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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등록특허를 활용한
한국 감염병 진단의 기술경쟁력 분석*
엄익천**, 김봉진***
초록

한국은 COVID-19가 발생한 초기에 적극적인 진단검사를 실시해서 COVID-19 초기 대응의 수범사
례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주요국(G7과 중국) 대비 우리나라가 감염병 진단의 충분한 기술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난 30년
(1990-2019년) 동안 미국 등록특허를 대상으로 특허분석법과 K-PEG, 공동인용분석을 활용해서
주요국 대비 한국 감염병 진단의 기술경쟁력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지난 30년 (1990-2019년)
동안 한국이 미국에 등록한 감염병 진단 특허 건수는 총 39건으로 등록된 감염병 진단 전체 등록특허
의 1.1%(39건/3,548건)에 불과하였다. 또한 지난 30년(1990-2019년) 동안 특허분석법으로 파악
한 결과 프랑스의 현시기술우위지수 (Revealed Technology Advantage: RTA)가 3.02로 가장
높은 반면 , 한국은 0.26으로 평균(1.00) 이하였다. 특히 K-PEG 평가점수를 평균해서 미국을 1로
표준화한 결과 , 한국 (0.89)은 주요국 대비 가장 낮은 9위였으며 특허군의 미형성으로 연구개발의
연속성과 체계성이 부족하였다 . 따라서 주요국 대비 한국 감염병 진단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려면
①감염병 분야 연구개발투자의 확대와 연속성 유지 , ②정부와 민간 간 감염병 연구개발의 정교한
역할분담, ③ 감염병 진단의 해외 특허 확보전략 수립 , ④ 감염병 진단의 맞춤형 산학연 연구개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감염병 기술경쟁력 특허분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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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COVID-19’
로도 칭함)에 걸린 전 세계 감염자가 2020년 10월 16일 기준 4천만 명에 육박하였
으며 사망자도 110만 명을 넘어 사망률이 2.82%를 보이고 있다.1) 한국은 2015년
메르스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COVID-19가 발생한 초기에 적극적인 진단검사를 실
시해서 COVID-19 초기 대응의 수범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여기에는 국내 체외진단
기업의 기술적 역량과 정부 당국의 유기적인 협조, 질병관리본부의 긴급사용승인제도
도입(2016년), 의료진의 헌신 등에 기인한다.2) 특히 COVID-19에서 적극적인 진단
검사가 필요한 이유는 전염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기존 전염병들과 달리 지역사회 내
무증상 감염자 비율이 최소 40%에서 최대 80%까지 매우 높다는 사실이다.3) 무증상
감염자는 지역사회에 COVID-19의 ‘조용한 전파자’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감염경로
자체를 파악할 수 없게 만들므로 COVID-19 사태가 더욱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감염병의 ‘방역-예방-진단-치료-확산방지’의 전주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감염병의 전주기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감염병 진단과 관련된 충분한 기술
적 대응역량을 확보하고 있는 지를 점검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감염병은 치료제와
백신의 개발에 앞서 전염병의 전파 초기에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질수록 전
염의 확산속도를 대폭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감염병의 진단에서는 신속성과
정확성, 포괄성(여러 병원체의 동시진단) 등의 확보가 진단키트의 품질을 좌우한다. 한
국은 COVID-19 초기 상황에서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Real-Time Polymerase
Chain Reaction, RT-PCR) 기반의 진단키트를 신속하게 개발해서 상당한 수출실적
을 거두었다(이진수, 2020). 하지만 이는 소규모 분자진단 분야에서 얻은 성과로 해당
진단키트들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유전자 증폭 시약이나 진단검사 장비 등의
국산화가 아직 미진한 실정이다. 또한 한국은 글로벌 체외진단시장에서 그 위상이 매
우 열약4)하며 감염병 진단 관련 주요 원천기술도 주요 선진국의 체외진단기업이 보
1) https://coronaboard.com/global, 2020년 10월 16일 접속
2)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서울역 긴급회의 (2020.1.27일 )’를 개최하였다 . 이 당시 질병관리본부는 20여개 제약
회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신속한 COVID-19 진단키드 개발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서울역 긴급회의는
COVID-19 진단키트가 조기에 상용화되는 데 큰 전환점이 되었다(Reuters, 2020)
3) “코로나 19, 왜 무증상 감염자가 무려 75% 나 될까 ?(메디게이트뉴스, 20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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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5)할 뿐만 아니라 국내 감염병 관련 연구역량도 주요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이다.6)
아울러 COVID-19의 장기화가 전망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요 선진국(G7)과 중
국(이하 ‘주요국’으로도 칭함) 대비 우리나라가 감염병 진단 분야에 대한 충분한 기술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요국 대비 한국 감염병 진단의 기술경쟁력을 분석해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감염병의 개념정의와 주요 특징을
기술하였다. 그런 후 미국에 등록된 감염병 진단 등록특허를 중심으로 지난 30년
(1990~2019년) 동안 주요국 대비 한국의 기술경쟁력을 총괄적으로 분석하였다.
나아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진흥센터의 특허평가시스템(이하 ‘K-PEG’으로도
칭함)과 공동인용분석(Co-citation Analysis)을 활용해서 감염병 진단 미국 등록
특허의 질적 수준과 피인용관계, 미연방정부 지원 등록특허 등도 고찰하였다. 이
러한 분석결과들에 근거해서 국내 감염병 진단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주
요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을 논의하고 향후
연구주제를 제시하였다.

4) 글로벌 체외진단시장은 2017 년 기준 스위스 Roche Diagnostics 와 독일 지멘스 (Siemens) 등의 주
요 선진국 회사들이 약 60% 를 차지한다 . 한국은 글로벌 체외진단시장에서 2018 년 기준 1.5%(1.0 조
원 /66.1 조원 , 달러 당 1,100 원 환산 ) 에 불과하다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2019).
5) 가령 중합효소연쇄반응(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기술이 가장 대표적이다. 1993년 개봉한 쥬
라기 공원이란 영화를 보면 과학자들이 공룡의 피를 빨아먹은 모기의 화석으로부터 추출한 DNA를 증폭해
서 멸종한 공룡을 부활시켰는데, 이때 적용된 기술이 바로 ‘PCR’이다. PCR은 분자생물학의 표준실험법으

①DNA 가닥 분리→②프라이머 결합→③신규 DNA 가닥 신장’이라는 3단계
복해서 해당 유전자들을 증폭하는 이론적인 원리를 제공하였다. 이로 인해 DNA를 인위적
으로 잘라내고 붙이는 유전자재조합 기술도 PCR 덕분에 비로소 실용화가 가능해졌다. PCR은 COVID-19
진단 검사의 핵심적인 기반기술(Platform Technology)로 1992년부터 다국적 제약사 로슈(Roche)가 보유
하고 있다가 미국에서는 2004년 7월 28일, 한국에서는 2006년 3월 28일자로 해당 특허가 소멸되었다.
국내 감염병 관련 진단 키트가 신속하게 출시될 수 있었던 주요 배경요인에는 국내 제조기반 역량과 우수
한 생명공학 인력의 뒷받침도 있었지만, 분자진단의 원천기술인 PCR의 특허만료 요인도 중요하게 기여하였
다(2020.7.17일, 국내 체외진단기업 관계자 인터뷰 결과).
SCI 논문 통계를 활용한 한국의 감염병 연구역 량을 분석한 결 과, 1996년 ~2018 년까지 한국의 SCI 논문
편수는 7,677건으로 상위 20개 국가 중 16위 수준으로 미국의 1/12수준이며, 피인용지수는 0.87로 평
균인 1에 미치지 못하였다(강희종, 2020). 이는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기초과학 역량이 그리 높
지 않 음을 말해준다.

로 DNA의 특정 부분에 대해 ‘
의 수행과정을 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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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논의와 분석방법
1. 감염병의 개요와 연구개발 추진동향
1) 감염병의 개념정의와 종류

감염병은 특정 병원체나 병원체의 독성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병으로 감염된
사람으로부터 감수성이 있는 숙주(사람)에게 감염되는 질환을 의미한다. 감염병 병
원체의 종류로는 세균과 바이러스, 기생충, 곰팡이, 원생동물 등이 있으며, 임상
특성으로는 호흡계 질환과 위장관 질환, 간질환, 급성 열성 질환 등으로 구분된다.
감염병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인성과 식품매개질환을
관리하며, 식중독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 섭
취로 인한 질병을 관리한다. 우리나라 법정 감염병은 2020년부터 <표 1>처럼 긴
급도와 심각도, 전파력 등이 높은 순서에 따라 제1급 감염병부터 제4급 감염병으
로 분류한다. 그밖에도 기생충 감염병과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
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공통 감염병, 의료 관련 감염병 등이 존재한다.
<표 1> 감염병의 분류체계
구분

분류기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 음압격리와 같은
1급 감염병(17종)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ex)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중동호흡기중후군(MERS) 등
전파가능성이 우려되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격리가
2급 감염병(20종) 필요한 감염병
ex)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등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 ex) 파상풍, B형간염, 일본뇌염,
3급 감염병(26종) 그C형간염
등
1~3
급
이외에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4급 감염병(22종) ex) 인플루엔자유행
, 매독, 회충증, 편충증 등
자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요약·정리
2) 감염병의 주요 특징

감염병은 공중보건의 측면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대표적인 시장
실패 영역이다. <표 1>에서 보듯 감염병의 종류가 매우 다양한데, 감염병의 전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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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확산될 경우에만 사회‧경제적 관심이 급증하며 수요예측이 쉽지 않아 시장성
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림 1]처럼 감염병이 창궐하는 그
시기에만 특허출원이 증가하였다가 1~2년 후에는 다시 감소하는 경향이 매번 반
복되는 특징이 있다. 감염병은 이러한 수요예측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감염병의 치
료제가 아직 개발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설사 개발되더라도 해당 감염병의 유행
이 지나버리면 상업성이 없어지곤 한다. 둘째 감염병은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매
우 크므로 공공재적 성격이 존재한다. 이로 인해 민간 주도로 특허가 출원‧등록되
는 정보통신기술 분야와 달리 정부 주도로 특허가 출원‧등록이 되는 비율이 상대
적으로 높다. 셋째 감염병은 기초과학의 연구성과와 밀접한 연계성을 지닌다. 이
번 COVID-19 사태에서 보듯 COVID-19의 유전자 염기서열이 조기에 공개됨에
따라 해당 진단키트의 신속한 개발이 가능하였다. 마지막으로 감염병은 국민의 생
명과 직결되므로 신약개발처럼 대표적인 정부의 엄격한 규제 속에서 관리된다. 국
내 체외진단기업들7)이 COVID-19 진단키트를 신속하게 출시할 수 있었던 주요
요인 중에는 2016년 질병관리본부의 긴급사용승인제도 도입이 가장 크게 기여하
였다.8) 현재 정부에서는 체외진단기기의 안전관리와 산업육성을 위해 2019년 체
외진단의료기기법을 제정해서 2020년 5월부터 실시 중이다.

오협회 체외진단기업협의회에 속한 회원사는 총 78개사(씨젠, 랩지노믹스, 수젠텍
매출액 규모가 대부분 1,000억 원 이하로 영세한 편이다.
의 료 기기산업 협 회 “ 진단기기 긴급사용 승인 제 도 빛났 다 ”( 메디 컬타임즈 , 2020.3.16)”

7) 2018년 12월 기준 한국바이

등)다. 일부 회원사를 제외하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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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호흡기 바이러스 발생과 출원과 출원량 증감 추이(1994-2017년)

주: 지식재산권 5개국 특허청(미국과 유럽연합, 일본, 한국, 중국) 출원특허 자료 전체
자료: 특허청(2020)
3) 감염병의 주요 진단기술

체외진단기기는 <표 2>처럼 분자진단과 현장진단, 면역화학적 진단, 자가혈당측
정, 혈액진단, 임상미생물학적진단, 조직병리진단, 지혈진단의 여덟 가지로 분류된
다. 이 8가지 중 COVID-19와 같은 바이러스성 호흡기 감염병의 진단에는 주로
분자진단과 면역화학적 진단이 사용된다. 특히 분자진단은 항원(병원체)의 유전물
질(DNA, RNA 등)을 PCR을 통해 증폭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특히 분자진단은 감
염병의 증상이 아직 발현되지 않은 잠복기에도 해당 감염병을 저렴한 비용과 가장
높은 정확도로 식별해낼 수 있다. 이러한 체외진단기술별 글로벌 시장규모를 파악
해보면 2018년 기준 분자진단(27.9%)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면역화학적 진단(18.6%), 현장진단(13.0%) 등의 순이다(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2019: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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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체외진단기기의 분류
구분
분자진단
현장진단
(POCT)
면역화학진단
자가혈당측정

분류기준
인체나 바이러스의 핵산(DNA, RNA)을 검사하여 분석하는 방법으로 면역결핍
바이러스(HIV)와 인유두종 바이러스(HPV), 암유전자, 유전질환 검사 등에 이용
질병에 대한 환자 옆에서 즉각 검사가 가능하도록 개발해서 신속한 결과를
파악하여 치료효과를 높이며 심근경색과 혈액응고 검사 등에 주로 이용
항원-항체 반응을 이용한 임상면역학적 분석과 화학분석을 기반으로 임신, 빈혈,
알러지, 각종 암마커 등의 다양한 질환 진단과 추적에 이용
개인 혈당 모니터링에 이용
혈액 내의 적혈구와 백혈구, 혈소판 수, 혈색소 농도를 측정하여 혈액의 변화를
혈액진단 파악하는 방법으로 백혈병과 빈혈, 자가면역질환 등을 진단하거나 치료 후 추적과
항응고치료 모니터링에 이용
임상미생물학적 혈청, 혈장, 소변 등의 검사를 통해 미생물 감염을 진단하고 적절한 항생제와
진단
투여량을 결정할 수 있는 진단으로 감염에 의한 질병의 진단과 추적에 이용
조직병리진단 인체의 조직을 떼어내 질병의 유무와 상태 등을 병리학적으로 판별하여 진단
응고 진단을 의미하며 출열성 질환과 혈소판 장애, 자가 면역 상태를
지혈진단 혈액
진단하는 데 이용
자료: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2019: 157)
2. 국내･외 감염병 대응 추진동향
1) 주요국의 감염병 대응현황

주요국의 감염병 관리기구들은 <표 3>처럼 중앙 보건 부처의 산하 기관이지만
별개 조직 성격으로 독립적 인사권을 보유하며 지방정부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 중이다. 특히 <표 3>의 4개국 모두 체계적인 역학조사관 훈련 프로그램을 보
유하여 운영 중이며 과학적 전문성이 높다. 또한 <표 3>처럼 감염병의 컨트롤타워
(Control Tower)에 해당하는 연구조직이 존재하며 정부 주도로 일관된 연구개발
투자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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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주요국의 감염병 대응 거버넌스 체계

구
분

중앙 보건부처

보건인적서비스부는
다른 부처와의 관계를
역할과 총괄
미 조율하는
책임
국 ⦁대비대응국차관보실
에서 공중 보건위기
대응 담당
⦁

감염병 관련 관리기구
⦁질병예방통제센터(C
DC)는 주와
지방정부에 대한
자금･인력･기술 지원
⦁주정부를 넘어서거나
미국 영토로 유입되는
질환은 CDC가
우선적 대응
⦁국립보건통제센터(In
VS)는 지방보건청과
보건복지여성부 간
연계
⦁지역 네트워크인
Cire를 통해 정보수집

지역 보건당국

인사권 과학적
전문성

일차적 감염병 대응은
주 보건당국을 중심
⦁주 정부의 역량을
○
벗어나는 경우
CDC와 연방정부에
지원 요청
⦁

지방보건청(ARS)이
일차적
대응
프
⦁국립보건통제센터(In
랑
○
VS)의 지역
스
네트워크인 Cire의
지원
⦁일차적 감염병 대응
지방의 역량을
⦁국립감염증연구소는
경우
일
정보 수집과 실험실 벗어나는
국립감염증연구소에
○
본
연구 등을 통해
지원
요청
과학적 근거 제공 ⦁지역위생연구소가
진단과 감시체계 운영
⦁RKI는 정보수집과
⦁보건부의 감염병
실험실 연구 등을 ⦁일차적 감염병 대응
관리에
대한
업무
통해 과학적 근거 ⦁보건사회지방사무소
독 담당
일 ⦁별도의 공중보건위기 ⦁제공
(광역 시도 단위)에서 ○
지방의 보건당국에
감시와 자료 수집
대응부서는 없음
정보 제공과 인력
지원
자료: 김난숙 외(2015: 5)의 <표 2> 수정･보완
보건복지여성부에서
지방보건청을
관할하며 총괄책임
⦁공중보건위기대응국
이 있음
⦁후생노동성의
결핵감염과가 감염병
관리에 대한 업무
담당
⦁별도의 공중보건위기
대응부서는 확인되지
않음
⦁

높음

⦁

높음

높음

높음

미국은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 for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 CDC)
를 중심으로 신종 감염병 예방 전략 수립과 감염병 전담 조직을 운영 중이다. 미국
립보건원 산하 국립감염병·알러지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Allergy and
Infectious Diseases: NIAID)는 감염병 연구개발 추진에 가장 핵심적인 기관이
다. 2018년에는 미국립보건원 산하 21개 연구소와 6개 센터 중 가장 많은 3.6조
원(30억 6천만 달러)을 연구개발비로 사용하였으며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감염
병 연구를 주도한다. 일본은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예산을 총괄하는 일본의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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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개발기구(AMED)가 설립되어 감염병을 포함한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예산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019년에는 감염증 연구혁신 이니셔티브와 감염병 연
구 국제전개전략프로젝트 등에 약 6천억원을 투자하였다. 영국은 향후 5년간
(2020~2024년) 감염병을 포함한 보건의료와 과학기술 분야에 7.7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0: 8-9).
2) 국내의 감염병 대응현황

2015년 메르스(MERS) 사태 당시 ①감염병 대응체계의 혼선과 ②감염병 역학조
사관의 부족, ③질병관리본부의 독립적인 인사･예산･정책책결정권 미흡 등이 제기
되었다. 구체적으로 메르스 사태 당시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와 국민안전처의 범
정부 메르스대책지원본부, 민간합동대응TF 등 컨트롤타워(Control)의 구조가 복잡
하였다(보건복지부, 2015: 255). 또한 질병관리본부에는 <표 4>의 주요국과 달리
독립적인 인사･예산･정책책결정권이 부재하였으며 역학조사관의 확충 부족(이무식,
2015: 5) 등이 지적되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가 방역체계 개편방안(2015.09.02)｣
수립과 질병관리본부의 차관급 격상, 등 국가 방역체계의 위기대비와 대응체계를
강화하였다. 특히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COVID-19 사태로 인해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었으며 질병관리청 산하로 감염병의 포괄적 연구기관인 ‘(가칭)국립감염병연
구소’의 신설이 추진 중이다. 아울러 감염병 이외에도 바이러스에 대한 기초연구
를 수행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가칭)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의 설립이 진행
되고 있다.
3. 국내 감염병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현황
1) 총괄 현황

정부에서는 감염병에 대응하고자 5년 주기의 연구개발 추진전략을 수립한다. 현
시점에서는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안)(2017~2021)｣이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다. 감염병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현황은 [그림 2]처
럼 2010년 1,144억원에서 2018년 2,791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
만 지난 9년(2010-2018년) 동안 정부연구개발예산 대비 감염병 연구개발의 평균
투자비중은 1.1%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또한 <표 1>에서 제시한 다양한 감염병
중 신종감염병 국가연구개발사업은 2014년 358억원에서 2018년 527억원으로 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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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히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2014~2018년) 동안 감염병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신
종감염병 평균 투자비중은 19.8%로 나타났다(김주원·여창민, 2020: 21).
[그림 2] 감염병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현황
[감염병 전체]

[8대 신종감염병]

주: 1) 감염병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현황의 2010~2013년은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기술개발
추진전략(안)(2017~2021)｣, 2014~2018년은 동 추진전략의 2020년 시행계획 수치임
2) 신종감염병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현황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의 ‘연구목표’와
‘연구내용’, ‘기대효과’에서 지카와 에볼라, 조류독감,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관련 키워드를
포함한 과제 검색결과임
자료: 저자 작성
2) 연구영역별 투자현황

최근 5년(2014~2018년) 동안 연구영역별로 부처별 신종감염병의 국가연구개발사
업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표 4>처럼 진단이 25.3%(570억원)로 가장 높은 투자비중을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 백신 17.4%(393억원), 기초･기전 17.0%(384억원), 감시･예측
13.9%(313억원) 등의 순이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표 4>처럼 신종감염병의 기
초·기전 분야(31.4%)에 주력하는 반면, 보건복지부는 백신(46.0%), 산업통상자원부는
진단(63.5%) 등에 주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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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연구영역에 따른 부처별 신종감염병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현황(2014-2018년)

(단위: 억원, %)

과학기술
보건
산업통상 농림축산 기타 부처
구분
합계
정보통신부 복지부
자원부
식품부
기초･기전 293(31.4) 36(6.7)
25(10.7) 30(7.6) 384(17.0)
감시･예측 139(14.9) 18(3.3)
35(15.2) 121(30.5) 313(13.9)
진단
281(30.1) 111(20.6) 98(63.5) 42(18.3) 38(9.6) 570(25.3)
백신
52(5.5) 248(46.0) 19(12.2) 45(19.8) 29(7.3) 393(17.4)
치료
83(8.9) 24(4.4) 15(9.5) 10(4.1) 30(7.4) 160(7.1)
방제･방역 47(5.1)
6(1.0) 23(14.8) 67(29.3) 77(19.2) 219(9.7)
임상･정책 11(1.2) 69(12.8)
4(1.8) 72(18.0) 156(6.9)
인프라
26(2.8) 28(5.2)
2(0.8)
1(0.4)
57(2.5)
합계 933(100.0) 539(100.0) 154(100.0) 230(100.0) 398(100.0) 2,252(100.0)
주: 1) 신종감염병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현황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자료의 ‘연구목표’
와 ‘연구내용’, ‘기대효과’에서 지카와 에볼라, 조류독감,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관련 키워드를
포함한 과제 검색결과임
2) 기타 부처는 교육부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소벤처기업부, 농촌진흥청, 해양수산부, 국민안
전처, 다부처의 8개 부처 합계이며 괄호는 투자비중임
자료: 저자 작성

<표 5>는 최근 5년(2014~2018년) 동안 연구영역에 따른 연구개발단계별 신종감염
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현황을 보여준다. <표 5>에서 보듯 기초･기전은 기초연구
비중이 91.0%(349억원)로 높게 나타난 반면, 진단은 개발연구 비중이 60.3%(343억
원)로 나타났다. 이처럼 신종감염병의 연구영역별로 연구개발단계의 투자비중이 서로
상이하나, 전반적으로 응용･개발연구의 투자비중(51.6%)이 기초연구 투자비중(42.8%)
보다 높았다. 아울러 최근 5년(2014~2018년) 동안 연구영역에 따른 신종감염병 국가
연구개발사업에서 지원된 연구과제들의 전체 평균 연구기간을 파악한 결과, 3.2년이
었다. 임상정책 분야의 평균 연구기간이 2.4년으로 가장 짧은 반면, 기초･기전과 감
시･예측의 평균 연구기간은 3.5년으로 가장 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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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연구영역에 따른 연구개발단계별 신종감염병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현황(2014-2018년)

(단위: 억원, %)

구분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기타
합계
기초･기전 349(91.0)
32(8.3)
3(0.8)
384(100.0)
감시･예측 167(53.4)
83(26.5)
45(14.5)
18(5.6)
313(100.0)
진단
148(25.9)
68(12.0)
343(60.3)
10(1.8)
570(100.0)
백신
129(32.8)
41(10.5)
215(54.6)
8(2.1)
393(100.0)
치료
30(18.5)
69(43.3)
59(36.5)
3(1.7)
160(100.0)
방제･방역 47(21.6)
44(20.2)
110(50.2)
17(7.9)
219(100.0)
임상･정책 55(35.2)
14(9.0)
32(20.8)
55(35.0) 156(100.0)
인프라
38(67.0)
2(3.7)
1(1.4)
16(27.8)
57(100.0)
합계
963(42.8)
354(15.7) 808(35.9)
127(5.6) 2,252(100.0)
주: 1) 신종감염병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현황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자료의 ‘연구목표’
와 ‘연구내용’, ‘기대효과’에서 지카와 에볼라, 조류독감,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관련 키워드를
포함한 과제 검색결과임
2) 괄호는 투자비중임
자료: 저자 작성
4. 선행연구의 검토와 주요 한계점

기존 기술경쟁력과 관련된 주요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표 6>과 같다. <표 6>에서
보듯 기술경쟁력은 크게 기업국가
‧
단위의 특정 기술과 산업을 대상으로 다양하게 이
루어져왔지만, 감염병 진단의 기술경쟁력 분석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감염병의 백신
관련 특허분석이 일부 수행되었지만, 단순한 현황만을 제공하였을 뿐이다(WIPO,
2012). 국내 특허청에서도 COVID-19가 발생한 이후 장기화함에 따라 2020년부터
‘코로나19 특허정보 네비게이션’이란 홈페이지(https://www.kipo.go.kr/ncov)를 통
해 방호와 진단, 치료제, 백신으로 구분한 특허의 현황정보와 함께 바이러스성 호흡기
감염 진단에 국한된 기술경쟁력 분석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유럽연합에서도
‘Covid-19 Scientific Publications, Patents, and EU Projects’를 통해 코로나바
이러스에 대한 논문과 특허 등의 현황정보를 제공한다.9) 또한 신종 인플루엔자와 인
수공통 감염병, 신･변종 감염병 등 감염병 분야의 델파이조사가 실시되었으나, 최소
9) https://ec.europa.eu/knowledge4policy/text-mining/covid-19-scientific-publications-patents-eu-projects_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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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량적인 기술경쟁력의 분석이 부재한 상황이다(보건
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6: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8).
<표 6> 주요 선행연구들의 기술경쟁력 분석결과
구분

분석단위

문성근 외 3 국가 단위
(2012) (특정 기술)
김종찬 외 3인 기업 단위
(2016) (특정 기술)

김대기x이필우x 국가 단위
김재성(2014) (특정 기술)
Albert et al. 국가 단위
(1998) (16개 산업)
단위
정하교x황규승 국가
(
항공기
(2008)
기반산업)
단위
엄익천(2020) (4국가
개 산업)

주요 연구결과

석탄가스화 기술을 대상으로 1970년대부터 2008년 9월 30일까지 출원하여
공개된 미국 등록특허, 총 1,367건을 대상으로 특허분석
∙ 석탄가스화 기술은 기술수명주기는 발전기로 분석되었으며 석탄가스화 기술 중
가스화기 분야에서의 특허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한국과 미국 특허청에 공개등록된 무안경식 3차원 디스플레이 기술의 특허를
대상으로 분석
∙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가 홀로그래피 기술과 초다시점 기술에 집중함을
파악함
∙ 이러한 두 기술은 아직 특정 기술력과 시장지배력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미래
유망기술 분야로 도출
∙ 한국과 미국, 일본, 유럽, 중국의 5개국을 대상으로 2003년 ~2012년까지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을 대상으로 특허분석
∙ 미국이 열전소자와 압전소자 이용기술에서 1위, 태양광 소자를 이용한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에서는 일본이 1위를 차지
∙ 한국은 압전과 태양광 소자를 이용한 분야에서 2위, 열전소자를 이용한 기술은
5위로 나타남
∙ 1982년~1996년까지 미국에 특허를 등록한 총 16개국(유럽연합은 단일
국가로 처리)을 대상으로 5개 산업(보건과 첨단재료, 자동차, 정보기술,
운용물류)의 미국 등록특허를 대상으로 기술경쟁력 분석
∙ 미국은 5개 산업 모두에서 가장 높은 기술경쟁력을 보유. 특히 대만과 한국,
이스라엘은 정보기술 산업에서 미국 특허에 높은 영향을 미치는 국가로 파악됨
∙ 1995년~2006년까지 미국 등록특허를 대상으로 한국 대비 주요 선진국(G7)의
항공기기반산업의 기술경쟁력 분석
∙ 항공기기반산업 중 한국은 주요 선진국(G7) 대비 통신기기와 반도체전자부품
․
,
가전산업의 기술경쟁력이 우위
∙ 35년간(1984~2018년) 미국 등록특허를 대상으로 주요국 (G7+중국) 대비
한국 기술경쟁력의 역동성 분석
∙ 한국은 주요국 대비 반도체와 통신 분야에 매우 특화되어 있으며 그 질적
수준도 꾸준히 개선되는 추세
∙

자료: 엄익천·김봉진(2016: 4)의 <표 1> 수정·보완

이처럼 감염병 진단과 관련된 기술경쟁력 분석이 부족한 주요 요인은 앞서 감
염병의 주요 특징에서 언급했듯 감염병이 전파되어 사회‧경제적 관심이 급증할 경
우에만 필요성이 부각됨에 기인한 걸로 판단된다. 이는 국내 특허청과 유럽연합에
서도 COVID-19가 지속됨에 따라 관련 논문과 특허 정보를 올해(2020년)부터 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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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기 시작한 사례에도 잘 엿볼 수 있다. 또한 감염병은 앞서
지적했듯 민간 주도로 경쟁이 매우 치열한 정보통신기술과 달리 공중보건의 차원
에서 접근이 필요한 시장실패 영역이다. 한편 <표 6>의 기술경쟁력 분석결과에서
엄익천(2020)을 제외하면 30년 이상의 장기간 시계열 분석이 많지 않으며 중국을
분석대상에 포함한 경우가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요 선진국인 G7 국
가와 중국을 포함해서 지난 30년(1990~2019년) 동안 주요국 대비 한국 감염병
진단의 기술경쟁력이 어떻게 변모해왔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5. 분석방법
1) 접근방법

기술경쟁력 분석에는 주로 정성적인 델파이법과 정량적인 특허분석법이 활용되는
데, 본 연구에서는 특허분석법을 활용하였다. 특허분석법은 30년 이상의 장기적인 관
점에서 감염병 진단의 기술경쟁력이 어떻게 진화해왔는지 파악하려는 본고의 분석목
적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특허분석법은 특허가치의 비동등성과 기업 특허 출원 행태의
전략성, 자국의 특허가 많이 등록되는 자국편의(Home Advantage Bias) 이슈 등을
감안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혁신과 경제성장에 대한 상관관계 고찰을 비롯
해서 기술경쟁력의 역동성 분석에 널리 활용된다(Griliches, 1998; 엄익천, 2020).
하지만 특허분석법을 활용하더라도 특허의 명세서 자체로는 질적 수준을 가늠할 수
없다. 이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K-PEG10)을 활용해서 감염병 진단의 기술경쟁력에 대
한 질적 수준을 평가하였다. 나아가 공동인용분석으로 감염병 진단 등록특허 간 연결
구조도 고찰하였다. 공동인용분석을 활용하면 핵심특허군들을 식별할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그 핵심특허군들의 유사성을 평가하고 공동인용 구조에 담긴 원천적인 기술역량
을 파악해낼 수 있다(Wu and Chen, 2008). 다시 말해 특정 연구에 따른 개별적인
특허 기술이 꾸준히 개발된 경우보다 해당 연구와 그 후속연구들로부터 야기되어 개
발된 기술들이 하나의 특허군을 형성할 경우 연구개발의 연속성과 체계성이 한결 높
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러한 공동인용분석에는 개별 특허를 대상으로 인용
G

마이닝(Data Mining) 기법을 적용해서 특허유지율과 관련된 평가항목(권리성 지수와 기
성 지수)을 도출하고 특허생존율의 확률값을 계산해서 특허생존지수와 9등급(최고 S등급
~ 최저 C2 등급)의 평가등급을 부여한다. 이러한 K-PEG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증간평가나 특정평가 등
의 평가과정에서 등록 특허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데 널 리 활용된다(과학기술정보통 신부･한국과학기술기

10) K-PE 은 데이터
술

성

지수 , 상업

획평가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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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Forward Citation Information)를 활용하였으며 식별이 불가능한 개인명의 등
록특허를 제외한 법인 명의 등록특허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2) 분석자료

감염병 진단의 기술경쟁력은 전 세계 기업의 각축장이자 가장 규모가 큰 시장 중
하나이며 특허권의 보호제도가 잘 정비된 미국 등록특허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11)
이처럼 특정 국가의 등록특허를 분석할 경우에는 자국편의(home advantage bias)가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미국 등록특허는 자국 특허 비중이 한국이나 일본, 중국 등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다.12) 특히 미국 등록특허는 정보개시제도(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IDS)에 따라 인용정보(Citation Information)도 함께 제공
하므로 국가별 기술경쟁력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Albert et al. 1998;
정하교황규승
․
, 2008; 엄익천박진서김봉진
‧
‧
, 2019; 엄익천, 2020). 감염병 진단의 미
국 등록특허는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Clarivate Analytics)의 특허분석을 위한
Derwent DB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진흥센터의 KIWEE DB를 활용하였다. 아울
러 감염병 진단 기술은 ‘시급성’과 ‘중요성’의 2가지 기준에 따라 22종의 감염병을 선
정하였다. 구체적으로 <표 1>의 감염병 분류체계 중 가장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제1
급 전염병 17종과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Pandemic)‧에피데믹(Eepidemic) 질
병 20종, 질병관리본부에서 2017년 발표한 10대 감염병 중 6개 군을 기준으로 병원
체별로 유형화해서 20종을 선별한 다음 만성감염증인 결핵과 AIDS를 추가해서 <표
통상 출원정보에 따른 ‘출원연도’를 기준으로 분석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한국과 일본, 유럽
듯 출원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출원공개제도에 기인한다. 특히 출원특허가 아니라 등록특허
를 분석 할 경우 연구개발의 시차 등으로 인해 기술혁신 활동 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한다는 비판 이 제기될
수 있 다.(Hall and Trajtenberg, 2001). 하지 만 미 국은 2000년부터 운 영하는 출원공개제 도 가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강제 성이 없으며 공개를 원하는 출원인 에 한해 해당 특허문 헌 을 공개한다. 다시 말 해 미
국은 등 록특허에 대해서만 서지사항 과 인용문 헌, 전문정보 등을 공개한다 . 또 한 출원년 도 를 소급하여 분
석하게 되면 각 심사관별 심사기간의 차이로 인 해 성 과의 흐름 이 들 쭉날쭉 한 상 황이 되어 정 확 한 예측을
할 수 없다. 즉 심사관별로 몇 년 전의 특허가 심사되느냐에 따라 상황이 바뀌게 됨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미국 특허는 출원연도가 아니라 ‘등록연도’가 분석기준으로 사용되며 심사기간과 무관하게 정량적인
시계 열 자 료 들이 산출된다. 따 라서 출원특허가 아 니 라 등 록특허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엄익 천 , 2020:
93-94). 아울러 등록 특허는 출원특허와 달리 최소 2년의 심사기간이 필요하므 로 통상 최근 연도 의 등 록
특허 건수는 감소하게 되는데 , 이는 미 국 특허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출연연 도나 우선 권 의 주장연 도 로 소
급해서 분석할 경우에 해당된다.
세계지적재산기구(https://www3.wipo.int/ipstats/index.htm)에 접속해서 지난 20년(2000~2019년)
동안 자국 등록특허의 평균 비중을 산출해보면 미국은 49.7%로 중국(71.0%)과 일본(84.2%), 한국
(76.1%)보다 자국 등 록특허 비 중이 상대적으로 낮 게 나 타나기 때문이다 .

11) 특허분석은
에서 보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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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처럼 22종의 감염병 진단기술을 분류하였다.
<표 7> 감염병 진단의 질환별 세부 유형분류
중분류
Ⅰ.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

Ⅱ. 출혈열 바이러스

Ⅲ. 모기 매개 감염 바이러스
Ⅳ. 간염 바이러스
Ⅴ. 세균감염증
Ⅵ. 만성감염증
자료: 저자 작성

소분류
1. 코로나
2. 인플루엔자
3. 에볼라
4. 마버그열
5. 라싸열
6. 크리미안콩고출열열
7. 남아메리카출열열
8. 리프트밸리열
9. 천연두
10. 치쿤구니야
11. 지카
12. 황열
13. 뎅기
14. 간염바이러스
15. 보툴리눔독소증
16. 야토병
17. 디프테리아
18. 콜레라
19. 수막염
20. 비브리오패혈증
21. 결핵
22.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그런 후 <표 7>에 따라 감염병 관련 전문가 3인의 검토를 받아 키워드 기반의 검
색식을 도출해서 총 22종의 감염병 등록특허 분석자료를 구축하였다. 특히 검색된 총
22종의 감염병 등록특허들을 대상으로 약 2개월(2020년 4월 14일 ~ 2020년 5월
29일) 동안 해당 특허명세서를 일일이 검토해서 감염병 진단 등록특허를 도출하는 자
료 정제작업을 실시하였다.13) 그 결과 검색된 총 9,593건 중 3,548건이 감염병 진단
13)

통상

검색식을 활용하면 해당 기술과 무관한 특허들도 검색되어 일정 부문 오류율이 존재
검색된 감염병 진단의 미국 등록특허에 대해 해당 특허의 명세서 내용을 일일이 검
진단과 무관한 미 국 등 록특허가 포함되는 경우를 없앴다 . 이러한 감염병 진단의 미국 등

특허분석에서

한다. 본 연구에서는

토해서

감염병

미국 등록특허를 활용한 한국 감염병 진단의 기술 경쟁력 분석 ∙ 21

등록특허로 도출되었다. 나아가 미국 연방정부의 지원 여부를 식별하였으며 기업과 연
구소, 대학, 정부, 병원, 기타 여섯 가지 유형의 연구수행주체별로도 분류하였다.
3) 분석기간과 분석지표

감염병 진단의 분석기간은 지난 30년(1990년~2019년)으로 설정하였다. 1990
년을 분석기간의 시작연도로 설정한 이유는 그 이전에 등록된 특허가 그리 많지
않아 분석의 실익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14)이며 2019년을 기준으로 5년 단위로
분석기간을 맞추기 위함이다. 아울러 2019년은 2020년 7월 기준 미국 등록특허
DB를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최신연도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기간은 감염병 진
단에 관한 기술혁신 활동의 거의 대부분을 포괄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특허분석
의 분석지표로는 [그림 3]처럼 국가별 기술집중도를 파악하는 현시기술우위지수
(Revealed Technology Advantage; RTA)와 함께 특허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특허영향지수(Patent Impact Index: PII)와 기술격차를 파악하는 기술력지수
(Technology Strength: TS), 기초과학과 특허 간의 연계성을 파악하는 과학연계
지수(Science Linkage) 등을 활용하였다.
[그림 3] 기술경쟁력의 주요 분석지표 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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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특허정보원(2005: 48-98)
록특허 검색식은 [부록 1]에 첨부하였다.
록 특허는 1978년에 1건이 처음으로 등록되었기 시작하였으며
된 감염병 진단 특허는 총 60 건 이다 .

14) 감염병 진단 등

~

1978 1989 년까지 등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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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을 상세히 살펴보면 RTA는 특정 주체가 다른 주체와 비교하여 어느 분야
에 상대적으로 기술혁신 활동이 집중되고 있는 지 파악해낼 수 있는 지표다. 이처럼
RTA를 활용하면 상대적인 기술집중도를 식별할 수 있으므로 자국편의 이슈를 완화시
킬 수 있다(정하교·황규승, 2008; 엄익천, 2020). RTA는 0부터 무한대까지의 분포를
지닌다. RTA가 1이라면 분석대상의 국가 또는 기업이 특정 기술분야에 집중하는 정
도가 전체 산업계의 평균적인 수준임을 의미한다. 이와 달리 RTA가 1보다 작다면 분
석대상의 국가 또는 기업이 해당 기술분야에 상대적으로 덜 집중함을 의미한다. 반면
RTA가 1보다 크다면 분석대상의 국가 또는 기업이 해당 기술분야에 평균적인 수준
이상으로 집중하는 경우로 그 값이 클수록 특정 기술분야에 특화되어 기술집중도가
높다는 의미다. PII는 전체 특허 당 피인용 수(Cites per Patent: CPP)15) 대비 특정
분야의 특허 피인용 수 비중으로 산출하는데, 특정 국가 또는 기업의 기술혁신 성과
에 관한 상대적인 질적 수준을 평가한다. PII가 1이라면 분석대상 국가 혹은 기업의
기술수준이 평균적인 수준임을 의미하며 1 이상일 경우에는 질적 수준의 우위를, 1
이하일 경우에는 열위임을 나타낸다. TS는 특정 국가 또는 기업의 기술적 역량을 살
펴보기 위해 사용되는 지표로 특허 기술의 상대적 영향력을 표현하는 PII 값에 특허
건수라는 양적 지표를 도입해서 기술의 질적인 측면과 양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한 기
술적 영향력 또는 기술적 역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세 가지 특허지표들
은 기술경쟁력의 양과 질을 포괄적으로 고려해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한국특허정보
원, 2005: 48-98; 엄익천, 2020: 95-96). 아울러 과학연계지수는 전체 특허에 인용
된 과학논문의 수를 전체 등록특허의 수로 나누어 계산하는데, 특허에 담긴 기술이
과학의 연구성과들과 얼마나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따라서 과학연계
지수가 높을수록 기술이 과학적 발전에 기초하여 개발됨을 의미한다(Narin and
Olivastro, 1992).

15) CPP 는 기업이나 국가 등 분석대상의 특허가 이
여주는 지표다.
기술적 중요

성과

et al., 2005).

통상

100회 이상 피

특정 국가

또는

인용된

후의

동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가를 보
천특허로 판단하므로 CPP를 활용하면 개별 특허의
활동 의 수준과 혁신성 과의 가 치를 살펴볼 수 있다(H all
기술혁신 활

특허를 원

기업의 기술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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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분석결과
1. 주요 특허지표별 분석결과
1) 총괄현황

전체 감염병 진단 등록특허(3,548건)를 등록한 국가 수는 총 48개국이었으며
미국은 <표 8>처럼 분석기간(1990-2019년) 동안 모든 특허지표에서 감염병 진단
의 가장 탁월한 기술경쟁력을 보유하였다. 미국은 전체 김염병 진단 등록특허의
61.2%(2,170건)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RTA가 1.22로 평균(1.00)보다
높아 감염병 진단 분야에 기술집중도가 높았다. 특허의 질적 수준을 의미하는 PII
도 1.19로 평균(1.00)을 상회하였으며 TS가 2,578.73으로 비교대상 9개국 중 1
위를 차지하였다. 특히 과학연계지수도 64.43으로 감염병 진단 등록특허가 기초과
학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연구성과가 창출되었다. 이는 기초과학과의 연계성이 높
은 감염염의 특징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다. 프랑스는 미국 다음으로 높은
6.8%(242건)의 감염병 진단 등록특허 비중을 보여준다. 특히 프랑스는 RTA가
3.02로 비교대상국 9개국 중 가장 높아 감염병 진단 분야에 매우 특화된 기술집
중도를 보였다. 다만 프랑스는 PII가 0.55로 평균(1.00)보다 낮은데, 그동안 기초
연구보다 응용･개발연구 위주로 감염병 진단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함에 기
인한다. 이는 기초연구 역량이 뛰어난 미국(64.43)과 영국(53.71), 캐나다(37.26)
보다 프랑스(18.65)의 과학연계지수가 낮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통해도 재차 확인
된다. 주요국 대비 한국의 감염병 진단 특허지표들을 파악해보면 <표 8>처럼 기술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국의 RTA는 0.26으로 평균(1.00) 이하였으며 그
질적 수준을 의미하는 PII도 0.16으로 비교대상 9개국 중 8위로 나타났다. 한국
은 기술력지수도 6.19로 주요국 중 8위였으며 과학연계지수가 10.87로 9위였다.
이는 한국의 감염병 진단 등록특허가 기초과학와의 연계성이 주요국 대비 상대적
으로 낮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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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감염병 진단 등록특허 총괄현황(1990~2019년)

구분
등록특허 수
미국 2,170(61.2%)
캐나다
129(3.6%)
프랑스
242(6.8%)
영국
102(2.9%)
독일
109(3.1%)
이탈리아 21(0.6%)
일본
141(4.0%)
한국
39(1.1%)
중국
35(1.0%)
자료: 저자 작성

RTA
1.22
1.80
3.02
1.32
0.52
0.62
0.21
0.26
0.58

2) 5년 주기별 역동성 분석결과

PII
1.19
1.17
0.55
1.09
1.03
0.79
0.58
0.16
0.05

TS
2,578.73
150.64
133.04
111.19
112.53
16.69
82.42
6.19
1.76

과학연계지수
64.43
37.26
18.65
53.71
24.82
35.00
26.16
10.87
19.91

(1) 등록특허의 변동현황
5년 주기별로 감염병 진단 등록특허 현황을 파악해보면 <표 9>처럼 분석기간
(1990~2019년) 동안 특허를 등록한 48개국 중 분석대상 9개국이 등록한 감염병
진단 특허는 평균 84.2%(2,988건)로 나타났다. 다만 9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1994년 91.9%에서 2015-2019년 82.9%로 꾸준히 하락하였다. 다시 말해
비교대상 9개국 이외에 다른 국가들에서도 감염병 진단에 관한 연구개발이 점진적
으로 확대되었음을 말해준다. 미국은 분석기간(1990~2019년) 동안 감염병 진단 등
록특허의 평균비중이 61.2%이었으며 5년 주기별 등록특허 비중이 최소 58.2%~최대
69.4%로 비교대상 9개국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프랑스는 분석기간
(1990-2019년) 동안 미국 다음으로 높은 감염병 진단 등록특허 비중(6.8%%)이
높았다. 하지만 그 등록건수는 1990-1994년 141건에서 2015-2019년 46건으로
전반적인 하락 추세였다. 한국은 1999년도에 처음으로 감염병 진단 특허가 등록
되기 시작했고, 중국은 2005년도에 감염병 진단 특허가 처음으로 등록되었다. 따
라서 한국과 중국은 G7국가와 비교 시 감염병 진단에 관한 연구개발이 최소 10
년 이상 늦게 시작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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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5년 주기별 주요국의 감염병 진단 등록특허 건수 (단위: 건, %)
구분

1990~1994년 1995~1999년 2000~2004년 2005~2009년 2010~2014년 2015~2019년

미국

59(59.6)

342(69.4)

356(59.0)

351(58.2)

526(59.6)

536(61.8)

캐나다

1(1.0)

24(4.9)

38(6.3)

26(4.3)

31(3.5)

9(1.0)

프랑스

141(4.1)

33(6.7)

47(7.8)

51(8.5)

51(5.8)

46(5.3)

영국

3(3.0)

5(1.0)

12(2.0)

17(2.8)

36(4.1)

29(3.3)

독일

3(3.0)

13(2.6)

31(5.1)

15(1.5)

25(2.8)

22(2.5)

이탈리아

2(2.0)

1(0.2)

6(1.0)

2(0.3)

5(0.6)

5(0.6)

일본

9(9.1)

27(5.5)

20(3.3)

19(3.2)

36(4.1)

30(3.5)

한국

-

1(0.2)

2(0.3)

7(1.2)

10(1.1)

19(2.2)

중국

-

-

-

4(0.7)

8(0.9)

23(2.7)

9개국 소계

218(91.9)

446(90.5)

512(84.9)

492(81.6)

728(82.4)

719(82.9)

전체 특허

99(100.0)

493(100.0)

603(100.0)

603(100.0)

883(100.0)

867(100.0)

주: 괄호는 비중임
자료: 저자 작성

(2) 주요 특허지표별 변동현황16)
감염병 진단의 기술경쟁력을 파악하기 위한 주요 특허지표인 RTA와 PII, TS, 과학
연계지수의 역동성을 상세히 파악해보면, 미국은 1990~1995년 1.11에서 2015~2019년
1.31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미국에서 감염병 진단 연구개발이 꾸준하게 이
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프랑스는 분석기간(1990-2019넌) 전체 RTA가 3.02
로 감염병 진단 분야에 매우 특화되어 있지만, RTA가 1990-1994년 4.69에서
2015-2019년 2.51로 감소하는 추세다. 캐나다도 프랑스처럼 RTA가 1990-1995년
2.44에서 2015~2019년 0.48로 점차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한국은
1995~1999년 0.11에서 2015-2019년 0.35로 다소 개선되었다. 둘째 5년 주기별
주요국의 감염병 진단 PII를 파악해보면 미국은 각 구간 전체에서 꾸준히 평균(1.00)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감염병 진단에 대한 우수한 특허가 꾸준히 등록된다는 의
미다. 이와 달리 RTA 지수가 높았던 프랑스의 PII는 1990~1994년 0.70에서
2015-2019년 0.52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였다. 이는 감염병 진단 등록
16) 주요 특허지표

별

감염병 진단의 기술경쟁력에 관한 상

세한 변동흐름은 [부록-2]를 참조하기

바란다.

26 ∙ 과학기술정책 | 제4권 제1호(2021.06.)

특허의 피인용수가 크게 늘어나지 않음을 의미한다. 앞서 지적했듯 기초연구보다 응용
‧개발연구 위주로 연구개발 활동이 수행되는 프랑스의 특성 등을 반영함에 기인한다.
영국도 PII가 1990-1994년 1.76에서 2015-2019년 0.46로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
세다. 한국과 중국은 PII가 5년 주기별로 G7국가와 비교 시 전반적으로 낮음에 따라
등록되는 특허들의 피인용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파악할 수 있다. 셋째 5년 주기
별 감염병 진단 TS를 파악해보면 미국은 1990-1994년 71.90에서 2015년 2019년
588.97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다른 비교대상 8개국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는
감염병 진단 분야에서 미국과 다른 비교대상 8개국 간에 상당한 기술격차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캐나다는 미국 다음으로 분석기간(1990-2019년) 동안 TS가 높았지만, 5년
주기별로 살펴보면 각 구간별로 등락 폭이 심한 편이다. 한국은 TS가 1995-1999년
0.10에서 2015-2019년 2.10으로 미약하게 상승하였으나, 중국을 제외한 G7국가와
비교 시 전반적으로 매우 저조하였다. 마지막으로 5년 주기별 과학연계지수에 대한
변동 흐름을 살펴보면 미국은 1990-1994년 19.75에서 2015-2019년 73.73으로 꾸
준히 상승하였다. 이는 영국과 독일, 이탈리아, 일본도 엇비슷한 변동 흐름을 보여준
다. 다시 말해 이들 국가들은 감염병 진단의 기술개발이 기초과학과 더욱 밀접히 연
계되어 이루어짐을 말해준다. 반면 한국은 5년 주기별 구간에서 비교대상국 중 8~9
위로 나타나 감염병 진단과 관련된 기초과학과의 연계성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2. 주요 특성별 분석결과
1) 질환별 등록특허 현황

미국은 <표 10>처럼 6대 질환 전반에 걸차 감염병 진단 특허가 등록된 특징을
보여준다. 특히 미국과 캐나다, 프랑스, 영국, 독일 등은 만성감염증에 높은 비중
으로 등록되었다. 반면 일본과 한국은 간염 바이러스, 중국은 호흡기 감염 바이러
스가 다른 질환에 비해 등록된 특허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중국이
2002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과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을 겪
었던 경험에 기인한 걸로 판단된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관심이 급증할 경우에만
주목받는 감염병의 특징이 잘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한편 비교대상국 9개국
전체에서 만성 감염증 진단의 등록특허 비중이 39.4%(1,176건/2,988건)로 가장
높은데, 그 이유는 장기간 치료와 시장규모 등에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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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질환별･국가별 감염병 진단 등록특허 건수(1990-2019년)
(단위: 건, %)
호흡기 감염
출혈열
모기 매개
간염
세균
만성
합계
바이러스
바이러스 감염바이러스 바이러스
감염증
감염증
미국
393(59.4) 215(84.0) 122(63.9) 329(57.7) 290(58.1) 821(59.9) 2,170(61.2)
캐나다
39(5.9)
7(2.7)
6(1.1)
35(7.0)
42(3.1)
129(3.6)
프랑스
7(1.1)
10(3.9)
29(15.2)
27(4.7)
16(3.2)
153(11.2)
242(6.8)
영국
15(2.3)
3(1.2)
3(1.6)
9(1.6)
25(5.0)
47(3.4)
102(2.9)
독일
12(1.8)
4(1.6)
3(1.6)
15(2.6)
12(2.4)
63(4.6)
109(3.1)
이탈리아
4(0.6)
7(1.2)
5(1.0)
5(0.4)
21(0.6)
일본
35(5.3)
6(2.3)
54(9.5)
15(3.0)
31(2.3)
141(4.0)
한국
12(1.8)
3(1.6)
13(2.3)
2()
9(0.7)
39(1.1)
중국
18(2.7)
3(1.2)
1(0.5)
8(1.4)
5(0.4)
35(1.0)
9개국 소계 535(80.8) 248(96.9) 161(84.3) 468(82.1) 400(80.2) 1,176(85.8) 2,988(84.2)
전체 특허 662(100.0) 256(100.0) 191(100.0) 570(100.0) 499(100.0) 1,370(100.0) 3,548(100.0)
구분

주: 괄호는 비중임
자료: 저자 작성

분석기간(1990-2019년) 동안 6대 질환의 22개 소분류별 감염병 진단의 등록특
허 현황을 파악해보면 미국은 <표 11>처럼 후천성면역결핍증과 간염 바이러스 등
의 등록특허 비중이 높았다. 이는 프랑스와 영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도 엇비슷
하였다. 미국은 전 세계에 자국군을 파견함에 따라 출혈열 바이러스의 크리미안콩
고출열열17)이나 남아메리카출열열 등과 같은 지역별 풍토병의 감염병 진단 특허
가 등록된 특징을 보여준다. 반면 한국과 중국은 전체 감염병 진단 등록특허 중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인 코로나와 인플루엔자 관련 특허가 한결 많았다.

17)

크리미 안콩고출열열 은 1944년 크림반 도에서 농민을 돕던 러시아 군인 200여명이 감염된 사례가 처 음
보고되었다 . 그 후 1969 년 아 프 리 카 에 퍼 져 있던 콩 고바이러스와 동 일한 종 임 이 확인 되 어 러시아의
풍토병이 아니 라 아프 리카의 풍토 병임이 확인되면서 크리미 안콩고출열열 로 명명되었다 . 크리 미안콩 고
출 열열 은 진드기에 의해 물리 거 나 감염된 가 축 과 접 촉 하게 되면 전염된다 . 증상으로는 발 열 과 근육통 ,
두통, 구토, 설 사, 점상출 혈 등이 발생한다. 아 직 상용화된 치료제가 없으며 사망률 이 10~40%(입원환
자 30-50%)에 이 른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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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질환의 소분류별 감염병 진단 등록특허 현황(1990-2019년)
(단위: 건, %)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
출혈열
바이러스

모기매개
감염 바이러스
간염 바이러스

세균 감염증

만성 감염증

구분

코로나
인플루엔자
에볼라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열열
남아메리카출열열
리프트밸리열
천연두
치쿤구니야
지카
황열
뎅기
간염바이러스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디프테리아
콜레라
수막염
비브리오패혈증
결핵
후천성면역결핍증
합계

미국 캐나다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 한국 중국 소계
195
27
2
6 7
5 4 10 256
198
12
5
9 5
4
30 8 8 279
45
7
- 1
- - 2
55
22
2
- 2
- - 26
3
1
- - - 4
22
- - - 22
30
- 5 - 35
25
3
1 1
- - 30
68
4
2 - - 1
75
6
2
- - - 8
13
- 2
- - 1
16
48
9
- - 2 59
55
18
3 1
- 1 78
329
6
27
9 15
7
54 13 8 468
71
16 6
1 - 94
37
12
7
6 1
- - 63
20
5
1
1 - - 27
56
1
1
- 2 1 61
100
17
7
2 6
4
2 1 - 139
6
- 10 - 16
260
6
48 35 11
2
10 7 4 383
561
36
105 12 52
3
21 2 1 793
2,170 129 242 102 109
21
141 39 35 2,988

자료: 저자 작성
2) 연구수행주체별 등록특허 현황

연구수행주체별 감염병 진단 등록특허 현황을 파악해보면 <표 12>처럼 기업이
55.6%(1,974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정부(14.3%)와 대학(13.6%) 등의
순이었다. 통상 대부분의 기술분야에서는 기업과 대학 순으로 등록특허의 비중이
분포하며 정부의 비중이 매우 낮은 편인데, 감염병 진단 분야에서는 기업 다음으
로 정부의 역할이 크다. 가령 분석기간(1990-2019년) 동안 감염병 진단 특허를
가장 많이 등록한 기관은 미국립보건원(229건)이었다. 이는 앞서 지적했듯 공중보
건의 측면에서 공공성의 담보가 필요한 감염병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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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연구주체별 국가별 감염병 진단 등록특허 현황(1990-2019(년단위) : 건, %)
구분 미국 캐나다
기업 1,180 64
대학 365 14
병원 53 연구소 56 33
정부 440 11
기타 76 7
합계 2,170 129
주: 괄호는 비중임
자료: 저자 작성

프랑스
60
9
3
162
2
6
242

영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 한국 중국 합계(비중)
61 85
15 92 27 18 1,974(55.6)
5
4
2
16 7 12 482(13.6)
1
1
79(2.2)
3 11
4
26 3
5 383(10.8)
26 2
4
- 508(14.3)
6
6
3
2
122(3.4)
102 109 21 141 39 35 3,548(100.0)

3) 미국 연방정부 지원 등록특허 현황

감염병에 관한 정부 역할의 중요성은 감염병 진단 미국 연방정부 지원 등록현황을
파악해보면 더욱 명확히 들어난다. 미국 자국인 등록특허 대비 미국 연방정부 지원
감염병 진단 등록특허 비중은 [그림 4]처럼 분석기간(1990-2019년) 동안 전체적인
평균비중이 24.1%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미국 자국인 등록특허 대비 미국 연방
정부 지원 등록특허 비중인 2.4%(Barnett, 2017)와 비교 시 약 10배 이상 높았다.
특히 그 비중도 1990-1994년 15.3%에서 2015-2019년 31.7%로 증가하는 추세다.
미국 연방정부 지원 감염병 진단 등록특허는 [그림 4]처럼 미국 자국인 등록특허보
다 과학연계지수가 높아 기초과학과의 연계성이 한결 뚜렷하였다.
[그림 4] 감염병 진단 미국 연방정부 지원 등록특허 현황
[미국 연방정부 지원 등록특허 비중 추이]

자료: 저자 작성

[과학연계지수 비교(1990-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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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연구 등록특허 현황

감염병 진단의 법인 간 공동연구 등록특허를 파악해보면 분석기간(1990-2019년)
동안 등록된 3,548건 중 6.7%(235건)로 나타났다. [그림 4]처럼 캐나다와 이탈리아는
공동연구가 없었으며 중국(20.2%)과 프랑스(19.4%)의 공동연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
았다. 특히 프랑스는 파스퇴르연구소를 중심으로 공동연구가 활발히 일어나기 때문으
로 보인다. 또한 공동연구를 질환별로 살펴보면 만성감염증이 110건으로 가장 많았으
며 그 다음으로 간염 바이러스(52건)와 세균 감염증(29건) 등의 순이었다.
[그림 5] 감염병 진단 공동연구 비중과 건수(1990-2019년)

[감염병 진단 공동연구 비중]

[질환별 공동연구 등록특허 건수]

자료: 저자 작성
3. K-PEG 분석결과
1) 총괄현황

K-PEG 평가 대상특허는 총 3,548건 중 20년이 지나 권리가 만료된 등록특허
등을 제외한 1,842건이며 주요국의 등록특허는 1,541건(83.7%)이었다. K-PEG
분석결과 S등급의 감염병 진단 등록특허를 보유한 국가는 미국(62건)과 프랑스(2
건), 영국(2건)이며 나머지 국가들은 S등급의 감염병 진단 등록특허가 전혀 없었
다. 우수특허(S~A3등급)의 전체 평균비중은 [그림 6]처럼 47.5%였으며 이 평균비
중과 비교 시 미국(51.2%, 597건)과 캐나다(48.5%, 16건), 영국(50.9%, 27건)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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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감염병 진단의 K-PEG 평가결과(1990-2019년)

[감염병 진단 K-PEG 평가등급 비중]

[미국을 1로 표준화한 K-PEG 평가결과]

자료: 저자 작성

그러나 한국(21.2%, 7건)과 중국(18.8%, 6건)은 우수특허 전체 평균비중보다 낮게
나타나 감염병 진단 등록특허의 질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K-PEG 평가점수를
평균해서 미국을 1로 표준화한 결과 [그림 6]처럼 캐나다(1.01)가 가장 높았다. 그 다
음으로 영국(0.99)과 프랑스･독일(0.94) 등의 순이었으며 한국(0.89)은 주요국 중 가
장 낮은 9위로 나타났다.
2) 주요 특성별 K-PEG 평가결과

우수특허(S~A3등급) 비중은 [그림 7]처럼 연구수행주체의 평균비중이 46.4%이었
다. 이 평균비중과 비교 시 병원(58.7%, 27건)과 기타(51.7%, 30건), 대학(47.9%,
128건)이 높았으나, 정부(46.3%, 131건)와 기업(45.9%, 476건), 연구소(41.3%, 62
건)가 낮았다. 이는 통상 기업의 우수특허 비중이 높은 경향성과 대비되는데, 일선 병
원에서 감염병 관련 특성들을 가장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공동
연구 여부에 따른 K-PEG 평가등급 비중을 파악해보면 감염병 진단 등록특허는 [그림
7]처럼 단독연구(47.8%, 827건)가 공동연구(23.9%, 27건)보다 우수특허 비중이 높았
다. 다만 Wilcoxon(1945)의 순위합(Ranksum)의 비모수검정 결과 통계적 유의성
(p=0.375)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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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주요 특성별 감염병 진단의 K-PEG 평가결과(1990-2019년)

[연구수행주체별 K-PEG 평가등급 비중]

[공동연구 여부 K-PEG 평가등급 비중]

자료: 저자 작성
4. 공동인용 분석결과

[그림 8]은 분석기간(1990-2019년) 동안 공동인용 횟수가 4회 이상인 감염병
진단 등록특허들의 연결구조를 보여준다. 미국은 [그림 8]에서 보듯 비교대상 8개
국 대비 다양한 질환에서 감염병 진단의 특허군(Patent Portfolio)이 존재하였다.
특히 간염바이러스 분류와 세균감염증의 수막염 분류, 만성감염증의 후천성면역결
핍증(AIDS) 분류가 가장 밀접한 특허군을 형성하였다. 다시 말해 이 세 가지의 기
술분류는 서로 다른 강력한 특허군을 형성하면서 기술 간 상호적인 연계가 이루어
져 있다는 의미다. 또한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의 코로나 분류가 특허군을 형성하
는데, 이 기술분류도 세균감염증의 수막염 분류와 연계되었다. 따라서 미국의 감
염병 진단 등록특허들은 연구개발의 수행과정에서 세부적인 기술분류 간 연속성과
체계성이 꾸준히 확보되면서 추진됨을 파악할 수 있다. 캐나다와 영국, 프랑스도
미국처럼 만성감염증의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분류가 공통적으로 특허군을 형성
하였다. 반면 한국과 중국, 이탈리아 3개국은 4회 이상 공동인용된 특허군이 없었
다. 다만 한국은 만성감염증의 결핵 분류에서 2건의 미국 등록특허만이 2회의 공
동인용이 존재하였다. 이는 미국 등록특허의 자국우위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
리나라가 그동안 감염병 진단에 관한 연구개발의 연속성과 체계성이 부족하였음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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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감염병 진단 등록특허의 공동인용 4회 이상 현황(1990-2019년)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자료: 저자 작성
5. 분석결과의 종합과 논의

지금까지 분석한 결과들을 토대로 감염병 진단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주요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감염병 분야 연구개발투자의 확대와 연속성 유
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감염병 진단 분야를 비롯해서 감염병의 연구개발투자를 꾸
준히 확대해야 한다. 감염병은 [그림 1]에서 살펴봤듯 수요예측성이 낮아 수익성을 담
보하기 어려운 시장실패 영역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사실은 [그림 4]에서 제시한 미국 연방정부 지원 감염병 진단의 등록특허 평균비
중(24.1%)이 월등이 높다는 점에서 잘 들어난다. 특히 감염병은 해당 전염병의 유형
이 사라지면 사회･경제적 관심이 급속히 감소하여 민간 부문에서 연구개발의 노력이
소홀해질 수 있으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려는 노력이 매우 중
요하다. 또한 감염병 분야는 결핵18)처럼 치료제가 개발되더라도 지속적인 유행이 반
18)

만성감염중인 결핵이 가장 대표적이다. 결핵은 못살고 잘 먹지 못하기 때문에 걸리는 일명 ‘후진국병’으
로 선진국에서 정 복 된 전염병으로 치료 제 도 이 미 개발된 상 황 이다 . 한국은 국 민 소 득 3 만 불이 넘어 선
국가 임 에 도 불구하고 2017 년 기준 10 만 명 당 결핵 발생 70 명과 사 망 5 명으로 OECD 35 개 회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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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되는 특수성이 존재하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개발의 지속성 유지도 필요하다.
하지만 신종감염병 국가연개발사업에서 지원되는 연구과제들은 앞서 지적했듯 최근 5
년(2014-2018년) 동안 평균적인 연구기간이 3.2년에 불과하여 감염병 연구개발 분야
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였다. 따라서 감염병 분야는 2~3년의 단기적인 접근
보다 최소 5~10년 이상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우물 연구의 지원방식에 더욱 주력해
야 한다. 이러한 지원방식은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엄익천･백
철우･홍세호, 2016; 엄익천･류영수, 2019).
둘째 감염병 연구개발에 관한 정부와 민간 간의 정교한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감염
병 진단 등록특허의 기술들은 크게 ‘기초･원천기술’과 ‘응용･개발기술’로 구분되는데,
유전자의 증폭원리를 제시한 PCR이 가장 대표적인 기초･원천기술이다. 이러한 감염
병 진단의 기초･원천기술은 막대한 연구개발비와 높은 실패위험 등으로 인해 영세한
국내 체외진단기업19)에서 선행하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
(2014-2018년) 동안 신종감염병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는 <표 5>에서 제시했듯 기
초연구보다 응용･개발연구에 더 많이 투자된 상황이다. 한국은 [그림 6]과 [그림 8]에
서 제시했듯 주요국 대비 감염병 진단 등록특허의 질적 수준이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
로 저조하며 감염병 진단 등록특허의 특허군이 형성되지 있지 않아 연구개발의 체계
성이 미흡하다. 아울러 <표 8>에서 제시했듯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국 대비 감염병 진
단 등록특허가 기초과학과의 연계성이 빈약하였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기존 감염병 관
련 응용･개발연구보다 국내 체외진단기업이 수행하기 어려운 기초･원천연구를 비롯해
서 감염병 진단 인프라 확충 등에 더욱 주력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감염병 진단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해외 특허 확보전략을 조속히 수
립할 필요가 있다. ‘서울역 긴급회의(2020.1.27일)’에서 보듯 정부와 국내 체외진단기
업 간 협력을 통한 감염병 진단키트를 개발하는 등의 발빠른 대처는 전 세계에 K-바
이오의 서막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감염병 진단의 미국 등록특허 분석결과,
지난 30년(1990-2019년) 동안 한국이 보유한 감염병 진단 등록특허 건수는 총 39건
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표 8>에서 제시했듯 중국을 제외한 G7 국가 대비 감염병
진단의 기술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한국은 <표 11>에서 살펴봤듯
WHO, 2018). 결핵은 통 상 전쟁을 겪 었던 나라에서 창궐하는데, 한국의 경우 6.25 전쟁
했던 결핵이 지 금까지 이 어짐 등에 기 인한다.
2018년 12월 기준 한국바이오협회 체외진단기업협의회에 속한 회원사는 총 78개사(씨젠과 랩지노믹스,
수젠텍 등)이며 일부 체외진단기업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매 출 액 규 모가 1,000 억 원 이하로 영 세 하다

중 1 위다 (
당시 유행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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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처럼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와 간염 바이러스, 만성감염증 등에 일부 감염
병 진단 등록특허만이 존재하였다. 아울러 대부분의 원천기술은 주요 선진국의 글로벌
제약사와 진단기업들이 선점한 상황임을 상기해야 한다.20) 이러한 지적재산권 확보의
부재는 향후 감염병 진단 관련 국내 체외진단기업의 해외진출 시 특허침해소송 등의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해외특허 확보전략을 신속하게 수립해서 감염병 진
단 관련 지식재산권의 이슈로 인해 수출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추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감염병 진단 분야에서 출원･등록되는 물질특허의 특성을 고려한 산학연의
맞춤형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는 통상 연구개발의 질적 수준을 제고
하고 조기 기술사업화 등을 이루고자 산학연 공동연구를 적극 장려한다. 하지만 [그림 7]
에서 제시했듯 감염병 진단 분야에서는 단독연구가 공동연구보다 그 질적 수준이 한결
높았지만, 특허의 질적 수준에 공동연구 여부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이 없
었다. 이는 감염병 진단 기술 분야에서 산학연의 공동연구 지원 방식이 감염병 진단의
우수성과 창출에 큰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특히 감염병 진단 기술분야처럼 물질특허
의 특성 상 지식재산권의 확보가 중요한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협력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성이 존재(Vonortas, 1997)하므로 산학연의 공동연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
기보다 수요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연구과제의 지원방식을 다변화해야 한다.21)

Ⅳ. 결론과 향후 연구주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감염병 진단의 기술경쟁력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부족함
에 따라 지난 30년(1990-2019년) 동안 주요국 대비 한국 감염병 진단의 기술경쟁력
을 파악하고자 미국 등록특허를 대상으로 특허분석법과 K-PEG, 공동인용분석으로 고
동안 기업의 상위 5위 특허권자를 파악 해보면 홀로 직(Hologic)이 69건으로
많았 으며 그 다음으로 로쉬 (Roche) 59건 , 애봇(Abbott) 58건 등의 순이었다 . 한국은 분석기간
(1990-2019 년 ) 동 안 등 록 된 총 39 건 중 셀 트리 온 (4 건 ) 과 삼성 전자 (4 건 ) 만 이 3 건 이상의 감염병 진
단 등 록 특허를 보유하였다.
국 내 체외진단기업의 입 장에서는 물질특허의 특 성 상 특허 권의 독점력 확 보가 기업의 수익 창출과 직결 되
므로 개발된 특허권의 권리와 가치배분이 중요한 이슈다. 국내 체외진단기업을 인터뷰한 결과, 감염병 진
단을 위한 산학연의 공 동 연구를 굳 이 수행해야 한다면 기업이 지 식재산 권의 전권 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
관연구기관으로 선정해서 지원하고 병원이나 대학, 연구소 등은 위탁 ‧용역연구기관으로 참여시키는 방식
을 선호하였다 (2020.7.17일 , 국내 체외진단기업 관계자 인 터뷰 결과 ).

20) 분석기간 (1990-2019 년 )
가장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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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하였다. 분석결과, 지난 30년(1990-2019년) 동안 한국이 미국에 등록한 감염병 진
단 특허 건수는 총 39건으로 등록된 감염병 진단 전체 등록특허의 1.1%(39건/3,548
건)이었다. 특히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와 감염 바이러스, 만성감영증 등의 일부 감염
병 진단 등록특허가 존재하였지만, 다른 감염병 진단 분야에서는 해당 특허들이 없었
다. 또한 지난 30년(1990-2019년) 동안 특허분석법으로 파악한 결과 프랑스의 RTA
가 3.02로 가장 높은 반면, 한국은 0.26으로 평균(1.00) 이하였다. 특허의 질적 수준
을 나타내는 PII에서도 한국은 지난 30년(1990-2019년) 동안 0.16으로 나타나 주요
국 중 8위였다. 아울러 K-PEG 평가점수를 평균해서 미국을 1로 표준화한 결과, 한
국(0.89)은 주요국 대비 가장 낮은 9위였으며 특허군의 미형성으로 연구개발의 연속
성과 체계성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감염병 진단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려면 ①감염병
분야 연구개발투자의 확대와 연속성 유지, ②감염병 연구개발의 정교한 역할분담, ③
감염병 진단의 해외 특허 확보전략 수립, ④감염병 진단의 맞춤형 산학연 연구개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국 대비 한국 감염병 진단의 기술경쟁력을 지난 30년(1990-2019
년)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처음으로 고찰하였다. 특히 특허분석법을 활용해서 주요국 대
비 한국 감염병 진단의 기술격차가 매우 크게 존재함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는 데 의
의가 있다. 이 분석결과는 감염병 연구개발의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정책적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감염병 진단 기술에 관한 기술경쟁력 분
석결과는 현 시점에서 ICT 산업에 비해 바이오 산업분야가 취약한 한국의 산업구조적
특수성을 감안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감염병의 ‘방역-예방-진단-치료-확산방지’
의 전주기적 관점 중 ‘진단’ 분야에 국한해서 기술경쟁력을 고찰하였다. 향후에는 감염
병 진단 이외에 치료제와 백신 개발 등에 대해서도 기술경쟁력 분석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감염병 진단의 기술경쟁력은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22종의 미국 등록특허에 국
한해서 분석하였는데, 다른 국가들(한국, 일본, 유럽연합 등)과 22종 이외의 여타 감염
병 진단 관련 등록특허들도 분석대상에 포함해서 자국편의의 이슈를 감안한 기술경쟁력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감염병 진단기술의 기술경쟁력에 대한 장기간 변화
흐름을 분석하는 데 주력함에 따라 국가별이나 시기별, 질환별로 각 특허분석지표들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고찰하지 못하였는데, 그 결정요인을 파악해내는 계량분석이 수행
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감염병 진단의 기술경쟁력에 관한 특허분석법의 정량적인 분석
결과를 보완하기 위한 델파이조사와 함께 국가 간 공동인용분석도 수행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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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Technology Competitiveness of
Korean Infectious Disease Diagnosis Using U.S. Patent Grants
Um Ikcheon, Kim Bongjin
Abstract
Korea conducted active diagnostic tests in the early stages of COVID-19, which is
evaluated as an best practices of COVID-19 initial response. However, compared to
major countries (G7 and China), a comprehensive check on whether Korea has sufficient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in diagnosing infectious diseases has been hardly found
yet. Therefore, In this study, for the past 30 years (1990-2019), the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of Korean infectious disease diagnosis compared to major countries was
analyzed by using patent analysis method, K-PEG, and joint citation analysis for US
registered patents.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number of infectious disease diagnosis
patents registered by Korea in the US for the past 30 years (1990-2019) was a total
of 39, which was only 1.1% (39 cases/3,548 cases) of all registered infectious disease
diagnosis patents. In particular, as a result of the patent analysis for the past 30 years
(1990-2019), France's RTA(Revealed Technology Advantage) was the highest at 3.02,
while Korea was 0.26, below the average (1.00). As a result of standardizing the U.S.
to 1.00 by averaging the K-PEG score, Korea (0.89) was ranked 9th, the lowest compared to major countries. Furthermore, as a result of grasping the linkage and systematicity of infectious disease diagnosis registered patents through co-citation analysis,
Korea did not have a patent portfolio for infectious disease diagnosis registered patents
unlike the United States, so the continuity and systemicity of R&D was relatively low.
Therefor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in order to enhance the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of diagnosing infectious diseases in Korea compared to major countries, it is necessary to support the expansion and continuity of R&D investment in
infectious diseases, the sophisticated division of roles in research and development
of infectious diseases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the establishment of strategies to secure overseas patents for diagnosing infectious diseases, and
customized research and development for diagnosing infectious diseases.

Key words :

Infectious disease Technology Competitiveness, Dynamics, Paten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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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감염병 진단의 미국 등록특허 검색식
o 아래 감염병 진단의 미국 등록특허 검색식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진흥센터의
KIWEE DB에서 활용한 내용임. 문자열의 연결방법 등이 각 특허 데이터베이스별로
서로 상이하므로 아래의 검색식을 응용해서 사용해야 함
TAC:(
(((corona*, influenza*, flu*, respiratory*)+(virus*)), ((novel)n/1(corona*,influenza*)),
SARS, “SARS-CoV”,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MERS-COV",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VID, COVID-19), (Ebola*, Filoviridae, Marburg, Lassa,

Arenaviridae,

((crimean,

congo,

southamerican,

"south

american",

argentine)a/1(hemorrhagic, fever)), junin, "rift valley", bunyaviridae, smallpox),

((Chikungunya), (zika), ("yellow fever", yellowfever), (dengue)), (hepatitis,
((hepatitis)n/1(A, B, C, D, E)), HAV, HBV, HCV, HDV, HEV), (cholera,
((vibrio)a/1(cholerae, o1, o139))), ((clostridium)a/1(botulinum), Botulism),
(((francisella)a/1(tularensis)), Tularaemia), (diphtheria,
((corynebacterium)a/1(diphtheriae))), (Meningitis,
((neisseria)a/1(meningitidis))), ((vibrio)a/2(vulnificus, sepsis)),
(AIDS,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HIV,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tuberculosis, ((Mycobacterium*)a/1(tuberculosis, bovis)))
+ (DIAGNO*, DETECT*, IDENTIFICA*, AUTHENTICA*, TEST*,

EXAMINA*, CHECK*)+(antibod*, immunoglobulin, IgG, IgM, antigen,
digital, dPCR, PCR, “real-time”, LAMP, isothermal, “loop mediated”,
biomarker, (((gene,genetic)a/2(scissor, edit*)), (CRISPR), cas9, TALEN,
ZFN, "zinc finger nuclease", "transcription activator like effector nuclease"))

) +IPC:(C12Q*, G01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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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주요 특허지표별 감염병 진단의 기술경쟁력 변동 흐름
현시기술우위지수 1990~1994년 1995~1999년 2000~2004년 2005~2009년 2010~2014년 2015~2019년

미국
1.11
1.26
1.12
1.15
1.23
1.31
캐나다
2.44
2.35
3.00
2.05
1.53
0.48
프랑스
4.69
2.60
3.34
4.30
2.71
2.51
영국
1.17
0.43
0.88
1.38
1.99
1.56
독일
0.41
0.42
0.77
0.43
0.51
0.48
이탈리아
1.57
0.19
0.96
0.39
0.66
0.65
일본
0.41
0.26
0.16
0.15
0.21
0.22
한국
0.11
0.14
0.28
0.21
0.35
중국
1.13
0.49
0.64
특허영향지수 1990~1994년 1995~1999년 2000~2004년 2005~2009년 2010~2014년 2015~2019년
미국
1.22
1.12
1.14
1.22
1.24
1.10
캐나다
0.11
0.97
0.84
0.46
1.63
0.47
프랑스
0.70
0.46
0.61
0.34
0.19
0.52
영국
1.76
3.52
1.42
0.95
0.56
0.46
독일
0.67
0.61
1.28
0.89
0.37
0.25
이탈리아
0.42
1.03
0.58
2.74
0.54
0.28
일본
0.47
0.57
0.49
0.12
0.22
4.23
한국
0.10
0.64
0.56
0.05
0.11
중국
0.07
0.37
0.06
기술력지수 1990~1994년 1995~1999년 2000~2004년 2005~2009년 2010~2014년 2015~2019년
미국
71.90
384.58
405.59
428.66
650.81
588.97
캐나다
0.11
23.28
31.74
11.87
50.42
4.20
프랑스
9.84
15.15
28.53
17.58
9.57
23.81
영국
5.29
17.61
17.09
16.10
20.04
13.31
독일
2.02
7.97
39.70
13.35
9.31
5.60
이탈리아
0.85
1.03
3.48
5.49
2.71
1.40
일본
4.20
15.27
9.80
2.37
7.76
126.76
한국
0.10
1.27
3.93
0.52
2.10
중국
0.30
2.97
1.40
과학연계지수 1990~1994년 1995~1999년 2000~2004년 2005~2009년 2010~2014년 2015~2019년
미국
19.75
34.19
38.38
54.94
103.58
73.73
캐나다
13.00
21.21
31.45
43.00
59.48
14.22
프랑스
9.00
19.73
12.11
22.35
19.47
22.50
영국
10.67
21.60
22.42
25.65
79.69
60.83
독일
4.67
7.31
10.23
19.07
59.84
22.59
이탈리아
1.50
17.00
13.50
20.50
39.20
79.40
일본
12.89
9.33
13.85
16.16
23.97
62.47
한국
1.00
20.50
16.00
10.10
8.89
중국
23.00
32.75
1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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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관리 도구로써
공공데이터 활용에 대한 정책적 고찰
- 해외 주요 국가 사례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오지은*, 임혜정**, 이헌중***, 신신애****
초록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많은 국가들이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위기관리 도구로써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 영국, 미국 등 국가들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을 촉진하고 있고, OECD 또한 오픈데이터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을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 이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각국의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 우리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추진한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과정에서의 도전과제 및 문제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감염병 등 위기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공공데이터 정책 방향에 관한 시사점 및 제언을
제시한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및 재확산되는 상황에서 데이터 기반 문제 해결 접근방식을 통해 우리
정부가 직면한 이슈들을 해결하는데 공공데이터가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혁신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코로나
:

19,

재난 관리 공공데이터 또는 오픈데이터 데이터 기반 문제 해결 디지털 정부
,

(

),

,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공공데이터본부 책임연구원, jieun.oh@nia.or.kr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공공데이터본부 책임연구원, limhj@nia.or.kr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공공데이터본부 연구위원, hjlee@nia.or.kr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공공데이터본부 공공데이터기획팀장, sashin@nia.or.kr( 교신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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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배경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각국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을 위한 위기관리 도구로써 공공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이는 공공 의료, 사회·정치
및 경제적 위기에서 의사결정자가 직면한 여러 가지 이슈사항 해결에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접근방식으로 볼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OECD, UN, World Bank
등 국제기구 및 GovLab, Open Data Institute 등 오픈데이터 전문기관은 코로나19
와 오픈데이터(또는 공공데이터)에 관한 조사·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2020년 3월, OECD(Digital Government and Data Unit)1)는 미국 GovLab(Open
Data Policy Lab)2)과 협력하여 코로나19 위기 해결을 위한 각국 정부의 공공데이터
활용 사례 및 경험 등을 수집하였고(OECD – GovLab - Call For Evidence, 2020),
현재 Open Data Charter(오픈데이터헌장)3)와도 협력하여 정부, 사회 및 경제 전반
에 걸쳐 코로나19 위기에 대응, 극복 및 대비를 위한 오픈데이터 정책에 대한 고려사
항을 개발 중에 있다. 또한, GovLab은 경제·데이터 분야 전문가 및 전문기관과 협력
하여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데이터 인프라 및 생태계 구축을 위한 조치사항을
발표하였다(#Data4COVID19, GovLab, 2020). 이 조치사항은 데이터에 대한 협업을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책임감 있게 만들기 위한 것으로써 데이터 거버넌스 프레
임워크 개발, 데이터 스튜어드4) 지정, 데이터 역량 구축, 기술 혁신 촉진, 자금 확보,
시민 참여 및 네트워크로 구성된다. 이외 공공 의료, 사회·정치 및 경제적 측면에서
의사결정자가 직면한 이슈에 대하여 코로나19와 관련된 데이터와 데이터 분석이 필요
1)

디지털

정부

및

데이터

부문 (Digital

Government

and

Data

Unit)은

OECD

공공행정국(Public

Governance Directorate), 공공행정위원회(Public Governance Committee), 열린·혁신정부본부(Open
and Innovative Government Division) 산하에 있으며 , OECD 회원 및 파트너 국가들의 디지털 정부
및 데이터(공공데이터)에 대한 정책 및 관행을 조사·연구하고 권고사항을 제시한다.
2) GovLab(Governance Lab)은 미국 뉴욕대에 있으며, 정부기관과 의사결정자들이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공
공 문제 해결을 위해 개방적, 협력적, 효과적,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정부의 통치 방식을 변화시킴으로
써 국민의 삶 향상을 사명으로 하는 연구소이다. GovLab 내 오픈데이터 정책 연구소(Open Data Policy
Lab)는 이슈에 대한 사회의 이익을 위해 데이터의 책임 있는 재사용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 Open Data Charter(오픈데이터헌장 )은 정부가 정치적 변화에 탄력적으로 개방성(Openness)의 문화와
관행을 실천하도록 효율적이고 더 나은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로써 오픈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오픈데이터에 대한 6 가지 원칙 제시하였다.
4) 데이터 스튜어드: 데이터 자산을 관리하고 연구 분야나 조직의 요구에 맞춰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
리하는 사람을 말한다(예 . IT 관리자 및 데이터 분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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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12개 분야를 선정하였다(Andrew J. Zahuranec and Stefaan G. Verhulst,
GovLab, 2020).
이러한 배경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위기관리 도구로써 공공데이터의 중요성과
데이터 개방 및 활용과 관련된 각국의 특징을 파악 및 비교 분석하여 향후 감염병뿐
만 아니라 재해재난 등의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에 관한 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주요국의 관련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
용 현황을 비교 분석하고 위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데이터 기반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 요인을 도출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공공데이터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자 한다.
2. 문헌 연구 및 연구 방법
1) 관련 문헌 연구

재난 발생, 감염병 확산 등의 위기 상황 시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과 관련된 문헌은
많지 않지만 최근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손애리 등(2020)은 2015년 메르스 이후 신
종 감염병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 시 위기 소통 체계의 강화를 위해 이해당사자 간
일관성 있는 대응을 위한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원 헬스(One Health)’ 전략과 대중에
게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원 보이스(One Voice)’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이를 위
해 정보공개의 범위와 절차, 방법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커뮤니케이션의 중요
성을 제기하였다. 김병식·이동섭(2019)은 세계적으로 재난안전 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난 관리에 필요한 각종 재난 자료를 취합하고,
과거 재난 상황에 대한 업무 데이터를 축적하여 재난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며 특히, 재난안전 데이터 표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Haklae Kim(2020)
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국 정부가 공개한 데이터의 유용성과 오픈데이터의 중요
성을 소개하고 특히 공적마스크 데이터 개방 사례 분석을 통해 데이터 항목의 일관성,
기계판독 가능한 데이터 형식 등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서형중·주윤창(2020)은 한
국의 ICT를 활용한 코로나19 대응을 플랫폼으로서의 정부 관점에서 분석하면서 특히,
공공데이터 개방이 시민의 불안감과 가짜 뉴스에 대응하여 정부의 신뢰를 제고하는
관점에서 중요하고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한 활용성 높은 오픈 API 데이터의 개방 확
대를 제시하였다. Teodoro Alamo 등(2020)은 코로나19를 포함한 고전적인 유행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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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의 감염률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고품질의 데이터 개방 및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각국의 코로나19 데이터 개방 및 활용 사례 등을 제시하며 감염병 데이터의
국제 표준화 부재가 국제적 차원의 데이터 기반 감염병 대응의 한계를 제시하였다.
관련 연구들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표 1>과 같으며, 재난 시 공공데이터는 중요
한 커뮤니케이션 도구이고 재난 데이터 표준화의 중요성과 즉시 활용 가능한 오픈
API 제공의 필요성을 알 수 있었다.
연구

<표 1> 기존 연구 요약
내용

이후 대중에게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원 보이스(One Voice)’의
손애리 등(2020) 메르스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정보공개와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제시
김병식·이동섭 재난 관리를 위한 재난 데이터의 축적과 함께 재난 안전 데이터의 표준화의 중
(2019)
요성을 강조
19 대응을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의 중요성과 함께, 공적 마스크 판매
Haklae Kim(2020) 코로나
데이터 개방 사례 분석을 통한 데이터 항목 및 형식 등 개선 필요성을 제시
서형중·주윤창 공공데이터 개방이 시민의 불안감과 가짜 뉴스에 대응하여 정부의 신뢰를 제고하는
(2020)
관점에서 중요하며, 활용성 높은 오픈 API 기반 데이터 개방 확대 필요성을 제시
Teodoro Alamo 등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일관된 역학예측을 위한 각국의 활용 가능한 오픈데
(2020)
이터 현황 분석 및 감염병 데이터 구조 국제 표준화 등 개선 필요성을 제시
‧

2) 연구 방법

코로나19 위기 상황은 현재도 진행형으로 각국의 대응과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하
고 있으나 이것이 앞으로 나타날 사회 현상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고, 그 결과에 대
한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의 인과관계를 규정하기도 아직은 어려운 면이 있다. 앞서
제시한 기존 연구들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소통 도구로써의 공공데
이터의 중요성과 데이터 수집에서부터 활용까지 양질의 데이터 가용성 및 접근성을
위한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 및 개방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나, 위기관리 도구로써의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제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도출을 위해 사례조사 방법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크레스웰(Creswell, 1998/2005, 배은주, 2008 재인용)이 제시한 사례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코로나19에 대한 각국의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정책의 특성
을 비교하고, 공공데이터 기반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 요인을 도출 및 국내 공공데이
터 정책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프랑스,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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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등 공공데이터 정책에 있어 선도국과 우리나라의 공공데이터 거버넌스와 이들
나라의 코로나19 관련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현황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도구적
사례연구(Stake, 1995/2008)와 탐색적 사례연구(Yin, 2009)의 방법을 활용한다(이원
석, 2020 재인용).
3) 연구의 내용

본 논문은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공공데이터 거버넌스 체계와 개방 및 활용 현황을 분석한다. 제3장은 해외
사례와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19, 나아가서는 감염병 관련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에 대한 시사점 및 개선 사항
을 제언한다. 마지막으로 제4장은 연구에 대한 결론, 의의 및 한계점을 제시한다.
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주요국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현황
1. 프랑스
1) 프랑스의 공공데이터 거버넌스와 코로나19 관련 공공데이터 개방 사례

프랑스의 공공데이터 정책은 디지털공화국법(2016)에 근거하고 있으며, 디지털정부
국(DINUM) 산하의 Etalab이 데이터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Etalab은 공공 및 민간
부문 데이터의 개방 및 공유, 데이터 분석·활용 및 보호를 지원하며, 국가 차원의 감
독과 자문은 공공 및 디지털 혁신에 관한 공공혁신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프랑스는 공공데이터 포털(data.gouv.fr)을 통해 약 130여개(2020.11.12. 기준, 민
간 70여개 포함)의 코로나19 관련 공공데이터(또는 오픈데이터)를 개방하고 있다(<표
2> 참조).
프랑스 공공데이터 포털은 ‘공공데이터(public data)’와 공공 외부에서 공익을 목
적으로 누구나 제한 없이 활용할 수 있는 ‘공익 데이터(public interest data)’를 함
께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19 관련 공공데이터는 지역성
‧ (性)‧연령별 세분화된 데이터
및 재사용 가능한 형식(CSV, JSON, SHP 등)으로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
차원에서도 데이터를 개방하였다.

48 ∙ 과학기술정책 | 제4권 제1호(2021.06.)

한편, 시민사회 조직 및 개발자 등 민간 부문의 기여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다양한
공익데이터가 공공데이터 포털에 개방되었는데, 양적 측면에서 공공 부문 보다 민간 부
문에서 개방한 데이터가 더 많다. 이는 프랑스 정부의 이용자 참여를 바탕으로 한 공익
데이터 정책이 집단 공헌을 통한 공공데이터의 가치 창출의 중요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프랑스는 공공 부문 조직과 시민사회 간 협력은 시민사회가 공공데이터 정책
의 참여 과정뿐만 아니라 기여 공통 리소스(contributory common resource)5)의 유
지 및 오픈소스 정보 시스템의 공동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표 2> 프랑스의 코로나19 관련 주요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
데이터셋(명)

‧

‧

‧

‧

‧

‧

‧

‧

‧

‧

코로나19 관련 병원 데이터
설명: ①코로나19 관련 환자의 지역 및 성별 일일 병원 데이터:
입원 환자 수, 현재 집중 치료 또는 집중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수,
누적 퇴원 환자 수, 누적 사망자 수, ②코로나19 관련 지역별 일일
병원 데이터: 한 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한 병원 수
업데이트 주기: 일(daily), 라이선스: Open License
코로나19 관련 병원 응급 및 SOS 의사 데이터
설명: 코로나19 의심 응급 방문 횟수, 총 응급 방문 횟수, 코로나19
의심 응급 방문 중 입원 횟수, 코로나19 의심 관련 SOS의사의 총
의료행위 수 및 SOS 의사의 의료 행위 수 등을 포함한 ①환자의
지역, 성별 및 연령 그룹별 일일 SOS 의사 및 병원 응급 데이터,
②모든 연령대 환자의 지역 및 성별 SOS 의사 및 병원 응급 일일
데이터, ③프랑스 전체 환자의 성별 및 연령 그룹별 일일 SOS 의사 및
병원 응급 데이터, ④환자의 지역 및 연령 그룹별 간 SOS 의사 및 병원
응급 데이터
업데이트 주기: 비정기, 라이선스: Open License
도시랩에서 진행된 코로나19 선별 검사 데이터
설명: 도시랩에서 진행된 지역 및 성별 코로나19 선별 검사에 대하여
총 진행된 선별 검사 및 확진 사례의 수를 일(daily) 및 주(weekly)별로 제공
업데이트 주기: 비정기, 라이선스: Open License
지역별 일일 코로나19 관련 사망자수
설명: 통계청에서 일별 사망자 통계(파일, 지도 및 그래픽)를
배포하며, 사망자는 사망 장소(거주지가 아님)를 기준으로 함
업데이트 주기: 주(weekly), 라이선스: Open License
쓰레기 임시 수거 일정
설명: 코로나19와 관련해 정부가 취한 예외적인 상황과 조치를
고려한 가정용 쓰레기 임시 및 대체 수거 일정과 특정 서비스
중단에 대한 정보
데이터 출처: 발 드 누아르, 업데이트 주기: 비정기

제공
형식

제공자

비고
공공
데이터

CSV

프랑스
공중
보건청 공공
CSV (Sant 데이터
Publique
France)
é

CSV

공공
데이터

HTML 통계청
XLS
CSV (INSEE)
발드
CSV 누아르
JSON (Tours
Geotropo
JSON leM Val
SHP Loire)de

공공
데이터

é

공공
데이터

5) 프랑스 공공데이터 포털(data.gouv.fr)에 개방된 데이터는 데이터 이용자 또는 커뮤니티가 참여하여 품질이
개선된 데이터를 등록(추가 )하거나 , 공공과 커뮤니티 간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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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코로나19에 대한 주요 수치
설명: 파편화된 코로나19에 대한 공식 발표 정보를 통합, 재사용 CSV OpenCO
가능한 형식으로 개방하여, 프랑스령, 프랑스 국가, 지역 및 부서별 제공 JSON (VID19-fr
비공식시민
데이터 출처: 프랑스 공중보건청, 지자체, 지방위생보건소,
사회조직)
보건·사회연대부, 업데이트 주기: 일(daily), 라이선스: Open License
이동제한 기간 중 국가 상점 영업시간 표시
a reste
설명: 코로나19에 따른 이동제한 기간 중 국가 상점(슈퍼마켓,
ouvert
CSV (시민
약국, 안경점, 빵집, 은행 등)의 영업시간
데이터 출처: GitHub, 업데이트 주기: 비정기, 라이선스: CC0
공동체)
자료: 프랑스 공공데이터 포털(data.gouv.fr)
‧

‧

Ç

‧

공익
데이터
공익
데이터

‧

2) 코로나19 관련 공공데이터 활용 사례

프랑스는 개방된 공공 및 공익데이터를 활용하여 민간 부문에서 코로나19 진행 상황
과 입원 환자 모니터링 대시보드를 제공하고, 코로나19로 의심되는 입원 데이터의 지도
표시를 위한 파이썬 코드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OpenCOVID19-fr(비공식 시민
사회 조직)은 여러 공공 부문 조직의 코로나19 진행상황 공식 발표 정보를 통합한 공익
데이터(프랑스의 코로나19에 대한 주요 수치)를 활용하여 시각화한 코로나19 진행 상황
에 대한 대시보드를 제공한다. 또한, 데이터 이용자가 프랑스 공중보건청이 개방한 공공
데이터(코로나19 관련 병원 응급 및 SOS 의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령별 입원 분포,
매일 신규 입원, 지역별 및 총 입원 환자 수를 시각화한 코로나19 관련 입원 환자 모
니터링 대시보드를 제공하고, 코로나19 의심 환자의 입원 데이터를 지역별로 지도에 표
시하는데 사용되는 파이썬 코드(알파 버전)를 배포하였다([그림 1] 참조).
[그림 1] 프랑스의 코로나19 모니터링 대시보드, 입원환자 대시보드, 입원 데이터지도 (좌로부터)

자료: 프랑스 공공데이터 포털, data.gouv.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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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국
1) 영국의 공공데이터 거버넌스와 코로나19 관련 공공데이터 개방 사례

영국의 공공데이터 정책은 정보공개법(2000)과 데이터경제법(2017)에 근거하고 있
으며 디지털서비스청(GDS)이 담당하고 있다. 자문그룹으로 데이터 중심의 공공 행정,
데이터 보호, 윤리 및 경제 정책 등을 다루는 데이터자문위원회와 데이터 윤리 및 혁
신센터가 있다.
영국은 모든 공공 부문 조직이 보유한 정보(연구 목적에 한해 일부 개인 데이터도
포함)에 대한 접근 및 재사용을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
와 같은 수준은 아니지만 영국의 공공데이터 포털(data.gov.uk)에서도 공공 부문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 및 서비스에 참여한 일부 민간 부문(예. 기업, 대학 병원, 연구소 등)
에서 개방한 데이터를 오픈데이터로 제공하고 있다.
영국 공공데이터 포털에 개방된 코로나19 관련 공공데이터는 약 50개(2020.11.12.
기준)로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개방하였고, 이 중 7개의 공공데이터가 오픈 포
맷6)으로 제공되고 있다(<표 3> 참조).
이외 영국 보건당국인 공중보건국(Public Health England)은 국가보건서비스X(National
Health ServiceX, 이하 NHSX)7)와 협력하여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에 대한 데
이터와 통찰력을 제공하는 영국 정부 공식 웹사이트(https://coronavirus.data.gov.uk/)
를 운영하고 있다.

6) 오픈 포맷(Open Format) : 금적적 또는 그 밖의 사용에 제한없이 사용가능한 공개된 형식을 말하며, 팀
버너스리 (웹 창시자)가 정의한 ‘5 단계 오픈데이터(5 Star Open Data)’ 개발 수준에서 3단계 이상을 나타
냄 (예. CSV, JSON, XML 등 ). PDF, HWP 문서는 디지털 자료이지만 컴퓨터가 테이블 형식의 정보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계 판독이 불가능하여 오픈 포맷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함
7) NHSX: 의사 , 기술자, 정책 전문가 , 개발자, 데이터 과학자 및 프로젝트 관리자를 포함하여 다양한 기술과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팀으로 국가보건서

비스(NHS)의

민관 협력 조직으로

볼

수 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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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영국의 코로나19 관련 주요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

데이터셋(명)
제공형식 제공자
비고
영국 전역 지역별 코로나19 현황
공공데이터
설명: 확진자수, 사망자수, 검사 진행수, 병원 입원 환자수
포털에
업데이트 주기: 비정기
개방
공중
코로나19 고위험군 환자(Shielded Patient List)
보건국
설명: 고위험군 분류 질환(심장, 호흡기 질환)을 가지고 있는 CSV (Public
환자의 지역별, 연령별 통계
Health NHS
업데이트 주기: 비정기
Englan 홈페이지에
d)
개방
코로나19 백신 개발 참가자 현황
설명: 코로나19 백신 개발 지원한 참가자의 연령층, 성별, 인종
업데이트 주기: 비정기
자료: Coronavirus(COVID-19) in the UK, GOV.UK(https://coronavirus.data.gov.uk/details/cases)
‧

‧

‧

‧

‧

‧

또한, 영국 국가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이하 NHS)에서는 코로나19
고위험군 환자(Shielded Patient List)를 선제적으로 식별하여, 지역별 고위험군 환자
의 연령, 고위험 분류 질환(심장, 호흡기 질환 등)을 비식별 처리하여 NHS 홈페이지
에서 오픈 포맷으로 개방하고 있다. 해당 데이터는 중앙지자체보건기관과
‧
‧
공유해 식
별된 환자가 정부 보건 서비스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알리고 사회 취약 계층에
게 약 4백만 개 이상의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영국 NHS
홈페이지에서는 현재 백신 개발에 참여하는 참가자 수를 연령층, 성별, 인종 등으로
구분해 오픈 포맷으로 개방하고 있으며, NHS에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문의한 잠재
적 환자 수 및 연령 또한 오픈 포맷으로 개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본인 거주 지역
의 우편번호와 거리 설정을 하면 설정 거리 내 내 확진자 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어 NHS 직통라인으로 문의한 의심 환자 수에 대한 데이터를 CSV 파일 및 시각화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2) 코로나19 관련 공공데이터 활용 사례

영국 옥스퍼드대와 블라바트닉 정부학교(Blavatnik School of Government)는
186개국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정책 시행 내용을 오픈 API와 CSV 파일 형식으로
개방하고 있다. 코로나19 정부 대응 추적기(Coronavirus Government Response
Tracker)에는 국가별 학교 휴교 현황, 이동 금지령 시행 여부, 검체 채취 기준, 직장
폐쇄 여부, 공공행사 취소 여부 등 총 13개 항목을 모두 오픈 API로 개방하고 데이
터 시각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8) 참고로, 옥스퍼드대는 해당 데이터를 활용하여 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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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정부 정책 대응 강도를 지수화한 정부 대응 엄격성 지수
(stringency index)도 발표하고 있다.
2011년 영국 옥스포드 대학의 사회 사학자이자 개발 경제학자인 Max Roser가 시
작한 영국의 비영리단체 'Our World in Data'(https://ourworldindata.org/)는
2020년부터 전 세계 국가들의 코로나19 진단 및 감염 확산 추세와 관련한 데이터베
이스를 구축하고, 유엔, 백악관, 세계보건기구(WHO), 감염병 전문 연구자와 학계 전
문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시각화(data visualization)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2020).
3. 미국
1) 미국의 공공데이터 거버넌스와 코로나19 관련 공공데이터 개방 사례

미국의 공공데이터 정책은 증거기반 정책 수립 기반법(2019)에 근거하고 있으며,
예산관리국(OMB)과 총무청(GSA)이 데이터 업무를 주관하고 있다. 증거 기반법에 따
라 증거구축을 위한 데이터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데이터 중심 행정을 위한 공공 부
문 데이터의 개방, 공유, 활용 및 보호에 대한 조정 역할을 한다.
미국의 공공데이터 정책은 정부 데이터를 기계 판독이 가능하고, 오픈 포맷으로 이
용 가능하며, 지적재산권 등을 포함한 제한사항 이외에 데이터 사용 및 재사용을 방
해받지 않도록 오픈 라이선스 제공하는 오픈 표준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9). 공공데이
터는 국민이 정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단일 창구인 정부 데이터 카탈로그
(federal data catalog), 즉, 공공데이터 포털(data.gov)을 통해 개방하고 있다.
미국 공공데이터 포털에 개방된 코로나19 관련 공공데이터는 약 310개이며
(2020.11.12. 기준), 연방·주 정부 및 공공기관 등 공공 부문에서 개방하였다(<표 4>
참조).

8) #Data4COVID19 COLLABORATIVE REPOSITORY, GOVLAB, 2020, https://data4covid19.org/index.html
9) 미국 증거기반 정책 수립법(oundations for Evidence-Based Policymaking Act of 20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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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미국의 코로나19 관련 주요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
데이터셋(명)
코로나19 잠정 사망자 수
. 설명: 50개 주와 콜롬비아 특별구(워싱턴 D.C.)에서 발생한 잠정
사망자 수 중에서 코로나19를 포함한 폐렴으로 인한 잠정 사망자
수에 대한 데이터를 주(weekly), 연령 및 특정 관할구역별로 제공
. 데이터 출처: 질병통제예방센터의 국가의료통계센터, 업데이트
주기: 주(weekly), 라이선스: 오픈 라이선스
워싱턴 주 코로나19 사례
. 설명: 워싱턴 주의 확인된 코로나19 사례확진자
( ), 사망에 대한 정보 및
코로나19 관련 필수 정보와 예방 및 위험 관리에 대한 지침
. 데이터 출처: 워싱턴 주 보건부, 업데이트 주기: 일(daily),
라이선스: 미지정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워싱턴 주 기금 배정
. 설명: 워싱턴 주 의회가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2억 달러
예산 책정 및 주 정부기관 배정에 대한 정보
. 데이터 출처: 워싱턴 재무관리국, 업데이트 주기: 비정기,
라이선스: 미지정
워싱턴주 실업 보험 청구 및 수당
. 설명: 워싱턴 주 실업 보험 청구, 수당 및 지원금에 대한
데이터 및 정보
. 데이터 출처: 워싱턴 고용안전부, 업데이트 주기: 주(weekly),
라이선스: 미지정
오리건 주 정부기관의 COVID-19 행정 명령
. 설명: 3월 19일 선언된 코로나19 관련 행정명령(예. 자택
대피령, 사업체, 점포 등 폐쇄 등)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며, 주
정부기관, 담당 부서, 자료 출처(URL) 및 출처 설명으로 구성
. 데이터 출처: 오리건 주 정부, 업데이트 주기: 비정기, 라이선스: 미지정
코로나19 영향을 받는 워싱턴 주 공공 도서관 서비스
. 설명: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워싱턴 주 60개 공공 도서관의
서비스(예. 도서관 시설/장소 폐쇄 또는 제한, 회의실
대여/이용, 프로그램 및 행사, 장난감 등)이용에 대한 정보
. 데이터 출처: 워싱턴 주립 도서관, 워싱턴 주 국무사무처,
업데이트 주기: 비정기, 라이선스: 미지정

제공
형식

CSV
RDF
JSON
XSL
HTML

제공자
비고
질병통제예방
센터
(Centers for 연방
Disease 데이터
Control and
Prevention)
비연방
데이터

워싱턴 주
비연방
(
공공데이터
HTML
데이터
포털,
data.wa.gov)
HTML

비연방
데이터

CSV 오리건 주
RDF (공공데이터 비연방
JSON
포털,
데이터
XML data.wa.gov)
CSV 워싱턴 주
RDF (공공데이터 비연방
JSON
포털,
데이터
XML data.wa.gov)

자료: 미국 공공데이터 포털(data.gov)

이 밖에도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는 자
체적인 공공데이터 포털(https://data.cdc.gov/)을 통해 코로나19를 포함한 질병 관련
다양한 데이터를 오픈데이터로 개방하고 있으며, 이 데이터는 국가 공공데이터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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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gov)에도 개방되어 있다.
한편, 미국 백악관은 코로나19 퇴치 연구 활성화를 위해 연구소, IT 기업 및 대학
등과 협력하여 대규모 코로나19 연구 데이터(CORD-19, https://allenai.org/data/
cord-19)를 개방함으로써 오픈 사이언스(Open Science) 이니셔티브를 촉진하였다
(Allen Institute for AI, 2020). CORD-19 데이터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큐레이션 도
구 활용과 알렌 AI 연구소의 기계판독 가능한(machine-readable) 형식으로의 변환
등을 통해 44,000개 이상의 기계판독 가능 형식의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학술 논문,
기사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알렌 AI 연구소에서 운영하는 시맨틱 스칼라 홈페이지에
서 누구나 무료로 다운받아 코로나 연구 및 백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하여, 캐글(Kaggle)10)은 바이러스 최초 발생지, 진화, 의료 기록 등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기계학습 질문을 제시하였으며, 전 세계 AI 전문가들에게 해당 질문에 대한 텍
스트 마이닝 툴 개발을 요청하였다11).
3) 코로나19 관련 공공데이터 활용 사례

미국의 경우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공식 발표 및 데이터를
활용하여 대시보드를 제공하고 항공 감염 경로 분석 등에 활용되었다. 미국 질병통제
예방센터(CDC)는 2020년 1월 21일 이후 각 주 및 지역에서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보
고하거나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테스트한 코로나19의 확진 및 추정 양성 사례를 보여
주는 코로나19 상황 모니터링 대시보드를 제공한다([그림 2] 참조).
뉴욕타임즈는 항공 노선 데이터와 여러 국가의 지리 데이터를 활용하여 코로나19
가 중국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 전 세계로 감염되었는지 분석 및 데이터 시각화 서비
스를 제공한다. Apple과 Google은 사람들의 이동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가능성 예
측 및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 측정 등을 위해 위치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이동 현황
보고서 제공하고 있다. 사용자들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통해 수집된 위치 데이터를 취
합한 후 Google Map과 Apple Map 등 각사의 지도 서비스와 결합하여 이동 현황
을 분석하고 있다([그림 2] 참조)(한국인터넷진흥원, 2020).

0 캐글(Kaggle): 기계학습 기반의 예측 모델·분석 대회 플랫폼 및 데이터 사이언스 커뮤니티
- 9 Open Research Dataset Challenge (CORD-19),
https://www .kaggle.com /allen-institute-for-ai/CORD-1 9-research-challenge /tasks

1 )

11) COVI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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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미국의 코로나19 진행 상황 대시보드(좌), 전 세계 코로나19 항공 감염 경로(우)

자료: (좌)CDC COVID Data Tracker, (우)New York Times(2020)
4. 한국
1) 한국의 공공데이터 거버넌스와 코로나19 관련 공공데이터 개방 사례

우리나라의 공공데이터 정책은 공공데이터법(2013)에 근거하고 있으며, 2020년 데
이터기반행정법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정 등 데이터 관련 입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공공데이터 정책은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내 공공데이터활용지
원센터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국무총리와 민간 부문의 대표를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를 통해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데이터 기반 행정에 관
한 정책을 심의 및 조정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공공데이터 정책, 즉 오픈데이터로서 요구사항은 공공 부문의 데이터
를 기계 판독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고, 이용자가 데이터를 무료 및 오픈 라이선스(예.
공공누리 등)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12). 이에 따라 데이터를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공공 부문 조직은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에 공공데이터를 개
방하도록 하고 있고, 포털에 개방된 코로나19 관련 공공데이터는 약 90여개이다
(2020.11.12. 기준)(<표 5> 참조).
코로나19 관련 가장 대표적인 공공데이터 개방사례는 공적 마스크 판매 데이터이
다. 2020년 3월초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적 마스크 제도를 시행하였
고 마스크 수급 안정화 지원을 위하여 정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한국지능정보사회
진흥원은 공적 마스크 판매 데이터를 이용자가 즉시 활용 가능한 오픈 API로 개방하
였다.
12) 공공데이터법 제 2조 (정의 ) 및 제 3조 (기본원칙)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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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간 부문에서는 정부가 개방한 코로나19 데이터와 정보를 분석 및 재가공하
여 코로나19 확산 방지 AI 연구에 필요한 고품질 데이터를 제공하였다. 예를 들면,
한양대학교 연구원(김지후 외)은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확진자 동선 정보에 위도경도
‧
등 지리 정보를 추가하여 특정 집단 관련, 감염 경로, 감염 차수 등 세분화된 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를 CSV 파일로 캐글(Kaggle)에 개방하였다13). 또한, 마인즈랩(AI 전문
기업)은 국내 코로나19 환자 경로 시각화와 관련된 데이터(확진자 경로, 연령, 성별,
진단 날짜 및 의료 시설을 포함한 의료 통계 데이터 등)를 깃허브(GitHub)에 오픈소
스로 개방하였다14)(<표 5> 참조).
<표 5> 한국의 코로나19 관련 주요 공공/민간데이터 개방 현황

‧
‧

‧

‧

‧
‧

‧
‧

‧

‧

‧
‧

데이터셋(명)
보건복지부_코로나19 감염 현황
설명: 코로나19 일별 확진자, 완치자, 치료중인 환자, 사망자 등의 현황
데이터 출처: 보건복지부, 업데이트 주기: 실시간, 라이선스: 오픈
라이선스(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보건복지부_코로나19 시·도 발생 현황
설명: 코로나19로 인한 시·도별 신규 확진자, 신규 사망자, 격리중인
환자수, 격리해제 환자수 등에 대한 현황
데이터 출처: 보건복지부, 업데이트 주기: 실시간, 라이선스: 오픈
라이선스(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보건복지부_코로나19 연령별·성별 발생 현황
설명: 코로나19로 인한 성·연령별 확진자, 사망자, 치명률 등에 대한 현황
데이터 출처: 보건복지부, 업데이트 주기: 실시간, 라이선스: 오픈
라이선스(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보건복지부_코로나19 해외발생 현황
설명: 코로나19 국가별 일일 확진자, 사망자, 사망률 등의 현황
데이터 출처: 보건복지부, 업데이트 주기: 실시간, 라이선스: 오픈
라이선스(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_공적 마스크 판매 정보
설명: 공적 마스크 판매처명(약국 ,우체국, 농협 하나로 마트), 주소,
입고일시, 재고 정보(4단계 구간), 생성 일시 등
데이터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업데이트
주기: 실시간 (7월 12일 공공데이터 제공 서비스 종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_코로나19 관련 병원 정보
설명: 국민안심병원, 검사실시기관 및 선별진료소 등 병원 운영 현황 정보
데이터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데이트 주기: 실시간, 라이선스:
CC BY(저작자 표시), 공공저작물_출처 표시

비고

XML

공공
데이터

XML

공공
데이터

보건
XML 복지부
및
한국지능
XML 정보사회
진흥원

공공
데이터

JSON

공공
데이터

XML

공공
데이터

공공
데이터

- 9 (DS4C), https://www.kaggle.com/kimjihoo/coronavirusdataset
/ Data-Science-for-COVID-19, https://GitHub.com/ThisIsIsaac/Data-Science-for-COVID-19

13) Data Science for COVID 1
14) ThisIsIsaac

제공 제공자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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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보건복지부_선별진료소_현황
설명: 운영 중인 선별진료소 현황(검체 채취 가능 여부, 시도,
시군구, 의료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등)
데이터 출처: 보건복지부, 업데이트 주기: 수시, 라이선스: 오픈
라이선스(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
지자체별 코로나19 현황
설명: 지자체별 발생 현황, 확진자 동선 등
데이터 출처: 보건복지부, 각 지자체, 업데이트 주기: 수시
코로나19에 대한 데이터 사이언스 데이터셋
설명: 확진자 특정 집단 관련 여부, 감염 경로위
( /경도 등 포함), 감염 차수
데이터 출처: 질병관리본부, 업데이트 주기: 비정기
코로나19 동선 추적 데이터셋
설명: 확진자 경로, 연령, 진단 날짜, 22가지의 주요 전염병, 의료시설 등
데이터 출처: 질병관리본부, 업데이트 주기: 비정기

보건 공공
XLSX 복지부
데이터
HWP 지자체 공공
PDF (홈페이지) 데이터
한양 민간
CSV 대학교
데이터
민간
CSV 마인즈랩
(기업 ) 데이터

자료: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 각 지자체 홈페이지
2) 코로나19 관련 공공데이터 활용 사례

질병관리청은 시·도별 코로나19 확진환자 현황, 검사현황, 누적완치/치료 추세 등
코로나19 감염 발생 현황을 종합적하여 시각화한 대시보드(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를 제공하고 있다([그림 3] 참조).
[그림 3] 코로나19 감염 발생 현황 대시보드

자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http://ncov.mohw.go.kr/

네이버, 카카오 등 기업 및 굿닥 등 스타트업 등은 정부가 개방한 공적 마스크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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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데이터를 활용하여 약국 등 공적 마스크 판매처의 마스크 재고 수량을 한눈에 파
악할 수 있는 150개 이상의 앱(App.) 및 웹 서비스를 출시하였다. 이외 코로나19 확
진자 증상 데이터를 활용하여, 환자의 중증도를 제시하는 코로나19 자가진단 앱이 개
발 되었고, 인터넷 포털 기업의 지도 서비스에서 현재 위치의 인근 선별진료소를 검
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중학생 등으로 구성된 일반 시민개발자들이 코로나19 발
생 동향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내 코로나19 종합상황을 전달하는 코로나 나우
(https://www.coronanow.kr/) 등 다양한 서비스도 출시되었다([그림 4] 참조).
[그림 4] 코로나19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굿닥 마스크 재고 알림 서비스

네이버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검색 서비스

코로나19 국내 종합상황
대시보드

자료: 굿닥, 네이버, 코로나 나우
Ⅲ. 주요국 사례 비교분석을 통한 정책 개선 방안
1. 각국의 특징 비교

제2장에서 분석한 국가들은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에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국가
들로서 공공데이터 개방·활용과 관련된 법제도와 전담기관, 위원회 구성, 포털 운영
등 범국가적 거버넌스가 잘 정리되어 있다. 그러나 각국의 정치, 문화적 특성에 따라
거버넌스 체계의 구성과 공공데이터 정책에 대한 시민 참여 수준에는 차이가 있다.
코로나19 관련 공공데이터 개방은 주로 국민에게 코로나19 진행 상황을 알리고 공
유하기 위한 코로나19 검사, 확진자, 확진자의 치료, 퇴원 및 사망 등 공공 의료 분
야 데이터이다. 이외에도 자가 격리 등 이동 제한 및 국가 비상상태 선포에 따른 사
회적 변화 및 이에 따른 국민 생활 지원과 같은 경제 분야 데이터도 개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코로나19 위기관리 도구로써 공공데이터 활용에 대한 정책적 고찰 ∙ 59

코로나19 관련 공공데이터 활용은 공공 의료 분야에 중점을 두고 대부분 코로나19
진행 상황 분석(예. 국내외 코로나19 동향 및 지역별 상황)에 대한 코로나19 대시보
드 등 데이터 시각화 사례가 지배적이다. 때문에 사회·경제적 분야에 대한 공공데이
터 활용이 많지 않아 정부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통찰력을 확보하고 정책 의사결
정으로까지 반영은 아직 활발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코로나19 관련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에 대한 주요국의 데이터 범주와 주
요 데이터셋, 제공 형식, 시민 참여 및 활용, 특징을 비교 분석하면 <표 6>과 같다. 해
외와 국내 사례를 비교한 결과 프랑스, 영국 및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은 모두 기계판독
및 활용이 즉시 가능한 오픈 포맷 중심으로 데이터를 개방하고 있었고 공공 부문의 데
이터만이 아닌 민간 부문의 코로나19 관련 공익 데이터도 제공함을 알 수 있었다.
<표 6> 주요국 코로나19 관련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특징 비교
구분

프랑스

데이터
범주

보건의료 및 사회

주요
데이터
셋

코로나19 환자 및
병원, 병원 응급 및
SOS 의사, 지역별
코로나19 사망자수,
코로나19에 대한
주요 수치, 국가
상점 위치 및
이동제한 기간 중
영업시간 등

지역 성(性) 연령별
제공 세분화된 데이터 및
형식
자유롭게 재사용
(데이터
가능한 오픈
포맷) 포맷(CSV, JSON,
SHP 등)으로 개방
‧

‧

공익데이터 기여에
시민이 참여하고
코로나
19 진행 상황
시민
및
입원 환자
참여 모니터링
대시보드,
및 활용 코로나
19
의심
사례 입원 데이터의 환자의
파이썬
코드 배포 등

영국

미국

보건의료 및
공공행정

보건의료, 정치, 사회
및 경제
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 수, 코로나19
영국 전역의
관련 행정 명령,
코로나19
코로나19 대응을
현황(확진자수,
위한 기금 배정,
사망자수, 검사
실업 보험 청구 및
진행수, 병원 입원
수당 등 지원금 및
환자수), 정부의
코로나19 영향에
코로나19 관련 정책 등 따른 공공 도서관
이용 및 코로나19
연구 데이터 등
미국 전역의
코로나19 현황
지역 연령별 코로나19
데이터를 오픈
잠정 사망자 수에
포맷(CSV, JSON, 대한 데이터를 오픈
XML 등)으로 개방
포맷(CSV, RDF,
JSON 등)으로 개방
186개국 정부의
19 진행 상황
코로나19 관련 정책 코로나대시보드,
시행 내용을 오픈
19의 전 세계
API와 CSV 파일 코로나
항공
감염 경로
형식으로 개방,
분석,
코로나19 정부 대응
코로나19 확산
추적기, 정부 대응
가능성
예측 및
엄격성 지수, 전 세계 사회적 이동
코로나19 진단 및 분석 및 코로나현황
연구
감염 확산 추세
및
백신
개발
등
시각화 서비스 등 제공
‧

한국

보건의료, 사회 및
경제
코로나19 관련 병원,
선별진료소, 국가 및
시·도별 코로나19
감염 발생,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자금
지원, 각 부처 및
지자체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민생
경제 지원 대책, 안심
식당 등
오픈 API로
제공되는 오픈
포맷(XML, JSON)과
XLSX, HWP, PDF
같은 독점적 파일
형식비오픈
(
포맷)이
혼재되어 개방
데이터 개방 5일만에
공적 마스크 판매
현황 앱 및 웹 서비스
출시, 코로나19 자가
진단 앱 개발,
선별진료소 지도 검색
서비스 및 코로나19
국내 종합상황 서비스
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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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공공데이터 포털
(data.gov.uk)에는
지방 정부 및
공공기관이 개방한
데이터만 존재.
정부 차원의
공공데이터 포털
코로나19
데이터
(data.gouv.fr)에
개방 및 분석을
시민사회 및 개발자
위해 민관 협력
등 민간의 자발적인
조직(NHSX)을 구성.
참여 및 기여를 국가보건서비스
(NHS)가
기반으로 한
개방한
데이터를
중앙,
공익데이터가 정부가 지자체, 보건기관이
개방한 공공데이터
공유하여 정부의
보다 많음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보건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코로나19 백신 개발
참가자에 대한 정보도
개방

공공데이터
포털(data.gov)에
연방·주 정부 및
공공기관 등 모든
공공 부문 조직의
코로나19 관련
데이터가 개방되어
이용자의 데이터 접근
및 이용이 용이.
민간과 협력하여
코로나19 연구 데이터를
오픈데이터로
개방하여 코로나 연구
및 백신 개발을 지원

공공데이터 포털
(data.go.kr)에
중앙/지방 정부 및
공공기관이 개방한
코로나19 관련
공공데이터가 개방.
각 지자체 포털에서
제공하는 세부정보의
오픈 포맷으로 개방은
미흡.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동시에 데이터 수집과
개방을 하고 있으나
민간의 오픈데이터가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제공되지 못함

2. 공공데이터 정책 개선 제언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및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데이터 정책 개선 방
향을 도출하기 위해, 선행연구 및 해외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과 함께 재난 상황뿐
만이 아닌 일반 상황에서의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의 효과에 대한 선행 연구를 참
조하여 추가 분석을 하였다.
정국환 등(2013)의 연구에서는 공공데이터 개방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효과
성 및 효율성, 투명성, 고용률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분석하였고, 또한
맞춤형 서비스의 분야별 효과에도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14)의 보고서에서는 공공데이터 활
용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공공데이터 공유 문화 기반 구축, 공공데이
터 처리 핵심기술 개발 등을 제안하였다. 특히 공유 문화를 기반으로 표준화와 고품
질 데이터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임준원, 최경현(2017)은 공공데이터 개방의 가치를
참여, 투명성, 효율성, 혁신성의 4개로 구분한 연구 모형을 제안하였다. 이 모델을 통
해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참여를 증진시키고 싶다면 데이터의 품질 관리와 목적성에
맞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에 많은 요소의 투입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구화진
(2019)은 사회학적 관점에서 첫째로 경제적 차원의 공공성 실현이 공공 부문의 기본
역할이지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하기보다 ‘시민’들도 그 과정에 동참해야 하고, 둘
째로 ‘정부’도 경제적 차원의 공공성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정책과정에 참여하도록 함
으로써 정치적 차원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논의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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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 해외 주요 국가의 코로나19 데이터의 개방 및 활용
사례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공공데이터 정책 개선사항을 제안한다.
1) 정보 공개 수준을 넘어 즉시 기계 활용이 가능한(machine-readable)
형식으로의 공공데이터 개방

우리나라 보건당국인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관련 정보들을 통합 및 연계하여 국가
전체의 코로나19 진행 상황을 매일 공개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부 투명성과 의사결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데이터는 이용자(예. 개발자, 기업, 학계 등)가 컴퓨터를 통해 가공 및 분석
하고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하기 쉽고(예. 메타데이터 제공, 공
통 표준 채택 및 APIs 제공 등), 개방적인 형식(예. 오픈 포맷 및 오픈 라이선스 등)
으로 공공데이터 개방이 확대되어야 한다.
<표 6>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각국은 코로나19 관련 공공데이터의 이용 및 재사용을
위해 기계 판독이 가능하고 특정 SW에 종속되지 않는 오픈 포맷으로 개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팀 버너스리가 정의한 5단계 오픈데이터(5-star Open Data)15) 수준의
오픈 포맷을 충족하는 파일 형식(3단계 이상, 예. CSV, XML, RDF, JSON, LOD 등)
으로 데이터를 개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실제 공공데이터 포털 이외에 코로나
19 관련 재난 포털이나 질병관리청, 지방 정부에서는 오픈 포맷보다는 아래한글,
PDF 및 Excel과 같은 텍스트 문서, 스프레드시트, 차트 및 이미지 등 파일로 개방하
고 있다.
2) 파편화된 데이터의 통합·집중 및 표준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으로 각국의 지방 정부에서도 소관 지역의 코로나19 감
염 현황과 감염 관련 동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지역별로 파편화된
데이터들은 그 지역의 특징과 동향을 파악하는 것 외에는 더 부가적인 정보와 가치를
얻기 어렵다. 또한 총계화(통계) 등으로 지역별로 자세한 데이터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누락된 데이터가 없도록, 각 지자체가 제공하는 데이터는 전국 단위로 취합되어 활용
될 수 있어야 한다.
-

//5stardata.info/en/

15) 5 단계 오픈데이터 (5 star Open Data): htt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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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데이터도 대부분 웹페이지와 한글 문서 또는 그래
픽으로 제공되고 있고, 데이터 항목과 형식, 표현 방식이 상이하여 데이터 이용자들이
건건이 변환하여 활용하고 있다(전자신문, 2020). 때문에 지역별로 다른 형식으로 데
이터를 개방할 경우, 원하는 분석을 위해서는 데이터가 없거나 많은 전 처리를 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개방하는 코로나19 데이터의 형식과 내용을 표준화하고,
전국 단위로 통합하고 및 집중시켜 원천 데이터를 개방함으로써 이용자들이 더 용이
하게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이용자 참여와 민관 협력 매커니즘 강화

세계 각국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하여 데이터 이용자 참여 및 민관 협력
메커니즘을 통해 공공데이터(또는 오픈데이터)를 적극적이고 민첩하게 개방하고, 민간
에서 이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였다. 특히, 프랑스는 공익데이터
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이용자의 자발적인 참여 및 집단 공헌을 통해 공공데이터 가치
창출에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우리나라 또한, 민관 협력을 통해 정부는 공적 마
스크 판매 데이터를 오픈 API로 개방하고, 개발자, 스타트업 및 기업 등이 이 데이터
를 활용하여 마스크 판매 재고를 확인할 수 있는 앱 및 웹 서비스가 신속하게 출시되
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우리 정부는 민관 협력 및 집단 공헌의 가능성과 가치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정부가 개방한 공공데이터를 민간이 활용하여 국민에게 필요한,
국민의 요구 수준에 맞는 서비스가 신속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정부는 공공 부문이
보유한 정보를 데이터로 변환하여 개방할 뿐만 아니라 민간이 보유한 데이터 및 분석
역량 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민관 협력 플랫폼, 문화 조성 등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이행이 필요하다.
4) 코로나19, 감염병 등 고부가가치 데이터를 국가중점개방데이터로 지정
및 개방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전 세계 국가들은 국민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직접적으로 코
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개방하였다. 우리나라도 마
찬가지로, 코로나19 발생 현황, 선별진료소, 국민안심병원 등 공공의료 분야 데이터를
개방하여 국민들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코로나19 진행상황을 알 수 있게 하고, 코로나
19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공적 마스크 판매, 온라인 학습·강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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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경제 지원 대책 등 사회·경제적 분야 데이터를 개방하여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
른 사회적 거리 두기 및 자가 격리 등 사회적 변화 및 이에 따른 국민 생활을 지원하
였다.
현재도 우리는 코로나19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는 또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의 고부가가치 데이터 개방 전략인 국가
중점개방데이터 정책과 연계하여 위기 대응 및 관리를 위한 공공 의료 분야뿐만 아니
라 사회·경제적 분야에 대한 공공데이터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고부가가치
데이터 유형을 식별하고 개방해야 한다.
5) 위기 대응 및 관리 도구로써의 지속 가능한 감염병, 재난데이터 개방
체계 마련

마지막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서는 감염병 발생
시 유관 기관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일반 개발자, 스타트업 및 기업들
이 활용할 수 있는 형식으로 개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궁극적으로는 이를
공식화하고 매뉴얼화하기 위한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다. 특히, 감염병이 코로나19
처럼 재난 상황으로 확산되었을 때 관련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을 총괄 지원하고
정부와 민간 간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국가재난데이터 개방을 지원하는 전문기
관의 지정이 필요하다.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국가 등의 책무에 안전 정보공개 조항이
신설(2019.12.3)되었으나 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조직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국
가재난데이터 개방 지원기관은 민간의 데이터 개방 요구를 수렴하고, 관련 부처 간
협조 체계를 운영하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유관부처 및 지자체 등의 정부 브리핑
자료를 공공데이터로써 활용이 가능한 형식으로 변환 및 데이터 분석을 지원하는 역
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Ⅳ. 결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각국의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사례 분석을 통해 위기관
리 도구로써 공공데이터가 정부 정책과 민간 협력의 도구로 유용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전 세계가 연결된 환경에서 감염병은 이제 특정 국가 또는 지역만의 문제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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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엔디 와로마 유럽 클라우드 연합 아시아 국장은 “코로나19를 통해 배운 공공데
이터의 중요성”이라는 기고문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중심에
공공데이터(Open Data)가 있음을 제기하였다(ZDNet Korea, 2020).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주체는 정부뿐만 아니라 비정부 단체 및 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우리
가 생각하는 것보다 공공데이터는 국가 간 협력과 공조가 중요하여 관련 데이터가 모
두에게 공개되어 있다면, 코로나19처럼 예상치 못한 팬데믹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
응이 가능할 것임을 제시하였다.
앞서 제안하였듯이 공공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공되는 데이터의 품
질과 적시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재난과 관련된 공공데이터의 표준화와 상
시적인 관리 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재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매우 중요하
다. 또한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개발자, 스타트업 및 기업 등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정부와 민간의 솔직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은 정부의 투명성 제고
와 효율적인 정책 집행의 관점에서 매우 바람직하고 확대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은 K-방역으로 지칭되며 해외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모범
사례가 되었다. 여기에 공공데이터는 많은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지속 가능한 코로나
19 및 다양한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는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지원 정책의 개선과
거버넌스 체계 정립이 필요하다. 공공데이터에 기반한 효과적 대응과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위해 위기관리 도구로써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을 강화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전대미문의 글로벌 위기에서 공공데이터를 통해 정부와 시민들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현상을 분석한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그러나 아직도 코로나19
상황이 진행 중이므로, 사례연구를 통한 정책의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이르고 부족한
면이 있다. 그리고 각국의 추가적인 공공데이터 개방이나 방역 노력 등 나타나지 않
은 다양한 사례들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정리되면 보다 자
세한 사례분석을 통해 다양하고 가치 있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중국의 경우에는 코로나의 본격적인 확산 시작 등 연구를 위한 다양한 특징이
있을 수 있으나 중국 정부의 공공데이터 정책이 다른 국가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알려
지지 않은 점이 있어 비교 분석 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다만, 중국 정부는 2015년부
터 빅데이터 산업을 미래 유망산업으로 선정하여 “빅데이터 발전 촉진을 위한 행동
강요(2015.8.)”를 시작으로 2020년 5월 “산업 빅데이터 발전 지도의견(2020.5.)”까지
국가 주도의 빅데이터 정책을 주도적으로 시행해오고 있어 앞으로 공공데이터의 개방
추이를 주목할 필요는 있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5;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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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코로나19 관련 독일 싱크탱크인 메르카토르중국연구소(MERICS)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기업이 출시한 앱과 다양한 데이터 기반 디지털
솔루션을 분석하고, 중국의 개인 데이터 보호 프레임워크를 분석하여, 위기관리에 대
한 데이터 중심 접근 방식의 이점과 위험요소를 열거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법을 제안
하였다.
향후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치, 사회, 경제적
현상들과 연계한 종합적인 사례 분석도 가능하고 많은 종류의 정리되고 누적된 데이
터들로 질적 연구뿐만 아니라 계량적인 연구도 시도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러한 결과는 재난 상황에 대해 정부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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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open government data policies
as risk management tools to address COVID-19 pandemic
- Focusing on comparative analysis of cases in major
overseas countries Oh Jieun, Lim Hyejeong, Lee Hunjung, Shin Shinae
Abstract

Many countries are promoting policies on the release and reuse of open government
data as risk management tools to address issues across the global COVID-19 pandemic.
Countries such as France, UK and USA are actively promoting the release and reuse
of open government data responding to COVID-19 at the national level. The OECD
also working on a project with open data expert organizations to identify policy considerations to ensure that the release and reuse of open data can support crisis response.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the release and reuse of open government data
practices in responding to COVID-19 across countries and presents key insights and
recommendations on effective open government data policy directions for crisis management such as infectious diseases, based on the challenges and problem-solving
experiences of the release and reuse journey of open government data of the Korean
government. The COVID-19 global situation becomes reinfected and prolonged, we
hope that open government data will be more actively reused to solve the issues facing
the Korean government and overcome this crisis and support national innovation.
Key words :

Coronavirus(COVID-19), Emergency(Risk) Management,
Open Government Data(Open Data), Data-driven problem solving,
Digital Government

■ 논문접수일: 2020.11.15. ■ 심사개시일: 2020.11.23. ■ 게재확정일: 2021.02.15.

과학기술정책 | 제4권 제1호(2021.06.) pp.71-112

71

과학기술 R&D 분야의 부처간 협업체계 연구
-

다부처공동연구사업의 거버넌스 비교 조재영*, 조현구**
초록

정부 R&D 예산 투자 규모는 20조 원을 넘어섰지만 투자 효과성은 선진국에 비해 감소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부처･분야간 중복을 방지하면서
도 협업 ·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다부처공동연구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다부처
R&D 사업을 협력적 거버넌스 측면에서 분석하기 위하여 첫째, 기존 R&D 거버넌스 구조 분석 요소와
협력적 거버넌스 분석 요소들을 추출하여 다부처연구개발사업의 협력 형성 결정요인 분석모델을
제시하였다 . 둘째 , 미국의 대표적인 다부처연구개발사업인 「국가나노기술개발전략」(National
Nanotechnology Initiative)과 2011년부터 과기부, 산업부, 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중인 「범부처
전주기신약개발사업」에 제시된 협력적 거버넌스의 분석틀을 적용하여 비교하였다. 셋째, 다부처연구
개발사업의 협력 형성 결정요인별로 두 사업을 비교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다부처공동기획연구사업, 사회문제해결형연구사업 등 증가일로인 다부처 R&D 사업을 협력
적 거버넌스 관점에서 분석하였다는 점과 R&D 거버넌스 모델에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을 접목시켜
다부처 R&D 분야의 협력 형성 결정요인을 도출하고 실제 사례에 적용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주제어 다부처공동연구사업
:

, R&D

거버넌스 협력적 거버넌스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

* 한국화학연구원 감사부장, jycho@krict.re.kr
**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교수, pmack27@korea.ac.kr(교신저자)

,

72 ∙ 과학기술정책 | 제4권 제1호(2021.06.)
Ⅰ. 서론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는 2010년 이후 매년 평균 5.5%씩 증가하여 2019년도 과학
기술 R&D 예산은 20.5조 원으로 GDP대비 4.4%대를 유지하고 있다(한웅용 외,
2019). 국가 R&D 투자 규모가 급속하게 확대되었지만 과학기술 사업을 추진해야 하
는 환경적 요소는 더욱 복잡·다양해지면서 예기치 못한 많은 문제들로 투자 효과성은
급격하게 감소되어 오히려 선진국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조현대 외, 2011). 이에
정부는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는 R&D 예산의 고비용·저성과 구조를 효과적으로 개
혁하는 한편, 급변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
해 부처간·분야간 연계와 융합을 강조하는 다부처 R&D 사업을 확대해 왔다. 따라서
증가일로에 있는 다부처 R&D 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추진체계의 개선은 무엇보
다 중요한 국가적 이슈로 자리잡게 되었다. 시기적으로 살펴보면, 정부는 1990년대
초 특정 분야에서 세계 G7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범부처 공동 「선도기술연구
개발사업」(이하 G7프로젝트)을 계기로 2008년에는 범정부 차원의 ‘신성장동력 비전과
발전전략’을 발표하였고 2009년부터 20대 과제를 대상으로 부처별 구체적인 역할 분
담에 의한 신성장동력사업을 추진하였다(안승구 외, 2015). 또 2010년에는 이전의 범
부처 공동연구 사업보다 진일보한 부처주도의 다부처연구개발사업(이하 다부처개발사
업)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 주도의 다부처공동기획시범사업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국과위, 2010). 이들 다부처개발사업은 R&D 투자 확대에 따른 중복 방지
및 부처간 협력을 통한 R&D 연계 강화 등을 추구하였다. 2011년부터 「범부처전주기
신약개발사업」(이하 범부처신약개발사업) 등 5개 세부 사업으로 진행된 부처주도 다부
처개발사업은 세부 사업 단위로 예산을 편성하고 대규모 장기 사업으로 기획·추진되
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만큼 부처간 연계 강화는 일어나지 않았다(한국과학기술기획평
가원, 2019). 여전히 다부처개발사업 예산이 부처 단위의 우선 순위에서 밀리고 다수
부처간 사업에서 유사·중복성이 발견되면서 국과위는 R&D 사업의 세부 기획 단계에
서부터 부처간 연계를 강화하는 사전 조정·통합 기능 중심의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이하
다부처기획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R&D 예산 배분·조정 기능을 확보함으로써
부처간 실질적인 R&D 연계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현실적
으로는 사회문제 해결 관련 6개 시범사업 중 1개 사업만이 선정되었고 이마저도 과기
부 단독으로 추진되는 등 사업의 시작부터가 순조롭지만은 않았다(한성구 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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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봉 외, 2015).
현재에도 정부 R&D에서 부처·분야간 중복을 방지하면서도 협업 및 융합을 촉진하
기 위해서 정부는 다부처개발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는 있지만 이들 사업은 기존
개별 부처 중심의 사업이나 다부처적 연구개발 사업 수행 체계와 큰 차이 없이 이전
부처 중심 예산 편성 등의 운영 형태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안승구 외,
2015). 뿐만 아니라 기초·원천 기술을 담당하는 부처와 응용·개발 및 사업화를 주로
다루는 부처간 연구 성과의 상호 연계·활용이 부족해 사업을 수행하는 부처간 협력적
연계마저 미흡하다(조현대 외, 2011)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 <표 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범부처신약개발사업」을 포함한 다부처 R&D 사업 예산의 대부
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처주도 사업과 최근 들어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동기획
사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기획 당시 예산대비 50% 내외의 미흡한 실제 투자가 이루어
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 다부처 R&D 사업 정부 예산 투자 비율 예시

투자
다부처개발사업
사업기간 기획예산 투자 비율*
비고 참여부처
(총기간)
(억원)
(억원)
유형
세부사업명
(%)
개년 과기부, 산업부,
범부처신약개발사업 ’11~’20 (9) 5,311 2,617 0.49 9투자
복지부
부처
8
개년
과기부
,
주도 정지궤도위성사업 ’11~’18 (7) 6,697 6,099 0.91 투자 환경부,, 해수부
기상청
사업
개년 농림부, 해수부,
골드시드프로젝트사업 ’12~’21 (9) 4,911 2,271 0.46 7투자
농진청, 산림청
국토부
, 과기부,
고신뢰성 다개체..구축 ’15~’20 (5) 370 289 0.78
해수부
공동 실감미디어...기술개발 ’15~’18 (3) 400 155 0.39
과기부, 문체부
기획
과기부, 해수부,
사업 해양주권 확보...구축 ’15~’17 (2) 120 73 0.61
외교부
생활밀착형 유해..개발 ’16~’20 (4) 435 77 0.18
산업부, 환경부
* 사업별 먼저 추진된 일부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투자비율을 조사하였음.
자료: 국회예정처(2019),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9)에서 참고하여 작성

이와 같은 계획 대비 실제 투자의 변경은 최초의 다부처 R&D 사업인 「범부처신약
개발사업」에서도 대표적으로 드러났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부 R&D 예산
이 2014년부터 연평균 3.1%씩 증가하였고 과기부, 복지부, 산업부의 부처 R&D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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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역시 각각 연평균 3.1%, 4.4%, 0.1%씩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범부처신약개발사
업」의 경우 실제 투자액이 당초 계획 대비 59%나 감소하였다는 점을 국회에서 공식
적으로 지적하였다(국회예산정책처, 2019). 그럼에도 2020년 6월 후속사업인 「국가신
약개발사업」(사업기간 2021-2030, 사업비 2조 2,000억 원, 과기부, 산업부, 복지부)
은 예타를 통과하였고 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범부처신약개발사업」은 다부처공동연
구사업 중 유일하게 동일한 형태의 후속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매출 1조 원
이상의 블록버스터급 국산 신약개발”이라는 「범부처신약개발사업」의 당초 목표가 달성
되지 못한 채 그대로 후속사업인 「국가신약개발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는 시점을 고려
할 때, 선행연구에서 제기되었던 ‘부처 중심 예산편성’, ‘부처간 연구성과의 상호 연계
및 활용 미흡’ 등 다부처 R&D사업 협업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 논의가 이제는 필
요하다 하겠다.
<표 2> 부처별 R&D 및 범부처신약개발사업 예산 투자 비율 비교
구분

정부 R&D 예산
복지부 전체
R&D 범부처
신약
과기부 전체
R&D 범부처
신약
전체
산업부
R&D 범부처
신약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177,793

189,231

190,942

194,615

196,681

205,328

4,508

5,166

5,323

5,243

5,479

5,511

100/250

87/250

100/250

110/250

110/250

95/217

60,467

64,967

65,571

67,484

67,357

69,956

100/250

87/250

100/250

110/250

110/250

95/217

31,900

34,581

34,073

32,057

31,623

32,068

100/250

87/250

100/250

110/250

110/250

95/217

(단위: 억원)

비고

년 평균 3.1%
년 평균 4.4%
실제/계획

(계획대비 59%감소)

년 평균 3.1%
실제/계획

(계획대비 59%감소)

년 평균 0.1%
실제/계획

(계획대비 59%감소)

자료: 국회예정처(2019)에서 참고하여 작성

본 연구는 국가 R&D 사업 영역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는 다부처 R&D 사업을 부
처간 협력을 강조하는 거버넌스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다부처
R&D 사업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 중 부처간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협력 형성요인’에 초점을 두었다. 이는 협력 형성요인이 갖추어질 때 향후 운영 및
성과에 있어서도 다부처사업의 특성이 잘 발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면을 전제하고 있
어 초기 연구의 성격을 가진다. 둘째, 다부처 R&D 사업의 협력 형성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R&D 거버넌스 개념 및 분석모형, 협력적 거버넌스(Collaborative Governanc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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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및 분석모델을 확인하고 공통분모를 모색하였다. 곧 R&D 거버넌스의 유형과 형
태, 분석모델의 공통적인 유용한 내용을 발췌하여 협력적 거버넌스 분석모델에 연계함
으로써, R&D 거버넌스의 특성을 반영한 부처간 협력 형성요인 분석에 관한 수정모델
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동 수정 모델을 활용하여 미국 다부처개발사업의 모범 사
례로 인정되는 「국가나노기술개발전략」(이하 NNI: National Nanotechnology
Initia-tive)와 우리나라의 다부처개발사업중 대표적 사례로 거론되는 「범부처신약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부처간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요인을 비교 분석하고, 그 결과적 함
의를 향후에도 계속 진행될 다부처개발사업 운영에 방향성으로 안내하고자 하였다.
Ⅱ. 이론적 고찰
1. R&D 거버넌스

거버넌스에 관한 이론적 연구는 지배구조의 유형 변화에 대한 관심 증대와 공공 및
민간 부문간 불명확한 영역에서 새로운 지배 유형의 등장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Rhodes, 1996; Stoker, 1998). 최근에는 정부에 의해 일방적 결정이 이루어지던
구 거버넌스적 유형보다는 정부와 시민 사회간의 대화, 조정 및 협상을 통한 타협 절
차로 진행되는 신거버넌스적 유형이 주목받고 있다(Jessop, 2000). 이명석(2002)은
행정학, 정책학 등에서 대두되고 있는 거버넌스 이론을 정립하여 넓게는 공통문제 해
결 기제로, 보편적으로 정부 관련 공통문제 해결 메커니즘으로 그리고 좁게는 신거버
넌스적 의미로 정의하고 있다(홍형득, 2007).
R&D 활동1)은 과학기술 관련 활동 부분에 있어 전부라고 인식될 정도로 가장 중
요한 기능이며(Cohen, 1989), 새로운 과학적 지식의 창출, 개선, 개량 나아가 기술혁
신 등 모든 지적 활동의 기반이 여기에 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최근 들어 R&D 분
야에서 거버넌스의 도입은 자연스런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는 거버넌스 지
배구조가 R&D 조직의 의사결정과 운영과정을 결정하게 되고 조직의 발전과 성과에
도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 요인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권기창 외, 2006). 일반적인 거
버넌스의 인자들에 비해 연구개발 분야는 많은 창의적 지적 활동이 수반되어야 하는
1) 논리적으로는 과학기술 개념은 연구개발의 개념보다는 좀 더 광의적이고 학문적인 색채를 띄는 것은 사실
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문맥에 따라 과학기술과 연구개발을 같
은 의미로 혼용해서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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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적인 거버넌스 특성 인자로 인해 정부가 연구개발 정책의 선택, 결정 및 운영 과
정에서 역량적 한계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거버넌스와는 다
른 시각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부가 연구개발 정책 추진과정에서 정부
의 독단적 결정을 줄이고 민·산·학·관 협력 네트워크를 적극 가동하여 조정 역할에
치중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과정을 도입하는 것은 새로운 변화에의 적응이라고 볼 수
있다(박상욱 외, 2005). 국내에서는 2000년 이후 성지은(2006), 고용수 외(2005), 홍
성만(2004) 등의 학자를 통해 R&D 정책 과정에 시민사회가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거버넌스 변화나, 과학기술 관련 부처의 조직 변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구조조정을
연구성과와의 효과성 관점으로 R&D 거버넌스 연구가 이루어졌다.
R&D 거버넌스의 대표적 이론적 프레임은 Nelson, Lundvall 등 학자들에 의해
제기되어 왔었던 혁신체제적 접근 방식과 거버넌스의 개념적 틀간 조합으로 완성될
수 있다(Edler, 2003). 국가혁신체제2)를 거시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에는 국가혁신체계
론(Freeman, 1987; Nelson, 1993; Lundvall, 1992) 및 삼중나선모형(Triple
Helix Model; Etzkowitz & Leydesdorff, 2000) 등 제 3세대 과학기술 혁신 정책
이론과 새로운 개념들이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과학기술 혁신 정책이론
에 거버넌스 개념을 도입하여 과학기술 정책 거버넌스를 분석하기 위한 모형과 이슈
에 대해서도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R&D 거버넌스 구조 분석을
통한 국가의 조정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Arnold(2003)의 구조 분석모형을 활용하고
자 하였다([그림 1]). 그 이유는 첫째, 연구개발 주체들간 상호작용과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의 구성 관계를 주로 설명하는 국가혁신체제론이나, 대학, 기업 및 정부 등
삼자간 지식생산을 위한 네트워크와 나선형 움직임을 강조하는 삼중나선모형과는 달
리, Arnold(2003)의 모형은 과학기술 관련 정부기관간 거버넌스 구조를 조정과 협력
개념 중심으로 시스템적인 본질을 다루고 있어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에 연계가 가능
하다는 것이다(홍형득, 2007). 둘째, 이 조정과 협력의 분석 과정에서 도출된 사례는
과학기술 부처간 협력적 거버넌스 분석에 필요한 요인을 제공하는데, Arnold(2003)의
모형 분석을 통해 확인된 범부처 조정 메커니즘, 역할분담, 부처의지 및 공동지원조직
요소 등이 다부처개발사업의 부처간 협력 형성 요인에 적합한 공통 분모로 도입되면
서 협력적 거버넌스 분석의 개념적 틀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2) 국가라는 커다란 조직안에서 정부·기업 ·대학 ·공공연구기관 등의 혁신주체들이 시스템적 접근을 통해 과학
기술혁신에 대한 메커니즘 , 성공요인 및 그 인과관계 등을 파악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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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nold(2003)3)는 R&D 거버넌스 구성요소를 조정 기제(수평적 조정, 구조적 조정)
및 참여 기제로 구분하였다(홍형득, 2007). 먼저 수평적 조정 기제는 국가 R&D 시스
템 전반에 걸친 범부처적 조정 단계인 level 1, 부처 단위 수준에서의 조정이나 협력
을 나타내는 level 2, 연구 지원기관들 간의 조정이나 협력의 단계인 level 3, 그리고
실질적인 연구 수행자들간의 조정 및 협력을 나타내는 level 4 등 네 단계로 나누어
진다. level 1, 2 수준에서의 조정은 정부 주요 장관들이 참여하여 운영되는 협의체
형태가 효과적이며, 핀란드의 과학기술정책위원회는 총리가 위원장으로 참석하여 책임
있는 정책 조정을 행하는 의미 있는 조정 메커니즘의 표본이 되고 있다(Arnold,
2003). 구조적 조정 기제는 거버넌스내 R&D 정책 결정자(부처), 프로그램 관리자 및
프로젝트 책임자들간 수직적 성과 계약을 중심으로 정책 집행 부분이나 연구 수행 메
커니즘과 관련한 조정 및 협력의 정도를 분석한다(홍형득, 2007). 그리고 참여 기제는
일반 사회과학자들과 시민사회들이 과학기술자와 더불어 R&D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조정 및 협력과 관련하여 거버넌스를 분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처들간 조정 및 협
력에 관한 수평적 조정 기제는 당연히 과학기술 관련 부처간 협력적 거버넌스 분석에
도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3) R&D 거버넌스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①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있는 R&D 주체를 파악하고 ② 연구개발
주체들의 R&D정책 방향 , 우선순위 및 규모 결정방법을 인지하며 ③ 거버넌스 과정에서 정책결정의 공동
결정 구조를 충분히 이해해야하며 ④ 시스템 내에서의 변화주도기관을 확인하는 등의 네가지 주요 분석차
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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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R&D 정책 거버넌스 조정 메커니즘

자료: E. Arnold et al.(2003), 홍형득(2007)에서 인용
2. 협력적 거버넌스

최근 국가를 포함하는 사회 영역간 연계성이 강화되고 정책 문제의 복잡성과 불확
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공공분야의 갈등 해결과 성과 제고를 위한 대안적 시스템으로서
협력적 거버넌스가 대두되어 왔다.4) 협력적 거버넌스의 정의에 대해 Henton(2005)은
이해관계자간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한 상호작용인 협력과 다양한 부문간 조율 과정에
역점을 두는 거버넌스 개념이 결합된 것으로 파악했다. Agranoff & McGuire(2003)
는 단일 조직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다른 조직들과 협력하
고 관계해 나가는 프로세스로 이해했으며, Bryson, Crosby & Stone(2006)은 단일
한 조직의 섹터내에서는 달성할 수 없는 내용을 다수 섹터들에서 정보, 자원 등을 조
직적으로 연계하고 공유하는 섹터간 협력으로 이해했다. Ansel & Gash(2008)는 다
수의 공공기관이 행하는 공식적이고 집합적인 의사결정이 집행 과정에서 민간 부문
4) 이는 유연성이 결여된 기존의 관료주의, 이해관계자들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다원주의, 그리고 공공성의
확보가 관건인 신관리주의에 의존하는 문제해결 패러다임만으로는 국책사업에 관련된 갈등이나 성과제고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에 기인한다(박재창, 2007; Kettl,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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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와 원활하고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면서 공공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Emerson, Nabatchi & Balogh(2012)는 공공 및 민간 부문
의 다양한 행위자들을 공공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시켜 공공의 목적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의사결정 및 관리 프로세스로 정의하고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협력적 거버넌스 관련 연구는 1990년대 이후부터 꾸준히 진행되고 있
으나 외국의 사례에 비추어 특징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 국내 연구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거버넌스 연구가 많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혹은 예상되는 문
제의 갈등 해결 방식으로 협력적 거버넌스를 분석하고 있다.5) 이종원(2005)은 체제의
목표 지향성, 네트워크 관리, 행위자의 자율성 등 특성을 갖는 새로운 사회적 통치 양
식의 하나라고 보았고, 조만형·김이수(2009)는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가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협력, 협상 및 네트워크를 진행하고, 공적 사업 과정에 민간의 이
해 관계자들을 집단적 의사결정에 참여시켜 공적 목표를 달성하는 협력에 의한 통치
양식으로 정의하였다. 이명석(2009)은 공공기관이 주도하여 자율적인 행위자와의 협
력과 사회적 조정 양식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공공가치를 창조하는 사회문제 해
결 방식으로 주장하였으며 구교준·김성배·기정훈(2013)은 국가 발전을 위한 경제적,
사회적 자원의 관리 방식으로 주장하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간 이해관계
가 얽힌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을 활용한 연구가 많이 소
개되고 있다(임순미, 2010; 주재복, 2010; 구교준 외, 2013). 이처럼 협력적 거버넌
스는 전통적 중앙집권적인 사회문제 해결방식과는 다른 방향으로 설계·관리되어져 있
으며(Agranoff & McGuire, 2003)6),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① 중복투자 방지와
예산 절감을 통한 공공행정의 효율성을 제고, ② 공동참여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
과를 창출, ③ 규모의 경제 지향으로 공공기관간 제도적 역량을 증대시키는 긍정적
의의를 유인해 낼 수 있게 된다(주재복, 2006).
협력적 거버넌스를 분석한 대표적 모형으로는 부문간 협력 프레임을 강조한
Bryson, Crosby & Stone(2006)식 모델, 전형적인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을 제시한
Ansell & Gash(2008)식 모델, 이전 모델을 통합한 개념인 Emerson, Nabatchi &
Balogh(2012)식 모델 등을 들 수 있다. 국내에서는 이런 해외의 모델들을 응용하여
5) 그것은 거버넌스 개념의 도입이 외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다보니 거버넌스가 의사결정이나 정부의
공공문제 해결 운영방식으로 완전히 뿌리 내리지 못해 아직까지 정부가 결정적 행위자로 영향을 미치는
일이 많아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요소가 되었기 때문이다(김석준 외, 2002).
6) 협력적 거버넌스에서는 공공부문으로서의 정부와 민간부문간 자발적 협력이 근간을 이루는 것은 사실이나,
정부가 주도적으로 거버넌스를 이끌고 나가야 하므로 정부의 역할이 축소보다는 변화되어야 한다는 의미
이다(Sulivan & Skelcher, 2002; 이명석,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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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와 관리의 개념을 강조한 이명석식 모델과 Ansell & Gash식 모델을 활용하여
거버넌스 형성 결정요인 분석모형을 구축한 구교준식 모델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
다. 현재 공공부문 주도의 협력적 거버넌스 연구에는 Ansell and Gash(2008) 모형
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도 Ansell & Gash(2008) 모형과 구교준 모델
을 활용하여 수정된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거버넌스 형성
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Ansell & Gash(2008)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공공기관이 공공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 부문과 공식적·의도적·합의 지향적으로 행하는 집합적 의사결정의 조정 과정으
로 정의하였다. 제시된 모형은 초기 조건, 협력 과정, 결과, 제도적 설계, 촉진적 리더
십 등 다섯가지의 요소로 구성되는데 여기서 초기 조건, 협력 과정 및 결과는 순차적
으로 영향을 미치고 제도적 설계와 촉진적 리더십는 협력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형태
이다. 이들 구성요소 중 ① 초기 조건의 주요 변수로는 이해관계자간 권력과 자원의
불균형, 협력을 위한 인센티브와 제약, 갈등과 협력의 선례 등이 있으며, ② 제도적
설계는 협업을 위한 기본적 절차와 규칙으로, 그 주요 변수에 참여의 포괄성과 포럼
의 배타성, 명확한 기본 규칙과 과정의 투명성 등이 포함된다. ③ 촉진적 리더십에는
기본 원칙을 준수하고 신뢰를 구축하여 상호간에 이익이 되게하므로써 이해관계자를
모으고 협력 정신을 갖도록 하는 내용이 내재한다. ④ 협력 과정은 면대면 대화, 신뢰
구축, 과정에 헌신, 공유된 이해 및 중간 결과 등의 변수를 선순환 구조가 되게 하여
협업을 단계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며 ⑤ 결과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얻어지는
성과를 의미한다. 구교준(2013)식 모델은 실제 성공적인 TJCOG7) 사례와 협력적 거
버넌스 이론 분석을 통해 도출된 프로토타입으로 관계요인, 조직요인 그리고 상황요인
등의 3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성공적인 협력적 거버넌스의 필요조
건을 제시하고 있다. 협력적 거버넌스 형성의 세가지 결정 요인 중 ① 관계요인은 자
원과 권한의 균형과 조직간 신뢰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Ansel &
Gash(2008)가 제시한 모델의 초기 조건에 해당하는 참여 당사자들간 영향력과 자원
의 불균형 및 과거 협력 과정에서의 부정적인 경험 등은 협력 참여 인센티브를 달라
지게 할 수 있다. ② 조직요인은 리더십, 협력기반 제도, 독립 조직 및 예산 등으로
7) Triangle J Council of Governments(TJCOG)는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주를 구성하는 17 개 연합의회
중의 하나로서 1959년부터 현재까지 지역의 토지 이용 및 인프라에 대한 장기계획, 오염물질에 대한 예
방 , 수자원 등 에너지 및 환

경, 경제발전

등의 계획을

둘 러싼 다 양 한

어 내고 있다(Triangle J Council of Governments, 2011).

내용의

종합적인

개발 전

략을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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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는데, 먼저 협력적 리더십은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게 테이블로 불러 들이는
촉매 역할을 하는 것이며(Heikila & Gerlak, 2005; Imperial, 2005), 제도는 협력
이 이루어지기 위한 기본적 장치로써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독려한다는 측면에서 협
력적 거버넌스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리고 독립적인 조직과 예산인데, 이 요인들은
협력을 하고자 하는 현실감 있는 의지의 실체라고 할 수 있다. ③ 상황요인은 외부
효과로서의 상호 이익과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집단간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상호 이익 사업에 대한 배분 협상 비용을 줄여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Feiock, 2009).
Ⅲ. 연구 설계
1. 연구 방법

과학기술 부처들간 협력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핵심적인 내용은 협력을 어떻게
유지·운영해갈 것인가의 문제보다 협력 사업의 형성 단계에서 부처간 갈등을 어떤 결
정적 요인으로 조정하여 협력을 무리 없이 유도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될 것이다. 그
것은 부처간 과학기술 협력 사업에서는 다양한 계층의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하는 비율
이 상대적으로 적어, 정부 일반 정책사업 집행 과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업의 변
경을 요구하는 다양한 계층으로 부터의 극단적 목소리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R&D 사업 특성도 정책을 우선하는 top-down식으로
추진되어, 사업의 운영과정에서 목표가 변경되는 경우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울
러 다부처개발사업의 운영과정도 사업 형성시 설정된 목표의 변화 가능성이 적은 안
정적으로 구조화된 영역이여서, 부처 차원의 리더십과 위계적 권한 그리고 위임된 행
정 절차에 따라 사업이 무리없이 진행되기 때문이기도 하다(금현섭, 2014). 이런 이유
들로 정부 부처간 추진되는 R&D 협력 사업의 집행 과정에서는 형성적 측면이 중요
하다고 판단되며, 본 연구에서는 협력적 거버넌스 형성 결정요인 분석 모형을 중심으
로 과학기술 관련 부처들간 협력 사업인 다부처개발사업의 성공가능성 여부를 분석하
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Arnold(2003)의 R&D 거버넌스 구조 분석모형에서 수평적
조정 메커니즘의 범부처 조정 및 협력사례를 분석한 후, 정부 R&D 부처간의 관계 특
성을 갖는 범부처 조정 메커니즘과 공동 지원조직 요소를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에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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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한다. 여기에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을 통해 확보된 형성 결성요인들을 반영한 수정
분석모형을 제시하고, NNI와 범부처신약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는 흐름으로
진행한다([그림 2]).
[그림 2] 연구체계도
연구개발과 거버넌스
수평적조정 메커니즘 분석

협력적거버넌스
거버넌스 형성결정요인 분석

↓

협력적거버넌스모형 선정
거버넌스 형성결정요인 분석
모델 수정

↓

↙

다부처연구개발사업 선정
부처주도 다부처연구개발사업
선정

↙

협력적거버넌스 관점의 다부처연구개발사업
결정요인 분석

↙

↘

비교사례 : 해외
미국(NNI)

↓

대상사례 : 범부처신약사업
부처주도 다부처연구개발사업 NNI와 유사 추진체계 선정

↓

협럭적거버넌스 형성 결정요인 분석
- 상황요인(부처외부) : 정부의 정책방향, 범부처조정 메커니즘, 외부효과
- 관계요인(부처간) : 자원 및 권한의 균형, 역할분담, 과거의 협력경험
- 개별요인(부처내) : 리더십(부처의지), 공동지원조직, 독립조직 및 예산

↓
해외국가와 우리나라 다부처연구개발사례 비교
분석에 따른 차이점 도출

↓
결론과 정책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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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그림 3]과 같이 협력적 거버넌스 형성 결정요인 분석모델 도출을 위한 선행
작업으로 Ansell & Gash 모델의 분류에 따른 형성적·운영적·성과적 요인의 3가지
프레임에 대표적인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의 구성 요소들을 공통적 내용이 유지되도록
분류하였다([그림 3]). 이후 분류된 형성–운영–성과 요인(Ansell & Gash 2008; 주재
복 2013)중 형성적 요인 요소들과 Arnold(2003)의 R&D 부처간 수평적 조정 메커니
즘 요소들을 기반으로 하여 3개 요인–9개 요소로 구성된 다부처개발사업의 부처간 협
력 형성 결정요인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구교준(2013)의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을 활
용하여 [그림 4]와 같은 R&D 분야 부처간 협력적 거버넌스 요인 분석모델을 수정 제
시하였다.
[그림 3] 협력적 거버넌스상 협력 형성요인
모델유형

Emerson 외

형성적요인
- 선행조건
- 구조와 거버넌스
- 상황과 제약
- 초기조건
- 제도적 설계
- 촉진적 리더십
- 시스템적 맥락
- 동인
- 협력적거버넌스(행동)

이명석 외

- 협력적거버넌스 설계

구교준 외

- 관계요인
- 조작요인
- 상황요인

Bryson 외
Ansell 외

운영적요인

성과요인

- 프로세스

- 성과와 책임

- 협력과정

- 결과

⇨ - 협력적거버넌스 ⇨ - 영향력
(협력적다이나믹스)
- 협력적거버넌스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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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협력적 거버넌스 형성 결정 요인 분석모델
관계요인
자원 및 권한의 균형
역할 분담
과거의 협력경험

⇘

개별요인
부처의지
공동지원조직
독립조직 및 예산

협력적 거버넌스 형성

⇙

⇑

상황요인
정부의 정책방향
범부처 조정 메커니즘
외부효과(비용/이익)

제시된 [그림 4] 모델의 거버넌스 형성 결정요인 구성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객관성
확보를 위해 사업단 관계자, 사업단 과제 수행 기관의 과제 관리자 및 세부 과제 연
구책임자 등 각 분야 2명씩 총 6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2021.1.11-1.22에 걸
쳐 실시하였으며8) 인터뷰 대상자의 특성 및 질문사항은 <표 3>과 같다.
<표 3> 인터뷰 대상자 특성 및 질문 사항
인터뷰 대상자
질의 내용
① 범부처신약사업 과제 책임자 3명(연구직) 및 ① 다부처 R&D 사업 문제점
관리자 3명(행정직)
② 다부처 R&D 협력적 거버넌스 형성
② 관련 업무 종사기간 책임자 평균 17.8년,
3개요인, 9개 요소 적용 여부 및 대안
관리자 평균 4.5년
③ 다부처 R&D 협력 강화 대책

8) 설문 결과 9개의 형성 결정요인 구성에 대해 대체적으로 이견이 없었으나, 일부 설문자는 ‘청와대의 관
심 ’, ‘부 처 에 대한 신 뢰성 ’, ‘부 처의 전문 능력 ’ 요소를 추가적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 그러나 ‘청와대의
관심 ’은 ‘정부의 정책방향 ’의 범주에 , ‘부 처에 대한 신 뢰성 ’은 ‘과거의 협력 경험’에 , 그리고 ‘부 처 의 전문 능
력 ’ 또 한 ‘자원 및 권 한의 균형’의 범 위에 포함시 킬 수 있어 추가적 분석 요소로는 채택 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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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범위
1) 분석대상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사업의 성과 비교가 아닌 부처간 협력적 거버넌
스 형성 결정요인 분석에 국한하여 다루고자 하며, 그에 따라 협력적 거버넌스 관점
에서의 비교 분석대상으로 미국 NNI와 우리나라 범부처신약개발사업을 선정하였다.
먼저 NNI의 선정 이유로는 미국의 여러 다부처개발사업중 가장 성공적인 부처간 협
력 사업이면서 1991년 시작된 네트워킹 및 정보기술 R&D(이하 NITRO) 사업에 비
해 처음부터 다학문적·다부처적 개발사업 특성을 상대적으로 계속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2000년 미국이 NNI를 발표한 이후인 2001년에 한국과 일본, 2002년
EU, 독일, 중국, 대만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정부 차원의 국가 나노 기
술 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R&D를 본격화하고 있어 세계적 사업 선도성이 크다는 것
이다. 그리고 나노 분야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하여 부처간 협력을 통한 학제
간 세계 수준의 나노 기술 R&D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사업 목표 역시 글로벌 첨단성
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김정욱, 2012). 여기에 현재까지의 성과적인 측면에서도
NNI 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과학기술 3대 학술지9)에 미국의 나노 기술 관련 논문 게
재 건수가 다른 경쟁 국가들에 비해 질적·양적으로 압도적 우위를 차지(Zue 외,
2017)하고 있어 공동 R&D 사업의 성과성 또한 입증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편, 국내의 다부처개발사업은 <표 4>와 같이 부처주도사업, 공동기획사업, 사회문
제해결사업으로 크게 구분될 수 있다(김기봉 외, 2015). 다부처기획사업은 부처주도
다부처개발사업의 문제점인 미흡한 사업 기획과 부처간 협력 과정을 보완하기 위해
국과위 주도로 추진되었고 이후 혁신본부를 통해 추진되고 있지만, 확정된 사업마저도
당초보다 적은 예산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목표 달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 또한
범부처적 사업으로 추진되기에는 사업 기간이 너무 단기이고, 소규모의 새로운 과제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 다부처개발사업 연구의 대상으로 하기에는 미흡한 면이 있었
다. 그리고 사회문제해결사업 또한 신규 기획되는 과제의 예산 규모가 해가 갈수록
점점 줄어들고있고, <표 4>에서처럼 사업의 영역상 다부처기획사업과 겹치는 부분이
일부 존재하여 계속 추진의 가능성마저 장담할 수 없으며, 이 사업 또한 단기간 소규
모의 세부 과제 수가 많아 연구의 대상으로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는 면이 존재한다.
그러나 부처주도 사업에는 사업단 형태의 추진 체계를 가진 「범부처신약개발사업」과
9)

Natrure,

Science,

PNAS(Proceedings

of the

National Science Academies

of the

US)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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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융합2020사업」(이하 나노융합사업), 이중적 사업단 체계를 갖춘 「골드시드프로젝
트사업」(이하 GSP사업) 그리고 범부처 협의체 형태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 「정지궤도
복합위성개발사업」과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 등 세 유형의 추진체계가 있다.
이들 유형 중 사업이 대규모이면서 NNI와 유사한 사업단 형태의 지원 조직 체계를
가진 것은 「범부처신약개발사업」과 「나노융합사업」이다. 나노융합사업의 경우 과기부
의 원천 기술 개발에서부터 산업부의 글로벌 목표 지향의 상용화까지 범부처 전주기
기술 개발을 추진 전략으로 표방하여 출발하였다. 그러나, 추진 과정에서 핵심 전략
기술의 전주기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는 추진되지 못하고, 사업 기획과 예타 단계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기존 미활용 특허(이하 IP)의 상용화 부문만 추진되었다. 이렇게 됨
으로써 과기부의 선도형 나노 원천기술 분야는 추진 내용에 포함되지 못하고 산업부
의 상용화와 사업화 부분만 추진됨으로써 당초의 핵심적 사업 목표가 대폭 조정되어
다부처 협력사업으로서 의미가 퇴색되어 버렸다. 이에 따라 나노융합사업을 비교 분석
대상으로 하기에는 부적합한 면이 있어 제외하고 범부처신약개발사업만을 비교 대상
으로 하고자 한다. 특히 범부처신약개발사업이 추진되기 이전부터 부처별로 신약 개발
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해 왔고 정도는 다르지만 범부처 조정 메커니즘과 사업 지원조
직을 갖추고 있다는 점, 2021년부터 후속 다부처사업을 추진키로 하여 장기적 관점의
사업관리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 등 미국 NNI와의 사업 추진체계적 비교 분석이 적절
하다고 할 것이다.
<표 4> 다부처개발사업 세부 사업별 기간 및 규모
유형
부처
주도
사업

공동
기획
사업

다부처개발사업
세부사업명
범부처신약사업
정지궤도위성사업
GSP사업
나노융합사업
포스트게놈사업
고신뢰성 다개체..구축
실감미디어...기술개발
해양주권 확보...구축
생활밀착형 유해..개발
신재생하이브리..개발
국민안전 감시..운영
바이오·메디컬 3..개발

사업기간
(총기간)

’11~’20(9)
’11~’18(7)
’12~’21(9)
’12~’20(8)
’14~’21(7)
’15~’20(5)
’15~’18(3)
’15~’17(2)
’16~’20(4)
’16~’22(6)
’17~’20(3)
’16~’21(5)

사업예산

(단위: 억원)

10,600
6,697
4,911
5,130
5,788
370
400
120
435
420
490
374

참여부처
과기부, 산업부, 복지부
과기부, 해수부, 환경부, 기상청
농림부, 해수부, 농진청, 산림청
과기부, 산업부
과기부, 복지부, 농림부, 산업부 외 2부
국토부, 과기부, 해수부
과기부, 문체부
과기부, 해수부, 외교부
산업부, 환경부
과기부, 산업부, 환경부
행안부, 과기부, 산업부, 경찰청
복지부, 과기부,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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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위해 인자에..개발 ’17~’23(6)
489 경찰청, 과기부, 산업부, 환경부 외 1처
저고도 무인비행..시험 ’17~’21(4)
437
국토부, 과기부, 경찰청
방역연계 범부처..R&D ’15~’20(5)
370 복지부, 과기부, 농림부, 행안부 외 3부
... 11개사업 진행
국가주요기반시..적용 ’21~’25(4)
475
과기부, 산업부, 행안부, 경찰청
친환경 생태복원..개발 ’21~’25(4)
300
과기부, 농림부, 세종시
Active Aging을..지원 ’14~’19(5)
460
복지부, 산업부, 국토부, 농림부
인터넷·게임 디톡스 ’14~’19(5)
430 과기부, 복지부, 문체부, 산업부 외 1부
성범죄..구축(국민안..) ’14~’19(5)
163
국토부, 과기부, 산업부, 행안부
성범죄..구축(맞춤형..) ’14~’19(5)
123
복지부, 행안부
유해물질 및..먹거리 ’15~’20(5)
450 환경부, 농림부, 해수부, 식약처 외 1청
362
환경부, 과기부, 국토부
사회 녹조로부터 안전..공급 ’15~’20(5)
497 과기부, 산업부, 해수부, 원안위 외 1처
문제 방사능피해 예측..구축 ’15~’20(5)
해결 환경호르몬 통합..개발 ’15~’20(5)
274
환경부, 과기부, 식약처
사업 음식물쓰레기 수..개선 ’15~’20(5)
447
환경부, 국토부, 과기부, 농진청
스마트신호운영..구축 ’15~’20(5)
425
국토부, 경찰청
건강·안전 피해..개발 ’15~’20(5)
490
환경부, 과기부, 기상청
재난 피해자 안..구축 ’15~’20(5)
280 행안부, 국토부, 복지부, 환경부 외 3청
빅데이터 개인..대응 ’15~’20(5)
265
과기부, 행안부
감염병 조기감시..확보 ’15~’20(5)
460
복지부, 농림부, 과기부, 환경부
* 음영처리: 공동기획사업과 사회문제해결형사업 두 영역에 중복됨
자료: 김기봉 외(2015),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20)에서 참고하여 작성
2) 분석요소

분석모델을 구성하고 있는 분석 요소는 분석의 범위 및 단위 그리고 모델 유형 등
에 따라 정의를 달리할 수 있다. 그리고 협력의 형성에는 미세한 메커니즘이 복합적
으로 얽혀 있어 어느 한 부문에서의 요소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추진한다고 해서 협
력이 조성되는 것은 아니다. 협력의 주체 자신, 객체와의 관계 그리고 협력을 가능하
게 하는 주위의 환경 등 여건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관점에서 요소가 갖추어져서 상
호작용할 때 성공할 수 있다. 그렇지만 협력의 요인과 요소들은 상호작용하며 운영되
는 구조(Emerson, 2012)여서 모든 요소가 잘 갖추어져 있다고 완전한 거버넌스적
성공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며, 각 요소들간 특수한 상황에 걸맞는 또 다른 상호작용
이 있는지도 거버넌스의 성공 요인 분석 과정에서는 확인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다부처개발사업 거버넌스의 부처간 협력 형성 결정요인 분석은 상황요
인, 관계요인, 개별요인 등 세 요인 관점으로 구분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이들 요인들
은 부처 영역외 범부처 차원에서 협력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인 상황요인, 부
처들 간 상대적 관계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인 관계요인 그리고 개별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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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에서 타부처와 원만한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갖추고 있는 개별요인
등이다.
(1) 상황요인
상황요인은 Emerson 외(2012) 모형의 시스템적 맥락 및 구교준 외(2013) 모델의
관계요인과 유사한 의미를 가지며, 부처의 입장을 벗어난 범부처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진다. 다부처개발사업은 국가 차원에서 과학기술 분야 정책 방향이 존
재한다면 사업의 추진 자체가 가속되어 부처간 협력적 거버넌스 형성이 상대적으로
자연스러울 것이다(김태진 외, 2015). 미국 NNI사업도 국가 비전에 의해 추진된 사
업이다 보니 지속적으로 국가의 지원을 받는 범부처 R&D 사업이 가능했었다. 범부처
조정 메커니즘은 Arnold(2003)의 모형을 의한 R&D 정책 거버넌스 구조 분석 과정
에서 유럽 국가의 수평적 조정 메커니즘 차원에서 효과적인 거버넌스 사례로 도출된
내용을 상황적 분석 요인에 도입을 한 개념이다. 부처간 협력적 거버넌스가 원만하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부처 차원을 넘어서는 영역에서 이해 조정 메커니즘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유럽의 사례에서는 조정위원회 의장을 총리가 직접 맡음으로써 예산과 과학기
술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거버넌스에도 기여를 한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외부효과는 Feiock(2009)에 의해 기관의 협력 사업 참여 결정을 상호 이익과
거래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하여 영향력을 확인된 바 있는 내용이다. 따라서 부처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특정 부처에 편중된 이익이나 비용을 개
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꼭 필요해 보인다(구교준, 2008). 이들 모든 요소들은
부처간 협력적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만, 범부처 조정 메커니
즘만은 R&D 거버넌스 구조 분석 과정에서 도출된 특성도 아울러 반영하고 있다.
(2) 관계요인
관계요인은 부처들 간 관계속에서 발생하며 Ansell 외(2008) 모형에서 초기 조건,
Emerson 외(2012) 모형의 협력적 동인 및 구교준 외(2013) 모델의 관계요인과 유사
한 의미를 지닌다. 협력 발생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부처간 능력이나 영향력의 불균형
을 해소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협력의 조작이 발생하여 협력적 거버넌스
참여에 헌신적이지 못하는 상황10)을 초래할 수도 있다(Ansell 외, 2008; 구교준,
10) 과거의 협력 선
가

능성이 높기

례 경험

여부에 따라 부

B

처간

때문이다 ( ryson 외 , 2006).

관계에 대한 신

뢰성과 정당성 판단의

기준이

새롭게 정립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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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그리고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부처들간 서로에게 불만을 토로하는 많은 원인
중에는 역할분담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담당 업무와 권한의 불균형이 주로 포함된다.
그러므로 협력적 거버넌스를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형성 단계에서부터
각 부처의 모든 여건을 고려한 역할을 명확하게 정립해야 된다(이명석 외, 2009). 그
리고 과거의 협력 경험에 따라 부처간 관계에 대한 신뢰성과 정당성 판단의 기준이
새롭게 정립될 가능성이 높다(Bryson 외, 2006). 이들 모든 요소들 또한 부처간 협력
적 거버넌스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지만, 단독으로는 모든 것을 완성할 수 없는 역할
분담 요소만은 R&D 거버넌스의 특성도 같이 반영하고 있다.
(3) 개별요인
개별요인은 부처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일어나는 특징을 가지며 Ansell 외(2008)
모형의 제도적 설계 및 구교준 외(2013) 모델의 조직요인과 유사한 의미를 내포한다.
Ansell(2008)과 구교준(2013)에 의하면 거버넌스 형성에는 협력적 리더십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지만, 여기서 부처간 협력 사업에는 다양한 계층의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하
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위계적 권한에 의해 위임된 행정 절차에 따라 진행하게
되므로 리더십을 포함하는 부처 단위에서의 사업에 대한 의지가 중요하다고 하겠다.
공동 지원조직은 Arnold(2003)의 모형을 통한 R&D 정책 거버넌스 구조 분석 과정
에서 효율적 거버넌스 사례로 부터 도출된 요소이다. 이것은 R&D 관련 정부 부처들
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거버넌스인 Umbrella council을 말하며, 많은 유럽 국가들과
NNI 사례에서도 이 요소를 도입되어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구
교준(2013)에 의하면 협력적 거버넌스가 이름 뿐이 아닌 실질적인 협력이 작동되기
위해서는 참여 부처 의지가 투영된 별도의 조직과 예산을 확보해야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요소는 부처간 협력적 거버넌스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만,
부처 의지 및 공동 지원조직 요소는 R&D 거버넌스의 특성도 함께 반영하고 있다.
Ⅳ. 다부처 R&D사업 비교 분석
1. 미국 국가나노기술개발전략(National Nanotechnology Initiative)
1) 미국의 R&D 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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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의 R&D 체계는 여러 부처가 동시에 경쟁적으로 수행하는 분산형 체계라
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체계는 경쟁적인 R&D 투자를 통해 효율성보다는 광범위한
분야와 방법을 포함하는 R&D 포트폴리오를 우선시하는 효과성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다. 다부처 R&D 차원에서 부처간 협력 및 조정 수준은 의사결정 주체의 행정적 위
상, 의사결정 분야의 포괄성 및 전략적 위계에 따라 분류가 가능한데, 미국은 국가과
학기술위원회(이하 NSTC: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 다부처종
합조정체계11)를 통해 다부처 대상 사업 우선 순위 설정, 범부처 공동 추진 전략 설정
그리고 부처별 실무적인 협력 등의 범주에서 진행하고 있다(조현대 외, 2011).
[그림 5] 미국의 국가 R&D 관리체계
대통령
대통령 직속 기관(E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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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연구원(CRS)
의회예산국(CBO)
예산지원
→
←
신청

대학

자료: 안승구(2012)에서 인용

미국의 R&D 관련 예산 편성 및 과학기술 정책 관련 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부
대표적인 조직으로는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통령 직속기관인 과학기술정책국
11)

특정
게

처간 역할 및 예산 배분·조정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국과위의 예산 배
면이 있으나, 해당연구 분야 및 주제와 관련된 부처가 사전 사업기획부터 활발하
바탕으로 조정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는 우리나라 국과위의 다부처공동기획사업 기능

분야를 중심으로 부

분 ·조정 기

능과

동일한

참여하여 이를

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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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OSTP: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관리예산국(이하 OMB: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그리고 NSTC가 있다. 미국의 다부처개발사
업도 다른 R&D 예산 편성과 마찬가지로 4단계 절차12)를 거치게 되지만, 단지 차이
점이라면 NSTC가 2단계에서 직접적인 조정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과 1단계에서도 부
처 의견을 수렴하여 다부처 R&D 투자 우선순위를 OSTP에 제시함으로써 예산 편성
에 간접적으로 간여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1단계 우선 순위 설정시 제시되는 메모 형
식의 OMB와 OSTP 공동 발표문에는 미국 경쟁력 강화 계획, 개발 사업 관련 분야별
세부 R&D 프로그램과 투자 우선 순위 그리고 관계 부처 합동 실무 그룹 참여 등의
내용이 명기되어 있어, NSTC가 다부처개발사업의 종합 조정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
를 제공하고 있다.
NSTC는 과학기술 분야 각료급 수준의 최고위 위원회 조직으로 위원장 아래 4개
의 조정위원회13)가 관련 부처 차관급 인사와 OSTP Associate Director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조정위원회 산하에 기술 분야별로 41개의 소위원회 및 다부처작업반(이하
IWG: Interagency Working Group)이 설치되어 전문적인 협의가 진행된다. 위원회
차원의 다부처개발사업 관련 소위원회 및 IWG는 부처간 조정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
해 다양한 채널을 통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 계획을 작성하며, 해당 분야
의 우선 순위를 설정한다. 이때 협력적 의견 수렴 통로로서 소위원회는 조정의 실행
력을 높이기 위해 참여 부처 대표로 구성되며, 다부처적인 합의 유도를 목표로 운영
된다. 그리고 위원회 및 소위원회 산하 다부처 IWG는 관련 부처내 프로그램 매니저
및 기술 전문가급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시스템으로, 여기서 다부처 이슈, 추진 전략
및 프로그램구성영역(이하 PCA: Program Component Area)14)을 도출하게 된다.
그리고 이들 소위원회 및 IWG는 다부처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목표, 단계
별 로드맵 및 PCA 등이 체계적으로 명시된 부처간 사업 추진 전략을 제시하게 된다.
단계에서 OSTP와 OMB 차원의 우선순위 설정에 다부처R&D 대상사업이 제시되고, 2단계에서는 제시
처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해당 부처 차원의 예산요구서를 작성하게 되며 이때 NSTC는 다부처
사업에서 발 생하는 부 처 간의 이견 조정 업무 를 수행한다 . 그리고 3단 계에서 부 처 와 OMB간 예 산관련 의
견 조율과 부처의 피드백 과정이 진행되고, 마지막 4단계에서는 OSTP의 예산요구서에 대한 우선순위와
연관성 , 내용 수준 등의 조언 과 OMB의 최종 예 산 결정이 이루어진다(Stine, 2009).
환 경 과 천 연자원 (E nvironment and N atural Resources), 과학 (Science), 기술 (Technology), 미국본토
와 국가안보(H omeland and N ational Security) 등 4개의 분야가 있다 .
PCA는 다부처개발사업의 분야 및 주제를 더욱 세분화하고 부처별 R&D를 전략계획 목표와 일치시켜 구
체적인 범위에서 부 처별 협력을 조정하는 기준으로 활 용된다.

12) 1

된 다부

1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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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NI

미국내 차세대 나노기술 개발을 위한 국가적 비전으로서의 범부처 R&D 프로그램
진흥 사업인 NNI의 주된 목표는 ① 세계적 수준의 나노기술 연구와 개발 ② 상업적,
사회적 이익 창출을 위한 새로운 나노기술들의 전환 촉진 ③ 나노기술 발전을 위한
교육 자료, 숙련된 노동력, 사회 기반 시설 및 기구들의 개발 및 유지 ④ 나노기술에
대한 책임감 있는 개발 지원 등 4가지로 요약된다. 1998년 NSTC 산하 Interagency
Working Group on Nanotechnology(이하 IWGN)로부터 출발한 NNI는 2000년에
이르러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Roco, 1999). 그 해 NSTC 산하 정상 조직으로
Nanoscale Science, Engineering and Technology Subcommittee(이하 NSET)가,
2001년에 NNI의 기술·행정적인 지원을 위해 National Nanotechnology
Coordination Office(이하 NNCO)라는 사무국이, 그리고 2004년에는 대통령과학기
술자문위원회(이하 PCAST: the President’s Council of Advisors on Science
and Technology)에 국가나노기술자문단(이하 NNAP: National Nanotechnology
Advisory Panel)이 차례로 지정되었다( [그림 6] ). NNI는 자체 고유예산으로 개별
조직이나 연구자에게 연구비를 지원하는 개념이 아니라, 부처 단위에서 개별적 예산으
로 수행되고 있는 나노기술 관련 R&D 프로그램들을 상호 보완적인 포트포리오가 구
성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에서 통합하고 조정하는 운영구조이다(NRC, 2006). 따라
서 NNI는 각 부처의 나노기술 관련 예산, 인력 및 자원 등을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정리하여 NSTC에 보고함으로써 국가적 현안 사업인 나노기술 R&D가 효과적으로 추
진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장용석,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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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NNI 운영구조

자료: 최붕기 외(2011)에서 인용

NSET는 NSTC 기술위원회(이하 COT: Committee of Technology) 산하 소위원
회로 나노기술 관련 R&D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정부 20개 부처 및 기관들과 OSTP
및 OMB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NNI는 이 NSET를 중심으로 크게는 5개의
PCA15)에 걸쳐 조정되고 있다. 이들 대표들은 각 소속 부처의 활동 영역에 따라 4개
의 IWG16)와 두개의 Task Force17)에서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며, 소수 전문가로 구
성된 NNCO는 이들 NSET 위원들의 활동을 기술·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02년
의 NRC 보고서에 통한 권고로 2004년에 PCAST가 NNI 자문위원회 역할인 NNAP
로 되었으며, NNAP는 산하에 50여 명의 민·관 과학자들로 구성된 나노기술자문단
(이하 TAG: Nanotechnology Technical Advisory Group)을 설치하여 NNI에 기
술적 자문과 정기적 평가를 수행하게 하고 있다(NNAP, 2005). NNI에 참여하는 각
Nanotechnology Signature Initiatives and Grand Challenges ② Foundational
Nanotechnology-Enabled Applications Devices, and Systems ④ Research
Infrastructure and Instrumentation ⑤ Environment, Health, and Safety 등이다.
4개의 IW G는 ① N anotechnology E nvironmental and H ealth Implications(NEHI) ② Industry
Liaison ③ Manufacturing ④ Nanotechnology Public Engagement 등이다.
2 개의 TF는 ① Supplement Report ② P ublic Interaction 등이다.

15) 5개의

PCA는

Research

16)
17)

③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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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들은 이런 용도의 예산들을 책정하여 제안하고 OMB는 전체적인 우선 순위 등을
고려하여 제안된 예산을 검토·승인하며, NNCO는 예산 확정후 각 개별 기관들이 필
요로 하는 나노기술 개발 예산과 의회에서의 책정 예산을 취합하여 작성한 보고서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3) 사례 적용

(1) 상황요인
⓵ 정부의 정책방향
2000년 클린턴 행정부는 국가 미래비전으로서 NNI를 수립하여 연 단위로 예산 지
원을 하기 시작하였고, 2003년 부시 행정부에 이르러는 ‘21세기 나노기술 R&D법’을
제정하여 연방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2005년에는 향후
5~10년 간 중장기 목표인 ‘제2차 나노이니셔티브’를 발표하였고 이를 근거로 나노기
술 인력 양성 교육과 시설 장비를 구축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나노기술 R&D와 기술
이전을 촉진함으로써 나노기술 분야에서 영향력을 증대하도록 하는 발판을 마련하였
다. 또 2009년에는 ‘21세기 나노기술 R&D법’을 개정한 ‘나노기술 수정법안(2009)’을
발표하는 등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을 계속해서 이어나갔다(김민정, 2015).
⓶ 범부처조정 메커니즘
연방정부의 R&D 분야 우선 순위가 결정되는 프로세스에는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
는 백악관 EOP가 있으며, 그 아래 국가 R&D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기관
인 NSTC와 PCAST가 있다. 그리고 이 두 기관을 전문적으로 보좌하고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OSTP와 예산 수립 과정에서 이들 조직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OMB가 있다. 이중 NSTC는 각 부처 장관들로 구성되어 프로그램의 실행성을 담보하
는 조직이며, PCAST는 산업계 및 학계 대표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프로그램의 방향
성을 조정하는 조직이다. 대통령의 과학자문관인 OSTP 디렉터는 NSTC에 참여하여
중요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PCAST의 공동 의장으로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활동을 하며 OMB 디렉터와는 R&D 프로그램의 예산 수립에 긴밀히 협조한다(장용
석, 2006, p. 141).
⓷ 외부효과
미국의 다부처 사업은 개별 사업 단위가 아닌 기술 또는 주제를 중심으로 포괄적인
범위에서 진행되며, 기술 및 주제 분야별로 세분화한 프로그램인 PCA를 설정하여 예
산, 실무적 실행 등에서 조정 단위로 활용함으로써 효과적인 부처간 협력을 유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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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조현대 외, 2011). 그러므로 NNI 진행은 소수의 부처를 중심으로 주도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닌 부처 단위의 기술 분야나 주제별로 역할을 정하고 있는 PCA 영
역에서 운영되므로 특정 부처에 유·불리하게 작용하는 시스템은 아니다.
(2) 관계요인
⓸ 자원 및 권한의 균형
미국의 다부처개발사업은 포트폴리오 개념의 PCA를 중심으로 수행하게 되는데
NNI도 5개의 PCA를 중심으로 여러 부처가 동시에 경쟁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분산
형 R&D 체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NNI는 부처별로 산재되어 독립적으로 진행중
인 나노기술 관련 R&D 프로그램들을 조정·통합하는 메커니즘이다(NRC, 2006). 따
라서 부처별 자원 및 권한은 어느 정도는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⓹ 역할 분담
NSET에는 나노기술 R&D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20개 부처 및 기관들과 OSTP
및 OMB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각 소속 부처의 활동 영역에 따라 4개의
IWG와 두개의 TF에서 활동하게 되며, 여기서 NNI 비전과 관련된 연방정부의 활동
들이 5개의 PCA에 투영되어 적절히 조정된다. 이렇듯 NNI는 NSTC의 PCA를 중심
으로 사업의 조정이 이루어지고 각 부처의 대표들은 NNI에서 담당해야 할 미션을 공
유하게 된다. 또 부처간 MOU 등을 통해서도 협력 방식과 역할 배분이 명확히 이루
어지고, NNAP는 NNI에 참여하는 부처들에 역할에 대한 자문과 평가를 정기적으로
수행한다(성지은, 2010b).
⓺ 과거의 협력 경험
NNI는 NSET 아래 구성된 IWGN이라는 각 부처 실무자들의 모임에서 비롯되었지
만, IWGN이 만들어지기 이미 오래전부터 나노기술에 관심을 표명하는 과학기술자와
각 부처 프로그램 관리자들 간에는 활발한 상호 교류가 있어 왔다. 따라서 NNI의 등
장은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 협력을 필요로 하는 구조는 아니었으며 이전 실무 전문가
간 사업의 의사 소통 구조를 Bottom Up 접근방식인 연방정부 버전으로 자연스럽게
공식화한 것 이었다(장용석, 2006). 따라서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은 미미하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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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별요인
⓻ 부처의지
NNI의 기획, 예산, 프로그램 실행, 평가 및 조정을 담당하는 NSET에는 각 부처
및 OSTP, OMB 대표가 참여하고 있다. 부처간에 협력이 강화될 시 상호이익이 발생
할 수 있는 공동 관심 분야에 대해서는 NSET의 4개 IWG에 각 부처의 해당 실무자
들이 참석하여 논의를 거쳐 공동 관심 사항을 해결하게 된다(조현대 외, 2011).
NSET와 IWG에 참여하는 부처 대표와 실무자들을 통해 NNI에 대한 부처의 의지를
판단할 수 있다.
⓼ 공동지원조직
NNCO는 나노기술 R&D 관련 연방정부 활동의 대외 접촉을 주관하고 일반인과의
의사소통을 담당하는 등 NSET를 기술·행정적으로 지원하는 NNI의 국가조정사무국
(이하 NCO) 역할을 한다. NSTC의 COT 공동의장인 OSTP 실장이 NSET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NNCO 국장을 임명하게 되며, NNCO 운영비는 NNI 사업에 참여하는
부처들이 관련 사업 예산 규모에 비례하여 분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⓽ 독립조직 및 예산
NNI는 부처별로 이미 독자적으로 추진중인 나노기술 R&D 프로그램들을 조정·통
합하는 메커니즘이다. 따라서 NNI는 국가적 나노기술 R&D가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각 부처의 관련 예산, 인력 및 자원 등을 총합적으로 분석하고 정리하며 NSTC에 보
고함으로써 사업이 목적대로 추진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NNI가 공식화된 이후
에도 이전의 부처 단위 사업은 PCA 단위로 범부처 차원에서 체계화 되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부처의 예산과 조직은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었다.
2. 범부처신약개발사업
1) 사업 개요

우리나라 신약 개발 연구 사업은 1990년대 관련 부처별로 추진되어 오면서 부처간
경쟁에 의한 유사 중복 문제와 개발 단계별 연결 고리 단절 현상 등의 이슈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2006년 과학기술 관계 장관회의에서 신약 개발의 부처간 역할 분담
방안이 제시되었지만, 정작 기능적 연계 내용이 담겨있지 않아 유기적 기능을 할 수
없었다. 이런 실태에 국회에서는 보고서를 통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과기부에서
도출된 후보물질중 복지부의 비임상·임상 시험을 거쳐 식약청의 승인까지 전주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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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로 이어진 실례가 없었다”며 지적하기에 이르렀다(국회예산정책처, 2009). 또
기재부 평가에서도 “신약개발 분야의 부처간 높은 장벽 문제를 지적하고, 우수 성과를
위한 후속 지원 체계 수립으로 정부 R&D 정책의 정합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부처간
협력의 당위성을 제기하였다. 이런 분위기에 대응하여 신약 개발 관련 과기부, 산업
부, 복지부 등은 국내 제약 기업의 저조한 R&D 투자를 제고하고, 신약 개발 단계에
서 부처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범부처신약개발사업을 다부처사업으로 추진하게 되
었다. 사업의 시작은 2009년 글로벌 신약 개발 전문가 협의회가 개최되고, 2010년
정부 및 전문기관 관계자가 부처 연계 신약 개발 사업 기획 방안을 논의하면서 부터
였다. 이후 공청회와 사업의 상세 기획이 추진되고 예타가 통과되면서 2011년 사업이
공식적으로 출범되었지만, 2014년에 이르러 40개의 신약 개발 연구 과제를 지원하게
되면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다(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4).
범부처신약개발사업 추진 체계의 핵심은 3개 부처가 공동으로 범부처신약개발사
업단(이하 사업단)을 설립해서 개별 부처의 R&D 사업 성과가 단절 없이 신약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R&D 프로젝트의 관리 전반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갖는 사업단 단장은 세부 프로젝트를 구성·관리하게 됨으로써,
명목상으로는 3개 부처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할 수 있었다([그림 7]).
[그림 7] 범부처신약개발사업의 조직 구조
이사회
사업단장
운영위원회

감사
투자심의위원회

CSO(R&D 본부장)

CBO(사업 본부장)

평가관리팀

사업개발팀

자료: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http://www.kddf.org)에서 인용

경영전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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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공식 출범한 범부처신약개발사업은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0년까
지 10년 동안 총사업비 1조 6백억 원을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5,300억 원씩 투자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총사업비중 정부 부담금 5,300억 원을 과기부, 산업부,
복지부 등 3개 부처에서 공동으로 분담케 하고, 나머지 5,300억 원을 민간기업으로부
터 대응자금으로 조달받는 것으로 하여 운영되었다.
<표 5> 범부처신약개발사업의 년도별 투자 계획
단계
부처별 ’11 1 ’12
과기부 50 100
산업부 50 100
복지부 50 100
계
150 300
자료: 성지은(2011)에서 인용

’13
150
150
150
450

’14
250
250
250
750

2 단계
’15
250
250
250
750

’16
250
250
250
750

’17
250
250
250
750

3 단계
’18
250
250
250
750

(단위: 억원)

’19
217
217
217
660

계
1,767
1,767
1,767
5,300

사업단은 10년간 사업을 3단계로 나누어 1단계(2011.9-2015.2), 2단계(2015.32018.2) 및 3단계(2018.3-2020.9)로 추진하였고, 2015년과 2020년에는 프로그램
평가를 통해 동 사업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리고 2020년 최근에
이루어진 결정에 의하면 본 사업에 이은 후속 사업으로 기존처럼 3개 부처가 공동으
로 새로운 국가 신약개발사업을 2021년부터 2030년까지 계속 추진할 예정으로 있다.
2) 사례 적용

(1) 상황요인
⓵ 정부의 정책방향
본 사업은 이전의 부처별로 신약 개발 관련 R&D 사업 추진시 발생하였던 부처간
유사 중복 문제와 개발 단계별 연계 단절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사업의
시작은 2009년 글로벌 신약 개발 전문가 협의회와 3개 부처(과기부, 산업부, 복지부)
관계 실무자 회의가 개최되면서였고 연 이은 사업 기획 분과위원회 발족과 공청회 및
상세 기획의 추진과 예타를 거치게 되면서 2011년 범부처신약개발사업이 공식적으로
출범되었다(성지은, 2010).
⓶ 범부처조정 메커니즘
국과위 산하 신약개발 소위원회18)는 신약 개발 관련 컨트롤타워를 담당하는 범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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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로, 주요 기능으로는 부처별 신약 개발 현황 모니터링, 사업의 중복성 및 성과 분
석 그리고 전주기적 관점에서 부처간 파이프라인의 연계 강화를 위한 R&D 영역 조
정 등 이었다. 그리고 제도·인프라 구축 방안 수립 등의 내용을 국가 R&D 예산 배
분 방향에 반영을 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주혜정, 2014).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정권의 교체에 따른 국과위의 잦은 조직 위상 변화로 인해 소위원회는 부처간의 이견
조정을 기대만큼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였다.
⓷ 외부효과
이전에 분담되어 진행했던 부처별 신약 개발 과정에서의 역할이 본 사업 추진에 의
해 부처간 협력 사업으로 공식화된 것에 불과할 뿐, 각 부처의 입장에서 보면 특별한
외부효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추진 체계로서 별도의 사업단 구성은 초기 거
래 비용을 상대적으로 높게 하였던 면은 있지만, 사업의 운영 일원화로 인해 가시적
인 거래 비용 절감19)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방수현 외, 2017).
(2) 관계요인
⓸ 자원 및 권한의 균형
기존 부처별 신약 개발 사업의 역할 시스템은 부처간 경쟁 의식으로 역할간 공백이
초래되었고, 이로 인해 개발 단계간 연결 고리가 없어 국가적 신약 개발 성과를 낼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져왔다. 이런 영역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신약 개발 관련
세 부처는 사업의 형태를 범부처형으로 진행할 것을 동의하여 본 사업을 발족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의 부처별로 책임을 지는 사업 운영 방식과는 다르게 세 부처가 공동
으로 사업의 의무와 책임을 지는 추진 방식으로 진행됨으로써(성지은, 2010), 어느 정
도까지는 부처간 자원과 권한은 균형을 갖추었다고 보여진다.
⓹ 역할분담
부처별 역할분담20)과 연계를 공식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립한 데 이어 추진 체계로
사업단을 구축함으로써 특정 부처에 편향되지 않는 신약 개발 전주기 지원을 기대했
으나, 계획과는 달리 부처별 자체 역할 단계에 포함되는 과제만을 지원하여 기존의
8

1 ) 본 사업에 있어서의

범 부처

조정메커니즘으로서의 기

되나 현실적으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19)

20)

능을 어느

정도는 수행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

범부처신약개발사업의 초기 거래비용은 75.5/100로 추진체계 구성의 필요성이 비교적 큰 편이었으며,
사업 단 구성을 통한 거래 비용 절 감이 71.26/100 이므로 추 진체계를 통해 성공적으로 거 래 비용을 줄 인것
으로 판단 할 수 있다 (방수현 외 , 2017).
과기부의 선도 ·후보물질 발굴 , 복지부의 전임상 , 임상시 험 진행 그리고 산업부의 산 업화 및 수 출 전략 수
립 등 기존에 각 부처가 독립적으로 수행해 왔던 고유영역에 의한 역할분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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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개발 사업과의 차별성을 확보하지는 못하였다(국회예정처, 2019).
⓺ 과거의 협력 경험
본 사업 이전의 신약 개발 프로젝트는 관련 부처들간 영역적 갈등이 첨예했던 분야
로 연계·협력 의지가 부족했던 사업이었다. 또한 새로운 물질에 대한 산업계의 평가
절하와 산업부문의 가격 설정에 대한 학·연 부문의 불만이 서로에게 무시와 불신으로
이어져 산·학·연간 협력도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은 분야였다.
(3) 개별요인
⓻ 부처의지
사업의 초기에는 세 부처가 공동으로 사업공고도 하고 특정 이슈에 대해 공청회나
실무자 협의를 진행하는 등 여느 다부처 사업들에 비해 협력적 방식을 많이 보여 주
었다. 그러나 사업의 기획과 예산 배정에 있어서는 해당 분야와 주무 부처를 중심으
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부처간 협력보다는 경쟁이나 갈등이 쉽게 표출 되는 상황에
이르렀고 이런 부처별 과도한 경쟁관계21)를 줄일려는 국과위 차원의 역할 분담 권고
안도 여러 차례 발표되었다.
⓼ 공동 지원조직
사업의 추진체계는 신약 개발 관련 3개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사업단을 설립
하고 그 사업단을 중심으로 운영을 하는 것 이었다. 곧 부처는 간접적 관리22) 수준에
머무르면서 신약 개발과 관련된 권한을 사업단에 위임하고, 사업단은 인사·예산 집행
권 등에 대한 권한을 가지면서 과제를 선정하고 사업을 운영하였다(Kistep, 2014).
그러나 이후 부처의 간섭이 본격화되면서 사업단의 운영권은 제한을 받기 시작했다.
⓽ 독립조직 및 예산
신약 개발 관련 부처들은 사업을 공식화 하면서 절차에 따라 기존에 신약 개발 업
무를 담당했던 각 부처의 부서들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갔다. 총 사업비중 정부
부담금 5,300억 원을 과기부, 복지부 및 산업부 등 3개 부처 공동으로 분담케 하고
나머지 5,300억 원을 민간기업으로부터 대응자금을 받아 조달하고자 하였다(KISTEP,
2014). 그러나 사업단이 출범하고 사업이 진행되어 갈수록 정부의 부담금은 반 이하로
줄어들었으며 그것은 곧 사업의 규모 축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었다(<표 6>).
21) 사업 공동기획

단계에서는

이전에 비해 상

방식 등에 있어서는 여전히 부
22)

처별

당한

졌다고 보여지나, 그 이후 예산배정 및 평가
혜정, 2013).
다수의 기관이 컨트 롤 타워 역할을 자 처 하여 업

변화가 이루어

방식이 고수되기도 하였다 (주

출범 후에는 3개 부처, 3개의 전문기관, 국과위, 국회
무적으로 분산되고 중복된 부분이 많이 나타났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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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범부처신약개발사업 부처별 예산 투자 현황
부처별 ’11 ’121 단계’13 ’14
과기부 50 100 120 100
복지부 50 100 120 100
산업부 50 100 120 100
계
150 300 360 300
자료: 국회예정처(2019)에서 참고하여 작성

’15
87
87
87
261

2 단계
’16
100
100
100
300

’17
110
110
110
330

3 단계
’18 ’19
110 95
110 95
110 95
330 285

(단위: 억원)

합계
872
872
872
2,616

Ⅴ. 결론

NNI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나노 기술 R&D 관련법을 제정하고 나노이니셔티브를
발표하는 등 국가적 미래 비전으로서의 전방위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추진된 사업이었
다. 그리고 부처간 순조로운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백악관의 EOP, NSTC와 PCAST
등 연방조직이 조정 기능을 가지고 전면에서 역할을 하였으며, PCA별로 부처 단위에
서 합리적인 사업 수행 역할을 배정 받음으로써 NNI의 성공적 추진이 가능했었다.
한편 범부처신약개발사업은 부처 단위에서 협력의 필요에 의해 상호간 동의로 추진된
사업이었으므로 사업의 초기 형성은 비교적 순조로웠다. 추진 체계로도 별도의 사업단
을 구성하여 사업의 운영에 있어 일원화를 유지함으로써 거래 비용 절감 또한 이루어
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부처간 이견을 조정할 기구로 국과위 산하 신약개발소위
원회라는 범부처 기구가 존재는 하였지만 현실적으로는 국과위의 잦은 조직 위상 변화
로 인해 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는 못하였다. 또한 단계별 개발 완료 과제가 다음
단계에서 후속적으로 추진된 경우는 불과 20%에도 미치지 못하여, 기존의 부처 단위
에서 진행되었던 개별 사업 수행과도 차별화를 이루지 못하였다(국회예정처, 2019).
NNI는 부처 단위에서 개별 예산으로 확보하여 수행되고 있는 나노기술 관련 R&D
프로그램들을 상호 보완적 포트포리오가 구성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에서 통합·조
정하는 운영 구조를 의미한다. 따라서 NNI에 참여하는 부처들은 기본적으로 NSTC의
PCA를 중심으로 각기 역할과 임무를 분담받게 되고, 이를 근거로 부처간 MOU 등을
체결하여 협력 방식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부처간 역할 배분을 분명히 하였다. 범
부처신약개발사업의 경우도 기존에 개별 부처별로 책임을 지는 사업 추진 방식과는
다르게 세 부처가 공동으로 사업의 의무와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어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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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는 부처간 자원과 권한의 균형이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처의
이해 관계가 또 다시 재현되면서 과거 사업 추진의 전형을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하였
는데, 실제로도 예타시 기획한 아이템의 23%만이 진행됐을 정도였다(국회예정처,
2019). 그리고 과거 비우호적인 산·학·연·관간 협력의 경험도 부처의 이해관계 심화
를 부추겨 거버넌스 형성에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NNI에 대한 부처의 참여 의지는 부처 대표들이 NSTC, NSET에 참여하고 IWG
등에도 부처의 실무자들이 참석하여 실무 차원에서의 업무 조정 역할을 담당하면서
충분히 확인될 수 있었다. 그리고 NNCO는 나노기술 R&D에 관한 연방정부 활동의
대외 접촉을 주관하면서 NSET를 기술·행정적으로 완전하게 지원하여 NNI의 국가조
정사무국 역할을 하였다. NNI는 각 부처의 나노기술 관련 예산, 인력 및 자원 등을
총합적으로 분석하고 정리하여 NSTC에 보고하는 체계로 운영되었으므로 참여 부처들
의 고유 예산과 조직은 잘 유지·관리되고 있었다. 범부처신약개발사업 초기에는 세
부처가 타 사업들에 비해 의욕적인 협력 방식을 많이 보여주었으나, 이후 부처간 이
해 관계가 결부되면서 초기의 협력적 의지는 약해져 갔다. 그리고 3개 부처가 공동으
로 사업단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개별 부처의 R&D 사업 성과가 전체적으로 연계되
어 신약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나, 사업이 진행될수록 사업단에 대한 부처
의 영향력이 서서히 작동되면서 독립성에도 문제가 생겨났다. 또한 정부 부담 총사업
비 5,300억 원은 사업이 진행되어 갈수록 부처내 투자 우선 순위에 밀리게 되고 정
부 투자금은 반이하로 줄어들어 사업의 목표를 하향 조정하는 단계에까지 이르게 되
었다(국회예정처, 2019).
이상의 다부처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한 협력적 거버넌스 형성 결정요인 분석 및 인
터뷰 내용을 총합적으로 정리하면 아래의 <표 7>과 같다.
<표 7> 분석 결과 종합
구분

NNI
국가 미래비전에 의
정부정책방향 한 연방정부 차원에
서 지원
상
황
사업의 조정에 백
요 범부처 악관의 EOP를 비롯
인 조정
NSTC, PCAST,
메커니즘 OSTP, OMB 등
의 연방정부 조직

범부처신약사업
부처간 신약개발 성과
확보 차원에서 자율적
추진
부처간 이견 조정을
위한 국과위 소속
소위원회가 존재하
나 역할 미비

인터뷰 내용
중요도: Yes 5, No 1
대안: “청와대의 관심제고를 위한
현황 설명 기회 마련”
중요도: Yes 6, No 0
대안: “사업선정을 위한 부처간 사
전기획 강화”, “청와대 과기 보좌
관의 통제를 받는 별도의 조직 필
요”, “국무 조정실 등 조정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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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부처의 R&D 조정기능 강화”,
“과학기술심의회에 조정권한 부
여”, “과학기술혁신본부 역할 강화”
특별한
외부효과의
특별하게
발생할
외
외부효과 발생이 없다
중요도: Yes 2, No 4
부효과가 없다
NNI는 범부처 차
원의 조정·통합 시 기존 추진사업의 연 중요도: Yes 3, No 3
자원 및 스템 기능을 갖추 속선상에 있어 부처 대안: “사업의 전체를 대상으로 하
권한의 균형 고 있어 부처간 자 간의 권한과 균형은 여 세부범위에서 부처간 중복을 최
원 및 권한은 균형 유지
소화하는 노력 필요”
을 유지
중요도: Yes 6, No 0
관
: “부처간 중복을 최소화한 후
PCA를 중심으로 참여 부처간 역할 분 대안
계
연결고리를
집중 관리”, “과학기술
분담하고 담은 이루어져 있으 혁신본부 조정권한을
요 역할 분담 역할을
부
있고 또 부처가 나 현실적으로는 부 처간 역할 모니터링 및확대하여
인
유지
”,
“
부
MOU를 통해 역할 처간 이견으로 제대 처간 정기적 실무회의 실시”, “청와
배분
로 이루어지지 않음 대의 통제조직이 역할분담”, “부처
간 MOU”
이전에 부처 차원 기존 부처간의 영역
과거의 에서 수행해 온 사 경쟁과 산·학·연·
협력 경험 업들이라 우호적 관간 부정적 경험이 중요도: Yes 1, No 5
경험 존재
존재
NSTC, NSET에 초기에 부처들이 자 중요도: Yes 5, No 1
부처대표 참여, 발적으로 추진하여 대안: “다부처 R&D사업을 장관 중
항목으로 관리”, “정기적 성
에 부처실무
부처의지 IWG
있었지만, 점추진
과발표를
부처간 공동으로 개최”,
인원 참석하여 사 의지가
부처 “부처 실무자간
확대”,
업 참여에 대한 부 추진과정에서
이해 관계로 약해짐 “관심과 역량있는 소통기회
공무원 배치”
처 의지 증대
중요도: Yes 6, No 0
: “국가과학기술심의회나 국가
국가 조정사무국 신약개발사업단을
두고 지 대안
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조
역할의 NNCO가 자체적으로
개 공동
활동을 수행 하 직을 설치하여 부처직속으로
영향력
최소화”,
별 지원조직 기술·행정적 지원 원였으나
추진과정에 “부처의 지원조직 예산지원 의무화
요
을 하여 지원조직 서 각 ,부처의
인
이 안정화 되어있음 력이 미침 영향 로 부처 영향력 최소화”, “공동지원
조직을 비R&D 부처에서 관리”
중요도: Yes 6, No 0
이전 부처단위의 조 사업초기 이전 조직 대안: “독립부서와 예산을 편성한
예산이 PCA 과 예산이 활용되었 부처에 대해 부처 평가에 반영”, “과
독립조직 및 직과
를
중심으로
재편되 으나 추진과정에서 학기술혁신본부가 다부처사업 예산
예산
었을 뿐 그대로 유 기획내용과 차이가 을 확정”, “부처내 독립부서 한시적
설치 및 기재부의 예산 확정통보”,
지됨
발생
“예산편성시 과제 명시화”
* YES, NO의 숫자는 협력적 거버넌스 형성 요인으로 중요한가에 대한 응답자의 수를 의미함.
이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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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미국 NNI와 우리나라 범부처신약개발사업의 거버넌스 비교를 통해 부처
간 협력을 유인하는 결정요인을 우리의 실정에 맞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표 7>에서와 같이 다부처개발사업의 부처간 협력적 거버
넌스 관점에서 미국 사례와의 비교분석 및 관계자 설문 등을 통해 정리한 정책적 대
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황적 요인에 있어 부처간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거버넌스의 형성 뿐
만 아니라 운영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범부처 조정 메커니즘이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그것은 미국 NNI에는 최고 상층의 행정기관들이 개입함으로써 사
업이 큰 잡음 없이 진행되고 있었으나, 범부처신약개발사업에는 미흡한 조정 권한을
가진 소위원회가 그나마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사업이 초기의 목
표대로 추진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부처간 공동 R&D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는 현재 자문기구 역할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기능을 보완하여, 부처간 공동 R&D
사업 추진에 필요한 조정기능을 갖춘 거버넌스로 보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둘째, 부처간 관계적 요인에서 거버넌스의 성공적 형성을 위해서는 부처간 역할분
담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NNI나 범부처신약개발사업에서 자원과 권한의 균
형 요소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부정적인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부처간의 동의
하에 추진된 범부처신약개발사업도 NNI와 마찬가지로 거버넌스의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다. 그러나, 역할분담 요소에서 만은 차이가 발생하였는데 NNI는
NSTC의 PCA를 중심으로 부처의 역할이 할당되고 부처간 MOU를 통해서도 역할 정
립이 되었지만, 범부처신약개발사업의 경우 기존 부처별 고유 역할이 있음에도 부처의
이해가 재차 개입되면서 사업 규모 축소로 이어지고 목표의 변경으로도 이어졌다. 여
기서 중요한 것은 역할분담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상호간에 불신을 가중시키고
심지어는 협력사업의 중단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느니 만큼, 사업기간
동안 각자의 역할을 상호간 MOU 등을 통해 명문화시킴으로써 역할에 대한 책임성도
높여야 한다.
셋째, 부처의 개별적 요인의 경우 부처의지, 공동지원조직, 독립조직 및 예산 등 모
든 요소가 거버넌스 형성에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들 모든 요소들은 NNI
와 비교됐을 때 차이를 드러냈다. 부처의지 요소의 경우 NNI에는 NSTC나 NSET에
부처대표가 참여하고 IWG에 부처실무가 참석하여 사업 참여에 대한 부처의 의지가
확연히 확인될 수 있었으나, 범부처신약개발사업의 경우 초기의 자발적 부처의지는 부
처 이해관계의 돌출로 점차 미약해져 갔다. 따라서 부처의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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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부처간 다양한 실무적 정기 만남의 체계를 어떤 형태가 되든 거버넌스 형성
기에 마련해야 한다. 공동 지원조직의 경우도 부처의 이해관계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국가적 조직이든 자발적 공동 조직이든 상설화된 형태로 만들어 사
업기간 동안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사업의 변함없는 추진을 위해 부처내에서 사업의
유지 임무가 주가되는 독립된 조직을 설치하고 사업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것
을 부처 평가의 요소로 도입하여 부처 조직 문화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도 충분히 고
려해 볼 만하다.
국가 R&D 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느냐에 따라 그 투자 효과성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으며, 연구 성과의 효과성 또한 R&D 사업의 일관성 있는 추진 체계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또한 국가 R&D 사업에 있어서 생산성 문제
도 기술 개발 단계의 성과 문제이기도 하지만, 개발된 기술이 활용되기까지 기술 개
발 전 주기에 걸친 주무 부처들간 협력적 연계의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급변하는
과학기술적 환경에 대응하여 다부처 R&D사업의 성공을 담보하기 위해서 사업에 참
여하는 부처들은 다부처개발사업의 규모를 대형화하고, 이에 따른 성공적인 협력적 거
버넌스가 정착되고 체계화되도록 사업의 전 과정에 걸쳐 부처간 협력을 유인하는 요
인들을 관리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본 연구는 다부처개발사업의 성공 여부를 협력적 거버넌스 형성 결정요인 분석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물론 협력적 거버넌스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형성적
요인 외 운영적, 성과적 요인 등 모든 요인 분석을 통해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그것
은 다부처개발사업의 운영과정은 사업 형성시 설정된 목표의 변화 가능성이 적은 안
정적으로 구조화된 영역이여서, 부처 차원의 리더십과 위계적 권한에 의해 위임된 행
정 절차에 따라 사업이 무리없이 진행되기 때문이었다. 또 정부 부처간의 협력에 의
한 다부처개발사업은 상대적으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비율이 낮아 운영
과정에서 목표가 변경되는 경우를 거의 찾아볼 수 없고, top-down식 R&D사업의 특
성을 유지하고 있어 거버넌스의 형성 결정요인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협력적 거버넌스 형성 결정요인 분석만으로 다부처개발사업의 성공 여부
를 완전하게 확신할 수는 없다는 것이 본 연구의 한계이며, 향후 이런 확신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운영 요인 분석과 연계하는 추가적인 연구도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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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aborative Governance in R&D Management
- Comparing the U.S. and the South Korean Cases Cho Jaeyung, Cho Hyunkoo

Abstract

Although the amount of investment in the national R&D budget has exceeded 20 trillion
won, the investment effectiveness is decreasing sharply compared to advanced
countrie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striving to reform national R&D projects
that would transform the future. Especially, the improvement of the multi-ministerial
R&D projects is emerging as an important national issue becaus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been pursuing a multi-ministerial joint research project to promote collaboration and convergence while preventing duplication between different ministries
and agencies.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analyzes the determinants of the formation of cooperation of the U.S. NNI and the Korea government-initiated drug development program, joint ministerial research project for drug development, on the assumption
that the smooth functioning of collaborative governance among ministries is the key
to the success of development projects. In order to proceed with this study, a revised
model was proposed to analyze the factors contributing to cooperation in multi-ministerial R&D projects using the R&D governance structure and the collaborative governance
model. This study highlights the possibilities of success in increasing number of multi-ministerial R&D projects heavily depend on the elements of the R&D and collaborative
governance structure.
Key words : multi-ministerial R&D project, R&D governance, collaborative governance,
Korea Government-initiated Drug Development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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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시설의 효과적 정책대안 도출을 위한
연구시설 분류기준의 적절성 연구
이경미*, 김용주**
초록

과학기술의 발전이 고도화됨에 따라 연구장비를 구축하여 전문적으로 운영 ·지원하는 연구시설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연구시설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과 국가적 총괄 확충계획의 수립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2020년에는 ‘국가연구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개정을 통해 기존의 연구시설·장비의 통합 개념에서 연구시설
의 단독개념으로 분리하고 재정의함으로서 연구시설에 대한 정책 수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정책 대상이 ‘연구장비’에서 ‘연구시설’로 변화하는 정책패러다임 변화에 맞추어
연구시설의 구축 현황과 분류기준에 대해 고찰해보았다 . 분석 대상은 국내에 구축 중이거나 구축
완료된 322개 연구시설이며, 적절한 분류기준을 모색하기 위해 기존의 법규 또는 안건에서 활용하고
있는 구축목적별, 10대 기술분야별 기준을 채택하여 유형별 차이의 유무에 대한 가설을 수립하였다.
분석결과, 구축목적별 분석의 경우 연구시설의 구축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나, 10대 기술분야
별 연구시설의 경우 구축비 차이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시설의
투자 관점에서 정책대상 및 범위를 고려할 때 연구시설을 기술분야로 구분하는 것보다 구축목적별로
구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점을 시사한다.
주제어 국가연구시설 연구인프라 국가
:

,

,

R&D

투자전략 연구시설구축 분산분석
,

,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선임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박사과정,
kmlee@kbsi.re.kr(교신저자 )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기술원, kjy8278@kbsi.re.kr
** * 이 논문은 이경미, 김용주 (2020)｢국가연구시설의 예산투입 구조분석과 효과적 투자전략 모색｣ 보고서를
바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가 실시한 ‘ 국가연구시설 투자현황 조사 결과’ 를
추가로 분석하고 보완하여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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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국가의 성장과 인프라(infrastructure)의 투자 및 정비는 장기적 관점에서 상당한
상관관계를 나타낸다(Hendricks, 2000). R&D 측면에서의 ‘연구개발 인프라’란 광의
의 개념으로는 연구시설·장비, 인력, 소프트웨어 등을 포함하며, 협의의 개념으로는
연구시설·장비를 의미하는데(Stephan·Levin, 1992), 특히 국가연구시설·장비는 국가
의 예산으로 구축된 시설·장비로서 연구시설과 연구장비를 통칭하여 이르는 용어이나,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책적으로 연구시설과 연구장비의 개념적 분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2019년 기준, 구축·운영 중인 국가연구시설·장비는 총 투자액이 112,838억 원의
연구장비를 3,638개의 연구기관이 총 63,496점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과학
기술정보통신부, 2020a). 최근 5년간 정부연구개발사업 투자액 대비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투자비중은 5.1%로 나타나는데, 관련 보고서에는 나타나지 않는 연구시설·장비
의 운영비용까지 고려하면 정부R&D 예산 중 상당부분이 연구시설·장비에 투자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과제의 과제 당 평균 연구비
가 감소함에 따라 고가의 연구장비를 개별 연구과제에서 구축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과제 당 평균 연구비는 2018년 기준 3.1억 원으로, 전년대비 5천만 원 이
상 2억 원 미만의 중형과제수행비중이 증가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a). 실제로
연구장비의 구축수를 분석해보면, 2018년 기준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중소형
시설장비가 72.1%(15,445점)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연구시설·장비는 시의적절한 연구장비의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앞서 언급
한 바와 같이 한정된 예산으로 R&D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구자가 적기에 연
구장비를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최근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시설장비 구축액은 2015년 9,711억 원(정부 연구개
발 예산 대비 5.9%)에서 2019년 6,758억 원(정부 연구개발 예산 대비 3.9%)으로 매
년 감소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개별 연구자의 연구과제에서 직접 연구장비를 구축하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연구시설에 방문하여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필요
가 있다. 최근 유럽에서도 개별 장비 구축을 지양하고, 연구시설 단위로 연구장비를
구축하여 공동활용을 촉진하는 한편, 보다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
고 있다(OECD, 2020).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연구시설의 개념 변화, 연구
시설에 대한 현황 파악을 통한 연구시설 중심의 정책추진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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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시점이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시설
에 관한 실증연구는 많지 않다(유경만. 2008; 이찬구, 2015). 특히 최근까지도 관련
법령과 정책자료에서 연구시설과 장비의 개념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문제가 존재
하며, 연구시설의 현황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과학기술정보통
신부, 2019a; 2019b; 2020a, 2020c). 최근 연구시설의 구축·운영 정책 수립을 위한
등록·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기존의 정책 분석틀에 따라 연구시설의 총괄적 현황을 파
악하고자 시도했으나, 효과적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서는 연구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보
다 체계적인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구축 중 또는 구축완료 된 322개의 연구시설 현황을 살펴보
고, 기존 행정규칙과 정부 정책자료에서 활용된 분류기준(구축목적별, 10대 기술분야
별)의 적절성을 검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수행 범위는
크게 3가지이다. 첫째, 기 존재하는 연구시설에 대한 정책과 제도, 연구시설의 법적
정의 변경에 따른 연구시설의 개념 명확화 및 정책 적용대상 분리를 통해 문제의식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현재 연구현장에서 혼용하고 있는 연구시설과 연구장비는 정책적
용대상 관점에서 분리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시설·장비로 통칭하
여 정책이 도출되어 보다 효율적 정책대안 도출을 위한 개념 재정립이 필요한 상황이
다. 둘째, 현재 국내에 구축된 322개의 연구시설의 현황을 분석하여 실증적 정보 제
공에 기여하고자 한다. 특히, 접근성 및 부지확보가 중요한 연구시설의 특성을 반영하
여 지역적 분포를 추가하여 교차분석을 수행했다. 셋째, ‘우리나라에 구축된 연구시설
의 구축가액을 구축목적별, 기술분야별로 분석하여 투자방향 수립 또는 투자우선순위
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증하고자 한다. 2020년 수립된 「국가연구시설 중기 확
충·고도화 방향(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c)」에서는 기술분야를 1차 분류기준으로, 구
축목적을 2차 분류기준으로 채택하여 중기 투자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분류기준이 중장기 투자방향 제시에 변별력 있는 분류기준으로 활용가능한지 검
증하기 위해 분류기준별 구축액에 통계적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향후 국가연구시설
의 전략적 구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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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1. 국가연구시설·장비의 투자와 정책

국가연구개발과제를 기획하고 수행함에 있어서 연구인프라의 투자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되어 왔다(유경만. 2008; 이찬구, 2015).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
개발 예산의 한정성으로 인해, 주인-대리인 모형의 딜레마가 발생하고 있다(Auranen,
2010). 즉, 정책결정자들은 한정된 정부 예산을 투자하여 최대의 성과를 창출하고자
하고자 하고 연구자들은 많은 자원(연구비, 연구장비, 인력)과 자율성 확보를 통해 과
학기술적 성과를 창출하기를 원하는 가치 대립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림 1]와 같이, 연구시설·장비를 효과적으
로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수행해왔다. 2013년에 수립된 「국가연구
시설·장비의 운영·활용 고도화계획(2013~2017)(이하 제1차 고도화계획)」은 연구시설·
장비의 전략적 확충, 체계적 운영 및 공동활용 제고를 통한 R&D사업 투자 효율화 필
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투자효율화, 운영 선진화, 활용 극대화, 지원 역량 극대화에 중
점을 두고 만들어졌다. 이 계획을 토대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정(’15), 1억 원 이상 시설·장비에 대한 통합심의제도 도입(’16), ZEUS
(Zone for Equipment Utilization Service, 장비활용종합포털) 오픈(’13), 실태조사·조
사분석 수행, 국가대형연구시설구축지도 수립 등의 기반을 다지는 정책을 통해 관리체
계가 조속히 착근되는데 기여했다. 또한, 「정부R&D혁신방안」(’15), 「국가연구시설장
비 투자효율화 및 공동활용 촉진방안」(’15) 등이 수립되면서 연구시설·장비의 중요성
과 공동활용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논의된 바 있다. 정의덕·이경미(2019)는 심
의·등록과 같은 구축·관리 위주의 정부의 하향식(Top-down) 정책 수립으로 인해 다
소 획일적인 측면이 있고 현장의 실태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기존에 국회, 감사원 등이 지적해왔던 공동활용 부족, 유휴·저활용장비의 방치와
같은 문제가 현재까지도 주요 해결과제로 남아 있음이 방증한다. 2018년 과학기술정
보통신부는 「제2차 국가연구시설·장비의 운영·활용 고도화계획(2018~2022)(이하 제2
차 고도화계획)」를 통해 연구장비의 관리가 아닌 효율적 활용을 위한 ‘연구시설·장비
비 통합관리제’, ‘핵심연구지원시설(Core-Facility) 조성지원’, ‘장비활용시스템 개선’,
‘대형연구시설장비구축사업 종합사업관리(PM)’ 등의 주요 과제를 완료하였거나 추진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경미·김용주(2020)는 2차 고도화계획이 기존의 ‘연구장
비’ 관점의 관리 측면의 정책을 주로 제시하고 있어 ‘연구시설’ 관점의 효율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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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2020년부터는 연구장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제도가 착근됨에 따라, 국내외 연구
시설에 대한 동향조사를 통해 연구시설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접근성이 향상된 연구시
설을 구축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b; 김
용주·이경미, 2020). 2월에는 국가연구시설의 등록을 추진하여 ‘국가연구시설
(K-Facility) 검색·예약시스템’를 통해 연구시설의 분야, 위치, 지원 가능한 기술성숙
도(TRL)를 공개하여 연구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도 하였다.
[그림 1] 주요 국가연구시설·장비 정책과 법·제도

자료: 정의덕·이경미(2019), 저자 재작성 및 추가 작성
2. 국가연구시설·장비의 가격과 예산 투입 추이

연구시설·장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없이 많은 학자들이 강조해왔으나,
연구시설·장비가 어떤 방식으로 구축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
가 되어왔다. 적절한 연구시설·장비의 활용은 직접적으로 연구결과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타 연구주체와의 협업을 증진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가 다수 발표
되었기 때문이다. Georchiou(1996)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복잡한 연구장비가 필
요하며 이에 따라 과학자들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보다 고가의 연구장비를 구비
하기 위한 노력이 점점 증가됨을 지적하면서, 이를 [그림 2]의 한계비용곡선
(marginal cost curve)를 이용하여 설명했다. 연구장비의 성능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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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구축 비용이 하락하지만, 연구장비의 성능이 향상되는
경우에는 이전의 가격을 유지하지 않고 더 높은 가격에 연구장비의 가격이 형성되는
정교화 효과(sophistication effect)가 나타남을 강조했다. 또한 Nevada(1999)는 연
구장비의 부재는 연구과제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대학의 경우 최신 연구장비가 없는 경우 기업과의 협업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
한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최신 연구장비와 전문적 운영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표 1>과 같이
우리나라는 연구시설·장비의 절대적 투자금액이 감소하고 있다. 2005년 이후 정부R&D
사업 규모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국가 재정을 통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축비중은 감소
추세이다. 2018년 국가연구시설·장비 조사·분석 보고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a)에
따르면, 최근 3년간(’16~’18년) R&D 과제 소형화로 인해 대형장비(50억 원 이상) 구
축비중은 감소하고, 중소형 장비(1억 원 미만)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그림 3]). 또한
실질적으로 장비구축이 가능한 대형 과제(2억 원 이상) 비중 또한 감소하고 있으며, 점
점 고가의 최신 연구장비를 구축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

[그림 2] 고성능 연구장비의 성능과 가격의 한계곡선2)

자료: Georghiou, L. G., & Halfpenny, P. (1996), 저자 재작성
2) 연구자는 P1 의 성능 수준을 가지며 C1 비용이 드는 연구장비를 구축하고자 했다(MC1). 이후, 새로운 비
용 곡선 MC2 를 생산하는 기술적 진보를 가정해보자 . 원래 필요한 성능 레벨인 Pl은 이제 더 적은 비용
*

(C1 )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기술개발이 진행되어 향상된 성능 레벨인 P2 가 필요하다면, 새로운 곡
선인 MC2 의 P2 비용(C2)는 C1을 초과하게 된다. 이 때 정교화 효과(sophistication effect)가 있다고
본다(Georchiou,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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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시설·장비 투자 추이 (단위: 억원, %)

구분
’05~’08
’09~’12
국가연구개발사업비 평균Ⓐ
86,363
122,764
국가연구시설장비 구축비 평균Ⓑ
7,555
8,404
비중 Ⓑ/Ⓐ
8.7
6.8
Ⓐ 정부연구개발예산중 국방 연구개발예산을 제외한 금액
Ⓑ 국방 연구개발예산으로 구축한 시설장비 금액 제외

’13~’15
153,833
8,151
5.3

’16~’18
166,219
8,612
5.2

[그림 3] 연구장비의 구축금액별 구축비중

(a)구축금액별 연구장비
구축비중(’05~’18)

(b)최근 3년 구축금액별 연구장비
구축비중(’16~’18)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9a), 저자 재작성

연구장비의 고가화와 필수 연구장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연구개발예산의 한계로 인해 필요한 연구장비를 구축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연구장비의 공동활용에 대한 이슈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박석종,
2009), 정부와 연구현장에서는 핵심연구지원센터(Core-facility) 형태의 연구시설 및
장비공유 플랫폼의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미국과 유럽에서는 핵심연구지
원센터와 관련된 사례와 그 효과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Andereggen
and Boutellier, 2013; Farber and Weiss, 2011; Peerbaye and Angematin,
2005). Farber와 Weiss(2011)은 미국의 NIH(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와 대
학의 의학연구센터의 사례를 통해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도 전문적인 연구가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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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연구지원센터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Peerbaye와 Angematin(2005)는 생명공
학 분야에서 유전체와 단백질의 분석이 중요해짐에 따라 연구시설·장비의 구축 필요
성과 시의성 있는 구축이 해당 기술분야의 주요한 문제로 제기되었음을 지적한다. 학
자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연구시설을 강조하고, 연구시설을 공유함으로
서 나타나는 기술의 이전과 확산 메카니즘의 진화에 대해 논의해왔다. OECD(2020)
또한 국가연구인프라 운영 최적화를 위한 각국의 사례를 분석하고 연구인프라에 대한
로드맵 수립, 재정지원 방식, 연구데이터 관리, 전주기 관리체계, 경쟁적 운영모델, 국
제협력, 성과 모니터링, 활용종료 정책, 투자·성과정보 공개 등의 가이드라인과 표준
포트폴리오 모델을 제시하여 연구시설 중심의 정책수립을 제안하고 있다. 반면, 우리
나라는 연구시설과 연구장비의 개념 재정립이 최근에 이루어졌으며 연구시설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수집하기 어려운 점으로 인해 연구시설과 관련된 실증 연구 결과가 거
의 전무한 수준이다.
3. 국가연구시설의 정의와 분류

연구시설은 전문성 있는 인력의 특수한 관리가 필수적인 만큼 법령으로 관리되는
곳이 많으며, 특히, 정부의 R&D 투자로 구축된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 별도의 행
정규칙 존재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의하면, “연구시설”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법
령은 195건(조문 276건)으로 법적으로도 광범위한 분야에서 ‘연구시설’이 등장하며,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다수의 법령에서 연구시설을 규율하고 있다.
국가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가 과학기술기
본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42조 등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시설·장비의 확충·
고도화를 추진하도록 명시되어있으며, 이에 따라 연구개발시설·장비의 확충/공동활용
계획, 고도화를 위한 정책 수립, 정보등록을 법령에 근거하여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연구의 대상으로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구시설로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에서 정의한 연
구시설만을 다루고자 한다. 2020년 5월 개정된 표준지침은 연구시설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특정 목적의 연구개발활동(시험, 분석, 계측, 교육, 훈련 등)을 지원하기 위
해 다음 중 하나의 형태로 이루어진 독립적 연구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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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하나의 거대연구장비
② 복수의 연구장비를 결합한 하나의 시스템
③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장비들을 한 곳에 집적화한 단위
또한, 표준지침에서는 <표 2>와 같이 연구시설을 5가지 구축목적별 유형(대형장비
운영, 연구장비 집적, 과학시료 관리, 데이터 센터, 관측/측정형)으로 분류하고 있다3).
구축목적별 유형은 2020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연구시설의 등
록절차에도 활용되고 있다.
<표 2> 연구시설의 구축목적별 정의 및 구성형태
유형

정의

구성형태

연구시설 예시

단일한 위치에 있는 하
대형장비 물리적
나의
장비를
기준으로, 여러 부
운영 대장비가 집적되어
구축된 시설





1~2개의 대형장비장치
( )
다수의 부대장비(장치)
데이터 스토리지




핵융합장치
가속기

단일한 위치에 여러 연
연구장비 물리적
구장비를
특정 공정 단위로 집
집적형 적하여 운영하는
시설




특수 환경조성장비
다수의 주장비




핵심연구지원센터
나노팹센터

단일 또는 분산된 위치
과학시료 물리적
에
,
연구대상물을
위한
관리형 목적으로 운영되는관리하기
시설





특수 환경조성장비
다수의 부대장비
데이터 스토리지




생물사육시설
화합물 은행

단일 또는 분산된 위치
데이터 물리적
에
,
연구데이터를
관리하거나,
센터형 컴퓨팅 자원을 공유하는
시설





특수 환경조성장비
다수의 연산 장비
다수의 데이터 스토리지




슈퍼컴퓨터 센터
빅데이터 센터

특정 연구목적을 지원하기 위해
관측/ 물리적 단일 또는 분산된 위치
측정형 에서, 지속적으로 대상물을 관찰
하는 시설





단일 또는 다수의 대형장비  기상관측시설
특수 환경조성장비
 천문측정센터
데이터 스토리지

연구시설의 기술분야별 분류는 표준지침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우
3) 5가지 유형 외에도 환경(진공 , 진동 , 압력 등) 조성을 위한 시설, 연구용 선박, 항공기, 자동차 등 실제 연
구개발 수행에 직접적 독접적으로 사용되는 이동수단이 제시되어 있으나, 환경조성형 시설과 이동형 시설
은 5가지 유형에 포함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독립적 구분기준에서 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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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라 과학기술 정책수립의 근간이 되는 중장기 계획인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기
획재정부 외, 2018)」과 매년 차년도 투자방향을 제시하는 「정부R&D 투자방향(과학기
술정보통신부, 2020b)」에서 일관되게 10대 기술분야(ICT·SW, 생명·보건의료, 에너
지·자원, 소재·나노, 기계·제조, 농림축산·식품, 우주·항공·해양, 건설·교통, 환경·기
상, 기초·기반)를 제시하고 있어, 해당 과학기술분야별 분류가 연구시설의 정책 수립
을 위해 적절한 구분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검토해보았다. 참고로, 2020년 「국가
연구시설 중기 확충·고도화 방향(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c」에서 구축목적별, 10대
기술분야별 분류를 모두 활용한 바 있다.
Ⅲ. 연구데이터 및 연구방법
1. 연구데이터

본 연구에 활용된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가 연구
현장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했다. 본 조사는 국가연구개발사
업의 지원을 받아 구축했거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를 지원하는 비영리기관에서
구축·운영 중인 연구시설을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며 국가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의 정의와 제시된 기준을 만족하는 연구시설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투자현황을 조사하였다. 해당 조사는 1차 연구시설 등록, 2차 투자현황 조사로 나뉘
어 진행되었으며, 연구시설등록은 2020년 2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 연구시설 투자
현황조사는 2020년 6월 1일부터 7월 24일까지 ZEUS(연구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
Zone for Equipment Utilization Service System)를 통해 연구시설 관계자가 직접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으며 최종적으로 322개 연구시설이 참여했다. 본
조사는 조사의 충실도와 결과의 유의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의
조사 담당자가 제출된 자료의 적절성을 1차 검증한 후 승인된 연구시설만을 분석 대
상으로 포함하였으며, 본 국가연구시설 투자현황 조사는 국가연구시설에 대한 기본 정
보, 투자현황, 운영에 관한 투입 정보를 최초로 조사하여 국가연구시설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다. 국가연구시설등록 및 투자현황에서 조사한 세부 내용은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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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국가연구시설 등록정보 및 투자현황 조사 세부항목
구분
세부내용
공정단계
구축완료, 구축 중, 성능향상, 처분 중
구축목적
연구장비집적, 대형장비운영, 관측/측정, 과학시료관리, 데이터센터
·교통, 기계·제조, 기초·기반, 농림수산식품, 생명·보건의료,
10대 기술분야 ICT·SW, 건설
소재·나노, 에너지·자원, 우주·항공·해양, 환경·기상
, 전문생산연구기관, 테크노파크, 지자체출연연구기관,
기관유형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시험인증기관, 기타
,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지역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제주, 충남, 충북, 해외, 세종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국가연구시설의 정의에 따라서 국가연구시설의 효율적 투자
및 구축을 위하여 구축목적 또는 기술분야별로 구축비가 차이가 있을 것이라 가정하
였다. 이 가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했다.
1. 국가연구시설의 구축비는 구축목적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국가연구시설의 구축비는 10대 기술분야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국가연구시설의 국가연구시설의 등록과 투자현황 조사자료를 구축목적별·10대 기술
분야별로 분석하고 신뢰도 검증을 수행했으며, 국가연구시설의 구축비가 유형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는지 분석하기 위해 Kruskal-Wallis 검정을 실시하였다
(Kruskal·Wallis, 1952). 가설 수락을 위한 유의수준 α는 0.05로 설정하였다.
Ⅳ. 분석결과
1. 국가연구시설 현황

2019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구축완료 또는 구축 중이며 투자현황 조사에 참여한
국가연구시설은 322개소로서, 총 구축금액이 약 7조 5,677억 원이 소요된 것으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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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되었다. 조사대상 연구시설의 구축시기를 살펴보면, 가장 활용기간이 오래된 연구시
설은 정부출연연구소에서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특성분석센터, 대학에서는 서울대학
교의 반도체공동연구소가 있으며, 반대로 가장 최근에 구축되고 있는 주요 연구시설로
서는 기초과학연구원의 중이온 가속기, 대학마다 전문적 연구지원을 위해 수립한 핵심
연구지원시설들이 있다.
조사대상 연구시설은 공정단계, 구축목적, 10대 기술분야, 기관유형, 지역별 정보를
조사하여 <표 4>의 기술통계에 합계, 평균, 표준편차 등을 나타냈다4). 본 연구에서
주로 분석할 구축목적별 연구시설을 살펴보면, 연구장비집적형 시설이 68%로 가장
많이 구축되었다. 또한 국가연구시설의 10대 기술분야별 분포는 기초·기반, 소재·나
노, 생명보건의료의 순으로 연구시설이 많이 구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시설의 경
우 기술분야별로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이 천차만별로 나타나게 되는데 총 구축금액과
평균 구축금액은 기초·기반, 우주·항공·해양, 에너지·자원으로 순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기초·기반 분야의 경우에는 투자금액이 많이 나타나는 것과는
별개로 표준편차도 매우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준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분석결과 및 결론에서 다루기로 한다.
구축목적별 상세 연구시설을 살펴보면, 대형장비 운영형에는 3, 4세대 방사광 가속
기, 양성자 가속기, 발사체 발사대 시스템이 속해있으며, 연구장비 집적형에는 각 대
학의 핵심연구지원센터, 공동기기원, 지역혁신센터(RIC, Regional Innovation
Center), 관측/측정형에는 마젤란망원경, 기상위성센터, 남극과학기지, 과학시료 관리
형에는 노화연구시설, 생물자원센터, 화합물 은행, 데이터 센터형에는 슈퍼컴퓨팅센터,
영상시스템연구센터 등이 있었다.
최근 전 과학기술 분야에서 빅데이터·인공지능과 연계된 기술의 필요성이 높아지면
서 데이터 센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데 반해, 현재 국내 연구시설은 데이터센
터가 매우 적게 구축되어 있는 것(6개소)으로 나타난다. 또한 연구시설의 수 측면에서
보유 기관 유형을 분석해보면 정부출연연구기관(33.5%)과 대학(31.4%)이 연구시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역 측면에서는 연구시설 수는 강원(14.9%),
경기(9.9%), 경남(7.8%) 순으로 나타나나, 연구시설의 구축금액 측면에서 보면 강원,
울산, 부산 순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4) 구축금액의 최소값이 매우 적게 나타난 시설은 현재 구축중 시설이거나 토지 및 공간을 무상임차하고 보
유장비를 타 기관 또는 부서로부터 이전받은 연구시설임

국가연구시설의 효과적 정책대안 도출을 위한 연구시설 분류기준의 적절성 연구 ∙ 125

<표4>국가연구시설 투자현황 기술통계
구분
공정
단계

구축
목적

10대
과학
기술
분야

기관
유형

(단위: 개소, %, 억 원)

시설수
시설수 비중
297 92.2
23
7.1
1
0.3
1
0.3
219 68.0
62 19.3
28
8.7
7
2.2
6
1.9
11
3.4
20
6.2
50 15.5
55 17.1
11
3.4

합계
57,656.6
17,754.2
263.3
2.7
24,807.9
42,972.5
5,318.2
1,486.2
1,092.0
1,774.5
2,616.7
5,154.6
29,136.1
2,063.4

평균
194.1
771.9
263.3
2.7
113.3
693.1
189.9
212.3
182.0
161.3
130.8
103.1
529.7
187.6

16.1

6,994.5

134.5

195.8

-

957.5

16.8
8.7

7,396.4
7,788.6

137.0
278.2

203.8
797.9

1.1
7.4

1,278.4
4,388.8

11.2
1.6
33.5
31.4
9.6
9.3

12,449.9
302.1
32,338.5
6,245.2
3,575.9
3,238.9

345.8
60.4
299.4
61.8
115.4
108.0

501.0
66.9
565.8
109.8
139.6
93.8

0.3
7.7
0.3
1.1
1.8
2.7

2,055.7
190.2
4,388.8
787.9
696.4
398.6

구축완료
구축중
성능향상
처분중
연구장비
집적
대형장비
운영
관측/측정
과학시료
관리
데이터
센터
ICT·SW
건설·교통
기계·제조
기초·기반
농림수산
식품
생명·
보건의료 52
소재·나노 54
에너지· 28
자원
우주·항공 36
·해양
환경·기상 5
정부출연 108
연구기관
대학
101
전문생산 31
연구기관
테크노파크 30

구축금액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533.4 0.3 6,754.2
2,063.0 - 9,493.2
263.3 263.3
2.7
2.7
192.4 0.3 1,802.8
1,618.3 - 9,493.2
260.9 0.3 1,140.6
189.3 9.5 594.1
322.9 6.6 901.1
288.4 2.0 901.1
134.7 2.7 595.7
119.7 1.8 696.4
1,642.4 0.3 9,493.2
206.1 15.8 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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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수
구축금액
구분
시설수 비중
합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지자체출연 16
5.0 2,062.7 128.9 146.3 18.3 595.7
연구기관
국공립
3.4 13,134 1,194.0 2,657.5 0 9,493.2
연구기관 11
시험인증 10
3.1 1,226.8 122.7 83.8
7.7 274.6
기관
기타
15
4.7 13,854.8 923.7 1,877.7 0.3 6,754.2
강원
48 14.9 19,472.1 405.7 1,370.5 - 9,493.2
경기
32
9.9 1,743.0 54.5
68.4
0.3 364.9
경남
25
7.8 3,566.0 142.6 214.2 2.7 938.4
경북
24
7.5 3,494.4 145.6 191.3 2.6 595.7
광주
24
7.5 3,290.5 137.1 113.3 4.1
378
대구
24
7.5 3,296.3 137.3 97.0
5.3 402.1
대전
22
6.8 5,170.4 235.0 428.0 2.0 2,055.7
부산
22
6.8 7,483.2 340.1 912.9 1.5 4,388.8
서울
20
6.2 2,037.2 101.9 95.5
2.7 308.3
지역
울산
19
5.9 16,029.0 843.6 1,758.1 18.3 6,754.2
인천
18
5.6
868.7
48.3
55.6
1.2 213.3
전남
14
4.3 2,680.6 191.5 235.7 3.7 787.9
전북
8
2.5
421.7
52.7
35.2 12.3 96.2
제주
7
2.2
567.6
81.1
42.9 11.2 141.5
충남
5
1.6 1,967.7 393.5 484.6 11.6 1,251.6
충북
4
1.2
853.5 213.4 96.6 64.6 325.6
해외
4
1.2 2,572.3 643.1 355.0 212.2 1,140.6
세종
2
0.6
162.6
81.3
79.6
1.7 160.9
총합계
322 100.0 75,676.8 235.0 767.3
- 9,493.2

322개의 국가연구시설의 구축목적 및 지역별 구축금액 현황을 교차 분석해보면,
연구장비 집적형 연구시설은 비교적 지역별 분포가 고르게 나타난 반면, 데이터센터
형, 관측/측정시설, 과학시료관리 시설 등은 특정 지역에 집중 구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양한 지역에 구축된 대형장비 운영형 시설은 14개 시·도에서 구축·운영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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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축금액 비중을 고려하면 경북, 대전, 부산, 전남 4개 지역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에 따라 구축목적별 연구시설의 분포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분석할 수 있다. 첫째, 연구시설이 구축·운영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화 산업과 구축여건(토지, 전문인력의 정주여건 등)을 고려할 필요
가 있기 때문에 지역 집중형 분포가 나타날 수 있다. 둘째, 최근 각 분야에서 정책적
필요성을 인정받은 데이터센터와 같은 경우는 초기 구축에 따른 시기적 확산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
경북
대전
부산
전남
인천
충북
대구
경남
광주
전북
서울
경기
제주
울산
해외
세종

<표 5> 연구시설의 구축목적별 지역별 구축금액 현황 (단위: 억 원, %)
대형장비운영 연구장비집적 관측/측정시설 과학시료관리
125
14,389
1,516
(33.5)
(6.1)
(2.4)
779
26
12,891
4,764
(1.8)
(30.0)
(19.2)
(14.6)
6,327
1,156
(14.7)
(4.7)
384
3,550
1,237
(8.3)
(5.0)
(7.2)
1,252
716
(2.9)
(2.9)
1,128
1,365
211
457
(2.6)
(6.0)
(4.0)
(30.7)
969
1,665
(2.3)
(6.7)
603
1,155
279
(1.4)
(4.7)
(18.8)
54
121
402
2,720
(8.1)
(0.9)
(11.0)
(1.0)
376
2,515
604
(0.9)
(10.1)
(40.6)
989
374
1,995
(0.9)
(8.9)
(18.6)
44
309
1,384
(0.7)
(5.6)
(0.8)
263
591
(0.6)
(2.4)
142
426
(0.3)
(1.7)
2,572
(48.4)
2
161
(0.0)
(3.0)

데이터센터
1,012
(92.7)
47
(4.3)
7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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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충남

합계

-

42,973
(100.0)

396
(1.6)
-

24,808
(100.0)

-

5,318
(100.0)

-

1,486
(100.0)

26
(2.4)
-

1,092
(100.0)

2. 국가연구시설의 구축목적별 구축액 분산분석

본 연구는 국가연구시설의 구축액이 구축목적 및 10대 기술분야에 따라 차이를 나
타내는지 검증하기 위해, 분석대상인 연구시설의 구축액을 Shapiro-Wilk 검정
(Royston,1982)을 통해 정규성이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하고 비모수 방법론인
Kruskal-Wallis 검정법을 채택했다. 가설 1에 대한 검정 결과는 <표 6>와 같다. 분
석 결과에 따르면, 유의수준이 0.0001로서 ‘가설 1 : 국가연구시설의 구축비는 구축
목적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를 채택하며, 각 구축목적별 연구시설의 구축액이
서로 다르다고 판단할 수 있다. 구축목적간 연구시설의 구축액이 충분한 차이를 나타
내며 연구시설의 투자방향 수립 또는 투자우선순위 설정에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6> 구축목적에 따른 연구시설 구축금액 분산 분석 결과
구축목적
연구시설 수
Rank Sum
연구장비집적
219
31,312
대형장비운영
62
13,755
관측/측정시설
28
4,726
과학시료관리
7
1,415
데이터센터
6
797
※ chi-squared = 36.792 with 4 d.f.
probability = 0.0001
※ chi-squared with ties = 36.793 with 4 d.f.
probability = 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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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10대 기술분야에 따른 연구시설 구축금액 분산 분석 결과
10대 기술분야
연구시설 수
Rank Sum
ICT/SW
11
1360.5
건설/교통
20
3492
기계/제조
50
7519
기초/기반
55
8469
농림수산식품
11
2023
생명/보건의료
52
7965
소재/나노
54
8554
에너지/자원
28
5167.5
우주/항공/해양
36
6871
환경/기상
5
582
※ chi-squared = 10.867 with 9 d.f.
probability = 0.2849
※ chi-squared with ties = 10.867 with 9 d.f.
probability = 0.2849

한편, 10대 기술분야의 유형 간에는 과학기술분야의 평균값이 최대 8배까지 차이
가 남에도 불구하고, <표 7>의 분석결과, 유의수준이 0.2849로 ‘가설 2 : 국가연구시
설의 구축비는 10대 기술분야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를 기각했다. 따라서 독립
변수인 10개 기술분야로 나누었을 때, 연구시설의 구축액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제4차 산업혁명을 근간으로 하는 빅데이터, 데이터사이언
스의 중요성의 급부상으로 인해 급변하는 과학기술의 트렌드를 반영하고 적절한 과학
기술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술분야를 고려한 정책과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
수적이다. 본 논문의 결과는 기술분야별로 연구시설을 분류하는 것이 문제임을 지적하
는 것이 아니라, 현재 분류기준이 연구시설을 효과적으로 분류하지 못하고 있다는 맹
점을 보여준다. 예를 들면, 기초·기반 분야의 경우, 구축액의 표준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해당 분야 특성 상 기초연구를 지원하는 저가 범용성 장비 위주의
연구장비집적형 시설과 방사광가속기, 중입자 가속기와 같은 초거대 연구장비를 운영
하는 대형장비운영형 시설이 동일 기술분야로 고려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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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연구시설·장비의 과학·사회경제적 가치가 고조됨에 따라, 국가주도 핵심기술개발을
위한 효율적 연구장비 활용 방안 모색이 중요해졌다. 연구자 차원에서 단독 구축·운
영하는 연구장비는 자율성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나, 개별 연구자가 구축·
관리할 수 없는 연구장비는 국가차원에서 연구시설 단위로 관리하는 것이 국가적 편
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시설은 각기 구축된 목적과 지
원하기 위한 과학기술분야가 다양하고 이에 따른 투자규모, 기간, 활용형태가 또한 다
양하게 나타난다. 이 때문에 획일적 투자전략이 아닌 국가연구시설의 분류 단계에서부
터 충분한 고찰을 거쳐 해당 목적과 기술분야에 맞는 투자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
다. 국가연구시설은 투입되는 예산 규모가 크고 한 번 구축된 경우 장기간 운영된다
는 된다는 점에서 구축 단계에서부터 국가적 정책과 과학기술 동향을 신중히 고려하
여 구축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연구시설의 투자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연구시설의 현황 파악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연구시설의 투자현황을 파악해보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유용한 연구시설분류에 대해 고찰해보고 시사점을 제언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국내에
서 구축·운영중인 322개의 국가연구시설의 구축액 정보를 수집하고 현황을 파악했다.
또한 수집된 구축비가 구축목적별, 10대 기술분야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지
Kruskal-Wallis 검정을 수행함으로서 고찰해보았다. 그 결과, 구축목적별로는 국가연
구시설의 구축비가 상이하게 나타났으나 기술분야 간에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구축목적별 연구시설의 구축액 분산분석을 통해 구축목적별 구분이 정책
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반면, 정부가 「제4차 과학기술
기본계획(기획재정부 외, 2018)」, 「21년 정부R&D투자방향(2020,b)」, 「국가연구시설
중기 확충·고도화방향(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c)」과 같은 주요 과학기술 중장기 계
획 및 투자방향에서 활용하고 있는 10대 기술분야 분류 측면에서는 구축액 측면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 정부가 보다 실효성 있는 연구시설의 중장기 계획
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책대상의 명확한 분류가 필요하다. 최근, 제4차 산업혁명을
계기로 전 기술분야에서 데이터 센터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농림수산·
식품 분야의 스마트 팜, 건설·교통 분야의 자율주행 및 도로제어 시스템 등을 효과적
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관련 데이터 수집·유통·저장이 필수적이다. 과학기술분류 측
면에서만 논의하면 ICT·SW 기술분야에만 집중되고 다양한 기술분야에 활용되지 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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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가능성이 있으나, 구축목적별 구분을 추가로 검토함으로서 전 기술분야에 걸친 데
이터센터를 통합관리 하는 기준의 토대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연구시설을 구축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자들은 다음의 사
항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연구시설을 보다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과학기술분야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현재의 10대 기술분야는 구축액 측면에서 국가연구시설을 효과적으로 구분하지 못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기초·기반분야는 기초과학을 지원하는 핵심연구지원
센터, 공동실험실습관과 같은 범용성 연구장비를 집적해놓은 소규모 시설과, 가속기와
같이 천문학적 투자금액이 소요되는 초거대연구시설이 공존한다. 구축비용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는 타 분야와는 달리 ‘기초·기반’ 분야의 연구시설은 근본 원리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 행해지는 기초연구의 특성 상(OECD, 2015), 구축액 기준
으로 중규모에 해당하는 응용·개발연구를 지원하는 시설이 매우 적다. 이는 해당 분
야의 기술분야 내 편차를 크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정부가 기술분야를 기준으
로 투자 방향을 수립하거나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명확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것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둘째, 유사 연구분야를 통합할 수 있는 별도 기술분야 구분이 필요하다. 조사된
322개의 연구시설의 기술분야를 결정하는 절차는 연구시설의 투자현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기술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수행되었다. 그러나 최근 기술간 융합연
구가 강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명보건·의료와 농림수산·식품과의 융합연구, 소
재·나노와 에너지·자원 분야 등 기술분야가 중첩됨에 따라 특정 연구시설을 1개의 기
술분야로 분류하는 것이 어려운 연구시설들이 존재했다. 특히, 바이오이미징과 관련된
연구시설은 생명보건·의료, 농림수산·식품, 기초·기반 분야를 모두 지원할 수 있어 특
정 기술 분야로 구분 짓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존재했다. 그러므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기술분야를 마련하고, 그에 따른 투자전략 수립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넷째, 연구시설의 개념을 보다 명확화하고 연구현장에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에는 연구시설에 대한 등록·관리 체계가 전무하여
연구시설의 운영현황 파악이 어렵고 연구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져 효율적인 운영·활용
이 어려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 국가연구시설 등록체계를 마련함으로서
400여개의 연구시설 정보를 연구현장에 공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연구시설
과 연구장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연구장비의 표준분류체계에 ‘시설’이 존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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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정책결정자와 연구현장의 혼란이 존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표준지침의 개정
및 연구시설에 대한 명확한 기준 및 분류체계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적절한 기준을 근거로 연구시설의 면밀한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 단순히
연구시설의 구축현황을 파악하는데 그치지 않고, 어떤 구축목적 또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시설이 부족한지 혹은 해당 유형에는 현재 규모가 적절한 것인지 심도 있는 분석
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된 국가연구시설의 구축현황을
기저로 설정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한 상향식, 하향식 수요조사와 중장기계획 분석을
통해 해당 유형에 필요한 연구시설의 종류와 규모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연구시설의 운영현황 및 성과 파악을 통해 운영이 활성화 된 연구시설에 대한 긍정적
선순환 보상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연구시설의 성과지표와 수준에 대해서
는 별도의 연구를 통해 발굴해야겠으나, 국가연구시설의 운영현황을 근거로 연구시설
의 운영비용 또는 연구장비의 성능향상 비용 등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한다면, 연구시설의 활용도를 더욱 높이고 연구현장의 혁신적 성과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동기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 연구시설에 대해 처음으로 실증적 조사와 분석을 수행함으로서, 국
가연구시설이 구축활용 목적에 따라 다양한 규모를 가지며 해당 목적에 따른 구축비
가 다양하게 나타남을 밝혔다. 특히, 구축목적별 분류는 투자금액의 통계적 차이를 나
타내 투자방향 제시 및 투자우선순위 설정에 활용할 수 있는 지표로 나타났으나, 10
대 기술분야별 분류는 기술분야별 투자금액의 차이를 보기 어려워 투자방향 제시에
활용하기 어려운 지표로 나타났다. 기존에는 단순히 연구시설의 투자금액 규모로 시설
을 분류한 것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향후 각 연구시설의 구축활용목적 특성에 맞
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밝힌 점에서 학술적 기여가 있다. 다만, 구축목적별, 기술
분야별 투자현황 분석과 함께 면밀한 기술·산업적 동향분석을 연계하여 부족한 부분
을 발굴하고 채워나감으로써 연구현장에서 필요 연구시설에 대한 공백이 발생하지 않
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단기적으로는 소재부품장비, 감염병 등 현안대
응을 위한 연구시설의 투자를 보완하는 한편, 장기적 관점으로 국가주도형 연구시설을
별도 지정하여 구축운영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국가연구시설의 효과적 구
축전략은 본 연구에서 언급한 구축비 뿐만 아니라 운영비, 운영인력의 규모 또한 상
관관계가 있으며 이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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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Appropriateness of the Classification
Criteria for the Effective Policy Alternatives of
National Research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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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search facilities need to be established and managed at the national level as a major
infrastructure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In this study, we identify the current status
of 322 research facilities in Korea and analyze the differences by type through a
Kruskal-Wallis test of the construction costs of each of purpose or science and technology(S&T) fields. As a resul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cost of building
research facilities for each purpose of construction, but there was no statistical significance in the difference in the cost of construction for the 10 S&T fields. These
results suggest that, from the perspective of investment in research facilities, it is more
effective to classify research facilities by purpose of deployment and to establish investment strategies than to classify them into technical fields.
Key words :

Research infrastructure, Research facility, R&D investment, varianc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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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에 존재하는 미량의약물질
모니터링 현황과 개선 방향*
강은영**, 공보경***, 최원영****
초록

본 연구는 수계에 존재하는 미량의약물질의 위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수처리장의 수질검사
항목에 의약물질 모니터링 항목을 확대하고 , 미량의약물질의 효율적인 제거를 위한 흡착제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 의약물질이 ng/L ~ ㎍/L 단위의 미량으로 존재하더라도 수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간과할 수 없으므로 체계적이고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더불어 오염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본 연구는 상하수도를 기준으로 국내외 수질 관리 기준과
미량오염물질 감시항목 및 관리체계와 함께 수질 시료 중 의약물질과 그것의 관리 동향을 파악하여,
현재 상수도 수질검사를 시행 중인 지자체 상하수도사업본부에 미량의약물질의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와 수질검사 항목에 없는 의약물질에 대한 항목 추가를 제안하였다 . 아울러 이러한
미량의약물질을 효율적으로 제거하는 기술 -흡착물질의 개발 -의 필요성 역시 강조했다 .
주제어 의약물질 상수도 하수도 수질검사항목 모니터링 미량 유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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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산업의 고도화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화학물질이 환경으로 배출되고 있다. 국내에
서 유통되는 화학물질은 약 50,000종 정도이고, 그중 기존 화학물질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 43,500여 종이며, 매년 200~400종의 신규화학물질이 보고되고 있다(이호용 외,
2017). 이러한 화학물질은 인간의 삶에 편의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화학물질이 가지
고 있는 다양한 인체 위해성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
별히 먹는 물에 잔존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수계에는 2,000여 가지의 화학물질이 존재하며, 먹
는 물에도 750여 가지의 물질이 검출되고 있다. 분석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ng/L
수준까지 분석이 가능해짐에 따라 미량유해물질이 검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오
정은 외, 2017).
국내에서도 빈번한 수질오염 사고로 인해서 미량유해물질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낙동강 수계의 경우, 1991년 구미시 페놀 오염 사건
을 시작으로 유해물질로 인한 오염사고가 빈번했으며, 2012년 구미시 산업단지 불산
누출 사고로 불산이 낙동강까지 유입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2. 연구의 필요성
1) 지중 환경 요소로서 상하수도의 정의 및 가치

「환경정책기본법」에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포함’한다고 정의한다(제3조),
지중 환경은 “자연으로부터 기원한 지표면 아래에 존재하는 지중 자연환경과 인위적
으로 개발 및 활용 중인 지중 생활환경”으로, ‘지중 자연환경’은 ‘지표면 아래에 존재
하는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로, ‘지중 생
활환경’은 인간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인위적 지하 공간 및 시설로 정의되었다(황상
일현윤정양지훈, 2015). 지중 자연환경은 토양, 지하수, 생태계, 자연경관, 지하 공간
을 포함하며, 목적에 따라 분류하면 ‘기반시설-환경시설’의 ‘상/하수도 처리시설, 배수
관’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지하수는 지중 환경 요소로서 여러 환경적 기능을 담당하
고 있다. 특히 지하수는 생태학적 가치를 지녀서 오염 정화, 생태계 보존 등 이용 가
치가 매우 높다(김홍석 외, 2008; 현윤정 외, 2014). 지하수는 앞에서 서술한 생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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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가치 외에도 생태계 서비스, 종다양성 유지 등의 환경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지
하수에 의해 유지, 보존되는 지하수 의존 생태계는 동식물 생태계에 중요한 자원이다.
지하수가 훼손되거나 오염될 경우 자연 순환 기능 방해, 질병 유발 등의 부정적인 영
향을 피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상하수도 뿐만 아니라 지하수는 생태학적, 환경적 가
치를 지니고 있으며 지중 환경 요소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2) 제도적 필요성

국내 지하수 수질 관리를 분석한 「지하수수질관리기본계획」수립 연구에 따르면 국
내 지하수 관리는 재난이나 재해에 대비하여 안전하고 안정적인 지하수 수자원을 확
보함에 있어 강점이 있다. 하지만 수질관리 법적근거가 아직 미흡하고 관리 전략이
부재하다는 약점이 있다. 안전과 건강, 환경에 대한 높아진 시민의식을 배경으로 산업
화로 인한 수자원 오염의 심화나 다양한 오염물질에 대한 감시·관리 체계의 보완 구
축이 시급하다. 최근 수질 목표 및 평가 지표 부재에 따른 문제를 보완하고, 오염원 등
지중 위해 요소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이 제시되었다(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7).
환경부는 ‘지하수의 안전성과 건강성 확보로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를 비전으로
삼고, ‘공적 자원 및 미래전략자원으로서 지하수의 수질보전관리 선진화’를 목표로 기
존의 지하수 수질관리 기본계획을 보완하여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2019년 「상·하수
도 혁신 기술개발사업」 상세기획 보고서에 국내 상·하수도 관리 한계점 및 애로사항
을 정리하였다. 지하수 수질 관리를 위한 계획 보고서는 공통적으로 상수도에서는 기
존 규제 물질 이외의 오염물질의 유출 등이 취수원의 안전성을 위협하기 때문에 미량
의 신종 오염물질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며, 하수도에는 하수처리시설 방류수의
수질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WHO의 2018년 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의약물질 중 인체 항생제 사용량
(국민 1천 명 중 매일 항생제를 복용하는 사람 수)이 29.8/1,000명/일로 OECD 국
가 평균 18.6/1,000명/일보다 1.6배나 높은 수준이다(질병 관리청, 2020). 이렇게 사
용된 많은 의약물질은 생체 투여 후 배출되거나, 부적절한 폐기 등으로 폐수나 생활
하수를 통하여 수계에 방출되어 수계 생물의 사멸, 변종 생물종 발현, 내분비계 교란,
의약품에 대한 내성 증가 등 생물이나 인간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상존한다.
우리나라 환경 중에 존재하는 의약물질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상 하천수와 생활
하수 및 축산폐수 등에서 다양한 종류의 의약물질이 검출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현
욱 외, 2009). 잔존하는 오염 물질 가운데 주로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의약물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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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로 배출이 용이하거나, 내성이 강하다. 하수에 유입된 물질은 하수처리장에서 제
대로 처리되지 않은 채 환경에 방류되는 경우가 보고되었다(박정임 외, 2010; 명승운
외, 2007; 명승운 외, 2009).
국립환경과학원은 수돗물에 존재할 것으로 우려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때 원수와 정수에서 검출되는 미지의 물질에 대한 스크리닝을
물질별 라이브러리와 비교하여 물질의 종류를 추정하고 이를 확인하는 조사를 수행하
고 있다. 또한, 신규 오염물질이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환경부
훈령 「새로운 미량유해물질 발견 시 처리 규정안」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환경부, 2005).
상기 서술한 지하수 관리 계획 및 정책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수중 잔존
의약물질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도록 수정·보완된 점은 고무적이나, 잔존 미량의약물
질은 농약, 중금속과 같은 기존 관리 대상의 오염물질과 비교할 때 국내외 규제 기준
이나 가이드라인이 미비한 현 상황은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미량의약물질의 발생원이
나 이동 경로 등을 특정하기 위한 별도의 모니터링 방법 및 관리 방안 수립이 시급하다.
3) 연구적 필요성

지금까지 수자원 관리 분야는 양적 관리(깨끗한 수자원 확보, 공중위생 향상) 및 질
적 관리(고도처리, 초고도처리 기술)에 집중 되어왔다. 하지만 최근 산업구조와 생활환
경의 변화로 인해서 지금까지 검출되지 않던 화학제품이나 의약물질이 수계에 배출되
기 시작했다. 다양한 오염물질은 취수원이나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 지표수 , 하수 ,
지하수와 먹는 물 등 물 순환 (water cycle)에서 대부분 낮은 수준으로 검출되
었다 . 분석 기법이 고도화됨에 따라 신종 미량오염물질과 의약물질이 매우 낮
은 농도이나 추가적으로 검출되었다 . 먹는 물에서도 미량의약물질이 검출 되었
고 잠재적인 위해성에 관하여 정부 당국자 , 수도사업자 등 이해관계자들 사이
에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WHO, 2012). 수계에 존재하는 의약물질의 모니
터링을 통해 미량의약물질의 효율적인 관리와 더불어 정수 처리장에서 의약물
질을 포함한 미량유해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기술개발의 필요가 대
두되었다 . 국내 수돗물의 직간접적 평균 음용률 은 55% 1) 수준이며 , 수돗물 음
용률을 높이기 위해 신종 오염물질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 미량의
약물질 관리의 출발점으로 비표적 모니터링이 선행되어야 한다 . 진행된 모니
,

1) 워터저널 (2014.4.8.), 「“수돗물 그대로 마신다 .“ 5.3%... 불신 여전」,
http://www.water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589(202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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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스크리닝 대상 미량의약물질을 확정해야한다.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라 하수 내 의약 잔류 물질과 내분비계 교란 물질
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음용수 고도 처리를 위해 생물학적 난분해 물질 고도처
리와 같은 차세대 수처리 기술이 요구된다. 전통적으로 활용되어온 오존처리 및 UV
처리 기술로는 수처리 공정에서 제거되지 않는 오염물질이 다수 발견되고 있으며, 오
존 처리는 일부 환경에서 독성 오존 부산물을 생성하기도 하기에, 신종 오염물질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처리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환경부, 2019).
현재 국내에는 정수 처리장과 정·원수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미량유해물질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과 신규 오염물질에 대한 분석이 아직 미흡하며, 정수과정에서 발생되
는 미량유해물질의 조성에 관한 분석, 원수의 물리 화학적, 생물적 변동에 의한 미량
유해물질 수준 변동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미량유해물질 제거를 위한 적정 처리
방안 연구 역시 현재 부족한 상태이다.
Ⅱ. 수질 관리 정책 현황
1. 국내 수질 관리 정책

국내 상하수도 보급률은 90% 이상으로 양적 관리는 거의 마무리 단계이며 질적 관
리도 높은 수준으로 고도처리가 많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노후화된 시설로 20년
이상 된 처리 시설이 상수 처리 시설 중 44.9% (217개소), 하수 처리시설 중 10.6%
(69개소)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그에 따른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 절감에 대한 노력
이 필요하다. 더불어, 환경 변화나 급속한 산업화 등의 요인으로 취수원의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미량 및 신종 오염물질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는 상하수
도에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으로 하수에서는 새로운 미량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검출되며 종류 또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환경부한국환경
산업기술원, 2019).
이와 같은 사안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장기 발전 전략으로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2018~2022)」,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16~2025)」 등이 발표되었다. 이러한 국
가 상위 계획들은 과학기술역량을 확충하여, 물 환경 위해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목표
를 제시하며, 수질오염물질 초고도 처리 및 제어기술, 기후변화 위험관리 및 새로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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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 창출 현실화 등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였다. 「제3차 전국수도종합계획(2016~2025)」
과 「제2차 국가하수도종합계획(2016~2025)」을 통해 오염물질 유출에 대한 실시간 감
시 강화, 미규제 미량유해물질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신규 분석 기법 연구, 처리
시설에 따라 법적 항목 외의 관리가 필요한 물질을 대상으로 방류수 모니터링 기준
설정체계 마련 등의 세부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다.
우리나라의 수질 기준은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먹는 물로 인한 인체
위해를 방지하도록 규정한 먹는물관리법에 근거하여 설정하고 있다. 현재 먹는 물 수
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먹는 물의 수원 특성 및 정수 처리 여부에 따
라 수질 기준 항목을 달리 운영하고 있다(환경부한국환경과학원, 2017).
우리나라의 경우 1991년 낙동강 페놀 오염사고 이후 본격적으로 수돗물 중 미규제
미량유해물질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이 시작되었다. WHO 및 미국 환경청 (US EPA)
등의 먹는 물 관리 대상 항목을 고려하여 1992년부터 2016년까지 총 418종을 선정
하였으며, 주요 정수장에 대한 연차별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매년 평균 25개 항목
이 추가되거나 제외되어 연간 모니터링 항목 수는 평균 75개 정도였으며 1997년 먹
는 물 수질 감시항목 제도 시행 이후에는 먹는 물 수질 감시 항목이 포함되어 90여
종에 대해서 모니터링이 수행되어왔다. 이때 조사대상 항목으로 선정된 화학물질은 첫
째, WHO에서 관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물질이나 US EPA 및 일본 등 선진국에서
규제하고 있는 항목을 우선 선정하였으며, 둘째, 국내외 관심 물질을 대상으로 하였
고, 기타 소독부산물, 발암성 물질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하였다(박주현 외, 2016).
또한 국내 정부 연구기관 및 대학에서도 정수장을 대상으로 한 규제와 미량유해물
질 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량오염물질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 제도와
계획, 조사 사업이 수행되고 있다. 수질 및 수생태 보전을 위한 국가 최상위 계획인
「물환경 관리 기본계획: 4대강 대권역 수질 보전 기본계획(2006~2015)」은 위해성과
생태계 건강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미량유해
물질까지 위해성 관리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4
대강 수계별로 수계관리기금을 지원받아 수행되는 환경기초조사사업이 있으며, 2007
년부터 2015년까지 3단계로 구성된 유해물질 실태조사가 이루어졌다. 수돗물 수질관
리 차원에서 미량오염물질에 대한 관리 역시 이루어지고 있으며, 「먹는물 수질감시항
목 운영지침」을 통해 먹는 물 수질 기준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도 먹는
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향후 수질 기준 설정을 위해 감시 항목을 지정, 현재 29~31
개 항목에 대해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환경부, 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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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지표수, 하수처리장, 상하수도에서 미량의약물질을 분석한 자료는 지속
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중 2018년 한국수자원공사가 진행한 ‘미관리 수질오염물질
탐색체계 구축’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국내 여러 모니터링 지점에서 미량의약물질의 농
도가 42~94%의 검출빈도로, 검출범위가 외국 검출 사례보다 높은 물질이 다수였다
(김윤석 외, 2018). 미량의약물질의 검출되었지만, 이는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아닌 특
정 연구 프로젝트이므로 의약물질에 대한 관리가 어렵다. 모니터링 항목에 없는 미량
의약물질은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2. 국외 수질 관리 정책

전 세계적으로 상하수도 보급률은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나뉘어 보급률에 상당한 차
이를 보인다. 또한 나라마다 환경적,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특성이 상이하기 때문에
상하수도 관련 정책에 차이가 발생한다. 유럽이나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상수도
보급률이 80% 이상으로 기존 설치된 인프라의 노후화 관리 이슈가 증대되는 상황이
며, 동남아시아 및 아프리카 등의 개도국에서는 상수도 보급률이 50% 미만이기 때문
에 각 나라의 특성에 맞는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
상수도 보급률이 높은 선진국은 수자원 관리 강화, 운영 및 유지관리 효율화, 에너
지 절감 노력에 더해 신규 오염물질 증가에 따른 수질 관리 강화 등 관련 정책에 집
중하고 있다. 신규 오염물질 증가에 따른 수질관리 강화 정책은 조직, 국가별로 다음
과 같다. EU는 포괄적 정책 지침으로 ‘Water Framework Directive(WFD)’를 만들
어 수질과 수량까지 관리 대상 범주로 포함하였다. 또한 다양한 환경매체에 대한 환
경기준지침(Environmental Quality Standard Directive)을 마련하여 우선순위 관리
대상 오염물질을 제시했다. 프랑스의 경우, EU WFD의 저감 목표를 달성하고, 의약
물질 내성에 대한 국가 전략계획을 보완하며 비스페놀 A와 같은 오염 물질에 대한 대
응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독일은 물 관련 실무그룹(LAWA)을 만들어 WFD
바탕의 물 관리, 오염물질 관리 등을 수행하고 국내외 다양한 조직의 연구결과를 규
정에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네덜란드와 스위스, 미국, 일본에서도 살충제나 의약
물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많은 미량오염물질을 LC-MS와 같은 기법으로 모니터
링하고 있다. 국가별로 공통된 미규제 오염물질 모니터링 목록을 설정하고 위해성을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방류 수질 기준 및 관리에 대한 정책도 다양하게 추진되
고 있다. EU의 경우 1991년 도입한 도시폐수처리지침(Urban Waste Water
Treatment Directive)을 기반으로 유해화학물질, 영양염류 등이 하천이나 해수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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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WFD의 요건에 맞출 것을 명
시했다. 지속적인 이해관계자들 간의 의견 교환을 통하여 의약품 제조부터 환경으로의
유출까지 통합적인 관리 대책을 제안하기도 한다. 독일이나 스위스는 수질 오염 방지
를 위해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투자를 늘렸다. 그들은 각종 고도처리 시설 적용을 통
해 상당 수준의 수질 향상을 성취했다. 중국의 경우에는 2014년 이후 시설기반확충에
중점을 둔 정책에서 환경개선효과를 추구하는 정책으로 전환했다. 주요 오염수 배출원
에 대해 오염수 배출을 통제하며, 오염물 배출이 많은 산업을 지정하여 관리를 강화
하고 있다(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9).
‧

Ⅲ. 수처리 기술 현황 및 동향
1. 국내‧외 기술 현황

국내외 수처리 기술 현황은 상하수의 처리공법 및 기자재, 정수장 관리를 중심
으로 분류되며, 처리공법 및 기자재의 상세 분류는 <표 1>에 나열하였다. 상하수
도 기술 발전은 3세대로 나뉘는데 1세대는 수자원의 양적 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기술이고, 2세대는 질적 관리를 목표로 하여 공정의 다양화, 효율 개선 등을 진
행하며, 3세대는 앞서 개발된 기술의 효율화 및 지능화 관리를 포함한다(<표 2>
참조)(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9).
‧

<표 1> 상하수도 처리기술 기술 분류
대분류

중분류

상수

정수
처리공법 및
기자재

소분류
전처리
표준 정수 처리
고도정수처리
소독

하수

하수
처리공법 및

1차처리

비고
스크린, 혼화, 응집 공정 포함(약품 포함)
완속, 급속 여과 관련 공법 및 기자재 포함
활성탄처리기술, 고도산화, 부상분리기술,
이온처리 등 공정 및 기자재 포함, 미량, 신규
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공법기술 중심
염소소독, UV, 오존, 전해소독 등 소독 공정
및 기자재
스크린, 응집, 침전, 혼합 등

상·하수도에 존재하는 미량의약물질 모니터링 현황과 개선 방향 ∙ 145

2차처리(표준공정)
생물학적 처리 기반 중심
고도처리
질소, 인 처리 중심
초고도처리
미량, 신규 오염물질 처리 중심
기자재
슬러지처리 공법 및 공법 내 기자재 개발 내용
슬러지처리
포함(소화조 등)
에너지생산 및 회수
바이오가스, 하수열에너지 등
자료: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2019) 표 재구성

현재 국내 기술은 상하수도 처리공법 및 기자재 분류의 전 분야에서 2세대 기술개
발이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부분적으로 3세대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초기 단계이다. 정수 처리공법 중 전처리, 표준정수 처리 기술이 중점적으로 개발되었
으며, 기자재로는 막여과 공정 및 막소재를 개발 중이다. 하수 처리 공법으로는 1차
와 2차 처리 기술개발이 추진되었고 국내 처리장에 적용되어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
된다. 하수 처리 기자재는 처리공법 개발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
는 분야여서 해외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실정이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신종
미량오염물질에 대한 분석 및 측정 기술개발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로 볼 수 있다.
<표 2> 상하수도 기술개발 발전 단계
1세대
양적 관리

2세대
질적 관리

3세대
효율화/지능화 관리

표준처리 기반 양적 관리
처리 요소기술 확보
처리 장치 개발

고도처리 기반 질적관리
처리공정 다양화
장치효율 개선
공정별 자동화 관리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기반
환경영향 관리
처리 공정 에너지 자립
장치 에너지 절감
통합형 지능화 관리

자료: 환경부·국환경산업기술원(2019)

국외에서는 막여과 공정을 1990년대부터 개발하여 처리장에 적용하였으며, 의약품
과 같은 신종 미량오염물질에 대한 기술개발은 2000년대 전후에 시작하여 관련 기술
개발을 처리장에 적용하고 있다. 또한 정수 처리 기자재의 경우, 선진국은 UV, 오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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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질 소독 등 장치 개발의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하수 처리공법과 관련하여
MBR(Membrane Bio Reactor) 기술개발, MBR과 다양한 공정을 조합한 기술개발,
질소와 인을 포함하여 잔류 의약물질 등의 검출 및 처리 기술개발이 활발히 추진 중
이다. 또한, 하수처리 기자재로 고도처리, 슬러지 탈수장치, 폭기장치, 신기장치 등의
기술을 꾸준히 개발하여 효율을 보완하고 있다.
앞서 설명한 현재 기술을 분류하면 크게 물리적, 화학적, 생물적 처리와 최종 처리,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물리적 처리에는 침전, 여과, 탈기법 등이 있고, 화학적
처리에는 오존화, 염소화, 흡착 등이 포함되며, 생물적 처리로는 활성 슬러지 처리법,
호기성/혐기성 분해, 산화지법 등이 있고, 최종 처리에는 살균, 산화, 여과, 이온 교환
등이 있다.
통상적으로 사용되던 응집법, 침전법 등의 방법은 유해 의약개인위생용품을 효
과적으로 제거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흡착, 분리, 광분해, 열분해, 기
술적 산화, 생분해, 광촉매 분해, 오존화, 고도산화공법 등의 기술이 개발되어왔
다. 상기 언급된 기술 중 대다수가 비용과 능률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하다. 따
라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흡착 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흡착 기술은 다공성 물질을 활용하여 수중 미량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흡착제의 성질에 따라 오염물질 제거능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흡착제로
다중벽 탄소나노튜브, 활성탄, 제올라이트, 점토 등이 사용되었으나 최근 다공성
물질인 금속-유기 골격체가 기존 흡착제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논문이 지속
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금속-유기 골격체는 금속 노드와 유기 리간드로 이루어진
물질로서, 구조를 이루는 금속과 리간드의 조합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성질을 갖는 흡착제 개발에 최적화되어있다 . 금속-유기 골격체가 최적화
된 흡착제인 이유는 높은 표면적, 최적화된 입구 크기, 구조의 합리적 설계가 가
능한 다공성 물질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고효율 신소재 물질이 국내외 연구진
에 의해 활발히 연구 개발되고 있다(Jin, E. et al., 2020).
‧

2. 국내외 기술 수준

국내 수처리 기술 수준은 최고 수준 대비 약 7년 정도 뒤쳐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주요 발주처인 지자체의 최저가 낙찰제 관행으로 인해 연구개발을 위한 R&D
투자가 저조한 상황이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017년 환경부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최고 수준에 비하여 국내 수준이 기자재/처리공법 6.1년, 지능형 관리 6.8년, 미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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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신종오염물질 관리 수준은 7.6년 뒤처진다. 이는 연구개발투자비율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고, 연구개발 탄력성이 낮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환경부, 2019).
세계 각국에서는 우수 기술력 확보를 위한 지원 및 전문 물 관련 기업 육성을 통
해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있다. 2017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실시한 기술수준조사
중 미량 및 신종 오염물질 관리에 대한 조사 결과는 <부록 1>과 같다(환경부한국환경
산업기술원, 2019). 그동안 정부 부처에서 집중적으로 투자했던 고도산화 기술 실증
화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72.2%)으로 조사되었다. 미량 및 신종 오염물질 관
리 분야 기술은 2026년에 86.6%까지 수준을 향상시켜 기술격차가 3.7년으로 좁혀질
것이라 예측된다. 분석 기술과 거동 및 제거 예측 평가, 관리 기술까지 함께 기술이
성장하여 2032년에는 현장에 신기술을 도입할 것으로 전망한다.
‧

Ⅳ. 수계에 존재하는 미량의약물질
1. 수질 시료 중 미량의약물질
1) 항생제 및 의약물질

수계에 배출된 의약물질은 중요한 생물군의 사멸이나 내분비계 교란, 종 감소나 종
간 불균형을 야기하기도 하며, 노약자나 임산부와 같은 민간 집단에게 건강상의 피해
를 가져오기도 한다. 또한 지속적으로 이들 물질에 노출되면 항생제 내성이 증가하여
질병 치료가 어렵게 되기도 한다. 수계에 존재하는 의약물질은 생물 및 인체에 부정
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서, 신종 환경오염물질 중의 하나로 분류되는 상황이다.
환경에 분포하는 의약물질에 대한 연구는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하천,
토양, 물 재생센터 등에서의 검출은 미국이나 유럽, 국내에서도 이미 다수 보고되고
있다(한인섭 외, 2012).
정수장으로 유입되는 대부분의 원수가 지표수에 해당하며, 지표수에 존재하는 의약
물질의 연구가 국외에서 다양하게 수행되었다. 대략적인 국외 지표수에서의 의약물질
의 농도 수준을 <표 3>에 나타내었다(오정은 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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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und
Acetylsalicylic
acid

<표 3> 국외 지표수 시료에서의 의약물질 농도 수준

Concentration(μg/L)
ND
0.001 ~ 0.660
0.025 ~ 0.294
0.003 ~ 0.031
ND
Sulfamethoxazole 0.058 ~ 0.059
0.013 – 0.045
ND ~ 0.043
ND ~ 0.123
Sulfamethazine
ND ~ 0.22
ND
~ 0.008
Sulfathiazole
0.001 ~ 0.002
0.08 ~ 0.44
ND ~ 0.032
0.013 ~ 0.032
Naproxen
0.191 ~ 0.269
ND ~ 0.028
ND ~ 0.260
0.001 ~ 0.004
Clarithromycin
ND ~ 0.260
ND ~ 0.02
ND ~ 0.027
Trimethoprim
ND ~ 0.0001
0.021 ~ 0.080
Carbamazepine
0.025 ~ 0.241
* ND ; Not detected
자료: 오정은 외(2017)
2) 의약물질 관리 동향

Country
Reference
Germany
Ternes et al., 1998
India
Shanmugam et al., 2014
Portugal
Paiga et al., 2016
USA
Conley et al., 2008
Spain
Gros et al., 2006
USA
Lindsey et al., 2001
China
Zeng et al., 2014
Portugal
Paiga et al., 2016
Portugal
Paiga et al., 2016
USA
Lindsey et al., 2001
USA
Lindsey et al., 2001
USA
Ferguson et al., 2013
Germany
Heberer et al., 2002
Germany
Wiegel et al., 2013
Finland
Vieno et al., 2007
Italy
Grenni et al., 2013
India
Shanmugam et al., 2014
Portugal
Paiga et al., 2016
Spain Ferreira da Silva et al., 2011
Portugal
Paiga et al., 2016
Spain
Gros et al., 2006
Kasprzyk-Hordern et al.,
UK
2007
Germany
Wiegel et al., 2004
Finland
Vieno et al., 2007
Portugal
Paiga et al., 2016

세계 각국에서는 환경 중 의약물질을 현재 중요한 환경오염물질로 분류하고 분석방
법을 개발하며 노출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07년 백악관(the White House on National Drug Control
Policy)에서 “처방약의 적절한 폐기(Proper Disposal of Prescription Drugs)”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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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안내서를 발간하여 의약물질을 적절하게 폐기함으로써 의약물질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도록 하였다(국립환경과학원, 2007). 또한, US EPA를 중심으로 1999년부터
의약물질의 오염원, 환경 중의 노출 양상 및 이동, 사람과 생태계에 대한 노출경로,
분석방법 연구 및 노출실태조사, 잠재적인 생태계 및 인간에 대한 위해성 평가, 관리
방안 등에 대한 연구 분야를 선정하여 연구하고 있다.
유럽과 미국의 경우 인체용 의약물질과 동물용 의약물질의 시장 판매 승인을 위한
환경위해성 평가를 분리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인체용 의약물질의 환경 위해성 평가는
각각 European Medicine Agency(EMA)와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US FDA)이 관리하고 있다. 한편 동물용 의약물질의 환경위해성 평가는 ‘동물용 의
약물질 환경위해성 평가 지침(VICH)’에 근거하여 관리하고 있다. 캐나다는 인체용과
동물용 의약물질에 대한 환경 위해성 평가를 환경부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인체위해성
평가는 보건부가 관리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의약물질의 환경 위해성 측면의 법령 및 제도가 부족하다. 식약처에서는
의약품 품목 허가, 신고, 심사 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잔류동물용의약
품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동물용의약품 등의 취급규
칙, 안전성 및 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을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환경 중 의약물
질의 위해성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2008년부터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의약물질
에 대한 환경위해성 평가 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의약물질 환경위해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의약물질 등록과 배출 및 오염 측면에서 관리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낙동강 수계에서 검출되는 미량의약물질

본 연구는 국내 주요하천 중 낙동강 수계의 정·원수 미량유해물질 중 의약물질의
검출빈도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참고 분석자료는 2017년도 부산대학교에서 수
행한 낙동강수계 환경기초조사사업인 ‘취·정수장 미량유해물질 안정성 제고 방안 최종
보고서’와 2020년도 왜관수질측정센터에서 조사한 낙동강 중류 ‘2019년 미량화학물
질 조사(모니터링)’결과이다(오정은 외, 2017; 환경부 보도자료, 2020).
참고 문헌에서는 정수, 원수를 격월(6, 8, 10, 12월)에 부산, 경남, 포항, 구미, 대
구 지역의 취정수장에서 시료를 채취하였다(오정은 외, 2017). 채취된 시료는 전처리
과정(pH 3 혹 10)을 거친 후 고체상 추출장치를 거쳐 액체 크로마토그래프/탠덤질량
분석기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액체 크로마토그래프는 Agilent사의 1200 HPLC, 질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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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기는 Agilent사의 6470 triple-quadrupole mass spectrometer를 사용하였다
고 명시되어있다. 시료에서 의약물질을 추출하는 과정은 아래 <부록 2,3,4,5>에 요약
하였다. 왜관수질측정센터는 왜관지점(제2 왜관교)에서 주2회로 시료를 채취하여 액체
크로마토그래프/(탠덤)질량분석기, 가스크로마토그래프/(탠덤)질량분석기와 유도결합
플라스마/질량분석기로 분석을 진행했다.
오정은 외 2017에서 진행한 의약물질 조사는 일반 하천과 정·원수에서 높은 빈도
로 검출되거나 높은 농도 수준, 위해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항생제 및 의약물질
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왜관수질측정센터에서는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와 비교하고 물질을 추적하는 비표적 분석법을 통해 204종 이상의 물질을 조사대상
으로 선정하였다.
오정은 외 2017의 모니터링에서 국내 6개 정수장의 원수를 분석한 결과 분석대상
의약물질 총 46종 중 원수에서 20종, 정수에서 6종이 검출되었다(<표 4> 참조). 당뇨
병치료제로 사용되는 메트포민(metformin)이 모든 원수에서 검출되었으며 농도수준
은 검출 의약물질 중 가장 높은 수준인 평균 727.5 ng/L (58.3~4918 ng/L)수준으
로 [그림 1]에 나타났다.
카르마제핀(carbamazepine) 역시 원수 전체 시료로부터 검출되었으나 농도 수준
은 상대적으로(평균 6.61 ng/L) 수준이었으며, 다음으로 카페인(caffeine), 크로타미
톤(crotamiton)이 원수에서 검출빈도 96%, 농도수준은 각각 평균 22.44 ng/L, 4.27
ng/L) 수준으로 검출되었다. 이외에도 메페남산(mefenamic acid 나프록센
(naproxen 설파메톡사졸(sulfamethoxazole 라니티딘(ranitidine 등이 50% 이상
원수에서 검출되었다.
정수에서는 원수에서 검출된 20종 중 6종 의약물질이 검출되었으며, 검출된 물질
의 검출빈도는 30% 미만 수준으로 감소했다. 정수 내 의약물질의 농도 수준은 일부
시료를 제외하고 대부분 10 ng/L 이하 수준으로 검출되었으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물질은 조사대상 전 시료에서 검출한계 이하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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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낙동강 수계 정수장 6지점의 원수 및 정수 내 의약물질 검출빈도 및
농도수준

자료: 오정은 외(2017)

<표 4> 6지점 정수장 원수 및 정수 내 6월~12월 의약물질 검출빈도 및 농도 수준
의약물질
Metformin
Caffeine
Mefenamic acid
Naproxen
Sulfamethoxazole
Lincomycin
Carbamazepine
Crotamiton
Ranitidine
Thiabendazole
Sulfamethazine
Sulfathiazole
Flubendazole
Trimethoprim

원수
검출
검출
농도
빈도
빈도
(n=18) 최소 최대 평균 (n=18)
100
% 58.3 4917.7 727.5 25%
96% ND 79.40 22.44 83%
71% ND 54.94 12.03 0%
58% ND 45.44 11.45 0%
67% ND 39.96 8.96 25%
46% ND 54.39 8.32 0%
100
% 0.17 21.10 6.61 8%
96% ND 10.39 4.27 75%
50% ND 15.05 3.78 0%
21% ND 15.39 1.86 0%
46% ND 6.32 1.41 0%
17% ND 8.26 0.90 0%
4% ND 10.44 0.44 0%
17% ND 3.48 0.41 0%

정수
최소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단위:ng/L)

농도
최대
32.12
44.35
ND
ND
2.58
ND
0.67
2.30
ND
ND
ND
ND
ND
ND

평균
4.12
6.17
ND
ND
0.53
ND
0.05
0.70
ND
ND
ND
ND
ND
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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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

검출
빈도
(n=18)
Fenbendazole 21%
Roxithromycin 8%
Sulfadiazine 8%
Atenolol
4%
Oxfendazole 17%
Propanolol 4%
자료: 오정은 외(2017)
의약물질

농도
최대
2.70
5.54
4.16
4.64
0.86
2.15

최소
ND
ND
ND
ND
ND
ND

정수

검출
빈도
(n=18)
21%
0%
0%
0%
0%
0%

평균
0.32
0.31
0.22
0.19
0.11
0.09

최소
ND
ND
ND
ND
ND
ND

농도
최대
2.69
ND
ND
ND
ND
ND

평균
0.29
ND
ND
ND
ND
ND

정수처리공정을 거친 정수의 의약물질 검출결과를 살펴보면, 앞서 밝힌 바와 같이
6개 의약물질(메트포민 카페인 설파메톡사졸 카르바마제핀 크로타미톤 펜벤다졸
(fenbendazole))을 제외한 나머지 의약물질 메페남산, 나프록센, 린코마이신
lincomycin , 라니티딘, 티아벤다졸 thiabendazole , 설파메타진 sulfamethazine ,
설파티아졸 sulfathiazole , 플루벤다졸 flubendazole , 프리메프림 trimethoprim ,
록시트로마이신 roxithrymycin , 설파디아진 sulfadiazine , 아테놀올 atenolol , 옥스
펜다졸 oxfendazole , 프로파놀올 propranolol 은 전체 정수 시료로부터 검출되지 않
았다. 정수에서 검출된 의약물질을 살펴보면, 카페인이 83%로 가장 높은 검출 빈도를
보였으며, 평균 6.17 ng/L 수준으로 검출되었다. 다음으로 크로타미톤이 농도는 낮으
나 (평균 0.70 ng/L) 검출빈도가 75%로 높은 수준이었다.
이외에 메트포민 검출빈도 25%), 설파메톡사졸 검출빈도 25%, 평균 0.53 ng/L),
펜벤다졸 검출빈도 21%, 평균 0.29 ng/L), 카르바마제핀 검출빈도 8%, 최대 0.67
ng/L)이 미량 검출되는 것을 확인하였다(오정은 외, 2017). 미량이라도 정수에 의약
물질이 잔존하면 사람의 건강과 수생생물에 유해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질 관리 방안
이 필요하다.
국립환경과학원 2019의 모니터링에서는 총 204종의 미량화학물질을 선정하여 검
출여부를 확인했으며 그 중 118종이 검출되었다. 검출된 물질은 농약류 29%, 산업
용 물질 27%, 의약물질 26%, 금속류 18%로 확인되었다. 그 중 국내외 규제기준이
있는 물질은 39종으로 검출농도가 모두 기준수치 이내로 확인되었다(<표 5> 참조).
모니터링 결과를 용도별로 시기적 구분을 해보면 농약류는 5~9월 높은 검출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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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고, 이는 하절기의 농약 사용량 증가 때문으로 예상된다. 의약물질과 산업용 물질
은 전반적으로 비슷한 경향을 보이면서 의약물질은 12~4월에, 산업용 물질은 6~8월
에 비교적 높은 농도가 검출되었다. 이는 갈수기의 영향과 산업용 물질 배출 업소의
가동률 증가 때문으로 해석된다([그림 2] 참조). 앞의 세 용도에 반해 금속류의 경우
에는 뚜렷한 시기적 경향성이 나타나지 않고, Ca, Mg, K, Na, Sr을 제외한 환경 중
배경농도가 높은 일부의 항목이 많이 검출되는 것을 확인했다.
<표 5> 2019년 미량화학물질 204종 모니터링 주요 결과
검출여부
검출

국내·외 규제기준* 有·無

118종

기준 有

39
(기준초과 無)

기준 無

79

용도
농약류
산업용
의약물질
금속류

기준 有
43
기준 無
43
* (국내) 수질환경기준, 먹는물기준, 먹는물감시항목, (국외) WHO 먹는물기준,
EPA 먹는물기준/수질기준
자료: 환경부 보도자료(2020.12.17.)
불검출

34 (29%)
32 (27%)
31 (26%)
21 (18%)

86종

검출된 118종 중 규제 기준이 있는 39종은 농약류나 산업용 물질, 금속류로 구성
되어 있으며, 의약물질은 포함되지 않았다. 즉, 규제 기준이 없는 79종의 검출 항목
중 39%에 달하는 31종이 의약물질이었다. 검출된 의약물질 목록은 <표 6>에 정리되
어 있다. 정리된 항목들은 WHO, EPA, EPA의 먹는 물 혹은 수질 기준과 국내 수질
환경기준, 먹는물수질기준, 먹는물수질감시항목 감시기준에 일절 명시되지 않았으며,
WHO 국제암연구소(IARC)의 발암 등급 및 야생동물보호 기금의 내분비계 장애물질
(WWF-EDCs)에도 분류되지 않아 유해성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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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낙동강 제2 왜관교에서 검출된 의약물질의 월별 농도차이

자료: 환경부 보도자료(2020.12.17.)

검출된 의약물질 중 90% 이상의 높은 검출 빈도를 보인 물질은 발사르탄
(valsartan, 99%), 클로피도그렐 카복실산 (clopidogrel carboxylic acid, 98%), 로
사르탄 (losartan, 96%), 빌다글립틴 (vildagliptin, 95%), 펙소페나딘 (fexofenadine,
90%)이었다. 평균 검출농도는 라니티딘 (45.2 ng/L), 클래리스로마이신 (clarithromycin,
27.5 ng/L), 레비티라세탐 (levetiracetam, 23.4 ng/L), 카페인과 시타글립틴 (sitagliptin,
22.7 ng/L) 순으로 높았다. 대부분의 물질은 국외 검출사례에 비해 미량 검출되었지
만, 위해성 판단이 되지 않았고 기준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체계적으로 모
니터링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표 6> 2019년 왜관수질측정센터 미량화학물질 모니터링 결과 중 의약물질 검출항목
단위

(

검출결과
빈도(%) 검출범위(Median)
4-Acetamidoantipyrine
62
1.1-9.2
4-Dimethylamino-antipyrin
1
6.3
4-Formyl-aminoantipyrine
70
1.5-9.7 (4.1)
물질명

논문
56-83
12-225

국외

: ng/L)

유럽
ND-1611
ND
ND-9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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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pyrine
39
0.5-2.1 (0.9)
Atenolol acid
30
1.6-9.5 (5.5)
Caffeine
87
6.2-54.2 (22.7)
Candesartan
89
1.5-21.0 (6.1)
Carbamazepine
66
4-11.1 (1.3)
Celiprolol
69
2-35.3 (7.3)
Clarithromycin
57
2-204.5 (27.5)
Climbazole
80
2-11 (2.8)
Clopidogrel carboxylic acid
98
3.6-48.4 (18.4)
Fexofenadine
90
1.5-41.7 (12.2)
Lamotrigine
89
0.9-8.4 (3.5)
Levetiracetam
30
9.1-37.2 (23.4)
Lidocaine
67
1-30.8 (12.3)
Losartan
96
1.5-34.2 (6.2)
Mefenamic acid
84
1.4-16.1 (3.4)
Oseltamivir
25
1.8-21.3 (11.5)
Propranolol
22
1.1-3.5 (2)
Ranitidine
14 9.1-260.4 (45.2)
Ritalinic acid
48
1.1-6.7 (3.1)
Roxithromycin
19 10.6-35.4 (19.4)
Sitagliptin
88
2.8-80.7 (22.7)
Sulfamethazine
53
1.6-50.6 (5.9)
Sulfamethoxazole
46
1.6-21.5 (10.4)
Sulfapyridine
43
1.4-57.4 (7.6)
Sulfathiazole
2
3.8-7.6 (5.7)
Trimethoprim
68
0.6-9.7 (1.6)
Valsartan
99 2.6-133.7 (16.4)
Vildagliptin
95
1.7-27.9 (7.1)
자료: 환경부 보도자료(2020.12.17.) 내 표 재구성

ND-295
20-890
ND-5330
6-22
ND-310
ND-719
2-7
ND-1144
5-45
ND-18
ND-40
ND-149
ND-65
ND-74
ND-6
ND-100
ND-121
ND-87900
ND-396
ND-493
ND-101
ND-2800
31-297
3-5

ND-27.3
ND
ND-4000
ND-31.2
ND-1523.2
ND
ND-59.7
ND-177.6
ND-22.3
ND
ND-188.5
ND
ND-4.5
ND-296
ND-257.2
ND
ND-6.9
ND-1.9
ND
ND
ND
ND-1.8
ND-1228.9
ND-83.1
ND
ND-55.9
ND-809.9
N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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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지자체 수질검사항목 중 미량의약물질 조사

현재 우리나라 상수도로 공급되는 물은 수도법(2019.6.25. 시행 법률 제16082호)
제 29조 규정에 근거하여 법정 수질검사 항목을 따른다.
수질검사는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수도사업소나 상수도사업소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수질검사 항목에는 법정검사 기준 60개 항목, 환경부 검사 기준 29~31개 항목을 필
수검사로 하고 있다. 그리고 지자체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의심물질을 감시항목으
로 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부산·울산·대구광역시의 법정수질검사 및 환경부/지자체 수
질감시항목 수를 아래와 같이 <표 7>에 나타냈다.
<표 7> 부산·울산·대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행하는 상수도 수질검사/감시항목 수

(단위:개)

감시항목
환경부 감시 자체 감시
29
190

지자체
법정검사항목
총 검사항목
부산광역시
60
279
상수도사업본부
울산광역시
60
31
123
214
상수도사업본부
대구광역시
60
29
206
295
상수도사업본부
자료: 부산·울산·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행하는 수질검사항목 (수질관리과 자료)

지자체 수질검사 항목 중 의약물질을 조사한 결과, 부산은 19개, 울산은 0개, 대구
는 18개였다. <표 8>은 부산·울산·대구광역시 상하수도 자체검사 항목 중 의약물질을
비교한 결과이다.
낙동강 수계에서 검출된 미량 의약물질을 지자체 수질검사항목과 비교했을 때, 낙
동강 수계에서 검출된 6개 의약물질(메트포민, 카페인 설파메톡사졸 카르바마제핀,
크로타미톤, 펜벤다졸 중 부산은 3개(카페인, 설파메톡사졸, 카르바마제핀 , 대구는 1
개(설파메톡사졸 공통되었다. 메트포민 크로타미톤, 펜벤다졸 3종은 모두 부산·울산·
대구광역시 검사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다.
메트포민의 경우 혈당강하제로 당뇨병 치료제로 사용되는데 체내에서 대부분 대사
되지 않고, 체외로 배출되기 때문에 하천 내에 농도 수준이 다른 의약물질에 비해 높
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 4>의 정수장 원수 및 정수 내 의약물질 검출빈도 및 농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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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준 결과에서도 다른 의약물질에 비해 높은 농도 수준을 보였다.
크로타미톤은 무좀, 백선에 따른 가려움증 진정 효과와 옴, 진드기, 사면발이 등의
기생충의 살충 및 구제약이며,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고 항소양 효과도 있다. 옴은 우
리나라에서는 1980년 이후로 발병률이 감소하여 0.1% 내외로 보이다가 최근 5~6년
사이 노년층 사이에서 증가하는 추세이다.
펜벤다졸은 주로 개를 대상으로 사용하는 동물용 구충제이며, 동물을 대상으로는
안정성을 인정받아 자주 사용된 약품이다.
국내 보고서에서 검출된 의약물질이 미량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기 세 가지
의약물질을 대상으로 주기적 분석을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분석을 통하여 상수도의
의약물질 농도를 파악하고 관리하며, 이를 흡착, 제거하는 연구가 필수적으로 병행되
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환경오염으로 인해 수계에 존재하는 의약물질 모니터링은 시급히 요구
되며, 지자체 상하수도관리본부에서의 수질검사항목에 없는 의약물질에 대해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표 8> 부산·울산·대구광역시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 수행하는 상수도 수질검사항목 중
의약물질 비교 결과
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의약물질
Acetaminophen (아세트아미노펜)
Atenolol (아테놀올)
Caffeine (카페인)
Carbamazepine (카르바마제핀)
Chlorotetracycline (클로로테트라사이클린)
Diclofenac (디클로페낙)
Iopromide (이오프로마이드)
Lincomycin (린코마이신)
Metoprolol (메토프롤롤)
Primidone (프리미돈)
Propranolol (프리프라놀롤)
Sulfamethazine (설파메타진)
Sulfamethoxazle (설파메톡사졸)
Sulfathiazole (설파티아졸)
Trimethoprim (트리메소프림)

부산
○
○
○
○
○
○
○
○
○
○
○
○
○
○
○

대구
○
○
○
○
○
○
○
○
○

울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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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합계

Estrone (에스트론)
17 beta-estradiol (17베타-에스트라디올)
17 alpha-ethinyl estradiol
(17알파-에치닐에스트라디올)
Estriol (에스트리올)
Acetylsalicylic (아세트살리실산)
Naproxene (나프록센)
Mefenamic acid (메페남산)
Sulfadiazine (설파디아진)
Sulfadimethoxine(설파디메톡신)
Sulfamerazine (설파메라진)
Doxycycline (독시싸이클린)
Oxytetracycline (옥시테트라싸이클린)
Tetracycline (테트라싸이클린)
수질검사항목에서 분석중인 의약물질 수

○
○

-

-

○

-

-

○
19개

○
○
○
○
○
○
○
○
○
18개

0개

Ⅴ. 개선 방향 제안
1. 정책적 지원의 방향

우리나라에서는 1992년 ‘수돗물에서의 미량유해물질 분석방법 연구 및 함유실태
조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수중 미량유해물질에 관하여 지속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
다. 이를 통해 1992년 28개였던 먹는 물 수질기준 항목이 2019년에는 60개의 먹는
물 수질기준항목 및 32개의 감시항목으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수질기준항목에는 무기
물과 농약류, 소독부산물 등의 유기물이 포함되어 있을 뿐, 의약개인위생용품은 없다.
이는 1992년보다 많은 종류의 의약개인위생용품이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그 사용량
이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 예시로 의약물질
이 하천이나 하수처리장의 방류수에서는 상당수 μg/L까지 검출되고 있다. 수중 의약
물질이 수생태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2000년대 들어서부터 우려의 목소
리가 나오기 시작하였으며, 빈번하게 검출되는 이부프로펜, 나프록센과 같은 의약물질
조차 장기적으로 수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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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개인위생용품 중 의약품의 경우, 부작용을 확인하는 연구가 세계적으로 활발히 이
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한 가지 약물만을 선별하여 위해성 평가를
진행한다. 결과적으로 위해성 평가에서 미량의 의약물질이 수생태계에 무해하다는 결
론이 나올지라도, 실제 수계에는 여러 종류의 의약물질이 혼재하기 때문에 의약물질이
한 종류씩 녹아있는 경우보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견해가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상하수도에 잔존하는 미량의약물질이 수생태계에 미
치는 장기적 영향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의약물질을 포함하는 모니터링 대상의 확
대가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한다. 또한 현재까지의 조사대상은 사업별로
차이가 있어서 결과를 대조하여 사회적, 환경적 요인과 접목시킨 해석이 어려웠다. 정
해진 대상 항목은 정부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조사에 공통적으로 포함하여 지역적,
시기적으로 유의미한 자료를 만들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기술적 발전의 방향 제안

고도산화 공법이 R&D 과제의 주제로 선정되어 기술개발에 지원을 받고 실증화까
지 이루어진 것 같이 흡착제로서의 다공성 물질 개발을 지원하는 것 외에도, 모니터
링 대상의 확대와 상하수도에 잔존하는 미량의약물질이 수생태계에 미치는 장기적 영
향에 대한 연구를 기술적 발전의 방향으로 제안한다. 국가 상위 정책마다 언급되는
수질관리기반기술 목표인 다공성 물질의 흡착제를 개발하여 기존 공법이 분해·제거하
지 못하는 미량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또한
효율적인 수중 미량오염물질 검출 방법 개발과 미량의약물질이 가진 장기적인 유해성
검증이 필요하다. 유해성 검증은 단일 물질 조건으로도 이루어져야 하지만, 실제 오염
원에 노출된 물 환경을 고려한다면, 복합 물질 조건으로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Ⅵ. 결론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새로운 화학물질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미량오염물
질이 발생하고 있다. 생활하수에서 기인되는 미량오염물질은 하수처리시설을 통해 배
출되고 있고, 정수에서도 미량 검출된다. 장기적으로는 미량오염물질에 대한 정량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오염현황을 파악하고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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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수계 주요 6개 정수장의 원수 및 정수 시료에서 의약물질을 분석 결과와
왜관수질측정센터에서 실시한 의약물질 잔류농도 결과를 종합하여 정수장 내로 다양
한 의약물질이 유입된다. 정수에 잔존하는 의약물질의 검출량을 토대로 낙동강 수계
모니터링 대상에서 현재 모니터링 항목에 없는 의약물질을 추가할 것과 이러한 미량
의약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기술과 처리물질도 함께 개발해야 하는 필요성을 언급했다.
현재 부산·울산·대구광역시의 지자체 수질검사항목 중 의약물질 메트포민, 크로타
미톤, 펜벤다졸 3종이 공통적으로 수질감시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낙동강 수계의
먹는 물에 대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지차체 수질검사항목에 메트포민, 크로타
미톤, 펜벤다졸의 추가를 제안하며, 아울러 사람의 건강과 수생생물 보호를 위해 수계
에 존재하는 미량의약물질의 영향 평가 및 미량유해물질을 제거하는 차세대 흡착제
개발이 필수적이다.
의약물질은 미량이지만 수계에서 빈번히 검출되며, 환경 및 공중보건에 잠재적인
위험이 있다. 아직 충분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 유해 의약물질은 시간에 따라 그
발생과 잔류, 이동 등 다양한 특성이 지속적으로 변동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표적
스크리닝의 지속적이고 장기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정보를 확인, 축적하
고, 이를 기반으로 국민의 먹는물 안정성과 신뢰성을 획득하며 화학물질 정보를 신속
하게 제공할 것을 기대한다. 또한 모니터링 대상의 확대와 통일, 그리고 미량의약물질
제거를 위한 새로운 흡착물질 개발을 목표로 한 연구 등과 같은 정책적 지원 및 기술
적 발전 방향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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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관리 분야의 기술수준조사 조사 결과
구분

측정
및
분석

처리
공정
내
거동
예측
및
평가

최적
관리
기술

기술명
미량 입자물질 측정 및 분석 기술
화학적 센서 어레이 기반 측정 및
분석 기술
비파괴 분광기술 기반 측정기술
온라인 GC/MS 기반 측정 및 분석
기술
표적/비표적 분석기법 활용 측정 및
분석 기술
온라인 SPE/LC-MS 기반 측정 및
분석기술
생물학적 분석기법 기반 측정 및
분석기술
평균
정수공정 내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거동 및 제거 예측
하수처리공정 내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거동 및 제거 예측
무기물질의 상하수처리 공정 내
거동 및 제거 예측
수처리 공정 중 발생 가능한
물질의 거동 및 제거 예측
평균
고도산화 기반 하수처리 실증화
기술
탄소 나노구조체 기반 정수
흡착기술
촉매오존산화 기반 정수처리
기술
하수 방류수 내 무기물질
처리기술
질소계 소독부산물 처리기술
생물학적 기반 하수처리 기술
평균
전체 평균

자료: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
(2019)

(단위: %, 년)
세계최 최고기술 보유국 대비 우리나라 기술 수준 기술
고 기술 2016년 현재
실현
2026년
보유국 기술수준 기술격차 기술수준 기술격차 시기
미국

65.0

8.0

87.4

3.5

2031

미국

66.0

8.1

86.0

4.0

2031

미국

66.8

7.9

86.1

4.2

2031

미국

64.6

8.3

84.6

4.3

2031

미국

63.7

8.0

84.1

4.1

2032

미국

64.9

8.0

85.6

4.2

2031

미국
미국

70.3
65.9
68.0

7.2
7.9
7.3

86.6
85.8
87.6

3.9
4.0
3.4

2031
2031
2030

미국

67.2

7.3

86.8

3.5

2030

미국

69.1

7.0

87.5

3.4

2030

미국
미국

66.7
67.7
72.2

7.4
7.3
6.6

85.3
86.8
88.5

3.6
3.5
3.1

2030
2030
2029

미국

67.5

8.4

85.1

4.3

2031

미국

70.9

7.3

88.0

3.2

2029

미국
미국
미국
-

70.5
69.4
68.9
69.9
67.7

7.1
7.3
7.4
7.4
7.6

87.9
87.0
87.5
87.3
86.6

3.1
3.6
3.5
3.5
3.7

2029
2029
2029
2029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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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취 정수 시료에서 의약물질의 추출절차서
‧

<pH 3 전처리 과정>

<pH 10 전처리 과정>
Water sample 500 mL
pH 10: using ammonia solution
I.Std. (0.1 μg/mL): 50 μL

pH 3: using 3.5 M H2SO4
I.Std. (0.1 μg/mL): 50 μL

SPE (Oasis HLB 200 mg, 6 cc)
Conditioning>
4 mL MeOH
4 mL Water
5 mL pH 10 Water

Conditioning>
6 mL MeOH
6 mL pH 3 Water

<

<

Sample Loading
Washing: 6 mL pH 2 Water

Washing: 6 mL pH 10 Water

Drying for 30 min

Elution
10 mL 6% Ammonia Solution in MeOH

6 mL MeOH
6 mL Acetone/MeOH (1:1, v/v)

Concentration
40 °C, N2 gas
Make up: MeOH
Final vol.: 1 mL

40 °C, N2 gas
Make up: MeOH
Final vol.: 1 mL
LC-MS-MS analysis

자료: 오정은 외(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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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pH 3 의약물질의 기기분석 조건 (Positive Mode)
Column
Column Temp.
Mobile-phase
LC
Flow rate
Gradient program
Injection Vol.
Ionization mode
Gas Temp.
Gas Flow
MS/M Sheath
Gas Temp.
S
Sheath Gas Flow
Capillary Voltage
Nebulizer Pressure
자료: 오정은 외(2017)

Conditions
ZORBAX Eclipse XDB-C18
(4.6 x 150 mm, 3.5 μm)
35 °C
A: Acetonitrile/Methanol (50:50, v/v%)
B: 0.3% Ammonium formate & 0.1% formic acid
0.3 mL/min
Min
B (%)

0
95

6
75

12
60

16
10

10 μL
Positive ion electrospray
250 °C
10 L/min
380 °C
12 L/min
4000 V
40 psi

26
10

<부록 4> pH 3 의약물질의 기기분석 조건 (Negative Mode)
Column
Column Temp.
Mobile-phase
LC
Flow rate
Gradient program
Injection Vol.
Ionization mode
Gas Temp.
Gas Flow
MS/M Sheath Gas Temp.
S
Sheath Gas Flow
Capillary Voltage
Nebulizer Pressure
자료: 오정은 외(2017)

Conditions
ZORBAX Eclipse XDB-C18
(4.6 x 150 mm, 3.5 μm)
35 °C
A: Acetonitrile/Methanol (50:50, v/v%)
B: 0.3% Ammonium formate & 0.1% acetic acid
0.3 mL/min
Min
B (%)

0
70

10
20

20
10

30
10

10 μL
Negative ion electrospray
250 °C
10 L/min
380 °C
12 L/min
4000 V
40 psi

31
70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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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pH 10 의약물질의 기기분석 조건 (Positive Mode)
Column
Column Temp.
LC

Mobile-phase

Flow rate
Gradient program
Injection Vol.
Ionization mode
Gas Temp.
Gas Flow
MS/M Sheath Gas Temp.
S
Sheath Gas Flow
Capillary Voltage
Nebulizer Pressure
자료: 오정은 외(2017)

Conditions
ZORBAX Eclipse XDB-C18
(4.6 x 150 mm, 3.5 μm)
35 °C
A: 0.3% Ammonium formate & 0.1% formic acid &
2 mL Ammonium Fluoride
B: Acetonitrile/Methanol (50:50, v/v%)
0.3 mL/min
Min
B (%)

0
20

3
50

7
60

11
90

10 μL
Positive ion electrospray
250 °C
10 L/min
380 °C
12 L/min
4000 V
40 psi

24
90

24.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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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Direction of
Micropharmaceutical Substance Monitoring in Water and
Sewage2)
Kang Eunyoung, Kong Bokyung, Choe Wonyoung

Abstract

This study describes the recent trend of environmental pollution to recognize the risks
of micropollutants, including inorganic and organic substances in the water system.
The conclusion of the investigation suggests 1) increasing the monitoring items of medicinal substances in the water quality test list, and 2) studying and developing adsorbents for efficient removal of micropollutants. Micro-hazardous substances discharged
through various channels such as homes, hospitals, and industrial facilities are being
treated by entering sewage treatment facilities. Still, some of them are discharged into
public waters and detected in the water supply without being removed from the treatment process. It is necessary to conduct systematic and periodic monitoring of such
small amounts of harmful substances in the water environment and prepare management measures, even if they exist in the water environment in small quantities in ng/L
to μg/L. Through the precedent research on the pollutants has already been conducted
in Korea, the monitoring of medicinal substances that are not regulated or properly
treated in domestic rivers, including the Nakdong River, has been known. Despite such
efforts, it is difficult to manage the monitoring results as they are conducted on different
targets and locations. The inconsistency in the targets and locations is due to changes
in research subjects, management agents, and different investigation method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build an effective plan to conduct regular and continuous
monitoring of trace medicines at the water supply by the waterworks headquarters
of the local government. The government should keep conducting water quality tests
and add items to the drugs not included in the water quality inspection items. In addition,
the development of technologies and materials that efficiently remove trace substances
is strongly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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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preferences for functions and
features influencing the adoption of
mobile health devices based on
best–worst scaling
Jeong Gicheol*

Abstact
This study quantitatively compares the functions and features of mobile health devices
to determine which are important to consumers. Specifically, this study analyzes public
preferences for functions and features that influence the adoption of mobile health
devices using the best–worst scaling method and draws several implications for gov ernment policy and business strategy. In December 2017, a web-based survey was
conducted to collect data. A total of 606 respondents between the ages of 20 to 69
years residing throughout Korea participated in the survey. The findings indicate that,
first, consumers exhibited homogenous higher preferences for measuring biometric
parameters associated with chronic diseases, such as blood pressure, blood glucose
level, and heart rate, and second, consumers exhibited homogenous higher preferences
for features such as accuracy, safety, and reliability. The results have three main
implications. First, a mobile health device can appeal to consumers as a medical device
that allows them to more easily measure their own various biometric parameters anytime and anywhere. Second, it is desirable to focus on specific consumers, such as
patients with chronic illnesses. Third, it is recommended that blood pressure, blood
glucose, and heart rate measurement should be the main functions of the mobile health
device, with BMI and activity measurement as optional functions.

Keyword : Mobile health device, public preference, best–worst scaling, Korea

* Research Fellow,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stitute, gcjeong@step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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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oduction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mobile technology, and,
therefore, information movement and connectivity is changing many
aspects of our lives. Especially in medicine, a new field of mobile health
is emerging and rapidly developing (European Commission, 2014; Silva et
al., 2015; Steinhubl et al., 2015). Although there is no standard definition
for mobile health,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defines it as “medical
and public health practice supported by mobile devices, such as mobile
phones, patient monitoring devices, personal digital assistants (PDAs), and
other wireless devices”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1), and this
definition is widely used.
Mobile health has many functions, but the most active application area
in recent years has been measuring and collecting medical, physiological,
activity, and environmental data using sensors (European Commission,
2014; Shameer et al., 2017; Steinhubl et al., 2015). Such mobile health
devices enable consumers to measure and collect their own medical,
physiological, and activity data; facilitate access to healthcare services
more easily and inexpensively anytime and anywhere; and, accordingly,
can potentially improve the autonomy and empowerment of consumers
(European Commission, 2014; Silva et al., 2015; Steinhubl et al., 2015).
Thus, in the long term, mobile health is expected to provide potential
healthcare benefits, such as increased disease prevention, a higher quality
of life, more efficient and sustainable healthcare, and so forth (European
Commission, 2014). However, some challenges in mobile health still
remain, such as expanding the scientific evidence base, ensuring efficacy
and reliability, protecting privacy and guaranteeing security, and so forth
(European Commission, 2014; Steinhubl et al., 2015).
Since mobile healthcare devices can help consumers play a more active
role in managing their health,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functions
(biometric parameters or vital signs that the mobile health device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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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 or monitor) and features (characteristics of the mobile health
device, such as price and accuracy) of mobile health devices that are
important to consumers in order to set effective government policies and
business strategies. Previous studies have explored the functions that are
available through mobile health devices and the features of mobile health
that are important for consumer adoption of mobile health devices
(Gagnon et al., 2016; Shameer et al., 2017; Steinhubl et al., 2015; Sun and
Rau, 2015), but no previous study has quantitatively compared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ose functions and features.
This study fills that gap by quantitatively comparing both the functions
and features of mobile health devices that are important to consumers
and drawing implications for government policies and business strategies.
To achieve these purposes, this study analyzes public preferences for the
functions and features that influence the adoption of mobile health
devices using the best–worst scaling (BWS) method and draws several
implications from the estimation results. Specifically, this analysis
considers on a mobile health device that incorporates a smartphone with
an accessory health device and applications (apps) that measures and
monitors biometric parameters, such as activity, blood pressure, blood
glucose, heart rate, and so forth.
The rest of the paper proceeds as follows. The next section reviews the
previous literature. Section 3 describes the methods and data. Section 4
presents the results, and Section 5 provides a discussion of the results.
Section 6 concludes.

2. Previous literature
This section briefly reviews previous studies that focus on consumer
adoption of mobile health devices of the type considered in this study.
Several studies have described the available functions through mob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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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Steinhubl et al. (2015) reported that, according to multiple
developers, the following physiological parameters are measurable using
sensors in a wrist-worn device: pulse, blood pressure, temperature, activity,
hydration, sleep stage, seizure, respiration rate, O2 saturation, blood CO2,
blood glucose, electrocardiogram(single-led), cardiac output, stroke volume,
and stress(heart-rate variability or electro-dermal activity). Shameer et al.
(2017) explored the consumer health-monitoring devices currently available
in the market and reported that the following health features were monitored
by these devices: acceleration, activity, blood glucose, blood oxygenation,
blood pressure, body mass index(BMI), body fat, calorie burn, heartbeat,
heart rate, respiratory rate, sleep, temperature(body, skin, and ambient
temperature), weight, and so forth.
In addition, various studies have explored which mobile health features
are important for consumers to adopt mobile health. Gagnon et al. (2016)
reviewed the factors influencing the adoption of mobile health
applications by healthcare professionals and classified those factors into
four types: factors related to mobile health characteristics; individual
factors related to knowledge, attitude, and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external factors related to the human environment; and
external factors related to the organizational environment. Specifically, the
factors related to mobile health characteristics included the following:
design and technical concerns, perceived usefulness, compatibility,
perceived ease of use, system reliability or dependability, interoperability,
privacy and security concerns, medico legal issues, satisfaction about
content available, content appropriate for users, accuracy, quality
standards, cost issues, and cell phone accuracy.
Sun and Rau (2015) explored chronic patients’ acceptance of personal
health devices and the main factors that predict use intention for these
devices. They classified the factors that influence users’ acceptance of
personal health devices (e-health technology) into four types: user
characteristics, product features, users’ attitudes toward th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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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social influence. The specific product features included were as
follows: usefulness, perceived ease of use, functionality, reliability, service
quality, accuracy, durability, maintenance service, cost, terminal form,
aesthetic appearance, and data controllability.
Finally, Leon et al. (2012) explored a framework fo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mobile health at scale in health systems. They
suggested that, in terms of the technological dimension, factors such as
use-ability, interoperability, and privacy and security are important to
consider when making decisions about acquiring and/or scaling up mobile
health.

3. Methods
3.1 Best–worst scaling
BWS is a survey method for eliciting consumers’ preferences by asking
respondents to select the best and the worst items (or the most and the
least important, respectively) out of a set of options. Since BWS was
developed to expand the capability of discrete choice experiments (DCEs),
it has distinctive features expanding the capability of DCEs. First, BWS
can obtain more information from respondents than DECs without
exposing them to additional burden (Whitty et al., 2014). Second, BWS
can avoid issues with rating scales. For example, categories such as “very
important” or “slightly important” are generally used as options in rating
scale questions, but they do not guarantee that the interpretation of
rating scale is the same for all respondents (Aizaki et al., 2015). Third,
BWS can measure the relative importance that respondents place on
items. As we will see later, the relative importance between items can be
compared based on the estimation results. Because of these advantages,
BWS has been widely used in the fields of health economics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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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s research (Cheung et al., 2016; Flynn, 2010; Flynn et al., 2007;
Lancsar et al., 2013; Mühlbacher et al., 2016).
BWS is categorized into three types according to the items (attributes,
levels, and alternatives, respectively) to be selected in each choice set:
BWS object case, BWS profile case, and BWS multi-profile case (Cheung et
al., 2016; Mühlbacher et al., 2016; Jeong, 2018). This study uses the BWS
object case because its purpose is to determine and compare the
attributes (functions and features) of mobile health devices that are most
important for consumer’s adoption. In the BWS object case, each choice
set consists only of attributes, with no levels. Respondents are asked to
choose the best and worst attribute in each choice set (Cheung et al.,
2016; Flynn, 2010; Flynn et al., 2007; Lancsar et al., 2013; Mühlbacher et
al., 2016).
In order to apply the BWS method, it is necessary to first identify the
important attributes, such as functions and features that consumers
consider when adopting a mobile health device. This analysis draws on
previous studies focusing on consumer adoption of mobile health devices,
as described in the previous section. Based on these studies (Shameer et
al., 2017; Steinhubl et al., 2015), this analysis considered the following
eleven functions that consumers can measure through the mobile health
device to be important: activity, air quality, blood flow, blood glucose,
blood pressure, BMI, body temperature, body weight, heart rate,
respiration rate, and sleep stage.
Similarly, referring to the features of mobile health device analyzed in
previous studies (Dehghani et al., 2018; Gagnon et al., 2012, 2016; Leon
et al., 2012; Sun and Rau, 2015; Zhao et al., 2018), this study considered
eleven features influencing consumer adoption of mobile health devices to
be important. These features and their descriptions as considered in this
study are presented in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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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features of mobile health devices and their descriptions

Attributes
Price
Ease of use
Safety
Accuracy
Reliability

Description

References

et al. (2016, 2012), Sun
Price of personal mobile health device Gagnon
and Rau (2015)
Whether the device is easy to use Gagnon et al. (2016, 2012), Sun
even for users who are not familiar and Rau (2015), Leon et al.
with electronic devices
(2012)
Whether safety has been verified Gagnon et al. (2016)
through safety certification
Whether the device provides Gagnon et al. (2016), Sun and
accurate information
Rau (2015)
Whether the device provides a Gagnon et al. (2016, 2012), Sun
consistent
information
across and Rau (2015)
repeated measurements

Design

Whether the device has an attractive Gagnon et al. (2012), Sun and
design and/or aesthetic appeal to Rau (2015), Dehghani et al.
allow for consumer purchase and (2018)
continuous use

Durability

Whether product functionality can be
maintained over a long period of time Sun and Rau (2015), Leon et al.
without requiring maintenance or (2012)
repair

Whether the device works, interacts,
functions with other mobile health Gagnon et al. (2016, 2012), Leon
Compatibility or
devices, smartphones, apps, and so et al. (2012)
forth
Security

Whether the device protect personal Gagnon et al. (2016, 2012), Sun
information safely and prevents the and Rau (2015), Leon et al.
risk of information leakage
(2012)

Maintenance
service

Whether the device guarantees
maintenance service for a certain Sun and Rau (2015)
period

Contents

Whether the device provides health- Gagnon et al. (2016)
related information or content

The next step after choosing attributes is to construct choice sets.
Choice sets can be constructed in two ways: an orthogonal main-effect
design (OMED) and a balanced incomplete block design (BIBD) (Aizaki et
al., 2015; Mühlbacher et al., 2016). From a complete list of possible
combinations, suitable designs using OMED or BIBD can be created by
balancing several criteria, such as low correlation of attributes
(orthogonality), minimum overlap of levels, and so forth (Mühlbacher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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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16). The BIBD method is a type of design in which a subset of
items is assigned to each question (for the details see, e.g., Aizaki et al.
2015; Mühlbacher et al., 2016). The BIBD method is advantageous for this
study because the number of items per question is fixed (Aizaki et al.,
2015; Mühlbacher et al., 2016). Many statistical packages can generate
BIBD designs through automated procedures. This study generated the
BIBD design using R.
Applying the BIBD method to the eleven functions gives a total of
eleven choice sets, where a choice set is composed of five functions.
Therefore, each respondent faces eleven choice sets, and he/she chooses
the most important (best) and the least important (worst) among the list
of five functions presented in each choice set. Table 2 shows an example
of the actual best-worst choice task for selecting mobile health device
functions. Similarly, applying the BIBD method to the eleven features gives
a total of eleven choice sets composed of five features. Table 3 shows an
example of the actual best-worst choice task for selecting mobile health
device features.
[Table 2] Example best-worst choice task for selecting functions of the
mobile health device

Q. The following questions are about the functions for monitoring or measuring
biometric parameters, available to consumers through a mobile healthcare
device. If you purchase a mobile healthcare device and use mobile healthcare
functions, choose one function that you think is the most important and one that
you think is the least important.

The most important

Functions for monitoring
Blood glucose
Blood pressure
Body temperature
Body weight
Sleep stages

The least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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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xample best-worst choice task for selecting features of the
mobile health device

Q. The following questions are about the features that consumers consider when
purchasing a mobile healthcare device. If you purchase a mobile healthcare
device and use mobile healthcare functions, choose one attribute that you think
is the most important and one that you think is the least important.

The most important

Features of mobile
healthcare device

The least important

Accuracy
Design
Compatibility
Reliability
Maintenance service

3.2 Estimation Method
The BWS results can be analyzed in two ways, a counting approach and
a modeling approach (Aizaki et al., 2015; Mühlbacher et al., 2016). This
study uses the modeling approach because it is based on utility theory
and enables a statistical test (Aizaki et al., 2015).
The modeling approach starts with a random utility model. It assumes
that the utility that individual  obtains from item  is specified as
follows:

      , where
′

 is the vector of observed attributes

associated with individual  and alternative  ,   is the vector of
coefficients reflecting the effect of attribute  on utility

  , and

  is

and unobserved random factor (Train, 2009).
If respondent  chooses item  as the best among  items, then item
 provides respondent  with the highest utility among the  items.
Similarly, if respondent  chooses item  as the worst among  items, it
means that item  provide respondent  with the lowest utility among the
 items. If  is an independent and identically distributed extreme
value distribution, then the probability that respondent  chooses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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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best    is given by

   
′

 
   
       
′

.

To deal with dual choice of both the best and worst items, this study
follows the approach of the maxdiff model, which assumes that
respondent  chooses  as the best and  as the worst among the 
items because the difference in utility between  and  is the greatest.
The probability that respondent  chooses  as the best and  as the
worst    is given by

     
′

′

         
(Aizaki et
         ≠        
′

′

al., 2015).
The estimation model can be further differentiated depending on
whether it reflects the heterogeneity of consumer preferences. For
example, the mixed logit model can reflect individuals’ preference
heterogeneity by allowing coefficients to vary randomly across respondents
(that is   , as we have seen earlier). On the other hand, the multinomial
logit model does not allow for individuals’ preference heterogeneity, so its
coefficients for attributes do not have the subscript  (that is, they are
represented as  ).
In the mixed logit model, it is generally assumed that   is normally
distributed with density     , where  comprises the parameters
reflecting the mean and covariance. If the sequence of the best and worst
choices of respondent  for each choice set  is defined as the vector
    ⋯    , then the choice probability can be derived as follows:

           
 

           
where           
.
   
    ≠            
′

′



 



′

′

The parameters in  can be estimated using maximum simulated
likelihood es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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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ontrast, the multinomial logit model assumes that individuals have
homogeneous preferences (that is, it uses the coefficient  ), so it simply
applies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to the choice probability      ,
 

which is a simple closed form.

3.3 Data
In December 2017, a web-based survey was conducted to collect data.
A total of 606 respondents between the ages of 20 to 69 years residing
throughout Korea participated in the survey. The survey was conducted by
Macromill Embrain, which is a company specialized in online research.
Macromill Embrain has approximately 1,400,000 consumer panels in
Korea. Respondents participated in the survey entirely voluntarily and
anonymously. Table 4 presents the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There is one thing to note regarding the survey respondents. To
represent the population, this study used the quota sampling to extract
respondents among the population aged 20–69 years according to region,
gender, and age. Therefore, the demographic profiles of respondents and
populations, such as region, gender, and age, were similar.
However, respondents were found to be more educated than the
population,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participated in
the online survey. For example, about 80% of respondents aged 20–69
years in this study received higher education provided by a college or
university, whereas about 47% of the population aged 25–64 years in 2016
received higher education according to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In addition, the proportion of respondents in their 60s was small
compared to the population, due to the nature of the online survey. In
summary, the respondents represented the population in terms of age and
gender, but the level of education was somewhat higher and the
proportion in their 60s was somewhat lower than that of the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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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spondent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Gender

Age

Marital status

Education level

Monthly income
(in KRW million)

Employment

Count

%

Male
Female
20s
30s
40s
50s
60s
Married
Other

315
291
117
132
139
145
73
400
206

52.0
48.0
19.3
21.8
22.9
23.9
12.0
66.0
34.0

High school graduation or lower

123

20.3

2-year college graduates

105

17.3

4-year college graduates
Graduate school or higher
0-100
100-200
200-300
300-400
400-500
500Employed (including self-employed)
Unemployed

328
50
66
91
149
98
89
113
458
148

54.1
8.3
10.9
15.0
24.6
16.2
14.7
18.6
75.6
24.4

Note: Based on the exchange rate for May 2018: KRW 1,000 = USD 0.92 and KRW
1,000 = EUR 0.79.

4. Results
The best-worst scaling estimation results of public preferences for
functions of a mobile health device are shown in Tables 5 and 6. In table
5, the estimation results for the multinomial logit model and the mixed
logit model are summarized. All variable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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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ignificance level. According to the log-likelihood value, the Akaike
information criterion (AIC) value, and the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BIC) value, moving from the multinomial logit model to the mixed logit
model yields a marked improvement in the goodness-of-fit; the
log-likelihood value increases and both the AIC and BIC values decrease.
This result means that there exists respondents’ preference heterogeneity.
In table 6, in order to compare the estimated results by age, the results
of comparing the entire sample with those in their 20s, 30s, 40s, 50s, and
60s are summarized. In table 6, most of the variable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1% significance level.
The best-worst scaling estimation results of public preferences for
features of a mobile health device are shown in Tables 7 and 8. The
estimation results for the multinomial logit model and the mixed logit
model are summarized in table 7 and the estimation results by age are
summarized in table 8.
There are a few things to note to interpret the estimation results. First,
since this study uses the BWS object case, which considers only the
functions and features of the mobile health device,  is a set of
alternative-specific dummy variables representing each function and
feature of the mobile health device in the choice set. Since eleven
functions were considered, ten dummy variables were introduced, with the
function measuring “blood flow” used as the baseline in the estimation.
Similarly, eleven features were considered and ten dummy variables were
introduced, with the feature “contents” used as the baseline in the
estimation. Second, the share of preference for item  (   ) can be
calculated based on choice probability as follows:






   
,

    

where 
  represents the coefficient estimates for alternative-specific

dummy variables regarding item  (Aizaki et al., 2015). Third, the relative
importance between items can be compared based on   (Aizaki et al.,
2015). For example, the results of multinomial logit model in table 5 s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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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blood pressure” is approximately three times (3.126=0.225/0.072)
more important than “blood flow” and 1.6 times (1.630=0.225/0.138) more
important than “blood glucose”, respectively. Fourth, based on the
estimated coefficients and   of each item  , a simple K-means cluster
analysis can be used to identify specific groups between the items
according to the order of importance.
The estimation results related to mobile health device functions are as
follows.
First, respondents evaluated measuring blood pressure as the most
important function and measuring air quality as the least important
function. In particular, measuring blood pressure is shown as the most
preferred function for all ages. By contrast, measuring air quality is shown
as the least preferred function for all ages, except for 30s and 40s.
Second, K-means clustering based on the estimated coefficients and  
of each item  , the mobile health device functions can be classified into
four groups listed in decreasing order of importance as follows: blood
pressure > blood glucose, heart rate, BMI > activity, blood flow >
respiration rate, sleep stage, body temperature, body weight, air quality.
Third, the degree of heterogeneity of the respondents’ preferences for
the functions differs by function. Since it was assumed that the coefficient
 was normally distributed in the mixed logit model, the estimated mean
of  indicates an average preference implying the effect of each attribute
(functions or features of mobile health device) on utility, and the standard
deviation of  indicates the degree of preference heterogeneity. For
example, the estimated standard deviation of coefficient for the function
measuring air quality is about six times larger than that for the function
measuring heart rate. It means that most respondents have similar
preferences for a function measuring heart rate but they exhibit
preference heterogeneity with respect to air quality.
Fourth, the estimation results by age are largely consistent with the
overall sample estimation results. For all ages, measuring blood pressure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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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n as the most preferred function and measuring blood glucose, heart
rate, or BMI is shown as the second preferred group of features. For
some features, there is a slight difference in preference by age. For
example, respondents in their 20s ranked BMI as the second preferred
function. It seems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those in their 20s who
are interested in exercise or diet.
The estimation results related to the features of the mobile health
device are as follows.
First, respondents evaluated accuracy as the most important feature and
design as the least important feature. In particular, accuracy is shown as
the most important feature for all ages. The results of multinomial logit
model in table 7 show that “accuracy” is approximately five times
(5.416=0.326/0.060) more important than “security” and 2.3 times (2.280=
=0.326/0.143) more important than “safety”, respectively. By contrast,
“contents” and “design” are shown as the least important feature function
for all ages.
Second, K-means clustering based on the estimated coefficients and  
of each item  , the features of the mobile health device can be classified
into four groups and listed in descending order of importance as follows:
accuracy > safety, reliability, price > maintenance service, security,
durability, ease of use, compatibility > contents, design.
Third, the degree of heterogeneity of respondents' preferences for the
features differs across the features. The estimated standard deviation of
the coefficient for durability, for example, is small, whereas that for price,
for example, is large.
Fourth, the estimation results by age are largely consistent with the
overall sample estimation results. For all ages, accuracy is shown as the
most important feature and safety, reliability, or price is shown as the
second important group of fe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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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Best-worst scaling estimation results of public preferences for functions of a mobile health device

Multinomial model
Coefficient
Attributes
Blood pressure
Blood glucose
Heart rate
BMI
Activity
Blood flow
Respiration rate
Sleep stages
Body temperature
Body weight
Air quality
Number of individuals
Log-likelihood at convergence
AIC
BIC

Estimates
(Std. Error)
1.1409**
(0.043)
0.649**
(0.042)
0.617**
(0.042)
0.576**
(0.043)
0.390**
(0.043)
0.000**
(-)
-0.475**
(0.042)
-0.538**
(0.042)
-0.541**
(0.042)
-0.662**
(0.042)
-0.783**
(0.043)

Rank

Share

Relative
importance

1

0.225

3.126

2

0.138

1.914

3

0.133

1.854

4

0.128

1.779

5

0.106

1.477

6

0.072

1.000

7

0.045

0.622

8

0.042

0.584

9

0.042

0.582

10

0.037

0.516

0.033

0.457

11

606
-17,612
35,243
35,311

Estimates
(Std. Error)
1.681**
(0.059)
0.997**
(0.055)
0.968**
(0.054)
0.910**
(0.056)
0.490**
(0.057)
0.000**
(-)
-0.841**
(0.056)
-0.922**
(0.059)
-0.933**
(0.054)
-1.069**
(0.059)
-1.342**
(0.061)

Note: ** and * indicate statistical significance at levels of 1% and 5%, respectively.

Mean

Mixed logit model
Coefficient

Rank

Share

Relative
importance

1

0.304

5.372

2

0.153

2.710

3

0.149

2.634

4

0.141

2.484

5

0.092

1.632

6

0.057

1.000

7

0.024

0.431

8

0.023

0.398

9

0.022

0.393

10

0.019

0.343

11

0.015

0.261

606
-14,372
28,784
28,920

Standard Deviation
Estimate
(Std. Error)
1.170**
(0.061)
1.170**
(0.054)
0.383**
(0.057)
1.720**
(0.055)
2.034**
(0.059)
0.783**
(0.053)
2.321**
(0.065)
1.043**
(0.053)
2.361**
(0.063)
2.590**
(0.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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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Best-worst scaling estimation results of public preferences for functions of a mobile health device by age

Multinomial model
Coefficient
(full sample)
Attributes
Blood pressure
Blood glucose
Heart rate
BMI
Activity
Blood flow
Respiration rate
Sleep stages
Body temperature
Body weight
Air quality

Estimates
(Std. Error)

Rank
(R.I)

1.1409**
(0.043)
0.649**
(0.042)
0.617**
(0.042)
0.576**
(0.043)
0.390**
(0.043)
0.000**
(-)
-0.475**
(0.042)
-0.538**
(0.042)
-0.541**
(0.042)
-0.662**
(0.042)
-0.783**
(0.043)

1
(3.126)
2
(1.914)
3
(1.854)
4
(1.779)
5
(1.477)
6
(1.000)
7
(0.622)
8
(0.584)
9
(0.582)
10
(0.516)
11
(0.457)

Age 20–29 years
Estimates
Rank
(Std. Error)
(R.I)
1.102**
(0.096)
0.759**
(0.095)
0.777**
(0.094)
0.958**
(0.096)
0.944**
(0.096)
0.000**
(-)
-0.143
(0.094)
-0.125
(0.094)
-0.003
(0.093)
-0.271**
(0.093)
-0.508**
(0.094)

1
(3.009)
5
(2.137)
4
(2.174)
2
(2.608)
3
(2.571)
6
(1.000)
9
(0.867)
8
(0.883)
7
(0.997)
10
(0.763)
11
(0.602)

Age 30–39 years
Estimates
Rank
(Std. Error)
(R.I)
1.115**
(0.091)
0.694**
(0.089)
0.756**
(0.089)
0.733**
(0.090)
0.669**
(0.090)
0.000**
(-)
-0.367**
(0.089)
-0.329**
(0.089)
-0.328**
(0.088)
-0.399**
(0.088)
-0.312**
(0.089)

1
(3.050)
4
(2.002)
2
(2.130)
3
(2.082)
5
(1.952)
6
(1.000)
10
(0.693)
9
(0.720)
8
(0.720)
11
(0.671)
7
(0.732)

Multinomial model
Coefficient
Age 40–49 years
Estimates
Rank
(Std. Error)
(R.I)
1.204**
(0.091)
0.661**
(0.088)
0.699**
(0.089)
0.427**
(0.090)
0.190*
(0.090)
0.000**
(-)
-0.595**
(0.090)
-0.618**
(0.090)
-0.740**
(0.089)
-0.812**
(0.089)
-0.773**
(0.090)

1
(3.333)
3
(1.936)
2
(2.013)
4
(1.533)
5
(1.210)
6
(1.000)
7
(0.552)
8
(0.539)
9
(0.477)
11
(0.444)
10
(0.461)

Age 50–59 years
Estimates
Rank
(Std. Error)
(R.I)
1.237**
(0.091)
0.645**
(0.088)
0.365**
(0.088)
0.398**
(0.090)
0.076
(0.091)
0.000**
(-)
-0.785**
(0.091)
-0.951**
(0.091)
-0.915**
(0.090)
-0.932**
(0.090)
-1.360**
(0.092)

1
(3.446)
2
(1.905)
4
(1.441)
3
(1.490)
5
(1.079)
6
(1.000)
7
(0.456)
10
(0.386)
8
(0.400)
9
(0.394)
11
(0.257)

Age 60–69 years
Estimates
Rank
(Std. Error)
(R.I)
1.002**
(0.124)
0.409**
(0.121)
0.434**
(0.121)
0.256*
(0.123)
-0.107
(0.124)
0.000**
(-)
-0.485**
(0.124)
-0.771**
(0.124)
-0.846**
(0.123)
-1.107**
(0.125)
-1.146**
(0.126)

1
(2.725)
3
(1.506)
2
(1.544)
4
(1.292)
6
(0.898)
5
(1.000)
7
(0.616)
8
(0.462)
9
(0.429)
10
(0.331)
11
(0.318)

Number of individuals

606

117

132

139

145

73

Log-likelihood at convergence

-17,612

-3,487

-3,938

-3,972

-3,984

-2,090

Note: ** and * indicate statistical significance at levels of 1% and 5%, respectively. R.I indicates the relative impor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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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Best-worst scaling estimation results of public preferences for features of a mobile health device

Multinomial model
Coefficient
Attributes
Accuracy
Safety
Reliability
Price
Maintenance service
Security
Durability
Ease of use
Compatibility
Contents
Design
Number of individuals
Log-likelihood at convergence
AIC
BIC

Estimates
(Std. Error)
2.845**
(0.049)
2.022**
(0.047)
1.958**
(0.047)
1.568**
(0.046)
1.177**
(0.045)
1.156**
(0.045)
1.115**
(0.045)
1.100**
(0.046)
0.709**
(0.044)
0.000**
(-)
-0.352**
(0.043)

Relative Estimates
importance (Std. Error)

Rank

Share

1

0.326

5.416

2

0.143

2.378

3

0.134

2.231

4

0.091

1.510

5

0.061

1.021

6

0.060

1.000

7

0.058

0.960

8

0.057

0.946

9

0.038

0.640

10

0.019

0.315

0.013

0.221

11
606
-16,225
32,470
32,538

4.107**
(0.068)
2.836**
(0.058)
2.722**
(0.058)
2.257**
(0.059)
1.657**
(0.056)
1.657**
(0.056)
1.565**
(0.054)
1.547**
(0.054)
0.984**
(0.053)
0.000**
(-)
-0.500**
(0.054)

Note: ** and * indicate statistical significance at levels of 1% and 5%, respectively.

Mean

Mixed logit model
Coefficient

Rank

Share

Relative
importance

1

0.479

11.591

2

0.134

3.251

3

0.120

2.899

4

0.075

1.822

5

0.041

1.000

6

0.041

1.000

7

0.038

0.912

8

0.037

0.895

9

0.021

0.510

10

0.008

0.191

11

0.005

0.116

606
-14,041
28,122
28,258

Standard Deviation
Estimate
(Std. Error)
1.437**
(0.062)
1.023**
(0.058)
1.147**
(0.057)
2.638**
(0.074)
1.034**
(0.057)
1.607**
(0.057)
0.382**
(0.064)
1.133**
(0.055)
0.909**
(0.054)
1.796**
(0.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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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Best-worst scaling estimation results of public preferences for features of a mobile health device by age

Attributes
Accuracy
Safety
Reliability
Price
Maintenance service
Security
Durability
Ease of use
Compatibility
Contents
Design
Number of individuals
Log-likelihood at convergence

Multinomial model
Coefficient
(full sample)
Estimates Rank
(Std. Error) (R.I)
2.845**
(0.049)
2.022**
(0.047)
1.958**
(0.047)
1.568**
(0.046)
1.177**
(0.045)
1.156**
(0.045)
1.115**
(0.045)
1.100**
(0.046)
0.709**
(0.044)
0.000**
(-)
-0.352**
(0.043)
606

1
(5.416)
2
(2.378)
3
(2.231)
4
(1.510)
5
(1.021)
6
(1.000)
7
(0.960)
8
(0.946)
9
(0.640)
10
(0.315)
11
(0.221)

-16,225

Age 20–29 years
Estimates Rank
(Std. Error) (R.I)
2.365**
(0.105)
1.685**
(0.101)
1.612**
(0.101)
1.322**
(0.100)
0.662**
(0.096)
1.213**
(0.099)
0.997**
(0.099)
1.076**
(0.100)
0.758**
(0.097)
0.000**
(-)
-0.133
(0.094)
117
-3,341

1
(3.166)
2
(1.604)
3
(1.490)
4
(1.116)
9
(0.576)
5
(1.000)
7
(0.806)
6
(0.873)
8
(0.634)
10
(0.297)
11
(0.260)

Age 30–39 years
Estimates Rank
(Std. Error) (R.I)
2.977**
(0.106)
2.201**
(0.102)
2.021**
(0.101)
1.776**
(0.100)
1.209**
(0.097)
1.383**
(0.098)
1.379**
(0.099)
1.212**
(0.099)
0.737**
(0.094)
0.000**
(-)
-0.148
(0.091)
132
-3,521

1
(4.925)
2
(2.266)
3
(1.893)
4
(1.481)
8
(0.840)
5
(1.000)
6
(0.996)
7
(0.843)
9
(0.524)
10
(0.251)
11
(0.216)

Multinomial model
Coefficient
Age 40–49 years
Estimates Rank
(Std. Error) (R.I)
2.931**
(0.104)
2.102**
(0.099)
1.981**
(0.099)
1.616**
(0.097)
1.271**
(0.096)
1.142**
(0.095)
1.108**
(0.096)
1.034**
(0.096)
0.713**
(0.092)
0.000**
(-)
-0.428**
(0.090)
139
-3,663

1
(5.985)
2
(2.612)
3
(2.315)
4
(1.606)
5
(1.138)
6
(1.000)
7
(0.967)
8
(0.898)
9
(0.651)
10
(0.319)
11
(0.208)

Age 50–59 years
Estimates Rank
(Std. Error) (R.I)
3.161**
(0.105)
2.317**
(0.100)
2.271**
(0.100)
1.718**
(0.098)
1.513**
(0.098)
1.259**
(0.096)
1.164**
(0.096)
1.206**
(0.098)
0.763**
(0.091)
0.000**
(-)
-0.495**
(0.090)
145

1
(6.695)
2
(2.881)
3
(2.750)
4
(1.582)
5
(1.289)
6
(1.000)
8
(0.910)
7
(0.948)
9
(0.609)
10
(0.284)
11
(0.173)

-3,688

Note: ** and * indicate statistical significance at levels of 1% and 5%, respectively. R.I indicates the relative importance.

Age 60–69 years
Estimates Rank
(Std. Error) (R.I)
2.848**
(0.144)
1.722**
(0.137)
1.952**
(0.137)
1.343**
(0.133)
1.322**
(0.135)
0.552**
(0.128)
0.837**
(0.132)
0.938**
(0.135)
0.489**
(0.127)
0.000**
(-)
-0.697**
(0.126)
73
-1,903

1
(9.930)
3
(3.220)
2
(4.053)
4
(2.205)
5
(2.160)
8
(1.000)
7
(1.329)
6
(1.471)
9
(0.939)
10
(0.576)
11
(0.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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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Discussion
Since a mobile health device is a medical device purchased and used
directly by consumers, whether a mobile health device can provide
practical medical utility to consumers and whether consumers actually
need the functions provided by the mobile health device are critical to
the device’s success. Most of the biometric parameter measurement
functions that were explored in this study can provide practical medical
utility to consumers. However,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whether
consumers want mobile health devices to perform these functions because
medical devices that accurately measure these biometric parameters
already exist. For example, consumers may not want to measure body
temperature through a mobile health device given the presence of various
thermometers on the market.
Mobile health devices allow consumers to measure various their own
biometric parameters more easily anytime and anywhere using just one
device, but they may have disadvantages, such as a relative lack of
accuracy compared to other medical devices on the market. Consumers
make decisions by comparing a mobile health device with the alternative
medical devices already on the market, taking into account both the
advantages and current limitations of the mobile health device.
Thus, the estimation results first address which of the functions
provided by mobile health are important to consumers. The following
implications are based on the estimation results.
First, consumers showed higher preferences for functions measuring
biometric parameters (e.g., blood pressure, blood glucose, and heart rate)
that are associated with chronic diseases (e.g., hypertension, diabetes, and
cardiovascular disease, respectively). On the other hand, consumers
showed lower preferences for functions measuring biometric parameters
(e.g., body temperature and weight) that were less directly associated with
chronic diseases. This result implies that mobile health devices may

Public preferences for functions and features influencing..... ∙ 189

provide relatively high utility to those who need to measure and monitor
their biometric parameters regularly and steadily, such as chronic disease
patients.
In contrast, consumers exhibited the lowest preference for air quality
measurements,

which

may

reflect

the

current

situation

in

Korea.

Specifically, air quality (e.g., fine dust, ultrafine dust, etc.) is becoming an
important social issue in Korea, so Koreans can find real-time air quality
on the internet, and the government provides an alert if the fine dust
level is high. Therefore, there is no incentive for Korean consumers to
measure air quality through a mobile health device.
Second, consumers exhibited relatively homogenous preferences for
functions measuring biometric parameters (e.g., heart rate, respiration
rate, body temperature, blood pressure, and blood glucose) that are
associated

with

chronic

diseases,

whereas

they

showed

relatively

heterogeneous preference for functions measuring biometric parameters
(e.g., air quality, body weight, sleep stages, and activity) that are less
directly associated with chronic disease. Based on the order of importance
and heterogeneity of preferences for functions, this result implies that
mobile

health

devices

should

set

functions

with

high,

relatively

homogeneous preferences as their main functions. In addition, mobile
health devices should include functions with high, relatively heterogeneous
preferences as optional functions rather than main functions.
In addition, the estimation results second address the mobile health
device

features

that

important

to

consumer

adoption.

The

main

implication drew from the estimation results is that consumers showed
higher and relatively homogenous preferences for features such as
accuracy, safety, and reliability, but they showed lower preferences for
features

such

as

design

and

contents.

Mobile

health

devices

are

recognized by consumers as both medical devices and mobile devices. If
the regulatory authority classifies a mobile health device as a medical
device for measuring body temperature, blood pressure, and so forth,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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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t be reviewed by a regulatory agency in terms of accuracy, safety, and
reliability. For consumers, the accuracy, safety, and reliability of a mobile
health device are important when such devices are recognized as medical
device. However, if consumers recognize mobile health devices as mobile
devices, features such as design and contents may become relatively more
important.
Because the results indicate that consumers regard accuracy, safety, and
reliability as important features of a mobile health device, Korean
consumers likely recognize mobile health devices as medical devices
rather than as mobile devices.

6. Conclusion
Mobile health device adoption is influenced by a variety of product
characteristics at the consumer level. This study aimed to quantitatively
compare the functions and features of mobile health devices that are
important to consumers. The findings indicate that consumers exhibit
higher and homogenous preferences for measuring biometric parameters
associated with chronic diseases as well as higher and homogenous
preference for features such as accuracy, safety, and reliability.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a mobile health device can appeal
to consumers as a medical that allows them to more easily measure their
own various biometric parameters anytime and anywhere. Second, it is
desirable to focus on specific consumers, such as patients with chronic
illnesses. Third, it is recommended that the mobile health device include
blood pressure, blood glucose, and heart rate measurement as its main
functions and BMI and activity measurement as optional functions.
Currently, the Korean government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is
implementing guidelines to enable mobile health devices that meet certain
conditions to be used for medical purposes from 2020. For med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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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providing users with inaccurate information (e.g. providing
inaccurate diagnosis and/or measurement) can be a risk factor. In
particular,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respondents value
accuracy, safety, and reliability. Therefore, it is, above all else, important
for government to implement guidelines to ensure the accuracy and safety
of mobile health devices.
Finally,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should be noted. Since the survey
was conducted in 2017, it has been unable to reflect the recent consumer
preference for mobile health devices. For example, in this study,
respondents have low preference for body temperature measurement.
However, considering the recent COVID-19 situation,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preference for body temperature measurement is higher than
b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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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사회적 가치는 최근 10년간 과학기술 기반 조직에게도 중요한 정책적 기준으로 부각되고 있다. 공공
기관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KORAD) 역시 사회적 가치가 지향하는 사회, 환경,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 자사의 사회적 가치 추진 전략에 의거하여 사회적 가치 추진위원회를 신설 , 관련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경북 경주시에 위치한 과학기술 기반 공공기관인 한국원자력
환경공단의 사회적 가치 활동 및 성과 등을 탐구하기 위해 사례연구방법을 활용, 연구를 진행하였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안전 관리를 통해 환경 보전에
기여하고 있는 준정부기관이다. 이를 위해 해당 기관은 R&D 연구소를 기반으로 가장 우수한 친환경
원자력 기술을 개발, 관리하고 있으며 친환경 기술과 고객 신뢰라는 핵심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안전한 방폐물 관리를 통한 환경 보전과 지역 사회와의 상생협력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이 과정에서 조직 구성원들과 지역사회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수행하는데 기여하였고 그 결과,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 본 연구는 주요 결과를 토대로 과학기술 기반 조직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실무적 기여도 및 후속 연구 방향성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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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과학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기술 진보에 그치지 않고 기술의 사회적 책임을
중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조직에서 거론되고 있다(한혜민·
박찬석, 2005). 과학기술의 경우 올바른 방향으로 활용하면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창
출하지만 잘못 사용하거나 오용될 경우 사회적으로 더 큰 해악을 미칠 수 있기 때문
이다.
이전 연구에서도 과학기술의 개발 및 활용은 경제발전에 긍정적이나 양극화, 환경
파괴와 같은 문제 등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Porter and Kramer,
2011). 과학기술의 혁신, 기술사업화에 대한 필요성은 꾸준히 언급되었지만(문창호·김
시연, 2016) 기술 활용을 조직의 사회적 책임, 사회적 가치 실현의 관점에서 살펴봐
야 한다는 주장은 많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공공기관에서는 점점
더 기술혁신 성과 창출보다 상생협력, 지역발전, 안전 및 환경, 윤리경영이라는 사회
적 가치의 테마를 강조하고 있다.
대기업으로 대표되는 일반 사기업이 R&D를 통한 기술혁신에 치중한다면 공공기관
은 기술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다양한 부정적 효과를 제거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
하는데 더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한다. 정부 또한 지난해 전체 예산인 513조 5,000억
중 17.19%에 해당하는 88조원을 공공기관에 투입하고 있기에 공공기관 입장에서 사
회적 가치 창출은 훨씬 더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담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
히 공공기관은 사회적 가치 창출을 공익교육 사업, 법률 및 세무 자문 분야에만 비중
을 두고 실행하고 있다(안경민·권상집, 2020).
그러나 과학기술 정책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긍정 및
부정의 효과를 모두 창출할 수 있기에 좀 더 세심한 과학기술의 활용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과학기술의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며 기술의 사
회적 책임을 생각하는 공공기관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사례연구를 통해 기술 기반 조
직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경상북도
경주시에 위치한 공공조직으로서 친환경 원자력 기술을 윤리성, 환경성의 관점에서 활
용하는 조직이다. 특히 최근 부각되고 있는 사회적 가치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실현하
기 위해 내부에 관련 조직을 신설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보다 포괄하는 방향성을 조
직 차원에서 강조하고 있다.
과학기술 기반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를 다른 기관보다 더욱 중시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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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학기술이 미치는 파급효과가 경제적, 법적, 윤리적, 자선적 책임이라는 사회적
책임의 테두리 더 나아가 사회적 가치를 모두 아우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과
학기술을 활용하는 공공기관은 해당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좀 더 다양한
차원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기관의 사회적 역할은 국민의 사회적 기대와도
맞닿아 있어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학술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실행하는 공공기
관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과학기술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김정인, 2018).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
책임, 공유가치 창출 등 혼재되는 개념을 각각 소개, 이를 명확히 구분하고 한국원자
력환경공단의 방폐물 처리 및 보관 사례 등을 토대로 과학기술의 사회적 가치에 의한
혁신성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실천적 내용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전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무료 법률 서비스, 교육 봉사 등
한정적인 영역에서 다루었기에 과학기술 정책 관점에서 이를 살펴본 연구는 전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공기관 사례를 토대로 과
학기술 정책 연구 영역을 사회적 책임, 사회적 가치까지 확대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사회적 가치의 개념

사회적 가치는 사회적 책임(CSR), 공유가치 창출(CSV)과 혼재되어 있다. 해당 개념
을 혼용해서 활용한 연구가 많고 동일한 기업의 행위를 어떤 연구는 CSR로 해석하기
도 하고 어떤 연구는 사회적 가치로 해석하기도 하는 등 중복된 문제 역시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적 가치의 개념 및 CSR, CSV에 대한 차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은 기본적으로 전략, 운영,
이해관계, 기업 문화 및 기업의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작업을 의미하는데 크게는 자선
활동(Philanthropic), 규범 준수(Compliance), 혁신 전략으로 이를 구분한다(백서인
⋅권상집, 2015). 첫 번째 단계인 자선 활동에는 기부, 자선, 금전 지원 등의 사회공
헌 활동이 포함되며 이는 사회복지, 의료보건, 교육학술 지원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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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단계인 규범 준수에서는 인권, 노동, 환경에 대한 전략을 의미하는데 최근 기
업들이 사회적 책임 부서, 사회공헌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추세와 더불어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 혁신 전략은 전략적 CSR 관점을 의미하는데 이는 기업의 전
략과 핵심 사업에 총체적인 사회공헌 관점을 도입하여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기업의 방향성을 의미한다(Waldman, Siege, and Javidan, 2006). CSR
과 CSV에 대한 개념이 중복되는 이유는 이러한 논의 과정을 거쳐 탄생한 것이 바로
마이클 포터 교수에 의해 제시된 공유가치 창출(Creating Shared Value, CSV)이기
때문이다(Porter and Kramer, 2006). 즉, 여기까지 살펴보면 CSR과 CSV는 유사한
의미라고 보일 수 있지만 좀 더 자세히 확인하면 기존에 인식되어 온 CSR보다 CSV
가 더 발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Porter and Kramer, 2002; Waldman et
al., 2006).
정부 또한 일과 삶의 균형을 부각시키면서 기업 역시 구성원들의 만족도와 삶의 의
미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수정하고 있다. 최근 들어 사회적 가치 실현이 전 방
위적으로 확산되는 이유이다. 기업 현장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정량적 성과보다 신
뢰, 구성원 및 고객 만족 등이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Day, 1999) 사회적
가치의 필요성을 한층 더 확대시키고 있다(송영희·허원무, 2011).
다만 사회적 가치는 아직 표준화된 개념이 정립되지 못했다. 학자마다 그리고 학문
분야에 따라 사회적 가치를 바라보는 시각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다만, 대체적으로
사회적 가치는 ‘조직 내부 및 외부 구성원과 사회적 연대를 기반으로 조직이 설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가능한 무형 자산의 총체적 합’으로 정의되고 있다(변지유·
이상곤·강순빈, 2018). 사회적 가치는 선행 연구에서 주장하고 있는 CSR과 CSV를
모두 아우르며 조직 구성원 및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의 상생 활동
을 의미한다. 사회적 가치, CSR, CSV의 주요 특성 및 차이점은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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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사회적 가치 및 CSR, CSV 비교

비교항목

사회적 책임
(CSR)

공유가치 창출
(CSV)
비용 대비 경제 및
사회적 가치 창출
기업과 지역 사회의
공동의 가치 창출

사회적 가치
(Social Value)

목표 가치

사회적 선행

핵심 개념

사회공헌, 지속가능성

동기

경쟁력 확보의 핵심 요소

영향 범위

외부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동기
기업의 환경 및 CSR
예산에 따라 제약

포용적 성장
경제, 사회, 환경적
측면의
지속가능성
내·외부 구성원의
행복과 건강

기업 전체 예산을 재조정

기업 경영 철학 개편

사회공헌
활동
선정 과정

규제 등 외부 압력에
의해 수동적 설정

사례

기부 및 사회공헌

비즈니스와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관계 및 협업의 정도
품질과 수익향상을 위한 공유 인프라 수립 및
구매과정 전환
전환
기업 상황에 맞게
주체적으로 설정

자료: 송인방(2018) 수정 및 보완

사회적 가치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기업이 경제, 사회적 측면을 넘어 환경적 측면에
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으며(Porter and Kramer, 2011)
기업의 성과와 변화에만 초점을 둔 CSR, CSV와 달리 사회적 가치는 공동체와 공익
에 더 넓게 기여하는 것을 뜻하기에(최아름, 2019) 상생협력, 윤리적 책임, 공동체의
이익 실현 등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기영화, 2017; 최철호, 2019). 즉, 사회적
가치는 전략에 초점을 둔 CSR과 가치에 초점을 둔 CSV를 모두 넘어 조직 전체의 변
화와 성장을 ‘사람과 환경 중심’에 둔다는 데 있다(안경민·권상집, 2020; Crane and
Matten, 2007; Dhanesh, 2012).
2.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일자리 창출,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확대 및 창출 방안이 공공기관
전반에 걸쳐 요구되고 있다(안경민·권상집, 2020). 공공기관은 일반적인 사기업과 달
리 공적 가치와 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연구개발, 과학기술 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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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경영 효율성과 공공성을 함께 추구해야 한다(안숙찬, 2014). 특히, 공공기관의
운영 목적은 자연 독점, 공공재 등과 같은 시장 실패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사회기반
시설 및 공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 및 운영하기 위한 데 목적을 두기에 사기업보
다 사회적 가치를 좀 더 중시해야 한다(김용운, 2015).
공공기관은 정부의 투자 및 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 운영된 기관
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 장
관이 지정한 기관을 의미한다.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가장 본질적인 역할은 공공서비스
를 생산하여 민간 부문에 효율적으로 제공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인 한국원자력
환경공단 역시 공공기관으로서 방사성폐기물을 관리하기에 과학기술 차원에서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감과 자연환경에 대한 영향 등 사회적 가치를 다각도로 고민해야 한다.
최근까지 사회적 가치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술적 정의
와 경계가 다소 불분명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사회적 경제, 사
회적 책임(CSR), 공유가치 창출(CSV) 등과 사회적 가치의 내용이 혼재되어 전개되었
으며(Munoz and Kimmitt, 2019) 사회적 가치가 이들을 포괄한다는 내용으로 연구
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그간 상당수 국내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CSR), 공유가치
창출(CSV)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며 기업이 맡아야 할 사회적 역할을 경영관리 측면
에서 수행해오는데 최선을 다해왔다. 반면, 최근 부각되고 있는 사회적 가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으로 한정된 CSR과 공존의 가치를 의미하는 CSV를 넘어 사회적 금
융, 사회적 경제, 과학기술의 윤리적 기능을 모두 포괄하는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안경민·권상집, 2020).
학문적 관점에서 사회적 가치(Social Value)는 ‘공동체의 편익을 함께 확장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과 공동체가 같이 참여해서 사회적 자본을 포함 경
제적, 비경제적 후생을 공동으로 만드는 성과’로 규정된다(최유경, 2019). 그러므로
기업의 비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사회적 책임(CSR), 공유가치 창출
(CSV)과 달리 사회적 가치는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으로 사기업을 넘어 공공기관에
게 중요한 테마로 부각되고 있다(김정인, 2018; 이창대·노용숙, 2020; 최유경,
2019). 즉 사회적 가치는 기업의 자원 및 프로세스, 정책 등이 개인 및 사회 모든 측
면에서 중요한 사회적, 경제적 개선을 가져올 때 생성되는 가치를 의미한다(박상하·김
중원·박정식, 2009; 변지유 외, 2018). 이에 맞춰 공공기관에서도 사회적 가치를 실
현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 여러 요소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다(최철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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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F(Roberts Enterprise Development Fund)는 조직 구성원과 내⋅외부 이해
관계자, 사회에 의미 있는 기여를 가져올 때 생성되는 가치를 사회적 가치, 정량적 성
과를 중시하는 경제적 가치, 사회경제적 가치 등으로 나누고 있다(박상하 외, 2018).
이중, 공공기관과 관계된 사회적 가치의 중요 지표는 그간 사회적 경제 기업 지원, 취
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이 고려되었다. 그리고 공공기관 등이 사회적 경제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에 대한 소명의식 정립과 수평적인 의사결정 방식을 활용한 비금융
지원, 일자리 창출, 성장 기업에 대한 평가지표 구축 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개되
고 있다(오세근, 2014). 다만, 아직까지 사회적 가치의 의미가 과학기술 측면에서 다
루어진 연구가 거의 없어 과학기술 정책에 필요한 사회적 가치를 위해 어떤 성과를
공공기관이 창출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사회적 가치가 과학기술 공공기관에게 더 중요한 이유는 과학기술의 오·남용 및 파
급효과가 지역과 기관의 갈등, 지역과 사회의 갈등을 만들고 심각할 경우 국가의 분
열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 공공기관은 늘 성과지상주의에
빠지지 않고 기술의 윤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을 중시하며 지역과 사회의 성장을 함
께 고려해야 한다.
정부가 최근 들어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사
기업에서도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기업을 정량적 지표로 평가하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점이 투자자의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현은정·윤나라, 2020; Bednar, 2012; Van Duuren, Plantinga, and
Scholtens, 2016). 이러한 추세를 반영, 공공기관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일찍이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장 운영 및 고준위방폐물의 관리 대책 등을 모두 사회적 가치
의 관점에서 고려, 과학기술의 윤리적 측면을 신중히 고찰 및 분석하고 있다. 한국원
자력환경공단은 방폐물의 안전 관리를 위해 국민 안전과 자연 보전이라는 임무를 사
회적 가치의 관점에서 실현하는 조직이기에 본 연구는 해당 사례 분석을 통해 공공기
관의 사회적 가치를 과학기술 정책 차원에서 살펴보고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
하고자 한다.
Ⅲ. 사례연구방법

본 연구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주요 경영진 및 실무진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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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 실제 방사성폐기물 분류별 처분 방식을 진행하는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방사성
폐기물 관리 현장을 직접 관찰했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사회적 가치에 관한 시사
점을 도출하기 위해 해당 기관을 대상으로 2020년 3월부터 10월까지 사례연구를 진
행하였다.
사례연구의 필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는 이유는 제한된 변수를 토대로 다양한 사회
현상을 통계 분석하기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
문학 학술지 이외 경영학 학술지에서도 사례연구의 등장이 점점 더 많이 진행되고 있
다(Eisenhardt and Graebner, 2007). 사례연구는 현장의 내용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기업 현장 그리고 정책적 부문에 제안할 수 있는 시사점을 더 많이 담을 수 있는 장
점을 지닌 연구방법이다.
실증 분석 연구는 선행 연구에서 수차례 활용된 변수를 토대로 분석을 진행하기에
기업의 다양한 성과 및 전략적 활동을 확인하기 어렵고 연구 결과가 상당 부분 당위
적인 결론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기업 현장에 대한 파악, 의미 있는 교훈 도출이 제
한적이다(Caza, Moss, and Vough, 2018; Nam, 2015). 그러나 사례연구는 1차 및
2차 자료를 토대로 대상의 역사 및 역할, 심층적 내용을 살펴볼 수 있고 연구 결과의
명확한 이해가 필요한 경우 구체적으로 해당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한다
(백서인·손은정·김지은, 2020; Xiao, Tylecote, and Liu, 2013). 사례연구를 토대로
도출되는 실무적 기여도 및 교훈은 통계 기반 분석 결과보다 훨씬 더 확장될 수 있다
(Rousseau, 2006).
본 연구는 인터뷰 대상자를 최소 2회 이상 진행하며 해당 기관의 구체적인 사회적
가치 창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인터뷰 대상자에게는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을 질의하
여 해당 내용을 보완하는데 주력하였다. 인터뷰 및 현장 방문의 주요 초점은 본 연구
의 목적에 맞게 과학기술 정책이라는 관점에서 사회적 가치의 창출 및 실현 방안을
살펴보았다. 그간 국내 사례연구들이 현장 방문이나 경영진과의 인터뷰 없이 기업 자
료를 작성 및 요약한 점이 한계로 지적되는데 비해(권상집, 2019; 최병선, 2006) 본
연구는 8개월 가까이 실무진 및 경영진과의 인터뷰를 진행했고 현장 방문을 토대로
좀 더 구체적인 과학기술의 사회적 가치를 확인, 본 연구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구체
적, 객관적으로 탐색했다. 본 연구의 사례연구 프로세스는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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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사례연구 프로세스
연구 단계
연구 계획

연구 결론

주요 내용
참고 문헌
연구 대상: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공공기관)
분석 내용: 친환경 원자력 기술을 토대로 한 사회적
가치 실현
Carton (2018)
연구 유형: 사례연구 기반 질적 연구
문헌 자료: 해당 기관의 연구보고서 및 사회적 가치
Gioia et al.,(2013)
논문
인터뷰: 경영진 및 실무진 4명 (기간: 2020.03~10)
Pratt (2008)
전문가 인터뷰 및 현장 방문을 토대로 한 질적 데이터
분석
Xiao et al.,(2013)
친환경 원자력 기술에 의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사
회적 가치 창출 성장방향 도출

연구 종료

연구의 이론 및 실무적 기여도, 정책적 시사점 도출

연구 시작
자료 수집
자료 분석

Ⅳ. 연구결과
1. 사례 대상: 한국원자력환경공단(KORAD)

본 연구의 사례 대상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2008년 3월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
정 및 공표에 따라 2009년 1월 설립된 준정부기관이다. 2010년 월성원자력환경관리
센터에 방사성폐기물이 첫 반입된 후 2011년 3월 경주시로 본사를 완전히 이주, 기관
명칭을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KORAD: Korea Radioactive Waste Agency)’으로
확정하였다.
KORAD가 원자력 기술의 친환경 측면에 더 귀를 기울이는 이유는 2015년 8월 경
주에 방폐장 준공식이 진행되고 ‘사용 후 핵연료’ 관리정책 등을 정부에 제출하는 등
친환경에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하기 때문이다. KORAD가 지향하는 핵심
가치에는 이미 사회적 가치가 포괄해야 할 ‘전문기술’과 ‘사회책임’이라는 두 가지 축
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은 <표 3>과 같다.

204 ∙ 과학기술정책 | 제4권 제1호(2021.06.)

<표 3> 한국원자력환경공단(KORAD)의 핵심가치
핵심 가치

주요 내용

사회 책임

국가적 책무인 방폐물 관리사업과 공공기관으로서의 국민 및 근로자 생명안전
등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수행

전문 기술

방폐물 관리 전문기술 확보로 방사능의 위해로부터 국민과 환경을 보전

자료: 한국원자력환경공단(KORAD) 홈페이지

KORAD는 ‘안전으로 신뢰받는 국민의 KORAD’를 비전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방
서성폐기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로 국민생활의 안전과 환경보전 이바지’에 있음
을 조직의 중요한 존재 이유(미션)로 내세우며 사회적 가치의 의미를 지향하는 비전과
미션을 이미 수립하였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안전관리 체계 확립, 중⋅저준위 방폐
물 관리체계 강화, 고준위 방폐물 관리사업 적기 추진을 통해 사회적 가치 기반 경영
체계 혁신을 조직의 중장기 경영전략으로 수립했다. KORAD는 디지털 혁신을 통한
친환경 방폐물 관리시설 확보와 4차 산업혁명 기반 시설 안전 스마트화를 토대로 공
정하고 투명한 경영의 사회적 가치 확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 공공기관 중
에서 조직의 비전, 미션, 핵심가치에 사회적 가치가 모두 담겨 있는 대표적 기관이라
고 할 수 있다.
2.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전략 및 추진체계 수립

KORAD는 사회적 가치의 중장기 실현을 위해 전략 및 추진체계를 수립하고 크게
안전 환경, 상생협력,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고 있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로 다른
조직들이 특정 부서에서 단편적으로 수행하는데 비해 KORAD는 조직 차원에서 사회
적 가치의 실현 및 평가를 위해 내부에 사회적 가치 위원회를 신설, 외부자문단을 두
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확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사회적 가치 위원회
는 이사장, 부이사장, 본부장, 연구소장 등 기관의 경영진 외에 노조대표, 사외위원,
외부전문가 및 시민참여혁신단으로 구성, 객관성과 투명성을 통해 친환경 원자력 기술
의 정립 및 활용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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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한국원자력환경공단(KORAD)의 사회적 가치 위원회(추진체계)
분류
주요 내용
위원회 분과 안전 환경, 상생협력, 일자리 창출, 국민소통 (총 4개 분과)
사회적 가치 내부: 이사장(위원장), 부이사장, 본부장, 연구소장, 소통단장, 노조대표, 사외위원
위원회 멤버 외부자문단: 외부 전문가 및 시민참여혁신단

KORAD는 사회적 가치 위원회를 통해 전체 조직의 비전과 미션 이외 별도로 사회
적 가치에 관한 비전을 ‘함께 지키는 안전, 더불어 행복한 미래’로 규정한 후 안전관
리를 기반으로,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전략 체계도를 수립하였다. 전략 체계
도의 세부 내용은 <표 5>를 통해 간략히 정리하였다.
<표 5> 한국원자력환경공단(KORAD)의 사회적 가치 전략 체계도
전략 목표

전략 방향

실천 과제

안전관리 3無 실현
(무사고·무재해·무고장)

국민과 함께 만드는
안전과 환경 보전

∙
∙

방폐물관리 사각지대 해소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보전 강화

동반성장
우수 등급 달성

국민과 더불어 사는
상생협력 강화

∙
∙

포용적 동반성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적 경제 기업 지원 기반 마련

일자리 창출
6,700개 달성

국민을 위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

∙
∙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창출
혁신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

사회적 가치 지수
‘탁월’ 달성

소통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강화

∙
∙

국민소통 채널 확대
윤리경영으로 Clean KORAD 구현

일반적인 기업들의 사회공헌, 사회적 가치 추구는 별도의 전담부서에서 진행하는데
비해 KORAD가 전사적으로 사회적 가치 추진위원회와 전략 체계도를 두고 사회적
가치 과제를 진행하는 이유는 KORAD가 활용하는 과학기술이 근본적으로 친환경을
기반으로 해야 할 원자력 기술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KORAD의 경영진은 사회적 가치를 전사적 차원에서 추진해야 장기적 관점에서 이
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을 늘 강조하고 있다. 방폐물 관리가 미치는 파급효과는 지역
주민에게 모두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기에 이에 대한 신뢰를 지역사회 더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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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민에게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기에 장기적 관점의 방향성이 중요하다. 늘 환경
관련 과학기술과 정책은 갈등과 분열을 만들 수 있기에 안전 관리를 기반으로 친환경
기술을 활용한다는 믿음을 지역 주민에게 심어주는 것이 정부가 지향하는 포용적 성
장 그리고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고 지역사회와 기관의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2018년 9월 3일 KORAD는 내부 홀에서 임직원, 지역 주민, 시민참여혁신단 등을
모아놓고 사회적 가치 실현 비전 선포식을 진행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핵심 가치로
‘5P’를 강조하였다. 해당 5P는 국민과의 협력(Partnership), 국민과의 약속(Promise),
국민 참여(Participation), 국민을 위한 가치 실행(Pioneer), 국민에 대한 보호
(Protection)이며 이를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2020년 6월에는 대국민 혁신⋅사회적
가치 공모전을 진행, 스마트 방폐물 검사 시스템 구축, 처분시설 자율점검 시스템 등
과학기술의 사회적 가치에 관한 아이디어를 선정하였고 각각의 전문가를 참여시켜 구
체적인 성과로 이를 발전시키고 있다.
KORAD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의 운반, 저장 및 처분과 방사
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자료 수집과 분석을 담당해야하기에 늘 과학기술의 윤리적 측
면, 친환경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다른 공공기관보다 더욱 인식하고 임해야 한다. 그러
므로 항상 과학기술의 유용한 활용을 위해 혁신⋅사회적 가치 아이디어에서 도출된
국민 제안을 투명하게 진행, 공개하여 회사의 업무 성과로 연계하고 있다. 사회적 가
치의 현장 활용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기존 연구에서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더
많은 아이디어가 개방적으로 축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Powell
and Osborne, 2018; Powell, Gillct, and Doherty, 2019) KORAD 역시 국민들
로부터 아이디어를 수렴, 사회적 가치를 실행해 나가고 있다.
3. 사회적 가치 실현 I: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안전 환경 구축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의하면 방사성 물질 또는 이에 따라 오염된
물질로 폐기하기로 결정된 물질을 의미한다. 방사성폐기물(이하 방폐물)은 안전한 관
리가 장기간 요구되기에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하며 국민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영향을 감안하여 방폐물 발생량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관련 과학기술의 지속
적인 발전 역시 필요한 분야이다. 방폐물 관리가 결국 방사선 관리 여부에 있기에 안
전성과 함께 방사선 피해가 없도록 처분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폐물 처분기술 및 관
리 인프라 구축은 매우 중요한 KORAD의 핵심 과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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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동굴처분시설

자료: 한국원자력환경공단(KORAD) 홈페이지

이를 위해 KORAD는 [그림 1]과 같이 동굴처분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동굴처분
시설이란 암반 혹은 지하 동굴에 자연방벽 및 인공방벽을 활용하여 방폐물을 관리하
는 방법으로 인공적으로 동굴을 굴착해 안전성을 도모하는 기법이다. 해당 처리 방식
은 균열, 파쇄 등이 발생하지 않고 균질한 특성을 갖고 있는 암반 지역에서 유리한
방식이기에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된다. 폐쇄 후 관리기간이 동굴처분시설의 경우 200
년에 육박하기에(원자력안전법 시행령 99조) 처분 구조물과 암반 사이의 빈 공간 등
에 자갈, 콘크리트 등으로 되메움하여 이를 관리하고 있다. 동굴처분 폐쇄 방식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으며 유럽 일부 국가에서 도입을 고민하고 있을 정도로 원자
력 분야의 친환경 선도적 기술 중 하나이다.
이와 함께 KORAD는 지역사회 및 주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안전 환경 정보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점을 경영의 원칙으로 고려, 고객 및 이해관계자에게
아래와 같은 네 가지 기준을 매년 업데이트하여 그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KORAD가
안전 환경 수행을 위해 공개하는 네 가지 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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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한국원자력환경공단(KORAD)의 안전 환경 기준 공개 자료
분류
환경 방사선
방폐물 관리
종사자 피폭량
산업 재해

주요 내용
∙ 경주 및 처분시설의 환경 방사선량(μSv/h)
∙ 방폐물 관리 현황(200ℓ기준 드럼)에 관한 인수량, 처분량
∙ 종사자 피폭선량(mSv)의 최고값, 평균값
∙ KORAD 및 협력사 별 산업재해사고 (건)수

환경 방사선, 방폐물 관리, 종사자 피폭량, 산업 재해 등 민감한 정보를 공단 홈페
이지를 통해 KORAD가 공개하는 이유는 환경 요인은 지역사회, 노동, 고객과 함께
가장 중요한 사회공헌 요소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KORAD의 경우 환경적
요인은 조직성과 이외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야 한다. 과거에 이러한 정
보를 조직의 기밀로 관리했다면 이제는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지역사회와의 포용적
성장에도 더 도움이 된다고 KORAD의 구성원들은 생각하고 있다. 보안이 필요한 데
이터라는 반론이 있었음에도 지역사회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들의 신뢰와 지
지를 얻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 이들 정보를 꾸준히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히
공개하고 있다.
선행 연구에서도 환경과 관련된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이 2010년 이후 더욱 중요해
지고 있음에도 기업이 환경에 대한 영향, 환경에 관한 책임에 무신경하다는 점이 지
적되고 있다(최유경, 2019; Babiak and Trendafilova, 2011; Jean, Mirela, and
Corina, 2014). 환경에 대한 영향력 및 파급효과가 지역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기
에 조직의 유형을 가리지 않고 향후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가치 실행에 있어서 환경에
대한 정보 공개와 환경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Cetindamar
and Kristoffer, 2007) KORAD는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임, 사회적 가치를 환경적
측면에 두고 선제적으로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고객과 지역사회로부터 안정적인 신
뢰를 받고 있다. 안전 환경 구현을 위해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 등이 참여한 민간 환
경 감시기구를 운영하여 처분시설 다중방벽과 처분 안전성에 대해 객관적인 검사를
받고 있는 등 방폐물 관리에 대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KORAD는 2020년 국내에 발생한 COVID-19 사태로 인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업무 프로세스 및 디지털 및 스마트화를 강조한
I-KORAD 4.0을 선언하였다. 친환경 안전 기반 과학기술이 코로나 시대로 인해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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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두됨에 따라 KORAD는 방폐물 업무의 디지털 전환과 AI기술을 활용한 방폐물 검
사 시스템을 구축해 내부적으로는 구성원의 안전, 더 나아가 지역사회와 국민의 안전
을 중시하는 과학기술 개발과 활용에 집중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방폐물
운반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사물인터넷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안전교육 체계 강화를 통해 KORAD의 과학기술이 환경과 안전에 보다 부합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되고 적용될 수 있는 부문에 전략적인 방향성을 두고 현재
실행하고 있다.
사회적 가치가 CSR, CSV와 크게 다른 점은 경제, 사회, 환경적 측면의 지속가능
성을 염두에 두고 포용적 성장을 추진한다는데 있다. 학술연구에서도 기업의 경영철학
이 개편되어야 하고 공유 및 안전 인프라 구축을 강조한다는 점(Berrone and
Gomez-Mejia, 2009; Den Hond and Bakker, 2007)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 KORAD는 사회적 책임, 공유가치를 넘어 사회적 가치 전반을 과학기술
발전 및 활용에 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4. 사회적 가치 실현 II: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통한 상생협력 및 일자리
창출

방폐물 관리를 통한 안전 환경 조성을 넘어 KORAD가 꿈꾸는 사회적 가치의 방향
은 과학기술을 통해 위험성을 낮추고 동시에 지역사회와 상생협력을 추구하는데 있다.
2005년 11월 방폐물 처분시설 부지가 경주시로 결정되면서 관련 지역에 대한 투자
지원을 병행해야 함께 공존하고 지속할 수 있는 상생 모델을 그려나갈 수 있기 때문
이다. 정부 차원에서도 경주시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기에 좀 더 능
동적으로 지역사회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 12월말 기준, 신라궁성 월성유적 발굴 복원, 신라황룡사지 복원 등 경주
관광 안내시스템 구축, 관광객 휴식 공간 조성, 경주 교촌 한옥마을 조성, 컨벤션 센
터 설립 등 총 55개 지역지원 사업에 2조 2천억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었다. 이를 통
해 방폐물로 인한 지역사회의 두려움과 부정적 이미지를 걷어내고 신라역사관 건립,
세계유산센터 건립, 신라탐방길 조성 등 건전한 관광 문화를 조성하여 경주시의 이미
지를 건설적으로 그리고 발전적으로 다시 그려내는데 기여했다. 상생협력과 관련해서
도 KORAD는 지역 협력, 성과공유제, 기술이전, 재생에너지 등의 기준을 홈페이지에
공지하여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 상생협력 발전 모델을 준비하고 있다. 사회적 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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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이라는 측면에서 실현하기 위해 KORAD가 공개하는 네 가지 지표는 다음과
같다.
<표 7> 한국원자력환경공단(KORAD)의 상생협력 기준 공개 자료

분류
지역협력
성과공유제
기술이전
재생에너지

주요 내용
∙ 지역지원사업 (누적기준, 억원)
[유치지역지원: 총 2조 1,927억]
∙ 성과공유제 실적 (누적기준, 건)
[현재 진행 및 완료과제 총 8건]
∙ 기술이전 실적 (누적기준, 건)
[중소기업 55건, 대기업 등 24건]
∙ 재생에너지 사업 협력모델 개발 중

KORAD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협력을 위해 조직의 사회적가치전략실장, 대외
협력팀장 및 경주시 관계자 등과 함께 지역사회 협업 방안을 논의하고 지역상권 활성
화 계획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협업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조직 내부 차원에서 고민
하지 않고 개방적으로 확보, 공유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KORAD I&U Together’ 라
는 공간을 두어 지역사회 및 국민이 공감하는 KORAD의 혁신을 추구하기 위해 언제
든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를 통해 KORAD는 이사장, 사회적가치전략실장, 시민
참여단이 참여하는 회의 내용을 모두 공개하고 지역사회와 국민이 제안한 혁신 아이
디어 중 어떤 아이디어를 친환경 원자력 기술로 발전시키고 사업화할지에 대해 공유,
열린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KORAD가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와 협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사회적 가치의 동기는
내부 구성원뿐만 아니라 외부 구성원의 행복과 건강에도 달려 있기 때문이다. 조직의
경쟁력을 도모하는 CSR, CSV와 달리 투명하고 열린 경영을 지속해야 비즈니스와 사
회가 같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용이하다. 원자력 기술 개발, 방폐물 관리는 윤
리적 방향성, 사회적 가치 활용성의 이슈에 끊임없이 노출되기에 시민참여의 의견을
세심히 듣는 것이 상생협력에 더욱 필요하다.
일례로 KORAD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서비스를 신청한 이
들을 대상으로 ‘방사선 측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 및
언론을 통해 거론되었던 생활방사선, 환경방사선을 살펴보고 측정 대상의 방사선량,
표면오염도를 조사, 필요한 조치를 조언하는데 있다. 현재 경주시를 대상으로 한 서비
스는 시험 운영기간이 종료된 후 점진적으로 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자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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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개발한 측정 기술을 지역사회를 위해 활용하고 더 나아가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공공기관과 사회의 건강한 협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
사회적 가치의 최종 결과물은 일자리 창출이다. 친환경 원자력 기술을 토대로 지역
사회와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상생협력을 추진해 나온 결과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KORAD는 강조한다. 지난 2020년 12월 기준 KORAD가 만든 일자리는 <표 8>과
같다.
<표 8> 한국원자력환경공단(KORAD)의 일자리 창출 상황
분류
주요 내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 파견 7명, 용역 82명
일자리 나누기
∙ 육아휴직 대체자 4명
공공 일자리 창출
∙ 신규채용 25명 [정현원비율 98.3%]
민간 일자리 창출
∙ 직접창출 75명, 간접창출 1,051명
자료: 한국원자력환경공단(KORAD) 일자리 상황판

KORAD는 사회적 가치의 틀에서 일자리 창출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한 사회적 가치 위원회 산하 일자리 창출 분과에 별도로 일자리
분과를 만들어 해당 분과장으로 사회적가치전략실장을 임명했다. 그리고 일자리에 대
해 장기적 안목을 갖고 추진하기 위해 일자리 추진 전략에 대해서도 별도의 비전, 목
표, 전략방향, 성과지표를 두고 이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일자리 추진 현황을 점
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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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한국원자력환경공단(KORAD)의 일자리 추진 체계도

자료: 한국원자력환경공단(KORAD) 홈페이지

분류

<표 9> 한국원자력환경공단(KORAD)의 일자리 성과지표

혁신기술 미래 일자리
체감가능 지역 일자리
포용상생 일자리
양질의 공공 일자리

주요 내용

혁신 일자리 창출 수(명)
혁신기업 일자리 지원
∙ 일자리 창출 이행력 강화
∙ 지역성장 일자리 창출 수(명)
∙ 지역 일자리 자생력 강화
∙ 상생 일자리 창출 수(명)
∙ 취약계층 일자리 발굴 노력
∙ 정원 대비 현원 비율
∙ 비정규직 Zero 체계 강화
∙
∙

KORAD는 사회적 가치 위원회에 별도의 일자리 창출 분과를 두고 2024년까지의
중장기 일자리 창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4대 전략 방향(혁신기술 미래, 체감가능
지역, 포용상생, 양질의 공공영역)에 주안점을 둔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조직이 추구
해야 할 전략과제와 일자리 성과 지표를 만들어 이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일자리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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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의 양과 질적 측면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 평가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부서와 홈페
이지의 일자리 상황판을 토대로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정규직 전환협의기구와 사
회적 가치 위원회가 정기 모니터링을 토대로 해당 결과를 내부경영평가, 일자리 지표
평가에 반영, 환류하고 있다.
기업과 지역 사회의 공동의 가치 창출이 CSV라고 한다면 이를 넘어서 경제, 환경,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꿈꾸는 것이 사회적 가치이다. 이런 면에서 과학기술을 친환경
차원에서 활용, 지역사회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만으로는 사회적 가치를 실행했다고 보
기 어렵다는 것이 KORAD 경영진의 의견이다. 1차적으로 지역사회의 안전 환경 조
성을 넘어 2단계로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미래 일자리에 더욱 집중하는 것이 능
동적인 사회적 가치 실행 기관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KORAD는 환경,
경제, 사회적 책임의 영역을 각각 안전 환경, 상생협력, 일자리 창출이라는 테마에 포
커스를 두고 집중하고 있다.
또한, KORAD는 내부에 좋은 일자리 발굴단과 일자리 질(quality) 개선단을 별도
로 두어 KORAD가 창출한 일자리가 정말 의미 있고 좋은 일자리인지 그리고 미래사
회에 부합하는 일자리인지 검토하는 프로세스를 도입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사회의
호응과 기대를 지금도 꾸준히 높이고 있다. 친환경 원자력 기술 활용을 넘어 사회적
역할 수행을 하는 사회적 가치의 대표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V. 결론
1. 학문적 기여도 및 실무적 교훈

본 연구는 경주시에 위치한 방폐물 관리를 담당하는 준정부기관인 KORAD 사례를
통해 해당 조직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해 깊이 있는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사례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가 제안하는 학문적 기여도 및 실무적 교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 동안 과학기술 정책의 방향성, 과학기술 혁신에 대한 연구는 많았지만 과
학기술을 활용하는 공공기관 또는 준정부기관이 어떻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많지 않았다. 기술혁신의 파급효과와 기술혁신의 유형이 일자리 창출
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진행되었으나(이주영⋅정효정, 2017; 서일
원, 2018; Kwon, Park, Ohm, and Yoo, 2015; Park et al., 2016) 과학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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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는 조직의 사회적 가치, 사회적 책임을 살펴본 연구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
도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 정책 차원에서 아직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과학기술 기반 조직의 사회적 가치에 관해 심도 있게 살펴봄으로써 기존 과학기술 정
책 연구를 좀 더 새로운 각도로 넓히는데 기여했다.
둘째, 본 연구는 그간 과학기술 측면에서 연구가 부족했던 지역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기존 연구 중 공공연구기관에 대한 과학기술
측면의 연구는 있었으나 지역에 위치한 공공기관의 사례연구는 드물었기에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대체적으로 공공기관 관련 선행
연구가 경영성과에 집중되어 있어(권대현⋅박진하 2011; 장희란⋅박정수, 2015) 경영
성과가 아닌 사회적 성과에 관해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기관이 어떻게 축적, 집중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다. 과학기술 기반 공공기관은 일반적인 공공조직
에 비해 환경, 경제, 사회적 책임에 대한 무게감이 훨씬 무겁게 작용되는 조직이다.
본 연구는 경주시에 위치한 KORAD에 관한 사례연구를 토대로 과학기술에 토대를
둔 사회적 가치 활동을 안전 환경, 상생협력, 일자리 창출이라는 관점에서 세부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과학기술 기반 조직으로까지 확대하였다.
실무적 의미에서 본 연구는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조직의 실질적인 사회적 가치 창
출 방안을 제공하고 있다. 그간 사회적 가치 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교육 지원, 사회공
헌, 스타트업 육성 등에 치우쳐 있고(김익태 외, 2020; 이창대⋅노용숙, 2020) 실제
해당 활동이 거의 유사하여 사회적 가치의 의미에 부합하는 경제, 환경,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데 필요한 조직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면이 많았다.
특히 과학기술 정책을 기반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나 연구기관의 사회적 가치에 관
한 시사점이 거의 부재하여 과학기술 기관에게 줄 수 있는 실천적 교훈 역시 부족했
다. 본 연구는 KORAD 사례를 중심으로 해당 기관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 추진 및 전략 체계 수립 → 안전 환경 구축 → 상생협력 및 일자리 창출
이라는 단계별 추진 과정을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과학기술 정책 및 조직 역량 차원에
서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창출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교훈을 제공하는데 기여
했다. 실제로, KORAD의 경영진 및 실무진도 과학기술에 중점을 둔 기관의 사회적
책임, 사회적 가치 활동에 관한 참고 사례가 거의 없어 사회적 가치 활동을 추진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본 연구는 사회적 성과를 고려하는 과학기술
정책기관에게 실효적인 시사점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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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 제언

본 연구는 과학기술 정책을 토대로 친환경 원자력 기술을 활용한 KORAD의 사회
적 가치 활동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다양한 정책적 기여도를 제공했지만 연구의 한
계 역시 존재,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아우르는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첫째, 과학기술에 초점을 둔 공공기관과 사기업의 사회적 가치 활동에 대한 비교연
구가 필요하다. 물론, 일반 사기업(대기업)에서도 현재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추구
하는 기업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회적 성과를 만들어낸 기업도 현재
까지는 드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이노베이션 등 과학기
술 기반 대기업들이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가치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기에 후속 연구
에서는 이들 기업과 KORAD와 같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창출 비교 연구가 필요
하다. 사기업과 공기업의 과학기술 정책 방향과 사회적 가치의 초점을 상세히 비교한
다면 의미 있는 실무적 교훈을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다.
둘째,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정량적인 지표를 토대로 한 실증 분석이 필
요하다. 현재까지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정량적 연구는 주로 설문을 대상으로 분석이
진행되었기에(우정훈·김문섭, 2020; 이정원·최세연·정승일, 2019) 실제 조직의 사회
적 가치 성과지표에 의한 사회적 성과를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다. 이는 사회적 가치
의 분위기가 최근 2~3년 사이에 확대되었고 주요 사기업과 공기업들이 이제부터 사
회적 가치 평가지표를 수립하는 프로젝트들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기에 발생하는 본질
적인 연구의 한계이기도 하다. 향후 주요 기관, 기업별로 사회적 가치 평가지표가 확
정된다면 해당 지표 대비 사회적 성과가 어떻게 도출되는지 실증 분석을 진행, 좀 더
객관적이고 명확한 시사점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과학기술 기반 공공기관이 지역 주민과의 갈등
을 어떻게 해소하고 합리적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축하고 있는지에 대해 좀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KORAD는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있지만 이외에 추가적으
로 어떤 프로세스를 도입해야 효과적인지 연구를 진행한다면 훨씬 효과적인 정책 방
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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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AD’s Social Value Creation Driven by Eco-Friendly
Radioactive Waste Technology: An Exploratory Case Study
Ahn Kyungmin, Kwon Sangjib
Abstract

The social value has emerged in recent years as a critical standard for technology-based
organization. Therefore, KORAD is currently supporting the activities of the social value
commission on social value strategic policy, in order to be established at the sustainable
growth for society, environment, and economy.
This study investigates on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exploring the implementation
of social value in a radioactive waste agency in Gyeongju-si, Korea. KORAD contributes
to protecting the public health and to preserving the environment by safe and efficient
management of radioactive waste problem. KORAD has its own R&D institute in order
to develop world’s excellent safety and technology. For ‘safety, eco-friendliness, advanced technology and trust-first’ as core values of the corporation, KORAD emphasizes
social value management to achieve such values and aim to fulfill to environment conservation through safety control and effective management of cooperation and job
creation. KORAD contributes to conduct social value creation activities in which employees of the corporation and regional citizens can participate together to become a trustworthy public organization. We summarize the policy implication of the research and
highlight important directions for futur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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