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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국민들은 지난 6월 23일(현지시간) 유럽연합

그림 1 : 영국 국기 유니언 잭(Union Jack)과 EU 깃발

(EU) 탈퇴(브렉시트, Brexit)라는 선택을 했다. 브렉
시트는 영국과 주변국에 경제뿐 아니라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대다수 연구자들은 브렉시트 이후 외국 과학자들과
지식교류 및 연구자금 획득에 어려움을 예상하고 있
다. 이에 본고에서는 브렉시트와 관련한 영국 과학
기술계의 반응과 영향을 살펴보려 한다.

대다수 연구자들은 탈퇴 반대
브렉시트는 영국의 과학기술 발전에 부정적 영향
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대다수의 연구자들은
EU 탈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과학기술계
의 우려는 설문조사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일례
로 네이처2)에서 907명의 영국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주: 현지시간 6월 23일 국민투표 결과, 영국 EU 탈퇴 결정
자료: Mirror1)

성한다고 답했다.3)

조사한 결과, 약 83%가 영국이 EU에 남아야 한다고

또한 영국을 대표하는 여러 과학자들은 성명을 발

응답한 반면 12%에 불과한 응답자가 EU 탈퇴에 찬

표해 브렉시트에 반대의견을 표출하기도 했다. 스티

1) http://i3.mirror.co.uk/incoming/article7634523.ece/ALTERNATES/s615b/Union-Jack-top-pictured-next-to-theEuropean-Union-flag.jpg
2) Cressey (2016b) 참고
3) 참고로 EU 국가(영국 제외)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954명 중 77%가 영국은 EU에 남아야 한다고 응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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븐 호킹 교수를 포함한 150여 명의 영국 왕립학회
(Royal Society) 회원은 더 타임스(The Times)에 보

연구자들이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연
구자금, 우수한 연구자, 협력 손실에 대한 우려이다.

낸 서한을 통해 많은 젊은 과학자들을 유럽 각지에
서 모집하고 있는 실정에서 영국의 EU 탈퇴는 연구

과학기술계에 미칠 영향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말했다.4) 실제로 케임브리
지 대학5) 근무자 3분의 1 이상이 외국출신이고, 23%
6)

영국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논문을 발표하

가 다른 EU 국가에 속한 과학자이다. 이 외에도 노

고 있는 과학강국이다. 그러나 영국은 국내총생산의

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피터 힉스 교수를 비롯한 13

1.63% 만을 연구에 투입8)하고 있어, 다른 EU 참가

명의 영국 과학자들도 일간지 데일리 텔레그래프

국가와는 달리 EU의 연구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

(The Daily Telegraph)에서 영국이 EU에 존속해야

은 국가이기도 하다. 독일에 이어 EU의 연구자금

7)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지원을 가장 많이 받는 국가인 영국9)은 EU 탈퇴로

그림 2 : 케임브리지 거리로 나서 EU 탈퇴를 반대하는 과학자들

자료: BBC News10)

4) Whipple (2016. March 10) 참고
5) Kottasova (2016. June 14)에 따르면 케임브리지 대학은 1,500여 개 기술기반 기업이 위치한 유럽의 대표적 혁신 허브임. 이들 기업은 57,000
명 이상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고, 연간 130억 파운드의 수익을 거두고 있음.
6) Feilden (2016. June 13) 참고
7) Knapton (2016. June 10) 참고
8) OECD 평균은 2.4%이고 미국 평균은 2.8%를 감안할 때 영국정부의 지원은 낮은 수준 (OECD 2016)
9) 2013년 이후 영국은 EU로부터 약 28억 파운드를 지원 받은 것으로 추산됨
10) http://ichef-1.bbci.co.uk/news/624/cpsprodpb/EE9D/production/_89958016_img_169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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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영

같은 연구시설을 이용할 수는 있을 것이나, 회원국

국은 연간 3억 파운드의 연구자금을 잃게 될 것이라

에 비해 우선순위가 낮아져 이용대기 시간이 길어질

11)

는 예상을 내놓았다.

전망이다. 또한 영국의 EU 탈퇴로 런던에 위치한

이로 인해 세계수준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면

유럽의약품안전청(European Medicines Agency,

서도 EU 자금의 의존도가 높은 암, 컴퓨터 시스템,

EMA)16)의 직원 900여 명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나노기술과 같은 연구분야의 발전이 더뎌질 수 있

야 한다. 새로운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영국의

12)

다. 대조적으로 EU의 규제 아래에서 제한적 발전

환자들은 신약 혹은 의료용품을 구입하기 위해 더

을 보였던 임상실험, 유전자 조작 식품, 화학물질이

오랜 기간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17)

환경 및 건강에 미치는 영향평가와 같은 연구는 발

물론 영국의 EU 탈퇴가 연구자금 단절로 직결되

전의 기회를 엿볼 수 있을 것이다.13) 또한 EU는 사

지는 않을 것이다. 전문가들은 영국이 자국 연구자

회적 과제(Societal challenges)를 통해 상당한 연구

들로 하여금 EU가 제공하는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EU의 전략적 목표에 맞추

있도록 탈퇴협정을 맺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14)

어 연구주제를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

영국은 다른 EU 국가들 보다 유럽연구위원회

영국이 이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을지
는 미지수로 남는다.

(European Research Council: ERC)로부터 지원을
받아 방문한 연구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탈퇴협정이 관건18)

일부에서는 연구자들은 우수한 파트너와 공동연구
를 하려는 성향이 있으므로 우수한 연구진을 보유한

향후 영국이 EU 국가와 벌이게 될 탈퇴협상은 여러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에도 협력연구에 큰 지장을 받

관계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복잡한 양상을 띨 것이다.

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수

UNESCO 보고서는 영국과 같이 EU에 속하지 않은

한 연구진 역시 브렉시트의 영향으로 영국에 머무는

유럽국가가 취할 수 있는 여러 관계모형에 대해서 소

것이 어려워지거나 자금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는 문

개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특히 노르웨이 모델

제가 있다.

(Norwegian model)과 스위스 모델(Swiss model)이

EU의 주요 연구시설의 이용에도 변화가 예상된
15)

다.

EU 탈퇴 후에도 국제핵융합실험로(ITER)와

영국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소개한다. 만약 영국
이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의 참가

11) 영국과학위원회(Science and Technology Committee, Lords)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EU 연구에 약 43억 파운드를 분담금으로 지출한
데 비해 동 기간에 70억 파운드를 연구자금으로 지원받았다고 발표. 즉, 27억 파운드의 초과분은 연간 약 3억 파운드에 해당함 (Sample 2016.
April 20 참고)
12) Hook and Szomszor (2016), Sample (2016. May 18)에서 재인용
13) Sample (2016. April 20) 참고
14) Abbott, A. et al. (2016) 참고
15) Cressey (2016a) 참고
16) EU 의약품을 평가하는 기관
17) Kottasova (2016. June 14) 참고
18) 본 절은 UNESCO(2016)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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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 노르웨이와 같은 행보를 택한다면 영국은 EU

Physics and Technology(MIPT) 학부 출신이고 네덜

에 막대한 부담금을 계속 내고, EU의 규제에도 따

란드와 영국을 오가며 활동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

라야 할 것이다. 반면에 유럽이 스위스 모델을 택해

어 볼 때 EU의 품을 벗어난 영국 사회가 과학기술강

유럽경제지역에 참가하지 않는다면, EU의 일부 법

국으로서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국의 우수한 연

규를 이행하고, 적은 분담금을 낼 수 있지만 여러 지

구자들과 협력을 지속할 수 있는 자구책 마련이 절실

역과 개별적으로 상품 및 서비스 무역, 노동력 이동

해 보인다.

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유럽과 영국의 과학 및 혁신은 탈퇴협상에서 어떤
관계를 구축하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영
국은 노르웨이와 스위스와 마찬가지로 EU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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