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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과학기술 글로벌화와 APEC의 역할
○ 과학기술과 글로벌화의 상호작용은 1)과학기술과 외교안보, 2)과학 기술과
세계경제, 3)과학기술의 국제협력 영역에서 발생
○ APEC 산업 과학기술 활동은 상기 3개의 영역 중 1)과학기술과 세계 경제
영역 기술 규범/기술협력 논의, 2)과학기술의 국제 협력 영역의 탐색적 과학기술
공동연구에 해당
○ 현재 APEC ISTWG(산업과학기술 실무그룹)의 활동은 탐색적 APEC프로젝트
추진 기능에 머물고 있어, 역내 과학기술 협력기반 구축을 취한 정책논의
기능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APEC ISTWG 활동 및 진화
○ APEC 내 11개 실무 그룹 중 하나로 회원국의 산업과학기술관련 정책․공동
연구․환경 등의 정보 교류, 산업 과학기술이전의 역내이전을 위한 협력
강화 추진
○ 2010~2015 ISTWG 중기작업계획(Mid-term Work Plan)
- APEC Ecotech 위원회 개정 요청에 의해 5가지 우선순위 과제와 5가지 실행
프로그램을 선정
○ APEC ISTWG 진화 방향
- 정보교류, 협력증진 등 행위적 기능 중심에서 의제개발 등 구조적 기능으로의
진화 필요

APEC ISTWG에 대한 우리나라 참여
○ 우리나라는 그 동안 비교적 활발하게 ISTWG 활동에 참여
- 운영체제 참여, 총회 유치, 의제 개발, 한국제안 프로젝트 추진 등
○ 우리나라 향후 참여방안
- APEC 협력과제 수행 과정에서 ISTWG의 Think-Tank 역할을 포함
- 우리나라는 APEC의 취약점인 의제개발, 정책이슈 발굴 및 배경문서 작성 등
Think-Tank 기능 지원
* Think-Tank 역할 수행 사례 : ART 프로그램, 의제 발굴 Workshop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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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과학기술 글로벌화
 글로벌 과학기술 Framework
○ 과학기술과 글로벌화의 상호작용은 일반적으로 다음의 3가지 영역

에서 발생1)
- 과학기술과 외교안보: COCOM(대공산권 수출통제), NPT(핵비확
산), MTCR(미사일수출통제), Wassenaar(전략기술 이전통제) 등
기술무기의 국제적 이전에 대한 통제 이슈
- 과학기술과 세계경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R&D, 세계
경제활동의 공정성 관점에서 과학기술 규범, 개도국에 대한 개발
협력 등
- 과학기술의 국제협력: 기초과학, 거대과학의 국제협력 및 지구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 등
<표 1> 과학기술 글로벌화 Framework

자료 : 이명진외(2002), adapted from Skollnikoff (1993)

1) 과학기술과 글로벌화의 상호연계 영역에 대하여는 다음 참조: Skolinikoff, E.(1993), 'The Elusive Transformation:
Science, Technology and the Evolution of International Politics' Princeton University Press, 이명진 외(2002), 과학기술
국제화 환경 분석 및 대응방안, STEPI 정책연구 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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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EC의 산업 과학기술 활동은 상기 3개 영역 중 i) 과학기술과 세

계경제 영역의 기술규범/기술협력 논의와 ii) 과학기술의 국제협력
영역의 탐색적 과학기술 공동연구에 해당
○ 현재 APEC ISTWG2)(산업과학기술 실무그룹)의 활동은 탐색적

APEC 프로젝트 추진이라는 기능에 머물고 있어, 역내 과학기술
협력기반 구축을 취한 정책논의 기능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본고의 구성
○ APEC내 산업과학기술 논의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국제기구의 기능

측면에서 ISTWG의 진화방향을 제시하고 동 진화를 지원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참여방안을 제안

2. APEC의 산업과학기술 활동
 APEC 개요
○ 연혁

- 1989년 호주 캔버라에서 우리나라 포함 12개국 연계 각료회의 형태로
출범하였으며, APEC 회원국 간 교역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역내
교역 관련 마찰을 방지하고 교역투자를 원활하게 관리할 협력기구 필요성
대두로 출범
○ 목표

- 비전: ‘아태경제공동체의 공동번영’ 추구
- 동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무역투자자유화(TILF)’와 ‘경제기술협력(ECOTECH)'
으로 양대 축으로 추진
○ 회원국

- 미･중･일･러 한반도 주변 4개국을 포함 총 21개국
2) ISTWG : Industrial Science and Technology Working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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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대양주지역(16개국):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대만, 홍콩, 파푸아뉴기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 미주지역(5개국): 미국,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 조직

- 정상회의, 각료회의, 부문별 각료회의, 위원회, 실무그룹, Tasf Force,
사무국 등으로 구성
- 1993년 클린턴 미대통령의 제안으로 정상회의 정례화 하였으며, 우리
나라는 2005년 정상회의 부산 개최

[그림 1] APEC 협의구조3)

3) 자료 : www.ape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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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EC ISTWG 개요
○ APEC 내 11개 실무그룹 중 하나로

- 회원국의 산업과학기술관련 정책․공동연구․환경 등의 정보교류, 산업
과학기술의 역내이전을 위한 협력강화 추진
- APEC 21개 회원국의 과학기술 관련부처 및 전문가 참석
. 연간 2차례 총회 개최, 역내 협력 인프라/정책 논의, 협력 프로젝트 추진

ISTWG은 4개 Subgroup으로 구성, Subgroup 그룹별 활동 추진
○ APEC 과학기술장관들은 2004 뉴질랜드에서 개최된 제4차 APEC 과학기술

장관회의에서 역내 지속가능한 성장과 회원국들의 역량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이 Sub group별 정책이슈 선정
○ 4개 Sub group별 논의 정책이슈

① Sub group A: 인적 역량 구축
과학기술 인력 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 과학기술 인력 개개인의 국가간의
이동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연구, 미래 과학기술 분야 학생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커리큘럼, 교육 자료, 거버넌스 시스템 등을 개발
및 공유

② Sub group B: 과학기술 네트워크
성공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요건 파악, 기후 예측, 청정에너지,
생명과학, 나노과학 및 정보통신 기술 과학 분야에 있어 국제과학기술
네트워크 구축 강화 및 기회 방안 연구
(예: APEC 기후센터(APCC)와 e-국제분자생물학연구소(eIMBL) 설립 승인 )

③ Sub group C: 연구와 혁신의 연계
OECD CSTP의 작업 참고 제안, 이와 관련된 정책의 학습 및 혁신, 연구결과의
상업화에 관한 선진 사례를 평가하고 벤치마킹 및 사례 공유, 회원국간
과학기술 역량 갭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모색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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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Sub group D: 기술 협력 및 전략 계획 수립
효과적인 전략 및 정책 개발을 위한 전략적 계획 수립과 예측 기법 (기술
예측, 기술 평가, 기술 로드 맵 작성 등) 연구

 APEC의 추진성과에 대한 비판
○ APEC의 주요 논의가 TILF(무역투자자유화)4)에 집중되는 상황에서

2010(선진국)/2020년(개도국)까지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 추진하겠다는
Bogor 선언5)은 지지부진한 상황6)
○ APEC의 또 다른 추진방안인 Ecotech(경제기술협력) 부분에서는 의미

있는 실질적인 성과가 창출되고 있음7)
→ APEC의 논의를 TILF 중심에서 Ecotech을 강화할 필요성 제기
. APEC의 경제적인 성과와는 별개로 전략적 의미를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8)

○ APEC의 주요활동을 기존 행위적 기능에서 구조적 기능으로 진화

시켜야할 필요성
. APEC이 국제기구로서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보
교류 역량 강화 등의 행위적 기능에서 의제설정, 국제규범 제정 등
구조적 기능으로 진화할 필요
. APEC의 산업과학기술 활동도 기존 탐색적 공동 프로젝트의 관리
중심에서 정책이슈 논의를 강화할 필요9)

4) 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and Facilitation
5) 1994 APEC 정상회의 (인도네시아 보고르) 선언
6) APEC(2006), ‘Options for APEC Reform’ 2006/ASCC/006, Drysdale, Peter(2009), ‘Does APEC Matter?’ www.eastasiaforum.org
등 참조
7) Elek, Andrew(2000), ‘Capacity Building in the Asia Pacific: A Way forward for ECOTECH’ The Foundation for
Development Cooperation
8) 김기수(2005), ‘APEC의 전략적 의미와 부산회의’ 자유기업원 등
9) APEC(2009), ‘Independent Assessment of ISTWG’, SOM Steering Committee on ECO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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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포라소(James A. Caporaso)10)는 국제기구의 기능을 두 가지 범주의 여섯 가지
주요 기능으로 요약

가. 행위적 기능
① 회원국가간 과학기술 정보 교류 기능
② 갈등 표출 및 조정 기능
③ 국제 협력 증진 및 역량 강화 기능
나. 구조적 기능
④ 의제설정 (Agenda Setting) 기능
⑤ 표준화와 보편화 기능
⑥ 국제규범 제정 기능

ISTWG 활동 평가
○ Independent Assessment of ISTWG11)

- 실무그룹의 활동이 APEC 프로젝트의 제안, 승인, 모니터링, 결과
보고 등 관리 중심에 머물고 있으며, 역내 협력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논의가 부족함을 지적
○ ECOTECH 위원회 논의12)

- ISTWG에서 제안 추진하고 있는 APEC 프로젝트 중 일부가
Energy, HRD working group 등 APEC내 타 실무그룹과 유사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을 지적

10) 카포라소는 국제적 차원의 권력을 개별 행위자의 행위 차원에서 작동하는 행위적 기능(behavioral power)과 어떠한 구조를
형성하고 결정하는 구조 차원(structural level)의 구조적 기능(structural power)으로 구분하였다. 구조적 권력은 국제사회의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권력을 의미한다. James A. Caporaso, “Dependence, dependency, and power in the global
system: a structural and behavioral analysis,” International Organization, 32(Winter 1978): 13~43.
11) APEC(2009), Independent Assessment of ISTWG, SOM Steering Committee on Ecotech
12) 40차 ISTWG ('10.09 Washington DC)에서 Lead Shepherd의 발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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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TWG 자체 평가13)

- 최근 ISTWG이 APEC 중앙기금을 신청한 프로젝트의 경우, APEC
고위 이니셔티브와의 연계 부족으로, APEC 중앙기금 배정 우선
순위가 낮아지고 있다고 판단

3. 2010~2015 ISTWG 중기작업계획(Mid-term Work Plan)

배경
○ 최근 APEC의 Ecotech(경제기술협력) 위원회는 산하 실무그룹의

중기작업계획(2010~2015) 개정을 요청
- ISTWG은 동 계획의 개정과정에서 다음사항을 비중 있게 고려함
. 최근 ISTWG가 제안한 다수의 프로젝트가 APEC 중앙기금 배분에서
높은 우선순위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응
=> ISTWG의 핵심 이슈와 APEC의 고위급 이니셔티브와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최근 Ecotech 위원회의 WG 구조조정 검토 과정에서 ISTWG과
Energy Working Group 프로젝트의 유사성 지적에 대응
=> ISTWG과 타 WG의 유사성을 탈피하고 ISTWG의 독자적 특성
분야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런 배경에서 40차 ISTWG('10.09. Washington DC)은 ISTWG
(2010~2015) Mid-term 목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
○ 녹색성장, 지속가능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혁신활동을 진흥

- ‘Promote innovation in order to advance green growth and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 ‘녹색성장’,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등 APEC 정상회의
이니셔티브와의 연계 강조
- 기존의 ‘산업과학기술’에서 ‘혁신’으로,
13) 40차 ISTWG ('10.09 Washington DC) 총회 논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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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APEC내 에너지, 인적 자원, 농수산 WG과의 차별성을 강조
하기 위하여 혁신과 산학연 연계를 강조
○ 산학연 과학기술혁신 연계 강화

- ‘Strengthen the link between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research,
innovation and commercialization through engaging private
sector, research organizations and academic sector.’
- 산학연 연계 강화를 강조
. 이는 APEC내 에너지, 인적 자원, 농수산 WG과의 차별성을 강조
하기 위하여 혁신과 산학연 연계를 강조
 APEC 목표 달성을 위한 ISTWG(2010~2015년) 우선순위 과제

ISTWG(2010~2015년)의 우선순위 과제 및 목표는 다음과 같음
① 중소기업들의 참여 및 잠재력 발현을 통해, 혁신 및 기업가 정신에
더욱 중점
②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분야의 인적 역량 개발
③ 연구-혁신-시장 니즈/수요-정부-교육-부-삶의 질 사이의 연계를 강화
하기 위해 정책 대화 및 검토를 강화
④ 과학기술 지역 협력 강화
⑤ 국제과학기술 네트워크 강화
실행 프로그램

① 정책대화 및 검토 강화
- 혁신적인 성장을 위한 회원국 간 연계 구축
② 지속가능한 개발 및 기후변화
-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한 삶의 질 유지
- APEC 실무그룹 간

③ 인적역량 구축
- 인적 자원 개발을 목적으로 본 프로그램은 다른 APEC 포럼, 특히
인적자원개발워킹그룹(HRDWG)의 작업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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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제과학기술네트워크
- 회원국 간 연계구축
⑤ 혁신 및 하이테크
- 회원국 간 연계구축을 목적으로 본 프로그램은 바이오테크, 나노테크,
항공우주, 계측 과학 등 첨단 하이테크 분야 프로젝트에 중점

4. APEC ISTWG 진화방향과 우리나라의 참여방안
 ISTWG의 진화방향
○ 국제기구로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하여 ISTWG 활동의 초점을 행위적

기능에서 구조적 기능으로 진화할 필요성 대두
- 회원국간 협력 프로젝트의 기획, 승인, 모니터링, 결과보고 등의 관리 위주
에서 협력정책 등 의제수립, 규범제정 기능 강화로 진화할 필요성 대두

○ ISTWG의 구조적 기능을 뒷받침하기 위한 Think-Tank 기능 부족

- APEC 사무국은 OECD와 비교할 때 논의의제의 기획, 배경문서의 작성 등
Think-Tank 기능이 부족

 우리나라의 참여 현황
○ 우리나라는 그동안 비교적 활발하게 ISTWG 활동에 참여하여 왔음

- 운영체제 참여
. ISTWG FOTC(Friends of the Chair) Group Member : 전임 Lead
Shepherd 자격(’10.1~ )
. ISTWG Lead Shepherd(의장) 역임 : ’08.1~’09.12(2년)
. ISTWG Subgroup A(과학기술인적자원 역량개발)의 Chair 역임 :
’02.1~’07,’12(총 6년, 3년 임기 2회 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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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유치
. 제2차 APEC 과학기술장관회의(’96.10, 서울) 개최
. 제4차 ISTWG 총회(’93.5, 서울) 개최
. 제28차 ISTWG 총회(’04.5, 광주) 개최
- 의제개발
.

제4차

APEC

과학기술장관회의(’04.3,

뉴질랜드)

4개

이슈

중

Human Capacity Building의 배경문서 작성, 동 Session 주관
- 한국 제안 ISTWG 프로젝트 추진

① ART(APEC Research and Technology Program)14)
: 제2차 APEC 과학기술장관회의(’09.6.10, 서울) 후속조치로 과학기술정책
분야의 교육훈련/workshop 프로그램 수행

② APCC(APEC Climate Center)
: APEC 회원국의 기상정보를 취합 가공15)하여 개도권 회원국에게
제공

③ APEC 과학영재 Mentoring Center16)
: 역내 과학영재/교사 교육, 교재개발 프로그램

④ 국제분자생물사이버연구실 (eIMBL)17)
: 아태지역 분자생물 사이버 연구실 구축 및 공동연구 프로그램

⑤ 여성 및 소수 인종의 과학 활동 참여 진흥
: 제4차 APEC 과학기술장관회의(’04.3, 뉴질랜드) 후속조치로 프로
젝트 수행 (’06~’09)

14) 본고 첨부자료와 www.stepi.re.kr/astn 참조
15) MMES (Multi-Mod디 Ensemble) Prediction 기법 사용, APCC 설립배경에 관하여는 과학기술부(2004), ‘APEC 기후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연구’, APCC의 현재 활동에 관하여는 www.apcc21.net 참조
16) APEC Mentoring Center for the Gifted in Science, www.amgs.or.kr 참조
17) www.eimb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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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참여방안

- 우리나라의 APEC 협력과제의 수행과정에서 ISTWG의 Think-Tank 역할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
. 우리나라는 그동안 APEC ISTWG의 운영체제 참여, 주요 회의 유치,
주요 프로젝트 추진 등 비교적 활발하게 참여하여 왔으며, 동 활동의
지속적 발전이 요청
. 이에 더하여, 우리나라는 APEC 협력과제의 수행을 통하여 ISTWG의
취약점인 의제개발, 정책이슈 발굴 및 배경문서 작성 등 Think-Tank
기능을 지원
. 이는 국제적으로 공공외교가 강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국제 과학기술
외교 무대에서 soft power를 확보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의 하나로
판단됨18)

* Think-Tank 역할 수행 사례
․의제 발굴 workshop 개최(한국): ART 프로그램의 논의사항을 바탕으로 ISTWG
의 정책 Issue 발굴과 논의를 위한 workshop을 ISTWG 총회와 연계하여 개최
: 2011 ART 프로그램, 제 40차 APEC ISTWG 총회 기간 중
- Workshop on ‘International S&T Network’ 개최하여 정책 이슈 논의19)

- ISTWG Subgroup B(International S&T Network)의 정책 이슈 협의

. Innovation Policy Forum(일본): 기술혁신 관련 정책논의 포럼 개최(’10.9 39차
ISTWG 총회시 개최, 일본 센다이)
. S&T Policy Forum(NZ): 제4차 APEC 과학기술 장관회의 의제개발(’01.10 21차
ISTWG 총회시 개최, 말레이시아 페낭)

18) 이명진외(2010),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외교와 글로벌 과학기술전략’ 참조
19) 아래 Box내 참고자료 참조

- 12 -

STEPI ISSUES & POLICY 2011-26

Workshop on ‘International S&T Network‘(’10.03, Washington DC)
2011년 STEPI에서 주관한 ART 프로그램(주제: International S&T Network) 내용
을 바탕으로 제40차 APEC ISTWG 총회(2010.3) 기간 중 Workshop on
‘International S&T Network’ 개최하여 관련 정책 이슈 논의
○ 주요 논의 내용
- 제4차 APEC 과학기술장관회의에서 논의된 관련 합의사항 재확인
. ISTWG은 국제 과학기술 네트워크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관련 정부
정책 이슈(지적재산권, 연구 인력의 국제 이동 등)를 논의
. ISTWG은 글로벌 이슈와 관련된(기후변화 모니터링/예측, 청정에너지, 생명
과학, 나노과학, 정보통신기술 등) 국제 과학기술 네트워크 구축과 강화에
노력
- 성공적인 국제 과학기술 네트워크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Best-Practice
Principle의 파악 및 공유 필요성 제기

○ 국제 네트워크 구축의 목적과 동기

. 국제 네트워크(or 프로젝트)의 과학적/정치적/외교적 목적이 명확하게 정의
되고 합의되었는가?

. 네트워크(or 프로젝트)가 ‘International’이어야 할 이유가 분명한가?
. 국제 네트워크(or 프로젝트)의 목적이 당사국 정부 정책과 일관성이 있는가?
○ logistics & practicalities: 조직구조, 프로그램 가브넌스, IPRs, 프로젝트에
대한 접근

. 국제 네트워크(or 프로젝트)의 계약/합의/Commitment/추진이 이루어지기
전에 해당 정부간 협의가 충분히 진행되었는가?

. 제안된 네트워크(or 프로젝트) 추진을 위하여 정부간, 기관간, 개인간 협약
(협정)이 필요한가?

. 네트워크(or 프로젝트) 추진비용 [장기 운영비용 및 business plan 포함]이
작성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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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or 프로젝트)의 구축 초기에 참가당사자들로부터의 장기 추진비
용을 확보하였는가?

. 네트워크(or 프로젝트) 종료 절차가 정의되었는가?
. 네트워크(or 프로젝트) 접근 정책이 합의 되었는가? free open access인가?
access by payment인가?

. IPRs 이슈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저자>
이명진 (STEPI 글로컬정책센터 연구위원)
서정화 (STEPI 글로컬정책센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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