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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n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네 가지

주요 과학기술 분야의 의제를 중심으로 양국의 과학기술협력 대응 방향을 모색
l

미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대중국 포위망을 넓히는 ‘고립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대응하여 한국은 국제사회 기여 확대와 정치·외교·산업·과학기술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추진

l

한·미 정상회담(2021.5.21.)에서 논의한 주요 과학기술 분야 의제*와 협력을 위한 후속조치를
분석하여 글로벌 기술 패권 재편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과학기술협력 방향을 제언
* 기후변화, 백신·보건, 기술안보, 미래기술 등

n 한·미 정상회담 주요 과학기술 분야 협력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체계의 일관성 확보가 필요
l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는 분야별 위기 대응 전략이 추진되었으나 정상회담 이후 주요
의제를 중심으로 한 후속 조치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

l

분야 간 복합적인 이슈가 산재하므로 분야 간·민관 간 협력 체계의 일관성 확보가 필요

n 미국이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는 전략이 필요
l

최근 한국은 미국에 한·미·일 협력을 약속함에 따라 중국과의 관계 악화가 우려되므로
새로운 협력 생태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

l

미·일 협력 관계에 참여 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급망 포지셔닝 및 협력 생태계 구축
전략 마련이 필요

n 한국의 산업·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과학기술협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가치사슬·

기술안보 이슈와 관련된 국내 현황 분석 및 국가핵심기술의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l

주요국들은 전략기술과 국가핵심기술을 지정하여 기술안보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
이지만 구체성이 결여되어 안보에 위협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문제가 제기

l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분석하여 핵심 분야를 확대하고 국가핵심
기술의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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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과제 1.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전략적 파트너로서 위상 확보
l

상향된 국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목표치를 달성하고 주요국의 탄소국경조정세 도입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업에 저탄소 관련 연구개발 지원 및 탄소배출 규제를 강화

l

백신을 수입하고 국내 바이오 대기업을 중심으로 백신 생산을 위한 한·미 기술협력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백신 연구개발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

l

미국과 첨단제조 및 공급망 부문의 협력을 논의하기 전에 국내 산업의 첨단기술 관련
공급망 관리를 위해 실태 분석 및 대응전략을 마련

l

미래 먹거리의 선도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첨단기술 연구개발 추진체계 개선 및 인프라 확충

과제 2. 대미 협력과 인도-아세안 기반의 가치사슬 확대
l

신남방정책을 활용한 인도-아세안 기반의 신시장 개척을 통해 새로운 과학기술협력
및 글로벌 가치사슬 생태계를 구축

l

인도-아세안 협력 시, 미국의 新공급망 전략에 대치하는 협력 체계가 구축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대미 협력 과학기술 분야와 인도-아세안 협력 과학기술 분야를 구분
하여 운영

과제 3. 과학기술외교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과학기술협력 전문 인력 확보
l

주요국과의 과학기술협력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 파견 인원을
확대하기 위해 과학기술 분야 전문 외무공무원 별도 임용 및 파견을 추진

과제 4. 글로벌 기술 경쟁에 대응하는 과학기술협력 협의체 개선
l

글로벌 기술 헤게모니 경쟁이 첨단과학기술을 넘어 정치·외교·산업·과학기술 등으로
확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등 관련 정책 의사결정 기구 또는
조직의 역할을 실질화하기 위한 노력 필요

l

범부처 협의체와의 연계를 기반으로 하는 민·관 협력채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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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배경 및 목적
n 코로나19로 인한 뉴노멀 시대에 미·중 패권경쟁이 악화일로의 상황이 되면서 신냉전 위기가 도래
l

코로나19 이후, 미국과 중국의 디커플링(Decoupling)이 가속화되면서 정치·외교·안보·산업을
포함한 전 분야에서 대외적 불안정성이 증가

l

트럼프 행정부가 압박과 봉쇄를 주축으로 하는 경쟁적 접근(Competitive Approach)을 제시하면서
갈등이 심화되었으며2), 반중 진영과 친중 진영의 대립 가능성이 증가
※ 트럼프 행정부의 경쟁적 접근은 경제적 대응, 정치·외교적 대응, 안보 대응으로 구분

n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대중국 포위망을 넓히는 ‘고립 전략’을 수립
l

｢미국 혁신경쟁법(United State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 of 2021, USICA)｣을 발의하고,
｢끝없는 프론티어 법(Endless Frontier Act)｣과 소위 ‘중국 견제법’으로 불리는 ｢전략적 경쟁법
(Strategic Competition Act of 2021)｣을

추진

｢미국 혁신경쟁법｣ 개요
⦁(목적) 미국 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에 기술혁신처(Directorate for Technology and Innovation) 신설,
지역 기술 허브 프로그램 신설, 경제적 안보·과학·연구·혁신·제조·일자리 전략 수립 소요 충족, 전략적 공급망
회복 프로그램(Critical supply chain resiliency program) 수립 등
⦁(주요내용) 미국 내 혁신 활동 강화를 위한 개선안과 대중국 견제 및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을 포함하는 7개의
주요 법안 발의
- (Division A) 반도체 및 오픈랜 5G 비상 조치(Chips and O-RAN 5G Emergency Appropriations)
- (Division B) 끝없는 프론티어 법(Endless Frontier Act)
- (Division C) 전략적 경쟁법(Strategic Competition Act of 2021)
- (Division D) 국토 안보 및 정부업무위원회 조항(Homeland Security and Governmental Affairs Committee Provisions)
- (Division E)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는 법(Meeting the China Challenge Act of 2021)
- (Division F) 기타(Other Matters)
- (Division G) 무역법(Trade Act of 2021)
l

(국방·안보)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동맹 4개국과 국제 안보를 주제로 진행하는 정기적
정상회담 쿼드(Quad)* 추진
* 2007년 아시아 태평양 주요국 4개국이 참여한 다자 대화가 모태가 되어, 2020년 8월 31일에 미국과
인도·일본·오스트레일리아를 통합한 국제회의로 출범

l

(산업·기술) 미국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배터리 등의 주요 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Global Value Chain, GVC)을

재편하고 산업 동맹 강화

2) White House(2020.5.20.), “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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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한국은 국제사회 기여 확대와 정치·외교·산업·과학기술 분야에서 미국과 협력 추진
l

긴밀한 동맹 관계에서 각 분야 간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국제사회에서의 공조뿐만 아니라 과학기술협력을 강조하여 논의
STEPI Insight |

｢한·미 정상회담｣ 국제사회 공조 및 정치·외교 분야 논의
⦁공동의 안보와 번영 수호를 위해 근본적으로 한·미·일 3국의 협력 중요성 강조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구상을 연계하기 위해 협력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중단을 위한 대북정책 및 북한과의 외교 활동
⦁국내외 민주적 가치 실현과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 확대
l

한·미 양국은 네 가지 주요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상호 협력에 합의하여 후속 조치를 추진
* ①기후변화, ②백신·보건, ③기술안보, ④미래기술(청정에너지 기술, 우주, 양자기술 등)
-

한·미 양국은 1976년부터 과학기술협력협정을 맺고 우주, 보건의료, 원자력, 바이오를
포함한 과학기술 분야의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 추진(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 2015.8.3.)

- 코로나19 이후 개최된 ‘제10차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에서 연구 윤리 분야의 협력 및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대응방안 논의(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2020.12.18.)
- 최근 한·미 정상회담(2021.5.21.)에서는 글로벌 기술 패권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
협력을 강조하여 후속 지원 방안 모색이 필요한 상황
n 본 연구는 한·미 정상회담(2021.5.21.)에서 논의된 네 가지 주요 과학기술 분야의 의제를

중심으로 양국의 과학기술협력 대응 방향을 모색
l

의제별 국내외 정책 동향과 한국의 정상회담 후속조치 현황을 분석하여 한·미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기술 패권 재편에 대응하기 위한 방향을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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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한·미 정상회담 과학기술의제 분석3)
1. 주요 과학기술의제
가.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n 글로벌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Net Zero)달성을 위한 ‘탄소중립 비전 실현’ 추진 협력 확대
l

(미국) 미국은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목표 달성을 위해 상향된 국별 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를 ’21년 4월 발표
* 각 회원국이 목표로 하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을 유엔기후변화협약(UN IPCC)에 제출하는 공식 계획

l

(한국) 상향된 NDC를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2021 United Nations Climate Change Conference,
COP26)에서

l

발표할 계획임을 명시

(한·미 협력)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모범사례 제시, 해양·산림 등 천연 탄소흡수원
보존·강화, 녹색 기술과 녹색혁신 분야에서 협력 확대 추진

n ｢한·미 에너지정책 대화｣를 장관급으로 격상하여 청정에너지 및 탈(脫)탄소 협력 확대
l

수소저장 관련 연구·개발, 미국 내 전기차 배터리 제조, 리튬이온 배터리 재활용, 그리드
규모 에너지 저장소, 잠재 재생에너지 보급(해상풍력 등) 분야에서의 협력 추진

n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 참여 및 공적 금융지원 활용
l

한국은 파리기후협정(Paris Climate Agreement)*에서 신규 post-2025 동원 목표를 위한
기후재원·인력·기술을 제공하고 미국을 포함한 관련국들의 노력에 동참 추진
* 국제법으로 효력이 발효(2016.11.4.)된 최초의 기후 합의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추진

l

해외 석탄발전소에 대한 신규 공적 금융지원을 중단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여타 국제 논의 계기에 협력
- 한국은 해외 석탄발전 신규 공적 금융지원 중단을 선언하였으며, 한·미는 고탄소 분야의
투자를 탈피하기 위해 OECD 등의 국제사회에서 협력 추진

3) 청와대(2021.5.22.a, b)를 기반으로 요약·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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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백신·보건협력
n 코로나19 종결을 위한 협력 및 국제 사회 참여 확대
STEPI Insight |

l

감염병 공동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포괄적인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KORUS Global
Vaccine Partnership)

구축에 합의

- 백신 기술 협력, 백신 생산 및 관련 재료의 글로벌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고위급 전문가
(과학자, 전문가 및 양국 정부 공무원)로 구성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
l

발족 추진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코백스(COVID-19 Vaccines Global Access, COVAX)4)
등의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국제 보건·백신 공급을 위해 재원·인력·기술을 제공하고 협력망을 구축
- 백신 생산 확대 및 COVAX, CEPI와의 협력을 통해 전 세계 백신 공급을 추진하여 감염병 종식에 기여

n 잠재적 보건 위기에 대한 조기 예방·진단·대응 및 글로벌 보건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
l

팬데믹 대응 및 미래 글로벌 보건 이슈 협력을 위해 한·미 보건양해각서 갱신
- 공공보건·만성질환·모자보건 등 기존 협력분야에 신종 감염병 대비 백신·의약품 개발,
디지털 헬스케어, 바이오헬스 산업 등을 추가

l

코로나19의 발병에 대한 투명하고 독립적인 평가·분석을 추진하고 미래에 발병할 수 있는
기원 불명의 감염병 조사에 지원

l

인도-태평양 지역 내 감염병 대유행 준비태세 개선 지원을 위해 과감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의하고, 모든 국가들의 감염병 예방·진단·대응 역량을 구축 협력

n 한국은 글로벌보건안보구상(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GHSA) 선도그룹(Steering
Committee) 및 행동계획워킹그룹(Action Package Working Groups)에 관여 확대
l

GHSA 목표를 지지하고 협력국간 격차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5년간(2021-2025년) 2억 달러
신규 지원을 공약

l

지속 가능하며 촉매 역할을 할 새로운 보건 안보 파이낸싱 메커니즘 창설을 위해 유사
입장국들과 협력

4) WHO, 감염병혁신연합(Coalition for Epidemic Preparedness Innovations, CEPI), 세계백신면역연합(Global Alliance for Vaccines
and Immunization, GAVI)가 공동 운영하는 국제 백신 공동 구매 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로 ACT-A*(Access to COVID-19
Tools Accelerator)의 진단·치료·백신 3개 기둥 가운데 하나
* 코로나19 검사, 치료 및 백신에 대한 개발, 생산에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는 글로벌 협력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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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핵심기술안보 협력 강화
n 공동의 안보·번영 증진을 위해 핵심기술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강화
l

해외 투자에 대한 면밀한 심사와 핵심기술 수출통제 관련 협력의 중요성에 동의
- 대통령 주재 한·미 공급망 태스크 포스를 구축하여 첨단제조 및 공급망 부문의 협력 이행점검
- 양자 간 투자 심사 협력 실무급 워킹 그룹(미 재무부·국무부, 한국 관련부처)을 설치하여 투자
보호 및 투자 심사 메커니즘 강화 방안을 논의

l

공급망 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반도체, 친환경 전기차(Electric Vehicle, EV) 배터리,
전략·핵심 원료, 의약품 등 우선순위 부문을 포함하여 공급망 회복력 향상을 위해 협력
- 첨단·자동차용을 포함한 반도체와 중대형 배터리 외에도 소재·부품·장비 전 공급망에
걸친 상호보완적 투자를 약속
- 상호 투자 증대 촉진 및 연구개발 협력을 통해 자동차용 레거시 반도체의 글로벌 공급을
확대하고 양국 내 최첨단 반도체 제조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에 합의

라. 미래기술 분야 혁신을 위한 협력 강화
n 에너지, 디지털 기술, 우주 등 미래기술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고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기반 마련
l

(에너지) 청정에너지 개발 촉진과 원자력 통제를 위한 협력 강화
- (청정에너지) 차세대 배터리와 수소에너지 등을 포함한 청정에너지 분야의 혁신 주도를
위한 협력 강화
- (원자력 통제) 국제 원자력 안전, 핵안보, 비확산에 대한 가장 높은 기준을 보장하는
가운데, 원전사업 공동 참여를 포함한 해외 원전시장 내 협력 발전 약속

l

(디지털 기술) 인공지능, 5G·6G, 오픈랜(Open-RAN(Radio Access Network))*, 양자기술 등을
포함한 디지털 기술 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협력 강화
* 소프트웨어를 통해 인터페이스를 표준화하여 이동통신 기지국을 구현하는 개방형 무선접속망 기술

- (이동통신) 보안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5G·6G 기술의 R&D, 테스트 및 실증 등에 공동
투자(美 25억 달러, 韓 10억 달러)하여 오픈랜 기술 개발 및 표준화에 협력
- (양자기술) 양자컴퓨팅, 통신 및 센서 분야의 공동 연구 및 전문가 교류 약속
- (인력교류) 과학기술·ICT 전문 인력 훈련 및 교류 촉진을 위한 대학원생 간 교류 프로그램 확대
- (사이버보안) 사이버범죄(랜섬웨어 등)에 대한 국가 간 법집행 협력을 위해 워킹그룹을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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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우주개발)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 선언에 따른 미사일 주권회복과 우주 분야 개발 협력
추진 및 이행 가속화
- 1979년 이후 43년 동안 미사일 주권을 가로막던 ｢개정미사일지침(Revised Missile Guidelines)｣
STEPI Insight |

종료되면서 우주발사체의 해상·공중 발사 제한이 없어져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우주발사체 산업 육성 및 위성기술 확보가 가능
- 한국의 ｢아르테미스 약정(Artemis Accords)*｣ 체결을 결정하여 한·미 협력을 통한 우주산업
육성을 본격적으로 추진
* 달이나 화성 등 우주탐사와 우주이용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한 합의문으로 2020년 10월 서명이
이뤄졌으며, 현재, 미국·영국·일본 등 8개국만 가입

-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orea Positioning System, KPS)* 개발 지원 및 글로벌 위성항법
시스템(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GNSS)과의 호환성 및 상호운용성 강화
* 4차 산업혁명 필수 인프라로 위치(Position), 항법(Navigation), 시각(Timing) 정보서비스를 제공

2. 한·미 정상회담의 시사점
n 미국이 ｢미국 혁신경쟁법｣의 전략을 실행하는 일환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활용함에 따라

동맹국과의 과학기술협력 참여에 대한 압력이 가중
l

｢미국 혁신경쟁법｣에서 강조한 주요 분야*를 정상 간 회담의 주요 과학기술의제에 포함
* 반도체 생산 및 차세대 이동통신(5G·6G) 구축 및 기술개발, 첨단 미래기술(첨단에너지, 양자기술, 배터리,
우주탐사 등) 투자, 중국 견제를 위한 지정학 전략 수립(동맹과 국제 파트너십 증진) 등

l

미국은 동맹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 파트너십을 구축하면서 공동연구개발을 위한
협력 체계 마련을 지향

l

동맹국 간 공조를 위해, 미국이 한·일 관계 개선을 요구하면서 미국의 대중 견제를 위한
新공급망 전략에 참여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한국경제, 2021.6.21.)

n 미국의 동맹국 간 과학기술협력체 구상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 현황을

분석하여 실익과 실용성을 고려하여 협력 방안의 구체화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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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과학기술의제별 협력 현황 분석
1.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
n 최근 미국 주도로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NDC가 상향되는 추세
l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4월 세계기후정상회담에서 2030년 NDC 상향을 선언

l

(영국·EU) 정상회담에 앞서 상향 조정한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수립

l

(한국) 상향된 목표(24.4%)를 수립(2020년)하였지만 2021년 말, COP26에서 상향된 목표치 제시 예정
<표 1> 미국 동맹·우방국의 2030년 NDC 현황

국가명
미국
EU
영국
일본
한국

기준 연도
2005년
1990년
1990년
2013년
2017년

감축 조정 안
26~28% → 50~52%
40% → 55%
40% → 68%(2035년까지 78%)
26% → 46%
24.4%에서 상향 예정(2021년 말 발표 예정)

자료: 동아일보(2021.4.24.), 임팩트온(2021.4.27.) 참고하여 수정·보완

n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탄소중립을 위한 공격적인 친환경 정책 추진
l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청정에너지 계획’을 발표(2020.7.14.)하고 청정에너지 및
인프라 부문의 적극적 투자 확대를 시사
- 2050년 이산화탄소 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4년간 약 2조 달러(약 2,200조원) 투입 예정
- 100% 청정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 선제적 연구를 위한 다부처 프로젝트인
APRA-C(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on Climate) 신설과 8개 연구개발 분야를 제안
<표 2> 바이든 행정부의 청정에너지 연구개발 분야

구분
에너지 저장기술
첨단 원자로
친환경 냉동기술
제로에너지빌딩
첨단 수소추출 기술
친환경 건축소재
식품·농업 탈탄소화 기술
탄소 포집 기술

주요 내용
기존 리튬 이온 배터리 대비 1/10 비용의 새로운 에너지 저장기술
더 작고, 안전하며, 기존 대비 절반의 건설비용으로 효율적인 소형 모듈형 원자로
지구온난화에서부터 자유로운 첨단 친환경 냉동기술 및 냉방시스템
스마트 소재, 가전, 관리시스템 등의 개발을 통해 건축물에서의 에너지 제로 달성
첨단 전해조 기술 등을 활용하여 재생에너지로부터 낮은 비용으로 수소 추출
철강, 콘크리트, 화학물질 및 건축 자재 생산의 탈탄소화
토양 관리, 식물생물학, 농업기술 등을 활용하여 대기 중 이산화탄소 제거
산업 현장 및 발전소 등의 배출 배기가스에서의 탄소 포획 및 영구 격리

자료: 오윤환·김은아·박찬수(2020.12.17.), 1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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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청정에너지, 교통, 탄소국경조정세 등을 중점으로 친환경 정책을 추진(정귀일, 2021.4)
- (청정에너지)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및 관련 공유지 임대 불허, 향후 4년간 청정에너지
연구개발에 3천억 달러 지원
STEPI Insight |

- (교통) 자동차 탄소배출 규제 강화, 친환경 자동차 판매 촉진, 친환경 승용차·픽업트럭
생산 확대, 충전소 등 관련 인프라 확충
- (탄소국경조정세) 탄소 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가 강한 국가에 상품·서비스를 수출할 때
적용 받는 무역관세로, 구체안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EU와 미국 등이 도입을 준비
<표 3> 바이든 대통령 공약 추진 상황
공약
파리기후협정 복귀
탄소중립
화석연료 규제
탄소국경조정세 도입
기후변화 대응 투자
전기차 충전소 보급
에너지효율 제고

추진 상황
취임 당일 행정명령 서명을 통해 파리기후협정 복귀
2050년 탄소중립 달성 선언
신규 원유·가스 시추 중단(60일)
탄소국경조정세 제도 검토 공식화
청정에너지에 10년간 1조 7,000억 달러 지원 구체화
2030년까지 50만개 이상 공공 충전소 보급
에너지 효율 관련 규정 재검토

자료: 정귀일(2021.4.), 6p.

n 한국은 2050년 탄소중립 선언과 P4G 정상회의 개최 등,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적극적 행보 시작
l

한국은 소극적 2030년 NDC로 파리기후협정 목표 달성에 역부족이라는 국내외 비판 제기
- 기후행동네트워크(Climate Action Network, CAN)에서 발표한 ‘2021 기후변화대응지수
(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 CCPI)*’에서,

한국은 전체 61개국 중 53위로 ‘매우

미흡’인 최하위권 국가5)
*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90%를 차지하는 온실가스 다배출 상위 57개국의 기후 정책을 비교 평가
하는 조사로 해마다 발표
※ 2018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2.5% 증가하였으나, 재생에너지 비중은 2.3%로 기후위기
대응이 매우 미흡
l

문재인 정부는 친환경·저탄소 등 그린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그린뉴딜’전략을 추진(’20.12.)
- (주요과제)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그린 모빌리티(전기차·수소차), 공공시설 제로
에너지화, 저탄소·녹색산단조성 등을 추진
- (투자규모) 2025년까지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30조 1천억 원),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35조 8천억 원),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7조 6천억 원)에 투자

5) CCPI(2020.12.7.), “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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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P4G(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정상회의(2021.5.)에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글로벌 공조 강조 및 포용적 녹생성장을 위한 한국의 계획을 국제사회에 공표

2. 감염병 공동 대응을 위한 백신·보건협력
n 한국은 주요국과 국제기구 등을 중심으로 하는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국제공조에 참여
l

한국은 진단기기 분야 기술 및 생산능력을 인정받아 ACT-A 촉진이사회(Facilitation
Council)*

시장주도국 지위로 참여(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2020.9.10.)

* 공동 후원기관, 26개국** 정부, 비정부파트너 등이 참여
** (ACT-A 창립 공여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노르웨이, 스페인, 영국
(시장주도국) 대한민국, 미국,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인도네시아, 남아공, 멕시코
(지역그룹대표) 아랍연맹, 아세안 등 지역그룹 대표 등
l

G7 정상회의 보건 세션에 참여하여 개발도상국 백신 지원에 2억 달러 공여 및 현물 지원을 공약
- ACT-A 지원 확대, 개발도상국에 잔여 백신 및 접종 인프라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으며,
코로나19 백신 생산량을 확대하고, 전 세계에 최소 10억 회분*의 백신을 공급하기로 합의(2021.6.13.)6)
* 미국은 5억 회분, 영국은 1억 회분을 기부, 프랑스는 3천만 회분 기부 예정

n 한국은 코로나19 종식과 경제회복을 위해 국내 바이오 의약품 생산 역량을 기반으로 하는

글로벌 백신 허브 선언 및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에 적극 대응
l

미국의 코로나19 백신 개발·생산 기업과 상호협력하는 양해각서를 체결(2021.05.23.)7)
- (민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SK바이오사이언스는 미국의 백신 기업과 코로나19 백신
개발·위탁 생산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며 안정적 백신 생산 계획에 착수
-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은 미국 백신 기업과의 민·관 협력을 통해 미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세계 유수 기업의 투자유치에 적극적인 지원 추진

6) 한겨례(2021.6.13.), 한국, 개도국 백신 공급에 2년간 2억달러 지원한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999100.html#csidxbb601b62a6b7791ae9ca9d83479e804
(접속일: 2021.6.17.)
7) 이코노미스트(2021.05.23.), 한미정상회담, 바이오기업과 ‘백신 동반자’협약 잇따라,
https://economist.co.kr/2021/05/23/industry/normal/20210523150000419.html(접속일: 202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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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한·미 정상회담 직후 미국 백신 기업과 양해각서 체결 현황
구분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정부

보건복지부

내용
- (모더나→한국) mRNA 백신 생산시설 투자 및 한국 인력 채용
- (한국→모더나) 모더나의 한국 투자 활동 및 비즈니스 지원
- 민·관 협력을 통해 미래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차세대 백신 개발

질병관리청

모더나

삼성바이오로직스

모더나

SK바이오사이언스

노바백스

- mRNA 백신 연구 상호협력
- 코로나19 백신 위탁생산 계약 체결
- 모더나의 기술이전·시험생산 등 지원('21년 3분기부터 국내 생산 예정)
- 노바백스와 코로나19 백신을 개발·생산하여 안정적으로 백신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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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美기업
모더나
모더나
노바백스

자료: 이코노미스트(2021.5.23.) 요약 정리

l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추진과 글로벌 백신 허브화 도약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 마련
<표 5> 글로벌 백신 허브화 도약을 위한 범정부 활동 현황
일자

2021.5.31.

추진 상황
한·미 백신 파트너십과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을 위한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단*’을 마련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조직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 TF*’ 발족, 정부 지원 체계 구축과 미 정부와의 논의 대비 사전 준비
2021.6.3.

* 관계부처합동 TF로, 복지부 장관(팀장),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식약처, 특허청, 질병관리청 차관급 공무원으로 구성

2021.6.4.

기업간담회를 개최하여 제약업계 이해·참여도 제고

2021.6.9.

코로나19 백신 개발·생산·공급 등의 협력을 위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 출범
* 한·미 양국 백신 관련 관계 고위 공무원으로 구성된 정기회의
- 1차 회의에서 백신 생산, 원부자재 확대방안, 연구개발, 인력양성 협력 방안을 논의
- 과제로드맵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논의 진행 및 주기적 결과 공유를 통해 운영 방안 협의 및 조정

2021.6.17.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 TF 2차 회의를 통해 세부과제 확정
- 국내 백신 산업 가치사슬(개발-생산-수출·유통) 단계별 지원 및 백신 허브화를 위한 한·미 간 협력 체계
구축 등 10개 부처 세부추진 과제 확정
- 국내 생산현황 조사·R&D지원·생산 인프라 확충·과학·기술 협력 등 백신 산업 전 단계에 정부와 민간 역량 집중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1.6.3., 2021.6.17.) 요약 정리

<표 6> 백신 허브화를 도약을 위한 부처별 추진 과제
부처

세부추진 내용

보건복지부

-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 전문가 그룹’ 및 백신 허브화 TF 운영
- ‘백신기업 협의체’ 구성, 백신 생산기반 마련을 위한 기업 지원 및 인프라 구축
- 인력양성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 재정·세제·금융 지원, 아시아개발은행 협력 등 국내 생산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백신 원천기술 개발, 바이러스 기초연구 등 백신 생산의 기초역량 강화 과제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

- 백신 제품화 지원을 위한 각종 지원방안 마련

질병관리청

- 한·미 연구개발 협력 진행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 한·미 외교채널 지원, 대국민 홍보체계 구축, 기술 보호·특허분쟁 지원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1.6.17.) 요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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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기술안보 협력
n 기술 패권 경쟁이 경제적·군사적 측면으로 확대되고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면서 주요국들은 자국 핵심기술 보호 장치를 마련
l

(미국) 중국과 관련된 기업이 미국 IT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행위와 인력교류를 금지하고,
대중 무역·투자 규제를 강화
-

(인수·합병) 중국의 대미 인수·합병을 규제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법(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of 2018)｣을

제정하여 미 외국인투자위원회(The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CFIUS)의 권한을 강화*(KOTRA, 2020.9.29.)

* 심사범위를 핵심기술 및 인프라, 민감정보, 지식재산권 거래 등으로 확대하고, 필요 시 거래 취소 및
중지 등의 조치를 강행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 특정 거래의 경우 의무 보고 사항을 추가(2020.9.)

- (인력교류금지) ｢중국 특정 학생과 연구자 입국 제재에 관한 포고령(Proclamation 10043, Suspension of
Entry as Nonimmigrants of Certain Students and Researcher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으로

중국과의 인력교류를 통한 기술유출 방지*를 추진(National Security and Defense, 2020.5.29.)
* 중국의 ‘민·군 융합전략(Military-Civil Fusion Strategy)’으로 규정하고 제재

※ 최근 중국이 천인계획을 중 공산당 소속에서 과학기술부 산하 조직으로 이전·개편(2021.1.)하였으며,
미국은 일부 중국 유학생들에게 비자 발급을 실시(2021.5.3.)
-

(무역규제) ｢국방수권법(John S. McCain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19)｣을 개정하여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Strategic Competitor)로 규정하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대중 거래를 금지(전은경, 2020.10.14.)
l

(일본) 화이트국과 非화이트국을 지정하여 전략물자의 수출을 규제하였으며, 최근 정부와
민간에 대중 기술안보 강화를 추진
-

｢외국환 및 외국거래법｣을 근거로 전략물자(｢수출령｣ 별표 1의 제1~15항)의 수출허가를 관리(조용래 외, 2020.6.15.)

- 경제산업성(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METI) 산하에 경제안보정보관을 신설하여 군사용
첨단 기술 정보를 수집하고 미국과 함께 중국의 민·군 융합전략을 견제(뉴스임팩트, 2020.11.24.)
-

정부와 주요 경제단체·기업들이 ICT·원자력 분야의 경제안전보장을 논의하는 민관
경제안보 협의체 설립*을 추진(한국경제, 2021.5.3.)
* 주요 대기업의 경우, 정부의 요구로 신설할 경제안보 담당 임원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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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주요국들은 기술역량 강화와 공급망 재편을 위해 공급망 전략을 공표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표방
l

(미국) 제조 역량 강화·中 의존도 감소·동맹국 협력에 초점을 둔 新공급망 전략을 공표(2021.6.8.)8)
- 바이든 행정부는 탄력적인 공급망 구축, 미국 제조업 활성화 및 광범위한 성장 촉진을
STEPI Insight |

위해 4대 핵심품목* 공급망에 대한 100일간의 검토결과를 발표
1 반도체 제조 및 첨단 패키징, ◯
2 전기차 배터리 등 대용량 배터리, ◯
3 핵심광물 및 소재, ◯
4 의약품 및 원료의약품
*◯

- 5개의 공급망 취약 원인*을 파악하여 4대 핵심품목별 공급망 재편 및 정부차원의 대응
정책을 제시
1 불충분한 미국 제조 능력과 중국의 부상, ◯
2 시장내 어긋난 인센티브와 단편적 접근, ◯
3 경쟁국, 동맹국의
*◯
4 글로벌 조달에서의 높은 지리적 집중도, ◯
5 제한적인 국제협력
산업지원책 확대, ◯

<표 7> 미 공급망 강화를 위한 4대 핵심품목별 대응 정책
분야별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의약품

기타

-

정책 제언
제조 분야의 높은 해외 의존도 완화 지향, 해외 기업 미국 내 유치 및 중국 부상 조기 차단 초점
최소 U$500억 규모 생산 투자에 대한 의회의 지원
한국 기업 U$170억 對美 투자 사례와 같은 동맹국 투자 유치 확대
단기 공급난 해소를 위한 TF 구성
원료 채굴, 제련, 가공 등 높은 해외 의존도를 가지며, 동맹국 활용 안정적 공급원 확보 및 대체재 개발 중요
정부차량 국산EV 전환(50억 달러), 충전 인프라 확충 등 지원(150억 달러)
EV 소비자 세제 혜택, 셀/팩 제조 분야 170억 달러 대출프로그램 가동
자국 공급망 발전 10년 계획 수립, 차세대 배터리 투자 확대
희토류 등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적이며 환경, 인권 등 측면에서 지속 가능한 공급원 확보에 중점
잠재적 생산 및 프로세싱 지역 파악, 국제 투자 프로젝트 확대
네오디뮴 자석 대상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검토
제조설비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 의약품 조달 차질이 우려되므로, 민관과 동맹국 협력을 통해 필수 의약품 확보
의약품 제조, 유통 과정의 경제성 향상 지원
100여 종의 필수 의약품 자국 생산 위한 민관 컨소시엄 구성
정부조달 활용 강화, 중소기업 지원, 환경, 노동 기준 강화
무역대표부(USTR) 주도 ‘공급망 무역기동타격대’신설
동맹국, 민간 참여 대통령 주재 ‘공급망 회복 글로벌 포럼’ 소집

자료: 김지선(2021.6.16.), 1p.

l

(일본) 첨단 반도체 기술 확보 및 공급망 관리를 추진하고, 2022년에 1천억 엔(약1조 원)
규모의 첨단기술 연구개발 기금을 신설하고, 정부의 직접투자를 추진(연합뉴스, 2021.6.21.)
- 기업, 대학 등의 기관이 일본 국내에서 반도체, 축전지, 양자기술, AI, 신재생 에너지 등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분야의 첨단기술 연구개발을 지원
-

일본은 경제 안보 관점에서 반도체 사업 일부를 국가사업으로 지정(동아일보, 2021.6.4.)

8) 김지선(2021.6.16.), ｢美 바이든 행정부 ‘4대 핵심품목’ 공급망 검토결과 및 시사점 – 반도체·배터리·핵심광물·의약품을 중심으로｣,
『POSRI Issue Report』, 포스코경영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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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I는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w Energy and Industrial Technology Development
Organization, NEDO)기금을 통해 키옥시아와 소시오넥스트에 각 50억 엔(약 5천억 원)

출자를 선언*

* 키옥시아는 5G용 대용량 반도체 메모리 부품 개발, 소시오넥스트는 AI 기기용 반도체 설계 기술 개발 추진

n 한국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여 GVC 재편 및 산업기술안보 전략을 구체화
l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여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관계부처 합동,
2019.8.5.),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개정(2020.3.24.)하여 공급망 위기에 대응
-

일본의 ‘대한민국 수출관리운용의 재검토’ 발표 및 ｢수출무역관리령｣ 개정(2019.8.7.)으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공급망 위기에 직면*(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 2019.8.7.)
* 15년 이상 화이트국가로 인정하던 한국을 非화이트국가로 격하(산업통상자원부, 2019.7.19.)

- 일본 전략물자(1,194개)와 소부장 전체품목(4,708개)을 대상으로 6대 분야의 100개 품목*
선정하여 핵심전략기술로 목록화9)
* 반도체(17개), 디스플레이(10개), 자동차(13개), 기계·금속(38개), 전기·전자(18개), 기초화학(4개)
l

미국이 新공급망 전략에 대응하여 산업기술안보와 국내 산업의 공급망을 강화
-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안보 전담조직’을 가동하여 반도체, 배터리 등의 핵심 품목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에 대비(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 2021.6.9.)
- 국가핵심기술 71개*를 지정하여 수출과 인수·합병을 제한하여 중요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
* 반도체(10개), 디스플레이(2개), 전기·전자(3개), 자동차·철도(9개), 철강(9개), 조선(8개), 원자력(5개),
정보통신(7개), 우주(4개), 생명공학(4개), 기계(7개), 로봇(3개)10)

l

한·미·일 공급망 협력 강화에 대한 압력이 가중되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新기술안보 전략이 필요

9) ｢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핵심전략기술 선정·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제1항
1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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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우주
n 미국은 우주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동맹국 간 우주 분야 협력체 구성을 추진
l

미국은 유인 달 탐사 프로그램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국제협력 원칙인 ｢아르테미스 약정｣을 시작(2020.10.)
- 우주 탐사 및 이용에 관하여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참여국들이 지켜야할 원칙*을 제시
* ①평화적 목적의 탐사, ②투명한 임무 운영, ③탐사시스템 간 상호운영성, ④비상상황 시 지원,
⑤우주물체 등록, ⑥우주탐사 시 확보한 과학데이터의 공개, ⑦아폴로 달 착륙지 등 역사적 유산 보호,
⑧우주자원 활용에 대한 기본원칙, ⑨우주활동 분쟁 방지, ⑩우주 잔해물 경감 조치 등
※ 참여국 : 미국, 호주, 캐나다, 일본,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영국, 아랍에미리트(UAE), 우크라이나, 한국

n 한국은 우주 분야 육성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한·미 협력과 거버넌스 재편 등을 추진
l

｢아르테미스 약정｣에 가입하고 ｢한·미 위성항법 협력을 위한 공동성명｣에 합의하여,
우주개발 및 산업 육성을 위한 한·미 협력 기반 강화
- 한국은 10번째 참여국으로 ｢아르테미스 약정｣에 서명(2021.5.26.)하여 우주탐사 프로그램
참여 및 우주개발과 활용을 위한 신기술과 시스템 개발 협력 추진11)
- 미국 국무부·상무부와 ｢한·미 위성항법 협력을 위한 공동성명｣을 통해, KPS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2021.5.27.)12)

l

우주 산업 육성을 위한 위원회의 지위를 격상하고 TF 및 범부처 대응 체계를 마련
- (위원회 지위 격상) 우주개발을 위한 부처 간 역량 결집을 위해 국내 우주개발 분야 최상위
심의기구인 국가우주위원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소속에서 총리 소속으로 격상
- (TF구성) 우주산업 부양책 마련을 위해 우주 분야 운영 TF*와 우주산업 육성전략 민관
TF** 구성을 추진13)
* 한·미 우주 분야 과학기술협력을 위한 인력, 조직, 제도, 예산 등의 사안 점검
** 민간 주도 우주개발로 전환하기 위해 국내 항공·우주산업계와 미래 우주 사업 전략을 논의

11) 외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동보도자료(2021.5.26.), ｢아르테미스 약정[Artemis Accords] 가입 서명 실시｣
12) 외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동보도자료(2021.5.27.), ｢한-미 위성항법 협력 공동성명(Joint Statement) 서명식 실시｣
13) ｢우주산업 육성전략 민관 TF 회의｣개최(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202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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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부처 대응) 제3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초소형
위성 및 6G 위성통신기술 개발방안｣** 안건 논의(2021.6.18.)14)
* 코로나 위기관리/극복을 위한 범정부적 역량 결집기구로 경제부총리 외 16개 경제부처 장관 등으로 구성
** 전 세계적으로 초소형 위성산업이 급격히 성장하여 위성통신을 활용한 우주 인터넷시장선점을 위한
1 시장조성, ◯
2 전문인력 양성,
경쟁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우주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
3 위성통신기술 개발 등의 전략을 수립
◯

<표 8> ｢초소형 위성 및 6G 위성통신기술 개발방안｣ 요약
구분
시장조성
전문인력
양성
위성통신
기술 개발

전략
- 향후 10년간(~2031) 정부 주도로 국방·통신 등 분야에서 총 100기 이상의 초소형 공공위성 개발·구축
- 혁신 중소·벤처기업 위성 기반 서비스모델 개발을 위해 민간 초소형 위성 시스템 설계 및 시제위성 개발
등 비용 지원(3년간 기업 당 20억 원 내외)
- 개발기간·비용 절감을 위해 상용부품 DB 구축
- 연간 100명 규모의 채용 연계형 연수 프로그램, 연간 60명 내외 학점연계형 실습 커리큘럼을 개발·운영
- 연간 200여 명 이상의 재직자 재교육
- 6G 통신서비스의 핵심기술인 위성통신 시장 선점을 위해 위성주파수 조기 확보
- 2031년까지 14기의 통신위성을 개발·발사하여, 연계서비스 분야* 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
* 도심항공교통(UAM), 지능형 해상물류, 항공기·선박 와이파이서비스 등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1.6.18.)

나. 이동통신(6G)
n 주요국 간 미래 이동통신 기술(6G) 주도권 경쟁이 심화
l

일본(3G, 2001년) → 유럽(4G, 2009년) → 한국(5G, 2019년)으로 주도국이 10년 주기로 전환

l

주요국들은 2028~2030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될 6G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국가 주도 R&D 착수15)
-

(미국) 6G 연구기관을 설립하고 약 3천억 원 규모로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DARPA
주도 퀄컴 등이 참여하는 장기 6G R&D 착수(2017.5.)

-

(중국) 2018년부터 매년 5년 단위의 6G R&D*를 과학기술부(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MOST)주도로

추진 중이며 2019년에는 공식 6G 전담기구 출범(2019.11.)

* 새로운 네트워크 기술, 광‧위성 통신 등과 관련된 국책과제(4.6천억 원 상당) 추진
-

(유럽) 핀란드 오울루 대학이 주도하여 6G 플래그십(6Genesis)* 설립(2018)
* 오울루‧알토대학, 핀란드 기술연구센터, 기업체(노키아, 인터디지털 등) 간 협업 체계를 구성, 내재화된
보안기술 기반의 6G 연구개발 착수(8년간 약 3,000억 원)

14)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1.6.18.), ｢「제3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겸 2021년「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개최｣
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0.8.6.), ｢6G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미래 이동통신 R&D 추진전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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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6G 관민연구회를 발족(2020.2.)하여 6G R&D에 500억 엔(4억 8,200만 달러) 투자
계획* 등 종합전략을 마련(RCRWireless News, 2021.1.7.)
*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R&D 지원 기금 조성(300억 엔)과 R&D 인프라 구축(200억 엔)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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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글로벌 표준 선점을 위해 국가 간 기술동향 공유 및 공동 연구 등 국제 공조 강화
l

(미국) 미국통신사업자연합(Alliance for Telecommunications Industry Solutions, ATIS)는 6G 기술 R&D,
표준화, 국가 로드맵 개발을 위해 민간 위주 ‘넥스트 G 연합(Next G Alliance)*’을 공식 출범(2020.10.13.)16)
* 버라이즌, AT&T 등의 주요 이동통신사와 퀄컴, 인터디지털,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등의 IT기업이
창립멤버이며, 삼성전자, LG전자, 에릭슨 등 글로벌 제조사도 멤버로 가입, LG전자는 의장사로 선정

l

(EU) 6G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확장하여 6G 표준기술과 비전, 핵심 서비스 모델 개발을
목표로 민간 중심 6G 연구개발 그룹 ‘헥사(Hexa)-X*’를 출범(전자신문, 2020.12.10.)
* Horizon 2020의 연구개발 프로그램으로 노키아, 에릭슨, 오렌지, 인텔, 지멘스 등 23개의 기업과 대학이 참여

l

(미·일 협력)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오픈랜, 6G 관련 R&D협력*에 45억 달러(미국 25억
달러, 일본 20억 달러)

공동 투자를 합의(2021.4.)

* 보안 네트워크와 첨단 ICT 기술 연구, 개발 테스트 및 배포 협력, 글로벌 표준 구축 협력 등
l

(일·핀란드 협력) 6G 기술 글로벌 표준화 및 규제 개발을 위한 공동 협력 계약* 체결17)
* 일본의 Beyond 5G 추진 컨소시엄(도쿄대, NTT 도코모, KDDI, 소프트뱅크 등)과 핀란드 6G 플래그십 간 협력

n 한국은 ｢위성통신기술 발전전략｣(2021.6.9.)과 ｢6G R&D 실행계획｣(2021.6.23.)을 수립

하여, 6G 핵심기술인 위성통신 분야 위상 강화를 추진
l

「6G R&D 전략」을 수립하여 2028~2030년 최초 6G 상용화 시작을 목표로 ①차세대
기술선점, ②표준·고부가가치 특허 확보, ③연구·산업 기반조성을 추진(2020.8.6.)18)
- (단계별 추진전략) 1단계 6G 핵심기술개발*(2021~2025년), 2단계 상용화 지원(2026~2028년) 사업을 구성
* 5년간 총 2,000억 원 투입 예정

- (전담 조직) ‘6G R&D 전략위원회’ 및 ‘6G 핵심기술개발 사업단’ 등 민·관 합동 전담
조직을 구성·운영
16) 전자신문(2020.10.18.), 美, 6G 주도 선언...2030년 상용화 노린다, https://www.etnews.com/20201016000154?m=1(접속일: 2021.6.17.)
17) RCRWireless News(2021.6.10.), Finnish, Japanese research groups announce alliance to boost ‘6G’ R&D, https://www.rcrwireless.com
/20210610/wireless/finnish-japanese-researcg-groups-announce-alliance-boost-rd(접속일: 2021.6.23.)
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2020.8.6.), ｢‘데이터 고속도로’의 미래, 6세대(6G) 이동통신에 대한 준비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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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최근 6G 지상-위성 통합망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 저궤도 위성통신 역량 확보, 정지궤도
위성통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위성통신기술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신속한 R&D 투자 지원19)

l

6G 분야 공동연구 추진(2025년까지 100억 원)을 위해 정보통신기획평가원과 미국 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 NSF)

간 양해각서를 체결(전자신문, 2021.6.23.)

다. 양자기술20)
n 미국은 양자컴퓨터를 핵심유망기술(5G,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항공우주, 양자컴퓨터)로 지정하고

관련법과 지원 기반을 마련
l

2018년 세계 최초로 「양자연구집중지원법(National Quantum Initiative Act)」을 제정하여 정책목표
수립 및 주요 기관별 역할을 구체화
<표 9> 미국 ｢양자연구집중지원법｣에 명문화된 주요 정책 및 기관 활동
구분
국가양자이니셔티브
프로그램

정책

양자정보과학
소위원회
국가양자이니셔티브
자문위원회
양자컨소시엄
(NIST)

기관

다학제적양자정보과학
연구 및 교육 센터
(NSF)
국가양자정보과학
연구센터
(DOE)

활동
- 10년간의 목표, 우선순위, 성과척도 등을 포함하여 양자정보과학·기술활용 계획 수립
- 양자정보과학 R&D 투자 및 국가양자조정실 설치
- 연방기관의 양자 관련 정책을 조율
- 국가양자이니셔티브의 목표 설정
- 국내 및 국외의 양자과학 R&D 현황 파악
- 양자정보과학 R&D 예산 신청
- 양자정보과학 R&D, 표준, 교육, 기술이전, 상업화, 국방, 경제 등과 관련한 자문과 정보 제공
- 정기적으로 대통령과 의회에 관련 보고서 제출
- 미국 양자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척도, 표준, 사이버 보안 등을 파악
- 현재 연구 수준과 개선 부문을 평가 및 제언
- (예산) 연간 8천만 달러(약 910억 원)
- 양자과학에 대한 기초연구 및 교육 지원금 제공
- 교과과목 개발 및 인력 개발 활동 지원금 제공
- (예산) 센터 당 연간 1천만 달러(약 110억 원)
- 양자정보과학 기초연구 수행
- 국립연구소, 대학, 연구센터 등이 협력하여 센터 유치
- (예산) 센터 당 연간 2천5백만 달러(약 280억 원)

자료: 글로벌과학기술정책정보서비스(2018.12.21.)와 미국 ｢National Quantum Initiative Act｣를 활용하여 정리

l

｢양자인터넷 전략비전*｣(2020.7.) 및 5개 양자정보과학연구센터**를 설립·지원(2020.8.)
* 미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DOE)는 10년 내 양자인터넷의 전국적 구현을 위한 청사진 제시
** 마이크로소프트, 하버드대, 코넬대, 인텔, 록히드마틴 참여

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2020.8.6.), ｢‘데이터 고속도로’의 미래, 6세대(6G) 이동통신에 대한 준비 본격 착수｣
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2021.6.10.)를 중심으로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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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한국은 최근 국내 양자생태계 조성을 본격화하며 미국과의 다각적인 협력 추진21)
l

양자기술 경쟁력 강화 및 양자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체계적 지원을 명문화하는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시행(2021.6.10.)
STEPI Insight |

- 양자정보통신 정의와 연구개발·인력양성·국제협력·표준화 등에 대한 지원근거, 전담기관
및 양자산업클러스터 지정 등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
<표 10>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의 양자정보통신 관련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양자정보통신정의
(제2조)

양자역학적 효과를 기반으로 하는 양자암호 및 통신, 양자센서 및 소자, 양자컴퓨터 등을 가능케
하는 기술

연구개발·인력양성
(제27조의2)

원천기술 확보 단계인 양자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 지원, 인력양성 등 생태계 조성 지원
근거 마련

국제협력·표준화
(제27조의2)

양자분야에 대한 각 국의 연구개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 간 연구협력·표준화
지원 근거 마련

전담기관의 지정
(제27조의2)

양자정보통신 관련 연구개발·인력양성·국제협력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 지정 근거 마련

민간 기술개발 지원
양자분야 기술집약형 중소·벤처기업 등 민간부문의 양자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제27조의 3)
양자산업클러스터 산·학·연의 유기적인 연계를 기반으로 양자산업을 집중 육성할 수 있는 양자산업클러스터 지정 근거
(제7조, 제27조의 4) 마련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2021.6.10.)

l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양자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양자암호통신 개발·실증사업 추진(2021.5.25.)
-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90억 원 규모의 양자암호통신 인프라 시범구축사업을 추진
- 공공·의료·산업분야의 실증사례를 정리한 양자암호통신 시범인프라 구축·운영 종합 가이드 발간을 계획

l

양자기술 연구역량 강화 및 신진인력 양성을 위해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 교육 등을 추진
-

(공동연구) 美공군과학연구실과 양자컴퓨팅·양자통신·양자감지기 분야의 공동연구를
발굴·지원 중(11개 과제, 12억 원)

-

(인력양성) 석·박사과정 및 박사후연구원의 해외연수·파견을 지원하여 전문인력으로
양성(2021년 기준, 10억 원, 45명 내외 지원)

-

(교육) IBM·아마존·IonQ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국내 연구자에게 양자컴퓨팅 클라우드
서비스 및 정기교육 제공(2021년 기준, 10억 원 지원)

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2021.6.4.), ｢양자기술 분야 한-미 정상회담 성과 이을 후속조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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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학기술협력 분석의 시사점
n 한·미 정상회담 주요 과학기술 분야 협력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체계의 일관성 확보가 필요
l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는 분야별 위기 대응 전략이 추진되었으나, 정상회담 이후 주요
의제를 중심으로 한 후속 조치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

l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분야 간 복합적인 이슈가 산재하여
협력 방안과 체계 분산이 우려되므로 분야 간·민관 간 협력 체계의 일관성 확보가 필요

n 미국이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는 전략이 필요
l

미·중 대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이 동맹국 간 협력을 강조하면서 한·일 관계 개선 및
한·미·일 협력을 촉구(한국경제, 2021.6.21.)
-

일본은 중국에 대한 반도체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미·대만 반도체 기업(마이크론, 인텔, TSMC)을
유치하여 R&D와 생산 시설 협력을 통한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대응(머니투데이, 2021.6.27.)

- 최근 한국이 미국에 한·미·일 협력을 약속함에 따라22)(2021.6.13.) 중국과의 관계 악화가
우려되므로, 새로운 협력 생태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
l

미·일 협력 관계에 참여 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급망 포지셔닝 및 협력 생태계 구축 전략 마련이 필요

n GVC·기술안보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현황 분석 및 국가핵심기술의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
l

주요국들은 전략기술과 국가핵심기술을 지정하여 기술안보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구체성이 결여되어 안보에 위협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문제가 제기*
* 미 의회 산하의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USCC)는
상무부가 유망·원천 기술의 목록을 작성하지 않아 안보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지적(Reuters, 2021.6.1.)
-

l

한국은 국가핵심기술을 확대하고 세부지침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추진(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21.1.15.)

국가핵심기술을 확대하고 세부지침을 마련하는 노력23)과 함께 GVC 상에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분석하여 핵심 분야를 확대하고 국가핵심기술의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

22) 서울경제(2021.6.13.), 정의용·블링컨, ‘한미일 3국 협력’ 약속, https://www.sedaily.com/NewsVIew/22NMDOSU4L
(접속일: 2021.6.27.)
23)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1.1.15.), ｢국가핵심기술 69개에서 71개로 확대 지정, 국가핵심기술 보호조치사항에 대한 세부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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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전략적 파트너로서 위상 확보
n (기후협력) 탄소무역장벽에 대비한 정부차원의 대응 전략 마련
l

주요국들이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면서 청정에너지 분야에 투자를 추진 중이며 탄소국경조정세
도입을 검토
※ EU는 적용대상 분야, 관세 책정 방법, 제품 레벨의 탄소배출량 평가 기준, EU의 배출권거래제와
연계방안 등을 논의하여 2021년 7월 이전에 세부 시행 계획을 발표, 2030년 탄소세 관련 법안을
시행할 계획(헤럴드경제, 2021.1.25.)

l

미국이 요구한 기후협력과 관련하여, 상향된 NDC 목표치를 달성하고 주요국의 탄소국경조정세
도입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업에 저탄소 관련 연구개발 지원 및 탄소배출 규제 강화가 필요
※ EU와 미국에서 탄소국경조정세 도입 시, 국내 산업에 최대 4조 원*의 관세가 부담될 것으로 전망
* 2030년, 톤당 300달러 기준으로, EU 관세는 24억 7,520만 달러(약 2조 8,465억 원), 미국 관세는
11억 8,370만 달러(약 1조 3,613억 원)로 추정(EY한영회계법인, 2021)

- 철강과 석유화학 제품의 경우, 국내 기업들이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 등 저탄소 기술
개발을 수행하고 있으나, 정부 차원에서 산·학·연·관 협력을 통한 R&D 지원 추진 필요
- 주요국의 탄소국경조정세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의 탄소배출 규제를 개정 및 강화
n (백신·보건협력) 백신·보건 산업 연구개발-생산 역량의 내재화 및 연구개발 프로세스 개선 방안 마련
l

백신 수입으로 인하여 백신 연구개발-생산-이행 프로세스가 역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

l

국내 바이오 대기업을 중심으로 백신 생산을 위한 한·미 기술협력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백신 연구개발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 필요
-

국내 바이오 대기업(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은 충분한 생산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기술이전 없이 백신을 상용화하기 어려운 상황(조선비즈, 2021.6.13.)

- 역공학(Reverse Engineering)의 관점에서 백신 완제 공정을 분석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생산 역량 강화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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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국제사회에서 백신·보건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산 기술을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백신·보건 분야 연구개발 프로세스 개선이 필요
- 연구개발 단계 축소 및 기간 단축을 통해 국내 헬스케어 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 필요

n (기술안보협력) 민간과 정부의 대미 협력 강화를 위한 GVC 분석 및 전략기술 리스트 확보
l

국가 안보 및 자국기술보호를 위해 미국, EU에서 해외 투자 심사 및 핵심기술 수출통제가
강화되는 추세
- 중국의 공격적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긴 하나, 미국과의 관계 악화 시 한국에게도
불리하게 작용 가능

l

미국과 첨단제조 및 공급망 부문의 협력을 논의하기 전에 국내 산업의 첨단기술 관련
공급망 관리를 위해 실태 분석 및 대응전략 마련 필요
- 4대 핵심품목(반도체, 친환경 EV 배터리, 전략·핵심 원료, 의약품 분야) 분야의 국내 공급망 현황
및 한국의 강·약점 분석을 통해 미국과의 상호투자 협상 시 유리한 고지 선점 필요
- 미국이 구축하는 안전한 반도체 공급망에서 배제하기 어려운 모듈을 전략적으로 담당

n (미래기술 협력) 미래 먹거리의 선도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첨단기술 연구개발 추진체계 개선

및 인프라 확충
l

초융합 기술의 산물로 미래기술이 부상하면서 주요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
전략 추진체계 마련이 필요
- ｢아르테미스 협정｣ 체결국 간 협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6G 기술 선도국으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우주 분야의 연구개발 선행이 필요
- 우주 분야 중심의 첨단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가칭)항공우주청의 설치가 필요

l

첨단기술·핵심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과학기술협력에서 선도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 시설과 과학기술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
- 주요국은 첨단기술과 핵심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개발을 위한
인프라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
- 양자기술, 우주산업 육성, 반도체 초격차 확보 등을 위해, 연구개발 시설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지원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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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미 협력과 인도-아세안 기반의 가치사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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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한·미·일 과학기술협력에 대한 압력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신시장 개척을 통한 새로운 과학

기술협력 및 GVC 생태계 구축이 필요
l

한·미 과학기술협력을 넘어서 한·미·일 과학기술협력에 대한 압력이 가중
-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언급하여 대중국 견제에
대한 동참을 내비쳤으며, 한·미·일 공조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상황
- 한·미·일 과학기술협력에 대한 압력이 가중되면서, 중국의 수입규제로 인한 대중 수출 감소가 우려

l

인도-아세안(신남방정책) 기반의 협력을 확대하여 대중 무역의존도가 높은 상황에 대한
부담감 완화가 필요
- 쿼드를 중심으로 대중 견제에 협력하는 미·일 협력체에 참여하는 것은 부담이 큰 상황
- 베트남, 필리핀을 대상으로 하는 신남방정책 등을 활용하여 인도-아세안으로 시장 판로 확대가 필요

n 기술안보 중심의 대미 협력을 추진하고, 기술이전 및 수출 중심의 인도-아세안 협력을 추진
l

미국의 동맹국 기반의 新공급망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미 협력 시, 주요 핵심기술에
대한 기술안보가 중요
- 특히, 우주 분야는 ｢아르테미스 약정｣ 참여국과 중·러 연합 간 경쟁구도가 심화되면서
정치·외교·안보 이슈로 부상
※ 러시아는 국제우주정거장(International Space Station, ISS) 탈퇴를 선언하고 중국과 협력하여 미국과의
갈등 심화(동아사이언스, 2021.4.19., 매일경제, 2021.6.16.)

- 미국과의 과학기술협력 분야와 인도-아세안(신남방 국가 포함)과의 과학기술협력 분야 간
차별화가 필요하며, 첨단기술 협력에 대한 세부 지침 마련 필요
l

인도-아세안 협력 시, 미국의 新공급망 전략에 대치하는 협력 체계가 구축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대미 협력 과학기술 분야와 인도-아세안 협력 과학기술 분야 구분이 필요
- 미국과는 첨단기술, 반도체 등을 포함한 新공급망 전략에 협력하여 연구개발 역량 강화
- 인도-아세안 협력 시 국가핵심기술, 전략기술을 제외한 보급 기술을 중심으로 기술이전
및 수출 협력을 추진

25

新과학기술협력 방향 : 한·미 정상회담 과학기술의제를 중심으로

3. 과학기술외교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과학기술협력 전문 인력 확보
n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 파견 인원 확대를 위한 과학기술 분야 전문 외무공무원 임용
l

과학기술외교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과학기술외교를 담당할 전문가가 부족한 상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국·일본·중국·영국 등 주요 대사관에 각 1명의 과학기술 주재관을 파견*
* ’20년 기준 13개국에 16명 과학기술 주재관 파견(전자신문, 2020.10.25.) 16명 중 3명 미국 파견

- 과학기술협력 분야가 확대되고 분야별 정보 수집 등의 역할이 커지고 있으나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는 부족한 실정*
* ’20년 기준 재외공관 파견 주재관 현황에 따르면, 346명 중 16명(4.62%)만이 과학기술 분야 주재관
l

주요국과의 과학기술협력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 파견 인원을
확대하기 위해 과학기술 분야 전문 외무공무원을 별도로 임용하여 파견 필요
- 유럽의 주요국들은 IT대사를 임명하여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
협력 및 소통을 추진
※ 덴마크, 독일, 프랑스에서 IT 대사를 임명하여 미국 실리콘밸리, 중국 베이징 등을 대상으로
과학기술외교 활동을 수행 중(외교통일위원회, 2021.6.)

- 과학기술 분야 전문 외무공무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학기술 주재관이 협력하여
주요국의 과학기술 관련 법·제도 등을 포함한 현안 이슈 파악 및 협력 지원을 추진
* 21대 국회에서 ‘과학기술 IT대사 신설’법안 발의(2020.10.), 이상민 국회의원 과학기술 전문가를
외무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20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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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글로벌 기술 경쟁에 대응하는 과학기술협력 협의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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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과학기술협력 분야별 TF가 발족되고 있으며, 각 부처에서

현안 파악 및 대응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
l

기존에 한·미 과학기술협력협정에 근거하여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추진
- 최근 개최된 ‘제10차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하였으며, 외교부, 주미한국대사관, 한국연구재단 등에서 대표단으로 참석

l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산업, 백신에 대한 범부처 TF를 구성하고
있으며, 미국의 공급망 강화에 대응하는 산업안보 TF, 민관 우주산업 TF 등 분야별 TF를 운영

n 글로벌 기술 헤게모니 경쟁이 첨단과학기술을 넘어 정치·외교·산업·과학기술 등으로

확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범부처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해 기존 조직의 역할 실질화
l

글로벌 과학기술협력 분야의 현안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의사결정 기구·조직의 위상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l

법적 근거에 기반한 과학기술 관련 정책 의사결정 기구·조직*이 글로벌 기술 헤게모니 경쟁에 대응하는
역할을 실질화하는 노력이 필요
*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과학기술장관회의 규정｣),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 예시 :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의 경우, 글로벌 과학기술 협력이 일부 주요 정책·전략 안건에 포함되어
있으며 외교부의 역할은 ODA나 해외 협력 지원으로 다소 협소하게 상정되어 있으므로24), 글로벌 과학
기술 협력 관련 안건을 구체화하고 관련 부처의 참여 확대 추진

n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과학기술협력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 채널 개선이 필요
l

미국은 민간 주도의 R&D를 지향해 왔으나, ｢미국 혁신경쟁법｣에서 정부 주도의 R&D를 강화

l

한국 정부는 민간 협력을 중시하여 민·관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나 참여기업들과
관계부처 간 협력 채널이 분산되어 혼선이 우려

l

글로벌 기술 헤게모니 경쟁에 대응하는 중심 조직과의 연계를 기반으로 하는 민·관 협력채널 마련 필요

24)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21.2.),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의 안정적 운영 및 효율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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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n This research aims to seek a direction for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STC)

between Republic of Korea (ROK) and the United States (US), focusing on the four
major agendas in science and technology fields discussed at the Biden-Moon Summit
l

The Biden administration established an 'isolation strategy' to expand the
encirclement of China by strengthening cooperation with its allies

l

In response, ROK expands its contribution to the international society and
enhance cooperation with the US in the fields of politics, diplomacy, industry,
and science and technology

l

This research proposes directions for STC between ROK and the US by
analyzing the major agendas* in the science and technology fields discussed at
the Summit (May 21st, 2021) and follow-up strategy
* Climate, Vaccine and healthcare, Technology security, and Future technology

n After the Summit, follow-ups for STC are being established, but they lack

of concentration on the cooperation system
l

Complicated issues are scattered across the sectors under the global
technology hegemony competition, and thereby it is necessary to make the
inter-sectoral and public-private cooperation consistence

n A new cooperative ecosystem is needed as the relationship between ROK and

China may become worse under the pressure on the U.S.-ROK-Japan cooperation
l

Recently, ROK is concerned about worsening relations with China, as ROK
promised the United States trilateral cooperation

l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supply chain positioning strategy to secure
competitiveness by participating in the previously promoted the U.S.-Japan
cooperation and a response strategy due to export restrictions of China

32

Summary

n To cope with STC based on the industrial and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the government needs to analyze the GVC and technological security trends

l

STEPI Insight |

and to monitor national core technologies
Although major countries are strengthening their technological security by
designating strategic and national core technologies, the lack of specificity
raises the problem that they may pose a threat to security
l

In GVC,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competitiveness of domestic industries
to expand core fields and to continuously update national core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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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k 1. Role as a strategic partner by strengthening industrial competitiveness
l

Support for low-carbon R&D and strengthen carbon dioxide (CO2) emissions regulations
to achieve the NDC target and respond to the carbon border adjustment taxes

l

Seek to cooperate vaccine R&D in a situation where ROK-US STC for vaccine
production is accelerating by importing vaccines

l

Analyze the current situation and prepare a response strategy for supply chain
management related to high-tech in the domestic industry

l

Improve the advanced technology R&D system and expand infrastructure

Task 2. Set up new US cooperation and expand GVC based on India-ASEAN
l

Establish new STC and GVC ecosystem by pioneering new markets using the
India-ASEAN cooperation, including New Southern policies

l

Separately operate STC with the US and the New Southern regions due to the
conflict with the US new supply chain strategy

Task 3. Appoint STC experts to enhance competitiveness in STC diplomacy
l

Appoint and dispatch foreign officials specializing in science and technology
to respond immediately to STC with major countries

Task 4. New council for STC to cope with the global technology hegemony
l

Substantiate the role of relevant policy decision-making organizations such as
Ministerial Meeting on Science and Technology

l

Establish public-private cooperation channels based on linkage with central
organizations responding to the global technological hegemony com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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