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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연구하는 산업’본격 육성한다!
- 미래부, ｢연구산업 육성전략｣ 6월까지 수립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지능정보사회의 도래를
대비하여 연구산업 육성전략 수립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고자, 산학연
각계 전문가들로 포럼을 구성, 19일 첫 모임을 가졌다고 밝혔다.
□ 연구산업이란 국가경쟁력의 원천인 연구를 연구하는 산업으로,
ㅇ R&D 각 단계별로 투입․산출되는 자원 및 결과물들을 연계하여
부가가치화 할 수 있는 다양한 비즈니스 생태계를 의미하며, 연구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토대를 보다 강화해 나가는 것이다.
□ 연구산업 육성 분야는 크게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ㅇ 우선 첨단연구장비 분야이다. 장비개발에 필요한 원천기술 확보
지원 및 연구장비 기술 상용화 촉진 인프라(테스트 베드 등) 구축
등을 통해 외산장비 의존을 탈피하는 것이 주요한 이슈이다.
ㅇ 또한 연구개발 전문기업(CRO 포함) 및 시험․분석업체들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지원과 연구개발컨설팅, 특허관리․기술사업화 지원
등 연구관리 기업들의 역량강화도 연구산업 육성의 핵심 영역이다.
*

* 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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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마지막으로, 과학기술 연구개발 빅데이터의 개방․활용 및 공공재
역할을 하는 첨단기술개발 등 연구개발 관련 새로운 서비스․상품
개발 및 사업화 영역의 발굴이 포함된다.
< 연구산업 분야 >
구분

주요내용

연구장비

첨단연구장비 개발, 유지․보수 등

수탁연구

연구개발 전문기업(CRO 포함) 및 시험․분석업체 등

연구관리

R&D 기획, IP 관리․기술사업화 지원, 프로젝트 관리 등

지능정보사회
신서비스

공공 R&D를 통해 생성된 연구 빅데이터 관리, 활용 등

□ 미래부는 향후 포럼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연구산업 전반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담은 육성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며,
ㅇ 이와 병행하여,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연구산업” 육성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 미래부 이진규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지능정보기술의 발전 및 개방형
혁신 트렌드의 확산에 따라, R&D를 지원하는 다양한 분야를 총체
적인 관점에서 연계․종합하여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연구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임종윤 서기관(☎ 02-2110-276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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