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경영
정책
Science and Technology
Management Policy

전공 개요
21세기는 과학기술이 국가경쟁력을 결정하고, 경제사회 발전을 선도하는 지식기반사회이며,
혁신시스템(Innovation System)의 효율성이 국가나 기업의 경쟁력의 관건이 되는 사회이다.
과학기술정책전공에서는 과학기술에 대한 지식의 창출과 활용, 확산을 원활히 하기 위한 사회과학적
방법론과 현장경험을 갖춘 인력을 배양하는데 초점을 둔다. 경영, 경제, 행정, 법학, 사회학 등
인문사회과학적 이론을 활용하여 연구개발의 경영관리로부터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수립과 분석을 위한
방법론을 습득하고,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현안과제들에 대한 해결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과학기술정책전공을 신청할 수 있는 학생들에 대한 사전 이수과목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과학, 공학, 경제학, 경영학, 사회학 등 모든 분야의 학사학위나 석사학위를 취득한 학생은 모두 지원할

연합대학원
www.ust.ac.kr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17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Tel : 042-864-5551
Fax : 042-864-5554

참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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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학생의 전공배경에 따라 개별적으로 커리큘럼이 정해지며, 학생 개인에 따라 필수 이수 학점수가
증가될 수도 있다.

UST 교과과정

전공별 교과과정 편성 현황

부 록

INTRODUCTION OF MAJOR
Technology plays an important part in the economy as a driving force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It will continue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every aspect of society. In this environment,
‘Science and Technology Management Policies’ should foster human resources for knowledge
creation and diffusion. This major provides a multi-disciplinary approach to the study of
science. The main research interests are Technology Economics and Business Management,
Policy for Science and Technology, R&D Planning and Evaluation, Industrialization of
Technology, Design of Technological Innovation System,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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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과정
Curriculum

지원 권장학부
∙ 이공계열
∙ 인문 사회계열

••

편성 목록
구 분(Category)

교과목명(Course)

전공

과학기술 국제협력론

(Major)

선택

| Theory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Science and Technology
과학기술역사･사회학개론
| History of Science and Technology･Sociology
과학기술정책론 |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학부 선수 권장과목

기술경영론 | Manage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 경영학

기술경제론 | Economics of Technology

∙ 경제학

기술이전･사업화론 |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 통계학

기술혁신･전략론 | Technology Innovation･Strategy
데이터과학과 산업정보분석론
| Data Science and Industry Information Analysis
연구개발기획･평가론 | R&D Planing and Management
연구방법론 | Theory of Research Method
정보통신 정책론 | Telecommunications Policy
통계분석･방법론 | Statistical Analysis Methods
프로젝트관리론 | Project Management
ICT 서비스 전략론 | Strategy for ICT Services
ICT기술개론
| Introduction to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과학기술･ICT법론
| A Legal Study Science and Technology･ICT Law
기술･벤처창업 경영론 | Technology Ventures and Entrepreneurship
기술경제분석･가치평가론 | Technology Analysis and Valuation
기술마케팅론 | Technology Marketing
기술예측론 | Technology Forecasting
디지털 경제분석 | Digital Economics Analysis
비지니스모델혁신론 | Business Model Innovation
연구･기술보안론 | R&D･Technology Security
연구개발관리･계약론
| A Legal Study of R&D Management and Agreement
중소기업경영론 | Management of S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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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별 교과과정 편성 현황

부 록

편성 목록
구 분(Category)

교과목명(Course)

세미나

3P 분석을 통한 R&D성과 세미나

(Seminar)

| R&D Outcome Seminar Through 3P Analysis
국가R&D정보 활용과 정책기획 세미나
| Seminar in National R&D Data Application and Policy Planning
기술경영세미나 | Seminar in Technology Management
기술경제분석세미나 | Seminar in Technology Economic
기술예측세미나 | Seminar in Technology Foresight
기술정책세미나 | Seminar in Technology Policy
기술창업중소기업육성 세미나
| Seminar in Technology-Based Start-Ups & SMEs Support
기술혁신의 이론과 실제
| Theory and Practice of Technology Innovation
기초과학정책세미나 | Seminar in Basic Science Policy
연구개발 성과평가･확산 세미나
| Seminar in R&D Performance Evaluation & Diff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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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해설
Subject Information

전공과목
Major Course

과학기술정책론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1. Understanding the basic theories underlining science, technology

ICT 서비스 전략론
Strategy for ICT Services
정보통신(ICT) 시장의 특성 및 제도적 접근방법, 정보통신 서비스 이론적
배경, 원칙 및 규제방식, 정책 목표의 달성 전략을 강의자료/국내･외

and innovation policy
2. Equipping students with basic analytical tools required for STI
policy analysis and planning
3. Analysis of policy practices

사례분석/Term Project 등을 통해 학습함으로써 정보통신 서비스 제도
연구의 실무 능력을 갖추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술･벤처창업 경영론
Technology Ventures and Entrepreneurship

ICT기술개론
Introduction to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과학기술경영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기초 지식을
갖추기 위해 정보통신 기술의 기본적인 원리와 최신 기술동향을 습득하는데

기술기반의 성공창업에 필요한 이슈 및 문제해결을 위해, 기술창업의
개념 및 이론, 기술창업에 필요한 내외부 자원(환경) 분석, 기술창업기업
행태분석, 기술창업 정부정책 분석 등 성공적인 기술창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분석 능력을 갖추는데 목적이 있다.

목적이 있으며, 정보의 표현 및 저장기술, 네트워크 기술 및 유선 방송통신
기술, 전자기파 이론 및 무선 방송통신기술 등 IT 서비스의 근간이 되는

기술경영론

각종 기술의 원리와 응용 서비스에 대해 학습하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Manage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IT 관련 최신 뉴스 또는 시장분석 보고서 등도 같이 학습한다.

경제발전의 중요요소인 기술경영을 이해하고 실무 업무능력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학기술 국제협력론
Theory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Science and Technology

기술경제론

과학기술 국제협력에 대한 이론체계 학습과 다양한 이슈에 관한 실제

Economics of Technology

사례 분석을 통해 과학기술현실 문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과학기술

기술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이해분석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응용할 수

국제협력 정책의 수립, 집행, 평가능력을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있도록 경제학 이론을 기술 혁신에 접목하여 과학기술정책 전문가로서의
경제학 이론을 학습하고 분석 능력을 갖추는데 목적이 있다.

과학기술･ICT법론
A Legal Study Science and Technology･ICT Law

기술경제분석･가치평가론

정보통신(ICT) 관련 기술 및 법･제도에 대한 국･내외 현황 파악, 산업구조

Technology Analysis and Valuation

분석, 경제이론적 체계 확립, 그리고 실행 법･제도 개발 등을 총론적으로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이해하기 위해 기술의 사업화 과정과 가치동인을

학습함으로써 전기통신법제 연구의 기본적인 역량을 갖추는 것을 목적으로

분석하고, 기술의 시장가치 산출을 위한 주요 기술가치평가 접근법 습득을

한다. 과학기술법에 관한 다양한 이론과 실제사례를 탐구함으로써

목적으로 한다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 사업관리 등에 관한 규정, 국가과학기술
연구회 정관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과학기술

기술마케팅론

법전문가를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Technology Marketing
기술을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마케팅전략적 고려요인들을

과학기술역사･사회학개론

살펴보고 이를 체화하여 실전적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함을

History of Science and Technology･Sociology

목적으로 한다.

1. 역사속의 과학의 모습을 통해 과학의 특성을 파악한다.
2. 고대의 자연관에서 근대과학에 이르기 까지 과학기술의 발전과정을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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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기술예측론

연구･기술보안론

Technology Forecasting

R&D톂echnology Security

미래 ICT 기술의 주요 트렌드 분석 및 기술･인문･사회 통합적 관점의

연구보안에 관한 다양한 이론과 실제사례를 탐구함으로써 관리적 보안,

통합적 기술예측 방법론을 습득하고 이를 실무에 적용함으로써 미래기술의

물리적 보안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보안전문가를

진화방향과 ICT 기술이 미래사회에 미칠 영향력을 전망함을 목적으로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한다.
연구개발관리･계약론
기술이전･사업화론

A Legal Study of R&D Management and Agreement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연구계약에 관한 다양한 이론과 실제사례를 탐구함으로써 비밀유지계약,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성공적인 사업화 수행과정에서 필요한 이슈의 이해를

물질이전계약, 연구계약 작성시 소유권 귀속과 라이선스 조건 등에 관한

위해, 기술의 획득과 관리, 통합과 가치창출, 기술발전 과정의 추적과

전문지식과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연구계약전문가를 양성하는데 목적이

예측 등에 대한 이론과 모델, 사례와 전략 연구를 통해 독자적 문제해결

있다

능력 계발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개발기획･평가론
기술혁신･전략론

R&D Planing and Management

Technology Innovation･Strategy

공공 및 민간 연구사업의 전주기적 연구기획/관리/평가능력 개발/공공

기술혁신의 특성과 역할, 기술혁신의 사회경제적 영향, 경제적 가치 창출을

및 민간 연구사업의 전주기적 연구기획/관리/평가능력 개발

위한 기술혁신의 전략을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론
데이터과학과 산업정보분석론

Theory of Research Method

Data Science and Industry Information Analysis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을 연구하고, 결과를 정리하여 발표하는데 필요한

데이터과학의 개념 이해를 통해 사업화 성공을 위한 의사결정 근거로서의

기본적인 방법, 자세 시각을 함양시켜줌.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사고와

활용 및 기술시장조사, 기술마케팅 등 기업경영을 위한 실무역량 강화

발표를 습득하고, 실험과 관찰에 대한 과정, 방법, 통계적 처리 등을

/데이터과학의 개념 이해를 통해 사업화 성공을 위한 의사결정 근거로서의

이해하도록 한다.

활용 및 기술시장조사, 기술마케팅 등 기업경영을 위한 실무역량 강화
정보통신 정책론
디지털 경제분석

Telecommunications Policy

Digital Economics Analysis

4차 산업혁명 핵심 사이버물리시스템 융합분야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전통적인 경제학(수확체감 법칙 등)으로 풀 수 없는 네트워크기반의

산업인터넷, 사이버보안 등 정보통신(ICT) 거버넌스, R&D, 제도개선,

경제현상을 학문적으로 이해하고 디지털 경제법칙(Metcalfe 법칙 등)을

사업화 등에 대한 국･내외 현황파악, 구조분석, 체계확립, 그리고 실행정책

연구하고 비교 분석함으로써 디지털 경제의 제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개발 등을 총론적으로 학습함으로써 정보통신정책 연구의 기본적인 역량을

이론 연구역량을 갖추고, 사례분석을 통해 실무능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

갖추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비지니스모델혁신론

중소기업경영론

Business Model Innovation

Management of SMEs

비즈니스모델의 유형, 구성요소, 비즈니스모델혁신의 추진전략 등 이론적

중소기업 경영자가 갖추어야 할 역량, 창업조건, 기술, 기업전략 및

측면을 학습하고 실제 현실에서 적용되는 사례를 연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연연과의 협력 등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체계화하여 중소기업 운영을
올바른할 수 있도록 역량을 배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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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해설
Subject Information

세미나과목

통계분석･방법론

Seminar Course

Statistical Analysis Methods
사회과학 통계방법론을 통한 현장 프로젝트(연구과제) 수행 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3P 분석을 통한 R&D성과 세미나
R&D Outcome Seminar Through 3P Analysis

프로젝트관리론

3P(Paper, Patent, Product)분석을 통하여 R&D 성과를 측정하여 향후

Project Management

R&D 발정방향에 대한 측정능력을 습득

프로젝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 도구, 기법 등을
프로젝트 활동에 적용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국가R&D정보 활용과 정책기획 세미나
Seminar in National R&D Data Application and Policy Planning
국가R&D 관련 과학기술정책 논문을 중심으로 발표와 토론을 통해 논문
작성 기술과 방법을 배양함.

기술경영세미나
Seminar in Technology Management
경제발전의 중요요소인 기술경영을 이해하기 위해 기술경영관 논문 및
사례 분석과 토론을 통한 시사점 제시

기술경제분석세미나
Seminar in Technology Economic
기술이 가지고 있는 경제성에 대한 사례 분석 및 토론

기술예측세미나
Seminar in Technology Foresight
여러가지 방법론을 통한 기술을 예측한 사례 분석, 그리고 분석을 통한
향후 기술예측에 관련된 시사점 토의

기술정책세미나
Seminar in Technology Policy
기술정책 관련 논문과 사례를 분석하고 주제를 선정하여 발표와 토론을
통해 선택한 주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기술창업중소기업육성 세미나
Seminar in Technology-Based Start-Ups & SMEs Support
기술창업의 사례를 통해 중소기업의 육성에 관한 다각적인 관점과 분석을
토론하여 시사점을 제시함

기술혁신의 이론과 실제
Theory and Practice of Technology Innovation
기술혁신에 대한 사례 및 논문을 중심으로 실제 현장에서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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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과학정책세미나
Seminar in Basic Science Policy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기초과학에 대해 다각적인 관점의 토론을 통해
향후 기초과학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한다

연구개발 성과평가･확산 세미나
Seminar in R&D Performance Evaluation & Diffusion
여러가지 R&D를 통해 도출된 성과 에 대한 평가 와 성과 확산에 대해
사례분석과 토론을 통한 시사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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