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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노트
● 2017년 10월호 과학기술정책지가 발간되었습니다.
● 이번 호에서는 현 정부 국정과제 전략 가운데 하나인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 제안과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국민 안전과
과학기술’ 특집을 마련하였습니다.
●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 공사장 크레인 사고와 연구실 내 폭발 사고,
살충제 달걀과 생리대 유해성 논란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변에서는 분야를 가리지
않고 각종 안전 이슈가 발생해 왔습니다.
● 본 특집에서는 안전 관리 시스템을 비롯해 재난 안전과 생활 안전, 산업 안전, 그리고
연구실 안전에 이르는 분야별 국민안전에 대한 과학기술의 역할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다루고자 하였습니다.
● 먼저 복잡한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사고들의 예방과 대응 및 전환을 위한
시스템적 접근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짚어보았습니다.
● 그리고 재난 안전을 위해 국내의 연구개발 현황은 어떠한지 살펴보고,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국내 재난안전 관리 혁신을 위한 접근 방법을 담았습니다.
● 또한 생활 속 화학물질의 관리 방안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위해성평가가 국민들을
해로운 물질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지에 대하여 들여다 보았습니다.
● 그리고 신기술의 도입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게될 산업 현장에서의 위협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 주제들을 제안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대학 연구실 현장에서의 안전 문제를 살펴보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 본 특집이 국민의 안전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마련에 밑거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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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가 담긴 자율주행차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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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교통부(DOT)와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제 완화 움직임에 동조하고 있다. 2017년 9월 하원

2017년 9월 12일 연방정부 차원의 자율주행차 가이

은 일부 자율주행차 기능이 도로교통안전국이 정한

드라인을 공표하였다. 2016년 9월 오바마 정부가 발

안전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차량 제조사들

표했던 ‘연방자율주행차 정책 가이드라인(Federal

이 각각 2만5천대의 자율주행차를 도로에서 시험할

Automated Vehicles Policy Guideline)’을 대체하

수 있도록 허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상원

는 정책으로 정식 명칭은 ‘자율주행시스템: 안전에

도 이와 유사한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관한 비전 2.0(Automated Driving Systems(ADS):

있다.

A Vision for Safety 2.0)’이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완성차 업체 뿐 아니라 부품회

새로운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나, 큰 틀에서는 기존

사, 통신사, 인터넷 기업 등이 자율주행차 시장에 후

가이드라인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자동차 충돌사

발주자로 뛰어들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 대비 관련

고의 94%가 인간의 판단 실수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규제 완화, 가이드라인 제시 등 기술 혁신 및 시장

자율주행차를 활성화해 안전 수준을 제고하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들이 부족하다는 평

차원에서 미국이 글로벌 리더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

가다. 따라서 이번에 개정 발표된 미국 자율주행차

고히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

가이드라인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자율주행차 관

은 동일하다. 업계가 지켜야하는 법적 강제 사항이

련 규제에 주는 시사점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아니라 자발적인 준수를 권고한다는 것도 마찬가지
다. 주요 차이점은 자율주행시스템(ADS) 안전성 평
가 항목 축소, 차량 제조사들의 자체 안전 평가 결과

제1장. 자발적

지침
(Voluntary Guidance)

제출 절차 폐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역할 명확화
등이며 이를 근거로 포브스, LA타임즈 등 주요 언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자율주행시스템의

론들은 미국의 자율주행차 관련 규제가 이전보다 완

안전한 사용 및 시험과 관련된 제1장과 주정부에 기

화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의회도 정부의 이런 규

술적 지침을 제공하는 제2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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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2016년 및 2017년 가이드라인 상의 자율주행시스템(ADS) 안전성 평가 권고항목
2016년

2017년

Data Recording and Sharing

System Safety

Privacy

Operational Design Domain

System Safe
Vehicle Cybersecurity

Object and Event Detection and Response

Human Machine Interface

Fallback (Minimal Risk Condition)

Crashworthiness

Validation Methods

Consumer Education and Training

Human Machine Interface

Registration and Certification
Vehicle Cybersecurity

Post-Crash Behavior
Federal, State and Local Laws

Crashworthiness

Ethical Considerations

Post-Crash ADS Behavior

Operational Design Domain

Data Recording

Object and Event Detection and Response
Fall Back (Minimal Risk Condition)

Consumer Education and Training
Federal, State and Local Laws

Validation Methods

자료 : Federal Automated Vehicles Policy: Accelerating the Next Revolution In Roadway Safety, Automated Driving Systems(ADS): A Vision for Safety 2.0

서 언급한 바와 같이 1년 전 공표된 가이드라인은 안

서화되어야 하며, 산업계는 인공지능 및 기타 관련

전성 평가와 관련해 총 15개의 항목을 권고하였으나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의 진화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

올해는 [그림 1]과 같이 12개로 줄어 관련 기업들의

면서 ADS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

부담을 경감시켰다.

력해야 한다.

1) 시스템 안전성(System Safety)

2) 운영 설계 범위
(Operational Design Domain) 설정

자율주행차 관련 기업들은 ADS에 대한 안전 관련
위험이 해소되도록 견고한 설계 및 검증 절차를 따

관련 기업들은 ADS를 공공도로에서 시험하고 실

라야 한다. 전체 개발 프로세스는 산업 표준을 준수

제 구현해보기 위해 ADS에 대한 운영 설계 범위

하고, 국제표준화기구(ISO), 자동차 기술협회(SAE)

(ODD)를 설정해 문서화하고, ADS 기능 평가, 시험,

의 자발적 지침, 설계 지침, 기술 표준을 참고하도록

검증 절차 역시 문서화해야 한다. ODD에 최소한 포

권고한다.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은 향후 업데이트

함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도로 유형, 지역, 속도 범

시 발생할 오류에 대비해 철저히 기획, 관리되고 문

위, 날씨/주야간 등의 환경 조건이며 ADS는 O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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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정의된 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3) 사물 및 사건 감지·대응(Object and
Event Detection and Response)

해외 혁신동향

6) 인간과 기계 간 인터페이스
(Human Machine Interface)  
ADS는 운전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운전자와 동
승자에게 자신의 의도 및 차량 성능 관련 정보를 정

사물 및 사건 감지·대응(OEDR)은 특정 상황에

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자율주행차 관련 기업들은

서 운전자 또는 ADS의 대응 기능을 의미한다. ADS

HMI 설계 평가, 시험, 검증을 위한 절차를 문서화하

는 차량의 안전한 작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차

고, 빠른 기술발전 속도를 감안해 ISO, SAE, 미국

량(보행 경로 안팎 포함), 보행자, 자전거 타는 사람,

표준협회(ANSI) 등 유관기관들의 자발적 지침, 모

동물 및 물건을 감지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

범 관행(Best Practice), 설계 원칙 등을 검토하고

어야 하며, 이를 평가, 시험, 검증하기 위한 절차는

적용해야 한다.

문서화되어야 한다.

7) 사이버 보안(Vehicle Cybersecurity)  
4) 최소위험요건
(Fallback, Minimal Risk Condition)

자율주행차 관련 기업들은 사이버 보안 위협 및
취약점을 포함, 안전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

ADS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안전하게 작동되지 않

해 시스템 엔지니어링 방식의 견고한 제품 개발 프

을 경우 최소위험상태로 전환하기 위한 문서화된 프

로세스를 따라야 한다. 도로교통안전국은 기업들이

로세스가 필요하다. 운전자의 개입이 전혀 필요없는

사이버 보안 관련 사항들을 ADS에 어떻게 통합하여

높은 단계의 자율주행을 구현한 경우나, 운전자가

구현했는지 문서화하고, 철저한 문서 관리 환경 하

음주나 졸음, 기타 다른 이유로 운전에 부주의한 상

에 데이터들을 추적 관리하도록 권고한다.

황에서도 최소위험상태로 안전하게 전환되어야 하
고 차량을 위험 지역에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8) 충돌사고 내구성(Crashworthiness)  
자율주행차 관련 기업들은 차량 충돌 시 탑승자
보호를 위해 ADS에서 감지된 정보들을 탑승자 보

5) 검증 방법론(Validation Method)  

호시스템에 전달·통합해야 한다. 또한 도로 상에

자율주행의 범위, 기술, 기능이 상이함을 고려하

ADS를 장착한 차량과 그렇지 않은 차량, 보행자들

여 자율주행차 관련 기업들은 ADS 안전성 검증 방

이 혼재하는 시나리오를 고려해 차량 충돌 호환성을

법론을 개발해야 한다. 정상운행 및 사고 상황에서

확립해야 한다.

의 ADS 대처 역량 입증을 위해 시뮬레이션, 시험주
행, 실도로 주행 등이 자체적으로 또는 제 3자에 의
해 수행되어야 하고, 지속적인 방법론 업데이트를
위해 도로교통안전국, SAE와 같은 산업 표준 기구
와 협력해야 한다.

6

9) 충돌사고 후 ADS 동작
(Post-Crash ADS Behavior)  
ADS 시험 및 구현에 종사하는 기업들은 차량 충
돌 사고 직후 ADS를 안전한 상태로 되돌리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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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모색해야한다. 사고의 심각성에 따라 연료 펌프

야 한다. 교육 내용은 ADS의 기능적 의도, 운영 파

를 끄고, 동력을 제거하고, 차량을 도로에서 안전한

라미터, 시스템 기능 및 한계, 인간의 운전 참여/비

위치로 이동시키고, 전력 공급을 해제하는 등 ADS

참여 방법, HMI, 비상상황 최소위험상태 시나리오,

지원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차량이 운영센터 또는

ODD 파라미터, ADS 기능 변경 방법 등이다.

충돌 통보센터와 통신하는 경우,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련 데이터를 센터에 전달·공유하기를 권고한다.

10) 데이터 저장(Data Recording)  

12) 연방법, 주법, 지방 자치법규
(Federal, State, and Local Laws)  
자율주행차 관련 기업들은 자율주행 차량 및 ADS

충돌 데이터 축적 및 학습은 ADS의 안전성을 증

설계에 관련된 연방법 및 주법, 지방 자치 법규를 어

대시키기 위한 핵심 방안이다. 현재까지 ADS 탑재

떻게 검토했는지 문서화하기를 권고한다. 또한 향후

차량의 충돌사고 원인을 판단하기 위한 표준화된 데

개정 가능성이 있는 법률 및 규정을 ADS에 반영하

이터 요소(data elements)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

기 위한 프로세스도 개발되어야 한다.

서 ADS 시험 및 구현 관련 기업들은 치명적이거나
그렇지 않은 인명 부상, 또는 견인이 필요한 차량 손
상 관련 데이터 등을 수집해야 한다. 도로교통안전

제2장. 주정부에

대한 기술지원
(Technical Assistant to States)

국도 ADS 관련 사고 분석을 위해 SAE와 협력해 단
일 데이터 요소 수립을 위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본 장은 SAE 기준 Level 3 이상 자율주행차가 공
공도로에서 운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

11) 소비자 교육 및 훈련
(Consumer Education and Training)

결하기 위해 도로교통안전국이 주정부에 제언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도로교통안전국과 주

현재 운행되고 있는 차량과 ADS 탑재 차량의 차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련 기업들 및 운

이점을 숙지시키기 위해 자율주행차 관련 기업들은

전자들의 혼란을 방지하였다. 구체적으로 도로교통

직원, 딜러, 유통업체 및 소비자 대상의 교육 및 훈

안전국은 차량과 내부 장치, 주정부는 운전자와 차

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문서화하여 유지 관리해

량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들을 규제하며, 추가적

표 1 : 도로교통안전국과 주정부의 책임

도로교통안전국
•신규 차량 및 내부 장치에 대한 연방 자동차안전기준 수립
•연방 자동차안전기준 수립 준수 명령
•전국의 안전기준 비준수 차량 또는 안전결함 차량에 대한
회수 및 조치 현황 조사
•차량 안전 문제 관련 교육 및 소통

주정부
•운전자 라이센스 발급 및 관할구역 차량 등록
•교통법규 규정 제정 및 집행
•주정부의 의사에 따라 안전검사 수행
•자동차 보험 및 책임 규제

자료 : Automated Driving Systems(ADS): A Vision for Safety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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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교통부가 ADS의 안전설계 및 성능에 대해 독
자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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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도로교통안전국은 주정부가 공공도로
에서의 ADS 안전 관련 내용을 기존 절차 및 요구사

이어 도로교통안전국은 주정부가 ADS와 관련한

항에 추가할 수 있도록 모범 관행을 제시하였다. 주

법률을 만들 때 참고할 수 있는 안전 관련 모범 관

정부가 ADS와 관련해 새로운 관리감독 활동을 함과

행(Best Practice) 4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경쟁

동시에 필요한 경우 새로운 심의 기관을 만들 수 있

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주정부는 ADS 시험 및 구

고, 심의 기관이 ADS 시험과 관련해 관련 기업들에

현 기회를 완성차 기업 뿐 아니라 연방정부와 주정

게 기업명, 주소, 담당자 정보, 차량 종류 등이 포함

부의 법률을 준수하는 모든 기업들에게 제공해야 한

된 신청서를 요구하고 지방정부와 논의해 ADS 시험

다. 둘째, 주정부는 ADS 법률에 따라 도로 및 고속

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도로에서 운행되는 모든 종류의 차량을 ‘자동차’로
정의하고, ADS 관련 기업들에 대한 라이센스 발급,
ADS 장착 차량 등록 등을 주관해야 한다. 셋째, 주
정부는 ADS 관련 기업들이 공공 안전 기관들과 협

기술 혁신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할 필요

력할 수 있도록 보고 및 소통 체계를 만들고 ADS가
안전하게 운영되는지 모니터링해야 한다. 넷째, 주

미국의 가이드라인이 자율적 권고사항인 것과 달

정부는 ADS 운영 상의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불

리, 우리나라는 2016년 2월 자율주행차의 안정성과

필요한 교통 법규들을 검토하고 개선해야 한다.

관련해 법적 효력을 가진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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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다. 내용
적으로도 미국보다 엄격하다. 예를 들어 시스템모드
에서 기존 도로법, 도로교통법 등을 포함한 모든 공
공도로 주행 관련 제반 법령 준수를 요구(제 3조 제
2항)하거나, 시험 운행 시 동승자가 1인 이상 탑승
(19조)하여야 한다는 조항들이 대표적이다. 국회사
무처는 2017년 7월 발간한 용역보고서에서 자율주
행차의 상용화 촉진을 위해 본 규정 외에 「자동차관
리법 시행규칙」, 「자동차등록규칙」, 「도로법」, 「도
로교통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교통안전법」
의 연계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정부

참고문헌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NHTSA(2016, September), “Federal
Automated Vehicles Policy: Accelerating the Next Revolution In
Roadway Safety”.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NHTSA(2017, September),
“AUTOMATED DRIVING SYSTEMS: A Vision for Safety 2.0”.
Sam Abuelsamid(2017, September 12),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Issues Simplified Automated Driving Guidelines”, Forbes.
https://www.forbes.com/sites/samabuelsamid/2017/09/12/u-sdepartment-of-transportation-issues-simplified-automated-drivingguidelines/#70dba6ae41fa (2017.10.23.)
Sam Abuelsamid(2017, September 12), “Driverless cars on public
highways? Go for it, Trump administration says”, LosAngeles Times.
http://www.latimes.com/business/autos/la-fi-hy-driverless-regschao-20170912-story.html (2017.10.23.)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2017.7.), 「제4차 산업혁명과 국회의 입법방향 및 과제」,
국회사무처

는 내년까지 자율주행차 관련 기업들이 모의 실험
을 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인 K-City를 경기도 화성
에 건설할 계획인데, 이에 더해 공공도로에서도 보
다 자유롭게 기술 검증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개선방향을 수립해야 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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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독일의 미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준비: 디지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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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은 1989년부터 매

후, 독일은 2000년대 초반까지 높은 실업률과 0%

년 「IMD 세계 경쟁력 연감」을 통해 국가별 세계 경

대의 저성장에 허덕이며 ‘유럽의 병자’로 까지 조

쟁력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경제운용성과 정부행

롱받던 나라였다. 하지만 이후 놀라운 복원력을 발

정효율, 기업경영효율 및 발전인프라 등 총 4개 부

휘, 2016년 현재 어느 G7 국가보다도 높은 GDP

문 약 340여 개의 지표를 통해 각 국가의 경쟁력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몇 년간 유럽에

평가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도 제시한

찾아온 금융위기 속에서도 독일만큼은 3%대의 높

다. 2016년 국가경쟁력 1위 국가에는 홍콩이 꼽혔

은 성장을 일궈냈다.

고, 스위스가 그 뒤를 이었다. 대상을 인구 2천만

이러한 독일의 저력에는 지금껏 국가 경쟁력을

명 이상 국가로 한정할 경우 미국이 1위, 캐나다가

높이기 위한 독일 정부와 민간의 지속적인 노력이

2위 그리고 독일이 3위를 기록했다.1)

있었다.2) 그리고 현재는 더욱 강력한 경쟁력을 갖

2천만 명 이상 국가 중 세계 경쟁력 1위가 미국
이라는 것에 대해 이견을 가진 사람은 아마 많지

출 방안으로 ‘디지털화’에 몰두하고 있다. 본고에서
살펴볼 내용도 바로 이 디지털화다.

않을 것이다. 본고에서 주목할 나라는 미국과 캐

최근 몇 년간 세계의 주요 화두 중 하나인 디지

나다가 아닌 독일이다. 독일은 최근 수년간 꾸준히

털화는 데이터를 전자적으로 수집·가공·분석해

3~4위권을 유지하며 유럽의 절대 강자로 부상했다.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을 뜻한다.3)

1990년, 약 1조 5000억 유로(한화 2200조 원)의

가트너는 최근 열린 ‘가트너 심포지엄/IT 엑스포’에

값비싼 비용을 치르며 맞이한 동독과 서독의 통일

서 기업들이 디지털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그에

1) 대한민국은 총 61개 평가국 중 29위를 차지했으며, 인구 2천만 명 이상 국가(28개국) 중 11위를 차지했다. (출처: 안지혜·김용남(2016),「IMD 세
계경쟁력 연감 분석: 과학 및 기술인프라 중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 많은 연구들은 독일의 이런 발전에는 높은 수준의 제조업 경쟁력,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정부의 정책 등이 시너지를 이루며 뒷받침된 것이 주효했던 것
으로 분석하고 있다.
3) 한겨레, 「디지털화가 산업 패러다임 바꿀 것」.
http://www.hani.co.kr/arti/economy/it/660809.html#csidxc08749c16742a06a6150754080f45b0 (2017.10.15.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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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춘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유럽경제

본고에서는 독일의 디지털화를 위한 노력과 예상

연구센터도 한 연구 결과를 통해 디지털화의 필요

되는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를 살펴보고, 우리에게

성을 강조했다.4)

시사하는 바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표 1 : 디지털전략 2025 상위 10대 중점 추진과제

중점과제

세부 실천 방안

기가비트급 광통신망 전국 확대

- 2025년까지 100억 유로 규모의 네트워크 구축자금 확보
- 연방-지방정부간 지원 프로그램 조율
- 기가비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라스트 마일’의 단계적 개발

창업 활성화, 신생 기업 간 협력 강화

- 2017년까지 3억 유로 규모의 하이테크 창업기금 창설
- 벤처캐피탈 자금 유치를 위한 법/규제 개선
- 스타트업 글로벌화 지원

투자 확대와 혁신을 위한 제도 마련

- 유럽 디지털 마켓 구축
- 정보통신 관련 법/제도 개발
- 새로운 기술·비즈니스 ‘실험실’ 창설

핵심 인프라에 대한
스마트 네트워크 구축 장려

- 투자촉진을 위한 법/제도 신설
- 범유럽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표준 확립
- 스마트 네트워크 시범지역 선정 및 지원

정보보안 및 정보간 자기결정권 강화

- IT 보안 관련 규제 도입을 위한 EU 역할 강화
- 디지털 지도 활용
- 데이터보호 및 인증체계 표준 확립

중소기업, 서비스업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 지원정보 포탈 구축
- 디지털하우스 개관
- 전담 TF 창설 및 부문 별 특화정책 추진

Industry 4.0을 바탕으로 생산거점 고도화

- Micro electronics 부문 자금지원 프로그램 신설
- Industry 4.0 표준화
- 주요국과 공동 연구/개발 추진

디지털기술 연구개발 및 혁신

- 디지털화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안 마련
- 혁신적 기술개발 지원 프로그램 강화
-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시설·장비·자금 지원

디지털 교육

- 초·중등 교육에 디지털 미디어 활용
- 온라인 교육 강화
- 디지털 훈련, 기업 수요형 교육 프로그램 마련

디지털화 담당기관 (Digital Agency) 설치

- 정책 싱크탱크 설립
- 동향조사, 자문, 이용자 지원 역할

출처 : 석근영·전계영(2016), 「독일 디지털전략2025 주요내용」, KIAT 산업기술정책브리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p. 5. 재구성

4) 디지털화는 기업들에 비교 경쟁 우위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총 12개 EU국가에 대한 추적조사 결과, 디지털화
수준이 높은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생산성이 높고, 작업프로세스 상 효율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실제 2008~2009년 경제위기
속에서도 유연한 대처를 가능케 함으로써, 디지털화된 기업의 위기대응력을 높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출처: Bertschek, I, Polder M, and
Schulte, P (2017), “ICT and Resilience in Times of Crisis: Evidence from Cross-Country Micro Moments Data”, ZWE
Discussion Paper. Z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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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McKinsey&Company Germany의

독일 정부는 2014년 독일의 디지털화를 위한 목

분석에 따르면 독일은 유럽 내 주요 국가나 미국과

표와 집중 육성분야를 제시한 「디지털 어젠다」를

비교해 충분한 수준의 디지털화가 이루어지지 못

발표했고, 그로부터 2년 뒤인 2016년에는 독일 경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분석 지표로는 ‘디지털

제·에너지부에서 디지털화를 위한 구체적인 10대

잠재력 확보수준’이 쓰였는데, 이는 각 산업별로

추진과제와 세부 실천방안을 소개하는 「디지털전

디지털 소비수준과 디지털 직종의 인력 비중 등을

략 2025」를 선포했다(<표 1> 참조).

종합적으로 평가한 MGI 산업 디지털화 지수(MGI

이러한 발표의 이면에는 디지털화에 대한 중요성

Industry Digitalization Index)를 바탕으로 계산

과 파급효과에 비해 독일이 여전히 전통적인 산업

된 것이다.5) 독일의 경우 총 디지털화 잠재 수준의

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새로운 사업모델이

10%가량만 확보한 것으로 분석됐는데, 이는 미국

나 역량을 갖추는데 실패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

(18%), 영국(17%)과 비교해 한참 뒤떨어진 수치며

이 반영됐고,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디지털화를

주요 유럽 국가들의 평균(12%)보다도 낮은 값이다.

추진하고자 하는 정부의 철학이 담겨있다고 해석

주요 국가에 대한 각 산업별 디지털화 수준 또한

그림 1 : 주요 국가에 대한 산업별 MGI 산업 디지털화 지수 비교
Sector

Germany

US

UK

Frane

Netherlands

Italy

Sweden

ICT
Professional services
Media
Finance and insurance
Wholesale trade
Retail trade
Advanced manufacturing
Basic goods manufacturing
Healthcare
Construction
Real estate
Government
Relatively low
digitisation

Relatively high
digitisation

출처 : Windhagen E, et al. (2017), “Driving German Competitiveness in the Digital Future”, McKinsey&Company Report. p.12. 인용

5) Windhagen E, et al. (2017), “Driving German Competitiveness in the Digital Future”, McKinsey&Company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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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 모든 산업 분야에서 다른 유럽 국가나 미국

업들의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켜 노령화에 따른 생

보다 디지털화가 덜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공공

산성 감소 효과를 충분히 상쇄하고, 2030년까지

서비스 영역은 절대적 수치로도 디지털화가 덜 된

독일의 일인당 GDP를 연간 2.4%까지 높일 수 있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참조). 실제로 독일은

다고 보고 있다.

2014년 EU의 국가별 전자정부 운영 평가에서 미
진한 수준(Insufficient)으로 진단되기도 하였다.

독일의 디지털화 추진사례: 강소기업
디지털화 지원

독일의 디지털화에 따른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독일 내 많은 중소·중견기업들은 대체로 디지
털화를 꺼리고 유보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즉,

독일의 상대적으로 낮은 디지털화 수준은 반대

디지털화는 아직 독일 중소·중견기업들에 있어서

로 이야기 하면, 그만큼 도약할 기회가 많은 것으

먼 나라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제로,

로 해석할 수도 있다. 같은 McKinsey의 보고서

최근 독일의 한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총 940여

에 따르면 독일 기업들이 디지털화를 적극적으로

개 조사 대상 기업 가운데 약 30%가량이 디지털화

받아들일 경우, 현재보다 적게는 3%p에서 많게는

도입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기업 대부

15%p 정도 이익을 더 창출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분은 디지털화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있다. 또한 MGI의 연구에서는 디지털화가 독일 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 강소기업 디지털화 지원을 위한 e-표준센터

자료 : BMWi Newsletter Mittelstand-Digital 2016년 3월호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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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디지털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요성을 강조하고 디지털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책을 마련하고 있다. 한 예로, 독일은 2015년 기

우리 정부의 디지털화 노력

존의 중소기업 디지털 기술 도입 지원 프로그램
(PAiCE)에 약 5,000만 유로 규모의 신규 프로그램

우리 정부 역시 디지털화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

을 마련하였으며, 최근에는 중소·중견기업 디지

울이고는 있다. 하지만 아직 세계 주요국 대비 준

털화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강소기 업(Mittelstand)

비 수준은 미진한 상황이다. 이는 디지털화, 보다

4.0 우수 e-표준센터를 쾰른, 하겐, 라이프치히에

넓게는 4차 산업혁명 준비 수준의 척도로 일반적

6)

설립하였다 ([그림 2] 참조).

으로 인용되는 UBS의 4차 산업혁명 준비도, WEF

이 센터들은, 작지만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의 네트워크 준비지수, IMD의 세계 디지털 경쟁력

기업들에 디지털화의 표준을 설파하고 이를 적용

지수 등의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7년 기준

하도록 지원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이를 위해, 이

우리나라의 순위는 각각 25위, 13위, 19위로 20위

센터들은 무료로 디지털화에 대한 국내·외 기술

권 내에 간신히 포진해 있고, 아시아 국가 중에서

동향과 사례 등을 교육하고, 기업 간 네트워킹 지

도 싱가포르, 홍콩, 일본, 대만 등에 이어 5위권에

원 및 공개 시연 등을 통해 디지털화의 필요성과

머물러 있다(<표 2> 참조).

성과를 설파하고 있다. 향후 정부는 독일 전역에

이는, 디지털화에 요구되는 필수적인 기술개발

약 10개가량의 담당센터를 설립해 중소·중견 기

과 통합적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역량 강화의 중요

표 2 : 4차 산업혁명 경쟁력 순위 현황

UBS

WEF

IMD

1위

스위스

싱가포르

싱가포르

2위

싱가포르

핀란드

스웨덴

3위

네덜란드

스웨덴

미국

4위

핀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5위

미국

미국

덴마크

...

...

...

...

한국(25위)

한국(13위)

한국(19위)

출처 : 김정균(2017), 「EU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정책과 혁신 네트워크 구축 현황」, 『Trade Brief』,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p. 2 인용

6) 각 지역별로 설치된 센터에도 구별되는 고유의 특성이 있다. 예를 들어, 퀄른 센터는 무역과 물류를 하겐 센터는 제조업, 그리고 라이프치히 센터는
전반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디지털화를 지원하는데 특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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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결

빠르게 대응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다행이라고 생

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Google이나 인텔 등

각한다. 디지털화, 나아가 4차 산업혁명이 다음 세

세계 주요 기업들이 인공지능이나 클라우드 등 디

대의 키워드인 것은 자명한 만큼, 우리나라도 명확

지털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하고 가

한 비전을 가지고, 산·학·연이 모두 참여해 체계

치를 제고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가시적인 성

적인 대응안을 마련해 성공적인 디지털화, 나아가

과를 내고 있으나, 삼성, LG 등 국내 주요 기업들

성공적인 4차 산업혁명을 이룩할 수 있게 되기를

은 아직 눈에 띄는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기대해 본다.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 부문에서도 더욱 복잡해
지고 있는 사회문제의 증가, 이에 대한 정부의 문
제 해결 역량 저하, 혁신적 IT 기술 발전, 그리고
최근의 4차 산업혁명 도래 등 공공부문에서도 혁
신과 디지털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
히, 2016년 행정자치부의 119개 공공기관 및 142
개 공기업 대상 정부 3.0 실적을 평가한 결과 약
25% 가량인 64곳의 기관이 미진하다는 결론이 났을
정도로 공공부문의 디지털화는 미흡한 수준이다.
하지만, 최근 민간과 정부에서도 4차 산업혁
명 시대의 필수적 핵심기반기술 확보를 위한 논의
가 시작되고, 실제로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 관련
법·규제제도 개편 등의 정책안이 마련되는 등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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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알리바바의 DAMO 아카데미 설립과 혁신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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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리바바의 플랫폼과 서비스

알리바바의 이 같은 놀라운 성장은 소비자와 공급
자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플랫폼 개발과 새로운

창업자 마윈이 ‘천하에 하기 어려운 비즈니스를

서비스 도입·융합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알리바바

없애겠다’는 일념으로 설립한 알리바바(Alibaba)

플랫폼은 크게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모바일 플랫폼,

는 2003년 인터넷 쇼핑몰 타오바오를 통해 폭발적

물류 플랫폼 그리고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구성되어

으로 성장했고, 2016년 기준 1년 거래량이 eBay와

있다. 전자 상거래의 대표적인 플랫폼으로는 타오바

Amazon을 능가하며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오, 티엔마오, 알리 익스프레스, T-mall 등이 있으

으로 거듭났다.

며, 모바일 플랫폼으로는 알리페이, 물류 플랫폼으

그림 1 : 알리바바 생태계

자료 : https://www.sec.gov/Archives/edgar/data/1577552/000119312514306647/d709111df1a.htm, 백서인 김단비(2017)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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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알리바바 DAMO 아카데미 설립 발표

자료 : http://news.sina.com.cn/c/2017-10-11/doc-ifymuukv1663739.shtml

로는 차이냐오 네트워크, 그리고 클라우드 플랫폼으

개)을 비롯해, 엔터테인먼트와 교육, 식당, 건강, 미

로는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있다. 이 네 개의 플랫폼

디어 등 서비스업 전반에 분포해 있다.

과 함께 알리바바는 새로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런
칭해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데, 2004년 온라인·모

알리바바의 DAMO 아카데미

바일 결제 서비스인 알리페이를 시작으로 온라인 자
산관리(위어바오), O2O 등으로 사업영역을 꾸준히

이처럼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한 알리바바는 창업

확대해 오고 있다. 알리바바 자회사 앤트 파이낸셜

학교 설립에 이어 최근 연구기관인 DAMO 아카데

은 중국에서 4억 명 이상의 고객 보유하고 있으며,

미의 설립을 밝혔다. DAMO는 영문으로 Discover,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도 계산 및 대출 서비스를

Adventure, Momentum, Outlook의 4개 영역을

제공하고 있다. 2016년에는 요쿠(Youku), 투도우

의미하며, 한자로는 무림최고수들의 최고의 무술을

(Tudou) 등 중국 최대 비디오 스트리밍 회사를 인수

연마하기 위해 수련하는 달마원(達摩院)을 의미한

하여 엔터테인먼트 영역에도 진출했다.

다. 그 이름에 걸맞게 DAMO 아카데미는 과학 분야

알리페이의 제공 기능 또한 2011년 13개에서 2017

미지영역에 대한 프런티어(Frontier) 연구를 수행하

년 90개로 확대되었으며, 금융(35개), 교통 운수(10

고 인류의 발전을 원동력으로 삼는 연구조직으로 거

개), 소셜 서비스(8개), 쇼핑(6개), 커뮤니케이션(5

듭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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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 중국 항저우 알리바바 본사 방문

10월 20일 중국 항저우 알리바바 본사에 방문한 송종국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왼쪽 두 번째)과 저자(왼쪽 세 번째).
자료 : 저자 제공

향후 3년간 150억 달러의 연구개발 예산을 투입

으며, 3000명의 R&D 인력 중 500명은 박사 학위자

할 예정인 DAMO 아카데미는 아시아 DAMO 아카

이고, 이중 대다수는 세계 저명대학의 인공지능 및

데미, 미주 DAMO 아카데미, 유럽 DAMO 아카데

빅데이터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미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중국 저장대학과 프런티

현재 발표된 주요 연구 분야는 양자 컴퓨팅과 머

어(Frontier) 기술 중심 연구실을 설립했고, 미국의

신 러닝, 인터넷 보안, 시각 컴퓨팅, 자연언어 처리,

UC Berkely와 RISE Lab, 중국과학원과는 양자 컴

차세대 HRI 기술, 칩 기술, 센서 기술, 임베디드 시

퓨팅연구실을, 칭화대학과는 수리과학-금융연합 실

스템, 스마트 네트워크, 금융 기술 등의 분야다. 앞

험실을 세웠다. 설립 초기 멤버로는 인공지능의 대

으로 세부적인 투자계획과 프로젝트를 늘려나갈 예

가 마이클 조던(Michael I. Jordan), 게놈 프로젝트

정이라고 한다.

책임자 조지 엠 처치(George M. Church) 등 5명의
미국 과학원 원사와 2명의 중국 과학원 원사가 초빙

알리바바 혁신의 성공 가능성

되었다. 알리바바는 현재 13개의 지역에서 99개 이
상의 대학과 230개 이상의 R&D 팀을 운영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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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설립 초반 거대한 중국의 내

인 지원을 얻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허술한 법체계

수시장을 바탕으로 폭발적인 양적 성장을 이룬 모습

로 인해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또한 지적재

은 전형적인 중국형 성장과 매우 닮아 있지만, 최근

산권에 대한 낮은 인식, 투자금이나 지식의 국외 유

들어 보여주는 파격적인 행보는 미국이나 유럽의 IT

출에 대해 민감한 중국 정부의 정책 역시 큰 저해요

기업과 흡사하다. 과거 중국기업들은 주로 모방과

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민간기업과 대학

추격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최근 중국의 IT

이 주도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는 상대적으로

공룡들이 전자 상거래, 온라인 결제, 공유경제 등 분

유연하고 자유로운 속성이 강하지만, 경직된 기업문

야에서 보이는 혁신은 역으로 세계를 리드하고 있

화나 사회 시스템은 저해요인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다. 예를 들어 바이두가 발표한 아폴로 계획, 알리바

있다. 과거 바이두에 초빙되었다 떠난 인공지능 대

바가 설립한 DAMO 아카데미 등은 미국이 인류 최

가 앤드류 응이나, 칭화대학 교수로 부임했다 다시

초로 달에 착륙한 것처럼 인류 최초의 도전과 혁신

미국으로 돌아간 생명공학 석학 위옌닝 교수 등이

을 중국기업들이 직접 이루어 내겠다는 의지를 표현

그 대표적인 사례다.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뛰어난 혁신을 위해서는 새로운 시각이 중요하고,

중국이 모방과 추격을 넘어 선도적인 혁신을 이루

이러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생겨나고 공유

어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

될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하다. 중국의 정부, 기업,

는 것이 사실이다. 긍정적 측면으로는 중국의 정치

교육기관, 사회 시스템이 세계적인 혁신을 만들어내

체제가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정부

기 위해서는 예산과 조직, 그리고 표면적인 행동보

주도형으로 확산하기에 적합하다는 점이 있다. 또한

다 새로운 시각과 실패, 자유와 다양성이 존중되고

알리바바와 같은 민간기업 주도의 연구기관 및 교육

생성될 수 있는 시스템적 개선이 핵심적일 것으로

기관 설립 역시 보다 자유로운 환경에서 선도적인

생각된다.

연구를 수행하는 데 긍정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해결과제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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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인류는 예전보다 훨씬 안

대형 재난은 원자력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으면 애

전하고 풍족하게 살게 되었다. 과학기술이 인류 생

초에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나노, 바이오, 인공

존에 직결되는 의·식·주, 보건 및 의료 분야를 크

지능 등 최근 과학기술의 진보는 인류의 삶을 더욱

게 발달시켰기 때문이다. 한편, 과학기술 발전은

풍요롭게 만들겠지만, 알지 못할 새로운 위험을 동

인류의 위험을 증가시키기도 했다. 자동차 보급 증

반할 가능성도 크다.

가는 수많은 교통사고와 사망자를 만들어 냈다. 체

이 글에서는 사고와 재난에 대한 시스템적 차원

르노빌이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와 같은

의 논의들을 살펴볼 것이다. 여기서 시스템적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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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과학기술 그 자체뿐만 아

는 조직문화, 사고에 대응하는 일사분란한 대응체

니라, 이를 운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일하는 환경,

계 등을 가지고 있다. 리즌은 이러한 조직으로 미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내는 한 사회의 제도, 나아가

국의 핵항모, 항공관제시스템 등을 예로 들었다.

그 제도를 이끈 문화까지도 함께 봐야 한다는 의미
이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한다,
그러나 막을 수 있다 – 리즌

사고는 피할 수 없다.
복잡할수록 위험하다 - 페로우
페로우(Charles Perrow, 1999)의 정상사고
(normal accident) 이론은 기술 그 자체가 가진 내

사고와 재난 발생원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

재적 복잡성의 문제를 지적한다. 정상사고 이론은

로 인간의 실수(human error)이다. 체르노빌 사

대형기술시스템(원자력발전소 등) 내부에서 발생

고와 같은 치명적 재난도 사람의 실수에서 비롯되

하는 복잡한 상호작용(complex interaction)과 긴

었다. 제임스 리슨(James Reason, 1990)은 인간

밀한 결합(tight coupling)의 문제를 “체계실패”로

의 실수에 주목했다. 불안전한 인간의 행동을 의도

정의한다(이재열, 2009: 74). 그는 복잡한 상호작

적인 위반(violation)과 실수(mistake), 의도적이

용과 긴밀한 결합으로 구성된 기술시스템에서 사

지 않은 기억오류(lapse)와 주의오류(slip) 등으로

고는 피할 수 없는 매우 정상적인 것으로 보았고,

체계적으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그러나 실수에만

따라서 이러한 사고를 ‘정상사고’ 혹은 ‘시스템사고

주목하는 태도는 개인의 도덕적 책임만을 과도하

(system accident)’로 명명했다(Perrow, 1999: 5;

게 강조하는 것이고, 오히려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

정지범, 2015 재인용).

생하는 시스템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여기서 의미하는 복잡한 상호작용은 다음과 같이

리즌은 인간은 실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

이해할 수 있다. 단순한 상호작용의 구성요소들은

의 실수가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스템적으로

서로 독립적으로, 그리고 순차적으로 구성되어 시

방어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시스템적 다중

스템을 이해하기 쉽고 예측 가능하다. 반면 복잡한

방어(multiple defense) 혹은 심층방어(defence

상호작용 시스템은 하나의 구성요소에 여러 가지

in depth)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물론 이러한 다중

의 다른 요소들이 복잡하게 결합되는 경우가 많고,

방어시스템을 갖춘다 하더라도 방어막의 연속적

이들은 복합적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 이러한 시

실패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스위스 치즈 모델

스템에서는 어떤 한 부분의 고장이 예상치 못한 다

을 제시하기도 했다.

른 부분의 고장으로 이어지고 따라서 대응이 매우

리즌은 사고예방에 효과적인 고신뢰조직(high

어렵다. 한편, ‘긴밀한 결합’개념에서는 시간적 긴

reliability organizations)의 특징을 이야기했다.

박함을 강조한다. 화학공장이나 원자력발전소의

고신뢰조직은 복잡하고 위험한 시스템을 운영하면

시스템 구성요소들은 서로 매우 긴박하게 연계되

서도 효과적인 다중방호시스템, 실패로부터 배우

어 있고, 한 부분의 문제가 전체의 문제로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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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Perrow의 Interaction/Coupling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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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될 수 있다. 하나의 공정이 고장이 났다면, 다

모순되는 것으로 실현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다

음 공정에 바로 큰 영향을 주고, 고장난 공정을 대

(Perrow, 1999).

체하기도 쉽지 않다.
페로우는 다양한 시스템을 상호작용의 복잡성과

일탈의 정상화 – 본

연계의 긴밀성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그림 1]과 같
은 모형을 제시했다. 원자력발전소는 [그림 1]의 2

다이앤 본(Diane Vaughan, 1996)은 1986년

사분면에 위치하고 있고 여기에 위치한 화학플랜

챌린저호 폭발 사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 사고

트, 우주항공 미션, DNA 조작 등은 모두 정상사

가 중간관리자와 엔지니어만의 잘못이 아님을 지

고의 위험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페로우는 사고 가

적했다. 나사의 엔지니어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

능성을 줄이기 위해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을 줄

게 된 것은 개인적 부도덕이나 무지의 문제가 아

이는 분산화(decentralization)가 필요하지만, 만

니라 잘못된 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판단하게 하

일의 사고 대응을 위해 군대식의 강력한 중앙집

는 조직적 “일탈의 정상화 과정(normalization of

중화(centralization)가 필요하다고 분석한다. 그

deviance)”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조직 내 불안전

러나 분산화와 집중화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은

한 행동의 원인은 조직 구성원들이 그들의 실수 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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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 정상사고론과 고신뢰이론의 차이

구분

정상사고론 (NAT)

고신뢰이론 (HRT)

관점

실패
부정적 측면

성공
긍정적 측면

강조점

조직의 문제

과정의 문제

가외성

사고에 기여
복잡하면 실패한다.

사고 예방에 기여
다중 방어를 통한 효과적 예방

대상 시스템

원자력, 화학공장 등
개방적 민간시스템

항공모함, 방공시스템과 같은
폐쇄적 총체적 시스템

자료 : Vaughan(1999: 298), 이재열(2009: 75), 정지범(2015) 재인용

은 일탈을 정상적인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일 수 있

(redundancy)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다. 정상사

다. 그녀는 조직의 복잡성 및 하청, 재하청으로 분

고론은 방호장치 간 복잡한 간섭 및 긴박한 결합에

리된 노동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조직의 구조적

의한 사고발생 가능성에 주목하고, 고신뢰이론에

문제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서는 방호장치는 많으면 많을수록 안전에 도움이

그녀는 현대의 복잡한 조직이 가지는 “구조적 비밀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Vaughan, 1999; 정

주의”(structural secrecy)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범, 2015).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표 1>과 같

(Vaughan, 1996). 노동의 분업화, 계층화, 전문

이 정리할 수 있다.

화에 따라 지식이 분절되고, 조직원들은 자신의 부
서와 관련된 지식만 있을 뿐, 타 부서나 시스템 전

감재와 회복, 전환을 위하여

체에 대한 지식은 매우 부족하다. 이렇게 분절된
지식은 복잡한 시스템 고장이나 조직 일탈 현상을

지금까지 살펴본 이론은 사고를 예방(prevention)

이해할 수 없고, 결국 1986년 챌린저호 폭발사고

적 관점에서 본 이론들이다. 예방은 사고와 재난의

와 같은 대형재난의 원인이 될 수 있다(Vaughan,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기술과 제도를 의미

1996; 1999; 정지범, 2015 재인용).

한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과속방

본은 정상사고론과 고신뢰이론의 차이에 대해

지 카메라를 개발하고,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것들

서도 나름의 해석을 내놓았다. 정상사고론은 실패

이다. 특히 현대의 복잡한 기술시스템 보호를 위해

를 설명하기 위한 부정적 이론인 반면에, 고신뢰

원자력계 등에서는 다중적 안전장치로서 심층방어

이론은 긍정적 측면에서 절대적 안전을 목표로 한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했다.

다. 정상사고론은 복잡한 상호작용과 긴박한 결합

그러나 모든 재난을 예방하는 것은 애시당초 불

을 가진 조직의 ‘구조’(structure)를 강조하는 반

가능하다. 아직까지 인간은 태풍의 발생을 막을 수

면, 고신뢰이론에서는 다층의 안전관리를 구성하

없으며, 지진 발생은 예측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는 ‘과정’(process)에 집중한다. 다중방호의 가외성

아무리 심층방어 시스템을 갖추어도 방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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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전환의 개념

Initial Equilibirum

Shock

Resistance
Incremental Adjustment
Transformation

자료 : Matyas and Pelling(2015: 8)

을 뛰어넘은 재난 발생 가능성이 있고, 다중의 방

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적응

어시스템이 동시에 무너지는 구멍난 “스위스 치즈”

(adaptation)하고 사회 자체를 적합한 형태로 전

현상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하

환(transformation)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특

더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완화 혹은 감재(減災,

히 기후변화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이러한 주장

mitigation) 노력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태풍이

이 강조되고 있다. 인류는 기후변화 속도를 완화

오기 전에 이를 사전에 경고할 수 있는 예보기술,

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미 이를 막는 것

하천범람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제방기술 등

은 불가능하며, 따라서 기후가 변화된 환경에 적

을 예로 들 수 있다. 원자력발전소 사고 시, 방사성

응하고 사회시스템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질의 외부 누출을 막기 위한 컨테인먼트 등 방호

Matyas와 Pelling(2015)은 [그림 2]를 제시하면

기술도 이러한 감재 노력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서 재난을 겪은 한 사회의 방재(resistance), 개량

그러나 사회가 더욱 복잡해지고, 불확실성이 증
가하면서 예상치 못한 재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incremental adjustment; 점증주의), 전환의
개념을 설명한다.

계속 높아지고 있다. 회복(resilience)의 관점은 이

즉, 어떤 안정된 상태에 있는 사회가 재난

러한 상황에 필요하다. 이는 재난이 발생하여 어떤

(shock)을 당했다고 가정할 때, 방재가 잘되어 있

사회가 치명적 피해를 입더라도 효과적 복구 과정

다면 그 사회는 큰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의 상

을 통해 원상으로 회복되고, 나아가 미래의 재난에

태를 유지할 수 있다. 만일 큰 충격을 받고 사회 시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하

스템이 전반적 하락을 경험한다면, 그 사회는 점

는 것을 의미한다. 홍수 피해를 입은 도시가 빠른

진적인 복구의 노력을 통해 원상태로 회복할 수 있

시간 안에 원래의 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기술과

을 것이다. 그런데 재난이 기후변화와 같이 지구

시스템, 나아가 더 큰 홍수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방

환경시스템을 비가역적으로 변화시킨다면 그 사회

재시스템이 강화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는 새로운 평형상태로의 전환을 경험할 수밖에 없

그러나 우리가 겪고 있는 위험이 이미 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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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사회 구성원 전체
가 그 사회의 안전제고를 위해 시스템적 변화를 추
구할 수도 있다. 원자력발전소의 위험을 우려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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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stance, incremental adjustment and transformation in disaster risk
management policy”, Disasters, 39 Suppl 1, S1-18, doi:10.1111/disa.12107

서 한 국가가 탈핵을 통해 에너지 시스템을 전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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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볼 수 있다.
인간은 실수할 수밖에 없고, 예측하지 못했던 최
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하지 말란 법은 없다. 사고
와 재난의 예방은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예방만
이 목표가 되어선 안된다.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피

Reason, J.T.(1990), “Human error”,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Vaughan, D.(1996), “The Challenger Launch Decision: Risky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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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범(2015), 「안전사각지대 발굴 및 효과적 관리 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감재기술, 엄청난 피해를 입
더라도 신속히 원상태를 돌아갈 수 있는 회복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 보다 안
전하고, 보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
시스템 전반의 전환에 대한 연구와 준비 역시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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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재난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한다.

안전 컨트롤타워’를 표명하며 설립된 국민안전처가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최근의 국내 재난안전 이

폐지되었다. 2년 6개월 만이다. 재난안전 관련 대

슈와 연구개발 현황을 짚어보고, 과학기술기반의

응체계를 통합 운영하고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부

종합적 재난대응 역량 정립을 위한 기술적, 제도적

여받았던 국민안전처 이전에도, 정부는 행정안전부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를 안전행정부로 개편시키는 등 ‘국민안전’을 확보
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

재난안전 이슈 및 문제점

제나 뉴스 1면을 끊임없이 장식하고 있는 대형 재
난·재해는 우리나라의 재난안전 관리 체계가 여전

2012년 구미 불산 누출사고, 2014년 경주 마우

히 미흡함을 보여주고 있다. 어떻게 해야 안전혁신

나리조트 붕괴사고, 세월호 침몰사고, 2015년 중

기반의 재난안전 거버넌스를 수립할 수 있을까?

동호흡기증후군(MERS) 발생 등 최근 5년 간 국내

지난해 실시한 국가 재난·안전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1), 80% 가까운 응답자가 정부의 역할이 가장

에서 발생한 주요 재난안전 사례의 문제점은 <표 1>
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미흡하고 사회시스템 또한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일반적으로 재난관리는 ‘예방-대비-대응-복구’

못하다고 답했다. 재난과 재해의 범위가 확대되는

의 네 단계로 이루어진다. <표 1>을 살펴보면, 공통

만큼 공공의 책임이 증대되고, 범부처 차원의 대응

적으로 사고 발생 전인 예방과 대비 단계에서부터

시스템 구축이 절실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

안전성 및 취약성 점검이 적절치 못했고, 대응교육

부는 재난·안전 과학기술 R&D 혁신 전략을 수립

이나 훈련도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재난

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시스템을

안전대책본부 운영 등 의사결정지원 문제와 전반적

구축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회 기반을

인 대응 역량 부족은 사후 관리에 속하는 대응과 복

1) 2016 국가 재난·안전 대국민 설문조사는 「국민 안전혁신 과학기술 지원전략 기획연구(2016)」에서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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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 주요 재난사고의 관리상 문제점

주요 사고

문제점
사전

사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부적절
제독장비 부족으로 작업 장비 및 인력철수
사고대응 지원업무 수행 부적정
제독작업 지연 및 완료 전 주민 복귀
재난상황 접수 및 전파 업무 소홀
화학사고 물질 및 잔류오염도 조사 미실시

구미 불산
누출사고
(2012. 9. 27)

업체 정기검사 및 정기지도·점검 부실
유해물질 취급 사업장 기술지도 불철저
환경오염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부적정
자체 방제계획 및 보완 기준 미흡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2014. 2. 17)

구조 안전성 확인 미실시
부실시공
설계 및 감리 부실
인허가 미준수
반복 유사사고 대책 미흡
지붕 제설작업 미실시
적설량 증가 및 습설 발생
설계기준 부재
안전점검대상 사각지대

현장접근 난해
구조공간 협소
현장지휘 조정 혼선
위험구역 설정 및 통제 미흡
유관기관 및 보도차량 집중으로 인한 교통혼선
타시도 지원현황 파악 곤란
환자분류 및 이송 혼란

세월호
침몰사고
(2014. 4. 16)

대형 해상사고 훈련 및 구조활동 지휘·통제 태만
선박 검사 및 점검 업무 부적정
여객선 선원 안전교육 불합리
선박사고 매뉴얼 작성·관리 업무 태만
VTS센터 해상교통관제업무 수행 부적정

위성통신장비 미비로 사고현장 정보 공유 불가
사고상황 및 재난경보 전파 부적정
모니터링 소홀로 사고사실 조기 인지 실패
VTS 연계체계 부족
구조요원 및 관제요원 배치 부적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부적정

중동 호흡기
증후군
(MERS) 발생
(2015. 6)

메르스 사전연구 및 지침제정 업무 부적정
감염병 관리기관 지정업무 부적정
감염병 예방 지도·감독 미흡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불합리
감염병 대비 교육·훈련 미흡
감염병 대응 의료기관 병실 등 관리·운영 미흡
감염병 재난대비 훈련 실시 및 평가 부적정

메르스 검역 및 의심환자 신고 등 안내·홍보 미흡
초동역학조사 부적정
정부·지자체 간 협조체계 부적정
추가 감염자 발생여부 확인 소홀
관련 정보공개 업무처리 부적정
진단체계 및 검사센터 운영 부적정

자료 : 재난안전관련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13건(2012-2015),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재난원인조사 결과보고서, 여객선 세월호 전복사고 특별조사
보고서, 재난연감(2011-2014), 기타 언론보도자료 등의 내용을 기반으로 정리

구 단계에서 나타난 주요 문제점이었다. 재난의 유

R&D 과제들을 재난유형3)에 따라 살펴보았다.

형과 상관없이 전주기에 걸쳐 재난관리 시스템이

사회재난(42.8%)과 자연재난(19.0%), 특수재난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16.1%) 분야의 과제 수는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
지한 반면, 소방·기동 분야와 해양재난 분야는 각

국내의 재난안전 분야 연구개발 현황2)

각 8.1%와 7.7%에 불과했다. 투입 예산 또한 사회
재난(32.7%)과 특수재난(30.6%) 분야에 예산이 쏠

2012〜2014년에 수행된 재난안전 관련 국가

리는 등 균형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

2) 이 내용은 최수민·이주영(2016), 「재난유형과 관리단계로 본 국내 재난안전 R&D 현황 및 시사점」의 내용을 일부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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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2012-2014년 재난관리단계별 R&D 과제 비율

야가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와 차
이를 보였다. 특히 자연재난에 대한 예측이나 피해
저감 같은 직접적인 부분보다는 사후의 사람들의

예측
(15.4%)

플랫폼
(29.5%)

행동 분석이나 복구 진행 과정 파악 등 간접적인 영
향이나 변화를 분석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였다.
예방
(32.6%)

복구
(2.9%)
대응
(9.9%)

재난관리단계로 보았을 때 플랫폼 성격의 과제가
많은 것은 우리나라와 비슷했다. 미국의 경우 허리

대비
(9.7%)

자료 : 최수민·이주영(2016), 「재난유형과 관리단계로 본 국내
재난안전 R&D 현황 및 시사점」, 『한국방재학회논문집』

케인 카트리나는 물론 아이티 지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 국내·외 초대형 재난에 대한 사후적
분석연구가 다수를 차지했다. 일본은 재난 발생 메
커니즘을 파악하는 일본 자체 예측 모델의 개발이

로 나타났다. 재난관리 단계별로 보았을 때는4), 재

나 사람들의 행동 특성을 반영한 피난 경로, 방재

난 예방과 재난관리 플랫폼 관련 과제의 비율이 각

정보 제공 등 구체적인 목적과 대상이 지정된 연구

각 32.6%와 29.5%로 가장 많았으며, 재난 예측

들이 많았다.

(15.4%)과 대응(9.9%), 대비(9.7%), 복구(2.9%)
순으로 이어졌다.

미국과 일본의 사례는, 정량적으로는 각 분야별로
균형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대응 및 복구 분야는 해양재난 및 소방·기동 분

다. 다만, 우리나라에 비해 예측이나 복구단계에 비

야에 해당된다. 다시 말해, 재난 발생 이후 현장에

중을 높게 두고, 그 연구결과가 대비 및 대응 단계에

서 필요한 부분의 연구개발이 부족한 상황이며, 더

자연스럽게 연결돼 활용된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나아가 국민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안전이
확보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 결과는 대응역량 강화
기반의 전주기적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미국과 일본의 재난안전
연구개발 현황 5)

국민안전처 사례에 나타난
국내 재난안전 연구개발 사업의 문제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범부처 계획으
로 추진된 「2015년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에 따르면, 재난안전 분야의 연구개발비

미국6)과 일본7)의 경우, 자연재난 분야의 R&D가

는 총 1조 8,428억 원이 투입되었다. 투자 증가율

절반가까이 차지하였고, 사회재난과 소방·기동 분

은 전체적으로 연평균 29.5%의 증가율을 기록했는

5) 이 내용은 이주영·최수민(2016),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통해서 본 재난 분야 정부 R&D의 특징」의 내용을 일부 정리한 것임
6)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참사 이후부터 2015년까지의 국가과학재단(NSF) 지원과제 분석
7) 2011년 후쿠시마 참사 이후부터 2015년까지의 과학연구비조성사업(KAKENHI) 지원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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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미국과 일본의 재난관리단계별 과제 비율

예측
16.7%(190)
예방
6.0%(68)
대비
5.9%(67)

플랫폼
28.7%(294)

예측
36.2%(370)

플랫폼
35.4%(403)

미국

일본
복구
9.8%(100)

대응
13.2%(150)
복구
22.8%(259)

대비
9.8%(100)

대비
9.8%(100)

대응
5.3%(54)

*( )안은 과제의 개수를 나타냄
자료 : 이주영·최수민(2016),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통해서 본 재난 분야 정부 R&D의 특징”, 『한국안전학회지』

그림 3 : 정부 재난안전 R&D 예산의 연도별 투자 현황(2008-2016)
708,300

(단위 : 백만원)
8~’15)
9.8%(’0
CAGR 2

554,177
416,453

CAGR 29.5%(’08~’16)

157,465
89,359
2008

126,636

131,929

2009

2010

217,432

149,359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자료 : 박병원 외(2016), 「국민 안전혁신 과학기술 지원전략 기획연구」, 국민안전처, p. 70.

데,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증가폭이 크지 않았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에 따라 재난안전

지만, 2013년 이후로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분야의 연구개발 예산이 대폭 확대되었음에도 불

정부 전체의 재난안전 연구개발 투자액 대비 국민

구하고 정작 주무부처였던 국민안전처의 사업은

안전처의 재난안전 연구개발 비중은 2013년까지

왜 재검토될 수밖에 없었는가? 2015년 11월 공공

1% 내외 정도의 비중을 보였으나, 세월호 침몰사

우주전문위원회는 「재난재해 분야 R&D사업의 전

고 이후 2014년에는 2.34%, 2015년 2.93%, 2016

략성 강화방안(안)」 보고서를 통해 국민안전처가

년 3.74%로 크게 증가하였다.

재난안전 주무부처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재난안전

이러한 투자율 증가 추이는, 취약부문 개선이나
예측에 따른 체계적인 투자보다는 세월호 참사나

혁신의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결론을 내렸
다. 이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점에 기인한다.

메르스와 같은 대형 사회적 이슈에 좌우되곤 하였

첫째, 사업의 명확한 목적과 방향 설정이 미흡하

다. 그 결과, 2015년에는 진행 중인 사업 9개 중 6

였다. 단순히 과제 발굴을 통한 사업의 형식으로

개가 일몰대상으로 검토되기에 이르렀다.

산발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사업내용의 단순 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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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불충분한 방향 제시를 한 경우가 빈번하였다.

난안전 혁신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점

목적성을 띤 큰 방향성이 아닌 기술 수준의 내역

들을 선순환 고리로 바꿀 종합적인 전환이 시급하다.

단위로 과제 설명이 주를 이루었으며, 목적 달성을

재난안전 분야의 연구개발은 국민안전과 재난 대

위한 세부목표 및 계획이 드러나지 않거나 사업 최

응역량 확보라는 중요한 목적을 가진다. 여기서 대

종 목적과의 일관된 방향성을 갖지 못한 면을 지적

응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재난 발생 시의 방

할 수 있다.

어적 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대비-

둘째, 재난안전 분야의 특성상 범부처 대응이 필

대응-복구의 전주기적 활동과 함께 대국민 안전

요한 연구개발 사업에서 국민안전처는 차별적인

문화 확산, 안전정보 구축 등 기반 활동을 모두 포

역할을 정립하지 못했다.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이

함하는 것이다. 때문에 재난관리의 각 단계별 과학

개별 재난유형별로 대응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연구개발을 발굴하고, 이를

고 舊미래창조과학부가 플랫폼을 만드는 과정에서

수행하는 기술적 역량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사업별 유사 중복의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 이때

조직적, 제도적 역량이 제고되어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기존 개발기술의 종합·조정하는 역

전술한 바와 같이, 국내의 재난관리 단계에 따른

할을 해줄 것을 요구받았지만 이를 제대로 수행하

투자는 취약성과 대응 효과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지 못한 측면이 있다.

않고 편향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복구단

셋째, 부처의 역량 강화를 위한 재난안전 전문인

계의 투자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며, 재난발생 후 일

력 교육 프로그램을 갖추지 못하고 위탁 형태의 사

상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과제 역시 부

업관리에 의존함으로써 재난안전 분야를 포괄하는

족하다. 재난 관리는 전체 기술역량 중 가장 취약

자체의 지식축적과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한 고리(weakest link)가 대응성과를 좌우하므로

결과적으로, 국민안전처의 연구개발 사업은 국

전주기적, 시스템 전반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접

가 재난안전 혁신을 위한 기반 조성에 실패하였다.

근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림 4]와 같이 재난 전주

특히 사회문제로서의 재난안전 특성을 고려한 연

기를 고려한 맞춤형 안전 전략이 필요하다. 연구개

구개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조직 업무 편의를

발 사업과 과제는 재난 발생단계별로 피해를 최소화

최우선해 재난유형별·과제단위별 관리의 형태로

할 수 있는 기능 확보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접근함으로써 국가 재난안전의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과 차별적 역할을 정립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접근은 기존의 재난 유형별 기준에 따
라 추진되었던 부처별 재난안전 연구개발 사업의
중복을 줄이고, 대응 단계별 균형적 투자를 유도할

국가 재난안전 관리 혁신을 위한
전주기적 접근 방안

수 있는 효과적인 시도가 될 수 있다. 또한 이 과정
에서 행정안전부가 재난안전 연구개발 사업의 기
획·조정 역할을 수행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행정안전부가 과거 국민안전처 사례에서 나타났
던 ‘악순환의 고리'를 효과적으로 끊고 실효적인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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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 재난 발생단계에 따른 전주기 시스템 차원의 R&D 관리 필요성
System
Function

회복력 향상

재난발생
대응역량 강화
안전성 증가
예방/대비

대응

복구

Time

자료 : 박병원 외(2016), 「국민 안전혁신 과학기술 지원전략 기획연구」, 국민안전처, p. 9.

의 편의성을 지나치게 고려한 나머지 단순한 과제

무엇보다도 재난안전 분야는 경제·산업적 파급

단위의 재난유형별 접근에 따라 수행되었다. 그 결

효과가 우선시되는 일반적 연구개발 사업과 다르

과 부처별로 중복된 과제들이 비효율적으로 추진

다. 공공성이 강한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으로서 재

되었고, 국가 재난안전 관리의 큰 방향성을 제시하

난안전 연구개발이 가진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적

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합한 성과지표를 개발하는 노력 역시 필요하다.

재해·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예방-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자하는 국가의 종합적

대비-대응-복구의 모든 재난관리단계에 대한 전

인 계획은 어쩌면 보다 많은 시간과 비용을 요구할

주기 관리를 통해 전체적인 안전 수준을 유지해야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핵심 인프라 시설의 관리에

한다. 또한 재난안전 연구개발의 기획-수행-평

서 국민의 높은 안전 의식 배양에 이르기까지 사회

가-재기획의 환류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의 체계성

구성원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장기적인 비전

과 부처별 전문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을 모색해야 한다. 다시 말해, 앞으로 재난안전 연

간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이는 재난안전의 주

구개발의 혁신은 재난의 전주기적 관리와 함께 안

무부처가 단순한 관련 연구개발 사업의 관리·조

전의 실수요자인 국민을 설득해가는 노력 또한 반

정뿐만 아니라 전반을 총괄할 수 있는 기획 역량이

드시 포함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필요함을 시사한다.
재난안전의 주무부처는 무엇보다도 전주기 관리
가 요구되는 재난안전 연구개발의 특성을 고려하
여 시스템 차원에서 연구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참고문헌
국가과학기술심의회(2015), 「2015년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

재난안전의 연구개발 성과는 현장에서 성능이 실

박병원 외(2016), 「국민 안전혁신 과학기술 지원전략 기획연구」, 국민안전처.

증된 경우에만 활용이 가능하므로, 기술적 역량뿐

윤정현·오승희(2016), 「정부의 미래 돌발 이슈 대응역량 분석: 재난안전
R&D 투자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정책』, Vol. 26, No. 9, pp. 32-39.

만 아니라 인적·조직적 역량(법, 제도, 문화 등)과

이주영·최수민(2016),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통해서 본 재난 분야 정부
R&D의 특징」, 『한국안전학회지』, Vol. 31, No. 3, pp. 123-129.

긴밀하게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
술적 역량 외에도 비R&D적 요소 역시 면밀히 분
석하여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최수민·이주영(2016), 「재난유형과 관리단계로 본 국내 재난안전 R&D 현황
및 시사점」, 『한국방재학회논문집』, Vol. 16, No. 3, pp. 87-94.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5), 「재난재해 분야 R&D사업의 전략성 강화방
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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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 화학물질 안전과 과학기술
글 : 최경호 (kyungho@snu.ac.kr)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생활환경 화학물질 안전

물질 안전문제는 제품, 식품, 위생용품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고 관할 부처들도 다양했지만, 이들

지난 2017년 8월 이후 생활환경 화학물질이 우
리 사회의 커다란 관심사로 다시 한 번 등장했다.

문제는 모두 생활환경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스템
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동일하다.

계란에서 피프로닐, 비펜트린 등 살충제가 검출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머무르며 대부분

어 며칠 동안 계란의 유통이 전국적으로 중지되는

의 시간을 보내는 집, 학교, 직장 등을 생활환경이

초유의 경험을 하기도 했다. 연이어 생리대에서 유

라고 한다. 늘상 지내는 공간이기 때문에 친숙하게

해 휘발성유기화합물이 검출되었고 이는 생리대

느끼며, 그 공간의 안전성에 대해서 우려하는 경우

안전성과 여성 건강에 대한 불안으로 확대되어 사

는 많지 않다. 하지만 생활환경에는 어린이, 임산

회적 혼란을 야기했다. 그동안 발생한 굵직한 화학

부, 노약자 등 생물학적으로 취약한 사람들도 머물

자료 : 생활환경 안전물질 관련 보도자료 및 인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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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생활화학제품이나 먹거리 등을 통하여 매우 다

인으로 먹거리와 생활습관의 변화도 있겠지만 이

양한 유해화학물질이 노출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를 통한 화학물질의 노출이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인

나임을 보여주는 독성학적, 역학적 증거가 늘고 있

한 중독사건을 겪었다. 생활환경이 독성 화학물질

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처럼 심하면 사망에도 이르

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며 그 노출로 인한 피해가 상

게 하는 건강피해를 초래하는 경우를 배제할 수는

상을 초월함을 배운 나라다. 가습기 살균제처럼 명

없지만, 다양한 화학물질의 만성적 노출로 인한 질

확히 눈에 보이는 독성영향을 일으키지는 않더라

환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

도, 소량이라도 장기적으로 노출되어 해로운 영향

다. 이들 물질의 독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화

을 미치는 다양한 화학물질이 있다. 이 때문에 생

학물질 노출과 건강영향 사이의 인과성을 규명하

활환경 화학물질은 철저히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기가 쉽지 않지만, 생활환경에서 늘상 접하는 화학

한다.

물질의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하기 위한 노력이 필

생활환경 화학물질의 안전관리는 간단하게 되는

요한 이유이다.

일이 아니다. 그 이유는 먼저 너무 많은 화학물질
을 사용하고 있음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 생활의

안전성 평가 도구의 마련

안전과 편리성을 위해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우리
나라만 해도 4만 5,000여 종에 달하고 매년 새롭

현재 생활환경에서 마주하는 화학물질의 안전성

게 나오는 화학물질도 수백종이다. 의약품과 생활

에 대한 관리는 환경부, 식약처, 농림축산식품부,

환경에서 화학물질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00년

산업통상자원부 등 여러 부처의 소관법령에 의해

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많은 화학물질을 쓰기 시

이루어지고 있다. 상당히 여러 부처에서 다양한 전

작한 것은 수십 년도 되지 않았다. 특히 우리나라

문성을 바탕으로 화학물질의 안전성을 관리하면서

1)

는 세계 7위의 화학물질 판매량을 보이고 있으며

도, 생활환경 화학물질의 안전성 문제가 반복해서

국내 유통량도 2002년의 287.4백만 톤에서 2014

출현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년 496.9백만 톤으로 급증하였다.2) 이렇게 많은

화학물질이 너무 많아 기존의 안전성 확인 방식

종류와 양의 화학물질에 일상적으로 노출되기 시

으로는 한계가 있다. 매년 수백종 이상 시장에 나

작한 것은,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오는 화학물질의 안전성을 기존의 전통적인 독성

최근 들어 다양한 만성 대사성 질환(비만, 당뇨

학적 시험 방법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여

병 등)과 여성질환(난소기능이상, 자궁내막증, 평

러 나라에서 기존에 운영하던 화학물질 안전성 평

활근종 등)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질환 증가의 원

가 체계(예를 들어 미국의 독성물질관리법 Toxic

1) http://www.rsc.org/learn-chemistry/resources/business-skills-and-commercial-awareness-for-chemists/docs/
businessdoc1.pdf
2) 환경부, 화학물질 유통량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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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tances Control Act)의 대대적인 개선을 통

험으로부터 탈피하여 세포나 세포주를 이용한 생

해 해마다 증가하는 신규화학물질의 안전성을 효

물학적 반응 평가에 기반한 독성시험으로 전환할

율적이고 값싸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

수 있다는 것이다.3)

를 위해 실험실적 독성평가 기법을 개발하여 화학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 E C D)는 화학물

물질의 독성 및 위해성 평가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

질의 안전성 관리를 위해 Adverse Outcome

기 위한 노력이 미국을 중심으로 시작하였다. 이를

Pathway(AOP)를 개발하여 활용하고자 추진하고

위한 비전과 전략은 2007년 미국 학술원(National
Academy)에서 ‘Toxicity Testing in the 21st

있다. AOP란 독성작용의 궁극적인 귀결인 건강

Century: A Vision and a Strategy’를 통해 소개

적 과정을 연계하는 개념적인 모형이다.4) 건강영

되었다. 독성유전체학, 바이오인포매틱스, 시스템

향에 이르는 과정의 분자적 초기이벤트(molecular

생물학, 후성유전체학, 계산독성학 등 생물학의 혁

initiating event)나 핵심이벤트(key event)를 이

신적인 발전에 힘입어 동물실험에 근거한 독성시

용하면 건강영향을 초래하는 화학물질(군) 전반의

영향(adverse outcome)까지 가는 일련의 생물학

그림 1 : Adverse Outcome Knowledge Base (AOP-KB)의 구성요소

자료 : http://aopkb.org/index.html

3) Committee on Toxicity Testing and Assessment of Environmental Agents, National Research Council(2007), “Toxicity Testing
in the 21st Century: A Vision and a Strategy”, The National Academies Press, http://nap.edu/11970
4) http://www.oecd.org/chemicalsafety/testing/adverse-outcome-pathways-molecular-screening-and-toxicogenomics.
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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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로 연계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

으로 활용되어왔다. 우리나라에서도 위해성평가는

다. 개발된 AOP는 정보공유지식베이스인 AOP

화학물질의 안전 관리를 위한 중요한 방법론적 도

Knowledge Base(AOP-KB)에 모아져서 화학물

구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식약처의 식품 중 유

질 규제관리 등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

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설정이나 환경부의 화학물질

원한다([그림 1] 참조).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화학물질 안

위한 대부분의 법적 수단이 마찬가지이다.

전성 평가를 위한 도구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시간

그러나 위해성평가는 현대의 복잡한 환경을 반

이 필요하다. 유전자나 분자적 수준의 변화가 개

영한 관리의 틀로서는 한계가 크다. 현재의 위해성

체의 건강영향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단방향으로만

평가는 일부 물질의 알려진 독성영향에 대해서만

구성되지는 않으며, 건강영향을 일으키는 복합적

적용할 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예를 들어 생리

인 요인이 있기 때문이다.5) 그런 이유 때문에 여전

대 사용으로 인한 생리불순 같은 건강피해를 독성

히 전통적인 독성평가 기법은 화학물질의 안전성

지표로 평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예

평가에 유효한 도구이며, 그 정교화와 내실화는 중

방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저용량이지만 수많은 화학

요하다.

물질에 노출되고 있는 생활환경에서 이러한 바탕
오염 수준의 영향을 제어하고 특정 화학물질의 영

위해성평가의 한계와 보완

향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또한
화학물질 노출에 대한 감수성에 영향을 주는 생애

지난 30여 년 동안 위해성평가는 독성학과 노출
평가를 기반으로 화학물질 안전성 관리를 위해 합

초기단계의 화학물질 노출을 반영할 수 없음도 한
계로 지적된다.7)

리적인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했다. 하지만 기본

특정 건강영향에서 출발하여 보건학적 관점에서

적인 보호장치일 뿐이며 생활환경의 다양한 안전

그 원인을 탐색하고 예방조치의 개발로 연계하는

성 문제에 모두 대처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위해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즉 인

성평가는 1983년 미국 국가연구위원회(National

구집단의 건강상태 및 행동특성에 대한 정보와 (분

Research Council)에서 건강에 미치는 위해성을

자)역학적인 방법론을 접목하여, 특정 건강문제의

6)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방법론이다. 이후 위해성평

화학물질 원인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역

가는 점차 전세계로 확대되어 많은 나라에서 화학

학적 조사의 성과는, 위해성평가 체계를 발전시키

물질의 위해영향을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한 목적

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5) Pesticide Action Network Europe(2016) “AOP The Trojan Horse for Industry Lobby Tools?”, http://www.pan-europe.info/
sites/pan-europe.info/files/public/resources/reports/pan-europe-aop-report-8.8-dec-16.pdf
6) Committee on the Institutional Means for Assessment of Risks to Pubic Health(1983), “Risk Assessment in the Federal
Government: Managing the Process”, National Academy Press
7) Gwinn MR et al.(2017), “Chemical risk assessment: Traditional vs public health perspective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107, 1032-1039

35

Featured Policy

정책특집 : 국민 안전과 과학기술
③ 생활환경 화학물질 안전과 과학기술

화학물질 노출의 복잡성은 건강영향의 인과성

활용하는 방법론적 도구로 각광받고 있다8). 비약적

규명에 있어서 큰 도전이다. 노출시점과 화학물질

으로 발전한 분석화학과 빅데이터 분석 기술은 노

의 종류 및 양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러한 노출정

출체학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나아가 복잡한

보를 종합하여 건강영향과 연결하여 해석하기가

화학물질 노출에 따른 건강피해의 상관성 규명도

어렵다. 화학물질 노출평가는 환경역학적 조사에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작업임에도 불
구하고, 지금까지 수행된 많은 역학조사에서는 부

일원화된 화학물질 안전관리 필요성

분적으로만 수행되어 결과적으로 역학조사의 효
용을 떨어뜨렸다. 최근 활용되기 시작하는 노출체

과학기술의 진보를 통해 화학물질의 안전성을 정

(exposome) 개념은 생애주기 동안의 환경 노출을

확하게 평가할 수 있게 된다고 하더라도, 현행 관

포괄하여 건강피해 요인을 탐색하고 규제목적으로

리체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생활환경 화학물질 안

8) Shaffer RM, Smith MN, Faustman EM(2017), “Developing the regulatory utility of the exposome: Mapping exposures for risk
assessment through lifestage exposome snapshots (LEnS)”, Environmental Health Perspectives, 125(8):08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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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 문제는 반복해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
화된 관리가 결국 분절관리에 불과하여 반복적으

생활환경 화학물질 안전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

로 문제를 일으켜 왔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불거졌
던 생활환경 화학물질 이슈는 거의 대부분 여러 부

현재의 과학기술은 화학물질의 안전성에 대한 정

처들 사이에 관리영역이 애매하게 존재하면서 관

확한 지식을 산출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며 따라

리의 공백지대에 존재했던 것들이었다. 가습기 살

서 화학물질에 대한 확실한 보호망을 제공하기는

균제는 산자부, 식약처, 환경부 사이에 있었고, 계

부족함이 많다. 효율적이고 정밀한 화학물질 안전

란의 살충제는 농식품부와 식약처 사이에 있었다.

성 스크리닝 기법의 개발과, 안전성 평가체계의 정

생활환경 화학물질 안전성 관리의 중첩이나 공백

교화는 현재 과학계에 시급히 요청되는 과제이다.

을 막기 위한 부처 간의 조율이 필요하다. 부처 간

한편 생활환경에 존재하는 유해요인의 정밀한 파

의 조율은 행정의 영역에서 통합과 유기적인 협력

악을 위해서는 노출과학의 비약적인 발전이 요구

체계 구축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해당 분야를

된다.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건강영향과 유해요인

진흥하는 역할과 안전피해를 규제하는 역할을 같

의 감시 및 탐색 기술로 보완되어야만 화학물질의

은 부처에서 담당하면 이해의 충돌이 나타나는 것

안전성 관리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생활환경

은 불가피하다. 화학물질 안전성 평가와 건강피해

화학물질 안전 문제는 궁극적으로 관리로 해결되

감시 등의 기능은 해당 제품 또는 영역을 담당하는

어야 할 문제이나 이 과정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은

부처와 독립적인 별도의 기관에서 전문성을 가지

시급하고 필수적이다.

고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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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미래의 ‘건강한 노동’을 위한 연구개발 과제  

미래의 ‘건강한 노동’을 위한 연구개발 과제
글 : 서지영 (science@stepi.re.kr)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노동의 질 향상을 위한 논의의 필요성

때, 기술이 발전할수록 고용이 감소하고, 인간노동
이 기술에 의해 대체된다고 볼 수 있다. 4차산업혁

신정부 출범 전후로 4차산업혁명의 논의가 뜨겁

명과 ‘일’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일자리’ 에 맞춰져

다. 기술과 산업부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굳

있고, 자동화나 지능화로 인해 인간노동과 ‘일자리’

이 ‘4차’ 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3차’의 연장선이

는 사라질 것이다라는 논조의 기사를 거의 매일같

라고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다른 지면을 통해 다루

이 보고 있다. 과연 4차산업혁명이 가져오는 변화

기로 하고, 이번엔 이렇게 지칭되어지는 기술의 변

가 일자리 숫자의 증감뿐일까? 4차산업혁명이라

화가 우리의 ‘일’ 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또 그

고 불리는 ‘디지털화’, ‘지능형 자동화’된 생산방식

렇게 변화된 ‘일’에 잠재된 위험은 무엇인지 살펴보

의 변화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담론의

고자 한다.

범위가 과연 ‘일자리 개수’를 전망하는 것으로 충분

인간사회가 존재한 이래로 ‘일’은 늘 행해지던 것

한 것인가? 필자는 4차산업혁명이라는 추상적 개

이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인간은 늘 ‘기술’을 활

념 속에 포괄적으로 표현된 기술의 변화, 생산방식

용해 왔다. 기술은 반드시 물질적으로 체화되어

의 변화는 우리의 노동조직화방식, 사회적 규범/

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선조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법, 교통, 주거, 교육 등 매우 광범위한 삶의 영역

맨손으로 고기 잡는 법도 기술이다. 이렇게 인간

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고

의 노동과 기술은 늘 함께 결합되어 있는 것인데,

생각한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4차산업혁명의 논

그 결합방식을 결정짓는 요인은 때론 노동측면에

의를 ‘일자리 개수’나 ‘인간의 대체 가능성’을 계량

서의 제도적 규범이기도 하고, 또 때론 기술측면에

화하는 노력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질적인 변화

서의 기술적 논리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재 4차산

가능성에 대한 전망과 현황분석으로 넓혀져야겠

업혁명과 관련한 ‘일’에 관한 논의에서는 지나치게

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노동의 질적

기술적 측면에서 변화의 결정요인을 언급하는 경

측면의 변화’와 ‘노동의 질 향상 방안’에 초점을 두

향이 있다. 전통적으로 기술결정론의 시각에서 볼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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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우리는 ‘노동의 질’이라는 문제에 있어

진 명령을 실행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던 것에 반해,

‘노동’ 그 자체의 질이라기 보다는 노동의 결과물로

미래의 노동에서는 기계가 스스로 분석/판단해서

얻은 금전적 보상의 크기에 집중해 왔다. 그러나

인간노동자에게 어떤 작업이 필요한지를 알려주는

노동과정에 연결되어 있는 다양한 물질적, 비 물질

수준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는 ‘인간-기계 협

적 요소들이 노동자의 욕구나 특성과 조화롭게 배

업’의 시대가 열릴 수 있다는 말이 타당해 보인다.

치되어 있는지에 대한 관심은 거의 도외시 되어 왔

그러면 ‘인간-기계 협업’이라는 새로운 작업방식은

다. 4차 산업혁명의 이름으로 불리는 기술과 산업

노동과정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어떤 공간에

의 변화로 인해 노동과정이 재구성된다고 할 때,

서 어떤 작업조직의 형태로, 얼마나 긴 시간 동안

그로 인해 노동자의 건강과 삶에 부정적 영향을 주

일하게 될 것인가?

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를 예방하는 것도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일 것이다.

인간과 기계의 협업에 대한 이미지는 보통 로봇
과의 작업으로 나타나는데, 로봇의 다음과 같은 미

다음에서 우선 노동환경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래상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서지영 외, 2017). 첫

이에 따라 노동과정이 어떻게 재조직화되는지를

째, 직무와 관련한 프로그램화 가능성 및 유연성을

전망해보고, 미래의 노동에 잠재된 위험은 무엇인

가진 로봇이 등장한다. 로봇이 하나 이상의 직무를

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건강한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산업계의 프로그래밍 프로세

노동’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연구

스를 보다 복잡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사전

개발 주제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에 정해놓지 않은 경로를 따라서 로봇이 자율적으
로 작업장에서 움직일 수 있게 되어, 물질·제품을

노동환경의 변화

운반하거나 다른 장소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모바일 로봇이 더 많은

미래 노동의 변화는 4차산업혁명의 기본 논리를

작업 수행하게 될수록 주변을 보고 그에 따라 대응

제공한 독일의 Industry 4.0의 새로운 생산방식

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따라서 센서의 발전이 빠

에 대한 설명에서 잘 나타난다. Industry 4.0 컨셉

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령 움직임에

을 만드는데에도 일조했던 Lukas 박사의 말을 빌

서의 예기치 않은 저항이 발생했을 때 센서는 로봇

어보면, 미래 생산시스템의 핵심은 ‘인간과 기계의

의 힘이 감소하거나 중단되었음을 인식할 수 있다.

협업’이다(Lukas, 2014). 이는 기술사회학적으로

이와 같은 수준의 기술적 발전이 실현된다면, 인간

볼 때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다. 인간의 모든

과 기계의 상호작용은 매우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

노동은 노동수단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하기

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뿐만 아니라, 외골격 장치

때문에 소위 ‘스마트 팩토리’나 ‘스마트 디지털 기

(Exo-skeleton)나 기타 인공 삽입물을 장착한 인

기를 활용한 노동’에서만 인간과 기계의 협업이 이

간 작업자와 기계의 협업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되었

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전에 인간과 기계

다. 기계와 인간의 협업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형

의 상호작용이 인간은 작동주체이고, 기계는 주어

태는 인간신체에 기계를 이식한 사이보그이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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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시점에서는 사이보그의 산업적 활용에 대한 사

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과 사무실의 관리작업과의

례는 발견되지 않지만, 외골격 장치에 대한 연구개

연계가 더욱 긴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발 사례는 증가하고 있다1).
로봇 외에도 HMD(Head Mounted Display) 와

노동과정의 재조직화

같은 작업기기, IoT 센서들이 부착된 작업복 등이
미래의 노동환경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간과 기계의 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과정

인간과 기계의 협업이 발생하는 장소로서 쉽게

변화의 핵심은 ‘노동의 탈육체화’ 와 ‘고숙련 노동

떠올리는 곳이 ‘스마트 팩토리’이다. 물리적 설비나

의 가치 증대’ 이다(이승협, 2017). 자동화 기술이

공장의 현황을 디지털 정보로 표현하고, 노동자 및

도입된 생산시스템에서의 노동은 기존의 노동에

관련자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사

비해 인간의 육체를 활용한 노동이 줄어들고, 지적

람을 포함한 부품, 완제품, 설비, 기기 등이 네트

숙련을 요하는 노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

워크로 연결되고, 이러한 연결된 시스템이 자율적

계가 작동하는 과정에서 작업자가 마주하는 문제

으로 운영되는 생산시스템을 의미한다(한석희 외,

들은 루틴하지 않고, 해결책이 자동화되어 있지 않

2016; 장필성, 2017). 스마트 팩토리내에서는 기존

으며, 기술적 복잡성이 높다. 스마트팩토리는 무인

컨베이어벨트를 기반으로 한 선형적 대량생산 방

공장이 아니라 일종의 유연생산공장으로 보는 것

식과 달리, 모듈화된 작업단위에서의 노동이 일반

이 타당할 것이다 (이승협, 2017). 기존에는 컨베

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공정을 작업모듈로 나

이어벨트에서 정해진 작업만 수행하면 되었던 것

누고, 노동자는 자신의 작업모듈에서 이동형 작업

이, 미래의 생산시스템에서는 제품생산의 유연성

대를 기다렸다가, 작업대에 프로그래밍 된 작업내

이 높아지면서 작업지시, 작업방식이 수시로 변하

용에 따른 작업을 하게 된다. 작업내용은 시장의

게 된다. 유연생산시스템에서 인간은 기계와의 협

수요에 따라 수시로 변화한다. 또한 스마트팩토리

업을 수행하는 복합적 작업조직의 일부이며, 원활

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은 디지털 정보화로 변환되

한 작업흐름을 위해서는 노동자가 전체 작업프로

어 모니터링되며, 생산에 소요되는 시간과 물질적

세스 전반을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더 커진다. 또

자원 소모 양 등이 실시간 기록된다.

한 수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생산의 오류를 저감

공장에서의 노동뿐만 아니라, 사무노동의 환경

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이해, 생산 프로세스에

에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매일같이 쏟아져 나

대한 이해,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각종 데이터의

오는 시장동향 데이터, 제품에 함유된 물질분석 데

분석능력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노동가

이터, 공장의 자원 수요공급 데이터 등을 자동화

치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된 데이터 분석시스템으로 처리하게 된다. 생산현

노동과정에서 ‘탈육체화’ 로 인해 발생하는 또 다

1) ‘활성 외골격 장치’는 인간의 힘을 증대시키고, 관절을 움직이는데 도움을 주며, ‘수동 외골격 장치’는 액추에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스프링과 같은 탄
성 소재를 사용하여 인간의 신체를 보다 쉽게 움직이게 하는 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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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중요한 변화는 노동이 시공간의 제약으로부터

율을 현저히 떨어뜨릴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

벗어나게 된다는 점이다. 굳이 한 곳에 모여서 일

나 자동화 또는 스마트화된 환경에서는 그 나름대

하지 않아도 된다. 원거리에 분산된 작업장에서 모

로 작업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재해가 있다. 그 대

듈화된 작업방식에 의해 제품 생산/운송이 가능하

표적인 것이 인간공학적 오류에서 오는 재해이다.

다. 사무직 노동의 경우에도 회사에 출근하지 않

기존의 생산시스템에서 보다 많은 디지털 기기를

고, 집이나 공원, 카페에서 일하는 방식이 활성화

사용하게 되는 작업환경에서 디지털 기기와 인간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 상호작용이 얼마나 인간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이로써 노동의 조직화 방식에도 상당한 변화가

가는 작업부담의 증감시키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경영자의 입장에서도

된다. 긴장된 상황의 연속에서 오는 부담도 있다.

노동자를 한 장소에 모아두고 일하게 할 이유가 줄

복잡한 인간-기계 인터페이스를 가진 생산시스템

어드는 것이다. 따라서 여러 곳에 분산된 노동자를

또는 작업기기의 경우, 작업자는 늘 긴장하게 되

서로 연결해 작업을 분배하고, 작업결과를 조립하

며, 스트레스 요인이 된다. 또 하나는 자동화가 주

듯 맞춰서 하나의 제품을 완성하는 플랫폼 노동이

는 지나친 단순함으로 인한 부담이다. 단조로운 일

증가할 것이다. 이는 사무직 노동에서도 마찬가지

을 반복하다 보면, 지루함, 무감각증, 권태감 등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발생하며 이는 일에 대한 무관심, 불만족 등을 유
발한다.

미래 노동의 위험
미래 노동의 위험에 대한 다양한 연구결과들
이 있는데2), 독일 노동사회부와 산재보험기관인
DGUV 의 ‘미래 노동변화와 위험분석’3) 연구가 가
4)

장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

노동시간/공간이 유연한 노동(플랫폼 노동/
크라우드 노동/교대 노동 등)의 잠재적
위험요소
인간공학적으로 잘못 설계되어 신체 과부하를 주
는 작업장비/기기/설비, 적절치 않은 낮은 성능의
컴퓨터 프로세싱 파워, 효용성이 떨어지는 컴퓨터


디지털화된
작업기기 사용에서 오는 신체적/
심리적 부담

프로그램, 느린 데이터 전송 속도, 디스플레이 장
치의 부적절한 조도 등은 모바일 노동자의 노동부

보통 작업을 자동화하면, 인간오류로 인한 재해

담을 증가시킨다. 또한 언제 어디서든 접속이 가능

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재해

해지면서 노동과 여가 구분에 혼란이 생기고, 그에

2) 노동과정에서의 변화에 대한 전망은 산업안전보건(또는 직업안전보건) 분야에서 가장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특히 Industry 4.0을 제시한 독일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대응전략을 내놓았다. 독일 노동사회부 및 산업안전보건기관(DGUV)이 발간한 Work 4.0 은 미래노동의 변화와 위험
에 대해 구체적 사례들을 들어 설명하고 있으며, EU 및 유럽차원의 산업안전보건연구네트워크(PEROSH), 네덜란드 TNO, 미국 NIOSH 등에서도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개별 연구자들에 의해 노동과정변화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노용진 (2012), 이승협(2017)이 있다.
3) IFA (Institute for Worksafety)는 2013년 산재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향후 5년 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재위험요인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는데, 문항의 상당부분은 산업현장의 기술적 변화 (디지털화, 자동화 등)와 관련이 있어 본 연구의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4) 아래 내용은 서지영, 장필성, 김선지, 김태경 (2017) 연구에서 발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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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라 건강상의 위험도 발생한다. 온라인 접속을 통

피로누적 현상이 발생할 위험도 증가한다. 이는 단

해 언제 어디서든 일하게 되는 모바일 노동자들에

지 정신적 스트레스 증가뿐만 아니라 신체적 반응

게 일과 여가의 균형은 쉽게 깨어질 수 있다. 또한

도 유발하는데, 섭식장애와 소화 장애, 속쓰림, 복

사업주의 요청에 즉각적으로 응답하기 위해 지속

통, 과민성 대장 증상 같은 위장 장애의 위험이 모

적으로 ‘온라인’ 상태로 있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바일 노동환경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언

업무 외 시간에 가져야 할 휴식을 방해한다. 일과

제 어디서나 접속하여 일할 수 있는 환경은 앉아있

휴식의 균형이 무너질 위험은 유연근무로 인해 집

는 시간을 늘여서, 운동부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에서 일하는 재가업무자에게서도 잠재해 있는데,

이는 또 만성질환을 증가시킬 위험까지 내포한다.

가사일과 업무가 지속적으로 병행될 수 있기 때문
이다. ‘번아웃(Burnout)’ 의 위험도 크다. 수면-각
성의 주기교란이 발생하거나, 누적된 수면부족과
그림 1 : 생산시스템의 변화와 미래노동의 변화 및 위험

자료 : 서지영 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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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들 것으로 보이나, 그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

예상되는 노동의 위험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것

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노동의 과부하가 따르

이다.

거나 지나치게 많은 책임감이 요구되는 상황은 경

미래의 노동은 지금보다 더 ‘건강’해져야 하고,

계해야 한다. 이들의 전문성과 노하우가 쌓이는데

지금보다 더 ‘안전’해져야 한다. 여기에서 더 나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전문인력 연령

아가 최근 유럽국가들에서는 미래 노동의 위험

은 비전문인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

예방전략 보고서에서 ‘웰빙(Well-Being)’이 궁

다. 고령의 전문인력의 경우, 노동시간 증가나 스

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목표라고 제시하고 있다

트레스의 증가는 심각한 건강위험을 가져올 수 있

(PEROSH, 2015)5).

다. 고경력의 숙련된 노동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필자와 STEPI 내 연구진, 그리고 외부 전문가가

는 비숙련 노동자가 해당 업무를 대체하게 되면 소

협력하여 완료한 최근 연구보고서에서는 미래의

위 피크부하(peak workload)가 초래될 가능성이

‘건강한 노동’을 위한 주요 연구개발 주제를 제시한

있다. 특정 직업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 것으로 예

바 있다.

상되지만, 해당 직업에서 필요로 하는 숙련된 노하

미래 노동의 위험에 대응하는 방안은 두 가지 차

우의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숙련

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스마트 디지털

노동자와 노하우 손실은 커지는 경향이 있다. 이는

생산환경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노동 위험에 대한

작업현장에서 숙련도가 높지 않은 노동자의 실수

대응이다. 또 하나는 현재 산업안전보건상의 취약

가 누적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으며, 실수를 하는

성을 스마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보완하는 방안

노동자에게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생산시스

이다. 후자가 간과될 수 없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템의 지속가능성에도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

는 미래의 위험에 대한 예방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이상에서 살펴 본 생산시스템의 변화, 미래 노동

목표이긴 하지만, 현재의 취약성을 그대로 두었을

의 변화, 미래 노동의 위험을 [그림 1]과 같이 정리

때, 미래의 노동 위험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될 수

해 볼 수 있겠다.

있기 때문이다.
우선 ‘현재’시점에서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

미래 노동의 위험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주요 연구개발 주제

협하는 요소를 저감하기 위한 연구개발 중점과제
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데이터 기반의 안전관리’로 이행할 수 있

생산시스템의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금부

는 준비작업으로서 미비한 데이터 확보 및 기존 데

터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일들 중의

이터의 빅데이터화를 시행하는 일이다. 기존의 DB

중요한 하나는 미래 노동환경에서 발생할 것으로

를 업종별 화학적/생물학적/물리적 유해인자 DB

5)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도 최근 ‘안전을 넘어 행복을’ 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은 바 있다 (KOSHA,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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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비하며, 여기에 사회심리 및 인간공학적 유해

셋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작업환경을

인자 DB 항목도 보충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 단위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개선하는 일이다. 수시로

에서 유해화학물질 사용 양/사용처에 대한 빅데이

발생하는 ‘경미한 사고’ 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터 구축 등이 필요하다. 작업장 단위에서의 마이크

통해 현재의 작업장에 잠재한 문제점을 보다 명확

로 데이터도 실시간 수집 가능하므로, 이를 적극활

히 분석하고, 작업자의 오류가 덜 발생하는 방향으

용하여 작업장 내 유해물질 사용 데이터를 개인 레

로 작업환경 디자인을 변경하는 등의 개선안을 마

벨에서 자동수집/저장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유

련할 수 있을 것이다.

사 시 책임소재를 가리거나, 개인의 건강을 관리하
는데 활용해야 한다.
둘째, IoT 센서, 모바일 기기 등을 적극활용하여

미래의 노동환경에 잠재한 위험에 대한 예방관리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연구의 중점과제는 다음
과 같다.

‘빈틈 없는 건강과 안전의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

첫째, 인간-기계 협업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문

도록 해야 한다. On-Site 유해물질 유출감지 장

제이다. HMI (Human-Machine Interface)가 중

치, 실시간 작업환경 모니터링, 밀폐공간 작업자

요하다. 미래의 작업환경에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상태 모니터링 등의 장치들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많은 디지털 기기들이 활용될 것이다. 특히 높은

있을 것이다.

수준으로 데이터 네트워크화 된 작업환경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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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작업기기 뿐만 아니라, 전체 작업공간 내에

셋째. 어디서든 일하는 플랫폼 노동 유형의 경

작동하는 작업관리시스템, 통제시스템과의 인터페

우, 사회적 교류기회 상실, 일·휴식의 배분 균형

이스도 중요하다. 이를 기술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상실 등으로 인해 고립감, 우울감, 스트레스가 증

서는 노동자의 행동특성, 신체적 특성, 인지적 특

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저감할 수 있는 연

성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게 활용될 것이다. 모든

구개발이 필요하다. 어떤 작업에서 어느 정도의 스

것을 자동화 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이 있다고 하

트레스가 발생되는지, 작업자 유형별 특징은 무엇

더라도, 모든 자동화가 전부 사람에게 유익한 것은

인지 등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지역단위, 생산

아니다. 작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에

작업장 단위로 상담, 훈련, 치료 등을 위한 대응기

서 자동화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로봇과 같은 높

반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은 수준의 자동화 작업기기가 가장 적절한 효과를

넷째, 규제/법 갭 발생 최소화를 위한 연구이

발휘할 수 있도록, 인적요인(Human Factor)을 로

다. 기술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지는데, 입법·개정

봇 설계와 공정설계 등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노

은 시행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법·규제는 시

동자의 행동특성, 신체적 특성, 인지적 특성 파악

의성을 잃을 수 있다. 미래의 작업환경은 신기술의

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겠다.

도입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안전성

둘째, ‘예상하지 못했던 위험’ 에 대한 대비, 대응

기준, 안전성 검증, 안전성 인증 등과 같은 제도적

능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어떤 기계

조치들도 발빠르게 뒤따라야 할 것이다. 미래 작업

이든, 모든 경우에 다 적용되는 안전기준은 없다.

환경에서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변

기계가 활용되는 해당 작업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

하는 기술/산업과 안전보건 규제 간의 간극이 벌어

와 생산시스템 전반에 대한 위험성 평가가 중요하

지지 않도록 제도개선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다. 지금까지는 개별 기계가 수행하는 개별 작업

한다.

에 대한 위험성 평가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앞
으로는 기계와 연동되어 있는 생산시스템, 통제시
스템의 위험성 평가가 동시에 필요하다. 또한 작업
에 관련된 모든 사람(일반 직원에서부터 상급 관라
자까지) 이 생산전반의 시스템에 대한 이해력을 가
지고 있어야 하고, 어떤 상황에서 긴급히 요청되는
행동요령과 상황대응능력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
해서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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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연구실 안전이 나아가야 할 방향
글 : 배선영 (sbae@swu.ac.kr)
서울여자대학교 화학생명환경과학부 교수

과학기술과 대학 연구실 안전

다. 사회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밖으로는 국제경쟁
력의 우위를 결정할 뿐 아니라 안으로는 국민 삶의

과학기술은 국가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필수적으로 기여하기 때문

핵심적인 요소이다. 국제 사회에서 고도화 되고 정

이다. 이로써 과학기술은 국가 안위에서 국민 생활

교화 되는 과학기술의 경쟁력 확보는 매우 중요하

전반 모든 영역에서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과학기

그림 1 : 연구실 안전관리체계

연구주체의 장

자료 :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http://www.labs.go.kr/modedg/contentsView.do?ucont_id=CTX000005&menu_nix=8Puqh6QO (2017.10.24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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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의 발전은 연구개발에 의해 이루어지며 특히, 이

연구실안전환경을 위한 법률 시행

를 위해 미래의 과학기술인이 연구실에서 안전하
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국가의 과

우리나라는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기술발전에 기초적인 대한 투자이며 기본이라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연구실안전

할 수 있다.

법)이 마련되어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

필자는 대학에서 분석화학 분야를 담당하며 기

은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기를 이용한 분석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화학물질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연구실 사고로

에 대한 안전교육을 다양한 대학기관 및 연구소에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서 강의해 왔다. 이를 통해 이론적인 대학의 연구

이다. 이로써 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과

실 안전 뿐 아니라 현장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학기술 연구하고 개발하는 활동을 활성화하는 것

있는지를 알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실 안전

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건강한 연구환경조

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를 생

성을 위해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하고, 위

각해 보고자 한다. 필자가 공부하고 연구하며 생활

험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정보를 공개하고 협

하였던 미국 대학과 연구소의 연구실에서는 학위

업을 강화하는 것을 그 추진방향으로 하고 있다.

과정에서부터 연구실 안전관리 교육과 실습을 병
행하며 연구활동종사자를 교육하였고, 교육에 대
한 시험을 통해 통과하지 못하면 연구실 출입 및

안전관리 자료로 본 대학연구실의
실태 및 통계

화학물질 신청, 취급에 제한을 받도록 하였다. 미
국 내 다른 대학과 연구소에서 연구할 때도, 연구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의 자료에 의하면 연구

시작 전부터 해당 대학에서 마련한 안전규정을 신

실안전법 적용 대상 기관수는 종합대학, 전문대학

규교육, 재교육 등을 통해 숙지하고 이 과정이 프

및 기능 대학이 350여 곳, 출연연과 국공립 연구기

로젝트 수행의 한 부분으로 여겨졌다. 싱가포르 대

관이 240여 곳, 기업부설 연구기관이 4,100여 곳

학의 경우는 자율적 연구실 안전관리 교육 및 실행

이다. 대학이 숫자로 차지하는 부분은 작지만, 연

이 성숙하여 이제는 단일화된 안전교육 실행을 시

구실 안전사고 발생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

도하려는 연구결과를 학회발표를 통해 보았다. 연

되었다. 대학에서 연구활동종사자의 분포는 교수

구실 안전관리 교육을 체계화하고 단일화하여 직무

가 4.3%, 연구원이 15.5%, 학사과정이 연구활동

별, 단계별 안전교육을 연구 활동을 하는 동안 심화

종사자의 80.2%를 차지한다. 연구실안전법을 통

된 내용의 안전교육을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해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작성여부, 보험가입유무,

같이 연구실안전교육은 나라마다 대학기관마다 또

안전교육,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현황, 연구실

한 연구실에서 진행하는 연구의 성격에 따라 다양하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방법 (자체, 위탁),

며 각 상황에 따라 고유한 연구실 안전문화를 가지

연구실안전관리비 책정, 연구실안전 중요성에 대

고 있다.

한 인식, 연구실안전법에 대한 이해도를 비교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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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특집 : 국민 안전과 과학기술
⑤ 대학 연구실 안전이 나아가야 할 방향

실태조사 및 통계에서도 대학은 연구실안전관리비

회의 안전문화에 자발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대학

규모가 작은 것 외에는 다른 안전관리항목이 함께

에서의 안전한 연구가 진행되려면 대학의 안전문

조사된 연구기관들보다 우수하거나 비슷한 수준을

화 정착, 대학기관의 노력, 연구실책임자의 인식,

1)

보였다.

그리고 연구활동종사자의 생활화에 대해 필자가
보는 방향성은 아래와 같다.

대학특성을 고려한 안전문화 조성

첫째, 각 대학 상황에 적합한 안전관리문화 정착
이 필요하다. 대학의 종류와 대학의 규모, 안전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실 안전법의 실행으로 인

리비의 적정수준 등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연

해 연구실 안전을 위한 기본 틀은 갖추었지만 법

구실안전계획이 수립되고 그에 대해 적절한 활동

규정을 이행하는 정도의 규제가 아니라 자체적인

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매년 대학 내 연구실의

안전문화 형성을 위해서는 대학 특유의 특성을 이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과 연구과제 수행

해하고 고려하여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학

을 위한 연구비 책정 시 안전관련 예산을 반영해야

의 안전문화를 가지고 사회로 진출하는 연구활동

하는 책무를 지닌 연구주체의 장이 차지하는 비중

종사자는 그 기관의 연구실안전문화 나아가 그 사

은 대학의 연구실 안전관리에서 매우 크다. 대학연

1) http://www.la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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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행하고 있

여 유해도와 유해인자에 대한 이론적인 안전교육

고 매년 대학정보 공시에 안전관리현황이 포함되

과 병행하는 실습 안전교육이 필요하다. 2015년 대

어 있어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각 대학과

학원이상의 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실한 설문조사에

각 연구실의 상황에 맞게 안전체계가 세워지고 안

서 개인보호구(Personal protection equipment,

전활동이 이루어지는 안전관리문화가 형성되어야

PPE)에 대한 교육은 받아 충분히 알고 있지만 항

효과적이다.

상 착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는 안전

둘째,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기관에서 연구실의

교육을 통해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연구실안전환경 관리자

Data Sheet, MSDS)를 각 연구실에 구비하므로

의 안정된 활동을 보장하고 연구실 안전관리 예산

화학물질의 독성여부, 누출 방지 및 개인보호구 등

을 확충하는 데 노력해야한다. 요즘 대학이 처한

의 정보를 확인하고 인식하고 있지만 이를 실행하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예산 편성의 어려움이 있지

는 데에는 연구활동종사자의 실행 의지 및 생활화

만, 다른 연구기관들의 연구실 안전관리 현황과 비

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교하여 부족한 부분이 연구실안전관리비의 규모이

대학 연구실에서는 다양한 연구활동종사들이 위

다. 대학의 구성원이 오랜 시간 머물며 화학물질과

험물질을 다루고 실험장비 및 시설을 이용하여 다

장비를 이용하여 실험하는 연구실에 대한 인적 물

양한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실 안전

적 투자가 연구실 안전 교육 및 문화를 만드는 일

은 리스트만 체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전

에 큰 힘이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과정에 관련되는 사항을 조직적, 체계적으로 준비

셋째, 연구실책임자의 안전문화 인식이 대학연

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안에서 작용해야 한다. 또한

구실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대학 연구실의

법에 의한 안전관리 시스템에서 생산되는 정보와

책임자는 주로 그 대학의 교수로서 학부연구생, 대

연구활동을 통한 안전관리활동을 통합하는 중요한

학원생, 일반연구원 등이 수행하는 연구개발활동

핵심은 투자와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다. 안전관

및 연구원들을 지도, 관리, 감독하는 자이며 해당

리 활동이 더 이상 신경 써야 하는 특별한 움직임

연구실의 연구실안전관리자를 두어 연구실 안전관

이 아니라 일상의 한 부분이 되는 그 날에는 대학

리를 수행해야한다. 특히, 해당연구실에 존재하고

의 연구실에서 연구활동이 더 안전하게 이루어지

있는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고 이에 대한 안전계

는 날이라 생각한다.

획 및 비상조치계획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
행해야한다. 이러한 활동을 연구실책임자가 주체
적으로 해당 연구실에 대하여 계획하고 관리하는
자체적인 문화가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넷째, 연구활동종사자의 연구실 안전 활동의 생
활화이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교육받은 이
론을 수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및 실험에 적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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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을 위한 소재개발 혁신 빅데이터의 활용
글 : 이동헌 (leedh@krict.re.kr)
한국화학연구원 선임연구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정책연구위원

소재 개발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인가

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지능화, 융합화 기술과도 궤를 함께한다. 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세계가 융합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이를 ‘4차 산

글에서는 소재 개발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향후 전망
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업혁명’이라고 말한다. 과거의 기계가 인간의 반복
적 육체노동을 대체해왔던 것처럼, 컴퓨터는 인간
의 반복적 인지 작업을 대체하고 있다. 빅데이터

소재 개발과 빅데이터, 그리고 소재
정보학

와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이러한 변화를 이끈 동인
이다. 소재 개발의 영역에서도 변화는 시작되었다.

소재 개발 역사는 ‘연금술’이라는 이름으로 시작

2013년 12월 미국 대중 과학잡지 사이언티픽 아메

되었다. 인간은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보다 가

리칸(Scientific American)은 ‘세상을 바꿀 아이디

치 있는 물질을 만들어내고자 했다. 지식이 충분하

어(World Changing Ideas 2013)’로 ‘컴퓨터를 이

지 않으면 경험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소재를 개

용한 소재 개발’을 선정했다.1)

발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였다. 경험을 바탕으로 분

지난 세 차례의 산업혁명은 철, 플라스틱, 영구

석하고 어떤 가설을 세운 뒤 실험을 통해 검증하는

자석, 트랜지스터 등 소재 개발의 역사였다. 그리

방식이었다. 일반적으로 소재 개발은 이러한 시행

고 컴퓨터를 이용한 계산화학과 빅데이터의 활용

착오(trial-and-error)의 지난한 과정이었다.

은 세상을 바꿀 새로운 소재를 보다 빠르고 효율적

인류는 세상이 무엇으로 구성되어있고, 무엇

으로 개발할 수 있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고민했다. 그리고 아리

유럽, 일본, 중국 등에서는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

스토텔레스(Aristoteles)의 4원소설, 슈탈(G. E.

를 위해 이러한 새로운 개념의 소재개발 전략을 적

Stahl)의 플로지스톤설(phlogiston), 돌턴(John

1) https://www.scientificamerican.com/article/world-changing-ideas-2013-in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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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lton)의 원자설 등을 거치며 물질이 핵과 전자,

라스틱은 인간에게 대량소비의 시대를 열어주었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자연을 인

다. 나일론, 폴리에스테르 등이 개발되면서 풍요

간의 수학적 언어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

로운 의복 생활이 가능해졌다. 실리콘 소재 기반

준 뉴턴 역학이 등장하고, 화학의 세계에서도 변

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가 개발되면서 개인용 컴

화가 일어났다. 과학자들은 수학적 계산으로 화학

퓨터,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IT시대가 시작됐다. 이

반응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1926

와 같이 신소재 개발은 1980년대부터 본격적인 경

년 오스트리아 물리학자 에르빈 슈뢰딩거(Erwin

제와 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져왔다.5) 그러나 새로

Schrödinger)는 전자의 파동을 설명하는 함수를

운 소재를 개발하여 상용화 하는 데에는 일반적으

발표하며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를 수학적으로 설

로 10~20년의 긴 시간이 소요된다. 한 예로 오늘

명했다. 화학반응을 수학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날 다양한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전지의

는 원자간 연결과 상호작용을 복합적으로 분석해

경우 1970년대 중반 연구개발이 시작되었지만 20

야했다. 그러나 기본적인 이론만으로는 인간이 원

년이 지난 1990년대 후반이 되어서야 시장에 확산

자와 분자 수준의 복잡계를 계산하기란 현실적으

되었다.

로 불가능에 가까웠다.

인간이 상상을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해 넘어야

그런데 컴퓨터의 등장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

할 산은 소재였다. 원하는 특성을 갖는 소재를 빠

다. 1990년대에 이르러 과학자들은 화학반응을 가

르게 개발하는 것이 혁신의 경쟁력이었다. 이러

상 세계에서 모사(simulation)할 수 있게 되었다.

한 흐름에서 계산화학은 21세기에 접어들어 학

직접 실험하지 않아도 컴퓨터를 이용해 반응과 생

문으로 정착되었다. 또한 반도체와 메모리 기술

성물의 특성을 예측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998년

의 발전으로 인한 계산속도 상승과 처리가능 데이

2)

노벨화학상 또한 계산화학을 개척한 두 화학자 에
3)

게 수여됐다. 2013년의 노벨화학상도 같은 분야
4)

터 용량 증가는 데이터마이닝(data mining), 머
신러닝(machine learning), 온라인 네트워킹 등

의 연구자 에게 주어졌다. 복잡한 화학반응을 직

의 IT기술과 만나 본격적으로 소재 개발에 적용되

접 실험하지 않아도 예측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연

기 시작했다. 이렇게 탄생한 소재 정보학(Material

구개발 패러다임의 전환이었다. 그리고 이는 세상

Informatics)은 계산적 방법론(computational

을 혁명적으로 변화시켰던 소재의 개발이 컴퓨터

methodologies)에 따라 소재에 대한 데이터를

로 인해 가속화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가공하고 해석하는 학문으로, 소재개발의 새로

소재는 과학기술과 산업 발전의 주춧돌이다. 플

운 시대를 열고 있다. GAUSSIAN, GAMESS,

2) Walter Kohn(University of California at Santa Barbara, USA), John A. Pople(Northwestern University, Evanston, Illinois,
USA)
3) https://www.nobelprize.org/nobel_prizes/chemistry/laureates/1998/press.html
4) Martin Karplus(Universite de Strasbourg, France and Harvard University, Cambridge, MA, USA), Michael Levitt(Stanford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tanford, CA, USA), and Arieh Warshel(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os Angeles, CA, USA)
5) Markowitz, S.(2009), “The Advanced Materials Revolution: Technology and Economic Change in the Age of Globalization”,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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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MGI로 예상되는 신소재 개발의 가속화 개념
시장에 나오는
새로운 소재 수
(Number of
New Materials
to Market)

소재 개발과정 (미래)
(Future Materials Continuum)

소재게놈이니셔티브
(Materials Genome Initiative)
소재 개발과정 (현재)
(Materials continuum Today)

소요시간(Time)
자료 :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2014), Materials genome initiative strategic plan. https://www.mgi.gov/

그림 2 : 소재개발의 연속 단계(Materials Development Continuum)
Discovery

Deployment*
Development

Property
Optimization

Systems
Certification Manufacturing
Design and
*Includes Sustainment and Recovery
Integration
자료 :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2014), Materials genome initiative strategic plan. https://www.mgi.gov/

MOPAC 등의 계산화학 프로그램이 등장했고,

고 있는 것도 같은 선상에 있다. 역사는 새로운 소재

Materials project, AFLOWlib, Open Quantum

의 개발이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하고 경제 성

Materials Database, Harvard Clean Energy

장을 이끈다는 것을 보여줬다. 보다 빠르게 새로운

Project, NoMaD, NRELMatDB, Computational

소재를 개발할 수 있다면 미래 기술과 첨단제품 시

Materials Repository 등 세계 각지에서 화학 소

장, 그리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 데이터베이스 서비스가 구축되며 연구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소재 개발은 7단계를 거친다. 먼

보급되었다. 소재 정보학 관련 연구는 2010년 이

저 발견(discovery) 단계에서는 원하는 특성을 갖

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Citrine informatics에

는 재료를 찾기 위해 과거 소재 데이터와 모델

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materials informatics,

을 분석하게 된다. 그리고 개발(development) 단

materials genome, machine learning,

계를 거쳐, 물성최적화(property optimization),

materials science 등과 관련된 소재 정보 관련 학

시스템 디자인과 통합(systems design and

술 논문은 2016년에 2010년 대비 4배 규모로 증가

i n t e g r a t i o n), 인증(c e r t i f i c a t i o n), 제조

6)

했다.

(manufacturing) 단계를 거쳐 시장에 출시된다.

미국이 국가 전략 관점에서 소재게놈이니셔티브

이렇게 하나의 소재를 개발하기 위해 수많은 연

(Materials Genome Initiatives, MGI)를 추진하

구자와 엔지니어가 각 단계를 수행하고 다음 단계

6) Citrine informatics(2016), “Material informatics: Artificial intelligence driven materials development and optim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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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연결시키게 되는데, 전체 과정은 통상 10~20년

제조에 대한 화학반응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

이 소요된다. 개발 현장에서는 각각의 단계를 수행

축하여 머신러닝 기법으로 새로운 화학반응을 예

했던 담당자들 간의 협의와 논의가 필수적이다. 새

측하는데 성공한 논문이 발표되기도 했다.8) 또한

로운 특성을 갖고 있고 특수한 제조 공정이 필요한

미국 하버드 대학 청정에너지 프로젝트(Harvard

혁신적인 소재일수록 연구부문과 산업부문 등 이

Clean Energy Project) 연구진은 계산화학과 빅

해관계자 간에 뜨거운 논쟁이 벌어진다. 각 단계별

데이터를 활용하여 유기태양전지(organic solar

로 필요한 전문성이 다르며, 사용하는 도구와 관점

cell) 소재 후보 물질을 찾아냈다.9) 현재 태양전

도 상이하다. 그 차이를 극복하고 소통하여 전체

지에 사용되고 있는 소재들은 실리콘 등 무기계

단계가 원활하게 진행되어야 당초 계획했던 소재

(inorganic) 소재다. 무기계 소재는 유기계 소재보

가 원하는 기간에 성공적으로 개발될 수 있다. 그

다 가격이 높아 경제성 확보를 위해 저렴한 유기

러나 현재 통상적으로 각각의 단계는 독립적으로

계 소재로의 대체가 요구된다. 유기태양전지 소재

수행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전후 단계 또는 전

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을 발굴해내기 위해 계산화

(全)과정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단계 간 피드

학과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원하는 전기적 성

백은 미흡한 실정이다.

질을 갖는 물질 도출에 성공한 것이다. 빅데이터를

이러한 배경에서 소재 개발 과정의 효율 향상을

기반으로 기존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조합을 찾

위해 데이터의 활용이 대두되었다. 소재의 물성에

아내고, 직접 모든 경우를 실험하지 않고도 전산

대한 물리적, 화학적 데이터뿐만 아니라 소재가 개

알고리즘으로 가능성 높은 후보를 효율적으로 찾

발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를 축적하고 공

아내 새로운 소재를 개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유, 활용하여 소재 개발의 각 단계에서 시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연구개발 과정에서 데이터의 흐름은
[그림 3]과 같이 생산 → 전달·저장 → 분석·전

뿐만 아니라 개인적 경험과 지식의 범위를 넘어

처리 → 저술·발표순으로 진행된다. 최종적으로

선 새로운 소재 개발 접근법을 빅데이터를 통해 발

대부분의 데이터는 연구결과 논문 및 보고서 등에

견할 수 있다. 한 예로 2013년 미국 MIT와 벨기

제한적인 형식으로 단편적으로 고립되는 경우가

에 Catholic University of Louvain의 연구자들은

많다. 이상적인 공유를 위해서는 데이터가 표준화

수천 개의 산화물을 컴퓨터로 분석하여 새로운 투

된 형태로 저장되고 공동의 플랫폼 위에서 분석 및

명 전도체(transparent conductors) 물질을 찾아

공유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가

냈다. 이 중에는 인간의 경험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고려되어야한다. 소재에 대한 연구 경험과 지식의

7)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는 물질도 존재했다. 2016

데이터는 개별 연구자에게 소유되어있다. 개별 연

년에는 바나듐 아셀렌산염(vanadium selenites)

구자에게 연구 데이터는 개인의 실적과 성과를 계

7) G. Hautier et al.(2013), Nature communications 4, pp. 2292.
8) Raccuglia et al.(2016), “Machine-learning-assisted Materials Discovery Using Failed Experiments”, Nature 533, pp. 73-77.
9) Hachmann et al.(2013), “Lead candidates for high-performance organic photovoltaics from high-throughput quantum
chemistry - the Harvard Clean Energy Project”, Energy & Environmental Science 7 (2): 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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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 연구개발 과정에서 통상적인 데이터의 흐름
참고문헌
Mendeley,
EndNote, Zotero,
논문, 보고서 등
데이터 생산

전달·저장

분석·전(前) 처리

저술·발표

실험장비

저장장치, 이메일
클라우드, 서버 등

Excel,
Photoshop,
Matlab, Python 등

Word, LaTaX,
Powerpoint

문서 내
데이터의 고립

배포·공유
논문, 보고서,
온라인 저장

검색·발견
검색엔진
Google, Web of Science
네트워크 검색 등
자료 : Hill, J. et al.(2016), "Materials science with large-scale data and informatics: Unlocking new opportunities", MRS Bulletin, 41(5), pp. 399-409.
doi:10.1557/mrs.2016.93

량하는 지적 자산이기 때문에 빅데이터로 공유함

년 12월 MGI 국가전략계획을 수립했다. 소재 정

에 많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또한 분야별, 그

보학을 기반으로 첨단 소재 경쟁력을 확보하여 제

룹별로 상이한 연구 방식을 고려한 표준화 및 플랫

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를 위

폼 구축 또한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해 산·학·연·관이 합동으로 소재혁신 인프라

이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국, 유럽, 일

(materials innovation infrastructure)를 구축

본 등 소재 및 정보 기술 선진국 중심으로 다

하기 위해 전략과 로드맵을 작성했다. 소재개발

양한 소재 빅데이터 서비스가 등장했다. 한 예

과정에 사용되는 실험도구(experimental tools),

로, 2017년 9월 현재 Materials Project는 7만여

계산도구(computational tools), 디지털 데이

개, AFLOW(Automatic-FLOW for Materials

터(digital data)를 통합하고 상호 시너지를 낼

Discovery)는 170만여 개의 화합물 데이터를 제공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여, 국가안보(national

하고 있다.

security), 보건복지(human welfare), 청정에너
지(clean energy), 인력 양성(next generation

선진국 동향

workforce)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MGI의 4대 전략은 <표 1>과 같다. 미국은 MGI

미국은 2011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 주

를 단순히 소재개발에 국한하지 않고, 데이터 플랫

도로 ‘소재 게놈 이니셔티브(Materials Genome

폼 기반의 연구개발 문화를 과학기술계 전반에 확

Initiative, MGI)’ 추진을 선언했다. 그리고 2014

산하고자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또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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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 미국 MGI 4대 전략

전략

도전과제

산·학·연 및 분야 간 경
계를 초월한 R&D를 촉진·
장려하는 문화적 변화

① 이론부터 실험까지의 통합적 R&D 장려 및 촉진
② 모든 소재 관련 산학연 기관이 MGI사업방식을 채택하도록 촉진
③ 국제 커뮤니티와의 연계

실험, 계산, 이론을 통합하
고 산업적 응용을 위한 고
급 소재데이터 구축

① MGI 디지털 자원 네트워크 구축
② 정확하고 안정적인 시뮬레이션 개발
③ 향상된 실험 장비 개발 : 더 정확한 원자단위 측정 장비
④ 수많은 실험·계산 데이터 결과 중 고급데이터를 선별하기 위한 데이터 분석기술 개발

연구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소재 관련 디지털 데
이터 인프라의 구축

① 소재데이터 인프라 시행을 위한 성공 사례 정립
② 소재 관련 데이터 접근이 용이한 저장소 구축 지원

첨단제조분야의 고용창출
을 포함, 세계최고의 소재
관련 인력양성

① 새로운 교과과정 개발 및 실행
② 통합적인 연구경험이 가능하도록 기회 제공

자료 : 미국 백악관, S&T GPS 글로벌 과학기술정책정보 서비스10)

시대에 기술혁신을 이끌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

연합 Horizon 2020의 연구혁신 프로그램 사업의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한다.

일환으로 NOMAD(NOvel MAterials Discovery)

미국은 MGI를 시작한 이후, 대학과 연구소를 중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NOMAD의 목표는 빅데이

심으로 소재 데이터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점차 가시적

터 분석 도구(Big-Data Analytics Tools)와 소재

인 성과가 도출되고 있다. 버클리 대학교(University

데이터베이스(Materials Encyclopedia)를 구축하

of California at Berkeley)는 Lawrence

는 것이다. 독일은 연방교육연구부(BMBF)의 ‘새

11)

Berkeley National Laboratory(LBNL) , 텍

로운 첨단전략(New High-tech Strategy)’의 일

사스 A&M대학교(Texas A&M University)

환으로 ‘재료에서 혁신으로(Vom Materials zur

는 D3EM(Data-Enabled Discovery and

Innovation)’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Development of Energy Materials), 듀크 대학

제조업 강국인 독일은 기술혁신의 3분의 2 이상

교(Duke University)는 소재게놈센터(Center for

이 소재 혁신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자

Materials Genomics)를 설립하고 다양한 그룹

국 산업 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재

이 모여 컨소시움 형태로 활발히 연구를 수행하고

기반의 제품과 공정 혁신에 주목했다. 이를 위해

있다.

개발된 소재와 관련 기술에 대한 빅데이터 플랫폼

유럽도 소재 빅데이터 구축을 위해 2015년 유럽

을 개발하여 연구개발과 제조 및 상업화에 활용하

10) http://www.whitehouse.gov/blog/2014/12/04/strategy-accelerate-cutting-edge-materials-innovation
11) https://www.materialsproject.org/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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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12)

재에 있다. 보다 작고, 빠르고, 에너지 효율적인 제

일본물질재료연구소 NIMS(National Institute

품을 위해서는 기존 물성을 뛰어넘는 소재가 필요

for Materials Science)는 일본과학기술진흥기구

하기 때문이다. 소재 혁신은 관련 분야 기술과 제

JST(Japan Science and Technology agency)

품 혁신을 이끈다. 새로운 제품의 성공은 시장과

의 지원으로 ‘정보 통합 물질·재료 개발 이니셔

산업을 넘어 국가경제 성장으로 이어진다. 역사 속

티브 MI2I(Materials research by Information

세 차례의 산업혁명도 소재 혁신이 함께했다. 이것

Integration Initiative)’를 추진했다. 재료과학과

이 미국과 독일 등 선진국들이 적극적으로 데이터

정보과학을 융합하여 소재 개발의 혁신을 가속화

기반 소재 개발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하는 이유다.

하고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JST의 혁신허브 구

경쟁국보다 먼저 혁신적인 소재를 개발하면 시장,

축지원 사업으로 2015년 시작되었다. 데이터 플랫

산업, 경제를 선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폼 구축, 데이터 과학, 모델링, 축전지, 자석, 전열

미국과 유럽은 1990년대부터 계산화학에 대한

제어, 촉매소재 등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 개발된

연구를 추진했고 상대적으로 늦게 연구를 시작한

산·학·연·관 정보통합 인프라를 기초과학 전

일본과 중국 또한 빠르게 격차를 좁히고 있다. 단

분야에 활용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순 계산 및 모사를 넘어 이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

중국 또한 미국 MGI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이

웨어, 그리고 국가차원의 인프라, 시스템을 구축하

듬해인 2012년 중국판 MGI 전략을 세웠다. 이

는 본격적인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뒤

에 따라 2016년 중국 과학기술부는 Made in

늦게나마 소재 산업에서 계산과학과 빅데이터의

China 2025 정책의 일환으로 Key technology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후발주자의 이점을

and supporting platform of materials gene

최대한 이용하여 선행주자의 시행착오를 반면교사

engineering과 High performance computing

로 삼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현명

등 2개 프로그램을 착수하고, 고속처리기법

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한다.

(High-throughput methods)·바이오의학·에

첫째, 연구개발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빅

너지·희토류·촉매·특수합금 소재 데이터베이

데이터를 활용한 소재개발은 단순히 어떤 분석과

스 등 분야의 40개 프로젝트에 각각 5년간 460~760

합성기술에 의한 새로운 소재의 탄생만을 의미하

13)

만 달러를 투자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지 않는다. 개별적이고 제한적으로 진행되어온 과
거형 연구개발 패러다임이 개방형·통합형·융합

정책적 방향과 우리의 과제

형으로 변하는 흐름 위에 있다. 이는 기존 연구자
및 제품 개발자들의 사고방식과 문화에 근본적인

4차 산업혁명을 위한 하드웨어 기술의 핵심은 소

12) https://www.bmbf.de/pub/Vom_Material_zur_Innovation.pdf
13) Nature Materials (2016). 15, 693-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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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공유가 익숙하지 않은 우리는 어떤 정책으

다. 또한 관련 중소기업의 사업기회 확대도 기대할

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해관계자들을 독려해야할

수 있다.

지 고민해야한다. 우리와 유사한 문화권의 일본이

넷째, 인력양성에도 힘써야 한다. 그 어떤 혁신

MI2I를 통해 소재 연구개발에서 구축된 데이터 플

도 사람이 하지 않는 것은 없다. 4차 산업혁명의

랫폼을 기초과학 전 분야에 확산하고자 하는 이유

기치를 내걸었으나, 아직 어떻게 인력을 양성해야

를 단순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이다.

할 지에 대해서는 혼란스럽다. 디지털 데이터 기

둘째, 국가 전략 산업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중

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고등교육에서 소재 개발

국은 Made in China 2025 국가 전략에 소재 개발

과 같은 특수한 영역에서 데이터 활용을 경험할 수

플랫폼을 포함시켰다. 양을 넘어선 질적으로 세계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시도는 이미 미국, 유럽,

최고의 제조업 강국이 되고자하는 중국은 미국 MGI

일본 등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대학에서 교육되는

를 벤치마킹하는 것을 넘어서 단순 제품의 재료에

소재 정보학과 이를 활용한 소재개발은 좋은 사례

국한하지 않고 에너지와 희토류 등 국가 전략 산업

다. 미래 사회에서 데이터는 산업 전반에 활용되는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우리 사

재료가 될 것이다. 소재 정보 분야에서 훈련된 인

회에서 뜨겁게 거론되고 있으나 실제 연구와 산업

재는 과학기술 전반뿐 아니라 타 영역에서도 그 빛

현장에서의 온도는 다르다는 우려가 있다. 4차 산업

을 발할 수 있을 것이다.

혁명의 핵심은 데이터에 기반한 융·복합이며, 이

세계 각국은 빅데이터에 기반한 소재 개발 플랫

를 위한 데이터의 확보와 플랫폼의 구축, 그리고 인

폼을 제조업 경쟁력 확보뿐 아니라 국가 과학기술

공지능 머신러닝 등의 활용은 열린 공간에서 활발히

플랫폼, 산업 융합의 도구, 미래를 위한 전문가 집

논의되어야하지만 아직 현실은 가야할 길이 멀다.

단의 문화·소통·공유 혁신의 도구, 새로운 산업

소재 개발의 빅데이터 플랫폼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

혁명을 인력 양성의 기회로 받아들이고 있다.

를 대변하는 사례다. 산업과 연계한 한국형 소재게
놈 이니셔티브를 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두고 융·복합의 시대라
고 한다. 그것은 단순히 기술과 분야의 융·복합만

셋째, 학제간 융합과 산·학·연·관 데이터 플

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과거에 제조 공장은 원

랫폼 구축을 추진해야한다. 플랫폼에 인공지능 알고

료 데이터를 이용하는 곳이었지만 이제는 공정의

리즘이 적용되고 화학, 물리학, 수학, 전산학 등 학

데이터를 생산하는 곳이 된다. 또한 각각의 역할이

제간 융합이 확대된다면 소재 산업의 촉매제로 활용

분리되었던 산·학·연·관 역시 서로의 역할이 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성공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

할 수 있다. 소재개발에 활용될 계산화학, 빅데이

해서는 연구 집단뿐 아니라 제품의 기획과 생산을

터, 인공지능, 관련 플랫폼 등은 단순히 화학과 소

담당하는 산업계, 데이터 권한 및 지적재산권 등의

재의 세계에만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있다. 시대의

제도를 조정할 정부 등이 모두 협력해야한다. 데이

흐름을 오롯이 나타내는 방증이자, 혁신의 주인공

터 인프라 구축은 한두 개 기관 또는 기업이 구축할

이 될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기회일 수 있다.

수 있는 성격의 과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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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 해결형 과학기술: 성찰과 새로운 도전
글 : 유재연 (youjae@stepi.re.kr)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원

국내 한 지자체가 지역의 오래된 인프라를 개선

과학기술: 성찰과 새로운 도전>에서는 실제 과학

하기 위해 최근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나온

기술을 활용해 사회 이슈를 풀어가는 전문가들의

결론은 ‘요즘 새로 나온 기술들로 해결하자’는 것.

생생한 이야기가 전해졌다. 문제점을 해결할 구체

하지만 이 자리에 과학기술 관계자는 없었다.

적인 방안도 제시됐는데, 리빙랩의 운영과 그 안에

또 다른 사례 하나. 수년 전부터 국내 도서 지역

서 지역사회와 과학기술인을 적극적으로 중재하는

의 에너지 자립을 위해 태양광과 풍력 발전 등 각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의 육성 필요성, 각 정부

종 사업이 진행됐다. 하지만 설비 설치 1년 뒤에 해

부처와 지역을 넘나드는 파격적인 프레임 전환 등

당 지역을 찾아가보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

이 모색됐다.

은 경우가 허다했다고 한다. 실제 현장 조건과 그
리 부합하지 않는 형태로, 오직 신기술 중심으로만

혁신을 향한 여러 시선

구현됐기 때문이었다.
과학기술을 통해 사회문제를 풀어가려는 시도는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송위진 과학기술정책연

여럿 있어왔다. 하지만 전문가가 부재한 상황에서

구원 사회기술혁신연구단 단장은 사회문제 해결형

무조건 새로운 기술을 해결책으로 택한다거나, 지

과학기술혁신에 대한 관점을 총 세 가지로 분류했

역의 세밀한 상황을 알지 못하는 중앙부에서 탑다

다. 전문가 중심의 관점(Innovation for people),

운 형태로 기술을 보급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

시민사회 중심의 관점(Innovation by people), 그

가 많았다. 지역 시민사회가 앞장서 과학기술로 사

리고 전문가와 시민의 협업 관점(Innovation with

회혁신을 추진할 경우에도 약점은 드러났다. 보편

people)으로다. 앞서 말한 사례 가운데 새 기술이

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회 전반에 혁신을 가

해답일 것이라 생각하는 기술해결책 주의나 위에

져오기는 힘들다는 것이었다.

서부터 푸시(push)해 풀어가려는 시도는 전문가

10월 12일 한국과학기술회관 중회의실에서 개최

중심 관점이라 할 수 있고, 박원순 서울 시장 취임

된 제414회 과학기술정책포럼 <사회문제 해결형

이후 특히 많이 거론되는 사회혁신 2.0이나 적정기

58

Science & Technology Policy ◀
과학기술정책 | 2017년 10월호 (통권231호)

송종국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앞줄 왼쪽 네 번째)과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앞줄 왼쪽 다섯번째)을 비롯한 포럼 참가자들의 모습.
자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술론 2.0 등은 시민사회 중심 관점에 속한다고 할

있다. 아두이노 키트를 활용한 DIY 과학기술처럼

수 있다.

시민사회가 주체가 돼 문제를 정의하고 기술로 해

송 단장은 전문가와 시민의 협업 관점을 가장 주

결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지역에 한정되는

요하게 꼽았다. 산업계를 위한 과학기술을 넘어서

데다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된

는, 시민을 위한 과학기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다. 사회혁신 2.0 기조의 경우에도 디지털 기술과

다. 전문가만을 중심으로 사회적 니즈를 발굴할 경

드론,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을 지향한

우, 위계적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해 현장으로부터

다. 심야시간 사람들의 동선을 빅데이터로 산출해

받을 수 있는 피드백이 다소 약할 수 있다. 관료 중

노선을 정비한 서울의 ‘올빼미 버스’가 대표적인 사

심으로만 진행하면 기존 기술을 재활용하려는 의지

례다1). 드론을 활용해 서울 쪽방촌 지도를 제작하

보다는 신기술 도입에 중점을 둔다는 단점이 있다.

는 서울대 학생들의 프로젝트 케이스도 있다2). 주

시민사회에서는 기술·전문가 중심의 적정기술

로 젊은 사회 혁신가(social innovator)들이 이같

론 1.0을 비판하며 적정기술론 2.0을 들고 나온 바

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연구개발사업과 같은 과학

1) http://traffic.seoul.go.kr/archives/13102
2) http://news1.kr/articles/?2579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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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위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사회기술혁신연구단 단장이 발제를 하고 있다.
자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기술·ICT 하부구조와의 연계가 미흡한 편이다.
전문가와 시민의 협업은 그래서 더욱 필요하다.
세계은행(The World bank)은 스마트시티(Smart

하게 된다면, ‘과학기술은 경제발전의 도구’라는 뉘
앙스의 문구가 문화·사회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할 것이라는 이야기다.4)

City)가 인프라나 공급 중심의 U-City를 넘어서

이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퍼실리테터라고

서, 이제는 시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구축해나갈 수

했다. 연구책임자들은 지역사회의 문제를 밀접하게

3)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그러면서 소개한 모델이

겪어보기가 쉽지 않다. 문제 발굴에 앞장서는 지역

리빙랩(Living Lab)이다. 거버넌스형 협업방식으

사회단체들과 연구자를 밀접하게 이어줄 사람이 필

로, R&D와 사용자(시민)을 이어주는 허브로서 리

요하다는 논리다. 그 일을 퍼실리테이터가 해야 한

빙랩 모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나아가 <표 1>에

다고 입을 모았다.

제기된 바와 같이 일반 R&D 사업과는 결이 다른
사회문제 해결형 R&D 프레임이 재정립돼야한다는

리빙랩, 그리고 퍼실리테이터

일종의 시스템 전환(sociotechnical transition)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예를 들어 헌법을 개정

지난 8월 폴란드 크라쿠프에서 개최된 Open

3) http://www.worldbank.org/en/topic/ict/brief/smart-cities
4) 대한민국 헌법 제127조 ①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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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 사회문제 해결형 R&D 사업과 일반 R&D의 차이
구분

일반 R&D

최종
목표

•기술고도화 / 경제적
성과 창출

발굴

•해당분야의 기술과 사업
화에 대한 전문가 중심
(연구자, 기업 등) 참여

사회문제해결형 R&D

Living Lab 2017에서는 리빙랩 관련 주요 키워
드 세 가지를 제시했다. 수요자 주도(Multiple
Helix; Innovation without Boundaries), 개방

•사회문제해결

•사회문제의 당사자인
사용자(국민), 해결방법을
연구·개발하는 연구자·
기업, 해결의 책임을 갖고
있는 정부가 함께 참여

형 혁신(Open Innovation 2.0), 그리고 시민 과학
(Citizen Science)이다. 이 포럼에 다녀온 김희대
대구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팀장은 “세계적으로
리빙랩 혁신 이론을 구체화하는 움직임이 있다. 기
존에는 산업계와 대학 주도로 이뤄지던 과학기술
사회혁신이 이제는 수요자 주도로 옮겨가게 될 것

기획

•전문가 중심의 기술고도화
기획
•경제적 성과 창출을 위한
사업화 과정 고려

•최종 사용자, 연구자·
기업 등이 동참하여 해결
해야 할 문제를 고려한
‘사회문제·기술개발’
통합 기획’ 실시
•법·제도개선, 전달체계까지
고려

이고, 이를 리빙랩이 주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에 대구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소셜
리빙랩이 시작된다”며 “과학기술의 새로운 패러다
임이자 사회혁신의 방법론으로서 지역 혁신 수단
으로 리빙랩을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구 소셜 리빙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엇보

운영
관리

•기술고도화, 경제적 성과
창출을 위한 R&D 전문가
위주의 협업 시스템 구축
·운영
※신·학·연 삼중나선 구조

•연구성과물(기술, 제도,
전달체계)이 실질적인
문제해결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종 사용자와의
상시 피드백 시스템
(리빙랩 방식) 운영
※민·산·학·연 사중나선 구조

다 퍼실리테이터가 리빙랩의 빠른 육성과 정착을
유도할 것으로 봤다고 김 팀장은 이야기했다. 현재
6개월 과정으로 퍼실리테이터를 양성하는 매뉴얼
을 준비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퍼실리테
이터가 단순히 지역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 지를
도와주는 것만을 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평가

•기술적·경제적 성과(논문,
특허, 대출 등)를 중심적으로
평가

•사회적 영향(문제해결정도,
사용자 평가, 파급적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팀
장은 “퍼실리테이터가 민간과 공공의 역할 전체를
코디네이트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사회문제를

성과
활용
확산

•우수기술 확보·향상
•사업화를 통한 경제적
성과 창출
※영리기업 주도

•정부주도 제조개선,
공공구매
•R&D 성과물 사업화를
통한 문제해결
※사회혁신기업* 주도
•우수 해결사례의 보급·
확산

*(사회혁신기업) 사회문제해결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소셜벤처, 사회
적경제조직, 공유가치 창출형 기업 등을 지칭
자료 : 김용희(2017), 「사회문제해결형 R&D사업 운영관리 가이드라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자료, 14p.

해결하는 데 적합한 이해 관계자는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다”며 “중간 조직으로 이야기되는 사회적
기업이나 혁신 조직들과 연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

혁신을 주도할 시민 사회의 범주
그렇다면 퍼실리테이터가 마주할 시민 사회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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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제를 맡은 김희대 대구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팀장이 패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자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위(scope)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일까. 개인이나 조

를 새로운 형태로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이날

직의 이해관계와 맞물린 민원 수리 수준부터 바텀

참석자들은 기대했다.

업(bottom-up)을 하는 것이 옳을까. 이에 대해서

따라서 퍼실리테이터가 단순한 중간자, 중재자

는 “시민 참여가 아닌 의견 반영에 그칠 위험이 높

를 넘어서서 소통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보여야

다”는 반론이 나왔다. 대신 소비자협동조합 같은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

중간 조직과 연계해 민간과 공공의 역할을 모두 충

소 소장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기술자와 플랫폼

실히 반영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나가야 한다는 의

을 가진 자, 실제로 이것이 필요한 자가 다 분리돼

견이다. 공공성이라는 것은 어느 특정인의 이익을

있어 이를 연결시키는 작업이 현장에서 잘 되지 않

탐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성을 지닌 국가, 지역의

는다고 했다.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경제조직 및 협동조합을 참여시켜야 하는

이슈의 중복성을 줄일 거버넌스의 중요성

또다른 이유는 거버넌스의 틀을 바꾸는 일에 큰 영
향을 미친다는 데 있다. 기존에는 각 정부 부처를

뜨거운 이슈가 있으면 정부 예산을 따내기 위해

넘나들며 혁신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았는데, 사

각 지자체가 앞다퉈 이를 자기 지역의 의제로 선점

회적 경제 조직의 참여는 부처중심 사고가 아닌 문

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이 과정에서 오히려 지

제중심 사고를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 리빙랩은 그

역 특수성이 약해지거나 사라질 수도 있다.

플랫폼으로 작용하며 부처간 조정문제나 협업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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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술 혁신을 위해 수요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이

했다. 소셜 벤처에 투자하는 기업들과의 연계나,

슈뱅크(Issue Bank)화 하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각 지역에서 전략적으로 육성되는 스타 기업들에

했다. 다만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대해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Corporate Social

데, 하나는 특정 문제, 이를테면 미세먼지 같은 경

Responsibility) 활동 활성화를 유도하는 식의 아

우 전 부처가 달려들어 과다지원·중복투자가 발

이디어가 나왔다. CSR 대상 펀드를 조성해 스타기

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하나는 한정된 재

업들로부터 투자를 받고, 여기서 만들어진 재원을

원의 배분 문제다. 각 지자체가 나눠 가져간다고

가지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식의 선순환 모형도

할 때 어떤 식으로 어떻게 분배할지 거버넌스 체

거론됐다. 송위진 단장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계, 프로세스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것이다.

펀딩 문제를 컨트롤타워 중심의 틀에서 생각하지

김기태 소장도 사회적 자본에 대해 후견-피후견

말고 수평적인 구조에서 문제중심형으로 생각하자

관계를 보이는 상황을 언급하며 “중앙집권적 성격

고 했다. 기초 원천부터 산학연, 컨트롤타워로 이

이 짙은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살펴야 한다”고 우려

어지는 파이프라인 모델로 볼 게 아니라는 것이다.

를 표했다. 정보거래소와 같은 국가단위의 정보전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발상의 전환을 강조했다.

달 체계가 만들어진다면, 마치 코스닥이 개설되면

이날 포럼에 참석한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

서 주식시장이 빠르게 성장했던 것처럼 논의를 빠

연합회 회장(전 환경부 장관)은 세계적으로 포용

르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내 놓았다.

적 성장이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고 강조했다. 과
학기술이 부의 편재(偏在)를 가중시키지 않고, 사

펀딩 시스템 그리고 지속가능성

회 모든 섹터가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
는 자체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권이 바뀌면 기조도 바뀐다. 공공성을 띤 어느

이제는 성장을 넘어서는,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

한 사업이 커졌다가도, 다음 정권에서 사라지는 경

는 과학기술이 나와야 하며, 나아가 포용적 혁신

우도 줄곧 있어왔다. 그 키가 되는 것이 바로 예산

(Inclusive innovation)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다. 예산이 대거 삭감되거나 하는 이유로 지속되

송종국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도 “사회문제 해

지 못할 경우, 투자 단계에서는 자원이 있었지만

결형 과학기술 정책은 조화로운 사회 발전을 위해

안착 과정에서는 더 이상 지원이 이어지지 않는 경

대한민국이 풀어가야 할 과제”라며 “정부가 리더십

우, 지자체의 자원 여부 등이 지속 가능성 여부를

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가름 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황혜란 대전

말했다.

세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펀딩시스템을 강조했
다.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고 이를 지속가능하게 할
사회적 금융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금융·투자 모델은 일정 수준에 다다
르면 자립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김희대 팀장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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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로 보는 대학, 공공연구기관 혁신역량
- 4차 산업혁명 관련 논문(클라우드 컴퓨팅)을 중심으로 -

Ⅰ. 개요
○	4차 산업혁명 관련 연구 중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 논문분석을 통해 한국의 대학과 공공연구
기관의 혁신역량을 개괄적으로 비교, 평가하고자 함
- Elsevier사의 SciVal을 이용하여 출판, 인용, 협력 및 연구자 현황을 비교
- 키워드: “Cloud Computing”
- 대상: 2012~2017년 Scopus DB 논문 (30,006편)
○	클라우드 컴퓨팅은 인터넷 기반 컴퓨팅의 일종으로, 공유 컴퓨터 처리 자원과 데이터를 컴
퓨터와 다른 장치들에 요청 시 제공
- 구성

가능한 컴퓨팅 자원(예: 컴퓨터 네트워크, 서버, 스토리지,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에
대해 어디서나 접근이 가능한, 주문형 접근을 가능케 하는 모델이며 최소한의 관리 노력
으로 빠르게 예비 및 릴리스 가능(위키백과)
○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논문 30,006편에서 추출한 상위 50개 핵심 문구는 [그림 1]과 같으
며, 지난 6년간 Distributed computer systems 영역 분야 등이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남
그림 1 :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 문구 구름

자료 : SciVal DB(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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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강희종 (kanghj@stepi.re.kr)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동향정보실 동향·지표팀장

Ⅱ.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 혁신역량
1. 논문 수
○	최근 6년간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에서 가장 많은 논문을 내고 있는 국가는 중국으로 7,601
편을 출판
- 다음은 미국(5,211편), 인도(2,647편), 영국(1,704편), 독일(1,381)편 순임
- 한국은 1,206편으로 호주 및 이탈리아를 뒤이어 8위 수준
표 1 : 클라우드 컴퓨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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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dia
United Kingdom
Germany
Australia
Italy
South Korea
Canada
Taiwan
France
Spain
Japan
Brazil
Malaysia
Greece
Saudi Arabia
Hong Kong
Sweden
Austria
Singapore
Romania
Iran
Portugal
Ireland

논문 수(편)
7,601
5,211
2,647
1,704
1,381
1,275
1,223
1,206
1,173
1,157
987
921
768
620
527
452
449
352
337
333
329
325
317
302
289

조회 수(회)
114,499
90,285
36,992
35,207
22,573
33,505
26,991
21,057
17,850
22,015
17,134
19,117
9,642
8,567
21,623
11,131
9,509
7,712
7,536
5,573
6,672
6,426
5,230
5,650
5,735

상대적
피인용 지수
1.42
2.57
1.06
2.05
1.96
3.13
2.56
1.52
2.56
1.28
1.76
1.90
1.24
1.18
2.68
2.32
2.02
2.95
2.57
1.98
3.46
1.50
1.81
1.75
1.87

인용 수
28,265
39,008
5,726
9,710
6,673
13,311
7,022
4,125
8,673
4,401
4,247
4,508
1,974
2,148
3,562
3,330
1,836
3,765
1,768
1,981
3,238
1,220
1,101
1,329
1,652

자료 : SciVal DB(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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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 측면에서 보면, 호주는 전체 평균(1.0)보다 213% 더 인용되고 있음
- 한국은 1.52로 전체 평균 보다 52% 더 인용되고 있으나 높은 수준으로 보기는 어려움
○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 대학 순위를 보면, 중국과학원이 가장 많은 논문을 출판
- 국내 대학 중에서는 경희대가 166편으로 16위 수준 (<표 2> 참고)

표 2 :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 논문 수 상위 20개 대학

1

Chinese Academy of Sciences

464

8,503

상대적
피인용 지수
1.72

2

Beijing University of Posts and
Telecommunications

459

5,570

1.15

1,713

3

Tsinghua University

342

7,437

2.74

2,880

4

Huazh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273

5,269

2.61

2,288

구분

대학명

인용 수
2,245

5

Xidian University

260

4,041

2.27

1,824

6

Vellore Institute of Technology

246

3,174

0.94

529

7

Anna University

238

3,022

0.74

483

8

Universite Paris Saclay

237

5,797

1.19

721

8

National University of Defense Technology

236

3,202

1.64

964

10

Beihang University

224

4,796

1.49

1,395

11

Wuhan University

217

3,415

2.16

1,177

12

Shanghai Jiaotong University

203

3,854

2.16

1,374

13

University of Melbourne

196

7,321

6.50

6,012

14

King Saud University

193

4,153

2.36

937

15

University of Electronic Science and
Technology of China

181

2,358

1.51

764

16

Kyung Hee University

166

3,351

2.10

830

17

UTS 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161

4,400

2.40

1,263

17

Vienna University of Technology

161

2,997

2.59

1,381

19

Nanjing University

156

2,700

1.62

761

20

University Politehnica of Bucharest

153

2,614

2.29

440

자료 : SciVal DB(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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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 빅데이터
표 3 : 빅데이터
분야
논문
분야
수분야
논문
상위 수
20개
상위공공연구기관
20개 공공연구기관
○	클라우드
컴퓨팅
공공연구기관을
보면,

프랑스 CNRS가 논문 수에서 가장 우수

- 한국은 ETRI가 6위 수준으로 나타남 (<표 3> 참고)

표 3 :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 논문 수 상위 20개 공공연구기관

구분

공공연구기관명

1

CNRS

2

논문 수(편) 조회 수(회)

상대적
피인용 지수

인용 수

71

4,97

2.

67

Ministry of Education China

271

4,975

2.16

1,672

3

INRIA

197

5,765

1.87

1,341

4

CSIRO

121

3,555

3.05

1,314

5

CNR

106

2,355

1.66

610

6

ETRI

87

1,176

0.73

183

7

A-STAR

64

1,496

2.96

523

8

Argonne National Laboratory

56

1,008

2.60

467

9

IRISA

53

414

0.94

103

10

Research Organization of Information and
Systems National Institute of Informatics

48

505

1.91

195

11

Air Force Research Laboratory

45

585

3.68

327

12

Industrial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
Hsinchu

35

504

1.29

107

13

INFN

31

360

0.83

54

14

CEA

27

667

3.37

160

15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27

558

1.53

127

16

Japan National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26

450

0.87

69

16

National Institute of Advanced Industrial
Science and Technology

26

357

0.84

59

18

Oak Ridge National Laboratory

24

280

1.47

124

19

Laboratoire d’Analyse et d'Architecture des
Systemes

23

549

1.95

139

20

Arab Academy for Science & Technology

21

287

1.12

56

자료 : SciVal DB(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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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관련 현황
○	논문의 질적 수준(상대적 피인용 지수)에서 중국 Tsinghua 대학(2.7)은 평균보다 170% 더
인용되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한국 경희대도 2.1로 높은 수준을 보임
○	공공연구기관의 논문당 인용 수는 호주의 CSIRO가 10.9회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의 ETRI
는 2.1회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임
표 4 :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 주요기관 인용 현황

구분

대학명

논문수

인용수

논문수당
인용수

상대적
피인용지수

국가명

1

CAS

464

2,245

4.8

1.7

중국

2

Beijing

459

1,713

3.7

1.2

중국

3

Tsinghua

342

2,880

8.4

2.7

중국

4

Huazhong

273

2,288

8.4

2.6

중국

16

KyungHee

166

830

5.0

2.1

한국

논문수당
인용수

상대적
피인용지수

국가명

구분

공공연구기관명

논문수

인용수

1

CNRS

277

895

3.2

1.3

프랑스

2

MEC

271

1,672

6.2

2.2

중국

3

INRIA

197

1,341

6.8

1.9

프랑스

4

CSIRO

121

1,314

10.9

3.1

호주

6

ETRI

87

183

2.1

0.7

한국

자료: SciVal DB(2017)

3. 협력 현황
○ 주요대학의 국제 협력 및 산학협력 현황을 보면, 국제협력은 Huazhong 대학이 51.3%로 가
장 왕성했고 산학협력은 Tsinghua 대학이 9.6%로 가장 많았음
○ 주요 공공연구기관에서 국제협력은 프랑스 CNRS가 46.2%로 가장 활발했고, 산학협력은
호주 CSIRO(9.1%)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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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 주요기관 협력 현황

순위

대학명

국제협력(%)

산학협력(%)

1

Chinese Academy of Sciences

29.3%

4.5%

2

Beijing University of Posts and Telecommunications

16.6%

3.7%

3

Tsinghua University

40.6%

9.6%

4

Huazh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51.3%

2.9%

16

Kyung Hee University

26.5%

3.6%

순위

공공연구기관명

국제협력(%)

산학협력(%)

1

CNRS

46.2%

6.5%

2

Ministry of Education China

28.4%

4.1%

3

INRIA

45.2%

7.1%

4

CSIRO

45.5%

9.1%

6

ETRI

5.7%

2.3%

자료 : SciVal DB(2017)

Ⅲ. 시사점
○ 한국은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 전체 논문 수에서 8위 수준으로 평가됨
- 양적으로는 중국의 1/6 수준이고, 질적(상대적 피인용지수)으로는 논문수 상위 25개국
중 19위 수준으로 경쟁력이 약간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대학부문에서는 경희대학교가 관련 논문수 166편으로 16위 수준으로 평가
- 상대적 피인용지수는 상위 20개 대학 중 11위로 중간 수준에 해당
○ 공공 연구기관에서는 ETRI가 87편으로 6위에 해당
- 그러나 상대적 피인용지수는 상위 20개 공공 연구기관 중 20위로 논문의 질이 상대적으
로 낮은 것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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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연구는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가 최근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 한국은 2014년 258편으로 가장 많은 논문이 출판되었다가 2016년 224건까지 감소한 것
으로 나타남
- 반면, 인도는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클라우드 컴퓨팅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대단히 중요한 분야인 만큼 연구가 침체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독려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그림 2 :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 국별 논문 수 추이 (2017년은 진행 중)

자료 : SciVal DB(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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