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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노트
● 2017년 6월호 「과학기술정책」지가 발간되었습니다.  
● 2017년 5월 새롭게 정부가 출범하면서 선거 공약은 정부의 국정과제로 거듭나게
되었으며, 새 정부와 우리 사회는 각 과제들의 실현 가능성과 구현 방안을 두고 많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과학기술정책지에서는 새 정부에서 강조하는 과학기술정책의 주요 주제를 하나씩
선정하고, 이를 둘러싼 배경이나 구체적인 현황, 각계의 다른 시각 등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다루고자 하며, 본 호에서는 ‘기초 과학’을 주제로 한 ‘기초과학 들여다보기’
특집을 마련하였습니다.
● 기초 연구는 연구 결과물의 구체적인 활용처가 담보되지 않은 연구활동으로서,
자연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지만 곧바로 수익을 낳지는 않기 때문에
민간부문에서는 시장실패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과학기술정책을 통한 국가적 개입이
중요한 영역입니다.
● 국가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역량, 그리고 그 바탕이 되는 기초연구의
중요성을 모두가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각론에서는 다른 전략이 제기되곤
합니다. 본 호에서는 기초연구를 둘러싼 여러 이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 본 특집에서는 먼저 주요국의 기초연구정책동향과 시사점을 다루었습니다.
● 또한, 대학 연구자 관점에서 우리나라 기초연구 연구비 지원 현황과 이에 대한
문제의식에 대해 그리고 개인 연구자의 지원을 넘어, 선도적 기초 연구환경의 연구소
설립과 운영에 대해 들여다보았습니다.  
● 그리고 기초연구 연구비와 관련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조정과정을
살펴보았으며, 기초과학에서의 자율성과 책임성의 조화에 대해, 그리고 글로벌
수준의 기초연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국가적 관점의 정책과제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 본 정책 특집이 우리나라 기초연구계의 연구자와 연구소 그리고 시스템을 아우르는
발전적 논의에 작은 기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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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정부의 망중립성 원칙 폐기 추진 및 향후 전망

글 : 양희태 (htyang@stepi.re.kr)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반대론자인 아짓 파이가 위원장으로 지명된 지난 1

Commission, FCC)는 2017년 5월 18일 전체회의에

월 이후 어느 정도 예정된 수순으로 볼 수 있다. FCC

서 망중립성 원칙 폐지에 돌입하려는 아짓 파이(Ajit

는 8월까지 업계 및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

Pai) 위원장의 제안을 2대 1로 통과시켰다. 이러한

내에 새로운 규정 제정을 위한 최종 표결을 실시할

움직임은 이전 오바마 정부의 강력한 망중립성 원칙

예정이나, 망중립성 원칙 폐지 반대론자들이 강력하

을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망중립성 원칙

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그림 1 : 아짓 파이 위원장의 제안 표결에 참여한 FCC 위원들(가운데가 아짓 파이 위원장)

자료 : https://www.fcc.gov/general/commissioners-press-photos(2017.6.8.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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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Net Neutrality),
끊이지 않았던 논쟁의 역사

의무가 부과된 ‘통신 서비스(Telecommunications
service)’로, 정보처리 과정이 포함된 서비스는 ‘정
보 서비스(Information service)’로 분류하는 내용

망중립성은 인터넷서비스 사업자(ISP)가 네트워

을 골자로 통신법을 개정한다. 하지만 케이블 망을

크 상의 트래픽을 내용, 서비스, 단말 종류, 수신자

이용한 인터넷 서비스가 등장한 이후 FCC는 케이

또는 발신자 등으로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취급

블, DSL, 무선 등을 이용한 모든 인터넷 서비스를

하여야 한다는 규제 원칙을 의미하며, 2003년 콜롬

모두 커먼 캐리어 의무가 없는 타이틀I으로 다시 분

비아대학교 로스쿨의 팀 우(Tim Wu) 교수에 의해

류하였고, 대신 망중립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처음 사용되었다. 당시 팀 우 교수는 망 중립성이

위해 4가지 원칙으로 구성된 인터넷 정책 성명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기존 개념들이 많이

(Internet Policy Statement)을 발표한다.

반영되어 있다고 언급하였고 그 중 가장 대표적인

FCC는 본 인터넷 정책 성명에 근거해 2008년

것이 공공성을 가진 서비스들은 사용자들을 차별하

P2P 파일 공유프로그램인 비트 토렌트(BitTorrent)

지 않고 합리적인 요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커먼 캐

의 대용량 파일 업/다운로드를 차단하거나 속도를

리어(Common Carrier)’ 법리이다. 19세기 이후 미

늦춘 케이블 사업자 컴캐스트에(Comcast)에 차별

국 정부는 철도, 증기선, 전신, 전화 등 국가 기간

금지 시정 명령을 내렸다. 컴캐스트는 시정 명령을

망 성격의 분야에서 독점적 사업자의 횡포를 막기

이행하면서도 FCC의 권한행사가 위법하다고 연방

위해 커먼 캐리어 의무를 적용한다. 이후 AT&T의

법원에 심사를 청구하였고, 2010년 4월 연방법원

시장 집중도가 높아지자 1934년 커먼 캐리어 개념

은 FCC가 정보 서비스로 분류되어 있는 케이블 사

을 적용한 통신법이 제정되었다. 수십 년간 큰 변화

업자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판결하였다.

가 없던 통신법은 1990년대 들어 새로운 통신 형태

이후 FCC는 2010년 오픈 인터넷 규칙(Open

인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었

Internet Order)을 제정하며 망중립성 원칙 확립

고 1996년 FCC는 단순 전송 서비스를 커먼 캐리어

입장을 다시 한 번 표명하였다. 그러나 ISP인 버라

표 1 : 인터넷 정책 성명의 4원칙

원칙

주요 내용

1

소비자는 자신이 선택한 합법적인 콘텐츠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

2

소비자는 자신이 선택한 합법적인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3

소비자는 네트워크에 피해를 주지 않는 합법적인 기기로 네트워크에 접속할 권리가 있다

4

소비자는 망 사업자, 어플리케이션/서비스 사업자, 콘텐츠 사업자 간 경쟁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자료 : FCC 05-151 Policy Statement (released September 2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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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 오픈 인터넷 규칙 주요 내용

○차단금지(No Blocking) : 망사업자는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혹은 위해를 주지 않는 기기에 대한 접근
을 차단해서는 안 된다.
○조절 금지(No Throttling) : 망사업자는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혹은 위해를 주지 않는 기기에 근거해서 합법적인
인터넷 트래픽을 손상시키거나 저하시켜서는 안 된다.
○지불에 따른 차별 금지(No Paid Prioritization) : 망사업자는 어떤 종류든 그 대가로 특정한 합법적인 인터넷 트래픽을
다른 합법적 트래픽에 비해 우선순위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 즉, “빠른 길”을 만들면 안 된다. 이 규칙은 망사업자가 자회
사의 콘텐츠나 서비스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도 금지한다.
자료 : Mediaus(2015.3.3.); KISO 이슈트렌드(2015.4.29.)에서 재인용, http://journal.kiso.or.kr/?p=6135(2017.6.8. 접속)

이즌(Verizon)은 오픈 인터넷 규칙의 적법성에 대

셋탑박스를 방송사업자가 아닌 제조사로부터 직접

해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4년 1월 연방법원은 FCC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셋탑박스 개방 정책(Unlock

가 망중립성과 관련한 규칙제정 권한이 있음을 인

the box) 추진을 중단하였다. 이어 2월에는 티모바

정하면서도 오픈 인터넷 규칙이 커먼 캐리어 의무

일(T-mobile)과 AT&T를 대상으로 특정 앱이나 서

인 비차별성 규제에 해당하고, 커먼 캐리어 의무는

비스에 대해 데이터 요금을 면제해주는 ‘제로레이

통신서비스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정보 서비스로 분

팅(Zero rating)’에 대한 조사를 중지하였고, 3월에

류되어 있는 ISP를 규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

는 ISP가 가입자들의 행태 정보를 광고 회사 등에

하였다. 이에 대응해 FCC는 2015년 2월 ISP와 함

판매하거나 공유하기 전에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하

께 무선사업자까지 커먼 캐리어 의무가 부과되는

는 신규 프라이버시 규칙 제정을 연기한다. 그리고

타이틀 II에 포함시키는 강력한 망중립성 규칙을 가

4월 27일 아짓 파이 위원장은 망중립성의 핵심인

결하고 2015년 6월 규칙이 시행되었다. 망중립성

유무선 ISP에 대한 타이틀II 분류가 부당하다는 팩

관련 가이드라인이 등장한지 10년 만에 법제화를

트 시트(Fact sheet)를 공개하였다. 팩트 시트를 공

통해 합법성을 인정받게 된 것이다.

개하기 하루 전 FCC는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정부
의 망중립성 정책이 실패했다고 평가하였는데, 그

트럼프 정부는 망중립성을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지나친 규제로 규정

근거로 1) 광대역 네트워크 투자 감소 2) 신규 또는
업그레이드된 광대역 인프라 구축 중단 3) 인프라
관련 일자리 감소 4) 연방거래위원회(FTC)의 광대

하지만 2017년 1월부터 FCC는 ISP와 관련된 각

역 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안에

종 규제들을 완화하며 망중립성 폐지를 기정사실화

대한 권한 박탈에 따른 미국인들의 온라인 개인정

하고 있다. 먼저 1월에 FCC는 소비자가 케이블TV

보 보호 약화 등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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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 FCC가 공개한 인터넷 규제에 대한 입장

허상(Myths)

실상(Facts)

타이틀II 규제는 자유롭고 오픈된
FCC가 타이틀II 규제를 적용한 2015년 이전부터 인터넷은 무료였고 오픈되어 있었다
인터넷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타이틀II가 적용된 지난 2년간 미국의 12대 ISP기준으로 국내 광대역 네트워크 관련 지
타이틀II 규제는 인프라 투자와 광
출은 5.6%(36만 달러) 감소하였다. 또한 규모가 작은 ISP들은 자금 조달과 인프라 투자
대역 네트워크 확산을 감소시키지
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요약하면, 타이틀II는 광대역 네트워크 확산과 디지털 디바이드
않았다
를 줄이기 위한 FCC의 노력을 방해한 결과를 초래했다
타이틀II는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예전 Ma Bell의 전화
타이틀II 규제는 광대역 네트워크 시장 독점을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타이틀II로 인해 작지만 경쟁력 있는 ISP들은 규
사업자간 경쟁을 위해 필요하다 제 관련 비용 증가로 대기업 수준의 자원을 확보하지 못했고 광대역 네트워크를 확산시
키지 못했다
타이틀II 규제는 온라인 개인정보 타이틀II는 FTC의 광대역 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 보안 감시 권한을 박
보호에 유용하다
탈하여 미국인의 온라인 개인정보를 위험에 빠트렸다.

타이틀II 규제는 혁신에 유용하다

타이틀II는 ISP가 소비자들에게 새롭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1,000명 미만의 고객을 보유한 22개의 소규모 사업자들은 타이틀II로 인해 혁신적인 서
비스 개발 및 배포가 느려졌다고 FCC에게 말했다.

정부 규제는 언론의 자유의 친구가 아니라 적이다. 수정헌법 제1조는 정부에게 규제할
타이틀II 규제는 언론과 표현의 자 권한을 주지 않았다. 오히려 정부가 그러한 권력을 가지는 것을 부정한다. 또한 인터넷
유를 보장한다
에 대한 정부규제가 많아질수록 언론의 자유에 적대적인 사람들을 지지하는 결과가 초
래된다.
자료 : FCC(2017, April 26), Internet Regulation: Myths vs. Facts.

망중립성 폐지가 현실화되기까지
많은 난관 예상

또한 FCC는 타이틀II 규제로 인해 광대역 네트워크
에 대한 투자가 줄었다고 밝혔으나, 민주당의 에드
워드 마키 의원은 2014년 866억 달러였던 투자 규

하지만 이미 곳곳에서 트럼프 정부와 FCC의 망중

모가 2015년에 872억 달러로 증가했다는 반대의 결

립성 폐기 움직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

과를 공개하기도 했다. 심지어 FCC조차도 2015년

며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먼저 ISP

에 2010년 망중립성 원칙 발표 후 통신사들의 투자

를 타이틀II에서 타이틀I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타

가 늘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망중립성 원칙에 가

당한 이유가 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한

장 크게 영향을 받는 IT업계의 반대도 만만치 않다.

계가 있다. 2015년 FCC가 ISP를 타이틀II로 분류한

전문가 네트워크인 스파이스웍스가 올해 1월 IT종사

근거가 연방법원의 판결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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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 지지 의사를 밝혔고, 미국 인터넷협회는

콘텐츠 및 플랫폼 기업(애플, 알파벳, 마이크로소프

2017년 4월 FCC 아짓 파이 위원장을 만나 망중립성

트, 아마존 순, 8위는 페이스북)이 차지하고 있고 네

폐지 반대 의사를 전달하였다. IT전문 매체인 더버

트워크와 기기 제조 기업은 순위에서 찾아볼 수 없

지(The Verge) 등은 망중립성 원칙이 폐지된다면

다. 이렇듯 미국을 넘어 글로벌 시장을 좌지우지하

ISP들이 트래픽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차별적으로

고 있는 미국 인터넷 기업들의 탄생과 성장에 “차별

부과할 것이고, 이는 신생 기업들의 성장을 가로막

없는 네트워크 접속”을 허용한 망중립성은 분명 일

는 재앙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러한 추세로 본

조한 측면이 있다. 반면 트럼프 정부는 ‘미국 우선주

다면 FCC는 올해 가을까지 진행될 여론 수렴과정에

의(America First)' 정책 기조 하에 일자리 창출과

서 많은 반대 의견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내수 진작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대규모 인프라 투

FCC가 국내의 부정적 여론을 잠식시키고 동시에 행

자를 통한 경기 부양을 재정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정 처리 측면의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실제 망중

삼고 있다. 네트워크(N)는 대표적인 내수 산업이며

립성 폐지 여부를 판가름하게 될 전망이다.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C)와 플랫폼(P)
보다 노동집약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이번

국내 관련 정책 및 산업에 미칠 파급
효과를 예의주시할 필요

FCC의 망중립성 폐지 추진은 자국의 통신 인프라
사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 나아가 차세대 5G 네트워
크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력 확보의 일환으로 볼 수

망중립성은 공정경쟁 및 혁신의 관점에서 옳고 그
름의 문제로 공방을 펼칠 수 있는 이슈이면서 동시

있고 이는 지난 정부와의 전략적 방향성 차이로 해
석될 수 있다.

에 국가의 전략적 선택 문제로 볼 수 있다. 통신산업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망중립성 원칙에 큰 변화를

초창기에는 벨류체인인 CPND(콘텐츠, 플랫폼, 네

찾아볼 수는 없다. 2011년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이

트워크, 기기)를 기준으로 볼 때 종단 간 연결(End-

수립된 데 이어 2013년에는 통신망의 합리적 트래픽

to-end)을 책임지는 네트워크 사업자의 시장 지배

관리 기준이 만들어졌고, 올해 3월에는 망/플랫폼

력이 가장 컸다. 하지만 유/무선 인터넷의 확산과

중립성과 관련한 고시 제정안이 공개되었다. 새로

스마트폰과 같은 고도화된 기기가 등장하면서 소비

출범한 정부도 통신요금 기본료 인하 방침 등을 통

자 접점인 콘텐츠와 서비스의 중요성이 증대되었고,

해 국민의 보편적 네트워크 접근권을 보장하겠다는

관련 기업들은 IT 혁신의 선봉장으로 등극하게 된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FCC의 정

다. 글로벌 시가 총액 10대 기업을 기준으로 보면

책이 국내 통신 정책 방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어

CPND 기업들의 위상 변화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왔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

데, 2007년 마이크로소프트는 6위, AT&T는 9위를

다. 또한 최근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에 자사 서

차지했지만 2017년 3월에는 1위부터 4위까지 모두

비스의 원활한 접속을 위한 캐시서버 무상 확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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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한 것이 알려지면서 국내 통신사들을 중심으로
망중립성 완화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사
물 인터넷의 확산과 가상·증강현실(VR·AR)/4K
급 초고화질 콘텐츠 등장 등에 의해 폭발적 데이터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통신사업자의 네트워크 투
자 부담을 덜어주고 동시에 콘텐츠 및 인터넷 기반
서비스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망중립성과 관
련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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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Y 4.0 성숙도 지수 평가 모델 개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 기업들의 준비 현황은?
글 : 장 훈 (hoonjang@stepi.re.kr)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성숙(成熟, maturation)’은 그 쓰임에 따라 여러

하고 있다.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한 개체의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독일공학한림원이 발간한

발육이 완전히 이루어져 각각의 종(種)으로서의 특

‘제조 기업들의 Industry 4.0 성숙도 지수 평가’ 연

징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되는 상태”를 뜻할 때

구는, 독일과 당면한 과제가 비슷한 우리나라의 많

쓰인다. 다른 의미에서 성숙이란, “한 개체나 집단

은 제조 기업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이

이 새로운 발전 단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나

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 연구에 대한 요약을 통해,

상태가 충분히 마련된 상황”이라는 의미로도 사용
되기도 한다.1)
지난 5월 15일, 독일공학한림원에서는 제조 기업
들의 Industry 4.0 성숙도 지수 평가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Industry 4.0은 현재 우리나라
를 관통하는 주요 화두 중 하나인 제4차 산업혁명

독일의 Industry 4.0 성숙도 평가 프레임워크에 대
해 간략히 알아보고,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나
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Industry 4.0 성숙도 지수
이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한 기업의 Industry 4.0

의 원조 격인 용어로, 2010년부터 독일 정부가 야

성숙도는 총 6단계로 구성되며, 단계가 높아질수록

심차게 추진 중인 제조업 혁신정책의 핵심 키워드

더욱 성숙한 Industry 4.0 체계를 갖추었다고 평가

다. 전통적으로 독일의 제조업 경쟁력은 세계 최고

할 수 있다(<그림 1> 참조). 총 6단계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최근 다양한 대내외적

단계인 제 1단계(Computerization)와 제 2단계

문제에 직면하면서, 이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고자

(Connectivity)는 ‘Digitalization’의 범주로 분류되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꾀

며, 기업의 생산, 운영을 포함한 모든 전사적 정보가

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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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Industry 4.0 성숙도 발전 단계

자료: Schuh, G. Eds.(2017: 16)

디지털화되어 서로 자유롭게 공유되는 단계를 이야

여기서 주목할 점은, Industry 4.0 체계의 성숙도

기한다. 이후, 제 3단계부터 제 6단계까지를

는 단순히 최신의 정보기술과 인프라를 얼마나 잘

Industry 4.0의 범주에 포함시키는데, 이는 기업정보

갖추고 있는 가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의 단순한 디지털화는 Industry 4.0 체계 구축의 충

이보다는, 이들 기술들을 잘 활용하여 하루가 다르

분조건이지 동치(同値)는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다.

게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발 빠르고 효과

제 3단계(Visibility)는 기업 운영 전반에 걸쳐 발
생하는 정보를 다양한 수집 경로를 통해 확보하는

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Industry 4.0 체계 완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단계를 말한다. 제 4단계(Transparency)와 제 5단
계(Predictive Capacity)는 앞 단계에서 수집한 정

Industry 4.0 성숙도 평가모델

보를 활용하여 유의미한 정보로 재가공하고, 이를
보다 효율적인 기업 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앞서 소개한 Industry 4.0 성숙도 지수는 한 기업

갖춘 단계를 이야기 한다. 제 6단계(Adaptability)는

이 얼마나 Industry 4.0 체계를 잘 갖추고 있는지를

가장 성숙한 Industry 4.0 체계로, 급변하는 비즈니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도구로 활용된다. 이 연구보고

스 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에 대해 민첩하고

서에서는, <표 1>과 같이 분석 대상 기업을 크게 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적응성을 갖춘 단계를

가지 영역(자원, 정보시스템, 조직구조, 조직문화)으

의미한다.

로 나누고, 각 영역별로 해당 기업이 얼마나 성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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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 Industry 4.0 성숙도 지수 평가 모델의 영역별 평가 기준

분석 대상
영역

핵심 평가 기준

체적으로, 각 영역에 대한 평가는 두 개의 핵심 평가
기준(Guiding principle)과 각 기준 별 세부 항목

디지털 정보 수집 체계

(Capability)들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정보 공유 체계

이 연구보고서에서 제시하는 기업의 ‘자원’ 영역에

정보 처리 및 분석 능력

대한 두 핵심 평가 기준은 1) 디지털 역량과 2) 잘 정

자원

정보
시스템

Industry 4.0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구

통합적 정보 관리 체계
유연한 조직 구조

조직구조

립된 소통체계이며, 디지털 역량은 다시 1) 전사 정
보의 디지털화 역량 2) 다양한 자료 수집 채널(예.
센서 데이터)을 통한 자동화된 자료 수집 능력 3) 데

전사적 밸류 체인 내 능동적 협업관계 구축

이터의 분산 처리 능력 항목에 대한 평가를 통해 6

혁신적 조직관리

단계 기준 Industry 4.0 성숙도를 결정한다. 이 평

수평적 리더십

가를 통해 각 기업은 보다 성숙한 Industry 4.0 체

조직문화
자료 : Schuh, G. Eds.(2017: 18) 재구성

계를 구축하기 위해 보완해야할 점에 대해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객관적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그림 2 : 기업의 Industry 4.0 성숙도 평가모델

자료: Schuh, G. Eds.(2017: 19)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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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 분야 별 선진기업 대비 국내 제조기업의 4차 산업혁명 준비 수준

주: 해당분야 선진기업이 100점 만점일 때, 국내 기업들의 상대적 수준을 격차 1년당 5점으로 환산하여 평가함
자료: 산업연구원(2017: 38)

우리나라 기업들의 준비수준은...

즉, 성공적인 Industry 4.0 안착을 위해서는, 기술
적 인프라를 잘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활

2016년 제 4차 산업혁명이 전 세계적인 화두로 부

용할 조직구조와 기업문화 등 기업의 전반전인 체

상하기 전, 이미 독일은 2010년부터 Industry 4.0으

질을 변화시키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함께하지 않

로 대변되는 제조업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

는다면, 한국에서의 Industry 4.0은 요원한 꿈이

해 미래 제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되어 버릴지도 모른다.

있다. 반면, 제조업이 GDP의 30%를 차지하는 우리
나라는 이미 독일과 유사한 문제들을 직면하고 있었
음에도, 세계적인 수준의 제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7년 5월 발간된 산업연구원의 연구에 따르
면, 우리나라 제조 기업들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수
준은 선진국 대비 약 4년의 격차가 있으며, 특히
선진국 대비 가장 격차가 큰 분야는 브랜드 구축과
디자인 분야로 조사되었다. 이 분야가 다른 분야들
과 비교해 기술적 요인보다는 수평적 조직구조, 유
기적 협력체계 등 비기술적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분야임을 고려해 볼 때, 이 조사 결과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Schuh, G. Eds.(2017), “Industrie 4.0 Maturity Index ? Managing
the Digital Transformation of Companies”, The acatech study
series. pp.5-52.
산업연구원(2017), 「4차 산업혁명이 한국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pp.9-46.
김승현·김만진(2016), 「차세대 생산혁명을 대비한 제조업 혁신정책과 도전
과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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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우주기술의 발전과 상업화 가능성

글 : 백서인 (baekseoin@stepi.re.kr)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중국의 우주기술 발전과 현황

집단공사는 2016년 총 22회의 발사를 통해 ‘티엔통
1호’, ‘펑윈 4호’, ‘가오징 1호’ 등 총 40개의 위성을

1970년 첫 상업위성인 ‘동방 1호’를 쏘아 올린 중

우주로 보내는 데 성공했다. 또한 우주정거장 ‘티엔

국은 지난 4월 21일 화물우주선인 ‘티엔저우 1호’를

공 2호’의 안정적 궤도 진입과 유인우주선 ‘션저우 11

성공적으로 도킹하여 우주정거장 ‘티엔공 2호’에 필

호’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2개의 차세대 발

요한 물자를 공급하는 데 성공하였다. 중국 우주개

사체인 ‘창정 5호’와 ‘창정 7호’의 발사에도 성공하는

발의 아버지 첸쉐션(钱学深) 박사가 1955년 귀국한

쾌거를 이룩했다. 현재까지 발사된 발사체와 위성은

지 60여 년 만에 중국은 우주정거장에 필요한 물류

90% 이상 중국자체 기술로 완성된 것이며 주요 핵

를 화물우주선을 통해 전송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오

심 부품의 개발은 국가항천국의 주도아래 기업과 대

는 2022년 ‘티엔공 3호’ 발사와 함께 우주정거장이

학이 함께 개발해오고 있다. 이와 같은 성공을 바탕

완성되고 미국과 러시아의 공동 우주정거장이 수명

으로 중국은 2017년 달 뒷면에 착륙하여 토양샘플을

을 다하게 되는 2024년에는 중국은 세계 유일의 우

채취하여 귀환하는 ‘창어 5호’ 프로젝트, 중국형 내

주정거장 보유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순한 발

비게이션 시스템 ‘베이더우 3호’의 발사 등 총 28회

사와 탐사 계획 외에도 중국은 현재 다양한 우주실

의 발사를 계획 중이며, 2025년까지 세계최고의 우

험을 진행 중인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칭화대

주강국으로 거듭나고자 노력중이다.

학 팀의 우주 배아세포 실험이다. 이 실험은 세계최

그렇다면 중국의 우주항공 기술력은 현재 어느 정

초로 우주공간에서 배아세포의 번식 메커니즘을 관

도 수준일까? 전문가들의 의견은 미국, 러시아를 이

찰하는 실험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은 3위이지만 아직 상당한 기술격차가 존재한다고

이처럼 우주분야에서 중국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

평가한다. 실제로 중국의 우주항공 예산은 미항공우

원과 긴밀한 산학연관 협업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

주국(2016년 기준 193억 달러)에 비하면 현저히 낮

중이다. 중국의 우주항공국유기업인 중국항천과기

은 것이 사실이다. 또한 우주항공 경쟁력 평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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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 중국 항공우주의 주요 성과

시간

내용

1970년 04월

첫 인공위성인 둥팡홍(東方紅) 1호 발사

1987년 08월

중국의 귀환식 위성을 프랑스 탑재 시험 장치로 사용, 중국의 첫 세계 우주시장 진출

2003년 10월

선저우 5호 유인우주선 발사

2005년 10월

선저우 6호 2명의 우주인 탑승, 발사

2008년 09월

선저우 7호 3명의 우주인 탑승, 발사

2007년 10월

첫 달탐사 위성인 창어 1호를 실은 창정 3호 발사

2010년 10월

창어 1호 위성의 개량형 창어 2호 발사

2011년 11월

무인우주선 선저우 8호와 텐궁 1호 첫 도킹 성공

2013년 12월

달 탐사선 창어 3호 발사

2016년 08월

세계 최초 양자통신 위성 묵자호 발사

2016년 09월

실험용 우주정거장 텐궁 2호 발사

2016년 10월

선저우 11호 발사후 텐궁 2호에 도킹

2016년 11월

차세대 대형 운반로켓 창정 5호 발사 성공

2017년

달 탐사선 창어 4호 발사, 세계 최초 달 뒷면 탐사 추진

자료: 저자 정리

기관인 Futron사의 2014년 우주경쟁력 평가에 따르

중국항천과공집단공사와 중국항천과기집단공사가

면, 중국은 정부정책에서는 높은 점수를 획득했으나

주도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다. 두 개의 국유 기업은

기타 부분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4위에 랭크되기도

각각 14만 명과 16만 명의 인력을 보유해 도합 30만

하였다. 하지만 2015년에 발사횟수에서 이미 미국

에 이르는 연구 인력을 보유한 초거대 집단으로, 발

을 추월했고 매년 풍부한 자원과 인력이 투입되고

사체부터 위성까지 우주산업에 필요한 전반적인 기

앞으로도 많은 발사 계획이 있어 빠른 성장이 예측

술과 소재를 중점적으로 개발 중이다. 특히 우주기

된다. 특히 현재 ‘티엔공 2호’에서 진행 중인 다양한

술 상업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항천과

우주실험과 5월 10일에 실행된 지상 우주정거장 시

기집단공사의 경우 2016년 총 6,006건의 특허를 출

뮬레이션 프로젝트인 ‘월궁 365 프로젝트’, 2030년

원하였으며, 기술개발, 품질관리 등의 특허 연구를

발사예정인 양자통신 위성 등 비교적 혁신적이고 선

100개 이상 진행하였다. 특허이전을 통한 매출은

도적인 우주관련 프로젝트도 다수 계획 중에 있어

3.4억 위안(한화 약 560억 원)을 달성했고 14억 위

큰 성장이 기대된다.

안(2,310억 원)에 이르는 위성응용관련 프로젝트를
신규 수주했으며, 로봇관련 사업의 매출과 영업이익

중국 우주기술 상업화의 주체

도 전년대비 30% 이상 증가했다. 이와 함께 중국형
내비게이션 시스템인 베이더우 시스템이 성공적으

이처럼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의 우주굴기 사업은

로 국내외 시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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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항공 관련 국제프로젝트는 5.8억 달러(6,000억

통신위성 발사를 통해 일대일로 사업에 포함된 국가

원)를 돌파 하였다. 또한 중국우주산업의 해외매출

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중국은

의 비중이 전년도보다 16.8% 성장하였고 총 매출 역

일대일로 사업에 포함된 국가들에게 다양한 서비스

시 10.2%가 증가했으며, 항공기술관련 산업의 협약

를 제공하고 추후 이 국가들의 발사 수요를 선점하

은 1,000억 위안(16조 5천억 원)을 돌파했다. 이처럼

는 전략적 의도를 담아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중국 우주기술의 개발은 점차 기술혁신과 산업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그 범위 역시 중국 내수위주에서

중국 우주기술 상업화의 해결과제

점차 주변으로 확대되고 있다.
중국의 우주기술 상업화의 최대 강점은 뛰어난 가

중국 우주기술의 상업화 전략:
중국제조 2025, 일대일로와의 연계

성비에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발사 성공률과 합리
적인 가격은 중국 우주기술의 세계시장 진출에 긍정
적인 역할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중

우주기술의 상업화는 중국 우주굴기의 핵심적인

국의 우주기술은 아직 자국내 비중이 큰 것이 사실

부분이다. 중국정부는 국가차원에서 우주기술의 개

이다. 이러한 국내수요를 바탕으로 성장한 기술력과

발과 ‘중국제조 2025’와 ‘일대일로’ 사업과의 연계를

노하우가 세계 시장으로 뻗어 나가는 데에는 여러

적극장려하고 있다. 먼저 중국항천과기집단공사는

가지 장애요인이 존재한다. 먼저 가장 큰 장애물은

우주항공기술개발을 통해 축적한 뛰어난 소재 부품,

미국의 견제이다. 미국은 미국산 부품을 사용한 위

제어계측, 엔진, 에너지 등의 기술이 다른 산업의 기

성은 중국 발사체를 통해 발사할 수 없다는 규정을

술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최근

고수하고 있어 대다수의 미국 부품을 통해 위성을

중국항천과기집단공사는 중국의 로컬 항공사, 자동

완성한 나라는 중국의 발사체를 사용할 수 없다. 따

차 회사 및 에너지 회사들과 엔진 및 관련기술을 공

라서 중국은 현재 미국과 상대적으로 친밀도가 낮은

동 개발 중이며, 석유회사인 시노펙과는 유전 탐지

국가들을 대상으로 협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두 번

기술 개발협력을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중국항천과

째, 미국의 SpaceX와 같은 민간 우주 기업들이 회

기집단공사가 개발한 다수의 정밀제어 기기, 광학기

수가능 발사체와 같은 혁신 제품을 통해 시장에 진

기, 신소재 기술은 현재 다양한 산업에 활용되고 있

입하고 있어 중국 우주기술의 가장 큰 비교우위인

다. 두 번째로 중국은 우주기술 상업화의 성공을 일

가성비가 위협받고 있다. 현재 중국내에서도 보다

대일로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을 통해

혁신적이고 저비용의 회수 가능 발사체개발에 대한

달성하고자 한다. 베이더우 시스템은 일대일로 국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셋째, 인도와

들에게 우선적으로 내비게이션 및 GPS 데이터와 서

같은 경쟁국의 우주기술 개발이다. 중국이 파키스탄

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캐나다의 Nove Atel

의 발사체 기술 개발에 협력하면서 인도는 자체적으

과의 전략적 제휴를 맺어 본격적으로 해외시장 진출

로 발사체 개발에 착수하게 되었다. 인도는 오랜 시

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지금보다 더 큰 용량의

간의 자체 개발을 통해 최근 저가형 발사체 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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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베이더우 1호와 2호의 서비스 범위

주: 녹색 - 베이더우 1호의 서비스 제공범위, 빨간색 - 베이더우 2호의 서비스 제공범위
자료: 邹维荣, 杨欣(2016)

실험에 연속으로 성공하고 있어 중국 우주기술 상업

극적으로 해외 시장을 개척하여 지속적 수요 창출을

화의 또 다른 위협으로 급부상했다.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우주기술개발 역시 근본

결국 중국이 단순한 우주기술개발을 넘어 상업용

적인 혁신이 필요할 것이다.

위성과 발사체 시장에서의 성공을 통해 ‘우주굴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장애요인을 어떻게 극
복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또한 이 문제는 단순히 우
주산업의 문제만이 아니라 중국 산업의 전반적인 기
술개발과 산업고도화의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과제이기도 하다. 현재 중국이 취하고 있는 성
장전략은 풍부한 내부수요를 바탕으로 발전하고 그
다음 일대일로와 같은 대형 프로젝트를 통해 동남아
시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의 연선국가와의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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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주요 선도국의 기초연구 지원 및
이행 체계

정부의 연구개발투자가 확대되는 가운데, 1990
년대 이래 기초연구에 대한 정부 지원도 지속적으

1. 주요국의 기초연구 지원의 규모와 방식

로 증가해 왔다. 국내적으로 기초연구 지원 사업,
연구인력, 관련 인프라 등이 확충되고 논문, 특허

전 세계적으로 미국은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총

와 같은 양적 연구 성과도 증가했다. 즉, 지난 20

량이 많고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연구자의 수도 많

여 년간 기초연구정책의 투입과 산출이 모두 확대

은 국가이다. 이에 대응하는 연구 산출물도 많다.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구

미국에서 출판되는 연구논문의 규모와 학계 영향

정책의 효과성과 적절성에 관한 문제제기가 끊이

력은 여전히 세계 최상위이다. 최근 들어서는 중국

지 않는다. 양적 투자 확대를 실감하지 못하는 연

도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고 연구인력

구 현장의 불만으로부터, 양적 성장에 비례하는 질

또한 대폭 증원하면서 대량의 연구논문을 생산해

적 성장이 부재하다는 정책 당국의 지적까지 다양

내는 연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외에도

1)

한 성찰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 기초연구정책

독일과 일본, 영국과 프랑스 등은 미국이나 중국과

을 둘러싼 최근의 문제제기는 새로운 정책 전환을

비교할 때 투자량이나 인력규모 면에서는 상당한

위한 유의미한 공론화 과정이라 하겠다. 국내적으

격차가 존재하지만,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에 투자

로 기초연구정책의 전환을 모색하는 시점에서 본

해 온 국가로서 연구논문 생산량, 학계 영향력 등

고에서는 주요국의 기초연구 지원 및 이행 사례를

에서 지속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다.

소개하고, 그 시사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투자와 기초연구활동의 총량이 많은 미국, 중

1) 사이언스TV(2016.6.1.), 기초연구 비전과 목표, http://www.scienceall.com/
디지털타임즈(2016.12.), 자유공모 기초연구비 3조원으로 증액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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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 연구개발투자 및 연구실적 선도국가 순위

투입(2015년 기준)
a

R&D예산(PPP)

산출(2015년/16년 기준)
a

연구인력(FTE)

SCI논문수(2015년 기준)

과기분야 노벨상수상자수
c
(1901-2016년 누적)

b

1

미국 (5,028억불)

중국 (162만명)

미국 (40만편)

미국 (187개)

2

중국 (4,083억불)

미국 (135만명)

중국 (29만편)

영국 (67개)

3

일본 (1,701억불)

일본 (66만명)

영국 (12만편)

독일 (51개)

4

독일 (1,128억불)

독일 (36만명)

독일 (11만편)

프랑스(28개)

5

한국 (742억불)

한국 (36만명)

일본 (7만편)

일본 (21개)

자료 : a. OECD(2017),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b. 국가주요지표 – 과학기술논문현황(NSI)2)
		 c. 노벨미디어(2017.6.15.), Nobel Laureates and Country of Birth3)

국,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의 기초연구정책을 살

기초연구정책을 추진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국가

펴보면 크게 두 그룹으로 구분된다. 독일, 영국,

간 차이가 드러난다(신은정, 2016). 정책을 추진하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과 미국은 연구결과의 목적

는 방식에 따라, 크게 분권형과 분권형·중앙집권형

성·효용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시작하는 기초연구

구조를 동시에 지닌 혼합형 모델로 구분가능하다.

에 대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었다. 반면, 일본

영국과 독일, 미국의 기초연구정책은 분권형에 가깝

과 중국 등 추격형 발전모델을 선택했던 아시아 국

다. 영국은 정부부처 및 다양한 민간재단에서 기초

가에서는 기술개발 중심의 연구가 선행된 후, 이를

연구를 지원하고 있지만, 기초연구투자에 대한 종합

공고히 하는 차원에서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이 사후

적인 의사결정은 연구자들의 연합체인 영국연구회

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들

(Research Council UK, RCUK)를 통해 이루어진

국가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은 ‘연구자 자율

다. RCUK는 7개 분야 연구회의 연합체로서 개별

및 호기심에 근거한 우수한 연구’를 지향하는 동시

연구회가 독립적인 의사결정권을 갖추고 있다. 연방

에 ‘사회·경제적 효용성이 높고 적실한 연구’를 요

제에 기반하고 있는 독일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연

청하고 있다는 점이다(신은정, 2016; 이민형 외,

합하여 공동과학회의(GWK)를 통해 기초연구를 지

2017).

원하고 있으며, 독일연구재단(DFG)에서 각종 사업

2) https://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MainPrint.do?idx_cd=1334&board_cd=INDX_001(2017.6.10. 접속)
3) http://www.nobelprize.org/nobel_prizes/lists/countries.html(2017.6.15. 접속), 과학기술분야 물리학, 화학, 생·의학분야 수상자만
계상, 이중국적 중복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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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보조한다. 소규모 기초연구는 대학에서 이루

(신은정, 2016). 일본의 기초연구정책은 문부과학성

어지지만, 기초연구 거점역할을 하는 곳은 4대 연구

에서 주관하며, 과학기술기본계획에 근거하여 기초

회(막스플랑크, 라이프니츠, 헬름홀츠, 프라운호퍼)

연구 지원정책을 추진한다. 다만 연구자 수요 기반

이다. 4대 연구회는 정부 지원금을 배분하되 연구의

상향식 연구에 대한 지원은 JSPS(Japan Society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미국

for the Promotion of Science)에서 주로 담당하고

역시 기초연구정책을 관할하는 단독 부처가 존재하

JST(Japan Science and Technology Agency)는

지 않고 NSF(National Science Foundation),

전략적 기초연구사업을 지원하는 이원적 체계로 이

NIH(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DoD

루어지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고등교육연구부

(Department of Defense), DoE(Department of

(MESR) 산하 연구혁신총국(DGRI)에서 국가전략

Energy) 등 여러 기관에서 기초연구를 지원하고 있

수립 및 사업조정을 담당하고, 국가연구청(ANR)에

다. 다만, 연구자 수요에 기반한 전 분야 연구 지원

서 사업관리를 지원한다. INRA(농학연구소), 국립

은 NSF에서 담당하고, 보건의료분야 연구는 NIH,

보건의학연구소(INSERM), 원자력청(CEA)과 같이

에너지분야 국가전략연구는 DoE, 국방연구 관련 전

대부분의 공공연구기관이 지원 미션에 따라 연구 분

략적 지원은 DoD에서 주로 담당한다.

야가 정해지지만, 프랑스 최대 공공연구기관인 국립

반면, 프랑스와 일본은 연구자 기반 분권형 구조

과학연구센터(CNRS)는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

와 더불어, 기초연구정책을 주관하는 단독 부처 혹

전 분야 기초연구의 거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은 기초연구를 담당하는 거점연구기관이 존재한다

CNRS는 국가전략연구와 순수기초연구가 동시에

표 2 : 주요 선도국 기초연구정책 지원체계 개괄

기초연구정책 지원체계

국가명

유형

영국

분권형

영국 연구회(RCUK)를 통해 7대 분야별로 연구기획, 연구자금 배분, 평가가 이루어짐

독일

분권형

연방·주정부 공동으로 기초연구 지원, 4대 연구회(막스플랑크, 라이프니츠, 헬름홀츠, 프라운호
퍼)의 독립적 자원 배분 및 사업 운영

미국

분권형

NSF, NIH에서 연구자 중심 상향식 기초연구 지원을 주로 하며, 이외에도 DoE, DoD의 기초연구
지원사업이 존재함

일본

혼합형

문부과학성 지원 아래 상향식 기초연구는 JSPS를 통해 하향식 기초연구는 주로 JST를 통해 지
원함

프랑스

혼합형

고등교육연구부 산하 연구혁신총국과 국가연구청의 지원 아래, 기초연구거점으로서 CNRS산하
10개 연구소 중 3개는 국가전략연구소임

자료: 신은정(2106)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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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되고 있는데, 산하 10개 기관 중 3개가 국가목

을 갖춘 다수의 연구중심대학이 존재하며, 로렌스

적형 연구소이다.

버클리 국립연구소(LBNL)와 같은 국립연구소들도

기본적으로 분권형 정책 추진방식은 연구자 자
4)

연구거점으로 기능하고 있다(박기범 외, 2017).

율·자치에 기반한 기초연구 지원 제도이고 , 중앙

미국의 로렌스버클리 국립연구소(Lawrence-

집권형 정책추진방식은 기초연구의 정책적·사회정

Berckley National Laboratory, LBNL)는 1931년

치적 효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라 하겠

버클리 대학 로렌스 교수의 방사선실험실로 시작

다. 하지만, 제도화 과정에서 디커플링은 항시 존재

되었다. 이후 세계대전동안 무기개발을 지원하면

한다. 최근 연구자 중심 영국연구회(RCUK)에서 연

서 급성장했다가, 전후 다학제적 에너지연구를 위

구효율화를 위해 평가 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대

한 국립연구소로 재편되면서 지금의 모습으로 성

표적인 예이며, 미국 국방부(DoD)에서 목적성에 구

장해왔다. 현재 3,000여명의 인력을 보유한 대형

애받지 않는 창의적·돌파형 연구(breakthrough)

국립연구소 중의 하나로, 에너지 분야 국가전략연

를 지원하는 것이 또 다른 예이다. 요컨대, 분권형

구뿐만 아니라 기초연구에 매진하여 지금까지 13

구조를 통해서도 기초연구의 사회경제적 효용성을

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다.

제고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앙집권

독일의 막스플랑크연구소(MPG)는 1911년 설립

적·하향식 전략연구 지원구조에서도 연구의 수월

된 카이저빌헬름연구회의 후신으로, 나치정권 조

성과 창의성을 위한 연구 지원이 일부 이루어지고

력의 역사를 청산하면서 1948년 현재의 조직으로

있다.

새롭게 재편되었다. 초창기 67명의 과학자로 시작
했으나 1954년 첫 노벨상을 수상하고 1960년대 신

2. 주요국 기초연구 거점기관의
연구 추진 체계

진연구자 및 신규분야 지원 강화, 1970년대 대형연
구시설장비 기반 연구 본격 추진 등을 통해 연구소
의 역할과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2016년

기초연구를 선도하고 있는 국가 경쟁력의 원천은

현재 막스플랑크연구소는 83개의 독립연구소를 운

그 국가의 연구자와 연구기관의 경쟁력에서 나온

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8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다. 대표적으로 독일에는 기초연구를 선도하는 막

배출했다. 막스플랑크연구소는 기본적으로 기관

스플랑크연구소(MPG)가 있고, 프랑스에는 국립과

자체에서 운영하는 평의회를 통해 중요한 의사결

학연구센터(C N R S), 일본에는 이화학연구소

정을 내린다. 개별 연구소 운영에 대한 결정은 연

(RIKEN)가 존재한다. 미국의 경우, 글로벌 경쟁력

구소장에게 전적으로 위임하고 지속적으로 연구를

4) 영국 연구회는 20세기 초 연구 기획이 정치인이 아닌 연구자의 자율성·독립성에 근거해야 한다는 홀데인원칙(Haldane Principle)에 근거하여 형성
되었으며, 독일 역시 우수한 연구자를 발탁, 연구자에게 연구에 대한 의사결정권한을 전적으로 위임하고 지속적인 연구 지원을 통해 탁월한 연구 성과
를 도모하자는 하르낙원칙(Harnack Principle)을 기반으로 막스플랑크 전신인 빌헬름협회를 설립한 바 있음(신은정, 2016; 박기범 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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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되, 기관평의회의 중장기 평가를 통해 기존

로 겸임하면서 교육 및 연구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

연구소를 폐지하거나 새로운 연구소를 신설할 수

록 협력하고 있다. CNRS 역시 글로벌 연구경쟁력

있도록 하고 있다. 기존 연구소에 대한 구조조정과

확보를 주요한 미션으로 삼고 있으며, 외국인 연구

신규 연구소 지원을 통해 신진연구자, 신규 연구분

자 유치에도 적극적이어서 전체 연구자의 25%가

야가 지속적으로 발굴·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

외국인이다.

고 있다. 글로벌 차원의 연구협력과 인재영입에도

일본의 이화학연구소(RIKEN)는 1917년 설립된

매우 적극적이어서, 2014년 현재 개별 연구소 소

자연과학 종합연구소로서 국립연구개발법인으로

장의 1/3이 외국인이며, 전체 연구자의 40% 가량

운영 중이다. 국가전략연구를 수행하는 전략센터

이 외국인이다.

조직, 산업계·사회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중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CNRS)는 1939년 설

개연구 수행조직, 연구 인프라 기반 연구조직과 더

립되어 프랑스 거점 연구기관으로 성장했다. 자체

불어, 우수 연구자 중심 연구실을 기본단위로 삼는

적으로 연구 및 연구소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기구,

기초연구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국내

과학연구위원회(CoNRS)를 운영하고 있다. 과학연

외 저명학자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함과 동

구위원회는 약 1,000여명의 국내외 전문가들로 구

시에, 문부과학성의 독립행정법인 평가위원회의

성되며 연구소의 운영 및 연구에 대한 자문, 평가

감독도 받고 있다.

에 참여한다. 프랑스에서는 CNRS와 고등교육기관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기초연구 거점기관

간 협력이 활발하며, 신진연구자 발굴 및 채용을

들이 발전해 온 궤적은 다양하다. 미국 로렌스버클

위한 “CNRS-연구기관 협력단”을 운영하고 있다.

리 국립연구소나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와 같이 초

이를 통해 우수한 대학 조교수들이 CNRS 연구자

창기 특정 연구자 혹은 특정 연구그룹의 리더십 아

표 3 : 주요국 기초연구 거점기관의 기본 현황

구분

LBNL(미국)

MPG(독일)

CNRS(프랑스)

RIKEN(일본)

설립

1931년

1948년

1939년

1917년

연구
조직

6개 연구분야
20개 부서 운영

83개 독립특화
연구소(MPI) 운영

산하 10개 연구소 운영

전국 9개 지역에 산하
연구소 운영

인력

3,304명(’15)

18,179명(’16)

24,617명(’15)

2,768명(’13)

예산

8.1억 달러(’15)
(약 9,023억원)

18억 유로(’16)
(약 2조 430억원)

33.1억 유로(’15)
(약 4조 1,055억원)

(약 8,423억원)

노벨상
수상자

13명

18명

20명

4명

자료: IBS 전략정책팀(2016), 박기범 외(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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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시작된 연구소가 있는가 하면, 국가차원의 기초

위해 설립된 영국 연구회(RCUK)나 독일 막스플랑

연구거점을 육성하려는 계획 아래 성장해 온 연구소

크연구소 등도 전체 조직의 안정성·독립성은 지

들도 있다. 하지만 이들 연구기관이 지속적으로 성

속하되 변화하는 연구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장·발전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일련의 공통점을 발

운영·투자포트폴리오는 유연한 방식으로 조정해

견할 수 있다. 기초연구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이

오고 있다. 즉, 기초연구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

끌어 내면서 조직의 안정성을 구축함과 동시에, 연

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중요

구현장에서의 의사결정구조는 상당히 동태적이고

하지만, 그와 더불어 유연한 의사결정구조를 통해

유연한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는 것이다. 변화하는

연구자들이 변화하는 연구 환경에 빠르게 대응할

연구의 지형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막스플랑크연구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특히 디지털

소의 평의회에서는 지속적으로 개별 연구소를 폐쇄,

기술의 확산과 더불어 연구자간 국경·섹터·학문

신설해 나가고 있으며, 영국연구회(RCUK) 역시 연

분야를 넘나드는 실시간 교류와 소통이 활발해지

구 성과에 대한 평가체계를 개선하여 보다 효율적·

고 있는 상황에서, 연구개발 아이디어, 정보와 데

효과적 연구를 수행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즉, 전체

이터, 연구자의 이동 또한 더욱 자유로워지고 있

지원 체계의 지속성은 유지하되, 연구회·연구기관

다.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연구경쟁력을 유지해

차원의 새로운 실험과 변화·조정이 가능한 유연한

나가기 위해서 주요 선도국가 및 연구기관에서 글

의사결정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로벌 연구 협력을 지원·활용하고 우수한 신진연
구자를 육성, 유치해가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펼치

국내 기초연구정책에 던지는 시사점

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기초연구 선도국의 연구 지원 및 이행 체계를 간
략히 개괄하면서, 국내 기초연구정책을 위해 고려
해 볼 만한 시사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
째, 해당 국가에서 기초연구의 역할과 기능, 원칙
에 대한 논의가 연구 지원 체계 구축의 근간이 되
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기초 연구의 수월성·
탁월함을 추구하는 연구자 그룹과 연구의 효용성
을 기대하는 사회정치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타협
하면서 새로운 균형점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연구자 자율·자치 기반 지원체계 구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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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국민이 땀 흘려 일한 덕에 지난 30년간 우리

고피인용 연구자

나라 정부총예산은 약 20배 증가했다(1987년 18조
원, 2016년 355조원). 이 중 각종 연구개발에 사용

연구논문의 인용통계를 제공하는 영국 Clarivate

한 정부연구개발비는 증가세가 더 커서 약 38배 늘

(구 Thompson)사에서는 매년 고피인용 연구자

었다(1987년 5천억원, 2016년 19조원).1) 정부의 적

(Highly cited researchers) 리스트를 발표한다.3)

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연구자들도 상당한 양적 성
과를 올렸다. 예를 들어 지난 30년간 주요 국제 저

그림 1 : Clarivate에서 2016년 발표한 고피인용 연구자의 주요국 인원분포

널에 게재한(SCI) 논문 수는 무려 480배 증가했다
(1987년, 약 120건, 전 세계의 0.17%. 2015년,
57,626건, 전 세계의 2.77%).2)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상당히 남아 있다. 창의성과 신규성이 우선시
되는 연구의 특성상 양적인 면 보다 질적인 면에
무게가 더 실리기 마련이다. 우리의 질적인 성과는
양적인 성과에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 본고에서
는 우리 기초연구의 현황을 대학연구자 입장에서
살펴본다.
자료 : http://hcr.stateofinnovation.com/ 를 참조하여 작성

1) 안승구·김주일(2016), 2016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분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 한국의학연구업적 보고서 2006, 대한민국의학한림원
과학기술논문(SCI)분석 연구 2015, 미래창조과학부
3) http://hcr.stateofinnova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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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22개 분야에서 최근 10년간 인용회수가

그림 2 : 정부연구개발예산 및 기초연구투자비의 연도별 추이

상위 1%인 논문을 추려내고(2016년 기준 128,000
개), 이들 논문을 쓴 저자들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고피인용 연구자 리스트를 작성한다. 이런 방법이
분야에 따라 덜 적합할 수도 있겠지만, 그나마 최
우수 연구자를 뽑아내는 객관적인 접근법이다.
2016년 전 세계 고피인용 연구자는 3,265명이고
(<그림 1>에 주요국의 인원수를 그려 놓았다), 주
소가 Korea로 되어 있는 연구자는 24명으로 전체
의 0.73%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논문 수 비중

자료 : 저자 작성

2.77%보다 확실히 작은 숫자이다. (놀랍게도 24명
중 6명이 연구비 지원이 거의 없다시피 한 수학분

뉴얼이 마련되어 있다. <그림 2>에는 그 매뉴얼대

야이다.) 굳이 이렇게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오지

로 계산한 기초연구투자비와 정부연구개발비의 연

않아도 연구자들은 사실 우리나라에 리더급 연구

도별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자가 거의 없다는 것을 다들 잘 알고 있다. 지난

수 있다. 첫째, 2016년 기초연구투자비는 정부연

30년간은 뒤쳐진 부분을 따라잡느라 부지런히 달

구개발예산의 40%가 아닌 27%이다. 즉, 기초연구

려와 양적성장이라도 이루었으니 앞으로 30년간

투자비중은 분모가 정부연구개발예산이 아니라 그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을 새로 설정해야겠다.

보다 작은 순수연구개발예산(더 이상 설명하지 않
는다)이다. 둘째, 2008-2016년 동안 정부연구개

기초연구투자 비중

발비는 1.7배 증가했고 기초연구투자비는 2.8배 증
가했다. 즉, 어쨌든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증가율보

앞에서 정부연구개발비가 30년간 증가했다고 했

다 기초연구투자비의 증가율이 더 크다는 것이다.

는데 그중 기초연구비에 대해 살펴보자. 정부는
2003년부터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을 매 5년마다

기초연구사업비

3차례 세워왔으며 2012-2016년 동안 그 3차 계획
을 시행해 왔다. 그 중요 목표는 기초연구투자 비

대학의 연구자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연구비는

중을 35%(2012년)에서 40%(2016년)로 끌어 올리

기초연구투자비보다 연구재단에서 시행하는 기초

겠다는 것이었고, 이는 실제로 달성한 것으로 알려

연구사업비이다. (어떤 이들은 이를 체감형 연구비

졌다. 일반 연구자에게 다소 생소한 기초연구투자

라고 부르기도 한다.) 여기에는 일반연구, 신진연

비중은 그 계산하는 방식이 제법 복잡하여 관련 매

구, 중견연구, 리더연구, 기초연구실, 우수연구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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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 정부연구개발예산과 기초연구사업비의 연도별 추이

가 있다. 이 기간의 증가세가 그 이전에 비해 혹은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증가세에 비해 현저하게 더디
다. (앞서 말한 기초연구투자비는 이 기간 동안 증
가폭이 충분히 큰데 기초연구사업비는 거의 제자
리걸음이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2011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돌아보면 짐작할 수 있겠다.) 최근
몇 년간 대학연구자들이 느껴온 연구비수주의 어
려움은 이 기울기의 더뎌짐과 물론 연관이 있다.

자료 :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2002-2016)을 참조하여 작성

연구자수의 증가

터 등의 사업이 포함된다. <그림 3>은 2002-2016

2011-2016년 동안 기초연구사업비의 증가율이

년 동안의 기초연구사업비와 정부연구개발예산의

더뎌지기는 했지만 감소한 적은 없으며 약간의 증

4)

추이를 그린 것이다. 그래프에서 기초연구사업비

가율은 늘 유지했다. 사업비가 감소하지 않았는데

의 2011-2016년 구간의 기울기를 유심히 볼 필요

대학연구자들이 느낀 체감은 어디서 기인한 것일

그림 4 : 연도별 대학 및 연구소의 연구자 수 추이

자료 : 2016년도 전국대학 대학연구활동 실태조사 분석보고서, http://kosis.kr(국가통계포털)을 참조하여 작성

4)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2002-2016),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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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 <그림 4>는 대학 전임교수 등의 인원을 연도

신진연구자 정착비

5)

별로 그린 그래프이다. 4년제 대학 이공계전임교
수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 43,000명이다.

2003년 미국 코넬대학의 Higher Education

특히 매년 약 1,000명의 대학연구자가 새로 생기

Research Institute에서는 222개 연구중심 대학

고 있다. 또한 기존 약 43,000명 중 1/30인 1,300

의 학장, 학과장들을 대상으로 신임교수 정착비에

명가량은 매년 은퇴하여 신임교수로 대체된다. 우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들이 발간한 보고서

리나라의 연구비 지원 역사가 실질적으로 약 30년

에 나와 있는 표의 일부가 <그림 5>에 있다.6) 표에

정도라 최근 은퇴한 교수들은 연구비가 거의 없이

따르면 화학전공(CHEM)의 경우 100여 개의 R1

지내왔다. 반면, 신임교수는 은퇴교수보다 연구비

연구중심대학에서는 약 50만달러(6억원), 그 밖의

에 대한 갈망이 강해 연구비 경쟁을 심화시키는 추

연구중심대학의 경우 약 25만달러(3억원)를 정착

가 요인이 되었다. (시간이 지나면 평형상태에 진

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 대

입해 이런 효과는 적어질 것이다.) 연구의욕이 넘

학의 경우 정착비의 개념이 아예 없거나 소소한 금

치는 세대의 증가로 인한 어려움이니 이들을 잘 지

액인 곳이 대부분이다. 참고로 <그림 6>은 국내 한

원하기만 하면 오히려 이전보다 더 나은 성과를 얻

공립대학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임교수 연구정착

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 신청서에서 캡쳐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1,500

그림 5 : 미국 연구중심대학의 신임교수 정착비(단위: $)

주 : AA – 보통수준, HA – 높은 수준, R1 – 약 100개의 연구중심대학, Other – 나머지 연구중심대학
자료 : http://digitalcommons.ilr.cornell.edu/

5) 2016년도 전국대학 대학연구활동 실태조사 분석보고서, 한국연구재단
http://kosis.kr(국가통계포털)
6) http://digitalcommons.ilr.cornell.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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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을 2년간 받을 수 있어 총 3천만원의 정착비를

중을 갖는다. 즉, 대부분의 연구자는 5천만원(약

받을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 신진연구

70%) 혹은 1억원(약 30%)의 연구비를 지출한다. 물

자들은 실험실을 세팅해야 하는 시기에 정착비가

론 개인 기초연구사업 이외에도 대학연구자가 수행

없어 연구의 골든타임을 대부분 놓치고 있다.

할 수 있는 연구과제가 있다. 예를 들면 우수연구센
터 등과 같은 집단 기초연구사업이 있고 여러 형태

그림 6 : 국내 한 공립대학의 신임교수 연구정착금 신청서에서 따온 내용

로 이루어지는 국책연구개발사업들이 있다. 하지만
이들 국책연구개발사업들은 대부분 특정분야에 한
정된 것들이어서 모든 연구자에게 열려있지는 않은
한계가 있다.

자료 : 국내 한 공립대학 신임교수 연구정착금 신청서

소요액
개인기초연구 - 과제당 연구비
실험을 하는 연구실의 경우 연구비 소요액을 생각
앞서 언급한 연구재단의 기초연구사업에는 이공

해 보자. 물론 이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데 간단히

학개인기초, 신진, 중견, 리더연구 등 개인기초과제

감이라도 잡아보자. 전공마다 다르겠지만 연구비는

가 주를 이룬다. <그림 7>에는 2015, 2016년 이들

대략 인건비 1/3, 재료비 1/3, 간접비 1/3로 구성할

사업의 과제수와 사업비를 보여주고 있다. 대략 1만

수 있다. (출장비 등 연구 활동비는 간단히 만들기

개의 과제에 7천억원이 배정되니 각 과제당 연구비

위해 간접비에 넣는다. 실험실이 잘 꾸며져 있어 연

는 평균 7천만원이다. 표를 자세히 보면 이공학개인

구기자재를 구매하지 않는 경우를 생각한다.) 즉, 인

기초와 신진연구는 모두 과제당 연구비가 5천만원

건비가 x이면 이때 총 연구비는 3x이다. 그런데 연

이며, 중견연구는 1억원, 리더연구는 7억원이다. 이

구재단 박사과정 대학원생의 인건비 100%는 월 250

중 리더연구는 81개이므로 1% 미만으로 미미한 비

만원이며 연 3,000만원이다. 따라서 대학원생이 1명

그림 7 : 개인기초연구 과제수와 사업비

구분

2015년

2016년

이공학 개인기초

3,397과제(2,630억원)

5,328과제(2,680억원)

신진연구

1,984과제(1,063억원)

2,050과제(1,162억원)

중견연구

3,023과제(3,500억원)

3,191과제(3,658억원)

리더연구

81과제(567억원)

81과제(579억원)

자료 :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2002-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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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 그 연구실의 소요연구비는 연 9,000만원이다.

그런데 가장 빈도가 높은(Median) 연구비 금액은

만일 엄청나게 절약하여 이 모든 것을 절반으로 할

2016년 140,000달러(1.7억원)이며 평균(Average)

경우 소요연구비가 4,500만원이다. 그러니까 1억원

연구비는 177,100달러(2.1억원)이다. 앞 섹션의 소

은 교수 1인과 대학원생 1-2인으로 이루어진 소규

요액 계산법에 의하면 이는 대학원생 2명이 있는

모 연구그룹에 적합한 규모이다. 70%의 대학연구자

그룹에 적합하고, 엄청나게 절약하면 대학원생

가 대학원생 1명을 간신히 지원할 수 있거나 부족한

4명이 있는 그룹을 간신히 운영할 수 있는 연구비

연구비인 5천만원으로 과제를 진행하고 있는 셈

이다.

이다.

미국 NSF의 경우

효율 극대화 값

우리 연구자의 사정을 살펴보았으니 선진국인 미

2006년 미국 NIH 산하 National Institute of

국의 예를 잠시 살펴보자. 미국의 NSF(혹은 NIH)

General Medical Sciences(NIGMS)에서는 연구

가 우리 연구재단에 해당하는 기관이다. <그림 8>

비를 지원한 연구자 3,000명의 연구성과를 연구논

에는 NSF의 최근 3년간 연구비통계를 보여주고

문수와 평균 impact factor로 조사했다. 그 결과를

있다.7) 선정율이 21%로 다소 낮은 편이기는 하다.

요약한 것이 <그림 9>에 있다.8) 우선 NIH의 연구

그림 8 : 미국 NSF의 최근 연구비 통계

자료 : https://www.nsf.gov/about/budget/fy2016/pdf/04_fy2016.pdf

7) https://www.nsf.gov/about/budget/fy2016/pdf/04_fy2016.pdf
8) Wadman, M.(2010), Study says middle sized labs do the best, Nature, 468,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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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 미국 NIGMS에서 지원한 연구비의 함수로 그린 연구비 개수, 출간 논문 수, 평균 impact factor 그래프

주 : 연구비의 빈도가 가장 높은 값은 약 180,000달러이며 출간 논문수와 평균 impact factor의 극대점은 연구비가 750,000달러일 때이다.
자료 : Wadman, M.(2010: 356)

비는 NSF보다 약간 높은 180,000달러(2.1억원)에

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의 질적인 성과를

가장 빈도가 높은 연구비 금액이 형성되어 있다.

높이는 데 연구비 이외에도 창의적인 아이디어, 인

연구성과 면에서는 연구논문수와 평균 impact

력의 우수성, 국제적인 네트워크 등 다른 중요요인

factor 모두 750,000달러에서 극대값을 가졌다.

이 물론 존재하며 이를 무시할 수 없다. 또한 우리

이 분석결과는 750,000달러 수준의 연구비를 연간

나라와 미국의 물가 수준, 인건비, 간접비 등이 다

지출하는 중간크기 연구실이 가장 높은 효율성을

름에도 불구하고 연구비 금액을 직접 비교하는 것

보여준다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는 우리의 리더

에 얼마간 무리가 있기도 하다. 하지만, 신진연구

연구자 연구비보다 많은 금액인데, 10억 이상의 더

자의 정착비가 거의 없으며, 연구자의 70%가 5천

큰 연구비가 있어서 중간크기로 분류되었다.) 이

만원의 연구비로 과제를 진행하고 있는 현실은 그

조사결과가 비록 우리 것은 아니지만 교훈은 얻을

동안 우리의 질적인 성과가 낮을 수밖에 없었던 연

수 있겠다.

유를 그런대로 잘 설명해 준다고 본다. 미국에서
가장 효율성이 높은 연구비 금액이 75,000달러라

맺음말

면 우리나라에서는 얼마가 이에 해당할 지도 생각
해 볼 필요가 있다. 서두에서 언급했던 고피인용도

지금까지 대학연구자 입장에서 우리나라 연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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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져야 한다. 적어도 연구자들이 선진국의 경
쟁자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달릴 수 있게 해야 하겠
다. 아무쪼록 그렇게 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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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기초연구 예산
배분·조정
글 : 박종훈 (parkjh@sookmyung.ac.kr)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기초기반전문위원회 위원장
숙명여자대학교 생명과학과 교수

기초연구 투자 현황

축, 기초연구 성과 활용·확산 강화)와 14개 중점
과제와 관련이 있는 기초연구진흥을 위한 정책·

기초연구는 신지식기반 산업시대의 지식 창출과

사업이 있으며 R&D사업, 비R&D사업, 비예산 사

활용의 원천이 되며 특정한 응용이 가능한 과정으로

업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에

나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으므로 그 중요성이 증대

의해 2012년부터 정부 기초연구비 산정대상 예산

되고 있으며, 이는 기초연구비가 지속적으로 증가

중 40% 이상을 기초연구에 지원하는 것으로 투자

되는 이유 중의 하나로 생각 된다. 일반적으로, 특

계획을 세우고 추진되었으며 17년에 40%를 달성

정 현상이나 관찰한 사실의 근본적인 원리에 대해

하게 되었다. 종합계획의 4대 정책과제에 3조 천 9

새로운 지식 습득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론적이고

백억의 투자가 이루어진 것이다.

실험적인 일련의 일들을 기초연구라 정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초연구 투자는 정부 R&D사업 예산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 산하에 기초연

배분 조정 시스템 내에서 이루어지며 특히 기초연

구진흥협의회가 있으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

구개발비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이 반영된 좀 더

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

구체적인 프로세스에 의해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획을 수립하고 있다. 주요 기능으로서 “기초연구
투자 분석 및 정책방향 등에 관한 조정·심의, 기

정부 R&D사업 예산 배분 조정 시스템

초연구진흥종합계획 사전 심의·조정, 중앙행정기
관 간 기초연구 역할정립 및 중복투자 조정, 기초

정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예산배분·조정은 관

연구비관련 정부연구개발예산비율 산정”이 있다.

련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2조

구체적인 대상사업으로는 4대 정책과제(세계를 선

5항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예산배분·조정 내역을

도하는 창의·도전적 기초연구 활성화, 기초연구

마련하고 이에 대한 국가과학기술 전문위원회 전

를 통한 미래성장기반 확충, 기초연구 생태계 구

문가의견을 반영하고 심의한 결과를 매년 6월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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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내게 되고 연구개발

기초연구 예산 및 배분 기능

분야 예산을 포함한 차기년도 정부예산을 편성한
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고 국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대상

에 제출하게 된다.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 2의 5항

으로 매년 워크숍을 개최하고 관련된 내용에 대해

3호에 “주요연구개발사업” 범위는 과학기술기본법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찾아가는

시행령 21조 3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대상사업 내

설명회 등을 통한 준비 기간을 가지며 매년 5월에

용에 기초연구분야가 포함되어 있다.

부처담당으로부터 부처사업설명회를 진행하게 된

주요 일정별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예산배분·조

다. 이기간 동안에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게 되며 예

정 절차를 살펴보면 전년도 10월에 투자우선순위

산 조정 배분에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이 된다. 검

를 접수하고 당해 연도 1월에 중기사업계획서 접수

토 원칙으로는 한정된 예산의 전략적 예산배분 조정

후 3월까지 투자방향 설정 및 지출한도를 설정하고

에 초점을 두고 검토의견서 작성내용의 구체적이고

5월 중에 예산설명회 등을 통해 5월말까지 예산요

객관적인 검토는 필수사항이 된다. 세부사항으로는

구서를 접수한다. 6월에는 본격적인 예산심의가

사업추진 타당성 부분에는 사업의 목적, 목표 및 내

이루어지고 주요 R&D 배분조정 및 일반 R&D 심

용의 적절성, 세부기술개발의 적절성이 포함되며 예

의가 진행된다. 8월말까지 정부예산편성이 완료되

산규모의 적절성과 효율화 방안에 대한 기술항목으

면 9월에 국회로 전달되고 국회심의를 거쳐 12월

로 구성되며 종합검토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신규사

초에 정부예산이 최종 확정된다.

업의 경우는 시급성 등이 포함된 사업추진 타당성,

그림 1 :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조정 업무추진 과정 및 추진일정

3월

4~5월

5월

「2018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부처 통보

투자방향 및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부처별 2018년도
R&D예산 편성

2018년도 예산요구서 작성 · 제출(6월 중)
각 부처 예산 요구서 검토

6~7월

국가 주요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조정 및 기재부 통보 (7월 중)

7~8월

2018년도 R&D예산 편성 및 편성결과 미래부 제출

8월

2018년도 R&D예산편성 결과에 대한 의견 제출

미래부

R&D 부처

R&D 부처

미래부, 기재부
미래부
기재부

미래부

자료 : R&D 예산 배분 조정 업무 및 전문위 운영방안(2015.1.6.)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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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기초연구 예산 배분·조정

예산규모 적절성 등을 검토하게 된다.

예산요구서와 참고자료를 바탕으로 직접 해당부

검토 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참고하는 부분은 매

처 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이 이루어지

년 초 결정되는 차기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며, 위원들 간의 종합토의를 거쳐 최종적인 검토의

및 기준(안)”으로서 2018년도 기초기반·인프라 부

견서가 작성되고 본격적인 예산심의가 진행되며 최

분의 투자방향은 기초연구의 질적 성장 및 역량 강

종 예산심의 결과에 대해 종합회의를 통해 확인과정

화를 위해 창의적 도전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투

이 이루어지게 된다. 최종적으로 예산이 조정 배분

자 지속적 확대, 대형 기초기반·인프라의 효율적

된 안은 위에서 언급한 과정과 동일하게 기획재정부

투자, 체계적 구축관리 및 운영 지원으로 되어 있다.

에 전달되고 최종적으로 정부안이 확정되면 국회로

예산 효율화 방안으로는 개인·집단연구 사업을 사

넘어가게 되는 과정이 이루어진다.

업 특성에 맞게 개편하고 부처매칭사업의 효율적 지

기초연구사업의 가장 핵심적 사업으로 볼 수 있는

원체계를 마련하고 기초연구사업을 사업별 지원에서

개인기초연구사업은 2016년부터 하나의 사업으로

학문분야별 특성에 적합한 지원 체계로 점진적 개편

통합되어 연구자들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개인기

하여 투자효율성을 제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초연구비의 블록펀딩이 실현되었으며 예산범위 내

기초기반 전문위원회 대상 사업은 개인기초사업,

에서 내역사업의 예산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면서 선

집단기초사업, 국제협력사업, 시설장비사업, R&D인

정율 및 내역사업 선정과제 수를 조정할 수 있게 되

력양성사업, 출연연 연구운영비지원사업을 포함하여

었다. 이러한 구조 덕분에 연구자 맞춤형 지원제도

6개 사업군 31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초연구

가 가능해져서 연구자 스스로 연구비 규모 및 연구

비 산정에 반영되는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기간을 설정하고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향후 학문

는 않지만 대부분의 기초연구사업이 전문위원회 설명

분야별 예산의 블록펀딩이 이루어진다면 학문단 내

회 대상사업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에서 내역 사업의 자율적인 연구비 규모 등을 결정

그림 2 : 정부연구개발사업 R&D 예산 편성 프로세스

미래부

투자
방향

주요사업
배분 · 조정
예산요구서
접수
지출
한도

일반사업
심의

예산
편성

기재부
3월~4월
자료 : 이경재·김현오(2016: 57) 참조하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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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게 되며 사업비에 대해 학문단별 예산확보

우십 지원, 박사후연수자 지원은 국내외 연수지원

경쟁보다는 학문단별 예산확보 시스템으로의 전환

및 대통령 포스닥 지원, 시니어 박사후연수자 지원

이 가능하고 학문분야 특성에 맞는 내역사업 추진이

은 이공학 개인기초 및 리서치펠로우 지원 사업,

가능해진다.

주니어 연구책임자의 경우 이공학개인기초 및 신

교육부 재정지원사업의 일부 예산도 검토의견 작

진연구사업, 중견연구책임자의 경우 이공학개인기

성이 이루어지며 집단기초사업 및 시설장비지원사

초, 중견 및 리더연구사업이 적정 비율로 지원된다

업의 경우도 예산효율화 측면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면 바람직한 기초연구비 지원 생태계가 형성될 것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으로 기대 된다.

위와 같은 과정으로 확정된 예산은 관련부처의 당

궁극적으로는 기초연구개발비 중에 개인기초사

해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되어 확정되고 관리기관(한

업의 경우 두 부처 예산의 매칭에 의한 단일사업으

국연구재단 등)에서 집행이 이루어진다. 학문단별

로 블록펀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랜 기간 지속

예산 배분은 신청과제수를 주로 참고하고 정책적 고

적으로 건의했던 사항이 반영된 것은 매우 고무적

려사항을 종합해서 이어지며 학문단에 배정된 예산

이고 한 단계 발전된 지원방식으로 판단된다. 다음

은 책임전문위원(CRB) 분야별 예산을 배정하고 내

단계는 학문분야별 예산을 블록펀딩화 하는 것이

역사업 내에서 자율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집행하

며 이렇게 된다면 학문분야 특성에 맞는 기초연구

게 되는 것이다.

비 디자인이 가능할 것이고 개인연구비 단가, 세부
전공별 적정 연구비 배분, 그동안 일정 수준 유지

기초연구비 조정배분 절차에 관한 제언

를 못했던 선정율 및 수혜율이 예측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이러한 구조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연구개

최근 부처별 칸막이 없는 연구개발비 통합 조정

발지원에 대한 기획, 평가 및 관리 등에서 그 동안

및 집행으로 부처 이기주의로 발생하는 중복투자

강조되어온 “공정성” 보다는 전문성이 중요한 요소

또는 투자공백을 방지하고, 연구비의 전략적 투자

가 되는 시스템 정착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물

를 강화하자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기초

론 두 가지가 모두 중요하다는 점은 연구자 모두가

연구비 조정 및 배분이 잘 이루어져야 예측 가능하

공감해야 할 것이다.

고 지속 가능한 연구가 가능해진다. 이러한 맥락에
서 연구개발비 지원의 경우 연구자 생애주기별 맞
춤형 및 최적화가 이루어진다면 기초연구비 투자
대비 성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 연구환경 생태계
조성이 가능해질 것이다. 예를 들면, 대학원생의
경우 BK 플러스 등 대학재정지원사업, 글로벌펠로

참고문헌
이경재·김현오(2016), 정부R&D사업 예산배분·조정 체계와 ’17년 R&D예
산 편성결과, KISTEP InI, 제16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52-66.
이민형 외(2016), 글로벌기초연구정책 이슈분석 및 플랫폼 구축방안, 과학기
술정책연구원, 1-55.
미래창조과학부(2017), 2018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2017년
3월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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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R&D 패러다임 전환과 기초과학연구원(IBS)

R&D 패러다임 전환과 기초과학연구원(IBS)
글 : 허대녕 (nyoung@ibs.re.kr)
기초과학연구원(IBS) 전략정책팀장

순수기초연구 투자 확대와 연구환경 개선

계 12위, PCT 특허 수 세계 5위 등 연구의 양적 성
과는 크게 증가하였으나, 기술무역수지의 적자 규

작년 9월 1,300여명의 연구자가 참여한 ‘연구자

모 세계 1위, 2010∼2014년 사이 논문 피인용 수

주도 기초연구 지원 확대를 위한 청원서’가 올해 1

세계 31위 등 연구의 질적 성과는 여전히 매우 미

월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또한

흡하다. 또한 연구인력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총

그 주요 내용이 신정부의 정책에 반영되어, 순수기

연구자수 세계 6위, 경제활동인구 천 명당 연구자

초 분야 연구 지원예산 2배 증액과 자유 공모 연구

수 세계 4위로 매우 높지만, 노벨과학상 수상자는

비 비율 2배 이상 확대가 추진되고 있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 아무도 없으며 세계적 석학 수도 많지 않

서, 기초연구 정책에 몸담고 있는 일인으로서 기쁘

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연구의 질적 수준 제고와

기 그지없다.

우수 연구자 육성 강화를 위해 순수기초연구에 대

우리나라가 1960년대부터 과학기술 투자를 시작

한 투자 확대는 매우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다.

한 주요 목적은, 기술개발을 통한 국내 산업계의

그러나 이 시점에서 ‘연구비만 증액되면 세계적

경쟁력 강화였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 기조는 쉽게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가?’, ‘이제 패스트 팔로어

바뀌지 않아서 R&D 예산이 크게 증가한 현재까

(fast follower)에서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지, 정부 R&D 예산 중 경제발전 목적 예산이 차지

전환되는가?’라고 물어본다면 그 누구도 긍정적 답

하는 비율은 50%가 넘는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을 하지 못할 것이다. 세계적 선도연구 수행을 불

경제발전 목적의 비율이 10∼20%에 불과함을 고

가능하게 하는 요인은 비단 연구비 부족뿐만이 아

려할 때, 우리나라는 여전히 개발도상국형 R&D

니며, 그에 걸맞게 연구 환경도 같이 개선되어야하

예산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연구재단의 2015년 대학

그 결과 2014년 기준으로 국가 전체의 R&D 예

연구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교수 1인당 연구비 순

산은 세계 6위 규모로 성장하였고, SCI 논문 수 세

위 1위인 POSTECH은 평균 484백만 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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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대학 R&D 예산 중 상

하는 공무원, 연구계의 관행 등 제도를 개선하지

위 10개 대학이 46.3%를 차지하는 등 대학 간 연

못하는 데에는 당연히 다 그 나름의 이유가 있을

구비 양극화 현상은 매우 심하다. 그래서 일부 연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 이런 연구 환경이

구자들은 연구비가 더 있어도, 더 우수한 연구를

지속된다면 더 이상 우리나라 과학기술에 미래는

수행할 수 없고, 오히려 연구자들의 행정부담만 가

없다.

중될 수도 있다고 연구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토로
한다.

과학기술 50주년이 지나 향후 50년을 설계하는
현 시점이, 그동안의 염원이었던 순수기초연구 확

우수 연구 수행을 위해 개선해야 할 연구환경과

대가 가시화된 현 시점이, 그동안 우수 연구 수행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모든 연구자들이 다 잘 알고

에 발목을 잡던 열악한 연구환경을 획기적으로 개

있다. 실패 확률이 높은 도전적 연구와 한우물 파

선하고, 새로운 R&D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수 있

기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장기과제와 블록펀딩

는 최적기다. 우리도 이제 진정한 글로벌 선도연구

(block funding)을 통한 비경쟁연구를 늘리고, 잦

를 수행하고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전환해야

은 평가와 정량적 평가를 지양해야 한다. 연구자들

한다는 것은 모든 과학기술계의 염원이자 사명이다.

이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인력을 강화하
고 행정업무를 경감하여야 한다. 연구자를 잠재적

기초과학연구원(IBS) 설립 배경 및 의의

범죄자로 취급하고, 감사관의 개인 실적 올리기에
급급한 연구관리 및 감사 시스템을 개선하여야 한

기초과학연구원(IBS)의 설립은 대학과 정부출연

다. 연구자들의 교류·협력을 장려하고 집단연구

연구소 중심으로 형성되어있던 연구개발 생태계에

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경직된 인사체계 및 연구계

변화를 일으켜 그동안 등한시 되어 왔던 기초과학

의 문화를 바꾸어야 하며, 외국인들을 위한 글로벌

분야에 새바람을 불어넣으려는 오랜 노력의 결실

화된 연구 환경을 구축할 수 있으면 더욱 좋다. 또

이다. 1986년 과학기술처의 「2000년대를 향한 과

한 전 세계적으로 망신을 당한 WCU 사업 같은 일

학기술 장기 발전계획」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기초

이 재발하지 않도록 잦은 정책 변화를 지양하고,

과학 발전을 위한 독립연구소의 설립 필요성이 처

연구자 주도로 정책이 기획·추진이 될 수 있다면

음 제기되었고, 1988년 이종욱 외의 「전국 공동이

금상첨화일 것이다.

용 기초과학연구소 설립 조사 연구」에서는 출연

이러한 연구환경의 개선에 대해 모든 연구자들이

(연)이 모두 응용연구 중심이므로 ‘우리도 일본의

벌써 10년이 훨씬 넘도록 계속 동일한 목소리로 요

RIKEN과 같은 연구기관을 갖고 싶다’고, ‘기초과

구하고 있는데, 왜 개선되지 않는 것일까? 연구자

학 분야에서도 KIST와 같은 연구소가 필요하다’고

를 불신하는 사회적 문화, 열악한 대학 및 연구기

기초과학계의 염원을 피력하였다. 그 이후 1990년

관의 재정상황, 모든 것을 직접 콘트롤하고 싶어

대부터 시작된 노벨상 담론과 2000년대 은하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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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의 도시건설 담론을 거쳐, 2011년 「국제과학비

로 정착되면 순차적으로 타 대학·출연(연) 및 국

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가연구개발사업에 파급·적용하겠다는 공감대가

통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핵심 연구기관으로

있었다.

IBS 설립이 확정되었다(박범순 외, 2016; 박범순,
2016).

따라서 IBS의 설립은 새로운 제도의 형성을 수
반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중요성이 K I S T 및

IBS의 설립 구체화를 위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

KAIST의 경우와 비견될 수 있을 것이다. 1966년

트위원회(위원장: 교과부 장관)와 IBS설립위원회

설립된 KIST가 한국의 현대적 연구체제 형성에 핵

(위원장: 오세정)를 중심으로 기초과학계와 정부의

심역할을 하여 여러 정부출연(연)의 모태가 되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그 결과 IBS가 지향하

고, 1971년 대학원을 중심으로 시작한 KAIST가 대

는 핵심 방향은 우리나라의 R&D 패러다임을 전환

학의 연구기능을 강조한 연구대학의 효시가 되었

할 수 있는, 연구자를 위한 꿈의 연구소를 만들자

다면, IBS는 이렇게 만들어진 지식 생태계에서 글

는 것이었다.

로벌 선도연구 수행과 지원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

연구자들이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임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KIST와 KAIST가 개발

을 위한 연구비 100% 출연금 지원과 행정·기술

도상국이었던 한국에 선진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

지원인력 강화, 연구단장에게 연구의 자율성과 연

하여 배우고 향상시켜 산업발전을 일으키기 위해

구단 구성·운영의 전권을 부여하는 연구자 중심

설립되었다면, IBS는 선진국의 대열에 올라선 한

의 운영 시스템, 단기적 성과나 양적 성과를 지양

국이 21세기 신산업의 선도자가 되기 위해 기초과

하는 세계적 석학의 피어리뷰(peer review) 중심

학 연구역량을 키우고, 인류의 지식 진보에 기여함

중장기 평가 체계, 지속적인 우수 연구자 유치·육

으로써 지적 리더십 확보를 통한 국격 제고에 기여

성과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수월성 중심의 개

한다는 점에 설립 의의가 있다(박범순, 2016).

방형 인력 운영 시스템 등 대학 및 타 연구기관과
차별화되는 다양한 새로운 시스템들이 IBS에 도입

IBS 설립 5년의 주요 발자취

되었다.
우수한 연구자에게 우수한 연구 환경과 자율성을

IBS는 2011년 11월에 설립된 후 2012년 7월에

제공하였을 때 최고의 창의적 연구 수행과, 우수

첫 번째 연구단이 연구에 착수하여, 2017년 6월 현

인재 육성이 가능하다는 믿음이 IBS 운영시스템의

재까지 28개 연구단(연구단장 29명)이 구성·운영

근간이다. 또한 정부는 그동안 연구자들이 지속적

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IBS는 인력 2,322명

으로 희망해 온 우수 연구환경 구축을 갑자기 모든

(2017.5.1. 기준), 예산 2,412억원(2017년, 수탁사

대학·출연(연)이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용하기

업인 중이온가속기사업 제외) 규모로 성장하였다.

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IBS에 선적용 후 안정적으

그 중 연구단의 인력은 연구인력 843명, 연수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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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명, 지원인력 241명 등 총 2,058명으로 구성되

이 대학의 겸임교수로 참여하는 새로운 학연협력

어 있다.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또한 연구단장에게 연구

IBS는 연구를 시작한지 5년밖에 되지 않았으므

및 연구단 구성·운영의 전권을 부여하고, 연구 착

로, 벌써 연구성과를 논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

수 후 2년간의 유예기간 부여 후 3년 주기로 세계

으며 IBS의 설립 철학과도 맞지 않다. 그럼에도 불

적 석학들의 컨설팅 중심 평가를 시행함으로써, 새

구하고 조심스럽게 거론한다면 ‘우수 연구자를 모

로운 지식 및 연구 분야 창출 등 ‘breakthrough’한

아놓고, 좋은 연구환경을 제공하면, 좋은 성과가

연구 수행을 지원하고 있다.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라는 사회적 통념에
그대로 부합한다.

연구 인력의 특별채용 원칙과 테뉴어 심사 시스
템, 연구역량에 기반한 페이밴드(pay-band) 연봉

Thomson Reuters사가 Web of Science에 등재

체계, Young Scientist Fellowship 등은 지속적인

된 논문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IBS의

젊은 연구자들의 유입과 우수 연구인력 육성 활성

고피인용 논문(HCP, Highly Cited Papers) 비율

화를 통해 IBS가 글로벌 두뇌 순환의 거점 역할을

은 5.29%로 막스플랑크연구회(MPG) 2.77%,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 결과 IBS는

RIKEN 2.18%에 비해 매우 높고, 인용영향력

2016년 말 기준으로 세계 Top 1% 우수과학자 204

(CNCI, Category Nomrmalized Citation

명을 유치·육성하였고, 전체 연구인력 중 외국인

Impact) 역시 세계평균을 기준(1)으로 한국 평균이

이 약 26%를 차지하는 세계적 연구소의 면모를 갖

0.9, MPG가 1.79, RIKEN이 1.47인데 비해 IBS

춰가고 있다.

는 1.96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IBS, 2016). 이것

IBS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관심을

은 IBS의 연구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의미하

받는 연구기관으로 성장하고 있다. IBS를 기초과

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가 반영되어 IBS가 ‘2016

학분야의 세계적 연구소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Nature Index Rising Star’에서 11위로 선정되었

정책과 그 과정은 2012년 N a t u r e, 2013년

으며, 세계가 인정하는 기초과학계의 샛별(rising

Science 등에서 특집기사로 다뤄질 만큼 전 세계

star)로 부상하였다.

과학계에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한 교수는 “최

운영 면에서는 기초과학 분야의 특성과 글로벌

근에 국제학회에 가면 식사자리에서 IBS에 대해

선도연구에 적합한 다양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

논의하며 나에게 질문을 많이 한다. 그 동안 기초

적용하고 있다. 전체 28개의 연구단 중 23개를 대

과학의 변방국가였던 우리나라가 식사자리에서 거

학에 캠퍼스연구단 및 외부연구단으로 설치하여

론될 만큼 관심을 받는 것은 전례가 없던 일이다.”

대학과 협력 하에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의 많은

는 말로 IBS에 대한 전 세계 과학계의 관심을 표현

교수 및 학생들이 IBS에 학연교수, 학연연구위원,

했다. 이러한 위상이 반영되어 IBS는 영국 왕립학

연수학생 등으로 참여하고, IBS의 많은 연구자들

회, 독일의 MPG, 일본의 RIKEN 등과 정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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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교류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각

들을 살펴보면, 생명분야 전문연구소 몇 개를 제외

연구 분야별로 세계적 석학들이 모이는 국제학술

하고는 대부분 예산이 6,000억원 이상이며, 작게

행사인 IBS Conference를 개최하고 있다.

는 몇십 년, 많게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보유한
연구소들이다. 신설 연구소인 IBS가 당초 목표였

IBS가 마주한 딜레마 : 이상과 현실 사이

던 세계 10대 연구소까지는 아니더라도, 세계적 연
구소들과 견줄만한 수준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IBS는 기초과학분야 세계 10대 연구소로 성장하
는 것이 목표지만, 연구를 시작한지 5년이 경과한

지금보다 훨씬 큰 임계규모가 필요하다는 것은 자
명하다.

현 시점에서,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라는 난관에 봉

운영시스템 면에서도 IBS는 새로운 R&D 패러다

착해 있다. 정부의 R&D 예산은 제한되어 있는데,

임 선도를 목표로 다양한 새로운 제도들을 도입·

IBS가 많은 예산을 가져가게 된다면 타 기관 소속

운용하고 있으나,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는 언제나

연구자에게 배분되는 연구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

그렇듯이 많은 어려움과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으므로 IBS 예산 증가에 대해 타 기관 소속 연구자

IBS는 설립초기 연구자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

들의 비판 목소리가 높은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장하기 위해, 네거티브 규정까지는 아닐지라도, 규

이러한 여론이 반영되어 IBS는 신설기관임에도 불

정을 최소화한다는 기본 철학을 견지하였다. 그러

구하고 연구단 예산이 2015년 1,961억원, 2016년

나 2014년 1년 내내 다양한 감사를 수감하면서,

2,078억원, 2017년 2,084억원으로 연평균 3.1%

‘근거가 무엇인가?’, ‘타 기관의 사례를 가져와라’,

증가율에 그치고 있다. 같은 기간 동안 연구재단에

‘왜 IBS는 타 기관과 차별화된 특혜를 받으려 하는

서 지원하는 기초연구사업의 연평균증가율 8.6%

가?’라는 질문에 시달리게 되었다. 그 결과 당초의

보다 낮은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할지라도, 설립 후

규정 최소화라는 철학과는 반대방향으로 규정이

몇십 년이 지난 출연(연)의 연평균증가율 4.2%보

대폭 늘어나는 결과를 낳았으며, 직원들도 모든 일

다도 낮은 것은 납득하기가 쉽지 않다. 연구단 수

을 처리하면서 규정을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

도 당초 2017년까지 50개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였

이 짙어졌다.

으나, 28개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대학과의 새로운 학연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이러한 현실 속에서 IBS는 ‘당초 설립 목표였던

한 캠퍼스연구단, 외부연구단의 운영이나 개방형

세계적 연구기관으로 성장하는가?’ 아니면 ‘평범한

인력운영 시스템 등에서도 새로운 시스템 정착에

많은 연구소들 중의 하나로 머무는가?’ 라는 중대

많은 어려움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하는

한 기로에 서있다고 할 수 있다. Web of Science

새로운 시스템이다 보니 IBS를 펀딩 에이전시

에 등재된 고피인용 논문(HCP, Highly Cited

(funding agency)로 보는 오해가 있기도 하고, 대

Papers) 수를 기준으로 세계 30위 이내의 연구소

학으로부터 당초 기대만큼의 협력이 이루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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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아 연구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다. 기존

선도연구 수행과 우수 연구환경의 국내 정착을 통

에 전례가 없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데, 대부분

해 국내 R&D 패러다임이 패스트 팔로어(fast

의 사람들이 ‘타 기관의 사례는 어떠한가?’에서 사

follower)에서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도약할

고를 시작하는 데에 익숙하다. 또한 기존의 시스템

수 있었던 모태로 평가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

에 익숙하다 보니, 학연협력과 개방형 인력 운영

다.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으로의 변화
에 저항하고 비판하는 경우도 많다.

IBS의 미래 역할과 기대
IBS 설립 이후 너무도 많은 외부 비판을 받으면
서 ‘이렇게 논란이 심했던 기관이 과연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최형섭 전 장관님의 「불이 꺼
지지 않는 연구소」를 보고 위안을 삼은 적이 있다.
KIST는 설립초기 R&D 불모지였던 우리나라에 해
외에 있는 우수 한인과학자를 유치하기 위해 파격
적인 대우와 연구 인프라를 구축해 주었는데, 그것
이 대학 교수, 정부 부처, 국회 등 다방면에서 많은
불만을 유발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강
한 결단과 정부의 노력 덕분에 KIST는 지난 50년
동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연구소로서, 대한민국
이 세계 유래가 없을 정도의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
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해낼 수 있었다.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우리나라는 더
이상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로 살아남을 수
없으며,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기초과학의 중
요성은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다. 현 시점에서 과
학기술 50년사를 뒤돌아볼 때 KIST가 국내 최초
의 R&D를 견인하고 타 연구기관들을 배출한 모태
이듯이, 향후 50년이 지난 시점에서 IBS가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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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과 연구의 자유와 책임

의 오랜 대립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난다. 특히 작년
에는 국내외 과학자 약 1,500명이 우리 기초연구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상향식 기초연구지원사업

가진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학문의 자유란 무엇을

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에 직접 나서기도

어떻게 가르치고 연구할지를 학자 스스로 결정한다

하였다.

는 것을 뜻한다. 헌법에 의해 보장된다는 것은 학문

연구자들은 물론, 정부도 법률을 비롯해서 여러

과 연구의 자유가 절대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임을

정책을 통해 연구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

의미한다. 연구의 자유, 혹은 자율이 최우선 가치로

해 왔지만 구체적으로 연구의 자율이 어떤 요소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자율이 창의성 발현의 기반

구성되어 있고 어떤 조건들이 갖추어질 때 연구의

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에 관한 우리나라

자율이 보장되는지, 그리고 우리 연구의 자율성이

의 최상위 법령인 「과학기술기본법」에서 “과학기술

주요국들에 비해 정말 낮은 수준인지를 따져본 적

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존중”받을 것을 명시한 것

은 없다. 지금까지 연구의 자율이 반드시 추구해야

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할 가치로 받아들여진 것은 역설적으로 여기에 의

우리나라 현대 과학기술의 역사를 살펴보면 60
년대 과학자 집단의 형성 과정에서부터 정부의 역

견의 차이를 부를만한 실질적 내용이 없기 때문이
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할이 주도적이었고 이에 따라 학문과 연구의 자유

역사적으로 학문과 연구의 자유를 강조한 것은 종

보다는 규제와 간섭이 지배적이라는 것이 일반적

교나 국가 등 외부로부터의 간섭을 배제하는 것이

인 견해이다. 이는 주로 대학의 기초과학연구 지원

주된 목적으로 이는 새로운 지식의 탐구라는 학문의

과 관련된 과학자 집단의 끊임없는 자율성 확대

속성이 필연적으로 기존의 지식에 의존하는 종교적

요구와 정부 및 연구비 지원기관의 관리 제도 사이

혹은 정치적 권력 집단과의 마찰을 가져올 우려가

1) 이 글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정책연구(박기범, 2016)의 논의를 토대로 간추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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컸기 때문이다. 권력으로부터 연구자 개인을 보호하

즉 해당 분야는 해당 연구자가 가장 잘 안다는 전

기 위한 자유(freedom)의 개념은 대학의 확산과

문가주의에 근간을 두고 있다. 공공기관의 책임성

함께 점차 자율(autonomy)의 개념으로 확장되었

은 자율성의 정도와 통제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

다. 자율이란 무조건적인 자유가 아니라 스스로 규
정한 내부적 규범을 준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데, 이때 내부적 규범이란 전문가로서의 기준을 의
미한다. 대학을 비롯한 연구기관은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고 이를 사회에 전파하는 것이 기본적인 임
무인데 학문과 연구의 자유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
니라 대학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에 따라 관료적(bureaucratic), 법적(legal), 정치
적(political), 그리고 전문적(professional) 책임성
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Romzek & Dubnick,
1987), 연구자들의 경우, 특히 응용과학이 아닌 기
초과학 연구자일 경우 전문적 책임성을 훨씬 더 중
요한 가치로 인식한다(박기범, 2016).

수단으로 보았기 때문이다(Tight, 1988; Atkinson,
2004). 전문가적 기준이란 주어진 책임을 얼마나
충실히 달성하였는지를 의미하며 이러한 기준에

기초과학연구의 자율과 책임

의해, 그리고 오로지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만 교수
의 연구와 강학, 그리고 표현과 출판 활동이 평가

연구의 자유라는 개념은 지식의 추구가 유용성과

되어야 한다고 주장되었다. 따라서 자율과 책임은

는 관계없이 그 자체로 의미있음을 전제한다

서로 상충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Nicholson, 1977). 기초적 발견이 어떤 유용함을

관계에 있다.

가져온다 하더라도 그 응용의 방향도 과학자들에

과학기술의 가치가 경제발전의 도구로서의 역할

의해서 결정되어야 하며 과학자의 책임이란 과학

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들이 대학에 교육과

적 방법론에 근거하여 오류없이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라는 임무를 부여하고 세금으로 연구개발의

것이다. 제2차대전 이후 미국의 과학기술정책 방

재원을 지불한다는 사실은 대학도 이에 부합하는

향을 설계한 바네바 부시도 기초연구에 어떤 식으

제도적 책임성을 지녀야 함을 의미한다. 더구나 과

로든 제한을 가하는 것은 연구자를 방해하는 것이

학기술은 그것을 연구하는 과학자의 사적인 영역

고 정부의 통제가 없을 때 가장 풍성한 성과를 낳

이 아닌 사회와 산업과의 관계 속에서 발전한다는

을 것으로 보았다(Calvert & Martin, 2001). 따라

점에서 과학의 ‘공공성’은 오늘날 더욱 크다. 즉 과

서 연구의 자유는 기초과학연구에 적합한 개념이

학기술의 공공성은 과학기술의 영향의 범위가 포

며 역사적으로도 학문과 연구의 자유에 대한 논의

괄적이라는 사실과 함께 연구개발의 재원이 세금

는 주로 기초과학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에서 나온다는 사실에 의해 더욱 뚜렷이 뒷받침된
다(이영희, 2000; 황광선, 2016).
과학자들의 자율성은 특정 분야에서의 전문성,

반면, 특정한 목적을 염두에 둔 연구에서는 연구
의 책임성이 더욱 강조된다. 정부는 국방, 의료, 복
지, 사회기반 확충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며 정

43

Featured Policy

정책특집 : 기초연구 들여다보기
⑤ 기초과학연구의 자율과 책임

부의 각 부처는 업무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 개발의

autonomy and an increase in accountability)”

수요를 가진다. 이때 수행되는 연구개발 프로그램

로 나타났다고 표현하였다.

들은 특정한 목적과 연관되는데 바로 이 목적을 효
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연구의 책임이다. 물론 오
늘날 기초과학연구와 목적성 연구가 명확히 구분

우리 기초과학연구의 딜레마

될 수 없듯이 기초과학연구는 자율, 목적성 연구는
책임으로 구분되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의 유용성

기초과학에 기반한 과학기술이 국가경쟁력의 원

을 고려하지 않으며 주로 연구장려금(Grant)에 의

천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

해 지원되는 기초연구와, 주로 계약(Contract) 방

하지 않는다.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등 다른 정책

식에 의해 지원되며 결과의 유용성이 중요하게 평

영역과는 달리 기초과학 지원은 정권의 이념이나

가되는 목적성 연구에서 자유와 책임의 초점은 다

우리 경제 상황과 무관하게 항상 중요하게 다루어

른 것이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바로 ‘고객

졌고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모든 후보들은 예외없

(customer)’의 유무로 기초과학연구와는 달리 목

이 기초과학에 대한 지원 의지를 강조하였다. 사실

적성 연구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제출할 고객이 존

적어도 수치상으로 우리 기초연구지원은 결코 부

재한다는 사실이 연구의 책임성의 차이를 가져오

족한 규모가 아니다. 과학에 대한 도구적 관점과

는 것이다.

상업화 논리가 대학 내에서도 지배적이 되어갔지

80년대를 거치면서 과학기술의 경제적 기여에

만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 규모는 감소하지 않았다.

대한 요구가 커지고 과학기술적으로는 기초-응

2008년 전세계적 경제위기 이후 대부분의 선진국

용-개발의 단선적 패러다임이 붕괴되면서 기초연

에서는 R&D 지원이 정체되거나 감소했음에도 우

구도 제품의 개발이나 기술의 발전에 직접 응용되

리나라에서는 매년 경제성장률을 훨씬 넘는 지원

는 사례가 증가하였다. Calvert & Martin(2001:

증가가 이루어졌고 응용이나 개발연구보다 기초연

2)은 1950년대와 2000년대를 비교하면서 사회가

구비의 증가폭이 더 컸다. 그런데 왜 우리 기초과

기대하는 과학자의 모습이 자율적인 진리 추구자

학지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져가

(autonomous truth-seeker)에서 사회경제적 목

고 연구자들은 직접 청원에까지 나서는 것일까?

적에 부합하는 존재로 변화하였고 이는 과학자들

여기에는 기초과학과 기초연구 개념의 차이와 이

에게는 “자율의 감소와 책임의 증가(a decline in

로 인한 통계의 착시 문제도 있지만2), 더욱 중요한

2) 기초연구란 “기초과학 또는 기초과학과 공학·의학·농학 등과의 융합을 통하여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을 창출하는 연구활동”으로 정의된다(기초연구
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수학, 물리학, 화학 등 기초과학은 대부분 기초연구에 포함되지만 특정한 목적 없이 새로운 이론과 지식을
추구하는 다른 분야의 연구도 기초연구에 포함된다.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대학의 기초연구비는 약 2조 1천억원인데 비해 공공연구기관과 기업
체의 기초연구비는 각각 약 2조 5천억원과 6조 5천억원으로 대학보다 훨씬 더 많은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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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기초과학을 바라보는 시각, 특히 자율과 책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료적이나 정치적 책임

에 대한 인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성은 ‘어쩔 수 없는 경우에’ 고려한다. 연구자들은

기초과학을 “문명의 표시로서의 순수한 호기심
3)

더 많은 재원과 더 높은 수준의 자율이 더 큰 가치

에 대한 믿음” 으로 보는 시각은 이미 사라졌으며

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지나치게

과학기술의 경제적 기여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

높은 자율성이 책임성을 소홀하게 할 것을 우려한

구는 오늘날 거스를 수 없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다. 따라서 단기적 성과가 미흡할 경우 언제든지

기초과학지원에서 연구자들의 자율을 보장하고자

책임성이라는 무기를 꺼낼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율이 창의성의
핵심 조건이기 때문이다. 사실 연구 주제나 방법론
의 선택, 부정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연구비의 자
율적 사용, 연구 결과의 자유로운 발표 등 연구의

자율과 책임의 조화를 위한
기초연구정책 방향

자율성의 핵심적 요소로 간주되는 사항들은 이미
갖추어져 있으며 이들 요소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연구의 자율과 책임의 균

와 연구자의 시각 차이는 크지 않다. 학문의 자유

형에서 유독 과학자의 자율성 부족 문제가 더 많이

에 대한 UNESCO 권고안4)이나 유럽대학연합의

지적되었다. 그러나 연구의 자율은 그 자체로서가

5)

선언문 등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평가 기

아니라 책임과의 관계를 통해 살펴보아야 한다. 다

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헌법과 법률에 의한 보호

시 말해 우리 대학 연구의 문제는 자율성의 부족이

장치가 충실한 편에 속한다(박기범, 2016).

아니라 자율과 책임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

그러나 연구개발활동에 있어 주어진 재원을 활용

다는 점이다. 자율과 책임의 부조화는 자율을 부여

하여 추구하는 목표의 차이가 책임의 차이를 만들

한 감시자가 생각하는 책임과 자율을 부여받은 연

고 이 차이가 다시 자율과 책임의 딜레마를 낳는

구자들이 생각하는 책임의 차이가 만들어낸다.

다. 정부는 R&D 지원에서 경제적 성과의 창출이

사실 기초연구비중 혹은 기초과학 연구지원의 규

라는 사회적 책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정부

모에 대한 논의는 중요하지 않다. 현재의 기초연구

가 생각하는 연구의 자율이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비중 집계 방식6)에서는 아무런 정책 변화없이 정부

일종의 수단이자 배려이다. 반면, 연구자들은 본질

의 공문 한 장으로도 당장 기초연구비중을 크게 증

적 속성에 의해 진리의 추구라는 전문적 책임성을

가시킬 수 있다.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연구비의

3) 도널드 스토크스(1997), 「파스퇴르 쿼드런트」(윤지효외 역(2007), 북&월드), p.177.
4) UNESCO (1997), 「고등교육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안(The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Status of Higher-Education
Teaching Personnel)」
5) E.U.A.(1988), 「The Magna Charta Universitatum」
6) 우리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에서 기초-응용-개발연구의 구분은 개별 과제 책임자가 자의적으로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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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과 지원 방식이다. 연구의 자율과 책임에 대비

반면, 계약은 명확한 요구 조건과 특정된 결과물,

되는 기초과학연구와 목적성 연구는 각각 상향식

정해진 일정을 지닌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bottom-up) 연구 및 하향식(top-down) 연구와

연구장려금 지원 과제의 선정은 포괄적 기준에 의

같은 맥락이다. 물론, 정부가 기획한 프로그램의

한 동료평가에, 계약연구 지원 과제는 미리 정의된

구체성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상향과 하향의 구

평가 요소에 의한다. 또한 통상적으로 연구장려금

분이 명확치 않거나 동일 사업 내에 상향식과 하향

형태의 지원에서는 결과평가가 없거나 간소하며

식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도 많지만 한국연구재단

연구비의 사용도 자율적인 반면, 계약연구 지원에

의 연구비를 예로 들면 기초연구진흥사업은 상향

서는 처음 계약된 최종 결과를 산출하였는지 여부

식으로, 그 외의 사업은 하향식으로 간주하여도 크

가 매우 중요하게 평가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

게 무리가 없다.

우, 연구 과제의 선정과 관리, 결과 평가 등 거의

주요 국가의 연구비 지원 방식을 살펴보면 공익

모든 사업이 획일적인 기준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

적 목적을 중시하는 연구장려금 방식과 특정된 결

며 이 기준은 장려금 방식이 아닌 계약 방식에 가

과물을 요구하는 계약 방식의 차이가 뚜렷하다. 그

깝다.

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연구개발비 지원을 출

게다가 한국연구재단의 예산 구성(’15)을 보면 상

연(Contribute) 또는 보조(Subsidy)라고 명시7)하

향식 성격이 강한 기초연구진흥사업은 28.9%에 불

고 있을 뿐 연구장려금이나 계약연구와 같은 구분

과하여 연구장려금 형태의 지원이 2/3 이상을 차

은 없다. 창의적 기초연구에 대해서는 결과보고와

지하는 미국 과학재단(NSF)이나 R01 과제의 90%

연구비 관리의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한 소위 ‘한국

가량이 자유공모형 과제인 미국 NIH와 비교할 때

형 그랜트’ 제도를 2012년부터 이공 분야 일반연구

우리 정부의 대학연구지원에서 연구의 자율성이

자 지원사업과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에 적

부족하다는 연구자들의 지적은 어느 정도 타당한

용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그 이전에는 그랜트

측면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중요한 사실은

의 개념이 없었고 ‘한국형’이라는 수식은 일반적

자율의 여지가 부족한 사업 구조가 연구자들에게

인 연구장려금이 아니라는 의미를 역설적으로 담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책임성에

고 있다.

대한 인식을 저하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연구장려금과 계약방식의 차이가 중요한 이유는

는 점이다.

단순히 단어의 차이가 아니라 실제 지원과 관리 방

선행연구(박기범, 2013)에서는 우리 대학의 실제

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미국 국립보건원(NIH)은

연구 현장에서 막상 상향식 연구와 하향식 연구의

연구장려금은 공공선을 위한 지원(Assistance)인

수행 방식의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7)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46

Science & Technology Policy ◀
과학기술정책 | 2017년 6월호 (통권227호)

있다. 그 이유는 대학 교수의 입장에서 본인의 연

의 자율과 책임의 관계도 이에 따라 바뀔 수 있다.

구실을 운영하기 위한 학생 인건비, 장비·재료비,

우리 대학 연구는 단순히 자율성의 부족이 문제가

연구지원인력 등을 전적으로 개인 연구비를 통해

아니라 책임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대학 본연의

확보하여야만 하므로 상향식-하향식 또는 기초-

창의적 연구 수행을 방해하고 있다.

응용-개발 등 연구의 성격이나 미래부, 교육부 등
부처나 산업체 등 재원을 가리지 않고 연구실 운영
을 위한 최소 연구비를 매년 확보하는 것이 지상
과제이기 때문이다. 즉, 정부로부터 대학으로 ’14
년을 기준으로 27,987개의 과제가 281개의 서로
다른 사업을 통해 지원되고 있지만 실제 연구 현장
에서는 연구비만 의미있을 뿐 사업의 서로 다른 목
적과 책임성은 큰 의미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현
재의 사업 구조 하에서 단지 상향식 과제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연구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데 큰 도
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연구의 자율과 책임의 조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연구의 책임성에 대한 정부와 연구자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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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범(2016), 「공공부문 과학연구에서의 자율과 책임」, 과학기술정책연구
원.

을 요구하며 연구장려금 방식의 지원이 확대되어

이영희(2000), 「과학기술의 사회학: 과학기술과 현대사회에 대한 성찰」, 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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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반면 국책연구 등 목적성이 강한 연구는
계약 방식에 의하고 법적, 전문적 책임성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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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함께 대학 연구자들에게도 서로 다른 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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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연구의 비효율성과 창의적이지 못한 연구로
이어진다. 책무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며 연구자들

황광선(2016), 「과학기술 국가연구개발(R&D)의 연구책임성과 딜레마」,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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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2), pp.195-204.
Calvert, J. & Martin, B. R.(2001), “Changing Conception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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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Minerva , 15(1), pp.32-61.
Romzek, B. S. & M. J. Dubnick(1987), Accountability in the
Public Sector: Lessons from the Challenger Tragedy, Public
Adminstration Review , 47(3), pp.227-238.
Tight, M.(1988), So what is academic freedom ? In M. Tight
(Ed.), Academic freedom and responsibility . Buckingham, 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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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혁신환경에서 국

와 지식가치들은 우수한 기초연구시스템을 통해

가경쟁력의 핵심은 획기적이고 탁월한 지식의 창

창출된다. 따라서 선진국 기초연구시스템이 어떤

출과 창출된 지식을 새로운 혁신가치로 만들어내

방향과 전략으로 발전하고 있는지를 파악해 수용

는 역량이다. 새로운 과학적 지식의 발견과 이를

하는 것은 우리나라 기초연구시스템의 발전에 중

새로운 혁신지식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기초연구분

요하다. 본고에서는 최근 선진국 기초연구정책 변

야는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선진국들의

화 방향을 토대로 우리나라 기초연구시스템의 특

기초연구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경쟁도 확대되

징과 한계를 살펴보고 글로벌 수준의 기초연구시

고 있다.

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동안 외부 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고
유한 영역으로 인식되었던 기초연구분야는 기술발
전으로 인한 지식환경과 혁신환경의 변화로 인해

글로벌 혁신환경 변화와 선진국들의
정책 변화

연구환경에 큰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 전통적인
기초연구 개념과 역할이 변화하고 있으며 기초연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글로벌 혁신환경

구정책의 범위와 전략도 새로운 혁신환경 변화를

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획기적인 지식에 기반한 혁

반영한 새로운 전략과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다. 기

신가치 창출 경쟁은 한층 심화되고 있다. 모든 분

초연구분야가 대부분 정부의 정책에 의해 주도되

야의 경계가 무너지는 융합혁명이 가속화되면서

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선진국들의 기초연구정책

기초-응용-개발의 선형모델이 붕괴되고 있으며

의 변화는 곧 기초연구시스템의 방향과 전략들이

학문분야 간 융합, 산업간 융합도 가속화되고 있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탁월한 기초연구 성과

다. 이러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기초연구의 역할

1) 이 글에 제시된 정책과제는 기초연구 중장기 투자전략 및 포트폴리오 수립 연구(이민형 외, 2017)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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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와 새로운 요구도 커지고 있다. 즉, 심화된 혁

고 있다. 한편으로는 기존의 기초연구정책에 비해

신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도전적이고 획기

범위와 방향을 확대해 기초연구의 성과활용과 경

적인 기초연구성과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강화되

제사회문제에의 실질적 기여를 확대하기 위한 사

고 있으며 단순히 새로운 지식창출 수준에 머무는

업화 정책들이 강화되고 있다. 미국의 Lab to

것이 아니라 혁신가치로 이어지는 보다 적극적인

Market 정책이 대표적이며 일본, 유럽에서도 기초

기초연구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연구성과의 사업화 정책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자

이러한 역할 변화는 선진국들의 기초연구정책을

율형 기초연구의 기본적인 단위로 인식되어 온 개

통해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 우선 전통적인 기초연

인연구도 기존의 틀을 깨고 다분야 연구자들의 융

구 역할, 즉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과학자들만의

합적 접근을 강화하는 새로운 변화도 나타나고

연구활동에서 벗어나 사회와 상호작용하는 기초연

있다.

구의 역할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기초연구성과가

선진국들의 기초연구정책에서 나타나는 전반적

국가 혁신경쟁력 제고에 직접적으로 기여해야 함

인 변화 방향은 새로운 획기적인 지식발견의 중요

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새로운 돌파형 지식

성을 강조하면서 창출된 지식의 활용, 국가적 문제

창출에 대한 기초연구의 역할을 강화해 보다 창의

해결 등 기초연구성과가 국가사회적으로 보다 유

적이고 도전적인 기초연구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기초연구의 경제사회적 문제해결에 대한

융합의 가속화 등 혁신환경변화에 대응해 연구자

역할을 강화해 국가적, 사회적으로 필요한 기초연

들간의 협력, 분야 간 경계를 넘어선 새로운 융합

구 성과창출을 위한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분야 연구 촉진 등 기초연구 추진 방식에서도 변화

위해 연구자들이 주도하는 자율형(Bottom up) 기

들이 나타나고 있다.

초연구와 국가 전략문제해결을 위한 전략형(Top
Down) 기초연구의 이원적 구조가 체계적으로 구

우리나라 기초연구시스템의 특징과 한계

축되어 운영되고 있다. 다만, 전략형 기초연구의
경우에도 응용이나 개발 단계에서의 연구개발활동

우리나라는 기초연구의 역사가 선진국에 비해 짧

과 달리 연구자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충분히 발휘

아 기초연구 수행을 위한 환경과 시스템의 성숙 수

되도록 높은 자율성을 토대로 추진되고 있다.

준이 다소 뒤쳐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빠

우수한 기초연구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기본요소

른 시일 내에 극복하고자 정부는 기초연구 투자 비

인 우수한 인적자원의 확보와 기초연구의 기반을

중을 확대하는 정책 추진을 통해 정부 연구개발투

강화하는 정책의 중요성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우

자의 일정 부분을 확대해서 기초연구부문에 할애

수한 연구인력 확보를 위해 교육과 연구개발의 연

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에 따라 기초연구분야

계를 강화하고 신진인력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

에 대한 투자가 크게 확대되었고 연구비 수혜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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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되었다.
이러한 기초연구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확대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논문의 양을 꾸준히 증가시켜

음을 보여준다. 즉, 기초연구 투자 확대 위주의 기초
연구지원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며 질적인 변화를 위
한 새로운 정책혁신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왔다. ’15년 기준 전 세계 SCI논문의 2.77%를 점유

기초연구활동을 통해 창출되는 과학적 지식은 국

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적으로 12위에 해당하는 수

내에 한정된 지식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준이다. 그러나 피인용도 등 질적 지표로 사용되고

활용될 수 있는 보편적 지식가치를 가진다. 따라서

있는 기준에 의하면 여전히 30위 수준을 벗어나지

글로벌 혁신환경 변화와 그에 따른 선진국들의 기

못하고 있다. 개별 연구분야별 논문수 기준의 경쟁

초연구정책 변화의 흐름을 파악해 변화의 방향성

력도 전기/전자, 재료과학 등 일부 분야는 세계 5

을 수용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즉, 기초연구를 통

위 수준이나 논문의 피인용도로 보면 10위권 밖으

한 지식창출활동의 보편성과 기초연구 관리시스템

로 밀려나고 있다.2)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기초

의 보편적 특성을 고려할 때 선진국들에서 공통적

연구분야는 지속적인 투자확대에 의한 연구환경

으로 나타나는 정책변화의 흐름과 그 맥락을 파악

개선으로 양적인 지식창출 능력은 개선되고 있으나

해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질적인 수준에서 세계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

선진국들이 추진하는 공통적인 기초연구정책 방

2) 이민형 외(2017), 기초연구 중장기 투자전략 및 포트폴리오 수립 연구, 한국연구재단.

50

Science & Technology Policy ◀
과학기술정책 | 2017년 6월호 (통권227호)

향을 토대로 현재 우리나라 기초연구정책에서 나
타나는 특징과 한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기반이 취약한 구조이다.
셋째,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 규모가 커지면서 기

첫째, 기초연구정책의 핵심이 여전히 기초연구

초연구 투자에 대한 국가적 책무성이 강조되고 있

재원 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확대에 놓여져 있어 연

으나 이에 대한 연구자들의 인식 및 역할 변화가

구성과의 질적 제고를 위한 기초연구시스템 혁신

부족하다. 기초연구에 대한 국가예산투자 확대로

으로 정책의 중심이 이동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

기초연구 성과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요구가 높아

지 기초연구비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

가고 있으나 연구자들은 연구현장 중심의 인식과

나 연구 현장에서의 연구비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

접근에 머물고 있다. 즉, 기초연구환경이 변화함에

로 제기됨에 따라 여전히 연구비 지원 확대가 기초

따라 기초연구가 담당해야 할 범위가 넓어지고 요

연구정책의 가장 큰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구되는 역할도 확대되고 있으나 연구현장에서 인

기초연구비 부족 문제는 대학이나 기업의 기초연

식하는 기초연구의 개념과 역할은 전통적인 기초

구비 지원 부족, 기초연구를 지원하는 비영리재단

연구의 역할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의 활동 부족 등 선진국과 다른 기초연구지원 환경

넷째, 선진국들은 혁신환경 변화에 대응해 적극

으로 인해 정부연구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 밖

적으로 기초연구정책 변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우

에 없어 연구비 지원환경이 다양하게 확대되지 않

리나라의 경우 환경변화에 대응한 기초연구정책의

을 경우 정부의 기초연구비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

변화가 선진국만큼 활발히 전개되지 못하고 있다.

고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들이 연구환경 변화에 대응해 기초연구의

둘째, 기초연구를 위한 기반연구 환경이 취약하

경계를 허물고 다양하고 유연한 접근을 시도하고

다. 기초연구에 필요한 지식 및 데이터를 지원하기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전통적인 기초연구정책에

위한 기반연구활동이 충분하지 않음으로써 기초연

머물고 있다. 즉, 선진국들은 오랫동안 발전해온

구시스템의 뿌리 부분이 취약하다. 필수 데이터,

기초연구시스템의 역량과 성과를 토대로 기초연구

관측 및 측정값을 취합하여 학술적 지식에 정확도

의 역할을 확대하고 새로운 혁신적인 방향으로 나

를 증대시키는 연구3) 또는 기초과학분야가 발전하

아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기초연구시스템의 역량

는 데 필요한 첨단 연구장비와 관련된 기반기술 등

이 충분하지 못해 역할 확대에 한계가 있을 뿐만

이 부족한 상황이다. 논문 중심의 성과평가가 강조

아니라 아직 기초연구에 대한 전통적인 접근에서

되고 있어 개별 분야별 논문성과 창출에 대한 연구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자들의 관심이 높으나 기반기술은 그다지 정책적

그러나 선진국의 기초연구시스템과의 역량 차이

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못함으로써 기초연구의

를 좁히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초연구시스템의 한

3) UNESCO 웹사이트(2013.11.12. 검색); 이민형 외(2013), 창의적 성과창출을 위한 기초연구 지원관리제도 개선방안, p.3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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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글로벌 수준의 기초연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계를 넘어 새로운 도약과 발전의 기회를 모색하는

기초연구성과가 새로운 혁신가치 창출로 이어지도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최근 혁신환경 변화

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향으로 기초연구시스템

에 대응해 선진국들의 정책에서 나타나는 정책변

이 역할을 구현해 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화의 방향과 특징을 수용해 적절히 적용하는 것이

과제들을 달성해야 한다.

중요하다.

첫째, 새로운 지식창출 역량 제고를 위해 다양성
의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새로운 획기적인 지식의

기초연구시스템 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창출은 다양한 지식들의 창출과정을 토대로 이루
어지게 되므로 다양한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기초
연구체계를 확고하게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

혁신환경 변화에 대응해 선진국들이 기초연구정

부의 기초연구지원체계는 사업별 지원체계에서 나

책에서 중시하는 것은 혁신가치 창출을 위한 기초

아가 분야별 다양성을 살릴 수 있는 지원체계로 전

연구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새로운

환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지식창출에 중요한 역

지식의 돌파구를 여는 획기적인 기초연구 성과 창

할을 하는 신진연구자, 신규분야, 융합분야에 대한

출을 통해 새로운 지식가치를 창출하고 나아가 돌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파형 기초연구를 통해 경제사회문제를 해결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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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추진해야 한다. 지금까지 연구자들의 자율형

개선 등 기초연구환경 및 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정

기초연구 위주의 기초연구사업체계에서 벗어나 전

책적, 제도적 혁신이 필요하다. 특히 4차 산업혁명

략형 기초연구사업을 체계화해 균형적으로 추진해

이라는 거대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나

야 한다. 기초연구 성과가 국가적 문제해결에 적극

라의 기초연구정책 방향이 연구지원 확대를 위한

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전략형 기초연구를 체계

양적 투자 확대를 넘어 기초연구 환경 및 시스템이

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다만, 자율성이 창의적 문

글로벌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전략과

제해결에 중요하므로 전략형 기초연구도 해결해야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는 기초연

할 목표만 전략적으로 제시하고 자율적으로 추진

구를 수행하는 연구자, 연구기관들의 인식 전환 뿐

해 가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최

만 아니라 국가연구개발정책 및 전략도 동시에 전

근 선진국에서 강조하는 기초에서 실용화까지의

환이 필요하다.

연계성 확보를 통해 실질적인 혁신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체계를 개선해 가야 한다.
셋째, 기초연구를 지원하는 기반기술 강화를 통
해 기초연구 기반의 질적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
기초연구시스템의 구성의 충실성과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반기술개발 및 기반연구에 대
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그리고 데이터 기반
지식혁명시대로의 전환에 대비하고 데이터 과학
발전을 위해 연구정보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
즉, 다가오는 오픈 사이언스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
넷째, 기초연구의 국제화를 강화해야 한다. 연구
활동의 국제화를 강화하기 위해 국제 연구네트워
크를 확대 및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제 과학계에서
의 위상을 높이고 역할을 확대해 가야 한다. 또한
기초연구에 대한 관리시스템 및 연구환경의 국제

참고문헌

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글로벌 수준의 연구환경과

이민형 외(2017), 기초연구 중장기 투자전략 및 포트폴리오 수립 연구,
한국연구재단.

관리시스템 운영으로 국가 간의 벽을 낮추고 우수

이민형 외(2016), 글로벌 기초연구정책 이슈 분석 및 플랫폼 구축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 연구인력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개선해
야 한다.
이외에도 평가제도의 개선, 대학연구지원시스템

이민형 외(2013), 창의적 성과창출을 위한 기초연구 지원관리제도 개선
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UNESCO 웹사이트, http://unesdoc.unesco.org/images/0015/
001542/154284eb.pdf

53

Research Note

연구노트

인공지능의 의료혁신?:
길병원의 왓슨 도입을 중심으로1)
글 : 이다은 (lde8892@stepi.re.kr)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원

최근 인공지능은 의료계의 ‘4차 산업혁명’적 변화

술의 국내외 헬스케어 분야 적용 현황을 발 빠르게

를 가져올 핵심 동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일부 병원

파악하고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가늠하여, 한국의 헬

들은 축적된 의료 빅데이터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

스케어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정비와 지원 정책의

시키는 한 편, 또 다른 병원들은 글로벌 대기업 IBM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2)

이 개발한 의료 인공지능 시스템 ‘왓슨’을 암 환자 치
료에 도입하고 있다.

또 다른 시각은 인공지능 의사에 대한 공포에서 비
롯된다. 작년 3월 이세돌 구단이 구글 알파고에 패배
한 이후, 인공지능 의사 왓슨의 등장은 인간 의사에

병원의 인공지능 도입을 바라보는
시선: 기대와 공포

대한 커다란 위협으로 비추어졌다. 언론에서는 “인
공지능 의사, 7초 만에 항암치료 처방”3), “닥터 왓슨
과 의료진 항암처방 엇갈리면... 환자 ‘왓슨 따를게

국내 병원의 인공지능 도입을 둘러싼 주된 논의는

요’”4)와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쏟아내며, 왓

기대와 공포로 양분되어 있다. 먼저, 인공지능 기술

슨을 인간 의사와 비교 가능하고, 혼자서도 항암치료

의 의료계 도입은 헬스케어 산업 육성의 ‘기회’로 여

를 처방할 수 있는 주체적인 행위자로 묘사한다.

겨진다. 국내 여러 정책연구기관에서는 인공지능 기

이러한 시각은 인공지능의 도입이 아직 보편화되

1) 이 글은 2017년 한국과학기술학 전기학술대회에서 발표한 “4차 산업혁명과 의료? 국내 병원의 왓슨 도입을 중심으로”를 발전시켜 작성하였다.
2) 인공지능의 헬스케어 분야 적용에 관한 주요 국내 정책연구기관의 문헌으로는 다음을 참고하시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6.3), 「인공지능: 국내외
투자현황 및 헬스케어 적용 사례」, 『보건의료 R&D 동향』, Vol.19, p.1-6.; 김태호(2016.4.26), 「인공지능과 헬스케어 산업 혁신」, 『인공지능과
미래 헬스케어』 SPRi 22회 포럼 발표자료,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박정우(2016.6), 「인공지능 헬스케어: 새로운 고부가 서비스 창출 기대」, 『KISTI
Market Report: 인공지능 특집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p.22-27.; 김윤정·윤혜선(2016.7),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과 발전을 위한 제도
및 정책 이슈」, 『Issue Paper』,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이관용·김진희·김현철(2016.8), 「의료 인공지능 현황 및 과제」, 『KHIDI Brief』
Vol.219,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김문구(2016.8), 「인공지능 헬스케어의 산업생태계와 발전방향」, 『ETRI Insight』, 한국전자통신연구원.
3) 조선일보(2016.12.6.), “인공지능 의사, 7초 만에 항암치료 처방,” https://goo.gl/IU2DZv(2017.6.15. 접속)
4) 조선일보(2017.1.12.), “닥터 왓슨과 의료진 항암처방 엇갈리면... 환자 ‘왓슨 따를게요’”, https://goo.gl/0NmJXK(2017.6.15.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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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상황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불필요한 우려를

까지 왓슨은 자연어 처리 기술을 통해 60만개 이상

낳거나 과장된 기대를 갖게 한다. 병원은 왜 인공지

의 의학적 근거, 42개 의학 저널에서 2백만쪽 이상

능을 도입하는가? 실제 진료현장에서 왓슨은 어떻게

의 문헌자료, 6만개 이상의 임상시험 자료, 1,500건

활용되고 있으며, 이것이 의료계의 어떤 문제를 해결

이상의 폐암 케이스를 학습했고, 14,700시간 이상의

해주는가? 본 고에서는 왓슨을 국내 최초로 도입한

현장실습훈련을 받았다고 한다.5) 2012년부터 뉴욕의

인천 가천대 길병원 사례를 통해 위의 물음에 답해보

세계적인 암센터인 ‘메모리얼 슬론 케터링 암센터

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대와 공포로 양분된 담론에

(Memorial Sloan Kettering Cancer Center)’ 의사

서 한 걸음 나아가 인공지능에 대한 우리 사회의 기

들이 함께 왓슨 개발에 참여했다.

대를 드러내고, 의료혁신의 의미를 짚어본다.

길병원은 2016년 9월 국내 최초로 왓슨 도입을 발
표하여, 같은 해 12월에 첫 왓슨 암 진료를 시작했

길병원은 왜 인공지능을 도입하는가?

다. 길병원의 왓슨 도입을 주도한 이언 인공지능기반
정밀의료추진단장에 따르면 실제 도입은 2016년 9월

왓슨 포 온콜로지(Watson for Oncology)는 암 환
자에게 최적의 치료법을 권고하기 위해 글로벌 대기
업 IBM에서 개발한 의료 인공지능 시스템이다. 최근

에서야 이루어졌지만 일찍이 2014년부터 도입 준비
에 착수했다고 한다.6)
길병원의 왓슨 도입은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제도

그림 1 : IBM의 왓슨 포 온콜로지(Watson for Oncology)

자료: 길병원 웹사이트, http://www.gilhospital.com/(2017.6.18. 접속)

5) 최윤섭(2017.2.25.), 「인공지능은 미래의 의료를 어떻게 혁신하는가」, “최윤섭의 Healthcare Innovation” 개인 블로그 발표자료 슬라이드 33쪽,
http://www.yoonsupchoi.com/2017/02/25/how-ai-would-innovate-medicine-updated/(2017.6.18 접속)
6) 이 언(2017.4.17.), 「인공지능의 도입과 의료적용: 가천대길병원 IBM 왓슨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미래의료인문사회과학회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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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문화적 특징과도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에는 소위

림 현상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암환자들에게는 의료

7)

‘빅5’ 병원이라 불리는 서울 소재의 다섯 개 대형병원

쇼핑을 다니느라 암 치료의 적기를 놓치지 않고 치료

에 많은 암 환자들이 몰려있는 ‘환자쏠림’ 현상이 심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해결책이었다.

각하다. 주치의 개념이 없고, 의료전달체계가 명확치

이러한 길병원의 기대는 국내 병원의 왓슨 도입 양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환자들이 비교적 자유로이 병

상에서도 엿볼 수 있다. 왓슨을 도입한 병원들의 공

원을 선택할 수 있는 편이다. 여기에 지방보다 서울

통점은 환자 수가 많은 서울의 대형병원이 아니라,

대형병원의 의료서비스를 선호하는 의료소비자들의

주로 지역 소재 병원이라는 점이다. 환자가 많은 빅5

‘의료쇼핑(doctor shopping)’ 문화가 더해져 환자쏠

병원들은 왓슨 도입에 시큰둥한 반면, 지역 소재의

림 현상은 우리나라 의료의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어

병원들은 왓슨 도입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8)

왔다. 더욱이 우리나라 병원들은 환자를 진료하는

2016년 길병원이 처음 왓슨을 도입한 이후, 2017년

‘행위의 양’에 따라 수익을 얻는 행위별 수가제를 따

1월부터는 부산, 대전, 대구 소재 병원들이 잇따라

르기 때문에 더 많은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의료기관

왓슨을 도입하여 진료 현장에 이미 활용하고 있다.10)

간 경쟁이 벌어진다고 한다.

그러나 왓슨 도입을 단순히 환자유치를 위한 마케

인공지능의 의료적 활용과 관련된 국내 여러 포럼

팅 전략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인공지능 기술의

및 컨퍼런스에서 이언 교수는 길병원의 왓슨 도입을

개발과 적용에는 필연적으로 ‘의료 빅데이터의 축적’

9)

환자로부터의 ‘신뢰’를 얻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

이 전제되어야 한다. 병원 내에 엄청난 의료 빅데이

교수는 환자 쏠림 현상과 의료쇼핑의 원인이 의료진

터를 축적한 빅5 병원들은 IBM의 왓슨을 도입할 필

과 병원에 대한 환자의 신뢰 부족이라고 보았다. ‘3

요 없이, 자체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시

시간 대기, 3분 진료’라는 표현이 있을 만큼 진료시

스템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예컨대 ‘뷰노’, ‘루닛’과

간이 짧은 것으로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의료소비자

같이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은 국내 인공지능

는 ‘3분’이라는 짧은 진료시간 동안 의사가 과연 자신

스타트업들은 빅5 대형병원들에 축적된 의료 빅데이

의 기록을 꼼꼼하게 살펴보았을지 의심할 수밖에 없

터를 활용하여 인공지능 기반 폐렴, 유방암 진단 소

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길병원이 왓슨을 도입함으로

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 또한, 서울아산병원은 지

써, 인천 지역 암 환자들이 서울이 아닌 길병원으로

난 6월 9일 ‘헬스이노베이션 빅데이터센터’를 개소하

발걸음을 옮겨주길 기대했다. 그에게 왓슨은 환자 쏠

여, 병원 내 축적된 의료 빅데이터의 문을 열었다.

7)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8) 윤강재 외(2014), 『한국의료전달체계의 쟁점과 발전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32.
9) 이 언(2017.4.17.), 「인공지능의 도입과 의료적용: 가천대길병원 IBM 왓슨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미래의료 인문사회과학회 발표; 이 언
(2017.4.21.), 「인공지능의 의료적 활용 사례(왓슨)」, 『제1회 국가생명윤리포럼: 인공지능(AI)의 의료적 활용과 생명윤리』 발표, 국가생명윤리정책
연구원; 이 언(2017.6.9.), 「인공지능과 의료 그리고 의사」, 『의료빅데이터 활용의 현황과 전망』, 서울아산병원 헬스이노베이션 의료빅데이터 센터
개소 기념 컨퍼런스 발표.
10) IBM의 왓슨은 여러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주로 ‘왓슨 포 온콜로지’라는 암 치료 권고를 ‘소프트웨어 형태’로 도입한다. 유일하게 부
산대병원은 ‘왓슨 포 지노믹스’도 함께 도입하여 유전체 분석에 활용하고 있으며, 대전 건양대병원에서는 SK C&C(주)와의 계약 체결로 왓슨 포 온
콜로지를 한국어로 지원하는 ‘에이브릴’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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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 국내 병원의 왓슨 도입 현황

발표

적용

지역

병원명

서비스명(공급회사)

’16.9

’16.12

인천

가천대 길병원

Watson for Oncology(IBM)

’17.1

’17.1

부산

부산대학교병원

’17.3

’17.4

대전

건양대학교병원

’17.3

’17.4

대구

’17.4

-

서울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중앙보훈병원

Watson for Oncology(IBM)
Watson for Genomics(IBM)
Aibril(SK C&C㈜)
Watson for Oncology(IBM)
Watson for Oncology(IBM)
Watson for Oncology(IBM)

자료: 저자 작성

이처럼 국내 병원의 왓슨 도입 및 인공지능 활용

커다란 현수막이 건물 세 개의 층을 뒤덮은 채 펄럭

양상이 달라지는 것은 인공지능의 기술적 특징, 보건

이고 있다. 본관에 들어서면 “국내 최초 인공지능 암

의료 제도, 병원 조직의 특성, 그리고 문화적 특성이

센터”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병원 내 시선이 닿는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을 만큼 병원 전체가 왓슨 진
료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왓슨 진료실 외부

진료실 안에서의 왓슨: 길병원 탐방기11)

는 전면이 거울로 둘러싸여 번쩍이는 모습을 하고
있어 한 눈에 바로 찾을 수 있다. “인공지능 암센터”

왓슨 도입으로 어떻게 환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라는 문구가 적힌 길병원 입구의 오른편에는 “서울

가?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길병원이 암 진료에 왓

대병원 암 환자도 길병원 인공지능(왓슨) 찾아”라는 조

슨을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살펴보아

선일보의 기사 제목이 커다랗게 인쇄되어 붙어 있다.

야 한다. 왓슨이 있는 진료실 안으로 들어가 보았다.

왓슨 진료실 내부는 금빛의 매끄러운 소재로 꾸며
졌다. 내부 곳곳에 거울이 붙어있고, 윤택이 도는 소

(1) 인공지능 왓슨의 ‘몸’ 만들기

재로 벽면이 구성되어 안에 들어서면 사이버틱한 공
간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진료실에 들어서

길병원은 왓슨 진료실의 내·외부 구성에 세심하

면 커다란 모니터 세 대가 환자를 내려다보는 듯이

게 공을 들였다. 왓슨과의 만남은 진료실 밖에서부

아래쪽으로 기울어진 채로 걸려있다. 삼각형 구도로

터 시작된다. 길병원 본관 앞에 택시를 내리면 “국내

책상이 설치되어 환자와 보호자가 아래쪽에, 양 옆

최초 인공지능 암센터 진료개시”라는 문구가 적힌

으로는 의료진 각 3명이 앉을 수 있고, 의료진이 앉

11) 길병원 왓슨 진료 참관 및 인터뷰(201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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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책상에는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다.
왓슨 진료실의 내·외부를 꾸미는 일은 인공지능
에 대한 환자의 기대를 채워주는 일과 맞닿아 있다.

하고, 이어서 한 사람씩 돌아가며 환자의 내원부터
수술 경과까지 환자가 받은 조직 검사, 수술경과 징
후 등에 대해 설명한다.

길병원 관계자는 단순히 의료진이 로그인을 해서 몇

왓슨은 5분 정도 진료 검토를 마치고 나서 비로소

번 클릭하는 것만으로는 인공지능에 대한 환자의 기

등장한다. 의료진은 “왓슨에다가, 인공지능에다가

대에 미치지 못할까 우려했다. 눈으로 보고 만질 수

물어봐서 어떤 식의 치료를 할 건지 보여드릴 거에

있는 로봇과 달리, 왓슨은 형상이 없는 컴퓨터 프로

요”라고 말하며, 전면 세 대의 모니터에 띄워진 왓

그램이기 때문이다.

슨 권고를 설명하기 시작한다. 의사는 모니터를 보

길병원은 왓슨 진료에 대한 환자의 기대를 충족시

면서 “환자분의 나이, 몸무게, 이제까지 진료 받았

키고 신뢰를 얻기 위해 ‘금빛의 몸’을 만들었다. 진료

던 자료를 쭉 넣어서 (왓슨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

실 내부를 사이버틱하고 고급스럽게 꾸밈으로써 환

느냐 물어봤다”고 말한다. 초록색, 주황색, 붉은색

자에게 색다른 진료의 경험을 제공하고자 했다. 진

영어 글자들이 커다란 모니터에서도 쉽게 알아보기

료실 내부 공간 구성과 책상, 모니터 배치는 환자에

어려울 만큼 작게 쓰여 있고 환자와 보호자는 계속

게 왓슨 진료의 시각적·공간적 경험을 제공하기 위

해서 정면의 화면을 응시하고 있다. 의사가 화면의

한 노력의 결과물이다.

초록색 부분을 클릭하면, 영어로 빼곡히 채워진 의
학 논문이 화면에 가득 찬다. 의사는 “영어로 되어

(2) 왓슨의 활용 방식: 인공지능 ‘다학제’ 진료

있어 죄송하다”는 말을 덧붙이며 왓슨의 권고를 환
자에게 해석한다.

왓슨 진료는 최대 20분 정도 진행된다. 진료시작

길병원은 서로 다른 분야의 전문의 대여섯 명이

전, 의료진의 시선은 모니터에 고정되어 있고 손으

환자 한 명을 진료하는 ‘다학제 진료’ 12)에 왓슨을 결

로는 부지런히 마우스를 클릭하며 환자의 치료 기록

합시켜 활용한다.13) 왓슨은 별도의 교육이 필요치

을 살펴본다. 환자와 보호자가 진료실에 들어오면

않을 만큼 사용이 쉽고, 개인 진료실에서도 왓슨에

짧은 인사를 나눈 후 “의사 선생님들하고 또 우리

접속하여 일대일 진료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

인공지능하고 해가지고 진료를 보는 시간”이라는

대일 개별진료에 왓슨을 도입했더라면 병원 내 인공

말과 함께 왓슨 진료를 시작한다. 다섯 명의 의료진

지능 진료의 보편화 측면에서는 더욱 효과적이었을

이 돌아가며 각자 환자 진료에 맡았던 역할을 소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병원은 왜 인공지능

12) 이대호(2016), 「다학제 통합진료: 문제점과 해결방안」, 『대한의사협회지』, 59(2), pp.95-102; 다학제 진료는 2014년 8월 정식으로 급여항목으
로 인정받아 타 병원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13) 왓슨의 개별진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신규환자의 경우 왓슨 다학제 진료를 제공하며, 타 병원에서 이미 진료를 받았던 환자가 왓슨 진료를 의
뢰하는 경우에는 일대일 개별진료에서도 왓슨을 활용한다. 그러나 본 고에서는 신규 환자를 위해 별도의 왓슨 다학제 진료실을 만든 것에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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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길병원의 IBM 왓슨 진료 모습

자료: 길병원 웹사이트, http://www.gilhospital.com/wo/intro/center.html(2017.6.19. 접속)

‘다학제’ 진료를 선택했는가?

판단했고, 환자에게는 의료진이 제안하는 항암치료

왓슨은 우리나라 환자 데이터로 한국의 보건의료

법을 따라줄 것을 권했다. 이 밖에도 왓슨이 권하는

제도에 꼭 맞게 개발된 것이 아닌 만큼, 치료법 권고

항암 치료법이 우리나라 보건의료 수가에 책정되지

가 한국 환자에게 꼭 들어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

못하여 실제 진료에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

다. 이는 단순히 왓슨이 ‘영어’로 지원된다는 언어적

다. 또한, 병원마다 같은 성분이라도 다른 회사의 항

한계나, 미국에서 개발되었다는 것 그 자체 때문만

암제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은 아니다. 어차피 의학 용어들은 영어 그대로 사용

무엇보다 항암치료는 한 국가의 보건의료시스템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순수 한국어로 왓슨을 지

하에서 환자의 경제적 상황과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원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유형의 문제도 아니다.

고려하여 판단하는 일이다. 같은 암이라도 나이와

가장 큰 제약은 ‘데이터’에서 비롯된다. 왓슨은 미

경제적 상황에 따라 항암치료 기간이나 항암제 사용

국 의학저널의 데이터를 학습했기 때문에, 항암제

이 달라질 수 있다. 이는 왓슨의 치료법 권고가 단순

부작용의 인종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

히 의료진 처방보다 얼마나 더 ‘정확’한지 혹은 ‘일치’

다. 실제로 필자가 참관했던 왓슨 진료에서는 왓슨

하는지의 문제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을 뜻한다.

이 두 가지 항암제를 제시했는데, 이는 동양인에게

이처럼 왓슨은 국내 진료 현장에 매끄럽게 적용하

부작용이 있어 의료진은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기 어려운 점들이 있다. 이를 보완하면서도 왓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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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환자의 기대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 길병원

마치는 마지막 3분 동안 그들은 모니터를 바라보지

은 ‘다섯 명’의 의료진이 있는 진료실에 왓슨을 활용

않았다. 환자와 보호자의 걱정어린 눈빛은 의료진을

한다. 길병원은 왓슨에 대한 환자의 기대를 충족시

향했다. 보호자는 환자가 식사량이 계속 줄어드는 것

키기 위해 왓슨의 몸을 만들었다. 그러나 왓슨이 매

을 걱정하며, 어떤 음식을 먹으면 호전에 도움이 될

끄럽게 작동하지 않는 경우, 의사는 왓슨에 대한 환

지, 어떤 음식은 피해야 할지 눈치를 보며 불안한 목

자의 기대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서도 그 이유를 설명

소리로 물어보았다. 의사는 “제일 좋은 보약은 골고

해내야 한다. 이처럼 왓슨 다학제 진료는 인공지능

루 밥 잘 먹는 거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의사가 도입되면 오히려 진료실 안에서 의사의 역할

짧은 말을 던졌다. 환자와 보호자는 그제서야 웃어

이 더 중요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왓슨의 한계를

보였다.

극복하는 동시에 왓슨에 대한 환자들의 기대를 충족
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인공지능이 아닌 의사만이 제공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시점에서 인공지능
이 의사의 모든 것을 대체할 것이라는 불필요한 우려

인공지능의 의료혁신?

나 완전히 새로운 것을 가능케 할 것이라는 과장된
기대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인공지능 도입이 아

앞으로 왓슨이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해서 의료진조

직 초기인 점을 미루어 볼 때 앞으로 인공지능이 진

차 몰랐던 새로운 암 치료법을 제시할지도 모른다.

료 현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자리 잡게 될지 더 지켜

왓슨은 하나의 완성된 제품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화

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어떤 모습이 되었든 인공

하고 있는 ‘진행형’의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능 도입이 그 자체로서 주목받기보다 국내 의료계

인공지능의 의료 분야 활용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의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을

왓슨의 암 치료 처방 외에도 질병 예측, 의료영상 판

때 비로소 그 가치를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독을 통한 질병 진단 등 이미 여러 의료영역에 적용
될 수 있는 인공지능이 개발되고 있다고 한다. 인공

연구 방향성 제언

지능이 나날이 발전해서 언젠가 처방, 진단, 치료와
같은 의료행위를 인간 의사만큼, 혹은 의사의 능력을
뛰어넘을 날이 올 지도 모를 일이다.

환자쏠림, 의료쇼핑 현상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문
화와 제도가 결합된 문제다. 길병원은 왓슨이 환자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의사만이 제공할 수 있는

림 현상을 완화하고, 환자에게 신뢰를 제고할 것이라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왓슨 진료 현장에

기대하지만 인공지능이 결코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서 그 단초를 찾을 수 있었다. 20여분 동안 진행되었

없을 것이다. 더욱 근본적으로는 의료전달체계, 지불

던 진료 내내 의료진, 환자, 환자 보호자의 시선은

제도와 같이 제도에서 비롯되는 고질적 문제를 개선

전면에 걸린 모니터를 향해 있었다. 그러나, 진료를

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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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인공지능의 기술적 가능성에 관심이 쏠려있

해결하고, 환자와 의료진의 편익을 도모하는 ‘의료

지만, 인공지능의 의료 효용성을 입증하기 위한 연구

혁신’은 우리나라만의 보건의료 제도 및 문화의 특

도 필요하다. 이는 의료현장에 주목하는 것에서부터

수성을 고려할 때 가능할 것이다.

시작할 수 있다. 인공지능이 의사와 환자 간 관계, 의
사의 의료행위 및 의학지식 생산, 환자의 의료서비스
경험 등에 가져오는 변화를 포착함으로써, 실제 인공
지능의 의료적 효용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미래 의사의 역할을 정립하고 환자의 수요를 파악하는
데 유용한 근거자료가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의료
혁신을 위한 단초를 제공할 것이다.
국내 병원은 이미 의료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
용한 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관련
규제 이슈는 이미 당면한 문제이다. 현행 의료기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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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로 보는 대학, 공공연구기관 혁신역량
- 4차 산업혁명 관련 논문(인공지능)을 중심으로 -

Ⅰ. 개요
○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중 인공지능 분야 논문분석을 통해 한국의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혁신역량을 개괄적으로 비교, 평가하고자 함
- Elsevier사의 SciVal을 이용하여 출판, 인용, 협력 및 연구자 현황을 비교
- 분야: Computer Science > Artificial Intelligence
- 대상: 2012~2016년 Scopus DB 논문(205,161편)
○	인공지능의 정의
- 인공지능이란

인간이 고유하게 보유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인지 능력, 추론 능력, 학습 능
력, 이해 능력 등이 가능한 기계나 SW로 만들어진 지능을 말하며, 지능적인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컴퓨터 또는 컴퓨터 SW를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는 과학 분야를 통칭(특허청
(2016) 재인용)
○	인공지능 관련 논문 205,161편에서 추출한 상위 50개 핵심 문구는 <그림 1>과 같으며, 지난
5년간 Algorithms, Models, Robotics, Learning systems, Neural networks 영역은 성장
하는 반면, Intelligent systems 영역은 축소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그림 1 : 인공지능 분야 단어 구름

자료: SciVal DB(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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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인공지능 분야 혁신역량
1. 논문 수
○ 최근 5년간 인공지능 분야에서 가장 많은 논문을 출판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으로 48,205편
을 출판
- 다음은 미국(29,750편), 일본(13,271편), 인도(11,978편), 영국(11,745편) 순임
- 한국은 6,598편으로 논문 수로 10위 수준으로 평가됨(중국의 1/7 수준)
표 1 : 인공지능 분야 상위 25개 국가(2012~2016년 합계)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국가
China
United States
Japan
India
United Kingdom
Germany
France
Spain
Italy
South Korea
Australia
Canada
Taiwan
Iran
Brazil
Poland
Malaysia
Singapore
Netherlands
Turkey
Hong Kong
Portugal
Romania
Czech Republic
Mexico

논문 수(편)

조회 수(회)

48,205
29,750
13,271
11,978
11,745
9,153
7,694
7,482
7,228
6,598
6,058
5,895
5,724
4,864
4,386
3,905
3,110
3,004
2,733
2,614
2,453
2,208
2,159
2,048
2,028

453,392
314,660
90,329
101,020
153,066
87,396
80,551
137,242
120,806
73,921
88,318
75,273
72,882
58,290
51,754
42,329
64,521
40,996
33,785
40,538
40,122
29,609
18,616
26,584
27,915

상대적
피인용 지수
1.02
1.71
0.75
0.97
1.59
1.54
1.25
1.38
1.61
0.88
1.70
1.48
0.91
0.93
1.04
1.25
1.11
2.25
1.59
1.37
1.90
1.28
0.76
1.11
0.92

인용 수
154,058
131,094
20,437
24,518
53,713
32,737
28,268
37,520
27,836
18,129
28,436
27,122
19,230
14,754
10,623
12,333
8,892
17,310
12,663
11,263
16,866
7,167
3,293
5,428
5,654

자료: SciVal DB(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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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 측면에서 보면, 미국은 전체 평균(1.0)보다 71% 더 인용되고 있음
- 한국은 0.88%로 전체 평균 보다 12% 적게 인용되고 있어, 피인용 수준으로 평가할 때,
논문 수준이 낮은 상황임을 알 수 있음
○	인공지능 분야 대학 순위를 보면, 중국 과학원이 가장 많은 논문을 출판
- 한국 대학은 세계100개 대학에 KAIST(34위), 서울대(69위)가 포함(<표 2> 참조)
○인공지능 분야 공공연구기관 순위를 보면, 프랑스의 CNRS가 가장 우수
- 한국 공공연구기관에서는 ETRI가 10위 수준으로 나타남 (<표 3> 참조)

표 2 : 인공지능 분야 논문 수 상위 20개 대학

구분

대학명

1

Chinese Academy of Sciences

3,278

33,264

상대적
피인용 지수
1.41

인용 수
14,293

2

Harbin Institute of Technology

1,707

17,781

1.37

7,650

3

Tsinghua University

1,560

16,618

1.47

7,120

4

Carnegie Mellon University

1,471

12,703

2.41

8,084

5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1,460

21,413

2.34

9,616

6

Islamic Azad University

1,306

17,343

1.01

4,732

7

Beihang University

1,174

11,039

1.02

3,311

8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1,169

13,022

3.04

8,899

9

Universite Paris Saclay

1,125

9,612

1.29

3,502

10

Zhejiang University

1,106

13,662

1.23

5,047

11

Shanghai Jiaotong University

1,090

12,949

1.29

5,032

12

Northeastern University China

1,069

10,185

1.07

3,590

13

Southeast University

1,065

10,221

1.39

5,711

14

Beijing Institute of Technology

1,058

8,842

0.87

2,108

15

University of Tokyo

995

7,860

0.96

2,326

16

Huazhong University of S&T

994

12,537

1.67

6,438

17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989

12,127

2.39

5,532

18

Xidian University

886

9,699

1.50

3,729

19

National University of Defense Technology

885

7,840

1.05

2,913

20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858

8,993

1.68

3,770

34

KAIST

684

6,570

0.80

1,583

69

Seoul National University

520

6,632

1.14

1,530

자료: SciVal DB(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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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 인공지능 분야 논문 수 상위 20개 공공연구기관

구분

공공연구기관명

논문 수(편) 조회 수(회)

1

CNRS

2,365

24,572

상대적
피인용 지수
1.29

인용 수
8,258

2

Ministry of Education China

1,983

20,785

1.25

9,405

3

INRIA

848

8,673

2.10

5,796

4

CNR

664

11,374

1.35

2,208

5

425

5,146

2.00

1,659

301

2,486

1.05

790

7

A-STAR
National Institute of Advanced Industrial
S&T
ROI & SNII

293

2,101

0.96

555

8

German Aerospace Center (DLR)

290

2,621

1.71

1,270

9

CINVESTAV-IPN

288

3,902

0.89

693

10

ETRI

283

2,851

0.54

466

11

Japan Science and Technology Agency

239

1,728

0.70

342

6

12

Japan AIST

224

1,691

0.70

264

13

CSIRO

200

2,808

1.52

950

14

199

2,533

0.97

934

198

2,074

1.88

846

16

CONICET
Laboratoire d'Analyse et d'Architecture des
Systemes
J. Stefan Institute

185

2,441

1.14

751

15
17

RIKEN

178

1,667

0.75

509

18

KIST

176

1,102

0.65

274

19

ITRI

154

1,391

0.60

300

20

ATR

152

1,337

1.58

596

28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109

924

0.56

143

35

Korea Institute of Machinery and Materials

83

631

0.16

34

50

Korean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60

418

0.55

139

57

Korea Railroad Research Institute

48

217

0.23

22

61

Korea Electronics Technology Institute

41

217

0.64

40

78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31

148

0.15

14

92

Korea Aerospace Research Institute

24

183

0.98

76

자료: SciVal DB(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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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관련 현황
○	논문의 질적 수준(상대적 피인용 지수)에서 미국 카네기멜론대학(2.41)은 평균보다 140%
더 인용되었지만, KAIST(0.8)는 평균보다 20% 적게 인용됨
○	공공연구기관의 논문당 인용 수는 프랑스의 INRIA(6.8)가 가장 많았으며, 한국의 ETRI는
1.6으로 비교 대상 중 가장 낮음. 상대적 피인용 지수도 0.54로 평균보다 46% 적게 인용되
고 있음
표 4 : 인공지능 분야 주요기관 인용 현황

구분

대학명

논문수

인용수

논문수당
인용수

상대적
피인용
지수

피인용
최상위
10%
논문비중
11.9%

국가명

1

Chinese Academy of Sciences

3,278

14,293

4.4

1.41

2

Harbin Institute of Technology

1,707

7,650

4.5

1.37

12.1%

중국
중국

3

Tsinghua University

1,560

7,120

4.6

1.47

10.8%

중국

4

Carnegie Mellon University

1,471

8,084

5.5

2.41

13.4%

미국

34

KAIST

684

1,583

2.3

0.8

6.0%

한국

1

CNRS

2,365

8,258

3.5

1.29

피인용
최상위
10%
논문비중
7.6%

2

Ministry of Education China

1,983

9,405

4.7

1.25

14.1%

구분

공공연구기관명

논문수

인용수

논문수당
인용수

상대적
피인용
지수

국가명
프랑스
중국

3

INRIA

848

5,796

6.8

2.1

10.1%

프랑스

4

CNR

664

2,208

3.3

1.35

6.8%

이탈리아

10

ETRI

283

466

1.6

0.54

1.9%

한국

자료: SciVal DB(2017)

3. 협력 현황
○ 주요대학의 국제협력 및 산학협력을 보면, 국제협력은 미국의 카네기멜론대학이 34.6%로
가장 왕성했으며, 산학협력도 7.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주요 공공연구기관에서 국제협력과 산학협력은 프랑스의 INRIA(50.8%, 3.5%)가 비교 대
상 중 가장 우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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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 인공지능 분야 주요기관 협력 현황

국제협력

산학협력

1

Chinese Academy of Sciences

대학명

27.6%

2.7%

2

Harbin Institute of Technology

26.0%

1.6%

3

Tsinghua University

27.9%

4.9%

4

Carnegie Mellon University

34.6%

7.8%

34

KAIST

19.0%

4.4%

국제협력

산학협력

순위

순위

공공연구기관명

1

CNRS

39.3%

2.5%

2

Ministry of Education China

20.6%

1.1%

3

INRIA

50.8%

3.5%

4

CNR

28.6%

1.2%

10

ETRI

7.1%

1.8%

자료: SciVal DB(2017)

4. 연구자 수
○ 인공지능 분야 연구에서 중국 과학원이 1,429명(2016년 기준)으로 가장 많은 연구자를 확보
하고 있음
- 한국은 KAIST 178명, ETRI 87명 등으로 글로벌 기관과 비교할 때, 동 분야 연구자가 상
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2016년 기준)
표 6 : 인공지능 분야 주요기관 연구자 현황

연구자수 연구기관
(’16)
순위

공공연구기관명

연구자수
(’16)

순위

대학명

1

Chinese Academy of Sciences

1,429

1

CNRS

829

2

Harbin Institute of Technology

879

2

Ministry of Education China

1,139

3

Tsinghua University

692

3

INRIA

238

4

Carnegie Mellon University

460

4

CNR

232

34

KAIST

178

10

ETRI

87

자료: SciVal DB(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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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시사점
○ 인공지능 분야에서 논문 수로 평가한 한국의 혁신역량은 10위 수준임
- 대학은 상위 100위에 2개 대학이 포함됨
- 공공연구기관에서는 ETRI가 10위에 포함되었으나, 질적 수준에서는 아쉬움이 있음
○ 세계적인 주요기관과 비교할 때, 국제협력 비중은 낮은 편에 속하며, 산학협력도 많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 연구자 수는 글로벌 연구기관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중국 과학원(1,429명)은 KAIST(178명)의 약 8배 연구자 보유
- 프랑스 CNRS(829명)는 ETRI(87명)의 약 9.5배 연구자 보유
○ 인공지능이 바둑과 같은 취미활동은 물론, 교통, 의학, 방송,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본격
적으로 개발, 활용되면서 향후 미래 산업의 핵심 도구가 되고 있음
- 그러나 논문을 통해 개괄적으로 살펴 본, 한국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역량은 질적인 측
면에서 아직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을 통한 연구역량 강화와 지속적인 인재양성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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