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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i

｜요약｜
1. 개요

□ 연구추진 배경
○ EU 및 OECD를 중심으로 서구의 혁신정책학자들은 ‘Innovation for social
challenge’ or ‘Transitional Innovation Policy for Social Challenge’를
주창하며, 일련의 정책대안과 전략을 내놓고 있음

○ 이들에 의하면, 환경오염, 기후변화, 빈곤, 자살 등 현대사회 삶의 질 저하와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앞장서서 ‘지
속가능성 향상’, ‘삶의 질의 지속가능성 향상’ 등을 정책목표로 확실히 제시해야
하며,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전략은 기존의 성장패러다임의 정책관행과는 다른
새로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 국가가 ‘기업가 정신’에 입각해 사회문제해결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임무중심의
정책 시행 (mission oriented policy)
- 혁신적 지식창출을 위한 연구개발지원, 새로운 문제해결방법탐색을 위한 리빙랩
확산, 혁신적 기술개발과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 혁신적 공공조달을
통한 혁신기업 시장진출 지원,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한 사회적 수요 발굴
등이 제안됨
-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부처 간 협력거버넌스, 이해관계자 참여 정책거버넌스,
정부부처 산하기관 역량강화 등이 제시됨

○ 한국에서도 2000년대 중반 노무현정부때부터 기후변화, 고령화 등의 문제 대응을
국가 정책적 드라이브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정부 관료, 정책연구기관 및 연구계,
시민사회 등에서 제기되어 왔고, 혁신본부의 설립과 더불어 ‘혁신정책’과 ‘삶의 질
향상’, ‘환경문제 대응’을 연결시켜 보려는 시도들이 있었음

○ 이후,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에서도 ‘혁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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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사회문제해결’은 정책적 화두가 되어 왔으며, 최근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는
‘사회적 난제해결을 위한 임무중심 혁신’ 이 주요 혁신정책의 목표로 등장함
- (예시) ‘혁신’을 통한 고령화 대응
· 돌봄경제 육성전략, 고령친화산업 육성정책 등을 통해 ‘혁신’과 ‘포용’을 연
계하고자 하며, 주요 사업으로는 보조기기 기술개발, AI/IoT 등이 결합된 제품
보급 등이 있음

○ 또한 부처간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범부처 협력을 통한 정책사업 기획과
사업추진 시도
-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다부처협력사업‘ , ’미세먼지대응사업‘, 고령화 대응을
위한 ’치매극복사업‘, ’돌봄로봇개발사업‘ 등

□ 연구목적
○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사업이 사회 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혁신정책
으로서 사회경제적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 틀(프레임)을 가져야
할지를 기존 연구자료의 분석을 통해 도출하고자 함

○ 또한 주로 해외자료에 의존하여 도출된 정책프레임이 한국에서 작동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한 시행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
에서는 그 기초작업으로서 한국의 정책수립/시행 과정에 참여하는 정책이해관계자
들의 관행을 살펴보고자 함
- 한국에서의 사회문제해결과 관련한 혁신정책사업들이 수립/시행되는 관행과
그 특수성을 밝히는 연구는 후속 연구과제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연구목표
○ 정부가 ‘사회문제해결’ 정책사업을 통해 산업창출, 사회전환이라는 목표를 실현
하고자 한다면, 그 정책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어야 하는지에 이론적 검토

요약 iii

○ 사회기술시스템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혁신정책의 틀(프레임) 제시 및 한국의
정책관행 예시

○ 향후 사회문제와 관련한 정책을 모니터링, 평가하는데 있어 견지해야 할 관점과
연구주제 제시

2. 주요 연구내용

□ 사회문제해결 관련 정책프레임 및 정책수단에 관한 이론적 리뷰
○ 사회문제해결과 관련한 정책프레임 및 정책수단에 대한 이론적 리뷰
- 혁신에 대한 사회적 수요변화에 따른 혁신정책프레임의 변화
- 니치창출 및 확장지원, 이해관계자 참여 등과 같은 정책수단의 목적, 적용사례 등

□ 한국의 사회문제해결 관련 정책의 주요 동향 및 연구계의 논의 초점
○ 사회문제해결과 관련한 주요 국내 정책 이슈 : 정부측에서 제기한 이슈 및 연구계
에서 제기한 이슈
- 국가 기본계획 차원에서 제시된 사회문제해결 정책
- 정부부처 차원에서 제시된 사회문제해결 정책 및 주요 정책사업
- 고령화 문제 대응을 위한 정책동향
- 학계 논의를 통해 살펴 본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과제

○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수단과 이를 실행하는 정책관행
- ‘혁신’과 ‘사회문제’ 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정책프레임 영역별 정부의 주요
정책수단 제시
- 정책관행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정책관행의 개선을 위한 해외 참고사례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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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평가에 기반한 정책개발 사례 : 독일의 FONA 사업
- 니치확장을 위한 실증사업 사례 : 독일의 EUREF 사업

○ 향후 연구주제 제시
3. 연구결과

□ 해외의 사회문제해결과 관련한 정책 논의 리뷰
○ ‘사회적 도전’을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에 정책목표를 둠
- EU 와 OECD를 중심으로 살펴 본 결과, ‘사회문제’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협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로 이해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들은 기술적 도전을 넘어, 사회부문의 시스템과 관행을 개선하는 ‘사회적
도전(social challenge)’ 으로 인식되고 있음
- ‘전환적 혁신정책’ 의 맥락에서 의 프레임과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수단의 개발 및 효과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Social Challenge’를 지향하는 정책프레임은 연구개발 및 산업의 구조뿐만
아니라, 지식과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 더 나아가 시민의 소비방식의 변화까지
도 촉발시키고자 하는 광범위한 내용과 장기적인 로드맵을 구성요소로 함

□ 한국의 사회문제해결과 관련한 정책사업의 특징
○ 정책목표는 거대하게, 정책 프레임은 국지적이고 지역적
- 광범위한 사회시스템의 전환을 목표로 제시하더라도, 정책목표를 이루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정책요소들을 간과한 채 진행되고 있음
- 현재 추진 중인 ‘사회문제해결’, ‘사회적 난제’, ‘사회적 도전’, ‘사회혁신’ 등을
내건 다양한 정책사업들의 경우, 거의 유사한 정책 틀(프레임)과 정책수단을
가지고 있으나,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는 서로 달라, 정책 목표나

요약 v

방향성에 따른 적합한 정책 틀과 정책수단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양상임
- ‘사회문제’ 에 대한 ‘정책적’ 개입의 범위와 목표에 대한 논의는 취약한 가운데,
‘혁신’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드러나며, ‘혁신’과
‘사회문제해결’을 연계한 관련 정책사업에서 ‘신기술개발을 통한 신산업 창출’이
정책목표로 제시되는 것을 볼 때, 기존의 산업성장 지향적 혁신정책의 목표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임
- 해외 ‘social challenge’ 또는 ‘전환적 혁신정책’에서는 사회전반의 생활양식,
생산방식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거시적 정책프레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데 반해,
한국에서는 거시적 변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국지적’ 이고, ‘지역적’ 문제해결에
집중하고 있는 양상임

○ ‘사회문제’의 특성 및 혁신주체 역량에 따른 개입전략의 차별성 부재
- ‘사회문제해결’에 대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할 때에는 풀어야 할 문제의 범위,
관련 기술의 성숙도, 관련 주체들의 혁신역량 등에 따라 개입 전략이 달라져야
하지만, 대부분의 사회문제해결 지향의 정책사업들에서는 ‘지역’, ‘리빙랩’,
‘사회적 경제주체’ 가 동일하게 강조되고 있음
- 해당 사회문제를 발생, 확산시키는 구조적 요인에 대한 탐구, 해결방안에 대한
다양한 방법론의 탐색과 적용의 기회가 적음

○ 혁신은 기술이 중심에 있어야 하며, 과학기술 주무부처가 주도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함
- ‘혁신’은 혁신본부의 과업이거나, 과학기술정책 주무부처의 과업으로 여겨지며,
유관부처들은 이와 관련한 부처별 하위 사업계획들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 ‘혁신’과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사회전반의 혁신을 궁극적
목표로 둔다면,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사회정책부문의 정책목표를
전 부처가 공유하여 협업체제를 이루어나가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으나,
‘혁신’은 과학기술정책이 주도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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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혁신’은 기술부문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정책', '교육정책', ‘재정정책’ 등
다양한 정책영역에서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시도를 지원할 수 있는 세부
정책들이 뒷받침 되어야 하나, 이와 관련한 거시적 정책 디자인은 취약함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탄소중립 2050 등 거시정책들이 제시되었으나,
각 부문별(보건/복지/교육/산업 등) 정책과제들 간의 연계성은 고려되지 못함
(각 부문별 정책과제들이 나열되어 있음)
- ‘사용자 참여를 통한 R&D’, ‘실용화 촉진을 위한 Co-Creation’, ‘전주기 연계성
강화’ 등이 강조되지만, 그 성과물들을 사회시스템의 구조적 변화로 이어지게
하는 사회정책과 연계되지 않는다면 기술중심의 혁신정책의 틀을 벗어났다고
할 수 없음

○ 기존사업의 성-과를 분석하여 발전해 나가기보다는 계속해서 신규사업을 벌이는
관행
-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우므로, 관련 사업 또한
장기적 전망 속에서 지속적인 문제발굴과 보완이 필요함
- 그러나 기존 사업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정책의 지속적 질적 발전을 꾀하기
보다는 계속해서 신규사업을 만들어 냄으로써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떨어
뜨릴 위험이 있음

○ 기술개발 성과확산 측면에서도 공공서비스 공급채널을 활용한 ‘제품보급’에 치중
하여, 지속적인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구축(인재양성, 시장형성, 혁신적 기업
육성 등)은 간과됨
- 시장실패 영역에서 기술혁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공공서비스 공급채널(공적시
장)을 활용한 초기시장형성이 필요하나, 이는 과도기적 정책수단임
- 민간시장 형성을 위한 장기적 산업전략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기업을 공적시장
영역에 안주시키는 효과가 발생함

요약 vii

○ 실험을 통한 문제해결 방식의 모색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면밀한 실증을 통한
과학적 근거 산출 노력은 매우 미흡하여 ‘니치확장’ 에 있어 큰 한계를 가지고
있음
- 실험공간으로 리빙랩을 적극 도입하고 있으나, 리빙랩의 결과가 연구계와 산업
계의 main stream에 수용되기 위한 ‘실증’의 단계로 나아가지는 못하는 상황

○ 또한 ‘사회혁신’의 개념을 지나치게 사회적 경제, 시민참여를 중심에 두고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생산주체, 제도시행 주체, 제도로부터
편익을 얻고 있는 주체 들과의 연합도 유효한 전략임이 간과된 측면이 있음

○ 한국의 사회문제와 관련한 정책관행에서는 ‘성찰적’ 정책관행이 정착되어야 하며,
‘니치확장’을 위한 실증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어야 함

□ ‘성찰적’ 정책관행의 정착과 ‘니치확장’에 관한 해외사례 고찰
○ 사회문제해결 관련 정책관행의 개선을 위한 해외 사례 고찰
- 정책평가를 통한 성찰성 제고: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회(FhG ISI)의 FONA 사업
평가보고서를 통해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독일의 연구개발지원 사업의
성과평가 사례 제시
- 니치확장을 위한 실증의 중요성 : 독일 에너지시스템 전환 실증사업(EUREF)에
대한 비판적 고찰 사례 제시

○ 특히,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과학적 연구인프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리빙랩 구축과
운영전략 모색이 필요함
- 실제 생활환경에서의 실증을 위한 리빙랩(Real World Laboratory)
- 기존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과학기술연구계와 산업계(대기업, 중소기업)이
리빙랩의 연구성과를 활용할 수 있을만한 ‘신뢰받는’ 연구성과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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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및 향후 연구주제

○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과학기술부문의 정책수단은 하드웨어 중심의 R&D에서,
새로운 사회현상의 이해와 해법의 적용에 관한 과학적 근거마련 등 무형의 ‘지식
창출·공유’를 위한 자원배분과 성과확산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화
되어야 함
- 기술이 개발되면 사회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는 기술공급적 접근의 한계를
벗어나야 함
- ‘사회문제해결’ 과 관련한 기술개발에서는 기술개발이 시작되기 이전에 사회현상,
사회구성원의 수요에 관한 선행 연구결과들이 마련되어 있거나, 적어도 병행될
때 문제해결에 효용성이 높은 기술이 개발될 수 있음

○ 미래 장기전망 속에서 진행되는 ‘혁신’ 기반의 ‘사회문제해결’ 형 정책사업이라면,
리빙랩의 기능을 과학적 근거마련을 위한 실증연구 인프라로 전환해야 함
- 기존에 ‘사용자 참여’를 통한 ‘사용자 친화적’ 기술 및 제품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리빙랩은 ‘니치확장’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음
- 실제 생활환경에서의 실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규모의 리빙랩(Real World
Laboratory)을 구축하여, ‘대규모 실증’을 수행해야 함
- 기존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과학기술연구계와 산업계(대기업, 중소기업)가
실제 생활현장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실증연구 성과를 활용하여 ‘신뢰할 만한’
기술 및 제품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요약 ix

[그림 1] 과학인프라로서의 ‘Real World Lab’

○ 과학기술 R&D 의 결과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사회
혁신을 위한 정책수단들과 결합해야 함
- ‘사용자 참여를 통한 R&D’, ‘실용화 촉진을 위한 Co-Creation’, ‘전주기 연계성
강화’ 등이 강조되지만, 그 성과물들을 사회시스템의 구조적 변화로 이어지게
하는 사회정책과 연계되지 않는다면 기술중심의 혁신정책의 틀을 벗어났다고
할 수 없음

○ 한국의 정책관행, 정책 관계자의 행동방식 등을 고려한 정책수단 개발과 목표
설정이 필요함
- 유럽 및 선진국의 전환정책의 목표와 전략을 답습하여, 한국에서도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식의 당위적 접근을 지양하고, 한국의 혁신 풍토에 적합한 전략과 정책
수단 개발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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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주도의 정책과 사회수요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현상, 사회구성원
그룹별 수요의 차이점, 혁신정책이 미치는 사회문화, 교육, 환경 등에 관한 영향
분석 등과 같은 사회과학 연구가 활성화 되어야 함
- 한국은 전반적으로 정부주도 혁신정책의 관행이 매우 강하여, 정권 교체나 행정부
조직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해 장기적 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어려운데, 사회
문제와 관련한 정책사업에서는 정책의 장기성과 일관성이 가장 중요하게 부각됨
- 정부주도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정책과 사회 수요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서는 ‘사회문제’에 대한 사회과학적 기초연구들이 활성화 되어, 사회문제에 대
한 다양한 해석과 수요발굴, 잠재된 부정적 영향의 발굴 등이 이루어져야 함

[그림 2]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사회과학적 연구주제들(예시)

제1장 서론 1

│제1장│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혁신정책에서 사회문제해결은 점차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고령화, 기후변화, 불
평등 등과 같은 사회문제는 더 이상 ‘사회정책’이나 ‘환경정책’ 과 같은 하나의 정책부
문에서 제도개선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혁신정책’이라는 사회제도,
산업, 기술의 통합적 정책 틀 속에서 다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EU 및 OECD를 중심
으로 서구의 혁신정책학자들은 ‘사회적 도전을 위한 혁신(Innovation for social
challenge)’ 또는 ‘사회적 도전을 위한 전환적 혁신정책 (Transitional Innovation
Policy for Social Challenge)’ 의 필요성을 주창하며, 일련의 정책대안과 전략을 내
놓고 있다. 이들에 의하면, 환경오염, 기후변화, 빈곤, 자살 등 현대사회 삶의 질 저하
와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앞장서서
‘지속가능성 향상’, ‘삶의 질의 지속가능성 향상’ 등을 정책목표로 확실히 제시해야 한
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전략은 기존의 성장패러다임의 정책관행
과는 다른 새로운 정책틀(정책프레임)이 필요하다고도 한다. 사회문제해결과 혁신정
책의 연계 전략으로서는 혁신적 지식창출을 위한 연구개발지원, 새로운 문제해결방법
탐색을 위한 리빙랩 확산, 혁신적 기술개발과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 혁신적
공공조달을 통한 혁신기업 시장진출 지원,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한 사회적 수
요 발굴 등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한 부처 간 협력거버넌스, 이해
관계자 참여 정책거버넌스, 정부부처 산하기관 역량강화 등이 강조된다.
한국에서도 ‘지속가능성’의 문제는 비단 화석연료 고갈에 대한 대응, 환경파괴에 대
응한 환경보호라는 정책적 대안을 넘어, 생산방식의 전환, 소비방식의 전환을 필요로
하는 ‘사회전환’의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임무중심형 혁신정책’
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혁신정책의 범주 안으로 사회문제해결의 과제를 끌어들이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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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중반 노무현 정부때부터 기후변화, 고령화 등의 문제 대응을 국가 정책
적 드라이브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정부 관료, 정책연구기관 및 연구계, 시민사회 등에
서 제기되어 왔고, 혁신본부의 설립과 더불어 ‘혁신정책’과 ‘삶의 질 향상’, ‘환경문제
대응’을 연결시켜 보려는 시도들이 있었다. 이후,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에서도 ‘혁신’을 통한 ‘사회문제해결’은 정책적 화두가 되어 왔
으며, 최근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는 ‘사회적 난제해결을 위한 임무중심 혁신’이 주요
혁신정책의 목표로 등장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혁신정책’과 ‘사회문제’를 결합하는 방식은 매우 기술개발지원
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당수의 ‘사회문제해결’정책사업에서 ‘신기술
개발을 통한 신산업 창출’이 정책목표로서 등장한다. 예를 들면, 2020년 발표된 『범부
처 혁신도전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보면, 과감한 연구혁신을 통해 국가적 문제의 해
결에 도전하고 더 나아가 미래 변화를 한 발 먼저 예측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
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제시된다. 이에 따라 범부처 연구개발(R&D) 프로젝
트가 시행되는데, 2020년 사업주제로는 ‘공공 안전을 위한 로봇’이 선정되었다. 또 다
른 예로 ‘혁신을 통한 고령화 대응’을 목표로 하는 정책사업들이 등장했다. 특히 문재
인 정부의 ‘혁신적 포용·복지’에서는 『돌봄경제 육성전략』, 고령친화산업 육성정책 등
이 강조되는데, 여기에서도 보조기기 기술개발, AI/IoT 등이 결합된 제품 보급 등이
주요 사업으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는 ‘사회적 난제해결’, ‘사회전환’, ‘사회문제해결’이 거의 유사한 정
책적 지향점을 가지고, 유사한 정책 틀(프레임)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사회전반의 생활양식, 생산방식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거시적 정책프레임이 작동하기
보다는 ‘국지적’ 문제해결에 집중하고 있는 모양상이다. 또한 ‘사회문제해결’ 정책의
유효한 수단으로 제시되는 것은 ‘기술개발지원’ 과 ‘리빙랩’에 대한 지원이 주를 이룬
다. 광범위한 사회시스템의 전환이 목표로 제시되지도 못하고, 또한 정책수단 차원에
서도 ‘기술’ 중심의 문제해결에 치중하고 있다.
본 연구가 시작된 배경에는 ‘혁신정책’과 ‘사회문제’를 연계하는 정책의 틀과 정책
수단에 대해 정부와 학계, 정책연구자들이 공유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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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잡고 있다.
정부가 사회문제를 ‘혁신정책’과의 연계 속에서 해결해 보고자 할 때에는 기술개발
에 대한 지원 못지않게 사회문제를 발생, 확산시키는 구조적 요인에 대한 탐구, 해결
방안에 대한 다양한 방법론의 탐색과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만 장기
적으로 환경과 건강, 복지의 지속가능성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술부문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정책', '교육정책', ‘재정정책’ 등 다양한 정책영역에서 ‘사회문제해
결’을 위한 새로운 시도들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거시적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정부가 ‘사회문제해결’이라는 키워드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정책사업들
이 과연 사회의 시스템의 변화를 추동시킬 수 있을 만한 파급력이 있는 것일까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사회문제해결’을 추구하는 정책이라 하더라도, ‘사회문제해결’을 생산방식, 소비방
식, 생활방식의 전환을 목표로 두는, 일종의 사회혁신전략 차원에서의 접근이 있고,
‘국민생활의 애로사항 해결’의 차원에서 접근이 있겠다.
정부의 사회문제해결과 관련한 계획이나 전략 등에 자주 등장하는 새로운 산업의
창출과 성장이라는 목표는 해당 사업에 참여한 이해관계자들(기업, 시민, 연구자 등)
이 ‘사회문제해결’을 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사회문제(부작용)를 낳지 않도록 다각적
인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추진되어야 한다. 사회문제를 발생시키는 근본적 원인에
대한 정책적 개입과 개선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문제해결’을 통
한 성장이라는 슬로건이 의미하는 바는, 연구개발에서 제품의 소비에 이르기까지 경
제적 부가가치 창출의 전 과정에 사회적 가치를 생산하고자 한다는 것이며, 이는 기존
의 산업계와 연구계에 ‘사회문제 발생’과 연관된 관행적 요소들을 수정, 개선해 나가
겠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사회의 특정 인구집단의 편의를 증진하고, 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 “국민생활편의증진”과는 다른 차원에서의 정책프레임과 전략구상이 필요
하다고 본다.
현재 “사회문제해결”이라는 단어가 서로 다른 맥락, 즉 ‘사회혁신’과 ‘국민생활문제
해결’의 두 가지 맥락에서 혼용되어 쓰이고 있는데, 이는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혁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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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프레임에 대한 정부와 정책연구자, 과학기술 연구자 사이에 공유된 인식기반 취
약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본 연구는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사업이 사회 시스템의 변
화를 가져올 수 있는 혁신정책으로서 사회경제적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 틀(프레임)을 가져야 할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가 기초연구라는 점을 감안할 때, 연구유형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가장 필요
하다고 생각되는 이론적 연구동향 리뷰와 시사점 도출, 그리고 향후 연구주제 도출에
집중하고자 한다1).

1) 이와 관련하여 지난 5월 말 착수보고에서 연구과업의 범위를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혁신정책 프레임과 정책수단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및 사례제시에 국한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제목 및 당초 계획과는 논의의 초점과 전개방
식에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밝혀둔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연구제목을 쉽게 변경하기 어려워, 부제를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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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를 주요 과업으로 설정하였다.
첫째, 정부가 ‘사회문제해결’ 정책사업을 통해 산업창출, 사회전환이라는 목표를 실
현하고자 한다면, 그 정책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이다. 이
를 위해 세부 과업으로는 다음 두 가지에 집중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정책방향과 주요 정책수단들을 기존의 이론적 논의들을
정리하고, 사회기술시스템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혁신정책의 틀(프레임)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정부관료 및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자들과 사회문제
에 대응하는 정책의 방향과 정책수단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한다.
두 번째 연구목표는 사회문제해결과 관련한 우리의 정책관행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
다. 기존의 과학기술정책에서 당연시 되어 오던 정부정책개입의 방식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절한 방식인지에 대한 검토를 시도해 본다. 물론 한 번의 연구로 명확한
대안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향후 사회문제와 관련한 정책을 모니터링, 평가하는데 있
어 견지해야 할 관점과 연구주제들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론적 논의에 대한 리뷰는 다음 질문들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질 것이다.

<표 1-1> 기존연구 리뷰의 초점
영 역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정책방향

전략적
니치관리에 대한
이해

세부질문
◦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혁신정책프레임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 전환정책 프레임 필요
전환정책은 무엇이고, 어떤 요소들이 중요하게 인식되는가?
◦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혁신정책에서 니치전략이 유용한 전략으로 제시되는데, 궁극적
정책목표는 무엇인가?
◦ 사회문제해결에서의 regime change 전략이 일반적인 산업정책에서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 ‘사용자 참여’를 통한 수요-공급 연계전략은 일반 기업의 신제품 개발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리빙랩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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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역

세부질문
◦ 니치가 Scale-up 되어, 전환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대략 어떻게 진행되는가?
◦ 과거 사례를 보면, 어떤 단계/Process를 볼 수 있는가?
◦ Scale-Up 프로세스를 진행시키는 주요 동력은 무엇인가? (각 단계별로)
◦ 니치 창출단계
- 이니셔티브는 주로 어떤 계기에 의해 형성되는가?
◦ 니치 성장단계
- 니치를 만드는데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과 지식은 어떤 방식으로 조직화되는가? (답:
워크샵, 컨퍼런스, 리빙랩 등)
- 공감대 형성, 지속가능한 유대관계 형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니치 확장단계
- 반대세력, 반대여론 극복은 어떻게 하나?
- 확장단계에서 등장하는 주요 고려요소, 이슈는 무엇인가?
- 확장단계에서 니치 참여자 구조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가?
◦ Scale-Up 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정책수단
- 전환적 혁신정책연구자은 제시한 Multi-Layer 정책 프레임에 따르면, 다음 세 가지
차원에서의 개입/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정책목표와

니치확장을 위한
정부의 개입전략

실험공간의 유형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 사회문제해결 혁신방안 모색을 위한 ‘실험’은 대체로 리빙랩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전환정책의 관점에서 ‘실험공간’은 어떤 기능을 하는가?
◦ 정부가 리빙랩을 지원한다고 할 때, 각 유형별 정책목표와 지원전략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 일반적 산업활성화 전략에서 활용하는 실증사업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마이크로 레벨에서 진행되는 리빙랩과 ‘실증사업’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실증사업에서 창출된 지식이 기존 과학계에서도 ‘의미 있는’ 지식으로 인정받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 세력과의 충돌/갈등이 예상되는데, 각
참여주체들의 입장과 태도에서 전형적으로 보이는 패턴이 있는가?
◦ 비전, 방향제시
전환을 위한 혁신정책의 방향제시는 기존의 미래전망, 예측과 어떤 차이점이

Macro
레벨에서의
정책과제

있는가?
◦ 모니터링/ 평가
- ‘사회문제’ 관련 혁신정책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는 어떤 범주, 지표가
적용되는가?
- 기존의 평가에 적용되던 방식을 전환함으로써 생기는 갈등은 없는가?
모니터링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 모니터링, 평가의 결과는 전환혁신정책에 어떻게 피드백 되어야 하는가?

자료: 연구진 작성

사회전환, 새로운 혁신동력 창출이라는 목표를 가진 사회문제해결 정책이 일반적
혁신정책과 차별화되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정책과정에서의 ‘성찰성’과 ‘도전’이라
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러한 태도가 정책사업을 시행하는데 어떻게 반영

제1장 서론 7

되어야 할지에 대한 논의는 적다. 정책이 ‘성찰성’을 갖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사업에 대한 평가와 사업추진방향 간의 피드백을 만드는 일일 것이다. 우리의
경우, 새로운 이름을 단 사업, 그러나 예전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벌어지기
는 하지만, 과연 얼마나 ‘성찰성’을 가지고 모니터링, 평가, 개선의 과정을 거치고 있
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
또한 다양한 실험공간을 통해 ‘니치’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은 우리의 정책메이커(정
부관료, 정책연구자 등)들도 깊이 공감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유효한 정책수
단으로 인식되는 ‘실험공간’에서의 실험이 어떻게 기존의 산업구조, 생산방식, 소비문
화를 바꾸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확장전략’ 에 대한 논의는 더 활성화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확장전략’은 반드시 기존 연구계, 산업계, 그리고 이해관계
를 갖고 있지 않은 일반 시민과의 갈등을 불러일으킨다. 어떤 지점에서 갈등이 발생하
고, 정책적 지원은 어떤 점들을 고려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
하다.
본 연구의 두 번째 주요 과업으로는 ‘성찰성’과 ‘도전을 통한 니치확장’전략이 잘
드러나는 사례를 찾아, 소개하고, 시사점을 얻어보고자 한다. 다음 두 가지를 두 번째
과업의 세부 과업으로 진행해 보고자 한다.
- 성찰성 부문: 사회적 수요 변화에 따라 정부의 정책사업 목표와 전략을 수정해
간 사례 고찰
- 니치확장 부문: 거대규모의 ‘사회문제해결’과 관련된 실험공간 사례를 들고, 실험
성과를 연구계, 산업계의 주요흐름(main stream) 에 이전시키고, 구조적 변화가 일어
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그리고 그에 연관된 정치적, 사회적 맥락 고찰
세 번째 과업은 기존 이론적 연구에서 제시된 사회전환을 위한 혁신정책프레임과
정책수단의 필요성과 유효성에 대해 한국의 정치·정책적 맥락 속에서 논의를 진행시
켜 보는 것이다.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여러 한계로 인해 해당 부문의 과업은 관계
전문가들과의 집단토론 정도의 수준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보다 풍부한 근거자료를
활용한 심층적인 연구는 별도의 연구과제로 추진되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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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구추진 프로세스 및 방법론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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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전환적 혁신정책에 대한 이론적 논의
제1절 혁신정책 틀(프레임)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기존 문헌 리뷰
가. ‘사회문제’를 다루는 혁신정책 프레임
1) ‘사회문제’ 와 ‘혁신’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Schot & Steinmueller(2018), Geels (2006) 등은 Deep Transition 을 언급한
다. 이들에 의하면, 기후변화나 빈곤 문제의 해결은 사회인프라, 제도뿐만 아니라 생
활양식 전반에 걸친 변화를 필요로 하므로, 근본적인 생산방식과 사회질서의 재편이
필요하다고 한다. 기존의 혁신 모델에 의존한 경제성장, 경쟁력 강화가 경제적 측면에
서의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자원활용의 비효율성, 환경오염 등 되돌이키
기 어려운 사회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으므로, 혁신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인류와 사회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다는 것이다. 이들이 제시하는 혁신방식은 ‘전환
모델’이라 불리며, 여기서는 ‘사회적 수요’가 전면에 등장한다. 다시 말해, 혁신의 동
기, 경로선정, 성패에 이르기까지 모든 혁신과정을 견인해 가는 동력은 ‘사회적 수요’
와의 연관성 속에서 설명된다.
예를 들어, 빠른 속도로 언제 어디서나 소통할 수 있고, 앱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폰이 있지만, 고령자와 젊은 세대 간의 정보격차가 존재하는
이유를 이 모델에 따라 설명하자면, 고령자의 수요가 스마트폰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
이며, 그 이면에는 ‘고령자’라는 인구 그룹의 수요가 스마트폰 개발자나 기업이 고려
해야 할 만한 가치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될 수 있다. 여기에서 사회적 수요
와 기술혁신 간의 괴리를 좁혀줄 수 있는 매개역할이 중요하며, 다양한 수요가 자유롭
게 드러날 수 있는 개방적 사회분위기와 적절한 커뮤니케이션 공간 등이 중요하다.
사회구성원의 의식 속에 자리잡은 삶의 가치,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연대의식, 미래세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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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배려 등이 혁신의 동기와 경로선정, 혁신성과를 설명하는 주요 요소로 인식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사회문제’로 인한 위기감과 우려, 해법에 대한 기대와 도전
의식이 ‘사회적 수요’로 인식될 수 있을 때, 혁신의 동기가 만들어진다. 역으로, 혁신
의 성과가 사회구성원의 전반적 삶의 질 향상이나 지속가능성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
고, 불평등을 가속화 시키고 있는 것은 혁신의 과정에서 ‘사회적 수요’가 간과되고 있
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은 유럽에서 SPRU, TIPC 과 같은 연구그룹들이 견인하고
있는 ‘전환정책 이론’의 바탕에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제시하는 새로운 혁
신모델을 기존 혁신정책에 주로 적용되었던 두 가지 모델(선형모델과 네트워크모델)과
비교해 살펴보면 그 차이점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 기존의 혁신모델과 전환적 혁신모델의 차이
가) 선형모델
선형모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실업, 인플레이션, 경제적 불안정성이 커지고, 정
부의 보다 더 적극적인 개입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등장하였다. Solow (1957)
와 같은 학자들은 기술개발이 가져오는 생산성 향상을 잔차개념을 도입해 설명함으로
써, 정책이해관계자들이 기술개발에 더 큰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러한
연구들은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개입의 근거가 되었다. 정부가 연구에 자금을 투입하
면 할수록, 생산성은 향상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는 과학적 연구개발에 대한 정
부의 역할과 목표를 다시 설정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과거에는 국방, 통신, 의료
연구, 지질 조사, 토목 공학 분야 등 사회인프라 구축에 대한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는 인식이 있었다(Tindemans et al., 2009; Mowery and
Rosenberg, 1989).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시대에서 연구개발 투자의 생산성향상
효과에 대한 이론적 근거 확립은 과학기술에 대한 정부예산의 투입이 경제적 이윤을
창출하는 투자라는 인식을 확대하는데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국가존립, 사
회공동체 생활의 필수 인프라 등을 갖추는데 과학기술 연구개발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었다면, 전후에는 과학기술이 경제성장의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인식으로 전환된 것이

제2장 전환적 혁신정책에 대한 이론적 논의 11

다.
정부의 역할이 시장실패영역에 대한 투자와 이러한 투자를 통한 경제성장이라는 인
식은 1960년대 냉전이 심화와 석유파동의 시기를 거치며, 안보유지와 에너지확보에
관련된 기술개발 지원이 중요하게 등장하면서 더욱 굳어졌다. 이념적 경쟁 및 국가
명성과 공공 투자에 대한 경제적 및 사회적 수익의 확실성이 정책 수립 동기가 되었
다. 공공부문 연구개발 성과가 민간부문에 이전되어 실제 산업활성화에 기여해야 한
다는 인식이 커졌고, 미국에서는 국방부분에서 시작된 연구의 성과물을 타 산업영역
으로 이전하는 것이 장려되었다(Galison and Hevly, 1992),
민간부분(기업)에서의 연구개발 또한 일종의 투자개념 하에 이루어지는 ‘발명품의
상업화’라 볼 수 있는데, 과거에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발명적
행위’ 그 자체가 강조되었다면, 이 프레임(컨셉)에서는 ‘발명’을 통한 상업화, 즉 발명
이 실제 시장에서 거래로 이어져야 하며, 거래를 통한 이윤창출이 발명의 궁극적 목적
이 되었다. 정부나 민간, 공히 과학적 발견에 대한 예산투자는 기술개발로 이어지고,
이는 곧 새로운 제품개발, 새로운 시장창출, 재정적 수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지배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선형모델에 입각해서 보면, 혁신의 행위자들은 각각 그 역할이 매우 명확하게 구분
된다. 과학자는 과학적 지식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정부나 공공기관은 과학 연구에
자금을 지원하고, 기업을 포함한 민간부문에서는 과학적 지식을 상업화하는 혁신을
수행하는데 그 역할이 있다. 특히 정부나 공공기관은 과학적 연구활동이 투명하고, 신
뢰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관리한다 (단, 연구의 자율성은 중요하므로, 연구자의 자기규
율을 강조). 또한 과학계와 산업계의 중간에서 과학적 연구성과를 적용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과학계로 전달하고, 이를 해결하는데 과학적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혁신을 투자와 이윤창출, 과학적 발견에서 상업화 등 선형적 발전으로 설명하면,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산업발전의 어두운 측면들에 대한 설명이 불가능하다.
과학 발전에 따른 부정적 영향에 대한 연구, 보고 등(로마 클럽의 성장의 한계(Lim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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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Growth), 탈리도마이드 사건, 쓰리마일 섬(Three Mile Island) 원전 사고 (1979)
와 체르노빌(Chernobyl) 원전 사고 (1986) 등)이 있었으나, 이로 인한 피해는 일시
적인 것이다. 이 모델에 따르면, 과학은 장기적으로 볼 때, 다양한 비즈니스의 기회와
제품단가 최소화를 통한 시장경쟁력 강화, 첨단신제품 개발의 기회 제공 등과 같은
성장의 기회를 제공한다. 신기술 개발로 인한 대량실업사태나 건강/환경의 위험(예:
나노기술)이 우려되더라도, 정부는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해야 하는데, 장기적으
로 보면, 새로운 산업창출과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사회적 분배가 일어나기 때문이
다. 혹 과학기술로 인한 부정적 피해(약품 부작용 등)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더 많은
과학적 연구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 규제는 과학적 연구를 저해해서는
안되며, 연구성과물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 때 적용하면 된다. 그러
나 우리는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지난 수십년 간에 걸쳐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화석연료기반의 생산시스템을 중단하지 못하며, 소
외된 사회계층의 경제적, 문화적 빈곤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새로운
혁신모델은 선형모델의 한계를 지적하고, 보다 현실의 문제에 천착하고자 한다.

선형모델의 한계를 발견한 것은 최근의 일은 아니다. 냉전시대 이후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고소득 국가와 저소득 국가 간 격차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커졌다.
하지만 선형모델에서는 이에 대한 해답을 구할 수가 없었는데, 선형모델에 의하면, 과
학 및 기술 지식은 전세계적 공공재이므로 고소득 국가와 저소득 국가 간의 수렴
(convergence)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실제로는 동아시아 몇 개 국을
제외하면 발생하지 않았던 것이다. 혁신의 어두운 측면에 대한 관심은 아직 정책의
주요 고려사항이 되지 못하였으나, 선형모델이 가진 논리구조가 지나치게 단순하여,
혁신의 현실적 전개양상을 설명해 내지 못하고 있다는데 대한 지적이 제기되었고, 이
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등장한 것이 네트워크 모델이다. 혁신에 연관된 사회적
요소의 작용으로까지 설명범위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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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네트워크 모델
네트워크 모델은 혁신을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의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 피드백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대학에서의 연구를 토대로 기업이 스핀오프 되고, 기술이전
(licensing)을 통해 기업의 혁신을 촉진하는 산학연 클러스터(Triple Helix) 가 대표
적이다(Etzkowitz and Leydesdorff, 1997). 이 모델에 입각해 혁신주체 간 네트워
크, 피드백 시스템을 국가단위, 지역단위에서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이 2000년대 확산
되었다. 이 모델은 선형모델의 취약성을 보완하려는 노력 속에서 등장했다. 냉전시기
를 거치면서 국가간 경쟁이 심화되고, 국가 간 생산능력의 격차는 커졌다. 이는 선진
국들이 자국의 과학기술 지식을 보호하고 있어, 저개발 국가가 따라잡기 어렵기 때문
이다. 이 점에 대해 Soete (1985)는 그 이유가 국가차원의 과학기술지식 보호때문이
아니라, 기술을 판매할 수 있는 중소 및 중견 기업이 많아서라고 반박하기도 한다. 하
지만 그 이유를 불문하고,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 성과가 인류사회 전체로 확산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단위로 내부에 축적되고, 재활용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혁신능력에 국가 간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은 정책적으로 많은 시사점을 준다.
연구개발 성과를 경제적 성과로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과학적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못지않게, 지식을 학습하는 과정과 사회의 여러 조직의 혁신역량 향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980년대말에서 90년대 초반에 여러 학자들은 국가단위에서 혁신주체들 간의 협
력을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내놓기 시작했다.
Freeman et al. (1988)와 Lundvall (1992)은 ‘국가 혁신 체계’라는 개념을 도입하였
는데, Freeman (1987, 1988)은 제도와 정책이라는 국가적 특성을 강조했고,
Lundvall (1985, 1988)은 국가적 특성에 학습 능력을 추가하여, 국가차원에서 다양
한 혁신주체들이 긴밀히 조직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 외, 여러 학자들은
이 관점에서 각 국가들의 혁신체제를 비교하여, 과학기술지식생산 측면과 활용측면에
서의 시스템 구성요소 및 각 요소가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예: 일본
의 조직 혁신, 한국의 교육열과 학습의 지역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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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혁신체제 개념 도입을 통해 설명하게 된 주요 현상은 네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첫째, 혁신의 연계성이다. Kline and Rosenberg(1986)은 응용연구, 개발,
상용화 활동이 서로 밀접히 연결되는 피드백 사이클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며,
‘혁신의 연쇄 연결 모형(chain link model of innovation)’을 제시한다(Kline and
Rosenberg, 1986). 둘째, 제도 및 정책이 지리적/정치적 경계를 가지고 있는 한 국
가단위에서 확립되고, 과학적 지식은 그러한 제도적, 정치적 기반 위에서 생성되므로,
지식은 그 사회 및 문화적 환경을 쉽게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과학 및
기술 지식은 전세계적 공공재가 아니며 지리 및 문화적 거리를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
하는 고정된 것이다 (Von Hippel, 1994). 셋째, 혁신성과는 지식을 흡수하는 능력에
달려있다는 점이다(Cohen and Levinthal, 1989). 흡수 능력은 교육 수준뿐만 아니
라 기업가 정신에서 비롯하는 사회적 능력에서 발견할 수 있다. 넷째, 기술 변화의 특
성은 누적적이고 경로 의존적이며, 신규 진입자에게는 장벽으로 작용한다 (David,
1975; Arthur, 1983).

혁신의 전개과정과 성과를 설명하는 틀로서 선형모델이 갖는 한계가 명확히 드러나
는 지점은 당시 연구개발현장에서 활발하게 일어났던 지식융합현상에서도 마찬가지였
다. 다양한 영역의 지식들이 서로 합해져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지식생산방식
이 등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Gibbons 는 이를 mode 1에서 mode 2로의 전환이라고
칭한다 (Gibbons et al., 1994). 새로운 방식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1) 응용 과정에서 점점 더 지식이 확대됨
2) 응용 과정에서 학제간 상호 침투 또는 초학문적 접근이 이루어짐
3) 지식 생산에 관여하는 행위자들의 이질성과 조직의 다양성이 증가함
4) 연구과정에서 윤리 및 환경적 문제 같은 사회적 책임성이 강조됨
5) 지식창출을 이미 확고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과거의 지식 안에서가 아닌, 적용
과정에서 이루어냄으로써, 연구의 질을 가늠하는 기준설정과 평가가 더욱 어려워
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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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방식으로의 지식생산과정에서는 이전에 비해 훨씬 더 다양한 학문, tacit
knowledge, 혁신결과의 사회적 영향 등이 고려되는 현상이 나타났고, mode 2 방식
의 혁신 성과가 기존의 mode 1 방식에서보다 더 큰 파급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측면
에서 지식생산방식 전환을 뒷받침 할 제도적 지원이 요구되었다. Triple Helix 는 지
식생산방식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효과적인 혁신체계로 인식되었다.

다) 전환모델
전환모델은 앞서 언급한 기존의 주요 혁신모델, 선형모델과 네트워크모델이 사회문
제해결의 측면에서 극복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혁신
방식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발상에서 고안된 것이다. 혁신의 결과가 사회문제해결
에 연계되기 위해서는 혁신정책은 특정 기술의 개발이나 이를 통한 산업육성이 아니
라,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 사회기술시스템의 전환을 목표로 해야 한다. 다양한
사회문제가 있겠지만, 여러 학자들이 전환을 목표로 하는 혁신정책수립이 시급히 필
요하다고 제안하는 분야는 에너지, 이동성, 식품, 물, 의료, 통신 등과 같은 인류의 생
존을 위협할 수 있는 사회인프라의 붕괴와 같은 문제이다.

Schot & Steinmueller (2018)는 지금까지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주요한 혁신모델
로 채택되고 있는 네트워크모델을 비판하는 핵심에는 ‘정부주도’ 혁신방식에 대한 문
제제기가 있다.
네트워크모델에 입각한 정부의 혁신정책은 궁극적으로 국가혁신체제의 구축에 있
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은 혁신주체 간 지식공유, 협력을 촉진하는 방안
을 마련하는데 집중되어 있다. 그 이면에는 물론 국가가 과학기술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하면, 이를 통해 downstream으로 낙수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데 대한 낙관론
이 자리잡고 있다. 이는 선형모델과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선형모델은 기본적으로 자
유시장경제체제를 전제로 한다. 네트워크모델에서는 정부가 주도하여 특정 기술에 대
한 혁신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개입이 전면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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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모델에 따른 정부의 혁신정책, 다시말해 국가혁신체제모델은 ‘경쟁우위’를
점하기 위한 목표설정이 혁신정책을 이끌어가는 Signpost가 되며, 그러한 관점에서
‘선택된’ 기술을 중심으로 한 혁신네트워크가 짜여지는 것이다. Steinmueller는 이러
한 국가혁신체계를 ‘성장을 위한 혁신체계’라 부르고, 기술관료적 정치에 의존하고 있
다는 점을 지적한다. Dutrénit and Sutz (2014)와 Lundvall et al. (2009) 또한 국가
혁신체계 접근방식이 사회적 배제로 이어지고 있으며, 지식생산을 민주화하기 위해서
는 참여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Dutrénit and Sutz, 2014). 대안을 마련하
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자원배분에 대한 정책적 의사결정에서 소외된 행위자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선택과정을 개방해야 한다.
현재의 혁신이 진행되어 가는 궤적은 고품질의 광범위적인 인프라를 가정하고 상당
한 구매력을 가진 소비자를 대상으로 대량 생산 제품을 생산하는 첨단기술 해결책을
선호한다 (Kaplinsky, 2011). 이러한 혁신을 지원, 추동하는 혁신정책은 경제 성장으
로 이어질 수 있으나 불평등 악화를 해결하지는 못한다. 사회기술시스템의 변화가 진
행되려면, 다양한 사회적 요소가 기술과 만나는(상호작용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
들어야 한다. 첨단 기술적 해결책뿐만 아니라 오래된 기술의 혁신도 중요하게 인식되
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회기술시스템의 혁신은 기업혁신으로만 이루어지는 것
이 아니다(Schot et al., 2016). 제도와 문화의 변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사회적 혁신
에서 참여적 접근방식이 강조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참여적 접근방식은 종
종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치를 대중에게 이해시키는 것을 목표로 이루어졌
다.
전환논의 초기의 참여에 대한 논의는 참여를 통한 혁신방식을 소개하고, 기존의 일
반적인 혁신방식과 달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에 관한 논의가 많았
다. 최근에는 혁신경로의 탐색을 위한 참여 유형의 다양성, 그리고 혁신경로의 공동창
출을 위한 제도적 정책수단으로 발전해 가고 있는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다 (예:
Constructive Technology Assessment, Interactive Technology Assessment
and Participatory Technology Design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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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연구에서 다양한 유형의 실험에 대한 사례연구가 주로 등장하는 데에는 전환적
혁신정책의 특성이 배경으로 깔려 있는 것 같다. 전환적 혁신정책에서는 그 방향성과
목표를 선험적으로 뚜렷이 설정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한다. 선명한 전략이 처음부
터 ‘이상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보다는 ‘전환’이라는 거
대규모의 변화는 애초에 ‘실험’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및 환경에 내제된 가치를 탐구하고, 이를 계기로 시스템 전환이 배태되는
과정을 중요하게 본다. 공동의 헌신이 필요하므로, 사회적 연대감, 문제의식의 공유가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통일된 하나의 의견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추구하는 것
은 아니다. 다양성, 세력화, 상충적인 세계관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받아들이면서,
비전과 목표의 ‘통일’이 아닌, 다양한 행위자들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혁신을 추동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개입은 어떻
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일까? 새로운 시도와 실험을 해나가는 가운데, 다양한 가치, 다
양한 세력들의 갈등은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는 것일까? 시민이 더 많이, 더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기만 하면 ‘시장창출’, ‘의식의 변화’는 저절로 되는 것
일까? 시민의 창발성에 의존한 실험과 정부가 주도하여 끌고 가는 실험이 전개되는
양상은 어떻게 다르고, 어떤 방식의 정부개입이 효과적일까?
그러나 관련 연구자들은 아직까지 그러한 실험이 어떻게 시범사업이나 니치 개발을
뛰어넘어 전환까지 다다를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론은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다고 본
다(Kivimaa et al., 2017).

3)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
새로운 인식의 틀이 등장했다고 해서 항상 이전의 인식의 틀이 한번에 대체되는 것
은 아니다. 혁신모델들은 공존하며, 때로는 서로 경쟁하고 있다. 혁신정책 수립에 있
어 정부관료, 전문가, 일반 시민에게 어떤 프레임이 더 이해하기 쉽고, 효과적일 것으
로 받아들여지는지가 중요하다. 어떤 혁신모델이 그 사회에, 또는 정부관료들에게 더
수용성이 높은가 하는 문제에는 모델의 논리적 구조와 근거의 정당성도 중요하게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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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지만, 그와 더불어 모델이 가지고 있는 보편성도 중요하다. 선형모델과 네트워크
모델은 과학기술의 산업적 활용 단계에 집중되어 있다. 이 모델들은 혁신을 연구개발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나, 기업, 정부관료들이 가질 수 있는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설명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전환모델은 과학적 발견에서부터 그 성과활용, 사회적 가치창출, 과학적
지식창출로의 피드백에 이르는 전체 혁신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scope를 가지고 있
다. 전환모델에 따르면 혁신의 이해관계자(Stakeholder)의 범위는 사회구성원 전체로
넓어질 수 있다. 따라서 더욱 많은 사람들, 더욱 보편적 가치에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

4)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정부개입의 방식
가) 선형모델에서의 정부개입 방식
정부에서 특정 ‘임무’를 가진 연구개발에 예산을 배분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의사결
정에 관계된 여러 조직과의 협상이 필요하다. 이 때 설득력을 가지려면 ‘임무’ 는 미래
에서나 실현될 수 있는 어떤 모호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현실화 될 수 있는 것이
어야 한다.
프레임 1의 주요 정책수단은 세금 우대, 보조금 등과 같은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핵심이다 (예: 신기술 기반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 하기 위한 세
금 우대가 필요하다). 국가 간 연구개발 지원과 성과를 비교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
연구개발 투자 수준 지표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예: GDP 대비 몇 % 의 예산을 연구개
발에 사용하는가 등(European Commission, 2010). 정부는 투자가 필요한 여러 사
업들 중 선택이 필요했으며, 후보들 중에서 가장 최선의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필요로 했다. 예를 들면, 1980년 및 1990년대 ‘기술 예측(technology
foresight)’은 이러한 목적에서 정부의 정책적 의사결정 수단으로 채택되었다. 그러나
당시의 예측방법론 상에서는 기술적 가능성이 주요 판단요소로 작용하여, 사회적 수
요나 사회변동 등과 같은 사회적 요소들은 등한시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과학적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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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지식창출에 대한 공공재적 성격은 인정하나, 그것을 활용한 응용연구, 개발연구,
상업화 등 사익으로서의 과학적 연구성과의 활용단계에서는 지적재산을 철저히 보호
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미국 정부가 특허 소송을 검토를 위한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1982) 설립하거나,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관세 및 무역
에 관한 일반 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에 통합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ade Related Aspect of Intellectual Property,
TRIPS)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던 것은 이러한 배경에서이다. STEM 교육을 통한
연구자 공급기반 구축, 저변확대 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진다. 저개발 국가들
에서는 수출위주의 산업구조 구축을 위한 노력이 행해진다. Prebisch (1950) 및
Singer (1950)에 따르면, 저개발 국가들에서는 수입대체주의나 더 나아가 수출 위주
의 산업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 Colistete (2010)는 1990년대에 들어
서면서 라틴 아메리카와 동아시아 국가들은 이 정책을 포기했지만 궁극적으로 국가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한다.

나) 국가혁신체제모델에서의 정부개입 방식
첫째, 정부 관료의 역량, 전문성, 책임성이 강하게 요구된다. 예를 들어, Sophia
Antipolis 나 Tsukuba 와 같은 곳에서의 성과와 미국 Research Triangle 과 같은
곳에서의 성과는 서로 차이를 보였는데, 이에 영향을 미친 큰 요인으로 해당 정책결정
자의 임기 만료가 제기되었다 (Steinmueller, 2010). 둘째,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협
력 및 네트워크 형성 지원이 중요하게 인식된다 (Jorde and Teece, 1990). 셋째, 정
책적으로 기업가 정신을 강조한다. 프레임 2에서는 주체의식 및 기업가 정신이 강조된
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신기술 기반 기업의 추진력이 창업자의 성향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넷째, 프레임 1에서는 정책적 관심이 기술확산 또는 기술채택 문제에 집중
되어 있으나, 프레임 2에서는 시장 과정뿐만 아니라 비시장 과정을 통해 중재되는 수
요 - 공급의 연결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항공우주, Complex Products and
Systems(COPS), 탄소 배출 제로 건축 등은 과학기술 지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
전문가, 전문기업의 지식을 활용해야 한다. 기업의 네트워크가 중요하게 대두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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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이다. 다섯째, 기업의 지식흡수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인력 교육 및 훈련이 강조된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의 지식흡수가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논쟁할 여지가 있다 (예:
지식의 도구적 활용 vs. 자유로운 발상 장려). 여섯째, 프레임 2의 정책에서는 시스템
실패를 방지하기 위한 혁신주체들 간의 연대와 조정을 중요하게 인식한다. 하지만 이
는 정부 정책을 통한 이득 점유(rent seeking)와 카르텔 형성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Weber and Rohracher (2012)는 정책방향성, 정책조정, 수요 표현, 성찰성
(reflexivity)이라는 네 가지 관점에서 기존 정책의 실패를 유형화 한다. 방향성 실패
란 발전의 여러 경로에 대한 사회적 선택을 내릴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
미한다. 방향성 실패가 발생하는 이유는 단지 다양한 선택 가능성에 대한 무지나 부재
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보다는 정책적으로는 선택을 통한 자원집중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Stirling, 2008; 2009). 이와 더불어 지배적 담론에 대한 도전이 부담스럽기
때문이기도 하다. 대안의 모색 과정은 단번에 어느 한 쪽을 선택하고, 자원을 집중시
키는 의사결정이 아니라, 여러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거래와 조정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사회기술시스템 구축을 위한 거버넌스는 ‘다양한 경로 개발의 평
가 및 협상뿐만 아니라, 특정 경로의 선택에 여지를 주는 정치적 과정’으로 이해되어
야 한다(Grin et al., 2010). 기존의 프레임에서 정책조정은 과학기술혁신의 영역 내
부의 행위자들 간 조정을 의미했다. 예를 들어, 전기자동차 개발에서 중요한 것은 다
른 연료 기반의 자동차에 비해 얼마나 효율이 좋은가, 또는 그에 비견할 수 있는가
등이 중요할 것이다 (장거리 이동 가능성, 악천후에도 안전한 운행을 할 수 있는 가능
성 등). 이러한 논의들 속에서 ‘전기자동차’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규모와
관계자의 규모가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사회기술시스템 전환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솔린 자동차를 대체할 수 있는가, 아닌가이다. 따라서 과학기술영역을
넘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 의료, 운송, 에너지, 식품, 농업 등 특정 영역별 정책 간의
조정, 조세 정책, 경제 정책, 사회 정책을 아우르는 횡단적 정책조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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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환모델에서의 정부개입 방식
전환적 혁신을 위한 ‘임무중심 혁신정책’(Mission Oriented Innovation Policy)
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방식으로 수행될 경우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공공투자 자체는 충분한 체계 혁신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Kuhlmann and Rip,
2014; Foray et al., 2012). 임무를 위한 혁신정책에서 임무만 강조할 경우, 전환을
위한 실험과 다양한 가치의 반영, 연대는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전환적 혁신정책에서 전략구상의 초점은 ‘모든 것은 수요에서 출발한다’ 이다. 이는
상당히 현실적인 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임무’나 ‘절대 목표’, ‘당위성’을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결국 변화하는 것은 사회구성원이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이기 때
문이다. 새로운 생산구조의 구축이 아닌, 새로운 유형의 수요나 ‘preference’ 를 만들
어낼 수 있는가가 관건이다 (Ornetzeder and Rohracher, 2006). Mazzucato
(2015; 2016)는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
다.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용자-생산자 (사용자-기업가), 투자 결정과 정책 변
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비전과 anticipation을 제공하는 사람들(정당, 연구
자, 시민 등), 생산자와 사용자 집단 간의 광범위한 접촉을 중개하는 사람 등이 필요하
다. 예측, 실험, 학습, 네트워크 및 연대 결성을 통해 새로운 지배구조를 만들어야 하
고, 이 과정에서 공공 및 민간 금융의 참여도 요구된다.
거버넌스의 변화를 좀 더 가속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조정을 담당하는 위원회나
조정 조직 설립을 시도하기도 한다. (효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다) Kuhlmann and
Rip (2014)은 임시 지배구조의 개념을 제시했는데, 역동성과 개방성을 갖기 위해 ‘임
시적’ 으로 거버넌스를 형성한다는 것으로, Strategic Niche Management처럼 실험
이 강조된다 (Kemp et al., 1998; Schot and Geels, 2008). Strategic Niche
Management은 일시적이고, 일회적으로 새로운 해결책을 시험하거나 시연하는 수단
이 아니라, 보다 체계화된 거버넌스로 기능해야 한다. 다시 말해 행위자들이 갖는 미
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저항감을 최소화 해주고, 주류 시장 및 제도의 지배적 관행에
도전할 수 있는 새로운 네트워크와 시장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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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적 혁신정책에서는 장밋빛 미래를 보장하는 멋진 사업기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
라, 기획을 위한 세밀한 탐색,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성찰, 문제점을 개선해나가기 위한
평가와 개선 등이 전환적 혁신정책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성찰성
(Reflexivity)’는 전환모델의 핵심 키워드라 볼 수 있다.

나. 전환적 혁신정책 추진전략에 관한 논의
전환적 혁신정책 추진전략에 대해서는 “전환적 혁신정책(TIP, Transformative
Innovation Policy) 컨소시엄” 이 발표한 문건을 토대로 정리해 보려고 한다. TIP
컨소시엄은 2018년에서 2019년까지 진행된 다양한 분야의 담론을 모아 전환적 혁신
정책의 전략에 관한 3개의 대주제와 10개의 의제를 제시하였다(Ghosh & Torrens,
2020). 요약해 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2-1> 전환적 혁신정책 전략에 관한 주요 주제 및 의제
주제

의제

세부내용

어떻게 TIP를 개념화할
수 있을 까?

TIP에 관련되어 있는 개념의 구체화 필요
(예시) 사회기술시스템, 생산/소비시스템, 경제섹터, 제도적 접근
법과 행위자위주 접근법 등

왜 TIP가 기존 STI 정

TIP의 개념적
기반

책체계전환에 새로운 방
식으로 등장하게 되었
나?
변혁적 변화를 위한 실

TIP는 기존 STI 정책돠는 다르게 정책 목적과 문제 선정에 있어
규범적, 장기적 시각으로 접근

험의 역할은 무엇인가?

실험을 통해서만 방향성, 참여, 학습 및 기대수준의 관리가 가능
변혁적 혁신의 핵심의 기존 및 니치행위자의 정치적 역학관계와

변혁적 변화를 위한 정
책과 거버넌스의 역할은
무엇인가?
STI 관련 전문조직의 역
TIP의
행위자와
맥락의 이해

단발성 개별적 과제로는 변혁적 변화는 거의 불가능

역할에 대한 이해가 필요
이를 통해 다양한 미래에 대한 상상과 실험을 통한 다양한 이행경
로의 설계가 가능
TIP의 실질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STI 관련 조직의 역량 수준이

할은 무엇인가?
TIP 수행을 위한 정부와
부처의 역할은 무엇인
가?
기업과 민간사업자의 역

핵심

할은 무엇인가?

하는 기회와 위험에 대한 기업과 민간사업의 전략이 중요

정부는 TIP 관련 거버넌스와 정치적 역학관계 조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정책 형성과 방향수정에 핵심적 역할
혁신과정의 기본 요소인 시장 및 기술적 불확실성에 때문에 발생

제2장 전환적 혁신정책에 대한 이론적 논의 23

주제

의제

세부내용

중저소득 국가(Global
South)에서의 TIP의 역

개별 국가의 발전단계에 따라 TIP 은 다르게 영향을 미치며 학습

할은 무엇인가?
TIP은 다양한 지역정책
과 어떻게 연계할 수 있
을까?
TIP의 효율적
운용

TIP의 설계, 수행 및 평
가를 위해 어떤 툴이 필
요한가?

과 역량구축이 매우 중요
중앙과 지역, 도시와 농촌 등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TIP을
통한 지역혁신정책 고도화 고려
TIP의 설계는 다양한 차원의 고려가 필요(지리, 섹터, 상향식/하
향식 등)
TIP의 성공적인 작동은 툴 자체가 아니라 실제 적절한 툴의 운용
에 있음

자료: Ghosh & Torrens(2020) 재구성

첫 번째 주제는 TIP의 개념적 기반에 관한 논의로 시작한다(Ghosh & Torrens,
2020: 10-16).
그 중 첫 번째 의제는 TIP의 개념화 방법이다. TIP는 다양한 학술분야를 기반으로
한 협력적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정책 기획 및 평가의 공동 학습과 공동 창출
에 있어 다양한 행위당사자(종사자, 중개자, 선구자 등)의 역할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TIP 개념은 사용자 및 사용 맥락에 따라 세분화될 수 있고 조작화 단계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구 가치 및 정책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개념에 충
실해야 한다. 기존 전환 개념에서 확장하여 공정, 지속가능성, 평등과 같은 사회문제
를 해소하기 위해, TIP는 사회적 전환과 관련된 문제의 방향, 행위당사자들의 역할을
파악하고 바로잡는 것으로 접근해야 한다. 두 번째 의제는 TIP의 방법론적 의의이다.
TIP는 신(新) 과학기술적 혁신(STI, Science-technology innovation) 정책 구조의
새로운 접근방법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기존 STI는 첨단기술에 치중하여 중저소득 국
가들의 사회적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한계가 있었고, 국가적 혁신 전략 역시 여전히
경제성장에 맞추어져 사회문제해결을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점차 실질적
이고 지역적인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이 필요해지면서 새로운 STI 정책접근의 필
요성이 대두되었다. TIP는 이러한 니즈에 부합하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TIP가
다양한 사회문제를 정의하고 선택하는 데 있어 규범적이고 실용적이며 문제에 직접
적용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장기 목표와 목적지향적 변화에도 적합하다는 특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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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세 번째 의제는 변혁적 변화(transformative change)를 위한 실험
(experimentation)의 역할이다. 실험은 TIP의 핵심 요소로서, 시스템 변화를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변혁적 변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방안,
비전 제시 방안, 공동 학습 및 지역의 토착 지식과의 결합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SDG 및 사회적 영향력과 전환이 연계되어야 하고, 공공정책의 역할, 시험을 통한 가
능성 평가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 때 혁신정책은 여러 지역의 실험이 협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며, TIP는 이러한 실험 결과를 융합하고 정책화하는 것에 보다 큰 목적
이 있다. 네 번째 의제는 변혁적 변화에 있어 정책 및 거버넌스의 역할이다. 변혁적
변화 시 새로운 행위자들(niche actors)과 기존 종사자들 간의 충돌은 불가피하므로
이들의 역할 재정의가 거버넌스 구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 때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실험은 대체 프레임에 대한 맥락을 살펴보고 수혜 구조에 대해 면밀히 탐구하는
과정(frame-mapping)에서 시작한다. 이어 특정 맥락에 대한 실험 포트폴리오를 만
들어 해당 실험 내의 신구체제 간의 갈등 및 정책적 해결방안 등을 살펴보고(frame
working), 마지막으로 실험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이니셔티브를 확장하는 스케일업
과정을 추진한다(scale-up experiments). 이 과정에서 다양성은 실험 자체를 가능케
할 뿐만 아니라 학습공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협업을 가능하게 한다.

두 번째 주제는 TIP의 행위자와 맥락에 관한 논의로 다섯 개의 의제가 논의되었다
(Ghosh & Torrens, 2020: 17-26). 위에 이어 다섯 번째 의제는 STI 에이전시의
역할이다. STI 기관은 전략적 행위자이자 후원자, 중개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TIP
확산에 있어 에이전시는 사회적 역량에 대한 기본 지식을 생산하고, 사회적 변화의
기여도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방안을 고민하는 주체이다.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는
구심점이자 중개자로서 행위자의 다양성을 관리할 수 있고 필요한 실험을 의뢰 및 후
원하며 평가제도 및 지식 확산, 순환에 투자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또한 글로벌 어젠
다(SDG 등)를 고려하여 각 정부기관, 정치적 과정, 사회적 담론과 협력할 수 있는 핵
심 주체로서 역할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의제는 첫째, 정부 및 부처의 역할이다. 정
부는 TIP 거버넌스 및 정책과 깊이 연관된 주체로서 전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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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다. 시장이 재구조화에 직면할 때 정부는 재구조화 및 재배열 촉진을 유도할 수
있는 역량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시장의 경로의존성을 극복하고 불확실성을 감소하
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이다. 또한 시장 내 정보 및 권력의 비대칭성에 좌우되지 않고
균형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주체로서 행위당사자들 간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도 기
여할 수 있다. 정부의 전환 역량은 사회경제적 맥락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정부는
새로운 정책을 기존 정책과 잘 융합할 수 있는 매커니즘을 구축하고 TIP를 활용한 새
로운 정책 비전의 제시, 지속가능성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의제는 기업과 민간 사업자의 역할이다. 민간은 기술 및 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각자의 전략을 기반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구조화된
시장은 외부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한편 전환 패러다임에는 취약한
특성이 있다. 전환 시 이해관계구도가 변화하면서 필연적으로 기존 구조가 와해되기
때문이다. 특히 기술적 혁신을 통한 전환 과정의 영향으로 시장은 불확실성이 매우
증가하고 기술에 의한 불평등이 심화되기도 한다. 전환 과정에서 기업의 역할은 여러
관점에서 고려될 수 있다. 종사 기업 자체, 플랫폼 경제, 비영리기관, 글로벌 대기업,
피라미드 하단 경제를 책임지는 풀뿌리 기업 등이 그것이다. 전환에 있어 기업의 역할
도 변화를 수반하므로 TIP 연구에서는 글로벌 관점에서 시장 내의 행위자를 파악하고
그들의 위치 및 관계적 거리, 수익 및 자원 변화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세 번째 의제
는 중저소득 국가(Global South)에서의 TIP 역할이다. 중저소득 국가를 전제로 하는
것은 발전과 관련하여 고려할 맥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중저소득 국가
에서는 STI 정책 에이전시가 정책형성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사회적으로 STI
정책 간 연계 및 협력이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처한 현실과 전환 역량을 이해하는
것이 사회문제해결형 정책 기획의 핵심이며, 이 때 공공과 민간을 불문하고 챔피언
(champion)의 존재가 가장 중요하다. 이들은 자체적인 역량 계발은 물론 전환을 이
끌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한편, 중저소득 국가와 같은 맥락에
서는 전환 시 필요한 스케일업 과정이 반드시 요구되지는 않는다. 대신 작은 규모의
실험을 다양한 맥락에서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전환에 더욱 효과적이며, 이 과정
에서 기존 종사자들이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종사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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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한 혁신은 역으로 종사자들과 신규 행위자 간의 연계에 다시 중요하게 기여할 수
있다. 네 번째 의제는 지역 정책과 연계한 TIP 활동 방안이다. 지역 사회는 잠재적인
전환 혁신의 허브가 될 수 있다. 지역의 문제는 지역 역량에 의해 자체적으로 해소되
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국가 단위에 비해 지역 단위의 시스템 혁신이
간과된 측면이 있었으나, 지역은 실험이 시행되는 장소이자 행위당사자 간 협력이 발
생하는 장소로서 가치가 높다. 또한 지역적 전환을 위해서는 협력적 활동이 가능해야
하며 거버넌스가 전환적 형태를 띠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역량 및 권한을
고려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세 번째 주제는 기획(design)과 평가를 통한 TIP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로, TIP의
기획, 실행, 평가를 위한 필수적인 도구(tool)에 대한 의제가 제시되었다(Ghosh &
Torrens, 2020: 26-29). TIP는 니치 단계의 작은 규모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TIP를
실행할 때 혁신주체, 의제, 혁신의 대상, 단계 등 수많은 차원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
다. 이러한 다양한 문맥에서는 평가를 위한 프레임워크와 도구의 선택보다 도구들의
적절한 조작화(operationalization)에 대한 고민이 더욱 필요하다. TIP 수단으로서
도구의 유용성이 아닌 TIP 실행에 가장 적합한 도구를 선택하고 적용하고 융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리더십 역시 방향성을 제시하되 유연함을 잃지 말
아야 하며, TIP 프레임워크도 선형적이지 않으며 참여적인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적절한 프레임워크 제작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정의, 현재의 기회 분석,
필요한 역량 정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더블 다이아몬드(double diamond) 모델, EIT
Climate-KIC 방법론, 시뮬레이션 방식, 시각화, 미래 중심 방법론 등이 프레임워크
제작에 활용될 수 있다. 이어 TIP 평가 방식을 구축하기 위해 고려할 사항으로 불평등
적 이슈를 해결하고 참여를 높일 수 있는 평가 기획 방법, 궁극적인 목표를 염두에
둔 중단기 성과 평가, 평가 단위, 형성적 단계를 고려한 평가(성과 측정이 가능한 학습
과정) 등이 있으며, 모든 이해관계자를 평가에 참여시키는 것이 평가역량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때로는 장기적 전환을 평가하기 위한 대용물(proxy)이 필요하므
로 대용물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환적 혁신을 측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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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그 자체로도 도전이기 때문에 평가 지표를 위한 의미있는 정성적, 정량적 데이
터가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비단 국가적 차원의 데이터 외 미시적 차원의 데이
터도 유용할 것이며, 이러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구축할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2. 쟁점
앞서 여러 학자들에 의해 논의된 기존의 혁신정책과 전환정책의 차이점, 정책의 프
레임에 대해 알아보았다. 중요하지만, 논의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었다는 생각이 드
는 몇 가지 연구주제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사회문제’의 정책적 위상
기존의 전환정책에 관한 연구에서 이 문제는 크게 다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상용어로서의 사회문제와 정책과제로서의 ‘사회문제’는 구별되어야 한다. 혁신정책
의 대상으로서 사회문제는 사회구성원의 생존과 안녕을 위협하는 문제로서 ‘정책과제’
로서의 지위를 획득한 문제들이다. 그러나 아직 기존 연구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
았다고 여겨지는 것은 바로, ‘사회문제’는 어떻게 해서 정책적으로 중요한 ‘사회문제’
가 되는가‘에 대한 논의이다.
우리가 정책과제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만큼 광범위하고,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대체로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사회문제(ex. 물부족, 환경오염, 빈곤, 자원과 기회의
불평등 등)들이다.
‘첫째, 관련한 이해당사자의 범위가 사회 전 구성원을 포괄할 만큼 넓으며, 둘째,
해당 문제를 발생시키는 요인은 경제, 산업, 문화 등 여러 사회영역, 도시와 농어촌
등 여러 지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셋째, 문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데는
사회적 관행으로 굳어진 생산방식, 소비방식, 교류방식 등이 작용한다. ‘사회문제’를
발생/지속시키는데 작용하는 요소들은 매우 광범위한 사회영역에 퍼져서 존재하고,
오랜기간에 걸쳐, 매우 세부적인 행동양식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강력한 경제적,
문화적 규범에 의해 작동되고 있다. 현대의 글로벌 교류, 글로벌 가치사슬로 얽혀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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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체계 등을 생각하면, ‘사회문제’는 한 국가에서만 발견되거나, 한 국가에 의해서
만 재생산되는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다. 해외 여러 국가들에
서는 정책과제로 인식된 ‘social problem’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사업의 목적을
‘social challenge’로 제시한다. 사회의 생산, 소비, 교류방식의 근본적 변화를 지향
한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나. 혁신정책과 전환정책의 상호연관성, 차이점
일견 전환모델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기존의 혁신이 갖는 사회적 부의 창출, 빈곤해
결, 소통의 단절 해결 등을 도외시하고, 경제성장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한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혁신정책과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혁신정책은
대척점에 있는 것일까? 우리는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혁신정책에서 ‘사회적 가치’, ‘사
회전환’을 위한 전환정책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 Alkemade, et.al (2011)의 연구가 시사점을 준다. 전환 정책과 혁신 정
책 모두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구체적인 정책목표
는 상이하다고 보았다. 이들에 의하면, 전환 정책은 사회 전반에 유익한 변화를 만들
어가고자 한다 (지속 가능성의 세 가지 측면 (인간, 지구, 이익)을 고려하여 자연 환경
에 대한 사회의 영향 감소). 혁신 정책도 사회적 도전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혁신을 이
끌 수 있지만, 대다수의 혁신 정책은 기업의 경제적 지위를 강화하여 경제 성장에 기
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이들은 더 나아가 혁신이 경제 성장과 지속 가능한
개발 모두에 기여하는 경우에만 전환 정책과 혁신 정책이 일치할 수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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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전환 정책과 혁신 정책 간 관계

자료: Alkemade, et.al (2011)

Innovation Union이나 뉴그린딜(New Green Deal)과 같은 정책은 전환정책과
혁신정책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여진다. 하지만 그 둘 간의 추구
하는 바가 근본적으로 서로 다르므로, 일치는 쉽지 않다. 구체적으로 전환정책의 목표
는 기존의 생산 및 소비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전환정책은 ‘Deep
Transition’ 을 추구하므로, 그 정의상 파괴적인 혁신에 중점을 둔다 (Anderson and
Tushman, 1990). 파괴적 혁신이라 일컫는 이런 혁신은 예를 들면, 전기자동차, 신재
생에너지 발전 등과 같은 것으로 장기간에 걸친 연구개발을 통해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다 (Christensen et al., 2003). 반면, 경제 성장을 위한 혁신 정책은 기
술력의 향상이나 현재 시장위치의 유지/점유를 목표로 한다. 이런 기술은 기존 제품의
성능을 향상시킨다. 한편 이런 혁신은 기존의 체제 및 기업, 성공적인 지역의 비교 우
위를 강화시킨다. 또한 기존 체제를 더욱 지속 가능케 만들어 지속 가능성 전환에 기
여한다. 그러나 이런 혁신은 기존 체제를 더욱 고립시켜 체제 전환을 어렵게 만들 수
도 있다 (Geels and Schot, 2007). 경우에 따라 혁신 정책은 새로운 지식 습득과
신흥 산업 구축에 중점을 둘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전환 정책은 새로운 것을 자극하고
오래된 것을 단계적으로 제거하는 반면 혁신 정책은 오래된 것을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이 둘은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충될 수 있다.
전환 정책과 혁신 정책은 기존 시스템의 폐지에서도 상반된 견해를 보인다.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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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은 수요 창출을 통해 달성 가능하다. 지속 가능한 개발은 혁신 촉진을 통해 신규
수요 창출을 목표로 하지만,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혁신은 기존 생산 시스템의 지
속 가능성을 높이거나 이전에 지속 불가능한 방식으로 충족되고 있던 요구 또는 수요
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생산 시스템 구축에 집중한다. 다시 말해 지속 가능한 개발
을 위한 혁신은 기존 시스템이 교체되는 경우에만 달성 가능하다. 전환 정책과 혁신
정책은 지속 가능한 전환에 기여하는 신규 잠재적 고수익 산업 자극에서도 상충된다.
즉, 전환 정책이 없애려고 하는 산업을 혁신 정책이 촉진시키거나, 수익성 또는 지속
가능성 목표와 양립하지 않는 혁신이 지원될 때 이 두 정책의 목표는 충돌한다.

[그림 2-2] 전환 정책과 혁신 정책의 정책 목표 차이

자료: Alkemade, et.al (2011)

지식생산과 활용을 위한 정부 예산의 투입 효과가 ‘사회문제’로 인해 고통을 받는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다. 물론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
다. 해당 분야 연구개발에서 우수한 성과가 나타나고, 이를 토대로 산업이 활성화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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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체적으로 지식의 양이 축적되고, 부가 증대한다. 경제적 부의 축적이 사회구성
원이 삶을 영위하는 기본 조건이라고 할 때, 경제적 성과를 지향하는 정책적 프레임을
사회문제해결에 적용한다고 해서 전혀 틀렸다고 할 수는 없다. Schot &
Steinmueller(2018)의 표현을 빌자면, 기존의 혁신방식을 적용했을 때에는 사회문제
해결의 효과가 단지 ‘간접적’으로 나타날 뿐이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경제적 성장’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성장의 부수적 효과(또는 낙수효과)로서 사회적 불평등 해소의
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생각해 볼 때, 적절한
대응방식이 아니다. 문제심화의 속도가 매우 빠르고, 이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
응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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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정책수단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전환 관리에 관한 기존 문헌 리뷰
이번 절에서는 니치전략, 전환적 니치관리 등에 관한 이론적 논의들을 정리해 보고
자 한다. 전환관리에 관한 저술들은 대체로 ‘혁신’과 ‘사회문제해결’이 어떤 중간과정
을 지나면서 성과를 얻게 되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소규모의 실험(시
도)들이 거대한 사회변화로 이어지는 과정이 이상적으로 순탄하게만 흘러갈 수는 없
을 것이다. ‘지속가능성 향상’ 이라는 전환적 정책목표는 누구에게는 현재의 일터를
위협하는 것으로 다가올 수 있다. 화석연료기반의 교통시스템에서 재생에너지기반의
교통시스템으로 등장하는데 걸린 시간은 80 년이 넘지만, 아직도 완결되지 않았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갈등해소, 기존의 사회제도와의 타협, 기존 산업계의 주류적
생산방식과의 타협이 중간 과정에서 거쳐야 할 문제들이다.
우선 이와 관련한 기존 문헌자료들을 보여주고, 다음에서 주요 정책이슈들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표 2-2> 전환관리에 관련한 기존 문헌
항목

전환관리

주요연구자

연구초점

Loorbach,
2010;

전환단계, 프로세스

Smith, 2007

전환단계, 프로세스

Hess, 2016a

정치적 투쟁

Diaz et. al.,
2013

- 경계
- 중간매개자의 역할
- 니치의 권력확보
- 기존 체제 조정
- 새로운 규범 창출
- 기존 기업과 신규
진입자 간 협력
- 현 체제 주요 행위자의
관행

Smith &
Raven, 2012
Geels et. al.,
2016
Geels , 2014
전환경로 의
다양한 유형

Berkhout et.
al., 2004

- 경로의 유형구분

핵심내용
- 전환경로 탐색/식별 -> 계획 수립
-> 혁신실험, 실증-> 성찰적 활동
- 기존체제와의 상호작용
- 기존 행위자의 행동변화

- 니치의 scale up을 위한
전략으로서 ‘보호’, ‘권한부여’

- 뚜렷한 목적형 전환
- 내생적 전환
- 혁신궤적의 방향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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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주요연구자

연구초점

핵심내용
(reorientation)
- 창발적 변형 (emergence)

Haan &
Rotmans, 2011

전환경로 창출과정에서의
행위자(기업, 시민,
중간매재가 등) 동적 패턴

Smith, 2012

전환경로 와 행위자
역할의 관련성

Planko et. al.,
2016
Wirth et. al,
2013
van Lente et.
al., 2013
Seyfang &
Haxeltime,
2012
Sengers et. al.,
2015
Markard &
Hoffmann,
2016
니치확장전략

Bento &
Wilson, 2016
Klitkou et al.,
2015
Jolly et.al.,
2012

- 지역맥락에서의 실험
- 네트워크형 실험
- 국지적, 단일부문에서의
혁신이 시스템 차원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의
영향요인

-

가속화 전략
산업부문 간 차이
스케일업을 위한 실험의
요건

Geels, 2014;
Hoffman, 2013

- 과도기 정치와 권력,
정치과정에 대한 이해

정책프로세스

Normann,
2015, 2017;
Edmondson et.
al., 2018

정책 프로세스 설계

Smith &
Raven, 2012

기존체제 권력/관행과의
상호관계

Wittmayer et.
al., 2014;

행위자와 기술, 정치적, 지역적
맥락의 상호작용(Mult Layer
dynamics)

행위자들이 시스템
리소스를 활용하기 위한
행위자들의 전략적 행동
기존 제도에 대한
행위자들의 의존성
- 실험 실패의 가능성,
리스크

거버넌스

혁신
Path-Brea
king

기존 혁신네트워크의 재구성/행위자
재정렬

니치의 작동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소의

국지적 실험을 광범위한 실험으로
확대할 필요성
과도기에서 기득권을 가진 행위자의
저항
- 행위자들의 권력 확보를 위한
로비, 정치권과의 연결
- 규제, 인지적/규범적 규칙을
둘러싼 권력투쟁
-정책과정의 개방성, 합리성 제고
- 정책 네트워크 형성의 필요성
- 정책 피드백 체계 구축
- 니치가 확대되는 단계 및 각 단계별
전략 탐색 (보호된 공간에서의 실험,
- 현재 체제에서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행위자의 동참 피요
니치실험에 작용하는 시간, 공간 등
구조적 요소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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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주요연구자

연구초점

중요성

공공부문 관료주의와의
관계
Boons &
Luedeke-Freu
nd, 2013
Sengers, et.
al., 2019

사회적 학습

Seyfang &
Haxeltine,
2012

국제협력

Berkout, 2010

기존 기업과의 연대

기존 과학연구체계와의
연대

지속적인 자극과
‘사회적 경험’ 공유

초국가적 연계

핵심내용
니치실험의 유형별 적합한
성장전략의 필요성 (소형-단기간
실험, 대규모-장기간 실험)
니치의 공간적 확대를 통한
‘연구인프라’로서의 기능수행 필요성
공공부문의 강한 경로의존성과
관료집단의 지대추구 현상을 고려할
때, 관료들이 사회전환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가능성, 한계 탐색
기존 기업이 ‘니치 실험’에
참여함으로써 실험행위자들과 기업이
Win-Win 할 수 있는 전략 모색
단일 실험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사업화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필요한
과학적 근거마련
대학 및 공공부문 연구집단과의 연계
시민운동으로서 지역기반의
‘전환운동’ (ex. 재생에너지 마을,
로컬식품 등)
사회적 학습, 사회적 실천에 대한
관심 증대에 목적을 둠
기술, 자본, 지식, 기관 간 초국가적
연계의 필요성

2. 전환 관리 개요
사회기술시스템의 어떤 변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변수간의 연계성 및 상호 관
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사회기술시스템이란 무엇이며 지속가능성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핵심적이면서도 실용적인 이슈
는 이런 시스템의 전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는 가이다. 혁신 창출과
확산은 조직의 역량에 크게 의존한다는 것은 많이 알려진 사실이다. 예를 들어 급변
하는 외부 환경(제도, 행위자, 불확실성 등)속에서 기업의 혁신 창출은 전략적 선택,
문화, 인적 자원 및 운영 등 다양한 내부 기능의 조합을 통해 진행된다.
하지만 전환의 대상이 ‘사회기술시스템’으로 바뀌면 "어떻게" 대상을 분석을 할지는
간단하지 않다. 예를 들어 시스템 경계는 누가 어떻게 정의하고, 시스템 중 전환 우선
순위를 누가 결정하며, 전환 방향은 어떻게 정하며, 시스템 전환은 어떻게 진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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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며, 어떤 조직이 전환과정에 참여시켜야 하며, 전환의 성과는 어떻게 평가하고
누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 등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일반적인 혁신정책에서의
논의 범위보다 휠씬 더 많다.
특히, 정책수행과정에서의 성찰성, 모니터링, 예측, 비전제시 등이 중요하게 인식된
다. 시스템 전환이란 기본적으로 ‘세계가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규범적 접근을 포함
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의 방향성과 경로 선정, 강도, 범위에 대한 민주적이고 성찰적
접근이 필요하다(Leach et al., 2007). 예측이나 비전제시를 위한 작업도 이런 전환
을 실질적으로 이루어 내기 위해서 각 행위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
인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관련 개념모델이나 정책도구에는 백캐스팅
(Dreborg, 1996; Holmberg and Robert, 20002); Durance and Godet, 2010)과
시나리오기법 (De Jouvenel, 2000; Durance and Godet, 2010)이 있다. 개념모델
로는 건설적 기술평가 (Rip and Schot, 1996), 전환 아레나(Loorbach, 2010), 복잡
계 거버넌스(Teisman et al., 2010), 전략적 니치 관리(Kemp et al., 1998, Shot
and Geels, 2008, Sushandoyo and Magnusson, 2014) 등이 있다.

3. 전략적 니치관리
Kemp는 전기자동차와 같은 혁신이 R&D와 시장 도입 간의 격차를 해소하지 못하
는 이유를 전략적 니치관리(Strategic niche management, SNM)는 개념을 적용하
여 설명하였다(Kemp et al 1998). Geels에 따르면 엔지니어와 사회 집단의 행동을
지배하는 규칙이 존재하는데 이를 사회기술레짐(sociotechnical regime, 레짐)라고
부른다(Geels, 2002). 이런 레짐의 존재는 엔지니어링 방식, 기업 거버넌스 구조, 제
조 프로세스 및 제품 특성 등을 결정함으로써 사회 집단의 활동에 안정성을 제공하지
만, 동시에 급진적 혁신의 확산은 방해하게 된다. (Kemp et al., 1998; Smith and
Raven, 2012). 전기자동차 혁신이 확산되지 않는 이유는 기업, 사용자, 정책 입안자
및 과학자들이 기존 규칙에 의해 구속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Kemp 와 Geels에 따르
2) Holmberg, J., Robert, K.-H., 2000. Backcastingda framework for strategic planning. Int. J. Sustain.
Dev. World Ecol. 7, 291~308. https://doi.org/10.1080/1350450000947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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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역사적 사례 분석을 통해 사회기술체계가 변화할 수 있는 데, 이는 보통 소규모의
시장 니치에서 일어난다고 관찰했다(Kemp et al., 1998; Geels, 2002). 즉 급진적
혁신을 위해 새로운 사회적-기술적 구성의 테스트를 보호하는 공간으로서 인공적인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는 사회기술적 니치의 형성과 관
리를 통해 기술 및 사회적 관계 조정하고 사회적 수요를 비전통적인 방법으로 해결하
는 일련의 과정을 전략적 니치관리(SNM)로 부른다(Schot and Geels, 2008 Smith
et al., 2016).
사회기술적 니치는 새로운 기술이 특정 기능의 확장이나 특정 사용자 그룹을 타깃
으로 개발된 기술이 기존의 기술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시장 니치와는 다
르다(Smith and Raven, 2012, Schot and Geels, 2008). 사회기술적 니치란 시장
이 완전히 형성되기 이전의 원시 시장으로, 시장형성을 저해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시장적 요인으로부터 기술혁신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Schot and
Geels, 2008, Kempet et al., 2001).
사회기술적 니치의 육성은 크게 ① 기대치 형성, ② 학습 및 ③ 네트워킹이라는
세가지 단계로 구성된다(Schot and Geels, 2008).
이러한 니치의 형성과 발전이 어떤 과정으로 전개되는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모
습은 사례 연구를 통해 더 잘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Smith (2007)은 그의 논문에서
유기농 식품, 친환경 건축이 처음 시도되었을 때, 기존 산업계로부터의 견제와 압력,
제도적 제약이 있었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 조금씩 그 영역을 확장해 간 과정을 상세
히 보여준다. 이를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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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에코하우징(eco-housing) 니치형성과 발전과정
시기

외부요인

주요 변화
Ÿ 기존 건축 체제에 문제 제기
- 건축가와 사용자 간 단절
- 표준화된 규격, 디자인, 기성 건축 기자재, 표준화된 계약관계
- 공급처를 통한 자재 대량구매
- 건축가의 혁신적인 시도가 어려운 구조, 사용자의 참여
제한적
Ÿ

친환경 건축가들의 자율주택* 관심

* 자율주택(autonomous housing): 주변 환경의 에너지(태양광,
풍력, 비 등)만을 활용해 독립적으로 운영 가능한 주택
- 자율주택에 적용될 다양한 기술들을 조합

Ÿ

기존 건축

체제에 문제
제기
- 제한적 자원의
1970년
대초~

과도한 소비
- 에너지 집약적
- 과도한 오염
발생
Ÿ 에너지 위기
도래
(석유파동
등)

Ÿ 각 친환경주택은 부지 특성에 맞게 설계
- 주택소유자의 능동적 개입 필요
- 기존 규제와 충돌, 비용 증가, 맞춤형 제작으로 인한 효율성
감소
- 그러나 친환경 건축의 목표인 환경발자국(environmental
footprint) 최소화 추구를 위해 위 문제점들을 감안하게 됨
Ÿ

친환경 주택 프레임 내에서 niche가 2차적 입장으로 재구조화되어
발생

- 친환경 주택 구조 내에서 작동 가능한 기술, 인공물, 사회적
관행 등에 대해 파악하고 학습할 필요가 있음
- 여전히 친환경 건축가들은 ‘자율성(autonomous)’과 관련된
사회기술적 관행에 주목
Ÿ 친환경 주택의 학술적, 정책적 확산
- 건축 학교는 친환경 주택 개념과 실험에 대한 강의 제공
- 양성된 인력은 기존 주택 개선, 친환경 주택 활동 등을 수행
-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정부지원: 친환경 주택 프로젝트 확대
Ÿ 이니셔티브가 부재한 상태이지만, 친환경 건축가들 사이에서
문서화된 형태로 지식 전파
- 학습과정 중에 일부는 도태되었고, 일부는 실용적으로
발전(주로 주택 에너지 활용 분야)
Ÿ 초기 활동들과 이니셔티브 간에는 직접적인 연관관계 존재
- 개척자들의 시연과 교육활동으로 다양한 관계자들 간
느슨하지만 확장된 네트워크 생성
- 주류 체제와의 교류, 다양화 및 전문화된 관계자 네트워크
구성
Ÿ

체제의 편입에 대한 기대와 방식에 이견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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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외부요인

주요 변화
- 시연과 훈련을 통해 친환경 건축에 대해 학습하는 전통적
접근방식은 현재까지 유효
- 그러나 niche 확장성에 한계가 있으며, 기존 체제에 편입에도
한계 존재

Ÿ

1980년
대~

에너지 가격 하락

에너지 위기(석유파동 등)는 에너지 관련 틈새시장이
확장될 수 있는 기회 제공

Ÿ 정부 R&D 프로그램 지원, 자금 유입
- 1982년 Passive Solar House Design Programme
- 1980년대 중반 Milton Keynes의 Energy World Project
- 1990년대의 Centre for Alternative Technology
Ÿ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에너지 위기의식이 감소하면서
사회적 관심 저하
Ÿ

프로젝트에서 창출된 지식은 세부 기술분야, 전문가
보고서를 통해서만 전파 → 주류 체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

Ÿ 최근 증가한 정부지원에도 이전의 niche 제약을 반복할 우려
- 협소한 기술 학습로 인해 사회기술적 차원의 광범위한 학습
기회를 과소평가
- 모범적인 친환경 주택에 대한 분석은 기술적, 경제적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사회적 프로세스를 간과함과 동시에
원칙만을 전파
- 이러한 추상화는 체제 내의 사회적 과정과 이해관계를
간과하게 함
Ÿ 친환경 주택 분야는 점차 협소한 기술단위로 이어지고,

2000년
대~

지속가능한
주택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 지원
증가

Ÿ

Ÿ

원칙과 모범방안이 문서 및 학습을 통해서 전수
여전히 사례마다 다른 기술이 적용되는 등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규모화, 구조화로 발전하지 못함
규제, 표준은 지속가능성 고려를 확장시킬 수 있으나, 2차
전환과 깊이있는 학습 등의 전체론적 접근보다는 단편적

변화에 가까움
- 규제가 기존 체제를 바꾸거나 새로운 체제를 만들 수 있는
수준으로 변하긴 어려움
- niche가 합리적으로 인지되기 위해서는 주류의 문맥 내에서
인정되고 작동가능하도록 충분히 유연해지고, niche의
사회기술적 관행이 체제 내 동등한 분야와 비교가능한 수준이
되어야 함
Ÿ

중간 프로젝트(intermediate project)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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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외부요인

주요 변화
- niche와 주류 체제 간 중간다리 역할
- 기존 체제에 친환경 niche의 원칙과 프레임을 반복적으로
노출
Ÿ (예시) BedZED
- 주류에 지속가능성에 대한 니즈 전달, 경험 제공, 역량 확장
효과 (워크샵, 피드백 수업 등)
Ÿ (예시) Stamford Brooks
- 기존 주류체제와 niche를 융합한 프로젝트
- 기존 관계자들에게 경험 공간을 마련하고 관계자들 간 교류의
기회를 제공
- 상호작용 방식을 통해 사회기술적 학습의 범위를 확장하고
혁신을 독려
Ÿ 중간 프로젝트의 발전도 광범위한 제도적 변화를 추동하진
못함
- niche와 주류 간 가치 학습 및 전환 경험은 주어졌으나,
경험이 실제 제도적 변화의 효력을 가져오진 못함

자료: Smith(2007)에서 제시된 에코하우징 니치 발의 내용을 재구성함

<표 2-4> 유기농식품(organic food) 니치형성과 발전과정
시기

외부요인

현대화

주요 변화
Ÿ 유기농식품은 현대화 농업의 대체제로 등장했으나 주목받지 못함
-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한계

농업(modern
- 시험농장(experimental farming)은 정부 불허
agriculture) 방식이 - 사회기술적 관점에서 기존 식품 체제의 기준을 준용하기 어려웠음
1920년대~
식품체제의 주류로
Ÿ 현대화 농업(지속불가능한 체제)에 대한 불신이 대체제(niche) 탄생
등장
(대량생산, 수익화)

Ÿ

촉진
(한계)새로운 체제에 대한 긴장(tension)이 부재, 다른 방향으로
전환할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음

Ÿ

건강과 환경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식품 체제에서도 현대

화학살충제가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Ÿ
1960년대
영향에 대한 우려
확산

Ÿ
Ÿ

환경보호주의(environmentalism) 기조를 따르게 됨 → 1st wave
유기농 식품은 환경론자들의 지지를 받음 (신재생에너지와 같이
생태적 위기를 극복할 방법 중 하나로 취급)
환경 운동은 niche의 방향전환을 이끔
과학적 근거의 중요성 대신 도덕적/윤리적 이슈가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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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외부요인

산업화/도시화의
반대 움직임이
1980년대
일어나면서 유기농
농장 수요 발생

주요 변화
Ÿ

유기농 농장이 등장하고 확산 (1980년까지 유기농 농장 약 100여개
규모로 증가)

Ÿ
Ÿ
Ÿ

유기농 방식에 대한 효과성과 수익성 제고를 위한 기술 개발
협회를 통해 구성원들을 조직하고 정치적 지원 노력
유기농 식품의 사회기술적 틈새 시장을 생성

- 새로운 교육, 제도적 기반 마련
Ÿ 생산자 그룹과 판매자 간 협동조합이 설립되면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지지가 확대되고 유기농 운동 전개
- 농장 간 방문, 연례 유기농 컨퍼런스 개최, 유기농 관련 문헌 및 교육
과정 운영 등
Ÿ 1973년 도입된 표시제 인증 발전이 핵심적인 혁신 요소로 작용하면서
제도적으로 내재화
- 유기농 농산물의 비싼 가격 형성
- niche만의 차별점
- 관계자로 등록될 수 있는 핵심 요소
Ÿ 생산자와 가공업자들로부터 유기농 농산물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함께
사업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됨
Ÿ
Ÿ

실증적 경험은 협회 및 관계자 네트워크에서 생산되고 공유
실현가능성이 입증되면서 niche의 신뢰성 향상

Ÿ

기존 식품관계자들이 틈새시장에 대거 유입하면서 틈새 시장이
분열되고 핵심 요소들이 최초의 시각에서 상당히 변화
유기농 활동가들은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기존 주류 식품체제에

Ÿ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
- 살충제에 의한 오염, 지하수 및 토양 오염, 식품 내 첨가제 및 잔여물
우려, 식품 방사능, 동물 복지 등
1990년대~

틈새(niche) 시장
급격한 성장

이슈에 따라 적절한 입장을 취하며 유기농 프레임을 기존 문제들의
솔루션으로 활용
- 유전자편집식품과 유기농 운동은 분리 등
Ÿ

Ÿ

사회적 긴장(tension)은 문제에 대한 대안을 고려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
유기농 사회기술적 방식이 주요 이슈에 대한 직접적 개선에

Ÿ

기여(농약잔류물 감소, 생물 다양화 농장 증가 등)
유기농 방식은 관계자들의 다양한 분야에서 반향을 일으킴

Ÿ
Ÿ

농업 대학의 유기농 과정 개설
유기농 농장에 대한 연구 및 정책적 지원

Ÿ

소비자 및 주류 식품업체의 관심 증가

Ÿ

1990년대 틈새 시장에 주류계
초

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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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외부요인

주요 변화
Ÿ 유기농 운동의 확산 → 유기농 산업으로 전환
- 전통적 농업의 유기농 전환을 위한 정부 보조금 지원
- 슈퍼마켓(소매업)의 유기농 농산물 수요 증가
- 유기농 식품 가격 상승, 기존 농산물 가격 하락
- 유기농 제품 생산자, 가공업체, 소매업체 증가
Ÿ 지역에서 생산한 자연식품을 추구하는 트렌드 발생
- 새로운 수요의 50% 가량은 수입으로 충당
- 유기농 농산물은 전통적인 식품 사회기술적 관행을 뛰어넘을 새롭고
가치있는 재료로서 평가됨
Ÿ 기존 식품 체제가 유기농 분야를 받아들이기 시작
- 기존 체제에서 추구하던 대량가공, 패키지 식품 등의 표준이 유기농
농산물에는 적용되지 않음 (기존 체제의 기준은 유기농 농산물
기준에선 저품질로 인지)
- 기존 식품 체제 내에 있던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1990년대
중반~

Ÿ
Ÿ

유기농 운동 확산
Ÿ
지역 생산
자연식품(로컬푸
드)을 추구하는
트렌드 발생
-

유기농 방식을 수용하며 이해관계가 다양하게 분화
활동가들은 커뮤니티 기반의 직접적인 식품 이니셔티브 네트워크를
출범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한 농산물에 대한 소비와 연계
분화된 유기농 niche를 지역주의(localism)으로 승화
결국 건강한 식습관과 신선하고 품질좋은 농산물에 대한 니즈라는

차원에서 발전
Ÿ 유기농 niche는 사회기술적 체제의 발전과 연계되어 발전했으나, 두
영역에서 다르게 전환되어 확장
- 일례로 다품종 농산물에 대한 실험*은
1) 식품 체제 내에서의 유기농 농산물 표준화와
2) 지역주의(로컬푸드) 유기농 틈새시장 중 지역주의에
로 인해 추진된 측면이 있음
* 다품종 농산물 실험: 농작물이 나지 않는 계절(겨울)에 소비자에게
다양한 농작물을 제공하기 위한 실험
Ÿ 유기농이 식품 체제로 전환되면서 유기농 농산물의 입지는 더욱 확장
- 유기농 자체의 지속가능성은 약화되는 효과가 있음
- 그러나 유기농 식품의 소비가 지역 농산물로 확장되는 효과
Ÿ

niche가 파편화되면서 유기농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견해차이가 생길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실질적 마케팅 효과 발생

자료: Smith(2007)에서 제시된 유기농식품 니치 발의 내용을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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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례들로부터 새로운 발상, 문제에 대한 새로운 기술적 해법, 새로운 제품의
개발이 ‘시장형성’을 통해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니치형성은 일반적인 시장형성전략과는 다르게 일시적이나마 정부의 제도적 보
호 하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위 두 사례를 통해서 처음에는 보호된 구역에서의
시험으로 시작하지만, 전략적 니치를 지원하는 정책에서나, 또 이를 실제 시행하는 사
업주체들에게는 언제나 ‘주류’ 시장의 흐름을 바꾸고자 하는 목표와 전략이 전제되어
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4. 시장의 전환
전환적 혁신정책에 관한 논의와는 별개의 장르로 분류될 수 있지만, ‘시장전환’을
둘러싼 동적 메카니즘에 관한 van der Duin 외 (2007)의 연구는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본다. 이들은 신기술 개발을 통해 시장의 구조, 산업구조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시도는 기술공급 측면에서의 단독적인 투입에서가 아니라, 사회경제적 과정에 대한
새로운 과학적 통찰력과 제품-서비스 결합에 대한 새로운 기능적 요구 사항(기술적
지식) 사이의 피드백 작용을 통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본다. 언뜻 보면 기술과
사회의 공진화 프레임, 또는 Geels 의 사회기술시스템에서의 기술시스템과 사회시스
템의 결합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듯 하지만, 이들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지식의
융합적 측면이다. 사회전환에 있어, 새로운 국면으로의 전환은 사회과학적 지식과 기
술적 지식의 융합 사이클이 작동함으로써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문제에 대
한 새로운 통찰력은 사회경제적 트렌드를 읽어내는 다양한 사회과학적 분석을 통해
발생하며, 이런 통찰력은 경제적 위험을 줄이면서 새로운 사회기술적 해결책을 보다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게 돕는다.

제2장 전환적 혁신정책에 대한 이론적 논의 43

[그림 2-3] 시장전환을 둘러싼 동적 메카니즘

자료: van der Duin et al. (2007)

이 모형에서는 과학 (왼쪽)과 산업 (오른쪽)의 변화와 기술 (위쪽)과 시장 (아래쪽)의
변화는 순환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기업가 정신이 중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van der Duin 외(2007)는 이 모형을 제시하면서, 당시 EU 차원에서 수립되었던 리
스본 전략이 성공적이지 못했던 이유를 더 많은 연구와 더 많은 기술에 대한 투자가
강조되었던 점에서 찾는다.

5. 이해관계자 참여 및 리빙랩에 관한 이론적 논의3)
Weber와 Rohracher (2012)는 다층적 접근과 기술혁신시스템 혁신 정책 비교를
통해 ‘시스템 실패’를 ‘전환 실패’ 개념으로 확장하여 장기간의 전환적 혁신 정책 원칙
을 제안한 바 있다. 이들은 기술혁신시스템 이론에서 주목하는 시장실패, 시스템 실패
논의들은 방향성을 갖고 진행해야 하는 장기적인 전환 정책을 추동하지 못함을 비판
3) 이해관계자 참여에 대한 이론적 논의 부분에서 Weber & Rohracher (2012), Schot와 Steinmueller (2018)의
논의는 박진희 동국대 교수가 본 연구를 위해 정리한 것을 수록하였다

44 혁신생태계 관점에서 본 ‘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정책사업’의 개선방향과 중점과제

한다. 즉, 전환을 지향하는 혁신 정책은 사회적 도전 과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 비
전에 바탕한 전환의 방향성 설정 없이는 전환 혁신을 달성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전환적 혁신 정책에서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방향
성을 설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는 사용자와 소비자들이 혁신 제품 혹은 서비
스를 활용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사회기술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정책에 포함해야 함을 강조한다. 친환경혁신 제품들이 소비자의 외면을 받는
것은 소비자 혹은 기술사용자들이 기술 대상에 대한 학습 기회, 제품이 가져올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지 못한 것에서 원인을 찾고 있다. 세 번째
로는 사회기술시스템 전환에 필요한 다층위의 부문별 정책 조응을 지향해야 한다고
본다. 네 번째로 시스템 전환은 장기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혁신과 변화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아 전환 목표로의 진전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책
실패를 보정하는 성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Schot와 Steinmueller (2018)는 과학기술정책에서 시작된 혁신 정책이 전환 혁신
정책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보고 전환 혁신 정책의 특성을 정리해 둔 바 있다. 이들은
에너지, 이동성, 식품과 건강 등의 측면에서 사회기술시스템의 전환이 필요한데 이 전
환을 위해서는 다만 새로운 혁신 기술 해법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행위 차원
과 기술 차원에서의 전환을 함께 이루어내어야 함을 강조한다. 즉, 체화 기술, 인프라,
산업 구조, 생산물, 규제, 사용자 선호도와 문화적 지향 등에서 변화가 동반되어야 한
다(Schot &Steinmueller, 2018: 1563). 전환의 다층위성으로 인해 무엇보다 전환
혁신 정책에서는 전환이 지속되기 위해 전환의 방향성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는 가능한 대안들에 대한 협의와 협상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본다.
두 번째로 혁신 체제에 기반을 두고 과학기술 영역에서의 정책적 조응을 강조했던
지난 시기 혁신 정책과 달리 전환 혁신에서는 수송, 에너지 등의 부문별 정책 간의
수평적 조응이 중요해지게 된다. 또한 세금 정책, 경제 정책, 사회 정책과의 조응, 중
앙 정부와 지자체 간의 다층위적 정책 조응도 중요하다.
세 번째로는 혁신 정책은 실험 과정으로 정책 내용 수정이 가능하도록 성찰성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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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을 지녀야 한다고 본다. 전환 경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다층위의 협업이 개선,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실험이 장려될 필요가 있다. 실험 공간은 기술 시연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통한 학습 과정이 보장되고 다양한 집단들이 새로운 기
대감 혹은 비전을 공유하고 새로운 네트워크, 새로운 니치가 만들어질 수 있는 장을
의미한다. 혁신 행위자는 기업, 소비자, 단체 등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을 포함하고
혁신 기반 지식 역시 다학문적이며 숙의적 과정을 거쳐야 한다. 새로운 생산 구조를
만드는 것 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수요와 사용자 선호도가 지배적이 되는 사용자
환경과 시장을 만들어내는 것이며 적극적인 창출에의 참여가 권장된다. 사용자 참여
를 장려하는 정책들 개발이 필요하다.
네 번째로 다양한 경로 실험들이 가져올 효과와 결과들을 예견하고 실험을 통해 학
습하고 이에 기반해 경로 수정을 하는 과정이 전환 혁신 정책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특징으로 인해 정부, 시장과 시민 사회를 아우르는 혁신 거버넌스 구축
이 중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전환 혁신 정책을 주장하는 이들은 기술 혁신에
직접 관계하는 기업, 엔지니어 그룹, 정부 만이 아니라 기술 사용자, 시민 사회까지
혁신 과정에 개입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었다. 한편, 사회 혁신, 생태 혁신, 풀뿌리
혁신, 책임 있는 연구와 혁신, 혁신 확산 이론들에 기초하여 전환 혁신을 주장하는 이
들 역시도 당대의 사회적 도전은 규모 상에서 방대하고 명확히 정의하기 어려우며 이
를 공식화하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다양한 행동들이 필요하다고 본
다. 가능한 해결책에는 기술 혁신만이 아니라 사회적, 제도적 변화 및 개인 행동 차원
에서의 변화도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혁신의 선형 모델에 기반한 과학 상업화를 비판
하고 사용자, 시민, 비정부 단체와 자선기관 혹은 도시들과 같은 행위자들이 혁신 과
정에 필수불가결함을 강조하고 있다.

전환을 목표로 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초기단계를 어떻게 구조화할 것인가에 대해
Scholz 외(2009)는 다음과 같은 단계적 접근방법을 제안한다. 동일한 모델이 모든 사
례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해관계자 협의의 절차와 진행방식에 대한 연구
가 국내에 매우 적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연구사례로서 제시해 볼 만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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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lz 외(2009)는 스위스의 폐기물 관리를 위한 이해관계자 협의과정을 대상으로
그 절차와 논의의 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스위스 폐기물 관리기관은 86년도에 제작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었으나, 환
경적 위험이 대중의 관심사로 부상하면서 폐기물 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문제
인식에 이르렀다. 시대가 변화함에따라 폐기물관리시스템의 구조와 운영방식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변화했다고 판단하고, 지속가능성 제고라는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폐기
물관리시스템을 이해관계자 협의를 통해 도출하고자 하였다. Scholz과 그의 동료들은
스위스 폐기물관리시스템 개선을 위한 이해관계자 협의의를 대상으로 프레임워크를
도출했는데, 아래 표와 같이 제시될 수 있겠다.
<표 2-5> 이해관계자협의의 절차와 프레임워크
단계

프레임워크

A. 준비단계

a1

위원회 중심으로
사전준비

시스템 분해

(사례) 스위스 폐기물 관리
위원회 중심으로 사전 준비
전체 시스템에서 고려해야 할 9개 분야*와 1개의 예비분야*로
구분
*9개 분야: 자원 흐름, 기술, 위험, 물류, 정책·법, 경제, 행위자,
문화·행동, 국제적 맥락
*예비분야: 유도 단계에서 누락될 요소들을 추가하기 위한 room

a2

시스템 내 이해관계자
파악

관련 이해관계자 그룹*으로부터 75명의 예비참가자 선정
*정부기관, 영업점, 이익집단, 과학연구기관, NGO 등

a3

결정적 참여자 선정

최종적으로 37명 참석자 선정/ 워크샵 전 다른분야에 대한
사전학습자료 배포

분야별로 워크샵 등을
통해 전문가 및

- 9개 분야별로 워크샵 등을 통해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논의
- (공통) 워크샵 목적 및 개요 소개, 다음 세션 시작 시 전 세션

B. 유도단계

이해관계자 논의
b1

영향요인 개별정의
그룹화/ 병합 및

b2

추가보완/ 영향요인
도출 (최종 10~15개
정도로 정리)

요약 & 본 세션 안내, 세션 종료 시 해당 세션의 내용 요약
37개 영향요인 도출
13개로 그룹화
(예: lifecycle thinking, product design → ecological
product and system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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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프레임워크
b3

개별 영향요인
우선순위화

b4

개별 우선순위 종합

C. 사후
유도단계

c1

c2

위원회 의사결정

분야별 결과 적용 및
표준화
종합시스템의 단계에
따라 결과 구조화

(사례) 스위스 폐기물 관리
각 전문가들은 장/단기 관점에서 13개 영향요인 우선순위 선정

위원회 의사결정
우선순위 결과 분화 및 통합
(예: waste treatment and logistics → waste treatment,
waste logistics)
우선순위 최종 설정

자료: Scholz et al.(2009)

Scholz 외(2009)가 제시한 단계적 접근방법을 따르면 다음과 같은 접근이 가능하
다. 첫 번째는 장단기적 요소별 우선순위의 시각화가 가능하다. 스위스 폐기물 관리시
스템 전환을 위한 구조화 워크샵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각 요소를 시각화하여 표현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신뢰성 확보이다. 관련 참여자를 다양하게 선별하고 워크샵 참여
자를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선정한다. 워크샵에 참여하지 못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관련 설문 등을 수행하여 신뢰성을 보정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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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스위스 폐기물 관리시스템 전환을 위한 구조화 프레임워크 결과

자료: Scholz et al.(2009), p. 6

단계적 접근방법을 따른 구조화 프레임워크는 전환관리 프로세스 프레임워크를 구
성하는 데 도움을 주며, 실제 시스템 전환이 필요한 분야의 세부 요소들이 발굴되고
우선순위가 파악됨으로써 필드를 파악하는 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상호학습으로 필드 전반에 대한 이해도와 시스템 전환에 대
한 공감대가 제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도출된 우선순위 결과의 명확한
정량화는 불가능하며, 실제 시스템 전환에 반영되기까지 절차가 길어 가시적인 변화
를 단기간에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전환을 위한 단계적 접근방법은 지식융합 측면에서 분명
한 의의가 있다. 이해관계자 워크샵에서 다양성 그 자체가 목적일 경우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분야를 바라보는 관점이 반영되므로 각 이해관계자들의 지식 융합 효과
를 기대할 수 있으며, 전문가 관점을 융합함으로써 다학제적 융합이 이루어져 연구결
과의 질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담론 발전의 가능성 제고와 광
범위한 사회적 포용 효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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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최근에 발간된 von Wirth 외(2019)의 논문은 최근 유럽에서 확산되고 있
는 리빙랩에 관한 고찰을 담고 있다. 이들은 유럽 전역에서 확산되고 있는
ULL(Urban Living Labs)모델이 과연 새로운 사회기술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촉진하
는데 필요한 구성요소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4개의 사례를 분석하
였다. 이들은 리빙랩의 유형을 세 가지로 구분했다.
1) 기존 시장구조, 생산방식 등의 규범을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 리빙랩을 통해 최
적화 방안을 만들어 내는 유형
2) 횡적인 확산을 추구하는 유형으로서, 지역사회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국제협력
등에 초점을 둠
3) 새로운 시장구조, 산업생태계 등의 대안적 미래를 탐색하며, 물리적 공간 자체도
실험실의 범위를 벗어나 광범위한 실제 환경에서의 실험/실증을 추구하는 유형

[그림 2-5] von Wirth 외(2019) 가 제시한 리빙랩의 유형

자료: von Wirth et al.(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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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는 각 유형의 리빙랩의 활동을 분석한 것이다.

<표 2-6> von Wirth 외(2019)가 관찰한 리빙랩의 유형별 주요 특징
확산 매커니즘

Embedding
(기존 구조에
적용)

Translating
(횡적 확산)

Scaling
(규모의 확대)

세부전략
(전략1) 전환적 공간 생성
- 도시 마케팅 기관의 언론투어에 실험실 융합
- 지역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 및 커뮤니티 회의를 위한 공간
제공
- 랩 실험실에서 절약한 자원을 지역 인프라에 할당하여
사회적 인센티브 창출
(전략2) 파트너 네트워크 활성화
- 실험실에서 창출된 성과를 정부 관계자 및 관계자들에게
홍보
- 전환적 성과창출을 위한 협력 구축 효과 (사례 4)
- 도심의 다른 관계자들에게 ULL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파
- 기존 및 새로운 관계자들의 어젠다 공유 효과, 상호
경쟁관계가 아닌 보완관계로 구축
(전략3) 실험실 구조 모사(적용)
- 랩 구조를 타 사례에 적용하기 위한 방법 연구 (국제 학습
네트워크 구축)
- 현장학습 및 적용방법에 대한 모임 구축
- 연구실 활동의 홍보 및 확산 개념으로 관심있는
관계자들에게 활동 내용 전달함으로써 확산의 가능성 제고
(전략4) 교육 및 훈련
- 지역 기반의 교육기관 정규 커리큘럼을 통한 교육
- ‘co-labs’ 설계 및 운영을 위한 코디네이터 교육 등의
훈련과정 도입
- 교육프로그램을 시스템화함으로써 인력양성 효과
(전략5) 기업자적 성장 시뮬레이션
- 창업 비즈니스 모델 지원
- 수익성 있는 비즈니스모델을 창출하고 확장하기 위해 창업
엑셀러레이터 이니셔티브와의 적극적 협력
- 비즈니스 모델을 규모화하기 위해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
- 랩 규모에서 벗어나 물리적 장소 확산 -> 네트워크 확산
효과
(전략6) 결과(영향)의 서사적 묘사
- ULL 목표와 부합하는 대안적 미래에 대한 담론의 지속적
제기
- 일련의 커뮤니티 회의 등을 통해 실험실 활동의 서사를 확대
- niche 실험의 서사적 당위성을 확장시켜 목표 및 성과
영향을 보다 지속가능하게 구축

자료: von Wirth et al.(2019)

사례
- (사례1) iconic
building
- (사례2)
- (사례3) 공동사업 공간
- (사례3) 시 행정부 및
관계자 참여 – 어젠다
공유 및 펀딩 주체와
긍정적 관계 구축
- (사례4) 시 행정부 및
대학과의 협력관계
구축

사례 1, 4

사례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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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연구대상으로 삼은 4개의 리빙랩은 대체로 첫 번째 유형에 속했으며, 그 중
일부는 두 번째 유형의 특징도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들의 분석에 의하면 세 번째 유
형에 속하는 리빙랩은 없었다. 이들의 연구를 통해서 보면, ‘리빙랩’ 은 단일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전환을 지향하더라도 운영전략과 성과는 다양
한 수준에서 나타날 수 있다. 리빙랩을 통한 사회기술시스템의 전환은 여러 유형의
리빙랩들 간의 연계를 통해 더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연구논문에서 한
가지 간과하지 않아야 할 조언을 던져주는데, 리빙랩을 구축하고 다양한 실험(새로운
시도)을 시행했으나, 불확실한 요소가 여전히 많다면 규모화(scaling) 전략을 시행하
는 것은 위험성이 크다는 것이다. 리빙랩에서 행해지는 시도들 또한 공학적 실험을
통한 근거뿐만 아니라, 기존 시장참여자, 정책입안자들로부터 ‘해볼만 한’ 시도로 인
정받는 것이 규모를 확대했을 때의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을 강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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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정부 역할에 대한 인식

제1절 주요 정부 계획에서 나타난 정책목표와 중점과제
1.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가. 정책목표와 비전
박근혜 정부의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경제부응과 국민행복을 위한 하이 파이
브(High Five) 전략을 추진했는데, 이는 5개 전략분야를 고도화하고, 19개 분야 78개
과제를 추진한다. 이 중 “국가전략기술 개발” 전략분야에는 “깨끗하고 편리한 환경 조
성”, “건강장수시대 구현”, “걱정 없는 안전사회 구축”이 해당된다. 과학기술정책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요 사회문제가 환경오염과 고령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범죄
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깨끗하고 편리한 환경 조성”의 경우, 그 필요성으로 집중호우, 폭설, 환경성 질환
증가 등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지
적한다. “건강장수시대 구현”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비
용 경감을 위한 선진 의료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걱정 없는 안전사회 구
축”은 자연재해, 범죄, 테러 등 사회적 재난에 따른 경제·사회적 손실 증가추세에 대응
한 선제적 대응 역량 확보를 그 필요성으로 제시한다(관계부처 합동, 2013: 81-87).

나. 추진전략 및 주요과제
“제 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는 과학기술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해야 한
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를 위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사회문제 해결
형 프로젝트 추진,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편익증진을 위한 투자 및 항노화·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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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스 등 고령친화 산업 육성이 향후 중점을 두어야 할 정책으로 제시되었다(관계부처
합동, 2013: 30).
이는 사회문제 대응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적 해법 제시가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대안이다. 그 배경에는 한국은 경제개발 목적으로 분류된 영역
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는 활발히 하고 있으나, 에너지 부족문제 해결, 기후변화 대응,
재난재해 대응 등 사회적 문제와 관련한 영역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비중은 낮은데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다. 정부는 기후변화,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에 대한 수요 변화
등이 급속히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문제 대응과 관련한 과학기술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보았고, 사회적 문제 대응형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
해야 한다는 것이 정책추진방향으로 제시되었다. 그에 따라 향후 건강, 안전, 기후변
화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확대가 제시되었다(관계부처 합동, 2013: 69).
이러한 맥락에서 “깨끗하고 편리한 환경 조성”, “건강장수시대 구현”, “걱정 없는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국가중점과학기술 발굴과 관련 R&D 사업들이 제시되었다(과
학기술정보통신부, 2018). 예를 들면, “깨끗하고 편리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기후
변화 감시·예측·적응, 이산화탄소 포집·저장·이용, Non-CO2 온실가스 저감, 온실가
스 감축 통합관리 등에 관한 R&D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제시되었다(관계부처 합동,
2013: 81-82). “걱정 없는 안전사회 구축”의 경우, 자연재해 모니터링·예측·대응, 기
상기후 조절, 서비스 로봇(재난구조), 재난 정보통신체계가가 국가중점과학기술로 제
시되고, 세부과제로서 사회적 피해 및 비용 최소화를 위한 기상, 지진 관측·예측능력
강화 및 대응기술 개발 등이 제시되었다(관계부처 합동, 2013: 87-88).

다. 시사점
특이할 만한 점은 환경오염, 재난관리 등을 위한 R&D의 성과가 당장 도출되기는
어려우므로, 단기적으로는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점이
다.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국민 행복과 직결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부처 연구
개발 협업프로젝트로, 국민 참여형·개방형 기획으로 사회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
하기 위한 기술·제도적 개선 및 R&BD를 지원하며, 장기 과제보다는 3-5년 내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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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출이 가능한 사회문제 해결을 추진한다. 장기적으로는 국민수요나 사회 파급력이
큰 주요 분야(의료, 농업, 취약계층 등)에 대한 혁신비전 및 개선모델을 마련한다(관계
부처 합동, 2013: 100-101).

2.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가. 정책목표와 비전
문재인 정부의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은 인류사회의 난제 중 하나로 지구 생태
계 문제 심화를 지적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a). 본 계획에서는 이상기후 및
생태계 파괴 문, 폭염, 폭설, 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멸종위기종
증가, 생물다양성 파괴 등이 심화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기후변화 대응 노
력과 함께 에너지·자원 고갈, 원전의존도 감축 등에 대비하여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
확대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18a: 15-16).
또한 국민이 과학기술의 성과를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을 2040년의 미래모습
으로 상정하였다. 건강·환경의 측면에서는 국민이 쾌적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에서 건
강하고 활기차게 생활하며, 안전한 사회, 포용적 사회를 추구한다. 이를 위하여 신재
생에너지가 보편화되고, 자연재난에 대해 사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감염병, 식품,
치안 등 각종 생활위협에 대한 안전관리망을 구축할 것이 제시되었다(관계부처 합동,
2018a: 29).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정책방향 중 하나로는 “삶의 질 향상과 인류문제해
결에 기여 확대”를 제시했다. 국민 삶의 질 제고를 목적으로 한 연구개발사업이 추진
되었으나,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R&D 과정에 국민이 참
여하는 기회를 확대하고, 국민과 함께 기술의 활용·확산의 방법도 모색하는 방식을 시
도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R&D 사업을 추진할 때, 질병, 환경, 기후변화, 자원부족
등 전 인류적 난제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국가 위상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였
다(관계부처 합동, 2018a: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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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진전략 및 중점과제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은 추진전략으로 “과학기술로 모두가 행복한 삶 구현”, “안
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사회 구현”, “쾌적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 “포용적인
사회실현”을 제시했다.
전반적으로 ICT 기반의 융합기술과 서비스를 통한 문제해결이 중요하게 부각되었
다(관계부처 합동, 2018a: 44), “과학기술로 모두가 행복한 삶 구현”에서는 구체적인
추진과제로서 정밀의료 R&D를 통한 난치성 질환 진단과 치료방안 도출 등이 있다(관
계부처 합동, 2018a: 93-94). 제 4차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안전한 사회 구현”의 추
진과제로는 1) 생활 속 위협요인에 대한 예방 및 관리, 2) 국민 맞춤형 재난·안전 교육
및 생활 체감 서비스 확대, 3) 재난현장 지원·대응을 위한 스마트 재난안전관리 시스
템 확보 등이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8a: 93-94). 기존에는 생활안전 고려가 미흡하
고, 문제발생 후 대처를 하였으나, 앞으로는 국민생활 보호를 강화하고, 스마트한 재
난관리체계를 확보할 것을 지향한다(관계부처 합동, 2018a: 96-98). “쾌적하고 편안
한 생활환경 조성”과 관련해서는 1) 기후변화 및 신기후체제 대응으로 지속가능성
확보, 2) 쾌적하고 청정한 생활환경 구현, 3) 편리하고 살기 좋은 스마트시티 구축 등
이 추진과제로 제시되었다 (관계부처 합동, 2018a: 100-102).
“포용적인 사회 실현” 부문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타 분야에서와 달리 “국민생활과
밀접한 문제에 대한 R&D 역할”을 강조한다. 여기에서는 건강·안전·편의 등 사회적
이슈 해결 관련 R&D 투자를 확대한다. 기술개발목표 중심의 Top-Down 연구기획을
시민사회, 지자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시민참여형 문제해결 기획으로 전환하며, 기술
개발, 법·제도 개선, 인증·실증,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하는 토탈 솔루션형 국민생활연구
기획·추진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한다. 또한 국민생활문제(사회문제) 해결
R&D의 전주기 관리체계 정비 및 고도화를 통해 성과창출을 강화하며, 예기치 못한
국민생활문제 발생 시 신속대응을 위해 조속히 연구가 가능하도록 긴급연구 지원체계
를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밝힌다(관계부처 합동, 2018a: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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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차 과학기술 기반 국민생활(사회)문제 해결 종합계획 (’18~’22)
이 계획은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R&D사업과
시책에 대한 추진전략이다. 이 계획은 3대 전략 및 10대 추진과제를 수립했다. 3대
전략에서는 범부처 협력 체계 구축, 실증·실용화 강화, 다부처 R&D 사업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사업지원체계를 강화하여 필요한 연구 예산을 사전에 확보
하고, 적시에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실용화 가능성 제고에 강조점을 두
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민관협의회 상설화, 범정부 정책연계 강화, 사회문제해
결형 다부처 R&D사업 전주기 맞춤형 컨설팅 등이 추진과제로 제시되었다(관계부처
합동, 2018b: 21).
국민참여, 소통과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식과 정보공유, 아이디어 발
굴을 위한 온라인플랫폼 등이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었는데, 수요자가 참여하는 네트
워크 구축, 개방형 온라인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개발자, 수요자 상호 간에 경험을 공
유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사회문제과학기술정책센터 운영을 병행하고자 하였다
(관계부처 합동, 2018b: 31). 그 외, 사회문제해결R&D 우수성과에 대한 대 국민 홍
보와 인식확산을 꾀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18b: 37).

4. 과학기술정책 주무부처가 제시한 정책사업 및 정책추진전략
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융합기술 발전전략 (2014)
이 전략은 사회이슈 해결형 연구개발을 확대함으로써 융합기술을 통해 건강, 깨끗
한 환경,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할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전략에서
는 기존 전략의 한계가 제시되었는데, 첫째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이 미흡했
는데, 특허소유, 투자실적 등 기술의 시장규모와 성공가능성 등 경제성을 위주로 기술
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건강·안전 등 인간중심의 사회문제에 대한 대응이 소홀했다는
것이다. 둘째로 기초·원천기술 실용화 연계가 부족했는데, 그간 상위 논문 게재 등 기
초·원천 기술 자체의 우수성 확보를 중시해 실용화·사업화 연계에 소홀했고, 이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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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창출, 기존 산업 고도화에 한계로 작용했다. 셋째로 부처 간 협력이 미흡했는데,
그간 소관분야 R&D는 해당 부처가 추진하고 기초·원천과 응용·개발이 구분되는 등
부처 간 분업이 강조되어 효과적인 연구개발에 한계가 존재했다(관계부처 합동,
2014: 5).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세부과제를 선정할 때 창조경제 타운을 통해 폭넓
게 의견을 수렴하는데, 일반인·과학기술자·인문사회학자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중
점 사회문제를 선정하고 R&D 지원과 연계한다. 출연연이 고령자, 장애인에 대한 지
원, 질병·비만 등에 대한 조기진단, 재해대응·안전과 관련한 기초·원천 기술을 개발하
는 것으로 공공부문 연구기관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그 외, 새로운 사회문제에 대응하
는 기술을 국가전략 융합기술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안도 제시되었다. 여기에는 과학
기술적 해법으로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법·제도·인프라 개선 등을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따라서 기술개발, 법·제도, 인프라 개
선이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문제해결 중심의 부처 공동연구 활성화가 제시되었
다. 또한 온실가스, 황사, 적조, 나노안전성 연구 등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국
제 공동연구도 강화한다(관계부처 합동, 2014: 17-18).

나. 국가기술혁신체제(NIS) 고도화를 위한 국가 R&D 혁신방안 (2018)
“국가기술혁신체계(NIS) 고도화를 위한 국가R&D 혁신방안”은 4차 산업혁명 도래,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 증대 등 정책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경제성장에서 사람과 사
회 중심의 선도형 R&D시스템으로의 전환의 가속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경제 성
장·주력산업 중심에서 과학기술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중요시 하는 정책으로의 변화
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였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a: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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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R&D 혁신방향의 변화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a), “국가기술혁신체계(NIS) 고도화를 위한 국가R&D 혁신방안(안)”, 국가과학기술자문
회의 전원회의.

이 방안은 정부 R&D 투자는 기초·원천연구,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 공공수요
등 민간이 투자하기 어려운 분야와 산업선도 영역에 집중할 것을 제시했다. 정부
R&D 투자 중 공공수요 영역은 국민복지 증진, 생활안전 확보, 국민생활(사회)문제 해
결 등 현안문제 해결 위주로 중점투자가 이루어진다. 또한 국가적 현안분야에 신속·전
략적 대응을 위한 관련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현안대응형 과학기술전략프로그램을 도
입한다. 이 프로그램은 국가현안 및 국민생활(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과학기술혁신본
부가 혁신적 기술개발사업을 직접 총괄·기획할 수 있는 R&D 프로그램으로, 글로벌
이슈 대응, 국민생활 현안문제 해결, 남북 과학기술협력 추진 등 긴급한 연구 등에 활
용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a: 11).
삶의 질, 국민 참여 등 기존에 미흡하게 다루었던 부문을 보완하고 지역 균형발전,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공공연구기관의 역할도 중시한다. 공공연구기관의 경우, 민
간 영역(대학 및 기업)이 할 수 없는 집단연구를 조직화 해낼 수 있는 조직력이 있으
며, 이를 적극활용하여 집단연구를 추진하고, 성과를 사업화하여 국민 생활문제 해결
등 사회적 가치 영역에서 역할과 책임을 수행할 것을 제시하였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a: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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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할 만한 점은, 도전적 혁신과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혁신의 목표가 서로 분리되
어 있는 점이다. “국가기술혁신체계(NIS) 고도화를 위한 국가R&D 혁신방안”에서는
미래사회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도전적 혁신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나, 여기에서도
“사회문제해결”은 “국민생활문제해결”의 차원에서 이해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추
진전략 측면에서도 이분화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High Risk-High Return
의 접근은 과학난제해결이나 신시장창출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회문제해결에서는 시
민참여의 상향식 접근, 기술확산중심의 접근이 이루어진다.
“국가기술혁신체계(NIS) 고도화를 위한 국가R&D 혁신방안”은 고위험 혁신형의 도
전적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High Risk-High Return형 연구 프로그램(한국형
DARPA) 확대 추진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과학난제 극복이 강조되었는데, 이를 위해
도전적·융합적 연구의 활성화가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이를 위해 미래융합선도 프로
젝트, 출연연 고위험 혁신연구 지원 강화 등을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여기에 더불어 과제기획, 선정, 평가, 연구수행체계, 보상체계 등 R&D 프로세스 전반
이 모험·도전적 연구 특성에 맞게 개선된다. 구체적으로는 고위험 혁신연구에 맞는 선
정평가방법 개발, 독창적·도전적 연구에 적합한 관리체계검토, 성실실패 인정 등 유연
한 평가제도 운영, Prize 방식 지원 등이 해당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a: 10).
국민생활 속의 문제를 해결하는 R&D 강화를 위하여, 몇 가지 방안들이 제시되었
다. 첫째로 국민생활문제 해결형 R&D 투자 확대하는 것이다. 국민생활 밀착형 사업
(과제)을 확대하고, 중점 투자 분야에 '국민생활' 부문을 신설한다. 둘째, 문제해결형
국민 참여 R&D 추진체계를 정립하여, 기술개발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실증까지 포
함하는 사업체계를 마련하기로 한다. 또한 국가사회문제은행을 구축하여 국민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한다. R&D 全과정 (문제발굴~실증 평가)에 국민이 참여하고, 토털솔루
션형 기획 (기술개발+서비스전달+제도개선) 도입, 성과분석 평가제도 개선 등이 이루
어진다. 셋째, 국민생활문제 해결을 위한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민
안전·안심을 위한 과학기술 ICT 융합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는 재해 (지진, 조류독
감) 및 환경 (미세먼지, 유해생활화학물질 등), 건강 (자살·우울증, 치매 등), 사회재난
(범죄, 화재, 교통사고, 기반시설 등)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넷째, 국민의 안전한 생활

60 혁신생태계 관점에서 본 ‘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정책사업’의 개선방향과 중점과제

을 위협하는 문제에 대한 과학적 확인·검증 및 과학대중화 활동을 강화한다(과학기술
정보통신부, 2018a: 22).

다. 국민생활연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8b)는 환경오염, 사연·사회재난 등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
한 생활을 위협하는 복잡·다양한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국민 불안이 증대하
고 있고, 문제의 보다 근원적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에 대해 국민 요구가 증대
하고 있으나, 그동안 과학기술의 역할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술정책과 연구개
발 (R&D) 투자는 경제발전과 성장동력 창출에 치중했고, 최근 삶의 질 제고를 목적으
로 국민생활 문제의 과학기술적 해결 노력 추진 중이나, 기존 경제적 가치 창출의
R&D 지원체계로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생활연구를 통해 이러한 문제
들의 과학기술적 해결을 위한 모델이 제시되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b: 1).
국민생활연구란 국민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국민생활문제)의 과
학기술적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및 이의 적용․․확산을 위한 제반 활동으로 세 가지 특
정을 지니고 있다. 첫째, 연구자 중심의 기존 R&D와는 차별화된 최종 수요자 중심
R&D로 연구 전 과정에서 수요자(국민)의 참여가 필요하다. 둘째, 최종 문제해결을 목
적으로 기술개발과 함께, 인증, 제도 개선, 수요 창출 및 적용을 포괄한다. 셋째, 융복
합 연구를 위한 연구자간 협업은 물론, 다양한 부처와 민·관 소통 및 파트너십을 통한
광범위한 협력이 필수적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b: 2).

<표 3-1> 국민생활연구와 기존 R&D 비교
구분

출발

기획

협력

변화 대응

목표

기존 R&D

연구자

선연구 후활용

연구자간

기술환경

기술·경제 성과

국민생활연구

국민수요

선활용기획
후연구

+국민 파트너쉽
+부처협업

+문제·사용자
요구
+긴급현안

문제해결 성과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b), “과학기술을 통한 국민생활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생활연구 추진전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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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정부혁신 실행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1년 정부혁신 실행계획은 대표 추진과제 중 하나로 “주
민참여 성과의 혁신조달 연계”를 제시한다. 그간 사회문제해결R&D 사업은 1) 사회문
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술개발을 위주로, 2) 연구자가 주도하여 기획하고 기술개
발을 수행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도출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사회문제해결을 위해서는 1) 현장에서 수요를 제안하고, 수요자인 2) 지역 주민
이 연구자와 함께 문제해결의 전 단계에 함께 참여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기한다. 또한,
개발된 성과물의 지속 가능한 성과도출을 위해서는 혁신조달 연계를 통해 지자체·공
공기관 등의 혁신성과를 확산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기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a: 1).
세부 추진사항 중 하나는 “주민 참여형 지역문제해결 지원”으로, 연구자의 과학기
술 전문성과 지자체·지역 주민 소통체계를 연계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맞
춤형 문제해결을 추진한다. 문제기획 시 연구자와 지역 주민이 함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기술개발부터 기술적용·확산까지 포함한 문제해결 기획안을 도출하는 문제기획
리빙랩 운영을 지원하고, 문제해결 시 도출된 문제해결 기획안을 토대로 R&D 및 기
술적용·확산지원을 통해 지역 맞춤형 문제해결을 도모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a: 1).

5. 리빙랩에 대한 지원사업
가. 지역에서의 전환모델 시험
지역에서의 전환모델 사례 중 하나는 서울시 성대골 에너지전환 운동이다. 성대골
은 민관산학연의 리빙랩을 활용해 협력하여 시민주도형 에너지 전환 활동을 수행한
것이다. 성대골 시민운동은 기후변화 및 에너지 문제를 주제로 2011년부터 지역활동
을 수행하였고, 2012년 에너지 자립마을로 선정되어 에너지 관련 실험 및 사업이 지
역 내에서 이루어졌다. 마을 내에는 태양열 온풍기, 발전기 및 건물단열사업, 에너지
카 등의 실험이 이루어졌고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마을기업, 협동조합 형태의 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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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도 운영하였다.
마을의 에너지전환 역량에 힘입어 2016년부터는 도시지역 미니태양광 리빙랩 과제
를 수행하게 되었다. 성대골 에너지자립마을(민)과 함께 마이크로발전소(산), 연세대학
교(학),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연)가 참여하여 도시지역의 미니태양광 추진에서 발생
할 수 있는 경제성, 비용, 업체 신뢰성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수행주체는 3개의 포커스그룹으로 나뉘어 운영되었는데, 각 포커스그룹은 기술, 금융,
교육을 담당하여 과제를 수행하였다. 기술 분야는 미니태양광의 기술 개선점을 도출
하여 생산업체와 비용절감 및 지속가능성 제고가 가능하도록 기술적 보완을 추진하였
다. 금융 분야는 지역친화적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미니태양광에 적합한 금융상품을
개발하였고, 마지막으로 교육 분야는 주민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기
획 추진하였다(성지은 외, 2020).

나. 사용자 참여형 제품개발
성남고령친화종합체험관은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하고자 설립된 기관으로서, 194개
사의 동반협력기업과 함께 리빙랩을 운영하고 있다. 체험관 내에는 시니어스마트홈,
제품, 치매체험 등의 고령친화 제품 및 공간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어 있고,
리빙랩 평가실 및 문화콘텐츠, 인지신체기능 실증실, 국제공인시험인증실이 마련되어
있다. 그 밖에도 창업기업 및 관련산업 기업이 입주하여 밀착형 리빙랩과 실증이 가능
하도록 구성되었다.4)
이 중 2016년 출범한 한국시니어리빙랩은 리빙랩 플랫폼으로서 소비자(시니어)와
생산자(고령친화기업), 연구자(체험관)가 공존하여 시니어가 참여하는 제품 개선 및 기
술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같은 공간에 시니어 평가단, 케어 인력, 연구자 및 생산자,
인프라가 존재하므로 체험관 자체가 리빙랩화 되어 소비자 중심의 기술개발 거점기관
으로서 역할한다. 자연스레 견고한 관계가 형성되고 시니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
어져 사업화가 한결 원활한 성공적인 플랫폼으로 자리잡았다. 2019년에는 과학기술
정보통신부로부터 대표적인 리빙랩 사례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4) 성남고령친화종합체험관 홈페이지, http://www.miraeseum.or.kr/home/index.do (접속일: 20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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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한국시니어리빙랩 제품 및 서비스 개발 프로세스

자료: 성남고령친화종합체험관 홈페이지, “한국시니어리빙랩 사업소개”5)

하지만 시니어리빙랩은 실증 공간이 한정적이고 시제품 이후 상용화 단계의 소비자
수용성이 확인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다. 지역혁신
지역혁신형 리빙랩과 관련된 대표적인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추진한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 주체로 지역주민과 지자체, 전문가가 함께 지역사회문제
를 해결하는 ‘공감e가득 사업(주민체감형 디지털 사회혁신 활성화 공모사업)’이 있다.
해당 사업은 주민과 지자체,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스스로해결단’이라 정의
하고, 이들은 사업수행주체로서 지역현안을 발굴하고 과학기술을 이용해 최적의 해결
방안을 찾는 핵심역할을 수행한다. 사전조사를 통해 지역에 한정한 문제 분야를 결정
한 후 해당 문제해결에 관심이 있는 주민과 전문가, 담당공무원이 스스로해결단으로
구성되었다. 스스로해결단은 사업 내에서 해결이 필요한 지역문제를 제안 및 결정하
고,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 및 결정을 수행한다. 이어 해결방안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5) http://www.miraeseum.or.kr/home/contentsInfo.do?menu_no=923 (접속일: 20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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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한 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참여하며 주요 검토사안에 대한 의견 및 평가에 참여한
다. 사업 전 과정에 걸쳐 스스로해결단은 회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진행하며 지역 주민
들과 소통하는 역할도 담당하였다(성지은 외, 2020).
한편 지역혁신형 리빙랩의 대표적인 또 다른 사례로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 시
범사업(폴리스랩 사업)이 있다. 폴리스랩 사업은 원천기술을 활용해 범죄나 사고를 예
방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생활치안분야의 문제해결에 초점을 두었다. 특정
지역에 한정한 문제보다는 대국민 수요에 기반한 치안 현장 문제를 발굴하고 실제 현
장에서 실증연구를 추진하는 형태이다. 주목할 점은 실제 치안을 담당하는 현장경찰
관이 연구개발에 참여하여 치안 현장의 특수성에 맞는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점이
다. 문제 현장에서 직접 종사하는 전문가들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참여가 가능한 사
업 구조를 통해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다. 폴리스랩의 연구 내
용은 치안 현장의 상황에 맞추어 드론, 비접촉식 지문인식, 정밀측위, 지능형 관제 등
의 다양한 신기술이 활용되었으며, 문제 범위도 현장의 인명보호, 피해자 대상 정보제
공 및 상담 시스템, 치안 현장 처리를 위한 행정 효율화 등 치안 현장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를 다루어 성과 실효성을 극대화하였다. 연구개발성과인 제품 및 서비스는 시제
품 형태로 2019년 시연 및 전시되어 해외의 호평을 받았으며 2020년 5월부터 현장실
증관에서 실증연구를 추진하고 있다(성지은 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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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고령화 대응 정책사업 현황
1. 국가 상위 계획상에서 제시된 고령화 대응 정책목표와 비전
가. 과학기술기본계획
박근혜 정부의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은 저출산·고령화 심화를 미래의 환경변화
중 하나로 제시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고령화의 추세에서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여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사회부담이 가중되는 등 광범위한 부정적 효과가 발생될 것으
로 예상되는 반면, 고령화 준비는 미흡하다는 것이 그 배경이었다. 이에 생산가능 인
구(노동력)의 감소를 과학기술혁신의 강화를 통해 노동생산성을 보완하고, 여성 과학
기술인의 잠재력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과학기술 정책방향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국
민 건강증진과 고령층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한 연구개발 강화도 방향으로 제시되었다
(관계부처 합동, 2013: 12).
문재인 정부의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또한 저출산·고령화 심화를 미래사회 변화
트렌드 중 하나로 제시했다. 기대수명 증가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한국은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으며 인구구조의 고령화도
급속히 진행 중이다. 이에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생산성 저하, 복지부담 증가 등
에 대비하고 고령친화산업을 미래 유망산업으로 적극 육성할 필요가 시사점으로 제시
되었다(관계부처 합동, 2018a: 15-16).
현재 준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경우에도 한국에 인
구절벽시대에 진입하고 있으며, 지역소멸이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과
학기술 혁신정책의 추진방향 중 하나로서 “지역소멸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과학기술
기반 지역자생력 강화”가 제시되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b).

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고령자의 능동적 역할을 지원하는 것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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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추진방향 중 하나로 설정했다. 이를 위하여 제시된 사항은 첫째,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노인 일자리 확대 및 자산의 안정적 소득화 기
반 조성, 둘째, 건강한 고령화를 위한 사전 예방적 보건·의료서비스 확충 및 예방-조
기발견-치료·관리-돌봄 내실화를 통한 치매국가책임제 완성, 셋째, 살던 곳에서 건강
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재가기반 건강·돌봄 서비스 확충, 넷째, 고령자를 위
한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교통 여건 조성 및 고령친화 커뮤니티 확산을 통한 고령친화
적 거주 환경 조성, 다섯째, 생애 말기 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을 통해 전생애에 걸친
삶을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 형성이다(관계부처 합동, 2020: 36).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 미래전략 204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학기술 미래전략 2045”도 미래사회의 변화트렌드 중 하
나로 인구변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다문화화, 고령화를 제시했다. 한국은 세계 최저수
준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데, OECD 회원국 평균에 못 미치며 회원국 중 ’18-’19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다. 2018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3%에 달하는 고
령사회에 이르렀으며, 2025년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등, 인구 감소 및
인구의 고령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이 전략은 2045년 미래상 중
하나로, “초고령 사회 진입에 대비해 난치병 치료 및 예방의료 기술을 고도화하여 평
생에 걸쳐 질병 없는 건강한 삶 실현”을 제시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 8·11).

2. 고령화 대응 추진전략
가. 국가 상위 계획 상에서 제시된 추진전략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국가전략기술 개발”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로
건강장수시대 구현을 제시했다. 이는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적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가 활력을 높이고 국민이 만족하는 사회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관계부처 합동, 2013: 60·81-87).

제3장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정부 역할에 대한 인식 67

현재 준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는 전략 중 하나로
“우리 사회의 포용력을 높이는 사회안전망 구축”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위하여 “고령
화 사회의 의료 복지 혁신” 등의 추진과제가 예시로 제시되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b).

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이 계획은 추진전략 중 하나로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을 제시했다. 이
것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단계 삶의 기간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이 시간
이 삶의 마무리가 아닌 새로운 삶으로써 중요한 시기라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둘째,
개인 노력과 국가 지원으로 나아졌으나, 4명 중 1명만 긍정적일 정도로 고령자 삶의
만족도가 낮고, 길어지는 노후 삶도 절반 정도만이 준비하고 있다. 셋째, 고령자의 주
도적 역할을 지원하는 한편, 아직 취약한 상황을 고려하여 기본적 삶에 대한 국가책임
을 중시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관계부처 합동, 2020: 94).
그에 따라 이 계획은 첫째로는 기본적 삶의 영역에 대한 국가책임은 지속 강화하되,
베이비붐 세대 특성을 고려하여 개개인의 적극적 역할과 선택을 지원할 것을 제시한
다. 여기에는 노인 빈곤 사각지대 해소, 노후의 소득 안정과 함께, 건강한 고령화를
위한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강화 및 예방-조기발견-치료·관리-돌봄의 내실화를
통한 치매국가책임제 완성이 해당된다. 둘째로는 고령자의 다양한 특성과 요구를 반
영하여, 소득 이외에 건강·생활·주거 등을 포함하는 삶의 전반적 영역에 대한 정책을
설계한다. 나이가 들어도 살던 지역에서 계속 거주(aging in place)가 가능하도록 지
역사회 전반의 고령친화적 주거·도시 환경을 구축하고, 2025년까지 모든 지역에 지역
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완비하며, 고령자의 활기찬 생활을 위해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
환경 조성 및 베이비붐 세대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공간 확대 등을 실시한
다(관계부처 합동, 2020: 9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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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전략

자료: 관계부처 합동 (2020),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p. 95.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을 위한 전략 중 하나는 “고령친화사회로의 도약”이다.
이 계획은 AI, IoT 등 4차 산업혁명으로 생활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초
고령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현을 위한 기술 혁신이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에 따라 고령자 자립생활, 돌봄 인력 부족 등 사회적 요구에 대한 대안으
로 고령친화기술이 부각되고 있으며, 고령친화산업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고령자 삶의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전략이 부재하고 거버넌
스·예산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초고령사회 미충족 수요에 선제적 대응하기 위한
R&D 국가로드맵 수립 및 고령친화산업 육성 기반 조성을 추진방향으로 제시했다(관
계부처 합동, 2020: 195-196).

다. 사회보장기본계획
2019년 2월 발표되어 2023년까지 추진되는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에서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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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심 통합적 서비스 이용체계 구축을 위한 돌봄경제 육성을 강조하면서, 기술과
산업육성이 사회보장을 강화하는데 필수적이라고 한다 (보건복지부, 2019).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에서는 돌봄경제(Care Economy)가 강조되었다. 이 계획
에서는 “노인·장애인·아동 등의 돌봄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켜 삶의 질 향상과 함께
관련 산업을 육성”한다고 그 취지가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 언급된 ‘돌봄경제’는 다음
과 같은 네 가지 부문의 상호작용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서비스 산업 부분
이다.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비스·인력 확충과 서비스 산업의 발전 및 대규
모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이다. 지역과 밀착된 생활 SOC제공이 필요하
다. 셋째, 사회적 경제이다.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 주요 서비스 제공 주체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넷째, 첨단융복합기술이다. 돌봄기술 개발로 첨단산업 육성이 이루어
져야 한다. 이러한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은 다음 도식에서 잘 드러난다.

[그림 3-4] 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사회서비스와 첨단융합산업의 연관성

자료: 보건복지부(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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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언급된 돌봄경제에 대한 내용은 2018년 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
동으로 발표한 『돌봄경제 육성전략 수립연구』에서 좀 더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여
기서 돌봄경제는 비공식, 공식 돌봄서비스 제품과 직, 간접적으로 연관된 활동과 제반
환경을 의미한다고 제시되어 있다(유재언 외, 상동기관2018). 서비스의 향상, 확장,
혁신을 목표로 지향한다는 점이 제시되어 있는데, 여기서 ‘혁신’은 디지털 기술, 전문
교육·인력, R&D 플랫폼, 스마트돌봄생태계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유재언
외, 2018).

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 미래전략 2045”는 초고령 사회 진입에 대비해 난치병 치료 및 예방의료
기술을 고도화하여 평생에 걸쳐 질병 없는 건강한 삶을 실현하는 것을 미래상으로 제
시했다. 신체능력이 저하되고 상실되는 고령화 추세가 가속되는 상황에서, 노동인구
감소에 대응해 노령인력의 신체적·지적능력을 유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초고
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평생에 걸쳐 질병 없는 건강한 삶을 향유하기 위하여, 차세대
바이오·의료 기술을 통한 건강한 삶 실현을 국가적으로 해결할 도전과제로 제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 11-15).
정책방향 중 하나인 “신성장동력을 키우고 기존 성장동력을 다지는 산업기술개발”
은 정부와 기업이 팀이 되어 미래 시장을 창출할 것을 지향한다. 이를 위하여 혁신의
전 과정을 지원하며 기업과 함께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할 것을 제시한다. 성장동력
정책의 경우, 정부주도로 특정 분야를 국가 성장동력으로 선언하는 방식에서, 정부는
기후변화, 고령화, 감염병 등 미래 사회의 도전과제를 제시하고 기업의 기술개발 및
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 때 정부의 역할은 1) 고위험 대형연구
집중 투자 및 인공지능 등 범용기술에 선제적 투자, 2) 기업의 국가 마케팅 지원을
통한 글로벌 시장 진출 등 성장동력 정책의 전 과정을 장기적·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 39).
또 다른 정책방향은 “미래전망과 국가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는 미래지향 국가”로,
미래를 탐색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지향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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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기반으로 한 정확한 미래예측과 전망”이 제시된다. 이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변
화와 인접국의 영향으로 인한 방사능,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변화 등 다양한 리스크를
직면하게 될 한국에게는 미래에 선제 대비하는 역량이 핵심적 요소라고 인식되었기
때문으로, 미래에는 데이터,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에 기반하여 미래를 탐색하고 전망
할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미래에 대비해 장기적 투자를 실시하고 미래를 연
구하는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변화를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탐색하는 체계를 구축
할 것이 제시되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 51).

“과학기술 미래전략 2045”는 “차세대 바이오·의료 기술을 통한 건강한 삶 실현”을
도전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세부과제는 “난치병 극복과 예방의
료 실현”이다. 미래에는 암, 유전질환 등 난치병 극복 및 예방의료 관련 기술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전자 제거·삽입 치료는 높은 효율을 보이나, 원하는 대로
유전자를 고쳐 쓰는 교정기술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기존 치료제 중심의 대사
성 만성질환(당뇨, 고혈압, 비만 등) 관리에서 예방 중심 의료(장기적으로 유지되는 면
역반응을 유도하는 백신)로 기술 수요가 증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단기적으로는
세포·유전자 치료제 및 차세대 신약 개발과 함께 규제과학·임상역량 확보, ICT 기술
접목을 통한 질병 사전진단·예방 및 디지털 치료제 개발을 실시한다. 중기적으로는 한
국인 빈발 암에 대한 면역세포 치료제, 난치병 치료에 활용될 역분화 줄기세포 치료제,
4세대 유전자가위 기반 치료제 등을 상용화한다. 조기진단 측면에서, 간단한 혈액검사
만으로 암을 진단하거나, 몸에 주입된 초소형 AI 로봇 등이 생체변화를 감지하고, 질
병진단·예방을 한다. 장기적으로는 개인맞춤형 항암치료가 가능해지고, 대사성 만성
질환 치료와 예방이 동시에 가능한 치료제가 나오고, 개인이 건강관리의 주체가 되는
예방의료를 실현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 19).
두 번째 세부과제는 “뇌 기능의 규명을 통한 뇌질환 극복”이다. 퇴행성 뇌질환과
고도화 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는 정신질환에 대한 조기진단·예방·치료·관리에 대한 기
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단기적으로는 뇌지도를 확보하고 기구축
된 뇌지도 활용기술을 선점해 뇌기능 이해를 확대한다. 중기적으로는 치매 등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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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질환의 원인을 규명하고, 치료제·백신 후보물질을 발굴한다. 장기적으로는 뇌의 통
합적 작동원리를 규명해 기억 영상화·저장·대체까지 가능해진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 20).
또 다른 도전과제는 “ 인간의 신체적·지적 능력 보완·확장”으로, “장애와 노화를 극
복하는 신체적 능력 회복과 극대화”를 세부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다. 미래에는 신체증
강·회복 기술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노동생산성을 유지하고, 나아가 인체가
갖는 한계를 뛰어넘는 모습까지 전망한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신체 외부에 부착·
착용하여 사용자의 자세·움직임·동작의도에 따라 신체·인지능력을 증강하는 장비·로
봇 등을 개발한다. 중기적으로는 신체 내부에 이식하여 신체능력을 회복·증강하는 기
술을 개발한다. 장기적으로는 인체의 각 부분을 모방설계하여 노화한 신체기능을 건
강하게 회복하고, 속도·힘 등 원하는 신체능력을 자유롭게 증강 가능하도록 한다(과학
기술정보통신부, 2020: 20).

3. 고령화 대응 주요 정책과제
가. 국가 상위 계획상에서 제시된 정책과제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가 제시한 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 중에는 “과학기술로 모두
가 행복한 삶 구현” 전략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 구현” 추진과제가 있다. 이것의 추진
과제로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이 제시되었다. 이를 위해 첫째로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의학적·과학적 해법을 모색한다. 불임·난임 질환의 진단·치료 기
술력 확보, 가임력 증진을 위한 세포·조직동결 및 이식 최적화 방법 확립이 그 사례다
(관계부처 합동, 2018a). 둘째로는 만성질환, 노인성 질환 대비 건강관리 및 치료 시
스템을 구축한다. 관련한 연구개발로는 건강노화 관련 연구, 복지형 헬스케어 프로그
램 개발, 치매 예측/예방/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한 융합연구가 중요한 연구개발 필요
영역으로 제시되어 있다. 셋째로는 인구 및 질병구조 변화에 대한 과학적 예측 및 예
방의학을 강화한다. 인구구조 및 질병구조 변화에 대한 미래 예측의 정기적 실시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질병 예방 및 건강수준 향상 도모를 위한 예방의학 연구개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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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한다(관계부처 합동, 2018a: 93).
또 다른 과제는 “따뜻하고 포용적인 사회 실현”이다. 이 과제는 추진과제 중 하나로
사회적 약자의 생활복지 향상 및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제시한다. 첫째로는 장애인,
고령인을 위한 보조공학기기 개발을 확대하고, 사용자 중심의 기술개발 체제를 확립
한다. 여기에는 신체활동·거동불편 해소를 지원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돌봄로봇, 보조
기기의 개발과 보급, 교통약자 이동 지원, 장애인·노인에 맞춤 설계된 재난정보 및 대
피유도 시스템 등이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기술을 개발, 상용화 하는 과정에 수요자
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사용자 중심의 평가체계 도입하도록 하였다. 둘째로는 정보소
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보통신보조기기 개발·지원 및 디지털 정보기술 교육을 확대
한다. 여기에는 1) 신체적/경제적 약자를 위한 정보통신보조기기 개발 및 지원 확대,
2) 정보소외계층 대상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및 ICT를 활용한 창·취업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전문교육 확대가 해당된다(관계부처 합동, 2018a: 103).

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전략의 정책과제 중 하나는 “예방적 보건·의료
서비스 확충”이다. 노인의 기대수명은 길어졌으나, 건강수명은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
이며, 기대수명과 노년기 유병기간이 모두 늘어나 건강하지 못한 생애 기간이 길어지
는 양상이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절대다수는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으며, 3개 이상
의 복합질환과 다약제 복용도 높은 수준에서 지속되고 있다. 노인 자살률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우울증 환자 증가 등 노인 정신건강문제도 심각한 실
정이다. 그러나 고령자의 건강 특성을 고려한 의료 및 건강관리체계는 미흡한데, 노인
건강 악화의 핵심원인이 되는 복합적인 만성질환에 대한 통합적·효율적 관리 체계가
미흡하고, 노년기 삶의 질 유지에 가장 중요한 과제인 신체·인지기능 저하와 노쇠를
관리할 수 있는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도 미흡하다. 또한 치매노인의 증가에 따른
치매 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이 급증할 전망이다(관계부처 합동, 2020: 102-103).
그에 따라 건강한 고령화(healthy aging)를 위한 중고령자의 사전 예방적 건강관
리 체계 강화가 추진방향으로 제시되었다. 이는 지역사회 중심의 연속적·통합적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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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체계 구축을 통하여 효율적 노인의료를 제공하고, 예방-조기발견-치료·관리-돌
봄의 내실화를 통한 치매국가책임제를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치매환자 가
족의 부담 경감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로 치매환자의 지역거주(aging in place)를 지
원한다. 구체적인 추진과제로서는 1)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만성질환 관리를 비
롯한 사전 예방적인 중고령자 건강관리 강화, 2) 방문건강관리 및 비대면 서비스 확충
을 통한 고령자 대상 건강관리 서비스 접근성 제고 등을 포함한 거동불편 고령자를
위한 방문형 건강관리·의료서비스 활성화, 3) 선제적 치매 예방·관리 강화, 치매환자
치료의 초기 집중투입 확대 등등의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 및 지원이 제시되었
다 (관계부처 합동, 2020: 103-108).

다. 보건복지부 ‘혁신’ 지향적 고령화 대응 사업
보건복지부는 고령화에 대응하여 2021년도 R&D 사업으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노인천만시대 대비 고령친화서비스 연구개발”을 신규 출범했다. 내역사업으로는 “응
급안전안심서비스 연계형 고령자 자립생활 지원 기술개발”,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실생활기반 리빙랩 구축 및 운영”, “정보통신기술 활용 비대면 사회서비
스 개발”의 3개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 공모된다. 또한 “노인·장애인 보조기기
연구개발사업”과 “돌봄로봇 중개연구 및 서비스모델 개발”을 계속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0a: 15-16·31).

1) 노인천만시대 대비 고령친화서비스 연구개발: 연구개발 및 실증 관련 사업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연계형 고령자 자립생활 지원 기술개발”은 복지부의 유관 사
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되었는데, 유관사업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
심서비스', ‘IoT 활용 비대면 돌봄 사업’ 등이다. 복지부는 이 사업들에서 발생하는 자
료 등을 활용하여 거주형태별 고령자의 자립생활을 지원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었다.
“신고령층을 위한 ICT 융합 고령친화제품의 성능 개선 기술 개발”의 경우, 초고령
사회 진입과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층 편입으로 고령층에서도 새로운 기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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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여, 기존에 개발된 제품에 대한 사용자들의 평가, 성능
개선, 실효성 검증 등을 시행한다는 것이다.
“정보통신기술활용 비대면 사회서비스 개발”의 경우,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돌봄에 ICT 등의 정보통신기술과 서비스를 접목하여, 비대면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고,
지역중심의 통합적 돌봄이 가능한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런 시스템이 갖춰지
면, 코로나19 등 재난상황 시에도 지역사회 자립생활 영위에 필요한 지속적인 서비스
가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을 한 것이다. 이를 위해 개발단계에서 필요한 것이 현장적용
가능한 모델 개발과 실효성 검증인데, 이 사업에서 이와 관련한 지원도 포함되어 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대면·방문서비스와 연계한 비대면 서비스 모델 개발이 이루어
졌다. 현재 실시중인 다양한 ICT 기반 비대면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
개발, 실시간 데이터를 지자체로 전송·관리하는 지역차원의 사례관리 시스템 구축, 수
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가사·여가·정서·교육·이동 등 추가로 제공할 서비스가 연계
될 수 있도록 모델 설계 및 실증 등이 포함되었다. 지원내용의 또 다른 사례는 식품
및 생활필수품 제공을 위한 비대면 서비스 모델 개발이다. 기존의 운영 중인 푸드뱅크
(FMS)에 비대면 방식을 적용하거나 또는 기부금품의 제공 및 수요를 직접 연결하는
모바일 플랫폼 개발 및 적용, 기부금품 모집 및 배분, 기부자 세제 혜택, 기부자 및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방안 등 제도 개편 방안 마련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보건복지부,
2020b).

2) 노인·장애인 보조기기 연구개발사업: 시제품 개발 및 시험인증 사업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은 2021년도 노인·장애인 보조기기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로 “점자로 문자와 그래픽 표현이 가능한 점자정보단말기 개발 및 적용”, “위
치, 상황 기반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 개발 및 적용”, “다양한 환경, 상황에 대응하는
청각 보조기기 개발 및 적용”, “여성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의 생애주기 대응 가능한 보
조기기 개발 및 적용”을 공고했다. 2021년도 사업의 추진방향은 보조기기 연구개발을
통한 보조기기 산업경쟁력 확보와, 보조기기를 통한 국민의 일상적인 생활문제 해결
이다. 이를 위해 보조기기의 국산화 및 시범보급과, 공공-산업-수요자 연계 R&D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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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구축을 목표로 제시했다(보건복지부, 2021).
이 사업의 지원목적은 제품 개발, 국산화 지원, 보급·확산으로 이어지는 공공-산업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보조기기 산업경쟁력 확보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달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점자로 문자와 그래픽 표현이 가능한 점자정보단말기 개발 및 적
용” 과제의 경우, 점자로 문자와 그래픽 표현이 가능한 점자정보단말기를 개발하고 적
용한다(보건복지부, 상동). “위치, 상황 기반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 개발 및 적용”의
경우, 위치, 상황 기반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를 개발하고 적용한다. “다양한 환경, 상
황에 대응하는 청각 보조기기 개발 및 적용”은 다양한 환경, 상황에 대응하는 청각
보조기기를 개발하고 적용한다. “여성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의 생애주기 대응 가능한
보조기기 개발 및 적용”은 여성장애인 또는 장애아동의 생애주기 대응 가능한 보조기
기를 개발하고 적용한다(보건복지부, 상동).

3) 고령화 대응 연구: 연구개발 사업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고령화 대응 연구기반 구축”을 2021년도 사업 중
하나로 실시한다. 이것은 노인의 건강군↔ 전노쇠군↔노쇠군 간 변동과 위험요인을 규
명, 노인 노쇠 및 장애 예방을 위한 예후·예측 지표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한다(보건복지
부, 2020a: 87). 이 사업의 주요 목적은 치매와 관련한 코호트 연구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치매 예방, 진단 치료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는 뇌질환 연구기반 조성 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다양한 임상양상을 가지는 치매환자 고위험군의 인체자원 및 임상
정보를 수집하고, 상호연계를 위한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코호트 정보의 활용
도를 높여 연구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질병관리청, 2021).
국립보건연구원은 치매관리 시스템으로서 노인성 치매환자코호트와 지역기반 고위
험군 지역사회 노인치매코호트를 구축하고자 한다. 코호트 구축 작업은 뇌질환 연구
와 연계되어 ‘뇌질환 임상연구 DB’ 에 통합·관리되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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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산업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로봇활용 사회적약자 편익지원사업”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로봇을 실증·보급
하여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돌봄 인력의 노동·심리 부담을 경감하는 등 복지
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사업에서는 사회적 약자로서 고령자와 장애인에
집중하는데, 고령자의 경우, 의료·복지시설, 가정에서 로봇을 실증할 수 있도록 한다.
지원사업은 크게 시장검증형과 보급실증형으로 구분된다. 시장검증형은 개발된 로봇
시제품의 상용화 이전 혹은 신규 BM 시장 진출 이전 등 제품 및 BM의 가능성 검증을
위한 테스트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시장에 신규 진출을 앞두고 있는 로봇제품 또는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시장 검증을 원하는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수요
처의 로봇 도입·실증을 위한 로봇제작, 커스터마이징, 기타 필요비용에 대한 패키지
지원이 이루어진다. 보급실증형의 경우, 로봇 활용기회 제공을 통한 돌봄로봇 시장 활
성화 유도, 로봇기업 track-record 축적을 위한 국비 지원을 위한 사업이다. 제품 및
대상시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된 로봇을 수요처에 보급·실증하는 비용을 지원한다(한
국로봇산업진흥원, 2021).

마. 부처 간 협력사업
1) 돌봄로봇 중개연구 및 서비스모델 개발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은 2020년도 과제로 이승보조 돌봄로봇 중개연구, 욕창예방
용 자동 자세변환 돌봄로봇 중개연구, 배설보조 돌봄로봇 중개연구, 식사보조 돌봄로
봇 중개연구를, 2021년도 과제로 돌봄부담분석 및 돌봄로봇의 사회적 가치 분석 연구
를 공고했다. “이승보조 돌봄로봇 중개연구”는 중증장애인 및 거동불편노인의 이승보
조를 위한 돌봄로봇의 개발, 시험검사 수행, 인허가 획득을 위한 중개연구이다. “욕창
예방용 자동 자세변환 돌봄로봇 중개연구”는 욕창예방용 자세변환을 위한 돌봄로봇의
개발, 시험검사 수행, 인허가 획득을 위한 중개연구이다. “배설보조 돌봄로봇 중개연
구”는 배설보조를 위한 돌봄로봇의 개발, 공인시험검사 수행을 위한 중개연구이며,
“식사보조 돌봄로봇 중개연구”는 식사보조를 위한 돌봄로봇의 개발, 공인시험검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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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을 위한 중개연구이다. “돌봄부담분석 및 돌봄로봇의 사회적 가치 분석 연구”는 다
양한 돌봄 환경에서 이승보조·욕창예방/자세변환·배설보조·식사보조 등을 위한 돌봄
로봇 서비스 적용에 따른 돌봄현황 및 돌봄부담분석, 돌봄로봇에 대한 사회적 가치의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지원목적이다.

2)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 소관의 2020년 출범한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
의 과제는 크게 “원인규명 및 발병기전 연구”, “예측 및 진단기술개발”, “예방 및 치료
기술개발”로 구분된다. “원인규명 및 발병기전 연구” 분야의 경우, 2020년에는 1) 치
매 발병원인 및 발병기전 규명, 2) 신경보호인자 탐색 및 인지예비능 규명이, 2021년
에는 1) 치매 발병원인 및 발병기전 규명, 2) 치매연구의 기반기술구축을 통한 신경보
호인자 탐색이 공고되었다.
사업단의 설명에 따르면, “예측 및 진단기술개발”의 경우, 2020년에는 1) 혈액, 체
액기반 치매 조기진단 기술개발, 2) 치매 특이적 영상진단용 방사성의약품 개발 및 검
증, 3) 치매 영상진단기술 고도화, 4) 생체신호, 감각기능 기반 치매 진단기술개발, 5)
기초·임상연구 레지스트리(TRR) 구축이, 2021년에는 1) 혈액, 체액기반 치매 조기진
단 기술개발, 2) 치매 특이적 저비용 영상(화)기술 개발 및 검증, 3) 치매 영상진단기술
고도화가 공고되었다. “예방 및 치료기술개발”은 2020년에는 1) 치매치료제 개발, 2)
뇌 내 약물 전달기술개발이, 2021년에는 1) 치매치료제 개발, 2) 뇌 내 약물 전달기술
개발, 3) 한국형 비대면 치매 예방·관리프로그램 개발 및 고도화가 공고되었다 (사업
단 홈페이지).

4. 고령화 대응 관련 정책사업에 대한 연구계에서의 논의
다음에서는 고령화 대응을 위한 정부의 정책과 사업에 대해 연구자들은 어떤 점을
주목해서 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개선사항들을 제안하는지를 고령친화산업과 관련
한 정책연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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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경 외 (2019)와 문혜선 (2019)은 한국의 급속한 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의 부
족, 노동 생산성 저하, 의료 비용의 증가, 세대 간 갈등 증가 등 경제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 주목했다(이윤경 외, 2019; 문혜선, 2019).
특히 이윤경 외(2019), 문혜선(2019)의 경우, 고령친화산업 분야에서 새롭게 부상하
는 고령자 및 예비 고령자의 수요를 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보았다(이윤경 외, 상동; 문혜선, 상동).
연구자들이 정부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점이자,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
사항은 정책 컨트롤타워에 관한 것이다. 이윤경 외(2019)의 경우, 장기적으로는 고령
친화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규제완화를 통한 건강관리와 돌봄서비스 영역 확장, 민
간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다양화를 위해 시장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시범사업 수행 등을
시도하고, 고령친화산업을 추진할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여 정부 지원의
효과성을 향상할 것이 제안된다(이윤경 외, 2019: 456). 문혜선(2019)의 경우, 정부
예산배분에 좀 더 초점을 두고, R&D 의 통합적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
였다. 고령친화산업 관련 R&D 지원도 각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고, 지원규모가 크지
않아 해당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부처별·사업별로 산재되어
있는 고령친화산업 관련 R&D를 통합관리하고, R&D 성과물의 상업화 및 시장 진출
을 위해 관련 법·제도 간 연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문혜선, 2019: 76). 문혜선(2019)
에서는 고령자의 수요에 대응하고 이를 산업 성장으로 견인하기 위해서는 고령자 관
련 연구 및 기술개발을 국가적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수행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문
혜선, 2019). 노화연구에서부터 고령친화제품·서비스의 개발 및 시장 진출에 이르기
까지 전 과정을 통합적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그는 이어, 국가 차원의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통합적 관점에서 추진되도록 범부처 차원의 총괄조정 기능을
활성화 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문혜선, 2019: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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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학계 논의를 통해 살펴 본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과제
1. 정부 계획에 대한 논의
송위진·성지은(2019)은 제2차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 해결 종합계획이 과학기술
계의 일반적 접근인 R&D 중심의 틀을 넘어서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사회문제해결
을 위해서는 기술혁신만이 아니라 사회·기술혁신이 필요함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
다. 또한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에서는 사회적 차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연구개발
추진과정에서 현장의 시민들과 사회혁신 조직의 참여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그 방안
을 찾고 있다고 평가한다. 또한 종합계획은 사회정책 부처나 지자체화의 협업을 언급
하는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R&D 중심의 혁신정책의 지평을 확장하는 역할을 하
고 있다고 바라본다(송위진·성지은, 2019).
그러나 동시에 종합계획은 사회·기술시스템 전체를 조망하고 전환을 지향하는 관점
은 약하다고 지적한다. 새로운 활동과 관계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기존 시스템에
새로운 요소를 부가하는 시스템 개선을 이야기하고 있지 시스템 전환을 논의하고 있
지는 않다는 것이다. 종합계획은 연구개발에서 시작해서 사회적 효과까지의 전체 프
로세스에 대한 이해와 각 단계들 간의 연계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지만, 시스템 차원의
이해는 아직 약하며, 사회적 난제의 발생원인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철학과 방향
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고 평가한다. 전환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사회의 비전과
목표가 언급되어 있지도 않다(송위진·성지은, 상동).
이 종합계획의 초점은 “기존 산업중심으로 짜여진 혁신체제에 사회문제 해결형 혁
신체제를 부가하는 활동”에 있다고 언급되어 있다(위진·성지은, 2019, 상동). 이는 이
계획이 사회문제 해결형 R&D를 전통적인 혁신체제론의 틀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바
이오, ICT 등 분야별 혁신체제와 유사한 또 다른 분야별 혁신체제로서 사회문제 해결
형 혁신체제를 형성하는 정책을 시행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종합계획은 혁신
정책의 목표로서 사회적 도전과제 대응을 제시하지만, 기존 분야별 시스템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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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시스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이는 해결해야 할 사회적 도전과
제 중심으로 기존의 산업과 기술분야, 사회·제도 영역, 과학기술계·기업·시민사회 사
이에 구조화된 관계들을 재구성하는 전환적 혁신정책의 접근과는 차이가 있다고 평가
된다(송위진·성지은, 2019: 110-111).

사회문제해결 관련 정부 R&D 예산은 2018년 기준 1조 1,754억 원으로 정부 총
R&D사업(19.7조)의 6.0% 수준이다. 이는 EU Horizon2020에서 사회문제해결 영역
R&D의 비중이 전체 R&D의 1/3 수준을 넘는 것과 비교할 때 작은 수준이다. 이와
함께 사회문제 해결형 R&D의 특성을 제대로 구현한 ‘진성’ 사업의 비중은 그리 크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송위진 외 (2020)에 따르면,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목표를 내
세우기는 했지만 현장 시민들의 의견을 담아내고 사회혁신조직의 활동을 통해 사회문
제 해결과 실질적으로 연계되는 과제는 그리 많지 않다. 전문가 주도로 사회문제를
정의하고 대안을 도출하는 기존의 관성을 답습하는 경우가 많은, 무늬만 사회문제 해
결형 연구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된다는 것이다(송위진 외, 2020: 12).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제안된다. 첫째는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에 사회혁신조직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방안들로
는 1)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의 규모 확대 및 주류화, 2) 사회혁신조직의 참여
가 필수적인 ‘초학제적 연구(Trans-disciplinary Research)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연구개발 범주 설정, 3)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활동의 스토리텔링 강화, 4) 사회혁
신조직의 참여를 중시하는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평가시스템 구축이 제시된다(송
위진 외, 2020: 56-66).
둘째는 사회혁신조직의 혁신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1)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사회혁신조직과 연구개발조직
이 지속적으로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사회혁신 연구개발센터
(SIRC: Social Innovation Research Center) 설립 운영, 3) 사회혁신조직과 수요기
관이 주관 연구기관이 되는 연구개발 프로그램 운영, 4) 사회혁신조직들의 ‘기술혁신
능력 향상 지원 프로그램’ 운영, 5) 사회혁신조직을 위한 운영시스템 기술고도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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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을 제안한다(송위진 외, 2020: 66-70).
셋째는 연계활동 촉진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 연구자·전문
기관과 사회혁신조직의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과학기술+사회혁신 플랫폼> 구축, 2)
사회혁신조직, 기업과 공공기관의 ‘공공·사회서비스 혁신 이슈 발굴 플랫폼’ 구축과
같은 방안이 제시된다. 넷째는 사회적 효과 제고를 위한 시스템 전환 관점의 도입과
전환실험 추진으로, 1) 사회혁신활동의 전환실험화와 2) 전환 플랫폼의 구축을 방안으
로 제안한다(송위진 외, 2020: 70-74).

2. 사회문제해결 혁신정책 프레임과 정책수단에 대한 이론적 논의
송위진(2017)에 따르면, 관련 연구자들이 ‘사회문제해결’이라는 정책이슈를 다루는
관점은 다섯 가지 정도로 정리될 수 있다. 첫 번째는 산업 및 경제성장에 주목한 기존
혁신정책에서 소외된 ‘수행되지 않은 과학기술(undone science)’관점이다. 이는 기
술발전으로 야기되고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제 및 위험에 대한 연구로서 사
회문제해결형 혁신을 해석하였다(한재각·장영배, 2009). 두 번째는 EU에서 2010년
전후 제시한 ‘사회에 책임지는 연구와 혁신(RRI, responsible research and
innovation)’ 관점이다. 사회문제해결형 혁신이 연구, 산업을 넘어 사회에 책임지는
연구개발과 혁신활동을 지향하고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을 적용하
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박희제·성지은, 2015). 세 번째는 사회적 도전과제에 대응하
기 위한 혁신정책으로서, 3세대 혁신정책이 사회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사회적 도전과
제 대응을 위한 혁신정책 관점으로 발전하였고 이러한 관점에서 기존의 정책요소들을
재해석한 관점이다(김왕동 외, 2013; 송위진, 2016). 네 번째는 사회혁신론(social
innovation)의 관점으로, 기술 기반의 사회혁신 연구가 논의되고, 이 논의에서는 사
회문제해결형 혁신이 생활세계까지 확장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송위진·
장영배, 2009; 손호성 외, 2012; 박홍수 외, 2014; 박노윤·이은수, 2015). 또한 연구
개발사업 체제를 분석하기 위해 해외 사회문제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을 비교연구하는
방식으로, 사회문제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의 특징 분석, 시스템 전환 관점에서 연구개발
사업 기획, 추진방향 변화 등이 연구되었다(송위진·성지은, 2014; 이은경, 2014;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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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걸, 2015). 마지막으로 시스템 전환론 관점으로 본 사회문제해결형 혁신이 있다. 이
관점에서는 사회문제 해결을 통해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의 전환에 대한 필요성, 장
기적 차원의 전환을 위한 장단기적 정책과 사업의 연계 필요성을 주로 제기한다(사회
혁신팀, 2014; 송위진, 2017).

사회문제해결과 관련한 주요 혁신정책 연구자들에 따르면, 사회문제해결형 혁신에
적합한 방법론으로서 대표적인 것은 리빙랩(Living Lab)모델이며, 혁신과정에 시민이
주요주체로서 참여하고, 시민과 함께 공동의 의견을 기반으로 프로토타입, 피드백의
과정을 거쳐 해결방안 및 정책이 진화하는 나선형적 접근의 필요성과 유용성이 잘 드
러나 있다(송위진, 2017; 성지은 외, 2014; 성지은·박인용, 2016). 송위진(2017)은
그 외 사회문제 도출을 위한 다양한 방법론에 대한 연구를 소개하였는데, 정다미 외
(2013)나 최현도(2014)는 토픽 모델링, 키워드 분석 등을 활용하였으며, 박상혁 외
(2016)은 디자인씽킹(design thinking)과 액션러닝 통합 방법론 등을 제시하였다(정
다미 외, 2013; 최현도, 2014; 박상혁 외, 2016).

국내의 사회문제해결형 혁신정책 연구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것은 거버넌스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정책기획 및 기술개발과정에 시민사회와 최종 사용자가 참여하는 것
이 핵심요소로 여겨진다. 관련 문헌들은 이러한 참여형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는 각 참여자들의 참여 행태의 변화가 필요하며, 시민사회 대표의 대표성, 이해관계
조정 방식, 참여형 정책 결정과정에 적합한 방법론 등이 논의되었다. 또한 최종사용자
의 참여를 위해서는 사용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과 공공성을 가진 조직화된 사용자 집단의 참여 촉진을 위한 제도화 방안이 필요하다
는 점도 강조되었다(송위진, 2017: 33-34).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혁신생태계와 관련해서는 연구의 성과가 많이 보이지는 않는
다. 다만, 앞으로 연구가 필요한 문제와 금융지원, 물리적 인프라 구축, 공공구매시스
템, 탈학제 연구기반 구축 등의 필요성을 제기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관련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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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주목하고 있는 혁신주체는 비영리조직, 사회적 경제조직6), 대학, 출연연, 공유가치
창출형 혁신활동을 수행하는 영리조직 등으로 나타난다.
송위진(2017)의 연구에서는 산업혁신과 사회문제해결형 혁신을 연계한 ‘니치확장
전략’에 대한 향후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 주제와 관련한 연구가 앞으로 더 진
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3. 시사점
‘사회문제’해결과 관련한 정부의 계획과 정책사업들, 그리고 관련한 연구동향들을
살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정부의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정책은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나 환경오염, 인
구고령화로 인한 보건의료의 문제와 같은 거대 사회문제 영역과 일상생활의 ‘국민생
활문제’ 와 같은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눠지며, “사회문제해결”을 표방한 정책들은 대체
로 국민생활문제 영역에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정부 사회문제해결 정책사업에서는 ‘혁신’을 통한 ‘사회문제해결’ 이 주요 목
표이며, ‘혁신’은 R&D 를 중심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단, 여기에서
의 R&D는 사용자 참여, 수요중심 등 기존의 공학적 판단에 의한 기술개발의 한계를
넘어 사용측면에서의 요구사항들이 개발단계부터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 지역의 혁신주체와의 연계를 통한 지역문제해결도 최근 사회문제해결 정
책사업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그 핵심에는 현장적용성이 높은 기술개
발이 사업의 중심에 있다. ‘사회문제’ 와 ‘혁신’을 연결시키는 정부의 이러한 관점은
사례로 살펴 본 고령화 대응 관련 정책사업들에서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혁신’을 통한 ‘고령화문제해결’을 추구하는 정책사업들은 대부분 신기술, 디지털기
술, 첨단융합기술 등을 통한 산업육성을 강조한다. 또한 관련 연구자들은 한편으로는
고령자의 다양한 생활수요나 고령자의 특성을 반영한 기술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6) 사회적 경제조직: 연구기관과 협업을 통해 제품/서비스 개발 또는 영리기업의 제품을 최종 사용자에게 전달하며, 사회
적가치를 유지하면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문제해결에 참여. 산업혁신 생태계의 영리기업 역할로 사회
문제해결형 혁신 활성화에 핵심적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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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또 한편으로는 R&D 가 종합적 조망 속에서
기획될 수 있는 통합적 거버넌스(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여러 연구보
고서들이 발간된 바 있으나, 문제제기의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
본 연구에서 주목한 것은 기존 연구나 기존 정책사업에서 R&D 가 중심 화두로 떠
오르기는 했으나, 그 외 시장형성과 같은 산업전략 이슈나, 문화개선, 더 나아가 보건
의료시스템의 개선, 요양시스템 개선 등의 거시적 정책이슈는 배제되어 있다는 점이
다. 물론 고령친화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전략이슈가 제기되었으나,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는 당위적 차원의 제안 이외에 산업생태계 분석이나 가치사슬 분석, 관련 혁신
주체의 역량 분석 등과 같은 시스템적 분석이 부재하다. 그런 가운데 R&D 를 강조하
고, 또 산업육성의 효과를 얻겠다는 것은 지나친 기대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등장했
던 ‘돌봄경제’ 또한 경제적 메카니즘의 설계는 도외시 되어 있다. 공공서비스 시장에
서 혁신촉진을 위한 시장창출 전략에 대한 보다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같은 맥락에
서 현재 공공시장을 작동시키고 있는 급여체계가 과연 혁신의 유인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셋째, ‘사회혁신’의 개념적 이해의 모호성이 나타난다. 이라는 개념은 ‘혁신’과 ‘사
회문제’를 연계하는 개념적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 2차 과학기
술기반 국민생활(사회)문제 해결 종합계획 안(2018~2022)』에서는 과학기술 R&D의
결과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사회혁신을 위한 정책수단들
과 결합해야 한다는 것이다(국가과학기술심의회, 2018). 해당 계획(안)의 추진전략을
보면, 어떤 방식으로 ‘혁신’ 과 ‘사회문제’가 결합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
다. 추진전략의 예를들면, 지역 소통협력공간(행안부)을 활용한 주민참여 정기토론회
개최, 지역 맞춤형 리빙랩을 통한 지역의 사회문제해결R&D 참여 기회 확대, 사회적
경제주체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촉진, 소셜벤처 활성화 등이다 (상동; 38). 다음
그림은 ‘혁신’과 ‘사회혁신’, 그리고 ‘사회문제해결’ 이 어떤 메카니즘 속에서 상호 연
결되는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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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과학기술과 사회혁신 정책과의 연계 예시

자료: 국가과학기술심의회(2018:39)

위 계획(안)에서 제시된 ‘혁신과 ’사회문제‘ 연결 방식에서 몇 가지 특징을 볼 수
있다.
첫째, ‘혁신’은 혁신본부의 과업이며, 유관부처들은 이와 관련한 부처별 계획들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혁신본부의 과업인 ‘혁신’은 여기서 ‘R&D’ 와 동일하게
이해되고 있다.
둘째, 혁신본부와 타 부처 간의 협업이 R&D 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체계이다. 혁
신본부는 사회문제와 관련한 R&D 기획과 R&D 지원, 성과도출을 관리하고, 타 부처
는 혁신본부에서 추진하는 R&D가 ‘주민의 수요’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
나, R&D 결과로 비즈니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인력양성, 기업육성 등을 지원
한다.
셋째, 사회문제해결과 관련된 R&D 성과를 바탕으로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기업은
사회적 경제주체들이다. 위 계획의 작동은 ‘지역’-‘사회문제’-‘사회적경제’의 연결을
기본 전제로 한다. 이러한 접근은 지방정부로서 서울시의 사회혁신정책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서울시 홈페이지 사회혁신정책을 소개하는 자료에서 ‘사회혁신’은 “사회문

제3장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정부 역할에 대한 인식 87

제를 새롭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서울시 홈페이지)이며, 기존의 방식으로
풀 수 없는 만성적 문제, 고령사회 등 새롭게 대두된 사회 문제, 기존 문제 해결을 위
한 새로운 방법의 적용 등 크게 세 가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서 사회혁신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상동). 이러한 사회혁신의 모범적인 사례로서 성미산 마을경제
생태계, 희망제작소의 시민창안 프로그램, 서울시 하자센터, 해피시니어 프로젝트 등
을 제시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된 ‘사회혁신’의 개념 속에서는 사회문제해결을 기술과 사회의 혁신을
통해 이루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읽힌다. 그러나 ‘사회혁신’의 개념을 지나치게 사회적
경제, 시민참여로 제한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다. 왜냐하면 사회문제를 발
생시키는 구조적 요인들의 개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소위 사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생산주체, 제도시행 주체, 제도로부터 편익을 얻고 있는 주체들과의 연합도 유효
한 전략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사회문제해결관련 정책사업들을 보면, ‘사회문제’와 ‘혁신’의 연계를 촉진하
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들을 제시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나 ‘사회혁신’의 개념을
좁게 인식할 경우, 정책사업의 목표나 효과 측면에서 혁신의 파급효과를 스스로 제한
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사회혁신’의 개념을 좀 더 확장된 인식틀에서 논의해 보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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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성찰성 강화’와 ‘니치확장’을 위한
정책수단 적용 사례

제1절 ‘사회전환’을 위한 정책프레임의 유연성과 성찰성 향상을
위한 기제 : 독일의 FONA7)
1. 소개
다음에서는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프레임이 갖춰졌다고 해도, 정책사업이 진
행되면서 정책환경에서 많은 변화에 직면하게 된다. 다음은 사회문제해결을 목표로
하는 정책사업이 사회적 수요 및 변화된 상위의 정책목표에 부합하기 위해 사업프레
임을 변화시켜간 사례를 보여주고자 한다. 2019년 Fraunhofer ISI (이하 FhG ISI)에
서 시행했던 FONA 의 평가보고서를 활용하여 위 사항들을 살펴보겠다. 평가의 목적
은 지속가능성이라는 매우 추상성이 높은 정책목표가 환경, 도시, 에너지 등을 포괄하
는 대규모 과학기술 정책사업에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소기의 성과를 달성
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지속가능성’, ‘삶의 질’ 등과 같은 사
회적 가치를 담은 정책목표들이 과학기술 정책의 계획이나 사업에서 제시되고 있는데,
거대 목표와 하위의 세부사업들과의 상호연계성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지
고 있다. FhG ISI가 수행한 FONA 에 대한 평가작업은 이러한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FhG ISI 는 FONA를 다음 세 가지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았다.
첫째,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사업이 상위의 국가정책목표와 사회적 수요를 어떻

7) FONA 사업의 평가 내용은 Fraunhofer ISI 연구자인 Susanne Buehrer 와 그의 동료들이 작성한 “Evaluation
der BMBF-Rahmenprogramme Forschung für die Nachhaltigkeit FONA 1 (2005-2009) & Forschung
für Nachhaltige Entwicklungen FONA 2 (2010-2014)” (2020)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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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수용하고, 또 사업의 구성을 바꿔가는가
둘째, ‘지속가능성’이라는 사회전환의 목표를 내세우면서 새로운 정책수단들을 시도
해갈 때, 기존 과학시스템 및 산업시스템과의 관계에서 어떤 긴장, 갈등이 발생하는가
셋째, FhG ISI 는 사회문제해결에 대한 정책사업을 평가하면서 어떤 점에 주목했는가

가. 개요
2004년 연방교육연구부 (Federal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BMBF) 주관으로 기후변화, 환경을 아우르는 종합적 연구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인
FONA (Research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이하 FONA)를 추진하였다. 그
후 기후변화, 생태계와 인간, 도시의 상호작용 증진 등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2010년
독일 정부는 에너지, 환경, 바이오/생태계에 대한 연구프로그램들을 ‘지속가능성’ 목
표 하에 통합하였고, 두 개의 연구프로그램으로 재조정 하였다. 하나는 “바이오경제
2030”이고, 또 하나는 “FONA”이다. 따라서 FONA 는 2004년 시작할 당시의 사업목
표, 프로그램 구성 등이 정책목표 이동에 따라 단계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흥미로운 점은 FONA 1에서는 아직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전략이 뚜렷하지 않았
고, 환경문제에 집중되어 있었으므로, 대다수의 FONA-프로젝트는 기술개발과 기술
활용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그 이후 지역적 · 국가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국
제적 차원에서의 규제 마련을 위한 과학적 근거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FONA 2에서는 이와 연관된 프로젝트들이 더 많이 신설되었다.
현재 독일정부가 FONA를 통해 시도하고 있는 것은 연구개발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비단 좋은 연구성과의 창출, 우수한 기술개발 만
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FONA 를 통해 연구계와 산업계, 시민사회의 행동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게 인식된다. 이를 위해서 FONA 에서는 과학 커뮤니
티 내에서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기업에서의 생산방식 전환, 산업계와 사회의 다양
한 이해관계자들 간 협력촉진, 이해관계자 연구를 통한 합리적 규제마련 등도 중요하
게 다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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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FONA 전략

자료: S&T GPS, “독일, 3차 지속가능개발연구 전략(FONA) 발표”8), 2020/11/24

나. 추진 배경
FONA 이전에 BMBF의 환경연구는 환경정책과 전략변화에 맞춰 시행되었다.
1980년대, 환경오염이 발생한 후에 정화기술을 개발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80년대
말에는 생산방식을 개선하여, 선제적으로 오염물질을 저배출하는 방향으로 연구개발
정책과 환경정책 간 연계가 이루어졌다. 90년대 중반부터는 생산 전 과정에서의 오염
물질 저감뿐만 아니라, 생산의 마지막 단계인 최종 제품이 환경친화적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정책목표가 이동하였다. 이에 1997년 환경 연구프로그램은 제품의 전체 수명
주기를 포함한 통합적 분석과 개발에 중점을 두게 된다.
당시 제기되었던 이슈는 물질이나 제품단위를 넘어, 생태계 단위에서의 환경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것과, 그 해법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에도 도움이 되어
야 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인간의 개입과 자연적 순환과정 간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 고도화, 국지적 환경보호가 아닌 전지구 차원의 대응방안 모색의 필요성이
커졌다. 기존의 환경보호 중심의 정책에서 지속가능성 제고를 목표로 한 사회전
환으로 정책방향이 전환되어야 한다는 인식 속에서 2002년 4월 ‘지속가능한 발
전을 위한 국가전략’이 범정부차원에서 의결되고, ‘지속가능성’이 환경연구의 정
책목표로 등장하였다.
8) https://now.k2base.re.kr/portal/trend/mainTrend/view.do?poliTrndId=TRND0000000000041055&
menuNo=200&pageUnit=10&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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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변화과정
FONA 의 발전과정을 간략히 제시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4-2] FONA의 발전과정

자료: Buehrer, et. al. (2020)

‘지속가능성’이 정책목표로 설정된 이후, 정책의 상위거버넌스는 두 개의 새로운 프
레임워크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행동지향적인

지속가능성

개념

(Handlungsorientierte Nachhaltigkeitskonzepte)"(PRONA) 및 "지구 시스템 분
석과 리스크 평가(Erdsystemanalyse und Risikobewertung)"(PROSYS)). FONA
에 관련된 5개부처, 72개 하위부서에서는 새롭게 변화된 정책목표에 부응하고, 또 신
설된 두 개의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해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을 새 프로그램으로 재
편하는 작업을 했다. 당시에도 자연시스템, 사회시스템, 기술시스템과 같이 시스템 단
위의 불가역적 변화가 미치는 영향과 완화방안들이 모색되었고, 이는 향후 FONA 로
이어지게 된다. 예를들어, 환경연구에서 사회보장, 친환경성, 현지 사회의 수용성등을
고려한 기업의 글로벌 진출전략, 사회통합, 시스템 리스크, 기후 보호 전략, 영양 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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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메가시티의 응집성 등과 같은 주제들이다.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설정한 이후, 과
학연구의 범위가 인간과 자연, 사회의 상호작용, 사회기술시스템의 변화, 기업이나 시
민의 행동전략을 포용하는 방향으로 점점 커져갔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동시에 학제
간 연구, 초학문적 연구, 국제성 및 시스템적 사고 같은 요소들이 부각되었다. 특히
시스템적 사고는 가치사슬 상호작용 및 환경 프로세스와 경제 프로세스 간의 상호작
용을 강조하면서 인문사회분야 연구에대한 관심을 더욱 증대시키는 계기가 된다.

FONA 컨셉의 발전과정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2006년 공표된
“하이테크-전략(High Tech Strategy)" 이다. BMBF는 "혁신정책의 일관성과 연계성
(Innovationspolitik aus einem Guss)"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혁신정책지원 이니
셔티브를 핵심전략으로 채택했다.
이러한 독일정부 상위 거버넌스 차원의 정책목표는 환경정책에 있어서도 변화를 가
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혁신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시키고, 그
들 간 상호협력을 촉진해야 할 필요성이 모든 부처의 혁신정책에서 중요하게 인식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위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책이해관계자들의 속성, 상
호관계구조에 대한 이해와 혁신정책의 목표를 사회적 담론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
한 정책과제로 대두되었다.

라. 사회적 수요, 연구수요의 변화를 반영한 유동적 사업관리시스템
(Change-Management-System)
FONA 의 목표가 변화하면서, 프로그램의 관리시스템도 함께 변화했다. BMBF, 환
경주무부처 등 여러 부처의 72개에 이르는 환경연구관련 하위부서는 각자 관리하고
있는 연구사업들에 대한 통시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졌다 (Buehrer, et.
al., 2020). 그러나 개별 부처, 개별 부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일목요연하
게 조정되어, 완벽한 체계를 갖출 수는 없었다. FONA 가 전체적으로 일관된 체계를
가지며 운영될 필요는 있지만, ‘지속가능성’ 이라는 가장 상위의 목표와 72개 하위 부
서의 다양한 세부사업의 내용들이 한꺼번에 일사분란하게 일치될 수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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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연구관리 관행이 지배하고 있는 72개 부서의 내부논리 또한 중요했다. 예를
들면, FONA 1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던 사업을 그대로 진행시키면서, 새롭게 변화된
FONA 2 의 목표를 반영한 프로그램들을 배치시키는 방식으로 변화해갔다. FONA
2 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지원목표에 맞는 사업들로 구성되었다.
BMBF 는 FONA 2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영향평가를 시행하고, FONA 3 에 그 결
과를 반영하고자 한다.

2. FONA 에 대한 정책영향평가 결과로 살펴 본 성과
가. 전환정책의 관점에서 FONA 성과의 식별 방법에 대한 논의
FONA에 대한 정책영향평가는 Fraunhofer ISI 가 수행하였는데, 연구팀이 평가에
앞서 많이 고민했던 점은 어떤 관점과 틀, 그리고 기준에서 평가할 것인가였다
(STEPI, 2019 FONA 팀과의 인터뷰). FhG 가 평가보고서에서 밝히는 평가의 중점사
항은 다음 세가지이다 (Buehrer, et. al., 2020).

Ÿ

첫째, FONA의 프로그램은 독일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지속가능성에 관한 지식을
획득할 수 있게 짜여져 있는가?

Ÿ

둘째, FONA 가 과연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목표에 도달하는 것을 촉진할 수 있
는 프로그램인가?

Ÿ

셋째, FONA 는 독일의 과학시스템 전환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인가?

따라서 FONA 에 대한 정책영향평가도 과학연구에 미친 영향, 경제적 부문에 미친
영향, 환경에 미친 영향, 사회에 미친 영향, 정책 및 시스템 변화에 미친 영향으로 나
누어 살펴보게 되었다 (Buehrer, 2019). FONA 는 과학적 지식 창출 외에도 사회적
인 난제에 대한 해결책을 탐색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방안을 실제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위 세 가지 측면은 서로 상호의존적이라
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FONA 의 평가프레임은 미시적 차원, 중간차원, 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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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에서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림 4-3] FONA의 영향평가 모델

자료: Buehrer, et. al. (2020)

나. 평가결과
FONA 가 과학연구시스템의 전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미시적차원에서 살
펴보면, 환경, 해양, 도시계획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논문과 특허가 많이 산출되었
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FONA 에서의 ‘과학연구시스템의 전환’은 연구산출물
뿐만 아니라, 연구방식과 연구조직까지 ‘사회의 지속가능성 향상’ 에 적합한 방식과
형태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는 미시적 차원에서의 성과뿐만 아니라,
중간차원과 거시적 차원에서 과학연구시스템의 변화를 관찰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
가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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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그러한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FONA를 평가했
던 FhG ISI 가 제시한 항목들이 어느정도 말해주고 있는 것 같다. FhG ISI 는 지속가
능성 향상을 위한 지식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학제간 연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에
이루어지는 초학문적 연구, 국제협력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중간차원에서는 학제간 연구, 초학문적 연구, 국제협력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
는지를 살펴보고, 거시적 차원에서는 그러한 연구활동의 결과가(또는 과정에서) 독일
의 공공연구부문의 지형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경제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
지, 정치적 결정과 사회적 담론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었는지가 중점적으로 평가되
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시스템의 전환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생각해볼 때, FONA 와 같은 시스템전환을 궁극적 목표로 하는 사업의 성과 또한
FONA 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의 행동, 관계가 장기간에 걸쳐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 FONA에서 중요한 것은 참여자들이 만
들어내는 현재의 성과뿐만 아니라, ‘지향성’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중간적 차원(Meso-Level)’에서 정부는 과학연구시스템 변화
를 위해 어떤 전략을 모색하였고, FhG ISI 는 이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렸는지
살펴보는 것은 향후 우리나라 사회문제해결 정책사업의 기획, 평가에서도 중요
한 시사점을 준다고 하겠다. FhG ISI 가 시행한 중간적 차원 성과 평가에서는 예
를들면, FONA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연구네트워크가 발견되는지가 중요하게 인
식되었다. 연구기관이나 기업 등에서 FONA 에 참여하는 동안(또는 사후) 학문
분야나 조직의 벽을 뛰어넘는 협업이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학제간
협업, 또는 아주 상이한 영역의 참여자들(기업, 지자체, 비정부기구 등)이 얼마나
활발하게 협력했는지가 FONA 의 성과로 인식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연구네
트워크들이 새로운 사회적 수요들을 어떤 방식으로 반영하고하 하였는지, 중간
지원조직(연구지원기관, 기술이전/활용 촉진 기관)들의 활동으로 인해 연구주제 측면
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도 중점 평가사항으로 제시된다(Buehrer, et. al.,
2020). 모든 결과가 FONA 로 인해 발생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쉽지 않지만,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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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면, 기업이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중간지원조직의 지침과 가이드라인
이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1) 미시적 차원에서의 영향
FONA 프로그램의 일차적인 목표는 지속가능성 영역에서 독일의 연구역량을 강화
하고, 글로벌 차원에서도 연구성과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미시적 차원에서는 참여 대상별로 다른 평가기준이 적용되었다. 연구과제에 대한
평가는 전통적인 연구개발 성과평가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특히 논문과 같은
출판물이 중요한 성과로 인식된다. 기업은 기술적 기능의 개선이나 공정혁신 등이 성
과로 인식된다. 시민사회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회, 또는 중간매개조직의 경우, 인적
네트워크 형성과 협력, 지식전달 등이 성과로 인식된다.
특이할 만한 점은 FONA에 참여한 연구자들의 지식전달 역할을 중요하게 보았다는
점이다. FONA 참여 이후, 관련 연구자의 양성이나 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지속가능성에 관한 지식을 확산시키는데 기여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2) 중간적에서의 영향 (이전 지향성 강조)
가) 학제 간 연구 강화
FONA-프로젝트에서 학제 간 협력의 비율이 매우 높은데, FhG 가 연구자들을 대
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가 참여한 프로젝트의 75%에서 두 분과 이상이 협력하고
있었다 (Buehrer, et. al., 2020). 그 중에서 약 4분의 1에서 공학자 · 자연과학자들
이 인문학자 · 사회학자 · 문화학자들과 협력하고 있었다. 하지만 FhG ISI 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학제 간 연구자들의 애로사항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발굴되었는데, 그
중 하나는 학제간 연구를 통해 산출된 연구성과를 발표할 출판물이 많지 않다는 점이
다.
이러한 학제간 연구성과 출판의 어려움은 일반적인 연구개발프로그램에서도 나타
나는 현상이다. FhG ISI 연구팀은 FONA 의 연구자들이 지난 십여년 간의 시간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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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연구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출판물들을 만들어냈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림 4-4] 학제간 협력비중

자료: Buehrer, et. al. 2020

나) 초학문적 연구: 참여 학자들과 학문에 미치는 영향
FONA를 통해 독일정부가 강화하고 싶어하는 연구방식중의 하나가 ‘초학문적 연
구’ 이다. 이는 기존의 기업과 연구기관의 협력과 같은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또는 연구기관)과 행정기구, 정치 또는 시민사회의 이해관계자도 참여하는 연
구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연구방식에는 연구자들의 니즈(특히 출판물)와 관련 실무 파
트너의 기대(실제에 유용한 솔루션 개발 /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도움 / 이러한 연구
결과의 전달) 사이에 긴장관계가 형성된다. FhG ISI 가 시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
르면 지원받는 FONA 프로젝트의 약 40%가 초학문적 협력이다 (FhG ISI, 2020). 연
구자, 행정, 시민사회 이해관계자들까지 포괄하는 형태가 증가하고 있다.
FhG ISI 는 평가를 통해, 초학문적 연구의 한계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다. 초학문
적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과학연구시스템 행위자들의 ‘지향성’이 초학문적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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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으나, 이러한 지향성이 시스템 차원에서 구조적 변화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는 것이다. FhG ISI 는 초학문적 연구프로젝트 수행자들과의 인
터뷰를 통해 연구자나 타 분야 이해관계자들 모두 상호 협상, 타협에 의한 해결에 익
숙하지 않고, 현장의 전문가들은 여전히 연구자들에게 데이터를 공급해 주는 사람이
거나, 연구대상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다) 국제 협력 활동
시간이 지나면서 FONA 프로그램을 통해 생산된 국제적 공동 출판물이 증가하였
고, 연구자들이 국제적으로 점점 더 긴밀하게 연결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추세는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중점연구분야로 지목된 분야에서 더욱 활발했다. FONA 에서
국제협력연구에 대한 지원이 강조되는 배경에는 FONA를 통해 연구자 양성 및 연구
성과를 여러 국가들과 공동으로 만들어내고, 공동의 성과에 기반한 기술혁신과 산업
육성을 꾀하고자 하는 독일정부의 연구개발전략이 배경에 깔려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High Tech Strategy 와의 연계성). 이는 장기적으로 보면, 환경과 관련한
국제표준을 만들거나, 시장을 창출하는데 영향을 줄 것이다. 이에 따라 FONA 에서는
지속가능성 연구 영역에서 독일 연구자들과 유럽 및 국제적으로 최고 연구자들이 인
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대한 지원을 하였고, 이는 상당수준 성취된 것으로 평가되
었다 (FhG ISI, 2020). FhG ISI 는 이러한 성과를 독일의 단독적인 연구프로그램
(FONA) 의 성과로만 볼 수는 없고, 그보다 더 거시적 차원의 프로그램인 ERA(The
European

Research

Area)-Net이나

"공동

프로그래밍

이니셔티브(joint

programming initiatives)" 같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시너지 효과가 발휘된 것으로
평가하였다. 부수적인 긍정적 효과로 인식되는 점은 신진연구자들에게 더 넓은 세계
의 연구자들과 함께 연구할 기회를 줄 수 있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넘어야
할 과제가 있는데, 여러 국가의 연구기관이나 연구자들의 협력연구에 대한 준비도가
균등하지 않다는 점이다. 현지의 연구자들이 독일 연구자들과 같은 수준의 연구환경
에서 연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인프라 활용이나 연구자금, 인력 등의 측면에서 열위에
있을 수도 있다. 이는 협력연구를 지속하기 어려운 원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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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학문 후속세대 양성

□ 현장 전문가 양성
FONA의 지원을 받는 단체 중 65%가 고등교육기관(종합대학교, 전문대학 등)이다.
독일의 일반적인 연구개발 지원기관인 DFG 의 유사 성과와 비교해 보면, FONA에
서 더욱 많은 후속세대 양성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후속세대양성’ 에 훈련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FONA의 학문후속세대 양성과 관련한
특징은 노동시장에서 요구되는 역량배양도 포함한다는 점이다. FONA 프로그램을 경
험한 연구자들이 사회로 진출하는 경로를 보면, 단지 대학이나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경제, 행정 또는 시민사회 단체에도 취업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지속가능
성’에 관한 지식을 필요로 하는 ‘실천영역’을 더 많이 발굴하여, 해당 영역으로 ‘역량
을 갖춘’ 인재를 산출하겠다는 것이 FONA 가 지향하는 바인데, 지난 십여년 간의 사
업을 통해 이러한 지식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ONA 에서는 이
러한 성과를 "두뇌를 통해서 실제로 이전(Transfer in die Praxis über Köpfe)"이라
보고 있다.

□ 연구자 양성
학문 후속세대 양성은 박사후연구원(및 박사과정생들)을 겨냥한 것이고, 기존 학문
체계 안에서 지원 대상자가 확실한 위치를 갖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예를들면, 교수직)
이러한 역량은 학문적 성과를 창출하는 것과 더불어 연구그룹 관리경험을 통해 획득
되는 것이다. 이러한 기회를 FONA를 통해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데,
FhG ISI 는 이 점에 있어 아직 넘어야 할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내린다. 그 한계는
‘지속가능성 연구’ 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FONA-학문 후속
연구집단(박사 후 연구원 등)이 일반적인 연구개발지원 프로그램의 지원대상과 구별되
는 특징은 학제 간 연구, 초학문적 연구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연구성과를 타 연구자들과 비교할 때,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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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BMBF의 일반적인 연구개발지원프로그램에서
배출된 기초연구 연구자들에 비해 좋은 평가를 받기가 어려웠다. FONA를 통해 지속
가능성 연구분야 연구자가 좋은 연구성과를 내고, 또 이를 통해 안정적 일자리(학문체
계 내에서) 얻기를 기대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향후 풀어야 할 과제가 생긴 셈이다.
이 점에 대해 FhG ISI의 평가는, 우선적으로 FONA-지원 형태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며, 오히려 전통적인 대학 구조에서 응용 · 학제 간 · 초학문적 연구의 가치 평가
가 불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3) 거시적 차원에서의 영향
가) 공공연구부문의 지형도 변화
독일의 경우, 연방정부의 연구개발 프로그램은 과학연구시스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 특히 대학의 구조적 변화에 있어서는 대부분 대학 자율에 맡겨지므로,
연방정부의 개입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다. 정부와 연구기관, 특히 대학 간 직접
적 상호작용에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FONA를 통해 연구자의 관심사
를 지속가능성 쪽으로 확대시키려 노력했는데, 이는 대학 내 연구센터나 연구소 설치
를 지원함으로써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2005년과 2008년 사이에
지속가능성 연구를 목적으로 한 연구기관들의 신설뿐만 아니라, 이 분야의 기존 플레
이어라 할 수 있는 대학들 이외에 새로운 대학에서 연구조직들이 세워졌다. 또한 개별
연구소 단위에서도 연구부서 차원에서 중점이동이 일어났다. 대학 이외 연구기관들은
특히 인프라 영역에서 자금의 핵심 수혜자이다. 그 중 헬름홀츠 연구회가 가장 자금을
가장 많이 받았고, 프라운호퍼연구회와 라이프니츠 연구회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한국
과학기술한림원, 2017)9).

9) 한국의 출연연의 경우, 정부정책과 일치된 기관운영전략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나, 독일의 출연연 기관평가에서는
다른 평가기준들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FhG 는 기관 스스로 평가기준을 세우고, MPG(막스플랑크)는 주로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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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학연구시스템의 구조적 변화
FONA 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보면, 학제 간 연구는 신진 연구자가 학문적인 자격을
취득(박사학위취득)하거나 학계에서 확고한 직을 얻기 위해 노력할 때 큰 장점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Buehrer, et. al., 2020). 융합연구가 아닌 기존 연구
방식에 의한 연구성과를 여전히 대학의 학과들에서 중요하게 인식한다는 것을 시사하
고 있다. FhG ISI 는 과학 커뮤니티는 학술적 출판물을 봤을 때 이러한 초학문적 프로
젝트가 교육과정에 미칠 잠재적 영향력이 큼에도 불구하고, 초학문적 프로젝트에서
나온 통찰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였다 (Buehrer, et.
al., 2020). 이는 ‘지속가능성’이라는 초학문적 융합체계를 가질 수 밖에 없는 연구주
제/연구분야에 있어, 그 성과가 사회적으로 정당하게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방
법의 정교화, 체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해준다. 평가보고서에는 특히, 자연과학 및
공학에서 사회과학자들과의 학제 간 협력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밝히고 있는데,
인문사회-자연공학 간 연구협력 또한 사회문제해결과 관련한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
어져야 할 정책과제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FhG ISI 는 이러한 융합연구성과 인정의 미진함의 원인을 FONA
자체의 취약성으로 보지 않고, 기존 저널들의 보수성으로 보았다는 점이다. FhG ISI
는 이러한 제약조건 하에서 연구자들이 어떤 연구전략을 펼치는지를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3. 시사점
FONA-연구에서 독일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FONA를 통해 지원받은 연구
과제의 성과가 과학계와 사회로 확산하는 것이다. 평가 시기에 전통적 포맷의 커뮤니
케이션과 전파가 비교적 지배적이었다. 동시에 최근에는 커뮤니케이션 패턴이 달라졌
다: 커뮤니케이션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졌지만, 전송 가능한 정보의 복잡성은 오히려
줄고 있다. 이와 함께 연구 결과의 의사소통은 복잡한 원인 분석에 불리하게 훨씬 단
기간에 달성할 수 있고 간단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진술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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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직면해 있다.
이미 초학문적 연구 결과로 초학문적 관점을 목표지향적으로 프로젝트에 포함시키
기 위한 담론 및 대화 프로세스의 필요성이 증가한다. 혁신 시스템과 미래 시장으로의
연구 편입에 바라던 시스템 연관(Systembezug)을 통해서 이러한 도전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그 이유는 여기서 경제 및 환경 정책의 발전 동향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정치 이해관계자들이 다차원적으로 서로 얽히면서 그리고 경제의 세계화 경향
과정에서 정치의 딱딱한(hart) 조정 가능성이 중요성을 잃은 반면, 요구를 공식화하지
만 자기 조절을 통해 실행할 수 있는 부드러운 정치 패턴은 중요성을 얻는다. 이 모든
것이 이러한 차원의 통합을 훨씬 더 복잡하게 만들고 담론 및 대화 프로세스의 필요성
을 또다시 높인다. 그뿐만 아니라 변화 프로세스의 속도, 이해관계자의 다양성, (글로
벌) 상호 의존성이 증가하고, 방향설정, 수평선 스캔(Horizontscanning) 그리고 이해
관계자 스캔에 있어서 과학 프로젝트 지원 규모의 증가를 초래할 것이다.
점점 더 복잡하고 빠르게 진행되는 환경 변화가 혁신과 연관된 의외의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를 증가시킨다. 그런 까닭에 강화된 사전(事前) 영향평가가 중요해질 거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 미래 지향적 프로세스(Zukunftsprozesse)의 개방성을 고려하
기 위해 비슷하게 옵션 및 시나리오의 중요성이 증가한다. 이 모든 것이 프로젝트 내
에서 "사회적 책임 연구"와 관련해서 성찰의 과정을 강력하게 실행할 필요성을 명료하
게 한다(참조. Helming et al. 2016).

나. 혁신적 효과 측정에 기여하기 위해 동반 연구의 전략적 이용
FONA-지원이 가진 영향 사슬의 다양성 및 복잡성을 참작해서 우리는 시간상으로
한정된 기간 동안 예를 들어 동반 프로젝트 같은 것을 통해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
차원의 구성요소로서 효과와 거기서 도출된 효과 측정 방식에 대한 지속적인 성찰을
제도화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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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니치확장을 위한 실증이 갖는 의미와 쟁점
1.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리빙랩의 기능
앞서 제 3장에서 언급했던 von Wirth(2019) 의 연구나 상기 Engels 외(2017의
연구를 볼 때, 리빙랩의 유형을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기존 시스템의
제도와 산업구조에 안주하면서 제품혁신을 꾀하는 리빙랩이 가장 처음에 등장한 리빙
랩의 형태였다면, 그 다음에 등장한 리빙랩은 지속 가능한 도시나 의료 전환, 에너지
전환 등과 같은 공공 부문 (van Geenhuizen, 2014; 2015)의 혁신을 촉진하는 새로
운 접근 방식으로 인식되었다. 그런데 가장 최근에는 리빙랩이 가지고 있는 ‘지식생산
과 공유’ 인프라로서의 기능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로 보인다. 리빙랩에서 시도되고 있
는 다양한 실험(정책실험, 공학적 실험, 예술적 실험 등) 들로부터 새로운 지식이 창출
되고, 그 결과로 기존에 없던 시장이 만들어지거나, 정부의 정책시행으로 이어지는 것
이 성공적 리빙랩의 모습일 것이다. 그런데 성공적 시장창출, 성공적 정책으로 인정받
는 과정에서 창발적인 아이디어와 시제품, 또는 계획들은 수도 없이 재검토 되고, 수
정되어야 한다. 그 ‘검증’의 과정은 기존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소위 ‘주류’ 과학기술
연구계 또는 ‘주류’ 산업의 업종, 그리고 ‘주류’ 에 적합하게 디자인되어 있는 각종 제
도들과의 상호작용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기존에 만들어진 규범과 규정, 측정방식 등
에 의존하여 ‘검증’되거나, 새로운 기준을 만들더라도 기존의 과학적 지식체계에 ‘주
류’를 형성한 연구자들로부터 ‘새롭다’ 는 인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리빙
랩은 실제로 ‘실험실(Laboratory)’ 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새로운 시도를 통
한 ‘지식생산’ 과 참여자 및 외부세계와의 ‘지식공유’를 활동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도 리빙랩을 세 개의 유형, 또는 세 단계의 발전된 모
습을 제시하고자 한다. 하나는 한국의 리빙랩 사례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사용자 참
여형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는 리빙랩이다 (왼쪽). 두 번째는 리빙랩 활동을 통한 사회
변화를 꾀하며 리빙랩의 규모를 연구실단위가 아닌, 실제 생활환경으로 확장한 형태
이다. 실증단지와 같은 규모라 할 수 있다. 최근 자율주행자동차 실증단지가 실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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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거주지역 일부에 구축되어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 세
번째 유형은 두 번째에서 언급된 실증단지를 여러 개연계한 대규모 전환실험이다. 이
러한 형태의 리빙랩을 구축하는 목적은 대규모 실증을 통한 신뢰도 높은 데이터 확보
에 있다고 하겠다. 이는 단지 공학적 기술에 대한 검증데이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
다. 이러한 대규모 실증 실험에서는 서비스모델의 검증, 정책/제도의 검증 등이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유형과 같은 규모의 리빙랩은 아직 한국에는 시도되지 않았는데, 유럽에서
는 최근 에너지 전환, 복지서비스 전환 등의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다음에서는 세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리빙랩(실제 생활환경에서의 실증, Real
World Lab)의 사례를 살펴보겠다. 이러한 사례를 소개하는 이유는 리빙랩이 전환적
혁신정책의 정책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데 있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문제해결과 관련한 정책사업의 추진관행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목적이다. 리빙
랩은 한국 정부도 사회문제해결과 관련해 적극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리빙
랩이 사회혁신과 관련해 어떤 도전을 받고 있는지, 어떤 전략을 통해 외부의 압박을
수용 또는 조절하고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져 있지는 못하다. 특히 리빙랩이 공공
부문에서의 혁신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분명 한국사회 관료주
의와의 갈등관계를 쉽게 예상해 볼 수 있다.
다음에서는 독일의 에너지시스템전환을 위한 “EUREF” 사업을 ‘실제 생활환경에서
의 리빙랩(Real World Lab)’ 의 사례로 보고, 그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갈등과 쟁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제4장 ‘성찰성 강화’와 ‘니치확장’을 위한 정책수단 적용 사례 105

[그림 4-5] 리빙랩의 유형

① 전통적 리빙랩
거시차원
(macro
-level)

중간차원
(meso
-level)

미시차원
(micro
-level)

자료: 연구진 작성

② 전환랩

③ 과학인프라로서의 ‘Real World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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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시스템전환을 위한 실증: 독일 EUREF
가. 소개
‘니치’는 일반 기업의 마케팅전략으로서도, 그리고 국가의 정책사업 추진전략에서
도 중요하다. 공공, 민간을 아우르는 보편적인 ‘혁신전략’으로 볼 수 있다. 정책영역에
서 ‘니치’전략을 도입하는 것 또한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사업에 국한된 것은 아니
다. ‘니치’의 확장을 위한 정책수단은 다양한 실증사업에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과
학기술 혁신과 관련해 ‘에너지 전환’ 이나, ‘보건의료시스템의 전환’, ‘교육시스템의
전환’을 추구하는 정책사업들에서 채택하는 실증사업은 일반적인 혁신정책에서의 실
증사업과 다른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
‘리빙랩(living lab)’, ‘실제 실험실(real-world laboratory)’등은 사회문제해결과
관련해, ‘니치’를 만들어내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다. 정부가 이러한 정책
수단들을 채택하는 목적은, 전환적 혁신정책을 설명하는 또 다른 프레임, 즉 Geels
의 MLP 이론에서 보자면, 중간층위(Meso-Level)에 해당하는 혁신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이다. 미시적 층위(Micro-Level)에서 이루어진 과학적 연구의 성과가 거시적
(Macro-Level)에까지 영향을 미쳐, 사회변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
다. 이러한 실험의 장에서는 단지 과학적 호기심에 의한 실험이 아니라, 구현하고 싶
은 기술적 기능과 제품으로서의 시장성, 제품이 담지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 실현의
가능성을 탐색해 보는 것이 목적이다. 기술 및 제품개발 여부, 가치의 확산 방식 등은
실험의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공간은 단지 ‘실험’을 위한 공간이라기 보다, ‘실
증’을 위한 공간인 셈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실증사업’은 광범위한 시스템적 변화를 위한 디딤돌
(Pfotenhauer, 2017)이나 전략적 니치 관리(strategic niche management)를 위
한 도구 (Schot and Geels, 2018)로 인식되며, 최근에는 ‘거대한 사회적 과제
(Grand Societal Challenge)’, ‘임무’, ‘사회적 수요’가 혁신정책에서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면서 점차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Kuhlmann and Ordóñez-Matamoros,
2017; Kuhlmann and Rip, 2014; Mazzucato, 2018). 리빙랩(living lab)’,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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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실(real-world laboratory)’, ‘테스트베드(Test bed)’ 는 각기 조금씩 다른 규모
와 구성요소들을 가지고 있지만, 목적성으로 본다면, 모두 ‘실증’을 위한 수단이라 볼
수 있다.
사회문제해결과 관련한 혁신정책 연구에서 실증을 통한 니치의 확장은 언제나 중요
한 연구관심사였는데, 관심의 초점은 시대별로 조금씩 달라졌던 것으로 보인다. 앞 장
에서 ‘실험공간에서의 실증’ 과 관련된 연구의 초점들을 살펴본 결과, 90년대에는 기
술개발과정에서의 사용자 참여를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2000년대 초반에는 실증자체
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새로운 ‘사회-기술 시스템’형성을 시도하고, 학습하는 ‘학
습과정’에 관심을 두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Hoogma et. al.
(2002)가 냉정하게 지적했듯이, 실험공간에서의 실증이 갖는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
에 너무 낙관적인 기대를 하고 있지 않았나 싶다.

“The experiments were relatively isolated events [and] there are limits to
the power of experiments. Only occasionally will an experiment be such
a big success that it will influence strategic decisions. Experiments may tip
the balance of decision-making, but they will not change the world in a
direct, visible way … Experiments influence the world but do not bring
particular futures about. Their influence is more indirect.” (Hoogma et al.,
2002: 195–196, 00 재인용).

Hoogma et. al. (2002)의 문제 제기는 사회문제해결을 전환정책 관점에서 구조적
요소를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정부의 권력, 기존 제도의
포괄성, 기존 기업들이 표준화해 놓은 생산방식, 가치사슬 구조 등이 니치가 확장되는
데 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된다. 다시 말해, ‘실험
공간에서의 실증’ 또한 기존의 제도적 권력, 기존의 생산시스템과 분리되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Brown et. al. (2000), Engels, et. al (2017), Wetland, et. al. (2017)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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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gma (2002)의 지적과 일맥상통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실험공간이라
는 일종의 ‘보호된’ 공간을 정책적으로 만들어내야 할 필요성뿐만 아니라, 그 공간 내
에서 권력과 이익, 비용이 재분배되고 있으며, 규범과 가치를 둘러싼 갈등과 협상이
일어나는 과정들을 보여준다(Brown et al., 2000; Engels et al., 2017; Wetland
et al, 2017). 특히 Engels et. al. (2017)은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사업의 일환으
로 진행되는 베를린의 신재생에너지 실증단지를 사례로 들어, ‘사회적’ 혁신을 둘러싼
긴장과 갈등을 꽤 현실감 있게 전달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EUREF 사례를 살펴보고, 이와 같은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실증사업에
서는 어떤 긴장관계가 형성되는지, 실증사업의 운영에서는 어떤 문제들을 유의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2007년 시작된 이후 EUREF는 5.5 헥타르 면적에 약 3,500명의 기술공학자와 사
무직 직원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였다. EUREF에는 Cisco Systems
(EUREF의 ‘오픈베를린(openBerlin)’이 9개의 International Cisco Internet of
Everything Innovation Center 중 하나임), 에너지 기업인 Schneider Electric, 독
일 철도 회사인 Deutsche Bahn와 함께 여러 스타트업(start-up)을 포함하여 총 150
개의 기업 및 연구 기관이 존재한다.
비록 EUREF 내에서지만, 어느 정도 현행 규제로부터 자유롭고, 조직적 유연성도
가질 수 있다. 이는 EUREF 가 갖는 공간적 구조의 특성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적 소유
지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EUREF는 캠퍼스 내에 내연 기관 자동차보다 전
기 자동차에 특권을 부여하는 맞춤형 도로 규정을 도입했다. 또한 EUREF 캠퍼스 내
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독일의 엄격한 도로 안전 규정을 따르지 않고 시험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 독일에서 도입 자체가 논쟁의 대상인 전자 스쿠터가 시험될
수 있다. 공간, 프로젝트, 사람의 유연성과 대비되게 실험과 시험은 상대적으로 체계
적 및 통제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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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제 생활공간과 유사한 실험공간으로서 ‘사회문제해결형 실증사업’의
속성과 쟁점
1) 실험 결과가 갖는 파급효과에 대한 신뢰성
사회문제해결과 관련한 실증사업은 새로운 생활 방식에서 시험 (그리고 활성화)을
진행한다. EUREF 라고 하는 실증단지 작은 규모(타 실증공간에 비해 훨씬 큰 공간이
지만) 로 사회질서를 깨뜨리는 시험대이기도 하다. 사회문제해결에 관련한 실증사업이
갖는 중요한 특징은 필연적으로 기존 정책, 제도, 거버넌스에 이의를 제기하게 된다는
점이다. 또한 테스트베드와 리빙랩은 기술이 사회에서 사용되기 전에 별도의 공간에
서 시험한다는 의미에서 ‘실험실’과는 다른 수많은 우연성 속에 놓이게 된다. EUREF
와 같은 대규모 실증단지는 기술 형성과 기술 사용 간의 전통적인 경계는 의도적으로
흐릿하게 만들어, 가능한 많은 사회-기술시스템의 요소들의 상호작용을 포착하고자
만들어졌다. 따라서 사회문제해결 혁신정책에서 효과적인 니치 확장전략으로 여겨지
는 ‘실제 생활환경과 유사한 실험공간’은 참여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공간’ 이다. 공간
적 규모, 참여자의 규모가 클수록, 참여자 구성이 다양할수록, 아직 적용분야가 많지
않은 신기술일수록 참여자들에 의해 그 공간의 ‘디자인’ 은 다양한 맥락에서 조정될
수 있다. 따라서 실증사업에서의 결과는 항상 ‘보호된 공간에서의 결과’ 라는 측면과
‘실제 생활환경으로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 라는 서로 상반된 해석을 가능하
게 한다. 그 결과의 해석에는 실험실에서 실험데이터를 해석하는 것과는 다른 ‘사회적
합의’ 가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실증 환경과 실제 사회 간의 유사성 및 차이점을 파악
하고 도달해야 할 목표를 수정하는 등의 경로를 설정하는 과정에는 참여자들 사이의
합리적 선택, 평가역량, 기술과 산업, 시장에 대한 지식이 고도로 요구된다고 하겠다.

2) 실험 및 실험공간 운영 방식을 둘러싼 갈등
실험과 적용, 개선이 무한대로 반복되어야 하는 실증과정에서 실험의 목표와 실험
조건은 자주 변화하게 된다. 테스트베드의 목적 및 방향, 그리고 테스트베드가 누구의
이익을 대표하고 발전시킬 것인지를 둘러싸고 지속적인 갈등이 발생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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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인지, 허용되는 것과 불허되는 것이 무엇이어야 할지를
둘러싼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실증’이라는 행위가 참여자들의 선택과 협상의 과정
이 동반되는 사회적 행위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참여자들 간 공통된 비전과 방향성
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Engels et. al (2017)도 EUREF 의 실증사
업에서 ‘사회적 비전’을 둘러싼 정부관계자, 기술개발자, 일반 시민의 각기 서로 다른
입장을 언급하고 있다. 사회전환 달성에 있어 실증단지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외부에 최대한 멋있는 모습으로 알리고 싶은 정부관계자가 있다. 그 곁에는
아직은 미완이지만, 엄밀한 측정결과, 또는 신뢰받을 수 있는 결과를 내고 싶어하는
연구자들이 있다.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실증단지의 목적은 특정기술을 개발하는데 그
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 정치인, 대중에게 특정 기술 패러다임의 실행 가능성과 우
수성을 확인시켜, 기존 과학연구시스템과 생산시스템을 변화시키는데 있다. 따라서 사
업의 정책적, 경제적, 사회적 중요성과 필요성, 그리고 성과가 일반적인 실증사업에서
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Engels et.
al(2017) 도 EUREF를 사례로 실증사업을 연구하면서, 도시에서 대규모로 이루어지
는 ‘실제 생활환경과 유사한 실증사업’ 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각자의 이해관계 속에서
실증사업의 ‘긍정적인 효과’를 판단하는 인식틀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EUREF는 베를린 시에 설치된 실증단지이므로, 베를린 시는 EUREF 가 궁극적으로
베를린에 도움이 되어야 하며, 베를린이 미래의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살아있는 스
마트 도시’ 가 되어야 한다는 기대가 있다. 다시 말해, 베를린에서 신재생에너지와 관
련한 ‘니치 확장’의 모델을 만들고, 이를 모범사례로 전파시키고 싶은 것이다. EUREF
의 성공을 독일 국가 전체의 에너지 전환(Energiewende) 로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는
종종 정부 고위 관료들이나, 국제대표단, 명망 있는 연구자들을 초대하여, 방문하게
하는 이벤트로 나타나기고 한다.

3) 성공입증 압박
Engels et. al. (2017)의 EUREF 사례 연구를 보면, EUREF 참여자들(정부, 연구
자, 대학, 시민단체 등)은 성공을 공개적으로 입증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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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의 우수성을 시험하기보다는 우수한 신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의 우수성을
보여주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것이다. 베를린 시는 미국이나 타 국가들과 ‘신재생에
너지 도시’ 의 패러다임 경쟁에서 독일이(또는 베를린이) 우월하다는 것을 입증해야한
다는 압박감을 매우 크게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실증
사업의 참여자들이 ‘가시적인 성과’나 ‘성공스토리’ 에 몰두하게 될 위험이 있을 것으
로 보인다. 실제 EUREF 사례연구에서도 EUREF캠퍼스에 지사가 있는 대기업의 상무
이사가 기업 내부에서 자신이 가진 위상과 과업을 뒤로 하고, EUREF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 얼마나 헌신적인지, 또 베를린 시는 EUREF 캠퍼스를 베
를린 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EUREF 가 위치한 장소에 스토리를 입히는 작업
에 열중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4) 쟁점
사회문제해결을 위해 ‘실제 생활환경과 유사한 실험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실증사업
은 앞으로 더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한국에서는 ‘사회문제해결’ 이라는 목
적을 내세우는 실증사업보다는 ‘신기술개발’ 이나 ‘신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실증단지,
실증사업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리
빙랩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점점 커지고 있으며, 리빙랩의 다양성 또한 증가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Engels et. al. 의 연구나 Schneide 의 연구 등에서 묘사된 ‘실험공
간’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리스크 등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시도하고 있는 ‘실
험공간’에서도 이해관계자의 이해관계를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위험이 있
다고 볼 수 있다. 실험공간을 사회-기술시스템의 축소판으로 인식한다 하더라도, 운영
의 초점을 기술의 수용성에 둘 것인가, 아니면 과학적 근거를 도출하는 실험에 둘 것
인가, 또는 정치적 논의 및 논쟁의 장으로 활용할 것인가는 정책적 필요성에 따른 의
사결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본다.

실증단지를 둘러싼 기업, 정부, 연구자 각자의 이해관계는 실증의 목표와 접근방법
의 디자인에 있어, 완전히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보다, 기존 산업, 기존 제도,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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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에 기댄 시도를 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실증사업이 시작되면, 실증은
투자를 유도하고, 공유의제를 형성하고, 크고 작은 기업들의 기대치를 충족시키는 방
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2000년대 중반 Borup et.
al.(2006)이 연구결과로 보여 준 바 있다(Borup et al., 2006).
실증사업은 ‘보호된 공간’에서 특정 조건에 따른 실험이다. ‘실제 생활환경과 유사
한’ 실험공간이지만, 실제 생활환경과 같지는 않기 때문에 실증공간 내에서 산출된 결
과의 재현성을 둘러싼 의견대립이 있을 수 있다. 일종의 패러독스로 보이는 점은 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실험은 한 도시, 또는 한 지역, 또는 일정 규모의 실험공간을 정해
그 공간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실험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경계 너머 ‘현실
세계’ 와 단절된 공간이다. 실증사업을 통해 ‘단절’을 넘어, ‘보편적’ 재현성을 가진
결과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매우 정교한 운영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된다. 실증사업의 운영전략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진 바가 없으므로, 향후 이에
대한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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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전환 관점에서의 정책 틀과 정책관행
1. 프레임과 정책관행
가. 프레임
상기 제 1장에서 제 4장에 이르는 논의를 통해 전환 관점에서 본 혁신정책의 틀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겠다.
<표 5-1> 혁신정책 프레임
항목

세부 항목
현황파악

정책
방향

정책아젠다
발굴

기획
거버넌스

정책
수립

전략

정책수단

사회-기술시스템에 대한
현황파악

시스템 분석

미래전망

미래전망작업 (Foresight)

사회·경제적 영향 탐색

기술영향평가 (혁신영향평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개방형 사업기획
정책포럼/ 의견교류 플랫폼 등

국가 최상위 거버넌스

대통령직속위원회

사업기획 거버넌스

범부처 사업기획 거버넌스

장기계획 수립 및 마일스톤
제시

5년 이상의 장기계획의 수립과 재수립
비전 및 목표 정립
장기 로드맵

계획수립
사업 목표 및 평가지표 마련

단년도 사업계획
단년도 목표 정립
평가지표 제시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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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세부 항목

전략
개발에서 실용화까지의 전주기

정책수단
전주기통합패키지 사업포트폴리오 디자인

지원

추진체계

부처 간 협업지원체계 및
역할배분

부처 간 협의체 구축

정책 간 연계

부처/부서별 사업의 상위 수준에서 정책조정

- 문제정립과 인식공유

문제속성 파악 후 국지적 차원 또는 거시적
차원에서의 문제정립
이해관계자 문제인식과 공유

니치창출

기술/제품 수요측-공급측 상호작용 촉진
(대학/연구기관/시민참여 리빙랩 등)
R&D 기반의 혁신기회 창출

융합적 지식창출 지원
선도적 지식창출 지원
실생활 환경 기반의 실증

정책

공인된 인증체계 구축

시행
산업생태계 주요 actor 활성화

가치사슬 구축
스타트업 육성
금융지원

스케일업
기술사업화 가능성 촉진
제도개선을 통한 혁신기회
창출

Co-Creation 지원
새로운 규범의 정립/기존 규범 개선 (법/제도)
글로벌 표준/인증체계

글로벌 협력
글로벌 교류네트워크
- 전환목표와 분야별
정책성과의 연계성 향상
정책
평가
및
환류

정책
모니터링

- 지속적인 사업 수정/보완
전략
- 전환목표와 사업성과의

부처별, 부서별 개별 정책에 대한 통합적
관점에서의 사회·경제적 영향 모니터링 /
지표개발

연계성 향상 전략
정책평가/
환류

지속적인 정책 수정/보완/개발

장기간에 걸친 사업에 대한 관찰/연구단계적

전략

평가와 수정/보완

제5장 전환 관점에서의 정책 틀(프레임)과 정책관행개선을 위한 향후 연구주제 115

나. 정책관행
본 연구에서는 정책프레임에 따른 한국의 정책관행에 대해 살펴보고자 했다. 한국
의 정책관행의 대부분의 내용은 관료사회에 대한 문제점이다. 대부분의 ‘사회문제해
결’을 위한 시도들이 정부의 자금을 통해 ‘공공부문’ 의 이해관계자들과 깊은 연관성
을 가지며 진행되고 있어서, ‘사회문제해결’에 관계된 혁신주체들의 사업전략이 한국
의 관료사회를 지배하는 규범과 관행 등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1) 정책방향
① 현황파악(1)
정책과제영역
세부항목

전략

정책방향
현황파악(1)
- 사회-기술시스템 관점 적용
데이터 기반의 현황분석 (장기적 축적을 목적으로)
현장성 있는 데이터 확보 (관찰/모니터링)
문제발생/증대에 관련된 이해관계자 행동특성/인식틀에 관한 지식축적
◦ 현황파악 중심의 정책연구 시행
- 사회문제 원인과 현상에 관한 연구
이해관계자 행동특성/인식틀에 관한 연구

정책수단
◦ 데이터 축적
- ‘사회문제’에 연관된 부처별 사업현황 종합 모니터링 시스템
부문별 데이터의 연계체계
◦ ‘social challenge’ 과 국지적 ‘problem’ 의 구분 (누가/어떻게?)
전환정책
관점에서의

◦ 범주 설정
- 정책 대상으로서의 ‘사회문제’ 범위 설정 필요
- 정책적 개입 시, 타깃 정책대상에 대한 정의/범주 필요 (전국민/특정 그룹의 국민/미래국민 등)

고려사항

- 시간적 범주에 대한 의사결정도 필요 (현재/미래/5년 후/ 10년후/ 30년 후 등)
◦ 정책과업에 대한 역사적 궤적 검토
- 관련 정책사업 궤적

한국적

◦ 정책사업의 ‘성과’에 대한 고정된 인식

맥락에서의
문제점 및

정책사업의 궁극적 성과가 주로 ‘(신규)사업예산확보’, ‘법 제정/개정’ 에 있어, 기존
예산배분 논리와 제도의 dependency 가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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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영역
세부항목

정책방향
현황파악(1)
이는 관료들이 거시적 조망 속에서 의사결정할 필요성을 크게 갖지 못하는 원인이 됨
그보다는 대통령 국정과제와의 연관성이나 타 사업과의 중복성 회피, 산업성장전망 등에
관심이 쏠리게 됨
◦ 관료인센티브 방식/ 패널티 회피태도

한계

이러한 관행의 배경에는 정부 최상위거버넌스에서부터 부처에 이르기까지 모든 레벨에서
작용하는 관료인센티브 메커니즘과 패널티 회피태도가 존재함
예) 최상위 거버넌스인 과기자문회의에 파견된 과장은 부처로 돌아갈때 승진을 바라는데,
승진에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은 신규사업 런칭 또는 예산확보, 또는 법 제/개정임
◦ 정책방향설정은 의사결정 거버넌스 참여자의 interest 와 연관성이 높음
향후 정책의사결정 거버넌스에 민간 전문가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전문가의 정치참여의 필요성/합리성/규범 등에 대한 연구와 논의 필요

② 현황파악(2)
정책과제영역
세부항목
전략
정책수단
전환정책
관점에서의
고려사항
한국적
맥락에서의
문제점 및

정책방향
현황파악(2)
현황파악(2)
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적 기회요인 발굴
‘사회문제’ 원인과 해결을 위한 정책적 개입지점 식별
정책대상 선정
전략수립

과학기술과 사회문제의 연관성 파악에 있어, 일방향적 인과관계 지양

한계

③ 정책아젠다 발굴(1)
정책과제영역
세부항목
전략
정책수단
전환정책
관점에서의
고려사항

정책방향
정책아젠다 발굴(1)
미래전망
미래전망작업 (Foresight)
◦ Foresight – 미시적 연구 연계 필요성
- 포사이트만으로는 정책적 시사점을 얻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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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영역
세부항목
한국적
맥락에서의
문제점 및
한계

정책방향
정책아젠다 발굴(1)
◦ 거시차원에서의 Foresight 부재
◦ 부문별 포사이트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마저도 정책적 활용도 측면에서 큰 한계가 있음
- 미시적 연구와 연계 안됨
이는 한국사회에서 미시연구가 활성화 되지 못한 이유도 작용함
◦ 미시적 연구를 통한 실증데이터 확보 취약

④ 정책아젠다 발굴(2)
정책과제영역
세부항목
전략
정책수단

정책방향
정책아젠다 발굴(2)
사회·경제적 영향 탐색
사전적(Ex-ante)
- 기술 및 기술혁신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평가 (TA)

전환정책
관점에서의
고려사항
한국적
맥락에서의
문제점 및
한계

영향평가는 경제성 평가 이외에 거의 관심 없음
최근 기술영향평가에 대한 관심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정치적 decoration 수준

⑤ 정책아젠다 발굴(3)
정책과제영역
세부항목
전략

정책방향
정책아젠다 발굴(3)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대통령직속위원회
- 4차산업혁명위원회, 정책위원회, 일자리위원회, 탄소중립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
◦ 개방형 사업기획

정책수단

- 지방자치단체 ‘국민의 소리’
- 국민참여제안
◦ 정책포럼

전환정책
관점에서의
고려사항

◦ 이해관계자 협의체
◦ ‘social challenge’ 를 위한 정책사업일 경우, 기존 제도/시스템의 변화와 관련한 이해관
계 대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관료들이 이해관계자를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
시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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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영역
세부항목

정책방향
정책아젠다 발굴(3)
-> 의례적인 행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인식공유와 정책논의가 될 수 있도록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
◦ 필요 조건
- ‘학습된’ 참여자 필요 (전문가/시민/NGO/이해관계자 모두)
- 참여 프로세스 도입의 목적과 목표 분명히
- 참여 프로세스 디자인 필요
(누가 참여/언제 무엇을...)
◦ 정치행태
- 과거에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겉치레’ 정도에 그쳤다면, 차츰
‘인식공유’라는 보다 실질적 목적에 가깝게 변화하고 있음
- 그러나 정책내용과 정책형성과정에 대한 사전 정보/학습이 되어 있지 않은 참여자 & 협의
아젠다 선정과 협의결과 활용에 대한 전략이 없는 정부가 서로 만나, 결국은 행사로 그침

한국적
맥락에서의
문제점 및
한계

-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은 정부관료의 입장에서 ‘인식공유’의 궁극적 목적은 쟁점사안의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공유’일 수 있다는 점.
한국 관료들은 ‘패널티 회피’ 태도가 매우 강해서, 이해관계자협의체 구성과 같은 ‘참여형
정책’이 ‘책임공유’ 측면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있음
◦ 정책형성과정에서의 이해관계자 협의 진행 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 방식 등에 대한 규범이
정착되지 못하여,
논의의 초점이 없거나,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공전
논의결과가 정부에서의 사업/제도 운영에 반영되지 못함
◦ 전문성, 합리성에 대한 추구/신뢰가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책임 떠넘기기만 있는 건
가? 전문가의 역할

2) 정책수립
① 기획거버넌스(1)
정책과제영역
세부항목
전략

정책수단

전환정책
관점에서의

정책수립
기획거버넌스(1)
정책 최상위 거버넌스 구축
◦ 대통령직속기구
과학기술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자치분권위원회
◦범부처 정책 TF
인구정책TF, 범정부 백신도입TF, 신산업 전략지원 TF 등
- 정책에 대해 학습된 전문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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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영역
세부항목
고려사항

한국적
맥락에서의
문제점 및
한계

정책수립
기획거버넌스(1)
◦ 상위 위원회의 권력화
- 국가정책 상위거버넌스는 초기에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는 비판이 컸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실질적 권력을 가진 의사결정주체로 커지고 있는
상황
◦ 전문가의 정파적 이해관계나 경제적 이해관계 등이 정부관료의 ‘패널티 회피’ 태도와 맞물
려 객관성과 합리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음
◦ 전문가의 정파성. 전문가는 중립적이어야 하는가? ‘과학’의 중립성에 대한 환상이 존재함

② 기획거버넌스(2)
정책과제영역
세부항목
전략
정책수단
전환정책
관점에서의
고려사항

정책수립
기획거버넌스(2)
다양한 관점/이해관계를 반영한 사업기획 거버넌스 구축
범부처 사업기획/제도개선 거버넌스
부처별 사업기획/제도개선 거버넌스
전문가 pool 형성/육성 필요
자문의 질은 참여 전문가의 식견에 좌우됨
◦ 정치관행
- 그 나물에 그 밥 경향이 더 강해짐
관료 입장에서는 부처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전문가 pool 을 확보하고자 하는 니즈가
있음 (정부관료의 ‘패널티 회피’ 태도와 결합됨)

한국적
맥락에서의
문제점 및
한계

◦ 과학기술 지식을 가진 전문가 pool
과학기술 영역에서의 자문인력 pool 에는 상당수의 이공학자가 포함되는데, 산업/교육/문
화 등에 대한 이해와 식견 보다는 본인의 연구영역과 관련한 기술과 산업동향에 밝은 사람
들이 많음.
자문의 목적에 따라 적합한 사람들을 참여시켜야 하는데, 한국의 정치자문 영역에서는 한
정된 전문가 pool을 기반으로 하는 인력 수요-공급이 작동하고,
정부관료 입장에서도 ‘어려운 문제’일수록 관료가 신뢰할 만한 사람을 찾게 됨
◦ 관료 인센티브
정부관료가 신개념의 사업, 새로운 제도 도입에 기울이는 노력에 대한 보상 적음 (관료 인
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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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계획수립(1)
정책과제영역
세부항목
전략
정책수단

정책수립
계획수립(1)
장기적 전망 속에서 지속적인 계획수립과 수정/보완
5년 이상의 장기계획의 수립과 재수립
비전 및 목표 정립
장기 로드맵
◦ social challenge 에 관련한 장기계획은 거시전망과 예측이 사전에 필요함
장기계획수립을 통한 전반적인 정부의 정책의지와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또 한편으로 장기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에 따라 로드
맵 및 사업 포트폴리오의 변경이 가능해야 함
세부사업들이 산출하는 성과의 종합적 시너지 효과에 대한 판단이 필요함

전환정책
관점에서의
고려사항

◦ 시스템의 복잡성과 계획의 복잡성
- ‘social challenge’를 단기간에 달성할 수는 없으므로, 단계적 정책범위, 정책목표 설정이
필요함
설정된 정책범위/대상이 ‘socio-technological system’ 관점에서 어느 정도의 복잡성을
갖는지에 따라 사업포트폴리오와 로드맵의 복잡성이 정해짐
ex) 정책목표로서 ‘국립공원의 생물종다양성’ 과 ‘서울시 생물다양성’ 은 시스템의 복잡도가
다름
◦ 그러나 social challenge 관련 이슈를 다룰 때, 정책적 논의 목표와 대상, 마일스톤, 단기
적/장기적 과업 구분 등이 어려운 경향이 있음

한국적
맥락에서의
문제점 및
한계

④ 계획수립(2)
정책과제영역
세부항목
전략
정책수단

전환정책
관점에서의
고려사항

정책수립
계획수립(2)
장기계획과 사업계획 간 연계성 확보
장기 로드맵을 반영한 단년도 사업계획
단년도 목표 정립
평가지표 제시
◦ 시스템 분석 필요
- 사회-기술시스템관점에서 현황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기술적 성숙도, 산업가치사슬별 성숙도(제조-유통-소비-사후관리)-사회구성원의 behavior/
문화적 성숙도에 대한 진단 필요

제5장 전환 관점에서의 정책 틀(프레임)과 정책관행개선을 위한 향후 연구주제 121

정책과제영역
세부항목

정책수립
계획수립(2)
혁신주체의 knowledge creation 역량, absorptive capacity 진단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 ‘사업단위’의 기획이라 하더라도, 사업의 의미와 영향을 거시적 조망 속에서 해석할 역량이
필요함

한국적
맥락에서의
문제점 및
한계

⑤ 추진체계(1)
정책과제영역
세부항목
전략
정책수단

전환정책
관점에서의
고려사항

정책수립
추진체계(1)
부처 별 역할배분/협업체계
social challenge를 목표로 하는 사업은 정책목표가 사회-경제-환경 등 부문별 부처의 사업
에 걸쳐있는 포괄성이 있음
여러 부처의 협업체계가 필수적으로 요구됨
‘협업’의 전제조건은 협업에 참여하는 주체들 간의 역할배분임
◦ 역할배분의 모호성
각 부처가 기존에 담당하지 않았던 과업을 누가 맡아야 할지 불분명
◦ 한국 관료제 한계
- 현재 한국의 관료임기/순환보직 시스템 속에서는 부처 간 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유인이
취약함
‘관료시스템’ 이 구축/작동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효율성’임
협업은 단기적인 ‘효율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결과만 초래할 뿐
장기적으로는 국가재정효율성 또는 자원효율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겠으나, 관료 임기

한국적
맥락에서의
문제점 및
한계

내에 효율성이 증명/실현되기는 어려움
◦ 인센티브
장기 로드맵 속에서 진행되는 사업일수록 사업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어려움
사업성과 지표가 명확하고도, 단계적으로 제시되어야 관료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음
그러나 social challenge 의 문제에 있어서는 부처 사업을 연계한 성과지표 만들기도 어렵고,
또한 단계적 성과지표를 제시하기는 더욱 어려움
결국 기존의 지표들을 활용하는데, 처음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면서 시작하지만, 사업
이 시작되면 관료들의 실적 추구와 맞물리면서 관행이 되어버림
◦ 공동의 가치
관료들 사이에서 ‘공동의 가치’ 는 대체로 대선 직후 발표되는 국정아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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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영역
세부항목

정책수립
추진체계(1)
그러나 대통령 국정아젠다는 대체로 대선캠프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국정아젠다로 제시된 이후에는 곧바로 여러 부처의 정책목표로 작동하기 때문에 관료들 사이
에서도 이에 대한 깊은 공감대와 가치 공유가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
-> 관료들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강력한 대통령의 강력한 국정리더십이 필요하지만, 사회적 공
감대가 동반되지 않는 대통령 리더십은 ‘탁상공론’ 초래 위험이 있음. social challenge를 위
한 리더십은 어때야 할지?
◦ 소수 관료의 인적 네트워크, 개인적 헌신에 의해 협력사업이 지속되는 상황
◦ 외부효과
- 그러나 최근 ‘부처 간 협업’ 의 중요성이 정부관료사회 내외부에 확산되면서 ‘부처 간 협업
체계’ 자체가 갖는 외부효과가 있음
- 협력을 위한 긴밀한 커뮤니케이션 여부와 상관없이 ‘협력체계’ 속에서 진행되는 사업을 담당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관료들에게는 일종의 ‘실적’처럼 인식되는 경향이 있음

⑥ 부처 과업 추진계획
정책과제영역
세부항목
전략
정책수단

전환정책
관점에서의
고려사항

한국적
맥락에서의
문제점 및
한계

정책수립
부처 과업 추진계획
거시적 목표를 부처단위 사업으로 구체화
기존 사업과의 연계 조정
부처별 시행계획
◦ 새로운 정책목표와 기존 사업들 간의 연관성 검토
기존 사업의 보완전략
신규사업 추진계획 수립
◦ 기존 사업 조정 필요
기존사업과 새로운 정책목표와의 연관성 검토과정에서 인력의 조정/부서의 구조조정이 필
요함
- 사업 포트폴리오의 조정 : 부처 내에서도 social challenge 관련 정책사업 비중을 언제/어
떤 제반여건 속에서 늘여나갈지에 대한 장기적 전환 계획 필요
인력 조정 : 새로운 전문관료/자문인력 pool 구축 필요
Ex) 기존 ‘보호/보존 중심의 환경정책’에서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하는 환경정책 패러다임으
로 전환하는 경우, 규제측면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제고와 산업적 생산방식의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까지 환경정책의 범위가 됨
◦ 관료사회 관행
관료사회에서 ‘사업’ 의 규모가 축소된다거나, 없어지는 것은 ‘실패’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음
- 새로운 전문관료/자문인력 pool 구축 필요하지만, 전문관료?
- 자문인력 pool 의 한계 있음 (이는 한국사회 전문가 역량의 문제라기 보다, 관료들의 성과주
의가 더 큰 영향을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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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영역
세부항목

정책수립
부처 과업 추진계획
◦ 정책연구자
정책연구자들의 대정부 컨설팅은 정책방향제시, 신규사업기획, 계획수립에 집중되어 있음
거시계획 수립 후, 각 부처의 업무로 구체화시키는 전략 제시는 미흡 (역할배분에 그침)
◦ 과학기술 전문성 – Domain Knowledge

⑦ 개발에서 실용화까지 전주기 지원
정책과제영역
세부항목
전략
정책수단

정책수립
개발에서 실용화까지 전주기 지원
전주기 과업이 knowledge flow 에 따라 연계성/흐름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
전주기통합패키지형 사업
◦ 시스템 분석 필요
- 사회-기술시스템관점에서 현황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전환정책
관점에서의
고려사항

기술적
성숙도,
산업가치사슬별
성숙도(제조-유통-소비-사후관리)-사회구성원의
behavior/문화적 성숙도에 대한 진단 필요
혁신주체의 knowledge creation 역량, absorptive capacity 진단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 Lack of knowledge 에 대한 신속한 대응 필요
- 전주기 지원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견되는 혁신지체요인과 장애에 대한 빠른 대응 필요 (사업
포트폴리오 수정, 사업기간 조정 등)
특히 ‘사회문제’에 관련한 정책사업에서 R&BD, R&SD 와 같이 R + 시장/산업/제도를 결
합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사회문제가 발생/유지되는 현장에 대한 knowledge lack 이 큼
이를 새로운 연구의 주제로 인식하고, 사업에 반영해야 함

한국적
맥락에서의
문제점 및
한계

(현재 사회문제와 관련한 R&D 수요를 사용자 또는 연구자 측면에서 ‘선험적’으로 발굴하는
경향이 있음.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견되는 연구주제/연구수요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음
기존에 몰랐던 문제/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발견되더라도, 과업범위에 속하지 않으면 연구사
업으로 이어지기 어려움
특히 과학적 탐구가 필요한 문제의 경우,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강하게 나타남
연구지원사업의 ridigity 가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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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부처 간 협업 지원
정책과제영역
세부항목
전략
정책수단
전환정책
관점에서의
고려사항

정책수립
부처 간 협업지원
부처 간 협업시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에 즉시 대응
부처 간 협의체 구성
부처 간 과업 추진 현황 파악과 진행을 위한 협의체 필요
부처 간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으나, 각 부처에서 진행하는 세부사업 진행상황 공유는 어려움
관료들은 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내세우고 싶은 욕구가 크며, 따라서 진행상황을 세세하

한국적
맥락에서의
문제점 및
한계

게 밝히기 꺼려하는 경향이 있음
타 부처에서의 요구사항은 ‘간섭’으로 이해될 수 있음
◦ 연구자율성
최근 ‘연구개발혁신법’이 시행되면서, 사업진행과정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개입/통제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음
직속 관리부처에서도 ‘지나친 개입/통제’를 한다는 인상을 주기 싫어하는 상황에서, 타 부처
사업 진행에 대한 의견제시는 더욱 꺼리는 경향이 있음

3) 정책시행
① 마이크로레벨에서의 문제 정립과 인식 공유
정책과제영역
세부항목
전략

정책수단

니치창출
마이크로 레벨에서의 문제정립과 인식공유
거시적 차원에서 제시된 ‘social challenge’ (예: 에너지전환)의 방향과 목표가 다양한 사회영
역(산업업종, 교통, 지역발전, 가정에너지사용 등) 에서 재해석되고, local 차원에서 해결되어
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local 의 이해관계자들이 스스로 발굴, 목표정립과 해결방안을 모색
이해관계자 포럼
타운홀 미팅
지역문제 리빙랩
글로벌 차원의 교류 네트워크 지원

전환정책
관점에서의
고려사항
한국적
맥락에서의
문제점 및
한계

지자체가 ‘풀뿔리 혁신’을 지원하는 사업이 늘어나고 있음. 특히 리빙랩 지원사업.
뿌려주기식.
혁신의 ‘사회적 가치’ 에 대한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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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지식 탐구와 공유를 통한 혁신기회 창출(1)
정책과제영역
세부항목
전략

정책수단

니치창출
신지식 탐구와 공유를 통한 혁신기회 창출 (1)
새로운 기술/방법론/제도에 대한 실험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조성
◦ 기술/제품개발을 위한 실험기반 구축 및 지원
기술개발
제품개발
◦ 비즈니스모델개발을 위한 실험기반 구축 및 지원
◦ 새로운 제도 신설/ 정책을 위한 작은 규모의 실험 지원
◦ 사회/제도 측면에서의 수용성 확대를 위한 실험 확대 필요

전환정책
관점에서의
고려사항

현재 리빙랩은 ‘social challenge’ 목적의 기술개발/시장창출 전략으로 가장 관심을 받고 있
는 정책수단임
기술관련 규제/제도의 수정/정립이 ‘social challenge’ 의 취지에 맞게 설계될 수 있도록 소
규모의 리빙랩에서 실험 후 차츰 규모를 확장시켜, 실험결과의 신뢰도 향상과 사회적 수용성을
검증해 나가야 함
◦ 리빙랩의 전형적인 참여자 구도는
사용자-개발자-사회적경제주체
이며, 지방정부 또는 중앙정부의 자금지원이 이루어지는 형태임
◦ 민간주도의 리빙랩을 표방하고 있으나, 거의 대부분 ‘지방정부’, ‘중앙정부’의 자금으로 운
영되고 있으며, 리빙랩 도입의 목표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 ‘공공자금’을 통한 사업비 확보
- 또는 리빙랩 도입을 ‘공공자금’ 확보를 위한 ‘실적’의 용도로 활용되고 있기도 함

한국적
맥락에서의
문제점 및
한계

◦ 최근 대학에서 LINC+ 사업으로 추진
대학에서 리빙랩을 설치하는 경우, 대부분 기존 ‘산학협력’ 사업에 ‘리빙랩’을 끼워넣는 형식
으로 운영됨
◦ 대부분 ‘제품개발’을 위한 리빙랩이며, 거시 scale 의 실험은 거의 없음
최근 “새만금 재생에너지 국가종합실증연구단지” 계획이 발표됨 (2020)
◦ social challenge를 위한 리빙랩 육성전략이 부재함
리빙랩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에 대한 대안이 부재한 채,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음
거의 공공자금 뿌리기
-> ‘공공자금 뿌리기’ 전략이 일정 시기에는 어느 정도 필요할 수도 있음. ‘공공자금 뿌리기’
라는 정책수단도 ‘전략적’ 선택일 수 있는가? 누가 모니터링/관리하는가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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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지식 탐구와 공유를 통한 혁신기회 창출(2)
정책과제영역
세부항목
전략

정책수단

니치창출
신지식 탐구와 공유를 통한 혁신기회 창출 (2)
융합적 지식창출
- 학제 간 융합연구 지원
- 과학기술-인문사회 융합연구 지원
Translational Research 지원
Co-Creation 지원
◦ 도메인별 지식축적 양에 격차가 있는데, 지식의 연계/결합을 추구하지만 이러한 격차를 도
외시 할 때에는 융합이 아니라, 기계적 결합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음
◦ 다양한 Domain 의 practice 에 대한 이해 (행위양식, 노동방식, 세대특성의 이해 등)

전환정책
관점에서의

◦ 도메인 지식에 대한 가치인정 필요
◦ 그러나 Domain knowledge 라 할 수 없는 기초적인 인간과 사회, 사회변동에 관한 기초
지식이 갖춰져야 함

고려사항

Ex) social challenge를 위한 새롭고, 다양한 도전들이 갖는 윤리적 문제 대응
◦ Linear Innvoation -> Recursive Innovation 촉진
가치사슬 전/후 단계에서 발생할 risk를 선제적으로 발굴, 대응함으로써
기술개발의 성공확률과 실용성/시장성 향상
‘공동의 미션해결을 위한 다학제 간 협업’에 대한 경험부족
한정된 시간 내에 협업을 진행하고, 결과물을 제시해야 하는 압박

한국적
맥락에서의
문제점 및

‘현장(practice)’ 전문가와 공학적, 의학적 전문가 간 terminology 의 차이, 관점의 차이 큼

한계

특히 실용화를 위한 융합연구에서는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각 단계별로 중요하게 인식되
어야 할 critical point 들이 있음. 이 hurdle을 넘기 위해서는 각 도메인 연구자의 전문성과
권위 인정이 필요함

◦ 전문가의 권위 인정 보다는 학벌이 중요

④ 신지식 탐구와 공유를 통한 혁신기회 창출(3)
정책과제영역
세부항목
전략
정책수단

니치창출
신지식 탐구와 공유를 통한 혁신기회 창출 (3)
선도적 지식창출
핵심원천기술개발
기초연구
글로벌 첨단기술개발
◦ social challenge 의 목적의 사업에서는 주로 ‘실용성’ 이 강조되어, 원천기술개발이나 기

전환정책
관점에서의
고려사항

초연구, 첨단기술개발 등에 대한 투자는 취약함
◦ 선도적 지식창출을 위한 ‘첨단기술개발사업’ 또는 ‘원천기술개발사업’의 정책적 목적은 대
체로 ‘신시장 창출’, ‘성장동력 확보’, ‘국산화’ 등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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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영역
세부항목

니치창출
신지식 탐구와 공유를 통한 혁신기회 창출 (3)
◦ 글로벌 VC – 국산화
- 제조업 글로벌 VC을 고려할 때, 중국에서 생산된 핵심부품 + 국내개발 부품으로 제품을
구성하는 경우가 다반사
- 글로벌 VC 상 해외수입 부품장착을 피할 수 없는 현실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 재원을 투입해 제품개발/실용화를 추진했을 때, 상당부분은 실제 해외기업의 이윤창출

한국적
맥락에서의
문제점 및
한계

에 기여하는 효과
◦ 그렇다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 글로벌 시장 창출을 목표로 두어야, 원천기술개발이나
첨단기술개발의 투자 효용성이 생기는데,
- 원천기술개발에 대한 투자효과는 High Risk. 그리고 산업적 효과로 이어지는데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함
- 원천기술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전통적으로 시장실패의 영역으로 알려져 있는 환경, 복지
등의 영역에서 시장규모를 ‘글로벌’ 차원으로 키우는게 가능할지?
◦ 환경부문의 경우, EU/미국을 중심으로 탄소배출기준 등을 높임으로써 관련 시장형성을 촉
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는 한국으로서는 글로벌 시장경쟁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수제품의 시장형성 및 글로벌시장 진출에 대한 유인이 커지게 되는 효과가 있음

⑤ 산업생태계 구축(1)
정책과제영역
세부항목
전략
정책수단
전환정책
관점에서의
고려사항

Scale Up
산업생태계 구축 (1)
가치사슬 구축
수요-공급 협력네트워크
신제품 보급/확산지원
◦ 기존에 없었던 신산업을 창출해야 하는 경우, 가치사슬 전반의 주체육성과 기반구축 필요
- ‘제조’부문 뿐만 아니라, ‘유통채널’, ‘제품사후관리/보상시스템’, 시장접근성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정보제공홈페이지, 전시관 등) 등이 함께 구축되어야 함
관련 전문인력, 제도, 법의 정비가 필요함
◦ 정부개입의 한계
-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산업생태계 구축을 ‘중점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나, 정부가 직접 개입
하여 시장이 작동되게 하기에는 역부족

한국적
맥락에서의
문제점 및
한계

◦ 시장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수요창출의 문제가 가장 큰 hurdle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너무 ‘제품생산’과 ‘구매지원’ 에만 치중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음 (구
매지원을 하면, 제품이 구매되고,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서)
- 유통채널의 고도화를 통한 ‘신뢰’ 할 수 있는 제품의 유통, 관련 인프라의 구축(우수제품
선별/사고보상제도 마련 등), 전문가 양성(컨설팅) 등에 대한 자원 투입효과가 전/후방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
- Ecosystem 디자인은 정책과제에서 소홀하게 다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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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산업생태계 구축(2)
정책과제영역
세부항목
전략
정책수단

전환정책
관점에서의
고려사항

Scale Up
산업생태계 구축 (2)
실생활 환경 기반의 실증
커뮤니티/지역/전국 단위의 실증사업
◦ 스마트시티 구축사업에서 에너지저감/고령자원격건강관리/자율주행 등에 관한 실증사업이
포함되어 시행 중
◦ 실증사업의 목적이 기존 시스템을 수정/보완/재설계에 있어야 함
- 대체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실증, 자율주행자동차 주행가능성의 실증 등 ‘기술’ 그 자
체에 대한 실증에 그치는 경우가 많음
◦ 실생활환경 기반의 실증은 사업 초반에는 실험실 단위로 시작하지만, 차츰 지역단위, 전국
단위의 사업 scale 로 확장되어야 함
또한 이러한 확장을 사전에 계획하고, 로드맵에 반영해야 함
◦ 한국은 실증에 약체
- 실증사업 투자 자체가 빈약함
- 경험부족, 전문가 부족,
- 한국의 후발 추격국으로서 모방에 익숙해 있으므로, ‘실증’을 통해 정말 우리에게 맞는 기술
/제품의 표준을 만들어내는 일은 하지 않았음
◦ ‘사회문제’ - 실증의 paradox

한국적
맥락에서의
문제점 및
한계

- ‘사회문제’ 라는 새로운 도전 영역에서는 기존의 표준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제정이 필요
한데, 이를 위해서는 실증이 선행/ 필수
- 실증에서는 다양한 테스트가 진행되는데, 테스트를 받는 기술/제품은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
발사업 대상임
테스트의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오면 정부지원의 타당성이 손상되고, 개발자 또한 좋은 성과
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음
특히 사회문제와 관련한 정책사업에서 실증은 고위 관료에서부터 사업관리자까지 사업 ‘홍
보’에 큰 관심을 두고 있으므로, 부정적 테스트 결과는 감추고 싶어함
◦전국단위의 확장이 어려움 . 지자체 간 경쟁?

⑦ 산업생태계 구축(3)
정책과제영역
세부항목
전략
정책수단
전환정책
관점에서의

Scale Up
산업생태계 구축 (3)
수요-공급 부문 상호작용 촉진을 통한 기술사업화 가능성 향상
개발부문과-사용자부문의 주체들 간 협업체계 구축 지원
Co-Creation 형태 기술사업화 지원
◦ 기존 major actor 의 참여 필요
scale-up을 위해서는 새로운 시장창출이 필요하나, 새로운 시장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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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영역
세부항목

고려사항

Scale Up
산업생태계 구축 (3)
않음
처음에는 ‘공공서비스’ 또는 ‘공공구매’ 등의 채널을 통해 기술/제품확산이 이루어지겠지만,
매출규모를 확대하는 단계에 이르면, 기존시장과의 경쟁/협력이 필요함
현재 시장구조 속에서의 major player 들이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자사의 제품에 적용하도록
하여, 시장규모를 확대해야 함
◦ 참여자 knowledge gap 극복 방안에 대한 고려
- 개발부문과 사용부문 주체들 간의 ‘요구사항’ 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난관 극복
◦ 개발부문과 사용부문(수요-공급)의 주체들이 개발초기부터 협업을 통해 기술/제품개발을

한국적
맥락에서의
문제점 및
한계

추진하여, ‘사업화’의 hurdle을 보다 용이하게 넘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음
그러나 참여주체들이 협업의 과정에 투입한 노력/자원을 정확히 정량적으로 산정하기가
어렵고, 달성한 성과를 배분하는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많음
◦ 기술과 제품에 대한 QC를 국제수준으로 끌어올릴수 있는 인프라 구축 미비
표준, 인증 등

⑧ 산업생태계 구축(4)
정책과제영역
세부항목
전략
정책수단
전환정책
관점에서의
고려사항

한국적
맥락에서의
문제점 및
한계

Scale Up
산업생태계 구축 (4)
공인된 인증체계 구축
국가 공인인증체계
민간 인증체계
◦ Social Challenge 의 목적으로 개발되는 기술이나 제품은 대부분 지금까지 시장실패의
영역에 있었으므로, 관련 개발경험과 사용경험이 매우 취약함
정부는 개발에 대한 투자 뿐만 아니라, 표준개발/인증 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 강화해야 함
◦ 공인인증
- Social Challenge 관련 기술개발/적용/사용에 대한 기존 지식축적의 부재로
국가 공인체계에서 해당 기술/제품의 인증을 담당할 기관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음
관련 전문인력/ 전문기관의 노하우 부족
◦ 관련 기업단체/이해관계자 단체의 민간인증
관련 산업형성의 취약성으로 인해 기업들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민간인증’을 할 만한 노하우
가 축적되지 않음
자칫 기업들 간의 ‘이해관계’ 옹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Lock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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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산업생태계 구축(6)
정책과제영역

Scale Up

세부항목

산업생태계 구축 (6)

전략

금융지원 시스템 구축

정책수단

‘사회적가치’ 중심의 공공펀드 조성
민간 벤처투자 유도

전환정책
관점에서의
고려사항
◦투자대상의 범주, 판단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현재 필요성은 인식하나, 실제 작동되는
한국적
맥락에서의
문제점 및
한계

기준이 제시되지는 못함)
- 최근 벤처투자회사에서 ‘사회적가치’ 중심의 투자 전략수립을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 현실화
되지 못함
‘사회적가치’에 대한 비즈니스측면에서의 개념정립 부재 (현재 사회적가치=여성/청년에 대
한 지원으로 인식)

⑩ 제도개선을 통한 혁신기회 창출
정책과제영역

Scale Up

세부항목

제도개선을 통한 혁신기회 창출

전략

새로운 규범 정립(법/제도)
규제샌드박스

정책수단
전환정책
관점에서의
고려사항
한국적
맥락에서의
문제점 및
한계

Fast Track
규제 제/개정을 위한 이해관계자 협의체 구성
◦ 규제 샌드박스 시행에서 ‘규제의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고려가 전제되어야 함

비즈니스모델 검증을 통해 기업의 track record 구축지원이 목적이며, 산업생태계 측면에서의
취약점 발굴이나 제도개선사항 발굴 등은 관심에서 제외됨
이와 관련한 사항을 모니터링, 분석, 정책으로 연계할 주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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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정책과제영역
세부항목
전략
정책수단
전환정책
관점에서의
고려사항
한국적
맥락에서의
문제점 및

Scale Up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글로벌 표준/인증체계
글로벌 표준/인증체계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환경, 삶의 질 등의 문제에 있어 기업들 간에 QC 및 대량생산을 위한 글로벌 표준제정, 인증
시스템 구축은 필수

한국은 후발추격국의 상황에서 해외 규제를 수입해 오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함
관련 전문가 육성 취약, 국제네트워크 구축 미비

한계

4) 정책평가와 환류
① 정책 모니터링 및 평가
정책과제영역
세부항목
전략

정책수단

정책평가 및 환류
정책모니터링 및 평가
social challenge 의 목표와 분야별 정책성과의 연관성 향상
- 부처별, 부서별 개별 정책에 대한 통합적 관점에서의 사회·경제적 영향 모니터링
부문별 성과의 연계지표 정립/적용
통합적 정책평가
기존사업 보완
신규사업 기획

전환정책
관점에서의
고려사항
한국적
맥락에서의
문제점 및
한계

장기간에 걸쳐 개별 부문별/부처별 사업 모니터링 필요
단계적 평가와 수정/보완 필요

기존 사업에 대한 평가 부재
기존 사업의 문제점 발굴과 보완보다는 ‘새로운’ 신규사업 기획 (계승과 중복회피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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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환정책 프레임에 비춰 본 고령화 대응 정책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위에서 정책프레임의 각 항목별로 한국의 정책관행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살펴
보았다. 다음에서는 기술혁신과 고령화 대응의 문제를 연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정책사업들을 위에 제시된 프레임에 따라 배치해 보고,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해 고령화 대응 관련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
문가, 고령친화산업분야 전문가, 정책연구분야 전문가와의 회의를 개별적으로 또는 그
룹으로 진행하였다. 관련 문제점 및 한계들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토론을 거치지 못함
으로 인해 갖게 되는 신뢰도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가진 관계자와의 인터뷰, 홈페이지 자료, 기관 발간자료 등을 참고하였다.

<표 5-2> 고령화 대응 정책사업 현황 및 문제점
전략

정책수단

고령화 관련 사업 예시

문제점 및 한계

사회-기술시스
템에 대한
현황파악
미래전망

시스템 분석

미래전망작업
(Foresight)

사회·경제적

기술영향평가

영향 탐색

(혁신영향평가)
- 개방형

사업기획
이해관계자 의견
- 정책포럼/
수렴
의견교류
플랫폼 등

부재

부재

부재
- 부처산하기관(Agency) 차원
또는 부처산하기관이 관리하는
사업단 단위에서 시행
논의결과의 광범위한 확산 및
ex) 돌봄로봇네트워크포럼
정부부처와의 협의까지 이어지지 못함
(NRC), 고령친화산업전문가포럼
(KHID)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경우, 과거

국가 최상위
거버넌스

대통령직속위원
회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과학기술자문회의

기술혁신부문 및 산업부문
분과위원회가 운영되었으나, 최근에
구성된 위원회에서는 해당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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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정책수단

고령화 관련 사업 예시

문제점 및 한계

- 종합적 거버넌스로는
‘인구정책 TF’ 가 있으나,

사업기획

범부처 사업기획

거버넌스

거버넌스

인력감소 및 인적자원 역량
강화 측면에서의 제안, 과학적
연구/기술혁신 부문의
정책아젠다와의 연계성 부재
- 과학적 연구/기술혁신 부문의
다부처 사업기획은
‘다부처공동기획사업’,
복지부-산업부 협의체를 통한
‘돌봄로봇개발사업’이 있음

- 5년 이상의

장기계획

사업계획

장기계획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수립과 재수립
기술개발과 활용, 산업육성이
- 비전 및 목표
제시되었음
정립
- 장기 로드맵

관련 추진계획 및 로드맵 제시 부재

- 고령친화산업육성을 위한
정책연구가 시행된 바 있으나, 관련한
종합적 국가정책사업이 기획된 바

- 단년도
사업계획
- 단년도 목표

없음
- 『고령친화산업R&D 중장기로드맵』
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관으로

정립
- 평가지표 제시
- 로드맵

수립된 바 있으나, 정책연구 수준에
그쳐 실행되지 못함
- 로드맵이 추구하는 정책목표, 전략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관계자의 공감대
형성 취약

- 개발에서

전주기통합패키
실용화까지의
지
전주기 지원
사업포트폴리오
- 부처 간
디자인
협업체계

관계 정책 간
연계

- 개발에서 사업화까지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패키지형 추진체계상으로는 산업부와 복지부의
사업으로는 “돌봄로봇
개발사업”이 있음
- 산업부가 돌봄로봇개발을

협업체계를 이루고 있으나,
개발(산업부)과 사업화지원(복지부) 간
긴밀한 연계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담당하고, 복지부가 중개연구 보기는 어려움10)
및 서비스모델개발을 담당
- 예비급여를 통해 고령자 관련
- 국민건강보험 ‘예비급여제도’
보조기기구매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도입 논의 중
관련 제품의 질적 측면에 대한 평가가
- 돌봄제공자의 노동부담경감이
선행되어야 함
중요한 정책이슈로 부상하고
- 안전성, 유효성 등 제품에 대한
있음
신뢰성을 뒷받침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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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정책수단

고령화 관련 사업 예시

문제점 및 한계
실증체계, 인증체계가 취약함 (관련
전문기관 부재)
- 급여품목 품질보증을 위한
정부차원의 시험/인증체계 부재
(민간인증제도에 의존)
- 돌봄노동자 노동부담 경감을 위한
기술/제품개발이 진행 중이나,
돌봄노동자 노동환경개선에 관한
노동부의 제도개선 부재
- (체험관 리빙랩) 실험실 차원에서
사용자-개발자 상호작용을 통한
기술개발에 초점을 둠

실험실 단위에서

리빙랩을 통한

- 기술개발
기술/제품
- 제품개발
수요측-공급측
- 비즈니스모델
상호작용 촉진
개발

융합적 지식창출

- 학제 간
융합연구
- 과학기술-인
문사회
융합연구
- 중개연구

- 성남고령친화전시체험관
- 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 지역 지자체 사업
- 돌봄로봇중개연구사업
‘스마트돌봄스페이스’

- (지자체 리빙랩) 시민, 사회적기업
중심의 지역문제와 관련한
연구개발/제품개발 추구
- 대량생산, 상용화를 위한 Track
Record 창출의 어려움
- 성공사례 확산의 어려움
- 대학의 경우, 학생들이 지역사회문제
체험 및 기기개발을 통한 해법모색의
기회가 됨. 그러나 리빙랩을 통해
교수-연구자-학생-지역주민이
공동연구를 하거나, 교육과정으로
제도화되지는 못함
- ‘공동의 미션해결을 위한 다학제 간
협업’에 대한 경험부족

- 연구재단 융합연구
- 돌봄로봇중개연구사업

- 한정된 시간 내에 협업을 진행하고,
결과물을 제시해야 하는 압박
- ‘현장(practice)’ 전문가와 공학적,
의학적 전문가 간 terminology 및
관점의 차이 큼
- translation 연구 경험 및 축적물
취약

- 핵심원천기술
개발
선도적 지식창출 - 기초연구
- 글로벌
첨단기술개발
실용화를 위한 - 제품연구개발
R&D
- R&BD

치매극복연구(치료제, 진단기기
개발)

- 노인천만시대 대비 고령친화
서비스 연구개발사업(‘21년,
40억, ’21년∼‘23년)

치매 치료제, 진단기기 개발 중심으로,
현재 가장 수요가 높은 ‘치매환자돌봄’에
관한 연구는 제외됨
- 고령자 보조기기 및 복지용구 개발 및
주거환경 개선 등에 대한 지원이 여러
사업들에 나누어져 진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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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정책수단

고령화 관련 사업 예시

문제점 및 한계

- 노인장애인 보조기기
연구개발사업(’20년 48억 →
’21년 76억)
- 국가 보건의료 연구인프라
- 각 사업들에서 지원하고 있는 기술,
구축(’20년(추경 포함) 223억
제품, 서비스가 상호 연계되어 R&D
→ ’21년 352억)
성과 확산이 촉진될 수 있는 방안
- 100 세 사회 대응
모색이 필요함
고령친화제품연구개발(복지부,
‘19년 28억원, 19년 일몰)
- 공공복지안전연구(과기부,
’17년 종료)
실생활환경기반
의 실증단지

부재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나, 시범사업을

표준/인증체계
구축

- 대규모 실증사업 부재
지역단위의
- 지역투자연계사업을 통한
대규모 실증사업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통해 발견되는 기술활용 및 사용자 교육,
사용환경 개선 등의 문제점 등에 대한
분석이 부재하고, 정책대안마련으로
피드백 되지 못함

전국단위의
실증사업

부재
- 비즈니스모델 검증을 통해 기업의
track record 구축지원이 목적이며,

- 수요-공급
협력네트워크
가치사슬 구축 - 신제품
보급/확산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사회적약자편익지원사업’
(비즈니스모델 검증)

원
스타트업 육성

산업생태계 측면에서의 취약점
발굴이나 제도개선사항 발굴 등은
관심에서 제외됨
- 이와 관련한 사항을 모니터링, 분석,
정책으로 연계할 주체가 없음

부재
- 최근 벤처투자회사에서 ‘사회적가치’
중심의 투자 전략수립을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 현실화되지 못함11)

금융지원

부재

- ‘사회적가치’에 대한
비즈니스측면에서의 개념정립 부재
(현재 사회적가치=여성/청년에 대한
지원으로 인식)

Co-Creation
촉진
새로운 규제
도출

규제샌드박스

신의료기기평가제도 (Fast
Track)

‘의료기기’ 분야에 국한된
신기술사업화지원제도로서, 신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품목의 ‘보조기기’ 또는
‘복지용구’ 등에 대한 평가제도는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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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글로벌
표준/인증체계

글로벌
교류네트워크

전환목표와
사업성과의
연계성 향상
전략

지속적인 사업
수정/보완 전략

전환목표와
분야별
정책성과의
연계성 향상

정책수단
글로벌
표준/인증체계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기업/노동자/소

고령화 관련 사업 예시

문제점 및 한계

글로벌 표준제정 위원회 개인

- 연구자 개인차원의 참여

연구자 참여

- 체계화된 전략/지원 부재

비자/시민사회
부재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지원
- 전환을 위한
중점추진과제
진행상황
부재
모니터링
- 지표개발
- 장기간에 걸친
사업에 대한
관찰/연구
부재
- 단계적 평가와
수정/보완
부처별, 부서별
개별 정책에 대한
통합적
관점에서의
사회·경제적
영향 모니터링
- 장기간에 걸친

부재

정책에 대한
관찰/연구
부재
수정/보완/개발
- 단계적 평가와
전략
수정/보완
- 기존사업 보완
부재
- 신규사업 기획
지속적인 정책

자료: 연구진 작성

고령화 대응 정책개발을 위한 미래전망이나 기술혁신의 방향성을 탐색하기 위한 예
측, 영향평가 등과 같은 사전기획작업은 부재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기술개발 성과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실증은 매우 취약하다. 산업부에서 추
10) 관련 사업 추진과정에서 개최된 ‘돌봄네트워크포럼’ 논의 및 전문가 인터뷰 결과
11) 벤처투자 업계 관계자와의 인터뷰, 2021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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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하고 있는 사회적약자 지원사업 및 사업화 지원사업을 제외하면 실증사업은 거의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사용자 참여, 이해관계자 참여 등을 중요한 사업추진 전략으
로 인식하고 있으나, 이를 통한 정책이슈 발굴 및 정책아젠다 형성의 단계까지 나아가
고 있지는 못하다.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창업지원이나 금융지원 등과 같
은 ‘중소기업정책’ 은 거의 부재하며, 시험인증, 표준체계 또한 취약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소위 ‘실버산업’ 에 대한 정책에서 제대로 된 산업정책이 구현되고 있지 못하다
는 점을 시사해 준다. 기술혁신의 성과를 고령화 문제 해결에 연계해서 기존에 인적자
원에 의존하던 사회서비스를 기술기반의 사회서비스로 전환하고자 하는 거시적 정책
목표가 부재하며, 관련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모니터링, 평가, 신규 사업으로의 피드백
시스템 또한 부재함을 알 수 있다.

3. 정책관행 고찰의 시사점
혁신을 통해 사회문제해결을 꾀하는 정책사업들이 ‘R&D’ 에 대한 재원투자에 집중
되어 있다는 점도 극복되어야 할 문제이지만, ‘사회문제’에 관한 논의들이 대체로 이
런 저런 방법론을 적용해보자는데 집중되어 있는 양상인 것도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
로 보인다.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적 개입 전략과 수단을 탐색하는데 있어, 가장 우선시 되
어야 할 문제는 ‘사회문제’를 정립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사회문제해결’,
‘사회적 난제’, ‘사회적 도전’, ‘사회혁신’ 등을 내건 다양한 정책사업들의 경우, ‘사회
문제’ 자체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립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책목표가 불분명한
경향이 있다.
사회문제해결에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할 때에는 풀어야 할 문제의 범위와 전략적
개입지점을 구체적으로 정립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특히 기후변화, 인구구조변화
등과 연관된 거대한 사회, 경제, 산업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막연하게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혁신방안이라든가, 인구구조(또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방
안 등과 같은 정책적 대응방안 모색은 어떤 정책효과도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
면 ‘사회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사회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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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인식공유와 정책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
책은 오래 지속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정부가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정책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한다는 것은 과
거 국가주도의 혁신정책에서와 같이 정부가 구체적이고 세세한 목표를 세우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까?
앞서 살펴보았듯이 국가혁신체제론에서 정부주도의 혁신이 정책효과를 거둔 것은
경제성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달성해야 할 목표가 명확했기 때문이
다. ‘사회문제’ 란 여전히 ‘문제’가 식별되지 않은(빈 칸으로 남겨진) 단어이다. 인구고
령화로 인한 경제활동인구감소,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위험 등의 사회적 이슈는 그
자체로 긴급히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사회적 문제라 할 수는 없다. ‘사회문제’는 정량
적 도구에 의해 측량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사회구성원이 처한 각자의 사회적
지위와 이해관계, 세대인식 등에 따라 문제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또 이러한 인식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하기도 한다. 사회구성원
의 상당수가 ‘사회문제’라고 하는 이슈를 내 삶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으로 인식해야
정책아젠다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건의료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에 필요한 국가의
재정, 의약품, 보건 의료적 지식과 기술, 보건의료 인력, 관련 하드웨어 인프라, 건강
관리인프라, 교육서비스 등의 요소들 중 어느 한 부분이 심각하게 취약하다는 점이
발견되어야 하고, 개인이나 개별 기업으로는 이러한 취약성을 보완할 만한 역량이 부
족하다는 근거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또한 광범위한 사회구성원이 해당 취약점을 보
완한다면, 자신의 편익도 증진될 것이라는 정책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간과
하지 않아야 할 점은 삶의 질과 사회적 환경개선을 결정하는 요인은 사회경제적, 기술
적 발전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세분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지금과 같이 혁신을 통한 사회문제해결을 기술과 R&D 투자로부터 이끌어나갈 때
부딪히는 한계가 여기에 있다. 우리 정부는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R&D 를 퉁한 지식창출이라는 방법론을 택했다. 기술의 관점에서 사회문제해결 방안
을 모색하고, 그 결과를 (시장, 산업으로) 확산하는 과정에서 사회혁신이 이루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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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접근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첫째, 사회혁신의 모습이 불분명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여 사회혁신으로 나아가
겠다는 전망이 부재한 상황에서, 기술공급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가정은 기술
결정론으로부터 비롯된 가정이라 할 수 있다. 모순적이게도 사회문제에 관련한 정책
사업의 추진계획에서는 ‘기술공급’적 관점을 지양하겠다는 표현들이 많다. ‘사용자 참
여를 통한 R&D’, ‘실용화 촉진을 위한 Co-Creation’, ‘전주기 연계성 강화’ 등이 대
표적인 정책수단들이다. 그러나 그러한 정책수단들을 적용해서 얻게된 결과물 또는
그 과정에서의 산출물들이 우리 사회시스템의 구조적 변화로 이어지게 하는 사회정책
과 연계되지 않는다면 기술중심의 혁신정책의 틀을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둘째, 초학문적 지식융합과 지식공유가 간과되어 있다. 정부가 R&D지원을 통한 기
술개발을 사회문제해결의 핵심에 두는 것은 지식창출을 통한 새로운 대안마련이 필요
하다는 취지에서일 것이다. 그러나 ‘사회문제’에 대한 해법 마련은 기존의 과학기술영
역에서의 연구활동이 갖는 범위를 벗어나 사회구성원 간의 소통과 지식공유를 포함하
는 초학문적 접근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는 단지 학문 분과 간의 지식융합을 강화한
다고 해서 성취되는 것은 아니다. 점점 더 다양하고 세분화되어지는 삶의 질에 대한
수요, 이해관계의 복잡성은 사회문제를 정의하는데서부터 적정한 해법을 찾고, 적용하
는 모든 단계에 영향을 미친다. 국내의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혁신정책 담론에서도 초
학문적 지식융합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들의 관심은 사용자의 참여에 몰려
있다. 그러나 이 또한 기술혁신(개발과 적용, 그리고 또 개발로의 피드백)의 과정을
어떻게 개선하여, 더 실용적이고, 문제해결에 효과적인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영역을 벗어나지 못한다. 사회문제에 대한 소통의 장, 사회문제와 관련한 사회 각
부문 고착된 관행을 발굴하고, 사회이슈화 시키는 작업, 그리고 사회적 이슈를 다양한
학문 분야의 연구와 교육에 내재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혁신을 통한 사회문제해결’ 이라는 정책적 화두에서 ‘혁신’의 범위를
기술개발에서 광범위한 사회혁신으로 넓혀야 한다. 최근의 정책사업에서도 ‘사회혁신’
의 키워드는 등장한다. 그러나 과학기술정책영역에서 ‘사회혁신’ 개념을 형성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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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맥락(context)은 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한 기술개발, 시민이 참여하는 R&D 가 주
를 이루고 있다. 사회정책영역에서 ‘사회혁신’ 개념의 주된 맥락은 시민활동가, 사회
적 경제이다. 이와 같은 사회혁신 개념의 이해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문제해결’
관련 정책사업의 전반에 깔려 있는데, 이는 어쩌면 한국의 시대상황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고 본다. 정부주도의 혁신, 정부주도의 정책을 극복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사회문제와 관련한 혁신정책에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두 가지 점에서 우려스럽다. 하나는 ‘참여형 기술개발 모델’,
또는 ‘사회적 경제주체’ 중심의 혁신을 통해 기존의 정부주도의 혁신정책의 한계를 넘
고자 하나, 그 또한 정부가 주도하고 있으며, 정부는 일종의 표준형 사용자 참여형 기
술개발 모델(리빙랩 등)을 보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문제별로 서로 다른 규모와
복잡성을 가진 사회기술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각 문제별로 사회
적 경제주체의 활성화가 기존의 생산방식, 소비방식을 변화시키는 영향력 또한 다를
것이다. 다른 측면에서의 우려도 있다. 사회문제해결이 국지적으로 발생되는 긴급한
문제에 대한 해결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전반의 오래된 관행이나 고착된
시스템의 변화를 필요로 하는 경우, 기술개발의 방식을 바꾸거나(예를 들어, 리빙랩),
새로운 기술개발의 주제를 찾는 것(예를 들어, 노인생활지원을 위한 돌봄로봇 개발)
그 자체로는 사회변화의 촉매제가 될 가능성이 적다. 광범위한 사회정책들과 연계가
필요하다. 앞서 고령화 대응과 관련한 정책사업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현재의 사회문
제해결과 관련한 정책사업들의 내용을 보면, ‘사회문제’와 ‘혁신’의 연결을 R&D 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R&D 사업을 통해 노인보조기기를 개발
하면, 사회서비스 부문에서의 제도개선 과제로서 노인보조기기에 대한 구매지원 방안
이 모색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법은 해당 R&D 사업 내에서 ‘R&D 성과의 이어달리
기’ 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

‘혁신’과 ‘사회문제’ 간의 접점을 형성하는 방법은 지금과 같이 기술공급적 방식에
서 벗어나야 한다. ‘사회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석, 다양한 수요제기, 공감대 형성의
기회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 지금의 사회기술시스템으로서는 고령사회에서도 고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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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회서비스를 영위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
다는 취지에서 기술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무엇보다 기술을 활용한 돌봄의 사
회적 가치에 대한 공론의 장이 만들어져야 한다. 또한 해법을 모색하는 전략 또한 기
술로부터가 아닌, 시장정책, 교육정책 등 사회정책측면에서도 혁신주체들의 도전정신
을 북돋울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돌봄의 사회적 수요, 기술혁신
의 트렌드, 글로벌 규제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복지예산과 관련한 국가재정 전략을
수정하고, 기술이 사회서비스 현장에 도입, 활용할 수 있는 시장환경이 만들어진다면,
기술개발 관련 연구자와 기업의 혁신동기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노동환경개선을 위한 노동정책의 변화 또한 기술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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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종합 및 향후 연구주제
지금까지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사업들은 R&D 정책의 범주와 틀 안에서, ‘수
요중심’, ‘사회적 가치’, ‘사용자’ 등 수요측면을 고려한 정책수단들이 더해진 형태로
진행된 것이라 생각된다. ‘사회문제’에 대한 혁신 아젠다가 과학기술정책부문에서
R&D 를 중심으로 제시되고, 사회부문의 혁신이 뒤따라오는 식의 접근법은 사회기술
시스템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일 수는 있겠다. 그러나 ‘사회문제’를 둘러싼
사회기술시스템의 구조적 발전이 사회·경제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었다는 점
을 고려할 때, 사회정책부문에서 사회기술시스템의 취약성 발굴과 변화의 계기들을
만들어 내는 것도 중요하다.
‘혁신’과 ‘사회문제’의 상호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기존의 과학기술정책의 틀
안에서 R&D 에 대한 투자확대, 또는 지원방식의 변화, 사업화로의 연계촉진 등도 중
요하지만, ‘사회문제’를 발생, 지속하게 하는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요인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는 단지 부문별 정책이 나열되는 백화점식
접근이 아니라, 어느 영역에 대한 어떤 방식의 정책적 개입이 사회기술시스템을 변화
시킬 수 있는 파장을 불러올지에 대한 예측을 전제로 한 전략적 접근이 되어야 할 것
이다.
이를 위해서는 과학기술영역에서의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기술개발 수요발굴 등과
같은 작업뿐만 아니라, ‘사회변화’, ‘사회적 수요’, ‘사회적 관행’, 그리고 ‘정부정책 관
행의 문제점’ 등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사회문제해결과 관련한 정책사업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앞서 제시한 전환
적 관점에서의 혁신정책 프레임을 세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다양한 사회과학 분야의
기초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다음에서는 본 연구의 최종적 제안으로서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사회과학적 연구주
제들을 예시로 들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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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사회과학적 연구주제들

이와 같은 취지에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정책부문의 연구자들과 ‘사회문제’와 ‘혁신’
의 연관성에 관한 다양한 연구주제를 발굴하는 간담회와 회의 등을 진행한 바 있다.
다음은 그 결과로 도출된 사회문제해결과 관련한 기초적 연구주제들을 예시로 든 것
이다. 이러한 연구주제들이 ‘혁신’과 ‘사회문제해결’이라는 두 목적을 연결시켜주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1. 사회혁신 개념에 대한 연구
사회혁신에 대한 논의는 이미 국내 연구자에 의해서도, EU 차원의 연구프로젝트들
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진행된 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TEPSIE (The theoretical,
empirical and policy foundations for building social innovation in Europe)
에서 수행된 사회혁신의 개념 정의와 실천적 의미에 관한 논의를 정리하고, 한국의
사회문제해결과 관련하여 사회혁신에 대한 정책담론이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살펴
보고자 한다.
사회혁신은 아직 학문적으로 잘 정리된 개념은 아니다. 기존의 혁신과 사회혁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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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에 영향을 미친 많은 이론적 논의와의 연장선 상에 있기도 하다. 가령 Henry
Chesbrough의 오픈 이노베이션은 혁신 분야의 패러다임 전환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Chesbrough, 2003). 초기에는 제품 개발의 새로운 모델로
제시되었고, 그 이후로 사용자와 기업 간으로 확장되었으며, 현재는 다양한 사회혁신
의 디자인에도 적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시스템 사고(systems thinking)와 디자인 사
고(design thinking)가 ‘사회혁신’ 개념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기도 한다.
사회혁신의 정의에 대한 혼란과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정책입안자, 실무자, 학계
에 의해 사회혁신이 수용된 것은 혁신의 범위를 사회로 확장시키고자 하는 관련 이해
관계자들의 필요성이 컸기 때문인 듯하다. 사회혁신이라는 개념이 이론적, 분석적, 경
험적 기반이 취약하다는 비판을 받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책 입안자들에게 유용한
어떤 것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개념을 사회문제해결과 관련한 혁신정책에 적용하는데 있어, 사회혁신이 학자에
따라 다소 다르게 정의내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사회적’ 이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를 ‘개인적’이라는 개념과 대치되는 것으로
이해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오해이다. 무엇을 ‘사회적’ 또는 ‘사회’ 로 인식하는지가
중요한데, 사회혁신은 사회적 관계의 개선을 의미하며, 이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일의
프로세스, 결과물을 변화시키기도 한다. 여기에서 강조되는 사회혁신의 세 가지 광범
위한 특징은 1) 사회적 니즈의 충족, 2) 사회적 관계의 재구성, 3) 더 큰 집합적 권한부
여이다. 그러나 우리가 ‘사회혁신’에서 ‘사회’와 ‘개인’을 대치시킬 때, ‘개인’이 해야
하는 일, ‘개인’ 차원에서 발생되어야 할 변화를 간과할 위험이 있다.
둘째, Phills 와 그의 동료들은 사회혁신이 사회문제에 대한 더 효과적·효율적·지속
가능하거나, 또는 기존 솔루션보다 새로운 솔루션으로 정의하는데(Phills et. al,
2008). 여기서는 사회구성원이 공유해야 할 가치, 니즈, 웰빙과 같은 행위의 지향점
도한 사회혁신의 개념을 이루는 구성요소가 강조되었다. Marry, et. al. 에서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의 사회혁신 개념이 등장하는데, 여기서는 미충족 수요의 충족을 위
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새로운 방법론들을 개발해
가는 것이 사회혁신으로 이해되고 있다(Marray, et.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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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Westley 의 경우, “사회 시스템의 기본 루틴, 자원, 권위의 흐름 또는 믿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이니셔티브, 제품, 프로세스 또는 프로그램”으로 정의한다
(Westley et. al., 2017). 사회혁신은 체계적(systemic)이여야 하고, 단순히 조직적
또는 미시적 수준이 아니라 전체 사회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고 파괴적이어야 한다.
그의 정의에 따르면 사회혁신은 거시적 수준 도는 중간수준(meso) 수준에서만 일어
난다.

위의 정의 중에서 Westley 의 사회혁신에 대한 정의는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정부
의 개입전략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의 말을 조금 풀어서 해석해 보면, ‘사회혁신’
은 개인의 행위와 사회제도/사회인프라가 특정한 상황 속에서 연결될 때에만 일어난
다는 것이다. 그래야 ‘개인’ 또는 ‘특정 집단’ 이 아니라 ‘사회’ 차원에서 혁신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국가적 예산과 집행력을 투입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러한 상황
들을 적절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사회혁신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정부가 사회혁신을 추진할 때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여 갈등의 소지를 줄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사회혁신 아젠다가 모든 사회구성원에 의해 수용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으로 의미 있는 것임을 강조하다보면, 해당 정책
의 진행과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려는 노력 보다는 ‘사회혁신’ 이라는 이름 하에 갈등
을 유발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새로운 방법론’을 탐구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용주의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
조한 Phills 와 그 동료들의 주장 또한 현실 정치에서의 적용에 있어서는 주의할 점이
있다. 사회혁신을 사회적 과제에 대한 단순히 새롭고 실용주의적 솔루션으로 본다면,
그러한 해법이 자칫 경제적 효율성, 기술적 실용성에 종속되기 쉽기 때문이다
(Moulaert, 2013). 그러나 사회혁신의 궁극적 목적은 경제적·사회적 불평등을 해소
하는데 있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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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빙랩에 대한 연구 주제12)
리빙랩은 “실제 생활 현장에서 사용자와 생산자가 공동으로 혁신을 만들어가는 실
험실이자 테스트베드”로 정의된다(김명심․박희제, 2020). 전통적인 기술혁신 과정에
서 사용자는 기술 혁신의 결과로서 혁신 시제품에 대한 사용 후기 의견을 전달하거나
마케팅 과정에서 이들 시제품이 어떤 시장성을 갖고 있는지에 관한 의견을 전달하는
식으로 혁신에 관여해왔다. 즉, 제한적인 참여에 국한되어 있었던 것이다. 미국 MIT
윌리엄 미첼 교수는 2004년에 플레이스랩(PlaceLab)을 설치하고 일상공간에서 사용
자와 신기술과 디자인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연구하고자 하였다(성지은 외,
2014: 314). 이 실험에서 사용자는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는 과정에서의 경험을 기술
개발자와 공유하며 신기술 설계 과정에 관여할 수 있었다. 제품이 모두 완성된 이후에
제품에 대한 의견을 주는 사용자와는 다른 역할을 한 것이었다. 혁신 과정에서의 사용
자 역할을 확대시킨 새로운 연구개발 모델로서 리빙랩은 유럽으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변화를 겪게 된다. 즉. 유럽에서의 리빙랩 모델에서 사용자는 전통적인 의
미의 혁신주체인 개발자, 기업, 정부와 동일한 수준의 혁신주체로 정의되기 시작한 것
이다. 사용자는 기술 사용자로서만이 아니라 혁신 주제를 제안할 수도 있고 개발자와
공동 창조 작업에도 관여할 수 있다. 때문에 리빙랩은 사용자와 생산자의 공동 혁신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리빙랩의 특성으로 인해 전환 혁신 정책 이론들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용자,
시민 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행위자들의 혁신 과정에의 참여 장려’를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연구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
서 개방형 혁신 생태계 구축에 적합한 연구개발 모델로도 이해되고 있다. 기업 혹은
엔지니어들과는 달리 사회문제에 대한 로컬 지식(local knowledge)를 지닌 시민들이
리빙랩을 통해 지역 사회문제 해결에 필요한 기술 개발을 제한할 수도 있고 엔지니어
들의 설계 결과를 지역 문제 해결에 맞추어 수정 제안을 할 수도 있다. 전환 혁신에서
강조하는 “새로운 생산 구조를 만드는 것 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수요와 사용자

12) 리빙랩에 대한 연구주제는 박진희 동국대 교수가 제안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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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도가 지배적이 되는 사용자 환경과 시장을 만들어내는 것이며 적극적인 창출에의
참여 권장”은 혁신 주체로서의 사용자가 강조되는 리빙랩 모델로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최근의 리빙랩 모델에서는 장기적인 전환 혁신 비전을 사용자, 일반
시민이 제안할 수도 있다. 즉, 리빙랩은 전환적 혁신 정책의 실행 조직으로 역할을 수
행할 수 있다. 기후위기 등 지구 생태계 문제, 지속가능성의 문제 등을 지적하며 기술
혁신이 이들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서 전환적 혁신의 내용으로 변화해야 함이 강
조되고 있다. 전환 혁신의 목표가 최근 각국의 리빙랩 활동 목표에 반영되고 있다. 송
위진(2012)도 리빙랩이 지속가능성 의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전환 혁신 이론에 바탕해서 리빙랩 활용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나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리빙랩 사업들에서는 그 가능성이 발휘되지 않고 있다. 국내
에서 추진 중인 대표적인 리빙랩 사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회문제 해결형 기
술개발사업’과 산업부의 ‘에너지기술 수용성 제고 및 사업화 촉진 사업’, 쓰레기, 교통,
주거 등 지역 특정 문제 해결을 위한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지자체 리빙랩 사업 등이
있다. 중앙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기존 연구개발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
로운 혁신 방법론으로 리빙랩을 활용하고자 한 것이었다(성지은 외, 2018). 기존 과학
기술혁신 정책이 정부 관료들에 의해 경제성장 중심으로 기획되면서 실제 사회 문제
해결이 정책 목표가 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시민
들이 사회문제와 연계된 개발 의제를 제안하고 이를 연구자들이 이행하는‘사회문제
해결형 기술개발사업’을 위한 리빙랩이 도입된 것이었다. 리빙랩 연구 모델에 기반해
서 초미세먼지, 환경호르몬, 식수원 녹조, 보행자 감지 관련 기술 개발이 개발되는 등
의 성과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성지은 외 2018). 즉,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 개발이 이루어져 이전 기술혁신과는 차이를 보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
의제들이 대부분 사용자 주도보다는 공공기관이나 기업, 개발자 집단에 의해 발굴되
고 있었으며 개발 과정에서의 사용자 참여 역시 제한적이었다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
었다.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를 적극적으로 정의하고 이의 대안 발굴에 연구자와 협업
할 수 있는 사회혁신조직 기반이 약하고 이들의 연구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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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이 없는 점들도 리빙랩 활동의 제한성을 드러내주고 있다.
중앙 부처에서 만이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 리빙랩 적용 사례들이 증가하면서 리
빙랩에 대한 연구들도 증가하고 있다.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개발 사업에서의 리빙랩
적용 사례 분석(성지은 외, 2018)”, “국내 리빙랩 성공사례 분석을 통한 리빙랩 운영
의 시사점 도출”(주경일, 2020), “스마트시티 리빙랩의 사업적 쟁점과 대응 방안(장환
영․김걸, 2020)”등 국내 적용 사례 연구들도 증가하고 있다. 이들 연구들은 리빙랩 사
업 적용 사례에 대한 상세한 서술에서부터 실제 리빙랩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
시기 문제, 사용자들의 요구 수용 단계 규정, 사업 완료 이후 개발제품의 관리 지속성
확보 문제를 지적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었다. “포용적 혁신의 실천과 한계: 과학기술
자들의 리빙랩 인식과 경험(김명심․박희제, 2020)” 논문은 리빙랩의 주요 행위자인 과
학기술자들의 리빙랩 인식, 과학자와 시민 참여자와의 제한적 관계 등을 다루었다. 기
존 연구들이 국내 리빙랩 적용 현황을 개괄하도록 해주고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과 연
관해서 리빙랩 모델이 적용되고 있는지, 성공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어떤 문제들이 해
결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개요를 제공해주었다. 그러나 전환적 혁신 정책과 리빙랩이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지, 리빙랩 모델을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전환적 혁신에 기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고 있지 못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첫째, 전환적 혁신 정책의 국내에서의 의미와 전환적 혁신 정책과 리빙랩 관련성을
명확히 밝히는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전환적 혁신 정책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는
다양한 국외 이론을 소개 정리하는 것에 머물러 있다. 그간 국내 혁신 정책이 보여준
한계와 이를 극복하는 기제로서 전환적 혁신 정책이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리빙랩과 결합하면 현재의 혁신 정책이 어떻게 ‘혁신’될 수 있으며 정
책 성과에서도 어떤 차이를 가져다줄 수 있는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현재까지
기술혁신 정책에의 리빙랩 활용이 갖는 의미는 지역 사회 문제를 직접 경험하고 이의
해결을 고민해 온 시민들이 혁신 과정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이들 사회 문제를 혁신
의제화할 수 있어 혁신 정책 내용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동안의 경
제 성장 중심의 혁신정책이 사회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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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의미를 전환적 혁신정책과 리빙랩의 관계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한
새로운 정립을 위해서도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혁신 정책에서의 리빙랩 활용 사례로 제시된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개발 사
업’들에서 리빙랩이 어떻게 조직화되고 운영되었으며 다양한 참여자들이 실제 혁신
과정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 사용자들의 의견 수렴은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었고 이
들 의견은 제품에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 사용자와 개발자, 정부 등 다양한 행위자
들은 리빙랩 과정을 통해 어떤 학습을 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추적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전환 혁신 대상의 경우는 대개 혁신 과정 자체가 장기적이고 다층위의 행위자들
이 관계하고 있어서 혁신 참여자들 간의 긴밀한 소통과 합의 도출, 이들 결과물의 혁
신 대상에의 적용이 중요하다. 소통과 합의 도출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왔
고 어떤 한계를 보였는가를 이전의 사례 분석을 통해 성찰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전환 혁신에 리빙랩이 적용되어 실제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법제도
환경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리빙랩은 일종의 혁신 공동체 활동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공간은 이전 혁신 정책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와 관계된 법, 제
도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기존 제도와 충돌을 일으킬 수도 있다. 리빙랩 적용에
앞서 어떤 법의 개정 혹은 제정이 필요한지, 행정 기관 차원에서 조직 정비는 필요하
지 않은지 등에 대한 상세 연구도 필요하다.
넷째, 전환 혁신에서 다양한 행위자 참여 공간으로 리빙랩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리
빙랩 적용의 목적에 따라 사용자, 혹은 시민참여를 어떤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수준으
로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화된 매뉴얼 연구도 필요해 보인다. 과학자와의 동등한 공동
연구자로서 시민을 결합시킬 것인지, 사용자 친화성을 증진하는 정도로의 시민 참여
를 보장하는 것으로서 리빙랩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인가 등에 따라 대상 참여자 선정,
참여 형식 선정, 개발자 혹은 과학자와의 관계 설정 등에 관한 상세한 매뉴얼이 마련
될 필요가 있다. 공동 연구자 수준으로까지 시민 참여를 장려하고자 한다면 과학자들
의 시민 연구자에 대한 편향된 인식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도 함께 마련
되어야 한다. 이것 또한 주요한 연구 과제이다.
다섯째, 리빙랩 운영에서 필요한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연구도 필요하다. 전환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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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개발 대상의 선정, 즉, 연구의제 설정도 다양한 행위자들과의 협의 과정을 필요
로 한다. 전환 혁신의 핵심 연구 의제를 무엇으로 설정할 것인가는 과학기술전문가,
사회과학전문가나 현장 시민들이 모두 의견을 달리할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숙의
과정을 통해 조율되고 합의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들이 리빙랩에서 제도적으로 보장
되도록 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다양한 혁신 이해관계자들의 협치가 일어나는 거버
넌스 구축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리빙랩 거버넌스도 별도의 연구로 진행해볼
수 있다.
여섯째, 전환적 혁신에 적용된 리빙랩 성과물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체제
마련을 위한 연구도 필요하다. 단기 예산 사업으로 진행된 성과로 기술개발 성과가
이루어졌다 해도 이후 개발 성과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마련되지 않는
경우 리빙랩 혁신의 성과가 참여 시민들에게 돌아가지 않게 된다. 결과적으로 기술개
발 성과가 실질적인 사회 문제 해결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연구 의제
설정-연구개발 수행과 실증-사업화 활용으로 진행되는 리빙랩 전체 과정에 대한 종합
적인 예산 계획 및 집행, 리빙랩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성과 확산에 필요
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개별 기술 혁신 연구와 달리 전환적 혁신 연구, 궁극적으로
사회 혁신을 지향하는 혁신에 적용되는 리빙랩이기에 이런 지속가능성 보장 체제 마
련은 중요해보인다.

3. 대학에 대한 혁신지원 사업의 혁신적 효과에 대한 연구13)
현재 정부의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국가장학금과 대학혁신 사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국가장학금은 학생 개인에 대한 지원으로 가구 소득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원
된다. 대학혁신 사업은 국가장학금 이외에 대학을 평가하여 선택된 소수의 대학에 재
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총칭한다. 국립대학만을 대상으로 한 재정지원사업을 제외하고
지난 10여 년간 “대학혁신” 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사업을 골라 명칭은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13) 대학에대한 혁신지원사업의 혁신효과에 대한 연구주제는 김진영 건국대 교수가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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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연구중심대학 육성, BK21 플러스사업, WCU-BK21 후속사업, 공공기관
지방이전, 광역경제권인재양성, 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 조성, 글로벌공학교육센터
지원, 대학경영정보화 지원사업, 대학경영컨설팅 지원, 대학교육 역량 강화, 대학구조
개혁 지원, 대학의 여성인력 참여확대 및 능력증진, 대학자율역량 강화, 대학정보공시
및 평가, 대학정보공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대학정보화 지원, 대학평가지원, 미취업
졸업생 지원, 사이버대학 경쟁력 강화 추진, 사학시설민자사업, 산학협력 선도대학
(LINC) 육성,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 신성장동력분야 전문대학원 육성, 전문
대학원 교육역량 강화 및 공공성 제고사업, 전문대학원 체제정착, 지방대학 경쟁력 기
반 확충, 지방대학육성사업, 지역기초연구활성화, 지역혁신창의인력양성사업....”

위에 열거된 명칭으로부터 유추해 보자면 정부의 대학 지원은 연구 중심대학 육성
을 통한 수월성 추구 정책,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을 통한 지역 균형 정책, 특정 학문
분야에 대한 지원 등으로 대별 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대학혁신 지원사업들은 “혁신”
의 요소를 지니고 있는가?
경제학에서 혁신이라는 용어를 체계적으로 설명한 슘페터에 의하면 혁신은 대략 다
섯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 (슘페터, 2020). 첫째는 소비자에게 알려지지 않은 새로
운 상품이나 기존의 상품보다 더 개선된 품질의 상품을 생산하는 것이다. 둘째는 새로
운 생산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셋째는 한 나라의 특정 부문 제조업이 참가한 적이
없는 새로운 시장의 개척이다. 넷째는 원료나 반제품의 새로운 공급원 확보다. 그리고
다섯째가 어떤 산업의 새로운 조직 실현, 즉 독점적 지위 형성이다.
슘페터 혁신의 개념을 현재의 한국 대학에 적용해 보자. 대학은 새로운 내용의 수업
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는가? 대체로 수업의 내용은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보다는
교수들이 아는 것이 주를 이룬다고 보아야 하겠다. 대학에서 새로운 방식의 수업과
지식 전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토론식 수업, 학생 참여 프로젝트 추진 방식의 수업
에 대한 요구는 많지만 이런 수업의 비중은 여전히 낮은 것이 현실이다. 대학은 새로
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가? 아마도 가장 무성한 논의는 이미 정규교육을 마친 사람들
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분야를 개척하자는 것인데, 여기에서도 아직까지는 뚜렷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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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대학은 새로운 공급원을 확보하고 있는가? 철저하게
공급자 위주인 현재 한국의 대학 교육에서 새로운 공급원을 찾는 문제는 그리 단순치
않다. 공급자인 교수들의 의사결정은 혁신 지향적이기보다는 교수에게 불리하지 않은
관행 유지를 지향할 가능성이 높다. 새로운 공급원은 학교 밖에서 찾거나 학교 간 연
합을 통해 찾을 수 있겠는데 아직 우리 대학은 이런 유연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정직한 평가일 것이다. 슘페터가 말한 혁신의 다섯째 요소를 현재 한국의 대학에 적용
하기에는 미묘한 측면이 있다. 일반적으로 독점적 지위의 획득은 혁신의 최종결과로
볼 수 있겠는데, 대학이라는 시장은 독점보다는 독점적 경쟁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좀 더 쉽게 풀이하면 각 대학이 다른 대학과 차별화되는 모습을 갖추어 고유하고 독특
한 개성을 지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사실 우리나라 대학재정지원은 “특성화”
란 명목하에 각 대학이 나름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모습을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각 대
학의 “특성화”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측면도 있다. 그러나 이상적인 대학
별 특성화는 완고한 서열에 막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온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본다면 현재로서는 한국의 대학이나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체계에서 혁신적
인 요소를 찾아보기는 힘든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대학이 혁신적인
조직으로 변하고 사회 문제의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
몇 가지 키워드를 통해 대학의 혁신을 위한 아이디어들을 생각해보자. 대학 혁신을
위한 키워드로 특성화와 융합교육을 제안해 본다.
우선 특성화 문제다. 우리는 특성화란 한 대학이 어떤 한 분야에 강해져야 하고 그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고 해석해왔는데, 이 개념은 현실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 대학
은 다양한 전공이 존재하며 각 전공 교수들은 본인이 소속된 대학의 다른 전공이 학교
의 대표로 “특성화”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앞으로도 우리나라 종합대학 안에서 특
정 전공이 대표성을 갖기는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학교 내 전공 간
경쟁이 없기 때문이다. 학과라는 틀 안에서 교수들은 철저히 자신들을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그리고 일단 자신의 학과의 학생들을 확보하면 그들만 챙겨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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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운영방식은 특성화도 어렵게 만들지만,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빠른 기술
변화의 시기에 필요한 융복합 교육을 가로막는 요인도 된다.
기본적으로 제대로 특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특성화의 개념 자체를 한 분야의 특성
화에서 학교 정체성의 특성화로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대학의 생태계
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연구중심대학으로 특성화된 대학들이 필요하다.
대학이 사회문제 해결을 할 수 있으려면 연구중심대학의 지식 창출이 있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대학원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연구중심 종합대학이 잘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우선 극복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대학은 학부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KAIST나 POSTECH과 같은 소수의 이공계 중심 대학을 제외하면 대학원을 축으로
운영되는 연구중심대학은 찾기 어렵다.14)
아래의 표에서도 보이듯이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에서는 대학원생이 학부생보다
수적으로 많은 경향이 있다. 전체 학생 중 대학원생의 비중이 스탠퍼드대학은 64%,
MIT와 하버드대학은 60% 정도에 이르고 있다. 베이징 대학도 대학원생이 학부생보
다 더 많으며 도쿄대학도 이 비중이 45% 정도이다(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 2021).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에서 마련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다루고, 몇 가지 제안을 내 놓은 바 있다(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 상동). 첫째, 대학원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일정 수 이상의 대학원생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는 서울대(32%), 연세대(24%), 고려대(21%), 한양대
(22%), 부산대(17%), 중앙대(16%) 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

연구중심 대학이라는 기관의 운영을 위해서는 현재보다 대학원 교육이 더 집약적,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물론 이렇게 소수의 대학에 대학원교육이 집약적
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수의 대학이 학부-교육-산학협력에 더 치중할 수밖에 없
다. 결국, 특성화는 전공 중 한 분야의 특성화보다는 학교의 생존 방향의 특성화로 자
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크게 보면 연구중심과 교육중심 중의 특성화, 교육중심 내에서
14) 교육부에서도 1999년 이후 20여년 간 이루어진 BK21 사업의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연구중심대학에 맞는 대학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대학원 차원의 체제 개편, 교육 개선, 연구 환경
및 질 개선, 국제 경쟁력 강화 등을 목표로 하는 대학원혁신지원사업을 4단계 BK21 사업 내에 포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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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고급교양교육과 산학협력 고급직업 교육 중의 특성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의 키워드는 융복합이다. 현재 학부 수준에서 융복합 교육의 확대는 활발하게
진행된다고 보기 어려움 4년제 대학에서 “융복합”이라는 명칭이 들어간 학과는 졸업
생 기준으로 2014년 이전에는 없었으며 2014년 4개 학과를 시작으로 차츰 확대되기
시작했다. 2019년 졸업생 배출 기준으로 현재 43개 학과에 불과하며 융복합 전공도
대체로 계열 내에서 전공이며 공학에 편중된 편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융복합 학과
의 설치가 융복합 교육을 의미하는지, 융복합 교육의 적절한 방식인 지도 의문이다.
한편 전공선택의 폭을 넓히는 취지로 도입된 자유전공 혹은 자율전공은 2019년 현재
4년제 대학 중 8개 학교에서만 운영 중이며 학생 수도 많지 않아 2019년에 자율전공
으로 졸업한 학생은 277명에 불과하다. 실제로 자율전공 학생은 어떤 전공지식도 쌓
지 못하고 졸업하는 경우가 많으며, 적지 않은 융복합 학과는 인기 없어 사라져가는
전공의 교수들이 모여, 융복합에서 기대하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다. 융복합이란 이름만으로 학생들에게 필요한 융복합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4. 정부의 공공시장 창출의 리스크
정부의 공공시장 창출 관련한 ‘정부실패’ 문제는 매우 고전적인 현상이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정부실패’ 라는 말이 지나치게 일반화되어 마치 이러한 문제가 존재하
지 않은 것처럼 간주될 정도로 고착화되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정부투자와 기업지원은 ‘시장의 실패’ 가 분명한 곳에 단기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정책이다. 그에 따르면, 어떠한 근거에서 시장실패라 할 만한지에 대한 고찰 없이 정
부의 개입이 정책당국 또는 관료들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자원의 낭비
또는 더 큰 시장왜곡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그는 정부의 시장창출 이슈는
현재로서는 매우 부적절하고, 대부분의 경우 그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
다15)

15) STEPI 전문가회의 논의 중 한홍열 교수의 의견,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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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우려는 국내 돌봄로봇 관련 R&D사업에 대한 복지분야 연구자의 의견에서
도 나타난다16). 이 공적자금 의존도가 높고, 관료의 의사결정에 따라 그 내용과 방향
이 크게 좌우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돌봄로봇 개발 주체들
은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장기적인 목표에 따라 전략을 세우고 경쟁력 있는 제품 개발
에 몰두하기 어렵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일부에서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수가와 복지용구 인정 범
위를 조정하여 돌봄로봇의 시장성을 어느 정도 확보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
한 접근은 단기적으로 소비자들의 돌봄로봇 구매력을 향상시켜 수요 확대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럴 경우, 업체는 보험 수가 수준에 부합하는 제품만을 생
산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비용 절감이나 기능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에 대한 유인책이
사라짐을 의미한다. 이는 혁신정책의 가치에 반한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 이후, 더 진
보한 제품 개발을 위해서는 또다시 공적자금에 의존해야 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여지
가 크다.
또한,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바탕으로 돌봄로봇을 공급할 때 조성되는 시장을 준시장
(quasi-market)의 시각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준시장제도(quasi-market
scheme)는 공공부문의 독점적 전달체계를 바탕으로 보건사회서비스나 기본재(전기,
가스, 교통 등)가 전달될 때 발생하는 비효율과 소비자 만족도 저하를 막기 위해 복수
의 사업자가 경쟁하고 소비자가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전달체계다. 따
라서 준시장제도는 공익과 효율성의 동시 추구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
적 달성을 위해 준시장제도가 갖추어야 가장 중요한 요건은 충분히 많은 수의 사업자
가 시장에 참가하여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
라 상황에서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준시장이 조성된다고 하
더라도 시장의경쟁적 특성을 통한 효율성이나 소비자 만족도 제고는 요원해 보인다.
그렇다면 공익 증진에는 기여할 수 있을까? 이 부문 역시 긍정적으로 예상하기는 쉽지
않다. 우선 아직 돌봄로봇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성능과 효과를 예측하기 어렵

16) 이하 돌봄로봇에 대한 정부투자의 리스크와 리스크 최소화 방안에 관한 연구주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규 부연
구위원이 제안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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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만약 돌봄현장에 상당한 도움을 주지 못하는 로봇이 개발되더라도 장기
요양보험제도의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선이 돌봄로봇이 제공된
다면 이는 장기요양보험 기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임으로 오히려 공익을 해
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상에서 돌봄로봇을 예로 들어 정부주도의 공공시장 창출의 시도가 내포한 리스크
에 대해 언급하였다. 현행 제도와 정책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은 채 사회보험제도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돌봄로봇을 비롯한 대부분의 첨단기술 복지기기 관련 R&D사업의
성공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글은 첨단기술 복지기기 개
발 지원정책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대안 마련을 위해 필요한 연구과제를 제
시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제품 개발사업에 공적자금 의존도가 높은 상황은 개발사업의 성공 가능
성이 매우 작거나 제품이 상용화되더라도 시장성이 낮은 경우에 발생한다. 국내외 첨
단기술 복지기기 개발 상황을 고려해보면 개발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작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렇다면 시장성이 낮다는 판단으로 인해 민간투자가 소극적이라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첨단기술 복지기기 개발의 시장성을 판단
할 데이터가 있어야 하므로 우선 ”국내외 첨단기술 복지기기 개발 현황 및 시장예측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단순히 시장규모를 가늠하거나 어떤 국가와 기업이
업계를 선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우리나라 업체가 첨
단기술 복지기기를 개발할 경우, 국내와 해외에서 각각 수익 창출이 가능할지를 구체
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데이터가 구축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이 데
이터는 어떤 시장에 초점을 맞추어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지,
국내와 해외의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을 각각 어떻게 수립할지, 해외 기관과 첨단기술
복지기기 개발을 위한 협력은 어떻게 구축하고 시행할지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참고로 핀란드의 혁신기금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인
Business Finland는 2020년 전 세계 첨단기술 복지기기 개발에 관한 시장조사를 시
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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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첨단복지기기 유형별 상용화 필요성 검토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유럽 복지국가가 산업현장 로봇 개발에 적극적인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높은
인건비가 사업의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아 로봇을 투입함으로써 비용 절감 효과를
얻기 위해서다. 첨단기술 복지기기 개발사업 역시 이러한 목적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완성된 로봇은 인간의 업무를 상당한 수준으로 대체하면서 동시에 인건비도 줄일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돌봄현장에 투입을 위해 개발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로봇들
이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돌봄 인력의 임금수준
이 유럽 국가들보다 상당히 낮다는 점과 앞으로 돌봄 관련 서비스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로봇들
가운데 개발의 실익이 없거나 미미한 것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유형별 상용화 필요
성을 검토하여 개발 지원 분야를 선별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제안 과제는 “시나리오별 로드맵 구축 및 비교 연구”다. 앞서 제안한 두
과제의 수행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는 기술 개발 상황, 국내외 시장성, 선별 지원을 위
한 첨단기술 복지기기 유형 등에 따라 향후 추진할 다양한 정책 시나리오를 수립할
수 있다. 이후 시나리오별 정책 집행을 위한 로드맵을 구축하고 비교함으로써 첨단기
술 복지기기 개발 지원정책안을 최종 수정하고 확정해야 한다.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로드맵을 준비함으로써 유연하게 상황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대체안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로 “첨단기술 복지기기 적합성과 수용성 강화를 위한 부문 간 협력 강화 방
안 연구”와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파일럿프로그램 시행이 필요하다. 첨단기
술 복지기기를 개발하는 사람과 현장에서 그 로봇을 사용하게 될 사람은 큰 시각차를
보일 수 있다. 첨단기술 복지기기가 특정 업무나 임무 수행에는 매우 우수하더라도
돌봄 노동자들과 함께 장시간 공존하기에는 부적합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돌봄 노동
자들은 기술적으로 로봇 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으며 로봇이 자신들의 일자리
를 빼앗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다. 이러한 두 그룹 사이의 시각차는
첨단기술 복지기기 상용화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로봇 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촉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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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간 의견 수렴과 이해가 지속해서 이루어질 방안을 마련하여 첨단기술 복지기기
유형과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관료 중심의 의사결정과정 개선을 위한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독
일, 핀란드, 스웨덴 등 여러 유럽 국가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관료는 과도하게 의사
결정권을 행사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경향은 과학기술정책이나 혁신정책을 결정
하는 과정에서도 발견된다. 일반 관료는 선출직이 아니므로 민주적 정당성이 매우 약
하고, 그 채용과정과 순환보직제도 등을 고려하면 해당 정책에 관한 전문성 수준도
낮다. 하지만 그들은 정책과 예산의 많은 부분을 사실상 자유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매우 권위주의적인 방식으로 과학기술정책과 혁신정책의
세부 내용이 정해지고 있는 것이다. 반면 앞서 언급한 유럽 국가에서 정책 결정은 전
문가와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steering group)’의 몫이다. 관료는 운영
위원회 활동을 보조하고 그들이 결정을 법제화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관료
의 권위주의적이고 경직된 의사결정 방식을 유지한 채 시장과 시민사회의 변화에 민
감하고 포괄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을 수립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관료 중심의 의사결
정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현행 의사결정과정을 진단하고, 외국사례를 연구
하여 위와 같은 한계를 극복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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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A Study of Policy Framework and Policy Instruments for Societal Challenge
in the Context of Korean Policy Practice
ㆍProject Leader: Jiyoung Seo
ㆍParticipants: Park, Byeong-Won · Myungsoon Kim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discussing the necessity of a policy response
to climate change and aging since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in the
mid-2000s. Since then, 'green growth' under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and 'creative economy' policies of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have also
become the policy topic of 'solving social problems' through 'innovation'. ' has
emerged as the goal of major innovation policies. As such, ‘social problem’ is
recognized as an important policy task in Korea’s innovation policy.
In this study, first, the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of the Korean government's
policy projects for the 'social challenge' were examined, and second, by analyzing
domestic and foreign research trends, it was attempted to explore a policy frame
suitable for the social challenge. It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that the policy
frame for the social challenge is still dependent on theoretical research on
innovation policies or the results of discussions centered on European countries.
Therefore, as the third task, we tried to examine the policy tools involved in
operating this frame in Korea and the policy practices to implement it.
The combination of the Korean government's 'innovation policy' and 'social
problem' seems to be very focused on technology development support. In many
‘social challenge’ policy projects, ‘creation of new industries through new
technology development’ appears as a policy goal. In addition, 'social wicked
problems', 'social transformation', and 'solution of social problems' have almost
similar policy directions and are progressing within a similar policy framework.
Rather than a macro-policy frame that seeks to change the lifestyl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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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ion method of society as a whole, the focus is on solving “local”
problems. The policy frame aiming at a social challenge consists of a wide range
of contents and a long-term roadmap that aims to trigger not only the structure
of R&D and industry, but also changes in scientific knowledge and industrial
production methods, and even changes in the consumption patterns of citizens.
There are three common problems in the application of policy measures for
social challenge to the Korean political scene. First, it is pointed out that, despite
the partial introduction of anticipatory policy governance through stakeholder
consultation, it has not been able to deviate from the policy decision-making
method by government officials over the past several years. Second, the feedback
system of evaluation-planning, which revises policy project goals and strategies
through policy evaluation, is weak. Third, the living lab is being actively
introduced as an experimental space for social challenge, but the results of the
living lab are not being accepted by the main stream of research and industry.
If the policy to promote the interconnection of the 'social challenge' is focused
on expanding investment in R&D within the framework of the existing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changing the support method, and promoting the linkage
to commercialization, as the Korean government has done so far It will be
difficult to achieve the policy goal of the social challenge. Efforts should be made
to discover various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factors that continuously cause
'social problems' and to chang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these factors.
In addition, efforts to implement anticipatory policy planning should be further
strengthened on the premise of assessing the social impact of innovation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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