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덕이노폴리스 포럼 토론자료 

미래부 윤헌주 국장

□ (인사말씀) 우선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대덕이노폴리스

포럼 회장님과 이부섭 과총 회장님, 김차동 특구재단 

이사장님께 감사드림. 아울러 토론에 앞서 감명깊은 

강연을 해주신 정근모 장관님께도 감사와 경의를 표함

□ (과학기술의 중요성) 정부 R&D는 과거 우리나라 경

제성장 동력으로서 우리나라가 세계적 국가로 성장하

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해왔음

□ (질적도약 시점 도래) 최근까지 R&D투자의 양적 확대는

지속되어 왔음. 이제는 국가적으로 R&D 질적성과 및 

연구생산성 제고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 이에 우리부는 미래 50년의 R&D혁신을 창출할 R&D

시스템 개편을 추진 중이며, 지난 5월 재정전략회의 

상정을 통해 R&D 혁신방안을 수립․시행중에 있음

○ 혁신방안은 정부R&D의 틀을 근본적으로 혁신하여 질높은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중소기업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R&D혁신방안) 혁신방안은 ①정부·민간 / 산·학·연 간 

중복 해소, ②민간수탁 비중확대 등「정부 출연(연) 혁신」,

③정부 출연(연) 및 대학의 중소 기업 연구소화, ④전략적·

질적 성과관리를 위해 R&D 기획·관리체계 혁신, ⑤정부 

R&D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등 5개 분야 38개 과제로 구성

○ ’15. 8월 기준 14개 과제 조치완료. 연말까지 모든 과제

행정조치를 완료 예정. 향후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지속 협의 및 현장점검을 통해 현장착근 노력 계속

□ (중장기 전략의 필요성) 한편 우리나라는 한정된 R&D

자원으로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선택과 집중’이 

요구되나, 국가 차원의 R&D 투자전략이 부족

○ 선진국 뿐 아니라 중국 등 후발국과의 경쟁에서 살아

남기 위한 전략적 투자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나,

그간 중장기적 관점의 투자방향 제시는 미흡

○ 이에 우리부는 정부 R&D의 투자효율성을 제고하고 

전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R&D 중장기 투자전략’

을 수립하고 있음

- 중장기 전략과 연계하여 기술 분야별 R&D투자 우

선순위에 근거한 예산 배분ㆍ조정을 정착시켜 선택

과 집중을 강화하고 낭비적 요인 제거



□ (과학기술 미래전략) 또한 미래예측에 기반한 과학기술

정책 수립을 위한 ‘과학기술 기반 미래전략’도 준비중

○ 한국사회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미래

이슈에 대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대응전략

- 전략수립 첫단계로 우리사회의 도전과 기회요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10년 후 당면할 주요이슈를 분석하였는데

저출산 고령화, 불평등, 저성장 등 10개 이슈가 선정

- 앞으로 이번에 선정된 미래이슈 중 매년 2~3개의 이슈를

선정하여 대응전략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

○ 특히 미래이슈와 연관된 과학기술을 분석하여 대응전략

뿐 아니라 연구개발투자와 신산업 발굴까지 연계되도록

하여 국민 삶의 질 제고와 저성장 극복을 도모할 예정

□ (마무리) 우리나라는 지난 50년 간 과학기술을 통해 눈

부신 경제 성장을 이뤄왔음. 조선, 자동차, 반도체, 휴대폰과

같은 주력 산업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게 되었음

○ 미래부는 올해 광복 70년을 기념하여 과학기술 대표성과

70선 선정을 통해 국가발전에 기여한 과학기술의 역할을

조명한 바 있으며, 저는 21세기 초일류 국가 건설도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서 달성이 가능하다고 확신함.

○ 과학기술은 다양한 주체가 공동 노력해야 성공할 수 

있는 분야. 산학연관이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해서

추진해야 발전 가능. 정부는 향후 지속적 현장소통을 



통해 혁신방안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이 실효성있게 

현장착근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 경청에 감사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