책 싱크탱크에서 연구
기술부 직속 신설 방안, 민간 독립기관 설립안, 준독립 출연기관 설립안, 계약기
반 준정부 조직안 등이 제안된 바 있음

○ 현재 인도네시아 연구팀과 전체 회의 및 개별회의 등으로 한국 사례에 대한 분석
방향(예: 인력 등 세부적인 한국 싱크탱크 기관 현황, 정부와의 세부적 협력 관계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한편 인도네시아 과학기술정책 싱크탱크 설립 수요를
좀 더 세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주요 이해관계자(stakeholders)와 주요 정보원
(key informants) 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들에게 질문할 내용 등 방법론에 대한
세부 논의를 진행하였음

□ 인도네시아 과학기술 거버넌스 변화와 STI 싱크탱크
○ 인도네시아에서 STI 싱크탱크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음. 첫째, 정부정책과 과학기
술 사이를 연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 이를 통해 과학기술 기반의 다
양한 아이디어와 대안이 정책으로 연결됨. 둘째, 전문화된 싱크탱크가 국가 전체
관점에서 단기, 중기, 장기의 개발전략을 수행해야 함. 셋째, 과학기술의 진보로
국가발전에 이바지해야 함

○ 전통적으로 인도네시아의 연구개발 기능은 부처별로 다양한 형태로 산재하였음.
첫째, 공공 R&D연구소(LIPI, BPPI, LAPAN, BATAN, Bapeten, BSN)는 대통
령 직속으로 연구기술부의 조정하에 있었음. 둘째, 각각의 부처나 대학, 지방정부
산하에 R&D기관이 산재하였음. 셋째, 모든 부처에서 별도 R&D부서를 운영하
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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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는 최근 이러한 과학기술 거버넌스에서 큰 변화를 겪었음. 즉 2019년
설립된 과학기술국가시스템에 대한 법률을 기반으로 하여 BRIN(National
Research and Innovation Agency) 소속으로 연구개발 기관을 통폐합하였음.
이를 계기로 국가발전을 위한 과학기술역량을 증대하는 일관된 연구개발 활동을
추진하게 되었음

○ 이러한 변화를 통해 기존에 공공연구소의 부가 영역에 불과했던 싱크탱크 역할이
명확하게 자리 잡게 되었음. 이로써 BRIN의 임무영역이 정부 전체의 연구개발
활동을 포괄하면서 과학기술이 국가발전의 중요한 동력으로 작동하게 될 것임.

Ⅱ

특히 과학기술 싱크탱크의 역할은 연구혁신정책부서(Deputy )가 담당하는데,
BRIN의 싱크탱크로서 국가 과학기술혁신 계획과 정책의 형성 기능을 담당함

[그림 2-3-10] 기존 인도네시아 과학기술 거버넌스와 관련 기관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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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1] 신설된 인도네시아 BRIN과 STI 싱크탱크

□ 인도네시아 STI 싱크탱크 구축방안
○ 현재 인도네시아 STI 싱크탱크 기능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과학기술 기관과 타

자료: 연구진 작성

분야 기관의 연계가 없이, 과학기술정책은 과학기술부처에서만 다루어진다는 점
임. 이에 따라 향후 지향할 이상적인 싱크탱크로서 과학기술 이슈(과학기술부 관
할)와 비과학기술 이슈(산업부, 국가발전부, 농업부 등)를 포괄하고 연계하는 기
능을 모색하여야 함
[그림 2-3-12] 이상적인 인도네시아 STI 싱크탱크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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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과학기술 싱크탱크를 구축해 증거기반의 정책결정 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먼저, 학술적인 과정을 통해 과학기술정책 연구자들이 신뢰성 있는
증거를 생산하게 됨. 이를 기반으로 싱크탱크 내 정책연구자, 정책분석가별로 역
할을 세분화하고 다양한 질적, 양적 정보에 기반을 둔 정책분석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고자 함. 이는 정책결정자들이 다시 정치적 과정을 거처 정책대안을 선택하
게 될 것임. 최종적으로 정책산출은 공공기관, 공공연구자사회, 대학, 기업 등 정
책대상별로 확산되어 나갈 수 있을 것임

[그림 2-3-13] 인도네시아의 증거기반 STI 정책결정과정

자료: 연구진 작성

○ 새로운 과학기술혁신 정책 싱크탱크는 정책 목표와 지식의 적용이라는 하향적
관점과 연구개발 현장, 시민, 시장의 목소리는 담아내는 상향적 관점을 포괄하는
정책결정체제를 구축하고 운영해 나갈 것임. 특히 과학기술 싱크탱크는 하향적
관점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데,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전문적 분석과
새로운 과학기술 정책대안과 프로그램을 확산하는 기능을 강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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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4] 연구팀 1 회의 모습

인도네시아 연구진과의 줌회의(2021.5.25.)
참여자: 권기석, Yuka, Nisa, Fitri

인도네시아 연구진과의 줌회의(2021.10.5)
참여자: 권기석, Yuka, Nisa, Aditya

WhatsApp 회의 장면 (2021.05.27)

WhatsApp 회의 장면
(2021.10.8)

나. 인도네시아 국가연구개발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및 평가시스템 구축방안
□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인도네시아는 2017년 장기적인 국가연구마스터플랜(2017~2045, RIRN)을 수
립했고 첫 번째 준비 기간인 2017~2019년의 초기 계획을 거쳐 실질적인 계획
을 담은 5개년 국가연구투자계획(2020~2024, PRN)을 2020년에 시행하였음
- RIRN은 인도네시아 연구개발 정책의 장기적인 기본 뼈대와 방향을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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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플랜이고 PRN은 5년마다 이를 실행하는 종합 계획임
- 인도네시아는 국가연구 마스터플랜이 끝나는 2045년 지금 한국 수준의 과학기
술 투자와 혁신역량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함

○ RIPN의 비전과 미션, 목표
- RIRN은 2045년에 글로벌 경쟁력과 연구기반 주권을 가진 인도네시아를 만드
는 것을 비전으로 연구에 기반을 둔 발명과 혁신의 성장엔진을 만들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함
- RIRN의 미션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혁신적 사회를 창출하고 연구를 거쳐 세
계무대에서 경쟁 우위를 창출하는 것임
- 이러한 비전과 미션에 기초한 RIRN의 목표는 커뮤니티의 과학기술 문해력을
높이고 세계무대에서 인도네시아의 역량을 키워 과학기술을 통한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것임
-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RIRN의 타깃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연구 관련
인적자원의 양적·질적 역량을 강화하고 연구 생산성을 높이며 연구 실행기관의
역할을 늘리고 국가 경제성장에 연구의 기여도를 높이는 것임

○ PRN 2020~2024의 내용
- 식품, 에너지, 의료, 교통, 공학, 국방안보, 해양, 사회과학, 다학제 분야 9개의
전략적 집중분야(focus)를 선정하였고 중앙부처, 공공연구기관, 산업체, 대학
의 역할을 담고 있음
- PRN의 각 집중 분야는 몇 개 연구테마(theme)를 갖고 있고 각 연구테마는 몇
개의 연구토픽(topic)으로 구성되어 있음
- 각 토픽은 산학연 협력을 기본 뼈대로 추진하게 되어 있으나 구체성은 모호한
상태로 남아 있음
- 특히 부처 임무와 관련한 공공연구기관의 연구가 PRN의 토픽 및 전략적 목표
와 얼마나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는 불확실함

제2장 정책자문 169

○ 이에 인도네시아 연구진과 공동 연구를 통한 자문은 한국의 국가연구개발 평가시
스템을 분석하고 현 단계 인도네시아 발전 단계에 맞는 PRN 모니터링과 평가시
스템 구축 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함

□ 연구 방법론 및 프레임워크
○ 인도네시아와 공동연구해 평가 대상 프로그램의 범위, 목적설계, 프레임 디자인,
평가지표 도출, 지표에 기반한 데이터 수집, 데이터분석 방법론, 평가 주체 등을
담은 프로그램 평가를 디자인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접근하였음
- PRN 2020~2024의 평가 범위는 집행 과정에서 과제 선정 프로세스 평가와
과제 수행 결과 성과평가를 포함
- 특히 선정 과제가 PRN의 테마 및 토픽과 연관성이 얼마나 있는지, 수월한 연구
인지, RIRN의 타깃 달성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등이 될 것임
- 이 과정에서 과제 선정의 프레임과 평가지표를 세우고 연구결과 성과를 분석하
는 방법론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누가 평가를 수행할지 등도 체계화할 필요
가 있음

○ 한국의 평가시스템을 벤치마킹하려면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평가시스템 차이에
대한 구체적인 비교·분석 과정이 필요함
- 이러한 기본적 프레임은 2020년 수행된 정책과제의 그룹 연구로 설계된 바 있
고 이를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벤치마킹 포인트를 발굴하였음

170 2021년도 국제기술혁신협력사업

[그림 2-3-15] 연구팀 2 연구 프레임워크

자료: 연구진 작성.

□ 연구평가의 기본 개념과 원칙에 관한 선행 연구와 연구 방법
○ R&D 모니터링과 평가의 정의, 프로그램 모니터링과 평가를 디자인하는 단계별
방법, 연구평가 시스템의 원칙 등에 관한 선행 연구를 분석해 1) 데이터 및 정보,
2) 방법, 3) 평가 관련 주체 등 세 가지 요소를 도출하였고, 구조와 메커니즘,
평가지표의 필요성을 도출해 과제 선정 및 프로그램과 평가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인터뷰, 설문조사, 그룹 인터뷰 등으로 구체화하였음

○ 정보 수집과 현황 분석을 위해 과제 연구자, 프로그램 매니저, 프로그램 관리자,
프로그램 펀딩 매니저를 대상으로 화상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구조와 메커니즘,
평가지표 등과 관련한 현황을 파악하고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해 이후 연구자
3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서를 배포하여 90명의 응답을 받았음. 이런 과정을
거쳐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과제 선정 과정 관계자 그리고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평가 관계자들과 별도 한 차례씩 그룹 인터뷰와 토론을 진행함

○ 이를 통해 설계한 프로그램 모니터링과 평가시스템 구축 제안 초안을 가지고 1차
때 설문조사를 실시한 동일한 연구자를 대상으로 2차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초안

제2장 정책자문 171

의 실행 가능성과 효과성을 분석하였음

○ 이 과정에서 동시에 한국의 평가시스템 사례와 비교하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그룹
2 구성원 간 정례 온라인 화상회의, 이메일 자료 교환, 전체 연구진의 전문가 세
미나, 아시아 각국 전문가와 한국기술혁신학회 특별 세션을 통해 PRN 프로그램
의 모니터링과 평가시스템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음

[그림 2-3-16] 연구팀 2 회의 모습

화상회의 모습

화상회의 자료

○ 인도네시아 연구진은 아래의 내용에 관한 한국의 사례에 관심을 보였음
1. 한국의 연구개발프로그램의 모니터링 및 평가에서 연구 유형(기초, 응용 등)과 분
야(공학, 사회과학 등)를 구분하고 있는가?
2. 한국의 연구프로그램은 다년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
- 연구자들은 매년 새로운 연구제안서를 제출해야 하는가? 다년간의 수행되는 연
구계획서를 하나만 제출하면 되는가?
- 다년간의 프로젝트에 대한 연간 모니터링 및 평가가 존재하는가?
3. 행위자에 대하여
- 한국의 한국에서 모니터링 및 평가 활동에 참여하는 주체(예: 정부, 연구 기관,
산업체)는 누구입니까? 모니터링 및 평가 관리를 주도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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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터링 및 평가에 참여하는 행위자를 선택하는 메커니즘은 어떻게 됩니까?
- 모니터링 및 평가 활동(제안 선정 및 R&D 모니터링 및 평가 포함)에서 각 행위
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4. 한국은 모니터링 및 평가 결과를 어떻게 활용합니까(예: 향후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 관련 연구 기관 및/또는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5. 한국은
- 모니터링 및 평가 메커니즘에 어떤 프레임워크를 사용합니까?
- 모니터링 및 평가 메커니즘에 어떤 지표를 사용합니까?
- 모니터링 및 평가 메커니즘을 위한 데이터 수집 방법은 무엇입니까?
- 모니터링 및 평가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 한국의 평가시스템과 이슈 도출
○ 한국의 국가연구개발프로그램 및 연구과제 성과평가시스템은 2006년부터 시작
되어 양적 평가에서 질적 평가, 프로세스 평가의 진화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
고 있고 평가 유형 및 방법론을 체계화하는 관점에서 선진적인 평가 체계를 구축
하고 있음

○ 각 부처의 연구개발프로그램은 부처의 자체평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상위평
가로 사업의 지속성과 예산 지원의 차별성을 부여받고 있고 각 프로그램은 부처
소속 산하 기관의 평가관리전문기관에 의해 개별 과제로 나누어 경쟁 공모 형태
로 선정하여 중간평가와 종료 평가 형태로 관리됨

○ 각 부처 연구개발프로그램의 과제에는 산, 학, 연 주체들이 모두 개별로 혹은 공
동으로 참여할 수 있고 이는 한국 연구개발체제의 프로젝트기반시스템(Project
Base System)의 골격을 이루고 있음. 기관에 출연금으로 지급하는 예산도 PBS
형태로 집행하게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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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대학과 기업의 정규직 교원과 연구인력은 대부분 인건비가 지원되고 출연
(연)은 PBS에 의해 40% 이상의 인건비를 충당해야 하는 구조적 차이가 있음. 이
것이 산학연 융합 협력이나 유연한 사회문제해결 연구개발 대응 능력, 전략적 국
제협력 대응을 저해하고 있기도 함

○ 인문사회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출연금 규모가 크고 PBS 적용 과제가 비중이 적
은 점은 있으나 크게 보면 대동소이한 점이 있음. 다만 융합혁신의 필요성이 커
지고 있음에도 오랜 문과와 이과 구별의 전통, 이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거버넌스 차이는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융합혁신을 가로막
는 장벽이 되고 있기도 함

○ 오랜 시간 진화해온 이러한 한국의 연구개발평가체계가 현재의 인도네시아 국가
연구개발프로그램 평가시스템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고 발전 단계로 볼
때 적절하지 않을 수 있어 인도네시아 평가 체계에 대한 좀 더 면밀한 분석 이후
상호 진화 단계를 비교하며 개선 대안을 도출함

□ 인도네시아 평가시스템과 이슈 도출
○ PRN은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국가 R&D 프레임의 정책 실험이고 국가 프로그램
형성, 집행, 성과평가 전체 단계에 걸친 모니터링 및 평가시스템은 초기 진화 과
정임

○ 인도네시아 국가연구개발체계의 거버넌스와 개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처
는 연구기술부로, PRN 구성의 전체 과정을 조정하는 책임이 있음
- 연구기술부는 PRN 2020~2024 구성 과정에서 부처 간 협의, 관련 산학연 주
체들의 미팅과 의견 수렴 과정을 2018년 말부터 2019년까지 진행하여 9개 연
구 집중 분야, 30개 테마, 47개 토픽을 선정하였음
- 이 과정에서 산업체의 참여와 수요 발굴이 부족하였고 대학의 역할도 모호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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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기술부가 국가연구개발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였으나 실제 연
구기술부의 예산은 다른 부처와 관련 기관의 집행 예산에 비해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음

○ PRN의 집행은 여러 개 토픽을 통합한 연구를 바탕으로 49개 제품을 생산하도록
기획되고 프로젝트 단위 연구예산이 지원되는 국가 플래그십 프로그램과 부처
및 산하기관에 지원하는 기관출연금에 의한 연구로 구성된 기관 플래그십 프로
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음
- 실제 국가프로그램 연구과제와 산하기관 연구과제는 같은 토픽으로 구성된 과
제들이 많으나 연관성과 협력체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며 평가 과정에도 반
영이 취약함

○ 과제 선정은 PM이 제안서를 쓰고 MoRT/BRIN의 승인을 받으면 연구자를 모집
하여 전체 과제를 디자인하고 다시 제출해 최종 승인을 받는 방식과 처음부터
PM이 다양한 연구자로부터 과제 제안서를 받아 종합 과제 제안서를
MoRT/BRIN에 제출하여 승인받는 방식 두 가지가 혼용되고 있음
- 과제는 4년 단위로 이루어지나 실제로는 매년 과제를 제안하고 선정하는 방식
으로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전문가를 선정하여 선정평가를 진행하나 누가 참
여하고 어떤 지표로 선정하는지는 불분명하고 과제 제안 기간이 너무 짧아 실
효성 있는 연구팀 구성이 쉽지 않음

○ 연구기술부 규정에 따르면 RIRN과 PRN의 평가 책임은 MoRT/BRIN에 있고
1년에 1회 평가하도록 되어 있음
- MoRT의 DGSRD는 1년에 한 번 평가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은 대통령
에게 보고함. 평가 결과는 연구과제 예산의 증가와 감축에 활용하도록 되어 있음
- 1차 내부 평가는 PM에서 하며 이후 외부 평가는 BRIN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
팀이 과제 중간과 종료 시점에 함. 기관에 출연금으로 주어진 연구예산과 과제
에 대해서는 기관 차원의 평가를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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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적으로 과제 선정과 평가, 프로그램 모니터링과 평가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평가구조와 메커니즘, 평가팀 구성, 구체적 평가지표 등의 설계를 통한 체계화와
투명성 확보가 필요함

□ 인도네시아 평가시스템 구축 방안
○ 현재 인도네시아의 과제 선정 과정은 PM이 여러 연구자를 모아 과제를 구성하는
단계와 BRIN에 의해 마스터 과제로 선정하는 단계가 있음
- 이 과정에서 PM의 권한은 제한적이고 기간이 짧아 과제 내실화에 어려움이 있
으며 BRIN의 선정 과정은 평가지표와 선정 방식에서 불확실성과 불투명성이
존재함
- PM의 과제 구성 기간을 늘리고 권한과 자율성을 주는 한편 BRIN 선정 과정의
평가지표와 선정 방식의 투명성과 구체성, 성과목표 연계성 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
- 본 연구에서는 과제 선정 단계에서 평가팀 구성과 평가지표 구성에 대한 아이디
어를 제안하였음

○ 선정 과제의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는 BRIN에 의한 PM 평가와 PM에 의
한 각 세부 과제 평가로 진행됨
- 이 과정에서도 평가팀 구성과 평가지표의 구체성과 체계성이 부족하고 단계별
평가의 연계성도 취약하기에 본 연구에서는 이 과정에서 평가팀 및 평가지표
구성에 대한 아이디어도 제안하였음

□ 결론
○ 인도네시아는 PRN 과제 선정과 모니터링 및 평가시스템이 여전히 전문성, 투명
성, 체계성 측면에서 취약함
-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전문가로 팀을 구성하고 인도네시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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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와의 인터뷰와 서면조사, 그룹 인터뷰, 한국의 사례 분석으로 과제
선정 및 평가시스템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음

○ PRN의 과제 선정 과정에 PM이 먼저 제안하고 선정된 후 연구자를 모아 종합보
고서를 쓰든, PM이 사전에 모두 모아 제안하고 선정되든, PM에 주어진 시간이
짧고 자율성이 부족하므로 기간과 자율성을 모두 높이는 제도 개선이 필요

○ 또한 과제 선정 과정에 어떤 기준과 지표를 사용하는지, 관련 전문가 구성과 평
가를 어떻게 진행하는지가 불투명하고 PRN 프로그램의 목표에 맞는 과제 선정
평가가 이루어지는지도 불분명한 상태이므로 이를 더 투명하게 체계화하는 제도
개선이 요구됨

○ PM과 연구자의 과제 수행 성과에 대한 평가는 PM에 의한 세부 과제들의 자체
평가와 BRIN에 의한 PM평가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누가 어떤 지표로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활용하는지가 모호하고 일관성이 부족한 상황임.
따라서 두 단계의 차별화된 평가지표와 방식을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평가
팀 구성의 전문성과 피드백 체계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총체적으로 인도네시아는 과제 선정 과정의 충실성과 지표 체계화, 과제 목적과
성과평가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평가지표의 구성과 평가 방식에 개선이 필요
한 상태이므로 본 연구가 도움이 될 것임

다. 과학기술관련 법률 및 규제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9년 8월에 공포된 과학기술시스템에 관한 법률 No
11/2019를 통해 연구기술부 산하에 국가 연구 혁신기구 (BRIN)를 설립하여
R&D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을 조정하고, 공공연구개발 시스템을 재구성하고 해
당 연구 조직의 운영방식을 개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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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혁신청의 설립과 함께 법․규정 차원에서도 국가 공공연구시스템의 운
영을 규정하는 법률의 정비와 체계화의 필요성이 제시되었음
- 본 연구의 주제는 인도네시아에서 2019년 8월에 제정된 과학기술시스템에 관
한 법률 No 11의 시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과학기술 관련한 하위 규정을
체계화하려는 인도네시아 정부 계획의 일환임
- 인도네시아 정부의 정책담당자 및 연구자들은 1) 과학기술 분야의 법령으로 어
떠한 것들이 있으며 2) 어떻게 정비되었는지에 관하여 한국의 경험을 벤치마킹
하여, 3) 인도네시아의 과학기술관련 하위규정을 체계화하기 위한 시사점을 얻
고자 함

□ 연구의 방법론 및 프레임워크
○ 본 연구는 한국의 과학기술 관련 법률의 현황 도출을 위해 1) 과학기술관련 법률
의 분류체계 정리, 2) 한국의 과학기술 관련 법률의 현황 및 특징 분석, 3) 인도네
시아의 법률의 현황 파악, 4) 한국의 과학기술관련 법률의 변천 과정에 나타난
주요 이슈 분석 등의 연구를 수행함
-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법률과 규제현황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법
률 및 규제 이슈에 대한 구체적인 비교분석과정이 필요하여 이를 위한 비교분
석 프레임을 설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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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7] 연구팀 3 연구 프레임워크

자료: 연구진 작성

□ 인도네시아 현황 및 인도네시아팀 연구 진행 상황
○ 인도네시아 연구팀과 이메일 및 화상회의로 연구 내용에 관하여 의견을 교류하고
연구 진행 상황을 파악함

○ 착수 보고 이후 이메일 교신을 통해 인도네시아 팀과 연구 주제에 관한 의견 교
류(2021. 5. 10.)
- 연구팀은 인도네시아 팀이 착수보고(2021. 4. 15.)에서 요청한 내용을 반영하기
로 합의. 한국의 과학기술 관련 법률의 제정과 집행체제(규제방식)를 논의함
- 인도네시아 연구진은 인도네시아의 과학기술 법률 현황과 법률 11/2019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기로 함

○ 화상회의에서 한국 연구팀의 연구 진행 상황 및 인도네시아 연구팀의 연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일정을 논의함
- 인도네시아 연구팀은 팀 구성원 간 역할을 분담해 1) 인도네시아의 과학기술 법률
현황, 2) 법률 11/2019의 내용과 주요 이슈 분석을 수행하기로 함(2021. 6. 28.)

제2장 정책자문 179

○ 국제 세미나 이후 결론 및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화상회의를 진행함(2021. 10. 14.)
- 최종보고서 목차 및 내용 구성 논의
- 한국과 인도네시아 사례를 비교해 시사점 도출

[그림 2-3-18] 연구팀 3 회의 모습

이메일 교신(2021.05.10.)

화상회의(2021.06.28.)

연구 내용 토론 (2021.06.28.)

LIPI 연구 진행상황 발표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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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내용
○ 과학기술 법제의 내용과 범위
- 과학기술법률의 범위는 과학기술의 진흥 및 산업적 이용 촉진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법규범 및 과학기술의 성과관리 및 역작용 규제에 관한 내용을 포함
- 과학기술 법제를 분류하는 기준은 연구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남(이경희 외,
2006; 양승우 외, 2012, 2017; 윤종민 외, 2013). 본 연구는 양승우 외
(2012, 2017)의 논의를 수용하여 과학기술 법제의 분류기준을 제시함.

․ 과학기술 법률의 분석기준을 ① 입법목적, ② 정책 목적, ③ 기술분야, ④
규율범위, ⑤ 소관부처, ⑥ 제정시기로 구분하면서, 정책목적을 11개 범주
로 구분함

<표 2-3-12> 과학기술법제 분석 방법 및 분석기준
번호
1

분석방법

분석기준

입법목적

① 과학기술진흥

2

정책목적

① 기술개발
② 성과평가 ③ 기술보호 ④ 기술활용
⑤ 인프라일반 ⑥ 연구기관 육성 ⑦ 인력양성
⑧ 기술표준
⑨ 조직
⑩ 과학기술안전
⑪ 과학기술윤리

3

기술분야

① 공통 ② IT ③

규율범위

① 국가과학기술 총괄규범
② 소관부처 과학기술정책 총괄규범

4

② 과학기술규제

BT ④ NT ⑤

ET ⑥ ST ⑦

CT ⑧ 원자력

③ 소관부처 과학기술정책 집행규범

5

소관

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② 교육부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
④ 산업통상자원부 ⑤ 보건복지부 ⑥ 환경부 ⑦ 국토교통부
⑧ 국방부 ⑨ 농림축산식품부 ⑩ 원자력안전위원 등

자료: 양승우 외(2012). p. 162 수정.

○ 한국의 과학기술 관련 법률은 범정부(Cross-ministerial) 차원의 총괄규범, 개별
부처의 S&T와 관련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개별부처 과학기술정책 총괄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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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방향을 실행하는 개별부처 과학기술 집행규범의 3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음
(양승우 외, 2012)
- 국가과학기술정책 총괄규범은 국가과학기술정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전주
기적 관점에서 관장하는 법률임. 범부처 조정 및 집행기능을 가진 법제를 의미함
- 개별부처 과학기술정책 총괄규범은 과학기술정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개
별부처 내의 조정 및 집행기능을 가진 법제임. 각 부처는 부처가 관장하는 법률
을 통해 과학기술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함. 부처에 따라 관장하는 법률의 개수
와 내용에 차이가 남
- 마지막으로 개별부처 과학기술정책 집행규범이란 국가과학기술정책 및 개별부
처 과학기술정책 이외의 법제로 주로 개별부처의 과학기술정책 집행을 위한 법
제를 의미함. 각 부처는 과학기술 법제에 명시된 내용에 대하여 해당부처와 연
관이 있을 경우,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함

[그림 2-3-19] 과학기술법률의 3가지 차원

자료: 양승우 외(2012). p. 16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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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별 한국의 과학기술관련 법률 제정의 현황과 특징은 다음과 같음
- 1950년대: 국가의 기틀이 마련되는 시기로 법령의 틀을 갖추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체계적인 법령정비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음
- 1960년대: 기술표준 마련, 과학기술연구소 육성, 기술분야별(기계, 조선, 전자
등) 과학기술진흥 법률 제정
- 1970년대: 분야별 산업육성을 위한 법률 확대, 정부출연연구기관 설치, 기술용
역활동에 대한 기준과 절차 정치, 기술자격제도 관리법률 제정
- 1980년대: 국가연구개발사업 확대에 따른 법률개편. 연구개발 지원강화, 정부
출연연구기관 및 기술관련 기관의 재편과 관련한 법제의 제개정
- 1990년대: 국가기술혁신체제의 관점에서 법률 개편. 국가과학기술총괄규범의
기초 마련(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 등). 연구기관의 관리와 지원에 관한 법
률 정비, 정보화 관련 법률 다수 제정, 규제법률의 증가(산업기술 기반 정비,
환경 보전 및 환경기술을 위한 규제)
- 2000년대: 과학기술총괄규범 제정(과학기술기본법), 과학기술정책 방향전환을
위한 법률 제정(연구개발 중심에서 기술의 확산과 활용 중시), 신산업 육성 법
률 제정(우주, 나노기술, 친환경 등), 연구 윤리 및 안전법제 강화(생명윤리, 실
험실 안전 등)
- 2010년대: 미래대응기술 관련 법령의 정비(융복합 등), 과학기술국제화를 위한
법률제정, 연구개발관리체계 정비(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 규제범위 확장
(지적재산권, 개인정보 보호 등)

○ 인도네시아의 시대별 과학기술정책 발전의 특징을 정리하면 크게 4가지로 구분
될 수 있음
- 1945년 인도네시아 독립 이후

․ 1940~1950년대에는 식민지 정부에 속한 연구 및 교육 기관의 소유권을 인
도네시아 정부에 이양. 과학기술에 대한 법률은 제정되지 못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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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0년대에 최초의 교육법을 제정하고 인도네시아 각지에 국립대학을 대규
모로 설립하여 국가 교육체제를 강화하였음
- 1960~1970년대: 과학기술 연구기관 설립

․ 정부 내 과학기술 강화를 위한 연구기관을 다수 설립하였음
․ LIPI(1967), BATAN(1958), LAPAN(1963), BPPT(1978),

연구기술부

(1974) 등이 설치되었고, 다른 부처에서도 R&D를 수행함

․ 이 중 LIPI, BATAN, LAPAN 및 BPPT는 인도네시아에서 50년 이상 존속
하다가

2021년에

BRIN(연구개발혁신청,

National

Agency

for

Research and Innovation)이라는 하나의 연구 기관으로 통합되었음
- 1980~1990년대: 대규모 전략산업과 기술이전에 초점을 두어 과학기술 정책
방향을 전환

․ 1960년대에 대부분 농업에 기반을 둔 국가 생산을 1970년대에 중형 산업에
중점을 둔 기초 연구 중심으로 변경. 1980년대에는 대규모 전략 산업, 대규
모의 기술이전 추진

․ 국가 개발 계획(Repelita)이 수하르토 정부 하에서 30년 동안 일곱 차례에
걸쳐 추진됨. 1998년 외환위기로 전략산업의 추진이 중단됨
- 최근의 변화 : 과학기술 혁신기(수하르토 정부 이후)

․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과학기술의 국가 정책 및 전략
(Jakstranas Iptek(2000~2014), 국가연구마스터플랜(2017~2045), RIRN 등)

․ 국가혁신 시스템 강화 추진 : 특허 및 저작권 보호 강화, 기술이전에 대한
규제(Law no.11/2019), BRIN으로의 연구개발 기관 통합(2021) 등

○ 인도네시아 법률 11/2019 는 인도네시아의 과학기술 정책에서 거버넌스의 틀을
제시하는 중요한 법률임. 크게 과학기술 기본계획, 집행, 정책과 제도, 자원, 네
트워크, 지도/감독의 6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첫째, 과학기술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 기본계획(RIPK)를 수립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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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률 18/2002에 의한 국가연구의제(ARN)를 대체함
- 둘째, 제14조 1항은 과학기술 활동의 내용으로 교육, 연구개발, 성과활용 등을
논의하고 있음. 중앙정부가 조정하고, 개인, 집단, 기업, 대학 등 다양한 이해관
계자가 수행함
- 셋째, 이전 법률인 법률 18/2002보다 규율 범위가 확장됨

․ 다양한 연구수행기관을 명시: 연구개발기관, 대학, 기업체, 지원기관 등
․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 데이터, 과학기술 인적자
원, 연구개발 예산 등에 대한 지표의 측정을 규정함

․ 법률 제48조는 정부의 연구개발 기관을 국가연구혁신청(BRIN)으로 통합하
도록 함. BRIN은 공공연구기관의 국가혁신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설립되었
으며, 향후 BRIN의 통제 범위와 역할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인력양성, 연구개발기금설치, 시설/인프라에 대한 규정을 명시함

․ 과학기술 연구개발기금을 설치하여 연구개발활동을 지원하도록 함. 향후
기금의 예산배분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다섯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보, 연구개발 인프라, 과학기술 인적자원에 접
근하도록 함. 또한 연구개발 수행 허가 조건으로 윤리적 타당성 확보 등에 대한
규정을 둠
- 마지막으로 과학기술 활동에 대한 지도 감독 규정을 둠

․ 연구개발과 성과확산을 위한 시스템 구축 목적

○ 한국의 과학기술 법률의 주요 이슈는 1) 연구개발 예산관리, 2) 연구개발 지원
환경개선, 3) 안전과 윤리에 대한 관리, 4) 기술이전과 상업화 촉진, 5) 지적재
산권의 보호로 구분함
- 규제 법률 중 2021년 시행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주요 이슈의 3개 항목과
연관되어 있으며, 내용은 아래 그림과 같음
- 법률 제2장(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은 첫 번째 이슈인 연구개발 예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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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3장(국가연구개발 혁신환경조성)은 두 번째 이슈인 연구개발지원 환경
개선, 법률 제4장(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처분)은 세 번
째 이슈인 안전과 윤리에 대한 관리영역과 연결됨
[그림 2-3-20]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주요 내용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0) pp. 3-5 수정.

- 첫째, 국가연구개발에 대하여 규정한 주요 법률로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등이 있음

․ 2001년 제정된 과학기술기본법은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과
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과학기술정책 방향에 대하
여 규정하고 있음. 과학기술기본법은 거시적 차원의 국가연구개발예산 관리
에 관한 논의를 다룸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배분된 재원을 활용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
어서 정부, 연구개발기관, 연구자의 책임을 명시함. 연구개발예산의 효과적
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절차와 방법 등을 상세하게 규정
하고 있음. 이는 과학기술기본법과 비교하면 미시적 차원의 관리임
- 둘째, 연구개발 지원 환경개선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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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예산관리 기관의 전문성 확
보, 연구지원 체계 구축,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감독 등이 중요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이와 같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환경에 관한 내용을
법률로 정하여 연구개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
보시스템 구축, 연구개발기관의 지원체계 구축, 부처별 연구개발 지원 전문
기관의 지정, 정부의 역할 등을 명시하고 있음
- 셋째, 안전과 윤리에 대한 관심은 크게 3가지 차원에서 논의되었음

․ 산업육성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 증가는 환경의
관리와 보호를 위한 법률제정으로 이어짐(자연환경보전법 등)

․ 기술의 개발과 이용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을 강화
하기 위한 규제를 추진(원자력 안전법 등)

․ 국가연구개발 수행과 관련된 연구자 윤리 등을 규정함(국가연구개발혁신법)
- 넷째, 기술이전과 상업화 촉진을 위한 법률을 제정함

․ 2000년에 기술이전법을 제정하고, 2006년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하였음. 기술사업화와 관련된 생태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

․ 2005년 제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은 정부가 추진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
고 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함으로써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다섯째,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률 규정을 둠

․ 1960년대에 과학기술법령을 정비하던 시기부터 국가 차원에서 지적재산권
을 인정하는 제도를 구축(상표법, 실용신안법, 특허법 등)

․ 2011년에는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하여 국가의 지식재산 및 신지식 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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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한국과 인도네시아 연구팀이 같이 논의하여 논의사항을 도출하였으며, 다음과 같
은 사항을 검토하였음. 1) 한국 과학기술법 중에서 과학기술 거버넌스 형성 관련
된 내용정리, 2) 인도네시아 법률 11/2019의 내용 분석과 과학기술법/규제의 향
후 과제, 3) 과학기술과 산업발전의 연계에 관한 한국의 시사점, 4) 한국의 국가
연구개발혁신법(2021년)에 담긴 최근의 규제 동향
- 한국의 과학기술법 중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1999) 및 과학기술기본법(2001)이 과학기술거버넌스를 구축하는데 중요
한 법률임. 이를 통해서 정부출연구기관의 개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설치, 과
학기술기본계획수립, 기술예측, 예산 배분을 위한 사전 연구(조사, 분석, 평가),
연구개발관리전문기관(KISTEP)의 설치 등에 관한 내용 들이 규정됨
- 인도네시아의 국가과학기술시스템에 관한 법률 11/2019 역시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경험은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과학기술 거버넌스
구축에 유익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음
- 특히 법률11/2019는 한국의 과학기술기본법에 해당하는 내용을 갖는 법률로
공공연구개발시스템의 개혁, 국가연구혁신청(BRIN)의 출범, 과학기술기본계
획 수립, 연구개발기금조성, 인력양성, 연구윤리 등 폭넓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
는바, 한국의 과학기술 관련 법률이 인도네시아의 과학기술기본법에 제공할 수
있는 시사점이 많이 있음

○ 인도네시아의 과학기술 관련법률 및 규제정책은 법률 11/2019와 더불어 체계적
으로 정비되기 시작하는 과정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음
- 특히, 한국의 과학기술기본법에 해당하는 인도네시아 법률 11/2019는 한국에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소개되는 것이며, 더불어 본 연구는 2021년에 본격적으
로 출범한 BRIN의 구조와 기능을 한국에 처음으로 소개하였고, 그 명칭을 국
가연구혁신청으로 번역하였음
- 2021년에 새로 출범한 연구혁신청(BRIN)은 그 기능과 권한, 통제 장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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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 체계적으로 정비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의 과학기술 거버넌스
형성과 관련된 법률이 유용하게 참고될 수 있음
- 특히, 주된 법제정의 목적인 공공연구개발시스템의 개혁은 한국의 1999년 정부
출연연구기관 개편과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음. 아울러 새로 출범한 국가연구
혁신청(BRIN)은 공공연구기관의 관리 이외에도 연구개발정책의 운영도 담당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프로그램기획-예산배분-성과평가로 이어지는 연구개발사업
관리 정책과 지원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현재에는 공공연구기관의 통합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향후에는 기본계획 수립, 기
술예측사업, 인력양성, 다양한 R&D 금융지원제도, 공공연구기관 시스템 정비, 국
가연구개발사업의 운영, 연구개발 예산의 배분과 조정장치, STI 투자에 대한 타당
성 평가, R&D 서베이 및 데이터 관리시스템 정비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서 관련
된 법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과학기술과 산업발전의 연계는 인도네시아 연구진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주제
인바, 한국의 경우 1960년대 말 이후에 한국 정부가 전략산업별로 개별육성법을
제정하여 산업발전을 촉진한 경험이 중요함. 기계공업육성법(1967)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소개하였음
- 대표적인 법률로 기계공업육성법(1967)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소개
하여 한국의 민간기업 기술혁신 및 산업발전의 전략을 소개함
- 더불어 기술이전의 촉진 및 이와 관련된 내용인 연구개발 성과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개하여 공공에서 민간으로의 기술이전 및 공공연구기관의 연구개발 성
과의 관리에 관한 내용을 같이 강조함
- 또한, 한국은 기술개발촉진법의 제정(1973)하고 이어서 개정(1981)을 통하여 국
가연구개발사업(특정연구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며 산업기술 및 공공연구
부분을 연계한 내용을 소개함

○ 한국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2021)은 가장 최근의 연구개발에 대한 규제정책의
동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연구개발지원사업의 운영, 전문연구개발관리기구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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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연구윤리에 관한 규제 내용 등을 소개하였음
- 이 부분은 한국에서도 2021년에 집행되기 시작한 새로운 법률로 과학기술규제
에 관한 내용을 망라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과학기술 규제정책의 내용을 개
도국에 홍보하는데 의의가 있음

5. 정책자문 성과 및 활용방안
가. 성과 및 기대효과

□ 싱크탱크 설립에 관한 자문 성과 및 기대효과
○ 한국의 사례를 통한 시사점 도출 : 성공적인 과학기술혁신체제에서 싱크탱크 모
델로서 한국 사례를 분석하여 인도네시아에 줄 수 있는 교훈을 구체화해 내고자
하였음. 약점과 강점 두 가지 측면은 인도네시아에 여러 선택지를 제공할 것임
- 싱크탱크의 정체성 논의 : 인도네시아 과학기술 거버넌스 맥락에서 싱크탱크가
가지는 역할과 정체성에 대한 기준점을 제공함. 즉, 과학기술과 사회의 연계,
국가의 개발전략, 선진 문화로서의 수준 고양 등의 관점에서 비교를 통해 정체
성을 설정할 수 있게 됨
- 싱크탱크 임무의 전략적 선택지 제시 : 한국의 싱크탱크 사례가 가지는 특징,
즉 초기에 전문성을 가지고 국가전체적인 관점에서 연구개발시스템을 구축하고
집행하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음. 그러나 부처별 연구개발체제가 각개약
진형으로 진행되면서, 통합적 정책 제안자로서의 싱크탱크 기능은 약화됨

○ 인도네시아의 경우 최근 과학기술연구기관과 정책연구기관이 하나로 통합되는
대규모의 정책 거버넌스 변화를 경험하였음. 본 연구에서 제시한 통합적 시각에
서의 싱크탱크 방안이 여러 온라인 회의와 학회를 통해 반영된 것으로 평가함
- 특히, BRIN 산하로 통합할 때 한국이 개발시기 초기에 경험한 STI 싱크탱크의
통합과 조정의 컨트롤 타워로서 기능 모델은 중요한 준거점으로 작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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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대규모 프로그램의 기획뿐만 아니라 인력양성, 국제협력, 학술기관의 네트
워크 기능 등 한국의 과학기술 싱크탱크가 설정하고 발전시켜 온 다양한 역할
과 연구인력에 대한 기관정책이 중요한 참조 사항으로 기능할 것임

○ 향후 부처별 연구개발평가의 기구로 약화된 현재 한국의 과학기술혁신 싱크탱크
와 과거의 KIST와 같은 싱크탱크 모델의 장단점 분석결과가 인도네시아 싱크탱크
설립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할 것임. 즉, 싱크탱크의 임무와 역할을 안정적으로 가
져가기 위한 사회적 합의와 시스템 공고화를 모색해 보는 과제를 안겨주었음

○ 마지막으로 성공적 경제추격을 마치고 탈추격시기에 진입한 한국의 과학기술 거
버넌스와 정책시스템에서 과거의 모델과 현재의 인도네시아 변화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싱크탱크의 역할을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 국가연구개발 관리 및 평가 개선에 관한 자문 성과 및 기대효과
○ 이번 연구를 통해 인도네시아의 국가연구개발장기 마스터 플랜인 RIRN의 제1차
집행 계획으로서 PRN의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 체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함
- 인도네시아 연구진과의 몇 차례 사전 화상 회의를 통한 전체 연구 설계를 진행
하였으며 이후 연구진도 점검 회의를 정례화하여 실질적인 공동 연구성과를 도
출하였음. 이는 향후 공동연구 방식의 효과성을 높이는데도 기여할 것임
- 연구과정에서 연구자, PM, 정책 및 예산 집행 관계자 등과의 화상회의, 인터뷰,
그룹 토론, 2회에 걸친 설문조사 등을 통해 평가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수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음. 한국의 사례에 대해서는 자료 전달, 2차례의 전
문가 세미나, 서면 질문과 대답, 그룹 토론 등을 통해 인도네시아에 적용할 부
분을 파악할 수있었음. 이러한 방식의 공동연구는 2020년보다 진일보한 과정
의 진화를 보였으며 향후 연구의 질적인 기대를 높이고 있음

○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개선하거나 새로 도입해야 할 핵심 지점을 포착하여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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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모니터링 및 평가 개선 대안으로 과제 선정 과정, 평가 방식 및 평가 지표
구성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하였음
- PM의 자율성 및 과제 구성 기간 확대, 과제 선정 과정에서의 평가팀 구성의
다양성과 전문성, 평가지표 구성의 구체성과 성과목표 연계성 등의 개선이 이루
어진다면 PRN의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는 상당한 진화를 이룰 수 있을 것임
- 연구 과정에서 이루어진 설문조사, 인터뷰, 그룹 토론 등에서 만난 다양한 연구
자 그룹, 선정 및 평가 부처 관련 공무원, 예산 집행 관계자 등은 평가제도 개선
과 체계화의 필요성과 대안에 대한 공감을 표시하였으며 구체적인 제도 개선방
안을 추진하겠다고 함
- 특히 한국의 국가연구개발 투자 수준 및 평가체계 도입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기대가 큰 상태에서 STEPI 및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한 제안이라는 점에 상당
한 기대감과 함께 연구팀의 향후 후속 연구에도 큰 관심을 표시하고 있음

○ 이는 2045년까지의 RIRN 성과목표 중 하나가 현재 한국 수준이거나 한국 수준
을 능가하는 국가연구개발 투자와 연구 혁신 역량, 성과목표 연계 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국가적 목표이므로 한국의 평가체계를 분석하고 이를 제도 개선
에 맞게 활용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협력을 제안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좀 더 심층적인 정책 개선에 대한 아이디어도 추가로 제안할 수
있었음
- 평가제도 개선 과정에서 BRIN이라는 대형조직의 통합 설립에 따른 관성과 문
화로 오히려 관료적이거나 통제 위주 평가제도로 개선할 우려가 있는 만큼 연구
자와 전문가 그룹이 좀 더 자주 소통해 자율과 책임, 성과확산 효과가 큰 방향으
로 제도 개선이 필요함
- 특히 과제 선정과 연구 성과평가에서 BRIN과 PM의 차별화된 역할 분담과 평
가지표 구성 등에서의 구별이 필요할 것임
- 평가 결과는 연구자에게 투명하게 피드백되어 실제 연구에 반영할 수 있는 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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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평가 구조 구축도 중요함
- 평가 결과를 좀 더 합리적으로 등급화하고 차기 연도 연구예산 혹은 다음 단계
연구비에 연동하여 활용할 수 있는 예산 연동 시스템이 요구됨
- 연구개발 프로그램과 과제 기획 및 수행 과정, 성과확산 과정에서 연구기관 간
협력과 통합적 조정이 필요함
- 인도네시아의 산업체 기반이 약하고 연구개발 투자도 취약한 상태에서 국가연
구개발 프로그램의 목적 중 하나는 혁신제품의 개발, 더 나아가 산업체 투자 촉
진과 성과 활용을 통한 산업체 육성이므로 연구개발 기획, 수행, 평가 전체 과정
에서 산업체 참여를 확대해야 함
- 정부와 산학연이 더욱 광범위한 소통과 토론으로 평가제도 개선의 사회적 합의
를 지속적으로 이루어나가는 것이 중요함
- 경쟁 과제 방식의 프로그램과 기관에 일괄 지원하는 출연금 방식의 연구과제
간 상호 연동과 연결성을 강화함으로써 투자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함.
- 평가제도 개선 과정에서 PRN 2020~2024의 매년 롤링 플랜 개선과 함께 후속
5개년 계획에 대한 기획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할 필요가 있음

□ 인도네시아 과학기술 법률체계 개선에 관한 자문 성과 및 기대 효과
○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과학기술행정체제 및 거버넌스 형성과정에서 중요한 영향
을 미친 과학기술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인도네시아 과학기술 법률체계의 운영
에 필요한 정보와 시사점을 제공하였음
- 인도네시아 법률 11/2019는 한국의 과학기술기본법에 해당하는 법률로 2011
년 5월 제정된 이후 준비 과정을 거치며 대통령령에 따른 시행방안이 2021년
에 정비되면서 본격적인 시행에 돌입함
- 법 시행에 따른 주요 개편의 골자는 인도네시아 과학기술행정체제는 기존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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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기술부(MORT)는 교육부와 통합되고 새로이 국가연구혁신청(BRIN)이 설립
되어 기존의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던 공공연구기관을 BRIN 산하에 통합하
여 관리하는 것임

○ 2021년 본격적으로 출범한 BRIN은 개혁 범위와 대상이 방대하며, 공공 연구기
관 관리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책 기능을 같이 담당하는 사실상의 과학기술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출범 과정에 있는 BRIN의 조직과 기능을 체계화하는 것이 대단
히 중요함
- 이에 따라 BRIN의 기능 영역을 구분하고 영역별로 좀 더 체계적인 기능 발굴이
필요함을 한국 경험을 토대로 전달하였음. 그리고 한국은 이러한 기능들이 특
히 1999년 이후 과학기술 관련 법률의 개편과 함께 지속적으로 정비되어왔음
을 관련 법률 내용 소개와 더불어 정책자문함

[그림 2-3-21] BRIN의 기능과 역할

자료: Kim (2021), p. 15.

① 연구개발정책의 기획, 배분, 평가에 관한 정책기능, ② 연구개
발기금의 운영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운영에 관한 부분, ③ 통합된 공공연구
기관의 성과관리 및 책임성 구현에 관한 부분, ④ 거대부처인 BRIN의 감독에

- 4가지 영역은

관한 기능임

○ 과학기술 관련 법률의 범위를 설정하고, 관련된 법 규정의 정비에 관한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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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을 분석함. 연구결과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과학기술 법령 정비에서 가이드라
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한국의 과학기술 법률의 시대별 진화과정과 인도네시아 과학기술 관련 법률의
현황을 비교해 향후 인도네시아의 과학기술 관련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분야
선정 및 법령 체계 정비 우선순위 선정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임
- 지난 60여 년 한국의 과학기술 관련 법률 중에서 특히 과학기술 거버넌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을 소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과학기술 법률의 정
비를 통하여 행정체제, 공공연구기관의 관리와 운영, 과학기술기획평가 전문기
관 및 정책연구기관의 수립,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운영 등이 정비되었음을 자문
하였음
- 그리고 과학기술 정책의 운영에 활용되는 다양한 정책수단(과학기술기본계획,
인력양성, 보조금 등 금융수단, 주체 간의 네트워킹,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조
정제도, 타당성분석, 기술예측 등)이 과학기술기본법을 비롯하여 여러 법률에서
규정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의 과학기술시스템이 고도화되
었음을 자문함

○ 인도네시아에 정책과정의 측면에서 과학기술 관련 법률의 제정과정 및 실효성
있는 집행 메커니즘을 소개하였음
- 기술이전법의 법률사례를 대상으로 법률의 제정과 집행 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입법과정에서 서로 다음 부처 입장의 조정방식, 구체적인 집행 수단,
집행기관의 선정 및 실효성 있는 법집행 메커니즘 등)
- 이러한 한국 사례를 토대로 인도네시아 과학기술 법률의 집행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보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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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홍보 및 확산

□ 착수세미나 홍보 결과
○ 전자신문 보도자료(2021. 4. 15.)

29)

29) https://www.etnews.com/20210415000267?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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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훈련 워크숍 홍보결과
인도네시아 BRIN 웹사이트 게시자료(2021.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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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신문 보도자료(2021. 9. 13.)

30)

30) https://www.koit.co.kr/news/articleView.html?idxno=88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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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확산 홍보결과
○ 헤럴드경제 보도자료(2021. 10. 14.)

31)

31) http://mbiz.heraldcorp.com/view.php?ud=20211014000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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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향후 진행계획

□

과학기술 법률 및 규제 분야에서 향후 공동연구의 주제 및 방향은 2021년도
사업의 내용을 심화하고 인도네시아 정부가 과학기술 정책과 제도를 좀 더 공고
하게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을 다룰 필요가 있음

○ 먼저, 한국의 과학기술기본법(2001)은 제정 이후 현재까지 37차에 걸쳐 지속적
으로 개정되면서 한국의 과학기술 제도를 견고하게 하기 때문에 한국의 과학기
술기본법 발전 내용을 소개하고 이러한 경험에 비추어 인도네시아 과학기술기본
법 11-2019의 향후 과제를 진단할 수 있음

○ 한국의 과학기술 거버넌스 고도화 과정에서 진화해 온 여러 정책수단이 어떻게
발전해 왔으며,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는 과학기술 법률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논
의할 수 있을 것임
- 관련된 정책 수단으로는 기본계획, 인력양성, 금융지원, 제도형성, 국가연구개
발사업, 연구개발조사·분석·평가제도, 사전 타당성 분석, 기술예측사업 등에 관
한 내용과 규정들이 있음
- 관련하여 과학기술기본계획(S&T Master Plan)은 인도네시아의 과학기술기본
법 11-2019가 강조하면 자세히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이의 수립 방법과 절차,
내용에 관한 연구도 중요한 대상임

○ 아울러 새롭게 출범한 BRIN과 관련하여 ① 기획-예산-평가를 순차적으로 연계
하면서 연구개발정책의 통합성(coherence)을 높이는 부분 그리고 ② 통합된
공공연구기관의 책임성(accountability)과 자율성(autonomy)을 조화시킬 수
있는 관리체계 형성 등을 논의할 수 있음

□

제안된 평가제도 반영 여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보완 자문 경로 확보
필요

○ 2020년 시작한 PRN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제도는 아직 초기 단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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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 혹은 새로운 제도 도입 수준의 평가제도 혁신에 대한 공감대가 확인되
었고 정책 관계자의 개선 의지도 확인한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움직임
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새롭게 만들어진 대형조직 BRIN이 이를 구체적으로 도입하는 과정은 시간이 필
요하기도 하고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져야 함. 그리고 어떻게 평가제도를 혁신하
는가 하는 것이 BRIN 시스템 정착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임

○ 평가제도 개선 과정에서 BRIN의 통제 권한을 강화할지, PM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할지는 향후 평가제도 개선의 주요한 철학이 될 수 있으므로 개선 과정의
모니터링을 통한 보완 자문이 요구됨
- 상호 신뢰와 책임으로 BRIN은 PM에 더 자율성을 주려고 하고 PM은 성과 목
표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책임감으로 성과를 더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함

○ 아직 BRIN 조직의 세부적 체계나 거버넌스, 운영 시스템이 확보되거나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평가제도 혁신은 BRIN 신규 통합조직의 존재 가치와 역할을 구체
적으로 연구자에게 각인한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함

○ 본 연구진의 전문가들이 이러한 평가제도 개선 과정에서 지속적인 소통과 의견
개진, 모니터링과 보완 자문 통로를 어떻게 확보할지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임

□ 제안된 평가제도를 넘는 추가 제도 개선 연구와 자문 필요
○ 본 연구는 현재 수준에서 우선 개선해야 할 지점을 찾아 제안한 것이며 추가 제
도 개선에 관한 연구와 자문이 이루어져야 함

○ 향후 기관 간 협업 확대와 융합 연구 등을 어떻게 평가에 반영할지, 산업체의
참여와 투자를 어떻게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선 의제를 도출할지, 연구 성과를 효
과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평가제도 연동 방식은 무엇인지, 공공 연구기관에 일괄
지원하는 출연금의 과제화 방식과 성과 제고 방안은 무엇인지, 국가 경쟁 과제와
기관 출연금 과제의 연계성을 어떻게 높일지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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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내용을 좀 더 집중적으로 공동연구하는 2022년 정책과제 구성이 필요한
상태임. 이 과정에서 평가제도 혁신에 대한 인도네시아 과제 연구진의 제도 개선
모니터링에 기반을 둔 과제 구성이 되어야 함

□ 2024년 이후 새로운 2차 PRN 프로그램 기획 과정에 또 다른 차원의 종
합적 평가제도 개선도 요구됨

○ PRN 2020~2024 프로그램이 이미 시행되어 2년이 지나는 시점에 평가제도 혁
신에 대한 제안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시간을 두고 반영되는 과정을 리뷰하여 새
로운 5개년 2차 PRN 프로그램 기획 단계에서 종합적인 평가제도 리뷰와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산학연의 PM과 연구자가 연구 계획을 세우고 과제를 제안하면 연구를 수행하고
성과평가를 받는 전체 과정, 지표에 대한 이해가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5개년
국가연구개발 프로그램의 도입은 연구와 사업화, 산업 육성에서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갈 것임

□ 정책 반영 및 집행 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자문
○ 2021년은 코로나19로 여러 제약이 있었지만 본 정책자문사업의 결과가 BRIN
체계 구축에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음

○ 본 정책자문 사업으로 BRIN을 설계한 사람들의 역량을 제고하고 관련 의견이
BRIN의 확대 개편에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판단됨

○ 기존 국가연구소들을 BRIN으로 본격적으로 통합한 것은 2021년 9월로 아직도
조직의 세부 체계나 거버넌스, 운영 시스템이 확보된 것은 아님

○ 또한 세부 내용 중 하나인 과학기술 정책 싱크탱크의 기능 정립과 국가과학기술
법제도 구축에는 최소 3년 이상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이런 점에서 본 사업의 결과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향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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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측 요청에 따라 추가 자문을 할 예정임

○ 인도네시아 과학기술 싱크탱크 설립과 관련하여 수집된 인터뷰 데이터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실시해 좀 더 설득력 있는 세부 수립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임

○ 우리나라에서 진화해 온 과학기술 싱크탱크의 다양한 역할과 기능, 기관 세부 정
보는 인도네시아 과학기술 싱크탱크 설립에 중요한 벤치마킹 정보로 기능할 것
임

○ ‘With Covid-19’ 상황을 고려하여 양국 전문가 사이의 심도 있는 면대면 워크
숍으로 상황에 좀 더 적합한 싱크탱크 설립 세부 방안을 제시할 예정임

□ 3년 기간의 마지막 해인 2022년 사업에 결과를 반영해 사업 추진
○ 마지막 해인 2022년 사업을 진행하면서 인니 측과 협의하여 연구 주제를 확정하
고 추진할 예정임

○ BRIN 체제하에서 기존 주제의 심화 혹은 실행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 제시를 고려함. 예를 들면, BRIN 체제 내 싱크탱크와 타 기관과의 역할 분
담 및 관계 설정에 대한 추가 방안을 제시하고 평가하는 기회를 마련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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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캄보디아
1. 사업 개요
사업명(국문)
사업명(영문)
사업기간
연도별 세부사업

수원국 시행기관

주요 활동

산출물

STEPI 담당자

캄보디아의 국가 기술전략 및 기술로드맵 수립을 위한 역량 강화
Capacity Building and Pilot Implementation Program on Technology
Roadmap
2020-2022
(2020) 캄보디아 전략기술 도출 및 국가기술전략/기술로드맵 방법론 전수
(2021) 1차 캄보디아 국가 기술로드맵 작성
(2022) 2차 캄보디아 국가 기술로드맵 작성 및 확산
캄보디아 산업과학기술혁신부, MISTI
(Ministry of Industry,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워크숍] 캄보디아 기술로드맵 수립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자문] 한국의 기술로드맵 경험 공유 및 방법론 전수 및 자문
[현지 전문가 조사] 전략기술 선정 및 기술 시행을 위한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성과 확산] 캄보디아 기술로드맵 수립 성과 확산 워크숍
국가 기술로드맵 수립을 위한 시범사업 보고서(국영문)
- 캄보디아 국가 전략기술 선정
- 캄보디아 국가 전략기술 분야별 기술로드맵 시범사업 결과
- 캄보디아 국가 기술로드맵 활용 방안
이정원 선임연구위원, 민지혜 연구원

2. 프로젝트 기획
가. 배경 및 목적

□ 사업 배경
○ 본 사업은 K-Innovation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된 2018~2019년 캄보디아 STI
Policy를 수립하기 위한 정책 자문 사업의 후속 사업임

○ 1단계 사업의 성과로 캄보디아 정부 최초의 국가과학기술 기본계획인 ‘National
STI Policy 2020~2030’이 수립되었으며, 캄보디아 정부는 이 계획를 실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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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국가기술로드맵을 작성하려고 자문 사업을 요청하여 2단계 사업으로 추진
하게 됨

○ 국가기술로드맵 사업의 1차 연도인 2020년 초에 COVID-19가 발생함에 따라
현지를 방문해서 실시하는 교육과 자문 활동이 불가능해져 현지 협력기관
(GS-NSTC)을 통한 온라인 자문을 실시함

○ 2021년에는 협력기관이 캄보디아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산업과학기술혁신부
(MISTI)로 바뀌었음

○ 2021년 역시 COVID-19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온라인 중심의 협력과 자문 활
동으로 진행함

□ 사업 목적
○ 캄보디아 정책입안자 및 관련 연구자를 위한 국가 기술전략 수립 및 전략 기술에
대한 기술로드맵 수립 관련 정책 컨설팅 시행

○ 캄보디아의 과학기술 발전 및 이를 위한 제반 제도·조건의 개선에 기여함으로써
상호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하고자 함(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3조(기본정신 및 목
표)의 제1항 및 제2항 제2호)

□ COVID-19으로 사업 진척이 어려운 상황
○ 캄보디아 정부는 3차 지역 감염사태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진적 증가로
4월 15일부로 28일까지 2주 동안 수도 프놈펜을 봉쇄하였고, 주요 관광지인 앙
코르와트 또한 폐쇄32)

○ 추가 조치로 4월 19일부로 기업 내 직원 근무 비율을 2%로 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출퇴근이 불가해 사실상 록다운인 상황임33)
32) 재외동포신문(2021.4.20.), 「캄보디아 프놈펜 락다운에 교민들 한숨만」, https://www.dongponews.net/news
/articleView.html?idxno=43966(검색일: 202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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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협력기관인 MISTI 역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재택근무
를 하는 실정임

○ 이러한 COVID-19 상황으로 기존에 대면으로 기획했던 정책자문과 초청연수 등
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온라인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 한국 전문가의 현지 방문 및 현지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선택한 대안은
MISTI가 3개 기술사업을 수행할 현지 협력기관을 선정해 STEPI측에서 작성한
기술 로드맵 가이드라인과 정책자문을 바탕으로 용역사업을 진행하는 것임
- 실제 지금까지의 모든 협의는 이메일과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되었으며, 국가
기술로드맵 작성을 위한 Training Workshop 역시 화상회의로 진행함
- 로드맵 작성 과정이나 작성된 국가기술로드맵 보고서 초안에 대해서도 STEPI
연구팀과 국내 전문가가 이메일과 온라인 회의를 통해 자문 의견 전달

나. 프레임워크

□ 캄보디아의 국가기술로드맵 자문
○ 2002년도 한국의 국가기술로드맵과 2014년도 한국의 전략기술 로드맵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캄보디아 최초의 국가기술로드맵을 구축함
- 캄보디아 국가기술로드맵은 캄보디아의 향후 10년간(2030년까지)의 국가경쟁
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됨
- 1차 연도 캄보디아의 국가기술로드맵의 범위는 농업, 교육, 그리고 보건이며
현지 전문가 위원회는 분야별로 산업, 학계 그리고 연구중심의 전문가로 구성
- 총괄 코디네이터와 분야별 코디네이터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는 이 로드맵이
분야별로 작성되는 동안에 전체적인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가이드라인에 따른
우수한 로드맵이 작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임

33)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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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 캄보디아 국가기술로드맵 정책자문 프레임워크

자료: 연구진 작성

[그림 2-4-2] 캄보디아 국가기술로드맵 작성 과정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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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팀 구성

□ 국내 연구팀
○ 지속적으로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내·외부의 ODA 사업
전문가들로 연구팀을 구성함
- 3년 동안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고려하여 1차 연도 사업(2020)에
참여한 전문가를 포함하여 사업을 유기적으로 지속하기로 함

<표 2-4-1> 연구팀 구성 현황
구분

기관명

직책

성명

주요 역할

STEPI

선임연구위원

이정원

캄보디아사업 총괄

STEPI

연구원

민지혜

연구 조사 및 현지 기관 콘택트

KISTEP

선임연구위원

임 현

기술로드맵 작성

내부 전문가
외부 전문가

□ 캄보디아 연구팀
<표 2-4-2> 캄보디아 현지 담당자 현황
구분

기관명
Ministry of
Industry,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MISTI)

직책

성명

Director General HUL Seingheng
Director

SRUN Pagnarith

Director

LY Sokny

주요 역할
캄보디아사업 현지 총괄 및
농업기술 로드맵 당당
캄보디아 측 프로젝트 총괄
연구 참여 및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캄보디아
연구팀

Cambodia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Science
(CamTech)
University of
Puthisastra (UP)

Research

Vatana Chea

교육기술 로드맵 당당

President

Ian Findlay

보건기술 로드맵 담당

Coordinator

Tineke Water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Assoc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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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일정(경과)

□ 사업 수행 및 보고 계획
○ 사업조정 및 운영 회의 개최
- 2021년 4월 5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STEPI·MISTI 간 킥오프 회의 개최

○ 캄보디아 기술 선정 및 관련 현지 용역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
- 2021년 4월 7일 용역계약 및 조사를 위해 2019년도 TRM 보고서 및 2020년
도 Project Concept Paper(PCP) 자료 공유

○ 기술을 선정할 때 참고하기 위하여 2016년도 에티오피아에 기술로드맵 자문을
했던 TRM 보고서를 캄보디아 측과 공유

<표 2-4-3> 사업 추진 일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 계획
계획 조정
킥오프 회의
3개
기술 선정
중간보고
현지 용역
계약 체결
전문가
위원회 회의
성과 확산
워크숍
최종보고

○ 현지 용역계약 준비 및 체결
- 용역계약 체결을 위해 과업지시서, 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 계획서, 현지 기관
사업자 등록증, 기관 계좌정보 등을 준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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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0월 14일 용역계약을 체결함. 향후 STEPI 측 전문가를 활용한 교육
훈련 워크숍 진행

○ 기술로드맵 구축 교육훈련 워크숍
- 2021년 10월 8일 STEPI팀과 기술별 캄보디아 현지 기관들과 및 위원회 대상
으로 교육훈련 워크숍을 실시함
- 한국의 국가기술로드맵(NTRM) 사례를 공유하고 캄보디아 기술로드맵에 어떻
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 및 지속적인 자문을 하기로 함

○ 성과확산 워크숍
- 2021년 12월 15일 그동안의 사업 수행 경과와 성과에 대해서 성과확산 워크숍
을 개최

3. 프로젝트 실행
가. 1차 화상회의(킥오프 회의)

□ 양국의 COVID-19 현황 공유 및 사업 시작을 위한 킥오프 회의 논의
○ 2020년도에 이어 한국과 캄보디아의 현 COVID-19 상황이 진정되지 않아 대면
으로 기획했던 킥오프 워크숍을 화상회의로 대체하기로 함
- 새로운 사업운영 방식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사업예산 등 자세한 논의를 위해
STEPI와 MISTI간의 사전 이메일 논의가 이루어짐

○ STEPI 연구팀은 대면 교류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MISTI 주관으로 싱크
탱크와 대학 중심으로 현지 용역 기관을 확보하고, 계약 관련 세부사항을 논의하
기 위해 화상회의를 기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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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일시: 2021년 4월 5일 (월) 오후 4시
○ 장소: STEPI 회의실
○ 목적: 사업운영 조정을 위한 협의
○ 참석자
- STEPI 내부 2인(이정원 선임연구위원, 민지혜 연구원), KISTEP 임현 선임연구
위원
- MISTI 내부 7인 (Hul Seingheng, In Sambo, Kry Nallis, Nhem Solyvann,
Ly Sokny, Srun Pagnarith, Try Sophal)

□ 주요 논의사항
○ 캄보디아와 한국 국내 COVID-19 상황 공유
- COVID-19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상반기 계획은 모두 비대면으로 전환해야
하며, 하반기 성과확산 워크숍 역시 대면으로 추진해보지만, 상황에 따라 조정
이 필요할 수도 있음

○ 2021년도에 해야 할 활동들 논의
- 2020년도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3개의 국가전략기술을 도출함
- 각 기술의 위원회는 학계, 국책연구소 등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함
- 각 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STEPI 가이드라인에 따라 TRM을 개선해야 함
- TRM 구축을 완료한 후 산출물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TRM 활동을 위한 경제적인 지원 논의
- 예산은 한 기술당 USD로 약 $15,000(한화 2,000만 원)로 합의함
- 예산의 50%만 선지급하고, 계약이 완료된 후 잔금 50%를 지급하기로 함
- 계약은 현지 용역기관과 MISTI가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STEPI와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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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3] 1차 화상회의

나. 2차 화상회의(기술로드맵 논의)

□ 개요
○ 일시: 2021년 4월 22일 (수) 오후 4시
○ 장소: STEPI 회의실
○ 목적: 사업운영 조정을 위한 협의
○ 참석자: STEPI 내부 2인(이정원 선임연구위원, 민지혜 연구원)
○ MISTI 내부 7인 (Hul Seingheng, In Sambo, Kry Nallis, Nhem Solyvann,
Ly Sokny, Srun Pagnarith, Try Sophal)

□ 주요 논의사항
○ 3개의 기술 선정 기준과 과정 관련하여 논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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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보디아 측에서 고려하는 기술들은 AI, Robotic & Automation, 우주기술
등의 디지털 기술
- 현재 캄보디아에서는 ‘Digital Survey Platform’을 개발하려고 함

○ STEPI 측에서는 캄보디아에서 고려하는 기술에 대하여 우려를 표함
- 상위기술인 디지털기술을 하려면 TRM 관련하여 경험이 풍부해야 함
- 전문가 위원회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 협력이 필요함

다. 캄보디아 국가과학기술혁신위원회로부터 로드맵 대상 기술 승인
(2021. 7.)

□ 과업 개요
○ 캄보디아의 3개 전략기술군 선정
- 3개 기술은 Education(교육), Agriculture(농업), Health(보건)로 선정하였고,
관련 안건을 논의하고 선정된 전략기술 분야를 승인하기 위한 국가과학기술혁
신위원회 (National Council of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회의가 7월 8일에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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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4] 캄보디아 국가과학기술혁신위원회 회의 자료(2021. 7. 8.)

라. 한아세안 STI 워크숍–캄보디아 STI 시스템 자문

□ 개요
○ 일시: 2021년 6월 4일(금) 오전 10시 30분~12시 30분
○ 장소: 영상 워크숍
○ 발표:
- Current Outlook of STI Ecosystem in Cambodia(Dr. Hul Seingheng)
- Cambodia STI Roadmap 2030(Dr. Srun Pagnarith)

○ 토론:
- Chair: Dir. Crystal Yeo, Clinician-Scientist, ASTAR
- Panel 1: Dr. Jung Won Lee, Senior Research Fellow, STEPI
- Panel 2: Dr. Tan Sinh Bach, MOST,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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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nel 3: H.E. Dr. Hul Seingheng/Dr. Srun Pagnarith, MISTI
- Panel 4: Dr. Deok Soon Yim, Senior Research Fellow, STEPI

□ 주요 논의 사항
○ 한-아세안 STI 워크숍의 일환으로 캄보디아 과학기술혁신 정책에 대해 발표와
토론을 통한 정책 자문

○ 캄보디아의 STI Ecosystem, STI Roadmap에 대한 발표와 이에 대한 토론 및
정책 자문 진행

마. 사업수행을 위한 현지 기관 선정 및 국가기술로드맵 위원회 논의

□ 개요
○ 일시: 2021년 7월 16일(금) 오후 4시
○ 장소: STEPI 회의실
○ 목적: 교육, 농업, 보건 기술로드맵을 작성할 현지기관 선정 및 국가기술로드맵
위원회 구성 논의

○ 참석자: STEPI 내부 2인(이정원 선임연구위원, 민지혜 연구원)
○ MISTI 내부 7인(Hul Seingheng, In Sambo, Kry Nallis, Nhem Solyvann,
Ly Sokny, Srun Pagnarith, Try Sophal)

□ 주요 논의사항
○ 3개의 기술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현지기관을 선정해야 함
- STEPI 측은 산업계 혹은 대학이나 연구소 같은 싱크탱크를 추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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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도록 다양한 업계의 기관으로 구성되었으면 함

○ 국가기술로드맵 위원회 구성
- 각 위원회는 약 10명이며, 정부출연연구소, 대학, 그리고 산업계의 인사로 구성
되어야 함
- 2021년도에 각 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선정된 기술의 범위를 구체화 및 파악,
STEPI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선정된 기술별 TRM 개발, 개발된 TRM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공감대 형성, 그리고 TRM 완료 및 최종 산출물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그림 2-4-5] 현지기관 선정 논의

바. STEPI-MISTI, Cambodia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Science(CamTech), University of Puthisastra(UP) 간 용역계
약 체결(2021. 10.)

□ 주요 논의사항
○ 일시: 2021년 9월 14일(금) 오후 4시~5시 30분
○ 장소: STEPI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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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의 목적
- 캄보디아의 STI 정책 시행 전략을 위한 교육, 농업, 보건 기술의 기술 로드맵
(TRM) 개발함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연구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현지 대학과 정부 부처에서
STEPI와 협력하여 추진함
- 교육은 CamTech, 농업은 MISTI, 보건은 UP에서 담당하기로 함

○ 예산
- USD 16,000

○ 과업 개요
- 기술 TRM의 범위, 영역 파악 및 TRM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기술 TRM 과정 구현: 비전 및 목표 수립, 환경분석, 전략적 서비스 식별, 핵심
기술 발굴, 기술로드맵, 추진계획
- 캄보디아 전문가 대상 TRM 과정 조사
- 보고서 작성(주요 산출물)

<표 2-4-4> 과제 수행 일정
10월
TRM 사업 계획
전문위원회 구성
비전 및 목표 수립
환경 분석
핵심기술 발굴
보고서 작성

11월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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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 수행을 위한 방법
- 데스크 리서치 및 전문위원회의 브레인 스토밍
- 설문조사 결과 분석 및 한국과 캄보디아 현지 전문가 자문 활용

[그림 2-4-6] STEPI-MISTI, CamTech, UP간 용역계약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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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한-캄보디아 교육·농업·보건기술에 대한 기술로드맵 역량강화 워크숍
(2021. 10. 8.)

□ 개요
○ 일시: 2021년 10월 8일 (금), 오전 11시~오후 1시 30분
○ 장소: STEPI 회의실
○ 워크숍의 목적
- 한국의 국가기술로드맵 케이스를 바탕으로 캄보디아 TRM에 가이드라인 제공
- 향후 서면 자문도 지원하지만, 비대면 화상 워크숍을 통해 효과적으로 1:1로
질문과 답변을 할 수 있는 세션을 마련함
- 기술별 개요 설명을 통해 사업에 대한 담당 기관들의 이해도를 측정함

□ 주요 내용 및 프로그램 구성
○ 주제: 한-캄보디아의 과학기술 동향과 기술로드맵 시행 현황, 2021년 사업 및
세미나 계획 공유

○ 개회사
- 연사: Dr. Hul Seingheng(Director General of MISTI)
- 내용: “COVID-19에 따른 국제협력의 여러 제약에도 한-캄보디아 간 과학기
술혁신정책의 발전 성과와 기술로드맵 작성 자문으로 캄보디아 과학기술정책
이 발전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속
적인 교류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함

○ 환영사
- 연사: STEPI 이정원 선임연구위원
- 내용: 지난해 1단계 사업 결과 수립했던 국가과학기술혁신계획 ‘STI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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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25’가 ‘STI Policy 2020-2030’으로 발전되었다면서 “캄보디아 최초
의 국가과학기술혁신계획으로 최종 승인을 얻은 만큼 과학기술혁신에 강점을
둔 국가로 발돋움하는 중요한 기점이다”라고 강조함

○ STEPI 측 전문가 발제
- 연사: KISTEP 임현 선임연구위원
- 내용: ‘국가기술 로드맵 개발(Development of a National Technology
Roadmap)’이란 주제로 △ K-Innovation 기술로드맵 소개 △ 한국의 국가기
술로드맵 케이스 설명 △ 국가기술로드맵 수행 과정 등을 소개함
- 특히 임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의 경우는 한정된 자본으로 전략적 R&D 영역을
선택해 기술로드맵을 구축했다”라면서 한국 정부의 산업수요를 분석하여 캄보디
아 방향성에 맞는 49개 전략과 99개 주요 기술을 선택한 기술로드맵을 제시함

○ 캄보디아 측 농업기술 담당 기관 발제
- 연사: Try Sophal, MISTI 공무원
- 내용: ‘캄보디아 농업기술 운영과 개발’을 주제로 △ 캄보디아의 과학기술혁신
현황 △ 국가 과학기술혁신 로드맵 수립 전략 △ ICT 등 과학기술혁신 기술에
대한 수요 등을 발제함

○ 캄보디아 측 보건&교육기술 담당 기관 발제
- 연사: 담당기관 관계자
- 내용: ‘캄보디아 농업기술 운영과 개발’을 주제로 △ 캄보디아의 과학기술혁신
현황 △ 국가 과학기술혁신 로드맵 수립 전략 △ ICT 등 과학기술혁신 기술에
대한 수요 등을 발제함

○ 마무리
- 연사: STEPI 김지현 SDGs혁신연구단장
- 내용: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한-캄보디아 간 과학기술 관련 협력을 도모함으
로써 캄보디아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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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도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과학기술에 기반한 캄보디아와의 협력을 지속적
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마무리함

[그림 2-4-7] 역량강화 워크숍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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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8] 전문가 및 관계자 발제

(STEPI 이정원 선임연구위원 환영사)

(주요 참석자 단체사진)

(캄보디아 보건기술 분야 관계자 발제)

(KISTEP 임현 선임연구위원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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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캄보디아 전략기술분야(농업, 보건, 교육) 국가기술로드맵

□ 농업
○ 비전
- 2030년까지 기술과 혁신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을 위한 농산물 생산성과 고부
가가치 향상

○ 목표: 농업 분야에서 과학기술과 혁신의 힘을 활용하여 다음을 실현
- 농업생산성과 품질기반시설 식량안보 및 수출 증대
- 농산물의 산업적 고부가가치를 활용하여 총부가가치(GVA)와 수출에서 농업기
여도 향상
- 캄보디아의 농업 사업과 명성을 국제시장과 네트워크로 확대하기 위해 농산품
을 글로벌 공급망에 통합

[그림 2-4-9] 농업 기술로드맵

자료: 캄보디아 연구진 작성

제2장 정책자문 223

□ 보건
○ 비전
- 연구 개발, 혁신 및 기술을 통해 캄보디아인의 건강과 웰빙을 증진

○ 목표
- 개인 및 집단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 하는 동시에 공중 보건 및 정책
결정 지원
- ICT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
- 인적 자원을 활용해 고품질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 의료기술 향상 및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료 기술 생태계 제공

[그림 2-4-10] 보건 기술로드맵

자료: 캄보디아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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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 비전
- 혁신과 기업가정신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춘 차세대 기술 강화 학습 생태계 구축

○ 목표
-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학습 자원을 관리하고 제공할 수 있는 중앙 저장소를
만들어 개방형 교육 리소스 플랫폼을 제공
- 개인화된 학습에 소요되는 시간을 늘려 물리적 교실을 보완
- 컴퓨터를 통해 학교와 집에서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 향상
- 학습 결과 개선
- 혁신 및 기업가정신 기술 강화

[그림 2-4-11] 교육 기술로드맵

자료: 캄보디아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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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자문 주요 내용
가. 캄보디아 과학기술 시스템에 대한 자문

□ 캄보디아 과학기술 현황 이해
○ 캄보디아 과학기술은 국가발전전략인 ‘Rectangular Strategy Stage 4’를 상위
계획으로 하여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음

○ 국가발전전략과 연계된 과학기술의 역할을 설정하기 위해 과학기술 부문의 캄보
디아 최초 국가 계획인 ‘National STI Policy 2020-2030’을 수립함
- 본 계획은 K-Innovation 사업으로 수행된 캄보디아 정책자문사업
(2018~2019)의 성과를 기반으로 수립됨

○ 국가의 과학기술 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최근에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과학기술 관련 정부 거버넌스를
개편함
- 기존에는 과학기술혁신 담당 공식 정부조직이 없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사무국
(GS-NSTC)이 관련 업무를 담당함
- 국가 차원의 ‘National STI Policy 2020-2030’을 실천하기 위해 기존의 산업
부를 산업·과학기술혁신부(MISTI:

Ministry

of

Industry,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로 확대 개편하여 과학기술혁신 활동을 전담하
게 함(2020년 4월)
- MISTI 내에는 과학기술혁신 전담부서인 General Dept. of Science,
Technology & Innovation(GDSTI)을 두고 전문연구기관인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Technology & Innovation(NISTI)을 설립함. 기존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국가과학기술혁신위원회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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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보디아 STI System에 대한 자문 의견
○ 개발도상국들은 나라마다 발전단계와 고유의 특성에 따라 과학기술혁신 시스템
도 다른 특성을 보임. 캄보디아 역시 이제 막 새롭게 STI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
이므로 발전단계와 역량에 가장 적합한 모델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함

○ 최근 과학기술혁신 정책의 정부 거버넌스 개편은 시기적으로 새로운 국가계획을
실행하는 단계에서 적절하며, 특히 과학기술을 통한 경제사회발전이라는 국가 전
략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개편 모습임

○ 캄보디아는 과학기술혁신 시스템 발전단계에서 초기 도입기를 지나 이제 시스템
구축단계에 들어섰으며 이에 따라 과학기술혁신 정책도 ‘계획’보다 ‘실행’이 강조
되어야 함

○ 이 과정에서 MISTI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며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서는 R&R이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함. 특히 관련 부처나 기관들과의 역할 분담과
협력 관계에 대한 합의가 필요함
- 캄보디아처럼 초기 발전단계에 있는 개발도상국의 경우 STI 시스템 발전을 선
도할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조직이 필요함

나. 캄보디아 STI Policy에 대한 자문

□ 캄보디아 STI Roadmap
○ 캄보디아의 STI Roadmap은

‘National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Policy 2020-2030’을 실행하기 위한 정책로드맵의 성격임

○ 궁극적으로는 2050년의 캄보디아 국가발전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경제사회적
목표 달성의 핵심 수단으로 과학기술혁신 정책을 계획하는 것임

○ UN ESCAP과 공동프로젝트로 진행되는 캄보디아 STI Roadmap은 전체 5개
분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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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버넌스: STI 시스템의 거버넌스 개선
- 교육: STI에서 인적자원 개발
- 연구: 연구 역량의 강화 및 질적 개선
- 협력: STI 주체들 간의 협력 및 네크워킹 강화
- 환경: 기업의 흡수 역량강화와 STI 투자 촉진을 위한 환경 조성

□ 캄보디아 STI Roadmap에 대한 자문 의견
○ STI Roadmap은 2018년과 2019년에 수행된 K-Innovation Program의 캄보
디아 STI 정책자문 사업에서 GS-NSTC와 공동 수행한 STI Policy 2020-2030
의 실행 계획으로서 의미가 깊음

○ 로드맵상 5개 분야는 적절한 구성이며 분야별 정책 수단의 설정도 포괄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음

○ 다만, 모든 정책 수단을 고민하다 보니 일반적인 정책 모델의 형태가 되어 캄보
디아만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계획인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로드맵상 정책들이 나열식으로 제시되다 보니 정책의 방향이나 추진상의 우선순
위 혹은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등이 잘 드러나지 않음

○ STI Roadmap 수립은 ‘How’를 포함하는 실천 계획의 성격이 되어야 하며, 성
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국가발전전략 및 발전계획, 경제사회발전 목표 등 국가 차원의 비전 및 목표와
전략적 연계성 확보
- 로드맵을 실행하기 위한 안정적 예산의 확보
- STI 시스템을 구성하는 관계 이해집단 및 국민의 공감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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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캄보디아 국가기술로드맵에 대한 자문

□ 기술로드맵의 개념과 한국 사례 소개
○ 기술로드맵의 개념
- 수요 기반의 기술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기술로드맵의 개념과 구조, 일반적인
작성 절차 소개
- 기술전략 및 기획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로드맵의 필요성과 학습 경험의 중요성
강조

○ 한국의 기술로드맵 사례
- 한국의 2002년 국가기술로드맵 사례에 대해 배경과 절차, 추진 조직, 로드맵
내용 등 소개
- 한국의 2014년 전략기술로드맵 사례에 대해 절차와 추진 조직, 로드맵 내용
등 소개
- 특히 국가기술로드맵을 통한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비전과 과학기술혁신 활동
의 전략 방향 제시 필요성 제안

□ 캄보디아 National Technology Roadmap
○ 캄보디아 국가기술로드맵은 STI Roadmap과 함께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기술 분야 로드맵임. 즉, ‘National STI Policy 2020-2030’을
실행하기 위한 두 축으로 STI Roadmap은 정책 분야, National Technology
Roadmap은 기술개발 분야 실행 계획임

○ 캄보디아 국가기술로드맵을 작성하기 위해 2019년에는 기술로드맵의 기본 개념
과 필요성을 인식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수행한 바 있음(STEPI와 GS-NSTC 간
협력 사업으로 추진)

○ 본격적인 국가기술로드맵 사업은 2020년 시작하여 국가기술로드맵의 대상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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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후보들을 분석하고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기술들을 선정함
- COVID-19로 현장에서 정책자문이나 초청 연수, 워크숍을 진행할 수 없어 현
지 협력기관(GS-NSTC)을 통한 온라인 협력에 의존

○ 2021년도 국가기술로드맵 사업은 캄보디아 MISTI에서 선정한 3개 전략기술 분
야(농업, 보건, 교육)를 대상으로 실제 기술로드맵 작성

□ 캄보디아 National Technology Roadmap 작성 예비 단계 자문
○ 협력 기관인 MISTI에서 로드맵 대상 분야에 대한 캄보디아 국가과학기술혁신위
원회(NCSTI)의 승인을 받아(2021년 7월 8일) 농업, 보건, 교육 분야에서 국가기
술로드맵을 추진하기로 함

○ 이에 따라 STEPI에서는 캄보디아 국가기술로드맵 작성 가이드라인과 워크시트
를 작성하여 제공함
[참고] Contents of Cambodia NTRM Guideline
1. Introduction: Overview, Objectives, Scope
2. Vision Building
3. Environmental Analysis
4. Strategic Products and Services
5. Key Technologies
6. Char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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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Cambodia NTRM Guideline Worksheet(예시)

○ 캄보디아 국가기술로드맵 작성 위원회 구성 자문
- 기술로드맵 위원회 구성에 대해 구성 방법과 위원으로 활동할 전문가의 선정의
중요성 등을 강조
- 농업, 보건, 교육 분야 기술로드맵 위원회의 역할과 주관기관 선정, 위원회 별
coordinator, 총괄 coordinator 지정 등
- 이에 따라 MISTI에서는 국가기술로드맵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021년 9월
초 MISTI 장관 승인을 받아 주관기관과 위원 구성을 확정함
- 농업분야: 주관기관 MISTI(PM: Dr. Try Sophal)
- 보건분야: 주관기관 University of Puthisastra(PM: Prof. Ian Findlay)
- 교육분야: 주관기관 CamTech University(PM: Dr. Chea Vat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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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보디아 National Technology Roadmap 작성 자문
○ 국가기술로드맵 위원회 Kick-off 미팅 및 Training Workshop 실시
- 일시: 2021년 10월 8일 09:00∼11:00(캄보디아 시간)
- 농업, 보건, 교육 분야 캄보디아 국가기술로드맵 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K-Innovation Program 소개 및 로드맵 작성 교육을 위한 워크숍 실시
- 로드맵 작성 교육 후 각 분야별 현재 캄보디아의 현황에 대한 발표를 통해 로드
맵의 범위와 향후 수행 방향 등에 대한 논의와 자문 제공
- 특히, 대상 기술인 농업, 교육, 보건 분야에 대해 실제 로드맵 작성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로 연결될 수 있는 기술 분야의 구체화 작업이 필요
하며, 로드맵의 시간 범위를 명확히 할 것을 제안

○ 캄보디아 국가기술로드맵 작성 실시간 자문 제공(수행 중)
- Kick-off 미팅 및 Training Workshop 이후 캄보디아 국가기술로드맵 위원
회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로드맵을 작성 중
- STEPI 연구팀과 국내 전문가는 로드맵 작성 중 제기되는 각종 의문사항과 의사
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이메일 혹은 화상회의를 통해 자문을 제공하고 있음
- 또한 STEPI에 의해 지정된 각 분야별 coordinator들과 총괄 coordinator를
통해 진도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예정된 일정 내에 로드맵 작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함

○ 국가기술로드맵 초안에 대한 정책 자문
- 농업, 보건, 교육 분야에 대한 캄보디아 국가기술로드맵 보고서 초안은 11월
중순까지 제출되었고, 이 초안은 STEPI 연구팀 및 국내 전문가들이 검토
- 보고서 초안에 대한 검토 의견과 자문 의견은 캄보디아 국가기술로드맵 위원회
에 전달되어 수정⋅보완되어 12월 중순 최종 보고서로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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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책자문 성과 및 활용방안
가. 성과 및 기대효과

□ 성과
○ 캄보디아는 2030년 상위중소득국, 2050년에는 고소득국 진입을 국가 비전으로
설정하고 국가발전전략인 ‘Rectangular Strategy Stage 4’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 발전전략의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서 과학기술혁신을 인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수립된 ‘National STI Policy 2020-2030’에서는 캄보디아 정부의
중장기 과학기술혁신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다음 단계로 이를 실행하기 위한 실
행 계획(action plan)이 필요한 시점임

○ 본 사업은 정책로드맵과 함께 캄보디아 STI 정책 실행 계획의 한 축이라 할 수
있는 기술개발전략의 핵심인 국가기술로드맵을 작성해 필요 전략기술을 선정하
고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특히 캄보디아와 같이 연구개발 자원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에서는 기술로드맵을
통한 체계적 전략 수립과 자원 배분으로 투자 효과를 높일 수 있음

○ 아울러 기술로드맵 과정을 직접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성하며 학습함으로써 기술
전략 및 기획 역량이 강화되는 성과를 기대함

○ 이에 따라 본 사업을 통해 기대되는 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캄보디아 STI Policy 2030(STI Roadmap 2030)을 실행하기 위한 3개 전략기
술 분야(농업, 보건, 교육)의 국가기술로드맵 구축
- 국가과학기술 정책 및 연구개발 전략 수립 담당부처 및 관련 전문가의 기술로드
맵 역량강화
- 국가기술로드맵 활용을 통해 캄보디아 정부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예산 편성과
연구개발사업 기획의 효과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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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 방안
○ ‘National STI Policy 2020-2030’의 실행 전략으로서 국가 전략기술에 대한
중장기 확보 계획에 활용

○ 캄보디아 정부의 국가 과학기술 예산 배분과정에서 전략적 우선순위 설정과 예산
배분 기준으로 활용

○ 기술로드맵 작성 가이드라인과 작성 과정에서의 자료는 민간기업 및 연구기관의
기술기획 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 과정에 활용 가능

나. 홍보 및 확산

□ 2018-2019 STEPI K-Innovation 캄보디아 사업의 성과인 캄보디아
정부 최초의 과학기술혁신 계획 STI Policy 2030의 실행을 위한
Cambodia’s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Roadmap
2030 선포식을 공식적으로 개최함

○ 특히 STI Policy 2030과 이번에 발표된 로드맵은 현재 수행 중인 캄보디아 국가
기술로드맵의 기반이 되는 상위 로드맵이라 할 수 있음

□ 개요
○ 일시: 2021년 8월 18일(수)
○ 장소: 프놈펜
○ 주최: 캄보디아 정부
○ 내용
- 2030년까지 캄보디아를 중상위 소득 국가(upper middle-income country)
로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30 과학, 기술, 혁신 로드맵’을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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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행사에는 UNESCAP 사무총장과 관련 정부기관 및 개발 파트너의 관계자
및 대표들이 참석함
- Armida Salsiah Alisjahbana UNESCAP 사무총장은 과학, 기술 및 혁신의
잠재력을 활용하는 로드맵이 캄보디아가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고 포
용성, 탄력성 및 지속가능성으로 전염병으로부터 더 잘 회복하는 데 중요하다
고 발언함. 또한 “이 로드맵은 국가 STI 역량을 강화하고 역동적인 혁신 생태계
를 육성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조치에 대해 정부 관리 및 기타 주요 이해관계자
를 안내할 것”이라고 마무리함

[그림 2-4-12] UNESCAP 보도자료

자료: UNESCAP 보도자료(202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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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3] 현지 언론보도 기사 발췌

자료: The Phnom Penh Post(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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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로드맵 역량강화 워크숍 온라인 홍보성과
[그림 2-4-14] STEPI 보도자료 발췌

자료: STEPI 보도자료(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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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향후 진행계획

□ 2차 캄보디아 국가기술로드맵 작성(2022년)
○ 2차 캄보디아 국가기술로드맵은 2022년도 초에 MISTI와 협의 후 3가지 전략기
술 분야를 선정하여 추진할 예정임

○ 1차 연도에 진행되었던 방식과 동일하게 선정된 전략기술 분야는 국가과학기술
혁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공식화될 것이며, 분야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함

○ COVID-19 상황에 따라 현지 워크숍과 한국 초청 연수 프로그램은 오프라인 혹
은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임

□ 2030을 향한 캄보디아 국가기술로드맵 선포식 개최(2022년)
○ 2차에 걸쳐 작성된 캄보디아 국가기술로드맵 최종안은 국가과학기술혁신위원회
에 상정하여 정부계획으로 승인받을 계획임

○ 정부안으로 최종 승인을 받은 후, 캄보디아 국가기술로드맵 2030(Cambodia
NTRM 2030)은 선포식을 통해 일반 국민 및 과학기술계에 공표하여 정부 연구
개발 예산 및 과학기술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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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성과관리 및 확산
제1절 과학기술 ODA 포럼
1. 제25차 ODA 포럼

□ 추진 목적
○ 출연연 과학기술 ODA 사업 현황과 사례 공유를 통한 현장 애로사항 청취 및
K-Innovation 사업에의 시사점 발굴

○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및 소속 출연연과의 네트워크 강화와 과기 ODA 활성화
방안 공동 모색

□ 프로그램 개요
○ 주제: 출연연 과학기술 ODA 사업의 현황
○ 일시: 2021. 4. 14.(수) 13:30∼15:30
○ 장소: 온라인 화상회의
○ 주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글로벌혁신전략연구본부 SDGs혁신연구단
□ 참석자
○ 발표자
- 최보영 팀장(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제협력팀)
- 박은미 선임행정원(한국화학연구원 우즈베키스탄사업추진팀)

○ 토론자
- 김왕동(과학기술정책연구원 SDGs혁신연구단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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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덕순(과학기술정책연구원 SDGs혁신연구단 선임연구위원)

○ 참여자
- 과학기술 ODA 관련 기관 담당자 및 연구자

□ 프로그램 일정
사회:김지현 (STEPI SDGs혁신연구단 부연구위원)
일 시
13:30~13:35

내

용

포럼 소개 및 인사말
- 김지현 (STEPI SDGs혁신연구단 부연구위원)
발표

13:35~14:00

- 최보영 팀장(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제협력팀)
제목: 출연연 ODA 사업 현황과 과기 ODA 활성화 방안
발표

4. 14

14:00~14:30

(수)

- 박은미 선임행정원(한국화학연구원 우즈베키스탄사업추진팀)
제목: 우즈베키스탄 화학연구원(UzCCT) 설립 ODA 사업
지정토론

14:30~15:30

15:30~15:35

- 좌장: 김왕동(STEPI SDGs혁신연구단 선임연구위원)
- 패널: 임덕순(STEPI SDGs혁신연구단 선임연구위원)

폐회 선언
- 김왕동(STEPI SDGs혁신연구단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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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발표: 출연연 ODA 사업 현황과 과기 ODA 활성화 방안
○ 출연연 ODA 사업 현황(2014~2020년)
- 총사업비는 1,694억 원으로 13개 출연연에서 33개 사업 수행

․아시아(855억 원, 50.5%), 중동·CIS(763.7억 원, 45.1%), 아프리카(16.7억
원, 1.0%), 중남미 (15억 원, 0.9%) 순임

- 국별 사업 분야는 국가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 상 중
점협력 분야와 거의 일치

․다부문(31.3%), 교육(23.1%), 운송 및 창고(18.6%), 산업(14.9%), 식수공급
및 위생(4.8%) 순임

- 재원 및 사업 발굴경로는 ODA 집행기관인 KOICA, EDCF 재원이 각각 711억
원(42%), 467.7억 원(27.6%)으로 전체의 69.6% 차지

․이 외 정부부처별 ODA 재원은 산자부(251.8억 원, 14.9%), 국토부(195억
원, 11.5%), 과기정통부(46.8억 원, 2.8%), 농식품부(16억 원, 0.9%), 환경
부(6억 원, 0.4%) 순임

○ 출연연 ODA 참여 활성화 방안
- R&D를 위한 ODA 사업 확대

․농촌진흥청의 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 사업(2009~)의 경우, 해외농업기술개발
센터를 통한 현지 협력 사업과 대륙별 다자간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를 통한
R&D 사업 수행으로 권역별 농업 공통현안 해결을 주도

- 중장기 대형 프로젝트 추진

․대부분의 ODA 사업은 각 부처 재원을 활용하여 개별적으로 추진하므로 사업
발굴 및 기획 단계에서 부처 간 정보 공유가 어려움

․초기 사업발굴 단계에서 톱다운 접근을 통해 기관별 연계를 통한 중장기 대형
프로젝트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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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과학기술·ICT 거점 활용

․해외거점은 ODA 사업의 현지화를 통해, 지역 수요 적시 대응 및 현지 혁신
주체와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현지 연구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음

․권역·분야에 따라 거점별 임무와 역할을 설정하고, 출연연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한 패키지형 사업 발굴 추진을 통해 해외거점 활용 가능
- 과학기술 ODA 네트워크 확대

․국내 개발협력 거버넌스 내 과학기술 유관기관 및 전문가 참여 필요
․국제기구, 국제 NGO 등과의 협업을 통한 공동 대응 필요

□ 주제 발표: 우즈베키스탄화학연구원(UzCCT) 설립 사업
○ 우즈베키스탄 화학연구원 설립 사업 개요
- (사업명) 우즈베키스탄 화학연구원(UzCCT) 설립사업
- (위치)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시
- (목적) 우즈베키스탄 화학분야 연구 인프라 구축, 기술개발 인력을 양성·교류하며,
공동연구, 기술활용 등을 통해 한-우즈벡 간 우호증진 및 상호경제·산업발전,
전략적 과학기술 외교를 도모하기 위함
- (형태) 연구원 설립과 인력교육훈련이 복합된 사업의 특성에 따라 유상(EDCF)과
무상(KOICA) 융복합 ODA 사업을 기획·추진
- (사업실시기관) 우즈베키스탄 화학공사

○ (유상) EDCF 부문
○ (무상) KOICA 부문
○ 애로사항
- 유·무상 융복합 사업의 형태로 사업 관리가 복잡한 면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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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제25차 과학기술 ODA 포럼 사진

2. 제26차 ODA 포럼

□ 추진 목적
○ 제3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이 2021년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 내용
을 파악하여 K-Innovation 사업에 적용

○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과 그린 뉴딜 정책에 부합하는 ODA 추진 방향 모색을
통해 정책담당자, 연구자 및 시행기관에 시사점 제공

□ 프로그램 개요
○ 주제: 국제개발협력 중·장기 정책 방향의 변화
○ 일시: 2021. 5. 27.(목) 14:00∼16:00
○ 장소: STEPI 6층 대회의실 + 온라인 화상회의로 온/오프라인 병행
○ 주최: 과학기술정책연구원-경희대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 SSK 연구단 공동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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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자
○ 발표자
- 김은주 교수(한성대학교)
- 박혜민 교수(서울시립대학교)
- 김지현 단장(STEPI SDGs혁신연구단)

○ 토론자
- 좌장: 최창용(KDI국제정책대학원)
- 패널: 장보원 교수(건국대학교)
김현근 팀장(코이카 기후·감염병대응팀)
선인경 부연구위원(STEPI 과학기술외교정책연구단)

○ 참여자
- 과학기술 ODA 관련 기관 담당자 및 연구자

□ 프로그램 일정
사회:김영진 (STEPI 글로벌혁신전략연구본부 연구원)
일 시
14:00~14:05

내

용

포럼 소개 및 인사말
- 김왕동(STEPI SDGs혁신연구단 선임연구위원)
발표

14:05~14:25

- 김은주 교수(한성대학교)
제목: 제3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의 이해

5. 27
(목)

발표
14:25~14:45

- 박혜민 교수(서울시립대학교)
제목: 그린 뉴딜과 그린 뉴딜 ODA
발표

14:45~15:05

- 김지현 단장(STEPI SDGs혁신연구단)
제목: 디지털 뉴딜 ODA와 과학기술 ICT ODA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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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내

용

지정토론
- 좌장: 최창용 교수(KDI정책대학원)
15:05~15:55

- 패널: 장보원 교수(건국대학교)
김현근 팀장(코이카 기후·감염병대응팀)
선인경 부연구위원(STEPI 과학기술외교정책연구단)

15:55~16:00

폐회 선언
- 최창용 교수(KDI정책대학원)

□ 주제 발표: 제3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의 이해
○ 글로벌 개발동향과 개발수요의 변화(국외 환경분석)
- 개발동향 및 개발수요 변화: 원조를 통한 국익추구 경향 증가, SDGs 달성
가속화를 위한 노력, 글로벌 난제 등장, 중소득국 증가에 따른 경제개발수요
증가, 고급인적자원 육성 및 기술이전 요구, 평화-개발 연계 필요성 증가,
개도국 인구구조 변화로 도시개발 수요 증가
- 원조수단과 접근법의 변화: 개발재원 확대 및 다양화를 위한 노력, 시민사회·민간
기업 등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 개발효과성 달성과 원조조화를 위한 일관성
강조, 개발성과 극대화를 위한 원조수단 혁신, 삼각협력·다자협력 확대
- 주요국 전략 및 동향분석

○ 글로벌 개발동향과 개발수요의 변화(국내 환경분석)
- 대외정책: 국익과 경제협력 중심 대외정책,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통한 외교
및 대외경제정책 다변화, 아프리카 개발협력 이니셔티브, 기후변화 외교
- 재정전망: 잠재경제성장율 지속 하락 전망, 관리재정수지 적자 지속 전망,
중기재정계획 외교통일분야 재정투자 증가율 감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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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국제개발협력 정책방향
-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전략 목표 중 혁신적 ODA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이 분류 가능
· 수원국 혁신역량강화: 과학기술 혁신 지원, 디지털 격차 완화, 디지털 뉴딜
ODA 추진, 공공행정 혁신 지원
· 개발협력 프로그램 혁신: 혁신적 사업 모델 개발, 사업지원 방식 혁신, 새로운
ODA 콘텐츠 개발
· 개발협력 재원 다양화: 민간재원 활용 확대, 개도국 민간부문 지원 강화,
공공부문의 개발금융 기능 활성화

□ 주제 발표: 그린 뉴딜과 그린 뉴딜 ODA
○ 그린 뉴딜 논의의 배경과 주요국 동향
- 그린 뉴딜 논의 확대 배경: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충격과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필요성,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저탄소 경제로의 대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 주요 선진국이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위해 그린 뉴딜 정책을 추진 중
- 주요국 그린 뉴딜 내용
· (미국) 2050년까지 네트제로 달성, 파리협정 재가입을 통한 미국의 리더
십 회복, 4년간 2조 달러를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에 투자, 환경 관련 일자리
1,000만 개 창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바이든 공약 발표(2020. 7.)
· (EU) 에너지 효율 개선, 공정전환기금(에너지전환으로 경제를 위협받는
국가 지원), 유럽 청정수소 경제 구현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 유럽회복
계획안 발표(2020. 7.)
· (한국) 탄소중립추진전략(2020. 12.)을 통해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유
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을 내용으로 하
는 3대 정책 방향과 10대 과제 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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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 뉴딜 ODA의 내용
-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2020.12),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19-2023),
2021년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등 환경 및 개발협력 주요정책 내 그린
뉴딜 ODA의 내용이 녹아 있음
- 그린 뉴딜 ODA에 대한 합의된 정의가 없기에 환경 ODA, CRS 목적코드를
이용한 녹색성장 ODA 등의 내용을 통한 이해 도모

○ 기타 고려사항
- 개발협력 전 분야의 녹색화
- 회복력 강화를 위한 개발협력
- 기존 개발협력 체계와 부처 전문성이 결합된 수행체계

□ 주제 발표: 디지털 뉴딜 ODA와 과학기술·ICT ODA 활성화 방안
○ 국제개발협력과 디지털 뉴딜 ODA
-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내 디지털 뉴딜 ODA 추진 항목으로 수원국 수요가 높은
사업(보건·방역, 교육, 교통, 농업 분야 등)에 우리 ICT 기술을 융합한 디지털
뉴딜 ODA 수요 창출 및 지원

○ 과학기술·ICT ODA 활성화 방안
- Post-코로나 EDCF 운용 전략(2021.1)에 따르면 디지털 EDCF 지원 규모를
2020년 기준 3억불에서 2025년 8억불까지 확대하며, 우리 기업이 강점을
보유하고 수원국의 수요도 높은 ICT 기반 사업들을 최우선으로 지원 예정
- K-뉴딜 글로벌화 전략(2021.1)에 따르면 디지털 뉴딜 성과를 바탕으로 수원국의
디지털 전환 지원 등 협력 수요 기반의 전략적 ODA를 추진할 것이며, ICT
전문가 파견과 디지털 뉴딜 중점공관 운영 등을 통해 디지털 뉴딜 공감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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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생각해 볼 디지털 뉴딜 ODA
- 실체와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하고 합의된 정의와 전략 필요
- 협력국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포스트 팬더믹 경제회복을 위한 사업 개발 필요
- 분절화된 전략과 추진체계 극복 필요

[그림 3-2] 제26차 과학기술 ODA 포럼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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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7차 ODA 포럼

□ 추진 목적
○ 우리나라 SDGs 이행을 국내 이행과 개발도상국 SDGs 이행지원으로 나누어,
각각의 이행 과정에서의 STI 활용을 살펴보고 기업의 참여사례를 통해 SDGs
이행을 위한 과학기술혁신의 역할제고 필요성 제기 및 민관협력 활성화 등 정
책방향 모색

○ 제443회 과학기술정책포럼과 연계하여 기관 차원에서의 SDGs와 개발협력, 과학
기술혁신 ODA 관련 논의의 확장성 추구

□ 프로그램 개요
○ 주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과학기술혁신의 역할
○ 일시: 2021. 10. 6.(수) 14:00∼16:00
○ 장소: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 + 온라인 화상회의로 온/오프라인 병행
□ 프로그램 일정
사회:박환일 본부장 (STEPI 글로벌혁신전략연구본부)
일 시
14:00~14:05

14:05~14:10

내

용

개회사
- 문미옥(STEPI 원장)

기념촬영 및 장내정리

5. 27
(목)

발표 1
- 선인경 부연구위원(STEPI 과학기술외교정책연구단)
14:10~14:40

제목: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발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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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내
용
- 이은경 실장(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연구센터)
제목: 기업의 SDGs 이행과 과학기술혁신
발표 3
- 김지현 단장(STEPI SDGs혁신연구단)

14:40~15:10

제목: STI와 개도국 SDGs 이행지원
발표 4
- 최아름 디렉터(Dot Inc.)
제목: SDGs 달성을 위한 기술기반 Start-ups의 역할
종합토론
- 좌장: 박환일 본부장(STEPI 글로벌혁신전략연구본부)
- 패널: 강수일 총괄국장(광주과학기술원 국제환경연구소)

15:10~15:50

김지현 단장(STEPI SDGs혁신연구단)
선인경 부연구위원(STEPI 과학기술외교정책연구단)
이은경 실장(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연구센터)
최아름 디렉터(Dot Inc.)

15:50~15:55
15:55~16:00

폐회사
- 문미옥 원장(STEPI)
폐회 및 정리

□ 주제 발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와 한국 이행
- UN SDSN(2021) ‘SDGs Index and Minitoring’에서는 한국의 SDGs 이행
을 아래와 같이 평가
· 달성완료: 4번(교육)
· 노력필요(challenges remain): 8번(일자리 및 경제성장), 9번(산업, 혁신,
인프라), 11번(지속가능 도시), 16번(평화, 정의)
· 상당한 노력 필요(significant challenges): 1번(빈곤), 2번(기아종식, 지속가
능농업), 3번(건강, 웰빙), 6번(물, 위생), 7번(에너지), 12번(지속가능 소비,
생산), 14번(해양 생태계), 15번(육상생태계 · 심각(major challenges): 5번
(양성평등), 10번(불평등완화), 13번(기후변화), 17번(파트너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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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추진 환경 및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과학기술혁신의 활용이 잘되려면 다양한 이해
관계자 간의 교류, 국가 과학기술혁신 계획과 SDGs 국가 이행계획 연계가
필요함
- ‘과학기술기반 국민생활(사회)문제 해결 종합계획(’18-’22)’의 10대 분야 40
개 주요 사회문제는 SDGs에 모두 해당되는 내용이나, 국내 문제해결에만 범
위가 국한되어 있음. 유사·동일한 이슈들을 국내 문제와 국외 문제 간 유기적
연계가 필요함

○ 정책 제안
- 한국의 글로벌 과기혁신지도(Korea Maps in Global STI: KoMaGS) 지도화
및 지도확장
- 근거기반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차별화된 STI for SDGs
- 과학기술혁신의 다양한 역할과 기능이 모두 복합ㆍ연계된 전략 필요(과기경쟁력
-문제해결-산업경제-국제사회기여: 지속가능)

□ 주제 발표: 기업의 SDGs 이행과 과학기술혁신
○ UN Global Compact(UNGC) 소개
- 1999년 1월 31일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 포럼(WEF) 에서 Kofi Annan 前
유엔 사무총장, Global Compact 제창
· 2000년 7월 뉴욕 UN본부에서 Global Compact 발족 (전 세계 비즈니스
리더들, 기업, UN기구, 노동, 시민 단체 참석)
- UNGC의 목표는 크게 다음과 같음
·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분야의 10대 원칙을 비즈니스 전략과 활동에 통합
· 새천년개발목표 (MDGs),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등 유엔 목표 달성에
이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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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기업/기관은 매년 10대 원칙과 SDGs에 대한 이행 상황을 COP
(Communication on Progress, 이행보고서) 및 COE (Communication
on Engagement, 참여보고서)를 통해 이해관계자들과 소통 및 보고

○ ESG와 기업 지속가능성
- UNGC, 글로벌리포팅이니셔티브,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공동으
로 개발한 SDGs 기업대응 전략(SDG Compass)은 SDGs가 기업에 미
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기업의 핵심 전략 및 활동에 지속가능성을 내재
화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제공
- 2004년 1월, 코피 아난 전 UN 사무총장이 ESG 요소를 고려하는 책임투자의 필
요성을 강조함에 따라 2006년 책임투자원칙(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PRI) 발족으로 이어짐, UNGC 및 UNEP FI와 협력하여 UN의 지
원을 받음

○ SDGs와 기업 대응
- 2020년 6월 UNGC와 DNV-GL 발표한 ‘2020 기업 SDGs 이행 보고서’에서는
기업의 SDGs 이행 현황, 장애요인, 기회 등을 조사·분석함
· 보고서에 따르면 84% 기업이 SDGs를 위한 행동을 취하고 있다고 응답, 그러
나 39% 기업만이 목표를 설정하고, 46% 기업이 SDGs를 핵심 비즈니스 전략과
연계하고 있다고 응답
· ESG 점수가 더 높은 기업들은 COVID-19 위기 동안 재정적으로 더 나은 성과
를 거두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음
· 좀 더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Net-Zero 경제로의 전환은 회복탄력성을 높일
것임 야심찬 기후 행동은 26조 달러의 경제 성장 촉발, 2030년까지 6,500만
개 기후 탄력적인 일자리 창출 가능
· 팬데믹, 글로벌 경제불황으로 인한 단기적 대응을 넘어서 국가 경제 및 기업의
리스크 관리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지속가능성'에 더욱 집중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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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발표: STI와 개도국 SDGs 이행 지원
○ 개발재원 내 STI 논의 변화
- 제3차 개발재원회의 결과문서(AAAA)에 따르면 과학기술혁신 및 역량강화, 기
술촉진메커니즘(TFM) 등 과학기술 활용 확대를 위한 이니셔티브가 등장하면서
Post-2015 글로벌 의제에서는 과학기술이 중요 이행수단으로 포함
- 개발재원으로서 과학기술혁신은 국가의 과학기술혁신 전략과 역량, 기술이전,
UN 시스템의 수립과 활동부터 사회혁신으로 개념화된 과학기술혁신을 활용한
사회 문제 해결방식에 이르기까지 넓은 범위를 포괄
- 특히

① ODA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과학기술혁신 역량강화와 ② ODA 민관협

력 또는 민간 참여를 통한 사회혁신이 강조되고 있음.

○ 향후 STI/디지털 ODA 방향
- 효과성과 측정의 문제
· STI 활용 개발협력 사업의 효과성과 지속적인 추적
· 새로운 기술도입으로 인한 부작용 검토
- 민관협력을 통한 STI 활용 강화
· 전체 ODA 공여액의 0.96%(2019년 기준)
· ODA 민관협력 사업은 대부분 STI활용(KOICA CTS Program)은 매우 고
무적 à 향후에도 기업과 ODA 사업시행기관 간 협력 강화 필요
· 기업 중심의 프로젝트 추진 + 국제개발협력 효과극대화를 위한 사업시행기
관의 역할
· 글로벌 혁신창업 지원 사업(예: Born2Global 등)과 적극적 연계, 다양한 방
식의 민간참여 유도
- 인프라-제도 및 환경-과학기술 관련 역량강화 함께 추진
· ICT 및 R&D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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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및 환경
· 과학기술역량강화: 디지털 격차 해소 및 예방

□ 주제 발표: SDGs 달성을 위한 기술기반 Start-ups의 역할
○ Dot Inc. 핵심 기술소개
- 점자 번역 엔진 개발, 햅틱 기반의 촉각 셀(점자 셀) 개발 등 기존 기술대비
10배 이상 저렴한 기술을 개발하여 시각장애 분야 시장을 선도
- 스크린에 표기된 글자를 점자로 전달하며, 이미지를 촉각 이미지로 전달하고,
음성과 함께 촉각 패드로 그래픽을 출력
- 세계 최초로 텍스트만 볼 수 있는 기술에서 그래픽과 텍스트가 동시에 가능한
기술을 시장에 선사

○ Dot Inc.의 SDGs 기여
- 시각장애인의 그래픽 접근가능성을 높여 고등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선생님과
학생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여 SDGs 목표 중 하나인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
· 기존 가로줄 형태를 벗어난 최초의 다중 배열(가로*세로) 촉각 디스플레이를
통해 이미지, 그림, 수학, 지도 등을 표현하여 시각장애인 학생의 인지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실내 내비게이션 기능을 통해 시각장애인이 혼자 돌아 다닐 수 있도록 지원, 배리
어프리 키오스크를 통한 접근성 제고 등을 통해 SDGs 목표 10번(불평등 완화)과
11번(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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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과 확산 포럼

□ 프로그램 개요
○ 일시 : 2021. 12. 15(수) 14:00∼18:00
○ 장소 :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 호텔 백두홀 + 온라인 화상회의로 온/오프라인 병행
○ 목적: 국제기술혁신협력사업의 성과확산을 통한 대중과 협력국 관계자의
관심 제고 및 네트워크 강화

□ 프로그램 일정(안)
일 시
14:00~14:10

내

용

개회사
- 송치웅 부원장(STEPI)
축사

14:10~14:20

- Dr.Laksana Tri Handoko(Chairman of BRIN in Indonesia)
- Dr.Kwaku Afriyie(Minister of MESTI in Ghana)

14:20~14:25

기념촬영
기조연설

14:25~14:55

- 정성철 원장(원정연구원, 전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제목: Korea’s STI Policy for Economic Transformation: Muddling
through the development challenges
국별 세션 Ⅰ: 국별 자유 구성

12. 15
(수)

- 캄보디아
·STI Policy Roadmap of Cambodia (Dr. Srun Pagnarith,
Director, D/Pol GDSTI, MISTI)
·K-Innovation with Cambodia: Past, Present, and Future
14:55~16:15

(Dr. Jungwon Lee, Senior Research Fellow of STEPI)
(Dr. Hul Seingheng, Director General of General Dept. of STI, MISTI)
·Q&A and Discussion (Dr.Hul Seingheng, Director General of
General Dept. of STI, MISTI)
- 라오스
·2021 STI Survey of Lao PDR (Dr. Inkyoung Sun, Assoc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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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내

용

Research Fellow of STEPI)
·Technology and Innovation Development Status in Lao PDR
(Mr. Soumana Chounlamany, Director General, MTC)
·Discussion
16:15~16:35

휴식시간
국별 세션 Ⅱ: 국별 자유 구성
- 인도네시아
·Recent Changes in STI Systems in Indonesia and Way Forward
(Dr. Dudi Hidayat, Director, Directorate for Research, Technology
and Innovation Policy, National Research and Innovation Agency)
·K-innovation ODA Program with Indonesia (Dr. Deok Soon
Yim, Senior Research Fellow of STEPI)

16:35~17:55

·Discussion(Prof. Seong-soo Kim, Hankook University of Foregin
Studies)
- 가나
·State of Science, Technology & Innovation in Ghana (Mr. Oliver
Boachie, Special Advisor to Minister of MESTI), Pre-recorded speech
·2021 K-innovation Program with Ghana (Dr. Wangdong Kim,
Senior Research Fellow of STEPI)
·Discussion(Mr. Derydean Dadzie, CEO of the Heritors People Limited)

17:55~18:00

폐회
- 송치웅 부원장(STE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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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조 연설: Korea’s STI Policy for Economic Transformation
○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과학기술혁신 정책의 역할
- 한국은 자원 빈국으로 자원 기반 개발이 아닌, 자본과 기술이 핵심인 산업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기에 R&D 성장 전략을 활용함
- 과학기술혁신을 위해 정부가 다중 역할을 함: 혁신에 대한 수요 생성과 STI
역량 구축을 담당
- 한국의 성장경로에 관심 있는 개발도상국에 주는 정책적 함의 논의

□ 국별 세션: 캄보디아
○ Cambodia’s Science Technology & Innovation Roadmap 2030
- K-Innovation 사업 성과로 탄생한 캄보디아 STI 로드맵 소개

○ K-Innovation with Cambodia: Past, Present, and Future
- 캄보디아 K-Innovation 사업 내용과 주요 성과를 소개하고, 미래 협력 방안
을 논의

○ Discussion
- 캄보디아의 STI 역량 강화 방안과 사업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 진행

□ 국별 세션: 라오스
○ 2021 STI Survey of Lao PDR
- 설문조사 결과, 인적 자원 개발, R&D 인프라와 재정 지원, 국제 네트워크에
대한 수요가 높았고, 국가 STI 정책 기획을 위해 우수 인력 확보와
E-Governance를 위한 STI 데이터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Technology and Innovation Development Status in Lao P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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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오스 기술혁신부의 주요 기본계획인 Technology and Innovation
Development Plan(2021-2025)과 Digital Economic Development
Plan(2021-2025)에 대한 주요 내용 설명

○ Discussion
- 라오스의 STI 분야 도전과제와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

□ 국별 세션: 인도네시아
○ Recent Changes in STI Systems in Indonesia and Way Forward
- 인도네시아 BRIN(National Research and Innovation Agency)의 체계와
주요 역할, 목표 등을 소개

○ K-Innovation Partership Program Indonesia
- 인도네시아 K-Innovation 사업 내용과 주요 성과, 향후 계획 논의

○ Discussion
- 인도네시아의 STI 거버넌스 변화 및 미래 발전 방안 토론

□ 국별 세션: 가나
○ State of Science, Technology & Innovation in Ghana
- 가나의 과학기술혁신지표를 통한 역량 진단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이니셔
티브 소개

○ 2021 K-Innovation Program with Ghana
- 가나 K-Innovation 사업 배경과 내용, 성과 소개

○ Discussion
- 가나 경제발전을 위한 STI의 역할과 향후 한-가나 협력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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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성과 확산 포럼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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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성과관리 고도화 방안 연구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ㅇ 지식과 기술전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바탕으로, 정책수립과 제도 구축 통한 개도
국 공공부문의 역량강화 수요 증대
- OECD DAC 회원국 평균 대비, 우리 ODA에서 차지하는 높은 비중 고려, 개발
컨설팅 사업의 품질 제고 및 국제적 경쟁력 강화 필요
ㅇ 개발컨설팅 및 기술협력 사업과 관련해서 한국 경제발전 경험공유(KSP)를 비롯
해 각 부처 및 기관차원에서 다수 추진 중이나, 성과관리 미비로 성과평가 및 평
가정보의 활용 저조
- 개발컨설팅 사업의 성과관리방안에 대한 통합적인 가이드라인 부재
- 사업을 통한 역량개발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가시적이
고 객관적인 결과를 측정하기 어려움
- 해당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불명확하고, 사업설계가 기반하고
있는 프로그램 이론과 개념적 틀 미흡
- 성과 모니터링과 보고 취약, 이로 인해 우수사례 식별과 교훈의 학습 불충분
- 환경에 대한 종합분석, 달성 가능한 목표, 성과지표, 목표달성 위한 적합한 도구
필요
ㅇ 미흡한 성과관리체계로 인한 기술협력 사업의 유의미한 성과 도출 한계에 대

한 인식을 바탕으로, 각 공여기관/기구에서는 기술협력 정책과 전략을 개편
- Worldbank에서는 역량강화 또는 기술협력 접근법에 대한 성과 프레임워크 수
립, 개념적 프레임워크 보완(WB, 2009)
- European Commission에서는 기술협력의 성과지향성 강화 위한 전략 및 가
이드라인 수립(UNECE, 2021; EC,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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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CTAD에서는 기술협력 성과관리 위한 도구 및 표준지표 개발해 활용
(UNCTAD, 2016)
ㅇ 국내연구도 공통적으로 개발컨설팅 사업 품질제고 위해 사업목적에 따른 성과관리 강조
- 곽재성 외(2013)는 KOICA 개발컨설팅 사업 성과관리 개선방안으로 성과의 명
확한 정의, 역량개발 측정도구 개발과 국별 데이터 축적, 전문가 역할 정의 및
성과측정 구체화, 출구전략의 수립 제안
- 이태주 외(2012)는 기재부, 교과부, KOICA 정책자문 사업의 성과목표 설정
미흡은 정책자문을 독자적 사업으로 추진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고, 국별지원전
략 또는 프로그램 수준의 중장기적 목표달성 위해 다양한 기술협력 활용해 시
너지 효과 창출 필요 강조
- 전승훈·신기덕(2017)은 KOICA 개발컨설팅 사업 운용 가이드라인에서 표준 성
과(outcome)는 정책추진/제도개선 도입추진, 지표는 정책의 입법화/제도개선
위한 반영정도로 제안
- 실제 지표정의는 성과(outcome) 수준에 부합하지 않고, 사업별 목표와 범위에
대한 고민이 부족
ㅇ 2014년 K-Innovation 프로그램 출범 이후, 16개국 33개 사업으로 지속 확대되
는바, 성과관리 체계 구축 필요
- K-Innovation 프로그램의 목적과 특성에 적합한 성과 프레임워크(results
framework) 구축, 성과정보의 체계적 조사분석 통해 향후 프로그램 종합성과
평가 및 프로그램 개선 필요
ㅇ K-Innovation 프로그램의 성과관리 방안(성과지표 중심) 도출 목표
- 동 프로그램의 성과목표 정의해 이해관계자 성과목표 이해 제고, 주인의식 및
책무성 개선
- 성과지표와 측정도구 개발/제안 통해 목표 달성도 점검, 신속한 대응 통해 사업
효과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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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질의 성과 데이터 축적해 근거기반 평가(evidence-based evaluation) 수행
- 우수사례, 사업 효과성/지속가능성 촉진요인과 저해요인 파악해 학습

2. 연구 목적 및 방법
ㅇ 국내외 개발컨설팅 및 정책자문사업의 성과관리 및 성과정보 수집분석 현황분석
- 국내 및 해외 선진 공여기관의 성과관리체계 및 운용사례 심층분석 통해 시사점
도출
ㅇ K-innovation 사업 성과관리 현황분석
- 동 프로그램의 목적과 의의 및 특장점, 현 성과관리 체계와 관리, 성과지표 상
의 한계, 성과관리 체계도입과 운용에 대한 수요 등을 파악해 개선방향 도출
ㅇ K-Innovation 프로그램에 적합한 성과 프레임워크(results framework) 도출
ㅇ 현재 본 연구에 대한 착수보고가 완료되고 동 프로그램의 관련 문서 및 유사 사업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 문헌분석 및 내부 연구진과의 인터뷰 실시
- K-innovation 프로그램의 목적과 특장점 유사한 사업 선정해 심층분석을 실
시함으로써, 정보 유용성 제고
- K-innovation 프로그램 사업 담당자 면담 통해 동 프로그램의 목적과 특장점,
현 성과관리 체계와 관리 애로사항, 성과지표 상의 한계, 성과관리 체계도입과
운용에 대한 수요 등을 파악

3. 연구 주요 내용
ㅇ 국내외 공여기관의 성과관리체계 및 사례분석과 함께 K-Innovation 사업의 성
과관리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K-Innovation 사업의 성과모형 및
지표를 개발34)
34) 본 보고서에서는 K-Innovation 사업의 성과모형 및 지표의 내용을 중심으로 기재하였으며, 국내외 사례분석,
K-Innovation 사업 현황 분석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과학기술정책자문 ODA 사업의 성과모형 개발연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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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K-Innovation 사업이 크게 국가 수준의 정책 및 제도개선 또는 과학기술정책
및 연구기관의 설립과 운영개선을 목표로 하는 모델로 구분되는 점을 고려해, 동
연구는 두 개 모델에 대한 각각의 성과모형을 제시
- 두 개 사업모델에서 추진하는 활동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사업 활동과 산출
물 수준은 동일하고, 역량을 향상하고 변화를 주도하는 주체에 따라 성과
(outcomes)와 영향(impacts) 수준에서 차이를 보임
ㅇ 동 연구가 제안하는 성과모형은 Kirkpatrick 4단계 모형과 FAO의 역량개발 모
형을 활용(Kirkpatrick, D.&J.Kirpatrick, 2006)
- Kirkpatrick 4단계 모형인 반응-학습-행동-결과의 틀을 따르되(Kirkpatrick
2006), K-Innovation의 특수한 성격을 고려해 “행동(behavior)과 결과
(results)” 수준을 일부 보완
- 정책자문 사업을 통한 파트너국/기관/개인 차원의 다면적이고 다차원적인 역량강화
성과를 설명하기 위해 국내외 사례연구에서 살펴본 FAO의 역량개발 모형을 활용
ㅇ 교육과정 평가모델인 4단계 모형은 평가를 반응(reaction), 학습(learning), 행
동(behavior), 결과(results)로 나누어 실시
- 첫 번째 반응단계는 교육과정에 대한 참여자의 반응(느끼고 생각한 것)에 주목
· 교육내용이나 학습방법, 학습환경, 강사 및 학습 촉진자, 교육자료 및 매체
등이 평가의 대상
· 이는 현지 워크숍과 초청 연수의 내용과 운영방법, 전략에 대한 참여자의 만
족도로, 성과모형의 산출물(outputs) 수준에 적합
· 교육내용 및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교육과정 참여자들의 만족은 전반적인 학
습성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목표
· 또한, 사업운영과 집행의 품질을 점검하고, 유사 및 후속 사업을 기획하고 집
행하는데 필요한 개선사항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단계의 달성도에
대한 점검과 평가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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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학습 단계는 교육과정 이수를 통한 참여자의 지식 또는 기술의 향상에
주목한다.
· 이 또한 산출물(outputs) 수준으로서, 현지 워크숍 및 초청 연수 참여자의 학
습을 통한 지식 및 기술개선 정도로 측정
· 다만, K-Innovation 사업의 현지 워크숍 및 초청 연수는 정책입안자를 대상
으로 한국 발전 경험과 노하우 공유를 통한 정책 수립과 이행 방향에 대한
정책자문에 방점을 두고 있음을 고려해, 참여자의 학업 성취도보다는 자기 효
능감의 제고 정도로 변화 수준을 측정
· 사업기간에 사업수행기관과 분야별 참여전문가가 함께 도출한 적정 품질의 최
종보고서(마스터플랜 또는 로드맵(안)) 역시 중요한 산출물
· 또한, 현지 워크숍 및 초청 연수 참여자의 사업 수행기관과 분야별 참여전문
가와 형성된 네트워크도 중요 산출물
- 세 번째 행동단계는 학습성과를 바탕으로 한 참여자 능력의 향상 또는 행동 변
화에 주목
· K-Innovation 사업에서의 행동단계는 성과(outcomes) 수준으로서, 동 교육
과정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 K-Innovation 사업의 성과(outcomes)는 다시

△참여자 개인과 △파트너

국·기관 수준의 역량향상과 행동 변화로 구분
· 먼저 개인 수준의 성과(outcome)는 참여자의 기능적 역량35), 그중에서도 특
히 정책/제도적 역량의 향상에 해당. 참여자는 현지 워크숍/초청 연수 참여뿐
아니라 액션플랜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정책자문을 받아 수정·보완하는 일
련의 과정을 통해, 해당 과학기술 정책/제도적 변화를 도모하고 유지하기 위
해 필요한 역량을 향상함
35) FAO는 기능적 역량을 해당 분야에서 변화를 추진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역량으로 정의하고, 이를 다시 △정책/전
략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필요한 정책/규범역량, △지식의 생산과 관리에 필요한 지식역량, △네트워크와 파트너십
을 구축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파트너십 역량, △정책·프로그램·프로젝트를 계획하는데 집행하는데 필요한 실행역
량으로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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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성과는 국가/기관 수준의 역량향상과 행동 변화로서, 사업 산출물인
마스터플랜 또는 로드맵, 전략계획 등의 최종보고서를 파트너국 또는 기관 차
원의 공식문서로 채택하는 것
· 이 행동단계의 주체가 파트너국인 경우는 첫 번째 성과모형으로서, 국가 수준
의 과학기술정책 마스터플랜 또는 기술로드맵, 세부분야 액션플랜 수립을 목
표로 하는 사업이 이에 해당
· 행동단계의 주체가 파트너기관인 경우는 두 번째 성과모형으로, 과학기술 분
야 주요 기관의 R&D 전략계획 수립 또는 거버넌스 개정을 목표로 하는 사업
이 이에 해당
· 세 번째 성과는 파트너국/기관 차원에서 최종보고서(마스터플랜, 로드맵, 전
략계획 초안)의 실효성과 품질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만족하는 것
· 국가의 공식적인 정책 마스터플랜 또는 기관의 공식적인 로드맵, 전략계획이
채택되는 과정에는 대상 문서의 중요성과 품질 외에도 파트너국의 정치·사회
적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따라서, 파트너국/기관 차원에서 동 사업의 최종보고서를 공식문서로서 채택
하는 것과 함께, 최종보고서의 실효성과 품질에 대해 만족하고 수용하는 것
역시 중요한 성과(outcome)로 설정함으로써, 사업의 성과를 균형적으로 파
악하고 측정
· 다시 말해, 파트너국/기관 차원의 기타 정치·사회적 요인의 변화로 인해 양질
의 사업 산출물이 공식문서로 채택 또는 반영되는 것이 실패하더라도, 사업의
성과가 과소평가되는 것을 방지하고, 다면적으로 성과 설명 가능
ㅇ Kirkpatrick 모델의 마지막 결과(results) 단계는 직접 수혜자인 교육과정 참여
자를 넘어 소속 기관/조직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는 단계
- 이는 성과모형 구조상 영향(impact) 수준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해당 사업
으로 인한 변화가 누적되고 조직의 내부 및 외부적 환경요인 등이 더해져서 나
타나는 좀 더 장기적인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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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nnovation 사업의 영향(impact)은 사업모델에 따라 다르게 구성
· 첫 번째 국가 차원의 정책 수립 모델의 영향(impact)은 파트너국의 정책 운용
역량 향상으로, 앞서 성과(outcomes) 단계에서 공식문서로 채택한 마스터플
랜 또는 액션플랜, 기술 로드맵을 실제 이행함으로써 정책/제도적 역량을 확보
· 두 번째 기관 차원의 운영개선 사업모델의 영향(impact)은 파트너기관의 운
영역량 향상 성과(outcomes) 단계에서 공식문서로 채택한 마스터플랜 또는
액션플랜, 전략계획 등을 실제 이행함으로써, 파트너 기관의 거버넌스와 업무
절차 및 체계를 개선
· 마스터플랜 또는 액션플랜, 기술 로드맵을 실제 국정에 반영하고 이행하기 위
한 준비절차의 착수, 즉 전담반(taskforce, 이하 TF) 또는 부처/기관 간 위원
회의 구축 및 운영 여부, 예산 배정 등으로 그 변화를 측정

[그림 3-4] K-Innovation사업 성과모형 1(파트너 국가 수준 정책개선 모델)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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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K-Innovation 사업 성과모형 2(파트너 기관 수준 설립 및 운영개선 모델)

자료: 연구진 작성

ㅇ 동 연구는 앞서 제안한 성과모형에 따라, K-Innovation 사업의 성과관리 운용
을 위해 단계별 성과지표 풀(pool)과 지표별 측정방법, 측정빈도/주기, 자료 출
처를 함께 제안
- 필수지표의 경우, 모든 국별사업 공통적으로 활용해 해당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수집해 관리
- 그 외 선택지표의 경우, 사업의 목표와 특성, 범위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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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K-Innovation 사업의 성과지표 풀(pool)
단계

산
출
물

지표

지표정의

자료출처

조사시점/주기

조사방법

최종보고서
건수*

적정 품질기준을 충족하고, 파트너 기관에 제출한 최종
보고서(마스터플랜/액션플랜/기술로드맵/전략계획 초안)의 계획 대비 제출완료 건수

내부 문서함,
기관 홈페이지

사업종료 후 1회

최종보고서
업로드

최종보고서
보조산출물

△현황 및 기초자료 조사보고서, △중간보고서, △자문 및 검토의견 보고서 등 보조산출물
보고서의 계획 대비 제출완료 건수

내부 문서함

반기별

보고서
접수확인

교육이수 인력*

초청연수/현지 워크숍 참여 인원(남/여/소속기관)

연수/워크숍
결과보고서

연수/워크숍 종료
후 1회

결과보고서
검토

교육만족도*

초청연수/현지 워크숍 참여자가 △연수내용, △학습방법, △강사/촉진자, △연수매체,
△연수환경 등 과정전반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

연수/워크숍
참여자

연수/워크숍 종료
후 1회

설문조사

참여자가 초청연수/현지 워크숍 통해 동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본인의 임무/과제

연수/워크숍

연수/워크숍 종료

수행하기 위한 자기 능력에 대한 믿음 향상도

참여자

후 1회

참여자가 사업참여를 통해 형성된 (사업수행기관 및 분야별 참여전문가와의) 인적
네트워크의 규모 및 품질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

연수/워크숍
참여자

사업종료 후 1회

자기 효능감*
네트워크
형성도

확인

설문조사

설문조사

국가/기관 수준
성
과

공식문서의
자문결과

최종보고서(마스터플랜/액션플랜/기술로드맵 초안)의 파트너국/기관의 공식문서 반영도

미디어, 정책문서

사업종료 3개월,
6개월, 1년 후(총

문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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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워크숍

반영도*

참여자

3회)

자문결과(최종

파트너국/기관이 최종보고서(마스터플랜/액션플랜/기술로드맵 초안)의 실효성과 유용성,

연수/워크숍

사업종료 3개월 후

보고서) 유용도*

품질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

참여자

1회

현업적용도

사업참여자가 사업참여(액션플랜 수립 및 자문반영, 연수/워크숍 참여, 네트워크 형성 등)
통해 습득한 지식·기술을 현업에 적용한 정도

연수/워크숍
참여자

사업종료 3개월,
6개월, 1년 후(총
3회)

네트워크

사업종료 후 사업참여 통해 형성된 (사업수행기관 및 분야별 참여전문가와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하는 정도(예: 후속사업/연구, 학회/세미나 개최

연수/워크숍

사업종료 3개월,
6개월, 1년 후(총

설문조사

설문조사

참여자 개인 수준

활용도

기획, 사후자문 등)

참여자

기능역량

연수/워크숍 참여자가 사업참여(액션플랜 수립 및 자문반영, 연수/워크숍 참여, 네트워크

연수/워크숍

향상도*

형성 등)를 통해 이전 대비 본인의 정책·규범역량이 향상되었다고 평가하는 정도

참여자

설문조사

설문조사

3회)
성과확산 세미나
종료 후 또는 사업

설문조사

종료 후 1회

국가/기관 수준
영
향

국정반영/이행
활용사례

* 필수지표
자료: 연구진 작성

태스크 포스 또는 부처/기관간 위원회 설립, 예산배정 등 마스터플랜/액션플랜/기술로드맵
국정반영/이행을 위한 준비업무 착수사례

미디어, 정책문서
연수/워크숍
참여자

사업종료 후 3년간
1년 주기 정기조사

문헌조사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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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과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ㅇ K-Innovation 프로그램 차년도 사업부터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한 성과프레임워
크를 활용하여 성과관리 시행 예정
- 성과프레임워크에 따른 성과정보의 활용체계와 세부방안을 제안
- 제안한 성과프레임워크를 2022년 시행될 페루 국가과학기술혁신위원회
(CONCYTEC)와의 <페루의 국가 유망분야 과학기술 기획 및 기술예측 사업>
을 예시로 적용
<표 3-2> 2022년 페루 사업의 성과모델 예시
ㅇ 본 페루 국가 유망분야 과학기술 기획 및 기술예측 사업은 두 개의 성과모형 중
국가 수준의 성과모형에 해당함에 따라 이를 기반으로 페루의 성과모형(안) 개발
- 주요 활동(Activities): △페루의 STI 현황분석 △정책자문 제공 △연수/워크숍 수행
- 산출물(outputs): △연수 프로그램 참여한 이수자 △분야별 핵심영역 추진전략(안)
- 성과(outcome): △전략문서 활용 △연수 참여자의 정책 수립역량 강화
- 중장기적 영향(impact): 페루 STI 분야 발전

자료: 연구진 작성

ㅇ 그동안 정립되어있지 않던 과학기술 ODA 사업에 대한 성과 프레임워크를 개발
함으로써 과학기술 ODA 및 관련 개발컨설팅, 기술협력 등 정책자문 ODA 사업
의 성과관리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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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결론
제1절 2021년도 사업 요약

□ 2021년도 사업 요약
○ 2021년 8차 연도 국제기술혁신협력사업은 총 4개국을 대상으로 정책자문을 제
공함

○ 2021년 사업 대상국은 가나, 라오스, 인도네시아, 캄보디아로, 가나는 1차 연도
사업을 시작했으며, 아시아 3개국은 2차 연도 사업을 수행하였음

<표 4-1> 2021년도 4개국 사업 목록
국가
(협력기관)

제목

가나 혁신연구상용화센터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가나
마스터플랜 수립 자문
(환경과학기술혁신부)
[융합] 가나의 기술혁신지원제도 고도화를 위한 정책자문

라오스
(기술통신부)

라오스의 과학기술혁신 연구개발 및 적용을 위한
국가 마스터플랜 수립 자문

사업 기간

2021~2023

2020~2022

[융합] 라오스 바이오·보건의료 연구개발 및 협력안 도출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의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조정 메커니즘, 제도 및 금융시
스템) 자문

(국립과학원)

2020~2022

[융합] 인도네시아 과학기술 거버넌스 정책 자문 및 공동연구
캄보디아의 국가 기술전략 및 기술로드맵 수립을 위한 역량강화
캄보디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융합] 캄보디아 3대 국가전략기술 도출

20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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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정책자문은 협력국 과학기술 담당 중앙부처 및 국립연구소 등 과학기술
전문 공공기관에 대해 국가 과학기술 전략과 기관설립·운영 전반에 대한 거버넌
스 등의 주제에 대해 실시함

○ 2020년에 이어 COVID-19 상황이 지속되어 현지 조사와 초청연수 등이 불가능
하여 온라인 착수회의-온라인 연수 프로그램 개발-국내 성과확산 포럼개최 및
현지 송출 등으로 전면 비대면으로 전환함

○ 온라인 연수프로그램 개발 가운데 과학기술혁신 정책관련 수요가 높은 주요 분야
를 선정하여 주제별 콘텐츠를 모듈화함
- 2020년 7개 분야에 이어, 2021년 22개 분야 모듈화를 완료함
- 모듈화된 콘텐츠 중 13개를 동영상으로 제작해 온라인 연수프로그램에 활용했
으며, 향후 초청연수가 가능해지는 경우에도 사전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으로

→

제공하여 초청연수 시 일방향 강의식 전문가와의 대화 및 현장방문을 통한 쌍
방향 교육훈련으로 연수의 효과성 제고에 활용 예정

□ 2021년 국가별 정책자문 성과
○ 가나 「혁신연구상용화센터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지원
- (성과) 가나의 기술혁신지원프로그램 현황 분석 및 한국 경험 기반 정책 제언을
바탕으로 가나의 정부-공공연구기관-민간분야 간 협력체계 강화, 혁신기술 연
구 육성 및 연구 성과의 실용화 도모
- (산출물) “Analysis of TISPs of Ghana and Sharing Korean Experience”
국·영문 보고서
- (향후 계획) 1차 연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2차 연도 가나의 국립 혁신연구상
용화(GIRC)센터 마스터플랜 수립 및 3차 연도 파일럿 프로그램 운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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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오스 기술통신부 「과학기술혁신 연구개발 및 적용을 위한 국가 마스터플랜
수립」지원
- (성과) 한-라오스 고위급 회담 및 론칭 세미나(라오스 공무원 참석 50여 명) 개
최, 한-라오스 과학기술혁신 수요 설문조사 실시

｢

｣

- (산출물) 한-라오스 국가과학기술혁신 분석보고서 1편: 대학·연구소·인력 편

- (향후 계획) 한-라오스 정책 역량강화 연수, 라오스 국가 STI 마스터플랜 초안
작성 및 라오스 기술통신부 제출

○ 인도네시아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조정 메커니즘, 제도 및 금융시스템) 」자문
- (성과) 인도네시아 국가연구혁신청(BRIN)의 기존 연구기관 통합을 지원, 특히
과기정책 싱크탱크 인력의 역량 강화
- (산출물) 영문 정책자문보고서

｢Arrangement

of STI Governance:

Coordination Mechanism, Institutional Framework and Financial

｣

System and Investment in Indonesia 발간
- (향후 계획) 제시한 정책 자문 결과의 반영 여부 및 BRIN으로 대표되는 신국가
연구개발시스템의 운영 모니터링 및 필요시 추가 자문

○ 캄보디아 「국가 기술전략 및 기술로드맵 수립을 위한 역량강화」지원
- (성과) 캄보디아의 과학기술 기본계획의 실행과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국가 전
략기술에 대해 1차 국가기술로드맵 작성
- (산출물) “Guideline of Cambodia National Technology Roadmap”과 보
건, 교육, 농업 분야의 “Cambodia National Technology Roadmap” 영문
및 크메르어 보고서
- (향후 계획) 3차 연도인 2022년에 3개 분야 전략기술에 대한 국가기술로드맵을
추가 작성하여 전체 국가기술로드맵을 완성하여 정부 공식 계획으로 승인 추진
및 공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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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성과관리 및 확산
○ 종료사업에 대한 성과확인을 통해 사후평가 준비 및 사업 성과관리 고도화를 위
한 프레임워크 수립
- 아제르바이잔 등 종료사업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난 정책자문의
결과가 정책화되기 위한 사후 지원 강화
* 예: 영문보고서의 현지어 번역본 제공 및 현지 출판기념회 개최

- 차년도 사업부터 적용가능한 성과관리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고, 이를 실제 적용
할 연구팀 성과관리 교육을 통해 성과 관리체계의 고도화와 함께 연구원 내 성
과관리 전문화 추진

○ 과학기술혁신 ODA 관련 논의의 범위 확대 및 최초 성과확산 포럼 개최로 국내
관심 환기
- 과학기술ODA 포럼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하여 디지털 뉴딜 ODA 추진 등
변화하는 국제개발협력 지형에 맞는 과학기술혁신 ODA 의제 발굴
- 과학기술 ODA 주체뿐 아니라 개발협력 연구자들과의 의제공유를 통한 사업과
연구결과 확산
- COVID-19으로 현지 성과확산 활동 제약을 극복하고 국내 관련기관 및 국내
유학중인 협력국민에 사업성과 확산을 위해 K-Innovation 성과확산 포럼을
국내에서 최초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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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국제기술혁신협력사업(2014~2021) 사후 관리 성과

□ 다년도 수행했던 사업들을 중심으로 협력국 내 제도개선, 기구 설립, 정
책 반영, 후속사업 등 성과 확인

○ 정책 반영, 기관설립 등 즉각적인 성과 확인이 어려운 과학기술정책자문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중장기 사업으로 발굴 추진 중임

○ 아제르바이잔(2018, 2019~2020): 단계적 사업 발전, 기관설립
- 교육훈련사업(2018) 과정에서 정책자문 사업 발굴→다년도 정책자문 사업
(2019~2020)으로 발전한 단계적 사업 추진 사례
- 국가수준의 기술이전/사업화 기능을 담당할 ANAS-HTP(하이테크파크)마스터
플랜 정책자문(2020)으로 제안에 따라 ‘보육 및 기술이전 센터(Incubation
and Technology Transfer Center)’ 설립(2021. 3.)
- 2020년 제시한 ANAS-HTP 마스터플랜 내 3대 운영프로그램의 실무역량강화
를 주제로 2022년부터 다년도 정책자문 ODA 사업 신규 발굴

○ 에티오피아(2014~2018): 기관설립, 협력국 예산 활용 후속사업 실시
-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설립 및 운영(2014~2015), 산업 분야 국가기술로드맵
및 액션플랜(2016~2017), 과학기술특성화대학 CoE의 과학기술 연구개발 역
량강화(2018) 정책자문 실시
- 아다마과학기술대학의 수요를 반영하여 위성 분야 기술역량 구축과 기술이전
시범사업 추진(STEPI-KAIST-KARI 협업) 후 ASTU 위성 운영지상국 개소
(2018. 12.)
- 정책자문 수원국 예산을 활용한 후속사업으로 에티오피아 공과대학 및 과학기
술대학 교수요원 파견사업(EECBP, 2016~2020) 실시

○ 캄보디아(2018~2019, 2020~2022 계속): 부처 설립, 국가전략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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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로드맵 관련 과학기술정책자문 및 후속사업 실시
- 자문결과 수립된 ‘STI Policy 2019-2025’가 ‘STI Policy 2020-2030’으로 수
정·발전되어 캄보디아 최초의 국가과학기술혁신계획으로 최종 승인을 얻음
(2019. 3.)
- 위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기존의 산업수공예부(Ministry of Industry and
Handcraft)를 산업과학기술혁신부(MISTI: Ministry of Industry,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로 변경하는 안을 최종 승인(2020. 1.)

제3절 시사점 및 향후 추진방향

□ 중장기·단계적 정책자문을 통한 협력국의 변화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과 창출 필요

○ 과학기술 분야의 정책자문 ODA 사업의 특성상 협력국 과학기술 관련 지표의
급격한 상승이나 R&D 결과물의 도출 등 단기적으로 사업 효과를 확인하기 어
려움

○ 8년차를 맞은 2021년은 사업의 초기부터 최소 3-4년 이상의 사업을 지속한 국가
들에서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 성과를 보인 사업들은 ① 단기 교육훈련 프로그
램→정책자문 사업, 또는 ② 마스터플랜→세부 전략 및 추진역량 강화 등 중장기
에 걸쳐 단계적으로 사업을 기획·발굴·추진한 사례들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

○ 향후 본 사업이 신규사업을 발굴하거나 기획할 때, 종료사업의 후속 사업이 필요
한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신규 국가에 대해서는 기획초기부터 성과목
표를 최대한 구체화하여 단계적 사업을 구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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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적인 성과관리를 위한 성과 프레임워크 개선과 체계 구축의 중요성
증대

○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성과관리와 평가·환류가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의 지
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과학기술혁신을 통한 협력국 역량
강화와 지속발전)를 달성하기 위해 고도화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
요함

○ 정책자문 ODA의 성과관리는 실제 환경의 변화(영향, impact)보다는 결과
(outcome)을 측정하는 기본방향은 유지하되, 사업환경과 주제에 따라 세부요소
는 변형된 형태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교한 프레임워크와 전문화된 성
과관리 인력의 역량이 필수적임

○ 2021년 사업기간 동안 성과관리 프레임워크를 수립했고, 이를 적용하기 위해 내
부 연구진을 대상으로 성과관리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2022년 사업부터 적용함
으로서 사업관리의 고도화와 성과관리 전문화 노력 강화예정임

□ 디지털전환 가속화를 통한 Post-팬데믹 경제회복 추구 경향에 따른 과학
기술혁신 ODA의 새로운 수요 파악 및 적시에 유연한 대응 필요

○ 국가과학기술혁신체계 관련 전통적인 주제 이외에 디지털 기술기반 창업보육, 데
이터 기반 경제, 4차산업혁명 기술예측 등 디지털 전환 관련 다양한 신규주제들
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음

○ 이에 대비한 한국의 사례와 경험을 분석하고 연구하여 지식을 공유하는 한편 유
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신규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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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표 1> K-Innovation 사업경과(2014~2019년도)
Year

Country

Project

Type

2014

Ethiopia

Policy Consultation on Capacity Building for CoEs in Science
and Technology Universities

정책
자문

2015

Ethiopia

Policy Consultation on Capacity Building for CoEs in Science

정책

and Technology Universities

자문

2016

Ethiopia

Policy Consultation on Capacity Building for CoEs in Science
and Technology Universities

정책
자문

2016

Ecuador

Policy Consultation on the developing of Yachay City of
Knowledge (2016-2017)

정책
자문

2016

Peru

Technical Advice for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정책

Technological Innovation Program for Competitiveness in Peru

자문

2017

Ethiopia

Policy Consultation on Capacity Building for CoEs in Science
and Technology Universities

정책
자문

2017

Ecuador

Policy Consultation on the developing of Yachay City of
Knowledge (2016-2017)

정책
자문

2017

Peru

Technical Advice for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Technological Innovation Program for Competitiveness in Peru

정책
자문

2018

Tanzania

Policy Consultation on Developing a National Technology

정책

Roadmap for Accelerated Industrialization

자문
정책
자문

2018

Tunisia

Policy Consultation on the Support to the Establishment of an
Effective National System of Technology Transfer (NTTS) in
Tunisia

2018

Uganda

Policy Consultation on Strengthening Uganda National STI
System and Establishment of the STI Parks

정책
자문

2018

Ethiopia

Policy Consultation on Capacity Building for CoEs in Science
and Technology Universities

정책
자문

2018

Sri Lanka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STI) Policy Formulation
and R&D Commercialization in Sri Lanka

교육
훈련

2018

Azerbaijan

STI Policy Development and Management & Operation of STI

교육

Parks in Azerbaijan

훈련

2018

Cambodia

Policy Consultation on National STI Policy Development and
STI System Management for Cambodia Policy Makers

정책
자문

284 2021년도 국제기술혁신협력사업

Year

Country

Project
Evaluation of STI Policy and its implementation and Review of

정책
자문

2018

Indonesia

2019

Tanzania

2019

Tunisia

2019

Uganda

Policy Consultation on Strengthening Uganda National STI
System and Establishment of the STI Parks

정책
자문

2019

Sri Lanka

Supporting Improvement of STI Policy and Institutional and
Legal Framework of Sri Lanka

정책
자문

2019

Azerbaijan

Promotion of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in

정책

Azerbaijan

자문

2019

Vietnam

Strengthening the Capacity of Foresight for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STI) Strategic Planning in Vietnam

정책
자문

2019

Cambodia

Policy Consultation on National STI Policy Development and
STI System Management for Cambodia Policy Makers

정책
자문

2019

Indonesia

Evaluation of STI Policy and its implementation and Review of
Science and Technology Park (STP) Policy and Management in
Indonesia-

정책
자문

2020

Lao PDR

National Master Plan for STI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정책
자문

2020

Indonesia

Application in Lao PDR
Arrangement of STI Governance: Coordination Mechanism,
Institutional Framework & Financial System and Investment in

2020

Cambodia

2020

Sri Lanka

2020

Azerbaijan

2020

Vietnam

Science and Technology Park (STP) Policy and Management in
IndonesiaPolicy Consultation on Developing a National Technology
Roadmap for Accelerated Industrialization
Policy Consultation on the Support to the Establishment of an

Type

Effective National System of Technology Transfer (NTTS) in
Tunisia

Indonesia
Capacity Building and Pilot Implementation Program on
Technology Roadmap

정책
자문
정책
자문

정책
자문
정책
자문

Supporting Improvement of STI Policy and Institutional and
Legal Framework of Sri Lanka

정책
자문

Promotion of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in
Azerbaijan
Strengthening the Capacity of Foresight for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STI) Strategic Planning in Vietnam

정책
자문
정책
자문

자료: 선인경 외(2020). 2020년도 국제기술혁신협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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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2021 K-Innovation ODA Program
ㆍProject Leader: Ji Hyun Kim· Wangdong Kim
ㆍProject Participants: Jung Won Lee · Deok Soon Yim · Inkyoung Sun · Eun
joo Kim · Young-Jin Kim · Jehyun Yu · Seohee Yoon · Jiyong An ·
Jeehye Min · Shinae Kang · Elly Hyanghee Lee

During the last 10 years, the ODA in Korea showed an average annual growth rate
of 11.9%, recording the highest growth rate among OECD DAC member nations, with
the amount of aid increasing by more than double from 1.17 billion dollars of 2010
to 2.52 billion dollars of 2019. Korean ODA has grown in expertise as discussions and
research on development cooperation in expert circle specializing in quantitative growth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grew. Furthermore, to achieve the SDG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Korea agrees with the potential and importance of STI,
striving to further ODA and diplomacy in science and technology based on the STI of
relevant governmental departments such as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and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he K-Innovation ODA Program is one of the representative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STI) policy ODA program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program is in line
with the increased demand of the STI policy support in developing countries and the
changed landscapes of development cooperation worldwide. The partner countries have
benefited not only policy consultation but also competency enhancement training and
networking with Korean experts in related fields in order for the developing countries
to effectively design and implement their national STI policy. Through this program,
policy consultation and training services have been provided to 13 developing countries
in Africa, Asia, and South America since 2014. In 2021, the program entered its 8th
year and four partner countries participated: the Republic of Ghana, the Lao Peo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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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cratic Republic, the Republic of Indonesia, the Kingdom of Cambodia.
The STEPI's projects with Lao PDR, Indonesia, and Cambodia were in the second
year of their three-year project period. The project with the Ministry of Technology and
Communications(MPT) in Lao PDR was to support the formulation of the first National
STI Master Plan on Application of Technology and Innovation for Sectorial in Lao
PDR. This year, STEPI research team shared Korea’s knowledge and experiences on
higher education, STEM professionals, government research institutes, etc., and also
analyzed institutional landscape and R&D capacity of Lao PDR.
The project with National Research and Innovation Agency(BRIN) in Indonesia aims
to support building a new STI think tank, designing evaluation mechanism for national
research program, and restructuring STI regulations in Indonesia. In 2021, STEPI and
Indonesia research team closely cooperated conducting a comparative study on the three
research themes between Korea and Indonesia and derived policy recommendations and
implications. The Project with Ministry of Industry,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MISTI) in Cambodia has an objective to support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technology strategy and technology roadmap of strategic technologies. Through
the

policy

consultation

provided

by

STEPI,

three

national

strategic

technologies-agriculture, health, education- were selected and the technology roadmap
had been developed this year.
Ministry of Environment, Science, Technology & Innovation(MESTI) in Ghana newly
participated the K-Innovation ODA Program in 2021. The Ghana project is also a
three-year project to design a master plan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Ghana
Innovation & Research Commercialization(GIRC) Centre. In 2021, the research team
focused on analyzing the status of Ghana’s Technological Innovation Support
Programs(TISPs) and strengthening policy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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