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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제4차 산업혁명 정책의
발전방향 논고
- 정책문제 정의 및 정책의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황병상*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제 4차 산업혁명 정책을 정책학 관점에서 분석하여 연구의 지평을 넓히고자 한
것이다 . 즉 , 정책문제 정의와 정책의 구성요소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정책문제 정의의 요소를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선진국과의 관련 기술 격차를 해소해 나가는 것을 정책문제로 볼 것인지
등을 선결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정책의 구성요소는 정책기조, 정책목표 및 정책수단으로 나누
었고 , 정책수단은 다시 집행기구 , 재정, 유인 및 설득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정책기조는 제4차
산업혁명을 기술결정론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기술, 경제 및 사회의 혁신과 국민의식의 변화라는 종합적인
시각이 필요하며, 혁신성장과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도록 경제정책과 노동정책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목표는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하게 설정해야 하며 , 정책목표의 계층화 등이 필요하다.
아울러 정책수단 측면에서는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좀 더 중심적인 역할, 예산의 전 과정에서 국민
참여관리 방식 및 무빙타겟(moving target)형 관리 활성화 , 원격의료와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법률
개정 등의 발전방향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제 차 산업혁명 정책문제 정의 정책의 구성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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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16년 초의 다보스 포럼 이후 제4차 산업혁명1)이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화두가
되었다.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미국 트럼프 정부의 미국우선주의에 입각한 정책, 일
본의 신산업구조비전과 Society 5.0 그리고 중국의 중국제조 2025 및 인터넷 플러스
등(황병상 외, 2018: 236)과 같이 각국은 사용하는 용어는 다르지만 새로운 변화에
자국의 강점을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경제는 저성장으로 대표되는 뉴
노멀(New Normal) 시대로 이미 접어들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반도체, 스마트
폰 등의 분야에서 경쟁력이 있지만 주력산업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고, 경제와 산업의
활력이 낮은 상황이다. 반면에 중국은 제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에서 한국을 추격하
여 이제는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2)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제4차 산업혁명 정책은 정책문제가 무엇인지 제대로
정의하고 정책을 세웠는가? 정책의 내용은 적절한가? 앞으로 발전방향은 어떻게 잡아
야 하는가?’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을 갖게 되었다.
우리나라 제4차 산업혁명 정책과 관련된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쉽게
파악되는 현상은 제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한 포럼과 세미나 등이 많이 개최되고, 다
수의 책3)이 발간된 것에 비해 정책과 관련하여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매우 적다는
것이다. 논문으로는 오철호(2017)가 제4차 산업혁명이 정책분석평가와 관련된 연구
및 실무평가에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지 탐색하였고, 나태준(2017)은 제4차 산업혁명
에 따른 정책분석평가연구의 방향을 연구하였다. 강선준 원유형김민지(2018)는 국내
외 자율주행자동차 법정책 현황을 검토하였고, 서준교(2018)는 제4차 산업혁명에 따
른 사회경제적 변화와 기본소득의 윤리적 가치 및 경제적 합리성에 대해 연구한 바
있다.
아울러 제4차 산업혁명 정책과 관련된 주요 보고서로는 현대경제연구원(2017)이
선진국의 관련 정책을 비교한 후 우리나라의 정책 수립방향을 제안하였고, 손병호김
․

‧‧

‧

․

‧

1) 클라우스 슈밥 (2016: 24-34)은 제 4차 산업혁명을 물리계 , 디지털계, 바이오계 기술의 다양한 융합으로
정치 ‧경제‧사회 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본질적인 변화로 이해하고 있다.

2)

2017년 7월에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2017)가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수준을 진단한 보고
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약간 앞서는 것으로 평가되었다(인공지능의 경우 한국 73.9%, 중국
71.7%). 그러나 2018년 5월 한국경제연구원(2018)이 제4차 산업혁명의 12개 분야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을 100으로 했을 때 중국은 108, 일본은 117, 미국은 130으로 나타났으며, 5년
후에도 중국과 일본은 113, 미국은 123으로 전망하였다.

3) 2019년 6월 4 일 기준으로 교보문고에서 ‘제4 차 산업혁명 ’으로 검색하면 940 권의 국내도서가 검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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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하최동혁(2017)은 우리나라의 대응역량을 정리하고 과학기술혁신 정책과제를 제안
하였다. 김규판 외(2017)는 외국의 4차 산업혁명을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
였으며, 김석관 외(2017)는 기술동인과 산업 파급 전망을 연구하였다. 정준화(2018)
는 한국의 제4차 산업혁명 대응현황을 주요 정책 및 입법적 논의 등으로 나누어 정리
한 후 향후과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상기한 논문들은 제4차 산업혁명의 특정 분야에 한정하여 영향과 대안을
연구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연구보고서들은 외국의 정책과 비교하거나, 우리나라
의 정책을 나열한 후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거나, 임의적으로 향후과제를 제안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우리나라의 제4차 산업혁명 정책을 정책학 관점에서 연구한 사
례는 아직 없다. 이에 정책학이 가진 맥락성(contextuality), 문제 지향성(problem
orientation) 및 처방적 접근(prescriptive approach) 이라는 강점을 활용하여 초기
단계에 있는 한국 제4차 산업혁명 정책을 정책문제 정의와 정책의 구성요소 측면에서
분석하여 보다 현실에 적합하고 유용한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

Ⅱ. 이론적 논의 및 분석의 틀
1.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1) 정책문제 정의

정책문제를 올바르게 정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정책문제가 정의되면
이 문제의 해결이 의도됨으로써 정책과정의 시발을 의미하기 때문이며(허범, 1984:
15), 아울러 제3종 오류(Type Ⅲ Error)4)의 방지, 타당한 정책목표의 설정, 정책대안
의 개괄적 파악과 범위 확정, 정책목표와 정책수단들 사이의 우선순위 암시 등과 관
련되기 때문이다(강근복, 2016: 116-121).
정책문제 정의를 다룬 연구는 정책문제 정의의 의미, 접근 방법 등 이론적 고찰과
관련된 연구(Cobb and Elder, 1983; 허범, 1984; 노화준, 1985; Rochefort and
Cobb, 1994; 사공영호, 2012; 사공영호, 2015), 정책문제 정의의 변화에 따른 정책

4)

제3종 오류는 문제의 구성요소 중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을 잘못 선택한 것을 의미한다. 실제에서는
문제의 파악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고 중요성 판단에서 편견이나 선입견이 작용하기 때문에 문제를
잘못 정의하는 경우가 많다(정정길 외, 2003: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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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화를 다룬 연구(Kaufman, 1985; Weiss, 1989; Mather, 1990; Portz, 1996;
Hansen & Koehler, 2005; 정광호김민영 금현섭, 2010; 김명환, 2012; Fifer and
Orr, 2013; 정시영, 2018) 및 특정분야의 정책문제 정의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
(박치성 남기범, 2012; 안선회, 2016) 등이 있다.
정책문제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정길 외
(2003: 321, 330)는 정책문제정의를 정책문제의 내용을 구성하는 행위, 활동 또는 과
정(행위나 활동의 종합으로서의)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즉 정책문제의 구성
요소(components), 원인(causes), 결과(consequences)등의 내용을 규정하여 ‘무엇
이 문제인지’를 밝히는 것이다. 또한 정책문제의 구성요소를 바람직스럽게 정의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심각성(문제로 인한 피해의 범위, 규모, 강도 등의 복합으로서), 피해
집단, 문제의 해결가능성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강근복(2016: 108-110)
은 문제의 분석을 통해 정책문제의 구성 요소, 성격, 원인, 결과 등을 규명하여 ‘무엇
이 문제인지’를 규정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즉 ‘구체적인 개별 문제(예를 들면, 환경
오염 문제, 청년 실업문제 등)’의 내용, 성격, 구성 요소 등을 밝혀 무엇이 문제인지를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 규정을 통해 정책문제 정의가 어떤
구성요소들로 이루어지는지 파악할 수 있다.
Stone(1989)은 문제정의를 문제의 원인, 사회적 피해(harm), 문제 발생에 대한 비
난(blame), 책임소재(responsibility)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인과적 이야기
(causal story)로 보았으며, Rochefort and Cobb(1994)에 따르면 문제정의는 문제
의 원인, 문제의 심각성 및 발생빈도, 그리고 문제가 위기를 고조시키는지 여부와 같
은 문제의 특성, 대상집단의 특성, 문제정의자의 목적-수단 지향성, 해결책의 특성 등
의 요소로 구성된다고 보았다(정광호김민영 금현섭, 2010; 79, 재인용).
아울러 정광호김민영 금현섭(2010: 79)은 탈북자지원정책의 문제정의 식별요소를
탈북자를 바라보는 시각, 탈북자가 야기하는 사회적 피해와 문제의 원인, 책임소재 측
면으로 구분하였다. 정시영(2018)은 학교폭력정책에 대해 정책문제 정의의 요소를 학
교폭력 문제의 법적인 정의, 문제의 심각성 인식, 문제의 발생 원인에 대한 인식, 대
상 집단에 대한 시각으로 구분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정책문제 정의의 구성
요소에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것은 문제의 원인과 문제의 심각성 등이며, 개별 정책에
따라 구성요소가 약간 씩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

‧

‧

‧

2) 정책의 구성요소

‧

‧

정책의 구성요소는 학자에 따라 이를 명시적으로 표현한 경우도 있고, 정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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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정의를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정책의 구성요소에 대한 여러 학
자들의 논의를 종합하면 핵심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이라고 볼 수
있으며, 학자에 따라 정책기조, 정책의지, 정책 추진주체, 정책 대상집단, 당위성, 공
식성 등을 들기도 한다(고순주, 1997: 20-23). Boulding(1958: 1), Anderson(1984:
3)과 허범(1988: 78)은 정책기조를 정책의 구성요소에 포함하고 있으며(고순주,
1997: 22에서 재인용), 고순주(1997: 23)와 황병상(2013: 209)도 정책기조를 정책의
구성요소로 분류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 정책의 경우 새로운 시대 흐름에 따라 수립된 정책이기 때문에 정
책의 기본적인 이념 등을 나타내는 정책기조가 중요하다. 정책기조는 정책목표와 정책
수단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도 하다. 정책기조(policy paradigm)란 ‘정
책의 방향, 내용, 성격, 과정 등을 규정해 주는 사고정향, 이념, 철학, 사상 등 정책의
기초적·논리적 전제로서의 기본적 준거가치’를 말한다(박정택, 1995: 79.). 정책기조
는 정책문제 정의에서 보는 시각과 겹치는 면이 있다. 이는 정책의 대상을 대하는 기
본적인 시각이나 가치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책의지는 정책기조나 정책목표에
일부 포함될 수 있고. 제4차 산업혁명 정책의 경우 정책대상집단은 국민 전체이기 때
문에 별도로 구분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당위성이나 공식성 역시 정책목표나 수단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제4차 산업혁명 정책의 구성요소로는 정책기
조, 정책목표 및 정책수단으로 설정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정책목표는 ‘정책(활동)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정책이 추구하는
바람직한 미래상), 얻고자 하는 결과’를 말한다. 이러한 정책목표는 본질상 미래 지향
성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즉, 정책목표는 시간적으로 보아 미래에 실현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이며, 어떤 방향으로의 변화를 지향하는 것이다(강근복, 2016: 145).
정책수단은 문자 그대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실질적 정책수단과 실행
적 정책수단으로 대별할 수 있다. 실질적 정책수단은 상위목표에 대해서는 정책수단으
로서, 하위수단에 대해서는 목표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정책의 종류에 따라서 달
라지는 것이다. 실행적 정책수단에는 첫째, 순응확보수단, 둘째 집행기구, 집행요원,
자금, 공권력 등이 있다(정정길 외, 2003: 64-68). 황병상(2013: 219, 242-269)은
실행적 정책수단을 집행기구, 재정, 규제, 유인 및 설득으로 분류하였고, 황병상·고순
주·박종수(2016: 30)는 집행기구, 재정, 유인 및 설득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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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의 틀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제4차 산업혁명 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학적
관점에서 거시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즉, 정책문제 정의와 정책의 구성요소를 중심
으로 살펴보려는 것이다.
먼저, 제4차 산업혁명 정책에서 정책문제를 어떻게 정의하고 정책을 수립하였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의 이론적 논의와 제4차 산업혁명 정책의 특
성을 고려하여 정책문제 정의의 구성요소를 ① 문제의 원인, ② 상황 인식, ③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시각, ④ 문제의 심각성, ⑤ 추구하는 가치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각 요소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문제의 원인은 제4차 산업혁명을
문제로 인식하여 정책을 수립하게 된 원인을 의미한다. 상황인식이란 한국이 처한 상
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시각은 제4차 산업혁
명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보느냐하는 것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문제의 크기나 강도 등
에 대한 정책행위자들의 인식을 의미하며, 추구하는 가치는 제4차 산업혁명 정책을
통해 정부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이냐를 뜻한다.
다음으로 제4차 산업혁명 정책의 내용을 정책의 구성요소 즉, 정책기조, 정책목표
및 정책수단으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정책기조를 고찰하는 이유는 제4차 산업혁
명 정책이 시대 흐름에 부응하여 국가차원에서 시도되는 정책으로서 그 바탕이 되는
기본이념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정책목표는 제4차 산업혁명 정책을 통하여 달성하고
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나 얻고자 하는 결과를 뜻한다. 정책수단의 경우에는 거의 모
든 정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실행적 정책수단에 의해 분류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정
책수단은 제4차 산업혁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집행기구, 재정, 유인 및 설득으로 구분
하고자 한다. 환경정책 등에서 규제를 정책수단으로 쓰는 경우가 많지만 제4차 산업
혁명 정책은 규제보다는 유인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규제를 제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기조, 정책목표 및 정책수단의 향후 발전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상
과 같은 분석의 틀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필자는 현 정부의 제4차 산업혁명 정책을 살펴보고 향후 발전방향을 제안하는 것
이 기본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분석대상은 2017년 5월에 현 정부가 출범한 후 동년
11월에 수립한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관계부처 합동,
2017)(이하 ‘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중심으로 한다. 아울러 2018년 2월에 수립된
‘2040년을 향한 국가과학기술 혁신과 도전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18~’22)-’(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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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이라 한다)과 2017년 6월에 수립된 ‘2018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
분조정’ 및 2018년 6월에 수립된 ‘201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도 연
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다만, 정책문제 정의 분석에서는 현 정부 뿐만 아니라 전임정부의 정책도 포함하였
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제4차 산업혁명 정책은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
다고 보기 때문에 두 정부 간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알아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판
단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2016년 12월에 성안한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
사회 중장기 종합대책’(관계부처 합동, 2016)(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분석대상에
포함시켰다.
․

․

[그림 1] 분석의 틀

Ⅲ. 한국 제4차 산업혁명 정책에서의 정책문제 정의
1. 정책문제 정의 분석

한국의 제4차 산업혁명 정책 중 대표적인 것은 전임정부의 ‘종합대책’과 현 정부가
수립한 ‘대응계획’이다. 이 두 계획은 시간적으로 11개월의 차이 밖에 없으나, 여당과
야당 간의 정권교체로 정책주도 세력이 달라짐으로써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시각과
내용 면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정책문제 분석을 별도로 하거나 정책문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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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공식적으로 한 것은 없으므로 두 계획의 문건에서 정책문제 정의와 관련된 내용
을 추정하여 정부가 무엇을 문제로 보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추정과정에서
필자는 감추어진 정치적 맥락보다는 공식적 문건에 명시된 내용에 집중하고자 한다.
이는 제4차 산업혁명 정책이 기본적으로 기술에 기반을 둔 정책이기 때문에 정치적
성향에 많은 영향을 받지 않는 특성이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허범 교수
(1984: 22-23)가 주장했듯이 한 사회의 정책문제지향성은 마땅히 정치적 배경과 의의
그리고 그것을 형성시킨 정치적 맥락 등을 함께 포함해야 하지만 그것은 공식적 이유
뒤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쉽게 파악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며, 명시적으로 발표된 정부
의 공식적 이유도 정책문제정립을 위하여 제도적 정당성의 근거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전임정부의 ‘종합대책’과 현 정부의 ‘대응계획’에서 나타난 정책문제 정의 요소별
내용을 비교하여 표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한국 제4차 산업혁명 정책의 정책문제정의 요소 비교

정책문제
박근혜 정부
정의 요소
문제의 - 지능정보기술의 발전
원인
- 지능정보기술이 지금까지와는 확연히
다른 경제사회구조 대변혁을 야기
상황 인식 할 것이며, 기술산업 중심의 정보화
를 넘어 교육, 고용, 복지 등 사회정
책도 포괄하는 국가적 대비책 필요
제4차 - 기계의 지능화를 통해 생산성이 고
산업혁명에 도로 향상되어 산업구조 근본이 변
대한 시각 하는 것
- 지능정보기술은 기존 생산요소를 압도
하며, 산업구조 재편을 촉발할 것임
문제의 -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ICT 기반 플
랫폼 기업들은 전 산업으로 영역을
심각성
확장, 산업경계를 무너뜨리며 기존
업체를 위협
- 인간중심 지능정보사회 실현
수준의 지능정보기술 기반
추구하는 · 글로벌
확보
가치
· 전 산업의 지능정보화 촉진
· 사회정책 개선을 통한 선제적 대응
․

․

문재인 정부
- 기존 성장전략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의 전환 필요성
- 산업화에 성공했으나, 생산성 저하와 국민
삶의 질 저하라는 이중적 위기에 직면
- 경제·사회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
한 범국가적인 준비 부족
- 지능화 기술로 경제사회의 대변혁과 기
술인프라생태계 혁신을 유발, 사람중심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원동력
- 산업구조가 재정의되는 새로운 산업질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산업서비스
전반의 글로벌 경쟁력이 뒤쳐질 위기
- ‘일자리 감소(위기)’와 ‘신직업 창출(기회)’
이 공존하는 고용구조 재편이 전망되어
미래 일자리 변화 대응 시급
- 모두가 참여하고 모두가 누리는 ‘사람 중
심의 4차 산업혁명 구현’
신산업 창출, 주력산업 육성
국민 삶의 질 제고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능화 기술데이터네트워크 확보
․

․

․

․

․
․
․
․

․

․

이상의 비교를 통해 정책문제 정의 측면에서 두 계획의 공통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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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기술 또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제4차 산업혁명이 궁극적으로는 경제
와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에 두 계획의
차이점을 들자면 박근혜 정부가 제4차 산업혁명에 의해 만들어지는 지능정보사회의
바람직한 미래상에 초점을 맞춘 반면에, 문재인 정부는 제4차 산업혁명을 혁신성장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보다 초점을 맞춘 점이다.
2. 발전방향

중요한 문제일수록 정책문제 정의를 정확하게 해야 할 필요성은 증대한다. 제4차
산업혁명 정책은 정책추진을 위한 비용의 규모가 크고, 다른 정책과의 연관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엄밀한 정책문제 정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
의 정책과정에서 정책문제 정의를 정확히 하고 정책을 세우는 경우는 드문 것이 사실
이다. 정책학에서 중요하다고 역설하는 것에 비해 실제 정부의 정책 문건에서는 추진
배경이나 대응역량 진단 또는 비전 등에 어렴풋이 표현되어 있을 따름이다. 앞으로
정책문제 분석과 정책문제 정의와 관련된 학계의 더 많은 연구 축적과 함께 정부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정책문제 정의를 위한 정책문제 분석은 예비분석과 본분석으로 나눌 수 있고, 정책
문제의 분석방법으로는 ① 계서분석, ② 유추분석, ③ 가정분석, ④ 분류분석, ⑤ 빅
데이터 분석, ⑥ 주관적직관적 방법, ⑦ 조사연구 방법의 활용 등이 있다(강근복,
2016: 121-142). 정부의 정책과정에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한 엄밀한 정책문제 정의
단계가 생략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정부의 정책수립 과정에서는 정책문제 정의가 먼저 정확히 이루어진 다음에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거나 어렴풋이 아는 상
태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결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만큼 정부의 정책 수립에는 반드
시 정책문제 정의를 필수적으로 하도록 매뉴얼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정책
문제 정의는 정정길 외(2003: 327-328)가 주장하듯이 정책분석가나 전문가가 독자적
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국가·사회전체, 또는 국민전체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필자가 정책문제 정의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제4차 산업혁명 정책을 바라보면 다
음과 같은 내용이 정책문제 정의의 선결과제로 정리될 필요가 있다. 첫째, 제4차 산
업혁명 관련 기술 수준이 이미 선진국보다 뒤처져 있는 상황에서 선진국과의 격차 해
소를 정책문제로 볼 것인가이다. 이는 제4차 산업혁명이 기술혁신에 기반을 두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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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전
략적으로 어느 부문에 기술경쟁력을 갖추고 시장을 선점해 나갈 것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정보분석 서비스기업인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인공지능 특허건수는 미국이 24,054건인 반면에 한국은 2,638건으로 미국의 10분의
1규모(동아일보, 2018.1.23.)인 상황에서 어떤 세부 분야에 집중할 것인지가 중요한
전략이 되어야 한다.
둘째, 제4차 산업혁명을 통해 새로운 생태계와 미래를 만들겠다는 창조적 정책문제
정의를 할 것인가이다. 클라우스 슈밥(2016: 10, 34)이 주장하듯이 제4차 산업혁명은
삶과 일, 인간관계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혁명이며, 그 규모, 범위 그리고 복잡
성을 미루어 볼 때 과거 인류가 겪었던 그 무엇과도 다르기 때문이다. 정치경제사회
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본질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누구
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담대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전임정부와 현 정부가 인식하는 정책문제 정의에서 ‘상황 인식’과 ‘문
제의 심각성’ 측면에서 좀 더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책문제 정의는 정
책기조 및 정책목표 설정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다음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

․

Ⅳ. 정책 구성요소별 분석 및 발전방향 제언
1. 정책기조 분석 및 발전방향 제언
1) 정책기조 분석

2017년 11월에 수립된 ‘대응계획’은 제4차 산업혁명을 지능화 혁명을 기반으로
‘경제사회 구조적 과제’의 동시 해결이 가능한 혁신성장의 새로운 모멘텀으로 인식하
였다. 이 계획은 기본방향으로 ① 지능화 혁신으로 다양한 신산업 창출, 튼튼한 주력
산업 육성, ② 고질적 사회문제를 해결하여 국민 삶의 질 제고, ③ 양질의 새로운 일
자리 창출, 일자리 변화 대응 사회안전망 강화 등으로 설정하였다.
2018년 2월에 수립된 ‘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세우
는 과학기술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이 계획의 과제 중 하나가 ‘4차 산업혁명 대응기
반 강화’이다. 이 과제의 추진방향은 ① 인공지능 등 핵심 원천기술 확보, ② 세계최
초 5G 상용화, ③ 데이터 활용역량 강화, ④ 신산업·신비즈니스가 활발히 창출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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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현 정부의 제4차 산업혁명 정책의 기조는 제4차 산업혁명을 혁
신성장의 원동력으로 인식한 것이다. 초지능 초연결 기술을 개발 확산하여 신산업을 육
성하고 일자리를 확보하며 경제사회의 대변혁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즉, 경제성장과
사회문제 해결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정책으로 수립한 것이다.
위에서 정리한 제4차 산업혁명 정책기조와 정부의 정책 문서에서 확인되는 정책기
조에 대해 주요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4차 산업혁명을
혁신성장의 원동력으로 삼고 경제성장과 사회문제 해결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방향
성은 좋으나, 이미 제4차 산업혁명 기술분야에서 벌어진 선진국과의 격차를 어떻게
인식하고 정책기조에 반영할지에 대해 분명치 않다는 점이다.
둘째, 여전히 정부의 제4차 산업혁명론이 특정 기술을 발전시키면 일자리와 성장동
력을 확보할 것이라는 기술결정론적인 인식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의 정책기조가 초지능 초연결 기술의 개발·확산 → 신산업 육성 → 일자리 확보
→ 경제사회 대변혁 유발이라는 선형적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기술 개발이
그 첫 관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제4차 산업혁명 정책이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연
합뉴스(2019.1.9., 2019.1.22.)에 따르면 2018년 경제성장률은 2.7%로 6년 만에 가
장 낮은 수준이었다. 2018년 연평균 취업자는 2017년보다 9만 7천명 증가했지만 취
업자 증가폭은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2018년 실업자는 107만 3천명으로
2000년 이후로 가장 많은 수치였다.
넷째, 제4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의 정책기조 중 하나가 ‘세계최초 5G 상용화’를 하
겠다는 것인데, 캐치프레이즈 성격이 짙은 방향 설정으로 보인다. 5G망은 기존 LTE보
다 20배 가량 전송 속도가 빠르지만5) 영상과 게임 콘텐츠는 현재 LTE 망에서도 전혀
지장이 없고, 5G망을 구성하더라도 이를 활용해 소비자들에게 내놓을만한 서비스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시장 조사기관인 가트너에 의하면 “자율주행차나 스마트 공
장이 5G수익원으로 부상하려면 최소 10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한다(조선일보, 2018.
9.5.). 우리나라의 통신 3사가 5G망을 구축하는데 10조 원 이상이 들 것으로 예상되
는데, 당장 매출이 일어나지도 않을 사업에 큰돈을 투자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중국과 일본의 통신업체들은 5G 상용화 시점을 한국보다 1년 늦은 2020년으로 잡고
․

․

․

․

․

5)

우리나라는 2019년 4월 3일 밤 11시에 5G 서비스를 개통했다. 미국의 버라이즌보다 1시간 먼저
개통함으로써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 기지국 수가 적어 다운로드
속도가 LTE보다 4배 정도 빠르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LTE보다 오히려 느린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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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은 한국의 시행착오를 보고 본격적으로 상용화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2) 정책기조 발전방향 제언

앞에서 설명하고 분석한 우리나라 제4차 산업혁명 정책기조를 토대로 정책기조 자
체의 발전과 정책기조의 변화를 위해 필요한 발전방향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미 제4차 산업혁명 기술 분야에서 벌어진 선진국과의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를 정책기조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제4차 산업혁명은 기존의 산업혁명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인류사의 대변혁이
기 때문에 기술결정론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기술, 경제 및 사회의 혁신과 국민의식의
변화라는 종합적인 시각에서 정책기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제4차 산업혁명 정책이 혁신성장과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도록 경제정책과 노
동정책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최저임금의 차등적용 및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보완 등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넷째, ‘세계최초 5G 상용화’라는 미명보다는 5G를 통해 어떤 서비스와 콘텐츠를
제공하고 어떻게 산업에 확산해 나갈까하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5G가 자율
주행차, 원격의료, 로봇 원격제어 및 스마트 공장 등에 적용되면 현장의 데이터를 센
서를 통해 클라우드로 모아 인공지능으로 분석한 후 빠른 속도로 전송이 가능하기 때
문에 산업의 지형 자체를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2. 정책목표 분석 및 발전방향 제언
1) 정책목표 분석

2017년 11월에 수립된 ‘대응계획’(관계부처 합동, 2017)에는 정확하게 무엇이 정
책목표인지 밝히고 있지 않다. 뚜렷한 정책목표 없이 추진과제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
다. 여기서 정책목표로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① 지능화혁신 프로젝트 추진, ② 성
장동력 기술력 확보, ③ 산업 인프라 생태계 조성 등이다. 2018년 2월에 수립된 ‘기술
기본계획’의 과제 11인 ‘4차 산업혁명 대응 기반 강화’를 살펴보면 명시된 정책목표
가 없다. 다만, ① 인공지능 기반기술 확보, ② 초연결 네트워크 기반 구축, ③ 데이
터 공유활용역량 강화 및 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등을 정책목표로 볼 수 있다.
제4차 산업혁명 정책의 목표에 대해 주요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4차 산업혁명정책의 정책목표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대응계
획’과 ‘기본계획’에는 명시된 정책목표가 없어 추정할 수 있을 따름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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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이고 뚜렷한 목표가 아니라 ‘규제 개선’, ‘핵심 기
술력 확보’ 또는 ‘선제적 대응’과 같은 모호하거나 막연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김
소영 외(2017: 48-49)도 우리나라가 독일이나 중국처럼 지능형 정보통신기술을 사용
해서 공장생산을 혁신적으로 바꾸겠다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
다고 평가하고 있다. 정책목표를 검증 가능한 목표로 세우지 않는 것은 나중에 그것
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의 책임 문제를 의식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셋째, 현 정부에서의 정책목표 수립은 전임 정부가 세운 정책목표에 대한 달성도를
평가하지 않고 세워졌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 인해 대통령직인
수위원회도 없이 바로 시작하여야 했던 어려움이 있기는 했지만 현 정부는 전임정부가
세운 ‘종합대책’의 목표 달성도에 대한 점검이나 평가 없이 새로운 정책목표를 세운
것은 사실이다.
넷째, 정책목표의 계층화가 미흡하다. 정책목표는 최종목표가 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간목표, 다시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하위목표 등으로 계층화되는 것이 마땅한데
현 정부의 정책목표에는 이러한 계층화가 명료하게 표현되어 있지 못하다.
2) 정책목표 발전방향 제언

앞에서 설명하고 분석한 정책목표를 토대로 정책목표 설정의 발전방향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4차 산업혁명 정책의 정책목표를 분명히 제시하여야 한다. 정책
목표를 치유적소극적 목표와 적극적 창조적 목표로 나눈다면(정정길 외, 2003: 58-59),
제4차 산업혁명 정책은 적극적 창조적 목표를 세워야 하는 정책이다. 명시적인 정책목
표를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책의 지향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정책목표를 정책 수립의 배경이나 정책방향 속에 어렴풋이 감추어 놓아서는 안 될 것
이다.
둘째, 구체적이고 뚜렷하며 검증 가능한 정책목표를 세워야 한다. 해야 할 일의 종
류를 정책목표인 것처럼 나열하거나 검증이 가능하지 않은 막연한 정책목표를 세워서
는 안 된다. 1972년에 우리나라 정부는 1981년을 목표시점으로 ‘100억 달러 수출,
1,000달러 국민소득’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목표를 설정하였고, 불과 5년만인 1977년
에 이를 달성한 바 있다. 이처럼 정부가 명확한 정책목표를 세울 때 민관이 합심하여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추진력이 강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정책목표를 세울 때는 전임 정부나 앞서 세운 정책목표의 달성도를 평가한
다음 새로운 목표를 세워야 할 것이다. 앞의 정책목표에 대한 달성 여부나 저해요인
등을 파악하여 다음 정책목표 설정에 활용해야 할 것이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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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정책목표 수립 시 다양한 정책행위자 및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한 목표
정립이 필요하다. 독일의 경우 처음에는 인더스트리 4.0을 몇몇 산업협회가 주도하다
가 문제점이 발생하자 2013년에 민관연학이 모두 참여하는 범국가적 위원회로 ‘플
랫폼 인더스트리 4.0’을 새롭게 구성하여 논의를 발전시킨 바 있다. 정부는 정책목표
수립 시 좀 더 개방적이고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정책목표의 계층화가 필요하다.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을 세울 때 정책
의 최종목표, 중간목표 및 하위목표 간에 합리적인 계층화가 이루어질 때 정책목표의
효율적인 달성이 가능할 것이다.
․

․

․

3. 정책수단 분석 및 발전방향 제언
1) 집행기구

(1) 분석

제4차 산업혁명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는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하 과기정통부라 한다)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정부 부처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대학교 등이 집행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첫째, 대통령 소속인 4차산업혁명위원
회는 대통령령인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되었으
며,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을 심의·조정한다. 제1기 위원회는 2017년 10월에, 제
2기 위원회는 2018년 11월에 출범하였다. 제1기 위원회는 8차례의 전체회의를 열어
총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그 중 스마트 시티와 스마트 공장 관련 2건의 전
략은 민간위원이 정책 수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이고, 나머지 8건은 먼저 정부안
을 마련한 후 민간위원이 자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위원회의 기능이 심의조
정으로 되어 있다 보니 당초의 의욕적인 출발에 비해 뚜렷하게 보이는 성과는 내지
못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제2기 위원회는 2019년 2월까지 두 번의 회의를 통
해 3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둘째, 정부부처와 자문심의기구가 있다. 과기정통부는 2017년 7월에 출범하였으며,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주무부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
부는 공업과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등을 담당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정책의 기획·종합 및 창업·벤처기업의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는 기존 자문기능과 심의기능으로 나뉘어져있던 기구들을 2018년 4월에 통
합한 것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등을 담당하고 있다.
셋째,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제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대표적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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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차세대반도체 및 로봇 미디어 연구를 중심으로 연구
역량을 결집하고 있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기관의 비전을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ICT Innovator'로 정하고 원천기술개발과 상용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
러나 제4차 산업혁명을 위한 인재양성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기술개발 지원 측면에서는
발전의 여지가 아직 많아 보인다.
넷째, 대학교는 제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기술 개발과 창의적 인재 양성을 맡
고 있다. 대표적으로 KAIST는 인공지능과 증강현실(AR)·가상현실(VR)·사물인터넷 등
21세기형 신기술에 적합한 인력을 배출하는 전진기지 역할을 맡기 위해 노력 중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2018년 3월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선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한양대(ERICA 캠퍼스) 등 10개 혁신선도대학은 각 1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신
산업분야를 선도할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

(2) 발전방향 제언

제4차 산업혁명 정책의 집행기구들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
째,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이 심의조정기구의 성격만
가질 경우 앞으로도 제1기와 같은 역할 정도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아무런 권
한 없이 정책건의만 하는 위원회가 과연 혁신적 규제완화를 이뤄낼 수 있겠느냐는 벤
처업계의 시각이 있다. 이 위원회가 제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기술혁신, 경제혁신, 사
회혁신 및 정책혁신을 아우르는 좀 더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4차산업혁명위원회 스스로가 진단했듯이 향후 제2기에서는 정부 제출안건에
대한 자문과 더불어 위원회 주도로 정책 아젠다를 발굴하고, 특위 TF 등 위원회와 부
처 간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정책수립단계부터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기
획재정부, 과학기술혁신본부 등 예산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심의 안건에 대해 차년도
예산과 연계하는 프로세스 마련도 필요하다(4차산업혁명위원회 외, 2018).
셋째,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제4차 산업혁명 추진과제를 모니터링하고, 분야별 소관
부처와 협력하여 구체적 성과를 내도록 독려하는 역할도 필요하다.
넷째, 지방자치단체별로 제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지원에 정부출연연구
기관의 역할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대전은 과학기술도시라는 위상을 바탕으로 ‘제4
차 산업혁명의 수도’를 지향하고 있으며, 부산과 세종시는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로 선
정되었다. 아울러 제주도는 블록체인 특구로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다섯째, 제4차 산업혁명을 위한 교육과 인재 양성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교는 학부대학원-정부출연(연)-기업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할 필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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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대학이 자체적으로 이러한 연계 프로그램이 어렵다면 타 대학이나 정부출연(연)
및 민간기업과의 제휴나 협업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2) 재정

(1) 분석

현 정부의 2018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국가과학기술심의회,
2017)에 따르면, 제4차 산업혁명의 전략적 투자범위를 ① 기초과학, ② 핵심기술, ③
기반기술, ④ 융합기술, ⑤ 법제도 등 5대 영역으로 분류했다. 제4차 산업혁명 대응
예산은 2017년 12,122억 원에서 2018년 15,230억 원6)으로 25.6% 증가되었다. 구
체적으로는 핵심기술인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기술격차가 큰 분야는 단기집중투자
를 통해 기술경쟁력을 조기 확보(2017년 2,099억 원 → 2018년 2,897억 원)하며,
지능형반도체와 센서, 정보보안 등 산업혁신을 위한 요소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
(2017년 3,541억 원 → 2018년 3,777억 원) 하는 것 등이다.
201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제4차 산업혁명 대응 역량 강화와 함께 8대 혁신성
장 선도분야7)를 선정하여 투자를 크게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2018년 총 22,061억
원에서 2019년에 총 25,943억 원으로 약 17.6% 확대되었다. 먼저 제4차 산업혁명의
기초 핵심기반 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지원(2018년 15,397억 원 → 2019년 17,467
억 원) 하였으며, 8대 혁신성장 선도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2018년 6,664억 원 →
2019년 8,476억 원)를 통해 조기에 성과를 가시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국가과학기
술자문회의, 2018: 20-22). 이상의 예산 투자계획을 표로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 투자가 제4차 산업혁명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투자 단
계 및 수행관리 단계에서의 효율성 향상과 성과관리 단계에서의 지표 개선은 계속적
으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

․

<표 2>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중 제4차 산업혁명 관련 투자액
주요 분야
4차 산업혁명 대응역량 강화
8대 혁신성장 선도분야 중점 추진
계
6)
7)

2017 예산
13,867
13,867

2018 예산
15,397
6,664
22,061

(단위: 억 원)

2019 예산
17,467
8,476
25,943

201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조정(안)에 따르면 15,397억 원으로 수정되었다.
① 초연결지능화, ② 자율주행차, ③ 고기능무인기, ④ 스마트시티, ⑤ 스마트공장, ⑥ 스마트팜,
⑦ 정밀의료, ⑧ 지능형 로봇을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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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연구개발비(2016년 기준 0.9조 원) 중 제4차 산업혁명 비
중을 2016년 24%에서 2022년 40%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혁신모험펀드 10
조 원을 조성하여 벤처기업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지능화 기술 분야의 기업
성장과 회수 활성화를 위해 2017년도에 9,400억 원(기존자금 재투자 2,600억 원 +
신규자금 6,800억 원)의 성장사다리펀드를 지원하기로 하였다(관계부처합동, 2017:
44).

(2) 발전방향 제언

재정 투자 현황을 토대로 발전방향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4차 산업혁명
을 위해 각 부처에서 요구하는 예산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좀 더 심도 있는 조율과 심의가 필요하며, 유사사업에 대한 예산 중복투자 문제가 발
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철저하게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
차 등 제4차 산업혁명 관련기술의 위험요인 평가 등에 대한 연구비 지원도 충분히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인공지능, 서비스로봇 분야 및 바이오의료 분야 등의 첨단 분야에 대한 투자
가 신산업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투자의 질적 양적 측면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
요하다.
셋째, 편성된 예산이 연구개발 기획→선정·평가→수행→확산의 전 과정에 국민 참
여관리 방식이 확대되고, 문제해결 중심으로 기술 환경, 제도 변화 등에 유동적으로
대응하는 ‘무빙타겟(moving target)형’ 관리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기존의 경제적 가치 중심의 성과지표에서 탈피하여 사회적 가치를 포함하는
질적 성과지표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재정 투입이 실질적인
성과와 좋은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
․

3) 유인

(1) 분석

정부가 제4차 산업혁명 정책의 확산을 위해 활용하는 유인 수단들의 내용을 검토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완화이다. 국회는 2018
년 9월 20일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을 의결했다. 이 법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을 4%로 제한하는 은산분리원칙을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34%까지 완화하였다.
이것은 2017년 4월과 7월에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출범한 후
은행법으로 인한 투자 제한과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제약을 완화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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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줄곧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둘째, 세제 지원이다. 정부는 2018년 7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18년 세
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신기술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다. 우선 2019년 말까지 연구·개발 설비, 신성장 기술 사업화 시설
등 혁신성장 투자를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가속상각’8)을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신성
장 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블록체인, 양자컴퓨팅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추가
해 투자금의 20∼40%를 세액공제해 주기로 했다. 또한 5G 전국망 조기 구축 등 민
간의 적극적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해 5G 망투자 세액공제를 2018년 1%에서
2019~2020년 2~3%로 확대할 계획이다.
셋째, 규제 샌드박스 도입이다. 정부는 2018년 10월 국무회의에서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및 지역특구법의 개정 공포안을 의결하였다. 이 3개의 법률을 통해 '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되었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놀
이터의 모래밭처럼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이다. 아울러 개정된 지역특구법은 신
기술·신제품을 적용할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비수도권에 한정)'를 신설할 수 있게 하
였다.
넷째, 공공데이터의 전면 개방이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 2월 공공데이터전략위원
회를 통해 국가안보나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데이터를 빼고는 원칙적으로 국민에게
전면 개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앙행정기관 등 약 690여개 기관이 가진 공공
데이터의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아울러 정부가 보유한 데이터 현
황을 보여주는 ‘국가 데이터맵’을 구축해 2019년 안에 공개할 예정이다.
다섯째,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제도이다. 이 제도는 스마트공장의 수준을 44개 평가
항목에 따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하고 검증하는 것으로 5단계(레벨 1~레벨 5)로
세분화되어 있다. 2019년 3월 중소벤처기업부는 코아비스를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1
호 기업으로 선정하였고, 레벨 3 수준으로 확인한 바 있다.
여섯째, 드론 특별승인제이다.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항공안전법 등을 개정하여
2017년 11월부터 시행한 것이다.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그동안 금지했던 야간
시간대, 가시권 밖 비행을 사례별로 검토 허용하도록 한 것이다.
일곱째, 출연(연)과 기업 간의 교류의 장 마련이다. 과기정통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
회는 2018년 7월 1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출연
(연)-기업 테크비즈파트너링’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를 통해 출연(연)이 보유한 105
8)

투자금을 일정 기간 나눠서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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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기술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고, 사전신청과 현장신청을 통해 약 400여건의
기술상담이 이루어졌다.

(2) 발전방향 제언

정책수단 중 유인과 관련하여 발전방향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사와 환
자 간 원격의료가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의료법’에는 의료인 간에만 컴
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의료를 할 수 있게 제한하고 있어 의
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가 금지되고 있다. 이러한 법률 조항 개정하려고 해도 의사단
체가 반대하고 있다. 의료 선진국인 일본, 영국, 독일 등이 다양한 방식의 원격의료
서비스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최근에는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도 빠르게 성장
하고 있다. 규제혁신 차원에서 원격의료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에 대한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둘째, 개인정보 활용을 허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 비식별화된 가명
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활용하여 빅데이터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긴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해커톤을 열어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시민단체는 개인정
보 침해의 우려가 크다며 반대한 바 있다. 미국에서 비식별 정보를 활용할 때 사전
동의를 배제하여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유통하는 것이 가능하고, 중국이 정부 주도로
2015년부터 데이터를 자유롭게 사고파는 ‘빅데이터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점을 인
식하여야 한다.
셋째, 유인 수단이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유인 수
단의 정책대상자들이 실제로 그것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애로 사항이나 걸림돌은
없는지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
․

4) 설득

(1) 분석

정책수단 중 설득은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도덕적인 양심에 호소하거나 강
연, 협의, 자문적 성격의 조사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되고 있다(정정길, 1997: 62,
Doern & Wilson, 1974: 399). 제4차 산업혁명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설득
측면에서 활용되고 있는 수단은 다양하다. 첫째, 해커톤 개최이다. 해커톤은 이해당사
자가 모여 합의를 끌어내는 일종의 끝장토론으로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새롭게 시도한
것이다. 해커톤은 2017년 1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5차례 개최되었으며, 다룬 주제
는 핀테크, 첨단의료기기 규제개선, 개인정보 보호, 도시지역 내 내국인 공유숙박 허

24 ∙ 과학기술정책 | 제2권 제1호(2019.6.)

용 등이다. 이익단체들의 반대로 카풀(승차공유) 활성화에 대한 논의는 헤커톤에서 이
루어지지 못했다.9)
둘째, 책 발간이다. 전임 정부의 미래창조과학부는 미래준비위원회를 만들어 대국민
용 책을 발간했다. 2016년 2월에는 「10년후 대한민국, 이제는 삶의 질이다」, 2017년
2월에는 「미래 일자리의 길을 찾다」, 2017년 4월에는 「10년 후 대한민국,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생산과 소비」를 발간하여 미래 변화와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에 비해 현 정부에서는 정부차원에서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책을
발간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
셋째, 전시회와 박람회 개최이다. 독일의 하노버 산업박람회는 2018년 4월에 '통합
산업-연결과 협업(Integrated Industry-Connect & Collaborate)'이라는 테마를 중
심으로 개최되었을 때 한국에서는 한국기계산업진흥회가 주관하여 77개사가 참가했
다. 2018년 7월에는 한국인공지능협회 등이 주최하여 ‘2018 인공지능대전’이 개최되
었고, 2018년 10월에는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한 ‘2018 로
보월드’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전시회와 박람회에서 일반인들의 체험과 학습이 용이하
도록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넷째, 포럼과 세미나 개최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2017년 6월에 ‘4차 산업혁명
과 ICT’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주요과제에 대해 토론하였다. 산업연구원은 듀크대학
GVCC와 함께 2017년 9월에 국제컨퍼런스를 열어 ‘4차 산업혁명 시대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변화와 한국의 산업혁신’에 대해 토의하였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2017년
11월 14일에 ‘4차 산업혁명시대, 기업가정신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
하였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2018년 7월에 4차 산업혁명과 의료의 미래를 주
제로 포럼을 진행하였다. 이외에도 다수의 포럼과 세미나 등이 개최되었으나 연구결과
의 확산과 새로운 시대에 대한 준비라는 측면에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2) 발전방향 제언

정책수단 중 설득과 관련하여 발전방향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4차산업혁
명위원회가 처음으로 시도하고 있는 해커톤에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여 활발한 논의와 타협방안 도출이 필요하다. 기득권의 저항이 만만
치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새로운 산업혁명의 진행에 따른 국가 전체적인 준비를 위
해 이해당사자간의 대타협이 필요하다.

9)

2019년 3월에 택시와 카풀 업계의 상생을 위한 사회적대타협기구가 ‘출퇴근 시간에 한해 카풀의
제한적 허용'을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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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제4차 산업혁명 정책의 홍보를 위한 정부차원의 책 발간이 필요하다.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수많은 책이 발간되었다하더라고 대국민용으로 필요한 주제를
선정하여 책을 발간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전시회나 박람회는 전시되는 신기술과 신제품 및 새로운 서비스를 일반인들
이 실제로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포럼과 세미나도 제4차 산
업혁명을 위한 정책과 혁신을 확산하기 위해 진행방식을 좀 더 개방적이며 융합적인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Ⅴ. 요약 및 결론

초지능, 초연결 및 융합을 특징으로 하는 제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시기에 한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한 지 이제 3년여가 되었다. 선행연구들이 가진
한계를 도출한 후, 정책학이 가진 맥락성(contextuality), 문제 지향성(problem
orientation) 및 처방적 접근(prescriptive approach) 이라는 장점을 활용하여 정책
문제 정의와 정책의 구성요소 측면에서 분석하여 발전방향을 제안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표 3>과 같다.
구분

<표 3> 연구 결과 요약

분석
- 박근혜/문재인 정부의 공통점
: 제4차 산업혁명이 경제와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식
- 박근혜/문재인 정부의 차이점
정책문제 정의 : 박근혜 정부는 제4차 산업혁명에
의해 만들어지는 지능정보사회의
바람직한 미래상에 초점,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인식
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초점
- 혁신성장의 원동력으로 인식
정책 - 기술결정론적인 인식에 근거
정책 기조 -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
지 못하고 있음
구성
요소
정책목표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정책
않거나
모호한
목표 제시
목표 - 전임정부의 정책에
대한 평가 없이

발전방향

- 선결과제
: 제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수준이
뒤처진 상황에서 선진국과의 격차를
해소해 나가는 것을 정책문제로 볼
것인가?
: 제4차 산업혁명을 통해 새로운 생태
계와 미래를 만들겠다는 창조적 정책
문제 정의를 할 것인가?
- 기술, 경제 및 사회의 혁신과 국민의
식의 변화라는 종합적인 시각 필요
- 혁신성장과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도
록 정책/노동정책을 함께 고려
- 정책목표를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
하게 설정
- 다양한 정책행위자와의 소통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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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석
정책 수립
- 정책목표의 계층화 미흡

집
행
기
구
재
정

-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뚜렷한 성과가
없음
- 정부출연연의
( ) 역할에 발전의 여지가
있음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에 제4차
산업혁명 관련 투자 증가
- 중소벤처기업부의 혁신모험펀드 등
지원 확대
정
책
- 세제지원, 규제 샌드박스 도입
수 유 -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
단 인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제도, 드론
특별승인제 등
5회 개최
설 -- 해커톤
책
발간
전시회 및 박람회
득 - 포럼 및, 세미나
개최

발전방향
정책목표 정립 및 앞서 세운 정책목표
의 달성도 평가 후 정책수립 필요
- 정책목표의 계층화 필요
-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좀 더 중심적인
역할 필요
- 지방자치단체의 기술개발에 정부출연
(연) 역할 필요
- 첨단 분야에 대한 투자가 신산업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점검 필요
- 예산의 전 과정에서 국민 참여관리
방식 및 ‘무빙타겟형’ 관리 활성화
-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가 가능
하도록 법률 개정
-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해 개인정보
활용을 허용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필요
- 해커톤에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여
활발한 논의 및 타협방안 도출
- 정책 홍보를 위한 정부차원의 책 발간,
전시회 등은 일반인의 체험 활성화
필요

연구의 결과들이 가진 이론적 함의로는 첫째, 우리나라에서 제4차 산업혁명 정책을
정책문제정의의 측면에서 다루거나 정책의 구성요소별로 나누어 분석한 연구가 부족
한 상태에서 연구의 지평을 넓히고자 했다는 점이다. 둘째, 제4차 산업혁명 정책에서
정책문제 정의의 구성요소를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셋째, 정책
의 구성요소는 정책기조, 정책목표 및 정책수단으로 나누었고, 정책수단은 다시 집행
기구, 재정, 유인 및 설득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후 발전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제4차 산업혁명 정책을 분석하고 발전방향을 제언하는 과정에서
경제정책, 과학기술정책, 사회정책, 노동정책 및 교육정책 등과의 통합적인 접근을 다
소 부족하게 다룬 측면이 있으며, 그 내용에서도 다소 세부적이지 못하며 규범적으로
접근한 측면도 있다. 추후 정부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과 보다 다양한 자료의 분
석을 통해 보다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며, 연
구방법을 보완하여 객관성을 높이는 연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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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on Development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Policy in Korea
- Around Definition of Policy Problem and Policy Components -

Hwang Byungsang
Abstract

This research is aimed at broadening the scope of research by analyzing Korea's 4th
industrial revolution policy from policy studies perspective. In other words, it is analyzed
in terms of the definition of a policy problem and its components. This study divided
definition of policy problem into five categories and also points out the fact that it is
more important to first decide whether to consider narrowing down technical gap with
developed countries is a policy problem or not. Here, components of policy are divided
into policy paradigm, goal, and means. For policy means, it is again divided into executive
body, finance, incentive, and persuasion for analysis. Based on this analysis, this research tries to suggest directions for improvement such a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policy paradigm from comprehensive viewpoint, innovation in technology, economy, and
society as well as changes in national consciousness, and moreover, policy goal should
be more specific and verifiable, which are viewing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way
from technological determinism. In addition, in terms of policy means, it proposes ways
of improvement including revision of law for remote medical care and personal information ut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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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ODA가
수원국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 패널 VAR 모형을 중심으로
강희종*, 김기국**
초록

SDGs 시대의 개막을 맞아 과학기술 ODA 패러다임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고 있다 . 아직까지
ODA가 수원국 경제성장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관해서는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수원국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ODA의 역할과 비중이 더 늘어나야 한다는
논의가 증가하고 있는 중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ODA와 수원국 GDP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와 함께 특히 수원국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과학기술 ODA의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고자 분석을 시도했다 .
이를 위해 OECD의 CRS 목적 코드를 이용하여 과학기술 ODA를 별도로 정의하고 , 이를 기존
ODA 분류 9개 분야(교육, 보건의료, 교통, 통신, 에너지, 사회인프라, 경제인프라, 생산부문, 다부문)의
영향과 비교했다. 또한 수원국의 경제규모별 ODA 효과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수원국 GDP 평균을
6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비교했다. 아울러 수원국이 속한 지역을 5개 대륙으로 구분하여 지역별 ODA의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ODA가 수원국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분야별 , GDP 규모별, 지역별로 상당히
다르게 나타났으며 , 특히 과학기술 ODA의 경우 여타 분야 ODA보다 수원국의 GDP 성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ODA를 통해 수원국의 경제성장을 효과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추진된 ODA
결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경제규모 , 지역 특성 등 수원국의 상이한 개별 조건과 특성을 충분히 분석
및 반영하여 지원 분야와 지원 규모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과학기술
:

ODA, CRS

코드

, GDP,

패널

V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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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지난 2015년 9월에 열렸던 제70차 UN 총회에서 새롭게 합의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2030 의제(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일명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가 이전까지의 “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를 대체해서 글로벌 차원의 주 개발협력 패러다
임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SDGs는 기존 MDGs와 달리 UN 회원국이라면 선진국과 개도국의 구분없이 모든
국가들이 공히 국내적으로 2030년까지 이행해야 하는 개발계획 패러다임이다. 한국도
예외가 될 수는 없으며, 이에 따라 SDGs 시대를 맞아 전반적인 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할 필요성
이 제기되고 있다(김태균, 2017).
특히 SDGs에서는 2030년까지 빈곤과 기아를 척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17개의
목표, 169개의 세부 목표, 100개의 글로벌 지표 및 148개의 국별 보완지표를 제시
하고 있는데, 각 목표의 이행에 있어서 과학기술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뿐 아니라
특히 <목표 17>에서는 명확하게 과학기술과 혁신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강인수,
2016).
그런데 아직까지 ODA가 수원국 경제성장에 어느 정도나 기여했는가에 관해서는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수원국 경제성
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ODA 가운데 과학기술 ODA의 역할과 비중이 더 늘어나야
한다는 논의가 증가하고 있는 중이다1).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첫째, ODA가 수원국
GDP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둘째, 과학기술 ODA와 여타 분야 ODA가 수원국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Ⅱ장에서는 분석의 틀로서 과학기술 ODA의 개념적 이해 및 과학
기술 ODA와 수원국 경제성장의 관계를 고찰하고, 이어 Ⅲ장에서는 분석 방법론으로
서 기초 통계와 분석 모형 및 분석 대상을 검토하며, 다음 Ⅳ장에서는 ODA 분야별,
수원국 GDP 규모별, 지역별 영향을 각각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끝으로 Ⅴ장에서
는 결론 및 시사점으로서 본고의 의의 및 향후 개선과제를 논의한다.

1) 이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본고의 Ⅱ 장에서 보다 상세하게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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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분석의 틀
1. 과학기술 ODA의 개념적 이해

현재 국내에서 과학기술 ODA의 개념은 개략적으로 “과학기술을 통해 개발도상국
현지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하는 ODA 사업” 정도로 이해되고 있으나(과
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2018.11.23.), 아직까지 권위있고 통일된 확정적 정의는
부재한 실정이다. 이는 과학기술 ODA가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이하 DAC)의 ODA 분류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밀접
하게 연관되며2), 특히 이로 인해 과학기술 ODA 통계 산출의 일관성 문제를 해결하
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정책 및 정책연구의 추진 차원에서 가장 큰 현실적인 애로로
나타나고 있다(강희종, 2014).
국내에서 과학기술과 ODA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직접 연계해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2008년 교육부와 과학기술부가 합쳐진 교육과학기술부의 탄생에 따라 이전까지
의 “교육 ODA”의 영역이 “교육·과학기술 ODA”로 확장된 것이 그 효시이다3). 한편
정책연구 차원에서는 처음부터 “과학기술 ODA”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으며, “과학기술 주도형 ODA”나 “과학기술에 기반한 ODA”, “과학기술 분야
ODA 사업” 등의 간접적 표현과 함께 혼용하면서(김기국, 2008b; 이명진·김기국,
2008; 김기국, 2009) 점차 “과학기술 ODA”라는 표현의 사용이 늘어갔다. “과학기술
ODA”라는 표현이 완전히 정착된 이후에는 이와 함께 “과학기술·ICT ODA”와 “과학
기술혁신 ODA”라는 용어를 병행 사용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김기국, 2011; 이정협,
2012a; 이정협, 2012b; 장용석, 2012; 강희종·임덕순, 2014; 이우성, 2014; 최영락,
2014).
최근 정부는 “과학기술 ODA”라는 용어를 전략적으로 사용하면서 관련 정책을 체
계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예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 11월
서울에서 과학기술 ODA 국제컨퍼런스4)를 개최하는 한편 이 자리를 통해 “글로벌 동
2) 과학기술이 OECD DAC의 ODA 분류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과학기술 ODA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당시부터 줄곧 지적되어 왔으나(김기국, 2009), 아직까지 미해결된 상태이다. 최근
OECD는 이 문제의 해결에 상당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2018년 9월 20-21일에는
서울에서

“Strengthening

Linkages

between

STI

and

ODA”를

주제로

Korea-OECD

CSTP

Workshop을 개최한 바 있다 .
3) 이는 교육부 주관으로 2007 년에 발간되었던 『교육 ODA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의 제목이 2008 년에는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의 『교육과학기술 ODA 현황과 정책과제(II)』로 바뀐 데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유네스코
한국위원회 , 2007;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 2008).

34 ∙ 과학기술정책 | 제2권 제1호(2019.6.)

반 혁신성장을 위한 과학기술 ODA 활성화 방안”을 공식 발표한 바 있다(과학기술정
보통신부, 2018).
한국의 과학기술 ODA는 2019년 현재 금액 기준으로는 ODA 전체의 약 8%, 사업
수 기준으로는 ODA 전체의 약 17%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송치
웅·이혜진, 2019).
2. 과학기술 ODA와 수원국 경제성장의 관계

과학기술 ODA와 수원국 경제성장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하에서는 일반적인
ODA가 수원국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개도국 경제성장에 과학기술 ODA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의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본고의 연구문제를 살펴본다.
1) ODA 일반과 수원국 경제성장의 관계

정기헌·이충열(2011)은 “개도국에 대한 원조가 개도국의 경제성장이나 효율성 개선
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한 논의는 개도국 원조가 지속되어야 하는 당위성과 연관
되는 중요한 주제”라고 지적하고, 2000년대 중반까지 이 주제와 관련해서 이루어진
주요 선행연구들을 검토했다.
그 결과 첫째, 원조 효과는 수원국에서의 정책적 능력이 있을 경우 더 실효성이 있
지만 이를 배제하더라도 긍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고, 둘째, 유상원조가 양(+)의 효
과, 무상원조가 음(-)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지만 때에 따라 유상원조와 결합되어 나
타나는 무상원조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는, 전체적으로 선행연구들 간에 결과 및
함의가 상반된 형태로 도출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수원국의 정책적 능력과 관련해서는 Burnside and Dollar(2000)의 연구 결
과를 인용해서, “원조는 수원국에서 견실한 거시경제 정책 및 제도가 뒷받침될 때 비
로소 경제성장에 양(+)의 효과가 나타나고, 수원국이 견실한 경제정책을 수행하지 않
거나 그 수행능력이 미진하다면 경제성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주장을 적극적으
로 소개했다.
또한 정기헌·이충열(2011)은 패널 벡터자기회귀모형(Vector Auto Regression; 이
하 VAR) 분석을 이용한 인과관계 검정과 충격반응함수 분석을 통해 ODA와 수원국
경제지표 간의 상호영향 관계를 살펴보고, 결론적으로 ODA가 단기적으로 수원국의

4) 2017년까지는 적정기술국제컨퍼런스였으나, 9회째를 맞는 2018년부터 과학기술 ODA 국제컨퍼런스로 명칭
을 변경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 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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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자금의 성격(유상, 무상)
및 수원국의 지역(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에 따라서도 그 효과에 차이가 있음을
주장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ODA 일반과 수원국 경제성장의 관계에 관한 본고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연구문제 1> ODA는 수원국의 경제성장에 양(+)의 효과로 기여할 것이다
2) 개도국 경제성장과 과학기술 ODA의 관계

전반적으로 개도국의 경우 급속한 글로벌화 추세로 인해서 자국내 신생 기업이 성
장할 토양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보화 추세의 가속화에 따른 지식 및 기술의
양극화에 따라 선진국과의 정보화 격차 및 지식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음이 지적되
고 있다.
한편 교육 및 과학기술 요소가 경제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은 1980
년대에 등장했던 내생적 성장이론(Endogenous Growth Model)에 의해 특히 강조되
었다. 이에 따르면 지식자본의 끊임없는 창출과 축적을 통해서 지속적이고 항구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하며, 국가와 국가 사이에 존재하는 성장속도 및 소득의 격차는 인적
자본의 차이5)에 의해서 설명된다(송치웅·김기국, 2008).
그러므로 개도국의 입장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지식생산에
필요한 자본, 노동 및 지식을 축적해야 하며, 선진국과의 소득 격차6)를 줄이기 위해
서는 인적자본을 양성하기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 따라서 개도국의 경제성장 및 발전
을 올바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식 및 인적자본의 축적과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요체
가 되며, 결국 과학기술 ODA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하는가에 따라 수원국 경제성
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을 반영하듯 2015년 유엔총회에서 합의된 SDGs는 각 목표의 이행에
있어서 과학기술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뿐 아니라 특히 <목표 17>에서는 과거와
는 달리 명확하게 과학기술과 혁신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개도국 경제성장과 과학기술 ODA의 관계에 관한 본고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5) Mankiw et. al.(1992)의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 인적자본의 개념이 도입되었을 경우 인구변동과 자본
축적이 국가 간에 존재하는 소득격차를 설명할 수 있다.
6) Kremer(1993)의 O-ring Theory에 의하면 , 선진국은 개도국에 비해서 노동인력의 숙련도가 훨씬 높으며
이로 인해 부유한 국가들과 빈곤한 국가들 사이에 존재하는 임금 및 숙련도의 차이는 더 커지게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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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2> 과학기술 ODA는 수원국의 경제성장에 여타 분야 ODA보다 더 크게
기여할 것이다.
Ⅲ. 분석 방법론
1. 기초 통계

ODA 통계 산출의 기반이 되는 CRS(Creditor Reporting System) 코드에는 과학
기술 분야가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과학기술 ODA 통계를 산출하기 위
해 여러 방법이 실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CRS 목적 코드, 채널 코
드 및 서지정보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림 1]과 [그림 2]는 과학기술 ODA를 식별하
기 위해 시범적으로 수행한 연구 결과로서, 첫째, 과학기술 지원이 중점인 ODA 사
업, 둘째, 과학기술 지원이 목적인 조직(기관)의 ODA 사업, 셋째, 과학기술 요소를
갖는 기타 ODA 사업을 과학기술 ODA로 파악하고 있다.
[그림 1] ODA에서 과학기술 부문 식별 방법

자료: Gualberti and Ericsson(2018.9.20.)

과학기술 ODA가 수원국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 37

[그림 2] 과학기술 ODA 식별 방법

자료: Gualberti and Ericsson(2018.9.20)

그런데 이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OECD DAC로부터 ODA 사업의
원시자료를 제공받아서 분석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많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감안하여 CRS 코드 중 첫째, 과학기술 관련 분야의 교육훈련 및 연구
와 둘째, 생산부문 중 기술지원 관련 분야의 두 가지 분야를 합계한 금액으로 산출7)
한 기존 연구의 정의를 활용한다. 산출기준의 상세한 내용은 <표 1> 및 <표 2>에 제
시되어 있다.
<표 1> DAC의 지원 분야 중 과학기술 ODA 해당 분야
지원 분야

대분류
보건
사회
인프라 인구정책/시책 및
생식보건
수자원 및 위생
교통
경제
인프라 에너지 개발 및 공급
농업
생산부문
임업
어업

중소분류
의료교육 및 훈련, 의료연구
보건인력개발
인구정책 및 생식보건을 위한 인력개발
식수공급 및 위생 부문교육
운송 및 창고부문 교육
에너지교육/훈련, 에너지 연구
농업관련 교육/훈련, 농업연구
임업교육/훈련, 임업연구
어업교육/훈련, 어업연구

CRS 코드
12181~2
12281
13081
14081
21081
23181~2
31181~2
31281~2
31381~2

7) 이러한 방식을 사용한 과학기술 ODA 규모의 추정은 송치웅·김기국(2008)의 연구에서 처음 시도되었으며,
그 방법론에 대한 논의는 이주현 (2010.9.30)의 내용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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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개발, 중소기업개발, 가내공업 및 수공업 32120,30,40
농수산물 가공업, 임산물 가공, 섬유,피혁 및
대체소재, 화공, 비료공장,
32161~9
시멘트
/인조대리석/소석회,
산업
에너지 가공, 의약품생산, 철강산업
비철금속산업, 엔지니어링(기계공업),
32170~2
운송기계산업
기술연구개발
32182
환경교육/훈련, 환경연구
41081~2
다부문
다부문
다분야 기타교육, 연구/과학기관
43081~2
자료: 강희종(2014) 및 한국수출입은행(2013)

분류

<표 2> 과학기술 ODA 산출기준

세부 내용
개도국 전체
수원국
(
유럽
,
아프리카, 아시아,
(Recipient)
남미, 오세아니아 등)
자금
ODA
(Flow)
(Grant, ODA Loan, OOF)
유형
원조 유형 (예산 지원, 전NGO,
지원,
(Type of 프로젝트 원조, 기술 PPP
원조
,
채무
Aid)
구제, 행정비용 등)
자료: OECD(2019)

분류

세부 내용
양자간 원조 전 분야
원조 분야
(
사회인프라
, 경제인프라,
(Sectors)
생산, 다부문 등)
자금 유형 지출(Gross Disbursement)
(Flow Type)
: 약정(Commitment)
전 채널
채널
(
공공
섹터
,
NGO 및 시민단체,
(Channels) PPP, 다자기구
, 기타 등)

본고에서 분석을 위해 사용한 데이터는 국별 GDP 데이터 및 ODA 데이터이다. 사
용한 데이터의 시계열은 2002~2017년의 16년간 데이터인데, 이는 OECD DAC에서
CRS 코드를 이용한 세부 분야별 통계 자료를 2002년부터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OECD, 2019).
OECD에서 분야별로 제공하는 데이터는 각 분야별로 내려받아 사용하였으며, 과학
기술 ODA 데이터는 <표 1>에 따라 CRS 코드별로 내려받은 것을 합산하여 사용하였
다. 한편 GDP 자료는 UN 통계국의 National Accounts Estimates of Main
Aggregates를 사용하였다(UN,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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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모형

분석 모형은 아래 식 (1)과 같은 패널 VAR 모형8)을 사용하였으며, 데이터 분석에
는 STATA 14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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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대상

ODA가 수원국 GDP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대상은 ODA 분야별9), 수원
국의 GDP 규모별10), 지역별11)의 세 가지로 구분했다. 분야별로 구분하는 이유는
<연구문제 1>과 <연구문제 2>를 직접 검증하기 위해서이고, GDP 규모별로 구분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수원국들의 경제발전 단계가 낮아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타날 것으
로 기대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지역별로 구분하는 이유는 각
대륙별로 갖고 있는 환경과 조건의 차이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이다.
다음 <표 3>은 분석 대상인 137개 전체 국가의 GDP 규모별 및 지역별 국가 수 분
포를 보여주고 있다.
<표 3> GDP 규모별 및 지역별 분석 대상국가 수

구 분
10억 달러 미만
100억 달러 미만
250억 달러 미만
1000억 달러 미만
1조 달러 미만
1조 달러 이상
계

유럽
0
3
2
2
2
0
9

아프리카 아메리카
4
4
20
7
13
5
10
7
4
5
0
2
51
30

아시아
0
7
9
6
10
2
34

오세아니아
11
1
1
0
0
0
13

계
19
38
30
25
21
4
137

8) 패널 VAR 모형의 설정 및 추정방식에 관해서는 민인식·최필선(2016)의 내용을 참조할 수 있다.
9) ODA 전체 , 과학기술 , 교육 (110), 보건의료(120), 교통(210), 통신(220), 에너지 (230), 사회인프라 (100),
경제인프라 (200), 생산부문 (300), 다부문 (400) 등 총 11 개 분야로 구분했다.
10) <표 3>에 나타난 것처럼 10 억 달러 미만부터 1 조 달러 이상까지 6 개 구간으로 구분했다.
11) <표 3>에 나타난 것처럼 유럽, 아프

리카, 아메리카,

아시아 ,

오세아니아의

5개 지

역으로

구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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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 결과
1. 패널 단위근 검정

lnGDP 변수는 단위근이 존재하여 시계열이 불안정함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단위
근은 일반적으로 가성회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러나 패널 VAR 모형에서 개별
그룹의 이질성을 모형에 포함하면 정상성 제약조건을 완화할 수 있다.
식 (1)의  방정식에서  변수는 I(0)이고 그룹 이질성( )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성회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차분모형 대신 lnGDP 변
수를 그대로 사용한다(민인식·최필선, 2016. p.243). 그밖의 변수들은 단위근이 존재
하지 않았다.
변수별 단위근 검정 결과는 <표 4>와 같으며, 검정식은 xtunitroot fisher lnGDP, lag(2)
demean dfuller을 사용했다. demean 옵션은 동시적 상관관계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표 4> 변수별 패널 단위근 검정 결과
 





lnODA
ln과학기술
구분 statisticlnGDPP-value
statistic
P-value
statistic P-value
P 274.3943 0.4819 1,027.2248 0.0000 492.6949 0.0000
Z
4.7413
1.0000 -13.9743 0.0000
-4.1829
0.0000
L*
4.8500
1.0000 -20.5870 0.0000
-6.3829
0.0000
Pm 0.0168
0.4933
32.1762
0.0000
9.3422
0.0000
ln
교육
(110)
ln
보건의료
(120)
ln
교통
(210)
구분 statistic P-value
statistic
P-value
statistic P-value
P 955.5045 0.0000 630.3171 0.0000 399.9916 0.0000
Z -12.8722 0.0000
-5.6989
0.0000
-2.9201
0.0017
L* -18.8126 0.0000
-9.5333
0.0000
-3.5491
0.0002
Pm 29.1124 0.0000
15.2211
0.0000
5.3821
0.0000
ln
통신
(220)
ln
에너지
(230)
ln
사회인프라
(100)
구분 statistic P-value
statistic
P-value
statistic P-value
P 335.0016 0.0069 424.8709 0.0000 1,193.6696 0.0000
Z
-0.3319 0.3700
-2.8113
0.0025 -16.3754 0.0000
L* -0.4998 0.3087
-3.9209
0.0000 -24.7254 0.0000
Pm 2.6059
0.0046
6.4449
0.0000
39.2863
0.0000
ln
경제인프라
(200)
ln
생산부문
(300)
ln
다부문
(400)
구분 statistic P-value
statistic
P-value
statistic P-value
P 550.9782 0.0000 592.5563 0.0000 809.6488 0.0000
Z
-4.8070 0.0000
-4.5622
0.0000 -10.4794 0.0000
L* -7.8445 0.0000
-8.1404
0.0000
15.1538
0.0000
Pm 11.8319 0.0000
13.6081
0.0000
22.8818
0.0000
주: P: Inverse chi-squared(274), Z: Inverse normal, L*: Inverse logit t(689) Pm: Modified
inv. chi-squared

과학기술 ODA가 수원국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 41
2. 패널 공적분 검정

xtwest lnGDP lnODA, lags(1 2) leads(0 2) lrwindow(3)constant를 사용하여
공적분 검정을 실시했다. 귀무가설은 “공적분 관계가 없다”인데, 모든 변수들과의 관
계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결국 공적분 관계는 없는 것
으로 파악되었다(<표 5> 참조).
<표 5> 변수별 패널 공적분 검정 결과

구분
Gt
Ga
Pt
Pa

구분

lnGDP-lnODA

Z-value
5.231
12.170
5.452
5.493

lnGDP-ln교육(110)

P-value
1.000
1.000
1.000
1.000

lnGDP-ln과학기술

Z-value
2.070
12.322
7.349
6.611

lnGDP-ln보건의료(120)

P-value
0.981
1.000
1.000
1.000

lnGDP-ln교통(210)

Z-value

P-value

Z-value

P-value

Z-value

P-value

Gt

7.291

1.000

17.790

1.000

-5.395

0.000

Ga

12.845

1.000

11.974

1.000

12.139

1.000

Pt

7.211

1.000

3.986

1.000

4.523

1.000

Pa

7.056

1.000

5.196

1.000

5.493

1.000

Z-value

P-value

Z-value

P-value

Z-value

P-value

구분

lnGDP-ln통신(220)

lnGDP-ln에너지(230)

lnGDP-ln사회인프라(100)

Gt

-3,000.000

0.000

-8.781

0.000

21.518

1.000

Ga

13.170

1.000

12.104

1.000

12.359

1.000

Pt

8.075

1.000

6.587

1.000

2.886

0.998

Pa

7.375

1.000

6.286

1.000

5.278

1.000

Z-value

P-value

Z-value

P-value

Z-value

P-value

구분

lnGDP-ln경제인프라(200)

lnGDP-ln생산부문(300)

lnGDP-ln다부문(400)

Gt

0.701

0.759

16.922

1.000

0.738

0.770

Ga

12.617

1.000

11.999

1.000

12.159

1.000

Pt

6.814

1.000

5.176

1.000

7.118

1.000

Pa

6.333

1.000

4.070

1.000

5.914

1.000

3. 충격반응함수 분석

패널 VAR 모형을 추정하기 위해서 모든 변수에 대해 시점 t에서 사용할 수 있는
미래 시점 값들의 평균을 빼주는(전진평균차분) Helmert 변환을 실시하고 명령어
pvar2 lnGDP lnODA, gmm lag(3) impulse 16 1 gr_imp를 통해 충격반응을 관
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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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m 옵션은 시스템 GMM 추정량을 계산하라는 의미이며, impulse는 사후분석으
로 OIRF(orthogonalized IRF)를 계산하고 gr_imp는 OIRF 결과를 그래프로 그리라
는 의미이다. 16은 총기간이며, 1은 IRF 그래프의 x 축 간격을 1로 하라는 의미이다.
1) ODA 분야별 분석

[그림 3]의 좌측은 ODA 충격에 의해 GDP가 1년까지는 단기적으로 증가하지만 이
후 크게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우측은 GDP 충격에 의해 ODA가 2년차까지 증
가하다 이후 감소하여 6~7년 후에는 영향이 거의 사라지는 것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
로 <연구문제 1>의 경우 단기적 효과는 검증되었으나, 장기적 효과에 대해서는 추가
적 분석이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 GDP 및 전체 ODA 충격반응함수

[그림 4]는 GDP와 과학기술 ODA 관계를 추정한 것이다. 과학기술 ODA의 충격
에 의해서 GDP가 1년차는 크게 증가, 2, 3년 차는 그 효과가 감소하고, 5~7년에는
작으나마 (–) 값을 갖다가 점차 그 영향이 사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학기술
ODA의 영향은 교육과 보건의료는 물론이고 여타 분야 ODA의 영향보다 모두 크게
나타나서12), <연구문제 2>의 경우 과학기술 ODA의 기여도가 여타 ODA보다 큼이
충분히 검증되었다고 판단된다.

외 머
록>에 제시했다.

12) 교육과 보건의료를 제 한 나 지 7개 분야(교통, 통신, 에너지, 사회인프라, 경제인프라, 생산부문, 다부문)의
분석 결과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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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GDP 및 과학기술 ODA 충격반응함수

[그림 5]는 GDP와 교육 ODA 관계를 추정한 것이다. 교육 ODA의 충격에 의해
GDP가 2년차까지는 소폭 증가하지만, 이후 감소하여 5~7년에는 (–) 값을 갖다가 점
차 그 영향이 사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GDP 충격에 대한 교육 ODA는 2년차까지 증
가하다가 이후 감소하여 사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5] GDP 및 교육 ODA 충격반응함수

[그림 6]은 GDP와 보건의료 ODA 관계를 추정한 것이다. 보건의료 ODA의 충격
에 의해 GDP가 1년차에는 증가하지만, 2년차에는 오히려 (–) 값을 갖고, 점차 그 영
향이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GDP 충격에 대한 보건의료 ODA는 2년차까지 증가
하다가 이후 감소하여 사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6] GDP 및 보건의료 ODA 충격반응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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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DP 규모별 분석13)

[그림 7]은 수원국의 GDP 규모별로 GDP와 과학기술 ODA 관계를 추정한 것이다.
GDP 규모가 10억 달러 미만(size=1)인 수원국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은 250억 달러 이상~1천억 달러 미만(size=4)이며, 나머지는 부정적인 영
향을 보였다. 그러므로 규모의 경제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오
히려 규모가 작은 국가일수록 의사결정과정이 신속해서 ODA가 그 국가의 부족한 부
분을 채워주는 경제적 보완성이 큰 것으로 추론된다.
[그림 7] GDP 규모별 GDP 및 과학기술 ODA 충격반응함수

13) 규모

별 그림의 size

1은 10억 달러 미만 , 2는 100억 달러 미만 , 3은 250 억 달러 미만, 4 는 1,000 억

달러 미만, 5 는 1조 달러 미만 , 6은 1조 달러 이상을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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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은 수원국의 GDP 규모별로 GDP와 교육 ODA 관계를 추정한 것이다. 과
학기술 ODA와 마찬가지로 GDP 규모가 10억 달러 미만(size=1)인 수원국의 GDP
증가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동 규모에서 비교하면 교육 ODA의 영향이
과학기술 ODA보다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은 100억 달러 이상~250억
달러 미만(size=3)이며, 나머지 규모에서는 GDP에 (-)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 8] GDP 규모별 GDP 및 교육 ODA 충격반응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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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는 수원국의 GDP 규모별로 GDP와 보건의료 ODA의 관계를 추정한 것
이다. 앞서 살펴본 두 분야와 마찬가지로 GDP 규모가 10억 달러 미만(size=1)인 수
원국의 GDP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건의료 ODA의 경
우는 다른 분야와 다른 특이성을 갖고 있다. 즉 먼저 10억 달러 이상~100억 달러 미
만(size=2) 규모에서는 1년차에 (-) 영향을 주고 이후 3년차부터 7년차까지 증가하는
특성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100억 달러 이상~250억 달러 미만(size=3) 규모에서는
발산하는 이상치가 나타났다.
[그림 9] GDP 규모별 GDP 및 보건의료 ODA 충격반응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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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별 분석14)

[그림 10]은 수원국이 속한 지역별로 GDP와 과학기술 ODA의 관계를 추정한 것이
다. 영향은 오세아니아 지역(50)이 가장 높았고, 아메리카(31,32) 및 아시아
(41,42,43) 지역은 과학기술ODA가 GDP 성장에 오히려 (-)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는 오세아니아 지역의 경우 소규모 섬나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앞서
소규모 GDP 국가들의 경우와 유사하게 의사결정과정이 신속해서 ODA가 부족한 부
분을 채워주는 경제적 보완성이 큰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림 10] 지역별 GDP 및 과학기술 ODA 충격반응함수

14) 지

역별 그림의 지역 10은 유렵, 21은 북아프리카, 22는 남아프리카,
중앙아시아, 43은 중동, 50은 오세아니아를 의미한다.

시아 , 42는

31은

중미 ,

32 는

남 미,

41은 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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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은 수원국이 속한 지역별로 GDP와 교육 ODA의 관계를 추정한 것이다.
역시 영향은 오세아니아(50) 지역이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교육 ODA의 영향으로
GDP가 3년차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이후 4년차부터 감소하여 16년차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었다.
다음은 아시아(41,42,43), 유럽(10) 순으로 나타났으며, 아프리카(21,22)와 아메리
카(31,32) 지역은 (-) 영향이 예측되었다.
[그림 11] 지역별 GDP 및 교육 ODA 충격반응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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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는 수원국이 속한 지역별로 GDP와 보건의료 ODA의 관계를 추정한 것이
다. 여기에서도 영향은 오세아니아(50) 지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유럽(10) 지역은
2년차까지 증가하다가 3년차부터 크게 감소하여 점차 사라지는 모습이며, 아프리카
(21, 22) 지역은 1년차에는 증가했다가 2년차에는 (-) 영향으로 반전되고 이후 점차
사라지는 모습을 보였다. 아시아(41,42,43) 지역은 이상치를 보이고 있다.
[그림 12] 지역별 GDP 및 보건의료 ODA 충격반응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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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시사점

OECD DAC은 1969년부터 50여년에 걸쳐 개도국의 경제 및 사회개발 증진을 목
적으로 ODA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KOICA, 2019). 그런데 아직까지
ODA가 수원국의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만큼 효과적으로 기여했는가에 관해서는 유
의미한 결론을 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지금까지 ODA가 개도국의 경제개발 및 빈곤퇴치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가를 다
룬 주요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긍정적인 견해와 부정적인 견해들이 다양하
게 공존하고 있다(이정협, 2012). 한편 독일, EU, 미국 등 기존 선진공여국들은 기존
ODA 정책의 성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2010년대 들어 원조기관의 통합, 원조 관련 정
책 및 기획 기능 강화, 중점 지원 분야와 협력대상국 선정 등을 통해 ODA의 집중성
과 효과성 제고에 주력하는 방향으로 ODA의 전반적인 정책 전환을 꾸준히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권율·박수경, 2011).
국내에서도 개도국의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새로운
관점에서 대개도국 ODA 추진의 한국형 철학, 모델 및 방식을 개발, 기획하고 주도적
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15)을 지적하는 주장이 2010년을 전후한 시기로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김기국, 2008a; 김기국, 2009; 김기국, 2011; 장용석, 2012).
이러한 논의와 배경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첫째, ODA가 수원국 GDP, 즉 경제성
장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확인해보고, 둘째, 과학기술 ODA와 여타 분야 ODA가 수
원국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를 분석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OECD의 CRS 목적 코드를 이용하여 과학기술 ODA를 별도로 정의하
반적인 대개도국 국제협력이 그다지 활성화되지 못했다고 평가되기 때문에
움직임이다. 즉 당시 국내에서는 대개도국 국제협력 추진 실적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그 개념과
추진 당위성에 대한 인식과 관심도 미흡했다. 특히 협력 대상인 개도국과 상생하고 그들 입장에서의 수요를
반영한다는 이른바 호혜적 인식과 관점이 많이 결여되어 있었던 것으로 지적된다. 그러므로 개도국의 협력
수 요에 부응 하는 상생형 관 점 에 입 각해서 대개도국 국제 협 력 추진의 이론 및 정책적 당위성 을 정 립 하고,
이를 바탕 으로 정책방 안의 효율성 제고를 모 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미 2010 년 이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김기국, 2008b). 이와 관련해서 당시 주요 개도국에서는 경제 및 사회발전 과정에서 과학기술이 차지하는
중요성 및 그 역할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었으며, 특히 한국의 경제 및 과학기술
발전 성 과에 주목하 여 한국으로부터 발전 경 험 과 노하우를 학 습하고자 하는 관심 표명 및 공 유 요청이
증가하고 있었다. 따라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대개도국 국제협력 방식을 독자적으로
개발, 제 안 하고 이를 주도적으로 운영할 필요 가 있음도 2010 년 무렵부터 지적되어 왔다(김기국, 2009;
김기국 , 2011). 구체적으로는 대개도국 국제 협력 추진 과정에서 파편화 된 물 자 지원이나 단기 인력 훈련
위주의 일시적이고 단편 적인 방식을 벗어나 , 과학기술과 국제 협 력이 결합 된 장기적이고 종합 적인 방안 을
적 극적으로 모색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 예를 들어 연구장비의 대개도국 이전이 이 같 은 대
개도국 국제 협 력 추진과정에서 중추적 역 할을 담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기국 ·최효 민 , 2013).

15) 이는 이 시기까지 한국의 전
일어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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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를 기존 ODA 분류 9개 분야(교육, 보건의료, 교통, 통신, 에너지, 사회인프라,
경제인프라, 생산부문, 다부문)의 영향과 비교했다. 또한 수원국의 경제규모별 ODA
효과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수원국 GDP 평균을 6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비교했으
며, 아울러 수원국이 속한 지역을 5개 대륙으로 구분하여 지역별 ODA의 영향을 분
석했다.
분석 결과, ODA가 수원국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분야별, GDP 규모별, 지
역별로 상당히 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과학기술 ODA의 경우 여타 분야 어느
ODA보다도 수원국의 GDP 성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므로
ODA를 통해 수원국의 경제성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추진
된 ODA 결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경제규모, 지역 특성 등 수원국의 상이한 개별 조
건과 특성을 충분히 분석 및 반영하여 지원 분야와 지원 규모 등을 정밀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SDGs 시대를 맞아 과학기술 ODA 패러다임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과학기술 ODA가 수원국 GDP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처음으로 시도
했다는 것과, 여타 분야 ODA와의 비교를 통해 과학기술 ODA가 수원국 경제성장에
상대적으로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명시적으로 포착하였다는데 그 주된 의의가 있다.
한편 본고에서 다룬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개선과제의 해결을 필요로
한다. 첫째,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과학기술 ODA 통계의 산출을 위한 통일된 방법론
정립이 수반되어야 한다. 둘째, 통계 산출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권위있고 확정적인
과학기술 ODA의 정의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다양한 방법론과 모형을 활용한 후
속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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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분야별 충격반응함수: 기타 사례

□ GDP 및 교통 ODA

□ GDP 및 통신 ODA

□ GDP 및 에너지 O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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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DP 및 사회인프라 ODA

□ GDP 및 경제인프라 ODA

□ GDP 및 생산부문 O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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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DP 및 다부문 O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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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act of S&T ODA on Economic Growth
of the Recipient Countries
Kang Heejong, Kim Kikook

Abstract

In this article, we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ODA and GDP by the ODA sectors,
the GDP size of the recipient countries, and the region, to find out the relative superiority
of S&T ODA contributing to the economic growth of the recipient countries.
To do this work, OECD's CRS object code was used to define the S&T ODA, and compared with existing 9 categories such as education, health, transportation, telecommunications, energy, social infrastructure, economic infrastructure, industry, and
multi-sector. In order to see the effect of ODA on the economy of each country, the
average GDP of the recipient countries is divided into 6 sections and the effect of ODA
is analyzed by dividing the region of the recipient countries into 5 continents.
As a result, the effects of ODA on the economic growth of the recipient countrie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sector, GDP size, and region, and in particular, the S&T ODA
had a big influence on GDP growth of recipient countries.
Therefore, in order to effectively induce the economic growth of the recipient countries
through ODA,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the support field and the size of the support
by fully analyzing and considering the conditions and characteristics of the recipient
countries such as economic size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based on the ODA result
data.
Key words : S&T ODA, CRS Code, GDP, Panel VAR, IRF(Impulse Response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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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연구 및 산업융합 촉진과
관련한 법제 고찰
-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과
산업융합 촉진법의 최근 이슈를 중심으로 김민철*
초록

본 연구는 국가의 과학기술연구 개발과 촉진을 위한 법제적인 분석을 하여 국가과학기술정책을 뒷받침
하는 법체계를 지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우선 과학기술기본법의 의미를 고찰하고 2019년까지의
현안을 통해 기본법의 기능을 논의하였다. 다음으로 과학기술정통부 소관의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률인
기술개발촉진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협동연구개발촉진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법제사적 의미를 고찰하였다 . 특히 최근 이슈가 되는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과 산업융합 촉진법의 제개정 논점과 방향성을 제언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과학기술
기본법은 그 동안 인재개발, 창의교육, 연구소와 대학과의 협력, 개도국 협력 등을 위한 개정이 있어왔지만,
4차산업 등 첨단 과학기술의 변화과정을 담기위해서는 관련 산업, 연구경향 등을 반영한 개정이 있어야
한다 . 둘째 , 과학기술기본법의 경우 , 국가 중장기 투자전략과 국가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법개정이 필요하고, 불량R&D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의 징수 강화 등과 같은 연구 감독관리 규정추가
에도 소홀하지 않아야 한다. 셋째, 기술개발촉진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나 시행령 등에도 중소기업
R&D지원을 저해하는 부분이 없도록 법제와 정책의 방향이 일치해야한다. 넷째, 과학기술 기초연구와
협동연구, 국제공동연구를 위한 법제는 마련되어 있지만 과학기술분야의 공동연구나 국제협력이 아직은
활성화되지 않았다. 관련 규정을 법률로 승격하거나 관련 위원회 등에서 각 행정부에 분산된 국제협력
업무에 중심을 잡아줄 필요도 있다.
다섯째,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을 통해서 연구기관의 자율성이 침해될 여지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 . 연구자의 이의신청제도 등을 확대해서 운영하고 연구지원 체계 등의 평가단 구성 시 전문성,
투명성을 유지하게 하며 전문성이 있는 연구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정책집행의 실천을 통해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 산업융합 촉진법은 빠르게 발전하는 융합신산업을 지원하고 현장 규제 해소 등을 위한
노력이 있었다. 이제 산업융합플랫폼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4차산업 혁신기술의 기준, 요건
마련에 중점을 둔 발빠른 개정으로 산업진흥을 지원하여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과학기술연구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 산업융합 촉진법
:

,

,

* 녹색기술센터 선임연구원 , 경제학박사, thesunpower@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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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한국 과학기술정통부는 2018년에 ｢국가연구개발(R&D) 혁신방안(’18.7)｣ 수립과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복원(’18.11)을 통해 선도형 연구개발(R&D)시스템 혁신을 위
한 이행체제와 정책기틀을 구축하였고,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8~2022)｣(’18.2)
의 2019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있다. 연구자가 주도하는 기초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1)하고, 연구개발(R&D)인력양성사업의 구조 체계화 및 제4차 산업혁
명에 대응한 인재지원 강화 등 전략적 연구개발(R&D) 인력양성을 추진한다. 또한, 각
부처가 개별 운영 중인 연구지원시스템을 표준화･통합2)하고, 범부처 연구개발(R&D)
관리규정을 일원화하는 등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3)
과학기술 관련법은 정부가 과학기술정책을 집행하는 행정행위의 준칙이기도 하고 국
가의 과학기술정책 목표에 접근하는 제도적 기반이기도 하다.
특히 과학기술 혁신과 진흥을 위한 법제적인 지원은 연구개발에 있어 가장 근본이
되는 제도적 장치이다. 이에 주요 국가들 마다 과학기술 관련 법제화를 통해 연구개
발과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미국은 Stevenson Wydler Technology
Innovation Act를 통해 연구성과에 관한 정보를 확산하고, 기술이전을 촉진한다. 영
국은 Science and Technology Act를 통해 영국의 연구개발(R&D)을 지원하기 위
하여 연구위원회를 운영하는 기초적인 사항들을 규율한다. 프랑스도 프랑스 연구법
(Code de la Recherche)과 연구프로그램지원법(la loi de programme pour la
recherche)이 있고, 일본은 연구개발력강화법을 통해 연구개발 시스템의 개혁과 국가
전체의 연구 역량강화를 통해 일본의 경쟁력을 강화4)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과학기술기본법을 중심으로, 과학기술부 소관으로 과학기술연구개발 관
련 법률들을 제·개정하여 정책에 반영하였다. 윤종민(2012)의 선행연구는 과학기술법
제에 대한 전반적인 발전사를 고찰하였다. 과학기술법제의 운영방식에 대한 큰 틀에서
의 제언을 한 연구이다. 양승우 외(2012)의 연구는 과학기술정책의 계획을 위한 과
학기술기본법에 대해 중점적으로 연구하였고, 해외법제도 조사하였다. 양승우(2014)는
미국, EU, 일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법제를 분석하고 한국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1) 기초연구사업 확대 : (’18년 ) 1 조 4,243 억 원 → (’19년 ) 1 조 7,107 억 원
2) 17 개 연구비관리시스템 통합(’19 년 중 ), 20개 과제지원시스템 및 연구자정보시스템 통합(’20)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 “제 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2019 년 시행계획 마련”, 보도일: 2019.3.15.
pp.1-2.참조 .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6), 과학기술혁신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 최적설계방안 연구, 수행기관:
한남대학교 , pp.114-116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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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필요한 기준법령이 부재함을 지적하였다. 최호성 외(2019)는 규제 샌드박스가 적
용되는 산업융합 분야의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금융혁신법 및 지역특구법
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여,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의 성공을 위한 운영방안을 제시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개발촉진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협
동연구개발촉진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 관한 규정의 법제사적 의미를 고찰한
다. 다음으로, 2018년 12월에 발의된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의 이슈와
정책적인 함의를 분석한다. 또한 산업융합 촉진법의 의미와 현재 국회계류중인 일부개
정안의 이슈를 분석한다. 두 가지 법안은 과학기술 연구와 관련된 산업혁신 등에 있
어서 2019년 현재 중요한 현안이다. 이렇게 본 연구는 현재 이슈가 되는 법안에 대
한 분석을 통해 과학기술정책을 뒷받침하는 법제의 방향성과 역할에 대한 함의도 도
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선행연구들과는 차별화된다.
Ⅱ. 과학기술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제
1. 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진흥과 관련한 기본법5)

과학기술기본법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관리에 대한 내용과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 및 조정 등 검토·심의,
기초과학의 진흥, 협동연구개발의 촉진 등에 관한 규정이 있다. 특히 동법 제13조6)와
제14조7)에서는 과학기술 예측과 기술영향 평가 및 기술수준 평가를 규정하고 있다.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한 기본법으로서의 과학기술기본법은 2001년에
제정되었고 기존의 과학기술진흥법 및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을 폐지하며 국가
5) 전체적인 법안의 제개정 취지, 입법목적은 법제처(www.moleg.go.kr) 및 국회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에서 인용함
6) 제13조(과학기술예측) ① 정부는 주기적으로 과학기술의 발전 추세와 그에 따른 미래사회의 변화를 예측하여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예측(이하 " 과학기술예측" 이라 한다)
의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을 발굴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과학기술예측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 교육기관· 연구
기관의 장 ,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7) 제14조(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평가) ① 정부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사회·문화· 윤리·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 (이하 "기술영향평가 "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정부
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에 대한 기술수준을 평가( 이하 " 기술수
준평가 "라 한다 )하고 해당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기술영향평가와 기
술수준평가의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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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의 이념과 발전방향에 중심이 되는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2004
년에는 효과적인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를 정립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책과 이와 관련
된 산업·인력 및 지역기술혁신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하고, 국가연구개발사
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 및 조정 등에 대한 국
가과학기술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취지의 개정이 있었다. 2007년에는 정부의 인
적자원개발 추진체제를 혁신하기 위하여 인적자원개발회의를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
는 국가인적자원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인적자원개발사업의 평가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취지의 개정도
있었다. 2008년에는 정부 조직개편으로 교육과학기술부가 신설되어 교육·인재정책 및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게 됨에 따라 한국과학문화재단을 과학문화사업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교육·문화가 융합하는 정책과 창의적 인재육성까지 포괄하는 전문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기능에 창의적 인재육성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및 정책 개발, 과학교육과정 및 창의적 인재 육성 프로그램
개발, 창의적 인재 교육 전문가의 육성과 연수 지원, 과학기술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
성과 관련된 과학문화·예술 융합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의 기능을 추가하려는 취지의
개정도 있었다. 전반적인 법률의 체계를 간결히 하고 일반인도 쉽게 이해하기 위한
문장으로의 개편을 위한 개정도 2010년에 이뤄졌고, 이 개정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의 위임·위탁, 연구개발사업 수행 중 협약 등 위반 시 참여제한 조치, 국가연구개발의
성과에 대한 소유권 및 기술료, 연구개발사업의 보안, 대학과 출연연구기관과의 연계
강화, 연구개발시설·장비 운영기관 지정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최근 과학기술기본법은 2018년 4월 17일에 일부개정을 통해 과학기술분야
의 협력에 관한 시책 수립 사항에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증진을 위한 과학기술 관련
정책·제도 전수 등 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개발도상국의 발전
과 복지증진을 위한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개발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고, 한국과학기술
기획평가원의 부설기관 신설 절차 및 근거를 마련하여 부설기관의 남설을 방지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이렇게 과학기술기본법은 기본적인 과학기술진흥과 연구를 위한 체계를 잡고, 인적
자원개발, 창의교육, 국내 출연연구기관 또는 대학과의 협력, 개도국과의 협력 등 시
간의 흐름에 따라 미비하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개정을 통해 보완해왔다.
과학기술의 범위가 넓기에 정부조직법이나 소관 부서의 변경 등이 있을 때에는 직
제적인 법조문 문구만의 개정을 하기 보다는 이러한 변경으로 인하여 과학기술연구나
산업에의 영향이 있는지도 검토8)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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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나친 지원대상과 범위의 확대에 주목하기보다는 앞으로 지원과 동시에 불량
R&D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의 징수 강화9) 등과 같은 연구 감독관리와 같은 규정추가
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표 1>에서 나타나듯 연구결과 불량 사유의 연구비 미납률이
높다.
현행법은 사업비 환수금 미납 시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외에 승인전문기관의 장도
강제징수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반면, 제재부가금 미납 시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만
강제징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제재부가금 미납 시에도 사업비 환수
금 미납 시와 동일하게 승인전문기관의 장이 강제징수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법체계적 측면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는 검토의견도 나왔다.10) 연구개발 촉진, 진흥
만 남겨진 법제보다는 기본법다운 견제와 감독기능도 균형감 있게 반영되는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8) 2017년 ‘정부조직법 ’의 개정으로 종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한국과학창의재단과 수행하던 ‘ 메이커문화
확산 사업’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이전됐다. 하지만 기존에 메이커문화확산 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이었을 때는 현행법이 규정하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사업 중 ‘그 밖에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그 법적 근거가 명확히 있었으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이전
된 후에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이 메이커문화확산 사업을 수행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일간투데이
(2018.12.27.), “[입법라인 ]이찬열 , 과학기술기본법 발의 ”,최종검색일 : 2019.5.10.).
9)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R&D사업에 참여한 기관 , 단체, 기업 , 연구원 등이 ▲ 사업이 중단되거나 실패 과제로
결정된 경우 ▲ 연구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기술료 혹은
환수비를 미납한 경우 ▲ 연구개발비를 사용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지식재산권을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
하거나 등록한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 기타

분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가R&D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국세 체납처 의 예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다. 문제는 사업비 환수의
주체인 중앙행정기관장
10) 국회 과학기술정보방

또는 승인전문기관장의 사업비 환수 의무가 강제가 아닌 임의규정이라는 점이다.
송통신위원회(2019),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김경진의원 대표

발의안(2018.11.13.),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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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정부 R&D사업 사업비 환수 현황
사유별 사업비 환수
부과건수
부과액
1. 연구결과불량 미납건수
미납액
부과건수
부과액
3. 연구개발과제
미납건수
수행포기
미납액
부과건수
부과액
5. 연구개발비
미납건수
용도외 사용
미납액
부과건수
7. 부정한 방법으로 부과액
미납건수
연구 수행
미납액
부과건수
8. 그 외 법령 및 부과액
협약 위반
미납건수
미납액
부과건수
부과액
계
미납건수
미납액
자료: 과기정통부 국회 제출자료

2013
64
117.5
31
56.3
6
23.7
2
4.9
100
239.6
38
116.0
3
5.2

2014 2015 2016
69
87
65
130.0 174.6 199.0
40
45
30
56.0 66.2 38.9
11
19
27
160.9 53.1 95.3
5
4
9
4.0
2.6 12.5
66
192 147
159.7 254.2 218.1
23
39
46
109.8 77.3 91.6
1
11
3
1.0
9.3
8.4
4
1
0.0
0.0
3.9
6.9
21
13
155
58
51.5 23.4 75.5 18.9
12
9
8
15
22.7 5.8 16.1 14.0
194 160 464 300
437.5 475.1 566.8 539.6
83
77
100 101
199.9 175.5 166.1 163.9

2017
163
254.7
114
176.5
12
106.7
3
5.6
150
147.4
42
48.9
10
10.2
3
7.6
56
39.8
28
24.8
391
558.9
190
263.4

(단위: 건, 억원, %)
계
미납률
448
875.8
260
47.2
393.9 40.7
75
439.7
23
4.2
29.6
3.1
655
1019.1
188
34.1
443.6 45.8
28
34.2
8
1.5
18.4
1.9
303
209.1
72
13.1
83.3
8.6
1,509
2577.9
551
36.5
968.8 37.5

2. 과학기술부 소관 과학기술연구개발 관련 법률11)
1) 기술개발촉진법

기술개발촉진법은 1973년 산업기술의 자주적 개발과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을 촉진
하여 그 성과를 보급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발전에 기
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국내자원에는 제약이 있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산업발전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고, 적정한
선진기술의 도입촉진 및 소화·개량을 유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술개발시책을 강
구하고,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조성하기 위한 의도로 입법을 진행하였다. 제정법에 의
11) 본 연구의 과학기술관련 법의 조문, 연혁, 개정내용, 입법목적 등은 법제처(www.moleg.go.kr)와 국가법령
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인용하
그대로 따른 경우가

많음

였고

법령과 법제의 본

질을

유지하기 위해 법제처의 기술과 표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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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기술개발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는 자를 1)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기술도입계
약에 의하여 외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한 자, 2)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자본도입계
약에 부수하여 기술을 도입한 자, 3)기타의 방법으로 외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한 자
로 정했다.
또한 기술개발준비금을 적립한 자는 산업육성을 위하여 조성된 장기저리자금 중 일
부를 우선적으로 지원받으며,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의 일부를 감
면받도록 하였고, 국내기술에 의한 국산화가 가능한 물품을 수입한 자가 그 수입액의
일정률을 수입물품의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에 사용하였을 때에도 정부의 지원을 받
도록 하였다. 이러한 기술개발촉진법은 산업부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과 같이 기술개
발-연구-산업혁신의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데에 중요한 법령이다. 2019년 정부 정책도
산업기술 R&D는 신속한 기술개발을 우선시 하고 중소중견기업
․
R&D 현장 인력의
역량 향상’에 주목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급변하는 외부환경 변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정책에 반영하고 관련 법제에도 근거를 두는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의 경우 중소기업과 대기업12)에 각기 다른 비중으로 R&D 지출에 대한 세
금 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13) 산업기술 R&D정책과 기술개발촉진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나 시행령 등에도 중소기업 R&D지원을 저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과감한 개
정고려가 필요하다.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1990년 기초과학연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창조적 연구역량을
배양하고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의 양성능력을 확보함으로써, 과학기술 선진국을 지향
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기초과학연구진흥법이 시행되었
고, 1999년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게 하여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과학기술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
한 감독과 평가를 강화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체제를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한
개정이 있었다. 이 때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1999.1.29., 법률 제5733호]도 함께 도입되면서, 중간 관리기구로서 5개 연구회(경
제사회연구회, 인문사회연구회, 기초기술연구회, 공공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를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남
송종국(2007),｢기업의 R&D 투자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정책의 효과와 개선방향」, 과학기술정책이슈, 제
6호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p.1.
OECD, OECD REVIEW OF NATIONAL R&D TAX INCENTIVES AND ESTIMATES OF R&D
TAX SUBSIDY RATES, 2017, HORIZON 2020, p.64.

12) 연구개발 조세지원제도는 한국의 경우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의 연구개발 촉진에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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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하게 되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출연(연)별 임무를 확립하고, 출연(연)간 융합
연구를 활성화하며 중소·중견기업 R&D 전진기지화를 위한 임무를 다하고 있다. 특히
창의융합 클러스터 사업을 통해 출연(연)간 창의적인 과제에 융합적인 연구가 가능하
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개방형 On-Site 융합연구단도 운영한다.
3) 협동연구개발촉진법

1994년 국가의 연구개발활동을 산학연이 협동할 수 있는 체제로 개혁하고 기술혁
신에 수반되는 위험을 줄이며, 연구개발비와 시설, 인력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협동연구개발촉진법14)이 제정되었다. 1999년 국가가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치한 기금은 투명성이 일반회계에 비하여 낮고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도 있
다는 이유로 일부 기금은 공공기금화하며, 기금정책심의회와 기금운용평가단을 설치·
운영하여 기금운용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의도의 일부개정15)이 있었다. 다음으로
2015년에는 당시 과학기술 협동연구개발을 위한 국가 시책에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이
참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연구개발에 필요한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이 국가 협동연구개발 시책에 적
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일부개정이 있었다. 2017년에는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이 산학연과 해외의 연구개발 관련 기관사이의 협동연구개발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연구개발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연구개발의 성공가능성을 향상시
키도록 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
었으나, 당시 법에 따른 ‘대학’의 범위에 광주과학기술원과 한국과학기술원은 포함되
나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울산과학기술원은 해당하지 않아 형평에 맞지 않는 측면이
14) 주요내용은 ①

협동체제를 모든

연구개발사업의 핵심요소로

채택하고, 특별한

사유가

속

없는

한

협동연구

개발과제에 대한 연구개발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② 대학·연구소 및 기업에 소 된 연구개발요원의

및 겸직을 허용하고, 연구개발정보의 공동이용을 촉진하며 대학 또는 연구소는 당해 기관의 연구
또는 기자재 등을 실비의 사용료를 받는 조건하에 다른 기관이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함. ③기
업·연구소 및 대학의 협동 연구 ·협동교육체제를 강화하고, 대학 및 연구소가 기업위탁과제를 우선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 ④ 국가는 협동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기관에 대하여 사업비
상

호파견

개발시설

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에 있다.

률 제6101호, 1999.12.31., 타법(기금관리기본법)개정]에 의해 가. 기금의 운용성과 및 재정상태를
백히 하기 위하여 기금의 회계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계리하도록 함(법 제3조제3항). 나. 공공기금
관련 정책과 그 운용방향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소속 하에 기 금정책심의회를 설치하도록 함
(법 제 11 조의 2). 다. 기획예산처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 의 운용실태 를 조사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무 회의에 보고한 후 기금 결산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 며 , 기금 제도에 관한 전문적 ·기술적인 연구
또는 자문을 구하거나 기금운용실태의 조사 및 평가를 위하여 기금운용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법
제12조제2 항 내지 제 4항 ).라 . 기금 의 설치목적을 달성하 였거나 예산으로 사업을 지원하는 것 이 바 람직하
다고 판단되는 재외동포기금·새마을운동기금·한국장학기금등 11개 기금을 폐지함(법 별표 2 및 부칙 제3

15) [법
명

조)의 주요 개정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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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것이 개정사유였다. 이에 ‘대학’의 범위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
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을 포함하도록 규정
이 수정되었다.
4)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 관한 규정

2002년 중앙행정기관별로 서로 다르게 운용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 효율적
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시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
본원칙과 기준을 마련하려는 의도로 본 법이 제정16)되었다. 2005년 개정을 통해 국
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전·공동기획의 실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정보망의 구축 및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후보단의 구성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 및 관리제도를 개선하고,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
구원의 연구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보상금을 증액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2007년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연구윤리지침을 마련하게 하는 등 연구부정행위의 방지를 위한 제도를
보완하고, 중복된 연구개발로 인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은 국내외 특허동향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과제의 단계별로 계속적인 지원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개정이 있었다. 2008년 5월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 중
연구개발비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연구기관을 연구비관리 우수기관으로 인
증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연구비관리 우수기관 인증제를 도입하고, 국가연구개발사
업에 대한 범정부적인 정보 유통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의 설치 및 활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성과를 분야별로
관리하고 연구자 및 연구기관 간 공유할 수 있는 유통체계를 마련하여 연구성과를 보
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연구개발비가 보다 적절하게 사
골

동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내외 연계협력을 강화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때에는 객관성·전문성 및 공정성

16) 주요 자는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사전조사

또는

기획연구를 수행하도록 하고 , 연구의

하도록 함(영 제3조).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을 유지하도록 함 (영 제5 조).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국가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협약을

될 사항과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영 제7조 내지
급하는 연구개발비의 비목, 계상기준 등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 (영 제10조 , 별 표 1 및 별 표 2). 마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외적으로 보 호 할 가치가
있는 연구결과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중요 연구개발결과의 무단유출 방지에 필요한 보안관리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 (영 제 16 조).바. 기술실시계 약 체결에 필요한 기술료의 징 수와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
하고 , 징 수된 기술료의 사용용도를 정함 (영 제 18조 및 제19조 ).사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
업에 참여한 자가 협약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위반사항에
체결하는 경우

협약에

포함

제9조).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

대한 제재기준을 정함 (영 제 20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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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될 수 있도록 인건비 등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규
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내용의 개정이 있었다. 이어
2008년 12월에는 대학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비를 대학에서 총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비 관리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연구
개발 결과물을 주관연구기관 외에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도 소유할 수 있
도록 하여 연구결과에 대한 소유관계를 명확히 하며, 비영리법인인 주관연구기관의 경
우 기술료 납부를 면제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연
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이 징수한 기술료의 일부를 과학기술인공
제회에 출연하여 과학기술인에 대한 처우 수준을 높이는 한편, 연구비 집행의 유연성
을 높이기 위하여 연구비 비목구조를 단순화하고, 비목별 계상기준을 조정하는 등 현
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입법이 있었다. 2010년에
는「과학기술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연구기관의 자율성 확대 및 지원 강화(안 제12
조 및 제18조) 및 연구기관의 연구성과 관리 분야 인증 제도 도입(안 제14조), 과학
기술인 등록번호 제도 도입(안 제25조)등의 전면적인 개정이 이뤄졌다. 2011년에는
과학기술 분야에 한정하여 인정하던 연구개발활동을 지식기반서비스 분야까지 확대하
여 인정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을 선진화하도록 하였고, 2013년에는 도전적이고 혁신적
인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문적 발전이나 새로운 산업군 창출 등
에 획기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절차, 관리 및 평
가 등에 관한 특례17)를 규정하게 되었다.
3.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19.5.13.)

2019년 5월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현 위원장인 노웅래 의원
등 13인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의 중장기 투자전략 실효성과 실행력을 강화
하는 내용의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5년마다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반영해 과학기술기
본계획을 세우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등은 이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시책을
17) 혁신도

약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례

규정 마련 (안 제 33조의 4 신설 ) 1)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

군

약형

학문적 발전에 획기적으로 이바지하거나 새로운 산업 을 창출할 수 있는 연구개발사업을 혁신도

금

연구

약형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에는 연구개발 목표의
점적으로 검토하도록 함2)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최종평가는 연구개발결과에 중점을 두도록 함. 3) 혁신도약형

개발사업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혁신도
도전성 , 창의성 등을 중
중간평가를 하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에 실패하여도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
되면 다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감점

부여, 사업비 환수 등의

불 이익

조치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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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워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 기본계획만으로 중장기적 성격이 강한 국가연구개발
사업 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법적 근거 없이 중
장기적인 국가R&D 투자전략을 수립해오고 있어 거시적 관점에서 국가기본계획과의
연계가 불충분하다는 지적도 있어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5년 단위의 국가
연구개발사업 중장기투자전략을 세우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확정하되
중장기 투자전략에는 중장기 투자 목표 및 방향, 추진단계별 투자재원 배분 방향, 국
가연구개발사업과 민간 연구개발사업 간의 역할 분담 방안, 전략적 투자에 관한 사
항18)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또한 본 개정안에는 투자 방향과 기준을 포함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중장기투자전략을 과학기술분야의 정책의 수립, 사업의 추진 및 예산
의 조정에 반영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연차보고서에 중장기투자전략의 주요 내용
과 민간과의 역할분담 추진실적 및 시행계획 등을 포함시켰다.
대규모 예산이 장기간 투입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있어서 정부의 중장기적 전략
마련이 중요하기에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은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국가R&D 사업
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과 관련한 법안들 중 기본법 격인 과
학기술법 개정안에 이러한 근거를 두는 것은 시기적절해 보인다.
4. 국제공동연구의 중요성과 관련 법제
1) 국제공동연구에 관한 법제

국제공동연구는 국제사회에서 전지구적 차원의 니즈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연구형태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국제공동연구는 국경을 넘어 서로 다른
법제를 갖춘 원격지에 소재하는 당사자 간의 연구라는 점에서 국내공동연구와는 다른
측면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요 선진국의
경우에는 법령체제 및 국제공동연구 가이드라인의 제정을 통하여 국제공동연구 환경
을 정비하고 있다. 국제공동연구를 저해하는 요소는 크게 재정적 요소와 법제적 요소
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재정적인요소는 해당 국가의 재정적인 현황 및 다른 재정지출
요소들을 고려하여야 하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재정투입에 대한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선택과 집중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측면이다. 법제적 측면에서는 국제기준에 따
른 법제의 정비를 통하여 국제공동연구를 저해하는 규제요인들을 철폐하고, 장려요소
들을 체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국제공동연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요인들을 제공할
수 있어 법제적 요소들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의 도출은 연구개발 영역에서
힉

략

18) ’19.5.13. 과 기술기본법 일부개정안 제7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중장기 투자전 ) ①, ②에 신설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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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을 공고히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
다고 본다.19) 과학기술기본법 제18조는 ‘정부는 국제사회에 공헌하고 국내 과학기술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연구개발 관련 기관ㆍ단
체 등과 과학기술분야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
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대
통령령 제28210호, 2017. 7. 26]은 제4조(과학기술국제화사업의 추진 등), 제5조(과
학기술협력의 추진), 제6조(국내 과학기술자 등의 외국파견), 제7조(과학기술국제화사
업의 보안관리)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다만, 201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보고서에 의하면, 산업부는 공동연구의
수행비중이 높은 반면, 과기정통부는 위탁연구의 수행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온다. 실
제 과학기술분야에 있어 장려되어야 할 국제공동연구를 포함한 공동연구의 비중이 그
다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4항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
제공동연구, 외국과의 인력교류 및 국제학술활동 등 국제적 연계･협력을 장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국제공동연구에 관한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법제도
부족하고 부처별로 간각기 국제협력이나 공동연구에 대해 근거를 두고는 있지만 실제
국내 연구기관의 국제공동연구를 가이드해줄 수 있는 시스템은 열악하다고 볼 수 있
다. 공동연구파트너와의 계약 등에 필요한 법제적인 지원이나 표준, 경험 공유 등의
체계적인 지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이다.

19)

양승우·이규석(2012),

｢과학기술

협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pp.137-138.

확대를 위한 국제

공동연구

법제 정비｣,

뺷과학기술정책뺸,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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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부처별 공동연구 수행추이(2015-2017)

자료: 2017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8)
2) 각 행정부의 국제공동연구 관련 법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에서 국제공동연구에 대
한 규정을 두고 있고, 환경부는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7조 제5호에 국제공
동연구 추진계획에 대한 내용을 두고 있다. 산업부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국
제공동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1조에서 협동연구의 촉진을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해
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1조에서 해양개발에 대한 국제협력규정을 두고 있고, ｢국토해
양부 국제협력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에도 국제협력에 대한 규정을 둔다. 국제공동연
구에 대한 법제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기본법｣에는 근거규정을 두지만, ｢국가연
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규정에서 법률로 승격하는 안도 거론되고 있다.
필요하다면 법제강화를 통해 각 행정부의 국제공동연구를 이끌어가는 위원회 설치등
도 고려할 수 있다.
Ⅲ.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 논의
1.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4차 산업혁명이 도
래하는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체제의 혁신이 요구되는 시점임에도, 국가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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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혁신의 방향성과 철학을 담고 있는 법률은 물론 정부가 추진하는 전체 국가연구개
발사업에 관하여 종합적인 기준을 담고 있는 법률이 부재하다. 따라서 현재 중앙행정
기관별로 다르게 운용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 통합적·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
게 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전반의 비효율과 불필요한 부담을 제거함
과 동시에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범부처 공통규범
의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대한 범부처 공통규범으
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혁신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
별법」을 제정하여 국가연구개발 체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
려는 데 그 입법 목적이 있다.20)
2. 연구의 자율성에 관한 문제

연구관리 공공기관 노동조합 연합회가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에 부처별
R&D사업의 특성을 사실상 반영하지 않는 '독소조항'21)이 포함됐다며 이를 삭제할 것
을 강력 촉구했다. 이를 위해 2019년 4월 4일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에서 열린 '국가
R&D 혁신을 위한 토론회'에서, 제22조(전문기관의 지정 등)·제23조(전문기관 지정·
운영 실태평가)·제38조(업무의 위탁) 등 전문기관 자율성 훼손 및 공정성 저하 등이
담긴 '국가연구개발 특별법' 내 독소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전달했다.
연노련 관계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연구관리시스템를 재구축해야 한다"고
20)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이철희

의원 등 11인 , 2018.12.17).

효율적인

21) 제 22 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기관
업

무를

또는

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에 대하여 업

의 전부

또는

추진을 위하여

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대행에 사용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 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한 업

해당 전문기관을 지

휘·감독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대행 업

무

무에

관하여

수행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 해제, 추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범위 , 대행 업

무

⑤

그 밖에 전문기관의 지정· 지정 해제, 대행 업

무의

수행에 대한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태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반에 대하여
태평가를 실시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이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라 한다 )의 심의를 거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문기관의 지정 또 는
지정 해제, 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
에 따라야 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전문기관에 제1 항에 따른 실태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
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전문기관 지정 ·운영에 관한 실태평가 , 전문기관 지정 ·지정해제 요구 등에

제23조(전문기관 지정·운영 실

전문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실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 (업

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업

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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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며, "이번 특별법은 특정 부처의 권한만 강화하고, 각 부처 산하 R&D기관의
자율성이 침해하는 등 역기능이 존재한다"는 우려감을 내비췄다.2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문기관을 지휘, 감독하고 평가한다는 규정은 연구의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연구자의 이의신청제도 등을 확대해서 운영하고 연구지원
체계 등의 평가단 구성시 전문성, 투명성을 유지하게 하며 전문성있는 연구지원을 할
수 있는 보완을 한다면 연구의 투명성과 자율성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3.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의 신속한 처리와 유사 과학기술
혁신 법안들과의 조화

정부의 연구개발(R&D) 혁신 근거를 담은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
(연구개발특별법) 입법의 경우 국회 논의가 지연되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의
현안 법안으로도 분류되지 않았다. 법안은 2018년 12월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이 공동 발의했다. 2018년 6월 민주당, 과기정통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제정
에 합의했다. 법안은 범 부처 R&D 관리통합 법률로 산재한 국가 R&D 관리 규정을
일원화하고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더는데 필요한 근거를 담았다. 과기정통부 과기혁신
본부는 2019년 안에 법안이 처리되면 R&D 관리시스템 통합 등에 필요한 제반 작업
에 착수한다는 계획이었지만 늦어지면서 R&D시스템 혁신 작업의 차질도 우려되고
있다. 연구개발특별법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기에 최종
통과까지 신중한 논의의 시간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회 논의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23)
또한 4차 산업이나 과학기술연구, 혁신과 관련된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는데 블록체
인진흥법 제정안24),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비롯한 데이터경제 3법 등도 기본법을
통해 연구기반 조성, 인재양성, 산업진흥에 대한 틀을 갖추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
최근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경제 3법25)에 대해서도 논의
토일보, 연노련 "국가R&D 특별법 독소조항 폐지" 촉구, 2019.4.4.(최종검색일: 2019.5.2.).
' 특별법' 계류...연구과제관리시스템 통합 작업 '빨간불', 2019.5.19.(최종검색일: 2019.5.20.)참고.
기본법이 없는 상태에서도 송희경의원은 2019년 4월, ▲ 표준화 추진 ▲지식재산권 보호 ▲ 전문 인력 양성
▲ 창업 활성화 지원 ▲ 블록체인 진흥단지 지정 및 조성 ▲ 세제 지원 등 블록체인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 은 블 록체인 산업진 흥 법을 발의하 였고 , 한국인터 넷 진흥 원 (KISA)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 기정통
부)와 함께 ‘2019년도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 수행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는 등의 변화는 일어나고

22) 출처 : 국

23) 전자신문, R&D
24)

있다.

공지능(AI) 시대로 진입하면서 세계 각국 간 데이터 주권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전통적인 주권은 범위가
토·영공·영해와 국민으로 명확했다. 하지만 AI는 국경을 넘어 모든 국가 이용자의 데이터를 끊임없이
끌어모아 학습 재료로 쓴다. 예를 들어 구글은 세계 80국 10억대 이상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통해

25) 인
영

74 ∙ 과학기술정책 | 제2권 제1호(2019.6.)

가 지속되고 있고, 산업간 초융합시대에 사이버보안 인력 양성과 관련한 법안도 필요
성이 제기된다.26)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산업군들과 법제들의 법리적 논의까지 진행
되지 못했지만 연구개발특별법이 과학기술에 관한 새로운 법들의 연구를 지원하고 조
화되는 법안이 되어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하려 한다.
Ⅳ. 산업융합 촉진법과 과학기술 진흥
1. 산업융합 촉진법의 제개정 배경

기술·제품·서비스 간 융합을 통해 산업간 칸막이가 허물어지고, 새로운 제품과 시
장이 빠르게 출현하고 있으나 기존 산업구조 하에서 수립된 법제도만으로는
․
이러한
산업융합을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
이 그간 산학연 각계에서 매우 활발히 제기되어 왔다. 2009년 3월 26일 산업부(구
지식경제부)장관 주재 민관합동위원회에서 산업융합 촉진법 제정이 대외적으로 공식화
되면서, 2010년 5월의 공청회 및 입법예고를 통해 법의 초안이 만들어지고, 관계 부
처 협의가 있었지만 융합의 특성상 여러 가지 부처의 입장이 틀려서 이견조정에 진통
이 있었지만, 여러 차례 조정위원회를 거친 후 국회 통과가 되었다.

광범위하게 수집·분석하고 있다. 구글은 이 데이터를 활용해 더 똑똑한 AI를 만들
데이터를 자국 관할 아 래 둔 다. 미국 법 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테러 나 범 죄 수
사를 위해 미국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저장 위치와 상관없 이 들여다 볼 권한이 있다 . 미국 기업이 홍콩
데이터센터에 보관한 한국인의 데이터를 미국 정부가 제공받 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을
제외한 세계 각 국은 자국에서 발 생한 데이터를 해외로 뺏 기지 않기 위한 법 제정에 나서고 있다 (조선일
보 , 이대로 가면 ‘데이터 식민 지 된다 ’,2019.5.18.(최종검색일:2019.5.20.).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은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인터넷
으로 집안을 제 어 할 수 있는 '월 패 드' 권한이 해커 컴퓨터로 넘어 가는 등 사 생활 침 해에 무 방비한 상 황 ”
이라며 “5G 시대를 준비하고 미래융합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이버 전문인력 양성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 의가 필요한 시 점 ”이라고 진단했 다 (전자신문, 민 주당 과기·정통 특위 ...과학기술 혁신법안 속도 낸 다
전 세계인의 데이터를
고 , 미국 정부는 이

26)

런

2019.4.7.(최종검색일: 20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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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산업발전 패러다임 변화와 관련 법
<정보화 시대>
산업발전법 체제

<융합시대>
산업융합촉진법 체제

쉒7개 개별법을 공업발전법

쉒기존 산업발전법 체제를

<산업화 시대>
개별산업육성법 체제

쉒섬유, 철강, 기계, 조선,

으로 통합(’86)
쉒산업발전법체제로 발전
(’99)하여 본격적인 기능별
육성전략 추진

석유화학, 전자 등 7개
업종별 개별법 체제
(’67∼’85)

유지하면서
쉒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융합법을 제정

자료: 산업부 보도자료

2010년 공청회에서 산업부는 제정에 세가지 정도의 의의를 두었다. 첫째, 산업융합
촉진법은 그간 산업발전법 체제를 토대로 한 업종별 산업발전 패러다임 한계를 극복
하는 효과가 있다. 둘째, 산업융합촉진법은 법령규정의
․
미비로 인한 융합 신시장 창
출지연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으며, 이를 위해 융합현장 규제 상시해소체계 및 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제도*27) 등을 추진한다. 셋째, 산업융합촉진법 제정으로 개별 업
종별 법 제정수요를 흡수함으로써, 매번 별도 업종별 입법이 없이도 적기에 신산업
창출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는 효과를 기대한다.28)
2. 산업융합 촉진법 제정 법률의 주요내용

산업융합촉진법은 실효성을 갖춘 총 7장, 40개 조문으로 구성된 기본법이다. 내용
적으로 크게 융합신시장 창출 지원, 중소·중견기업의 융합 활성화, 산업융합 인프라
구축 및 문화 확산 등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29) 첫째, 융합 신시장 창출을 적
극 지원하기 위한 법적인 보완장치가 마련되었다. 융합 신산업에 대한 포괄적인 정부
정책 지원 근거를 두어 매번 별도 입법 없이도 이 법을 근거로 적기에 시장창출을 지
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융합 신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인력양성 및 교류, 표준화,
27) 기준․규

격 이 없는 융합

품

f

신제 에 대해 ast-track으로 임시인

해소에 기여한다.

증을

실시하여

융

28) 산업부(구 지식경제부) 보도자료(2010.5.12.),“산업 합촉진법 제정에 대한
29)

김준동 당시 정책관의 설명 부분.
임 채욱 (2011), 특집: 산업융 합촉진법
기계산업진흥 회, pp. 33-35 참조 .

국회통과의 의미 및 주요내용 ,

융합

신제

품

시장출시 지연문제

폭넓은 의견교환의 場

기계산업통계

월보

마련” 중

2011권 4

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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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모델 개발, 보급지원, 국제협력, 정부출연·융자 등에 대한 포괄적 지원이 포함되
어 있다. 또한, 기존 법령상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어 제품출시가 지연되던 융합
신제품에 대한 적합성 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임시로(Fast-Track) 인증을 허용하여 신
속한 시장출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기존 법령상 기준·규격 등이 없는 융합 신
제품을 제조·판매·운행 등을 하려면 소관 부처가 관련 기준·규격 등을 정비할 때까지
시장출시가 기한 없이 지연되고 관련부처가 복수인 경우에는 시간이 더욱 소요되는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을 통해 기준·규격 등 없는
융합제품에 대해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 등이 협의·심사하여, 최대 6개월의 범위(1회
에 한해 30일 연장 가능)내에서 적합성 인증을 처리하도록 하였다. 둘째, 대기업에 비
해 융합대응역량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의 융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중소·중견기업의 높은 창의성과 풍부한 융합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고 사
업화로 연결될 있도록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일정한 요
건을 구비한 기관을 산업융합지원센터로 지정하여 각종 산업융합정책을 전담 시행하
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전문가 파견, 연구장비,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
다. 산업융합 관련 기업 애로를 수시로 발굴하고 해소하는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을
운영하고, 융합 신제품 개발 촉진을 위해 타인의 특허 등 사용이 필요한 경우 정부가
관련 당사자 간 중개·알선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융합 신제품의 시장수요창출
을 위해 환경보호, 고용창출 등 효과가 큰 산업융합 신제품 구매자에 대한 지원근거
를 마련하고 융합 신제품 시범사업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제품 허가전이라도
안전성·시장성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산업융합 활성화를 위한 추진체계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부처 단위
의 융합업무를 조정하고 산업융합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국무총리를 위원
장으로 하는 산업융합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산업융합의 효율적인 촉진을 위해 범부
처 차원의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5년)과 시행계획(1년)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산업 융합특성화 대학원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산업융합촉
진을 위해 민간이 자율 결성하는 융합포럼이나 수혜기업 교류단체 등 설립·활동도 지
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다.30)

홈페이지 및 신재민(2013), 정보기술과 방송통신융합
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등 재인용

30) 법제처 , 국회
연구 , 고

확산에 따른 개인정보보

호 강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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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8년 9월 20일 대안가결된 일부개정31)
1) 대안의 제안경위

2017년 12월 7일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
35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2018.2.12.)에
2018년 3월 6일 홍익표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
35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2018.4.9.)에 각
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에 회부되었다.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근거하여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를 거쳐 2018년 8월 16일
추경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소위에 바로 회부하였
다(2018.8.21.). 다음으로 제36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2018.8.28.)
및 제2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2018.8.29.)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한다. 그후 제363회 국회(임시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2018.8.30.)에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다.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AI, 빅데이터, IoT 등 혁신기술 기반의 융복합 가속화로 기존 법·제도를 뛰어넘는
융합 서비스와 제품이 빠르게 등장하고 있다. 신산업 육성 및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
해서는 혁신적 융합 서비스와 제품이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하도록 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의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현행 법제도하에서는 새로운 융합
제품 또는 서비스에 맞는 인증·허가 기준이 부재하거나, 기존 기준·요건을 적용하기
곤란하여 시장출시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새로운 융합 제품 또는 서비
스의 안전성과 이용자의 편익 등을 시험·검증하기 위한 실증사업도 어려운 경우가 있
다. 이에 새로운 융합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허가 필요 여부 등을 신속하게 확인
해주는 ‘규제 신속 확인’, 혁신적 사업시도가 가능하도록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또한 산업융합 관련 기업들의 현장 규제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산업
융합촉진 옴부즈만’의 기능을 확대하고, 새로운 융합 제품 또는 서비스의 등장에 따라
기존 사업자등과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예방 및 조정하기 위하여 ‘갈등조정위원
회’를 신설하려는 것이다.

31) likms.assembly.go.kr에서 내용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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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회계류중인 의안(2019년 4월 19일, 김규환의원 대표발의안)

현행법은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산업 간 협력체계의 구축 등 산업융합의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이
라는 시대적인 흐름과 함께 산업 간 융합과 연결 효율성을 높이는 산업융합플랫폼이
각광받고 있는데, 이는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형성·확산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현
행법에 산업융합플랫폼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산업융합플랫폼의 구축 및 활성
화를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주지한다. 이에 본 계류안은 산업융합플랫폼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에 산업융합플랫폼의 구축 및 이용 활성
화 촉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산업융합플랫폼 표준모델의 개발, 연구 등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표 3>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 개정안(2019.4.19.발의) 개정 조문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2조(정의)
다음과 같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9. (생 략)

7의2. “산업융합플랫폼”이란 산업융합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플랫폼을 상호간에 연결
하여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정보체계를 말한다.
가. 산업별 플랫폼: 산업 내 사용자들과 조직
들이 산업현장 및 산업구조에서 산업별 공통요소를
추출하여 공유하는 정보체계
나. 산업 플랫폼: 제조업, 서비스업 등 산업
단위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요소들을 공유
하는 정보체계
8.⋅9. (현행과 같음)

제5조(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등)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②
되어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 10. (생 략)

5의2. 산업융합플랫폼의 구축 및 이용 활성화 촉진
6. ∼ 10.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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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생 략)
<신 설>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산업융합플랫폼의 구축 등) 정부는 산업
융합플랫폼의 구축 및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융합플랫폼 표준모델의 개발과 확산
2. 산업융합플랫폼의 구축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연구
3. 산업융합플랫폼의 이용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4. 산업융합플랫폼의 성공사례 발굴
5. 산업융합플랫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
6. 그 밖에 산업융합플랫폼의 구축 및 이용 활성
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산업융합, 정보 교류 등의 제도적 장치와 법제도입은 빠르게 변화하는 4차산업혁명
기술과 산업의 진흥을 위해 다른 영역의 법안보다 더욱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낡은 기존의 연구개발 법령 등이 행정절차 중심의 개정을 해왔거나 입법의 시기를 놓
치던 과거의 아쉬웠던 관행에서 벗어나 국가의 과학기술미래를 위해 과감한 시스템
혁신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연구결과, 과학기술기본법은 그 동안 인재개발, 창의교육, 연구소와 대학과의 협
력, 개도국 협력 등을 위한 개정이 있어왔지만, 4차산업 등 첨단 과학기술의 변화과
정을 담기위해서는 관련 산업, 연구경향 등을 반영한 개정이 있어야 한다. 또한 과학
기술기본법의 경우, 국가 중장기 투자전략과 국가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
는 법개정이 필요하고, 불량R&D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의 징수 강화 등과 같은 연구
감독관리와 같은 규정추가에도 소홀하지 않아야 한다.
다음으로, 기술개발촉진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나 시행령 등에도 중소기업 R&D
지원을 저해하는 부분이 없도록 법제와 정책의 방향이 일치해야 한다. 또한 과학기술
기초연구와 협동연구, 국제공동연구를 위한 법제는 마련되어 있지만 과학기술분야의
공동연구나 국제협력이 아직은 활성화되지 않았다. 관련 규정을 법률로 승격하거나 관
련 위원회 등에서 각 행정부에 분산된 국제협력 업무에 중심을 잡아줄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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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비슷한 내용의 법령들이 부처별로 존재하고, 한 부처 내에서도 목적이 같은
법령들이 중복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다.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부 소관 법령을 주로
연구하였지만, 융합기술이나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가 과학기술의 목표
를 중심으로 중복성을 피하고 체계성을 갖춘 입법이 요구된다.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을 통해서 연구기관의 자율성이 침해될 여지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 연구자의 이의신청제도 등을 확대해서 운영하고 연구지원 체계
등의 평가단 구성 시 전문성, 투명성을 유지하게 하며 전문성이 있는 연구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정책집행의 실천을 통해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연구자
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높이는 법제로의 전환도 필요하며 정부의 통제와 감독 등이 필
요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과학기술법제를 정비할 때 이러한 조항들을 삭제하는 노
력도 있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산업융합 촉진법은 빠르게 발전하는 융합신산업을 지원하고 현장 규제
해소 등을 위한 노력이 있었고 최근 산업융합플랫폼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4차산업 혁신기술의 기준, 요건 마련에 중점을 둔 발빠른 개정으로 산업진흥을 지원
하여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4차산업 혁명과 관련된 첨단연구를 지원하는 법제는 타
법보다 시의성있는 법제지원으로 산업활성화를 도모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위한 법제도에 대해서는 특히 공동연구의 계약상에 있
어 국내 연구기관이 가이드를 가질 수 있고 실무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지
원이 요구된다. 한편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국제협력 기능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국
제협력팀의 국제공동연구 관리 담당인력이나 해외 권역별 전문 담당인력이 부족하고
출연(연)의 해외 국제공동연구에 대한 지원 수요는 높으나 여력이 부족한 현실이었다.
2019년 출연(연) 국제협력 가이드북32)을 발간하고 배포하는 등의 노력은 고무적이다.
인재양성에 있어서 2018년 하반기부터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출연(연) 4차인재 양
성사업 프로그램이 도입되었다. 과학기술 출연(연)의 우수인력과 인프라를 활용, 미취
업 청년들의 실무역량을 제고한 후 기업으로 진출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과 4차 산
업혁명시대의 기업 혁신성장을 동시 지원한다는 취지의 프로그램이다. 아직 초기 단계
의 프로그램이라, 기관의 업무소개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할애된다든지 실제 산업계
연계가 되지 않는 출연(연)의 실무실습이 형식적으로 이뤄진다든지 하는 미비점이 있
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발전될 여지가 있을 것이다.

립 절차 및 국제 공동연구 추진절차 등의
활용될 전망이다(국가과학기술연구회(2019), ｢2019년 출연(연)

32) 해외 R&D 센터 설

체계를 가이던스하는 의미있는 참고자료로
국제

협력

가이

드북｣, p.75.,

p.1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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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view of Legislation Related to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 Industry Convergence Promotion
- Focused on the latest issues of the 「Special Act on the Innovation
of National R&D」 and 「Industrial Convergence Promotion Act｣
Kim Minchu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ursue the legal system that supports the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by making legal analysis for the development and promotion of scientific technology research. As a result,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should be revised to strengthen the link between the national long-term
investment strategy and the national basic plan. The direction of legislation and policy
should be harmonized so that R&D support for small businesses is not impeded by
the Act on Promotion of Technology Development, the Act on Promo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Innovation. And then, legislation for basic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
cooperation research and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has been prepared, but joint research in science and technology fields or international cooperation has not yet been
activated. It is worth consideration to promote relevant regulations into law. It is also
pointed out that the autonomy of research institutions may be violated through the
Special Act on the Innovation of National R&D. Such concerns should be addressed
by implementing policies that allow researchers to expand their objections, maintain
professionalism, transparency. Finally, the Industrial Convergence Promotion Act should
support the promotion of industries with quick revisions focusing on preparing standards
and requirements for innovation technologies in the fourth industry revolution.
Key words :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Special Act on the Innovation of National R&D, Industrial
Convergence Promo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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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화의 주도(push)와
견인(pull)에 관한 고찰
손수정*
초록

R&D를 통해 좋은 지식을 발명 또는 발견하고 이를 활용하여 보다 나은 제품 또는 서비스를 통해
시장에 진입 또는 확장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기술사업화를 추진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있다 . 즉, 기술이 경제적 부가가치로 전환하는 과정 전반을 기술사업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 이러한 기술사업화 과정의 방향은 기술에서 시작하는가, 시장에서 시작하는가에 따라 기술
주도 (tech-push)형과 수요견인 (demand-pull)형으로 구분되어 왔으며 , 그에 따른 실험실 지원 및
수요기업 지원으로 정책사업이 매칭되어 왔다. 본고는 현재 시점에서 고려할 수 있는 현장 기술사업화
니즈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기술사업화 추진 중심축과 방향에 따라 기술주도형, 수요견인형 뿐 아니라
기술견인형(tech-pull)과 수요주도형(demand-push) 기술사업화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이들의 특성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본고는 주체, 기술, 환경, 산업분야 등의 차이에 따라 기술사업화 수행 모델의
유연성 확대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수행모델의 다변화는 대응하는 정책의 유연화를 필요로 하며,
이러한 유연화가 빠르게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정책이 추구해야 할 최선의 모습일 것이다.
주제어 기술사업화 기술주도 수요견인 기술견인 수요주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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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한국에서의 기술사업화 가치는 주어진 부존자원 기반의 성장 및 한계 극복을 위해
필요한 제3의 축이라는 관점에서 주목받고 강조되어 왔다. 한국이 OECD 국가들 중
GDP 대비 높은 R&D 투자율을 보이는 것, 국가 규모에 비해 많은 수의 특허를 보유
하는 것, 정부가 적극적으로 혁신플랫폼 투자를 하는 것 모두는 한국의 경제성장이
갖는 독특한 모델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해야 한다. 즉, 한국은 전후 지난 60여 년간
세계에서 보기 드문 급속한 성장을 일구었다. 이러한 성장에 대해 모두가 공감하는
것은 성장의 뒷받침은 높은 교육열과 국민적 열망 또는 근면함이 뒷받침했다는 것이
다. 하지만 이는 바꿔 말하면, 사람 밖에는 투자할 것이 없었던 것이다. 주어진 자연
환경도, 축적해둔 자본도 없는 한국이 성장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동력은 인적자원이
었다. 기술을 배우는 것도 사람이었고, 기술을 학습해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도 사람
이었다.
이러한 근본적인 한국의 특성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왜 지난 20여 년간 기술사업
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는가로 연결된다. 즉 인적자원을 넘어서는 지식자원
에 대한 기대는 R&D 투자로 이어진다. R&D 투자를 통해 논문이나 특허를 만들어내
는 것은 그것이 곧 혁신성장의 시드(seed)가 될 수 있다는 신념에서 출발한다. 다만,
시드(seed)가 발아하고 성장하기 위한 여러 과정에서 만나는 다양한 장애를 어떻게
극복하는가가 우리의 기술사업화 성과를 가늠하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현
재까지의 성과를 보면, 우리는 기술사업화를 위해 넘어야 하는 장애를 잘 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더해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화된 환경은 기술사업화가 직면하는
장애를 더 복잡하게 할 것이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WEF)은 현재의 이러한 디지털
화를 ‘제4차 산업혁명’로 명시했다. 18C 후반 증기의 동력화, 기계화로 대표되는 1차
산업혁명, 전기의 동력화와 자동화로 대표되는 20C 초반 2차 산업혁명, 시스템 및 작
동메커니즘에서 디지털화를 경험한 3차 산업혁명 시기를 거쳐 WEF는 현재의 우리가
새로운 전환기에 직면해있다고 보고, 이를 4차 산업혁명이라 불렀다. 하지만 이에 대
해서는 기존의 디지털화가 보다 더 지능화되어간다는 연장선에서 보는 견해가 많다.
어째든 중요한 것은 복잡화되어가는 혁신환경 하에서 어떻게 지식자원을 활용하여 성
장을 견인하는가이다. 최근 OECD 중심으로 논의되는 Co-creation은 복잡한 혁신환
경 하에 제기되는 니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식의 창출에서 활용까지 관련 주체들
이 함께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OECD, 2018).
이처럼 노동기반 성장, 노동과 자본기반 성장, 그리고 노동, 자본, 지식기반 성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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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에서 성장이론은 전개되었고, 지식기반 성장은 지식창출을 위한 R&D(연구개발) 가
치를 인식하도록 하였다. R&D 가치는 단순히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 뿐 아니라 투자
를 통한 양질의 성과 창출에 있다. 성과는 단순히 논문이나 지식의 법적권리확보 측
면의 지식재산권을 넘어서 연구성과로서 도출된 지식이 산업 속으로 들어가 시장의
범위, 부가가치의 크기 등에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변화가 결과적으로 경제성
장을 촉진하는 것이다. 다만, 연구개발을 통해 창출된 지식이 산업으로 유입되어, 새
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궁극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는 일방향의 단순환 구조는 실제
로는 실현까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주체들에
의한 복잡한 경로에 대해 우리는 단순화하고 이 단순한 모델 안에서 정책지원 모델을
설계하고 평가해왔다. 기술이 시장으로 진입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기술사업화의 과정
은 주체의 다양성, 단계의 복잡성, 분야의 차별성, 이해관계의 충돌성 그리고 더 나아
가 시장의 불확실성, 정보의 비대칭성 등으로 인해 단순화할 수도 없고, 성공에 이르
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일부에 불과하다. 손수정 외(2018)는 기술사업화의 과정을 연
구(Research), 개발(Development), 창업(Start-up), 도약(Grow-up)으로 명시하고
각 과정을 다시 기획-검증-발견, 보완검증-제조, 시드-초기, 성장-성숙 등의 과정으로
전개하였다. 하지만 실제는 이보다 더 복잡한 관계를 갖고 전개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재 그렇게 어려운 기술사업화 성공을 통해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
부터 다시 잠자리에 드는 시간까지 다양한 기계의 도움으로 일상을 보낸다. 자동차로
출근을 하고, 컴퓨터와 스마트 기기 등을 활용하여 업무를 보고, 건강 상태 등을 확인
하고 운동을 하고 취미생활을 한다. 이 모든 것은 기술사업화 성공의 결과물인 것이다.
즉 성공 가능성이 낮고 어렵지만 기술사업화는 지금 현재도 진행형이다.
본고는 기존 연구들이 구분하는 기술사업화의 기술주도(tech-push), 수요견인
(demand-pull)의 이원화된 유형을 현장의 니즈를 기반으로 기술과 시장이라는 주체
가 갖는 사업화 추진의 중심축, 니즈 등을 기준으로 좀 더 나눠보고자 한다. 또한 이
를 위해 기술사업화가 갖는 근본적인 환경에 대한 이해를 전달하고자 한다. 2장은 기
술사업화에 대한 기본적인 환경을 정리해보고, 3장은 기술사업화의 유형을 네 가지로
나눠보고자 한다. 그리고 4장을 통해 앞으로의 기술사업화 정책의 시사점을 제시하고
자 한다.
본 연구는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단지 실험실주도, 수요견인형태의 기술사업화 추
진 구분은 지능형 디지털화라는 혁신환경 변화 속에서 기술사업화 현장의 필요를 충
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보다 다양한 기술사업화 유형을 기반으로 정
책 대응의 방향성 제시를 시도해 보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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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술사업화 환경
1. 기술사업화 인식의 전환

기술이 곧 성장의 주요 요인이라는 접근의 시작은 슘페터(Schumpeter)로 본다. 동
시대 경제학자 케인즈(Keynes)가 인간의 지식을 블랙박스로 두고 노동과 자본 중심의
정태적 성장분석을 시도했던 것과는 달리, 슘페터는 혁신에 대한 니즈와 가능성을 인
식하고, 이를 위한 파괴적 혁신, 기업가역량 등의 동태적 성장분석을 시도했다. 이후
솔로(Solow)는 기술을 외부에서 주어지는 투입요소로 보고 R&D에 대한 기대를 반영
하였다. 그리고 201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로머(Romer)는 지식의 확보와 축적, 그
에 따른 성장 모델을 정립했다. 즉, 내생적 기술변화, 그에 대한 인센티브 설정, 지식
재산 부여 등 지식 중심의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기대를 설계했다1). 이처럼 기
술에 대한 해석이 보다 성장 중심으로 진화해오면서, 전통적인 노동이나 자본이라는
요소투입형 성장의 한계는 기술중심 혁신형 성장으로 확대를 가능케 했다.
기술 중심 혁신을 위한 공공과 민간의 노력은 인력, 자본, 지식 등의 다양한 혁신
재원의 투입에서 가시화되었으며, 이러한 투입의 성과로서 특허, 논문 등의 1차 성과
(output)와 이들의 확산 관점의 2차 성과(outcome)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졌다. 일반
적으로 이야기 하는 기술사업화는 1차 성과를 활용하여 2차 성과를 이끌어내는 모든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논의의 변화는 논문, 특허 등은 1차 성과(output)
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즉, 기존의 기술사업화는 기술이전을 포함
하며, 이전을 통한 기술료 수입, 스타트업 설립 실적 등의 성과를 추구하여 왔지만,
스타트업, 벤처기업, 중소기업 등 기업들이 시장에서 직면하는 경쟁력확대가 성장의
주요 축이므로 단순히 기술료 수입, 스타트업 설립 실적 등이 아닌 실제 스타트업이
시장에 진입하고, 성장하거나, 기존 기업의 시장 한계 극복을 위한 주요 역량 확보 관
점의 기술사업화가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기술사업화는 기술이 경제적
부가가치로 전환하는 과정 전반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기술
사업화 관점의 1차 성과(output)는 기술이전(정액기술료), 스타트업 설립 실적 등이
되며, 2차 성과(outcome)는 실질적인 수익에 해당하는 매출액 기반 경상기술료, 스
타트업의 채용 인력 규모, 매출 및 수익 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논문, 특허 등 기존
에 1차 성과로 다루어졌던 결과물은 성과가 아닌 중간 산출물(throughput)이라는 접
1) 데이비드 워시(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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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이 옳겠다. 이러한 구분에 의하면, 논문이나 특허 등의 성과는 기초 R&D 성과평가
의 지표는 될 수 있으나, 응용개발 R&D 관점에서는 논문이나 특허 등의 지식에 대
해 정보접근성 관점에서 어떻게 보다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공유할 수 있으며,
보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접근은 지식재산권의
확보와 보호가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면, 또 다른 시각의 접근은 혁신성장을 위한 기술
사업화 관점에서 지식재산권 확보와 보호의 방식보다는 OECD(2018)의 Co-creation
과 같이 기술사업화를 위해 필요로 하는 주체들간에 어떻게 지식들의 융합, 공유가 가능
한가에 대한 접근이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다.
‧

구분
중간산출물
(throughput)
1차 성과
(output)
2차 성과
(outcome)

<표 1> 기술사업화 성과 기준의 변화

전통적 구분(R&D중심)
논문, 특허 등 지식재산권
(지식에 대한 독점적 권리)
기술이전료, 스타트업 실적,
매출액 등

도전적 구분 (사업화 중심)
논문, 특허 등 지식재산권
(지식에 대한 독점적 권리)
정액기술료, 스타트업 실적, 매출액 등
경상기술료, 스타트업의 시장성, 일자리
창출 등
*

주: * ‘도전적 구분’이라 표현하는 이유는 이 구분에 의해서는 R&D 평가지표에서 논문, 특허 등 지식
재산 권리 확보는 제외되고 오히려 연구성과, 연구데이터 등의 공유와 같이 접근·확산이 평가지표에
포함되어야하기 때문임
2. 기술사업화의 영향

데스밸리(death valley)는 실제 존재하는 지역명이다. 이 지역은 미국의 캘리포니
아 중부 모하비 사막의 북쪽에 위치한 깊은 건조한 분지로, 고온(56.7℃)을 기록하는
지역이기도 하다2). 이 지역을 표현하는 ‘뜨겁고, 건조하고, 저지대(Hottest, Driest,
& Lowest)’라는 표현은 이 지역이 인간이 극복하거나 통과하기 어려운 지역임을 강
조하는 것이다. 이런 험한 지역명을 우리는 기술사업화의 하나의 구간으로 이용한다.
기술사업화에서 데스밸리는 미성숙 상태에 있는 기술의 성숙도(TRL:Tech Readiness
Level) 제고를 위해 자본유입이 필요하지만 기술이 갖는 정보의 비대칭성,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위험회피성향이 강한 자본의 적정유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구간이다. 이는
우리가 인식하는 기술사업화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현실에서는 전기, 자동차, 전화기, 컴퓨터, 내비게이션 등 인간의 생활 방식의 큰
2) www.wikiped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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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을 가져온 성과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편의성을 제공하는 많은 제품 또는 서비
스들이 사업화의 성공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 즉, 절대 통과하기 어려운 구간으
로서 기술사업화를 인식하고 회피할 필요없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많은 제품
및 서비스들이 필요에 의해 개발되고, 성공적으로 제품화되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이며, 이것이 성공적인 기술사업화라고 보면 된다. 사업화를 통해 우리의 생활을 바
꾼 여러 사례들 중 주요 성과인 내비게이션은 위성항법(GPS)을 기반으로 육상교통 사
용자가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위치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도로
교통 정보수집, 교통법규 가이드 등을 제공함으로, 자동차 문화의 변화를 가져온 사례
이다. 즉, 하나의 기술의 등장이 해당 기술이 적용되는 분야에 대한 변화를 넘어 직간
접 영향을 미치는 전후방 분야로의 파급력이 큰 것이다.
3. 기술사업화의 방향

기술이 시장의 변화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이루어지는 혁신의 방향성에 대
해 기술주도(technology push)와 수요견인(demand pull)의 분류가 있다. 기술주도
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기술적 역량이 혁신의 중심이 되며, 수요견인은 시장의 필요가
혁신의 중심이 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기술주도형 혁신은 해당 기술이 실제 시장
을 창출하고 수요를 일으키는가가 혁신 성공의 주요 열쇠가 되며, 수요견인형 혁신은
해당 니즈의 정확성과 이에 대한 기술 매칭이 가능한가가 혁신 성공의 주요 열쇠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홍사균(2016)은 기술주도모형은 기초과학이 발달하고
연구개발 활동을 많이 할수록 기술혁신이 융성하게 발생한다는 논리이며, 수요견인모
형은 시장에서의 수요가 기술혁신을 가져온다는 논리로 설명하고 있다. KT경제경영연
구소(2017)는 유용한 기술수요를 창출하여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것이 수요견인형이며,
유망한 개별기술단위에서 출발하는 것이 기술주도형으로 보았다. 따라서 수요견인형의
경우 명확한 활용 목표가 있는 미국의 DARPA 사업들이 이러한 취지에서 작동하는
모델로 제시하였다. 옥경임(2018)은 기술주도형은 기술적 우위를 자신하는 기업에서
기술적 리더십을 갖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나가는 공격적 접근이며, 수요견인형은
시장에서 고객들이 인식하는 불만족한 사항들이 새로운 아이디어가 되어 새로운 기술
이나 제품의 개발로 연결되는 것으로 보았다. Lubik, et al.(2012)는 기술주도나 수
요견인은 하나로 고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며, 기술주도형으로 시작했으나 일정 시
점 이후 수요견인형으로 전환 가능함을 보이고 있다.
기술기반 성장에 대한 이해와 공감 초기, 새로운 기술을 통해 다양한 제품이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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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들이 새롭게 등장하던 시기에는 기술주도 혁신 중심의 성장이 있었다고 본다면,
일정 시점 이후 시장의 새로운 욕구와 니즈가 성장하면서 수요가 있는 곳에서 혁신이
이루어지는 수요견인 혁신 중심의 논의가 확대되어왔다. 애플의 스마트기기들은 시장
이 인지하지 못한 니즈를 기술의 개념, 콘텐츠의 개념을 설계하면서 등장했다고 본다
면, 기술주도형 혁신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고객의 수요는 확인되지 않았고,
고객 또한 해당 개념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으로 쏟아
져 나오면서 소비자는 충격을 받았고, 해당 제품 및 서비스는 급성장 한 경우이다. 반
대로 IBM의 경우, 시장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를 통해 제품의 구성을 빠르게 진행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존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장, 소비자가 경험하고
느끼는 불편함이나 불만족에서 시작되어 보다 나은 제품이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
술 기획이 이루어지고 혁신이 이루어지는 것이 수요견인이라는 것이다. 이는 다시 의
사 결정 또는 기획의 방향을 보면, 기술주도형은 연구실, 연구자 중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수요견인형은 시장, 수요자 중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손수정·임채윤·박찬수(2017)은 아이디어 또는 실험실 기술에서 시작하는 기술 중심
(tech-push)의 사업화 뿐 아니라 제품/서비스 개발의 니즈에서 시작하는 시장 중심
(market-pull)의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성공적인 사업화를 위해서는 기술의 시장으로
의 접근성이 성숙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4. 기술사업화의 재원
1) 주체

사업화 참여주체는 연구기관과 기업이 중심에 있다. 이들 간에 이루어지는 기술의
확산이나 협력의 조정주체로 사업화 전문기업(조직), 중개전담조직 등이 연결되고, 이
들의 사업화 추진에 투자자 또는 컨설팅 지원을 위해 VC 또는 엔젤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사업화 환경의 원활한 흐름을 유인하기 위한 제도 및 법규제 등의 인프라를
설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무엇보다 기술사업화에 있어서 정부 개입의 적합성은 기술
사업화의 가치에도 불구하고, 시장실패 영역의 존재로 인해 가치달성이 어려울 때 해
당 실패영역으로 개입하여 사업화 환경의 원활한 흐릅을 조성할 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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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사업화 관련 주체들의 관계

자료: 손수정(2015)
2) 거점

기술사업화를 연구관점에서 본 기본 단계는 기술연구-실증연구-적용연구로 구분가
능하다. 기술연구는 실험실(lab)에서 이루어지는 R&D 단계로 본다. 실증연구는 엔지
니어링센터(fab) 중심의 시제품 제작 및 검증, 실험실 환경 기술의 현장 적용 가능성
검증 등을 수행하는 단계로 본다. 기술의 특성에 따라 개념증명과 시작품 제작 등은
실험실 중심으로 수행되기도 하지만, 현장 환경이 복합적이고 대규모이거나 특정환경
(토질, 기후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관련 테스트베드 조성이 중요하다. 적용연구는
기술 중심이 아닌 시장 중심의 재원 투입과 노력이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즉 기술관
련 R&D 뿐 아니라 마케팅 등의 비R&D도 중요하다.
초기연구가 이루어지는 실험실(Lab)은 대학, 출연(연) 실험실 또는 기업의 연구실이
있으며, 실증연구 수행이 가능한 엔지니어링센터(Fab)는 지역연구단지, 인큐베이션센
터, 혁신/특화센터 그리고 실증임상 단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능
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특구, 기술지주회사, TLO 등의 거점들이 존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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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사업화지원 가능 거점

지방 연구
지역 지역 산업
테크노
과학
단지
구분 연구 개발 파크 특화 혁신 혁신클
센터 센터 러스터
단지 특구
규모 11
5 18 101 98 24
자료: 손수정·임채윤·박찬수(2017)

산업
기술
기반
센터
107

창업 기술 공공 민간연
보육 지주 TLO 구개발
서비스
센터 회사
업체
266 48 172 1,153

3) 자본

기술사업화 추진을 위한 시장자본의 대표적 출처는 VC, 엔젤, PE 등이다. 다만,
한국의 VC의 경우 모태펀드 등의 공공자본 유입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들이
진정한 의미의 시장 자본인가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있다3).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공공자본은 모태펀드 및 성장펀더, 부처 관련 사업 등이
있다. 부처의 예산심의서를 토대로 기술사업화 지원을 사업명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00년대 들어 R&D 예산 대비 부처 사업화 지원 사업 예산 비중은 지속적
으로 증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는 R&D 투입을 통한 논문이나 특허 등으로 구현
되는 기술 창출 뿐 아니라 도출된 기술의 시장 창출 노력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3> 부처 사업화지원 예산 추이

구분
2007
정부R&D예산(억원, A) 97,629
부처사업화예산(억원, B)
713
비중(B/A, %)
0.73
자료: 손수정·임채윤·박찬수(2017)

2008
108,423
746
0.69

2013
171,471
6,520
3.80

2014
177,358
7,477
4.22

2016
190,942
9,149
4.79

또한 일부 출연연구기관과 대학은 사업화 추진을 위해 필요한 연구실 단계의 실증
등 사업화 성공을 위한 초기 기술성, 시장성 제고 단계 수행을 위한 예산을 모태펀드
및 내부 자본 등을 활용하여 조성하고 있다.
이상의 기술사업화 자본을 기술금융 관점에서 보면4), 융자, 보증, 그리고 투자를
고려할 수 있다. 기술평가 기반 자금을 공급하고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는 형태의 ‘융자’
로 기술사업성 평가기반의 4조 2,150억 원, 산업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잔액(’17)은 약
3) 모태펀드가 민간 벤처캐피탈 투자에 적극적 개입하면서, 지난 10 년간(’05~’14) 총투자조합에서 모태출자가
차지하는 금액 비중이 69.3%(KDB산업은행 , 2015)
4) 손수정 외(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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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조 원이며 그 중 기술신용대출 잔액은 약 4조 규모로 운용, 한국은행의 총 25조
원 대출 프로그램 중 기술금융과 연관 있는 ‘신성장·일자리지원 부문’은 6조 원 규모
로 제시되고 있다. 기술평가 기반 보증서를 활용하여 보증기관이 융자 제공하는 형태
의 ‘보증’의 경우, 기보의 보증잔액(’17)은 21조 3천억 원, 신보는 44조 4천억 원 규
모이다. 기술 기반 기업의 주식 및 채권을 구입하는 직접금융 형태의 ‘투자’는 공공의
대표적인 기술금융 투자는 ‘한국모태펀드’가 있으며, 모태조합은 5조 3,067억 원 출
자(’17), 총18조 5,540억 원의 투자 재원을 조성하였다. 투융자복합금융 예산은 2018
년 1,700억 원에서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21년까지 5천억 원까지 확대해 나갈 계
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개발기술사업화자금’, ‘TIPS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직간접
투자방식이 있으며, TIPs는 2018년 2월 기준 1,062억 원 예산, 총 38개의 운영사
선정, 운영사에 의한 투자 및 지원은 약 845억 원, 팀당 평균 2억 원 규모의 사업 예
산(’18)을 갖는다.
Ⅲ. 기술사업화 유형화
1. 기술사업화 추진 방향

기술사업화는 하나의 단일 모델이나 필요에 의해 진행되지 못하며, 주체들이 갖는
기술이나 시장의 니즈에 따라 사업화 추진 경로가 다를 것이다. 가장 일반적으로 고
려되는 사업화 경로는 R&D를 통해 확보한 기술 또는 아이디어의 제품 또는 서비스
화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의 사업화를 추진하는 주체는 기술 공급 관점의 사업화를 바
라보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기술 수요 관점의 접근은 제품 또는 서비스화 필요성을
확인하고 이를 위한 적정 기술을 확보하고자 하는 주체들에 의한 경로라 할 수 있다.
전자를 우리는 공급중심 R&D 또는 기술 주도(Tech-push)형 기술사업화라 하였고,
후자를 수요기반 R&D 또는 수요 견인(Demand-pull)형 기술사업화라 하였다. 하지
만 기술은 항상 주도(push)하고 수요는 항상 견인(pull)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
다5). 즉 앞서 제시된 두 가지 경로가 기술이 주도하는 모델과 기술이 견인하는 모델,
시장수요가 견인하는 모델과 시장수요가 주도하는 모델로 다시 구분될 수 있지 않은
가 혹은 구분되어야 하지 않은가. 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혁신환경의 변
5) 주도(push)와 견인 (pull)의 단어 선택, 의미가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또 다른 논의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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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지능형디지털화는 공급자와 수요자, 연구자와 기업가의 경계가 더욱 소멸할 것이
며, 특히 개인이 곧 공급자이자 수요자, 연구자이자 기업가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사
업화를 추진하는 경로의 다각화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특히, 애플이나 IBM 등 선
도IT기업의 일정 수준 성장경로에 진입한 중소기업들의 현장 니즈를 통해 사업화 경
로의 다각화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이러한 인식 하에 본고에서는 사업화 추진의 경로에 있어서 기술성숙도(TRL:
Technology Readiness Level)과 시장성숙도(MRL: Market Readiness Level) 관점
에서 사업화 모델을 어떻게 전개 가능한가를 우선 네 가지로 구분해보고자 한다.
<표 4> 기술사업화 추진 주체와 방향에 따른 유형화
시장

불확실한 시장
(MRL 5미만)
(신규 제품/서비스 수요층 창출
여부 미지수)

준비된 시장
(MRL 5이상)
(기존 다양한 제품/서비스로 일정
수준 수요층 창출한 시장)
수요 견인(Demand-pull)
⇒ 수요
주도(Demand-push)

기술
불확실한 기술
기술주도(Tech-push)
(TRL 5 미만)
기술성 일부 확인
시장성 미확인
⇓
⇓
준비된 기술
(TRL 5이상)
기술 견인(Tech-pull)
기술성 확인
⇒
(벤처 성장 경로)
기술
주도(Tech-push)
시장성 일부 확인
주: MRL, TRL의 기준값으로 제시된 5는 단지 임의의 중간값이며, 기술 및 산업별 값은 각각의 특성에
부합한 다른 값으로 부여될 필요 있음
1) 실험실 공급 기술의 사업화: 기술주도(Tech-push)형

실험실 환경에서 확인된 기술이 시장으로 진입하기 위한 후속 R&D와 더불어 진입
가능한 시장을 찾고, 해당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비R&D 요인들이 결
합되어야 한다. 단지, 실험실 환경에서 확인된 기술이 특허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확
보하고, 이의 이전 모델을 통해 시장 주체에게 전달되는 것만으로는 사업화가 전개될
수는 없다.
기술과 시장 모두의 불확실성이 높은 기술주도형의 경우 성공 가능성이 낮은데 반해,
도전적 기술의 성격이 강해 일단 성공하면 그 파급효과는 전후방 다양한 산업으로 확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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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장 수요 기술의 사업화: 수요견인(Demand-pull)형

일정 수준 수요자 확보에 대한 검증 및 창출 가능성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진 상황
에서 구체적인 용도가 설정된 필요 기술에 대한 니즈가 설계되고, 이를 개발하는 과
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요구 기술이 적절한 수준으로 완성되는지에 대한 검토와
보완 등이 반복되어야 한다. 일단 완성되면, 관련 시장 등의 인프라와 축적된 경험 등
을 기반으로 시장성 확보는 용이할 수 있다. 하지만, 수요시장의 변화가 기술이 성숙
되는 주기보다 빠른 경우 기존 필요기술의 니즈가 완성된다고 해도 사업화 전개가 어
렵다는 위험도 내재되어 있다.

3) 성숙 기술의 사업화: 기술견인(Tech-pull)형

기술을 이용한 제품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였으나, 해당
제품 및 서비스 시장의 침체 또는 포화로 인해 새로운 분야로의 진입을 필요로 하는
경우이다. 이는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생성 가능한 시장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하
지만, 의도한 시장이 수요자들의 욕구 또는 시장의 변화흐름과 다른 방향으로 설계되
었다면, 사업화 전개가 어렵다는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선도 산업의 침체
로 새로운 산업분야로의 진출을 희망하는 경우에 주로 나타나며, 가장 대표적인 사례
가 영국, 덴마크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성숙된 조선업 기술의 풍력에너지 기술로의
전환이라 할 수 있다.
4) 확장 시장 기술의 사업화: 수요주도(Demand-push)형

소비자의 빠르게 변화하고 다양화되는 기술니즈에 대해 기술이 대응하는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스마트 기기의 등장 전에는 소비자가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삶의 변화를
스마트 기기의 등장으로 인해 소비자가 체험하고 학습하면서 더 광범위한 적용을 기
대하는데 따른다. 즉, 기존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는 수요자들은 활용의 편리성 경험을
토대로 스마트 기기가 적용되지 않았던 범위로의 활용을 기대하고, 이러한 기대가 기
술 기획으로 반영되는 것이다. 하지만, 기대가 지극히 개별적 시각에서 이루어지거나,
진입시 고려해야하는 제도적 한계(규제)가 높으면 적정 규모의 시장 형성이 어려울 수
있다. 적정 규모의 시장 형성이 어렵다면, 사업화가 전개될 수 없다.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블록체인 기술에 의한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시장과 정부의 입장 차이를 고려
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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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주도(Tech-push)형 기술사업화

기술사업화의 가장 기본이 되는 모델이다. 특히 공공R&D에 의해 창출된 기술성과
의 사업화 추진에서 고민하는 기술사업화 모델이다. 실험실 환경에서 완성된 기술이
진입 가능한 시장을 찾고, 해당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비R&D 요인들
이 결합되어야 한다.
1) 재원

기술주도형은 대부분 원천기술개발사업을 통해 확보한 기술에서 시작한다. 즉 기술
의 혁신성이 높아, 해당 기술이 시장을 선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정부 연구
개발투자는 원천기술 확보 관점의 기초연구에서 시작한다.
인력 관점에서 보면, 우선 연구자들은 해당 분야의 기술동향 파악이 중요하다. 어
떤 연구자가 어떤 기술로 어떤 성과물(지식재산권)을 창출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해가
연구의 방향 또는 목표성과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획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연구지원 인력들은 연구자 개인이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는 기술동향 등에 대한 실시
간 접근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기반 정보 분석이 가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또 다른
중요 인력은 기술적 전문성 관점의 연구지원 전문직(Lab Scientist, Lab Technologist,
Lab Technician 등)이다. 이들의 활동이 연구의 지속성, 보다 효율적인 투입요소들
의 관리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2) 정책

기술주도형 혁신역량 확보를 위해서는 도전 가능한 기술이 기획되고, 수행될 수 있
도록 기술 중심의 책임과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평가, 감사 등의 접근이 아닌 연구
자 신뢰, 기획의 독창성 등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 흔히 우리는 이를 중장기
도전형 과제로 명시해왔다. 하지만, 중장기 도전형 과제 또한 일정 시점별 평가 및 기
술의 불확실성을 용인하지 않는 획일화된 접근으로 인해 실제 연구자들의 도전을 어
렵게 한다. 최대한 연구자 권한과 자유를 보장하되, 연구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전문
가 그룹이 납득하기 어려운 심각한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이에 대한 강도 높은 처
벌이 이루어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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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사 사례6)

고려대학교는 인간 줄기세포로부터 고효율 간세포 생산하는 기술을 세계 3번째, 아
시아 최초로 성공하고 이를 2016년에 기업으로 이전하였다. 이전 받은 기업은 본격적
인 상용화 프로세스를 가동하였으며, 시장 진출을 위해 다양한 제품 홍보 등의 과정
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토대로 2017년부터 실제 매출을 발생하고 있다.

3. 수요견인(Demand-pull)형 기술사업화

수요견인이 갖는 가장 큰 특징은 해당 기술의 수요자가 직접 기술니즈를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기획 또는 계획서의 초기 설계는 기술의 수요자와 함께 작성된다.
수요자가 명확하게 필요기술의 방향 및 기준(spec)을 제시하고, 제시된 니즈를 연구자
는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1) 재원

수요견인형 연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투자재원은 수요자의 투자이다. 즉, 해당
기술의 필요를 갖는 수요자가 기술의 확보를 위해 관련 재원을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
인력의 경우, 해당 기술의 수요자 그룹에도 본인들의 필요 기술에 대한 정확한 해
설이 가능한 연구 전문성을 갖는 주체가 필요하다. 혹은 해당 기업의 필요 기술 설명
을 듣고 필요기술의 개념, 범위, 동향 등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연구서비스 지원
인력이 중요하다. 특히 필요 기술을 제안한 기업의 특정 니즈를 확인하고 이에 부합
하는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한 시제품 제작을 위한 전문인력(Prototype manager 등)
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기술의 공급자와 수요자간 사용 용어의 차이, 보유 정
보의 차이, 문화의 차이 등으로 인해 상호 소통의 어려움이 발생하면, R&D가 추진되
더라도 도출된 성과가 활용되지 못할 수 있다.
2) 정책

산학연에서 이루어지는 기업의 기술수요 대응의 경우 정부 정책은 이들 간 상호 차
별적 요인을 최소화하거나, 연구기관/연구자의 참여유인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 환경
(평가, 예산 등)을 설계하는 것이다. 수요 견인의 주체가 정부인 경우, 주로 사회안전
관련된 필요기술에 대한 기획 및 R&D투입을 추진할 수 있다. 재난재해, 국방, 에너
지환경 등 공공정책으로 풀어야하는 연구필요에 대응하기 위해 적정 기술개발을 위한
6) 2018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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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투자 및 사업화 추진이 그것이다.
3) 유사 사례7)

몇 년 전 태안에서 예인선과 유조선이 충돌하여 유조선의 원유가 해상에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방제비용이 224억 원 소모되었으며, 사고 이전의 생태
환경으로 복원하는데 수십 년 이상이 필요했다. 이에 해양유출유 사고 발생시 오일과
물을 신속하게 분리하여 기름을 회수 및 제거하는 표면처리 기술에 대한 니즈가 확대
되었다. 이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팀은 ‘나노구조체를 이용한 유출유부유성 HNS
방제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원천기술을 확보하였다. 본 기술은 해당 분야 뿐 아니라
항공우주, 수송기기, 군사용 등 첨단산업분야에 널리 적용 가능한 기술로 활용성이 매
우 높다.
‧

4. 기술견인(Tech-pull)형 기술사업화

일정 수준 기술의 활용, 적용 등을 통해 기술성이 인증된 성숙 기술은 시장의 다양
화 또는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 기술 기반 부가가치 창출 경험을 갖고, 기술의 질적
수준에 대한 평판도 형성된 기술은 시장 분석 및 전망 등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
델 개발을 위한 제품 및 시잔 포트폴리오 확대를 필요로 한다.
1) 재원

기술 기반 비즈니스 기획을 위한 비R&D 투자가 필요하다. 비R&D투자의 경우 이
러한 재원의 투자 역량을 갖는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 모델에 있어 중요한 인력은 기술의 이해와 시장 변화에 대한 이해가 높은 중개
전문가이다. 즉, 해당 기술이 갖는 독창적 우수 역량을 이해하고, 해당 기술이 적용되
어 더 나은 제품/서비스를 생성할 수 있는 분야 설계가 가능한 인력이다.

2) 정책

기술 기반 비즈니스를 통해 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하던 기업이 해당 시장의 포화 또
는 침체 등의 이유로 충분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기술을 활용한 새로
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게 된다.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이러한 기업이 찾지
못하는 비즈니스 아이템에 대한 아이디어 또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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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다. 기업인 또는 기업의 힘으로 새로운 진출 분야를 찾지 못하는 경우, 전후
방 산업 동향 내지 기술의 융복합 기획 등을 통해 새로운 진입 분야에 대한 정보 제
공이 필요하다. 또한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한 기업이 일정 기간 도약기를 가질 수 있
도록 세제 등의 유예기간 부여도 정책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3) 유사 사례8)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다국어 음성인식 및 자동번영 엔진’은 명령어 기반의 대 어
휘 음성인식 및 대화체 연속음성인식을 지원하는 딥러닝 기반 고난이도 융복합 기술
이다. 입력된 테스트를 기반으로 언어간 자동번영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로서,
고객센터, 정보검색 및 분석, 의사결정, 마케팅 등 그 활용 범위가 상당히 넓다. 이
기술은 지니톡 대국민 서비스, 인천 아시안 게임 적용 등 이미 시장의 진입 가능성
등이 충분히 시험된 기술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기반으로 ㈜케이티 이전
및 협력적 사업화 추진 등을 통해 시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5. 수요주도(Demand-push)형 기술사업화

수요주도의 특성은 수요가 시장 동향을 읽고 그에 따른 기술 방향을 이끈다는 것이
다. 이로 인해 해당 제품군 공급에 필요한 타겟 기술을 명확히 제시하고 해당 기술의
개발을 유도하는 수요견인(demand-pull)형과의 차이는 수요주도를 하는 주체가 비전
문가(일반 소비자)일수도 있다. 즉 명확한 시장에 대한 개념설계가 되어있는 것은 아
니라, 이용자 편의 관점에서 기술의 확산성, 제품의 유용성 등을 고려하여 ‘바램(wish
list)’를 제시할 수도 있다.
1) 재원

수요주도에 대한 재원은 수요견인과는 달리 명확한 수요자 부재로 인해 재원 투자
의 주체가 명확하지는 않다. 다만, 개별적 수요주도가 아닌 국가 관점의 접근이라면,
미래 선도산업 육성의 관점에서 현 단계의 기술 및 산업 동향을 이해하고 확대 가능
한 분야로의 기획을 필요로 하고, 재원이 투입되어야 한다.
인력의 관점에서 보면, 실제 연구인력의 중요성도 높지만, 특히 현 시장/산업의 흐
름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시장/산업의 변화 방향을 전망할 수 있는 인재의 역량이 중
요하다. 애플을 창업하고 성장시킨 스티브 잡스의 가장 큰 역량으로 평가받는 것은

8) 국가과학기술연구회 (2018), 2018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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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가 일어나지 않았으나 수요가 일어날 수 있음을 예측하고 스마트 기기들을 기획
한 것이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2) 정책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기획할 수 있는 연구개발투자가 필요하다. 정부
R&D주력분야 선정에 있어서도 이러한 변화의 방향을 확인하고, 선도적 R&D 투자가
필요하다. 현 시점의 시장의 유행이나 시장의 니즈 중심의 R&D기획은 결과적으로 시
장에서도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비효율적 진입으로 정부개입이 오히려 또 다른 시
장실패를 야기할 수 있음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 결국은 선도하기 위해서는 도전이
용인되어야 하며, 이는 앞서 기술주도형 시장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3) 유사 사례9)

리튬이온전지는 기존 소형 IT 기기용에서 점차 EV(전기자동차)나 ESS(에너지대용량
저장장치)용 중대형배터리로 수요의 흐름이 확대 변화되었다. 특히 리튬 이차전지의
핵심기술인 음극재 기술은 전기차 시장의 성장 등에 의해 수요의 확대가 예상됨에도
국내 적정 기술이 없고 일본 기술에 대해 의존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수요의 변화
는 기존 리튬이온전지의 용량 확대할 수 있는 신소재 개발의 필요성이 인지되었으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리튬이차전지용 나노실리콘-탄소계 음극재 실용화 기술개발
및 에너지 저장용 고효율 리튬이차전지 음극소재 개발’ 과제를 기획하고 해당 기술의
개발을 추진하였다. 성공적으로 확보한 기술은 해당 시장에서의 역량을 갖는 기업을
통해 시장 확대를 진행하고 있다.
이상에서 우리는 기술사업화 추진 힘의 방향에 따른 네 가지 유형을 구분해 보았
다. 힘의 방향이 기술로부터 시작하는가, 수요로부터 시작하는가 등에 따라 기술사업
화를 위해 필요로 하는 재원이나 정책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기술사업화 지원이 하
나의 단일한 모델로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의 방향에 맞춰 유연하게 설계될 수
있다면, 보다 더 나은 정책의 효율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9) 2018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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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힘의 축

기술주도형
(Tech-push)
기술

<표 5> 기술사업화 유형별 특성

시장 진입
주요 특징 기술의
가능성 검증 필요

기술견인형
(Tech-pull)
기술

수요견인형
(Demand-pull)
수요

수요주도형
(Demand-push)
수요

성숙된 기술의
구체화된 수요의
시장의 기술
새로운 시장 창출 적정 기술 매칭 성장한
니즈
대응
가능성
가능성 검증 필요 가능성 검토 필요
검토
필요
(검증된 특정 기술) (검증된 특정 수요)

재원

필요로 (공공&민간)전후방
보유한 타겟기술을
(공공)기초연구투자 성숙기술을
하는
주체의
주체의 연구투자
선도적 투자
연구(지원)인력
연구투자
시장기획 인력
개념설계
인력
시제품 전문인력

정책

도전형 사업화 지원
산학연 협력(기술)
초기(예비)
프로그램 확대 도전형 사업화 지원
산학연 협력(기획) 연구지원인력(Prot
실증사업확대
연구지원인력(Tech 프로그램 지원 otype manager) 기술규제 개선
nician) 양성
양성

Ⅳ. 시사점

혁신성장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한국은 궁핍하고, 투자재원 조차 없던 1960년대
에 과학기술 중심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설립하며, 혁신성장의 토대를 다졌다. 이후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한국의 급속한 성장의 배경에는 첨단기술에 도전하고, 이를 토
대로 부가가치 높은 산업군으로 진입하고, 이를 토대로 쌓은 지식이 현재에 이르게
한 것이다. 이것이 혁신성장이다. 한국이 주목받는 이유는 이러한 혁신성장이 가능했
던 모델이기 때문이라고 본다. 다만 이렇게 쌓은 지식이 새로운 지식을 선도적으로
창출하고 새로운 개념을 설계할 수 있는 역량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가 직면한 난제일 수 있다. R&D 투입확대 및 관련 기반조성 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성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해법으로 연결되기
를 바란다. 그래서 우리는 R&D성과의 사업화에 관심을 갖고 이를 위해 여러 주체들
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사업화 주체들에 의한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화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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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다.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기술사
업화는 실제 성공적인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우리
의 주어진 환경에서 우리의 역량을 통해 현재 적정한 수준으로 지속적인 사업화 성과
가 도출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다른 확인의 필요는 투입의 적정성에 있다. 현재
기술사업화를 위해 투입하는 재원은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규모로 적절한 모델을 갖
고 투입되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업화가 이루어지는 시장의 규제
이다. 좋은 기술과 적정 인큐베이션을 통해 새로운 제품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나 시장
에서의 제품 활용이 제한되어 있으면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은 불가능하다.
본고는 이상의 성과진단, 재원투입, 시장규제 등에 대한 연구질문과 분석 보다는
지원정책 단계로 범위를 좁혀 기술사업화 추진 니즈의 방향이 갖는 다양성을 이해하
고 이러한 방향에 대한 접근을 시도해본 것이다. 기술사업화는 기술, 산업, 주체의 특
성에 따라 다양한 경로를 가질 수 있다. 본고에서 제시한 네 가지 유형조차도 사업화
를 추진하는 힘의 방향을 기준으로 가장 기본적인 유형에 대한 접근이다. 따라서 다
양한 유형 가능성을 이해하고, 지원 모델의 경로도 다양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이
를 통해 적정 성과진단, 재원투입, 시장규제 등에 대한 해법을 얻을 수도 있다는 기대
를 갖는다.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환경에서 정책분석가와 정책결정자가 변화의 방향을 모두 이
해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다. 결국은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사
업 수행에 자율성,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기술사업화 모델도 각 기관, 분야, 재
원의 특성을 최적화하는 모델로 스스로 만들어가도록 하고 정책은 그러한 노력이 긍
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법규제, 인프라를 구축해주는 것이 최선이다. 기술사업화
는 기술기반 부가가치가 창출되어야 하는 것이고, 부가가치는 시장을 통해 창출될 수
있으므로 시장논리로 진행되어야 한다. 정책은 가능한 사업화 환경을 개방하고, 필요
한 경우에 한해 제한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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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혁신환경

<표 6> 사업화유형의 전개와 특징

2000년대
정보화
기술주도형
(Tech-push)

2010년대
디지털화
기술주도형
(Tech-push)
수요견인형
(Demand-pull)

연구기관
(기술공급 연구실)

연구기관
(기술공급 연구실)
기업
(기술수요 생산현장)

주요 성과

원천기술
기술이전

(원천기술)
목표기술
매출창출

정책방향

인프라
(조직, 인력, 정보 등)

협력(수요매칭)

사업화
유형

주요 주체

2020년대
지능형디지털화
기술주도형
(Tech-push)
수요견인형
(Demand-pull)
기술견인형
(Tech-pull)
수요주도형
(Demand-push)
연구기관
(기술공급 연구실)
기업
(기술수요 생산현장)
소비자
(원천기술)
(목표기술)
수익창출
스핀오프
개방
(필요한 경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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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for the Role of ‘Push’ and ‘Pull’ in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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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ost ultimate goal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is to create economic added
value by entering or expanding new knowledges into the market. In other words, the
entire process of converting technology into economic added value can be regarded
as a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process. The direction of this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process has been divided into a technology-push type and a demand-pull type
depending on whether it is started from a technology or a market. This paper focuses
on technology-pull and demand-push types as well as technology-push and demand-pull types. And this paper shows their characteristics. As a result, this study suggests the necessity of expanding the flexibility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model
according to difference of subject, technology, environment, and industrial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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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계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구조 진단과 혁신 정책*
김희태**, 권상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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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국내외 산업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쟁력 하락과 중국의 위협 등을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다(곽기호·백서인, 2017; 백서인·김희태·권상집, 2014). 중국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흐름과 첨단 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이어지면서 국
내 조선, 자동차, 철강 등 주력산업 등이 줄줄이 위기를 맞고 있다(장은교, 2019). 언
론도 중국의 제조업 성장에 따른 국내 제조업 경쟁력 상실을 우려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중국이 따라잡기 힘든 분야라고 여기던 자동차 및 조선 산업에서도
대한민국은 거의 중국에 따라잡힌 상황이다(Nam, 2015). 점점 강도가 강해지는
중국을 포함한 후발국의 추격 등을 감안할 때, 지금 시점이 국내 제조업의 관점
을 전방 산업 중심에서 기계 산업 중심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기계 산업은 미국, 독일, 일본 등 기술 및 산업 강국이 오랜 기간 전 세계 시장을
주도해왔으며, 국가 간 무역 분쟁이 발생할 경우 선진 강국은 기계 산업의 경쟁우위
를 강력한 지렛대로 활용하여 후발 주자의 추격을 허용하지 않았다(장대익, 2011). 기
계 산업은 제조업의 핵심 근간으로 제품의 품질, 부가가치, 생산량 등을 결정하는 가
장 중요한 요소이며, 신제품 개발과 양산의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전방 산업
육성, 제품 품질 개선, 차별화된 제품 생산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원적인 해결
방안은 기계 산업의 육성으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곽기호·박주형, 2009).
이런 배경을 감안할 때, 국내 기계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고찰은 산업적, 학문
적으로도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학문적 측면에서도 기계 분야 우수 저널의 학
문적 성과는 미국과 중국이 강력한 우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내 연구진의 성과는 중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아울러, 기계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할 핵심 부품도 여전히
해외에 과잉 의존하고 있고 기계 산업의 생태계 역시 영세한 기업들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글로벌 차원의 기술혁신 역량을 갖춘 기업이 부재한 상황이다(곽기호·박주형, 2009).
또한, 기계 산업의 지속성장이 국내 경제 상황에서 더욱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고용
창출 효과가 다른 분야보다 훨씬 더 크다는 점에 있다. 글로벌 관점으로 시야를 확대
했을 때 기계 분야에 속한 기업은 시가총액 최고의 기업군(애플, 알파벳, MS, 아마존
등)과 비교할 때, 고용은 7.9배, 매출은 4.2배에 달하는 일자리 창출 효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 국내 시장만 살펴보더라도 우리나라 기계 분야에 소속된 기업은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과 견주어 살펴볼 때, 시가총액 대비 3.9배 높은 고용창출 효과를 만들
어내 다른 분야보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산업이라고 알려져 있다. 단적인 예로,
국내 기계 산업 고용유발계수는 7.25로, 제조업 평균(5.32)보다 높다(최남석,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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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산업은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해 온 산업이며, 향후에도 우리나라 제
조업의 기반이 되어야 할 핵심 산업으로 인정받고 있는 분야이다. 최근 4년간
(2015~2018) 수출 흐름에서도 반도체 다음으로 수출이 많은 품목으로 기계 산
업이 손꼽히며 글로벌 경쟁력을 확대해나갈 주력산업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조익노, 2019). 따라서 기계 산업 경쟁력의 상실을 우려하는 현 시점에서 국내
기계 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산업의 구조적 측면을 진단하고 R&D 위주의 혁신
정책을 내놓아야 할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국내 기계 산업의 현황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정책적 측면, 기
술 역량, 산업 생태계, 인재 육성 네 가지 관점에서 산업의 구조를 진단하고 각각에
필요한 혁신 정책을 제공하여 국내 기계 산업에 필요한 산업정책과 기업의 기술혁신
경쟁력을 도출하는데 필요한 학문적, 실무적 지침을 제공할 것이다. 국외에서도 철강,
항공기, 카메라 등 다양한 산업별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Giachetti and Marchi,
2017; Lee and Ki, 2017; Vértesy, 2017) 일부 기업의 혁신 및 특허, 매출액 등을
토대로 연구가 단편적으로 진행되었기에 전체적인 산업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가 존재했다. 본 연구는 이를 감안, 선도 기업 등 일부 기업이 아닌 전체
산업 구조를 대상으로 기계 산업의 성장을 위한 대안을 제공, 과학기술 정책 연구 영
역을 한층 더 확대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장에서 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등을 제시한 후
2장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이론적 논리를 제안하였다. 그 후, 3장에
서 본 연구를 어떻게 진행하였는지 세부적으로 방법론적 측면을 소개한 후 4장에서
본 연구의 핵심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마지막 5장에서는 본 연구의 학문적, 실무
적 기여도 및 본 연구를 통한 후속 연구방향을 제안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산업 구조 진단

산업 성장을 위해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일은 산업의 구조를 정확히 진단하는데
있다. 기존 연구 중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를 살펴본 연구는 주로 경제적 접근 방식이
대다수였다(김동석, 2004). 대다수의 산업 연구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고려한
산업분석 모형을 통해 실증 분석을 진행해왔고 주로 산업 구조에 관한 지표로 고용

110 ∙ 과학기술정책 | 제2권 제1호(2019.6.)

및 R&D 등의 통계수치를 활용해왔다(이웅호, 2014). 그러나 미국 등이 기술혁신을
주도하며 산업을 정보화 사회에 맞춰 개편함에 따라 주요 산업에 대한 구조적 진단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주요 산업
의 구조적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해당 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
틀 내에서 거시적으로는 국가 정책,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기술역량-산업 생태계-인재
육성의 세밀한 관점으로 산업을 분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등장하기 시작했다(백서인
외, 2014; 이웅호, 2014). 또한, 산업 경쟁자 중 후발주자에게 필요한 기회의 창을
연구한 선행 논문에서도 기술과 인재 및 생태계 수요, 정책 등의 관점에서 산업 구조
를 분석, 주도권을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 시사점을 제공했다(Lee and Ki, 2017;
Lee and Malerba, 2017).
예를 들어, 산업의 구조를 진단하는데 정책과 산업 생태계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2000년대 이후 클러스터의 구축, 즉 생태계 조성이 기업의 성과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등장했기 때문이다(Folta, Cooper, and Baik,
2006). 생태계를 구축하면 기술역량을 좀 더 원활하게 축적할 수 있고 부족한 산업
역량을 더 빠르게 추격할 수 있다. 이미 해외에서는 산업의 성장을 위해 생태계를 조
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였으며 생태계가 조성되면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 수집과 활용, 공유 측면에서 훨씬 더 유리한 장점이 존재하기에 기술역량을 축
적하는데도 매우 효과적이라고 기존 연구는 지적하고 있다(Beaudry, 2000; Lynn,
Reilly, and Akgum, 2000). 아울러,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정책적으로 뒷받
침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기에 산업 구조 분석에서도 정책은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이명호⋅김태현, 2006; 최홍봉, 2015). 특히, 산업 생태계 및 기술 역량, 인재
육성 등을 모두 포괄하는 국가의 정책 방향은 산업 구조를 진단하는데 필수적인 항목
이다.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 정책 등이 부각되며 국가가 중장기 관점에서 산업 정
책을 수립하고 해당 방향에 맞게 각 산업에 속한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 나서는 것
이 올바른 산업 구조이기 때문이다(Kang and Song, 2017).
또한, R&D 기반 기술 집약 산업에서 기술역량은 산업의 구조를 분석하고 살펴보
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핵심 항목이다. 불확실성이 높고 경쟁 환경이 한층 더 복잡해질
때 이를 돌파할 수 있는 방안도 기술역량에 있기 때문이다. 과거, 개발도상국의 기술
추격을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효과적인 기술학습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
이 산업 성장의 핵심 성공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Gil, Bong, and Lee, 2003).
Gil et al.(2003)의 연구에 의하면 기초 및 기반 기술을 강화하고 제품설계 역량 등
을 높이는 것만이 R&D 기반 산업에서 생존과 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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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산업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재 육성에 있다. 과학기술 정책
및 첨단산업의 성과가 부진한 틈에 최근 문화콘텐츠 산업이 K-POP을 필두로 한류
붐을 조성하는 이유는 해당 산업에 가장 우수한 인재가 몰리고 있고 인재 육성에 문
화콘텐츠 산업이 선도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기 때문이다(이인혜⋅권상집, 2017). 기계
산업은 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다학제적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고 융합인재가 더 많이
육성되어 혁신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 융합인재의 필요성이 R&D 기반 산업에서 더욱
강조되고 있기에(이서영⋅권상집, 2019) 기계 산업의 구조를 진단하기 위해 인재 육
성 부분 역시 꼭 살펴봐야 한다.
2. 산업 성장을 위한 혁신 정책

중국의 기계 산업 추격을 따돌리고 전략적 대응을 실행하기 위해 현재 국내 기계
산업에게 가장 필요한 건 혁신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속도 경쟁을 벌이고 있는 기
술 및 제품 개발, 정보화 시대에 경쟁우위의 원천이 ‘혁신’에 있음은 더 이상 추가적
인 설명이 필요 없는 당위적인 사실이 되어가고 있다(성태경, 2006). 혁신의 본질은
참신함에 있는데 이와 관련되어 유럽연합(EU)은 제품 발명, 연구 활동뿐만 아니라 산
업 성장을 위해 지속되어야 할 정책, 인재 등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라고 혁신을 설
명하고 있다(안두순, 2005).
국내 연구 중 장대익(2011)은 기계 산업을 대상으로 기술 격차와 혁신 등을 연구
했는데 그의 연구에 의하면 국내 기계 산업의 가장 큰 문제는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매우 약한 혁신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대기업과의 현격한 기술 격차가
발생하는 것도 문제이고 기초 및 기반기술 연구의 부족 등도 기계 산업의 핵심 문제
로 거론되었다. 그러므로 국내 기계 산업의 성장을 위한 혁신 방안으로 장대익(2011)
은 기초 및 기반기술 강화, 기계 산업에 특화된 기업의 육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선행 연구 다수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기술 격차가 크고 중
소기업의 기술 및 인재 전략이 부족해서 전체적으로 산업의 불균형이 크다는 대동소
이한 결론에 머물러 있어 실제 산업 성장에 필요한 구체적인 제안이 부족하다는 점이
다(이근재·최병호, 2006).
산업 성장을 위한 혁신 정책에 관한 개념은 학자들마다, 학문 분야별로 관점이 달
라 ‘일관되게 무엇이다’라고 정의하기는 어려운 편이다. 다만, 산업 혁신을 위해서는
인재 육성을 통한 기초 경쟁력 강화와 탄탄한 기술 역량을 통한 지속적인 기술혁신,
이를 지탱할 수 있는 국가 정책 강화가 요구된다고 말하고 있다(Gil et al.,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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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and Lee, 2002). 정재용·황혜란(2017)은 국내 산업혁신 연구를 분석한 결과,
기술적 특성, 정부 정책의 중요성, 선도적 혁신을 위한 우수 인재 중심의 연구 내실화
를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전개되고 있는 산업혁신체제론에서는 기술 역량을 강화한 조직이 다른 기업들
과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하고(생태계 조성), 상호 학습, 새로운 창의적 지식의 발굴과
확산(인재 육성), 동태적 역량을 강화한 기술혁신(연구개발 역량 강화) 등의 방안을 주
요 혁신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들 요소가 상호작용을 이루어야 지식
집약, 기술 집약 산업에서 좀 더 과감한 혁신을 추진할 수 있고 정부는 중장기 관점
의 로드맵을 제안하고 효과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산업의 방향성을 수립해야 한다(양
창훈, 2006; Malerba, 2002; Nelson and Winter, 1982; Rycroft and Kash,
2004).
본 연구는 이를 감안, 산업의 전체적인 혁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정책, 기술,
생태계, 인재 네 가지 관점에서 제안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가 기술혁신 및 기술추격
에 초점을 맞추어 왔지만 상당수 연구가 일부 기업의 성과나 재무적 데이터를 위주로
살펴보다 보니 전체적인 산업 정책에 필요한 시사점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아쉬움
이 컸다. 어떻게 정부가 기계 산업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수 인재는 어떤
방식으로 육성, 양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솔루션이 부족하다 보니 실제 연구
결과가 산업 정책을 만들어야 할 연구기관이나 R&D에 주력해야 할 기업들에게 줄
수 있는 실무적 시사점이 부족했다(백서인 외, 2014; 양창훈, 2006).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해당 산업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추가적으로 한국기계연구원이 지속적으로 발간하는 보고서, 기계
산업 관련 논문을 다각도로 수집, 분석하여 종합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산업
혁신은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공유, 확산시키며 산업 전체에 이를 성과로 연결시켜야
한다. 결국 국내 기계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기술⋅지식⋅역량이 결합되어야
하며 정부와 기술, 인재, 생태계라는 제도적 하부구조가 하나의 방향으로 일치되어 나
아가야 한다(성태경, 2006; Carlsson and Eliasson, 1994; Sung and Carlsson,
2003).

국내 기계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구조 진단과 혁신 정책 ∙ 113
Ⅲ. 연구방법

학계와 현장의 불균형이 심해지면서 최근 10년 사이 증거기반 경영(Evidencebased Management)의 필요성이 학문적 관점에서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과거 산업
연구 및 기업의 성장 등을 분석한 연구 상당수가 패널 데이터 또는 설문 기반 연구로
진행되다 보니 기업 경영자들의 학문에 관한 불신이 이어졌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학계에서는 실무 현장의 상황을 담아내는 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하기 시작했
다(Pfeffer and Sutton, 2006). 세계 최고의 경영학 학술지인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AMJ) 편집위원회에서는 지난 15년 사이 가장 흥미 있는 논문 또는 현장에
도움이 되는 논문으로 꼽힌 연구는 모두 관련 전문가와의 인터뷰 및 관찰 결과, 사례
분석 등으로 진행된 질적 연구(qualitative research) 또는 현황 및 경험적 자료를
토대로 한 귀납적 접근의 논문들이라고 강조했다(Bartunek, Rynes, and Ireland,
2006).
본 연구도 이를 감안, 현장 중심의 현황을 상세히 파악한 후 이를 토대로 기계 산
업의 구조적 진단을 통해 각각의 요소에서 문제점과 극복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장 중심의 질문을 통해 기존 현상이나 이론을 정교화하거나 정책 제언을 도출하는
연구가 실제로 기업 및 산업계에도 도움이 되고 학문 및 실무적 시사점도 더 높다는
점이 밝혀지고 있다(Caza, Moss, and Vough, 2018; Rousseau, 2006). 기존 산업
연구는 경제학적 분석에 치우쳐 있거나 특정 기업들의 핵심 성공 요인들을 토대로 통
계적으로 분석했기에 전체적인 산업의 문제점과 산업의 돌파구나 혁신 방안을 도출하
기 어려운 면이 존재했다. 본 연구는 국내 기계 산업의 구조를 정확히 진단하고 산업
의 성장에 부합되는 혁신 정책을 도출하기 위해 국내 최대 기계 산업 연구기관
인 한국기계연구원의 주요 보고서를 일차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산업 및 기업에
관한 국내외 논문의 결과를 모두 분석, 고찰했다. Carton(2018)에 의하면 기존
보고서 자료, 해당 분야 전문가 인터뷰, 논문 및 현황 분석 등을 통해 현황을 분
석하고 문제점을 제기한 후 결론을 도출하는 귀납적 접근법은 역설적으로 가장
기업과 산업 현장에 밀접한 연구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연
구의 연구 방법 및 주요 과정은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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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 프로세스
연구 단계
연구 시작
자료 수집
자료 분석
연구 결론
연구 종료

주요 내용
⋅분석 단위: 기계 산업 전반
⋅연구 유형: 정책 제언 도출을 위한 질적 연구
⋅보고서: 한국기계연구원 보고서
⋅연구논문: 국내외 산업 성장 및 혁신 연구 논문
⋅인터뷰: 국내 기계 산업 분야 전문가 인터뷰
⋅전문가 자문 및 보고서를 토대로 한 귀납적 접근의 질적 데이
터 분석
⋅선행 연구 기반, 산업의 구조 진단을 위한 Frame 도출
⋅산업 구조 진단에 따른 혁신 정책 도출
⋅연구의 이론적, 실무적 기여도 및 후속연구 방향 도출

참고 문헌
Carton (2018)
Caza et al.
(2018)
Gioia, Corley,
and Hamilton
(2013)
Pratt (2008)

본 연구는 좀 더 객관적으로 산업 구조를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기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2018년 10월부터 12월, 3개월
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국내 대학 교수 및 기계산업진흥회 임원, 대기업의 본부장급
경영진을 토대로 진행되었다. 대학, 공공기관, 대기업에 재직 중인 전문가들을 대상으
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를 통해 산업의 문제점과 대안이 적절
한지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었다. 참고로 인터뷰는 전문가 당 2회 진행하여 기계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수렴하였다. 인터뷰 대상자는 기존 선행 연구의 가이드
라인 등을 토대로 직위와 전문 분야는 공개하되 전문가 소속 기관 및 전문가는 알파
벳 처리하였다(권상집, 2019).
<표 2> 인터뷰 대상자
전문가
A
B
C
D

소속
H기업
C대학교
기계 산업 진흥회
D기업

직위
본부장
교수
본부장
본부장

전문분야
공작기계
플랜트, 기계
기계 산업
기계 산업

인터뷰 시기
2018년 10월, 11월
2018년 10월, 11월
2018년 11월, 12월
2018년 11월,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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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국내 기계 산업의 구조 진단 및 혁신정책
1. 국내 기계 산업의 구조 진단

지난 30여 년간 일본의 기계 분야 수출은 13배까지 가파르게 성장하며 주력 수출
품목으로 정착한 반면, 국내 기계 분야 수출은 소폭 성장과 하락을 반복하며 여전히
제자리만 맴돌고 있다. 일본의 경우 완제품 시장의 주도권은 한국에 넘겨줬지만, 기계
분야 수출을 강화하여 제조업 재건의 시초를 다지는 데 성공했다. 일본은 1990년부터
최근까지 경기가 전체적으로 어려웠던 시기를 제외하면 20대 수출 품목 내 기계 분야
의 수출 증가율은 꾸준히 성장해 왔다. 하지만 한국은 완제품 시장의 주도권을 중국
과 동남아 지역의 개발도상국에 넘겨주고도 여전히 기계 분야 중 제조장비에서 강점
을 보이지 못하며 산업 전반에 걸쳐 위기론이 부각되고 있다.
[그림 1] 한·일 수출 상위 20대 품목 중 기계분야 비중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산업의 기초 체력이 탄탄해야 하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술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천기술과 기반기술에 대한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
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여전히 기술에 대한 경쟁력이 취약한 편이다. 예를 들
어, 기계 분야 연구 성과를 대표하는 논문과 특허의 경우 우리나라의 성과는 중하위
권에 머물고 있다. 한국, 미국, 일본, 유럽을 대상으로 2016년 3월 31일까지 출원된
특허를 분석한 결과, 기계 분야는 양적으로는 지속해서 특허를 출원해 오고 있으나,
피인용, 주요시장 확보(미, 일, 중, 유럽에 동시 출원한 특허 비중) 등 질적인 측면에
서 볼 때 미국, 일본, 독일에 비해 여전히 수준이 낮은 편이다(특허청,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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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기계 분야 특허 경쟁력 지표
구분
특허점유율(%)
특허 피인용도
주요시장 확보율(%)

미국
22.9
4.37
27.4

일본
47.6
3.38
40.1

독일
5.4
2.65
10.2

한국
13.9
2.42
4.7

논문 성과도 특허와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논문 게재의 경우, 원천·기반 기술
에 지속적으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중국에게 이미 크게 밀리고 있는 상황이
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기계공학 중 기반 학문 분야의 Top 저널에(IJMTM:
International Journal of Machine Tools and Manufacture) 게재한 논문 수는
중국, 미국이 상위를 점유하고 있으며, 중국 논문의 경우 그 숫자는 우리나라의 25배
에 이르고 있다. 이 외에도 JCR의 기계 분야에 포함된 제조장비 등 기반 분야의 상위
저널 11개를 살펴본 결과, 6개 저널에서 중국이 논문을 가장 많이 게재하고 있다. 미
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과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중국의 논문 성과
를 따라가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표 4> ’15~’17 중 기계 기반학문 분야 탑저널(IJMTM) 게재 논문 수와 비중
구분
논문 수
비중

중국
181
60.5%

(1)

미국
32
10.7%

(2)

영국
27
9.0%

(3)

캐나다
23
7.7%

(4)

일본
15
5.0%

(5)

한국
8
2.7%

(8)

기계분야 기업 인수합병(M&A) 현황에서도 우리나라는 중국에 뒤져 있다.
Thompson Reuters의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SIC코드 34번~38번 중 기계 분야 산
업을 연구자가 자체적으로 분류하여 완료된 건을 기준으로 분석) 최근 10년 간 M&A
건수는 중국이 1,869건, 한국이 1,041건으로 약 절반 수준에 그쳤으며, 거래액은
2008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36조 원을 기록, 중국 기업의 거래 규모인 124조
원의 1/4 수준에 머물며 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합계를 기준으로 하며, 공시되지
않은 거래는 합산에서 제외). 국가 간 기업 M&A에 한정하면, 중국은 214건, 한국이
52건을 기록해 중국이 약 4.1배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 중국의 생태계가 더 활발하게
발전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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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우리를 바짝 뒤쫓고 있는 중국은 이제 가격뿐 아니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며
한국의 수출 경쟁력을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위안화 가치가 하락
하면서, 중국의 가격 경쟁력이 자연스레 강화되었고, 한국과의 기술 격차도 꾸준히 축
소(국가전략기술 기준, ’14년: 1.4년 → ’16년: 1.0년)되면서 기계 산업의 글로벌 경
쟁이 심화되고 있다. 다만, 현장 답사, 기계 분야 대기업과 협회, 대학 교수 인터뷰,
전시회 탐방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살펴본 결과 여전히 중국의 기계 기술에 비
해서는 아직 우리 기술력이 앞서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기에 문제점을 올바르
게 진단하고 현명하게 대응해나간다면 지금의 격차 이상으로 중국과의 수준을
벌리며 선진국과의 거리를 좁혀갈 수 있을 것이다.
1) 정책적 과제

기계 산업 육성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 부족은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 온 난제 중
하나다. 특정 산업에 국한된 논의가 아닐 수도 있지만, 특히 기계 산업의 중요성에 대
한 인식이 현저히 부족하여 기계 산업에 깊은 관심을 두지 않다가 국가 경제가 총체
적 난국일 때나 급한 상황일 때, 부흥 정책을 꺼내 들곤 했다. 정부는 2014년 「제조
업 혁신 3.0 전략」을 수립하고, ‘산업엔진 핵심장비산업 육성 및 개발 전략
(2014.12.)’, ‘스마트 제조혁신 비전 2025(2017.4.)’등을 발표했지만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전 정부의 정책 이행에 대한 명분이 약해졌으며, 이번 정부 역시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통해 ‘스마트공장 확산 및 고도화 전략(2018.3.)’을 수립했지만,
이 또한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가장 큰 원인으로 기계 산업의 학계 전문가들은 국가 차원의 일관되고 연속적으로
추진할 법적 제도 및 장기 육성계획이 부재한 것을 꼽고 있다. 한 예로, 선진국 시장,
후발국 시장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품목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중장기적인 육
성 방향이 부재한 채로 단기적 대응만 남발하다 보니 주요국과의 수출 유사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16년 기준, 일본과 0.63이고 중국과의 수출 유사성은 2002년
0.43에서 2016년에 0.55까지 증가하고 있다. 주변국과의 유사성이 높아지면서 경쟁
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으며, 생존을 위해 기술 또는 가격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상
황에까지 놓이게 되었다. 또한 글로벌 시장 수출점유율이 10% 이상인 주력 품목에
대한 시장 확대와 고급화 전략이 부재하여 세계 최고에 대한 목표는 달성하지 못한
채 늘 제자리를 맴도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기계 산업 전문가들은 본 연구진
과의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118 ∙ 과학기술정책 | 제2권 제1호(2019.6.)
2) 기술역량의 한계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은 선진국의 기술을 빠르게 습득하며 급성장했지만, 미래 경쟁
력 확보를 위한 기초·기반기술은 여전히 부족하다. 특히 기계분야의 제조장비 기술은
세계 최고 기술과 점차 격차가 커지고 있으며, 핵심부품 기술, 설계 기술, 신개념 제
품 개발 역량의 부족으로 제조강국의 대열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중국 제조
2025」에서 다양한 기초·기반 기술부터 국제표준 등록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 걸친
계획을 기반으로 2050년까지 제조 강국 1강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경
쟁력을 극대화하지 않으면 더는 기계 산업에서 설 곳이 없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
고 있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의 산업 정책은 기계 산업의 기반·기초연구를 지속하여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기초연구 비중이 14.6%로 국가 R&D투자 총액에서 기
초연구가 차지하는 평균 비중(22.6%)보다도 낮다. 문제는 선진국뿐 아니라 중국도 기
초연구 분야에 상당히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연구 성과에서 기초연구에 대한
노력의 결실을 거두고 있다. 학문적 관점에서 볼 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계 분
야 국제 유수 저널의 논문 게재는 중국, 미국이 과점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중하위
권 수준에 머물고 있다. 물론, 게재 논문 수가 연구의 우수성에 대한 절대적인 지표는
아닐지라도 연구 성과를 지속하여 창출하고 있는지에 대한 간접적인 지표는 될 수 있
다. 우리나라는 기초 연구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결과에도 뚜렷한 한계
가 있는 것이다(양창훈, 2006).
수십 년 전부터 지적하고 있는 핵심부품의 과잉 의존에 대한 문제도 여전하다(장대
익, 2011). 특히, 대(對)일본 수지적자(무역역조)는 수십 년째 우려만 거듭할 뿐, 진척
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통화가치의 차이 등 외부적 요인에 의존하여 격차가 줄어들
기도 했지만, 수요 산업과의 강한 연계가 부족한 탓에 우리나라가 저부가가치산업 구
조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크다. 특히 첨단기술 기반의 정밀가공기계
및 부품과 전방산업의 제조공정이나 장비의 핵심기술은 독일과 일본에 과도하게 의존
하고 있으며, 더 구체적으로 가공장비의 CNC, 베어링, 볼스크류, 서보모터, 현장작업
기계의 유압부품, 소형 모터 등 핵심 부품류의 의존은 심각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
런 문제점을 많은 기계 산업 전문가가 수차례 지적해왔음에도 장기간 기술 축적의 과
정이 필요한 기계 산업에서 단기 R&D 성과 창출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
기 때문에 기술 지식이 축적되지 못하고 있다(오태헌·이준엽,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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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 생태계

우리나라의 기계 산업은 영세기업이 중심이 되는 산업 구조로, 큰 규모의 기업이
여전히 부족한 편이다. 기계분야 기업 13,411개(2009~2011) 중 연매출 1,000억 미
만 기업이 98.8% 수준이며, 5,000억 이상 기업은 0.2%에 그치며 소규모 영세기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인 D사도 글로벌 기업 S사와 비교
하면 매출은 1/15, 고용은 1/100, 시가총액은 1/100 미만이라는 사실은 규모의 영
세성 문제가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친 문제임을 알려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지난 10년간(’08~’18.7.) 기계 분야 해외 M&A 총 거래액을 보면 우리나라의 영세
성을 또 한 번 유추할 수 있다. 미국은 1,642억 달러(1,363건), 중국이 194억 달러
(202건)에 달하지만, 우리나라는 10억 달러(48건)에 그쳤기 때문이다. 많은 글로벌 기
업이 적극적인 M&A로 성장하는 동안, 우리 기업은 매우 소극적으로 M&A에 나서며
글로벌 기업이라 불릴 만한 규모의 기업을 키워내지 못했다. 그 결과, PwC Global
Innovation 1000에 포함된 기계 분야 156개 기업 중 국내 기업은 9개에 불과하며,
미국(38개), 중국(30개), 일본(26개)보다 매우 부족한 수준이다.
초기 인프라 비용 등 스타트업 설립 유인 여건이 부족하여, 글로벌 제조장비 기업
육성의 씨앗인 스타트업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기계
분야의 특성상 창업 초기에 인프라 구축을 위한 비용이 매우 크기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인재일지라도 스타트업 설립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런 여건임에도 정책적,
재정적 지원은 늘 부족하기 때문에 국내 기계 분야의 기업 신생률은 14.9%로 미국
(24.9%), 독일(21.9%), 중국(18.7%)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4) 우수 인재 육성

최근 기계 산업의 우수 인재 양성과 공급체계의 붕괴에 대한 다양한 경고 신호 등
이 나타나고 있다. 대학은 많은 논문을 게재할 수 있고, 다수의 수탁연구비를 확보할
수 있는 최신 기계기술 분야 인력 유치에 주력하다 보니 전통 기계 분야의 인재 공급
이 차단되고 있다. 기계 분야 중에서도 특히 전통 장비 분야의 전공 교수 비중이 지
속해서 감소하면서, 이 분야의 석⋅박사 인재 수급에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국내
굴지의 중공업 기업에서 대형 구조물 해석 분야 인력이 필요하였으나 해당 분야를 전
공한 우수 연구 인력이 없어서 나노구조해석 전공인력을 채용한 사례 등은 우리의 현
실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다고 기계 산업 전문가들은 연구진과의 인터뷰를 통해 주
장하였다. 국내 과기분야 최고 대학으로 꼽히는 대학의 기계공학 교수 중 전통 기계
분야 전공 교원의 비중은 50% 이하를 보이고 있다. 이들의 자리는 70% 이상이 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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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등 최근 주목받는 분야의 연구자들로 대체되며 악순환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대학은 여전히 fast follower에 적합한 초급 엔지니어 양성에 머물고, 기계분야 종사
자의 근속연수도 제조업 평균보다 1.3년 짧아 전문적인 기술을 축적한 인재를 육성하
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산업 현장은 실무형 엔지니어와 석·박사 이상의 고등교
육을 받은 중급 이상의 엔지니어를 원하지만 현재 대학의 인재 육성과 공급 여건에서
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기계 분야 학계 전문가들은 주장하였다.
2. 기계 산업 성장을 위한 혁신 정책

중국의 기계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글로벌 경쟁력은 여전히
중국에 앞서 있으며 기계 분야의 강국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다수의 전문
가들은 주장하였다. 다만, 중장기 발전 정책 수립, 기술 경쟁력을 위한 연구역량 강화,
생태계 활성화, 우수 인재 육성 등에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야 기계 산업의 지속 가능
성을 키워나갈 수 있다. 본 연구의 전체적인 혁신 정책의 방향성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기계 산업 지속 성장을 위한 혁신 정책
① 기계 산업 육성 정책 수립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기계 산업 육성계획 수립
･

② 기초 기반연구 확대

③ 상호발전형 생태계 조성

∎ 기계 분야 매뉴팩처링
⋅
사이언스 연구 확대
∎
현장형
우수인재
육성을
∎ 핵심기술 개발 거점
위한
대학교육
·
연구
설치･운영
내실화
④ 대학교육

연구 내실화

∎ 기계 산업 전문

스타트업 클러스터
조성
∎ 기업 인수합병 (M&A)
활성화

1) 기계 산업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국가육성 정책 수립

우리의 주력산업은 전방 산업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
차 등 기존 강점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4차 산업혁명 대응 품목 중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육성해야 하는 분야를 분석하여 장기적인 산업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H기업에서 5년간 중국을 경험한 전문가는 우리나라가 주도하고 있는 전방 산업
용(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제조장비 개발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개발부터
보급, 정부·민간 예산의 투입과 시장진입 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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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수준의 지위를 확보한 반도체·디스플레
이·자동차·조선·해양 관련 장비의 시스템 및 부품 산업을 함께 강화한다면, 전·후방산
업 모두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며 해당 산업을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기계
분야 협회관계자는 선진국의 전략과 정책을 벤치마킹하되 우리 주력산업에서의 강점
을 4차 산업혁명에 녹여내는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미국은 제조 및 혁신 활성화법(Revitalize American Manufacturing and
Innovation Act, RAMI Act)에 근거해 제조 혁신을 추진하고 있고, 일본은 특정산업
집적의 활성화에 관한 임시조치법(1997, 한시법)을 제정하여 모노즈쿠리형 제조업 기
반 기술산업 집적지를 보호한 사례가 있다(오태헌·이준엽, 2016). 선진국의 앞선 사례
를 학습하고,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우리의 과거 사례
를 면밀히 분석하여 특화기업에 대한 지원, 국제협력 구축, 산학연 네트워크 강화, 고
급인력 육성에 필요한 그리고 국내 상황에 가장 적합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내
기업 및 기계 산업 협회 임원 모두 장기적인 기계 산업 정책의 부재를 문제점으로 거
론하고 있었다. 기계 산업 육성 정책 자체가 모호한 상황에서 국가가 새로운 전략 및
정책을 제안해야 기업들도 서로 다른 방향으로 뛰지 않고 동일한 방향으로 나아가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2) 기계 분야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초·기반 R&D 확대

기계 분야 강국은 이미 매뉴팩처링 사이언스(Manufacturing Science)라는 이름으
로 신공정기술, 설계해석기술, 측정분석기술 등 공학적 목적을 지향하는 기초·기반기
술에 많은 자원을 투입해왔다. 따라서 독일, 일본 등 제조장비 강국은 튼튼한 매뉴팩
처링 사이언스 역량을 지닌 많은 연구 인력을 육성했으며 이와 함께 다수의 우수 강
소기업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도 근본적으로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부 R&D의 타깃이 최종재화
의 제작에서 기초⋅기반기술 연구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였다. 정부
주도의 하향식(Top-down) 기초·기반 연구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 R&D 예산을 투입
하고, 성과를 중소기업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서는 기초·기반기술 개발 거점을 공공연구기관의 미션과 연계하여 설치하고 장기적으
로 이를 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국내 기계 산업 협회 임원은 강조하였다. 기존에 민간
이 주도한 기초·기반 R&D는 몰아주기 의혹과 주체의 잦은 변경 등으로 기술의 축적
과 확산에 제한이 있었고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기초·기반 기술보다 개발·응용연구에
상당 부분 치우치면서 기술 확산을 위한 플랫폼 역할에 실패하곤 했다. 따라서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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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기술뿐 아니라 원천기술, 인적 자산, 인프라 등이 중장기적으로 축적되고 신속하
게 확산될 수 있는 거점을 엄정한 평가 후 공공에 구축함으로써 전·후방 산업에 속한
다양한 기업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C대학
의 교수와 D기업의 본부장은 실제 현장에서는 기초·기반 기술에 대한 관심이 응용
기술에 비해 현실적으로 부족하다고 얘기하였다. 그러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거점이 설치,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언급한
기초·기반기술 개발 거점을 연구기관의 미션과 연계하여 설치, 단기적 관점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운영해야 기술 역량을 효과적으로 축적할 수 있다.
3) 전문 기계 산업 기업 육성을 위한 상호발전형 생태계 조성

기계 분야에 젊은 인력이 유입되도록 제조장비 전문 스타트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강소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최근 수년간 정부는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우수한 역량을
갖춘 젊은 기업가들을 발굴해왔음에도 기계 분야에서만큼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
했다. 초기 투자비용이 많은 기계 분야의 특수성 때문에 창업자는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프로그램 없이는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지역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인프라를 지원하고, 창업 시 초기 투자비용을 낮은 이
자로 지원한다면 많은 스타트업이 관심을 가지고 생태계 활성화에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영세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생태계가 구성된 우리나라의 기계 산업에서 세계
적인 수준의 기업을 키워내기 위해서는 인수합병(M&A)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는 환
경 조성이 필요하다. 정부가 국책자금을 중심으로 대기업, 중견기업의 전략투자 자금,
전문 투자기업의 자금의 유입을 유도하여 인수합병을 위한 펀드를 조성하고 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독일 등 글로벌 기계 기업의 성장 전략은 인수합병을 통해 빠
르게 기술과 시장을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국내 업체도 국내외 업체를 활발하게 인수
합병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면 더 빠르게 성장하여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기업의 절대적인 규모 확대뿐 아니라 글로벌 판매망과 서비스
망의 구축, 원천기술 및 최첨단 기술역량 확보, 해외시장 우회진입 효과도 M&A를 통
해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H기업 및 D기업의 경영진 이외 기계 산업 협회 임원
역시 M&A를 통해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도 시의적절한 탈출전략이 가능해질 수 있
고 그 결과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산업별로 세계적인 인수합병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M&A 정보
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인수 대상기업(매물)을 발굴하고 다른 기업 간 인수합병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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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하여 발 빠르게 산업계에 이를 공유한다면 우리 기업이 한발 앞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국 공작기계 업체의 M&A 확대로 독일 정부가 국가 안
보차원에서 정부승인 제도를 강화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M&A 정보센터에
서 정보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기술 유출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2018년,
중국 옌타이하이그룹의 독일 ‘라이펠트 메탈 스피닝’ M&A건을 독일 정부가 매
각 불가로 판정). 그간 국내에서 이와 관련된 실패를 거듭한 건 구체적인 계획이
나 대안 없이 성급히 추진했기 때문이다. 현재 국가 차원에서도 M&A 정보센터
를 추진하고 있는데 산업이 급변하기에 대기업도 필요할 때 정보를 확보하기 어
려운 상황에 다다르고 있다.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산업별 인수합병
동향을 조사, 측정하는 정보센터를 설립하면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에게도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C대학 교수 및 기업 현장의
경영진은 주장하였다. 다만, 소요되는 예산, 적정 인력의 규모 등 세심한 준비와
치밀한 전략 수립이 전제되어야 M&A 정보센터 설립 및 더 나아가 상호발전형
생태계 조성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4) 현장형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한 대학교육과 연구의 내실화

산업이 중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젊고 유능한 인재가 유입되어 기술 역량과
풍부한 경험을 충분히 축적할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대한기계학회 2018년도
학술대회에서 각 대학을 대표하는 기계계열의 학과장 및 교수진이 모여 기계공학의
발전을 위한 논의를 나눈 바 있다. 이 자리에서는 전공 필수·선택 과목 선정 기준, 실
험과 설계 등 현장형 강의의 다양화 등이 논의되었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산업계가 대
학에 요구하는 사항이자 대학의 21세기 생존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다. 우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4년의 대학교육(학부과정) 기간 중 최소한 한 학기는 국내외 기업
에서 인턴과정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여, 실제로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이 무
엇이고 졸업 후 이공계 연구자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커
리큘럼을 구성해야 한다고 기업 현장의 경영진 및 산업 협회 임원, C대학에서 기계공
학을 가르치는 교수는 강조하였다. 이를 토대로 기업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기계 분
야 과목을 학생이 수강하고 다양한 실험과 실습을 수차례 거친다면 좀 더 현장을 만
족시킬 수 있는 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
H기업과 D기업의 경영진은 연구개발 분야에서 학생의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부족함을 거론하며 산학이 함께 커리큘럼을 수립하고 공유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었으며 C대학 교수 이외 다양한 연구자들도 기계 산업 등 R&D 기반 산업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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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현장 경험과 지식에 대한 이해도를 함양할 수 있는 연구 역량을 갖출 수 있도
록 대학교육이 변화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졸업 후 취업에 실패한 학생이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이 아닌 중급 더 나아가 고급 엔지니어로 기술 역량을 축적하고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대학원 교육도 전환되어야 한다. 기계
산업의 성장과 무관한 논문을 위한 논문 작성으로는 현장형 우수 인재 육성을 대학이
절대 주도하지 못한다.
V. 결론
1. 학문적 기여도 및 실무적 시사점

본 연구는 국내 기계 산업이 후발 국가의 추격을 따돌리고 지속 성장하기 위한 방
안으로 중장기 발전을 위한 국가육성 정책 수립,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초·기반
R&D 확대, 상호발전형 산업 생태계 조성, 현장에 적합한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한 대
학 교육과 연구의 내실화 등을 혁신 정책으로 제언하였다. 본 연구가 이를 토대로 제
안한 학문 및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문적 관점에서 본 연구는 최근 부각되는 증거 기반 경영 방식을 통해 산업
의 성장을 위한 정책을 도출하였다. 국내외 경영학·경제학에서 진행된 실증 연구는
실제 산업 현장과 괴리감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존재해왔다(Bartunek et al.,
2006). 본 연구는 보고서, 논문,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고착화된 실증 연구 프레
임에서 벗어나 실제 산업 현황과 현장을 살펴본 후 구체적인 제언을 각 산업 구조별
로 도출, 실무 현장의 목소리와 학계 사이에 존재하는 거리감을 좁히는데 기여하였다.
학계에서도 특정 산업에 관한 좀 더 깊이 있는 고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
기되고 있기에(Bansal and Corley, 2012; Dutton and Dukerich, 1991) 본 연구
는 실증 분석에서 벗어나 국내 기계 산업의 실질적 성장에 필요한 현실적인 정책을
제언하는데 기여하였다.
둘째, 실무적 관점에서 본 연구는 정부 및 기업, 대학이 향후 어떤 역할을 모색해
야 하는지에 관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공하였다. 전략적 변화의 시점에 다양한 조직은
자신들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혼동하고 시행착오를 거듭하는 경우가 많다(Gioia
and Chittipeddi, 1991). 그 동안 R&D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기관의 역할(전지
은⋅권상집, 2018), 정부의 역할(천세봉·장용석·이삼열, 2012) 등을 살펴본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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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았지만 정부와 기업, 대학을 포괄적으로 살펴본 산업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를 통해 대학은 어떤 인재를 육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정부는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기업은 생태계 구축 및 기술 축적·개발의 노력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밀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간 다양한 연구가 인재의 중요성,
생태계의 중요성, 기술 역량의 개발을 강조한 건 사실이나 본 연구는 각 주체 기관·
조직별로 좀 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산업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실무적
지침을 강화하는데 기여하였다(Bansal and Corley, 2012; Rousseau, 2006). 본 연구
를 바탕으로 정부와 기업, 대학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한다면 국내 기계 산업의 성장
을 더욱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방향

본 연구는 국내 기계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다양한 실무적·산업적 시사점을 제
안했으나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 역시 존재,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해서 국내
기계 산업의 다양한 방면을 고려, 한층 더 깊은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첫째, 본 연구는 포괄적인 의미로 기계 산업이라고 연구 대상을 설정하였지만 여전
히 학문적 관점, 현장 경영 관점에서 기계 산업의 영역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논의
는 보는 각도에 따라 제각기 다르다. 범위가 너무 넓고 다양해서 금속제품, 정밀기계,
전기기계, 일반기계 등 각 분야별로 특성이 다르고 산업의 경쟁 강도나 혁신 방안이
다른 모습으로 전개될 수 있다. 기계 산업이라는 큰 틀 내에서 본 연구가 진행되었지
만 후속 연구에서는 기계 산업의 주요 분야별로 범위를 좀 더 좁혀서 연구를 진행,
더 정확하고 깊이 있는 각 부문별 성장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둘째, R&D 산업은 현재 융합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확하게 기계 산업의 성
과라고 볼 수 있는 제품, 기술 성과보다 산업이 융합되며 제품과 기술도 다양한 산업
에 연관되어 성과가 창출되고 있다. 본 연구는 기계 산업에서 주로 어떤 분야가 융합
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지 그리고 기계 산업의 성장을 위해 기술융합의 흐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고찰이 다소 부족했다. 이는 산업 전체적으로 가치
사슬이나 파급효과 면에서 기술융합의 효과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현실적인 데이
터의 부족과 실제 융합을 기반으로 한 기업 성과의 부족 탓이기도 하다. 최근 지식서
비스 등에서 기술융합을 다룬 연구가 등장하고 있고(소병우·공병영, 2011) 기술융합
특성에 따라 새로운 분류 체계의 필요성까지 거론되고 있기에(황다영·김영인·이병민,
2008) 기계 산업과 관련된 후속 연구도 기술융합의 파급효과를 측정하고 조사해서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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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시사점을 제안해야 한다.
셋째, 각 국가별 특성에 따라 주요 국가의 기계 산업 성장 과정에 대한 국제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일본 기업의 성공 요인으로 모노즈쿠리 경영 방식이 도출되었듯이
국내 경영학자들도 국내 산업, 기업의 성장에 부합되는 한국형 이론 정립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주요 국가별로 문화적 특성이 다르고 주요 기업별로 조직의 특성이
다르기에 일반화된 결론을 도출하는 건 위험하기 때문이다. 기존 연구에서 각 산업의
성장 방향을 국가 간의 비교 연구로 풀어낸 연구는 아직까지 드문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국가별 국제연구 협력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거나(노영희·이광희·장로사, 2019),
과학기술 인력의 국가 간 유출입 결정 요인을 분석한 연구(한웅용·정원일·전용일,
2011) 등이 등장하고 있기에 향후 국내 기계 산업만의 특성, 상황을 반영한 한국형
성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제 비교 연구, 국제 협력 관점의 연구가 진
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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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oring the Industrial Structure and Innovation Policy for
Sustainable Growth of Machinery Industry in South Korea
Kim Heetae, Kwon Sangjib

Abstract

This study posits innovation policy as a growth mechanism through which an industry
structure analysis influences the exhibition of future machinery industry growth
road-map in Korea. The prior growth pattern is a weak correlate with machinery industry
growth. Therefore, we develop a framework for an explicitly comparative analysis of
machine industry, one that acknowledges the innovation policies of organizations. Based
on inductive research method, we suggest that long-term government policy, basic R&D
technological capabilities, ecosystem, core-talent hav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sustainable growth of machinery industry. From a policy perspective, our findings offered
insights into innovative growth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machinery industry in
Korea. Also, our analysis has contributions for how building government policy, technological capability, ecosystem, core talents may explain machinery industry innovation
in sustainable growth perspective. These findings suggest new knowledge about the
strategic value of machinery industry growth, one that is sensitive to competitive industry
environments.
Key words : Machinery Industry, Policy, Technological Capability, Ecosystem, Core
Tal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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