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
2017. 04 Vol. 27 Iss.4

SCIENCE & TECHNOLOGY

POLICY

과학기술정책
정책특집 Featured Policy
과학계 소통과 대화
Research Note•연구노트

무인자동차의 패러독스 :
가치 및 한계, 소셜 딜레마 그리고 Coopetition
STEPI STAT•지표통계

통계로 보는 기업 혁신활동 동향 (혁신보호)

ISSN 2005-6982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범부처적 과학기술정책
수요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기술혁신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통해 국가 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과학기술정책지는 국내·외 과학기술혁신
활동과 관련된 이슈나 현안과제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해외 혁신동향과 미래연구, 과학기술
공동체와 사회와의 소통에 이르기까지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 과학기술 혁신활동을 조망
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정책입안과 기업의 전략
수립 뿐만 아니라 비(非) 과학기술계 연구자
들과 학생층에게까지 과학기술혁신 활동현황에
대한 정보 제공을 돕고자 월간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책

04
2017. 04 Vol. 27 Iss.4

SCIENCE & TECHNOLOGY

POLICY

과학기술정책
정책특집 Featured Policy
과학계 소통과 대화
Research Note•연구노트

무인자동차의 패러독스 :
가치 및 한계, 소셜 딜레마 그리고 Coopetition
STEPI STAT•지표통계

통계로 보는 기업 혁신활동 동향 (혁신보호)

ISSN 2005-6982

2017년 제27권 제4호
2017년 4월 30일 발행
ISSN 2005-6982
1997년 4월 4일 등록

과학기술
정책
SCIENCE & TECHNOLOGY POLICY

4

2017. 4· Volume 27 Issue 4 (Serial Number 225)

편집자 노트
● 2017년 4월호 과학기술정책지가 발간되었습니다.
● 4월 21일은 과학의 날입니다. 과학의 날은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과학기술
지식의 보급이나 문맹퇴치 등 생활의 과학화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찰스 다윈의 사후 50주년인 1934년 4월 19일에 시작되었으나, 일제의 탄압으로
지속되지 못하다가, 1967년 4월 21일 과학기술처의 발족을 기념하며 다시 재개되었
습니다.
● 과학의 중요성을 돌아보는 과학의 달을 맞이하여 우선적으로 조명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보다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야 말로 과학기술을 연구하고
쌓아가는 주체일 뿐 아니라 과학기술에 가치를 부여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 과학의 달을 맞은 이번 호 정책특집은 ‘과학계 소통과 대화’를 주제로 구성하였으며,
사람중심의 과학기술과 그 소통과정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여러
전문가분들의 글을 모았습니다.
●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정책의 중요성과 구축 방안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 과학기술계
소통 과정의 문제점들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와 방안들을 소개합니다.
전문성에 기반한 소통의 중요성도 강조합니다. 과학기술분야의 여성 참여 활성화도
다루었습니다. 한국 과학계의 문화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수평적 채널의
중요성에도 주목하였습니다.
● 이번 정책 특집이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정책과 이를 위한 소통의 면면에 대한 이해가
더해지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본
 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 자신의 개인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본지의 내용은 출처와 필자를 밝히는 한 부분적으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Contents
Overseas Innovation Trend•해외 혁신동향

4 (유럽) 정책평가에 공공데이터의 중요성 강조
8 (미국) 트럼프 정부의 ‘친환경 규제 폐기’가 자동차 혁신에 미칠 영향
12 (영국) 브렉시트(Brexit) 이후 디지털 전략 발표
Featured Policy•정책특집

18 과학계 소통과 대화
18

사람 중심의 R&D 정책 방향

24

현장 연구자의 의견 수렴과 반영 채널

28

과학기술 정책의 유쾌한 소통마당 ‘타운미팅’을 소개합니다

34

한국 과학계, 독창적 전문성의 생산과 소통으로 지식 혁명의 기본 쌓자

38

여성과학기술인 참여확대를 통한 미래혁신 메커니즘

40

한국 과학계의 문화적 위기를 돌파할 수평적 채널의 활성화
Research Note•연구노트

44 무인자동차의 패러독스 : 가치 및 한계, 소셜 딜레마 그리고 Coopetition
STEPI STAT•지표통계

50 통계로 보는 기업 혁신활동 동향 (혁신보호)

발행인 | 송종국 편집인 | 김기국 편집 담당 | 장필성 발행처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발행일 | 2017년 4월 30일 주소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과학·인프라동 5-7F
대표전화 | 044-287-2000 팩스 | 044-287-2068 홈페이지 | www.stepi.re.kr
디자인·인쇄 | 알래스카인디고(주) 02-2277-5553

Overseas Innovation Trend 해외 혁신동향
유럽

정책평가에 공공데이터의 중요성 강조
글 : 양현채 (hcyang@stepi.re.kr)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최근 디지털 미디어 Vox는 공공데이터1)가 정치

이다.

에 혁신적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내용을 보도했

이러한 경향은 공공데이터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다2). 민간 기업에서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과 마찬

다양해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지난해 국내에서 발

가지로 공공데이터를 통해 유권자들이 어떤 책을

간된 한 보고서에서는 공공데이터로 인한 사회적

읽고, 어떤 동영상을 관람하며, 어떤 상점에서 어떤

효과로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 투명성, 사회적 참

물건을 구매하는지 등의 정보를 획득하고 선거운동

여, 정부 책임성3)을 들었다. 이렇듯 익히 알려진 사

에 적용한다는 것이다. 즉, 공공데이터에서 유권자

회적 효과 외에도 국민 성향을 정확히 파악하여 공

들의 성향을 파악해 내어 대상 그룹 별로 차별화된

공서비스 전략을 수립하는 등의 영향을 기대할 수

선거운동을 벌일 수 있겠다. 물론 일부 유권자를 대

있을 것이다. 나아가 최근 유럽은 연구와 정책 평가

상으로 수집한 샘플 데이터 보다 전체 유권자에 대

에 활용가능성을 들어 더 나은 공공데이터 확보에

한 데이터가 더욱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은

나설 것을 제안했다(European Commission,

두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공공데이터를 이용하

2017). 공공데이터4)는 세금, 사회 안전, 교육, 고

여 전체 유권자에 대한 소득, 연령, 주소, 성별, 인

용, 보건, 주택공급, 농업 등의 분야와 관련이 있는

종, 직업 등의 정보를 구할 수 있다. 심지어 개인뿐

대규모 데이터 셋으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된다는

아니라 그들의 주변 이웃에 대한 정보가 덧붙여

특징이 있다. 이 데이터는 기관 본연의 목적인 행정

진다면, 더욱 세밀한 선거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

작용이나 정책결정을 지원하는데 주로 활용되어 왔

1) 원문에는 공공데이터를 통해 확인한 유권자 정보와 다양한 기술이 결합된 형태인 ‘빅 데이터’(big data)로 설명하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공공데이터’로
표기함
2) Illing(2017. March 16) 참고
3) 한국정보화진흥원(2016, p. 20) 참고.
4) 일종의 통계기초자료(microdata)로서 정부 혹은 다른 공공행정조직이 그들의 정규 활동을 수행하면서 수집된 데이터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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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최근 사회연구와 정책영향평가에 주요 자료로

램과 고용을 직접적으로 연계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조명을 받고 있기도 하다. 본고에서는 유럽 보고서

안고 있다. 신규 채용에 해당 교육 프로그램이 얼마

에서 제시한 공공데이터의 중요성을 정책영향평가

나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에 활용가능성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데 프로그램의 대상 연령대에 속하는 개개인
으로부터 이 프로그램에 지원한 적이 있는지 혹은
수혜를 받았는지, 이 프로그램을 수료했는지, 구직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정책평가 구상 5)

에 성공했는지 등에 대한 정보가 주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에 연령, 성별, 학력, 부모의 직업, 가

공공데이터는 이미 수집되어 있는 자료이므로 추

족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같은 개인 특성이 덧붙여

출과 준비과정 외에 추가 비용이 많이 필요하지 않

진다면 문제해결이 한결 수월해질 것이다. 앞서 제

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대부분 주기적 혹은 실시

시한 모든 정보를 이용할 수만 있다면 프로그램에

간으로 수집되는 자료이며 수집에 일관적인 방법이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유사한 특성을 보유한 젊은이

적용되므로 시계열 데이터 구축이 용이하다. 또한

들의 그룹과 비교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영향을 평가

6)

총합자료(aggregate data) 는 국가 간 혹은 그룹

해 낼 수 있을 것이다.

간에 장기간 비교연구를 가능케 한다. 그러나 데이

이러한 데이터 기반의 정책평가가 가능하려면 우

터를 이용한 정책평가에서는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선 개별 데이터가 준비되어야 하고, 시간대별로 측

미쳐 그러한 현상을 발생시켰는지 알아내기 어렵다

정된 서로 다른 데이터를 연결시킬 수도 있어야 할

는 문제가 있다.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가 공개되어 연구에

가령, 중등교육과정 이후의 교육 장려 프로그램

이용할 수 있는 환경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있다고 가정하자. 통상 이 프로그램이 젊은 인재
들을 기술 전문직으로 유인하였고, 그 결과가 고용
향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가정하게 된다. 그리고

정책에 영향평가 적용가능성 7)

이 프로그램을 통해 배출된 인력의 고용과 실업률
을 분석함으로써 정책의 영향을 평가할 수 있을 것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사회가 형성되어 있기에

이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에는 여러 난관이 존재

정책영향을 평가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고용과 실업에 변화가 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통계학자와 계량경제학자

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교육 프로그

들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정책평가 기법이 개발되고

5) 본 절은 European Commission(2017, pp. 7-8)의 내용을 요약·정리함
6) 모집단의 평균, 총합과 같은 요약 통계량을 의미함
7) 본 절은 European Commission(2017, pp. 9-10)의 내용을 요약·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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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리고 더 풍부한 데이터가 적용된다면 더욱

업과 관련한 정보는 사회보장 부서에서 획득할 수

견고한 결과를 획득할 수 있음은 당연한 일이다.

있다. 이렇게 수집한 개인 수준의 데이터를 연계하

교육 프로그램의 예로 다시 돌아가 보자. 정책영

여 분석을 수행해야할 것이다.

향평가는 ‘이 정책이 실시되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
이 벌어졌을까?’에 대한 답을 찾는 일이다. 자연과
학에서라면 실험을 통해 질문에 답을 하게 될 것이

정책에 영향평가 적용가능성 9)

다. 즉, 동일 국가의 국민을 거의 비슷한 특성을 보
유한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하나의 그룹에는 정

실제 유럽연합의 정책과정은 반사실적 영향평가

책을 실시하고, 다른 하나에는 실시하지 않는 실험

와 데이터 기반의 정책 모니터링에 대한 내용을 포

을 수행할 것이다. 그러나 공공정책에서는 매우 드

함하고 있다10). 유럽위원회는 많은 분야의 정책이

문 상황에서만 이러한 실험이 수행될 수 있다. 두

데이터 주도 하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더 나은

그룹을 의도적으로 나누어 수행하는 실험은 곧 차

(계량화된) 증거를 이용하여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능성을 엿보고 있다. 나아가 정책평가에 필요한

그러나 적합한 통계학적 기법을 적용한다면 정책

모든 데이터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고, 이들을 연계

영향평가에서 목표로 하는 답을 찾을 수도 있는데,

할 수 있다면 정책 설계와 평가에 활용할 증거 제공

대표적인 방법으로 반사실적 영향평가(C I E;

이 용이하게 될 것이다.

Conterfactural Impact Evaluation)8)를 들 수 있
다. 이 방법을 적용하려면 개인 수준에서의 데이터
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 프로그램의 예에서
보자면, 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자료인 연령, 교육,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비
교하게 된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개인 학력 데이터
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유럽 사회 펀드
(European Social Fund)에서 개인의 교육 프로그
램 등록여부를 조회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실

데이터의 이용가능성은 다음과 같이 정책과정 전
반에서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하게 한다.
•데이터 기반의 증거가 새로운 정책 설계에 활
용될 수 있음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삼거나 정량적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함
•견고한 계량경제학 방법을 기반으로 영향평가
가 수행될 수 있음
공공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

8) 반사실적 영향평가(CIE; Conterfactural Impact Evaluation)는 정책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정책이 의도한 결과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가를 측정하
는 통계적 절차임. 해당 정책 혹은 프로그램의 수혜를 입은 사람들과 프로그램 지원은 받지 않았으나 유사한 속성을 보유한 사람들을 비교함. 성향점
수 매칭기법(PSM: Propensity Score Matching), 회귀불연속설계(RDD: 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 이중차이모형(DID:
differences in differences), 도구 변수(Instrumental Variable) 방법이 널리 활용됨.
9) 본 절은 European Commission(2017, pp. 10-11)의 내용을 요약·정리함
10) 2015년에 수립된 선진규제가이드라인(Better Regulation Guideline)과 선진규제툴박스(Better Regulation Toolbox)에서 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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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국가 별 오픈데이터 바로미터(ODB: Open Data Barometer)

자료: http://opendatabarometer.org (Retrieved 2017.4.1)

음의 몇 가지 규칙이 필요하다.
•데이터 수집은 정책과정의 시작 단계인 설계에
서부터 계획되어야 함

데이터 보안에 힘써야만 할 것이다. 또한 가능한 많
은 데이터를 공개하고, 접근성을 향상시킬 필요도
있을 것이다. 나아가 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지는

•행정절차뿐 아니라 평가과정에 활용되는 데이

않지만 모델을 개발하는 계량경제학자 뿐만 아니라

터는 관련한 모든 특성을 포괄하고 있어야 함

정책실무자와 일반 시민과 같은 이해관계자들이 모

•데이터 연계는 필히 실현되어야 함

여 정책평가 방법과 결과를 검토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공공데이터의 활용가능성이 제시되면
서 이를 이용한 정책평가 방법론도 발전을 거듭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오픈데이터 바로미터에서 전
세계 국가 중 8위를 차지한 우리나라 역시 공공데이
터를 기반으로 정책영향을 평가하기에 비교적 적합
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우
리나라 역시 유럽에서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정교
한 정책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데이터 품질, 연계성,

참고문헌
한국정보화진흥원(2016), “공공데이터의 사회적 효과 및 수준 분석”
European Commission(2017), “A call to action for better data
and better policy evaluation: A briefing on the importance of
administrative data for social knowledge and policy
evaluation, in big data times”
Illing, S. (2017. March 16), “A political scientist explains how
big data is transforming politics”, V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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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의 ‘친환경 규제 폐기’가 자동차 혁신에 미칠 영향
글 : 이제영 (jeilee@stepi.re.kr)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월 28일 환경
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그림 1 : American Center for Mobility(ACM)를 방문해 업계 관계자들과
연비규제 완화에 대해 토론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을 방문해 주요 탄소 배출 규제를 해제하는 ‘에너지
독립’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전임 오바마 행정
부가 추진해 왔던 친환경 정책을 철회하고 석유·석
탄 등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펼치겠다는
트럼프 정부의 의지로 해석된다. 서명에 앞서 트럼
프는 지난 15일 자동차 산업 중심도시인 디트로이트
에 위치한 아메리칸센터포모빌리티(American
Center for Mobility, ACM)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차량 연비 기준을 대폭 완화·수정할 것을 약속했

자료: Matthew Rocco(2017. March 15), “Trump Starts Review of Obama-Era FuelEconomy Rules, Putting Electric Cars in Doubt”, FoxBusiness
http://www.foxbusiness.com/markets/2017/03/15/trump-starts-review-obamaera-fuel-economy-rules-putting-electric-cars-in-doubt.html (2017.4.10.)

다. 트럼프 정부는 이러한 규제완화를 통해 일자리
를 늘림으로써 미국 자동차 산업의 부흥을 기대하고

(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CAFE)이다.

있으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규제완화가 미국의 전기

해당 법안은 2025년까지 모든 자동차들이 1갤런당

자동차 개발과 같은 자동차 산업의 혁신활동을 지연

54.5마일의 연비를 달성해야 한다고 정한다. 법안이

시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통과된 2012년도 당시 판매된 차들의 평균연비는 1
갤런당 23.2마일 수준이었다.1)

연비 기준을 맞추기 위한 자동차 생산
업체들의 노력

높은 새로운 연비기준은 미국의 대표 자동차 기업
들의 생산 방식을 변화하도록 만들었다. 가장 두드
러진 변화가 바로 전기 자동차 시장의 성장이다. 전

논란이 되던 규제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 환경

기차 제조업체인 테슬라(Tesla), 쉐보레 볼트

보호청(E P A)이 실시한 기업평균연비제도

(Chevrolet Bolt), 토요타 프리우스 프라임(Toyo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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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us Prime)의 매출은 지난 2016년 총 59%가 늘었

제를 통해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해당 규제

고, 전 세계적으로 모든 생산업체들이 새로운 대체

철폐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 자동차 산업의

연료 자동차를 선보이고 있는 추세다. 전기차에 대

재부흥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 자동차 제조사

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기는 하지만, 전기차가 미

들 역시 이러한 기존의 강화된 규제효과에 동의하지

국 전체 자동차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1%

않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자동차 제조사 연합

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

(Alliance of Automobile Manufacturer, AAM)은

미래 전기차 시장에 대비하여 현재 너무 많은 투자

강화된 규제가 매출을 증진시키지 않는다고 주장한

를 하는 것은 하나의 모험일 수 있다.

다.2) AAM의 대변인 웨이드 뉴턴(Wade Newton)은

따라서 1갤런당 54.5마일의 연비기준에 도달하기

“제도가 기술개발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데에는

위해 기업들은 가솔린 엔진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

효과적일 수 있지만 실제 소비자가 시장에서 해당

하기 위한 기술을 적용하기도 하였다. 터보차저

기술을 받아들일지의 여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Turbocharger)를 이용한 낮은 배기량 엔진의 사용

언급하였다. 지난 2월 미 환경보호청에 보낸 편지에

과 초경량 재료를 이용한 프레임 제조 등이 그 예이

서 AAM은 오바마 행정부가 정한 연비기준으로 인

다. BMW의 경우 자사의 전기차 모델 i3를 제외한

해 자동차 가격이 오르고 매출은 줄어들면서 결과적

미국에서 판매하는 모든 새로운 제품에 적어도 하나

으로 약 110만 명의 산업 일자리가 없어질 것으로 예

의 터보차저를 설치하고 있다. 또한 포드(Ford)는

측하였다.

가장 많이 팔리는 모델인 F-시리즈 픽업트럭에 알

그러나 규제 강화가 항상 기업 활동을 저해한다는

루미늄과 특수 군용합금을 사용하면서 보다 가볍고

트럼프 정부의 관점은 과거 사례들에 비추어 볼 때

적은 연료를 필요로 하는 트럭을 생산하고 있다.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니다. 규제가 산업에 미치는 효

제시된 예와 같이 새로운 규제는 기존 생산방식의

과를 분석한 기존 연구들에서는 에너지, 전기, 의료

변화를 강요하면서 이전에는 없던 비용을 발생시킬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강화된 규제가 기술 발전 속

수 있으나 동시에 기업의 혁신모델 개발의 동인이

도를 오히려 빠르게 만든 사례들을 소개한다. 현재

되기도 하였다.

전기차 시장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전기차의 가격은 조금씩 하락하고 있고 주행

새로운 규제가 기업의 기술혁신활동에
미치는 영향

가능거리는 늘어나고 있으며 급속충전소 등과 같은
전기차 운행을 위한 인프라도 점점 더 발전하고 있
다. 그 결과 전기차는 유가가 낮을 때에도 꾸준한 인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자동차 기술혁신이 연비규

기를 유지하였다. 이러한 미국 전기차 시장의 발전

1) Joe Harpaz(2017.3.15.), “Will Trump’s Reduced Emissions Rules Kill Auto Industry Innovation?”, Forbes
2) Farhad Manjoo(2017.3.25.), “Trump Says Regulations Impede. Perhaps Not In The Electric Car Business”, Houston
Chron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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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의 첫 번째로 미국 연방수준뿐만 아니라 9개 주

(Barack Obama) 재임시절 각 행정부가 새로운 연

에서 채택한 배출가스 제로계획(zero-emission

비규제를 도입하면서 미국 자동차들의 연비 효율성

plan)과 같은 제도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을 다시 높이고자 하였다.

이외에도 미국 자동차 산업에서 규제 강화가 혁신

현재 미국에서 전기차 상용화에 가장 앞장서는 단

을 이끈 몇몇 역사적인 사례들이 존재한다. 1970년

체는 연방정부가 아니라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

대 미국 정부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연비기준을 강

회(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 CARB)이다.

화하기 시작했는데, 당시 자동차 산업을 저해할 것

CARB가 운영하고 있는 배출가스 제로 자동차 프로

이라는 우려와 달리 해당 규제를 통해 미국의 자동

그램(Zero Emission Vehicle program)은 뉴욕, 뉴

차들은 보다 작고 효율적인 차로 탈바꿈하게 되면서

저지, 코네티컷, 메사추세츠 등을 포함한 다른 9개

유럽 혹은 일본산 자동차들 대비 경쟁력을 가질 수

주에서도 채택되어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전기차 시

있었다. 반대로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을 때 자동차

장참여를 위한 개선된 기준(standard)을 제시하고

산업이 크게 발전하지 않았던 경우도 있었다. 미국

있다. 2018년까지 해당 주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자동차의 연비는 1975년부터 1980년 무렵까지 개선

4.5%는 완전 전기차(fully electric), 플러그인 하이

되었는데, 그후 로널드 레이건(Ronald Reagan) 재

브리드(plug-in hybrids) 혹은 수소연료전지

임기간 정부가 연비규제를 완화하면서부터 미국산

(hydrogen fuel cell) 자동차와 같은 배기가스 제로

자동차의 연비 효율성이 다소 떨어지게 되었다. 그

차량(zero-emission vehicles)이어야 하며 2025년

후 조지 부시(George W. Bush)와 버락 오바마

까지 22%로 그 비중을 늘려야 한다. 또한 제조업체

그림 2 : 미국 주별 도시별 전기차(EV) 시장현황

자료: Johana Bhuiyan(2016. December 21), “There have now been over 540,000 electric vehicles sold in the U.S.”, recode
https://www.recode.net/2016/12/21/14041112/electric-vehicles-report-2016 (2017.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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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필수 기준을 넘어 전기차를 초과 생산한 경우

프라 구축을 통해 전기차 보급에 앞장서는 국내 기업

이를 “크레딧(credits)” 형태로 전환하여 생산량이

이 늘어나고 이러한 기업의 노력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준에 미달한 업체에 판매할 수 있게 허용함으로써

정책수립의 선순환 구조가 필요한 시점이다.

각 기업들이 실제 전기차 생산량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시스템은 테슬라와 같이

그림 3 :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테슬라 모델3, 2017 쉐보레 볼트,
2016 토요타 프리우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모습

수억 달러의 크레딧을 판매해 온 신생 전기차 업체
들에게는 기업이 성장하는데 유용한 제도였다. 국가
차원의 규제와 제도가 자동차 산업에서 기업들 간의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전기차 시장이 발전하는데 기
여했음을 보여준 예이다.

국내 자동차 산업 혁신활동을 돕는 적절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6년 말 친환경자동차(전
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의 등록대수가 10,855대
로 집계되어 5년 만에 등록대수가 약 31배 증가한

자료: Andy Lundin(2016. December 7), “Top 10 Articles of
2016 on GreenFleetMagazine.com”, Green Fleet
Magazine
		 http://www.greenfleetmagazine.com/channel/greenoperations/news/story/2016/12/top-10-articles-of2016-on-greenfleetmagazine-com.aspx (2017.4.20.)

것으로 나타났다.3) 또한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확대
정책에 힘입어 전체등록차량 중 친환경차의 비중이
1%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국내 전기차 시장은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도 많다. 가솔린 엔진을 기반으로 하는 자동차
중심인 국내 시장에서 기업들이 전기차 개발에 적극
적으로 뛰어들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생태계
4)

조성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환경부가 최근 발표한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급속충전기 설치를 확
대한다는 계획과 2017년 총 1만 4천대의 전기차 보
급을 위해 대당 평균 1,900만원의 구매보조금을 지원
함으로써 전기차 보급여건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
린다는 계획은 환영할 만하다. 이러한 정부 주도의 인

참고문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7.1.17.), 「자동차 등록대수 2016년 말, 2천
2백만 대 육박 – 전기차는 1만대 돌파, 5년 만에 31배 증가」
환경부 보도자료(2016.12.12.), 「내년도 전기차 1만 4,000대 보급」
Farhad Manjoo(2017.3.25.), “Trump Says Regulations
Impede. Perhaps Not In The Electric Car Business”, Houston
Chronicle
Joe Harpaz(2017.3.15.), “Will Trump’s Reduced Emissions
Rules Kill Auto Industry Innovation?”, Forbes
Johana Bhuiyan(2016. December 21), “There have now
been over 540,000 electric vehicles sold in the U.S.”,
recode https://www.recode.net/2016/12/21/14041112/
electric-vehicles-report-2016 (2017.4.10.)
Matthew Rocco(2017. March 15), “Trump Starts Review of
Obama-Era Fuel-Economy Rules, Putting Electric Cars in
Doubt”, FoxBusiness http://www.foxbusiness.com/
markets/2017/03/15/trump-starts-review-obama-erafuel-economy-rules-putting-electric-cars-in-doubt.html
(2017.4.10.)

3)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7.1.17.), 「자동차 등록대수 2016년 말, 2천 2백만 대 육박 – 전기차는 1만대 돌파, 5년 만에 31배 증가」
4) 환경부 보도자료(2016.12.12.), 「내년도 전기차 1만 4,000대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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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브렉시트(Brexit) 이후 디지털 전략 발표
글 : 우청원 (woocw@stepi.re.kr)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디지털 전략의 필요성

털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최근 브렉시트(Brexit)로
인해 영국의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

최근 산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4차 산업혁명의

졌지만, 영국은 디지털 기술혁신을 통해 국가경쟁력

근간에는 디지털 혁명이 있다. 오늘날의 인공지능기

확보, 디지털 기술 접근성 향상, 사이버 안보강화 등

술이나 빅데이터 분석기술은 디지털 혁신으로 인해

을 주요 내용으로 한 디지털 전략을 발표했다.

개발된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기술(ICT)이 없었다
면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디지털 혁신 패턴은 빠

영국 디지털 전략 동향

르게 변하고 있다. 기존의 디지털 혁신은 자연계에
있는 물질을 디지털화했다면 최근 디지털 혁신은 인

영국의 디지털 경제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꾸준

간의 생각과 같은 비물질적인 것을 디지털화해서 생

히 성장하는 중이다. BCG(Boston Consulting

산·유통·전달한다. 전자책이 종이책이라는 물질

Group) 연구결과에 따르면, 영국의 인터넷 경제는

을 디지털화 한 예시가 될 수 있고, 알파고와 같은

2010년 1,200억 파운드에서 2015년 1,800억 파운드

AI가 인지·사고과정과 같이 비물질적인 현상을 디

로 커져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규모를 가진

지털화한 사례이다. 디지털 기술혁신은 기존 제조

다(Charlotte holloway, 2015). 또한, 4차산업혁명

1)

산업의 구조를 변화시키고, 디지털 경제 의 규모를

으로 인해 지능정보기술의 수요가 증가해서 영국 디

확대시키고 있다. 디지털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능정

지털 경제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산업지형

보기술은 앞으로 사회전반에 미치는 효과가 커질 것

변화는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므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중장기적인 디지

영국문화미디어스포츠부(Department for

1)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경제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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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 Media and Sport: DCMS)는 2009년 6월

디지털 전략 주요 내용2)

에 ‘Digital Britain’을 발간했다. 주요내용은 디지털
이용 확대, 디지털 인프라 확충, 콘텐츠 산업 육성,

2016년 6월 23일에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

공공서비스 콘텐츠 개발, 디지털 보안 정책 마련 등

기로 결정하면서 EU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영국

이다. 2010년 디지털경제부 장관인 에드 베이제이

의 민간·공공 R&D투자가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했

(ED Vaizey)는 디지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공

다.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영국과 유럽연합간의

공·민간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했고, 2010년 런던

연구 자금 흐름을 보면, 영국이 유럽연합으로부터

동부에 미국 실리콘밸리와 같은 스타트업 클러스터

지원받은 금액은 88억 유로이고, 영국이 유럽연합

인 ‘Tech City UK’를 조성해서 디지털 사회로의 전

에 기여한 금액은 54억 유로이다. 영국은 유럽연합

환을 이끌었다. <그림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Tech

에 속함으로써 약 35억 유로만큼의 연구 자금을 더

City UK는 디지털 R&D에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확보할 수 있었다.3) 이러한 의견에 대한 대응으로써

50%이상 많이 투자한다. ’15년 2월에는 디지털 혁신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처음으로 국가경쟁력 확보 및

을 위해 4년간 1억2천만 파운드를 어떻게 활용할지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전략을 지난 3월

에 대한 ‘디지털 경제전략 2015-2018’을 발표했다.

에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디지털 전략은 7개 주
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 : 2016년 기준 유럽 국가별 디지털 기술 투자금액 비교

(1) 디지털 인프라 구축

Digital Tech Investment ￡bn(2016)

8

영국 인터넷 트래픽은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6

95배로 증가할 것이고, 모바일 트래픽은 연간 42%

4

만큼 증가할 것이다. 첫 번째 디지털 전략의 목표는

2

급격하게 증가하는 트래픽을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

0

UK

ce
an
Fr

y
ds
an
lan
m
r
r
e
Ge
th
Ne

k
ar
m
n
De

Source: Pichbook, Tech City UK, 20016
자료: Tech City UK(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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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지역사회까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빠르고 안정적인 광대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편적 서비스 제공의무(Universal Service
Obligation: USO)를 도입할 예정이다. 2018년 말까
지 영국정부는 시민들이 여객 노선 90%에서 무료

2) DCMS(2017) 정리 요약함
3) The Royal Society(2016. 6.6), “Royal Society: Impact on UK research must be considered in the EU debate”,
https://royalsociety.org/news/2016/06/UK-research-and-the-EU/(201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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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2011~2015년동안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변화

자료 : Ofcom(2016); DCMS(2017) 재인용

Wi-Fi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차세대 디지털 인프

Make it Digital 프로그램은 7세 이상의 모든 어린

라(완전 광섬유, 5G)의 개발 및 도입을 위해 10억 파

이에게 마이크로 비트4)를 제공해서 디지털 기술개

운드를 투자할 예정이다.

발 역량을 어릴 때부터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영국은
디지털 전문 여성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영국 전역

(2) 모두를 위한 디지털 기술

10,000명 이상의 여성 기업가를 대상으로 디지털 기
술 교육을 제공하는 S h e M e a n s B u s i n e s s

영국은 모든 시민들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생

Partnership을 시행할 것이다.

산성을 높일 수 있는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영국 성
인 시민 10명 중 1명은 인터넷을 전혀 이용하지 않아

(3) 디지털 비즈니스 환경 조성

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
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 교육

영국은 기업이 디지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해서

을 위해 250만 파운드를 투자할 예정이다. 특히, 사

2025년까지 디지털 경제가 약 2,000억 파운드 가치

회적 약자(노숙자, 장애인 등)들이 디지털 기술을 활

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영국은 런던

용할 수 있도록 110만 파운드를 투자할 것이다. 영국

뿐만 아니라 Southampton, Cornwall, Dundee에

은 젊은 사람들이 디지털 기술개발 역량을 키울 수

신흥 디지털 클러스터를 성장시켜서 핀테크 및 헬스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영국은 2014년에 초

케어 분야를 육성할 것이다. 또한 영국은 세제혜택

중등 정식교육과정에 코딩수업을 포함시켰다. BBC

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4) 코딩 기본소양과 창의력 확장을 위한 작은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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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 영국 비즈니스에서 디지털 기술 활용 수준

자료 : DCMS(2017)

소득공제혜택을 주는 SEIS(Seed Enterprise
5)

록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Google

Investment Scheme)제도 를 유지할 것이다. 그리

Garage 이니셔티브는 영국 전역의 100개 도시와 마

고 영국은 디지털 기업들이 지속적인 혁신활동을 할

을에서 대면 교육 및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수 있도록 공공조달 서비스를 제공한다. Digital
Marketplace에서 약 10억 파운드를 중소기업 공공

(5) 사이버 보안 강화

조달을 위해 제공하고 있다.
영국은 디지털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

(4) 영국 비즈니스의 디지털화

간의 안전과 보안을 위한 목표를 제시했다. 먼저 기
업·시민들이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영국은 기존 비즈니스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한다. 둘째, 사이버 보안 산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업을 육성시켜서 잠재적인 사이버 위협에 대응한다.

영국 중소기업은 디지털 기술 활용도가 낮아서 다른

정부는 5년간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예산으

유럽국가에 비해 생산성이 낮다. 이러한 문제를 극

로 19억 파운드를 배정했다. NCSC(National Cyber

복하기 위해 생산성위원회를 설립해서 디지털 기술

Security Center)는 사이버 보안을 위해 새로 설립

을 활용해 생산성을 향상시킨 모범사례를 공유한다.

된 기관으로써, 사이버 보안사고를 관리하고, 사이

영국은 신생기업들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

버 보안 전문 지식을 제공한다. 또한 영국은 어린이

5) 총자산 20만 파운드 미만, 직원 수 25명 이하, 투자유치 총액이 1년 동안 15만 파운드 미만인 초기기업에 투자할 경우 10만 파운드까지의 투자금에
50%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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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 영국 온라인 아동 성착취 방지 기구(IWF) 홈페이지

자료: https://www.iwf.org.uk/(2017.04.12.)

인터넷 안전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7) 데이터 구축 및 활용 강화

영국 아동안전위원회(UKCCIS)는 음란물에 어린이
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자동 필터시스템을 제공하고,

SNS사용 증가와 사물인터넷기술이 개발됨에 따

올바른 SNS활용 방안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영

라 빅데이터가 생성 및 활용되고 있다. 영국은 효과

국에서 일어나는 온라인 아동 성 착취행위를 막기

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인프라

위해 IWF(Internet Watch Foundation)를 설립

구축을 지원한다. 영국 정부는 기업 데이터 활용도

했다.

를 높이기 위해 O p e n A P I(A p p l i c a t i o n
Programming Interface)6) 제공을 확대하는 중이

(6) 디지털 정부 구축

다. 브렉시트 이후에 EU국가들과 지속적인 데이터
공유를 위해 데이터 보호법을 개선할 예정이다. 영

영국은 2012년부터 Government Digital

국 정부·기업·시민 간의 데이터 사용에 대한 신뢰

Strategy를 발표해서 온라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기업들은 자체 윤리위원회를

왔다. 디지털 및 데이터 기술 전문가를 정부차원에

설립하고, 정부는 2016년 5월에 데이터 과학 윤리

서 고용해서 공공서비스를 온라인화했다. 디지털 정

체계를 수립했다. 이러한 신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부 구축을 위한 핵심서비스인 온라인 신원확인 서비

영국은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악용하는 기업은 정부

스(GOV.UK Verify)는 영국시민들이 다양한 공공서

차원에서 강력하게 제재할 것을 예고했다.

비스를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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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디지털 전략 개선방향

않도록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일례로 명절에 버스
터미널에서 줄을 서고 있는 대다수는 온라인 예약을

한국은 ICT 강국으로 전 세계적으로 컴퓨터 보급

할 줄 모르는 노약자들이다. 4차 산업혁명 혹은 디

및 인터넷접속비율이 높아서 국제전기통신연합의

지털 혁명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도

ICT 발전지수(IDI)가 전체 1위인 국가이다. 하지만

중요하지만, ‘모두를 위한’ 디지털 기술개발이 더 시

ICT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를 측정

급하다.

하는 세계경제포럼(WEF)의 네트워크준비지수
(Network Readiness Index)에서 한국은 2015년 기
준 13위이다. 한국은 우수한 디지털 기술역량을 가
지고 있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
다. 일례로 데이터를 활용하는 절차가 복잡해서 소
비자들이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기 어렵고, 일부 공
공데이터는 내부적인 이유로 제공하고 있지 않다.
개인정보는 명확한 지침에 따라서 공개를 제한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공공데이터는 누구든지 손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디지털 사회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발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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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터넷 이용자가 공개된 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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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중심의 R&D 정책 방향
글 : 용홍택 (3242yong@korea.kr)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정책관

1953년에 설립된 후 다수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

과 특징을 살펴보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사

출한 미국의 대표적인 민간연구소 하워드휴즈의학

람 중심의 지원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연구소(HHMI)가 연구자를 지원하는 기본철학은

논의해보고자 한다.

‘과제가 아닌 사람에 대한 지원(People, not project)’
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R&D 지원제도는 사람이
아닌 ‘과제중심’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발전과정

의 과학기술은 산업화를 빠르게 달성하기 위해 정
부가 주도적으로 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하고 과제를

2017년은 과학기술정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연구기관을 설립하거나 지

는 과학기술처가 설립된 지 50년이 되는 해이다.

정하는 방식으로 성장해왔다. 반도체, 휴대폰, 조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책은 경제발전 역사와 궤를

선, 디스플레이 등 현재 우리나라를 이끌어가고 있

같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60년대 시급한

는 주력산업은 특정연구개발사업, 선도기술개발사

산업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업(G7) 등 정부주도의 대형연구개발사업을 통해 배

신설하여 응용·개발연구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출된 성과이다.

정책을 통해 눈부신 경제적 성과를 이뤄냈다. 당시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우리의 R&D

과학기술정책의 목표는 해외의 우수기술 도입 촉

지원철학도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

진과 빠른 모방을 통해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첨단기술과 창의적인 아

었다.

이디어가 만나는 곳에서 새로운 상품이 개발되고

이후 우리나라의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고급 과학

새로운 시장이 개척되는데, 과거의 지원방식으로는

기술인력과 기초과학 육성의 필요성이 증가하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다양하게 싹트기 어렵다는 것

되었다. 이에 1977년 대학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을

이다. 이에 우리나라 R&D 지원시스템의 발전과정

주목적으로 하는 한국과학재단(현 한국연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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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설립하면서 기초연구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

과제중심 R&D지원의 한계

되었다.
정부의 기초연구지원은 기초연구 투자를 확대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의 과제중심 R&D지

고 저변을 넓히며 연구자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

원제도는 경제발전을 위해 제한된 예산을 효율적으

으로 발전되어 왔다.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의 결과물이었다. 선진

‘정부 R&D혁신방안’에서는 연구자 제안방식

국의 경우 풍부한 물적·인적자원을 바탕으로 오랜

(Bottom-up식)의 기초연구 투자확대, 질 중심의

시간동안 자기들만의 R&D시스템과 연구문화를 구

평가제도 강화, 장기연구 확대, 신진연구자 지원

축해왔으나, 우리나라는 제한된 재원과 인적자원으

강화 등을 중점과제로 삼고 있다. 이와 같이 연구

로 인해 문제해결 중심의 연구를 수행해 온 것이다.

자의 창의적 기초연구 지원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정부주도적인 과제중심 연구는 짧은 기간 산업화를

계속되어 왔으나 여전히 R&D 지원이 과제중심으로

이루어내는 데는 효과적이었으나 창의적이고 자율적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근본적인 한계로 지적되고

인 연구가 중요해지고 있는 지금에는 다음과 같은 한

있다.

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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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자율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가 촉진되기 어렵

야에서 10~20년 간 꾸준히 연구해 온 경우가 대부분

다. 정부가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하

이다. 그러나 과제중심 R&D지원체계에서는 평균 3

는 과정에서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구주제나

년의 연구지원기간이 끝나면 과거 연구과제와 차별

기술을 특정하는 경우가 많아 연구자들이 원하는 주

화되는 주제로 새롭게 연구과제를 신청해야 한다. 정

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하기 어렵게 되는 측면이 있다.

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해 기초연구사업에 장기

대학 기초연구사업이나 출연(연)의 기관고유사업 등

연구 트랙을 신설하고 우수한 연구성과를 도출한 연

에서 연구자들이 자율적으로 주제를 선택할 수 있도

구자에게는 별도의 과제선정절차 없이 후속연구를

록 지원하고 있으나 연구현장에서는 연구주제의 자

지원하는 방식으로 장기연구 지원을 강화하고 있지

율성에 대한 요구가 여전히 높다. 또한 과제의 성공

만 아직 그 비율은 높지 않다. 또한 연구비를 확보하

여부가 차기 과제지원에 영향을 주다보니 연구자가

기 위해 다수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다보니 한 가지 주

스스로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기보다 성공 가능성

제에 몰입하기 어렵다.

이 높은 연구를 선택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셋째, 연구지원제도가 관리중심, 공급자 중심으로

둘째,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연구를 수행하기가 어

발전하다보니 연구자들에게 불필요한 행정낭비가 발

렵다. 노벨상을 수상한 연구자들을 보면 한 가지 분

생한다. 연구기획-연구자선정-과제수행-평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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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등 연구수행 과정이 공급자 중심으로 발전하면서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목표달성에 실패하더라도

연구자들에게 부담이 되는 연구서식, 연구비 관련규

실패를 거름삼아 다시 도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정, 평가절차 등이 증가하였다. 특히 R&D 수행부처

사람 중심의 R&D지원체계 하에서는 사업 기획, 관

가 증가함에 따라 부처별로 상이한 규정이나 서식이

리, 평가 등 전 과정에서 연구자의 역할이 더욱 확대

생겨나게 되어 연구자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되고 정부는 연구자들이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도
록 지원하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

사람중심 R&D지원의 개념
사람중심 R&D지원체계 구축방안
정부는 ‘정부R&D 혁신방안’ 등을 통해 과제중심으
로 발전해온 우리의 R&D시스템을 선도적·혁신적

그렇다면 과제중심의 R&D지원체계를 사람 중심

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5년부터 중

의 R&D지원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수행

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연구자 제안방식(Bottom-

단계별로 논의해보고자 한다.

up식) 기초연구 투자 확대, 질 중심의 평가제도 강

먼저 연구자의 자율적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연구

화, R&D서식 간소화, 출연(연) 안정적 인건비 확충,

자 역량 중심의 선정평가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출연(연) 혁신 등은 이 같은 노력의 결과물이다. 그러

과제계획서를 통해 무엇을 연구할 것인지를 평가하

나 창의성과 도전정신이 중요해지는 4차 산업혁명

기보다 연구자의 연구역량과 발전가능성을 평가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

고 선정된 연구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원하는

구를 촉진할 수 있는 사람중심, 연구자 중심의 R&D

주제를 마음껏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지원체계를 더욱 적극적으로 강화해야할 것으로 보

이다. 특히 개인연구를 중심으로 연구수행의 자율성

인다.

을 보장할 수 있는 연구장려금(Grants) 형태의 지원

그렇다면 사람 중심의 R&D지원이란 무엇인가. 한

을 강화해야 한다. 연구장려금(Grants)이란 정부가

마디로 말하면 연구자가 전문성을 발현할 수 있는 자

연구자의 연구수행과정에 개입하지 않고 자금, 연구

율적인 환경에서 장기적·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

장비,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우리 정부도

는 지원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연구자들이 원하는 연

개인연구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연구자 선정 시 연구

구주제를 선택하고 주제에 맞게 연구기간, 연구비 등

자 역량부문의 비중을 높이고 연차점검, 최종평가

을 디자인하며 1개의 과제만으로도 장기적·안정적

등을 축소하는 등 연구수행과정에의 개입을 줄여나

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연구과

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 연구자의 역량만을 평가하

제 선정, 관리, 평가 등의 전 과정이 연구자의 창의

여 연구자를 지원하는 방식은 시행하지 않고 있다.

성, 자율성, 도전성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연구자가

일부에서는 연구자 역량 평가방식의 공정성 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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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 과제중심에서 사람중심 R&D지원체계로의 전환

과제중심

사람중심

연구자 선정

과제계획서 평가

연구자 연구역량 평가

연구수행

사업주기에 따른 단기연구
多과제 수행

연구환경

연구행정 부담

연구몰입환경

평가

결과중심
목표 미달성 시 불이익

과정중심
성실실패 용인

⇨

장기적·안정적 연구
1과제 수행

자료: 저자 작성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 연구자

앞서 언급한 미국 하워드휴즈의학연구소(HHMI)의

들이 비도전적인 연구과제를 다수 수행하는 시스템

사례를 참고하면 좋을 듯하다. HHMI에서는 세계

에서 벗어나 한 가지라도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

최고 저명인사로 구성된 패널과 연구자 간의 인터뷰

를 수행하는 체제를 구축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과정을 통해 정성적으로 연구자를 평가하여 선정한

서는 연구성과에 대한 전문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

다. 연구자의 창의적 연구역량은 객관적인 정량적

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자 풀 확대, 동료평가(peer

데이터로는 평가할 수 없으며 최고 과학자가 최고

review) 시스템 확립 등 선진화된 평가문화를 만들

연구자를 판별할 수 있다는 철학을 기반으로 하는

어나가야 할 것이다.

것이다.

셋째, 불필요한 연구행정부담을 과감하게 철폐해

둘째, 연구자가 장기적·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

야 한다. 관리자 중심이 아닌 연구자 특성에 맞는 관

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역량중심의 평가를 통해

리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과제기획, 연구수행, 연

선정된 연구자들이 자율적으로 연구주제를 선택하

구비 관리, 평가, 연구성과물 관리 등 연구수행 전

고 일정기간 동안 연구비 확보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업무를 연구자입장에서 간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일정기간 후에

소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는 ‘정부R&D 혁신방

는 연구자가 무엇을 했는지 엄격하게 심사해서 후속

안’을 통해 연구행정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우수한 연구자들은 일정기간

을 시행해나가고 있다. 연 5억 이하의 과제에 대해

마다 연구실적에 대한 평가를 받은 후 계속적으로

서는 연구개발계획서 작성분량을 5페이지 이내로

연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연구실적 평가는 동료

제한하고 기초연구분야에서는 에세이 연구개발계획

평가(peer review) 방식 등을 활용해 연구자 중심으

서를 도입하는 등 연구계획서 작성부담을 완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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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최종결과보고서 작성항목을 연구결과 중

다. 연구자들이 자율적인 환경에서 도전적인 연구에

심으로 대폭 간소화(12개 → 5개) 하였으며 과제신

몰입할 수 있을 때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연구성과가

청 시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도 축소하였다. 또한

도출될 수 있다. 연구자의 입장에서 연구자가 만족

부처별로 상이한 연구비 관리규정을 통일해나가고

할 때까지 정부R&D시스템을 혁신하고자 노력한다

있으며 부처별 연구비 관리시스템도 통합해 나갈 계

면 연구현장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의 장

획이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연구자가 행정부담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없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넷째, 실패를 인정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성실실패
를 용인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모
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목표를 설정할수록 실패할
확률도 늘어난다.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하는 문화
속에서는 도전정신을 갖춘 창의적 인재가 배출되기
어렵다. 목표달성 실패가 개인의 실패로 인식되어서
는 안되며, 실패경험을 공유하고 확산할 수 있는 문
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또한 성실실패 용인이 제도
화되어야 할 것이다.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연
구목표 달성에 실패하더라도 동료평가(p e e r
review)시스템을 통해 연구과정의 성실성과 연구역
량이 인정되면 불이익 없이 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
록 지원해나가야 한다. 정부는 2014년부터 ‘국가연
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성실실패의
인정기준을 명문화하고 정부R&D사업에 성실수행
인정 적용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최종평가 시 실패
로 판정되더라도 연구과정의 성실성과 연구결과물
이 가치있다고 평가받으면 제재조치 없이 재도전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연구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모
든 연구는 사람이 하는 것이며 사람이 가장 중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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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연구자의 의견 수렴과 반영 채널
글 : 양수석 (ssyang@kari.re.kr)
출연(연) 연구발전협의회총연합회 회장

고대 그리스 시대에 시민들이 ‘아고라’라는 광장에

나 지시에도 늘 침묵하는 것이 우리의 사회 문화, 직

모여 국가의 중대한 일들을 결정하는 것으로부터 민

장 문화가 되어 왔다. 이제는 이러한 자세로부터 변

주주의가 시작되었다. 요즘 촛불 집회를 통하여 시

화가 필요하다. 연구 현장의 연구자들이 먼저 입을

민의 의사가 국가에 전달되는 것을 보면서 다시 직

열어야 한다. 당당하게 의견을 표현해야 한다.

접 민주주의의 시대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

20년 전 미국의 대기업인 Lockheed사에 파견을

각이 든다. 개인의 의사 전달이 SNS라는 통로를 통

갔을 때의 경험이다.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

하여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이

떤 주요한 이슈가 생겼을 때, 전체 연구자들이 모여

불가능한 것도 아닌 것 같다.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

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기술적인 대화를 나눈다.

는 것도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데, 현장 연구자의 의

이때 많은 한국인들은 앞으로 나서서 표현하기를 꺼

견 수렴도 이제는 변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

려한다. 물론 언어적인 불편함도 다소 있으나, 미국

각이 든다.

인들에 비하면 너무나 조용하다. 이에 반해, 미국인

그러면, 어떻게 현장 연구자의 의견을 잘 수렴할

들은 그 지식의 깊이는 한국인들에 비하여 못한 것

수 있는가? 우선적으로 현장 연구자들이 먼저 변화

같은데 수다스러울 정도로 떠들며 자기의 의사를 표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과거로부터 침묵을 미덕으

현한다. 얼마 전 미국 보스턴의 코플리 광장에서 수

로 여기며, 속담에 ‘침묵은 금이다’라는 것을 암암리

천 명의 과학기술인들이 모여 “Stand up for

에 강요받으며 살아왔던 것 같다. 초등학교를 시작

Science”를 외치며 트럼프 정부의 과학정책에 대한

하면서부터 대화보다는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에 익

비판의 목소리를 한껏 높이는 것을 보면서 미국의

숙하여 왔고, 학교나 선생님들의 부당한 처사에 대

문화에서는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다.

해서는 늘 침묵해야만 했다. 사회로 진출하면서 군

그런데 한국은 어떠한가? 정부의 어떤 정책을 비

대에서나 직장에서도 항상 위 사람의 지시에 잘 따

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인들이 천명 이상이라도 모

르는 것이 최선의 삶의 지혜로 여겼고, 부당한 처사

여서 다함께 목소리를 높였던 적이 있었는가? 재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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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정부출연연구원에 부당하

는 정책에 대한 정당성을 찾고자 한다. 흔히 의견수

게 강요하였을 때도 전체 종사자 만 오천 명 가운데

렴의 한 방법으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그런데 많은

천명이라도 함께 모여서 그 부당함을 표현한 적이

공청회를 다녀보았지만 대개는 의견 수렴이 아니고

있었는가? 단지 신문 지상을 통하여 정부의 부당함

주최 측이 의도하는 바를 발표하고 설명하는 자리가

을 알리는 광고를 게재하는 것으로 만족해야만 했

되고, 몇몇 청중으로부터 의견을 듣지만 보통은 형

다. 그만큼 우리의 현장 연구자들은 자신들의 의견

식적인 절차로 끝나 버린다. 소수의 의견은 아예 무

을 표현하는데 소극적이고 또 주저한다. 이제는 이

시해버리고, 다수의 의견이라고 할지라도 주최 측이

런 태도부터 변해야 한다. 자신들의 의견을 소신 있

의도하는 바가 아니면 의견 반영은 거의 이루어지지

게, 떳떳하게 표현해야 한다. 말을 통하여, 글을 통

않는다. 침묵하는 대다수의 청중들을 주최 측의 의

하여, 행동을 통하여 자신의 의견을, 우리의 의견을

견을 지지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공청회라는 통과 의

표현해야 한다. 그래야 그 의견들이 수렴이 된다.

례를 거치면서 자신들의 정책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

다음으로는 의견을 듣고자하는 사람들이 변해야

한다.

한다. 일반적으로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람은 정책

또 다른 의견수렴의 방편으로 생각나는 것이 있

입안자 혹은 기관의 대표 등으로서 현장 연구자의

다. 가끔씩 기관장 혹은 정부를 대표하는 고위 공무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펼쳐 나가고자 하

원이 직원들을 모아서 소위 “열린 대화”를 하자고 한

25

Featured Policy

정책특집 : 과학계 소통과 대화

다. 뜬금없이 갑작스럽게 찾아와서는 현장의 목소리

과 반영 채널을 제도적으로 잘 정립해 놓으면, 어떤

를 들으러 왔다고 한다. “열린 대화”의 분위기는 찬

기관장이 오더라도 기본은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물을 끼얹은 듯 냉랭해진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는

우선 현장 연구자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

다. 그러면 몇몇 사람들을 지정하여 강제로 입을 열

도록 현장 연구자의 각 층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구

게 하고, 이어지는 의견은 형식적인 겉치레로 끝난

성되는 위원회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위원의 임명

다. 그러면 의견을 듣고자 찾아왔다는 사람의 장황

은 기관이 해서도 안 되고 노조 등 단체의 영향력이

한 설교 말씀을 마지막으로 “열린 대화”는 막을 내린

행사되어서도 안 된다. 정말 현장을 대표할 수 있는

다. 듣고자 하는 사람도, 말을 하고자 하는 사람도

각 그룹의 구성원들이 자유로운 투표로서 선출하는

찾을 수가 없다.

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라야 현장의 목소리를 대

의견 수렴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의견을 듣

변할 수가 있다. 또한 여러 위원회가 다양한 목적으

고 싶어 하는 사람의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 현장의

로 활성화 되어야 한다. 연구 환경 조성 위원회, 양

목소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넘어서 갈급함

성 평등 위원회, 후생 복지 위원회, 비전 수립 위원

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싫은 소리, 좋은 소리 가릴

회, 연구 로드맵 확립 위원회 등등 다양한 위원회가

것 없이 모두 들을 수 있는 열린 귀가 있어야 한다.

활성화되어 많은 현장 연구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자

아니, 싫은 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자세가

신의 현장을 스스로 만들어 가는데 동참하도록 하여

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의견을 분석하고

야 한다.

이러한 의견을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지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위원회에 상

혜도 필요하고, 또 무엇보다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당한 권위를 부여해야 한다. 즉, 위원회에서 결정한

추진력도 필요하다.

사항들에 대해서는 기관의 대표자는 특별한 사유가

앞서 언급하였듯이 현장 연구자의 의견을 듣는 자

없는 한 그 결정을 따르도록 강제하여야 한다. 기관

에게는 여러 가지 품성과 능력이 요구된다. 그런데

차원에서 그 결정을 따르기가 어려울 이유가 있을

이것을 모두 갖춘 리더를 찾기는 매우 어렵다. 그래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공지하여 모든 이들에게 설명하

서 기관장 혹은 리더들과 현장 연구자들 간의 소통

도록 해야 한다. 위원회의 권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과 대화 그리고 의견 수렴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

현장 연구자들이 아까운 시간을 투자하여 참여하는

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따라서 소통과 대화를 통

의욕이 생기지가 않을 것이며, 위원들이 내리는 결

한 의견수렴 과정을 사람에 의존하지 않고 지속 가

정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지 않을 것이다. 현

능하게 하는 방법이 제도를 통한 방법이다. 민주주

장 연구자들 모두가 그들의 연구 환경, 비전, 연구의

의의 꽃은 바로 제도의 확립이다. 비록 제도도 잘 사

방향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주인 의식을 회복해주

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

어야 한다.

래도 최소한의 방어책이 제도인 것이다.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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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립에서 백미는 아무래도 기관장의 선출과 평가와

자의 점수가 적어도 30% 이상의 상당히 중요한 비

관련된 제도일 것이다. 한때 국립대학의 총장을 직

중을 차지하도록 바꾸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기관

선제로 선출하기도 했다. 지자체의 장을 직접 선거

장에게 소통과 대화를 강제하는 굉장히 좋은 수단이

로 선출하는 것처럼 연구기관의 장을 현장 연구자의

된다고 생각한다.

직접 선거로 선출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으

마지막으로 첨언할 것은 제도의 수립 및 실행에서

로도 생각된다. 그러나 대학총장의 직선제에서 나타

현재의 ICT 기술들을 외부보다 선행적으로 도입함

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현재 시

으로써 과학기술 집단이 사회적 변화를 선도하는 역

행되고 있는 기관장 추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할을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광범위한 SNS의 보급,

좋은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현재의 공모제에

빅테이터 활용의 중요성, 블록체인 기술 등이 부각

대한 문제점도 이미 많이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니,

되면서 국가의 선거제도 등 여러 제도에도 앞으로

현장 연구자 중심의 기관장 추천 위원회를 구성하여

변화와 혁신이 예상된다. 따라서 연구기관에서도 이

2인 혹은 3인을 정부에 추천하여 선정토록 하는 것

러한 제도의 변화를 과학기술과 병행하여 풀어 나간

도 현장 연구자의 중요한 의견을 반영하는 좋은 제

다면, 현장에 직접 응용하는 과학기술의 살아있는

도가 될 것이다. 또한 기관장의 평가에도 현장 연구

체험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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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정책의 유쾌한 소통마당
‘타운미팅’을 소개합니다
글 : 이강수 (lks@ibric.org)
ESC 회원,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 실장

나는 의생명과학분야 연구자들의 연구 활동에 필

련자(정책을 만들고, 집행하고, 연구하는 사람들 등)

요한 연구 정보를 온라인으로 생산·유통·공유하

들의 인터뷰를 자주 보게 되는데, 특히 중요한 직책

는 일을 18년간 해왔다. 주로 맡게 된 업무가 온라인

을 맡게 되는 분들의 인터뷰에는 자주 등장하는 표

을 통한 연구자 커뮤니티 서비스였다. 업무 특성상

현이 있다. ‘현장 과학기술인들의 의견을 충실히 듣

자연스럽게 연구자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

고 ~ 어떻게 하겠다.’ 라는 표현이다.

었고, 연구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고민거

좋은 말이고 옳은 생각이다. 현장의 애로점을

리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

듣고 정책을 펼치는 것은 정책 담당자들에게 중요

중 많은 고민들이 과학기술정책과 연관된 이야기들

한 덕목 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어떻게 듣겠다.’

이었고, 정책 관련해서 공부를 하였거나 연구한 경

라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약속이나 한 듯이 별 내

험이 없는 내가 자연스럽게 과학기술정책에 관심을

용이 없다. 인지도 있는 몇몇 과학기술자를 불러

갖게 된 주된 동기가 되었다.

서 듣겠다는 건지, 과학기술 대표 단체들을 통해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건지, 현장 연구자는 참석하
기도 어려운 공청회를 많이 열어서 듣겠다는 건지

“과학기술 현장의 목소리 열심히 듣겠다”
… 그런데 어떻게?

잘 모르겠다. 몇 년 전 모 과학기술단체에서 주최
한 “청년/신진 과학자 지원정책” 포럼에 왜 청년
과 신진 연구자는 보이지 않았는지 그 이유에 대

나는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안타깝
게도 깊이는 없다. 기껏해야 과학기술정책 보도기사

해서 누구도 알고 싶지 않거나, 알고도 모른 척
한다.

나 관련 기관에서 나오는 정책 자료나 전문가의 글

나는 그런 이유들로 인해 ‘어떻게’에 관심을 갖게

을 가끔 보는 정도이다. 그 중에서 과학기술정책 관

되었다. 그리고 4년 전 대통령 선거 기간에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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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주목한 사람들이 모여 과학기술정책 타운미팅을
개최하였다.

현장 과학기술인의 타운미팅,
어떤 특징이 있을까?

타운미팅은 미국 동부지역의 주민자치 조직에서
유래한 것으로, 참여한 모든 사람이 동등한 목소리

4년 전 당시 과학기술정책 타운미팅에는 고등학

를 낼 수 있고 평등한 ‘1인 1표’를 행사할 수 있는

생부터 은퇴한 과학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

회의 방식이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데 어떻게 이

다양한 직책과 연구 분야의 현장 과학기술인이 참여

것이 가능하겠는가?’, ‘회의가 제대로 진행이나 되

해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신명난 토론의 장이 마련되

겠는가?’, ‘쓸 만한 결론이 과연 나올 수가 있겠는

었다. 총 3회에 걸쳐 진행된 행사의 결과물로 세밀

가?’, ‘비전문가가 좋은 정책제안을 만들 수 있을

함이나 정교함과는 거리가 있는 다소 거칠고 투박한

까’와 같은 의문부터 들겠지만, 이미 선진국에서는

형태의 ‘과학기술정책 제안 자료집’을 만들어 대선

성공적으로 정착된 회의방식이다.

후보 캠프에 전달하였다. 나도 당시 행사 준비팀에
참여하였고, 그 계기로 비전문가가 과학정책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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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미팅 행사 모습

서 이야기하면 ‘어떤 이야기를 담고 어떤 결과물을

장의 대량생산품과 달리, DIY(Do it yourself)로 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소중한 경험을 가질 수 있

든 물건은 어설프지만 자신의 취향과 개성은 물론

었다.

자신의 환경에 맞게 실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특징

타운미팅의 진행 방식은 다른 토론 행사들(포럼,

이 있다. 타운미팅을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현장에

세미나, 공청회 등)과 비교해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서 만들 수 있는 ‘DIY 과학기술정책’이란 표현도 적

있다. 그중 가장 큰 특징은 정책제안을 만드는 과정

절하지 않을까?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생각한 과학

과 결과에 대해 참가자들의 공감과 교감이 매우 높

정책을 이야기함으로써, 거대한 정책적 담론은 아니

다는 것이다. 서로 의견과 주장을 테이블이라는 작

지만 현장에서 요구되는 현실감 있는 담론을 서로의

은 공간에서 함께 호흡하며 나누면 공감도와 교감도

공감과 교감 속에서 나눌 수 있다.

는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과학정책
제안 내용에 대한 참석자들의 공감과 교감 또한 높
아질 수밖에 없다.
또 하나의 특징은 현장 연구자들이 자신의 이야기

자발적 참여로 치러진 2017 타운미팅,
무엇을 다루었나?

를 직접 꺼내어 논의하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적인
의견이 나온다는 것이다. 장인이 만든 제품 또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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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의 주관으

지원체계, △과학대중화 정책이다.

로 과학기술 지원정책 타운미팅을 개최하였다. 이번

각 주제별로 타운미팅을 통해 얻고자 했던 결과물

타운미팅을 준비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생

은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후보에게 무엇을 묻고 싶은

각했던 것은, ‘과학기술인도 행복할 수 있을까?’란 질

지,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에 대한 과학기술인들의

문에서 출발해 과학기술인이라는 ‘사람’을 중심에 두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자 하였다.

고서 토론 주제를 선정하고자 했으며, 그럼으로써 과

참석자는 타운미팅의 방식을 이용해 각자 원하는

학기술정책을 바라보는 기존의 시각과 차별화하고자

주제 분과에서 생각 모으기와 생각 나누기를 통해 주

노력했다는 점이었다.

제별로 10개 정도의 질문(총 80개)을 만들었고, 참석

한국의 과학기술 정책은 오랜 기간 국가경제의 발

자들의 생생한 요구 사항을 비슷한 항목별로 분류해

전을 도모하기 위한 도구로써 근간을 이루어왔다. 이

기록으로 남겼다. 80개의 질문에 대해 다시 온라인

러한 시각은 과학기술관련 헌법(헌법 제127조 1항

투표를 거쳐, 선호도 높은 10개의 질문이 추려졌으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며, 이런 과정을 통해 ‘대통령 후보에게 던질 과학기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에 찾아

술 지원정책 10대 질문’을 최종적으로 도출하였다.

볼 수 있다. 이 결과 과학기술정책의 주요 이슈들은
국가 경제발전에 중점을 두어왔고, 과학기술인의 삶
과 행복에 대한 문제는 주요한 논의의 대상이 되지

수평적 토론 통해 모인 다양한 목소리들

못했다. 이공계기피, 두뇌유출과 같은 문제는 이제
익숙한 현안이 되어 버렸고, 전공과 무관한 공무원준

나는 이번 타운미팅에 공동 준비팀장을 맡게 되었

비와 전문직으로 발길을 돌리는 이공계 석·박사 졸

다. ESC라는 단체에서 타운미팅을 준비하게 된 주된

업생들을 주위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지속가능한

이유는 타운미팅이 갖고 있는 수평적 소통, 과정의

과학기술의 발전은 사람을 빼고는 이야기하기 어렵

중요성과 가치를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다. 이번 타운미팅의 주제 설정에 있어 에너지, 환경,

이 단체가 갖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보건 등과 같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과학기술정책을

러함에도 타운미팅을 경험한 참석자들이 타운미팅을

다루지 못한 한계의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또한 어떤 변

인의 삶과 행복’을 주요 주제로 설정한 이유이다.

화를 경험하였는지에 대한 평가는 준비 책임을 맡은

‘과학기술인의 삶과 행복’이란 주제 아래 타운미팅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다. 이 평가에 대한

은 총 7개 세부 주제를 설정하였다. 설정된 세부 주

부분은 참석자들의 소감을 인용해서 전달하는 것이

제는 △청년과학기술자 정책, △신진과학기술자 정

좋겠다.

책, △정부투자 연구소 정책, △과학기술소수자(여
성/외국인) 정책, △과학기술 기업 정책, △과학기술

참석자A:  ‘뭔가 손에 잡히는 것(포스트잇)을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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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해당 의견들을 분류

우쳤다.’

해 가는 과정이 굉장히 실천적인 민주주의 플랫

참석자C: ‘타운미팅은 참석한 모두가 각 분과의

폼을 보는 듯했다. 일종의 투표 같았다. 대화가

과학기술지원 정책 이슈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움직이는 흐름이 눈에 보이고, 그 과정에서 대부

경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왁자지껄하고 유쾌한

분의 참가자가 어디에 어떻게 기여했는지가 명

소통의 장이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어떤 일을

확하기 때문에 어떤 결과물이 나왔는지를 떠나

하고 있든 상관없이 각자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

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했다.’

롭게 말하고 듣는 밀도 높은 경험을 통해 참여자

참석자B: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대화 채널이 항

모두가 ‘관찰자’, ‘방관자’가 아닌 ‘주도적인 참여

상 필요하다고 생각하던 참에 타운미팅 소식을

자’, ‘주인공’이 되는 시간이었다. 타운미팅을 통

듣고 참가하게 되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

해 발굴된 새로운 질문과 문제의식들이 새로운

고방식을 토대로 수많은 대화와 토의를 통해 자

과학기술 체계를 수립하는 데 반영될 수 있으면

신의 생각을 타인의 시각에서 돌아보고 타인의

좋겠고, 정책을 짜시는 분들이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을 접하며 사고의 지평을 넓힐 수 있다는 점

목소리에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

에서 타운미팅과 같은 성격을 지닌 소통의 장이

면 좋겠다.’

보다 많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하고 깨

포스트잇 생각모음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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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질문과 요구에 응답해주길
희망하며…
60명 넘는 사람들이 모여 5시간 이상에 걸쳐 함께
토론한 내용을 자료집에 담았다. 여기에는 7개 분과
에 대한 질문과 요구 사항을 정리하였고, 도출된 80
개 질문 중에는 선호도 조사를 통해 10대 질문을 만
들어 대선 주자들에게 주목시켜 보고자 하였다.
과학기술정책에 대해서 현장 종사자들이 관심과
참여를 높여야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지금보다
는 더 많은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 그 방식에는 민주
적이고 투명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어떻게 의견을
수렴할지‘의 방법에는 앞서 소개한 타운미팅도 적극
추천하고 싶은 플랫폼이다. 얼마 전 ‘연구자 주도 연

타운미팅 자료집

구지원 확대를 위한 청원서’가 과학기술계 연구자들
의 자발적 참여(1,498명)로 국회에 채택되는 일이 있
었다. 이 또한 매우 좋은 과학기술정책 참여의 형태
이다. 이제 과학기술정책을 이끌어갈 책임 있는 자리
에 있게 될 사람들이 과학기술 현장의 목소리에 주목
해야 한다. 이유는 분명하다. 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큰 울림이 되어 우리 사회의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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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끌었는지 경험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이번 타운미


‘수평토론’
트이니 다양하고 생생한 과기정책 목소리들이. 사이언스온
http://scienceon.hani.co.kr/495671

팅을 통해 대선 주자들에게 던질 질문과 요구에도 어떤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지원 확대를 위한 청원에 참여합시다. BRIC 소리
마당 http://www.ibric.org/myboard/read.php?Board
=isori&id=25855

방식으로든 답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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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과학계, 독창적 전문성의 생산과
소통으로 지식 혁명의 기본 쌓자
글 : 이석봉 (happymate@hellodd.com)
대덕넷 대표

과학계가 늪에 빠졌다. 어디에서부터인지 모르게

다. 현장 연구자들을 비롯해 대학 교수 및 학생, 정

조금씩 수렁에 발이 들어가더니 이제는 허리춤까지

부 관료, 과학 관련 정책기관 등등 과학계 있는 사람

들어간 것 같다. 들어간 이유를 모르고 빠져서도 머

들은 모두 해결사 모습을 못 보인다. 개별적으로 우

리, 손, 발이 각기 따로 놀았다. 자기 할일을 하기 보

수한 사람은 몇 있어 보이기는 하나 시스템으로 해

다는 상대에서 원인을 찾으며 ‘탓’ 하다 보니 점점 깊

결책은 제시 못한다. 평론가로서 훈수 정도 두고 있

이 감기는 상황이다.

다. 프로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가 ‘전문가’인 과학계에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

과학계가 점점 폐색 상황으로 가고 있다. 활기찬

까? 전문가들의 특징은 위기 상황에서 제몫을 한다

모습을 보이며 선순환에 의해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는 것이다. 복잡하던 상황이 전문가가 등장하면 일

안으로만 파고들며 스스로 고립되고, 외부와도 단절

목요연하게 정리되며 해결책이 나오는 것처럼, 일반

되는 모양새다. 이러한 때 점검해야 하는 것은 기본

인 보다 월등한 실력을 갖고 있기에 '한 방'을 갖고

이다. 연구 정신이나 철학, 생태계 차원의 사고 등등

있을 것이라 믿기 때문에 자원 투자도 많이 한다. 그

기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하겠다.

러기에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과학 선진국들은 각기 나름대로의 역사와 문화를

등에도 과학계에 사회는 지갑을 열었다. 30년 가깝

바탕으로 연구 원칙을 갖고 있다. 독일의 하르나크

게 한국의 과학기술예산은 매년 두 자리 수 증가율

원칙, 영국의 홀데인 원칙, 미국의 바네바 부시 원칙

을 보인 게 그 반증이다.

등등이 그 사례이다. 이웃 나라 일본의 경우 사회 전

그런데 세월호, 메르스, 조류 독감 AI, 인공지능

체적으로 서로 한 보씩 양보하며 어울리는 和를 기

AI, 중국 사드 보복 등 전에 없던 위기가 물밀듯이

본으로 한 가운데 연구 정신과 관련해서는 ‘코펜하

들이닥치는데도 과학계는 꿀먹은 벙어리이다. 전문

겐 정신’이란 것을 강조한다.

가다운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여전히

코펜하겐 정신은 일본 과학계를 세계적 수준으로

남 탓과 타령을 하는 소아 증후군을 못 벗어나고 있

끌어올리는데 큰 역할을 한 니시나 요시오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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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되었다. 그는 1920년대 유럽에 유학을 가서 양

유로운) 천국’이란 최고의 별칭을 갖고 있다.

자역학의 대가인 닐스 보어의 연구실에서 생활한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도 남부럽지 않은 성

당시 덴마크 국적의 보어가 연구하던 곳이 코펜하

과를 거두었고, 그 이면에는 나름의 연구 정신이 있

겐. 보어의 연구실에서는 출신과 인종, 나이 등등을

다. 한국 과학계의 초석을 닦은 최형섭 박사의 과학

따지지 않고 모두가 수평적 상태에서 토론하며 연구

하는 자세와 초기 KIST 기초자들의 연구 자세가 대

의 줄기를 찾아갔다. 니시나가 일본으로 돌아오며

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때에도 연구가 최우선

도입한 것이 바로 이 정신이었다. 때문에 니시나의

시 되고, 자율성이 존중되며, 결과도 선진국 추격에

연구실은 교수나 학생의 구분 없이 자유로운 토론이

서는 성공하는 그런 우수함이 있었다. 그러나 과학

가능했다. 나중에 노벨상을 수상하게 된 도모나가

자 숫자가 늘어나고, 연구소가 새로 생기고, 예산이

신이치로는 이런 코펜하겐 정신이 연구에 활력을 불

커지며 초기 정신은 이어지지 않았다. 관료는 연구

어 넣었고, 노벨상을 타는데도 큰 도움이 됐다고 회

자를 지원하기 보다는 관리에 치중하게 됐고, 과학

상한다. 그가 있던 연구소가 올해로 100년을 맞는

자는 월급쟁이가 되며, 과학계는 늪에 빠지기 시작

이화학연구소(리켄)이고, 이 연구소는 ‘과학자의 (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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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 할까?

들과도 지식을 나눈다.
이공계를 글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존재로 일반적

이웃 일본은 우리가 참고할 것이 많은 모델이다.

으로 인식하는 우리 모습과는 좀 다르게 느껴진다.

그들도 서양 과학을, 우리보다는 빠르지만 산업혁명

주변의 과학자들을 보아도 글과는 거리가 멀고, 연

이후 수용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

구 그 자체에 재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고 지금도 계속 자신들의 것을 찾아가고 있다.

강하다. 자연히 연구 과정에서의 땀과 보람 등은 전

일본 과학계와 관련해 우리와 다른 것 가운데 하
나는 풍성한 과학관련 서적이다. 일반인들이 쉽게

달되기 어렵고, 많은 책들이 여전히 번역본이다. 우
리만의 과학 지식 생태계 형성이 미흡한 상황이다.

접할 수 있는 문고본을 내는 출판사도 여럿이고, 고
도의 전문적 내용의 책도 자신들의 저작으로 다채롭
다. 과학 언론이 발달해 과학자 전기와 연구 과정의

이런 차이는 왜 발생한 것일까?

땀과 보람에 대한 책들이 많다. 일선 연구자들도 연
구 결과를 다른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저술
해 출간한다.

일본 과학사에서 우리와 차이가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독창성과 독립성이다. 어느 정도까지는 모방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알게 되는 것은 일본의 과학

을 통해 연구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서양에서는

생태계가 건강하다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지식을 발

못하는 것을 해내겠다는 각오를 한다는 것이다. 일

신하고, 과학계 내부에서 공유할 뿐 아니라 일반인

본 과학의 초기를 형성한 나가오카 한타로, 니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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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오, 오코치 마사토시, 유가와 히데키, 도모나가

전문가가 탄탄한 실력을 바탕으로 굳건히 버티며

신이치로 등등은 많은 독서를 통해 자신들의 생각을

격변하는 현재를 주도하게 되면 위기는 관리 가능하

구축했다. 그리고 이를 강연과 출간 등을 통해 발신

게 되고, 위기를 계기로 오히려 더 높이 뛸 수 있다.

하며 공유했다. 특히 책을 많이 낸 것이 후학들과 학

유럽과 미국의 시민 혁명이 성공한 중요한 이유의

문적으로 연계됐고, 일반인들도 과학에 대한 인식을

하나는 전문가 그룹의 토대와 투쟁이 있었기 때문

향상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다.

우리 이공계가 글을 못 쓴다는 선입견을 갖게 만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자들도 전문성을 기반으로

든 것은 이과와 문과란 전공구분 제도이다. 이를 만

과학 생태계와 국가 생태계가 이뤄지도록 소통하고,

든 나라가 일본이다. 서양 문물을 캐치업하기 위해

독서하고, 토론하고, 국제화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역할 분담을 한 것이다. 우리는 식민지 시대에 이 제

개인적 연구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생태계가 어떻게

도를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였고, 지금도 이를 변경시

이뤄지는 게 좋은 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다른 나

키지 못하고 있다.

라의 사례와 우리 과학계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며

그런데 정작 문과, 이과 구분을 한 일본은 이공계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 과학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인문학적 재능을 갖고 많은 책도 출간하고

현장에도 가서 과학의 필요성과 재미를 알리고, 그

있다. 책을 낸다는 것은 지식을 생산한다는 것이다.

과정에서 스스로의 소명 의식을 더 다질 수 있을 것

이를 위해서는 지적 기반이 탄탄해야 하고, 끊임없

이다. 잘 살펴보면 우리의 여건은 나쁘지 않고 다른

는 사고와 정리된 것을 표현할 수 있는 필력이 있어

나라와 비교할 때 좋은 편이다. 과학자와 과학계가

야 한다. 일본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거리가 좀

더 이상 남 탓하지 말고, 궁극적으로 마지막 방어선

멀다.

이라는 심정으로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전문가로서의 기본으로

명감을 갖고 나아갈 때 소통도 가능하고, 사회가 전

돌아가는 수밖에 없다고 본다. 우선 지식을 쌓아야

문가에 기대하고 요구하는 위기 수습도 가능할 것

한다. 전문가로서의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고 지식을

이다.

쌓는데 몰입해야 한다. 전공 분야의 세계적 동향에

과학자들이 모여 있는 대덕단지에서는 일부 과학

해박하고 리딩하는 실력을 가져야 한다. 그 위에 폭

자들이 솔선수범하며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

넓은 식견을 덧붙여야 한다. 식견을 쌓으려면 시사

나아가 세종 국책단지에 있는 인문사회분야 연구원

를 비롯해 철학과 역사 등등 다방면의 독서를 해야

들과의 교류도 모색되고 있다. 과학자와 인문사회학

한다. 자신의 전공을 글로 써서 알려야 하는 것은 물

자들이 지성을 모아 현재 위기에 빠진 한국 사회를

론이고, 일반인들이 과학을 늘 접하며 친근하게 여

정상화시키고, 지식 혁명을 통해 아시아를 리드하

기고, 중요성을 알도록 하기 위해 지식 발신을 해야

고, 인류에 기여하는 앞날을 그려본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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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학기술인 참여확대를 통한
미래혁신 메커니즘
글 : 부하령 (haryoung@kribb.re.kr)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회장

과학기술계에 여성의 참여의 확대 필요성은 최근

세계 평균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평균에도 미치지

여러 토론회에서 회자 되는 주제 중에 하나이다. 이

못하는 실정이다. 경제활동 참여율을 분석하여 보면

런 주제가 대두되고 있는 이유는 우선, 아직도 대한

자연/공학계열의 여성과학기술인의 경제활동참가율

민국의 과학기술계의 여성참여율이 다른 나라에 비

은 타 계열보다 낮고, 특히 자연계열은 여성전체 평

하여 낮은 편이기 때문이다. ‘여성과학기술인력 활

균보다도 낮다. 특히, 한국 여성과학기술인의 경제

용 실태조사’ 보고서(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활동은 특히 기혼여성의 경우 경제활동 참여율이 현

2015) 통계자료를 보면, 과학기술 연구개발 인력 중

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보아, 과학기술 분야의 근

여성은 19.4%을 차지한다고 발표하였다. 기관별로

로환경이 여성·가족 친화적이지 않은 특성을 가지

는 이공계 대학 25.2%, 공공연구기관 23.1%, 민간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분

기업 연구기관 14.5%로 기업이 가장 낮고 직급별로

석을 보면, 한국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2015년

는 낮은 직급일수록 여성의 비율이 매우 높다. 예를

57.9%로 OECD 평균인 63%보다 약 5% 낮다고 보

들면 전체 여성과학기술인 중 비정규직은 약 43%로

고하였으며, 특히 고학력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성의 비중인 20%의 2배 이상 넘고 있다. 우리나

OECD 평균 83.3%인데 비해 한국은 64.1%로 평균

라의 낮은 성 격차 지수 분석에 대한 여러 문제점 및

에 비해 약 20%나 낮은 상황이다. 그러나 여성의 참

논의가 제안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성별 경제활동

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은 단지 우리나라의 여성

차이에 따른 임금격차와 함께 의사결정분야에서의

참여 통계치를 올리려는 것이 목적은 아니다.

낮은 여성 참여비율은 한국의 성 격차 지수 개선에

최근에 출판되는 여러 보고서에 따르면 성 다양성

가장 큰 걸림돌로 분석되고 있다. 국제연합교육과학

이 산업계의 생산성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계에 지식

문화기구(UNESCO)가 2015년 발표한 보고서에 의

생산을 향상시킨다는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여

하면 한국 여성과학기술인력은 전체 과학기술인력

성 임원의 비율이 높은 기업에서 더 높은 이윤이 도출

규모에서 평균 약 20%를 차지하고 있고, 이 숫자는

되고 더 많은 배당금이 지급되었다는 분석결과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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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과 남성이 적절히 섞여있

정규직 전환 제도화 등의 정책적인 개선 등의 노력

는 연구팀이 더 좋은 연구실적을 도출한다는 보고가

이 더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불어 미래 산

되었다. 이런 결과를 도출하는 이유로 성 다양성과 과

업구조 변화에 따른 연구 생태계의 다양성을 위한

학적 문제 해결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으며 여성이 남

연구과제 도입, 여성과학자 가점제도 실효성 제고를

성보다 팀 동료의 전문지식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

위한 제도 재검토,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 직무 활

기 때문에 팀 구성원의 전문지식을 충분히 활용하는

동 강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을 위한 리더십 교육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 글로벌 여성 키워

및 글로벌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역시 필요하다. 또

드는 여성차별(discrimination)해소에서 참여

한 각 기관의 의사결정그룹 및 지도층을 대상으로

(inclusion)로 변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즉, 여성을 바

한 여성 친화적 조직문화를 인식시키기 위한 노력도

라보는 관점이 보호의 대상, 경제적 수동적 집단으로

필요하다. 과학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여성도 일반적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 경제활동의 주체로 인

인 한국 여성의 상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

정, 수용하는 인식의 전환이 되고 있다. 현재 진행되

에 사회 전반의 여성관련 정책이나 돌봄에 대한 사

고 있는 미래사회의 변화, 소위 4차 산업혁명의 특징

회정책 및 여성의 지속적인 경제 활동을 저해하는

은 개방성, 융합성, 연결성을 특징으로 하여, 동태적

조직문화 개선 방안 등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다면

사고 능력과 수평적 협업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에 관

근본적인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성과

계 지향적, 멀티플레이어, 높은 공감능력, 그리고 특

학기술인 참여 제고를 위한 정책과 지원 프로그램과

정사안에 대한 사실관계에 입각한 섬세하고 투명한

더불어 정책을 실제로 실행할 의지가 분명한 미래

분석에 강한 능력을 지닌 여성의 참여는 국가 생산성

지향적 리더쉽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창의

과 더불어 발전에 필수불가결하다고 인식되고 있다.

성이 중요한 과학기술 연구 분야에 여성 참여 확대

여성과학기술인 참여를 제고하는 방안으로 여성

는 여성과기인 능력의 도출로 이어지면서, 인력 다

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률을 바탕으로

양성은 연구개발성과의 질적 향상을 가능하게 하므로

한 제도가 실시 중이다. 2018년까지 과학기술계에

여성 과학기술인에 대한 투자와 성 다양성 확보가 필요

서도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를 위해 과학기술분야 의

하다. 다가오는 미래 융합기술 시대에 기업과 사회 그

사결정 분야 여성비율 할당제도 도입하여 여성과학

리고 국가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면서 공정한 시스템

기술인 보직자 비율 10%, 여성 기관장 비율 제고,

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성 다양성

의사결정 위원회 여성참여비율 30% 여성과학기술

의 확보를 통한 혁신이며 성다양성의 미래 혁신 메커니

인력 신규 채용비율 달성 노력 채용목표제 적용 대

즘은 여성들이 보유한 수평적 협업과 높은 공감력 등이

상기관 확대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융합에 필수적인 요소들인 것이다. 따라서 여성과학기술

위하여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 확보를 통한 기관별,

인 인력의 참여를 제고한다면 더 희망적인 대한민국의

분야별 차별화 지원 정책, 비정규직 과학기술인력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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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과학계의 문화적 위기를 돌파할
수평적 채널의 활성화
글 : 홍성주 (sungjoo@stepi.re.kr)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과학계의 문화적 위기

그 대표적 양상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부정적인 양
상이 과학계에 유독 빈도가 잦다고 알려진 투서 문

“연구를 시작한 초기에 나는 장기적 목표를 설정

제다. 과학계의 투서는 기관장 임기 변동기간에 집

하고 좋은 연구자로 성장할 꿈을 꾸었다. 하지만 어

중되는데 이는 그만큼 과학계 조직 내부에서 일상적

느새 나는 매일 그저 연구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

인 자정작용이 일어나기 어려움을 암시한다.

렇게 수년이 가버렸다. 과연 나는 잘 살고 있는 것일

공공부문 과학기술 연구자 대상의 한 설문조사에

까?” (2017년 1월 ‘과학정책대화’ 중 한 과학자의 발

서도 과학계의 문화적 위기가 감지된다. 과학기술정

언을 인용)

책연구원 정장훈 박사가 수행한 설문조사(2016년)에

19조원 정부 연구개발예산의 성과가 무엇이냐는

따르면, 공공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연구자 중 응답자

사회적 질타의 이면에서 과학기술자들의 열정과 도

250여 명은 현재 과학계의 조직문화에서 위계성을

전, 혁신 의지가 약화되는 조짐이 나타난다. 대덕넷

높게(72점, 100점 만점, 이하 동일) 본 반면 혁신성을

이 2017년 초에 전국순회로 진행한 ‘과학정책대화’

낮게(55점) 보았다. 같은 응답자들은 미래 과학계의

에서는 과학계의 리더십 부족, 위계적인 조직 문화,

조직문화에서 혁신성이 88점으로 올라가야 하며, 반

연구자의 주도권과 자율성 위축이 심각한 문제로 논

대로 위계성이 47점으로 낮아져야 한다고 보았다.

의되었다. 과학기술계의 문화적 위기로 진단할 만한
일이다.

과학자들의 현실 인식에서 위계성과 혁신성이 서
로 뒤바뀌어 나타나는 현상은 연구개발 일상에서 도

문화적 위기는 단지 일부 과학자의 혁신 의지 약

전과 혁신을 억제하는 제도적 힘이 작용하기 때문으

화로 그치지 않는다. 연구개발 조직문화 전체를 피

로 봐야 한다. 1966년 우리나라에 한국과학기술연구

폐하게 만들고 건강하지 못한 과잉경쟁을 유발한다.

소를 만들 때 연구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한다

동료간 불인정, 평가 결과에 대한 불승복, 위계화된

는 원칙이 있었고 지배규범이 단순했다. 이후 정부

의사결정 과정과 결과에 대한 조직구성원의 불신이

출연연구소의 확대, 정부 연구비 및 국가연구개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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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증가, 대학, 국공립연구소, 지자체연구소 등 연

다루도록 하여,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을

구개발 주체의 확대로 과학기술정책의 핵심 문제가

감소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이렇듯 원칙적 관점에

연구개발에 대한 관리감독, 성과확산, 감시에 집중

서 보자면, 현재 한국의 과학기술정책은 과학기술의

되었다. 특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연구 부정 문

도전과 혁신 문화를 육성하고, 불확실성을 다루는

제가 발생할수록 제도와 규범체계가 촘촘해졌으며,

임무를 부여하는 데 성공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한 미시적 규제가 강화할수록 연구개발 현장에서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의 수직적 구조

는 혁신과 도전이 어려운 연구 환경이 만들어졌다.
과학계 문제의 복잡도가 높을수록 과학기술정책
의 원칙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정책은

과학기술 연구개발에서 도전과 혁신 문화를 활성

창의적 결과에 대한 무임승차를 제어하고 도전적 과

화하기 위해서는 연구자들이 체감하는 관료제적 위

학기술 문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시장에

계성을 대폭 줄이도록 제도 개혁을 이루어야 한다.

서 도전하지 못하는 불확실한 영역을 공공부문에서

이를 위해서는 현재 정책 거버넌스의 수직위계 구조

그림 1 :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 구조 모델
국회

대통령

과학기술비서관

제1층위
감사원

국정/전략
예산 배분
감시/조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검찰

과학기술전략회의

국무총리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제2층위

미래창조
기획
과학부
재정부
과학기술전략본부

정부부처
분야별 정책

제3층위
정부사업
관리운영

STEPI

과학기
술정책
연구원

NST

KISTEP

국가
한국과학
과학기술 기술기획
연구회
평가원

NRF
한국연
구재단

교육부

산업통상
자원부

각종
교육
지원
기관

한국산업
기술
진흥원

제4층위
연구와 혁신의
수행

과학기술계
정부출연
연구소 25곳
지시
결과 보고
조정

대학

KIAT

중소
기업청

각종
지원
기관

산하
연구개발 조직
협회 및 단체

기타 부처

각종
지원 기관

민간 연구개발
행위자:
기업, 병원,
창업가 등

자문
협력
•한국 과학기술 거버넌스 조직 모델 ver.2.0
조사/수사/감사 •홍성주 작성, (2016. 11월 25일)

•자료: Arnold et al.(2000), 홍형득(2007)로부터 업데이트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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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나타나는 소통의 비효율 문제를 이해할 필요가

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연구현장에서 제기하는

있다. <그림 1>과 같이 과학기술정책의 의사결정 과

관리기관별 제각각의 서식과 온라인 플랫폼 문제가

정은 크게 4개의 층위로 나뉘어 수행된다. 제1층위

그 대표적 사례다. 이러한 구조에서 연구개발 행위

는 과학기술정책의 최고 전략 수립 및 자문 조직, 제

자들은 다수의 지시자를 상대하게 되어 수직적 소통

2층위는 정부부처의 분야별 과학기술 정책과 연구

비용이 증가하는 반면, 수평적 소통의 여력을 확보

개발 수요 정의 단위, 제3층위는 정부 사업의 관리

하기 어렵게 된다.

운영 및 중간 조직, 그리고 제4층위가 연구개발 수
행 주체들이다.

문제는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활동이나 조직 속성
이 관료제와 거리가 먼 실력주의에 의해 작동한다는

정책 거버넌스가 층위별로 역할과 책임을 나누는

데 있다. 관료제적 관리감독 체계는 본질적으로 연

까닭은 의사결정과정에서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때

구개발 문화와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 해외 선진국

문이다.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는 주어진 공공 과학

에서 공공연구기관을 과학자들의 합의 및 전략조직

기술 자원을 효율적으로 기획 및 집행하도록 체계화

인 연구회, 연구협회 또는 위원회 소속으로 두거나,

되어 운영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초까지

‘비영리민간(Non-profit private)’ 조직 또는 독립행

과학기술전담 부처 및 소수의 관리기관과 일부 관련

정법인으로 정의하는 까닭은, 실력기반의 연구조직

부처가 연구개발 정책과 사업을 운영하는 주요 행위

이 갖는 문화적 특수성을 존중하는 것이 관료제적

자였다면, 2017년 4월 현재에는 <그림 1>과 같이 층

통제 하에 두는 것보다 과학적 성과의 우수성을 더

위별로 복수의 행위자들이 관여하는 복합적 구조가

높일 방안이라는 전제 때문이다. 미국 NIH, NASA

만들어졌다.

와 같이 행정기구이자 연구조직의 성격을 동시에 지

주목할 점은 이러한 구조 속에서 상하좌우로 흐르

닌 기구의 경우에는 그 핵심 조직을 연구개발에 둠

는 소통의 성격에 있다. 그림에서는 여섯 종류의 화

으로써 관료제가 파생하는 위계적 속성을 완화한다.

살표를 통해 정책 거버넌스 상에서 이루어지는 소통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

의 유형이 정의되어 있다. 대체로 위에서 아래로는

에서는 위계성을 약화하는 대신 실력기반의 혁신문

지시가, 아래에서 위로는 보고가 이루어진다. 이는

화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 개혁이 필수다. 연구개발

관료제적 소통 방식의 전형적 특징으로, 하향식 지

사업 관리와 관련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시전달, 명확한 업무분장 및 이행의 일사불란함이

시스템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제각각으로 분절화

그 핵심이다. 그에 비해 수평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된 시스템과 관리체계를 거시적 단위로 묶어 통합하

조정이나 합의, 협력은 취약하다. 예산을 다루는 정

되, 통합된 시스템의 개방성과 접근성을 최고 수준

부 부처 간에는 부처간 회의나 공문서 회람 과정을

으로 높여야 한다. 다만 그것이 조직간 이합집산 정

통해 일부 조정 기능이 이루어지지만, 정부의 산하

도에서 그치거나 섣부른 개혁으로 인한 역효과로 이

기관인 제3층위의 관리기관 간에는 조정이나 협력

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소프트

42

Science & Technology Policy ◀
과학기술정책 | 2017년 4월호 (통권225호)

한 측면에서 수평적 소통의 채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가능하다.
수평적 채널의 활동은 과학기술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식화된 정책 의제를 생산할 목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에서 수평적
채널의 도입과 확대

표를 추구해야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 심의,
평가의 전 과정,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의 수
립 과정, 과학기술예측과 기술로드맵의 상시적 과정

지난 2월 ‘과학정책대화’에서 참여자에 대한 마지

에 수평적 채널의 대표들이 각 채널의 대의원으로서

막 설문은 이러한 정책대화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수평적 채널은 과학기술 최고

하나였다. 이 질문에 대해 응답자 100%가 계속 되어

의사결정 기구와 연계되어 수평적 채널에서 생산된

야 한다고 답했다. 그만큼 연구개발 현장에서 의견

의제를 과학기술정책의 주류로 반영시키는 역할을

을 발신하고 싶은 요구가 높으며 그 대화의 수렴을

맡아야 한다.

정책으로 반영해야 할 압력이 크다. 그렇다고 정책

새로운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는 분절된 기능들

거버넌스에서 대화를 무조건 많이 하는 게 능사는

을 수평적으로 연결하려는 노력에 투자해야 한다.

아니다. 소통에도 효율성이 필요하다.

수평적 채널의 확대는 소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시

정책 거버넌스에서 수평적 채널을 적절히 구축하

스템 전체로 양질의 정책 정보를 유통시킬 것이다.

고 활용한다면, 연구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며 동시에

뿐만 아니라 이러한 노력은 차세대 과학기술계 리더

연구개발 경영의 합리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것

를 키우는 과정이기도 하다. 지난 10년 넘게 리더십

은 새로운 조직의 신설이 없어도 기존의 연구개발

부재, 불통 문제가 지속되어왔던 점을 고려한다면,

조직 중 전략 및 정책 기능을 담당하는 유닛들을 활

지금부터라도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에서 수평적

용함으로써 가능하다. 이미 정부부처, 기관, 대학,

채널을 열어 오래된 문제를 해결할 출구를 마련해야

기업은 각기 독립적으로 전략 및 예측 기능을 작동

한다.

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제2층위에서는 부처 간 협의
체로 과학기술(연구개발)전략본부를 운영하고, 제3
층위에서는 관리기관간 연락회의를 작동시키며, 제
4층위에서는 정부출연연구소의 정책 유닛 간 전략
회의 및 민관협의체, 민관연구개발조합, 연구개발자
평의회 등을 활성화할 수 있다. 이러한 수평적 채널
은 주관기관을 지정하여 협의체로서의 역할과 책임
을 부여하거나, 연총과 같은 기존의 자발적 결사체
에 대해 의사결정에서의 참여 지분을 부여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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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자동차의 패러독스 : 가치 및 한계,
소셜 딜레마 그리고 Coopetition
글 : 백서인 (baekseoin@stepi.re.kr)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1. 배경

있고, 중국의 BAT(Baidu, Alibaba, Tencent)가 뒤
를 거세게 추격하고 있다. 벤츠, BMW, 도요타 역시

카를 벤츠와 고틀리프 다임러에 의해 1885년 처음

빠르게 변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의 시오메(潮目)1)에

으로 개발된 자동차는 1914년 핸리포드의 컨베이어

대비하고자 각자의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광범위한

식 조립 시스템과 1953년 도요타의 린(Lean) 생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각국의 정부 역시 정책 지원과

방식을 도입하면서 널리 보급되었다. 당초 다임러가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운전기사 부족으로 인해 100만대를 넘지 못할 것이

이와 같은 치열한 경쟁 속에 우리는 무인자동차의

라고 예측했던 자동차수요는 현재 10억대를 돌파하

근본적인 이슈들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과연

였고, 이제는 다양한 에너지를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무인자동차는 필요한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와 수소연료전지차

무인자동차를 어떻게 도입해야 할 것인가? 과거 영

(FCEV)가 시장에 출시되고 있다. 이렇듯 물리적 혁

국의 ‘붉은 깃발법’2)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기술혁

신을 거듭해오던 자동차는 최근 그 범위가 가상적인

신의 성공과 확산은 가치 확립, 제도개선, 사회적 합

부분까지 확대되면서 급격한 패러다임 변화를 맞이

의 등 고려할 요소가 많고 또 복잡하다. 따라서 본고

하고 있다. 구글, 테슬라, 우버와 같은 기업들이 자

에서는 현재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무인자동차의 활성

율주행의 알고리즘,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집중하고

화를 위한 핵심 가치와 기술의 한계, 법제도적 이슈,

1) 한류와 난류같이 성질이 다른 두 해류의 경계를 따라 띠 모양으로 잔물결이 이는 부분으로써 가장 좋은 어장이 되는 부분을 의미한다. 본고에서는 패
러다임 변화로 인한 가치사슬 변화를 의미한다.
2) 1860년에 제정된 영국의 ‘붉은 깃발법’은 자동차의 운행에 운전수, 기관원, 붉은 깃발기수로 이루어진 3명의 운전수를 의무화시켰으며 이와 동시에
속도제한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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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및 경쟁관계 구축에 대한 연구방향을 제시함으

는 차량 안전기술과 운전자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로써 무인차 시대의 정책 및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하

제공하는 차량 편의 기술로 분류되는데, 무인자동차

고자 한다.

의 출현은 주변 감지 시스템과 가속 및 감속, 조향
등의 명령을 내리는 중앙제어장치, 명령에 따라 작
동하는 액추에이터 등으로 구성되어 카메라, 레이

2. 무인자동차의 기술 동향

더, GPS, 센서, 소프트웨어, 차량용 반도체 등 전자
부품 관련 시장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무인자동차는 차량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더

있다.

라도 자동차가 스스로 주행환경을 인식하여 목적지

이러한 무인차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잡고자 주요

까지 이동하는 자동차를 일컫는다. 무인자동차를 실

국은 현재 치열한 정책대결을 펼치고 있다. 미국은

현하기 위해서는 최신 전자·제어, 정보통신 기술이

기존에 5개 주 이상에서 이미 수년 동안 파일럿 프

자동차에 적용되어야 하며, 자동차가 통신망에 연결

로젝트를 실행해 오면서 쌓아온 데이터와 노하우를

되어 정보를 운전자와 차량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한

바탕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완벽한 무인차의 나

다. 차량 자체의 내부 통신 및 전자제어시스템과 차

라로 거듭나고자 한다. 전통적인 내연기관 자동차

량외부 통신시스템, 인프라 역시 주요 구성 요소이

제조사들이 무인자동차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독일

다. 무인 자동차를 구현하는 기술은 목적에 따라 차

의 경우 비교적 점진적인 접근법을 구사해 오고 있

량 안전을 위한 운용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포함하

으며, 정부는 관련 제도와 규제를 개선하면서 기술

그림 1 : 미래자동차의 개념도 및 구성요소
인공위성
무선통신 기반 시설

스마트 폰
3G, 4G, etc

GPS
WiFi, Bluetooth

스마트 자동차

GPS 송수신 시스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무선통신 시스템
자율주행 시스템

차량용 이동통신

V2V
근거리 이동통신

3G, 4G, etc

스마트 자동차
근거리
이동통신

ITS 데이터 센터
ITS 통신 기반 시설

근거리 이동통신
차량 내부 통신 시스템
자동조향 시스템

영상인식 및 센서 시스템

스마트 자동차

자료: 김상훈 외(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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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가장 완벽한 인식 제어 기능을 기존 차량에

기술 제약 요인으로 인해 생각보다 보급과 확산이

구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일본 역시 전통 제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만약 전기 충전 속도가 현행

조사들의 주도하에 무인자동차의 개발이 이루어지

의 40분에서 4분으로 줄어들고, 1회 충전 주행가능

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프트웨어 및 주변

거리가 200-300km에서 1,000km로 늘어난다면,

부품의 제조능력은 해외 업체와의 합작사 설립 및

도로 위의 화석연료 자동차는 자취를 감췄을 것이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진행해 오고 있다.

다. 만약 무인차가 가장 합리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중국의 경우 중앙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 하에 다수

수준이 완전 자율주행 보다는 Level 2-3 수준의 '크

의 자국 IT기업과 자동차 기업 간의 전략적 협업관

루즈 컨트롤', ‘차선이탈 방지’, ‘추돌방지’ 등이라면

계가 구축되고 있으며, 전폭적 지원을 바탕으로 한

높은 비용을 들여 기술 개발할 필요가 없어진다. 공

빠른 추격을 통해 자국 자동차 산업 육성을 목표하

공과 민간이 적극적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단행하기

고 있다.

전에 이 기술과 제품이 제공할 수 있는 가치가 과연
어느 정도인지 분석해야 한다. 또한 그것이 실현 가
능한 것인지에 대해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석

3. 무인자동차의 가치와 한계

과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무인자동차의 개발과 확산에 있어 가장 선행적으
로 연구되어야 할 것은 바로 ‘최대 가치(Maximum
Value)’의 확립이다. 예를 들어 무인자동차가 궁극

4. 무인자동차

관련 법제도와 사회적
합의

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이 0%의 사고발생률과
30% 이상의 교통효율 증가라면, 정부는 도입을 고

무인자동차의 가치 및 한계와 함께 가장 큰 해결

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무인자동차가 음주나 늦

과제로 지목되는 것은 바로 윤리와 법적 토대이다.

은 시각에 목적지까지 ‘door to door’의 무인운전을

대표적인 것이 바로 보네퐁 교수가 MIT Technology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다면, 대부분의 일반 사용자

Review에서 제시한 ‘무인차의 딜레마’이다.

들은 무인차를 구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듯

<그림 2>와 같은 세 가지 상황에서 4,000명의 응답

무인자동차가 제공할 수 있는 가치가 모든 사용자가

자들은 기본적으로 다수의 생명을 위해 소수가 희생

선택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우수하고 독보적이라면

하는 것이 옳다고 응답하였으나, 본인이 탑승자일 경

스마트 폰과 같이 시장의 지배적 디자인(Dominant

우에 그 답은 달랐다. 즉, 탑승자들은 이론적으로는

design)이 될 수 있다.

동의하나 실제 이렇게 설계된 자동차를 구매하고 싶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최대가치에 기술적으로 도

어 하지 않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난 것이다. 최근 들

달할 수 있는지 여부다. 전기차의 경우, 여러 가지

어 연달아 발생한 무인차 관련 사례를 들여다보면, 트

46

Science & Technology Policy ◀
과학기술정책 | 2017년 4월호 (통권225호)

그림 2 : 무인자동차의 딜레마

a

b

c

자료: Bonnefon et al. (2016)

레일러의 높이를 인식하지 못해 사고가 나거나, 가드

한다. 이외에도 무인자동차의 악용 가능성, 자율주행

레일을 잘못 인식하여 충돌하는 등 인식과 제어 단계

기능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등 민생과 직접적으로 관

에서 아직 예측치 못한 사고들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

련된 다양한 이슈들이 해결되어야만 무인자동차는 활

아 보인다. 예측하지 못한 사고에 대한 귀책사유와 처

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벌기준, 이에 따른 제도적 정비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오랫동안 지속되어야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사자
들의 손실 분담, 보상금, 보험체계 변화와 부작용 역
시 보다 체계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5. 협력을

통한 기술, 서비스 그리고
콘텐츠 개발

또한, 사용자들이 무인자동차를 혁신적이고, 사용
가치가 높다고 느낄 것인지, 아니면 위험하고, 불안전

무인자동차에 대한 가치 검증, 윤리적 이슈와 사

한 교통수단으로 인지할지는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

회 구성원들의 동의 다음의 문제는 과연 이렇게 복

다. 실제로 다수의 응답자들은 무인자동차 도입을 긍

잡하고 어려운 제품을 누구와 어떻게 개발할 것이며

정적으로 생각하는 반면 본인의 구매의사는 매우 낮

관련된 서비스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이다.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인자동차에 대한 신뢰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무인자동차의 활성화를 위해

아직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는 잠재적인 장단

서는 수많은 기술과 서비스의 변화가 필요하다. 따

점을 면밀히 예측하여 공유하는 방법으로 극복해야

라서 기업들은 시너지 창출을 위한 협업 대상 및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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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욕구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또한 탑승자

먼저 기술적인 영역에서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은

가 차안에서 무엇을 하고 싶어 할지에 대한 연구 역

필수적으로 정밀 센서를 개발하는 업체와 고성능 지

시 필요하다. 따라서 무인차 전용 서비스와 전용 엔

도를 보유한 업체와 협업해야 하며, 인공지능, 소프

터테인먼트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해질 것이

트웨어 업체와의 새로운 협력관계 구축 역시 불가피

다. 실제로 현재 무인차 생태계를 살펴보면 자동차

하다. 즉, 기존 제조사들은 변화된 핵심부품 분야에

기업과 핵심부품 생산기업 외에도 다양한 콘텐츠 생

서의 경쟁력 구축이 매우 중요해질 것이다. 독일 3

산기업과 서비스 업체들이 진입해 있다. GM과

사가 공동으로 정밀지도 업체인 ‘here’를 인수한 것

Lyft, Baidu와 Didichuxing 등 자동차 기업, 인터

과 컨티넨탈과 보쉬가 차량용 소프트웨어 개발에 많

넷 기업 그리고 카세어링 기업 간의 협력관계 역시

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이러한 맥락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수 있다.
두 번째로, 풍부한 사용자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인터넷 서비스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무인자동차를

6. 결론

매개로 새롭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가치와 활
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무인자동차가 활

제너럴 모터스의 여성 CEO 메리베라는 자동차 산

성화되면 이용 시기, 장소, 용도 등과 관련된 서비스

업이 과거의 50년보다 앞으로의 5년 동안 더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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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자동차 산업의 변
화는 생각보다 크고 빠르게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
다. 구글, 우버, 벤츠, BMW, 도요타 등 세계 주요기
업이 앞 다투어 반자율주행 또는 완전 자율 주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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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외(2014), 「미래산업 창출을 위한 지식재산 생태계 활성화 방안」,
산업연구원, 201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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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ICT Convergence Korea.
최원석(2016), 「왜 다시 도요타인가」, 더퀘스트.

가능한 무인자동차를 출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Bonnefon, J. F., Shariff, A., & Rahwan, I.(2016), ”The social dilemma of
autonomous vehicles”. Science, 352(6293), 1573-1576.

들어 발생하는 무인자동차 사고의 소식을 보며 우리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2014),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Announces Decision to Move Forward with Vehicleto-Vehicle Communication Technology for Light Vehicles”,
Washington, D.C.

는 기술과 서비스 개발에 앞서, 근본적인 가치와 실
현 가능성, 윤리 이슈, 법제도 그리고 사회구성원들
의 인식에 대한 연구와 동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 충
분히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의 대표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무인
자동차의 연구개발 및 활성화 관련 이슈와 이에 대
한 고민은 과학기술혁명이 가지고 올 급격한 변화와
그 파급효과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사회에 제공할 다방면의 가치가 우
리가 지불해야 할 비용과 감내해야 할 희생보다 클
것인지에 대한 의견은 첨예하게 대립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기술이 지니고 있는 가치와 한계,
사용하는 개인과 사회의 수용 여부, 그리고 그 기술
을 개발하는 기업과 이를 지원하는 정부의 전략에
대해 심도 있게 연구하여 과학기술의 올바른 발전방
향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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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로 보는 기업 혁신활동 동향(혁신보호)

Ⅰ. 국별 기업 혁신 보호 방법
○	유럽 주요국의 혁신보호 방법을 한국 기업의 혁신보호 방법과 비교
- 한국: 2016년 한국기업혁신조사 데이터 사용(2013~2015)
- 유럽: CIS 2014년 데이터 사용(Eurostat DB, 2012~2014)

1. 특허권 출원
○ 유럽 주요국과 한국을 비교한 결과, 자사의 혁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허권(출원)을 사용하
는 기업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오스트리아(13.6%)로 나타남
- 그러나 86%이상, 대부분의 기업들은 특허권을 활용하지 못하거나 않고 있음
- 한국 기업은 13.3%가 특허출원을 하여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특허를 출원하는 회사 수로 보면 한국(15,336개사)이 독일(11,998개사)보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다음은 프랑스(4,346개사), 이탈리아(3,629개사) 순임
그림 1 : 특허권 출원1)

자료: STEPI(2016), Eurostat DB(2017)

1) Enterprises that applied for a pa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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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용신안권2) 출원
○ 실용신안권을 출원하는 기업 비중은 독일이 8.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한국 기업의 3.0%가 실용신안권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실용신안권을 출원하는 기업 수로도 독일이 7,936개사로 가장 많았음
- 한국 기업은 3,426개사로 비교국 중 2위 수준으로 나타남
○ 특허권과 비교할 때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용신안권보다는 특허권을 활용함
-한
 국기업의 경우, 실용신안권(3.0%)보다 특허권(13.3%)을 약 4배 더 활용하는 것으로 나
타남
그림 2 : 실용신안권 출원3)

자료: STEPI(2016), Eurostat DB(2017)

2) 물품이나 물품의 형상, 구조를 자연법칙을 이용하여 기술적으로 창작하는 고안을 보호의 객체로 하는 권리(법령용어 사전)
3) Enterprises that applied for a European utility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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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자인권4) 등록
○ 디자인권을 등록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스웨덴(7.3%)으로 나타남
-	한국 기업의 경우, 3.4%가 디자인권을 등록하여 비중으로는 9위에 해당하며, 유럽 국가
들에 비해 디자인권을 등록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비교국 중, 디자인권을 등록하는 기업 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한국으로 3,908개사가 디자
인권을 등록한 것으로 나타남
- 다음은 독일로 3,621개사가 디자인권을 등록
○ 지식재산권 중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재산권으로 판단됨
- 한국의 경우, 미소한 차이지만 실용신안보다 디자인권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
그림 3 : 디자인권 등록5)

자료: STEPI(2016), Eurostat DB(2017)

4. 상표권6) 등록
○ 상표권 등록이 지식재산권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가장 높은 국가는 아이슬란드(19.0%)였음. 기업수는 93개로 매우 적은 수준
- 프랑스는 16.1%, 이탈리아 15.4%, 독일은 14.2%, 한국은 4.3% 수준
○ 상표권 등록 기업수로는 독일이 12,976개사로 가장 많음
- 다음은 이탈리아(8,411개사), 프랑스(6,383개사) 순이며, 한국은 4,911개사로 나타남

4) 물건의 외관에 대한 창작인 디자인을 보호객체로 하는 권리(법령용어 사전)
5) Enterprises that registered an industrial design right
6) 상품외관에 대한 독창적인 표지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법령용어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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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 상표권 등록7)

자료: STEPI(2016), Eurostat DB(2017)

Ⅱ. 기업 혁신 보호 방법의 시사점
○	유럽 기업들이 재산권 보호를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상표권 등록이었음
- 독일의 경우, 상표권 등록 14.2%, 특허 출원 13.2%, 실용신안 8.7%, 디자인권 출원 4.0%
순으로 나타남
- 스웨덴은 상표권 등록 17.8%, 특허 출원 10.7%, 디자인권 등록 7.3% 순임
○	반면, 한국 기업은 특허출원이 혁신 보호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나타남
- 한국기업은 특허 출원 13.3%, 상표권 등록 4.3%, 디자인 출원 3.4%, 실용신안 출원
3.0% 순으로 나타남
○	유럽 기업과 비교할 때, 한국 기업은 상표권 등록에 대한 인식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보임
- 한국 기업의 상표 및 브랜드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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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nterprises that registered a trade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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