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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seas Innovation Trend 해외 혁신동향
유럽

과학이 이끄는 혁신, 유럽 플래그십의 추진체계 점검
글 : 양현채 (hcyang@stepi.re.kr)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wikipedia)가 제

그에 대한 답은 바로 ‘그래핀(Graphene)’이다. 이

시한 어떤 연구의 응용분야는 의학에서부터 전자공

처럼 파급력이 큰 연구는 학문 자체의 발전을 유도

1)

학, 에너지, 센서에까지 이른다 . 도대체 어떤 연구

하지만 부가적으로 혁신기회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기에 이렇게 폭넓은 응용가능성을 지닌 것일까?

혁신적 기업을 탄생시켜 미래 가치사슬을 구성하는

그림 1 : 그래핀의 산업적 응용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2015.4.7.) p. 7

1) Wikipedia(201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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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밑거름이 되기도 한다. 나아가 우리사회가 직면

플래그십 프로그램이란

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요한 실마리를 제공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지난 2009년부터 유럽위원회가 운영해 온 미래기

는 과학이 학술적 성과로만 머물러 있지 않고 혁신

술 플래그십 프로그램은 과학이 주도하는 연구혁신

으로 연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유럽위원회

이라는 목표아래 대규모 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European Commission)는 미래기술(F E T;

약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수행되는 이 사업을 통해

Future and Emerging Technologies) 플래그십

유럽은 특정 연구영역에서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프로그램(Flagship Programme)이라는 이름으로

국제 협력을 유도할 목적을 갖고 있다. 이를 실현하

연구와 혁신을 총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

기 위해서는 파편화된 연구를 지양하고 유럽 전역에

고 있다. 본 고의 서두를 열었던 그래핀 연구도 미래

걸쳐 운영되고 있는 우수한 연구기관이 협력연구를

기술 플래그십 프로그램에서 지원을 받는 분야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유럽이 요구하는

이다.

창의적인 다학제적 연구자를 양성할 수도 있을 것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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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선정 당시 각 과제에 5,400만 유로를 지원하고

래그십 프로젝트에서 수집된 증거와 데이터가 제공

진전된 성과를 재심사하여 연구단계에 따라 최대 10

되었고, 전문가들은 이를 기반으로 프로그램의 개선

억 유로(한화 약 1조 4,343억 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방안을 도출했다. 다음은 유럽위원회가 제시한 질문

2)

는 방침이다 .

에 대한 평가단의 응답을 요약한 것이고, <표 1>에

현재 플래그십 프로그램에는 지난 2013년 선정된
‘뇌 연구 프로젝트(HBP: Human Brain Project)’와

서는 전문가들의 제안을 여덟 가지의 범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그래핀’ 두 개의 프로젝트가 진행3)되고 있다. 이 두
프로젝트는 지난 2016년, 유럽 FP(Framework
Programme) 7에서 Horizon 2020 예산으로 전환

■ 이제까지 수행된 플래그십 프로그램은 얼마
나 타당한가?

되었다. 이 전환 과정에서 유럽위원회는 고위급 전

플래그십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문가로 구성된 패널을 통해 미래기술 플래그십 프

고, 두 프로그램 모두 과학적 수월성을 입증하였다.

로그램의 가치를 평가하였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

당초에 목표로 한 핵심성과지표(K P I: K e y

다. 평가는 2013-2016년에 수행된 위의 두 프로젝

Performance Indicator)를 능가하였다는 점은 주

트를 대상으로 했으며, 프로젝트에서 배출된 과학

목할 만하다. 발표된 학술연구논문의 수에서 특히

적 업적 보다는 지원수단 그 자체를 평가하는데 초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 그러나 HBP의 경우 프

4)

점을 두었다. 본 고에서는 올 초에 발간된 보고서

로젝트 내에서 연구 수월성이 고르게 향상될 수 있

의 내용을 요약함으로써 유럽인들이 진단하는 과학

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있겠다. 장기적 관점으

이 이끄는 혁신 지원수단의 발전방향을 엿보려고

로 볼 때 과학적 성과에서 혁신성과를 거두는 방향

한다.

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만약 개별 플래그십이 현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플래그십 프로그램의 중간평가5)

야심찬 연구를 수행한다면, Europe 2020의 목표인
현명한(smart), 지속가능한(sustainable), 포용적

평가단은 5개국에서 선발된 연구정책 및 전략 분

(inclusive) 성장에 주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

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총 48명의 전문가들

다. 그리고 이는 미래 산업의 일자리 창출로도 연계

은 유럽위원회가 제시한 타당성, 효과성, 효율성 등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의 범주에 따라 플래그십 프로그램에 대한 견해를

플래그십 프로그램은 다른 사업에 비해 상대적으

밝혔다. 평가단에는 현재 수행되고 있는 두 개의 플

로 독특한 목표를 두고 있는 만큼 이 목표가 유럽

2) 오은지(2013.9.22)
3) European Commission(2017a) 참고
4) European Commission(2017b) 참고
5) 본 절은 European Commission(2017b, pp.11-19)의 내용을 요약·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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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 플래그십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한 제안 요약

내용

타당성

제안

유럽 연구혁신 전략의 •플래그십은 연구의 질적 수준과 혁신의 잠재성 향상을 지원하는 수단이므로 유럽
연구혁신에 대한 전략적 타당성이 입증됨
수립과 실행에 있어
플래그십 프로그램의 •플래그십의 타당성 유지와 함께 분야의 관련성이 입증된 범위 내에서 새로운 플
전략적 타당성
래그십 도입을 제안
•다른 연구지원과의 차별성을 드러내기 위해 기술준비도(TRL: Technology
Readiness Level) a) 개념 활용을 권장
플래그십 프로그램과
다른 지원 프로그램 간 •향후 플래그십 설계에 과학이 혁신을 주도하고, 혁신은 또 다시 새로운 과학을 이
목적과 차별성 강화
끌어낸다는 점이 반영b)되어야 하므로 산업부문의 관심에 맞춘 전략적 연구혁신
의제를 수립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참여확대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효과성

플래그십 프로젝트의 •플래그십 KPI는 현존하는 산업과 함께 미래 발전에 대한 잠재성을 평가할 수 있
도록 더욱 정교하게 설계될 필요가 있음
목적을 반영·측정하기
위한 핵심성과지표(KPI) •KPI는 플래그십과 전통적 연구혁신 프로젝트와의 차이점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함
수립
•플래그십 프로젝트 간에 비교를 위해 공통 평가시스템을 마련해야 함
예산 유연성을 강화하
고, 관리부담을 경감하 •플래그십 프로그램의 특수성을 반영한다면 자금지원 주기를 늘려 운영의 유연성
기 위한 운영상 효과성
과 투자의 적시성을 향상하는 등 기존 자금지원 모델과 지원주기에 변화가 필요함
향상
새로운 방향성을 수용
하기 위한 플래그십 프 •학술·자문c) 활동을 분리하여 외부의 요구에 더욱 개방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로그램의 개방성 확대

일관성

부가가치와
국가
이니셔티브

Horizon2020 활동과
일관성 향상

•Horizon 2020 하에서 수행되는 활동과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플래그십을 통해 창
출된 기회와 다른 활동과의 관계에 대해 위원회 관계자들의 이해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플래그십이 최종적으로 선정되기 전 정부당국을 포함하여 관계자들의 협조 및 지
원을 확보
플래그십 프로젝트의
선정 절차 개선
•선정 시에 EU에 부가가치를 창출할 과학 및 기술적 가능성이 반영되어야 하며,
회원국의 의사도 참작해야 함
•국가 수준의 연구혁신 활동을 모니터링하면서 플래그십의 개선 및 운영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야 함
국가 이니셔티브를 반영
하도록 프로젝트 개선
•플래그십 내에서 공공 및 민간 영역의 이니셔티브가 맞물려 작동될 수 있는 방안
을 마련해야 함

주: a) TRL은 지원이 거듭되어감에 따른 해당 플래그십 프로젝트의 기술 성숙도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임
b) 이는 기존 산업에 대한 이해와 와해적 혁신을 촉진할 스타트업 기업의 진출 기회 제공을 통해 가능함
c)	자문위원회는 플래그십이 혁신과 성과물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용하도록 독려하고, 국제적 맥락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전략 증진
에 기여함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7b, pp.13-19)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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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혁신 전략의 일부로서 높은 수준의 타당성을
유지해 나가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도 있을 것이

■ 이제까지 수행된 플래그십 프로그램은 얼마
나 효율적인가?

다. 이미 해당 사업은 전 EU 차원에서 자금을 지원

플래그십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논하기에는 시기

하는 수단으로서의 타당성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상조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해

있다. 또한 연구혁신의 자금지원 수단인 미래기술

도입한 지표인 전체 비용 중 관리비가 차지하는 비

플래그십 프로그램은 현재 그 보편적 목적을 달성

중과 같은 수치만으로는 효율성을 판단하기에 어려

하고 있을 뿐 아니라 향후 유럽의 번영을 위해서도

움이 따른다. 장기적 관점에서 플래그십 프로그램의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다.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보다 세부적
으로 고려해야하기 때문이다. 이는 전략 및 운영 관

■ 이제까지 수행된 플래그십 프로그램은 얼마
나 효과적인가?
플래그십 프로그램이 보여준 과학적 수월성에도

리의 효율성뿐 아니라 국가의 이니셔티브(initiative)에 대한 효율성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중요한 문
제라 할 수 있겠다.

불구하고 향후 혁신을 지원함에 있어 효과성은 향
상시킬 필요가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과학과 혁

■ 이제까지 수행된 플래그십 프로그램은 EU의

신의 수월성이라는 상이해 보이는 목표를 동시에

다른 활동에 견주어 얼마나 일관성이 있는가?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플래그십 프로그램은 다른 Horizon 2020 활동과

일례로 플래그십 프로그램의 전략 및 운영 관리

의 관련성을 향상시킬 필요는 있다. 특히 다른

에서 개선점을 찾을 수 있다. 특히 1년이라는 지원

Horizon 2020과 위원회 정책 결정을 반영하여 프로

주기가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2년으로 주기를 연장

그램이 운영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하여 예산 집행에 유연성과 투자의 적시성을 확보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플래그십 프로그램이 국제
적 맥락에서 입지를 확고히 하도록 전략을 수정할

■ 플래그십 프로그램이 EU에 안겨준 부가가치
는 무엇인가?

필요도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학술적 성과를 숙성시

유럽 전역에 걸쳐 민간·공공 영역에서 이루어진

켜 혁신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전략적 관점이 전환

연구투자에 대한 가치를 식별하기란 매우 어려운 문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제이다. 플래그십과 국가 별 이니셔티브 간의 관계

덧붙여 플래그십에서 활용하는 KPI 중 단순히 연

를 유럽과 개별 국가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 간의

구성과를 측정하는 전통적 지표는 과감히 수정할

관계로 나타내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플래그십 프

필요가 있다. 이 사업에서 활용하는 K P I는

로그램으로 인해 EU에 발생한 부가가치를 완벽히

Horizon 2020의 여타 연구혁신 프로그램과의 차이

증명할 수 없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점을 명확히 드러낼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서는 ① 플래그십 선정과정과 ② 국가 이니셔티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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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라는 이슈가 해결되어야 한다.
플래그십 선정 절차에서 개방성과 투명성을 확보
하는 문제에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이 과정에 포함되

아 이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또한 상
이한 목표가 맞물려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
축해 나가려는 시도도 인상 깊다.

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럼으로써 선정과정에
서 관계자들의 책임과 정부당국의 지원을 담보할 필
요가 있다. 이제까지의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들자
면 새로운 플래그십 프로그램은 정부 당국과의 긴밀
한 협력 하에서 수행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
한 절차는 플래그십 프로그램이라는 연구 지원수단
이 어떤 조건에서 적합한지를 명확히 하는데 필수적
이라 할 수 있겠다. 뿐만 아니라 다른 이니셔티브와
비교했을 때 이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근거와 독특한

참고문헌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2015.4.7), 『그래핀 사업화 촉진 기술 로드
맵』.
오은지(2013.9.22), “[빅샷인터뷰]EU 미래주력기술(FET) 플래그십 사
업은”, 전자신문.
European Commission(2017a), “FET Flagships”
http://ec.europa.eu/programmes/horizon2020/en/h2020section/fet-flagships(2017.3.1)
European Commission(2017b), “FET Flagships Interim
Evaluation”
Wikipedia(2017), “Potential applications of graphene”,
https://en.wikipedia.org/wiki/Potential_applications_of_
graphene(2017.2.28)

특성을 명료하게 나타낼 필요도 있다.
두 번째 문제인 플래그십과 국가 이니셔티브의 연
결 매커니즘에 대한 이해는 현재 진행중이라는 결론
을 내릴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이제까지 구상해
왔던 방식을 탈피하여 플래그십과 국가 수준의 이니
셔티브가 단순하고 효과적으로 협력·조화될 수 있
는 방법을 찾아내어야만 할 것이다.
제안된 개선안은 지난 해 선정된 양자기술
(Quantum Technology) 플래그십을 포함하여 향후
에 수행될 프로젝트에 적용될 예정이다.
비록 유럽인들이 제시하는 과학이 이끄는 혁신정
책의 개선방향을 우리나라 정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과학적 성과를 혁신으로
이끌어내려는 도전에 있어서는 우리에게도 시사하
는 바가 크다. 일례로 사업 고유의 목표에 맞추어 성
과지표를 설계하고, 연구와 혁신이라는 두 가지 목
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장애가 되는 원인을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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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시장의 변화1)
글 : 이제영 (jeilee@stepi.re.kr)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지난 1월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 전시회 ‘CES
2017’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

엔비디아, 지난 4분기 전체 매출액 55%
증가

다. 전 세계 150개국 3,800여개의 역대 최다 업체가
참가한 이번 CES 2017에서 가장 주목받은 기술 중

젠슨 황(Jen-Hsun Huang)이 이끄는 엔비디아의

하나는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과 자동차가 결합한 자

지난 4분기(2016년 11월∼2017년 1월) 매출은 전년

율주행차였다. BMW, 아우디, 메르세데스 벤츠 등

동기 대비 55% 늘어난 22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회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들은 반도체 업체들과 협력하

사의 주가는 지난 1년 동안 4배가 올랐다. 엔비디아

여 첨단 자율주행 기술을 앞다퉈 내놓았다. 막대한

의 성공 배경에는 최근 GPU(Graphics Processing

데이터 처리를 요구하는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함에

Units)라는 반도체 칩에 대한 급격한 수요 증가를

따라 자율주행차와 같은 인공지능 기술의 핵심이 되

들 수 있다. GPU는 본래 개인용 컴퓨터에서 원활한

는 반도체 시장에 새로운 판도가 형성되고 있다. 인

게임속도를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텔, 퀄컴, 삼성 등 여러 반도체 회사들이 치열한 경

최근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

쟁을 벌이고 있으나 최근 단연 돋보이는 반도체 칩

리해야함에 따라 높은 컴퓨팅 연산능력을 필요로 하

회사는 엔비디아(NVIDIA)이다. 인공지능 시대 맞춤

면서, GPU가 이를 지원하기 위한 도구로서 각광받

형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면서 엔비디아는 반도체 시

았다. GPU의 급격한 매출액 증가는(그림 1) IT분야

장에서 줄곧 1위 자리를 유지해오던 인텔의 아성을

중에서도 반도체 칩 시장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위협하고 있다.

있음을 보여준다.

1) The Economist 2017. February 25, “The ri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s creating new variety in the chip market, and trouble
for In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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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CPU와 GPU의 전년대비 매출액 변화 추이(좌) 엔비디아와 인텔의 주가 추이 비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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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The Economist(2017. February 25), “The ri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s creating new variety in the chip market, and trouble for Intel”, https://www.
economist.com/news/business/21717430-success-nvidia-and-its-new-computing-chip-signals-rapid-change-it-architecture (2017.3.15.)

컴퓨터 연산과 관련된 설계분야는 지금까지 믿어
져 왔던 무어의

법칙2)(Moore’s

에 적용될 수 있는 프로세서들의 개발 속도는 과거

law)이 점차 한계를

에 비해 더뎌지고 있고, 빅데이터를 다루는 구글, 마

드러내고 클라우드 컴퓨팅과 인공지능의 급성장에

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인텔의 기존 고객사들은 이제

따라 점차 세분화되고 있다. 이는 인텔과 같이 전통

인텔이 아닌 다른 기업들의 특수화된(specialized)

적으로 반도체 산업을 주도해왔던 기업에 의미하는

프로세서를 이용하거나 자체적으로 이를 개발하려

바가 크다. 무어의 법칙이 적용되던 시기에는 일반

고 노력 중이다. 엔비디아의 GPU가 그 예이다.

PC나 고성능 컴퓨터에서 흔히 CPU(Central
Processing Unit)라 불리는 하나의 마이크로프로세
서로도 대부분의 컴퓨터 작업을 무리 없이 수행할
수 있었다. 반도체 시장에서 인텔은 고성능 CPU를

인공지능 시대, 맞춤형 반도체에 대한
수요 증가

생산해 왔고 이를 바탕으로 PC 프로세서 시장(약
80%의 시장점유율)뿐만 아니라 서버 CPU시장에서

엔비디아 GPU는 본래 비디오 게임에서 요구되는

도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누려왔다. 이에 인텔은 지

대량의 복잡한 계산을 수행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난 2016년 약 600억 달러의 수익을 거둘 수 있었다.

CPU가 몇 개의 코어(프로세서의 두뇌)를 바탕으로

그러나 최근 반도체 시장에서의 인텔의 입지가 흔들

순차적인 연산 작업을 하는 반면, GPU는 수천 개의

리기 시작했다. 대량의 데이터와 고도의 연산능력을

코어를 이용하여 동시에 여러 연산 작업을 진행하는

기반으로 하는 머신러닝이나 여러 인공지능 기기들

병렬 처리가 가능하다. 인텔의 서버 CPU는 최대 28

2) 1965년 고든 무어(Gordon Moore)가 마이크로칩 기술 발전 속도에 대해 정의한 것으로 마이크로칩에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18개월마다
2배씩 증가한다는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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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GPU Technology Conference에서 GPU에 대해 강연하는 엔비디아 젠슨 황 CEO

자료: John Montgomery(2015. March 18), “NVIDIA GPU Tech Conference 2015: Day 1 Report”, fxguide.
https://www.fxguide.com/quicktakes/nvidia-gpu-tech-conference-2015-day-1-report (2017.3.15.)

개의 코어를 가지고 있지만 엔비디아의 최근 프로세

경우 “텐서 프로세싱 유닛(Tensor Processing

서는 3,584개의 코어를 기반으로 한다.

Unit, TPU)”이라는 ASIC를 음성인식을 위해 구축

엔비디아는 또한 CUDA(Compute Unified

하였다. 또한 프로그래밍과 재설정이 가능한 비메모

Device Architecture)라는 코딩 언어를 개발하여 고

리 반도체의 일종인 FPGA(field-programmable

객이 직접 각자의 작업을 위해 해당 프로세서를 프

gate arrays) 역시 높은 유연성 때문에 대용량 데이

로그래밍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근 클라우드 컴퓨

터 처리에 적합하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의 온라

팅, 빅데이터,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인 검색 서비스인 ‘빙(Bing)’의 기반이 되는 여러 서

엔비디아의 반도체 칩은 자체 인공지능 시스템 구현

버에 FPGA를 사용하였다.

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가 된 것이다. 현재 수많은
온라인 회사들이 엔비디아의 GPU를 이용하여 의료
이미지부터 음성지원까지 다양한 인공지능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회계연도에 엔비디아가 시

인텔을 포함한 반도체 제조사들의 향후
전략은?

중 데이터센터에 자사 반도체 칩을 판매하여 거둬들
인 수익은 전년대비 3배 증가한 2억 9천 6백만 달러
였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인텔은 ASIC나 FPGA 제작
보다는 자사의 CPU 프로세서를 더욱 강력하게 만드

특수한 목적의 프로세서는 GPU뿐만이 아니다.

는 전략을 취해왔다. 인텔의 칩 매출은 여전히 증가

ASIC(application-specific integrated circuits)는

하고 있으나 IT 컨설팅 업체인 가트너(Gartner)의

특정한 용도에 맞도록 제작된 주문형 반도체로써 빠

앨런 프리스틀리(Alan Priestley)는 “반도체 시장에

른 속도와 높은 에너지 효율의 특성을 지닌다. 많은

서 가속기의 빠른 성장은 인텔에게 좋지 않은 소식”

스타트업들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자체 내장되어

이라고 언급하였다. 더 많은 연산 작업이 앞서 언급

있는 이러한 반도체 칩을 개발하고 있으며, 구글의

된 가속기들에서 일어난다면, CPU에서 행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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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작업은 그만큼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다. 인텔로
서는 인수합병(M&A)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지

4차 산업혁명시대, 국내 반도체 산업발전
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

난 2015년에 인텔은 FPGA를 제조하는 알테라
(Altera)를 167억 달러에 인수하였고, 작년 8월에는

시장조사기관 IC Insights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소프트웨어에서부터 칩에 이르기까지 특수 인공지

2016년 상위 20개 반도체 기업의 매출액은 전년 대

능 시스템을 개발하는 신생 스타트업 너바나

비 3% 증가한 2,821억 달러로 예상되었다.3) 엔비디

(Nervana)를 4억 달러에 인수하였다. 또한 인텔은

아는 예상 매출액 기준으로는 16위였으나 전년대비

특수한 프로세서 개발을 인공지능 시대의 새로운 기

가장 높은 성장률(35%)을 보여주었다. 국내 기업으

회로 보고 엔비디아와 경쟁하기 위해 올 여름 코드

로는 삼성(2위)과 SK하이닉스(6위)가 상위 20대 반

명 나이츠 밀(Knights Mill)이라는 새로운 프로세서

도체 기업 리스트에 포함되었다. 인공지능 기술의

를 판매할 예정이다. 인텔은 동시에 너바나의 기술이

발전과 사물인터넷(IoT) 제품 및 자율주행차 등에

탑재된 나이츠 크레스트(Knights Crest)라는 칩도 개

탑재되는 반도체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세계 반

발 중에 있다. 향후 어느 시점에서는 인텔의 CPU가

도체 시장 규모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

알테라의 FPGA와 결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인텔의 경쟁사들은 현 반도체 시장을 어떻게 바라

반도체 생태계 발전을 위한 신기술 연구개발, 서비

보고 있을까? 엔비디아는 이미 자체 컴퓨팅 플랫폼

스 산업화 촉진, 반도체 펀드 본격 투자 등을 중심으

을 구축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회사

로 하는 반도체 산업 정책을 발표하였다.4) 불확실한

들이 인공지능 프로그램 혹은 시각화나 가상현실에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도 국내 반도체 업체들이

필요한 소프트웨어 인프라 구축을 위해 엔비디아의

정부 지원에 힘입어 투자와 수출을 통해 국민경제

칩을 사용하고 있다. 컴퓨터 산업의 대표 기업인

견인차 역할을 지속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IBM 역시 2013년에 파워(Power)라 불리는 자사 프
로세서 구조를 개방형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공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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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장기 발전 전략1)
글 : 우청원 (woocw@stepi.re.kr)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으로써 잠재적인 위험요소가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Goals: SDGs)가 2015년 9월에 유엔 총회에서 채택

에너지 전문가들은 신기후체제로의 변화를 거스를

되었고, 파리협정(COP21)에서 선진국뿐만 아니라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일본 전문가들도 지속가능한

개발도상국도 포함된 195개국이 신기후체제 이행을

발전을 위해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산업체가

합의하였다.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개최된 기후변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협약 제22차 당사국 총회(COP22)에서도 국가별 온

밝혔다.

실가스 감축 기여방안(NDC), 국가별 기후행동약속

교토대학 명예교수인 마츠시타 카즈오(松下和夫)

이행점검 구축, 온실가스 감축 시장 메커니즘에 대

교수는 SDGs 실현을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기

해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온실가스 감축에 부정적인

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일본의

시각을 갖고 있는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됨

글로벌 콤팩트 네트워크 재팬(GCNJ)은 기업 SDGs

표 1 : 새천년개발목표(MDGs)와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의 차이점

구분

MDGs(2001~2015)

SDGs(2016~2030)

구성

8개 목표+21개 세부목표

17개 목표+169개 세부목표

대상

개도국

(보편성) 개도국 중심이나, 선진국도 대상

분야

빈곤·의료 등 사회 분야 중심

(변혁성) 경제성장, 기후변화 등 경제·사회·환경 통합 고려

참여

정부 중심

(포용성) 정부, 시민사회, 민간기업 등 모든 이해관계자 참여

자료: 지속가능발전포털

1) Science Portal(2017. 1. 13.), “京都大学名誉教授 地球環境戦略研究機関シニアフェロー 松下和夫 氏「持続可能な開発目標(SDGs)とパリ
協定実施に具体的進展の年に ～長期脱炭素発展戦略の構築を”
http://scienceportal.jst.go.jp/columns/opinion/20170113_01.html(2017.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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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구성된 일본 기업 네트워크이

장기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마츠시타 카즈오(松下和

다. GCNJ에 가입한 기업 개수는 252개이고, 회원

夫)교수는 이 전략이 기후 변화만을 위한 전략이 아

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니라 사회 경제의 방향을 결정하는 국가 발전 전략

‘일본 기후 리더스 파트너쉽(Japan-CLP)’은 온실

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전략 방향을 설

가스 감축을 위한 경영기법(과학적 온실가스 감축

정할 때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고려하고, 그 결과를

목표 설정, 탄소가격 책정 등)과 협력 사업의 검토와

공개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같은 활동을 추진한다. Japan-CLP는 기업주도로

야한다고 밝혔다.

운영되고 있으며, 포럼이나 워크숍에서 논의된 사안

일본이 탈탄소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온실가

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장관과 소통

스로 인해 생기는 사회적비용을 고려한 시장체제가

의 장을 마련한다.

구축되어야 한다. 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탄소세와

일본은 2030년까지 BAU기준 26% 삭감목표를 온

탄소배출권거래가 있다. 현재 일본의 탄소세는

실가스 감축 기여방안 초안에 제시했다. 산업계가

OECD국가보다 낮은 수준이므로 온실 가스 억제효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COP22에

과가 높지 않다. 다른 에너지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서 독일의 NGO German Watch가 발표한 ‘기후변

위해서 탄소세를 조정할 필요가 있고, 추가적인 석

화대응지수(CCPI)’에서 일본은 61개국 중에 60위를

탄 발전소 건설을 줄여나가야 한다.

차지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은

일본은 피크부하일때도 전력이 남아서 출력제한

그림 1 : GCNJ에 가입한 기관 리스트

자료: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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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Japan-CLP에서 주관한 COP22관련 비즈니스 회의

자료: Japan-CLP(2017)

이 현실화된 나라로써 기후변화대책을 통해 국가 경

이익을 위해 석탄발전소를 증설하는 것은 신기후체

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많다. 잔여 전력을 조

제를 거스르는 것이다. 일본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

정해서 에너지 활용성을 높이고, IoT를 포함한 ICT

이기 위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확장

와의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개발 역량을 높이고

하고, 정부는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도를 적극적으

있다. 야마모토(山本) 환경장관은 COP22에서 유망

로 시행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신기후체제에서 국가

한 탈탄소 기술을 발굴·선정해서 탈탄소 사회를 추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망분야로는 제로에너

적극적으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을

지건축물(ZEB), 전기자동차, 신소재 반도체, 나노

마련하고, 무관세인 탄소세를 조정하고, 배출권거래

섬유 등이 있다. 야마모토 장관은 지속가능한 성장

를 촉진시킬 수 있는 매개체가 필요하다.

을 위해 장기적 기후변화대책을 수립함으로써 탈탄
소 경제를 실현할 수 있고, 에너지 안보를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 일본과 비슷하게 석탄발전이 전력생산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석탄발전소는 온실
가스의 주범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 증설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도 ‘기후변화대응지수(CCPI)’에서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받고 있다. 단기적인 경제적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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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순위

자료: Germanwatch(2017)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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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5Bcountries%5D%5B%5D=95(2017. 3. 16.)
Germanwatch(2017), https://germanwatch.or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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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독일의 연구개발 거버넌스 현황과 변천
글 : 서지영 (science@stepi.re.kr)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 들어가며

리나라에 소개된 후, 비판적 성찰을 거치지 못한 채
몇몇 제도들이 단편적으로 수용되는 경우를 본다.

근래 들어 공공영역에서의 연구개발시스템 혁신

특히 우리나라가 독일의 연구회체제를 수용하면서,

논의가 활발하다. 연구개발 주체들이 연구에 몰입할

연구개발영역에서 독일의 제도는 ‘선진적’이며, ‘합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것인가, 사회적으로 의

리적’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 그러

미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예산배분방식과

나 여느 국가와 마찬가지로 독일에서도 연구개발 시

연구수행방식은 어때야 하는가 등에 관한 논의 속에

스템을 운영하는 여러 제도들은 나름의 장, 단점을

서 보다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시스템 발전의 토

가지고 있고, 또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도 끊이지

대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않는다. 현재의 제도와 시스템은 이러한 문제들을

연구개발시스템 혁신 방안에 대한 해답을 구하는

그들의 과학연구의 전통과 문화 속에서 소화하고,

데 독일의 사례는 참고할 만하다. 독일에서는 90년

해결해 나간 결과라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취해

대 이후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

야 할 태도는 독일 연구개발시스템이 우리의 문제에

NPM)의 기조가 정부의 전 행정분야에 강한 추진력

대한 답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앞서, 시스템의 구

을 발휘했고, 과학기술정책 또한 이러한 분위기 속

조와 운영방식에 대한 학습과 그 시스템의 운영과정

에서 ‘성과관리’의 압력을 강하게 받게 된다. 연구개

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에 대한 이해이다. 이 과정을

발시스템 내 비효율적 요소들을 제거하여 보다 경쟁

통해서 독일의 연구개발시스템 구조와 규범들의 우

력 있는 연구성과 도출을 꾀하고자 하는 정부와, 연

리나라 연구개발 시스템개선에 유용한 시사점들이

구에 필요한 자원확보 및 연구의 자율성을 포기하지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않으려 하는 연구계 간의 갈등은 연구개발 거버넌스
에 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종종 해외의 과학기술정책, 연구개발시스템이 우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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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쟁점으로 진행되었는지에 대해 2000년대

체 등으로 나뉘어진다. 다음에서 각 역할에 해당하

중반부터 최근까지 발표된 학계의 자료들을 통해

는 기관들을 살펴보겠다.

살펴보겠다.

독일 공공부문 연구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예산은
연방정부와 16개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기업에서 나

2. 독일 연구개발시스템의 구조와
구성주체

온다. 2014년 기준 연구개발에 투입된 전체 예산은
약 840억 유로인데, 그 중 2/3가 산업계로부터 투입
되었고, 정부투입 예산은 전체의 1/3 정도를 차지한

독일 연구개발시스템의 주요 주체는 연구개발주

다(Research in Germany, 2016). 정부지원 연구개발

체, 중앙-지방 연구예산배분에 대한 의사결정주체,

의 예산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연방-지방정부의 ‘공

연구기획 및 평가에 관한 의사결정주체, 연구관리주

동과학컨퍼런스’(Joint Science Conference,

그림 1 : 독일의 연구개발시스템

자료: BMBF(2016), https://www.bmbf.de/pub/Bufi_2016_Short_Version_eng.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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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meinsame Wissenschaftskonferenz)이다. 공동

째, 공공섹터의 과학기술 연구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컨퍼런스의 주된 역할은 중앙-지방정부의 연구개발

이다. 연구개발 기획과 평가는 연구개발체계 운영에

을 최상위 차원에서 조정하고, 예산을 배분하는 것

있어 매우 중요하므로, 이 기구에서의 의사결정 방

이다. 연구개발 내용 또는 수행과정에서 요구되는

식에 대해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그림 2>와

설비가 지역(또는 지역의 대학) 간 협력이 필요한 경

같다.

우, 이를 위한 예산투자 또는 공동인프라 구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을 담당한다.

국가과학심의회는 과학위원회와 행정위원회로
나뉘어져 있다. 과학위원회는 독일연구재단(DFG),

연구개발 기획 및 평가는 국가과학심의회(German

막스플랑크 연구회, 헬름홀츠 연구회, 대학총장협

Council of Science & Humanities, Wissenschaftsrat)

의회에서 공동으로 추천한 24명의 과학자들과 대통

에서 맡고 있다. 국가과학심의회의 역할은 첫째, 중

령이 지방 및 연방정부의 동의를 얻어 추천하는 일

요한 과학기술정책 의제에 대한 권고와 제안, 둘째,

반시민 8명의 총 32명으로 구성된다. 행정위원회는

독일 과학기술시스템 전반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거

총 22명으로 구성되지만, 총 32표를 행사한다. 각

시적 관점에서 기존 사업들에 대한 평가와 기획, 셋

주정부 대표 1명(총 16명)과 연방정부 대표 6명이

그림 2 : 국가과학심의회 조직구조

chairman
Secretary General
Plenary Assembly
Scientific Commission
32 votes given by
24 scientists
8 personalities from
public life

Administrative Commission
32 votes given by
16 states(1 vote per state)
16 Federal Government

Secretariat
6 departments
and 2 subdepartment with
a staff of about 95 of which
about 32 are scientists

send members

committees and working groups
(complemented by extern experts)
prepare recommendations and reports
자료: Wissenschaftsrat 웹사이트, http://www.wissenschaftsrat.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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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 정부 대표는 각 1표씩, 연방정부 대표는 총 16

FhG), 헬름홀츠 연구회(Helmholtz Association

표를 행사한다.

of National Research Centres, 이하 HFG), 라

이 위원회 내에서 사안에 따라 소위원회

이프니츠 연구회(Gottfried Wilhelm Leibniz

(committees)와 워킹그룹을 꾸려 세부 의사결정을 논

Science Association, 이하 WGL)를 칭한다. 연

의한다. 또한 사무국(Secretariat)을 두어 의사결정에

구회와 같은 공공연구기관들은 각기 특정 부분의

필요한 전문지식을 지원받는데, 총 95명으로 구성되

연구에서 강점을 가짐으로써 전체 연구개발체계를

고, 그 중 32명이 과학적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다.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프라

연구지원기관으로서 대표적인 기관은 독일연구협

운호퍼 연구회(FhG)는 약 80개 기관들과 함께 주로

회(German Research Foundation, Deutsche

응용연구를 하고 있다(http://www.fraunhofer.

Forschungs Gemeinschaft)이다. 독일정부가 연구

de). 헬름홀츠 연구회(HGF)의 18개 연구센터는

개발을 지원하는 방식은 크게 연구프로젝트에 대한

자연과학, 공학, 생명과학 영역에서 “전체 사회에

지원과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으로 나뉜다. 그 중 연

중요한” 연구 테마들을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구기관에 대한 지원의 규모와 절차 등에 대한 의사

있고, 그밖에 거대 기구들과 광범위한 학술 인프

결정에 있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독

라들을 운영하고 있다(http://www.helmholtz.

일연구협회이다. 이 기관은 독일 내 대학 및 출연연

de). 막스플랑크 연구회(MPG)는 현재 82개 기관

구기관의 지원과 관리를 맡고 있으며, 예산은 연방

과 함께 주로 기초연구를 하고 있다. 특히 재정적

과 지방정부로부터 마련된다.

혹은 시간적 비용투입이 필요한 연구 분야에 주로

독일의 연구개발주체는 대학과 공공 연구기관, 민

참여하고 있다(http://www.mpg.de). 라이프니

간연구기관 및 민간기업 연구소이다. 2014년 기준

츠 연구회(WGL)의 82개 기관들은 인식과 응용

으로 살펴보면, 공공부문의 연구기관은 약 1,000개

중점 기초연구와 관련해서 “전체 사회적으로 중요

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연구인력 면에서 보면,

한” 문제들을 다루고 서비스, 인프라 서비스, 자문

약 35만명이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Research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http://www.

in Germany, 2016).

leibniz-gemeinschaft.de). 연구회 및 각 연구주

본 연구에서는 대학을 제외한 비대학 연구주체,
다시 말해 공공 연구기관에 초점을 두어 소개하겠

체들의 성격을 <그림 3>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
을 것이다.

다. 대학 이외의 연구주체로서 4대 연구회 소속

4대 연구회 외에 주요 연구개발 주체로서 연방정

연구소, 연방정부 소속 연구소, 지역에 산재한 아

부 산하 연구기관이 있는데, 정부가 요청하는 연구

카데미가 있다. 4대 연구회는 막스플랑크 연구회

목표에 충실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나, 본질적으로

(Max-Planck-Gesellschaft, 이하 MPG), 프라

연구의 독립성을 추구하고 있다. 그 외에 지역의 아

운호퍼 연구회(Fraunhofer Gesellschaft, 이하

카데미 등과 같은 연구수행주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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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 독일 공공부문 연구주체들의 속성

자료 : Research in Germany 웹사이트, https://www.research-in-germany.org/en

3. 연구환경 변화에 따른
연구회 운영전략의 변화와 쟁점

금까지와는 다른 생존전략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Lange, S., 2010). 연구개발 예산배분, 연구
개발 기획 등을 둘러싼 새로운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2000년대에 들어와서부터 최근까지 발표된 연구

할 필요성이 각 연구주체별(대학, 연구회, 연구기관

개발 거버넌스 논의에 대한 자료를 보면, 공공부문

등)로 제기된 것이다. 연구환경변화에 따라 합리적

연구기관과 대학들은 그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은 지금까지도 지

화에 대한 강한 요구를 외부로부터 요청받았던 시기

속되고 있다. 거버넌스는 종결형으로 볼 수 없다. 본

인 것 같다(Heinze, et. al, 2008; Grande, E. et.

연구에서는 정부의 ‘성과중심’ 연구개발정책이 연구

al.). 이 당시 독일 행정부는 신공공관리론의 관점에

회 거버넌스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

서, 과학기술분야에서도 매년 증가하는 연구개발 투

자 한다.

자비용에 상응하는 성과를 창출하는 관리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중앙정부의 연구개

성과중심 연구개발 정책에 대한 MPG의 대응:

발비 투입을 증가시키는 데 매우 신중하였다. 정부

네트워크 확대와 연구회 강화

의 연구개발자금 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대학이
나 공공연구기관들은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따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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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기초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막스플랑크 연구회

회경제적 가치창출을 위한 기업을 탄생시키고, EU

나 산하에 기초연구기관을 상당 수 두고 있는 라이

Framework 또는 독일연구재단(DFG) 등과 같은 제

프니츠 연구회 등에서 연구주체들 간의 ‘수평적 협

3섹터로부터의 연구자금 확보를 위한 경쟁에 더욱 적

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된다. 특히 막스플랑크 연구

극적으로 변화해 갔다. 이 과정에서 MPG의 이사장이

회의 경우, 대학과의 협력에 대한 외부적 수요가 컸

이끄는 ‘발전전망위원회(Perspektivenkommission)’

다(Jansen, D. (Ed.), 2007; Heinze, et. al, 2008).

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이 위원회는 산하 연구소장

국내외적 연구네트워크 구축은 MPG의 미션과도 같

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연구소장 선출과 관련한 의

1)

이 여겨졌다 .

사결정이 주요 업무였으나, 점차 연구회 장기 발전

네트워크 구축은 단순히 연구저변을 확대하기 위

계획 수립 및 그와 관련한 중점사항의 의결이 중요

한 것 만은 아니었다. 공공 연구투자의 사회적 유용

한 미션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연구

성, 특히 기술적 유용성을 입증해야 할 필요가 높아

회 차원’의 정부 대응능력이 더욱 중요해졌기 때문

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기초연구에 집중하고 있는

으로 해석된다.

MPG로서 연구투자의 유용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
은 매우 큰 압박이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MPG

융합연구 필요성의 증가에 대응한 HFG의 대응:

의 전략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세계적 명성’에 기

POF 예산배분의 투명성 확보를 둘러싼 논의

대는 것이었다(Heinze, et. al, 2008). 세계 유수 대
학의 연구자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그렇지

독일의 연구개발 거버넌스 논의의 상당부분은 ‘문

않아도 높았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결과를 얻었다.

제중심형 연구의 증가’와 ‘연구개발 거버넌스 구축’의

또 하나는 개별 연구소들의 연구사업 기획 시 필요한

어려움에서 비롯된다. 사회적 수요를 연구개발에 연

연구의 사회적 유용성 입증의 부담을 연구회 차원에

결시키고, 그 결과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서 맡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는 개별 연구소 차원에

위해 ‘문제해결형 연구’, ‘융합연구’ 등이 활성화되었

서의 대응 시 취약한 협상력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의

으나, 그러한 연구네트워크의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

도에서이다. 대 정부 협상력이 강화된다는 장점은 있

축해야 할지의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여러 분야에

으나, 각 산하연구소 연구기획 시 연구회가 개입할

산재한 연구조직을 묶어내고, 각 연구조직의 역할에

여지도 그만큼 커진다는 반대급부가 발생했다.

부합하는 연구예산을 배분하는 문제에는 늘 갈등이

외부 상황변화에 대응하면서 MPG는 네트워크의

발생한다. 헬름홀츠 연구회가 시도한 프로그램 중심

외연을 확대하고, Max Planck Innovation이라는 사

의 예산배분(Programmorientierte Förderung,

1) 1990년대 말 MPG의 평가를 위해 개최된 평가위원회에서 MPG의 장점은 “대부분의 경우에 대학들과 다른 연구기관들과의 밀접한 결합”에서 기인하
는 것이 아니라, MPG가 “자신의 국제적 네트워크들을 구축하고 이 네트워크들을 협회의 활동을 위한 기준점(Bezugspunkt)으로 선택”하는 데 성공
했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고 언급되었다(Heinze, et. a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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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F) 방식은 ’문제해결형 연구개발‘에 대한 예산배

체적으로 예산 투입의 결정권한을 갖고 있고, 연방

분시스템 구축을 위한 한 시도이기도 하다. 지구환

정부와 주정부가 각각 절반씩 기부를 하므로 어느

경변화와 같은 거시적 대형연구를 기획하고, 연구회

한쪽이 우세하지 않기 때문이다. 프라운호퍼 연구회

내 여러 연구센터들을 네트워킹하여 예산을 지원하

는 산업계와의 연관성이 많고 연방정부나 독일연구

는데, 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그 과정에서 센터들은

협회로부터 투입되는 공적자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연구주제에 대한 전문성이 아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니라, 연방정부의 정책적 지침들과 센터 연구의 연

연방정부 소속 연구기관들의 경우, 정부가 정한 연

관성을 증명하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구목표에 충실한 연구성과를 내야 한다는 미션을 갖

(Wissenschaftsrat, 2013). 헬름홀츠 연구회 재정

고 있으나, 동시에 연구기관으로서 연구의 독립성을

중 정부지원의 90%가 연방정부 지원이기 때문에 중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식품농업소비자보호부에서

앙정부에 대한 종속성이 매우 높아진데 대한 문제제

위탁받은 연구를 수행하지만, 연구를 위한 네트워크

기인 것으로 보인다.

구축은 연구기관이 스스로 결정한다. 이 두 가지 성

이러한 문제에서 막스플랑크나 프라운호퍼 연구

격은 얼핏 서로 상반되어 보인다. 이점을 고려하여

회는 다소 독립적이다. 막스플랑크는 담당조직이 자

정부소속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는 행정부가 직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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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국가과학심의회가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
한 연구기관의 연구성과나 연구기관 운영에 대해서
는 다소 비판적 시선이 있는데, 2013년 국가과학심
의회(Wissenschaftsrat)가 발간한 평가보고서에서는
이들 기관이 투명한 의사결정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Wissenschaftsrat, 2013).

4. 글을 마치며
독일에서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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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성찰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정된 지면과 기간의
제약으로 독일 연구개발 거버넌스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들을 담아내지는 못했다. 그러나 독일의 연구개
발 거버넌스에서 제기된 쟁점들을 살펴봄으로써 역
동성을 조금이라도 담아보고자 한 시도로 볼 수 있
을 것이다. 향후 이러한 관점에서 보다 깊은 연구가
활발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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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의 과학기술혁신정책과 거버넌스 현황
글 : 성지은 (jeseong@stepi.re.kr)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 서론

측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의 과학기술혁신정책
및 혁신 거버넌스 동향을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최근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보

도출하고자 한다.

호무역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대통령 취임으로 세계
정치·경제적 흐름에 큰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자국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법인

2. 과학기술혁신정책 동향

세 인하 및 국외원천소득세 부과 연기 혹은 폐지 등
의 세제 개혁을 시행하고, 미국 시민이 아닌 무슬림

미국은 2차 세계대전 당시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

의 입국을 금지시키는 반(反)이민 정책을 펼치는 등

해 추진된 맨해튼 프로젝트가 성공하면서 과학이 미

기존 질서를 흔드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국가 간

국의 임무(mission) 수행에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될

무역에 대해서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

수 있다는 믿음이 형성되었다. 이후 에너지 위기,

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철회, 파리 기후

9·11사태 등 위기 때마다 과학적 자원을 총동원하

변화 협약 무효화, 엄격한 관제 제도 도입 등과 같은

는 체계를 구축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등 임무지향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를 펼치고 있다(장용석·정

기초과학 기반(Mission-oriented Science-based)

효정, 2016: 10; 오현환, 2016).

정책을 기본으로 추진해 왔다(장용석·정효정,

트럼프 대통령은 과학기술혁신정책과 관련하여

2016: 13).

명확한 비전이나 공약을 제시한 바는 없다. 그러나

미국의 과학기술혁신정책은 집권당의 입장에 따

R&D 예산 확대에 대해 회의적이며, 우주개발과 같

라 크게 좌우되는 모습을 보인다. 공화당은 좁은 범

은 미래지향적인 연구보다는 미국 사회가 당면한 현

위의 기초과학만 지원하면 된다는 입장인 반면, 민

안과제 해결을 우선시하는 입장이라(정보기술혁신

주당은 보다 넓은 범위의 기반기술까지 정부에서 적

재단, 2016) 과학기술혁신정책에서도 큰 변화가 예

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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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은 시장에서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부의 개입을 최

기초연구에 16.5%, 응용연구에 19.2%, 개발연구에

소화해야 한다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 반면

64.3%의 예산을 배분하였다(곽재원, 2016: 4). 또한

민주당은 시장실패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시장실패

경제성장 촉진과 국가적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미

영역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강조하는 큰

국혁신전략’ 개정안을 발표(2015.10.21)하여 정부의

정부를 지향한다. 이에 따라 공화당은 기초과학은

기반(Seed) 투자를 통해 미래 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시장(기업)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 지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

원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은 기초과학뿐만 아

였다. 개정안은 총 6개 부문으로 연방 정부의 역할

니라 기반기술 진흥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

인 혁신을 위한 3대 요소와 이를 구현할 3대 전략적

며, 국방을 넘어 교육, 보건, 에너지 등에 대한 임무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공·민간부분 혁신 증

까지 정부 개입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기조에 따

진을 위한 정책 방향 및 실행 방안과 국가적 우선과

라 STEM 교육의 강화, 보건기술의 진흥을 위한

제, 우선 투자 과학기술 분야 및 투자규모 등을 제시

NIH 예산 배증, 제조기술을 위한 MEP(Manufacturing

하고 있다(<그림 1> 참조)(홍성기, 2016: 1).

Extension Partnership)의 확대 등 관련 정책을 확
대·강화해 왔다(장용석·정효정, 2016: 13-15).

트럼프 취임 이후 오바마 정권과는 다른 양상의
과학기술혁신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오바마 정권은 전 정권부터 이어지는 경쟁력강화

무엇보다도 ‘대폭감세, 대규모 인프라투자, 적극적

정책을 계승하여 연구개발 투자자에 의한 이노베이

인 에너지정책 추진’ 등이 과학기술혁신정책에 반영

션을 중시하는 정책을 전개해 왔다. 이를 위해 총 연

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도 연방정부 연구개발예

1)

산은 1,523억 달러로 국방 48%, 보건 22%, 에너지

구개발투자비 목표를 GDP 대비 3%로 설정하였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인
경쟁성장

혁신을 위한 요소

전략적 계획

그림 1 : 미국혁신전략의 구성
국가적
당면과제의 해결

민간 혁신활동 촉진

국민과 함께
하는 혁신적인
정부 구현

국민의 혁신성 유인

혁신기반에 대한 투자

자료: 홍성기(2016: 2)

1) 2013년 기준 2.74%(4,570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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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 과학기술정책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항목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정부 R&D

•우주 관련 연구 등의 미래 기반 연구에 대한 지원보다는 인프라 확충과 같은 현재 당면한 과제
에 대한 연방 정부의 직접 투자가 필요함
•현재 미국국립보건원(NIH)에 대한 자금 지원은 비효율적임
•의료 연구에 대한 지원보다 혁신을 촉진시킬 수 있는 우주개발 프로그램과 같은 응용과학 분야
의 R&D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함

R&D 인력

•해외 고급 인력의 유치보다는 미국 내 실직자 구직을 우선시하는 ‘자국민 우선주의’를 주장함
•전문직 취업비자(H1-B)의 축소 및 J1 비자 폐지 주장함

STEM 교육

•STEM 분야 전문가들이 부족한 상태는 아니며 해당 분야 취업준비생에게 대출을 통한 교육지원
정책을 제시함
•지역 교육의 강화와 필수 과목 제도의 폐지를 통한 교육 분야의 혁신이 필요함

ICT 및 정보보안

•망중립성 원칙에 반대하며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열린 인터넷(2010 Open Internet Order)
정책에 대해 비판함
•미국의 사이버 보안 수준은 타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중국 해커들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함
•개인정보 암호화에 반대하며 정부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허용을 찬성함
•미국의 대표적인 반테러법인 애국법(Patriot Act)을 통해 무슬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함

자료: 장용석·정효정(2016)

11%, 우주 8% 등으로 투자 예정이다(곽재원, 2016:

요 임무를 기준으로 연구관리 및 연구를 수행하는

7-10).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R&D, R&D 인력,

분산형 체계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다만 2000년대

STEM 교육, ICT 및 정보보안 등에서 명확하지는

들어 범부처 R&D 사업의 확대를 통해 부처 미션을

않지만 일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표 1> 참조)(장

재조정하고 부처 간 협력을 유도하고 있다. 범부처

용석·정효정, 2016: 11).

R&D 사업 예산의 경우 정치적인 변동과는 상관없
이 매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그 과정에
서 관련 부처 및 기관 간의 긴밀한 연계 및 협력이

3. 미국의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

나타나고 있다(성지은, 2012).
미국의 과학기술행정체제를 살펴보면, 대통령실

최근 미국의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는 큰 변화를

산하에서 과학기술 분야의 국가적 목표를 설정하는

보이고 있지 않다. 그동안 미국은 연방정부차원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 이하 NSTC)와 그 사무

독립적인 과학기술 전담 부처가 존재하지 않았다.

국으로 연방정부 차원의 과학기술정책 수립·조정

독자적인 행정임무를 담당하는 여러 연방부처들에

및 예산 조정을 수행하는 과학기술정책실(OSTP, 이

의해 다원화된 과학기술정책이 추진되며, 국가의 주

하 OSTP)이 설치되어 있다. 또 과학기술 관련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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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역할에 대해 대통령에게 자문하고 민간기업의 참

R&D 전략 수립 및 조정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

여와 투자를 독려하는 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원회

히 대통령의 정책 의제가 연방 R&D 정책 및 프로그

(PCAST, 이하 PCAST)가 설립되어 있다. 대통령과

램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범부처적 통합을 시도하며,

학기술보좌관(장관급)은 NSTC 간사로서 OSTP와

정책·예산 조정기구로서 국가 목표가 반영된 R&D

PCAST의 공동의장직을 겸직한다. 예산관리실

예산 권고안을 마련하여 OMB 실장에게 제출한다.

(OMB, 이하 OMB)은 국가지원 R&D 사업비 예산

NSTC는 대통령이 위원장이며 OSTP 실장(대통령과

설정, 관리, 감사 등에 대한 원칙을 수립하며 모든

학기술보좌관 및 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원회 공동

연방 R&D 사업 지원기관은 이 기본원칙에 근거해

의장 겸임), 과학기술 관련 부처 및 기획기관 장, 경

각 기관의 운영지침을 결정한다.

제부처 각료, OMB 실장 등 총 26명의 인사로 구성

의회에는 상원에 통상교통과학위원회, 하원에 과

되어 있다.

학위원회가 설치되어 과학기술정책 대안 제시, 감시

OSTP는 1976년에 설치되었으며, 국가적 관심 영

및 감독 역할을 수행하며, OSTP와 합동으로 매년 연

역에 포함된 과학적·기술적 고려사항을 대통령에

방 R&D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연구개발 예산지원

게 조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과학기술에 대한 연

의 구체적 우선순위 설정 가이드라인과 연구프로그

방 정부의 노력 및 성과의 규모, 효율성, 질적 수준

램 평가표준안을 제시한다. 이와 함께 산하조직인 의

등을 평가하고 적절한 조치를 조언하며, 연방정부

회조사국(CRS, 의원들에게 과학기술활동에 대한 전

R&D 프로그램에 대한 대통령의 일반적인 리더십

문지식 제공), 회계감사원(GAO, 연방정부 R&D 프

및 조정 역할을 보좌한다. 이외 OSTP는 5년 기간의

로그램에 대한 회계감사 실시), 의회예산국(CBO, 연

기술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업데이트하고

방정부의 과학기술정책 관련 예산 분석보고) 등이 과

대통령이 매해 의회에 제출하는 과학 엔지니어링 기

학기술정책 수립 과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술 보고서를 주관한다.

주로 국무부(DOS), 국방부(DOD), 상무부(DOC),

부처 간 조정은 NSTC에서 이루어지며, 프로그램

복지부(HHS), 에너지부(DOE) 등의 7개 부처와 기

및 예산 조정 등의 실무 작업은 NSTC 산하 범부처

초연구관련 연구 관리를 전담하는 국립과학재단

조정그룹에서 이루어진다. 더 나아가 NSTC는 해당

(NSF), 연구 및 연구관리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5

부처의 R&D 미션이 범부처 R&D 사업과 연계되도

개의 독립기관인 국립항공우주국(NASA), 환경보호

록 R&D 예산입안 과정을 통제하고 있다. OSTP와

청(EPA), 원자력규제위원회(NRC), 국립정보청

OMB는 공동으로 제출한 예산편성 지침을 통해 부

(NIA), 보건복지부 산하의 국립보건원(NIH)에서 대

처 간 협력 R&D 프로그램의 우선순위를 책정하고

부분의 R&D 예산이 각출되며 연구개발예산은 의회

특정 과학·기술 분야의 R&D 포트폴리오를 결정한

의 관리를 받는다(이성덕, 2005).

다(이성덕, 2005).

NSTC는 과학기술정책을 심의·의결하고, 국가

미국의 범부처 R&D체계는 전부처의 모든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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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미국의 과학기술정책 관련 거버넌스
상원

대통령
OSTP
대통령 과기자문회의 PCAST
방위분석연구소   과기정책연구소

OMB

과학기술정책국

행정관리예산국

심의 및 입업
국가조정실
국가과학기술회의NSTC

산업체
대학

하원

위원회 및 당조직

정부 부처 및 기관

전미연구평의회 NRC

의회기술평가국 OTA

미국과학진흥협회 AAAS

의회연구서비스국

산업연구협회 IRI

정부설명책임국

경쟁력평의회 COC

국유 민영기관

의회예산국 CBO

국영기관
자료: 최문정 외(2010)

사업을 대상으로 구축되어 있지는 않으며 국가적으

위원회 및 작업반의 활성화, 공무원의 실질적인 조정

로 최우선 순위를 가진 분야에서 여러 부처의 협력

과정 참여, 조정이슈에 대한 지침으로서 작용하는 권

을 필요로 하는 사업에 한정 적용된다. 이에 따라 범

위 있는 보고서 발간 등을 들 수 있다. 미국의 과학기

부처 R&D 프로그램은 주로 국토안보나 국방 등 사

술정책 조정은 장기적인 국가 차원에서 우선순위와

회 파급 효과가 크고 장기적인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범부처 조정 사업의 대상을 정하고 관련 부처 간 횡

위해 정부의 참여가 요구되는 분야나 에너지·환

적 연계 및 통합을 위해 이루어진다. 특정 부처나 기

경·기후변화 대응 등과 같이 범부처 조정과 통합이

관이 아닌 범부처적 추진체계를 구성하여 관련 부처

필요한 분야에 해당한다(이성덕, 2005; 안승구 외,

및 기관들 간에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이를

2008).

기반으로 각 사업에 보다 짜임새 있고 총체적

미국 과학기술혁신정책 조정체계의 중요한 특징으

(holistic)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정부

로 세부적 사업이 아닌 상위 수준의 우선순위 제시,

부처,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 다양한 혁신 주체 간

사전 조정 준거로서 국정 의제와 목표 제시, 정치적

의 활발한 의견 수렴과 네트워크를 강조하고 있는 점

조정 과정 중시, 예산기능과의 유기적 연계 강조, 소

이 눈에 띈다. 과학기술정책의 기본 틀은 NSTC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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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의 핵심기관들에 의해 정해지지만, 연구

환율, 무역, 세금, 인프라 등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

개발과 관련된 연방정부 부처, 산업계, 학계, 연구계

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의 과학기술 리더십이 강하

등 다양한 집단의 의견들은 각 연방정부 부처의

게 발휘될 가능성은 낮게 보인다.

R&D 사업 구성에 기반이 된다(성지은, 2012).

4. 정책적 시사점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과학기술혁신정책 차원
에서 드러나는 명확한 변화는 아직 없다. 그러나 적
극적인 정부개입을 강조하는 민주당에서 개입을 최
소화하는 공화당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R&D 투자는
기초과학 지원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응용·개발, 시
장직접 지원은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전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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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술혁신정책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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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오현환, 2016).
과학기술은 흔히 ‘통치자의 몫’이라 할 만큼 과학기
술 발전에 있어 국가 최고책임자의 판단과 리더십은
상당히 중요하다(성지은·조황희, 2005). 미국은 대
통령 이니셔티브를 통해 과학기술혁신정책의 비전과
전략이 제시되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과학기술정책에 대해 무관심하며, 과학기술이 갖고
있는 희망과 미래라는 이데올로기 특성을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미래를 위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과학기술 이슈 보다는 단기적인 현안 이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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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프랑스의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 현황
글 : 성경모 (lumilyon2@stepi.re.kr)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프랑스는 유럽 및 세계에서 인정하는 기초과학 강

와 수준을 두고 적당한 긴장관계를 가진다. 여기서

국이다. 이것은 노벨수상자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그치지 않고 계획안 실행준비와 수행을 담당하는 기

연구 성과를 창출한 인사들이 실질적인 경험과 전문

관들을 고등교육 및 연구평가최고위원회(HCERES)

성을 바탕으로 정책적 변화를 추구함으로써 향상된

가 독립적인 행정 권한을 가지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혁신 및 연구 시스템을 구축하였기에 가능했다. 또

평가한다. HCERES의 평가 결과는 정부가 주도하

한 프랑스 정부가 기초과학 연구활동에 대한 조정

는 법, 제도 또는 정책의 개선을 연구전략 위원회에

역할이라는, 정부의 의무에 충실했다는 점도 빼놓을

건의하는 방향이 되기도 하고 연구수행 주체에 개선

수 없다. 가령 프랑스 범 부처 연구전략 위원회는 정

을 요구하는 방향이 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연구

부와 과학기술계, 산업경제계 인사들 사이의 협의를

수행 주체들이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혁신 및 연구

통해 국가 차원의 연구활동 투자 우선순위를 설정한

활동이 가능한 구조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다. 뿐만 아니라 이 위원회는 기초과학 연구의 경제
사회적 공헌 정책과 관련한 역할 분담과 해결책 마

프랑스의 혁신 및 연구 시스템은 4가지 기능을 중
심으로 하고 있다.

련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특히 기초과학 연구를 최우
선 순위로 강조하고 있다.

1) 방향제시 및 자문

프랑스의 혁신 및 연구 거버넌스 특성을 전반적으
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과학기술법, 제도,

연구기술 최고 위원회(Conseil supérieur de la

정책과 관련한 국가 전략 및 계획안 수립 시 범 부처

recherche et de la technologie)가 프랑스의 연

연구전략 위원회를 통해 정부와 혁신 및 연구수행

구·혁신 정책의 큰 방향을 제시하고 중장기 전략을

주체는 서로 협력한다. 수립된 계획안을 실행하는

수립하는 기구로 설립된(1982년) 이후 여러 차례 변화

과정에서는 혁신 및 연구 활동을 관리 감독하는 정

되어, 2017년 현재에는 연구 전략 위원회(Conseil

부와 실질적인 수행 주체 간에는 계약 이행의 범위

stratégique de la recherche)가 2013년 7월 22일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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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프랑스 혁신 및 연구 시스템과 주요기능
연구를 위한
유럽 존(ZONE)

의회
국가 전략 및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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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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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HCERES)

기업
평가

자료: 프랑스 고등교육연구부 웹사이트

표된 고등교육 및 연구 관련법 제95조에 의거하여

임한 자, 또는 고등교육연구부 장관을 의장으로 한

새롭게 수립되었다1).

다. 이 위원회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과학기술계

연구 전략 위원회는 국무총리 또는 연구 활동을

연구자 및 전문가를 비롯해 정치·경제·사회 각계

관리·감독하는 고등교육연구부 장관이 이 위원회

의 유명 인사를 위원으로 포함한다. 이들 위원들은

에 위임한 분야(연구, 혁신 및 기술이전)의 역량과

5년 임기(연임 1회 가능)로 위원회의 부의장에 의해

관련된 모든 질문을 다룬다. 연구 전략 위원회는 고

임명된다. 국무총리령으로 지명된 26명의 위원 가

2)

등교육연구부 내 연구·혁신 총국 의 조력을 받아

운데에 여성과 남성의 비율은 동일하게 유지해야한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연구·혁신

다. 연구 전략위원회는 의장 또는 부의장의 발의로

총국 국장이 맡음), 임무를 수행한다.

최소 연 2회 개최 된다3). 연구 전략 위원회에서는

연구 전략 위원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총리가 위

2016년 5월에 ‘France Europe 2020’을 통해 공공연

1) 연구전략위원회(Conseil stratégique de la recherche)는 기존의 연구법 제 120-1조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의 연구 정책 및 전략의 큰 방향을 제
안하는 기능과 연구법 제 111-6조에 명시되어 있는 연구계의 활동에 대한 평가에 참여하는 기능, 이 두 기능을 합쳐 탄생한 것임이 2013년 10월
21일 발의된 국무총리령 (Décret n° 2013-943) 1항에 언급되어 있다.
2) 연구 활동과 관련된 정부부처들과 연구 및 경제계 관련 주체들 사이의 긴밀한 협력을 이끌어내고 국가 차원의 연구 정책 및 전략을 도출 및 조정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
3) 참고: 프랑스 고등교육연구부, 연구전략위원회 활동 동향
http://www.enseignementsup-recherche.gouv.fr/cid75958/conseil-strategique-de-la-recherch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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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책이 지속적으로 지향해야할 연구, 혁신 및 기

특정주제부는 학문별로 나뉘어 프로젝트 신청을 받

술이전을 위한 전략적 아젠다를 발표하였으며 기초

고 있으며 2년 이상의 장기 프로젝트를 선정한다.

과학의 우선순위를 천명한 바 있다.

해마다 국가연구청 이사회의 표결에 의해서 프로젝
트 진행여부가 결정된다. 2014년 현재 공개경쟁 선

2) 자금 조달

발 프로젝트 수혜자별(공공부문)로 할당된 예산분포
에 따르면 CNRS와 대학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공공부문에서 연구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은 국가

있다.

연구청(Agence Nationale de la Recherche)이며

Bpifrance는 공공투자은행5)이며 기업의 경쟁력

민간부문에서의 연구활동에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

재건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은 Bpifrance이다.

기구이다. Bpifrance는 국가 또는 지자체의 정책에

먼저 국가연구청은 국가과학자금과 국가기술연구

따라 중소기업, 중견기업, 혁신적인 벤처기업을 중

자금이 합쳐져 2005년 2월 7일 설립되었다. 국가연
구청의 주요 활동은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된 과학기

표 1 : 국가연구청의 공개경쟁 선발 프로젝트 수혜자별(공공부문) 비중

수혜자

비중 (%)

국립과학연구센터(CNRS)

31.1

하는 것이다. 국가연구청의 3가지 주요 역할은 1) 재

대학교(Universites)

23.8

정 지원할 프로젝트 선발, 2) 연구수행 주체와의 계

기타 고등교육기관

9.0

약, 3) 프랑스 투자감독청(CGI)4) 및 고등교육 연구

보건의학연구소(INSERM)

8.8

부와 함께 프랑스의 새로운 국가건설 프로젝트인

원자력청(CEA)

4.8

국립농학연구소(INRA)

4.3

기타 과학기술 성격의 공공기관(autre EPST)

2.4

컴퓨터과학통제연구소(INRIA)

1.7

반이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된 연구 프로젝트 지원에

기타 공공기관

1.2

쓰이고 있다. 이 공개경쟁 선발 프로젝트는 ‘자유주

병원

0.8

제’부와 우선과제로 분류된 ‘특정주제’부 2개부로 나

발전연구소(IRD)

0.5

뉘어 진행된다. 자유주제부는 지원자의 과학기술적

합계

88.4

술 연구 프로젝트(개인 또는 팀 형태로 참여, 연구기
간은 평균 3년)를 공공 또는 민간부문에 재정 지원

‘미래를 위한 투자(Investissement pour l’Avenir)’
관련 모든 사업을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2014년 기
준으로 국가연구청은 공공부문연구 전체예산의 약
7% 정도(약 5억 5300만 유로)를 차지하며 이 중 절

역량과 프로젝트의 질적 수준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자료: ANR(2015: 31)

4) 프랑스 정부의 대형공채 발행으로 운영되는 ‘미래를 위한 투자(Investissement pour l’Avenir)’ 프로젝트 운영 전반을 감독하는 감사기관이다.
5) 은행 업무를 보는 기관이 아니므로 은행이 아니며 주식회사 형태의 금융회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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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들 기업의 시작부터 주

청원할 수 있고 이렇게 접수된 민원들은 Bpifrance

식시장 상장 그리고 해외시장 진출까지 신용대출,

와 함께 공유된다. 지자체는 지역 기업의 애로사항

보증, 자금 등의 형태로 지원한다. 이 기구의 재정은

을 청취하는 단일 창구가 되어 Bpifrance와 함께 해

주로 금융시장으로부터 나오며 이 기구의 자본은 투

결책을 모색해나간다(Bpifrance, 2016: 13).

자신탁기금과 정부가 절반씩 가지고 있다. 2008년
사르코지 정부는 대통령 5년 임기 동안 Bpifrance의

3) 평가 수행

총 예산 420억 유로를 책정, 출범시켰으며, 2016년
현재 5,500개 협력사와 함께 74,000개 기업에 투자

고등교육 및 연구 평가 최고 위원회(le Haut

를 진행했다. 240억 4천만 유로가 산업계에 투자되

conseil de l’évaluation de la recherche et de

6)

었다 . Bpifrance의 중요 협력자 중 하나는 지자체

l’enseignement supérieur, HCERES)는 2013년 고

이다. Bpifrance 이사회를 통한 의사결정의 90%가

등교육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탄생하였

지역과 관련된 사안이다. 40개가 넘는 분소가 프랑

다7). 독립행정권력기구인 이 최고 위원회는 프랑스

스 각 지역에 운영되고 있으며 Bpifrance의 거버넌

공공부문 연구기관과 대학 평가에 직접 참여하거나

스에 지자체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먼저

다른 의사결정기구에서 수행된 평가의 공정성, 절차

Bpifrance 이사회에는 2명의 각 지역 대표들이 이사

합법성 및 평가내용의 질을 검토하고 보증하기도 한

로 참여하며 Bpifrance 운영위원회에서는 3명의 각

다(보증기간 5년).

지역 대표들(이들 중 최고위급이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 기구의 조직도는 <그림 2>와 같으며 평가 임무

이사로 지명됨)이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안들에 대해

를 맡은 부서는 4개8)이다. 또한, 프랑스 국내 과학

구체적인 Bpifrance의 개입과 개입 범위 등을 정한

기술계 전반 그리고 유럽과 국제 과학기술계 전반을

다. Bpifrance 지역 전략 위원회에서는 지자체 장이

모니터링하며 새로운 평가요소 또는 평가방법을 제

지역 경제 발전 또는 혁신과 관련한 Bpifrance의 대

안하며 HCERES 평가를 수행하는 평가위원 pool

응방안을 제시한다. 따라서 각 지역 기업들은 기업

구축을 지원하는 2개의 부서가 있다.

활동 중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지자체 지도부에

이 기구의 임무는 크게 다음의 6가지로 나눌 수 있다.

6) 참고 : Bpifance 2016 연차보고, http://www.bpifrance.fr/A-la-une/Actualites/Bilan-d-activite-2016-24-4-milliards-d-eurosinjectes-dans-l-economie-30933
7) 2006년 고등교육 및 연구평가청(l’Agence d’évaluation de la recherche et de l’enseignement supérieur, AERES)이 설립된 이래로 관
료적이고 미시적이며 서열식 평가방법과 피평가 기관의 과중한 평가 준비업무에 대한 프랑스 과학기술계의 거센 항의가 이어졌다. 이에 프랑스 정부
는 평가 시스템 개혁차원에서 HCERES을 새롭게 탄생시키고 이 기관이 AERES의 업무와 권한을 이어 받게 되었다.
참고 : Nathalie Brafman et Isabelle Rey-Lefebvre(2013.1.3), Fin de vie pour l’Aéres, Le Monde.
8) 교육과정 평가는 대학의 학사, 석사 및 박사과정을 중심으로 학위수여 과정과 교육과정까지 포함한다. 한편으로는 유럽 및 국제표준에 상용하는 질적
차원에서 교육,연구 및 취업으로 이어지는 고등교육 기관의 임무를, 다른 한편으로는 지자체 내에서의 대학의 역할 및 임무를 고려해 평가에 반영한
다. 연구수행 평가는 연구팀 단위에서 팀 운영 및 연구수행 과정을 평가한다(4년마다 1회 평가). 공공기관 평가는 대학과 연구기관 단위로 예산, 인사
관리 등 운영 전반을 평가한다(5년마다 1회 평가). 고등교육 및 연구부 관리감독 하에 있는 기관뿐만 아니라 문화관광부, 각 지자체 관리감독 연구기
관 및 병원까지 HECRES 평가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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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기관과 이들의 협력현황, 연구기관과

- 고등교육 또는 연구 기관의 공공자금을 받는 민

연구협력재단 및 국가 연구청을 평가하고 기타

간 기관 및 투자 프로그램을 사후로 평가할 수

기관에 의해 수행된 평가의 질을 보증한다.

있다.

- 여러 연구기관이 공동 출자해 구성한 연구팀의
평가 절차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관 요

4) 연구수행

청에 따라 그 연구팀을 평가할 수 있다. 또는 그
기관이 평가를 요청한 곳에서 이루어진 평가 절

연구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기관들로서 여기서는 프

차에 대한 유효성을 증명해준다. 여러 기관이

랑스 공공부문 연구주체만 한정해 간략히 살펴본다.

한 연구팀에 대한 평가를 요청해올 경우 평가는

프랑스 공공 연구 주체(대학을 비롯한 교육기관 제외)

단 1회 이루어진다.

는 크게 과학기술 성격의 공공기관 (Etablissement

- 고등교육 기관의 교육과정 및 학위를 평가하며

public à caractère scientifique et technologique:

타 기관에서 이미 이루어진 평가의 절차 유효성

EPST)과 상공업 성격의 공공기관(Etablissement

을 증명해준다.

public à caractère industriel et commercial:

- 고등교육 및 연구 관련 인사들, 법에서 정하는

EPIC)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기초과학 성격이

이들에게 주어진 임무의 평가를 고려할 수 있다.

강하고 후자는 응용과학 성격이 강하다. EPST 중

- 고등교육 및 연구 분야 인사들의 경력 가운데에

농학 연구소(I N R A)와 농업환경공학연구센터

과학기술 및 산업 활성화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IRSTEA)는 식품·농수산·농촌지역개발부와도 협

확산시키는 활동에 대해 가치부여를 고려할 수

력하여 연구 활동을 하고 있으며, EPIC 중 국립우주

있다.

연구센터(CNES)와 원자력청(CEA)은 경제·재정·

그림 2 : HCERES 조직도
위원장
사무국
지역협력 평가부

자문위원회

공공기관 평가부

연구수행 평가부

과학기술 활동 관측소

교육과정 평가부

유럽 및 국제협력부

자료: HCERES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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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 프랑스 공공부문 연구수행 주체

범 부처 연구
전략위원회
(CSR)

국무총리
협의
협의

고등교육
연구부

연구혁신
총국

경제재정
산업부

식품농수산농촌
지역개발부

국가연구청
(ANR)
자금지원
공공민간 연구소,
대학, 기업

국립과학연구센터
(CNRS)

발전연구소
(IRD)

국립보건의학연구소
(INSERM)

고등교육·연구평가
최고 위원회
(HCERES)

협력
협력

컴퓨터과학통제연구소
(INRIA)

농학 연구소
(INRA)

국립우주연구센터
(CNES)
원자력청
(CEA)

농업환경공학
연구센터(IRSTEA)

CNES, CEA 외에
40여개 기관

과학기술 성격의 공공기관(EPST)
프랑스 교통개발 네트워크
과학기술연구소(IFSTTAR)

상공업 성격의 공공기관(EPIC)

자료: 성경모(2013:91) 재정리

산업부와도 협력하여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성경
모, 2013: 91).
프랑스의 공공부문 연구주체 중 가장 큰 규모의
기관은 국립과학연구센터(CNRS)이다. CNRS는 전
국적으로 1,100여 개의 크고 작은 연구 조직과 2개

참고문헌
성경모(2013), 「프랑스 공공기초과학 연구체제 및 정책」, 『과학기술정책』,
23(4), pp. 90-105.
프랑스 고등교육연구부, 연구전략위원회 활동 동향, http://www.
enseignementsup-recherche.gouv.fr/cid75958/conseil-strategiquede-la-recherche.html
ANR(2015), Rapport d’activité 2014 de l’ANR p.31

의 독립연구기관(국립우주과학연구소, 핵입자 물리

Bpifrance, 2016 연차보고, http://www.bpifrance.fr/A-la-une/
Actualites/Bilan-d-activite-2016-24-4-milliards-d-euros-injectesdans-l-economie-30933

연구소)을 운용하고 있으며 프랑스 R&D 예산의

Bpifrance(2016), plaquette institutionnelle de Bpifrance, p.13.

20%를 사용할 정도로 거대한 조직이다(2015년 기준

CNRS(2016), 2015, une année avec le CNRS, Rapport d’activitéé, p.2.

총 예산 약 33억 유로, 자체자산 7억6천9백만 유

Nathalie Brafman et Isabelle Rey-Lefebvre(2013.1.3), Fin de vie pour
l’Aéres, Le Monde.

로). CNRS는 2015년 기준 3만 2천여 명의 연구원과
지원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CNRS,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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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영국의 과학기술혁신정책 및 거버넌스 현황
글 : 성지은 (jeseong@stepi.re.kr)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 최근 과학기술혁신정책 동향

부는 2013년 카메론 총리가 공식적으로 언급한 이후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사안이었다. 그러나 근소한

최근 영국은 정치적·경제적으로 큰 변화를 겪었

차로 잔류가 우세할 것이라는 예측이 빗나가고, 탈

다. 영국은 2016년 6월 23일, 국민투표를 통해 EU

퇴에 따른 법적·경제적 대비가 거의 없었다는 것이

탈퇴(브렉시트, Brexit)를 결정하였다. EU 탈퇴 여

밝혀지면서 총리가 사퇴하는 등 큰 내홍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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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 브렉시트 협상 원칙 및 목표

원칙
확실함과 명료함
(Certainty and Clarity)
강한 영국
(A Stronger Britain)
공정한 영국
(A Fairer Britain)

진정한 글로벌 영국
(A Truly Global Britain)

목표
1. 유럽공동체법의 폐지
2. 영국의회투표
3. EU의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로부터 독립
4. 영연방(United Kingdom) 내 4개국의 연합 강화 및 아일랜드와의 공동여행 구역 존속을 위한 노력
5. 국경 및 이민자 통제
6. 영국 거주 중인 EU회원국민 및 EU 거주 중인 영국민의 권리 보장
7. 각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에 대한 권리 유지/보장
8. EU 단일시장과 관세 동맹 탈퇴
9. EU 밖 글로벌 국가들과의 자유로운 FTA 체결
10. 과학 분야 및 최첨단 기술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
11. EU 및 글로벌에 자행되고 있는 테러에 대한 강경 대응
12. 단계적인 브렉시트 절차

자료: HM Government(2017. 1) 내용을 표로 정리

저소득층과 노년층이 탈퇴 찬성에 큰 표를 던지면서

다(Business Insider UK, 2017.1.17). 영국의 완전

영국 내 빈부격차와 세대갈등이 크게 부각되는 계기

한 독립과 자국 이익 최우선시를 강조하며, 브렉시

를 마련하였다(KIEP, 2016)

트 협상을 위한 4가지 원칙(확실성, 강한 영국, 공정

투표 이후 20일 만에 테레사 메이 총리가 취임했
으며(2016.7.13), 취임 연설에서 ‘소수가 아닌 다수’

한 영국, 글로벌 영국)과 각 원칙에 해당하는 12가지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였다.

라는 슬로건과 함께 “양극화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이어 삶의 표준을 높이고, 국가 생산성을 증진시

대응 의지를 표명하였다. 영국의 EU 탈퇴 협상을

키며, 국가전반의 성장을 담보할 최신 산업 전략

위해 ’EU 탈퇴부(Department for Exiting the EU)’

(Industrial Strategy)을 발표하였다(2017.1.23). 영

와 ‘국제통상부(Department for International

국 정부는 새로운 산업 전략을 위해 ① 기존우위분

Trade)’를 신설1) 하고, 탈퇴파를 장관에 임명하여 탈

야의 확장, ② 기업·산업·지역별 격차 감소를 통한

퇴 협상을 주도하도록 했다(HM Government,

생산성 증대, ③ 신생 성장기업과 신산업 영역 지원

2017. 2.2)

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10가

2017년 1월 17일, 메이 총리는 영국의 EU 탈퇴 방
침을 공식화하는 ‘하드(강경) 브렉시트’를 공표하였

지 주요 전략방안을 제시하였다(HM Government,
2017. 1).

1) EU 탈퇴부는 영국의 EU 탈퇴 협상 및 향후 EU와의 관계 정립을 총괄하는 역할을 위해, 국제통상부는 영국이 독자적으로 체결할 국제무역투자 협정
을 총괄하기 위해 신설되었다. 국제통상부는 과거 무역투자청(UK Trade and Investment)과 수출입은행(UK Export Finance)의 기능을 통합하
였다.

39

Featured Policy

정책특집 :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의 현재와 미래

① 과학·연구·혁신 분야 투자: 2020-2021년까지

2. 혁신 거버넌스 동향

R&D 자금으로 47억 파운드 추가 지원을 통한 혁
신기술의 상업화, STEM(Science, Technology,

최근 영국의 과학기술행정체제는 큰 변화를 겪어

Engineering, Math 분야) 연구인력 지원, 지역

왔다. 지난 2007년 통상산업부(DTI)의 과학기술혁

과학 개발 등 활성화 방안 모색

신 업무를 독립하여 혁신대학숙련부(D I U S:

② 과학·기술 능력 향상: 교육 및 근로 현장의 전문
성 강화 방안 모색

Department for Innovation, Universities and
Skills)로 개편했다. 2009년 6월에는 DIUS와 사

③ 인프라 업그레이드: 교통, 에너지, 수도, 디지털

업·기업·규제개혁부(Department for Business,

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의 업그레이드를 통한 사회

Enterprise and Regulatory Reform; DBERR)를

적 효율성 증대 및 친비즈니스적 환경 구축

통합하여 기업혁신숙련부(D e p a r t m e n t f o r

④ 기업 성장 지원: 브리티시 비즈니스 은행과 기업
성장협회와 함께 기업의 창업에서부터 성장단계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 이하 BIS)로 개
편하였다.

까지 장기적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지원책 강구

최근까지 BIS가 과학기술과 관련한 전반의 정책을

⑤ 공공조달 지출 개선: 영국의 중소기업 연구 이니

담당해 왔으나, 2016년 7월에는 기존 에너지기후변화

셔티브를 활용해 정부조달 예산의 전략적 지출방

부(The Department of Energy and Climate

안을 통한 혁신, 경쟁, 투자의 사회적 확대 증진

Change, DECC, 이하 DECC, 2008년 10월 신설)를

⑥ 무역 및 인바운드 투자 장려: 국제통상부 신설을
통한 무역과 인바운드 투자 확대 방안 모색

BIS에 통합하여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Department
of Business, Energy and Industrial Strategy:

⑦ 저비용 에너지와 클린 성장 유도: 비즈니스 에너

BEIS)로 개편하였다(National Audit Office, 2016).

지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장기 로드맵 수립, 효율적

BIS가 담당해 왔던 주요 업무인 대학 및 평생교육 관

인 에너지 사용 및 저탄소 환경과 클린 성장 독려

련 정책은 교육부 소관으로 이동하였다. BEIS 개편을

⑧ 전도유망 산업분야 육성: 규제 개혁 및 생명과학,

통해 R&D, 기술, 산업, 시장 관련 정책과 에너지관련

저탄소 배출기술, 창조산업 등 세계선도 산업 분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개발

야 육성 계획

연구 및 산업성장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⑨ 국가균형발전: 사회 전반의 균형 발전을 위한 지

BEIS의 주요 업무는 ① 전반적인 산업전략 수립,

역별, 노동자본간 불균형적 개발 지양 및 미발전

② 기업과의 관계 구축, ③ 세계 수준의 과학기반 진

분야 투자 기회 증대

전, ④ 청정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기후변화 대응

⑩ 영역별·지역별 통합을 위한 기관 설립: 국가산

이다. BEIS 개편은 DECC를 통해 명시화한 “에너지

업정책의 성공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 운영을 위

안보, 기후변화대응” 업무를 기업, 산업, 혁신과 연

한 기관 설립 유도

계시키려는 노력이 반영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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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영국의 과학기술행정체제 변화 내용
2008.12
에너지기후
변화부(DECC)

2007.6

무역
산업부
(DTI)

•기업 및 산업진흥,
규제개혁

2016.7

기업혁신기술부
(BIS)

기업에너지
산업부
(BEIS)

기업규제개혁부
(DBEER)

•과학 및 혁신정책
(OSI)

혁신대학숙련부
(DIUS)
교육
기술부
(DIES)

2009.6

•고등교육(대학) 및
숙련업무

•고등교육
(대학) 및
숙련업무

교육부
(DE)

2010.5
•아동 및 학교교육,
가족업무 등

아동학교가족부
(DCSF)

교육부
(DE)

자료: 성지은(2009) 내용 추가

그림 2 : BEIS 조직 개편 내용

Higher Education
Further Education

Energy security
and resilience
Department for
Education

Energy bills

Apprenticeships
Science and innovation
Business and enterprise
Competitiveness

Energy legacy
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 Industrial
Strategy

Decarbonisation

Labour markets
Trade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Trade

UK Trade & Investment
(UKTI)

자료: National Audit Office(201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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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BEIS는 각 부문별로 수많은 협력기관이 존

다. 기관 본연의 업무 수행과 함께 BEIS와 협력관계

재한다. 기관 형태는 정부부처(Department), 비부

를 통해 세부정책을 추진·집행한다. 이들은 관련

처 공공기관(Non-departmental Public Bodies),

정책 정보를 제공하는 등 BEIS와의 협력을 통해 성

책임운영기관(Executive Agency) 등으로 다양하

과를 도모하고 있다.

표 2 : BEIS의 각 부문별 주요 협력기관

BEIS 핵심부문

지식 및 혁신

에너지

기업활동

시장

협력기관
규제관리국(Regulatory Delivery)

국가 규제 관리 및 표준 측정

원자에너지위원국(UK Atomic Energy Authority)

차세대 에너지(핵융합, 인공 태양 등) 연구

지적재산국(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지적재산 관리 및 관련정책 수립

기술전략위원회(Innovate UK)

혁신제품, 서비스 개발 및 상업화 지원

항공우주청(UK Space Agency)

우주 관련 업무 총괄

영국 연구위원회(Research Councils UK)

영국 각 연구회 지원

시민 핵 경찰공사(Civil Nuclear Police Authority)

영국의 핵발전소 보호

석탄공사(Coal Authority)

광산 수질 오염 및 기타 광업 관련 업무

기후변화위원회(Committee on Climate Change)

기후 변화 정책 자문

핵 폐기 관리공사(Nuclear Decommissioning Authority)

핵무기의 안전과 효율적 정화 업무

기업청(Companies House)

기업 조사, 시민에 대한 기업정보 제공

영국기업은행(British Business Bank)

중소기업 재정 지원 업무 담당

파산관리청(Insolvency Service)

재정 위기에 대한 관리

기상청(Met Office)

기상 및 기후정보 제공

토지측량국(Ordnance Survey)

위치기반 정보 수집 및 제공

토지등기소(Land Registry)

부동산 관리, 지적(地積)정보 제공

경쟁력위원회(Competition and Market Authority)

기업경쟁 활성화 및 소비자 보호, 기업합병,
시장, 산업 규정 연구

회계위원회(Financial Reporting Council)

회계기준 규정, 기업회계 감시

최저임금위원회(Low Pay Commission)

최저임금 정보 제공 및 조정

자문 및 조정중재서비스(Advisory,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Service)

고용관계 분쟁 중재, 상담 및 자문

시민상담소(Citizens advice)

시민 고충 해결 및 시민생활 정책 개발

자료: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 및 각 웹사이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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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 이머징 기술 지원을 위한 BEIS 역할

조기개입(Early intervention)

시장 환경 조성(Market framing)

채택 및 통합(Adoption & integration)

촉매자(Catalyser)

규제자(Regulator)

지능형 고객(Intelligent customer)

영국에 새로운 기회와 장기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기술 탐색을 위한 가치사슬 분석

기술 상호작용과 혁신적인 어플리케이
션을 위한 효율적인 규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계 활성화를
위한 공공조달 환경 조성

혁신 촉진가(Innovation facilitator)

표준 설정자(Standard setter)

플랫폼 공급자(Platform provider)

실제 환경(real-world)에서 적용 및 확산
가능한 기술개발을 위한 사용자 참여형
테스트베드 조성

‘직접 보여주는 것의 힘’을 지닌
‘리빙랩’의 통찰력을 적용한 영국 표준
개발 및 글로벌 의제 설정

국가 인프라, 국가의료서비스,
그 외 공공 서비스에 입증된 기술 확대

스킬 기획자(Skill planner)

재정 보상가(Fiscal incentiviser)

다학제 기술 스킬을 보유한 숙련자의
수요 증대 및 로봇 및 기계 학습의 역할
을 미숙련자와 대학원생으로 대체

혁신 및 시장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적 보상

자료: Government Office for Science(2017: 9)

이와 함께 새롭게 등장하는 신기술과 기존기술 간
의 상호 연계를 통해 생산성 향상 및 공공서비스 혁
신을 이루기 위한 BEIS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Government Office for Science, 2017). 부처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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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본의 과학기술혁신정책과 추진체계 특징
글 : 최해옥(hochoi@stepi.re.kr)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1. 일본 과학기술혁신정책 최신 동향

하고 있다.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중장기 방침 하에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종합전략은 매년도 중점 사항

일본은 세계에서 제일 먼저 경험한 고령화, 재난

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1).

재해, 환경문제 등의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과학기술정책2)은 에너지·환경이노베이션전

과학기술정책을 활용하고 있다. 2020년을 목표로

략(NESTI 2050), 혁신적 연구개발추진프로그램

일본의 다양한 과제를 성장동력으로 전환시키고 ‘과

(ImPACT), 혁신적 이노베이션창조프로그램(SIP)이

제 해결을 선도하는 국가’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

포함되어 있다. 기존의 틀을 넘어선 혁신적 연구 투

고 있다.

자를 지원하기 위해 종합과학기술·이노베이션회의

일본의 과학기술 R&D 거버넌스의 형성과정을 보
면 아베노믹스(2012년 12월 출범)를 통해 일본의 잃

는 과학기술예산 편성, 산·학·관 연대, 연구개발
평가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어버린 20년을 극복하고 고도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성장전략을 기반으로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특
징이다. 일본의 모노쯔꾸리(제조업)는 지난 20년간

2. 일본 과학기술정책 추진 체계 특징

일본 제품의 기술경쟁력을 이끌었지만 최근 대표적
인 기업들이 불황에 직면하면서 제2차 아베정권 발

과학기술정책 혁신 추진을 위한 정부지원 체제

촉 이후 성장전략의 하나로 ‘과학기술대국’으로의 재

강화 : 내각부

탄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의 실
용화와 해외시장 획득을 위해 정부체제 변화를 추구

1) 종합과학기술·이노베이션회의 http://www8.cao.go.jp/cstp/
2) 과학기술정책(내각부) http://www8.cao.go.jp/cstp/stmai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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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탑 기능을 강화하며 과학기술관련 예산 투입을 실

모니터링하고 모험적인 연구개발 프로그램이 가능

현하고 있다. 일본은 사회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

한지 검증하고 있으며, 이 프로젝트는 미연방고등연

국이 가지고 있는 핵심기술을 강화하여 산업화, 사

구기획청(DARPA)의 체계를 모델로 구성되었다(내

회실증까지 연계한 이노베이션 시스템을 실현하기

각부).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혁신적 이노베이션창조프로그램(SIP)은 전략시장
창조를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유직자의원(有識

경제·사회적 과제 대응 사령탑 :
종합과학기술·이노베이션회의, 미래투자회의

者議員)3)에 의해 각 과제의 추진상태 등을 추적하고
해결전략, 운영 등에 관한 평가와 조언을 얻고 산·

일본의 초스마트사회는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

학·관 및 관계부처가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사회실증

(2016년)에 처음 등장한 개념으로 산업경쟁력을 강

(실용화, 사업화)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화하고 사회 과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고

혁신적 연구개발추진프로그램(ImPACT)은 고위

있다. 종합과학기술·이노베이션회의가 사령탑 기

험·높은 파급효과를 내는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

능을 발휘하고 있고 산·학·관 참여를 촉진시키고

다. 연구개발 추진 전략으로는 프로젝트 추진상태를

있다. 제조업 혁신을 넘어 사회 전반적인 혁신을 이

그림 1 : 혁신적 이노베이션창조프로그램(SIP) 체계

그림 2 : 혁신적 연구개발추진프로그램(ImPACT) 체계

종합과학기술·이노베이션회의
외부유직자

관리회(유직자의원)
PD(Program Director)
(내각부 과제별로 위치 함)
내각부의
지원체계를
확대

과제 이하
체계를 정비

추진위원회
PD(의장), 관계청, 전문가
관계법인, 내각부(사무국)

관계청, 관리법인 등 연구자
자료: 혁신적 이노베이션창조프로그램(SIP)
http://www8.cao.go.jp/cstp/gaiyo/sip/sympo1412/about/index.html
(2017.3.15. 접속)

종합과학기술·
이노베이션회의
(CETI)

본회의

PM공모·선정

추진회의

프로그램의
진행관리

유직자회의

PM평가

PM의 소속·지원
과학기술진흥
재단(JST)
각 PM의
연구개발
프로그램

기관 선택
PM

PM
연구
개발
기관

프로그램의
관리
연구
개발
기관

유도책
연구개발실시

자료: 혁신적 연구개발추진프로그램(ImPACT)
http://www8.cao.go.jp/cstp/sentan/kakushintekikenkyu/gaiyo.pdf
(2017.3.15. 접속)

3) 유직자의원이란 과학자, 경제학자, 사회학자로서 대학이나 연구기관 또는 민간기업의 경영진에서 선출되는 의원으로서 일반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
체 의회 의원과는 다르다. 일본 부처, 특히 내각부의 내각총리대신 산하에 중요한 정책 회의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회의에서 장관 등 각료와 국회의원
들과 함께 민간에서 선출된 유직자로 구성되어 있다. 민간에서 선출된 의원을 “유직자의원”으로 부른다. 유직자의원이 설치된 회의는 내각부에 재정
자문회의, 종합과학기술·이노베이션회의, 국가전략특별구역자문회의가 있다.
참고: 総合科学技術・イノベーション会議の有識者議員, http://www8.cao.go.jp/cstp/yushikisyahoka.html(2017.3.16.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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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 하고 있는 일본판 제4차 산업혁명인 초스마트

추진회합을 통해 4개 주제로 10개 프로젝트를 수행

사회 정책은 “사이버 공간과 물리적 공간을 고도로

하고 있다. 일본재흥전략은 종합과학기술·이노베

융합하는 것”을 중시하여 인간 중심의 사회를 실천

이션회의에서 발표한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

하고자 한다. 일본은 다양한 사회적 과제를 성장동

(2016.5.)의 초스마트사회(Society 5.0) 실현을 기본

력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를 이루기

방침으로 정하고 연대를 통해 검토의견을 주고 받으

위한 수단으로 과학기술정책을 활용하고 있다.

며 진행하고 있다. 아베총리는 2016년부터 3년간 일

아베노믹스의 행동전략으로 불리는 ‘일본재흥전

본 정부의 모든 힘을 모아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겠

략’은 제4차 산업혁명의 사령탑으로 “미래투자회의

다고 발표했고, 주요 핵심키워드로서 ‘AI’와 ‘로컬’을

(2016.9.)”를 설치하고 하부조직으로 구조개혁철저

이야기 하고 있다.

그림 3 : 일본의 제4차 산업혁명 대응 체계

자료: 文部科学省(2016)

토대로 재정리
http://www.mext.go.jp/b_menu/shingi/gijyutu/gijyutu22/siryo/__icsFiles/afieldfile/2016/10/06/1377804_05.pdf(2017.3.11.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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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과 국립연구기관의 개혁과 기능강화 :

표를 설정하고 평가하는 등 관계기관에 대한 정보공

문부과학성, 내각부, 총무성

유 및 자문을 시행하고 있다(내각부).

과학기술을 통한 이노베이션 창출에 중요한 역할
을 하고 있는 대학은 경영, 인재 시스템 기반을 강화

오픈이노베이션 창출을 통한 선순환 시스템 구축 :
일본재흥전략, 내각부, 관계부처

하기 위해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대학내 인재, 지
식, 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젊은연

일본은 “2016년 일본재흥전략”의 하나로 ‘개혁

구자의 육성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탁월연구원

2020’를 추진하고 있는데 2020년 동경 올림픽을 전

제도(卓越研究員制度)”를 추진하고 있다. 국립대학

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올림픽이 개최되는 2020

법인의 경우 각 지역 국립대학의 자립 강화와 특색

년(제5기 기본계획 최종연도)을 국제적으로 일본의

을 최대한 살리기 위한 기능강화와 대응을 추진하고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성과를 발신하는 쇼케이스로

있다. 이를 위해 인사종합시스템 개혁, 대학경영의

활용하고자 한다. 올림픽을 계기로 일본 산업계는

투명화, 경영과 관련된 인재의 육성 및 확보, 민간기

해외에 진출하거나 해외 기업의 대일 투자를 촉진하

업과 공동연구 및 수탁연구의 확대에 의한 재정기반

고, 이를 통해 2020년 이후 일본 전체에 경제적 선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정국립대학법인’을

순환을 불러일으키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종합과학

창설하고 ‘탁월한 교육연구활동추진’을 지원한다(문

기술·이노베이션 회의는 9개 프로젝트를 수행할

부과학성).

TF를 구성하고 각 부처의 시책을 유도하고 기업의

국립연구기관 법인 개혁과 기능강화를 위해서는

참가를 촉진하고 있다(내각부, 관계부처).

관계자 간의 연구개발과 관련된 물품, 조달 등에 관
한 운용사항이나 제도적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목표역산로드맵’을 통한 성과평가와 민간투자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내각부, 총무성, 특정국

촉진 : 일본재흥전략

립연구개발법인소관부처).
‘특정국립연구개발법인’을 중심으로 국립연구개발

종합과학기술·이노베이션회의는 관계부처와 연

법인과 국내외 관계기관을 통해 ‘국립연구개발법인

대하여 제5기 기본계획의 방향성이나 중점분야를 정

이노베이션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노베이션 창출

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지표를 만들기 위해 검토하

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시책을 수립하고 있다(내

고 있다(내각부, 관계부처).

각부, 국립연구개발법인소관계부처).

일본재흥전략의 경우 규제와 제도를 지속적으로

종합적으로 종합과학기술·이노베이션회의가 국

개혁하고 실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목표역산로드

립연구개발법인의 중장기 목표 설정과 평가에 관한

맵’을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제4차 산업혁

지침의 운영상태 등을 파악하고 연구개발 성과의 목

명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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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비를 위해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여 구체화하

3. 시사점

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분야별 달성 목
표와 시간을 정부가 설정하고, 각 지자체는 규제완

일본정부는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전

화 등을 지시하고 기업은 로드맵으로부터 규제나 정

담부처를 만들고 융합형 창의 인재 양성과 국가 미

비를 확인하고 연구개발이나 시설투자에 관한 방침

래전략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국가 과학기술 R&D

을 결정함으로서 민간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중장기

기능을 전담부처로 집중해 중복성을 배제하고 종합

공정표를 통해 구체적인 상황과 성과 목표(KPI)를

과학기술·이노베이션회의가 강력한 사령탑 역할을

설정하고 있고, 이는 정부가 언제 어떤 규제나 제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제4차 산

를 정비할 것인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공해줌으

업혁명이 일어나고 있고, 이를 대응하기 위한 방법

로서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 목표이며 민간의

으로 일본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과학기술분야의 강

역할이 증대되는 최근 상황에 있어 활용할 만한 지

점분야를 파악하고 집중육성하고 있다.

원방식이다.

일본재흥전략에서는 목표역산로드맵방식을 도입
하여 규제와 제도를 중장기적 시각에서 실행가능성

그림 4 : 목표역산로드맵의 운영 방식: 자율주행 사례

자료: 経済産業省(2016: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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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 중단기공정표(제4차 산업혁명의 실현)

자료 : 日本経済再生本部(2016: 2)

을 높이고, 분명한 성과목표(KPI)을 설정하여 추진
하고 있다. 이러한 중장기적 계획에 있어 언제 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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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국의 과학기술정책과 행정체제 변화
글 : 정병걸 (bkjung@dyu.ac.kr)
동양대학교 교수

1. 중국 과학기술정책의 환경 변화

기반과, 2010). 이러한 특성은 국가주의와 연결된
국가주도 과학기술혁신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타 아시아국가와 마찬가지로 과학기술 육

중국의 정부주도 과학기술육성은 상당한 성과를

성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과학기술

거두었다. 2000년 이후 중국의 총연구개발비 규모

육성 의도에는 경제적 목표 뿐 아니라 정치적 정당

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13년에는 3,365억 달러

성의 제고라는 목표도 내재되어 있다. 자국의 경

로 미국(4,570억달러)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했다.

제·국가안보라는 측면에서 주요국의 과학기술 전

국가재정 과학기술지출 및 지출비율은 ʼ96년부터 지

략과 글로벌 혁신 환경을 분석하고 정책을 제언하는

속적으로 증가하여 ʼ13년 3,365억 달러(2.08%)에 이

미국 글로벌 과학기술전략위원회(Committee on

르렀으며, 국가재정대비 과학기술지출의 비중은

Global Science & Technology Strategies and

2011년 3.5% 이후 4%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이경재

Their Effect on U.S. National Security)의 분석에

외, 2015: 89). 이에 따라 경제 성장 속도만큼 기술

따르면 중국의 과학기술전략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역량도 크게 향상되어 1995∼2014년 사이 고기술제

가지고 있다. 첫째, 과학기술발전을 통해 경제발전

품의 수출이 연평균 21.2% 증가하는 등 빠른 속도로

과 군사력 강화, 국제적 입지 재정립을 도모한다. 둘

발전하고 있다. 중국 연구개발 정책의 핵심 키워드

째, 상의하달식의 집중적 과학기술 투자는 성장의

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국방과학기술의 경우 2000

주요 원동력이다. 셋째, 다른 국가에 대한 중국의 영

년대에 이미 세계 선두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이

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군사 현대화 프로그램에 적

경재 외, 2015: 267-268).

극 투자한다. 넷째, 적극적으로 선진기술 도입을 추

이에 따라 지난 20여 년간 주요 과학기술 지표가

구한다. 이에 따라 다국적 기업 유치에 주력해 왔다.

모든 면에서 향상되었다. 여전히 첨단 과학기술과는

다섯째,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을 우선순위에 두었

거리가 있지만 과학기술 강국으로 발전하고 있다(이

다. 특히 IT, 에너지, BT 분야에 주력했다(과학기술

경재 외, 2015: 273). 하지만 여전히 혁신활동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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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해외 의존성이 높고(과학기술기반과, 2010) 제

시에 인터넷 강국 전략 및 디지털 중국 건설 등 ICT

조업 위주의 산업구조가 갖는 한계도 나타나고 있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다.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지만 핵심기술을 가진 로
컬 기업은 많지 않다(이경재 외, 2015: 272). 이에

3. 중국의 과학기술 행정체제

중국정부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과학기술정
책과 행정체제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중국은 혁신을 강조하고, 주요핵심 분야를 설정하
여 안정적으로 정책을 실행함으로써 과학기술 혁신

1)의 과학기술 혁신정책
2. 신창타이시대


과 혁신 성과를 경제사회 여러 분야에 확산시키려 하
고 있다(이경재 외, 2015: 273). 이를 뒷받침하기 위

중국의 새로운 과학기술정책 방향은 크게 두 가지

한 과학기술 행정체제 변화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다. 첫째, 경제성장을 위해 강력한 “혁신드라이브 전

과학기술행정체제는 2013년 대부제 행정개혁으로

략”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혁신 능력 강화를 적극 추

변화가 있었다. 대부제 행정개혁의 골자는 ‘작은 정

진하고 있다. 이는 3차 산업으로의 산업 구조 변화2)

부, 넓은 기능’이며, 정부 역할이나 기능을 재조정하

와 4차 산업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을 인식한 결과

여 중국 인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한 조

다. 서비스업 강화, 제조2025, 인터넷 플러스 등의

치였다3). 이에 따라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 정보

주요 정책을 발표하고, ‘혁신’에 바탕을 둔 R&D 능

산업부, 국무원 정보업무판공실이 폐지되고 공업정

력 업그레이드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보화부가 신설되었다(백계화·김윤권, 2014).

둘째, 과학기술 혁신과 함께 창의적 인재 육성을

2015년 9월에는 중국 국무원이 중앙정부의 과학

바탕으로 하는 창조적 혁신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

기술 체제개혁 정책을 구체화한 ‘과학기술 체제개혁

은 과학기술 혁신을 핵심으로 하되, 인재발전을 지

심화 실시방안’을 발표하고 과학기술행정과 정책 체

원하여 과학기술 혁신과 “대중창업, 만중혁신(大衆

계에 변화를 시도했다. 개혁의 목표는 2020년까지

創業, 萬衆創新)”의 유기적 결합을 추진하고 있다.

과학기술 체제개혁으로 성과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대중창업, 만중혁신은 인재의 창의성과 국민 창업을

중국식 국가혁신체계를 구축해 혁신 국가 대열에 진

핵심으로 하는 창조혁신을 장려하는 것으로 2014년

입하는 것이었다. 체제개혁은 중공중앙조직부, 국가

부터 강조되고 있다. 공급자 측 구조 개혁 추진, 신

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인사부, 과학기술부 등 40

흥산업 육성, 전통산업 업그레이드 등 친환경 현대

개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며 개혁조치별로 책임부

산업에 맞는 새로운 시스템 구축에 초점을 두는 동

처를 지정했다. 과학기술 혁신과 혁신주도형 발전을

1) 2015년 시진핑 주석은 새로운 중국의 경제환경을 신창타이(新常態, New Normal)로 규정했다. 신창타이는 서구에서 이야기하는 뉴노멀과는 차이
가 있다. 중국식 뉴노멀은 기존 성장위주 정책에서 분배를 고려한 정책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중국은 이미 2014년부터 GDP에서 3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이다.
3) 기후변화, 저성장, 실업, 복지, 테러 등 글로벌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당위성과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 국무원의 대부제 개혁은 시장경제적 동
인,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 대응, 중국인민과 산업계를 위한 효율적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능통합 방식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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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 중국 과학기술 제도 개혁 10대 분야 및 32개 조치

10개 분야

주요 개혁조치

기술혁신 시장유도

기업주도 산업기술 혁신메커니즘 구축, 중소기업 혁신지원방식 개선, 산학연 협동 메커니즘 정비

고효율 연구체계
인재 양성·평가 인센티브

연구기관 개혁 가속화, 대학 연구체계 개선, 신형 R&D기관 발전 촉진
혁신형 인재양성모델 개선, 과학기술인력 분류평가적용, 과학기술 장려제도 개혁, 원사제도 개선

과학기술 성과전환 촉진

과학기술성과 확산·수익관리 개혁, 기술이전 메커니즘 개선

과학기술과 금융간 결합

창업투자 규모 확대, 자본시장의 기술혁신 지원 강화, 기술혁신 간접융자 경로 확충

총괄혁신 거버넌스
메커니즘 구축
심층융합형 개방혁신
혁신 선순환 생태계 조성
지역혁신 개혁

정부 총괄조정, 정책 자문체계 및 과학기술 자문 수준 개선, 중앙재정 과학기술계획관리 개혁
국가과기계획 점진적 개방, 적극적 인재유치정책 강화, 기업의 국제화 혁신망 구축 권장
엄격한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창업과 혁신 권장, 혁신을 저해하는 산업독점과 시장분할 타파,
시장진입 및 감독규제 개선
혁신시범과 견인차 역할을 하는 혁신 플랫폼 구축

※ 10개 분야 중 1개 분야는 비공개로 생략
자료: S&T GPS(2015. 10. 26)

위해 10개 분야 32개 개혁조치도 제시했다.

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중앙 정부 부처로 2008년

중국의 과학기술 정책과 행정에서는 국무원과 과

신설되었다. 정보통신을 IT 단독 산업이 아닌 융합

학기술부, 공업·신식화부(工業和信息化部)가 핵심

산업의 인프라로 인식하는 세계의 흐름에 따라 공업

기관이다. 국무원은 중국 공산당의 최고 기관인 중

부와 신식사업부(정보통신부)를 해체하고 IT와 전통

앙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기본방침 아래 행정을 집행

산업 육성기능을 통합한 공업신식화부를 설립했던

하며 과학기술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한다. 국무원

것이다. 그 외 관련 부처 및 각 부처별 산하 연구소

본부는 중국과학원, 중국사회과학원, 중국공정원,

들은 부처 업무에 관련된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국무원발전연구중심, 국가자연과학기금 등 15개 직

있다.

속기구와 14개 직속사업단위를 산하에 두고 과학기
술정책 수립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학기술부 관련 기관으로는 중국과학원,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중국 과학기술발전전략연구소 등의

과학기술부는 광범위한 과학기술 정책을 입안·

싱크탱크가 있다. 또 중국 과학기술협회, 중국 공정

실행하는 강력한 집행기관이다. 과학기술부는 과학

원, 중국 자연과학기금위원회, 중국 국방 과학기술

기술정보연구소, 과학기술발전전략 연구원 등 14개

공업 위원회 등이 있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밀

내부기관과 17개 직할 사업부문을 거느리는 방대한

접한 연계 아래 과학기술 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

조직이다. 공업·신식화부는 정보화 전략을 수립하

으며, 과학기술행정기구와 연구소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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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중국의 과학기술 관련 조직과 행정체제
전국인민대표대회
국무원

국가과학기술교육지도자그룹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에너지국

공업·정보화부
(옛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
중국국가원자능기구(CAEA)
중국국가항천국(CNSA)
과학기술부
교육부

중국과학기술정보연구소
중국과학기술발전전략연구원
(옛 과학기술촉진발전연구중심)
대학

교통운수부
농업부

중국농업과학원·연구소

국방부

국가식품약감독관리국

위생부

국가중의약관리국

주택·도시농촌건설부

중국의학과학원

연구소

수리부
국토자원부

국가해양국

환경보호부

중국환경과학원

연구소

재정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국가외국전문가국

기타 위원회(27개 기관)
국가통계국
국가지식산권국
중국과학원(CAS)

※ 국무원 직속기구(15개 기관)

연구소

중국사회과학원
중국공정원
※ 국무원 직속 사업단위(14개 기관)

국무원발전연구중심
중국지진국
국가기상국(CMA)

중국기상과학연구원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NSCF)

각 성과 시 정부

과학기술위원 등

(지방정부)

※ 2013년 철도부와 국가전력감독위원회 폐지로 판공청을 제외하고 25개로 변화
자료: 곽재원 외(2012: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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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국

과학기술정책과 행정체제
변화의 의미와 시사점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하려고 한다. 특히 과학기술을
성장에서 분배 중심으로의 변화를 추진하는 동력으
로 활용한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과학기술 정책과

중국의 과학기술정책은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이에 중국정부는 경제성장의 지속과 사회문제

행정체제 변화는 이러한 과학기술의 역할을 뒷받침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의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 역량 강화를 목적으

둘째, 뉴노멀시대를 맞아 중국 정부는 양적 성장

로 과학기술 정책과 행정체제 변화를 추진하고 있

에서 질적 성장으로 패러다임 변화를 추구하고 있

다.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의 과학기술정책과

다. 양적 성장이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제조업 등의

행정체제 변화에서 다음과 같은 의미와 시사점을 찾

수준을 높이기 위한 과학기술 혁신과 같은 질적 변

을 수 있다.

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 혁신전략

첫째, 새로운 환경 인식이 중국의 과학기술 정책
과 행정체제 변화의 출발점이다. 중국은 현재의 환

도 제조업 융합 발전이나 민간 창업 활성화와 같이
민간의 과학기술역량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을 신창타이(뉴 노멀)로 규정하고 이런 환경 변화

셋째, 중국은 과학기술 혁신을 경제성장과 발전의

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해

동력으로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다. 기술혁신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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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민창업

다른 나라로부터 배우는 정책학습이 혁신역량 축적

유도는 대표적 정책이다. 국가 신흥사업 창업투자

의 중요한 기제였다.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는 질적

인도기금 설립, 엔젤투자, 벤처투자 등 자금을 확보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적극적 역할이

하고 중소형 혁신기업육성과 창업을 통해 혁신기술

필요하다. 하지만 민간부문이 주도성을 확보하고 그

이 일자리 창출 등 사회 전반으로 효과를 낼 수 있도

런 역할을 수행해 낼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록 지원하고 있다(이경재 외, 2015: 273).
넷째, 중국정부가 빈부격차와 도농 격차 등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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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다섯째, 정책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무원, 과
학기술부, 공업신식화부를 중심으로 중국식 국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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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과학기
술혁신을 위한 개혁과제의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부
와 공업신식화부 외 40여개 부처에 개혁 책임을 할
당하고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거의 모든 부처
가 혁신을 추진하는 혁신체제의 구축과 강화를 통해
단기간에 과학기술 혁신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의도
가 반영된 것이다.
여섯째, 정부의 강력한 주도가 중국의 과학기술
혁신 역량 강화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지만 앞
으로도 이러한 성과가 지속될 수 있을지는 불명확하
다. 선진국을 모방하는 추격단계에 있다는 점에서

4) 샤오캉 사회는 국민경제 수준이 의식주 해결 단계에서 부유한 단계로 가는 중간 단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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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과학기술 거버넌스 : 압축 성장의 신화와
절박한 미래
글 : 송하중 (hahzoong@khu.ac.kr)
경희대학교 교수

우리 과학기술 거버넌스가 또 다시 뜨거운 이슈가

정부 주도의 과학기술 거버넌스: 명과 암

되고 있다. 당연하다. 2000년대에 들어선 이후 과학
기술 R&D에 대한 냉소적 평가가 수그러들지 않고

한국의 과학기술은 반세기 전 겪은 참혹한 전쟁

있다. 한 때 세계를 놀라게 한 압축 성장의 버팀목이

의 폐허로부터 출발해서 놀라운 성과를 이룩하였

라고 여겨지던 과학기술의 위상이 왜 이렇게 되었는

다. 근대적 과학기술 전통이 형성되지 않은 채 식민

가. R&D에 투입되는 재원의 절대 액수는 물론 GNP

지 수탈경제를 겪었던 어떤 다른 나라도 우리와 같

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세계 최상위권인데, 연구개발

은 기적을 이루지 못했다. 유무형적 과학기술 기반

에 종사하는 인력도 결코 적지 않은데, 과학기술이

이 전무하던 데에서 출발하여 세계와 어깨를 겨루

왜 이런 처지에 놓여 있는가. 과학기술 R&D가 공동

는 수준에 이른 60여년의 발전 과정에는 무엇이 있

체 발전을 선도하기를 기대했음에도, 실상은 겨우 페

었는가. 이는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이 가능하며, 그

이스를 맞춰가는 정도에 급급했다는 차가운 평가를

바탕이 되는 논리들은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있

받고 있는 것이다.

다. 그런데,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정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만큼 우리 과학기술 R&D에

발전의 전 과정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는 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적절치

이다. 맨 땅에서 시작하여 세계 일류에 다다른 우리

못한 R&D 거버넌스가 그 문제의 주요한 축으로 지

과학기술의 극적인 위상 반전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목되고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한다. 지나온 과거를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인 것이다(<표 1> 참조).

돌이켜 보면 과학기술 자체는 물론, 과학기술 행정/

1960, 70년대: 1960년대의 개발 드라이브시기를

정책 체제도 드라마틱하게 변해 왔다. 여기에서 먼저

거치면서 과학기술의 역할은 정부에 의해 강조되기

과거 과학기술 거버넌스의 변화를 간락하게 살펴보

시작하였다. 그런데, 당시에는 과학기술 자체가 중

고, 앞으로 우리 과학기술 거버넌스가 어떠해야 될

요하다는 인식하에 정부가 자원을 투입한 것이 아니

것인가 논의한다.

다. 수출 주도의 경제개발 추진에 필요한 기술 평가
와 도입 등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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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인력도, 인프라도, 축적된 노하우도 없었던 상

아갈 바가 설정하는 중요한 일들이 있었는데, 한국

황에서 제도 설정, 연구시설 건립과 운영, 인력 양성

과학기술연구소(KIST, 1966년) 및 과학기술처

및 국제협력 등을 정부가 앞장서서 추진해 나갔다.

(1967년)의 설립 등이 그것이다. 또한 민간의 과학기

이렇게 민간부문의 역량이 태부족한 상황에서 과학

술 연구개발력을 단시일 내에 배양할 수 없다는 약

기술 거버넌스가 정부 주도로 구축되는 것은 불가피

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책으로 분야별 ‘정부출연연구

한 일이었다.

소’ 체제가 구축되었다.

구체적으로 이 시기에 제정된 ‘과학기술진흥법’(1967

1980, 90년대: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과학기술

년)은 아무 것도 없던 데에 과학기술정책과 기술개

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방향 전환이 시도되었다. 그

발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초석을 놓은 셈이었

것은 과학기술이 경제성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자

다. 이 법이 제정된 시기에 향후 한국 과학기술이 나

는 것이었다. 이렇게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한 인식

표 1 : 과학기술 거버넌스의 연대기적 변화
1950

정권

주무
부처

정책
기조

이승만

1960

1970

1980

박정희

문교부, 원자력원, 경제기획원

1990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경제기획원
과학기술처

2000
김대중,
노무현

2010

이명박, 박근혜

과기처, 상공부, 정통부

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미래창조과학부

선도적 연구개발, 기초과학

과학기술
선진국,
국가혁신체제

녹색성장
창조경제

과기인프라 구축,
기술수입

기술
개발

연구
개발비

1963: 12억원
(4백만불)
1975: 427억원
(88백만불)

1980: 2,117억원
(321백만불)
1989: 2조7천억원
(41억불)

1990: 3조2천억원
(47억불)
1997: 12조2천억원
(128억불)

1998: 11조3천억원
(81억불)
2007: 31조3천억

2010: 379억불
2014: 605억불

연구비/
GNP(%)

1963: 0.24%
1975: 0.42%

1980: 0.56%
1989: 1.75%

1990: 1.72%
1997: 2.48%

1998: 2.34%
2007: 3.21%

2010: 3.47%
2014: 4.29%

71:29

64:36

19:81

28:72

28:72(2010)
24:76(2014)

과학기술의 태동

정부 대
민간(%)

97:3

자료: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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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고됨에 따라, 과학기술정책은 범정부적 의제로

고 과학기술 정책은 시스템의 생산성과 효율성 극대

확산 되었다. 이 시기 정부는 적극적으로 정부 연구

화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이것은 ‘과학기술혁신

개발 사업을 실시해서 국가연구개발사업(National

을 위한 특별법’(1998년)과 과학기술기본법(2001년)

R&D Project) 제도의 기초를 다지고 본격적으로 추

의 제정으로 가시화되었다. 새로운 상황에 맞춰 제

진하였다.

시된 이와 같은 규범들과 함께 그 때까지 내면적으

1990년대 이래(노태우, 김영삼 정부) 우리 경제가

로 유지되어 오던 정부 주도의 R&D 기조도 흔들리

도약기를 맞으면서 과학기술 R&D에서도 민간의 지

게 되었다. 민간의 역량이 향상되었으니 그들이

분이 대폭 증가하였다. 따라서 민간 부문의 R&D를

R&D의 주역이 되는 체제로 제도적 전환이 이뤄졌

주역으로 하고 공공부문이 이를 뒷받침하는 구도가

다. 1999년에 구축된 연구회 체제의 새로운 출연연

설득력을 갖게 되었다. 정부도 이런 방향으로 정책

거버넌스가 그 대표적인 변화이다. 80년대에 생겨

전환을 시도하였으나 이는 의도와 달리 실제에서는

난 분야별 연구소들이 정부의 지시를 기다리며 각자

상당한 괴리를 가져왔다. 외형상 기업 등 민간 부문

의 영역을 지키는 것은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는 인

의 R&D에는 간여를 줄였지만, 정부 예산을 재원으

식이 그 변화의 논리이다. 선진국, 특히 독일의 뛰어

로 하는 공공부문 R&D 등에서는 아직도 과거와 같

난 과학기술과 연구개발 성과가 그들의 연구회 제도

은 규제, 감독위주의 거버넌스에서 벗어나지 못했

덕분이라면서 그와 비슷한 체제를 만들었던 것이다.

다. 특히, 산업화 과정에서 형성된 거대 출연연 집단

이 변화의 바닥에 깔려있는 논리는 더 이상 관주도

을 ‘자율과 책임’을 보장하는 형태로 전환하지 못하

의 R&D는 작동하지 않으니 입체화된 과학기술계의

고, 정부가 인사, 예산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해 온

현실을 반영하여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하자는 취지

것이 정부주도의 거버넌스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경

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구상은 그러한 변화를 받아

우이다.

들이고 현실화시킬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격
히 단행된 탓에 제대로 착근되지 못하였다. 명목상으
로는 민간 주도였으나 정부는 그 동안 해 오던 ‘갑’의

21세기의 과학기술 거버넌스: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정부주도

입장을 유지하였다. 구체적인 관련 제도와 법규들이
달라지지 않은 채였고, 공무원들도 기존의 익숙한 지
시, 통제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다.

2000년대: 20세기를 마감할 즈음에 닥친 미증유

이렇게 새로운 틀이 제대로 자리 잡기 전에 정권

의 사태(외환위기)로 인해 한국사회는 혁명적 변화

을 넘겨받은 참여 정부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과

를 겪었다. 여야 정권교체가 충격적이었던 만큼 경

학기술을 전면에 내세웠다. 과학기술이 국정운영의

제의 기본 인식과 틀도 바뀌었다. 외환위기는 기술

중심이 되는 ‘과학기술중심사회’ 구현과 ‘제2의 과학

개발을 기업생존에 필수적인 수단으로 인식하게 하

기술입국’ 실현을 국정목표로 제시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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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도 과학기술이 소외된 것은 아니었으나, 과학

박근혜정부 들어서 과학기술 거버넌스는 다시 변

기술 육성 자체가 국정운영의 중심이 된 것은 처음

화를 겪었다. 이번에는 과학기술이 과거 정통부의

있는 일이였다. 그리고 그러한 국정 목표 달성을 위하

기능과 합하여 미래창조과학부로 탄생하였다. ICT

여 R&D 거버넌스에 대한 제도적 혁신을 단행하였다.

관련 분야는 변화가 빠르고 그만큼 단기적 순발력이

과학기술정책과 관련한 부처 간 중복기능을 최소

필요한 이슈들이 많았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장

화하고 핵심역량에 집중하기 위해 과학기술부 장관

기적이고, 성과 창출의 가시성이 낮은 다른 과학기

을 부총리로 격상시켰다. 즉 과학기술부총리 체제를

술 분야는 초점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았다. 여기

통해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종합조정하고, 과학기술

에 정부 각 부처 별로 관련 R&D를 추진하는 형태가

중장기 계획을 통일적으로 수립하는 토대를 형성하

되고 보니 공공부분의 전체 R&D 예산 규모는 19조

고자 하였다. 따라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큰 역할

를 넘어섰지만 거기에 걸맞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을 하고 있던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의 연구개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사업을 과학기술부총리가 조정, 총괄하게 되었다.

정권 초기의 의도와 달리 기대하던 성과가 나오지

또한 과학기술부가 범국가적 차원의 종합, 기획, 조

않자, 그 문제들을 인식하고 대응 방안으로 강구된

정, 평가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

것이 과학기술 전략회의 체제이다. 그러나 정권 중

혁신본부를 설치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사무국

반에 시도된 이 체제는 이미 모멘텀을 상실한 채 출

기능을 겸하도록 하였다.

발하였다는 한계를 드러내었다.

2010년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과학기술에
대한 기본 방향이 정치 논리에 밀리면서 R&D 거버
넌스는 참여 정부에 비해 대폭 수정, 축소되었다. 작
고 효율적인 정부라는 슬로건 아래 교육과학기술부

새로운 과학기술 거버넌스:
괴리와 모순을 넘어서

와 지식경제부로 과학과 기술이 분리되는 형태를 취
하게 되었다. 이는 이전 정부에서 방대해진 기능 중

지난 반세기 동안의 과학기술 거버넌스 변화는 정

복과 집중을 막아 민간 자율성 증대, 시장경쟁 촉진

부가 바탕을 다진 과학기술을 민간으로 주도권을 넘

등으로 경제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기려는 노력과 그것이 가시화되는 과정이었다.

교과부가 교육정책에 매몰되면서 과학기술 이슈에

과학기술 불모지에서 최초의 시동은 정부가 걸었

대한 대응력이 크게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으나, 민간 부문이 상당한 역량을 갖추게 된 시점에

문제를 인식한 이명박 정부는 정권 중반부에 국가과

도 정부는 기존의 자세를 버리지 않고 유지해 왔다.

학기술위원회를 상설 행정위원회 화하는 조치를 취

과학기술이 나아갈 바를 판단, 제시하는 것은 정부

하였다. 위원장은 장관급으로 하고, 사무국을 설치

이고 공공 R&D는 물론이고 민간 부분의 연구 개발

하였고 간사는 교육문화수석으로 바꾸었다.

도 제시된 가이드라인에 따라야 한다는 인식이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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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온 것이다. 즉, 1990년대 이래 공공부문보다

운영 독자성이나 자율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민간 부문의 과학기술 연구개발 투자가 훨씬 커진

지속성은 더욱 불확실한 상태에 있는 것이다.

시기에, 민간이 R&D 등에서 앞서 나가고 정부는 이
를 뒷받침한다고 하면서도 정부는 주도권을 놓지 않
았던 것이다. 과학기술 R&D의 인적, 재정적 규모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엄청나게 커진 현재는 여러 부처가 각자 R&D를 주
관하게 되면서 이를 감당하는 일 자체가 어렵게 되

민간의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었다. 이 상황에서 실제로 R&D를 수행하는 조직이

는 정부가 주도하는 과학기술 거버넌스는 그 자체로

나 개인을 관리하는 일에 전문성을 가지지 못한 각

모순을 안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 20여 년 동

부처는 별도로 R&D를 관리하는 전문 기관을 두게

안 이 이율배반에서 생기는 간극 때문에 과학기술계

되었고 이것은 현재 12개 부처의 18개에 이른다.

는 피폐해지고 정부도 계속 비판을 받아 왔다.

오늘 과학기술 R&D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정책

정부는 과학기술의 장래를 예측할 수 있고 그것을

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지기보다 외형상 표방하는

이끌어 가야만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던

구두선으로 여겨지는 처지에 있다. 엄청난 과학기술

탓이다. 그러다 보니 정해진 방향으로 추진할 일정

의 변화와 발전은 그 방향을 미리 예측하고 따라가

표를 만들고 실행계획을 세우는 작업을 되풀이 하였

기 힘들만큼 역동적이라는 점이 근본적 이유이다.

다. 목표를 정하고 틀을 짜는 이 방식은 실제 R&D

결국 정부의 정책은 현장의 체감도가 낮을 수밖에

현장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새로운 아이디어 수용을

없고 이는 ‘불합리한 관료주의’, ‘과학정책의 부재’,

어렵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정부의 조바심, 안타까

‘단기 프로젝트 위주’ 등 과학기술자들이 지적하는

움 때문에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성공한 것

문제점으로 수렴된다.

으로 왜곡하는 경우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당장 눈앞의 과학기술 거버넌스 논란은 4년 전 만

지금 냉철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대비해야만 한다.

들어진 미래창조과학부가 기대하던 역할을 수행하

앞으로 닥칠 인류사적 변화의 폭과 깊이는 전례를

지 못했다는 데에서 기인한다. 창조와 경제는 사전

찾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각 분야별 과학기술

적 의미로서는 나쁠 것이 없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

발전 속도가 상이하지만 그들 간의 상호 작용은 다

정책화되는 과정이 불분명하고 실천 수단이 핀트를

양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만큼 미래에 벌어질 과학

벗어났다는 것이 문제이다. 창조적 아이디어를 가시

기술의 전개 양상은 예측이 어렵다. 이점에서 특정

화시켜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는 것인데 그 방식

한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려는 산업화시대의 정

은 과거의 정부 주도 패턴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

부 주도 정책 패턴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여기에

였다. 정부가 앞장서서 지역별로 대기업의 후원 하

서 새로운 과학기술 거버넌스 - 견인, 추진하는 것

에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만들었지만, 이 조직들의

이 아니라 과학기술 활동 주체들을 지원, 보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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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 를 구축할 필요는 더욱 절실해진다.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과학기술 거버넌스가 어떤 모습을 갖

이와 같은 거버넌스는 현재의 공무원이 가진 역량

춰야 하느냐는 입장에 따라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

과 태도로는 어렵다. 이들의 자질 향상과 태도 변화

을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대안에서도 부인할 수 없

를 위한 메카니즘을 만들어서 자원과 시간을 투입해

는 전제는 과학기술의 수월성 추구와 그를 지원하는

야한다. 이미 그러한 체제를 운용하고 있는 외국의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본질

예에서 보는 수준의 정책 과정과 행정서비스가 제공

은 ‘과학기술자’들을 양성, 영입, 활용하는 제국면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조직, 제도 등의 외

제대로 작동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력을 중심으로

형적 변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 업그레

과학기술 전 과정을 구성하고 물 흐르듯 정책을 추

이드가 진행되어야 한다. 과학기술 거버넌스가 논리

진하는 거버넌스가 형성되어야만 한다.

적으로 타당한 틀을 갖춘다고 해도 이를 운용하는

인재의 수월성 논의에서는 고급 과학기술 인력 양

공무원들이 그 임무를 감당하지 못한다면 실수와 실

성과 활동의 주 무대인 대학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이 점에서, 정말 쉽지 않

한다. 뛰어난 인재를 모으고 그들의 창의성이 발휘

은 공무원들의 변신을 제대로 이끌어 내는 것이 다

될 수 있도록 학생 선발과 교육 및 연구가 이뤄지도

른 매듭을 푸는 선결 과제라고 할 수도 있다.

록 만들어야 한다. 또한 인재 수월성의 또 다른 주요
소스인 해외 인력 교류/이동 채널이 원활하도록 거
버넌스가 형성되어야 한다. 우수한 인재들로 하여금
역량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보상과 인센티브를 제
공하는 거버넌스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과학기술 거버넌스의 구체적 형태는 실제 연구개
발 현장 - 대학, 출연연, 민간 연구소 등 위주로 정
책 수요에 바로 대응할 수 있게 구성되어야 한다. 알
파고 쇼크에서 목격한 바와 같이 단순한 정보화를
뛰어 넘는 지능정보화 시대의 도래를 수용하는 거버
넌스가 필요하다. 부처 자체로 문제를 인지하고 해
결방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로 연결된 정책
연합을 구축하고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즉, 역동
적이고 유연하며, 융합적 업무 방식을 가진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
먹는 세상에 대응하는 과학기술 거버넌스가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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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창업의 대안, 연구소기업 발전 정책

글 : 길운규 (hugh@etri.re.kr)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과학기술정책학 박사과정

1. 배경

있는 ‘가벼운 창업’이라는 의미로 대중에게 보편화되
기도 하였다.

한국 경제의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다. 대기업 중

스타트업을 세부적으로 분류하자면 <그림1>과 같

심의 경제구조, 높은 실업률, 급속한 고령화는 이를

다. 아이디어 기반의 가벼운 스타트업에서 패러다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이에 저성장 극복을 위한 하

을 바꿀 수 있는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까지 그 범위

나의 방안으로 벤처·창업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

는 다양하다. 정부는 일반인의 아이디어 창업보다 한

되고 있다. 정부 정책을 통해 쉽게 창업할 수 있는 분

단계 높은 수준에서 교수·연구원 등 고급 기술 인력

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며, 창업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

의 기술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는 교

으로 개선되고 있다(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6). 또

수·연구원 출신의 기술창업이 일반 창업보다 생존

한,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신생 벤처기업

율, 고용 창출 등에서 비교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

을 의미하는 스타트업(startup)이 이제 누구나 할 수

났기 때문이다(중소기업청, 2007).

그림 1 : 스타트업에 대한 세부 분류
TECHNOLOGY
STARTUP
PATENT
STARTUP
IDEA
STARTUP
비즈니스 아이디어
•가볍고 유연한 창업
•초기 비용이 저렴
자료 : 저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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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기업연구

설문을 수행한 후 이 중 유효한 20개 기업의 데이터

소 출신의 연구원이 기술창업의 씨앗이 되기를 바라

를 분석한 결과이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출연연 및

며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다

정부에 연구소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시 나오기 어려울 것 같던 연구원 기업가들이 출현

자 한다.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안정성을 중시해가는 사회
구조에서, 과거와 같이 창업에 도전하는 연구자는
여전히 극소수에 불과하다. 전폭적인 지원 정책이

2. 연구소기업의 정의

마련되었지만, 실패에 대한 부담은 여전하고 연구기
관 내에 창업에 대한 부정적인 분위기도 만연해 있

1) 법적 정의 및 특성

다. 연구자와 연구기관 본연의 목적이 창업이 아니
라는 것 또한 연구원 창업의 향후를 전망하기 어렵
게 한다.

연구소기업 제도는 2005년 1월에 대덕연구개발특
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現 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자 본인의 창업은 아니지만,

관한특별법, 이하 “특구법”)이 제정되며 같은 해 7월

연구기관의 기술을 기반으로 창업이 이뤄지는 ‘연구

부터 시행되었다. 특구법에서는 연구소기업을 “공공

소기업’ 설립이 조명받고 있다. 공공 연구개발 결과

연구기관2)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특구

물의 성과확산이라는 측면과 민간과 공공의 강점이

안에 설립된 기업으로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결합하여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면에서 연구소기업

기관이나 회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연구소기업의

에 대한 기대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연구소기업 1호

자본금 가운데 20% 이상의 연구소기업 주식(지분

인 ‘콜마비앤에이치㈜’의 코스닥 상장 사례가 이를

포함)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3)

뒷받침한다. 결국, 연구소기업은 연구원 창업이라는

이러한 연구소기업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의 설립

시대적 요청에 가장 적극적으로 화답할 수 있는 수

유형을 보인다. 가장 기본적인 설립 유형으로 공공

단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소

연구기관의 기술과 출자기업의 자본을 매칭 하는

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 정책적인 제안을 하고자

‘합작투자형’, 기존기업에 공공연구기관의 기술 등을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연구소기업에 대한 정의와 국

현물 출자함으로써 기존기업을 연구소기업으로 전

내·외 연구 동향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정부의 연

환하는 ‘기존기업의 기술출자형’, 그리고 공공연구기

구소기업 지원 정책에 대한 중요도-만족도 분석 결

관과 신규창업자가 기술과 현금 등을 공동으로 출자

과1)를 소개한다. A 기관의 연구소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신규 창업형’이 있다.

1) “ISA를 활용한 연구소기업 발전 정책 제언(NST-KOTIS, 2016)” 연구 일부를 발췌·정리함
2) 공공연구기관: 국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기관
(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 제2조, 시행령 제3조)
3) 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 제2조의6, 9조의3, 시행령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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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술적 정의 및 연구 동향

(2) 연구 동향

해외에서는 연구기반 스핀오프가 갖는 특수성에
(1) 학술적 정의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공공 영역의 연구기반

연구소기업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에 대한 직접

스핀오프 중에서도 연구기관보다는 대학에 집중되

사업화를 목적으로 연구개발특구 안에 설립하는 기

어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국내처럼 연구소기업에

업이다. 이는 공공 연구기관의 연구개발 결과물과

대한 제도는 없지만, 과거부터 공공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자본력과 경영 노하우를 결합시킨 새로운 모

대학, 즉 기술의 배태 기관으로부터 투자형태로 스

델로, 스핀오프(spin-off)이면서 조인트 벤처(joint

핀오프가 행해져 왔고, 이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

venture)의 성격을 지닌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수한

다. 일반적인 연구기반 스핀오프의 성장과 관련하여

기업 형태라고 볼 수 있다.

투자의 중요성은 익히 알려져 있기 때문에, 투자를

미국, 대만, 프랑스, 덴마크 등 해외에서는 이와 유

벗어나 배태 조직과의 지분관계에 대한 연구가 수행

사한 형태로 연구기관에서 직접 분사하는 "연구기반

된 것이 주요 특징이다(Ndonzuau et al., 2002;

스핀오프(research-based spin-off)" 모델이 주로

Lerner, 2004; Clarysse et al., 2005; Bray &

연구되었다(Klofsten & Jones-Evans, 2000;

Lee, 2010).

Clarysse, B. et al., 2005; Sven De Cleyn & Johan

국내에서 연구소기업의 학술적인 연구는 현재 미

Braet, 2009). 2000년대 초반부터 활발하게 수행된

비하지만, 2008년 이후 연구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연구 결과, 연구기반 스핀오프는 현재 OECD(1999)

정책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초기 배용국(2008)의

의 “① 설립자 중 1인으로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에서는 당시 국내 연구소기업의 한계를 지적한

연구원을 포함하는 신기업, ②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해외의 경우 연구소기업의

으로부터 라이센싱을 받는 신기업, ③ 대학 및 공공

모태출자기관인 대학 및 연구기관이 지속적 투자로

연구기관이 자본투자를 한 신기업” 정의로 통용되고

상호 관계를 구축하며 연구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

있다.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연구기반 스핀오프와

는 데 반해, 국내의 경우는 오로지 ‘기술출자’만을 하

연구소기업은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 외에도 공공 연구개

다만 연구소기업의 경우 연구기반 스핀오프보다 ①

발 기관의 효율적인 기술사업화에 관한 연구에서 기

법적 지정 구역 내 설립, ② 20% 이상의 지분 확보

술사업화의 한 방안으로 연구소기업의 설립에 대해

등의 더 까다로운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하는 등 연구소기업의 성장과 관련한 연구가 지

연구에서는 연구소기업을 연구기반 스핀오프의 한

속되었다(양영석·최종인, 2010; 최종인 외, 2012).

모델로 보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는 공공기술의 직

이상의 국내·외의 연구소기업 관련 연구 동향을

접사업화 관점, 그리고 배태조직이 공공연구기관이

통해 연구소기업 형태의 긍정적인 부분을 확인할 수

라는 측면에서 합리적인 접근일 것으로 보인다.

있었다. 특히 기술 제공 기관(공공연구기관,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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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 스핀오프된 기업 간의 투자·지분 등의 특수

보다 이 영역에 속한 항목의 개선에 집중할 필요가

관계는 기술사업화의 성공 요인으로 이어짐을 확인

있다. 셋째, 3사분면은 “저순위(Low Priority)”로 중

하였다.

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게 나타난다. 그렇기에 이
영역의 항목에는 지나치게 집중할 필요는 없다. 넷

3. 연구방법

째, 4사분면은 “과잉(Possible Overkill)” 영역으로,
자원 투입을 중요도가 높은 다른 항목으로 옮기는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중요도-만족도 분

것이 바람직하다.

석(ISA: Important-Satisfaction Analysis, 이하
ISA)은 중요도-성과 분석(IPA: Important-

그림 2 : ISA 분석 틀

Performance Analysis, 이하 IPA)에서 파생되었다
고 볼 수 있다. 경영학 분야 분석기법으로 시작된
IPA가 그 활용 영역을 확장하면서 ISA로 발전한 것
이다. 이는 제품/서비스/자원의 배분 등을 확실하게

2사분면
집중

1사분면
유지

3사분면
저순위

4사분면
과잉

중
요
도

진단하는 기법으로 빠르고 쉽게 결과를 보여줄 수
있기에 여러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다(Kim & Kim,
2002). 중요도와 만족도를 기준으로 사분면을 나누

만족도

고 각 항목을 표시함으로써 가시적이고 직관적으로
문제를 파악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자료 : 저자작성

<그림2>와 같이 각 사분면은 각각의 의미를 가지
고 있으며, 이를 분석함으로써 4가지의 다면적인 의

4. 분석 결과 및 정책적 제언

사결정이 가능하다. 세로축은 중요도를 가로축은 만
족도를 나타내는데, 각 사분면별 특징을 살펴보면

정부의 연구소기업 관련 정책에 대한 ISA 결과,

다음과 같다. 첫째, 1사분면은 “유지(Keep up the

전반적으로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게 평가되었

Good Work)”이다. 이는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

다. 7점 척도 중 전체 중요도의 평균은 5.737, 만족

은 영역으로 이곳에 속한 항목에 대해서는 현 상태

도의 평균은 4.273으로 분석되었다. 만족도는 보통

를 계속 유지해 나아가야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둘

에 불과한 수준으로, 정부의 정책이 현재 연구소기

째, 2사분면은 “집중(Concentrate Here)”이다. 중

업을 운영 중인 기업의 대표에게 큰 만족을 주지 못

요도는 높으나 만족도가 낮다. 중요도에 비해 실행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각

력이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개선의 여지는

각의 변수를 사분면에 펼쳐보면 <그림3>과 같다.

있는 영역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어떠한 영역

1사분면에는 ‘투자시장 활성화’, ‘자금 지원’, 2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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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시장 및 자금 지원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특

그림 3 : ISA 분석 결과

히, 자금 지원을 위해 현재 마련되어 있는 연구소기

6,500

자금 지원

업 전용 과제를 강화해야 한다. 연구소기업의 수가
많아지면서 과제 수주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

6,000

중
요
도

투자 시장 활성화

세제 혜택

다. 이는 질적으로 우수한 연구소기업을 선별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연구소기업 설립

연구소기업 성장 지원 정책
(경영/판로/인력/입지 지원)

5,500

을 정부 차원에서 장려하고 있는 만큼 과제의 양적
확대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구소기업에
대한 투자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민간 자원의 유

규제 간소화

입을 유도해야 한다. 연구소기업 공동 IR 등 우수한

5,000
4,000

4,200

4,400

4,600

만족도

자료 : 저자작성

벤처캐피탈이 연구소기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세제 혜택의 강화이다. 특구법에서는

분면에는 ‘세제 혜택’, 3사분면에는 ‘규제 간소화’,

법인세·취득세 등 연구소기업을 대상으로 세제 혜

4사분면에는 ‘연구소기업 성장 지원 정책(경영/판

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제 혜

로/인력/입지 지원)’이 위치하고 있다. 이를 통해

택은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는 낮게 나타나 개선이

정부의 연구소기업 정책에서 투자시장 활성화와

필요한 과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제 혜택이 연

자금 지원 관련 요인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구소기업 설립의 유인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특구법을 통해 보장된 연구소기업을 위한 세제혜

고려하고, 실제 인센티브로 작용될 수 있도록 노력

택의 경우, 중요도는 높으나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타나 개선이 필요한 분야임을 확인할 수 있다. 3

마지막으로 연구소기업 특화 성장 프로그램을 구

사분면에 위치한 규제 간소화는 중요도와 만족도

축해야 한다. 보편적인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아니

가 모두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실제 연구소기업의

라, 연구소기업에 특화된 경영/판로/인력·기술/입

설립을 장려하는 분위기에서 규제의 걸림돌은 크

지 지원 등의 프로그램은 연구소기업 제도의 본래

게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구소

목적을 달성하는 데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

기업 성장 지원책인 경영/판로/인력·기술/입지

다. 예를 들어, 공공연구기관 및 대학의 보유자원을

지원 등의 프로그램은 중요도는 낮으나 만족도는

연구소기업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준다면, 연구소기업의 성장 동력인 연구개발에 큰

이상의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 제언이 가
능하다. 먼저 연구소기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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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책의 만족도 차원에서
도 긍정적인 평가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제도 도입 초기와 비교하여 최근 몇 년간 급속히

다.

증가한 연구소기업은 우리나라의 기술사업화 성공
모델로 큰 기대를 받고 있다. 연구소기업의 설립을
독려하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출연연과 정부,
그리고 민간 등 각각의 플레이어마다 노력이 필요하
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소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언하고자, 연구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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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통계

통계로 보는 기업 혁신활동 동향(혁신장애요인)

Ⅰ. 국별 기업 혁신장애 요인
○	유럽 주요국 및 일본 기업의 혁신장애 요인을 한국 기업 혁신장애 요인과 비교
- 한국: 2014년 한국기업혁신조사 데이터 사용(2011~2013)
- 일본: 제4회 전국이노베이션조사통계보고 사용(2012~2014)
- 유럽: CIS 2014년 데이터 사용(Eurostat DB, 2012~2014)
- 영국: 영국혁신조사 2015년 보고서 사용(2012~2014)

1. 자금 조달 문제
○ 한국은 전체기업의 15.1%(10인 이상 기업으로 15,000여 개사에 해당)가 내부자금 부족으로
혁신활동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탈리아(12.3%), 스위스(10.3%), 프랑스(5.4%) 등은 한국보다 낮게 나타남
-	반면, 영국 기업은 17%가 연구자금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본 기업은 36%가 내
부자금 부족을 혁신 저해 요인으로 인식하여 한국보다 높았음
그림 1 : 혁신을 위한 내부 연구자금 부족1)

자료: STEPI(2014), Eurostat DB(2017)

1) Enterprises for which the lack of internal finance was a highly important barrier to innov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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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연구원 동향정보실 동향·지표팀장

2. 기업 역량 문제
○	한국 기업의 9.2%(9,400여 개사)가 사내에 우수 인력이 부족하여 혁신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식
-	스위스(6.0%), 이탈리아(3.4%), 프랑스(3.0%) 등은 상대적으로 한국보다 인력부족을 적
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영국은 8% 기업이 우수인력이 부족하여 혁신이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일본은
61%가 능력 있는 종업원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2 : 사내 우수 인력 부족2)

자료: STEPI(2014), Eurostat DB(2017)

3. 시장 경쟁 문제
○ 한국기업의 3.4%(3,500여 개사)만 시장 경쟁력이 부족하여 혁신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국가들에 비해 시장 경쟁에 대한 강한 자신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이탈리아(20.4%), 프랑스(9.7%) 등은 한국에 비해 시장 경쟁에 대한 자신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영국은 10% 기업이 기존시장에 지배적인 사업자가 있어 혁신에 도전하기 어렵다고 생각
하고 있으며, 일본은 48%가 시장 경쟁력이 약하여 혁신이 어려운 것으로 인식
2) Enterprises for which the lack of skilled employees within the enterprise was a highly important barrier to innov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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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 시장진입을 위한 경쟁력 부족3)

자료: STEPI(2014), Eurostat DB(2017)

4. 혁신 불요 문제
○ 이전에 발생한 혁신성과로 인해 혁신이 필요하지 않다는 인식은 한국 기업의 경우
1.5%(1,500여 개사)로 매우 낮게 나타남
- 반면, 이탈리아는 17.1%로 높았고 프랑스는 8.3%로 중간 수준으로 나타남
-일
 본 기업은 27%가 과거에 실현된 혁신으로 충분하다고 인식하여 혁신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응답
그림 4 : 이전 혁신성과로 추가 혁신 불필요4)

자료: STEPI(2014), Eurostat DB(2017)

3) Enterprises that considered innovating, but too large barriers
4) Enterprises for which previous innovations were a highly important reason to not innov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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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요 부족 문제
○	한국기업의 10.2%(10,500여 개사)가 시장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혁신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
- 이탈리아는 26.3%, 프랑스는 18.6%, 스웨덴은 11.8% 수준으로 나타남
-	영국은 8%, 일본은 44% 기업이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불확실하여 혁
신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5 : 수요부족으로 혁신 불필요5)

자료: STEPI(2014), Eurostat DB(2017)

Ⅱ. 기업 혁신 장애요인의 시사점
○	한국 기업은 시장경쟁력, 혁신의 필요성, 혁신수요 등에서 긍정적인 인식이 상대적으로 강
하나 내부 연구자금이나 우수 인력 부족을 유럽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하게 느끼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남
- 기업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혁신 자금 및 우수 인력 조달 방안이 적극적으로 연구될 필요
가 있음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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