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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노트
● 2017년 7월호 「과학기술정책」지가 발간되었습니다.
● 이번 호에서는 정부의 국정과제로 강조되고 있는 일자리 문제를 과학기술정책의
관점에서 살펴본 '과학기술, 일자리 그리고 과학기술인' 특집을 마련하였습니다.
● 먼저, 과학기술발전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전망을 다루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전통적인 일자리를 감소시키기도,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미 이와 관련한 수많은 논쟁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본 특집에서는 여러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모두가 동의할만한 시사점의 교집합 영역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 과학기술의 발전은 일자리 숫자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옵니다. 새로운 직무 유형, 노동시간, 장소, 노사관계 등 보다 깊은
고민이 필요한 지점 또한 짚어봅니다.
● 과학기술과 일자리 이슈에서 과학기술인의 일자리 역시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한국
이공계 인력의 직업 구성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미국과 대비해서는 어떤
모습인지에 대하여 인력 흐름 연구에 새롭게 적용된 경로 다이어그램을 통해
살펴봅니다.
● 또한, 현 정부에서 추진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과 관련하여 이공계
출연(연)에서의 비정규직 전환 논의의 이슈와 쟁점에 대해 들여다보았습니다.
● 마지막으로 오늘날의 과학기술인 뿐 아니라 미래의 과학기술인을 위한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인력정책의 이슈와 전략방향을 다루었습니다.
● 본 특집이 사람 중심 과학기술정책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건설적 논의의 축적에
기여가 되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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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부의 과학기술 예산 감축 계획과 과학계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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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백악관 산하 예산관리처(OMB)는 2017년

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같은 날 사

5월 23일 2018 회계연도에 대한 대통령 예산안

이언스지를 발간하는 미국과학진흥협회(AAAS)는

(President’s Budget Request)을 발표했다. 사실

과학기술 분야에서 역사적으로 사상 최대의 예산

미국의 예산편성권은 입법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감축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하였고 워싱턴 포스트

행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예산안은 법률적 효

등 주요 언론에서도 관련 기사를 통해 우려의 목소

력은 없으나, 트럼프 정부의 향후 국정 방향을 가

리를 내었다. 이에 미국과학진흥협회의 분석 내용

그림 1 : 과학기술 관련 부처 및 주요 기관들의 2017년 대비 2018년 예산 변동폭

자료 : https://www.aaas.org/news/first-notes-fy-2018-science-budget(2017.7.5.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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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1998~2018년 국립보건원 예산 변동 추이

자료 : https://mcmprodaaas.s3.amazonaws.com/s3fs-public/styles/adaptive/public/NIH18pBIBHist.jpg(2017.7.5. 접속)

을 토대로 관련 주요 연방 기관들의 전년대비 예산
변동폭을 살펴보고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시각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국립보건원(NIH): 지난 40년간 가장
큰 폭인 21.5% 예산 감소

에너지부 과학국(Office of Science):
2008년 이후 최저수준인 44억 달러
예산 배정
에너지부(DOE)에서 기초연구를 담당하는 과학국
의 예산은 전년대비 17% 삭감되었다. 과학국이 지
원하고 있는 6개 연구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보면, 1

국립보건원은 모든 연구분야에 걸쳐 20% 수준

초에 10억번 연산이 가능한 슈퍼컴퓨터를 개발하는

의 예산이 삭감되어 총 269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

첨단과학컴퓨팅(Advanced Scientific Computing

받았다. 백악관은 규모가 가장 작은 포가티국제센

Research)을 제외한 기초에너지과학, 고에너지물리

터(Forgaty International Center)의 폐지를 추

학, 핵물리학, 융합에너지 과학, 생물·환경 연구 프

진하고 보건의료연구소(Agency for Healthcare

로그램 모두 10% 이상 예산이 삭감되었다. 특히 생

Research and Quality)를 국립보건원에 통합해

물·환경 프로그램의 경우, 전년 대비 43% 감소한

전체적으로 조직 규모를 줄일 계획이다. 또한 그

3.5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받았는데 파리기후협약 탈

동안 대학, 병원 등 연구비(Grant)를 지원받는 기

퇴 등 환경,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해 부정적 입장

관들과 협의 하에 지원해주던 간접비를 총 연구비

을 피력한 트럼프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보여준다.

의 10% 단일 비율로 변경하였다.

참고로, 전년대비 60%나 삭감된 에너지부의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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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 에너지부 과학국의 6대 연구 프로그램 및 예산 변동폭

프로그램명

주요 연구분야

기초에너지과학
(basic energy sciences)

화학, 재료과학, 응집물질물리학, 가속기 광원, 중성자
원등

1,555

-16.9%

암흑에너지, 중성미자, 우주가속도, 새로운 입자 등

673

-18.4%

중이온, 중에너지, 저에너지, 이론핵물리학, 가속기
물리학 등

503

-19.1%

연소 플라즈마, 핵융합 데모 플랜트 등

310

-18.4%

생물·환경연구
(biological and
environmental research)

미생물, 식물 등의 생물학적 시스템, 대기 공정, 수
자원 순환, 기후 모델링 등

349

-43%

첨단과학컴퓨팅
(advanced scientific
computing research)

컴퓨터과학, 응용수학, 차세대 네트워크, 차세대 컴퓨
팅등

722

+11.6%

고에너지물리학
(high energy physics)
핵물리학
(nuclear physics)
융합에너지과학
(fusion energy science)

2018년 예산($Mn) 전년대비 변동폭

자료 : 에너지부 과학국의 연구 프로그램 소개(https://science.energy.gov/) 및 사이언스 매거진 기사(http://www.sciencemag.org/news/2017/05/what-strump-s-2018-budget-request-science)를 토대로 작성(2017.7.5. 접속)

프로그램(신재생에너지, 그리드 연구 등이 포함)도

그림 3 : 국립표준기술원의 3대 핵심 연구 프로그램 예산 변동 추이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국립표준기술원(NIST): 핵심 연구
프로그램 축소 등 23% 예산 삭감
상무부 산하에서 제조업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국
립표준기술원은 2017년 대비 23% 삭감된 7.3억 달
러를 배정받았다. 사이버 보안, 나노 과학, 통신 기
술 및 기초 연구 등을 연구하는 3대 핵심 연구 프로
그램의 경우 13% 예산 삭감이 이루어졌고 미국 제조
업의 생산성 향상과 중소 제조기업 지원을 위한 홀
링스 제조 확장 파트너십(Hollings Manufacturing
Extension Partnership)은 폐지될 예정이다. 제조

자료 : https://www.aip.org/fyi/2017/nist-science-down-13-trumpbudget(2017.7.6. 접속)

항공우주국(NASA): 전년대비 2.9%
삭감으로 선방하였으나 지구과학 등은
축소

혁신 관련 연구를 지원하는 제조 USA(Manufacturing
USA)의 경우에도 전년보다 1천만 달러 감소한 1천5
백 달러의 예산을 배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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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는 전년보다 5억 달러 줄어든 191억 달
러의 예산을 항공우주국에 배정하였다, 행성과학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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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 2007~2018년 항공우주국 예산 변동 추이 및 2018년 분야별 예산 변동폭

자료 : https://www.aaas.org/news/energy-basic-science-some-space-programs-face-big-fy18-budget-cuts(2017.7.6. 접속)

는 4.5% 증가한 1.5억 달러를 지원해 목성의 위성인 유로

전년 대비 9.7% 증가한 32억 달러의 예산이 배정되

파 탐사를 중단 없이 진행하고, 천체 물리학 분야의 경우

었다. 특히 우주 프로그램(총 2.5억 달러, 8,720만

에도 전년대비 8.9% 증가한 예산으로 허블 망원경의 100

달러 증가), 전자 기술(총 2.9억 달러, 8,350만 달러

배 크기인 WFIRST(Wide-Field Infrared Survey

증가), 방위 연구 과학(총 4.3억 달러, 7,000만 달러

Telescope) 개발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그러나 오바

증가), 정보 기술 분야(총 3.9억 달러, 3,910만 달러

마 행정부에서 추진했던 소행성 프로그램, 기후변화 관

증가)의 예산 증액이 두드러졌다. 이는 국방력 강화

련 지구과학 연구, 민간 우주비행사 프로그램, 우주 교

를 위해 국방 분야의 연구개발 예산을 10.4% 증액하

육 지원 등은 모두 전년 대비 다소 삭감된 예산을 지원

고 반대로 비국방 연구개발 예산을 21.8%나 삭감하

받게 된다. 항공우주국의 2018년도 예산에서도 트럼프

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을 그대로 보여주는 결과

행정부의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엿볼 수

라고 할 수 있다.

있다.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 과학기
술 관련 기관 중 유일하게 예산 증액

미국 과학계의 반대 기류 속에 의회
통과까지 난항 예상
트럼프 행정부의 2018년 예산안에 대해 미국 과학

국방성 산하로 인터넷의 원형인 ARPANET을 개

계는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히 하고 있다. 미국과학

발했던 방위고등연구계획국은 다른 기관들과 달리

진흥협회(AAAS), 미국정보기술혁신재단(ITIF),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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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 2016~2018년 방위고등연구계획국 예산 추이

자료 : https://about.bgov.com/blog/pentagons-cutting-edge-research-efforts-get-fy18-budget-boost/(2017.7.6. 접속)

국의학대학협회(AAMC), 미국심리학회(APS) 등은

다. 미국 의회의 예산안 확정안과 다른 국가들의 움

사이언스 홈페이지를 통해 비국방 연구개발 분야의

직임을 살펴보고 우리 과학계 및 정책에 미칠 파급

대폭적 예산 축소가 미국의 과학기술 기업들을 황폐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화시키고 의료 연구의 선두주자인 미국의 위상을 흔
들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미국 과학자들의 해외로의
이탈과 관련 일자리 감소, 과학교육의 약화 등도 우
려하고 있다. 현실적으로는 2011년 제정된 예산관리
법(Budget Control Act)이 큰 장벽이다. 예산안 관
철을 위해 예산관리법에서 정해놓은 국방·비국방
예산 상한금액을 수정하거나 폐지해야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하원의 과반 찬성과 상원 재적인원 60명
이상 동의가 필요하고, 상원의 공화당 의석수가 52
석에 불과한 상황에서 원안 통과는 불투명하다.
트럼프 행정부의 과학기술 분야 예산 축소 움직임
이 우리나라와 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
은 분명하지 않다. 신재생에너지, 환경, 의료·제약
분야 등에서 미국과 같은 선두국가들을 따라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미국의 움직임에 따
라 전세계적으로 연구개발 동력이 상실될 위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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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국의 O2O(Online to Offline) 혁신 동향:
공유 자전거 사례
글 : 백서인 (baekseoin@stepi.re.kr)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중국의 O2O: 공유 자전거 서비스 현황

(vertical) 육성에 집중 되어 있었다면, ‘인터넷 +’
에 포함 되어 있는 O2O 서비스는 이렇게 수직적으

O2O(Online to Offline)란 말 그대로 온라인

로 성장한 산업과 서비스를 수평적(horizontal)으

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것을 일컫는데, 방대한 위

로 결합시키는 강한 매개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치 데이터와 소비자 데이터를 다양한 매개체를 통

중국에서는 수많은 O2O 서비스가 개발되어 출시

해 기존의 일상서비스에 활용하는 O2O 서비스는

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뜨거운 서비스는 바로 자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중국의

전거 공유 서비스다. ofo와 Mobike 두 회사가 전

산업발전에 대한 정책기조가 ‘중국제조 2025’, ‘전

체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이 시장에는

략적 신흥산업 육성계획’ 등 전방위에 걸친 수직적

현재 7개의 기업이 진입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그림 1 : 중국 공유 자전거 서비스 진출 지역(왼쪽)과 사용자 수 증가추이(오른쪽)
(단위: 성, 만명)

출처: 比達咨詢(2017), 中國共享單車市場硏究報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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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 중국내 공유 자전거 별 사용료 및 보증금

브랜드

사용료

보증금

Mobike

1위안/30분, 0.5위안/30분(Lite)

299위안

ofo

1위안/1시간, 0.5위안/1시간(학생)

199위안

Bluegogo

0.5위안/30분

99위안

U-Bycicle

1위안/30분

298위안

Mingbike

1위안/30분

199위안

QIBEI

0.5위안/30분

200위안

Youonbike

0.5위안/30분

99위안

1bgx

0.5위안/30분

99위안

자료: 저자정리

있다.

한 벤처이다. 베이징대학교 재학 시절 자전거로 등

2016년 사용자 2,000만 명을 돌파한 중국내 공

하교 하는 데 어려움과 불편함을 겪던 다웨이는 이

유자전거 서비스의 이용자는 2017년에 접어들며

러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자전거 공유 서비스를

3,000만 명을 돌파하며 매우 빠르게 성장 중이

만들겠다는 결심으로 창업을 하게 되었다. 창업한

다. 매달 유저가 300만 명 이상씩 증가하고 있으며

지 3년 만에 ofo는 중국 공유 자전거 시장의 절반

2019년에는 1억 사용자를 돌파할 전망이다. 기본

이상을 점유하며 전 세계 6개국에서 서비스를 제공

적으로 공유 자전거의 이용방식과 사용료는 대동

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2,000만대의 공유 자전거

소이하며, 100~300위안(17,000원~51,000원) 정

를 통해 20개 국가 200개 도시에 서비스를 확대한

도의 보증금과 시간당 1~2위안(170원~340원) 수

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공유 자전거 시장의 또 다

준의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티베트, 신장, 칭하

른 강자인 Mobike는 기자생활을 하던 후웨이웨이

이, 네이멍구 등과 같이 넓고 인구밀도가 낮은 7개

가 2015년 1월에 창업한 회사이다. 중국 도시 내에

의 성을 제외한 중국 전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 중

공유 자전거가 지정된 공간에서 잠금장치와 결제

이며, 그중 55%는 1선 도시 지역에, 그리고 26.8%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대여가 가능한 문제점

는 2선 도시 지역에 분포 되어 있다. 또한 전체 시

에 착안하여 설립한 회사로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장의 51.9%를 ofo가 40.7%를 mobike가 그리고

서비스를 개시했다. 현재 싱가포르에 진출해 있는

나머지 브랜드가 7.4%를 차지하고 있다.

Mobike 역시 앞으로 미국, 영국 등 세계 각지로의

이중 가장 대표적인 있는 기업인 ofo는 베이징대

진출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최근 중국 최대

학교 학생 다이웨이가 2014년 친구들과 함께 시작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가 ofo에 7억 달러를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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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하고, 텐센트가 Mobike에 8억 달러(약 9,204억

존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의 자전거 공유 사업은

원)를 투자하면서 중국 공유 자전거 시장의 경쟁은

중국인들의 생활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했다고 할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수 있다.

또한 자전거 공유 서비스에 대한 차별화도 활발
하게 진행되고 있다. Mobike는 중국 최대의 박막

둘째, 서비스의 편의성

태양전지업체인 하너지와 협업하여 공유 자전거에

아무리 시장수요가 크다고 해도 결국은 서비

박막 태양전지를 설치하고 나아가 에너지 솔루션

스 본연의 편의성이 사업의 성공을 좌지우지 하

과 인터넷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했다(이지

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국의 자전거 공유 서

연, 2017). 또한 새로운 벤처인 Kuqidanche는 최

비스는 기존에 존재하던 자전거 공유 서비스를 매

근 인공지능 자전거 골드 에디션을 공개 했다. 앱

우 큰 폭으로 개선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중국

을 통해 사용자의 정보를 입력해 놓으면 자전거를

의 O2O 혁신의 물결로 인해 Wechat Pay를 필두

탈 때마다 안장높낮이가 알아서 조정되는 스마트

로 한 앱결제가 활발해져 결제의 방식이 획기적으

서비스가 부가되어 있는 버전이다. Bluegogo의 경

로 편해졌다. 사용한 후에 알아서 모바일에서 결제

우 7.9인치의 스마트 모니터를 설치한 블루 고고

되기 때문에 일일이 결제할 불편함이 없어졌다. 둘

프로 2를 공개 하였는데, 태양광 에너지로 작동되

째, QR코드 방식으로 자전거를 빌리기 때문에, 핸

며 방수와 방진기능까지 추가되었으며, 앱을 통해

드폰만 있으면 몇 초 만에 자전거를 언제 어디서

식당, 오락시설 등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기능까

나 빌려서 탈 수 있고 사용한 후에도 아무 곳에나

지 추가되었다.

세우면 된다. 자체에 설치되어 있는 자물쇠나 번
호키를 통해 자동으로 관리되며 별도의 절차가 전

중국 공유 자전거의 성공요인

혀 없다. 또한 Mobike의 경우 GPS를 통해 어디
에 자전거가 있는지 실시간으로 알아볼 수도 있

그렇다면 왜 공유 자전거는 중국에서 이토록 크

다. 이 과정에서 중국 창커들의 뛰어난 응용능력이

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여러 가지 성공요인을 종

여실히 드러났다. 기존의 중국과 외국에서 존재하

합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는 자전거 공유 서비스의 불편함을 파악하고 이를
중국의 강점인 온라인 지불 시스템과 QR코드로 해

첫째, 풍부한 시장 수요

결함으로써 서비스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증가시

다른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중국시장의 큰 수요는

켰다.

공유 서비스의 성공에 가장 큰 긍정요인으로 작용
한다. 그중 자전거는 중국인이 가장 애용하는 교통

셋째, 사회 문제 해결

수단으로써, 수십억대의 수요가 존재한다. 또한 자

14억 중국인의 오랜 교통수단으로 사용되어 왔

전거는 대중교통 사용이 불편한 지역과 거리의 이

던 자전거는 늘 도난문제, 파손문제 등이 가장 큰

동을 해결해 주는 최후의 교통수단으로 큰 수요가

불편 요소로 지목되어 왔다. 자전거 공유 서비스는

12

Science & Technology Policy ◀
과학기술정책 | 2017년 7월호 (통권228호)

공유 방식을 통해 도난과 파손의 문제를 현저히 줄

그림 2 : 공유 자전거를 직접 실어 나르는 또 다른 자전거

여 주었다. 또한 급격히 늘어난 차량으로 인해 겪
고 있는 심각한 환경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효과
를 낳고 있다. 이처럼 자전거의 안정적 활용과 환
경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서비스를
통해 정부와 기업 그리고 사회역시 강력한 지지와
격려를 얻어내고 있다.

중국 O2O 서비스의 과제
앞서 말한 자전거 공유서비스와 같이 중국형
O2O 서비스의 강점은 뛰어난 파급력, 풍부한 자금
력, 정부와 지자체의 전폭적인 지원, 우수하고 편
리한 서비스, 저렴한 비용 등이 있다. 그렇다면 이
러한 중국의 자전거 공유 서비스에는 어떠한 해결
과제가 존재할까? 현재 지목되는 주요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자료 : 저자 촬영

첫째, 비즈니스의 가치와 지속가능성
기존에 존재하던 재화를 공유함으로서 자원을 아

즈니스의 성공은 낮은 제조단가와 인건비가 큰 몫을

낀다는 원래의 공유경제 개념과 다르게 중국의 공유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생산 및 관리 비용의 지속

자전거 서비스는 전부 새로 생산된 자전거를 통해

적인 상승과 자전거 재배치 과정에서 초래하게 되는

제공되고 있다. 자원의 낭비가 굉장히 심각하다(이

시민들의 불편과 교통혼잡 등을 고려해 봤을 때 과

승환, 2017). 공유 우산, 공유 보조 배터리 등 중국

연 이것이 가치가 있는 지속가능한 비즈니스인지는

의 다른 O2O 서비스 역시 거의 대부분 서비스를 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해 재화를 새로 생산해 내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공
유경제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이러한 서비스를 운

둘째, 사업의 수익성

영하는 데 추가적으로 많은 인건비가 소모되고 있는

현재 보조금과 이벤트성으로 시장을 선점하기 위

것 역시 사실이다. 공유 자전거의 경우만 해도 많은

한 치열한 공방이 끝난 후 가격이 올라간다면 얼마

소비자가 몰리는 일부지역에 공유 자전거를 배치하

나 많은 사용자가 이탈할지 가늠이 안 되는 것 역

기 위해 수많은 인력들이 수시로 자전거를 실어 나

시 사실이다. 또한 비즈니스 모델의 확장성과 다른

르고 배치하고 정리하고 있다. 즉, 중국형 O2O 비

비즈니스와의 연계성이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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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대안도 필요해 보인다.

계를 확대해 나갈 수 있을지 역시 의문이다.
생산자 측면에서 자전거의 손실·분실·유지보

셋째, 투자 거품과 출혈경쟁, 그리고 과점

수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진지

중국내 O2O 사업에는 전반적으로 시장 선점을

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사업초기 다수의 사용

위한 프로모션에 상식이상의 과도한 자금이 투입

자가 장금장치를 해체하거나 종료하지 않고 개인

되고 있다. 현재 중국정부의 핵심 정책기조인 ‘대

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공유 자전거의 훼손

중창업, 만인창신’ 정책의 명목으로 막대한 자금

율은 매우 높았다. 또한 사용자들이 자전거를 공공

을 업은 후발주자들은 과도한 출혈경쟁전략을 구

재로 인식하여 사용과 관리에 소홀히 하는 경우가

사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이는 결국 시장의 왜곡으

많아 유지보수에 많은 비용이 소모되었다. 두 회사

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현재 자전거 공유시장에

모두 자체 캠페인과 신고 보상제도 등을 통해 관리

진입한 7개의 회사 중 벌써 1개의 업체는 도산했으

감독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며 이는 건전한 창업 생태계 구축에는 악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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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다. 현재 중국의 국가경제와 산업의 성장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그림자 금융’의 축소판이
1)

라고 할 수 있다. ofo와 Mobike의 치열한 경쟁은
과거 차량 공유 서비스 분야에서 텐센트가 지원하
는 ‘디디추싱’과 알리바바가 지원하는 ‘콰이디다처
(快的打車)’의 경쟁과 매우 흡사한데 이 경쟁은 지

참고문헌
이지연(2017), 공유자전거+태양광 에너지=?, 네이버 차이나 랩 http://
blog.naver.com/china_lab/221044534860
이승환(2017), 중국의 공유경제, 축배를 들기에는 이르다, 네이버 차이
나 랩, http://blog.naver.com/china_lab/221016745563
ofo 웹사이트, http://www.ofo.so/about/
Mobike 웹사이트, https://mobike.com/global
比達咨詢(2017), 中國共享單車市場硏究報告

난 2015년 2개사가 디디추싱으로 통합되면서 마무
리되었다. 즉, 중국의 O2O 시장에서의 경쟁은 결
국 그 뒤에 있는 거대한 ‘보이는 손’ 간의 합의를 통
해 1,2위 업체 간의 합병이 이루어지게 되고 결국
은 시장을 독점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급격
한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고, 결국 그 부담은 고스
란히 소비자의 몫이 된다. 또한 위에 나열된 해결
과제 외에도 사용자 정보보안 문제나, 자전거 사용
자들의 질서 문제 등 많은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베이징, 상하이, 심천 등 주
요 지자체에서도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다방면에
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앞서 제기된 많은 문제와 잠재 위험에도 불구하
고 최근 들어 중국에서 나타나는 여러 방면의 혁신
은 우리에게 경이로움과 자극을 안겨주고 있다. 참
신한 아이디어와 과감한 도전정신 그리고 정부의
과감한 정책지원과 규제완화는 중진국 성장통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 언
제부턴가 우리보다 빠르게 세계로 뻗어나가는 중
국의 O2O 비즈니스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한국
형 O2O 비즈니스 생태계를 성공적으로 육성하고
나아가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1) 그림자 금융이란, 성장을 위해 유도한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과도한 인센티브와 지원자금의 부담을 결국은 정부와 은행이 나서서 떠안으며 생기는 부
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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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고속성장 중인 중국의 반도체 산업

글 : 장 훈 (hoonjang@stepi.re.kr)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지난 7월 초, 삼성전자는 2017년 2분기 연결기

있는 SK 하이닉스 역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

준 매출 60조원, 영업이익 14조원의 (잠정) 깜짝

고 있다.1) 최근의 이러한 호황은, 메모리 반도체 가

실적을 발표해 국내외에서 큰 화제가 되었다. 특

격 상승이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구체적으로, IT

히, 이번에 발표한 실적은 증권가의 예상을 크게

기기의 고용량, 고사양화와 서버 및 데이터센터 증

웃도는 수준으로 전문가들은 반도체 부문의 실적

설로 인한 서버 D 램 및 3D NAND 向 플래시의

확대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각 기업들의 이익 극

실제로, 이번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실적은(약

대화 전략에 따른 증산 속도 조절이 맞물려, 메모

7.8조원 추정) 현 세계 반도체 업계 1위인 인텔의

리 가격 상승을 불러온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실적을 뛰어 넘을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이는, 삼

올 상반기 D 램과 NAND 플래시의 평균판매단가

성전자가 지난 1992년 일본 NEC를 제치고 반도체

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25%, 15% 상

업계 1위에 등극한 인텔을 24년 만에 누르고 새로

승했다.2)

운 반도체 시장의 왕좌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졌

그렇다면, 언제까지 이런 호황이 지속될 수 있을

다는 데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참고로, 삼성전

까? 여기에는 다양한 국내외적 기회와 위협요소가

자는 2002년 업계 2위에 오른 이후 줄곧 같은 자

있겠지만, 본고에서는 그동안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리를 유지해 왔다.

변방(邊方)에 머물러 있던 중국의 성장에 주목하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자 한다. 구체적으로, 최근 중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

산업은 지금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 삼성전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이것이 우리나라 기업들에

자와 함께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양대 축을 이루고

시사 하는 바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보고자 한다.

1) SK하이닉스는 2017년 1Q 매출 6조 2천억 원, 영업이익 2조 4천억 원을 기록, 분기 기준 모두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다. (출처: https://www.
skhynix.com/board/download.do?seq=1400)
2) http://www.dramexchang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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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반도체 굴기(倔起)

를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을 배출한다는 목표를 세우
고 이를 위한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그림 1> 참

중국의 반도체 굴기 추진 배경은 글로벌 IT 기기
3)

조).

업체들의 주요 생산 기지 이자 거대한 내수시장을

실제로, 중국은 이미 반도체 설계 전문

보유하고 있는 중국이 부족한 기술력, 투자, 체계

(Fabless), 수탁 주문생산(Foundry) 및 후(後) 공

적 지원 정책 부재로 인해 자국에서 소비되는 반도

정(패키징) 시장에 이미 진입하였고, 각 분야에

체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데서 출발한다. 게

서 단기간에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다가, 최근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등 다양한 신

특히, 고도의 기술력과 인력 인프라가 요구되는

산업의 등장에 따라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Fabless 분야에서의 성장이 눈에 띈다. 중국은 이

반도체 수요도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주요한 배경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적극적인 고급인력 유

원인으로 꼽힌다.

치를 통해, 2014년 세계 Fabless 상위 50개 기업

중국 정부는 2014년 “국가 반도체산업 발전 추진

(매출액 기준)에 총 9개의 기업을 올렸고, 이 중

요강”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술

HiSilicon은 처음으로 세계 Top 10에 진입하였다

개발, 제품 양산 및 정부 지원을 통해 세계 최고 수

(<표 1> 참조).

준의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반도체 업계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높은 것으로

그림 1 : 중국 반도체산업 발전 추진 요강 로드맵

자료 : Weekly KDB Report(2016:4) 재구성

3) 전 세계 Mobile 기기의 82%, PC의 65%가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다. (출처: International Business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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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진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도 중국기업들의

와 활발한 인재 유치를 통해 극복하고 있다. 한 예

약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올해 초에는 중

로, 중국의 창장메모리는 D 램 생산 기술력 향상

국의 대표적 국유 반도체 제조업체인 칭화유니그

을 위해, 대만 D 램 산업의 ‘국부’로 불리는 난야

룹이 난징에 D 램과 NAND 플래시 생산 공장을 건

(Nanya)의 찰스 카우 전 부회장을 메모리 개발부

설하겠다고 발표했고, 지난 5월에는 루이리IC가

서의 수장으로 영입하였으며, 미국의 인텔이나 마

주요 D 램 장비 기업에 올해 말까지 설비 반입을

이크론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과의 활발한 기술 라

요청하였다. 계획대로라면, 이 기업은 내년 1분기

이선스도 진행하고 있다.

부터 장비 세팅 및 D 램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

반도체 코리아, 슈퍼 호황 지속되려면

인다.
그동안, 한국이 주도해온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
장에서 이러한 중국의 성장이 시사 하는 바는 적지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선언했을 때부터, 중국 반

않다. 특히, 상대적으로 공정이 단순하고 표준화

도체 산업의 성장은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 특히,

된 NAND 플래시가 아닌 D 램의 경우, 초기 투자

한국이 패권을 쥐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세

비용이 높고, 생산 공정이 까다로워, 중국이 (혹은

번째 치킨게임에 돌입할 가능성이 커졌다. 엎친 데

후발주자가) 쉽게 따라오기 힘든 분야라고 알려져

덮친 격으로, 올해 초 인텔은 D 램과 NAND 플래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은 이러한 회의적인

시 메모리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시각을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한 기업 M&A

(3D X포인트4))을 시장에 공개하며 한동안 발을 빼

표 1 : 세계 Fabless 상위 10개 기업(매출액 기준)

순위

회사

본사 위치

2014년 매출액(억달러)

1

Qualcomm

U.S.

191.0

2

Broadcom

U.S.

83.6

3

Media Tek

Taiwan

70.3

4

AMD

U.S.

55.1

5

Avago

U.S.

43.7

6

Nvidia

U.S.

43.5

7

Marvell

U.S.

37.6

8

HiSilicon

China

32.2

9

Xilinx

U.S.

24.5

10

Altera

U.S.

19.3

자료 : 안기현, 중국반도체산업 동향(2015:11) 재구성

4) 2017년 3월 인텔은 기존 D 램보다 훨씬 저장 밀도가 높고, NAND 플래시에 비해 약 1000배 빠른 속도와 내구성을 갖는 차세대 비휘발성 메모리를
공개했다.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3D_XPoint)

18

Science & Technology Policy ◀
과학기술정책 | 2017년 7월호 (통권228호)

고 있던 메모리 시장에 복귀했다.
최악의 경우, 한국은 중국의 빠른 추격과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패러다임 변화 주도의 희생양이 되

간에 경쟁기업과의 기술격차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는 만큼, 지금보다 확실한 기술과 인력 보호를 위
한 기업과 정부 차원의 공동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

어 그 패권을 양국에 빼앗길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

셋째, 중국의 고속성장을 이용할 수 있는 전략을

황이 되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위기 상황

마련해야 한다. 중국의 고속성장을 제어할 수 없

을 돌파해 나가야 할까?

다면, 이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략을 모

첫째,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필요하다. 반도

색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한 예로, 국내

체 산업에서 꾸준히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시장

Fabless, Foundry 및 반도체 소재·장비 업체들

을 선도할 수 있는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에게는 중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당장 상용화는 어렵더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

라도, 장기적으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바

해서는, 비교적 저변이 좁고 생태계가 취약한 이들

탕으로 안정적인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연

기업들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의 체계

구개발 투자 계획이 필요하다. 하지만, 최근 정부

적인 지원과 관련 기업들 간의 유기적 협력 방안을

는 2016년 반도체·디스플레이 국가 R&D 신규 사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바 있다. 이는, 정부가 “대기

언제까지나 호황은 지속될 수는 없을 것이다. 다

업 중심의 반도체 강국” 이라는 위상에 가려, 반도

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일본에 반도

체 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준비에 얼마나

체 패권을 넘겨주었던 미국이 여전히 반도체 시장의

소홀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볼 수 있다. 우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한국에 반도체 패권을

리나라가 꾸준히 반도체 강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

넘겨주었던 일본 역시 반도체 장비와 소재 업체가

해서는 지금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

꾸준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의

로 보다 효과적인 연구개발 투자 노력이 필요하다.

사례가, 어쩌면 호황기 다음을 준비해야 하는 우리

둘째, 핵심기술/인력유출을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기업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중국은 부족한 기술력을 단
기간에 메꾸고자 해외 고급 인재들을 유치하는 데
힘을 쏟고 있고,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
다. 국내의 유수 인재들도 중국의 매력적인 제안에
이직을 결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다행
히, 반도체 산업이 국가기간산업으로 지정되어 있
고, 주요 기술들은 정부가 국가핵심기술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으나, 아직 기업과 정부의 유기적인 공

참고문헌
Weekly KDB Report(2016), 「중국반도체 굴기의 동향 및 대응전략」,
KDB 산업은행
안기현(2015), 「중국 반도체 산업 동향」,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조를 통한 선제적 기술/인력 유출 방지는 잘 이루어

전병서(2015), 「중국의 대전환, 한국의 대기회 - 반도체산업의 기회인가」,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핵심 기술의 유출은 단기

방보경(2015.09.14.), 「한국 반도체산업의 위기와 Fabless/Foundry
Company의 중요성」,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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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글

가르기를 부추기고 논쟁을 확대재생산하는 데 목
적을 두지 않는다. 오히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

주류 경제학(mainstream economics)에서는 전

고 다양한 결과를 도출한 연구들 저변에 흐르고 있

통적으로 과학기술이 발전하여 경제 내의 총요소

는 공통된 맥락이 무엇인지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

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이 향상되면 장

로 이 글에 소개된 모든 연구자들이 동의할만한 시

기 경제성장이 촉진되고, 그 결과 일자리도 자연스

사점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럽게 늘어난다는 입장을 취한다.
지난 몇 년 사이 이러한 전통적인 시각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부상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 발전의 현존하는 일자리에
대한 미래 영향 전망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이라는, 대중적
인 유행어가 되다시피 한 용어를 굳이 언급하지 않

노동시장에 이미 현존하는 일자리의 경우, 각 직

더라도 최근의 급격한 과학기술 발전이 노동시장

종의 특성에 따라 급격한 기술 발전이 향후 해당

일자리 총량에 미치는 영향이 장기적으로도 반드시

일자리의 생존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대략적으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로나마 예측할 수 있다. 이에 착안하여 가장 먼저

이 글은 최근 국내외 학계에서 수행되어 온, 과
학기술의 발전이 일자리 총량에 미치는 영향을 전

수행된 연구이면서 가장 많이 매스미디어 등에 인
용된 연구가 바로 Frey and Osborne(2013)이다.

망한 연구 결과를 가능한 한 폭넓게 소개하고자 한

Frey and Osborne(2013)의 분석 결과에 따

다. 아래에서 보듯, 국내외 여러 전문 연구자들이

르면, 인공지능 기술의 기반이 되는 기계학습

동일한 주제에 대해 연구를 하였더라도 활용된 방

(machine learning) 및 이동 로봇공학(mobile

법론, 데이터 및 초점을 맞춘 국가와 시기 등에 따

robotics) 등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미국의 노동시

라 미래 일자리에 대한 기술진보의 영향 예측에 상

장에서 현존하는 일자리의 47%가 향후 수십 년 간

당히 큰 편차가 나타난다.

대체 가능성 70% 이상인 고위험군에 속한다.

이 글은 이러한 차이에 주목하여 연구자 간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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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노동시장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여파에 대해

Arntz et al.(2016)의 접근 방식을 절충하여 대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진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위험 일자리 비율을 산출한 결과, 2025년 전체 평

갖는 연구이다. 더불어 Frey and Osborne(2013)

균 기준 70.6%에 달하였다. 이는 김세움(2015)이

의 분석 틀은 미국 외의 다른 국가에 대해 확장 가

제시한 55%-57%, Arntz et al.(2016)이 우리나라

능하다. 즉 이들이 제시한, 미국 기준으로 제시된

에 대해 도출한 6%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이다.

각 직종별 대체 확률을 다른 국가의 직업 및 노동
시장 관련 데이터와 매칭시킬 경우, 타 국가에 대
해서도 과학기술 발전의 노동시장에 대한 장기 전

과학기술 발전의 일자리 총량에 대한
미래 영향 전망

망을 최소한 현존하는 일자리에 대해서는 수행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현존하는 일자리에 대해 과학기술의

김세움(2015)은 Frey and Osborne(2013)의 분

급격한 발전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추정한 국내

석 틀을 우리나라에 적용하여 향후 수십 년 후 우

외 연구 결과를 소개하였다. 물론 더 흥미로운 주

리나라 노동시장에서 급격한 기술진보로 인해 사

제는 미래 일자리 총량에 대한 기술진보의 영향을

라질 위험이 큰 고위험군에 속한 일자리의 비중을

전망하는 것이다. 즉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산정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 그 비중이 55%

인해 소멸하는 일자리와 새롭게 창출되는 일자리

에서 57%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Frey and

를 모두 고려할 때, 과연 그 합계가 양인지 음인지

Osborne(2013)이 미국에 대해 산정한 47%에 비해

의 여부, 그리고 그 절댓값이 어느 정도나 될지 예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측한 결과에 대한 궁금증이 클 수밖에 없다.

반면 Arntz, Gregory and Zierahn(2016)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현재 이미 있는 일자리가

은 Frey and Osborne(2013)의 직종 기반

미래에 얼마나 사라질지를 예측하는 작업이, 미래

(occupation-based) 분석 방식이, 기술 발전의 일

새롭게 창출되는 일자리가 얼마나 될지 예측하는

자리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과대 추정할 수밖에 없

작업에 비해 그나마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기본적

는 방법론이라고 비판한다. Arntz et al. (2016)

으로 민간 부문의 창의성이 발현되어 나타나는 신

은 직종 기반 분석에 대한 대안으로서, 과업 기반

산업 발전 및 신직업 생성 등으로 인해 새롭게 생

(task-based) 분석 방식이 더 적절한 방법론임을

기는 미래 일자리의 수를 정량적으로 예측하는 것

주장하고 실제 해당 방법론을 따라 분석한 결과를

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제시하고 있다. Arntz et al.(2016)에 따르면 미

이러한 커다란 제약에도 불구하고, 미래 일자리

국의 대체 가능 고위험 일자리 비중이 9%에 그쳐,

총량에 대해서 정량적인 예측 결과를 내어놓은 국

Frey and Osborne(2013)의 47%에 비해 크게 낮

내외 연구가 의외로 꽤 있음을 주목할 만하다. 그

게 나타난다.

예로서 Boston Consulting Group(2015), World

박가열·천영민·홍성민·손양수(2016)가 우리

Economic Forum(2016), Roland Berger(2016),

나라 노동시장에 대해 Frey and Osborne(2013)과

이민화(2017) 등의 연구를 들 수 있고, 일본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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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성이 2016년에 추정한 결과(한국로봇산업진흥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여러 가정에 근거하여 전

원, 2016)도 있다.

망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즉 이들 연구는 과거

Boston Consulting Group(2015)은 독일의 인

에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통적인 주류 경제

더스트리 4.0(Industrie 4.0)으로 말미암아 2025

학에서 활용되는 정량분석 방법론을 활용하여 기

년까지 독일에서 96만 개의 일자리가 새롭게 생기

술발전의 일자리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분

는 반면 61만 개의 기존 일자리가 사라져, 35만 개

명 아니다.

의 일자리 총량 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과거 데이터에 대한 정량분석이 최근까지 전무하

World Economic Forum(2016)은 4차 산업혁

다시피 한 이유는 현실적으로 적절한 데이터를 찾

명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2015년 대비 2020년까지

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과거 서구 선진국

716만 5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202만 1천 개

에서 각국의 산업혁명 초기 기술 발전에 따른 기계

의 일자리가 새롭게 생겨 일자리 총량이 514만 4천

화가 일자리 총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

개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하는 데 활용할만한 자료를 찾기는 매우 힘들다.

Roland Berger(2016)는 인더스트리 4.0이 서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흔히 상정하는 과학기술

럽 지역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그 결

발전의 일자리 총량에 대한 과거 긍정적 영향이라

과 2035년까지 새롭게 생기는 일자리가 970만 개,

는 것이, 사실은 기술진보 외의 다양한 요인, 예를

사라지는 일자리가 830만 개로서 순 고용효과는

들어 새로운 해외 시장 개척 등이 일자리 증가에

140만 명 증가일 것으로 예측하였다.

미친 영향을 통제하는 방식의 엄밀한 분석이 수행

다음으로 한국로봇산업진흥원(2016)에서 소개한
일본 경제산업성의 추정 결과를 보면, 4차 산업혁

된 적이 없는 상태로, 우리의 관념 속에 막연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일 수 있다.

명으로 인해 일본 내에서 2030년까지 735만 개의

이러한 커다란 공백, 즉 일자리 총량에 대한 기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나 구조개혁을 통해 새로운

술 진보만의 영향을 분리하여 과거 데이터를 분

일자리를 창출하면 일자리 감소폭이 161만 개로 줄

석한 연구의 부재를 해소하는 데 기여한 연구가

어들 것으로 예측되었다.

Acemoglu and Restrepo(2017)이다. 이들이 미국

한편 이민화(2017)는 인간의 자기표현 및 자아

의 지역별 노동시장을 분석한 결과, 1990년-2007

실현 욕구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으로 작

년 사이 산업용 로봇 사용의 증가는 유의미한 고용

용할 것이므로, 미래 일자리 총량은 줄어들지 않을

감소 및 임금 하락을 야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것이라고 주장한다.

러한 부정적 영향은 제조업 분야 생산직종에 국한
되지 않았고, 어떤 직종에서도 생산성 향상에 따른

과학기술 발전이 과거 일자리에 미친
영향

고용 증가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Acemoglu and Restrepo(2017)는 지금까지 우
리가 명확한 실증적 근거 없이 막연히 품고 있던,

지금까지 소개한 연구들은 과학기술 발전이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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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쳐왔을 것이라는 추측의

요하다는 점이다. 국내외 연구자들이 각자 차별화

정확성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향

된 연구 결과를 내어놓는 근본 목적이 누가 미래

후 몇 년 간 미국 이외의 다른 국가 및 다른 시기에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걸려 있는 상금을 타 가는지

대해 비슷한 주제의 연구가 다수 수행될 것으로 예

가리는 게 아닌 이상, 커다란 편차가 있는 다양한

상되는데,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 단계에 도달하

연구 결과를 서로 간에 모두 존중해야 할 것이다.

기 이전의 기술 진보가 과거 여러 나라 노동시장에

이때 자연스런 논리적 귀결은, 미래 일자리에 기술

대해 미친 영향들에 대한 명확한 실증적 근거가 축

진보가 미치는 영향은 기본적으로 불확실성이 매

적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 큰 사안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불확실성이 큰 미래 사안에 대해서는, 결

시사점

국 상당 수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전망에도 불구하
고 부정적 여파를 우려하는 전망에 상당 부분 맞추

모든 분야에서 그러하듯, 특정 주제에 대해 논쟁

어 미래에 대한 정책적 대비를 해 나가는 것이 불

을 벌이면서 각자의 견해 차이를 부각시키기는 너

가피하다. 따라서 고용노동정책 및 복지정책 등의

무나 쉽고, 겉으로 드러난 현격한 차이에도 불구하

영역에서, 향후 급속한 기술진보로 인해 혹시나 있

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내는 노력은

을지도 모르는 일자리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 대해

무시되기 십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

철저하게 대비해나가는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발전의 미래 일자리에 대한 영향 관련 연구를 수행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사안은, 혹시나 발생할지

해 온 대다수 국내외 연구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모르는 기술진보의 일자리 총량에 대한 부정적 영

지점을 최대한 찾아내어 제시하고, 이로부터 의미

향 때문에 우리가 과학기술 발전 속도를 늦추거나

있는 정책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제한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의 여부이다.

먼저 주목할 부분은, 급격한 기술 발전이 미래

과거 러다이트 운동(The Luddite Movement)의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예측한 여러 연구 결

취지를 오늘에 되살려, 급격히 발전하는 인공지능

과들 간 편차가 매우 크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등으로 인해 고숙련 지적노동 일자리까지 머지않

미래 전망은 기반을 둔 가정에 따라 크게 달라질

은 미래에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현존하는 일

수밖에 없음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다만 이들

자리 보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본

연구들이 각각 기반을 둔 가정 중 어떤 게 맞고 어

격적으로 고개를 들 날이 멀지 않을 수도 있기 때

떤 것은 틀리다고 현 시점에서 판단하기 어렵다는

문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첫 번째로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

과학기술 발전의 미래 일자리에 대한 영향을 분

은,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급격한 과학기술의

석한 연구들의 기저에 일맥상통하여 흐르고 있는

발전이 미래 일자리 총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불

문제의식은, 일자리에 대한 영향과 관련하여 과학

확실성이 매우 크고,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

기술 발전을 방해하거나 속도를 늦춰야한다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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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과는 하등의 관계를 갖지 않는다. 일부에서의 오

대한 부정적 여파 가능성을 이유로 과학기술의 발

해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일자리에 대한 부정적 영

전 자체를 제약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며, 발생 가

향이 강하게 드러나는 분석 결과를 제시한 연구들

능한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앞서 지적하였듯 고

조차 철저한 정책적 대비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용노동정책 및 복지정책 등을 통해 대응책을 철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문제 제기에 방

히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점을 찍고 있고, 아예 기술 발전 자체를 손대야한
다는 주장은 펼치지 않는다.

일부에서 주장하듯 다른 분야에서처럼 과학기술
이 일자리 순증가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즉 두 번째로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시사점은,

세부적으로 면밀하게 따져 봐야한다는 시각은 현

과학기술이 미래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

실적이지 못하다.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R&D 투

에 관계없이, 과학기술 발전은 기본적으로 아무런

자가 미래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현 시점에서 정

방해를 받지 않고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량적으로 평가하기도 힘들고, 설령 평가가 가능하

것이다. 물론 인간의 존엄성 혹은 생명 윤리에 위

더라도 그 결과에 따라 R&D 투자의 우선순위를

배 되거나 인류 전체의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는

가리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

특정 유형의 기술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문의 여지가 크다. (김세움·최석준, 2016) 대표적

제약이 가해질 수 있다. 그러나 미래 노동시장에

으로 기초과학 연구에 대해 당장 가시적인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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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출 연계가 어렵다고 해서, 관련 투자의 대폭 축

년 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면밀한 정

소를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책으로 구현될 때, 우리는 과학기술 발전이 노동시

위에서 살펴본 연구들의 경우, 기술진보가 지속

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최대로 누리면서 부

적으로 급속하게 이루어진다는 전제 하에 미래 일

정적인 여파는 최소화시키는 데 성공할 수 있을 것

자리에 대한 영향을 전망하였다. 즉 기술진보 속도

이다.

가 인위적 요인에 의해 지체될 때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사례는 아직 없다.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의 경우, 우리가 직접 과학기술 발
전에 나서지 않더라도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개발된 기술을 도입하여 활용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결국 일자리에 대한 부정적 여파를 우려하여 기
술 발전을 지체시키는 경우와 비교하면, 우리 자체
적으로 기술 발전을 꾸준히 지속해갈 때 설령 일자
리 총량이 지금보다 감소한다 하더라도 그나마 감
소폭이 상대적으로 작고, 따라서 정책적 대응의 여
지가 더 클 것으로 상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일자리
감소 우려만을 이유로 과학기술 발전 속도를 늦추
려는 시도는 피해야할 자충수인 것으로 판단된다.

맺음말
이 글은 과학기술 발전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국내외 연구를 검토하고, 관련 연구를 수
행해 온 대부분의 연구자 및 해당 주제에 관심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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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y, C. B. and M. A. Osborne(2013), “The Future of Employment: How
Susceptible are Jobs to Computerisation?” Oxford Martin School
Working Paper.

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두 가지의

학기술 발전 속도를 늦추려는 시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 이 두 가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
으로 효과적인 정책 대응을 위한 연구가 향후 수

Roland Berger(2016), “The Industrie 4.0 Transition Quantified”.
World Economic Forum(2016), “The Future of Jobs : Employment, Skills
and Workforce Strategy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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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과학기술이 일하는 방식에 미치는 영향
글 : 박성원 (spark@stepi.re.kr)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과학기술은 사회변화를 일으키는 주요한 동인 중

일하는 방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논의하려고 한다.

하나다. 물론 사회를 변화시키는 요인들은 과학기

수많은 새로운 과학기술을 언급한다는 것은 불가

술 외에도 경제와 정치적 변화, 사회 주요 세력 간

능하기 때문에 이번 논의에서는 우리사회가 뜨겁

의 갈등과 대립, 새로운 문화의 유입, 인구의 증감

게 토론하고 있는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들을 주

등을 들 수 있다(그림 1 참조).

제로 삼는다.

이 글에서는 과학기술이 사회변화를 추동하는 주

4차산업혁명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언급

요 변인으로 간주하고 새로운 과학기술이 등장함

해야 하는 기술들은 달라질 것이다. 자율주행자동

에 따라 사회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그에 따라

차, 사물인터넷, AI, 로봇, 드론, 3D프린팅부터 가

그림 1 : 과학기술 등이 추동하는 다양한 사회변화의 특징

출처: Bishop & Hines, 2012, 필자가 원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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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강 현실 기술은 물론 나노와 바이오 공학까지

4차산업혁명은 디지털화

포괄하는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들은 어쩌면 현재
우리시대 최첨단 기술들의 총집합 같아 무척 복잡

해묵은 주제 같지만 4차산업혁명 또는 산업 4.0

하다. 한정된 지면의 한계를 고려하고 좀 더 효과

이 추동하는 변화는 디지털화(digitalization)로 ‘독

적으로 기술의 변화와 일의 변화를 살펴본다는 목

일에서는’ 이해되고 있다. 사물인터넷의 확산, 초

적에 맞게 이 글은 4차산업혁명 논의의 초기 진원

연결사회, 인공지능의 출현, 가상과 물리적 세계의

지로 알려져 있는 독일의 산업 4.0이라는 프레임

결합 등 4차산업혁명을 설명하는 온갖 수식어를

에서 일의 미래를 가늠해보기로 한다. 독일 정부와

‘디지털화’로 요약하면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산업계 및 노동계는 2011년 산업 4.0을 논의하면

있다. 또 기술의 변화가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갖

서 이것이 사회와 노동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킬 것

고 있는지 설명하는 데에도 디지털화라는 용어는

인지 깊이 있게 조사하는 노동 4.0을 진행하고 있

적절한 것 같다.

다. 필자는 지난 7월 초 독일 베를린에서 노동 4.0

디지털화는 달리 말하면 자동화로 이해된다. 지

에 참여하고 있는 독일 통합서비스노조(Verdi) 바

금 논의하는 자동화의 범위와 내용은 이전과는 비

바라 수섹(Barbara Susec) 혁신과좋은노동 국장

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고 깊어졌다. 이른바 인간

과 나눈 이야기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의 모든 노동을 기계로 대체하는 것이다(그림 2 참
조). 과거 생산자동화로 육체적이든 정신적 노동

그림 2 : 자동화로 대체될 노동

출처: Santens 2016, 박성원(2016: 23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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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반복적인(routine) 일은 많은 부분 대체되었

와 협상 또는 파업에 나서게 되는 것이 과거 우리

다. 그 결과 이 분야의 일자리는 늘지 않았다. 그럼

가 겪은 노동운동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4차산업

에도 의사나 엔지니어, 헬스 트레이너 등 비반복적

혁명도 새로운 산업합리화의 전략으로 볼 수밖에

(non-routine) 일자리는 꾸준히 증가했다. 이 부

없다.

분은 기계로 대체하기 힘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러

이런 관점에서 독일은 1980-90년대 혹독한 산

나 4차산업혁명이 추동하는 모든 부분에서의 자동

업합리화 과정을 거쳤고, 당시 일자리에 어떤 변화

화는 이런 비반복적 일자리마저 대체할 것으로 조

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미래를 예측하는데

심스럽게 전망되고 있다.

도움이 된다. 예컨대, 이규철(2004)은 1993년 독

이같은 전망은 아직은 먼 미래의 일이다. 또 이

일의 폭스바겐이 산업합리화를 위해 노동자 감축

런 현상이 가속화되어 생각보다 일찍 현실이 된다

을 추진하다가 폭스바겐의 노동자평의화와 독일의

고 해도 인간의 일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예컨

금속노조와 협상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대 자율주행차의 등장으로 택시 기사의 일자리는

그에 따르면 당시 폭스바겐은 ‘주 4일제’를 통한 노

사라질 수 있지만, 자율주행차 관련 일자리는 새로

동시간의 단축, 노동자의 소득 20% 감소분을 보완

만들어질 것이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가 상용화

하기 위한 보너스나 크리스마스 보너스의 정상적

되었을 때, 이런 자가용을 이용할 시민들이 받아야

인 월급여 계상 등에 합의한다. 또 30세 이하 미혼

할 사전의 안전교육이라든가, 자율주행차를 처음

자 4만 명은 1년 중 8-9개월만 근무할 수 있게 하

사용할 때 생길 수 있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고 나머지는 직업훈련원에서 새로운 직능 교육을

가상현실 온라인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또 다른 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고령 노동자는 적게 일하

전교육과정이 필요한 셈이고, 이를 담당할 새로운

면서도 타기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거나, 노동시간

일자리는 창출될 것이다.

을 줄여 자연스럽게 정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와 노사문화, 노사관계 등이 다른 독일과 단

새로운 산업합리화 과정의 진행

순 비교를 할 수는 없으나, 이런 과정을 통해 노동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조정했다는

산업 4.0을 시행하고 있는 독일은 새로운 산업

사실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실 우리사회가 논의

합리화가 진행 중이다. 생산성은 높이고 그에 따

하고 있는 4차산업혁명의 목적은 노동시간은 줄이

른 비용은 줄이는 것이 산업합리화(industrial

고 노동생산성은 높이자는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

rationalization)의 요체다. 이 개념은 그리 새로울

다. OECD 국가 중 한국은 노동시간의 측면에서

것은 없으나 새로운 기술이 미치는 일자리의 변화

가장 많이 일하는 국가로 분류되면서도 생산성은

를 논하려면 다시 산업합리화를 거론하지 않을 수

매우 낮은 국가이기도 하다. 결국 새로운 기술을

없다. 사업주는 기계를 들여와 생산성을 높이려고

통해 얻으려는 것은 일하는 시간의 축소와 생산성

하고 노동자들은 이런 산업합리화의 명분에 맞서

의 향상이다. 일하는 시간의 축소는 소위 ‘저녁이

일자리 보장을 목표로 노동조합을 만들어 사용자

있는 삶’이라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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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현재 우리사회에서 바람직한 가치로 간주되고

논의는 생략한 채 4차산업혁명의 장밋빛 전망에

있다.

대해 주로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일하는 시간의 축소가 노동자들에게 우
호적인 것만은 아니다. 앞서 소개한 독일의 폭스바

새로운 일자리와 일하는 방식

겐 사례에서 보듯 소득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더 나아가 사회전체에 일자리의 감소가 확산될 수

당시 독일의 산업합리화 과정을 다룬 정승국

도 있기 때문이다. 더 깊이 있게 보아야 할 문제는

(1998)은 자동화 공정의 진행에 따라 독일 작업장

독일은 이미 90년대까지 이런 산업합리화를 통해

에서는 미숙련노동자가 숙련노동자로 대체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노동생산성과 최저 수준의 노동

생산직 노동자의 재전문화가 진행되었고, 많은 노

시간이라는, 우리로선 부러워할만한 수준까지 올

동자의 직무는 새로운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

라섰음에도 다시 산업4.0이라는 산업합리화를 진

방향으로 새롭게 정의되었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독

공정제어, 컴퓨터 프로그래밍, 트러블 슈팅 등을

일식의 4차산업혁명을 따라할 경우, 독일이 겪은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 조정 노동자’라는 새

80-90년대 구조조정과 노동계의 혼란, 복잡한 노

로운 용어가 등장했으며, 이들은 새로운 자동화 시

사협상의 과정을 단기간에 압축적으로 겪어야 한

대 신생산구조에서 진화된 노동자로 소개되었다.

다는 예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이런

시스템 조정 노동자들은 “생산공정의 연속을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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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 책임을 지고 있다”고 분석되었다(정승국,

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1998: 183). 그렇다면 시계를 현재로 돌려 4차산

또한 디지털화된 직장에서 목격되는 플랫폼 노

업혁명의 시대에 우리는 어떤 새로운 직업, 직종을

동자도 새로운 변화를 가늠하게 하는 현상이다. 플

경험할 수 있을까.

랫폼 노동자(platform worker)는 아마존이나 에

독일 통합서비스노조(Ver.di)의 바바라 수섹 국

어비엔비 등 온라인상에서 상품처럼 노동을 제공

장은 산업 4.0으로 디지털화가 가속될 것으로 전망

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자

하면서 그에 따른 기존 노동자들의 노동 자격 박탈

신이 일하고 평가받은 것이 모두 서버에 저장돼 다

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 때문에 독일에

른 직장으로 옮길 경우 기존회사에 자신의 정보를

서는 2015년부터 산업4.0에 따른 노동계의 대응을

요구해야 한다. 플랫폼 노동의 경우 자영업자로 분

담은 노동4.0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 고

류되는데 이들이 일하면서 쌓아온 기록, 정보 등을

용주, 학자, 노조 등이 참여해 디지털화에 따른 노동

보호할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하고, 정부는 이들이

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자신의 경력을 관리하고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디

예컨대, 독일은 노동시간에 대한 엄격한 법적 기
준이 있으나 산업 4.0 시대, 노동시간의 유연성이

지털 경쟁력(digital competency)을 키울 수 있도
록 도와야 한다.

필요해 고용주들의 이런 요구를 허용하면서도 노

또한 정부는 변화에 아직 대응하지 못하는 노동

동자의 삶, 건강, 노동자격 등을 보호하는 새로운

자를 위해 새로운 노동 환경을 경험할 수 있는 거

법과 제도를 고안하고 있다.

점 기업 및 확산의 역할을 하는 키맨(key person)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광범위한 디지털화는 생각

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각 지역별로 산업의 디지

지 못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예를 들어, 서점

털화가 주는 변화, 충격에 대비할 수 있는 거점 기

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경우, 예전에는 소비자(독

업이 있어야 대응이 용이해진다. 또한 새로운 노동

자)와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하면서 책을 판매하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직능을 창출한 노동자를

는 일이 주업무였지만 대부분 온라인으로 책 구매

확산의 거점 키맨으로 육성하고 지역별로 배치해

가 이뤄지는 지금은 소비자보다는 컴퓨터 화면을

야 한다.

보고 정확한 숫자 등을 기입하는 업무로 전환되었

기술과 산업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노동 자격

다. 사람이 사람을 보고 일할 때와 사람이 컴퓨터

(qualification)을 얻을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도

화면을 보고 일할 때는 심리적으로 많은 차이를 발

마련해야 한다. 기업은 새로운 기업환경, 작업환경

생시킨다. 사람과의 대화에서는 자연스러운 거리

에 맞게 노동자들의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프

(natural distance)가 유지되고 소비가가 원하는

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는데 적극적이어야 한다.

책을 찾아주었을 때 맛볼 수 있는 보람도 있지만,

또 노동자는 사용자와 함께 각 사업장 별로 적합한

컴퓨터 화면만 보고 일할 경우 새로운 심리적 부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함께 운영하는 방식도 개

감, 압박감이 발생할 수 있다. 정확한 숫자를 컴퓨

발해야 한다.

터에 입력하는데 실패할 경우, 책임 소재가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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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주는 시사점
새로운 기술의 등장에 따라 노동 시간, 장소, 노
사관계 등에 변화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
서 지적한 OECD 국가 중 노동시간이 가장 많으면
서도 노동생산성은 낮은 한국의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며, 어떤 노사갈등이 생길 것인지 고민해야 한
다. 새로운 기술의 도입에 따라 생산성이 어떻게
향상될 것인지, 그에 따른 노동자의 노동 시간,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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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질, 건강 등에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지, 사회보
장, 연금시스템 등에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지 종
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4차산업혁명에 대한 논
의는 또 다른 정치적 수사나 구호에 그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 : 독일 통합서비스노조 수섹 국장이 노동4.0의 논의 내용을 설명
하고 있다. (필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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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이공계를 둘러싼 몇 가지
장면들

위에는 소프트웨어개발자, 시스템개발자, 멀티미디
어디자이너, 컴퓨터보안전문가 등 정보기술집약적
업종들이 두드러지지만, 바이오, 기계, 전자, 화학,

2000년대를 통틀어 ‘이공계 기피’라는 암울한 키
워드에 갇혀 있던 한국의 이공계인력에 대한 논의가

환경, 식품 분야 과학자 및 엔지니어 역시 긍정적 전
망의 큰 축을 차지한다(한국고용정보원, 2017a).

최근 다양한 색채를 띠고 있다. ‘이공계’라는 타이틀

더 눈에 띄는 것은, 전에 볼 수 없었던 ‘신직업’ 목

에 씌워진 ‘산업역군’, ‘성장동력’, ‘활용대상’으로서

록에서도 인공지능전문가, 빅데이터전문가, 3D프린

의 이미지가 벗겨지고, 다양성, 자율성, 미래, 융합,

팅운영전문가, 증강현실전문가, 사물인터넷전문가

포용, 다이나믹스 등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프로세

등 미래기술 관련 이공계 직종들이 다수 이름을 올

스가 그 중심을 이룬다.

려 직업의 확장도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으로는 이공계 선호의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

정보기술의 확산과 융합화의 영향으로 문화, 안전,

다는 희망적인 이야기가 들려온다. 10년 넘게 학생

복지 등 예전에는 무관해보였던 분야에도 이공계 연

들의 장래희망에서 외면당해왔던 이공계 직업이 다

관 직업들이 새로 생겨나고 있다(한국고용정보원,

시 돌아와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전통의 초등

2017b).

학생 희망직업 ‘과학자’가 자취를 감추었다가 최근

조금 더 시야를 넓혀보면, 사실상 모든 교육 단위

10위권 내에 다시 진입했고, 중·고등학생들은 ‘생

와 인력양성 프로그램에서 ‘STEAM 교육’, ‘창의융

명ㆍ자연과학자’, ‘정보시스템/보안전문가’, ‘기계공

합교육’, ‘융합인재교육’ 등이 필수로 등장하고 코딩

학엔지니어’ 등을 높은 순위에 올렸다(한국직업능력

교육이 의무화되는 등, 정보기술역량의 범용화, 또

개발원, 2016; 아시아경제, 2016).

는 인문사회 역량과의 융합이 교육에서도 가장 뜨거

다른 한편으로는 일의 영역에서 인간의 입지가 점

운 화두로 등장했다. 동시에 이공계 내부에서는 기

차 좁아져가는 데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는 가운데에

업가정신, 비즈니즈 역량, 인문사회적 소양, 리더십

도 이공계 직업은 ‘미래 유망직업’으로 굳건히 자리

과 협업능력 등이 필수불가결한 소양으로 요구되고

하고 오히려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가장 높은 순

있다. 요컨대, 과학기술은 과거에 비해 더 너른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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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아가, 다른 영역을 이해하고, 다른 영역과 대

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화하고 협력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맞았다.

<그림 1>은 2016년 한국의 대졸 이공계 인력이 어
떠한 직업을 보유하고 있는가를 횡단면으로 보여준

이공계 인력의 새로운 이해:
파이프라인을 넘어 경로 다이어그램으로

다. 이 다이어그램은 왼쪽 반원에서 전공 구성을 나
타내며, 오른쪽 반원에서 각각의 전공인력이 어느
직업으로 진출하였는지를 부채꼴 전개 형태로 나타

위에서 관찰한 새로운 현상들은 과학기술계 인력

낸다. 2016년 현재 한국 이공계인력은 총 3백 2십 4

구성과 활동을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자에게는 크나

만 명 규모로, 대졸 취업인력의 38.0%를 차지하고

큰 도전을 제기한다. 과학기술활동에 참여하는 인력

있다. 이 가운데 자연계열 전공자가 26.7%, 공학계

들의 교육적 배경도, 과학기술교육을 받은 인력들의

열 전공자가 73.3%이며 이들 각각의 직업 구성은

직업 영역도 과거와 같이 뚜렷한 경계를 가지고 식

매우 다양하다.

별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경계는 과거 주요 분석도

여기서 ‘과기전문직’은 업무의 분야와 수준이 대졸

구였던 인력 ‘수급’ 논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전제조

이상 이공계 인력에 대응한다고 인정되는 직업군을

건이다.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하나의 범주에 들어

지칭하는데, 전체 이공계 인력의 39.1%만이 이들 직

가고 나오는 유입과 유출에 일정 정도의 ‘동일성’이

업을 보유하고 있다. 즉, 이공계 출신의 절반 이상은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제가 점차 무너지면서,

다른 분야로 진출하거나(의료전문직, 인문사회전문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수급 전망’, 또는 ‘파이프라인

직, 기타교육전문직, 기타관리직 등) 대졸학력에 맞

식의 사고틀’에 대해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문제제

지 않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셈이다. 과기전문직

기가 있어왔다(박기범 외, 2014; National Science

종사비중은 자연계열이 30.4%, 공학계열이 42.2%

Board, 2015).

로 공학계열에서 더 높은 수준이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력이 유입되어 다양한 경

과기전문직 외 분야 가운데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로로 흘러나가고, 심지어 없던 경로가 새로 생기기

직종은 사무직, 판매직, 생산직 등이어서 학력과잉

도 하는 상황을 직관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여

과 전문직 부족이 심각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다.

러 직업경로의 비중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 필요한

타 분야 전문직 가운데에는 인문사회전문직으로의

데, 미국 Census Bureau는 이를 경로 다이어그램

진출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분야 간 융

1)

(pathway diagram)으로 구현하였다. 이 다이어그

합의 단초를 엿볼 수 있으며, 이공계 인력의 유실에

램은 웹 도구로서는 전공 → 직업, 직업 → 전공의

대한 기존의 많은 우려와는 달리 의료계로의 전환은

양방향을 모두 보여줄 수 있으나, 2차원 지면의 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타 분야 전문직으로의

계상 이 글에서는 특정 전공인력이 어떠한 직업경로

진출은 공학계열에 비해 자연계열이 비교적 더 활발

로 퍼져나가는지, 즉 전공→직업 방향에 초점을 맞

한 것으로 나타난다.

1) https://www.census.gov/dataviz/visualizations/stem/stem-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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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전문직 내부의 구성을 보면, 예상대로 자연계

차지하는 비중 역시 다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열은 과학자가 비교적 많고 공학계열은 엔지니어의

즉, 이공계의 사회적 비중이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비중이 현저히 높다. 그밖에 눈에 띄는 것은 자연계

가운데 기초과학에 한층 가까운 자연계열의 사회적

열의 경우 대학에 자리 잡기에 다소 더 유리한 반면,

비중이 더 빨리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공학계열의 경우 관리자의 지위를 얻기가 좀 더 유
리해 보인다는 점이다.

직종의 구성 면에서는 긍정적인 변화가 많은 것으
로 평가되나, 계열별로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우선,
이공계 전체적으로 과기전문직 종사 비중이 37.7%

한국 이공계인력,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에서 39.1%로 늘어 직업의 질은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계열별로 살펴보면, 그 비

2010년 자료에 동일한 분석틀을 적용한 <그림 2>

중이 자연계열은 31.1%에서 30.4%로 오히려 줄었으

를 <그림 1>과 비교하면, 해당 기간 이공계인력의

며, 공학계열은 40.2%에서 42.2%로 늘어 대조를 보

구성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자연계열 비중

인다. 따라서 자연계열은 인력 비중이 감소한 가운

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2010

데 고급 직종의 비중 또한 줄어, 자연계열 과기전문

년과 2016년으로 길지 않은 시간임에도 이공계 전체

직의 입지는 다소 줄어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에서 자연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27.8%에서 26.7%

세부 직종별로 살펴보면, 자연계열의 경우 과학

로 줄었다. 참고로, 이공계인력 전체가 대졸 취업

자, 엔지니어의 비중이 다소 늘어 핵심 전문직종의

인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39.2%, 2016년

비중에서는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되며, 의료전문직

37.0%로서 이공계 인력이 대졸 취업인력 전체에서

과 인문사회전문직의 증가는 미약하나마 융복합화

그림 1 : 한국 이공계 인력의 전공과 직업: 2016년

자료 :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로부터 가공.
지표설명: 이
 경로 다이어그램은 동일한 인력그룹에 전공과 직종 두 분류를 적용한 결과를 각 반원에 나타내고 관심 대상이 되는 분절(segment)로부터 출발하여 교차
분포를 제공한다. 병기된 비중 수치는 출발한 전공 내의 직업 비중을 나타내며, 부채꼴의 상대적 면적은 도착한 직종 내에서의 전공 비중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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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한국 이공계 인력의 전공과 직업: 2010년

자료 :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로부터 가공.

의 흐름을 엿보게 한다. 비전문직 가운데에서는 사

유출은 낮은 비중에 머물러 있으며, 인문사회전문직

무직과 단순노무가 늘고 판매직이 줄어든 것으로 나

으로의 진출 비중은 양 계열 모두에서 늘어나고 있

타난다.

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공학계열에서는 엔지니어 비중의 증가가 한

이러한 흐름을 다른 대계열과 비교하기 위하여 전

층 뚜렷하며, 과학기술관리자, 교수의 비중은 줄고

체 대졸인력을 이공계열, 의약계열, 비이공계열의

기타관리직의 비중은 늘어 응용분야로서의 성격이

세 그룹으로 나누어 같은 시기의 직종구성을 비교한

더 뚜렷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공학계열에서

것이 <그림 3>과 <그림 4>이다. 이에 따르면, 인력 비

도 인문사회전문직으로의 진출이 다소나마 늘고 있

중 면에서는 이공계의 비중이 줄고 의약계열이 그만

었다. 비전문직 내부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자연계

큼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이공계에 대한 계열선호

열과는 달리 사무직 비중이 크게 줄었다.

도가 하락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이공계 전공자의

요컨대, 한국의 이공계 인력은 자신의 전공과 교

의약계열로의 졸업 후 유출은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

육 수준에 맞는 직업을 갖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

는 점을 살펴보았는데, 애초 전공 선택단계에서의

으나, 그 어려움은 다소 개선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

이공계 기피는 다소나마 진행되고 있었던 셈이다.

으며, 직업구성의 건전성은 대체로 유지하고 있는

각 해당 분야 전문직으로의 진출 비중을 살펴보

것으로 평가된다. 계열별로는 자연계열의 비중과 직

면, 계열 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공계는

업구성이 상대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기초분야와

과기전문직 비중이 낮지만 개선되어가는 추세이고

응용분야로서의 각 계열의 분야 특성은 한층 뚜렷해

(37.7% → 39.1%), 의약계는 의약전문직 비중이 높

져가고 있었다. 사회적 우려와는 달리 의료분야로의

고 한층 개선되어가는 추세이며(77.5% → 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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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비과기 분야는 전문직 비중이 낮은 수준에

8.0%로 다소나마 늘었다. 따라서 한국의 교육 분야

머물러 있다(30.0% → 29.6%). 이를 미루어보면, 의

와 직업 간 교차·융합의 가속화는 아직 뚜렷하게

약계열의 경우 전문직 일자리의 전망이 밝은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굳이 말하자면 이공계 → 비

계열선호도가 이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추론할

이공계 방향으로의 융합화 경향이 미약하게 보인다

수 있고, 이공계열의 경우는 직업구성의 질이 높아

고 하겠다. 전문화·세분화 수준이 높아지면서, 다

지고 있음에도 계열선호도나 사회적 비중이 이를 아

른 분야 전공자가 과기전문직으로 진출할 때 마주치

직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는 벽은 오히려 더 높아져가는 듯하다.

한편, 타 분야 전공자가 과기전문직으로 교차 진
출한 현황을 보면, 의약계열과 비이공계열 모두 과
기전문직 비중이 뚜렷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

한국과 미국의 이공계 인력, 너무 다른
그림

다. 반대로 같은 시기 이공계 전공자가 의료전문직
및 비과기전문직으로 진출한 비중은 총 7.8%에서

그림 3 : 한국 대졸인력의 전공과 직업: 2016년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로부터 가공.

그림 4 : 한국 대졸인력의 전공과 직업: 2010년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로부터 가공.

36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의 관심사를 주요 선진국

Science & Technology Policy ◀
과학기술정책 | 2017년 7월호 (통권228호)

과 비교하는 것은 분석의 함의를 풍부하게 하는 주

호 비교한 결과는 한국 대졸 사무직 종사자가 월등

요 수단이 된다. 미국 Census Bureau는 2012년

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에

American Community Survey 데이터를 이용하여

서 과기/의약전공 대졸인력 가운데 23.9%가 사무직

이 경로 다이어그램을 구축하였는데, 이를 한국의

에 종사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그 비중이 4.4%에

상황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 위하여 전공 및 직

불과했다. 비과기전공의 경우에도 한국은 31.1%의

업 분류를 서로 맞추어 재구성하고 2012년 지역별고

대졸인력이 사무직인 반면, 미국은 9.9%로 그 비중

용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국가 간 비교를 진행하였다

이 훨씬 낮았다.

2)

(<그림 5>와 <그림 6>).

우선, 전체 대졸인력 가운데 과기/의약전공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국 42.9%, 미국 32.6%로 한국이

미국 현황과의 벤치마크 결과는 추후 세분분포에
대한 추가적 분석과 여러 국가와의 추가적 벤치마킹
을 통해 밝혀져야 할 몇 가지 함의를 제공한다.

월등히 높다. 다음으로, 과기/의약전공 인력 내 직업

우선, 인력비중과 직업비중의 상호 비교는 한국

구성에서 과기/의료전문직이 차지하는 총비중은 한

전문직 일자리의 절대적 부족을 여러 각도로 보여준

국이 45.3%, 미국은 51.7%로 역전된다. 특히, 과기/

다. 미국도 스스로 과기전문직 종사비중이 50%대에

의약전공 인력의 직업에서 의료전문직이 차지하는

불과한 것을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평

비중은 미국이 24.4%, 한국이 8.4%로 한국의 의료

가하고 있는데, 한국은 거기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

전문직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수준임을 알

준이며 비과기전문직의 상황은 한층 심각하다. 물론

수 있다.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과기/의약전공 인력

그 원인이 공급측(학력과잉)에 더 책임이 있느냐 수

가운데 타 분야 전문직으로 진출한 비중으로, 미국

요측(전문직 일자리 부족)에 더 책임이 있느냐는 상

이 29.4%, 한국 8.3%로 큰 차이를 보인다. 과학기

대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문제이지만, 30%의 낮은

술인력의 타 분야 진출과 이를 통한 융합 및 직업다

전문직 비중에 대한 일자리 구조 차원에서의 대책이

변화의 진행수준이 한국에서 현저히 낮은 것이다.

절실한 것만은 사실이다.

한편, 비과기전공 인력의 경우 해당 분야 전문직

또한, 전문직 내에서의 인력비중을 검토함으로써

비중이 한국 30.7%, 미국 60.1%로 국가 간 격차가

직업선호도 및 직업 프리미엄의 원인을 밝힐 단초를

과기/의약전공 인력에 비해 한층 컸다. 그런데 비과

찾을 수 있다. 앞서 진행한 간단한 횡단면 비교만으

기전공자가 과기전문직 분야로 진출한 비중은 한국

로도 한국 의료전문직의 비중이 지나치게 낮은 것이

이 15.2%인 데 반해 미국은 4.9%로 현저히 낮았다.

확인되며, 이는 한국 이공계와 의약계 간 사회적 지

앞서 한국 시계열 비교에서도 이 방향으로의 융합·

위와 보상 격차에 대한 그간의 많은 우려가 다소 기

다변화는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임을 살펴본 바 있다.

형적인 직업 비중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론

마지막으로, 대졸인력의 비전문직 종사비중을 상

을 가능하게 한다. 앞으로 보다 세부적인 구성 분석

2) 미국 학부교육에서 의약계열이 식별되지 않는 관계로 이공계와 의약계열을 결합하여 ‘과기/의약전공’으로, 나머지 전공을 ‘비과기전공’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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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 한국 대졸인력의 전공과 직업: 2012년

자료: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로부터 가공.

과 시계열 비교가 가능해지면, 대학교수, 연구직 등

한 키워드들과 모토들의 각축장이며 사회적 관심의

선호 직업의 비중, 대우수준 등에 대한 적정성을 검

쏠림 현상도 심하다. 이공계인력과 관련 정책도 마

토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찬가지인데, 근대사회의 도래 이후 사회적 패러다임

직업구조의 변화와 융합화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

의 변화와 새로운 트렌드들의 중심에는 언제나 ‘기

국 모두 그 방향이 주로 이공계 → 비이공계로 진행

술’, 혹은 생산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방식’의 변화가

되고 있으며 그 역방향은 그 수준이 미미하거나 오

놓여있었기 때문에 특히 더 그렇다. 2017년 한국사

히려 축소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정보통신 기

회에는 과학기술과 이공계에 근본적인 격변이 일어

술의 사회 각 부문으로의 확산과 무관하지 않을 것

날 것이라는, 그 변화는 온 사회에 영향을 끼칠 것이

으로 추론되는데, 이에 대한 확인 역시 더 세부적인

라는,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라 빨리 뛰어야하지 않

구성 분석을 요한다. 이러한 융합화의 진행은 한국

겠느냐는 외침이 가득한 듯하다.

이 미국에 현저히 뒤처지는 수준인데, 앞서 시계열

동시에, 너무 급하게 뛰다가 낭패를 본 과거의 많

비교에 따르면 그 흐름이 활발해지는 경향도 아직은

은 경험을 반추하며, 출발점을 제대로 이해하고, 방

나타나고 있지 않아 당분간 그 격차의 감소를 기대

향을 잘 살펴서 가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객관적 증

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거기반에 기초한 의사결정이 필요하고 정보인프라
와 정책인프라를 잘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꾸준

맺음말

한 설득이 힘을 얻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은 먼데, 단적으로 이 글에서 활용한 ‘증거기반’ 대

동태적이고 이슈의 부침이 뚜렷한 한국 사회는 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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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 미국 대졸인력의 전공과 직업: 2012년

자료: 2012 American Community Survey. https://www.census.gov/dataviz/visualizations/stem/stem-html/

가 정책적 함의를 끌어내는 데 필요한 시계열 자료

황이다. 대졸 이공계인력과 과기전문직 간 이러한

도, 세부 분포 자료도 아직 많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

불균형 상황은 개선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문이다.

아직 너무 미약한 상황이고, 동시에 비과기전문직으

이 글은 이공계 인력의 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로의 융합적 진출은 선진국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

그 출발점을 이해하고자 할 때 어떠한 증거지표를

에 머물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래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하나의 사례를 제공하며,

서 달려 나가기에는 출발점에서 너무 무거운 모래주

이공계 인력의 구성과 직업융화 추세를 살펴보는 유

머니를 매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무리하게 뛰려다

효한 도구로서 경로 다이어그램을 제안하였다. 시계

갖고 있는 체력마저 소진되지 않을지 세심한 진단이

열 정보는 아직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지만, 그 가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다.

데에서도 한국 이공계인력의 구성과 변화에 대한 기
본적인 정보를 추출할 수 있었다. 세부 분포의 분석
은 추가적으로 더 진행될 여지가 많다.
분석 결과는 변화를 위해 뛰어야 할 한국 이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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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출연(연)의 비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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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인재개발부 부장

1. 서론

2. 출연(연)의

인력운영 제도 변화와
비정규직 규모 변화

현 정부의 핵심의제인 일자리 정책 중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는 정책 중의 하나는 공공부문 비정규

출연(연) 역할 및 인력운영 제도 변화1)

직 정책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는 2016년 말

출연(연)은 1960~70년대 국내 기술역량 강화라

기준 약 31만명이며, 이중 기간제는 19만명, 파견

는 국가적 필요에 의해 설립되었고 이후 우리나라

직이 12만명으로 추정된다. 19만명의 기간제 중에

과학기술역량의 변화에 따라 국가 연구개발체제에

서 과학·연구보조원은 17,576명으로 기간제 비정

서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며 성장해 왔다. 그리고

규직의 22.4%에 달한다(고용부, 2017).

출연(연)의 인력운용은 이러한 역할 변화를 수행하

7월20일 정부는 이중 상시·지속적인 업무는 정
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본고는 공공

기 위해서, 그리고 한편으론 공공부문 효율화라는
목표에 따라 변해 왔다.

연구조직, 특히 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정부출연 연

출연연 인력운영은 1995년도 말까지는 정원(T/

구조직(이후 출연(연))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의

O)제로 운영하고 정원에 대한 인건비를 정부가 지

정규직 전환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고자 한다.

원해주는 체제로 운영하였다. 그러나 가TO문제

표 1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직종별 분포 (2016)

직종

기간제
교원

사무
보조

강사

과학
연구

시설물
관리

의료
업무

191,233

32,680

25,294

22,738

17,576

15,624

7,936

자료 : 고용부(2017.07.20.),「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1) 엄미정 외(2011)의 3장 내용에 기반으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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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 시간제
영양사 경마직
7,151

6,278

산림
보호

상담원

사회
복지사

우편
업무

통계
조사원

기타

5,142

4,950

3,123

1,127

949

40,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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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건비 부족현상이 만성화됨에 따라 1996년 이

어 기획재정부 중심의 정원관리 방식이 도입되었

후 연구사업에 따라 탄력적인 인력운영이 가능한

다(성명재 외, 2009). 따라서 기획재정부처의 정원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PBS)를 도입·시행되었고,

관리에 따라 정규직의 규모가 관리되고, 수탁 등의

인력운용측면에서 기관효율화를 목적으로 지원인

전체 예산에 비례하여 비정규직 연구인력을 채용

력 비율 감축, 정규직 채용보다는 외부인력을 계약

하게 되어, 연구비의 증가가 비정규직 인력 규모에

제로 활용하거나 임금커브제 등 급여체계 개선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통하여 최적의 인력운영이 되도록 책임경영의 책

비정규직이 증가한 이유

무를 지게 되었다.
1999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출연(연)의 비정규직 연구인력의 규모가 급격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이사회 체제를 도입

히 증가한 것은 2000년대 중반이후의 현상이다.

하여 인력운용을 이사회에서 관리하도록 함과 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대 중반이후

불어 연구기관의 출연금 일부를 부처 정책연구비

연구개발예산은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정규직 규

로 따로 편성하여 각 부처가 다시 계약과제로 발

모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차이는 비

주하도록 하였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기관은 계약

정규직 연구원의 증가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직 연구원을 채용하였다.

(구)산업기술연구회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할 때

또 2007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2000년에서 2010년 사이 연구개발예산은 0.7조원

계기로 공공기관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가 구축되

에서 2조원으로 173% 증가하였으나 출연연 정원

그림 1 : 출연(연) 연구개발비와 연구인력 추이(’90~’10)

자료 : 엄미정 외(2011) 그림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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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 2013년 미래부의 출연(연) 비정규직 조치

구분
연구수당 배분관행 개선
개인평가 제도개선
무기계약직 전환제도 정비
비정규직 규모 목표관리

추진과제
1. 연구수당 배분기준 객관화
2. 연구수당 배분내역 공개
3. 재정기여도 제외
4. 질적 평가지표 도입
5. 무기계약직 관련규정 정비
6. 적정 비정규직 규모 설정 및 달성계획 수립
7. 동종·유사업무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지급

비정규직 처우개선

8. 정규직과 동일한 수준의 복리후생 혜택 제공
9. 차별적 인사제도 개선

비정규직 관리개선

10. 기관차원의 공개채용
11. 3년 이상의 다년제계약제도 도입
12. 우수 비정규직 연구원 채용 프로그램 도입
13. 비정규직 담당자 지정

자료 : 기초·산업기술연구회(`13.10.)「출연(연)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개선 조치계획」

은 4,250명에서 5,842명으로 37% 증가하였다. 그

3. 이슈와 쟁점

리고 비정규직은 1,588명에서 3,093명으로 95%
증가하였다.

비정규직 전환에 따른 현장의 문제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라 현장에서의 우

2013년 비정규직 전환정책

려는 비정규직 전환으로 출연(연) 인적구성 변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전환은 이번이 첫 번째가

가 연구경쟁력 저하로 연계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

아니다. 2013년 미래부는 국회 등의 지적에 따라

다. 현재 비정규직 연구인력들이 다양한 직무를 수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감축정책을 시행하였다(미

행하고 있고, 그에 따라 인적 수준에 있어서도 차

래부 내부자료). 최종적으로 비정규직의 규모는 정

이가 있다는 점과 연결된다. 우리나라의 공공조직

규직 대비 원래 수준과 비교하여 크게 감축하였고,

은 직무를 잘 정의하고 이를 체계화하는 작업에 많

비정규직의 처우가 개선되었다(연구회 이사회 보

은 노력을 기울이진 못하였다. 이는 정부의 인사관

고자료).

리 방침이 양적 규모를 관리하는 구조였기 때문이

그러나 연구조직의 운영을 세부적으로 고려하지

며, 특히 그동안 대부분의 비정규직 인사관리는 과

못하고 급하게 양적인 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책임자 개인 혹은 연구팀들이 담당하여 기관차원

여러 부작용이 일어났고, 연구조직의 내부의 비효

에서 관리되지 않았다. 2013년 이후 기관차원의 관

율성이 야기되었다. 결국 비정규직의 정의에 벗어

리가 시작되었으나 아직은 초기단계이다. 따라서 현

나는 다양한 형태의 인력유형이 여전히 출연연구

재까지 비정규직이 담당하는 다양한 업무가 명확히

기관에 상존하고 있다(전자신문 2016. 10. 5.).

정의되어 직무 혹은 직급으로서 관리되지 못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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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일괄적인 전환을 통한 직무배치를 우려하는 것

인력과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있다. 따라서 조직 구

이다.

성에서 정규직 외에 유동적인 비정규직이 일정 규

이러한 속성과 관련하여 최근 정부의 비정규직

모를 유지하게 된다. 다른 나라 연구조직의 사례

전환 가이드라인에서는 “별도 직군이 필요한 경우

를 봐도 정규직 외에 20~ 30% 전후의 비정규직

는 신설” 후 직접 고용 정규직 전환을 가능하도록

(non-permernant) 인력이 조직 내에 상존하고

하고 있다. 직군의 설계 원칙은 “직종별 동일가치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 TNO의 경

노동-동일임금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하

우는 20%수준을 유지하고, 독일 프라운호프 연구

는 것이다.

소 인력의 30%~35%가 계약직으로 고용한다(엄미

외국의 경우 연구에 필요한 다양한 직무가 정의되

정 외, 2011).

어 세부적으로 정의되고, 다른 임금체계를 가지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출연연구기관

만(직무급제), 한국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호봉제이

은 2013년 비정규직 전환 정책을 통해 전체 규모에

기 때문에 직무를 세분화하지 못하고 직무와 직급이

서 10∼40% 내외로 비정규직 인력규모를 이미 축

연계되지도 못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조직 내 비정

소한 상태이다. 추가적인 비정규직의 축소가 출연

규직 전환 이후 기관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의 인력유동성을 저하시켜 신기술 변화에 대응

연구조직 내 직무를 정의하고, 상시적인 업무를 세

력을 약화시킬 여지는 없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

밀하게 정의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가 있다.

2013년 정규직 전환에서는 이러한 고려가 없었
다. 따라서 직무를 고려한 충분한 인력규모를 고려

연구경쟁력과 우수한 인력의 확보

하지 못하고 정규직(연구인력) 및 무기계약직(지원

연구조직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창의성이 무엇보

인력) 전환과 비정규직 운영 규모 목표비율이 정해

다 중요하며, 인적자원의 질적 우수성이 강조된다.

졌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우수한 인력을 중심으

출연(연) 연구인력은 연구지원인력 조차 석박사 고

로 전환하였다. 결과적으로는 연구인력의 행정업

급인력으로 구성되며, 우수인력이 되기 위해서 요

무 가중으로 나타나 생산성 저하로 나타난 점이 없

구되는 역량도 다양하다. 특히 협동연구 및 시스템

지 않다. 이번 정규직 전환이 같은 오류를 반복하

연구를 수행하는 출연연구기관의 경우 단지 개인

지 않기 위해서는 연구수행에 필요한 전체 직무(연

적인 연구능력 외에도 다양한 능력이 필요하며, 대

구, 지원) 및 전체 인력 구조에 대한 고민부터 차근

학 학력단계의 성과를 통해서 판단하기 어렵다. 따

차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서 신입연구자의 위촉 기간은 기관이 연구인력
의 우수성과 조직 적합성을 판단하는 시기로서 활

비정규직과 연구조직의 인력유동성

용되는 경우가 많다. 독일 프라운호프 연구소 인력

두 번째 고려할 논의주제는 연구조직의 속성과

의 30% 내외로 계약직을 유지하고 있고, 3~5년간

관련된다. 즉 빠른 기술변화에 대응하여 경쟁력을

의 성과가 우수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인력

유지해야 하는 연구조직은 인력유동을 통한 외부

채용체제를 가지고 있다(엄미정 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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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이공계 출연(연)의 비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논의방향

또한 신입 석박사의 출연연구기관 근무기간은 대

의 축소는 새롭게 학위를 받는 인력의 노동시장 축

학 교육체제에서 부족한 실질적인 교육능력을 신

소와 그대로 연계되는 상황이다. 이는 가이드라인

입 석박사들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도 노릴

에서 제시하는 정규직 전환의 대상이 되는 인력을

수 있다.

어떻게 선발을 할 것인가의 문제를 넘어서 공공부
문 출연 연구기관 내 인력의 순환을 어떻게 할 것

석박사 노동시장 측면과 비정규직 전환

인가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석박사 노동시장 관점에서 보면 어떤 문제가 전
망되는가? 노동시장 측면에서 살펴봐야 하는 이유

4. 결론

는 과거 연구비의 증가에 따라 전체 연구인력이 비
례하여 증가할 수 있었던 때에 비해서 새롭게 채용

지금까지 공공부문 연구조직, 그 중에서도 정부

할 수 있는 인력의 규모가 축소될 것이고, 그로 인

출연 연구조직의 인력제도 현황과 현재 논의되고

하여 미래 노동시장에 진출한 인력들과 현재 비정

있는 비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논의되는 사항을

규직 인력들간의 이해 상충이 이뤄질 것이다.

정리하였다. 여기서는 앞서 정리한 사안들의 논의

정부의 가이드라인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
여 “전문직 등 청년 선호 일자리, 인원이 주기적으

에서 항상 전제조건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안에 대
해 간단히 정리하고 마무리할 것이다.

로 변경되는 경우 등은 제한경쟁, 공개경쟁(가점부

첫째, 인력관리 및 운용은 기관의 목적을 달성하

여) 등 적합한 방식을 채택하여 형평성 고려”하도

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서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명

록 하고 있다.

확히 하고 싶다. 출연연구조직은 국가차원에서 필

이와 관련하여 2010년「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

요한 과학기술역량을 축적·경쟁력을 확보하고,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출연(연)에 근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세

무하는 연구자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

계적으로 우수한 연구인력과 연구지원인력을 확보

외 대상에 포함하였다. 그 이유는 “기간제근로자로

해야 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 따라

근무하는 대학 시간강사, 연구원 등의 경우 대학

서 비정규직의 전환 역시 이러한 출연연구조직의

강의 및 연구과제의 수행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때

기본적인 인력관리 방향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차

에도 사용기간이 2년이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명확하다. 주객이 전

보다는 대다수가 실직되므로, 고용안정과 대학 강

도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의 및 연구과제의 안정적 수행을 위하여 이들의 업

둘째, 그동안의 공공연구조직의 인적자원 관리

무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2년 제한의 예외 사유

의 역사나 인적자원 관리체계의 현황을 고려할 때

에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즉 석박사 인

보다 포괄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리

력의 제한적인 노동시장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고 중장기적이며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앞서

2010년 이후 민간 석박사 노동시장이 여전히 발

살펴보았듯이 출연연구기관의 비정규직 연구직이

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공공부문 석박사 노동시장

증가한 것은 연구비 증가에 비해 이를 수행할 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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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직이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3년 정책

비정규직이 증가했으며, 향후에는 그렇게 되지 않

의 추진사례를 통해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 전

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지금

체 시스템에 대한 고려 없이 접근할 경우 많은 예

까지 비정규직의 증가는 경직적인 공공부문 연구

산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조직 내부프로세스

인력 운영 하에서 연구비의 증가에 비례하지 않는

는 비효율적이 되고, 비정규직의 문제는 여전히 상

연구인력 TO의 증가에 기인하였다. 그리고 수탁의

존할 수 있다. 현재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연구조

증가는 PBS로 인한 인건비 부족의 문제에 의한 것

직 내 직무체계에 대한 정립일 것이다. 그리고 각

이었다. 그렇다면 이번의 일회적인 전환 이후 다시

직무별 필수인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연구효

는 비정규직을 양산하지 않게 될 것인가? 그렇지

율성과 연구몰입도를 위해서는 우수연구자만 필요

않을 것이라는 것, 원래 문제가 되었던 어떤 것도

한 것이 아니라 전문기술직과 연구행정지원인력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이 마무리를 쓰면서 걱정이

비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는 얼마의 인력이 필요

되는 점이다.

한지 아직 정확히 모르고 있을 수 있다.
직무별 인력구조가 짜여있다고 했을 때 그렇게
전환해 가는 것은 한꺼번에 불가능할 것이며, 고령
화 등으로 인한 연구인력의 퇴출 등을 고려하여 5
년여의 유연한 접근을 필요로 할 것이다. 이것이
가능하도록 기획재정부의 인사관리제도가 같이 유
연성을 허락해야 할 것이다. 이는 연구조직 내 인
사관리체계의 선진화 역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승진제도, 임금제도 등의 변경이 같이 논의될 필요
가 있다.
셋째, 출연(연)의 중장기 인력운용 및 인사관리
체계의 설계에 있어서 출연(연) 자체적인 설계 권
한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동안 출연(연)의
인력운용제도는 모두 외부의 요구에 의해 이뤄졌
으며, 대부분은 연구조직의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고 평가된다. 다시 외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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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사람 중심 과학기술인력정책 이슈와 전략 방향

사람 중심 과학기술인력정책 이슈와 전략 방향
글 : 홍성민 (hsamu@stepi.re.kr)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인재정책연구단장
서지영 (science@stepi.re.kr)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보여주는 100대 국정

성’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은 아쉽다. 그 동안 충분

과제가 발표되었다. 국가비전 자체를 ‘국민의 나라

하지 못했던 청년 과학자 문제나 초기 연구비 지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제시한 이번 정부는 국정

원 확대와 평가체계 개선 등을 핵심 정책으로 제시

운영 패러다임부터 국민 참여와 정부-민간 협치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한 점이 분명히 있다.

강조한다. 말 그대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

미래 과학기술인재가 클 수 있는 기본 토대를 제시

책을 추진하면서, 5대 국정목표로 국민이 주인인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과학기술인력정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제

책 환경의 변화나 주요 이슈를 전반적으로 포괄하

시하였다.

지 못하고 일부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

두 번째 국정목표인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위한

서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

전략4가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이에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인력정책

이다.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

의 큰 틀을 짜고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꼭 짚어

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등 6개의 국정과

야 할 정책 환경 변화와 주요 이슈에 대해 제시해

제를 설정하였다. 그 가운데 과학기술인력과 관련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미래 과학기술인재가 진정

되는 국정과제는 ‘청년과학자와 기초연구 지원으

잘 커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사람 중심의

로 과학기술 미래역량 확충’이 있다. 물론 ‘소프트

과학기술인력정책이 잘 기획되고 추진되는 데 작

웨어·융합교육 확대, 평생교육 기반 조성 등으로

은 힘이라도 보태고자 한다.

시대에 적합한 창의적 인재를 육성’한다는 정책이
전략 내용의 주요 부분으로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

과학기술인력정책의 주요 이슈

고 하더라도 과학기술인력정책의 목표가 단지 ‘연
구자 주도 기초연구지원 예산 2배 확대 및 연구 자

미래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는 정책에서 가장 먼

율성 보장’과 ‘청년 과학기술인 친화적 연구환경 조

저 고려해야 할 이슈는 소위 4차 산업혁명으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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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되는 인공지능 중심의 급속한 지능정보기술의

을 선도하여 개발하여야 하는 미래 과하기술인재

발전이다. 경제 전반의 일자리 변화와 직무 변화를

를 원활히 양성하기 위해서는 그 인력양성 시스템

가져오고 있는 이 기술발전들의 주요한 영향에 대

역시 플랫폼화되도록 종합적으로 기획·추진되어

해서는 본 특집의 다른 두 원고에서 자세히 다루어

야 한다.

지고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고려해야 될 사항은

다음으로 중요한 이슈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인

과학기술인의 일하는 방식 역시 기술혁신의 영향

재를 위한 전문직 일자리가 충분한가 하는 노동시

을 받고 있고,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다음의 표에

장 이슈이다. 이는 과학기술인재의 범위와 경력개

서 정리된 것처럼 연구작업 자체가 더 세분화되고,

발 경로와도 연계되는 이슈로, 타 전공분야와의 융

연구플랫폼을 통한 자료공유 및 협력이 강화될 것

복합이나 다른 전문직으로의 진출문제까지 포괄하

이며, 다양한 인력이 함께 일할 수 있는 네트워크

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특집의 다른 한 원

가 강화되는 한편, 개별 연구자의 독립성이 강화될

고가 세밀하게 분석하고 있기에 여기서는 단지 우

수 있다. 경제 전반에서 나타나는 고용 형태나 일

리나라 과학기술인재의 경우 사무직 이하의 저숙

자리의 변화와 맞물려 이러한 과학연구 작업의 변

련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충분히 활용되지

화가 가속화된다면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거나 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적시하는 데 머무르고자 한다.

원하는 교육 및 지원제도 자체도 이에 걸맞게 변화

2016년 우리나라 이공계 4년제 대졸자 가운데 과

해 나가야 한다. 글로벌 차원의 새로운 산업 창출

학기술 전문직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30.5%에 머

의 기반이 되는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핵심기술

무르고, 다른 직업에 취업하는 비율이 50.3%에 달

표 1 : 노동 및 연구 수행방식의 변화 예상

구분

노동
형태

노동
조직화
방식

고용
형태 및 인력
구조

추진과제

진과제

•시공간적으로 유연한 노동
•탈육체화된 노동
•인간과 기계의 협업
•탈숙련 노동과 단순업무의 증가
•업무의 세분화

•공개된 공간에서의 과학연구 증가
•시공간적 제약 감소
•IT 기반의 연구장비/기기에 대한 의존성 증가
•연구작업의 세분화

•비정형노동 증가(crowd work, Telelwork 등)
•작업장 내 다양한 구성원들 간 협업
•세분화된 업무의 플랫폼 연계 (네트워크화)

•연구플랫폼을 통한 자료공유 및 협력
•연구집단 내 수평적 관계지향성 강화
•단계적, 선형적 연구진행방식에서 각 단계 작업의
병렬적 진행
•multilateral interaction 증가

•세분화된 업무의 크라우드소싱
•임시고용, 공유고용, 셀프고용(1인기업) 등 증가
•젊은 남성 위주에서 고령자, 여성, 해외유입인구
증가

•고령연구자, 여성연구자의 연구활동 기회 증가
•대형 연구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연구자 증가

자료 : 기존 연구 결과를 종합·정리하여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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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4년제)학사 이상 졸업자 경제활동현황 – 이/공학 합계

ⓐ전문서비스
관리직 (0.8)

ⓑ건설 /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직
(3.5)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4.2)

ⓗ경영/금융
ⓕ보건 / 사회복지
및 종교관련직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1.9)
전문가 및
(9)
관련직 (9.5)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23.7)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47.4)

⑧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9)

⑨단순노무
종사자
(4.2)

①관리자 (2.4)

⑦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9.2)

②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2.5)

⑥농림어업
숙련종사자
(1.8)
⑤판매 종사자
(13)

③사무 종사자
(41.8)

④서비스
종사자 (6.1)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2016) 데이터를 이용하여 계산

한다. 더 큰 문제는 사무직, 판매직, 생산직 등 하

역량을 요구하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중요해

향취업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비율이 그 가운데

지는 이슈이다. 특히 직접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

85%에 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이슈에서 고려해

면서 스스로 커나가야 하는 미래 과학기술인재에

야 할 다른 한 가지 초점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인

게 있어서 우리나라 교육과 연구개발활동의 연계

력정책은 대학이나 출연(연)에 머무르고 있는 과학

가 미흡하다고 평가되는 부분은 서둘러 개선되어

자에 한정되지 않으며, 이공계 대졸자의 거의 대부

야 할 문제이다. 우리나라에서 이공계 박사학위를

분이 종사하고 있는 기업의 엔지니어를 포괄해야

받은 최고 학력의 인재조차 학위과정 중 이루어지

한다는 점이다. 기업과의 연계와 공학교육의 혁신

는 교육과 연구활동의 연계 정도에 대해 해외 학위

이 꾸준히 요구되는 주요한 이유이다.

취득자에 비해 모든 부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과학기술교육 측면에서 주

하게 낮게 평가하는 실정이다.

요한 이슈는 창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방식의 문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주요 이슈 가운데 하나는

제이다. 미래 과학기술 인재의 핵심요건이 단지 지

고령자 및 비정규직 과학기술인력을 포괄하는 과

식을 기억하거나 활용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학기술인력 순환 생태계 이슈이다. 이 가운데 비

새로운 지식이나 문제를 정의하고 창출할 수 있는

정규직 등의 이슈에 대해서는 본 특집의 다른 하나

48

Science & Technology Policy ◀
과학기술정책 | 2017년 7월호 (통권228호)

표 2 : 이공계 박사학위 과정에서 ‘교육’과 ‘연구활동’의 관계
(5점 만점 척도)

설문 문항

국가

평균

표준편차

국내

3.92

1.02

국외

4.15

0.92

국내

3.95

1.03

국외

4.38

0.81

국내

3.65

1.12

국외

4.10

1.07

4. 참여연구프로젝트

또는 연구용역에서 참여 학생의 연구능력 제고
를 위한 교육활동의 비중이 높았다.

국내

3.74

1.03

국외

4.07

1.03

5. ‘연구기반교육’ 등 교육과 연구 간 관련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전반적
으로 잘 이루어졌다.

국내

3.80

0.95

국외

4.10

1.01

1. 지도교수의 최근 연구내용과 수업내용의 관련성이 높았다.
2. 지도교수의 학위논문 및 기타논문지도와 공동연구 등 연구개발활동
의 관련성이 높았다.
3. 참여연구프로젝트 또는 연구용역과 수업내용의 관련성이 높았다.

t-value
1.76*

3.37***

3.14***

2.51**

2.45**

주 : *p<.1, **p<.05, ***p<.01
자료 : 2013 박사인력활동조사 및 박사인력활동조사 부가조사; 홍성민 외(2015)에서 재인용

의 원고가 자세히 다루고 있다. 여기서는 과학기술

전 문제이다. 지금까지 연구실 안전사고가 발생하

인력의 고령화에 대비한 인력 선순환 체제가 제대

거나, 안전관리의 허점이 발견되면 그 원인을 안

로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

전관리자의 불성실한 업무 또는 연구자의 안전의

고자 한다. 특히 일본의 단괴세대처럼 우리나라의

식 결여로 돌렸던 것이 관행이다. 그러나 사고예방

중고령 과학기술인력들이 한꺼번에 퇴직할 시기가

과 안전의식향상을 위해서는 연구현장에 대한 보

점점 다가오는 이때 이들에게 체화된 역량의 체계

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인 전수나 인력 순환시스템이 부족한 부분은 심

고려한다면, 안전관리의 책임이 단지 연구자나 안

각하게 고려해야 할 이슈이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

전관리자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

나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소는 직급별로는

다. 기관경영자의 안전리더쉽의 취약함을 단적으

역삼학형의 구조가, 연령별로는 빗살무늬토기형

로 보여주는 사례가 안전관리비 규모이다. STEPI

구조가 2016년 기준으로 명확히 나타날 정도록 고

는 2014년 연구실 안전 실태조사1) 결과의 원자료

령화되어 있다.

를 분석한 바 있는데, 총 357개 대학의 절반 가량

마지막으로 언급하고자 하는 이슈는 과학기술

이 약 23000원 이하를 안전관리비로 지출하고 있

인력의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과 관련된 연구실 안

으며, 25%에 해당하는 대학은 그에 훨씬 못 미치

1) 정부는 2008년부터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격년으로 시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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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4년제)학사 이상 졸업자 경제활동현황 – 이/공학 합계

자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내부자료;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17.2), 과학기술출연(연) 연구자의 연구자율성 및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세
미나, 토론자료에서 재인용

는 4200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연구과제

타 업무를 겸직하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따

의 인건비 중 몇 퍼센트를 안전관리비로 투입하는

라 가기에 벅찬 것이 사실이다. 또한 예산의 규모

가에 대한 질문에 356개 대학이 0.5% 정도로 응답

가 적다는 점 뿐만 아니라 어디에 얼마나 쓰이는지

하는 정도이다(서지영 외, 2015, p. 94~96).

에 대한 파악이 어렵다는 점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

연구기관들의 연구실 안전관리 제도 운영 방식

된다.

에서 체계성과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도 연

사고 후 사후대책은 사고 전 사전예방의 밑거름

구실 안전에 있어 주요한 문제이다. 안전관리자가

이 됨에도 불구하고, 사고조사, 사후복구, 보상 등

여러 업무를 겸직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기관의 연

의 다방면에서 매우 부실한 실정이다. 연구현장에

구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이 소홀하게 이루어질 가

서는 중대사고 뿐만 아니라, 경미한 사고가 지속적

능성이 크다. 연구환경은 인적구성, 연구분야의 세

으로 발생하는데, 아직까지 신뢰할 만한 사고통계

분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데,

자료 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2). 사고원인조사의

2) 연안법에 의해 중대사고가 발생하면, 각 연구기관은 ‘연구실안전정보망’을 통해 정부에 신고해야 하는데, 실제 연구현장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사고는
집계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음. 이에 정부는 경미한 사고도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으나, 신고에 따르는 불이익을 염려한 연
구기관에서 사고 자체를 누락시킬 위험이 존재함(STEPI 전문가 인터뷰, 2017/06/02). 또한 사고통계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사후대책 개선방안 모색
을 위한 연구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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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4년제)학사 이상 졸업자 경제활동현황 – 이/공학 합계

주: 붉은 색 테두리는 4개의 핵심 역량 영역을 표시하며 파란색 테두리 안의 내용이 개별 핵심 역량 요소
자료: 홍성민 외(2013)

경우에도 사건 자체를 은폐하려는 경향이 매우 커

대사고나 피해정도가 클 경우 치료비 및 치료에 따

서 철저한 조사를 통한 책임소재 발굴과 사후복구/

른 경비, 학업손실에 따른 경비 등에 있어 일부분

회복을 위한 조치의 모니터링이 매우 제한적으로

만 보상받게 된다3)(참조: 연안법 제 14조; 시행규

밖에 이루어질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보상측면에

칙 제 7조). 그러나 ‘학생연구원’의 경우, 학생이자

서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학생신분의 연구

동시에 연구원으로서 연구과제를 수행한다는 이유

자의 경우, 피해정도에 따른 보상이 합리적으로 이

에서 산안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므로, 보상범위가

루어지지 않고 있다. 연구실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서지영, 2015; 국가연구안

현행 법 체제하에서는 두 가지 법에 의해 보상받

전관리본부, 2016).

을 수 있다. “연안법”과 “산안법(산업안전보건법)”
이 그것인데, 대학이나 연구기관(국공립, 민간)의
연구자가 근로계약에 의해 고용된 연구자일 경우,

새 정부의 과학기술인력정책 추진
방향(안)4)

산안법의 적용을 받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연안
법의 적용을 받는다. 문제는 연안법의 보상범위가

첫째, 중장기적으로 창의적인 과학기술 인재를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에 있다. 연안법의 보상규정

양성하기 위한 교육체계 전반의 개혁이 필요하다.

은 대체로 경미한 사고에 맞게 설계되어 있어, 중

특히 과학고와 영재고 등 과학기술에 특화된 인재

3) 연안법에서는 실제 발생한 진료비만 보상하며, 1천만원을 한도로 정해놓고 있어, 치료에 따르는 기타 경비는 산정되지 않음
4) 본 소절은 홍성민(2017)의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 보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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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에서부터 현실 문제에 대

한 교육을 이수하고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

한 고민을 바탕으로 과학기술을 연결하여 사고하

원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도 단지 지식

고 문제 해결을 넘어 창출하기 위한 교육 체계로

의 축적이 아니라 현실 문제를 직접 다루며 새로운

의 개편이 추진되어야 한다. 단순히 교육 개편하는

문제를 찾고 그 해결을 추구하는 방식의 교육이 필

걸 넘어 프로젝트 베이스드 런닝(project-based

요하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앞으로는 의

learning) 등의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하다. 이를

사소통과 네트워킹을 위한 기본 소양의 배양도 미

위해서는 학생의 선발은 물론 교사의 선발과 활용

래 과학기술 인재 양성에 있어서 더욱 중요해지고

체계에 있어서도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할 것이다.

있다는 점도 반영되어야 한다.

둘째, 대학 등 고등교육에서는 미래 인재로 성장

셋째, 과학기술인 경력개발 체계는 신진연구자

해나갈 수 있는 경력개발 경로가 마련되고 단계에

의 역량개발뿐만 아니라 고경력 연구자의 자연스

맞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역량개발과 교육이 이

러운 퇴직과 경력다변화를 촉진시키는 기반이 되

루어 질 수 있어야 한다. 연구개발 과제만 수행하

어야 한다. 이를 통해 고경력 연구자의 핵심 역량

면 관련 역량이 그냥 배양되는게 아니기 때문이다.

을 다음 세대로 이전시키는 가운데 과학기술인력

현재 체계에서는 신진연구자에 대한 역량개발 기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본틀부터 수립하여 기초 역량을 배양한 후 과기인

체제로 발전시켜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플랫폼 경

력 평생교육시스템 등을 통해 경력단계별로 필요

제화에 대비하여 과학기술인력이 자신의 핵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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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을 극대화시켜 미래 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기반

망이다. 앞으로 정부의 정책 또한 규정이나 지침

도 되어야 할 것이다.

을 제정하는 일에만 노력을 쏟아부을 일이 아니라,

넷째, 경력개발 체계 지원을 위한 중요 요소 가

연구기관과 연구자들 간 공통의 의제 (common

운데 하나는 교육과 연구개발의 통합 시스템을 구

concern)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

축하기 위한 기반이다. 빅데이터 등 IT 기술의 발

이다(서지영 외, 2012; 2015).

달을 과학기술인력정책의 기획과 운영 과정에서

결국 미래의 과학기술인력정책은 인공지능 등의

적극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도 통합정보시스템의 구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좀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

축과 활용은 중요하다. 특히 기존의 과학기술 정보

으로 미래 인재의 양성과 활용 전반을 모니터링하

시스템을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과학기술인력의 역

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여

량개발이나 노동시장 활동 등을 엄밀히 모니터링

기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특정 기

하고 정책 기획과 성과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게

술개발에 필요한 인력이나 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과제 중심 정

람을 의도적으로 키워내는 것이 아니라 교육 개혁

보 체계를 인력 중심으로 재구성할 수 있게 시스템

과 연계하여 창의적인 미래 인재가 자연스럽게 성

을 정비하고, 과학기술인력 정책의 기획 및 운영을

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새로운 인재의 발달을

위한 과학기술인력정책 데이터센터 등 정책의 기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추

획 및 운영 시스템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는 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안전한 연구환

다섯째, 안전한 연구환경 보장을 위한 지원제도
의 정비도 필요하다. 앞서 연구실 안전 분야의 주

경을 구축하여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본 지
원체계를 정비한 위에서 말이다.

요 현안문제로서 연구기관의 자율적 안전리더쉽
결여, 비체계적이고 불투명한 안전관리 제도 운영,
사후대책의 취약성 등을 지적하고, 기관 자체의 안
전관리비 확보의 필요성과 안전관리 예산활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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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플랫폼: 개방형 혁신 혹은 시장의 한계?
- 에어비앤비 사례를 중심으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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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원
오승희 (oshjwu@stepi.re.kr)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원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과 플랫폼 시장의 형성

매 목적이 아니라 공유 목적의 사회적 경제성을 표

은 개인의 소유물을 타인과 공유하는 ‘공유경제’라는

방한다. 각자의 필요에 의해 공유하고자 하는 목적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만들어냈다. 소유의 오프라

을 가지고, 공유의 상대자와 중개자를 전적으로 신뢰

인과 공유의 온라인 세계가 ‘융합’되고, 사람과 사물,

할 수 있어야 진정한 ‘공유’가 성립되기 때문이다. 하

공간이 ‘연결’되는 4차 산업혁명의 화두 속에서, 에

지만 최근 북미 지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어비앤비(Airbnb)나 우버(Uber)로 대표되는 세계 공

오직 31%의 사람들이 우버와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

유경제 시장의 규모는 2014년 150억 달러에서 2025

를 신뢰하며, 에어비앤비 같은 주택 공유 서비스의

년 3,35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우에는 신뢰도가 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PwC, 2015).

(Maru/Matchbox, 2017). 전통적인 시장 구조를 벗

개인의 소유물을 공유하는 형태는 예전부터 존재

어난 형태의 공유경제 모형은 단기간의 급격한 성장

해 왔다. 우리의 ‘아나바다 운동’이나 협동조합이 대

으로 인해 플랫폼 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의문이나

표적 예다. 그런데, 최근 온라인 플랫폼 및 모바일

소비자 안전 확보, 제도적 한계 등에 부딪히며 신뢰

기기를 통한 공급자와 수요자의 실시간 거래 환경이

가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에어비

형성되고, 핀테크 등 온라인 결제 시스템과 빅데이터

앤비의 소비자 피해사례를 통해 본 플랫폼 서비스의

기반 니즈 분석 등의 기술이 성장함에 따라, 공유의

신뢰 확보 실패와 책임 문제, 법제도적 한계를 살펴

혁신적 가치를 창출하게 된 것이다.

보고 과학기술혁신 관점에서 향후 고민해볼 수 있는

이러한 공유경제 시장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여, 판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이 글은 2017년 기술경영경제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국내 숙박공유 현황과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언: 에어비앤비 사례를 중심으로”를
수정·보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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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플랫폼의 대표주자, 에어비앤비

폼’을 통해 중개되어 공간을 공유하고, 이에 따른 수
익이 분배되는 C2C(Customer-to-Customer) 시스

2008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된 에어비앤

템으로 운영된다.

비는 현재 192개 국가의 6만 5천여 개 도시에서 운영

그러나 에어비앤비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되고 있고, 올해 3월 10억 달러의 투자를 신규 유치

숙박 시장을 형성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합법성에

하며 시장가치가 310억 달러로 상승한 대표적인 공

대한 논쟁이 커지고 있다. 국내에도 ‘코자자’나 ‘비앤

유 플랫폼이자 세계 최고의 숙박공유 기업이다. 시장

비히어로’ 등 숙박관련 플랫폼이 성장하고 있는데,

조사업체 이마케터(eMarketer)의 최근 조사에 따르

이러한 플랫폼의 건전한 정착을 위해 앞으로의 규제

면 미국의 성인 인터넷 사용자의 26%인 약 5천 650

와 정책의 변화가 다방면에서 모색되고 있다.

만 명이 2017년에 한번 이상 공유경제 서비스를 이
용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이 중 대부분은 에어비

플랫폼 서비스는 정착할 수 있을 것인가

앤비(약 3천 680만 명)를 이용할 것이라고 하였다
(eMarketer, 2017).

(1) 에어비앤비의 숙제

일괄적으로 제공되던 여행상품에서 벗어나 맞춤
형, 현지형 여행 수요가 증가하는 경향에 착안하여 ‘여

에어비앤비는 숙박업체가 아니다. 앞에서 설명하

행은 살아보는 거야’라는 카피를 내세운 에어비앤비

였듯이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시켜주는 중개 서비

는 소비자의 니즈를 공략한 온디맨드(On-demand)

스 업체이며,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내부적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공유 플랫폼의 정착에 기여

로 기술적, 정책적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다. 하지만

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에어비앤비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표 1>과 같이 피해사례

<그림 1>과 같이 판매자로서의 소비자인 ‘호스트’와

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2) 금전문제나 문제 발생

구매자로서의 소비자인 ‘게스트’가 에어비앤비 ‘플랫

에 대한 책임전가 뿐만 아니라 성범죄나 인종차별의

그림 1 : 에어비앤비의 수익 구조

자료: 저자 작성

2)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언론보도자료, 블로그 후기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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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되기도 한다.

2015년, 에어비앤비는 러시아의 스마트홈 스타

이 사례들은 넓게 보면 중개자의 책임 범주와 호스

트업인 ‘랩카(Lapka)’를 인수하였다(디지털데일리,

트-중개자-게스트 간 소통에 대한 문제로 볼 수 있

2015).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도입하여 안전 시스

다. 현실적으로 개별 숙소에 대한 관리가 불가능하

템 구축 및 숙소 점검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기 때문에 호스트의 책임으로 운영되고 있어 안전장

이밖에도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호스트가 소화기나

치에 대한 강제성이 부족하고, 서비스 약관이 있으나

화재감지기 등의 안전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표시하

영문으로 제공하고 있어 접근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

게 하거나, 필요시 본사 측에 신청하면 구급상자와

라 게스트나 호스트를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국

소화기를 보내주기도 한다. 이러한 사례들은 에어비

가마다 시행여부가 다르다.3)

앤비가 소비자들에게 신뢰도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

표 1 : 에어비앤비 피해사례

구분

피해사례

보안·안전

게스트가 미리 알지 못한 숙소 CCTV를 발견하여 본사와 한국지사에 조치를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
하였고, 다시 한국지사에 전화를 하자 “해당 호스트는 경고를 받았다. 추가조치를 원하면 본사로 다시 요청하
라”는 답변뿐이었으며 그 집주인은 여전히 그대로 영업 중임.
숙소 침대 밑에서 화장실 앞 복도 방향으로 촬영되는 카메라를 발견하여 호스트에게 항의하였으나 방
범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라는 거짓 답변을 들음.

정보 제공
의무

분쟁 조정 및
보상 기준

기타

게스트 예약을 확인하기 위해 로그인한 순간 계정 비활성화 통보를 받아 에어비앤비에 문의하였더니 일방적
인 계정 삭제 통보와 사유 설명의 의무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숙박이 예약되어있던 게스트의 연락처를
알 수 없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예약이 취소됨.
호스트가 숙박 대금을 에어비앤비로부터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불법적 호스팅’을 이유로 계정이 정지
됨. 본사에서 계정 정지가 실수임을 인정하였으나, 사건이 종결되었다며 대금에 대한 처리를 하지 않
았고, 소송을 위하여 회사 주소와 대표자 이름을 요구하였으나 묵묵부답 상태임.
게스트가 숙소의 물품을 훼손하여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보상 및 중재를 요청하였으나, 게스트의 지속적인
거부와 증거자료에 대한 본사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전혀 보상받을 수 없었음.
게스트 중 한 명이 전자레인지를 파손하여 본사에 ‘호스트 보호프로그램’에 따른 보상요청을 하였으
나, 다수의 게스트 중 파손의 책임이 있는 게스트를 지정하기 전까지 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아 보상받지 못함.
취소한지 일정 시간이 지났고 홈페이지에서 약속한 날이 지나도 돈이 들어오지를 않아 문의를 하고 싶으나
온라인 게시판 등이 운영되지 않음. 숙소주인은 본사에 문의하라는 답변뿐임.
게스트가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숙소에 도착하기 몇 분 전에 호스트가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
하였고, SNS를 통해 문제가 확산되자 에어비앤비측에서는 해당 호스트를 퇴출시킴.

자료: 저자 작성

3) 에어비앤비는 소비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전과기록 등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지만 검색 범위가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고, 제3자
가 호스트에게 변상을 요구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호스트 보호 보험(Host Protection Insurance)을 운영하고 있는데, 미국, 캐나다, 아일랜
드, 인도, 중국, 일본 등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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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국내에서 숙박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공간은

확장성이 장점인 플랫폼 체계에서 국경 간 장벽이

지역에 따라 주인의 거주 여부, 주택 형태 등이 제한

존재하거나, 수평적 소통이 불가능한 부분들이 가지

적이며, 특히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외국인 관광객에

는 한계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서 에어비앤

대상이 한정되기도 한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규제를

비에게 신뢰성에 대한 도전적 문제가 될 것이다. 이

완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강원, 부산, 제주에 한하

에, 글로벌 ICT 비즈니스로 성장하고 있는 공유 플

여 내국인과 외국인이 모두 사용 가능한 ‘공유민박

랫폼에 대하여 자율성과 책임이 어디까지 부여되어

업’4)이라는 업태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야 하는지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숙박업에 대한 규정 이외에도, 현황법상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태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2) 국내 법·제도의 한계

없으며, 해외법인이라는 이유로 책임에 대한 강제
력도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의 “전자상

국내법상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 서비스를 제공

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전자

하기 위해서는 숙박 관련 업태로 등록이 되어야 합

상거래법)”에서는 통신판매중개업5)에 대해 규정하

법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

고 있고, 에어비앤비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중개

표 2 : 숙박 업태 관련 법 현황

관련법

업태

대상

시설

지역

주인
거주여부

숙박 이외의
서비스

공중위생
관리법

숙박업

제한 없음

숙박이 가능한
시설

제한 없음

없음

없음

외국인a

주택b

도시지역

주인 거주

한국 가정문화
체험에 적합한
시설

한옥체험업

제한 없음

한옥c

제한 없음

없음

체험에 적합한
시설

농어촌민박업

제한 없음

단독주택 및

농어촌 또는

다가구주택

준농어촌지역

주인 거주

없음

외국인관광
관광
진흥법

농어촌
정비법

도시민박업

전통문화

a.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그 지역의 특성화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내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것도 가능
b.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한함
c. 주요 구조부가 목조구조로서 한식기와 등을 사용한 건축물 중 고유의 전통미를 간직하고 있는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
자료 : 법제처(www.law.go.kr)에서 공포하고 있는 법령 및 시행령을 바탕으로 정리

4) 공유민박업은 1년 중 영업일수를 120일 미만으로 제한하며, 사업자등록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부과됨
5) 제2조의4 “통신판매중개”란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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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통신판매중개업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있으나 국내에 법인을 가지고 있지 않

변화와 혁신은 항상 새로운 규범과
질서를 만든다

아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의무와 책임에 대해 강제
할 수 없는 대상이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에는 전

‘공유’라는 가치는 사회의 대부분이 인정하지만,

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

이것에 질서의 잣대를 대는 순간 그 가치는 새로운

6)

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가 2014년에 신설되었으

방향성을 가지며 의도하지 않은 성격을 드러내기도

나 전자적 용역에 대한 의미가 모호하고(구자은 외,

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규제를 바탕

2016), 불이행에 대한 제재사항이 없다는 한계가 지

으로 폭넓은 공익성과 함께 경쟁의 개방성과 투명성

적되고 있다(김신언, 2015).

을 제고해야 하며, 일시적으로 예외 규정을 적용하

우리나라에서 에어비앤비는 여전히 규정이 모호
하여 2015년에는 불법으로 판결된 사례7)가 있는 등

거나 장기적이고 정기적인 검토를 통한 평가가 수반
된 혁신적 제도와 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합법과 위법사이에서 논쟁중이다. 에어비앤비가 처

우리나라의 기술혁신활동은 추격단계를 넘어 탈

음 시작된 미국 샌프란시스코, 산타모니카, 네덜란

추격 단계에 진입하고 있으며, 과거의 혁신을 촉진

드 암스테르담, 프랑스 파리 등의 지역에서는 주인

하기 위한 정책에서 사용자와 시민사회가 참여하여

의 거주 여부 및 임대기간의 제한, 등록·허가 및 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정책으로 변화하고 있는

세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주택의 단기임대를

등 기술혁신과 함께 혁신정책과정에 대한 새로운 접

허가하는 내용의 법제도를 개정하였다. 반대로 단기

근이 요구되고 있다(송위진, 2012). 단기간에 성장

임대의 관리 등의 문제로 인해 불법 숙박업소가 증

한 혁신적인 과학기술의 발전은 장기간 안정되어온

가하거나, 지역의 세수 감소 및 주택난 심화 등의 문

전통적 규범 안에서 많은 갈등과 부작용을 낳는다.

제로 뉴욕, 베를린, 바르셀로나 등의 일부 도시들은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혁신을 발판으로 기술과 규

처벌 규정을 강화하기도 하였다.

범이 서로를 발전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유’와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4차 산업혁명은 여전히 갑론을박이 있는 이슈이

경제적, 시스템적 정의가 다소 부족하며, 변화된 사

지만 현재의 사회가 ‘혁명’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

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은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다. 앞으로의 사회는 더 빠

규제의 재검토를 통하여 시대의 가치를 반영한 생산

르고 복잡하게 변할 것이고, 그에 따른 사회적 요구

적인 방향으로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는 계속해서 정책과 충돌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과 타율, 공익과 사익, 규제와 허가 사이의 균형

6) 제53조의2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은 간편사업자등록으로 신고와 세금납부 의무 이행
7) 에어비앤비의 불법성을 인정한 국내 첫 판례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부산의 A씨와 서울의 B씨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함(연합뉴스,
201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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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에어비앤비의 여행 상품

자료: Airbnb 홍보영상 “Welcome to the world of trips” 캡쳐

점을 찾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그 자체가 새로운 사
회적 성과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플랫폼의 확장성은 무궁무진하다. 에어비앤비는
숙박 공간을 중개하는 역할을 넘어서서 스포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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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OECD 오픈사이언스 워크숍:

오픈사이언스 정책과 실행
글: 양현채 (hcyang@stepi.re.kr)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디지털화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별 국가가 직면한 문제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해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연구과정에 나타날 변

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이다. 이번 행사는 한국

1)

화는 오픈사이언스(open science) 라는 이름으로

과 OECD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는 ‘오픈사이언

불리고 있다. 학술계뿐만 아니라 연구활동에 관계

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해 이어 개최된 두 번

된 모든 사람들이 디지털화의 영향을 받아 점차 개

째 워크숍이다. 지난해 10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

방적 환경에 놓여 발생하는 변화를 의미한다. 이러

된 첫 번째 워크숍에서는 오픈사이언스 기본체계

한 변화는 이미 지난 2015년 10월 ‘OECD 과학기

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었다면, 서울에서 개최된 워

술장관회의’에서도 주요하게 논의된 바 있다. 당시

크숍에서는 의제 설정과 연구 기반시설에 대한 논

회의에 참가한 76개국은 「대전선언문」을 채택하였

의가 중심을 이루었다. 양일간 진행된 워크숍 일정

고, 이 선언에서는 향후 과학기술정책의 주요 과제

중 첫째 날은 프로젝트 관계자들만 참석한 가운데

중 하나로 오픈사이언스 활성화를 제시하고 있다.

비공개로 진행되었고, 마지막 날은 국내외 전문가

이후 오픈사이언스에 대한 관심은 지금까지 이어

100여 명이 공개석상에 모여 ‘오픈사이언스 정책과

져 오면서 출판물 오픈액세스, 오픈데이터 등에서

실행’이라는 주제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다양한 이슈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30일 공개행사는 송종국 STEPI 원장, 미래

이러한 배경에서 지난 6월 29-30일, 과학기술

부 최원호 국제협력관, 도미닉 글룩(Dominique

정책연구원(STEPI)은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 경

Guellec) OECD 과학기술정책국 과장의 환영사로

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으로 ‘한국-OECD

문을 열었다. 잇달아 진행된 오전 세션에서는 장

오픈사이언스 워크숍’을 서울에서 개최했다. 세

용석 STEPI 글로벌정책연구센터장의 주재로 다섯

계 각국에서 진행되는 오픈사이언스 이행에서 개

명의 발표자가 오픈사이언스 정책에 관한 글로벌

1) 오픈사이언스는 연구기획, 연구시설, 연구성과 등 연구과정 전반을 공개·공유하여 과학기술을 대중화하고 활용을 확대하려는 활동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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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OECD 오픈사이언스 워크숍 관계자 기념사진

관점과 지역별 실천을 소개했다. 이어 Guellec 과

성된 연구결과에 대한 접근을 향상시키려 노력을 기

장이 이끄는 오후 세션에서는 오픈액세스, 기반시

울이고 있지만 이미 시장은 민간출판사를 중심으로

설 등 오픈사이언스에 관한 주제별 이슈를 다루었

형성되어 있어 개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다. 총 열여덟 명의 발표자와 토론자가 발제한 내

이후 이어진 오전 발표에서는 프랑스, 일본, 미

용을 개별적으로 다루기에 지면에 한계가 있으므

국에서 온 각국의 대표자들2)이 자국에서의 오픈사

로 본고에서는 토론에서 오갔던 내용을 중심으로

이언스 사례를 공유했다. 비록 국가마다 오픈사이

해당 워크숍을 종합하려 한다.

언스로 이행하면서 세부적인 모습에 차이는 있었

오전 세션은 Guellec 과장이 발표하는 글로벌 맥

으나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

락에서 오픈사이언스로 시작되었다. 그는 대전선

울인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가령, 프랑

언의 핵심은 바로 오픈데이터이며 이를 실현하기

스에서 추진하는 오픈사이언스 정책의 경우, 유

위해서는 재원부족, 연구자 유인책 마련, 지적재산

럽연합의 오픈사이언스 정책과 긴밀하게 연계되

권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어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미국 오픈사이언스 정

오픈액세스는 실현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예

책에서 추구하는 부처 간 일관성은 지난 2013

상했다. 그 이유는 정부는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생

년 2월 과학기술정책실(OSTP)에서 발표된 「과학

2) 각 국의 사례는 프랑스 Gabriele Fioni(CEA, GSF)와 Sandrine Langlade(CEA), 일본 Kazuhiro Hayashi(NISTEP), 미국 Jerry
Sheehan(OECD-TIP/NIH-NLM, 원격화상연결)이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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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출판물 공개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도

자료 : European Commission(2016: 4)과 Cabinet Office, Government of Japan(2015: 1)을 토대로 작성한 이민형 외(2016: 45)를 보완함

기술 분야에 대한 우선순위 및 프로그램 관리지

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했다. 물론 국가안보,

침」(Memorandum for the Heads of Exclusive

개인 프라이버시, 상업적 이용 등과 관련한 연구

Departments and Agencies)에 명시되어 있기도

는 배제하더라도 사회편익을 증진할 수 있다면 공

하다. 마지막으로 일본은 오픈사이언스 정책에 일

개하는 것이 합당하는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공적

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범부서간 공동 기획, 연구,

자금으로 배출된 모든 연구성과를 의무 공개대상

배포를 추진하고 있었다. 일본의 결정은 2016년 11

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예외적인 상황을 지속적으로

월 일본 문부과학성이 제시한 ‘오픈사이언스 촉진’

모니터링하고 있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을 위한 계획에 잘 나타나 있다고 한다.
3)

토론에서는 ‘사회에 책임지는 과학’이 오픈사이

각국의 사례발표 이후 펼쳐진 토론 에서는 왜 연

언스로 이행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로 제시되었

구성과를 공개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

다. 한 토론자는 그동안 과학은 사회와 소통이 순

이 제기되었다. 토론자들은 연구성과 공개가 항

조롭지 못했다고 평했다. 학술계 내부에서 개방

상 연구의 수월성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기본사항

은 이미 친숙한 방식일 것이나 사회로 개방은 낯설

3) 오전 세션 토론자는 Rongping Mu(중국 CASISD), Lars Kluver(덴마크 DBTF), 이명진(STEPI), 오선근(OECD-GSF/IBS)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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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외부에서 과학은 폐쇄적으로도 보인다고 했다.

다는 의견을 전했다. 그동안 각국에서 추진되어 왔

기업에게 사회적 책임인 CSR(Corporate Social

던 연구성과의 의무공개제도가 오픈사이언스로 이

Responsibility)을 강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과학

행에서 채찍의 역할을 했다면, 앞으로는 당근에 해

에도 지식의 공급처로서 사회에 대한 책임을 강화

당하는 유인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더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오픈사이

욱이 Sheehan의 발표에는 미국 NIH는 성공한 연

언스 시대에 과학은 기술평가, 연구의제 설정, 시

구결과뿐 아니라 실패한 연구까지 공개대상에 포

민과학 등의 측면에서 사회와 대화할 수 있을 것이

함하고 있어 연구자들은 종종 성과공개를 꺼리기

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지식생산이 늘어나고, 과학

도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실패한 연구경

의 영향력이 증대될 뿐만 아니라 분쟁을 감소시키

력이 향후에 신청할 연구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

고, 과학에 대한 신뢰가 향상되는 등의 효과를 거

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문화, 연구자들의 심리 등

둘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뿐만 아니라 정보

오픈사이언스를 지연시키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공유는 연구자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

것이다. 다양한 차이와 원인을 이해함으로써 오픈

는 발판을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도 덧붙였다.

사이언스에 동참하는 연구자들을 늘려 가야할 것

그리고 연구자들을 오픈사이언스에 참여시키는
과정에서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

이다.
또한 기존의 평가시스템을 탈피하여, 새로운 시

그림 2 : 일본의 오픈사이언스 기반시설

자료 : Hayashi K.(2017.6.30.)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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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이 도입되어야 연구자들을 오픈사이언스로 유

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픈사이언스로 이행에서

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데 토론자들은 입을 모았다.

국제협력이 필요한 증거라고 덧붙였다. 오픈사이

가령, 새로운 인용서식을 이용하여 공개된 데이터

언스는 각국의 노력이 한데 어우러져야 이뤄낼 수

를 이용하고, 데이터 인용을 기초로 산출된 지표를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OECD는 오픈사이언

대학 교수 임용이나 승진에 반영하는 방식을 생각

스가 단순히 단일 국가 내에서만 해결될 문제가 아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동시에 저명한 학술지

니라 국제적인 이슈라는 것을 알리는데 적극 나설

에 게재된 논문인지 여부로 연구의 우수성을 판단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한·중·일 세

하는 기존방식에서 나아가, 앞으로는 저명한 학술

국가는 오픈데이터에 대한 예산부족과 같이 유사

지에 게재된 논문은 데이터의 신뢰성도 높다는 의

한 문제를 겪고 있는 만큼 오픈사이언스로 이행에

미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 겪는 서로의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책을 공동으

4)

5)

오후 세션 에서 진행된 토론 은 오픈사이언스

로 모색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도 살폈다.

워크숍 전체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이루어졌다. 한

한 토론자는 오픈사이언스로 이행을 준비하면서

토론자는 이번 워크숍이 분야별·국가별 오픈사이

관계된 이해당사자가 누구인지를 규명할 필요가

언스 진행상황을 공유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

있다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각기 다

한국-OECD 오픈사이언스 워크숍의 오전세션 토론

4) 오후 세션 발표는 오픈액세스(서정욱, 서울대) 및 오픈데이터(노서영, KISTI) 이니셔티브, 기타 오픈사이언스 사례들(Carthage Smith(OECD
GSF); 신은정(STEPI))로 구성됨
5) 토론자는 Gabriele Fioni(CEA/GSF), 서민호(KISTI), Lars Kluver(덴마크 DBTF), Ana Helman(ESF), Yasuhiro Murayama(일본 NICT,
원격화상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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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OECD 오픈사이언스 워크숍의 오후세션 토론

른 이해당사자들을 오픈사이언스에 참여시킬 방법

오픈사이언스를 목표로 각국에서 이룩한 그간의

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해당

성과를 돌아보고 국제적 맥락에서 정책과제를 제

사자들 간에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법도 이 과정에

시하면서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

포함될 것이다. 나아가 오픈사이언스로 이행은 여
러 국가의 이해당사자와 시민을 포함하고 있으므
로 필시 장기적 관점으로 추진하는 계획이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워크숍에서 다루었던 오픈사이
언스는 ‘포용적(inclusive)’ 오픈사이언스라는 점에
서도 의미가 있었다. 즉, 오픈사이언스를 통해 이
제껏 논의되어왔던 과학계가 직면한 여러 문제(신
뢰성 회복, 책임성 강화, 진위확인 등)를 해결하고
자할 뿐만 아니라 연구활동에 시민사회를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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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an Commission(2016), “Guidelines on Open Access to
Scientific Publications and Research Data in Horizon 2020”, Version
2.1.

같이 ‘한국-OECD 오픈사이언스 워크숍’은 포용적

Hayashi K.(2017.6.30.), “Open Science Policy and its Implementatio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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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최대 스타트업 컨퍼런스:
Echelon Asia Summit 2017
글 : 이정우 (jungwoolee@stepi.re.kr)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2017년 6월 28일부터 이틀간, 싱가포르 엑스

동향 분석 및 성공사례 발굴을 위한 현지 자료조사

포에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컨퍼런스인

와 관계자 인터뷰 수행 차 이번 행사에 참가하였

‘Echelon Asia Summit 2017’ 행사가 열렸다. 본

다. 강연 및 토론, 스타트업 피칭, 투자 미팅, 스타

행사는 싱가포르의 유명 민간 스타트업 미디어인

트업 홍보 및 채용 부스, 네트워킹 등 다양한 세션

‘e27’이 2009년부터 매년 개최해오고 있으며, 20

이 운영되었는데, 본고에서는 각 세션별 주요 내용

개국 이상의 스타트업 기업가, 투자자, 연구자, 정

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1)

책관계자 등 6천여명이 참가하여 최신 정보를 공
유하고 네트워킹 할 수 있는 대표적 행사로 성장

강연 및 토론 세션

했다. 정부기관과 더불어 민간의 기업, 투자자 등
150여개 이상의 파트너 기관이 후원하고 있는데,

이틀간 행사장 내 Future Stage에서는 초청 연

우리나라에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 강연 및 패널 토론이 진행되었다. 첫째날에는

와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가 정기

e27의 공동창업자이자 대표인 Mohan Belani의

파트너로서 후원을 하고 있으며, IBM, Google,

환영사를 시작으로, 빅데이터, 핀테크, 인공지능,

Techstars, 500Startups 등 유명 기업들도 파트

자율주행차, 푸드테크, 에듀테크 등 4차 산업혁명

너로 참여하고 있다.

관련 딥테크를 포함한 미래 유망산업 분야에서의

필자는 ‘한국의 Young Innovators 사례 발굴 및

스타트업 트렌트와 성장 전략에 대한 강연과 토론

확산’ 연구과제의 일환으로, 아시아 지역 스타트업

이 주로 진행되었다. 특히 동남아 시장에서의 기회

1) 행사 관련 세부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https://e27.co/echelon/asia) 참조. Echelon은 정보감청, 편대 등의 의미로 6,000여 기업 및 전문가로
이루어진 디지털 플랫폼을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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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 Stage의 강연 및 토론

요소와 관련한 허심탄회한 대담(Fireside)과 논의

디컬/라이프스타일, 핀테크의 6개 분야로 나뉘어,

가 청중들과 활발히 이뤄졌다. 둘째날에는 스타트

순차적으로 각 분야별 전문가 및 투자자들 2~3명

업 문화 및 투자 관련 이슈와 더불어, 창업 생태계

이 심사위원을 맡아 평가하는 형태로 예선전이 하

전반에 걸친 내용으로 강연과 논의가 이어졌으며,

루 종일 진행되었다. 청중들에게는 관심 분야별로

2)

첫날 다루지 않았던 분야인 헬스케어, SaaS 등에

스타트업 동향과 사업모델에 대해서 단시간 내에

대한 발표와 토론도 진행되었다.

압축적으로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할 수 있다. 둘째날에는 각국의 스타트업 쇼케이스

스타트업 피칭 세션

형태의 발표가 진행되었으며, 그 중 한국의 스타트
업과 관련 혁신기술을 별도로 소개하는 시간도 있

Future Stage에서의 강연 및 토론 세션과 동시

었다. 최종 심사 결과, 드론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

세션으로서, Create Stage에서는 스타트업 피칭

으로 농장 관리 최적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말레이

세션이 진행되었다. 행사 첫날에는 스타트업 경진

시아 스타트업인 ‘Poladrone’이 우승을 차지하였다.

대회인 ‘Top 100 Fight Club’의 예선전이 치러졌
다. 권투장을 본떠 만든 모습의 링 무대 위에서 결

투자 미팅 세션

연한 의지에 찬 각 스타트업 대표의 3분 내외 엘
리베이터 피칭이 쉴 새 없이 이어졌다. 크게 e커머

행사장 안에 별도로 조성된 Echelon Connect

스, 모바일/미디어/게임, SaaS, 딥테크, 헬스/메

Zone에서는 스타트업과 투자자간 개별 미팅이 진

2) SaaS(Software as a Service): 소프트웨어를 소유하지 않고 클라우드에 접속하여 빌려 쓰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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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 Stage에서 이루어진 스타트업 피칭

Echelon Connect Zone에서 이루어진 투자 미팅

행되었다. 20여개의 테이블에 투자자들이 배정되

업 설명 포스터와 프로토타입이 전시된 부스가 마

어 앉아 있고, 사전 신청을 한 스타트업들이 5~10

련되어, 제품 및 서비스 설명과 시연이 계속 진행

분 간격으로 계속 자리를 바꿔가며 여러 투자자들과

되었다. 또한 Hiring Zone에서는 일본의 소셜 리

퀵 미팅을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1대1 면담을

크루팅 스타트업인 ‘Wantedly’와 연계한 개별 채

통해 투자자는 궁금한 부분들을 심층적으로 질문하

용 상담 및 스타트업 취업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

거나 상세한 조언을 해줄 수 있고, 스타트업도 답변

록 좌석이 마련되어 활발한 면담이 진행되었다.

을 하면서 아이디어를 정리하고 사업모델을 발전시
켜갈 수 있는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 실제로 투자

기타 세션

자들이 관심 있는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의
미팅 약속을 잡거나 즉석에서 투자가 이뤄지는 모습
도 볼 수 있었다.

앞서 언급한 세션들은 참가자 전원에게 공개
되는 데 반해, 별도 해당 Pass로 등록한 참가
자 그룹에 한해서만 비공개로 진행되는 특별 세

스타트업 홍보 및 채용 부스

션들도 있었다. 초기창업자들을 대상으로 법
률, 재무회계, 디자인, 제품관리 등 특강을 해주

행사장 내 강연 및 토론, 스타트업 피칭 등을 위

는 ‘Startup Academy’ 세션, 중소기업가들에게

한 무대와 투자 미팅 장소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

기업운영이나 투자유치, Exit 성공사례들을 공

분의 공간은 스타트업 홍보 및 채용 부스가 설치

유하는 ‘Corporate Innovation’ 세션, 투자자들

되어 운영되었다. Top 100 Zone에서는 사전 신청

만 50명 이내로 라운드테이블 미팅을 진행하는

및 선정 과정을 통해 선발된 Top 100 기업들의 사

‘VentureCon’ 세션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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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100 Zone과 Hiring Zone의 스타트업 홍보 및 채용 부스

마지막으로 공식 세션들이 끝난 첫째날과 둘째날

서 가장 크게 열리는 Asia Summit 이외에도, 말

각 저녁에는 리셉션인 ‘After Dark’ 세션이 열려,

레이시아(4월), 태국(5월), 인도네시아(8월), 베트

참가자간 자유로운 정보 공유와 네트워킹도 이뤄

남(9월), 필리핀(11월) 등 동남아지역 국가들과 카

졌다.

자흐스탄(7월) 등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도 연간 개
최되고 있다. 특정 국가의 창업 문화와 시장 트렌

이번 Echelon Asia Summit 2017 행사는 아시
아 최대의 스타트업 이벤트답게 각국의 수많은 스

트를 집중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 해당국별
Echelon 행사가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타트업 관계자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인상

사실 국내에서는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 크

깊은 글로벌 네트워킹 기회였다. 소위 핫한 아시아

게 열렸던 ‘BeGlobal’ 행사 이후로는 이렇다 할 대

지역 스타트업들의 성공적인 사업모델과 트렌드를

규모 글로벌 스타트업 컨퍼런스가 부재한 상황이

한눈에 볼 수 있었다는 점과 즉석에서 대화를 나누

라 할 수 있다. Echelon 같은 행사들의 특장점들

며 궁금증을 해결하고 최신정보를 습득할 수 있었

을 벤치마킹하여 국내에서도 다시금 이러한 큰 규

다는 점에서 매우 유익한 출장이었다고 생각한다.

모의 국제 컨퍼런스가 정기적으로 기획·개최되었

다만 참가국 대부분이 동남아 주요국이어서 동남

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하여 한국 스타트업과 시

아 시장의 스타트업 동향을 집중적으로 볼 수 있었

장에 관심 있는 전 세계 참가자간 네트워킹을 통

다는 점은 좋았으나, 전 세계적인 글로벌 트렌드를

해, Out-Bound(해외시장 진출) 글로벌 창업뿐만

파악하기에는 다소 부족했다는 점이 약간의 아쉬

아니라 In-Bound(국내시장 진입) 글로벌 창업 또

움으로 남는다.

한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로 Echelon 행사는 매년 6월 싱가포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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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로 보는 대학, 공공연구기관 혁신역량
- 4차 산업혁명 관련 논문(사물인터넷)을 중심으로 -

Ⅰ. 개요
○	4차 산업혁명 관련 연구 중 사물인터넷 분야 논문분석을 통해 한국의 대학과 공공연구기관
의 혁신역량을 개괄적으로 비교, 평가하고자 함
- Elsevier사의 SciVal을 이용하여 출판, 인용, 협력 및 연구자 현황을 비교
- 키워드: IoT, Internet of Things
※다양한 관련 키워드가 있으나 개요 파악 수준에서 IoT, Internet of Things만을 사용
- 대상: 2012~2016년 Scopus DB 논문(17,673편)
○	사물인터넷의 정의
- 인간과

사물, 서비스 세 가지 분산된 환경 요소에 대해 인간의 명시적 개입 없이 상호 협
력적으로 센싱, 네트워킹, 정보 처리 등 지능적 관계를 형성하는 사물 공간 연결망(한국
인터넷진흥원, 2012)
○	사물인터넷 관련 논문 17,673편에서 추출한 상위 50개 핵심 문구는 <그림 1>과 같으며, 지
난 5년간 Wireless sensor network, Cloud computing, RFID, Intelligent buildings 영역
등 사물인터넷 관련 전분야가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1 : 사물인터넷 분야 문구 구름

자료: SciVal DB(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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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물인터넷 분야 혁신역량
1. 논문 수
○	최근 5년간 사물인터넷 분야에서 가장 많은 논문을 출판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으로 4,065
편을 출판
- 다음은 미국(2,720편), 이탈리아(1,222편), 영국(1,191편), 독일(1,033편) 순임
- 한국은 1,379편으로 논문 수로 3위 수준으로 평가됨(중국의 1/3 수준)
표 1 : 사물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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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th Korea
Italy
United Kingdom
Germany
France
India
Spain
Japan
Taiwan
Australia
Canada
Sweden
Finland
Brazil
Greece
Switzerland
Portugal
Netherlands
Belgium
Austria
Ireland
Russian Federation
Saudi Arabia

논문 수(편)

조회 수(회)

4,065
2,720
1,379
1,222
1,191
1,033
870
865
733
697
605
486
464
452
413
352
326
303
294
240
219
216
213
212
192

87,594
52,402
22,023
33,680
28,627
20,271
13,651
12,979
20,174
7,663
9,504
13,582
7,803
10,094
9,786
6,205
6,830
7,554
6,231
5,418
3,310
4,244
4,286
4,374
3,821

상대적
피인용 지수
1.35
2.77
1.48
3.15
2.34
2.10
2.31
1.40
2.15
1.36
1.36
3.06
2.22
2.88
3.69
1.34
1.89
3.96
1.48
2.17
2.34
2.67
2.44
3.12
1.89

인용 수
13,001
13,659
2,365
7,033
5,244
3,628
2,996
1,366
4,222
1,048
1,344
4,166
1,735
2,377
2,101
709
1,269
1,725
782
1,115
842
752
651
568
447

자료: SciVal DB(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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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 측면에서 보면, 미국은 전체 평균(1.0)보다 177% 더 인용되고 있음
- 한국은 1.48로 전체 평균 보다 48% 많이 인용되고 있으나, 상위그룹의 피인용 정도로 볼
때 높은 수준은 아님
○ 사물인터넷 분야 대학 순위를 보면, 중국 과학원이 가장 많은 논문을 출판
- 한국대학은 세계20개 대학에 KAIST(8위), 성균관대(19위)가 포함(<표 2> 참고)
○ 사물인터넷 분야 공공연구기관 순위를 보면, 프랑스의 CNRS가 가장 우수
- 한국 공공연구기관에서는 ETRI가 3위 수준으로 나타남(<표 3> 참고)

표 2 : 사물인터넷 분야 논문 수 상위 20개 대학

1

Chinese Academy of Sciences

264

6,868

상대적
피인용 지수
2.29

2

Beijing University of Posts and
Telecommunications

231

3,798

1.02

구분

대학명

인용 수
1,824
706

3

Universite Paris Saclay

158

2,317

1.90

413

4

Tsinghua University

147

4,206

3.82

1,057

5

Vienna University of Technology

115

2,132

3.11

498

6

Aalto University

111

2,972

3.28

715

7

Royal Institute of Technology

108

3,411

2.67

552

8

KAIST

106

1,746

2.03

326

9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100

2,253

2.12

570

10

Universidad de Murcia

99

3,355

1.89

581

10

University of Surrey

99

2,738

2.52

845

12

National Taiwan University

95

1,278

1.74

298

12

Shanghai Jiaotong University

95

4,106

3.52

1,421

14

University of Bologna

94

1,957

4.32

542

15

Beijing Jiaotong University

91

2,192

0.74

178

15

Huazh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91

3,512

4.05

985

15

Politecnico di Milano

91

2,924

3.20

455

18

ETH Zurich

90

2,228

4.00

627

19

Beihang University

87

2,879

2.42

744

19

Sungkyunkwan University

87

2,521

1.00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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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CNRS

178

2,224

상대적
피인용 지수
1.34

2

Ministry of Education China

166

3,971

1.43

687

3

ETRI

151

2,284

1.10

163

4

INRIA (Institut National de Recherche en
Informatique et en Automatique)

110

1,405

2.29

316

구분

공공연구기관명

논문 수(편) 조회 수(회)

인용 수
338

5

CEA

73

1,333

2.50

484

6

CNR

64

2,031

1.85

310

7

CSIRO

56

2,379

6.84

1,007

8

A-STAR

39

759

2.09

263

9

Japan National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37

414

1.78

85

10

CTTC

32

1,211

5.41

365

10

Korea Electronics Technology Institute

32

440

1.15

65

12

Laboratoire d'Analyse et d'Architecture des
Systemes

28

563

0.93

66

13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27

256

1.58

28

14

Computer Technology Institute Patra

26

638

1.28

127

15

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 Hyderabad

23

213

0.76

26

16

Foundation for Research and
Technology-Hellas

22

290

2.38

62

16

IRISA

22

172

0.59

23

18

Ministry of Agricultur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1

449

0.64

40

19

Council for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South Africa

20

439

2.01

83

20

Industrial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Hsinchu

18

193

1.11

33

자료: SciVal DB(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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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관련 현황
○	논문의 질적 수준(상대적 피인용 지수)에서 중국 Tsinghua 대학(3.82)은 평균보다 282%
더 인용되었으며, KAIST(2.03)도 평균보다 103% 많이 인용됨
○	공공연구기관의 논문당 인용 수는 프랑스의 CEA(6.6)가 가장 많았으며, 한국의 ETRI는 1.1
로 비교 대상 중 가장 낮음. 상대적 피인용 지수도 1.1로 평균보다 10% 많이 인용되는 수준임
표 4 : 사물인터넷 분야 주요기관 인용 현황

구분

대학명

논문수

인용수

논문수당
인용수

상대적
피인용
지수

피인용
최상위
10%
논문비중

국가명

1

Chinese Academy of
Sciences

264

1,824

6.9

2.29

24.2%

중국

2

Beijing University of Posts and
Telecommunications

231

706

3.1

1.02

13.0%

중국

3

Universite Paris Saclay

158

413

2.6

1.9

22.8%

프랑스

4

Tsinghua University

147

1,057

7.2

3.82

31.3%

중국

8

KAIST

106

326

3.1

2.03

22.6%

한국

논문수당
인용수

상대적
피인용
지수

1

CNRS

178

338

1.9

1.34

피인용
최상위
10%
논문비중
19.7%

2

Ministry of Education China

166

687

4.1

1.43

21.7%

구분

공공연구기관명

논문수

인용수

국가명
프랑스
중국

3

ETRI

151

163

1.1

1.1

26.5%

한국

4

INRIA

110

316

2.9

2.29

33.6%

프랑스

5

CEA

73

484

6.6

2.5

26.0%

프랑스

자료: SciVal DB(2017)

3. 협력 현황
○ 주요대학의 국제협력 및 산학협력을 보면, 국제협력은 프랑스의 Universite Paris Saclay
가 53.8%로 가장 왕성했으며, 산학협력도 10.8%로 높게 나타남
○ 주요 공공연구기관에서 국제협력은 프랑스의 INRIA(50.9%)가 비교 대상 중 가장 우수하
며, 산학협력은 프랑스의 CEA(13.7%)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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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 사물인터넷 분야 주요기관 협력 현황

국제협력

산학협력

1

Chinese Academy of Sciences

대학명

25.4%

0.8%

2

Beijing University of Posts and Telecommunications

19.5%

3.5%

3

Universite Paris Saclay

53.8%

10.8%

4

Tsinghua University

36.7%

6.1%

8

KAIST

19.8%

11.3%

국제협력

산학협력

순위

순위

공공연구기관명

1

CNRS

45.5%

5.6%

2

Ministry of Education China

22.9%

3.0%

3

ETRI

7.3%

0.0%

4

INRIA

50.9%

5.4%

5

CEA

32.9%

13.7%

자료: SciVal DB(2017)

4. 연구자 수
○ 사물인터넷 분야 연구에서 중국 과학원이 252명(2016년 기준)으로 가장 많은 연구자를 확
보하고 있음
- 한국은 KAIST 156명, ETRI 185명 등으로 글로벌 기관과 비교할 때, 동 분야 연구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2016년 기준)
표 6 : 사물인터넷 분야 주요기관 연구자 현황

대학
순위

대학명

연구자수 연구기관
(’16)
순위

공공연구기관명

연구자수
(’16)

1

Chinese Academy of
Sciences

252

1

CNRS

260

2

Beijing University of Posts and
Telecommunications

225

2

Ministry of Education China

158

3

Universite Paris Saclay

218

3

ETRI

185

4

Tsinghua University

215

4

INRIA

89

8

KAIST

156

5

CEA

77

자료: SciVal DB(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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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시사점
○ 사물인터넷 분야에서 논문 수로 평가한 한국의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 혁신역량은 중국, 미
국에 이어 3위 수준으로 높은 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판단됨
- 상위 20위에 대학(KAIST, 성균관대) 및 연구기관(ETRI, KETI)이 2개씩 포함됨
○ 그러나 질적인 측면에서 살펴 본, 한국의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 혁신역량은 아직 부족한 것
으로 평가됨
- 상대적 피인용수는 1.48로 논문 수 상위 25개 국가 중 20위 수준
○ 국제협력 연구는 대학(KAIST) 19.8%, 공공연구기관(ETRI) 7.3%로 최고수준인
53.8%(Universite Paris Saclay) 및 50.9%(INRIA)에 크게 못 미치고 있음
○ 논문의 질적 향상과 국제협력 연구 및 산학협력 연구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는 연구 환경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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