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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연구의 필요성
 최근 과학기술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 간 과학기술 협력활동이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가 미흡한 상황임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5개국을 중심으로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북유럽 과학기술협력은 글로벌 협력활동의 성공을 위한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음
 이를 위해 북유럽 모델의 등장배경, 대표 프로젝트, 관련 기구들과 거버넌스를 리뷰하고,

특징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북유럽 과학기술협력의 등장배경
 북유럽에서는 19세기부터 자발적, 비공식적 국제협력이 존재
 과학기술 분야의 북유럽 협력은 1970년대부터 본격화
 2005년에는 과학기술협력 전담기구들이 설립되면서 체계화

 대표 프로젝트
 The Top-Level Research Initiative: 기후변화 대응관련 공동연구 프로그램
 Sustainable Energy Systems 2050: 신재생에너지 관련 공동연구
 Nordic eScience Globalisation Initiative: eScience 연구지원

 거버넌스
 북유럽 협의회와 각료회의에서 과학기술 협력의제들을 선정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담당
 북유럽 각료회의의 산하기구에서 실무적인 역할을 담당

- NordForsk: 국제공동연구 프로젝트 지원
- Nordic Innovation: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 담당
- Nordic Energy Research: 에너지 분야에 특화된 연구프로젝트 지원
- Nordregio: 지역혁신이슈들에 대한 자료 및 정보 제공
 의사결정과정은 의제형성→의제논의→의제승인→정책결정→이행논의→정책실행의 순서로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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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북유럽 과학기술협력 모델의 특징
차원

특징
강소국

사회문화적 특성

낮은 언어장벽
공동체 의식
비공식적 네트워크

제도적 특성

북유럽 공동연구
전담기구 운영
공동의제 발굴과
전담기구를
지원하는 최상위
정치기구
합의제

주요 내용
인구가 적은 소국이라는 특성 때문에 국제협력에 대한 공감대가
일찍부터 형성되어 있었고, 유사한 경제규모로 비교적 평등한
협력관계가 가능
언어의 유사성과 공용어 사용으로 국가간 소통이 용이
공통의 역사, 유사한 문화를 바탕으로 하나의 공동체라는 인식이
발달
공무원 혹은 연구자들 간의 비공식적 접촉, 개인적인 교류가 공식
적인 협력기구나 제도들의 출범과 공고화를 지원
국제공동연구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구를 통해 체계적인
정책집행과 과학기술협력 영역을 확대
단일국가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과학기술 공동의제들을 발굴하고
전담기구들을 지원하는 최상위 정치기구 발달
힘의 논리가 아니라 모든 협력당사국들의 이해관계가 공평하게
반영되는 의사결정시스템 발달

 시사점
 사회․문화적으로 유사성을 지닌 국가들과의 전략적인 협력 확대

- 과학기술협력 대상국을 선정할 때 기술수준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유사성이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되어야 함
 비공식적 글로벌 네트워크에 대한 지원 확대

- 다양한 형태의 정보교환, 의견교류 등을 통해 급변하는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공식적인 협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공식적 글로벌 네트워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
 국제공동연구 전담기구 설립

- 국제공동연구를 전문적으로 관리․지원하는 기관 설립으로 실질적인 과학기술협력체계
확립
 과학기술 공동의제 발굴과 전담기구 지원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 국제과학기술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의제들을 발굴하고 전담기구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조성
 공평하고 혁신적인 의사결정 시스템 확립

- 모든 협력 당사국들의 이해관계가 공평하게 반영되고, 새로운 이슈들에 신속하게 대응
할 수 있는 의사결정시스템을 통해 지속가능한 협력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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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의 필요성
 글로벌 과학기술 협력활동 증대에 따른 대비가 필요
 과학기술 경쟁심화로 국경을 넘어선 협력활동이 증대되고 있음
* 대표적인 국제공동연구 프로그램인 EU Framework Programme(FP)의 경우에는 1984년에 시작된
이래로, 연구예산이 32억 유로(1차 FP, ’84∼’87)에서 533억 유로(7차 FP, ’07∼’13)에 이를 정도로
약 16배나 증가(최지선 외(2012), p. 30)
* Martin(2013)은 국가혁신시스템(NIS)에서부터 부문시스템(sectoral system)과 글로벌시스템
(global system)으로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지적

 하지만 글로벌 트렌드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제공동연구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율이

저조
* EU FP의 경우에는 현재 진행 중인 7차 FP에서 1만여 개의 프로젝트들이 존재하지만, 우리나라는 25개의
과제에 참여중임. 미국이 125개, 일본 37개, 캐나다 75개, 오스트레일리아 78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에 비하면 참여율이 매우 저조한 상황(최지선 외(2012), p. 2)

 북유럽 국가들의 발전모델과 과학기술협력에 대한 관심 증가
 북유럽은 세계 7위의 경제력을 자랑하며 과학기술 분야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임
- IMF의 2013년 4월 데이터에 따르면, 1인당 GDP가 덴마크 5.8만 달러, 핀란드 4.8만 달러,
아이슬란드 2.5만 달러, 노르웨이 10.5만 달러, 스웨덴 6만 달러임
* 북유럽 국가들의 지난 30년간 1인당 GDP변화를 살펴보면, 2000년대 초반에 급격히 증가하였고,
2008년 경제위기 상황에서 일시 감소하였지만, 다시 반등하는 추세임

[그림 1] 북유럽 5개국과 한국의 1인당 GDP 변화, 1983∼2013
(단위: U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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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MF(www.imf.org)의 2013년 4월 데이터를 기초로 작성.

- 4 -

STEPI ISSUES & POLICY 2013
- 아이슬란드를 제외한 북유럽 4개국들은 R&D 혁신 부문에서 한국보다 앞서 있으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2), 2011년 창조 역량지수에 따르면, OECD국가들 중에서
북유럽 5개국이 모두 10위권 안에 위치함(현대경제연구원, 2013)

[그림 2] 2012년 R&D 혁신 부문 상위권 국가 현황

자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2), p. 7.

<표 1> 2011년 OECD국가들의 창조 역량지수 비교
순위

국가

인적자본

혁신자본

ICT자본

문화자본

사회자본

창조경제
역량지수

2

스웨덴

8.3(5)

6.7(2)

7.6(3)

4.5(18)

9.0(6)

7.2

3

노르웨이

8.3(6)

5.3(12)

7.7(2)

4.6(16)

9.4(1)

7.1

4

덴마크

8.9(1)

5.9(5)

7.3(10)

4.0(26)

9.1(5)

7.0

5

핀란드

8.9(3)

6.4(4)

7.0(17)

3.7(28)

9.1(3)

7.0

9

아이슬란드

8.6(4)

5.1(16)

7.4(6)

4.5(17)

7.9(14)

6.7

20

한국

6.5(22)

5.4(11)

8.6(1)

3.7(29)

6.7(21)

6.2

자료: 현대경제연구원(2013), p. 19 표 재구성.

 오랜 세월에 걸친 다양한 분야의 국제협력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북유럽 국가 간 협력활동이 증대하고 있음
- EU 보고서에서 북유럽 과학기술협력을 대표사례로 언급할 정도로 국제적인 관심을 받고
있음(EU, 2009)
* Strang은 북유럽 협력모델의 브랜드화를 주장하면서 북유럽 모델에 대한 외부세계의 관심이 크게 증가
하고 있음을 지적(Strang,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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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북유럽 과학기술협력의 등장배경
 북유럽에서는 오래 전부터 자발적, 비공식적 국제협력이 존재
 19세기 후반부터 수많은 시민조직들이 북유럽 내 타국들과 협력을 시작하였고, 이들의

활동은 국가 간 공식 협력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으로 작용(www.norden.org)
 연구자들도 정부조직이나 지원이 없었던 오래 전부터 북유럽 지역 내 다른 연구자들과

국제교류를 진행(Johan Strang 인터뷰, 2013. 4. 15., Harald Botha 인터뷰, 2013. 4. 16.)
 과학기술 분야의 공식적인 국제협력은 1970년대부터 본격화
 영역별로 특화된 장관위원회인 북유럽 각료회의(Nordic Council of Ministers)가 1971년

출범하면서 과학기술 분야도 협력대상으로 부각(EU, 2009)
- 11개 위원회들 중에서 과학기술 분야는 교육연구장관위원회(Nordic Council of Ministers
for Education and Research), 기업에너지지역정책장관위원회(Nordic Council of Ministers
for Business, Energy and Regional Policy)에서 담당
 2005년부터 과학기술협력 전담기구들이 등장
 과학기술 분야의 경쟁이 심화되고, 기후변화와 같은 국경을 넘어선 이슈들이 대두되면서

과학기술협력 전담기구들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
- 대표적으로 북유럽 국가들의 국제공동연구 프로젝트들을 관리하는 NordForsk가 있으며,
그 외에도 에너지 분야에 특화된 Nordic Energy Research,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Nordic Innovation, 지역혁신이슈들을 전담으로 하는 Nordregio 등 다양한 전담기구들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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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대표적인 북유럽 공동연구 프로젝트
 The Top-level Research Initiative(TRI)
 2009년에 시작된 가장 큰 규모의 북유럽 공동연구·혁신 프로그램
 전 지구적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작됨
 북유럽 3개국 이상이 참여한 프로젝트를 지원
 5년간 400 MDKK(약 780억 원)정도의 예산
 북유럽 각료회의의 후원 하에서 NordForsk, Nordic Innovation Centre, Nordic Energy

Research가 사무국 역할
 6개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됨
<표 2> Top-level Research Initiative 세부 프로그램
세부 프로그램명
Effect studies and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Interaction between
climate change and the
cryosphere
Energy efficiency with
nanotechnology
Integration of
large-scale wind power
Sustainable bio-fuels
Co2-capture and storage

주요 내용
- 기후변화로 인한 긍정적/부정적 영향분석을 목표로 함
- 적어도 북유럽 3개국의 연구자그룹들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10개까지
새롭게 출범
- 3～4개의 우수연구센터(Nordic Centres of Excellence, NCoE)를
건설하고 총 90MNOK(약 174억 원) 투자
- 빙권(cryophere)에 대한 연구를 통해 기후변화 원인 분석
- 세 개의 우수연구센터(NCoE)에서 연구를 수행
- 약 100MNOK(약 193억 원)의 예산 투자
-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나노기술과 신소재 연구
- 약 50MNOK(약 96억 원)의 예산 투자
- 풍력에너지 저장에 관한 연구
- 약 30MNOK(약 58억 원)의 예산 투자
- 북유럽의 풍부한 임업자원을 미래에너지원으로 연구
- 약 30MNOK(약 58억 원)의 예산 투자
- 온실가스감축과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기술에 대한 연구
- 북유럽의 연구자들과 산업계, 정책관련자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
- 약 40MNOK(약 77억 원)의 예산 투자

자료: www.toplevelresearch.org 내용을 참고로 저자 작성.

 Sustainable Energy Systems 2050
 2010년에 논의가 시작되어 2011년 본격화
 다음의 세 가지 목표를 지향함:

- 재생에너지, 저탄소 수송, 그리드와 시장에 관한 통합솔루션 개발
- 최고 수준의 북유럽 에너지 연구 지향
- 2050년까지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지식과 솔루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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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유럽 3개국 이상이 참여한 프로젝트를 지원
 4년간(2011∼2014) 총 137MNOK(약 265억 원) 투자
 Nordic Energy Research의 핵심사업

 Nordic eScience Globalisation Initiative(NeGI)
 2006년 북유럽 각료회의에서 처음으로 eScience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이후, 2011년부터

본격화됨
* eScience는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데이터 분석을 위한 고급기법들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분야로 3세대
연구(a third mode of advancing research)를 지칭함. 또한 eScience는 전 지구적 협력; 데이터와
컴퓨테이셔널(computational) 자원들에 대한 오픈 액세스; 오픈 리서치 이니셔티브와 관련됨

 eScience 분야의 우수연구들을 지원하고 북유럽 및 국제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음:

- 환경과 기후변화 관련 eScience 연구
- 건강관련 혹은 건강한 사회를 위한 선행조건에 관련된 eScience 연구
- eScience 기법과 분석기술, 소프트웨어 개발
- 연구인력 양성
 5년 동안(2011∼2015) 총 14.8백만 유로(약 215억 원) 투자

- NordForsk, 북유럽 각료회의, 핀란드 한림원, 스웨덴 연구회, 노르웨이 연구회에서 재정적
지원을 담당
[그림 3] eScience Globalisation Initiative 분담금
(단위: 백만 유로)

NordForsk

2.2
3.9
2.0

Nordic Council of
Ministers
Finland, The Academy of
Finland

2.6

Sweden, The Swedish
Research Council

4.1

자료: www.nordforsk.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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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북유럽 과학기술협력 거버넌스
 개요
 주요 기구는 크게 최고의사결정기구와 실무 전담기관들로 구분

- 최고의사결정기구로는 북유럽 과학기술협력의 방향과 의제들을 논의하는 협의회와 각료
회의가 존재
- 실무전담기구로는 NordForsk, Nordic Energy Research, Nordic Innovation, Nordregio
등이 존재하며, 모두 각료회의에 소속됨
[그림 4] 북유럽 과학기술협력 관련기구

자료: 저자 작성.

 정책결정은 북유럽 협의회(의제수준), 북유럽 각료회의(구체적인 이행방안 수립)에서 이루

어지며, 실무전담기구에서는 의제를 발전 혹은 이행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관여
 최고의사결정기구
 북유럽 협의회(Nordic Council, the official inter-parliamentary body)

- 2차 대전 이후,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1952년에 설립
- 덴마크,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페로제도, 올란드제도, 그린란드의 의회에서
선출된 87인으로 구성
- 북유럽 국가 간 협력의제들을 제기하고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역할 담당
- 본부는 덴마크 코펜하겐에 위치하고, 공식 언어는 덴마크어와 스웨덴어, 노르웨이어
- 두 번의 연례회의(Ordinary Session & Theme Session)에서 다양한 분야의 협력의제들을
논의
- 의장(president)은 1년 임기로 가을에 개최되는 연례회의에서 선출되며, 북유럽 국가들
중에서 교대로 의장직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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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례회의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전에 회의 안건들이 상임간부회(presidium),
위원회(committees), 사무국 등에서 구체화 됨
- 북유럽 협의회의 1년 예산은 약 30MDKK(약 58억 원)임
[그림 5] 북유럽 협의회 조직들과 역할

자료: http://www.norden.org/en 내용을 중심으로 저자 작성.

 북유럽 각료회의(Nordic Council of Ministers, the official inter-governmental body)

- 북유럽 경제협력체인 Nordek 설립이 무산된 이후,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1971년에
설립
- 정책 영역별로 10개 장관위원회들과 이들의 업무를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조정위원회
(Nordic Council for Cooperation)가 존재
- 각 국가별로 한 위원회에 1명 이상의 장관이 참여하며, 1년에 1∼5차례의 회의를 개최
- 협의회에서 통과된 의제들을 구체화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며, 최종 결정사항들이
각 국가들에서 이행되도록 지원업무 수행
- 일상적인 업무에 대한 지원업무는 사무국(secretariat)에서 담당하며, 최고관료들을 중심
으로 실질적인 협력 업무들을 주관하고 후속조치를 책임지는 상임위원회(Committees of
Senior Officials)가 있음
- 그 외에도 자문위원회, 사안별 위원회들과 워킹그룹들이 있음
- 북유럽 각료회의의 1년 예산은 약 9억DKK(약 1천 7백억 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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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북유럽 각료회의 조직들과 역할

자료: http://www.norden.org/en 내용을 중심으로 저자 작성.

 실무전담기구
 NordForsk1)

- 북유럽 지역의 공동연구와 연구정책 개발을 담당하는 플랫폼으로써 2005년에 설립
- 주요기능으로는 조정(coordination), 연구비지급(funding), 정책결정(policy-making)이
있으며, 기초연구부터 조사 및 전략 연구 등 모든 단계의 연구를 지원
- 이사회(Board)는 북유럽 5개 국가들의 연구위원회(National Research Councils) 대표자
5인, 학계에서 지명된 대표자 3인, 산업분야의 대표자 1인으로 구성
- 현재 10개의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며, 교육, 복지, ICT, 보건, 에너지 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
 Nordic Innovation2)

- 북유럽 국가 간 무역과 혁신을 증진시키기 위한 기구이며 NordForsk와 함께 2005년에
설립
- 북유럽 지역의 혁신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업 경쟁력을 촉진시키는 데 주력하며,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위해 북유럽 지역의 각종 규제와 규격을 공유하는 역할을 수행
- 현재 녹색 성장에 초점을 맞춰 Nordic Lighthouse Projects가 진행 중
* 이 프로젝트는 이산화탄소 배출과 에너지 소비 감축 등의 기후 친화적인 건축을 지향하는 ‘Nordic
Built’, 대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강조하여 지속적 성장을 강조하는 ‘CSR and Innovation Strategies in
Nordic Companies’, 환경과 복지, 혁신을 함께 논의하는 컨퍼런스인 ‘Nordic Innovation Forum’,
환경 관련 기술과 서비스 영역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을 목적으로 하는 ‘Strategic Global Marketing and
Communication of Nordic Cleantech Clusters and Competencies’ 등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됨

1) http://www.nordforsk.org/en 참조.
2) http://www.nordicinnovation.org/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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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rdic Energy Research(NER)3)

- 에너지 분야에 특화된 연구지원 기관
- 25년간의 활동을 통하여 형성된 연구자들 간, 그리고 연구자와 정책 입안자 간의 확고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연구자들에게 초국가적 수준에서의 협력 기회 제공
- R&D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에너지 관련 정책형성에 기여하여,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위한
조정자 역할을 수행
- 이사회는 정부 재정지원 기구의 대표자들뿐만 아니라 정부 에너지 기구 및 부처 그리고
북유럽 각료회의 사무국의 대표자들로 구성되며 연구 전략, 결과 그리고 주요 정치적 이슈를
논의
 Nordregio4)

- 국제적, 국가적 그리고 지역적 수준의 의사결정자들에게 지역혁신 관련 자료 및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함
- 지역 발전, 도시와 농촌, 인구변동, 거버넌스, 성, 지식, 녹색 성장, 국제적 에너지 정책,
지구적 기후 변화 등이 주된 영역임
- 현재 새로운 에너지원과 에너지의 효율적 활용이 중요한 지역적 과제로 떠올라, 기후
정책과 지역 자원에 기반 한 녹색성장 전략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임
 정책결정과정
 1단계: 의제형성

- 북유럽 협의회(멤버 혹은 party group)와 각료회의에서 의제 준비
 2단계: 의제논의

- 북유럽 협의회 최고위결정기구인 Presidium에서 우선적으로 논의
- 관련 위원회는 외부기관들이나 조직들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백서 작성
 3단계: 의제승인

- 북유럽 협의회는 회기 동안 의제의 승인여부를 결정
- 의제가 승인되면 북유럽 협의회는 하나의 권고안을 채택
 4단계: 정책결정

- 북유럽 협의회에서 채택된 권고안에 대하여 각국 정부와 북유럽 각료회의는 의사 결정
3) http://www.nordicenergy.org/activities/ 참조.
4) http://www.nordregio.se/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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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단계: 이행논의

- 북유럽 협의회가 구체적인 이행방안(measures)을 요청하면, 각국 정부와 북유럽 각료회의는
공식적 문서로 구체화 작업
 6단계: 정책실행

- 각국 정부와 각료회의에서 제출된 이행방안에 대해 협의회에서 최종 승인하면 정책실행
[그림 7] 북유럽 정책결정과정

자료: http://www.norden.org/en 내용을 중심으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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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북유럽 과학기술협력 모델의 특징
1. 사회 ․ 문화적 특성
 강소국이라는 공통점
 북유럽 5개국은 인구가 적고 경제 규모가 유사하다는 공통점이 존재

- 북유럽 5개국 모두 인구 천만 이하의 소국이기 때문에 국제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 IMF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북유럽 5개 국가의 인구는 덴마크 550만, 핀란드 540만, 아이슬란드 32만,
노르웨이 500만, 스웨덴 950만으로 추정됨
* Strang은 북유럽에서 국가 간 협력이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를 소국으로써 협력을 하지 않고서는 살아
남을 수 없다는 공통의 이해가 존재하였기 때문으로 설명함(Johan Strang 인터뷰, 2013. 4. 15.)

- 북유럽 5개국의 비교적 균등한 경제 규모는 국제협력을 용이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
* 지난 30년간 1인당 GDP의 변화추이([그림 1])를 살펴보면, 2000년 이후 노르웨이 수치들을 제외하고
북유럽 5개국은 상당히 동질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음

 낮은 언어장벽
 북유럽 국가 간 언어소통이 비교적 원활한 편

- 스웨덴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는 매우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끼리
쉽게 의미전달이 가능하며, 아이슬란드에서는 덴마크어, 핀란드에서는 스웨덴어가 필수
교과로서 학교에서 교육되고 있음
* 스웨덴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아이슬란드어가 모두 북게르만어군에 속하며, 핀란드만 다른 어군에
속하지만, 18세기까지 스웨덴의 식민지로 지배를 받아 핀란드에서는 스웨덴어가 공용어로 사용

 공동체 의식의 발달
 오랜 공통의 역사를 통해 북유럽을 단일 공동체로 인식하는 경향 존재

-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를 중심으로 통일과 독립의 역사를 거듭하면서, 하나의 공동체라는
인식이 발달
- 북유럽 국가들은 북유럽 신화를 공유하고 있고, 인구 대부분이 바이킹의 후손이라는 특성이
있음(남궁근․김상묵(2006), p. 35)
* 현재 북유럽 각료회의의 사무총장인 Dagfinn Høybråten과 국장인 Anders Geertsen는 북유럽
국가들의 공동체 의식이 지금의 협력을 가능하게 했던 원동력이었다고 강조(Dagfinn Høybråten 전화인터뷰,
2013. 4. 3.; Anders Geertsen 전화인터뷰, 2013.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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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도적 특성
 비공식적 네트워크의 발달
 북유럽에서의 공식적 협력기구들의 출범은 오래 전부터 발달한 비공식적 네트워크에서

비롯됨
- 연구자들은 개인적인 연구교류, 고위 공무원들은 비공식적인 국제모임들이 오래 전부터
발달(Strang, 2013, p. 12; Harald Botha 인터뷰, 2013. 4. 16.)
- 당사자들 간의 빈번한 접촉은 공식적인 협력기구들이 출범하는데 기여하였고, 현재까지도
북유럽 협력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
* Strang은 북유럽 협력의 성공요인이 각국 공무원들 간의 견고한 비공식적 연계(“strong informal
contacts between civil servants”)라고 주장하면서, 북유럽 멘토 프로그램을 통해서 현직 공무원들의
사적 네트워크들이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기술(Strang(2013), p. 12)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은 다양한 장점이 존재

- 정해진 절차나 방식이 없기 때문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
- 협력의 내용이나 방식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대응이
용이
 하지만 비공식적 네트워크가 지니는 한계점을 고려해야 함

- 의견교환이나 정보공유의 차원이 아닌 합의가 필요한 사안일 경우 결정 사항들에 대한
보장이 어려울 수도 있음
- 또한, 몇몇 그룹에 의해 정보나 자원들이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투명성, 민주성 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음
[그림 8] 비공식적 협력과 공식적 협력의 특징 비교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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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공동연구 전담기구 운영
 북유럽에서는 국제공동연구 전담기구를 통해 국가 간 연구 장벽을 낮추고 공동연구 프로

젝트들을 체계적으로 관리
- 국가별로 상이한 연구개발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하는 과학기술협력 장애요인들은, 국제
공동연구를 위한 프로젝트들을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전담기구들이 상당부분 해소 가능
- 전담기구는 단일국가의 연구지원 시스템과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공동연구 프로
젝트들의 특성들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
 국제공동연구 전담기구 출범으로 과학기술협력 영역들이 확대됨

- 2005년부터 국제공동연구 전문기구들이 설립된 이후, 대형 공동연구과제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함
* 2009년부터 시작되어 5년간 약 780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인 Top-Level Research Initiative는
NordForsk, Nordic Energy Research, Nordic Innovation에서 세부 프로그램들을 담당

- 국제공동연구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담기구들은 적극적으로 공동연구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과학기술협력 영역을 확대시킴
 과학기술 공동의제를 발굴하고 전담기구들을 지원하는 최상위 정치기구가 존재
 북유럽에서는 북유럽 협의회와 각료회의를 통하여 과학기술 협력의제들을 발굴하고 구체화

시키는 공식적인 프로세스가 존재
- 북유럽 협의회나 각료회의의 정기모임을 통해 과학기술 협력의제들이 논의되고, 각료회의의
교육연구장관위원회와 기업에너지지역정책장관위원회에서 이를 구체화시키는 공식 프로
세스가 작동되고 있음
- 이를 통해서 단일국가 차원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과학기술의제들이 제기되고, 모든
회원국들이 협력의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는 공동연구 프로젝트들이 개발됨
 최상위 정치기구인 북유럽 각료회의가 공동연구 전담기구들을 총괄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가능
- 공동연구 전담기구들이 회원국 연구지원기관들로부터 직접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각료회의에서 지원되므로 안정적인 기관운영이 가능
* 공동연구 프로젝트의 규모가 커지면서, 각료회의에서 지원받는 기본예산(Basic Funding) 외에 회원국들의
연 구지원기관에서 직접 지원을 받는 펀딩이 현재는 증가하고 있음(Harald Botha, 2013. 4. 16.)

 합의제 기반(Consensus-based)의 협력
 합의민주주의(consensual democracy)를 기반으로 하는 정치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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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유럽 국가들의 정치시스템은 숙의과정(political deliberation)을 통해 높은 수준의 적법성
(legitimacy)과 지지를 요구하는 합의민주주의에 토대를 두고 있음(Hilson, 2004, p. 26)
 과학기술협력 관련 의사결정과정에서도 합의제가 중심

- 과학기술 관련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북유럽 각료회의에서도 만장일치제를 적용하며,
이를 위해서 사전에 상임위원들(senior officials)과 사무국에서 충분한 논의와 의견조율이
이루어짐(Anders Geertsen 전화인터뷰, 2013. 3. 25.)
 합의제를 통해 소수의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되어 모든 회원국들의 상황과 이해관계들이

고려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
- 북유럽 협의회나 각료회의의 결정사항들이 강한 구속력을 지니지 않기 때문에 모든 회원
국들의 동의를 획득하는 것은 합의사항들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음
 그러나 합의제로 인해 급격하고 혁신적인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변화가 대부분이라는

비판도 존재
- 합의에 도달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때문에, 정책의제들을 제기하는 시점에서부터
모두가 지지할 만한 제안들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존재
* Strang은 만장일치라는 조건 때문에 쉽게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이슈들에 집중하게 되어 혁신적인 제안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한계점을 지적(Johan Strang 인터뷰, 2013. 4. 15.)

[그림 9] 합의제와 다수결제도의 특징 비교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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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시사점
 사회 · 문화적으로 유사성을 지닌 국가들과의 전략적인 협력 확대
 북유럽에서 국가 간 협력이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강소국이라는 공통점, 문화와 언어의

유사성이 있었기 때문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위해서는 국가 간 기술수준의 유사성도 중요하지만, 사회․문화적인

부분들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
-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중국이나 일본과의 과학기술협력을 전략적으로 보다 확대시킬
필요가 있음
 비공식적 글로벌 네트워크에 대한 지원
 비공식적 글로벌 네트워크는 다양한 형태의 정보교환, 의견교류 등을 통해 급변하는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공식적인 협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
 북유럽에서는 연구자들 간의 자발적인 교류나 공무원들 간의 비공식적 네트워크들이 오래

전부터 존재
- 협의회나 각료회의, 전담기구 등과 같은 공식적인 협력채널이 설립되기 훨씬 이전부터
존재해 온 북유럽 국가 간 비공식적 교류는 국제협력을 발전시키는 중추기능을 담당
 공식적인 협력활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자발적․비공식적 글로벌 네트워크

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
- 연구자들이나 관련 공무원들의 비공식적인 국제교류 활동들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들을
개선하고 기존 글로벌 네트워크들을 활성화하고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인 대안이 필요
 국제공동연구 전담기구 설립
 북유럽에서는 국제공동연구를 전문적으로 관리․지원하는 기관을 통해 실질적인 과학기술

협력체계를 확립
 현재 우리나라는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위한 거점기관들이 존재하지만, 국제공동연구 프로

젝트들을 추진하고 관리․지원하는 기능은 미약
- 과학기술협력 거점기관들은 국제공동연구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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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북유럽의 전담기구들처럼 공동연구과제들을 발주하여 연구비를 제공하고, 관리
하는 기관들은 아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Global Tech 사업은 2011년을 기준으로 8개의 해외과학기술 협력기관들을 미국,
독일, 러시아, 이스라엘, 일본, 중국에 설립하였으나, 이들을 국제공동연구 전담기구로 보기는 어려움

 국제공동연구 프로젝트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과학기술협력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전담기구 설립이 요구됨
 과학기술 공동의제 발굴과 전담기구 지원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북유럽에서는 최상위 정치기구인 북유럽 협의회와 북유럽 각료회의에서 과학기술 공동의제를

발굴하고 북유럽 각료회의에서 전담기구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존재
- 단일국가에서 해결할 수 없는 과학기술 공동의제를 최상위 정치기구들의 정기적인 회의
에서 발굴하고, 이를 현실화하는 전담기구들이 각료회의의 지원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과학
기술 국제협력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음
 과학기술 국제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협력당사국들이 모두 협력의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는 공동의제를 발굴하고, 전담기구들이 안정적으로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
 공평하고 혁신적인 의사결정 시스템 확립
 의사결정 시스템은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반영되는 방식을 결정하기 때문에 협력의 지속

가능성과 강도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음
 북유럽에서는 합의제에 기반 한 의사결정방식을 통해 모든 회원국들의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는 체제를 발전
 하지만 만장일치를 위해 논쟁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사전에 배제되고 합의를 이루기

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 때문에 국제협력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존재
(Johan Strang 인터뷰, 2013. 4. 15.; Harald Botha 인터뷰, 2013. 4. 16.)
 과학기술협력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협력당사국들 모두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킬 수 있는

공평한 의사결정 시스템이 필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새로운 이슈들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인 시스템에 대한 대안이 필요

<필자> 이명화(과학기술정책연구원 혁신정책본부 부연구위원)
류이현(과학기술정책연구원 혁신정책본부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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