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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하였으며, 효율성과 책임성 관점에서 국방획득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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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가트너가 발표한 10대 전략기술 트렌드 및 미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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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적인 IT 리서치 기관인 가트너(Gartner)

로 기술군을 구분해 10개의 전략 기술 트렌드를 소

는 10월 1일부터 5일까지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

개하였다. 그리고 이에 더해 2018년 이후 이러한

에서 ‘가트너 심포지엄/IT 엑스포 2017(Gartner

기술들이 인간과 기업,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Symposium/ITxpo 2017)’을 개최하였다. 전 세

지 10가지로 정리(Top strategic predictions for

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Digital

2018 and beyond)하여 발표하였다. 미국 기업들

Transformation)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올해 행사

이 주도하고 있는 디지털 혁신의 흐름 속에서 발표

는 수많은 산업계 전문가들과 애널리스트, 최고정

된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해보고

보책임자(CIO)들이 참석하고 클레이튼 크리스텐슨

자 한다.

(Clayton Christensen) 하버드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좌교수, 앤디 재시(Andy Jassy) 아마존웹서비스

2018년을 이끌어 갈 10대 전략기술

CEO, 마크 베니오프(Marc Benioff) 세일즈포스닷
컴 CEO 등이 연사로 나서면서 호황을 이루었다.

가트너가 발표한 전략 기술 트렌드를 연도별로

이번 행사에서 가트너는 2018년을 이끌어갈 10

살펴보면 유망 기술의 변화 흐름을 파악해 볼 수

대 전략기술(Strategic technology) 트렌드와 이

있다. 예를 들어 3D프린팅의 경우 2015년과 2016

후 미래 전망을 발표하였다. 전략기술 트렌드는 초

년 연속으로 전략 기술 트렌드에 포함되었으나,

기 유망 기술 수준에서 벗어나 강력하고 파괴적

2017년부터는 선정되지 못했다. 지능형 사물은 명

인 잠재력으로 영향력과 사용성이 확대되고 있거

칭이 조금씩 변경되었으나 2015년부터 2018년까

나, 5년 이내에 급성장해 중대한 전환점(Tipping

지 전략 기술로서의 입지를 유지하고 있다. 앞서

point)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들이 꼽힌

언급한 바와 같이 2018년 전략 기술의 3대 키워드

다. 2000년대 중반부터 매년 차년도 전략기술 트

는 2017년과 동일하게 지능형(Intelligent), 디지털

렌드를 발표해온 가트너는 2017년과 동일하게 지

(Digital), 매쉬(Mesh)지만, 세부 전략 기술은 일

능형(Intelligent), 디지털(Digital), 매쉬(Mesh)

부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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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2015-2018 가트너 전략기술 트렌드

자료 : 가트너 홈페이지 내용 재구성

1) 인공지능 강화시스템(AI Foundation)
인공지능은 의사 결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기존

2) 지능형 앱 및 분석(Intelligent Apps and
Analytics)

비즈니스 모델과 생태계, 고객 경험을 재창조하며

향후 몇 년간 ERP와 같은 기존 어플리케이션들

2025년까지 디지털 이니셔티브를 주도할 것이다.

은 인공지능과 통합되어 새로운 서비스 범주를 만

가트너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59%의 기업 및 조직

들고 고도화된 분석, 지능형 프로세스, 진보된 사

들이 인공지능 전략 수립을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

용자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가상 비서와 같

고 있으며, 나머지 기업들은 인공지능 솔루션을 도

이 어플리케이션과 사람 사이에 새로운 지능형 중

입했거나 시험 중이다. 기업들은 특정 업무에 특화

간 계층이 형성되어 현장에서의 업무 속성과 업무

된 인공지능(Narrow AI)을 활용하기 시작했으며,

현장의 구조를 전환시킬 것이다.

범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인공지능(General AI)
은 아직까지 연구자들과 공상과학 소설가들의 몫
으로 남겨져 있다.

3) 지능형 사물(Intelligent Things)
인공지능과 기계학습 기반의 지능형 사물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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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주변 환경과 지능적으로 상호작용하며, 반자율

대화형 플랫폼이 차별화되기 위해서는 대화 모델

또는 자율적으로 사람의 개입 없이 특정 업무를 완

이 견고해야 되고, 다양한 써드파티 기업들의 서비

수한다. 기술 발전으로 인공지능과 기계학습은 헬

스를 자유롭게 호출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스케어부터 스마트팜의 수확 로봇까지 폭넓게 확
산되고 독립형에서 다수의 사물들이 협력하는 형
태까지 등장할 것이다.

7) 몰입 경험(Immersive Experience)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및 혼합 현실은 사
람들이 디지털 세계를 인식하고 상호 작용하는 방

4)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향후 5년간 현실세계 및 디

디지털 트윈은 현실 세계의 개체 또는 시스템

지털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몰입 경험은 스마트폰,

을 디지털 방식으로 표현해 실제 대상들과 연결되

태블릿, 헤드마운트기기(HMD) 등에 폭넓게 적용될

고, 상태 정보 제공, 변화 대응, 운영 개선 등에 활

것이고 어플리케이션 제조사, 시스템 소프트웨어

용된다. 2020년까지 약 210억 개의 센서와 종단점

제조사, 플랫폼 기업 등이 치열하게 경쟁할 것이다.

(Endpoint)들이 연결되어 수십억 개의 디지털 트
윈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후에는 물리적 개
체를 넘어 인간, 도시 등이 디지털 트윈화되어 시
뮬레이션과 운영, 진단/분석이 고도화될 것이다.

8) 블록체인(Blockchain)
블록체인은 각 노드에 분산 저장된 장부의 데이
터를 지속 업데이트하는 알고리즘이며, 거래 정보
의 임의 변경이 불가능해 거래 신뢰성을 높이고 정

5) 클라우드에서 엣지로(Cloud to the Edge)

보 추적을 용이하게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관련

엣지 컴퓨팅(Edge Computing)은 정보 처리와

기술들이 성숙했다고 입증되지 못했기 때문에, 블

콘텐츠 수집, 전송이 정보원(source)에 더 가까워

록체인을 도입하려는 기업들은 어느 수준까지 활

지는 토폴로지를 의미한다. 통신 지연, 대역폭 제

용 가능한지 자사의 암호화 기술 수준 등을 확인하

한, 엣지단에서의 높은 기능성은 분산 처리 모델

고 기존 인프라와의 통합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Distributed model)의 필요성을 높이고, 엣지 컴
퓨팅은 중앙 집중식의 기존 클라우드 컴퓨팅을 효
과적으로 보완할 것이다.

9) 이벤트 기반 모델(Event-Driven)
디지털 비즈니스는 새로운 디지털 비즈니스 순간을
감지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에 의존한다. 비즈니스

6) 대화형 플랫폼(Conversational Platforms)

이벤트는 구매 주문서 작성 완료와 같은 현저한 상태

대화형 플랫폼은 날씨에 대한 질문에 간단히 대

변화를 의미하는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과 같은 기

답하거나 특정 지역의 음식점을 예약하는 등의 상

술의 등장은 비즈니스 이벤트를 보다 신속하게 탐지

호작용을 담당하는 시스템이다. 이 플랫폼은 특정

하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또한

범죄에 대한 증언들을 바탕으로 용의자의 얼굴을

2020년까지 이벤트 소스·실시간 상황 인식이 디지털

파악하는 등 보다 복잡한 업무에도 활용될 것이다.

비즈니스 솔루션의 80%에 필수 속성이 될 것이다.

6

Science & Technology Policy ◀
과학기술정책 | 2017년 11월호 (통권232호)

10) 지속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위험 및
신뢰(Continuous Adaptive Risk and
Trust)
디지털 비즈니스는 복잡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진

챗봇, 대화형 UX, 시각 및 음성 검색을 통해 재현
될 수 있다.

3) 합법화된 암호화 화폐

화하는 보안 환경을 요구한다. 따라서 비즈니스의

금융업계는 2020년까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적응 가능한 위험

화폐(cryptocurrencies)를 이용해 10억 달러 규모

및 신뢰 평가법(CARTA) 개발이 필요하다. 결과적

의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할 것이다. 또한 900개 이

으로 사람 중심의 보안 체계를 수립하고 개발자에

상의 암호화 화폐가 시장에 등장하면서 타 산업에

게 보안 대책에 대한 책임을 부여해 효과성을 극대

서의 활용 기반을 구축할 것이다.

화해야 한다.

4) 가짜 뉴스의 범람

2018년 이후에 대한 전략적 전망

성숙한 경제 시스템 속에 거주하는 다수의 사람
들은 2022년까지 사실 정보보다 허위 정보에 더 많

1) 소비자들이 시각 및 음성 검색을 선호

이 노출될 것이다. 가짜 뉴스가 늘어남에 따라 기업

2021년까지 시각 및 음성 검색을 지원하도록 재

들은 자신의 브랜드에 대해 언급되는 내용을 면밀

설계된 얼리어답터 웹사이트의 전자상거래 매출은

히 모니터링해야 하며,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려는

30% 증가할 것이다. 시각 및 음성 검색이 급속도로

시도를 줄이기 위한 대응 방식을 수립해야 한다.

대중화되며 기업은 이러한 변화를 활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예를

5) 위조된 현실의 위협

들어, 마케팅 담당자는 소비자들의 습관에 대한 보

위조된 현실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거나 미래에

다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 전환율 감소 및

발생하지 않을 사건을 조작하여 제시하는 디지털

매출 증대, 고객 만족도 향상 등을 꾀할 수 있다.

미디어를 의미하는데, 인공지능으로 인해 2020년
까지 확산이 예상된다. 인공지능은 위조된 현실을

2) 디지털 공룡 기업들의 자발적 파괴
2020년까지 상위 7대 디지털 공룡 기업 중 5개
는 자발적 파괴를 통해 새로운 시대의 리더십을 모

판별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위조된 현실을 창조할 수 있는 역량보다 뒤쳐져 있
는 것으로 보인다.

색할 것이다. 다시 말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기존 주력사업을 파괴할 수도 있다. 과거 애

6) 봇(Bot)의 부상

플을 예로 들면, MP3 시장을 선도하던 아이팟의

2021년까지 50% 이상의 기업들이 모바일 앱보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MP3 외에 내비게이션, 디

다 봇을 만드는데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이다. 포스

지털 카메라 및 기타 기능을 통합한 아이폰을 출시

트앱(Post-app) 시대에 챗봇이 인공지능의 얼굴

해 모바일 혁신을 이끌었다. 이러한 자발적 파괴는

이 되어 앱의 개발 방식을 바꿀 것이고 전통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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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모든 산업들은 다양
한 수준의 시간 및 에너지 절감을 경험할 것이다.

7) 다재다능함이 전문성을 능가
2021년까지 IT직원들의 40%는 비즈니스 분야에

9) 사물인터넷의 만연

서도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는 ‘Versatilist’가 될

2020년까지 사물인터넷 기술은 새로운 전자제품

것이다. 디지털 비즈니스는 기술 역량의 완전한 변

의 95%에 적용될 것이다. 기술 발전에 따라 최소

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기술자가 아닌 IT관리자들

한의 비용으로 사물인터넷 기능을 제품에 추가하

이 증가하고 Versatilist로 발전하게 된다.

는 것이 점점 더 가능해질 것이며, 보안 문제가 있
더라도 기업들은 모든 전자 제품에 사물인터넷을

8) 인공지능으로 인한 일자리 증가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인공지능은 2020년 180만 개의 일자리를 없애고
230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인공지능
은 인간을 완전히 대체하기보다 기존 업무의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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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보다 사후적인 결함 해결 및 리콜 등에 소요될

모든 부문에서 인간보다 뛰어난 고도기계지능이

것이다. 보안 위험과 사물인터넷에 대한 노출을 고

나타날 확률이 50%로 예상되었다.

려해보면 현재의 보안 예산은 최소 수준이며, 사물

2017년 5월 기준으로 세계 시가총액 상위 5대 기

인터넷의 시장 규모가 기존 IT 지원 시스템을 초과

업은 애플, 알파벳, MS, 아마존, 페이스북으로 모

할 것이므로 소프트웨어 패치만으로 해결할 수 없

두 데이터 기반 테크기업들이며, 삼성전자도 2017

는 리콜이 야기될 것이다.

년 10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한 ‘삼성 CEO
서밋’에서 “삼성은 이제 데이터 회사”이며 “반도체

전략 기술과 미래 전망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인공지능과 데이터

등 삼성전자가 만드는 데이터 저장장치 등을 통해
미래 혁신 물결을 만들겠다”고 선언하였다.
구체적인 시기의 문제일 뿐 인공지능과 데이터

4차 산업혁명의 실체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한 가

에 기반한 디지털 전환의 거대한 변화는 예고되어

운데 3차 산업혁명과 구분 짓는 핵심 기술은 결국

있다. 해외 정부의 정책과 글로벌 기업들의 전략을

인공지능으로 귀결된다. 그리고 인공지능 구현 및

답습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

고도화의 기반은 데이터이다. 가트너의 2018년 전

되는 새로운 변화의 흐름을 주도하기 위한 우리나

략 기술 트렌드와 이후 미래 전망도 종합하면, 결

라만의 특화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의 미래 기술과 이에 따
른 사회적 파급효과로 요약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이 20세기에 걸쳐 발전한 속도보다 2000
년대 들어 더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고 평가한다.
또한 지금도 하루가 멀다하고 새로운 알고리즘에
대한 논문들이 쏟아지고 있다. 2017년 5월 영국 옥
스퍼드대 인류미래연구소와 미국 예일대 정치학부
연구진은 신경정보처리시스템학회(NIPS)와 국제
머신러닝학회(ICML)에 논문을 발표한 352명을 대
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45년 안에

참고문헌
Gartner(2017.10.), "Gartner Top 10 Strategic Technology Trends for 2018",
https://www.gartner.com/smarterwithgartner/gartner-top-10-strategictechnology-trends-for-2018/(2017.11.22.접속)
Gartner(2017.10.), "Gartner Top Strategic Predictions for 2018 and
Beyond", https://www.gartner.com/smarterwithgartner/gartner-topstrategic-predictions-for-2018-and-beyond/(2017.11.22.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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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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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를 관통한 화

WiFi 설치,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결제 시스

두 중 하나로 ‘디지털 전환’을 꼽는 이들이 적지 않

템 등을 도입해 4년 만에 9배 이상의 주가 상승을

을 것이다. 디지털 전환에서 전환의 사전적 의미는

기록했다.2) 전통적인 제조업 기업을 분류되는 아디

‘다른 방향이나 상태로 바뀌거나 바꿈’을 뜻한다.

다스와 GE 등도 로봇, 자동화 장비, IoT 등의 첨단

따라서 디지털 전환은 디지털 기술이 바탕이 된 전

디지털 기술을 제조 공정에 접목하여 제조비용을

환, 차별화된 변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3)

산업계의 보편적 시각에서 바라보면, 디지털 전환

그렇다면, 디지털 전환이 노동에 미치는 영향은

이란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기업의 전략

어떨까? 로봇과 인공지능으로 인해 사람의 역할과

이나 시스템 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새로운 가

일자리가 줄어들 것인가? 줄어든 일자리만큼 새로

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1)

운 일자리는 창출될 수 있을 것인가? 등과 같은 다

실제로 디지털 기술의 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다

양한 이슈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막연한

양한 산업에서 디지털 기술을 성공적으로 활용하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에 대한 인식은 19세기

는 예가 늘기 시작하면서 디지털 전환은 기존의 산

영국에서 일어난 러다이트 운동처럼 불안과 공포

업체계를 재편하고, 기업의 경쟁우위 확보를 위

를 조성할 뿐이기 때문이다.4)

한 필수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디지

독일의 공학한림원은 최근 디지털 전환기에 노

털 기술과는 거리가 멀 것처럼 느껴지는 스타벅스

동의 미래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독일은 이

는 2009년 디지털 벤처 부서를 신설하고 매장 내

미 잘 알려졌다시피 2012년 이후 미래 성장 동력을

1) 실제로 디지털 전환이란 용어는 사용하는 주체와 연구자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 사용되지만, 공통적으로 ‘디지털 기술’과 ‘변화’라는 키워드가 있다.
2) SK C&C Blog, Digital Transformation, 경쟁의 패러다임을 바꾸다 (자료 : http://skccblog.tistory.com/2934)
3) Digital Retail Trend, 왜 지금 Digital Transformation인가? (자료 : http://digitalretail.co.kr/왜-지금-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digitaltransformation인가1편/)
4) 러다이트 운동의 표면적 이유는 기계로 인해 일자리(특히 숙련 노동자)가 줄어드는 노동자들의 공포와 생존위협 등으로 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노
동자들이 자본가에 맞서 계급투쟁을 벌인 노동운동이라는 해석도 있다. 당시 노동자들은 일하는 노동량에 비해 이윤의 분배가 적어 고통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출처: 김성환(1998), 「교실 밖의 세계사여행」, 사계절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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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19세기 영국에서 일어난 러다이트 운동

자료 : https://ko.wikipedia.org/wiki/러다이트_운동

제고하고, 세계 제조업 분야 패권을 확보하기 위해

learning), 3) 혁신기반의 공동 의사 결정 참여

‘제조업의 디지털화: Industry 4.0’ 전략을 수립·

(innovation-oriented co-determination)를 미

추진해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래 노동 변화의 핵심 키워드로 보고 각 주제 별로

제조업이 산업의 중심임을 생각해 볼 때, 독일이

어떻게 노동 시장이 변화해야 하는 가에 대한 조건

바라보는 미래 노동 시장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는

을 이야기하고 있다.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독일이
최근 펴낸 이 보고서에 대해 간략히 요약하고 우리
에게 시사하는 바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기업과 노동자의 Win-Win 전략

민첩성: 주변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
근로자의 업무상 유연성 제공
디지털 전환을 바탕으로 기업은 데이터 기반의 신
속 의사 결정 능력을 갖추고 변화하는 환경에 빠르

보고서는, 디지털 전환이 기업 운영상의 많은

게 대응하기 위해 점점 조직의 민첩성을 높이는데

부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을 고려해

주력하고 있다. 그리고, 대개 이러한 노력은 작업장,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

노동자의 근로시간, 노사관계 등과 관련이 있다.

향으로 변화해야 함을 강조한다. 구체적으로 보

따라서 근로자는 기업이 제공하는 민첩성 확보

고서는, 1) 민첩성(agility), 2) 평생학습(lifelong

노력을 활용해 일과 삶의 균형을 높이고, 장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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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유연근로 활용 예

자료 : Jacobs, J.C., Kagermann, H, Spath, D.(2017), “The fugure of work in the digital transformation”, The acatech DISCUSSION, p. 20

안목에서 어떻게 기업에 더욱 효과적인 근로를 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용자측은 적극적으로 근로

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한다. 구

자측의 평생학습 기회를 보장·지원할 수 있는 체

체적으로 보고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민첩성과 관

계를 마련해야 하고, 모든 근로자는 목표 지향적인

련된 핵심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학습태도를 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이야기하고 있다. 평생 학

•경쟁력, 생산성, 근로자 만족도 향상

습과 관련된 핵심 메시지는 아래와 같다.

•업무시간 유연성 보장
•개인사업자(프리랜서)와의 업무상 장애 요인 제거

•디지털화가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 기회 활용

•개인 업무 능력 향상 지원

•근로자의 업무 능력 향상과 책임, 고용 가능성

•개인 업무 성과 향상을 위한 피드백 제공

보장을 위한 협력
•직원 맞춤형 교육 기회 제공

평생학습: 기업의 생산성 향상, 직원의
업무 능력 및 고용 가능성 보장
평생 학습은 사용자 측에는 생산성 향상과 혁신
성장의 기회로, 노동자 측에는 직무 수행 능력 향상
과 고용 가능성 보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중요한

•유연한 규제 개혁
•정부의 정책적 지원

혁신 중심의 공동 의사 결정:
직원의 관심 분야와 적용 가능성,
기업의 요구 사항 조정

도구다. 따라서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 모두 평생
학습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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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Germany’s social market economy) 성공
5)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2012년 독

의 핵심 열쇠 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디지털 전

일로 시계를 돌려보자. 당시 Industry 4.0을 통해

환과 같이 사업에 근본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세계 제조업 분야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독일도

시기에 노사협의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보

처음에는 관련 산업 분야의 기술전문가들에 의해서

고서는 조직의 미래를 사용자측과 함께 의논해 결

만 논의가 주도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기술에만 치

정하면서 보다 효과적인 결정을 하는 것은 독일 기

우친 논의는 자칫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

업의 장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이것이 가

려에 따라 논의 테이블에 모든 이해당사자들을 포

능하려면 사용자측은 기존의 비즈니스 상 강점을

함해 종합적인 비전을 세웠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그대로 이어가면서 근로자들에게 기업 운영상의

독일 연방노동 사회부는 정부, 산업, 학계 전문가

변화를 형성하고 근로 상 더 큰 유연성을 약속해

및 일반 시민들과의 논의를 통해 새로운 시대 양질

혁신적인 의사결정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

의 노동을 위한 플랫폼(노동 4.0)을 제시했다. 디지

조하고 있다. 혁신 중심의 공동 의사 결정과 관련

털 전환의 바탕에는 수준 높은 디지털 기술이 깔려

된 핵심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있지만, 그 실행 주체는 결국 사람이라는 점을 생각

•공동 의사 결정 체계의 고도화
•다양한 조직원 등의 요구 사항 수용 체계 마련
•민첩한 작업환경 마련 및 IT 기기 활용 장려

해 볼 때, 우리나라도 독일의 경우처럼 충분한 연구
와 논의를 통해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미래 노동
의 변화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사회적 파트너로 직원 참여 독려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미래 노동의 변화를 위한 준비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노동과정이나 형태가 변화
하리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OECD를 비롯한
세계 주요 연구기관 및 단체는 첨단기술의 발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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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국의 서비스 혁신 2.0과 로봇 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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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서비스 혁신을 견인하는 로봇

온라인 거래가 성사된 광군제의 성공에는 로봇의 역
할이 매우 컸다. 알리바바의 로봇 ‘텐순’은 광군제 기

2017년 11월 11일 중국판 블랙프라이데이인 ‘광

간 동안 인터넷 데이터 센터의 순찰을 돌며, 운영 용

군제’는 하루만에 28조 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는

량에 대한 파라미터, 데이터센터의 환경온도 및 습

2016년에 비해 약 40% 성장한 액수이며, 이를 통해

도, 운영상황 등 전반적인 IT 기기 설비 상황을 실시

중국은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 소비국가로서의 위상

간으로 모니터링해 데이터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가

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단 하루만에 28조 원의

능케 했다.

그림 1 : 데이터 센터를 순찰중인 ‘텐순’

그림 2 : 물류창고에서 물류 분류중인 로봇

자료 : http://www.qianjia.com/html/2017-11/03_279178.html

자료: http://www.qianjia.com/html/2017-11/03_27917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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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 도서지역에 택배를 전송 중인 드론

그림 4 : 중국 무인 서점의 로봇 점원

자료 : 시사저널,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72154

자료 : http://www.redsh.com/corp/20170824/013009.shtml

이와 동시에 물류창고에서는 과거 다수의 인력이

최근 들어 대두되고 있는 중국의 ‘신소비’ 열풍 역

수행하던 물류 분류를 200대의 운송 로봇이 하루 평

시 로봇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8

균 100만 건씩 처리하면서 원활한 물류 배송을 가능

월 21일 저장성 항주의 신화서점 두 곳은 로봇 점

케 했다. 알리바바와 징동은 중국의 주요 도시에 무인

원 ‘샤오신(小新)’을 도입했다. 이 로봇 점원은 서

창고를 지속적으로 건설 중이며, 배송 과정에 드론을

점 방문객이 찾고 싶은 책의 이름을 말하면, 책이

도입하기 위해 드론 이·착륙장도 구축하고 있다.

있는 곳까지 정확하게 안내해주며, 고객과의 간단

최근 들어 대두되고 있는 중국의 ‘신소비’ 열풍 역

한 대화가 가능하고, 고객의 요청에 따라 노래를 하

시 로봇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고 춤을 출 수도 있어, 고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

8월 21일 저장성 항주의 신화서점 두 곳은 로봇 점

다. 이 외에도 최근 텐센트로부터 투자를 받은 ‘윈

원 ‘샤오신(小新)’을 도입했다. 이 로봇 점원은 서

지 테크놀로지(Yunji Technology)’와 ‘러쥐(Leju)’,

점 방문객이 찾고 싶은 책의 이름을 말하면, 책이

B2B부터 B2C까지 다양한 로봇을 생산 중인 ‘유비텍

있는 곳까지 정확하게 안내해주며, 고객과의 간단

(UBTech)’ 등 다수의 로봇업체들이 출시한 수많은

한 대화가 가능하고, 고객의 요청에 따라 노래를 하

서비스 로봇들이 숙박업과 물류업, 행정기관, 인터

고 춤을 출 수도 있어, 고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

넷 기업, 사회 서비스 기업, 교육기관 등에서 활용되

다. 이 외에도 최근 텐센트로부터 투자를 받은 ‘윈

고 있다.

지 테크놀로지(Yunji Technology)’와 ‘러쥐(Leju)’,
B2B부터 B2C까지 다양한 로봇을 생산 중인 ‘유비텍

해결과제: 로봇세(Robot Tax)와 고용

(UBTech)’ 등 다수의 로봇업체들이 출시한 수많은
서비스 로봇들이 숙박업과 물류업, 행정기관, 인터

중국의 서비스 혁신 1.0을 온라인 모바일 결제 시

넷 기업, 사회 서비스 기업, 교육기관 등에서 활용되

스템 도입을 통한 ‘가상화’라고 한다면, 서비스 혁신

고 있다.

2.0은 로봇 도입을 통한 무인화로 정의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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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 중국의 로봇 시장 규모 (2015년)

자료 : IFR, KB증권

표 1 : 중국정부의 로봇산업 지원정책

구분

정책

세부 사항

2011년

12.5개년 계획

첨단 설비 제조업 주요 업종으로 선정

2013년

산업용 로봇 산업 발전에 관한 지도 의견

시장 점유율 제고 및 주요 기업 육성 방안 출시

2015년

13.5개년 계획

로봇 집중 육성 계획 포함

2015년

중점분야 기술 가이드라인

로봇 산업 10대 중점 분야로 선정

2016년

로봇 산업 발전 계획

완벽한 로봇 산업 시스템 구축 및 주요 부품의 생산
기술 증가

자료: 한국무역협회(2017)

것이다. 급격하게 증가하는 인건비 문제를 해결하

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정부가 어떠한

고,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로

정책을 통해 산업 육성과 고용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봇의 도입은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

것인지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만 로봇도입을 통한 중국 서비스 사업의 ‘무인화’는

두 번째는 경제성의 문제이다. 아직 완벽하게 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많은 과제에도 직면

숙한 단계에 진입하지 못한 서비스용 로봇을 개발하

하고 있다. 그 첫번째가 바로 고용의 문제이다. 로봇

고 유지하는데 드는 유·무형적 비용 대비 창출해

이 증가하면 현재 중국 노동자의 대다수가 종사하는

내는 가치가, 과연 직원을 고용하는데 드는 비용 대

서비스 업종은 심각한 실업문제에 직면하게 될 가

비 창출 가치와 비교했을 때 더 나을 것인가에 대해

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이러한 실업문제 해결을 위

서는 보다 면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

해 로봇세를 도입하면 이는 로봇산업의 발전을 저해

재는 정부가 로봇 산업을 핵심 주력 산업으로 지정

할 위험이 발생한다. 이 문제는 많은 국가에서 공통

함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서비스용 로봇을 생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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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제품들이 단순한 신기

기업들은 대부분의 핵심 부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

함 이외에 이렇다 할 경험과 가치를 제공하지 못하

다. 서비스 혁신을 위한 로봇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단계에서는 사업 분야 및 고

하루빨리 보다 높은 수준의 하드웨어 제조역량을 구

객 특성에 따른 적용 가능성에 큰 간극이 존재하고,

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는 서비스용 로봇의 고도화에 크게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중국 업체들의 취약한 로봇 부품 생산
력은 발전의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
다. 중국이 로봇의 서비스적 활용, 이에 필요한 플랫
폼 구축, 비즈니스 모델 구축, AI와 솔루션의 개발
등엔 강점을 보이고 있으나, 하드웨어적인 경쟁력

참고문헌

은 아직도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다 고도화 된 서

중앙일보(2017), 「로봇점원이 책 찾아준다. 중국서 무인서점 실험」.

비스와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하드

백서인, 김단비(2017), 「중국의 디지털전환 동향과 시사점: 제4차 산업혁명
동향」, 『동향과 이슈』 제42호.

웨어 역량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 현재 중국 로봇

한국무역협회(2017), 「중국 산업용 로봇산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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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연구개발의 혁신이 필요하다
글 : 하태정 (hhhtj@stepi.re.kr)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방과학기술정책단장

최근 우리나라를 둘러싼 외교 및 안보 환경이 급

을 맞춘 추격형(catch-up) 국방 연구개발 시스템

변하고 있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개발 추진, 중국

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국내 국방 연구

의 경제 및 군사 대국화 굴기, 일본의 평화헌법 개

개발 시스템은 급변하는 미래 전장 환경과 수요에

정 시도, 미국 신정부의 보호주의 천명 등으로 그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첨단무기체계 개발에는

어느 때보다 국가안보 및 자주국방 강화의 필요성

많은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 영국, 프

이 커지고 있다. 또한 미래 전쟁 양상도 원거리 정

랑스 등 국방 선진강국들은 현재 및 미래 전장 대

밀타격전, 사이버전, 우주항공전, 무인·로봇전 등

비 첨단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선점을 위한 치열한

과학기술 기반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

경쟁뿐만 아니라 관련 기술에 대한 통제도 갈수록

다. 비록 유사 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한 지원이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있다고 하더라도,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국방

따라서 전 세계적인 새로운 기술혁신 패러다임

의 방향은 독자적 연구개발 수행역량 강화를 통한

도래로 국방 분야에서도 개방형 혁신, 기술간 융복

첨단 무기체계 개발 및 자주국방 실현에 있다고 하

합화, 와해성 기술개발 등이 급속히 진전되고 있

겠다.

고, 그동안 빠르게 성장한 민간 부문의 혁신역량

우리나라 국방전력 관련 정책은 1970년대 이래
대북 전력 열세 극복을 위한 군의 조기 전력화라

활용을 위해서도, 국방 연구개발의 혁신과 개방을
모색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하겠다.

는 긴급한 필요에 따라 국외도입 위주의 획득사업
중심으로 추진되어 핵심기술 개발을 통한 자체적

국방 연구개발의 특성

인 무기체계의 개발 및 구축에는 소홀한 부분이 없
지 않았다. 그 결과 국방 연구개발 영역에 있어서

우리나라 국방 연구개발은 일반적인 연구개발

도 전략적이고 개방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통한 독

에 비해 추진과정, 시장구조 및 경제성, 전략성, 기

자적이고 혁신적인 무기체계의 자체 개발보다는

획절차 등에 있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고유한 특

여전히 선진 무기체계의 모방 내지 국산화에 초점

성을 갖고 있다. 첫째, 국방 연구개발은 장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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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친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한다. 국방 연구개발

기술, 정보, 비용 등에 대한 정보력 강화로 이어져

은 일반 연구개발 추진 절차와 달리 ‘군요구성능

해외 기술 및 무기체계 도입 시 협상력을 제고하는

(ROC)결정-선행연구-탐색개발-체계개발’ 등의

효과를 갖는다. 이 외에도 자체 연구개발 성과의

매우 복잡하고 장기간에 걸친 어려운 과정이다. 전

성공적 실용화는 생산 및 고용 유발효과와 함께 독

투기나 함정 같은 경우에는 30년 이상 장기간 야전

자 개발된 무기체계의 수출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에서 운용될 수 있는 내구성과 안전성을 확보해야

있게 한다.

하므로 일반 연구개발 사업에 비해 더 많은 투자비

넷째, 국방 연구개발의 기획과정은 전형적인 하

용과 개발기간이 소요된다. 그 결과 국방 연구개발

향식(top-down) 절차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국

의 재원은 대부분 국가재정예산에 의존하고 있는

방 연구개발 기획은 최초 소요제기 단계에서부터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다.

연구개발 수행 단계에 이르기까지 ‘군 → 합참·국

둘째, 국방 연구개발은 구조적으로 수요 및 공급

방부 → 방사청 → 연구개발 수행주체’ 등의 순으

의 쌍방독점 구조를 갖고 있다. 국방 연구개발 결

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모든 과정과 절차가 사

과물의 최종 수요자는 국가안보역량 강화를 목적

실상 일방적·하향식 기획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으로 하는 군 및 정부로서 기본적으로 수요 독점구

고 볼 수 있다. 물론 기획 과정의 소요결정 단계에

조를 갖고 있다. 또한 국방 연구개발은 민간이 기

서는 합참·국방부가, 그리고 사업추진 기본방향

피하거나 접근하기 곤란한 비경제적 기술과 고도

수립 단계에서는 방사청이 실제 연구개발 수행주

의 보안성이 요구되는 기술 개발을 주요 대상으로

체나 관련 기술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는 있

하여 국방 연구개발의 투자효율성이 일반 연구개

으나 그 반영 정도가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고

발 사업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는 내재적 속성을

있다는 평가이다.

갖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 연구개발은 대표적인
시장실패가 존재하는 영역으로 대부분 정부 주도

국방 연구개발 실태 및 한계

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선정된 연구기관
이나 기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의 독점구조가 형
성·유지되는 특성을 보이게 된다.

우리나라 국방 연구개발 사업은 그 목적 및 내용
을 기준으로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국방기술 연구

셋째, 국방 연구개발의 자체 수행은 외국 무기체

개발 등 크게 2개 단위사업으로 구분되어 추진되고

계의 단순 도입에 비해 정보 비닉성(秘匿性) 유지

있다. 이 가운데 국방과학기술 관점에서 엄밀히 말

및 안정적 성능개량 지원을 통한 군 전투력 유지에

하자면, 국방기술 연구개발 사업만이 실질적인 국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점을 갖고 있다. 즉,

방 연구개발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

국방 연구개발의 자체 추진은 연구-개발-양산-

다.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의 경우 대부분이 무기

운영유지 등의 모든 과정에서 학습효과 제고 및 수

체계 종합설계 및 시제품 제작 등 기 개발된 기술

입대체에 의한 비용절감 효과를 유발하게 된다. 또

들의 통합 내지 생산기술의 개량으로 볼 수 있어,

한 국내 연구개발 경험의 축적은 해외의 국방 관련

엄밀한 국방 연구개발을 통해 기대하는 본래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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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국방 연구개발 사업체계

자료 :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http://dapa.go.kr/)

할과 기능을 제공하는 데는 상당한 한계가 있기 때

2016년 기준 약 2.5조 원으로 전체 국방비의 6.6%

문이다.

를 차지하고 있다. 2016년 우리나라 국방비는 정부

한편, 국방기술 연구개발 사업은 다시 그 목적

재정의 약 14.5%의 비중을 차지하면서 전년 대비

및 용도에 따라 기초연구, 핵심기술개발, 신개념기

3.6% 증가한 38.7조 원으로 책정되었다. 국방비의

술시범, 민군겸용기술,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 등 5

부문별 예산구조는 병력운영비가 16.4조 원(42%)

개 세부사업으로 구분되어 추진되고 있다. 기초연

으로 가장 크고, 방위력개선비가 11.6조 원(30%),

구는 주로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소의 개별 연구자

전력유지비가 10.7조 원(28%) 등으로 각각 구성되

및 국방특화연구센터(현재 17개 센터 운영)를 통

어 있다. 이 때 국방 연구개발비가 포함되어 있는

해 수행되고 있고, 핵심기술개발사업은 주로 국방

방위력개선비 부문은 전년 대비 5.7% 증가하여 전

과학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무기체계 개발에 필요

체 국방비 증가율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한 핵심기술들에 대한 전략적 연구개발이 추진되

보였다. 국방 연구개발 예산은 방위력개선 예산의

고 있다. 특히, 이들 5개 세부사업 중에 국방 연구

하부 구성요소로 2016년에 약 2.5조 원으로 전년

개발 전략상 가장 핵심이 되는 분야는 핵심기술개

대비 5.0% 증가하였고, 전체 국방비의 6.6%의 비

발 사업으로 무기체계연계형 8대 분야, 선도형 기

중을 차지하고 있다.

술개발, 선행핵심기술, 핵심소프트웨어, 국제공동
기술개발 등의 5대 기술사업이다.
국방 연구개발 사업에 투입되는 정부예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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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방 연구개발 예산 분류체계를 따라서 보
면, 우리나라의 국방 연구개발비가 정부연구개발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주요 국방 선진강국과

Science & Technology Policy ◀
과학기술정책 | 2017년 11월호 (통권232호)

표 1 : 주요국 정부 연구개발 예산 중 국방 연구개발비 비중

구분

2005

2011

2012

2013

2014

2015

한국

12.4

13.8

14.8

14.8

13.5

13.5

미국

56.9

56.8

54.7

52.7

51.2

51.4

프랑스

20.8

6.8

7.1

6.3

6.6

7.2

일본

4.0

2.6

2.9

4.6

4.4

4.4

터키

-

20.5

17.5

30.1

13.6

13.9

영국

23.5

14.5

16.2

15.3

16.7

16.4

OECD 전체

31.4

26.8

26.0

23.9

23.2

23.4

자료 : OECD(2017),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database: Defense budget R&D as a percentage of Total
GBAORD”

비교하여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니다. 2013년 기준

한편, 국내 방위산업체의 연구개발 성과 및 혁신

으로 전체 정부 연구개발 예산에서 국방 연구개발

역량은 국내 여타 산업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부

비의 비중은 14.8%로 비교 대상국 가운데 미국, 영

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 방위사업법 제

국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수치다. <표 1>은 미국과

35조에 근거해 지정된 방산기업들을 대상으로 분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비교 국가들이 자국의 연

석한 결과에 따르면, 방산 기업들의 매출액 대비

구개발 예산에서 국방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 평균인

중을 점차 축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3.63%에 비해 낮은 상대적으로 낮은 2.81%로 나

그러나 여기에 몇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이

타났다. 결과적으로 연구개발 성과 중의 하나인 특

있다. 프랑스의 경우 2010년 이전에는 그 비중이

허 출원 및 등록 건수도 최근 수년 간 하향 내지 정

20% 이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였다는 점과 일본

체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은

의 경우는 최근 다른 국가들의 국방 연구개발비 축

방산기업들의 매출 증가세 둔화 및 수익성 하락과

소 추세에 반해 오히려 국방 연구개발비 비중을 꾸

도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방산기업들의

준히 증가시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매출액은 2011년 이후 약 140조 원 대에서 정체되

여기에 더하여 이들 국방 선진강국들은 오래 전부

어 있고, 영업이익도 2010년 이후 갈수록 악화되

터 국방 연구개발 투자에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국

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방위산업의 경우 군

방 연구개발 저량(stock)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수요와 국방 예산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상

와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의 역량을

대적으로 국내외 시장 수요나 경기변동에 영향에

구축하고 있다는 점도 놓쳐서는 안 된다.

덜 민감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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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국내 방산기업의 영업이익 크기 및 증가율
(단위: 조 원, %)

자료 : 하태정 외(2016), 「미래전 대응 국방연구개발시스템 발전 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내적으로는 국방 예산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국

분리하는 예산 구조의 개편도 추진하여야 한다. 미

외적으로는 세계 방산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래 전장에서 요구되는 첨단 무기체계 확보를 위해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국내 방산기업들의 성장 정

서는 세계적 수준의 국방과학기술 역량 확보가 필

체 및 수익성 악화 추세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규

수적이이며, 이를 위한 국방과학기술 분야 투자 확

명과 대응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가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급변하는 미래 국방환경 및 기술 변화에

국방 연구개발의 혁신을 위한 제안

대응하여 신속하고 혁신적인 국방 연구개발 기획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기존의 일방향적, 하향식

대내외 국방환경 및 급속한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국방 연구개발 기획과정이 연구개발 수행주체의

위해 우리나라는 기존의 획득 위주 추격형 국방 연

기술제안이 적극 반영될 수 있는 쌍방향적 기획과

구개발 체계에서 새로운 혁신형 국방 연구개발 체

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동시에 국방기술 연구개

계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다음과 같

발에서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체제를 도

은 몇 가지 이행방안을 요약 제시하고자 한다.

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책연구기관, 민간연구소,

첫째, 명목상 국방 연구개발 예산이 아니라 실질

대학 등의 참여를 바탕으로 고위험·고성과(high-

적인 의미의 국방 연구개발에 해당하는 국방기술

risk, high-return) 연구개발을 통한 와해성 혁신

연구개발 예산을 차기 정부 5년 내에 지금의 4천

을 추구하는 ‘첨단국방기술기획원(가칭)’과 같은 한

억 원 수준에서 대략 2조 5천억 원 규모로 대폭 확

국형 DARPA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방

셋째, 기존의 기술개발 중심의 민군기술협력을

예산에서 국방연구개발 항목을 방위력개선 항목과

전주기적 민군기술협력 전략으로 확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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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민수 분야에서의 급속한 과학기술 발전

대나 구체적인 로드맵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은 상

성과를 국방 분야에 적극적으로 도입·활용하기

태이나, 지금은 대내외 안보환경 대응 및 미래 자

위해서는 보다 과감한 개방형 혁신활동과 관련 정

주국방의 초석을 놓기 위한 엄중한 노력을 서둘러

보공유가 확대되어야 한다.

야 할 때이다.

넷째, 효율적이고 일원화된 국방연구개발 거버
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즉, 지금의 방위사업청 주
도의 획득 위주 연구개발체제가 작전계획, 군 운
용, 국내외 기술수준 등을 통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국방부-합참-방사청 간의 일원화된 국방연
구개발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방위산
업체의 연구개발역량 강화, 정부출연연구소에 특
정 국방연구개발 임무 부여, 첨단 기술력을 갖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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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의 거대 물결과 더불어 미래전쟁은

사일 작전 체계를 타격하기 위한 한국형 미사일방

첨단 정보전과 네트워크 중심전이 될 것이다. 미국

어(KAMD: Korea Air Missile Defense) 구축으

과 중국을 중심으로 러시아, 일본 등 우리나라 주

로부터 시작하여,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

변국에서도 동북아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군사력

발 이후인 2013년에는 조기경보와 지휘통제, 요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군사력 기

격 등 발사된 적 미사일 방어를 위한 킬체인(Kill-

반에 로봇, 자율시스템, 소형화, 빅데이터, 무인화

Chain)을 공식 포함한 2축 개념을 유지해 왔다. 이

등 새로운 신기술 적용을 시도하고 있다. 우리 군

후 2016년 9월 북한의 5차 핵 실험 이후부터는 한

에서도 다양한 군사적 요소를 연결하여 최적화된

반도 위해 시 적 지휘부를 직접 겨냥하는 대량응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신속한 타격을 결심하도록

징보복(KMPR: Korea Massive Punishment &

전장 환경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등 미래전에 대

Retaliation)을 추가하여 3축 체계 조기 완성을 목

비하고 있다. 흐름을 살펴보면, 2006년 북 핵, 미

표로 국방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림 1 : 한국형 3축 체계

1축 킬체인
- Kill Chain -

2축 한국형미사일방어
- KAMD -

*KAMD : Korea Air & Missile Defense *KMPR : Korea Massive Punishment & Retaliation
자료 : 2016 국방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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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형 3축 체계는

지휘통제·통신 분야

북한의 다양한 위협을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갖추

지휘통제 및 통신 무기체계는 지휘관이 부대를

어야 하는 대응체계다. 특히 북 핵과 미사일 위협

계획·지시·통제하는데 필요한 지휘통제, 전술통

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억제할 수 있도록 국내 독

신 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적시에 정확한 의사결정

자전력을 개발하려면 핵심기술 확보가 우선돼야한

을 지원하도록 한다. 지휘, 표적식별 및 정밀타격

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방과학기술 수준과 연구

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전력으로 초지능화와 다계

개발 투입 예산의 한계로 첨단 무기체계의 많은 부

층 통합화 및 항재밍 초고속화 분야에서의 기술개

분은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형 3

발이 활발히 추진되는 영역이다.

축 체계를 국내 기술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가

미국의 지휘통제체계는 전략, 전술, 전투

차원에서 국방 연구개발을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C4I(Command, Control, Communications,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

Computers, Intelligence) 체계가 개별사업이 아
닌 통합사업 개념으로 추진된다. 막대한 인프라 투

선진국 국방과학기술개발 동향

자를 통해 신속한 정보공유체계 구축과 의사결정
지원을 수반할 수 있는 구조를 확립하고 있다. 또

한국형 3축 체계와 관련된 주요 무기체계의 유형

한 감시정찰-지휘통제-정밀타격체계 간 합동성

에 따른 선진국의 무기체계 및 기술발전 추세와 핵

및 상호 운용성을 극대화하는 C4ISR-PGM(C4I

심기술 개발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Surveillance Reconnaissance-Precision

그림 2 : 지휘통제·통신 분야 발전 추세

자료 : 2016국방과학기술조사서에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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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d Munitions) 개념과 각 무기체계간 실시

뛰어나며 연합작전 수행도 가능한 C4I체계를 구축

간 전략과 전술정보를 공유하는 네트워크 중심 작

해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특히 NATO의 핵심

전 환경(NCOE: Network Centric Operational

국가로서 표준 아키텍처 모델을 준수하여 상호 운

Environment) 개념을 선도하고 있다. 또한 생존

용성을 보장하고 있고, 탈레스 등 세계적인 방산기

형·광대역·협대역·상용 위성통신체계를 지속

업의 적극적인 기술투자로 다수의 NATO 적용체

적으로 발전시키며 신개념 전술데이터링크를 독자

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복합군 통신위성 시리즈를

적으로 개발 운용하는 동시에, 유럽 및 NATO 회

독자적으로 개발 운용하고, 유럽 내 전술데이터 링

원국과의 상호 운용성도 보장하고 있다. 특히 눈여

크 단말개발도 선도하고 있다. 2014년 사이버 예

겨볼 것은 이동간 지휘통제와 초고속, 대용량 통

비군을 창설하고 사이버 공격을 물리적 공격으로

신을 보장하고 전투원간의 통신을 제공할 수 있

간주하여 군사적 목적의 사이버전 무기화도 추진

는 WIN-T(Warfighter Information Network-

하고 있다.

Tactical) 전술통신체계의 개발이다. 2010년 미국

영국은 C4I체계에 대한 의사결정지원도구의 지

육군사이버사령부(U.S. Army Cyber Command)

속적인 개발 및 개선으로 지휘관의 지휘통제과정

를 설립한 이래로 사이버전을 지속적으로 준비하

을 지원하고 있다. 광대역과 생존형 위성통신을 위

여 세계 최고 수준의 핵심기술을 개발·운영하고

한 복합 군 통신위성인 Skynet 시리즈를 독자적으

있다.

로 개발하여 운용하고 있는데, 지휘통제와 관련된

프랑스는 NATO군에서 운용될 정도로 안정성이
그림 3 : 감시정찰체계 분야 발전 추세

자료 :2016국방과학기술조사서에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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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영국과 기술협력을 추진할 정도이다. 모든 통신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수요를 만족시키는 유연성과 확장성이 있는 음성

특히 장거리 탐지와 스텔스 물체 탐지를 위한 내용

및 데이터로 지상 및 해상 작전이 가능한 통신체계

이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또한 고고도 장기 체공

를 구축하여 프랑스와 유사한 복합군 통신위성을

무인항공기, 무인전투기를 등을 활용한 광역 감시

보유하고 있으며, 사이버사령부와 국가통신본부를

및 탐지도 추진되고 있다. 미국은 소자부터 체계까

중심으로 선제공격용 첨단 사이버 무기를 독자개

지 레이더/SAR(Synthetic Aperture Radar) 기술

발 추진하고 있다.

전 분야에 소형, 경량화, 장거리 탐지, 저피탐 생존
성, 고해상도 영상의 최고 성능을 갖추고 첨단 기

감시정찰체계 분야

술개발을 선도하고 있다.

감시정찰체계는 지상·해상·공중·수중·우주

영국은 독자개발보다는 유럽 내 여러 산업체 및

의 전략·전술 표적 및 전장 환경에 대한 영상, 신

기관들로 꾸려진 다국적 컨소시엄을 통해 핵심기

호(음향, 통신, 전자, 계기) 정보를 수집, 획득 및

술을 공동 개발 후 자국에 맞는 레이더를 만들고

제공하는 무기체계다. 선견·선결·선타를 위한

있다. 이스라엘은 지상레이더의 미사일 방어시스

고성능화와 실시간 징후감시 및 지능화 기술을 발

템과 SAR 시스템 제작 기술을 미국과의 기술협력

전시키고 있다.

을 통해 활발히 진행 중이고, 다수의 기반기술을

미국의 레이더 체계는 표적 탐지와 식별 기술을

미국으로부터 이전받고 있다.

그림 4 : 타격체계 분야 발전 추세

자료 : 2016국방과학기술조사서에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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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 무인분야(지상, 해양) 발전 추세

자료 : 2016국방과학기술조사서에서 재구성

타격체계 분야

무기를 개발해 운용중이거나 개발을 진행하고 있

타격무기체계는 적 종심 및 핵심표적을 타격하여

으며, 극초음속 영역에서 운용 가능한 스크램제트

적의 전투수행 능력을 파괴 또는 마비시키는 것을

엔진에 대한 기술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한다. 동시 다발적 정밀타격에 의한

특히 다양한 종류의 초음속 유도무기 개발 경험이

효과를 집중시킬 수 있도록 초고속화·장거리화·

있는 러시아는 Yakhont와 같은 대함 유도무기를

고위력화·초정밀화 기술개발을 진행하여 네트워

공중 발사형으로 운용하고 있다.

크에 의한 동시·통합 운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은 유도무기체계에서도 다중모드 탐색기

무인분야(지상,해양) 분야

를 장착하고 정밀타격용 전술급 유도무기와 신개

지상 및 해상 무인체계는 유인체계에서의 인명피

념 수중유도 등 세계 최고수준의 무기체계를 개발

해 최소화 및 운용인력을 절감하여 전장의 운용성

하여 운영하고 있고, 관련 첨단 기술개발을 선도하

및 전투 효율성을 향상하도록 자율화 및 소형화 기

고 있다. JASSM(미국/프랑스), TAURUS(독일/

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스웨덴) 및 SCALP-EG(프랑스/영국)는 사거리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 전장에서의 운

250km~400km의 공대지 유도무기로 복합항법체

용 경험을 바탕으로 상용화 및 성능입증을 수행하

계를 이용하여 정밀한 중기유도를 수행하고, 탐색

고 있다. 특히 감시정찰과 폭발물 처리 등에 활용

기를 이용한 종말유도로 표적에 대한 정밀 타격을

되는 중소형 UGV(Unmanned Ground Vehicle)

수행한다. 또한 램제트 추진을 이용한 초음속 유도

기술은 독보적이다. 생체 모방형 로봇 기술의 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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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 무인분야(공중) 발전 추세

자료 : 2016국방과학기술조사서에서 재구성

체인 짐 운반용 4족 로봇 빅독(Big-dog)은 최대

자율화, 대형 고성능화, 소형 다양화 형태 등으로

145kg의 짐을 싣고 시속 11km 이상으로 질주할

기술 개발이 되고 있다.

수 있다. 영국도 2025년까지 미래전투체계 개발

미국은 다양한 정찰용 무인기를 개발한 바 있

을 목표로 초전방 수색임무를 위한 다양한 무인차

는데, 레이더와 항재밍 통신, EO/IR(Electro

량을 개발하고 있다. 중국은 NORINCO그룹 UGV

Optical/Infrared) 카메라, 각종 센서 등을 구비한

개발 연구소에서 미국의 SMSS(Squad Mission

글로벌 호크가 대표적이다. 덕분에 주·야간 및 전

Support System)와 유사한 전투용 무인전투체계

천후 정찰임무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X-47B

를 개발하는 등 국가적으로 무인체계기술 개발 성

무인전투기의 개발로 차세대 스텔스 기술과 자율

과를 가시화 하고 있다. 일본은 인간형 로봇 분야

임무기술을 확보하였으며, 2014년에는 유무인 합

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의 재

동작전 시험도 수행한 바 있다. 이스라엘은 무인기

난 상황 후 실용화 수준의 무인차량 기술개발에 역

운용경험을 토대로 저비용·고효율의 무인기를 지

량을 투입하고 있다.

속적으로 개발·생산하고 있으며, 다수의 국가에
수출하고 있다. 최근에는 4톤 급의 대형 무인기를

무인분야(공중) 분야
공중분야 무인기 체계는 전장 환경에 따라 장기
체공 및 실시간 영상정보 획득, 실시간 타격 및 피
해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개발하기도 하였다. 또한 레이더 자체를 공격해 이
를 무력화시키는 자폭형 무인기처럼, 특화된 능력
을 가지는 무인기 개발 기술도 보유하고 있다.
영국의 장기체공 무인기 Zephyr는 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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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태양열을 이용하여 고고도 장기체공이 가능

동시에 국방 기술력 기반을 확충하는 것을 전략 목

한 정찰용 UAV(Unmanned Aerial Vehicle)로

표로 삼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무기체계 분야별로

개발되었다. 14일 동안 무착륙 비행에 성공하였

요구되는 능력 확보를 위한 국방과학기술개발을

다. 또한 향상된 EO/IR 등이 장착된 무인전투기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7년도에는 북한의 비대칭

Taranis(BAE Systems)도 개발하였다. 중국도 정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3축 전력 유지 발전 등 핵심

찰용 무인기 Guizhou WZ-2000에 제트엔진을 탑

전력 강화를 위한 중고도 무인기, 군 정찰위성, 종

재하고 EO/IR과 SAR를 장착하였고, 무장도 가능

말단계 상층방어체계 등 관련 기술기획을 중점적

하도록 개발하였다. 러시아는 소형 감시정찰무인

으로 추진하고 있다. 핵심기술기획서를 기반으로

기인 ZALA 421-시리즈를 개발하였으며, 자이로

국방 연구개발 전략을 구현하기 위해 하향식 핵심

안정화 비디오와 적외선 및 메가픽셀 디지털 카메

기술 기획과 상향식 소요 공모를 병행하고 있는 상

라를 장착하였다.

황이다. 우리 군의 ‘先기술개발 後체계개발’ 정책에
따라 합참에서 소요가 결정되었거나 소요가 예상

국내 국방과학기술개발 추진 현황

되는 무기체계 중에서, 국내 개발이 예상되는 체계
의 핵심기술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응용연구

국내에서는 첨단·핵심무기체계를 독자적으로

및 시험개발 과제도 기획되고 있다. 한편 미래전에

개발하여 군 전력 증강 및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대비하여 신규 무기체계를 선도할 수 있는 도전·

그림 7 : 무기체계 분야별 핵심기술 추진 방향

자료 : 2014~2028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에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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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인 기초 연구 및 집중 육성이 필요한 선도형

국방과학기술개발 활성화 정책 동향

핵심기술 기획도 추진되고 있다. 최근에는 4차 산
업혁명과 관련하여 로봇, 자율시스템, 소형화, 빅

주요 선진국에서도 민간의 우수한 첨단기술을 국

데이터 및 무인화 등의 신기술도 국방 분야에 활

방에 활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미

용될 수 있도록 관련 과제 기획 또한 적극 추진되

국에서는 실리콘밸리의 우수 기술을 국방에 접목

는 상황이다. 국방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필요한 예

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NSTC(National

산이 부족하다보니,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민

Science & Technology Council)’를 대통령 직

간의 연구개발 역량을 적극 활용하도록 개방형 핵

속 컨트롤타워로 두었다. 2014년 국방혁신계

심기술 기획 또한 독려하고 있다. 산·학·연 주관

획(Defense Innovation Initiative)의 일환으

사업 확대를 위하여 하향식 기획을 추진하고 있고,

로 2015년에는 민군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민간 분야의 역량을 국방 분야에 적극 활용할 수

DIUx(Defense Innovation Unit Experimental)

있도록 하고 있는데, 선도형 핵심기술 및 핵심 소

를 국방부 내부에 창설하여 실리콘 밸리와 국방부

프트웨어에 대한 과제를 산·학·연 주관을 원칙

간 신뢰를 구축하였고, 최첨단 기술에 대한 투자

으로 하여 기획 단계부터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확

및 풍부한 인재들을 국방 과학기술 개발에 활용하

대하고 있다.

고 있다. 이로써 혁신적인 기업의 핵심기술을 확보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기체계 분야별 첨

하고, 민간투자자와 기업이 국방 분야로 접근을 할

단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도약

수 있는 유인책을 제공하고 있다. 장기연구개발계

적 우위전력 및 3축 전력관련 핵심기술을 우선 기

획(LRRDP: Long-Range R&D Plan)에서는 미

획하였다. 중장기적으로는 전략적 집중육성이 필

국의 미래 무기체계를 구체화할 수 있는 기술 투자

요한 4대 중점 투자분야를 [그림 8]과 같이 선정하

를 목적으로, 우주기술과 해저기술, 공중우세 및

여 추진하고 있다.

타격관련 기술, 공중 및 미사일 방어체계 기술 및

그림 8 : 국방 중점 투자 4대 기술분야

자료 : ’17~’31핵심기술기획서에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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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주도 개념 연구의 5가지 분야에 대해 집중하고

디어를 발굴하고 최종 산출물이 나오도록 재정을

있다.

마련하였고, 국방 분야의 벤처 업체 창업도 지원하

이스라엘은 적극적인 정부 투자에 의한 국내 업

고 있다. 또한 군과 산·학·연이 미래 소요를 기

체 참여를 유도하고 산·학·연의 활발한 협력 연

획하고 구현하기까지 함께 의견을 공유하고 제시

구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소요제기 단계에서

하는 단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

부터 방산 업체가 참여하여 군과 방산 업체가 전략

한 자국의 방산 업체를 선정해 개발비용 전액을 투

적이면서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였다. 군은 기초

자하고, 개념화 수준에 있는 무기체계 기술을 확보

핵심기술, 고위험(Hi-Risk) 최첨단, 전략 및 비닉

하여 성과물은 정부가 소유권을 갖도록 하는 전략

무기연구개발에 집중하고, 방산 업체는 고부가가

적 파트너십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치, 수출 및 기술이전(spin-off) 가능한 무기체계

우리나라도 정부기관이 단독으로 기반기술을 개

에 대한 연구개발에 집중하여 획득의 효율성을 향

발하기보다는, 관련한 민간 우위기술을 적극 활용

상시키고 있다.

하고 4차 산업 연관 분야에 대해서는 민·군 협력

영국에서는 국방혁신기금을 통해 중견·중소 규

을 통한 공동개발을 장려해 개발 기술을 공유함으

모의 기업부터 개인에 이르기까지 혁신적인 아이

로써, 한국형 3축 체계에 필요한 핵심기술인 첨단

32

Science & Technology Policy ◀
과학기술정책 | 2017년 11월호 (통권232호)

감시정찰 분야와 지능화된 정밀타격체계의 국내개

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 책임 국방을 위해서도

발을 주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방과

선진국들은 미래의 국가 안보를 위해 군 전력 증

학기술분야에도 4차 산업혁명 등의 신기술을 활용

강을 목표로 끊임없이 첨단 국방과학기술개발에 매

하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튼튼한 국방은

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북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

첨단 국방과학 기술력이 뒷받침 되어야 가능하므로

기 위한 한국형 3축 체계를 조기 구축하고 나아가

미래의 국가안보 비전을 공유하면서 국방 연구개발

미래의 첨단기술 및 정보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선

예산의 지속적인 투자 확대로 실효적이고 안정적인

진국의 기술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연구개발 패

핵심기술 연구개발의 일관된 정책도 추진되어야 할

러다임을 혁신해야 할 시기이다. 하지만 현재 국

것이다.

방 분야에서 정부주도로 추진하는 국방과학기술개
발로는 여러 가지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연구개발 역량을 적극 활용하는 정책과 민간
우위기술을 국방에 적용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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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북한 핵, 미사일 문제가 전례 없이 크

기를 완성하였다. 우라늄 원광이 2천만 톤을 넘고,

게 부상하고 있다. 끊임없이 지속되는 북한의 핵,

정련시설을 이용하여 연 290만 톤 정도의 옐로우

미사일 실험들은, 최고 권력자로 등극한 김정은이

케이크(yellow cake, U3O8)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한

이를 총괄하면서 자신의 주요 업적으로 삼고 있다

다. 5MWe 원자로는 핵연료봉 8,000개를 장입하

는 것을 보여 준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

고, 정상출력으로 1년 정도를 가동하면 무기급 Pu

대와 제재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핵 보유를 명시하

6~7kg을 생산할 수 있다. 사용후 핵연료는 방사화

였고, 작년에 개최된 제7차 당대회에서는 핵무기

학실험실에서 재처리해 핵무기용 Pu를 추출한다.

와 경제 병진노선의 지속적 추진을 밝혔다.

지금까지의 무기급 Pu 생산량은 전문가 사이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위협이 우리의 예상과 대

에 커다란 차이 없이 추산되고 있다. 미국의 해

응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심화되고 확산된다는 점

커(Hecker) 박사는 1986년부터 2015년까지

이다. 시험 과정에서 수많은 기술적 문제점과 운용

42~63kg의 Pu를 생산했고, 10%의 손실을 감안하

유지에서의 한계를 노출했지만, 북한 정권의 핵과

면 37.8~56.7kg이 된다고 하였다. 아울러 북한이

미사일에 대한 집착은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수행한 5번의 핵실험 중 3차에 Pu를 사용했고 이

강화되고 있다. 수년 동안 지속된 국제 제재도 이

의 금속화와 정제에서 10% 손실이 있다고 하면, 현

러한 북한의 추세를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

재 남은 량이 21.3~39.6kg이라고 하였다. 간소화

인다. 본 글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과 우리

하면 20~40kg이 된다.1)

에게의 위협 및 대응방안을 정리해 본다.

북한의 핵 능력
북한은 국내산 원료로 자체 순환하는 핵연료주

원심분리기에 의한 고농축우라늄(HEU) 생산
도 있다. 해커 박사는 Pu 생산량에 이어 북한의
HEU 생산량을 추정하고, 이를 Albright2) 등과 비
교하였다. 이를 토대로 하면, 북한이 2016년까지

1) Siegfried S. Hecker, Chaim Braun, and Chris Lawrence(2016), “North Korea’s Stockpiles of Fissile Material”, Korea
Observer, Vol. 47, No. 4, pp. 721-749.
2) David Albright(2015), “Future Directions in the DPRK’s Nuclear Weapons Program: Three Scenarios for 2020,”U.S.-Korea
Institute at SA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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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개의 우라늄 원자폭탄을 보유하고 있다는

우리의 측방, 후방에서 발사가 가능해, 우리 방공

추정이 가능하다. 핵무기 수량은 북한이 내폭형 기

망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폭장치에 HEU를 사용해 핵물질이용율을 높이면

한반도의 종심이 짧고 고체추진제를 통한 미사

더 늘어날 수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탄

일 현대화와 전술적 효용성이 크므로, 북한이 계속

보유량이 2020년까지 30~100개로 증가할 것이라

해서 고성능 고체추진제 개발과 대량생산을 시도

주장한다.

할 것이다. 이것이 성공하면 스커드와 노동 정도의

이러한 물질 기반을 토대로 지금까지 모두 6차례

단·중거리 고체추진제 지대지미사일들을 계속 개

의 지하핵실험을 감행하였다. 북한은 제1차 핵실험

발하여, 미사일 현대화를 이룰 것으로 판단된다.

에서 폭발 실험, 제2차에서는 위력 개선, 제3차에

발사 플랫폼 확대를 위해 대형 잠수함을 건조하거

서는 소형화와 경량화, 제4차에서는 수소탄, 제5차

나, SLBM 발사용으로 개조한 재래식 잠수함의 수

에서는 표준화된 핵탄두의 위력판정, 제6차에서는

량 확대도 추진할 것이다.

ICBM용 수소탄이라고 주장하였다. 제6차 핵실험

핵전술, 특히 고공 핵폭발도 우리가 주목해야 한

의 폭발위력은 50~150kt에 달해, 북한이 이미 기

다. 핵탄이 30km 이상의 고공에서 폭발하면 인명

본형 핵탄을 완성하고 소형화와 위력 증가로 방향

피해가 거의 없는 대신 강력한 X-선과 전자기펄스

을 전환했음을 보여준다.

(EMP)가 발생해 아래 넓은 지역의 레이더와 통신

최근에는 다양한 투발수단을 개발하고 이를 고

망, IT기기들을 무력화하고, 폭발지역을 반복 통과

도화하고 있다. 6차에 걸친 수평갱도 지하핵실험

하는 인공위성의 수명을 크게 단축시킨다. 이는 탄

을 통해 핵무기 소형화에 필요한 내폭 원리와 수

두 재진입이 필요 없고 정확도가 낮아도 무방하므

치 자료들을 충분히 얻고,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

로, 낮은 성능의 미사일도 사용할 수 있다. 세계적

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토대로 노동과 스커

인 IT 대국이면서 대도시 밀집도와 노출 정도가 크

드 정도의 단, 중거리 미사일 탑재를 실현하고, 점

고 고공 방어망이 취약한 우리에게 특히 위협적인

차 ICBM급으로 탑재 능력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전술이라고 할 수 있다.3)

ICBM 탄두의 재진입 방열 문제가 남아 있지만, 그
실현은 그리 멀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급속할 발전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무기
역시 많은 약점을 노출하고 있다. 먼저 신뢰성 문

고체추진제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제가 있다. 사회주의 국가, 특히 북한처럼 전반적

대표적인 것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

인 기술이 고루 발전하지 못한 나라에서 첨단무기

극성 1’과 이의 지대지미사일 개량형인 ‘북극성 2’

를 개발할 때에는 다양한 자력갱생과 임기응변이

등이다. 고체추진제 미사일은 발사준비시간이 짧

동원되고, 이것들이 무기체계의 신뢰성과 안전성,

고 장기저장과 기동이 쉬우며, 조작이 간편하다는

재현성을 현저하게 떨어뜨린다. 핵무기는 상당히

장점이 있다. 특히 SLBM은 사전 탐지가 어렵고

복잡하고 정교한 시스템으로 구성되고 다양한 환

3) 이춘근, 김종선(2016), 「고고도 핵폭발 피해유형과 방호 대책」, 『STEPI Insight』, 제1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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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에서 성능을 발휘해야 하므로, 전술운용 편이성

(D) 등의 핵융합 물질들을 개발해 왔으므로, 이를

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들도 동원할 것이다.

실현한 여지가 충분하다.

대량생산된 핵무기를 안전하게 저장하면서 노화

일반 핵탄이 중소도시나 군사목표를 타격하는 전

를 방지하고, 상시 성능 발휘가 가능하도록 유지,

술핵무기라면, 100~200kt 정도의 증폭핵탄은 어

보수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많은 재정이 소요된

지간한 대도시를 무력화할 수 있는 전략핵무기로

다. 핵무기는 화학적, 물리적 성질이 다양한 폭약

사용할 수 있다.4) 인구밀집도가 특별히 높은 우리

과 핵물질, 재료들로 구성되어 있다. 핵물질은 지

나라 대도시에 5~10발 정도의 증폭핵탄이 떨어지

속적으로 분열하고 중성자원과 만나면 폭발하기

면, 국가 존망의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이는 우

쉽다. 폭약은 충격이나 화재에 약하고, 합금으로

리가 북한의 핵탄을 매 한발, 한발마다 사활을 걸

된 구조재료는 부식과 상분리에 취약하다. 따라서

면서 방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증폭 핵탄을

북한 역시 핵무기의 유지, 보수에 상당한 노력을

넘어 수소폭탄이라면 더 말할 나위도 없다.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로, 탄두 수량이 증가하고 있다. 북한이 플

이를 위해서는 원자력, 기계, 화학, 재료 등의 거

루토늄(Pu)에 의존했을 때는 그 수량이 많지 않았

대한 군수산업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활용해야

으나, 이제는 원심분리기를 이용해 고농축우라늄

하는데, 이는 북한과 같이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재

(HEU)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우라

정 여력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

늄 농축공장은 규모가 작고 전력소모가 작으며 분

다. 결국 장기 유지보수 안에서도 상당히 다양한

산이 가능해, 우리가 모르는 장소에 숨기기도 쉽

어려움과 임기응변 조치들이 동원될 것이다. 이런

다. 국내외의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2020년까

상황은 북한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 통제를 보다 정

지 30~100개의 핵탄을 보유할 수 있을 것이라 분

교하게 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석한다. 북한이 별도의 농축공장을 가지고 있다면,

는 것을 보여 준다.

이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다.
탄두 수량의 증가와 표준화는 북한이 다양한 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발수단을 상호 전환하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다수의 예비 탄두를 보유해, 선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북한 핵과 미사일이 우리

제공격을 당해도 살아남은 투발수단으로 반격할

에게 주는 위협을 다음의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

수 있다. 이는 우리가 북한의 현존 투발수단을 모

다. 먼저, 탄두 폭발위력이 증가하고 있다. 북한

두 파괴해도, 또 다른 공격 수단이 있을 가능성에

은 10~20kt 정도의 표준형 핵탄을 대량생산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꺼진 불도 다

100~200kt 정도의 증폭 핵탄 또는 수소탄을 실험

시 봐야” 한다.

하였다. 북한이 2000년대 초반부터 Li6와 중수소

셋째로, 방어돌파능력이 향상되고 핵전술이 고

4) 오펜하이머(Oppenheimer)는 수소폭탄 개발을 반대하면서, “100kt 정도의 핵탄으로 대부분의 전술, 전략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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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화하고 있다. 북한은 노동이나 스커드미사일 정

다. 과학기술자가 소외받다보니, 우수한 젊은 인재

도의 소형 핵탄두를 완성하였고, 미국에 도달할 수

들이 몰리지도 않는다. 북한 국방기술의 가장 직접

있는 ICBM을 개발하면서 우리의 방어망을 돌파하

적인 피해자이면서도 자주적인 분석과 판단을 하

기 위한 전술을 시험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발사준

지 못하고, 외국에 의존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비시간이 단축되고 전방위 공격이 가능해져, 한국

늦었지만, 우리도 관련 조직과 체계를 조속히 갖

형탄도미사일방어체계(KAMD)를 대폭 보완해야할

추어야 한다. 주요 이슈별로 전문기관과 전문가 그

필요성이 부상하고 있다. 미사일 방어에도 치열한

룹을 설립하고, 자유로운 토론과 장기적인 학습을

두뇌싸움이 존재하고, 사전에 치밀한 준비와 학습

통해 전문성을 심화하면서 청년 인력을 양성해야

이 필요하다.

한다. 북한의 국방과학원과 국가과학원, 국가과학
기술계획 등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

대응방안

하고, 미래 방향을 예측해야 한다.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해 정보를 공유하고, 북한 문제에

과학기술은 원리를 알면 아주 다양한 기술개발
경로를 채택하면서 이를 은폐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해서는 자주적이고 권위 있는 분석과 정책대안
들을 수립해야 한다.

북한의 기술개발 경로를 파악하지 못하면서 그들

사전예측과 준비,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 북한

이 보여주는 것을 뒤따라가며 세우는 대안은 그리

연구는 부지런히 발로 뛰어야 하는 분야가 많으므

효과적이지 않다. 기술적 차원에서 몇 가지 대응방

로, 이는 강한 책임의식과 치밀한 준비, 장기적인

안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학습이 없이는 달성하기 힘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먼저, 국가 차원에서의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조

피해갈 수 없는 우리의 책임이고, 중차대한 국가 대

정과 지원이 필수적이다. 군에서는 공격과 방어 양

사이다. 아울러 전 세계에서 우리가 가장 권위 있고

면에서의 대응과 관련 교육훈련 강화, 전술개발 등

탁월하게 수행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우리도

이 필요하다. 아울러, 현재 기술개발 추세를 뛰어

외국의 어지간한 북핵연구센터를 능가하는 전문가

넘어 북한의 기술개발 진로를 예측하면서, 앞에서

그룹을 형성할 수 있고, 형성해야만 한다.

북한이 넘지 못할 장벽을 쳐야 한다. 민간에서도
국민안전 차원에서의 화생방 방어훈련과 관련 자
료들의 편찬, 배포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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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방위산업 기술경쟁력 현황과 발전전략
글 : 장원준 (wjjang47@kiet.re.kr)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연구부장

방위산업은 국가안보를 위해 고도의 첨단기술을

정된다.1) 이에 따라, 국내 방위산업은 국방비 지출

집약시켜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첨단무기체계를

세계 9위, 생산 10위, 수출 10위, 국방과학기술수

개발, 생산하는 국가기간산업이다. 역사적으로, 선

준 9위, 100대 기업수 4위(7개) 등을 기록하여 글

진국들은 첨단 전투기, 잠수함 등 전쟁에서의 승리

로벌 방위산업 ‘세계 10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되

를 보장할 수 있는 첨단 무기체계와 이를 구현하기

고 있다.

위한 스텔스(stealth), 레이다(radar), 소나(sonar)

이러한 방위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에도 불구하

등 핵심기술들을 개발해 왔다. 특히, 최근 북한의

고, 기술경쟁력 측면에서는 여전히 선진국들과 높

핵·미사일 위협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에

은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본 고에서는

대응할 수 있는 첨단 무기체계 개발이 시급한 국가

국내 방위산업의 기술경쟁력 현황을 살펴보고, 이

과제로 대두되는 실정이다. 최근 4차 산업혁명 시

에 대한 발전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 도래에 따라 드론, 로봇 등 신산업 발전을 위한
테스트 베드(Test Bed) 역할과 함께 인공지능(AI),

방위산업 기술경쟁력 현황

사물인터넷(IoT), 빅 데이터(Big Data) 등과의 융·
복합을 통해 신제품 개발 및 신시장을 개척할 수 있
다는 점에서도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1) 전체 경쟁력
2017년 기준 국내 방위산업의 가격·기술·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최근 국방예산 증가와 수

품질 경쟁력2)은 선진국(=100) 대비 85%, 87%,

출 호조 등에 힘입어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

90% 수준으로 분석된다. 반면, 기업 및 정부 경쟁

다. 2016년 국내 방위산업의 생산, 수출, 고용은

력은 80% 수준으로 선진국 수준에 못 미치고 있

각각 16.4조 원, 2.2조 원, 3.7만 명 수준으로 추

다. 이는 2013년 대비 가격, 기술, 품질 경쟁력이

1) 산업연구원(2017.11.), 「방위산업 통계 및 경쟁력 실태조사」.
2) 제품경쟁력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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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글로벌 위상(2015)
단위 : 억 달러, TIV, %, 개

자료: KIET,

「방위산업 통계 및 경쟁력 백서」, 각년호; SIPRI, “SIPRI YEAR BOOK”, 각년호; 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2016), “18th Annual Reports on
arms exports”.; “Russia&India report”(2015).; 국방기술품질원(2015), 「국방과학기술수준조사서」 등을 기초로 KIET 재작성 .
주: 1) *100대기업에 포함된 기업들의 방산생산액 기준
2) **SIPRI TIV 기준으로 최근 5년(2011~2015)간 누계 순위, ( )는 국가별 통관기준 수출액을 의미. TIV는 Trend Indicator Value의 약어로 무기거래량을 의미.

그림 2 : 국내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현황(2013 vs 2017)
단위: %

자료: KIET(2014), 「방위산업 통계 및 경쟁력 백서」.; KIET(2017.10.), 4차 산업혁명 및 방위산업 분야 실태조사.
주: 2013년은 유효응답수 180개 기준, 2017년은 유효응답수 245개 기준.

2~3%p 증가한 결과이다. 특히 기술경쟁력은 선진

경쟁력은 여전히 선진국(=100)과 10~20%p 격차

국의 87%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5년 전 대비 2%p

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의 국방예산 증가와 수출

증가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확대 추세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큰 격차의 주요요

전반적으로 5년 전과 대비하여 국내 방위산업의

인은 방산물자지정 100여 개 업체 위주의 독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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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시장구조 지속, 방산원가 제도 장기화에 따른

하여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같은

원가절감과 기술혁신 유인 부족, 기술소유권의 정

기간 잠수함, 천궁 등 대형 무기체계 개발사업의

부 소유등에 따른 기업 자체 R&D 투자 저조, 정부

성공과 함께 보라매(KFX), 소형무장헬기(LAH/

예산 위주의 국방 R&D 투자구조, 방산기업의 글

LCH), 장거리지대공 미사일(L-SAM) 등 지속적

로벌 마케팅 및 브랜드 역량 저조, 선진국 대비 정

인 연구개발 사업 추진등이 주요 요인으로 풀이된

부의 수출지원제도 미흡 등으로 분석된다.

다. 반면, 인증 기술은 같은 기간 각각 4%p 증가에
그쳐 향후 이에 대한 정부의 투자 확대와 선진국과

(2) 세부기술별 경쟁력

의 기술협력 강화가 요구된다.

세부 기술별 경쟁력을 평가해 보면, 2017년 기
준 생산기술이 선진국 대비 거의 90% 수준에 도달

(3) 무기체계별 경쟁력

하여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무기체계별로는 8대 무기체계 중 함정의 경쟁력

방위산업이 몇몇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체계종합

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품질경쟁

(system integration) 위주의 무기체계를 개발/생

력이 선진국의 93.1% 수준에 이르렀으며, 가격, 기

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술경쟁력도 85.5%, 88.5% 수준을 나타내었다. 최

한편, 설계/개발, 시험평가 및 인증 기술은 선진국

근 잠수함, 수상함 등 완제품 수출이 계속되고 있

의 85~86%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으며, 중남미, 동남아 등 중·후발국과 함께 북유

2011년과 비교시 설계/개발 기술이 7%p 증가

럽 등 선진국으로부터의 군수지원함 등 수출계약

그림 3 : 방위산업의 세부기술별 경쟁력 현황(2011 vs 2017)
단위: %

자료: KIET(2016), 「국방 R&D 실태조사」.; KIET(2017.10.), 4차 산업혁명 및 방위산업 분야 실태조사.
주: 유효응답수는 2011년 187개, 2017년은 259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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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활발히 진행되는 것이 주요 요인으로 풀이된다.

한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최근에야 무기체계로 분

다음으로 화력, 방호, 감시정찰 분야 순이다.

류되어 소요관련 조직, 예산, 인력, 시스템 등 전반

반면, 항공·무인기 분야와 사이버 무기체계 분

적으로 미흡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풀이된다. 향후

야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항공

무기체계 분류에 따른 합참 소요제기 담당 인력 충

분야의 경우, 보라매(KFX), 소형무장헬기(LAH/

원과 중장기 소요로드맵 작성, 무기체계에 걸맞은

LCH) 등 대형 무기체계 사업이 진행됨에도 불구

방위력개선 예산 확보에 노력등을 배가해야 할 것

하고 선진국 대비 레이더, 항공전자, 피아식별장비

으로 보인다.

(IFF) 등 핵심기술력 저조 등이 주요 요인으로 보
인다. 무인기의 경우, 최근 사단급 무인기 전력화

(4) 핵심기술별 경쟁력3)

가 이루어지고 소형 무인기 개발이 활발하나, 미

국내 주요 방산제품 내 포함되는 핵심기술에 대

국, 이스라엘 등 선진국들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한 경쟁력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6년

매우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준 국내 12개 주요 방산제품에 포함된 46개 핵

사이버 분야는 가격, 기술, 품질경쟁력이 선진국

심기술 경쟁력 분석 결과, 세계 최고수준(=100)

대비 84.2%, 82.2%, 83.0%으로 전반적으로 저조

의 71.0로 집계되었다. 선진국 대비 60% 이하가

그림 4 : 무기체계별 경쟁력 현황(2017)
단위: %

자료: KIET(2017.10.), 『4차 산업혁명 및 방위산업 분야 실태조사』.
주: 유효응답수 246개 기준이며, 무기체계별로 상이.

3) 본 내용은 산업연구원(2017.3), 「주요 방산제품의 핵심기술 경쟁력 분석과 향후 과제」를 기초로 일부 수정보완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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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 우리나라 주요 방산제품내 핵심기술의 경쟁력 현황(2016)

세계최고수준(=100) 대비 기술경쟁력 수준

구분

60 이하

전투기/
훈련기
(7)
항공
(19)

헬기
(5)

무인기
(7)

60~70

70~80

80 이상

•AESA레이더

•항공전자
•엔진
•무장
•적외선 추적(IRST)
•전자전 재머
•체계통합

-

-

•무장

•항공전자
•엔진
•비행통제
•구동

-

-

•추진
•피아식별장비
•자이로스코프

•센서
•GPS
•체계통합

-

-

•C4I
•무장
•소나

•어뢰

•소재
•방호

•추진

잠수함(5)

-

전차/
장갑차(3)

-

-

대공포(1)

-

-

-

•항법추적(EOTS)

복합소총
(1)

-

-

-

•사격통제

장거리
(7)

-

•항법장치
•피아식별(IFF)

•임무장비 연동
•체계종합

•탐색기
•추진
•탄두신관

중단거리
(6)

-

•항법장치
•피아식별(IFF)

•탐색기
•임무장비 연동
•체계종합

•추진제

12종

5

•추진

18

자료: KIET(2017.3.), 「주요 방산제품의 핵심기술 경쟁력 분석과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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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I
•추진

-

유도
(13)

계
(46)

•무장
•소나

수상함(4)
함정
(9)

지상
(5)

•데이터링크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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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SA 레이다. 헬기 무장, 무인기추진, 피아식별

의 방산분야 적용 확대 등을 통해 선진국과의 기술

장비, 자이로스코프 5개 분야로 조사되었다. 선

경쟁력 격차를 해소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진국 대비 60~70% 수준이 항공전자, 엔진, 적
외선 추적장비(IRST) 등 18개 분야이며 함정, 지

발전 전략

상 및 유도 분야 주요 무기체계 내 핵심기술들인
C4I, 추진장비, 항법추적장비(EOTS), 사격통제
장비, 유도무기 추진장비, 탐색기 등도 선진국의

(1) ‘진화적 개발’ 방식으로의 국방 연구개발
시스템 개선

80% 이하에 그쳤다. 반면, 같은 기준 국내 최고수

향후 방위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현

준(ADD=100) 대비 방산업체의 기술력은 93.7으

행 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연구개발 시스템을 근본

로 나타나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저조

적으로 혁신해 나갈 필요가 있다. 무기체계 소요기

분야는 장거리 유도무기 분야 항법장치 77.5, 체계

획-개발-양산/전력화-운용유지에 이르는 전 주

종합 80 등으로 나타났다.

기간 진화적 개발 방식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
다. 최근 수리온, K-9 자주포 등에서 발생한 크고

(5) 경쟁력 종합
종합해 보면, 국내 방위산업의 기술경쟁력은
2017년 기준 선진국(=100)의 87% 수준으로 평가

작은 결함에 대해서도 전 주기에 걸쳐 성능개선·
개량이 가능하도록 정책과 제도, 예산 반영방식등
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된다. 세부기술별로는 생산기술이 90%로 가장 높

미국, 영국, 이스라엘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

게 나타났으며, 함정 분야가 가장 높은 반면, 항

은 무기체계 소요기획 단계로부터 작전요구성능

공·무인 및 사이버 분야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

(ROC)을 유연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보완하

으로 분석되었다. 문제는 주요 무기체계 내 핵심기

고 있다. 이스라엘이 무기체계 전력화 이후 3~5

술 경쟁력이 크게 저조하다는 점이다. 전투기 내

년 제품 사용실적을 검토, 이에 대한 성능개량 여

AESA 레이다, 항공전자, 엔진 등이 대표적이며,

부를 결정4)하고 있다. 미국은 양산단계에 개발비용

헬기, 무인기, 함정 및 지상 주요 방산완제품 내 핵

(NRE)을 포함시켜 양산 이후 무기체계의 지속적

심부품은 선진국 대비 71% 수준에 그치고 있음을

인 성능 개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국내 방위산업의 기술

다. 아울러 최근 미 국방성에서의 ‘중간제대 획득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진화적 개발방식’으로의

(middle tier acquisition)’방식5) 혁신은 초기단계

국방 연구개발 시스템 개선, 국방 핵심기술 저조분

ROC가 설정되면 수년이 지나 신기술·신공법이

야에 대한 R&D 투자 집중,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나와도 여전히 이를 활용할 수 없는 경직된 연구개

4) KIET(2016), 주한 이스라엘 무관 인터뷰.
5) 본 내용의 핵심은 기존 무기체계 ‘탐색개발-체계개발-양산/전력화-운영유지 단계’에 민간첨단기술들의 식별(identification), 시연
(Demonstration), 시험평가(T&E) 등을 통해 그 적용을 확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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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 무인수상정 시범운용사업 운용개념도
단위: %

자료: 방위사업청 제공자료, 2017.

발 제도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국방 연구 개발

중 안보전략 우선순위 및 글로벌 비교우위를 고려

시스템에 커다란 시사점을 주고 있다.

하여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부품·기술 여부를 식
별하고, 이에 대한 중장기적인 경쟁력 강화 전략을

(2) 국방 핵심기술 저조분야에 대한 R&D 투자
집중6)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전후 패망

지난 수십년간 수십조원의 정부 국방 연구개발 투

기적이고 일관된 국산화 전략 추진에 매진한 결과,

자에도 불구하고, 주요 방산제품 내 핵심기술의 경

F-35 전투기, 이지스(Aegis) 체계 등 최첨단 분야

쟁력이 선진국 대비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이

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산화에 성공한 것으로 평

에 대한 경쟁력 제고방안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가된다. 전차 등 기동·화력 분야는 100%이며, 항

에도 불구하고 국방 핵심기술력 확보를 위한 중장

향후 선진국 수준의 국방핵심기술 경쟁력을 확

공의 수송기·초계기 엔진, 함정·잠수함의 소나,

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요 방산완제품 내 수입에

유도무기 센서류 등은 90% 이상 국산화에 성공한

의존하는 ‘핵심부품·기술’ 분야들을 중심으로 국

것으로 파악된다.7) 둘째, 현행 단위 무기체계 개발

산화를 위한 R&D 투자를 집중해 나가야 할 것이

사업 내 한정된 핵심부품·기술 개발방식보다는

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핵심기술력이 저조한 분야

개발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단위 개발사업

6) 본 내용은 산업연구원(2017.3), 「주요 방산제품의 핵심기술 경쟁력 분석과 향후 과제」. 기초로 일부 수정보완한 내용이다.
7) KIET(2016.9.), 일본 방위장비청·전 육막장·전 방위대신 등 전문가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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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분리하여 체계개발사업 수준의 ‘핵심구성품·기

‘로봇 분야 시범운용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무

술 개발사업’ 추진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향

인수상정’ 등의 군 소요창출/운용개념 발전 및 실

후 자주국방력 제고를 위해서는 첨단 레이더, 항

용화에 기여하고 있다.

법장비(EOTS), 피아식별장비(IFF) 등의 핵심구성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4차 산업혁명기술 시범

품·부품에 대해 정부(ADD) 주도의 집중 투자와

운용사업(가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함께 ‘체계개발사업’ 수준의 중장기적 개발 노력을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군용항공기 실시간 정

강화해야할 것이다.

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AI 기술을 활용한 가상
전장공간 훈련체계 및 의사결정지원체계 등이 가

(3)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의 방위산업 적용
확대

능할 것으로 보인다.
방위산업은 국가안보를 위한 기간산업이며 민간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적용한 국

첨단기술의 테스트베드(Test Bed) 역할을 수행하

방 R&D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는 국가기술개발의 원천산업이다. 국내 방위산업

AI, 무인기, 로봇, 사이버 등 신기술의 국방분야

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현 국내 수준 및 이에

적용 확대를 위해 민군기술협력사업 내 ‘4차 산업

대한 장단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부단한 노력을 통

혁명기술 시범운용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

해 방위산업의 기술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

다. 현재 방사청을 중심으로 민군적용기술사업인

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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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획득체계 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향
글 : 김종하 (jong-ha44@hanmail.net)
한남대학교 정치언론국방학과 교수

한국의 국방획득체계는 1972년 최초로 도입되

하고, 2006년 1월 국방부 및 각 군의 획득관련 8개

어 방위사업청 창설이전인 2005년까지 총 17회

기관을 통합한 단일 획득조직인 방위사업청을 탄

의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변화되어 왔다. 방위

생시켰다. [그림 1]에서 보듯이 개청이후부터 국방

사업청 창설 이전에는 아래 <표 1>에서 보듯이 국

부, 방위사업청, 합참, 각 군 간 업무조정이 지속적

방부가 기획·계획·예산체계(PPBS: Planning,

으로 이뤄져왔고, 현재 소요·중기계획작성·시험

Programming, Budgeting System)에 따라 소

평가·운영유지는 국방부·합참·각 군에서, 예산

요, 획득, 운영유지 및 예산의 모든 과정을 직접적

편성·계약·사업관리·양산/배치는 방위사업청

으로 통제해 각 군과 함께 획득업무를 수행해 왔다.

에서 수행하고 있다.

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권은 획득체계를 둘러

본고에서는 현 국방획득체계 운영과정에서 드러

싸고 파생되는 다양한 문제들 – 비용초과, 성능결

나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을 효율성(efficiency)과

함, 전력화 지연, 부패 등 –을 개선하기 위해 ‘정

책임성(accountability)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

부조직법’(법률 제7613호, 2005.7.22.공포)을 개정

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 1 : 1972~2005년 동안의 국방획득체계 관련 개선 내용

연도

주요 제도개선 내용

1972~1978

•획득제도 도입기, 연구개발 및 무기체계 채택절차 수립
•ADD 창설(1970), 최초획득관리제도 제정(1972), 율곡사업 착수(1974)

1979~1990

•국방기획관리체계(PPBEE) 도입, 해외구매절차 제도화
•율곡사업 이관(합참 → 국방부)으로 국방부 통제체계 정착

1991~2005

•국방부 중심으로 연구개발, 구매, 군수분야를 통합관리
•예산을 총액편성에서 사업별 편성으로 전환, 국회심의 강화

자료 : 김종하(2015), 「국방획득과 방위산업: 이론과 실제」,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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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국방 중점 투자 4대 기술분야
획득
절차

소
요
제
기

소
요
결
정

중기
계획
작성

예
산
편
성

사업관리
(직구매/
연구개발)

전력화
(양산 및
야전배치)

운영
유지

2006년
이전

각군

합참

국방부

국방부

국방부,
각 군 사업단

조달본부

각군

2006년
이후

합참

국방부

방사청

방사청

방사청

방사청

각군

현재

각군

합참

국방부

방사청

방사청

방사청

각군

자료 : 저자 작성

국방획득체계, 무엇이 문제인가?

서 작성도 가능케 한다. 하지만 각 군 및 합참의 경
우, 소요기획과정에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과

2006년 방위사업청 창설이후 지금까지 거의 10

달리 최적의 능력(capability)1) 도출을 위한 다양한

여년 이상 획득체계를 둘러싸고 파생되는 다양한

대안을 분석하는 기능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단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기관들 간의 기능

경험법칙에 의거해 이미 검증된 국내·외 유사 무

조정, 예산 및 인력조정 등 많은 노력이 투입되었

기체계 자료를 조사해 그것을 토대로 소요군에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획득체계를 둘러싼 효율성

사용할 무기체계 및 장비의 적용규격 및 요구능력

과 책임성에 관련된 문제들은 지속적으로 발생하

(ROC: Required Operational Capability)을 도

고 있다. 그 이유는 적어도 아래의 몇 가지 문제들

출하고 있다. 이처럼 체계적·과학적 논리가 부족

이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지속되고 있는데서 찾

한 소요창출은 소요검증(국방부) 및 사업타당성조

아볼 수 있을 것이다.

사(기획재정부) 과정에서 소요 그 자체에 대해 의

첫째, 획득의 첫 단추에 해당되는 소요창출을 위
한 ‘사전연구’ 기능이 대단히 미흡하다. 소요창출

문, 혹은 불신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 사전연구를 잘 수행하게 되면, 현존능력, 현존

둘째, 소요(국방부, 합참, 각 군)-획득(방위사

능력과 미래능력 확보 계획사이의 격차, 그리고 그

업청)-운영유지(각 군)의 분리로 인해 ‘총수명주

것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새로운 능력이 무엇인지

기체계관리’(TLCSM: Total Life Cycle System

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연구개

Management: 소요〜획득〜폐기처분)의 관점에

발(R&D)에 필요한 정확한 비용산출 및 기술제안

서 통합된 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2)

1) ‘능력(capability)'은 방법(ways)과 수단(means)의 결합을 의미한다. 방법은 교리, 조직, 훈련 등과 같은 비무기체계·장비(non-materiel) 요소들
을 의미하고, 수단은 무기체계·장비(materiel) 요소들을 의미한다. Michael F. Cochrane(2011), “Capability Disillusionment,” Defense
AT&L, July-August 2011, p. 24.
2) 한국의 경우 선진국들과 달리 방위사업법(법률 제14182호)과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1896호)에 따라 국방획득체계가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로
구분되어 있다. 무기체계는 방위사업청에서, 전력지원체계는 국방부 및 각 군에서 주관, 통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요, 획득, 운영유지 등이 서로
이원화된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이에 대해서는 방위사업법, 법률 제14182호(일부개정 2016년 5월 29일); 국방부, 「국방전력발전업무
훈령」 제1896호(개정 2016년 3월 28일) 내용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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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창출 시 무기체계는 합참에서, 전력지원체계3)

한 군수지원 소요는 소홀히 함으로써 무기체계 배

는 소요군(각 군)에서 실시해 두 체계 간 소요의 연

치 후 장비 가동률 저하 및 정비소요가 급증되는

계성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4) 사실 전력지원

현상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무기체

체계는 별개의 요소가 아니라 무기체계 개발 시 병

계 성능개량사업(획득)은 방사청에서, 창정비사업

행돼 개발되고 발전되어야할 핵심요소이다. 무기

(운영유지)은 국방부에서 계획, 편성함으로써 국방

체계 및 전력지원체계가 연관성을 가지고 상호능

운영의 효율성 또한 저하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력을 발휘할 때 효과적인 전투력 발휘가 가능하게

넷째, 국방 R&D 예산의 대부분이 무기체계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군은 이에 대한 공감대

R&D에 투자되고 있고, 핵심기술 및 부품에 초점

형성 및 관심이 부족해 아직까지도 무기체계를 야

을 두는 국방기술 R&D 투자는 대단히 미약한 상

전에 배치한 이후에 별도의 사업으로 전력지원체

태에 있다. 국방 R&D사업은 ‘무기체계 R&D’(체

계를 생각하는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계개발 및 생산기술 개량)와 ‘국방기술 R&D’(기초

로 인해 무기체계는 야전에 전력화되었으나 전력

연구개발/핵심기술개발/신개념기술시범(ACTD)/

지원체계는 뒤늦게 조달되든지, 아니면 누락되는

민·군겸용기술/핵심부품국산화개발)로 이뤄져 있

사례가 자주 발생되고 있다. 이는 대비태세에 취약

다.7) 2015년의 경우, 국방 R&D 예산 2조 4,795억

점을 노출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원 중 무기체계 R&D에 2조 645억 원(83%), 국방

셋째, 국방예산의 이원화로 인해 재원배분이 합

기술 R&D에 4,150억 원(17%) 투자되고 있다. 미

리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획득비(방위력개선

국의 경우, 기초, 응용, 시험개발 및 핵심기술부품

비)와 운용유지비(경상비)의 소관부처가 방위사업

개발 등에 대한 투자비중이 40% 수준에 이르고 있

청과 국방부(軍)로 분리돼 있어 획득비와 운영유지

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의 국방기술 R&D 투자규

비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최적화하는 판단을 내리

모는 대단히 낮은 것이다.8) 이는 조기 전력화를 명

지 못한 상태에서 획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5) 사

분으로 육·해·공군에 구체적인 플랫폼, 즉 무기

실 무기체계 및 장비의 경우, 획득예산보다 운영유

체계 직도입이나 무기체계 R&D 투자에만 초점을

지비 예산이 훨씬 더 많이 투입된다.6) 그런데도 방

두고, 핵심기술 및 부품에 초점을 두는 국방기술

위사업청에서는 완성품 무기체계 및 장비에 초점

R&D 투자에는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로

을 둔 획득만 생각하고, 전력화지원요소, 즉 정비,

인해 각 군, 특히 해·공군의 주요 무기체계 및 장

시설, 교육훈련 요소 등 무기체계 운영유지에 필요

비 수리를 위한 부품 조달 예산의 60% 이상이 수

5) 방위력개선비(방위사업청): 화력, 함정, 항공기 등 신규 전력 확보를 위한 무기구입 및 연구개발 비용을 말한다. 그리고 전력운용비(국방부)는 병력운
영비와 전력유지비로 나뉘어지는데, 이 중 병력운영비는 병력운영의 기본이 되는 인건비, 급식, 피복비 등에 투입되는 비용이고, 전력유지비는 현존
전력을 유지 및 운영하기 위한 정보화, 군수지원, 교육훈련 등의 비용을 의미한다.
6) 무기체계의 정상적인 수명주기 비용분포를 보면, 평균적으로 획득비용은 20~40%, 운영유지비용은 60~80%를 차지하고 있다. Patrick M,
Dallosta and Thomas A. Simcik(2012), "Designing for Supportability", Defense AT&L: Product Support Issue, March-April
2012, p. 35.
7) 국방 R&D사업은 ‘무기체계 R&D’(체계개발 및 생산기술 개량)와 ‘국방기술R&D’(기초연구개발/핵심기술개발/신개념기술시범(ACTD)/민·군겸용기
술/핵심부품국산화개발)로 이뤄져 있다.
8) 하태정·이주호(2017), 「국방 연구개발의 혁신과 개방」, 『북핵에 대응한 국방개혁』, p.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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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 美해군 예하 주요 연구기관

연구기관

기술관리적 지원 수행 내용

NSWC
(해군수상전센터: Naval Surface Warfare Center)

- 해상체계사령부(NAVSEA) 소속의 연구개발조직으로 연
구개발(R&D), 시험평가 업무 수행
- 함정 시스템 개발 및 기술지원 업무 수행

CISD
(함정설계혁신센터: Center for Innovation in Ship Design)

- 첨단

함정 등 무기체계 개념 연구 및 인력, 장비, 원천기
술 개발

ONR
(해군연구국: Office of Naval Research)

- 해군/해병대

원천기술 연구 및 기술 프로그램 운영(학계,
연구소 등 예산지원)

자료 : 김종하(2017. 1. 19.), 「미군 군사력 ‘최적의 성능’ 한국은 어떤가?」, 『중앙일보』.

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는 국방과학연구소(ADD) 및 방산업체의 연구개발
(R&D) 성공 가능성에 크게 도움을 주고, 또 방산

국방획득체계,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

업체가 성능개량사업을 통해 새로운 이윤을 창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효과까지 가져올 것

첫째, 소요기획단계에서 최적의 전력 ‘소요창출’

이다.

을 위한 사전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또 진화적 무

둘째, 소요-획득-운영유지-폐기처분에 이르기

기체계 개발을 고려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까지 모든 업무를 정책·통제할 수 있는 콘트롤 타

한다. 현재 합참 및 각 군의 경우 다양한 대안분석

워(Control Tower)가 필요하다. 현재 국방부 전

을 통한 최적의 소요를 창출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력자원관리실에서 총수명주기관리팀(8명)을 구성,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합참(전략기획본부), 혹

몇몇 시범사업에 한정해 무기체계·장비의 소요

은 각군본부(전력기획참모부)산하에 ‘기술지원연구

제기부터 폐기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통

소’를 설립해 소요업무, 특히 운용요구서(ORD) 작

제·관리하는 TLCSM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

성 및 검토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것

지만 이 정도 규모로는 TLCSM의 효율적·효과적

이 필요하다. 美해군의 경우, <표 2>에서 보듯이

인 통제관리가 사실상 어렵다. 따라서 인력을 대

NSWC, CISD, ONR 등의 기술연구소들로부터 전

폭 확대하고, 이곳을 TLCSM 컨트롤 타워(Control

문적(기술적) 지원을 받아 소요창출 업무를 수행하

Tower)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실 국방부

고 있다.

가 TLCSM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소

이와 더불어 소요 관련 기관 간 협조를 통해 기

요-획득-운영유지 간 연계를 강화해 나간다면, 무

술발전 추세를 소요에 반영(진화적 ROC)할 수 있

기체계 배치 후 장비가동률 저하 및 정비소요 급등

도록 유연하게 ROC를 설정하고, 진화적 개발을

등과 같은 문제들을 완화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되

고려한 제품개발 및 全주기간 성능개량을 지속

고,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 군의 대비태세상의 취약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을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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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국방획득체계 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향

셋째, 획득비 및 운용유지비를 최적비용으로 편

넷째, 핵심기술 및 부품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성·집행하는 체계를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해야 한

대폭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국방예

다. 국방예산이 경상비(국방부)와 방위력개선비(방

산 구조에서 방위력개선비의 하위 항목 중의 하나

위사업청)로 이원화된 상태에서는 국가재정을 고

로 있는 국방 연구개발 항목을 분리시켜 운영하는

려한 군사력 건설 전반에 대한 검토·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것을 당장 시행하기가

것이 사실상 어렵다. 그리고 무기체계 및 장비별

어려워 지금처럼 방위력개선비를 활용한 R&D 투

총비용(연구개발·획득·유지) 분석에 따른 예산

자를 지속해야 한다면, 국방기술개발비를 방위력

편성에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경상

개선비와 분리시키고, 국방예산 구조에 ‘국방기술

비(전력운영비)에서 운용하고 있는 전력유지비를

R&D 부문’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미래

방위력개선비로 전환해 운영할 필요가 있고, 중·

전장 환경에서 그 중요성이 계속 커지고 있는 정보

장기적으로는 미국처럼 획득과 운영유지 관련 업

감시정찰, 지휘통제통신 등 전력분야의 핵심기술,

무를 통합해 운영하거나, 아니면 영국처럼 획득과

그리고 상당 부분 방산 선진국들로부터의 기술이

운영유지 조직을 통합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

전 및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핵심기술 등을 식별,

다. 이렇게 해야 획득비 및 운영유지비를 종합적인

그것에 R&D 투자의 우선순위를 두는 정책을 시행

관점에서 최적화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사실 획

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는 중·소 방산업

득비와 운용유지비의 적정수준 배분은 궁극적으로

체들이 중·장기적 차원에서 안정적으로 핵심기술

국방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및 부품을 R&D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50

Science & Technology Policy ◀
과학기술정책 | 2017년 11월호 (통권232호)

다섯째, 획득인력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국민의 지지와 신뢰 상실을 초래하게 된다. 이는

교육·훈련체계(예: 국방획득대학교 신설)를 구축

군사력 증강과 유지를 위한 국방 예산을 확보하고

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국방획득대학교를 설치해

여론의 지지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요인

40여년 이상 획득관련 사업관리자(PM)를 교육·

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점을 적절히 인

훈련시키고 있다. 특히 3단계 인증(346시간 온라

식, 지금부터라도 국방획득체계 개선관련 위에서

인 교육과 27.5일의 교실수업 이수; 주요 획득사업

언급한 방안들을 적극 실천에 옮기는 노력을 기울

관리자들의 경우, 부가적으로 70일간의 특별훈련

여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PMT 401과 PMT 402) 이수)을 통해 획득인력을
관리해 나가고 있다.9) 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국
방대학교에서 국방무기체계 사업관리(10개 과정)
를, 방위사업청에서는 분야별 단계화 교육(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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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데이터 수집 기회로서의 평창동계올림픽
- 메가 스포츠 개최의 새로운 수익 구조화 글 : 유재연 (youjae@stepi.re.kr)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원

2008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중국의 기술력을

두 축을 이루어야 하는데도 말이다.

전 세계에 선보이는 무대였다. 당시로선 처음으로

다른 한 축도 단단하게 끌고 가야 한다. 홍보를

RFID를 활용한 입장권 및 얼굴식별 시스템을 시행

넘어서서, 오직 개최국만이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

했고, LED 조명을 적극 활용한 개막식, 독자적 3G

수집 기회로서의 평창올림픽을 제안하고자 한다.

무선기술, 첨단 교통시스템, 첫 전종목 인터넷 생

17일간 전시하기 위한 ICT가 아닌, 그 이후에 더욱

1)

중계 등을 통해 기술력을 과시했다 . 이 시기를 기

빛날 수 있는 ICT 올림픽이 돼야 한다. 온·오프라

점으로 올림픽 개최국들은 앞다퉈 ICT를 행사에

인에서 모을 수 있는 각종 흔적들은 인공지능과 머

접목하기 시작했다. 언론도 ‘이번 올림픽에서 돋보

신러닝 개발을 위한 미래 자산이다. 사용자들의 손

이는 과학기술’ 류의 보도를 했다.

끝과 발끝, 거리와 경기장에서 어마어마하게 발생

그러다보니 올림픽 같은 메가스포츠이벤트가 최

할 데이터에 대한 주도적 아이디어가 시급하다.

신 트렌드의 ICT 쇼룸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개최
국 입장에서는 전 지구에 자국의 뛰어난 기술이 홍
보되고, 나아가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만

메가스포츠이벤트의 국내외 ICT
활용 현황

한 소중한 기회이니 당연한 일이다. 현재 평창동
계올림픽 관련 ICT 정책 또한 기술을 홍보하고 서

평창올림픽에 대해, 우리 정부는 5대 키워드를 중

비스하는 것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아쉬운 것

심으로 국내 ICT 기술 접목 계획을 세웠다. <표 1>

은, 본 정책 기반이 낙수효과식 설계 위주로 짜여

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방문객들에게 한국 특유

져 있다는 점이다. 4차 산업혁명, 그리고 포용적

의 빠른 인터넷을 체감토록 하고, 각종 첨단 기기

성장(inclusive growth)을 이루기 위해서는 탑다

및 교통을 체험하게 하며, 새로운 올림픽 콘텐츠

운(top-down)과 바텀업(bottom-up)이 조화롭게

관람 경험을 만들어 준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1) 한국정보화진흥원(2014), 「ICT 기반의 최첨단 평창동계올림픽 구현을 위한 세부 정책방안」, 『방통융합기반정책연구』 14-24, pp. 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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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 올림픽 관련 ICT 주요 키워드

5대 키워드

주요 내용

세계 최초 5G 올림픽

- 5G 시범망 및 초고속 와이파이 구축

편리한 IoT 올림픽

- 입·출국, 교통, 관람 등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첨단 기술 체험 가능한 IoT 스트리트 조성

감동의 UHD 올림픽

- 세계 최초 지상파 4K UHD 방송 구현

똑똑한 AI 올림픽

- 자동 통·번역 서비스 및 AI콜센터 안내도우미
- 영상인식 기술 활용한 실시간 범죄 탐지
- 자율주행차 및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영

즐기는 가상현실(VR) 올림픽

- 각종 콘텐츠를 VR로 구현해 가상체험 기회 제공

자료 : 관계부처 합동, K-ICT 평창동계올림픽 실현전략(안), 2016.5.13.

표 2 : 해외 올림픽 개최국의 ICT 활용

올림픽

주요 내용

세계 최초 5G 올림픽

자국의 첨단 ICT 기술을 올림픽 서비스에 접목

2012 런던올림픽, 2010 벤쿠버동계올림픽

SNS를 적극 활용하여 선수와 시청자의 소통 증대

2014 소치동계올림픽

가상화 네트워크 기술을 구축하여 정보 접근성 확대

2016 리우올림픽

스포츠 데이터 분석 시연(영국 조정팀)

자료 : 한국정보화진흥원(2014), 「ICT 기반의 최첨단 평창동계올림픽 구현을 위한 세부 정책방안」, 『방통융합기반정책연구』 14-24, p. 23.에서 재가공

이 같은 상황은 해외도 마찬가지였다. 직전 올림

글로벌기업도 탐낼 법한 올림픽 데이터

픽과 차별화된 ICT 주제를 정한 뒤 자국의 높은 기
술력을 선보이는 도구로 올림픽을 적극 활용해왔

올림픽은 현 시대의 ICT 기술이 구현되는 큰 행

다. 마침 당시의 글로벌 기술 동향과 맞아 떨어지

사인 동시에, 온·오프라인으로 대규모 인구가 관

는 경우도 있었는데,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한참 뜨

련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번

던 2010년과 2012년 대회 때는 SNS를 활용한 소

평창올림픽기간(2018.2.9~2.25) 한국을 찾을 인

통 올림픽이 주요 ICT 컨셉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구만 39만여 명으로 예상되는 가운데2), 이들이 생

개최국뿐 아니라 참가국들도 올림픽을 자국의 기

성할 빅데이터의 양도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

술력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이런 가운데 이번 평창올림픽부터 마윈이 이끄

2) 현대경제연구원(2011), 「평창 동계 올림픽 개최의 경제적 효과」, 『현안과 과제』 11-17, 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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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알리바바(Alibaba) 그룹이 IOC(International

서비스 시장을 차지하려는 알리바바의 귀한 재료

Olympic Committee)의 파트너로 나서기 시작했

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 향후 10년 동안 올림픽과 관련한 공식 전자상

뒤이어 인텔(Intel)도 IOC와 손을 잡았다. 2024

거래 및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 기업에서 지원하기

년 올림픽까지 파트너십을 맺고 자체적인 5G 통

3)

로 했다고 한다 . 양측의 파트너십 문서를 확인해

신과 가상현실(VR), 인공지능(AI)과 드론 기술 등

보면, 빅데이터 분석을 포함한 효율적이고 안전한

을 올림픽 개·폐막식과 경기 생중계에 적용하기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 제공 및 공식 올림픽 굿즈

로 했다4). 미디어에 초점을 맞춘 각종 UX(user

에 대한 판매 플랫폼, 올림픽 채널 설립까지 알리

experience) 및 인터랙션(interaction) 데이터가

바바 측에서 운영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과정

무수히 수집될 것으로 보인다.

에서 수집될 데이터는 중국을 넘어 세계 클라우드

2002년부터 공식 올림픽 파트너로 활동하고 있

표 3 : 13개 월드와이드 올림픽파트너와 IOC에서 기재한 이들의 주요 분야(평창동계올림픽 기준)

올림픽

주요 내용

코카콜라

논알콜 음료

알리바바

클라우드 인프라 및 서비스, 전자상거래 플랫폼 서비스

아토스

IT 물품 및 서비스, 솔루션

브리지스톤

타이어와 자동차 운송수단 서비스 및 자전거 상품

다우

케미컬, 원자재 및 화합물

제너럴일렉트릭

에너지, 헬스케어, 교통 및 인프라 산업 시스템

인텔

5G와 VR, 3D·360도 콘텐츠, 스포츠 퍼포먼스, AI 등에 쓰이는 프로
세서와 칩, 실리콘 플랫폼, 그리고 드론

오메가

시간, 타이밍, 그리고 각종 신기록 시스템 및 서비스

파나소닉

오디오/TV/비디오 설비

피앤지

퍼스널 케어, 헬스케어, 가정용품

삼성

무선 통신 및 컴퓨팅 설비

도요타

자동차 및 운송 로봇 서비스

비자

결제 및 트랜잭션 보안, 선결제 카드

자료 : IOC, Olympic Marketing Fact File 2017, pp. 14-15. 저자 번역.

3) https://www.olympic.org/news/ioc-and-alibaba-group-launch-historic-long-term-partnership-as-alibaba-becomesworldwide-olympic-partner-through-2028 (2017.10.25 접속)
4) https://www.olympic.org/news/ioc-and-intel-announce-worldwide-top-partnership-through-to-2024 (2017.10.25.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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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미국의 제너럴일렉트릭(GE)은 평창올림픽의 모

가스포츠이벤트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선점했

든 에너지 데이터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올림픽

다고 분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직접 대회에 개입

사상 처음으로 에너지모니터링시스템(EMS)을 활

하는 기업이 그러하듯, 호스트 국가에서만 얻을 수

용해 행사 기간 전력 공급의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

있는 비정기 데이터의 이점도 극대화해야 하지 않

로 확인하고 분석한다고 한다. “실제 전력 소비량

을까. 개최 기간에 발생하는 각종 빅데이터를 모아

을 디지털 데이터로 취합한 후, 통합적인 분석을

추후 기술발전 로드맵 수립과 인프라에 활용하는

시도”한 뒤 “데이터는 오는 2020년 도쿄 하계올림

방안 및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 이

픽,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효율적인 운용을

에 대한 내용은 알려진 것이 없다.

위한 ‘디지털 유산’으로 활용할 예정”이라는 언론
5)

만일 외국인 관광객을 데이터 수집 소스로 생각

보도도 나왔다 . GE는 향후 이 데이터셋을 토대로

할 경우 [그림 1]과 같은 시나리오를 세울 수 있을

이벤트시간·장소·경기종목별 사용 전력 상황에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대로 된 비식별화

대한 프로파일링(profiling)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가 갖춰진다는 전제 하에 예를 들어본다. 먼저 인

나아가 대규모 전력 수급 상황에 대한 포트폴리오

천국제공항에서 출입국 내역을 통해 확보할 수 있

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는 이미지 데이터나 각종 메타데이터(연령, 성별,
국적 등)가 있을 것이고, 이들이 대여하는 유심

오직 개최 기간에만 채굴할 수 있는 금맥

(USIM)칩을 통한 데이터 사용량과 패턴, 이용 장
소에 대한 로그 데이터 수집도 가능할 것이다. 해

알리바바와 인텔, GE 모두 파트너십을 통해 메

외 신용카드 사용 행태를 통해 사용자의 지역기반

그림 1 : 동선에 따른 데이터 수집 및 활용 방안
장소

공항

이동수단

숙소

경기장 및 관광지

데이터소스

출입국 심사
USIM칩 대여환전

열차(KTX 등)
공항버스
렌터카

숙소 내 결제
주변 상점가 이용

IoT 디바이스 체험
입장 티켓
오프라인 경기 모습

데이터활용방안

•입국자 이미지·메
타데이터 수집, 공공
AI 개발 소스로 활용
•USIM칩 사용 패턴
및 이동 로그 수집

•이동 중 무선망 활
용 데이터 수집 (터
널, 교량 이동 전후
Wifi 사용도 증감 여
부 등)

- 통·번역 앱의 활
용실태 관찰
- 사용자의 지역기반
결제패턴 및 지출
규모 수집

- HCI 연구자들의 사
용자 관찰 분석
- 종목별 오프라인
데이터 수집

자료 : 저자 작성

5) 중앙일보, 「스마트 에너지 기술로 ‘ICT 평창’ 빛낸다」,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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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패턴 및 지출 규모를 트래킹(tracking) 할 수

팎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현상과 관련해 자료

도 있고, 이들의 IoT 체험 센터에서의 시연 모습

를 모으고 이를 연구의 재료로 활용해야 한다. 이

이나 통역앱 사용 행태 관찰을 통해 사용자 행동

를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domain expertise)의 의

분석을 진행할 수도 있다. 이 기간 평창, 더 나아

견 수렴과 기획이 시급하다.

가 대한민국이라는 영토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UX 디자이너에게 열린 실험실이 될 수도 있다는

정부가 해야 할 선제적 조치

것이다.
각종 데이터를 하나의 국가 주도 라이브러리로

이 같은 시도는 메가스포츠 개최국의 지속가능한

쌓을 수도 있다. 얼마 전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

선순환 수익구조를 설계하고, 해당 모델을 국제사

어원이 5년 간 175억여 원을 투입해 한국어 말뭉치

회에서 주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마

6)

(corpus) 구축 사업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있었다 .

침 IOC는 올림픽 유치 신청 도시의 지원 감소로 골

자연어 처리를 위해 몹시 필요하지만, 민간 차원에

머리를 앓고 있다. 개최 과정에서 드는 막대한 재

서는 시간과 비용의 한계로 엄두를 내지 못하는 일

정 부담 여파로 올림픽 유치의 인기가 많이 떨어졌

이었다. 향후 AI 개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바

고, 결국 2013년 당시 2022 동계올림픽 유치 희망

로 이 같은 라이브러리인데, 말은 물론 각종 소리

도시로 알마티(카자흐스탄)와 베이징(중국) 단 두

나 이미지, 로그 데이터도 귀한 라이브러리용 자료

곳만 나서는 진풍경도 펼쳐졌다. 결국 베이징이 유

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얼굴 인식과 같은 이미지 데

일한 경쟁자인 알마티를 누르고 2022 동계올림픽

이터 기반 머신러닝을 시행할 때 동양인의 데이터

개최지로 결정됐다.

가 상대적으로 부족해 표정 등에서 다소 이질감을

우리 정부는 이번 기회에 개최지만이 얻을 수 있

보이는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 말뭉치를 꾸리듯, 개

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최국의 새로운 수익 구조

최국으로서 얻을 수 있는 오프라인 상 각종 수집 데

를 선점해야한다. 누구나 탐낼 법한 데이터의 수집

이터를 자산으로 일굴만한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

가능성을 제시하고, 그것을 공공의 이익으로 돌리

요하다. 물론 개인정보 보호가 최우선이 돼야 할 것

는 모델을 선제적으로 차지해야 한다. 한국식 데이

이므로 꼼꼼하게 이를 살피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터 수집·활용 모델을 브랜드화 할 수도 있다. 언

인터넷 상으로는 데이터를 구하기 쉽지 않은 분

급했다시피, IOC도 올해 들어 글로벌 IT그룹들과

야, 이를테면 물리학과 같은 기초과학 분야에서도

연이어 파트너십을 맺으며 ‘IT 올림픽’으로 컨셉을

귀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을 것이다. 경기장 안

옮겨가는 중이다7).

6)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0/08/0200000000AKR20171008048600005.HTML
7) IOC 위원장 토마스 바흐(Thomas Bach)의 발언 발췌. “In this new digital world, Alibaba is uniquely positioned to help the IOC
achieve a variety of key objectives outlined in Olympic Agenda 2020, while positively shaping the future of the Olympic
Movement. This is a ground-breaking, innovative alliance, and will help drive efficiencies in the organisation of the Olympic
Games through 2028, whilst also supporting the global development of digital opportunities including the Olympic Channel.”
https://www.olympic.org/news/ioc-and-alibaba-group-launch-historic-long-term-partnership-as-alibaba-becomesworldwide-olympic-partner-through-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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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선도국가로서 올림픽 개최국의 지

따른 라이브러리를 형성하고 이를 AI 기술에 활용

위 및 이익에 대한 대대적인 발상의 전환을 시행할

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클라우

필요가 있다. 기술력 홍보와 이미지 제고를 통한

드 운영 및 관리, 데이터 가공을 담당할 기관을 정

탑다운식 구조와 더불어, 수집한 빅데이터를 서민

해야 하는데, 단순 용역 업체 선정에만 그칠 것이

생활 안정과 공공 이익의 창출에 활용하는 바텀업

아니라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구조도 설계해야 한다. 올림픽이 일회성 이벤트로

해 결정해야 할 것이다.

떨어질 경우 지역 재정에 상당한 타격을 준 사례는

이번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데이터 중심의 사고

여러 차례 목격해 왔다. 지역 친화적으로 데이터

가 정책 결정자들에게도 학습되기를 기대한다. 향

활용을 높여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후 메가스포츠 행사시 기획 단계부터 부처 간 협의

빅데이터를 수집·축적·정리할 시스템 및 기관

체를 마련해 ICT 활용 및 데이터 수집 방안을 마련

의 결정 또한 정책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어

하는 등, 스포츠 일정에 맞춘 연관 ICT 로드맵 대

떤 종류의 데이터를 어디까지 수집할지, 보안·빅

책을 수립해나가야 한다. 스포츠뿐 아니라 전시나

데이터·AI 전문과 그룹과 논의해 우선적으로 설

박람회, 국제회의 등 여러 분야에 대해서도 전략적

정해야 한다. 특히 데이터를 통해 개인의 정보가

으로 데이터 수집 계획을 세우는 등 데이터 중심의

특정되지 않도록, 수집 데이터의 공공서비스 접목

사고가 확산돼야 한다. 귀한 데이터를 흘려보내지

및 개인·기업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를 꼼

않고 잘 모아서 쓰는, 영리한 4차 산업혁명을 이루

꼼하게 시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데이터 수집에

어내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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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로 보는 대학, 공공연구기관 혁신역량
- 4차 산업혁명 관련 논문(로봇)을 중심으로 -

Ⅰ. 개요
○4차 산업혁명 관련 연구 중 로봇 분야 논문분석을 통해 한국의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혁신
역량을 개괄적으로 비교, 평가하고자 함
- Elsevier사의 SciVal을 이용하여 출판, 인용, 협력 및 연구자 현황을 비교
- 키워드: Robotics
- 대상: 2012~2017년 Scopus DB 논문 (103,968편)
○	로봇(Robot)의 정의 (위키백과)
- 사람과

유사한 모습과 기능을 가진 기계, 또는 무엇인가 스스로 작업하는 능력을 가진 기
계를 말함
		 •산업용 로봇: 제조공장에서 조립, 용접, 핸들링 등을 수행하는 자동화된 로봇
		 •지능형 로봇: 환경을 인식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기능을 가진 로봇
		 •안드로이드: 사람과 닮은 모습을 한 로봇
○	로봇 관련 논문 103,968편에서 추출한 상위 50개 핵심 문구는 [그림 1]과 같으며, 지난 6
년간 Algorithms, Manipulators, Intelligent robots, Anthropomorphic robots, Motion
planning, Control 관련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1 : 로봇 분야 핵심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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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로봇 분야 혁신역량
1. 논문 출판 현황
○	최근 6년간 로봇 분야에서 가장 많은 논문을 출판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으로 24,393편을
출판
- 다음은 중국 18,189편, 일본 9,833편, 독일 8,026편 순임
- 한국은 5위 수준으로 6,272편 출판
표 1 : 로봇 분야 상위 25개 국가 (2012~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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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ted States
China
Japan
Germany
South Korea
Italy
United Kingdom
France
Canada
Spain
India
Australia
Taiwan
Switzerland
Netherlands
Iran
Brazil
Portugal
Malaysia
Poland
Turkey
Singapore
Sweden
Russian Federation
Mexico

논문 수(편)

조회 수(회)

24,393
18,189
9,833
8,026
6,272
6,034
5,652
4,744
3,590
3,504
3,352
2,279
1,960
1,951
1,676
1,665
1,553
1,450
1,396
1,364
1,360
1,342
1,303
1,258
1,244

280,546
165,224
80,528
92,678
68,102
113,495
74,276
53,014
45,381
50,595
34,815
36,880
20,064
30,681
25,634
19,546
17,427
17,875
25,754
13,346
15,292
18,835
19,126
16,735
16,123

상대적
피인용 지수
1.64
0.74
0.84
1.60
0.85
1.70
1.39
1.38
1.33
1.25
0.72
1.47
0.71
2.11
1.60
0.84
0.97
1.38
0.91
1.44
0.99
1.55
1.61
1.32
0.86

인용 수
139,688
41,593
24,596
40,862
21,498
34,062
26,198
19,493
17,022
14,449
6,048
12,269
4,923
14,647
9,935
4,411
4,402
4,902
2,894
3,408
4,500
5,980
6,750
2,800
3,691

자료 : SciVal DB(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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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 측면에서 보면, 미국은 전체 평균(1.0)보다 64% 많이 인용되고 있음
- 한국의 상대적 피인용 지수는 0.85로 전체 평균 보다 15% 적게 인용되고 있어 상대적으
로 논문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음
○ 논문 수 기준, 대학 순위를 보면, 중국 과학원이 가장 많은 논문을 출판
- 한국은 KAIST(14위), 서울대(20위)가 상위 20개 대학에 포함됨
표 2 : 로봇 분야 논문 수 상위 20개 대학

구분

대학명

1

Chinese Academy of Sciences

1,433

13,627

상대적
피인용 지수
0.90

인용 수
4,310

2

Harbin Institute of Technology

1,226

11,479

0.73

2,819

3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1,048

15,921

2.66

8,675

4

Carnegie Mellon University

1,037

12,811

2.22

7,250

5

Istituto Italiano di Tecnologia

898

15,348

1.87

5,732

6

Technische Universitat Munchen

837

10,569

2.01

5,501

7

University of Tokyo

829

8,001

1.18

3,045

8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822

9,629

1.79

4,459

8

Shanghai Jiaotong University

811

8,146

0.75

2,251

10

Harvard University

791

14,894

2.97

11,039

11

Beihang University

784

8,053

0.77

1,905

12

Beijing Institute of Technology

712

7,192

0.80

1,459

13

ETH Zurich

689

11,508

2.57

5,855

14

KAIST

678

8,567

0.89

2,478

15

Osaka University

610

6,232

1.00

2,028

16

Johns Hopkins University

576

7,261

2.27

4,364

17

Imperial College London

572

8,330

1.65

3,207

17

Ecole Polytechnique Federale de
Lausanne

563

9,480

2.19

4,635

19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550

8,130

1.60

2,400

20

Seoul National University

544

6,950

1.22

2,574

자료 : SciVal DB(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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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 빅데이터
표 3분야
: 빅데이터
분야
논문
분야
수 논문
상위 수
20개
상위
공공연구기관
20개 공공연구기관
○	로봇
공공연구기관
순위를
보면, 프랑스

CNRS가 1,291편으로 가장 많았음

- 한국은 KIST(12위), ETRI(14위), 생기연(17위)이 상위 20개 연구기관에 포함됨
표 3 : 로봇 분야 논문 수 상위 20개 공공연구기관

구분

공공연구기관명

1

CNRS

2

논문 수(편) 조회 수(회)

상대적
피인용 지수

인용 수

1,291

15,065

1.50

5,389

Ministry of Education China

789

7,684

0.87

2,478

3

German Aerospace Center (DLR)

502

5,614

1.97

3,811

4

CNR

437

10,653

1.60

2,564

5

INRIA

432

3,835

1.86

2,089

6

Jet Propulsion Laboratory

370

3,851

2.05

2,135

7

AIST

360

3,477

1.32

1,627

8

ATR

291

3,377

1.83

2,080

9

Laboratoire d’Analyse et d’Architecture des
Systemes

252

2,400

1.87

1,160

10

CINVESTAV-IPN

241

2,959

0.74

605

11

Japan Science and Technology Agency

222

2,735

1.14

962

12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216

1,985

0.73

503

13

U.S. Army Research Laboratory

185

1,969

1.61

742

14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181

1,670

0.81

361

15

NASA Goddard Space Flight Center

181

2,771

2.34

2,003

16

A-STAR

170

1,984

1.16

710

17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159

2,009

0.57

359

18

INSERM

147

1,772

1.38

800

19

NASA Ames Research Center

137

1,929

2.55

1,051

20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137

1,698

1.97

775

자료 : SciVal DB(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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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관련 현황
○	논문의 질적 수준(상대적 피인용 지수)에서, 미국 MIT는 2.66으로 전체 평균보다 166% 많
이 인용되면서 높은 논문 수준을 보여 줌
- 한국 KAIST는 0.89로 전체 평균보다 11% 적게 인용된 것으로 나타남
○	공공연구기관의 논문당 인용 수에서 독일 DLR은 7.6편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을 보
인 반면, 한국 KIST는 2.3편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임
표 4 : 로봇 분야 주요기관 인용 현황

구분

대학명

인용수

논문수당
인용수

상대적
피인용지수

국가명

1

CAS

1,433

4,310

3.0

0.90

중국

2

Harbin

1,226

2,819

2.3

0.73

중국

3

MIT

1,048

8,675

8.3

2.66

미국

4

Carnegie Mellon University

1,037

7,250

7.0

2.22

미국

14

KAIST

678

2,478

3.7

0.89

한국

논문수

인용수

논문수당
인용수

상대적
피인용지수

국가명

1,291

5,389

4.2

1.50

프랑스

구분

공공연구기관명

1

CNRS

2

MEChina

789

2,478

3.1

0.87

중국

3

DLR

502

3,811

7.6

1.97

프랑스

4

CNR

437

2,564

5.9

1.60

이탈리아

12

KIST

216

503

2.3

0.73

한국

자료: SciVal DB(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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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력 현황
○ 주요대학의 국제협력 및 산학협력을 보면, 국제협력은 MIT가 30.8%로 가장 높게 나타났
고, 산학협력은 MIT와 KAIST가 6.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주요 공공연구기관에서 이탈리아 CNR은 국제협력 38.0%, 산학협력 2.1%로 비교 대상 중
가장 높게 나타남
- 한국 KIST의 국제협력은 17.6%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표 5 : 로봇 분야 주요기관 협력 현황

순위

대학명

국제협력(%)

산학협력(%)

1

CAS

29.5

0.4

2

Harbin

19.7

0.6

3

MIT

30.8

6.2

4

Carnegie Mellon University

28.5

4.9

14

KAIST

17.3

6.2

국제협력(%)

산학협력(%)

순위

공공연구기관명

1

CNRS

36.6

1.8

2

MEChina

21.5

0.5

3

DLR

33.3

1.6

4

CNR

38.0

2.1

12

KIST

17.6

1.9

자료 : SciVal DB(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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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시사점
○ 로봇 분야에서 미국은 논문의 수와 질에서 월등한 연구역량을 가진 것으로 판단되며, 중국
은 대학을 중심으로 미국을 추격하고 있는 상황임
○ 한국은 논문 수 측면에서 5위 수준(6,272편)이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상위 25개 국가 중 20
위 수준(0.85)임
- 상위 20개 대학에 KAIST(14위), 서울대(20위) 포함
- 상위 20개 연구기관에 KIST(12위), ETRI(14위), 생기연(17위) 포함
- 상대적

피인용지수는 KAIST는 0.89, KIST는 0.73으로 전체 평균(1.0)에 못 미치는 것으
로 평가됨
○ 국제협력 비중은 경쟁국들(최고는 38%)에 비해 상당히 낮은 상황임
- KAIST는 17.3%, KIST는 17.6%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한국은 양적, 질적 역량이 부족한 가운데 감소 추세가 나타나고 있음([그림 2])
- 반면, 미국과 중국의 논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로봇 분야 혁신 역량 확보를 위한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정책 입안 및 추진과 과학자 및 공
학자들의 도전 정신 함양 및 연구자세 재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그림 2 : 로봇 분야 국별 논문 수 추이 (2017년은 진행 중)

자료 : SciVal DB(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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