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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탈퇴 선언 이후 파리기후변화협약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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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1월 6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독일의 본

산하 국제기후변화위원회(IPCC)에 대한 미국 출자

(Bonn)에서 제2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분인 연간 2백만 달러를 대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

(COP23)가 개최되었다. 197개 당사국과 기후변화

고, 독일 메르켈 총리도 “파리협정은 시작이며 우

관련 연구기관, 산업계 및 시민단체에서 총 2만5천

리는 앞으로 많은 일들을 해야 한다”고 언급하였

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군소도서국인 피지가 의장

다. 또한 본에 모인 시위대들은 트럼프의 협약 탈

을 수임하였다. 주요 성과로, 기후변화 적응의 주

퇴 선언을 비판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요 재원 중 하나인 ‘적응기금(Adaptation Fund)’

본고에서는 파리기후변화협약을 포함한 기후변

이 논의되었고, 손실과 피해, 여성 및 토착민 관련

화협약의 역사와 미국의 탈퇴 논리를 살펴보고 향

문서 등이 채택되었다.

후 전개 방향을 전망해보고자 한다.

이번 당사국총회가 주목을 받은 또 다른 이유는
올해 6월 1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기후변화
협약(Paris Climate Change Accord) 탈퇴를 선

교토의정서보다 확장되고 구체화된
파리기후변화협약

언한 이후 처음 개최된 총회였기 때문이다.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많지 않았으나, 유엔개발프

과학자들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기

로그램(UNDP)의 아킴 스타이너(Achim Steiner)

후변화 문제는 1988년 국제기후변화위원회(IPCC)

총재는 “미국의 결정에 우리의 반응을 분명히 전달

가 창설되면서 전 세계적 의제로 떠오른다. 이후

해야 한다”고 언급하였고, 환경단체인 기후변화행

세계 주요국 정상들이 1992년 6월 환경개발회의

동추적자(Climate Action Tracker) 연구진은 미

(UNCED)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

국이 온실가스 배출억제 목표를 준수하지 않으면,

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21세기 말 지구 온도는 산업화 이전보다 3.2°C 상

Climate Change)’에 서명하였고, 1994년 3월 21

승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일 정식 발효되었다. 협약의 목표는 ‘대기 중 온

은 “유럽이 미국을 대신해 봉사해야 한다”며 유엔

실가스 농도 안정화’이며, 특히 산업화 이후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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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제 2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참석 주요국 정상 및 미국을 비판하는 시위대 모습

자료 : The NewYork Times(2017.11.18.); 연합뉴스(2017.11.13)

표 1 : 기후변화협약 부속서 국가목록

부속서Ⅰ
(42개국 + EEC)

호주, 오스트리아,벨라루스, 벨기에, 불가리아, 캐나다,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유럽경제공동체(EEC, 현재 EU),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라트비아, 리하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말타*, 모나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슬로바키아*, 슬로베이나*,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우크라이나, 영국, 미국
*나중에 추가된 국가

부속서Ⅱ
(23개국 + EEC)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유럽경제공동체,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칼,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터키는 나중에 삭제

자료 : 환경부(2016.5)

성장을 이룬 선진국들에게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

니즘을 도입해 기존 부속서I에 속한 국가 간의 공

축 의무를 부과하였다. 구체적으로, 부속서I에는

동 이행제도, 청정개발제도, 배출권 거래제 등이

OCED 회원국 중 감축 의무가 부과된 국가들을 명

채택되었다.

시하였고, 부속서II에는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들을

교토의정서는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다고 평가받

별도로 기술해 개발도상국들의 기후변화 대응을

고 있다. 의무 감축국가들은 목표였던 1990년 대

지원하기 위한 재원 및 기술 지원 의무까지 부과하

비 평균 5.2% 감축 목표를 크게 상회하는 22.6%

였다.

감축을 달성하였고, 128개국에서 8,000여개의 청

19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은

정개발제도 사업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당시에

감축의무에 대한 이행 방안을 구체화하였다. 부속

도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던 미국이 참여하

서A에는 감축해야 하는 이산화탄소, 메탄, 수소불

지 않았고 일본, 러시아, 뉴질랜드 등이 1차 공약

화탄소, 육불화황, 과불화탄소, 아산화질소 등 온

기간(2008년~2012년) 이후 2차 공약기간(2013년

실가스 목록을 규정하였고, 부속서B에는 감축 의

~2020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지속가능

무 국가 및 감축량을 기술하였다. 또한 시장 매커

성이 불투명했다. 또한 개발도상국이라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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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 교토의정서에 도입된 시장 매커니즘

구분

내용

공동이행제도
(Joint Implementation)

부속서I 국가(A국)가 다른 부속서I 국가(B국)에 투자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
하면 그 가운데 일부를 A국 감축으로 인정

청정개발제도
(Clean Development Mechanism)

부속서I 국가(A국)가 다른 비 부속서I 국가(C국)에 투자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면 그 가운데 일부를 A국 감축으로 인정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국가들에 배출 할당량을 부여한 후, 해당 국가들이
서로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자료 : 환경부(2016.5)

표 3 : 파리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비교

구분

파리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목표

2°C 목표 설정,1.5°C 목표 달성 노력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1차: 5.2%, 2차: 18%)

범위

온실가스 감축 외에 적응, 재원, 기술이전,
역량배양, 투명성 등을 포괄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

감축 의무국가

주로 선진국

모든 당사국

목표 설정 방식

상향식

하향식

복표 불이행시 징벌 여부

비징벌적

징벌적

목표 설정 기준

진전원칙

특별한 언급 없음

지속 가능성

종료시점을 규정하지 않아
지속가능한 대응 가능

공약기간에 종료시점이 있어
지속가능성에 의문

행위자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 독려

국가 중심

자료 : 환경부(2016.5)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중국과 인도에 감축 의

약기간에 벌칙으로 부과해 많은 국가들이 불참했다

무가 부과되지 않는 등의 제도적 한계도 있었다.

고 판단하고,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았다. 그

이에 세계 각국은 2011년 제 17차 당사국총회에서

러나 산업화 이전 수준과 비교해 지구 평균 온도가

2020년 이후 적용할 새로운 기후체계 수립에 합의

2°C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배출량을 줄이자는 명확

하였고, 2015년 12월 12일 제 21차 당사국총회에

한 목표를 설정하였고, 감축 대상 국가를 모든 당

서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채택하였다.

사국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종료 시점을 별도로 규

파리기후변화협약은 기존 교토의정서가 감축 의
무 불이행 국가에게 감축의무량의 1.3배를 다음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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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불신과 정치·경제적 이유로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 선언한
트럼프 정부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 선언의
실효성은 아직 의문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를 선언했음에도 실제 얼

그렇다면 2016년 9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

마나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대로 진행될지는 미지

령이 비준한 파리기후변화협약을 트럼프 대통령은

수이다. 캘리포니아, 뉴욕, 워싱턴, 버지니아, 뉴저

왜 탈퇴하려고 할까.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기후변

지 등 20개 주정부가 이번 당사국총회에 참석하였

화에 대한 불신이 가장 큰 이유이다. 트럼프 대통

고 블룸버그 뉴욕시 전 시장, 재리 브라운 캘리포

령은 선거 유세과정에서 “기후변화는 날조되었다”,

니아주 주지사 등은 110개 도시, 1천개 이상의 기

“미국의 사업을 방해하려는 중국의 사기극”이라는

업들과 연대해 ‘미국의 약속’이라는 캠페인을 시작

거친 표현을 하며, 당선 시 협약 탈퇴를 기정사실

하겠다고 발표했다. 대외적으로는 내전 중인 시리

화했었다. 미 항공우주국(NASA) 출신의 존 씨온

아까지 2017년 11월 파리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하면

(John Theon) 박사와 같이 일각에서는 이산화탄

서, 미국만이 미가입 국가로 남게 돼 트럼프 행정

소가 지구 온난화나 기후 변화를 일으킨다는 근거

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가입국은 협약 발

가 없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고, 트럼프 대통령

표 4년 이후 탈퇴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이 탈퇴

은 이러한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두 번째로, 파리

를 감행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를 2개월 앞둔

기후변화협약이 미국에게 경제적으로 손해라는 계

2020년 11월이 될 것이다. 대내외적인 압박 속에

산이다. 실제로 미국 국가경제연구협의회(NERA)

트럼프 정부의 탈퇴 선언이 유지될 수 있을지 지켜

는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 시 2025년까지 270만개

보면서, 미국의 탈퇴 감행 시 당사국인 우리나라가

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또한 온

파리기후변화협약 목표 달성을 어떻게 이루어야

실가스배출 감소를 위해 43개국이 참여한 녹색기

할지 구체적인 대응방안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후기금 1차분 100억 달러 가운데 30억 달러를 미
국이 부담하기로 결정한 것도 부당하다는 입장이
다. 마지막으로 망중립성 폐지, 법인세 인하 등 과
거 민주당 정부가 추진하던 정책들과 각을 세우는
공화당 및 트럼프 정부의 정치적 입장이 기후관련
정책에 반영되었다는 의견도 있다.

참고문헌
환경부(2016.5.), 「교토의정서 이후 신 기후체계 파리협정 길라잡이」.
The NewYork Times(2017.11.12.), “At Bonn Climate Talks, Stakes Get
Higher in Gamble on Planet’s Future”, https://www.nytimes.
com/2017/11/18/climate/un-bonn-climate-talks.html (2017.12.13. 접속)
연합뉴스(2017.11.13.), 「카니발인가 시위인가…시선 끈 독일 본 기후변화 반대
시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1/13/0200000000A
KR20171113000800082.HTML?input=1195m (2017.12.13. 접속)
연합뉴스(2017.11.16.), 「기후회의서 美 일부 州·기업 “트럼프 반대한 파리협
약 준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1/15/0200000000
AKR20171115208400082.HTML (2017.12.13.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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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유럽연합의 Horizon 2020:
300억 유로 투자계획(’18~’20) 발표
글 : 장 훈 (hoonjang@stepi.re.kr)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지난 2011년, 유럽연합(EU)은 당시 세계 경제에

지막 사업 기간의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우

몰아친 금융위기에 따른 저성장, 실업률 증가 등

선순위가 높은 주요 과제를 선별, 집중투자하기

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

로 했다는 점이다. 우선 이번 단계의 투자 총액은

기 위해 유럽연합의 연구개발프로그램인 Horizon

300억 유로로, 직전 단계(2016~2017)의 투자 총

2020을 발표했다. Horizon 2020은 2014년부터

액인 170억 유로와 비교해 연간 투자액 기준 약 15

2020년까지 총 800억 유로 규모의 예산을 연구

억 유로(약 2조 원)가 증액되었다. 특히, [그림 2]

개발에 투자해, EU를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

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Excellent Science와

술 연구 거점으로 발전시키고, 관련 분야에서 선

Societal Challenges 부분 예산이 증액된 것이 눈

도적 리더십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에 띈다. 참고로, Societal Challenges 분야의 경

를 위해 Horizon 2020에서는 3대 우선 과제(우

우 직전 단계 예산 대비 연평균 6.7억 유로가량 증

수과학육성: Excellent Science, 산업리더십 강

가해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화: Industrial Leadership, 사회적 과제 해결:

또한 Horizon 2020 사업 이후의 EU 주도 연

Societal Challenges)를 선정하고, 과제별 목표 달

구 개발 사업 연계를 위한 체계인 유럽혁신의회

성을 위해 효과적인 연구 지원체계를 마련해 시행

(European Innovation Council, EIC) 신설에 약

1)

하고 있다.

27억 유로를 배정했다. 그리고, 총액(Lump-sum)

그리고 지난 10월 말, Horizon 2020의 마지막

Pilot 프로젝트를 통해 연구 지원자들의 행정적

단계(2018~2020) 투자 계획이 발표되었다. 몇 가

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European Open Science

지 눈에 띄는 점 중 하나는, EU 집행위원회가 마

Cloud와 같은 연구 결과 공개 및 지식공유 플랫폼

1) 올봄 발표된 Horizon 2020 사업에 대한 중간평가결과에서, Horizon 2020 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전체 응답자의 90%
이상이 Horizon 2020이 유럽연합이 직면한 도전적 과제에 잘 대응하고 있다고 했고, 경제적 효과와 사회적 영향도 크다고 대답했다.
(출처: https://ec.europa.eu/research/consultations/interim_joint-undertakings_h2020/consultation_en.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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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Horizon 2020 사업의 마지막 단계 투자 계획

자료 : https://ec.europa.eu/programmes/horizon2020/en/news/horizon-2020-work-programme-2018-2020)

Horizon 2020 이후 진행될 새로운 연구 개발 프로

그림 2 : Horizon 2020 사업의 사업 단계 별 투자액 비교
4000

2016~2017 2018~2000

연평균 투자액

3500

그램 (가칭, Framework Programme 9)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000

본고에서는, EU집행위원회가 발표한 투자 계획

2500

중 주목할 만한 부분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고, 최

2000

근 확정된 2018년 우리나라의 R&D 예산안과 비교

1500

해 몇 가지 시사하는 바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1000
500
0

Excellent Science

Industrial
Leadership

투자 분야

Societal
Challenges

Spreading
Excellence &
Widening
Participation

자료 : 저자 작성

유럽혁신의회 신설
본 사업계획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EIC2)
의 신설이다. 유럽혁신의회는 혁신적 기업이 사업

개발에 약 26억유로를 배정했다. EU 집행위원회

을 신속하게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새로운

는 이러한 Horizon 2020의 마지막 단계 투자가,

시장 창출 및 혁신적 아이디어 개발을 장려하는 것

2) 참고로, EIC는 2020년까지 시범적으로 운영되며 2012년 이후 시작될 새로운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본격적으로 조직의 구성이나 기능이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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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약 27억 유로(약 3.5

행동, 자원 효율화 및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 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기존의 관련 예산 지원

고용 확대와 투자에 약 10억 유로(약 1.2조 원)를

사업 (FET-Open, Horizon Prizes 등)을 EIC의

투자할 계획이다.

관리 범주에 넣어, 혁신활동 지원 창구를 일원화
했다. 또한 모든 연구 지원을 상향식(Bottom-up
proposal)으로 바꿔, 지원 분야와 기술 범위의 제
한을 최소화했다.

3) 유럽 산업의 디지털화
EU 집행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해당 분
야의 경쟁력 제고뿐만 아니라, 기술응용 분야(예,
제조업)의 발전, 사회공헌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

정치적·사회적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의
문제 해결 집중

다는 점을 강조하며 인공지능, 로봇, 차세대 통신
기술, 고성능 컴퓨팅 기술 및 IoT 등의 디지털 기
술 개발에 17억 유로(약 2.2조 원)를 배정했다. 또

Horizon 2020의 마지막 단계 사업의 주요 특징
은, EU가 직면하고 있는 정치적·사회적 우선순위

한, 위원회는 추후 이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를 긍
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 높은 분야의 문제 해결을 위한 집중 투자다. 투
자액으로만 보더라도 직전 단계에 비해 이번 단계

4) 보안 및 이주

의 투자액은 약 두 배 가까이 증액되었다 (39억 유

EU집행위원회는 테러리즘, 사이버 범죄, 자연재

로 → 80억 유로). EU 집행위원회는 저탄소 및 기

해와 같이 국민의 삶을 직접 위협하는 요인과 이에

후변화, 순환경제, 유럽 산업과 서비스의 디지털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에 약 10억 유

화, 보안을 중점 연구 분야로 정하고 각 분야에 대

로(1.2조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한 집중 투자를 통해 해당 분야에서의 확실한 리더

EU 집행위원회는 극단적 이데올로기, 이주 등 현

십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재 유럽 사회의 주요 사회과학관련 연구에도 예산
을 배정했다.

1) 저탄소 및 기후변화
EU 집행위원회는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따라,

R&D 협력 강화

탄소 저감 및 기후 탄력성을 갖추기 위한 연구에
33억 유로(약 4.2조 원)를 배정했다. 구체적으로,

Horizon 2020 사업의 특징은, EU와 非 EU 국

재생가능에너지와 빌딩의 에너지 효율성, 에너지

가와의 연구개발 협력 지원이다. EU는 연구개발의

저장 솔루션 구축(예, 차세대 배터리) 등의 분야에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약

20억 유로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10억 유로(약 1.2조 원)를 투자해 세계 여러 나라와
30여 개의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

2) 순환 경제
EU 집행위원회는 지속가능한 개발, 기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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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아프리카 국가들과는 식량 안보 및 재생 에너
지와 관련한 연구개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다행히, 우리나라의 R&D 투자 방향도 기존의 추
격형 R&D 전략에서 선도형 R&D 전략으로 전환하
기 시작했다. 내년 R&D 예산안에 따르면, 창의와

경제발전 그 이상의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 R&D 투자전략 필요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연구자 중심 지원을 늘리고,
국민 체감형(복지, 재난 재해 등) R&D 예산이 대
폭 증액되었다. 물론, 투자 총액이나 R&D 예산 증

범국가적이고 장기적인 비전을 바탕으로 계획된

가율이 선진국과 비교해 현저하게 낮은 우리나라

EU의 Horizon 2020과 한 국가의 R&D 계획을 단

입장에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모두가 만족하는

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대두

예산안을 수립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지금 이 시

된 우리나라의 R&D 투자 방향의 문제와 개선 노

점은, 시류를 쫓는데 급급한 투자보다는 장기적인

력 등에 비추어 볼 때, 몇 가지 생각해볼 대목이 있

비전을 가지고 글로벌 R&D 리더십을 갖출 수 있

다. 그중 하나는 연구개발의 목적이다.

도록, R&D 투자 전략을 재편하기 위해 더욱 노력

그동안 우리나라의 주 R&D 투자 목적은 경제

해야 할 때임은 분명하다.

발전이었다. 즉, 경제 발전을 위해 응용개발 분야
에 대한 집중 투자를 하고, 이를 토대로 최대한 단
기간 내 선진국의 기술과 산업을 따라잡는다는 일
종의 ‘시대유효적 어젠다’가 우리나라 R&D 투자의
주요 목표 중 하나였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추격
형 R&D 전략의 한계가 드러남에 따라, 국가 R&D
전략의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해졌다.
이를 위해 참고해 볼 만한 사례로 Horizon 2020
을 들 수 있다. Horizon 2020의 주요 목표는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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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국 인터넷 기업 텐센트의 ‘Imitation to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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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난
중국 모바일 플랫폼 지배자 텐센트

1998년, 마화텅(馬化騰, Pony Ma)과 장즈둥(張
志東, Tony Zhang) 등 5명이 창업한 텐센트(텅쉰
(騰訊)의 성공 과정에는 크게 3번의 기회 포착 및 실

텐센트의 시가 총액이 최근 5천억 달러(540조

현이 있었다. 바로 QQ, Wechat, 그리고 게임이다.

원)를 돌파하였다. 페이스북을 뛰어넘어 BAT(바

먼저 텐센트가 설립 초기 내놓은 PC 메신저 ‘큐

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중 선두가 됐을 뿐 아니

큐(QQ)’는 서비스 시작 반년도 되지 않아 당시 글

라 글로벌 톱 5까지 진입했다. 아시아 최초 half-

로벌 PC 메신저 시장 강자였던 마이크로소프트의

trillion dollar의 기업으로 거듭난 텐센트는 어떻

MSN을 제치고 1999년 10월 가입자 기준 100만 명

게 20년 만에 이토록 폭발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

을 돌파했다. 이어 2002년 3월에는 1억 명을 넘어

었을까?

섰다. 통신 속도가 느리던 당시의 중국 인터넷 환

그림 1 : 텐센트 성장의 주요 사건

자료 : https://qph.ec.quoracdn.net/main-qimg-72e157ee799e49b23b73ecf1acce308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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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에서는, 여러 패키지 프로그램을 함께 내려받아

플랫폼 전략을 구사했다. 메신저를 중심으로 한 생

야 했던 MSN보다 훨씬 빠르고 편리하다는 장점을

태계가 구축되고 난 뒤에는 검색, 광고, 쇼핑, 금융

보유하고 있었다.

등 새롭게 덧붙이는 사업마다 수억 명의 이용자가

두 번째로, PC 메신저 시장에서의 성공을 바탕

모여들었다.

으로 2000년 4월에는 통신업체 차이나모바일 초

이처럼 텐센트 성장의 원동력이 된 QQ는 이스

기 협력사가 되었고, 그리하여 PC 메신저와 휴대

라엘 벤처가 개발한 메신저 ‘ICQ’를 중국어 버전

폰 문자 메시지를 연동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

으로 개조한 것이었다. 텐센트의 차별점은 소프트

다. 중국의 모바일 보급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웨어의 부피를 줄여 다운로드 시간을 타사 메신저

‘모바일 QQ’의 한 달간 휴대폰 문자 메시지 발송

의 1/3 수준으로 감소시킨 점이다. 이를 통해 QQ

총량은 3천만 건에 달했다. 이후 2011년 텐센트는

는 순식간에 중국 전역에 퍼질 수 있었다. 위챗 역

모바일 메신저 ‘위챗(Wechat)’을 출시하였고, 현재

시 비슷했다. 기존의 모바일 메신저를 벤치마킹해

총사용자 9억 명, 일평균 발송 메시지 380억 건을

서 작고 편리한 기능들을 지속적으로 추가했다. 그

기록하는 거대 플랫폼으로 거듭났다.

결과 QR코드를 접목하고, 결제시스템을 조기에 안

마지막으로, 텐센트는 온라인 게임 영역에 진출

착시키면서 빠르게 시장을 독점해 나갈 수 있었다.

하며 사업 다각화를 시도했다. 폭발적으로 성장하

다른 사업분야에서도 텐센트는 모방을 기본으

던 중국의 게임 시장 수요를 파악하여, 2008년 ‘던

로 한 가이젠(改善) 형식의 혁신전략을 구사해왔다.

전앤파이터’와 ‘크로스파이어’를 성공적으로 퍼블리

2003년 뉴스 포털 사업(QQ닷컴)에 진출했을 때도

싱했고, 두 게임 동시 접속자 수로 각각 400만 명,

다른 포털을 모방했다. 하지만 기존 강자였던 시나

300만 명을 기록하였다. 2017년에는 블루홀에 투

닷컴과 달리 QQ 메신저를 통한 신속한 뉴스 배달

자하고 배틀 그라운드의 중국 판권을 확보해 배틀

서비스 채팅 서비스 도입, 가상 아이템 판매, 사이버

그라운드 모바일을 공개했다.

머니 ‘QQ캐시’ 도입 등을 통해 차별화에 성공했다.

텐센트의 기회실현 전략
① 모방과 가이젠(改善)

텐센트의 기회실현 전략
② M&A

텐센트의 모바일 메신저 위챗은 현재 9억이 넘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한 텐센트의 도약을 위한 두

는 유저를 보유하고 있다. 텐센트 초기 성장의 핵

번째 핵심 전략은 바로 M&A이다. 리그오브레전드

심 동력이 ‘국민 PC 메신저’ QQ 였다면, 텐센트의

(LOL)의 개발사 ‘라이엇게임즈’와 클래시오브클랜

전성기를 일구고 있는 핵심동력은 ‘국민 모바일 메

을 만든 핀란드 모바일 게임사 ‘슈퍼셀’을 10조 원이

신저’ 위챗이라고 할 수 있다. 텐센트는 QQ와 위

넘는 금액에 인수했다. 이 밖에도 에픽 게임즈, 엑티

챗을 통해 게임 광고를 하고, 별도의 가입 절차 없

비전 블리자드에 굵직한 투자를 해오고 있으며, 최

이 QQ 아이디로 간단히 게임을 즐길 수 있게 하는

근에는 테슬라의 지분 5%를 차지하였고, 미국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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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위챗 기반 연관 서비스

자료 : https://www.linkedin.com/pulse/your-eyes-only-nextgen-robo-advice-simon-bussy/

표 1 : 2016년 이후 텐센트가 10억 달러 이상 투자한 회사

텐센트

인수회사명

국적

분야

투자 규모($)

Flipkart

인도

전자상거래

14억

Tesla

미국

자동차

18억

China Music Corp

중국

온라인 음악

27억

디디츄싱

중국

교통 운수

45억

Supercell

핀란드

온라인 게임

86억

Meituan Dianping

중국

티켓 예약, 식당 리뷰

33억

Lufax

중국

금융

12억

자료 : 백서인·김단비(2017)

벤처 ‘스냅’ 지분 12%를 사들였다. 한국 기업 중에는

또한 텐센트는 위챗이라는 독보적인 플랫폼을 바

카카오, 넷마블, 파티 게임즈, 블루홀 등에 지분투

탕으로 시장을 독점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

자를 했다. 이 같은 적극적인 M&A와 지분 투자 전

미 단순한 모바일 메신저를 넘어서 모든 서비스의

략은 텐센트의 경쟁 상대 출연을 방지하고 핵심 역

핵심 플랫폼으로 부상한 위챗을 바탕으로 게임, 커

량을 흡수하는 효과를 내고 있는데, 텐센트가 인수

뮤니티, 결제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막대

한 라이엇 게임즈와 슈퍼셀은 분기당 조 단위 매출

한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 와 ‘범주의 경제

을 내며 텐센트의 주 수익원으로 거듭났다.

(economy of scope)’ 효과를 바탕으로 새로 진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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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 중국의 BATJ가 투자한 중국의 유니콘들

자료 : CBInsight(2017)

분야에서도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하는 것이 텐센트

들을 제치고 글로벌 Top 5로 성장한 데는 남다른 의

의 방식이다. 또한 경쟁자는 과감히 인수해버리기도

미가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모방을 넘어서 세계 최초

하고, 독과점 상태에 있는 시장 상황에서는 경쟁자

의 서비스와 기술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텐센트의 모

와 전략적 제휴를 맺는 등 시장의 독점에 집중하고

습은 성장 동력을 상실해 가는 다른 국가에도 많은

있다. 현재 중국에서 서비스 중인 대부분의 O2O 서

점을 시사하고 있다. 텐센트가 단순한 내수형 카피

비스는 텐센트가 대주주로 있는 경우가 많다.

캣으로 머물지, 아니면 진정한 글로벌 혁신기업으로
거듭날지 앞으로의 행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

카피캣? 새로운 혁신기업?

로 보인다.

텐센트의 성공을 두고 과도한 정부의 지원과 보호
속에 내수시장 특수 효과를 누린 수혜자라는 시각부
터, 철저한 카피캣으로 중국과 같은 지재권 취약지
대에서만 가능한 성공 방식이라는 의견이 다수 존재
한다. 실제로 텐센트의 성공에는 다른 기업의 아이
템을 차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창업한지 20년 만에 동일하게 심지어 더욱 과한 보
호와 지원을 더 오랜 시간 받아온 다른 중국의 기업

참고문헌
백서인, 김단비(2017), 「중국의 디지털전환 동향과 시사점: 제4차 산업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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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슈퍼아시아 제작팀(2017), 「슈퍼아시아: 세계경제를 뒤흔드는 아시아
의 힘」, 가나출판사
吴晓波 (2017), “腾讯传: 1998-2016: 中国互联网公司进化论”, 浙江大学
出版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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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OECD는 ‘OECD STI Scoreboard

방안들을 마련하는 데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2017: 디지털 전환(the digital transformation)’

있을 것이다. 아래에서는 이번 OECD 보고서에 담

을 발간하였다. 격년으로 발간되는 OECD STI

긴 핵심 내용들을 소개하고, 디지털 전환의 대응

Scoreboard는 회원국 및 기타 주요국의 과학, 기

관점에서 우리나라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

술, 혁신, 산업 분야 주요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

보고자 한다.

결과를 제공하는데, 이번 보고서에서는 특히 디지
털 전환 관점에서 200여 개의 지표 현황을 제시
하였다. 이는 2017-2018 OECD의 중심 의제인

ICT 기술 강국으로서의
한국의 위상 재확인

‘디지털화(digitalization)’의 정책적 논의를 위
한 기본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OECD는 디지털 혁명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빠

최근 많은 국가들은 디지털 전환에 주목하며

르게 전개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특히 한국을

ICT기술(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IoT)과 인공

포함한 신기술 특허 상위 국가들에 주목하였다.

지능(AI) 기술 개발에 전력을 쏟고 있다. 그와 동시

2012-2015년 상위 20개 ICT 신기술 관련 특허

에 디지털 전환이 가져올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

에서 상위 5개 국가(한국, 미국, 일본, 중국, 대

응할 정책적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우

만)가 차지한 비중은 69~98%에 이르는 것으로

리나라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국정과제의 핵

나타났다([그림 1] 참조1)). 이 가운데 한국의 비중

심 요소로 논의되고 있는 주제다. 이러한 시점에

은 10~46% 수준으로, ICT 기술 강국으로서의 지

디지털 전환에 대한 지표별 통계자료는 글로벌 동

위가 재확인되었다. IT 제조 부문에서도 1995년

향과 우리나라의 현 위치를 파악하고 정책적 대응

세계 9위였던 한국은 2011년 세계 3위의 IT 허브

1) 본고에서는 독자의 편의를 위해 STI Scoreboard 2017 원문에 사용된 그림 번호와 제목을 자료 부분에 표기해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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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ICT 신기술 특허 상위 국가, 2012~2015년
미국
독일

일본
스웨덴

한국
프랑스

중국
캐나다

대만

특허 수, 천 개

자료 : STI Scoreboard 2017, 그림 5 Top players in emerging ICT technologies, 2012-15. (OECD, STI Micro-data Lab: Intellectual
Property Database, http://oe.cd/ipstats, June 2017.)

그림 2 : 세계 상위 AI 특허 보유 R&D 기업의 국가별 비중(본사 위치 기준), 2012~2014년
최상위 5개 국가

%
40
30

3

20

2

10

1

0

일본

한국

미국

대만

기타 국가

%
4

중국

0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핀란드 캐나다 영국 스웨덴 스위스 인도 아일랜드 덴마크벨기에

자료 : STI Scoreboard 2017 그림 25 Artificial Intelligence patents by top R&D companies, by headquarter’s location, 2012-14.
(OECD calculations based on JRC-OECD, COR&DIPⒸ Database v.1. and OECD, STI Micro-data Lab: Intellectual
Property Database, http://oe.cd/ipstats, July 2017.)

국가로 부상하였다.

서 아시아의 일본·한국·대만·중국 내 R&D 수

AI 기술 분야에서도 한국은 일본, 미국, 대만, 중

행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에 이른다. 그

국과 함께 선도적인 지위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되

중 한국에 본사를 둔 기업들의 비중은 20%로, 18%

었다. 세계 상위 2천 개 R&D 투자기관 및 해당 계

에 머무른 미국 기업의 비중보다도 높았다([그림

열사가 소유하고 있는 AI 관련 전체 발명 건수에

2] 참조). 또한, IP52) 특허를 보유한 상위 50대 기

2) 대표적인 5개 특허기관들(EPO, JPO, KIPO, SIPO, USPTO)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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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중 30개 기업의 본사가 아시아 지역에 있고, 이

10% 발간물 중 14%의 비중을 차지하며 미국(25%)

중 6개 기업이 한국에 있다.

에 이은 과학 선진국으로 성장하였다([그림 4] 참

한국은 산업용 로봇3) 분야에서도 선전하고 있

조).

는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한국의 로봇 집적도(전

2016년 머신러닝 분야 인용 건수 상위 발간

체 산업용 로봇 재고를 제조부가가치로 나눈 값)는

물 부문에서도 중국은 미국 다음으로 선전하였다

OECD 평균의 약 3배 수준으로 나타난다. 특히 산

([그림 5] 참조). IT 제조 부문에서도 중국은 2011

업용 로봇 기술 개발에서 한국은 2015년 당시 로봇

년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IT 허브 국가로 올라섰

집적도 부문에서 일본을 제치고 선두를 차지하였

으며, 2017년에는 M2M(Machine-to-machine

다([그림 3] 참조).

communication) 심 카드 계약의 44%(미국의 약 세
배)를 차지하면서 IoT 강국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디지털 혁명의 주축으로 중국의 부상
융합적 역량에 대한 필요성 대두
중국은 전세계 디지털 혁명 전반을 선도하는 국
가로 부상하였다. 중국은 지난 15년 간 과학 연구

OECD 보고서는 디지털 경제로 이행하는 데 ICT

에 집중 투자해왔으며, 2016년에는 인용 건수 상위

기술 개발 뿐만 아니라 융합적 역량을 갖춘 인재가

그림 3 : 로봇 집적도 상위 국가 및 BRICS 국가, 2005년과 2015년
산업용 로봇 재고를 제조부가가치로 나눈 값
로봇 집적도 상위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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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STI Scoreboard 2017 그림 28 Top robot-intensive economies and BRICS, 2005 and 2015. (OECD calculations based on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obotics data, and the World Bank, Word Development Indicators Database, September 2017.)
3) 이번 OECD 보고서에서 산업용 로봇(industrial robot)은 ISO 8373:2012에 의거, “자동적으로 통제되고, 재프로그래밍될 수 있으며, 3개 이상의
기준으로 다목적 조작이 가능하며, 자동화시스템에서 고정되어 있거나 모바일로 이용 가능한 제품(an automatically controlled,
reprogrammable, multipurpose manipulator programmable on three or more axes, which can be either fixed in place or
mobile for use in industrial automation applications)”으로 정의된다(OECD, 2017a, p.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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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 과학발간물 인용 건수 상위 국가의 글로벌 비중, 2005년과 20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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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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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STI Scoreboard 2017 그림 11 Economies with the largest volume of top-cited scientific publications, 2005 and 2016.
(OECD calculation based on Scopus Custom Data, Elsevier, Version 4.2017, July 2017.)

그림 5 : 머신 러닝 관련 인용 건수 상위 발간물 국가별 현황, 2006년과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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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STI Scoreboard 2017 그림 27 Top-cited scientific publications related to machine learning, 2006 and 2016. (OECD
calculations based on Scopus Custom Data, Elsevier, Version 4.2017; and 2015 SCImago Journal Rank from the
Scopus journal title list (accessed June 2017), July 2017.)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ICT 기반 산

융합적 능력을 지닌 사람들은 보다 독립적으로 일

업의 임금은 타 산업보다 높게 나타나는데, 여기

하고, 창의적인 일들을 수행하며, 지속적으로 변화

에는 종사자의 ICT 기술과 계량화 역량, 수리력,

하는 환경들에 대응할 수 있어 디지털 시대에 적합

STEM 교육 수준 뿐만 아니라 자기조직화(self-

하다고 분석됐다.

organization), 관리 능력, 소통 역량의 영향도 큰
것으로 분석된다. 디지털(digital-intensive) 산

디지털 전환의 도전 과제: ‘격차’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인지능력(예: 문해력, 수
리력, 문제해결능력 등)과 비인지적·사회적 능력

많은 국가에서 디지털 전환 노력이 전방위적으로

(예: 소통역량, 창의력 등)이 모두 높게 나타난 것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회·경제적 격차는 디지털

이 이를 방증한다([그림 6] 참조). OECD 보고서는

시대에서 해결되어야 할 도전과제로 꼽힌다. 그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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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25%만이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활용하며 이

첫째, 디지털 기술 개발의 핵심인 민간 R&D가

마저도 대기업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소기업은

일부 선진 국가에 편중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세

22%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 상위권에 있는 2천 개 글로벌 기업 70%의 본사

셋째, 국가 간 ICT 사용 격차는 조금씩 줄어드

가 미국과 일본, 중국에 위치해 있고, 이들은 전 세

는 추세이나, 지역 간, 개인 간 격차는 여전히 큰

계의 ICT 관련 특허 중 75%, ICT 관련 디자인의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 중 일부 선진국에

50%, AI 관련 IP5 특허 중 75%를 소유하여 디지

서는 거의 모든 개인이 인터넷 기기를 사용하고 있

털 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 브라질, 중국, 남아프리카의 16~74세 인구 중

둘째, ICT 기술의 산업별 활용도도 균등하지 않

절반 이상이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국가 간 디지털

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 세계적으로 ICT 기술 개발

사용 격차는 조금씩 좁혀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세

이 타 산업 부가가치에 기여하는 정도가 19~34%

대, 교육 수준, 지역의 차이에 따른 ICT 활용격차

이고 중국에서는 41%까지 달하였으나, 산업별 격

는 남아 있다. 예를 들어, 55~74세 인터넷 이용자

차는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IT 서비스와 통

가 덴마크,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에서

신 산업 전반에서는 디지털 기술 집적도가 높은 반

는 90% 이상인 반면, 터키에서는 20% 미만이다.

면, 농업이나 광업, 부동산업에서는 현저히 낮은

넷째, ICT를 포함한 과학기술분야의 성별 격차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간 ICT 활용 비율에서도 차

도 문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OECD 회원국 내

이가 나는데, 2016년 기준으로 OECD 국가 내 대

자연과학, 공학, ICT 분야 대졸자 중 여성의 비율

부분 기업이 인터넷 광대역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은 평균 30% 정도에 불과하다. 또한 과학 연구 발

그림 6 : 디지털 산업과 비-디지털 산업의 직무 역량 비교, 2012년 혹은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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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STI Scoreboard 2017 그림 32 Skill levels in digital and less digital-intensive industries, 2012 or 2015. (OECD calculations
based on OECD Programme for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PIAAC) Database, June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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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물 저자 중 22%만이 여성이며, 특허 분야에서는

재를 육성하고, 다양성이 공존하는 연구개발 조직

여성의 비중이 많은 경우 15%(포르투갈), 적은 경

을 만드는 정책적 노력이 절실하다. 지난 몇 년 동

우 4%(오스트리아)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안 인문학과 융합 등이 강조되긴 하였지만, 현재의

특히 성별 임금 격차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

우리나라 교육훈련 시스템에서 과학기술 역량과

었다. 개인 사정 혹은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인문학적 통찰력, 경영학적 마인드 등이 결합된 인

여성은 남성보다 현저히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재나 조직 육성은 어려워 보인다. 급변하는 환경에

나타났다.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문제해결능력을 지닌 인재들이 요구되는 만큼, 교

정책적 시사점

육제도나 훈련의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

이번에 발표된 OECD STI Scoreboard는 한국

마지막으로, 디지털 전환은 단순히 기술경쟁력

의 ICT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해주고 있지

을 선점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인터넷 보

만, 중국의 추격이 발밑에 와 있는 상황 또한 명확

급이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쳤

하게 보여주고 있다. 또한 디지털 격차의 확대 및

던 것처럼, 디지털 혁명은 사람들의 가치판단에 영

융합 역량의 필요성 등 도전과제들도 제기하고 있

향을 미치고 생활패턴을 변화시키며, 사회적·경

다. 아래에서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글로벌 흐름에

제적 계층 변화까지도 불러올 수 있다. 이러한 관

서 우리의 국정과제인 ‘4차 산업혁명’이 지향하여

점에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개발될 때, 이에

야 할 정책적 방향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본다.

적응하지 못하거나 혹은 아예 접근하지도 못하는

첫째, 기존의 과학기술 전략으로는 ICT 기술선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는 새로운 유형의 심각

도국이라는 우리나라의 입지를 유지하기 어렵다.

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 향후 디지털 혁명이 가

중국은 추격(follow-up) 전략으로 비교적 빠른 시

져올 광범위한 변화에 대한 예측과 예상되는 부작

간 안에 기술 강국이 되었던 우리나라의 경험을 벤

용들에 대한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치마킹했다. 동시에 중국 정부의 중앙 집중적인 지
원과 우수인력 확보, 규제 개혁, 거대한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ICT 선도국의 지위를 빠르게 확보하고 있
다. 반면 우리는 여전히 추격형 R&D 전략, 기술공
급자 중심의 과학기술정책 등 과거 패러다임에 머
물러 있어 선도국의 지위를 위협받고 있다. 보다 도
전적인 연구개발과 시장지향적 과학기술혁신이 이
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R&D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
하다.
둘째, 디지털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융합 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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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에게 2017년은 우리 역사의 주요

산업혁명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과 거버넌스가 만

한 분기점이 되는 한 해로 기억될 것이다. 지난해

들어졌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

말부터 시작된 국정농단사건의 진실이 밝혀졌고,

의 영향과, 그에 따른 결과가 일찌감치 나타나고

사상 첫 대통령 탄핵 사태를 맞이했다. 이 과정에

있다. 또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에너지정

서 국민들의 목소리와 바람이 평화적이고 민주적

책, 지진·미세먼지 등 재해재난에 대한 과학기술

인 방식으로 모아지며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였다.

의 역할 강조, 북한의 국방기술성장 등 국내외적으

정치로 인해 사회가 어지럽혀지고 혼란스러워지는

로 굵직한 이슈들이 우리의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치욕의 순간도 있었지만, 더 나은 세상을 향한 국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2017년 한 해 동안 사회

민들의 열망 가득한 자랑스러운 순간도 있었다. 이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던 국내외 과학기술계

러한 배경에서 탄생한 정부는 사람을 가장 앞에 내

의 주요 이슈를 분석하여 10대 이슈를 선정하였다.

세우며 경제·사회·과학기술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해당 이슈들을 회고해보며 그 의의와 시사점을 되

그동안 과학기술계는 성과우선주의 논리에 치우

짚어 보도록 하겠다.

쳐, 연구기획·수행·관리 등에서 전반적으로 사
람보다는 결과를 먼저 들여다보았다. 하지만 새 정
부는 과학기술계도 사람 중심적으로 변화해야하

① 4차
 산업혁명의 실현을 위한
정책적 노력 가속화

고, 특히 연구자와 정부, 국민 사이의 소통을 강화
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장기적으로 필요한

4차 산업혁명은 산업 및 사회 각 영역의 디지털

기초연구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과학기술

전환을 의미한다. 2016년 초 다보스 포럼을 통해

계의 오랜 문제였던 비정규직 연구원의 정규직 전

이 용어가 소개됐고, 알파고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

환도 함께 본격적으로 고민되었고, 현재 해결방안

사회의 뜨거운 관심을 받게 되었다. 4차 산업혁명

을 찾아가고 있다.

이라는 용어가 소개된 당시로서는, 26가지 유망 기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과 함께 2017년에는 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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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 STEPI 선정 10대 이슈 및 발생 시기

이슈

시기

4차 산업혁명 실현을 위한 정책적 노력 가속화

1, 4, 11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약진

1~12월

탈원전 에너지전환으로의 정책적 변화

6월~12월

재해재난 R&D혁신 요구 증대

9월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국방 R&D 역량강화목소리 확대

2월~12월

국내 첫 인터넷 전문은행의 출범

4월~7월

가상화폐 열풍

10~12월

다양한 산업분야에서의 블록체인 활용가능성 증대

2월

혁신성장을 위한 바이오산업 규제완화: 유전자 가위 중심으로

9월

중국의 양자통신 굴기(屈起)

6월

자료 : 저자 작성

한데다, 새로운 혁명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제

4차 산업혁명은 지난 정부와 새 정부를 막론하

시된 것도 아니었다. 따라서 지난 2년 남짓 4차 산

고 중요한 키워드로 자리매김했고, 따라서 이에 대

업혁명을 둘러싸고 그 실체가 있는지, 또 미래는

응하는 여러 굵직한 정책들이 수립되어왔다. 지난

어떠할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지속됐다. 그 열

1년여 간 4차 산업혁명에 직접적으로 초점을 맞추

기는 한 매체의 기사에서도 잘 드러났는데, 학술논

어 발표한 종합대책은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문 사이트 디비피아(DBpia)에서 발표한 2017년 상

2016년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된 ‘제 4차 산

반기 논문 이용 순위 50선에 4차 산업혁명 관련 논

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이

문이 전체의 절반 이상인 26편을 차지하는 것으로

다. 4차 산업혁명의 용어가 전면에서 사용되기 보

1)

나타났다 . 4차 산업혁명이라는 화두가 모든 부문

다는 각 부문에서 지능정보기술을 적극 활용하며,

에 확산되어 다소 과열됐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향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 ‘인간

있지만, 신중하게 접근하고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중심 지능정보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를 선

할 중요한 사회적 변화가 오고 있음에는 공감대가

언했다.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2017년 3월에는 기획재정부의 중장기전략위원

1) 한국대학신문, “상반기 학계논문이용횟수 1위는 ‘4차 산업혁명’” (2017. 7. 30)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77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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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 계획 요약

자료 : 4차산업혁명위원회(2017.

11. 30),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회에서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

획’이 발표되었다. 사람중심경제 및 공정경제를 강

제’를 발표했다. 기술·산업·인재·노동시장 등

조하고 있는 현 정부는 경제성장에 대한 전략을 함

의 영역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지능정보사회 중장

께 제시할 것에 대한 요청을 받아왔다. 본 계획을

기 종합대책과 유사하지만, ‘혁신 촉진을 위한 규

통하여 정부는 4차 산업혁명으로 경제성장을 이루

제 개선’과 같은 과제를 가장 먼저 꼽는 등 ‘시장 중

는 ‘혁신성장’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하였으

심의 유연하고 포용적인 혁신경제’를 목표로 선언

며, 더불어 사회문제 해결뿐 아니라 부작용을 최소

하는 특징을 보였다. 기술중심적 관점에서 시장을

화 하는 ‘사람중심’의 기조를 함께 가져가야 함을

포괄하는 관점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경제주무부처

강조하였다. 복지 취약계층의 파악을 위한 빅데이

의 고민이 포함된 결과로 보인다.

터 활용, 노인·장애인 돌봄 인력 부족 해소를 위

새 정부가 들어서고 수개월 뒤인 지난 10월, 대

한 자동화 등이 그 예시로 제시됐다.

통령 직속의 ‘4차 산업혁명 위원회’가 출범하였다.

4차 산업혁명 대응 계획에서는 지능화 기술에 대

위원회는 총리급의 위원장을 포함한 20명의 민간

해 2018년에 4천여 억원, 2022년까지 총 2.2조원

위원과 5명의 장관급 정부위원으로 구성되었다. 4

을 투자할 계획을 밝혔다. 그리고 도전적 연구를

차 산업혁명위원회의 출범 회의 당시 4차 산업혁

촉진하는 연구자 중심 R&D 체계로의 개편과 신

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의가 처음으로 내려졌다.

기술·신서비스 창출 촉진을 위한 규제 ·제도 개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로 촉발되는 초연결

선, 핵심인력 양성과 고용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직

기반의 지능화 혁명’이 바로 그것이다. 이후 두 달

무교육 및 실업급여 보장 강화 등 다방면의 노력을

여 만인 11월 30일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통해 ‘혁

기울일 계획이다.

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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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한 부분이 몇 가지 있다. 먼저 다소 도전적인 목

래 줄곧 이어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정체에 대

표수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지능정보기

해 의문이 제기 되는 원인 중 하나로 정보통신기술

술의 도입성과를 보다 빠르게 가시적으로 거두고

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3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기

자 하는 의욕이 엿보인다. 예를 들어 이전 대책인

술을 원동력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간에 획기적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 대책’에서는 2025년까

인 전환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지 지능형 감시시스템을 개발 및 배치하고자 하였

다만 올 한 해 괄목할만한 진전을 보인 인공지능·

으나, 이번 계획에서는 2025년까지 현재 0%인 경

로봇 분야의 여러 사건들은, 3차에서 4차로 넘어서

계 감시 무인화율을 25%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목

는 변혁의 서막을 열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표를 구체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범인 검거를 위
해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여 2014년 기준 78% 수
준의 검거율을 2030년에 88% 수준으로 달성하고

인공지능 기술의 진화 :
AlphaGo Lee → Master → Zero

자 하겠다는 이전 계획과 달리, 이번 대책에서는

우리에게 인공지능에 대한 놀라움과 두려움을

2022년 기준 90% 수준 검거율을 달성하고자 하는

동시에 안겨준 구글의 바둑 인공지능 알파고는 더

계획을 내세워, 보다 빠르게 보다 높은 수준의 목

욱 비약적인 발전을 선보였다. 이세돌 9단에게 4:1

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또한 개별

승리를 거둔 알파고 리(AlphaGo Lee)는 올해 5

사업들로 구성되었던 기존 계획들과 차별화하여

월 알파고 마스터(AlphaGo Master)라는 이름으

기술-데이터-인프라-확산-제도개선 등을 연계

로 돌아와 바둑 세계 1위인 커제에게 3:0 완승을

하는 패키지 지원방식의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거두었다. 몇 달 후인 10월, 이전과는 완전히 새로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민관이 함

운 방법으로 기존 알파고들을 넘어선 알파고 제로

께 풀어야 할 단계별 과제의 포트폴리오를 마련하

(AlphaGo Zero)가 <Nature>를 통해 소개되었다.

려는 것은 고무적으로 평가된다. 방대한 영역에 걸

기존 버전은 인간의 기보를 바탕으로 학습하여 만

쳐 도전적 목표가 선언된 계획인 만큼 구체적인 각

들어졌지만, 알파고 제로는 기보 없이, 자기 자신

론이 뒷받침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

과의 무수히 많은 대국을 통해 스스로 바둑을 학습

란다.

했다. 알파고 제로는 학습 70시간 만에 알파고 리
와의 대국에서 100% 승률을 보이는 수준에 도달하

② 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약진

였고, 40일 동안 2,900만 번의 자체 대국을 통해
가장 높은 수준의 알파고 마스터를 뛰어 넘었다.
스스로 반복해 학습하는 강화학습(reinforcement

4차 산업혁명은 언제 우리 곁으로 다가올까? 과

learning)의 위력은 다른 영역에서도 드러났다. 지

연 혁명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급진적인 변화

난 12월 구글 연구진은 알파고 제로를 통해 장기와

일 것인가? 4차 산업혁명의 실체나 도래 시점, 파

체스에도 도전하였으며, 올해 세계 컴퓨터 장기대

급력 등에 대한 논의는 그 용어가 처음 확산된 이

회에서 우승한 ‘엘모’와 체스 대회에서 우승한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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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피시’를 각각 학습 2시간, 4시간 만에 능가하였

로봇 : 직립보행을 넘어 백덤블링까지?

다고 발표했다. 알파고 제로의 공개는 인간의 사전

인공지능이 4차 산업혁명의 소프트웨어 기술을

지식이 축적되지 않은 영역에서도 인공지능이 인

대표한다면, 물리적 기술을 대표하는 것은 로봇으

간보다 빠르게 새로운 지식을 축적할 수 있는 가능

로 볼 수 있다. 로봇의 개발역사는 길지만, 여전히

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로봇이 사람과 같이 두발로 걷기는 쉬운 일이 아니

지난 3월에는 캐나다, 체코 연구진이 개발한 포

었다. 그러나 지난해 보스톤 다이나믹스(Boston

커 인공지능 프로그램 딥스택(DeepStack)이 무제

Dynamics)에서 선보인 직립보행 로봇 아틀라스

한 베팅 포커 게임에서 인간 프로 도박사에게 승리

(Atlas)는 다양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보행할 뿐

를 거두었다.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바둑 같

아니라, 넘어진 자세에서 스스로 일어나기도 하는

은 게임과 달리, 서로 다른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

등 획기적인 모습을 선보인 바 있다.

을 내리는 불완전정보게임인 포커에서도 인공지능

그런데 올해 더욱 놀랄만한 진보가 이루어졌다.

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올해

지난 11월, 보스톤 다이나믹스는 아틀라스가 단상

인공지능의 발전상은 연구개발과정과 같은 미지의

에 올라가 뒤로 점프하여 공중으로 뒤돌아 내려오

솔루션 탐색과정이나 불완전한 정보 상황에서의

는 백덤블링 장면을 공개했다. 진정한 기계체조의

전략적 판단 등 다양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푸는데

가능성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장면이었다. 인공지

인공지능이 광범위하게 활용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능과 더불어 비약적으로 진행 중인 로봇기술의 발

있다.

전은 다양한 활용 부문에 대한 기대감을 높임과 동
그림 2 : Boston Dynamics의 직립보행 로봇 Atlas의 백덤블링 시연 장면

자료 : Boston dynamics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fRj34o4hN4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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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앞으로의 혁명적 변화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

시의무가 없는’ 자율주행기능을 최초로 상용화했다

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2) 완전자율주행차의 선두주
자인 구글은 올해 4월부터 미국 피닉스시에서 운

인공지능과 로봇,
실용화에서는 조심스러운 약진

전자가 필요없는 자율주행 택시서비스 시범운행을
시작해 자율주행시대의 조기 도래에 대한 기대를

앞서 살펴본 인공지능과 로봇의 발전은 아직도

높였다. 다만 지난 11월 라스베가스에서 최초로 운

연구개발 중인 영역이지만, 올 한 해 동안 본격적으

행되었던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1시간 만에 트럭과

로 활용되기 시작한 기술도 많이 있다. 인공지능(딥

접촉사고를 일으킨 사건이 있었는데, 이는 자율주

러닝) 기술을 통해 발전한 음성 인식 및 이미지 인

행차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많은 과제가 남아있음

식 기술은 그 정확도가 인간을 상회하는 95% 수준

을 보여주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둘러싸고 일어

에 이르렀고, 올해 이들을 탑재한 제품과 서비스가

나고 있는 비약적 기술의 진보, 그리고 조금은 더

다수 상용화되기 시작하였다. 애플의 시리(Siri)나,

디게 진행되는 상용화 시도가 공존하는 가운데 앞

삼성의 빅스비(Bixby), 아마존의 알렉사(Alexa)등

으로의 변화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 스마트폰이나 가정용 스피커 및 가전기기에 탑
재되어 음성을 바탕으로 명령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비서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알리바바는 올
해 9월, 세계 최초로 얼굴인식을 결제수단으로 상

③ 탈원전·에너지전환으로의

정책적
변화

용화하였는데, 이는 얼굴인식기술이 금융거래를 수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탈(脫)’과 ‘전환(transformation)’

행할 정도의 정확도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기도

이라는 키워드로 구성돼 있다. 원자력발전에의 의

하였다. 다만 음성인식은 개별적인 단어나 문장에

존도를 0%까지 낮추고, 그 자리를 신재생·친환경

대한 높은 인식률과는 별개로, 실제 맥락을 이해해

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노후 원전

명령을 수행하는 능력에서는 아직까지 부족함을 보

을 안전하게 해체하고, 기존 원전의 안전성을 강화

이고 있다. 얼굴 인식의 경우 쌍둥이 얼굴인식 문제

하는 ‘국민 안전’에 대한 개념이 짙다. 그리고 후자

등의 개선점이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는 신재생에너지기술과 스마트그리드, 에너지 저

또한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사례로 기대되

장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에너지 주권에 대한 이미

는 자율주행차의 개발에서도 개발상의 진전과 한

지가 강하다. 하나의 시퀀스로 이어지지만, 현 정

계를 보여주었다. 올해 7월 아우디는 상용차 가운

부의 방침을 이해하고 향후 과학기술정책의 방향

데 최초의 3단계 자율주행을 수행하는 A8 모델을

성을 전망하기 위하여 ‘탈’과 ‘전환’, 두 갈래로 나누

출시하였는데, 이 모델은 정체시의 고속도로 상황

어 살펴보도록 한다.

이라는 제약조건을 가지기는 하지만 ‘운전자의 주

먼저 탈원전 논의다. 앞서 말했듯 ‘안전’이라

2) 자율주행차의 경우 자율 주행시 운전자의 조작 관여 수준, 상황 감시 및 대처 필요 여부 등에 따라 완전 수동인 레벨 0에서 완전 자율주행인 레벨 5까
지의 단계로 구분 된다(SAE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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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요소가 가장 강력하게 작용했다. 세월호 참사

호기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다. 해당 원전의 건설

(2014)와 경주·포항 지진(2016, 2017) 등으로 국

중단과 재개에 대하여 시민참여단에게 숙의(특정

가가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 제34조 6항의

사안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논의)의 시간

3)

원칙 이 위협받았다고 판단한 정부는, 지난 5월

을 주고, 이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정부에 권고를

“개헌시 헌법 개정안에 국민안전기본권을 포함시

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5).

키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4). 그만큼 안전에 대한

연령별·성별·지역별로 선발된 시민참여단 471

의지가 매우 강하다. 이 가운데 국민의 생명을 위

명은 2박 3일의 합숙 토론과 33일의 숙의과정을

협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노후 화력발전(미세

거쳤다. 그리고 지난 10월, 정부에 신고리 원전

먼지)과 원자력발전(강진 및 해일 발생시 방사성물

5·6호기 건설의 재개를 최종적으로 권고하였다6).

질 유출우려)에 대한 점검이 대대적으로 진행됐다.

공론화 초기 공사 재개와 중단 사이에서 고심을 하

정부는 2080년까지 원전 가동을 단계적으로 멈

는 이들이 많던 사안이었지만, 숙의과정이 거듭될

추겠다며 ‘탈원전’을 선언했다. 그 시작으로 6월 19

수록 판단 유보 비율은 점차 줄어갔다. 다만 건설

일 0시, 국내 최초원전인 고리원전 1호기의 영구

재개와는 별개로, 원자력발전 축소 정책에 대해서

정지를 선언했다. 더 이상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

는 찬성(53.2%)이 유지(35.5%)나 확대(9.7%)에 비

장해가면서까지 국민 안전에 위협이 가해지는 일

해 높게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론화위의 권

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수명이 10년 연장된

고대로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재개를 결정했고,

월성 1호기 또한 2018년에 조기 중단된다. 이밖에

문재인 대통령은 공론화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도 2029년까지 1차 수명(30~40년)이 다 하는 원

원전 안전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전의 수는 모두 10기인데, 방침대로라면 이들의 수

한편 이 일대 지진에 대한 연구도 더욱 강화하겠다

명 연장은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고 밝혔다7).

그러나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인 새 원자력발전소

두 가지 의의를 짚어볼 수 있다. 첫째는 에너지

에 대해서는 의견합치가 필요했다. 문재인 대통령

라는 꽤 전문적인 영역에 대해 여론의 의견을 듣는

은 대선 후보 공약으로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

것이 옳으냐는 의문에 맞서 ‘숙의제도’라는 해결방

단’을 내세웠지만, 당선 직후쯤에는 이미 20여%의

안을 마련한 점이었다. 위원회측은 “이해관계가 첨

공사가 이뤄져 있었다. 매몰비용을 고민할 것인지

예한 관련 전문가보다 에너지 소비자인 일반 국민

아니면 공약을 지키는 것이 옳은지에 대하여 찬반

의 의견을 듣는 것이 목적”이었다며 “전문가들은

이 엇갈렸다. 해결을 위해 정부는 지난 7월 숙의민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토대로 시민을 이해시키

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형 ‘신고리 5·6

고 설득할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3) 헌법 제34조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중앙일보(2017.5.31.), 「국정기획위, “내년 개헌안에 국민안전기본권 포함”, http://news.joins.com/article/21626316 (2017.12.20. 접속).
5)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2017.10.20.),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참여형조사 보고서」.
6) 재개 59.5%, 중단 40.5. 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6%
7) 청와대(2017.10.22.),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 대한 대통령 입장」, http://www1.president.go.kr/articles/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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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 원전·석탄의 단계적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전환 추진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17.12.14.),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안] 국회 보고」

두 번째는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정당성

계를 바꾸는 대대적인 백년지계인데, 정권에 따른

이 부여됐다는 점이다. 당장 건설 중인 것을 멈추

지속성에 대한 우려도 잇따랐다. 한국형 원전 수출

는 것은 안 돼도, 원전을 점차적으로 없애가는 것

에 있어서도 말이 나온다.

은 옳다는 여론이 다시 한 번 확인된 셈이었다.

향후 과학기술정책은 이 같은 문제를 슬기롭게

이런 맥락에서 에너지의 전환 논의는 에너지 사

해결하는 동시에, 새 정부의 사람중심·합리적인

용자인 국민을 우선시한다는 의지를 더욱 명확하

체계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일궈질 것으로 보인다.

게 보여준다. 공급위주가 아닌 ‘수요중심’으로 생

이전 정권과 달리 경제성 대신 환경이나 안전 중심

각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산업적으로 경제성이 좋

으로 에너지 정책을 구성한 만큼, 과학기술정책상

다 하더라도, 당장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는 봄철

관점의 변화 또한 클 것이다. 소통이 더욱 강화되

(3~5월)에는 노후 석탄발전소의 가동이 중단될 예

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움직임

정이다. 전기요금이 오르지 않도록 전력 수급을 효

은 더욱 확대되고, 환경에 있어서는 엄격한 규제가

율적으로 관리(스마트그리드)하고, 모자라는 전기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는 신재생 에너지 보급지원사업 및 태양광 대여사
업 확대,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제도 신설 등을 통해

④ 재해재난 R&D 혁신 요구 증대

메워나갈 예정이라고도 했다9). 사회 전반에 전력소
비 효율화를 유도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전
력수급을 안정시키겠다고 했다.

올해도 역시 국민들은 미세먼지와 지진을 비롯한
각종 재해재난으로 인해 안전에 대한 불안을 겪었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4차 산업혁명’에서 명시

다. 특히 올봄 전국 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54μg/m3 ,

한 기술 인프라를 진행하려면 그만큼 전력도 많이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31μg/m3을 기록했는데,

필요할텐데, 신재생에너지가 과연 안정적이냐는

이는 국립환경과학원이 공식 측정 자료를 내기 시

것이다. 정부 안은 전력생산·관리·소비의 생태

작한 2015년 이후 최고치다.10) 올여름에는 살충제

8)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2017.10.20.),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참여형조사 보고서」, pp. 67~68.
9) 산업통상자원부(2017.12.14),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10) 이코노미인사이트 (2017.06.01.), 「미세먼지 줄고 초미세먼지 늘어」,
http://www.economyinsigh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22 (2017.12.11.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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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 파동으로 많은 국민이 먹거리에 대해 걱정해

된 것에 비해, 재해재난 관련 중점 기술 분야 8개 중

야 했고, 최근에는 강도 5.4의 큰 지진이 포항을

5개의 기술 수준은 2014년 대비 오히려 퇴보한 것

강타하기도 했다. 작년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인 강

으로 조사되는 등11) 재해재난 관련 R&D에 대한 근

도 5.8에 이어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강진이었다.

본적인 성찰과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대형화·복합화되는 재해재난에 비해,

다행히, 정부는 지난 9월 제3차 재난 및 안전 관

우리나라의 관련 R&D 역량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

리 기술개발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재해재난 관련

다. 지난 7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R&D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을 예고했다. ‘국민 삶

서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재해재난 관

의 질 향상을 위한 재난·안전 기술 개발 및 환경

련 R&D 역량은 최고 기술보유국 대비 평균 73.5%

조성’이라는 비전하에, 정부는 1) 국민안전 확보를

수준에 5.4년의 기술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

위한 맞춤형 서비스 개발, 2) 미래 신종 재난 대비

나라 전체기술 수준이 최고 기술보유국 대비 평균

안전 기술 선진화, 3) 범부처 협의체를 통한 협업

78.6%에 4.2년의 기술격차로 평가된 것과 비교해

형 R&D 추진체계 구축 등 3대 추진전략을 제시하

볼 때, 상대적으로 재해재난 대응과 관련된 우리나

며 재해재난에 있어 과학기술의 역할을 강조했다12).

라의 R&D 수준은 낮은 편에 속한다. 특히 재해재

특히, 타 분야 대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 재해

난 관련 R&D 예산이 2014년 이후 큰 폭으로 증액

재난 관련 R&D의 경쟁력을 높이고 효과적 대응체

그림 4 : 정부의 재난안전정보 공유 플랫폼 개념도

자료 : 저자 작성, 「지능형 위험분석·피해예측 기반의 재난상황 대응 플랫폼 기술 개발」 RFP 참조.

11) 김윤정 외 (2017), 「2016년 기술 수준 평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2) 국제뉴스 (2017.09.28.), 「정부, 향후 5년간 재난·안전관리 계획안 공청회 성료」,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92950 (2017.12.11. 접속)

30

Science & Technology Policy ◀
과학기술정책 | 2017년 12월호 (통권233호)

계 마련을 위한 R&D 로드맵을 구성해 단계적으로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긴장 국면이 이어졌다. 특

핵심 역량을 갖추기로 했다.

히 올해는 도발 횟수가 그 어느 해보다 많았을 뿐

세부적으로, 정부는 재난관리단계(예방·감지-

만 아니라 도발을 통해 드러난 기술 수준도 매우

대응-복구)별 기술적 진보에 따른 재난관리기술개

향상된 것이어서,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의

발을 위한 주요 연구 과제를 도출하고 범부처별 협

목소리가 높았다. 북한의 비대칭 위협은 기존의 군

력적 R&D를 추진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재난관

사 무기 체계를 일순간에 무력화시킬 수 있으므로,

리의 첫 단추인 감지단계에서는 빅데이터와 인공지

미래전 핵심기술을 획득하기 위한 국방 R&D 역량

능 등 최근 급속히 고도화되고 있는 ICT 기술을 적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것이다. 이에 대한

극적으로 활용하여 재난 전조 감지 및 실시간 모니

방편으로 정부는 우리나라의 수준 높은 국가 R&D

터링 기술 고도화를 목표로 R&D를 계획·추진하

역량과 국방 R&D의 연계를 강화하는 여러 가지

기로 했다([그림 4] 참조). 재난대응과 복구단계에

제도적 노력을 시작했다.

서도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재난 로봇이나 무인기

올해 초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대륙간탄도미

개발을 본격화하고 신속한 초동대응과 피해 복구를

사일(ICBM) 시험발사 준비사업이 마감 단계”라고

위한 과학적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구축 연구를 확대

주장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북한의 ICBM 개발이

할 예정이다. 또한, 그동안 중구난방으로 진행되던

이렇게 빠르게 실질적 위협 수준으로 발전하리라

재해재난 관련 R&D 효율성 제고를 위해 범부처별

예상한 전문가는 많지 않았다. 하지만 북한은 2월

협업형 R&D 추진시스템을 만들어 체계적인 재해

12일 북극성-2형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시작으로

재난 관련 R&D 거버넌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올 한 해 동안만 총 15회 발사를 통해 탄도 미사일

재난·안전 R&D는 타 R&D 사업과 다르게, 경

20발을 날리는 등 ‘몰아치기식’ 시험 발사로 기술

제·산업적 효과보다 공공재적 특성이 강하고 국

고도화를 이루었다. 가장 최근 발사였던 11월 29일

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큰 비

에는 고각으로 발사한 ‘화성-15형’이 4,475km 고

용과 시간이 들더라도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체

도까지 상승해 950km를 날아갔다. 전문가들은 ‘화

계적인 R&D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

성-15형’을 정상 각도로 발사한다면 북한에서 미

다. 이러한 맥락에서, 앞으로 진행될 정부의 재해

국 동부 워싱턴D.C까지 거리인 1만3,000km를 날

재난 관련 R&D 혁신이 미래 발생 가능한 신종 복

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합 재난을 사전에 예측하고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한편, 북한은 지난 9월 초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
리 핵실험장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6차 핵실험도
감행했다. 김정은 정권 이전이었던 1, 2차 실험에

⑤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국방 R&D
역량 강화 목소리 확대

서는 폭발 실험 수준에 그쳤지만, 김정은 정권 들
어서 4번의 핵실험을 통해, 핵탄두의 소형화와 경
량화와 더불어 위력이 한층 배가된 ICBM용 수소

올해도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탄의 폭발실험을 한 것이다. 지난 11월 2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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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 노동신문이 공개한 ‘화성-15형’ 시험발사(2017. 11. 29) 모습

자료 : 연합뉴스(2017.11.30.),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1/30/0200000000A
KR20171130023800014.HTML (2017.12.26.접속)

성-15형’의 시험 발사가 성공하자, 김정은 위원장

지만, 2018년에는 핵무력 완성 선언에 이어 핵무기

은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대량생산과 실전배치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되었

‘핵무력 완성’ 선포는 공세적 핵외교 수단의 성

음을 선언할 수도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14)

격이 강하지만, 올해 북한이 감행한 일련의 핵·

이에 따라 우리도 독자적 R&D 수행역량 강화

미사일 실험은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몇 가지 중

를 통해 첨단 무기체계를 직접 개발하는 등 북한

요한 위협적 요소를 드러내고 있다. 첫째, 지난 6

의 비대칭 위협에 대응하고 자주국방을 실현하기

차 핵실험의 폭발력인 100~200kt 정도의 증폭핵

위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탄은 대도시를 일순간에 무력화할 수 있는 위력이

는 요구가 높다.15) 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

다. 둘째, 북한의 핵탄 보유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

는 민간의 빠른 기술혁신의 속도를 따라잡고, 그동

로 추산되며, 투발수단의 다양화로 선제공격을 받

안 축적한 국가적 R&D 역량을 활용하기 위한, 국

아도 다수의 예비탄두로 반격할 가능성이 생겼다.

방 R&D의 혁신과 개방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커

셋째, 현재 북한은 발사준비 시간의 단축과 전방위

졌다.16)

공격이 가능한 전술을 시험하며 핵전술을 고도화

정부는 지난 2016년 6월 민군 중복투자 방지

하고 있다.13)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과

및 연구성과 상호활용 등을 위해 국방 R&D도 다

핵탄두 소형화 등 아직도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있

른 일반부처 R&D와 같이 국가과학기술심의회(국

13) 이춘근(2017), 「북한의 핵 위협과 대응방안」. 『과학기술정책』, 2017년 11월호, pp.34-37.
14)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2017), 「한반도 정세: 2017년 평가 및 2018년 전망」, 경남대학교출판부.
15) 안형준 forthcoming, 「국방기술 기획체계 발전 방안」, STEPI Insight.
16) 하태정(2017), 「국방 연구개발의 혁신이 필요하다」. 『과학기술정책』 2017년 11월호 pp.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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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심)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침을 발표

연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국방R&D

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6월 29일 국과심은 2018

투자 효율화와 ICT융합을 통한 국방과학기술 수준

년 주요 R&D 국방 분야 예산의 첫 배분 조정을 통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기술이전과 산업화를 통

해, 국방 R&D 예산을 ’17년 대비 2.0% 늘리고(1조

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첨단기술 개발로 이

4,448억원), 범부처 기초연구 협업과 민군 기술협

어지는 파급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19)

력 확대 및 4차 산업혁명 대응 무기체계개발 확대
방향을 제시했다17).

⑥ 국내 첫 인터넷 전문은행의 출범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는 지난 12월
18일 ‘과학기술 기반 국방역량 강화를 위한 과기정

지난 4월 국내 첫 인터넷 전문은행인 K뱅크가

통부-국방부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과

출범한 것에 이어 7월에는 카카오뱅크도 영업을 개

학기술에 기반을 둔 국방 R&D 체계를 조성하는데

시하였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지점 없이 온라인으

18)

힘을 합치기로 합의했다.

창의적 국방R&D체계

로만 은행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빠른 계좌개설,

의 실효성 있는 구축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법·

공인인증서가 필요 없는 간편 로그인 방식 등 금융

제도적 장치로서 국방R&D 혁신 촉진법(안)도 현

서비스의 신속성과 편의성을 추구한다. 2000년대

재 입법 추진 중이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인터넷 전

해를 거듭할수록 더해가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문은행이 활성화 된 것에 비하면 다소 늦은 시작이

주요 첨단무기체계의 독자개발능력을 확보하기 위

지만, 정체되어 있는 국내 금융 산업에 새로운 활

해서는 국가의 과학기술 R&D 역량과 국방 R&D를

력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표 2 :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국방 분야 중점 추진과제

지능형 국방경계 보급

지능형 지휘결심지원 체계 도입

정밀탐지, 경계감시 대체
경계 무인화율 25% 달성(’25)

군 지휘 의사결정 지원
지휘결심지원 지능화(’25년 부터)

정비수요 예측시스템 구축
AI 기반 군장비 정비 예측
정비수요 예측 정확도 28% 개선

자료 : 4차산업혁명위원회(2017. 11. 30),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17) 국가과학기술심의회 (2017.6.29.), 「2018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2017. 12. 19), 「과기정통부-국방부, 과학기술 기반의미래 국방력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19) 4차산업혁명위원회 (2017. 11. 30),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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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 국내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경과

구분

내용

2015.06.18
2015.10.01
2015.11.29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 발표 (금융위원회)
K뱅크, 카카오뱅크, 아이뱅크 3개 사업자 신청서 제출
K뱅크, 카카오뱅크 예비인가 (금융위원회)

2016.01.07
2016.01.22
2016.12.14

K뱅크 설립
카카오뱅크 설립
K뱅크 은행업 본인가 (금융위원회)

2017.04.03
2017.04.05
2017.07.27

K뱅크 영업 개시
카카오뱅크 은행업 본인가 (금융위원회)
카카오뱅크 영업 개시

자료 : NICE CREDIT(2017.8.25.), 「인터넷전문은행, 태풍인가 미풍인가」, p4.

국내 인터넷 전문은행은 출범 후 금융소비자들

금리로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서비스

의 큰 관심을 받았다. 영업개시 후 첫 5일 동안 K

측면에서 카카오뱅크는 향후 인공지능 기반의 ‘금

뱅크의 앱 다운로드 수와 신규 계좌 수는 각각 36

융봇’을 내세워 고객 재무상황 점검이나 상품 추천

만 건과 13.1만 좌를 기록하였으며, 카카오뱅크 역

및 상담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K뱅크 역시 실

시 영업개시 후 각각 178만 건, 100만 좌를 기록하

시간 톡과 음성상담 내용 등의 빅데이터를 축적하

20)

였다.

특히 카카오뱅크의 수신액과 여신액은 각

각 3,440억 원, 3,230억 원으로 동기간 K뱅크 실
적의 3~5배를 기록하였다.

여 머신러닝 분석을 통한 최적의 자동안내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21)
인터넷 전문은행의 등장으로 기존 은행 뿐 아니

국내 인터넷 전문은행의 급격한 성장 배경으로는

라 금융권 전반에 걸쳐 가격 경쟁, 조직·채널 정

사용 편의성과 금리 경쟁력을 들 수 있다. 기존 금

비, 핀테크 역량 강화 등 폭넓은 경쟁이 촉진되는

융기관들의 모바일 앱은 결제나 자금이체 시 공인

가운데22), 인터넷 전문은행의 성공적인 성장을 위

인증서를 기반으로 한 복잡하고 번거로운 인증절

한 정부의 규제완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차를 거쳐야 하는 것에 반해, K뱅크와 카카오뱅크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지 않는다면 인터넷 전문

는 이러한 인증절차를 매우 간결화했다. 금리 경쟁

은행의 자본확충 및 고객기반 확보가 어려워져 성

력 측면에서도 인터넷 전문은행은 낮은 임대료 및

장이 제한되고, 경쟁촉진 메기효과도 기대하기 어

인건비 등 비용구조 장점을 활용하여 시중 은행에

려워질 것이다. 혁신 서비스 시장을 위한 법·제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예·적금 금리와 낮은 대출

도적 지원도 필요하다. 특히 개인정보의 수집·분

20) 정희수(2017.8.14.), 「인터넷전문은행의 역할 재조명」, 『하나금융포커스』.
21) LG CNS 블로그, http://blog.lgcns.com/1534 (2017.12.18.접속).
22)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2017.4.27.),
https://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menu=7210100&bbsid=BBS0030&no=31856 (2017.12.18.접속).

34

Science & Technology Policy ◀
과학기술정책 | 2017년 12월호 (통권233호)

그림 6 : K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웹페이지

자료 : 각사 홈페이지(2017.12.18.접속).

석·관리에 대한 과도한 사전동의 규제나 기업 마

⑦ 가상화폐(Virtualcurrency) 열풍

케팅활동의 제한은 새로운 금융서비스 개발을 지
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빅데이터 분석에

2017년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가상화폐는 지폐

기반한 고객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나 동전과 같은 실물 없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가상

정부는 개인정보 활용 등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공간에서 전자적 형태로 거래되고 사용되는 화폐

인터넷 전문은행의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한 빅데

를 말한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최근 진행한 설문에

이터 활용기회를 넓혀주어야 할 것이다.

서 경제전문가 96%가 거품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현재 인터넷 전문은행은 예금 및 대출, 해외송

가상화폐는 미래 화폐의 발전방향과 이로 인해 예

금, 체크카드 위주의 업무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나

상되는 파급효과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현재 가

향후 신용카드와 관련된 업무도 추가되며 핀테크

상화폐는 가장 대표적인 비트코인을 비롯해, 이더

분야로 그 영역이 더욱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23)

리움, 대시, 라이트 코인, 리플, 비트코인 골드, 비

인터넷 전문은행이 기존 은행과 제2금융권의 가교

트코인 대시, 모네로 등 세계적으로 수백 가지가

역할을 하면서 혁신 서비스가 필요한 시장에 뛰어

유통되고 있다.

들어 국내 금융 산업의 전반적인 발전에 기여하기
를 기대해본다.

가상화폐는 어떻게 탄생했을까? 가장 대표적인
비트코인의 경우 한 일본계 이름의 프로그래머가

23) 이혁준·채명석(2017.8.25.), 「인터넷 전문은행, 태풍인가 미풍인가」, 『NICE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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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 현재 유통 중인 대표적인 가상화폐

자료 : Steemkr웹페이지 https://steemkr.com (2017.12.6. 접속)

미래가치를 보장할 수 있고, 통제되지 않는 이상적

거래소(CBOE)와 시카고상업거래소(CME)에서 정

인 화폐 개발을 위해 만들었다고 전해진다. 2009

식으로 거래되기 시작했다. 스위스 역시 가상화폐

년 시장에 등장한 비트코인은 발행 주체가 없고

지역을 설정해 가상화폐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P2P(Peer to Peer) 방식으로 작동하며, 일반 천연

있다.

자원과 같이 채굴(mining)을 통해 얻을 수 있다.

현재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발행량이 한정되어 있

채굴 과정은 복잡한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인

고, 시장 수요가 크다는 점에서는 금과 같은 희귀

데, 이 과정에서 고도의 연산능력을 갖춘 슈퍼컴퓨

자산이라는 주장과 큰 불확실성을 지닌 투기성 자

터와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며, 지금까지 채굴된 비

산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먼

트코인의 70% 정도가 중국에서 채굴된 것으로 알

저 가상화폐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측에서는 가

려진다.

상화폐가 안정적으로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자산

하지만 가장 많은 가상화폐가 채굴된 중국은 지

이며, 블록체인 기술과 결합하여 보다 안전하게 특

난 9월 4일, 공식적으로 가상화폐를 투기와 사기성

정 용도에만 사용이 가능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

자산으로 규정하고 거래를 전면금지 시켰다. 한국

에, 복지나 지원금과 같은 공공지출에도 활용이 가

역시 가상화폐를 화폐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소

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외에도 화폐를 제작할

비자의 피해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된 경우에 한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천연자원낭비가 없고, 분실이

여 제한적인 거래만을 허용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나 도난의 위험이 적다는 점 역시 큰 장점으로 꼽

지난 4월부터 가상화폐를 자금 수단으로 인정하는

히고 있다.

자금 결제법을 시행하고 거래소 등록제를 도입해

반면, 가상화폐의 가장 큰 단점으로 지목되는 것

현재 1만여 곳에서 거래가 가능하다. 또한 일본 회

은 바로 가격의 불안정성이다. 비트코인의 경우

계기준 위원회도 최근 비트코인을 기업회계원칙에

2014년에 70%가량 하락한 후 2017년 한 해 동안

반영하는 방침을 정하고 있다. 한편 비트코인 선물

가격이 1,000%이상 폭등하면서 튤립 이후 사상 최

은 지난 12월 10일과 17일 각각 미국의 시카고옵션

대의 버블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가상화폐의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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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맹점은 연결되는 실물가치가 없다는 점이다.

을 마련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주식은 기업이라는 실행주체가, 국채는 국가라는
실행 주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화폐의 가치가 실물
과 연결되어 있다. 하지만 가상화폐는 총량이 정해

⑧ 다양한

산업분야에서의 블록체인
활용가능성 증대

져 있다는 것 외에는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매
개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화폐 또는 자산으
로서의 가치가 불투명하다.

비트코인이 최근 1년 동안 열 배 넘는 가격 상승
세를 보이면서 가상화폐 시장 이 폭발적으로 성장

우리는 2017년 폭발적으로 증가한 가상화폐에

하고 있다. 이에 가상화폐의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대한 수요와 대체재 그리고 다양한 기술 및 보안이

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고 있다. 최근 세계경제포럼

슈 등을 통해 새로운 기술의 출현이 초래할 수 있

(World Economic Forum, WEF)이 2027년 전 세

는 변화와 규제의 올바른 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얻

계 GDP의 10%가 블록체인 기반 기술에서 발생될

을 수 있다. 앞으로 각국 정부는 이러한 경험적 지

것으로 예측하면서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식의 축적을 통해 디지털 변환으로 인한 사회 변화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국

를 예측하고,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수단을 통해 기

내에서도 공공과 민간분야에서 해당 기술에 대한

술혁신의 효과를 건전하게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

투자가 늘고 있고, 정부 또한 관련 시범 사업을 확

그림 8 : 블록체인 구성 및 주요 특징

블록체인 작동 프로세스

자료: FT(2015.11)

블록체인의 보안성

자료: IEEE Spectrum(2015.7)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웹페이지, http://msip.go.kr/SYNAP/skin/doc.html?fn=7c170e943d50e5e3ecfe17e0993e598d&rs=/
SYNAP/sn3hcv/result/201712/ (2017.12.18. 접속).

37

Featured Policy

정책특집 : 2017년 과학기술계 주요 이슈

대·적용 중에 있다.

고26) 관련 서비스의 조속한 상용화를 위한 지원노

블록체인은 퍼블릭 혹은 프라이빗 네트워크 내

력을 해왔다. 그 결과 블록체인 기반 ‘실손의료보

에서 공동으로 거래정보를 공유하고 보관함으로써

험금 자동청구 서비스27)’ ‘이웃 간 전력거래 및 전

공인된 제3자 없이도 거래 신뢰성을 확보하는 기

기차 충전 서비스28)’ 등을 구축할 수 있었다. 이러

술이다.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해당 정보가 네트워

한 서비스들은 일부 가입자 및 특정 지역을 대상으

크 참여자들 모두에게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므로

로 시작·운영될 계획이지만 향후 그 성과를 바탕

거래 투명성과 보안성이 증대된다([그림 8] 참조).

으로 실증 지역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블록체인은 금융업의 핵심이 되는 개인 인증,

블록체인은 향후 4차 산업혁명 시대 다른 핵심

자산거래, 해외 결제 및 송금분야 뿐만 아니라 신

기술들(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뢰성이 중시되는 비금융분야 및 공공 부문에서의

인공지능 등)과 융합되어 하나의 핵심 인프라로서

활용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블록체인 관

블록체인에 기반한 인증은 개개인의 디지털 신

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 주도의 지속적인 기술

분증 정보를 여러 PC나 서버에 분산저장해 놓음

적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해 보이며, 무엇보다 블

으로써 해킹 위험을 크게 감소시킨다. 해외 결제

록체인 시스템 관리와 거버넌스 이슈 및 정보 보호

및 송금 분야에서도 블록체인은 기존의 중개은행

기준을 위한 관련 법·제도 정비가 우선시되어야

을 거치는 방식인 SWIFT(국제은행간 통신협회)망

할 것이다.

을 대체하는 새로운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에는 금융권을 넘어 신뢰가 필요한 다른 분야에서
도 블록체인 기술 적용을 위한 노력이 증대되고 있

⑨ 혁신성장을

위한 바이오산업
규제 완화: 유전자 가위 중심으로

다. 경기도는 지난 2월 국내 지자체 최초로 주민제
안 공모사업 심사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바 있
24)

올해 과학계를 뜨겁게 달군 이슈 중 하나는 유전

고 , 민간 분야에서도 삼성 SDS와 SK C&C는 블

자 가위 기술의 진보다. 유전자 가위 기술은 일반

록체인 기반 물류 서비스를 개발 중이다25). 블록체

적으로 특정 DNA 서열을 인지해 자르고, 새로운

인 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 지원도 눈에 띈다. 올해

DNA 서열을 삽입하는 기술을 말한다. 문제가 되

초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

는 유전자를 골라내어 정상적인 유전자로 바꿀 수

록체인 기술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 밝히

있다는 점에서 에이즈나 혈우병 등의 난치성 질환

24) 한국정보화진흥원(2017.4.24.), 「‘블록체인 활용 전자투표’ 주요사례 및 시사점」
25) 조주현(2017.10.26.), 「블록체인(Blockchain)이 기업의 경쟁력을 바꾼다!」, 『POSRI 이슈리포트』
26)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2017.2.7.), http://msip.go.kr/SYNAP/skin/doc.html?fn=7c170e943d50e5e3ecfe17e0993e598d&rs=/
SYNAP/sn3hcv/result/201712/ (2017.12.10. 접속).
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2017.11.21.), http://msip.go.kr/SYNAP/skin/doc.html?fn=03accafee16d66caf17da84742ee9f24
&rs=/SYNAP/sn3hcv/result/201712/ (2017.12.10. 접속).
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2017.12.5.), http://msip.go.kr/SYNAP/skin/doc.html?fn=6e0194708aa1e232ac9a12179fb544b9
&rs=/SYNAP/sn3hcv/result/201712/ (2017.12.10.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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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 유전자 가위 기술 개념도

자료 : 매일경제(2014.06.02.), http://news.mk.co.kr/newsRead.
php?no=850694&year=2014 (2017.12.26. 접속)

을 치료하거나, 멸종위기에 빠진 동·식물의 복원,

연구팀은 기존의 유전자 가위 기술을 획기적으로

슈퍼 토마토와 같은 신품종 개발 등에 활용할 수

발전시키는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DNA를

있어 학계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그대로 둔 채, 단일 염기를 교체하는 기술을 개발

유전자 가위는 특정 염기서열에만 달라붙는 유전

했다. 즉, DNA의 이중나선을 이루는 A-T, C-G

자가위가 표적 DNA에 달라붙어 이를 자르고, 잘

구조에서 A를 G로 T를 C로 바꿀 수 있게 된 것이

린 DNA 염기서열 사이로 새로운 염기서열이 들어

다. 사실 기존의 유전자 가위 기술은 DNA 절단 시

가 결합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그림 9] 참조). 그

과도한 절단이나 삽입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 원치

리고 DNA 염기서열 중 일부를 인식하고 자르는

않는 변이가 생길 위험이 컸으나, 이 기술을 이용

방식에 따라 1세대, 2세대, 3세대 유전자 가위로

하면 이러한 위험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다는 점에

구분된다.

서 큰 의의가 있다.30)

특히, 지난 2012년 처음 개발된 3세대 유전자 가

사실 우리나라의 유전자 가위 기술은 세계적 수

위인 ‘크리스퍼’는 기존의 1, 2세대 유전자 가위보

준이다. 특히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제조와 관련된

다 비용·시간·안전성 면에서 획기적인 개선을

원천기술을 보유한 네 나라 중 하나가 바로 우리

이루며 유전자 가위 기술 분야의 슈퍼스타로 떠올

나라다. 하지만 이렇게 세계적 기술을 보유했음에

29)

랐다.

도, 2005년 황우석 사태 이후 강화된 생명윤리법

그리고 올해는 유전자 가위 기술이 한 단계 더

으로 인해 유전자 가위 기술을 적용한 치료제 개발

성장했다. 올 10월 미국 하버드대 데이비드 리우

이나 임상시험 등 후속 연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

29) 기존의 1세대, 2세대 유전자 가위는 단백질(특정 DNA 인식에 이용)의 복잡한 구조로 인해 인식 부위에 대한 특이도가 낮고, DNA 서열마다 수개월
에 걸쳐 특수 제작을 해야 했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고 범용성이 낮았다.
30) 동아사이언스(2017.10.26.), 「DNA 자를 필요 없는 4세대 염기교정기 개발」,
http://dongascience.donga.com/print.php?idx=20231 (2017.12.11.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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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31). 물론, 유전자 교정을 통해 윤리적 논

경쟁력이 퇴보될 것을 우려해 관련 법률과 제도 개

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나 기술의 안전성 등은 충

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다만 세계 주요 선

물론 무조건적 규제 완화는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진국들이 관련 연구에 있어 전향적 기준을 적용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유전자 가위 기술 수준과

고 있고, 중국의 경우 연구수행기관 자체 윤리위원

기술이 가지는 파급효과를 생각해 볼 때, 기술사용

회만 통과하면 자유롭게 임상시험까지 가능하도록

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안전, 윤리이슈를 충분히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점 등은 우리나라 정부가 한

검토하는 동시에 보유한 원천기술을 잘 활용할 수

번쯤 생각해볼 문제다.

있도록 관계자들의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대응이

다행히, 정부는 올 9월 고령화와 질병 관리 등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바이오 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요 증가와 바이오 경
제 시대 도래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바

⑩ 중국의 양자통신 굴기(屈起)

이오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육성하기 위한 비전을
발표했다32). 특히, 정부는 이미 세계적인 수준이라

지난 6월 10일, 중국은 500km 궤도상의 양자통

고 평가되는 유전자 가위 기술이 기술 수준을 따라

신 위성 모즈(墨子)를 통해 생성한 광자를 칭하이

오지 못하는 규제와 낮은 사회적 수용성으로 인해

(靑海) 더링하(德令合) 기지에서 2,000km 떨어진

그림 10 : 사이언스에서 소개한 중국의 양자통신 실험 성공

자료 : sciencemag.org / C. Bickel / Jian-Wei Pan

31) 우리나라에서 최근 1년간 유전자 가위 기술을 활용한 임상시험은 규제로 인해 한 건도 없었으며 비 임상연구 역시 총 진행 건수 중 단 6%(총 84건 중
5건)만이 한국에서 진행되었다. (자료 : 서경원 외 (2017), 「유전자 가위 기술 연구개발 동향 보고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3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2017.9.27.), 「바이오 경제 혁신으로 혁신성장·미래 일자리·국민건강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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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난(雲南) 리장(麗江) 기지에 전송하는데 성공하

부터 미항공우주국(NASA)에서 560km 거리의 양

며 세계 최초의 초장거리 양자통신에 성공했다. 이

자통신 네트워크를 구축 중이며, 캐나다 역시 캘거

러한 성과에 힘입어 중국 양자통신의 아버지 판젠

리 시내 8.2km 거리의 연구소 간 양자통신을 성공

웨이(潘建偉) 중국과기대 교수는 네이처의 2017년

시켰다.

10대 과학기술인에 선정되었다. 이외에도 중국은

하지만 실험단계에서의 성공을 거둔 양자통신의

허페이(合肥) - 상하이(上海)구간에 금융서비스 전

상용화에는 아직 많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

용 양자통신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7,400km 떨어

다. 600만 개의 입자 가운데 한 입자에서 이 같은

진 중국과 오스트리아간 양자통신 전송 실험도 추

양자 얽힘 전송에 성공했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해

진하고 있다. 중국은 최근 2년 반 동안 양자통신관

결해야 할 난관이 적지 않다는 점을 의미하며, 양

련 프로젝트에 투입한 예산은 13조 원에 이를 만큼

자통신의 상용화는 핵심 소자 기술(광자 검출기 기

양자통신의 연구개발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술)과 함께 대규모 투자를 통한 네트워크 인프라를

있다.

구축해야하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의 대규모 투자

양자통신은 양자가 지니고 있는 중첩성(quantum
33)

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구현자체가 어

entanglement)의 원리 를 활용하는 새로운 통신

려운 양자 통신의 상용화 가능성을 보여준 중국의

방법으로 빛의 최소단위인 광자에 정보를 실어 보

성공사례가 제2의 스푸트니크 충격효과로 이어져

내는 통신방식을 일컫는다. 전송과정에서 양자 간

양자통신의 르네상스 시대가 도달해 빛의 속도로

의 얽힘으로 인해 누군가가 엿보려는 순간 속성이

데이터를 안전하게 송수신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릴

변하거나 암호키 자체가 손상되는 특성을 지니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있어 도감청, 해킹이 불가능한 꿈의 보안 방식으로

최근 한국은 미국과 중국에 이어 양자통신에 필

꼽히고 있다. 이와 같이 예측이 어렵고 높은 안정

요한 핵심 소자 기술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하지

성을 보유하고 있어 차세대 금융·보안·군사·우

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 인프라와 자원이 현저하게

주 통신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부족해 지속적인 후속연구와 상용화에 어려움을

양자통신은 1984년 IBM의 찰스 베넷 박사와 몬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새로운 활로를 찾아가는

트리올대학교의 자일스 브라사드 교수가 처음으

대한민국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을 위해양자통신분

로 제시한 개념으로, 사용자들 간에 일종의 일회용

야에서 중국과 같이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지

난수표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1993년

원과 적극적인 민간투자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

IBM 연구진이 실제 광자를 원격으로 전송하는데

할 것으로 보인다.

성공하며 그 가능성을 입증하면서 본격적으로 다양
한 연구와 실험이 진행되었다. 이후 미국은 2013년

33) 양자중첩성(quantum entanglement) 또는 양자얽힘은 서로 멀리 떨어진 두 입자가 존재적으로 연결돼 있어 한 입자의 상태가 확정되는 즉시 다른
입자의 상태도 변한다는 것을 의미함

41

Research Note

연구노트

특허 키워드 네트워크로 본 지역 기술구조 변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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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임영훈 (limyh96@step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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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그간의 지역정책에 체계성을 더하여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혁신성장을 본격적으로 추진

특허 키워드 네트워크를 통해 본
지역 산업

한다고 발표했다2). 기본적으로 이러한 정책을 추진
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도로 자생력과 잠재력이 높

지역경제 성장정책을 수립하려면, 지역 내에서

은 부문에 혁신역량을 집중 투입할 필요가 있다는

자생력과 잠재력이 높은 산업을 어떻게 식별하고,

데 의견을 모은다. 이와 관련하여 각 광역 시·도

이들이 어떻게 발전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해결되

는 성장전략에 부합한 지역산업을 자율적으로 선

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역산업의 생성·발전

정·육성하고 있다. 이렇게 선정된 산업은 지역전

에 대한 패턴을 파악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

3)

략산업 혹은 지역주력산업 등의 이름으로 불린다.

다. 지역이라는 공간적 단위를 구분하기 모호하다

지역 차원의 노력은 2000년대부터 본격화되어 전

는 문제와 더불어 산업을 단일 차원에서 간단하게

략적으로 육성해야할 산업을 선정하고 필요한 인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

적, 물적, 재정적 지원 기반을 견고히 하는데 주력

역산업의 잠재성이라는 관점에서 지역에서 창출된

해왔다. 지역전략산업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특허를 분석함으로써 지역 기술구조를 진단해 보

하고, 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해서이다.

고자 한다. 특허는 정부가 공인한 데이터로서 산
업적 이용가능성을 전제하고 지식스톡을 대표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전북, 강원지역을 대상으로 이들 지

1) 본고는 임영훈 외(출판중), 「지역 산업기술지형의 변화 양태와 시사점」의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결과를 요약·정리한 것임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2017.10.16.) 참고
3) 지역 주력산업은 개념적으로 ‘시·도 단위에서 육성하여 지역 내 부가가치,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지역 내 핵심 중추 산
업’을 일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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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서 산출된 특허를 분석하여 결과를 소개한다.

간이 흐를수록 다수의 연결을 보유한 키워드로 연

참고로 전북지역 주력산업은 기계부품, 건강기능

결이 집중되는 경향, 3) 파급력이 높은 키워드 상

식품, 해양설비 기자재, 경량소재 성형이고, 강원

호 간에 점차 밀접한 관계를 다지며 핵심 기술지식

지역은 웰니스 식품, 세라믹 신소재, 스포츠 지식

영역을 형성하는 과정 등을 확인하였던 것이다. 본

서비스이다.

연구에서 밝혀진 특성이 향후 지역 기술지식 육성
4)

활용된 전북과 강원지역 특허 는 출원인 주소를

에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기준으로 지역별로 분류했고, 2000년부터 2016년
까지 등록분에 해당한다. 그리고 지역 기술지식에
내재한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발명의 명칭에서 추

지역 기술발전을 보여주는
키워드 네트워크

출한 키워드5)에 네트워크 분석을 적용하였다. 키워
드는 특허 자체가 기술하려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각 지역 특허에서는 점차 다

표현하므로 동시에 출현한 키워드에 네트워크 분

양한 키워드가 추출되었다. 전북지역에서 등장한

석을 적용한다면, 기술지식 간의 관련성을 살펴볼

키워드는 2001년 6개에 불과했으나 2016년까지

수 있을 것이다.

누적된 키워드는 10,672에 달했다. 이러한 경향은

본 분석은 네트워크 상에서 다수의 연결을 보유

강원지역 역시 마찬가지다. 2001년 5개 키워드에

한 키워드를 파급력이 높은 기술지식으로 보고, 이

서 2016년까지 등장한 키워드는 총 2,463개로 증

를 중심으로 해당 지역 기술구조의 몇 가지 주요한

가했던 것이다. 이를 통해 양적인 측면에서 지역

특징을 도출했다. 기본적으로 1) 지역 기술이 발전

기술지식의 다양성이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함에 따라 파급력이 높은 기술지식이 등장, 2) 시

그러나 키워드 수의 증가로 단순히 양적 확대를

그림 1 : 전북지역 특허 키워드 네트워크 (2000~2016)

그림 2 : 강원지역 특허 키워드 네트워크 (2000~2016)

자료 : 저자 작성

자료 : 저자 작성

4) 특허청의 특허정보 사이트인 특허정보넷(KIPRIS)에서 수집했고, 전라북도와 강원지역 각각에서 생성된 특허 12,643건과 9,305건을 수집함.
5) 키워드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방법’, ‘이용’, ‘제조’ 등과 같은 범용 단어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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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을 뿐, 해당 지역에 자생한 기술의 실

그러나 2010년대에 들어 이 단어가 보유한 연결이

체는 알 수 없다. 이에 키워드를 네트워크로 표현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중심을 형성한

하여 기술구조를 파악해 보고자 했다. 2000년부터

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지역별 기술성숙

2016년까지 전북지역 특허에 등장한 키워드 네트

도의 차이로 단일 기술 수준에서 나아가 시스템 수

워크는 [그림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같은 기

준에서 통합적 발전을 모색하는 시기가 다르기 때

간 강원지역은 [그림 2]와 같다.

문일 것이다.

동시에 출현하는 경향이 높은 키워드를 그룹으로
나누어, 키워드 그룹 수준에서 기술구조의 발전을

키워드 연결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

살펴보았다. 그리고 두 지역 모두 2001년 당시 2개
키워드 그룹으로 출발했으나, 2016년까지 생성된

앞서 예시로 든 ‘시스템’이라는 키워드 외에도

키워드는 전북지역 263개, 강원지역 143개의 그룹

각 지역의 기술은 특정 키워드를 중심으로 발전하

으로 구획되었다. 이 결과를 통해 조직화된 키워드

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러한 경향은 [그림 3] 키워

수준에서도 지역 기술지식의 다양성이 확대되었음

드 연결 분포의 로렌츠 곡선6)에서 드러난다. 두 지

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역 모두 키워드 네트워크에서 다수의 연결을 보유

그리고 어떤 키워드를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발전

한 키워드와 그렇지 않은 키워드 간에 간극이 있었

하는지를 추적함으로써, 지역기술의 발전을 엿볼

기 때문이다. 이는 키워드 간에 연결이 불균형적으

수도 있다. 네트워크에서 주요하게 등장하는 키워

로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드는 해당 지역 기술발전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

그리고 이렇게 특정 키워드를 중심으로 연결이

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정 기술을 지칭하는 단어가

집중되는 현상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두드러지기

아니더라도 지역 기술발전 수준에 따라 주요하게

도 한다. 지니계수7)로 측정한 키워드 연결의 불균

등장하는 단어가 영향을 받기도 한다. 가령, 2016년

형성이 최근 들어 더욱 심화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까지 두 지역에 공통으로 등장한 대표 키워드로 ‘시

전북지역의 경우 2000~2001년 키워드 네트워크

스템’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특허에서 이 단어가 두

의 연결 분포에서 측정한 지니계수는 0.33이었고,

각을 나타내는 시점은 두 지역이 차이를 보인다.

같은 기간 강원지역은 0.19를 기록했다. 그리고

전북 지역에서 키워드 ‘시스템’은 2000년대 초반부

2000~2016년 네트워크에서 지니계수는 전북지역

터 이미 다수의 연결을 보유하여 주목을 받고 있었

은 0.61, 강원지역은 0.54로 상승했다. 즉, 두 지

다. 이에 반해 강원 지역에 등장하는 키워드 ‘시스

역 공통적으로 다수의 연결을 보유한 키워드와 그

템’은 2000년대만 해도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다.

렇지 않은 키워드 간에 간극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

6) 로렌츠 곡선(Lorenz curve)은 연결이 낮은 키워드부터 높은 키워드 순으로 전체 키워드를 나열하여 전체 키워드 수를 1로 설정하고 가로축은 키워
드 누적비율로, 세로축은 이 키워드의 연결을 차례로 누적한 총 연결수를 1로 하는 연결 누적비율로 설정하고, 키워드 누적비율과 해당 연결 누적비율
을 연결한 선을 의미함
7) 지니계수는 로렌츠 곡선에서 산출되는 값으로 모든 키워드에 연결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면, 지니계수는 0 값을 지니며, 반대로 연결이 완전히 불평
등하게 분포되어 있다면, 지니계수는 1 값을 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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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 전북(좌)과 강원(우) 지역의 키워드 네트워크 연결의 로렌츠 곡선

주 : 2000~2016년 구성된 키워드 네트워크의 연결 분포를 기준으로 작성
자료 : 저자 작성

표 1 : 키워드 네트워크 연결 분포의 지니계수 변화

기관
지역

2000~2001

전북

0.33

강원

0.19

을 보유한 키워드들이 상호 간에 밀접한 연결을 맺
2000~2016

⇨

어가며 핵심 지대를 이루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지역 기술지식은 점차 다수의 연결을 보유한 키워

0.61

드가 중심부를 형성하면서 ‘중심-주변부’(core-

0.54

periphery)로 구분되는 구조로 발전하고 있었다
([그림 4]의 예시 참고).

자료 : 저자 작성

기존 분석연구가 주로 다수의 연결을 보유한 개
별 지점 수준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면, 중심부-주

차 커져가고 있었던 것이다.

변부 구조에서는 중심부에 위치한 키워드 여럿이
모여 주변부와는 차별화된 발전양상을 보여준다는

무리지어 등장하는 주요 키워드

점을 강조한다. 실제로 다수의 연결을 보유한 키워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연결이 집중된 키워드 는

드 간에 수립된 연결은 매우 조밀해지는 경향이 나

[그림 5]의 좌측과 같이 상호 간에 연결이 단절된

타나기도 하였다. 지역 기술지식이 발전하면서 키

채 네트워크 상에 분산되어 있었다. 따라서 다수의

워드가 단독으로 영향력을 키워가기 보다는 상호

연결을 보유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여러 개의 키워

간에 의존성을 강화시켜 가며 영향력을 확대하는

드 덩어리가 등장한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이

양태를 보여주었던 것이다.

8)

들은 점차 하나의 덩어리로 연결되어 결속을 강화

그렇다면 핵심영역(core)에는 어떤 키워드가 등

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즉, 다수의 연결

장하고 있을까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전북지역

8) 네트워크에서 다수의 연결을 보유한 키워드는 k-core decomposition(Seidman, 1983) 기법을 적용하여 식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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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 네트워크에서의 중심부-주변부의 예

자료 : Lee 외(2015.8.20.:8)

그림 5 : 전북지역 키워드 네트워크의 핵심영역

2001~2002

2001~2005

자료 : 저자 작성

의 경우 치료, 추출물, 유효, 전환, 형질, 기능, 진

글을 마치며

단, 화합물, 미생물, 발현, 예방 등 생명산업과 관
련된 키워드가 주로 나타나고 있었다. 그리고 강원

마지막으로 과연 핵심영역을 구성하는 키워드가

지역에서는 화장료, 단백질, 방수, 녹화, 미백, 민

지역 유망 혹은 전략산업을 대변할 수 있을까에 대

들레, 융합, 세포, 아토피 등의 키워드가 핵심영역

한 질문이 남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핵심영역에

을 구성하고 있었다.

등장한 키워드를 지역 주력기술에 대입시켜 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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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9). 그 결과 전북지역의 경우 핵심영역에 포함된

요 키워드는 홀로 존재하기보다 상호 의존성을 강

키워드는 복합섬유소재, 건강기능식품, 바이오 활

화하는 경향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성소재 산업과 관련된 것으로 지역의 유망한 기술

물론, 모든 지역기술의 구조와 발전이 전북, 강원

지식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전

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

북에서는 생명산업 관련 기술지식이 지속적으로

나 지속적으로 다양한 지역 사례를 분석하고, 지역

창출·누적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강원지역

의 기술구조에 대한 이해가 누적된다면, 지역 혁신

핵심영역에 등장한 키워드는 바이오활성소재 산업

전략 수립에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에 대한 기술지식 트렌드를 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재산업 특히, 화장품, 의
약품 소재 부문에서 최신 트렌드를 지속적으로 반
영하고 있었다.
향후 지역기술의 핵심영역에 자리 잡은 키워드
조합을 기술지식의 핵심역량(core competency)으
로 확인하고, 이를 지역전략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
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전략을 수립할 때에
는 단일 기술을 육성하는 것만으로 지역기술을 육
성하기 어려우므로 종합적 관점에서 접근해야한다
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지역기술을 이끄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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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핵심영역에 포함된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는 특허를 IPC 서브클래스 수준에서 산업분류체계로 전환하여 지역별 주력기술과 비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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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가혁신체제(NIS)의 주요 문제점 검토:
STEPI 정책보고서를 중심으로
글 : 정효정 (hjung@stepi.re.kr)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원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혁신성장전략

된 범주에 따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

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혁신체제(National

로 2000년대 초반과 2010년 이후 한국 국가혁신

Innovation System; NIS)의 전환이 토대가 되어

체제 문제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함으로써,

야 한다. 정부주도적·범국가적 차원의 탈추격형

국가 혁신체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신정부

혁신체제로의 전환은 사실 2000년대 초반부터 추

에서 주목해야할 주요 이슈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진돼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책보고서들
은 최근까지도 탈추격형 혁신 패러다임의 전환이

개선 또는 구체화된 문제점

필요하다고 줄곧 지적하고 있다. 그만큼 새로운 국
가혁신체제의 모색과 정부의 역할 변화는 신정부

먼저 시간 흐름에 따른, 국가혁신체제의 전환을

가 해결해야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문제

위한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가 됐다. 새로운 국가혁신체제의 모색에 앞서 기존

과거에는 추상적이었던 문제점이 구체화되거나,

에 언급된 한국 국가혁신체제의 문제점들을 검토하

일부 개선되는 등의 변화가 나타났다(<표 1> 참

고, 시기에 따른 변화 양상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고). 먼저 혁신시스템에 대해 살펴보면, 과거에는

이 글에서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발간된 국

거버넌스의 폐쇄적 구조가 혁신시스템을 고착시켰

가혁신체제 관련 주요 정책보고서들을 검토함으로

다고 본 반면, 최근 연구에서는 메커니즘의 취약성

써, 국가혁신체제의 도입 이후 지적된 한국 국가혁

이 그 원인으로 지적됐다. 과학기술투자에 대해서

신체제의 문제점들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기존 정

는 과거엔 시스템 부재가 문제로 지적되었으나, 최

책보고서들에서 지적한 한국 국가혁신체제의 문

근에는 시스템 고착화로 문제가 변화하였으며, 이

제점들을 2000년대 초반과 2010년 이후로 시기를

로 인한 과학기술 경쟁력과 산업 경쟁력 간의 격차

구분하고, 1) 혁신시스템, 2) 혁신주체(기업·출연

간과와 같은 문제들도 함께 언급되고 있었다.

(연)·대학), 3) 상호협력, 4) 제도·인프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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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불균형 문제가 새롭게 제

기술의 국제화 및 협력체계 구축 미흡과 같이 추진

기되었다. 대학의 경우 두뇌유출 등 양적 측면의

과정상의 문제로 변화하여 점차 개선되고 있음을

문제에서 공급인력의 질적 수준 저하로 문제가 변

알 수 있었다.

화하였다.

마지막으로 제도·인프라 관련 이슈는 지적재산

상호협력을 위한 협력체계는 ‘부재’에서 ‘미흡’으

권에서 성과 보상, 기술거래, 창업 지원 제도 등 소

로 문제가 일부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

프트웨어 인프라로 범위가 확장되고 구체화되었

히 최근에는 네트워킹 및 클러스터링 취약과 같이

다. 또한 다양한 혁신주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보다 구체적인 문제가 지적되고 있어 협력체계 관

획일화된 제도로 인해 불공정 거래가 나타나고 있

련 문제점들이 해결양상에 진입하였음을 알 수 있

어, 개별 혁신주체의 특성과 혁신주체 간 관계를

었다. 또한 국제협력 측면에서도 과거에는 국제협

고려한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었다. 이처럼

력의 목표·전략이 부재하였으나, 최근에는 과학

대부분 변화 또는 개선된 문제점들은 국가 산업구

표 1 : 개선 또는 구체화된 문제점(변화)

범주

2000년대 초반

2010년 이후

•혁신시스템의 고착화
- 정책 거버넌스 구조 취약
- 과학기술투자의 효율성·상호연계성·평가
혁신시스템
체계 부재

•혁신시스템의 고착화
- 정책형성 메커니즘의 고착화 및 정책수단의 재정비
필요
- 과학기술투자 및 평가 제도의 고착화
- 시스템 운영 시 과학기술 경쟁력과 산업 경쟁력의
격차 간과

•혁신역량 부족
- 핵심·원천기술 부족 및 부품 조달 미흡
기업
- 원천기술역량의 부족으로 선진국과 후발개도
혁신
국 사이에서 경쟁우위 유지의 어려움 및 경쟁
주체
력 격차 존재

•혁신역량 부족
- 기술혁신역량 부족으로 인한 경쟁력 하락
-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혁신역량 및 생산성 불균형

대학

상호협력

제도·
인프라

•인력 부족
- 두뇌유출 및 국내 이공계 대학원의 인력 공동화

•인력 부족
- 공급인력의 질적 수준(창의성·수월성) 저하

•주체 간 협력체계 미흡
- 혁신주체 간 협동체계 미비
•국제협력 부족
- 구체적인 국제협력 목표·전략 부재
- 혁신주체의 국제 간 연계 부족

•주체 간 협력체계 미흡
- 혁신정책 부처 간 협력체계 미흡
- 혁신주체 간 네트워킹과 클러스터링 취약
•국제협력 부족
- 과학기술 국제화 및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미흡

•지적재산권 제도 취약
- 지적재산권 보호 제도 취약

•지적재산권 제도 취약
- 정보·펀딩·인센티브 제도 등 소프트웨어 인프라
미흡(과학기술 성과 보상 및 창업 지원 제도 취약/
기술거래 규제)
- 불공정한 지식재산권 보호 및 기술이전 사업화 제도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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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가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 및 디지

구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제도·인프라 측면에서

털화로 변화함에 따라 관련 문제들도 비슷한 양상

는 R&D시스템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감독

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때문에 혁신 유도가 어렵다는 점이 지적됐다.
반면 혁신주체인 기업의 기술혁신 및 설비 투자

최근 지적되는 문제점과
더 이상 지적되지 않는 문제점

와 출연(연)의 중장기 국가 연구, 기술이전 메커니
즘, 부가가치 창출 미흡에 대한 문제는 최근에는
지적되지 않고 있었다. 또한 대학의 기술이전을 통

최근 들어 새롭게 지적되는 문제와, 중요성이 떨

한 사업화 및 활성화, 대학연구비 투입 및 대학특

어진 것으로 보이는 이슈들도 나타났다(<표 2> 참

성화 문제도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저하된 것으로

고). 오랫동안 출연(연)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보인다.

역할재정립의 필요성은 최근 기업과 대학에도 요
구되기 시작하였으며, 대학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난제

기초연구 부족 문제가 출연(연)에서도 나타나고 있
었다. 상호협력 부문에서는 개방성·유연성 부족

국가혁신체제의 전환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과 성

으로 인한 국내 혁신주체들의 갈라파고스화가 새

과에도 불구하고 미해결 상태로 여전히 거론되는

로운 문제로 대두되었다. 그동안 혁신주체들의 개

문제점들도 나타났다(<표 3> 참고). 우선, 혁신시

별적 역량 제고에 힘썼으나 이제는 상호협력이 요

스템 측면에서는 지역·산업·기업 부문의 혁신역

구되고 있는 것이다. 각 주체들의 역할재정립이 요

량 불균형과 역할재정립 미흡 문제가 지속적으로

표 2 : 최근 지적되는 문제점과 지적되지 않는 문제점

범주

혁신
주체

200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점

기업

•역할재정립 미흡

•기술혁신 및 설비 투자 미흡

출연
(연)

•기초·원천연구 부족
•연구체계의 노동유동성 개선

•중장기적인 국가 연구 미흡
•기술이전 메커니즘 취약
•연구개발 성과의 상업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미흡

대학

•역할재정립 미흡
•(연구인력 유동성 부족)

•기술이전을 통한 사업화 및 활성화 미흡
•대학연구비 투입 및 대학특성화 부족
•연구인력 유동성 부족

상호협력

•국내 혁신주체들의 국내 안주 및 국제적 고립성
(갈라파고스화 경향)

제도·인프라

•R&D시스템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감독
기능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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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

범주

2000년대 초반

2010년 이후

혁신시스템

•혁신역량 불균형·역할재정립 부족
- 지역간·기업간·산업간 불균형 성장과 양극
화 심화 및 근본적·구조적 원인 해소 미흡
- 국가혁신체제와 지역혁신체제 간에 역할 분담
미흡

•혁신역량 불균형·역할재정립 부족
- 균형적 성장을 위한 혁신정책 영역의 적절한 분산
- 혁신주체의 역할정립 부족 및 기대역할 수행 미비

기업

•혁신역량 불균형
- 소수의 대기업과 기술혁신형 중소·벤처기업
이 기술혁신 주도

•혁신역량 불균형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존재
- 기술혁신기반 벤처·창업·중소기업 부진

출연
(연)

•혁신역량 부족
- 연구개발 생산성/효율성이 낮음
•역할재정립 미흡
- 연구기관 간 기능 중복 문제 발생
•협력체계 내 역할 부족
- 산·학·연 협동연구의 구심체 역할 부족
•수요중심 R&D투자 미비
- 기업수요에 부응하는 R&D과제 부족

•혁신역량 부족
•역할재정립 미흡
- 정체성 문제의 지속적인 제기
•협력체계 내 역할 부족
- 산·학·연 협동연구의 구심체 역할 부족
•수요중심 R&D투자 미비

대학

•교육·연구시스템 취약
- 교육의 경직성으로 인한 산업수요 충족 미흡
- 창의적 연구체제 취약
- 이공계 대학원 교육의 질적 수준 저하
•연구역량 부족
- 연구의 창의성·수월성 부족
- 연구성과의 질적 수준 미흡
•R&D시스템 미비
•기초과학 낙후

•교육·연구시스템 취약
- 창의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연구시스템 부재
•연구역량 부족
- 선진국과의 연구능력 격차 존재
•R&D시스템 미흡
•기초·원천연구 미흡

•혁신주체 간 자발적 협력 미흡
- 연구주체 상호간 자발적 필요와 요구에 의한
실질적 협력 미흡
•혁신주체 간 연계·협력 부족
•연구 성과 활용·확산체계 미흡
- 지적자산 및 기술혁신성과의 학습·확산·활
용 메커니즘 부족
•부처의 파편화
- 과학기술정책이 부처 별 개별적이고 파편화된
형태로 진행됨에 따라 상호연계성 취약

•혁신주체 간 자발적 협력 미흡
•혁신주체 간 연계·협력 부족
•연구 성과 활용·확산체계 미흡
•부처의 파편화
- 예산과 정책에 의한 파편화로 인해 혁신정책 부처
들의 협력체계 취약

•과학기술 하부구조 미흡
•중소기업 지원 미비
-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실효성이 낮음
•벤처캐피탈 역할 부족
- 벤처캐피탈의 침체와 역할의 미성숙

•과학기술 하부구조 미흡
•중소기업 지원 미비
- 시장이 아닌 정부 중심의 벤처·창업기업 정책·
제도 운용
•벤처캐피탈 역할 부족
- 벤처캐피탈의 역할 부족

혁신
주체

상호협력

제도·
인프라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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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되고 있었다. 혁신주체인 기업의 경우, 대기업

템 측면에서도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제도·

과 중소기업 간 혁신역량 불균형 문제가 주요 문제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과학기술 하부구조의 미흡과

로 나타났다. 출연(연)은 혁신역량 및 역할재정립

정부 중심의 중소기업 지원 제도 및 벤처캐피탈의

부족 문제와 더불어 수요중심 R&D투자와 협력체

역할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다.

계 내 역할 부족에 대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나타
나고 있었다. 대학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연구
시스템의 부재가 주요 문제였으며, 이외에도 연구

국가혁신체제 전환을 위한 문제 인식,
그리고 성과 검토가 필요한 시점

역량 부족으로 인한 연구 성과의 질적 수준 저하와
R&D시스템 미비, 기초연구 부족에 대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었다.

본고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동안 지적돼온
한국 국가혁신체제의 문제점을 유형화하였다. 결

상호협력 측면에서는 자발적 상호협력 부족 문

과적으로 한국은 국가혁신체제의 전환을 위해 그

제가 일관성있게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성과 활용

동안 여러 노력과 성과를 일궈왔지만, 여전히 해결

및 확산체계가 미흡하고, 협력체계 또한 취약하기

되지 않은 문제점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

때문에 혁신주체간 연계 및 협력이 부족하다는 점

하고 있었다.

도 줄곧 지적됐다. 특히 혁신정책 부처 간 상호연

시스템 전환은 고착화 상태로부터의 탈피와 시스

계성 취약 문제는 관련 부처들의 예산과 정책에 의

템 전환에 적합한 정책 수립 및 개입이 실행될 때

한 개별화·파편화로 인해 야기된 것으로, 혁신시스

이루어진다(송위진, 2004). 그러나 분석 결과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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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면 한국은 탈추격을 넘어선 선도형·창의형 혁
신전략이 요구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5
여년 간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었다.
기존의 정부 주도 국가발전전략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과거 혁신체제로부터의 탈피와 성공적인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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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제로의 전환을 위하여, 관련 부처는 혁신시스

신태영 외(2012), 「한국 혁신체제의 동태분석과 발전전략」,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템의 고착화, 혁신주체의 혁신역량 불균형 및 역할

이공래(1998), 「한국의 국가혁신체제」, 『STEPI 연구총서』, 제98권 제1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재정립 필요, 관련 제도 취약 등 기존 국가혁신체

이상철 외(2005), 「혁신주도형 경제와 신산업정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제의 주요 문제점과 원인을 인식하고, 그동안의 성

조황희 외(2011),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국가발전전략 의제발굴 및 분석」,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홍성주 외(2014), 「혁신 정책의 변화와 한국형 혁신 시스템의 탐색」,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홍성주 외(2015), 「전환기의 한국형 과학기술혁신 시스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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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로 보는 대학, 공공연구기관 혁신역량
- 4차 산업혁명 관련 논문(자율주행차)을 중심으로 -

Ⅰ. 개요
○ 4차 산업혁명 관련 연구 중 자율주행차 분야 논문분석을 통해 한국의 대학과 공공연구기관
의 혁신역량을 개괄적으로 비교, 평가하고자 함
- Elsevier사의 SciVal을 이용하여 출판, 인용, 협력 및 연구자 현황을 비교
- 키워드: (autonomous

AND driving AND car)
OR (self AND driving AND car)
- 대상: 2012~2017년 Scopus DB 논문 (1,030편)
○	자율주행차의 정의
- 운전자는

탑승하나 목표지점 설정 후 인위적인 조작없이 목표지점까지 스스로 주행환경
을 인식·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 (관계부처 합동, 2015)
○	자율주행차 관련 논문 1,030편에서 추출한 상위 50개 핵심 문구는 [그림 1]과 같으며, 지난
6년 간 Railroad cars, Intelligent vehicle highway systems, Automobile drivers, Roads
and streets 영역 등이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1 : 자율주행차 분야 핵심 문구

자료: SciVal DB(2017)

54

Science & Technology Policy ◀
과학기술정책 | 2017년 12월호 (통권2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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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자율주행차 분야 혁신역량
1. 논문 수
○	최근 6년간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가장 많은 논문을 출판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으로 274편
을 출판
- 다음은 독일(155편), 중국(112편) 순임
- 한국은 71편으로 4위 수준이며 논문 수 면에서 미국의 1/4수준이고, 영국과는 비슷한 수준
표 1 : 자율주행차 분야 상위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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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rmany
China
South Korea
United Kingdom
Australia
France
Sweden
Japan
Netherlands
Italy
Canada
Austria
Spain
Switzerland
Taiwan
Brazil
India
Portugal
Finland
Turkey
Singapore
Sweden
Russian Federation
Mexico

논문 수(편)

조회 수(회)

274
155
112
71
70
54
51
50
47
40
38
36
24
24
21
18
17
13
12
10
1,360
1,342
1,303
1,258
1,244

6,467
2,731
1,655
1,846
2,165
1,464
1,338
1,460
573
1,362
812
715
485
645
448
296
476
268
182
115
15,292
18,835
19,126
16,735
16,123

상대적
피인용 지수
2.96
1.94
1.16
1.55
1.99
1.21
2.14
2.26
1.25
2.48
1.35
1.63
1.34
1.43
2.80
0.57
3.18
0.90
0.87
2.92
0.99
1.55
1.61
1.32
0.86

인용 수
2,181
1,177
216
303
453
267
245
190
64
218
103
175
47
121
161
37
98
16
25
23
4,500
5,980
6,750
2,800
3,691

자료 : SciVal DB(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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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 측면에서 보면, 상위 10개국 중 상대적 피인용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미국(2.96)으
로 전체 평균 인용에 비해 약 2배 더 인용되고 있음
- 한국의 상대적 피인용 지수는 1.55로 평균보다 55% 더 인용되고 있어 상위 10개국 가운
데 7위 수준
○ 자율주행차 분야 대학 순위를 보면, 미국 Stanford University가 가장 많은 논문을 발표하
였고 한국은 서울대가 9편으로 18위 수준 (<표 2> 참고)

표 2 : 자율주행차 분야 논문 수 상위 20개 대학

구분

대학명

상대적
피인용 지수

인용 수

1

Stanford University

28

657

3.04

116

2

Chalmers University of Technology

23

616

1.87

88

2

Technische Universitat Munchen

23

366

2.87

148

4

Carnegie Mellon University

22

413

3.38

185

5

MIT

17

498

2.94

126

6

Delft University of Technology

15

506

1.91

80

7

Queensland University of Technology

14

390

1.37

82

7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14

263

3.98

94

9

University of Toronto

12

205

2.68

94

10

Chinese Academy of Sciences

11

168

0.86

13

10

ETH Zurich

11

209

4.71

143

10

IFSTTAR (French institute of ...)

11

435

1.14

22

10

Technische Universitat Dresden

11

71

1.13

6

10

Tongji University

11

161

0.97

20

10

University of Michigan

11

166

4.11

112

16

Tsinghua University

10

117

3.07

84

16

UCLA

10

370

6.17

141

18

Seoul National University

9

95

2.03

64

18

Technische Universitat Braunschweig

9

205

0.60

26

18

University of Gothenburg

9

140

0.8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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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편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은 ETRI가 8편으로

2위 수준으로 나타남
표 3 : 자율주행차 분야 논문 수 상위 20개 공공연구기관

구분

공공연구기관명

논문 수(편) 조회 수(회)

상대적
피인용 지수

인용 수

1

CNRS

10

259

1.14

36

2

ETRI

8

194

0.52

15

2

German Aerospace Center (DLR)

8

110

0.95

79

4

TNO

6

392

3.33

34

5

INRIA

5

74

4.61

3

6

Ministry of Education China

4

85

0.60

1

7

A-STAR

3

8

0.14

24

7

Belgian National Fund Scientific Research

3

54

1.59

26

7

Oak Ridge National Laboratory

3

158

3.61

14

7

Research Organization of Information and
Systems National Institute of Informatics

3

45

3.24

19

11

INSERM

2

69

2.30

2

11

National Institute of Advanced Industrial
Science and Technology

2

36

0.60

1

13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1

4

0.27

2

13

Indian Space Research Organization

1

7

0.79

10

13

Institut Universitaire de France

1

34

0.91

3

13

Instituto de Salud Carlos III

1

19

0.50

1

13

Istituto Superiore di Sanita

1

13

0.78

1

13

Japan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1

11

1.56

3

13

KARI

1

20

0.58

0

13

KRISS

1

3

0.00

775

자료: SciVal DB(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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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관련 현황
○	논문의 질적 수준(상대적 피인용 지수)에서 미국 Carnegie Mellon 대학은 3.38로 매우 우
수하게 평가되었으며, 서울대는 2.03으로 비교적 우수하게 평가됨
○	공공연구기관의 논문당 인용 수는 네덜란드 TNO가 13.2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한
국의 ETRI는 0.6건으로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남

표 4 : 자율주행차 분야 주요기관 인용 현황

구분

대학명

인용수

논문수당
인용수

상대적
피인용지수

국가명

1

Stanford

28

116

4.1

3.04

미국

2

Charlmers

23

88

3.8

1.87

스웨덴

3

TU_Munchen

23

148

6.4

2.87

독일

4

Carnegie Mellon

22

185

8.4

3.38

미국

18

SNU

9

64

7.1

2.03

한국

논문수

인용수

논문수당
인용수

상대적
피인용지수

국가명

구분

공공연구기관명

1

CNRS

10

36

3.6

114

프랑스

2

ETRI

8

5

0.6

0.52

한국

3

DLR

8

15

1.9

0.95

독일

4

TNO

6

79

13.2

3.33

네덜란드

5

INRIA

5

34

6.8

4.61

프랑스

자료: SciVal DB(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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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력 현황
○ 주요대학의 국제협력 및 산학협력을 보면, 국제협력은 Stanford 대학이 39.3%로 가장 높
았고, 산학협력은 Carnegie Mellon 대학이 36.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주요 공공연구기관에서 국제협력은 네덜란드 TNO가 83.3%로 가장 활발했으며, 산학협력
은 프랑스의 CNRS, INRIA가 20%로 높게 나타난 반면, ETRI는 0%로 자율주행차 관련 산
학 공동연구 결과가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5 : 자율주행차 분야 주요기관 협력 현황

순위

대학명

국제협력(%)

산학협력(%)

1

Stanford

39.3

17.9

2

Charlmers

26.1

34.8

3

TU_Munchen

39.1

17.4

4

Carnegie Mellon

9.1

36.4

18

SNU

22.2

0.0

국제협력(%)

산학협력(%)

순위

공공연구기관명

1

CNRS

10.0

20.0%

2

ETRI

12.5

0.0%

3

DLR

37.5

0.0%

4

TNO

83.3

16.7%

5

INRIA

40.0

20.0%

자료 : SciVal DB(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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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시사점
○ 한국은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논문 수로 4~5위 수준으로 나타남
- 논문 수로만 비교한 결과이며, 질적인 측면에서는 보다 낮은 것으로 평가됨
○ 대학부분에서는 관련 상위 20위에 1개 대학이 포함(서울대, 18위) 되었으며, 상대적인 피인
용수는 2.03으로 비교적 우수하게 평가되고 있음
○ 공공 연구기관에서는 ETRI가 2위 수준으로 나타났고, 상위 20위에 KARI, KRISS가 포함
되었으나 논문의 질적인 측면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음
- 동 분야에 DLR(독일), ISRO(인도), KARI(한국) 등 우주기관들이 다수 포함된 것은 우주
기술 개발에 자율주행차 분야가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됨
○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자율주행차 관련 연구가 대부분의 국가에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미국과 독일의 논문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음
그림 2 : 자율주행차 분야 국별 논문 수 추이 (2017년은 진행 중)

자료 :SciVal DB(2017)

○ 한편, 자율주행차 시장 선점을 위한 글로벌 기업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지고 있음
-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들은 관련 기업을 인수, 합병하거나 경쟁기업과 협력을 통해 2020
년대 초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추진 중
○ 이에, 한국 정부는 규제개선, 제도정비, 기술개발지원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방안(2015)」 및 관련 법 제정을 통해 대응하고 있음
○ 그러나 기업, 대학, 출연연의 경쟁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는 상용화 기반 구축, 전문인
력 양성, 핵심기반기술 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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