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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연) 기관평가 영향력
평가의 도입과 평가 수용성 개선 방향 연구*
- 연구현장 중심의 평가제도 개선 방향 도출 중심으로 민지홍**,김선교***
초록

본 연구는 과학기술 분야 출연 (연) 기관평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 특히,
실제 연구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피평가기관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다. 우선, 2020년 새롭게 도입한 '영향력 평가'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한 선결과제가 무엇
인지 이론적으로 검토했으며 기존 기관평가체계의 특징을 세부적으로 분석했다. 그리고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직할 1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 설문조사 등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독립표본-T
검정과 질적 분석을 실행했다. 더 나아가 구체적인 평가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 그룹인터뷰
(FGI)를 실시하고 개선방안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피평가기관은
평가절차의 복잡성, 비효율적인 업무량 등 평가체계의 효율화의 필요성을 더 크게 인식한다. 2)평가위
원은 중장기 목표와 지표의 연계성, 환류체계 강화 등 기관의 책임성 강화의 필요성을 더 중요하다고
인식한다. 3)피평가기관과 평가위원 모두는 기관 고유 특성을 반영한 평가의 개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한다 . 본 연구는 단계적인 기관평가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피평가기관의 수용성을 제고하는 실무적 차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연구현장 중심의
중장기적 기관평가 제도 개선방안의 토대를 모색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기관평가제도 출연 연 직할기관 연구현장 개선방안
:

,

(

),

,

,

* 본 논문은 2020 년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생산된 연구현장 의견 수렴을 통한 과기정통부 기관
평가 제도 현안 이슈 발굴 및 개선방안 연구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위촉연구원 , jihongmin02@gmail.com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기관평가팀 부연구위원, sunkyo@kistep.re.kr(교신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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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출연(연) 기관평가 제도는 1991년 7월 최초 시행된 이래 30년이 지났으며, 시대
적 요구와 환경변화를 수용하기 위해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적 노력이 있었다(이길우,
2004). 특히, 2013년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중심으로 우리나라 연구개발 생산성 제고
를 위해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였고 이의 일환으로 2014년
연구기관의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임무중심형 기관평가」를 도입하였는데(이
문영·이찬구, 2016;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0), 현재 기관평가 체계의 기본 틀
로써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 2018년에는 연구자의 자율성과 중장기 연구 몰입을 지
원하기 위해 기관평가제도 개편에서 연구사업 및 기관운영 분리, 정량평가 항목 폐지,
영향력 평가 신설 등 큰 폭의 변화가 있었다.
현행 기관평가 제도는 평가의 체계화, 고도화, 전문화를 지향하고 기관의 우수성과
창출 기반 형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지속해서 개선되어왔다. 그러나 연구현장에서
는 본래의 목적보다는 통제와 관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적 목소리를 견지
하고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특히 「제4차 성과평가 기본계획(’21~’25)」에 따라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및 영향
에 대한 분석과 공개가 의무화되면서 과정 중심의 정성적인 평가와 현장 중심의 상향
식(bottom-up) 평가제도가 강조되고 있으나(허윤선, 2017), 제도 개선 과정과 내용
이 하향식(top-down)으로 이뤄져 기관평가 제도가 연구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
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기관평가 제도와 관련한 선행 연구들은 다수가 이론적 모형을 활용한 효율
적인 운영관리, 조직관리, 성과관리 측면에서 세부적인 평가틀을 제시하는 데 치중되
어 있으며, 연구현장보다는 이론적 탐색과 전문가 의견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평가 수용성과 관련된 선행 연구의 경우 지표를 형성하고 수치적
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양적연구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2019년 제도개선으로 도입된 영향력 평가의 경우 이론적 탐색 방식의 연구는 다수
있었으나 직접적으로 기관평가 제도와 연계한 연구는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술적인 차원에서 선행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현
장 중심의 단·중기적 기관평가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실무적인 차원에서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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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의 상향식 평가제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아래의 구체적인 연구 목적들을 계
획하고 실행하였다.
첫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할 출연(연)의 현장을 방문하여 심층 인터뷰를 통해
기관평가제도에 대한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고 세부적인 기관평가 제도 개선 필요사
항을 도출한다. 둘째, 심층 인터뷰 결과를 취합하고 피평가기관과 평가위원의 인식 차
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심층 인터뷰에서 도
출된 5가지(①기관의 고유 특성 반영, ②평가위원회 적절성, ③평가결과 활용을 위한
환류체계, ④성과목표(지표) 개선, ⑤평가부담)의 문제점들을 구분하고 각각의 문제점
들이 피평가기관과 평가위원 간의 인식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독립표본-T검정을
통해 분석한다. 넷째, 전문가 집단 인터뷰(FGI)를 활용해 심층인터뷰와 설문지를 통해
분석된 문제점과 인식 차이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시급성, 중요성, 난이도
로 체계화한다. 연구결과는 피평가기관과 평가위원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하 공감
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여 평가의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이론적
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심층인터뷰 – 설문조사 – FGI 등 연구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청취할 수 있는 연구의 틀을 구축하고, 이행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며 구체
적인 평가체계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활용 가능성 측면에서 유용한 시사점
을 제공하고 있다.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기관평가제도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기관 기관평가제도의 변천에 따른 특징

2014년에는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가 통합되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
재편되며, 임무중심형 기관평가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의 특징은 기관의 경영(연
구지원)성과와 연구사업 활동에 대한 기관평가를 기관장 임기에 맞추어 진행한다는 점
이다. 기관장 취임 시, 중장기 비전과 기관의 고유 임무를 반영한 연구성과계획서를
수립하고, 임기 종료 시에 목표달성도(정량)와 질적 우수성(정성)을 평가받는 방식이다
(용홍택, 2014; 이민형, 2016). 임무중심형 기관평가체계는 기존 양적/절차적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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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질적인/실제적인 성과평가로 전환하고자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는 출연(연)
연구성과를 활용하는 측면을 강조하여 전략적 이해집단접근법의 관점에서 평가제도가
보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형태적으로는 연구기관별 특성과 임무에 따른 자율적
연구활동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목표달성접근법과 내부과정접근법의 관점에서 평가
제도의 보완을 시도했다고 평할 수 있다(한민구, 2017).
2016년의 「제3차 연구개발성과평가 기본계획(안)」에는 관리효율성
‧
중심의 평가에
서 연구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혁신을 유도하는 환경 조성을
하고자 했다. 연구현장에서 지속해서 요구했던 사항을 반영하고자 했다고 평할 수 있
다. 이러한 평가 기조는 기관평가 체계에 △질적 우수성과 중심의 평가 강화, △고유
임무 중심의 기관평가 강화, △평가위원의 전문성책임성
‧
제고 등 정책방향 수립에 영
향을 미쳤다. 실질적으로는 임무중심형 기관평가제도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의 토대를
형성했으며, 연구자 중심의 평가체계로의 전환을 촉진했다고 볼 수 있다(이민형,
2018).
이에 따라, 2019년 기관평가제도는 연구사업을 기관운영과 분리하여 기관장 임기
와 분리하는 이원화된 평가제도로 개편되었다. 출연(연)의 설립목적과 사업 특성에 따
라 연구사업 평가주기는 3년에서 6년까지 차별화했으며, 연구성과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목표달성도에 대한 정량평가를 전면 폐지하고 전문가 정성 평가만으로 평가를
하는데 개편의 주안점을 두었다. 2019년부터, 계획서를 작성하는 기관은 기관운영과
연구사업을 분리하여 계획서를 수립했으며, 2020년부터 임기가 종료되는 기관부터 개
편된 평가제도 아래 기관운영평가를 적용하고 있다.
2021년의 「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안)」에는 연구자·연구기관의 자
율성과 책임성 강화, R&D 전주기의 일관된 평가체계 구축, 연구 결과 활용성 제고의
방향을 제시했다(박상욱, 2020). 이는 3차 기본계획에서도 강조했던 연구자 자율성으
로 지속 강화하는 기조를 유지했다. 따라서 이론적 틀에서 살펴본다면, 전략적 이해집
단 접근법 보완을 지속하고 있고, 조직 내부의 유연성을 강조하고 인적자원의 가치를
인정하는 접근법의 틀을 더욱 강조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2021년부터 영향력평가가
적용 예정이며, 구체적인 지표는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잠정적인 예시만 존재한다.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기관 영향력평가

영향력 평가란 특정 정책 또는 프로그램의 사회적 결과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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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말한다. 즉, 투입에 따른 산출과 성과의 합으로 결과의 총체적 분석을 의미한
다.(Vanclay, 1996; Matarasso, 199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수립하는 영향력 평
가는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조직의 기획능력과 집행능력을 향상해 책임성을 촉진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을 향상해 프로그램의 가치를 증진하는 주된 목적이 있다(과
학기술정보통신부, 2019). 또한, 과학기술 과학기술혁신(Science & Technology
Innovation: STI) 영향력 평가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구분한다. 경제적 영향력은 파
괴적 혁신을 동반한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산업 육성, 기업 성장, 기업의 글로벌 경
제력 제고, 기업가 정신 고취 등을 의미하며, 사회적 영향력은 지구 온난화 대응 수준
제고, 고령 사회 대응, 국민건강 증진, 안전 수준 제고, 정보 격차 완화, 민주주의, 가
치관의 변화 등을 의미한다(황석원 외, 2015a).
한편 과학기술 투자 규모 기획과 모니터링 기능이 강조되고 국민(납세자)들의 과학
기술 투자에 대한 가시적 성과 요구의 증가에 따라 2015 세계과학기술 정상회의의
주요 아젠다 중 하나로 채택되었다. 이에 따라 OECD는 영향력평가를 정책적 관점에
서 목표 달성의 성공 여부의 측정을 넘어서 연구의 적절한 지원 방식과 사회가 무엇
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공공의 R&D 투자에 대한 경제적 효과와 사회적 영향으로
고려하여 사전 영향 분석(Ex ante impact analysis)과 사후 영향 평가(Ex post
impact assesment)을 수행한다(Jolly, 2019) 또한, 정책적 관점에서 목표 달성의 성
공여부의 측정을 넘어서 연구에 대해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지원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회는 연구로부터 무엇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영향력 평가는 계량 경제학을 기반으로 성과에 대해 엄밀히 측정할 뿐만 아니라 연
구의 성공 및 실패 요인을 밝힐 수 있기 때문에 추후 평가결과가 증거 기반 정책설계
에 이바지할 수 있으며, 연구의 확장 지원 시 중요한 결정 근거로써 효율적인 성과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국내에 영향력 평가에 대한 관심이 급
증하고 있으나, 아직은 제도적 및 정책적 한계로 극소수의 사례만 존재 할 뿐 정책과
제도가 부재한 상황이다.
2.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 기관 기관평가 구성요소 논의

기관평가는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연기관의 효율성과 혁신성 부분의 핵심적 역
할을 하고 있고 그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다. 특히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에 있어
한정된 연구개발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효과성 증진을 고려한 성과 관리 및 활용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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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되고 있다(김석원 외, 2018, 이민형, 2016). 이런 관점에서 국내 과학기술 분야 정
부 출연(연) 기관의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큰 틀에서 모델과 지표를 활용한 효율적인
운영관리, 평가결과(조직성과)를 높이기 위한 요인분석, 피평가기관의 수용성 개선으로
나뉘어 제시하고 있다. 먼저 모델을 활용한 효율적인 운영관리 측면에서 다중흐름모형
(장문영·이찬구, 2017), 혁신시스템(SIS)(이민형 외, 2019), CCR&BCC모형(김태진·이
종구, 2014), BSC모형,(이민형, 2001)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평가결과 및 조
직성과 증가를 위한 요인들로는 인건비, 직접비, 공동연구, 응요연구, 개발연구, 기술
료수입, 기관장의 리더십, 조직자원의 충분성, 발전적 무력화, 조직구성원의 성과관리
관여, 관리와 업무의 자율성, 조직성과 평가 신뢰, 조직의 공정성(고정주·이춘수,
2018; 오성덕·심광호, 2019; 이승연·박수경, 2019)으로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피평가기관의 수용성 같은 경우, 신뢰성, 이해도, 관심도, 평가자 신뢰, 평가결과 활용
의 유용성, 평가지표의 타당성으로 구분하여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제시하
고 있다(오균형, 2015; 이정현·남창우, 2020).
한편, 선진국에서 영향력평가를 사용하는 추세로써 최근 국내에서도 유용한 정책
수단으로 인식하면서 중장기적 파급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제 4차 성과평가 기본계획
(’21~’25)을 도입하면서 영향력 평가를 위한 환경 조성 제도기반이 중요한 분야로 등
장하게 되었다(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0). 특히 상호 이해관계자들 간의 공감을
위한 평가위원, 고유분야(미션, 규모), 세부지표, 성과확산에 대한 활용, 범주의 구체화
등 체계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여전히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기존의 목표 수치를 설정하고 할당량을 채우는 효율성 중심의 관리체계보
다는 기관특징을 고려한 현장 중심의 상향식 맥락 속에서 주도적 사업의 영향을 탐구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기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현장 이해관계자의 긴밀한 협조가 담보되지 않고서는 제대
로 추진될 수 없다는 영향력 평가의 특성에 부합하기 위해 상호이해관계자 간의 공감
대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단·중장기적 기관평가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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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기관평가 제도 연구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는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지 못한 부분들을 극복하고자 현장의 실무자들을 중심
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집단의 검증을 통해 영향력 평가를 위한 기관평가 정책
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였다. 또한, 구체적인 기관평가 개선 항목에 대한 전체적 양상
을 분석하기 위해 설문지를 통해 실무자(피평가기관)와 평가위원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연구방법 단계에서는 최근 질적 접근법과 양적 접근법의 단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살려 실용주의적으로 더 나은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는 혼합연구방법(mixed－
methods research)을 사용하였다(Creswell & Plano Clark, 2007; Tashakkori &
Teddlie, 2003).
따라서 본 연구는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크게 3단계로 연구의 틀을 구성하
였다(우청원·장필성·김태양, 2019). 이를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첫째, 기관평
가 편람 및 관련 자료 논문 및 보고서 등을 토대로 선행적인 문제점과 한계 등을 분석
하여 기관별 심층 면담 기초자료를 설계하고, 심층 인터뷰를 통해 기관평가 제도의 문
제점과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둘째,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기반한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위원과 피평가기관의 인식의 차이를 파악하고 공통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사
항 항목들을 정리한다. 셋째, 전문가 FGI를 실시하여 중요도, 난이도에 따른 실무적
차원의 단계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그림1] 연구방법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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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층인터뷰
1) 피면담자 선정

본 연구에서는 현장의 실태 분석을 위해 특정 문제 혹은 이슈를 탐색할 때 사용되
는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기관평가제도라는 특정 분야에서 눈여겨
봐야 할 부분으로 평가를 직접적으로 적용받는 재직자들의 생각과 입장을 고려(이정헌
& 남창우, 2020)하여 실질적인 이해 및 전망이 가능한 대상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평가 업무 담당자, 기관 운영 및 연구 사업 책임자 등을 중심으로 심층 면담 조사를
하였다. 현장의 실태 파악에 기여할 수 있는 개인을 응답자로 선정하되, 보다 심층적
이고 다양한 관점의 경험을 추출하기 위해 동질적 집단과 이질적 집단을 동시에 고려
해야 한다(Krik & Miller, 1986).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20년도 7월 2일부터 7월
31일까지 약 한 달에 걸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할기관 14개(소속기관 제외)를 실시
하였다.
<표 1> 심층인터뷰 참여자 개요

면담일시

기관명

참석자

20.07.02

한국과학기술원

정** 경영전략팀 팀장 외 7인

20.07.02

나노종합기술원

남** 기획예산실 팀장 외 1인

20.07.08

원자력의학원

김** 연구기획팀장 외 3인

20.07.13

고등과학원

심** 전략기획팀 실장 외 2인

20.07.13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이** 일자리정책팀 파트장 외 2인

20.07.15

울산과학기술원

김** 경영전략팀장 외 1인

20.07.20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박** 팀장 외 1인

20.07.27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김** 팀장 외 1인

20.07.27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장** 실장 외 2인

20.07.28

광주과학기술원

이** 팀장 외 1인

20.07.30

한국뇌연구원

노** 팀장 외 1인

20.07.30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조** 팀장 외 2인

20.07.31

기초과학연구원

배** 팀장 외 1인

20.07.31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김** 팀장 외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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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뷰 내용구성

본 연구에서 심층 인터뷰는 연구현장을 확인하고 인터뷰 대상자의 총괄적인 생각
부터 세부적인 사항까지 청취하기 위하여 90분에서 120분 동안 진행하였으며, 더욱
심층적인 답변을 끌어내기 위하여 인터뷰 전에 질문 내용을 미리 제공하였다. 또한
기관별 마다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전년도 기관평가와 기관운영 및 연구사업 계획
서를 통하여 환경을 숙지하고 자유로운 대화 형식의 인터뷰를 진행하여 응답자의 경
험을 자유롭게 기술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인터뷰 대상자의 양해를 얻은 뒤에 녹취와
회의록을 작성하였으며 녹취와 작성된 회의록은 분석을 위한 자료로 이용되었다. 세부
적으로 인터뷰 내용은 네 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1) 기관평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2) 임무중심형 종합평가제도에 대한 의견 및 개선 필요 사항 3) 기관의 특성과 세부
지표에 대한 평가의견 4) 기관평가의 활용 및 효과성으로 구성하였다.
3) 분석결과

연구의 핵심적 문제점들을 탐색하기 위한 1차 정성 조사에서, 여러 차원의 문제점
들이 기관평가 현장 실무자들의 목소리에서 도출되었다. 내용으로 기관고유 특성 반
영, 평가위원회 의견 적절성, 환류체계, 성과목표(지표), 평가부담 등으로 크게 5가지
로 분류되어 나타내고 있었다<표2>.
<표 2> 현장 실무자 심층 인터뷰 도출 내용
분류
기관고유
특성 반영
평가위원회
의견 적절성
환류체계

도출 내용(A,B,C,D,E,F,G,H,I,J,K,L,M,N 기관)

작은 규모의 기관에서 경영의 획기적인 도입과 단기간(3년) 동안 설과가 나올지 의문
적은 인원으로 다양한 일을 맡아서하기 때문에 평가위원님들이 원하시는 결과가 나오기 어려움
기관을 개선시키기 위한 한 과정으로 평가를 인식하려면 규모별로 기관을 나눠 평가결과를 보여
줄 필요가 있음
평가부담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편람에 세부적으로 기재 요청
기관의 규모를 반영하지 않은 세계최고 지향은 부담
평가위원을 구성할 때 대상기관 관계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평가위원 선정제도 필요
기관의 상황과 사업을 이해하지 못하고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음
소명의견에 대한 수용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조성 필요(인정 못할 시 명확한 근거 제시 요청)
평가위원회에 평가의 기준과 기관의 특색 교육 필요
잘못의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의 분위기 보다 기관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이 되기 위한 환경 필요
연구사업에서 전략목표별 평가를 통해 예산 연계성에 대한 유효성 의문
‘우수’이상의 평가 결과를 받으면 그에 따른 차등적 포상 필요(예: 대통령 포상,국무총리 포상)
평가결과에 따라 차기평가때 우수성과 중심으로 평가 간소화가 필요
중간컨설팅에서 평가가 아닌 실제적 도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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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도출 내용(A,B,C,D,E,F,G,H,I,J,K,L,M,N 기관)

정부출연금을 평가하는데 있어 피드백이 오지 않고 출연금 삭감만 하고 있음
기관평가가 기관운영에만 편향되어 평가의 본질과 동기부여에 대해 의문
정성평가에 대한 이론적 정립과 구체화 필요
성과목표 공통영역에서 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어 변별력이 없음
(지표) 외부평가지표에 대한 선택적 항목이 적음
외부평가지표에서 연구기관을 고려한 지표가 없음
기관운영 및 많은 영역에서 성과 중복과 중첩되는 부분이 많음
계획서,성과관리, 성과증빙이 분리되어 있어 연계성을 높여 효율성 강화 필요
축소 필요
평가부담 상위평가
외부평가항목 같은 경우 외부에서 평가를 받는데 또 자체평가를 받는 것에 대한 의문
중간컨설팅 같은 경우 범위를 자체적으로 정하여 효율성 증진 필요
성과관리와 평가의 연계성을 높여 평가의 예측성을 강화 시킬 필요가 있음

주요 도출내용으로서는 첫째, 기관고유 특성 반영에 대해 미흡하다고 거론하였다.
기관 인적 구성 및 예산 규모, 기능에 따라 성과관리 및 평가 준비대응의
‧
정도가 상
이함을 확인했다. 특히, 실무자들은 기관의 인적/물적 규모에 따라 평가체계를 유연하
게 운영하여 평가 부담을 실제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제기하였다. 일부 소형 기관의
경우, 기관평가 준비 및 평가 기간 동안 고유 임무 수행이 어려울 수 있을 정도의 평
가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문제가 확인됐다.
또한, 논문, 특허 등 R&D 연구 성과 도출이 주요 목적이 아닌 인프라 운영, 정책
지원 유형의 기관은 성과를 입증할 수 있는 보다 확립된 평가 체계 수립이 필요하다
고 제기하였다.
둘째, 평가위원회 적절성이 중요한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기관이 평가위원
이 지나치게 권위적이거나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를 경험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평
가 대상 연구사업의 책임자가 국내의 최고 수준의 연구자인데, 평가위원은 신생 연구
자이거나 해당 분야에서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면 평가의견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
다는 의견이 일부 제기되었다.
이에 평가위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가 절차 중 기관에 대한 이해도를 높
이는 과정이 추가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언급되었다. 즉, 본격적인 기관평가 전
평가위원회에 기관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제3의 조정 위원이 기관을 대표해서 참석시
키고 평가 대상 기간 동안 기관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주는 과정을 추가해서 수용성
과 신뢰성 제고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한편, 평가 기간 중 평가위원의 부적절한 행위가 명확한 경우 평가에 배제(예 :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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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견 미반영,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등)하거나 차후 평가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제
도도 함께 소명 체계에 포함하여 강화해 한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셋째, 평가결과 활용을 위한 환류체계에 대해 문제점을 이야기하였다. 대부분의 기
관은 임무중심형 평가체계와 2018년 평가제도 개선에서, 기관운영의 중요 지점을 평
가하고 기관장 및 구성원의 책무를 강조했다는 측면에서 연구자들이 평가 임하는 자
세와 주요 보직자들의 태도에 큰 변화가 가져올 수 있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생각하
였다. 특히 소규모이거나 설립되지 얼마 되지 않아 전반적으로 평가 대응 체계가 구
축되지 못한 기관들 같은 경우 기관 운영에 대한 필수 항목을 점검하고 체계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결과에 대한 인센티브에 연구의 방향과 연구비
지원에 대한 측면이 반영되지 않고, 평가에 들어가는 노력에 비해 결과로 돌아오는
인센티브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평
가의 인센티브를 기관장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 인센티브 등을 통해 기관 구
성원의 참여를 독려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최근 점차 강화되고 있는 연구사업 영역의 예산 연계성의 경우, 내역사업으로 이
뤄진 전략목표별 평가를 통해 예산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확인되나 크게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기 특성화 대학의 경우 ‘우수’의 영역을 연
구사업에서 받으나, 연구사업에 대한 출연금 비율은 5 ~ 15% 수준에 그치며, 나머지
다수는 기관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는 민간공공사업
‧
수탁이므로 기관평
가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정부 정책과 이슈에 따라 별도기존
‧
조정 등의 형태로 예산
이 결정되는 경향이 강하기에 평가에 대한 적합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또한, 해당
사업 예산 결정조정
‧
시점과 기관 평가 시점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아 매칭이 어려우
며, 실제로 연계성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 존재했다.
넷째, 성과목표(지표) 개선에 대해서 시급성을 제기하였다. 조직운영과 같은 기관운
영 부문의 평가는 대체로 정량지표로 기관의 특성을 나타내기에는 부족하며 비전과 목
표를 추구해가는 데에는 대표적인 1, 2개로 충분하다고 의견으로 수렴되었다. 즉, 기
관별 특색에 따른 지표(정량, 정성)의 종류가 없고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또한, 기관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별로 성과가 도출되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
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기관의 목표에 따라 과정이 중요한 경
우와 최종 결과가 중요한 경우로 양분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하여 기관별마다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혀졌다.

16 ∙ 과학기술정책 | 제4권 제2호(2021.12.)

한편, 외부 평가 항목에 대해서 기관의 특색을 반영한 지표 선택 가능한 항목이
적고 적합/부적합 지표, 등급체계에서 최하위 등급 점수 범위가 0 ~ 30점이기 때문
에 30점을 받아도 실제 0점으로 처리가 되는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는 점은 개선
이 필요하다고 의견이 모였다.
마지막으로 평가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가 시급하다고 제기하였다. 현 출연(연)
기관평가체계는 명시적으로 기관의 발전을 위해 ‘세계 최고 지향’을 지향하고 있다.
이 부분이 일부 출연(연)에 적합할 수 있으나 정책 지원, 인프라 운영 및 일부 소형
연구기관의 경우는 맹목적이거나 추상적인 수사적인 목표에 가깝다는 의견이 다수 도
출되었다.
또한, 평가예측 가능성, 투명성 확대를 위해서 계획서 점검 혹은 중간컨설팅 단계
에서 평가 기준 확립 혹은 평가 성과지표
‧
체크리스트 작성, 기관별 세부 평가 가이드
라인 등이 가급적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계획수립–성과관리–기관평가의 연결성과
평가의 예측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고 제기하였다.
한편, 평가체계에서 상위평가가 간소화될 필요가 있음이 다수 지적되었다. 자체평
가가 기관의 내부에서 이뤄지는 자체적인 평가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외부 기관
(KISTEP 등)이 독립적으로 평가하는 형태이기에, 상위평가는 유익이 많지 않고 평가
부담을 높여 평가결과를 지연시킨다는 단점이 명확하다고 지적하였다.
2. 설문지를 통한 평가자 및 평가 대상자 인식 비교
1) 표본 및 설문조사

실증연구를 위한 설문지는 평가위원용(평가자)과 평가대상자용(피평가기관)으로 따
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웹으로 설계하여 구성하였으며 이메일로 발송 후 대상자들이
직접 접속하여 해당 문항을 응답하는 방식으로 설문이 이루어졌다. 조사기간은 2020
년 11월 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총 10일간 진행하였고, 평가자는 현재까지 과학기
술정보통신부 직할기관 평가를 했던 평가위원을 중심으로 평가대상자는 직할기관에
속해 있는 14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 담당 실무자와 연구자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총응답자는 123명으로 피평가기관 담당자 64명, 평가위원 혹은 평가 정책 담당자
59명이 해당 설문지에 참여하였다. <표 3>은 평가위원과 평가 담당자들의 응답자 특
성을 보여주고 있다. 64명의 평가 담당자 응답 중 행정직이 60.9%로 가장 큰 비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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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였고 학력은 학사 22명 석사 24명 박사 18명으로 분포되어 있었다. 평가위원
은 총 59명의 응답자로 산(11명),학(25명),연(20명)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으며 3년
이상의 평가 경험을 가진 위원들이 64.4%로 다년간의 평가위원 경험을 가진 응답자
가 다수 존재하였다. 반면, 평가담당자와는 달리 최종 학력에는 박사 학위 보유자가
90%에 달하였다.
전체

소속
및
직무

기관
평가
역할
시기

평가담당자
N

%

<표 3> 응답 비율
평가위원

N

교수직
연구직

3
19

4.7
29.7

24
_

40.7
_

기술직

3

4.7

_

_

행정직
출연연
기업
기타
2017년이전

39

60.9

12

18.8

1
20
11
3
5

2018년

5

7.8

5

2019년
2020년
기타

16
30
1

25
46.9
1.6

9
35
5

직할기관
소속

전체

%

연령

평가담당자
N

20대
30대

1
26

40대

30

1.7
50대
33.9
60대
18.6
남성
성별
5.1
여성
8.5
학사
8.5 최종
학력 석사
15.3
박사
59.3 평가 3년미만
8.5 경력 3년이상

%

1.6
40.
6
46.
9
10.
9
_
75
25
34.
4
37.
5
28.
1

7
_
48
16
22
24
18
-

평가위원

N

%

1
3

1.7
5.1

25

42.4

28
2
45
14
1

47.5
3.4
76.3
23.7
1.7

5

8.5

53
21
38

89.8
35.5
64.4

설문 문항 같은 경우, 여러 관련 문헌을 바탕으로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간추려 기
본 문항을 구성한 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심층인터뷰를 반영하고 세부 항
목을 분류하였다. 본 연구는 기관평가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요인들을 기관 고유특성
반영, 평가위원회 적절성, 평가결과 활용을 위한 환류체계, 성과목표(지표) 개선, 평가
부담들로 분류하여 질의를 재구성하여 설문을 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설문을 통해 출연(연) 담당자와 평가위원을 주체로 설문조사 및 분
석을 하였다. 이러한 변수들과의 관계가 피평가기관과 평가위원 간에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가정하여 이를 통하여 기관평가제도 문제점에 관한 인식 차이를 집중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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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석하고자 설문지를 설계하였다.
2)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본 연구에서 측정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hronbach’s α 계수를 이용
하여 측정문항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하였다. 각 요인의 특
성 분석에 유용한 베리맥스(Verimax) 방식을 사용하여 기관평가에 대한 평가위원과
피평가기관의 인식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측정 변수로 이용된 총 18개 문항은 5가지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요인분석 결과에 따라 기관고유특성은 4개 문항, 평가위원 의견
적절성은 3문항, 환류체계의 4문항, 지표에 대한 개선은 3문항, 평가체계는 4문항으
로 총 5개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5개의 요인은 전체 분석에 대한 KMO 계수는
0.791로 나타나 요인분석에 적절 하다고 볼 수 있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값은
1359.497이고 p<0.000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측정문항에 대한 신뢰도 분석은 내
적 일관성 측정 계수인 Chronbach’s α 계수를 적용하였으며, 5개의 신뢰도 분석 결
과 0.6 이상으로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표4> 변수의 요인분석
요인명

항목

평가위원은 기관의 특성과 현황을 충분히 파악되어 있다
기관고유 직할기관별 고유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관평가 제도 개선이 필요
특성 기관의 규모(인력,예산)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반영 정성평가 중심으로 변화해 가는 상황에 따라 기관 고유 특성을 반영하
여 보다 객관성을 확보한 제도가 필요하다.
위원의 지적은 수용가능하며, 기관의 도전적 목표설정과 구체적인 실
평가위원회 행방안을 담는데 유익하다
의견 적절성 평가 과정에서 기관 소명이 충분히 고려되었다.
평가위원의 연구 및 기관운영 부야에 대한 전문성이 적절하다.
평가는 기관의 투명성 및 연구 윤리를 강화하는데 기여한다.
환류체계 평가는 기관의 조직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평가 결과로 기관장 성과금을 연동시키는 환류체계는 적절하다.
평가 결과가 기관의 발전을 위한 기반에 도움이 된다.
성과목표 지표는 대체적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받기에 적합하다
(지표) 평가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지표(외부평가 항목 등)가 도움이 된다.

요인적 분산 Cronb
ach’s
재량
α

0.647
0.756
0.678

52.48

0.667

74.61

0.828

59.80

0.76

60.22

0.662

0.806
0.876
0.853
0.863
0.787
0.855
0.579
0.841
0.534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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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명

항목

외부평가항목 선정과 지표에 대한 선정에 어려움이 없었다.
평가에 있어 대표성과 중심으로 간소화가 필요하다
평가대상 기관의 의견 수렴을 보다 강화하는 평가체계가 필요하다
기관운영 수준을 세계 또는 국내 최고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은
평가부담 기관의
적절
기관의 연구사업 수준을 세계 또는 국내 최고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은
적절
3) 피평가기관과 평가위원의 인식 차이 분석

요인적 분산 Cronb
ach’s
재량
α

0.890
0.626
0.644
0.787

52.08

0.672

0.811

피평가기관과 평가위원 간의 기관평가에 대한 인식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
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고유특성, 평가위원 의견 적절성, 환류체
계, 지표, 평가체계의 5가지 영향변수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 기관평가에 대한 인식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유특성과 평가체계
에서는 피평가기관의 평균이 더 높지만 평가위원 의견 적절성, 환류체계, 지표에 대한
결과는 평가위원의 평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유특성을 반영한 평가체계에 대한 필요성이 외부로 비추어지는
결과물보다 기관 내부적으로 필요성을 더욱 느끼며 실무적인 입장에서 시급하게 이루
어져야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또한, 평가위원의 의견 적절성과 환류체계 그리고 지표
의 개선도 차이나 나타났다. 먼저 평가위원에 의견에 대한 적절성은 평가위원이 주체
자가 되는 관계에서 피평가기관의 수용도가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피평가기
관이 평가에 대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개선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환류체계와
지표에서는 평가가 환경 변화에 따라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부에 선순환되어 적용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심뿐만 아니라 평가를 위한 평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으로 추측
된다. 기관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지속해서 수정하고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측면
에서 실적관리와 과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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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기관평가에 대한 평가위원과 피평가기관의 차이
변수

기관고유
특성반영
평가위원회 의견
적절성
환류체계
성과목표
(지표)
평가부담

피평가기관
평가위원
피평가기관
평가위원
피평가기관
평가위원
피평가기관
평가위원
피평가기관
평가위원

Mean+S.D

15.56±2,20
13.79±1.57
8.01±3.22
10.83±2.62
12.35±2.52
15.42±2.09
6.34±3.92
8.67±4.07
14.92±2.32
13.66±2.08

t-value

p-value

5.07

0.00

-5.27

0.00

-7.28

0.00

-3.23

0.00

3.15

0.00

3. FGI를 통한 대안책 마련
1) 연구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심층인터뷰를 통해 과기정통부 직할기관이 당면하고 있는 얻는 문제
점과 설문조사를 통해 피평가기관과 평가위원 간의 다른 평가 인식에 대해 재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기관평가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학-연 단체 소속의 평가위
원 4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선정기준은 과기정통부 직할기관
평가에서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고 공공기관, 공기업 및 기타 기관평가를 다수 수행한
경험이 있는 보유자로 결정하였다. 아래<표6>는 연구참여자에 대한 내용이다.
연구참여자
평가위원

A
B
C
D

2) 자료 수집 및 연구문제

<표6> 연구참여자의 개요
성별
여
남
남
여

평가 경력
10
7
4
8

소속기관 유형
대학교
연구원
대학교
연구원

본 연구에서는 심층인터뷰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피평가기관과 평가위원간의 평가
에 대한 인식 차이에 대한 이유와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FGI를 실시하였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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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뷰는 여러 명으로 구성된 그룹으로 전문 평가위원의 의견과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서 1회 실시하고 동질적인 그룹 내에 동조화로 인해 집단극화를 방지하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개인별 인터뷰를 1회씩 실시하여 총 5회 실시하였다. 인터뷰 시
간은 개인별 1시간, 그룹 2시간으로 이루어졌으며, 사전에 가이드라인으로 연구의 목
적과 수행 방법, 비밀보장 및 인터뷰 녹음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고 동의를 구하여 진
행하였다.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와 연구원과의 대화 및 기록 연구노트의 활
동을 통해 심층적으로 수집하고 포함하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인터뷰에 대한 녹음 후
재청취하여 모두 필사하였다. 여러 번의 반복을 통해 수집된 자료들은 연구진의 협의
를 통해 비교하고 단어, 문장, 단락이 정리되었다. 그리고 참여자의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사항과 동일인이 중복될 수 있는 어절을 수정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3) 분석결과

평가
위원
A

B

C

D

<표7> 평가위원 FGI 도출내용
도출 내용

(평가위원회 적절성) 평가위원의 전문성은 충분하고 기관에 대한 자료 검토도 잘 진행되고 있으나, 기관
의 관점에서 보다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지표개선) 도전성 등의 지표는 특히 평가위원 관점마다 상이하고 의견일치가 어렵기 때문에 기준마련이
필요
(평가부담) 기관평가로 기관의 본 기능 수행이 어렵다면, 세부 규정을 조정하여 이행할 필요가 있음
(고유특성) 기관에 대한 설명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더 깊은 토론과 대화를 통해 사전 합의가 더 깊게 이루
어져야 함
(환류체계) 인센티브로 환류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매우 난이도가 높아 보임
(환류체계) 대학평가는 구조조정으로 반영되지만 기관평가는 통과의례화 되어 있음
(환류체계) 기관이 혁신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인력을 통해 재량권을 확대 시켜줄 필요가 있음
(환류체계) 보상에 대한 개발이 필요(평가완화, 포상)
(평가위원회 적절성) 정성평가 관련해서 체크리스트와 공청회와 같이 의견 수렴 체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
(지표개선) 자율지표들에 있어 정부의 새로운 정책으로 일자리, 학생인권 등으로 고정되어 변경할 수 없
기 때문에 별도의 자율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
(지표개선) 혁신성을 계량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성평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
(지표개선) 자율성에 대해서 고유지표를 만들어 평가에 적용 필요
(고유특성) 연구자율성과 보완은 광장히 대립적인 가치이며, 이는 혁신,공정에서도 나올수 있는 가치기
때문에 기관에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하기가 어려움도 존재함
(평가부담) 평가부담이 문제라는 다른 영역을 줄이더라도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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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위원

도출 내용
(평가부담) 일하는 방식, 협력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혁신 방안을 제시하여 평가부담을 감
소시킬 필요가 있음

(1) 기관 고유 특성 반영
기관별로 업력, 여력의 차이가 있으나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여 특정 기관에 유리
할 수 있다는 점에 평가위원들은 대체로 동의하였다. 기관을 조직으로 생각해서 나가
는 전략이 없으며, 직할기관은 기관 운영에 대한 프로토콜이 없어 연구 사업에 대한
평가가 불만이 클 것으로 판단하였다.
직할 출연(연)의 경우 기관별 특성 등이 크게 다른 만큼 평가 그 자체로서가 아닌
컨설팅, 교류 플랫폼 제공에 조금 더 중점을 맞출 것을 제안 하였다. 즉, 과기부 직할
기관별 고유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연구 사업을 평가에 있어 기관의 규모(인력, 예
산)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2) 평가위원회 적절성
기관에 대한 이해도가 상이하고, 평가 결과 수준의 합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인
경우가 다수 존재하여 위원 간 의견 차이를 설득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
다는 인식이 있었다. 즉, 이러한 현상은 평가기관, 회의시간, 평가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에서 비롯되어 평가체계에서 나타나는 한계이며 평가체계에 대한 문제가 평가위원
회에게 전반의 의구심으로 돌아 올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2019년 평가제도 개편 과정에서 자체 평가위원회와 출연(연)의 의견 청취가 미흡
했다는 의견이 다수 확인되어 이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노력이 후행적으로 진행 중이
나 피평가기관인 출연(연) 입장에서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대안으로는 평가위원회의 신뢰성을 제고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이
기관의 관점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신뢰를 확보하는 게 실제로 효과성이 높을 수 있다
고 하였다. 또한, 출연(연) 다수에서 문제로 지적한 평가위원 및 평가의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기관운영 및 연구성과를 정성평가 의견과 평가등급으로
연결하는 체크리스트(checklist) 또는 안정성과 풀(Pool)의 수립이 필요하다. 특히, 현
행 평가제도가 정량이 없는 정성평가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공정성, 객관성 확보가 매
우 중요하다는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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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결과 활용을 위한 환류체계
현재 기관평가의 환류체계는 평가결과에 따라 기관장 성과연봉 차등 지급, 정부포
상 추천 등 실제 실행되고 있는 몇 가지를 제외하고 평가 지침 및 편람에 명시되어
있는 능률성과금 지급, 주요 사업비 조정 등은 실효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효과성 높은 환류체계는 등급별 능률성과급의 실행이라는 점
에 모든 평가위원이 동의했다. 이는 효율성과 경직적 제도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현
재 이행중인 제도를 유지하며 개선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중단기적으로는
우수 이상의 평가결과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전체 등급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반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실제 환류 체계가 빈약하다는 인식은 기관평가의 목적성, 중요성과 무
관하게 개별 구성원에게 영향이 크지 않다는 인식이 더 보편적이고, 평가 과정에 소
모되는 물적, 인적 자원 보다 환류체계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기관평가를
통과의례 정도로 여기는 분위기가 팽배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대안으로, 기관평가의 KPI(Key Perfomance Index) 설정과 기관구성원의 KPI를
적절한 수준으로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공공기관으로 출연(연)의 역할 및 성과를
대표성과로 연결하여 관련 연구 본부마다 어떻게 구현해 낼 것인가에 대한 노력과 성
취가 장기적으로 평가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4) 성과목표(지표) 개선
평가제도가 정성평가 중심으로 개편됨에 따라 평가위원의 주관성 배제가 매우 중
요한 평가의 기본요건이 되었다고 하였다. 정량평가가 없는 정성평가 체계에서 가급적
구체적인 정성평가 마련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가조하였다. 피평가기관은 계획서의 성
과를 객관성 있게 평가하기 위해 기준체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도전성과 혁신
성에 대한 단순한 지향점이 아닌 실제로 달성이 가능 하도록 계획서에 반영하고 성과
관리 체계로 이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즉, 출연(연) 특성에 따라 목표(지표)를 분류하
고 공통 지표와 고유 지표를 구분하여 고유 지표 영역에서 도전성, 혁신성, 자율성을
검증하는 게 타당하다고 이야기하였다.
평가위원들은 실무자들과 동일하게 연구 현장에서는 자율성과 혁신성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기관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추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하였
다. 따라서 자율성은 기관 고유 환경에 따라 고유지표를 설정하여 평가에 반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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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필요하고, 혁신성은 비전, 미션, 추진 전략 등 과정 및 절차에서 지표로 설정하
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연구사업에서는 수월성을 입증하는 연구성과와
지속성을 답보로 하는 생태계 형성과 평가지표를 설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5) 평가부담
평가 체제가 연구현장의 의견을 수용하여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변화의 노력으로
연구과제와 연구사업의 평가가 분리된 부분은 적절하다는 의견으로 수렴되었다. 다만,
기관장 평가 영역인 기관운영평가 영역의 지표는 표준화되었으나 실제로 연구 성과를
평가에서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연구사업과 기관운영을 분리한 것이 평가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직할 출연(연) 전반에서 확인됐다.
개선 방안으로는 첫째, 기관평가 결과를 평가부담 완화와 연계하여 실효성을 높이
는 것을 제기하였다. 연구사업 평가에서 전략목표별 성과에 따라 차기 계획서 수립에
해당하는 전략목표 구성을 간소화하는 것을 명문화하고 우수성과 중심으로 평가하는
방안 도입은 연구자의 평가부담을 경감시키고 평가 참여도를 제고하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우수성과는 협업에서 창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혁신성은 일하는
방식과 협업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좌우 된다는 점에서 출연(연) 간 협력체계를 평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기하였다.
평가 부담이 일부 가중될 수 있으나 다른 영역의 비중을 줄여 보완하고 실제적 효
과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서, 직할 출연(연)의 4대 과기원은 개별
평가보다는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UC)와 같은 협력 체계를 통해 유사한 학교들과 네
트워킹을 강화하는 것을 지원하는 형태의 평가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하였다.
4. 우선순위

평가 행위자를 중심으로 우선순위 분석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기관평가 관
련 행위자로는 FGI 연구참여자와 동일하게 설정했다. 행위자별 우선순위는 행위자별
로 기관평가 개선 방안에 대한 우선순위가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내용은 문제점들과 피평가기관과 평가위원간의 인식 차이의 격차를 감소시키
기 위한 대안 방안까지 분석했다. 이번 우선순위 단계에서는 행위자 특성에 따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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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평가 개선방향 우선순위를 중요도, 시급성, 난이도로 확인함으로써 행위자별 기관평
가 개선방안과 수립에 또 다른 함의를 제공하고 실무적인 차원에서 중단기적 개선방
향을 제시하였다.
<표 10>는 설문지와 심층인터뷰를 토대로 작성된 소분류 수준에서의 기관평가 개
선방안 우선순위이다. 난이도, 시급성, 중요도 별로 상대적 개선방안 순위에 대해 살
펴보면 난이도는 ‘기관규모 반영 제도 개선’(0.08823), ‘중간컨설팅 기능 확
대’(0.08235), ‘정성평가에 따른 평가위원 객관성 확보 보완’(0.08235)의 순으로 조사
되었다. 시급성은 ‘기관 고유 특성을 반영한 제도개선’(0.1058), ‘결과에 따른 포상제
도’(0.1), ‘평가 대상기관 의견 수렴 강화’(0.1)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요도는 ‘기관 고
유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0.1058), ‘결과에 따른 포상제도’, ‘지표의 기준 명확성
개선’, ‘기관 성과 중 과정에 대한 평가 보완’(0.1)으로 분석되었다.
<표10> 행위자별 소분류 기관평가 개선방안 우선순위
소분류

난이도
시급성
중요도
복합가중치 순위 복합가중치 순위 복합가중치 순위

기관규모 반영 제도개선

0.08235

4

0.1058

1

0.1058

1

기관 고유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

0.08823

1

0.1

8

0.1

7

평과위원 POOL 수립

0.07058

10

0.0941

7

0.1

11

정성평가에 따른 평가위원 객관성 확보 보완

0.08235

3

0.0941

11

0.1

8

평가대상 기관교육

0.05882

12

0.0941

10

0.0941

9

실질적 인센티브 필요

0.05294

14

0.0470

13

0.0588

10

결과에 따른 포상제도

0.07647

7

0.0823

2

0.0735

2

지표의 기준 명확성 개선

0.07647

6

0.1

6

0.0941

2

기관의 성과 중 과정에 대한 평가 보완

0.07058

9

0.0647

5

0.0647

2

평가위원 소명 제도

0.05294

13

0.0882

4

0.0882

6

평가결과에 따른 평가의 간소화

0.07647

5

0.0882

14

0.0764

14

중간컨설팅 기능 확대

0.08235

2

0.0764

9

0.0823

12

평가 대상 기관 의견 수렴 강화

0.05882

11

0.0764

2

0.0794

5

대표성과 중심으로 간소화

0.07058

8

0.0588

12

0.0764

13

각각 상대적 순위에 있어 1순위로 나타난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난이도에는 ‘기
관 고유 특성을 반영한 제도개선’(0.088)과 시급성과 중요도에서는 ‘기관 규모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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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0.10588)로 나타났다. 이는 기관의 고유 특성을 반영 것이 시급하고 중요
하다고 평가위원과 피평가기관 모두 인식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3
가지 유형(기초과학, 교육, 지원형)으로 분류되어 있는 평가체계를 기관의 특생을 반영
하기 위해 세분화하는 방안은 자칫 평가의 복잡성이 심화하고 공정성 역시 모호해질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4. 분석결과의 종합과 논의

본 연구에서는 ‘기관방문 심층인터뷰’를 통해 기관별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확인하
고, 직할기관 및 전문가(평가위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시사점을 발굴하여 개선 필
요사항을 체계화하였다. 제도 개선 방안을 4가지로 아래 <표 11>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11> 연구현장에 발굴 기관평가제도 개선 필요사항 및 개선방안
개선 필요 사항
개선 방안

·‘기관장’ 인센티브연임 중심의 현행 평가제도는 기관평가 대응(계획, 사업운영관리,
평가)에 적절한 인센티브가 되지 못하고 있음
·중단기, 장기 과제로 분리하여 개선을 위한 지속 노력과 실효성 높은 제도 도입 필요
과기부 직할 출연(연)의 경우, 기관별 규모, 특성 차이가 크게 존재하나 이를 반영하는
기관 규모, 특성에 따른 ·제도적
장치 미비
맞춤형 평가 필요
·절대 평가 지향인 만큼, 기관별 특수성을 고려한 유연한 평가제도 도입 필요
·△기관추천 평가위원 반영 강화(전문가Pool 활용), △평가가시성예측가능성 제고를
평가의 신뢰성,
위한 평가 가이드라인 수립, △소명체계 보완(쟁점 이슈에 대한 평가위원 소명 필요) 등
수용성 제고 필요
평가의 신뢰성, 수용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인정 성과 풀(pool) 도입, △기관운영평가에서 ‘우수 연구성과’ 평가 비중 확대,
성과 목표 및 지표 평가 △
평가 기준의 명확화(우수/매우 우수의 기준 명확화), 부가연구(교육, 성과활용, 정책,
체계 개선
인프라 등) 지표에 대한 평가 기준 명확화 등 평가 전반에 대한 명확한 기준 수립 필요
선명한 환류체계
구축 필요

‧

‧

‧

‧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도출된 사항들을 전문가 그룹인터뷰(FGI)를 실시하여, 개선
필요 사항을 중요도와 난이도에 따라 구분하였다. 그룹 A는 중요도, 난이도가 모두
높아 중장기 과제로 지속 추진해야 할 대상이며, 그룹 B는 중요도는 높지만, 난이도
가 높지 않아 가급적 빠르게 개선반영할
‧
필요가 있는 대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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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중요도, 난이도에 따른 기관평가 제도 개선 방안
그룹
개선 방안
A(높은 중요도, 높은 난이도)

△실질적 인센티브(기관 구성원 모두) 연동 필요, △기관별 규모특성을 고려한 차별
적 평가 제도 도입, △평가의견 객관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인정 성과 풀)

B(높은 중요도, 낮은 난이도)

△평가기준 확립(평가등급 및 의견), △평가대상 기관 교육 강화, △평가위원 의견
소명제도 도입

‧

지금까지 분석한 결과들을 토대로 직할기관의 기관평가 개선을 제고하기 위한 주
요 시사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평가의 효과성 제고이다. 기관평가 절차적 정
당성 획득을 위한 소극적 환류에서 우수한 성과 창출 동기 부여라는 도구적, 개념적
환류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FGI에 참여한 모든 전문가와 다수의 평가대상 기관
면접자들은 모두 공기업 경영평가와 같은 ‘금전적 인센티브’의 효용이 높다는 점은 동
의하나 평가 결과가 미흡 이하로 나왔을 때, 실제적 임금 삭감이 뒤따를 수 있는 점
에서 현실적 저항감을 우려했다. 실제적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 수렴
과 함께 공감대 형성, 심층 연구를 통한 세밀한 제도 마련 등이 선행적으로 필요하다
고 볼 수 있다. 다만, ‘우수’ 이상 평가 결과에 대한 관련 사업(전략/성과목표 단위)
차기 평가 간소화, 담당자/구성/팀에 대한 정부 포상(장관상 등) 등 실무적 차원에서
고려할 수 있는 환류 체계는 빠르게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평가결과가 정
책, 예산, 인사, 성과급 등에 적절하게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평가결
과를 개인적, 조직적 차원에서 인사 및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성과 창출의
동기부여의 도구로써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기관평가는 개별사업부서의 평가결과를 단
순히 취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으로써 평가부서와 예산부서의 연계 부족으로 평가
의 실질적인 활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조정 시스템의 미비, 평가지원조직 및 인력부
족 등으로 공공부문의 종합품질관리 도구로서 실효성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평가결과의 활용부족은 지속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지표 개선이 꾸준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성과지표는
공공기관의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증거를 제시하는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한
수만은 결집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목표 설정과 측정 및 평가, 결과의 반영이라는 성
과관리 시스템 내에서 측정 및 평가는 조직의 목표와 결과를 통해 올바르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 바람직한 지표의 설정은 매우 중요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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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하지만 현재 기관평가에 있어 기관별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획일적인 평가기준으
로 관리 된다고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경직적인 성과지표를 사용한 평가
는 적절한 평가로 이어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관평가 성과정보(지표와 대상기관의
분류)를 활용하려고 해도 의미 있는 정보를 도출하기 어렵다. 따라서 기관이 주도적으
로 고유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그 개발 과정에서 평가위원의 컨
설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Ⅳ. 결론과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할기관 14개를 대상으로 3단계의 연구 접근
방법에 따라 기관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고찰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먼저, 직할
기관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고찰하기 위해 심층인터뷰와 설문지를 통해 문제점 분석
결과는 ①각 기관별 고유 특성을 반영한 평가의 필요성, ②평가위원회 적절한 의견을
제도의 필요성, ③평가제도의 활용성과 효과성을 위한 환류체계의 필요성, ④성과목표
(지표)개선의 필요성, ⑤평가부담 완화의 필요성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관 내부 프로세
스를 외부에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는 고유 특성과 평가 체계 같은 경우 평가위원
보다 피평가기관의 실무 담당자들이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확인
했다. 반면, 평가위원 의견에 대한 적절성과 지표에 대한 개선, 환류체계 등 평가 세
부 항목에 대한 개선 영역은 평가위원들이 개선 요구가 실무담당자보다 더 높다는 점
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FGI를 통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개선방안의 분석결과는 ①효과성 높은 인센티브 기반의 환류체계 구축, ②조직의 동기
부여를 위한 보상으로서 환류체계 구축, ③기관특성을 고려한 지표 개발 및 개선 등
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평가제도의 지속적인 개편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의 문제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피평가기관과 평가위원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
을 분석하여 공감대 형성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상향식 평가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
했다는 점에서 학문적인 기여를 하였다. 또한, FGI를 통한 개선 방향을 제안함과 동
시에 단·중장기적 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산발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할당량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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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우려는 효율성 중심의 선행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구체적인 국내형 평가 시스
템을 설계하였다는 점에서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영향력 평가를 위한 제도적 기틀 마련을 단·중기적으로 대안을
제시하였지만 보편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데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기관 고
유특성반영, 평가절차의 복잡성, 비효율적인 업무량에 대한 개선 문제는 지속해서 나
오는 있다. 이는 평가체계의 근본적 한계에서 야기되었다는 점에서 주된 이유를 찾아
볼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출연(연) 구성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기존 임무중심형 평가체계의 틀에서 벗어나는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기관평가라는 특정 분야 내에서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3
단계의 연구 접근 방법을 설정에도 구체적인 평가위원의 의견 적절성을 향상하기 위
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못 하고 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연구
참여자(FGI)에 속해 있는 평가위원이 기관평가를 하는 주체자인 자신을 위한 개선 방
안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주된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는, 향후 연구에서는 평가위원과 피평가기관 연구자, 기관평가 담당자 다수가 함께 참
여하는 FGI의 실행과 기관평가 과정에서 평가위원, 피평가기관 양단 모두에게 평가제
도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기관평가 제도의 지속
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이 제도화되어 상시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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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the Influence Assessment
and the Improvement of Evaluation Acceptability by the
Government in Science and Technology
- Focusing on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the evaluation system
centered on the research site -

Min Ji Hong, Kim Sun Kyo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epare measures to improve the annual institutional evaluation system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particular, efforts were made
to derive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the system to increase the acceptability of
the evaluation institution by reflecting the opinions of the actual research site. First
of all, we theoretically reviewed the pre-consequences for the effective application of
the newly introduced 'impact assessment' in 2020 and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existing institutional evaluation system in detail. In addition, data was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and surveys of 14 organizations under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and conducted independent sample-T tests and qualitative analysis.
Furthermore, an expert group interview (FGI) was conducted to prepare specific measures to improve the evaluation system and the priorities of the improvement plan were
analyzed. The main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1) The evaluation institution recognizes the need to streamline the evaluation system, such as complexity of the evaluation
procedure and inefficient workload. 2) The evaluation committee recognizes the need
to strengthen institutional responsibility, such as the linkage between mid- to long-term
goals and indicators, and strengthening the reflux system. 3) Both the evaluation agency
and the evaluation committee agree that the system needs to be improved in a way
that strengthens the individuality of the evaluation that reflects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institution.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derived practical implications
to improve the acceptability of assessment institutions by presenting measures to improve the institutional evaluation system step by step and sought the foundation for
improvement of the mid- to long-term institutional evaluation system centered on the
research site.
Key words :

Policy Alternative, Field Research, Government Evalu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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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과학 집단연구 성과분석
- IBS 연구단 사례를 중심으로 정유진*, 박병화**
초록

과학기술분야 국가 경쟁력 제고와 원천기술 확보와 관련, 기초과학연구의 중요성은 나날이 강조되고
있으며 정부도 기초과학연구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있다 . 정부 투자의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노력 또한 지속되는 가운데 우연성과 비목적성이라는 기초과
학연구의 속성은 성과의 평가나 측정을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본 연구는 먼저
정부의 기초과학연구 주요사업 현황과 현행 성과평가체계를 고찰, 이를 바탕으로 기초과학연구 성과
측정의 한계와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이를 보완하는 새로운 성과측정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대표적인 집단기초연구 사업인 기초과학연구원(IBS)의 연구단 사업
을 사례로 선정 ,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집단연구 이전과 이후의 지식 연결구조의 변화를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 집단연구 참여 이후 지식네트워크는 소수의 중요도가 높은 연구 분야와 주제를
중심으로 수렴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해당 분야나 주제 안에서의 지식결합과 융합은 훨씬 더 활발히
일어났으며, 그 과정에서 특정 저널의 중요도나 매개역할이 두드러지는 특성을 보였다. 이같은 네트워
크분석 결과는 기존에 기초과학연구의 성과지표로 주로 쓰이던 논문의 출판 건수나 피인용지수에
비해 연구분야나 지식구조 전체의 변화까지 보여줄 수 있어 기존 성과평가체계 보완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주제어 기초과학 성과평가 기초과학연구원 집단연구 네트워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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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과학연구원(IBS) 전략정책실 선임정책연구원, jinny619@ibs.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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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945년 바네바 부시(Vannevar Bush)가 자신의 보고서 「Science, the Endless
Frontier」를 통해 기초과학과 정부의 기초연구 투자의 중요성을 역설한 이래,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우
리나라 또한 2000년대에 탈추격형 성장 패러다임이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기초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한편, 기초연구 진흥을 위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기 시
작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초과학연구진흥법』 및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
에 관한 법률』에 근거, 매 5년마다 정부의 기초과학 및 기초연구 진흥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과 중점 추진과제를 포함하는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히 현 정부는 ‘청년과학자와 기초연구 지원으로 과학기술 미래역량 확충’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대통령 임기 내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 2배 확대
및 연구 자율성 보장’(정부업무평가위원회, 2021)을 공언하는 등, 기초연구 진흥을 위
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기초연구 진흥 노력에 비해 기초연구 투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성과
를 창출하는지를 측정하거나, 파급효과를 다양한 측면에서 추정하기 위한 학술적 노력
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는 기초연구가 근본적으로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자의 호기심에 근거한
지식이나 자연의 원리 탐구, 우연성을 바탕으로 한 성과 창출, 응용 및 개발 가능성
예측의 어려움 등으로 정의되는 기초연구의 주요 성과는 이 때문에 주로 연구의 결과
물인 논문 또는 특허를 중심으로 측정되고 분석되어왔다. 그러나 논문과 특허만으로는
기초연구의 직·간접적 성과나 파급효과를 모두 측정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집
단연구의 경우, 개인연구와 전혀 다른 형태의 연구수행방식과 협력을 통해 다양한 성
과를 창출하고 있음에도 불구, 이같은 과정적 성과에 대한 측정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할 연구기관인 기초과학연구원(IBS)의
연구단 연구 성과를 네트워크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시각화함으로써, 전체 지
식구조나 연구 분야·주제, 연구 수행방식의 변화 등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IBS 연구단 중 1개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 연구단 사업 선정 이전과 이후에 출판된
논문들의 참고문헌 지식구조를 네트워크 중심성 지표 계산 등을 바탕으로 비교분석 하
였다. 또한 분석 결과에 근거,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현행 기초과학연구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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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평가 체계, 특히 집단기초연구의 성과평가 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
다.
Ⅱ. 기초과학연구와 성과평가
1. 기초과학연구와 기초과학연구사업

우리 정부는 『기초과학연구진흥법』 및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
률』 등에 근거, 기초과학 및 기초연구 진흥을 위해 힘쓰고 있다. 금년(2021년) 1월 1
일자로 시행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은 ‘기초과학’과 ‘기초연
구’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해당 법률 제2조에서 ‘기초과학’이란 “자연
현상에 대한 탐구 자체를 목적으로 하며, 공학·의학·농학 등의 밑바탕이 되는 기초
원리와 이론에 관한 학문”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기초연구’는 “기초과학 또는 기
초과학과 공학·의학·농학 등과의 융합을 통하여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을 창출하는
연구활동”으로 정의된다. 즉, 국내 법률상 ‘기초과학’과 ‘기초연구’는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거나, 또는 ‘기초과학’이 다른 학문과 융합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기초과학의 개념을 기초연구에 포함 또는 동일한 개념으로 본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관계부처 공동으로 「기초연구진흥종
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초과학 및 기초연구를 지원한다. 가장 최근에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는 계획은 현 정부의 중장기 기초과학연구 지원 방향과 목표,
중점 추진과제 등을 제시한 「제4차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2018~2022)」이다. 해당 계
획은 지난 3차 계획(2013~2017)의 주요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
요 추진 방향과 세부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4차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
까지 4대 전략분야(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혁신, 전주기 기초연구 지원체계 구축, 자
율과 책임에 기반한 연구 몰입환경 조성, 국민이 체감하는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에
대하여 총 18개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8). 이외
에도 정부는 ‘청년 과학자와 기초연구 지원으로 과학기술 미래역량 확충’을 100대 국
정과제에 포함하고, 대통령 임기 내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 2배 확대’ 실현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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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하는 등 기초과학연구 투자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초과학연구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으나, 크게
연구자 개인이 수행하는 형태(개인연구)와 연구자 여러 명이 모여 기초연구를 수행하
는 형태(집단연구)로 분류할 수 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경우 기초과학연구
예산은 과제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연구재단(NRF)을 통하여 과제 형태로 선정·집행되거
나, 또는 기초과학연구를 수행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할기관인 기초과학연구원
(IBS)에 출연금 형태로 지원, 연구단 운영사업에 쓰인다. 한국연구재단은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개인연구와 집단연구 양쪽 모두의 형태로 과제를 모집하여 선정·운영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반면 기초과학연구원의 연구단들은 개인 또는 소규모 집단
연구 과제 형태로 수행하기 어렵고, 장기적인 전념이 필요한 대형 기초과학연구, 대형
인프라 기반 기초과학연구를 수행한다.
한국연구재단(NRF)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초연구사업을 지원대상과 사업목적에
따라 여러 형태의 세부사업으로 분류하여 연구자들을 지원한다. 한국연구재단이 개별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개인연구사업은 크게 ‘우수 연구’와 ‘생애기본연구’로
구별되며, ‘우수 연구’는 다시 지원대상의 과학적 수월성의 수준이나 경력 단계 등에
따라 ‘리더연구,’ ‘중견연구,’ ‘신진연구’로 구분된다. ‘생애기본연구’는 ‘재도약연구,’
‘기본연구,’ ‘생애첫연구’ 등으로 다시 구분되며, ‘생애기본연구’의 세부사업은 ‘우수
연구’의 세부사업 대비 지원규모가 작은 편이다. 한편, 한국연구재단의 집단연구사업
은 크게 ‘선도연구센터’와 ‘기초연구실’로 구분된다, ‘선도연구센터’는 주요 학문분야
또는 지역 내 8~15인 내외의 우수 연구그룹 육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인 데 비해,
‘기초연구실’은 ‘선도연구센터’사업 대비 지원 대상 연구그룹의 규모가 작고(3~4인)
지원기간도 짧은 편이다 (<표 1> 참조).
기초과학연구원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연구를 통한 창조적 지식 및 원천기술 확보 목적으로 2011년
11월 설립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할 연구기관이다. 기초과학연구원은 기초과학연구
수행을 위하여 연구단 운영사업 및 장비·시스템구축·활용사업 등의 사업을 운영하며,
2021년 3월 현재 기초과학 및 관련 분야에서 총 31개 연구단이 구성되어 있다(기초
과학연구원 홈페이지, <표 2>). 31개 연구단을 분야별로 분류하면 실험물리와 이론물
리를 모두 포함한 물리분야 연구단이 10개로 가장 많고, 생명과학분야 연구단이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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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분야 6개, 융합분야 5개, 수학분야 3개, 지구과학분야 1개 순이다. 연도별로 보면
연구원 설립 직후인 2012년에 선정·착수한 연구단이 12개로 가장 많고, 2013년 착
수 연구단이 6개, 2014년 착수 5개, 2015년2개, 2017년 2개, 2018년 2개, 2019년
1개, 2020년 1개 순이다. 연구단별 평균 연구인력(지원인력 제외, 학생 포함)은 2020
년 12월 기준 53명이었고, 2021년 예산 기준 31개 연구단에 배정된 연구비(인건비,
장비비 포함)는 약 1,747억원으로, 연구단별 평균 연구비는 약 56억원 수준이다. 설
립 10년차를 맞이하여 기초과학연구원은 최근 각 연구단 내 연구그룹 간 집단연구 및
타 연구단과의 공동연구를 장려함으로써 대형·집단연구 수행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초과학연구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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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한국연구재단을 통해 지원되는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사업
유형

사업명
리더
연구

우수
연구

개인
연구

생애
기본
연구

집단
연구

선도
연구
센터

기초
연구실

중견
연구
신진
(우수신진)

목적

지원대상

기간

1.5억
내외

최초
1~5년,
후속 3년

1.3억
내외

5년
(3+2)

0.5억

1년

9년
8억 최초
(3+3+3)
세계적 수준에 도달한
내외 또는 5년
연구자의 심화연구 집중 지원
또는
(3+2),
대학이공분야 교원, 8~15억 후속
3년
국공립출연연
( ) / ( )/민간연구
소 연구원
창의성 높은 개인연구 지원을
2억내외 최초
통한 기초연구 능력 배양,
또는 1~5년,
리더 연구자 성장발판 마련
2-4억 후속 3년

신진연구자 연구역량 극대화, 박사학위 취득 전임교원
우수 연구인력양성
후 7년 이내 /정규직
또는 만 39세
이하
대학이공분야
신진
박사후연구원 등 젊은
(연)/민 비전임/
(세종과학
과학자의 개인연구 지원 /출연
간연구소
비정규직
펠로우십)
/연구몰입 장려
대학이공분야 교원,
재도약 우수연구과제 수행 연구자의 국공립출연연
( ) / ( ) 비정규직
연구
연구단절 시 재도약 지원
연구원
이공분야 개인기초연구 대학이공분야 전임교원,
기본연구
지원(연구기반확대, 국가 국공립
( ) / 출연연
( ) 연구원
연구역량 제고)
년제대학 전임교원
생애
신진연구자의 연구기회 확대, 4(박사
취득 후 7년
첫연구
조기연구정착 유도
이내/만39세 이하)
이학분야 우수 연구그룹 육성, 국가
(SRC)
기초연구역량 강화
이공계 대학원 대학
연구자 10인 내외
우수
연구그룹
육성,
공학
연구그룹
응용연계
가능한
(ERC)
기초연구성과 창출
기초의과학 연구그룹 육성 통한 국가 기초의과학 대학원 대학
(MRC)
바이오/헬스연구역량 강화
연구자 10인 내외
융합
이공계
/인문사회/예술
(CRC) 초학제간 융합연구그룹 육성 대학원 대학 15인 내외
지역혁신 지역혁신분야 연구그룹 육성, 이공계 대학원 지역대학
(RLRC)
지역연구역량 강화
8인 이내
기존연구심화,
심화형
소규모연구집단 육성
융합 필요한 이공계 대학 전임교원
융합형 세부학문분야간
연구주제 지원
포함 3~4인
국내
거의
시도되지
않은
개척형
신분야 도전적 연구 지원

자료: 한국연구재단(2021)

연간
연구비

0.5억 1-3년
내외
0.3억 1-3년
내외
15.6억
이내 7년(4+3),
20억 후속 3년
내외
14억
이내
7년
20억
(4+3)
이내
15억
이내
5억
이내

3년,
후속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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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갯수)

물리
(10)

<표 2> 기초과학연구원(IBS) 연구단 운영 현황(‘21.3월 현재)
연구단명

외부
(서울대)
외부
나노구조물리
이영희 (성균관대
)
캠퍼스
초강력레이저과학
남창희
(GIST)
야니스
캠퍼스
액시온및극한상호작용 세메르치디스 (KAIST)
캠퍼스
원자제어저차원전자계 염한웅 (POSTECH)
지하실험
김영덕
본원

화학
(6)

주요 연구내용

양자나노과학

최기운
세르게이
플라흐
안드레아스
하인리히

본원
외부
(이화여대)

강상관계에 의하여 나타나는
새로운 발현현상
이차원물질 층상구조 설계/
신물성 발굴, 고성능 소자
상대론영역의 레이저-물질
상호작용
액시온 암흑물질, 전기 쌍극자
모멘트 및 뮤온입자
원자수준의 저차원 물질계
제작·제어 및 물성측정
우주의 기원과 구조에 관한
핵·입자물리학 실험
자연의 근본법칙과 우주 기원에
대한 이론입자물리
응집물질이론, 복잡계 통계물리
및 비평형계물리
표면 위 단일원자의 양자상태
및 기능제어연구

희귀핵

한인식

본원

희귀 핵 물리 이론/실험

인지및사회성

이창준

시냅스뇌질환

김은준

RNA

김빛내리

식물노화·수명

-

유전체항상성

명경재

혈관

고규영

나노물질및화학반응

유룡

복잡계자기조립

김기문

나노입자

현택환

분자활성촉매반응

장석복

강상관계물질

순수물리이론
복잡계이론물리

생명
(6)

유형
연구단장 (유치기관
)
노태원

본원

뇌작용의 유전학· 신경과학적
본원
기전연구
캠퍼스 시냅스 뇌정신질환의 핵심기전
(KAIST)
이해
RNA에 의한 세포 운명 제어
외부
(서울대)
기전 연구
캠퍼스 식물 노화/죽음의 시작과 진행,
(DGIST)
종간 비교노화
캠퍼스
DNA구조와 손상복구 상호
(UNIST)
관계/복제/재조합 분자기전
캠퍼스
혈관신생 현상 발견, 효율적
(KAIST)
심혈관 재생방법 확립
캠퍼스
나노다공성물질 형성 원리,
(KAIST)
고효율 나노반응촉매 합성
캠퍼스 복잡성 발현, 분자네트워크 시스템
(POSTECH)
구현 및 발현물질 개발
외부
나노입자 합성/조립, 에너지 및
(서울대)
의료 응용
캠퍼스
저반응성 유기분자의 활성화
(KAIST)
기초원리 규명

착수연월
‘12.8
‘12.12
‘12.12
‘13.10
‘13.6
‘13.7
‘13.11
‘14.12
‘17.1
‘19.12
‘12.7
‘12.7
‘12.8
‘12.12
‘14.12
‘15.7
‘12.7
‘12.8
‘12.8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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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갯수)

연구단명
다차원탄소재료
분자분광학및동력학
첨단연성물질
뇌과학이미징

융합
(5)

유전체교정
나노의학
바이오분자및세포구조
기하학수리물리

수학
(3)

수리및계산과학
복소기하학

지구
과학(1)

기후물리

유형
연구단장 (유치기관
)
로드니
루오프
조민행
스티브
그라닉
김성기

주요 연구내용

캠퍼스
새로운 탄소기반 재료 및
(UNIST)
관련물질 연구분야 개척
시분해 분자분광학 분자이미지
외부
(고려대)
기술개발/응용
캠퍼스
연성물질에서 일어나는 현상
(UNIST)
이해, 새로운 연성물질 개발
외부
뇌구조/기능 및 신경생리학
(성균관대)
연구
인간세포 및 동식물의 유전체
김진수
본원
교정 연구
외부
나노과학을 이용한 생명현상
천진우
(연세대)
관찰/이해 및 의학적 응용
면역
/신경세포 핵심 단백질
김호민CI
본원
구조 및 분자기전 규명
캠퍼스
사교·대수 위상수학,
오용근 (POSTECH)
양자장론의 수학적 구성
조합수학 및 그래프이론
엄상일CI/
초대형데이터의 계산학적
분석방법론 개발
차미영CI/
본원
생물학시스템 이해를 위한
김재경CI
수학이론 연구·응용
복소수 위에서의 기하학을
황준묵
본원
이용한 난문제 연구
악셀
외부
전지구 기후모델 이용한 기후 변화
티머만
(부산대)
및 변동성 예측/영향평가

착수연월
‘13.11
‘14.12
‘14.1
‘13.7
‘14.3
‘15.12
‘18.12
‘12.7
‘18.12
‘19.1
‘21.3
‘20.9
‘17.1

자료: 기초과학연구원 홈페이지 및 내부자료

한국연구재단의 과제와 기초과학연구원의 연구단 운영사업은 연구계획서 등을 연
구책임자가 제출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거쳐 선정된다는 점에서는 일견 유사한 측면
이 있다. 그러나 기초과학연구원의 경우 선정된 연구책임자(‘연구단장’이라고 부른다)
가 본인의 집단연구 과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단’이라는 연구조
직을 연구원 내부에 구성, 계속사업의 형태로 장기적으로 운영하며, 응용성을 염두에
두지 않는 순수기초연구를 지향한다. 연구단이 운영되는 동안 연구단장과 연구단 연구
참여인력은 연구원 소속으로 연구단 사업 외에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는 원칙
적으로 참여 불가능하며, 연구단 소재지에 모여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반면 한국
연구재단의 집단연구사업(선도연구센터, 기초연구실)의 연구책임자와 참여인력은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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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을 유지한 형태에서 과제를 수행하고, 해당 과제의 수행 기간 중 타 과제에도 참
여할 수 있다. 또한 과제 기간이 정해져 있고, 반드시 한 장소에 모여서 연구를 수행
할 의무가 없는 등 과제 수행에 대한 제약이 기초과학연구원 연구단 운영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2. 기초과학연구사업 성과지표와 평가

기초과학연구의 성과는 전통적으로 연구활동의 직접적 결과물인 논문과 특허, 그
중에서도 주로 논문을 중심으로 측정되고 평가되어 왔다. 정부의 기초과학연구 관련
주요계획 내에서도 과거에는 논문 건수나 논문당 피인용횟수, 특허 출원·등록 건수
등 양적 측면이 강조되었으나, 최근에는 특히 논문의 경우 질적 수준이나 영향력 측
면이 강조되는 추세이다.
먼저 과학기술분야 정부 최상위계획인「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기초과학연구 성과
목표의 달성 여부는 3차 계획(2013~2017)에서는 1) 정부 R&D 예산 대비 기초연구
비중, 2) 상위 1% 논문 (국가)순위, 3) 인구 중 이공계 박사 비율, 4) 연구원 1천 명
당 국제공동특허 건수 등을 통해 측정하도록 하였다 (관계부처 합동, 2013: 7p). 반
면 4차 계획(2018~2022)은 1) 연구자주도형 기초연구 지원규모(금액), 2)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HCR) 수 등 2개 성과목표만 설정하는 대신, 연구자들이 바
라는 2040년의 모습을 적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지표로 1) 전체 논문 대비 피인
용 상위 1% 논문 비율, 2) 논문 1편당 평균피인용 횟수, 3) 이공계 대학 전임교원 기
초연구 과제 수혜율, 4) HCR 수 등을 포함하였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25).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또한 최초 계획에서는 투자목표(정부R&D예산 내 기초과학
연구예산 총액/비율)만 명시되었다가, 성과목표가 점차 구체화되었다([그림 1]). 가장
최근 수립된 4차 계획의 경우 그러나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지원액만 투자목표로 제
시하였고, 성과목표도 기초연구 개인과제 수혜자 수만 포함하였다. 다만 1) SCI 학술
논문 편수/비율, 2) 피인용 상위 1% 논문 편수/비율, 3) 영향력지수(IF) 기준 상위
1% 논문 편수/비율, 4) HCR 수, 5) 연구비 10억원 당 SCI 논문 편수/특허, 6) 국제
/삼극특허 출원 수 및 미국특허 등록현황, 7) 대학 기술이전계약 건수/금액 등이 참
고지표로 활용되었다 (관계부처 합동,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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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 내 투자목표 및 성과목표 변화 추이(2006-2022)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8)에서 발췌(붙임: 지난계획과의 비교)

기초과학연구 관련 성과지표 및 평가체계 변화는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
획」을 통해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의 기본방향과 목표, 중
점추진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 5년마다 수립되는 해당 계획은 현재 4차 계
획(2021~2025)이 시행 중이다. 질적 성과중심 평가는 2차 계획(‘11~‘15)부터 강조되
기 시작하였으며, 3차 계획(2016~2020)에서는 연구자 평가부담 완화를 위한 연차평
가 폐지, 정성평가 강화를 위한 논문 양적지표 폐지, 기초연구 관련 창의 도전형 평가
유형 도입 등의 정책적 노력을 통해 질적 성과중심 평가 체계가 정착·고도화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 이와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 성과지표(5차)는 기초
연구 성과측정을 위한 지표의 경우 사업의 목표 및 주요 성과유형(산출물)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가급적 질적 지표를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기초과학연구의 핵심 산출
물인 논문을 중심으로 한 과학적 성과지표로는 1) 게재 학술지의 우수성, 2) 개별 논
문의 우수성, 3) 집단논문의 우수성, 4) 저자의 연구업적, 5) 저자 역할, 6) 국제공동
연구실적, 7) 논문 성과확산 등 총 7개 범주에서 16개 지표가 예시로 제시되었다(<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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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유형

<표 3> 과학적 성과 분야의 주요 성과지표
속성

성과지표
표준화된 영향력 지수
분야별 영향력 지수
게재 학술지의 우수성
분야별 보정영향력 지수
표준화된 피인용 지수
분야별 피인용 지수
개별논문의 우수성
고피인용도 논문 수
즉시성 지수1)
논문
기관별 우수논문 생산 지수
논 (SCI급)
기관별 지식확산 지수
문
집단논문의 우수성
기관별 영향력 지수
IF 상위 10% 저널 논문 발표 비율
저자의 연구업적
h-지수
저자 역할
제1저자, 교신저자 등
국제공동연구실적
국제공동논문 게재 비율
건수 대비 지재권 전환율
논문 성과확산(복합지표) 논문
논문 건수 대비 기술이전 실시율
논문(KCI) (SCI급과 동일)
(SCI급과 동일)
1) 학술지의 논문이 얼마나 빨리 인용되는가를 측정하는 지수(Immediacy Index)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20: 52)

질적지표
○
○
○
○
○
○
○
○
○
○
○
○
○
○

기초과학연구 성과지표 및 평가체계에 관한 정부 주요 계획들의 변천 과정은 본
연구와 관련,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첫째, 우연성과 비목적성이라는 기초
과학연구의 특성상 투입 대비 산출에 대한 평가나 성과측정이 어렵다는 점이다. 실제
로 양혜영(2006)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책임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로 논문이나 학회발표를 통해 전달되는 기초과학연구 결과물의 활용도가 다양하고,
여러 학문분야에서 활용 가능하며, 결과물 산출이 장기간에 걸쳐 가능하다는 점을 도
출하였다. 이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양혜영(2006)은 정량적·단기적 성과지표 중심의
기초과학연구 성과평가방식은 기초연구 사업 및 과제 평가에 적절하지 않으며, 과제
종료 이후 추적평가를 실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한 장기적 파급효과 측정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둘째,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기초연구진흥체계 내에서의 성과는 개별 논문 또
는 게재 학술지 우수성 중심으로만 측정되고 있어, 사업 및 단위과제의 유형이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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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목적이나 지원 대상 등의 차이를 고려한 평가가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연구그룹
을 구성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집단연구의 경우, 과제기간 내 또는 과제종료 직후 출
판 논문 또는 게재 학술지 관련 지표만으로 성과를 평가하게 되면 개인연구 대비 성
과가 저조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R&D 투자액 대비 연구 생산성 또한 집단연구 생
산성이 개인연구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집단·협력기반 연구는
Lee and Bozeman(2005)이나 Hall et al(2018) 등 다수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알려
진 바와 같이 연구자 간 협력이나 서로 다른 분야 간 지식의 결합을 통하여 논문의
양적 향상에 기여한다. 집단연구는 또한 새로운 아이디어나 혁신 창출, 서로 다른 분
야간 지식 융합을 통한 논문의 질적 향상 등(Hall et al, 2018), R&D 생산성 측정이
나 <표 3>에서 제시된 과학적 성과지표들로는 측정되지 않는 다양한 긍정적 효과 또
한 야기한다.
셋째, 복잡성과 다양성, 혁신성을 특징으로 하는 오늘날 창의·선도형 R&D 패러다
임에서의 기초과학연구는 다학제적·융합적 접근이 필수이나, 현행 정부 R&D 평가체
계 내에 협력을 장려하는 제도적 장치는 적절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정부도 이같은
R&D 환경 변화는 인지하고 있으나, 이같은 변화를 장려할 제도적 장치 또는 협력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적절한 평가 지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일례로 <표 3>에
제시된 16개 지표 중 집단연구 지표에 가장 가까운 2개 범주(집단논문의 우수성, 국
제공동연구실적)만 보더라도 개별 연구자의 집합체로써 소속기관의 우수성 또는 연구
결과의 양적 증가 집계에 불과, 다학제적·융합적 연구협력의 발생 여부나 성과를 측
정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집단연구의 기여 여부와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추가
적인 지표들을 개발하여 적용하기 위한 학술적 노력을 통하여 정부R&D 성과평가체
계를 고도화하는 한편, 협력을 장려하는 연구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Ⅲ. 연구 설계
1. 네트워크분석

기초과학 집단연구의 성과평가와 관련, 새로운 지표 도입의 가능성 탐색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분석을 활용한다. 사회연결망분석이라고도 불리는 네트워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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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은 각각의 행위자(분석 단위, node)는 독립된 주체가 아니라 상호 연관되어있으며,
이들 간의 관계(link)를 통하여 유·무형적 자원을 주고받는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분
석방법이다. 이 때 노드와 링크를 바탕으로 구성되는 네트워크 모델은 구조적 환경이
개별 행위에 기회 또는 제약으로 작용함을 전제로, 행위자(노드) 간의 관계를 관계망
속에서 지속되는 패턴과 구조로 개념화하는 것이다(Wasserman & Faust, 1994:4).
네트워크분석은 어떠한 행위자와 관계, 관계망(네트워크)의 구조를 연구대상으로 하느
냐에 따라 다양한 연구에 활용될 수 있으며, 실제로 사회학이나 경제학 등 사회과학
분야 뿐 아니라 물리학이나 의학 등 과학기술분야에서도 활용되고 있는 분석방법이다.
과학기술분야에서 네트워크분석은 학술논문간의 인용관계, 즉 인용분석을 바탕으로
특정 연구자의 공저 네트워크 분석, 학문분야나 저널의 지식구조 분석, 또는 연구동향
분석 등의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김홍렬, 2003; 김용학 외, 2008; 권기
석, 2013; 박찬숙·박은준, 2019; Mas-Tur et al, 2021). 네트워크분석은 학제성, 즉
학문분야간의 상관관계를 구조적으로 파악하거나 비교분석을 위해서(정호연·정영미,
2007; 양혜영, 2008; 허고은·송민, 2013), 또는 융합연구의 구조 분석(허정은·양창
훈, 2013; 김홍영·정선양, 2015)에 활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네트워크분석 혹은 이를
기반으로 한 서지계량분석기법을 활용하여 개별 연구과제나 사업의 효과성 또는 성과
분석을 시도한 선행 연구는 많지 않다. 김홍영·정선양(2015)은 우리나라 정부연구개발
사업 중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24개 출연연구기관에서 2011-2013년 공동으로 수
행한 융합연구과제를 대상으로 기술분야간 네트워크 구조를 분석한 바 있다. 그러나
활용된 분석 단위는 연구논문이나 연구자가 아닌 연구분야로, 개별 연구자 또는 연구
논문 간 연관관계는 보여주지 못하였다. 양혜영(2008)도 비슷한 맥락에서, 과학기술분
야간 상관관계를 국내 연구자들에 의하여 발표된 SCIE 논문의 인용관계를 통하여 분
석하였다. 김용학 외(2007)는 2002년 현재 정부R&D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과학자들
의 공동연구 연결망 구조를 연구자 개개인을 노드로, 2인 이상이 공동연구를 수행하
는 경우를 링크로 시각화하였다. 김용학 외(2007)의 분석 대상 연구자들은 그러나 모
두 대학 소속 연구자들로, 출연(연) 또는 과기정통부 직할 연구기관에서 정부R&D 과
제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의 공동연구 현황에 대한 분석은 포함되지 못하였다. 이밖에도
전은혜·이찬구(2018)는 PubMed 데이터를 활용한 BT분야 공저자 네트워크 분석을,
허정은·양창훈(2013)은 2009-2011년 첨단융합기술개발사업 내 세부과제를 통한 연
구 분야간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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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언급된 선행연구들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학문분야간 관계나 연구동향
보다는 집단연구 사례를 선정, 논문을 분석단위로 하여 집단연구과제 선정 전후 비교
를 통하여 논문 간 연관관계 및 지식구조의 변화 추이를 고찰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점을 둘 수 있다. 본 연구는 국가R&D사업 중 대표적인 기초과학
집단연구사업인 기초과학연구원(IBS) 연구단 중 1개를 사례로 선정, 네트워크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집단연구의 성과를 구조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
초과학연구원이 현재 운영 중인 31개 연구단 중 1개 연구단을 선정, 해당 연구단 연
구단장의 연구단장 선정 전후 지식구조 변화 여부를 비교한다. 기초과학연구원은 대
형·장기·집단 기초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높은 수준의 과학적 우수성을 보유
한 개인 연구자를 단장으로 선정, 해당 연구자가 선정 당시 제출한 연구수행계획을
바탕으로 대형·집단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기초과학연
구원, 2021b). 이같은 기초과학연구원의 연구단장 선정방식은 선정 당시 개인단위의
기초과학연구를 수행하던 연구자가 연구단장 선정 이후 대형·집단연구의 수행을 통하
여 연구주제나 분야, 방식 등에 있어 어떠한 변화가 야기되었는지 비교·분석할 수 있
게 해준다. 즉, 동일 연구자의 연구단장 선정 이전과 이후에 대한 네트워크분석을 실
시, 이를 비교함으로써 집단연구를 통한 지식구조와 연구형태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2. 사례의 선정 및 데이터 수집

연구단장 선정 전후의 네트워크 비교를 통한 집단연구 성과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기초과학연구원(IBS) 내 화학분야 연구단인 ‘분자활성촉매반응연구단’을 사례로 선정
하였다. 해당 연구단은 화학분야 전이금속 촉매반응 개발과 합성 적용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장석복 교수(KAIST 화학과)를 단장으로 2012년 12월 1일 연구에 착수하였으
며, 현재 연구단장 외에도 총 2명의 부연구단장과 2명의 차세대 연구리더(Young
Scientist Fellow)를 유치하여 운영하고 있다(기초과학연구원, 2021a). 해당 연구단은
비교적 초창기에 선정된 연구단으로 다수의 논문이 출판되어 분석을 위한 자료수집이
용이하고, 연구단장 외에 부연구단장 등이 이끄는 세부 연구그룹들이 존재하여 집단연
구체제를 잘 갖추고 있으며, 8년차 성과평가 결과 최우수등급을 받은 점 등에 근거,
분석대상 사례로 선정되었다.
네트워크분석을 위하여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Clarivate Analytics)에서 운영하
는 Web of Science(WoS) 데이터베이스에서 장석복 연구단장이 저자로 참여한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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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내려받아 활용하였다. 데이터 확인 결과 장석복 단장의 IBS 연구단 연구착수
일은 2012년 12월 1일이나, 실제 IBS 소속의 연구성과는 2013년부터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2013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8년
간 장석복 연구단장이 IBS 소속으로 출판한 연구성과 중 WoS DB에서 검색 가능한
데이터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IBS 연구단 참여 전후의 연구 분야나 주제의
변화를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IBS 참여 직전 8년(2005년-2012년)에 대해서도 동일
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WoS 핵심 컬렉션 검색 결과, IBS 참여 이전 8년(2005-2012) 동안 장석복 단장
이 저자로 참여한 논문은 총 71건, IBS 참여 이후 8년(2013-2020) 동안의 논문은
총 120건이 검색되었다. 다만 정식 출판일이 분석 대상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출판정보 수정 등으로 동일 논문이 중복하여 검색된 경우, IBS 참여기간임에도 불구
하고 IBS의 성과가 아닌 경우(IBS 소속이나 사사표기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등은 분
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장석복 단장이 IBS 연구단장 선정
이전 8년 동안(2005-2012) 출간한 논문 65편, IBS 연구단장 선정 이후 8년 동안
(2013-2020) 출간한 논문 103편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분석 중에서도 동시인용분석(co-citation analysis)을 활
용, IBS 연구 착수 전후에 출판된 논문들의 참고문헌을 비교하였다. 연구의 결과물인
논문에서 참고문헌은 논문의 핵심어(키워드)와 함께 지식의 관계성을 가장 잘 보여주
는 대표적인 지표이다(김용학 외, 2008). 자주 인용된 참고문헌은 저자가 논문에서 사
용한 핵심 개념이나 방법론, 또는 주요 실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때문에 참
고문헌의 동시 인용 패턴은 핵심 연구 아이디어간의 관계를 도식화한다고 볼 수 있다
(Small, 1973: 265-266).
동시인용분석은 예를 들어 A라는 논문과 B라는 논문이 C라는 논문에서 동시에 인
용되었을 경우, A라는 논문과 B라는 논문 사이에는 직접적 연결 관계(링크)가 발생하
지 않더라도 C라는 논문을 매개로 한 연관관계가 발생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이
때 두 개의 논문이 동시에 출현하는 빈도가 높아질수록 두 논문 간 연관성이 강한 것
으로 볼 수 있다. 동시인용분석의 경우 논문 간 연관성 여부와 강도는 이들을 동시에
참고문헌으로 인용하는 후속연구(논문)의 개수 즉 피인용횟수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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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논문간 관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즉 후속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출간됨에
따라 변화 가능하다(Small, 1973; 양혜영, 2008).
이같은 동시인용분석 방법의 속성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먼저 장석복 단장이 IBS
참여 전후 출판한 논문들의 참고문헌 정보를 수집하고, IBS 참여 전후 기간에 대하여
참고문헌의 동시 인용 네트워크를 각각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참고문헌 데이
터에 관한 기간별 주요 통계를 요약하여 비교하는 한편,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한 응집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각각의 기간에 대하여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표 4>의 주요 중심성 지표들을 계산하여 비교하였
다. 마지막으로 기술통계 및 중심성 지표 등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파악한 IBS 참여
전후의 네트워크 구조를 시각화하여 비교 분석, 장석복 단장의 연구에 IBS 참여를 계
기로 연구주제나 분야 등에 있어 어떠한 변화가 야기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동시인용분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먼저 IBS 참여 이전 8년(2005-2012)과 이후 8
년(2013-2020) 동안 작성된 장석복 단장의 논문 전체의 참고문헌 정보를 수집하였다.
동시인용분석은 동일 논문에서 인용된 논문들을 통하여 노드 간의 관계를 유추하는
‘준연결망 분석’에 속하므로, 각 노드(참고문헌으로 인용된 논문)의 고유 위치 및 이들
간의 링크, 즉 참고문헌의 동시 인용 여부는 VosViewer를 활용하여 시각화하고 그
결과를 Pajek 데이터로 저장, 이원 행렬(2-mode matrix)을 생성하였다.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 분석과 비교에는 이원 행렬을 활용하였으나, 네트워크 중심성 분석은 IBS
참여 전후에 대한 정확한 비교를 위하여(김용학·김영진, 2016: 196) UCINET 프로그
램을 활용, 일원 행렬(1-mode matrix)로 변환 후 계산하였고, 참여 전후 비교를 위
하여 결과값은 표준화하여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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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네트워크 주요 중심성 지표 정리

구분
정의
의미
연결중심성
네트워크 내 가능한 최대 연결선 연결중심성이 큰 노드는 직접적인 관계를
(Degree Centrality) 수 대비 실제 연결된 노드 수 맺고 있는 다른 노드가 많음을 의미
매개중심성 하나의 노드가 네트워크 내 다른 매개중심성은 노드가 다른 노드들 사이
(Betweenness 상이한 노드들 사이에 위치한 최단거리를 연결하는 경우가 많을수록,
Centrality)
정도
서로 다른 집단을 연결할수록 높아짐
위세중심성
‘보나시치 중앙성’이라고도
높은 노드일수록 네트워크
(Eigenvector 불리며, 위세가 높은 노드들과의 위세중심성이
내에서의
중요도
·영향력이 높음을 의미
Centrality)
연결 정도를 의미
근접중심성
네트워크 전체 구조를 반영한 근접중심성 값이 낮을수록 적은 단계를
(Closeness
특정 노드의 중심성(다른
거쳐 다른 노드들과 연결 가능(네트워크
Centrality)
노드들과의 거리)
내 정보 확보/접근 용이)
자료: 허정은·양창훈(2013: 890) 및 김용학·김영진(2016)에서 요약·정리
Ⅳ. 분석 결과
1. 네트워크 특성 분석

IBS 참여 전후 기간에 출판된 논문들의 참고문헌에 대한 동시인용분석을 수행하기
에 앞서, 기간별 데이터에 대한 주요 통계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5>에서 보
이는 바와 같이 IBS 참여 직전 8년간(2005-2012) 장석복 단장이 저자로 참여하여
출간된 논문 중 분석 대상 논문은 총 65편이며, IBS 참여 이후는 103편으로, IBS 참
여 이후 8년간 약 1.5배 더 많은 논문이 출판되었다. 연도별 평균 출판 논문 수 또한
참여 이전 8.13편에서 참여 이후 12.88편으로 약 1.5배 증가하였다. 출판 이후 기간
으로 나누어 산출한 논문당 평균 인용횟수는 IBS 참여 이전이 12.58회, 참여 이후가
11.66회로 참여 이후가 더 낮았으나, 이는 IBS 참여 이후 출판 논문의 파급력이 낮
아졌다기보다 출판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피인용횟수라는 지표 자체의 특성에 기
인한 것으로 보인다. 문서당 평균 저자수(전체 논문을 전체 저자수로 나눈 값, 중복제
외)와 공동 저자 수(전체 논문을 전체 출현저자 수로 나눈 값, 중복포함)는 IBS 참여
전후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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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출판논문 및 참고문헌 주요통계

항목
대상 연도(기간)
출판 논문 수
연도별 논문 수 평균
논문당 평균 인용횟수
분석대상 문서 유형
문서당 평균 저자수
문서당 평균 공동저자수
노드(인용된 참고문헌 수)
링크(참고문헌 동시인용 횟수)

IBS 참여 이전
IBS 참여 이후
2005-2012 (8년)
2013-2020 (8년)
65편
103편
8.13편
12.88편
12.58회/년
11.66회/년
논문
(96),
북챕터(1), editorial
논문(59), 학회발표(1), 리뷰(5)
material(1), 리뷰(5)
1.08
1
3.82
3.81
2,267편(논문당 34.88편)
4,311편(논문당 41.06편)
200,612회
685,666회

분석 대상인 참고문헌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IBS 참여 이전 출판된 65편에서 인
용된 참고문헌은 총 2,267편(논문당 34.88편)이었고, 이들이 동시에 인용된 경우, 즉
참고문헌으로 인용된 논문 간 연관관계가 있었던 경우는 총 20만 612회였다. 이에
비해 IBS 참여 이후 출판된 논문 103편에서 인용한 논문은 총 4,311편(논문당
41.06편)이었고, 이들간 연계는 총 68만 5,666회로 노드는 IBS 참여 이후 약 1.9배,
링크는 약 3.4배 증가하였다. 노드 증가율 대비 링크 증가율이 훨씬 높게 나타난 것
은 참고문헌의 동시인용 빈도와 교차인용빈도 모두 IBS 참여 이후 큰 폭으로 늘어났
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IBS 참여 전후의 참고문헌 및 이들간 연관관계를 이원 행렬 형태로 정리
한 준연결망 데이터를 활용, 응집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응집성 분석은 참고문헌 네트워
크의 구조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동시에 해당 정보를 바
탕으로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비교해볼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김용학·
김영진, 2016: 91). 먼저 <표 6>에 정리된 응집성 분석 결과의 주요 결과 중 평균 연
결 정도는 네트워크 내에 존재하는 총 링크 수를 노드의 수로 나눈 값으로, IBS 참여
이전 대비 참여 이후가 약 1.8배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앞서 <표 5>에서 링크가 노
드 대비 증가율이 높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참고문헌 간 연결 관계가 IBS 참여 이후 더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전체 네트워크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링크 대비 실제 링
크 비율을 의미하는 네트워크 밀도(Density)의 경우, IBS 참여 전과 후가 각각 0.039
와 0.037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IBS 참여 이후 노드간 새로운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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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증가하지는 않았으나 기존에 연결되어 있던 노드 간 더 많은 연결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네트워크의 최단경로 행렬에 나타나는 숫자 중 최대값을 의미하는 지름
(Diameter)의 경우, IBS 참여 이전의 값이 참여 이후보다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났다.
노드와 링크 또한 IBS 참여 이후 대폭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드 간 평균 거리
(Average Distance)는 참여 이전보다 낮아지는 특징을 보였다. 지름과 노드, 링크의
값에 근거하여 볼 때, IBS 참여 이후 출판된 논문들의 참고문헌 네트워크는 참여 이전
대비 더 촘촘히 연결되어 있는 구조임을 예상할 수 있다.
<표 6> 응집성 분석 결과

항목
평균 연결 정도(Average Degree)
밀도(Density)
지름(Diameter)
노드 간 평균 경로 거리
(Average Distance)
네트워크 중심성
(network degree centralization)
K-core index

IBS 참여 이전
88.492
0.039
5
2.593

IBS 참여 이후
159.050
0.037
4
2.499

0.293
131

0.410
432

네트워크 중심성(network degree centralization)과 k-core index는 네트워크의
시각화에 앞서 네트워크 형태와 하위집단 존재 여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지표들이다
(김용학·김영진, 2016; Wasserman & Faust, 1994). 참고문헌 네트워크 중심성은
IBS 참여 이전 0.293을 기록하였다. 이는 IBS 참여 이전에는 전체 참고문헌 2,267편
중 약 29%(약 257편)만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된 네트워크에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IBS 참여 이후에는 4,311편 중 41%인 약 1,767편의 참고문헌이 직·간
접적으로 연결됨으로써 네트워크의 중심성이 IBS 참여 이전에 비해 훨씬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네트워크 중심성 수치에 근거하여 볼 때, IBS 참여 이후의 참고논문 동시
인용 네트워크는 참여 이전 대비 중앙집중적 특성이 더 강해졌음을 알 수 있다. 한편,
k-core index는 전체 네트워크 내에서 응집력 있는 하위집단을 구분하는 계수로, 특정
노드에 일정 숫자(k) 이상의 노드가 인접한 경우 하위 집단 또는 분야로 정의할 수 있
다(김용학·김영진, 2016: 144; Wasserman & Faust, 1994: 266-7). <표 6>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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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k-core index는 IBS 참여 이전의 경우 131, 참여 이후 432를 기록하였다. 즉,
IBS 참여 이전 출판 논문의 참고문헌 네트워크에서는 131개 이상의 노드(인용논문)가
인접한 경우 이를 하위집단(분야)으로 볼 수 있으나, 참여 이후에는 그보다 약 3배 이
상 많은 432개 이상의 노드가 모여야 하위집단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각 기
간별 네트워크에 포함된 노드의 수와 비교해보면 IBS 참여 이전 참고문헌 네트워크에서
는 약 17개의 하위집단이 가능하나, 참여 이후에는 약 10개의 하위집단만이 가능하여
참여 이후 네트워크가 참여 이전 대비 중심성이 높고 하위집단의 수가 더 줄어드는 구
조적 특성을 보였다.
2. 네트워크 중심성 분석

앞서 분석 대상 데이터에 대한 기술통계와 응집성 분석 결과로 네트워크 전체의
형태와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였다면, 네트워크 중심성 분석 결과로는 전체 네트워크
내에서 중심성이 높은 노드(참고문헌)들의 구조적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4가지 중심
성 지표 중 <표 7>은 먼저 연결중심성(Degree Centrality)와 위세중심성(Eigenvector
Centrality)이 높은 상위 10개 노드의 IBS 참여 이전과 이후를 비교한 것이다. 먼저
연결중심성의 경우, IBS 참여 이전에는 Cho Sh가 저자로 참여하여 여러 연도에 걸
쳐 출판한 논문이 상위 10개 논문(노드) 중 4개(1위, 2위, 4위, 10위)를 차지, IBS
참여 이전 장석복 단장이 저자로 참여하여 출판한 논문의 참고문헌으로 가장 많이 등
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IBS 참여 이후 Cho Sh의 논문을 참고문헌으로 인용
한 빈도는 3위로 낮아졌으며, 인용된 참고문헌 또한 Cho Sh(2011) 1건에 불과하여
연구 분야 또는 주제에 변화가 야기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IBS 참여 이전의 경
우 연결중심성이 높은 참고문헌, 즉 장석복 단장의 논문들에서 자주 인용된 참고문헌
은 모두 한국인이 주저자였다. 그러나 IBS 참여 이후에는 외국인 저자의 논문(Colby
Da, 2010; Collet F, 2009)이 각각 6위와 9위를 차지, 해당 논문들의 동시인용빈도
가 상승하였다.
위세중심성이 높은 상위 10개 참고문헌의 면면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각 참고
문헌이 네트워크 내에서 왜 중요도가 높은지에 대하여 알 수 있다. 먼저 IBS 참여 이
전의 경우 1위와 2위는 각각 단행본(The Porphyrin Handbook)과 특정 심포지엄의
결과물을 편집하여 출판된 저널 특별판(Tetrahedron)으로, 주요 합성법이나 반응, 연
구방법 등을 소개하는 참고문헌들이다. 참여 이전에 중요도가 높았던 나머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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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중 3위부터 6위까지는 모두 리뷰 논문이 차지하였고, 7~10위는 일반 논문으로 나
타났다. 또한 참여 이전의 경우 1위와 2위를 제외한 3~10위의 논문이 모두
Angewandte Chemie에 게재된 논문으로 나타나, 해당 저널이 전체 네트워크 내에
서 차지하는 중요도가 높았다. IBS 참여 이후에도 Angewandte Chemie저널의 전체
네트워크 내 중요도는 여전히 높았다. 참여 이후 위세중앙성 1위를 차지한 참고문헌
은 Angewandte Chemie 저널의 리뷰 논문이었으며, 상위 10개 참고문헌 중 단행본
이 2건(7위, 10위), JACS 논문 1건(2위)을 제외한 7건이 모두 Angewandte Chemie
에 출판된 논문이었다. 참여 이후의 경우 Angewandte Chemie의 리뷰 논문은 3건
(1위, 3위, 9위), 일반 논문은 4건(4위, 5위, 6위, 8위)으로 참여 이전에 비해 리뷰
논문이 1건 더 적게 나타났다.
<표 7> 연결중심성 및 위세중심성 상위 10개 참고문헌

순위

연결중심성이 높은 참고문헌(표준화)
IBS 참여 이전
IBS 참여 이후

1

Cho Sh(2008)

Ryu J(2013)

2

Cho Sh(2009)

Kim Jy(2012)

3

Bae I(2005)

Cho Sh(2011)

4

Cho Sh(2005)

Ryu J(2012)

5

Kim J(2010)

Park Sh(2014)

6

Hwang Sj(2008)

Colby Da(2010)

7

Lee Jm(2004)

Shin K(2013)

8

Yoo Ej(2006)

Kim J(2013)

9

Kim Jy(2010)

Collet F(2009)

10

Cho Sh(2007)

Yoo Ej(2011)

위세중심성이 높은 참고문헌(퍼센트)
IBS 참여 이전
IBS 참여 이후

Guilard, R., Kadish, &
Rouquet G. &
Smith(2000)
Chatani(2013)
Xing
Q. Chan,
Hsung, R(2006)
Yeung, & Yu(2019)
Hinterding, AlonsoDaz, & Waldmann(1998) Corey E. & Helal(1998)
Kim, Whang
Rudkevich D(2004) Heo &Js,Kim(1999)
Chirik P, Pool, &
Mukaiyama T(2004)
Lobkovsky(2002)
Br se, Gil, Knepper,
Chirik P, Pool, &
& Zimmermann(2005)
Lobkovsky(2002)
Rodionov, Fokin, & Marciniec B(2002)
Finn(2005)
T, Bruggesser,
Leclerc & Fagnou(2006) Fink
& Reymond(2005)
se, Gil, Knepper, &
Badiei et al(2008) BrZimmermann(2005)
Rao, Fu, Jiang, &
Ansyln, E. &
Zhao(2009)
Dougherty(2006)
í

ä

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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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위

<표 8> 매개중심성 및 근접중심성 분석 결과 요약

매개중심성이 높은 참고문헌(표준화)
IBS 참여 이전
IBS 참여 이후

근접중심성이 높은 참고문헌
IBS 참여 이전
IBS 참여 이후

Y., Kim, Koo,
1 Park,
& Chang(2004)
Y., Park, Han, Han,
2 Na,
Ko, & Chang(2004)
E., Lee, Na,
3 Choi,
& Chang(2002)
J.M., Na, Han,
4 Lee,& Chang(2004)

Alivisatos, A.P.(1996) 외
24건
Amatsu,
H., Ken, &
Lawrence, S.A.(2004) Yukiyoshi(1988)
외 74건
Mller, T., Hultzsch, Yus,
Arisawa, M., &
Foubelo, & Tada(2008) Yamaguchi(2001) 외 42건
N.Z., Baran &
Bergmeier, S.(2000) Burns,
Hoffmann(2009) 외 11건

M., Lee, Lee,
5 Kim,
& Chang(2009)

Karjalainena, O. &
Koskinen(2012)

Goto, A., Endo &
Saito(2008) 외 8건

Shen, Q. &
Ager, J. Prakash, &
Hartwig(2006)
Schaad(1996)
Kwong, F.Y. &
Zhao, Y. &
Buchwald(2003)
Truhlar(2008)
Ko, S., Kang, & Lee, C., Yang, &
Chang(2004)
Parr(1988)
Ko, S., Lee, Choi, Ittele, S., Johnson &
Na, & Chang(2003) Brookhart(2000)
Yamaguchi, R., Kawagoe, Gutsulyak, van der Est,
Asai, & Fujita(2007) & Nikonov(2011)

Alvarez-Merino, M.A.,
Carrasco- Marn, &Moreno
-Castilla(2000) 외 37건
Niu, Q.J. & Fr chet(1998)
외 34건
Akkilagunta, V.K., Reddy
& Rao(2010) 외 85건
Fan, W.Q. & Katritzky
(1996) 외 3건
Choi, E., Lee, Na, &
Chang(2000)

6
7
8
9
10

Ricci, A.(2008)

ü

í

é

Azzena, U., Demartis,
Pilo, &Piras(2000) 외56건
Armanino, N., Lafrance,
&Carreira(2014) 외 20건
Frey, G.D., Masuda,
Donnadieu, & Bertrand
(2010) 외 20건
Armanino, N. & Carreira
(2013) 외 130건
Adam, R., CabreroAntonino, Spannenberg,
Junge, Jackstell & Beller
(2017) 외 36건
Arai, S., Amako, Yang
& Nishida(2013) 외
119건
Alacid, E. & N jera
(2008) 외 91건
Anthony, J.E.(2006)
외 59건
Brown, H.C. & Yoon
(1968) 외 31건
Barraza, S.J. & Denmark
(2018) 외 64건
á

<표 8>은 또다른 중심성 지표인 매개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과 근접중심
성(Closeness Centrality)이 높은 상위 10개 참고문헌을 정리한 것이다. 먼저 매개중
심성 분석 결과, IBS 참여 이전과 이후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표준화한 매개중심성
계수로 IBS 참여 전후에 대하여 비교해본 결과, IBS 참여 이전의 경우 1위와 2위인
참고문헌은 표준화된 매개중심성 계수가 2.988로 동일하여 공동 1위를 차지하였으며,
3위(매개중심성 계수: 0.603)에 비해 매개중심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특성을 보였다.
공동 1위를 차지한 두 논문은 각각 Angewandte Chemie 저널과 JACS에 게재된,
장석복 단장 본인이 저자로 참여한 논문들이었다. 네트워크 내 매개중심성이 높을수록
서로 다른 집단(분야)을 연결하는 중개자(브로커)의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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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감안할 때, IBS 참여 이전의 참고문헌 네트워크에서 이들 두 논문이 서로 다른 연
구 분야나 주제를 연결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매개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머지 8개의 참고문헌 중에서도 5건(3위, 4위, 5위, 8위, 9위)은 장석복 단장
본인이 저자로 참여하여 출판한 논문이었다. 저널별로는 JACS가 6건(2위, 3위, 6위,
7위, 9위, 10위)으로 가장 많았고, Angewandte Chemie가 2건(1위, 8위),
Chemical Society Review가 1건(4위), Advanced Synthesis & Catalysis가 1건(5
위)이었다. 이는 JACS에 출판된 참고문헌들이 IBS 참여 이전 전체 참고문헌 네트워크
에서 분야간 연결의 매개체 역할을 주로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앞서
Angewandte Chemie 저널이 전반적인 위세중심성이 높았던 분석 결과(<표 7>)와
대조적이다.
IBS 참여 이후 참고문헌 네트워크에 대한 매개중심성 분석 결과, 1위(표준화된 매
개중심성 계수: 0.372)와 2위(계수: 0.283)는 모두 단행본이었다. 또한 1위와 2위 모
두 장석복 단장이 Jianbo Zhang과 공동으로 2020년 출판한 JACS 논문에서 인용된
참고문헌이었다. IBS 참여 이전 참고문헌 네트워크의 경우 매개중심성이 높은 상위
10개 참고문헌 중 7건이 본인 논문이었던 데 비해, IBS 참여 이후 참고문헌 네트워
크에서는 매개중심성 상위 10건 중 본인 논문이 한 건도 포함되지 않았다. IBS 참여
이후 출판된 논문의 참고문헌 중 단행본인 매개중심성 상위 2건을 제외하고 3건(3위,
6위, 9위)이 JACS 저널에 출판된 논문이었고, 나머지 5건은 모두 각기 다른 저널에
출판된 논문이었다(Tetrahedron, Organic & Biomolecular Chemistry, Theoretical
Chemistry Accounts, Physical Review B, Angewandte Chemie 각 1건).
마지막으로 근접중심성 분석 결과는 앞서 세 가지의 네트워크 중심성 지표(연결·
위세·매개중심성)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 각 참고문헌이 가지는 고유값에 대한 서열화
가 가능했던 데 비해, 동일한 결과값을 가지는 참고문헌이 동시에 여러 건이 등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앞의 세 가지 중심성 지표들은 모두 결과값이
높을수록 중심성이 높게 나타났으나, 근접중심성은 연결망 전체 구조 내에서 특정 노
드의 중앙성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결과값이 낮을수록 근접중심성이 높
음을 의미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의 근접중심성 측정에는 네트워크분석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는 Freeman의 근접중심성 계수가 활용되었다. 먼저 IBS 참여 이전의 경우 전
체 2,267건의 참고문헌 중 근접중심성이 가장 높은 논문은 Alivisatos(1996) 외 24
건이었으며, 이들의 근접중심성 계수는 0.432를 기록하였다. <표 8> 내 10위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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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Choi, E. et al(2000)의 근접중심성은 0.569이었고, 1~10위에 포함된 참고문헌
은 328건으로, 전체 참고문헌의 약 14.5%를 차지하였다. IBS 참여 이후 출판된 논문
의 전체 참고문헌 4,311건 중 근접중심성이 가장 높은 논문은 Azzena U. et
al(2000) 외 56건이었고, 이들의 근접중심성은 0.523으로 나타나 IBS 참여 이전
(0.432)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네트워크 전체 구조 내에서의 중앙성을 측정하는 근접
중심성 지표의 특성을 고려하면 이같은 결과는 IBS 참여 이후 출판된 논문의 참고문
헌 네트워크 자체의 크기가 더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IBS 참여 이후
의 경우 근접중심성이 높은 참고문헌 1~10위에 포함된 참고문헌은 총 636건(약
14.8%)으로, 전체 대비 비중은 참여 이전과 유사하였다.
3. 네트워크 시각화

IBS 참여 이전과 이후의 전체 네트워크를 [그림 2] 및 [그림 3]과 같이 시각화하였
다. 이 때 [그림 2]는 IBS 참여 이전 기간 동안 출판된 장석복 단장의 논문들에서 인용
된 참고문헌 간 네트워크를, [그림 3]은 참여 이후의 참고문헌 간 네트워크를 보여준다.
각각의 네트워크는 노드와 링크를 중심으로 시각화되었기 때문에, 그림 내 노드(참고문
헌)의 크기는 링크(동시인용)의 출현빈도와 비례한다. 따라서 각 그림 내에서 크게 그려
진 노드들은 연결중심성이 높은 노드들을 의미하며, 참여 전후 비교를 목적으로 표준화
된 계수를 활용하여 시각화하지 않았으므로 앞서의 4가지 중심성 지표 분석 결과와
완전히 일치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논의된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이나 응집성, 중심성 분석 결과들은 각각의 네트워크를 고찰하는 데 있어 여러 가
지의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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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참고문헌 네트워크: IBS 연구단 참여 이전(2005-2012)

[그림 2]의 IBS 참여 이전의 참고문헌 네트워크는 중심이 왼쪽에 치우쳐있으며 오
른쪽으로 길게 늘어진 형태로 나타났다. 또한 길게 이어진 오른쪽 부분을 제외하면
좌측 가운데(주황색과 보라색의 큰 노드들이 겹쳐서 나타나는 부분)의 중심성이 높은,
방사형 구조의 네트워크임을 알 수 있다. [그림 2]에서 서로 다른 색상의 노드들은 앞
에서의 응집성 분석 결과(<표 6>) 내 k-core값(참여 이전=131)에 따라 하위집단을
구분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전체 네트워크는 총 9개의 하위집단(클러스터)으로 구분
가능하였다. 그림 내 가장 오른쪽의 널리 퍼진 부분(연두색)에 포함된 참고문헌은 총
372건으로, 가장 좌측 상단의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클러스터) 내에 포함된 408건
의 참고문헌 다음으로 많았다. 이처럼 분산되어 존재하는 참고문헌은 상호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네트워크의 중심부분([그림 2] 내 여러 색상이 중복되어 있는 부분)에
서도 멀리 떨어져 있어 참고문헌 간 동시인용 및 교차인용이 발생하기 어렵다. 따라
서 IBS 참여 이전 출판된 논문에서 인용된 상당수의 참고문헌(372건)은 나머지 참고
문헌들과의 연관성이 낮거나 전혀 없고, 연구 분야나 주제 등도 서로 독립적으로 위
치하여 있어 문헌간 연계를 통한 지식결합이나 융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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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참고문헌 네트워크: IBS 연구단 참여 이후(2013-2020)

다음으로 [그림 3]의 IBS 참여 이후 출판된 논문들에서 인용된 참고문헌 간 네트
워크의 경우, 그림 내 노드의 크기나 위치 등에 근거하여 볼 때 [그림 2]에 비해 노드
간 링크가 훨씬 증가하였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표 5>와 <표 6>에서도 나
타난 바와 같이 IBS 참여 이후 참고문헌 간 동시·교차인용이 훨씬 활발하게 이루어지
고 있음을 의미한다. 전체 네트워크의 형태는 참여 이전과 비슷하였으나, [그림 2]에
서는 그림 내 오른쪽 부분에 위치한 연두색 노드들 간 연관 관계가 거의 없고 상호
독립적으로 위치한 데 비해 [그림 3]에서는 오른쪽에 위치한 노드들 간 다수의 연관
관계가 존재하여 하나의 독립적인 하위집단(클러스터)으로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네트워크의 중심은 [그림 2]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왼쪽에 치우친 형태이나, IBS
참여 이전에 비해 연결중심성이 높은 노드가 다수 발견되어 보다 원형에 가까운 형태
로 나타났다. 또한 네트워크 중심이 위치한 왼쪽과, 오른쪽의 하위집단(클러스터)과의
사이에는 더 많은 노드들과 이들간의 링크, 그리고 다수의 소규모 집단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주로 그림 중앙부분과 우측부분에 퍼져있는 형태로 분포하는 하
위집단(클러스터)를 통해 네트워크의 중심과 연결되어 있는 형태를 보였다. IBS 참여
이후 참고문헌 네트워크 내 하위집단(클러스터)는 k-score값(참여 이후=432)에 따라
구분했을 때 총 6개로, 참여 이전의 9개에 비해 오히려 3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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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기초과학연구사업의 다양한 유형 가운데에서도 기초과학연구원(IBS)
의 연구단으로 대표되는 집단연구의 성과를 네트워크 분석의 주요 지표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한 사례로는 화학분야 연구단으로 2012년 12월 1일부터
KAIST 캠퍼스에서 연구를 수행 중인 ‘분자활성촉매반응연구단(연구단장: 장석복)’을
선정하였으며, Web of Science의 데이터에서 장석복 연구단장이 저자로 참여한 논
문들의 참고문헌 정보를 추출, 이들 간의 동시인용 네트워크를 IBS 참여 전후에 대하
여 비교하여 봄으로써 집단연구 참여가 실제 연구수행에 있어 어떠한 변화를 야기하
였는지를 살펴보았다.
기술통계와 응집성 분석, 네트워크 중심성 지표 분석, 시각화 등을 활용하여 IBS
참여 전후에 대한 비교 결과, 참여 이후 장석복 단장의 연구 분야나 주제, 연구수행
패턴이나 지식네트워크의 구조 등 연구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가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먼저 IBS 참여 이후 공저자의 수나 논문 당 평균 인용횟수 등에서는 큰 차이
가 없었으나 연간 출판 논문 수는 약 1.5배로 증가하였고 논문 당 인용된 참고문헌의
수 또한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특히 참고문헌의 동시인용 횟수가 IBS 참여 이후 크
게 증가하여, 장석복 단장의 연구단장 선정 이후 연구단의 연구 내용이 더 많은 지식
과 지식 간 연계를 필요로 하는 형태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응집성 분석 결과
도 이를 뒷받침하는 바, IBS 참여 이후 네트워크 중심성이 크게 높아져 특정 연구 분
야들을 중심으로 연구주제나 분야는 수렴하는 대신, 해당 주제(분야) 내 지식 연계가
활발해짐으로써 연구의 깊이가 깊어지고 성과의 질적 향상이 야기되었다.
중심성 분석 결과에서도 장석복 단장의 IBS 참여 전후 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났다.
먼저 위세중심성 분석 결과 IBS 참여 이후 상위 10개 참고문헌의 영향력과 중요도는
참여 이전에 비해 오히려 높아져, 참여 이후 상위 10개 문헌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내 지식확산이 더 활발하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IBS 참여 전후 모두 위
세중심성이 높은 문헌들의 대부분은 Angewandte Chemie 저널에 출판된 해외 연구
자(들)의 논문인 것으로 나타나, 네트워크 내 지식 연계와 확산에 있어 해당 저널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매개중심성 분석 결과 IBS 참여 이전에는 JACS 저널에
출판된 단장 본인의 논문이 서로 다른 연구 분야나 주제를 매개하는 역할을 주로 수
행한 반면, 참여 이후에는 지식네트워크 내 JACS 논문의 집중도가 크게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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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근접중심성 분석 결과 IBS 참여 이후 지식 네트워크 내 분야 간 융합이나 지식
확산이 용이한 최단 경로거리에 있는 노드의 수가 대폭 증가, 지식결합의 형태나 경
로의 다양성이 참여 이전 대비 급증하는 형태를 보였다.
본 연구의 네트워크 분석 결과는 과학적 성과 측정에 주로 사용되는 논문의 출판
건수나 피인용지수, 저널 영향력 지수 등에 비해 연구 분야나 주제의 변화, 연구 패턴
및 지식구조 전체를 보여주는 등,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기존의
성과평가지표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다. 최근의 기초연구는 분야간 융합과
지식 연계, 다수의 공동저자를 포함하는 연구형태로 전환되고 있는 특성을 보이고 있
어 본 연구에서 시도한 바와 같은 네트워크 분석은 기초연구 수행과정의 변화를 시각
적이고 정량적인 방법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제4차 국가연
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2021~ 2025)에서도 향후 R&D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평
가를 추진하고, 과제평가 시 논문이나 특허 보다는 궁극적인 과제목표 달성도를 중심
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성과분석 및 평가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어 이와 관련해서도 본 연구의 결과가 유의미하게 활용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의 분석결과가 기초과학분야 집단연구 수행으로 인한 보편적 성과인
지 여부는 관련 후속연구를 통해 규명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화학분야가 아닌 다
른 연구분야 연구단의 경우에도 본 연구와 유사한 집단연구 패턴변화가 나타날지, 이
같은 연구수행 패턴과 지식구조 변화가 기초과학의 고유한 속성에 기인한 것인지 등
에 대한 추가 분석을 통해 본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본 연
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집단연구사업, 그 중에서도 기초과학연구원의 화학분야 연
구단 1개 사례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로 일반화를 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 그
러나 향후 다른 분야의 IBS 연구단들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거나, NRF의 집
단연구 사업에 대해서도 유사한 형태의 분석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후속연구를 수
행함으로써 분야별 지식구조와 융합 연구 패턴의 경향성 및 일반화를 시도해볼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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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oring Performance of Group-based Basic Science
using Network Analysis: A Case Study of IBS Research
Center
Jung Yu Jin, Park Byeonghwa

Abstract

Korean government continues to increase its investment in R&D for basic science
concerning national competitiveness in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and institutional
efforts to measure the government’s R&D support correctly is ongoing, although such
efforts are challenged by the characteristics of basic science conducted as
curiosity-driven without any goals planned in advance. This study explores current basic
science research programs funded by the governemnt, along with the national
performance evaluation procedure to measure the impacts of those basic research
programs. Considering limitations of the current evaluation system, the study conducts
network analysis on a research center at the Institute for Basic Science (IBS) as a case
of group-based basic science research. The results present a clear change between
before and after the research center started in terms of network density, structure,
centrality, and visualization. Results of the study may contribute to advancing the current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of national basic science research programs by allowing
to observe systematic and structural changes within the whole knowledge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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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치지향 기업의 혁신활동에 대한 연구*
송위진**, 성지은***
초록

이 글은 사회가치창출을 기업의 존재 이유로 삼고 있는 ‘사회가치지향 기업’의 혁신활동 특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다. 사회가치지향 기업은 사회가치를 토대로 경제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모순적 상황에
있는 경우가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가치 중심으로 경제가치가 통합되는 기업전략과 조직루틴
을 구성하게 된다. 이 글에서는 기업혁신활동에서 두 가지의 논리를 통합하는 개념적 틀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례연구를 수행했다. 사례연구 대상은 테스트웍스와 복지유니온이다. 사회가치창출을
목적으로 창업해서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사례들을 분석하면서 사회가치지향 기업들의 혁신활동 특성
을 검토했다 . 이를 토대로 사회가치지향 기업의 혁신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
주제어 사회가치창출 사회가치지향 기업 사례연구 패러독스 관리
:

,

,

,

* 본 논문은 STEPI의 “디지털 전환기 기업혁신활동 변화와 대응전략 연구(발간예정 2021 년 12 월)” 수행 과
정에서 작성된 원고이다.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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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사회문제 해결을 혁신활동의 중심으로 삼는 사회가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
후변화와 감염병, 양극화, 고령화 등과 같은 난제들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
하면서 사회적 도전과제 대응에서 혁신정책과 비즈니스의 출발점을 찾는 흐름들이 확
산되고 있다.
과학기술혁신정책에서는 지속가능한 사회·기술시스템으로의 전환을 표방하는 ‘전환
적 혁신정책(Transformative Innovation Policy)’이 이런 관점을 보여준다(Diercks
et al, 2019; EEA, 2019; Schot and Steinmueller, 2018; Steward, 2012; VITO,
2012; Weber and Rohracher, 2012; 송위진·성지은, 2019). 전환적 혁신정책은
우리사회가 직면한 사회적 도전과제 해결에서 혁신정책의 출발점을 찾고 있다. 현재의
시스템이 지속된다면 우리 사회는 존속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는 관
점에서 시스템의 전환을 주장한다. 전환적 혁신정책은 사회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시스템 전환 과정에서 새로운 과학기술연구와 산업발전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Mazzucato, 2018; OECD, 2021; Geels and Penna, 2015). 사회적 도전과제 해결이
결국 새로운 산업과 과학기술의 발전 기회를 만든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혁신성장과 산업발전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고용을 창출하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직면하는 주거·교통·에너지·환경·보건의료·돌봄
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만 의미 있게 된다. 성장과 발전이 정책의 최우선 가치로
받아들여지던 시대에서 시민들이 삶의 질이 최우선의 기준이 되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 이제는 시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의 영위를 도와주는 ‘좋은 성장과 산업발
전’이 중요하다. 방향성이 중요해진 것이다.
혁신정책의 변화와 맞물려 기업의 혁신활동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유사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사회문제 해결에서 기업 활동의 존재 이유를 찾는 여러 논의들이 등
장하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은 기업이 사회 속에서 정당성을 획득하여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유가치창출론은 우
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문제가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이 된다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박흥수 외, 2018; 김태영·도현명, 2019).
사회가치지향 기업론은 여기서 더 나아가 사회문제 해결을 비즈니스의 목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최인석, 2020; 김재구 외, 2020; 서진석, 2021). 파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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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아와 같은 사회가치지향 기업의 경우 그 존재이유는 사회문제 해결이고, 비즈니스는
그것을 효과적으로 장기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다. 사회적 기업이나 소셜
벤처도 이런 범주에 드는 기업이다. 사회가지지향 기업들이 이런 활동을 하는 이유는
기후위기, 양극화, 고령화와 같은 우리사회가 직면한 문제가 너무나 심각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기업활동을 전개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글은 이윤극대화라는 전통적인 기업 활동의 프레임을 넘어 사회가치 창출을 기
업의 존재 이유로 삼고 있는 사회가치지향 기업의 혁신활동 특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인 사회문제 해결에서 기업의 존재이유와 가치를 찾는
기업의 혁신활동을 다룬다(후지이 타케시, 2016; 딜로이트 컨설팅, 2020; 서진석, 2021;
최인석, 2020; 레베카 헨더슨, 2021; 김재구 외, 2020; 황혜란·송위진, 2014). 이들은
기업이기 때문에 수익을 창출하고 다른 기업들과도 경쟁한다. 그렇지만 이런 활동은
사회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이다.2) 따라서 사회가치와 경제가
치를 통합하는 조직루틴을 구성하고 혁신활동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접근과
는 다른 새로운 혁신활동에 대한 논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사회가치지향 기업의 특성을 논의하기 위해
기존의 사회문제 해결과 관련된 기업론을 살펴본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CSR), 공
유가치론(CSV)을 검토한 후 비즈니스 시스템 자체가 사회가치에 기반하고 있는 사회
가치지향 기업론에 대해 논의한다.
한편 사회가치지향 기업은 사회가치를 토대로 경제가치를 동시에 추구하기 때문에
모순적 상황에 있는 경우가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가치 중심으로 경제가
치가 통합되는 전략과 조직루틴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이런 통합적
논리를 구현하는 개념적 틀을 정리한다. 사회적 가치와 임무, 비즈니스를 전개할 사회
2)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사회가치지향 기업도 결국에는 장기적인 이윤 극대화를 지향한다고 파악한다. 사회가치 창출을 통해
평판을 높이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게 되면 장기적으로 수익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을 경제가치 중심의
프레임에서 보면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업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수행하는가이
다. 사회가치지향 기업은 사회가치를 비즈니스의 출발점으로 삼고 경제가치지향 기업은 수익을 비즈니스의 출발점으로
삼는 프레임의 차이가 있다. 서진석(2021)은 사회가치로부터 비즈니스의 존재 이유를 찾는 기업을 행동주의 기업으로.
최인석(2020)은 사회가치 비즈니스로 명명하면서 기존 기업과의 차별성을 강조한다. 사회가치지향 기업에게 비즈니스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수단 중의 하나이다. 이런 측면에서 사회가치지향 기업의 전형적인 사례는 사회적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은 일반 명사가 아니라 지원을 위한 법률적·제도적 용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을 경우 사회적 기업의 제도적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사회
가치지향 기업을 포괄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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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영역 설정, 사회문제와 관련된 차별화에 초점을 둔 경쟁우위 확보 전략, 이를 위
해 확보해야할 역량에 대한 논의를 살펴본다.
다음에는 이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사례연구를 수행한다. 사회가치창출을 목적으
로 창업해서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사례들(테스트웍스, 복지유니온)을 분석하면서 사회
가치지향 기업들의 혁신활동 특성을 검토한다. 마지막 절에서는 사회가치지향 기업의
사회문제 해결 혁신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II. 사회가치지향 기업의 혁신활동을 보는 개념적 틀
1. 비즈니스와 사회문제 해결을 보는 관점들
1) CSR론, CSV론, 사회가치지향 기업론

사회가치지향 기업은 비즈니스의 목적이 사회문제 해결에 있다. 이들에게 비즈니
스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이다. 비즈니스가 잘 전개되어 기업이 발전하면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와 영역이 확대된다.
이런 측면에서 사회가치지향 기업론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CSR)과 공유가치창출
론(CSV)과는 다른 결을 가지고 있다. CSR, CSV론은 기본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주
주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을 기업의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서 사회가 요구하는
규범을 잘 지켜야 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 요구를 비즈니스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어
야 한다. 기업이 노동·환경·안전과 관련된 사회문제를 발생시켜 이에 대한 매서운 사
회적 비판이 있었는데 이를 수용해야 사회적 존재로서 기업이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
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의 출발점이 되었다. 공유가치창출론은 ESG와 같은 기업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단순히 사회적 압박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김태영·도현명, 2019; 박흥수 외, 2016).
반면 사회가치지향 기업론은 사회문제 해결이 기업의 최우선 목표이며 존재이유라
고 생각한다(서진석, 2021; 최인석, 2020). 사회문제해결 활동을 하지 않으면 기업으
로서의 존재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넘어 기
업의 가치사슬과 조직루틴을 사회가치 중심으로 구성·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회
적 책임론이나 공유가치창출론은 사회가치를 중심에 둔 비즈니스 시스템 구성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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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지만 사회가치지향 기업은 시스템 전체를 사회가치 중심으로 설계해서 비즈니
스 시스템의 전환을 지향한다.3)
실제로 공유가치창출 기업과 사회가치지향 기업의 활동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다. 또 비즈니스 전개과정에서 기업의 속성이 변화할 수 있다. 그러나 기본 관점
과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양자의 논의를 구분해서 접근하기로 한다.
2) 사회가치지향 기업의 특성

사회가치지향 기업은 패러독스 상황에서 비즈니스를 전개한다. 조직운영 과정에서
사회가치 지향성과 경제가치 지향성이 서로 부딪히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조직(hybrid organization)의 모습을 보인다(Pache & Santos, 2013; Haigh et al, 2015;
Jay, 2013; Doherty et al, 2014; Vallaster et al, 2021).
하이브리드 조직에서 패러독스를 관리하는 방식은 세 가지가 있다(Pache &
Santos, 2013). 첫째는 양 논리를 서로 분리하는 것(decoupling)이다. 요구되는 규
율을 상징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운영은 기존 방식대로 진행하는 것이다. 사회가치지향
기업이라는 것을 천명하고 대외적으로 활동하지만 내부 운영은 전통적인 수익 중심의
방식으로 접근하는 사례가 그것이다. 이런 전략은 일정 기간 동안 패러독스를 해결하
는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각 논리가 부딪히는 시간이 길어지면 특정한 논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
다른 방안은 타협(compromising)하는 전략이다. 이는 서로 갈등하고 있는 논리
를 일부 수정해서 상대 논리가 수용될 수 있도록 타협하는 것이다. 사회적 가치에 대
한 요구와 경제적 가치에 대한 요구를 일부 조정해서 각자가 받아들일만한 수준으로
낮추어서 양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일정 수준의 활동을
보여주면서도 또 수익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전략이 그 사례가 될 수 있다. 이런
전략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이 되면서 특정 논리를 선택해
야 하는 상황에 부딪히게 된다.
세 번째 방안은 각 제도의 모순적 요구를 통합하는 접근(combining competing
3) 김재구 외(2020)은 경제가치와 사회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가치경영을 논의하고 있다. 이들은 기업 목적(사회적 책임
수행/경제적 가치·사회적 가치 동시 추구)와 주요 사업과 사회가치 창출 영역의 연계성(간접 연계/직접 연계)을 축으로
사회가치경영을 2*2유형 분류하고 있다. 이 틀에 따르면 이 글에서 다루는 사회가치지향 기업은 제4유형에 속하는 기업
이다(김재구 외, 2020: 72). 이 유형의 기업은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면서 전사적으로 사회가치 창출에 노
력한다. 따라서 주요 사업이 사회적 가치 창출영역과 연계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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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ic)이다. 이는 서로 다른 제도들이 요구하는 활동의 레퍼터리 중에 양쪽의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통합적 루틴을 구성하는 것이다. 정-반-합 과정을 거치면서 다양
한 조직의 루틴들을 발굴하여 모순을 해결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다. 사회적 가치
를 구현하는 활동이면서 동시에 경제적 가치를 구현하는 루틴들을 찾아서 조직의 루
틴으로 활용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조직 활동을 구성하는 다양한 루
틴들 중 양쪽을 만족시키는 루틴을 찾거나, 각각을 요구를 만족시키는 루틴들을 동시
에 지닌 복합체로서 조직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Pache & Santos,
2013). 장기적으로 기업이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존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양자
의 요구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접근이 필요하다.
2. 모순적 요구를 통합하는 사회가치지향 기업 분석을 위한 개념적 틀

이런 특성으로 인해 사회가치지향 기업론에서는 사회가치와 경제가치의 모순적 요
구를 통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왔다(Pache & Santos, 2013; Jay,
2013; Doherty et al, 2014; Vallaster et al, 2021). 그 중에서 딜로이트 컨설팅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SDGs를 중심으로 사회가치와 경제가치를 통합한 기업의 전략
체계를 오랫동안 다루어왔다(딜로이트 컨설팅, 2020; 후지이 타케시, 2016). 이들의
체계도는 직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 컨설팅을 통해 축적된 암묵지
를 바탕으로 사회가치지향 기업이 운영되는 통합 모델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이를 사회가치지향 기업의 혁신활동 분석을 위한 출발점인 '개념적 틀
(conceptual framework)'로 활용한다.
딜로이트 컨설팅은 사회가치창출을 위해 사업과정에서 사회가치와 경제가치를 연
계하는 것을 넘어(CSV 1.0), 비즈니스 시스템 전체를 사회가치 중심으로 재구성해야
하는 CSV 2.0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한다. 사회·경제적 환경이 요구하는 기
후위기에의 대응, ESG와 같은 규범, 사회적 규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가치와 경제
가치가 통합되어 운영되는 기업 조직루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사회가치
지향 기업의 경쟁우위 요소는 전통적인 기업이 강조하는 제품의 기능·품질·가격을 넘
어 사회가치지향 기업이 지향하는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대의(大義), 관련 비즈니스
규칙을 설정하는 능력, 사회적 도전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직능력을 포함한다(후지
이 타케시, 2016; 딜로이트 컨설팅, 2020: 50).
이들은 사회문제를 사업기회로 인식하고 창의적인 사회문제 해결방안을 경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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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별화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사회가치 창출 능력
에 대한 논의를 강조한다. 이들은 사회가치창출 활동과 경쟁전략을 연결하면서 모순되
는 요구사항을 사회가치 중심으로 통합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1> 참
조).
첫째, 이들은 사회가치지향 기업 활동의 임무와 목표에서 사회적 가치가 중심이
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강조한다. SDGs는 사회가치지향 기업의 존재이유
(purpose)와 관련이 있다(레베카 헨더슨, 2021). 여기서는 사회가치지향 기업이 추구
하는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비전이나 전략적 의도(strategic intent)가 논의된다. 이는
사회가치지향 기업이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이자 일종의 대의로서 시민, 시민사회조직,
정부, 관련 이해당사자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당성 자산으로 기능한다.
이 때 사회가치지향 기업의 목표로서 사회문제 해결과 관련된 정량목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것이 필요하다(딜로이트 컨설팅, 2020).
둘째, 사회가치지향 기업이 전략적으로 사업을 수행해야할 ‘사회문제 영역’을 논의
한다. 대상이 되는 영역은 사람들의 니즈가 충족되지 않은 사회문제이다. 이러한 사회
문제 영역은 신규시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새로운 시장형성 기회를 제공해준다.
그러나 시장형성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술적·정치적 노력이 필요하다. 의미 있는 시장으로 인정받고 잠재적 니즈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면서 사회문제 영역이 새로운 시장으로서 의
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요청된다. 한편 이들에 따르면 사회가치지향 비즈니
스를 전개하기 위해서는 사회문제를 개별적인 지역·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지역·
영역의 문제가 융합된 일정 규모의 사회문제로 재구성하는 활동이 필요하다(후지이 타
케시, 2016). 비즈니스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장형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셋째, 사회가치지향 기업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면서 타 기업(경제가치지향 기업이나
다른 사회가치지향 기업)과 경쟁하기 위한 전략을 다룬다. 여기서는 사회문제 해결 활
동을 통해 다른 기업과 차별화될 수 있는 요소를 발견하는 것이 강조된다(딜로이트
컨설팅, 2020). 이 때에도 사회적 측면이 중요하다. 사회가치지향 기업이 해결해야할
사회문제의 내용이 다르거나, 사회문제 해결책이 차별화되거나, 또는 해결책의 효과가
차별화되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전략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외
부의 스타트업이나 비영리조직과의 협업을 강조한다. 효과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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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사회문제 현장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변화에 대한 빠른 대응, 다른 산업분
야와의 연계를 위한 외부 조직들과의 협업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넷째, 전략을 구현하기 위한 능력 확보에 대해 논의한다. 여기서도 사회적 측면이
우선적으로 강조된다. 후지이 타케시(2016), Loorbach and Rotmans(2010)는 사회
문제 해결과 시스템 전환을 위해 요구되는 능력은 1) 사회문제에 대한 특성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비즈니스 전개와 관련된 지식(학습), 2) 사회가치를 반영한 순환경제와
같은 공급망을 효율적으로 형성·관리하는 능력, 사회문제 해결과 관련된 소비자, 이해
당사자, 시민사회조직과 같은 혁신공동체를 형성·관리하는 능력(네트워크 형성), 3) 사
회문제 해결 비즈니스 수행을 위한 법·제도나 규범을 형성하는 능력(정당성 확보)을
제시하고 있다.
다섯째, 이런 전략과 능력을 구현할 수 있는 비즈니스 시스템 구축 방안을 다룬다.
특히 기존 기업에서 사회가치지향 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에서 사회혁신
관련 새로운 실험을 수행하고 확산시키는 사내 혁신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회가
치에 기반한 기업 운영 시스템 구축은 정당성 확보에 기여한다.
<표 1> 사회가치지향 기업 혁신활동의 주요 요소와 개념적 틀
주요 요소

내용

· 전 세계가 공유하는 비전으로서 SDGs에 입각한 비전
입각한 기업의 존재 이유를 제시
1. 사회가치에 · 사회가치에
사회문제
해결과 관련된 슬로건을 넘어 정량목표
기반한 기업의
제시
존재이유와 활동 - 사회가치와 경제가치가 동시에 실현가능한 목표
목표
제시
-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대의명분 확보
· 기업이 전략적으로 해결을 추구해야할 사회문제
2. 해결해야할
영역설정
사회문제 영역과 - 미개척 사회니즈로 파악하고 신규 영역을 탐색
진입시장
· 사회문제 영역을 사업기회로 인식
· 사회문제의 융합을 통한 일정 규모 이상의 시장 형성
추구하면서 경쟁하기 위해서 가격우위
3. 사회가치를 · 사회가치를
전략보다는
차별화 전략 추진
추구하면서
차별화
전략으로
1) 대상으로 다룰 사회문제,
경쟁하기 위한
2)
사회문제
해결책
, 3) 사회문제해결
전략과 혁신활동
달성도에서의 차별화를 채택

사회가치와
경제가치가
통합되는 방식

사회가치를 토대로
경제가치를
실현하는 목표설정
사회문제 도출을
통한 신규 시장
발굴
사회문제 해결의
과정·방식·효과가
기업간 경쟁에서
차별화 요소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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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제로 인한 손실을 잠재시장 규모로 포착하여
관련
기존 해결책을 뛰어 넘는 기술혁신과 사업 모델 구축 사회문제
외부조직과의
· 스타트업이나 시민사회조직과 함께하는 개방형
협업을 통한
혁신전략과 린스타트업 전략 필요
차별화 요소 획득
4. 사회가치를 · 전략실행에 필요한 역량 획득
사회문제
추구하면서
- 1)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의 인지
해결능력과
경쟁우위 확보를
능력, 2) 사회가치에 기반한 공급망 관리 능력과 사회가치 관련
위해 갖추어야
브랜딩을 통한 혁신공동체 구축 능력(네트워크
활동이
능력
형성), 3)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정책옹호 능력
핵심능력으로 작동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조직, 관리지표, 사회가치 기반
5. 사회가치를 · 사회가치지향
처리
과정
정립
반영한
정당성
다른 루틴에 기반한 사회가치지향 시스템 기업운영과
경영관리시스템 · 기존과는
확보
구축
자료: 딜로이트 컨설팅(2020; 186), 후지이 타케시(2016) 논의를 통합하여 재구성

이 글에서는 이들 요소를 중심으로 사회가치지향의 혁신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
수들을 논의한다. 5가지 요소를 사회적 임무와 활동영역, 경쟁우위 전략, 전략 구현
능력 3개로 압축해서 각각의 특성에 대해 살펴본다. 우선 1) 첫째와 둘째 요소를 통
합한 사회가치지향 기업이 지향하는 사회적 목표와 임무, 그들이 활동하는 사회문제
영역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2) 사회가치지향 비즈니스를 전개하기 위한 경쟁우위와 차
별화 전략을 검토한다. 그리고 이 전략을 구현하기 위한 능력으로서(변화인지 및 학습
능력, 네트워크 형성 능력, 정당성 확보 능력)을 논의한다. 경영관리시스템은 사례 분
석 대상인 기업이 사회가치지향을 가지고 창업한 기업이고 업력이 그리 길지 않기 때
문에 분석요소로 다루지는 않았다.4)
여기서 초점을 맞추는 것은 사회가치지향 활동을 중심으로 경제가치가 결합되면서
통합적 논리가 구현되는 양상이다. 즉 사회가치를 추구하는 활동이 경제가치로 전환되
는 모습이다.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영역을 설정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내거나, 사회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더 나은 대안을 도출해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해나가는 활동을 살펴본다.
사례 분석 대상은 소셜벤처이자 사회적기업인 테스트웍스와 사회적기업인 복지유
4) 이들은 현재 대표이사 중심의 경영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아직 규모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경영관리와 관련된 심각한
문제는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좀 더 규모가 확대되면 직원들의 작업 방식과 급여 수준 설정에서 사회가치
지향성을 강조하는 입장과 경제가치를 중시하는 관점이 부딪히는 상황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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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온이다. 이들은 관련 분야를 대표하는 사회가지치향 기업이다. 대통령상 등 다양한
상을 수상했고 새로운 방식의 고용시스템과 시장을 개척한 기업들이다. 테스트웍스는
포용적 고용 시스템을 구축한 기업으로서, 복지유니온은 고령친화식품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사례 분석은 이차 문헌 자료와 연구진이 제
시한 구조화된 질문지에 대한 창업자들의 답변서, 인터뷰, 포럼 발표 자료와 같은 1
차 자료에 기반해서 이루어졌다.5)
III. 사례 분석 1: 테스트웍스
1. 기업 현황

테스트웍스는 SW출시 전 제3자 입장에서 다양한 시나리오로 소프트웨어를 검증하
는 ‘소프트웨어 테스트 분야’와 인공지능 모델 개발에 필요한 학습 데이터를 구축하는
‘인공지능 데이터 분야’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데이터 분야의 경우 국
내 인공지능 시장이 형성되는 초기 단계인 2016년 말부터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데이
터 가공 업무를 시작하여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인공지능 데이터 셋을 구축하였다.
테스트웍스의 특징은 성별, 연령, 장애, 국적에 차별 없이 잠재력 있는 다양한 사
람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포용적 고용 모델을 구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테스
트웍스에는 발달 장애인, 청각 장애인 등 약 30여명의 장애인, 20여명의 경력단절 여
성, 시니어, 청년, 전문인력 등 다양한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다. 또 취약계층을 수혜
의 대상으로 보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가진 작업자라는 관점에서 근로자
유형 및 개개인의 강점을 기반으로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분야의 직무를 설계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높이고 있다.
테스트웍스의 임직원 수는 2020년 현재 98명이고 매출은 약 110억 원대이다. 소
셜벤처로 창업했고 첨단 분야에서 포용적 고용을 통해 경쟁력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여 여러 관심을 받고 있다.
5) 사례 서술에 창업자들(테스트웍스 윤석원 대표, 복지유니온 장성오 대표)이 작성한 구조화된 질문서에 대한 답변 내용이
원자료로 많이 활용되었다. 창업자의 인터뷰 내용은 유튜브 ‘한국리빙랩네트워크TV’ 채널에서 볼 수 있다. 포럼에서의
발표 내용도 동 채널에 게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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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테스트웍스의 기본 정보
기업명

테스트웍스(사회적기업)
종업원수 98명(202039년명), 취약계층
인공지능 데이터 수집 및
사업분야
가공서비스, 소프트웨어
테스팅 자동화
자료: 테스트웍스 내부 자료(2021)

설립일
투자유치현황

2015년 6월
2018년 Series A(10억)
2020년 Series B(55억)

2020년 매출

약 110억원

2.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임무·목표와 활동영역

테스트웍스는 취약계층에게 고용기회도 잘 주어지지 않고 또 고용되어도 단순한
업무만을 하게 되는 고용환경에서 취약계층도 고용되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
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다양한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과 업무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적 장애인들이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것이다(강정훈·신현상,
2020).
현재의 고용시스템에서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 취약계층의 고용은 서비스 및 제
조 분야의 단순노무직 중심으로 이루어져있다. 따라서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및 계약직 등과 같은 불안정한 형태로 고용이 이루어지면서 고용의 질이 하락하고 장
기 근로를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다. 테스트웍스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ICT 분야에서 취약계층에게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
립되었다. 테스트웍스는 취약계층도 적절한 업무 프로세스를 설계해주면 첨단산업분야
에서도 높은 생산성을 지닌 인력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기업의 경쟁우위로 연결
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강정훈·신현상(2020)에 따르면 테스트웍스는 자폐나 난
독증과 같은 신경 증상이 있는 사람들의 패턴 인식, 기억력, 수학 등에서의 재능이 발
현될 수 있는 교육·훈련 시스템, 일반 직원과 신경다양성을 지닌 장애 인력이 원활시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 자폐증 사원의 생활관리 매뉴얼 등을 통해 장애인들이 가진
단점을 강점으로 전환시킨 사례이다.6)
6) 자폐증이 있는 사람들을 숙련 인력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나타난 어려움과 해결과정에 대해서는 강정훈·신현상(2020)
을 살펴볼 것. 고객사의 요구에 따른 업무 조정을 위해 소통능력이 뛰어난 경력단절 여성이 고객사와 자폐증 인력과의
커뮤니케이터가 되면서 서비스의 질과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는 과정 등이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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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테스트웍스가 사회가치를 추구하는 영역은 조직 내부의 고용 및 교육·훈련시
스템과 관련되어 있다. 테스트웍스가 개발한 제품·서비스를 통해 직접적으로 사회가치
를 구현하는 활동은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 현재 성장하고 있는 영역인 AI
분야에서 전개되는 비즈니스를 통한 사회가치창출 활동과 관련된 새로운 작업이 필요
한 상황이다. 최근 ‘모두를 위한 AI(AI for All)’ 또는 ‘사회혁신 AI(AI for Social
Innovation)’에 대한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향후 다양한 실험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표 3> 테스트웍스의 비전과 임무
차별 없이 충분히 잠재력이 있는 다양한 계층들이 지식 산업 분야에
(비전) 구현하고자 편견과
서
본인들의
맞는 직무를 찾고 지속 성장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하는 사회 시스템 가질 수 있는적성에
사회시스템 구축
(임무) 비즈니스를 취약 계층들이 단순한 수혜의 대상이 아니라 적합한 직무 식별 및 체계화된
통해 달성하고자 업무 프로세스를 통해 높은 생산성을 보유한 경쟁력 있는 인력이 될 수 있
하는 임무
다는 것을 시장에 증명
자료: 테스트웍스 내부자료(2021)
3. 사회문제 해결과 경쟁우위 확보 전략
1) 취약계층의 고용과 성장이 이루어지는 포용적 고용 시스템 구축

테스트웍스의 사회문제 해결과 관련된 경쟁우위 요소는 취약계층의 유형별 강점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직무와 업무를 설계하여 업무에서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고
용시스템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취약계층 직원들의 장기근속과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
다. 테스트웍스의 장애인 사원들의 경우 2018년부터 0%의 퇴사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장기 근무를 통해 직원들의 전문성과 숙련도가 높아져서 단순 데이터 가공 작업자에
서 데이터 품질 리뷰어로 승진한 직원의 비율은 2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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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테스트웍스의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
기존 접근 방법
테스트웍스
사회적
취약계층의 잠재력과 강점에 기반한
취약계층의 단순 고용 창출에 집중
가치
지속가능한 양질의 고용 창출
업종
사회복지, 돌봄 등의 서비스업
SW 및 AI 등의 지식산업
신규 시장의 공공 및
타겟시장 성숙 단계의 기존 시장의 공공 부분 초기 및 성장 단계의
민간 부분
적극적
생산성 향상 및 품질 확보를 위한 체계적
R&D
소극적
프로세스 구축 및 다양한 도구 개발
비즈니스 모델 확장 및 복제를 위한
인공지능 수집 및 가공 플랫폼 개발
자료: 테스트웍스 내부자료(2021)
2) 포용적 고용시스템을 뒷받침하는 자동화 기술의 적극적 활용

테스트웍스는 2017년부터 연구개발 인력을 고용하고 기업 부설 연구소를 설립하
여 수동으로만 수행하던 데이터 라벨링을 일부 자동화하고 데이터 라벨링 업무를 관
리하는 도구를 개발했다. 그 결과 ‘블랙올리브’라는 데이터 가공 자동화 및 관리 도구
가 도입되었고 이를 통해 약 30% 이상의 생산성이 향상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대규
모 인공지능 데이터 구축 과제를 수주할 수 있었다.
또한, 인공지능 데이터의 편향성 이슈로 인해 다양한 데이터의 수집이 필요하게
되자 2019년 에어웍스(aiworks)라는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데이터 수집 플랫
폼을 출시하였으며 현재 약 6만여 명의 일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에어웍스 플랫
폼을 통해 테스트웍스는 플랫폼에 참여한 시민 사용자로부터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되었다.
4. 역량
1) 변화의 인지와 학습

테스트웍스는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새롭게 열리는 공간을 활용해서 첨단산업 발
전과 포용적 고용시스템 구현이라는 사회혁신을 연결시킨 사례이다. 인공지능기술에
기반한 비즈니스 활동에서 데이터의 확보가 중요함을 인지하고 취약계층이 그것을 활
용하여 노동할 수 있는 고용시스템을 구축하였던 것이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에게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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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일자리를 마련해주면서 경쟁력있는 비즈니스를 전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더 나아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데이터 가공에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데
이터 창출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2) 공급망과 관련 주체들과의 네트워크 형성

창업 초기 테스트웍스는 STEM 분야에서는 낯선 포용적 고용을 지향하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이유로, 또한 사회적경제에서는 STEM분야 기업의 생소함으로 인해 다양
한 이해관계자와의 네트워크 구축이 용이하지 않았다. 인공지능 시장이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협업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지 않았던 것이다.
창업 초기 가장 활발히 협업했던 기관은 취약계층의 교육과 채용을 위한 여성인력
센터와 장애인 복지관 등이었다. 2015년 은평여성인력센터 교육을 통한 정규직 고용
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자 서울 시내 다양한 여성인력센터과 연결되어 재취업 하고자
하는 경력단절여성들을 확보할 수 있었다.
창업 초기를 지나 테스트웍스의 포용적 고용 모델의 가능성이 확인된 후 하나은
행, SK등 대기업 CSR부서와의 협업이 본격화 되었다. 하나은행의 경우 하나파워온임
팩트라는 발달장애인 고용창출을 위한 CSR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테스트웍스는 이
프로그램의 지원으로 발달장애인 생활 관리 매뉴얼 등을 개발하였다.
인공지능 데이터셋 비즈니스가 성장기에 들어오면서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이 이루
어졌다. 연구개발 및 인공지능 데이터셋 구축을 위한 대학교와의 협업이 활발해 졌다.
또 산업 도메인의 인공지능 시장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울산항만공사 등과 같은
공공기관과의 협업이 시작되었다. 또한, 인공지능 시장의 급성장으로 인해 많은 인공
지능 스타트업들이 등장함에 따라 이 기업들간의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3) 정당성 확보 활동

테스트웍스는 정책자문과 모범사례 제시를 통해 포용적 고용시스템 구현을 위한
정당성 제고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기술변화에 대응하려면 품질
높은 데이터셋이 필요하며 이 데이터셋을 구축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민의 참여와 전
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왔다. 이로 인해 테스트웍스 모델은 데이터댐 구축
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 안전망 강화라는 디지털 뉴딜 사업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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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우리나라는 ICT 기술을 활용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포용적 사회를 구축하
고자 하는 활동이 해외에 비해 활발하지 않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시도가 사회가치를 위한 AI(AI for Social Good)이라는 이름으로
글로벌 회사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활동이 미흡한
상황에 있다. 현재 테스트웍스는 포용적 고용시스템 구현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사회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활동도 준비하고 있다.7)
IV. 사례 분석 2: 복지유니온
1. 기업 일반 현황

복지유니온은 어르신 영양돌봄을 통한 건강한 사회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2011년
에 설립한 사회적기업이다. 복지유니온은 노인의 식생활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어르신 맞춤형 식품과 어르신 식생활진단 및 스마트 솔루션
개발을 하고 있으며, 동시에 어르신 공공급식 확대를 위한 사회적 연대 및 대외활동
을 수행하고 있다.
복지유니온 장성오 대표는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약 10년간 노인종합복지관 및
요양원 등에서 근무하면서 기존 복지전달체계의 급식서비스로는 저작, 연하곤란 및 질
병 등으로 인해 식사가 어려운 어르신들의 영양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특히 경관식사(일명 콧줄)에 따른 어르신들의 우울증상, 치매어르신
신체구속과 기도질식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 등이 비일비재한 현실을 마주하던 중
2010년 일본 노인복지시설 연수를 통해서 인권친화적인 노인급식서비스 산업을 알게
되었다. 이에 국내 비인권적인 어르신 급식서비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르신 영양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게 되었다.
7) 테스트웍스는 정부사업을 통해 ICT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에 활용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테스트웍스에서
실험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협업하는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스마트워크 서비스 앱개발, 시각장애인의 보행권 확대를 위한
AI기술 활용, AI를 활용한 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위한 데이터셋 구축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테스트웍
스, 2021). 테스트웍스는 축적된 AI 관련 능력과 장애인 고용·작업시스템 노하우을 바탕으로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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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복지유니온의 기본 정보
기업명

㈜복지유니온(사회적기업)

설립일

부설연구소 한국고령친화식품연구소
” 한식뷔페 &
직영식당 “열린밥상
어르신 배달 급식

수탁시설
물류센터
소재지

종업원수

22명

지식자산
현황

자본금

70,000,000원

2020년 매출

자료: 복지유니온 내부자료(2021)

2011. 11. 14
동작구 공공급식센터
중랑구 공공급식센터
경기도 광주시
고령식품 특허등록/출원
각 1건
상표등록 2건(효반 /
열린밥상)
약 62억원

2.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임무와 목표, 활동 영역

복지유니온은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영양돌
봄시스템 구현을 자신들의 비전으로 삼고 있다. 영양가 있는 고령친화식품 개발·공급
부터 공공급식과 식당을 통한 식사 제공, 그리고 고령자의 식생활 컨설팅을 통한 건
강유지 서비스 공급까지 노인들의 식생활과 관련된 전 과정을 고령자 친화적으로 재
구성하여 건강한 노년기 삶을 구현하는 시스템을 지향하고 있다. 이를 통해 노년기
시민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노인 의료비 감소를 통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며, 통합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사회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각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음식과 영양돌봄·건
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활동이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노인 영양돌봄 혁신생태계를 형성하는 활동을 필요하다.
복지유니온의 활동 영역은 크게 1) 고령친화식품 사업 영역, 2) 공공급식 식재료
유통 사업 영역, 3) 어르신 영양돌봄 사업 영역으로 구분된다. ‘어르신들의 영양돌봄
체계 구축을 통한 노년기 삶의 질 향상 도모’라는 사회적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저작
기능이 떨어지는 고령자들이 손쉽게 섭취할 수 있는 고령자 맞춤형 식품을 개발·판매
하고, 고령자들을 위한 공공급식 제공 및 전문식품을 유통하며, 온라인 공공급식 및
영양관리 플랫폼을 구축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복지유니온은 국내 고령친화식품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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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선도해 온 기업으로 비록 규모는 작지만 고령친화식품 전문기업으로 성장해가고
있다.
3. 사회문제 해결과 경쟁우위 전략
1) 고령친화식품 개발·생산을 통한 새로운 시장 형성

고령친화식품 사업은 2014년 국내 최초 한국형 연하도움식 ‘효반’ 제품을 출시하
며 시작되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당시 국내 돌봄 관계자들에게는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이해가 없었고 고령친화식품 시장도 존재하지 않은 때였다. 제품을 판매하기 위
해,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 시장을 만들어야만 했다. 복지유니온은 시장을 만들기 위해
서는 실 구매자의 인식개선 활동과 함께 노인영양급식 정책 개발에 참여했다. 이런
활동을 거치면서 노인들에 적합한 고령친화제품 시장을 발전시켜 왔다.
2)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고령친화적 급식 제공

공공급식 식재료 유통은 사업 초기부터 진행되었다. 영양사가 부재한 소규모 장기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급식 관리와 식재료 유통을 해왔다. 이를 통해 소규모 장기요양
시설의 급식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2016년에는 복지유니온이 참여하고 있는 광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어르신 통합
돌봄과 관련된 서울시 사회적경제특구사업에 선정되었다. 복지유니온은 영양돌봄 주제
로 지역에 식생활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고령친화식품 ‘효반’을 제공하고 커뮤니티
영양돌봄 식당 ‘열린밥상’을 개소하였다. 이를 통해 식생활 취약 어르신 대상으로 일
부 유료(보조금 지원 또는 할인) 서비스를 진행하였다. 이 사업은 기존의 복지전달체
계에서 진행되는 어르신 공공급식 서비스를 사회적경제 조직이 수행하는 방식으로 수
행하면서, 저소득층을 넘어 일반 어르신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소
득수준에 따라 무상부터 전액 유료상품까지 고령자 급식(외식/배달)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다.
3) ICT를 활용한 어르신 영양돌봄 사업과 플랫폼 구축

어르신 영양돌봄 사업은 보건산업진흥원의 ‘커뮤니티케어 서비스 시나리오 개발’
R&D사업에 선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2020년).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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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저소득 어르신 대상 무료급식 서비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한 건강지원 식사서비스 설계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서는 어
르신 대상 식생활 관련 조사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복지유니온은 데이터 확보를
위해 어르신 식생활진단 ICT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를 활용해서 복지유니온은 기
존의 열린밥상 및 배달 급식 이용 어르신을 대상으로 식생활진단을 진행하였고, 이
결과를 토대로 어르신 영양돌봄 및 식사서비스 모델을 구축하였다. 기존 음식 제공
서비스에서 ICT를 활용한 식생활 평가 기반 영양돌봄 서비스까지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한 것이다. 복지유니온은 이 모델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어르신 공공급식 소셜 프
랜차이즈를 준비하고 있다.
영양관리와 식사지원이 통합된 영양돌봄 프로그램은 시장 확장성이 큰 사업이다.
긴급지원 및 바우처 프로그램을 통해 영양관리 서비스를 경험하게 되면 지불 능력이
있는 어르신들의 유료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시작으로 일본이나 독일의
사례처럼 어르신 외식 및 배달 급식 산업이 고도화되고 보편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4. 역량
1) 변화의 인지와 학습

창업자는 노인복지관 및 요양원에서 근무하면서 인지하게 된 노인들의 영양활동의
문제를 인식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창업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이 쉽게 섭취할
수 있으며, 손쉽게 영양활동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비즈니스를 전개해오
면서 노인들의 영양돌봄 활동까지 진출하게 되었다.
한편 디지털 기술은 복지유니온의 활동을 영양돌봄 분야로 확장하는데 핵심적 역
할을 하고 있다. 노인 음식 생산 및 급식사업으로 시작했던 활동이 디지털 기기를 통
해 식단·건강관리 데이터에 기반한 영양돌봄 서비스로 확장하고 있다. 개인의 상황에
맞춤 식단 및 영양관리가 가능해지면서 음식에서 시작해서 건강관리까지 비즈니스가
확대되고 있다. 이는 영양돌봄을 지향하는 혁신생태계의 확장에도 기여하고 있다.
2) 네트워크 형성 활동

복지유니온은 어르신 영양돌봄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고령친화식품 개발부터 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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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공공 급식 유통 플랫폼 구축, 영양돌봄 ICT 프로그램 개발에 이르기까지 시장의
변화와 요구에 빠르게 부응하며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다른 조직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복지유니온은 그동안의 어르신 영양돌봄 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회적경제
조직의 규모화를 실현하는 구심점이 되고 있다. 복지유니온은 2019년 이후 커뮤니티
케어 식사급여 및 돌봄SOS센터 식사서비스, 어르신 영양관리 및 식사지원 지역사회투
자 바우처 정책 등이 시행되면서 어르신 공공급식 사회서비스를 위해 여러 지자체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 5월에는 자활기업 규모화를 위한 공모사업에 선
정되어 어르신 공공급식 전국 자활기업 프랜차이즈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향후 전국
250개 지역자활센터에서 표준사업으로 어르신 공공급식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3) 정당성 구축 활동

복지유니온은 그 동안 존재하지 않았던 어르신의 영양돌봄과 관련된 시장과 활동
을 만들어왔다. 이를 위해서는 어르신 영양돌봄 활동의 사회적 필요성을 알리고, 정책
및 법·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했다.
복지유니온은 고령자와 관련된 장기요양보호법, 서울시민 영양기본 조례, 부산시의
영양기본 조례, 장기요양 시설 운영 매뉴얼 등이 만들어지는데 참여하여 노령사회의
삶의 질 제고, 노인인권의 관점에서 영양돌봄의 필요성을 알려왔다. 또한 노인복지단
체와의 협업을 통해 영양돌봄의 필요성을 교육시키는 작업도 진행해왔다.
이와 함께 노인중심의 급식서비스 모델을 개발하여 그것이 지역사업으로 정착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했다. 이런 활동을 통해 2016년부터 수행한 복지유니온의 어르신
식사서비스 사업이 정책사업 모델로서 자리잡게 되고 여러 지자체와 협력하게 되는
기반이 되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 및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어르신 맞춤형 영양급식을 위한 정
책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가 및 서울시 연구기관 연구원들과 함께 독
일의 어르신 공공급식 제도 및 산업 연수를 진행하며 서울특별시민 영양 기본 조례
제정에 기여하였다(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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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토론

다음에서는 앞서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회가치지향 기업의 사회문제 해결 활
동의 특성을 정리해보기로 한다. 특히 사회가치와 경제가치를 통합하여 기업을 운영하
는데 작동한 기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사례로 살펴본 두 기업의 임무와 목표는 우리나라에서 그 동안 해결되지 않고 방
치되어온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들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임무와 경제가치
창출을 위한 활동을 같은 방향으로 배열하고 연계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있
다.
<표 6> 사회가치지향 기업의 특성과 혁신활동
주요 활동
사회가치지
향 기업의
임무와
목표

테스트웍스
·첨단산업 분야에서 취
약계층의 일자리 제공
및 지속가능한 포용적
고용시스템 구축
·첨단산업분야에서 포용
적 고용시스템 구축을
통해 취약계층의 능력
발휘

복지유니온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고령
친화형 식품 제공과 영양관
리를 위한 영양돌봄 시스템
구축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
해 노인을 대상으로 한 고
령친화형 식품 개발·보급과
영양돌봄 활동

·취약계층의 고용과 성
이루어지는 고용·
사회가치지 장이
인력관리
구축과
향 기업의 경쟁우위 시스템
확보
경쟁전략과 ·취약계층의 인력의 능
혁신활동 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의 구축

·연하식 등 고령친화 식품
및 시장 개발
·취약계층 노인, 재가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급식 시
스템 구축
·ICT를 활용한 고령자 영
양돌봄 프로그램 개발·운영

·문제 인지 및 학습
- 창업자가 현장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
를 수행하면서 취약계층
의 능력 제고를 통한 고
용·성장 기회 확보의 가
능성

·문제 인지 및 학습
- 창업자가 복지관 및 요
양원에 근무하면서 초고령
사회가 도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령자의 상황에
맞는 고령친화 식품 및 영
양관리 활동의 부재 인식

사회문제
영역과
진입시장

사회문제
해결
관련역량
확보

사회가치와 경제가치가
통합되는 방식

·포용고용시스템을 바탕으
로 성장하는 산업 영역에서
비즈니스 전개
·새로운 시장 발굴 및 형성
·사회문제 해결 방식의 차
별화
- 비즈니스 프로세스 혁신
(직무, 서비스 전달체계)
- ICT 기술 활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비즈니스 영
역 확대
·창업자의 사회문제 현장
경험과 사업기회 인지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초기 시장 형성과 정당성
확보
·사회가치지향 비즈니스 활
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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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형성
- 공공기관(공사)과의
연계를 통한 AI데이터
시장 확보
- 관련 기업들과의 협
업을 통한 인공지능기업
생태계 형성
·정당성 구축
- 일자리 창출을 위한
디지털 뉴딜 기획과정에
의 적극적 참여

·네트워크 형성
- 사회적경제 조직과 네
트워크 형성 및 전문식품
유통 플랫폼 구축
- 공공급식 사회서비스
구현을 위한 지자체와의 협
과정 참여와 시장 및 생태
업
계 형성
·정당성 구축
- 서울·부산 영양기본조
례 제정 활동: 신체적, 정
신적 차별 없이 모든 시민
의 영양 기본권 보장 및 관
리 감독의 서울시 의무 제
정

이들이 활동하고 있는 ‘영역’은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영역이다. 이들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안정적이고 성장지향적 고용시스템을 구축하는 활동(테스트
웍스), 노인을 위한 고령친화형 음식 제공과 영양섭취와 관련된 돌봄시스템을 구축하
는 활동(복지유니온)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있다. 몇 가
지 조건이 갖추어진다면 AI 관련 데이터 획득·가공,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고령자 영
양관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시장이 확대되고 심화될 수 있는 영역이다. 이런 요인이
사회가치와 경제가치가 통합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고 있다.
이들이 채택한 ‘전략’은 경제가치 창출과 경쟁우위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우선 테
스트웍스는 데이터 처리업무와 집중력·정밀성과 같은 취약계층의 능력을 연계하는 고
용시스템을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과 함께 경쟁력 있는 데이터 처
리 활동을 동시에 하고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자동화된 데이터 처리 플랫폼 구축이
라는 기술개발 활동이 기여를 했다. 새롭게 성장하는 시장에서의 ICT기술을 활용한
직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좋은 일자리가 마련되고 기업의 경쟁력 확보가 동시에 이
루어진 것이다. 직무 프로세스 혁신과 ICT 혁신이 결합된 사회·기술혁신이 사회가치
창출과 경제가치 창출이 병행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복지유니온의 경우도 그 동안 사회적 관심에서 벗어나 있던 고령친화제품과 노인
영양관리 시장을 형성해서 사회문제 해결과 비즈니스를 연결하고 있다. 적절한 음식
섭취가 부족한 노인들의 영양활동을 돌보기 위해 관련 제품을 개발·공급하고, 제 때
식사를 챙겨먹는 것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한 급식 서비스(배달, 식당 운영)를 다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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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과의 협업을 통해 제공하며, 노인들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영양관리 서비스를
구현함으로써 사회문제 해결과 경제가치 창출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했다. 또 ICT의 활용을 통해 기존에 수행해왔던 비즈니스 영역을 확대하여 다른 활동
을 통합하는 데 활용했다. 고령친화형 식품개발·보급--고령자 급식제공 서비스--고령
자 영양관리 서비스를 통합하면서 고령자를 둘러싼 영양돌봄 문제를 해결하고 비즈니
스를 전개하고 있다. 서비스 전달체계의 혁신과 ICT기술의 결합이 사회가치와 경제가
치가 병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다.
사회가치와 경제가치의 통합적 가치 창출 활동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도 기
여를 했다. 우선 기회 인지와 관련해서 창업자들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와 사회복지사
로서 사회문제 현장에서 경험을 했고 이것이 사회가치지향 비즈니스 전개에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해당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소명 의식과 비즈니스 감각이 결합되어
사회가치지향 기업 창업이 이루어졌다.
공공기관과의 협업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공공기관은 초기 시장을 형성하고
관련 활동의 정당성을 높여 주는데 기여했다. 취약계층에게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
거나 노인과 관련된 급식시장을 형성하는데 공공기관의 협업은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
경제가치 창출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의 정당성 확보를 지원해준 것이다.
또 사업 규모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이나 관련 업체와의 협력도 확
대되고 있다. 이들은 새로운 문제해결 활동과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관
련 기업들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테스트웍스나 복지유니온은 관련 분야를
형성하는 기업들로서 관련 법·조례 제정과 정책개발에도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고 자신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해결을 지향하는 생태계 형성에도 기여하고 있
다.
요약하면 새롭게 형성되거나 성장하는 시장에서 사회가치지향 비즈니스를 전개할
때(활동영역), 비즈니스와 관련된 프로세스 혁신과 ICT기반 활용이 이루어질 때(차별
화 전략), 창업자가 현장 경험이 풍부할 때, 공공부문 및 관련 업체들과의 협업이 이
루어질 때, 시장 형성·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때(능력) 사회가치와 경
제가치가 서로 통합적으로 운영되어 사회가치지향 기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마련된
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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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맺음말

이 글은 사회문제 해결을 존재 이유로 설정하고 사회가치중심으로 비즈니스 시스
템을 형성하여 사업을 전개하는 사회가치지향 기업론에 대한 탐색적 연구다. 서로 부
딪히는 경우가 많은 사회가치와 경제가치의 논리를 통합하는 관점에 서서 사회가치지
향 기업을 분석하는 개념적 틀을 제시하고 기업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 절에서는 사
례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방향을 검토해보자 한다.
사례 분석 결과 사회문제 해결 활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새로운 영역과 시장
이 형성·발전되거나(고령친화 식품 및 영양돌봄), 기업이 활동하는 산업 영역 자체가
발전하는 산업진화의 초기 단계일 때(AI), 그리고 이런 시기적 상황 때문에 관련 생태
계와 법·제도가 함께 발전할 때 사회가치지향 기업의 혁신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다.
그리고 현장지향적이고 프로세스 혁신과 ICT 등을 활용한 혁신활동을 적극적으로 수
행하는 기업들에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런 사실은 사회가치지향 기업의 혁신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
회문제 해결과 관련된 새로운 시장을 형성·발전시키는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 동안 무시되어 왔던 문제를 해결하는 통합돌봄시스템 구축, 탈탄소시스
템의 구축, 순환경제 시스템의 구축, 미세 플라스틱 감소 등과 같은 사회적 도전과제
대응을 위한 투자와 문제해결 시스템을 구축하는 정책은 새로운 시장을 형성·발전시
키는 활동이다. 신임무지향적 혁신정책(new mission-oriented policy)에서도 강조하
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다(Mazzucato, 2018; OECD, 2021). 공공투자·공공구
매·규제 등의 정책수단과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시장을 형성하면서
다양한 혁신·생산활동을 통합하는 임무지향적 혁신정책은 해당 도전과제 해결뿐만 아
니라 사회가지지향 기업과 관련 혁신공동체를 발전시킨다. 향후 임무지향적 혁신정책
프로그램에서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사회가치지향 기업 지원 프로그램도 설계할 필요
가 있다.
또 AI산업, 전기자동차, 바이오산업 등과 같이 새롭게 성장하는 산업의 경우도 사
회가치지향 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 성장하는 산업·기술분야
에서 새로운 고용시스템이나 사회가치 중심의 가치사슬을 구축하거나 관련 기술과 산
업을 활용해서 사회문제 해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기 때문이다. 이런
산업의 경우에는 그것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ESG와 같은 규범에 조응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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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이나 기술의 발전궤적을 사회가치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
때 사회가치지향 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AI, 에너지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교통시스템의 구축, 자원재활용 촉진, 의료비용 감
축·돌봄비용을 감소시키는 바이오기술의 개발 등은 직접적으로 새로운 기술과 산업을
사회문제 해결로 이끄는 활동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신기술산업의 경우 산업발전 중
심의 혁신활동만 아니라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가치를 지향하는 혁신활동을 위한 프로
그램을 동시에 개발해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송위진 외, 2018).
한편 이렇게 열리는 시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회가지치향 혁신가들이 창업을
하고 기존 기업을 사회가치 지향적으로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때 현장에서
사회문제해결 활동을 경험한 기업가나 현장 활동가의 창업이 중요하다. 사회문제에 제
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대한 암묵적 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장 사회문제 해결 활동가나 경험자를 중심으로 한 소셜벤처, 사회적 기업, 사회혁신
기업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 현장 사회문제 해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창업
이나 사회가치지향 기업을 창업할 때에는 이들의 부족한 현장 경험을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한편 디지털 기술은 사회문제 해결을 하면서도 사회가치지향 기업이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준다. 사회가치지향 기업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거나
기존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을 통해 사회가치지향 혁신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 이런 프로그램을 디지털 사회혁신 프
로그램으로 구체화하여 사회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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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innovation activities of
social value-oriented companies

Wichin Song, Jieun Seong
Abstract
This article is an exploratory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innovation activities of 'social
value-oriented companies' that take social value creation as the reason for their
existence. Social value-oriented companies are often in a contradictory situation because
they simultaneously pursue economic values based on social values. In order to solve this
paradox, it is necessary to construct a strategy and organizational routine that integrates
economic values with a focus on social values. In this article, the conceptual framework
that integrates both logics was arranged and case studies were conducted based on this.
By analyzing cases of entrepreneurship and business development for the purpose of
creating social value, the characteristics of innovation activities of social value-oriented
companies were reviewed. Based on this, we discussed ways to revitalize innovation
activities of social value-oriented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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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적 대학으로의 전환을 위한
대학의 기술창업 활성화 방안 고찰:
공공기술 창업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안경민*, 권상집**
초록

본 연구는 대학의 공공기술 창업지원 사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 교원과 외부 전문가의 상호 협력
과정을 통해 대학의 기술창업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진행되었다. 학계 다수의 연구자는 그 동안
기술창업 활성화 메커니즘에 대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으나 효과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었다. 본 연구는 이를 감안, KAIST에서 기술창업을 준비 중인 교원과 KAIST 교내에서
공공기술 창업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연구원, 외부 기술 및 경영 전문가와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첫째, 사례연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경영 및 기술사업화의
경험 및 역량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와 기술을 개발한 교내 (KAIST) 연구진과의 상호 협력은 실제
기술사업화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 수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외부 연구진과 교내 기술
개발자와의 상생협력 그리고 외부 전문가와의 네트워크를 통한 개방형 혁신 활동은 교내에서 기술창
업을 준비하는 교원 및 연구진의 자신감 형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 그러므로 대학이 기업가적
조직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와의 협업을 전제로 한 개방형 혁신 활동 지원이 매우 중요하
다. 외부 전문가의 지원 그리고 이들과의 협업은 현장과 대학의 거리를 좁혀 대학이 기업가적 조직으
로 발돋움하는데 중요한 촉매제로 작용한다.
주제어 기업가적 대학 기술창업 공공기술 개방형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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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과학기술이 기술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더 많은 긍정적 파급효과를 사회에 미치
려면 해당 기술에 대한 창업 또는 사업화는 필수이다(윤정원, 2017). 이미 해외뿐 아
니라 국내 대부분의 대학에서도 기술창업, 기업가정신 교육이 학부 및 대학원 과정에
서 필수 또는 교양으로 진행되고 있고 기술창업 활성화를 통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
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학이 기술창업과 기업가정신의 전진기지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2000년대 초
반부터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다수의 대학은 창업 교육프로그램 과정의
단순 운영에 그치고 있어 실제 기술창업에 관한 실천적인 행동이 부족한 편이다. 상
황이 이렇다 보니 선행연구에서도 기술창업 교육이 프로그램 참여자 및 학생의 만족
도와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만 제시하고 있을 뿐(김명숙⋅양영석,
2010; 원상필⋅조근태, 2018) 실제 대학이 기술창업을 위해 어떤 제도를 수립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사례연구가 부족한 편이다.
기존 연구의 상당수는 대학의 창업교육 프로그램에 맞춰져 있어(고현선, 2016; 전
주현⋅임경수, 2017; 최종인⋅변영조, 2013) 대학이 기업가정신의 근거지로 어떻게
기술창업을 독려해야 하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학계에서도 필요하다. 대학 교원의 기술창업 의지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공공기술을 활용한 기술창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윤정원, 2017) 이 부분
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국내 과학기술정책의 효과적인 방향성 제고
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을 토대로 국내 대학 중 기술창업 활성화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연구중심 대학 KAIST의 기술창업 활성화 사례를 분석, 국내 대학이 기업가적
대학으로 전환하기 위해 어떤 제도를 수립, 운영해야 하는지 실질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KAIST는 연구중심 대학으로 학문 연구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교육기관이지만
국내 대학 중 창업과 기업가정신에 가장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기관이기도 하다. 실
제로 2022년 ‘THE 세계 대학 순위’의 평가 지표 중 KAIST는 산학협력 수익 부문에
서 2년 연속 100점을 기록, 세계 1위를 차지했으며 2019년 국내 대학 최초로 기술
이전료 100억 수입을 기록하는 등 창업과 기술사업화에 힘을 쏟고 있다1).
이를 위해 2020년부터 KAIST는 대학 교원의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대학 교원이 개발한 기술 및 대전시에 위치한 연구원
1) 매일경제 (2021.10.13.). ‘KAIST 산학협력 부문 2년 연속 세계 1위 , 스타트업 발굴, 수익화 기관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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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서 개발된 공공기술 등을 포괄하여 공공기술 기반 기술창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외부 경영컨설팅 전문가 집단과 해당 교원이 함께 공공기술 창업 모델을 만들
고 사업계획서를 작성, 기술창업을 위해 개방형 혁신체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한 점이
이색적이다. 해당 과정을 통해 대학은 외부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기술에 대해 객관적
검증을 받을 수 있고 사업계획을 외부 전문가와 내부 교원이 상호 협력하며 보완, 기
술창업의 긍정적인 상생협력 모델을 구축하여 과학기술창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낳고
있다.
상당수 대학은 프론티어 정신을 갖고 불확실한 상황에 능동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인재와 첨단기술을 육성,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기업가적 대학을 강조하고 있지만 학
계, 현장에서 의미 있게 받아들일만한 모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미 중국, 일본,
싱가포르는 창업정책의 핵심으로 칭화대, 도쿄공대, 싱가폴국립대학을 활용하고 있는
점에서(백서인, 2017)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대안 및 모범 사례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국내 대학 중 창업 및 기술사업화에 선도적인 모범을 보이고 있는 교육
기관은 KAIST가 손꼽히고 있기에 해당 대학이 진행하는 공공기술 기반 기술창업 프
로세스에 관한 본 사례연구는 기업가적 대학으로의 전환을 꿈꾸는 여러 대학에게 중
요한 정책적 교훈을 제공할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기업가적 대학과 대학의 기술창업

학문적 관점에서 기업가적 대학은 학자들마다 견해가 조금씩 상이하지만 큰 틀에
서 ‘혁신적인 지식의 생산과 이를 활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교육기관’으
로 정의되고 있다(Etzkowitz and Leydesdorff, 1997; Rothaermal, Agung, and
Jiang, 2007). 기업가적 대학의 논의는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도전적
연구 그리고 연구의 가치 창출(시장 활동)로 구분되어 그 역할이 정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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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기업가적 대학의 역할 및 경쟁력
경쟁력 요소
도전적 연구
연구의 가치 창출

관련 내용
⋅학술논문의 영향력 및 수월성: 해당 분야의 Top 학술지에 학술논문
게재, 학술논문의 피인용 수준

⋅대학 기술 및 연구 성과의 기술이전과 확산
⋅연구 기반의 창업 성과
⋅대학 및 기업 간 상호 협력

* 자료: 이윤준⋅김정호(2021) 수정/보완

연구에 국한되었던 대학의 사회적 역할이 점점 더 확산되면서 기업가적 대학으로
의 전환은 현재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다. 혁신적인 지식을 창출하는 것 이외 이를
능동적으로 실행하는 것도 대학의 역할로 규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대학의
기업가적 역할은 학술논문의 탁월성을 고려한 도전적, 혁신적 연구를 넘어 대학의 시
장 활동까지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Slaughter and Rhoades, 2004). 그러므로
대학은 연구 성과를 통해 개발한 기술을 관리하고 이를 활용, 적극적으로 새로운 가
치를 창출해야 한다. 기업가정신을 강조하려면 기업이 아닌 대학에서 그 출발점이 시
작되어야 하고 대학에서 학문적인 관점에 국한하여 기술을 분석하지 말고 이를 활용
할 수 있는 제도, 정책에 관심을 기울여 실용적인 활동에 더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한
다(Naidoo, 2005; Renault, 2006). 기존 연구에 의하면 대학도 기업 못지않게 기술
이전 및 기술창업을 전담하는 조직과 경험을 많이 보유할수록 대학의 기술 경쟁력은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한정희, 2013; Han and Kim, 2016). 이를 위해 기
업가적 대학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선 대학의 기술창업 활성화는 필수적인 요소로
학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다(Rhoades and Slaughter, 2006).
그러나 기존 연구는 기술창업 및 기술사업의 전진기지로 대학의 기업가적 역할을
강조하는데 그치고 있어(Han and Kim, 2016) 실제 대학이 기업가적 조직으로 활동
하기 위해 기술을 어떻게 활용, 사업화로 연결시키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연구가
부족한 편이다(성창수⋅김다혜, 2021; 이원철⋅최종인⋅최태진, 2021). 기술기반 창
업교육프로그램 개발, 공공기술 기반 기술창업에 관한 탐색적 연구가 일부 진행되고
있지만 대학에서 이를 어떻게 소화해서 프로세스로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기술창업이란 일반적인 창업과는 구분되는 개념으로서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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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적 파급효과를 창출하는 과정’으로 정의되고 있다(김춘근⋅이층석⋅김진수, 2014).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고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창업은 대학
이 기업가적 조직으로 전환되는데 긍정적인 도움을 줄 뿐 아니라 기술역량을 보유한
대학 교원들의 도전적 연구와 연구의 가치 창출 활동에도 효과적인 동기부여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기술역량이 부족한 만큼 대학에서 다방면으로 연구 역
량이 뛰어난 교원들이 외부 전문가 집단과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면 기술집약적 창업기
업으로 거듭나 국가의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데에도 유리하다(Lee, 1996; Powers
and McDougall, 2005). 기업가정신을 독려하는 대학이 일반적인 창업보다 기술창업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이를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장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1980년 베이돌법(Bayh-Dole)이 제정되면서 연구 결과에 관해 대학
이 지적소유권을 갖게 되면서 대학의 특허 및 기술창업도 대폭 늘어나기 시작했다(김
연성⋅박충묵, 2008). 국내에서도 대학의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0~2001년
기술이전촉진법을 제정 및 개정하고 특허법 개정을 바탕으로 정부가 지원한 연구 결
과에 대한 소유권을 대학에 넘겨주는 등 기술창업을 통한 기업가적 대학으로의 전환
노력에 힘을 보탰다.
과거에 대학은 기술이전을 토대로 기술 양도, 실시권 허여 등을 적극 실행해왔지
만 이제는 기술을 개발한 교원(교수) 및 대학원생 등이 직접 창업하는 분위기로 그 흐
름이 전환되고 있다(김종운, 2017; Romero, Ferreira, and Fernandes, 2020). 다
만, 대학에서 교원 및 연구진이 창업을 하려면 자체 개발한 기술 및 아이디어의 상업
적 효과성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 경우 대학 내에 이를 객관적으로 판단, 심사할 수
있는 전문가가 부족하고 벤처캐피탈 등의 심도 있는 지원과 자금 투입도 어려워 대학
은 그간 기술창업을 원활하게 실행하지 못했고 관련 사례연구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
해 연구와 현장에서 더 많은 교훈이 지속적으로 축적되어야 한다(구본진⋅김상완⋅김
훈배, 2018; Markman, Siegel, and Wright, 2008).
박건철⋅이치형(2019)은 교수의 기술창업 장애요인 및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기 위
해 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 인터뷰 과정에서 주
로 교원들은 ‘사업적 마인드와 경영에 대한 지식 부족’, ‘기술에 대한 객관적 검증 및
평가 부족과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한 어려움’을 주로 거론하였다.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연구가 제시되어 대학에게 제공된다면 교원의 기
술창업도 촉진될 수 있고 대학도 기업가적 조직으로 한층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김
지은⋅권영관, 2015; 윤종민, 2013; Romero et a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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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방형 혁신을 통한 상생협력

창업기업 또는 창업을 준비하는 조직은 자원과 역량이 부족하기에 대안을 항상 고
민해야 한다. 대체적으로 창업을 준비하던 대다수가 부족한 역량과 자원의 한계 그리
고 이를 지원해줄 수 있는 네트워크의 부재로 창업기업을 제대로 형성하지 못하다 보
니 외부 집단과의 협력을 통한 개방형 혁신 활동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중
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서용준⋅윤정현, 2021). 기존 연구에서도 중소기업과 벤처기
업은 R&D 비용 증가,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대한 대응을 위해 외부 기관과의 협력을
토대로 경쟁우위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며(석봉인⋅한문성, 2019) 내부의
노력과 R&D 만으로는 기술창업에 있어서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유지하기 쉽지 않다
고 언급하고 있다(정도범⋅김병일, 2017).
Coleman(1988)은 기업 협력 관점을 제시하여 기업이나 개인 모두 다양한 외부
네트워크와의 적극적인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자신들이 바라보지 못했던 관점이나 새
로운 지식, 노하우를 터득할 수 있으며 상호 논의 및 아이디어 토론을 통해 상생협력
의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업들이 최근에 더 많은 협력을 외부 조직, 외부
전문가와 진행하는 현상도 새로운 지식의 학습과 창출, 확산을 위해 모두 적극적으로
외부에 문을 열고 개방형 혁신 활동을 추구하는 상생협력의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Tsai and Ghoshal, 1998).
Chesbrough(2007)가 기업들의 개방형 혁신 필요성을 더 언급했던 이유도 기업을
둘러싼 외부 환경이 빠르게 변화, 전환되고 있고 다양한 관점을 통해 기존 사업 및
기술에 대한 관점을 포괄적으로 익혀야 하는 상황적 맥락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개방
형 혁신을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첫째, 기술혁신 과정에서 개방형 활동
을 취해야 한다는 점, 둘째, 외부와의 활발한 상호작용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개방형
혁신의 전제 조건으로 꼽히고 있다(서용준⋅윤정현, 2021).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활동이 진정한 의미의 개방형 혁신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술창업에서 개방형 혁신은 창업 과정을 순조롭게
시작할 수 있는 도구가 될 뿐 아니라 조직의 생존과 성장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방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개방형 혁신을 통해 기술창업을 준비, 시작하면
단기적 관점에서 외부 시각 및 전문가의 지식을 토대로 기술 개발과 활용에 투입되는
비용을 낮추고 기술 활용 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다(Keupp and Gassmann, 2009).
개방형 혁신을 통해 외부 전문가와 상생협력을 추구하면 초기 창업기업들은 R&D 비
용을 감소시킬 수 있고 최적의 사업화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검토, 확인할 수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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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hlander and Gann, 2010) 기술창업 초기 단계부터 외부와의 진정성을 갖춘 개
방형 혁신 활동이 필요하다.
기존 연구는 개방형 혁신의 장점과 혜택을 거론하고 있지만 실제로 개방형 혁신을
어떻게 실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개방형 혁신을 기술창업 과정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
는지에 관한 심도 있는 사례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선행 연구에서도 창업 초기 기업
및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기업가들을 위해 개방형 혁신의 방안에 대해 다양하고 구
체적인 설명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지만(서용준⋅윤정현, 2021) 이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개방형 혁신의 긍정적 효과를 다룬 연구를 넘어 개
방형 혁신을 토대로 상생협력을 어떻게 실현해야 하는지에 관한 사례연구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이민재⋅김정주, 2021; 정수인, 2021).
물론 앞서 언급했지만 이 과정에서 특정 지식을 전수 받는데 초점을 두면 개방형
혁신은 성공하기 어렵다. 더 많은 이들이 상호 학습과 지식 공유를 통해 상생협력의
과정을 거쳐야 대학은 기업가정신이 확산되는 플랫폼이 될 수 있고 도전적인 교원과
연구자들이 더 많이 기술창업에 뛰어들 수 있다. 상생협력을 통해 상호 시너지(+)가
되는 환경을 조성해야 장기적으로 신뢰가 형성될 수 있고 조직도 신뢰 기반의 기업가
적 조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박찬권⋅이용규, 2018). 그러므로 대학이 기업가적 대
학으로 전환되려면 기술창업 여건을 만드는 것과 동시에 다양한 외부의 아이디어와
전문지식이 기술창업 과정에 투입되고 교원 및 연구진의 기술역량과 노하우가 외부와
공유되는 ‘상생협력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상생협력은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
는데 효과적이기에(Laursen and Salter, 2006) 대학은 기술창업 독려를 위해 상생협
력을 전제로 하는 개방형 혁신 촉진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Ⅲ. 연구 설계
1. 사례연구방법

본 연구는 KAIST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부 프로그램인 ‘2021 공공기술기획형 창
업지원 사업 (일명, KAIST 기술창업지원 사업)’ 과정을 6개월 간 직접 참여하고 경험
한 점을 토대로 해당 프로그램이 어떻게 KAIST 교내 교원 및 연구진의 우수 기술을
창업 과정으로 연결시키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제도를 병행하는지 면밀히 살
펴보기 위해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사례연구는 2021년 4월부터 9월까지 총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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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진행되었다.
기존 기술창업 연구는 주로 기술창업 교육프로그램이 학습자의 만족도 및 창업 의
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 분석을 진행해왔다. 다만, 대다수의 연구가 기술창업
교육을 하면 학습자의 만족도와 창업 의도 또는 의지를 높인다는 당위적인 결론만 제
시하고 있을 뿐 실제 창업 과정에서 교내 교원 및 연구진은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그
리고 이를 위해 학교는 어떤 프로그램을 수립, 보완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이를 감안, 사례연구를 진행하여 기존 연구가 제시한 당위적
결론 이외 실제 대학이 기술창업을 독려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지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토대로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미 산업
연구 및 경영학 연구에서도 기존 문헌의 검증된 변수로 실증 분석을 진행하는 것이
새로운 시사점을 주지 못하고 다양한 현상을 고찰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적하고 있
다(Eisenhardt and Graebner, 2007; Pratt, 2008; Rousseau, 2006).
사례연구는 이와 달리 연구자가 ‘왜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어떤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실효적인
대답을 줄 수 있기에 더 광범위하게 연구 대상을 관찰하고 심도 있는 결론과 교훈을
제공할 수 있다(김정호⋅백서인, 2021; 안경민⋅권상집, 2020; Caza, Moss, and
Vough, 2018; Xiao, Tylecote, and Liu, 2013). 사례연구를 통해 과학기술정책 및
주요 산업의 혁신과 기업의 성장, 연구팀의 성과 등 분석 단위도 다양하고 연구의 교
훈도 폭넓은 연구가 국내도 진행되면서(박주형⋅오승훈⋅김희태, 2021; 안경민⋅권상
집, 2021; 윤여진⋅백서인, 2021) 학계 이외 현장에서도 구체적인 조언을 얻는데 효
과적인 사례연구의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다(현정석⋅고창열⋅이경은, 2016; Nam,
2015). 본 연구는 이런 점을 고려, 기술창업의 핵심 당사자인 KAIST 공과대학 교수
및 연구진(박사)과 2달에 1회 온라인 및 오프라인 인터뷰(총 3회)를 진행하며 기술창
업을 통한 기업가적 대학으로의 전환에 있어 어떤 제도가 현실적으로 필요한지에 대
해 의견을 경청하였다.
아울러, KAIST 내부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연구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프
로그램의 운영 효과성 및 개선 방안에 관해서도 인터뷰를 2회 진행하였다. 마지막으
로, 해당 기술창업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진의 기술을 창업으로 연결시키는데 도움을
준 외부 전문가(국립대 교수)와의 인터뷰 및 기술창업컨설팅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
해 기술창업 활성화 방안을 고찰하였다. 인터뷰 내용 중 핵심 사항은 본 논문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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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내용에 일부 소개하였다.
기존 사례연구 중 상당수가 현장 방문 및 인터뷰 등 구체적인 사례연구 프로세스
를 거치지 않고 단순 보고서 형태의 연구로 게재되어 이에 대한 문제점이 꾸준히 거
론되어 온 점을 감안, 본 연구는 기술창업의 당사자인 교원 – 기술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내 담당자 – 기술창업에 자문 및 지원을 해준 외부 전문가 등을 모두 인
터뷰하여 대학의 기술창업 활성화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든 이들의 시각
을 포괄적으로 검토했다.
<표 2> 사례연구 프로세스
연구 단계
주요 내용
참고 문헌
연구 계획 ⋅연구 대상: KAIST 기술창업지원 사업
내용: 기업가적 대학으로의 전환을 위한 대학의 기술
연구 시작 ⋅분석
창업 활성화 방안 고찰
⋅연구 유형: 정성적 방법을 통한 사례연구
Carton (2018)
자료 수집 ⋅문헌 자료: 관련 학술논문 및 연구보고서
Eisenhardt(1989)
⋅인터뷰 대상: 총 5명 (기간: 2021.04~09)
⋅기술창업 당사자(KAIST 교수 및 연구진): 4월, 6월, 8월
Gioia et
al.,(2013)
(3회)
인터뷰
대상자 및 ⋅프로그램 운영자(KAIST 센터 연구원): 6월, 8월 (2회)
횟수 ⋅기술창업 외부 전문가(국립대 교수): 6월, 8월 (2회)
⋅기술창업컨설팅 전문가: 6월, 9월 (2회)
연구 종료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 향후 연구방향 제언
2. 사례 대상 및 프로세스: KAIST의 공공기술 창업지원 사업

KAIST는 2020년 교내 교원 및 연구진의 기술을 중심으로 기술창업지원 사업을
진행한데 이어 2021년 그 범위를 공공기술이라는 이름으로 좀 더 확대, KAIST 연구
진 이외 대전시에 위치한 주요 연구소의 기술까지 포함하여 참여기술에 대한 발표 평
가를 진행, 이중 우수기술로 선정된 5개 기술에 관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창업
지원 사업을 진행하였다. 참고로, 2021년 서류평가를 통과한 8개 기술 중 1차 발표
평가를 통해 선정된 해당 기술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은 외부 경영⋅컨설팅 전문가와
연계하여 기술창업 모델을 구상하는 프로세스를 진행하였다. 올해 선정된 5개 기술의
세부 내용은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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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창업지원 사업에 선정된 우수기술
우수기술
연구진 소속
다기능성 전극을 이용한 멤브레인을 사용하지 않는 수계 아연-브롬 전지
극초단 레이저 기반 목질계 재료의 고민감 유연 그래핀 온도센서 공정/시스템 한국과학기술원
(KAIST)
실리콘 포토닉스 기반 광전 부품 생산 및 판매
병리 검사에 대한 인공지능 기반 소견생성 기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영상기반 다개체 추적/분석, 모니터링 및 카메라 기술
(ETRI)

KAIST 및 ETRI 연구진이 제안한 8개 기술 중 선정된 5개 기술은 아이디어와 기
술의 효용 가능성 위주의 1차 심사를 거쳐 선정되었다. 다만, 이공계 연구진이 기술
개발에 관해서는 탁월성을 갖추었으나 이를 기술사업화 더 나아가 기술창업으로 연결
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산업에 대한 이해와 비즈니스 모델 수립에 대한 전문성을 보완
해야 한다. 기존 연구에서도 이공계 핵심 인력의 기술창업이 어려운 근거로 경영관리
에 대한 아이디어 및 전문성의 부족을 들고 있기에(김춘근 외, 2014; Powers and
McDougall, 2005) 이 부분에 대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KAIST는 외부 전문가를
해당 기술의 연구진과 매칭시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진행하였다. 참고로, 외부 전문
가는 기술경영 및 혁신, 조직관리 분야의 교수진 3명과 기업에서 기술사업화 및 기술
컨설팅을 경험한 2명이 주축이 되어 별도의 팀을 구성, 선정된 기술의 기술창업 과정
을 해당 기술 개발진과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선정된 기술의 기술창업 과정은 기술을
개발한 연구진과 경영관리 및 기술컨설팅 경험을 보유한 외부 연구진이 공동의 팀이
되어 총 5개 팀이 구성, 진행했으며 사업계획 수립은 <표 4>의 절차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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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사업계획 수립 단계
주요 단계
사업 아이템 선정
사업 타당성 분석
비즈니스 모델 구상
사업계획서 작성

고려 사항
⋅아이템에 대한 예비사업성 평가 및 방향성 확정
⋅시장 및 산업 분석 / 수익성 및 경제성 분석
⋅사업 목적 및 방향성 설정 / 마케팅 전략 및 제품생산 계획
⋅조직 및 인력계획 / 자금조달 및 운용 계획

Ⅳ. 연구결과
1. 개방형 혁신 활동 I: 외부 전문가와의 비즈니스 모델 개발

대학 교원의 공공기술 창업 장애요인으로는 경영에 대한 경험 및 자금 부족, 사업
계획서 작성에 대한 노하우 부족 등이 거론되었다(박건철⋅이치형, 2019). 대학의 지
주회사는 교원(교수)으로 구성되다 보니 현장의 견해 및 시각을 전수받기 어렵고 대학
지주회사는 기본적으로 정부 지원에 주로 의존하기에 제대로 된 창업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본 연구에 참여한 KAIST 교원 역시 비즈니스 모델 구상을 외부 연구진과 함
께 진행하는 것에 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교원이 실제로 기술창업을 진행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기술에 대한 자부심은 있
지만 사업적 감각과 마인드가 부족하고 기초적인 경영 지식과 노하우를 함양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험과 네트워크가 부족하고 외부 시각을 학습하는 것이 어려
운 상황인데 이와 관련하여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며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서로 기술과 경영, 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기술을 개발한 KAIST 연구진과 함께 비즈니스 모델 수립 과정에 참여한 외부 전
문가(국립대 교수)는 본 논의 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기술을 아는 전문가는 경영을 모를 수 있고 경영 및 조직 관리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기술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자 부족한 점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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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공유하고 학습하는 동안 기술사업화 과정에서 일부 시행착오를 겪지만 실제로 대
학에서 기술창업을 시도하는 이들이 모두 이렇게 외부 경영/조직 전문가와 협의하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간다면 좀 더 산업 및 시장의 논리를 이해할 수 있고 훌륭한
아이디어를 창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기술을 활용한 기술창업의
출발점을 외부 전문가와 함께 시작한다는 점이 대학의 기업가적 역할, 사회적 역할에
도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부터 공공기술 창업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KAIST 이노베이션 센터는
대학 교원 및 학교 중심의 기술이 사업화되는데 가장 큰 난관으로 경영에 대한 이해
부족, 사업계획 수립의 어려움이라는 점을 파악한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방형 혁
신 관점을 토대로 외부 전문가를 통해 이 문제를 풀어나갔다. 이를 위해 실제 현장에
서 기술사업화 또는 기술경영컨설팅을 했거나 사업기획 경험이 있는 현업 경력을 보
유한 대학교수 및 연구진을 외부 전문가로 구성, 기술과 경영의 접점을 교과서가 아
닌 현실 창업에서 찾아나갔다. 대신 각 팀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에
접근하는 것보다 통일된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비즈니스 모델의 효과성 검증에 적합
하다고 판단, 기술 개발팀과 외부 전문가팀이 상호 논의를 통해 시장 및 경쟁 환경
분석 → 잠재적 BM 수립 → 목표 시장 및 핵심가치 정의 → 사업계획서 검증의 절차
를 거쳤다.
[그림 1] KAIST 공공기술 창업지원 사업을 위한 기술창업 비즈니스 모델 수립
(Sample)

[그림 1]과 같이 매 단계별 기술 개발팀은 기술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을 제공했고
외부 전문가팀은 기술의 효과성 및 파급효과를 위해 환경 분석과 전략 수립을 진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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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기술 개발팀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데 주력했다. 해당 비즈니스 모델 개발 과정
을 기술 개발진과 경영 관련 외부 전문가가 함께 팀을 이루어 작업하는 것에 대해 기
술창업컨설팅 전문가는 그 효과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실제 대학의 기술창업과 관련된 연구나 보고서를 살펴보면 대학지주회사의 설립,
대학의 산학연 협력을 당위적 차원에서 강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쉽게도 기술
창업에 있어서 대학의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와 Co-work하는 사례를 실
제 현장에서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기술 및 정보의 노출을 우려하기 때문인데 사실
현업에서 볼 때 대학의 기술이전은 일부 편차가 있지만 평균 2,000만원 내외로 가격
이 형성됩니다. 우수 대학의 교원이라도 기업과의 매칭이 쉽지 않기에 기술창업을 위
해서는 사전에 기술경영 컨설팅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협의하여 공동의 비즈니스 모
델을 수립하는 것이 좀 더 벤처캐피탈의 평가와 자금 지원에도 효과적입니다. 대학
기술을 창업으로 이끌고 그 결과 대학이 기업가적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개방
적으로 더 많이 문을 열어 외부 전문가의 식견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그림 2]와 같이 시장 환경 분석에서도 기술 개발 및 중점 분야별 제
품 선정에서 어떤 부분에 좀 더 교내(KAIST) 개발진이 고안한 기술의 사업화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가능성과 파급효과는 어느 정도인지를 심도 있게 논의하
는 개방적 토론과 아이디어 공유의 장을 개발진과 연구진 모두 확보할 수 있었다.
[그림 2] 시장 환경 분석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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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방형 혁신 활동 II: 외부 전문가를 통한 사업계획 검증

기술 개발진과 외부 사업화지원 전문가가 4개월 간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고 사
업계획서를 작성하면 자칫 객관적 판단의 기준을 잃어버릴 수 있다. 상호 협의, 논의
하면서 아이디어를 점차 구체화하고 조정하는 장점이 존재하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
하나의 팀이 되어 주관적인 평가에 휩싸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 KAIST
이노베이션 센터는 벤처캐피탈리스트를 중심으로 외부 평가진을 구성, 비즈니스 모델
과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가졌다. 평가는 ① 창업 아이템의 실현
가능성, ② 시장 분석 및 경쟁력 확보 방안, ③ 국내 및 해외 시장 진출 전략, ④ 창
업팀 역량 등 크게 네 가지 기준을 토대로 분석, 각 분야 별로 부족한 점과 보완할
점을 벤처캐피탈리스트 및 벤처창업 전문가들이 심도 있게 심사, 사업계획이 좀 더
수월성과 완성도를 갖추도록 평가하였다.
국내 대학에 창업보육센터와 창업선도대학 프로그램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대
체적으로 예비 창업자에게 시설을 저렴하게 제공하거나 창업 자금을 지원하는 등 단
순 행정지원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정부 역시 과학기술의 실용화를 위해 대학의
기술창업을 독려하고자 대학창업펀드와 실험실특화 창업선도대학 육성 프로그램 등을
추진해 왔지만 대체적으로 앱(App) 기반 단순 서비스 창업을 이끌어낼 뿐 고학력 위
주의 교원 창업, 첨단기술 창업을 유도하지는 못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창업지원 사
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KAIST의 연구교수는 그 이유를 연구진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
했다.
“창업선도프로그램, 창업보육센터도 의미 있지만 첨단기술에 대한 창업 그리고 고
학력자들의 창업과 기업가정신을 통해 과학기술을 실용화하려면 영업, 마케팅, 자금
유치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지식을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부터 구할 수 있어
야 합니다. 국내 대다수 대학의 창업보육센터가 기술창업을 많이 이끌어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부분에서 비롯됩니다. 이번에 외부 전문가와 기술창업 사업계획 구상,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면서 경영과 조직 관리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작업한 비즈니스 모델과 사업계획을 현장에 있는 창업 전문가와 벤처캐
피탈리스트가 검증하면서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도 보람입니다.”
기존 연구에서는 교수창업 및 대학의 기술창업이 부족한 이유로 창업 및 사업계획
에 필요한 전문가가 대학의 기술지주 회사 및 창업보육센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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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적하고 있다(송충근, 2019).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자본금이나 펀드를
유치하고 기술지주 회사를 설립하는 것 이외 사업기획 역량 그리고 이를 검증해서 자
금을 유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육성팀을 개방형 관점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학계에
서는 지적하고 있다(박건철⋅이치형, 2019).
이번 기술창업지원 사업을 맡고 있는 KAIST 이노베이션 센터 연구원 역시 이러한
부분을 고려, 각 단계별 객관적인 시선을 바탕으로 한 평가와 검증의 필요성을 언급
했다.
“기술창업 활성화는 특정 센터와 행정지원을 병행해서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
다. 초기 아이디어 발굴부터 기술창업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제3의 시각에서 체계적으
로 지원하고 평가하는 종합 서비스가 되어야 합니다. 아이디어의 시장성 평가 그리고
제품 개발 과정에서 실제 이를 추진하는 국내외 기업과의 협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사전에 교내 교원 및 연구진이 외부 전문가와 논의하며 아이디어를 발굴하
고 해당 기술에 관해 객관적으로 평가받는다면 교원의 경영에 대한 부담 완화 그리고
실제 창업에 대한 동기부여를 확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공 사례가 조금씩
나온다면 대학 교원 전체로 기업가정신이 확산되고 대학도 기업가적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특히 심사과정에서 수백 페이지에 이르는 보고서 대신 기술을 토대로 한 제품개발
및 BM의 방향성을 간략히 구체화, 도식화하고 심사자와의 Q&A를 통해 방향성을 정
밀 검증받음으로써 실제 자금지원을 수행하는 벤처캐피탈 및 창업 전문가의 시각을
함양, 보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기술 개발진이 창업 과정에서 만나게 될
기업 전문가와의 상호작용에 대비, 훈련함으로써 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시각을 외부
전문가의 개방적인 지원 아래 축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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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기술 기반 제품개발 및 BM의 방향성 (Sample)

요약하면 KAIST의 기술창업 활성화 방안은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된다. 교내 교원
중심 연구진의 우수기술 개발 검증(1단계) → 외부 경영⋅조직⋅기술 전문가와 우수
기술 개발진의 비즈니스 모델 및 사업계획 협업(2단계) → 벤처캐피탈 및 벤처창업 전
문가의 검증/평가 후 보완(3단계) 등으로 진행된다. 이를 토대로 KAIST 교내 기술
개발진과 외부 전문가는 기술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방향성을 논의, 토론함
으로써 상생협력을 경험하고 그 결과 기술창업의 현실적 가능성에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다. 대학도 외부와 내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개방형 혁신 체제를 구축하는
기업가적 대학으로 전환할 수 있다. 과학기술 토대의 기술창업은 고용창출 및 혁신에
도 매우 유리한 영향을 미친다. 기존 연구에서 언급한 대학 기술창업의 한계 및 보완
사항은 <표 5>와 같은데(고현선, 2016; 구본진 외, 2018) 이 부분에 대해 KAIST는
다양한 제도 도입을 통해 기존 연구에서 주로 거론되어왔던 문제를 해소해 나가고 있
다.
대학의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선행 연구는 학교가 창업을 독려하고 기술지
주 회사 및 펀드를 통해 기술창업 팀을 구성하고 우수한 기회로 선정된 기술은 투자
부터 회수까지 종합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Chrisman, Hynes,
and Fraser, 1995; Perkmann et al., 2013). 국내 대학의 기술창업 역시 창업과
기업가정신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점점 강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전체
12.4%에서 2017년 8.0%로 오히려 그 비율이 하락했고 2021년도 대학교원 및 관계
자의 기술창업자 숫자는 173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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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대학의 기술창업에 대한 장애요인 및 KAIST 사례를 통한 활성화 방안
장애요인

활성화 방안

KAIST 공공기술 창업지원 사업 사례
⋅조직⋅기술사업화 경험과 역량을
교원의 경영에 대한 경영 역량과 경험을 갖춘 경영
갖춘 현업 전문가와의 긴밀한 협의체
경험 및 전문성 부족
전문가 보유 필요
형성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계획에 대한 실제 사업계획 경험이 다수인 비즈니스 모델 및 사업계획에 대한
효과적 검증 부족
전문가의 평가 진행 필요 벤처캐피탈 및 창업가의 실제 심사 진행
우수기술에 대한 대학의 우수기술로 최종 선정된 기술 개발진에
대학의 수동적 지원
자금 및 정책 지원
대한 연구 및 사업계획⋅창업자금 지원

우리나라 정부 및 과학기술정책 차원의 창업 지원은 크게 세 가지 분야(자금 지원,
창업교육 지원, 창업 인프라(입지, 시설) 지원)에 머물러 있다. 대학은 교원의 창업 독
려를 위해 현재 교수 휴직 겸직 제도를 실행하고 있는데 정작 대학에서 기술을 개발
한 교원들은 자금과 교육, 인프라 지원보다 상생협력을 전제로 한 외부 전문가와의
폭넓은 협업과 자신들이 개발한 기술에 대한 객관적 검증과 평가를 받길 원했다. 일
례로, 중국의 칭화대학교는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 창업으로 유도하기 위해
100% 자체 출자를 통해 칭화홀딩스를 세운 후 기업 전문가와 학교 기술 개발진을 연
결시키며 대학 기술의 파급효과를 확대시키고 있다. 일본의 도쿄대학교 또한 일반적으
로 국내 대학이 수립하는 기술지주 회사 대신 자체 산학기금을 토대로 벤처캐피탈을
설립, 대학의 연구 성과 및 기술개발 인력을 이용한 창업기업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
다. 그리고 도쿄대학교는 외부 전문가와 대학 내 기술개발 인력을 상호 연결시켜 투
자, 보육, 상장까지 전 주기에 걸친 지원을 진행, 벤처창업을 독려하고 있다(박건철⋅
이치형, 2019; 백서인, 2017). 국내 연구중심 대학인 KAIST도 이제 칭화대학교, 도
쿄대학교와 같은 프로세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시점이다. KAIST의 공공기술 창업지
원 사업에 참여한 기술 개발진(KAIST 교수)은 다음과 같이 본 제도의 내실화 필요성
을 마지막으로 강조했다.
“기술창업에 대한 관점을 이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금과 창업공간을 제공
하고 창업교육을 실행한다고 해서 그리고 기술지주 회사를 만든다고 해서 실제 창업
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칭화대학교와 도쿄대학교가 미국의 스탠포드대학교처럼 현
장 전문가와의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개방적 관점에서 기술과 경영의 접점을 만드는
모델을 우리도 정착시켜야 합니다. 교과서적인 창업교육으로는 실제 현장의 통찰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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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를 담아내기 어렵습니다. 기업가적 대학이 되려면 기업가정신과 기술에 대한 이해
도 및 경험을 갖춘 인력과 교원들이 더 많이 상호작용하며 함께 학습해야 합니다. 상
생협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현장과 학계가 창업 활성화를 위해
상생협력 한다면 대학에서 개발된 첨단기술 창업은 더욱 활성화될 것이고 결국 대학
도 기업 못지않은 기업가적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 국내 대학이 기업가적 대학(조직)으로 전환되려면 앞서 언급한 바
와 같이 우수기술 개발 검증 및 선발의 1단계, 외부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한 비즈니
스 모델 수립의 2단계, 벤처캐피탈 및 창업 전문가의 평가 후 지원이라는 3단계 과정
을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기술창업 당사자, 기술창업 프로그램 운영자,
기술창업 컨설팅 및 비즈니스 모델 전문가 등의 의견을 경청, 이들의 의견을 토대로
더욱 정교한 공공기술 창업 활성화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각각의 단계에 관해 다음
과 같은 지원체계 및 프로세스를 구축, 국내 대학에서도 기술창업 활성화를 통해 기
업가정신이 교내에 내재화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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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대학 내 공공기술 창업지원 사업 단계별 주요 지원체계 구축
단계
우수기술
검증 및 선발
(1단계)

주요 역할
기술창업 당사자
기술창업 프로그램 운영자
외부(기술⋅조직) 전문가

기술창업 당사자
우수기술에 관한
비즈니스 모델 기술창업 프로그램 운영자
수립
(2단계)
외부(기술⋅조직) 전문가
기술창업 당사자

지원체계
⋅기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구체적인 설명
⋅우수기술의 비즈니스 모델 수립을 위한 외부
전문가 Pool 구축
⋅시장성, 기술성, 성장가능성 기반 예비 사업성
평가
⋅외부 전문가에게 기술 및 특허 전문지식 공유
⋅외부 전문가 및 기술창업 당사자의 네트워크
형성 및 커뮤니케이션 기회 제공
⋅조직 및 인력계획, 제품 및 생산계획, 자금 조달
및 운영계획 수립
⋅창업팀 구성 및 추가 인력 고용계획
⋅창업팀에 대한 창업 공간 및 창업자금 지원
⋅외부 전문가와의 네트워크에 대한 피드백 제공

해당 BM에 대한 기술창업 프로그램 운영자
평가심사 및 지원
(3단계)
실제 시장 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제공
외부(기술⋅조직) 전문가 ⋅
⋅국내외 기업(현장)과의 네트워크 형성 지원

V. 결론
1. 정책적 시사점 및 기여도

본 연구는 국내 대표적인 연구중심 대학 KAIST가 주관하는 공공기술 창업지원 사
업 사례연구를 통해 공공기술을 활용한 교원 및 교내 연구진의 창업 방향성을 대학이
어떻게 수립하고 지원해야 하는지에 관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가 제
안하는 기술창업과 관련된 정책적 교훈 및 기여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의 기술창업과 관련된 연구, 교원의 기술창업 활성화 요인에 대한 연구
는 있었지만 대다수가 대학 내 기술지주 회사 설립, 산학협력단 구성, 창업보육센터의
활성화 등 인프라 및 자금 지원에 국한된 내용이 많았다(김용정⋅신서원, 2016; 신성
호⋅장기술, 2014). 또는, 기술창업 교육이 예비창업자의 창업 의지를 향상시킨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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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위적 결과에 그친 실증연구가 많아 실제 기술창업에 관한 사례연구는 부족한 편이
었다. 본 연구는 대학에서 기술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 교원, 해당 대학에서 기술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연구원 등을 인터뷰하여 실제 기술창업 활성화와 대학의
기업가적 조직 전환에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과학기술정책 차원에서 기술창업의 필요성이 꾸준히 거론되었고 대학이 창업의 전진
기지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많았으나(김연성⋅박충묵, 2008; 김종운, 2017; 원상필
⋅조근태, 2018; Bernasconi, 2005; Brennan, Wall, and McGowan, 2005) 대학
의 교원 및 연구원이 어떤 사항을 정말 원하는지에 대해 깊이 있는 내용이 담긴 연구
는 국내외 모두 부족한 편이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의 실용화에 필요한 기술창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교훈이 담긴 연구를 제공함으로써 기존 기술창업 연구, 대학의 창업
활성화 연구에 관한 시사점을 넓히는데 기여하였다.
둘째, 과학기술정책 차원에서 늘 기술 개발의 중요성은 언급되었지만 기술창업에
있어 외부 전문가와 협의 및 논의하는 과정이 담긴 연구는 부족했다. 개방형 혁신과
관련된 실증연구 이외 개방형 혁신 활동을 통한 과학기술 활성화 사례연구의 필요성
이 거론되는 상황에서(서용준⋅윤정현, 2021; 석봉인⋅한문성, 2019; 한정희, 2013)
본 연구는 대학의 기술창업 활성화와 과학기술의 실용화에 있어 외부 전문가와의 상
생협력을 전제로 한 공동의 논의와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 실제로 기술을 개발한 교원
및 사업계획 지원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 모두에게 긍정의 교훈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
을 연구결과로 제안하였다. 대학의 기술창업 과정에 있어 개방형 혁신 활동이 전무한
만큼 본 연구는 향후 대학의 창업 활성화에 있어 외부 전문가와 역량을 함께 구축하
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학문적으로 이를 제안, 개방형 혁신 연구를 대학의 기술창
업과 연관 지어 새로운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정책적 차원에서 본 연구는 국내 대학이 기업가적 대학, 기업가적 조직으로 전환
하는데 있어 더 많은 외부 전문가와의 협업과 평가를 내실화 있게 도입해야 함을 강
조하고 있다(Clarysse and Moray, 2004; Di Gregorio and Shane, 2003; Jacob,
Lundqvist, and Hellsmark, 2003). 과학기술정책 차원에서도 대학의 기술창업을 위
해 그 동안 정부와 연구기관이 창업보육센터 및 창업지원 교육프로그램에 초점을 맞
추어 지원했다면 이제는 현장의 전문가 Pool과 창업을 희망하는 교원들을 네트워킹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실제 다양한 인터뷰 결과, 기술을 개발한 대학 교원
및 연구진은 첨단기술 창업과 고학력 이공계 창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단순 자금 지
원과 창업 시설 지원보다 경영, 조직, 기술사업, 사업기획에 능통한 현장 전문가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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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을 더 많이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의 정책적 지원이 단순 행정 및 자
금 지원에 있었다면 이제는 개방형 혁신 창출을 위해서라도 창업에 도움이 될 수 있
는 현장 전문가 집단과 대학 기술 간의 접점을 형성, 상호 시너지를 만들 수 있는 정
책을 도입해야 한다.
2.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 방향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책 차원에서 부각되고 있는 대학의 기술창업과 관련하여 다
양한 정책적 시사점 및 교훈을 제공했지만 연구의 한계도 일부 존재, 후속 연구는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첫째, 본 연구는 KAIST를 토대로 대학의 기술창업 활성화를 고찰했지만 실제 연
구중심 대학이 국내 대다수 대학을 일반화해서 대표할 수 있는 사례가 되기는 힘들다.
수도권에 있는 대다수 대학도 기업가정신과 창업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KAIST보
다 열악한 지원과 제도의 미흡을 호소하고 있다. 상황은 아래로 갈수록 심각해서 지
방에 있는 대학들은 기술창업의 어려움을 절실하게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후속 연
구는 이와 같은 국내 대학의 어려운 점을 감안, 연구중심 대학이 아닌 일반 대학의
창업 실태와 기술창업 활성화 방안을 비교, 분석해야 한다. 후속 연구가 다양한 지역
의 대학을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진행한다면 실제 과학기술정책과 기술창업에 있어서
좀 더 의미 있는 교훈을 제공할 수 있다.
둘째, 단기 시각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의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고찰한
KAIST의 공공기술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시작한지 2년에 불과해 아직까지 성공한 기
술창업 기업이 없는 상황이다. 기술창업은 오랜 기간 지원과 관심과 정성을 쏟아야
하기에 1~2년의 관찰로 성공과 성장 과정을 도출하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장영혜⋅
현선진⋅김판수, 2021; 조문연⋅양동우, 2014; Zhao, 2004). KAIST에서 기술창업
을 준비하는 교원들도 장기간의 지원과 외부 전문가와의 협업 중요성을 강조하는 만
큼 종단적 관점에서 어떻게 기술창업 활성화가 교내에 정착되어 학교 전체가 기업가
적 대학으로 각인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기술창업에 대한 좀 더 정밀한 실증 분석이 진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가 갖
는 대표성의 제한, 결론에서 제안한 일반적 결과(ex: 외부와의 개방형 혁신, 전문가와
의 협력 기반 창업 환경 조성 등)는 어찌 보면 기존 연구에서도 강조했던 결과와 맥
락을 같이 한다. 오히려, 연구중심대학의 특성이 기술창업 활성화에 정말 영향을 준
것인지, 본 연구의 대상이 된 공공기술의 창업팀 및 CEO 특성은 기술창업지원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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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 분석한다면 기존 연구에서 제안한 결과와 다른 측
면의 새로운 학문적,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후속 연구는 기술창업
프로그램 풀(Pool)을 넓혀 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측면의 기술창업 효과와 대학의
기업가적 조직에 관한 실증 분석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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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Vitalize the Technology Start-ups for
Becoming Entrepreneurial University:
Focusing on Public Technology Business Support Program
Ahn Kyungmin, Kwon Sang-Jib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commitment of
entrepreneurs who participated in the university public technology start-up support
program, and external experts’ business planning capability. This paper seeks to
discover the key success factors that impacts most on public technology start-up
performance. Many academic researchers have tried to explain this mechanism.
However it is hard to find results on the contributing factors on this performance.
By having in-depth interview with professor from KAIST, researcher from KAIST
innovation center, and business/technology consulting experts, we are able to provide
significant policy implications. First, free networking external expert and internal
technology developer (faculty) positively affect business model planning for
technological commercialization. Second, introducing win-win cooperation and
institutional open innovation activities positively affect the confidence of
pre-entrepreneurs from university. Therefore, in order to change into an entrepreneurial
university, open innovation activities support for technology-based startup is needed.
Also, as an entrepreneurial organization, it is necessary to find a meaningful method
to narrow the gap by university according to expert assistance.
Key words :

Entrepreneurial University, Technology Start-up, Public Technology,
Open Innovation, KA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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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분야 R&D의 융합 패턴 분석
: 재난안전연구개발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김경수*
초록

최근 재난의 대형 및 복합화, 신종재난 발생 증가 등 재난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최첨단 기술의 재난현
장 적용 확대되고 있다 .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ICT는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융합을 촉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산업 및 기술융합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재난안전 분야는 정부
주도로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과의 융합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난안전 분야 융합연구
부족하였다. 본 연구는 재난안전 분야의 융합기술 R&D 과제를 대상으로 재난안전 분야의 융합기술
연결망의 구조 , 융합기술의 활동성 , 융합기술의 융합 패턴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 이를
위해 융합 연구에서 활용도가 높은 사회연결망 분석과 연관규칙 분석을 활용하였다.
융합기술 연결망의 구조 분석 결과를 통해 2016년 이후 기술 간 융합이 다양해지는 경향을 확인하였
으며 , 2018년에 이르러서야 기술 간 융합이 용이한 중앙 집중적인 구조로 변화하기 시작한 것을
확인하였다 . 융합기술의 활동성 분석 결과를 통해 구간별 대표 융합기술을 확인하였으며, 시간의
지남에 따라 다양한 신기술이 유입되어 재난안전 분야의 R&D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융합 패턴 분석 결과에서는 2016년 이후 이종 분야 간 융합 패턴이 빠르게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하였으며, 2018년 이후에는 대표 융합기술을 중심으로 거대한 연결망이 형성되는 패턴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재난안전 분야의 융합기술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양화되고 기술 간 융합이
빠르게 복잡화되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추후 우선적으로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탐색이
나 선정이 어려워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기술융합이 R&D 활성화를 위한 유용한 방안이라
는 점에서 재난안전 분야의 R&D의 융합 현상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 다각도로 분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하였으며 , 이는 추후 재난안전 분야 R&D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재난안전 융합기술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사회연결망 분석 연관규칙
:

,

,

,

,

본 논문에 대해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 세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주)윕스 기술평가센터 책임연구원, kskimj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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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국가 전반에 걸쳐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정책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과학기술의 사회적공공적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과학기술은 경제성장을 넘어
건강, 안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
다. 최근 재난 및 안전사고의 발생 특성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그에 따른 영향이 커지
고 있으며,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 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해 과학
기술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국민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사회문제 해결방안에 관
심이 고조되면서 환경, 재난안전, 보건의료 등 전 영역에서 과학적 원인 규명과 과학
기술을 통한 해결책이 요구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
정부는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재난안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이를 통해 국
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갖고 있다(관계부처,
2019a). 재난안전 사고의 증가와 함께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무가 증대됨에 따라 재난
안전 분야의 R&D 예산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19년 1조 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그간 재난안전 분야의 R&D는 중앙부처의 현안해결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기술
분야가 다양한 재난안전 분야의 특성 상 R&D 관리가 어렵고, 부처 간 협력을 위한
기반이 미흡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R&D 성과는 제한적이었다(관계부처,
2019a). 이에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등 5개 부처가 합동으로 재난
안전 R&D 성과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R&D 성과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재
난안전 R&D 투자 시스템 혁신방안(안)」을 수립하였다.
재난의 대형 및 복합화, 신종재난 발생 증가 등 재난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최첨단
기술이 재난현장에 적용되는 사례가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 이하 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 이하 IoT) 등
의 신기술을 재난안전 분야에 접목함으로써 재난관리에 새로운 변화와 혁신이 기대되
고 있다(관계부처, 2018). 주요국은 재난안전 문제의 과학기술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esearch & Development : 이하
R&D)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관계부처, 2018).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
술의 진보에 발맞춰 범부처 차원에서 협력적 R&D를 추진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첨단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y : 이하
ICT)을 재난안전 분야에 적용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전략적으로 R&D 투자를 확대하
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관계부처, 2018).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ICT는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융합을 촉진하고 있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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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술정보통신부, 2021). 주요 국가들은 기술융합을 기술혁신을 위한 중요한 요인으
로 인식하고, 융합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Athreye and Keeble,
2000 ; Roco and Bainbridge, 2002). Kodama(1992)는 융합을 효율적인 R&D
정책 수립의 유용한 방안으로 언급한 바 있다(김홍영·정선양, 2015). 특히, 기술 간
융합은 과학기술 관점에서 기술혁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R&D 투자 효율성을 제
고하기를 위한 정책으로 유용함(Kodama, 1992 ; 김윤종·정욱·정상기, 2009 ; 김홍
영·정선양, 2015)에 따라 그간 선행연구를 통해 융합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추진되어
왔다. 국가 R&D(박현석·서원철·윤장혁, 2012 ; 조양래 외, 2015), 정부출연연구기관
의 R&D(조용래·김의석, 2014 ; 김홍영·정선양, 2015 ; 김경수·조남욱, 2020)뿐만
아니라 ICT(한장협·나중규·김채복, 2016 ; 심재륜, 2016 ; 문진희·권의준·금영정,
2017 ; 배영림·신혜리, 2017 ; 김준한·금영정, 2019)를 중심으로 국방(손창호, 2018
; 김경수·조남욱, 2021), 해양수산(황순욱·천동필, 2020)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융
합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재난안전 분야는 대형, 복합, 신종재난 등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4차 산
업혁명 기반 기술과의 융합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재난안전 분야의 연
구는 동향 분석 연구(김은미, 2019 ; 서용석 외, 2019)와 특정 분야에 대한 사례 연
구(박소영 외, 2021 ; 윤효근 외, 2021)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재난안전 분야의
융합에 관한 연구(서용윤, 2017 ; 허정은·양창훈 2018)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재난안전 분야의 기술융합 현상을 미시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기 보다는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살펴보는 것에 초점을 두고 진행하였다. 융합기술 R&D 과제를
대상으로 융합기술 연결망의 구조, 융합기술의 활동성, 융합기술의 융합 패턴을 분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사회연결망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 이하 SNA)과 연관규칙 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그간 중앙부처의 현
안해결 중심으로 추진된 국가 재난안전 R&D의 융합기술의 특성을 연결망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추후 과학기술 기반으로 재난안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재난안전 분야의 R&D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
구는 서론을 시작으로 제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에 대해 고찰하였다. 제3장에서는 연
구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제4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끝으로 제5장에서는
연구에 대한 결론 및 의의, 한계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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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

정부는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국민안전을 확보하고, 재난안전 분야의 R&D를 체계
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의 2에 따라 5년 마다 「재
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에
서 5년 단위로 작성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 후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통해 수립하게
된다.
<표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의 2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1조 제1항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
술개발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조정위원회의 심의와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
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
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2020)

제1차 「종합계획」은 2007년 처음 수립되었다. 이후 중·장기적 재난·재해 및 안전
사고 저감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기술개발 추진전략 및 투자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2013년 제2차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대형 싱크홀, 판교 환
풍구 추락사고, 중동호흡기증후군 등 국가적 재난재해와 안전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
하여 국민적 불안감이 확대됨에 따라 2016년에는 제2차 「종합계획」 수정(안)을 발표
하였다. 재난 및 안전사고의 발생 특성이 변화하고 재난안전 관련 과학기술의 필요성
이 증가함에 따라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의 국민 체감형 재난안전 기술개발 혁신을
통한 국민안전 확보를 위하여 2018년 제3차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종합계획」수
립 현황은 <표 2>와 같다.
연도
2007
2013
2016
2018

<표 2>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 수립 현황
회차
계획명
부처
제1차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
관계부처 합동
제2차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
관계부처 합동
제2차 수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 수정(안) 관계부처 합동
제3차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
관계부처 합동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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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과학기술 기반의 재난관리의 중요성과 국민들의 재난안전에 대한 인지도에 기인하
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이하 재난안전 R&D) 투자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
였다. 2007년 1차 「종합계획」이 최초 수립된 이후 재난안전 R&D 예산 규모는 2008
년 894억 원에서 2018년 8,988억 원으로 10년 간 10배 이상 증가하였다(관계부처,
2019a). 정부는 2018년부터 2022년 까지 총 3조 7,418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는 2013년부터 2017년 까지 투자 규모 대비 73.8% 증가한 수치이다(관계부처,
2018).
2019년 재난안전 R&D는 전년 대비 1,827억 원 증가한 1조 517억 원의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부처별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573억 원(24.4%), 산업통상자원부
1,123억 원(10.7%) 등 상위 5개 부처에 6,199억 원(59%)의 투자가 이루어졌다. 재
난유형별로는 방사능, 사이버테러, 감염병 등 사회재난 중심으로 6,935억 원(66%)의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재난관리 단계별로는 예방 및 대비 단계에 7,444억 원(72%)의
투자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2019년 정부 R&D 총 투자액 20조 5,328억 원 중 재난
안전 R&D 투자 비중은 5.1% 수준에 불과하며, 최근 국가정책 및 기조에서 부각되는
국민 안전기본권 및 삶의 질 확보를 위해서는 낮은 수준으로 지속적인 투자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2019년 재난안전 R&D 투자계획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2019년 재난안전 R&D 투자계획

자료: 관계부처(201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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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융합기술
1) 융합기술의 정의

융합이란 서로 다른 분야의 과학, 기술, 시장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Curran and Leker, 2011). 기술융합은 이종 및 동종의 다양한 기술들의 결합을 포
함하는 개념으로 경제사회적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학문 및 산업 간 결합을 포함하고
있다(관계부처, 2008). 융합기술이란 동종 및 이종 분야의 기술이 결합됨으로써 새롭
게 가치를 창출해내는 기술로 정의(Shmulewitz et al., 2006 ; 임정아·권순욱, 2011
; 이경락·김재전·이상준, 2014 ; 김지은·이성주, 2016)될 수 있으나, 융합기술을 정
의하는 주체, 정의하는 목적, 정의하는 시기 등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
되고 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07년 「국가융합기술 발전 기본방침」을 마련하고,
2008년 「국가융합기술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융합기술을 정의한 바 있다.
「국가융합기술 발전 기본방침」에서는 융합기술을 이종기술간 화학적 결합이라는 협의
의 개념으로 정의하였으나, 기술융합화가 점차 확산됨에 따라 이종 및 동종의 다양한
기술 간 결합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경제사회적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학문 및 산업
과의 결합까지 포함하여 다시 정의하였다. 융합기술의 정의는 <표 3>과 같다. 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융합기술을 R&D 과제 관점에서 정의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
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에 따라 매년 융합기술 R&D 조사분석을 실시하고 있
으며, 융합기술 R&D 과제를 연구책임자가 지정한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이하 표준분
류)의 대분류가 2개 이상의 분류에 해당하는 과제로 정의하였다(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
원, 2020).
‧



‧

‧

구분
「국가융합기술
발전 기본방침」
「국가융합기술
발전 기본계획」

<표 3> 융합기술의 정의
정의
IT, BT, NT 등의 첨단 신기술간 상승적 결합을 통해 미래사회 및 국가 공통
의 목표 달성을 위한 과학기술적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경제와 사회의 변화
를 주도하는 기술
NT, BT, IT 등의 신기술간 또는 이들과 기존 산업·학문 간의 상승적인 결합
을 통해 새로운 창조적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미래 경제와 사회문화의 변화
를 주도하는 기술
․

자료: 관계부처(2007), 관계부처(2008)
2) 융합기술의 측정

융합기술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융합에 대한 식별, 측정이 선행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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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간 선행연구에서는 융합을 측정하고 식별하기 위해서 델파이 기법, 시나리오
기법, 계층화 분석 기법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되어 왔다(한장협·나중규·김채복,
2016). 하지만 기존의 방법은 분석 과정이 직관적이지 못 하고 전문가 의견에 의존하
고 있어 분석 결과가 정성적이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었다(강희종·엄미정·김동
명, 2006). 융합을 식별하기 위한 정량적인 방법으로 동시 발생(co-occurrence)을
기초로 동시 분류 분석(co-classification analysis)이 대표적이다. 동시분류 분석은
계량서지학적 분석으로 서지정보를 특정한 기준으로 분류하여 분야 혹은 영역 간 네
트워크를 파악하는 방법이다(Todorov, 1989).
최근에는 동시분류 분석과 논문, 특허(조양래 외, 2015 ; 한장협·나중규·김채복,
2016), 과제 정보(김홍영·정선양, 2015 ; 허정은·양창훈 2018)를 활용한 융합 연구가
다수 추진되었다. SNA는 동시분류 분석과 함께 활용하면 계량적인 분석이 가능하고,
시각화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어 융합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Mizruchi, 1994). 동시
발생을 기초로 한 연관규칙 분석은 기술의 융합 형태를 확률적으로 나타낼 수 있어
융합연구(서용윤, 2017 ; 황순욱·천동필, 2020 ; 김경수·조남욱, 2021)에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4. 사회연결망 분석

SNA는 개체 간의 연계적 속성을 해석하는 방법론적인 분석 틀로서, 개체의 관계나
상호작용을 측정하기 위해 활용되어 왔다(Scott, 1988 ; Hanneman, 2005). SNA에
서 연결망은 노드와 링크로 구성된다. SNA 노드와 링크의 정의에 따라 의미 및 해석
이 달라진다(김홍영·정선양, 2015). 따라서 연구 설계 단계에서부터 노드(node)와 링
크(link)를 연구 목적에 맞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드는 사람, 조직 등 다양한
유형의 개체로 정의될 수 있다(B rner and Boyack, 2003). 링크는 정의된 개체 간
관계를 의미하며, 동시 발생을 기초로 한 동시 분류, 공동 집필, 인용 관계 등의 형태
로 정의될 수 있다(White and McCain, 1997).
SNA는 분석방법의 특성 상 다양한 연구 분야에 활용되어 왔으나, 융합 연구에서
특히 그 활용도가 높다. SNA의 대표적인 지표로는 중앙성(centrality), 응집성
(cohesion), 연결성(connectivity) 등이 있다. 중앙성 분석 지표에서는 연결정도 중앙
성(degree centrality) 지표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연결정도(degree)란 하나의
노드와 연결된 모든 노드의 합을 의미한다(손동원, 2013). 연결정도 중앙성은 한 점의
중앙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전체 노드 수에서 실제로 연결된 노드 수의 비율로 측
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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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다. 선행연구에서는 연결정도 중앙성이 높은 노드를 기술 간 융합이 활발히 진행
되고 있는 기술로 해석한 바 있다(김홍영·정선양, 2015).
대표적인 응집성 분석 지표로는 중심화(centralization), 밀도(density), 평균 경로
거리(average distance) 등이 있다. 중심화 지표는 가장 중심적인 노드와 다른 모든
노드의 중앙성 점수 간의 차이를 구하여 합한 후 논리적으로 가능한 최댓값으로 나누
어 산출한다(김용학, 2011). 중심화는 전체 연결망이 얼마나 중앙 집중적인 구조를 가
졌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서(김경수·조남욱, 2020), 중심화 지표 값이 높게 나
타난다면 기술 간 융합이 활발한 구조의 연결망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밀도 지표는 가
능한 총 링크의 수와 실제로 연결된 링크 수의 비율로 산출된다(김용학, 2011). 밀도
는 노드 간 다양한 교류를 의미하기 때문에(손동원, 2013) 밀도가 높으면 연결망 내
다양한 기술이 융합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평균 경로거리 지표는 행렬이 같은
1원 자료(1-mode)에서 대각선에 위치한 행렬의 모든 값들의 평균으로 정의된다(김용
학, 2011). 평균 경로거리 지표는 노드가 서로 연결되는 시간과 비용으로 해석(박철
순·김성학, 2017)된 바 있어, 노드 간 거리가 긴 경우는 기술 간 융합 시 시간과 비
용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5. 연관규칙 분석

연관규칙 분석은 Agrawal et al.(1993)이 제시한 분석 방법으로서 대용량 데이터
에서 의미 있는 패턴을 도출하기 위해 사용되었다(Zhao and Bhowmick, 2003). 연
관규칙은 데이터의 빈도와 동시 발생 확률을 기초로 연관성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다(손창호, 2018). 연관규칙은 각 아이템을 X와 Y라고 했을 때, X가 있으면 Y가 있
다는 의미로 X→Y의 형태로 표현된다. 연관규칙이란 임의의 트랜잭션(transaction)에
서 두개 아이템이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을 의미하며, 동시 발생 횟수가 높은 경우를
연관성이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Han and Kamber, 2001). 하나의 트랜잭션이 의미
를 갖기 위해서는 아이템 간 연관성이 높아야 한다(장영재·김현중·조형준, 2016).
연관규칙 분석의 주요 지표로는 지지도(support), 신뢰도(confidence), 향상도(lift)
지표가 있으며, 지표 값을 통해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 연관규칙 지표의 산식은
[그림 2]와 같다. 지지도란 두 아이템이 동시에 발생하는 확률로서 데이터의 발생 빈
도를 의미한다. 신뢰도는 X가 발생할 때 Y가 발생할 조건부 확률로서 아이템 간 연
관성을 판단할 수 있다. 향상도는 두 아이템의 신뢰도와 Y가 발생할 확률로서 향상도
값이 1이면 두 아이템이 서로 독립적이며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장영재·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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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중·조형준, 2016). 또한, 연관규칙 분석 결과는 연결망 관점에서 시각화가 가능하여
전반적인 융합 경향 및 방향을 도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서용윤, 2017).
[그림 2] 연관규칙 산식

    ∩ 

지지도   ∩     
→  
지지도 
  
  
지지도
∩ 
  
→  
지지도  × 지지도     ×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 

 

 →



  

식(1)
식(2)
식(3)

자료: 장영재·김현중·조형준(2016), 저자 작성

Ⅲ. 연구 방법
1. 연구의 프레임 워크

본 연구에서는 재난안전 분야의 융합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재난안전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통해 추진된 세부사업 정보를 수집하고,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 이하 NTIS)를 활용하여
수행된 과제 정보를 확보하였다. 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수행된 과제 중 융합기술에 해
당하는 과제를 추출하였다. 확보된 융합기술 데이터를 기초로 SNA와 연관규칙 분석
을 활용하여 융합기술 연결망의 구조, 융합기술의 활동성, 융합기술의 융합 패턴을 분
석하였다. 본 연구의 프레임 워크는 [그림 3]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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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연구의 프레임 워크

자료: 저자 작성
2. 분석 데이터
1) 분석 대상 사업 선정

정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현장 문제해결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재난안전연구개발사업(이하 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 사업
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에 근거하여 정부에서 추
진하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R&D 사업을 의미한다. 동 사업은 그간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소방방재청(2011~2014년), 국민안전처(2015~2017년), 행정안전부
(2018년~현재)에서 관리하였다. 동 사업의 명칭은 소관 부처가 변경됨에 따라 조금씩
변경되어 왔으며, 현재는 재난안전연구개발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
사업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2020년 기준 동 사업의 세부사업은 <표 4>와
같이 구성된다.
｢

연도
1
2
3
4
5
6
7
8
9
10

｣

｢

｣

<표 4> 2020년 재난안전연구개발사업 개요
추진부처
사업명
행정안전부
국민수요 맞춤형 생활안전 연구개발
행정안전부
생활안전 예방서비스 기술개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 육성지원
행정안전부
극한재난대응 기반기술 개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취약핵심역량 도약기술 개발
행정안전부
폭염 등 기후재난 대응 기술개발
행정안전부 지역 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기술개발 지원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부처협력 기술개발(다부처)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 업무지원 기술개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 사업관리
합계

자료: 행정안전부(2020), 저자 작성

예산(억원)
77
56
47
97
42
12
50
114
148
11
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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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사업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총 80개 사업에 총
4,658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다. 연도별 사업 추진 현황은 <표 5>와 같다.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표 5> 재난안전연구개발사업 추진 현황(2011~2020년)
추진부처
사업명
세부사업 수(개) 예산(억원)
소방방재청
재난안전기술개발사업
5
238
소방방재청
소방방재연구개발사업
7
263
소방방재청
소방방재연구개발사업
7
275
소방방재청
소방방재연구개발사업
6
313
국민안전처 재난안전기술연구개발사업
10
709
국민안전처 재난안전기술연구개발사업
9
633
국민안전처 재난안전기술연구개발사업
8
600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기술연구개발사업
7
437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연구개발사업
11
536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연구개발사업
10
654
합계
80
4,658

자료: 소방방재청(2011~2014), 국민안전처(2015~2017), 행정안전부(2018~2020), 저자 작성
2) 분석 데이터 수집 및 융합 과제의 정의

본 연구에서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연구개발시행계획에 공고된 세부사업명을
기준으로 NTIS를 통해 과제 정보를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데이터는 총 1,543개의 과
제이다. 다만 NTIS 과제 정보는 R&D과제뿐만 아니라 관리, 인프라 관련 과제를 포
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과제의 세부과제 성격이 관리 및 인프라 관련 과제를 제외한
총 1,413개 과제를 분석 대상 과제로 선정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매년 실시하
는 융합기술 R&D 조사분석에서 융합 과제를 1개의 과제가 표준분류의 대분류가 2개
이상의 표준분류에 해당하는 과제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준용하되 보다
세부적인 융합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표준분류의 중분류를 기준으로 1개의 과제가 2
개 이상의 표준분류에 해당하는 과제를 융합 과제로 정의하였다. 분석 대상과제 현황
은 <표 6>와 같다.
‧

<표 6> 분석대상 과제 데이터 현황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전체 과제 56 121 209 213 213 165 167 148 142
R&D 과제 52 101 188 201 197 145 156 135 134
융합 과제 12 39 73 87 103 68 87 63 80

자료: 저자 작성

(단위 : 개)
2020 합계
109 1543
104 1413
60 672

134 ∙ 과학기술정책 | 제4권 제2호(2021.12.)
3. 분석 구간 설정

본 연구에서는 중장기 계획 수립에 따른 융합기술 연결망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2016년과 2018년을 기준 시점으로 설정하였다. 2016년은 제2차 「종합계획」 수립 이
후에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적 재난재해 및 안전사고를 줄이고,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제2차 「종합계획」의 수정(안)을 발표함에 따라 1차 기준 시점으로 설정
하였으며, 2018년은 빠르게 변화하는 재난재해 및 안전사고의 발생 특성에 효과적으
로 대응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다는 점에서 2차
기준 시점으로 설정하였다.
일반적으로 기준 시점이 2개인 경우, 분석 구간은 3개로 구분될 수 있다. 본 연구
의 분석 구간은 2011~2015년(5년), 2016~2017년(2년), 2018~2020년(3년)으로 총
3개 구간으로 구분될 수 있으나, 중장기 계획 수립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설정하였다
는 특성 상 첫 번째 구간의 데이터가 많아지고 두 번째 구간의 데이터가 적어지는 불
균형 문제가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고자 1구간을
2016년 이전(2011~2015년)과 이후(2016~2020년)으로 구분하고, 2구간을 2018년
이전(2016~2017년)과 이후(2018~2020년)으로 구분하였으며, 분석 구간은 <표 7>과
같다.
구분
연도

자료: 저자 작성

<표 7> 분석 구간
1구간
2구간
2016년 이전 2016년 이후 2018년 이전 2018년 이후
2011~2015년 2016~2020년 2016~2017년 2018~2020년

4. 노드 및 링크 정의

본 연구에서는 표준분류 간 융합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 하나의 과제에 부여된
표준분류를 노드로 정의하였으며, 하나의 과제에서 표준분류가 동시에 발생하는 것을
링크로 정의하였다. 노드 및 링크의 예시는 [그림 4]와 같다. 예를 들어 [그림 4]에서
class 2와 class 3은 Project B에 동시에 발생하였기 때문에 연결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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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노드 및 링크

자료: 저자 작성
5. 분석 프로세스
1) 융합기술 구조 분석

재난안전 분야 융합기술 연결망의 구조 분석은 SNA의 평균 연결정도, 중심화, 밀
도, 평균 경 로거리 지표를 활용하였다. 또한 평균 연결정도와 중심화 지표를 기준으
로 사분면을 구성하여 분석 구간에 따른 재난안전 분야 융합기술 연결망의 구조 변화
를 시각적으로 확인하였다. 평균 연결정도-중심화 사분면의 기준은 <표 8>과 같다. 1
사분면에 위치할수록 기술 간 다양한 융합이 발생하고, 중앙 집중적 융합이 가능한
구조를 의미한다.
구분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표 8> 평균 연결정도-중심화 사분면 기준 및 의미
평균
중심화
의미
연결정도
간 다양한 융합이 존재하고, 중앙 집중적 융합이
평균 이상 평균 이상 기술
발생하는 구조
간 다양한 융합은 존재하지 않지만, 중앙 집중적
평균 미만 평균 이상 기술
융합이 발생하는 구조
간 다양한 융합은 존재하지 않지만, 기술 간 특
평균 미만 평균 미만 기술
수성이 확보되는 구조
간 다양한 융합이 존재하고, 기술 간 특수성이
평균 이상 평균 미만 기술
확보되는 구조

자료: 저자 작성

2) 융합기술의 활동성 분석

재난안전 분야 융합기술의 활동성 분석은 SNA의 연결정도 중앙성 지표를 활용하였
다. 분석 구간별 연결정도 중앙성 상위 10개 분야를 도출하고, 각 분야의 순위 변화
를 비교함으로써 융합기술 분야의 활동성을 분석하였다. 융합기술의 활동성은 지속 단
계, 증가 단계, 감소 단계 등 3개 단계로 구분하였으며, <표 9>과 같다. 예를 들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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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분야가 2016년 이전에는 상위 10개 분야에 포함되었으며, 2016년 이후에도 상
위 10개 분야에 포함되었다면 지속 단계에 해당한다.
구분
지속
증가
감소

자료: 저자 작성

<표 9> 융합기술의 활동성 기준
1구간
2구간
2016년 이전 2016년 이후 2018년 이전 2018년 이후
상위 10
상위 10
상위 10
상위 10
상위 10
상위 10
상위 10
상위 10
-

3) 융합기술의 융합 패턴 분석

재난안전 분야 융합기술의 융합 패턴 분석은 연관규칙 분석의 지지도, 신뢰도, 향
상도 지표를 활용하였다. 분석 구간별로 융합기술 간 연관성을 분석하고, 상위 10개
분야의 융합 패턴을 연결망으로 시각화하여 융합기술 간 연결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표준분류의 대분류와 중분류를 기준으로 융합 패턴을 동종 융합 패턴과 이종 융합 패
턴으로 구분하였으며, <표 10>와 같다.
<표 10> 융합기술의 융합 패턴 기준
구분
표준분류 대분류
표준분류 중분류
동종 융합 패턴
같음
다름
이종 융합 패턴
다름
다름

자료: 저자 작성

Ⅳ. 분석 결과
1. 재난안전 융합기술 연결망의 구조 분석

재난안전 분야 융합기술 연결망의 구조를 2016년을 기준으로 이전 구간과 이후 구
간을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는 <표 11>와 같다. 평균 연결정도와 평균 경로거리는 각
각 11.0%, 5.8% 증가한 반면, 중심화와 밀도는 각각 4.8%, 15.0% 감소하였다. 이는
2016년 이후 기술 간 다양한 융합이 발생하였으나, 연결망의 구조는 상대적으로 분절
적인 형태로 융합이 발생하고 있으며, 기술 간 거리는 멀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16년 이후 구간을 2018년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는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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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연결정도와 중심화는 각각 24.0%, 15.6% 증가한 반면, 밀도와 평균 경로거리는
각각 3.3%, 4.0% 감소하였다. 이는 2018년 이후 기술 간 다양한 융합이 발생하면서,
연결망의 구조는 중앙 집중식 형태로 융합이 발생하고 있으며, 기술 간 거리는 가까
워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구분
평균
연결정도
중심화
밀도
평균
경로거리

자료: 저자 작성

<표 11> 재난안전 융합기술 연결망 구조 분석
2016년(1구간)
2018년(2구간)
이전 이후 변화량 변화율 이전 이후 변화량
3.820 4.241 0.421 11.0% 3.139 3.891 0.752
0.304 0.290 -0.014 -4.8% 0.273 0.316 0.043
0.043 0.037 -0.007 -15.0% 0.044 0.043 -0.001
2.972 3.145 0.173 5.8% 3.131 3.007 -0.124

변화율
24.0%
15.6%
-3.3%
-4.0%

평균 연결정도-중심화 사분면을 기준으로 분석 결과를 시각화하면 [그림 5]와 같다.
1구간의 경우, 1사분면에서 4사분면으로 이동하였는데, 이는 2016년 이후 다양한 융
합기술이 나타나고, 중앙 집중적인 구조에서 기술 간 특수성이 확보되는 구조로 변화
한 것을 의미한다. 반면 2구간의 경우, 3사분면에서 1사분면으로 이동하였는데, 이는
2018년 이후 다양한 융합기술이 나타나고, 기술 간 특수성이 확보되는 구조에서 중앙
집중적인 구조로 변화한 것을 의미한다.
[그림 5] 평균 연결정도-중심화 사분면

자료: 저자 작성
2. 재난안전 융합기술의 활동성 분석

1구간의 재난안전 융합기술의 활동성을 분석하기 위해 2016년 이전과 이후 연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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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중앙성 상위 10개 분야를 도출하였으며, 구간별 중복을 제거하여 총 14개 분야가
도출되었다. 재난정보관리, 재난안전장비, 시설물안전/유지관리기술, 자연재해분석/예
측, RFID/USN, 소프트웨어 등 6개 분야는 활동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분야로 나
타났다. 계측기기, 안전사회/재난관리, 조선/해양시스템, 영상/음향기기 등 4개 분야
는 2016년 이후 활동성이 높아지는 분야이며, 전기전자부품, 기타정보/통신, 기타교
육, 기타건설/교통 등 4개 분야는 2016년 이후 활동성이 낮아지는 분야로 나타났다.
특히 안전사회/재난관리와 조선/해양시스템 분야는 2016년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
으나, 2016년 이후 새롭게 등장한 분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는 <표 12>과 같다.
<표 12> 재난안전 융합기술 활동성 분석(1구간)
대분류
중분류
2016년 이전 2016년 이후 순위 변동 활동성
정보/통신
재난정보관리
3
1
2
지속
기계
재난안전장비
2
2
0
지속
건설/교통 시설물안전/유지관리기술
1
3
-2
지속
지구과학
자연재해분석/예측
5
4
1
지속
정보/통신
RFID/USN
9
5
4
지속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4
6
-2
지속
전기/전자
계측기기
25
7
18
증가
과학기술과인문사회 안전사회/재난관리
8
증가
기계
조선/해양시스템
9
증가
전기/전자
영상/음향기기
16
10
6
증가
전기/전자
전기전자부품
7
11
-4
감소
정보/통신
기타정보/통신
8
16
-8
감소
교육
기타교육
10
24
-14
감소
건설/교통
기타건설/교통
6
54
-48
감소

자료: 저자 작성

2구간의 재난안전 융합기술의 활동성을 분석하기 위해 2018년 이전과 이후 연결정
도 중앙성 상위 10개 분야를 도출하였으며, 중복을 제거하여 총 15개 분야가 도출되
었다. 재난정보관리, 시설물안전/유지관리기술, 재난안전장비, 소프트웨어, RFID/USN
등 5개 분야는 활동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분야로 나타났다. 자연재해분석/예측,
안전사회/재난관리, 계측기기, 과학기술정책/사회, 정보이론 등의 5개 분야는 2018년
이후 활동성이 높아지는 분야이며, 임상의학, 전기전자부품, 조선/해양시스템, 해양안
전/교통기술, 해양환경 등 5개 분야는 2018년 이후 활동성이 낮아지는 분야로 나타
났다. 특히 안전사회/재난관리와 정보이론 분야는 2018년 이전 대비 2018년 이후 활
동성이 크게 증가한 분야로 나타났으며, 해양 관련 분야는 2018년 이후 활동성이 크
게 하락하거나 소멸되는 분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는 <표 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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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재난안전 융합기술 활동성 분석(2구간)
대분류
중분류
2018년 이전 2018년 이후 순위 변동 활동성
정보/통신
재난정보관리
2
1
1
지속
건설/교통 시설물안전/유지관리기술
4
2
2
지속
기계
재난안전장비
1
3
-2
지속
지구과학
자연재해분석/예측
11
4
7
증가
과학기술과인문사회 안전사회/재난관리
71
5
66
증가
전기/전자
계측기기
13
6
7
증가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5
7
-2
지속
정보/통신
RFID/USN
3
8
-5
지속
과학기술과인문사회 과학기술정책/사회
36
9
27
증가
정보/통신
정보이론
71
9
62
증가
보건의료
임상의학
9
40
-31
감소
전기/전자
전기전자부품
8
40
-32
감소
기계
조선/해양시스템
5
59
-54
감소
건설/교통
해양안전/교통기술
9
감소
환경
해양환경
7
감소

자료: 저자 작성

3. 재난안전 융합기술의 융합 패턴 분석

2016년 이전의 재난안전 융합기술의 융합 패턴은 지지도 및 향상도 기준 상위 10
개 패턴 중 건설/교통 분야 4개, 정보/통신 분야 2개, 지구과학 분야 1개 등 동종 융
합 패턴이 7개로 높게 나타났으며, 상호보완적인 패턴은 나타나지 않았다. 지지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소프트웨어→시설물안전/유지관리기술 패턴이 함께 연구되는 정도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신뢰도는 높은 패턴은
건설환경설비기술→시설물안전/유지관리기술, 기상과학→시설물안전/유지관리기술, 기
타경영/경제→소프트웨어 패턴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함께 연구되는 정도는 낮지만,
기술 분야 간 연관성이 높아 추후 관심을 가져야할 패턴으로 판단된다. 분석 결과는
<표 14>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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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건설/교통
건설/교통
건설/교통
건설/교통
경제/경영
전기/전자
정보/통신
정보/통신
정보/통신
지구과학

<표 14> 재난안전 융합기술의 융합 패턴(2016년 이전)
X
Y
지지도 신뢰도
중분류
대분류
중분류
/유지관리 0.032 0.556
기타건설/교통 건설/교통 시설물안전
기술
/유지관리 0.029 1.000
건설환경설비기술 건설/교통 시설물안전
기술
/유지관리 0.025 0.889
국토공간개발기술 건설/교통 시설물안전
기술
시설물설계/해석기 건설/교통 시설물안전/유지관리 0.025 0.615
술
기술
기타경제/경영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0.025 1.000
전기전자부품
기계
재난안전장비 0.038 0.800
/유지관리 0.051 0.400
소프트웨어
건설/교통 시설물안전
기술
RFID/USN 정보/통신 재난정보관리 0.032 0.909
기타정보/통신 정보/통신 재난정보관리 0.032 0.625
기상과학
지구과학 자연재해분석/예측 0.029 1.000

자료: 저자 작성

향상도
2.08
3.74
3.32
2.30
7.85
2.92
1.50
4.20
2.89
8.05

2016년 이전의 재난안전 기술의 융합 패턴을 연결망으로 시각화한 결과는 [그림
6]와 같다. 총 4개의 연결망이 형성되었는데, 시설물안전/유지관리기술 분야를 중심으
로 다양한 건설/교통 분야와 융합되는 패턴이 가장 큰 연결망으로 나타났다.
[그림 6] 재난안전 융합기술의 융합 패턴 시각화(2016년 이전)

자료: 저자 작성

2016년 이후의 재난안전 융합기술의 융합 패턴은 지지도 및 향상도 기준 상위 10
개 패턴 중 동종 융합 패턴이 정보/통신 2개, 건설/교통 1개 등 3개로 나타나 이전
구간 대비 이종 융합 패턴이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지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RFID/USN→재난정보관리, 자연재해분석/예측→재난정보관리 패턴이 함께
연구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신뢰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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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패턴은 기타교육→재난정보관리, 기타정보/통신→재난정보관리 패턴으로 나타났
으며, 이는 함께 연구되는 정도는 낮지만, 기술 분야 간 연관성이 높아 추후 관심을
가져야할 패턴으로 판단된다. 전기전자부품→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전기전자부품
패턴은 상호보완적인 패턴으로 나타났으며, 전기전자부품→소프트웨어 패턴의 신뢰도
가 높은 것으로 보아 전기전자부품 기술이 먼저 개발된 후 소프트웨어 기술이 개발되
는 것을 알 수 있다. 분석 결과는 <표 15>과 같다.
대분류
건설/교통
교육
전기/전자
전기/전자
전기/전자
전기/전자
정보/통신
정보/통신
정보/통신
지구과학

<표 15> 재난안전 융합기술의 융합 패턴(2016년 이후)
X
Y
지지도 신뢰도
중분류
대분류
중분류
/유지관리 0.028 0.833
국토정책/계획 건설/교통 시설물안전
기술
기타교육
정보/통신 재난정보관리 0.022 1.000
계측기기
기계
재난안전장비 0.028 0.476
전기전자부품
기계
재난안전장비 0.022 0.667
전기전자부품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0.022 0.667
영상/음향기기 정보/통신 재난정보관리 0.022 0.615
소프트웨어
전기/전자 전기전자부품 0.022 0.348
RFID/USN 정보/통신 재난정보관리 0.036 0.500
기타정보/통신 정보/통신 재난정보관리 0.025 0.900
자연재해분석/예측 정보/통신 재난정보관리 0.036 0.351

자료: 저자 작성

향상도
5.06
3.44
2.58
3.62
10.38
2.12
10.38
1.72
3.10
1.21

2016년 이후의 재난안전 기술의 융합 패턴을 연결망으로 시각화한 결과는 [그림
7]와 같다. 총 3개의 연결망이 형성되었다. 재난정보관리 분야는 ICT 기술 이외 분석
및 예측, 영상 및 음향 등의 분야와 융합되어 이전 구간 대비 융합 패턴이 다양화되
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재난안전장비 분야는 전기전자부품 이외 소프트웨어, 계측
기기 등의 전기전자 및 ICT 분야 기술과 융합되는 패턴이 확인되었다.
[그림 7] 재난안전 융합기술의 융합 패턴 시각화(2016년 이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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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이전의 재난안전 융합기술의 융합 패턴은 지지도 및 향상도 기준 상위 10
개 패턴 중 동종 융합 패턴이 정보/통신 2개이며, 타 분야는 모두 이종 융합 패턴을
보였다. 지지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기전자부품→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전기전
자부품 패턴이 함께 연구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지도는 상대적으
로 낮지만, 신뢰도는 높은 패턴은 콘텐츠→해양안전/교통기술, 콘텐츠→RFID/USN,
기타정보/통신→재난정보관리 패턴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함께 연구되는 정도는 낮지
만, 기술 분야 간 연관성이 높아 추후 관심을 가져야할 패턴으로 판단된다. 콘텐츠→
해양안전/교통기술, 해양안전/교통기술→콘텐츠, 전기전자부품→소프트웨어, 소프트웨
어→전기전자부품 패턴은 상호보완적인 패턴으로 나타났는데, 먼저 제시된 분야 기술
이 선행기술임을 알 수 있다. 분석 결과는 <표 16>과 같다.
<표 16> 재난안전 융합기술의 융합 패턴(2018년 이전)
X
Y
지지도 신뢰도
대분류
중분류
대분류
중분류
건설/교통 해양안전/교통기술 문학/예술/체육
콘텐츠
0.045 0.778
건설/교통 해양안전/교통기술 정보/통신 RFID/USN 0.045 0.778
기계
조선/해양시스템
환경
해양환경 0.045 0.583
문학/예술/체육
콘텐츠
건설/교통 해양안전/교통기술 0.045 1.000
문학/예술/체육
콘텐츠
정보/통신 RFID/USN 0.045 1.000
전기/전자 전기전자부품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0.052 0.800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전기/전자 전기전자부품 0.052 0.667
정보/통신 RFID/USN 정보/통신 재난정보관리 0.052 0.444
정보/통신 기타정보/통신 정보/통신 재난정보관리 0.045 1.000
환경
해양환경
기계
조선/해양시스템 0.045 0.636
자료: 저자 작성

향상도
17.22
6.70
8.22
17.22
8.61
10.33
10.33
1.72
3.88
8.22

2018년 이전의 재난안전 기술의 융합 패턴을 연결망으로 시각화한 결과는 [그림
8]과 같다. 총 3개의 연결망이 형성되었다. 재난정보관리 분야는 RFID/USN 분야를
매개로 콘텐츠 및 해양 분야 기술과 융합되어 기술 분야 간 융합이 고도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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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재난안전 융합기술의 융합 패턴 시각화(2018년 이전)

자료: 저자 작성

2018년 이후의 재난안전 기술의 융합 패턴은 지지도 및 향상도 기준 상위 10개
패턴 중 건설/교통 1개만이 동종 융합 패턴을 보였으며, 타 분야는 모두 이종 융합
패턴을 보였다. 지지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시설물안전/유지관리기술→재난정보관리,
재난안전관리→재난정보관리 패턴이 함께 연구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
면, 지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신뢰도는 높은 패턴은 융합바이오→치료/진단기기
패턴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함께 연구되는 정도는 낮지만, 기술 분야 간 연관성이 높
아 추후 관심을 가져야할 패턴으로 판단된다. 융합바이오→치료/진단기기, 치료/진단
기기→융합바이오 패턴은 상호보완적인 패턴으로 나타났는데, 먼저 제시된 기술 분야
가 선행기술임을 알 수 있다. 분석 결과는 <표 17>과 같다.
<표 17> 재난안전 융합기술의 융합 패턴(2018년 이후)
X
Y
지지도 신뢰도
대분류
중분류
대분류
중분류
건설/교통 국토정책/계획 건설/교통 시설물안전/유지관리기술 0.030 0.857
건설/교통 시설물안전/유지관리기술 정보/통신 재난정보관리 0.049 0.278
과학기술인 안전사회/재난관리 정보/통신 재난정보관리 0.039 0.308
문사회
기계
재난안전장비 전기/전자
계측기기
0.030 0.214
기계
재난안전장비 정보/통신 재난정보관리 0.044 0.321
보건의료 치료/진단기기 생명과학
융합바이오
0.025 0.833
생명과학
융합바이오
보건의료 치료/진단기기 0.025 1.000
전기/전자
계측기기
기계
재난안전장비 0.030 0.462
지구과학 자연재해분석/예측 건설/교통 시설물안전/유지관리기술 0.030 0.240
지구과학 자연재해분석/예측 정보/통신 재난정보관리 0.039 0.320
자료: 저자 작성

향상도
4.83
0.88
0.98
3.35
1.02
33.83
33.83
3.35
1.35
1.02

2018년 이후의 재난안전 융합기술의 융합 패턴을 연결망으로 시각화한 결과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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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9]과 같다. 하나의 거대한 연결망과 하나의 융합 패턴이 형성되었다. 재난정보관리
기술을 중심으로 시설물안전/유지관리기술, 재난안전장비 분야를 매개로 다양한 기술
분야가 하나의 거대 연결망으로 융합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융합바이오↔
치료/진단기기 패턴이 상호보완적인 패턴으로 나타났는데, 2018년 이후 감염병 관련
재난대응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기술 분야로 해석할 수 있
다.
[그림 9] 재난안전 융합기술의 융합 패턴 시각화(2018년 이후)

자료: 저자 작성
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SNA, 연관규칙 분석을 활용하여 국가 R&D 사업을 대상으로 재난
안전 융합기술 연결망의 구조, 융합기술의 활동성, 융합기술의 융합 패턴을 분석하였
다.
재난안전 융합기술 연결망의 구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6년 이후 평균 연
결정도는 증가하였으나, 중심화 및 밀도가 감소하고 평균 경로거리가 길어진 것은
2016년 이후 기술 간 융합이 둔화된 것을 의미한다. 반면 2018년 이후 평균 연결정
도와 중심화가 증가하고, 평균 경로거리가 짧아진 것은 2018년 이후 기술 간 융합이
활발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재난안전 융합기술의 활동성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구간에서는 재난정보관리,
재난안전장비, 시설물안전/유지관리기술, 자연재해분석/예측, RFID/USN, 소프트웨어
등 6개 분야가 융합 활동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분야로 나타났으며, 2구간에서는
재난정보관리, 시설물안전/유지관리기술, 재난안전장비, 소프트웨어, RFID/USN 등 5
개 분야가 융합 활동성이 지속되는 분야로 나타나 각 구간을 대표하는 재난안전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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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융합기술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융합 활동성이 지속되는 분야 비중이 1구간에서
는 42.9%(14개 중 6개)에서 2구간에서는 33.3%(15개 중 5개)로 줄어들었는데, 이는
재난안전 분야에 다양한 신기술이 적용됨으로써 융합기술의 활동성이 증가 또는 감소
하는 분야가 늘어남에 따라 나타난 현상으로 재난안전 분야의 융합기술이 빠르게 변
화하고 있음을 뒷받침해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재난안전 융합기술의 융합 패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6년
이전에는 상위 10개 패턴 중 7개의 동종 융합 패턴이 존재하였으나, 2018년 이후에
는 동종 융합 패턴이 1개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이종 융합 패턴은 9개로 크게 증가하
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처럼 동종 융합 패턴은 점차 줄어들고 이종 융합 패턴이 늘어
나는 경향이 나타난 것은 재난안전 분야 기술이 동종 분야 간 융합 보다는 이종 분야
간 융합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재난안전 융합기술의 융합 패턴 분석 결과를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융합이 활발
하게 추진되는 연관성 높은 패턴을 확인하였다. 2016년 이전에는 시설물안전/유지관
리기술 분야, 2016년 이후에는 재난정보관리 분야, 2018년 이전에는 콘텐츠 분야,
2018년 이후에는 융합바이오 분야가 타 분야의 높은 연관성을 보이며, 융합이 활발하
게 진행된 분야인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2016년 이전에는 시설물안전/유지관리기술
분야 중심으로 R&D가 추진되었으며, 이후에는 재난정보관리 분야와 콘텐츠 분야 중
심으로 R&D가 추진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재난안전 융합기술의 융합 패턴의 시
각화 결과를 통해 분석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6년 이전에는
동종 분야의 다양한 기술들이 시설물안전/유지관리기술 분야와 융합하는 패턴을 보였
으나, 2016년 이후 재난정보관리와 재난안전장비 분야 기술을 중심으로 융합 패턴이
재편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2018년 이전에는 재난정보관리 분야 기술이
RFID/USN 분야 기술을 매개로 콘텐츠 및 해양 분야와 융합되는 패턴을 보였으며,
2018년 이후에는 2016년 이전과 이후에 중심을 차지한 시설물안전/유지관리기술 분
야와 재난정보관리 및 재난안전장비 분야를 중심으로 거대한 융합 연결망이 형성되는
패턴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국가 재난안전기술은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기술 간 융합이 다양해지고 있으나, 2018년 이후에 이르러서야 중앙 집중적인 구조로
변화하면서 기술 간 융합이 활발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타 분야 기술과 융합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으며, 기술 간 융합의 복잡성이 크
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재난안전 분야의 융합기술이 급속하게
다양화되고 기술 간 융합이 복잡화되는 특성을 고려할 때, 추후에는 우선적으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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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탐색이나 선정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앙
부처의 현안 해결 중심으로 추진된 그간의 재난안전 R&D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R&D 성과를 필요로 하고 있고, 기술융합이 R&D 활성화를 위한 유용한 방
안이라는 점에 입각하여, 정책적인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AI, 빅데이터, IoT, 드론 등의 첨단ICT와 혁신성장동력 기술이 재난안전 분
야 기술과 어떻게 융합되어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재난현장
에 적용된 사례를 조사하여 ‘주간 재난안전 R&D 융합 동향’, ‘월간 재난안전 산업 융
합 동향’ 등의 형태로 현황 정보를 조사하여 제공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현재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 재난안전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재난안전
분야의 최근 기술개발 현황이나 적용 사례 등의 조사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둘째,
재난안전 분야의 R&D 동향 및 융합기술의 양상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관찰된 결과
를 다각도로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 조직의 신설이나 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재난·안전 R&D 정보포털」을 통해 재난안전 분야의 R&D 수요, 투자 및 성과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부처별, 재난유형별, 재난관리단계별 등 거시
적인 관점에서 투자 및 과제 현황 정보가 단편적으로 제공되고 있어, 수집된 대량의
정보 대비 국민, 연구자, 정책입안자 등이 활용 할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인 상황이
다.
급속하게 변화하는 재난안전 분야의 대내외 환경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서는 기존 정보 시스템이 제공하는 전반적인 R&D 현황 정보와 더불어 재난현장에
적용된 융합기술 사례, 재난안전 분야의 R&D 특성 및 융합 특성 정보 등의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추후 현장사례 및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R&D 동향 및 예측 결과를 부처별, 재난유형별, 재난관리단계별로 제공하도록 시스템
이 개선된다면, 공공 및 민간 연구자, 정책입안자들에게 보다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
함으로써 중앙부처의 현안해결 중심이 아닌 재난안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상향식(Bottom-up) R&D 정책 및 기획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
및 민간의 수요를 반영한 R&D가 추진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R&D 성과
산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재난안전 분야 R&D 투자 예산의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재난안전 분야
R&D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재난안전 분야의 대표적인 국가 R&D 사업의 10년 간 추진된 R&D 과
제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함에 따라 그간 재난안전 분야에서 나타난 융합 현상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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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적 관점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종합계획을 총괄하고 있는 부처에서 추진하는
국가 R&D 사업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또한 종합계획이 수
립된 시점을 분석 구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중장기 정책 추진에 따른 융합 현상을 추정
할 수 있었지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는다. 첫째, 행정안전부가 재난안
전 분야 종합계획을 총괄하는 부처라고 하더라도 3차 종합계획 기준 행정안전부의 예
산이 전체 예산의 약 6.6%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본 연구 결과를 국가 전반
의 재난안전 분야로 확대해서 해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R&D 과제에 부여된 표
준분류를 분석 단위로 설정하여 투입 관점에서 분석을 진행함에 따라 분석 대상
R&D 과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었는지 여부는 고려하지 못 하였다. 둘째, 데이터 불
균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2개의 기준 시점에 대해 분석 구간을 4개로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데이터 불균형 문제는 다소 완화가 되었을 수 있으나, 중복적으로 분석 구
간에 포함되는 연도, 즉 2018~2020년의 데이터가 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
으므로, 분석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부가 컨트롤 타워가
되어 하향식(Top-down) 기획이 이루어지는 재난안전 분야의 경우, R&D 수행을 통
해 발생한 성과, 즉 논문, 특허 등을 대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 있으나,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본 연구는 R&D 과제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재난안전 R&D 정보를 총괄하고 있는 「재난·안전 R&D 정보포털」에서는
전 부처의 재난안전 R&D에서 발생한 논문과 특허 정보를 웹페이지 형태로 제공하고
있으나, 해당 정보를 수집하거나 저장하기 위한 기능을 별도로 제공하고 있지 않다.
넷째, 표준분류의 중분류 단위에서 분석을 진행함에 융합이 발생하는 거시적인 측면에
서의 분야 간 융합에 대한 분석은 가능하였으나, 미시적인 측면에서 구체적인 기술
간 융합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지는 못 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국가 재난안전 분야
를 대표할 수 있도록 분석 범위를 확대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분석 단위를
논문, 특허 등 R&D 성과 관점으로 설정하여 분석을 추진한다면, 재난안전 분야
R&D 활성화를 위한 또 다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48 ∙ 과학기술정책 | 제4권 제2호(2021.12.)

참고문헌
강희종·엄미정·김동명(2006), ｢특허분석을 통한 유망융합기술의 예측｣, 뺷기술혁신연구뺸,
14(3), pp. 93~1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7), ｢2018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1),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관계부처(2007), ｢국가융합기술 발전 기본방침(안)｣.
관계부처(2008), ｢국가융합기술 발전 기본계획(‘09~’13)(안)｣.
관계부처(2013), ｢제 2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
관계부처(2016), ｢제 2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 수정(안)｣.
관계부처(2018), ｢제 3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안)｣.
관계부처(2019a), ｢재난안전 R&D 투자 시스템 혁신 방안｣.
관계부처(2019b), ｢제3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 2019년도 시행계획(안)｣.
국민안전처(2015), ｢2015년도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R&D) 시행계획｣.
국민안전처(2016), ｢2016년도 재난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국민안전처(2017), ｢2017년도 재난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김경수 ·조남욱(2020), 「국가 과학기술 융합 연결망의 정태적·동태적 분석 : 정부출연
연구기관 특허분석을 중심으로」, 『대한산업공학회지』, 46(6), pp. 616-625.
김경수 ·조남욱(2021), 「특허 마이닝을 이용한 국방과학기술 연결망 연구」, 『품질경영
학회지』, 49(1), pp. 97~112.
김용학 (2011), 뺷사회연결망 분석뺸, 박영사.
김은미 (2019), 「주제어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국내 재난안전관리 연구의 경향과 체
계 분석」, 『한국행정논집』, 31(3), pp. 555~580.
김윤종 ·정욱 ·정상기(2009), ｢융합기술 관련 국가 연구개발 사업 현황과 효과적 지원전
략에 대한 연구｣, 뺷기술혁신학회지뺸, 12(2), pp. 413~429.
김준한 ·금영정(2019), ｢네트워크 분석 및 특허자료를 활용한 유망 제조-서비스 융합
기술 탐색 : 자율주행차를 중심으로｣, 뺷한국경영공학회지뺸, 24(4), pp. 15~37.
김지은 ·이성주(2016), 「특허 키워드 분석을 활용한 기술인문융합 현황 분석」, 『대한산
업공학회지』, 42(3), pp. 231-240
문진희 ·권의준·금영정(2017), ｢특허 동시분류분석과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한 사물인터
넷 기술융합 분석｣, 뺷기술혁신연구뺸, 25(3), pp. 1~24.
박소영 ·전지훈·김수철·이강복(2021), 「ICT 기술을 활용한 재난의 감지 및 향후 발전
방향 」, 『한국통신학회지(정보와통신)』, 38(6), pp. 62~69.
박철순 ·김성학(2017), ｢공급네트워크 구조와 재고 비용 성과의 관계｣, 뺷한국생산관리
학회지 뺸, 28(1), pp. 17~46.

재난안전 분야 R&D의 융합 패턴 분석 ∙ 149

박현석 ·서원철·윤장혁(2012), ｢한국 국가 R&D의 학제적 특성 분석 – 특허 공동IPC
연결망 분석의 활용｣, 뺷한국문헌정보학회지뺸, 46(4), pp. 99~117.
배영림·신혜리(2017), ｢인공지능기술의 특허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융합패턴 연구｣, 뺷GRI
연구논총뺸, 19(1), pp. 113~133.
서용석·김태헌·이정한·박상현·김유정·정재욱(2019), 「재난 예방 분야의 안전서비스 동향분
석을 통한 재난 안전기술 발전 방안」, 『한국방재학회논문집』, 19(6), pp. 171~179.
서용윤 (2017), 「공통특허분류 분석을 활용한 안전기술융합분야 탐색 : Association
Rule Mining(ARM) 접근법 」, 『한국안전학회지』, 32(5), pp. 88~95.
소방방재청(2011), ｢'11년도 소방방재청 재난안전기술개발사업(R&D) 시행계획」.
소방방재청(2012), ｢2012년도 소방방재 연구개발사업(R&D) 시행계획」.
소방방재청(2013), ｢2013년도 소방방재 연구개발사업(R&D) 시행계획」.
소방방재청(2014), ｢2014년도 소방방재 연구개발사업(R&D) 시행계획」.
손동원 (2013), 뺷사회 네트워크 분석뺸, 경문사.
손창호 (2018), 「데이터마이닝을 통한 방위산업기술 분석 연구 : 특허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9(10), pp. 101~107.
심재륜(2016), 「IPC 코드 분석에 의한 ‘사물인터넷(IoT)' 특허의 기술 융복합 분석」,
『한국정보통신기술학회논문지』, 9(3), pp. 266~272.
심재륜(2019), 「CPC 코드 기반 사물인터넷(IoT) 특허의 기술 연관성 규칙 분석」, 『한
국정보전자통신기술학회 논문지』, 12(5), pp. 493~498.
윤효근 ·김현경·차시명·안창원(2021), 「디지털 트윈 기반 재난 안전관리 의사결정 지원
기술 동향」, 『한국통신학회지(정보와통신)』, 38(6), pp. 43~48.
이경락 ·김재전·이상준, 2014), 「그린 IT 장기지속성에 관한 연구」, 『한국컴퓨터정보학
회논문지 』 19(2), pp. 221~231.
임정아 ·권순욱(2011), 「AHP를 이용한 건설 ∙IT융합 사업의 성공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12(4), pp. 130~138.
장영재 ·김현중·조형준(2016), 뺷데이터마이닝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조양래 ·양이석·서용윤·전정환(2015), 「국가 융합연구사업의 현황 및 연계성 분석」,
『대한산업공학회지』, 41(3), pp. 305~323.
조용래 ·김의석(2014), 「특허 네트워크와 전략지표 분석을 통한 기업 기술융합 전략 연
구」, 『지식재산연구』, 9(4), pp. 191~22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20), 「2019년도 국가융합기술 R&D 조사·분석」.
한장협 ·나중규·김채복(2016), 「특허정보를 활용한 분산형 에너지 기술융합 네트워크
분석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산업경영시스템 학회지』, 39(3), pp. 156~169.
행정안전부(2018), 「2018년도 재난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행정안전부(2019), 「2019년도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150 ∙ 과학기술정책 | 제4권 제2호(2021.12.)

행정안전부(2020), 「2020년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허정은 ·양창훈(2013),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융합연구 구조 분석: 첨단융합기술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기술혁신학회지』, 16(4), pp. 883~912.
황순욱 ·천동필(2020), 「특허 IPC 공통분류와 연관규칙 마이닝을 통한 수산분야 기술
동향과 융합특성 분석」, 『기술혁신학회지』, 23(2) pp. 208~233.
Agrawal, R., T. Imielinski, and A. Swami.(1993), “Mining association rule
between sets of items in large databases,” Proc. 1993 ACM SIGM O 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anagement of data, pp. 207-216.
Athreye, S. and Keeble, D.(2000), “Technological convergence, globalisation
and ownership in the UK computer industry”, Technovation, 20(5), pp.
227-245.
B ӧrner, K ., C h en, C. an d B o yack, K . W .(2003), “V isualizing knowle d ge
d omains”, Annual rev iew o f in formation science an d tech nolog y, 37,
pp. 179-255.
Curran, C. S. and J. Leker.(2011), “Patent indicators for monitoring
convergence - examples from NFF and ICT”,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 hange, 78(2), pp. 256-273.
Han, J. and Kamber, M.(2001), “Data Mining : Concepts and Techniques,
Academic Press”, San Diego.
Hanneman, R. A. and Riddle, M.(2005), “Introduction to Social Network
Methods”, CA: University of California, Riverside.
K o d ama, F.(1992), “Tec hnology F usion an d th e N ew R&D ”, Harv ar d
B usiness Re view, 70(4).
Mizruchi, M, S.(1994), “Social network analysis : Recent achievements and
current controversies”, Acta Sociologica, 37(4), pp. 329-343.
Roco, M. C. and Bainbridge, W . S.(2002), “Converging Technologies for
Improving Human Performance. Arlington, Virginia: N ational Science
Foun d ation ”, NSF-D O C Report.
S cott, J.(1988), “Social network analy sis”, S ociolog y, 22(1), pp. 109-127.
Shmulewitz, A., L anger, R., an d Patton, J.(2006), “Con vergence in
B iome d ical Tec hnology”, N ature B iotec hnology , 24(3), p. 277.
Todorov, R.(1989). “Representing a scientific field: A bibliometric
approach”, Scientometrics, 15(5), pp. 593-605.
White, H. D. an d McCain, K . W .(1997), “V isualization o f L iteratures”,
Annual Review of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32, pp.

재난안전 분야 R&D의 융합 패턴 분석 ∙ 151

99-168.
Zhao, Q . an d Bhowmick, S . S.(2003), “Association Rule Mining : A S ur ve y”,
N an yang Tec h nological U niversity , S ingapore.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1),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www.ntis.go.kr (2021.7.30.)
국가법 령정보 센 터 (202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 률 제 17698호 , 2020. 12. 22

152 ∙ 과학기술정책 | 제4권 제2호(2021.12.)
A Study on the Analysis of Convergence Patterns in
Disaster and Safety : Focused on Disaster and Safety R&D
Program
Kim Kyungsoo

Abstract

Although the government is promoting technology convergence in the field of disaster
safety, research on convergence in the field of disaster safety is insuffici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tructure of the convergence technology
network in the field of disaster safety, the activity of convergence technology, and the
convergence pattern of technology. In this paper, a Social Network Analysis and
Association Rules Mining method were used to analyze the convergence technology
of Disaster safety R&D program in Korea.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the national disaster safety technology
became diverse and the convergence between technologies became active. It was
found that the tendency to converge with other fields is increasing, and the complexity
of technology convergence is increas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establishing R&D policies in the field of disaster safety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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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국제협약 개정 동향 및 시사점*
- 도로교통법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박주희**
초록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국내 법제의 정비는 국제규범과 합치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 국제규범 개정 동향을 통해 국내 자율주행차 관련법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위한 국제규범 논의는 국제연합유럽경제이사회(United Nations
Economics Commission for Europe, UNECE)의 두 실무그룹인 WP1 및 WP29의 주도로 진행
되고 있다. WP1는 도로교통에 관한 기존 두 국제협약인 제네바 협약 및 비엔나 협약을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에 맞추어 개정하는 작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WP29는 자율주행차의 안전한 상용화를 위한
각종 기술 안전규칙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본 연구는 특히 WP1이 주도하는 제네바 협약 및
비엔나 협약의 개정 작업에 주목한다. WP1의 작업을 통해 2014년에는 비엔나 협약상 운전자의
차량 ‘통제’ 요건이 일정 요건을 갖춘 자율주행차의 경우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개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2020년 채택된 비엔나 협약 개정안에는 자율주행시스템 및 동적통제 개념의 정의
가 동 협약에 추가되었으며, 동 협약상 차량내 운전자가 ‘존재’해야 한다는 요건이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자율주행차의 경우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포함되었다 . 이 외에도 완전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위하여 ‘운전 이외의 행위 ’ 및 ‘원격 주행 ’을 제네바 협약 및 비엔나 협약 내에서 다루기
위한 일종의 권고사항이 채택되어 논의되고 있다. 본 논문은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도로교통에
관한 기존 두 국제협약인 제네바 협약 및 비엔나 협약의 개정 동향을 정리하고, 자율주행차의 상용화
를 위하여 국제규범과 조화를 이룬 「도로교통법 」의 개정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주제어 자율주행차 동적통제 운전 이외의 행위 원격 주행 도로교통법
:

,

,

,

,

* 본 연구는 2020년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진행된 2020 년 STEPI Fellowship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 고려대학교 사이버법센터, 전임연구원, felizj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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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우리 정부는 2027년까지 레벨4 자율주행차의 전국 상용화를 목표로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 추진 속도에 맞추어 국내 법제도가 정비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자율주행차 법제도 발전은 2015년 5월 정부에서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본격화되었다.1) 이를 통해 자율주행차의 시험운행 허가 요건
을 마련하고, 시험운행시 자율주행시스템 장착을 허용하는 등 기존 규제를 개선하였으
며,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과 기술개발 지원을 추진해왔다. 2015년
10월에는 자율주행차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시험운행구간(고속도로 1개 구간 및 일
반국도 5개 구간)이 지정되었다.2) 2016년 2월에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법률 제
13486호)에 따라 자율주행차의 도로상 시험운행을 위한 임시운행허가 제도가 시행되
었는데,3) 2016년 3월에는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기반 자율주행차량이 국내 제1호
임시운행허가를 받았다.4)
2017년 2월 발표된 제2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에서는 2020년까지 레벨3 자율주
행차 상용화를 이루겠다는 비전을 제시하였다.5) 2018년 11월 8일에는 국무조정실에
서는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발표하였는데,6) 동 로드맵을 통해
서 규제가 완화될 자율주행차 관련 30개 분야가 마련되었다. 2019년 4월 30일에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421호)이 제정되어, 자
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위한 연구와 시범운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제
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등 자율주행차의 상용화 촉진과 운행기
반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2020년 1월에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684호)내에 레벨3 자율주행시스템 자율주
1)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5. 5. 6.), 「자율주행자동차 2020 년 상용화 (일부 레벨3) 추진」.
2)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5. 10. 30.), 「자율주행차 , 내년 2월부터 수도권 일부 도로서 시험 운행」.
3) 「자동차관리법 」, 법률 제 13486호 , 2015. 8. 11.
4)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6. 3. 8.),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 제1 호차 허가」.
5)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7.2.14.), 「2020년 자율주행차 (Lv3) 상용화되고 신차 교환․환불 가능해져」.
차정책기본계획 ｣은

자동

｢

자동차관리법 ｣ 제 4조의 2에 따라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전도를 높이기 위

｢

해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자동차 관련 정책 계획으로 제1 차
2016 년까지의 기간에 적용되며 , 제 2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은 2012년에서부터

｢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은 2017 년에서 2020년까지 기간 동안 적용

｢

되는 자동차 정책 계획이다.
6)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2018. 11. 8.), 「자율주행차 미래, 미리 내다보고 선제적으로 규제혁파 -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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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차 안전기준이 제정되었다.7) 세계 최초로 레벨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국내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도로교통법」 역시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하여 개정을
이어가고 있다.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국내 법제의 정비는 국제규범과 합치하는 방향으로 이루
어져야 한다.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위한 국제규범 논의는 국제연합유럽경제이사회
(United Nations Economics Commission for Europe, UNECE)의 두 실무그룹인
WP18) 및 WP299)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 WP1는 도로교통에 관한 기존 두 국제
협약인 제네바 협약 및 비엔나 협약을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에 맞추어 개정하는 작업
을 담당하고 있으며, WP29는 자율주행차의 안전한 상용화를 위한 각종 기술 안전규
칙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WP1의 작업을 통해 2014년에는 비엔나 협약상 운전자의 차량 ‘통제’ 요건이 일정
요건을 갖춘 자율주행차의 경우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개정이 이루어졌
다. 또한, 2020년 채택된 비엔나 협약 개정안에는 자율주행시스템 및 동적통제 개념
의 정의가 동 협약에 추가되었으며, 동 협약상 차량내 운전자가 ‘존재’해야 한다는 요
건이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자율주행차의 경우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포함
되었다. 이 외에도 완전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위하여 ‘운전 이외의 행위’ 및 ‘원격
주행’을 제네바 협약 및 비엔나 협약 내에서 다루기 위한 일종의 권고사항이 채택되
어 논의되고 있다.
2020년 6월 WP29는 세 가지 자율주행차 관련 UN규칙을 채택하였다. UN자동차
로유지시스템규칙, UN사이버안전·사이버안전관리시스템규칙, UN소프트웨어업데이트·
소프트웨어업데이트관리시스템규칙이 그것이다. UN자동차로유지시스템규칙은 레벨3
자율주행차의 형식 승인과 관련한 최초의 구속력 있는 국제규칙으로 의미가 있다.
UN사이버안전·사이버안전관리시스템규칙, UN소프트웨어업데이트·소프트웨어업데이트
관리시스템규칙은 정보통신기술의 차량 탑재로 연결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차량의
7)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0. 1. 6.) 「세계 최초 부분자율주행차(레벨 3) 안전기준 제정」.
8) WP1 은 1988 년 ‘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작업반 ’(Working Party on Road Traffic Safety) 으로 설립되었
으며 2017 년 ‘도로교통 안전을 위한 세계포럼 ’(Global Forum for Road Traffic Safety) 으로 명칭이 변
경되었다. UNECE, Global Forum for Road Traffic Safety, https://www.unece.org/trans/main/
welcwp1.html (2021.10.10.)
9)

WP29 는 ‘차량 규칙 조화를

위한 세계포럼 ’(World Forum for the Harmonization of Vehicle

Regulations)으로 기능한다 . WP29는 세계적으로 조화를 이룬 차량 규칙 (regulations)을 위한 프레임워
크를

제공한다.

UNECE,

World

Forum

for

the

Harmonization

of

Vehicle

https://www.unece.org/trans/main/wp29/meeting_docs_wp29.html (2021.10.10.)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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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안전과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다루는 첫 기술규칙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듯 국내외적으로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기존의 규범을 개선하는 작업이 추
진되고 있다. 본 논문은 도로교통에 관한 기존 두 국제협약인 제네바 협약 및 비엔나
협약의 개정 동향을 정리하고,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위하여 국제규범과 조화를 이룬
「도로교통법」의 개정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II장에서는 도로교통
에 관한 두 국제협약을 소개하고 개정전 협약이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어떤 문제를 가
지는지 짚어보며 2014년 비엔나 협약의 개정 사항을 검토한다. 제III장에서는 자율주
행차 상용화를 위해 진행 중인 국제협약의 개정 작업을 검토하고, 제IV장에서는 국제
협약과 조화를 이룬 도로교통법의 발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Ⅱ.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도로교통에 관한 두 국제협약의 개정
1. 도로교통에 관한 제네바 협약과 비엔나 협약

도로상 자동차의 주행을 규율하는 국제협약에는 1949년 9월 19일 체결된 ‘도로교
통에 관한 제네바 협약’(Geneva Convention on Road Traffic, 이하 ‘제네바 협
약’)이 있다. 또한, 1968년 11월 8일 ‘도로교통에 관한 비엔나 협약’(Vienna
Convention on Road Traffic, 이하 ‘비엔나 협약’)이 체결되었다. 비엔나 협약은
1949년 제네바 협약을 대체하기 위하여 체결되었으나, 제네바 협약 당사국 중 일부
국가들(주로 유럽국가들)만이 비엔나 협약을 비준함으로써, 오늘날 도로교통에 관하여
유사한 내용을 담은 두 협약이 병존하게 되었다.10) 제네바 협약은 1952년 3월 26일
발효하였으며, 비엔나 협약은 1977년 5월 21일 발효하였다. 2021년 10월 10일 기
준 제네바 협약의 당사국은 102개국이며, 비엔나 협약의 당사국은 85개국이다.11) 한
국은 제네바 협약의 당사국이나 비엔나 협약에는 서명만 하였고 비준하지 않았다. 미
10) 제네바 협약이 체결된 1949년 당시에는 독일 등 유럽국가들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혼란의 상황에서 제
네바 협약에 가입하지 못하였다 . 그 이후 1950년대에 비로소 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비엔나 협약의 채택
이 추진되면서 아시아 국가들은 기존 제네바 협약에 잔류하는 반면, 유럽국가들은 새로이 비엔나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이해된다.
11) United Nations Treaty Collection, https://treaties.un.org (202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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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역시 제네바 협약 당사국이나 비엔나 협약의 당사국은 아니다.
자율주행시스템의 출현과 같은 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상기 두 조약의 개정 필요
성이 제기되어왔다. 예컨대, 제네바 협약 및 비엔나 협약 제8조에 따르면 모든 자동
차는 언제든지 차량을 통제할 수 있는 운전자의 존재를 요구하고 있는데, 자율주행차
의 출현으로 차량 통제 주체가 운전자가 아닐 수 있고, 심지어 차량 밖에서 원격으로
차량을 주행하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다. 이에 국가들은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맞추어
국제협약을 개정하고자 논의를 이어나가고 있다.
2. 개정전 협약의 문제

도로교통에 관한 두 협약의 주요 규정들은 운전자가 차량내 존재할 것과 차량을 통
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예컨대, 비엔나 협약 제8조 1항에 따르면, 모든 이동하는
차량 또는 연결 차량에는 운전자가 있어야 한다. 또한, 제8조 5항에 따르면, “모든 운
전자는 자신의 차량을 항상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동 협약 제13조 1항에 따르면,
“차량의 모든 운전자는 적절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고 자신을 필요로 하는 모든 조작
을 항상 수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수 있도록 모든 상황에서 자신의 차량을 통제해
야 한다.” 제네바 협약도 비엔나 협약의 규정과 상당히 유사하다. 제네바 협약 제8조
1항에 따르면, “하나의 단위로서 운행되고 있는 모든 차량 또는 연결 차량에는 운전
자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차량내 운전자의 존재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운전자
가 차량을 항상 통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예컨대, 제8조 5항에 따라 “운전자는 항
상 차량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하고, 제10조에 따라 “차량의 운전자는 항상 차량의 속
도를 통제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자율주행 수준이 고도화될수록 자율주행시스템이 차량의 조향이나 물체나
사고를 탐지하여 대응하는 동적주행작업(Dynamic Driving Task)뿐만 아니라 동적주
행작업 비상대응(DDT Fallback)을 전적으로 수행하게 된다.12) 국가들은 자율주행시
스템을 상용화하는데 규범적 장애가 되는 규정들을 개정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하고
12) 동적주행작업은 도로교통상 차량을 주행하는데 요구되는 모든 실시간 운행적· 전술적 기능을 의미한다. 즉
차량의 조향을 통해 종적 ·횡적 움직임을 통제하는 것이나 도로를 모니터링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적주행
작업 비상대응은 동적주행작업 수행시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동적주행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이용
자의 대응을 의미한다. SAE(2018), Taxonomy and Definitions for Terms Related to Driving
Automation Systems for

On-Road Motor

Vehicles.

J3016_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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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3. 2014년 비엔나 협약의 개정

2014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비엔나 협약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2014년 3월
24일에서 26일까지 진행된 WP1 제68차 회기에서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는 비엔나 협약의 제8조 및 제5부속서의 개정을 제안하였다.13) 이러한 제안
을 제기한 국가들은 운전자보조시스템(Driver Assistance System)과 같은 차량 시스
템은 운전자의 주행을 지원하며 차량이 주행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도로 안
전에 즉각적인 혜택을 주고 운전자의 작업을 줄일 수 있으나, 오늘날 이용 가능한 차
량 시스템이 교통 규칙과 합치하는지에 관한 불확실성이 발생한다고 지적하였다.14)
2014년 3월 26일 WP1은 동 제안에 기초하여 비엔나 협약 개정안(이하, 2014년 개
정 비엔나 협약)을 채택하였다.15) 이로써 개정된 비엔나 협약에는 제8조 5항의
2(Article 8.5 bis)와 제39조 1항 3문이 추가되었으며, 2016년 3월 23일 개정된 비
엔나 협약이 발효하였다.16)
비엔나 협약 제8조에 5항의 2와 제39조 1항에 3문이 추가되어 ‘통제’의 요건이 일
정 요건을 갖춘 자율주행시스템의 경우 충족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개정이
이루어졌다. 즉, 개정을 통하여 제8조 5항의 2가 추가되어 “차량이 주행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차량 시스템은 그것이 차륜차량, 장비, 차륜차량에 장착되거나 이용될
수 있는 부품에 관한 국제법적 문서에 따라 구축, 장착, 및 이용 조건에 부합하는 경
우” 앞서 언급한 제8조 5항 및 제13조 1항과 합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17) 만일 “차
량이 운전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차량 시스템으로 앞에서 언급된 구축, 장착, 이
용의 조건에 부합하지 아니한 차량 시스템은 그러한 시스템이 운전자에 의해 중단되
고 종료될 수 있는 경우, 본조 제5항 및 제13조 1항의 운전자 통제 요건에 합치하는
Consistency between the Convention on Road Traffic (1968) and Vehicle
Technical Regulations Submitted by the Governments of Austria, Belgium, France, Germany
and Italy, UN Doc. ECE/TRANS/WP.1/2014/1.

13) UNECE(2014),

14) UN Doc. ECE/TRANS/WP.1/2014/1, p. 3.
15) UNECE(2014),

Safety,

Report of the sixty-eighth session of the Working Party on Road Traffic

UN Doc. ECE/TRANS/WP.1/145, para. 21.

16) UNECE Press Release(23

March

2016),

updating UN international convention.

17)

개정

비엔나 협약, 제 8조 5

항의

2 1

문.

UNECE paves the way for automated driving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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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간주된다.”18) 즉, 일정한 국제법적 문서상 조건에 부합하는 자율주행시스템의
경우, 비엔나 협약의 제8조 5항 및 제13조 1항에서 언급된 운전자 ‘통제’의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자율주행시스템이 일정한 국제법적 문서상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운전자가 그 시스템을 중단하고 종료할 수 있다면, 제8조
5항 및 제13조 1항의 운전자 ‘통제’ 요건에 합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제39조에 따라 국제 교통에서 모든 동력차량과 모든 피견인차는 일정한 기술
요건을 준수해야 하는데, 동력차량 및 피견인차에 관한 기술 요건이 제5부속서에 규
정되어 있다. 제39조 1항 3문이 개정으로 추가됨으로써 일정한 국제법 문서상 기술규
정에 합치한 자율주행시스템이 장착된 차량의 경우도 제5부속서 요건에 부합하는 것
으로 간주된다.
제네바 협약도 유사한 사항을 다룬 개정 시도가 진행된 바 있다. 오스트리아, 벨기
에, 프랑스 및 이탈리아는 2014년 1949년 제네바 협약에 차량이 주행되는 방식에 영
향을 미치는 시스템을 포함시키고 최근 기술 발전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제시
하였다.19) 동 개정안에 따르면 제8조에 6항이 추가되었고, 제22조 2항에 2문이 추가
되었다. 2015년 WP1은 동 개정안을 채택하였으나,20) 동 협약의 절차적·행정적 문제
로 제네바 협약의 체약국들에 의해 거부되었다.21) 제네바 협약 개정안의 제8조 6항
은 2014년 개정 비엔나 협약 제8조 5항의 2와 대응되며, 제네바 협약 개정안의 제
22조 2항 2문은 비엔나 협약 제39조 1항 3문과 대응되어 그 실체적 내용이 동일하
다. 2014년 제네바 협약의 개정안의 내용은 2014년 개정 비엔나 협약의 규정과 상당
히 유사하므로 규정 설명은 이하의 표로 대신한다.

18)

개정

비엔나 협약, 제 8조 5

19) UNECE(2015),

(1949),

2 2

문.

Amendments to Article 8 and Article 22 of the Convention on Road Traffic

UN Doc. ECE/TRANS/WP.1/2014/4/Rev.1.

20) UNECE(2015),

Safety,

항의

Report of the Seventieth session of the Working Party on Road Traffic

UN Doc. ECE/TRANS/WP.1/149, para. 18.

Report of the Seventy–second session of the Working Party on Road Traffic
Safety, UN Doc. ECE/TRANS/WP.1/153, para. 25; World Economic Forum(2019), Filling
Legislative Gaps in Automated Vehicles.

21) UNECE(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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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014년 개정 비엔나 협약의 주요 규정

* 밑줄 표시된 부분이 개정 규정임
* 참고자료: UN Doc. ECE/TRANS/WP.1/2014/1
제8조
1. 모든 이동하는 차량 또는 연결 차량에는 운전자가 있어야 한다.
2. 견인용, 적재용 또는 승용에 사용되는 동물, 그리고 입구에 일정한 표시가 있는 특별 구역의 경우를
제외하고 개별 가축 또는 가축의 무리에는 운전자가 있도록 국내법제에 규정할 것을 권고한다.
3. 모든 운전자는 운전하는데 필요한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능력을 가져야 하며, 운전하는데 적합한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상태에 있어야 한다.
4. 모든 동력 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의 주행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규정은 국내법제에 따른 운전교습에 장애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5. 모든 운전자는 자신의 차량을 항상 통제할(control)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의 동물을 인도할 수
있어야 한다.
5항의2. 차량이 운전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차량 시스템은 그것이 차륜차량, 장비, 차륜차량에
장착되거나 이용될 수 있는 부품에 관한 국제법적 문서에 따라 구축, 장착, 및 이용 조건에 부합하
는 경우 본조 5항 및 제13조 1항과 합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차량이 운전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차량 시스템으로 앞에서 언급된 구축, 장착, 이용 조건에 부합하지 아니한 차량 시스템은
그러한 시스템이 운전자에 의해 중단되거나 종료될 수 있는 경우, 본조 5항 및 제13조 1항과 합치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6. 차량의 운전자는 운전 이외의 다른 모든 활동을 최소화해야 한다. 국내법제는 차량운전자의 전
화기 사용에 관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국내법제는 차량이 이동 중일 때 동력
차량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가 손으로 들고 전화기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제13조
1.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적절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고 자신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이동을 항상 수
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상황에서 자신의 차량을 통제해야 한다. 모든 차량
의 운전자는 자신의 차량 속도를 선택함에 있어 전방으로 볼 수 있는 거리 내에서 모든 예측 가능
한 장애로부터 자신의 차량을 정지시킬 수 있어 전방으로 볼 수 있는 거리 내에서 모든 예측 가능
한 장애로부터 자신의 차량을 정지시킬 수 있기 위하여 특히 장소적 사정, 도로의 상태, 자신의 차
량의 상태와 적재상황, 날씨 상황과 교통 밀도 등 상황을 항상 고려해야 한다. 모든 차량의 운전자
는 천천히 운전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정지해야 하고, 특히 시야가 불량한 경우 등과 같은 사정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천천히 운전하거나 정지해야 한다.
2. (중략)

제39조
1. 국제 교통에서 모든 동력 차량, 모든 피견인차 및 모든 연결 차량은 본 협약의 제5부속서의 규
정을 충족해야 한다. 이러한 차량들은 또한 정상 작동 상태에 있어야 한다. 이러한 차량이 본 협약
제8조 5항의 2에 언급된 국제법적 문서의 기술규정에 따라 구축, 장착 및 이용 조건에 합치하는
시스템, 부분 및 장비가 장착된 경우, 그것은 제5부속서에 합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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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2014년 제네바 협약 개정안의 주요 규정

* 밑줄 표시된 부분이 개정 규정임
* 참고자료: UN Doc. ECE/TRANS/WP.1/2014/4/Rev.1
제8조
1. 하나의 단위로서 운행되고 있는 모든 차량 또는 연결 차량에는 운전자가 있어야 한다.
2. 견인용, 적재용 또는 승용에 사용되는 동물에는 운전자가 있어야 하며, 입구에 일정한 표시가
있는 특별 구역의 경우를 제외하고 가축에는 운전자가 동반되어야 한다.
3. 집단으로 이동하는 차량 또는 동물에는 국내법으로 정하는 수의 운전자가 있어야 한다.
4. 앞에서 서술한 집단은 필요에 따라 교통의 편의를 위하여 적당한 길이의 부분으로 분할되어야
하고 또한 각 부분의 사이에는 충분한 간격이 취해져야 한다. 동 규정은 유목민이 이동하는 지역에
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5. 운전자는 항상 차량을 통제할 수 있고 동물을 안내할 수 있어야 한다. 타 도로사용자에 접근할
때에는 운전자는 당해 타 도로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6. 차량이 주행되는 방식에 영향을 주는 차량시스템이 차륜차량, 장비 및 차륜차량에 장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부품과 관련하여 국제법적 기준에 따른 구축, 장착 및 이용을 위한 조건에 부합하
는 경우에는 본조 제5항 및 제10조에 부합하는 것으로 본다. 차량이 주행되는 방식에 영향을 주는
차량시스템이 앞에서 언급한 국제법적 기준에 따른 구축, 장착 및 이용을 위한 조건에 부합하지는
않으나, 당해 차량시스템이 운전자에 의해 중단되거나 또는 차단될 수 있는 경우에는 본조 제5항
및 제10조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22조
1. 모든 동력 차량 및 피견인차는 작동이 양호하여야 하며 또한 운전자, 차량의 탑승자 또는 도로
상의 모든 자에게 위험을 미치거나 공사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안전한 정비 상태로 있어
야 한다.
2. 이에 부가하여, 모든 동력 차량 또는 피견인차와 그것의 장비는 제6부속서의 규정에 따라야 하
며, 모든 동력 차량의 운전자는 동 부속서에서 정하는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러한 차량이 본
협약 제8조 6항에 언급된 국제법적 문서의 기술규정에 따라 구축, 장착 및 이용의 조건에 합치하는
시스템, 부분 및 장비가 장착된 경우, 그것은 제6부속서에 합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3. (중략)

제10조
차량의 운전자는 항상 차량의 속도를 통제하고 있어야 하며, 또한 합리적이고 신중한 방법으로 운
전하여야 한다. 운전자는 필요한 경우 언제라도, 특히 시야가 좋지 못할 때 서행하거나 정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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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국제협약의 추가 개정 작업
1. 자율주행시스템 및 동적통제 개념의 도입

2014년 비엔나 협약의 개정을 통하여 운전자의 차량 통제 요건이 자율주행시스템
이 국제법적 문서에 부합하는 경우 또는 운전자가 그 시스템을 중단하거나 종료할 수
있는 경우 충족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도입되었다. 이 점에서 자율주행차 상용화
를 위한 국제규범의 첫 발전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율주행차 상
용화를 위한 국제규범 정비가 완성된 것은 아니다. UNECE는 지속적으로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요구되는 국제규범 개정을 위해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최근의 성과는
자율주행시스템 및 동적통제 개념이 비엔나 협약 개정안에 포함되어 개정 절차가 진
행 중이라는 점이다.
2020년 9월 21에서 25일에 개최된 제81차 회기에서 WP1은 벨기에, 핀란드, 프
랑스,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러시아, 스웨덴 및 스위스가 제안한 비엔나 협약 개정안
(이하, 2020년 비엔나 협약 개정안)을 변경 없이 채택하기로 결정하였다.22) 채택된
비엔나 협약 개정안에는 제1조에 ‘자율주행시스템’(automated driving system) 및
‘동적통제’(dynamic control)의 정의 규정이 추가되었고, 자율주행(automated
driving)에 관한 조항인 제34조의 2가 신설되었다.23) 동 개정안이 비엔나 협약 제49
조에 규정된 개정 절차와 요건에 따라 체약당사국에 의해 수락되면 일정 기간 이후
발효하게 된다.24)
2020년 비엔나 협약의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첫째, 2020년 비엔나
협약의 개정안이 향후 체약당사국들에 의해 수락되어 발효되는 경우, 자율주행시스템
과 동적통제의 개념이 최초로 다자 국제협약 내에 규정되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
다. 둘째, 2020년 비엔나 협약 개정안이 발효한다면, 그동안 차량 내 운전자 ‘존재’의
요건으로 인해 완전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에 있어서 규범적 걸림돌로 작용하였던 부분
이 일정 부분 해소되는 결과를 제공할 것이다. 본래 비엔나 협약 제8조 제1항에 따르
22) UNECE(2020),

session,

Report of the Global Forum for Road Traffic Safety on its eighty-first

UN Doc. ECE/TRANS/WP.1/173, para. 24. 독일은 채택 결정을 기권

함.

Revised Amendment proposal to the 1968 Convention on Road Traffic
(Submitted by Belgium, Finland, France, Luxembourg, Portugal, Russian Federation, Sweden
and Switzerland), UN Doc. ECE/TRANS/WP.1/2020/1/Rev.1.

23) UNECE(2020),

24) 비엔나 협약 제 49조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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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모든 이동하는 차량 또는 연결 차량에는 운전자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자율주
행시스템의 발전으로 차량 내 운전자의 존재가 반드시 요구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적 발전을 고려하여 WP1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차
량 내에 운전자가 존재해야 한다는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간주’(deeming)하는 접근
법을 취함으로써 비엔나 협약을 개정하였다. 이러한 접근법은 비엔나 협약 자체의 실
체적인 요건들을 사실상 모두 존중하면서 자율주행시스템의 도입을 위한 개정을 가능
하게 한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다.25)
<표 3> 2020년 비엔나 협약 개정안의 주요 규정
제1조

참고자료: UN Doc. ECE/TRANS/WP.1/2020/1/Rev.1

(ab) “자율주행시스템”은 지속적으로 차량의 동적통제를 행사하기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차
량 시스템을 의미한다.
(ac) “동적통제”는 차량을 이동하는데 요구되는 모든 실시간 주행 및 조작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차량의 횡적 종적 움직임을 통제하는 것, 도로를 모니터링 하는 것, 도로교통에서 사고에 대응하는
것, 그리고 조작을 계획하고 및 조작을 위해 신호를 보내는 것이 포함된다.
제34조의 2

모든 이동하는 차량 또는 연결 차량이 운전자를 가져야 한다는 요건은 차량이 다음에 부합하는 자율주행시스템
을 이용하는 경우 충족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a) 차륜 차량, 장비 및 차륜차량에 장착될 수 있거나 이용될 수 있는 부품에 관한 국내 기술규칙 및 모든 적용
가능한 국제법적 문서, 그리고
(b) 주행을 규율하는 국내법제
본조의 효력은 관련 기술규칙 및 주행을 규율하는 국내법제가 적용되는 체약국의 영토로 국한된다.
2. 운전 이외의 행위에 관한 논의

2014년 비엔나 협약의 개정을 통해 운전자의 차량 ‘통제’ 요건이 자율주행시스템이
국제법적 문서에 부합하는 경우 또는 운전자가 그 시스템을 중단하거나 종료할 수 있
는 경우 충족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개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2020년 비엔
나 협약 개정안에는 차량내 운전자의 ‘존재’ 요건을 자율주행차 도입을 고려하여 완화
25) UN Doc. ECE/TRANS/WP.1/2020/1/Rev.1, II. Explanatory

Memorandum

Amendment to the 1968 Convention on Road Traffic, para. 4.

for the Proposed

164 ∙ 과학기술정책 | 제4권 제2호(2021.12.)

하도록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여전히 비엔나 협약 및 제네바 협약 내에는 운전자가
차량을 통제하고 ‘운전 이외의 행위’(activities other than driving)를 하는 것을 최
소화하도록 하는 규정을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비엔나 협약 제8조 6항에 따르면,
“차량의 운전자는 운전 이외의 다른 모든 활동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제네바 협
약 제10조에 따르면, “차량의 운전자는 항상 차량의 속도를 통제하고 있어야 하며,
또한 합리적이고 신중한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율주행 수준이 고도화될수록 차량 내에서 디지털 장치로 이메일을 보내거
나 동영상을 시청하는 등 운전자가 운전 이외의 행위를 수행하는 것이 폭넓게 가능해
진다. 자율주행 수준의 고도화에 따른 변화를 국제규범에 반영하기 위하여 국가들은
제네바 협약 및 비엔나 협약상에서 운전 이외의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들을 개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9년 캐나다, 핀란드, 독일, 일본, 룩셈브루크 및 영국
은 제네바 협약 및 비엔나 협약의 운전 이외의 행위에 관한 해석을 자율주행차 도입
에 맞추기 위하여 제안서를 제출하였다.26) 2021년 10월 진행된 제83차 회기에서
WP1은 몇 차례 수정을 거친 제안서를 논의 중이다.27)
최근 WP1에서는 운전 이외의 행위와 관련하여 전환 요구(transition demand)의
개념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전환 요구’(transition demand)는 운전자가
동적통제를 행사하도록 하는 자율주행시스템으로부터의 지시이다.28) 도로교통 안전
및 교통의 흐름은 점차 자율주행시스템의 역량, 인간의 행동 그리고 인프라 환경이라
는 세 가지 요소들 사이의 결합과 상호작용 때문에 영향을 받게 된다. 자율주행시스
템은 운전자가 주행 중 운전 이외의 행위를 하도록 허용하면서 때때로 운전자가 차량
을 통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데, 이때 운전자는 차량을 통제할 준비가 되어있고, 기
꺼이 통제하여야 하며, 통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WPI는 전환 요구를 발행하는 ‘자율주행시스템’, ‘운전자’, 그리고 자율주행시
스템 ‘제조자’에 대한 권고사항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나가고 있다. 운전 이외의 행
26)

UNECE(2019), Automated driving (Submitted by Canada, Finland, Germany, Japan,
Luxembourg and the United Kingdom), UN Doc. ECE/TRANS/WP.1/2019/3.

27) UNECE(2021), Report of the Global Forum for Road Traffic Safety on its eighty-third

~

session, ECE/TRANS/WP.1/177, pp. 3 4.
28)

UNECE(2021),
considerations

Global
for

Forum

activities

automated driving system
France, Germany,

Japan,

for

other

Road
than

Traffic
driving

Safety

(WP.1)

undertaken

by

resolution
the

on

safety

when

the

is exercising dynamic control(Submitted by Canada, Finland,

Luxembourg, Netherlands, Sweden and United

ECE/TRANS/WP.1/2021/2.

driver

Kingdom),

UN Doc.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국제협약 개정 동향 및 시사점 ∙ 165

위와 관련하여서는 여전히 논의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가장 최신 제안
서인 2021년 7월 제안서를 중심으로 논의 중인 권고사항의 기본적 내용만 언급하고
자 한다.29)
자율주행시스템가 동적통제를 담당하는 동안 운전자가 운전 이외의 행위를 하도록
허용하더라도 도로교통 안전을 위해 자율주행시스템과 운전자 사이의 안정적 전환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2021년 7월 제안서에 따르면 전환 요구를 발행하는 ‘자율주행
시스템’은 (i) 효과적이고 직관적인 인간-기기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운전자와 안전하
게 소통하여야 하고, (ii) 관여 중일 때 동적통제를 안전하게 행사해야 하며, (iii) 운전
자가 전환 요구를 준비 중이며 전환 요구에 응답할 수 있는지 감시하여야 하고, (iv)
운전자가 전환 요구를 준비 중이며 전환 요구에 응답할 수 있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전자의 관심을 관리하여야 하며, (v) 운전자가 동적통제를 안전하게 담
당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계 시간을 가지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전환 요구를 발행하여
야 한다는 내용이 권고되고 있다.30)
WP1은 운전자가 차량의 동적통제를 행사하는 것과 무관한 행위, 즉, 운전 이외의
행위를 수행하도록 허용하더라도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권고
사항에 따르면, 운전자는 (i) 운전 이외의 행위를 수행할 때를 포함하여 적용가능한
법을 준수하여야 하고, (ii) 어떻게 차량을 주행하는지 운전 이외 행위와 관련한 요건
을 숙지하여야 하며, (iii) 차량의 동적통제를 안전하게 행사하기 위한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유지하여야 하고, (iv) 국내 규칙, 교통 규칙이나 지침에 의하여 동적통제를 행
사하도록 요구될 때, 적절하고 적시의 방법으로 동적통제를 행사함으로써 전환 요구에
응답해야 하며, (v) 운전 이외의 행위가 이러한 응답을 방해하거나 안전하지 않은 경
우 그 운전 이외의 행위를 삼가야 하고, (v) 안전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자율주행시스
템을 방해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31)
2021년 7월 제안서에 따르면, 자율주행시스템 ‘제조자’는 (i) 자율주행시스템의 수
행이 적용가능한 법과의 합치성을 포함하여 상기 언급된 자율주행시스템의 권고사항
과 합치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ii) 상기 언급된 운전자 권고사항을 포함하여 차량의
안전 운행에 있어서의 운전자의 역할에 관하여 운전자에게 알리고 교육하여야 하고,
29) ECE/TRANS/WP.1/2021/2.
30) ECE/TRANS/WP.1/2021/2.
31) ECE/TRANS/WP.1/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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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자율주행시스템의 부적절한 이용을 장려하는 이름, 설명 또는 마케팅을 삼가야
하고, (iv) 자율주행시스템 기술이 진화하고 추가적 모범 관행이 발견됨에 따라, 자율
주행시스템의 적절한 이용을 보장하고 도로교통안전을 촉진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히 추가 조치를 고려하여야 한다.32)
3. 원격 주행에 관한 논의

완전 자율주행차의 경우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하지 않고 차량 밖에서 원격으로 자
율주행차를 주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예컨대, 운전자가 차량 외부에서 원격으로
자율주행차를 주행하여 상품 배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처럼 운전자가 자율주
행차량 외부에서 자율주행차를 ‘원격 주행’(remote driving)하는 경우를 제네바 협약
및 비엔나 협약에서 어떻게 규율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국가들은 논의를 진행 중이
다. 특히, 영국은 2019년 원격 주행에 관한 제안서 제출하였고,33) 2021년 원격 주행
에 관한 또 다른 문서를 제안하여 WP1에서는 이 문서를 토대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
다.34) 2021년 원격 주행에 관한 영국의 제안서에는 원격 주행시스템, 원격 운전자,
원격 주행 서비스를 제공자하는 자, 개발자 및 제조자, 그리고 승객에 대한 요건이 언
급된다. 이하에서 각각에 대한 요건으로 논의 중인 사항에 대하여 기본적인 내용을
언급하고자 한다.
먼저 도로 안전을 위해 ‘원격 주행시스템’(remote driving system)에 관한 요건으
로 (i) 원격 운전자가 적절한 시계(視界, 가시범위)를 가지고 적절한 청각적 정보를 수
신하도록 허용해야 하며, (ii) 원격 주행시스템이 수행할 필요가 있는 작업에 대한 적
절한 상황인식과 어떻게 차량이 주행시스템의 명령에 응답하는지에 관한 정확한 피드
백을 제공하는 정보를 원격 운전자에게 제공해야 하고, (iii) 차량의 상태에 관한 관련
정보를 운전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iv) 원격운전자가 차량을 동적통제하도록 적절하
고 적시의 입력을 하도록 허용해야 하고 차량이 적절하고 적시에 그 입력에 반응하도
록 허용해야 한다는 등이 언급된다.35)
32) ECE/TRANS/WP.1/2021/2.

Resolution on Remote Driving (Submitted by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UN Doc. ECE/TRANS/WP.1/2019/2.
34) UNECE(2021), Informal paper on remote driving(Submitted by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Informal document No.1.
33) UNECE(2019),

35) Informal document No.1. para.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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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운전자’(remote driver)에 대한 권고사항에는 (i) 원격 운전자는 운전자가 비
자율 차량(운전자지원시스템을 갖춘 차량 포함)을 통제하고 있는 경우나 운전자가 자
율주행시스템 안전 비상대응으로서 조건부 자율주행차량의 동적통제를 재개하도록 요
구받는 경우 등에서 동적통제를 실행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역량을 갖추어야 하며,
(ii) 원격 운전자는 차량이 주행되는 국가 내에서 그 차량을 이용하고 주행할 적절한
면허를 보유해야 하고, (iii) 원격 운전자는 동적통제를 실시할 준비가 되어있고, 할
수 있어야 하며, 동적통제를 재개할 능력을 제한하거나 저해하는 모든 다른 활동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iv) 자율차량을 운전하는 때 자율주행시스템을 원격으로 활성화
및 비활성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36)
원격 주행이 서비스로 제공되는 경우 원격 운전자는 ‘서비스 제공자’(service
provider)에 고용된 자일 수 있다. 따라서 원격 주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게 일정
한 책임이 요구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영국의 2021년 제안서에는 원격
주행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요건이 포함되어 있다. 그에 따르면 원격 주행 서비스 제
공자는 (i) 원격 운전자의 주의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적절한 휴식이 그들의 일정에서
구축되도록 보장해야 하며 (ii) 원격 운전자의 업무량이 적절히 관리되도록 보장해야
하고, (iii) 원격 운전자를 위한 건강검진의 적절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등이 요구된
다.37)
‘개발자(developer) 및 제조자(manufacturer)’에 대한 요건도 2021년 영국의 제
안서에 언급된다. 원격 주행시스템의 개발자 또는 제조자는 (i) 원격 주행시스템이 멀
미, 정보 과도화, 변화 맹시의 효과를 줄이도록 설계되도록 보장해야 하며, (ii) 원격
주행시스템이 앞서 언급된 원격 주행시스템의 요건과 국내법규에 규정된 요건들을 준
수하도록 보장해야 하고, (iii) 안전 유지를 위해 원격 주행시스템이 적절한 소프트웨
어 업데이트를 이용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iv) 원격 운전자의 주의력과 수행력을 감
시하기 위한 방법의 필요를 고려해야 한다.38)
마지막으로 원격 주행되는 차량에 탑승한 ‘승객’(passenger)에 관한 사항은 간단히
언급되어 있다. 그에 따르면, 원격 주행 차량에 탑승한 승객은 도로 차량과 관련하여
적용될 수 있는 국제 법 및 국내법에 규정된 승객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39)
36) Informal document No.1. para. 9.
37) Informal document No.1. para. 11.
38) Informal document No.1. para. 12.
39) Informal document No.1. para.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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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제안서가 원격 주행시스템과 원격 운전자에 대한 권고사항만 다루고 있
다는 점과 비교할 때, 2021년 제안서가 원격 주행시스템, 원격 운전자, 서비스 제공
자, 개발자 및 제조자, 승객에 대한 요건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더 구체화되고
발전되었다고 평가해볼 수 있다. 그러나 원격 주행에 관한 이러한 권고사항이 제네바
협약 및 비엔나 협약의 개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아직 더 국가들의 논의를 통해
구체화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특히 원격 주행은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가 차량 밖
에 위치하는 형태인 만큼 동적통제작업을 자율주행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담당하는 고
도화된 자율주행시스템에 해당한다. 따라서 두 국제협약 내에서 원격 주행이 차량 탑
승자 및 도로 이용자에 미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요건이 제대로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Ⅳ. 국제협약과 조화를 이룬 도로교통법의 발전 방향
1. 국제협약 개정 작업에 대한 평가

고도화되는 자율주행시스템의 상용화에 대비하여 제네바 협약 및 비엔나 협약을 정
비하기 위해 진행 중인 논의는 두 협약상 운전자의 ‘존재’ 및 ‘통제’ 요건들을 중심으
로 진행되고 있다. 두 협약의 개정은 기존의 실체적 규정들은 유지하면서 자율주행시
스템과 관련하여서는 예외적으로 운전자의 존재 및 통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컨대, 2014년 비엔나 협약의 개정을 통해 제8
조 5항의 2와 제39조 1항 3문이 신설되어 일정 요건에 부합한 자율주행시스템은 제8
조 5항 및 제13조의 운전자 ‘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개정
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접근법은 최근 비엔나 협약 개정안에서도 유지되고 있다. 즉,
자율주행시스템 및 동적통제의 정의 규정을 제1조에 신설하고, 제34조의 2를 신설하
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율주행시스템의 경우 차량내에 운전자가 ‘존재’해야 한다는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두 협약상 운전자 개념의 정의를 바꾸지 않고 자율주행시스템의
상용화를 가능하게 하는 효과를 가진다. 제네바 협약에 따르면, 운전자란 도로상에서
차량(자전거를 포함)을 운전하거나 또는 견인용, 적재용 또는 승용에 사용되는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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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가축의 무리를 인도하는 자, 또는 이를 실제 물리적으로 통제하는 자(person)를
말한다.40) 비엔나 협약도 이와 동일하게 운전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41) 그러나
이러한 정의로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운전자 개념에 포섭시키기 어렵다. 사실 그동안의
학계에서도 이 운전자(driver)의 개념에 자율주행시스템을 어떻게 포섭할지에 관한 고
민을 해왔다.42) 그러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율주행시스템의 경우 운전자의 존재 및
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법규정을 개정해나가면 운전자 개
념의 정의를 바꾸지 않고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국제법적 근거를 마련해나갈 수
있다.
이처럼 운전자의 ‘존재’ 및 ‘통제’ 요건들이 자율주행시스템 도입에 맞추어 개정되
면서 적어도 레벨3의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국제규범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물론, 2020년 비엔나 협약 개정이 체약당사국들에 의해 수락되어 발효할지는 앞
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레벨4 이상의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다. 자율주행시스템 수준의 고도화에 따라 차량 내에
서 운전자가 차량을 통제하지 않고 개인적 사무나 여가 행위를 하는 등 운전 이외의
행위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다. 심지어는 운전자가 차량 밖에서 차량을 주행
하는 것 역시 가능해지고 있다. 이렇듯 고도화되는 자율주행시스템을 허용하여 자율주
행시스템이 제공하는 편의와 가치를 극대화시킴과 동시에 운전자 및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규범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
에서 현재 UNECE WP1에서 진행 중인 운전 이외의 행위 및 원격 주행에 관한 논의
는 바람직하다고 평가한다. 특히, 운전 이외의 행위와 관련하여 최신 제안서에 자율주
행시스템 ‘제조자’에 대한 권고사항이 추가되었고, 원격 주행과 관련하여서도 ‘개발자
및 제조자’,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권고사항이 추가되었다는 점에서 논의는 한층 구
체화되었다.
‘도로교통에서 자율차량의 이용에 관한 새로운 법적 문서의 초안 작업에 관한 전문
가그룹’(The Group of Experts on drafting a new legal instrument on the
use of automated vehicles in traffic)이 2021년 7월 1일로 활동을 개시한다. 2
년의 활동 임무를 부여받은 동 전문가그룹은 제네바 협약과 비엔나 협약을 보충할 것
40) 제네바 협약 제 4조 1

항.
항.

41) 비엔나 협약 제 1조 (v)

42) Nynke E. Vellinga(2019),
which way to go

?"

Law,

"Automated

driving and its challenges to international traffic law:

Innovation and Technology,

Vol. 11, No. 2.

170 ∙ 과학기술정책 | 제4권 제2호(2021.12.)

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법적 문서 초안을 작성하는 작업을 담당한다.43) 이로써 향후 2
년 안에 구체화된 자율주행차 관련 국제문서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국내 자율주행차 관련법

제네바 협약의 당사국인 한국은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논의 중인 제네바 협약
의 개정 사안들을 주시하면서 국내법제에 선제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선
제적 법제 정비는 제네바 협약이라는 국제협약의 의무 이행을 위해 필요하며, 한국의
국내 자율주행차의 상용화 그리고 더 나아가 해외에 자율주행차를 원활히 수출하기
위해 요구된다. 현행 국내법상 자율주행차 상용화와 관련될 수 있는 대표적인 법률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이
있다. 이하에서는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동차관리법｣의 발전 동향을 소개하며, 「도로교통법」은 다음 항에서 다
룬다.
2019년 4월 30일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
16421호)이 제정되었으며 동 법률은 2020년 5월 1일 시행되었다.44) 2020년 5월 1
일에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
정되었다.45) 동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자동차관리법」에 자율주행차와 관련한 개
략적인 정의와 임시운행허가 관련 규정만 존재하고 있었다. 따라서 자율주행차 상용화
의 전제가 되는 운행구역, 안전기준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동 법
률은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위한 연구 및 시범운행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제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등 자율주행차의 상용화 촉진
과 운행기반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특히, 제9조에서 제13조에 규제 특례 관련 조항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들은 여객의
유상운송,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자동차 안전기준,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도로시설에
관한 규제 특례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
법」, 「도로법」 등 타법에 여객·화물 운송 영업, 자동차 안전기준, 자율주행 인프라와
43) UNECE(2020), Decisions on subsidiary bodies and on the structure of the Committee, UN
Doc. ECE/TRANS/2021/6.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421호, 2019. 4. 30.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0892호, 2020. 8. 4.;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721호, 2020. 5. 1.

44)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45)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주행자동차 상용화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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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한 규제가 있을지라도 시범운행지구에서 운행되는 자율주행차의 경우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특례조항이 적용되게 된다.46) 이로써 4
차 산업혁명의 대표 기술인 자율주행차 상용화의 첫 단계가 되는 연구 및 시범운행
활성화를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15년 8월 11일 「자동차관리법」(법률 제13486호) 개정을 통해 국내에서 자율주
행차에 대한 규율이 처음 마련되었다.47) 동 법률 내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를 신설
하고,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임시운행허가제도를
신설하였다(제2조 제1호의 3, 제27조 제1항 단서 신설). 이를 통해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 지원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2017년 10월 24일 「자동차관리법」(법률 제14950호) 개정을 통해 자율주행자동차
의 안전한 시험운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운행기록 등 운행에 관한 정보 등
을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이 마련되었다(제27조).48)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제
도 관리 제도가 마련된 것으로, 이는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한 자율주행차의 시험운행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2019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의 하부 시행규칙으로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684호)내에 자율주행시스
템의 안전기준을 도입하고(제3절)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전기준(별표27)을 마련하
였다.49) 동 규칙에 도입된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은 SAE 자율주행 분류 단계상 레벨3
자율주행시스템을 의미한다. 이로써 레벨3 단계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세계 최초로
국내적으로 도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50)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은 자율주행차와 관련하여 다음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 동 시행규칙은 자율주행시스템을 부분, 조건부 완전,
완전 자율주행시스템으로 분류하였다.51) 둘째, 동 시행규칙은 차량 제조자는 자율주
행시스템이 주어진 조건에서 정상적이고 안전하게 작동될 수 있는 작동영역(이하 "운
행가능영역"이라 한다)을 지정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데,52) 여기서 말하는 ‘운행가능
46)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 조.

47) 「자동차관리법」, 법률 제 13486 호, 2015. 8. 11.
48) 「자동차관리법」, 법률 제 14950 호, 2017. 10. 24.
49) 「자동차

및

자동차부

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국토교통부

령

제 684호 , 2019. 12. 31.

50)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0. 1. 6.) 「세계 최초 부분자율주행차 (레벨 3) 안전기준 제정」.
51)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 1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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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은 앞서 SAE 자율주행 분류 단계에서 언급된 운행설계영역(Operational
Design Domain, ODD)과 유사하다. 셋째, 동 시행규칙을 통해 승용자동차에 설치되
는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전기준이 마련되었는데53) 여기서 언급되는 부분 자율주
행시스템은 SAE의 자율주행 분류 기준상 레벨3 자율주행시스템을 말한다.
2020년 4월 7일 「자동차관리법」(법률 제17235호)개정을 통해 자동차 튜닝의 안전
성 조사ㆍ연구 및 장비개발 등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
거가 마련되었다. 향후 첨단운전보조장치, 자율주행시스템 등 첨단장치에 대한 튜닝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을 배경으로 동 개정이 이루어졌다. 2020년 10월
20일 「자동차관리법」(법률 제17553호) 개정을 통해 자동사검사 기준이 개편되었다.
기존 자동차검사 기준은 내연기관과 기계장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자율주행차
와 같은 신기술이 적용된 자동차의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상태였다. 이러
한 첨단자동차의 성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동차검사 관련 기술ㆍ기기의 연
구ㆍ개발 또는 자동차검사 관련 기술ㆍ기기의 보급이 필요한 경우 자동차검사 대행자
에게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었다(제43조의3 신설).
3. 도로교통법 개정을 위한 국제협약 개정 작업의 시사점

도로교통을 규율하는 두 국제협약, 특히 비엔나 협약에서는 운전자의 존재 및 통제
의 요건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고려하여 완화하고 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율주
행차의 경우 차량내 운전자의 존재 및 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으
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써 비엔나 협약내 운전자의 존재 및 통제를 전제로
하는 실체적 규정들은 유지하면서, 특정 요건을 갖춘 자율주행차의 경우 운전자의 존
재 및 통제 관련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특히 운전자의 개념을 고치지 않고,
자율주행시스템 상용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효과를 가진다. 제네바 협약의
당사국이며 비엔나 협약의 당사국은 아니지만 두 협약의 내용이 상당히 유사하므로
비엔나 협약의 개정 사항을 주목해야 한다.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하여 「도로교통법」 이 개정되어왔다. 2018년 「도로교통법」
개정(법률 제15530호)을 통해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하여 일부 규정의 개정이 이루
어졌다.54) 첫째, 제49조 1항 4호에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52)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53) 「자동차관리법」, 제 111조의 3.

지원에 관한 법률 」 제 111조의 2.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국제협약 개정 동향 및 시사점 ∙ 173

차 등의 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신기술 개발을 위한 장치를 장착
하는 경우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는 단서가 신설되었다.55) 자율주행차의 경우 라이다
센서를 활용할 수 있는데 이 센서가 무인교통단속 장비의 기능을 방해할 수 있기 때
문에 개정전 「도로교통법」에서는 동 센서의 활용이 제한될 소지가 있었다.56) 개정을
통해 자율주행차에 대한 예외를 둠으로써 「도로교통법」상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기술적 제한이 일부 해소되었다. 둘째, 제49조 1항 6호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는 경
우 반드시 원동기를 끄도록 했던 기존 규정이 운전자가 차 또는 노면전차를 떠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변경되었다.57) 이는 원격 자동 주차 등 운전자가 차량을 떠
난 상태에서 실행되는 자율주행차의 기능 경우를 고려한 개정으로 볼 수 있다.
2021년에도 의미있는 「도로교통법」 개정(법률 제18491호)이 이루어졌다.58)
첫째, 자율주행시스템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시스템으로, 자율주행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의3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자동차로 정의하는 규정이 신설되었
다(제2조 제18호2 및 제18호의3).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이나 「자동차관리법」에만 존재하던 ‘자율주행시스템’과 ‘자율주행자동차’라는 두 개
념의 정의가 「도로교통법」에 도입되게 된 것이다.
둘째, ‘운전’의 정의에 자율주행시스템이 사용되는 경우가 포함되었다(제2조 제26
호).
셋째, 완전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외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에게 해당 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없이 대응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0
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제50조의2 1항 및 제
156조 제6호의2).
넷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영상표시금지 및 조작금
지 의무가 자율주행시스템이 운행되는 경우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
54) 「도로교통법 」, 법률 제15530호 , 2019. 3. 28. 시행.

항 4호 .
문규(2018), 「글로벌 법제논의의 현황과 전망
벌법제전략연구』, 한국법제연구원, pp. 146~147.
57) 「도로교통법 」, 제49조 1 항 6호 .

55) 「도로교통법 」, 제49조 1
56) 황

–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법적 규제를 중심으로」,

58) 「도로교통법 」, 법률 제18491호 , 2022. 4. 2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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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제50조의2 2항). 이로써 운전자가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전하는 경우에
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제49조 제1항 제10호),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영상표
시금지(제49조 제1항 제11호) 그리고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금지(제49조 제1항
제11호의2)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된다.
이상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동향을 검토하였다. 「도로교통
법」 개정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국제협약 개정 논의 동향에 비추어 평가해보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제50조의2의 신설로 자율주행시스템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운전자의 ‘운전 이외의 행위’가 폭넓게 허용된다. 또한, 자율주
행자동차의 운전자에게 해당 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없이 대응하도록 규정하
여 자율주행시스템의 전환 요구에 운전자가 응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도입되었다.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국제협약 개정 동향이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규정의 도입
은 국제협약의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인 사안을 우리 국내법에서 선제적으로 반영한 점
에서 높이 평가할만하다. 그러나 자율주행시스템이 차량의 동적통제를 담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운전자가 시스템의 전환 요구에 적절히 응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자동차 운
전자가 이러한 응답을 방해하거나 안전하지 않은 운전 이외의 행위를 삼가도록 하는
규정의 도입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원격 주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현재 원격 주행에 관한 국제협약
논의는 ‘원격 운전자’, ‘원격 주행시스템’, ‘개발자 및 제조자’, ‘서비스 제공자’, ‘승객’
각각에 대한 권고사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 각각에 대한 권고사항을
검토하여 국내법제에 반영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물론 아직 국제협약 논의는 구
체적 조문의 형태가 아니라 권고사항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제네바 협약
과 비엔나 협약의 개정을 위한 초안 작업을 담당하는 전문가그룹이 활동을 개시한 만
큼 원격 운전자, 원격 주행시스템, 개발자 및 제조자, 서비스 제공자, 승객의 의무가
구체적 조문의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동향을 주시하여 원격 운전자의
의무에 관한 내용이 국내 「도로교통법」에 반영되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
컨대, 권고사항에서는 “원격 운전자는 차량이 주행되는 국가 내에서 그 차량을 이용하
고 주행할 적절한 면허를 보유해야 하고”고 언급되는데, 원격 운전자를 위한 별도의
운전면허를 요구해야 할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59) 원격 주행은 원격 운전자가 차량
59)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운전면허제도 관련하
동차 관련 법제의

합리적 개선방안」, 『법제연구』

여 다음을 참조. 박종수(2017),

「4차

~

산업혁명

한국법제연구원, 제 53 호, pp. 290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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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서 원격으로 자율주행시스템을 통제하여 주행하는 형태이다. 운전자가 차량내에
존재하는 경우보다 높은 수준의 원격 운전자의 안전의식과 신체적·정신적 자격이 요
구될 수 있기 때문이다.
Ⅴ. 결론

제네바 협약 및 비엔나 협약은 차량내 운전자의 ‘존재’ 및 운전자의 차량 ‘통제’를
기본 전제로 도로교통 관련 사안들을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자율차량시스템의 발전으
로 두 협약이 기본적으로 전제로 삼고 있는 두 요건이 문제되고 있다. 자율주행차는
차량내 운전자가 상시 존재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운전자의 차량 통제를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협약을 체결할 당시에 미처 예견하지 못한 기술적 발
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주목받아 왔다. 현재까지 개정은 자율주행차를 규율하는
신협약을 체결하기보다, 기존 규범의 틀 내에서 자율주행시스템 도입을 포섭하는 방식
으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개정 작업을 통해 현재 레벨3 단
계의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레벨4 이상의 자율주행시스템에서는 인간이 동적주행작업을 수행할 것을 기
대하지 않는다. 따라서 운전자의 존재 및 운전자의 차량 통제를 기본 전제로 발전해
온 제네바 협약 및 비엔나 협약의 개정 방식에 한계가 나타날 수 있다. 제네바 협약
의 당사국으로서 현행 제네바 협약의 규정이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장애로 작용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국제규범 논의에 참여하고 그러한 논의 사항을 선제적으로
국내 법제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은 차량운송에 있어서 인간의 역할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것
이다. 그동안 인간이 주로 담당하였던 동적주행작업의 수행 주체는 자율주행차 수준이
고도화될수록 운전자에게서 자율주행시스템으로 전환된다. 따라서 자율주행차의 사회·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는 자율주행차가 야기할 수 있는 도로교통 위험의 경감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양자는 별개의 것이 아니다.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법제도적 준비와 더불어 자율주행시스템 기술을 고도화
하고, 사회적으로 자율주행차를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역시 성공적인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과제가 될 것이다. 특히, 자율주행차는 다양한 산업계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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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 융복합되어 완성된다.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업계뿐만 아니라, 통신업계 및 인터
넷서비스업계의 기술이 융복합되어 자율주행차가 완성되는 만큼 기술 융복합을 원활
히 하기 위한 제도적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자율주행
차 수용에 대한 거부감이 들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율주행차의 안전성에 대한 이용자의 확신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용자의
자율주행시스템 적응성을 높일 수 있도록 쉽게 접근 가능한 자율주행시스템 개발이
요구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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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ward Harmonization of the Road Traffic Act with the
International Norms for Commercialization of Automated
Vehicles
Park Joohui

Abstract

The developments of South Korea’s domestic laws for the commercialization of automated vehicles should be in conformity with related international treaties. This is mainly
due to the implementation of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under the treaties to which
South Korea is a party. Also, how States approach the revision process of international
norms can offer ideas for the methodology of the revision of domestic laws regulating
automated vehicles. International norms for the commercialization of automated vehicles are being discussed at the initiative of WP1 and WP29, two working groups
of the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WP1 is responsible for revising
the Geneva Convention and the Vienna Convention on Road Traffic, two existing international agreements on road traffic, to coincide with the commercialization of automated
vehicles. WP29 is advancing various technical safety standards of automated vehicles.
This study focuses specifically on the revision works of the Geneva Conventions and
the Vienna Convention led by WP1. In 2014, the requirement of driver’s control of vehicles under the Vienna Convention was revised to permit operations of autonomous
vehicles. In addition, the amendment proposal to the Vienna Convention adopted in
2020 included the definition of ‘automated driving system’ and ‘dynamic control’.
Furthermore, the recommendations have been adopted to address ‘activities other than
driving’ and ‘remote driving’ within the Geneva Conventions and the Vienna
Conventions. This paper outlines the discussions for the revision of the Geneva
Convention and the Vienna Convention for the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vehicles and suggests implications from them for the revision of the Road Traffic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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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mated

driving

vehicle,

Dynamic

control,

Activities

other

than

driving, Remote driving, Road Traffic Act

■ 논문접수일: 2021.10.30. ■ 심사개시일: 2021.11.16. ■ 게재확정일: 2021.12.22.

과학기술정책 | 제4권 제2호(2021.12.) pp.181-211

181

외국인투자 규제 국가안보 심사
개선 방향 및 시사점
- 미국 「FIRRMA」및 「산업기술보호법」을 기반으로 신 혁*, 이환수**
초록

그간 국가별로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자본이동 및 투자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과 제도를 추진하
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국가안보에 대한 영향을 이유로 외국인 자본에 의한 투자 및 인수합병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한하려는 법제적 조치와 함께 이를 통해 규제를 강화하려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주요 기술선진국은 외국인투자가 국가안보에 관한 문제에 직면해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국가안보 관련 심사 절차와 기준을 개정하고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현재 「산업기술보호법 」에
근거하여 국가핵심기술의 부정한 해외유출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기술보호 실효성을 더욱
확보하기 위해 외국인투자 등에 따른 국가안보 심사과정과 기준을 살펴보고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인수합병을 위한 외국인투자에 따른 국가안보 심사에서 현행보다
개선 및 강화된 국가안보 심사기준과 범위 그리고 과정을 살펴보고 재설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미국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률과 제도를 검토하였고 그간의 외국인투자를 규제한 통계 및 조치현황을
요약하였다. 특히 글로벌 경제를 리드하고 있는 미국의 관련 법률인 「FIRRMA」의 외국인투자심의위
원회(CFIUS)에서의 국가안보 심사기준과 절차 및 범위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는 「산업기술보호법 」에서의 외국인투자 규제 국가안보 심사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먼저 「산업기술보호법」에서 외국인투자 규제를 위한 국가안보에 대한 재해석에 따른 국가
안보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외국인투자에 의한 국가안보 심사기준을 국방·치안분
야 심사와 기술 ·산업 및 경제적 측면에서 판단하는 심사기준과 심사범위를 설계하고 국민경제에
대한 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심사 요인을 구체화하였다. 이와 함께 외국인투자 심사 절차 개선방안
으로 심사 이전 준비검토 단계와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분석단계 및 국가안보 관련 조사·검토 및
심의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주제어 외국인투자 국가안보 산업기술보호법 외국인투자심사현대화법
:

,

,

,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외래교수 , daneshin@naver.com (주저자 )
** 단국대학교 산업보안학과 교수, hanslee992@dankook.ac.kr (공동저자)

(FIRRMA), CFI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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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규정인 자본이동자유화규약(Code of Liberalisation of Capital
Movements)1) Article 3 & 7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회원국은 공공질서 및
공공안정의 유지, 필수적인 안보 이익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가능하고
회원국 경제 및 재정 여건에 따라 자본이동에 의한 외국인투자 자유화 조치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회원국에 부여하고 있다.2) 그간에는 국가에 따라 외국인투자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를 촉진하기 위한 자본이동 및 투자에 대한 우호
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자국의 안보 이익에 대한 영향을 이유로 외국
인 자본에 의한 투자 및 인수합병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한하려는 다각적인 법제적 조
치와 함께 규제를 강화하려는 입장으로 급속히 선회하고 있다.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외국자본에 의한 외국인투자 대상 규제에 대해 최소한의
원칙에 의한 정책을 추진한 것에 대비하여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안전보장(이하 “국가
안보”라 한다) 관점의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3)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서
는 ‘중국제조 2025’와‘반도체 굴기’등 중국 자본에 의한 미국의 기업 투자를 통한 진
출 및 급격한 기술 유출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중국 정부의 후원을 받는
외국인이 인수합병 등의 미국기업에 대한 투자는 국가안보에 위협을 미치는 활동이라
고 판단하고 관련 근거 법률의 개정과 동시에 국가안보 심사제도 및 절차를 보다 강
1) “OECD Code of Liberalisation of Capital Movements”,
h tt p s:// w w w .o e c d .o rg /d a f/ in v/ in ve s tm e n t- p o lic y/C o d e- c ap ita l- m o ve m e n t s- E N .p d f
(2021.10.15.)
Article.3(Public order and security) The provisions of this Code shall not prevent a Member
from taking action which it considers necessary for: i) the maintenance of public order or
the protection of public health, morals and safety; ii) the protection of its essential security
interests; iii) the fulfilment of its obligations relating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rticle 7(Clauses of derogation) a. If its economic and financial situation justifies such a
course, a Member need not take the whole of the measures of liberalisation provided for
in Article 2(a).
2) 신동찬·박지원(2009), 「독일의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는 합병심사권 신설」, 『기업지배구조리뷰』, 45, 한국
기업지배구조센터, pp. 46~56.
3)“CFIUS and the New Trump Administration: Your Top Ten Questions Answered”, (25 January 2017),
https://www.foley.com/en/insights/publications/2017/01/cfius-and-the-new-trump-administration-y
our-top-te, ,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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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였다. 이로 인하여 트럼프 행정부 기간에는 급격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통상
마찰과 지재권을 포함한 기술보호를 둘러싼 분쟁이 대폭 확대되었다.4)
(사)외국인직접투자연구센터 민경기 박사는 바이든 행정부는 CFIUS(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의 외국인투
자에 대한 국가안보 심사 강화는 지속될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
가 CFIUS의 심사(Review)를 강화할 것이라는 근거로 CFIUS 권한을 대폭 확대한
「FIRRMA」(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of 2018, 「외국
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에 대한 미국 의회의 초당파적인 압도적 지지가 그 근거라고
하였다.5) 최근 한국무역협회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등 기술경쟁국으로부터 자국 첨
단기술 및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를 규제하고 영국, 호주, 일본 및 유럽연
합(EU)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톰 페도 전(前) 재무부 차관보는
“이 정책을 수립할 당시 해외 약 60개 국가에 미국의 외국인투자 제한 정책과 일치하
도록 정책을 수립하도록 직접 요청했다”고 소개하였다.6)
일본, 유럽연합 국가 등 기술경쟁력을 보유한 국가도 국가안보 관점에서 중요 인프
라, 핵심기술 및 정보자산 등 국가경쟁력과 밀접한 자산에 대한 외국인투자로 인한
잠재적인 국가안보 위협의 방지를 위해 관련 법률의 개정 등을 포함하여 기술보호 정
책의 변화를 강화하여 추진해 오고 있다.7) 따라서 우리나라와 함께 글로벌 경제력을
유지하고 있는 일본, 유럽연합, 중국 등이 외국인투자 심사 강화와 관련한 법제를 신
설하거나 개정하였다.8) 우리나라는 과거 외국인투자로 인하여 당시 최첨단기술이 유
출되는 사례를 경험한 바 있다. 2004년 10월 중국 상하이자동차가 쌍용자동차 지분
48.9%를 5,900억 원에 인수한 다음 연구개발(R&D) 등 적극적인 투자지원을 약속하
였으나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 및 이전한 후 자금난 명분으로 법정관리가 되었던 뼈아
4) 박찬수 ·강민지 ·최이중 (2019), 「글로벌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산업보안 생태계 구축 방안」, 「정책연구」
2019(23), 과학기술정책연구원. pp. 24-30.
5) http://www.one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478 (2021.12.26)
6)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nIndex=
63776&recommendId=0 (2021.12.26.)
7) OECD(2020), “Acquisition- and ownership-related policies to safeguard essential security
interests : Current and emerging trends, observed designs, and policy practice in 62
economies”.
8)

United Nations, UNCTAD, National Security-Related
Investment:

An

(December 2019).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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픈 사례를 경험하였던 바 있다.9) 우리나라 경우도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견지하는 데
있어서 국가안보 관점에서 외국인투자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위협을 방지하고 국가이
익이 유보되거나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미국 등 기술선진국의 법제를 적극
적으로 검토하고 우리나라 관련 법제에 대한 현안을 분석하여 외국인투자 심사에 있
어서 국가안보 시각에서 개선해야 할 기준과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 중요한 시점
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먼저 국가안보 관점에서 외국인투자 심사제도를 적극적
으로 운영하는 미국의 CFIUS 및 근거 법률을 중심으로 국가안보 심사기준과 세부 절
차를 검토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와 비교하여 국내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
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국가안보
심사제도를 고찰하고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국가안보 대응 심
사에 대한 개선방안과 함께 시사점을 추론하여 제언하고자 한다.
Ⅱ. 미국의 외국인투자 심사 및 법제
1. 외국인투자 규제 현황

미국 의회 보고서(CFIUS - ANNUAL REPORT TO CONGRESS - CY 2020)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CFIUS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국가안보 등에 관한 심
사 결과 5건의 외국인투자가 차단되었다.10) 대통령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가 차단된 사
례를 보면 2016년 미국 내 독일 반도체 기업인 Aixtron의 중국 푸젠홍신펀드(FGIF)
인수를 금지 조치한 바 있다. 2017년에는 중국 투자회사인 캐니언 브릿지의 Lattice
반도체 인수를 차단하였다. <표 1>은 미국에서의 외국인투자 관련 CFIUS의 검토 조
치 현황을 요약하여 나타내고 있다.

9) 안영백 ·장항배 (2020), 「인수합병 (M&A)시 기업 중요정보 유출 최소화 방안 연구」, 「한국전자거래학회지」,
25(1), 한국전자거래학회 , pp. 215~228.
10) The Com 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CFIU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2020.2.26.), https://crsreports.congress.gov/product/pdf/RL/RL33388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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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외국인 투자 CFIUS 검토 조치 현황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통보건수
97
147
143
172
237
229
231
187

검토 건수
48
51
66
79
172
158
113
88

조사중 철회
5
9
10
21
67
64
30
28

행정부 결정
0
0
0
1
1
1
1
1

자료: “The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CFIUS), p 17, 저자 정리
https://home.treasury.gov/system/files/206/CFIUS-Public-Annual-Report-CY-2020.pdf

또한 2018년에는 중국 기업인 브로드컴의 퀄컴 인수 차단하였으며, 2019년에는
온라인 데이트 사이트 Grinder LLC에 대한 Beijing Kunlun Company의 투자에
대한 우려로, Grindr LLC를 매각 조치를 중지하도록 한 바 있다. 그간 CFIUS의
외국인투자 신고 검토 건수는 2019년까지 증가추세였으나 트럼프 행정부 조치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실제 검토 건수와 검토 중 철회하는
건수도 이와 함께 감소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11) <표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 법인의 미국기업 투자에 대한 CFIUS의 검토
건수는 97건으로, 우리나라(16건)의 6배 이상 투자 건수 규모를 보여주고 있
다.12)

11) The Com 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CFIU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2020.2.26.), https://crsreports.congress.gov/product/pdf/RL/RL33388
(2021.10.15.)
12) The Com 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CFIU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2020.2.26.), https://crsreports.congress.gov/product/pdf/RL/RL33388
(2021.10.15.)
13) 「CFIUS - ANNUAL REPORT TO CONGRESS - CY 2020 」, https://home.treasury.gov/system
/files/206/CFIUS-Public-Annual-Report-CY-2020.pdf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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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미 핵심기술(Critical Technology)의 해외인수자 국가 현황13)
국가

한국
중국
일본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이스라엘

2018
4
55
31
29
5
21
12
4
5

2019
10
25
46
23
13
13
13
11
2

2020
2
17
19
11
14
11
7
10
6

합계
16
97
96
63
32
45
32
25
13

자료: “The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CFIUS). p 35, 저자 정리
https://home.treasury.gov/system/files/206/CFIUS-Public-Annual-Report-CY-2020.pdf
2. 외국인투자 심사 법률

미국에서 외국인투자 심사 법규는 1950년의 「국방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 및 1961년의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ce Authorization Act, NDAA)을
기반으로 1988년에는 “엑슨플로리오(Exon-Florio) 조항” 및 2007년에는 「외국인투
자및국가안보법」(Foreign Investment and National Security Act, 이하 「FINSA」
라 한다)으로 법률을 개정하면서 변화하였다.14) “엑슨플로리오 조항”은 미국의 국가안
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CFIUS가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
고,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철회 또는 중지하도록 하는
조치할 수 있는 최초의 법률적 권한을 부여하였다.15) 「FINSA」는 “엑슨플로리오 조
항”의 외국인투자 심사에 대한 보다 강력한 통제 수단을 CFIUS에 부여하고 외국인투
자 심사범위에 핵심기술을 포함하였다.16)
그러나 2017년도를 기점으로 미국이 보유한 첨단기술에 대하여 중국 등의 자본에
의한 해외인수합병 등의 외국인투자가 자국의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의
14) 박찬수·강민지·최이중(2019), 「글로벌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산업보안 생태계 구축 방안」, 「 정책연구」
2019(23), 과학기술정책연구원. pp. 24-30.
15) 박찬수·강민지·최이중(2019), 「글로벌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산업보안 생태계 구축 방안」, 「 정책연구」
2019(23), 과학기술정책연구원. pp. 24-30.
16) 나수엽·김영선(2020), 「미국의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 발효와 미국의 대중 투자규제」,
「세계경제포커스 」, 3(1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pp.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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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 우려가 확대되었다. 2018년 3월,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대통령 메모랜덤
(Presidential Memorandum, 2018.3.22.)을 발표하고 중국에 대한 관세부과 확대와
함께 중국을 포함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주요 산업이나 첨단기술에 대한 투
자 제한 등 미국으로의 투자에 대한 규제를 한층 더 강화하는 조치를 명령하였다.17)
이와 같은 행정명령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등 외국인투자에 대응하여 CFIUS의
권한을 확대하고 정부의 당연직 위원 재조정 및 국가안보 심사기준 확대, 심사 기간
연장 조치를 포함하는 외국인투자 심사제도 강화 등의 공세적인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적극적인 뒷받침을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FIRRMA」를 제정하여
CFIUS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국가안보 관점에서의 심사기준을 폭넓게 규정하고 동
시에 규제 권한 확대, 국가안보 검토 요소 확대, 검토 기간 연장 등을 관할권 범위에
포함하였다.18) 「FIRRMA」는 기업 대상 외국인투자에 의한 국가안보 위협 우려를 반
영하여 CFIUS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심사대상과 국가안보 심사 권한을 더욱 확대 강
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FIRRMA」는 특히 중국의 자국 내 외국인투자에 대한
미국의 경제안보 등에 대한 영향을 우려하여 의회에서 이례적으로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19) <표 3>은 미국의 외국인투자 규제 관련 근거 법률을 제정한 순서대로
요약하였다.

17) 신꽃비 ·나수엽 ·박민숙 (2018), 「미국의 중국기업 대미 투자제한 강화와 시사점」, 「오늘의 세계 경제」,
18(3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pp. 1~18.
18) 설송이·이미연(2019),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 워싱턴지부.「미국의 2019 년 통상정책 방향 및 시사점」,
「KITA 통상리포트」, 2019(01),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 워싱턴지부, pp. 1~16,
19) 설송이·이미연(2019),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 워싱턴지부.「미국의 2019 년 통상정책 방향 및 시사점」,
「KITA 통상리포트」, 2019(01),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 워싱턴지부, pp.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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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미국 외국인투자 규제 관련 근거 법률 규정(요약)20)
법률
NDAA(국방수권법,
National Defence
Authorization Act)

제정
1961

주요 내용
‧
‧
‧

외국 정부·기업(외국인)에 의한 자본투자
자국 기업의 수출 등에 관한 규제 또는 통제 근거 규정 포함
2019년 국방수권법은 CFIUS 권한 강화 개정

FINSA
(외국인투자및국가안보법,
Foreign Investment and
National Security Act)

“엑슨플로리오 조항”을 종합무역법 제5021조에 신규로 반영·삽입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외국인에 의한 투자검토(CFIUS 구성)가
1988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경우 이를 철회 또는 중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엑슨플로리오 조항을 개정, 외국인투자 심사에 대해보다 강력한 통
제 및 규제 수단 부여
2007 사회·경제기반시설이나 국가중요기술 등 포함되는 외국인투자 과정
에서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CFIUS가 검토 가능하도록 대삼 범
위를 확대

FIRRMA
(외국인투자위험심사
현대화법,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국방수권법(NDAA) 일부 개정법률(안)에 포함, 개정
CFIUS
외국인의 지배력을 가능하게 하는 해외인수합병 등 투자
2020 에 대한 에국가안보
검토 범위를 대폭 확대 및 필요한 경우 거래취소,
중지 등의 실질적 조치 가능 권한 부여

Exon-Florio
(엑슨플로리오 조항)

‧

‧

‧

‧

‧
‧

자료: 박찬수·강민지·최이중(2019), 「글로벌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산업보안 생태계 구축 방안」, 「정책연구」,
2019(23)” 과학기술정책연구원, PP. 25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저자 재정리

「FIRRMA」는 이후 곧바로 발효되지 않고 2018년 11월부터 시범적 프로그램을 시
행한 후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다음 재무부가 2020년 1월 13일에 최종적으로
「FIRRMA」 시행을 발표하고 <표 4>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2020년 2월 13일부터
정식으로 발효되었다.21)

20) 박찬수·강민지·최이중(2019), 「글로벌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산업보안 생태계 구축 방안」, 「 정책연구」
2019(23),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pp. 25.
21) 나수엽·김영선(2020), 「미국의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 발효와 미국의 대중 투자규제」,
「세계경제포커스 」, 3(1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pp.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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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FIRRMA」개요 및 외국인투자 심사 대상(요약)
구분
제정 목적
외국인투자
심사 대상

주요 내용
- 기존 CFIUS 권한 외 외국인에 의한 핵심기술, 비지배적 자본투자 등의 국가안보 영향에
효율적 대응을 위한 CFIUS 권한 확대
- 핵심기술, 핵심 인프라, 민감 개인정보 및 데이터와 관련 사업에 대한 비지배적 투자 및
거래 및 외국인의 미국 부동산 거래

비지배적
외국인투자
심사 대상

- 핵심기술의 생산, 디자인, 테스트, 제조·제작, 개발 관련 투자[1개 이상], (예시: 핵심기술:
「수출통제개혁법 (ECRA2018)」의 적용을 받는 신흥·기반기술을 비롯한 기타 수출통제 및
관련규정에 의거한 특정 기술도 포함)
- 핵심 인프라의 소유, 운영, 제조, 공급·서비스 관련 투자,
(예시: 핵심 인프라: 통신, 유틸리티·에너지, 교통 등)
- 미국 시민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민감한 개인정보(데이터) 관리, 수집 관련 투자
- 부동산 거래의 범위·정의, (예시: 외국인의 사적 또는 공적 부동산의 매입, 임대, 양도 거래)

심사 절차
강화

- 외국인투자 위험심사는 해당 외국인 자발적 신고로 검토 착수
- 「FIRRMA」 법규에 따라서 일부 특정한 외국인투자의 경우는 의무적 신고의무 규정을 적
용라며, 특히 핵심기반기술 관련 인수합병 투자거래 및 외국인이 외국정부와 이해관계가 있
다고 판단되는 투자거래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조치

자료: Office of Public Affairs,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2020. 1. 13), “Fact Sheet: Final CFIUS
Regulations Implementing FIRRMA” 및 박찬수(2016), 「미래사회 변화에 따른 산업기술보호 전략」,「STEPI
Insight」, 제201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PP. 1~40 참고하여 저자 재정리.
1) CFIUS 개요 및 구성

나수엽·김영선(2020)에 의하면 미국의 외국인투자 심사 기구인 CFIUS는 1975년도
에 「국방생산법」 제721조 규정에 근거하여 설립한 이후, 그동안 국가안보 및 자국의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그 절차 및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다고 하였다.22)
그러나 2001년의 미국 9·11 테러 등에 따라서 미국의 국가안보 차원에서 주요 기간
산업 등과 관련된 외국인투자 규제를 강하게 해야 한다고 정부가 인식하는 계기로 작
용하였다. 이후 근거 법률의 개정으로 국가안보 강화 및 산업보안을 위해 CFIUS의
외국인투자 심사 권한은 점차 확대되었으며 2018년도까지 매년 외국인투자 심사 실
적도 증가하였다.
22) 나수엽·김영선(2020), 「미국의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IRRMA)」 발효와 미국의 대중 투자규제」,
「세계경제포커스 」, 3(1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p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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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와 같이 「FINSA」 및 「FIRRMA」에 의한 CFIUS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검토
범위는 국가안보 문제에만 중점을 두고 이와 아울러 거래금지, 투자 철회 또는 중단
여부에 대해 대통령의 결정이 필요할 경우 15일 내로 처리하도록 하였다.23) 그동안
CFIUS가 외국인투자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여 대통령
의 결정으로 투자거래를 금지(또는 철회)하도록 사례보다 투자 당사자인 외국인이 스
스로 투자를 철회 또는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표 5> CFIUS 구성 및 개요
구분
설치 및 운영
법적 근거
정회원
위원회
조직
구성

옵서버
기타

역할 및 직무

구성 및 개요
- 「국방생산법」제721조, 「Exon-Florio」조항(1988),
「FINSA」 및 「FIRRMA」(2018)
- 8개 행정부처 장관(급) 및 1개 백악관 자문위원회 국장
: 재무부(의장), 국무부, 상무부, 법무부, 국방부, 국토안보부,
에너지부, 무역대표부(USTR), 과학기술정책국(OSTP)
-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토안보위원회(HSC), 경제자문위원회(CEA),
국가경제위원회(NEC), 예산관리국(OMB),
- 기타 부처장(노동부, 국가정보국 등 2개 부처)
- 직무상 권한으로 회의 참석을 가능하나 의결권은 없음
- 대미 외국인투자 대상으로 국가안보 영향 여부 심사
- 대통령 투자 불허 또는 중지 등의 조치 권고(필요시)

자료: 미국 재무부
(https://home.treasury.gov/policy-issues/international/the-committee-on-foreign-investment-in-the
-united-states-cfius), 검색일: 2021.10.16)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2) 국가안보 심사 절차

「FIRRMA」에 근거하여 미국 정부는 해외인수합병 등 외국인투자에 대응해
CFIUS의 권한을 확대하고, 구성원 조정 및 심사기준 확대, 검토 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하였다. [그림 1]과 같이 CFIUS의 외국인투자 심사 검토 및 처리 기간
은 종전 90일에서 135일로 연장하고 특별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추가로 15일간
의 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24) 「FIRRMA」에 따른 CFIUS의 외국
23)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2008),

https://home.treasury.gov/system/files/206/

Summary-FINSA.pdf
24) 박찬수·강민지·최이중(2019), 「글로벌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산업보안 생태계 구축 방안」, 「 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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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투자 신고에 대한 심사 처리 절차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CFIUS의 외국인투자 심사 절차 개선(요약)
(

)

FINSA
FIRRMA

자료: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2020) 및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2018)

김명아(2019)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가 국토 안보, 중요 인프라 및 핵심기술 등을 포
함하여 미국의 국가안보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면 45일간의 심사 기간에 국가정보국장
은 제출된 외국인투자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야 한다. 만약 해당 외국
인투자가 국가안보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CFIUS가 판단하는 경우 45일을 추가하여
더욱 포괄적인 국가안보에 관한 조사를 진행한다. 이후 CFIUS의 결론에 따라서 대통
령은 미국의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외국인투자 거래를 15일 기한 이내에 중단
하거나 금지할 수 있으며 본 대통령의 결정은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25)
3. CFIUS 국가안보 심사 기준 및 범위

<표 6>과 같이 국가안보 심사기준 및 범위는 트럼프 행정부 이후부터 CFIUS가 국
가안보 관점에서 그 이전보다 훨씬 엄격하고 과감하게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운영하였
다.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해 국가안보 관점에서 특히 중국 자본에 의한 미국기업에
대한 해외인수합병 등 외국인투자를 미국의 중대한 안보 위협으로 인식하고 트럼프
행정부 이후 현재까지 국가안보 관점으로 CFIUS가 이전보다 훨씬 엄격하게 적용하도
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여 추진하고 있다.26)
2019(23), 과학기술정책연구원. pp. 24~30.
25) 김명아(2019), 「국제 통상·투자 법제연구(I)」, 「연구보고」, 법제연구원, 19-10, p. 181~191.
26) http://www.kmdi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6013 (202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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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표 6> CFIUS의 국가안보 심사 국가안보 검토 기준(예시)

CFIUS 조사 시
고려해야 할
12가지 요소27)

검토 기준
- 국방·군사력(National Defense Requirement) 강화에 필요한 국내 생산량에 감소
유발 등의 영향을 미치는 활동
- 해당 분야의 인력자원, 제품, 기술, 부품·자재 및 기타 공급/서비스의 활용 가능성을
포함한 미국 내 국방분야의 산업경쟁력에 기본적으로 미치는 영향
-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 산업 및 상업 활동
- 국내 테러를 지원하거나 생화학 무기 또는 미사일 기술력 강화 또는 확대 중인 국가에
군용 관련 물자, 장비 또는 기술을 판매/거래하는데 잠재적 영향을 미치는 활동
-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예상되는 지역에서 자국 기술리더십 및 경쟁력 우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
- 중요 기간사업 및 기반인프라의 보안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
- 주요 에너지 및 통신자원 등 핵심 인프라에 대한 잠재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활동
- 국가 중요기술(미래기술, 핵심기술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활동
- 외국의 정부가 직접적으로 관리하거나 통제하는 거래 활동
- 군사적인 용도로 전환 또는 악용이 가능한 기술거래 활동
- 에너지 및 자원 등 국가적 장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
- 대통령 또는 CFIUS가 그밖에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는 거래 활동

CFIUS에서의
국가안보 관련
검토 기준28)

- 국가안보에 연관된 분야에서 자국의 글로벌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기술 및 주
요 시설인프라를 취득한 것으로 입증됐거나 확인된 “특별우려국가”가 주도 또는 포함되
어 추진하는 거래 여부
- 외국의 정부, 법인 또는 개인이 일정한 유형의 주요 시설, 에너지 인프라 또는 중요
물질, 핵심기술을 포함하는 거래 여부
- 거래에 참여하는 외국인의 미국 법규 준수 여부
- 해당 거래로 인하여 인적자원, 부품, 재료, 기술과 제품 및 기타 공급망과 서비스 네트
워크 가용성 등을 포함하여 미국의 분야별 공급력과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 전반
및 상업 활동의 통제 유발 가능성
- 해당 거래가 개인정보를 실뱔 가능하게 하거나 유전정보 또는 기타 미국 시민과 관련
한 민감한 정보 또는 데이터를 노출토록 하여 외국인 또는 외국 정부가 그 정보를 이용
하여 국가안보 위협이 가능한 인력이나 기관 등에 노출할 가능성
- 외국인 거래로 인하여 미국 내 사이버 보안 취약점을 더욱 악화시키거나 새로운 사이
버 보안 위험을 창출할 가능성 유발 여부와 외국 정부가 악의적인 사이버 침투 및 지원
활동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구축할 가능성이 있을지 여부

자료: https://crsreports.congress.gov/product/pdf/RL/RL33388, The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17.6.13), 김민배(2009), 「國家安全保
障과 投資 規制 -美國의 對內投資規制 및 國家安全法을 中心으로-」, 「토지공법연구」, 45, 한국토지공법학회, pp.
243~266. 김명아(2019), 「국제 통상·투자 법제연구(I)」, 「연구보고」, 법제연구원, 19-10, p. 181~191.를 참고하
여 저자 재정리
27) https://crsreports.congress.gov/product/pdf/RL/RL33388, The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17.6.13)
28) 김민배(2009), 「國家安全保障 과 投資 規制 -美國 의 對內投資規制 및 國家安全法 을 中心 으로 -」, 「토지
공법연구 」, 45, 한국토지공법학회, pp. 243~266 및 김명아 (2019), 「국제 통상 ·투자 법제연구(I)」, 「연구
보고」, 법제연구원 , 19-10, p. 18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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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외국인투자와 국가안보 이해
1. 외국인투자 정의 이해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에 따라
그 지위가 보장된다”는 규정과 같이 외국인 지위는 기본적으로 국제법과 조약에 따라
정해진다.29) 「외국인투자촉진법」등 국내 법률은 대한민국이 가입하거나 체결한 외국
인투자 관련 국제법 등의 국제규범을 국내법으로 수용하고 있는 체제라고 할 수 있
다.30)
일반적으로 외국인투자는 국가별로 정책적 관점에서 자국의 이익을 고려하여 무역
과 투자의 촉진하거나 제한하고자 하는 범위를 고려하여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외국인투자촉진법」31)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32)에 외국인과 외국
인투자에 대한 정의 규정이 있으며 외국인투자는 투자한 외국인과 국내 법인과 직접
거래를 한다는 점에서 외국인에 의한 직접적인 투자의 의미로 표현되기도 하며 외국
인투자에 의해 집행된 자금의 용처와 투자 방법과 절차를 기준으로 그린필드형과와
인수합병형 외국인투자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다.
「외국인투자촉진법」33)과 동법 시행령은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외국인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방
위사업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의 생산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
우이거나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른 수출 허가 또는 승인 대상 물품 등이나 기술로
서 군사용 목적으로 전용(轉用) 가능성이 높은 경우 또는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제2
호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 가능성이 높은 경우 등 국가의 안전유지에 지장
을 초래하는지 가능성을 주무부장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검토 요청으로 산업통
상자원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국가안보 위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되면 「외국인투자촉진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제한할 수 있다.34)
29) 「대한민국헌법」 제 6조제2 항
30) 심정희(2018). 「국가기간산업보호를 위한 외국인투자규제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 1~110.
3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 조(정의 )제1 항제 4호
32)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 2조 (외국인투자 등의 정의)
33) 「외국인투자촉진법 」 제 4조 (외국인투자의 자유화 등 )제 2항제1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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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는 다르게 <표 7>과 같이 「산업기술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외국인
정의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하는 개인과 외국의 법률 규정에 따라서 설립된
법인 등을 말한다.35) 그리고 외국인투자 범위에 대한 정의는 외국인이 단독으로 국가
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주식 등을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
를 포함하여 외국인투자 대상기관에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있거나 대표
자를 포함한 임원의 과반수를 결정할 수 있는 행위를 범위로 「산업기술보호법」시행령
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36)
이에 따라서 정부는 「산업기술보호법」37) 및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및 제5의2
서식에 근거하여 해외인수합병등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계약서 또는 계획서, 해외인수
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의 명칭, 주요 주주 현황, 매출액, 자산총액 및 사업내용
에 관한 자료, 해당 외국인투자의 내용 및 이와 관련 시장현황에 관한 자료, 그리고
국가핵심기술의 제공과 관련한 조건과 방법 등에 관한 자료 등과 함께 필요한 경우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비에 관한 자료 등을 제출받아 해당 외국인투자에 대한
국가안보 여부를 검토 및 심의한다.38)

34)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 5조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등)
35)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제 18조의 2(해외 인수ㆍ 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 규정으로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하는 개인 , 2.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3. 외국정부의 대외경제협력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 4. 국제부흥개발은행 ㆍ 국제금융공사 ㆍ 아시아개발은행 등 개발금융에 관한 업무를 취
는 국제기구 및 5. 대외투자업무를 취

급하거나

대행하는 국제기구 등을

말 한 다.

급하

36)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제18조의2(해외 인수 ㆍ 합병 ,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

핵심기술을 보유하는 대상기관의 해외인수ㆍ합병등)
핵심기술의 수출 등) 및 제11조의2(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37) 「산업기술보호법 」제 11조 2(국가
38) 「산업기술보호법 」제 11조 (국가

대상기관의 해

외인수 ㆍ 합병등)
39)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제 18조의 2(해외 인수 ㆍ 합병 ,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 및 제18조의3( 해외인수
ㆍ 합병등의

승인)

40)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제 18조의 2(해외 인수 ㆍ 합병 ,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 및 제18조의3( 해외인수
ㆍ 합병등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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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외국인투자 대상, 범위 및 외국인 개념(산업기술보호법 제11조의2 근거)39)
법률

- 국가핵심기술 보유 대상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인수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 사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신고수리 또는 승인이 필요
- 「산업기술보호법」제11조의2제1항 근거, 해외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에 대한 정
의를 규정40)
외국인이 단독으로 국가핵심기술 보유한 기업 등 대상기관의 주식 또는 지분(향후에 주식 또
는 지분 전환·인수 권리 포함)을 과반 (100분의 50) 이상 소유하려는 경우
외국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국가핵심기술 보유한 대상기관의 주식 또는 지분
(향후에 주식 또는 지분 전환·인수 권리 포함)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소유하려는 경우(100분
의 50 미만 주식등의 최다소유자 대상기관의 임원 선임이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가 가
능한 경우)
외국인이 보유기관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양수ㆍ임차 또는 경영의 수임방식으로
보유기관을 경영하려는 경우
외국인이 보유기관에 자금을 대여하거나 출연을 하면서 과반수 이상의 임원 선임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경우
∙

∙

시행령

∙

∙

자료: 「산업기술보호법」제11조, 제11조의2 및 시행령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규정을 저자 재정리
2. 국가안보 개념 및 해석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한다고 함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협·침해
하고 영토를 침략하여 헌법과 법률의 기능 및 헌법기관을 파괴·마비시키는 것으로 외
형적인 적화 공작 등일 것’으로 국가안보의 개념을‘국가의 존립·헌법 질서의 유지 등
을 포함하는 것으로서41)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헌법과 법률의 기능 및 헌법에 따
라 설치된 국가기관의 유지 등의 의미’로 판단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우리나라
「헌법」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 관련하여 전문부터 여러 조항에 직간접적으로 규정하
고 여러 조항에서 국가안보에 관한 표현을 찾을 수 있다.42) 김민배·김경준(2007)에
의하면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법학계는 “외부로부터 국가의 존립과 안전, 국가의 독립
과 영토 보전, 헌법과 법률의 규범력, 헌법기관의 유지 등 국가적 안전의 확보”, 또는
“국가의 존립, 헌법의 기본질서 유지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국가의 독립·영토 보전,
헌법과 법률의 기능, 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의 유지” 등을 의미한다고 안전보장
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였다.43) 국방기술품질원이 발행한 국방과학기술용어사전에 의
41) 헌법

재판소 1990.4.2., 89헌가113 판결,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에 대한 결정”
겸·변승현(2016), 「국가안보와 특정금융정보법에 관한 헌법적 연구」, 「토지공법연구」,

42) 김상

공법학회, pp. 357~375.
43) 김민배 ·김경

재산학회,

준(2007),

pp. 1~36.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쟁 점 」,

「산업

재산권」,

76, 한국토지
23, 한국지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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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일반적으로 국가안보는 국내외 각종 국방, 비군사적 위협으로부터의 국가 지향하
고자 하는 목적 또는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정치와 외교, 사회, 문화, 경제와 과학기술
등의 제 수단을 종합적으로 운영함으로서 당면하고 있는 대내외 위험과 위협을 효과
적으로 제어하고 나아가 불의의 사건이나 사태에 적절히 대처하는 것으로 볼 수 있
다.44) 즉 일반적인 국가안보 개념은 국가의 안전보장의 줄임말로 표현하는 것으로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이 일관되게 유지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미국「FIRRMA」는 외국인투자 대상이 자국 산업의 국방상 중요성, 국방에 필요한
인재, 생산력, 기술, 재료, 기타 공급 서비스 확보에서 국내 생산력의 정도, 국가안전
보장의 요청에 따르기 위한 국내 산업이나 경제거래에 외국이 미치는 지배의 정도,
방위관계의 물자, 장비 또는 기술이 테러지원 국가, 미사일 기술 그리고 생물화학병기
의 확산에 끼치는 잠재적인 영향 및 기술이전 등에 부여하는 잠재적 영향 등으로 포
괄적으로 국가안보의 개념을 해석하고 있다.45)
미국은 외국인투자가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하는 심사기준 범위에
국내 산업이나 경제적 거래에 외국인이 미치는 지배의 정도와 기술 이전 등에 따라
부여되는 잠재적 악영향 등이 검토되도록 심사 규정이 해석될 수 있도록 반영하여 국
가안보는 국방이나 치안 및 사회질서뿐만 아니라 기술 및 산업 관점에서도 외국인투
자에 의한 잠재적 위협이나 위험을 검토하고 평가하는 것으로서 명문화하였다. 그리고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핵심기술은 해당 기술의 유출로 인하여 국가의
보존ㆍ안녕이나 국민의 안전 또는 산업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을 의미
하는 것으로 이를 공지한 바 있다. 예컨대 반도체 및 항공우주 기술 등 글로벌 기술
경쟁 등에 해외로 유출되어서는 아니되는 국가가 지정한 핵심기술 또는 주요 인프라
에 관한 기술로서 적대국이나 중국 등 기술경쟁국이 이를 이용하여 자국 또는 자국민
의 안전과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기술을 일컫는다고 할 수 있다.

44) 국방기술

품질원,

「국방과학기술

용어사전」,

2011.12, pp. 132.

패

쟁

서

45) 연원호ㆍ나수엽ㆍ박민숙ㆍ김영선(2020, 「미ㆍ중 간 기술 권 경 과 시사점」, 「연구보고 」, 20(04), 대외
경제정책연구원, pp. 14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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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외국인투자 규제 국가안보 심사 개선 고찰
1. 문제의 제기

최근 중국기업의 한국기업에 대한 해외인수합병 등의 외국인투자가 반도체, OLED,
배터리, 자동차, 조선 등 국가핵심기술 보유한 기업에 집중되어 있다.46) 반면에 미국
을 비롯한 해외 기술선진국이나 기술경쟁국은 외국인투자가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정부가 통제하거나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규정
개정하여 국가안보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47)의 해외인수합병등을 포함한 외국인투자 승인신
청 심사에 있어 국가안보에 대한 심사 규정을 마련하여 외국인의 국가핵심기술에 대
한 투자가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산업기술보호위원회48)의 심의를 거처 중
지·금지 또는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다. 그간 「산업기술보호법」에서 외국인투자 심사에 따른 국가안보에 대한
심사는 헌법에 근거한 기본적 개념을 기반으로 그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산업기술보호법」 법률 체계의 안정성과 해석의 유연성을 확보하여 국가핵심기
술 보유기업 등 경제활동에서의 주체 등의 활동 보장에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
는 선에서 추진되었다고 판단된다. 이광재(2004)의 제정입법 발의에서도 「산업기술보
호법」 제정 목적이 우리나라 글로벌 산업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인의 안전과 경제
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49) 언급한 것을 보면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을 해
석할 수 있다.
반면에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외국인투자 심사 관련 세부적인 절차 및 심사기준
은 2006년 제정 당시 미국의 「FINSA」규정과 입법례를 참고하였다고 하였으나
검색일: 2018. 8. 13).
핵심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등)에 따라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ㆍ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 영향을 줄 우려가 있 는 기술로서 제 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2021년12월 현재 12개 기술분야 73개 기술(2021.7.14., 산업통살
자원부장관 .)이 고시 되어 있음
「산업기술보호법 」제 7조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설 치 등 )
이광재 (2004),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지원에관한법률안 」은 국가안보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 치 는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규제하고,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의식 확산 및 제도적 기
반의 구축을 통해 국내 핵심기술을 보호하는 것으로 법률 제정 목적으로 제시

46)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72303441(
47) 「산업기술보호법 」제2 조(정의 ) 및 제9 조(국가

48)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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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SA」 이후 신설 법률인 「FIRRMA」에서 CFIUS의 국가안보 심사 검토 범위 및 심
사기준을 충분히 참고였다고 볼 수 없다.50) 현행의 「FIRRMA」는 CFIUS에서 국가안
보 심사를 위하여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조사 시 고려해야 범위와 아울러 심사 시 검
토 기준을 이전보다 명료하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에서의 심사범위를 포함한 심사기준은 미국의
「FIRRMA」에 의한 CFIUS의 심사기준과 같이 공개되어 심사범위와 기준에 대한 투명
성을 확보하고 공유되거나 「산업기술보호법」51)에 따라 국가핵심기술과 같이 고시되어
공개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산업기술보호법」제정 이후 현재까지
심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비공개로 하고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내부 규정으로 처
리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국가안보 관련 심사 전반에 대한 처리 과정과 결과의 신뢰
성 및 실효성 등에 반감을 유발하는 가능성 및 문제점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FIRRMA」에 의해 CFIUS의 심사기준과 같이 외국인투자에 따른 국가안보
관련 조사 범위와 심사기준의 공개는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산업현장의 대상기관 스
스로 국가핵심기술의 국가안보 연관성 여부를 사전에 자체적으로 검토 및 분석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대상기관 스스로 보유한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외국인투자와 관련하
여 자발적인 관련 법규의 준수 및 제도 이행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 따라서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52)에 의한 국가핵심기술은 해당 기술이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
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서 해당 기술이 해
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이므로 이를 반영하고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외국인투자 심사의 실효성과 투
명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에 따른 국가안보 관련 심사범위 및 검토 기
준은 「산업기술보호법」에서 규정한 여건 및 해석과 함께 그 범위가 구체적으로 마련
되어야 한다.
앞서 정리한 바와 같이 미국은 글로벌 기술 및 무역 경쟁에서 그간의 독과점적 또
는 우위적 위치에서 주도권을 행사해온 바와 같이 오바마, 트럼프 및 바이든 행정부
에 이르기까지 기술패권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을 주도적으로 리드하기 위하여 외국인
50) 이

광재(2004),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지원에관한법률안」, 국회

51) 「산업기술보호법 」제 9조 (국가

핵심기술으로

52) 「산업기술보호법 」제 2조 (정의 )제 2호는 국가

지정 ·변경 및 해제 등 )

핵심기술에

대한 정의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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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등에 따른 자국의 기술보호를 위하여 「FIRRMA」를 비롯한 관련 법률의 개정과
제도를 개정하고 시행하였다. 이에 발맞추어 미국의 관련 정책 및 제도를 심층 분석
하여 현행의 「산업기술보호법」에 근거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국가안보 심사 절차와 기
준 등에 대하여 시의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할 시점이다.
2. 국가안보 심사 개선 방향

우리나라는 현재 「산업기술보호법」에 근거하여 국가핵심기술의 부정한 해외유출을
방지하고자 제도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반도체, OLED, 배터리, 자동차 및 정보통신
기술과 같은 국가핵심기술 분야 이외에 첨단미래기술 등 국가핵심기술 대상의 확대
필요성에 따른 기술보호의 중요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국가안보 심사과정을 개선하고 이를 재정비하여야 한다.53)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미국 등 기술선진국도 외국인투자가 국가안보에 관한 문제에 직면해있다는 점을 인식
하고 국가안보 관련 심사 절차를 강화하여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기술보호법」에서의 해외인수합병 등 외국인투자에 대한 국가안보에 대한 지향점
과 이를 위해 포섭이 가능한 심사범위와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고 개선해야 하는지에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앞에서 기술한 글로벌 경제를 리드하고 있는 미국
의 「FIRRMA」에 의한 CFIUS의 국가안보 심사 절차와 범위를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
하여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는 「산업기술보호법」에서의 외국인투자 국가안보 심사 개
선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1) 국가안보 심사범위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에서의 국가안보에 관한 검토 근거와 미국의 「FIRRMA」에
근거한 CFIUS에 의한 외국인투자 심사범위를 참고하여 「산업기술보호법」에서 외국인
투자 심사과정에서 국가안보에 관한 심사범위를 국방·군사 부문과 국가경쟁력 견지를
위한 기술·산업·기반인프라 부문으로 구분하고 그 영향에 대하여 직간접적인 영향을
심사범위로 획정하여 개선하는 방안으로 심사범위 설계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기술·
산업·기반인프라 부문 등 국가안보 관점에서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국가 경제적 판단
은 「FIRRMA」의에 근거한 CFIUS의 국가안보 심사기준과 같이 사실상 광의의 국가안
획(산업통상자원부,

53)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

2015.10)

200 ∙ 과학기술정책 | 제4권 제2호(2021.12.)

보 심사범위에 포섭된다고 볼 수 있다.
「산업기술보호법」에서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기술보호 관점에서의 국가안보 심사
는 해외로의 기술유출 등에 의해 예상될 수 있는 다양한 국내외 위협이나 위험을 평
가하는 것이다. 이는 국가핵심기술이 기술경쟁국 등 외국인에 의한 해외인수합병 등의
투자로 인하여 안보적 측면에서 국가의 안녕이나 국민의 안전 및 경제적 측면에서의
국가경쟁력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분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국가핵심기술의 해외로의 기술유출로 인하여 국가안보적 측면에서 국가의 보전
및 안녕이나 국민의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동시에 심
사범위에는 국가핵심기술의 외국인투자로 인하여 기술경쟁국 등이 이를 이용하여 현
재 또는 가까운 미래에 우리 국가 및 국민의 안전(국방, 테러, 사회질서, 보건 등)과
기술, 산업, 시장, 기반인프라 등의 생태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하
여야 한다. <표 8>은 국가핵심기술 외국인투자 심사범위에 대한 개선 방향을 요약하
여 제시하고 있다.
<표 8> 국가안보 심사 범위 개선 방향
구분

개선 방향 검토
- 제출서류의 규정에 의한 적합성, 신고 또는 승인신청 기술의 국가 지원 연구개발비
조사, 이전에 동일·유사기술로 외국인투자 처리 유무 여부, 승인신청·신고 대상기관의
경영권
경영현황 및 신용평가 여부 확인
국가안보 심사범위에 - 제출된등국가핵심기술의
형태(특허·영업비밀·산업기술 등)확인 및 독자기술 또는 국
일반적 검토 사항 세 제공동개발 여부 등 외국인투자
방식에 관계없이 신청기술을 검토·분석
분화 및 구체화
- 외국 또는 외국정부 개입 여부와 외국인투자 국가안보 관점에서의 기술분야별 국
방·군사·사회질서 및 기술·산업 관련 필수 심사·평가조항 확인 및 국가 경제력 관점에
따른 심사 방향과 심사기준 제시

오늘날 국가안보의 개념이 국제적으로도 국방 안보, 국가 주권 확보 및 국민의 안
전 담보 등 정체성 보장뿐만 아니라 경제 안보, 식량안보, 에너지 안보, 핵심기술 경
쟁력 확보 등 다양한 영역 또는 분야에서의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도 포함하는 것
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미국의 심사 절차와 마찬가지로 외국인투자를 시도하
고자 하는 외국인이 속한 외국정부가 관련된 투자 여부에 대한 검토 또한 대상이 되
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해당 기술의 형태, 투자 방법과 그간 처리한 외국인투자 현
황과의 연관성 여부 등 실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외국인투자에 의한 직접적인 영향
은 국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경우이고 간접적 영향은 국내에 영향은 적지만 외국인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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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 인하여 외국인이 해외에서의 국방경쟁력 또는 기술경쟁력 및 시장지배력 등 자
국의 영향력이 강화되어 상대적으로 국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의 경우로 볼 수
있다.
2) 국가안보 심사기준

「FIRRMA」 규정에 따른 CFIUS의 국가안보 심사는 구체적이고 명확성을 확보한 검
토 요인과 함께 이를 지원하는 심사기준을 설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다만 외국인투자
에 따른 해당 국가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적이고 복합적이며 자율적 해석이 가능하
고 이를 바탕으로 외국인투자 방향과 범위에 대한 규제 등 일정의 행정행위를 재량으
로 획정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6>의 내용과 같이 CFIUS는 여섯 가지의 국가안보
관련 검토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강조하는 중점사항은 미국이 우려하는 “특별
우려국가”와 미국 내 기술·산업에의 충격 및 영향력 여부, 보안 등 국가안전 그리고
대상 외국인의 정체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비교하고 분석하여 국가
핵심기술에 대한 외국인투자 국가안보 심사 관련하여 <표 9>와 같은 국가안보 심사기
준의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우선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추진하는 외국인과 외국인이 소속된 국가
에 대한 정체성과 이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미국의 심사기준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가의 정보통신 분야 등 기반 인프
라에 대한 충격 또는 영향력에 대한 심층적 판단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국가안보의
전통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국방·군사, 치안·테러 등 사회 전반의 질서에 대한 부정적
영향 여부에 대한 검토이며 이와 아울러 국가경쟁력 우위 및 지배력에 미치는 기술·
산업·시장 및 고용창출 분야 등 경제안보 관점에서의 직간접적인 영향 등에 대해 보
다 구체적으로 국가핵심기술 특성을 고려하여 심사기준이 개선될 수 있어야 한다. 그
리고 국방·군사적 판단과 기술·산업적 판단 이외의 현안이나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그밖에 국가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사유’ 등과 같이 일반 사유를 국가
안보 심사 범위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국가안보 심사기
준에 대한 토대를 가지고 「산업기술보호법」 제11조의254) 규정 근거 외국인투자에 대
한 국가안보 심사기준에 대한 개선 방향은 아래의 <표 9>와 같이 요약하여 제시할 수
54) 「산업기술보호법 」 제11조의2(국가

범위와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한

핵심기술을
다.

보유하는 대상기관의 해외인수 ·합병등 )은 외국인투자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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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최근에는 국가별로 첨단미래기술의 확보 및 글로벌 기술보호주의 확산 경쟁에 따라
서 자국 내 외국인투자에 대한 심사 절차는 더욱 세분화 및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제적 위상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위치 등에서도 특히 주변국과의
기술경쟁과 견제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 첨단기술을 포함한 국가핵
심기술의 해외유출방지는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이므로 국가핵심기술 관련 외국인투자
는 보다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산업기술보호
법」에서 국가안보에 관한 심사를 더욱 세밀하게 살펴보고 보다 강화된 외국인투자 심
사 방안 설계가 필요하다.
구분
국가안보 심사기준
분류 및 고려사항
검토

<표 9> 국가안보 심사기준 개선 방향 검토

개선 방향 검토
- 외국인투자에 대한 국가안보 심사 범위 분류 및 검토해야 할 고려사항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추진하는 외국인과 외국인이 소속된 국가에 대
한 부정적 영향 여부
기반인프라 운영에 부정적 영향 여부
국방·군사, 보건 및 치안·사회질서 등의 국가안보 관련하여 부정적 영향 여부
기술, 산업, 시장 및 고용분야 등 직간접적인 국가안보 관련하여 부정적 영향 여부
∙

∙

∙

∙

3. 외국인투자 심사 절차 개선

우선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국가안보 심사기준의 개선과 동
시에 프로세스 개선 및 소요 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행의 해외
인수합병등에 따른 외국인투자 심사에 대하여 각각의 단계별로 추진 프로세스와 세부
적인 검토 사항이 부분적으로 투명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부문을 확인하고 이를 개
선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 신고 및 승인신청에 따라서 국가안보 심사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업기술보호법」정의 규정에 근거하여 해당 국가핵심기술의 핵심가치를 사전에 분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고시한 12개 기술분야 73개의 국가
핵심기술55)은 각각의 기술 사양과 범위, 수준 및 국내외 경쟁력 우위 여부 등 기술
가치의 편차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외국인투자 신고 및 승인을 신청한 국가
55)

핵

｢국가 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30호 , 202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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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술에 대한 가치분석을 실시하고 외국인투자에 따라 발생 가능한 해외로의 유출
시 영향을 분야별 전문가로 하여금 사전에 분석하여 이를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등 처
리기구에 보고하는 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외국인투자 승인신청과 신고에 따른 국가안보 심사에 있어서 경제안보 관점
에서 심사 근거를 객관화하고 기준을 도출하는 것은 「산업기술보호법」에 의한 국가핵
심기술의 외국인투자를 선택적으로 규제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이와
함께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한 국가안보 영향 평가를 위한 추진 프로세
스는 아래의 <표 10>과 같이 기본적으로 3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평가 프로세스를
실시하도록 절차를 개선할 수 있다.
구분

<표 10> 외국인투자 심사 절차 세분화 및 개선 방안 검토
개선 방향 검토

심사 이전단계

- 법규 및 절차에 따른 해외인수합병등 신고서·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대
한 절차 및 내용적 미흡 및 불충분 사항 검토, 서류 보완 및 수정 제출 등
처리절차 착수 이전 검증
- 이에 소요기간은 기술심사를 포함한 처리기간에 미포함되는 것으로 조치

기술검토,
사전분석 및
조사단계

- 신청된 서류에 대한 전문가 그룹(예시, 국가R&D평가기관 PD, 산업기술보
호 전문위원회 운영지원 기관 담당그룹 등)의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 등 해당
기술에 대한 사전 분석 및 이전 동일유사 실적, 일정 협의 등을 포함한 전문
위원회 대면(서면)회의 준비 및 대상기관 참석 협조 등 지원 운영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
검토·심사단계

- 전문위원회 및 보호위원회 준비, 실시에 따른 기술검토·분석·조사단계에서
의 분석결과와 평가기준에 의한 국가안보 또는 국민경제 관련 사전검토 및 심
의를 실시하고, 결과에 대하여 대상기관에 피드백, 그리고 예상 가능한 이의
신청 등에 대한 사전 대비 준비

4. 외국인투자 심사기준 개선방안

외국인투자 심사기준 개선을 위하여 국가핵심기술 대상 외국인투자 심사를 해외인
수 및 해외합병 또는 합작투자 등 처리 절차를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다. 「산업기술보
호법」에 따른 외국인투자 규제 강화를 위한 국가안보 심사 개선방향을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현행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합병 신고 및 승인신청 절차에 대해 아래와 같
이 외국인투자 규제 국가안보 심사기준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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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방·군사·치안 등 안보 관련분야

먼저 국가핵심기술의 외국인투자로 인하여 우리나라 국방·군사력 약화 또는 외국인
이 속한 국가의 국방력 강화 유발 가능성이다. 국방 및 군사 분야 국내외 악영향은
예를 들면 외국인투자 대상기업이 보유한 국방·군사 분야에서의 경쟁력 및 영향력 저
하 가능성, 국방·군사 분야에서의 기술경쟁력 확보 및 시장 영향력 저하 가능성 여부,
외국인투자에 의해 국내 생산이나 연구개발이 국방·군사적으로 국내에 미치는 부정적
인 영향 여부 및 「대외무역법」 등 「산업기술보호법」 이외의 법률과 규정에 의해 국가
핵심기술의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지 여부(전략기술, 방위산업기술 등)와 함께 민간
이용 상업적 목적으로 판단되나 향후 군사용으로 전환 및 악의적 사용이 가능한 기술
로 활용 가능성 등을 예시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국가핵심기술의 외국인투자로 인하여 우리나라 치안·사회질서, 보건 안전
등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 여부이다. 부정적 영향에 대하여 예를 들면 외국인투
자에 의해 테러리즘이나 화학·생물학 무기생산 국가 및 외국인에 의한 직간접적인 연
관성 검토와 치안·사회질서 분야에서 외국인투자 대상기업의 대외경쟁력 확보에 부정
적 영향력 가능성이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 이후 해당 외국인의 치안·사회질서 불안
야기, 보건·위생분야 특정한 기술거래 및 제조·판매 등 악영향 및 부정적 효과 등으
로도 판단할 수 있다.
아울러 국가핵심기술의 외국인투자로 인하여 정부의 법령, 재정, 투자, 시장독과점
및 외국인 통제관리 시스템 등에 대한 규정 위반 등의 국가 운영 및 대외신인도에 미
칠 수 있는 영향 여부이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투자 대상기업의 대외신인도 등에
대한 영향과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외국인의 국내에서 관련 법령 위반실적 유무 여부
및 외국인에 의해 우리나라 국민 관련 정보·데이터를 노출할 가능성 및 이와 관련한
악영향 등이 검토될 수 있다.
2) 기술·산업·시장 등 경제 관련분야

첫 번째로 외국인투자 대상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국내외 기술경쟁력
확보 여부이다. 이는 외국인투자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보유 대상기관의 경영권 전환
등으로 인하여 해당·관련분야 기술경쟁력 등에 대한 부정적 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
특히 대상기관이 보유한 원천·기반·요소기술에 대한 잠재적 악영향, 외국인투자로 인
하여 우리나라가 확보한 글로벌 기술경쟁력의 저하 유발 등 잠재적 악영향을 제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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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또한 국가핵심기술 보유 대상기관의 경영권 전환으로 향후 글로벌 경쟁력
확보 난이도 및 기술경쟁력 우위 지속에 미치는 영향 등에 부정적인 분위로 전환될
수 있기 떄문이다.
두 번째로 외국인투자로 인한 해당 기술분야의 국내시장과 산업에 대한 악영향이
다. 외국인투자로 인하여 해당·관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 및 생산능력 감소 가
능성 등 대외경쟁력 및 시장경쟁력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외국인투자 결과에 따라서 이전보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외국인의 국내
외 산업과 글로벌 생태계에 미치는 지배적 영향 및 파급효과가 이전보다 감소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 대상기관의 기업경쟁력이 외국인투자 이후에 해당 지역·권역
기반산업 성장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예상할 수도 있다.
세 번째는 해당 국가핵심기술 분야의 고용 창출 또는 확대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다. 이는 외국인투자로 인하여 장단기적으로 외국인투자 대상기관에 고용된 근
로자 소득, 신규 고용감소 등의 고용시장 성장 잠재력 저하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나
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아울러 외국인투자 이후 국내 생산량 확대 추진 또는
금융자본 투자 확대에 따른 신규 고용 확대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외국인투자 이후 외
국인이 보유한 해외현지 기업으로 해당 국가핵심기술의 재이전 등으로 인한 고용감소
가능성 등의 부정적 영향이다.
다음으로 국가핵심기술의 외국인투자로 인하여 정보통신 및 에너지 기반인프라 등
국가 중요 기반시설·정보인프라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공공 자
원 조달 장기 전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외국인투자가 에너지 공급과 조달의 미치
는 악영향 및 외국인투자로 해당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외국인에 의한 정보인프라
및 기반시설과 인프라 수급에 대한 독과점적 지배 가능성이다. 이와 함께 국가 중요
시설과 정보인프라 안전을 위한 정보보안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등의 중요 기반인프
라에 대한 위험 유발 관점에서 심사기준을 보다 구체화는 것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정보수사기관이나 중앙행정기관 등이 국가안보에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중
요 사항, 외국인투자 이후 국가핵심기술 보유 대상기관의 사업장 축소 및 폐쇄 가능
성과 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의 외국인이 소유 외국현지 기업으로의 이동 및 이
직 가능성에 대한 영향 검토도 중요하다. 그리고 해당 국가핵심기술의 재수출 가능성
등도 외국인투자에 따른 국가안보 심사과정에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심사하여
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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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시사점

특정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서 보호받아야 할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지 판단은 해당
기술의 수준과 국가안보적 시각에서 다각적인 가치 판단과 함께 시장적, 경제적 지배
력에 대한 영향력 검증에 관한 문제이다. 현행의 국가핵심기술은 우리나라의 기술·경
제·시장 경쟁력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기술로서 보호해야 할 실질적 가치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주요 국가에서는 ‘국가안보’를 헌법이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
음에도 정부가 주도적으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정의 또는 개념을 정하지 않고 헌법
상 국가의 안전보장 개념 또는 정의를 일부 법률 규정 또는 법원의 판례 등에 따라
해석하거나 인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산업기술보호법」에 근거한 국가핵심기술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국가안보 검토 또는
심사에 있어서는 사전에 최소한 다음의 사항들이 필요충분하게 고려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첫째로 국가핵심기술의 기술보호 실질적 가치에 대한 중요성 여부이며,
둘째로는 국가핵심기술이 보유한 기밀성과 기술적 우월성 여부이고 그리고 국가핵심
기술의 공지·공개 및 국가 지원 또는 관여 필요성 여부 등이다. 따라서 국가핵심기술
이 해외로 유출될 위험성이 있는지 또는 국가안보에 미치는 악영향 여부 등은 해당
기술을 기술적 수준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전문적인 검토와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국가가 주관하여 보호할 필요성이나 기술적 가치를 충분히 확보한
국가핵심기술에 대해 기술 유출 등의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 있는 외국인투자
과정에서의 국가안보 관점에서 영향은 매우 중요하게 심사하여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
고 있다.
본 연구는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인수합병 등 외국인투자
규제 심사과정에서 국가안보 심사범위와 심사기준을 중심으로 미국의 외국인투자 심
사 근거 법률과 기구인 「FIRRMA」와 CFIUS의 규정과 심사대상, 범위 등을 비교 검
토하여 국가안보 관점에서 국가핵심기술 외국인투자 심사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이
를 위하여 그간 미국에서 외국인의 자국기업 대상 외국인투자 심사 현황을 검토하였
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산업기술보호법」에서의 외국인투자 규제 국가안보 심사 개
선방안은 먼저 국가안보에 대한 재해석으로 국가안보의 개념을 새롭게 제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외국인투자에 의한 국가안보 심사기준을 국방·치안분야 심사와 기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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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및 인프라 측면에서 판단하여야 하는 심사기준으로 구분하고 국가경쟁력 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범위와 기준을 구체화하였다. 이와 함께 심사절차 개선을 위한 방
안으로 심사 이전 준비검토 단계와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분석단계 및 국가안보 관련
조사·검토 및 심의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가 개선된 추진 절차
와 심사범위 및 기준을 국가안보 관점에서 관련 영역별로 세분화함으로서 「산업기술
보호법」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인수합병 등 외국인투자 규제
심사제도에 대한 절차의 구체성 확보와 운영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
로 대상기관 스스로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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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ions and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National
Security Review of Foreign Investment Regulations Based on 「FIRRMA」 in U.S and Industrial Technology
Security Ac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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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past, some countries have been promoting favorable policies and systems for
capital movement and investment to promote foreign investment. Along with this, it
is changing in the direction of strengthening regulations. This study intends to review
and redesign the national security review standards, scope and process that are improved and strengthened than the current ones in the national security review according
to foreign investment for overseas M&A of national core technologies.
To this end, we reviewed the laws and systems related to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and confirmed the statistics and measures regulating foreign investment
so far. In particular, in the 「Industrial Technology Security Act」, which can ensure more
effectiveness by in-depth analysis and review of the national security review standards,
procedures and scope of CFIUS by 「FIRRMA」 of the United States, which is leading
the global economy. A study was conducted on how to improve the national security
review of foreign investment regulations.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the concept of national security according to the reinterpretation of national security for foreign investment regulation in the 「Industrial
Technology Security Act」 was presented. In addition, as a way to improve the foreign
investment review process, it is divided into a pre-review stage, an analysis stage for
the national core technology, and a national security-related review and deliberation
stage.
Key words :

Foreign Investment, National Security, Industrial Technology Securit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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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정부안의 제정효과
추정을 위한 비용편익분석
- 중개거래계약서 작성·교부 의무와
불공정거래행위금지 규정 신설을 중심으로 김정규*, 유성희**
초록

온라인 유통시장의 급성장 및 코로나19의 여파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 . 이로 인해 플랫폼과 그 이용사업자 간 협상력의 격차 , 불공정거래 문제가 대두되었고 , 여러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이 발의되었다. 본고는 공정위가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정부안)
을 중점으로 입법 논의 배경과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핵심규제의 경제효과를 추정하며, 특히 정량적
결과를 토대로 한 시의적절한 제언으로 합리적인 입법을 도모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 (정부안 )의 핵심규제는 중개거래계약서 작성·교부의무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규제로,
비용편익을 분석한 결과 플랫폼 사업자와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연평균 약 445억 원의 계약 관련
규제비용이, 과도한 광고판촉이 줄어들면서 발생하는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비용절감분이 소비자에게
도 효용으로 스며들면서 연평균 282억 원에서 563억 원 사이의 규제편익을 발생시킬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법안 도입의 타당성을 강건하게 확보하기 위해 EU의 디지털시장법, 공정위 발의법안 초안
(’20) 등을 참고하여 플랫폼사업자의 무임승차와 차별취급 등을 추가 규제하는 것이 입법 전 논의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비용편익분석 온라인 플랫폼 플랫폼 경제 규제영향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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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온라인 유통시장의 급성장으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거래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
다. 특히 코로나19를 기점으로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급성
장으로 이어졌고, 전 산업분야에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새로운 사업 모델에 대한 이해와 함께 향후
어떠한 규제체계에 편입할 것인지가 새로운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은 국경을 넘어 재화와 서비스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필
요성이 있는 반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양면시장형(two-sided market)
사업모델의 특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규제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즉,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 규제를 유지하거나 규제를 보다 완화
하여 국내 플랫폼 기업의 입지를 확대할 것인지, 그럼에도 경제 주체간의 공정한 경
쟁을 위해 사전적(ex ante) 규제 적용과 같이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정책 설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규제방향 설계를 위해서는 규제로 인해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행정 등
에 발생할 여러 가지 영향을 미리 예측·분석하여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규제영향분
석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에는 규제강화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
기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정부안이 마련된 만큼, 새로운 규정의 도
입으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과 편익을 추정하고 이에 따라 최선의
규제대안을 선택하는 합리적 규제의사결정 과정이 필요하다.
다만 기존 연구에서는 해외사례 비교 분석을 통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의 내
용 검토 및 규제방향 제시 등과 같은 정성적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어, 발의된 법안
의 실질적인 도입 효과에 대한 정량적 연구는 부재한 상황이다. 보다 합리적인 입법
을 위해서는 사실과 근거기반의 규제과학적 방법으로서 실질적 도입 효과 추정을 위
한 정량적 연구 또한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입법정책적 기초자료로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정부안)
의 핵심규제에 대한 경제효과를 추정하여 합리적인 입법을 도모하고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의 제정배경 및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정부안의 핵심규제로서 중개거래계
약서 작성·교부 의무(제6조)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규정(제9조)이 신설되는 경우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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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비용과 편익을 추정함으로써 바람직한 제도개선을 위한 시
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Ⅱ.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정부안)의 논의 배경 및 주요 내용
1. 온라인 플랫폼의 개념 및 특징
1) 개념

국내에서는 ‘플랫폼’을 통상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이용자들이 하나의 장(場)에 모여
가치를 교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매체(intermediary)로 정의하여, 유
선 및 무선(모바일) 인터넷 기반의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거래를 ‘온라인플랫폼 거래’로
보고 있다.1) 현행법에서는 ‘플랫폼’에 대한 정의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으나, 최
근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21.1.28. 발의, 이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정부안)’이라 함)에서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
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의 거래와 관련된 둘 이상 이용자 간의
상호작용을 위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설정된 전자적 시스템’을 ‘온라인 플랫
폼’으로 정의내린 바 있다.
더불어, 개별법에서는 필요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정의하고 있는데 ｢전
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함)에서는 ‘통신
판매중개업자’로서,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2)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통신판매중개(법 제2조제4호)를 업
(業)으로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
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1) 이금노 ·서종희 ·정영훈 (2016), 「온라인플랫폼 기반 소비자거래에서의 소비자문제 연구」, 『 정책연구』 16(3),
한국소비자원, p.9.
2) 자신의 명의로 통신판매를 위한 광고수단을 제공하거나 그 광고수단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여 통신판매에 관
한 정보의 제공이나 청약의 접수 등 통신판매의 일부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 제3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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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로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정의하고 있
으며, ｢저작권법｣에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3)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반면 해외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개념을 ‘상호작용하는 둘 이상의 이용자
집단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양면 시장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중개매체 서
비스 제공자의 역할’로 정의하고 있다. 예컨대 OECD에서는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상
호작용하는 둘 이상의 이용자 집단 사이의 상호작용을 용이하게 하는 디지털 서비스
로 정의하고 있으며,4)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온라인 플랫폼을
‘둘 이상의 이질적인 그러나 상호의존적인 집단의 이용자들이 인터넷을 활용한 상호작
용을 통해 최소한 한 그룹의 이용자에게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양면(또는 다면)
시장에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고, 일부 플랫폼은 중개매개체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을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5) 이와 같이 인터넷 비즈니스에서 의미하는 온라인 플랫폼은
경제학적인 관점에 좀 더 가까운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여러 이용자 또는 조직 간
에 관계를 형성하고 상업적인 거래를 형성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환경으로 볼 수 있
다.6)
최근에는 플랫폼에 대한 법적 개념정의를 시도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EU 집행
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제안한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DSA)｣ 제2조(h)에서는 ‘서비스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공공 정보를 저장하고 배포하는
호스팅 서비스7)의 제공자’를 ‘온라인 플랫폼’으로 규정한 바 있다.
2) 범위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는 부가통신서비스8)의 일종으로 특정한 범주를 획정하기 어

3) 이용자가 선택한 저작물등을 그 내용의 수정 없이 이용자가 지정한 지점 사이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달하기 위하여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자 또는 이용자들이 정보통신망에 접속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물등을 복제 ㆍ 전송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를 위한 설비를
제공 또는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저작권법 제2 조제30 호).
4)

OECD

(2019),

｢An Introduction to Online Platforms and Their Role in the Digital

Transformation｣, p.20.
5) European Commission(2015),
online

intermediaries,

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9),

data

｢Public Consultation on the regulatory environment for platforms,
and cloud computing and the collaborative economy｣ 참고

｢통신 시장 경쟁 상황 평가(2019년도)｣, p.510.

7) SNS플랫폼 , 비디오 , 이미지 , 오디오 공유서비스 , 파일 공유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이 있다.
8) 개념적으로 부가통신서비스는 전송이라는 통신서비스와 컴퓨터 기능을 결합한 것으로 통신속도 변환, 매체
변환, 정보의 축적・가공, 데이터베이스 제공 등 부가가치가 향상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정부안의 제정효과 추정을 위한 비용편익분석 ∙ 217

려우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서비스 혁신에 의해 다양한 가치가 결합된 새로운 서
비스가 탄생할 수 있다.9) 이에 따라 현재까지 획일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유형을 분
류하는 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고, 연구 내용 및 특성에 따라 다양한 분류체계로 제
시되고 있다.
이금노 외(2016) 연구에서는 인터넷 플랫폼 이용 절차에 따라 인터넷 서비스 제공,
소프트웨어 플랫폼, 검색 및 포털, 참여형 네트워크 플랫폼,10) 전자상거래 플랫폼, 결
제 및 금융 관련 플랫폼 등 6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11) 이 외에도 정보통신정책
연구원과 한국소비자원에서 사업적 특성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을 정보검색 플랫폼, 앱
마켓 플랫폼, 전자상거래 플랫폼,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 소셜 미디어 플랫폼, O2O
플랫폼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표 1).12)
유형
정보검색
플랫폼
전자상거래
플랫폼
앱마켓 플랫폼
소셜 미디어
플랫폼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
O2O 플랫폼

<표 1> 주요 온라인 플랫폼 비즈니스의 유형
참여자
중개 대상
사례
네이버,구글,
검색 이용자
정보 제공자
정보
다음
쿠팡
,지마켓,
상품 구매자
상품 판매자
상품
옥션
스마트폰
구글플레이,
앱 개발자
어플리케이션
이용자
앱스토어
카카오톡페이스북
,
,
일반 이용자
일반 이용자
소셜네트워킹 트위터인스타그램
,
,멜론,
콘텐츠 이용자 콘텐츠 개발자
디지털 콘텐츠 넷플릭스
옥수수
)서비스 (오프라인)서비스 배달의민족,
서비스 이용자 (오프라인
제공자
카카오택시

자료: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9), ｢통신 시장 경쟁 상황 평가(2019년도)｣, p.515.

9)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9),

｢통신 시장 경쟁 상황 평가(2019년도)｣, p.497.

10) 참여형 네트워크 플랫폼에서는 소비자의 직접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기 보다는 개인 혹은 기업이 참여하여
콘텐츠가 생산・소비되거나 소통하는 장을 열어주는 매개체 기능을 수행하며,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금노 ·서종희 ·정영훈 (2016), 「온라인플랫폼 기반 소비자거래에서의 소비자문제 연구」,
『정책연구 』 16(3), 한국소비자원 , p.105).
11) 이금노·서종희·정영훈(2016), 「온라인플랫폼 기반 소비자거래에서의 소비자문제 연구」, 『정책연구』 16(3), 한
국소비자원, pp.95-96.
12)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9),

｢통신 시장 경쟁 상황 평가(2019 년도)｣, pp.51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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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징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기존의 산업 및 시장과는 달리 시장이 형성되고 작동하는 원
리뿐만 아니라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르다.13) 또한 적은 비용으로 경제주체들이 재화
나 서비스를 교환하거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14) 인
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온라인상에서 시・공간적 제약이 없다는 특성을 활
용해 다양한 사업모델이 개발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15)
특히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거래는 플랫폼 기업이 두 종류 이상의 이용자 그룹에
플랫폼을 제공하고 이용자들은 상대방 그룹의 이용자들과 플랫폼을 통해 거래하거나
상호작용하며 경제적 편익과 가치를 창출하는 양면시장(two-sided market)형 사업
모델인 경우가 많으며,16) 이에 따라 하나의 거래에 ‘공급자’, ‘플랫폼 사업자’, ‘소비
자’가 모두 관여하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다.17) 이 때, 사업자는 양 측면의
이용자 간 거래 또는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이
용료는 어느 한 측 또는 양측 모두로부터 받음으로써 수익을 얻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그림 1).18)

13)

이금노 ·서종희 ·정영훈 (2016),

「온라인플랫폼

기반

소비자거래에서의

소비자문제

연구」,

『 정책연구』

「온라인플랫폼

기반

소비자거래에서의

소비자문제

연구」,

『 정책연구』

16(3), 한국소비자원 , p.12.
14)

이금노 ·서종희 ·정영훈 (2016),
16(3), 한국소비자원 , p.9.

｢온라인 플랫폼사업자와 상거래법제: ‘양면시장(Two-Sided Market)’에 적합한 규제방향
뺷기업법연구뺸, 32(1), 한국기업법학회, p.137.

15) 곽관훈 (2018),
검토 ｣,

16) 김성환 외 (2008),

｢양면시장(two-sided market) 이론에 따른 방송통신 서비스 정책 이슈 연구｣, 정보

통신정책연구원, p.21.

｢온라인 플랫폼사업자와 상거래법제: ‘양면시장(Two-Sided Market)’에 적합한 규제방향
뺷기업법연구뺸, 32(1), 한국기업법학회, p.151.

17) 곽관훈 (2018),
검토 ｣,

18) 김현경 (2021),
을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뺷선진상사법률연구뺸, (94), p.144.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정부안의 제정효과 추정을 위한 비용편익분석 ∙ 219

[그림 1] 양면시장의 개념적 구조

자료: 김성환 외(2008), ｢양면시장(two-sided market) 이론에 따른 방송통신 서비스 정책
이슈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p.21.

이 밖에도 특별한 진입장벽이 없는 경우가 많고, 서비스의 경계 및 경쟁관계의 식
별이 어렵다는 점,19) 그리고 대부분의 플랫폼 사업자가 2종류 이상의 유형이 결합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혁신 성장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도 있다.20)
4) 시장현황

온라인 유통시장의 성장은 물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회적 상황으로 오픈마
켓과 배달앱 등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2020년도 국내 온라인 플랫폼(온라인쇼핑) 시
장의 거래액은 전년(135조 2,640억원) 대비 19.1% 성장한 161조 1,234억원을 달성
하였다. 특히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전년(87조 2,736억원) 대비
24.5% 성장한 108조 6,883억원으로 나타났다.21)
국내 대표적인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매출현황을 살펴보면, 네이버의 경우 2020년
매출액 5조 3,041억원으로 전년 대비 21.8%가 증가하였으며,22) 카카오는 2020년
19) 네트워크 효과 달성을 위해 하나의 플랫폼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고 이용자 측면의 서

동일한 플랫폼도 존재하고 있어 서비스의 경계 및
불공정행위 등의 판단이 쉽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

비스는 상이하더라도 공급자 측면의 서비스는

계 식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20)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9),

이에 따라

｢통신 시장 경쟁 상황 평가(2019 년도)｣, p.518.

경쟁관

계청(2021.2.3.), ｢2020년 12월 및 연간 온라인쇼핑 동향｣,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
nw /1 /1 /index.board ?bmode= read& aSe q=388013(2021.10.25.)

21)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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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4조 1,567억원으로 전년 대비 3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3) 또한 배달
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경우 2020년 매출액 1조 995억원으로 전년(5,654억)
대비 94.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4)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기업 역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9년에
는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 중 7개 기업이 플랫폼 기업으로 나타났다. 7개
의 기업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알파벳(구글), 페이스북, 알리바바, 텐센
트가 차지했으며, 이들 기업의 시총은 한화 약 6,02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
다.25) 글로벌 플랫폼 기업 중 구글, 애플 등은 국내 시장에도 진입하여 높은 시장 점
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예컨대, 앱마켓 플랫폼에서 2020년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매출
은 2019년 매출액 3조 9,536억원 대비 26.6% 증가한 5조 47억원으로 추산되면서
전체 시장의 66.5%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애플 앱스토어 역시 2019년 매출액 1조
3,291억원 대비 21.7% 증가하여 2020년에는 1조 6,180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한 것
으로 추산되었다.26)
2. 현행법에 따른 규제방식의 한계

온라인 플랫폼은 이용 소비자의 선호가 몇 개의 온라인 플랫폼에 집중되어 독과점
화 되는 경향이 있으며 독과점적인 시장구조 하에서는 게이트키퍼로서의 기능과 플랫
폼의 규칙제정 기능이 결합되어 플랫폼 운영자가 이용자를 강하게 통제할 수 있는 지
위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불공정거래행위 발생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27)
실제로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
22)
23)

24)
25)
26)

뉴데일리경제(2021.1.28.), ｢네이버, 지난해 날았다... 영업익 1조 5126억원 돌파｣, https://biz.newdai
ly.co.kr/site/data/html/2021/01/28 /2021012800078.html(2021.12.27.)
카카오의 2020년 4 분기 플랫폼 부문 매 출 은 2019년 동기 매출액 4441 억원 대비 48% 증가한 6,570
억원을 기록하였다(Platum(2021.2.9.), ｢카카오, 2020년 연간 실적...연결 매출 4조 1,567억원, 영업이
익 4,560억원｣, https://platum.kr/archives/157678(2021.12.27.)).
매일경제 (2021.3.30.), ｢‘배민 ’ 우아 한형제들 매출 1 조 넘었 다｣, https://www.mk.co.kr/news/busine
ss/view /2021/03/303126/(2021.12.27.)
매일경제 (2019.12.2.), ｢글 로벌 시 총 톱 10중 7 곳은 플랫폼 기업 ｣, https://www.mk.co.kr/news/stoc
k/view /2019/12/1006946/(2021.10.28.)
한국모바 일산업연합회 (2021), ｢구 글 수수 료 정책 변화 에 따른 기업현황 및 대응 방안 조사 결과보고서 ｣,
p.33.

27) 이금노·서종희·정영훈(2016), 「온라인플랫폼 기반 소비자거래에서의 소비자문제 연구」, 『정책연구』 16(3),
한국소비자원, 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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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판매업체나 외식업 자영업자 등 온라인 플랫폼을 사업적으로 이용하는 이용
사업자와의 중개거래에서 불합리한 계약조건을 강요하거나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8) 한국법
제연구원 실태조사(2019)에 따르면 오픈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광고비 등
비용 및 판매수수료 과다(58.3%)’, ‘일방적인 책임 전가(37.5%)’ 및 ‘할인쿠폰,
수수료 등 기준 불분명 및 부당한 차별적 취급(33.3%)’ 등의 불공정거래행위 피
해를 경험했으며,29) 특히 오픈마켓의 경우 전체 거래 오픈마켓 업체 중 불공정
행위를 경험한 업체는 전체의 41.9%로 나타났다.30) 또한 중기부 실태조사
(2021)에 따르면 입점업체 중 47.1%가 온라인 플랫폼 업체와 거래 시 부당행위를 경
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수수료 및 거래절차와 관련한 부당행위를 경험한
비율이 91.8%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타 플랫폼 이용 제한 및 차별적 취급
(24.9%), 부당 요구(1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31)
다만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경쟁법 체제 하에서 제한적으로 제재
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0년에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분야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검색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변경하여 자사 상
품·서비스(스마트스토어 상품, 네이버TV 등)는 검색결과 상단에 올리고 경쟁사는 하
단으로 내리는 등 부당하게 검색결과 노출순위를 조정한 행위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
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사례를 들 수 있다(공정위의결2021-027).32) 네이버
쇼핑 알고리즘 조작 건에서는 일반 불공정거래행위(차별적 취급, 부당한 고객유인)뿐
만 아니라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사업활동 방해) 행위도 인정되었다.
최근 쿠팡에 대해서도 경쟁 온라인몰에서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서
는 공정거래법 제24조와 동법 제55조의3을 적용하였으며, 마진 손실을 보전하기 위
해 광고 게재를 요구한 행위 및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을 전가한 행위, 연간거래 기본
28)

민병덕의원 등 10인(2021),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참고,
//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2M1F0V4G0H1U1I2K1Y6P1T4V5S3N0
김윤 정 (2019), 『2019 년 전자상거래 불공정거래행위 현황과 판매자인 식 실태 조사(판매자)』, 한국법제연구
http:

29)

원, pp.5-6.

섭 외(2018), ｢온라인 유통분야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중소기업연구원, p.13.
벤처기업부(2021), ｢온라인 플랫폼 사용기업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p.29.
공정거래위원회 (2020.10.7.), ｢네이 버 (쇼핑 , 동영상 부문 ) 시장지배 적 지위 남용행위 및 불 공정거래행위
제 재 ｣, https://www.ftc.go.kr/www /selectReportU serV iew.do?key= 10& rpttype=1 & report_data_n
o =8759(2021.10.25.)

30) 이정
31) 중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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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내용으로 약정하지 아니한 판매장려금 수취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제32조와
제35조를 적용하여 각각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공정위의결
2021-237).33)
공정위원회 제재 등 제한적 규제 외에는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법에서의 거래 공
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함)이나 전자상거래법 등으로 온
라인 플랫폼 산업을 규제하는 것은 어렵다. 대규모 유통업법의 경우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를 대규모유통업자로 규
정하면서 직매입을 기초로 하고 있어, 직접 거래에 참여하지 않는 중개서비스업자인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는 적용대상이 되지 않으며, 전자상거래법은 플랫폼사업
자와 소비자와의 관계(P2C)에 적용되어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 규제되
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정거래법은 플랫폼사업자 간의 관계(P2P)가 적용되고 있어, 플랫폼사업자와
입점업체 간의 관계(P2B)에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있다. 특히 공정거래법에서는 온라
인 플랫폼 거래에서 계약서 작성ㆍ교부와 표준계약서 마련, 상생협약 등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별도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행 규제방식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포괄적으로 다루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외에도, 중개거래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소비자와 관련하여 ｢전자상
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 규제할 수 있는 반면,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규제는 부재하다는 점에서 해당 법적용 측
면에서도 법적 공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3.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정부안) 주요 내용
1) 온라인 플랫폼 관련 발의법안 현황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급증하고 소비자와 사업자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거래
의존도가 심화되면서 정부 및 국회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제기하여
다양한 규제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 관련 입법발의안은 총 9건으로, 송갑석의원, 김병욱의원, 민형배의원, 정부, 배
33) 공정거래위원회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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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교의원, 성일종의원, 민병덕의원, 윤두현의원의 법률안은 정무위원회에 제출되었으
며 전혜숙의원의 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되었다(표 2).
<표 2> 온라인 플랫폼 관련 입법발의안 현황(‘21.12월 기준)
제안의원
의안명
제안일자
통신판매중개거래의
송갑석의원 등 10인 온라인플랫폼
2020.7.13.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이용자 보호에 관한 2020.12.11.
전혜숙의원 등 12인 온라인 플랫폼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김병욱의원 등 12인
2021.1.25.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민형배의원 등 10인
2021.1.27.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정부
2021.1.28.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배진교의원 등 10인
2021.3.8.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중개서비스 이용거래의 2021.3.15.
성일종의원 등 11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2021.4.20.
민병덕의원 등 10인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윤두현의원 등 12인
온라인 플랫폼 기본법안
2021.11.23.

의안번호
2101835
2106369
2107622
2107703
2107743
2108626
2108802
2109598
2113487

자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2) 정부안의 주요 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하고 혁신적인 디지털 생태계 구축을 위해 2020년 6월에
‘디지털 공정경제 종합 대책’을 발표하였으며, 해당 대책의 청사진으로 온라인 플랫폼
과 입점업체 간 자율적 거래 관행 개선 및 분쟁 예방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추진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마련한 법안(정부안)은 특별법 도입 방식으로
현행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총 6개 장(章)과 38개 조문 및 부
칙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3).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안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중개거래의 투명성을 제
고하고,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공정한 경쟁 여건을
조성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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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발의되었다(안 제1조). 주
요내용으로는 크게 일정 규모 이상34) 플랫폼 사업자에 대하여 필수 기재 사항을 명
시한 계약서 작성교부의무
․
, 계약 내용 변경 및 서비스 제한중지종료
․
․
시 사전 통지
의무를 부과하고, 플랫폼 거래 모델 특성에 맞는 금지 행위를 적용하는 내용으로 구
성되어 있으나,35) 본고에서는 핵심규제로서 중개거래계약서 작성・교부의무(안 제6조)
및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안 제9조)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구분
제1장
총칙

제3장
분쟁의
조정

제5장

모가 작은 플랫폼은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등이 어렵다는 점, 사업 초기부터 법 적용 시 혁신저
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매출액 100억 원 이내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또는
판매가액 합계액 1,000억 원 이내의 범위에서 시행 령으로 정하는 금 액 이상의 플랫폼 만 법 적용대상으
로 설정하 였다.
공정위원회 (2021.1.25.), ｢온라인플랫폼공정 화 법 국 무회의 통과 ｣, https://www.ftc.go.kr/www /select
ReportU serV iew.do?key= 10& rpttype=1 & report_data_no=8925(2021.10.27.)

34) 규

해 우

35)

<표 3>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정부안)의 구조
조문명
구분
조문명
제5조(신의성실의 원칙)
제2장
제1조(목적)
제6조(중개거래계약서 기재사항
온라인플랫폼
제2조(정의)
및 교부 등)
중개거래의
제3조(적용 범위)
제7조(중개거래계약 해지 등의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정화
사전통지)
제8조(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한 서류 보관)
제9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0조(보복조치의 금지)
제11조(협약체결의 권장)
제2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12조(분쟁조정협의회의설치및 제4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제21조(처분대상의 제한)
구성)
제13조(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의 사건처리 및 조치 제22조(시정명령)
제23조(시정권고)
위촉 제한)
제24조(동의의결)
제14조(협의회의 회의)
제25조(이행강제금)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26조(과징금)
제16조(조정 신청)
제27조(｢독점규제 및
제17조(조정)
공정거래에 관한
제18조(조정조서의작성과그효력)
법률｣의 준용)
제19조(협의회의 조직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관계행정기관의장의협조) 제6장 벌칙
제34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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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보칙

조문명
구분
조문명
제35조(벌칙)
제29조(서면실태조사)
제36조(양벌규정)
제30조(손해배상책임)
제37조(고발)
제31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38조(과태료)
제32조(비밀엄수의 의무)
제33조(벌칙적용시의공무원의제)
<부칙> 제1조(시행일)
제2조(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시장의 현황 조사를 위한 준비행위)
제3조(일반적 적용례)
제4조(중개거래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자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의안원문(2107743) 발췌

(1) 중개거래계약서 작성・교부의무(안 제6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정부안)에는 계약 상대방인 입점업체에게 거래조건을 투
명하게 공개하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플랫폼 사업자에게 계약서 작성·교
부 의무를 부여하고, 주요 항목은 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으로 지정하여 계약서에 의
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였다(안 제6조). 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대
규모유통업법과 같이 ‘사전규제’ 방식을 차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중개거래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는 사항으로는 통상적인 주요 거래조건 외에 플랫폼 중개거래에서
입점업체 이해관계에 직결되는 사항으로서 입점업체 보호 및 분쟁예방을 위해 특별히
요구되는 항목을 포함하였는데, 서비스 내용·기간 및 대가, 서비스 개시제한중지변경
‧
‧
‧
사항, 상품 노출 및 손해 분담 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다(표 4).
이하 <표 4>와 같이, 정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7가지 항목은 초기 공정거래위원회
법안에서 제시한 14가지 항목36)보다 절반 정도 축소된 항목으로서, 초기 법안에서는
36)

초기

게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료의 부과 기준 및 절차, 2. 중개계
약 기간 , 계약 갱신 절차 , 계약 내용 변경 시 절차 , 계 약해지 사유 및 절차 , 3.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
스 등의 개시 , 제한 , 정지의 기준 및 절차 , 4. 판매상품 의 반 품 , 환 불 , 교환 등의 절차 및 기준 , 5. 판매
대금의 정산 방 식 및 정산대금 지급 절차 , 방 식 , 시기 , 6.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다른 온라인 플랫
폼 등을 이용하여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제한하는지 여부 및 그 내용 , 7.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의 재화 등의 판매가격 , 판매방 식, 판매량 , 배송방 식, 결제방 식 등 결정에 관한 관여 또는 제한 여부 및
그 내용, 8. 할인쿠폰 발행 등 판매 촉 진행사 실 시 기준 , 절차 , 비용분담 에 관한 사 항 , 9. 판매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분담 기 준 , 10.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판매하는 재화 등의 정보가 온라인 플
랫폼에서 소비자에게 노출 되는 방 식 및 노 출 순 서의 결정 기 준(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지 불 하는 수
수 료 가 노 출 방식 및 순 서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다 ), 11.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자신이 직접 판매하거
공정위 법안에서 제시한 14 가지

중개서비스 등의 구체적인 내용

및

항목은

1.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이에 대한 대가로 수

취하는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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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계약에 관한 사항을 넘어 사후규제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한 내용까지 기재
하도록 하여 향후 산업 위축 우려는 물론,37) 사업전략 및 영업비밀을 공개하는 것에
대한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사업자의 비판 등이 제기되어 조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38)
<표 4>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항목
1. 중개거래계약의 기간, 변경, 갱신 및 해지 등에 관한 사항
2.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의 내용, 기간 및 대가 등에 관한 사항
3.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의 개시, 제한, 중지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4.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반품, 교환 및 환불 등에 관한 사항
5.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온라인 플랫폼에 노출되는 순서, 형태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
6. 거래과정상 발생한 손해의 분담 기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중개거래계약 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자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의안원문(2107743) 발췌

제6조 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온라인 플랫폼 이
용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때에 중개거래계약 기간,
변경 및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를 온라인 플랫
폼 이용사업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안 제6조제1항). 또한 공정거래위
원회는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안 제6조제4항).
계열회사

나 자신의

또는 자신이 영업

랫폼 이용사업자가 판매하는
이용사업자

및

38)

판매하는

재화 등과 다른 온라인 플
준, 12. 온라인 플랫폼

그 내용과 기

소비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정보를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수 있는지 여부 , 제공 가능한 정보의

이용을 위해 다른 서비스를 이용해

37)

활동을 통제하는 회사를 통해
르게 취급하는지 여부 및

등을 다

범위, 제공 방식 및 조건, 13.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특정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해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내
용 , 14. 그 밖 에 중개계 약 당 사자의 권리 ㆍ 의무 에 관한 사 항 으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 항이 었 다(공정거
래위원회 (2020.9.28.),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 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입 법예고 ｣,
https://www.ftc.go.kr/www /cop/bbs/selectBoardArticle.do?key= 193 참고 )
정무 워원회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 화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 2021.2.를 통해 방송통신위원
회 및 과학기 술 정보통신부가 의 견 을 제시한 내용 임 을 알 수 있다.
법률신문 (2021.6.11.), ｢[온라인플랫폼 특집 ] 온라인플랫폼 공정 화 법의 주요 쟁점 ｣, https://m.lawtime
s.co.kr/Content/Article? serial=170676(2021.10.31.)
제공

받을

재화

야

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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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내용은 온라인중개계약서와 이용약관을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한 송갑석의원
안(안 제9조) 및 온라인중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 의무와 함께 계약서 기재사항으로
10가지 사항을 명시한 김병욱의원안(안 제7조), 계약서 기재사항으로 14가지 사항을
명시한 민형배의원안(안 제7조)과 비교해볼 수 있다. 특히 계약서 기재사항으로 정한
항목의 경우 정부안에서는 모든 플랫폼에 공통적으로 적용가능한 통상적 주요 거래조
건으로 <표 4>와 같이 7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반면, 김병욱의원안 및 민형배의원안
에서는 7개 사항 외에 ‘입점업체를 통해 판매하는 재화 등과 자신 또는 계열회사 등
이 판매하는 재화 등을 다르게 취급하는지 여부 및 기준’을 기재사항으로 정하였다(김
병욱의원안 제6호, 민형배의원안 제11호). 또한 민형배의원안에는 ① 다른 플랫폼에서
의 영업제한(제6호), ② 재화의 판매가격 ‧판매방식 ‧판매량 ‧배송방식 ‧결제방식 제한
여부 (제 7호 ), ③ 판매촉진행사의 실시 기준, 절차,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제8호) 등과
같이 개별 거래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항도 기재항목으로 정하였다.39)

(2)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안 제9조)

제9조에서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조항(공정거래법 제23조(불
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
방과 거래하는 행위)을 구체화하여 적용하고, 플랫폼 사업 모델의 특성에 맞는 거래상
지위 인정 기준을 도입했다. 제9조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
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상품 또
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거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온라
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안 제9조제1
항).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안 제9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불공정행위 유형으로는 ①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구입할 의사가 없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
하는 행위(구입강제 행위), ②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ㆍ물
품ㆍ용역,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
위), ③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떠넘기는 행위(부
당한 손해 전가행위), ④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불이익 제공행위), ⑤ 온
39) 정

무워원회,

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 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 2021.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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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경영 간섭행위)로 정하고 있다.
정부안의 경우 위와 같이 금지하는 불공정행위 유형을 5가지로 규정하고 있는 반
면, 송갑석의원안, 김병욱의원안, 민형배의원안에서는 경쟁제한적 성격을 갖는 불공정
행위 또한 금지행위에 포함하였다. 송갑석의원안과 김병욱의원안에서는 정부안에서 제
시한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 부당한 손해전가행위를 포함하여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행위,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 배타적거래 강요행위, 거래거절행위 등 경쟁제한적 성
격을 갖는 불공정행위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하였다. 또한 민형배의원안은 정부안에서
제시한 5가지 유형과 함께 경영정보 제공 요청 거절행위, 차별취급, 거래거절 등과
같은 경쟁제한적 성격을 갖는 불공정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거래에 대해서만 적용되
도록 하고, 그 세부적인 판단기준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시장의 구조 및 현황 등40)을 고
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안 제9조제3항).
4. 소결 : 핵심 규제에 대한 BC분석의 필요성

온라인 플랫폼 사업은 플랫폼을 매개로 연결된 둘 이상의 그룹 간의 ‘중개’ 혹은
‘매개’를 핵심적 개념요소로 하고 있으며, 현행 개별법에서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
중개업자’,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그리고 ｢저작권법｣상 ‘온라인
서비스제공자(OSP)’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정의되고 있다.
온라인 유통시장의 성장은 물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회적 상황으로 오픈마
켓과 배달앱 등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전년 대비 19.1%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향후
성장 가능성 및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용 소비자의 선호
가 몇 개의 온라인 플랫폼에 집중되어 독과점화 되는 경향이 있으며 독과점적인 시장
구조 하에서는 플랫폼 운영자가 이용자를 강하게 통제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한다는
준은 1.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시장의 구조 및 현황, 2. 온
태, 특성 및 빈도, 3.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사업능 력 수 준 및 그 격차 , 4.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대한 의
존도, 5.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수량 및 특성,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 5호 까 지의 규정에 따른 사 항 에 준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 항 을 고 려하도록 정하고 있다 .

40) 거래상 우

월적

지위 여부에 대한 판단 기

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이용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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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6월에 ‘디지털 공정경제 종합 대책’을 발표하
였고 그 후속조치로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국무회의를
통과(’21.1.26.) 후 국회통과를 예정하고 있다. 해당 정부안은 온라인 플랫폼에 가입
한 입점업체의 지지를 받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부각되는 반면,41) 장기적인 측면에서
제정안의 실효성 측면에 대한 우려가 제기42)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예컨대, 중개거래계약서 작성・교부의무(안 제6조)에 관한 규정은 계약 내용의 투
명성 증진을 통해 분쟁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 발생 시 해결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이 기대되는 반면, 계약서 교부행위의 실효성과 더불어 ‘검색노출
순위 결정기준’ 등 온라인플랫폼사업자의 영업노하우를 공개함으로써 사업자의 경쟁력
약화 및 후발주자의 무임승차 가능성이 있다.43) 또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안 제9조)
규정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긍
정적이나 과도한 규제 및 플랫폼 산업의 혁신 유인 저해에 대한 우려 또한 예상 가능
하다.
그러나 이러한 핵심규제 신설로 인해 발생할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되지 않아 법제정 효과를 추정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법제정 이후 발생할 규제효과를 정량적으로 추정하고, 추정된 결과를 활용하여 향후
제도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등의 정책적 기초자료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픈마켓, 배달앱)에 가입한 입점업체 중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98.8%, 배달앱 입점업체의
%가 공정위 발의법안 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구체적 대응기
반 마련 을 이유로 찬성하 였다 (중소기업중앙 회 (2021), ｢오 픈마켓 입점업체 98.8% , 배달 앱 입 점업체 68.
4 %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 제정에 찬 성 ｣, https://www.kbiz.or.kr/ko/contents/bbs/view.do?mnS
e q=207& se q=149711# none(2021.10.28.))
법 의 실 효성 측 면 에서 외 국 기 업에 대 한 국 내 규제 의 적 용가 능 성(applicability)과 집행 가능 성
(enforceability) 의 차 이에서 기인하여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우 려 가 있다는 의 견 도 제기된 바 있다 .
중개거래 계 약서 기 재 사 항 제 5 호에 따른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 역 이 온라인 플랫폼에 노 출 되는 순 서 , 형
태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예컨대, 검색알고
리즘은 사업자의 분석기술과 투자의 결과물이기도 하여 이를 공개할 경우 사업자의 경쟁력 약화와 함께
후발주자의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법률신문(2021.6.11.), ｢[온라인플랫폼 특집] 온라인
플 랫 폼 공 정 화 법 의 주 요 쟁 점 ｣ , h ttp s: // m .law tim es .c o.kr / Co n ten t / Ar ticle ? se rial = 1 70 6 76

41) 온라인 플랫폼(오
68.4

42)
43)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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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정부안) 도입의
비용편익분석
1. 분석대상조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정부안)은 제1장 총칙, 제2장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 제3장 분쟁의 조정, 제4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 및 조치, 제5장 보칙,
제6장 벌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규제적 시각에서 보면 각 장은 규제의 원칙과 기준,
행정규제, 행정내부규제 및 이로 인한 파생규제, 규제 미준수 시 벌칙규정 등을 다루
고 있는데, 본격적인 행정규제를 다루는 제2장 및 제3장, 그 중에서도 제2장의 제6조
(중개거래계약서 기재사항 및 교부 등)와 제9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는 온라인플랫
폼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목표하는 대표규제라고 볼 수 있겠다. 본 장에서는 두
조문이 신설되었을 때 어떠한 효과가 발생할지 비용편익분석을 수행할 것이다.
2.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정부안) 제6조의 비용편익 식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정부안) 제6조에는 플랫폼 거래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기재하고 교부해야 하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계약의 기간·갱신 및 해지·중지, 거래
되는 재화나 용역의 반품·교환·환불, 손해분담 등 일반적인 거래계약서에서 볼만한 내
용도 담고 있지만, 제1항 제5호에는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온라인 플랫폼에 노
출되는 순서, 형태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이라는 온라인플랫폼 계약의 특수성을 보
여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해당 플랫폼에서 판매경쟁을 하는 이용사업자 중에
누구의 상품을 먼저 소비자에게 보여줄 것인가,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어떤 상품을
보여주고 어떤 상품을 보여주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도록 규정하는 것
이기 때문에, 플랫폼업자가 그 기준을 숨기거나 임의로 바꿀 수 없게 해주는 장치가
된다.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이 기준을 인지하고 받아들일 경우에만 계약이 성립되므
로, 시장에 투명성을 공급하는 조문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시장에 투명성뿐만 아니라 공정성을 공급하려면 플랫폼업자와 플랫폼 이용
사업자 간 협상력이 대등하다는 전제가 요구된다. 해당 규정은 ‘상품의 노출기준 등을
이용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설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라 ‘(설령 불리하게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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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더라도)상품의 노출기준 등을 명시하고 알려야 하는’ 규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므
로 플랫폼업자와 이용사업자 간 협상력이 대등하지 못하면, 이용사업자는 자기에게 불
리하고 부당한 규정으로 느껴진다 하더라도 거래를 수락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기
고, 본 조항만으로는 의도했던 규제효과가 쉽게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플랫폼시장에서 이용사업자는 소비자가 많이 찾는 플랫폼일수록 접근할 유인이 생
기는데, 소비자도 마찬가지로 이용사업자(품목)가 많은 플랫폼일수록 접근할 유인이
생기므로, 이러한 쌍방요인이 시간에 따라 온라인플랫폼 시장을 몇 개 되지 않는 거
대사업자가 점거하도록 만든다. 음식 배달 플랫폼은 ‘배달의민족’이 66.0%, 요기요가
17.9%, 쿠팡이츠가 13.6%로 3사가 97.5%를 점유44)하고 있으며, 택시 호출 플랫폼
은 ‘카카오T’가 홀로 90% 이상의 택시기사를 확보45)하고 있고, 온라인 쇼핑 플랫폼
은 네이버쇼핑(17%), 쿠팡(14%), 신세계(12%), 11번가(6%)의 단 4개사가 시장의 절
반을 차지46)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만큼 플랫폼업자와 이용사업자 간 협상력은
대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바로 이러한 부분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발의된
배경이기도 하다.
그 효과와는 별개로, 그간 합의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거래를 해 온 경우 비용
편익분석에서 계약서 작성의 행정비용이 식별되어야 한다. 계약서를 만드는 비용은 플
랫폼 사업자에게 발생할 것이며, 계약 관련 협상 비용은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사업자
모두의 시간을 할애할 것이다.
3.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정부안) 제9조의 비용편익 식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정부안) 제9조는 플랫폼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제3항은 피규제 대상이
되는 플랫폼업자를 규모나 파급력 등에 따라 대형 플랫폼업자만으로 국한하는 규정으
로서 해당 규제가 협상력의 차이에서 오는 불공정을 개선하려는 것임을 보여준다. 다
만 법률 수준의 위계에서 보여주는 불공정거래행위나 적용대상에 대한 정의는 추상적
으로,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 등에 위임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비용편익분석을
리안(2021.07.02.), 「국내 배달앱 시장, 배민·쿠팡이츠 양강구도 굳히기 뚜렷」, https://m.dailian.c
/ / /
디지 틀 조선 TV(2021.09.14.), 「카카오택시 점유 율 92 %, 독과점 논란 … 김상훈 “경제활력 저해 , 국토부 ,
방 임”」, http://www.dizzotv.com /site/data/html_dir/2021/09/14 /2021091480092.html
한국금융 (2021.07.30.), 「격변의 이 커머스 시장 , 줄줄이 매각 에 인적 쇄 신 까지 」

44) 데일

o.kr news view 1007169

45)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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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나름의 가정을 섞는 것이 불가피하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정부안)의 불공정 거래행위는 공정거래법의 불공정 거래
행위와 상당부분 흡사하므로(표 5) 규제효과는 차별성을 지닌 조문에서 발생한다고 보
는 것이 합리적이다. 공정거래법이 규제대상을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없더라도 플랫폼업자 또한 불공정행위의 금지주체에 해당
되어 왔기 때문이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정부안) 제9조 제1항 제1호 ‘구입의사
가 없는 재화 등의 강제구매’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상 지위의 남
용, 그중에서도 ‘구입강제47)’에 해당한다. 제2호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는 공정거래
법 ‘이익제공강요48)’와 일치한다. ‘불이익을 주는 거래조건 설정 및 변경’은 ‘불이익
제공49)’과,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는 ‘경영간섭50)’과 같다. 오직 제3호 ‘손해를
떠넘기는 행위’만이 1:1 대응조문이 존재하지 않는 차별화된 조항으로 확인되었다.

47)
48)
49)
50)

독점규제
독점규제
독점규제
독점규제

및
및
및
및

령
시행령
시행령
시행령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별표
[별표
[별표
[별표

]
1의 2]
1의 2]
1의 2]

목
나목
라목
마목

1의 2 제6 호 가
제6 호
제6 호
제6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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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공정거래법과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안(정부안) 상 불공정 거래행위의 정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 1의2]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안정부안
( )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불공정 거래행위
(제6호 거래상 지위의 남용 각목)
(제9조 제1항 각호)
1.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가
가. 구입강제
의사가 없는 재화 또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 구입할
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
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하는 행위
나. 이익제공강요
2.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물품·용역 기타의 게온라인
자기를
위하여 금전·물
경제상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품
·
용역
,
그
밖의 경제상 이
다. 판매목표강제
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 행위
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 3.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제하는 행위
게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손
라. 불이익제공
떠넘기는 행위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 4. 해를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 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
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마. 경영간섭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 그
주는
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시 5. 온라인행위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설규모·생산량·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섭하는 행위
자료: 법령정보센터(law.go.kr), 최근검색일 2021.10.25.

2019년 한국법제연구원의 실태조사51)에 따르면, 대규모 온라인쇼핑몰(네이버쇼핑,
CJ몰, 쿠팡 등)에 입점경험이 있는 이용사업자 표본 중 61%는 플랫폼업체로부터 불
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해 보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거래행위의 종류로는 ‘광고비 등 비
용 및 판매수수료 과다’, ‘일방적인 책임 전가’, ‘할인쿠폰, 수수료 등 기준 불분명 및
부당한 차별적 취급’, ‘일방적인 정산절차’, ‘합의된 서면 계약서의 부재’, ‘상품·서비
스 가격의 과도한 인하 강요, 자사거래 우선배송 강요 등’, ‘촉박한 기일지정 후 지체
상금 부과’, ‘광고수단 제한’으로 응답되었는데, 몇몇 항목과 같이 소비자들을 끌어 모
으고 경쟁플랫폼의 점유율을 빼앗아 오기 위해 과도한 광고, 가격할인, 무료배송·반품
프로모션 등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플랫폼업자가 이용사업자에게 일부 또
51) 김

윤정(2019), 『2019년 전자상거래 불공정거래행위 현황과 판매자인식 실태조사(판매자)』,한국법제연구원.

234 ∙ 과학기술정책 | 제4권 제2호(2021.12.)

는 전부 전가하는 것이 바로 제3호 ‘손해를 떠넘기는 행위’의 예시라고 볼 수 있겠다.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실태조사52)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용사업자 중 상당수(47%)
가 플랫폼업체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하였다고 응답했다. 그 중에서도 91.8%가
겪었다고 답한 것은 ‘수수료 및 거래절차’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였는데, 광고판촉비와
판매수수료 관련 불만이 주를 이루었다. 조사대상인 오픈마켓·배달앱·숙박앱·부동산앱
의 각 분야 이용사업자 모두로부터 가장 많이 지적받는 불만항목이었는데, 이는 산업
전반적으로 이용사업자가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선을 넘어선 수준으로 광고·프로모션
할인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OECD는 2018년 6월 위원회 회의에서 전자상거래의 독과점화가 발생시킬 수 있
는 문제점들을 전반적으로 논의53)하였는데, 이 중 지배력이 있는 온라인플랫폼이 이
용사업자에게 가할 수 있는 부당한 행위로 적용해볼 수 있는 부분은 이윤압착
(margin squeeze), 무임승차(forced free-riding), 차별취급(discriminatory
leveraging), 착취관행(exploitative practices)이다. 이윤압착에는 수직통합 사업자
(자사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기도 하는 플랫폼업자)가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을 설
정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매단계 사업의 적자를 제조·도매단계 사업의 흑자로 메
우고 가격경쟁에서 밀린 타 소매업체(이용사업자)가 사멸하면 독점적 지위를 획득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무임승차에는 이용사업자가 플랫폼에 등록하고 판매하는 행위과정에
서 플랫폼업자가 얻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별다른 혁신 없이 시장에 참여하여 유사상
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해당되며, 차별취급에는 플랫폼업자가 자사 상품 및
서비스를 다른 이용사업자의 상품 및 서비스에 우선하여 플랫폼에 노출시키거나 앞서
언급한 정보를 활용하여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착취관행으로는 플랫
폼업자의 경우, 할인 프로모션 비용을 이용사업자에게 떠넘기는 행위를 예시로 들고
있다.
정리하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정부안) 제9조의 도입으로 인해 다양한 독과점
플랫폼의 폐해 중에서도 특히 손해를 떠넘기는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해볼 수 있
다. 구체적으로는 플랫폼업자가 임의로 결정했던 판촉, 할인의 비용전가 수준이 이용
사업자가 동의할만한 수준으로 내려올 것을 예상하여 이를 토대로 비용편익을 식별해
52) 중소

벤처기업부(2021),

『온라인 플랫폼 사용기업

53) OECD Directorate for

Financial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 Competition
Background Note』,

and Enterprise Affairs

『Implications of E-commerce for Competition Policy

–

Committee(2018),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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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플랫폼업자가 무리한 광고·판촉을 하고 그 비용을 이용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가
효과적으로 금지될 때, 일정수준 이상의 광고·판촉을 유지하되 그 비용을 이제 자기
자본으로 지출하게 될 가능성보다는, 규모를 일정 부분 줄이는 행동 양상을 보여줄
가능성이 (해당 광고·판촉이 무리한 수준이었음을 상기할 때) 더 높아 보인다.
광고·판촉비용이 일정 수준 줄어들면 이용사업자의 영업비용이 줄어든다. 이금노
외(2016)는 이용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수수료 등 추가비용이 발생하
면 결과적으로 상품의 가격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보았다.54) 역으로 영업비용이 줄어들
면 자체적인 경쟁에 의해 상품의 가격이 낮아지거나 품질이 제고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해당 편익은 더 낮은 가격에 또는 더 질 좋은 상품, 더 많은 상품을 구매
할 수 있게 된 소비자의 효용으로 귀속된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비슷하지만
더 강력한 내용으로 게이트키퍼(주요 대형 온라인플랫폼업자 및 검색엔진 사업자)를
규제하는 EU의 디지털 시장법(DMA)55) 제정 시 그 영향분석서(Impact Assessment
Report)에서도 기업이 광고에 대한 지출을 줄이고 비용을 낮추는 것이 가격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러한 절약이 소비자 잉여로 전달된다고 보았다.56)
4.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정부안) 제6조 및 제9조의 비용편익 분석
1) 제6조 계약서 작성의 행정비용 분석

앞서 식별한 규제의 비용은 제6조와 관련하여 플랫폼업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계약서 작성의 행정비용이며, 규제의 편익은 제9조와 관련하여 부당한 광고·판촉비용
절감으로 연결되는 소비자 효용 편익이었다. 먼저 계약서 작성의 행정비용을 분석하
면, 시행령 등 위임규정으로 규제가 구체화되지 않은 지금 시점에서 정부안 제2조 제
3호 가목의 플랫폼 서비스로 인한 총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또는 나목의 플랫폼 중
개를 통해 판매된 총액 1,000억 원 이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속하는 기업
54)

이금노 ·서종희 ·정영훈 (2016),

「온라인플랫폼

기반

소비자거래에서의

소비자문제

연구」,

『 정책연구』

16(3), 한국소비자원, p.133.
55)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contestable and fair markets
in the digital sector (Digital Markets Act), EC 문서
56) European Commission(2020), 『Commission Staff

x

Report (Anne es)』, EC 문서

번호 SWD(2020)364

번호 COM(2020)842
Working Document

Impact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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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를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다만 지난 2020년 중순 정부안 발의로 한차례 논의된
당시의 규제영향분석서57)를 살펴보면, 입점업체 및 플랫폼 사업자 간담회, 전문가 간
담회 등을 통해 피규제자를 어느 정도 구체화해둔 흔적이 있다. 당시의 발의안 또한
현재의 발의안과 동일한 기준(서비스 매출액 100억 원 등)으로 피규제자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정부가 2020년을 기준으로 설정한 24개 플랫폼업자와 그 이용사업자들을
계약서 작성의무의 피규제자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2019년 한국법제연구원의 실태조사58)에 따르면, ‘합의된 서면 계약서의 부재’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중은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나라도 경험하였다고 대답한 응답자(전
체의 60.8%) 중에서도 25%를 차지하므로,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전체의 15.2%
가 합의된 계약서를 쓰지 않고 거래를 하는 셈이 된다. 그런데 한편, 2021년 중소벤
처기업부의 실태조사59)에 따르면, ‘합의된 서면 계약서 부재’의 응답률이 전체의
3.1%에 그친다. 약 12%p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인데, ‘합의된’ 서면 계약서 부재와,
합의된 ‘서면 계약서 부재’ 라는 조사문항 해석의 차이가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2021년 실태조사 조사문항이 ‘플랫폼 업체와 귀사 간의 합의된 서면 계약
서 부재’인 반면 2019년 실태조사 조사문항은 ‘판매조건이나 수수료 등과 관련하여
합의된 서면계약서/전자계약서 없이 진행하여, 향후 법적분쟁 발생 시 입점사업자(판
매자)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일방적으로 불리한 입장’이라는 예시를 통해 그 계약서가
정말로 합의된 계약서인지를 응답자로 하여금 돌아볼 수 있게 하였기 때문이다. 때문
에 전체의 15.2%에 협의 및 계약서 작성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앞
서 설명하였듯 계약서의 질, 협상력의 교정 등의 규제효과는 법률안 제9조의 편익으
로 갈음된다.
계약서를 단순히 작성하고 교부하는 것은 대다수 이메일 등 전자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므로 큰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만, 플랫폼업체와 이용사업자가 계약내용을
합의하는데 이르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각 시간과 가능성을 정밀하게 추정하
는 것은 불가능하나, 타법의 규제영향분석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적절한 가정을 세울
수 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고시 개정60)의 규제영향분석에서는 육
57)
58)
59)
60)

KDI 규제연구센터 내부자료 참고
김윤정(2019), 『2019년 전자상거래 불공정거래행위 현황과 판매자인식 실태조사(판매자)』,한국법제연구원.
중소 벤처 기업부 (2021), 『온라인 플랫폼 사용기업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KDI 규제연구센터 내부자료, 입법예고기간 2019.12.24.-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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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풍력발전 사업 대상지가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포함할 경우 사업자가 협의권자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할 경우, 환경적정성과 산림이용 각 협의주제에
대해 3일과 2일의 협의시간이 드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다른 산업통상자원부의 규
제영향분석(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61))에서는 사업
자에게 정부 제출용 시설설치 계획서를 작성·제출하는 의무를 부과하였는데, 계획서를
작성하는데 2시간, 제출하는데 40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였다. 자율주행자동차 사
고 시 보험회사에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사고관계자에게 조사위원회 출석의무를
부과한 국토교통부 규제(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
정62))의 규제영향분석서는 간단한 신고서 작성·제출에 1시간, 진술을 위한 출석에 1
일(8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았다.
정리하면, 출장이 필요한 의무는 기본적으로 1일부터 시작하여 협의의 강도에 따라
소요일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제출은 40분, 작성은 단순할 경우 20분
부터 복잡할 경우 2시간까지도 나타난다. 플랫폼업체가 계약서 작성에 2시간의 품을
들일 것이라 가정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 그리고 계약서 관련 협의가 발생
할 텐데, 협상 당사자 간의 협상력 갭이 크면 협상의 강도나 소요시간은 크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1일(8시간)만이 소요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63). 이 비용은
플랫폼업체뿐만 아니라 이용사업자에게도 발생하는 비용이 된다.
다음으로 이용사업자의 수를 추정한다. 2019년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61%는 개
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 온라
인플랫폼을 판매창구로 병행 이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여전히 계약은 발생할 수
있다(그림 2). 입점 비율은 플랫폼이 아닌 SNS와 개인의 쇼핑몰을 제외하면 도합
126%에 달하는데, 분석에 이 수치를 이용한다.64)

61)
62)
63)
64)

KDI 규제연구센터 내부자료, 입법예고기간 2020.09.28.-2020.11.08.
KDI 규제연구센터 내부자료, 입법예고기간 2020.09.03.-2020.09.23.
협의를 유선상으로만 끝내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어 비용을 과대추정할 여지가 있다는 한계가 있으나,
반대로 협 의가 다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를 배 제하 였 으므 로 어 느 정도 균 형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물론 오 픈마켓 , 소 셜커머 스, 배달 앱 등 내에서도 여 러 업체가 있어 여기에 중복으로 입 점하는 경우도 많
을 것이며 , 개중에는 경쟁 플랫폼 입점을 불허 하는 계 약의 조건 때 문에 중복 입 점을 하지 않 는 경우도 있
을 것이기에 분석 의 정확 도가 떨어 질 수 있다. 그 러나 개 별 플랫폼에 등록된 이용사업자 수를 알 수 없
는 이유로 부 득불 해 당 가정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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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온라인쇼핑몰별 입점 비율65)

(단위: %)

국세통계포털66) 100대 생활업종 통계를 보면, 2019년 12월 기준 통신판매업자의
수는 271,383개소, 2020년 12월 기준으로는 356,776개소이다. 그런데 동기간 사업
자등록 수는 173,167건으로 집계67)되었다. 이는 순증분 85,393개소보다 두 배가 많
은 수치인데, 그만큼 폐업도 상당하다고 풀이할 수 있다(표 6). 계약의 발생은 폐업한
사업자와는 무관하므로 순증분이 아닌 사업자 신규등록 수치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
다.
코로나19는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비대면산업화를 가속시킨 바 있는데, 최근 몇
개월의 통신판매업 사업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므로 당분간은 이
러한 효과가 지속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신규 사업자 수는 코로
나19 이후의 증가세를 반영하여 매년 48%씩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단, 코로나
19로 인한 오프라인의 온라인화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며, 코로나19가 종식될 경우 과
거의 증가율로 회귀하거나 증가세가 유지 또는 약감소세로 전환할 가능성 또한 배제
할 수 없기 때문에, 분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분석의 기간은 3년으로 제한을
둘 것이다.

윤정(2019), 『2019년 전자상거래 불공정거래행위 현황과 판매자인식 실태조사
벤처부·대중소기업 농어업 협력재단
https://tasis.nts.go.kr/
국 세 청 국 세통 계 ‘100대 생 활밀접업종 신규 사업자 현황 Ⅰ ’

65) 김
66)
67)

결과 보고서』,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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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연간 통신판매업 신규 사업자 현황
연도
사업자 수주1
신규 사업자 수

2017
192,873
76,458

2018
218,616
87,147

2019
271,383
117,039

자료: 국세통계포털 100대 생활업종(https://tasis.nts.go.kr/)
주1: 각 연도별 12월 기준이며, 2021년은 7월 기준

2020
356,776
173,167

(단위: 개소)

2021
415,371
-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면 전체 사업자 430,751개소 중 15.2%에 해당하는 계약 및
재계약건에 비용이 발생하며, 그해부터 매해 신규로 진입하는 사업자 수의 15.2%만큼
의 건에도 동일한 비용이 발생한다. 건당 플랫폼업자에게는 10시간(작성 및 협의)의
기회비용이, 이용사업자에게는 8시간(협의)의 기회비용이 발생하며, 계약서 작성이나
협의에 있어 필요한 공간, 물품 등은 본 규제가 없더라도 구비하고 있었을 운영요소
이기 때문에 비용은 구매가 아닌 감가상각의 개념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 그 규모가
미미하여 분석의 실익이 없으므로 무시한다.
플랫폼업계의 시급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47911)’의, 이용
사업자의 시급은 ‘전자상거래 소매업(47912)’의 임금 자료를 활용하여 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그 상위 항목인 ‘통신 판매업(4791)’이나 ‘무점
포 소매업(479)’조차 임금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오직 ‘자동차 제외 소매업(47)’의 임
금 자료만이 존재하는 문제가 있다.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 민족 등 대형 IT기
업들이 24개 피규제 플랫폼업자로 포진해 있음을 생각할 때 비용이 과소추정될 여지
가 있는 것이다. 다만, 소매업 중에서도 근로자 300인 이상 대기업만의 임금 자료68)
를 사용하면 그 갭이 어느 정도 메워질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의 2020년 평균 임금
총액 4,784,765원을 평균 총근로시간 161시간으로 나눈 시급은 29,719원이므로, 연
간 규제비용을 계산하면 아래의 <표 7>과 같다. 이용사업자의 비용은 소매업 평균치
를 사용하며, 같은 방식으로 도출한 시급은 16,337원이다.

68) 고용노

동부 통계

‘고용노

동 통계

/ 모별 임금 및 근로시간’

산업 규

(http:

//laborstat.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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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정부안)의 규제비용: 계약서
추정(제6조 관련)
소요시간 시급(원)
연도 대상
계약건수(A)
(B)
(C)
플랫폼
10
29,719
업체 (430,751+256,287)*0.15
2022 이용
2*1.26=131,582
8
16,337
사업자
플랫폼
10
29,719
379,305*0.152*1.26
2023 업체
이용
=72,644
8
16,337
사업자
플랫폼
10
29,719
561,371*0.152*1.26
2024 업체
이용
=107,514
8
16,337
사업자

작성과 협의비용
규제비용(백만원)
(A*B*C)
39,105+17,197
=56,302
21,589+9,494
=31,083
31,952+14,052
=46,004

2) 제9조 불공정거래 금지로 인한 소비자 효용 분석

전술한 바와 같이 제9조의 효과인 소비자 효용 증가는 과도한 광고·판촉이 자연적
인 수준으로 줄어듦에 기인한다. 여기서 자연적인 수준이란 제9조 불공정거래 금지
조항에 힘입어 이용사업자가 플랫폼업자에 준하는 협상력을 가지고 계약할 때의 광
고·판촉 부담 수준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겠다. 이금노 외(2016)69)에 의하면 이용사업
자가 지불하는 판매수수료는 매출액의 6~12% 수준이며, 여기에 부가적으로 지불하는
광고비 등은 매출액의 2~3% 정도이다. 이 2~3%가 어느 정도까지 줄어들게 될 것인
지를 먼저 추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다른 산업의 예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은 신사업에 속하지만, 플랫폼 구조를 가진 사업은 예전부터 존
재해왔다. 신용카드업은 판매자(신용카드 가맹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결제 플랫폼이
며, 부동산 중개업, 화물주선사업 등 판매자와 구매자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업종은
모두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있다. 최광의의 개념에서는 도매, 무역, 유통도 같은 범주
에 속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플랫폼 중에서 참고가 가능한 플랫폼은 상당히 한정
적이다. 기존의 중개업은 대부분 공간적 한계로 인해 소규모·다수의 모습을 가지는데,
시장에 그 수가 많으면 지위를 이용하여 판매자나 구매자에게 비용을 전가하기가 쉽
69)

이금노 ·서종희 ·정영훈 (2016),

「온라인플랫폼

16(3), 한국소비자원, pp.1-300, 133.

기반

소비자거래에서의

소비자문제

연구」,

『 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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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기 때문이다. 온라인 플랫폼업처럼 공간적 한계가 부재하여 대규모·소수의 모습
을 가진 플랫폼의 경우를 꼽으라면, 전자적 사업방식을 가진 신용카드업을 들 수 있
을 것이다.
마치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보여주듯, 신용카드회사들은 시장점유율 싸움을 위해
과도한 광고·판촉비를 지불하며 경쟁해왔다. 신용카드회사가 외형확대를 위해 포인트
적립, 할인 등 과도한 프로모션과 광고 선전을 하고 이를 가맹점이 수수료로 메우고
있는 구조의 부당성에 대한 논의가 오래되었는데, 현재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제공받는
서비스와 관련 없는 비용을 가맹점에 부담할 수 없고, 특정 가맹점이 제공받는 서비
스에 대한 비용을 해당 가맹점이 아닌 전체 가맹점이 떠안는 것도 불법이며70), 수수
료의 산정 시 영세 가맹점에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71) 그러나 2012년 이전에는 신용카드회사가 가맹점수수료율을
책정하는 것이 비교적 자유로워, 가맹점의 협상력이 높은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 부여
하는 수수료율은 비교적 낮고, 협상력이 낮은 일반 가맹점에 부여하는 수수료율은 비
교적 높았다. 그 평균 수수료율은 각 1.62%와 2.4%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당시에도
신용 관련 비용(자금조달, 대손), 일반관리비용 등은 가맹점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통해
회수할 수 없었고 마케팅 비용과 모집 비용은 가능하였다.72) 즉, 온라인 플랫폼의 광
고판촉비와 마찬가지로 신용카드사는 가맹점수수료를 통해 가맹점들에 대한 광고·판
촉 및 경쟁플랫폼(타 카드회사)과의 출혈 경쟁을 하고 있던 것이며, 적정 수수료율이
몇 퍼센트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1.62%와 2.4%의 갭은 가맹사업자별 협상력에
의해 벌려질 수 있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서지용(2019)73)은 카드회사의 판관비(마케팅)가 감소한 것이 수익성 제고에 기여한
것을 확인하였는데, 독과점 상태에 도달하지 못한 플랫폼업자들이 서로 독과점에 도달
하기 위해 지출하는 광고·판촉비용은 정상적인 수준보다 과도한 상태일 수 있음을 지
지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이는 2021년 실태조사74)에서 온라인 플랫폼 광고비가 적정
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4(가맹점수수료율 산정시 준수사항 등)
융업법 제18조의3(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
KDI·한국금융연구원·삼일PWC컨설팅(2012),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신용
카드 가 맹 점수수 료 개 편 공청회 발제 자료
서지용(2019), 「국내 카드사 수익 성에 미치는 비용 요 인의 영향 력 에 관한 연구 」,『신용카드 리뷰 』13(3), 사

70) 여신전문금

71) 여신전문금
72)
73)

단법인 한국신용카드학회, pp 1-13.
74) 중소
어업

벤처기업부(2021),
협력재단

『온라인 플랫폼 사용기업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 중소

벤처기업부·대중소기업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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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는 응답은 응답자의 10%에 그쳤으며, 부담된다는 응답은 무려 66%(부담 38.2%,
매우 부담 27.7%)에 달하였다는 점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전반적인 사실들을 통해
법안의 제정으로 이용사업자가 적어도 불법행위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협상
력을 갖출 때 광고·판촉비용을 낮추는 방향으로 계약 내용을 협의할 것이라는 가정을
설정할 수 있으며, 그 부담 인하의 폭으로는 카드사 가맹사업자별 협상력 갭을 산식
에 적용해볼 수 있을 것이다. 갭이 매출액의 2.4%에서 1.62%로 32.5% 차이가 나는
데, 이를 통해 분석에서도 부담이 32.5% 감소할 것이라 가정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는 어디까지나 이상적인 최대치로, 대형마트나 백화점은 고객이 많아 협상력이 상당한
반면,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는 (대형 사업자가 물론 존재하지만)영세사업자인 경우
가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협상력 제고의 효과가 최대치에 못 미칠 수 있어, 절반에
그칠(16.25%)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2021년 10월 통계청의 보도자료75)에 의하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020년 159조
4,382억 원이다. 이는 다시 온라인몰과 온·오프라인병행몰로 나뉘어, 온라인몰의 거
래액은 115조 9,116억 원으로 전체의 72.7%를 차지한다. 분석에는 온라인몰의 거래
액을 사용하며, 온·오프라인을 병행 운영하고 있는 판매자는 자사 홈페이지에서 판매
를 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로 플랫폼 서비스 이용액을 계산하기 위한 산식에서 제외한
다. 물론 그러한 판매자 또한 플랫폼에까지 병행 판매하고 있을 수 있으며, 온라인몰
이라 하더라도 개인 홈쇼핑 사이트에서만 판매를 하는 사업자 또한 존재할 것이기 때
문에 분석 결과엔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 있다.
현재 시점에서는 온라인몰의 2021년 전체 거래액은 알 수 없으나, 1~8월까지의
계는 92조 3,843억 원으로, 단순히 4개월 치를 더 붙이면 923,843*1.5=138조
5,765억 원이 된다. 이는 2020년에 비해 19.6% 더 많은 값으로, <표 6>에서 동기간
사업체 수가 356,776개소에서 415,371개소로 16.4% 상승한 것과 유사하다. 그러므
로 분석에서는 예측치인 2021년 값을 사용해도 무리가 없을 듯 보인다. 한편 2022년
부터는 위의 규제비용 추정과 마찬가지로 비대면 경제활동이 증가해 온 것을 감안하
더라도 코로나19 사태에 의한 일시적 효과가 크게 작용하였을 것을 고려하여 연간 그
수가 더 증가해 갈 것이라는 가정보다는 현재의 활성도가 유지된다는 가정(매해 매출
액 고정)을 사용할 것이다. 또한 정확한 매출액 대비 광고·판촉비를 알 수 없으므로
(2~3%) 보수적인 편익 추정의 관점에서 2%를 사용한다.
75) 온라인

쇼핑동향조사,

『2021 년 8

월

온라인

쇼핑 동향』,통계청

보도자

료(배포일

2021.10.5.)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정부안의 제정효과 추정을 위한 비용편익분석 ∙ 243

한편, 법안이 도입되었을 때 모든 플랫폼업체가 일제히 마케팅을 감소시킬 것이라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어떤 플랫폼은 이용사업자가 감내할 만한 수준의 마케팅이 이
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며, 설령 불공정한 플랫폼업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현재 운
영 중인 방침을 유지하려고 할 것으로, 새로운 법안에 근거하여 문제가 제기되고, 당
국이 제재조치를 취하는 상황까지 도달해야 비로소 행태를 변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된다.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실태조사76)에서 광고비가 부담된다는 66%(적정
10%, 보통 24%) 정도 내에서 플랫폼 불공정행위의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설령 불공정행위 범주에 속하는 수준의 마케팅이 있다 하더라도 플랫폼업체 행위변
화까지의 장애물은 이 뿐만이 아니다. 2019년 법제연구원의 실태조사77)에 의하면,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쟁해결 기관에 의뢰하지 않은 경우가
43.8%에 달했다. 또한 의뢰를 하더라도, 공정위가 모든 경우에 대해 기업의 행태변화
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2021년 공정위의 통계연보78)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위반
으로 2020년 접수된 사건은 총 434건인데, 그중 광고비 부당 전가와 가장 항목이 유
사한 ‘거래상지위남용79)’ 위반유형은 65건 접수되었다. 59건은 처리되지 않았으며,
처리된 6건 중 권고나 경고가 3건, 시정명령이 3건으로 기업행태 변화를 강제한 것은
3건에 그친다고 볼 수 있다. 단, 처리 중 자진 시정한 6건이 있어 이를 합치면 행태
변화가 9건(13.8%) 일어났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광고비 부당(66%), 분쟁해결 시
도(56.2%), 불공정행위 인정 및 시정확률(13.8%)을 모두 산식에 반영하여 규제편익을
계산하면 다음의 <표 8>과 같다.

벤처기업부(2021), ｢온라인 플랫폼 사용기업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p.29.
윤정(2019), 『2019년 전자상거래 불공정거래행위 현황과 판매자인식 실태조사(판매자)』,한국법제연구

76) 중소
77) 김

원.

계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 당하 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로서, 거래상대방이 구입 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 입하도록 강 제하는 행위, 거래상대방에 게 자기를 위해 금전 , 물 품 , 서
비스 , 그 밖 의 경제상 이익 을 제공하도록 강요 하는 행위 등 5가지 항목 으로 이루어 져 있다.

78) 공정거래위원회 (2021),
79)

｢2020년도 통 연보 ｣,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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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정부안)의 규제편익: 불필요한 광고비 감소분
추정(제9조 관련)
연도
2022
2023
2024

이용사업자
광고비(A)
1,385,765*0.02
1,672,618*0.02
2,018,850*0.02

(단위: 억 원)

비용절감율(B)
규제편익(A*B)
(최소) 0.66*0.562*0.138*0.1625 230.53~461.07
=0.0083
(최대) 0.66*0.562*0.138*0.325 278.25~556.51
=0.0166
335.85~671.70

5. 소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정부안)의 규제비용은 계약서 작성의 비용이며, 규제편익
은 부당한 비용전가가 줄어들며 이것이 다시 기업경쟁을 통해 소비자 효용으로 귀속
되는 편익이다. 비용과 편익은 매년 발생할 것이지만 급변하는 플랫폼 시장과 코로나
19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어, 본 분석에서는
분석대상 기간을 3년으로 한정했다.
2022년 법안 효력 발생을 가정하여 연간 규제비용편익을 분석하면 아래의 <표 9>
와 같다. 연평균 순편익은 최소 -163억 원, 최대 118억 원이 된다.
<표 9>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정부안)의 규제순편익 추정
연도
2022
2023
2024
연평균

규제비용
56,302
31,083
46,004
44,463

최소 규제편익
23,053
27,825
33,585
28,154

최대 규제편익
46,107
55,651
67,170
56,309

(단위: 백만 원)

순편익 범위
-33,249~-10,195
-3,258~24,568
-12,419~21,166
-16,309~1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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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종합결론 : 시사점 및 제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자율적 거래 관행 개선 및 분쟁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디지털 생태계 선순환 체계를 도모한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도입 효과는 반신반의일 수 있는데, 분석 결과 부당
한 광고판촉비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줄어들지에 따라 사회적 순편익이 –163억 원에서
118억 원까지 음수와 양수를 오가기 때문이다. 규제에 따른 비용은 비교적 분명하게
발생하는 반면, 편익은 이용사업자의 對플랫폼업자 협상력 상승도에 따라 규제비용을
상회할 수도, 아닐 수도 있을 만큼 작은 규모로 발생하기 때문인데, 이는 정부안 제9
조의 불공정행위 유형의 대부분이 기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와 별다른 차이가 없
다는 점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본 연구가 기본적으로 행정규제의 기업과 민간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다루지는 않았으나 정부안 제9조의 도입은 정부
의 행정력을 추가로 소모할 것이므로, 만일 이것까지 고려하면 도입의 당위성은 더
낮아질 수 있다.
EU 디지털 시장법은 우리 법안과 달리 착취관행뿐만이 아닌 무임승차나 차별취급
에 대해서도 규제(제6조)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영향분석에서 소비자 효용이 무려
연간 130억 유로(한화 17.6조 원)80)로 추정되었다는 점은 우리와의 시장상황이나 경
제규모의 차이를 참작하더라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법안의 사회적 편익을
확실히 담보하려면 초기 공정위안으로 회귀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며, 특히 플랫폼업자가 이용사업자의 정보를 이용해 자사제품 판매에 활용하거나
자사제품을 이용사업자 제품에 우선하여 노출시키는 행위를 추가적으로 저지하는 규
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실효성 있는 규정이 추가될수록 법 제정의 타당성이 늘어
날 것으로 사료되므로, 법 제정 전 충분한 논의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80) European Commission(2020), 『Commission Staff

x

Report (Anne es)』, EC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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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t-benefit Analysis for Estimating the Effect of
the Fair Online Platform Intermediary Transactions Act
Kim Jeongkyu · Yoo Seonghee

Abstract

The Fair Online Platform Intermediate Transactions Act was proposed due to unfair
trade issues that had arisen between online platforms and their sellers. This research
has examined the contents of the proposed bill and analyzed the economic effects
of its major regulatory Articles. As a result of the conducted analysis, it's been stated
that the regulatory Articles will generate annually from –16,309 million won to 11,846
million won of estimated social benefit. In order to secure the validity of the introduction
of the bill, it is necessary to discuss further regulation of free-riding and discriminatory
treatment of platform operators by referring to the EU's Digital Market Act and the
first draft bill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before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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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이산화탄소포집·저장·활용(CCUS)
기술혁신시스템 및
천연가스 레짐과의 공진화 연구*
김영진**
초록

영국 정부는 일찍이 이산화탄소포집·저장·활용(CCUS) 기술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세 차례에 걸친
CCUS 프로젝트를 실시해왔다. 본 연구는 영국의 CCUS 기술개발 과정에서의 CCUS 혁신시스템
의 형성 및 기존 에너지 체제와의 공진화 과정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질문을 제시하였다: 1)3차에 걸친 국가 정책을 통해 영국 CCUS
혁신시스템은 어떻게 발전해왔는가? 2)영국 CCUS 혁신시스템은 기존의 전통적인 천연가스 레짐
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 분석을 위한 프레임워크로는 기술혁신시스템 (TIS)과 다층적관점
(MLP) 모델이 활용되었다. 분석결과, 영국의 CCUS 혁신시스템은 현재 기능상 ‘발전’단계에 이르
렀으며, 2차례의 정책실패를 보완하여 보다 강화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에너지 시스템 전체에 미치는 탈탄소·청정화의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천연가스 레짐과
CCUS 혁신시스템이 보완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포집저장활용 기술
주제어 이산화탄소
유럽지역연구
:

(CCUS),

혁신정책 지속가능 전환 에너지정책
,

,

,

* 본 논문은 “Youngjin Kim and RA Tinoco(2019), 「Understanding the Dynamics of the UK CCUS
Development」, University of Sussex SPRU”의 내용을 기초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작성
되었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글로벌혁신전략연구본부 연구원, veritas.yjkim@gmail.com (주저자, 교신저자)

252 ∙ 과학기술정책 | 제4권 제2호(2021.12.)
Ⅰ. Introduction
The UK is one of the leading countries that actively engage in tackling
climate change. The UK government’s dedication on climate change issues
is well presented in their ambitious targets for CO2 emission reduction,
by 100 percent relative to 1990 level by 2050 under Climate Change Act
(HM Government, 2008). In order to achieve the emission reduction target,
the UK government set out various low carbon policies including a coal
phase-out by 2025 and substitutes of natural gas and renewable energy
for the vacancy of coal.
While natural gas may be considered greener than coal, however, it still
emits a significant amount of CO2, and accordingly, the increasing use in
gas impedes the emission reduction. The substitution of coal has led gas
to be the largest share of CO2 emission (BEIS, 2019a). Thus, it is
imperative to develop clean technology not only to substitute fossil fuels,
but also to decarbonize fossil fuel itself.
This draws attention to carbon capture, usage, and storage (CCUS)
technology. CCUS encompasses methods and technologies to remove CO2
from the flue gas and from the atmosphere, followed by recycling the
CO2 for usage and determining safe and permanent storage options. By
2040, CCUS is projected to reduce 5 GT of CO2 emission a year that is
equivalent to the emissions of more than 3 billion cars(Cheers CLC, 2018).
Morever, without CCS as an emission reduction options in power sector,
the cost required to meet the equivalent reduction is increased by 40
percent(IEA, 2012).
The UK government recognised the CCUS’s potential and has attempt to
promote CCUS technology for last two decades. The UK government
initially focused on CCS technology on coal power system for the first two
national commericialization projects but the attempts had been canceled
twice due to several factors including technological incapability,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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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national energy profile replacing coal with gas, etc. After two
cancellations of commercialization competitions in 2012 and 2016,
respectively, the government announced the new CCUS action plan
focused on natural gas power in 2018 after numerous consultations to
supplement previous attempts(HM Government, 2018). The CCUS Action
Plan aims to develop the first CCUS facility in the UK from the
mid-2020s, and to deploy at scale during the 2030s with sufficient cost
reduction(HM Government, 2018).
Despite the importance of CCUS technology as a decarbonization option
and the government’s recent commitment, there have not been many
studies regarding the CCUS development in the UK, if any, focus mostly
on the technological and engineering aspects, not societal or political
contexts. However, the development and deployment of new technology
can be understood and delivered not only technological innovation, but
also its surrounding contexts including macro environments, related
socio-technical regimes, political contexts, etc.(Markard and Truffer, 2008;
Meleen and Farla, 2013; Bergek et al., 2015).
This paper attempts to understand the development of the CCUS
innovation system in UK with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First, how
does the CCUS innovation system has been developed in UK? Second,
how does the UK CCUS innovation system interact with the conventional
natural gas regime? To this end, we first investigated the progress of the
UK’s CCUS project implemented in three times, and discussed how the
CCUS innovation system is being developed currently, during the third
attempt. Also, we examined the multi-level factors that affect the entire
energy system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existing gas regime, as well
as its interaction with the CCUS innovation system. For the analytical
frameworks, technological innovation system(TIS) and multi-level
persperctives (MLP) are used. Finally,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results,
we present the academic and policy implications related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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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CCUS in the UK.

Ⅱ. Theoretical Background and Literature Review
1. TIS and MLP
In the meantime, various theoretical frameworks for understanding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socio-technical transition have been
developed in the field of innovation studies. One of the representative
frameworks is technological innovation system(TIS) (Carlsson and
Stankiewicz, 1991; Jacobsson et al., 2004 Hekkert et al., 2007; Bergek et
al., 2008), TIS is a framework to understand what factors determine
technological innovation as a surrounding system and how the system
develops and performs(Carlsson and Stankiewicz, 1991). Especially, many
of TIS studies has focused on green technology sectors, which has
become a major part of sustainable transition research(Markard et al.,
2016; Bergek et al., 2015). Some TIS studies may perform in more
in-depth ways while having similar system structure, and the determining
factors in system were conceptualized as system functions. System
functions of TIS mean activities and dynamic factors that influence the
development, diffusion, and use of innovations(Hekkert et al., 2007). There
have been various studies on TIS functions and Bergek et al.(2008)
conducted collective analysis on them(Bergek, 2002; Edquist, 2004; Hekkert
et al., 2007) and concluded 7 main TIS functions: knowledge development
and diffusion, entrepreneurial experimentation, influence on the direction
of search, market formation, development of positive external economies,
legitimation, resource mobilization. The detailed explanation on each
function will be presented in the Chapter IV.
The strengths of TIS is that it provides structural and function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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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meso-level that reaches beyond innovation processes at
niche-level(Markard and Truffer, 2008). Also, TIS offers practical policy
implications with instrumental options by assessing system functions.
However, TIS receives several criticisms due to its somewhat myopic view
on transition since it regards the innovation mainly as an output of the
well-performed TIS itself. This inward oriented perspective may lead to
less attention to the external factors of the system and less systematic
analysis on the environment. Moreover, the TIS approach may overlook
other new technologies in competing TISs that affect the innovation in
the focal TIS.
Another representative framework in innovation studies is multi-level
persperctives (MLP)(Geels, 2002). The MLP framework explains transition
by the interaction between stabilizing process at regime level and
destabilizing processes at landscape and niche level, which can encompass
different levels of transition process from micro to macro. Geels and
Schot(2007) introduced a typology for transition pathways1) of the MLP
framework. Each pathway is distinguished by two criteria. First, timing of
interactions brings about different transition outcomes. If landscape
pressure occurs when niches are not sufficiently developed, such
embryonic state of niches cannot threaten the existing regime. Also,
different natures of interaction lead to different transition pathways.
Landscape can be either reinforcing or disruptive, which stabilizes or
destabilizes the regime. Technological niches can also have competitive or
symbiotic relationship with the existent regime. While competitive niches
aim to replace the regime, the symbiotic ones can solve problems and
improve performance of the regime by adding on.
Despise its strength, however, the MLP framework is also criticized in
that the overarching analysis gives less powerful explanation about the
1)

transformation,

reconfiguration,

technological

re-alignment(Geels and Schot, 2007)

substitution,

and

de-alignment

and

256 ∙ 과학기술정책 | 제4권 제2호(2021.12.)
role of actors and the relationship of actors and institutions. (Smith et al.,
2005; Markard and Truffer, 2008). Moreover, MLP does not explicitly
support legitimacy of policy intervention or suggest policy instruments to
accelerate innovation in technological niches.
Given the characteristics of the two frameworks, it appears that they
have similarities and complementarities to each other. For instance, the
limitation of TIS that pays less attention to the external factors of a
system can be complemented by MLP which encompasses macro
environment as well as a social aspect of the system. Also, the weakness
of MLP that gives less powerful explanation about internal process of
actors and institutions can be explained by the TIS framework which
provides structural analysis. The concept of technological system is also
complementary to the concepts of regime and niches since system can
bridge a gap between existent regime and emerging niches.
Additionally, the TIS framework can be further strengthened by
examining geographical and political contexts around a system(Bergek et
al., 2015). As TIS structural components are always located in certain
geographical areas, the boundaries of TIS is usually related to territorial
limits. Also, TIS components can be coincide with pre-exisiting
infrastructures in regional contexts since the newly emerging technology
system is embedded in the existent structures that have developed for a
long time in a specific territory. Interaction with political context plays a
significant role for large scale transition due to its impact on institutional
alignments such as changes in rules, beliefs, and regulations (Freeman and
Louca, 2002; Fuenfschilling and Truffer, 2014).

2. Literature review on CCUS technology
Despite the importance and potential of CCUS technology, few studies
have been devoted to understand the CCUS development in social science
and innovation studies. Lai et al.(2012) analysed the CCS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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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from TIS perspective. They conducted a survey of CCS technology
experts to evaluate innovation functions of the CCS innovation system by
rating with a five-point Likert scale. The result is that China performs
well in terms of the knowledge development function while lacking the
function of knowledge diffusion, market creation, guidance of search, and
resource mobilization, which represents that the CCS innovation system in
China is still in the formative phase.
Roman (2011) conducted a study on the conditions for the application
of 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 technology in developing countries
such as Brazil, India, and South Africa, and found these countries lacked
sufficient incentives for CCS utilization, which highly impeded the
development of CCS.
Shin et al. (2016) conducted a study to predict the demand for CCS
technology using an integrated logistic model. This study predicted that by
2025, the number of CCS technology-related patents will increase to
16,156 worldwide and 4,790 in Korea. Lee (2018) studied the legal basis
and major policies that facilitated the promotion of CCS in the UK. This
study suggested implications such as the justification for the development
of CCS technology and the need to prepare a legal framework to foster
the technology.
After analyzing the CCS innovation system in South Africa, Ko et al.
(2021) found the resistance of traditional industries and the absence of a
legal framework act as the main obstacles to the development of the
CCS innovation system in South Africa.
Within the fields of social science and innovation studies, most research
on CCUS technology have been conducted outside the UK. Moreover, the
few studies that targeted the UK tended to focus the legal basis of CCUS
rather than its socio-technological development. In particular, even those
studies that have used the TIS framework have not explained the process
and context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analyzed how to inte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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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existing system.

Ⅲ. Research Framework
This paper aims to understand the UK’s CCUS development and its
co-evolution with the conventional natural gas regime. For this purpose,
this paper derives two research questions from the analysis on the status
around CCUS in UK and literature reviews on transition studies.
First, how does the CCUS innovation system has been developed in UK?
To this end, we first investigated the progress of the UK’s CCUS project
implemented in three times. In particular, we consider how the UK has
addressed the failures of the previous two attempts and discuss how the
CCUS innovation system is being developed currently, during the third
attempt. This paper uses the TIS approach to analyse the CCUS
innovation system in UK. The focal TIS for analysis is the natural gas
CCUS system in UK among various CCUS technologies (e.g. coal power,
industrial capture, bio-energy CCS(BECCS), direct air capture(DAC), etc.).
That is because most of the present CCUS demonstration projects in the
UK are of natural gas CCUS since natural gas has been a major substitute
for coal. Also, although the government’s policy encompass all
technological categories (e.g. capture, transport, storage and usage),
analysis focuses more on capture, transport and storage, not usage due to
its lack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To answer the first research question, this paper first sees how CCUS
has been promoted through three times of trials of government projects.
Then, the paper examines the development of the main components
(actors, networks, and institutions) and functions of TIS, and further
analyses its interaction with the geographical and political context
structures(Bergek,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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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 how does the UK CCUS innovation system interact with the
conventional natural gas regime? First, we examine the macro level factors
that affect the existing natural gas regime and CCUS innovation system.
Next, we check the characteristics of the existing gas regime and its
interaction with the CCUS innovation system, which develops at the niche
level. The analysis of interaction of TIS-regime is explained with the
reconfiguration pathway typology in MLP which represents symbiotic
relation and co-evolution of different technological systems (Geels and
Schot, 2007). Finally,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results, we present the
academic and policy implications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CCUS in
the UK.

Ⅳ. Analysis
1. CCUS projects in the UK
The UK government recognised the CCUS’s potential and has attempt to
promote CCUS technology for the last two decades in the belief that the
development of CCUS will have a key role to play in tackling climate
change as well as bring economic benefits in low-carbon economy(HM
government, 2018). This paper categorizes the government’s actions for
last two decades into three periods: the first trial(the late 2000s-the early
2010s), the second trial(the mid 2010s), and the third trial(the late
2010s-present).
1) The 1st trial (the late 2000s-the early 2010s)

In the late 2000s, main political parties and industry stakeholders
supported the CCS technology for the next green technology(NAO, 2012).
Following the political and industrial will, in November 2007,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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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tition for the UK’s first commercial-scale CCS demonstration project
was launched by then Department for Business, Enterprise and Regulatory
Reform(the predecessor of 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and Industrial
Strategy, BEIS). The CCS project was at a coal-fired power station and 9
bidders came forward for a competition. 4 bidders (BP Alternative Energy
International, Peel Power Ltd, E.ON UK Plc, ScottishPower Generation Ltd)
passed the pre-qualification on their technical capacity and ability and
their economic and financial standing. After 3 years, in the Spending
Review in 2010, the then new government announced that £1 billion
budget had been made available for the first CCS project.
However, in October 2011, the department withdrew the project while
the last bidder - ScottishPower- in the competition still remained mainly
because the department concluded that the CCS project is not likely to be
funded within the £1 billion investment, which is agreed at the 2010
Spending Review(NAO, 2012). The negotiation around contract terms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bidder had also been proceeding with
difficulty.
The cancellation had provoked many criticisms. First, the project was
launched because of the importance of CCS technology and the supports
from politics and industry but without enough reviewing alternative
options for the policy objectives e.g. launching a design competition or
targeting a number of smaller scale projects to develop individual aspects
of the technology. Also, the government’s lack of clarity over project
financing delayed the competition process and brought more commercial
risks for bidders. Due to the delay, one of the 4 pre-qualified bidders BP - left before negotiation. Additionally, the project had too narrow
specifications, post-combustion capture at 300 MW coal power plant. This
limited the number of entrants and made negotiations more rig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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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2nd period (the mid 2010s)

In April 2012, the then Department of Energy and Climate Change (the
predecessor of BEIS) hosted a second commercialization competition for
the CCS project. The project aimed to enable developers to operate
CCS-equipped coal or gas power plants in the early-2020s without
government support. The competition was promoted under the CCS
roadmap along with an action plan. The CCS Roadmap consists of the 5
key interventions: the CCS commercialization Programme, establishment of
a new UK CCS Research Centre, the Electricity Market Reform(EMR) with
long-term contracts(e.g. Feed-in Tariff Contract for Difference, FiT CfD),
addressing barriers to deployment, and international collaboration for
knowledge sharing(DECC, 2012).
The CCS commercialization Programme Competition allocated £1 billion
with the package of funding for four CCS projects. 4 bidders out of 8 had
been selected in the first stage in 2012 and the projects of two bidders White Rose by Capture Power Limited and Peterhead by Shell - chosen
for the next stage in 2013(NAO, 2017). The next step was to negotiate the
Front End Engineering Design(FEED) contracts between the department and
bidders and 75 percent of FEED study costs were paid by government.
After signing the FEED contract, the department required the bidders to
present full proposals for financial support by government, a capital grant
for construction costs and FiT CfD. CfD promises a certain amount of
price (strike price) that developers receive for each unit of green
electricity they provide. If the electricity price is lower than the strike
price, developers receive for the strike price, and if higher, they pay the
difference between them.
In 2016, however, the department withdrew the second competition
before the full proposal submitted due to the same reasons as before- the
cost feasibility issues: high and regressive CfD costs to consumer, delivery
of CCS before achieving cost-efficiency, and further investment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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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ansion not guaranteed(NAO, 2017). The withdrawal of governmental
funding led to cancellation of the bidders’ projects accordingly.
3) The Third Period (the late 2010s-present)

Despite two cancellations of the government’s CCS commercialization
projects, the needs for development of the technology still existed to
achieve clean growth. However, the government also had to deal with the
investor’s fatigue and disappointment following a series of cancellations by
proving political certainty and providing comprehensive supports with
consideration of lessons learnt from the last projects. In 2018, BEIS
published the CCUS Action Plan under the Clean Growth Strategy after
numerous consultations. The CCUS Action Plan aims to develop the first
CCUS facility in the UK from the mid-2020s, and to deploy at scale
during the 2030s with sufficient cost reduction(HM Government, 2018).
The CCUS Action Plan consists of the five delivery themes(HM
Government, 2018). The first theme is to address policy barriers including
investment framework review (e.g.business models and revenue streams),
study on reuse of infrastructure (e.g.reuse of existent oil and gas
pipelines), etc. Different actors from industry and academia participate in
this policy making process. For example, the CCUS Advisory Group (CAG),
which is a newly established organization that consist of members drawn
from the CCUS industry, finance and legal sectors, conducted studies on
investment frameworks and announced the final report July, 2019.
The second theme is delivery capability. In order to understand the
capability and skills required, the government undertakes a review of
capabilities in infrastructure delivery organizations, firms and regional
authorities. BEIS is currently preparing on a report working closely with
industry experts, due for publication in September, 2019.
The third theme is delivery of infrastructure. This theme is to work
with industrial centers with gas infrastructures or located near C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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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age sites in particular the cost structures, risk sharing arrangements
and the market-based framework. The CCUS Cost Challenge Taskforce, an
organization established to provide advice on the cost reduction, recently
published market based frameworks for CCUS in the power sector, April
2019,
and there will be two other workstreams focusing on the
frameworks for the CO2 transport and storage infrastructure and CCUS in
industry(BEIS, 2018a).
The fourth theme, innovation is to support new technologies to reduce
the cost of CCUS deployment. There are three innovation programmes
under this theme: a £20 million CCU Demonstration Programme for CO2
utilization technology development, a £15 million CCUS Call for
Innovation for cost reduction, and £6.5 million of UK funding to the
second Accelerating Carbon Technologies (ACT) research programme,
which is a €30 million international fund supporting CCUS research
across 11 countries. This theme also promotes collaborative partnerships
between government, industry and academia.
The last theme is international collaboration. While the UK signed a
number of partnerships with other countries such as Norway, Saudi
Arabia, and Mexico, the UK also plays an important role in international
programmes (e.g CCUS CEM Initiative, CCUS Mission Innovation Challenge,
European Research Area Networks ACT etc.). The UK also host global
Accelerating CCUS Summit, with the 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 and
the Global CCS Institute.
Currently, there are seven CCUS commercialization projects on progress
across the UK. The sites of each project are located in the regional
industrial clusters or close to CO2 storage sites. Each project has different
activities related to the characteristics of clusters from industrial capture,
gas power plant, Hydrogen production to BECCS, but most of them are
natural gas based(HM Government,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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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CUS Innovation System in the UK
1) Actors and Networks

The CCUS innovation system consists of a large number of actors from
various areas (e.g. government, industry, academia, regulator, etc), and
their networks that are formed around the major actors in different areas.
The main actors in government are the 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and Industrial Strategy(BEIS), the CCUS Council and the Oil and Gas
Authority(OGA). BEIS is the primary governmental body that is responsible
for facilitating the development and deployment of CCUS technology in
UK.
The CCUS council is the successor of the CCS Development Forum
which was founded by DECC and CCS stakeholders, and was established
under the Clean Growth Strategy in order to review and advise the
government’s policy on CCUS deployment. OGA regulates CO2 storage
with the licensing authority. They approve and issue CO2 storage permits,
and maintain the public register for CO2 storage.
There are also several actor networks led by major industrial
stakeholders in the UK CCUS system: representatively, the CCS Association
(CCSA), the CCUS Advisory Group (CAG), and a number of project groups
under the on-going commercialization projects. CCSA was established in
2006 to support CCS development in the UK, EU and internationally by
ensuring CCS to be accepted as a core clean growth technology,
accelerating the delivery of commercial-scale CCS projects, and developing
landscape that encourage CCS business models(CCSA, 2011). CAG is a
newly established organization that advises the development of CCUS
market frameworks on power and industrial CCUS, CO2 transport and
storage, and hydrogen production(CAG, 2019). Project groups refer to the
sets of firms and other organizations that participates the present CCUS
demonstration projects. There are five projects related to natural 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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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US, and each project is located in different industrial clusters across
the country.
The UK Carbon Capture and Storage Research Centre (UKCCSRC) is a
network in research and academic areas, supported by the Engineering
and Physical Sciences Research Council (EPSRC) with additional funding
from BEIS(UKCCSRC, 2012). The Centre brings together CCS experts to
drive research programmes and to build research capacity, thus
maximizing impact of CCS in UK.
2) Institutions

The UK CCUS innovation system consists of different types of
institutions such as laws, regulations, standards, etc. The Energy Act is
one of the major laws that directly and indirectly influence on the actors
in the CCUS innovation system. The CPS under the Energy Act increases
the generation cost of fossil fuels so that the power suppliers are driven
to invest on low carbon technologies including CCUS technology(House of
Commons, 2018). Moreover, the EPS has been set a certain emission level
for new fossil fuel plants at baseload while the plants equipped with CCS
will be exempt from the EPS for three years as of which the CCS chain is
completely ready to use (DECC, 2014). The Act also provides for a
licensing regime to approve and issue CO2 storage permits through OGA.
The CCUS Action Plan is a policy objective that is more directly
relevant to actors in the CCUS system. As explained in section 2, the plan
addresses policy barriers about investment framework, reviews delivery
capabilities of actors, and promote international collaboration to
accelerate CCUS globally(HM Government, 2018). Furthermore, it contains
various policy options for market mechanism currently under
consideration (e.g. Contract for Difference (CfD) for CCUS, CCUS
Certificates, tax credits etc.) while not being implemented yet.
In case of CfD, several models are being considered. Standard CfD i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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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er a fixed strike price to CCUS power generators and if the electricity
price is lower than the strike price, developers receive for the strike
price, and if higher, they pay the difference between them. This was
considered under EMR during the second CCS commercialization
competition period. Another model is dispatchable CfD, in other words
Flexible CfD with capacity payment, which aims to align a gas-fired
power CCUS facility to merit order characteristics in order to secure a
competitive position ahead of equivalent gas plant without CCUS. The last
CfD model is Hybrid CfD. This model is to compensate a project based
on a scaled payment system, with different rates at different output
levels(Palmer et al., 2019).
CCUS certificates is combined with a low carbon obligation that is put
on industry or energy suppliers to buy certificates to cover a certain
amount of CO2 emission. This approach can work in power and industrial
CCUS sectors(BEIS, 2019b). Tax credits are to reduce the tax liability if
firms spend a certain amount of expenditure on CCUS technology or
achieve a reduction of CO2 emission(Palmer et al., 2019).
[Figure 1] Actor, Networks and Institutions in the UK CCUS Innovation
System

Sources : the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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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unctions

Bergek et al.(2008) introduced seven functions of TIS that influence the
development, diffusion and use of innovation. Analysing the functions of
the CCUS system helps to understand how the system is performing in
terms of a set of key processes.
(F1) Entrepreneurial experimentation. The uncertainty around emerging
technology can be reduced by entrepreneurial experimentation and this
can be measured by number of different types of applications, and the
breadth of technologies used (Bergek et al., 2008). Also, many actors not
only in academia but also industry(eg. power plants, industrial clusters)
have participated in development of CCUS technologies, especially in the
capturing and storage stage, but the technologies are not yet
commercialized due to high capital cost and low economic feasibility(Bui,
et al., 2018).
(F2) Knowledge development; in the CCUS system, CCUS project
develops in pre-existing industrial clusters, which provide infrastructure
and some knowledges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CCUS. Especially,
technology of CO2 transportation and storage has been considerably
developed through the previous CCS development projects. In capturing
stage, technologies can be categorized into three types2) depending on
place to capture CO2 gases to separate. Capturing technologies are widely
distributed from TRL 3 to 7 while no dominant design has appeared.
Lastly, utilization technology is still in its infancy and is being developed
by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F3) Knowledge exchange: (F3) supports (F1) and (F2) through knowledge
sharing between various domestic and foreign networks, such as the CCUS
Research Centre, CCS Association, CCUS Advisory Group in the UK, and
the CCUS Clean Energy Ministerial Initiative, CCUS Mission Innovation
2)

post-combustion
technology

technology,

pre-combustion

technology,

and

oxy-fuel

combu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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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llenge, and CCUS Summit internationally.
(F4) Influence on the direction of search; this function can be measured
with following factors such as belief in growth potential, incentives from
product prices, the event of regulatory pressures(Bergek et al., 2008). The
recognised potential of CCUS technology as an important decarbonization
option and the UK government’s support build belief in growth potential
for the CCUS system. Also, the decreasing relative price of gas to coal
and the CfD for CCUS gives price intensive for gas with CCUS. Besides,
more governmental instrument and regulation to support the CCUS system
are under consideration e.g. the CCUS certification, tax credits (Palmer et
al., 2019).
(F5) Market formation; This function is to create, protect and nurture
markets that may not exist or not be linked to existing market. Since the
gas markets (e.g. energy, heat, transport) already exist in the gas regime,
the gas CCUS system can join the existing markets by governmental
support with new market mechanism and framework such as CfD. The
market framework options are currently being reviewed by government
and experts.
(F6) Resource mobilization; For a TIS development, different resources
should be mobilized such as financial capital, competence/human capital
and complementary assets(Bergek et al., 2008). CAG published the report
of the CCUS investment frameworks to mobilize capability in the private
sector, and in local institutions(CAG, 2019). Also, the government currently
seeks for consultation on the reuse of existing infrastructures to effectively
utilize the complementary assets. Moreover, government are planning to
deliver CCUS innovation programmes worth £45 million and work with
UKRI, academia and industry to develop innovative new R&D projects and
collaborative partnerships(HM government, 2018).
(F7) Legitimation; This function is concerned with public acceptance
and compliance with institutions. Systematic policy support based 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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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mate Change Act, the Clean Growth Strategy, and the CCUS Action
Plan is effectively building up the legitimacy of the CCUS system. The
majority of the politicians across political parties also support the
technology and positively influence on legislation (explained below in
‘Political Context’). However, the social awareness and interest in
technology are still low; therefore, various measures are required to raise
awareness.
4) Geographical Context
[Figure 2] the UK CCUS Project Activities

Sources : HM Government (2018)

In terms of geographical contexts, the UK CCUS system is well applied
to the Bergek et al.(2015)’s explanation that TIS components are coincide
with pre-exisiting infra-structures in regional contexts(Bergek et al., 2015).
There are seven CCUS commercialization projects on progress in UK, and
five of them are related to natural gas. Each gas CCUS system is lo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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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industrial clusters that have existing gas infrastructures such as
combined-cycle gas turbine (CCGT) plants and gas/oil pipelines.
Especially, the CCUS system can take advantages of the existing pipelines
by re-purposing them for CO2 transport and storage. In case of Caledonia
Clean Energy project, for example, 95 percent of the required pipelines
already exist, which offers the industry savings in the region of £440m
compared to commissioning new pipelines. Acorn project is assessing
reuse of three large gas pipelines to transport CO2 with an estimated
saving of up to £750m, and HyNet project is also planning to use the
existing onshore and offshore pipelines for hydrogen transport(BEIS,
2018b).
Moreover, adjacent CO2 storage site is another geographical factor for
location of the CCUS systems. Through the couple of commercialization
programmes for the last two decades, potential storage sites have been
examined across the UK. Some sites have been appraised to have
significant capacity for safe and permanent storage as well as to be
reached with short new connections to existing pipelines. For example,
the CO2 storage site for Acorn and Caledonia Clean Energy projects is a
huge sandstone formation, the Captian Sandstone, located 2km below the
North Sea seabed and has been proven as a safe area due to the
knowledge and experience from nearby gas production(BEIS, 2018).
5) Political Context

The UK government early recognised the CCUS’s potential and has
attempt to promote the CCUS commercialization for last two decades
supported by politicians, industry, and other stakeholders. However, there
were two cancellations of competitions for CCUS commercialization due
to the technological immatureness, government’s lack of clarity over
project financing as well as lack of reviewing alternative options for the
policy objectives(NAO 2012; 2017). The policy uncertainty cause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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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gative impact on investment confidence and expectations for actors
around the CCUS system and industry actors had raised up their voices
against the government’s decision on the cancellation.
At the third trial, there was not explicit political opposition or conflict
around CCUS technology while still able to observe supportive and
discouraging policy network. This is well presented in the House of
Commons’ debate on UK Decarbonization and CCS in January 2017 (UK
Parliament, 2017), a day after the publication of the government’s Green
Paper, “Building our Industrial Strategy” and before the announcement of
the next CCUS action plan in 2018.
To begin with a discouraging network, although the government was
not an explicit opponent of CCUS, they ended up cancelling the
competitions for CCS commercialization projects. While the then
government announced that the reason of cancellation is the cost
feasibility issues, they got criticised by supportive groups with suspicion
regarding the reason behind the cancellation. The Scottish National
Party(SNP), which stands for Scotland where large-scale potential CCUS
clusters are located, argued that then Conservative government had drawn
back from the coalition3) previous government’s green policies due to its
anti-environment ideology that environmental goals cannot be compatible
with economic goals(Juniper, 2015). SNP supported their argument with
the facts that other green policies had also been canceled or reduced
including scrapping onshore wind support, reducing solar subsidies,
abolishing incentives for green car purchase, etc.
Another discoursing group was Democratic Unionist Party(DUP).
However, this opposition is not the opinion of the entire DUP, but of one
Members of Parliament(MP) in DUP who is climate science denier. The
MP opposed the necessity of CCUS development with several reasons.
3) A Conservatives-Liberal Democrats coalition under David Cameron as of May 2010. The
Coalition ended after re-election i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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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decarbonization brings significant costs to the economy and causes
energy poverty issues such as a 25 percent increase in the number of
house holds in fuel poverty in Scotland from 2011 to 2013. Second, CO2
storage by pumping gas into the reservoirs is like fracking in reverse,
which may cause unexpected environmental problems. Third, no
large-scale CCUS had been deployed in the UK in spite of a series of
trials by government and EU initiatives. Another MP in DUP insisted in
less aggressive voice that the government should seriously take these
issues into consideration if they are planning to propose the next CCUS
commercialization project(UK Parliament, 2017).
The supportive policy network includes the SNP, Labour Party and
Conservative Party. Conservative, the ruling party, agreed with the
importance of the CCS deployment to decarbonize the UK economy,
mentioning the contents of the newly published government’s Green
Paper. They also expected the increasing level of technology in CCUS
would enable commercialization and cost reduction. Labour party also
agreed that CCUS is an absolutely necessary component of the solution to
our energy trilemma while emphasizing the necessity to renew the
approaches and consider alternatives such as small-scale CCUS
projects(UK Parliament, 2017).
One year after the debate, in February 2018, a cross-party group of MP
signed an early-day motion(EDM) that supports the CCUS development in
UK(UK Parliament, 2018). Not only MPs from pro-CCUS parties, but also
two DPU MPs signed the EDM, so all political parties agreed on the CCUS
developments in the UK. This prompted the plan for the third
governmental CCUS project, and the Action Plan was released in
November 2018.
TIS actors in industry and academia have also made their voice heard
to attract more political support and to influence the government policy
in favor of the CCUS system. In BEIS committee meeting in January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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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jor actors (e.g. the current project groups, UK CCS RC, and academia)
attended to provide oral evidence about difficulties needed to be
addressed. The first main point made was a lot of invest fatigue and
scepticism due to the series of cancellations by the government, so the
political risk of the CCUS projects is highly ranked by industry(UK
Parliament, 2019). Secondly, the oil and gas operators are more vulnerable
to this uncertainty since they are obliged to decommission their pipelines
in a sensible time frame which could be re-purposed for CO2
transport(CCSA, 2016; UK Parliament, 2019). The third main point was
about the policy certainty regarding the investment framework to support
the build-up of the work and the FEED studies. Unless the industry have
investment certainty, it is hard to make the significant investment that is
required for the large-scale CCUS projects(UK Parliament, 2019).
The political supports for the CCUS development have been continued
and even got stronger. In the debate of House of Commons in April 2019,
while only the Selected Committee from Labour and Conservatives
attended, Labour asserted the government should demonstrate the even
stronger commitment to realize the potential for investment in CCUS(UK
Parliament, 2019). MPs provided several recommendations to the
government: first, clear and more ambitious targets on cost reduction and
scale of deployment in line with the advice of the Committee on Climate
Change; second, broaden ing their perspectives on the extensive benefits,
not only on the costs of the technology; third, promote collaboration not
competition that limits knowledge sharing and slows progress.
In a nutshell, the political context around the CCUS system has been
supportive in general without strong opposition. This may be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CCUS system that does not destruct the existing
fossil fuel regimes, rather stabilize them. This supportive atmosphere helps
to build legitimacy and positive expectation around the CCUS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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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Political Context Structure of the CCUS Innovation System

Sources : the author

3. Co-evolution of the CCUS Innovation System and the
Conventional Natural Gas Regime in the UK
Bergek et al.(2015) said the regimes can play a role as barriers for
innovation in TIS, and simultaneously, TIS can challenge the regimes as a
substitute for the existing technologies. However, the relation between the
conventional natural gas regime and the gas CCUS system has symbiotic
characteristics for the purpose of CO2 emission reduction in gas power
and processing plant as well as re-use of gas pipeline infra-structures for
CO2 transport and storage. In other words, the gas CCUS system
somewhat reinforces the natural gas regime including gas power and gas
production by enabling the regime to develop and sustain with novel
clean innovations that do not require significant changes. This
complementary interaction between the CCUS innovation system and
natural gas regime can be elaborated by the reconfiguration pathway in
MLP(Geels and Schot, 2007).
In landscape level, the growing concerns on climate change have 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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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ssure the regimes, TISs and the technological niches. In order to
respond, the UK government set out the CO2 emission target and
promoted clean technology development. The relative gas-coal price shift
is another factor. The price gap between coal and gas has been closer
even without carbon price, and the carbon price support(CPS) no longer
allowed coal power to be the most cheapest energy as of 2016(Wilson,
2018). These factors at macro level have put pressure on the regimes,
which caused the coal power phase out with substitute of natural gas
power. Also, the landscape has made gas regime to discover greener ways
of production since it also emits a significant amount of CO2 and the
increasing consumption of gas impedes the emission reduction. This
attracts the regime actors toward CCUS technology since adopting the
CCUS system into the existing gas regime could enable them to respond
to the landscape pressure of emission reduction while lasting the regime.
In the competitive relationship between a regime and TIS, if they share
more actors or institutions with each other, resistance is more
intensive(Bergek et al. 2015). However, in this complementary relationship,
the shared actors and institutions could bring about effective deployment
of technology. Since the CCUS technology enables the conventional
regime to sustain with incremental change and even to revitalise the
redundant pipeline infrastructures, actors in the gas regime are willing to
promote and adopt the new technology. Also, the shared institutions
effectively support the symbiotic transition of TIS-regime.
In this sense, the natural gas regime can be adjusted and reconfigured
by the gas CCUS system as technology is developed and deployed under
commercialization projects. For example, the regime may begin to adopt
the most-commercialized CCUS technologies such as the pre-combustion
natural gas processing technology or some add-on capturing technology
such as membranes polymeric add-on. The existing gas pipelines can be
repurposed and used for transport and storage of captured CO2 wh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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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es not require large changes for existent gas infrastructure.
Under strong landscape pressure over time, there would be continual
coal power phase-out, implementation of regulations in favor of CCUS,
and advance in CCUS technologies. After that, new natural gas power
plants equipped with CCUS might be built or even replace the old gas
plants while new transport and storage facilities (e.g. additional pipeline,
shipping, etc.) added on the existing infrastructure. CO2 usage could also
be implemented with technological development. After the large-scale
deployment, the conventional natural gas regime would be eventually
transformed as a new natural gas regime with CCUS.
In case of BECCS, although it is not the focus of analysis, it does not
fit into the reconfiguration pathway. As BECCS is based on bioenergy, this
competitive system may even challenge the conventional gas regime. But
considering the share of bioenergy in UK, BECCS is not likely to grow
much to threaten the gas regime.
[Figure 4] Interaction between the Conventional Gas Regime and the
CCUS Innovation System in Reconfiguration Pathway of MLP

Sources : adapted by the author from Geels and Schot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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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Discussions and Conclusion
1. Discussions
The UK CCUS has been developed alongside three times of government
projects attempts. While the first attempt was motivated by the
attractiveness of the technology itself, the understanding of the actual
technology was insufficient; so was the review of policy measures to make
the technology more “marketable” and feasible. Therefore, the financial
backing for policy implementation was poor, and the actual
implementation was not effective compared to the policy goals. In the
second attempt, institutional measures to secure marketability were taken;
however, the issue of cost and feasibility remained. Technological
development had not yet reached the required level, and also, targeting
the then-slowly disintegrating coal system did not seem to be a best
choice. The third project is now being actively pursued based on the
lessons learned from previous failures.
To answer the first research question of this study, we use apply the
TIS framework to analyze the UK CCUS innovation system, developed
through three trials. Unlike in the first and second attempts, various
actors such as the academia, research, government agencies, and
committees as well as industry were involved in the third attempt; the
project members also strengthened TIS by inducing participation and
network-building in each field. The institutions involved are in the
process of securing legal legitimacy through systematic policies such as
sub-strategies and action plans based on higher-level laws, strengthening
the market mechanisms of the sub-systems, or developing new business
models. As such, institutions have become more systematized and
strengthened, but some problems still need to be addressed. First, as the
technology development is still under progress, the policy substance is st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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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ewhat declarative. In addition, it remains to be seen whether the
sub-systems to induce the private sector’s participation in technology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can function effectively.
From a functional perspective, the UK’s CCUS innovation system can be
considered to have reached a "Development phase," in which all functions
actively interact in functional patterns. Regarding sequestration/storage
technology, which is currently in the preparation for actual
commercialization, the knowledge base continues to expand as various
innovators actively participate, indicating an active interaction of F1 and
F2. F3 supports these two functions through knowledge sharing between
various domestic and foreign network actors. In addition, as F4 is taking
shape due to growth expectations from the government's policy support
and regulations, many actors are expected to participate in F1; and F6 is
also expected to be revitalized gradually. In the case of F5, since it is
possible to enter the existing gas-fueled power market without the need
to develop a new market, market mechanisms for CCUS options in the
existing market are being developed. F6 requires mobilization of greater
resources by attracting private investment and participation of
infrastructure companies in addition to the funding provided by the
government. The project also seems to be able to attract more resources
by gradually finding policy stability and legitimacy through F7: political
support and legal justification.
Considering the geographical context, the projects have selected
effective locations that can be linked with the existing gas power plant
infrastructure areas or the areas where the national hydrogen project is
being implemented. These measures facilitated effective project initiation
and progress by utilizing the existing infrastructure, cluster entities, and
accumulated knowledge base. In addition, linking the CCUS project with
blue hydrogen, a natural gas-based hydrogen production technology,
allowed for more economical and effective policy implementation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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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rther strengthening synergies between systems. In terms of the political
context, it is noteworthy that the project was supported by a bipartisan
agreement aimed at national interest rather than the government's
interest, despite it being the policy initiative of the current ruling party.
In addition, the fact that TIS actors outside the political realm, such as
industry and academic experts,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CCUS council
and expressed their opinions contributed to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Concerning the second research question, the main contents of the
interaction between the CCUS innovation system and the conventional
natural gas regime through the MLP framework are as follows. First, the
CCUS project attempted symbiotical development with the existing main
energy system by targeting the gas power plant CCUS rather than the
existing coal power plant CCS. Changes in the landscape such as climate
change have continued to increase the pressure toward decarbonization
throughout the energy industry. As the coal power generation regime is
already largely disintegrating through macroscopic pressure and
competition with other regimes, limiting the gas power generation regime
to the project target can be considered an effective choice. Furthermore,
given that CCUS technology can be applied to complement, not replace,
existing gas power generation, the two technologies can further sustain
and reinforce each other. In this sense, the natural gas regime can be
adjusted and reconfigured by the gas CCUS system as technology is
developed and deployed under commercialization projects.

2. Conclusion
This paper makes some contributions in several ways. First, the paper
has attempted to provide comprehensive analysis on new technological
development, not only focusing on the technological aspect or the CCUS
system itself, but also its surrounding contexts including macro

280 ∙ 과학기술정책 | 제4권 제2호(2021.12.)
environments, the existing socio-technical regime, geographical and
political contexts. Besides, the paper has addressed the practical and
timely issues in that CCUS technology has been paid attention again and
the UK government is ambitiously driving CCUS development across the
UK as of 2018. It is expected that this socio-technological analysis of the
UK’s CCUS development project will provide practical information and
policy implications for the UK and other countries.
What remains to be determined by future research is first a longitudinal
study for tracking the development of the project over time. As the project
is still in progress, it remains to be seen whether the third attempt by the
UK government has been successful. If the project turns out to be
commercially successful, the ultimate goal of the project—a comprehensive
study on the overall project—will provide important implications.
As the project is still in progress, it remains to be seen whether the
third attempt by the UK government has been successful. If the project
turns out to be commercially successful, the ultimate goal of the project,
a comprehensive study on the overall process of the project will provide
important implications. Moreover, although the development of the UK’s
CCUS system has been examined through a qualitative analysis based on
secondary data in this paper, more meaningful results may be derived
with better availability of primary data such as qualitative data or
interviews to support this study. Comparing CCUS innovation systems in
different countries can also offer meaningful insights. More effective
policy alternatives can be derived by examining the common factors
affecting the development of the CCUS systems and country-specific
contexts causing differences in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system.
Lastly, in terms of research framework, using an integrated TIS-MLP
framework(Markard and Truffer, 2008; Walz, R., 2018), which identifies the
interaction between TIS and the structural components of MLP as external
factors around the system, can be considered for the further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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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CCUS)
Innovation System and its Co-evolution with the Natural gas
Regime in the UK
Youngjin Kim

Abstract

The UK government has recognised the CCUS’s potential and attempted to promote
CCUS technology through a series of national projects. This paper aims to understand
the UK’s CCUS development and its co-evolution with the conventional energy regime
with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First, how does the CCUS innovation system has
been developed in UK? Second, how does the UK CCUS innovation system interact
with the conventional natural gas regime? For the analytical frameworks, technological
innovation system(TIS) and multi-level persperctives (MLP) are used. The results show
that the UK CCUS innovation system has reached a "Development phase," in functional
patterns and has been reinforced through the third attempt with lessons learnt by the
earlier two failures. Also, the we examine the complementary interaction between the
conventional natural gas regime and the CCUS innovation system under the pressure
of decarbonization which affects the entire energ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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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록 내용은 연구배경(Background), 방법(Methods), 결과(Result), 결론(Conclusion) 등을
포함하여 원고의 전체 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3) 초록 하단에 4~5단어의 주제어(Key words)를 작성하며, 각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표기한다.

3. 본문 작성방법
1) 기본구성
국문초록
1/2매 이내
(키워드)

본문
Ⅰ. - 1. – 1) - (1) - ①

참고문헌

부록

영문초록
1/2매 이내
(키워드)

2) 항목의 표시
구분

항목기호

첫째 항목

Ⅰ., Ⅱ., Ⅲ., Ⅳ., …

둘째 항목

1., 2., 3., 4., …

셋째 항목

1), 2), 3), 4), …

넷째 항목

(1), (2), (3), (4), …

다섯째 항목

①, ②, ③, ④, …

3) 한자 및 외래어 사용
- 국문논문의 경우 국문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할 경우 한자 및 외래어는 괄호 안에 병기한다.

4) 유의사항
-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본문내용에는 원저자나 소속기관을 나타내는 표식이 있어서는 안 된다.
- 본문에 언급한 인용문은 반드시 참고문헌에 포함시킨다.
- 인용표기는 본문의 문장 안에 내주로 표시하고, 추가적인 설명이나 부가적인 정보를 추가할
때는 각주를 사용한다.

- 다음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 같은 곳, 같은 책, 상게서, 전게서, 앞의 책, ibid., loc. cit., op. cit.

4. 표, 그림 작성방법
1) 표, 그림은 장, 절의 구분 없이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표 1> 제목”, “[그림 1]제목”과 같이 일련
번호 체제로 표시하며, 제목은 중앙정렬로 한다. 표, 그림 단위는 제목 다음 줄의 오른쪽에
넣는다.
2) 표와 그림에 대한 주석은 “주:”, 출처는 “자료:”를 붙여 작성한다.
3) 표, 그림은 본문에서 “표 1”, “그림 1” 혹은 “<표 1> 참조”, “[그림 1] 참조” 등으로 1회 이상
언급되어야 한다.

5. 참고문헌 작성방법
기본원칙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의 자세한 정보는 참고문헌에서 정확히 밝힌다. 단, 본문이나
각주에서 언급하지 않은 참고자료는 참고문헌에 제시하지 않는다.

① 참고문헌 배열순서
•국내문헌, 국외문헌(중문, 일문, 영문, 불문, 노문…), 온라인 자료(웹사이트, DB, 인터넷 신문
기사…), 법률 자료, 인터뷰 자료 순서로 한다.
•국외문헌은 저자의 성을 기준으로 중문(저자명의 한국식 한자음 가나다순), 일문(저자명의
일본식 발음 히라가나순), 영문(저자명(성)의 알파벳순)으로 한다.
•동일 저자의 2개 이상의 자료일 경우 연대순, 자료명의 문자 순으로 한다.
•동일명으로 시작되는 저자명은 단일저작, 공저서 순으로 한다.

▶

국문 기본형식
•저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가운뎃점을 사용하여 구분하되 3명까지는 모두 기재, 4명 이상인 경우
‘첫 번째 저자명 외’로 표시한다.
•논문제목과 기사명에는 낫표(「 )를 표시한다.

•단행본, 편저서, 학술지, 월간지, 주간지, 일간지 등의 명칭은 겹낫표(『 』)로 표시한다.
•정기간행물은 ‘권’과 ‘호’는 권(호) 형태로 표시한다.

저자명(발행연도), 「논문・기사명」, 『간행물명』, 권(호), 발행처, 수록면수.
예) 장훈(2017),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 『과학기술정책』, 27(11), 과학기술정책연구원, pp. 10~13.

▶

영문 기본형식
•저자가 2인이면 and로, 3인이면 반점(,)과 and로, 4인 이상이면 ‘첫 번째 저자명 et al.’로 표시
한다.
•저자명 표기는 성, 이름순으로 쓴다. 이름이 약자로 되어 있으면 이름 뒤에 온점(.)을 붙여 쓴다.
•논문제목과 기사명에는 큰따옴표(“ ”)로 표시한다.
•단행본, 편저서, 학술지, 월간지, 주간지, 일간지 등의 명칭은 이탤릭체로 표시한다.
•정기간행물은 Volume과 Number를 밝히고 Vol. 1, No. 2인 경우 1(2)의 형태로 표시한다.
•논문명과 책명은 전치사와 접속, 관사를 제외하고 각 단어 머리글자를 모두 대문자로 한다.

저자명(발행연도), “논문・기사명”, 간행물명 , Volume(Number), 발행지: 발행처, 수록면수.
예) Henderson R. and I. Cockburn(1996), "Scale, Scope, and Spillover: the Determinants
of Research Productivity in Drug Discovery", RAND Journal of Economics , 27(1), pp. 32-59.

② 자료유형별 표기법

저자 1인

‐••박병원(2018), 「기술 패러다임의 전환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의 이해」, 『Future
Horizon』, Spring 2018(36), 과학기술정책연구원, pp. 4~5.
‐••Uzzi, B.(1997), “Social Structure and Competition in Interfirm Networks: The
Paradox of Embeddednes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 42(1), pp. 35-67.

저자 2인

••오승환・김선우(2018), 「중소기업 R&D 지원의 성과와 방향」, 『STEPI Insight』, 224, 과학
기술정책연구원.
••Ansell, C. and A. Gash(2008), “Collaborative Governance in Theory and Practice”,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 18(4), pp. 543-571.

저자 3인

•이윤준・장훈・이원철(2017), 「기술혁신과 중소기업 고용에 관한 사례 연구」, 과학기술정책
연구원, p. 50.
•Yong-duck Jung, Daniel Mazmanian and Shui-Yan Tang(2009), “Collaborative
Governance i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cases in negotiated policymaking and
service delivery”, International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 13(3), pp. 1-11.

저자 4인
이상

•김석관 외(2017), 「4차 산업혁명의 기술 동인과 산업 파급 전망」, 과학기술정책연구원, p.
81.
•Vinturella, J. B. et al.(2004), Raising Entrepreneurial Capital , Elsevier Academic
Press.

번역서

☞ 원저자명, 번역서명, 번역자 역(역서 발행연도), 발행사, 인용면수
•Hernon, Peter, 「도서관 서비스 품질 관리론: 고객 만족을 위한 도서관 경영」, 이은철 역
(1998), 한국도서관협회.
•Laplace, P, A Philosophical essay on probabilities , F. W. Truscott & F. L. Emory,
Trans.(1951), New York: Dover.

편집자/
편찬자

•한국수출입은행 편(2010), 「독일통일백서 2009」, 한국수출입은행.
•Leiner, R. ed.(1998), “Auslädische Investoren im Privatisierungsprozess”, In:
Schmude, J.: Neue Unternehmen in Ostdeutschland , Heidelberg: Physika-Verlag,
pp. 69-109. (※ 편저자가 2명 이상 : eds.)

초판이후
발행

•홍정선(2012), 「행정법 특강」, 제11판, 박영사.
•Katona, Steven, Valerie Rough, and David T. Richardson(1993), A Field Guide
to Whales, Porpoises and Seals from Cape Cod to Newfoundland , 4th ed.,
Washington: Smithsonian Institution Press.

학술지/
저널

•양정승(2018), 「정부의 취약계층 대학생 지원정책의 효과 분석」, 『노동정책연구』, 18(1),
한국노동연구원, pp. 103~133.
•Pitt et al.(2013), “Transforming Big Data into Collective Awareness”, Computer ,
46(6), pp. 40-45.

학위논문

•고인석(2010), 「입법갈등해소 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Yoon, L. L(1992), “The Performance of Cited References as an Approach to
Information Retrieval”, Ph. D. diss, Indiana University. (※ 박사학위논문: Ph. D.
diss. / 석사학위논문: Master's thesis)

신문/잡지

•(지면) 머니투데이(2017. 6. 5.), 「4차 산업혁명 시대, 개발국가에서 기업가적 국가로!」.
•(온라인) 머니투데이(2017. 6. 5.), 「4차 산업혁명 시대, 개발국가에서 기업가적 국가로!」,
http://news.mt.co.kr/ mtview.php?no=2017060213171948560&type=1(2017. 7.
25.)
•Buckley, C.(2014. July 9), “New York Plans Surveillance Veil for Downtown”, New
York Times .
Retrieved from http://www.nytimes.com
•( 저자를 알 수 없을 때) “£600 million investment in the eight great
technologies”(2014. July 24), BIS.

온라인
자료

☞ 기관명・저자명(발행연도), 「자료명」, URL주소(검색연월일)
•김태성(2002), 「중국사 뒷이야기」, http://www.barobook.com/book/book_detail
(2005. 4. 16.)

학회
세미나
발표자료

☞ 발표자(개최일), 「발표 제목」, 『학회/세미나명』, 개최기관, 페이지.
•홍성범(2014. 3. 5.), 「중국 저탄소경제 기술발전전략과 한・중협력」, 『2014년 중국전략세
미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pp. 4~10.
•Endsley, M. R.(1988), “Design and Evaluation for Situation Awareness
Enhancement”, Proceedings of the Human Factors Society and Ergonomics
Society Annual Meeting , 32(2), Human Factors Society and Ergonomics Society,
Santa Monica, CA, pp. 97-101.

단체/기관이 저자인
경우

•과학기술심의운영위원회(2013), 「2013년도 국가연구시설 장비의 운영・활용 고도화 시행
계획(안)」, pp. 30~42.
•World Bank(1992), “Governance and Government , Washington, D.C.: World
Bank”, pp. 30-35.

법률/판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674호
(2014. 5. 28.)
•대법원 2014.7.24. 선고 2014다200305 판결, “손해배상(기)”.
•Mental Health System Act, 42 U.S.C., No. 9401(1988).

재인용

☞ 원문의 서지사항. 2차문헌의 서지사항에서 재인용
•IDC(2011), “Worldwide Big Data Technology and Services 2012~2015 Forecast”,
pp. 10-15., 송민정(2013), 「빅데이터 기반의 경영 의사결정 및 신규 사업모델 개발」,
『ISSUE & TREND』, KT경제경영연구소, p. 5에서 재인용.
•Hacking Ian(1999), The social construction of Wha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03. quoted in Manuel DeLanda(2006), A New Philosophy of
Society , NY: Continuum, p. 2.
 ※ 일반적으로 학술적인 글에서 재인용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원문을 구할 수 없는 부득
이한 경우에만 표시함

팸플릿/유인물

정부/기업보도자료

인터뷰

웹진/
e-journal

TV 방송

특허

내부자료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17), 「2016 연차보고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2017. 7. 28.), 「전국과학관 ‘과학전문 해설사’ 시대 본격
시작되다.」
☞ 인터뷰 대상자(interviewee)(시행일), 전화/탐방인터뷰.
•홍길동(2015. 8. 14.), 전화인터뷰. (※ interviewer는 본문내용에 기술)
☞ 발행처(발행일), 「자료제목」, 『웹진명,저널명』, 권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7. 7. 28.), 「정보보호, 4차 산업혁명의 기본」, 『MSIT』, 49호.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2014. 9. 27.), 박상일(기획), 민운기(책임 프로듀서), 서울:
MBC.
☞ 특허권자(공개/공고일자), KR-A-공개번호(공고번호일 경우: KR-B-공고번호).
•한국과학기술연구원(2014. 2. 5.), KR-A-2014-0013205.
(※ 미국 특허 표시: 특허권자(연도, 날짜), U.S. Patent 고유번호.)
☞ 저자명(작성연도), 「자료명」(내부자료), 인용면수.
•○○연구원 ○○센터(2015. 9. 10.), 「○○○회의 결과」(내부자료). (※ 내부자료는 정보공
개허락을 받아 인용)

▶

참고문헌 작성 시 유의사항
•본문에서 직・간접 인용된 자료는 보고서 말미의 참고문헌에 모두 수록하며, 인용면수까지 정
확히 밝힌다.
•동일 저자의 여러 저작물을 참고하였을 경우 두 번째부터는 저자명 자리에 줄표(‘______’ ;
국/영문 모두 스페이스 6칸 길이)로 저자명을 대체하고 연도순으로 나열한다.
•동일 저자의 문헌 중 발행연도가 동일한 경우는 발행연도 뒤에 a, b, c를 넣어 ‘2010a, 2010b,
2010c’와 같이 표시한다.
•표제에 부제가 있는 경우 콜론(:)을 넣어 표시한다.

김석현 외(2010a),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와 성과: 재무와 특허데이터를 기초로」, 과학기술정
책연구원, 분책 제2권, pp. 50~67.
______(2010b), 「고성장기업의 전략과 혁신특성」,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분책 제4권, p. 10.
______(2010c), 「기업혁신지수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분책 제3권, p. 12.

저자명이 위에 나열한 자료와 같을 경우
______ ⋎⋎⋎⋎⋎⋎(스페이스 6칸)로 표시

동일한 저자의 문헌 중 발행연도가 같은 경우
연도 뒤에 a, b, c를 붙여 구분함

「과학기술정책」논문모집
「과학기술정책」은 과학기술 관련 연구·혁신 정책의 조사 분석 및 학술기반 조성,
국가과학기술정책을 선도하기 위해 발간하고 있는 학술지입니다.
투고된 논문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게재됩니다.
상세한 논문작성 방법 및 투고절차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stepi.re.kr)를 참고하십시오.

1. 논문주제
과학기술 연구·혁신 정책에 관한 연구 등
2. 투고대상
관련 전문가 및 대학원생
3. 원고분량
작성양식 기준 25매 이내(참고문헌 포함)
4. 투고기한
수시 접수
5. 제출방법
양식에 따라 작성 후 이메일(journal@stepi.re.kr) 제출
※ 제출서류: 논문 한글파일, 논문투고 신청서, 연구윤리 서약서
6. 학술지 발행시기
연 2회(6/30, 12/30)
7. 원고료
200만 원/편(게재가 확정된 원고에 한함)
8. 문의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학술지 편집위원회 편집이사
☎ 044-287-2176, email: journal@stepi.re.kr

「과학기술정책」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 관련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투고료 및 심사료를 받지 않으며,
논문 게재자에게는 별쇄본 20부를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