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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노트
● 2017년 5월호 과학기술정책지가 발간되었습니다.
● 이번 호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개원 30주년을 기념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R&D 활동의 체계적 분석과 정책 연구를 목적으로
1987년 과학기술정책연구·평가센터(CSTP)로 출범하였으며, 오늘날 경제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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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본 호에서는 먼저 지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30년 역사를  소개합니다. 기관 출범이
이루어지던 당시의 정황과 본격적 과기정책연구 수행의 과정, 근래의 변화에
이르기까지 오랜 여정을 짧은 내용으로 간추렸습니다.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수행되었던 연구 테마들을 보여주는 간략한 키워드
분석도 담았습니다.
● 그리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30주년을 맞이하여 개최된 국제심포지엄 ‘과학기술
혁신, 새로운 30년(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Policy for Next
Generation)’의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 심포지엄의 기조연설을 비롯하여 차세대를 위한 혁신정책, 미래연구, 산업혁신정책,
글로벌정책 등을 다룬 각각의 세션에서 진행된 연사들의 발표 및 토론 내용과 그
의미를 담았습니다.
● 한 세대에 걸친 발자취와 미래를 향한 고민과 토론들이 새로운 세대를 맞이하는
과학기술정책을 위한 건설적 토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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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연구원 30년사

STEPI 30년, 과학기술정책연구 30년1)
글 : 김기국 (kkkim@stepi.re.kr)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동향정보실장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1987년 1월 당시

터이다. 그리고 기술발전평가센터의 뿌리는 1980년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부설기관인 과학기술정

1월 KAIST로 통합된 KIST의 공업경제연구부 및 경

책연구·평가센터의 형태로 서울 홍릉에서 출범하

제분석실이었다. KIST는 1966년 설립 초창기부터

였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과학기술정책연구’라

공업화와 기술개발과 연관되어 과학기술정책 관련

는 단어가 기관명에 명시적으로 사용된 최초의 사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이들 부서를 운영하였다.

례이다. 또한 이름에서 나타나듯 과학기술정책연구

특히 KIST 경제분석실은 1970년대 초에는 주로

를 전문으로 수행하는 싱크탱크의 효시라는 점에서

기술경제적 타당성 분석과 관련된 용역사업을 다양

역사적으로 큰 의의가 있다. 과학기술정책연구·평

하게 수행하였으며, 1970년대 중반 이후에는 과학

가센터는 이후 1993년 KIST 부설 과학기술정책·

기술과 관련된 보다 정책지향적인 연구를 수행함으

관리연구소(STEPI)를 거쳐 1999년 경제사회연구회

로써 과학기술정책연구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담당

소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으로 개편된 후

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서는 과학기술정책을 하

다시 2005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기관으로

나의 독립된 연구영역으로 정립하려는 시도가 나타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렀다.

났다. 이에 대응하여 KIST에서는 기존의 경제분석
실을 공업경제연구부로 확대·개편하고 여기에 경

1. 前史: 기관 출범 이전(~1987)

제분석실과 기술경영연구실을 두었다.
과학기술정책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연구조

과학기술정책연구·평가센터의 모태 조직은

직을 설립하려는 움직임은 과학기술처가 1982년에

1984년 7월에 만들어졌던 KAIST 기술발전평가센

특정연구개발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본격화되었

1) STEPI 개원 30주년을 기념하여 발간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30년사」의 일부 내용을 발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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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연구·평가센터 현판식(1987.1.27.)

다. 이는 특정연구개발사업의 평가 업무를 외부로

신)의 초기 멤버들에게 다양한 자문을 구하는 과정

부터 지원받을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이와

을 거쳤다.

관련된 1단계 조치로서 1984년 7월 당시 KAIST 산
하 조직으로 기술발전평가센터가 출범하였다.

이어서 구체적인 과학기술정책 전문 연구기관의
설립 계획서 초안이 이종욱 실장의 주문에 따라 당

이후 더욱 발전적인 형태를 갖춘 과학기술정책

시 김병목과 최영락 연구원에 의해 작성되었고, 과

전문 연구기관을 설립하자는 논의가 당시 과학기술

학기술처 최영환 과학기술정책실장에게 제출되었

처 최영환 과학기술정책실장과 기술발전평가센터

다. 초안은 당시 세계적 과학기술정책연구기관이던

이종욱 기술경제연구실장 간 협의과정에서 이루어

영국의 SPRU(Science Policy Research Unit)와

졌다. 기술발전평가센터를 확대 개편하여 과학기술

미국 MIT의 CPA(Center for Policy Alternatives)

정책 전문 연구기관으로 새로 설립하는 방안에 대

등의 해외 사례를 참조하여 작성되었다. 이를 바탕

한 교감을 형성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당시 과

으로 1987년 1월에 과학기술정책연구·평가센터

학기술처의 과학기술정책 개발에 여러 경로로 기여

(CSTP: Center for Science and Technology

하고 있던 유성재, 김영우, 이진주, 김인수, 강인구

Policy)가 KAIST의 부설 연구기관 형태로 설립될

등 당시 기술경제연구회(현 기술경영경제학회의 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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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학기술정책연구의

토대 구축
(1987~1998)

과학기술정책연구원 30년사

의 조화 및 융합에 힘을 쏟았고, 특히 과학기술정책
연구·평가센터의 외연적 규모 확대와 안정적인 재
정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대표적인

1) 과학기술정책연구의 기반을 조성하다

사례가 1991년부터 1994년까지 수행하였던 「인도
네시아 BPPT(기술평가응용청) 및 LIPI(국립과학

1987년 1월 과학기술정책연구·평가센터의 탄생

원)의 연구관리체제 구축방안」 사업이었다. 당시 이

으로 비로소 과학기술정책연구의 기반을 조성할 수

사업의 계약 규모는 750만 달러로서, 설립한 지 얼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설립 당시 과학기술정책

마 되지 않은 과학기술정책연구·평가센터의 재정

연구·평가센터는 기술발전평가센터 시절의 조직

기반을 확충하는 데 큰 보탬이 되었다.

과 인력을 그대로 승계하였고, 설립과정에서 많은

이후 1991년 3월에는 과학기술처 차관을 역임한

노력과 공헌을 했던 당시 이종욱 실장이 초대 소장

3대 최영환 소장이 취임하였다. 최영환 소장은 초

으로 취임하였다.

창기 과학기술정책연구·평가센터의 취약했던 입

당시 과학기술처가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과학기

지와 기반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대

술정책연구·평가센터를 설립한 주된 목적은 과학

표적인 사례로 당시 과학기술정책연구·평가센터

기술처 공무원들만의 정책개발 업무에서 한 걸음

는 모든 직원이 한 건물에 모여 있지 못하고 세 곳

더 나아가 민간 전문가들의 전문성과 식견을 최대

의 사무실로 분산되어 근무를 하는 어려움을 겪었

한 활용함으로써 더욱 차원 높은 과학기술정책을

는데, 최영환 소장은 KAIST와의 협의를 통해 당시

만들고자 하는 데 있었다. 특히 한국의 과학기술을

KAIST 9호관을 단독 연구공간으로 확보함으로써,

최단 기간에 발전시키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규명하

설립 이후 처음으로 모든 직원이 한 곳에 모여 근무

기 위하여 과학기술 발전의 흐름을 진단 및 분석하

할 수 있게 하였다.

고, 이를 통해 가장 효과적인 과학기술정책을 제시

과학기술정책연구·평가센터는 학제적 성격을

하고자 하는 목적의식이 뚜렷하였다. 이를 반영하

가진 과학기술정책연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

여 당시 과학기술정책연구·평가센터의 설립 목적

하여 향후 연구인력의 전공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

은 “국내외 R&D 활동을 체계적으로 조사·분석·

가를 중요하게 고민하였다. 최영환 소장은 미국

평가하고 과학기술정책 개발 및 대안 연구를 통하

OTA(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를 직접

여 효율적인 과학기술정책 수립과 국가연구개발 활

방문하여 OTA 구성원의 전공 배경과 조직 구성을

동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문의하기도 하였다. 이를 토대로 인문사회계와 이

1989년 7월에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부회장을

공계의 전공 비중을 대등하게 유지하여 문제해결적

역임한 2대 김영우 소장이 취임하였다. 김영우 소

연구방법과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동시에 제고하

장은 내부적으로는 정책연구와 연구개발평가 업무

고 서로 다른 지식 간의 통섭이 가능한 인력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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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틀을 마련하였다.

CISTP(Center for International Science &

이 시기에 과학기술정책연구·평가센터가 수행

Technology Policy), 일본 과학기술정책연구소

하였던 주요 연구 실적과 성과는 네 가지로 나누어

(NISTEP) 등 과학기술정책연구 분야의 다양한 해

볼 수 있다. 첫째, 과학기술발전 장기비전 및 중장

외 연구기관들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긴밀한 협력

기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연구이다. 「2000년대를

관계를 유지하였다.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계획」, 「제7차 경제사회 발
전계획 중 과학기술부문계획」, 「경제난국 극복을 위

2) 연구개발사업 기획 및 평가 기능을 강화하다

한 기술경쟁력 확보방안」 등에 참여하였다. 둘째,
국가 과학기술자원의 효과적 동원 및 효율성을 높

1989년 6월 KAIST가 KIST와 KAIST로 다시 분

이기 위한 연구활동이다. 「과학기술투자 확대방안」,

리되어 독립함에 따라 과학기술정책연구·평가센

「과학기술인력 장기 수급계획」 등 다수의 관련 연구

터는 KAIST 부설기관에서 KIST 부설기관으로 이

를 단독 또는 국내 관련 전문가와 공동으로 수행하

관되었고, 이어서 1992년 1월 1일에는 KIST 정

였다. 셋째, 민간의 기술개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

책·기획본부로 개편되었다. 이 과정에서 1993년 2

한 세제, 금융, 구매 등 각종 정책수단의 개발 및 개

월에는 4대 기관장으로 KIST 출신 박원훈 본부장

방화에 대응한 국제기술협력방안 등에 관한 연구를

이 취임하였다. 박원훈 본부장은 정책·기획본부가

추진하였다. 넷째,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사회적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및 관리 전담기구로서의 기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능을 온전히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힘썼다.

인식 제고, 지방화 촉진에 따른 지역의 균형발전을

KIST 원장 직속기구였던 정책·기획본부는 다시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 또는 과학기술의 사회적 수

1993년 5월 7일 KIST 부설 과학기술정책·관리연

용(Public Acceptance) 문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

구소(STEPI)로 확대 개편되는 과정을 거쳤다. 이는

였다.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및 관리 전담기구로서의 기

아울러 해외 유사 정책연구기관 또는 전문가와의

능과 과학기술정책에 관한 연구를 함께 수행함에

인적교류 및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있어서 이른바 ‘선수-심판’ 논리에 의거, 국가연구

1~2회에 걸쳐 국제 과학기술정책 워크숍 또는 세

개발사업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한

미나를 꾸준히 개최하였다. 이밖에 F u m i o

조치였다.

Kodama(일본)，Keith Pavitt(영국)，Hariolf

개편과 함께 1993년 5월에 김영우 전 2대 소장이

Grupp(독일) 등 매년 5~6명 이상의 과학기술정책

5대 소장으로 재취임하였다. 김영우 소장은 새롭게

관련 해외 전문가들을 직접 초청하여 해외 정책연

연구소로 개편된 STEPI의 위상을 제고하고 외연적

구 동향을 청취하고 당시 수행 중인 과제 내용에 대

규모 확대 및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확보하는 데 공

한 자문을 받았다. 이와 함께 영국 SPRU, 미국

헌하였다. 이후 STEPI는 1995년 5월에 1987년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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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연구원 30년사

학기술정책연구·평가센터 설립 이후 줄곧 요람이

구기획관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센터의 3대 조직으

었던 홍릉 청사를 처음으로 떠나서 흥인동 청사로

로 구성된 3단 체제는 1999년 STEPI로 개편될 때까

이전하였다.

지 연구소 운영의 기본적인 틀로서 유지되었다.

초기 과학기술정책연구·평가센터에서 KIST 정

3단 가운데 과학기술정책연구단의 기능과 역할은

책·기획본부로의 변화 과정은 과학기술정책 및 국

과학기술정책연구사업 위주로 이루어졌다. 당시

가연구개발사업 관리체제 구축에 있어서 중요한 의

STEPI의 과학기술정책연구사업은 시의성과 실효

미를 갖는다. KIST 정책·기획본부는 당시 과학기

성을 겸비한 과학기술정책의 전개와 미래의 바람직

술처가 K I S T를 미국 국립보건원(N a t i o n a l

한 과학기술활동의 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삼고 있

Institutes of Health)과 유사한 연구 및 연구개발

었다. 이를 위해 국가혁신체제의 선진화를 위한 과

기획·평가 전담기관으로 개편하려고 의도한 계획

학기술정책 대안 발굴·제시, 한국적 기술혁신 모

의 추진과정에서 파생된 것으로, 결과적으로 당시

형의 개발, 그리고 기술혁신 활동의 정밀분석을 위

정책·기획본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평가의

한 과학기술 통계·지표의 과학화 등을 기본방향으

전담기관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로 설정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정

그 이후에 한국과학기술평가원(KISTEP, 현 한국

책연구와 관련하여 관련 정부 부처 및 기구에서 요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전신)이 STEPI로부터 분

구하는 단기현안과제를 다수 수행하였다. 이는 당

리·설치되고, 자체적으로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각

시 과학기술처, 재정경제원, 청와대, 국무총리실,

정부 부처 산하에 연구관리 전문기관들이 개별적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등에서 주요 현안에 대해 수

로 설치되는 토대가 되었다.

시로 요청하는 과제였다. 아울러 이러한 연구결과

1996년 2월에는 KAIST 교수와 고려대학교 교수

를 외부에 잘 확산하기 위하여 국내외 학술세미나

를 역임한 6대 김인수 소장이 취임하였다. 김인수

개최, 산업체 및 정부기관 등의 직원을 대상으로 한

소장은 기술경영 및 기술혁신 분야의 저명한 학자

강의 및 강연 등도 활발히 수행하였다.

로서, STEPI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연구 수준을

연구기획관리단의 기능과 역할은 국가연구개발

높이는 데 힘썼으며, 퇴임 이후에는 인문사회연구

사업에 대한 연구기획·관리 및 평가사업 위주로

회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구성되었다. STEPI가 1994년 특정연구개발사업

한편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로 이름이 변경

기획·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본격적으로

된 후 조직 체계나 연구 수행 측면에서 ‘연구소’라는

수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기획·관리

이름에 걸맞게 과학기술정책연구의 실천력이 한층

및 평가사업은 전문성과 실효성에 바탕한 전문 기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1994년 3월 KIST로부터

술분야별 연구기획 수립, 공정성과 투명성 및 객관

국제과학기술협력센터를 이관받음으로써 이른바 ‘3

성이 보장된 평가 실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고객지

단’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과학기술정책연구단, 연

향적 전주기 연구관리체계 구축 등을 기본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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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프로젝트 연구책임자 토론회(1993.2.18.)

하여 관련 사업을 수행하였다.
STEPI 연구기획관리단이 처음 설립된 1992년 이

OECD 등 주요 국제기구로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여
협력활동을 한층 활발하게 추진하였다.

후로 수행했던 관련 업무 가운데 대표적인 성과로

특히 STEPI는 1994년 OECD 과학기술정책위원

서는 1995년 과학기술처와 함께 연구과제 중심 운

회(CSTP: Committee for Science and

영제도(PBS: Project Based System)를 도입·정

Technology Policy) 가입을 주도하여, 이후 1996년

착시킨 것과 1992년 목표지향적인 대형 연구개발사

에 한국이 OECD 정회원국에 가입하는 데 중요한

업인 선도기술개발사업(‘G7 프로젝트’)을 기획·발

디딤돌이 되었다. 또한 STEPI는 일찍부터 개도국을

주하여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수준을 한 단계 끌어

대상으로 한 과학기술정책 및 기술관리 관련 교육훈

올리는 데 일익을 담당했던 것을 지적할 수 있다.

련사업에도 앞장서 왔다. 대표적인 예로서 한국국제

국제과학기술협력센터의 기능과 역할은 국제과학

협력단(KOICA)이 설립된 이듬해인 1992년부터 이

기술협력사업 위주로 수행되었다. STEPI의 국제과

미 KOICA로부터 위탁을 받아 개도국의 과학기술정

학기술협력사업은 1994년도에 한·러 과학기술협력

책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과학기

사업과 한·중 과학기술협력사업을 KIST로부터 이

술정책 교육훈련 프로그램인 TAP(Technology and

관받아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시작한 이래, 기존의

Policy) 프로그램을 다년간 수행하였다. TAP 프로

대북방권 협력사업 위주로부터 선진권 및 개도국과

그램은 한국의 과학기술정책 및 기술관리 경험과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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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를 개도국에 확산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30년사

존에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가 수행하던 국가

1998년 8월에는 STEPI 전문위원과 과학기술처

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 기능이 KISTEP

조정관을 역임한 7대 장문호 소장이 취임하였다. 이

으로 이관됨에 따라 전체 인력 및 예산 규모가 대폭

어서 1999년 1월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

감소하는 등 일시적으로나마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

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경제사

게 되었다. 그러나 STEPI가 총리실 산하 연합이사

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으로 설립되는 것이 확정되

회 소속 경제사회연구회로 포함되고 1999년 4월에

었다. 1999년 2월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는 산업기술정책연구소(ITEP)의 정책연구 기능을

평가·관리 기능이 신설된 KISTEP으로 이관되고,

흡수함에 따라, 과학기술정책연구 차원에서는 국내

흥인동 청사를 떠나 신대방동 청사로 이전하였다.

유일 전문기관의 지위를 부여받으며 장기적인 지평
확장기에 접어들기 시작하였다.

3. 과학기술정책연구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1999~2010)

1999년 2월에 입주한 STEPI 신대방동 청사는 세
종국책연구단지 청사로 이주한 2014년 12월까지
STEPI 30년 역사의 절반이 넘는 근 16년 동안의 기

1) 국내 유일 과학기술정책 연구기관의 지위를
부여받다

간을 동고동락한 안식처였다. 신대방동 청사에서는
1999년 5월 8대 강광남 원장을 시작으로 2002년 5
월 9대 최영락 원장, 2005년 10월 10대 정성철 원

현재의 STEPI가 탄생한 1999년은 당시에는 비록

장, 2008년 8월 11대 김석준 원장, 2011년 8월 12대

고난의 시기였으나,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과학기

송종국 원장까지 모두 다섯 명의 원장이 취임하여

술정책연구의 입장에서는 비로소 기회의 창이 열리

재임하였다.

고 이를 통해 과학기술정책연구의 지평이 본격적으

8대 강광남 원장은 STEPI가 KISTEP과 분리되고

로 확장되기 시작한 시기로 이해할 수 있다. 1999

인력 및 예산 규모가 축소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

년 1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

던 시기에 취임하였다. 강광남 원장은 당시 미국의

에 관한 법률」에 의거, 경제사회연구회 소속 과학기

대표적 글로벌 종합 싱크탱크였던 RAND 연구소와

술정책연구원(STEPI)의 설립이 확정되었고, 이어

협력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STEPI가 과학

서 5월에는 STEPI가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또한

기술정책연구 전문 싱크탱크로서의 외형과 자신감

이 시기에 발맞추어 1999년 5월에 과학기술처 연구개

을 갖출 수 있도록 여러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어려

발조정관을 역임한 8대 강광남 원장이 취임하였다.

움에 처해 있던 조직을 추스르고 안정화하는 데 기

당시에 외부 요인으로는 ‘IMF 사태’라고 일컬어

여하였다.

지는 외환위기가 발생하여 국가의 경제적 및 사회

9대 최영락 원장은 STEPI 연구자 출신의 최초 원

적 어려움이 극심하였다. 또한 내부 요인으로는 기

장으로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을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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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연구원 개원 기념 심포지엄(1999.12.1.)

하는 등 다양한 대·내외 활동을 통해 STEPI의 위

에 이르기까지 국제과학기술협력 대상국의 범위를

상을 높이는 데 힘썼다. 최영락 원장 재임시 STEPI

크게 확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는 지역발전 기술혁신전략 심포지엄(2002년), 과학

10대 정성철 원장은 STEPI 연구자 출신 두 번째

기술인력 수급 전망과 과제 세미나(2003년), 과학기

원장이며, 국제과학기술협력 분야의 최고 전문가이

술중심사회 구축 대토론회(2003년), 연구개발특구

다. 한국인 최초로 OECD 과학기술정책위원회

육성 토론회(2005년) 등의 다양한 주제별 연구를 수

(CSTP) 부의장을 역임하는 등 STEPI가 이 분야에

행하고 관련 행사를 주관함으로써, 정부의 과학기술

서 많은 활동과 업적을 쌓는 데 공헌하였다. 정성철

정책 수행을 적극 뒷받침하였다. 또한, 개도국 대상

원장 재임시 STEPI는 특히 글로벌 과학기술협력 거

과학기술정책 컨설팅 제공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수

버넌스를 구축하고 과학기술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

출을 기획하여, 「인도네시아 과학기술정책 및 기술

하는 데 초점을 두고 다양한 국제과학기술협력 활동

경영 교육훈련 사업(2002년)」, 「이집트 산업기술센

을 수행하였다. 2006년 OECD CSTP 총회 및 2008

터 설립 마스터플랜 사업(2002년)」, 「알제리 시디압

년 OECD 한국 국가혁신체제(NIS) 진단 보고회를

델라 과학기술신도시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

서울에서 개최하는 데 정부를 도와 실무적으로 크게

(2004년)」 등을 연이어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

기여하였으며, 이는 나중에 2015년 OECD 과학기술

에 어느 정도 교류 경험이 있던 아시아 지역은 물론

장관회의를 대전에서 개최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되었

이전까지 교류가 거의 없었던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

다. 또한 2006년 2월부터는 각자 과학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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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한국 NIS 진단 보고회(2008.1.23.)

를 수행하고 있는 한·중·일 3국의 5개 연구기관2)

2) 과학기술정책연구의 지평을 확장하다

이 모여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한·중·
일 과학기술정책연구 세미나’를 공동 주관하며, 동
북아 지역 이슈에 함께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1990년대 중반 이후 2000년대 중반까지는 과학
기술정책연구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많은 연구

한국행정학회 회장 및 17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11

조직들이 새롭게 탄생하고, 발전한 시기이다. 대학

대 김석준 원장은 STEPI의 대외 홍보를 강화하고

에서는 서울대학교 기술정책 협동과정, 전북대학교

국내·외 네트워크를 확충하는 데 많은 힘을 기울였

과학학과, 고려대학교 과학기술학 협동과정 등이

다. 특히 터키, 멕시코, 이집트, 인도, 대만 등의 해

새로 생겨났다. 또한 KAIST, 서울대학교, 포항공

외 과학기술 관련 기관들 및 국내의 다양한 기관들

과대학교 등에서 기술경영 전공과정이 속속 개설되

과 협력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그들과의 협력

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 STEPI를 비롯하여

활동을 확대하는 데 노력하였다.

KISTEP, 한국산업기술재단(KOTEF), 한국산업기
술평가원(ITEP) 등에서 과학기술정책 및 기술혁신

2) 한국에서는 STEPI와 KISTEP, 중국에서는 중국과기정책관리과학연구소(IPM)와 중국과학기술전략연구원(CASTED), 일본에서는 일본과학기술정
책연구소(NISTEP)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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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한국개발

관 역할을 지속적으로 담당하였다. 이는 STEPI가 과

연구원, 산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 많은

학기술부의 싱크탱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대표적

경제사회계 연구기관들도 이 분야 관련 연구조직을

인 사례이다.

운영하였다. 민간부문에서도 관련 연구가 매우 활

이후 다양한 정부 부처들과의 교류 확대를 계기로

발하여, 대표적인 민간경제연구소인 삼성경제연구

STEPI는 과학기술부라는 단일 부처의 싱크탱크를

소, LG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에서도 전문가

넘어 국가 전체의 차원에서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싱

그룹을 조직하여 기술경영, 기술혁신 및 과학기술

크탱크의 역할을 담당하기 시작하였다. 정부출연연

정책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분야 학문 발전

구기관이 이사회 체제로 개편되면서 STEPI는 과학

을 추구하는 관련 학회도 확장되어, 역사가 가장 오

기술부는 물론 다른 정부 부처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래된 기술경영경제학회를 비롯하여 한국기술혁신

정책과 사업을 입안하거나 기획하는 데 크게 기여했

학회, 한국과학기술학회, 한국혁신학회, 혁신클러

던 것이다. 이에 따라 2000년대 초반에 STEPI는 거

스터학회 등의 다양한 학회들이 탄생하였다.

의 모든 정부 부처가 필요로 하는 과학기술정책에 대

이렇게 과학기술정책연구가 전반적으로 발전하

한 연구를 사실상 거의 대부분 수행하였다.

는 과정에서 STEPI는 과학기술정책연구 전문기관
의 맏형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였다. 즉 새롭게 만들
어진 다양한 연구조직들과의 활발한 인적 교류 및

4. 미래를 개척하는 과학기술정책
모색기(2011~)

공동연구, 자문활동 등을 통하여 과학기술정책연구
의 전반적인 지평을 확장하는 데 직접 및 간접적으

1) 과학기술과 미래를 연계하다

로 크게 기여하였다. 사실상 우리나라 대학, 연구기
관, 기업의 과학기술정책 및 기술혁신 분야에서 현

2011년 8월 취임한 12대 송종국 원장은 STEPI

재 활동 중이거나 과거에 활동했던 주요 인력들의

연구자 출신의 세 번째 원장이다. 송종국 원장은 취

상당 부분이 STEPI나 그 전신에서 배출되었다고

임 이후 국가경쟁력 강화를 선도하는 과학기술정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책,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하는 과학기술정책,

한편 STEPI는 정근모 과학기술처 장관 시절이던

국제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정책의 세 가지

1995년 당시 이공래 박사를 시작으로 박용태(1996

를 STEPI 정책연구의 3대 목표로 제시하고, 국정

년), 신태영(1997~1998년), 박병무(1998~1999년),

의제를 선도하는 선제적 과학기술정책연구와 환경

송종국(1999~2001년), 김성수(2001~2002년), 조현

변화에 대응하는 개방 및 협력연구의 확대를 특히

대(2002~2003년), 조황희(2003~2004년), 박재민

강조하였다.

(2004~2006년), 이명진(2006~2007년) 박사에 이

당시 과학기술정책연구 분야에서는 과거의 ‘추격

르기까지 10여 년 이상에 걸쳐 당시 장관의 정책자문

형’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선도형’ 패러다임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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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오랫동안 회자되어 왔으나,

Innovators Talks」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큰 호응을

실제 어떻게 이를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는 부

얻고 있다. 셋째, 그동안 국내에서는 개도국과의 협

족하였다. STEPI는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1년

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과학기술혁신 ODA’를 적극

미래연구센터를 설립하고 창조적 미래연구를 체계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STEPI는 2000

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선제적 정책연구

년대 중반부터 대개도국 과학기술협력은 물론 과학

수행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

기술혁신과 ODA의 융합 문제를 꾸준히 다루어 왔

였다.

으며, 이 성과를 바탕으로 2014년에는 이를 실천할

STEPI는 2012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국제미래예

전담조직으로서 국제기술혁신협력센터(I I C C:

측 심포지엄, 2015년의 국내 최초 국민참여형 국가

International Innovation Cooperation Center)를

연구개발사업 X-프로젝트 실행, 2016년 미래연구

설립하고 관련 활동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국내는 물

총서 발간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선제적으로

론 국외에서도 이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국내외 지식허브 역할을 수행하면서, 미래 사회의

12대 송종국 원장은 2014년 9월에 13대 원장으로

위험과 기회 요인에 대한 분석 및 정책대안 도출에

재취임하여 직접 세종 시대의 문을 열었다. 그해 12

매진하고 있다.

월에 STEPI는 28년 간의 서울 시대를 마감하고 세

한편 미래연구를 중점 연구분야로 설정함과 동시
에 STEPI는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래를 개척하

종국책연구단지로 이전하여, 새롭게 세종 청사 시
대를 시작하였다.

기 위한 새로운 과학기술정책 분야를 다양하게 모색
하고 있다. 첫째, 국민행복을 증진하기 위하여 정부

2) 세종 시대가 열리다

는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의 비중을 점차 확대
하고 있다. STEPI는 관련 정책연구를 통해 사회문

세종 시대의 개막은 단순한 지리적 변화에 그치

제 해결형 연구개발의 개념을 최초로 정립했을 뿐만

는 것이 아니고, 국내 정책연구 분야에서 새로운 패

아니라, 구체적 활동의 일환으로 ‘과학기술과 함께

러다임이 열리는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

하는 농촌만들기 토론회’와 ‘과학기술+사회혁신 포

를 모으고 있다. 이는 이전까지 각자 자기만의 공간

럼’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이의 실천에도

속에 안주하던 다수의 국책연구기관들이 서로의 얼

적극 앞장섰다. 둘째, 창조적 경제발전의 주요 실천

굴을 맞대고 한 울타리 안에 모이게 되었기 때문이

방법으로서 ‘융합’과 ‘기업가정신’이 2010년대 들어

다. STEPI는 세종 시대의 개막이 정책연구의 시너

특히 강조되고 있다. STEPI는 융합연구, 벤처창업,

지 극대화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국책연구기관

과학기술인재정책 등의 문제를 다루기 위한 전담조

간의 연구협력을 활성화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경주

직을 설치하고 관련 정책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또한

하고 있다. 특히 세종의 국책연구기관과 대덕의 과

젊은 혁신가들의 대중강연 프로그램인 「Young

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간의 협력방안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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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대를 형성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본격적으로 세종 시대가 시작된 2015년 이후

또한, STEPI는 전세계 거의 모든 대륙에 걸쳐 총

STEPI는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과학기술정책을 적

37개에 이르는 관련 정부부처, 대학, 국제기구, 정책

극적으로 탐구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 2015년과

연구기관 등과 협력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2016년에는 국가적 현안 과제를 해결하고, 패러다

공식적인 협력관계를 광범위하게 구축하고 있다. 이

임 전환에 대응하는 과학기술정책연구를 확대하는

에 따라 STEPI는 2015년 12월 중국 사회과학원이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발표한 세계 100대 싱크탱크 순위에서 국내 기관으

또한 2015년에 STEPI는 규제개혁과 융합연구를

로는 가장 높은 순위인 16위로 선정되는 등 높은 미

전담 연구하는 기술규제연구센터, 기업가정신과 창

래발전 잠재력을 지닌 글로벌 전문 정책연구기관으

업 생태계를 전담 연구하는 혁신기업연구센터를 새

로 인정받고 있다.

로 설립함으로써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심화하고

지난 30년 동안 STEPI는 과학기술정책 의제의

정책연구를 한층 체계화하였다. 이와 함께 STEPI

발굴, 기획, 정책수단의 도입과 제도화 등 한국 과

는 정부기관, 대학, 언론계, 연구기관을 망라한 전

학기술의 제도적 발전을 실질적으로 견인하는 중추

문가 네트워크의 확충에도 힘쓰고 있다.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다. 앞으

각계의 관계 전문가를 초청, 과학기술정책 현안에

로도 STEPI는 미래 과학기술 및 혁신정책연구 분

대해 발표하고 다양한 의견 및 대안을 수렴하는

야를 선도하는 글로벌 싱크탱크로서의 본분을 다할

STEPI 과학기술정책포럼은 1998년 10월 9일에 제1

것이다.

회 포럼을 개최한 이후 100회(2000년), 200회(2003
년), 300회(2009년), 400회
(2016년)를 거쳐 2016년 말까
지 18년 동안 총 408회를 개최
하였다. 특히 과학기술정책포
럼은 초창기부터 매년 초에 과
학기술정책 관계 부처의 장관
혹은 차관이나 주요 실무자들
이 그 해에 해당 부처에서 추
진할 예정인 과학기술정책의
내용이나 방향, 주요 이슈 등
을 직접 발표하고, 각계에서
온 청중과 토론함으로써 공감

STEPI가 위치한 세종국책연구단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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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연구원 30년사

키워드로 본 STEPI 연구 30년
글 : 정효정 (hjung@stepi.re.kr)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1987년 개원 이래로 과학기

원의 연구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에는 지난

술 분야의 체제, 연구개발(R&D) 사업, 산업, 인력,

30년간 발간된 연구보고서 총 1,760건의 제목과 요

법·제도, 지역혁신, 국제협력 등 과학기술정책 전반

약문에서 추출된 키워드가 이용되었으며, 10년 단위

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왔다. 본 글에서는 개원 30주

로 시기를 나누어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시기에 따

년을 기념하여, 최근 각광받고 있는 분석 기법인 키

른 연구영역의 변화양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1)

워드 분석을 통해 지난 30년간의 과학기술정책연구
그림 1 : 1987~1996년 STEPI의 연구 키워드

자료: 저자 작성

1) 각 그림에서 키워드의 크기는 해당 시기 내에서의 중요도와 비례하며, 키워드와 함께 표시된 점의 색은 동일 군집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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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1996년

기술 분야의 행정체계, 국제협력, 사회적 이슈, 인
력 양성 등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그 비중은

이 시기에 주로 다루어진 분야는 국외 정책 동향

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과 산업혁신이다. 과학기술 관련 국외 정책 동향을
파악하여 환경변화에 대응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

1997~2006년

다. 산업혁신 측면에서는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집약산업과 지식집약산업 분야의 혁신 방안을

이 시기의 키워드를 살펴보면, 이전 시기보다 연

모색하였다. R&D와 관련해서는 기획·평가·관리

구 영역이 확장된 것을 볼 수 있다. 과학기술과 관

방안과 더불어 R&D 투자의 경제적 효과와 국내 기

련된 국외 정책 동향 외에도 과학기술을 통한 삶의

술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지원제도의 개선 방안을

질 개선, 과학기술윤리, 미래기술, 과학기술과 경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관련

제·사회·문화의 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 걸친 키

해서는 기능과 역할 정립, 예산 및 운영과 관련한

워드들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산업혁신 관련 영역

이슈들이 다루어졌으며, 이 시기의 정부 정책 방향

이 대폭 확대되었으며, 기업혁신 관련 영역이 독립

에 따라 분야별 과학기술발전 장기계획 수립을 위

적인 영역으로 분리된 것을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한 연구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다. 이외에도 과학

는 경제성장을 위한 산업 전략에 관련된 연구들의

그림 2 : 1997~2006년 STEPI의 연구 키워드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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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이 높았다. 전자·정보통신기술을 중심으로 패

과학기술정책연구원 30년사

2007~2016년

러다임 변화에 따른 산업 전략을 모색하고, 바이오
산업과 같은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산업에 대한

이 시기에는 과학기술 관련 법·제도나 지식재산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외에도 외국인직접투자(FDI)

권·규제, 창업·기업가정신 등 그동안 과학기술

가 R&D 사업 관련 주요 이슈로 대두되면서, 이에

분야에서 주요하게 다루지 않았던 연구주제들이 새

대응하기 위해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지식집약

롭게 등장하거나 독립적인 영역으로 발전하였으며,

산업, 생산·제조업의 혁신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R&D 사업과 R&D 투자의 중요성이 재조명되었다.

졌으며, R&D 투자에 있어서도 기초연구 분야나 외

R&D 사업 영역에서는 연구자의 성과 관리 체계,

국인직접투자 유치에 대한 구체적 전략을 모색하는

연구비 배분, 연구 자율성 등의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원천

관련 이슈와 기초·융합 연구의 확대에 대한 이슈

기술 개발, 규제 등의 기업혁신에 대한 이슈도 다루

를 다루었다. 또한 이전 시기에는 R&D 사업에 포함

었다. 이전 시기에서 하나의 군집으로 나타났던 행

되었던 R&D 평가가 독립적인 영역으로 나타나 이

정체계·협력·인력에 대한 이슈들은 과학기술협

시기에 관련 이슈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것을 알 수

력, 과학기술인력, 대학, 지역혁신으로 분화·발전

있다. R&D 투자와 대학에 대한 연구는 이전시기에

되는 양상을 보였다. 인력 측면에서는 이공계박사

비해 축소된 반면, 과학기술협력과 과학기술인력에

인력현황을 파악하고, 이공계 분야의 인재 양성을

대한 연구의 중요성은 증대된 것으로 보인다. 세계

위한 여성과학자, 병역특례, 연구자의 창의성 등이

화의 추세에 따라 과학기술협력의 비중이 커지고,

주요 이슈로 다루어졌다. 대학의 경우, 대학 연구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범위가 확장되었으

지원, 기술이전, 이공계 대학의 산학 협력 활성화가

며, 과학기술인력 영역에서는 기존 이슈와 더불어해

주요 이슈로 나타났다. 또한 네트워크 구조 기반의

외 인력 관련 이슈가 추가되었다. 산업혁신과 관련

지역혁신체제에 대한 연구와 지방균형발전 등을 통

된 연구는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수행되었다. 이전

한 지역 혁신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과학기

시기에는 경제성장을 위한 전자·정보통신기술과

술협력 영역에서는 OECD와 같은 국제기구와의 협

지식집약산업의 전략을 모색하는 연구들이 주로 이

력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시작하였으며, 동북아 지

루어진 반면, 이 시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고려한

역 및 북한과의 교류도 활발하게 수행한 것으로 보

신성장동력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해 바이오·의료,

인다. 이전 시기에 이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관리

첨단기술, 에너지·신소재 분야 등의 산업을 중심으

체계 및 성과 평가와 같은 연구시스템에 대한 이슈

로 연구하였다. 또한 기업혁신과 지역혁신이 하나의

들을 다루었으며, 환경·재난·안전 등의 사회문제

군집으로 통합·축소되었으며, 지역과 기업의 혁신

를 과학기술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도 나타

역량 강화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 및 전략산업에 대

났다.

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이밖에도, 사회문제를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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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 2007~2016년 STEPI의 연구 키워드

자료: 저자 작성

템 관점에서 해결하고자하는 연구가 시도되었으며,

이처럼 지난 30년 동안 STEPI는 국가 과학기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

싱크탱크로서 대내외적 환경 변화와 정부의 정책 기

행한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의 성장이라는 정부의

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왔다. 또한, 기존 연구영역

정책 기조에 따라 창업 생태계, 기업가정신, 기술이

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발전과 세계화 추세에 따라

전 등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정보통

새롭게 등장하는 이슈들을 파악하여 관련 연구를 수

신기술이 발달되면서 등장한 지식이전 및 지식재산

행함은 물론, 과학기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

권 관련 이슈와 규제 개혁 관련 이슈들도 다뤄지기

친 이슈들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연구영역을

시작하였다. 이외에도 과학기술정책의 예비타당성

확장해왔다. STEPI가 지난 30년 동안 정책연구를

조사, 과학기술기본법의 개정 방향 제시 등 과학기

통해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발전을 이끌어 왔듯이,

술 분야의 법·제도에 대한 연구와 미래시장의 수

과학기술 패러다임의 전환을 맞이하는 중요한 시점

요·예측, 신기술 확보를 위한 거대과학의 필요성과

에서 앞서나가는 STEPI의 정책연구와 앞으로의 30

같은 연구들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년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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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연설 ①

디지털 혁명의 명과 암
The Promise and the Peril of the Digital Revolution
글 : 양현채 (hcyang@stepi.re.kr)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장 훈 (hoonjang@stepi.re.kr)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디지털화가 우리 사회에 불러올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이해
•국가별 실정에 맞추어 디지털화의 영향을 평가하고 분석결과를 공유
•범국가 차원에서 선제적 대응방향을 모색할 필요

2017 STEPI 국제심포지엄의 첫날은 더글라스 프
란츠(Douglas Frantz) OECD 사무차장의 기조연

차장이 소개한 OECD의 고잉 디지털(Going Digital)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발표내용을 요약한다.

설로 문을 열었다. 그는 디지털 혁명은 우리 삶에

디지털 사회로 전환은 정보와 지식의 폭넓은 이

총체적 변화를 불러오고, 그 변화는 양면성을 지니

용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혁신이 촉진

고 있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발표를 시작했다.

되고,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에 효

디지털화는 우리 사회에 혜택을 불러오기도 하지만

율성이 향상되며 복지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기

위험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령, 데이터를

대를 낳고 있다. 반면, 디지털 사회에서 전문성, 고

제조업에 이용하여 생산성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을

용, 시장진입, 경쟁은 지금과는 다른 의미를 갖게

것이나 정보격차와 개인정보유출과 같은 위험을 안

될 것이며, 사생활, 보안, 자산과 같은 원칙을 어떻

고 있기도 하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디지털화로

게 수호할 것인지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그뿐만

인한 혜택을 최대화하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니라 모든 것이 상호 연결되어 있는 디지털 환경

향후 직면할 가능성과 위험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에서 전체적(holistics)인 접근이 부족하다면, 어떤

에 대한 계획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OECD는 디지

한 분야에서 수립된 정책이 다른 분야에서 의도하

털 경제와 사회 변화에 대한 범국가적 대응이라 할

지 않는 영향을 가져올 위험 또한 높아진다는 점도

수 있는 고잉 디지털(Going Digital) 프로젝트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본고에서는 프란츠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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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글라스 프란츠(Douglas Frantz) OECD 사무차장의 기조연설

최대로 활용하여 디지털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회의에 이어 워크숍, 세미나를 순차적으로 개최하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자 고잉 디지털(G o i n g

면서 국가별 대응방안을 공유해나갈 것이다. 프란

Digital)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츠 사무차장은 심포지엄 청중들에게도 자신의 이메

지구촌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디지털 전환이

일 주소를 공개하며 언제든 아이디어를 공유해달라

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이해증진을

고도 했다.

목표로 한다. 현재 35개 회원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슈를 종합하여 범정부적 관점에서 디지털 전환의

디지털 전환 정책의 세 가지 축 1)

올바른 방향 설계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고 있다.
해당 프로젝트는 올 2017년에 시작되어 향후 2년

프란츠 사무차장은 고잉 디지털(Going Digital)

동안 진행될 예정으로, 지난 1월에 있었던 첫 번째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세 가지 축(pillar)을 다음과

1) 해당 부분의 내용은 Frantz(2017.5.11., p.5) 발표내용을 중심으로 OECD(2017a)의 내용을 보충하여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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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설명했다.
Pillar 1: 디지털 전환을 분석할 통합적 정책 프레임워크

과학기술혁신, 새로운 30년

주요 정책과제 2)
프란츠 사무차장은 열 가지 주요 정책과제3)를 제

Pillar 2: 특정 정책 영역에서의 디지털 전환 분석

시하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정책과제는 디지털 기

Pillar 3: 디지털 시대에 당면한 과제들의 새로운 함의를

술에 대한 접근에서부터, 법체계 구성에 이르기까

도출하기 위한 공통 핵심모듈

지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었다. 제시된 정책을 조합
하여 디지털 경제의 혜택을 최대화하고, 정부에서

Pillar 1은 디지털 전환에 수반된 다양한 요소를
이해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이다. 두 가지 과업을 포

부터 모든 시민에 이르기까지 포용적 디지털 전환
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함하는데 그 중 하나가 정책적 측면에서 디지털 발

각 국가는 디지털 전환과정에서 효과적이면서도

전을 정량 및 정성적으로 측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저렴한 인프라 보급, 기술 교육, 중소기업 자금지원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게 될 디지털

등 매우 다양한 부분에서 저마다 어려움을 겪을 것

전환의 주요 동인을 탐색하는 것이 다른 하나의 과

이다. 제시된 과제는 주로 디지털 기술의 이용을 방

업이다.

해하는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프란츠 사무차장은 Pillar 2에서 디지털

을 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장벽을 개선하기 위해

전환이 국제 무역, 직업, 조세 등과 같은 특정 이슈

서는 국가별 디지털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에 미치게 될 영향을 분석하고, 결과를 공유하게 된

제안한다. 디지털 전략은 통신시장의 경쟁 환경을

다고 설명했다.

향상하고, 소외계층의 인터넷 접근을 개선하는 노

Pillar 3은 디지털 시대에 정책이 마주하고 있는

력까지도 포함한다.

과제 중 여러 영역이 얽혀 있는 곳에서 함의를 도출

또한, 디지털 전략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괄하

하기 위해 집중연구를 수행한다. 논의될 수 있는 주

고, 각국에서 수행하는 전략 간에 상호 운영이 가능

제로는 디지털 경제에서 직업과 기술, 시장구조 및

한 최상위 국가 수준에서 표준, ICT 부문의 규제, 디

경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디지털 전환, 그리고

지털 보안 문제에 접근한다. 그리고 디지털화로 인해

정책 설계, 실시, 개혁에서 디지털 기술의 역할 등

법제도가 발전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변화를 요

이 있다.

구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법체계를
검토·진화해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프란츠 사무차장의 발표에서 인상 깊었던 점은

2) 해당 부분의 내용은 Frantz (2017.5.11., p.9) 발표내용을 중심으로 OECD(2017b)의 내용을 보충하여 정리함
3) 정책 과제는 “(1)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에 접근; (2) 디지털 인프라; (3) 디지털 인프라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지원; (4) 디지털 시대를 위한 표준
(기준) 개발; (5) ICT 부문 규제; (6) 디지털 보안; (7) 기술과 디지털 경제; (8) 디지털화, 중소기업, 스타트업과 역동성; (9) 디지털 시대에 소비자 주
권; (10) 디지털화와 법체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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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화가 가져올 미래를 무턱대고 비관하거나 낙
관하지 않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적절하게 대처하
기 위해 디지털 전환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이를 통
한 효과적 대응방법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한 것이
다. 이는, ‘What The Fuck?’(젠장, 뭐냐?)라는 다

참고문헌
Frantz, D.(2017.5.11.), “The Promise and the Peril of the
Digital Revolution”, 2017 STEPI International Symposium.
OECD(2017a), “Going Digital: Making the Transformation
Work for Growth and Well-bing”, OECD Publishing, Paris.
OECD(2017b), “Key Issues for Digital Transformation in the
G20”, Report prepared for a joint G20 German Presidency/
OECD conference.

소 부정적인 의미의 약어인 ‘WTF?’를 ‘What's The
Future?’(미래는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
인가?)로 바꾸어 해석했던 그의 발표에서도 엿볼
수 있었다. 시대적 맥락을 이해함으로써, 선제적 대
응을 이끌어 내는 것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처하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기조연설 연사토론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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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연설 ②

정책 설계에 관한 혁신생태계 측면의 고찰
The Implications of an Innovation Ecosystem Perspective for Policy Design
글 : 이제영 (jeilee@stepi.re.kr)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양희태 (htyang@stepi.re.kr)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혁신생태계’는 기업, 대학, 연구소, 정부 등 다양한 구성원들 간의 역동적인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혁신을 추구
•혁신생태계 구축에 중요한 4가지 요소는 인적자원(People), 재정(Finance), 서비스(Services), 지식(Knowledge)
•정부는 혁신생태계 거버넌스의 한 주체로서 공공분야 혁신을 창출하고 혁신생태계를 조정·유지하는 역할

지난 5월 11일부터 이틀간 열린 2017 STEPI 국제

은 공공 과학혁신 시스템으로부터 많은 이득을 얻을

심포지엄에서는 ‘과학기술혁신, 새로운 30년

수 있었지만 1980년대 이후 비용에 대한 압박, 핵심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Policy for

기술의 빠른 변화, 과학기술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Next Generation)’이라는 주제로 국내외 석학들이

정부 차원의 검증 요구가 증대되면서 과학기술혁신

열띤 토론을 벌였다. 루크 조지우(Luke Georghiou)

시스템에 대한 기반조성 및 공공과학 기술 분야에서

맨체스터대 교수는 기조연설에서 ‘정책설계에 관한

협력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혁신생태계’라는 용어와

혁신생태계 측면의 고찰(The Implications of an

함께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이라는 용어

Innovation Ecosystem Perspective for Policy

도 같은 시기에 자주 언급되었는데, 개방형 혁신은

Design)’이라는 주제를 다루며, 협력을 기반으로 한

기업이 외부의 아이디어를 활용하고 동시에 보유한

혁신생태계 조성의 중요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

아이디어를 공개하면서 혁신의 성공률을 높이는 일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련의 방법과 전략을 의미한다. 개방형 혁신과 달리

조지우 교수는 ‘혁신생태계(I n n o v a t i o n

혁신생태계는 보다 넓은 환경에서의 역동성에 초점

Ecosystem)’라는 용어가 2000년대 초반에 들어서

을 두고 구성원들 간의 상호의존성을 시스템적 관점

면서 사용되기 시작했고 상대적으로 최근에 발전된

에서 해석한다.

개념이라 언급하였다. 2차 세계대전 직후 대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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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크 조지우(Luke Georghiou) 맨체스터대 교수의 기조연설

제품, 다기술에 기반한 기업들이 작은 규모의 기업

(People), 재정(Finance), 서비스(Services) 그리

들과도 협력 가능한 역동적인 시스템을 들 수 있

고 지식(Knowledge)을 들었다. 인적자원은 혁신

다. 기업은 설립, 성장, 인수 그리고 폐업에 이르기

기업의 흡수력을 결정짓는 요소로 미국의 실리콘

까지의 복잡한 과정에서 적절한 기술을 효과적으

밸리와 같이 혁신을 주도하는 지역에서는 우수 인

로 선점하는 것이 관건인데 이를 위해서는 전문기

적자원의 유입이 매우 활발하다. 재정은 특히 장기

업이나 대학을 통한 R&D 아웃소싱, 기술이나 표

적 목표를 가진 중소기업에 중요한 요소로 투자에

준, 공급망 구축을 위한 네트워킹, R&D 세계화 등

대한 수익(ROI: Return on Investment)을 예측

이 필요하다. 또한, 시범사업을 통해 시장에 적응

하고 이를 위한 적정 자금지원을 통해 생태계 전반

할 수 있는 리드마켓(Lead Market) 프로젝트의

에 투자에 기반한 재정흐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

일반화도 필요할 것이다. 조지우 교수는 강연에서

는 것이 핵심이다. 서비스는 혁신활동 지원을 위한

혁신생태계의 중요한 4가지 요소로 인적자원

물리적인 인프라 뿐만 아니라 사람·인재·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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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조지우 교수가 제안하는 혁신생태계의 모습

자료: Georghiou, L.(2017.5.11.), “The Implications of an Innovation Ecosystem Perspective for Policy Design”, 2017 STEPI International Symposium, p.27에서 재인용

인프라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효과적인 비즈

혁신생태계로의 도전과 새로운 기회

니스 공급망 형성에 기여하는 전문 서비스 기업,
중개 서비스업 등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산·

결국 혁신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의

학·연 혁신 주체들 간의 교류 및 협력을 바탕으로

원활한 흐름일 것이다. 지식의 흐름을 막는 장벽들

지식의 흐름을 활성화시키고 시장이 원하는 기술

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개방형 과학(Open

을 바탕으로 혁신을 조달하는 수요 견인

Science)을 통해서 보다 많은 지식이 구성원들 사

(demand-pull) 혁신 방식의 중요성도 점점 더 커

이에서 활발하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소통

지고 있다.

을 통해 큰 흐름을 보는 안목이 길러지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기술이 나올 수 있는 새로운 접근이 가
능해진다. 아울러 각 지역에 맞는 맞춤형 생태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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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지역 고유의 문제, 지

버넌스의 한 주체로서 지식의 원활한 흐름을 조정

리·문화적 특성, 경제상황 등에 가장 적합한 전략

하고 행위자 간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역할

을 통해 해당 지역에 최적화된 혁신시스템 구축이

을 맡아야 한다. 동시에 공공분야로부터 새로운 수

가능한 것이다.

요채널을 만들어 내면서 혁신을 창출하고 유지할

혁신생태계의 패러독스는 자유로운 지식의 흐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사회 특성에 따라 자유롭고

이 정보에 대한 검증과 인증을 위한 추가적인 시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혁신생태계를 개발하는

템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혁신생태계 거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2017 STEPI 국제심포지엄 기조연설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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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연설 ③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새로운 전환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Policy in Transition
글 : 이정원 (leejw@stepi.re.kr)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원장

•한국의 혁신생태계는 지식 창출은 우수하나 흐름 및 확산, 활용이 미흡
•혁신생태계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지식, 자금, 사람의 흐름이 원활해야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혁신 정책 필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수년간 2∼3%대에서 정

우리나라는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이 세계에서

체되어 있고 잠재성장률도 지속적인 하락 추세이다.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지난 20여 년간 R&D 투

더구나 지난 10년간 10대 수출 품목도 변화가 없다.

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그런데 논문이나 특허

이러한 최근의 경제위기는 획기적 혁신을 기반으로

와 같은 과학기술 성과 지표는 증가세를 보이다

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2000년대 초반 이후부터는 정체하거나 일부 감소하

다. 사회적으로도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출산율,

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물론 논문이나 특허가 과학

그러나 가장 높은 자살률, 계층 간, 지역 간, 세대 간

기술 투자의 성과 전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다

갈등 등 여러 사회적 해결 과제를 안고 있다. 정치적

만, 일반 국민들이 실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대표적

으로는 초유의 국정 중단 사태를 겪고 이제 새로운

인 과학기술의 성과가 뚜렷하지 않다는 것은 사실이

정부가 들어서 안정을 되찾고 있지만 북한을 비롯한

다. 즉,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정책에서도 새로운 전

주변국과의 외교적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

환의 필요성에 대한 신호가 2000년대 초반부터 있어

다. 즉, 우리나라는 경제·사회·정치·외교 등 모든

왔는데, 이를 놓쳐 현재의 시스템을 탈바꿈하지 못한

분야에서 탈바꿈(reset)할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한 시

채 위기 상황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점이다.
과학기술 분야도 위기 상황인 것은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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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원 STEPI 부원장의 기조연설

한국의 혁신생태계
(Innovation Ecosystem of Korea)

라고 볼 수 있다.
기존에 OECD 등에서 많이 논의되는 국가혁신시
스템을 생태계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결국 과학

일반적으로 자연의 ‘생태계’란 상호작용하는 유기

기술 혁신생태계라는 것은 국가 차원, 그리고 글로벌

체들과 그들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주변의 무생물

차원에서 기업, 공공연구기관, 그리고 대학이라는 혁

환경을 일컫는다. 과학기술 측면에서 생태계라는 개

신의 주체들이 혁신을 위한 상호작용을 하고 이들의

념은 혁신 과정이 핵심요소로서 기업·대학·연구기

혁신활동이 경제·사회적 제도와 환경과 영향을 주

관 등 관련 주체들, 그리고 연구자들 간에 정보와 기

고받는 유기적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

술의 흐름이 원활히 일어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

지식이 만들어지고 확산되고 활용되는 과정을 혁

다. 혁신생태계에서는 아이디어가 시장에서 공정이

신생태계라고 봤을 때, 혁신생태계는 크게 지식이 창

나 제품, 서비스로 전환되기 위해 필요한 상호작용이

출되는 부분과 지식이 이전되고 활용되는 부분으로

핵심이라고 볼 수 있으며, 다양한 주체들이 활발히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혁신생

활동을 펼칠수록 혁신생태계도 건강해지는 것이다.

태계를 구체적인 지표들을 통해 진단해 보고자 한다.

또한, 혁신생태계는 과학기술혁신 활동만이 아니라,

관련 지표를 살펴보면, 우선 지식창출을 위한 투자

그 상위에 있는 혹은 인접하고 있는 경제 생태계나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선두권이다. 지식 창출의

교육 생태계 등과 맞물려서 같이 돌아가는 시스템이

주체인 연구개발 인력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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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투자의 밸런스 혹은 포트폴리오 측면에서는 아

급 과학기술인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양적으로

직 균형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지 못하며, 대기업과

R&D 성과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 지금까지의 혁신

중소기업 간,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간, 지역 간 연구

시스템의 발전에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것

개발투자의 불균형이 심각하다.

이다. 미흡한 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은 혁신주체 간

한편, 지식의 흐름이나 확산, 혹은 활용 측면에서

연계가 부족하고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창의적 인력

우리나라 혁신생태계는 상당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양성이 어려운 점, 기초과학과 원천기술에 대한 연구

있다. 예를 들어 정부 R&D 투자나 대학 R&D 투자

역량이 아직 부족한 부분, 그리고 전반적으로 아직

에서 기업의 투자 비중이 낮은 수준이고 전반적으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이 부족한 점 등이다.

혁신 주체 상호 간의 투자 비중이 다른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 혁신생태계를 진단하고 그 증상을 요약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이는 생태계 내 혁신 주체들

하면 국가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약해지고 있고 경제

간의 자금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며 상호 연계를 통해

성장률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혁신을 이끌어내는 부분은 취약하다고 볼 수

이러한 증상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

있다. 글로벌 혁신활동 측면에서도 우리나라가 R&D

다. 직접적으로는 주력산업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유

활동에서 외국으로부터 받는 자금의 비중이나, 외

지·강화할 수 있는 기술혁신이 부진하고, 새로운 분

국/한국 연구자들이 한국/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야에서의 획기적 혁신에 기반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비율 등이 낮게 나타나 혁신 활동의 글로벌화가 진전

발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STEPI는 2015년부터

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혁신생태계 내 주체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한국 혁신시스템의 여러 문

들 간 지식 흐름도 원활한 편은 아니다. 미국이나 일

제의 인과관계 또는 선후관계를 정리한 바 있다. 창

본에 비해 공공연구기관이나 대학의 기술이전 비율

의성·수월성 위주의 교육시스템 미흡, 활성화되지

이 낮은 수준이다.

못한 기술금융, 단기적이고 양적 성과위주로 이루어

요약하자면, 혁신생태계 내에서 지식의 창출, 연
계, 확산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지식의 창출 부분에

그림 1 : 지식, 사람, 자금의 흐름이 건강한 혁신생태계

서는 한국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지만 지식의 연
계나 확산, 활용 부분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OECD에서 주기적으로 발간하는 국가별 혁신활동
에 대한 보고서에서 제시한 한국의 혁신시스템 진단
결과도 앞서 언급한 내용과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우리나라가 그 동안 잘해왔던 부분은 R&D
투자에서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해온 것, 우수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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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평가시스템, 거버넌스 시스템의 복잡성 등 여러

그리고 사회의 삼각대라는 용어로 정리할 수 있다.

원인들이 제시되었다. 그런데 이 중 가장 근본적이고

이에 따라 새로운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지향점은 경

주요한 원인으로 우리나라의 혁신활동에서 혁신주체

제적 성장(economic growth)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들의 개방성이나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꼽을 수

성장(sustainable growth)이라고 설정해 볼 수 있다.

있다.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나라의 혁신활동이 갈라

지속가능한 성장은 경제·환경·사회적 지속가능성

파고스화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우리나라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경제적 지속가능성은 새로

혁신활동이 단절되고 고립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운 성장동력을 찾고 가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이로 인해 혁신주체 간 혁신생태계에서의 연계문제

이다. 환경적 지속가능성은 깨끗하고 맑은 지구를 유

가 잘 회복되지 않고 있고, 결국 새로운 성장동력을

지하는 것이고,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과학기술을 통

발굴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도

해 사회적 이슈들을 해결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의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로 나타나는 것이다.

혁신활동은 산업 혁신(Industrial Innovation), 녹색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혁신정책은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단기 처방위주의 정책이 많았

혁신(Green Innovation), 그리고 포용적 혁신
(Inclusive Innovation)으로 정리할 수 있다.

으며 보다 근본적인 대응이 부족했다. 혁신생태계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는 생태계 내 대학·출연연·

그림 2 : 새로운 혁신정책의 방향

기업 세 주체들 간에 돈과 사람과 지식이 잘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나라 혁신생
태계가 건강해지고 활발해질 수 있다.

새로운 혁신 정책의 방향
(Toward a New STI Policy)
자료 : 저자 작성

이러한 생태계적 관점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새로
운 혁신정책의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본다. 다른 나라의

새로운 지향점과 관련된 과학기술혁신정책은 목표

혁신정책 트렌드를 보면 △혁신의 글로벌화, △혁신

자체가 경제성장이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지속가능

활동의 지속가능한 성장에의 기여, △사회적 이슈에

성을 포함한 질적 성장(quality growth)이 되어야 한

대한 과학기술의 역할, △기술과 산업의 빠른 변화 등

다. 여기에는 기업, 대학, 출연연뿐만 아니라 사회적

을 글로벌 트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또한 해외 혁신

기업, 시민단체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과학기

관련 정책 연구들에서 어떤 키워드가 많이 나오는지를

술뿐만 아니라 사회나 제도 혁신까지도 포함하는 것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종합적으로 과학기술과 경제,

이 혁신정책의 영역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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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정책의 혁신
Innovation of Innovation Policy
글 : 이세준 (sjlee@stepi.re.kr)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혁신정책연구본부장
이혜진 (hyejinlee@stepi.re.kr)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원

STEPI 혁신정책연구본부 주관 하에 개최된 국제

술·혁신정책 : 일본의 관점에서’라는 주제로 현재

심포지엄 2일차 첫번째 세션은 ‘혁신정책의 혁신

제5기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는 과학기술기본계획

(Innovation of Innovation Policy)’이라는 주제로

의 흐름과 변화 과정을 통해 일본의 과학기술혁신

진행되었다. 이 세션은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정책 현황과 도전과제를 소개하였다.

3국의 과학기술정책 수립 및 시행 경험을 공유하고,

일본은 1995년 「과학기술기본법」을 제정하였고,

향후 혁신정책 방향을 조망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제

이 법에 근거하여 수립된 「제1기 과학기술기본계획」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을 시작으로 현재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이 진행

주제 발표자로 한국은 장진규 STEPI 선임연구위

중이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 상황을 타개할 방안을

원, 일본은 유코 하라야마(Yuko Harayama) 내각

모색하던 일본은 ‘과학기술혁신’을 문제해결의 실마

1)

부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CSTI) 상임위원, 중국

리로 채택한 것이다. 총리실 직속의 종합과학기술혁

은 란 쉐(Lan Xue) 칭화대 교수가 나섰고, 정재용

신회의(CSTI)는 과학기술혁신과 관련된 정책 수립

KAIST 교수가 좌장을 맡아 루크 조지우(Luke

을 총괄·조정·지원하는 기구이다.

Georghiou) 맨체스터대 교수, 이정동 서울대 교수
등이 토론을 벌였다.

현재 일본의 과학·기술·혁신 변화 트렌드 중 눈
에 띄는 과학측면의 변화는 ‘Open Science,
Networked Science’이다. 즉, 연구자들이 소속 연

일본 사회 전반의 혁신 : ‘Society 5.0’

구실 안에서만 일하는 방식이 아니라 연구데이터를
공유하고 다른 분야 연구자들과 함께 연구하는 융

먼저 발제자로 나선 하라야마 위원은 ‘과학·기

합·협업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1) 総合科学技術·イノベーション会議, Council for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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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코 하라야마(Yuko Harayama) 일본 내각부 CSTI 상임위원의 주제발표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유전자

장소, 언어 등에 관계없이,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를

편집 등과 같은 신기술의 등장과 함께 기술이 혁신

원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양만큼 제

을 주도하던 시대에서 데이터가 혁신을 주도하는 시

공하여 이를 통해 사람들이 만족스러운 생활을 유지

대로 변화하고 있다. 모든 분야에서 융합이 일어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기저에는 과학기술혁신이

다시 말해 핵심은 ‘사회(society)’이다. 단순히 과학

개인단위의 활동보다는 보다 집약되고, 협력적인 활

기술혁신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함께 가려는

동과 함께 사회적 문제와 전지구적 도전과제 해결을

것이다. 과학기술을 통해 사회에 어떤 혜택을 가져오

목표로 추진되고 있음을 소개하였다.

게 할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한다. 이전과 달리 계획

2016년 수립된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는

추진과정에서 사회 전체의 판도를 바꾸는 새로운 게임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자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환경

체인저(game changer)가 등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변화에 대응하여 책임 있는 사회를 만들고, 사회경

일본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제적 문제와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이

현재 진행 중인 연구 분야 중 ‘지능형교통체계

를 위하여 기반(fundamental)이 되는 인력과 우수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에너지밸류체인

역량에 집중 투자하고, 과학기술혁신만이 아닌 사회

(Energy Value Chain)’, ‘모노즈쿠리시스템

적 이슈까지 총체적인 관점에서 보는 혁신시스템 구

(Monozukuri System)’ 등은 다른 국가들도 관심을

축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가지고 있으며, 고령화라는 사회적 이슈뿐만 아니라

제5기 기본계획에서의 핵심은 ‘Society 5.0’으로
‘사회 전반의 변화’를 지향하고 있는데 ‘연령, 성별,

기후변화 같이 전지구적인 과제 해결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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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많은 도전과제들을 보유한

신정책은 어떻게 변화해 왔을까? 쉐 교수는 국내적

일본이 현재 과학기술혁신 과정에서 최우선적인 개선

으로는 경제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

과제로 꼽는 것은 기관, 학문분야 간의 개방된 혁신

환하고, 국외적으로는 글로벌 시장에 통합되는 기

환경에서 존재하고 있는 사일로(silo)를 없애고 협업

반을 마련하는 두 가지 흐름 속에서 일어난 변화를

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일본 특성에

시기별로 크게 ‘네 가지 물결’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맞는 기업 혁신생태계 조성, 지적재산권도 중요한

첫 번째 물결(1980년대 중반~1990년대)은 ‘공공연

이슈이며, 관련된 규제 환경 정비, 부족한 여성연구자

구기관 개혁’이다. 당시 연구개발의 중심적인 역할을

나 스타트업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제시되었다.

하던 공공연구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경쟁체제

하라야마 위원은 5개년 단위의 계획을 실행해 나

를 조성하여 경제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가는 것은 일종의 학습의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실

두 번째 물결(1990년대 후반~2000년대)은 ‘글로벌

험을 하고 그 영향을 보며, 그것을 기반으로 다시 목

지식경제 대응’이다. 전 세계적으로 지식경제시대가

표와 지표를 수정·보완하는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

도래하였는데, 이것을 국가혁신시스템에 어떻게 접

계속해서 진화해 나간다는 것이다. 그는 이것이 바

목할 것인지를 고민하였으며, 첫 번째 물결에서 진행

로 ‘혁신정책의 혁신’임을 강조하였다.

된 혁신의 문제점을 수정·보완하였다. 중국과학원
은 국가의 지원을 받아 지식혁신프로그램을 시작하였

중국 과학기술혁신정책의 ‘네 가지 물결’

고, 이 시기에 R&D 센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세 번째 물결(2000년대 초반~)은 ‘자주적 혁신

다음으로 ‘과기정책에서 혁신정책으로 : 중국 과

(indigenous innovation)’이 가장 중요한 개혁의 방

학기술시스템에서 정책진화에 대한 평가’라는 주제

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중국이 2020년까지

로 발제한 쉐 교수는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진화 과

혁신 기반의 국가로 거듭나기 위한 중장기과학기술계

정을 크게 네 가지 물결로 설명하고, 핵심적인 과제

획이 수립되었고 거대 연구프로젝트들이 시작되었다.

와 대응 방안을 소개하였다.

3차까지 진행된 개혁의 물결로 R&D 투자가 증대

1970년대부터 약 40년간 중국사회는 크게 네 가

되었고, 기업이 주요 연구수행 주체로 성장하였다.

지 변화를 겪었다. 중앙주도형 경제에서 시장경제

국내외적으로 연구성과물 발간도 크게 증가하였다.

로 경제시스템이 변화되었고, 농업에서 제조업과

하지만 중국의 경제성장 속도가 예전과 같지 않으

서비스업으로 산업구조가 변화되었다. 도시화로 도

며 일정수준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한 고민이

시 인구가 크게 증가하였고, 공공시스템 측면에서

필요하게 되었다. 경제사회 문제로는 자원부족과

공공서비스가 확대되고 행정개혁이 일어났으며 시

환경오염, 사회의 다원화로 가치관이 변화되어 생

민사회가 성장하였다.

기는 님비(NIMBY) 현상, 공공과 민간 간의 임금

사회 전반의 변화를 거치면서 중국의 과학기술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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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쉐(Lan Xue) 칭화대 교수의 주제발표

과제로 공급자 중심에서 시장 중심으로의 개선, 공

는 앞으로 혁신정책은 세 가지 방향에서 전환이 필

정경쟁 환경 조성, 지적재산권 보호, 혁신문화 조성

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첫째, ‘정책의 범위’이다. 이

등과 마주하였다.

제는 R&D 프로그램 이상을 커버하는 정책3)이 필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네 번째 물결이 일

하다는 것이다. 둘째, ‘정책의 조율’이다. 과학기술

어났다. 먼저 2013년 행정개혁을 실시하여 행정간

부처를 넘어서 다른 부처와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

소화와 탈분권화, 지적재산권 보호 정책을 강화하

다는 것이다. 셋째, ‘정책의 시행’이다. 과학기술 기

였다. R&D 정책에서는 규제개혁을 통해 중복된 프

관 외에도 산업계, 학계, 다국적 기업 등 다른 기관

2)

로그램을 5개의 유형 으로 통합하였다. 그리고 과

들과도 다양한 협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기술정책 인프라 측면에서 세 가지 전략적 축으
로 장관급 혁신정책 조정기제를 구축하고 전문가의
전략적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R&D 평가 기

한국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진화와
도전과제

구를 독립기관화 하였다.
중국은 선형적인 개발 모형을 따랐고, 그 결과 일

‘한국 과학기술정책의 성과와 도전과제’라는 주제

정 수준 이상의 성공을 거두었지만 아직까지 기업의

로 홍사균 STEPI 선임연구위원과의 공동연구 내용

혁신역량은 여전히 뒤쳐지고 있다고 진단한 쉐 교수

을 발표한 장진규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의 과학기술

2) 국가연구기관에서 주도하는 ‘기초연구’, 대규모 R&D 프로젝트인 ‘메가프로젝트’, 경제사회발전 수요에 대응하는 ‘핵심 R&D 프로그램’,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혁신촉진프로그램’, 인프라를 지원하는 ‘인적자원, 기관 기반 지원’
3) IPR, 세제, 금융, 인적자원, 표준, 연구플랫폼, 기업가정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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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정책의 발전 단계별 주요 특징을 네 가지로 구

역량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공계

분하여 설명하고, 미래 혁신패러다임의 변화방향,

대학원을 육성하고 대학에 연구센터 등 연구 집단

과학기술혁신정책의 도전과제 등을 제시하였다.

을 육성하였다. 또한, 새로운 정부연구기관이 설립

장 선임연구위원은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진화 과
정을 기술도입에 의한 공업화시기(1960-1970년

되었고 최초의 국가 R&D 사업이 시행되어 전 부처
로 확산되었다.

대), 도입기술의 내재화를 통한 산업발전 시기

3단계는 독자적 기술역량 확충을 통한 산업고도

(1980-1990년대 초반), 독자적 기술역량 확충을

화시기(1990년대 후반~)였다. 반도체와 같은 세계

통한 산업고도화 시기(1990년대 후반~) 등의 3단

수준의 기술을 확보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특징을 인적자원과 공공

내기 위해 노력하였다. 연구중심대학에 대한 지원이

연구기관, R&D 투입 및 배분, 상업화와 창업기업, 지

이루어졌고, 정부 출연연구기관은 연구회 체제로 개

원시스템과 인프라 등 4가지 측면에서 설명하였다.

편되었다. R&D세제나 지식재산권 등과 같은 제도

1단계는 기술도입에 의한 공업화시기(1960-1970년

는 각 단계별로 점차 확대되었으며, 공공 연구결과

대)였다. 이 시기는 산업화를 위해 필요한 기술을 도입

에 대한 기술이전과 상업화의 기반은 2단계부터 조

하고 개선하는 시기로, 기능 및 산업인력을 육성하였

성되기 시작하여 점차 확대되고 구체화되었다.

으며 KIST 등 연구기관이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2단계는 도입기술의 내재화를 통한 산업발전시기
(1980-1990년대 초반)였다. 이 시기는 자체 개발

장진규 STEPI 선임연구위원의 주제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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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앞으로 미래 혁신패러다임은 어떻게 변
화되어야 할까?
첫째, ‘개방형 혁신’이다. 이전에는 폐쇄적인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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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면 이제는
지식과 기술의 보다 자유로운 이동을 필요로 한다.

글로벌 혁신환경에서 과학기술의
활용과 상호 협력

둘째, ‘사용자 혁신’이다. 이전에는 생산자 중심의
혁신이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산업과 기술이 등장하면
서 다품종소량생산으로 사용자 혁신이 증대되었다.

토론에 나선 조지우 교수는 세 국가가 모두 과거
의 접근법에서 새로운 접근법을 향해 가는 변화의

셋째, ‘서비스 혁신’이다. 제조업에서 서비스로

전환기에 있음을 지적한 뒤, 지속적으로 과학기술

GDP의 비중이 옮겨가고 이 부문에서 다양한 혁신

혁신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적 지원을 해 왔다는 점

의 기회가 창출될 것이다.

에서 이미 혁신을 위한 프레임워크는 마련되었다는

넷째,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 기반의 혁신’이다.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글로벌 경제와

협력과 정보교환을 통한 새로운 혁신이 창출되고

혁신시스템에서 과학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있고 혁신공동체의 활동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

에 대한 시각과 함께 개방형 시스템, 새로운 비즈니

다섯째, ‘비정형화된 혁신’이다. 이전에는 제조업
중심의 선형적인 혁신모형을 따랐으나 오늘날의 혁
신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스모델, 기업가정신, 지식의 공유 등에 관한 비슷한
고민들과 대안을 가지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정동 교수는 일본의 ‘Society 5.0’ 추진에 대해

장 선임연구위원은 마지막으로 미래 한국의 과학

이렇게 유토피아 같은 잘 연결된(seamless) 재화와

기술혁신정책 도전과제를 제시하며 발표를 마무리

서비스가 우리 주위에 있게 하려면 각 국가별 상황

하였다. 먼저 인적자원과 공공연구기관 부문은 수요

(context)을 감안하여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와 같

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고, 공공연구기관이

은 기술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질문하는 방식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중

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중국이 네

요하다. 정부 R&D 투자부문의 경우는 4차 산업혁

가지 물결별로 변화를 감지하고 해석하는 방법, 대

명에의 대응을 위한 투자가 활성화되어야 하고, 융

응책을 만드는 방법, 대응책의 적용 후의 반응, 피드

합 분야에의 투자,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상향식 접

백과 다음 기획과정으로 이동하는 전 프로세스에 대

근방식의 확대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상업화

한 사례연구를 통해 앞으로의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

및 창업 부문은 산학연이 함께 기술사업화에 참여하

나갈 것인지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는 ‘개방형 혁신’ 활성화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

점도 제안하였다.

다. 마지막으로 시스템 및 인프라 부문에서는 이제

좌장을 맡은 정재용 교수는 토론에 앞서 각 발제

혁신이 누구에게서나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기 때문

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국가별로 서로 다른

에 공공 R&D의 결과물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방식

정책의 설계, 도전과제의 극복 방식에 대한 상호 학

등을 확대하고 문화적인 부문이나 플랫폼 기반의 인

습의 여지와 협력의 가능성이 많을 것임을 제안하며

프라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세션을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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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세션 ②

미래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각국의 미래전략연구 활동
Foresight as R&I Policy Intelligence
글 : 박병원 (bwonpark@stepi.re.kr)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미래연구센터장
글 : 윤정현 (yjh5791@stepi.re.kr)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Strategic Foresight’, 미래전략연구 정도로 번역
될 수 있는 이 영역은 미래 사회변동과 바람직한 미

래전략연구는 독립적인 분야로 정체성을 가지고 성
장하기보다는 다학제적 접근이 필요한 분야이다.

래를 달성하기 위한 비전과 전략 및 실행방안에 대

현재 우리나라에서 미래연구에 대한 관심이 증폭

한 분야이다. 이 분야는 크게는 3가지 영역의 이론

되는 이유는 국가나 사회발전 비전의 상실, 과거 성

과 지식이 필요하다. 사회학, 정치학, 심리학, 역사

공방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상황 및 급격한 기

학 등 사회변동의 패턴과 동인을 이해하는 미래연구

술 발전, 세계 정치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이제는 우

(future study), 국가·조직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

리의 관점에서 미래를 대비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다.

한 전략과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도출하는 전략기획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미래연구센터에서는

(strategic planning), 정책 기획, 분석 및 평가 등

각국의 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

을 아우르는 정책디자인(policy design)이 있다. 미

한 미래연구를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혁신 정책 지
원을 위한 미래전략연구 활동(Foresight as R&I

그림 1 : 미래연구활동에서 ‘Strategic Foresight’의 포지셔닝

Policy Intelligence)’을 주제로 세션을 개최하였다.
유럽의 미래연구에 대해 오스트리아 기술연구원
(AIT)의 마티아스 베버(Matthias Weber) 국장, 캐
나다의 미래연구와 정책 연계에 대해 Policy
Horizons Canada의 마커스 발린거(Marcus
Ballinger) 국장, 일본의 과학기술예측조사에 대해
일본 과학기술정책연구소(NISTEP)의 쿠니코 우라

자료 :	Park, B.(2017.5.12.), “Recent Strategic Foresight Activities in Korea”, 2017 STEPI
International Symposium, p.17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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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현황에 대해 박병원 STEPI 미래연구센터장이 발

향후 EU 회원국 정부에 필요한 정책 방향을 제언하

표하였고, 이어 박성원 STEPI 연구위원의 진행으로

고 있다. BOHEMIA 프로젝트는 유럽과 글로벌을 둘

패널토론이 이루어졌다.

러싸고 있는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조직 내 미
래연구 문해력(foresight literacy)과 역량이 참여를

연구혁신 정책을 위한 유럽의 미래연구

통해 어떻게 증진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미래연구가 실용적인 것으로 추진되어 사회에 영

최근 유럽에서는 브렉시트(BREXIT), 극우주의 정

향력을 가져야한다는 것이 본 프로젝트의 취지이다.

당의 약진 등 예상치 못한 돌발적 환경의 변화들을 경

따라서 10년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그 시기가 되었을

험 중이다. 이에 따라 EU 회원국들은 지역 차원의 대

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

응과 동시에 회원국 부처들과 조직이 협업함으로써 정

서라면 어떤 도전이 도래하게 될지를 상상하고 먼저

책적 이니셔티브를 추진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

예측해야 한다. BOHEMIA는 연구 분야의 혁신을

음을 인식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기술연구원(AIT)의

단순히 예산을 집행하는 협소한 개념이 아닌, 당면

마티아스 베버 국장은 이러한 불확실한 변화를 선제적

하게 될 문제 해결에 있어서 공동의 비전을 수립하

으로 탐색하고 미래준비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수단들

기 위한 사회적 동의 과정으로 바라본다. 또한 이를

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제언한다.

위해 우리가 포착할 수 있는 기회와 필요한 도구가

베버 국장이 추진하고 있는 BOHEMIA 프로젝트

무엇인지를 탐색한다. 이 같은 미래전략연구는

는 “Beyond the Horizon: Foresight in Support of

2020년 이후의 혁신연구 정책을 위한 예비연구 수

the Preparation of the European Union’s Future

립에 기여하였다.

Policy in Research and Innovation”의 약자로, 유

BOHEMIA 프로젝트의 접근 방법을 살펴보면, 미

럽의 혁신적인 차세대 연구 프레임워크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 프로그램이다. 오스트

그림 2 : BOHEMIA의 시나리오 스페이스

리아 기술연구원(AIT), 독일 프라운호퍼
(Fraunhofer), 이탈리아 지속가능기술혁신
연구소(ISINOVA) 등이 참여하는 본 프로젝
트는 과연 ‘연구 분야의 혁신이란 무엇이
며’, ‘그것이 가져오는 기회는 무엇이며’, ‘이
를 위한 수단은 무엇인가’를 찾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2035년 후를 전망하고 메타 시
나리오와 온라인 델파이에 기반한 미래연구
활동 분석 및 조합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자료 : Weber, M.(2017.5.12.), “Foresight in Support of European R&I Policy”, 2017 STEPI International
Symposium, 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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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환경, 미래사회 니즈, 변화의 동력, 그 한가운데

술적 파급력, ③정치적 파급력 그리고 ④글로벌 우선

의 거버넌스(미래의 R&I 정책과 연관) 등 총 네 가지

순위로 나누어 살펴본다. 셋째, 전문가 대상 델파이

로 이루어져 있다. 네 가지 분야의 시나리오는 각각

조사를 실시한다. 넷째, 조사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종

7개 영역으로 나뉘어 미래를 탐색한다. 이를 통해 향

합한다. 마지막으로 온라인을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

후 불확실한 미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점점

고 자문을 받아 결과물을 보강한다. 이러한 프로세스

그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는 유럽이 국제사회에서 어

에 따라 도출된 시나리오는 <표 1>과 같다.

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의 BOHEMIA 프로젝트는 최종 시나리오를

프로젝트의 트렌드 도출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다듬고 있는 단계에 있으며 올해 가을 쯤 최종적 결

첫째, 향후 발생 가능한 이슈 자료들에 대한 전망과 심

과물이 도출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다양한 정책

층 점검(stocktaking)을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발생

논의 역시 제기될 예정이다.

가능한 중요한 가설과 그렇지 않은 것을 선별한다. 둘
째, 선별된 가설들을 토대로 시나리오를 개발한다. 트
렌드별 시나리오는 크게 ‘인내(perseverance)’와 ‘변화

캐나다 정부의 미래전략연구와
혁신정책에의 적용

(change)’로 분류한다. 이 두 범주도 유럽의 관점과 글
로벌 관점의 비교를 통해 ①사회경제적 파급력과 ②기

두 번째 연사로 초청된 Policy Horizons Canada

표 1 : EU BOHEMIA 프로젝트의 두 가지 미래상과 시나리오

격동의 미래: 인내의 시나리오

더 나은 시대로: 변화의 시나리오

①

불평등이 글로벌 메가트렌드로 이어진다.

지속가능개발목표(SDGs)가 세계와 유럽의 진보를 견인한다.

②

인구구조가 고령화되고 이민의 압박이 커지며 생산력
저탄소와 순환경제가 기후변화를 경감시킨다.
이 감소한다.

③

새로운 전염병과 질병에 따른 부유한 계층과 가난한 계
공유 vs 소유의 개념에서 지속가능 개념으로 변화한다.
층의 격차가 커진다

④

도시화가 거침없이 확산되고 환경오염과 혼잡이 계속 전체적인 의료보험과 규제가 건강한 삶의 연장 및 일과 일상
된다.
에서의 균형을 가져온다.

⑤

급속한 기술의 발전이 ‘긱 이코노미’ 환경에서의 글로벌 디지털 일자리 시장과 생산성이 기술을 발전시킴으로써 새로
경제와 중소기업 간의 경쟁을 유발한다.
운 직무의 기회가 열린다.

⑥

녹색 협약이 실천되고 기후변화의 영향이 확대되며, 자 굿 거버넌스와 효율적 교통체계의 실험장으로 도시가 부상
원부족 문제가 대두된다.
한다.

⑦

지도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된다.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안보가 증진된다.

자료 : Weber, M.(2017.5.12.), “Foresight in Support of European R&I Policy”, 2017 STEPI International Symposium, pp.133-138. 토대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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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국장 마커스 발린거 박사는 정부의 혁신정책 지원

반해, 미래전략연구는 미래의 시스템이 진화하고 있

을 위한 새로운 미래연구(foresight) 접근법과 프로

다는 개념 하에 시스템이 변화함에 따라 예상치 못한

세스에 초점을 맞춘 경험적 사례를 소개하였다. 이를

미래가 펼쳐지게 된다고 가정한다. 일반적인 미래예

통해 일반적인 ‘미래예측(forecast)’과 ‘미래전략연구

측은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를 분석·연장·추

(strategic foresight)’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체

론하여 예상되는(expected) 미래상만을 내놓게 되는

개발한 연구 프로세스가 어떻게 적용되었으며 미래

반면, 미래전략연구는 발생가능성의 폭을 확장시켜

이슈탐색활동(horizon scanning)에 어떻게 활용되

투사함으로써 훨씬 더 다양한 미래상을 보여줄 수 있

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게 된다(<그림 3> 참조). 물론, 여기에는 ‘다른 행성

Policy Horizons Canada는 캐나다 연방정부 산하

에서 온 외계인의 침공’과 같이 근거가 없는 황당한

에 있으며, 행정적 뒷받침이 가능하도록 정부 지원은

미래는 포함되지 않으며 연구주제에서 제외된다. 물

받지만 기업연구소와 같이 특정한 지시는 받지 않는

론 발린거 박사의 주장은 일반적인 미래예측에 반대

기관이다. 구성원은 석·박사급 공무원으로 정부의

하는 것이 아니라 예상할 수 있는 하나의 미래에만

지원을 받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Policy

대비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의미이다. 즉, 뜻밖의 상

Horizons Canada는 10년~15년을 시간 축으로 정책

황이 발생했을 때 미래전략연구를 통해 다양한 미래

전망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너무 멀지도 가깝지도 않

시나리오를 준비해왔다면 보다 기민하게 대처할 수

은 이 정도의 시간축이 정부 연구를 수행하는 데 적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절하기 때문이다. 소속된 연구원들은 미래학자이지

우리가 만약 집에 있을 때 친구로부터 집 앞에서

특정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연구 과정은 혁

만나자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생각해보자. 친구를 만

신 툴이나 방법론을 가지고 특정분야의 전문가와 협

나기 위해 우리는 정확히 몇 개의 문을 통과해야 하

업을 통해 이루어진다. 또한 새로운 방법 프로그램을

는가? 바로 떠오르지는 않을 것이다. 미래전략연구

더 빨리 접함으로써 예측을 넘어 다른 기관들도 후속

도 마찬가지이다. 의사결정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적으로 이러한 관점에서 중장기연구를 할 수 있도록
전파·확산하는 데도 노력하고 있다. 즉 타기관의

그림 3 : 예상 가능한 미래예측을 넘어 다양한 미래를 조망하는 방법

‘미래문해력(foresight literacy)’을 높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발린거 박사가 수차례 강조하는 바는 ‘미래전략연
구(strategic foresight)’를 일반적인 ‘미래예측
(forecast)’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예측은
과거의 연장이라는 사고를 가지고 익숙한 변수 값의
변화가 미래상황의 변화를 불러온다고 가정하는 데

자료 : Ballinger, M.(2017.5.12.), “The Policy Horizons Strategic Foresight Process and
its Application to Innovation Policy”, 2017 STEPI International Symposium, p.149.

41

2017 STEPI 국제심포지엄 과학기술혁신, 새로운 30년

는 이를 계산할 ‘멘털 모형(mental model)’을 거쳐야

되며 원치 않는 미래에 숨겨진 도전과 기회까지 파악

한다. 멘털 모형이 맞는지를 시험하고 개연성 있는

할 수 있게 된다. 백캐스팅이 그것이다. 이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바로 미래연구

중장기적 로드맵을 설정할 수도 있다. 또한 부문간의

이다. 미래전략연구는 미래에 보다 잘 대비할 수 있

상호작용을 통해 복잡화된 시스템에서의 혁신을 꾀

게끔 그러한 과정을 더 견고히 수행할 뿐만 아니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과정은 매우 복잡한 변수를 다

간과하기 쉬운 약신호(weak signal)를 잡아준다. 반

루고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따져가야

면, 우리가 한 가지 미래에 몰두하면 그것과 다른 변화

하고, 많은 역량과 인내를 필요로 한다. 근시안적 시

의 조짐이 오더라도 모르거나 지나칠 수 있다.

각, 경직된 시각을 넘어야 하는 것도 관건이다. 특히

미래전략연구는 어떤 정책입안 과정에도 적용할

이 과정에서 단계별 이해관계자, 청중(대중, 언론)

수 있다. 혁신에 있어서는 혁신적인 정책을 어떻게

역시 다양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설명하고 홍보하는

입안하여 실행할 수 있는지 이미지화도 가능하다. 이

것이 매우 중요하다.

를 통해 우리는 희망하는 미래로 가는 경로를 열게
표 2 : Horizons Foresight의 단계적 프로세스

수행 단계

내용

①

Framing

현실적인 프레임을 구축하고 개연성 있는 미래를 구성하며 이를 토대로 돌발적인 상황 발생 가능성을
상정함. 그리고 기존의 시스템이 다른 분야와 어떻게 광범위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반영함.

②

Assumptions 미래상에 제안된 여러 가지 가정들을 검증함.

③

Scanning

미래의 변화를 조망하되, 약한 시나리오가 어떤 파괴적인 변화를 보여줄지를 검토함으로써 또 다른 미
래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의 단초를 발견함. 여러 다양한 미래의 약한 신호가 결합되면 중대한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검증함.

④

System
Mapping

스캐닝으로 얻은 통찰을 통해 시스템에 주는 변화를 매핑함. 변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면
이를 몇 차례고 반복할 수 있음.

⑤

Change
Drivers

우리가 예상한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1차적인 영향은 무엇일까, 후속적인 영향은 무엇일까 상상을 계속
해야 함. “if....?”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하며, 이러한 질문은 5차까지도 던질 수 있음. 이렇게 질문을
계속하다보면 정말 의외의 시나리오를 그릴 수 있게 됨.

⑥

Scenarios

유토피아에 가까운 시나리오와 디스토피아에 가까운 시나리오 둘 다 그려볼 수 있음. 뼈대에 살을 붙여
묘사하는 이미지 테크닉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멘털 모델을 정교화 함. 어떤 것이 의외였는지, 어떤 것
이 도전이었는지를 기술하며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 미래에 유용한 가정과 그렇지 못한 가정을 선별함.
또한 발전시킬 것과 버릴 것, 새로운 가정도 선별함.

⑦

Results

여러 가정들이 검토·선별된 시나리오 작업이 끝나면 이를 토대로 어떠한 불확실성과 예상 밖 상황들
이 벌어질지를 탐구하고 각 시나리오별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를 도출함.

자료 : Ballinger, M.(2017.5.12.), “The Policy Horizons Strategic Foresight Process and its Application to Innovation Policy”, 2017 STEPI International Symposium, p.150. 토대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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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실현을 위한 미래연구와
과학기술과의 긴밀성

천연자원과 식량을 거의 모두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
으며 인터넷과 촘촘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의
미래를 예상할 때는 연결성을 설정하지 않을 수 없기

최근 일본에서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때문이다. 예를 들어, IT 기술의 미래전망을 살펴보

학교를 비롯한 사회 각 부문의 인력 수요 구조의 큰

더라도 관련 기초기술의 개발에서 서비스 주도 사업

변화를 경험중이다. 현재 일본 인구의 23%가 고령자

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연계 영역이 존재한다. 결국

이지만 2050년에는 38%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

조사활동을 통해 탐구하고자 하는 바는 누가, 무엇이

문이다. 이에 따라 그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재정립

이러한 비전에 원동력이 될 것인가이다.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도 직면하고 있다. 최근 수

최근 NISTEP 미래연구센터는 기술혁신평가로 도

행된 제10차 기술예측조사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의

출된 신호 감지를 통한 지식의 통합을 의미하는

해결과도 맞닿아 있다.

‘KIDSASH(Knowledge Integration through

문부성 산하 과학기술정책연구소(NISTEP) 부국장

Detecting Signals by Assessing/Scanning the

인 쿠니코 우라시마 박사는 최근 NISTEP의 미래연

Horizon for Innovation)’ 접근법을 개발하였다.

구 동향을 새로운 접근법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과

KIDSASH는 또한 일본어로 약한 신호라는 의미도

거에서 미래로 나아가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 기관 내

내포하고 있다. 1단계에서는 사회와 과학기술 변화

모든 팀들과 협업하고 있으며 특히 과학적 행태에 대

를 감지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수집·분석한

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다. 2단계에서는 불확실한 미래에 과학기술혁신이

NISTEP의 주요 고객은 내무성(Cabinet Office)으로

수반하는 잠재적인 파급력에 대해 가능한 빨리 준비

델파이 조사에 기초한 미래연구를 1971년부터 수행

한다. 3단계에서는 정책결정자와 다양한 이해관계자

해왔으며 최근 제10차 과학기술예측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림 4 : 제10차 과학기술예측조사의 추진 프로세스

미래가 얼마나 예측가능할지, 발생가능할지의 여
부를 측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자 10차 과학기술예측조사는 세 가지 요소의 연계성
에 초점을 맞추었다. 즉, 바람직한 미래상에 대한 ‘비
전’을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과학기
술’을 탐색하며, 다시 그러한 기술의 사회적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시나리오’를 개발하는 것이다.
우라시마 박사는 현재 일본 미래연구의 키워드가
‘연결성(connection)’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일본은

자료 : Urashima, K.(2017.5.12.), “How should we develop our future”, 2017 STEPI
International Symposium, p.161. 토대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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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전략적 계획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것으로 보인다.

우라시마 박사가 소개한 일본 사례의 시사점은 미래

행정부에서는 매우 다양한 형태의 미래연구가 진

연구와 과학기술개발이 매우 긴밀하게 연결될 필요

행되어 왔고 관련 조직이나 기능이 정권에 따라 설

성을 제기할 뿐만 아니라, 어디에 투자해야 하고 누

치·폐지를 반복해 왔다. 가까운 사례를 보면 이명박

가 핵심 플레이어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고민

정부 때 설치되었던 ‘미래기획위원회’는 비전과 역량

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고 볼 수 있다.

부족으로 제대로 된 성과를 만들어 내지 못하다가 정
권이 바뀌며 사라졌다. 뒤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는 미

우리나라의 미래전략연구 현황

래연구를 체계화하고자 노력을 기울였다. 과학기술
예측조사와 미래준비위원회를 통해 미래연구가 어느

이어 박병원 STEPI 미래연구센터장이 한국의 최

정도 활발히 수행되었고, 미래 트렌드와 이슈에 대한

근 미래전략연구 활동에 관해 소개했다. 그동안 국

빅데이터 분석이 체계적으로 제공되었다. 하지만 수

내에서 다양한 미래관련 연구와 활동이 진행되어 왔

행 과정에 몇 가지 한계가 존재하였다. 정권은 미래

다. 먼저 국회에서는 국회소속 출연연구소인 국회미

를 곧 신과학기술과 같은 것으로 이해한 것으로 보이

래연구원(가칭)이 이번 회기에 다시 논의되고 있다.

며, ‘창조경제‘에 대한 정의를 보면 R&D 투자를 통한

지금까지 행정부에도 주도되었던 국가차원의 미래

산업발전을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과거

연구에 대한 평가, 보완 및 견제, 그리고 시민의 미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합친 조직에서 기대되는

래에 대한 희망을 담을 국회차원의 미래연구 담당기

시너지보다는 칸막이 현상이 더 지배적이었고 통합

관을 자처하고 있는데, 핀란드 등의 사례가 참조된

적 시각의 미래전망이 부족하게 되었다. 다른 한 축
을 담당하였던 기획재정부는 중장기전략위원회를 통

그림 5 : 미래연구의 주요활용 영역별 특징

해 다양한 비전·전략연구를 수행했다. 주로 경제 관
점에서 한국사회 미래이슈에 대한 체계
적인 전망과 전략을 수립해왔으나, 이
또한 한계가 존재하였다. 일부 위원의
경우 미래에 대한 시각이 오히려 경제
성장주의 및 국가주의적 사고에 갇혀
있는 경우도 있었으며, 지나친 실천과
제의 도출을 위한 압박은 미래에 대한
상상력을 제한하였다.
우리나라에서의 미래전략연구는 특

자료 :	Park, B.(2017.5.12.), “Recent Strategic Foresight Activities in Korea”, 2017 STEPI International
Symposium, p.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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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사회경제 발전과정의 특징에 따라 매우

거, 5년 단임의 대통령 선거처럼 장기적 관점의 도입

다양한 전략기획 경험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반

에 어려움을 주는 정치적 단기주의가 특히 문제를 어

면 미래연구는 상대적으로 역사가 짧으나 다양한 미

렵게 한다. 10년 이상의 시계를 가지고 접근해야 하

래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하지만 매우 파편적으로

는 문제 해결과 단기성과를 내야 하는 정치권과는 화

진행되어 왔으며 한국적 맥락의 재해석와 통찰력으

해하기 어려운 간극이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사회가

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전략과

이뤄왔던 과거의 성공스토리 역시 새로운 접근을 시

실행계획 도출은 전체적 관점이 부족하고 다분히 공

도하는데 장애요소로 작용한다. 의사결정자 위치에

급자 중심의 정책제안을 벗지 못하였다. 결론적으로

있는 많은 사람들은 과거의 성공 경험에 매몰되어 있

<그림 5>에서 보는 것과 같이 3개의 영역의 합집합

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들은 구조 차원의 장기적 전

인 “전략적 미래연구”는 부족했던 것이 문제의 핵심

환보다는 요소 수준의 부분최적화를 선호한다. 따라

이었던 것이다.

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 축적에는 시
간이 필요하며 다학제 및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일하

한국적 맥락에서의 미래전략연구 활성화를 위한

는 것도 경험이 필요하다. 기존 성장모델의 유효성

시대적인 요구는 이미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감소에 따른 새 모델의 탐색, 정부주도형 정책의 한

이 과정에서 아마도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

계와 인구문제·사회적 양극화 심화는 미래세대의

다. 미래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어려워서 한꺼번에 해

관점에서 접근할 때만 해결의 단초가 보일 것이다.

결될 수 없으며 마치 진흙탕을 헤엄치듯이 조금씩 풀

한국사회의 미래연구는 앞으로 좀 더 체계적인 연구

수밖에 없을 것이다. 4년 마다 치뤄지는 국회위원 선

와 긴밀한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연구혁신 정책 지원을 위한 미래전략연구 활동(Foresight as R&I Policy Intelligence)’ 세션의 패널토론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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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과 혁신정책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Innovation Policy

글 : 이다은 (lde8892@stepi.re.kr)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원

“제4차 산업혁명” 혹은 새로운 디지털 혁명에 대
응하고자 세계 각국은 발빠르게 자국의 상황에 맞

데이터가 창출하는 새로운 가치,
일본의 ‘Society 5.0’

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일본의 ‘초스마트사회
(Society 5.0)’, 중국의 ‘중국제조 2025(Made in

이토 교수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일본의 이해와

China 2025)’, 독일의 ‘인더스트리 4.0(Industry

‘초스마트사회(Society 5.0)’의 핵심내용을 소개하였

4.0)’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과학기술정책연구

다. 일본은 본격적인 차세대 산업정책의 수립에 앞

원(STEPI) 산업혁신연구본부는 ‘제4차 산업혁명과

서, 최근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본질이 무엇인지 파

혁신정책’ 세션을 개최하여, 각국이 차세대 산업 전

악하는 것을 정책 수립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일본

략을 수립하게 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은 소위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최근의 변화는

한국 혁신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

‘데이터의 순환(data cycle)’에서 비롯된다고 판단했

다. 일본의 모토시게 이토(Motoshige Itoh) 동경대

다. 사물인터넷으로 데이터를 수집·전송하여 인공

명예교수, 중국과학기술발전전략연구원(CASTED)

지능이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산업용 로봇을 통해

의 바오밍 첸(Baoming Chen) 선임연구위원, 독일

이를 현실세계에 적용시키는 ‘데이터의 순환’ 속에서

컨설팅업체 VDI/VDE의 스테판 비츠만(Steffen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는 것이다.

Wischmann) 컨설턴트가 디지털 혁명과 관련된 각

일본은 자국이 현실 데이터(real data)에 강점이

국의 산업정책 수립의 경험을 발표했고, 한국 사례

있다는 것에 주목했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

는 최병삼 STEPI 연구위원이 발표자로 나섰다.

플과 같은 미국의 주요 IT 대기업들이 스마트폰, 사
회관계망서비스에서 생성되는 가상 데이터(virtual
data)에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자동
차 운송시스템, 의료, 제조공장 운영과 같이 현실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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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 일본 Society 5.0의 핵심 5대전략

1) 데이터 활용촉진을 위한 환경 조성(데이터 순환을 가능케 하는 제도 구축)
2) 혁신과 기술개발의 가속화(개방형 혁신시스템을 구축하여 글로벌 경쟁력 강화)
3) 규제 개혁(민관협력을 통해 기업 친화적인 환경 조성)
4) 새로운 교육도입 및 고용 유연화(데이터과학자 육성, 프로그래밍과 같은 교육)
5) 중소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공공데이터 개방으로 데이터 활용성 증대)
자료 : Itoh, M.(2017.5.12.), “Japan’s Strategic Approaches to the Impac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2017 STEPI International Symposium, pp.222-226. 토대로 재구성

계의 활동에서 얻어지는 현실 데이터를 풍부하게 확

를 가장 먼저 경험한 자국의 약점을 강점으로 전환

보하고 있다. 이에 일본은 현실 데이터가 순환할 수

하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있도록, ‘현실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5대 핵
심 전략을 수립했다.
일본은 이번 전략으로 저출산, 고령화, 생산성 저

제조업이 견인하는 중국의 미래,
‘중국제조 2025’

하, 지역경제 침체 등 일본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
고, 경제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동시에, 운송수

‘중국제조 2025’는 중국의 제조업 혁신을 위한 30

단, 스마트제조업,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등 글로벌

개년 국가전략이다. 중국은 지난 2015년 5월 ‘중국

이슈 해결에도 선제적으로 나섬으로써 이러한 문제

제조 2025’를 발표했다. 전략을 시행한지 올해로써

모토시게 이토(Motoshige Itoh) 동경대 명예교수의 주제발표

바오밍 첸(Baoming Chen) CASTED 선임연구위원의 주제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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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째를 맞아, 바오밍 첸 선임연구위원은 ‘중국제조

Innovation Center) 설립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2025’의 수립배경과 지난 2년간의 주요 성과를 공유

중국 전체에 15개의 국가제조혁신센터를 설립할 계

하였다.

획이라고 한다.

첸 선임연구위원은 중국 제조업의 구조적 문제를

첸 선임연구위원은 아직 ‘중국제조 2025’ 전략의

언급하며 발표를 시작했다. 중국은 규모 측면에서 세

시행 초기인 만큼 개별적인 사업의 성과 달성에 주

계 1위의 제조대국임에도 불구하고 가치사슬의 하단

력하는 한편, 외부 환경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전략

에 위치하여 부가가치 창출이 어렵다. 더욱이 최근

을 조정해나갈 예정임을 언급하며 발표를 마무리 지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변화로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

었다.

유지가 불투명하다는 심각한 위기의식이 팽배하다고
한다. 내적으로는 노동임금 상승으로 생산성 둔화를
겪고 있는 한편, 외적으로는 국제 환경이 복잡해지고

디지털화가 이끄는 제조업의 변신,
독일의 ‘Industry 4.0’

무역보호주의가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중국은 새로
운 제조업 혁신을 위한 돌파구가 필요했다.

독일은 제조업 혁신의 선두주자다. 독일은 2006

‘중국제조 2025’는 이런 문제의식 속에 수립되었

년부터 4년 주기로 자국의 기술혁신을 목적으로 ‘첨

다. 향후 30년 간 중국이 달성해야 할 목표를 10년

단기술전략(High-Tech Strategy)’을 추진하고 있

단위로 설정하여, 1단계 2025년까지는 제조강국 반

다. ‘인더스트리 4.0’은 2014년 ‘새로운 첨단기술전

열에 진입, 2단계 2035년까지는 글로벌 제조강국

략(New High-Tech Strategy)’의 핵심 전략으로

중간순위까지 중국의 이름을 끌어올리고, 마지막 3

채택되면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1) 독일 발표

단계 2049년까지는 세계 제조업의 선두주자로 자리

자로 나선 스테판 비츠만 박사는 독일 제조업 전략

매김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수립했다.

의 추진 과정과 핵심 성과를 공유했다.

‘중국제조 2025’는 올해로써 추진 2년을 맞아 주

비츠만 박사는 대표적 혁신기업들의 성공요인에 대

요 핵심사업들이 성과를 내고 있다. 8개 도시에서

한 물음을 던지며 발표를 시작했다: “우버, 페이스북,

제조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한편, 지역별로 차별화

알리바바, 에어비앤비 등 대표적 혁신기업들은 물리

된 발전전략을 추진하며 사업의 성과 창출에 박차

적 자산이나 시가총액이 높지 않아도 해당 산업분야

를 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성과로는 ‘국가제조혁신

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왜 그런가?” 비츠

센터(National Manufacturing Innovation

만 박사는 이들의 성공 요인이 새로운 기술혁신이 아

Center)’의 설립을 꼽을 수 있는데, 2016년 6월 국

니라, 디지털화, 플랫폼 혁신과 같은 비즈니스 모델

가동력배터리혁신센터(National Power Battery

의 혁신임을 지적했다. 이에 독일도 최종 수요자에 맞

1) 김승현·김만진(2016), 『차세대 생산혁명을 대비한 제조업 혁신정책과 도전과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p.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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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판 비츠만 독일 VDI/VDE 컨설턴트의 주제발표

최병삼 STEPI 연구위원의 주제발표

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와 다양한 비즈

역역량센터(Regional Competence Center)’는 이

니스 모델 개발을 통한 제조업의 변신을 꾀하고 있다.

점에 착안하여 추진되었다. 지역역량센터는 각 지역

독일은 강력한 노조로 유명하다. 이들의 동의와

소재 중소기업들이 서로의 문제를 공유하고 함께 해

적극지지 없이는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인식한

결해나갈 수 있도록 네트워크 구축의 구심점 역할을

독일 정부는 노조와의 적극적인 대화 채널을 만들

했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자본

고, 이들의 이해관계를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정책추

규모가 작아서 자동화 도입으로 감수해야 하는 위험

진체계를 만들었다.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은 “정

이 크다. 지역역량센터에서 추진하는 여러 시범사업

부, 산업계, 학계를 아우르는 범국가적인 민관합동

은 중소기업들이 자동화의 투자수익률(Return On

2)

정책협의체” 로서, 이해관계 조정을 통한 정책 추진

Investment)을 가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력을 확보하는 한편, ‘인더스트리 4.0’ 전략의 파급

현재 성공적인 시범사업 운영을 토대로 전국적으로

효과를 보다 폭넓게 퍼뜨릴 수 있도록 핵심적인 역

지역역량센터가 확산되었다고 한다.

할을 수행한다.

비츠만 박사는 끝으로 “혁신은 스타트업에서 시작

비츠만 박사는 다음으로 ‘인더스트리 4.0’의 핵심

된 경우가 많으므로, 국가는 젊은 창업가를 적극적

성과를 소개했다. 독일은 기업의 대부분이 중소기업

으로 지원하고 육성해야” 함을 강조하며 발표를 마

이라고 봐도 무방할 만큼 중소기업 층이 두텁다. ‘지

쳤다.

2) 김승현·김만진(2016: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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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한국의 국가전략 수립을
위한 ‘작업가설’

중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산업전망 연구의 필요성을
환기시켰다. 산업구조의 변화가 고용 변화를 수반하
는 만큼 산업구조의 전망에 대한 연구를 병행해야

최병삼 연구위원은 최근 4차 산업혁명을 둘러싼

정확한 고용예측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

뜨거운 논쟁을 언급하여 발표를 시작했다. 최병삼

명이 글로벌·한국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전망

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을 한국이 새로운 국가 전

하는 작업은 변화의 핵심동인 분석부터 한국의 산업

략을 수립할 수 있는 하나의 ‘작업가설’로 바라볼 것

현황을 파악하는 일까지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을 제안했다.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변화가

강조했다.

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상인지, 혹은 기존의 그것과

끝으로, 한국이 과거 수차례 위기 상황을 성공적

는 전혀 다른 4차 산업혁명적 현상인지를 규명하는

으로 극복해냈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이제부터 새로

이론적 논쟁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한국이 전략적

운 성공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많은 사례가 나

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하나의 작업가설로서 4차 산업

오기를 기대한다는 발언으로 발표를 마무리했다.

혁명을 이해하자는 것이다. 즉, 이론적 논쟁에 머물
러있기보다는 한국이 직면한 변화의 본질을 파악하

한국만의 스토리는 무엇일까?

고,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여, 국가전략 수립을 위한
논의로 한 걸음 나아가자는 뜻이다.

주제발표 후에는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교수가

최 연구위원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데이터’에 주목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란 쉐(Lan Xue) 칭

했다. 최근 변화는 현실세계에서 데이터를 수집·전

화대 공공정책학과장, 이경전 경희대 경영대학 교

송하고, 가상공간에서 이를 통합·분석하여, 다시

수, 김인숙 KDI 초빙연구위원, 김석관 STEPI 산업

현실세계에 이를 적용시키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가

혁신연구본부장이 패널로 참여하였다.

치가 만들어지는 ‘가상물리시스템’의 작동에서 비롯

토론은 한국의 국가전략 수립을 위한 고민에서 비

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가상물리시스템의 작동

롯된 질문과 코멘트가 주를 이루었다. 예컨대, 김인

은 단순히 개별적 요소기술의 발전에 기인한 것이라

숙 KDI 초빙연구위원은 독일의 정책설계추진체계

기보다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에 주목했다. “우리는 4차 산

빅데이터 분석과 같은 여러 기술의 발전이 복합적이

업혁명을 말하면서 여전히 새마을 운동을 이야기하

고도 연쇄적으로 작용한 결과임을 강조했다. 그렇기

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며, 독일의 정책추진체계

때문에 데이터의 확보를 넘어서서 데이터의 ‘활용’과

설계의 경험을 자세하게 공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시스템적인 접근’에 주목해야 함을 지적했다.

에 비츠만 박사는 독일이 ‘노조’가 강력한 국가라는

최 연구위원은 연구 방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점에 착안하여 독일만의 전략을 수립한 만큼, “한국

최근 많은 연구들이 자동화의 고용파급효과에만 치

도 스스로 변수를 찾아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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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찾아나가길 바란다”는 발언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김석관 본부장 역시 한국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덧붙이며, 이 날 세
션을 마무리 지었다.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함을 강조했다. “일본, 중국, 독

일본, 중국, 독일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차세대 생

일 세 나라의 공통점은 각자 자기의 스토리가 있다”

산혁명을 준비하고 있었다. 독일은 자국의 제조업

는 점을 지적하며, “오늘 세션의 발표를 통해 4차 산

개혁에 집중한 반면, 일본은 자국을 포함한 글로벌

업혁명에 대한 우리나라만의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사회가 직면한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

단초를 얻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다. 중국은 자국의 제조업 발전 속도에 맞춘 전략을

이어진 청중 질의응답시간에는 기술발전이 고용

수립했다. 그렇다면 한국만의 스토리는 무엇일까?

에 미치는 영향과 미래 교육의 방향성에 관한 질문

우리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 변화에 대한 열망이 뜨

이 주를 이뤘다. 이토 교수는 일본에서는 일자리 부

겁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뜨거운 논쟁은 이러한

족보다는 노동력 부족이 더 큰 현안이기 때문에 60,

변화에 대한 열망의 표출일 것이다. 본 세션의 발표

70세도 재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며, 실제로 일본 내

와 토론을 토대로 한국만의 이야기가 새롭게 그려지

에서는 이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길 기대해본다.

답했다. 비츠만 박사는 단순히 어떤 직업이 없어질
지, 생겨날지 전망하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직업을
유지하고 싶은지, 어떤 직업을 자동화할 수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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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ac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2017 STEPI
International Symposium.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스스로 배울 수

‘제4차 산업혁명과 혁신정책’ 세션의 패널토론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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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세션 ④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시대의
글로벌 과학기술혁신
Global STI in the era of SDGs
글 : 성경모 (lumilyon2@stepi.re.kr)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글로벌정책연구센터에서는 ‘지속가능개발목표

(Carl Dahlman) Growth Dialogue 선임연구위원,

(SDGs) 시대의 글로벌 과학기술혁신(Global STI in

구스타포 크레스피(Gustavo Crespi) IDB 선임연구

the era of SDGs)’이란 제목으로 글로벌 차원의 포

위원. 최영락 전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원장이

용적 성장을 위해 개도국의 과학기술혁신 역량 개발

초청되었고 유코 하라야마(Yuko Harayama) 일본

및 강화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개도국의 과학기술

내각부 CSTP 위원, 정재용 KAIST 교수 그리고 니

혁신 역량 개발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 모색에 중점을

콜라스 보놀타스(Nicholas S. Vonortas) 미국 조지

두고 논의하는 세션을 마련하였다. 발표자로 칼 달만

워싱턴대 교수가 지정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세션 시작을 알리는 장용석 STEPI 글로벌정책연구센터장

52

Science & Technology Policy ◀
과학기술정책 | 2017년 5월호 (통권226호)

SDGs를 위한 과학기술혁신의 역할

이 있고 다른 하나는 사회 정의 차원의 목표들(성평
등, 경제적 성장, 불평등 해소, 기후변화, 평화 및

첫 발표자로 나선 칼 달만 선임연구위원은 SDGs

정의 등)이 있다는 것이다. 과학기술혁신이 효과적

가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목표와 이들을 위한 과학

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목표들에 한하여 신기

기술혁신의 역할을 글로벌 포용적 성장의 관점에서

술(디지털 혁명, 유전자 조작, 나노기술 및 첨단 에

제시하였다.

너지 등)은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동시에 더 큰 소득 불평등을 초래할 수도 있고 사이

SDGs와 과학기술
현재 세계는 글로벌 환경 수용력을 넘어서는 양
의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다. 갈수록 전 세계적인

버 보안, 대량살상 무기, 생물학적 위기와 유전자학
의 부정적 활용 등 새로운 도전과제와 위기 유발 가
능성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기후변화 및 가뭄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그중에

이렇듯 SDGs는 광범위한 목표를 다루어야 하므

서도 중국과 아프리카 국가들이 특히 극심한 문제

로 완벽한 달성은 불가능하며 국가마다 최우선 목

를 겪고 있다. 글로벌 경제 측면에서는 개발도상국

표가 달라 달성하려는 과제 또한 서로 다를 수밖에

들은 선진국 대비 높은 성장률을 보여 왔으나 2010

없음을 달만 선임연구위원은 전제하면서도 SDGs

년부터 성장률이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동아시아

를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으로 개도국의

국가들이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노동집약적 산

혁신에 대한 잠재성 인식과 신기술 도입에 대한 강

업이 중국의 급격한 생산성 성장으로 인해 경쟁력

한 정치적 의지, 인적자원과 재원, 과학기술 기반

을 상실한데다 원자재 슈퍼 사이클의 종말로 원자

시설과 기관 같은 요소들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재 수출에 의존하던 중남미 국가들의 성장 또한 기
대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지속가능한

포용적 혁신과 과학기술

개발을 달성하기 위한 글로벌 도전과제들로 1) 개도

앞서 과학기술 혁신이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국들의 빠른 인구증가 대비, 2) 기후변화, 3) 자연

효과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자원의 고갈, 4) 수자원, 식량 및 에너지의 연쇄 관

기술 발전은 일반적으로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야기

계, 5) 질병과 전염병, 6) 저성장과 새로운 개발 전

시킨다는 많은 선행연구들이 존재하고 있다. 높은

략 수립 등이 제시되고 있음을 소개하였다.

비중의 극 빈곤층(하루 소득 1USD 이하) 존재와 지

칼 달만 선임연구위원은 과학기술혁신의 역할 차

속적인 국가 간, 국가 내 소득 불평등, 기타 사회적

원에서 이러한 SDGs 목표들을 두 범주로 분류하였

불평등 문제 상존은 글로벌 포용적 성장을 달성하

다. 하나는 과학기술혁신이 보다 효과적인 영향력

기 위한 혁신에 대해 국제 사회가 고민하는 배경이

을 발휘할 수 있는 목표들(빈곤퇴치, 기아해소, 건

되었다. 포용적 혁신이 필요한 대표적인 이유로는

강 및 복지, 고품질 교육, 맑은 물, 청정에너지 등)

첫째, 저소득층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혁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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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하기가 어렵고 둘째, 과거 다국적 기업들의 경

형적인 접근을 하였으며 정부의 역할에 큰 비중을

우 자신들의 브랜드 가치나 수익성 차원에서 저소

두는 정책이 주를 이루었다. 1980년대부터 2000년

득층 시장을 매력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며, 셋째,

대에는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제품은 대게 공공

에 따라서 혁신 정책들이 변화하였으며 많은 정부

재인 경우가 많아 정부의 개입 또는 공공·민간 협

R&D 기관을 폐지하고 민간분야에 비중을 두는 정

력 없이 생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책을 시행하였다. 2000년대 이후 수요와 공급의 상

포용적 혁신 사례로 소개된 Gates Foundation

호작용을 중시하는 NIS 모델에 기반하고 있으며 수

의 인도 B형 간염 주사, Bharti AirTel의 Tata 자

직적인 정책과 수평적인 접근을 융합하기 시작하였

동차 등은 저소득층 대상으로 수요를 먼저 파악한

다. 따라서 민간-정부 및 정부-정부 간 협력을 중

후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개발, 신

시하고 있다. 현재 중남미 정책 환경은 과거의 정책

제품 또는 기술 개발로 이어진 것으로 대부분은 기

접근법과 함께 융합적 운영구조가 섞여 있는 형태

존 기술을 간단히 활용하거나 보다 효과적으로 전

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만 하더라도 한국과 중

달하는 서비스라 할 수 있다. 달만 선임연구위원은

남미 국가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의 수준은 비슷했으

포용적 혁신에 대부분의 실패는 프로토타입 개발

나 이후로 격차가 확대되어 중남미 국가들의 수출

완료 후 이를 구현하고 배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

은 원자재 중심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기 때문에 포용적 혁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체
들 간의 협력이 필수임을 강조하였다.

중남미 사례로부터의 교훈
중남미 사례로부터 얻은 교훈으로서 크레스피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위한 제도적 역량 구축

선임연구위원은 개발도상국 차원에서 성공적인
정책개발을 위해서는 1) 정책의 연속성 확보

구스타보 크레스피 IDB 선임연구위원은 라틴아메

차원에서 과학기술 혁신을 5년 이상의 국정 장기

리카의 사례를 통해 개도국의 과학기술혁신 역량 개

아젠다로 승격시킬 수 있는 역량, 2) 구체적으로

발을 위해 필요한 핵심적인 교훈들을 분석하였다.

실행가능한 정책 설계, 3) 복잡한 기술적 숙련, 4)
민·관 협력 및 관·관 협력을 통한 효과적인 정책

중남미 과학기술혁신정책 개관

집행, 5) 민간부분의 지대추구(rent-seeking) 및

중남미 및 카리브해 지역은 1950년대부터 과학기

횡령(capture) 가능성 사전 차단, 6) 정책 학습

술혁신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이는 크게 세 개의 시

(learning-by-doing)을 통한 지속적 개선 노력

기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1950년대부터 1970년대

등의 핵심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개도국의

까지는 공급 측면의 접근(Supply-side Approach)

과학기술혁신 역량 개발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집행에

시기로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지식 생산을 하는 선

있어서 다음과 같은 역량이 뒷받침 되어야 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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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였다. 먼저 정책을 설계, 모니터링 및

되어야 하며 최 전 원장은 한국형 일하는 방식이 개

평가하는 역량인 기술적 역량과 조직 운영,

도국 과학기술혁신 역량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핵

민관협력 및 부처 간 의견을 조정하는 조정 역량,

심 요소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정치적 지원을 얻거나 정치적으로 방어
전략을 활용하는 정치적 역량이 그것이다.

한국형 일하는 방식
최 전 STEPI 원장에 따르면 개도국 과학기술혁

효과적인 개도국 과학기술혁신 역량 개발

신의 발전에 있어서 핵심 고려 사항들은 1) 시장 메
커니즘, 2) 정부 주도 이니셔티브, 3) 인력 개발, 4)

최영락 전 STEPI 원장은 에티오피아 과학기술부

제도 구축, 5) 생산성 역량, 6) 과학기술혁신 역량

자문관으로 활동하면서 개도국에 맞는 과학기술정

강화, 7) 과학기술혁신정책 역량 등으로 요약할 수

책의 핵심 요소를 확인하고자 노력해왔다. 그는 효

있다. 이러한 핵심 고려 사항들을 반영하여 한국형

과적인 개도국 과학기술혁신 역량 개발을 위해서는

일하는 방식을 도출하자면 다음과 같다.

이론 및 전략 수립이 아닌 ‘일하는 방식(Modes of

첫째, 한국 정부는 과학기술혁신의 발전을 위해

Working)’, 즉 집행역량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이

거시 경제발전 계획과 함께 조율된 종합적인 과학

방식이 개도국에 전수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기술혁신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장기(15~20년)
계획뿐만 아니라 중·단기(1~5년) 계획을 항상 수

과학기술 역량 강화 이론의 한계

반하였다. 둘째, 과학기술혁신의 사회 경제적 수요

많은 개도국이 과학기술혁신을 강화하기 위한 정

를 예측하고 이에 따라 인력 계획 및 STI 투자 계획

책을 전개하였으나 그에 대한 효과는 그리 크지 않

을 마련하였다. 셋째, 국가 차원의 핵심 산업과 핵

다. 이것은 국내 역량 부족이 원인이기도 하나 개도

심 기술을 선정하여 기술 매핑 및 실행 방안을 수립

국을 대상으로 한 선진국들의 과학기술혁신에 대한

한 후 5년 단위로 기술 전망과 대응 계획을 지속적

제언들이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

으로 마련하였다. 넷째, 글로벌 STI 지수를 통한 국

히, 개도국 내 과학기술혁신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가 역량 비교 분석, 연간 R&D조사, 기술 트렌드 분

문제에 대한 조사나 인식이 미흡하고, 명확한 평가

석 등 STI 관련한 구체적인 데이터 축적과 계획적

가 가능한 과학기술혁신 목표 설정이 부재하며, 정

인 분석 노력을 지속하였다. 다섯째, 과학기술혁신

책 실행 단계에서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집행 가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고급 인력을 적극적

이드라인이 없으며, 정책 실행의 효과에 대한 신뢰

으로 교육 및 채용하고, 상향·하향식 접근방법을

가 부족하다. 따라서 개도국에 대한 처방(권고 및

통해 정책 아젠다를 발굴하였다. 여섯째, 공공

제언)들이 유효한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 ‘일하는 방

R&D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여(KIST, KAIST, 대

식(Modes of Working)’에 대한 제언이 함께 진행

덕단지 등) 현실적인 과학기술혁신 계획과 실행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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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일곱째, 예산 운용 및

패널토론은 좌장인 장용석 STEPI 글로벌정책연

재원 마련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보조금 지원,

구센터장의 주재로 니콜라스 보놀타스 교수, 정재

정책대출, 기술개발펀드, 세금 등)을 마련하였다.

용 교수, 유코 하라야마 위원 순으로 진행되었다.

여덟째, 국가 R&D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핵심 기술

먼저, 보놀타스 교수는 본 세션의 발표주제가

에 집중 투자하여 핵심 산업 기술을 내재화하였다.

흥미롭고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된 것에 의미 부여를

또 부처 간 지속적인 협력과 조정 체계를 마련하고

하면서도 발표주제가 주로 과학기술정책을 적용하고

자 노력하였다. 마지막으로 해외 자원을 적극적으

실행하는 방법론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고

로 활용하여(OEM, FDI 등) 초반 투자 추진 기반을

하였다. 개도국 실정에 맞는 정책과 역량의 중요성에

마련하였다.

대해 세계은행에서 몇 년 전 소개한 ‘middle-

결론적으로 최 전 원장은 개도국의 경우 과학기

income trap’의 예를 들며, 한 국가의 정책 역량을

술혁신 정책의 실행(집행) 단계에서의 실패를 극복

반영하는 이 현상은 국가가 성장 모델의 한계를

하는 것이 과학기술혁신 발전의 핵심이라고 보았

벗어나게 되면 그 국가의 정책 설계와 실행 역량이

다. 무엇보다도 현지의 논리에 맞는 집행 전략을 구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체적으로 마련하고, 현실적인 실행 계획을 세워 자

과학기술정책에 관련해서는 기술뿐만 아니라 기술을

원이 효과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둘러싼 제도나 환경 등의 뒷받침과 고려가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중요함을 부연하였다.
정재용 교수는 ‘mid-age crisis’의 개념으로 볼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시대의 글로벌 과학기술혁신’ 세션의 패널토론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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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한국은 S&T 인프라 구축 단계는 지났으나 혁신

법이라는 좌장 장용석 박사의 견해가 있었다. 이에

관점에서 과연 한국식 시스템이 제대로 정착되었는

대해 크레스피 박사는 ‘Learning-by-doing’에서

지가 의문이며, 복잡한 혁신에 대응할 시스템적 역

강조하는 것은 기술 역량 뿐 아니라 경영 역량, 정

량이 충분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시하였다. 이

책 역량, 정치적 역량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

러한 의문은 기술 발전에 따라 비(非) 기술 역량이

을 의미하며, 이들 역량은 최 전 원장의 ‘일하는 방

더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비 기술적인 역량을 어떻

식(modes of working)’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고

게 키울 것인가에 집중하여 풀어야 할 것으로 보인

설명하였다.

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무엇보다 추격형 방식의 과

또한, 항상 부닥치게 되는 난제 중 하나는 ‘과학

학기술 발전 경로가 한국이 혁신 국가로 전환해 가

기술혁신 정책을 위한 지속적인 정치적 지원을 어

는 데 방해 요소로 작용함을 지적하였다. 그는 최

떻게 효과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가’일 것이라는 좌

전 원장이 주장한 일하는 방식 관점에서 정책 또는

장의 의견에 크레스피 박사는 중남미의 관점에서

혁신 실패경험에 대한 기록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

보면 대내적으로는 정치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강

요하고, 이를 성찰하여 잘 활용하는 것이 한국의 경

인한 추진 단체나 리더가 있어야 하며 대외적으로

험을 더욱 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는 주변 국가와의 경쟁, 즉 ‘external challenge’가

이라고 기대하였다.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하라야마 위원은 ‘역발상을 통한 사고의 전환’을

본 세션의 종합적 결론으로 첫째, 이제 과학기술

제안하면서 선진국이 오히려 개도국으로부터 기술

혁신은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이 핵심이 되어야 하

활용을 통한 사회경제적 발전 향상에 대한 정책적

고 이를 위한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하며, 둘째, 과학

접근방법을 배울 수 있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함

기술혁신 역량은 그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

을 주장하였다. 앞서 정 교수가 언급한 것처럼 선진

한 주변 환경요소에 달린 만큼 종합적인 진단과 처

국의 경험에서 성공뿐 아니라 실패 사례를 정리하

방이 필요하며, 실패로부터 배우고 개도국으로부터

여 정책 논의에서 좀 더 다양한 관점이 고려되고 깊

배울 수 있는 측면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게 논의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OECD 혁신

마지막으로 향후 IDB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개도국

정책플랫폼(Innovation Policy Platform; IPP)은

제도적 역량 개발에 관한 공동연구 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성공 사례만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OECD 국제과학기술협력 거버넌스 사업 등 포용적

데 사고의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혁신을 위한 국가 간 협력이 확대되어야 함을 모든

내놓았다.

토론자들이 확인하고 동의하였다.

그밖에 기타 논의를 통해 크레스피 박사가 주장
한 정책의 ‘Learning-by-doing’과 최 전 원장이
주장한 ‘Modes of Working’은 일맥상통하는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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