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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혁신의 공공연구부문 적용방안 연구:

KIST ORP 사례를 중심으로

*

이창근*· 강대신**· 정선양***

국문요약

개방형혁신(Open Innovation)이 주창(Chesbrough, 2003)된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이론적·실증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공공연구 분야서는 제한된 정부 연구재원 확보를 위한 경쟁이 우선시 

되어 왔고, 따라서 개방형 연구를 위한 동인과 실증사례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KIST가 자체 묶

음예산을 외부 연구자에게 개방한 ORP사업을 분석하여 공공연구 분야에서의 개방형 혁신연구 적용가능성과 

확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Since Henry Chesbrough coined the term “open Innovation”, active theoretical and empirical research 

has been conducted in many sectors. In Korea, private business sector took an active role in open 

innovation research and its adaptation. However, many public research institutes failed to follow the private 

sector’s suit because they compete each other for limited fund from Korean government.  The present 

research analyzed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KIST) Open Research Program which 

pioneered open innovation research by sharing KIST research fund with third party entities and proposed 

a way to apply the KIST case to other public sectors.

I. 서론

Henry Chesbrough에 의해 개방형혁신(Open Innovation)이 주창(2003)된 이래로 다양한 분야에서 이론적·

실증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구글스칼라에서 “open Innovation”은 이백구십만건 이상의 자료가 검

색되고, Chesbrough의 저서 “Open Innovation”은 인용 건수가 일만회를 넘어서는 등(Google 학술검색, 2015. 

5월) 개방형혁신이 혁신의 주요한 이슈로 자리 잡고 있다.

개방형혁신은 그동안에 내부연구재원을 중심으로 추진된 기술혁신활동을 이제는 외부 혁신주체들과 협력

하여 외부의 혁신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혁신의 성과를 높이자는 것이다(Chesbrough 2003, 정선양 2011).

개방형혁신에 관한 연구는 주로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최근에는 그 

적용 분야도 확대되고 있으며 이제는 개방형혁신이 기업의 범위를 넘어서 공공연구기관을 포함한 비재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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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도 적용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West 2014).

한편 개방형혁신에 관한 연구가 아직까지는 이론 위주의 연구가 주된 흐름이어서 그 개념이 모호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으며(Huizingh 2011, Tidd & Bessant 2013), 사례연구 등을 통해서 이를 구체화하는 연구

가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공연구 분야서는 PBS제도 하에서 제한된 정부 연구재원 확보를 위한 경쟁이 우선시 

되어 왔고, 따라서 개방형 연구를 위한 동인과 실증사례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학에 비해 

공공연구기관의 연구비 규모가 크기 때문에 성과 제고를 위해서 개방형혁신의 공공연구기관 적용에 관한 연

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KIST가 자체 묶음예산을 외부 연구자에게 개방한 ORP사업 사례를 개방형혁신 관점에서 

분석하여 공공연구 분야에서의 개방형혁신 연구 적용가능성과 확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Chesbrough는 기업이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시장에 내놓는 방법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동안

에는 기술혁신활동을 내부연구재원을 중심적으로 활용하여 추진하여 왔으나 이제는 외부 혁신주체들과 협력

하여 그들의 혁신역량을 활용하여 혁신의 성과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Chesbrough 2003, 정선양 2011).

Research Developmen

[그림 1] 개방형혁신 모델

자료: Henry Chesbrough, Open Innovation: The New Imperative for Creating and Profiting from 

Technology(Boston, MA: Harard Business School Press, 2003)

개방형혁신이라는 단어는 앞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는 개방형 혁신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히

려 기업경영에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향후에는 개방형혁신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주장하였다.(Huizing, 2011)

Harmel 외(1989)는 기업이 자신이 가진 역량을 잘 지키면서 한편으로는 경쟁자와의 협력(Competitive 

Collaboration)을 통해 내부역량과 기술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경쟁적우위 확보를 위

한 폐쇄적 기업경영전략으로부터 벗어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진일보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주된 

관심은 기업의 내부역량을 지키면서 외부의 역량을 흡수하는 것이어서 경쟁에서 협력으로 가는 과도기적인 

주장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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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ncer(2003)는 지식공유전략(Knowledge-Sharing Strategy)을 제시하면서 기업이 보유한 지식을 잘 보호

해야 성과를 높일 수 있다는 기존 관념과는 달리, 자신의 지식을 적극적으로 타 기업과 공유한 기업의 경영성

과가 더 높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그는 기업이 국가혁신시스템(National Innvation System), 

글로벌혁신시스템(Global Innovation System)을 통해 자신의 지식을 더 활발히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Spencer, 2003).

Johan Schot은 혁신정책이 경쟁으로부터 Transformative Change로 변화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국제기술환

경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경쟁체제로는 지구온난화, 환경 등 글로벌 현안을 해결할 수 없고, 혁신주

체들이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정선양 2011, Johan Schot 2015).

한편, Laursen and Salter(2006)은 개방형혁신과 성과간에는 곡선적관계(Curvelinear Relationship)가 있음

을 밝히면서 너무 과도한 개방형혁신은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개방형혁신의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개방형 혁신에 관한 국내연구로서, 이장재·이강춘은(2011) 출연(연)은 개방형혁신 개념이 가장 취약하다고 

지적하고 기업 혁신을 위하여 개발된 개방형혁신을 정부출연연구소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적용 및 활용

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 개방성을 확대한 정부출연(연)의 비즈니스 모델 전환 방향으로 다음의 다섯 

가지를 제안하였다. 1. 장기적 대형 국가 전략기술 및 공공기술개발과 융복합기술 개발 주체, 2. 국가전략

R&D 기획 주체, 3. 국내외 산·학·연 협력의 장, 4. 글로벌 수준의 공공R&D 주체, 5. R&D협력네트워크의 

중심 주체.

임덕순 외는(2008) 과학기술혁신의 글로벌 환경 하에서는 개방형시스템을 받아들이고 혁신자원들을 통합

하는 글로벌혁신시스템(Global Innovation System)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이를 국가차원에

서 종합적으로 관리 수행할 CINO(Chief Innovation Officer) 기능의 정립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강병수 외는(2013) 중소기업의 개방형혁신 활동 모델을 설문분석을 통해 검증하고 중소기업이 개방형혁신 

활동과 관련된 애로사항과 정부지원 요구사항을 도출하였다. 또한 개방형혁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

업 Open Innovation High-Way 시스템 구축”에 관한 모델을 제시하였다.

III. KIST ORP사업 사례

최근 R&D 혁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R&D 혁신이 그리 새로운 

주제는 아니지만 GDP 대비 국가 연구개발비 비중이 세계 1이이면서도 성과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인 

우리의 경우는 이를 계속 추구해야하는 화두임에는 분명하다. R&D 혁신이 중요하고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

되었지만 정작 현장에서 지금까지의 R&D 운영 방식을 크게 바꾼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그렇지만 

지난 2012년 이공계 종합연구소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하 KIST)은 사회문제해결이라는 국가적 어젠다 해

결을 위한 개방형연구(Open Research Program, 이하 ORP사업)라는 새로운 시도를 하였는데, 본 장에서는 

이에 대해 그 내용을 상세히 다루고자 한다.

재난·재해 등 사회적 현안에 대해 과학기술계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증가하면서, 

KIST를 포함한 정부출연연구소(이하 출연(연))은 국가사회적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강도 높은 노력을 요구받

게 되었다. 출연(연)이 담장을 허물어 학･연･산 공동 연구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대형 융합연구, 통합적 해

결 기술, 실용화 및 사회･경제적 기여 등 전주기적 연구를 통해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야 하는 요구는 지속

되어 왔다. 그러나, 그간 실질적으로 출연(연)의 역량을 집결한 공동 연구는 수행되지 못하는 실정이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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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거버넌스 및 유사･중복 연구, 저조한 협력 등을 계속 지적받아왔다.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개인 연구과제 중심의 PBS 제도에 관하여 그간의 부작용에 대한 지속적인 이슈

화로 근본적인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그 개선책의 하나로, 2013년 출연(연) 기관장 재량으로 연구사업을 

기획․추진할 수 있는 묶음예산(Block Funding)이 편성되었으며, 이 묶음예산은 출연(연)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안정적으로 전략분야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출연(연)의 연구 효율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KIST는 시대적인 국가 수요에 부합하는 R&D 수행 임무를 강화하기로 결정하고, 할 수 있는 연구가 아니라 

국가･사회적 요구가 큰 ‘해야만 하는 연구’를 발굴하기로 하였다. 국민 실생활에 다가서는 차별화된 임무수행

형 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한 결과, 과학기술을 통해 사회문제를 포함한 국가 현안 문제의 해결을 목표로 하는 

ORP사업으로 R&D 혁신을 추구하기로 하였다. 

혁신에 대한 진정성과 실절적인 성과를 달성하고 폭넓은 시각에서 해야만 하는 연구를 도출하기 위해, 과

학기술 R&D, 정책 및 기술 기획･분석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융합R&D기획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기획위

원의 구성은 외부 전문가를 70%이상으로 구성하고, 메가트렌드 분석, 국가 중장기 R&D 전략 모니터링, 국

내･외 유망기술 1,500여개에 대한 조사 분석을 수행하였다. 

더불어, 융합R&D기획위원회에서는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와 KIST 추진 적합도, KIST역량과 공공성 및 

기초원천성 등을 분석하였다. 5점 척도로 평가하였는데, KIST가 추진하기 적합하며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로는 사회적 재난대응, 미래 스마트소재, 난치성 질병극복 등이 도출되었고, KIST 역량 대비 공공성 

역시 사회적 재난대응과 난치성 질병극복이 가장 높은 순위를 보였다. 반면 KIST 역량 대비 기초원천성은 

미래 스마트 소재와 난치성 질병극복이 높게 나타나, 포트폴리오 분석에서는 대체적으로 난치성 질병 극복이 

가장 우세한 분야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A : 산업계 협력연구, B : 평균 수준 지원, C : 소규모 추진과제, D : 중점추진 기술

[그림 2]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와 KIST 추진 적합도 포트폴리오 분석

사회문제를 분석하여 해결 과학기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사회･기술기획 방법론을 새로이 도입하였다. 과

학기술 연구자들이 기술 중심으로 과제를 기획하는 기존의 기술기획이 아니라, 사회･기술기획은 사회문제를 

분석하여 그에 맞는 과학기술 해결책을 기획하는 방법론이다. 보통 1년여의 시간이 소요되며 사회문제로 인

해 피해를 입는 당사자들의 입장과 의견을 반영한다. 그러나, 짧은 기획일정에 맞도록 사회･기술기획 절차를 

간략화하여, 사회문제 분석과정을 문제의 정의와 현황, 문제 유발 원인과 피해 사례, 파급 영향, 과학기술을 



- 168 -

통한 해결 노력 및 개발된 과학기술, 최근 3년간 KIST가 수행한 과학기술적 해결 노력, 국내 관련 연구사업 

현황 등 다양한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는 것으로 그 범위를 정하였다. 

[그림 3] 사회･기술기획을 활용한 문제분석

ORP 사업은 정부 및 공공기관의 R&D 혁신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미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사업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융합연구단 사업이다. 미래부 사업과 ORP 사업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미래부 ‘사회문제해결형 기술개발 사업’과 KIST ORP 사업 비교

항목 미래부(원천연구과) KIST

후보분야 도출 문가+일반국민
외부 문가

(융합R&D기획 원회)

R FP 범 연구개발 기술의 구체 인 사양 문제해결 방향만 제시

문제해결을 한 

연구개발 내용

사  기술수요조사를 통해 문제해결을 

한 연구개발 내용을 결정하고 공고

(단일한 연구개발)

연구자(응모 사업단장)가 문제해결을 

한 연구내용을 제안

(다양한 연구개발 내용 수렴)

KIST 개방형 연구사업은 향후 출연(연)이 추진해야 할 융복합 R&D 방향을 선도적으로 제시하였다. 대개

의 정부사업이나 출연(연) 연구개발사업이 단위기술 개발 중심인데 반해, 대형 융복합 연구사업이자 문제해결

형 통합 솔루션 제공이라는 차별성을 갖는 사업이다. 첫해였던 2013년은 대외 홍보 및 사업에 대한 내･외부 

연구자들의 이해가 부족했던 반면에, 2014년도 신규 사업의 경우는 내･외부 연구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

았으며 여타 다른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못지 않는 경쟁율을 보였다. 이는 국가･사회 전반적으로 연구역량을 

결집한 실증형 융합 연구 필요성에 대한 연구자들의 공감을 방증하며, 출연(연)뿐 아니라, 국내 연구자들이 

기술개발을 통한 국가적 현안 해결과 국가와 사회에 대한 임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기도 한다. 

또한 문제에 대해 연구자들이 창의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기존사업의 RFP와는 다른 새로운 RFP

를 제안하였다. 즉, 문제만 제시하고 그 해결 방법은 연구자들이 제안하도록 한 것이다. 

[표 2] KIST ORP 사업 RFP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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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1 소화기암 조기진단·치료

목표  내용

  국내 암환자의 30%를 차지하는 소화기암( 암, 장암 등)에 한 조기진단기술과 고정  수술기술 개발 

과제 2 심장질환 조기진단·치료

목표  내용

  국내 사망원인 2 인 심장질환( 성 심근경색)은 조기진단과 처치가 매우 요한 질환으로, 이에 

응하기 한 신속하고 정확한 조기 진단  치료기술 개발 

과제 3 노약자용 헬스 어 로  시스템

목표  내용

  보행이 어려운 하지근력 하 노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한 IT기반 치서비스, 건강신호 모니터링 

등, 헬스 어 기능을 포함한 착용형 보행보조 로  헬스 어 시스템 개발

과제 4 골질환 환자를 한 생분해성 의료용 소재

목표  내용

  고령화사회 노령인구의 신체기능 하로 인한 퇴행성 골질환, 다양한 사고로 인한 성 골손상 

등을 효과 으로 치료하기 한, 생분해성 소재  생분해성 신개념 의료기기와 치료기술 개발 

ORP 사업은 기존 사업과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별화될 수 있다.

첫째,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KIST가 추진할 과제를 Top-Down 방식으로 선정하였다. 즉,  산·학·연 정책/

기획 전문가로 구성된 “융합 R&D 기획위원회”를 통해 KIST가 해야만 하는 과제를 발굴하였다.

둘째, 국가적 현안 해결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목적지향적 연구과제를 발굴하였다. 출연연구기관의 연구개

발 결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녹조, 치매, AI 등 사회현안 해결 중심의 과제를 선정하였다.

[표 3] ORP 사업 선정 평가 항목

평가 항목 평가 주안

1. 사회문제

해결 필요성

요성 안 문제가 요한가?

시 성 시 하게 해결되어야 하는가?

타당성 과학기술의 연구개발로 해결되는가? 

성 문제해결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삷의 질’ 향상이 가능한가?

차별성
정부 는 타 출연연/기 과 복되지 않는가? 혹은 복되더라도 해결 

(기술개발)의 차별화가 가능한가?

2. KIST 추진 

합성

역량 KIST  국내의 연구 주도 역량이 충분한가?

융합·개방성 개방형 학·연·산 융합연구가 가능한가? (특히, 연·연 융합)

공공성 민간부문에서는 연구하기 어려운가?

기 원천성 원천기술의 확보도 가능한가?

산/기간 규모(기간 3년, 년 30억원)에 합한가?

3. 기술개발

성공가능성

시장성 사업완료시 시제품 는 실증단계에 돌입할 수 있는가?

산업/경제성 창조경제의 신산업/일자리 창출과 한 향력이 있는가?

셋째, 연구기관 차원에서 접근 가능한 여타의 국가적 문제 해결을 위한 개방형 R&D 플랫폼을 통해 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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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하였다. 국내외 산·학·연 기관 구분없이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Dream Team 구성이 가능하도록 

기존 외부 위탁연구비율(20%)를 대폭 확대(50% 이상)하여 외부와 융합/협력 연구를 확대하였다.

넷째, ORP사업은 출연(연)이 자체적으로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개방형 R&D 플랫폼을 구축하고 정착시킨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다. 

ORP 사업의 운영에 있어서도 몇 가지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을 갖는다. 즉, ORP과제 진행단계에 대한 전주

기적 관리를 위해, 선정위원회 위원을 중심으로 ‘ORP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중간점검 회의를 통해 실질

적인 결과도출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자문하도록 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10명 내외의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하였으며, 위원장은 외부위원에서 선임토록 하여 최대한 객관적인 관점을 유지하려고 하였다.  

목표달성(문제해결)을 위해, 단순한 연구 진도표나, 상세기술의 정량적인 스펙 중심이 아닌 수요자의 니즈

를 충실히 반영하는 Moving Tarket형 운영체계를 갖추었다. 또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단과의 전주기

적인 상호 피드백을 통해, CSF(Critical Success Factor)달성을 위한 연구방향의 조정 및 점검을 실행하도록 

하였다. 

[표 4] 녹조 ORP 사업 CSF 예

핵심 성공 요인(CSF) 세부 개발 내용 최종 검증/달성 지표

( 방)

녹조

유발 인자

(인)

제거

하수처리장의 인 

제거

( 오염원)

 하수처리장에서 유출되는 인을 감하

기 해, 흡착제/공정을 개발/ 용
 흡착처리 후 인 농도 0 . 1mg/ L

하천의 인 제거

(비 오염원)

 땅에서 하천으로 유입되는 인의 감

을 해 차단막(인공습지) 개발/ 용

 차단 후 인 농도 0 . 3 mg/ L 

(유입 비 인 50% 감 수 )

하천 층부 환경 

개선

(용존산소/인)

 하천 층부의 빈산소화 방지  인 

등의 용출 억제를 해, 산소공 /

인 흡착 시스템을 개발/ 용

 시스템 용 후, 용존산소 농도 

5 mg/ L 이상  인 제거율 80 %  

이상

한국형 GLS

(Green Liver 

System)

 식물을 이용한 녹조 포자/독성 제거  

시스템
 녹조 포자/독성의 제거율 100%

( 응)

발생 후 

제거

(낙동강 장 

용이 가능한)

녹조 제거 시스템

 하천의 녹조 처리 시스템

→ 1차 음  (분쇄) 

→ GLS (독성 제거)

→ 2차 음  (재분쇄) 

→ 부착성 조류 → 응집 

→ 부상 분리 → 수거 → 회수

 녹조 감률 : 녹조경보발생수치

(Chlorophyll-a)의 60 % 수

- pilot testbed : 100톤 유입, 50m x 

100m 크기

   

ORP 사업 특징을 보여주는 예로 2013년에 출범한 통합형 녹조제어 기술개발 사업은 환경부, 한국과학기

술연구원(KIST),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

원 등으로 구성된 ‘범부처 녹조 연구개발(R&D) 협의체’를 통해 상호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있다. 수원에 있는 

서호천에 테스트베드를 설치하여 녹조발생단계별로 처리기술의 현장 적용성을 검증하고 있으며, 그간의 연구

성과를 교류하고 각 기관별로 연구의 유기적인 연계 및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 있다. 이

를 통해 기관별 녹조연구를 고도화하고 협력효과를 극대화함과 동시에 실험실 수준이 아닌 현장적용이 가능

한 최적 기술을 도출함으로서 녹조문제의 과학적인 해결을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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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CSF 및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전후 비교

구분 항목 前 後

CSF

설정 주체 연구자 련 이해당사자

표  방식 세부기술별 정량 스펙 문제해결 달성 수

이해 수 련 문가 이해당사자 집합

기 효과 측
개별 기술개발의 성공과, 

기 효과는 별개 
지표달성이 기 효과와 직결

모니터링

연구 수혜자 연구자 (개인별 연구성과) 련 이해당사자 

주요 목표 요소기술개발 통합  문제해결

연구 방향 수립 연구자 주도 수요에 의한 상시 재조정

연구단 구성 기술/연구자 기술/연구/이해당사자

과제완료 평가 논문.특허등의 정량 연구실 련 이해당사자

이밖에 기관자체에서 많은 부분을 활용하던 연구개발비도 해당 사업의 50%이상을 외부 협력기관이 활용

토록 함으로써 대내외 기관을 망라하는 드림팀 구성을 촉진하도록 하였으며, 개방형 혁신을 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해 전주기적인 체계와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운영 시스템을 정비하였다.

[그림 4] ORP 사업 추진 체계

IV. 결론 및 시사점

개방형혁신에 관한 연구와 그 적용분야가 확대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공공연구 분야 적용에 관한 실증연구

는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KIST가 자체 묶음예산으로 받은 재원을 활용한 개방형연구사업(ORP사

업)을 분석하여 개방형혁신의 공공연구 분야 확대 적용 방안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ORP사업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력운영 측면에서 개방성을 확대하였다. 외부 인사에게 연구책임자를 맡기고, 외부연구원의 참여를 

확대하였으며, 기획과정에서도 융합R&D기획위원회를 외부인사가 주축(70%이상)이 되어 구성하는 등 인적

측면에서 외부의 혁신역량을 활용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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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연구인력의 창의성을 극대화 하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 과제공모시 특정한 주제를 정하지 않고 

자유공모제를 채택(일부 과제)하였고, 과제평가에서도 논문·특허 등 정량적 평가지표를 지양하고 목표달성 여

부를 점검하도록 하였다. 한편 설정된 목표를 참여연구원 혹은 평가위원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조정

(moving target)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재정적 측면에서의 개방성이다. 연구소 자체예산을 외부기관에 50%이상 제공하는 파격적인 제도를 

채택함으로서 외부역량을 흡수하는데 주력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 개방형혁신의 공공연구부문 적용방안에 관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개방형연구를 통해 문제해결 중심의 연구로 패러다임이 변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과학기술투자에 비

해 성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오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별 기술개발을 위한 폐쇄형 연구에서 

문제해결중심의 연구로 전환되어야 한다.

둘째, 연구자의 창의성 발현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R&D는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고, 그것을 달성했느냐가 평가 척도였다. 따라서 연구자는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방법 보다

는 제시하는 스펙을 충족시키는 연구를 수행해 왔다. 설령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여러 연구자가 생각할 수 

있고,  해결하는 방법도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이러한 연구자의 창의성과 다양한 해결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셋째, 연구과제의 개방성을 확대해야 한다. 최근 KIST ORP사업의 취지와 내용을 벤치마킹한 몇 건의 국가

연구발사업이 시범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의 공통적인 부분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다양한 연구그룹이 

협력하는 네트워크형 연구이다.  그리고 이러한 대내외적인 협력이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다는 연구결과도 있

는 것처럼 연구과제의 개방은 필수적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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