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5. 20. | 제69호

Issues & Policy 2013

사회에 책임지는 과학기술혁신
Responsible Research and Innovation 논의 동향

성지은 ․ 송위진

STEPI ISSUES & POLICY 2013

개 요
 ‘사회에 책임지는 과학기술혁신(Responsible Research and Innovation: RRI)’에

대한 관심 증대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문제해결을 지향하는 혁신활동이 새로운 흐름으로 등장
 안전하면서도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혁신시스템 구축에 대한 관심 증대

- 지속가능성, 안전, 윤리, 사용자 참여를 원칙으로 하는 시스템 필요
- 기술혁신과정에서의 부정적 효과와 위험을 사전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모색
 RRI의 구체적인 내용과 지향점을 연구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가는 작업이 필요
 주요국은 과학기술-인문사회 융합, 시민사회 참여 등을 통해 연구개발사업을 RRI 방식

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반 구축 시도
 ‘사회에 책임지는 과학기술혁신’의 정의와 특성
 과학기술혁신을 ‘사회적 책임’이라는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

- 사회적·환경적 편익, 효과, 위험, 기회를 중요시
- 사회·공공 문제에 관심을 가진 시민과 비정부조직이 혁신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
- 연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기회, 불확실성을 예측·관리·대응할 수 있는 체제 구축
- 개방성과 투명성을 과학기술혁신의 핵심요소로 인식
 나노기술, 유전공학, 지구공학 등 새롭게 등장하는 과학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 진행

- 기후변화, 자원, 에너지 등 전 지구적인 문제로 인식되는 경향
- 차세대연료, 첨단 센서 등 첨단 기술 혁신
- 인지공학, ICT, Web 2.0 등의 기술 플랫폼
 과학기술혁신의 사회적 편익과 시민사회의 신뢰 확보

- 사회·윤리·환경적 이슈를 고려하고, 수용력이 높은 선제적 거버넌스 지향
- 정부, 기업, NGO, 시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공유된 비전 구성과 신뢰 형성에 기여
- 성장에 관련된 경제적 목표와 사회·윤리적 고려의 통합적 관점에서 양면의 조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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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사회에 책임지는 과학기술혁신’의 주요 사례
 네덜란드의 책임지는 혁신 프로젝트(MVI)

- 과학기술혁신 활동의 사회적·윤리적 측면을 연구 설계 단계에서부터 확보하여 연구자의
과학기술의 책임 인식 제고
- 과학기술계와 인문사회계(철학, 사회학, 정책 등) 학자가 공동으로 연구팀을 구성하여
융합연구를 통한 사회-기술기획 활동과 제도적 문제에 대한 대응
- 정부 부처, 대학, 기업 등 다양한 배경의 인사가 위원회에 참여하여 불확실성, 기술의
사회 활용도, 윤리적 가치 등의 측면을 평가
 독일 나노위원회 사업

- 나노기술의 위험에 대한 대응과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목적으로 시행
-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나노기술 포럼과 사회 각계 간의 대화를 주도하여 나노
기술의 책임있는 활용과 위험·기회에 관한 정보 제공
- 안전 및 위험평가에 관한 부처 간 및 학제 간 연구에 대한 지원을 시행하여 나노기술의
상용화 및 일반대중과의 나노기술의 위험성·기회에 대한 심층적 대화를 유도
- 사회·윤리적 이슈를 논의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확대와 예방 차원의 위험평가 절차를 강화
 영국 EPSRC의 RRI 프레임워크 실증사업

- 연구프로그램 지원·관리와 RRI를 연계함으로써 기술의 사회문제 해결력 증진을 모색
- 연구제안서, 위험등록부(Risk Register) 등에 기술의 사회기여, 위험과 불확실성에 대한
서술을 의무화함으로써 사전단계에서부터 기술혁신과 RRI의 연계 관리
- EPSRC와 연구위원회(RCUK), 기술전략위원회(TSB), 다수 패널의 참여와 평가를 통해
다방면적 접근을 통한 연구 활동 개선 방안 제시
- 연구사업 전반과 연구자에 대한 사회 책임성을 지속적으로 관리
 RRI의 의의와 시사점
 신기술을 통한 사회문제해결 활성화

- 기술혁신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 기술의 불확실성과 위험에 의한 사회·윤리적 문제에 대한 대응 강화
- 시민참여 및 커뮤니케이션 확대를 통한 기술혁신 활동의 신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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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학제 간 연구를 통한 기술과 사회의 상호작용 탐구 강조
 과학기술혁신 활동에 대한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제공하여 새로운 연구 시스템과 과학기술-

사회 대화 촉진
-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에너지·환경문제, 재난의 빈발 등과 같은 사회문제에 대한 과학
기술의 대응력 강화
-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의 추진방향, 과제에 대한 기반 마련을 통해 새로운 혁신모델과
정책방향 제시
 사회-기술기획의 구체적인 활동방향과 추진 모델의 필요성 제시

- 기술기획 이전에 수행되는 사회-기술기획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 제시
- 사회-기술기획과 관련된 구체적인 연구의 내용과 방식에 대한 모델 제공

- 4 -

STEPI ISSUES & POLICY 2013

I. 연구의 필요성
 따뜻한 R&D, 사회이슈 해결형 연구개발과 같이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혁신에 대한

관심 증대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기후변화, 인수공통 전염병의 확산 등과 같은 사회문제가 등장

하면서 과학기술혁신을 통해 문제해결을 지향하는 혁신활동이 새로운 흐름으로 등장
 이러한 혁신활동은 기술개발 및 획득이 아니라 사회문제 해결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문제인식-연구개발-실증-실용화-서비스 제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새로운 기획·관리·
평가체제를 요구
 과학기술혁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효과와 기술위험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프라이버시 침해문제, 디지털 중독문제, 식품 안전성 문제, 나노입자의 환경·보건 안전성

문제 등 기술혁신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기술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과학기술혁신 활동을 좀 더 안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유도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음
 안전하면서도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에 책임지는 과학기술혁신’ 추진

시스템 구축에 대한 관심이 증대
 1)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2) 기술혁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효과와 위험에 사전 대응하는 과학기술혁신 수행 방안을 모색
 사회문제 해결과 지속가능성, 안전성, 윤리성, 사용자 참여를 기본 원칙으로 하는 새로운

일하는 방식을 필요로 함
 이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각 기술 부문에서 ‘사회에 책임지는 과학기술

혁신’의 구체적인 내용과 지향점을 연구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가는 작업이 필요
 과학기술-인문사회 융합연구를 수행하여 사회에 책임지는 기술의 발전방향과 제품 및

공정의 특성, 추진체제, 활용방안을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
 ‘사회-기술기획’을 통해 과학기술혁신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사회 수용성을 제고하는

지식·정보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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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EU 국가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사회에 책임지는 과학기술혁신’

(Responsible Research and Innovation: 이하 RRI)을 위한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기존 혁신활동과 차별화되는 사회에 책임지는 과학기술혁신의 특성 정리
 네덜란드 MVI, 독일 나노위원회 사업, 영국 EPSRC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배경, 주요 내용, 추진체계, 의의를 정리
- 이들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을 RRI로 구현·전환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활동임
- 과학기술-인문사회 융합, 시민사회의 참여를 특징으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과학기술
혁신활동의 사회적 책임성을 제고하는 역할 수행

사회에 책임지는 과학기술혁신에 대한 EU 국가의 논의들
□ EU(2012), Responsible Research and Innovation: Europe’s Ability to respond to Societal Challenges
에서의 정의
Responsible Research and Innovation means that societal actors work together during the whole
research and innovation process in order to better align both the process and its outcomes, with
the values, needs and expectations of European society. RRI is an ambitious challenge for the
creation of a Research and Innovation policy driven by the needs of society and engaging all societal
actors via inclusive participatory approaches.

□ 덴마크 과학·혁신·고등교육부 장관의 “Science in Dialogue: Towards a European Model for Responsible
Research and Innovation 컨퍼런스(2012)” 개회사
Research and innovation activities do not exist in a vacuum. Rather, they are part of society and
have a huge influence on the way we act, think and organise our communities at both local and
global levels -- as well as an enormous impact on our ability to create prosperity and progress. This
means that there is a need to discuss the role we would like science to play in society -- and the
role we would like society to play in science. We need to shift the focus from aspiring to creating
the best science in the world to aspiring to creating the best science for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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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사회에 책임지는 과학기술혁신의 정의와 특성
1. 사회에 책임지는 과학기술혁신의 특성
 RRI는 과학기술혁신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는 용어이며 그 정의가 진화하고 있음.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특성은 다음과 같음(Sutcliffe, 2011)
 사회적·환경적 편익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와 혁신
 사회적·공공적 문제에 관심을 가진 시민사회와 비정부조직이 혁신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
 기술적·상업적 성과와 함께 사회적·윤리적·환경적 효과 및 위험·기회를 중요시 함
 연구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와 기회를 보다 잘 예측·관리하고, 변화하는 지식·환경에

신속히 적응·대응할 수 있는 관리 메커니즘 구축
 개방성과 투명성을 과학기술혁신 과정의 핵심 요소로 인식

 이는 지식창출, 기술획득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틀에서 탈피하여 과학기술혁신의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접근임

2. 주요 영역
 RRI 논의는 나노기술, 유전체학, 합성생물학, 지구공학 등의 새롭게 등장하는 과학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표 1> RRI 고려 영역
전 지구적인 경향
□
□
□
□
□

기후변화, 환경 및 지속가능성
급속하게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
자원 제약
경제활동의 중심 변화
식량, 영양, 보건에 대한 수요 증가

백신
첨단 센서
차세대 전자공학
에너지생산방식 개선
식품 보존 개선
스마트 의약품
담수화
강한 경량 소재
교통관리 자동화
나노기술
지구공학
인지 기술

탄소 분리
토양 관리
효율적인 자원 사용
기후 통제
복원력 있는 농작물
토양 생산성 제고
관개
열 절연체
배터리 개선
합성 생물학
로봇 공학
컴퓨터 화학

□
□
□
□

물 부족 및 불공평한 분배 심화
기업의 글로벌 시민정신
기술과 사회적 삶
인구 구성 및 이동 변화

기술 혁신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물질
분권화된 제조
재생에너지원
몰입형 통신
고가치 농작물
질병관리
첨단 인공기관
효율적 자원 추출
기술 플랫폼
IT
생명기술
인공지능

자료: Sutcliffe(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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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진단학 개선
고전도성 물질
원자력 안전 제고
대체 물질
표적 살충제
바이오 연료
물 분리
지속가능 생산 공정
물수원지 정수처리
바이오 인터페이스
Web 2.0
데이터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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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RI의 주요 활동
 사회적·환경적 편익을 위한 혁신에 초점을 둔 활동
 경제성장 목표와 사회적·환경적 문제해결 목표 사이에는 딜레마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RRI 관점을 도입
 사회적·윤리적·환경적 이슈를 탐색하고 대응하는 활동
 의도하지 않거나 비가역적인 부정적 결과를 줄이기 위해 사전에 사회적·윤리적·환경적

영향을 탐색
 참여 의제 설정, 실시간 기술영향평가, 윤리 평가, 포사이트, 시나리오 작성 등을 수행

 연구·혁신 과정에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활동
 RRI의 연구혁신 과정 및 결과 평가에 이해관계자 참여는 핵심 요소

- 연구과정 및 결과를 공개하고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확장하여 기술의 사회적
수용을 촉진
- 일반대중이 혁신의 공동 창조자로 활동: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위키피디아, 소비자가
개발한 산악 자전거, 클라우드 펀딩, 소비자 주도 벤처 사업 등
 효과적이고 적응 가능하면서 책임지는 관리를 위한 활동
 RRI는 혁신의 사회적 효과를 예상하여 그에 대응할 수 있는 포사이트를 위한 선제적 거버

넌스 설계
 연구·혁신 과정에 개방성과 투명성을 구현하는 활동
 개방성과 투명성은 RRI의 핵심 원칙
 정부의 혁신정책을 시민과 공유

- 연구와 혁신을 사회에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 대중의 이해를 과학기술혁신 과정에 어떻게
반영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해 정부와 시민사회 간 대화가 이루어짐(Sutcliffe,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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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RI 논의의 의의
 과학기술혁신의 사회적 편익을 높이고 혁신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의도치 않은

효과에 대응
 혁신활동이 매우 복잡하며 급진적 성격을 띠게 되고 그 파급효과 또한 전 세계에 걸쳐

나타나면서 의도치 않는 결과에 대한 관리 필요성 증대
 RRI는 사회적·윤리적·환경적 이슈를 고려하고 의도하지 못한 결과에 대응하기 위해 유연

하고 수용력 있는 선제적(Anticipatory) 거버넌스 구축을 지향
 과학기술 활동에 대한 시민사회의 신뢰 확보
 기술관련 재해와 함께 최근 계속되고 있는 재정 위기로 인해 일반 대중은 정부, 기업,

과학자들에 대한 신뢰 저하
 RRI는 과학기술혁신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신뢰 형성에 중점을 둠으로써 정부, 기업,

NGO의 공유된 비전 구성에 기여
 과학기술혁신의 목표에 대한 통합적 관점의 제시
 성장과 관련된 경제적 목표와 지속가능한 발전, 안전 등 사회적 목표 간의 조화방안 제시
 RRI는 사회적·윤리적 결과를 고려함으로써 통합적 관점에서 양 측면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
- 사회 속의 과학(science in society)에서 사회를 위한, 그리고 사회와 함께 하는 과학
(science for society, with society)으로 위상의 변화(Owen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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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RRI 사례
1. 네덜란드의 책임지는 혁신 프로젝트(MVI)
 네덜란드는 2008년부터 Responsible Innovation Programme 운영
 과학기술-인문사회 융합연구를 통해 새롭게 등장하는 과학기술시스템이 사회에 적절하게

착근하는 것을 지원
 특정한 문제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디자인 관점(design perspective)’에서 접근하여 문제

해결에 기여
 추진 배경
 사회문제 해결과정에서 과학기술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인식 제고

- 식량, 보건, 안전 등의 사회문제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과학기술의 기여가 전 세계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논의가 부족
 과학기술혁신 활동의 사회적·윤리적 측면 탐구

- 과학기술혁신활동에서의 사회적·윤리적 측면을 고려함으로써 연구·혁신의 책임성을 설계
단계에서부터 확보
 기술개발이 사회와 시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화된 인식 필요

- ICT, 나노기술, 신경과학 등 최신 기술의 긍정적 효과와 함께 사회적 불확실성과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응
- 에너지, 교통, 농업, 물산업 등과 관련된 사회기반 기술시스템의 변화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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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MVI 프로그램 세부과제(2008년 출범 당시)
프로그램
목표

세부 과제

농업 혁신을 위한
지적재산체계 구축
법적·도덕적
책임성 강화

책임성 있는 진단방법 설계, 진단기술의
혁신모델 개발
수술과정의 녹화기술·환경 개선과 공정성 간
충돌 문제
보건의료 정보 제공자의 저항 극복과 신뢰
확보를 위한 규제적·기술적·조직적 조치
만성질환자를 위한 원격 모니터링 기술
설계와 사회 규범 간의 모순 예측
말기환자의 존엄성 보호 및 가족의 부담 완화
방안 연구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이버폭력 방지
기술 및 규제 틀 확보
심야시간대 도시 감시의 사회공간적 효과
창출을 극대화
수집되는 데이터에서 차별성이 예상되는
요소 제거, 부정적 의도를 가진 활용을 방지
신경영상 기술의 교육/법적 활용에 있어
사회·윤리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학-사회 대화와 판단 장치 확보
전장에서 도덕성을 유지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한 지휘체계 설계와 훈련과정 개선
지속가능한 국제 바이오연료 네트워크
구축과 경제·사회·환경적 이해
관광 산업의 잠재 지속가능성 발현과 지역민
생활수준, 생물다양성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전략 구상
식품 혁신시스템의 수요와 공급 측면을
이해하고, 식품관련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 유인 방안 설계
관개기술 보급과 농업, 식품, 환경, 물 정책에
대한 잠재적 파급력 측정을 통해 관개기술의
정책적 필요성 확보
개발도상국 농업에서 지적재산권(IPR)
필요성과 문제해결력 역설
전문성과 책임성의 관계를 재조명하고,
책임성에 대한 적절한 원칙을 발전

군인 강화

첨단 전투지원체계에 관한 도덕·법 원칙

알츠하이머 조기진단
수술과정의 비디오
녹화(DORA)
진료기록 첨단화
재택 원격진단
원격 상담을 통한
말기환자 완화치료
사이버폭력 보호
도시 야간감시
차별 없는 데이터마이닝

사회를
위한
기술개발

신경영상의학의 사회적
활용
복합적 작전환경에서
군인의 도덕성 유지
바이오연료
동아프리카 자연관광
식품의 수요와 공급
선호측면 연구
합리적 관개농업

설득적 기술
식품기술의 책임성 향상
사회기반에
대한 기여

과제 주안점

생물보안 기술의
군민 양용 연구
새 의약품 감시체계
연구
기술과 인류 발전 - 역량
관점의 접근
북베트남 중소제조업
클러스터

사익과 사회적 가치 사이의 갈등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의 역할
식품기술의 영향 범위 확대와 과학-사회의
효과적인 담론 형태 구상
생화학무기 및 테러 대처를 위한 생물기술의
활용과 규제 틀 구축
의약품 개발에서 효능과 안전의 간극을
극복함과 동시에 의약품 개발의 책임성 확보
제3세계 지역에 책임혁신을 확산시키기 위한
체제 설계와 기술평가 확립
빈곤 극복에 대한 책임지는 혁신의 기여도
연구의 실증사업

자료: NWO(2010), http://www.nwo.n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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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기간

총예산
(단위: 유로)

2009.12 ∼ 2014.11

541,310

2009.10 ∼ 2011.11

125,000

2009.10 ∼ 2011.11

125,000

2009.10 ∼ 2013.9

515,725

2009.10 ∼ 2014.1

550,000

2009.11 ∼ 2013.10

550,000

2009.9 ∼ 2013.9

550,000

2009.10 ∼ 2011.11

120,074

2009.12 ∼2014.11

550,000

2009.6 ∼ 2014.1

550,000

2011.5 ∼ 2015.9

532,569

2011.5 ∼ 2012.12

125,000

2011.9 ∼ 2015.9

541,360

2011.6 ∼ 2016.1

549,908

2011.4 ∼ 2016.3

550,000

2011.9 ∼ 2015.2

550,000

2012.1 ∼ 2015.4

518,186

2009.11 ∼ 2014.12

550,000

2009.10 ∼ 2014.9

550,000

2009.10 ∼ 2012.12

108,915

2009.9 ∼ 2011.10

125,000

2009.9 ∼ 2014.9

550,000

2009.10 ∼ 2012.9

311,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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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1) 핵심 기술에 대한 과학기술-인문사회 융합연구를 수행하여 사회-기술기획 활동에 필요한

지식 축적 2)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연구를 통해 핵심기술에 대한 공유된 비전 형성
및 제도적 문제에 대응
 과학기술혁신의 사회적 가치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해 5가지 원칙에 입각

- 학제 간 연구: 사회적으로 책임지는 혁신 경로 창출을 위해 모든 관련 전공의 연구자들은
밀접하게 협력
- 가치화: 기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이해관계자가 패널의 형태로 연구 활동에 참여
하고 이를 통해 연구 성과를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 구축
- 사전 행동: 윤리적·사회적 측면이 프로그램 설계 단계에서부터 포함됨
- 사회와의 관련: 업계, NGO 등이 참여하는 시민사회 패널이 연구제안서에 나타난 사회적
측면을 검토
- 국제 지향성: 개발도상국과의 연관을 포함하여 연구 활동의 세계적 활용에 대한 명확한
방향 제시
 기술혁신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는 과제 선정·지원

- 윤리․사회적 현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술개발 관련 주제: 의료 및 생명과학, 보건,
동물 및 자연환경, 가상현실, 사회 관찰, 신경기술, 창조적 인간, 국방․안보 및 군사기술,
기능성 식품
- 윤리․사회에 대한 근본적 질문: 문화의 가치 및 갈등, 거버넌스, 국제화 및 평등
 예산배분

- 과제 성격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나누고 총예산으로 1,200만 유로(한화 약 183억 원1))를 책정
- 장기과제: 17개 과제. 총액 55만 유로(약 8.4억 원)까지 4년 이상 지원되며, 특히 정책적
으로 지원되는 연구들이 이에 해당
- 단기과제: 6개 과제. 보통 1∼2년 동안 시행되며 총액 125,000유로(약 1.9억 원)까지 연구
자금이 지원됨
 2012년 새로운 세부과제 공모

- 2012년부터 단기로 지원되는 연구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며, 각 제안서에서 신기술의 윤리·
사회적 측면을 검토

1) 원-유로 환율은 NWO의 보고서가 작성된 2010년 1/4분기를 기준으로 원-달러 환율과 달러-유로 환율의 곱인
(1유로= 1528.27원)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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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가지 중점 분야(Top Sector)인 에너지, 생명과학, 농업·식품 분야를 선정해서 관련
기술의 사회적 효과를 연구
<표 3> 2012년 MVI의 Top Sector
Top Sector

연구 주제

에너지

가스, 스마트그리드, 바이오에너지, 풍력,
에너지절감(산업, 건축), 태양광

생명과학, 건강

진단기술(재택/원격), 예방기술

농업, 식품, 원예

바이오기반 경제 / 공급망 연결

자료: http://www.nwo.nl/en/

 추진 체계
 네덜란드 과학연구진흥원(NWO; 우리나라의 연구재단)에서 프로그램 주도

- MVI는 NWO 인문학부(NWO Humanities Division)의 전략적 프로그램으로, 인문학부가
주가 되어 프로그램 집행
- 사회과학부(NWO Social Science), WOTRO science for global development, 기술재단
(Technology Foundation STW), 보건연구기구(ZonMw)가 자금 조달 및 기술 활용 측면
에서 협력
 네덜란드 정부 부처들은 소관 분야 세부과제의 부수적 지원을 실행

- 교육문화과학부(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and Science)는 NWO의 상위 부처로서,
예산, 전략, 규제 등을 지원
- 소비자농업혁신부(Ministry of Economic Affairs, Agriculture and Innovation), 국방부
(Department of Defense), 내무부(Ministry of the Interior and Kingdom Relations),
외교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 보건복지체육부(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Sports) 5개 부처는 프로그램 관련 부문에 대해 지원
 세부과제 심사 및 평가에서 다양한 위원회를 활용

- 운영위원회 및 프로그램위원회는 전체 프로그램의 관리·조정을 담당
- 자문위원회는 각 과제의 제안서를 심사하여 운영위원회에 의견을 전달
- 사회 패널은 각 과제 집행 예산의 사회적 활용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며, 결과와 보완책에
대한 조언을 담당
- 모든 위원회에는 정부 각 부처와 NWO, 대학, 기업 등 다양한 배경의 인사들이 참여하여
과제의 불확실성, 기술의 사회적 활용, 윤리적 가치 등의 측면을 평가

- 13 -

STEPI ISSUES & POLICY 2013
 이공계, 인문사회계 인사들이 프로그램 전 과정에 함께 참여

- 각 과제별로 관련 분야의 과학기술계 학자를 기본으로 하되 사회학, 윤리, 철학, 정책 등에
종사하는 인력을 포함한 학제 간 연구팀 구성
- 자문위원회에 과학기술계, 인문사회계 인사가 모두 참여하여 기술적 측면과 윤리·사회적
측면을 동시에 평가하는 사전 심사 수행

 Telecare at Home
 네덜란드 NWO의 MVI 프로그램 하나로, 연구의 폭과 범위를 과학기술의 사회 및

윤리적인 측면으로 확대함으로써 사회에 책임지는 혁신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주요 관심사는 원격진료 기술이 실제로 구현되었을 때 야기되는 문제점과 구조적인
변화임
- 원격진료 기술은 기존 헬스케어의 근본적인 변화와 간호사와 환자 그룹의 새로운
정체성을 요구
-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원격진료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술 시스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돌봄 관행에 대한 고려가 중요
 원격치료 기술과 사회적 규범의 충돌현상을 탐구

- 만성질환자를 위한 원격관찰 기술개발에서 나타나는 규범과의 갈등 현상 연구
- 온라인 치료와 모니터링 과정에서의 신뢰 형성을 위한 NWO 연구 프로젝트 ‘Medical
Trust Beyond Clinical Walls(임상 벽을 넘어 의료 신뢰 구축)’과 연계
- 원격관찰 장치에 의한 감시와 환자-간호사 자유 간 규범 충돌을 사회․윤리 연구의
주안점으로 설정
- 환자의 자기 관리, 역량 강화, 기준 준수 등에 대한 규범적 개념을 기반으로 의료
전문가, 기술자, 사회 과학자 등이 참여하는 협력적 시스템을 구축
 연구 내용 및 기대 효과

- 수용성이 높은 만성질환 환자 원격관찰 기술개발
- 자가 치료 안내, 환자 교육, 심리적·사회적 지원 활동 등을 수행
- 나노 기술과 ICT에 기반을 둔 장비를 통해 집에 있는 환자를 관찰 및 진단하고 처방하여
의료행위의 질을 향상
- 사회책임․윤리에 관련된 기술평가를 적극적으로 실행하여 원격감시 장비의 설계와
사용 단계에 적용

- 14 -

STEPI ISSUES & POLICY 2013

- 늘어나는 진료 수요와 전문 인력 부족의 격차를 해소
 팀 구조 및 예산

- 의·생명공학, 컴퓨터과학, 철학, 과학기술정책 등 다양한 전공을 가진 5명의 학자가
학제 간 연구팀 구성
- 네덜란드환자연합회(NPCF), Twente대학 등이 Valorisation Panel을 구성하여 기술
응용을 촉진
- MVI 프로그램의 장기과제로 분류되어 4년(2009.10∼2013.9)동안 약 51.5만 유로(약
7.9억 원)의 예산 지원
[그림 1] Telecare at Home의 기술 흐름

자료: NWO(2010).

 기술의 사회적․윤리적 의미연구

- 원격관찰 장치의 감시 문제와 환자/간호사 간의 자율성 갈등 문제를 지속적으로 탐색
(Kiran, 2012)
- 해당 기술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노력이 환자에 대한 자율성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 양자가 조화될 수 있는 균형점 탐색(Schermer, 2009)
- 환자의 자기 관리 강화를 필요로 하는 원격진료 수행 시 환자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료 윤리 문제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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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의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에 대한 사회-기술기획 활동을 수행

- 핵심기술이 사회문제 해결에 갖는 의미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과학기술-인문
사회 융합연구의 형태로 사전적으로 연구
- 이해당사자의 참여 하에 핵심기술의 구현을 통하여 해결하려는 사회-기술비전과 과제를
검토
 기술혁신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 수행

- 기술영향평가를 통해 기술개발의 윤리적․사회적 측면을 탐색
- 사회 패널이 제안서와 프로젝트 지원 여부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여 연구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

2. 독일 나노위원회 사업(2008)
 추진 배경
 나노기술의 가능성과 잠재적 위험을 파악하여 안전하고 책임지는 과학기술혁신 촉진

-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나노기술의 가능성 탐색
- 환경 및 건강에 대한 나노물질의 잠재적인 위험 연구
 나노기술 위험 관련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강화

- 학계, 산업계, 시민, 행정당국 등 이해당사자들 간 인식 및 이해 확대
- 나노기술의 기회와 위험에 대한 일반 대중의 폭넓은 여론 조성
 주요 내용
 나노기술 이해관계자 포럼 구성·운영

- 연구의 초기 단계부터 나노기술의 영향평가 및 분석
- 나노물질의 책임있는 사용에 기여할 수 있는 자발적인 약속 등 권장 사항 개발
 안전 및 위험 평가에 관한 부처 간, 학제 간 연구

- 위험성 분석을 위한 실험기술 개발 및 사회과학적 연구 병행
- 나노물질 성분·기능·효과·안전성 등 연구 결과에 대한 투명성 제고
 나노기술 관련 안전 및 책임성 강화

- 위험에 대한 연구는 연방교육연구부의 학제 간 지원 프로그램에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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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노기술의 기회와 위험성에 대한 공론의 장을 통하여 일반대중에 정보 제공 강화
 나노기술의 위험과 안전에 관한 사회 각계 간의 대화 실시

- 나노기술은 독일의 지속가능한 사회 및 경제발전과 환경·건강·소비자 보호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나노기술이 환경 및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위해성 및 안전성
연구가 실시되어야 하는가?
- 사전예방법칙에 의거하여 작업장 근로자, 소비자,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나노물질이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는가?
- 나노 위험 커뮤니케이션의 일환으로 합성나노입자가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각계의 인식, 의견을 파악하는 이해관계자 대화 실시
- 설문조사의 대상으로는 정부당국, 학계, 산업계, 사회단체(환경, 소비자, 사회단체 및 관련
산업 노조)가 포함
 대화 참여자들은 대부분 합성나노입자의 위험성에 관한 객관적 논의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정확한 정보의 전달을 중요하게 평가
- 이 과정에서 합성나노입자 관련 산업종사자들의 건강과 안전 문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라 평가
- 그러나 합성나노입자의 관리를 위한 법적수단 강구에 대해서는 현재 규정들만으로 충분
하다는 판단부터 새로운 나노입자 허가절차규정 도입 주장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
- 독일 경제를 강화하고 시민들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나노기술 혁신을 안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추진
 추진 체계
 독일 연방정부는 2006년 말 첨단기술전략(High-tech Strategy)의 17개 핵심기술 분야 중

나노기술 분야를 나노 이니시어티브 2010(Nano initiative 2010)으로 발표
- 여러 분야에서 나노기술 연구 결과의 상용화를 가속화시키고 일반대중과 나노기술의
가능성 및 위험에 대한 심층적인 대화를 추진하는 전략
- 2006∼2009년간 나노기술 분야에 640백만 유로의 연방정부 예산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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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소관 부처별 세부연구 및 혁신정책 과제(2006~2009)
과제명

소관부처

기간

∙ “나노 이니시어티브 2010”을 통한 연방정부의 나노기술정책 체계적
추진

연방정부

2006년 말

∙ 업종별 협의를 통한 새로운 기업들의 나노기술에 대한 접근 지원

경제기술부/교육연구부

2006년부터

∙ R&D 프로그램인 “NanoChance”를 지속 추진하여 중소기업의 나노
기술 접근 지원

교육연구부

2005년부터

∙ 나노재료 개발, 마이크로-나노시스템 통합, 생산기술에 나노기술
적용 관련 연구지원 강화

교육연구부

2006년부터

∙ 국제 규범 및 표준설정 과정에 독일의 참여 및 비중 확대

경제기술부/교육연구부/
노동사회부

2006년부터

∙ 나노물질이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관련 연구 추진

노동사회부/교육연구부

2006년부터

환경부/교육연구부/노동사회부
식량･농업･소비자 보호부

2006년부터

∙ 나노기술의 기회와 위험성 관련 폭넓은 사회여론 조성
자료: http://www.bmbf.de/de/6608.php

 의의
 사회적·윤리적 이슈를 논의하기 위한 이해관계자 간 커뮤니케이션 확대
 위험 평가를 위한 예방 차원의 절차 강화
 나노기술의 기회 및 경제성에 대한 다양한 접근 강화
 학제 간 연구 및 범부처 차원의 협력 활동 강조

3. 영국 EPSRC의 RRI 프레임워크 실증사업
 추진 배경
 연구프로그램 지원․관리와 RRI를 연계함으로써 사회문제 대응과 과학기술혁신을 동시

도모
- 영국 공학 및 자연과학연구회(EPSRC)는 2008년 나노기술의 사회적 이슈 대응능력과
연구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Nanotechnology Grand Challenges” 프로그램 실행(2008)
- 이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경제 이슈에 대한 기술의 문제해결력 증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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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Nanotechnology Grand Challenges 프로그램 내용
부문

중점기술

지원규모

지원 시작 시기

에너지

태양에너지 장치

6개 과제
약 670만 파운드

2008년 5월

의료

약물 표적전달 및 진단기술

10개 과제
약 1,625만 파운드

2009년 5월

환경

대기 중 탄소포집 및 변환 기술 개발

3개 과제
약 400만 파운드

2010년 5월

자료: http://gow.epsrc.ac.uk/

 파일럿 연구를 통해 연구혁신 활동 전 과정에서의 기술의 사회책임 강조

- 2009년 EPSRC는 세 번째 “Nanotechnology Grand Challenges”의 주제로 환경을 선정
하였으며 공모에서부터 자금지원 결정, 사후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RRI를 포함
- 위험평가, 불확실성 대응, 시민사회와의 대화, 사회과학 융합연구 등을 사전 평가 단계부터
적용하는 새로운 접근 시도
- 왕립학회의 2009년 보고서에서는 연구의 지속가능하고 책임있는 발전을 위해 연구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역설(Owen & Goldberg, 2010)
 주요 내용: 연구사업의 사회 책임성을 전주기적으로 관리
 공모단계에서 제안서에 포함되는 내용을 RRI에 부합되게 규정

- 제안서에는 기술의 사회적 활용과 연관된 다음의 사항을 충족시켜야 함
 환경문제의 해결 필요성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나노기술의 기여도
 과제 성과가 유발할 영국 내에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 입증
 최신 국제 동향 이해와 제안서의 탁월성 입증
 기술의 전문성과 사회적 응용을 위한 다학제 연구팀 구성
 연구의 참신성
 사용자 참여를 포함
 기술개발에서 응용까지 전 과정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전략
 나노기술 혁신의 책임성에 대한 약속
 두 차례의 제안서 평가를 통해 과제의 사회적 응용과 책임성 점검

- 제안서는 개요(Outline)와 전문(Full) 두 차례에 걸쳐 평가되며, 개요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전문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 없음
- 제안서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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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주안점 충족
 제안된 연구의 수준
 다학제적 연구팀의 전문성과 구성원 간의 균형
 잠재적인 환경 수요, 대안 기술에 대한 가치와 잠재력
 연구에서 응용까지 효과적인 관리 계획 및 전략
 실질적인 사용자 참여 확보
 환경문제 대응을 위한 균형 잡힌 관점을 지닌 포트폴리오
 책임지는 혁신에 대한 언급
 철저한 위험 관리를 통해 책임지는 혁신 강조

- EPSRC에서는 위험관리 관점을 통해 기술이 환경에 미칠만한 영향 요소를 최소화하거나
문제 해결방안 개발을 강조
- 전문 제안서에는 위험 등록부(Risk register)를 포함하고 사회에 대한 잠재력, 윤리적 고찰,
위험과 불확실성의 질적 평가, 위험 관리 책임자를 명시
- 프로그램의 지원 및 사후 단계에도 수차례의 기술평가, 피드백, 워크숍 등을 통해 지속적
으로 연구 활동과 RRI의 연계 부분을 관리
 추진 체계
 EPSRC에서 주도적으로 시행

- “Nanotechnology Grand Challenges”는 EPSRC와 연구위원회(Research Councils UK) 간
공동 진행 프로그램(Nanoscience through Engineering to Application)의 일환
- 심사 결과 3∼4개 프로젝트에 대해 총 500만 파운드(약 85.9억 원2))까지 연구자금 지원
 타 연구회 및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필수 요소로 규정

- 공모한 프로젝트와 관련된 사회과학 연구를 경제사회연구회(ESRC)가 지원하고, 기술전략
위원회(TSB)와는 공동으로 투자를 담당
- 위험 등록부를 포함한 동료평과 과정에서 EPSRC가 담당하지 않는 분야의 학자들이
패널을 구성하여 리뷰, 논평, 피드백 등의 방법으로 연구과정과 책임지는 혁신 부문을 평가
- 10개 과제가 공모했으며, 심사 결과 3개 과제에 총 약 400만 파운드(약 68.7억 원, 과제당
평균 22.9억 원)의 연구자금이 지원됨(2010. 3)

2) 패널평가가 이루어진 2010년 1/4분기를 기준으로 한 원-파운드 환율(1파운드 = 1717.65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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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Grand Challenge 환경 부문 지원 과제
연구 주제

주 연구기관

지원 기간

지원 총액(유로)

CO2 변환을 위한 (Fe,Ni)S
생체모방 촉매 연구

University College London

2010. 5 ～ 2013. 10

1,138,877

CO2 활용을 위한 유기금속
화합물과 촉매의 합성법

Bath 대학

2010. 5 ～ 2013. 10

1,187,427

연료의 CO2 배출 저감을 위한
나노구조 촉매 연구

Imperial College London

2010. 5 ～ 2013. 4

1,675,521

자료: http://gow.epsrc.ac.uk/

 의의
 기술개발의 전주기에서 사회적 책임성 점검

- 연구 아이디어에서 실용화까지 위험 및 사회적 책임성 관리
- 연구자의 사회 책임성 제고
 다방면에서 연구 활동 개선을 위한 접근 가능

- 파급효과, 위험, 불확실성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
- 지속가능한 책임지는 혁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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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RRI의 의의와 시사점
1. 의의
 신기술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활성화 촉진
 신기술 혁신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강조

- 주요 사례로 나노기술을 통해 환경과 기후 보호, 보건의료, 에너지 공급 확보, 농업과 식품
안전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제고
 기술 재해 등 기술로 인한 사회적·윤리적 문제에 대한 대응 강화
 기술혁신의 높은 복잡성·불확실성과 기술이 야기하는 광범위한 영향력으로 인해 사회적·

윤리적 이슈 고려가 중요
- 일상제품 및 소비자 제품에 기술 활용이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 연구와 위험
관리가 중요 과제로 등장
 시민 참여 및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연구·혁신의 신뢰성 확보
 과학기술 활동이 일반대중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연구·혁신 과정상의 투명성·

개방성 확보가 핵심 과제로 등장
- 기술 위험을 예측하고 기술의 사회적·환경적 측면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기술기획단계에서
부터 시민참여가 필수적임
 기술과 사회의 상호작용을 다루기 위한 학제 간 연구의 중요성 제고
 새로운 기술의 윤리적·사회적 측면을 고려하면서 기술 시스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시민 참여 및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연구·혁신의 신뢰성 확보

2. 시사점
 RRI는 과학기술혁신 활동에 대한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제공하여 새로운 연구추진

방식과 체제를 제시하고 과학기술과 사회의 대화 촉진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에너지·환경문제, 재난의 빈발 등과 같은 사회문제에 대한

과학기술의 대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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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모델과 정책 방향 제시
 현재 그 당위성은 이해하고 있으나 추진방향과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부족한 사회

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의 추진방향, 수행과제에 대한 기반 제공
 사회-기술기획의 구체적인 활동 방향 제시와 추진체제 모델 제시
 기술기획 이전에 수행되는 사회-기술기획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 제시

- 네덜란드의 MVI 프로그램과 같은 사회-기술기획을 위한 연구사업 추진 필요성 제시
 사회-기술기획과 관련된 구체적인 연구의 내용과 방식에 대한 모델 제공

- 사회-기술기획 관련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이미지 제공

<필자> 성지은(과학기술정책연구원 혁신정책연구본부 연구위원)
송위진(과학기술정책연구원 산업혁신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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