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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의 미래 전망 Revisited

과학기술의 미래 전망은 왜 항상 틀릴까?

최병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18년 12월에 발간된 Future Horizon 38호의 미래연

안다는 것은 곧 미래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과학기술의

구 포커스에서 과학기술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할 것인

미래 전망은 「과학기술기반 미래연구」에서 다루어야 할

가에 대해 다룬 바 있다. 2019년 12월에 발간되는 미래

영원한 연구주제이다.

연구 포커스에서 다시 한번 과학기술의 미래 전망에 대

과학기술의 미래 전망은 그리 만만치 않다. 새로운 과

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과학기술 전문가, 더 나아가 우

학기술은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고 나중에는 너무 그것

리 모두는 “미래에는 어떤 과학기술이 유망할까?”에 대

만 보인다. [그림 1]은 기술의 실제 가치와 사회적 기대

해 궁금해한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기술은 사회

수준의 변화 과정과 핵심 이슈를 나타낸다. 새롭게 등장

와 상호작용하며 어떤 형태로 확산되어 나갈까? 전 사회

한 기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연구개발이나 환경변화

에 보급되어 막대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인가, 아니면

를 통해 실제가치가 증가해 나간다(물론 기술의 실제가

일부 영역에 활용되는 수준에 머물 것인가, 그것도 아니

치가 S자 곡선 모양으로 증가할 수도 있고 계단 모양으

면 현재의 기대와 달리 사라져 버릴 것인가? 이 질문들

로 증가할 수도 있지만 편의상 우상향하는 직선으로 표

에 대한 해답이나 힌트를 찾을 수만 있다면 어떤 주제

현하였다). 그러나 기술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기대수준

를 공부할지, 어떤 대상을 연구할지, 어떤 기업에 투자

은, 가트너의 하이프 사이클(Hype Cycle)이 잘 나타내

할지, 어떤 분야를 정책적으로 지원할지 알 수 있을 것

는 것처럼, 처음에는 0에서 시작하여 시간이 지나면서

이다. 과학기술이 미래를 만들어가는 세상에서 기술을

지나치게 높아졌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급격히 떨어

[그림 1] 기술의 실제 가치와 사회적 기대수준의 변화 과정과 핵심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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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최병삼・양희태・이제영(2017), p. 31.를 수정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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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후 (시장에서 살아남는 기술의 경우) 다시 완만하게

되었다. 또한 수소경제는 2002년 미국의 부시 행정부

상승하는 패턴을 보인다(기술이 실제로 활용되면서 사

가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국가 비전(National Vision of

회적 기대수준은 장기적으로 기술의 실제가치로 수렴한

America’s Transition to a Hydrogen Economy)’을 발

다). 따라서, 과학기술의 미래 전망에서 논의해야 할 핵

표하고 주요국이 수소기술 개발을 서두른 바 있고 우리

심 이슈는 첫째, 가능성 있는 기술을 조기에 발굴하는

나라도 2005년 「친환경 수소 경제 구현을 위한 마스터

것이고, 둘째, 유망하다고 알려진 기술을 정밀하게 검증

플랜」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현재 각 기술의 세계 및 국

하는 것(잠재력이 과장된 기술의 한계점도 객관적으로

내 시장은 수십 분 또는 수백 분의 일에 그치고 있다.

파악하는 것)이고, 셋째, 세간의 주목에서 벗어났지만

본고에 이어 소개될 3개의 글은 이 기술들에 대한 과거

유용한 기술을 다시 찾아내어 현실에 활용하는 것이다.

전망이 왜 잘못되었는가를 분석함으로써 기술의 미래 유

[그림 2] 과학기술 미래전망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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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성을 현재 시점에서 다시 객관적으로 전망하고자 한

사회/수요 측면

과거에 합성생물학, 나노소재, 수소경제에 대한 전

다. 이를 위해 보다 구체적으로 “과학기술의 미래를 과도

망은 왜 틀렸을까?

하게 낙관적으로 또는 비관적으로 전망하게 만드는 요인

본 미래연구 포커스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2019년

은 무엇인가?”, “위의 요인들을 고려할 때 각 기술의 미

「과학기술기반 미래연구」 사업의 주제연구 내용을 발췌

래 전망은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전 분야에 파급될 것

하여 정리한 것이다. 「과학기술기반 미래연구」 사업에서

인가, 아니면 일부 분야에서만 활용되거나 소멸될 것인

는 2018년에 사회적으로 유망하다고 알려진 인공지능,

가?”, “각 기술에 가장 적합하여 가장 활발하게 활용될 분

블록체인, 자율주행차의 3개 기술에 대해 검증하는 연구

야는 어디인가?”, “이 기술의 확산을 위해 필요한 과학기

서 벗어났지만 유용한 기술을 다시 찾아내려면 다양한

평가하기 어렵다. 또한, 평가 및 전망의 차원도 기술 자

를 하였고 2019년에는 한 때 유망기술로 주목을 받다가

술혁신정책은 무엇인가?” 등의 질문에 대해 논의한다.

요인들을 살펴보고 이들을 종합하는 틀이 필요하다. 많

체의 장점과 단점을 다루는 기술 차원, 그 기술을 둘러

은 연구와 시행착오를 통해 미래전망의 틀을 수립하여

싼 다른 기술과 산업, 제도 등을 함께 다루는 시스템 차

이후 사회적 관심이 줄어들었지만(약 2년 전 연구를 기

기타 요인

전망 방법의 한계, 관련 데이터 부족/부정확
자료: 최병삼・홍성민 외(2018), p. 472.를 수정보완하여 저자 작성

획할 때만 하더라도 국내에서 관심이 낮았으나 연구가

과학기술의 미래에 대한 더 나은 전망을 위하여

이를 잘 활용한다면 과학기술의 미래에 대한 더 나은 전

원, 공급자와 수요자 등 인간과의 상호작용까지도 포함

추진되는 과정에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장기

과학기술의 미래 전망은 왜 항상 틀릴까? 말 그대로 ‘미

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018년 12월에 발간된 Future

하는 생태계 차원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그림 2]에 언

적으로 유용할 것으로 기대되는 합성생물학, 나노소재,

래’는 아직(未) 오지 않았고(來) 어느 누가 하더라도 미래

Horizon 38호의 미래연구 포커스에서 인공지능, 블록

급된 요인들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기존 기술대비 각

수소경제의 3개 기술을 연구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전망은 요행히 맞을 수도 있지만 맞지 않는 것이 당연하

체인, 자율주행차에 대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과학기

기술의 잠재력과 장점, 한계와 단점에 대해 차례로 분석

합성생물학, 나노소재, 수소경제는 공통적으로 2000년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 전망을 해야 하는 이유는

술 미래전망의 틀’을 제시한 바 있다. 합성생물학, 나노

하고 답변해 나간다면 그 기술에 대한 균형적인 시각을

대 초반 소위 신기술의 선두 주자로 주목을 받았고 세

미래에 다가올 다양한 가능성을 살펴보고 이를 결정하

소재, 수소경제에 대한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조금 더 업

가질 수 있고 향후 발전가능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파악

계 각국도 적극적으로 기술개발에 뛰어들었다. 합성

는 핵심 요인을 파악하여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

데이트된 과학기술 미래전망의 틀을 [그림2]와 같이 제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비전, R&D, 인프라,

생물학의 경우 EU가 2005년에 EU-FP6 (Framework

기 위해서이다.

시한다.

생태계, 인력, 제도 등 혁신정책의 제반 이슈에 대한 시

Programmes)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미래를 정확하게 전망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미래 전

과학기술의 잠재력과 한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미래

사점도 얻을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 미래 전망에 정답

투자가 이루어졌다. 나노소재는 2000년 미국이 국가나

망을 아무런 사전지식이나 관점 없이 해야 한다는 것은

발전가능성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기술/공급 측면과 사

이 없듯이 위의 틀도 현재까지의 고민의 산물일 뿐이며

노기술전략(National Nanotechnology Initiative, NNI)

아니다. 가능성 있는 기술을 조기에 발굴하고, 유망하

회/수요 측면을 모두 살펴봐야 한다. 기술적으로는 우

향후 더 많은 기술들을 깊이 있게 고찰해 나가면서 개선

을 발표하는 등 소재의 패러다임을 바꿀 주역으로 기대

다고 알려진 기술을 정밀하게 검증하며, 세간의 주목에

수하지만 사회적인 수용성이 낮다면 발전가능성을 높게

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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