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I ISSUES & POLICY 2011-03

。

과학문화정책의 전환:

I

Issues & Policy 2011

과학대중화에서 시민참여로

송 위 진

2011. 4. 20

STEPI ISSUES & POLICY 2011-03

개 요
□ 작성 배경
○ 과학문화정책은 과학대중화(public understanding of science: PUS)에서
시민참여(public engagement in science: PES)로 전환이 필요
- 그 동안의 정책과 사업을 통해 과학대중화 사업은 일정 수준에 도달
∙과학창의재단과 출연연구소, 대학은 다양한 형태의 대중화 사업들을
활발히 전개
- 이제는 과학대중화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고도화된 시민참여형 사업
으로의 전환이 필요
○ 과학기술과 시민사회의 관계에 대한 모델
과학대중화 모델 →
정보와
지식의
흐름

과학기술계에서
시민사회로 일방향적
정보 전달

시민사회 시민사회는 과학기술의
의 역할
수동적 수용자

주요
수단

과학교육 프로그램,
과학축전,
전시 위주의 과학관

소통 모델

→

과학기술계와
시민사회에 대한
정보전달과 피드백

시민참여 모델

과학기술계와
시민사회의 공동협의

시민사회는 과학기술에 과학기술발전 방향과
대한 긍정적·부정적
과정에 대한 공동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
결정자

공청회, 청문회, 포럼

기술영향평가,
합의회의,
Community-based
Research,
참여형 기술포사이트,
사회적 혁신

○ 시민참여 모델이 요구되는 배경
- ‘과학기술과 사회’(STS: 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론의 등장
으로

과학기술과

사회는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사회·기술시스템

(socio-technical system)을 구축한다는 인식 확산
- 새로운 궤적을 형성하는 脫추격형·창조형 혁신에서는 새로운 기술의
개발만이 아니라 그 기술이 개발되고 활용되는 시장·제도·생활방식의
구성을 필요로 함
- 사회의 요구에 부합되는 창의적 기술을 개발하고 기술의 수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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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방향 1] 시민사회 참여형 프로그램 개발
○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기술영향평가·기술포사이트 활동 및 인문사회-과학
기술 융합연구(한국연구재단사업) 결과를 활용해서 사회적 학습을
촉진할 수 있는 포럼, 토론회, 교육 프로그램 개발
- 기존 과학문화사업의 컨텐츠로서 이들 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활용
○ 기술영향평가, 기술예측 및 포사이트, 과학관 사업 등 이미 전문기관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에 대해 시민사회의
참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시민사회의 참여와 소통을 촉진하기 위해 과학창의재단과 관련 기관의
공동사업 추진(홍보 및 시민참여 통로 개발)
○ 정부 공식사업과는 별도로 시민사회에서 상향식(bottom-up)으로 구성
되는 기술영향평가·기술포사이트·과학관 기획전 발굴 및 지원
- 특정 기술분야에서 미래 사회·기술시스템 발전 시나리오 공모 및 경쟁
프로그램 운영
○ 과학기술정책과정과 과학기술활동의 상류 부문에 시민사회의 참여
(upstream engagement)가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개발
- 지역사회나 시민사회의 사회적 수용이 중요한 기술의 경우, 프로젝트
책임자와 지역사회, 시민사회, 이해당사자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술의 비전과 전망, 위험 등을 제시하고 각 관점들을 숙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는 사회적 협의 절차를 개발
- 협의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와 다양한 서식(template)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
○ 시민사회와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혁신활동을 기획·수행하는 참여형
연구개발사업 추진
- 사회적 기업, 시민사회 조직, 협동조합과 출연연·대학의 연구팀이
참여하는 사회문제 해결형 공동연구개발사업 추진(CSO-RO 공동연구
사업)
* 영국의 제3섹터부는 폐자원재생분야에서 활동하는 사회적 기업들의 기술개발을 지원

- 이 연구사업의 기획 및 추진시 기존 연구사업과는 다른 방식의 기획
및 평가 방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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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방향 2] 과학기술계와 시민사회의 연계․상호작용을 위한
플랫폼 구축
○ 경제성장을 넘어서 사회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정책개발을 위해 과학
기술계와 시민사회의 연계와 소통을 위한 플랫폼 구축이 필요
- 그 동안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은 과학기술계와 경제계의 연결과
소통에 초점을 맞추어왔기 때문에 과학기술과 경제의 연계(산업혁신)를
위한 플랫폼이 발전
* 산업혁신을 위한 관리 조직(한국연구재단, 산업기술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과 인프라가 발전

-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을 위한 관리조직, 인프라, 인력양성, 산・학・
시민사회 협력시스템 구축이 필요
* 과학대중화 조직에서 과학기술계-시민사회 연계 조직으로서의 과학창의재단의 전환

○ 과학문화정책은 과학기술지식의 대중화와 정보제공을 넘어 기술발전의
미래를 점검하고 숙의하며 정책과정에 그것을 반영하는 정책으로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
- ‘과학기술과 거버넌스’를 과학문화정책의 핵심 영역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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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제기
과학문화정책은 과학대중화(public understanding of science: PUS)
에서 시민참여(public engagement in science: PES)로 전환이 필요
○ 그 동안의 정책과 사업을 통해 과학대중화 사업은 일정 수준에 도달
- 과학창의재단과 출연연구소, 대학은 다양한 형태의 대중화 사업들을
활발히 전개
○ 이제는 과학대중화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고도화된 시민참여형
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요
○ 시민참여형 사업은 과학대중화 사업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또 과학
대중화를 촉진하기 위한 활동이기도 함
-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 없이 참여 없고, 과학기술에 대한 참여 없이
이해 없음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과학문화 프로그램이 과학대중화의 틀에 따라 진행
○ 고착효과(lock-in effect) 때문에 기존 사업 추진방식의 탈피가 용이하지 않음
- 대중화 중심의 프로그램 구성이 여전히 지배적인 틀로서 존재
○ 새로운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미흡

연구의 구성
○ 이 연구에서는 시민참여 모델의 특성을 살펴보고(2절)
○ 그것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이유를 살펴볼 것임(3절)
○ 해외사례로서 EU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민참여형 모델과 관련된
활동들을 살펴볼 것임(4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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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통해 한국에서의 시민참여형 과학문화정책 추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5절)

2. 과학대중화 모델과 시민참여 모델
과학대중화 모델
○ 과학대중화 모델은 과학기술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계가 대중에게 과학기술지식과 활동을 이해시키는 모델임
○ 과학기술활동을 이해하고 그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에는 대중의
지식이 부족하다고 파악
- 과학에 대한 비판이나 문제제기는 대중들이 과학기술지식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파악
- 과학문화 활동의 목표는 과학기술지식을 대중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내용으로 바꾸어서 대중의 과학기술 이해(scientific literacy) 수준을
높이는 것임
○ 청소년 과학기술교육 활동이나 전시 중심의 과학관, 과학지식 전달과
흥미유발을 위한 과학기술축제 등에서 대중화 모델에 입각한 과학
문화활동이 이루어짐

소통 모델
○ 소통 모델은 과학대중화 모델과 같이 일방향 모델(linear model)이
아니라 과학기술계와 시민사회가 상호작용하는 모델임
- 시민사회로부터 의견을 피드백을 받아 그것을 과학기술활동에 반영
하는 활동이 이루어짐
○ 그러나 이 모델도 과학기술활동을 통제하고 수정하는 활동은 과학
기술계 중심으로 이루어짐 → 과학대중화 모델의 발전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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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기술관련 공청회나 청문회, 포럼 등이
소통 모델의 사례라고 할 수 있음
<표 1> 과학기술과 시민사회의 관계에 대한 모델
과학대중화 모델 →
정보와
지식의
흐름

소통 모델

→

시민참여 모델

과학기술계에서
시민사회로 일방향적
정보 전달

과학기술계와
과학기술계와
시민사회에 대한
시민사회의 공동협의
정보전달과 피드백
시민사회는 과학기술에 과학기술발전 방향과
시민사회 시민사회는 과학기술의
대한 긍정적·부정적
과정에 대한 공동
의 역할
수동적 수용자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
결정자
기술영향평가,
합의회의,
과학교육 프로그램,
Community-based
주요
과학축전,
공청회, 청문회, 포럼
Research,
수단
전시 위주의 과학관
참여형 기술포사이트,
사회적 혁신

시민참여 모델
○ 시민참여 모델은 과학기술계와 시민사회가 상호작용하면서 과학기술과
사회가 서로를 구성하는 것으로 파악
○ 이 모델의 경우 과학기술계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과학기술활동의
방향과 내용을 논의하는 접근을 취함
- 시민사회가 삶의 현장에서 축적한 경험과 지식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대중이 과학기술활동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안 제시 능력이 있다고
파악
- 과학기술관련 문제 설정과 대안 모색 과정에서 과학기술계-시민사회의
협의가 이루어짐
독일의 윤데(Junde) 마을 사례
- 전문가와 지역시민들의 공동 작업을 통해 바이오매스에 기반한 에너지 자립 마을을 구축
하여 성장·환경·복지가 통합된 지역발전 모델을 성공적으로 개발
- 인근의 괴팅겐 대학에서 과학기술, 인문사회 연구자들이 참여하여 공동체 기반연구(community
-based research)를 통해 에너지 자립 마을 구축 방안 기획
- 지역 주민은 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사업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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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책지향성이 강함.
과학기술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며 또는 무엇을 위한 과학기술발전
인가를 질문
○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기술포사이트, 참여적 기술영향평가(technology
assessment), 합의회의, 제3세대 과학관, Science Shop, Community-based
Research 등이 시민참여 모델의 사례라고 할 수 있음
- 이런 프로그램은 과학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과 위험에 대한
성찰을 통해 과학기술발전 궤적을 좀 더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발전
하도록 하거나
- 과학기술(정책)과정에의 시민 참여를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에 기여

 제3세대 과학관 프로그램

- 과학전시, Hands-on Experience를 넘어서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 성찰이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 박물관과 과학관을 과학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시민사회와 과학기술자가
모여 토론하는 장으로 파악

자료: 임소연·홍성욱(2005)

 Community-based Research와 Science Shop

- 캐나다는 CURAs Programme(Community-University Research Alliances Programme)을
운영하여 사회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지역사회 기반 연구(Community-based Research)
를 대학에서 수행. 주로 인문사회분야 프로젝트로 추진되지만 특정분야에서는 과학기
술적 지식을 필요로 함
- 유럽에서 시행되고 있는 Science Shop도 유사한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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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참여형 활동의 유형

자료: 송위진 외(2004)

3. 시민참여 모델이 요구되는 배경
이론적 배경: STS론의 등장과 확산
○ 과학기술과 사회가 상호작용하면서 공진화 한다고 파악하는 ‘과학
기술과 사회’ (STS: 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론의 등장
- 과학기술은 다양한 발전의 궤적이 존재하지만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특정 궤적을 중심으로 발전하게 됨
- 선택된 기술은 사회에 영향을 미치면서 사회의 변화도 이끌어냄
○ STS론을 통해 과학기술과 사회는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사회·기술
시스템(socio-technical system)을 구축한다고 파악
-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는 시기에는 그 기술을 창출하고 활용하는
사회도 유동적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발전 궤적과 사회의
발전 궤적에 대한 동시적 탐색이 이루어짐
* 에디슨은 전구를 개발한 것이 아니라 발전기, 전구, 송전기와 같은 보완기술과 함께
과금시스템, 전기관련 법률 개선, 자본동원, 회사확장과 같이 사회도 동시에 구성한
System Builder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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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상호작용을 통해 과학기술과 사회는 서로 보완성을 지니면서
시스템을 구성함
[그림] 사회·기술시스템의 구성

○ STS론에서는 전문성에 입각한 과학기술활동과 시민권에 입각한 시민
사회의 활동을 동등한 수준에서 파악하면서 수평적 거버넌스를 강조
- 혁신활동은 과학기술전문가 중심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권화되고(distributed),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collective) 특성을
지니고 있음
- 최근에는 개방형 혁신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면서 사용자 주도형
(user-led innovation) 혁신에 대한 논의도 활성화

실천적 배경: 신기술의 등장과 脫추격형 혁신
○ 세계적 수준에서 IT, BT, NT 등 기반기술(generic technology)의 등장과
확산이 이루어지면서 기술개발만이 아니라 기술의 시민사회 수용까지
고려한 시각이 요구되고 있음
- 신기술의 등장과 확산은 신기술의 사회적 수용 문제를 새롭게 제기
하고 있음
- 신기술이 가져올 가능성과 기술위험에 대해 시민사회와의 숙의가
요구되고 있음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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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와 윤리 문제, NT와 안전성 문제, IT와 프라이버시 문제 등이 신기술개발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이슈로 등장

○ 국내에서는 脫추격형·창조형 연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과학기술과
사회의 동시 구성에 대한 체계적 지식이 요구되고 있음
- 새로운 궤적을 형성하는 脫추격형·창조형 혁신에서는 새로운 기술의
개발만이 아니라 그 기술이 개발되고 활용되는 시장·제도·생활방식의
구성을 필요로 함. 그러나 우리나라는 추격형 전략을 계속 취해왔기
때문에 ‘과학기술과 사회의 동시 구성’ 능력이 취약
- 사회의 요구에 부합되는 창의적 기술을 개발하고 기술의 수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

4. EU의 SIS (Science in Society) 프로그램
EU는 과학문화정책에서 PUS에서 PES로의 전환을 명시적으로 주장
(Felt and Wynne, 2007)
○ 과학기술정책과 과학기술활동에 대한 시민참여형 거버넌스 강조
○ 과학기술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과학기술혁신의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

EU는 과학기술관련 시민참여형 거버넌스 구축을 선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방향성을 갖는 기술혁신을 촉진할 수 있을 것
으로 파악
○ 과학기술적 수월성과 사회의 니즈가 결합된 새로운 혁신경로의 창출

EU는 2001년부터 Science and Society Action Plan을 시행하여
Framework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Science and Society 프로젝트를
운영해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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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ISSUES & POLICY 2011-03

제7차 Framework 프로그램에서 Science in Society 프로젝트로
명칭을 변경하고 연구 과제를 공모(Sterling, 2006)
○ 7차 프로그램에서 5천2백만 유로를 투자해서 65과제를 지원
○ Science in Society를 강조하면서 과학기술연구조직과 시민사회 조직의
공동연구에 대한 정책방향이 제시

<표 2> 7차 Framework Programme에서 수행된
Science in Society 프로젝트의 내용들
Action Line

Activity
사회 속에서의 과학기술의 위치에 대한 이해 향상
- 과학, 민주주의, 법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
- 과학기술 윤리에 대한 연구
- 과학의 대중 이해와 공공 논쟁 촉진

1. 과학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역동적인
거버넌스 구축

과학기술의 정치적·사회적·윤리적 쟁점에 대한 관심 확대
- 과학 관련 문제에 대한 거버넌스 형성
- 정보와 지식에 기반한 과학과 윤리 논쟁을 이끌어내기 위한 조건 형성
- 과학기술관련 주제들(지속가능한 생산·소비, 나노기술)
유럽 과학 시스템의 강화 및 개선
- 과학기술관련 정보의 공개와 확산에 대한 논쟁 촉진
- 과학지식을 정책입안과정에서 활용하는 방안 및 도구의 탐색
젠더와 연구
- 과학연구 및 과학 의사결정기구에서 여성의 역할 강화

2. 과학기술의
- 연구와 젠더
잠재력 강화와
청년과 과학
지평 확대
- 학교, 과학센터, 박물관 등을 통한 공식 및 비공식 과학교육 지원
- 과학 교육과 과학관련 직업 사이의 연계 강화
- 대중에 대한 미디어와 과학기술계 사이의 간극 극복을 위한 훈련사업
3. 과학과 사회의
소통

- 대중을 위한 과학 이벤트들에서 유럽적 특성의 강화
- 과학커뮤니케이션을 고도화하기 위한 연구

4. 전략적 활동

‘사회속의 과학’ 사업을 위한 국가별 연락기관들 사이의 초국가적 협력

자료: SIS Project Synopses 2007-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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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형 과학문화사업과 관련해서 특기할 만한 사업은 ‘과학
관련 문제에 대한 참여형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프로젝트임
○ 이것은 시민사회 조직(Civil Society Organization: CSO)과 과학기술
조직(Research Organization: RO)의 협력(CSO-RO partnership)을
통해 시민사회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프로젝트임
○ 시민사회 조직이 과학기술(정책)과정에 참여하여 과학기술 조직의
전문성과 시민사회 조직의 현장 경험을 결합하는 프로젝트임
- CSO-RO 연구는 양방향으로 지식과 정보가 교환되고 다양한 이해와
방법, 지식이 요구되는 다학제적 연구임
-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계와 시민사회 조직이
공동의 언어와 지식기반을 축적하는 활동이 필요
○ 시민사회 조직에서는 이미 근위축증 등과 같은 희귀 질병에 대응하기
위해 환자 및 환자 가족 등을 중심으로 연구공동체를 구성해서 연구를
수행하고 정책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가 있음(AFM: 프랑스의
근위축증대응협회)
○ 이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구성을 지님
- CSO Capacity-Building in Research
과학기술활동에 참여하기 원하는 시민사회 조직의 니즈와 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사전활동과 시민사회 조직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프로젝트
- Cooperative Research Processes
과학기술연구기관과 시민사회 조직의 협력연구와 상호학습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젝트
- Governance in the Production of Health and Medical Knowledge
보건·의료 지식 창출과정에서 시민사회 조직의 기여방안을 모색하는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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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세부 프로젝트 사례
STACS - Science, technology and civil society - Civil Society
Organisations, actors in the European system of research and innovation
- 여러 연구 영역 내에서 연구공동체와 대중의 파트너십 가능성, 과학발전
-사회 니즈 간의 상호작용 촉진 방안 탐색
- 사회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과학 이슈에서 시민사회의 능력 형성을
위해 연구활동에서 CSO 참여 및 기여 가능성 부여
- CSO와 공공 연구실 간의 공통 연구 프로젝트 입안 가능성 탐색, 공동
연구에서의 소통을 촉진하기 위한 유럽 플랫폼(웹사이트) 설치
- 유럽 연구 시스템에 대한 CSO의 이해도 향상, 연구의 사회적합성을 고
취할 수 있는 정책의 발전
CAPORIA: CApacity-building for Patient Organisations to participate in
Research Activities
- 보건 연구에서 환자 조직의 니즈를 반영하고 그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프로젝트
- 희귀질병 연구 관련 자원 획득을 위한 유럽 회의를 조직. EU의 보건 연구
활동을 환자들이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질병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
INRE: Involving NGOs in Renewable Energy Research

CSO
capacity
building
in research

- INRE는 재생가능 에너지 연구분야에서 CSO와 불가리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마케도니아 연구 기관의 협력을 지원
- 재생가능 에너지 촉진에 참여하는 CSO의 연구 니즈를 밝히고 그 중요성,
정보 및 연구 능력의 유효성을 평가
PSx2: Participatory Science and Scientific Participation: The Role of civil
society organisations in decision-making about novel developments in
biotechnologies
- 5개 CSO와 4개 학문 파트너들이 유럽 10개국에서의 농업, 특히 GMO에
응용된 바이오기술 연구에서의 CSO 역할을 설계하고 분석하는 조사 수행
- 유전자 조작식품을 둘러싼 논쟁 경험의 정리
- 농업생물기술 연구 내 CSO의 참여 방안들을 정리
EURADE - European Research Agendas for Disability Equality
- 연구개발사업에 장애인 CSO의 참여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
- 장애인 CSO의 연구 우선순위 파악 및 명확화, CSO를 위한 연구 지식과
기술 제공
- 연구조직과 CSO의 공동 연구 영역의 발굴과 정보교환
STEPS - Strengthening Engagement in Public Health research
- 공중보건 연구 개발에 대한 CSO의 참여를 증가시키기 위해 설계된
프로젝트
- EUPHA(European Public Health Association)는 회원국의 공중보건관련
전문가 협회와 각국의 보건관련 시민단체인 LPHN(Latvian Public Health
Network)를 연계시키는 작업을 수행
CEECEC: CSO Engagement with Ecological Economics(EE)
- CEECEC는 생태경제학 연구와 CSO를 연결시키는 활동 수행
- CSO가 현장 경험과 활동에서 얻은 환경 지식을 활용함
- CSO는 연구자들과 함께 물 관리, 산림 개발, 지역 개발, 산업 오염 등에
대해 정책을 형성하고 활동의 중요 이슈들을 인지,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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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perative
Research
Process

FAAN: Facilitating Alternative Agro-Food Networks: Stakeholder Perspectives
on Research Needs
- 각 5개의 연구기관과 CSO가 대안적 농식품 네트워크(AAFN) 개발을 위해
협동연구와 연구 어젠다를 개발
-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AAFN에 미치는 영향. 기존 농식품 네트워크
와의 관계 설정 문제 FAAN 활동이 지역 개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
CREPE: Co-operative Research on Environmental Problem in Europe
- 농업환경 이슈를 공동으로 연구하는 CSO에 권한과 자원을 부여하는
프로젝트
- 다양한 연구에 CSO가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의 강화
- 사회적 니즈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연구 우선성 설정
- 사회 문제․농업환경 이슈․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상이한 이해를
대안적으로 해결하는 방안 제시

이와 함께 7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에서는 연구활동에 시민사회
조직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자금 지원시스템이 존재:
Research for the Benefit of Specific Groups Civil Society
Organisations (BSG-CSO)
○ 이 자금 지원시스템(funding scheme)은 공공목표를 추구하는 비정부
기구, 비영리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시민사회 조직과 연구
조직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을 촉진
- 기존 자금 지원시스템에서는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프로
젝트는 사전·사후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참여에 특화된 자금 지원시스템을 도입
○ BSG-CSO 자금 지원시스템의 의의
- 시민사회 조직에게 자신들의 니즈에 대응할 수 있는 과학적 연구
성과의 발견 촉진
- 연구자에게는 연구활동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투입물을 제공
- 공공연구 어젠다의 확장
- 과학연구 성과에 대한 대중들의 폭넓은 접근성 제공
○ 이 자금 지원시스템은 7차 FP의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SHH)와 Environment(ENV) 두 프로그램에 적용됨
- INFOCON: International Civil Society Forum on Conflicts
* 갈등관리 분야의 시민사회 조직과 연구자가 결합된 연구프로젝트로 시민사회 조직의
갈등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방법과 지식을 개발하고 새로운 연구주제를 발굴하는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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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Dinds: Development of Indicators & Assessment Tool for CSO
Value-based Projects in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지속가능성 교육을 통한 행동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와 평가수단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로 시민사회 조직과 연구자가 공동연구를 수행
* 지표가 개발되면 관련 다른 시민사회조직에 확산시키는 활동 수행

5. 정책 방향
다양한 형태의 시민사회 참여형 프로그램 과학문화 프로그램
개발 필요
○ 기 추진된 기술영향평가·기술포사이트 활동 및 인문사회-과학기술
융합연구(한국연구재단사업) 결과를 활용해서 사회적 학습을 촉진할
수 있는 포럼, 토론회, 교육 프로그램 개발
- 기존 과학문화사업의 컨텐츠로서 이들 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활용
○ 기술영향평가, 기술예측 및 포사이트, 과학관 사업 등 이미 공식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에 대해 시민사회의 참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시민사회의 참여와 소통을 촉진하기 위해 과학창의재단과 관련 기관의
공동사업 추진(홍보 및 시민참여 통로 개발)
○ 정부 공식사업과는 별도로 시민사회에서 상향식(bottom-up)으로 구성
되는 기술영향평가·기술포사이트·과학관 기획전 발굴 및 지원
- 특정 기술분야에서 미래 사회·기술시스템 발전 시나리오 공모 및 경쟁
프로그램 운영
○ 과학기술정책과정과 과학기술활동의 상류 부문에 시민사회의 참여
(upstream engagement)가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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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나 시민사회의 사회적 수용이 중요한 기술의 경우, 프로젝트
책임자와 지역사회, 시민사회, 이해당사자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술의 비전과 전망, 위험 등을 제시하고 각 관점들을 숙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는 사회적 협의 절차를 개발
- 협의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와 다양한 서식
(template)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
ESTEEM(Engage STakeholdErs through systEmatic toolbox to Manage new energy projects)
- EU에서 Framework 사업을 통해 개발된 이해조정 프로세스(CreateAcceptance, 2007)
- 새로운 에너지 기술의 수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사회의
참여를 기술도입 초기부터 고려하여 체크 리스트의 형태로 이해 조정 방안을 제시
- 프로젝트 책임자와 NGO, 정책담당자, 지역 시민사회 등과 같은 이해관계자 사이의 의사
소통을 활성화하고, 프로젝트 책임자가 프로젝트의 사회적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다양한 실행계획 개발을 목표로 함

○ 시민사회와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혁신활동을 기획·수행하는 참여형
연구개발사업 추진
- 사회적 기업, 시민사회 조직, 협동조합과 출연연·대학의 연구팀이
참여하는 사회문제 해결형 공동연구개발사업 추진(CSO-RO 공동
연구사업)
* 영국의 제3섹터부는 폐자원재생분야에서 활동하는 사회적 기업들의 기술개발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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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사업의 기획 및 추진시 기존 연구사업과는 다른 방식의 기획
및 평가 방식 도입

과학기술계와 시민사회의 연계와 상호작용을 위한 플랫폼 구축
○ 현 단계에서는 경제성장을 넘어서 사회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학기술계와 시민사회의 연계와 소통을 위한 플랫폼
구축이 필요
- 그 동안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은 과학기술계와 경제계의 연결과
소통에 초점을 맞추어왔기 때문에 과학기술과 경제의 연계(산업혁신)를
위한 플랫폼이 발전
* 산업혁신을 위한 관리 조직(한국연구재단, 산업기술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과 인프
라가 발전

-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을 위한 관리조직, 인프라, 인력양성, 산·학·
시민사회 협력시스템 구축이 필요
* 과학대중화 조직에서 과학기술계-시민사회 연계 조직으로서의 과학창의재단의 전환

○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과학문화정책은 과학기술지식의 대중화와
정보제공을 넘어 기술발전의 미래를 점검하고 숙의하며 정책과정에
그것을 반영하는 정책으로 자신의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
- ‘과학기술과 거버넌스’를 과학문화정책의 핵심 영역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

<필자>
송위진 (STEPI 미래과학기술전략센터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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