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권 제2호 통권 제3호

2019.12.

제2권 제2호 통권 제3호

2019.12.

목차
기획논문

05 이성호
기업혁신활동의 고용영향 미시모의실험 분석결과와 시사점
27 박진희, 홍성민
최근 이공계 대졸 이상 인력에 대한 노동수요 변화와 시사점
53 이연우, 홍성민
고학력 과학기술인력의 역량개발 현황과 개선방안

일반논문

79 서지영
기술영향평가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쟁점, 그리고 나아갈 방향
107 엄익천, 박진서, 김봉진
한국 신약개발의 기술적 역량 진단과 개선방안
139 안경민, 권상집
중소기업의 정보기술 기반 동적 역량이 조직 민첩성에 미치는 영향
       : 불확실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171 서호준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 50년의
주요
의제 분석 - 『과학기술 50년사』를 중심으로       
203 강희종, 임덕순
과학기술 ODA 통계 산출 방법에 관한 연구
229 안요한
기술혁신활동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의약산업 패널연구 247 김재현, 김병건
혁신지향 공공조달 비중 확대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과학기술정책 | 제2권 제2호(2019.12.) pp.5-26

5

기업혁신활동의 고용영향 미시모의실험
분석결과와 시사점*
이성호**
초록

4차 산업혁명의 부상과 함께 일자리 감소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Neves et al.(2019)의 혁신과 고용
간의 동적 관계에 대한 미시모의실험은 공정혁신의 부정적 영향과 제품혁신의 긍정적 영향을 시사하였
는데, 이는 1국가 폐쇄적 경제모형으로 개방형 교역경제에서 활동하는 한국 제조업에도 적용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이에 본 연구는 제품혁신 경향성이 100% 인 국가 A의 기업들과 제품혁신과
공정혁신을 양면 구사하며 비용과 가격을 낮춰 시장점유율 확대를 모색하는 국가 B의 기업들이 경쟁하는
국제 상품시장을 모의실험해 보았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가가치 프리미엄 비율을
매개변수로 이용해 시나리오를 도출했으며 , 부가가치 프리미엄이 낮은 시나리오에서는 공정혁신의
고용효과가 우세한 반면, 반대의 경우는 제품혁신의 고용효과가 우세함을 발견했다. 이는 정부의 연구
개발 지원정책이 신산업의 경우는 제품혁신 위주로 지원하더라도 전통산업의 경우는 공정혁신과 제품
혁신을 양면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미시모의실험 행위자기반모형 제품혁신 공정혁신 고용
:

,

,

,

,

*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11차년도 과학기술기반 미래연구사업 보고서에 게재 예정인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 이노디랩 대표, slee1009@innodlab.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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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우리는 인간 노동을 대체하는 잠재력으로 노동시장을 위협하는 엄청난 기술 발전을
목격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술발전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며, 구체적
으로 기업의 자동화 및 연구개발 투자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복잡계 성격을 지닌 사회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셜 시뮬레이션
(social simulation)이 주목받고 있는데, 이 중 행위자기반모형(Agent-based Model;
이하 ABM)은 전체 인구에 대한 집합적 모형화 대신에 독립적인 개체(agent)들의 자율적
행태와 상호작용을 확률모형으로 재현한다. 그 중 미시모의실험(microsimulation) 방법
론은 미시경제학에서 도출된 행위자의 행태방정식을 적용한다.
개별 행위자는 연령, 성별, 결혼여부, 교육수준, 취업여부, 임금수준 등의 속성을
가진 독립 개체로서 ‘전이 확률(transition probability)’을 이용해 속성의 상태 변화
를 모의실험한다. 개체 단위의 속성을 포함하는 미시데이터로부터 행위자의 전이확률
을 추정 가능하며, 동태적 모형(dynamic model)의 경우는 시간 경과에 따른 각 시
점의 속성값을 갱신하며 모형을 구축한다. 박병원 외(2016)는 8차년도 과학기술기반
미래연구사업에서 보건의료 분야(특히 오바마케어 정책 관련)를 중심으로 다양한 미시
모의실험 방법론 활용 사례를 소개하였었다. 최병삼 외(2018)의 10차년도 과학기술기
반 미래연구사업에서는 행위자 기반 모형을 노동시장에 적용해 과학기술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 사례들을 다양하게 살펴 보았다.
본 연구는 기업을 행위자로 놓고 미시모의실험을 활용해 기업의 자동화 및 연구개발
투자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려는 것이다. 과거의 데이터를
정확히 재현하거나 우리 사회의 미래 고용 수준을 예측하는 일련의 정량적 전망값을
제공하는 것은 본 모의설험 연구의 목적이 아니다. 미시모의실험 및 행위자기반 모형은
기술과 고용 문제에 대한 경제학 이론에 대해 기존의 분석적 방법론보다 유연한 사고
실험을 허용하며, 이를 토대로 향후 더 복잡한 모형을 개발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
한다.
본 연구는 기술발전과 고용에 관한 경제학의 선행연구들 및 이를 토대로 도출된 미
시모의실험 선행연구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고, 기존 모형들을 개선해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모형의 개발을 시도해 본다. 구체적으로 기업혁신과 고용 관계를 다룬 기존
연구가 폐쇄적 국가 모형에 기반했던 것에 반해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경제의 특성을
반영해 개방형 국가 모형을 모의실험하여 그 결과로부터 공정혁신에 대한 정책에 대
해 한국 상황에 적합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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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술발전의 고용영향에 대한 경제학 선행연구 조사
1. 자동화와 고용 관련 선행연구 조사

한국은 로봇 도입이 가장 급진전된 국가인데 Acemoglu 등(2018)의 연구는 중년
(36~55세) 노동자의 노령화를 그 견인차로 보았다. 국제 데이터를 분석해 (고령인구
÷중년인구) 비율이 급증하는 국가일수록 산업 내 로봇 도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자동
화가 중년근로자를 가장 많이 대체함을 발견했다. 한국과 독일이 대표적 사례였으며
1970~2010년 기간 핵심생산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중국도 2010년부터는 제조업 고용
비중이 감소세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제품 가격이 높지만 잠재적 수요가 많은 산업발전 초기에는 수요가 탄력적(가격탄
력성>1)이므로 생산성 개선은 가격 하락을 유도해 제품 수요를 증대시킨다. 즉, 노동
대체를 상쇄할 만큼 수요가 더 크게 증가하여 고용이 증가한다. 하지만, 이후 수요가
성숙단계에 돌입하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아지며 생산성 개선으로 인한 수요 증가
율이 노동 대체율을 하회하면서 고용이 감소하게 된다. 이처럼 생산성 개선이 산업
초기에는 고용을 증가시키지만 성숙기에는 고용을 감소시키는 산업화→탈산업화 생애
주기의 역U자 패턴은 제품의 수요탄력성에 기인하는 것이다. Bessen(2017)의 연구는
면방직산업, 철강산업, 자동차산업이 성숙단계로 진입하면서 수요가 포화되어 가격탄
력성이 0에 수렴해 온 산업의 발전사를 보여준다.
기술발전으로 인한 생산성 증가는 제조업에서 가장 두드러졌으며 서비스업의 경우는
생산성 개선이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이로 인해 산업혁명 때부터 기술발전이 꾸준히
진전되어 온 제조업은 근래 고용이 감소하기 시작하고, 대신에 서비스업 고용이 증가
했다(Autor & Salomons, 2017). 특히 서비스업 중 기술발전의 수혜를 받는 지식 집
약적 서비스업의 경우는 생산성이 발전하면서 고용도 함께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기
도 한다.
한편 생산성 증가의 영향을 해당 산업의 차원을 넘어 거시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연
구로는 Autor & Salomon(2018)이 OECD 18개국(한국 포함)의 28개 산업의
1970~2007년 산업 및 고용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가 대표적이다. 기술진보로 인해
총요소생산성(TFP)이 증진되면 해당산업과 후방(공급)산업의 고용은 감소시키지만, 전
방(수요)산업과 최종재의 수요 증대를 통해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경제의
고용은 순증가 효과를 달성하게 된다. 하지만 생산성 증가로 인해 고용, 근로시간, 임
금은 모두 증가하지만 근로소득이 부가가치(GDP)보다는 증가율이 낮아 노동분배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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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화되는 결과를 낳는다. 즉, 자동화를 통한 생산성 증가는 경제 전체의 고용과 임금
을 증가시키지만, 노동소득 분배율은 저하시켜 온 것이다.
[그림 1] 총요소생산성 증가가 총노동투입과 노동분배율에 미친 영향
총노동투입에 미친 영향

노동분배율에 미친 영향

자료: Autor, D. & A. Salomons(2018)

기술발전은 공정혁신과 제품혁신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볼 수 있다. 기존 제품의 생
산비용을 절감하는 공정혁신과 신제품을 개발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제품혁신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상이할 수 있다. 이 두가지 혁신을 구분하여 공정혁신의
부정적 영향과 제품혁신의 긍정적 영향을 대비하는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다.
Harrison et al.,(2014), Dachs et al.,(2016)은 제품혁신이 수요창출을 통해 공정혁
신보다 고용을 더 크게 증가시키며 불황에 대한 대응력도 더 우수해 경기순환에 강건
함을 밝히고 있다. 공정혁신의 경우도 고용대체율 이상으로 매출을 증가시켜 고용증가
를 달성할 수도 있지만(주로 서비스업에서) 제품혁신은 기존수요 탈취 이상의 신수요
를 창출하며 경기침체에도 강건하게 수요와 고용 증가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기술발전은 장기적으로 자동화(공정혁신)와 신수요창출(제품혁신) 간의 균형을 추구
해야 하는데, 자동화의 진전 수준에 비례해 인간이 비교우위를 가진 복잡성이 높은

기업혁신활동의 고용영향 미시모의실험 분석결과와 시사점 ∙ 9

새로운 업무를 창출해야 균형성장이 가능하다. 자본축적과 연구개발은 외생적으로 주
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생적으로 결정된다. 자동화 투자로 임금이 하락하면 노동집약
적인 새 업무를 개발하는 제품혁신 투자의 비용이 낮아져 투자수익률이 개선되기 때
문이며, 이 과정에서 고용의 대체와 창출 간의 균형이 이루어지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모색할 수 있다. 제품혁신 R&D를 통해 새로운 업무가 창출되면 초기에는 고숙련 인
력이 경쟁우위를 갖게 되고, 이후 업무 수행방식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되면서 표준화
가 진전되면 저숙련 인력으로 단계적으로 대체되고 궁극적으로는 다시 자동화 설비로
대체되는 것이다. Acemoglu, D.(2016)는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새로운 업무
의 창출이 활발해지면 자동화로 인한 고용 대체를 상쇄해 고용이 증가할 수 있음을
제안하고, 새로운 직업이 많이 창출된 시기일수록 고용증가율이 증가한 정의 상관관계
를 실증 데이터를 통해 보여주었다.
[그림 2] 기술발전이 자본과 업무의 구성에 미치는 영향

자료: Acemoglu, D.(2016)

기술과 더불어 양대 성장동력 중 하나인 인적자본의 질적 제고 필요성도 강조된다.
Stokey(2018)는 기술과 인적자본의 투자는 상호보완적이기 때문에 둘 중 하나의 투
자만 집중되면 한계수익은 감소하며, 기술과 인적자본 양자에 대해서 TFP 성장률과
같은 속도로 동등한 투자가 이루어질 때 균형성장이 달성됨을 수학모형으로 설명하였
다. 또한 인적자본 투자는 스필오버 효과도 발휘함을 강조하는데, TFP 개선을 통한
직접적 효과 외에도 신규 진입하는 노동자들의 롤모델이 되어 역량목표를 상향시키는
장기적 파생효과도 발휘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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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시모의실험 방법론 기반의 기술정책의 고용영향 연구

미시모의실험 모형은 고용 관련 연구에도 적극 활용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이시균 외(2018)가 개발한 향후 10년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모형은 인력 수요와 공
급을 전망하고 수급 격차를 도출한다. 고용노동부(2018)는 이 기준전망 모형에 산업
연구원의 혁신성장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한국경제가 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
시의 인력수급의 변화분을 추정해 보았다. 산업연구원은 혁신성장 성공 시나리오로
2017~2030년 기준전망인 연평균 2.5% 성장률보다 높은 연 2.9% 성장률을 제시하였
다. 혁신 전망의 경우, 제조업은 4차 산업혁명과 밀접한 조립가공 산업과 기초소재
산업 중심으로 성장하고, 서비스업은 수요확대 및 소득향상에 힘입어 정보통신, 전문
과학, 보건복지 등의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Neves et al.(2019)은 행위자기반 모형을 사용하여 혁신과 고용 간의 동적 관계
(dynamics)에 대한 질적 연구(qualitative study)를 수행해 인간 노동이 필요한 새로
운 업무를 발견하는 제품 혁신과 이전에 인간이 수행한 업무를 대체하는 공정혁신을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기업들로 구성된 가상의 경제를 모의실험하였다. 주요 결론은
고용률이 해당 경제에서 기업들이 수행하는 혁신 유형에 의존한다는 것으로 제품혁신
은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공정혁신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다. 공정혁신이 증가하고 제품혁신이 감소하면 노동소득 분배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노
동생산성 증가와 임금 증가 사이의 격차가 확대됨을 보여주었다. Neves et al.의 모
형은 업무, 기업(행위자), 경제(환경) 등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① 업무/과업(task) : 일정한 산출물을 생산하려면 기업은 상호보완적인 업무들을
수행해야 한다. 업무는 인간 노동만이 수행할 수 있는 자동화 불가능한 업무와 인간
과 로봇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자동화 가능한 업무로 분류되는데, 기업이 공정혁신
R&D를 통해 자동화 가능한 업무의 자동화에 성공하면 더 이상 인간을 사용하지 않
고 로봇만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한다고 가정한다.
각 업무는 활동 범주, 자동화 가능 여부, 부가가치의 특성들로 구성된다. McKinsey
Global Institute에서 발간한 보고서(Manyika et al., 2017)는 모든 업무를 크게 7
개 활동 범주로 나누었고, 각 활동 범주의 비중을 미국 경제 전체에서 각 활동에 소
요된 시간의 비율로 구했다. Nerves et al.도 모든 업무는 이 7개 활동 범주 중 하나
에 속한다고 가정하고 Manyika et al.(2017)이 추정한 각 활동 범주별 자동화 확률
을 모형의 업무 집합에 적용하였다. 주어진 기업의 산출물의 부가가치는 개별 업무들
의 부가가치의 평균으로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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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업 (행위자) : 행위자인 기업은 인적 노동과 로봇 노동을 투입요소로 사용하여
상호보완적인 업무들을 수행하여 제품을 생산한다. 기술 발전은 공정혁신 또는 제품혁
신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공정혁신은 기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금 비용을 더 저
렴한 자본 비용으로 대체하는 자동화를 가능케 하고, 제품혁신은 더 부가가치가 큰
제품 생산에 기여하는 새로운 업무의 발견을 가능케 한다. 제품혁신을 통해 발견된
신업무는 공정혁신을 통해 자동화가 가능해지기 전까지는 인간이 수행해야 하기 때문
에 고용을 증가시킨다. 각 시점(time step)에서 기업은 제품혁신 또는 공정혁신 중에
선택해야 하며, 이에 대한 의사결정이 본 모형의 핵심 알고리즘이 된다.
③ 경제 (환경) : 각 기업의 의사결정으로 고용률, 임금 등 거시경제 변수가 결정되고,
다시 이들 거시경제 변수가 개별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행위자와 환경이
상호작용한다.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수행되는 미시모의실험의 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
하기 위해 불확실성이 큰 3대 주요변수(예상성장률, R&D 집약도, 제품혁신 성향도)에
대해 3~5개씩의 상이한 매개변수 값을 배정하고, 각 조합에 대해 10회씩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반복적으로 실행하여 결과적으로 총 450회(=3*3*5*10)의 산출물을 얻
었다. 초기 매개변수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Kruskal-Wallis 검정(매개변수 값이 다른 독립된 샘플들에서 결과물의 분포가 동일한
지를 검증)을 수행했다. 예상성장률, R&D 집약도의 매개변수 값이 변화해도 고용률,
노동소득 분배율 등 노동시장 결과물은 5% 유의수준에서 유사한 분포를 나타냈지만,
제품혁신 성향도의 매개변수 값이 변하는 경우는 노동시장 결과물들은 5% 유의수준
에서 통계적으로 상이한 분포를 나타냈다. 제품혁신 성향도는 공정혁신과 제품혁신 중
제품혁신을 선택하는 기업의 비율인데, 제품혁신 성향도가 높을수록 고용률과 노동소
득 분배율은 [그림 3]의 박스플롯에서 보듯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이 도출되었다.
[그림 3] 제품혁신 경향성 별 고용률 및 노동소득 분배율 결과

자료: Neves, Campos, and Silva(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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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혁신 성향이 중요한 매개변수이므로 Neves et al.(2019)은 제품혁신 성향도가
25%(시나리오 1)와 75%(시나리오 2)인 두 가지 시나리오를 추가로 모의실험했다. [그
림 4]에서 보듯이 노동생산성과 임금은 시간 경과에 따라 계속 증가하는 반면 고용률
은 감소하다가 안정화된다. 노동생산성은 두 시나리오 모두 시간이 경과하면서 유사한
수준에 수렴하고, 고용률은 시나리오 2에서 더 높은 값에 수렴한다. 따라서, 공정혁신
중심인 시나리오 1에서 노동생산성과 임금 간의 격차가 확대된다. 공정혁신은 한편으
로는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지만, 다른 한편으로 노동에 대한 수요(고용률)를 감소시
켜 노동자의 협상력을 감소시킨다. 고용률이 낮아지면 이 때문에 임금협상력이 낮아져
고용된 인력들의 평균 임금마저 낮아지기 때문에 시나리오 1에서 노동소득 분배율은
크게 악화된 것이다.
[그림 4] 시나리오 1과 시나리오 2에서 고용률, 노동생산성 및 임금의 진화

자료: Neves, Campos, and Silva(2019)

이상의 선행연구는 1980년대 이래 대부분의 산업화된 국가에서 공정기술과 자동화
가 진전되면서 노동소득 분배율이 감소되어 온 노동시장의 변화를 잘 설명한다. 앞서
살펴본 경제학 선행연구들과도 부합하며 미시모의실험이라는 틀 안에서 기존 연구들
을 집대성한 것이다.
이러한 결론을 수용하면 정부는 제품혁신 연구활동은 보조금, 세제혜택 등을 부여
하며 최대한 장려하는 한편, 반대로 공정혁신 투자는 로봇세 등을 부과하며 최대한
좌절시켜야 하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한국 정부가 공정혁신에 불이익을 주기는
커녕 스마트공장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고용시장을 악화시키는 매우 잘못된 정책인
것이다.
하지만, 이상의 경제학 선행연구들은 거의 대부분 거대 내수시장을 보유한 미국에
서 수행되었음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강소국으로서 글로벌 상품시장에서 선진국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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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중국 등 신흥국과도 치열히 경쟁하는 한국의 제조업 입장에서 폐쇄형 경제모형에
서 도출된 결론이 그대로 적용 가능할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내수시장보다 해외시장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개방형 교역경제에서 활동하는 한국 제조업 입장에서는 공정
혁신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해야 판매량을 확대 내지 적어도 유지가 가능하기 때
문이다. 컨설팅 기업 BCG는 우리처럼 제조업 수출 비중이 큰 독일의 경우 공정혁신
이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면 39만 명의 제조업 일자리가 창출될 거라고 예측하기도 하
였다(Rubmann, M., and et al., 2015). 이에 본 연구는 Neves et al.(2019)의 모
형의 기초가정들을 개방형 경제에 맞게 유연하게 확장시킨 글로벌 교역경제 모형에서
서로 다른 혁신유형을 채택한 기업들이 상호작용하며 발생하는 고용 영향을 살펴보도
록 하겠다.
Ⅲ. 미시모의실험 모형 개발 및 결과 도출
1. 모형의 목적과 전반적 구조

본 미시모의실험의 목적은 혁신과 고용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 제고이다. 과거
데이터를 정확히 재현하거나 우리 사회의 미래 고용 전망 제공은 본 모의실험 연구의
목적이 아니다. 미시모의실험 및 행위자기반 모형은 기술과 고용 관련 현상에 대해
기존 미시경제학의 분석적 방법론보다 유연한 사고실험을 허용하며, 이를 토대로 향후
더 복잡한 모형을 개발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
본 연구는 Neves et al.(2019)의 폐쇄적 1국가 모형을 상호교역하는 개방적 2국가
모형으로 확장한다. 구체적으로 Neves et al.(2019) 모형과 동일한 의사결정 모형을
채택하고 제품혁신 경향성이 100%인 국가 A의 기업들과 이와 달리 제품혁신과 공정
혁신을 양면 구사하며 가격을 낮춰 시장점유율 확대를 모색하는 국가 B의 기업들이
경쟁하는 국제 상품시장을 모의실험하였다. Neves et al.(2019)의 모형에서는 모든
기업들의 산출량(=판매량)은 동일하게 고정되어 있는 반면, 본 확장모형에서는 품질
대비 가격의 가성비 경쟁을 통해 기업들의 판매량이 가변적으로 변화한다. 각 기업의
시장 수요를 도출하기 위해 소비자잉여를 계산해야 하는데, 제품의 부가가치에 대한
프리미엄 비율을 다양하게 모의실험해 보았다. 부가가치 프리미엄이 작으면 제품 수요
가 가격 인하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반면, 부가가치 프리미엄 비율이 크면 제
품 수요가 가격인하보다 품질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 즉 부가가치 프리미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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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변수에 따라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변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최적의 혁신전략도
변화할 수 있는 것이다.
빅데이터 연구에 널리 쓰이는 파이썬 언어로 모형 개발을 모색하였고, Mesa 패키
지를 활용하며 코딩을 수행하였다(Masad and Kazil, 2015; Project Mesa Team,
2019). 본 모형의 파이썬 프로그램 코드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 수록하였
다(최병삼 외, 2019 발간예정). 파이썬 코드는 크게 기업의 행동원리를 지시하는 행위
자 클래스(agent class)와 경제환경의 작동원리를 지시하는 모형 클래스(model
class)로 구성된다.
2. 행위자(기업) 모형의 구성

먼저 기업은 국가 A와 국가 B에서 각각 100개씩 동수로 생성되며, 이들 행위자
객체 i는 ①수행할 업무의 선정, ②산출량 및 투입요소 결정, ③제품 생산 및 예산/결
산, ④노동생산성 및 가격 결정, ⑤혁신활동 선택 및 수행의 절차를 매 시점 j마다 반
복해서 수행한다.
① 수행 업무의 선정 : 경제환경 전체의 업무 집합에서 기업이 수행가능한 업무
(knowntasks)가 모의실험 시작 시점에 임의로 10개씩 배정되고, 이후 제품혁신에 성
공하면 수행가능한 업무가 추가로 획득된다. 기업은 주어진 시점에 수행가능한 업무
집합 중에서 가장 부가가치가 큰 10개의 업무를 선택해 수행한다. 즉, 부가가치가 큰
순으로 수행가능 업무들을 정렬해 상위 10개를 선택한다.
산출물의 단위당 부가가치 = 평균(수행 업무 의 부가가치)
② 산출량 및 투입요소 결정 : 산출량은 경제 전체의 산출량에 기업 i의 시장점유
율을 곱해 구하며, 시장점유율은 모든 기업의 소비자잉여의 합계에서 해당 기업의 소
비자잉여의 비중으로 구해진다고 가정한다. 산출량이 정해지면 앞서 결정된 수행 업무
중에 자동화 기술을 확보한 업무와 그렇지 못해 수동으로 수행할 업무의 수를 곱해
투입요소로 필요한 노동자 및 로봇 수를 구한다.
시장점유율 = 소비자잉여 / 경제 전체(A+B)의 소비자잉여 합계 j
산출량 = 시장점유율 * 경제 전체(A+B)의 산출량 j
노동자 수(Employees) = 산출량 * 현재 수동 업무 수
로봇 수(Robots) = 산출량 * 현재 자동화된 업무 수
③ 제품 생산 및 예산/결산 : 회사가 선택한 업무를 노동과 로봇을 투입해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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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산출물이 생산된다. 국가 A와 B의 기업은 서로 상이한 가격 전략을 채택한다고
가정하는데, 가격은 다음 단계의 모듈에서 결정되어 j+1 시점의 예산/결산 모듈에 적
용된다. 가격과 산출량이 주어지면 기업의 매출이 계산되고, 여기서 임금과 로봇 비용
을 차감한 잔여이익에 R&D 집약도(20%로 가정)를 곱해 당기의 R&D 투자를 결정한
다. 영업이익은 잔여이익에서 R&D 당기비용을 차감해 구한다. 차기의 예상산출량은
당기 산출량에 예상성장률(2%로 가정)을 곱해 구한다.
매출 = 산출량 * 가격
임금 비용 = 노동자 수 * 각 국가 경제의 임금
로봇 비용 = 로봇 수 * (이자율 0.05 + 감가상각률 0.2)
R&D 당기투자 = (매출 - 임금비용 – 로봇비용 ) * R&D 집약도
R&D 누적투자 = R&D 누적투자 + R&D 당기투자
영업이익 = 매출 - 임금비용 – 로봇비용 - R&D 당기투자
예상산출량
= 산출량 * (1 + 예상성장률)
로봇의 수명은 5년으로 가정해 감가상각률은 20%가 적용되고 이자율은 5%로 가정
한다. 회사의 영업이익이 연속 3개년에 걸쳐 적자인 경우는 기업은 파산한 것으로 처
리되어 행위자 객체는 3년차 종료 시점에 시장모형에서 퇴출되고 동수의 신생기업 객
체가 새로 생성된다.
④ 노동생산성 및 가격 결정 : 당기 생산이 완료되면 다음 시기의 임금과 제품 가
격을 결정하기 위한 노동시장 및 상품시장 균형가격 계산이 시작된다.
노동생산성의 정의는 부가가치에서 로봇 비용을 차감해 인간이 수행하는 수동 업무
수로 나누었다. 경제학의 표준적인 정의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임금 결정과정
을 보다 현실적으로 재현하기 위한 목적이다. 기업별로 계산한 노동생산성은 뒤에 경
제환경 모형의 노동시장 집계 모듈에서 국가별 임금 결정에 사용된다.
예상 노동생산성 = (단위당 부가가치 - 자동화된 업무 수 * (이자율+감가상각률))
/ 현재 수동 업무 수
예상 노동자 수
= Round(현재 수동 업무 수 * 예상 산출량 )
국가 A의 기업들은 Neves et al.(2019)의 모형과 동일하게 부가가치를 가격으로
책정한다고 가정하는 반면, 국가 B의 기업들은 부가가치에서 자동화로 인한 비용절감
분의 절반만큼 가격을 인하해 소비자 혜택으로 제공한다고 가정한다. 폐쇄시장 모형과
달리 경쟁시장 모형에서는 가격 할인에 따른 시장점유율 변화를 추정해야 하는데, 각
기업이 전체 소비자잉여에 기여하는 비율만큼 시장을 점유한다고 가정하였다.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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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란 재화에 대한 최대 지불용의와 실제 지불금액(=가격)의 차이이다. 최대 지불용
의가 산출물의 부가가치 대비 일정 비율에 비례한다고 가정하고, 이를 부가가치 프리
미엄이라 명명했다. 본 연구에서는 부가가치 프리미엄을 10%, 30%, 50%의 3개 매개
변수로 다양하게 모의실험해 보았다. 부가가치 프리미엄이 낮을수록 수요가 가격에 민
감하게 반응(가격탄력성 증가)하는 것이다.
할인 = ((국가 B의 임금 - 이자율 - 감가상각률) * 자동화 업무 수) ÷ 2
가격 = 단위당 부가가치 (국가 A)
= 단위당 부가가치 - 할인 (국가 B)
최대 지불용의 = 단위당 부가가치 * (1 + 부가가치 프리미엄)
소비자잉여 = 최대 지불용의 - 가격
= 단위당 부가가치 * 부가가치 프리미엄 (국가 A)
= 단위당 부가가치 * 부가가치 프리미엄 + 할인 (국가 B)
⑤ 혁신활동 선택 및 수행 : 기업 i는 시점 j에 제품혁신을 시도할지 또는 공정혁
신을 시도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먼저 A 국가의 기업들은 Neves et al.(2019)의 모
형과 동일한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j 시점에 현재 업무 중 더는 자동화할 수
있는 작업이 없는 경우(즉 부가가치가 가장 큰 10개의 업무가 이미 자동화되었거나
자동화가 애당초 불가능한 업무라면) 제품혁신을 시도한다. 또는 회사 i의 단위당 부
가가치가 j 시점의 임계값(전체 기업 중 하위 일정비율의 기업의 부가가치)보다 낮은
경우에도 회사는 제품혁신을 시도한다. 이 임계값에 제품혁신 경향성 매개변수가 적용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국가 A의 기업들에 제품혁신 경향성 100%를 적용해 거의 모
든 기업이 항상 제품혁신만 추구하도록 설정한다. 이상의 두가지 조건에 해당되지 않
는 1등기업의 경우만 공정혁신을 시도해 비용을 절감한다.
국가 B의 기업들은 공정혁신 성공 시의 임금비용 절감분과 제품혁신 성공 시의 부
가가치 증가분 기대값을 비교하여 더 기대수익이 큰 혁신유형을 선택하는 의사결정
방식을 선택한다.
기업 i가 혁신을 시도하면 해당 기업의 R&D 누적투자 대비 전체 기업의 평균
R&D 누적투자의 비율에 포아송분포 함수를 적용해 성공가능성을 도출한다. 성공가능
성 계수 값이 1보다 크면 회사의 혁신 시도가 성공한 것으로 간주한다. 회사의 공정
혁신 시도가 성공한 경우, 회사의 수동 업무 중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작업이 자동화
되며 다음 시점부터 해당 업무는 인간 대신에 로봇이 수행하게 되어 비용을 절감한다.
회사가 제품혁신에 성공한 경우는 이전에 이 회사가 수행 노하우를 획득하지 못하였
고 회사의 단위당 부가가치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갖는 업무들 집합에서 하나가 무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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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 선택되어 해당 기업의 수행가능 업무 집합에 추가된다. 회사는 다음 시점부터
부가가치가 더 높은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게 됨으로써 단위당 부가가치가 제고된다.
성공가능성 = 포아송분포 함수(R&D 누적투자 / 전체 평균 R&D 누적투자 )
경제 전체의 업무 집합 중에서 1등 기업의 단위당 부가가치보다 큰 업무가 모두
소진된 경우에 환경 모형(model class)은 부가가치가 더 높은 "차세대" 업무 집합을
새롭게 생성하고, 그 업무들 중 하나가 임의로 배정된다.
i,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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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3. 환경(경제) 모형의 구성

매크로 경제환경 모형은 ①노동시장 및 상품시장 집계, ②퇴출 기업의 교체, ③새로
운 업무 집합 생성 등의 모듈들로 구성된다.
① 노동시장 및 상품시장 집계 : 거시경제는 상품시장과 노동시장 모형들로 구성된
다. Neves et al.(2019)의 상품시장 모형은 모든 기업이 동일한 산출량을 생산하도록
단순하게 정의되어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 부분을 경쟁시장 모형으로 발전시켰
다. 개별 기업 차원에서 부가가치와 가격을 도출하고 이로부터 소비자잉여를 계산했는
데, 환경 모형에서는 양 국가 경제 전체의 소비자잉여 합계를 계산한다.
노동시장의 경우는 j+1 시점의 각 국가 경제 전반의 임금 수준을 산출한다. 총 산
출량을 생산하기 위한 모든 업무가 인간에 의해 수행될 때 필요한 최대 노동자 수를
경제활동인구로 가정하였다. 즉 모든 업무가 인간에 의해 수행될 경우, 고용률은
100%가 된다. 모의실험 모형은 매 시점마다 행위자 모형이 먼저 수행되고 나서 다음
으로 경제환경 모형이 수행된다. 따라서 경제환경 모형에서 다음 시점(j+1)의 평균 예
상 노동생산성을 이용해 임금을 계산해 주어야 실제 다음 시점에 행위자 모형이 수행
될 때, 개별 기업들은 경제환경 모형에서 도출된 각 국가의 임금 수준을 이용해 연산
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국가별 취업인구 = ∑i 노동자 수
국가별 경제활동인구 = 총 산출량 * 수행업무 수(=10)
국가별 고용률 = 취업인구 / 경제활동인구
국가별 예상 취업인구 = ∑ 예상 노동자 수
국가별 예상 총노동생산성 = ∑ (예상 노동생산성 * 예상 노동자 수 )
국가별 예상 평균노동생산성 = 예상 총노동생산성 / 예상 취업인구
국가별 노동자 교섭력 = 고용률
국가별 평균임금 = 국가별 예상 평균노동생산성 * 노동자 교섭력
이 밖에 각 국가별로 기업 전체의 공정혁신 및 제품혁신 성공률, R&D 누적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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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점유율, 평균 부가가치, 평균 영업이익률, 노동소득 분배율 등도 경제환경 모형에
서 집계한다.
국가별 노동소득 분배율 = (국가별 평균임금 * 국가별 취업인구 )
÷ 국가별 매출 총계
② 퇴출기업의 교체와 생존기업의 평균특성 도출 : 각 시기(time step )가 종결되
기 전에 모형은 3년 연속 적자로 파산해 퇴출되는 기업을 생존기업들의 평균 특성을
가진 신생기업으로 대체한다. 시점 j에서 A 는 모든 회사의 집합이고 B 는 퇴출기업의
집합으로 A ⊇B 가 되고, A 의 기업 수는 A 와 동일하게 초기화된다. 즉, 세트 B 에
속하는 파산기업들은 j+1 시기의 기업 집합에서 제거되고, 다음 속성을 가진 신생기
업 k가 A 에 추가된다. 신규기업의 수행가능 업무 집합은 경제 전체의 업무 집합에
서 임의로 배정되고, 기업 k의 수행가능 업무의 자동화 여부는 확률 을 갖는
Bernoulli 분포에 따라 결정된다. 신생기업의 예상 산출량과 R&D 누적투자도 생존
기업들의 평균값으로 결정된다.
수행가능 업무 수 = (∑ − 수행가능 업무 수 ) ÷ |A −B |
업무 자동화 확률 = ((∑ − 자동화된 업무 수 ) ÷ |A −B |) ÷ 수행
가능 업무 수
예상 산출량 = ((∑ − 산출량 ) ÷ |A −B |) * (1+예상 성장률)
R&D 누적투자 = (∑ − R&D 누적투자 ) ÷ |A −B |
③ 새로운 업무 집합 생성 : 경제 전체에 존재하는 업무 집합 중에 제품혁신에 성
공한 기업의 단위당 부가가치보다 더 부가가치가 큰 업무가 소진된 경우에 환경 모형
은 차세대 업무 집합을 생성한다. 업무들의 활동 범주는 7개의 범주 중에서 무작위로
선택된다. 시뮬레이션이 처음 시작할 때 각 업무의 부가가치는 [5,10]의 범위의 균등
분포로부터 무작위 배정되고, 업무 세대(generation)가 1씩 증가할 때마다 부가가치
의 값의 범위는 3씩 증가한다. 즉, 업무 생성 모듈이 작동될 때, 임의로 배정되는 부
가가치 값의 범위는 [5 + 업무 세대 * 3, 10 + 업무 세대 * 3]이다. 각 업무의 자동
화 가능 여부는 Bernoulli 분포를 따르며, Bernoulli 분포의 확률 p는 7개 활동 범
주별로 Manyika et al.(2017)의 추정을 반영해 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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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뮬레이션 결과

미시모의실험은 국가 A와 B에 대해 100개씩의 기업 객체를 생성시켜 예상성장률,
R&D 집약도, 부가가치 프리미엄 등 3개 매개변수에 대해 3개씩의 값을 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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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변수의 각 조합에 대해 10회씩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반복적으로 실행하여 총
270회(=3*3*3*10)의 모의실험을 각 50개 time step씩 수행했다. 예상성장률과 R&D
집약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이한 분포를 생성하는 매개변수는 아니기 때문에 부
가가치 프리미엄(0.1, 0.3, 0.5) 시나리오만을 X축에 배치하며 다수의 성과변수를 Y
축에 배치해 결과를 제시하겠다.
먼저 모의실험에서 공정혁신 성공률 결과를 보면 국가 A 기업들의 공정혁신 성공
률이 평균 0.1% 내외로 미미하고, 국가 B의 기업들은 평균 0.65% 내외의 공정혁신
성공률을 달성했다. 제품혁신 성공률은 국가 A 기업들(평균: 1.0~1.3%)이 B 기업들
(평균: 0.7~ 1.2%)보다 조금 우세하다. 즉, 두 국가 간의 혁신 양식은 제품혁신보다
는 공정혁신의 성공률 차이가 더 크다.
부가가치 프리미엄은 두 국가의 시장점유율에 큰 영향을 미친다. 부가가치 프리미
엄이 작을수록 수요변화는 가격인하에 더 민감하게 되어 국가 B의 기업들의 시장점유
율이 크게 확대된다. 부가가치 프리미엄이 10%인 경우는 두 국가의 판매량 차이가
거의 3배(28% vs 72%)로 확대된 반면, 부가가치 프리미엄이 클수록 수요변화는 가격
인하에 덜 민감하게 되어 양 국가의 시장점유율이 비슷(45% vs 55%)해지게 된다.
[그림 5] 국가 A와 B의 기업들의 시장점유율 모의실험 비교

자료: 저자 작성

시장점유율이 높으면 생산을 위해 더 많은 인력이 고용되었기 때문에 고용률은 시
장점유율과 비례하였다. 그런데, 국가 A와 B를 비교하면 시장점유율에서 월등했던 국
가 B가 고용률에서는 반드시 우월하지는 않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부가가치 프리미엄
이 낮은 경우는 시장점유율 격차가 확대되면서 국가 B가 우월한 고용률(54% vs
83%)을 달성했지만, 부가가치 프리미엄이 높은 경우는 시장점유율 격차가 축소되면서
제품혁신에 치중해 결과적으로 노동친화적인 국가 A가 우월한 고용률(85% vs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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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달성했다. 부가가치 프리미엄이 중간인 경우는 시장점유율이 높은 국가 B보다 노
동친화적인 국가 A가 더 높은 고용률(78% vs 69%)을 달성했다.
[그림 6] 국가 A와 B의 기업들의 고용률 모의실험 비교

자료: 저자 작성

제품의 평균 부가가치 수준은 두 나라가 비슷한데, 자동화가 진전된 국가 B는 분모
가 되는 노동을 적게 사용하기 때문에 노동생산성 수준은 더 높다. 노동생산성은 두
국가 모두 부가가치 프리미엄이 증가할수록 미세하게 증가하는 패턴이 나타났다. 국가
A는 부가가치 프리미엄이 높을수록 분자인 총 매출(시장점유율)과 분모인 고용인원이
함께 증가하면서 노동생산성이 편평해졌고, 국가 B는 부가가치 프리미엄이 높을수록
분자인 총 매출과 분모인 고용인원이 함께 감소하면서 노동생산성이 편평해졌다.
[그림 7] 국가 A와 B의 기업들의 노동생산성 모의실험 비교

자료: 저자 작성

평균임금은 노동생산성과 노동자의 교섭력을 곱한 값인데, 교섭력은 고용률에 비례
한다고 가정했다. 부가가치 프리미엄에 따라 변화하는 평균임금은 고용률의 패턴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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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다. 노동생산성이 우월한 국가 B는 부가가치 프리미엄이 낮은 경우는 국가 A보다
평균임금이 크게 우월(A: 0.7 vs B: 1.3)했지만, 부가가치 프리미엄이 높은 경우에는
낮은 고용률 때문에 평균임금이 더 작아졌다(A: 1.1 vs B: 1.0).
[그림 8] 국가 A와 B의 기업들의 평균임금 모의실험 비교

자료: 저자 작성

노동소득 합계는 평균임금과 고용인원을 곱합 값이므로 노동소득 분배율 역시 평균
임금 및 고용률의 패턴과 유사하다. 부가가치 프리미엄이 가장 낮은 경우를 제외하고
는 제품혁신에 치중하는 국가 A가 공정혁신을 병행하는 국가 B보다 노동소득 분배율
이 더 높게 나타났다. 자본소득 분배에 해당하는 영업이익률은 노동소득 분배율과 반
대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부가가치 프리미엄이 낮은 경우 국가 A는 시장점유율은 감
소하지만 영업이익률은 증가하고, 반대로 국가 B는 시장점유율은 증가하지만 영업이
익률은 감소하였다. 국가 B가 가격인하를 통해 기술발전의 혜택(생산자잉여)을 상당
부분 소비자잉여로 이전시켰기 때문이다.
[그림 9] 국가 A와 B의 기업들의 노동소득 분배율 모의실험 비교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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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정책적 시사점

2절에서 살펴 보았듯이 미국에서 수행된 경제학 선행연구 다수는 자동화 및 공정
혁신이 고용시장(고용률, 임금, 노동소득 분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제
품혁신이 새로운 업무를 창출하며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발견했다. 이
러한 결론을 수용한다면 한국 정부가 수행하는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은 고용을 악화
시키는 잘못된 정책일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서로 다른 혁신전략을 채택한 두 국가 간의 경쟁시장을 모의
실험한 결과는 제품혁신 전략의 절대적 우위를 시사한 Neves et al.(2019)의 연구와
달리 한쪽의 일방적인 승리를 도출하지 않았다. 부가가치 프리미엄 시나리오(수요가
가격과 부가가치 중 무엇에 상대적으로 더 민감한지 여부)에 따라 혁신정책의 우위전
략이 다르게 나타난 것이다.
산업 생애주기 상의 초기단계일수록 소비자 대부분이 최초 구매이므로 부가가치에
대한 지불의사가 클 가능성이 크고, 반대로 성숙단계일수록 소비자 대부분이 교체 또
는 추가 구매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에 대한 한계효용이 감소하고 가격에 더 민감해질
가능성이 크다. 즉 신산업의 경우는 제품혁신에 치중하는 전략이 혁신과 고용 간의
선순환을 달성하는 효과적인 전략일 가능성이 크지만, 성숙산업의 경우는 오히려 공정
혁신에 치중하여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장점유율 확대를 통해 고용을 증가시
킬 가능성이 큰 것이다.
한국의 전통 주력제조업은 대부분 성숙산업이기 때문에 제품혁신만 장려하고 공정
혁신에는 로봇세 등으로 불이익을 주는 정책은 그러지 않아도 감소하는 고용을 더욱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 즉 신산업과 전통산업에 대해 다르게 접근하여 신산업의 경
우는 제품혁신 위주로 지원하더라도 전통산업의 경우는 공정혁신과 제품혁신을 병행
지원하는 방식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이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스마트공장 투자를 지원하는 사업은 고용을 감소시키는
잘못된 정책이라기보다는 중국의 추격에 놓인 한국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을 회복하고
제조업 고용 감소를 반전시키거나 적어도 속도를 둔화시킬 수 있는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수많은 가정들에 기반한 사고실험 연구로서 가정의 경직성으로 인해 여
전히 현실 경제를 완벽히 반영하지는 못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예를 들어 모든 기업
들의 총 판매량은 전반적인 품질 발전 및 가격 인하에 상관없이 외생적으로 주어진
경제성장률 매개변수 값들에 의해 경정되는 한계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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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거대 내수시장을 보유한 경제의 설명에 적합한 폐쇄적 1국가 모형의 가정에 기
반해 로봇세 등의 성급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었다. 컨설팅 기
업 BCG가 우리와 비슷하게 제조업 수출이 중요한 독일의 경우 공정혁신이 중심인
Industry 4.0 활동이 성공적으로 전개된다면 39만 명의 제조업 일자리 창출을 예측
한 연구도 본 연구의 개방적 교역경제 모형에서 도출된 시사점과 부합하는 정책 제언
을 제공한다(Rubmann, M., and et al., 2015).
본 연구에서는 공정혁신(자동화)과 제품혁신이라는 연구개발 방식의 차이를 중심으
로만 고용 영향을 살펴 보았는데,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인적자원의 개발이다. 제품
혁신을 통해 창출된 새로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응력과 학습능력이
뛰어난 인적자원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공정혁신의 경우도 단순 제조인력이 아니라 공
정개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동적 인재들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즉 제품혁신과 공정혁
신 모두 연구자는 물론 생산 및 사무 인력의 질적 향상이 확보되어야 가능해지는 것
이다. 이처럼 공정 및 제품 혁신과 인적자원 개선활동 간의 선순환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향후 시도될 필요가 있겠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개발 투자의 주체인 기업 뿐
아니라, 인적자원 투자의 주체인 노동자도 주요 행위자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미시모
의실험 모형이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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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imulation of The Effect of
Corporate Innovation Strategy on Employment
Lee Sungho

Abstract

With the ris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oncerns about job loss increase. Neves
et al. (2019) conducted a microsimulation experiment on the dynamic relationship between innovation and employment and found out the negative effects of process innovation and the positive effects of product innovation. However, the Korean manufacturing industries operate in an open trade economy. This study simulated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 market where companies in country A with 100% product innovation
tendency compete with those in country B, which seeks to increase market share by
lowering prices using both product innovation and process innovation. In the scenario
where the value-added premium was low, the employment effect of process innovation
prevailed, whereas the opposite case found that the employment effect of product innovation prevailed. This suggests that the government should support both process
innovation and product innovation in the mature industries, even if it mainly supports
product innovation in the emerging industries.
Key words :

microsimulation, agent-based

modeling, product innovation, process

innovation,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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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공계 대졸 이상 인력에 대한
노동수요 변화와 시사점
박진희*, 홍성민**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이공계 대졸 이상 취업자의 고용 변동과 상대임금 , 일자리 질 추이를 분석하여
이공계 대졸 이상 취업자의 고용변동이 기술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는 고숙련 인력에 대한
노동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임을 보이는데 있다. 이를 위해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변이할당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이공계 대졸 이상 취업자는 연평균 4%를 초과하여 증가
하였으며 이러한 고용변동과 임금이 정의관계를 보여 노동수요측 요인에 의해 고용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였다. 또한 10분위분석법으로 최근 이공계 일자리의 질을 분석한 결과 학력수준이 높고 전공계열이
공학계열이면, 고분위 일자리에서 고용이 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고용변동에 대해 변이할당분석을
이용하여 요인 분해한 결과 기술변화에 따른 영향을 받는 직종을 중심으로 직종구조변화 때문에 고용
변동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기술이 발전할수록 고숙련 노동의 수요가 증가하는 숙련 편향적 노동시장
구조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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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00년대 중반까지도 이공계 기피현상으로 과학기술인력의 부족에 대한 논의가 집
중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대학 정원조정, 사농공상 문화 개선 등 이공계 인력의 안정적
공급에 대한 논의가 집중 되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을 포함한 과학기술의 도입 및
확산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우리 노동시장에서 이공계 인력에 대한 노동수요는 꾸준
히 증가한 반면, 이공계 인력의 공급은 제한되어 노동시장에서 직종별로 인력수급불균
형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이공계 기피현상의 원인이 이공계 인력의 낮
은 경제적 지위로 지목되면서 소위 이공계 일자리의 임금 및 근로조건에 대한 개선
노력이 이어졌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공계 선호현상으로 전환되면서 대졸 이상 이공계 인력 공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08년 이후 대졸 이상 이공계 인력의 노동수급상황을 보면, 이
공계 기피현상은 사라진 상황이며, 대졸 이상 이공계 인력의 수요와 공급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졸 이상 이공계 인력은 2008년 2,839천명에서 2018년 4,368천명으로 연평균
4.4%씩 급격히 증가하였다. 기간을 나누어보면, 2008~2013년 기간 동안은 연평균
5.9%씩, 2013~2018년 기간 동안은 연평균 2.9%씩 증가를 보였다. 전공계열로는 자
연계열보다는 공학계열에서 급증하였다. 대졸 이상 자연계열 인력은 2008년 1,134천
명에서 2018년 1,384천명으로 연평균 1.7%씩 늘어났으며 대졸 이상 공학계열 인력
은 2008년 1,704천명에서 2018년 3,020천명으로 연평균 5.9%씩 늘어나 2000년대
중반까지 나타났던 이공계 기피현상은 사라졌다.
대졸 이상 이공계인력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보면 2008년 84.9%, 2013년 83.7%,
2018년 82.7%로 경제활동참가율은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는 있으나 대졸 이상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이 78%정도를 보이는 것과 비교하여 높은 노동시장 진입률을 보였다.
대졸 이상 이공계 인력이 노동시장에서 활용되는 정도를 보여주는 노동시장지표인
고용률 역시 2008년 82.7%, 2013년 81.5%, 2018년 79.9%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
이고는 있으나 2018년 71.9%를 기록한 비이공계 대졸 고용률과 비교하여 크게 웃도
는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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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대졸 이상 이공계/비이공계 인력의 경제활동상태
구분
생산가능인구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취업자
고용률
실업자
실업률
비경제활동인구

대졸 이상 이공계졸업자
2008 2013 2018
2,839 3,782 4,368
2,411 3,167 3,612
84.9
83.7
82.7
2,347 3,084 3,491
82.7
81.5
79.9
64
83
121
2.7
2.6
3.3
427
615
756

자료: 통계청, 지역고용조사 원자료, 각년도

(단위: 천명, %)

대졸 이상 비이공계 졸업자
2008
2013
2018
5,201 6,138 7,745
3,850 4,635 5,787
74.0
75.5
74.7
3,750 4,498 5,572
72.1
73.3
71.9
101
137
215
2.6
3.0
3.7
1,350 1,503 1,959

본 연구는 이공계 기피현상에서 이공계 선호현상으로 바뀐 원인이 이공계 대졸 이
상 취업자의 경제적 지위향상에 있으며 이는 최근 정보통신기술 등 전반적인 기술변
화에 적응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노동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임을 보이고자한다.
이를 위해 대졸 이상 이공계 인력의 취업직종, 상대임금, 일자리 질적 측면에서 고용
변화를 분석해 보고 고용변동의 원인을 분석해 보고자한다.
기술과 고용구조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은 숙련 편향적 기술진보이론과 함께 고
숙련 및 저숙련 일자리가 증가하는 숙련양극화이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숙련 편향적
기술진보이론은 1980년대 Juhn, Murphy & Pierce(1993)를 중심으로 제기되었던
것으로 기술변화가 고숙련일수록 보완하고, 저숙련일수록 대체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
어 숙련수준이 높을수록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고용구조의 변화를 설명한다. 그런데
이 숙련 편향적 기술진보이론은 고숙련 일자리의 증가에 대한 설명은 가능하지만
1990년대 미국과 유럽에서 나타나는 고숙련 일자리와 동시에 증가하는 저숙련 일자
리와 관련된 고용구조변화를 설명하지 못하였다. 이에 고숙련일자리의 증가와 함께 더
많은 저숙련 일자리의 증가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Acemoglu & Autor(2011)를 중심
으로 기술이 반복적 업무를 대체하기 때문에 숙련양극화현상이 나타난다는 이론과 실
증분석을 수행하였다. (금재호 외, 2006; 황덕순 외, 2013; 성재민, 2014) 그런데 국
가별 혹은 직종별로 숙련 편향적 고용구조의 변화가 나타나기도 하고 숙련양극화 고
용구조가 나타나기도 하는 차이를 보였다. 본 논문에서는 과학기술관련직에서의 고용
구조변화의 특성이 어느 방향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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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활용한 자료는 통계청의 지역고용조사 자료(2008년, 2013년, 2018년
하반기)이다. 지역고용조사 자료는 23만 1천 100가구 내에 상주하는 만 15세 가구원
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성, 연령, 전공을 포함한 교육정도 등 인적속성과 함께 산업,
직업, 취업시기, 임금 등 일에 관한 사항 등을 반기별로 조사하는 자료이다. 이 자료
는 다른 경제활동조사 자료와 달리 직종 소분류까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과학기술
직업군의 고용 및 임금, 직종 및 임금변동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다.
또한 본 논문에서 이공계 대졸 이상 취업자가 취업하고 있는 직종을 과학기술전문
직과 비과학기술전문직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이때 과학기술전문직은 홍성민(2015)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기술혁신을 이끄는 과학자 및 엔지니어, 이공계 대학교수 등이
며 제6차 표준직업분류 상 연구교육 및 법률 관련 관리자(131), 정보통신 관련 관리
자(135),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직(14), 과학전문가 및 전문직(21; 212 제외),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22), 공학전문가 및 기술직(23), 영양사(244), 대학 교수
및 강사(251), 기술영업 및 중개 관련 종사자(274)과 같은 직종으로 정의하였다. 이
이외의 직종은 비과학기술전문직으로 구분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서론에 이어 2장에서는 이공계 대졸 이상 취업자의
고용변동을 살펴봄으로써 노동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분야를 분석하고, 3장에서는 대
졸 이상 이공계 취업자에 한하여 임금수준의 변동을 살펴보며, 2장의 고용변동과 비
교해봄으로써 대졸 이상 이공계 인력에 대한 노동수요 증가가 이공계인력에 대한 노
동수요의 다양화를 설명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향취업 내지 이공계 인력에 대한 공급
과잉으로 전공-직무불일치가 심화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하고자 한다. 4장에서는 일자
리 10분위별 고용변동을 분석하여 대졸 이상 이공계 인력이 취업하고 있는 일자리의
질을 평가하고 Acemoglu & Autor(2011)의 직업변동에 대한 변이할당분석을 수행하
여 직업변동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5장은 본 논문의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시
사점을 도출한다.
․

Ⅱ. 이공계 대졸 이상 취업자의 고용변동

이공계 대졸 이상 취업자는 2018년 3,491천명으로 2008~2018년 기간 동안 연평
균 4.0%씩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 노동시장 전체 취업자의 연평균 증
가율이 1.2%라는 사실과 비교하면 이공계 대졸 이상 취업자는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
율을 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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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이공계 대졸 이상 취업자의 수 및 증감률 추이
구분
2008년
2013년
2018년
2008~2013년 증감률
2013~2018년 증감률
2008~2018년 증감률

전체 취업자
2,347
3,084
3,491
5.6
2.5
4.0

자료: 통계청, 지역고용조사 원자료, 각년도

비과학기술직
1,467
(62.5)
1,955
(63.4)
2,293
(65.7)
5.9
3.2
4.6

(단위: %)

과학기술직
880
(37.5)
1,129
(36.6)
1,198
(34.3)
5.1
1.2
3.1

이공계 대졸 이상 취업자의 직종을 과학기술전문직과 비과학기술전문직으로 나누어
취업자 현황을 보면, 비과학기술전문직에서의 취업자 증가율이 과학기술전문직보다 높
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공계 졸업자 중 과학기술전문직 취업자는 2018년 1,198천명
으로 2008~2018년 기간 동안 연평균 3.1% 증가하였으며, 이공계 대학졸업자 중 비
과학기술전문직 취업자는 2018년 2,293천명으로 같은 기간 동안 연평균 4.6% 증가
하였다. 2013~2018년 기간 동안은 과학기술전문직 취업자는 연평균 1.2%, 비과학기
술전문직 취업자는 연평균 3.2% 증가하여 이공계 대졸 이상 졸업자의 비과학기술전
문직 취업비중은 다소 높아졌다.
이공계 대졸 이상 취업자가 비과학기술전문직에 취업한 비중은 2018년 65.7%로
대졸 이상 취업자가 과학기술전문직에 취업한 비중 34.3%와 비교하여 훨씬 높았다.
시계열로 보더라도 2008~2018년 기간 동안 이공계 취업자의 과학기술전문직 종사자
비중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 대졸 이상 이공계 인력에 대한 노동수요가 과학기술전
문직보다는 비과학기술전문직에서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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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학력수준별 이공계 대졸 이상 취업자의 직종별 취업자 수, 증감률 및 비중 추이
구분

전체 취업자
2008년 비과학기술전문직
과학기술전문직
전체 취업자
2013년 비과학기술전문직
과학기술전문직
전체 취업자
2018년 비과학기술전문직
과학기술전문직
2008-2018 전체 취업자
2008-2018 비과학기술전문직
2008-2018 과학기술전문직

대졸 이상
2,347
1,467
(62.5)
880
(37.5)
3,084
1,955
(63.4)
1,129
(36.6)
3,491
2,293
(65.7)
1,198
(34.3)
4.0
4.6
3.1

자료: 통계청, 지역고용조사 원자료, 각년도

대졸
2,047
1,364
(66.7)
682
(33.3)
2,673
1,819
(68.1)
854
(31.9)
3,020
2,122
(70.3)
898
(29.7)
4.0
4.5
2.8

(단위: 천명, %)

대학원석사 대학원박사
242
58
93
10
(38.2)
(17.6)
150
48
(61.8)
(82.4)
317
95
119
16
(37.7)
(17.3)
197
78
(62.3)
(82.7)
358
113
147
24
(41.1)
(21.1)
211
89
(58.9)
(78.9)
4.0
6.8
4.7
8.7
3.5
6.4

세부학력수준별로 이공계 대졸 이상 취업자 수 추이를 보면, 대졸 보다는 대학원
이상 고학력 취업자 수 증가율이 현저하게 높았다. 2008~2018년 대졸 이상 이공계
졸업 취업자 증가율은 연평균 4.0% 증가하였으나 이공계 대학원졸 취업자 증가율은
석사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연평균 4.0으로 대졸자와 비슷하나 박사의 경우 같은 기
간 동안 연평균 6.8% 증가하였다.
세부학력수준 및 직종별로 이공계 대졸 이상 취업자 변동을 보면, 학력수준이 높을
수록 모든 직종에서 취업자 증가율은 더 높았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과학기술전문직에
취업하는 비중 역시 높았다. 2008~2018년 대졸취업자 중 과학기술전문직 종사자는
연평균 2.8% 증가하였으나 대학원 석사 취업자 중 과학기술전문직 종사자는 연평균
3.5% 증가, 대학원 박사 취업자 중 과학기술전문직 종사자는 6.4% 증가하였다. 그러
나 2008~2018년 이공계 대졸 취업자 중 비과학기술전문직 종사자는 연평균 4.5%
증가하였고, 대학원 석사 취업자 중 비과학기술전문직 종사자는 연평균 4.7% 증가,
대학원 박사 취업자 중 과학기술전문직 종사자는 8.7% 증가하였다. 학력이 높을수록
과학기술전문직 취업자 증가율보다 비과학기술전문직 취업자 증가율이 더 높았다.
한편, 학력이 높을수록 과학기술전문직에 취업하는 비중은 높았으나 시간이 흐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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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과학기술직에 취업한 비중은 점차 낮아졌다. 이공계 대졸자가 과학기술전문직에 취
업한 비중은 2018년 29.7%에 불과하였으나, 이공계 대학원 석사학위 소지자가 과학
기술전문직에 취업한 비중은 58.9%로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공계 대학원 박
사학위 소지자가 과학기술전문직에 취업한 비중은 78.9%로 매우 높았다. 그러나 시간
이 흐를수록 과학기술전문직에 취업한 비중은 대졸취업자, 대학원 석사 취업자, 대학
원 박사 취업자의 과학기술전문직에 취업한 비중은 2008년에 비해 각각 3.6%p,
2.9%p, 3.4%p 낮아졌고 2013년에 비해서는 각각 2.2%p, 3.3%p, 3.8%p 낮아져 최
근으로 올수록 더 낮아졌다.
학력-전공계열별로 보면, 과학기술전문직 취업 증가율은 차이를 보였다. 2008~
2018년 기간 동안 자연계열 전공 대졸 취업자는 과학기술전문직에서 연평균 2.0%
감소하였으나, 이는 2008~2013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를 극복하는 기간 동안에 감
소한 것으로 2013~2018년 기간 동안에는 연평균 1.8% 증가를 기록하였다.
2008~2018년 기간 동안 자연계열 전공 대졸 취업자는 비과학기술전문직에서는 연평
균 1.1%로 다소 증가를 보였고, 공학계열 전공 대졸 취업자는 과학기술전문직에서 연
평균 3.9%, 비과학기술전문직에서 6.6% 증가하였다. 자연계열 전공 대학원 석사 취
업자는 과학기술전문직에서 연평균 2.1%, 비과학기술전문직에서 연평균 2.8% 증가하
였으나 공학계열 전공 대학원 석사 취업자는 과학기술전문직에서 연평균 3.9%, 비과
학기술전문직에서 연평균 6.2% 증가하였다. 한편, 자연계열 전공 대학원 박사 취업자
는 과학기술전문직에서 연평균 5.6%, 비과학기술전문직에서 8.5% 증가하였고, 자연계
열 전공 대학원 박사 취업자는 과학기술전문직에서 연평균 6.8%, 비과학기술전문직에
서 8.9% 증가하였다. 학력수준이 높고 공학계열 전공자일수록 과학기술전문직 취업자
증가율이 높았다.
과학기술전문직 취업 비중 역시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공학계열 전공일수록 높았다.
자연계열 전공 대졸취업자의 과학기술전문직 비중은 2018년 16.0%에 불과하였고, 공
학계열 전공 대졸 취업자의 과학기술전문직 비중은 2018년 34.7%였다. 자연계열 전
공 대학원석사 취업자의 과학기술전문직 비중은 2018년 45.2%, 공학계열 전공 대학
원 석사 취업자의 과학기술전문직 비중은 2018년 64.4%였다. 자연계열 전공 대학원
박사 취업자의 과학기술전문직 비중은 2018년 77.2%, 공학계열 전공 대학원 석사 취
업자의 과학기술전문직 비중은 2018년 79.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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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학력-전공계열별 과학기술전문직 취업자 수 및 증감률

(단위: 천명, %)

2013~2018 2008~2018
2008년 2013년 2018년 2008~2013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601 590 673
-0.4
2.7
1.1
대졸 자연계열
공학계열 763 1,228 1,449
10.0
3.4
6.6
46
56
1.9
3.7
2.8
비과기 석사 자연계열 42
전문직
공학계열 50
73
91
7.8
4.6
6.2
자연계열
4
7
9
13.6
3.6
8.5
박사 공학계열 6
9
15
7.3
10.6
8.9
157 117 129
-5.7
1.8
-2.0
대졸 자연계열
공학계열 525 736 770
7.0
0.9
3.9
40
46
1.7
2.6
2.1
과기전 석사 자연계열 37
문직
공학계열 113 157 165
6.8
1.0
3.9
자연계열
17
28
30
10.2
1.1
5.6
박사 공학계열 31
50
59
10.4
3.4
6.8
자료: 통계청, 지역고용조사 원자료, 각년도
구분

[그림 1] 학력-전공계열별 과학기술전문직 취업 비중 추이

자료: 통계청, 지역고용조사 원자료, 각년도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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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산업별 취업자 수 및 증감률

(단위: 천명, %)

비과기전문직
과기전문직
대졸
대졸
구분
이상 대졸 석사 박사 이상 대졸 석사 박사
전산업
1,955 1,819 119 16 1,129 854 197 78
광공업
376 359 15
2 273 215 49
9
D,E,F
172 163 9
0 161 145 15
1
유통서비스
398 381 15
1
70 63
7
0
2013 생산자서비스 203 188 13
2 215 186 28
2
사업서비스
181 162 14
5 307 200 76 31
사회서비스
260 222 35
3
76 26 17 33
개인서비스
164 159 4
1
11
9
1
0
기타
201 184 14
3
17 11
5
2
전산업
2,293 2,122 147 24 1,198 898 211 89
광공업
468 441 24
4 314 237 62 15
D,E,F
208 198 10
1 121 104 15
2
유통서비스
454 434 18
1
75 67
7
1
2018 생산자서비스 228 212 15
2 277 239 33
6
사업서비스
210 184 21
5 311 208 74 29
사회서비스
274 235 34
5
76 26 16 34
개인서비스
207 198 8
1
9
8
1
기타
243 219 18
5
14
9
3
2
전산업
3.2 3.1 4.2 7.7 1.2 1.0 1.4 2.6
광공업
4.5 4.2 9.7 18.4 2.9 2.0 4.7 11.8
D,E,F
3.9 3.9 2.2 31.7 -5.5 -6.4 0.2 13.4
유통서비스
2.7 2.7 2.8 7.2 1.4 1.5 -0.5 14.9
2013~ 생산자서비스
2.4
2.4 3.8 -6.9 5.2 5.2 3.7 27.0
2018 사업서비스
3.0 2.6 7.6 1.6 0.3 0.8 -0.5 -1.1
사회서비스
1.1 1.2 -0.4 9.5 0.1 0.3 -0.8 0.4
개인서비스
4.7 4.5 13.3 -1.0 -3.1 -3.1 1.6
기타
3.8 3.6 4.6 15.6 -4.6 -3.3 -10.4 0.2
주: D는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E는 수도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F는 건설업,
유통서비스는 도매 및 소매업과 운수 및 창고업, 생산자서비스는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사업서비스는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사회서비스는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개인서비스는 숙박 및 음식점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용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 활동, 기타는 농림어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국제 및
외국기관임
자료: 통계청, 지역고용조사 원자료, 각년도

산업별로 보면, 과학기술전문직의 경우 2013~2018년 기간 동안 개인서비스, 광공
업 기타산업 순으로 취업자증가율이 높았으며, 광공업과 기타산업의 경우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취업자 증가율은 더 높았다. 비과학기술전문직의 경우 생산자서비스, 광공
업, 유통서비스에서 상대적으로 취업자 증가율이 높았으며, D,E,F 산업과 개인서비스,
기타산업에서는 취업자가 감소하였다. 비과학기술전문직 취업자 증가율이 높은 산업에
서도 대체로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취업자 증가율이 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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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대졸 이상 취업자의 세부 직종별 분포를 과학기술전문직과 비과학기술전문
직으로 나누어 본 것이 <표 6>과 <표 7>이다. 먼저, 과학기술전문직을 보면, 2013~
2018년 기간 동안 취업자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직종은 연평균 10.7% 증가한 항공기
선박기관사 및 관제사, 데이터 및 네트워크 관련 전문가,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
어 전문가, 통신 및 방송 송출장비기사 순이었고, 같은 기간 동안 취업자 감소율이 가
장 높았던 직종은 기타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자, 생명 및 자연과학 관련 시험원,
정보통신 관련 관리자 순이었다.
세부학력별로 보면, 2013~2018년 기간 동안 모든 학력에서 증가한 직종은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데이터 및 네트워크 관련 전문가,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전기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소방방재 기술자 및 안전 관리원, 감정기술 영
업 및 중개 관련 종사자로 이 업종들에서는 학력수준이 높아질수록 증가율은 더 높았다.
모든 학력수준에서 고용이 감소한 직종은 생명 및 자연과학관련 시험원, 금속재료
공학기술자 및 시험원, 대학교수 및 강사였다.
학력이 높을수록 고용이 감소하는 직종은 생명 및 자연과학 관련 전문가, 정보시스
템 및 웹 운영자로 이 직종에서는 대졸 취업자는 증가하고 석사 취업자도 증가하지만
대졸 취업자 증가율보다는 낮으며 대학원 박사 취업자는 고용이 감소한 직종으로 직
종내 숙련대체 등변동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대로 학력이 낮을수록 고용이 감소
하고 학력이 높을수록 고용이 증가하는 업종은 환경공학 가스 에너지 기술자 및 시험
원,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자 직종이었다. 이러한 변화는 2013~2018년 기간
동안 이공계 대졸 이상 취업자의 직종별로 학력간 대체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이공계 대졸 이상 비과학기술직 취업자의 경우 과학기술직과는 다른 특징
을 보이는데 먼저, 직종별 고용규모는 관리직, 전문직, 사무서비스직, 기능직과 기계조
작직에서 컸으며, 취업자 증가율은 고용규모가 적은 직종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다
음으로 상대적으로 전공-취업직종 일치성이 높은 대학원 이상 인력보다는 대졸 학력
수준을 취업자였다. 이는 이공계 대졸자의 경우 일부직종에서 하향취업 현상이 나타남
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3~2018년 기간 동안 취업자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직종은 청소 및 경비관련단순노무직으로 연평균 23.0% 증가하였으며, 다음으로 임업
숙련직, 화학 관련 기계 조작직, 공공기관 및 기업 고위직 순이었다. 세부학력별로 보
면 비과학기술전문직 취업자는 대부분 대졸자였으며, 대체로 전공-취업 일치가 높은
박사학위소지자는 행정 경영지원 및 마케팅 관리자 등 일부 관리직에만 취업하고 있었다.
모든 학력에서 취업자가 증가하는 직종은 공공기관 및 고위 관리직, 행정 경영지원
및 마케팅 관리자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전문직, 경영회계 관련 사무직이었으며, 박사
취업자는 없지만 대졸, 대학원 석사졸 취업자 중 늘어나는 직종은 법률 및 감사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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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상담안내 통계 및 기타사무직, 경찰소방 및 보안 관련 서비스직, 돌봄보건 및 개
인생활 서비스직, 운송 및 여가 서비스직,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운송 및 기계 관련
서비스직, 전기 및 전자 관련 기능직, 정보통신 및 방송장비 관련 기능직, 건설 및 채
굴 관련 기능직, 기계제조 및 관련 기계조작직, 전기 및 전자 관련 기계조작직이었다.
판매 및 고객서비스 관리직은 대졸 고용은 감소하고 오히려 대학원 석사와 박사 고
용이 늘어나는 직종이었으며, 과학 전문가 및 전문직은 반대로 대학원 박사 고용은
감소하였으나 대졸과 대학원석사 고용은 증가하는 직종이었다. 또한 교육 전문가 및
전문직은 대졸과 대학원 석사 고용은 감소하였으며 대학원 박사 고용이 증가하는 등
일부 비과학기술직업군 내에서도 직종별로 학력 대체고용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표 6> 세부 직종별 과학기술전문직 취업자 수 및 증감률

(단위: 천명, %)

대졸 이상
대졸
석사
박사
20132018 변동 2013 2018 변동 2013 2018 변동 2013 2018 변동
연구·교육 및 법률 관련 관리자 7 7 1.9 2 3 2.4 3 3 -2.0 1 2 9.3
정보 통신 관련 관리자
3 2 -10.5 1 2 6.1 2 0 -30.6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자 52 43 -3.8 45 37 -3.8 5 3 -9.5 1 2 17.0
기타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자 2 1 -20.6 2 1 -18.0 0
생명 및 자연과학 관련 전문가 46 51 2.1 13 19 8.9 19 21 1.9 14 11 -5.7
생명 및 자연과학 관련 시험원 9 4 -14.6 6 3 -12.2 3 1 -19.7 1 0 -18.8
컴퓨터하드웨어 및 통신공학 전문가 41 37 -2.4 27 21 -5.3 12 13 1.5 3 3 4.3
컴퓨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175 217 4.4 152 185 4.0 21 28 5.8 2 4 19.1
데이터 및 네트워크 관련 전문가 16 22 6.6 13 17 6.2 3 4 4.4 0 1 76.2
정보 시스템 및 웹 운영자
43 48 2.4 38 42 2.3 4 5 4.9 1 0 -18.1
통신 및 방송 송출 장비 기사 4 4 3.8 3 3 0.7 0 1 27.0
건축토목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79 163 -1.8 149 133 -2.2 26 26 0.6 4 4 -1.8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26 33 4.9 16 21 4.7 8 10 5.1 2 3 5.8
금속·재료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9 7 -5.3 5 4 -4.5 3 2 -7.1 1 1 -4.5
전기·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43 160 2.3 100 111 2.0 33 37 2.3 10 12 5.2
기계·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03 104 0.2 76 78 0.7 22 19 -2.8 5 6 4.3
소방·방재 기술자 및 안전 관리원 33 39 3.4 30 34 3.0 4 4 1.6 0 1 95.1
환경공학가스·에너지기술자 및 시험원 29 23 -4.4 20 11 -10.9 7 7 0.1 2 4 24.5
항공기·선박 기관사 및 관제사 7 12 10.7 6 11 11.5 1 1 1.9
기타 공학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45 46 0.4 40 37 -1.1 5 6 6.5 1 2 23.8
영양사
24 25 1.2 21 21 -0.1 2 4 10.8
대학교수 및 강사
41 36 -2.4 3 1 -13.7 8 5 -7.9 30 30 -0.4
감정·기술 영업 및 중개 관련 종사자 94 115 4.0 87 103 3.4 7 10 9.3 1 2 12.5
구분

자료: 통계청, 지역고용조사 원자료, 각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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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세부 직종별 비과학기술전문직 취업자 수 및 증감률

(단위: 천명, %)
박사

대졸 이상
대졸 2013석사 2013구분
20132013 2018 20132018 2013 2018 2018 2013 2018 2018 2013 2018 2018
공공 기관 및 기업 고위직
2 4 16.6 1 2 11.4 0 0 7.5
1
행정·경영 지원 및 마케팅 관리직
16 24 7.9 13 17 5.9 3 5 12.6 1 2 19.3
전문 서비스 관리직
15 13 -2.1 13 13 0.0 1 0 -30.8 1 0 -18.9
판매 및 고객 서비스 관리직
21 22 0.8 20 19 -0.8 1 3 18.6 0 0 14.9
과학 전문가 및 전문직
3 3 -1.6 1 1 2.3 0 1 27.6 2 1 -18.8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전문직
40 51 4.7 37 45 4.3 4 6 7.9 0 0 12.5
교육 전문가 및 전문직
170 168 -0.2 139 139 -0.1 28 25 -2.0 3 4 7.5
법률 및 행정 전문직
16 15 -0.6 11 10 -1.2 4 3 -1.8 1 2 6.5
경영·금융전문가 및 전문직
42 36 -2.9 32 29 -1.7 8 5 -8.2 2 2 -4.3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전문직 54 58 1.5 50 55 2.0 3 3 -4.7 1 0 -14.1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691 814 3.3 643 751 3.1 44 54 4.1 4 9 19.0
금융 사무직
50 49 -0.4 48 46 -0.6 2 3 6.5 0
법률 및 감사 사무직
10 15 8.0 9 13 5.8 1 2 18.2
0
상담·안내·통계 및 기타 사무직
31 37 3.7 29 34 2.9 2 3 10.5
0
경찰·소방 및 보안 관련 서비스직
36 40 2.4 35 39 2.2 0 1 35.5 0
돌봄·보건 및 개인 생활 서비스직
14 22 9.4 14 21 9.2 0 1 16.0
운송 및 여가 서비스직
17 18 1.3 17 17 0.3 0 1 94.7
0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51 75 8.2 50 74 7.9 0 1 97.1 0 0 3.5
영업직
103 102 -0.1 97 97 0.1 5 4 -2.2 1 1 -11.4
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
128 154 3.7 123 150 3.9 5 4 -4.6 0 0 35.4
통신 및 방문·노점 판매 전문직
23 29 5.0 22 27 4.0 1 3 27.8 0
농·축산 숙련직
31 39 4.7 29 36 4.4 2 3 5.5 0 1 28.9
임업 숙련직
0 1 20.5 0 1 17.5
0
어업 숙련직
1 2 15.2 1 1 14.3 0 0 38.0
식품가공 관련 기능직
9 10 1.8 9 9 0.7 0 0 60.0
0
섬유·의복 및 가죽 관련 기능직
4 3 -3.7 4 3 -7.4
1
목재·가구·악기 및 간판 관련 기능직 3 4 5.5 3 4 5.5
금속 성형 관련 기능직
8 8 0.4 8 8 0.4
운송 및 기계 관련 기능직
43 56 5.6 42 53 4.7 0 3 50.4
전기 및 전자 관련 기능직
37 42 2.9 36 40 2.0 0 2 38.8
0
정보 통신 및 방송장비 관련 기능직 25 25 -0.3 25 24 -0.6 0 1 11.8
건설 및 채굴 관련 기능직
30 39 5.3 29 38 5.3 1 1 3.8
기타 기능 전문직
9 12 4.7 9 11 3.6 0 1 24.8
식품가공 관련 기계 조작직
4 5 5.4 4 5 6.0 0 0 -14.1
섬유 및 신발 관련 기계 조작직
2 4 10.9 2 4 9.7
0
화학 관련 기계 조작직
8 19 18.6 8 18 18.5
0
0
금속 및 비금속 관련 기계 조작직
10 13 5.4 10 13 4.9
0
기계 제조 및 관련 기계 조작직
34 38 2.4 34 38 2.2 0 1 28.7
전기 및 전자 관련 기계 조작직
34 52 8.6 34 49 7.6 1 3 42.0
운전 및 운송 전문직
48 61 5.2 46 61 5.5 1 0 -19.0
상하수도 및 재활용 처리 관련
5 6 0.7 5 5 -0.3
0
기계 조작직
목재·인쇄 및 기타 기계 조작직
7 8 3.3 7 8 2.0
0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
9 11 4.9 9 11 4.8
0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21 25 3.4 21 25 3.4
0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
5 7 7.0 5 7 7.0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9 26 23.0 9 25 22.6 0 1 26.6
0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 12 15 5.6 12 15 5.6 0
-100.0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 11 9 -3.3 11 9 -3.6 0 0 27.7

자료: 통계청, 지역고용조사 원자료, 각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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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이공계 대졸 이상 취업자의 임금 변동

최근 10년 동안 대졸 이상 이공계 인력의 노동시장에서 경제적 보상이 비이공계인
력의 경제적 보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공계 대졸 이상 취업자의 평균임금은
2008년 288만원에서 2018년 376만원으로 연평균 2.7%씩 상승하였고, 비이공계대졸
이상 취업자의 평균임금은 2008년 260만원에서 2018년 321만원으로 연평균 2.1%
씩 상승하였다. 이공계 대졸 이상 취업자의 임금수준이 비이공계 대졸 이상 취업자의
평균임금과 비교하여 더 높아졌다.
이공계 대졸 이상 취업자의 평균임금을 과학기술전문직과 비과학기술전문직으로
나누어 그 추이를 보면, 2018년 이공계 대졸 이상 과학기술전문직 취업자의 평균 임
금수준은 435만원으로 2008~2018년 기간 동안 연평균 4.2%상승하였으며, 2018년
이공계 대졸 이상 비과학기술전문직 취업자의 평균 임금수준은 340만원으로 2008~
2018년 기간 동안 연평균 5.7% 상승하였다.
평균임금수준은 과학기술전문직이 비과학기술전문직보다 높으나 2008~2018년 기
간 동안 임금상승률은 비과학기술전문직이 과학기술전문직보다 높았으며, 2013~2018
년 기간 동안에는 이공계 대졸 이상 과학기술전문직 및 비과학기술전문직 취업자의
평균 임금은 모두 연평균 2.7%씩 상승하였다. 이에 과학기술전문직에 대한 비과학기
술전문직 상대임금은 2008년 67.4%에서 2018년 78.1%로 높아졌으나 2013년
78.2%와는 유사한 수준으로 높아졌다.
특히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비과학기술전문직에서의 임금상승률이 높았고, 학력수
준이 높을수록 비과학기술전문직의 과학기술전문직에 대한 상대임금 역시 더 높게 상
승하였다. 대학원석사의 평균임금 상승률은 과학기술전문직에서 2008~2018년(2013~
2018년) 기간 동안 연평균 3.2%(2.5%) 상승하였으나 비과학기술전문직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 연평균 4.5%(1.4%) 상승하였고, 대학원 박사의 평균임금 상승률은 과학기
술전문직에서 2008~2018(2013~2018년)년 기간 동안 연평균 2.9%(2.5%) 상승하였
으나 비과학기술전문직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 연평균 7.9%(2.7%) 상승하였다. 이에
2018년 대학원 석사의 비과학기술전문직의 과학기술전문직에 대한 상대임금 91.4%
로 높아졌고, 대학원 박사의 비과학기술전문직의 과학기술전문직에 대한 상대임금
97.9%로 높아져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비과학기술전문직과 과학기술전문직의 임금격
차는 줄어들었다. 이는 앞의 비과학기술전문직에서의 고용증가 추이와 함께 고려할 때
최근으로 올수록 대졸 이상 이공계 인력에 대한 노동수요가 과학기술전문직뿐 아니라
비과학기술전문직에서도 상당한 수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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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학력-직종별 평균임금수준 및 증감률
구분
2008년 2013년
대졸 이상 195
297
대졸 189
288
비과기 대학원
396
전문직
석사 273
대학원 263
491
박사
대졸 이상 289
380
대졸 268
360
과기
411
전문직 대학원
석사 339
대학원 432
506
박사
자료: 통계청, 지역고용조사 원자료, 각년도

(단위: 만원, %)
2018년 2008~2013년 2013~2018년 2008~2018년
340
8.8
2.7
5.7
331
8.8
2.8
5.8
424
7.7
1.4
4.5
561
435
414
464

13.3
5.6
6.1
3.9

2.7
2.7
2.8
2.4

7.9
4.2
4.4
3.2

573

3.2

2.5

2.9

[그림 2] 학력수준별 과학기술전문직에 대한 비과학기술전문직 상대임금 추이

(단위: %)

자료: 통계청, 지역고용조사 원자료, 각년도

학력수준 및 전공별로 평균임금수준을 보면, 과학기술전문직과 비과학기술전문직
모두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전공이 공학계열일수록 평균 임금 수준은 더 높았다.
비과학기술전문직의 과학기술전문직에 대한 상대임금을 보면 모든 학력에서 자연계
열 전공이 공학계열 전공에 비해 상대임금이 급격히 높아졌으며,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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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계열 전공자의 비과학기술전문직의 과학기술전문직에 대한 상대임금은 더 높았다.
특히 자연계열 전공 대학원 박사의 임금수준은 과학기술전문직보다 비과학기술전문직
에서 임금수준이 더 높았다.
<표 9> 학력-전공계열 및 직종별 평균임금수준 및 증감률

(단위: 만원, %)
2008년 2013년 2018년 2008~2013년 2013~2018년 2008~2018년

구분
169 256
대졸 자연
공학
303
비 대학원 자연 204
257
과기 석사 공학 286 335
전문직 대학원 자연 262 433
483
박사 공학 264 498
246 308
대졸 자연
공학 275 368
과기 대학원 자연 307 333
전문직 석사 공학 349 431
대학원 자연 393 484
박사 공학 453 519
자료: 통계청, 지역고용조사 원자료, 각년도

295
347
385
446
542
571
340
426
390
485
504
607

8.6
8.2
5.5
8.7
13.0
13.6
4.7
6.0
1.7
4.3
4.3
2.7

2.9
2.7
2.8
0.6
2.4
2.8
2.0
2.9
3.2
2.4
0.9
3.2

5.7
5.4
4.1
4.6
7.5
8.0
3.3
4.5
2.4
3.3
2.5
3.0

[그림 3] 학력수준-전공별 과학기술전문직에 대한 비과학기술전문직 상대임금 추이

(단위: %)

자료: 통계청, 지역고용조사 원자료, 각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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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013년 기간 동안 대졸 이상 이공계 취업자의 임금변동과 고용변동을 보면,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연계열 전공 대졸 과학기술전문직 취업자를 제외한
모든 전공과 학력수준별로 임금과 고용이 동시에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
히 공학계열전공 대학원박사가 비과학기술전문직에 취업한 경우 고용과 임금 상승률
이 가장 높았고, 자연계열전공 대학원박사 비과학기술전문직에 취업한 경우가 그 다음
으로 높아 비과학기술전문직에서 고학력 이공계 인력에 대한 노동수요가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이공계 대졸 취업자의 경우 하향취업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대학원이상 고학력 이공계 인력에 대한 고용증가가 하향취업이라기 보다는 노동수요
다양화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4] 학력-전공계열, 취업직군별 고용과 임금과의 관계

자료: 통계청, 지역고용조사 원자료, 각년도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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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일자리 10분위별 고용변동 및 원인

모든 임금 근로 일자리를 월평균 임금수준으로 서열화하여 10분위 별로 나누고 이
중 이공계 대졸 이상 취업자의 일자리가 일자리 10분위 내에서 차지하는 분포의 변동
을 통해 과학기술전문직업군/비과학기술전문직의 고용변동 구조를 분석하였다.
2008~2018년 기간 동안 대졸 이상 이공계 취업자의 고용양극화 현상은 매우 뚜렷
하게 나타났다. 대졸 이상 이공계 취업자의 일자리 창출이 각 분위별로 고르게 이루
어졌다면, 각 분위별로 막대 그래프의 크기는 동일할 것이다. 그러나 [그림 5]에서 보
는바와 같이 1~3분위 일자리보다 4~7분위에서 고용은 더 증가하였고, 중분위보다
8~10분위 일자리에서 고용이 더 크게 증가하였다. 하위 3개 분위 일자리가 115천개
증가하고 중위 4개 분위 일자리가 412천개, 상위 3개 분위 일자리가 502천개 증가하
였다. 대졸 이상 이공계 취업자의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가 더 많이 만들
어졌으며 상위 일자리의 고용이 더 증가하면서 J자 모양 비대칭적인 형태의 고용양극
화가 나타났다.
[그림 5] 2008~2018년 이공계 대졸 이상 일자리의 취업직종별 일자리 10분위 증감

(단위 : 천명)

자료: 통계청, 지역고용조사 원자료, 각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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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2013~2018년 이공계 대졸 이상 일자리의 취업직종별 일자리 10분위 증감

(단위 : 천명)

자료: 통계청, 지역고용조사 원자료, 각년도

2013~2018년 기간 동안 대졸 이상 이공계 취업자의 일자리 분위별 증가율을 보
면, 6분위와 8분위가 다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으나 대체로 상위분위에서 일
자리가 많이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2013~2018년 기간 동안 하위 3개 분
위 일자리가 57천개 증가하고 중위 4개 분위 일자리가 152천개, 상위 3개 분위 일자
리가 126천개 증가하여 중위일자리에서 더 많이 증가하였으나 10분위 증감 그래프
[그림 6]를 보면 [그림 5]와 마찬가지로 약한 J자 모양 비대칭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다.
세부학력별로 일자리 10분위별 고용 변동을 살펴보면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졸의 경우 하위 3개 분위 보다 중위 4개 분위에서 고용증가가 더 많았고, 중위 4개
분위보다 상위 3개 분위에서 고용증가가 다소 낮았으나 상위 3개 분위가 하위 3개
분위보다 고용이 더 많이 증가하여 역U자형 형태를 띠는 반면, 대학원석사, 대학원
박사 모든 학력수준에서 하위 3개 분위 보다 중위 4개 분위에서 고용증가가 더 많았
고, 중위 4개 분위보다 상위 3개 분위에서 고용증가가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학력수준-전공계열별로 일자리 10분위 별 고용변동을 보면 [그림 8]과 <표 10>에
서 보는바와 같이 자연 및 공학계열 전공 대졸, 자연계열 대학원 석사의 경우 4~7분
위의 중위일자리에서 고용이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하위 3개 분위 일자리보다는 상
위 3개 분위의 일자리가 더 증가하여 종모양의 형태를 보였으며, 공학계열 대학원 석
사 및 박사는 모두 상위분위로 갈수록 고용증가가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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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2013~2018년 학력수준별 이공계 일자리의 일자리 10분위 증감

(단위 : 천명)

자료: 통계청, 지역고용조사 원자료, 각년도

[그림 8] 학력수준별 이공계 일자리의 일자리 10분위 증감

자료: 통계청, 지역고용조사 원자료, 각년도

(단위 :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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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2013~2018년 학력수준별 이공계 일자리의 일자리 10분위 증감
구분
대졸자연
하위일자리
25
중위일자리
37
상위일자리
16

대졸공학
25
99
81

자료: 통계청, 지역고용조사 원자료, 각년도

석사자연
4
5
4

석사공학
2
6
17

박사자연
0
3
-1

(단위: 천명)

박사공학
0
2
10

이상의 분석결과를 고려할 때 최근 이공계 대졸 이상 일자리는 숙련 편향적 기술진
보형태를 띠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숙련 편향적 기술진보는 Juhn, Murphy and
Pierce(1993)가 밝히고 있듯이 기술변화가 고숙련 노동과는 보완관계에 있으며, 저숙
련 노동과는 대체관계에 있어 숙련수준이 높을수록 일자리가 높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이상의 분석에서 보듯이 2013~2018년 기간 동안 대체로 중상분위 일자리에서 고용
이 늘어나고 이공계 대학원 석사 이상 일자리는 분위가 높아질수록 고용이 증가하는
J자 형태를 보이며, 최근의 정보통신기술 등 각종 우리 노동시장에 도입되는 기술변화
가 고숙련자에 대한 노동수요가 높아지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공계 대졸 이상 인력이 취업하고 있는 일자리의 변화가 기술변
화 등의 요인에 따른 노동수요의 변화를 반영한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일자리 변화
의 원인을 살펴보았다. 만약 제조업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컴퓨터화 혹은 디지털화
기술의 영향을 받는다면, 제조업내 기계조작직, 기능직, 관리직 등 산업내 일부 직종
의 고용변동이 크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기술변화가 중요하다면 산업내 변동이 중
요하게 나타나고, 개인서비스시장 성장)이나 인구구조 변동(보건 사회복지업 성장, 건
설업 침체 같은 소비자선호변화 등으로 산업구조변동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면 산
업간 변화가 직종의 고용 변화를 이끄는 요인으로 나타날 것이다(성재민, 2014).
본 논문에서는 대졸 이상 이공계 취업자의 직종별 일자리 변동이 직업구조의 변화
에 의한 것인지 산업구조변화에 의한 것인지를 Acemoglu & Autor(2011)의 변이할
당분석(Shift share decomposition)을 수행하여 살펴보았다. Acemoglu &
Autor(2011)는 다음과 같은 식을 통해 직업별 고용변동이 산업구조에 의한 것인지
직업구조의 변화에 의한 것인지를 구분하였다.
∆  ∆  + ∆ 
식(1)
위 식의 첫 번째항은 직업  의 시간에 따른 고용변동을 의미하고, 경제 전체에서
직업  의 고용변화는 산업변동에 따른 부분과 개별 산업 내 직업구조 변동에 따른 부
분으로 분해된다. 등식에서 우변의 첫째항은 산업  에서 직업  가 차지하는 고용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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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고정시키고, 산업  의 고용변동을 변화시키면 산업구조 변화가 경제전체에서 직업
 의 고용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고, 우변의 두 번째 항은 산업  의 고용은 고정
시킨 채 산업  에서 직업  가 차지하는 고용비중 변동을 고려하면 산업내 직업구조
의 변화가 전체 직업  의 고용변화에 미치는 영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는 과학기술직은 소분류별로, 비과학기술직은 중분류별로 직종별 고용변동을
요인분해 하였다. 산업은 광공업, 전기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과 수도하수 및
폐기처리 원료 재생업, 건설업을 하나의 산업으로 묶고, 서비스업은 유통서비스업, 생
산자서비스업, 사업서비스업, 사회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과 기타 산업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11>과 <표 12>와 같다.
먼저, 과학기술전문직 고용변동요인분해 결과를 보면 몇몇 직업군을 제외하고는 대
체로 산업내 직업구조 변화에 의한 고용변동요인이 훨씬 크게 나타났다.
<표 11> 이공계 대졸 이상 과학기술전문직 고용변동 요인분해
구분
연구·교육 및 법률 관련 관리자
정보 통신 관련 관리자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자
기타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자
생명 및 자연과학 관련 전문가
생명 및 자연과학 관련 시험원
컴퓨터 하드웨어 및 통신공학 전문가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데이터 및 네트워크 관련 전문가
정보 시스템 및 웹 운영자
통신 및 방송 송출 장비 기사
건축·토목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금속·재료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전기·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기계·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소방·방재 기술자 및 안전 관리원
환경공학가스·에너지 기술자 및 시험원
항공기·선박 기관사 및 관제사
기타 공학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영양사
대학교수 및 강사
감정·기술 영업 및 중개 관련 종사자
자료: 통계청, 지역고용조사 원자료, 각년도

(단위: 천명, %)

직업변동 산업구조변화 직업구조변화
0.6
0.1 10.3 0.6 92.9
-1.5
0.5 -31.9 -1.9 131.9
-9.0 -5.8 63.8 -3.3 36.2
-1.3
0.0 2.2 -1.2 97.0
5.0
0.7 13.5 4.3 86.5
-4.8 -0.3 6.3 -4.5 93.7
-4.8
4.3 -88.6 -9.0 188.4
42.2 43.5 103.2 -1.3 -3.2
6.1
3.4 55.0 2.7 45.0
5.3
6.3 118.0 -1.0 -18.0
0.7
0.8 106.2 -0.1 -9.0
-15.2 -16.8 110.5 1.6 -10.5
7.0
2.8 40.4 4.2 59.9
-2.3
0.9 -39.5 -3.2 139.5
17.2
9.6 55.9 7.6 44.1
0.8
7.5 880.2 -6.6 -780.2
6.1
-2.0 -32.8 8.1 132.5
-5.7 -1.6 27.9 -4.1 72.3
4.6
0.4 8.3 4.2 91.5
0.8
3.0 369.2 -2.2 -271.7
1.4
-0.7 -48.6 2.1 148.6
-4.6
0.2 -4.0 -4.8 104.0
20.4 12.5 61.4 7.9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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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보면, 고용변동이 가장 큰 과학기술전문직은 대체로 산업구조변화가 큰
직종으로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감정기술 영업 및 중개 관련 종사자,
전기전자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으로 이들 직종에서는 고용이 증가하였다. 또한 고용
감소가 큰 직종은 건축토목공학기술자 및 시험원, 건설, 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자로
이들 직종에서 건설업 경기침체 등 산업구조요인에 의한 고용변동에 의한 것으로 보
인다. 산업구조변화에 의한 직종별 고용변동이 큰 직종 중 기계로봇공학기술자 및 시
험원, 기타공학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정보시스템 및 웹 운영자, 통신 및 방송 송출
장비기사 등으로 직업구조요인으로는 고용이 감소하였으나 산업구조변화가 훨씬 크게
영향을 미쳐 전체적으로 고용이 증가하였다.
직종구조변화효과가 산업구조변화보다 고용변동에 영향을 크게 미쳐 전체 고용이
증가한 직종은 화학공학기술자 및 시험원, 소방방재 기술자 및 안전 관리원, 생명 및
자연과학 관련 전문가, 항공기선박 기관사 및 관제사, 영양사, 연구교육 및 볍률 관련
관리자였다. 반면 직종구조 변화효과가 산업구조 변화보다 고용변동에 영향을 크게 미
쳐 전체 고용이 감소한 직종은 기타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자, 정보통신 관련
관리자, 금속재료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대학교수 및 강사, 컴퓨터 하드웨어 및 통
신공학전문가, 생명 및 자연과학 관련 시험원, 환경공학 가스에너지 기술자 및 시험원
이었다. 이들 직종 중 컴퓨터 하드웨어 및 통신공학 전문가, 환경공학 가스에너지 기
술자 및 시험원은 숙련도(학력수준)가 높을수록 고용이 증가하고 숙련도가 낮을수록
고용이 감소하는 숙련 편향적으로 노동수요가 변화하는 직종이다.
다음으로, 비과학기술전문직 고용변동요인분해 결과를 보면 대체로 전체 고용증가
가 상대적으로 큰 직업군은 산업구조효과가 직종구조효과보다 컸으며 직종전체에서
고용이 크게 변동이 없거나 감소한 직업군은 산업내 직업구조 변화에 의한 고용변동
요인이 훨씬 크게 나타났다. 비과학기술전문직 중 고용증가가 가장 큰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매장판매 및 상품 대여직, 조리 및 음식서비스직 등의 직종에서는 고용
증가가 산업구조변화효과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용이 크게 변화가 없거나 감소
한 과학전문가 및 전문직, 정보통신 및 방송장비 관련 기능직, 법률 및 행정전문직,
영업직, 전문서비스 전문직, 교육전문가 및 전문직, 경영금융 전문가 및 전문직 등에
서는 산업내 직업구조 변화에 의한 고용변동요인이 훨씬 크게 나타났다. 특히 교육전
문가 및 관리직, 법률 및 행정전문직, 정보통신 및 방송장비 관련 기능직의 직종에서
는 전체 고용변동은 감소로 나타났지만 대졸 고용은 감소하였으나 학력수준이 높을수
록 고용이 증가한 업종(앞의 표 7 참조)으로 기술변화 등의 영향으로 고숙련 편향적
인 노동수요가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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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비과학기술전문직 고용변동 요인분해
구분
고용변동
공공 기관 및 기업 고위직
2
행정·경영 지원 및 마케팅 관리직
8
전문 서비스 관리직
-1
판매 및 고객 서비스 관리직
1
과학 전문가 및 전문직
0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전문직
10
교육 전문가 및 전문직
-2
법률 및 행정 전문직
0
경영·금융전문가 및 전문직
-6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전문직
4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122
금융 사무직
-1
법률 및 감사 사무직
5
상담·안내·통계 및 기타 사무직
6
경찰·소방 및 보안 관련 서비스직
4
돌봄·보건 및 개인 생활 서비스직
8
운송 및 여가 서비스직
1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24
영업직
-1
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
26
통신 및 방문·노점 판매 전문직
6
농·축산 숙련직
8
임업 숙련직
1
어업 숙련직
1
식품가공 관련 기능직
1
섬유·의복 및 가죽 관련 기능직
-1
목재·가구·악기 및 간판 관련 기능직
1
금속 성형 관련 기능직
0
운송 및 기계 관련 기능직
14
전기 및 전자 관련 기능직
6
정보 통신 및 방송장비 관련 기능직
0
건설 및 채굴 관련 기능직
9
기타 기능 전문직
2
식품가공 관련 기계 조작직
1
섬유 및 신발 관련 기계 조작직
2
화학 관련 기계 조작직
11
금속 및 비금속 관련 기계 조작직
3
기계 제조 및 관련 기계 조작직
4
전기 및 전자 관련 기계 조작직
18
운전 및 운송 전문직
14
상하수도 및 재활용 처리 관련 기계 조작직 0
목재·인쇄 및 기타 기계 조작직
1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
2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4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
2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17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
4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
-2
자료: 통계청, 지역고용조사 원자료, 각년도

(단위: 천명, %)

산업구조변화
직업구조변화
0
24.6
1
76.0
4
46.6
4
53.4
2 -115.9 -3 215.9
4
391.7 -3 -290.6
0 -176.5 -1 272.6
5
47.3
6
52.9
9 -500.9 -11 600.4
3 -601.5 -3 703.7
6
-97.1 -11 197.1
9
216.3 -5 -116.3
130 106.4 -8
-6.4
6 -545.9 -7 645.0
2
42.5
3
57.7
5
78.2
1
21.6
7
151.9 -2 -52.1
2
28.7
6
71.4
4
331.3 -3 -230.4
14
56.8
11
43.2
15 -2608.3 -16 2710.0
21
80.1
5
19.8
3
54.6
3
45.4
7
81.8
1
18.3
0
19.2
1
80.8
0
27.1
1
72.9
2
220.7 -1 -121.9
1 -120.1 -1 218.6
1
77.7
0
22.3
2 1065.8 -2 -971.6
10
71.0
4
29.0
7
129.1 -2 -28.8
4 -1159.0 -5 1256.3
6
73.7
2
26.3
2
80.9
0
18.7
1
82.1
0
18.8
1
42.9
1
57.1
3
26.0
8
73.9
3
82.5
1
17.2
8
181.0 -3 -81.0
8
44.8
10
55.2
8
57.5
6
42.3
1
537.3 -1 -426.8
2
129.1
0
-29.1
2
76.0
1
24.0
3
88.0
0
11.2
1
61.9
1
38.6
3
15.8
14
84.1
2
64.7
1
35.3
2
-94.5 -3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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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기술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는 고숙련(고학력) 인력에 대한 노동
수요의 증가로 이공계 대졸 이상 취업자의 경제적 지위가 향상되고 있으며, 이 때문
에 이공계 선호현상이 나타난 것임을 보이고자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공계 대졸 이상 취업자는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4.0% 증가하였으며, 과
학기술전문직(연평균 3.1% 증가)보다 비과학기술전문직(연평균 4.6% 증가)의 고용 증
가율이 훨씬 높았다.
둘째, 전공계열별로 보면, 자연계열 전공자보다 공학계열 전공자의 고용증가율이
현저하게 높았으며, 공학계열 전공자의 고용증가율은 과학기술전문직보다 비과학기술
전문직에서 훨씬 높았다.
셋째, 과학기술전문직에 대한 비과학기술전문직의 상대임금, 임금변동과 직종변동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자연계열 전공 대졸 취업자를 제외한 이공계 대졸 이상 취업자의
고용과 임금이 동시에 증가하는 정의 관계를 보이고 있고, 특히 비과학기술전문직에서
고용과 임금이 증가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는 노동수요측에서 대졸 이상 이공계
인력의 공급을 넘어서는 노동수요가 존재하고, 과학기술전문직 뿐 아니라 다른 부문에
서도 이공계 인력에 대한 노동수요가 확대되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넷째, 10분위 일자리 분석법을 이용하여 2013~2018년 기간 동안 창출된 일자리를
분석한 결과 이공계 대졸 이상 취업자의 일자리변동은 J자 형태를 보였으며, 학력수준
이 높을수록, 전공계열이 공학계열일수록 고분위 일자리에서 고용이 늘었음을 확인하였다.
다섯째, 변이할당분석을 이용하여 전체 직업의 고용변동을 요인분해하면, 최근 이공
계 대졸 이상 고용변동은 과학기술전문직의 경우 기술변화의 영향으로 고숙련 편향적
인 노동수요가 나타나고 있으며, 비과학기술전문직의 경우 기술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
는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고숙련 편향적인 노동수요가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이공계 대졸 이상 취업자는 대졸의 경우 하향취업 현상도 보이기는 하
지만 대학원이상 고학력 이공계 인력에 대해서는 다양한 노동수요가 존재하며, 대체로
고용과 임금의 정의 관계를 보이며 고용변동이 일어나는 상황이다. 특히 이러한 고용
변동은 기술변화에 따른 영향을 받는 직종을 중심으로 직종구조변화 때문에 발생하고
있어, 기술이 발전할수록 고숙련 노동의 수요가 증가하는 숙련 편향적 노동시장 구조
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고숙련 이공계 인력에 대한 노동수요 증가현상은
이공계 졸업자의 숙련형성을 위한 직업교육훈련과 함께 기술적응 및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이공계 취업자의 재훈련정책 프로그램개설 등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최근 이공계 대졸 이상 인력에 대한 노동수요 변화와 시사점 ∙ 51

참고문헌
금재호 외(2006), ｢자영업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성재민(2014), ｢임금불평등추세와 원인에 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통계청, 지역고용조사 원자료, 각년도.
홍성민(2015), ｢우리나라 과학기술인력의 경력이탈현황분석｣, 뺷공학교육연구뺸, 18(1),
pp. 11~19.
황덕순 외(2013), ｢노동시장양극화 해소방안연구｣, 한국노동연구원.
Acemoglu D. and Autor A.(2011), “Skills, Tasks and Technologies:
Implications for Employment and Earnings”, Handbook of Labor
Economics 4b. pp. 1043-1172.

52 ∙ 과학기술정책 | 제2권 제2호(2019.12.)
Labor Demand Changes and Implications for Worker with
College Degree and Higher Education in Science and
Technology

Park Jinhee 1), Hong Seongmin 2)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how that the employment fluctuations of graduates
with higher education in science and engineering are due to increased labor demand
for highly skilled workers who can adapt quickly to technological changes.
For this purpose, the variation allocation analysis method was used using the regional
employment survey data of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As a result, the average employment rate of college graduates over science and engineering increased by more
than 4% per year, and the employment fluctuations showed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wage, so the increase in employment was due to the increase of labor demand.
In addition,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quality of science and engineering jobs recently
by the 10th quartile method, if the educational level is high and the major is engineering,
it is confirmed that the employment in the high decile jobs increased.
As a result of factor analysis using variation allocation analysis for employment
changes, employment changes occur d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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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최근의 급격한 기술발전은 미래 인재의 역량에서도 다양한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주요한 변화 흐름은 숙련 편향적 기술진보(SBTC: Skill-Biased Technological Change)에
따른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및 고숙련 기술의 중요성 증대와 설득
감성 지능 등 사회적 스킬의 중요성 증대 ICT, 빅데이터 등 신기술 활용능력의 중요성 증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학기술인력 양성 정책의 변화를 추진하며 이러한 미래 역량 변화에 대응하고자
하고 있지만 종합적인 R&D 역량 개발의 기회 부족, 현장중심의 교육 자체뿐만 아니라 이에 참여할
시간적 여유의 부족 , 대학원생 연구 자율성의 한계 , 다양한 연구활동 기회의 제한 등과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
필요한 대응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 첫째 , 우리나라 대학의 연구 및 교육시스템 전반에 있어
개별 교수 연구실 중심을 벗어나 전문화된 연구시스템과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의 개혁이
필요하다. 둘째, 과학기술인재의 미래 역량 개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목표는 현재 주요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이공계 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자의 R&D 기획역량 제고에 있으므로 , 이를 위한 다양한 학습과
협업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 셋째,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 R&D와
HRD 연계성 제고의 기반 마련과 함께 미래 직업세계 핵심역량을 PBL(Project Based Learning)로
키우는 교육과정 개발의 디딤돌이 구축되어야 한다. 넷째, 대학교육혁신에 있어서는 자기주도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 참여 연구팀의 자발적인 연구기획과 발표를 지원하는 형태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공계 대학원생의 적극적인 협업 및 자기주도 학습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포상과 지적재산권 보장 등의 방안 마련도 중요하다.
주제어 과학기술인력 차 산업혁명 역량개발 대학교육혁신
:

,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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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최근의 급격한 기술 진보는 인간만이 담당할 수 있고
인공지능이나 로봇으로 대체하기 어렵다고 생각되었던 많은 분야가 대체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을 기본으로 한 제조업의 로봇화를 넘어 인
간의 지능이나 육감 등의 창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의사나 변호사 등의 업무에
있어서도 인공지능이 이미 인간을 대신하거나 협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간이 담당하
던 직업을 어디까지 대체할 것인가는 아직도 많은 논란이 있지만, 인간이 담당하는
직무가 최근의 기술진보에 따라 50% 이상 크게 변화할 것이라는 데에는 대체로 공감
하는 분위기이다.
미래 인재가 담당해야 할 직무가 크게 변해감에 따라 인재의 역량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나타날 전망이다. 4차 산업혁명이란 개념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고 논의를 불
러일으킨 대표 작업인 세계경제포럼(2016) 보고서에서도 미래 역량에 대한 수요가 다
음 그림처럼 변화할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해 미래
직업 세계에서 더욱 필요해지는 역량이 인지 역량, 시스템 스킬, 복합 문제해결이나
컨탠츠 역량 등으로 나타난다. 반면 물리적 능력이나 기술적 스킬은 그 수요가 줄어
들 가능성이 높다. 2020년 기준으로 볼 때 전체 수요가 높은 핵심 역량은 복합 문제
해결 스킬, 협업이나 협상 등 사회적 스킬, 공정 스킬, 의사결정 및 시스템 분석 등
시스템 스킬 등으로 파악된다.
[그림 1] 직업 관련 핵심 스킬에 대한 수요 변화(2015~2020, 전산업)

자료: Future of Jobs Survey, World Economic Forum(2016)

고학력 과학기술인력의 역량개발 현황과 개선방안 ∙ 55

OECD(2018)의 연구에서 나타나듯이 최근에는 급속한 기술의 발달에 따라 급변하
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역량(key competencies)의 중요성이 더욱 강
조되고 있다. 특정 직무 수행에 필요한 숙련과 지식, 태도와 같은 전통적인 직무 역량
이 아니라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복합적 역량1)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미래 직무 역량 혹은 핵심 역량의 변화에 따라 이를 갖추는 학습방법이나 내용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플립러닝(Flipped Learning)이나 무
크(MOOC) 등의 새로운 교수법의 시도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일반화되었고 이미 그
한계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이공계 대학
원 교육에서는 새로운 교수법의 도입 자체도 중요하지만, 주로 대학에서 수행하는 연
구개발사업 참여를 통해 연구 역량을 기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연구참여가 역
량 향상으로 잘 이어질 수 있도록 학습환경을 구성하는 노력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미래 역량의 변화에 발맞춰 우리나라 이공계 대학원 교육과
연구개발 참여를 통해 역량을 기르는 부분에 있어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
악해보고 그 개선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최근 연
구결과 및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미래 과학기술인재에게 더 중요해지고 있는 역량 변
화와 고학력 과학기술인력 교육훈련 방향에 대해 파악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미래 환
경변화 대응 측면에서 우리나라 이공계 대학원 교육 현실에 대한 조사 결과를 분석한
후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이공계 인재 정책의 개선방향을 제언하였다.
II. 미래 과학기술인력에게 요구되는 역량 변화
2.1 기술적·사회·경제적 변화 요인

신기술 발전으로 산업생태계가 크게 변화하는 가운데, 많은 미래 전망 보고서나 기
관에서 그 핵심 기술로 ①AI, ②IoT, ③빅데이터, ④로봇, ⑤ 3D프린팅을 손꼽고 있
다. 예를 들어, IoT와 AI, 빅데이터, 로봇이 결합하여 제조업의 생산 자동화를 넘어
효율적인 공정 설계로 나아가고 있는 스마트공장이 만들어진다. 최근 상용화를 위한
시범 운전이나 일부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자율주행차의 경우 IoT와 AI 기술이 자
동차 산업과 결합한 사례이다. 산업이나 미래 인재 역량의 변화를 가져오는 사회경제
1) OECD의 초기 핵심역량 연구에서 강조했던 상호적 도구 사용(using tools interactively), 주도적 활동 능력
(acting autonomously), 사회적으로 다양한 그룹에서의 상호작용(interacting in socially heterogeneous
groups) 역량에 더해 변화주도역량 (새로운 가치 창출 , 갈등과 딜레마 조정, 책임감)을 추가하여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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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메카 트렌드로 부각되는 내용은 인구구조 변화(고령화와 인구 감소), 개발도상국의
인구 증가, 중산층 소비 확대, 글로벌 성장 둔화 등이다. 이 변화가 최근 추세는 아니
나, 점점 더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변화로 인해 효과가 증대되고 있다. 더불어 사회 양
극화나 지구 환경 보호 문제, 글로벌화와 도시화 추세 증대 등도 이러한 메가 트렌드
변화가 더욱 촉진시키고 있다.
<표 1> 4차 산업혁명 시대 사회·경제적 변화 요인
발표 기관
사회·경제적 요인
OECD
인구, 기후변화, 글로벌화, 정부 역할 변화, 생산성 저하 등
Science(’16)
업무환경 변화 및 유연한 노동제도, 신흥시장 중산층 확대,
WEF(’15)
기후변화 및 천연자원 부족,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
Frost&Sullivan 도시화, E-모빌리티, 사회적 트렌드, 우주, 사이버전쟁, 로봇노예,
(’16)
가상현실, 제로온실가스기술, 수송수단 혁신, 웰빙
인구, 개인화, 기술의 발전, 경제적 연계, 공공부채,
KPMG(’14)
경제 강대국의 이동, 기후변화, 자원, 도시화 등
美정보위(’12)

개인 권한 확대, 권력 분산, 인구패턴 변화, 식량·물·에너지 위기

자료: 홍성민 외(2017)에서 재인용
2.2 직무 역량 변화

미래 인재의 핵심 역량 변화와 좀 더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직무 역량은 사회경제
적 메가트렌드와 기술적 요인 변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으며 변화하고 있다. 특히
자동화와 신기술 발전과 적용에 따라 각 산업에서 필요한 직무 역량(skill)이 근본적으
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직무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
고 아래 표에서 정리된 것처럼 2020년까지 대부분의 산업군에서 핵심 직무 역량
(skill)의 1/3(35%)이상이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실정이다(World Economic
Forum, 2016). 특히 영향을 받는 산업군은 금융 서비스, 기초 및 인프라, 교통 및
운송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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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산업별 직무변화를 가져오는 주요 요인
직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산업 구분 불안정성
(복수 응답, 상위 2순위)
업무환경 변화 및 노동시장 유연화(44%),
전체
35% ①
② 모바일 인터넷 및 클라우드(34%)
기초 및 42% ① 기후변화 및 천연자원 부족(49%),
인프라
② 업무환경 변화 및 노동시장 유연화(46%)
업무환경 변화 및 노동시장 유연화(42%),
소비자 30% ①
② 신흥국 중산층 확대(42%)
기후변화 및 천연자원 부족(50%),
에너지 30% ①
② 업무환경 변화 및 노동시장 유연화(46%)
빅데이터(44%), ② 신흥국 중산층 확대(41%),
금융 서비스 43% ①
② 모바일 인터넷 및 클라우드(41%)
모바일 인터넷 및 클라우드(50%), ② 신흥국 중산층 확대(40%),
헬스케어 29% ①
② 수명 연장 및 고령화(40%)
정보통신기술 35% ① 모바일 인터넷 및 클라우드(69%), ② 빅데이터(44%)
미디어,
① 모바일 인터넷 및 클라우드(57%), ② 빅데이터(36%),
엔터테인먼트 27% ② 업무환경 변화 및 노동시장 유연화(36%)
신흥국 중산층 확대(39%),
교통 및 운송 39% ①
② 업무환경 변화 및 노동시장 유연화(36%)
전문 서비스 33% ① 업무환경 변화 및 노동시장 유연화(63%), ② 빅데이터(40%)

자료: World Economic Forum(2016); 홍성민 외(2017)에서 재인용

새롭게 시작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에 대해서는 여전
히 다양한 주장이 있고 아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들다. 미국 대통령실(2016)
에서 보여지 듯 기술개발과 연계된 역량이 강조되기도 하고, STEM과 같은 기본 교육
을 강조하는 경우(Oxford 2016; GE 2016), 리더십, 소통 및 협력, 비판적 사고 등
기본 역량을 강조하는 경우(MGI, 2018) 등 다양하다. 이렇게 여러 분석기관에서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역량을 제시하고 있으나, 직무 역량 부분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강
조되는 변화 흐름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숙련 편향적 기술진보(SBTC:
Skill-Biased Technological Change)에 따라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
적 문제해결 능력 및 고숙련 기술의 중요성 증대, 둘째, 정형 편향적 기술진보(RBTC:
Routine-Biased Technological Change)에 따른 신체적 능력을 중심으로 한 단순·
반복적 작업의 중요도 감소, 셋째, 설득, 감성 지능 등 사회적 스킬의 중요성 증대,
넷째, ICT, 빅데이터 등 신기술 활용능력의 중요성 증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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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미래 과학기술인력 교육 및 훈련 방향
3.1 미래 과학기술인력 육성 방향에 대한 선진국 사례

적절한 고등교육 체계의 구축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고학력 혁신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직·간접 기반이다. 선진국의 경우 학위 과정을 통한 고급 인력 배출에 초점
을 맞추거나 비학위 과정을 통해 기존 인력의 혁신인력으로의 전환에 양성에 노력하
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고학력 혁신인력을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먼저 일본은 경제·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의 새로운 기간산업을
주도･창출할 고급 지식 전문가의 육성을 위해 ‘탁월대학원(卓越大学院) 프로그램’을 도
입하였다2). 환경･에너지 등의 글로벌 과제를 해결하는 글로벌 리더와 더불어 고급 지
식을 갖춘 ‘지식 전문가’의 육성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일본의 탁월대학원은
국내외에서 우수한 젊은 인재를 모아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력·연구력을 갖추는 데
그치지 않고, 여러 대학, 민간기업, 국가 R&D기관, 해외 우수대학 등과 조직적으로
제휴하여 인재를 양성한다. 기본적으로 석박사
․
5년 통합과정이며, 각 프로그램은 기
존의 학과 단위와 분야를 횡단하거나 새로 신설하여 유연하게 운영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정식 학위과정이 아니라 고품질의 온라인 과정을 제공함으로써 기
존 인력이 단기간 내에 고임금 일자리에 적합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테크하
이어 이니셔티브(TechHire Initiative)’를 추진하고 있다3). IT 관련 직무역량을 요하
는 일자리는 임금 수준이 높은데다 빈 일자리도 많아 이에 맞는 교육훈련을 제공한다
면 IT 인력 육성과 함께 고소득 일자리로의 취업 연계가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설
계된 정책이다. 지방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시민들이 지역 소재 대학이나 커뮤니티 칼
리지에서 필요한 직무역량을 습득하게 하고 코딩 부트캠프(coding bootcamps)나 고
품질의 온라인 과정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단기간 내 고임금 일자리에 적합한 훈련
을 받을 수 있다.
EU는 각 산업 내에서 직무역량 수급 격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바
탕으로 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업종별 직무역량 협력계획(Blueprint for Sectoral
Cooperation on Skills)’을 추진하고 있다4). 각 산업 내에서 직무역량 수급 격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 산업협회,
2) 文部科 学省 卓越大 学院 （ 仮称） 検討 のための 有識者 会議 (2015.4.), 「卓越大 学院 （ 仮称）」構想 に 関する
基本的 な 考 え 方 について .
3) White House(2015.3.), FACT SHEET: President Obama Launches New TechHire Initiative.
4) EURASHE(2017.3.30.), Industry 4.0 and higher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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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 교육훈련기관,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해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마련하는 새로운 프레임워크이다. 2016년 중에는 자동차, 방위, 해양기술, 우주(지리
정보), 섬유 · 의류 ‧ 가죽 ‧ 신발, 관광 등 6개 업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으로 실시하였
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2017년에 건설, 철강, 의료, 녹색기술, 재생에너지 등으로 확
대하였다. 영국은 스킬 개발과 관련해 각 지역에서 기업들의 스킬 요구에 맞춤 대응
할 수 있는 고등 기술 교육기관인‘기술원(Institutes of Technology)’을 도입할 계획
이다. 지방에서의 스킬 수요·공급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리더십이나 커리큘럼 선
정과 관련해 지역 기업들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개념의 정책이다.‘기술원’모델은 지역
구분 없이 단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기업의 스킬 요구에 따라 다양한 형
태로 적용할 계획이다.
독일은 지역과 협력해 새로운 활력을 찾고자 창업회사를 지원하면서 대규모
산학공동 연구를 실현할 수 있는 클러스터인 ‘RWTH 아헨 캠퍼스(RWTH Aachen
Campus)’모델을 창출하였다5). 독일 아헨대학교는 지역과 협력해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찾고자 확장된 캠퍼스 부지를 기반으로 창업회사를 지원하면서 대규모 산학공
동 연구의 모델인 ‘RWTH 아헨 캠퍼스(RWTH Aachen Campus)’를 실험하고 있다.
‘RWTH 아헨 캠퍼스’라는 이름 아래 연구와 산업, 과학과 경제가 만나는 독특한 공간
을 창조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의 질을 향상하는 한편, 기술 관련 신규업체 창업,
10,000여 개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있다.
3.2 고학력 과학기술인력 교육 및 훈련 정책 방향

이공계 박사 교육의 공식적인 목적은 1988년의 CVCP(Committee of ViceChancellors and Principals)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으며 이 보고서에서 강조된
박사 교육의 두 가지 주요 목적은 첫째 졸업자들이 각 각 그들의 영역에서 공헌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독립적 연구가가 되기 위해 전문가적인 연구 훈련을
제공하는 것이다6). 1990년대의 초기 OECD(1991)의 “과학과 기술 정책”과
OECD(1992)의 “기술-경제적 프로그램: 기술과 경제”에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
OECD의 가입 나라 중에 과학자 및 공학자의 부족은 그 나라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
이라고 예측하였으며 또한 향후 과학자와 공학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믿
5) RWTH Aachen Campus(2016), Research. Learn. Develop. Live.
6) Lee, H-F, Miozzo, M., and Laredo, P.(2010). Career patterns and competences of PhD i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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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이 있었다. 그러한 믿음은 2008년 “혁신 국가”라는 주제 아래 이공계 인력 양성에
대한 정책적 토론을 활발하게끔 만들었다. 박사과정이 있는 대학들은 배출한 박사과정
학생이 향후 대학에서 강의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 학생들 강의와 관련된 적절한
티칭 훈련을 제공해야 했다. 따라서 이공계 학생들에게 어떠한 교육을 제공하느냐 하
는 부분이 중요해졌다. 기존의 연구들은 학계 또는 공공 리서치 조직에서 이공계 박
사과정 학생들의 직업 기회 혹은 경력개발과 관련된 역량 개발이 주를 이루었다7). 그
이후 연구에서는 점차 고학력 박사학위 소지자의 역량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이 무엇
인지에 관한 부분이 증가하고 있다. Lee et al.(2010)은 영국대학에서 이공계 박사학
위를 받은 수여자들의 경력의 형태에 따라 관련 역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박
사과정 교육의 범위는 무엇인지를 연구하였다. 맨체스터 대학의 1998~2001년 이공
계 박사학위 수여자들(학위 수여 후 7~10년)은 그들의 첫 번째 경력에 대한 선택에
서 학계/공공리서치에서 일하는 것을 선호하였고(42%), 제조기업의 기술직에 취업하
는 경우는 21%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경력 형태에 따른 박사학위자 역
량의 인지된 유용성에 대해 박사 주제의 전문가적인 지식, 박사 주제 영역의 일반적
인 지식, 정보 기술과 데이터 처리의 적용, 일반적 분석적 기술, 보고서 작성과 프리
젠테이션 기술, 프로젝트 관리 기술, 문제 해결 능력 등의 7가지의 범주로 나누어 접
근하였다. 이 7가지 요인들은 각각 아카데믹/공공 리서치, 제조업에서의 기술직, 일반
기술직 외의 고용 등의 직업 범위를 포함하고 있다. 연구 결과는 과학과 공학에서의
박사 교육은 경력 형태에 따라 다르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지
식들은 학계/공공 리서치의 주제 영역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각 영역에 적합
한 지식들을 습득할 수 있도록 박사과정 시 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박사과정 교육으
로부터 습득되는 다른 지식과 숙련(skill)의 유용성을 인지하는 다양성이 이공계 박사
과정 교육에 고려되어야 하는 선행조건임을 강조했다. 한편 최근의 기업들과 사회는
넓은 범위의 지식과 숙련들을 엔지니어에게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도달하기
위해 고학력 교육 기관들은 미래 전문가에게 최고의 훈련을 제공하기 위해 기본적으
로 주요 주제 영역과 일반적인 역량과 관련된 역량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8).
Guerrero et al.(2014)은 기술적 지식과 원리(과학에서 지식을 강조하는 원리의 필요
성, 근원적인 엔지니어링 지식), 개인·전문가적 속성(문제 해결, 실험과 지식, 체계적
인 사고, 기술과 개인적 태도, 전문가적 기술과 태도), 대인관계 숙련(팀으로 일함/커
7) Dany, F., and Mangematin, V.(2004). Beyond the dualism between lifelong employment and
job insecurity: some new career promises for young scientists. Higher Education Policy.
8) Guerrero, D., Palma, M., and Rosa.(2014). Developing competences in engineering students.
The case of project management course,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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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니케이션, 외국어 숙달), 구상 및 디자인, 기업과 사회에서의 시스템 운영(사회, 비
즈니스, 프로젝트, 운영)의 4개 범주로 나누어 이공계 학생들에게 필요한 강의내용에
관해 접근하였다. 그 연구 결과를 보면 이공계 학생들의 기본 역량을 개선하기 위해
서는 과학지식의 강조, 기본적이면서 상급의 엔지니어링 지식, 문제 해결, 체계적인
사고, 구상, 디자인, 기업에서의 프로젝트 운영과 같은 티칭 전략이 요구된다고 하였
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본 논문에서는 이공계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현장에
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개선해야 할 역량 부분에 관해 접근하고자 하였다.
Ⅳ. 우리나라 고학력 과학기술인력의 역량개발 현황과 문제점
5.1 조사개요 및 표본의 특성

이 장에서는 박사학위 과정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청
년(주로 40대 이하)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학위 후 희망 경력 및 실제 경력개발 현황
과 학위 과정에서의 연구 참여가 논문이나 진로에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등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은 우리나라 대학의 설립 근거와 소재지
역 및 대학 R&D 특성을 대변하는 규모에 따라 대학 유형을 6개9)로 나눈 후 해당
학교에서 학업에 전념한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200명을 자연 및 공학계열로 나누어
추출한 후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병행해 조사한 결과10)이다.
<표 3>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를 요약하였으며, 성별은 남자가
142명(71.1%)으로 여자보다 2배 이상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소속기관은 대학
이 97명(48.5%), 기업체가 44명(22.0%), 기타공공기관이 20명(10.0%)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30∼35세가 122명(61.0%)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전공계열은 자연계
공학계가 동일한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박사학위 후 첫 직장 유형을 보면 연구기관
연구원이 120명(60.0%), 기업 엔지니어가 36명(18.0%)으로 박사학위 후에 주로 연구
소로 취업함을 알 수 있다. 과제수행 기간 중 소속 학교 유형을 보면 대형 사립대학
이 62명(31.5%), 우수 연구중심대학이 54명(27.7%), 거점 국립대학이 43명(21.5%)임
에 반해 지역 사립대학 등은 17명(8.5%)으로 분포하여 학업전면 박사학위자 분포와
비슷하였다.
9) 박기범 외(2018)에 따라 우수연구중심대학, 거점국립대, 기타 국공립대, (수도권) 대형 사립, 수도권 중소형
사립 , 지역 사립으로 나눔
10) 본 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홍성민 외 (2019) 제 3장 1 절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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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소속
기관

연령
전공
계열

구분
남자
여자
미취업
기업체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민간연구소
기타공공기관
기타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50세
자연계
공학계

빈도
142
58
7
44
97
18
11
20
3
13
122
54
9
2
100
100

<표 3>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성비
구분
(%)
71.0
미취업
29.0
이공계대학 교수
첫
3.5 직장
연구기관 연구원
22.0 유형
기업 엔지니어
48.5
과학기술 무관 직업
9.0
기타
5.5
① 우수 연구중심대학
10.0
1.5
② 거점 국립대학
6.5 과제
③ 기타 국공립대학
61.0 중
27.0 소속 ④ (수도권) 대형 사립
4.5 기관
1.0
⑤ 수도권 중소형 사립대학
50.0
⑥ 지역 사립대학
50.0

빈도 구성비
(%)
16 8.0
13 6.5
120 60.0
36 18.0
1
0.5
14 7.0
54 27.0
43

21.5

6

3.0

62

31.0

18

9.0

17

8.5

자료: 홍성민 외(2019)의 설문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연구진 작성
5.2 기술통계 분석

고학력 과학기술 인력들이 박사과정 중 대학의 시스템에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가. 학위과정중 활동내용

박사학위 과정 중 활동내용을 보면 ‘연구개발 참여 중 실험 등 연구’가 31.9%,
‘SCI 등 논문발표(publication) 준비 및 작성’이 16.4%, ‘박사학위 논문 작성’이
11.3%, ‘교과과정 수업(준비와 과제 포함)’이 11.2%로 나타났다(<표 4> 참조).
박사과정 학생들이 일단 프로젝트에 투입되면 책임교수 지도하에 특정 프로젝트 주
제에 관해 주로 다루기 때문에 원론적인 교과서 공부를 충실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상
대적으로 적게 주어진다고 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많고 수작업이 많이
필요한 바이오 관련 전공의 경우 그만큼 연구개발활동에 투입하는 시간이 많은 것으
로 나타났으나, ICT나 기타 전공도 연구개발활동에 참여하는 활동이 가장 많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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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였다. 여기에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정
중 행정업무와 SCI 등 논문발표 준비 및 작성까지 합치면 거의 50%이상의 활동이
집중됨을 알 수 있다. 반면 교과과정 공부나 교육훈련, 학위논문 작성 등을 다 합쳐도
30%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표 4> 주요 전공별 학위 과정 중 활동 내용

(단위: %)

구분
1
2
3
4
5
6
7
8
바이오관련 10.8 36.9 8.8 16.3 6.7 9.5 3.4 1.1
(N=86)
ICT관련
12.7 27.6 11.9 15.3 8.8 11.6 4.1 2.1
(N=38)
기타
10.9 25.9 10.0 17.6 9.4 15.1 3.0 1.0
(N=16)
전체
11.2 31.9 9.5 16.4 8.1 11.3 3.8 1.4
(N=200)
주: 1=교과과정 수업(준비와 과제 포함), 2=연구개발과제 참여 중 실험 등 연구활동
3=연구개발과제 참여 중 행정업무, 4=SCI 등 논문발표(publication) 준비 및 작성
5=국내외 연수, 학회참여 및 발표 등 교육훈련, 6=박사학위 논문 작성
7=영어 등 기타 공부 및 취업준비, 8=직업활동, 아르바이트 등 경제활동
9=여가 및 휴식 등 기본 생활
자료: 홍성민 외(2019)의 설문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연구진 작성
나. 희망진로 변화정도

9
6.6
5.8
7.1
6.4

<표 5>와 <표 6>은 박사과정 학생들의 입학초기와 졸업시기의 희망진로의
추이를 알 수 있다. 입학초기 희망진로를 보면 대학교수가 75명(37.5%), 출연연
구자는 56명(28.0%), 기업체 연구직은 34명(17.0%),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
자는 16명(8.0%), 대기업 직원은 15명(7.5%), 창업은 2명(1.0%)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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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희망진로 변화 정도/ 주요 변화 방향_입학초기

(단위: 명, %)

구분
전체
1
2
3
4
5
6
우수연구중심대학 27.0% 3.0% 14.0% 6.0% 1.0% 2.5% 0.5%
(N=54)
54
6
28
12
2
5
1
거점국립대학 21.5% 2.5% 6.5% 9.0% 2.0% 0.5% 0.0%
(N=43)
43
5
13
18
4
1
0
기타국공립대학 3.0% 0.5% 1.0% 1.5% 0.0% 0.0% 0.0%
(N=6)
6
1
2
3
0
0
0
대형사립대학 31.0% 7.5% 10.5% 7.0% 2.5% 3.5% 0.0%
(N=62)
62
15
21
14
5
7
0
9.0% 3.0% 1.5% 2.0% 1.5% 0.5% 0.5%
수도권
중소사립대학
18
6
3
4
3
1
1
(N=18)
8.5% 0.5% 4.0% 2.5% 1.0% 0.5% 0.0%
지역사립대학
17
1
8
5
2
1
0
(N=17)
100.0% 17.0% 37.5% 28.0% 8.0% 7.5% 1.0%
전체
200
34
75
56
16
15
2
(N=200)
주: 1=기업체 연구직, 2=대학교수, 3=출연 연구자, 4=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
5=대기업 직원, 6=창업, 7=기타
자료: 홍성민 외(2019)의 설문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연구진 작성

7
0.0%
0
1.0%
2
0.0%
0
0.0%
0
0.0%
0
0.0%
0
1.0%
2

반면에 졸업시기의 향후 희망진로에 대한 응답을 보면 출연연구자가 59명(29.5%),
대학교수가 56명(28.0%), 기업체 연구직이 39명(19.5%),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
가 18명(9.0%), 대기업 직원이 16명(8.0%), 창업은 9명(4.5%)의 응답 결과를 보여주
고 있다. 입학초기에는 대학교수가 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37.5%이었으나 졸업시
기에는 28.5%로 입학초기 대비 9%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실적으로
교수가 되기 힘든 상황을 인식한 결과로 판단되며, 출연연 연구자가 되고자 하는 경
우를 합치면 어차피 과반수 이상이 과학연구자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
준다. 이는 어느 유형 대학 출신이나 거의 마찬가지로 나타나 기업체 연구직보다 대
학이나 출연연 연구자 혹은 과학자 경로를 확실히 선호하는 부분이 명확히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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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희망진로 변화 정도/ 주요 변화 방향_졸업시기

(단위: 명, %)

구분
전체
1
2
3
4
5
6
우수연구중심대학 27.0% 5.5% 7.0% 8.0% 2.5% 2.0% 1.5%
(N=54)
54
11
14
16
5
4
3
21.5%
2.0%
5.5%
10.0%
1.5%
0.5%
2.0%
거점국립대학
(N=43)
43
4
11
20
3
1
4
기타국공립대학 3.0% 0.5% 0.5% 1.0% 0.5% 0.0% .5%
(N=6)
6
1
1
2
1
0
1
대형사립대학 31.0% 9.0% 9.5% 5.0% 2.0% 4.5% 0.0%
(N=62)
62
18
19
10
4
9
0
9.0%
1.0%
2.0%
2.5%
2.0%
1.0%
0.5%
수도권중소사립대학
(N=18)
18
2
4
5
4
2
1
지역사립대학 8.5% 1.5% 3.5% 3.0% 0.5% 0.0% 0.0%
(N=17)
17
3
7
6
1
0
0
100.0% 19.5% 28.0% 29.5% 9.0% 8.0% 4.5%
전체
(N=200)
200
39
56
59
18
16
9
주: 1=기업체 연구직, 2=대학교수, 3=출연 연구자, 4=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
5=대기업 직원, 6=창업, 7=기타
자료: 홍성민 외(2019)의 설문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연구진 작성
다. 박사학위 중 주요 애로사항 평균점수

7
0.5%
1
0.0%
0
0.0%
0
0.1%
2
0.0%
0
0.0%
0
1.5%
3

박사학위 과정 중에 바이오 관련 ICT 관련 박사학위과정 학생들에게 박사학위 중
느끼는 주요 애로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7>과 같다. 가장 많은 바
이오·ICT 관련 박사과정 학생들은 ‘기업 등의 현장 수요와 연계된 교육이나 연구가
부족’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으며(3.5점), 그 다음이 ‘대학원 교육 및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정보 부족’이 3.4점을 차지하고 있다. ‘연구과제 참여의 교육효과 미
흡(교육보다는 일 우선)’이 3.2점, ‘참여 사업과 인건비의 부족’이 3.2점으로 그 다음
을 차지하고 있다. <표 8>은 대학 유형별 주요 애로사항 평균점수를 보여주는데 박사
학위 과정생들이 인지하는 애로사항은 <표 7>의 결과와 마찬가지임을 알 수 있다. 결
국 우리나라 학업전념 박사학위자의 경우 실제 취업 이후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이나
연구의 부족이나 진로 관련 정보의 부족과 같이 취업 이후 필요한 역량을 쌓거나 준
비할 기회나 정보 부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고 판단된다.

66 ∙ 과학기술정책 | 제2권 제2호(2019.12.)

<표 7> 주요 애로사항 평균 점수

(단위: 점)

구분
1
2
3
4
5
6
7
8
9
바이오관련 3.3 3.1 3.0 2.8 3.1 3.5 2.6 3.6 2.6
(N=86)
ICT관련
3.1 2.6 2.8 3.1 3.2 3.2 2.7 3.3 2.7
(N=38)
전체
(N=124) 3.2 2.9 2.9 2.9 3.2 3.4 2.7 3.5 2.6
주: 1=참여 사업과 인건비의 부족, 2=연구자로서의 역량개발 효과 부족
3=희망 직업이나 진로와의 연계성 부족, 4=연구활동보다 관련 행정업무에 더 많은 시간 투입
5=연구과제 참여의 교육효과 미흡(교육보다는 일 우선)
6=대학원 교육 및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정보 부족, 7=자기 주도 연구 수행의 경험 및 기회 부족
8=기업 등의 현장 수요와 연계된 교육이나 연구 부족
9=의사소통이나 발표 등 기본 역량 교육훈련 부족
자료: 홍성민 외(2019)의 설문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연구진 작성

<표 8> 주요 애로사항 평균 점수
구분
1
2
3
4
5
우수연구중심대학 3.0 2.7 2.6 2.5 2.7
(N=54)
거점국립대학
3.0 2.5 2.7 2.8 2.8
(N=43)
기타국공립대학 2.7 3.2 2.7 3.0 3.0
(N=6)
대형사립대학
3.1 2.9 3.0 2.8 3.1
(N=62)
수도권중소사립대학 3.2 3.0 2.7 3.1 3.2
(N=18)
지역사립대학
3.4 3.1 3.1 2.6 2.8
(N=17)
전체
3.1 2.8 2.8 2.7 2.9
(N=200)
주: 각 번호는 앞의 <표 7>과 동일한 의미
자료: 홍성민 외(2019)의 설문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연구진 작성
라. 박사학위 과정 중 느낀 부족 역량 이유

(단위: 점)

6
3.4

7
2.3

8
3.1

9
2.3

3.2

2.5

3.3

2.5

2.8

2.5

2.7

2.5

3.4

2.5

3.5

2.5

3.1

3.1

3.2

2.7

3.5

2.9

3.4

2.9

3.3

2.5

3.3

2.5

박사학위 과정 중 느낀 부족 역량에 대해 50명(25%)의 박사학위 과정생들이 ‘일자
리에서 필요한 현장 업무 역량을 배울 프로젝트나 기회가 부족’하다고 인지하고 있었

고학력 과학기술인력의 역량개발 현황과 개선방안 ∙ 67

다. 대학에서 연구개발비는 대부분 정부의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R&D와 HRD의
연계 부족으로 인해 박사과정 학생들은 현장중심 교육이 부족하다고 인지하고 있다.
다른 의미로는 현장경험 확대, 다양한 연구 경험 확대 필요성이 요구된다.11) 대부분
의 이공계 대학원은 공식 수업 커리큘럼(course work)이 있고 대부분 강의 중심으로
진행된다. 그 공식 수업에는 물론 실습 과목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론을 통해 습득
된 지식을 바로 적용해 실험 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고 여기는 것 같으
며 따라서 보다 현실적인 산학연 연계 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교육개선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33명(16.5%)의 학생들이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할지 필요한 정보나 지도
가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특정 학과의 경우 많은 교수들이 있고 또한 세부전공 또한
다양하다. 예를 들면 폐기물 연구를 할 경우 그와 연관된 과목의 범위를 줄이는데 학
생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므로 교수들의 적극적인 조언이 요구된다.
<표 9> 학위 과정 중 느낀 부족 역량 이유_1순위
구분

전체
바이오관련 43.0%
(N=86)
86
ICT관련 19.0%
(N=38)
38
8.0%
기타
(N=16)
16
100.0%
전체
(N=200) 200

1
6.0%
12
5.0%
10
2.0%
4
16.5%
33

2
4.5%
9
1.0%
2
2.5%
5
10.5%
21

3
4
5
6
7
8
3.5% 3.0% 5.0% 8.5% 10.5% 2.0%
7
6
10
17
21
4
0.0% .5% 4.0% 2.5% 4.0% 2.0%
0
1
8
5
8
4
0.0% 0.0% 1.0% 0.5% 1.0% 1.0%
0
0
2
1
2
2
5.5% 5.0% 13.0% 16.5% 25.0% 8.0%
11
10
26
33
50
16

주: 1=재정적 불안정성으로 교육시간 확보 어려움
2=핵심 능력 관련 교육 기회가 빠진 부실한 공식 수업 커리큘럼(course work)
3=부실한 기타 교육과정(지도교수 논문지도, 세미나, 동료 효과 등)
4=역량취득과 무관한 프로젝트 참여 부담이 과도해서
5=역량취득과 무관한 행정업무, 잡무 등이 과도해서
6=어떤 교육을 받아야 할지 필요한 정보나 지도가 부족해서
7=일자리에서 필요한 현장 업무 역량을 배울 프로젝트나 기회가 부족해서
8=기타
자료: 홍성민 외(2019)의 설문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연구진 작성
11) 박기범 외 (2014),

(단위: 명, %)

｢전환기 과학기술인재정책의 한계 및 대응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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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박사후 과정 경험 관련

대학 유형별 박사후 과정 경험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62.0%의 응답자가 박사
후 과정을 경험하였으며 그에 반해 38%의 응답자는 박사후 과정 경험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대형 사립대학이 19%, 우수 연구중심대학이
17.5%, 거점국립대학이 14.5%, 수도권 중소형 사립대학이 5.0%을 차지하고 있다.
즉,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가 활발한 수도권 대형 사립대학들과 우수연구중심대학, 거
점 국립대학의 박사과정 학생들이 다른 대학에 비해 더 많은 박사후 과정 경험을 한
것을 알 수 있다(<표 10> 참조).
<표 10> 대학 유형별 박사후 과정 경험 비율과 박사후 과정기간 및 취업과정 기간

박사후 과정
입학초기
없음
있음
기간
우수연구중심대학(N= 9.5%
17.5%
13.0
54)
거점국립대학(N=43) 7.0%
14.5%
13.2
국립대학(N=6)
2.5%
0.5%
1.7
대형사립대학
12.0% 19.0%
12.3
박사
(N=62)
수도권중소사립대학 4.0%
5.0%
12.2
(N=18)
지역사립대학
3.0%
5.5%
11.2
(N=17)
전체
38.0% 62.0%
12.3
(N=200)
자료: 홍성민 외(2019)의 설문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연구진 작성

(단위: %, 개월)

취업과정 기간
0.4
0.5
0.6
0.9
0.6
0.4
0.6

대부분의 대학 박사후 과정 기간은 약 1년이며 취업과정 기간은 0.4~0.9개월이 소
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 1여년의 박사후 과정 경험과 취업하는데 소요되는 취업
과정 기간을 합하면 1년~2년 정도 소요됨을 알 수 있다. 특히 바이오 관련 박사후
과정 기간은 14.7개월이며 ICT 관련 박사후 과정 기간은 7.0개월로 바이오 분야 박
사후 과정 기간이 ICT 분야의 박사후 과정보다 거의 2배 더 오래 걸리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국가 연구개발활동을 대학에서 수행하는 부분이 많은 분야일수록 시장수
요보다 더 많은 고학력 인재가 배출되고 고학력 인재 공급이 과다해지는 현상을 반영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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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주요 전공별 박사후 과정 기간 및 취업과정 기간
구분
박사후 과정 기간
바이오관련 (N=86)
14.7
박사
ICT관련 (N=38)
7.0
전체 (N=124)
12.3
자료: 홍성민 외(2019)의 설문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연구진 작성

(단위: 개월)

취업과정 기간
0.8
0.3
0.6

바. 박사학위 취득 후 느끼는 부족역량

응답자들은 박사학위 취득 후 느끼는 부족 역량 중‘외국어 및 글로벌 역량’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대학 유형별로 살펴봐도 우수 연구중심대학을 제
외하면 다른 모든 대학 출신자들이 글로벌 역량의 한계를 많이 느끼는 점이 두드러지
며, 이는 그만큼 국제수준을 접할 기회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일본의 경우
원자력 공학을 전공하는 국립대 대학생들에게 글로벌 수준의 인적 자원으로 향상시키
기 위해 언어 스킬(language skills), 신중함(considerateness), 이문화 이해(crosscultural understanding)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12) 즉 글로벌 수준의 인력 양
성에 외국어 스킬은 아주 본질적이며 명확하게 필요한 부분이므로 우리나라의 이공계
학부생 및 대학원생의 커리큘럼 과정에 집중적으로 언어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글로벌 네트워크와 다양한 국제경험 습득의 기회가 더 주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미래 경력 설계’는 응답자들이 두 번째로 인지하는 부족 역량이다. 앞의 설문에서
도 계속 제기되는 문제이지만 우리나라 이공계 박사 교육에서는 취업 시장에 진출한
이후 경험하게 될 다양한 경력개발과 관련된 정보나 컨설팅이 확실히 부족하다는 점
이 두드러진다고 판단된다.
그 다음으로 박사 학위자들이 취업 이후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역량은 신규 주제
발굴 및 프로젝트 기획 역량이다. 대학 개별 교수의 연구실 차원에서 경험하는 과제
기획의 경험이 체계적이기도 힘든데다가, 현재 과제 부담 등으로 인해 국가연구 개발
사업이나 연구기획을 책임지고 주도할 기회 자체가 거의 없으므로 박사학위 취득 후
느끼는 부족 역량 중의 하나이다. 게다가 우리나라 이공계 대학원생의 경우 현재 맡
고 있는 연구실 과제 수행에도 시간적 어려움이 있어, 연구기획 사업 참여 등에 대해
서도 부담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홍성민 외, 2017). 이공계 대학원생을 대상
12) Takada, et al.(2019), 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
Nuclear Engineering for National College Students in Japan. Procedia Computer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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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 인터뷰 조사 결과를 보면, 대학교원 1인당 과제비 1억 원 이상, 5천만 원∼1억
원, 5천만 원 미만 등으로 나누어 파악해 봐도 모든 단계에서 석사 과정생은 연구기획
공모전 참여에 거의 부정적이며 박사 과정생도 다소 부정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 주
요 원인은 현재 과제 부담 등으로 인한 시간 부족, 교수님 설득의 어려움 등이다.
<표 12> 학위취득 후 느끼는 부족역량_1순위
구분
우수연구중심대학
(N=54)
거점국립대학
(N=43)
기타국공립대학
(N=6)
대형 사립대학
(N=62)
수도권중소사립대학
(N=18)
지역 사립대학
(N=17)
전체
(N=200)

전체
27.0%
54
21.5%
43
3.0%
6
31.0%
62
9.0%
18
8.5%
17
100.0%
200

1
2
1.0% 5.5%
2
11
2.0% 3.5%
4
7
0.0% 0.0%
0
0
1.5% 7.0%
3
14
1.0% 1.0%
2
2
1.0% 2.0%
2
4
6.5% 19.0%
13
38

3
3.0%
6
2.0%
4
0.0%
0
1.0%
2
1.5%
3
0.5%
1
8.0%
16

4
1.5%
3
3.5%
7
0.0%
0
2.5%
5
0.5%
1
0.0%
0
8.0%
16

(단위: %, 명)

5
6
7
1.5% 4.0% 6.5%
3
8
13
1.5% 4.0% 3.0%
3
8
6
0.5% 2.0% 0.5%
1
4
1
0.5% 10.5% 8.0%
1
21
16
0.5% 3.0% 1.5%
1
6
3
1.0% 2.5% 1.5%
2
5
3
5.5% 26.0% 21.0%
11
52
42

주: 1=전공지식, 2=신규 주제 발굴 및 프로젝트 기획, 3=프로젝트 운영 능력,
4=협업과 의사소통 5=직업의식과 동기부여, 6=외국어 및 글로벌 역량,
7=미래 경력 설계, 8=기타
자료: 홍성민 외(2019)의 설문조사 원자료를 이용해 연구진 작성

8
4.0%
8
2.0%
4
0.0%
0
0.0%
0
0.0%
0
0.0%
0
6.0%
12

5.3 우리나라 고학력 과학기술인력 역량개발의 주요 문제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기술적 변화 요인으로 IoT, AI, 빅데이터, 3D 프린
팅, 클라우딩 서비스를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컴퓨터 프로그램밍과 컴퓨터 언어의 이
해를 기반으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프로그래밍에 대한 관심
도가 매우 낮은 편이였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공부라는 것은 주로 대학교 진학
의 목적이었으며, 그 대학 진학에 있어 프로그래밍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분야로 여
겨졌다. 그러나 2016년 3월 9일부터 15일까지 이세돌 기사와 구글(Google)의 딥마
인드(DeepMind Technologies Limited)가 개발한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
(AlphaGo)와의 다섯 번의 대국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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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 우리나라의 산업계 및 학계에서 인공지능과 프로그래밍에 대한 관심은 높아
지며 산업에서도 그 수요가 조금씩 증가하였다. 현재 어린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래밍
교육 컨텐츠도 개발되고 있으며 이는 곧 4차 산업 혁명을 이끌 인재 양성의 육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여전히 코딩이나 컴퓨터 언어 등의 지식을
습득하는 위주로 되어 있고 입시 등 시험에 대비하는 교육체계가 계속되는 점에서 미
래 역량을 축적하는 준비를 시킨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이다. 최근 수도권의
주요 사립대조차 이공계 진학자들이 대학교 입시를 위한 전략적인 과학과목 선택에
따라 이공계 대학교육 이수를 위한 기본적인 STEM 역량이 떨어져 고등학교 수준의
선행학습을 따로 시키기도 하는 점은 이러한 우려를 대변하는 사례이다.
과학기술과 연관된 각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스스로 공부하고 탐구해서 깨우침을 얻는 방향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인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교육 프로그램의 중요성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
현재 한국에서는 과학분야 및 공학분야의 전문성은 대학교 과정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원자력공학과 같은 분야는 고등학교 때까지 물리 과목을 통해 방
사능 및 핵분열에 대한 개략적이며 짧은 설명이 있을 뿐 심도 있는 과정은 학부과정
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고등학교부터 이 분야에 대한 이해도
가 없는 상태에서 대학교에 진학한다고 해도 무방하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대학교에
서 본인이 생각하는 바와 다른 예상하지 못한 방향의 교육이 이루어질 경우 흥미를
잃을 수도 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원자력공학과 같은 특수 전공 분야에 대해서는
유년시절부터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때까지 탄탄한 교육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한 지
속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13). 러시아와 같이 원자력공학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프로그래밍, 빅데이터 분석 및 관리, 머신러닝,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유년
시절부터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은 다양한 과학
분야의 인재양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기존에는 물리적 공간인 대학교 강의실에서 교육이 이루어졌으나 인터넷 속도 및
과학기술 발전으로 인한 환경 변화로 교육의 시공간을 초월해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
다. 현재 한국에서는 다양한 인터넷 강의가 있지만 주로 학교 진학용, 자격증, 어학
능력 등 일부 수요가 있는 특정한 분야에 주로 강의가 개설되는 실정이다. 미국의
Harvard University,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Stanford
University, University of California에서는 온라인 무료 강좌를 개설함으로써 지식
13) Alam et al.(2018), Nuclear Power Plants in Emerging Economies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A review, 2

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nergy and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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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득의 장벽을 낮추는 환경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대학교 강좌
를 무료로 공유하는 웹사이트가 있지만 일부 과목에 국한되어 있어 상기에서 언급한
원자력공학과 관련 강의는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이다. 일본에서는 e-learning 프로그
램을 통해 원자력공학과 같은 특수한 분야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온라인 강좌를
시도하고 있다14). 우리나라도 다양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대학진학을
앞둔 고등학생에게 전공분야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전공 트랙에 있는
학생들에게도 시공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양질의 온라인 강의의 공급을 통해 양적·질
적 인재양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이공계 교육 시스템 기준에서는 대학교 과정이 한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있어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처음 배우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져야 효과적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 볼 수 있다. 다양한 답변이 존
재하겠지만 이론과 실습의 균형을 기반으로 반 관점에서 접근해 보면 대학교 과정에
서 대부분의 학습은 교수가 교단에서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한 방향 교육 시스
템이 주를 이루고 있다. 공과대학의 강의를 예로 들면 많은 방정식을 기반으로 현상
을 모사하는 방정식을 만들고, 그 방정식의 해를 찾음으로써 방법론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더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학생들이 배우는 과정에서 본
공식들이 또는 모델들이 산업계 및 현장에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한
과정을 눈으로 보면서 또한 가능하다면 간단한 실습 및 실험을 통해 학습된다면 더
빠르게 지식을 습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주지해야 하는 바는 현재 실
습 과목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더 다양한 산학연 연계 시스템을 기
반으로 학생들이 더 많은 체험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교육의 효율을 한 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공계 학부 수준을 넘는 고학력자를 대상으로 하여서는 경력이나 역량개발 현황에
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듯이 미래 직업 세계를 대비하게 하는 교육과 정보제공이 더
욱 절실하다. 현재 ‘기업 등의 현장 수요와 연계된 교육이나 연구가 부족’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 발전을
주도해온 공대 혁신을 통한 공과대학 교육･연구의 현장지향성 강화, 우수 인재 양성
을 위한 계획을 다양하게 수립･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공과대학 주도로 학부생 및
대학원생들이 실전 문제해결형 연구과제를 수행토록 하는 ‘현장맞춤형 이공계 인재양
14) Takada, Eiji, et al., 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
Nuclear Engineering for National College Students in Japan, Procedia Computer Science
159 (2019): 2580-2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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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지원 사업’, ‘차세대 공학연구자 육성 사업’ 등이 2017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개별
대학 특성에 따라 문제해결형 창의·융합 지향의 다양한 공학교육, 기초·전문 교육과정
개선 계획도 기획하였다15).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문제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거
의 전부 개별 프로젝트 수준에서 기획되고 추진되어 대학 및 대학원 교육체계 전반에
필요한 개혁을 충분히 추진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결국 기존의 대학 연구개발활동과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논문 등의 성과가 아닌 미래 진로와 연계된 교육과 관련 정보
제공 및 컨설팅을 통해 과학기술인력이 커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
러한 기반 하에서만 급변하는 미래 과학기술 환경에 대한 대응력을 갖춘 인재가 양성
될 수 있기 때문이다.
Ⅵ. 결론: 과학기술인재의 미래 역량개발 촉진 전략

우리나라 대학의 설립 초기인 1960~80년대에는 고등교육의 양적 확대와 함께 산
업 고도화에 요구되는 학술연구체제의 정비가 이루어졌고, 1990년대에는 평생교육의
강화와 대학의 세계화 등이 추진되었다. 고등교육의 보편화와 지식기반경제 도래에 따
른 대학의 역할 변화에 따라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 대학은 고학력 인력의 양성･배
출 기능과 함께 기술혁신과 지식창출의 주체로서 역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과
연구의 연계 강화가 강조되었으며 산학일체형 구조로 개편, 교육의 현장성 강화를 시
도하였다.16) 여기서 교육과 연구의 연계 강화는 대학 경쟁력 강화, 인력양성체계와
R&D체계 연계, 기초연구 강화의 3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대학의 역할 변화
에 따라 정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참여가 증가하면서 2017년의 경우 정부 및 공공
재원 연구개발사업의 85%를 대학에서 수행하고, 이는 대학이 사용하는 연구개발비의
84%에 달하게 되었다17). 특히, 융복합 기술 등 선도적 기획의 필요성 증대에 대응하
는 측면에서 다양한 선행 기획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STEAM 연
구사업 중 전통문화융합연구, 과학기술인문사회융합연구
․
, 미래융합 기술파이오니어 사
업 등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대학에서 연구개발 활동은 활발해졌으나 과학
기술인력이 정작 전문가로서 해당 분야에서 그들의 역량 개발을 방해하는 요인이 무
엇인지 파악하여 개선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에 따라 미래 과학기술인
｢4 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대학 연구기능 활성화를 위한 교육·연구 연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5) 관계부처 합동 (2017),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16) 민철구 외 (2008),

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 (2019), 2017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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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의 원활한 역량 개발을 위해 필요한 전략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우리나라의 현 대학 시스템 하에서는 대학원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저해시키고
있으며 또한 인건비와 학비를 지도교수가 수행하는 연구개발 사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임에 따라 이공계 대학원생의 자율적·융합적 연구 기회는 현실적으로 한계
에 부딪히게 되는 구조이다. 이공계 대학원의 교육·연구가 연구실 중심으로 운영되는
부분은 개별 교수의 연구 및 교육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과학기술인력 양성의 모든 책
임이 연구자이자 교육자인 교수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자율적이고 독창적인 연구 분위
기 형성은 물론 연구나 교육 양자 모두에서 한계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개별 교수의
연구실 중심 연구·교육 시스템은 소속된 연구실, 학제를 벗어나 자유롭게 연구 과제
를 기획하고 융합연구를 기획해볼 수 있는 경험 기회 또한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
의 경우 대학 연구실을 벗어나 다양한 연구활동에 참여할 기회도 제한되어 있다. 미
국에서는 대학 뿐 아니라 국립연구소 등도 대학원생에게 방학 등의 기간 동안 연구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등 연구소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존재하나 우리
나라는 이러한 기회가 매우 제약적이고 개인적인 관계 차원에서만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미국 오크리지 연구소는 다양한 학위과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연구소의 주요 연
구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로스 알라모스 연구소에서는 연구 참여를
통해 연구소에서 졸업 논문을 작성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
나라 대학의 연구 및 교육시스템 전반에 대해 전문화된 연구시스템과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의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과학기술인재의 미래 역량 개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목표는 현재 주요한 문제로 지
적되고 있는 이공계 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자의 R&D 기획역량 제고에 있다. 이를 위
해 이공계 박사후 과정 및 석박사
․
학생들의 연구 기획 역량 제고를 위한 다양한 학습
과 협업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특히 스스로 새로운 과제를 도출해 내고, 이
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연구팀으로 함께 노력하고 추진하는 경험을 제공
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필요하다. 기존
대학원 교육 효과 제고와 더불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필요로 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미래인재 교육과정 개발의 기반이 제공되어야 한다. 기존 이공계 대학원 과
정에서 미흡하였던 R&D와 HRD 연계성 제고의 기반도 마련되어야 한다. 나아가 창
의성, 문제제기 및 해결 역량, 유연한 학습 역량 등 미래 직업세계 핵심역량을
PBL(Project Based Learning)로 키우는 교육과정 개발의 디딤돌이 구축되는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 또한 MIT공대는 언어학, 철학, 역사학, 문학 등과 같은 교양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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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며 필수적으로 이러한 인문학 강의들을 이수해야 한다. 즉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주어지는 다양한 정보를 유익 또는 해롭게 적용하는지는
올바른 윤리관과 인성에 근거하기 때문에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인 것이다.
대학교육혁신에 있어서는 자기주도 학습을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는 참여 연구팀의 자발적인 연구기획과 발표를 지원하는 형태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야 한다. 창의설계 과정이나 학습포트폴리오18) 등의 자기주도 교육 방식을 활용해 스
스로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 연구기획과 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기초 교육을 실시하고 실습과정과 연결하는 방식으로 단순한 이론 교
육이 아니라 현장 실무를 익힐 수 있는 새로운 학습 방법이 도입되어야 한다. 전반적
인 교육과정 이해를 위한 참여자 학습부터 시작해, 연구기획 관련 교육과 연구계획서
작성 교육을 실습과정 중간에 배치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주요한 교육훈련 과정은 대학원생 R&D 기본 과정, 신진 석박사
․
연구인력 역량강화
과정, 대학원생 연구계획서 작성 심화 과정 등이 있을 수 있다. 이공계 대학원생의 적
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포상과 지적재산권 보장 등의 방안 마련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초기 아이디어 단계에서부터 연구기획 결과에 대한 발표와 경연
기회를 계속 제공하고, 성과에 대해 포상하여 참여자들의 자부심도 제고하는 방식이
가능할 것이다.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학습포트폴리오 등에 대한 포상 등
학습효과가 높은 경우에 대해서도 별도 포상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교육 효과 제고에
스스로 노력하도록 촉진하는 방안이다. 또한 최종 결과물인 연구기획서 및 계획서 등
에 대해서는 학생들에게 지적재산권을 보장하여, 아이디어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거나
정부 연구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

18) 학습

뜻함

포트폴리오는 시간에 따른

학습 성장과 변화를 보여주

는

학습자가 선

택하고 수집해 놓은

결과

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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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mplication and Competency Development
of The Higher Education Scientist Labor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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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cent rapid technology development from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will cause
a variety of changes in relation to the future of human resource in the area of science.
The major changes are as described as below: first, the significant increase of high-tech
skill and creative capability to solve complicated problems based on skill-based technological changes, secondly the increase of social skills involving persuasion and emotional
intelligence, lastly the important increase of applicable ability of new technology such
as ICT and big data. There has been some development to those future changes in
the aspect of the policy for scientist laborforce, however there has been less opportunities to develop a comprehensive R&D, education of field-based and the limited time
to participate in those training opportunities.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following
policy strategies to overcome those barrier for scientist laborforce and to cultivate highly
skilled human resource in this area. First, the reform and development of specialized
research system and education system is needed in the entire research and education
system of Korean universities, out of the center of individual teaching labs. Second,
the most important goal in the development of future capabilities of science and technology personnel is to enhance R &D planning capacity of graduate students and young
researche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vide various learning and collaboration opportunities for them. Third, as a policy focused on laying the foundation for future human
resource development, a stepping stone for curriculum development that builds the
foundation for R &D and HRD connectivity and develops the core competency of the
future work world through PBL(Project Based Learning) should be established. Fourth,
in university education innovation, programs should be operated in the form of supporting
voluntary research planning and presentation by participating research teams to promote
self-directed learning.Lastly, it is also important to prepare various rewards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o encourage the graduate students of science and engineering
to actively participate in collaboration and self-directed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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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영향평가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쟁점,
그리고 나아갈 방향
서지영*
초록

기술영향평가는 ‘기술이 바꿔놓을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나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주는데 필요한
정책수단’으로 이해되기도 하고, 또 때론 ‘과학과 기술정책의 민주화를 위한 대표적 정책수단’으로 이해
되기도 한다. 우리의 기술영향평가에 대한 이해 또는 기술영향평가에 대한 기대에는 매우 다양한 그리고
때론 서로 모순되는 가치관이 공존하고 있다. 기술영향평가의 목적과 기능에 대한 인식의 편차가 크게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최근 몇 년간 기술영향평가가 정책적 의사결정에 보다 강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학계의 제언도 있어 왔다.
기술영향평가의 ‘목적과 기능’에 대한 이해의 차이는 기술과 사회, 기술영향평가와 정치의 관계에 대한
관점 차이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차이를 간과했을 때, 기술영향평가는 어느 누구에게도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를 얻게 될 우려가 있다. 이는 기술영향평가의 정치적 기능에 대한 비판적 해석을 통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기획되었다.
그 첫 출발점으로 1960년대 이후 등장한 기술영향평가의 주요 유형들이 어떤 필요성과 논의 속에서
탄생하게 되었는지를 돌이켜보고, 또한 각 유형의 기술영향평가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의미와
기능을 둘러싼 논쟁을 살펴보고자 했다. 그 결과 기술영향평가가 지금의 모습으로 발전해 온 이면에는
조기경보 및 통제의 기능과 대안모색의 기능 사이의 가치관 충돌이 있었으며, 오늘날 여러 국가의
기술영향평가 시행 기관들은 활용목적이나 기술의 속성에 따라 각 유형이 가진 방법론적 장점들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정치적 효과측면에서 과거에는 ‘기술의 수용성 확대’가 제시되
었으나, 최근 구성적 기술영향평가(CTA)에서는 지역, 커뮤니티, 산학네트워크 기반의 ‘더 좋은 기술의
개발’이 제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의 기술영향평가에도 정치적 기능의 다양성 및 그에
따르는 방법론적 다양성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기초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제어 기술영향평가 구성적 기술영향평가
혁신
:

,

(CTA),

과학기술 구성주의 기술결정론 책임있는 연구와

(RRI)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제도혁신연구단 연구위원, science@stepi.re.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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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우리나라에서 기술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된 지 벌써 20년이 다 되어 간다. 2001년
「과학기술기본법」제14조(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평가)에 의해 시행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한 후, 2002년 교육과학기술부 시절에 처음 시행되었다. 2002년에는 「나노기술
개발 촉진법」과 「환경정책기본법」, 2009년에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이 제정
되면서 중앙행정기관들에서도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기술영향평가의 제도적 확산이 이루어졌다. 2001년 공표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르면,
기술영향평가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20년 남짓의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기술영향평가의 목적과 정책적
기능에 대한 공유된 인식이 매우 얕은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본다. 우리 정부
에 의해 내려진 기술영향평가의 정의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사회·문화·윤
리·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것이 기술영향평가라는 데 대해서는
모두가 다 이해하고 그 필요성을 공감하는 듯 보인다. 그러나 막상 기술영향평가를
추진하거나 ‘how to’를 논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이에 대한 매우 다양한 기대와 이해
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기술영향평가가 시행된 데에는 성숙한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의 열망
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던 시대적 배경이 작용한다. 기술영향평가 전담기구를 운영하고
있는 각 국가들의 운영특징들을 보면 국회의 정책 자문을 위해 설립된 기관과 국회와
정부,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동시에 하고 있는 기관으로 나뉜다. 대체로 국회지원기
관은 사회적으로 논쟁이 될 만한 이슈들에 대해 사회적 담론형성과 정책 아젠다 발굴
을 위한 목적으로 기술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다1). 이에 반해 복합적 고객(혹은 독자)
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경우, 고객(혹은 독자)의 요청에 따른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
고자 한다2). 기술영향평가의 목적 설정은 전담조직이 생겨나게 된 배경, 행정부와 의
회 사이의 관계, 시민 사회 조직들의 발달 정도, 문화의 차이 등에 의해 결정되고 있
는 것을 알 수 있다(서지영 외, 2014). 우리의 기술영향평가의 경우 추구하는 방향에
서는 시민의 참여를 통한 다양한 의견의 반영, 과학기술 이슈에 대한 관심 증진을 지
향하지만, 시행조직의 위상과 자금의 흐름, 보고절차 등 운영측면에서는 행정부의 정
책적 추진전략과 밀접하게 맞물리고 있다. 다시 말해 해외 국가들에서 국회중심의 기
1) 독일 TAB(TechnikfolgenAbschaetzungsBuero)가 대표적인 기관이며 , 의회 산하기구이다 .
2) 덴마크 DBT(Danish Board for Technology)가 대표적인 기관이다 . 원래 출발점은 행정부 지원이었으나 ,
비영리재단으로 독립한 후 다양한 고객층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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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영향평가에서 주로 담론형성 기능을 맡고 정부정책의 지원 기능은 행정부 중심의
기술영향평가가 맡고 있는데, 우리는 이 두 가지 기능을 하나의 사업 속에서 추구하
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중부담은 몇 차례의 기술영향평가를 거치며 다양한 상황
에서 발현된다. 예를 들면, 2004년 나노기술에 대한 기술영향평가가 시행되었을 당시
의 상황이 그렇다. 평가결과 공개가 늦어지면서 시민단체와 일부 평가위원들을 중심으
로 기술영향평가의 독립성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당시 정부는 기술영향평가 전담조
직3)의 독립적 지위에 대한 언급은 피한 채, 평가결과의 객관성을 문제 삼았다. 당시
정부 한 관계자는 “한 차례 전문가 간담회만을 열어 여러 의견을 충분히 모았다고 보
기 어려워...”라고 언급하기도 했다(한겨레, 2004.2.10.). 정부관계자는 이어서 취약한
객관성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서 “전문가와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공청회”를
열 계획이라고도 했다(한겨레, 2004.2.10.). 나노기술영향평가를 둘러싼 공방은 그 이
듬해에도 이어졌는데, 2005년 열렸던 나노기술영향평가 공청회에서는 기술영향평가
전담조직의 전문성과 조직력이 논란이 된다. 당시 토론장에서 한 정책연구기관 관계자
는 “일개 팀에서 기술에 대한 영향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라고 매우
강한 어조로 비판하기도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기술예측은 어마어마한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며, 기술영향평가 전담조직의 규모와 조직력의 한
계를 지적하기도 한다. 더 나아가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기업들 스스로 기술산업을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전경련 산하에 기술예측 평가연구소를 설치토록 해야 한
다.”라고 피력한다 (대덕넷, 2005.10.12.). 당시 토론에 참여했던 전문가 및 정치인들
은 모두 전담기구의 설치(한 기관의 하부조직이 아니라, 독립된 조직)를 주장하면서도
그 목적과 기능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의견들을 제시했다. 한 정당 관계자는 “산업의
부작용을 모니터링하면서...다만, 갈 길 바쁜 나노기술 개발에 발목잡지 않는 차원의
소규모 워킹그룹을 가동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하고, 한 언론인은 “머지않아 도래할
나노테크 시대를 대비해 과학기술영향평가사 등의 제도를 장·단기적으로 도입을 검토
해야” 한다고도 했다. 당시 정책현장에 가까운 전문가 집단이 이해하는 기술영향평가
는 전문적인 지식과 스킬을 갖춘 사람들이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작업이며, 분석의
수준과 평가의 결과는 산업 활성화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었다.
기술영향평가에 대한 오늘날의 시선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내용상의 변화를 거론하
기 이전에 우선 눈에 띠는 변화는 예전에 비해 정책적 의사결정력에 대한 기대가 커
졌다는 점이다. 이는 학계나 산업계나 마찬가지로 보인다. 기술영향평가에 대해 서로
3)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한 부서에서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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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가치관과 이해가 여전히 엇갈리는 가운데, 기술영향평가 결과의 정책효과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난 10여 년간 있어왔고 정책효과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기술
영향평가 전담기관의 독립성, 전문성 강화가 제시되었다(오동훈, 2004; 임현 외,
2007; 권성훈, 2014; 서지영 외, 2014; 2016; 이명화 외, 2015). 비판적 시각의 초
점은 기술영향평가를 시행하는 기관이 행정부 소속의 산하기관이라는 점에 가 있고
그 위상이 갖는 한계를 지적하는데 집중되어 있다. 정부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평가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체계상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시민참여의 확대
가 중점적으로 거론된다. 그리고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가에 대한 구조적 요인으로
서 과학기술정책의 조급성, 행정부-산하기관 간 위계관계 등 과학기술정책수립 관행에
관한 요인들이 많이 언급되었다.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의 기술영향평가가 가진 문제점
은 영향평가의 전담주체를 KISTEP이 아니라(산하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으로 바꾸기
만 하면, 또 예산투입이 지금보다 늘어나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앞서 살
펴 본 것처럼 기술영향평가에 대한 정부부처와 산업계, 연구계의 이해가 기술예측의
도구 또는 정책정당성 확보의 도구에 머물러 있다면 예산이나 인력의 확대가 과연 긍
정적 효과로 이어질지 의문이다.
과연 우리의 기술영향평가가 갖는 문제점이 비단 관료주의나 조직적 위계관계에만
있는 것일까? 우리가 ‘기술영향평가’라 부르는 개념에 너무도 다양한 가치관이 덧씌워
져서 그 정치적 지향점이 불분명한 것은 아닐까4)? 어떤 기술영향평가가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잊어버린 채, 그저 그것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자족하고 있
는 것은 아닐까?
이 글은 기술영향평가의 ‘목적과 기능’에 대한 이해의 차이는 기술과 사회, 기술영
향평가와 정치의 관계에 대한 관점 차이에서 비롯되며 이러한 차이를 간과했을 때,
기술영향평가는 어느 누구에게도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를 얻게 될 우려가 있다는 문
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는 기술영향평가의 정치적 기능에 대한 비판적 해석을 통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첫 단계로 기술영향평가가 처음 등장했을 당시
의 논의를 되돌아보고자 한다. 또한 각 유형의 기술영향평가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일
4) 김병윤의 연구에서는 ‘기술영향평가’ 논의가 전담기구의 필요성 및 설립방안 위주로 진행되어 기술영향평가가
갖고 있는 다양한 함의와 쟁점들이 부각되지 못했다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김병윤, 2003). 그는 기술
영향평가의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모습들, 전통적, 참여적, 전통- 참여의 상호보완적 유형들
이 형성된 정치적, 시대적 맥락을 짚어내며 기술영향평가를 둘러싼 다양한 시각과 쟁점들을 드러내려고 노
력한 바 있다 (김병윤 , 2003). 그러나 그의 글이 한국에서 기술영향평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무렵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 현재 시점에서 그 간의 기술영향평가에서 나타난 관행, 또 기술영향평가에 주어
졌던 관심과 비판적 시선들을 고려해서 기술영향평가의 정체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정리하는 것은 의미있는
작업으로 생각된다.

기술영향평가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쟁점, 그리고 나아갈 방향 ∙ 83

어났던 기술영향평가의 의미와 기능을 둘러싼 논쟁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술영향평가
가 원래 어떤 배경 속에서 무엇을 위해 시작된 제도인지, 그리고 역사적으로 발전해
오는 가운데 어떤 문제들에 부딪히고 또 극복해 왔는지를 이해하는 작업은 오늘날 우
리가 시행하고 있는 기술영향평가의 의미와 기능을 성찰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으로 생각된다. 그 이후 한국에서의 기술영향평가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에 대해 논의
해 보기로 한다.
II. 역사적 발전과정 속에서 나타난 기술영향평가의 유형
1. 기술영향평가를 통한 조기경보 및 정책적 대안제시

과학기술에 대해, 기술요소가 가진 기능적 성능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기술이 미
칠 사회적 영향에 대한 평가도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싹 튼 것은 1950~60년대이
다5). 당시 제도화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등장했는데, 이에 힘입어 미국에서 1972년
기술영향평가가 법에 의해 제도화되었다. 당시 이런 평가제도가 등장한 데에는 국가재
정이 합리적으로 투입되어야 한다는 데 대한 일반시민의 관심이 컸고, 이를 비중 있
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국회의 각성이 있었다(Saretzky, 2014). 이러한 각성은 60년대
있었던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팽창주의 정책에 대한 반성과 함께 시작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60년대 미국의 첨단기술과 관련한 과학기술분야 전문가들은 정부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정부 또한 첨단과학기술을 신무기 개발이나 사회인프라 건설에
활용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Saretzky, 2014). 사레츠키(Saretzky)
에 따르면, 문제는 이러한 대규모 국책연구사업 예산투입의 의사결정자들의 책임성 문
제가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발생되었다(Saretzky, 2014). 초음속항공기는 막대한 예산
투입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은 실패했고, 예산투입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었
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이다. 예산투입의 최종 의사결정은 국회에서 이루어
지므로 국회의원들은 초음속항공기 개발의 사회경제적 의의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했고, 행정부 또는 관련기술의 개발자 집단이 내세우는 논리가 얼마나 타당한
지에 대한 판단력이 있어야 했다. 초음속 항공기 개발 프로그램이 중단된 후, 미 국회
는 기술정책에서도 외교나 경제와 같은 타 영역의 정책들과 비등한 수준으로 정치적
5) 환경영향평가는 1969년 미국의 국가환경정책법(NAPA)에 의해 제도화되었고, 위험(성)평가의 제도적 모델은
NRC(1983)에서 확립되었지만 그 기원은 1950 년대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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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이 요구된다는 점을 인지하게 되었다. 이는 국회로 하여금 그 당시까지 기술개발
사업의 주도권이 행정부에 있었고, 국회는 이에 대한 예산배정에 동조하는 역할만 하
고 있었다는 자기반성을 불러일으켰다. 기술영향평가제도는 이렇듯 행정부와 입법부
간 상호견제의 필요성에 의해 탄생했다고 볼 수 있다.
1972년 국회 내 기술영향평가 전담 사무국으로서 OTA(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 이하 OTA)가 출범하는데 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
에 대해 조기에 지적해 주고, 아울러 의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정보들을 산출·조정
하는 것을 임무로 하였다6)(Van Eindhoven 1997; Schevitz, 1991). OTA는 기술영
향평가의 평가과정, 참여자 구성 등을 표준화하고 평가를 엄밀하게 진행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그 진행 절차를 보면 맨 처음 OTA 관계자는 의원들과 기술영향평가의 주
제에 대한 협의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 상임위원회가 평가의뢰를 결정하면,
여야 동수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기술평가위원회에서 승인절차를 거치고, 기술영향
평가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영향평가의 근거는 두 개의 채널을 통해 마련되는데 하
나는 자료 분석 결과이고, 또 하나는 이해관계자 워크숍 결과이다. 이를 토대로 보고
서를 작성하고 언론에 그 결과를 배포한다. 평가 작업 이후에는 의회의 입법 활동에
서의 증언, 참고자료 제출, 행정부와의 교류 등이 뒤따른다(김병윤, 2003).
Saretzky의 논문에는 OTA의 기술영향평가가 다음 세 가지에 충실하고자 노력했다
는 점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를 살펴봄으로써 OTA에서의 기술영향평가가 갖는 속성
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가능한 다양한 측면에서 기술활용의 영향을 파악하
려는 포괄성(comprehensiveness)이 있어야 하고 둘째, 결과에 대한 예상되는 정보
를 가능한 조기에 도출해야 하는 조기 경보 기능(early warning)을 수행해야 하고 셋
째, 예상할 수 있는 결과와 영향관계의 분석을 토대로 대안적 행동옵션을 제시하는
‘결정지향적’인 것이어야 한다(Saretzky, 2014). OTA가 추구했던 이상적인 기술영향
평가는 조기경보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정책적 의사결정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었던 것으로 보인다(Dierkes, M., Petermann, T. and Von
Thienen, V.(ebd,), 1986).
이후 유럽으로 건너간 기술영향평가는 두 가지의 서로 다른 후속 모형으로 변화하
는데, 하나는 독일의 TAB와 같은 의회지원을 위한 전통적 기술영향평가의 다소 변형
된 모습과 네덜란드 NOTA와 같은 시민참여에 기반한 합의회의의 모습이다.
6) OTA 관련 법에 따르면 , OTA는 “의회에 기술의 적용으로 인해 야기된 현존하는 발생 가능한 영향에 대해
규정하고 숙고내용을 보조하는 기구 ”로 규정되어 있다(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 Act of
1972, Public Law 92-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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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담론형성

미국 의회에서 OTA가 설립된 이후 유럽 각국에서도 기술영향평가의 필요성에 대
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네덜란드의 경우 1975년 의회에서 먼저 기술영향평가기관7)
설립과 미션, 조직적 위상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네덜란드에
서의 논의는 당시 네덜란드 정부의 혁신정책 논의와 맞물려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70년대 후반 맞닥뜨리게 된 경제 침체는 기술혁신을 통한 경제발전에의 기대를 키
우는 계기가 되었고 국가차원의 혁신전략 모색이 화두가 되었다. 눈에 띄는 점은
1979년 발간된 ‘혁신에 관한 백서’에는 기술개발이 미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적 영
향, 과학기술발전의 윤리적·사회적 영향이 중요하게 언급되어 있다는 점이다
(Ganzevles 외, 2012). 다시 말해 70년대 말, 80년대 초반의 유럽에서는 덴마크, 네
덜란드 등의 나라를 중심으로 유전자 기술과 마이크로전자기술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논쟁이 있었던 것이다. 대학, 연구소, 과학기술 시민단체 등이 중심이 된 “과
학과 사회” 운동이 있었다는 점 또한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뒷받침해준다8). 이는
유럽에서의 기술영향평가가 OTA에서의 기술영향평가와는 다른 지향점을 가지는 배경
이 된다.
1984년에 네덜란드 정부가 ‘과학과 기술의 사회로의 통합에 관한 백서’를 작성하면
서 기술영향평가 제도화 계획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그 당시 기술영향평가 전담조직
의 위상을 둘러싼 다양한 주장들이 있었는데, 행정부(교육 및 과학 담당 부처)내에 설
치되어야 한다거나, 의회에 설치되어야 한다는 주장, 또는 행정부와 의회 둘 다로부터
독립적인 기관이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있었다. 논의 결과, 기술영향평가는 과학기술자
단체인 왕립학술원 산하에 NOTA(Netherlands 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 이하 NOTA)를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국회와 행정부, 어느 쪽을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 속에서 NOTA는 교육과학부 조언이 첫 번째 임무였고,
다음으로 의회에 보고서 내용을 알려 의사 결정을 돕는 역할을 하였다. NOTA의 성
격이 변화한 것은 1990년 조직개편 이후였는데, 행정부에서 독립하여 의회를 지원하
는 기구로서 그 위상이 재정립되었다. 그 이후 1992년 NOTA의 평가위원회 권고에
따라 NOTA의 역할은 다시 ‘연구’가 아닌 “과학 기술 발전에 연관되는 이슈들-윤리적
측면도 포함하는-에 관한 사회적 논쟁과 공공 의견에 기여하는 것”으로 변화한다. 이
7) OTA에서와 같은 기술영향평가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었다는 의미며 ‘기술영향평가’
라는 명칭을 가진 기관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8) 네덜란드에서는 1969 년부터 위트레히트 대학을 중심으로 대학과 지역사회의 연계를 위해 ‘ 과학상점’ 을
운영할 만큼 과학연구에서 사회적 수요를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있기도 했는데, 이를 보면 네덜란드에서의
기술영향평가는 과학연구와 기술개발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문화 위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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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당시 유럽을 지배한 ‘담론적 민주주의’와 과학기술계 내에서 시민과의 의사소통을
강조한 분위기와 맞아 떨어졌다고 볼 수 있다9). 우리가 알고 있는 참여적 기술영향평
가의 한 유형인 ‘합의회의’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시작되었다.
NOTA는 보다 폭 넓은 토론을 조직하기 위해 덴마크의 합의회의 컨퍼런스 모델을
차용했는데, 참여자는 시민으로서 신문에 실린 광고를 통해 모집되고 2~3일 정도의
회의를 통해 전문가들과 구체적인 주제에 대해 토론을 한다. 그 결과는 성명서의 형태
로 발표되고 언론을 통해 널리 확산된다. 합의회의는 “선별된 일반시민들이 사회적으
로 논쟁적이거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과학적 혹은 기술적 주제에 대해 전문가들과 질
의응답 하고 (이를 참고하여) 해당 주제에 대해 참여자들의 의견을 통일하고, 최종적으
로 언론을 통해 논의 결과를 발표하는 포럼”이라고 정의된다(이영희, 2007). 합의회의
는 주로 마이크로 전자기술, 유전자 조작 또는 치료기술, 생명복제기술, 원자력발전소,
나노기술 등과 같은 논쟁적 이슈를 채택하는데, 이는 합의회의의 목적 자체를 기술에
대한 정치적 의사결정형성 과정에서 시민들의 견해를 반영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사
회 전체에 대한 관심과 주제에 대한 토론을 자극하는 것’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3. 기술개발과정에의 참여

네덜란드의 NOTA는 덴마크의 합의회의라는 형식을 기술영향평가에 도입하는 것과
같이 여러 가지 기술영향평가의 방법론적 모델을 개발·적용했는데, 80년대 중반에 들
어서는 새로운 형태의 기술영향평가 모델을 시도했다(Schot 외, 1997). 1984년 네덜
란드에서 TA에 관한 정책 각서(Task Memorandum on TA)가 채택되었을 때 ‘구성
적(constructive)’ 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또한 1987년 구성적 기술영향평가
(Constructive Technology Assessment, 이하 구성적 기술영향평가(CTA))에 관한
배경 연구가 발표되기도 했다. NOTA의 이러한 행보는 기술영향평가에 대한 당시의
사회적, 정치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라고도 볼 수 있다. 유럽에서는 OTA의 설립
과 폐쇄를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어떤 기술영향평가가 필요한 것인지, 다시 말해 정
치와 기술영향평가 간의 관계정립에 대한 문제가 논의되었고, 그 결과 제기된 ‘새로
운’ 기술영향평가 접근법이 구성적 기술영향평가(CTA)이다. OTA에 의해 기술영향평
가라고 하는 정책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조직체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유럽
국가들에서도 이미 공감하는 바가 있었고, 문제는 ‘어떻게’ 였다. 평가의 객관적 합리
성을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해 보완하고자 했던 것이 합의회의였고, 평가의 실용적 측
9) 1993년에 덴마크
주제로 적용되었다

합의회의에 기초한 시민

참여 방식이 네덜란드에도

처음 도입되어 동물

유전

자 변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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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정책적 활용도 뿐만아니라, 산업적 활용도까지 포함하여)을 강조하며 기술개발이나
정책실현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고자 하는 것이 구성적 기술영향평가(CTA)였다.
NOTA의 경우 80년대 후반에 합의회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구
성적 기술영향평가(CTA)와 같은 새로운 접근법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던 것이다.
구성적 기술영향평가(CTA)는 OTA의 기술영향평가에 대한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에
서의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기술영향평가의 한 장르로 굳어졌다10)(Rip 외, 1995).
구성적 기술영향평가(CTA)에서는 기술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들의 작용이
부각되었는데, 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점과 가치관이 기술개발과정에 녹아 들어
가면 사회적으로 더 유용하고 ‘더 좋은 기술’의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
대를 전제로 한다. 구성적 기술영향평가(CTA)에서는 진행 중인 기술개발 과정에서 기
술개발자, 규제기관, 기술 활용 제조사, 최종사용자 및 일반시민 등 다양한 이래관계
자간 상호작용이 중요하게 인식된다. 기존의 ‘참여적 기술영향평가’와 구별되는 점은
구성적 기술영향평가(CTA)의 경우, 기술이 개발되는 과정, 또는 연구가 진행되는 과
정이 개발자(또는 연구자)와 이해관계자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이다. 개발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가치와 관점이 상호 학습되며, 서로 상이한 관점들이 조정되
어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에 기반하여 기술개발에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참여적 기술영향평가’에서는 개발과정과 영향평가과정은 서로 분리되어 있
다. 구성적 기술영향평가(CTA)는 이미 다 진행된 연구결과를 놓고 사회적 영향이나
윤리를 따지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고안된 방법론이며, 개발과정에
의 보다 직접적 개입을 시도한다.
구성적 기술영향평가(CTA)가 시행되는 사례들을 보면, 기존의 국가차원에서 행정부
나 국회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 주도하여 시행하던 영향평가와는 시행주체 측면에서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지역사회에서 연구현장에서 연구개발에 관여하는 관
계자 및 시민들이 필요에 따른 기술영향평가를 다양한 형태로 조직화하고 있다. 예를
들면, 네덜란드 나노 기술 연구 프로그램인 NanoNextNL의 경우, 국가차원에서 이루
어진 기술영향평가로서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과 함께 기술영향평가 연구팀이 협력
하여 워크숍을 진행하여 그 결과를 연구에 반영하기도 했다(Fisher 외, 2013). 또한
2012년 영국의 사회과학자들이 모여 발표한 과학자와 사회과학자 사이에 합성생물학
연구를 두고 “실험적 협력(experimental collaborations)”을 위한 선언문을 발표하
10) 기술과 사회의 관계를 보는데 있어, 기술이 사회

접근이 아니라, 기술과
이론 이다(Pinch 외 , 1984)
일방향적

변화를 추동한다거나, 사회가 기술의 발전을 이끌어낸다는
속에서 기술이 출현하고, 발전해 간다는 관점을 도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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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 또한 구성적 기술영향평가(CTA)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11). 이 사례합성생물
학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연구자와 사회과학자들이 서로 토론을 거치고, 사회에
‘더 좋은’ 영향을 주는 연구가 이루어지기 위한 행동규범을 만들어 낸 경우이다(서지
영, 2016).
시간이 지나면서 구성적 기술영향평가(CTA)는 방법론적으로 매우 다양한 모델들을
포괄하게 된다. 그 중에서 기업이나 연구기관의 기술개발에 깊숙이 개입해 제품생산
컨셉을 함께 만들어내는 방식(Grunwald 외, 2013)과 기술-사회 공진화 컨셉을 적용
한 ‘Quasi-evolutionary approach’(Schot 외, 1997)가 눈에 띈다. Grunwald는
CO²배출량이 저감된 시메트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독일 기술영향평가 연구기관인
ITAS에 의해 기술영향평가가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경제성-환경보호-산업적 파급력
확대 등 다양한 측면에서 ‘더 나은 기술’을 개발하는데 기여할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
한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ITAS의 역할이 단지 평가를 시
행하는 주체를 넘어 평가대상을 선택하는데 까지 확장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평가의
목적을 ‘혁신적인 기술개발’에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의 기술영향평가가 국회
나 행정부의 정치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기능했던 것과는 매우 다르다.
‘Quasi-evoultionary approach’에서는 구성적 기술영향평가(CTA)에서 주로 활용하
는 이해관계자 워크숍을 구조화 하여 기술혁신의 경로를 디자인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 모델은 ‘대안탐색(Stimulation alternative variation)-환경적 변화모색
(Changing the selection environment)-미래창조(Creating or utilizing
technological nexus)’의 세 단계로 나누어 워크숍을 진행해 볼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다(Schot 외, 1997). 최근 구성적 기술영향평가(CTA)의 주요 관심사는 기술 개발
및 혁신 프로세스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데 있다(Smits 외, 2007; Grunwald 외,
2013; Rip 외, 2013). 구성적 기술영향평가(CTA)라는 과정을 통과하면서 만들어지는
기술이라면 사회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역효과를 최소화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Schot 외, 1997).

v

11) Balmer, Andy, Bulpin, K., Cal ert,

Molyneux-Hodgson,

J.,

Kearnes,

M., Mackenzie, A., Marris, C., Martin, P.,
Manifesto for Experimental

S. and Schyfter, P. (2012), Towards a

Collaborations between Social and Natural Scient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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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기술영향평가를 둘러싼 쟁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술영향평가는 1970년대 미국의 과학 및 기술정책 컨설
팅의 목적으로 OTA와 함께 시작되었다(Bimber, 1996). 위에서 언급한 발전단계는
시간의 흐름상 순차적으로 등장한 것은 사실이나, 현재 여러 국가에서 TA를 수행하는
목적과 방식을 보면, 이 네 가지 유형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유럽의 기술영향평가 네트워크인 EPTA는 국회를 지원하는 기술영향평가 조직의 연합
체이지만, 공공연히 기술영향평가에 다양한 맥락이 공존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방법
론적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PACITA, 2014). 이는 어쩌면 기술영
향평가를 이해하는데 있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발전사적 모델이 큰 의미를 갖지 않
는다는 것일 수도 있다. 기술영향평가의 역사는 하나의 기술영향평가 모델이 갖는 기
술과 사회, 또는 기술영향평가와 정치의 관계 설정에 대한 비판과 재해석, 개선이 지
속적으로 이루어져 온 결과라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기술영향평가의 평가대상,
평가방법, 평가의 목적 등에 대한 논의는 현재진행형이다. 기술영향평가가 인문사회자연공학적 지식의 통합적 사고가 필수라는 점을 강조하며 ‘다학제적 접근’의 방법론
을 발전시켜보고자 하는 ‘통합적 기술영향평가(integrated technology assessment)’
도 EU 차원에서 ‘TranSTEP’ 프로젝트를 통해 시도되고 있다12)(Forsberg 외,
2016).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더욱 큰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 가장 최신의 트렌
드인가가 아니라 무엇이 기술영향평가의 쟁점인지 하는 문제이다. 다음에서는 기술영
향평가의 유형들이 등장하면서 부각되었던 기술영향평가의 쟁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 중에서도 한국의 기술영향평가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과 연관된 쟁점에 중점을 둔
다.
1. 기술위험의 통제 vs. 대안모색

기술영향평가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둘러싼 논의는 기술영향평가가 시작된 이래로
줄곧 있어왔다. 기술영향평가의 기원격인 OTA에서의 기술영향평가는 ‘조기경보’ 기능
에 초점을 두고 미래예측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OTA 정치권의 의사결정 지원에 필
요한 지식공급채널로서의 기능이 요구되었으므로 ‘조기경보’는 정치권이 향후 있을지
도 모르는 부작용에 미리 대비하라는 의미에서의 경보였을 것이다.정치적 대비에는 관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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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규제법안 마련, 피해보상체계의 마련 등일 것이다.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
은 이러한 미래예측 목적의 기술영향평가에 내재된 기술과 사회의 관계이다. OTA에
서의 기술영향평가에서 보이는 기술과 사회의 관계는 일방향적인 투입과 대응의 관계
이다. 정치인, 학자, 시민이 기술을 관찰하고 예측하여 기술이 불러일으킬 영향의 부
작용을 줄일 방안을 고민한다. 여기서 기술은 변화를 추동하는 주체이며 사회는 변화
에 대응해야 하는 객체(object)의 위치에 있다. 영향력의 벡터(vector)는 기술로부터
사회로 진행된다.
이러한 사고는 기술과 사회의 이분법에 기초하고 있으며 기술의 변화는 기술적 요
소들 간의 내적 상호작용 논리에 의해 진행될 뿐이다. 조기경보 목적의 기술영향평가
이후에 등장한 참여적 기술영향평가나 구성적 기술영향평가(CTA)는 바로 이러한 이분
법적 사고를 극복하고자 하는 방법론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탄생했다고 볼 수 있다.
구성적 기술영향평가(CTA)에서는 기술개발의 초기단계에 기술영향평가를 시행해서 기
술발전의 경로(Pathway)를 디자인하고자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OTA에서
의 구태의연함을 벗어던지는 것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가능성이 무한히 열려있는 기
술은 그 영향을 예측하기가 너무나 어렵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지식을 충
분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OTA에서와 같이 정형화되고 측정 가
능한 지표에 의존한 영향평가는 이미 알려진 기술적 지식에 근거한 예측 프레임을 사
용하므로 기술과 사회가 결합하는 방식을 선험적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은 일명 ‘Collingridge의 통제딜레마’에 빗대어 설명되기도 한다(Dusseldorp,
2014; Grundwald 외, 2013). 기술을 사회와 공동으로 ‘형성’ 하겠다는 의지는 미래
영향에 대한 지식의 부족에 부딪히고 미래의 영향을 오늘날의 측정방법으로 예측하자
니 기술과 사회의 상호작용이 만들어낼 다양한 변주가 간과된다. Grunwald는 이러한
딜레마는 기술영향평가의 목적을 ‘조기경보’와 ‘기술의 형성(construction)’의 이분법
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았다(Grunwald 외, 2013). 이와 함께 그는 기술
영향평가의 진정한 목적은 ‘다양성의 제시’에 있다고 주장한다. ‘조기경보’의 기능에
매몰되면 기술영향평가의 의미는 무엇을 정확히 예견했느냐에 있다. ‘기술형성’ 기능
에 매몰되면 기술영향평가의 시점이 성패의 관건이 될 것이다. 영향평가가 빨리 이루
어질수록 ‘형성’의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두 가지 선택지 사이에서 무엇을 택할
지 고민하는 것 자체가 이미 기술영향평가를 ‘부정적 영향의 통제’ 또는 ‘위험의 조기
경보’라는 고전적 틀에 가두어 두는 것이다.
기술과 사회가 결합하는 다양한 모습의 탐색, 이것이 구성적 기술영향평가(CTA)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또는 오늘날의 기술영향평가의 트렌드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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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열쇠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한 기업의 신제품 개발을 위해 행해지든 아니면
국가적으로 주목받는 이머징 기술을 소재로 행해지든 마찬가지라 본다. 그 결과가 얼
마나 타당한지, 합리적인지는 기술의 속성, 영향평가에 참여하는 전문가와 시민이 가
진 지식과 정보, 영향평가 방법론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그런 점에서 기술영향평
가의 결과가 곧 정치적 의사결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곤란하다. 또한 모
든 기술영향평가의 의사결정력이 똑같다고 볼 수도 없다. 어느 수준에서 기술영향평가
의 결과를 의사결정에 반영할 것인가의 문제와 어떤 방식으로 기술영향평가를 진행할
것인지의 문제는 따로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다.
우리의 경우, 기술영향평가에 대한 학계의 담론이 새로운 기술-사회시스템 형성을
위한 정치과정으로 확장되고 있는데 반해, 정책현장에서 보는 정부 관료의 기술영향평
가에 대한 기대, 그리고 우리 언론이 보여주는 기술영향평가에 대한 이해는 아직도
기술규제에 대한 정책적 의사결정에 근거를 보태주는 작업이거나 산업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미래예측작업에 머물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 2018년 시행되었던 블
록체인에 대한 기술영향평가 보고서가 발간된 후, 한 언론은 기업인의 의견을 공유하
면서 “블록체인 기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
망했고, 정부가 신속히 가이드라인 제정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를 비췄다(전자신문,
2019.1.17.). 여기에는 기술영향평가가 꽤 강력한 정책적 의사결정 수단으로 보여진
다. 평가결과에 따라 각 부처는 관련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2017년
에 바이오 인공장기 기술에 대한 기술영향평가 사례를 들면서, 관련 규제 개선과 제
도마련, 사회적 합의를 위한 조치 등이 기술영향평가의 결과에 근거해 이루어진 것처
럼 설명하고 있다(전자신문, 2019.1.17.). 또한 기술영향평가보고서에는 기술영향에
대한 예측과 더불어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제언이 함께 제시되어 있다(과학
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9). 이러한 언론보도나 전담조직의 보고
서를 보면, 기술영향평가의 기능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기술정책에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지속적인 산업경쟁력 유지를 위한 선도적 기술
위험 예방으로서의 기능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기술에 대한 사회의 수용성 확대 vs. ‘더 좋은 기술’로 만들기 위한
기술발전경로 탐색

앞서 기술영향평가는 기술에 대한 예산투입이나 규제신설의 가부를 결정짓는 정책
적 의사결정의 수단이 아니라, 정책을 형성하는 과정의 한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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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영희(2007; 2011)는 기술영향평가를 “기
술이 갖는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균형있게 살펴보고 긍정적 측면을 극대화 하
고,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 하여 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려는 정책적 시도”
로 보았다. 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은 부정적 영향이 적도록 사회적 통제를 가하
는 방식으로 확대될 수 있는데 여기서 기술영향평가는 부정적 영향을 예측, 발굴하는
작업이며, 기술영향평가의 결과로(또는 기술영향평가를 치러낸 결과로) 기술의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사회적 통제에 해당한다. 이런 과정을 겪
고 나면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이 완화”(이영희, 2007)되어 그 이전에 비해 훨씬 더
활용가치가 높은 기술이 되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읽힌다. 다시 말
해 기술영향평가라는 ‘기술의 양면적 영향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정
치인, 일반인 모두 학습의 기회를 가지며 이는 기술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계기
가 된다는 것이다. 기술영향평가를 도입할 당시 학계에서 ‘사회적 수용성 확대’를 기
술영향평가의 정치적 의미로 내세운 것은 정부나 산업계, 또 과학기술자 집단 등 다
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새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쉽게 공감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수용성 확대’의 전제가 되는 광범위하고도 비판적인 논의
의 장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충분히 뒷받침 되지 않은 채 수용성 확대에 대한 기대만
커진다면 이는 정부 부처의 사업에 대한 수용적 태도의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오
늘날에도 정부나 공공기관의 기술영향평가 관련 문건에는 ‘기술의 수용성 확대’가 중
요한 목적으로 등장한다. 예를 들면, 2018년에 발간된 한 정책연구기관의 보고서에서
는 기술영향평가를 “개발 중이거나 개발하려는 기술 도입·활용이 가져올 경제·사회·
정치·문화적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여 긍정적 측면을 통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시도”로 설명하고 있다(손상영 외, 2018). 또한 기술영향평가에
시민참여 방법이 도입된 것에 대해서는 기술사회학에서 발전한 ‘대중의 과학기술 참
여’ 컨셉을 정책영역에 도입한 것으로 이 또한 대중의 참여와 이해를 통해 기술의 사
회적 수용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손상영 외, 2018).
한국에서 기술영향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입법화 과정을 거치면서 ‘수용성 확대’
는 기술영향평가의 정치적 정당성을 뒷받침 하는 중요한 목적이 되었다. 여기에는 다
음과 같은 기대가 깔려 있다. 기술영향평가를 한 번 치름으로써 부정적으로만(또는 긍
정적으로만) 보였던 기술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고 기술의 활용도에 대한 이해와 더
불어, 우리 생활이 어떻게 나아질 지에 대한 기대도 높아진다. 기술영향평가를 통해
학습된 시민은 정부가 기술이나 관련 산업에 예산을 투입하거나 관련법과 규정을 신
설하는데 대한 이해도도 더 높을 것이다.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점은 기술의 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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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사회의 수용이라는 일방향적 관계이다. 기술은 평가자의 사고와 행위 그 너머에
있고 평가자는 주어진 기술을 두고 그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예상하거나 위험에 대
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 본다. 기술의 수용성 확대라는 말은 이미 구시대적 트렌
드가 된 ‘계몽적 PUS(Public Understanding of Science, 과학기술에 대한 대중의
이해)’의 발상과 맞닿아 있다.
OTA에서 시행되었던 기술결정론을 기저에 깔고 있는 기술영향평가에서는 기술이
사회변화의 주체로 사회는 기술에 따라 변화하는 객체로 인식되어졌던 것과 달리, 그
이후 등장했던 참여적 기술영향평가나 구성적 기술영향평가(CTA) 등에서는 사회적 수
요가 기술발전의 경로를 만드는데 개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둔다.
이를 ‘사회의 주체성’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 사회의 주체성은 두 단계로 발전해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OTA를 극복하는 이론적 배경이 된 것은 사회적 구성주의의(Social
Constructivism)이다(Rip, 2007). 기술과 사회의 공진화적 진보를 사상의 기본으로
깔고 있는 사회적 구성주의로부터 영향을 받은 네덜란드의 기술영향평가는 80년대 중
반부터 기술에 대한 사회적 신호(의견, 기대, 우려 등)를 감지하는 기능을 중요하게
인식했다. 하지만 이후 합의회의나 시민워크숍 등을 통해 진행된 기술영향평가에서
NOTA가 견지했던 기술에 대한 사회의 주체성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을 받았
다. 하나의 기술이 발전해 가는 데 있어 지식측면에서 또는 산업측면에서의 경로의존
성은 무시할 수 없이 강한 영향력을 미친다. 어쩌면 기술발전에 대한 사회의 주체적
개입이라는 것은 단지 몇 번의 워크숍과 토론으로 실현될 수 있는 간단한 일이 아닐
것이다. 더욱 긴밀한 상호작용, 기술개발 현장에의 밀착 등이 요구되었고, 이러한 분
위기 속에서 구성적 기술영향평가(CTA)가 등장했다. 다시 말해, 기술발전에 있어 사
회의 주체적 성격은 일차로 정부 및 전문가집단의 독점적 권력에 반해 시민사회의 민
주적 권력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합의회의나 참여적 기술영향평가의 형태로 드러났고
그 이후 구성적 기술영향평가(CTA)에서 보다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개입을 고려한 기
술영향평가 디자인이 이루어졌다(Rip & Robinson, 2013). 구성적 기술영향평가
(CTA)에서도 방법론적으로는 참여적 기술영향평가와 같이 이해 관계자의 참여를 기본
적으로 하고 있으나 그 사회에서 제기되는 해당기술에 대한 학술적, 산업적 기대, 참
여자의 특성 등 TA 프로젝트별 성격에 적합한 다양한 방법론을 적용한다. 1990년대
에 전기 자동차를 이용한 사회적 실험이나(Hoogma, 2000), 나노 기술에 대한 공동
연구 (Rip and van Lente, 2013) 등의 연구를 보면, 사회과학자가 과학기술분야 연
구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하여 연구과정 속에서 사회적, 윤리적 이슈를 논의하며 궁극적
으로는 사회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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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기술영향평가가 시작된 지 십여 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기술영향평가의
의미를 구시대의 계몽적 발상에 뿌리를 둔 수용성 확대에 두는 것은 기술영향평가가
가진 기술적, 사회적 혁신의 가치를 저감시키는 것이라 생각된다. 기술의 사회적 수용
성이란 단지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정책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잘 받아들여질 것인가
를 탐색하는 데 쓰는 개념이 아니라, 기술과 사회의 공진화에 의해 변화되는 가치관,
삶의 모습, 사회·물리적 인프라에 대응해서 사회구성원들이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말한다.
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확대를 사회구성원의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
면 기술을 보다 ‘사회적’인 가치와 부합하게 만들어내는 작업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
과거의 기술영향평가가 사회에 대한 ‘관찰자/분석자’ 입장에서 사회에 존재하는 기술
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및 수용성을 탐색했다면, 구성적 기술영향평가(CTA)에 이르러서
는 과학과 기술의 연구현장에 적극 개입하고자 한다. 기술영향평가가 점차 과학과 기
술의 연구현장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이유는 연구결과물이 가질 사회적 영향력이 지
속가능성의 관점에 부합하려면 연구과정에서 미리 다양한 상황과 다양한 위험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도는 연구활동은 문화, 경제, 윤리 등의
사회활동과 괴리된 것이 아니라, 연결성을 가져야 한다는 데 대한 자각이며, 연구라는
사회적 활동에 마땅히 부가되어야 할 책임성을 부각시킨 것이다. 이는 유럽을 중심으
로 확산되고 있는 ‘책임있는 연구와 혁신(Responsible Research of Innovation,
RRI)’ 개념과 맞닿아 있다. RRI는 하나의 운동(movement) 또는 연구가 지향해야 할
가치로서 기술영향평가는 이를 실현하는 여러 방식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Grundwald, 2013). RRI가 갖는 실천적 의미는 과거 연구와 사회적 영향을 따로 분
리해서 생각했던 것을 연결 짓는 계기를 마련한다는데 있다13). 연구실을 떠나 상품화
되고, 최종적으로 사용되는 여러 상황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적 상황까지 모두
정확히 예견하기 어려우며 이는 과학자, 기술자의 지식범위를 벗어나므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기존의 관점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책임 선을 분명히 그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기존의 관점은 현대사회의 기술혁신이 갖는 복잡성을 생각했을 때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이머징 기술일 경우 더욱 그렇다. 이머징 기술들은 종래의 기술들과
달리 학제 간 연구에 기초하고 있으며, 특히 나노기술, 합성 생물학 등의 경우 플랫폼
13)

박희제 외(2015)는 그의 연구에서 RRI와 기술영향평가의 차이를 언급한 바 있다. RRI와 기술영향평가
두 사회적 영향을 예측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노력으로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RRI에는 연구의 동 기와 목적 까 지도 포 함된다는 것이다 . 본 연구에서는 RRI를 기술영향평가와 비교 할 만
한 동 일한 개 념 적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 RRI는 오늘날 혁신이 지향해야 할 지향점 또는
운동 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본 논문에서는 차이점보다는 공유된 관점을 강조하 였다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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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Alford 외, 2012). 이러한 기술들의 특징은 다양한 분야의 전
문성들의 융합을 통해 다양한 기능의 기술과 제품으로 응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플
랫폼 속성을 가진 기술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기술-사회시스템의 복잡성도 그만
큼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서지영 외, 2015). 이 기술들과 연계되는 타 기
술과 제품, 사회적 수요, 제도 등이 연계되는 방식이 매우 다양하고, 그 속도도 ICT
에 의해 매우 빨라지기 때문이다. 기술영향평가 연구자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기
술-사회시스템의 복잡성은 기술에 잠재된 위험을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학문분과별로 인력양성
이 이루어지는 토양에서 전문가의 전문성은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혁신의 과
정 그 자체가 가진 복잡성으로 인해 기술에 내재된 잠재적 위험에 대한 책임은 그 어
느 누구의 것도 아니며, 동시에 모두의 것이 되고 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영향을 평
가할 수 있는 역량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하는 질문은 애초에 타당하지 않다고도 볼
수 있다.
3. 기술영향평가의 객관성과 중립성

앞서 한국의 정책현장에서 기술영향평가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스테레오타입을 기술
영향평가의 목적과 사회적, 정치적 의미를 이해하는 방식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았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왜 기술에 대한 사회적 영향 분석은 기술을 변화의
주체로 사회적 영향은 기술에 의해 변화되는 객체로 보는 것일까? 왜 기술영향평가를
통해 기술의 부정적 영향이 통제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일까? 이런 질문들은 이미 60여
년전에 OTA가 미국 의회 및 행정부, 전문가 집단과 치렀던 공방이기도 하다. 우리의
기술영향평가가 나아갈 길을 찾기 이전에 OTA에서의 기술영향평가가 어떠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OTA는 국회지원기구로 출범했는데, 행정부를 견제하고 동등한 지위에서 합의의 정
치를 구현해야 하는 입법부로서는 정보의 불균형을 개선하여 의회민주주의를 강화하
고자 하는 취지가 있었다(van Est 외, 2016)14). 조언의 내용은 기술과 관련하여 어
떤 규제조치가 필요한지 또는 어느 정도 수준의 규제가 적절한지, 또한 기술개발에
예산을 투입해야 할지, 어느 정도 규모가 적절한지를 결정하는데 있어 기술이 가져
럽 국가들에서 기술영향평가가 국회지원의 성격을 띤 것은 OTA가 의회와 행정부 간
균형을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Van Est 외, 2016). 이러한 영향이
강하게 남아 있는 기관은 독일의 TAB(연방기술영향평가사무국)과 영국의 POST 이다(Vig and

14) 1980 년대에 여러 유

Paschen,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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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미래의 안정성(경제적, 환경적 측면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과학적인 전문성에 기반
한 것이어야 했다. 기술영향평가는 여타의 정책조언과 달리 “과학적 분석” 이어야 한
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이렇게 보면 ‘편견 없는 정보(중립성)’, ‘진실’, ‘객관성’ 등
은 기술영향평가에 요구되는 가장 큰 덕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Delvenne 외, 2019;
van Est 외, 2016; van Est, 2019). 하지만 OTA의 진실성, 객관성, 중립성은 민주
당과 공화당 사이의 힘겨루기 판세에 따라 흔들렸다는 것을 많은 학자들은 후대에 전
해주고 있다(Schot 외, 1997; 김병윤, 2003; Saretzky, 2014). 흥미로운 점은 OTA
가 객관성의 시비에 대응하기 위해 취한 전략이다. OTA는 의제선정과 평가결과가 편
향되었다는 지적을 받지 않기 위해 절차상의 여러 장치들을 도입하게 된다. 의제선정,
평가수행 등의 과정에서 점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늘이고 워크숍 등의 합
의도출을 위한 기제들을 도입한다. 그리고 참여자 선정과 평가방식을 표준화 한다. 과
학적 진실에 대한 강한 압박을 받고 있던 OTA는 아이러니하게도 평가의 객관성 확
보를 위해 과학자, 기술자가 아닌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한 평가방식에 더 큰 비중
을 두게 된다(Sadowski, 2015; Van East, 2019). OTA가 혹은 당시 정치인들이 그
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중립성은 여기서 말그대로 ‘아무 편을 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결국 OTA는 점차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적은 모호하지 않은 주제를 선택하게
되고, 어떤 방향으로의 명백한 조언을 피하고, 가급적 균형잡힌 ‘옵션’을 제시하게 되
었다(Van East, 2019). OTA는 자신의 기능을 ‘평가의 도구’ 또는 ‘예측의 도구’에
국한시키면서 스스로를 함정에 가두어 두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OTA가 보였던 이러한 행태, 그리고 그 주위를 둘러싼 정치인, 이해관계자들이 가
졌던 OTA에 대한 기대와 실망은 OTA의 ‘매개적 기능’과 ‘객관성’에 대한 편협한 인
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OTA의 과업으로서 기술에 대한 기술적 정보제공,
과학계 및 기술개발자들, 산업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전달 등은 중요했는데 이렇게
획득된 정보들은 국회로 전달되어 최종적으로 어떤 기술을 지원할지에 대한 결정, 규
제방법에 대한 결정 등에 활용되었다. 이렇게 보면 OTA에게는 단지 과학기술계, 산
업계 등의 이해관계자 그룹과 정치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국회의원 들 사이의 중간 매
개자 역할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역할에 부과된 매개자의 덕목은 사실 그
대로 전달하며 어느 한 쪽을 편들지 않는 것이었다. 매개자는 쌍방 주체들의 중간 위
치에서 서로의 시각과 의견을 듣고 이해하고, 매개자가 이해한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하게 된다. 따라서 쌍방 주체들 간의 소통은 매개자의 개입과 조정의 결과물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OTA에는 단지 전달자의 역할만이 요구되었다.
OTA에 요구되었던 객관성은 기술에 잠재된 ‘위험’을 전문가들이 과학적 모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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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를 통해 정확하게(근사적으로) 평가(계산)해낼 수 있다는 ‘과학적 방법’에 대한 신
뢰를 바탕으로 한다. ‘과학적 방법’ 에 대한 신뢰는 그러나 기존의 계량적 방법, 기존
의 통계적 방법에 의존했을 경우 기술과 경제, 사회적 구조의 복잡한 상호작용이 만
들어내는 다양한 상황들에 대한 예상할 수 있는 범위가 매우 협소하다는 점을 애써
무시한 결과로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기술영향평가가 이루어지게 되
는 이유를 Rip과 그 동료들은 기술위험에 대한 국가의 역할에서 찾고 있다(Rip, et
al., 1995). 국가가 기술위험에 대응하는 방식이 사후적 규제와 통제 중심이기 때문이
라는 것이다. Lin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OTA의 TA에 대해 객관성이나 신뢰
성의 문제가 계속 제기되었던 것이 당시 국회나 정부가 TA를 규제정책의 의사결정
수단으로 인식했기 때문으로 보았다(Lin, 2011). OTA의 TA를 바라보는 국회나 정부
의 관심은 누가 평가하고, 어떤 절차를 통해 평가가 수행되는지에 있었는데 그에 따
라 평가결과가 달라지며 그 결과는 정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오늘날 한국의 기술영향평가를 논할 때에도 기술영향평가를 특별한 과학적 방법에
의해 이루어지는 글자 그대로의 ‘평가’로 이해하는 사람들을 자주 접한다. 특히 우리
의 기술영향평가에 대한 정부관계자의 관심은 정책적 활용도에 있다. 어떤 규제, 어떤
법안, 어떤 기술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태도를 결정하기 위한 정책적 의사결정의 수
단으로 인식된다. 기술영향평가의 유용성을 논할 때, 평가결과가 관련 정책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가 판단기준인 것처럼 얘기된다. 지난 20여 년간 기술영향평가에 대한
한국에서의 OTA는 60년대 당시 미국 정치권의 관심에 부응하고자 했으며, 우리의
기술영향평가는 행정부의 관심에 부응하고자 한다. OTA와 많이 닮았다. 그러나 궁극
적으로 OTA는 자신의 기능을 ‘예측의 도구’ 에 국한시키면서 스스로를 함정에 가두
어 두는 결과를 초래했다. 우리의 기술영향평가는 다른 행보를 모색해 보아야 한다.
IV. 결론

위에서 60년대 기술영향평가가 시작된 이후, 역사적 발전 속에서 OTA에서와 같은
‘조기경보’ 기능에 충실한 전통적 기술영향평가, NOTA에서와 같은 사회적 학습과 합
의를 중요시 하는 참여적 기술영향평가, 그리고 최근 시도되고 있는 구성적 기술영향
평가(CTA)와 같은 유형들을 살펴보았다. 이로써 기술영향평가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작업들이 그 목적과 방법론에서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트렌드를 보면, 기술영향평가를 기술적 옵션들 중 하나를 선택하는 정치적 의사결
정의 수단으로부터 시작해서 차츰 기술과 미래에 대한 사회적 적응능력 향상으로 또
최근에는 기술혁신과정 내로 들어가 기술발전 경로에 직접 개입하고자 하는 움직임으
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각 유형들이 등장한 배경들 속에는 국가가 기술발
전에 어떤 방식으로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제기되었던 것을 볼 수
있었다.
기술영향평가 기관이 가지는 미션 또한 변화했던 것으로 보인다. OTA에서는 당시
정치권과 과학기술계가 가지고 있던 과학의 절대적 가치에 대한 믿음과 정확한 예측
에 대한 압박 때문에 스스로를 가치중립적인 도구로 인식하고, 정확한 정보제공 기능
에 중점을 두었다. 이 후 기술영향평가의 기능에 대한 사회구성주의를 중점으로 한
사회과학적 해석이 더해지면서, 잠재적 위험 발굴과 현재의 대응능력에 대한 성찰과
같은 사회적응력 향상에 중점을 둔 경우(NOTA, 합의회의 등)와 다양한 기술발전 경
로의 탐색과 ‘더 좋은’ 기술개발에 중점을 둔 경우(구성적 기술영향평가(CTA))로 발전
하였다.
기술영향평가 수행주체에서도 변화가 보인다. 60년대 기술영향평가가 시작되었을
무렵에는 정부나 국회가 승인한 주체, 즉 국가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은 조직(예를 들
면, OTA, NOTA 등)이 수행주체였다면 오늘날 기술영향평가는 수행주체가 갖는 사
회적 지위나 권위가 훨씬 다양해 졌음을 볼 수 있다. 물론 국회나 행정부 지원 목적
의 기술영향평가는 특정기관(예를 들면 라테나우 연구소, KISTEP 등)에서 하고 있지
만 필요와 목적에 따라 연구커뮤니티, 지역커뮤니티, 공공 및 민간 연구기관, 시민단
체 등에서도 수행하고 있다15).
오늘날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는 기술영향평가를 보면, 매우 다양한 목적의 기술영
향평가가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독일의 의회지원 기술영향평가국(TAB)의 경
우, OTA의 조직적 구조와 기능을 유사하게 유지하고 있고 네덜란드 라테나우 연구소
는 시민참여에 의한 합의회의 형식과 전문가 집단 중심의 의견수렴 형식을 병행하고
있는데, 각각 그 목적을 달리하여 운영하고 있다. 전자는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
요한 경우, 후자는 과학기술계 정책아젠다를 만들어내기 위한 목적에서이다(서지영
외, 2014). 목적과 상황에 따라 필요한 형식과 방법론을 채택해서 기술영향평가에 활
용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는 기술과 사회, 또는 기술영향평가와 정치의 관계
설정에 대한 비판과 재해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
다. 이러한 기술영향평가의 유형과 그 배경에 대한 탐색은 우리의 기술영향평가가 위
15)

예를

들면

앞서 언급한 합성생물학

및

탄소발생저감 시멘트

개발의 경

우가

여기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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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고 있는 좌표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를 가늠해 보고자 하는 의도에서였다.
우리의 경우, 기술영향평가에 대한 학계의 담론은 기술영향평가의 정치적 기능을
과학기술의 민주화에 두고 시민참여의 필요성에 중점을 두는 반면 정부 관료나 산업
계, 그리고 언론이 보여주는 기술영향평가에 대한 이해는 기술규제와 관련한 ‘조기경
보’ 기능을 그 목적으로 그리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그 기대효과로 본다. 이처럼 가치
관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우리의 기술영향평가는 점차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고 과학기
술정책으로의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연계를 추구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는 듯 보인다.
KISTEP의 기술영향평가는 한 기술의 기술적 기능이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를 탐색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어쩌면 기술영향평가가 과학기술 전담부처의 수요, 다
시 말해 기술개발의 타당성에 대한 근거가 필요한 행정부처와 만나서 이루게 된 관행
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KISTEP의 기술영향평가가 드러내 줄 수 있는 기술변화,
사회변화의 측면은 그대로 인정하되 또 다른 시각의 범위와 기능을 가진 기술영향평
가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어떤 정책수단이든, 우리가 먼저 창안한 것이 아니라면 ‘한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우리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술
영향평가에 대한 비판도 그 한계를 지적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 관점
에서 대안을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또한 논의의 초점을 현행 기술영향
평가 결과의 정책반영 여부나 시행기관의 수행역량에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
라에서 필요한 기술영향평가의 비전과 전략을 구상하는 것으로 확대해야 한다. 이러한
‘확장된’ 논의 속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술영향평가의 위상과 기능이 드러날 수
있으며, 우리가 아직 시도해 보지 않은 기술영향평가의 영역(또는 유형)도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기술영향평가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 기술영향평가를 실행해 보려는 실
천가, 기술영향평가의 결과를 활용하려는 정부 부처의 관계자 또는 기업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은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 보기를 제안한다.
첫째, 기술영향평가를 시행하는 주체의 다양성이다. 이는 지금까지 굳어진 관념, 기
술영향평가는 법정기관이 담당하는 것이라는 관념을 폐기해야 한다는 말과도 같은 것
이다. 지역, 커뮤니티, 기업, 국가 등 여러 층위에서 시민단체나 대학연구기관, 국회
등 다양한 주체들이 ‘더 좋은 기술’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기술영
향평가를 할 수 있어야 한다. KISTEP의 기술영향평가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기술영향평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다양한 주체가 다양한 목적으로
다양한 방법론을 통해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 연합체에서 관련 연구기관과
핵심기술개발에 따른 사회적 영향을 살펴볼 수도 있다. 이때에는 대기업-중소기업 간

갈등이나 산업구조조정의 이슈가 주요 관심이 될 수 있는데, 기술영향평가는 여기에서
이해관계자들이 시야를 확장시켜 기존의 기술이 형성하고 있던 기술-사회시스템의 구
조에 대한 이해와 미래에 생길 수 있는 변화를 전망하는 상호학습의 장이 될 수 있
다. 또는 지자체에서 관심을 두는 기술을 지역사업 또는 기반시설에 도입했을 때 미
칠 수 있는 사회적 영향을 다룰 수도 있다. 이때에는 도입하려는 기술의 기술적 옵션
들과 제도적 규제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혁신역량, 지역 주민의
삶의 질, 미래 적응역량 등이 중요할 것이다. 이때의 기술영향평가는 지역의 정책 아
젠다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된다. 이처럼 다양한 기술영향평가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
구하고, 하나의 기관에서 수행하는 하나의 기술영향평가에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아마
도 기술영향평가 및 그 주체가 과학기술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어 해당기관에서만 해야
하는 어떤 것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둘째, 기술영향평가가 정책형성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모든 기술영향평가에 동일한 정치적 영향력을 기대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어
떤 대상을 다룬 것인지 어떤 방법론을 적용한 것인지에 따라 평가결과의 영향력은 달
라질 수 있겠다. 이머징 기술의 경우, 기술의 잠재력에 대한 지식이 축적되어 있지 않
아 기술영향평가 또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나 사회경제적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목적을 가지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 경우, 기술영향평가를 통해 사회적 인식
을 드러내는 것은 가능하지만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갈등요소를 발굴하는 것은 어려
울 것이다. 하지만 이미 사용자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산업적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
는 기술의 경우, 보다 많은 과학적 근거자료 및 전문지식을 활용할 수 있고 이해관계
자의 입장이 보다 명확하다. 기술영향평가를 통해 그간 잠재되어 있었으나 향후 큰
파장을 불러 올 갈등요소를 발굴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 때 기술영향평가의 결
과는 정책적 개입의 보다 직접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셋째, 기술영향평가에 대한 이론적, 방법론적 연구도 더욱 필요하다. 해외에서 수입
된 기술영향평가라는 개념이 한국의 연구자와 정책현장의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우리의
문제의식 속에서 비판적으로 해석되는 과정이 너무 짧았다. 이는 기술영향평가를 진행
하는 연구자의 전문성, 참여하는 이해관계자의 자질, 그리고 기술영향평가의 결과를
곧바로 정책사업과 연결 짓고 싶어하는 정부의 관료들에 대해 비판하는 이유가 되었
다. 앞으로 기술영향평가라는 정책수단을 실제 정책현장에 도입하고자 하는 데만 노력
하지 말고, 한국의 혁신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기술영향평가 방법론에 어떻게 내재
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이론적 탐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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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erse Perspectives and Issues in TA in Korea

Suh, Jiyoung

Abstract

There are many different and sometimes contradictory values in the understanding
of Technology Assessment(TA) in Korea. Despite widespread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s of the purpose and function of technology impact assessments, there have
been academic proposals in recent years that TA should have a more strong impact
on policy-making. The difference in understanding of the 'purpose and function' of
technology impact assessment comes from the difference of viewpoin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echnology and society, TA and politics. When this difference
is overlooked, there is a concern that TA may yield unsatisfactory results to anyone.
This is thought to be improved through a critical interpretation of the political functioning
of the technology impact assessment. This article was designed with this problem
in mind.
As a starting point, we look back at the necessity and discussion of the major types
of TA that emerged since the 1960s, and also discuss the debates surrounding the
meanings and functions of each type of TA. As a result, there has been a conflict
of values between the function of early warning and control and the search for
alternatives, as TA has developed into what it is today. It was found that each type
utilizes the methodological advantages of each type. TA in Korea also requires the
diversity of political functions and the methodological diversity that accompanies it,
and the basic research to support it should be actively condu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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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신약개발의 기술적 역량 진단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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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엄익천 , 박진서 , 김봉진
초록

정부에서는 영세한 국내 제약기업의 신약 연구개발(R&D) 역량을 개선하고자 1987년 과학기술처의
특정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심혈관계 약물과 천연물의약품, 유전공학 생물의약품 등의 제한적인 분야에서
시작하였다. 그 이후 1992년 선도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신의약·신농약기술개발사업을 필두로
신약개발 분야의 지원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왔다. 이러한 신약개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원과 국내
민간 제약기업의 노력 등으로 일부 성과도 있었다. LG생명과학의 팩티브정 미국 FDA 승인(2003년)과
한미약품의 당뇨병 치료제 HM11260C 임상 2상 ㈜사노피(Sanofi) 기술이전(2015년)이 가장 대표적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제약산업에서 창출된 신약개발의 추진성과들에 대해서는 반도체나 이동
통신 등의 제조업 분야와 달리 여전히 비판적 평가가 많다. 국내 제약산업에서는 기존 반도체나 자동차,
조선 등의 주력산업과 달리 신약개발에 투입할 자금력과 기술적 노하우를 비롯해서 상업적으로 성공한
‘수범사례 (Best Practices)’가 매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시판된 신약이 취소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 시점에서 한국 신약개발의 기술적 역량이 일정한 수준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그동안 신약개발과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지만,
한국 신약개발의 기술적 역량과 협력구조에 대한 진화과정을 상세히 파악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진흥센터의 특허평가시스템(K-PEG)과 사회연결
망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SNA)을 활용해서 최근 20년(1998~2017년) 동안 국내와 미국에
등록된 신약개발 특허의 질적 수준과 협력구조에 대한 진화과정을 고찰하고 주요 시사점들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신약개발 협력구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사회연결망 생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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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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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전 세계 의약품 시장규모는 2015년 1조 달러를 처음으로 돌파한 이후 2016년 기준
1조 1,042억 달러로 성장하였다. 이에 비해 국내 제약산업은 2016년 기준 시장규모
가 21조 7,256억 원으로 전 세계 의약품 시장규모의 1.6%1)에 불과한 실정이다(한국
보건산업진흥원, 2017: 8-21). 특히 노바티스(Novartis)나 화이자(Pfizer) 등의 글로
벌 빅파마(Global Bigpharma)와 비교 시 연구개발의 지출규모가 매우 적을 뿐만 아
니라 경쟁력이 있는 대기업이 거의 없어 영세한 실정이다.2)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처
럼 영세한 국내 제약기업의 신약 연구개발(R&D) 역량을 개선하고자 1987년 과학기
술처의 특정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심혈관계 약물과 천연물의약품, 유전공학 생물의약품
등의 제한적인 분야에서 신약개발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엄익천·백철우·홍세호,
2016: 713). 그 이후 1992년 선도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신의약·신농약기
술개발사업을 필두로 신약개발 분야의 본격적인 지원이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2011년에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3개 중앙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이 출범되어 글로벌 신약개발을 위한 다각적인 노
력을 펼치고 있다. 이처럼 정부에서 신약개발에 많은 노력을 쏟아 붇는 이유는 국민
의 건강권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국내 제약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육성하기 위함이다.
특히 신약개발은 기존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등의 주력산업에서 벗어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연구개발의 전략적인 선택과 집중이 매우 중요한 분야다.
그동안 신약개발은 다양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원과 민간의 자체적인 연구개발
노력 등에 힘입어 일부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LG생명과학의 팩티브정 미국 FDA
승인(2003년)과 한미약품의 당뇨병 치료제 HM11260C 임상 2상 ㈜사노피(Sanofi)
기술이전(2015년)이 가장 대표적이다. 하지만 지난 20년(1999년 7월 ~ 2018년 7월)
동안 총 30개의 국산 신약이 개발되는데, 대부분이 복제약일 뿐만 아니라 제약업계의
성공기준으로 판단되는 연매출액 100억 원을 기록한 국산 신약은 2016년 기준 5개
에 불과하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7: 34). 이로 인해 신약개발의 생산성이 상대적
으로 저조하다는 비판적 평가가 많다(김형호, 2015; 최슬기, 2017). 국내 제약산업에
1) 대미 달러 환율은 1,200원으로 계산하였다.
2) 한국제약협회(2005: 81)에 따르면 국내 제약기업은 1897년에 설립된 ‘동화약방(동화약품의 전신)’을 시초로
언급하는데 , 그로부터 약 120 년이 흐른 2014 년도에 유한양행이 매출액 1 조원을 처음으로 달성하였다
(엄 익천 ·백철우 ·홍세호 , 2016: 715). 2018년 기준 한미약품과 한국콜마 , GC녹십자 , 유한양행 , 광동제약
3개사가 매출액 1조 원을 넘긴 상황이다(매일경제, 2019.2.1일 기사 참조: https://www.mk.co.kr/news/
it/view/2019/02/68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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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기존 반도체나 자동차, 조선 등의 주력산업과 달리 신약개발에 투입할 자금력과
기술적 노하우를 비롯해서 상업적으로 성공한 수범사례(Best Practices)가 매우 부족
한 측면(엄익천·김봉진, 2015: 30)과 함께 시판된 신약이 취소되는 사례3)까지 발생하
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 시점에서 한국 신약개발의 기술적 역량이 일정한 수준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는 매우 중요하다. 이는 한국 신약개발의 생산
성을 제고하기 위한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신약개발과
관련해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지만, 한국 신약개발의 기술적 역량과 협력구조에 대
한 진화과정을 상세히 고찰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진흥센터의 특허평가시스템(이하
‘K-PEG’으로 칭함)과 사회연결망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SNA)을 활용해서
지난 20년(1998~2017년) 동안 국내와 미국에 등록된 신약개발 특허의 질적 수준과
함께 어떤 협력구조 하에 진화해왔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신약개발
의 주요 개념정의와 특징들을 비롯해서 연구개발의 투자현황을 살펴보았다. 그런 후
신약개발 국내 등록특허와 미국등록특허에 대한 질적 수준과 협력연결망의 진화구조
를 고찰해서 주요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을 설명
하고 향후 연구주제를 제시하였다.

Ⅱ. 이론적 논의와 분석방법
1. 신약개발의 개요와 투자현황
1) 개념정의와 주요 특징

약사법 제2조 제8호에 따르면 신약이란 “화학구조 또는 본질조성이 전혀 새로운
신물질의약품이나 신물질을 주성분으로 함유한 복합제제의약품 또는 효능·효과, 용법·
용량, 제형 등이 새로운 의약품(염이 다른 경우나 이성체를 포함한다)으로서 식품의약
품안전청장이 승인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신약은 개발과정에서 엄격한 정부규제를 따
른다. 약효가 입증되지 않은 신약이 시장에 출시될 경우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크기 때
3) 코오롱생명과학은 퇴행성관절염을 치료할 수 있는 세포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 인보사) 를 개발하였으며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산 신약 29호로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핵심치료 성분인 연골 형질
전환세포 대신 신장 (콩팥)세포가 들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결국에는 신약개발의 허가가 취소되었다
(프 레시안 , 2019.5.13일 기사 참조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40635)

문이다.4) 특히 신약은 [그림 1]처럼 ①신약 후보물질 탐색과 ②전임상·임상시험, ③규
제당국의 허가·시판의 3단계를 거처서 개발된다. 이 탐색연구에서 사업화까지는 최소
10~15년 이상의 연구개발 기간과 10억 달러 이상의 비용(실패 포함)이 소요된다(엄
익천·백철우·홍세호, 2016: 714). 이로 인해 신약개발은 여타 다른 산업과 달리 고도
의 불확실성과 위험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신약개발은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했
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목표했던 신약개발을 달성하지 못함에 따라 정작 생산성이 낮
은 경우가 빈번하다. 한편 기초연구의 연구성과가 곧바로 신약개발의 연구과정에서 활
용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특허를 통한 장기간의 독점적·전문적인 시장 지위가
보장되는 특징이 있다(문혜선, 2011).
[그림 1] 신약개발의 전주기별 소요기간과 소요물질 수 현황

자료: 한국제약바이오협회(2017: 7)
2) 신약개발의 연구개발 투자현황

전 세계 제약사의 총 연구개발비는 2018년 1,789억 달러이며 향후 연평균 3.0%씩
성장해서 2024년 2,130억 달러로 증가할 전망이다. 2018년 기준 상위 10개 글로벌
빅파마의 총 연구개발비는 689억 달러로 전체 제약 연구개발비의 38.5%를 차지하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투자비중이 20.4%로 나타났다(EvaluatePharma, 2019:
17-19). 반면 국내 제약사의 총 연구개발비는 2016년 기준 1조 7,694억 원이며 이

4) 탈리도마이드 (Thalidomide) 기형아 유발사건은 의약품 부작용의 가장 비극적인 사례다. 독일 제약사 그뤼
넨탈은 1950년대 탈리도마이드라는 화학성분에 기초해 ‘콘테르간(독일 악품명)’이라는 수면제의 개발에 성공
하였다 . 특히 이 약은 입덧 완화효과가 크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면서 임산부들이 더욱 선호했다. 하지만
1960년부터 1961년 사이에 이 약을 복용한 임산부들이 기형아를 출산하면서 위험성이 드러나 판매가 중
지되었다 . 1960년대 탈리도마이드에 의한 기형아 출산을 조사한 결과, 전 세계 46개국에서 1 만 2 천 명이

럽에서만 8천 명이
점을 마련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넘었으며 특히 유
전환

넘었다 . 이 사건은 의약품의 제조

와

개발, 판매과정에 대한 획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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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대미 달러 1,200원 기준 환율로 환산 시 14.7억 달러로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의 투자비중이 6.0%로 매우 영세하다. 따라서 국내 제약사들은 앞서 [그림 1]의 신약
개발과정에서 통상 환자표적집단에서 약효(Proof-of-Concept: PoC)가 처음으로 입
증되는 임상2상 이후 단계에서 기술이전(Licensing-out)을 실시한다(김석관, 2004;
이승주·이은영, 2006). 이 단계에서 연구개발의 투자 대비 기술거래가 가장 활발히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내 제약산업은 글로벌 빅파마와 비교 시 영세함에 따라
반도체나 자동차 등과 달리 정부에서 신약개발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
<표 1>은 최근 10년(2008~2017년) 동안 부처별 신약개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
현황을 보여준다. <표 1>에서 보듯 최근 10년(2008~2017년) 동안 총 2조 7,138억
원이 투자되었다. 이 중 복지부가 39.4%(1조 687억 원)으로 가장 많은 신약 연구개
발비를 투입하였다. 그 다음으로 과기부(29.8%, 8,090억 원)와 산업부(17.2%, 4,672
억 원) 등의 순이었다. 특히 복지부는 신약 연구개발비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전
반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산업부는 2009년을 기점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였다. 신약
개발 국가연구개발사업은 <표 1>처럼 각 중앙부처별로 분산되어 추진됨에 따라 세부
사업 간의 유사·중복과 신약개발단계별 단절 현상, 지원체계의 복잡성 등이 꾸준히
지적되었다(국회예산정책처, 2010; 최슬기, 2017;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8).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구)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 ‘바이오 특별
위원회’ 설치(2016년 3월) 등의 제도적 개선책을 꾸준히 마련해서 추진 중이다.
<표 1> 부처별 신약개발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현황(2008~2017년)

(단위: 억원, %)

합계
금액 비중(%)
1,170 1,258 10,687 39.4
1,215 1,447 8,090 29.8
201 212 4,672 17.2
273 306 1,672 6.2
200 209 1,568 5.8
11
287
1.1
28
164
0.6
3,059 3,471 27,138 100.0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복지부 605
과기부 383
산업부 507
범부처 식약처 95
해수부 36
농진청 10
총합계 1,636

747
488
999
68
42
8
2,351

904
876
872
92
63
8
2,816

954
808
708
50
159
67
20
2,765

920
515
386
99
189
21
43
2,172

1,204
522
387
394
147
39
13
2,706

1,278
746
252
297
216
4
12
2,805

1,647
1,090
148
253
193
4
22
3,357

자료: 장기정·문세영·안지혜(2016)의 <표 3>과 황은혜·김한해(2019)의 <표 3>를 종합해서 수정·보완

2. 선행연구의 검토와 주요 한계점

기존 신약개발 연구들은 크게 ①민간 제약기업 관련 연구들과 ②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연구들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민간 제약기업 관련 연구들은 오랫동
안 매우 다양하게 수행되었다. 가령 신약개발의 생산성을 분석한 Steven et
al.(2010)은 가장 대표적이다. Steven et al.(2010)은 2008년 기준 13개 글로벌 빅
파마의 신약개발 평균 투자비용과 성공확률 등을 분석하였다. 국내에서는 LG생명과학
의 팩티브 성공사례를 분석한 연구(이춘근·김인수, 2001; 이승주·이은영, 2006)가 수
행되었다. 나아가 제약기업의 연구개발비 지출규모 결정요인 분석(Grabowski and
Vernon, 2000)을 비롯해서 자료포락분석을 활용한 제약기업의 효율성 분석(Hashimoto
and Haneda, 2008), 제약기업의 연구개발비 배분과 기술이전(Nishimura and
Okada, 2014) 등도 연구되었다. 이와 달리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신약개발 연
구는 2010년 이후부터 꾸준히 수행되었다.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범부처전주기신약개
발사업을 분석한 연구(주혜정, 2014)를 비롯해서 신약개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대상
으로 등록특허의 질적 분석(엄익천·김봉진, 2015)과 투자효율성 제고방안(문관식·홍미
영·김은정, 2015), 효율성 분석(엄익천·백철우·홍세호, 2016), 재정소요 전망(엄익천·
문세영·홍세호, 2016), 사업수행의 지원체계 분석(최슬기, 2017) 등을 들 수 있다. 하
지만 기존 신약개발 연구들은 세 가지의 주요 한계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국내
신약개발의 기술적 역량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고찰하지 않았다. 둘째 정부의 자금
지원을 통해 산출된 신약개발 특허와 민간 산출 신약개발 특허 간의 질적 수준에 대
한 비교분석이 다소 미흡하였다. 물론 신약개발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산출된 국
내 등록특허와 미국등록특허를 대상으로 K-PEG를 활용해서 질적 수준을 파악한 엄
익천·김봉진(2015)의 연구가 있지만, 민간에서 산출된 등록특허들이 제외된 한계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신약개발을 수행하는 산학연 간의 협력구조가 어떻게 진화해왔는지
에 대한 역동성을 파악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한국 신약개발의 기술적 역량과 협력구
조에 대한 진화과정을 상세히 고찰하고자 한다.
․

․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의 한계점들을 극복하고자 특허분석법과 사회연결망을
활용하였다. 특허분석법은 특허명세서에 명기된 정보들과 그 세부지표들(현시기술우위
지수, 기술력지수 등)을 활용해서 기술적 역량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방법이
다.5) 특허정보를 활용하면 ①기술적 역량 분석과 ②기업의 경영전략 수립, ③원천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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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식별과 특허침해 방지, ④신기술 동향 예측 등을 수행할 수 있다(Breitzman and
Mogee, 2002; 정하교·황규승, 2008). 다만 모든 발명이 특허로 출원되어 등록되지
않는다는 점을 비롯해서 특허로 등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피인용이 되지
않는 특허도 존재하는 특허의 중요도 문제와 산업분야별 특허의 출원등록 행태의 다
양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편의적 해석 등이 발생할 수 있다(Archibugi, 1992:
358-359).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과정의 기술적 역량과 협력구조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서 국가나 지역, 기업 등의 분석단위로 상호 간 비교할 수 있음에 따라 널리
활용된다(Griliches, 1998; OECD, 2008).
그러나 특허분석법을 활용하더라도 특허명세서 자체에는 질적 수준을 판단할 수 있
는 척도가 없다. 따라서 K-PEG를 활용해서 한국 신약개발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였
다.6) K-PEG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과정에서 특허의 질적 수준을 분석하는 데
널리 활용되는 도구이기 때문이다(미래창조과학부, 2014: 47). K-PEG에서는 2019년
기준 현재 한국과 미국, 일본의 3개국만을 대상으로 등록특허의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기간과 비용 등을 고려해서 일본을 제외한 국내 등록특
허와 한국의 미국등록특허를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이처럼 한국의 미국등록특허도 분
석에 포함한 이유는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시장이며 특허권의 법적 보
호 수준이 가장 높음에 따라 국내 신약개발의 국제적인 기술경쟁력을 한결 정확히 파
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신약개발 관련 등록특허의 주요 특징을 파악하고자
비신약개발 관련 등록특허도 포함해서 비교분석하였다. 나아가 신약개발 등록특허의
유형별 질적 수준에 대한 차이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Doornik and
Hansen(2008)의 정규성 검정결과를 먼저 실시해서 귀무가설의 기각 여부를 파악하
였다, 만일 귀무가설이 기각되어 정규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비모수 검정기법으
로 2개 집단 차이 검정인 Mann-Whitney의 정확성 검증(Harris and Hardin, 2013)
과 함께 3개 집단 이상 차이 검정이 가능한 Kruskal-Wallis 검정과 Conover-Iman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Conover, 1999).
한편 특허명세서의 등록권자 정보를 활용하면 협력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데, 한 특
허에 공동으로 이름을 올린 등록권자는 이미 상호 간 알고 있다고 전제되며 과학적·
기술적 정보를 서로 교류하기 때문이다(Balconi et al., 2004; Cantner and Graf,
2006). 이 신약개발 협력연결망의 동시출현행렬은 NetMiner 4.4.1과 Knowledge
․

역량은 특허분석법 이외에도 델파이법과 복합지표접근법 등의 다양한 분석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법의 장․단점은 엄익천․김봉진(2016)을 참조하기 바란다.
K-PE G의 한결 상세한 설명은 미래창 조과학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3: 73-74)을 참조하기 바란 다.

5) 기술적

각

6)

분석방

Matrix Plus 0.8을 활용하였으며 모든 네트워크 측정지표는 Pajek 5.06으로 계산하
였다. 특히 신약개발 협력연결망의 진화구조는 10년 단위로 구분해서 각 시기별로 접
근하였으며 노드의 크기를 특허의 등록건수에 비례하도록 설정해서 Gephi 0.92로 시
각화하였다.7)
4. 분석자료
1) 자료구축

신약개발 분야와 관련된 국내 등록특허와 한국의 미국등록특허는 최근 20년
(1998~2017년) 동안 국제특허분류(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IPC)에서
제약과 화장품 등을 포함하는 A61K 특허를 대상으로 추출하였다(Cantner and
Graf, 2006: 478). 구체적으로 국내 A61K 등록특허는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진흥
센터의 KIWEE DB를 활용해서 총 25,275건이 산출되었다. 한국의 A61K 미국등록
특허는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Clarivate Analytics)의 특허분석 DB8)를 활용하
면 얻을 수 있다. 하지만 특허 등록권자의 자료정제와 관련해서 일부 부족한 측면(등
록권자의 명칭 오기 등)이 있기 때문에 미국특허상표청(USPTO)으로부터 A61K 등록
특허 자료를 직접 검색해서 2,436건이 산출되었다.9) 이 중 재발행(reissue)10)된 등
록특허 3건을 제외한 2,433건의 특허번호를 토대로 KIWEE DB와 매칭해서 분석자
료를 구축하였다. 나아가 이렇게 구축된 분석자료에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http://www.nits.go.kr)에서 제공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자료와도 결합해
서 신약개발 등록특허의 정부 자금지원 여부도 식별하였다. 이렇게 구축된 등록특허
DB에 대해 3인의 신약개발 전문가를 섭외해서 3주(2018년 6월 27일~2018년 7월
13일) 동안 신약개발 여부를 비롯해서 신약개발의 주요 특성들(질환명과 의약품 종류)
을 분류하였다.11)
각
Y Hu 알고리즘’과 ‘Fruchterman-Reingold 알고리즘’을 활용하였다.
Derwent Innovation(https://clarivate.com/products/derwent)
9) 미국특허상표 청 (http://patft.uspto.gov/netahtml/PTO/search-adv.htm)에 접속 해서 ‘(acn/kr$ or
acn/korea) and (icl/a61k$) and (ISD/1/1/1998->12/31/2017)’을 검색 식으로 활용하였다 .
10) 재 발행된 등록 특허를 분석대상에서 제 외 하는 이유는 기 존 에 등록 된 특허를 정정하는 경우로 중복 계상
됨에 기인한다. 통상 등록된 특허라도 정정을 통해 재등록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경우가 재발행 특허
(Reissue)다 . 매년 수백 건의 재 발행 특허 (Reissue)가 발생하는데, 미국특허상표 청 에서는 이를 별도의
통계로 관리한다.
11) 신약개발 등록 특허의 주요 특성 별 분 류 유형은 [부 록 1 ]을 참조하기 바란 다.
7) 시 화 과정에는 Gephi 0.92의 ‘ ifan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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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기간

본 연구에서 분석기간을 20년(1998~2017년)으로 한정한 이유는 국내 신약개발의
기술적 역량의 변화흐름과 협력구조에 대한 진화과정을 대부분 포괄하기 때문이다.12)
신약개발의 협력연결망은 등록특허를 대상으로 분석하나 당초 특허 등록기관 간 협력
연결망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등록연도가 아니라 출원연도로 설정해서 협력
연결망의 진화구조를 파악하였다. 이에 따라 신약개발 기관 공동협력 국내미국등록특
허의 협력연결망은 1998년의 등록특허가 처음으로 출원된 26년(1992~2017년)을 설
정하였다. 다만 정부 자금지원을 받아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산출된 신약개발 기
관 공동협력 등록특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이 2007년부터 시작됨에 따라 11
년(2007~2017년)으로 한정하였다.
․

3) 분석대상

특허의 질적 분석은 본 연구의 분석기간(1998~2017년) 동안 취하나 포기 등의 소
멸특허는 K-PEG의 질적 평가등급을 산출할 수 없음에 따라 제외하였다. 구체적으로
국내 A61K 등록특허는 분석기간(1998~2017년) 동안 20.6%(5,212건/25,275건)의
소멸률을 보였으며 한국의 A61K 미국등록특허는 20.8%(507건/2,433건)가 소멸되었
다. 따라서 국내 A61K 등록특허는 5,212건을 제외한 20,063건, 미국 A61K 등록특
허는 507건을 제외한 1,926건이 분석대상이며 그 질적 수준을 K-PEG으로 평가하였
다. 이처럼 신약개발의 등록특허가 포함된 A61K 특허 전체를 분석대상으로 설정한
이유는 앞서 언급했듯 비신약개발 관련 등록특허와 비교해서 신약개발 관련 등록특허
의 주요 특징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한편 특허 명세서를 살펴보면 출원인 혹은 등록권자가 ①개인명의만 존재하는 특허
와 ②개인명의와 법인이 상호 존재하는 특허, ③법인-법인이 협력한 특허의 세 가지
유형이 존재한다. 이 중 협력연결망은 ③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그 이유는 법인과
달리 개인의 경우 특허명세서의 정보만을 활용해서 구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
명이인의 식별 이슈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석기간(1998~2017년) 동안 산출
된 국내 A61K 등록특허 중 신약개발 기관 공동협력 등록특허 1,253건(9.2%)과 미국
A61K 등록특허 중 신약개발 기관 공동협력 등록특허 167건(9.4%), 총 1,420건을 활
용하였다.
SK케미컬의 ‘선플라주’가 출시된 1999년의 직전 연도이다. 한국의 A61K
등록특허도 미국특허상표청에서 검색이 가능한 연도인 1976년부터 1997년까지 검색해보면 1976
~2017년까지 산출된 총 2,540건의 4.1%(104건)이었다.

12) 1998년은 국산 1 호 신약인
미국

Ⅲ. 분석결과
1. 빈도분석 결과
1) 총괄현황

지난 20년(1998~2017년) 동안 국내 A61K 기관 공동협력 등록특허는 <표 2>처럼
총 25,275건 중 3,819건(법인+개인명의)이었으며 개인명의를 제외한 기관 공동협력
등록특허 비중은 9.2%(2,315건/25,275건)로 나타났다. 한국의 A61K 미국등록특허는
총 2,433건(재발행 3건 제외) 중 기관 공동협력 등록특허는 232건(법인+개인명의)이
며 개인명의를 제외한 기관 공동협력 등록특허 비중은 9.4%(219건/2,433건)였다. 특
히 기관 공동협력 등록특허 중 신약개발 등록특허 비중은 국내 등록특허 비중(54.1%)
보다 한국의 미국등록특허 비중(76.3%)이 한결 높았다.
<표 2> 한국과 미국의 A61K 등록특허 총괄현황(1998~2017년)
(단위: 건, %)

공동협력 공동협력(B)
(법인+ (법인-법인) 신약개발 신약개발 특허 협력비율
(B/A)
개인명의)
특허(C) 비중(C/B)
3,819
2,315
1,253
54.1%
9.2%

총 건수
(A)

단독명의

국내 등록특허 25,275

21,456

미국등록특허 2,433

2,201

232

219

167

76.3%

9.4%

23,657

4,051

2,534

1,420

56.0%

9.1%

구분

합계

27,708

주: 분석기간(1998~2017년) 동안 특허 취하, 포기 등의 권리가 상실된 소멸특허도 포함해서 산출함
자료: 저자 작성

또한 기관 공동협력 신약개발 국내 등록특허는 [그림 2]처럼 1998년 4건에서
2013년 119건으로 100건을 넘어섰다. 특히 한국의 신약개발 미국등록특허도 1998
년 27건에서 2012년 120건으로 100건을 처음 넘겼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 1992년
선도기술개발사업 내 ‘신의약·신농약기술개발사업’에서 신약개발 관련 연구과제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이후 2010년대 들어와서 국내 신약개발의 기술적 역량이 본격적
으로 확보되기 시작했음을 뜻한다. 다시 말해 신약개발 과정은 최소 10~15년 이상이
소요되며 특허기간을 확보하고자 후보물질이 특정된 비임상 직전에 특허를 출원하는
특성 상 1990~2000년대 추진된 기초연구의 결과가 2010년대 이후부터 신약개발의
후보물질이 도출되어 가시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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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신약개발 국내 등록특허와 한국의 미국등록특허 추이(1998~2017년)
[신약개발 기관 공동협력 국내 등록특허 추이]

[한국의 신약개발 미국등록특허 추이]

자료: 저자 작성
2) 정부 자금지원 여부별 신약개발 등록특허 현황

최근 10년(2008~2017년) 동안 신약개발 기관 공동협력 국내 등록특허와 미국등록
특허를 살펴보면 <표 3>처럼 총 2,229건이었다. 이 중 57.2%(1,274건/2,229건)가
신약개발 기관 공동협력 등록특허였으며 비신약개발 기관 공동협력 등록특허(화장품,
치약, 모발 등)는 42.8%(955건/2,229건)이었다. 특히 신약개발 기관 공동협력 등록특
허 1,274건 중 정부 자금지원을 받은 신약개발 기관 공동협력 등록특허는 67.3%
(858건/1,274건)이었다.
<표 3> 신약개발 기관 공동협력 국내 미국등록특허 현황(2008~2017년)
․

기관
비신약개발 기관 신약개발
소계
공동협력
공동협력 등록특허 등록특허
기관 공동협력
910
1,129
2,039
국내 등록특허
기관 공동협력
45
145
190
미국등록특허
합계
955
1,2741)
2,229
(비중)
(42.8%)
(57.2%) (100.0%)
구분

(단위: 건, %)
신약개발 기관 공동협력 등록특허
민간
정부 자금 소계2)
333

796

1,129

83

62

145

416
(32.7%)

858
1,274
(67.3%) (100.0%)

주: 1) 신약개발 기관 공동협력 국내미국등록특허의 총 건수는 지난 20년(1998~2017년) 동안
1,420건이며 이 중 지난 10년(2008~2017년) 동안의 총 건수는 1,274건임
2) 기관 공동협력 등록특허의 신약개발 정부자금 수혜 여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이
2007년부터 시작됨에 따라 지난 11년(2007~2017년)만 파악할 수 있음
자료: 저자 작성
․

3) 협력유형별 신약개발 등록특허 현황

지난 20년(1998~2017년) 동안 협력유형별 신약개발 기관 공동협력 국내 등록특허
와 미국등록특허를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표 4>에서 보듯 기관 공동협력 국내 등
록특허 중 신약개발 등록특허는 산학(317건)이 가장 많은 반면, 비신약개발 기관 공
동 등록특허는 산산(352건)의 협력이 가장 많았다. 이와 달리 기관 공동협력 미국등
록특허는 신약개발의 경우 산산(42건)이 많은 반면, 비신약개발의 경우 산학(20건)이
많았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신약개발은 산학(354건)의 협력이 활발한 반면, 비신약개
발은 산산(362건)의 협력이 활발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지적했듯 기초
연구의 성과가 신약개발의 과정에 곧바로 활용될 수 있는 제약산업의 특징을 잘 드러
낸다.
<표 4> 협력유형별 기관 공동협력 국내 미국등록특허 현황(1998~2017년)
․

(단위: 건)
구분
산학
학학
학기타
학연
산산
산연
산기타
기타 유형
합계

국내 기관
공동 등록특허(A)
신약 비신약 소계
개발 개발
317 267 584
206
83
289
189
65
254
158
44
202
128 352 480
104 101 205
70
94
164
81
56
137
1,253 1,062 2,315

한국의 미국 기관
합계(A+B)
공동 등록특허(B)
신약 비신약 소계 신약 비신약 소계
개발
개발
개발
개발
37
20
57 354
287
641
9
3
12 215
86
301
6
1
7 195
66
261
19
8
27 177
52
229
42
10
52 170
362
532
33
5
38 137
106
243
6
2
8
76
96
172
15
3
18 96
59
155
167
52
219 1,420 1,114 2,534

주: 기타 유형에는 ‘기타기타’와 ‘연기타’, ‘연연’, ‘산학기타’, ‘산학연’, ‘학연기타’, ‘산연기타’, ‘산학연
기타’가 포함됨
자료: 저자 작성
4) 신약개발특성별 신약개발 등록특허 현황

<표 5>는 지난 20년(1998~2017년) 동안 질환별 신약개발의 기관 공동협력 국내·
미국등록특허 현황을 보여준다. 신약개발의 기관 공동협력 국내 등록특허는 <표 5> 처럼
종양이 16.5%(207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감염증 12.4%(155건)와 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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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 8.5%(107건), 퇴행성뇌질환 6.9%(87건) 등의 순이었다. 신약개발 기관 공동협력
미국등록특허도 신약개발 기관 공동협력 국내 등록특허처럼 종양이 25.7%(43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종양은 시장규모와 미충족 의학수요 등이 큼에 따라 전 세
계적으로 신약개발이 가장 많은 분야다. 따라서 그동안 국내에서는 이러한 신약개발의
국제적인 흐름들을 반영해서 특허등록이 추진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표 5> 질환별 신약개발 기관 공동협력 국내 미국등록특허 현황(1998~2017년)
․

(단위: 건, %)

구분
종양
감염증
혈관질환
퇴행성뇌질환
당뇨
비만
골다공증
관절염
정신질환
천식
미분류질환
합계

자료: 저자 작성

신약개발 기관 공동협력
국내 등록특허(A)
건수
비중(%)
207
16.5
155
12.4
107
8.5
87
6.9
68
5.4
68
5.4
50
4.0
39
3.1
22
1.8
17
1.4
433
34.6
1,253
100.0

신약개발 기관 공동협력
미국등록특허(B)
건수
비중(%)
43
25.7
26
15.6
7
4.2
8
4.8
5
3.0
7
4.2
6
3.6
5
3.0
3
1.8
2
1.2
55
32.9
167
100.0

소계(A+B)
건수
비중(%)
250
17.6
181
12.7
114
8.0
95
6.7
73
5.1
75
5.3
56
3.9
44
3.1
25
1.8
19
1.3
488
34.4
1,420 100.0

또한 의약품종류별 신약개발 기관 공동협력 국내·미국등록특허를 살펴보면 <표 6>
에서 보듯 지난 20년(1998~2017년) 동안 기관 공동협력 국내 등록특허는 천연물신
약 분야가 42.2%(529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 기관 공동협력 미국등록
특허는 합성신약 분야가 42.5%(71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한국의
미국 신약개발 등록특허 전체 42.1%(621건)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도 동일하였다. 천
연물 의약품은 국가별로 허가정책이 많이 다른 분야다. 한국의 경우 신약과 생약 치
료제 등의 다양한 허가방안이 있고 건강 기능식품 분야도 발달함에 따라 천연물신약
의 등록특허 비중이 한결 높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천연물 의약품의 경우에도 합성의
약품에 준하는 성분 규명절차를 요구한다. 이로 인해 이를 충족하는 일부만 전략적으
로 미국에 출원해서 등록한 걸로 보인다.

<표 6> 의약품종류별 신약개발 기관 공동협력 국내 미국등록특허 현황(1998~2017년)
․

구분
합성신약
바이오신약(단백질치료제)
바이오신약(유전자치료제)
바이오신약(세포치료제)
바이오신약(백신)
바이오신약(항체)
천연물신약
개량신약(합성)
바이오베터(단백질치료제)
바이오베터(유전자치료제)
바이오베터(세포치료제)
바이오베터(백신)
바이오베터(항체)
바이오시밀러
공통기반기술과 기타
합계

자료: 저자 작성

신약개발 기관 공동협력
국내 등록특허
건수
비중(%)
372
29.7
71
5.7
38
3.0
19
1.5
23
1.8
23
1.8
529
42.2
82
6.5
11
0.9
3
0.2
3
0.2
0.0
79
3.8
1,253
100.0

(단위: 건, %)
신약개발 기관 공동협력
미국등록특허
건수
비중(%)
71
42.5
31
18.6
7
4.2
1
0.6
9
5.4
9
5.4
17
10.2
7
4.2
3
1.8
3
1.8
9
3.0
167
100.0

2. 신약개발 등록특허의 질적 수준 분석결과
1) 국내 등록특허

(1) 총괄현황

<표 7>은 국내 A61K 등록특허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을 파악한 결과다. <표 7>에
서 보듯 국내 A61K 등록특허 전체 중 단독 등록특허보다는 공동 등록특허에서
K-PEG 종합등급의 평균점수(S-C등급)가 더욱 높았다. 또한 기관 공동협력 등록특허
를 세분화해보면 법인-법인 간 협력보다 법인 이외의 다양한 협력의 K-PEG 평균점
수가 더욱 높았다. 개인명의를 제외한 기관 공동협력 등록특허 중 신약개발 여부도
구분해서 살펴본 결과, 비신약개발 기관 공동협력 등록특허가 신약개발 기관 공동협력
등록특허보다 우수하였다. 또한 신약개발 기관 공동협력 등록특허의 정부 자금지원 여
부도 파악하였다. 그 결과 민간 자금으로 산출된 신약개발 기관 공동협력 등록특허가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은 기관 공동협력 등록특허보다 우수하였다. 이러한 등록특허별
K-PEG 종합점수의 Doornik and Hansen(2008) 정규성 검정 결과, 유의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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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01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하였다. 따라서 K-PEG 평균점수들의 차이에 대한
Mann- Whitney의 정확성 검증 결과, 유의수준 p<0.001과 p<0.05에서 통계적으로
도 유의하였다.
<표 7> 국내 A61K 등록특허의 질적 수준 총괄현황(1998~2017년)
구분
건수

신약개발 기관
신약개발 기관
공동협력
공동협력 등록특허
등록특허 여부
정부 자금지원 여부
비 신약
민간 정부
2)
소계 법인 간 법인
이외 소계 신약개발 개발 소계 산출 지원 소계

A61K 전체
등록특허의 협력 여부
단독 공동

공동협력
등록특허 유형

16,977 3,086 20,0631) 2,015 981 3,086 957 1,148 2,105 329 775 1,104

평균 점수 72.8 77.0 73.4 75.4 80.6 77.0 77.4 73.7 75.4 74.7 72.9 73.4
(유의성) (z=0.000)
(z=0.000)
(z=0.000)
(z=0.015)

주: 1) 국내 A61K 등록특허의 총 건수는 25,275건이나 질적 수준의 평가대상은 연차료 미납으로
인한 소멸특허, 취하포기 등의 5,212건을 제외한 20,063건임
2) 기관 공동협력 등록특허의 신약개발 정부자금 수혜 여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이
2007년부터 시작됨에 따라 분석기간이 2007~2017년임
자료: 저자 작성
․

(2) 우수특허 비중

[그림 3]은 신약개발 기관 공동협력 등록특허에 대한 K-PEG 평가결과 우수특허
(S-A등급) 비중의 총괄현황과 변화 흐름을 보여준다. 기관 공동협력 국내 등록특허의
신약개발 여부에 따른 우수특허 비중은 지난 20년(1998~2017년) 동안 비신약개발
기관 공동협력 등록특허(77.1%)가 신약개발 기관 공동협력 등록특허(38.8%)보다 2.0
배 높았다. 여기서 다시 정부 연구개발 자금에 대한 수혜 여부를 세분해보면 우수특
허 비중은 최근 11년(2007~2017년) 동안 민간 신약개발 기관 공동협력 등록특허
(63.2%)가 정부 자금지원 신약개발 기관 공동협력 등록특허(35.0%)보다 1.8배 높았다.

[그림 3] 신약개발 기관 공동협력 국내 우수 등록특허 비중과 변화 추이
(1998~2017년)
[기관 공동협력 국내 등록특허의 신약개발 여부]

[신약개발 기관 공동협력
국내 등록특허의 정부 자금지원 여부]

[신약개발 기관 공동협력 국내 등록특허의
우수특허 비중 추이]

[자금유형별 신약개발 기관 공동협력 국내
등록특허의 우수특허 비중 추이]

주: 신약개발 기관 공동협력 등록특허의 정부 자금지원 여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이 2007년부
터 시작됨에 따라 11년(2007~2017년)이 분석 기간임
자료: 저자 작성

따라서 신약개발 기관 공동협력 등록특허는 우수특허 비중이 K-PEG 평가등급의
우수특허(S-A등급) 분포도13)인 27.5%보다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남에 따라 동일 기술
분야의 국내 등록특허 전체에 비해 질적 수준이 높았다. 다시 말해 신약개발 기관 공
동협력 국내 등록특허는 단독으로 등록하거나 개인명의 법인과 개인 간 협력한 특허
등과 비교 시 기술경쟁력이 더욱 우위에 있다는 의미다. 다만 신약개발 기관 공동협
력 등록특허의 우수특허 비중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였다.
13) K-

~

PEG의 평가등급은 4개 등급을 정해진 분포로 배분된다. 즉 S등급은 상위 5% 이내, A등 급은 상위
% 이내 , B등 급은 27.6 ~77.5% , C 등 급은 나 머 지 부분에 해 당 한다 (엄익천 ․김봉 진 , 2015).

6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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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의 미국등록특허

(1) 총괄현황

<표 8>은 미국 A61K 등록특허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이다. 공동 등록특허 유형을
제외하면 앞서 <표 7>에서 살펴본 국내 A61K 등록특허와 유사한 특징을 보여준다.
즉 미국 A61K 등록특허 전체 중 단독 등록특허보다는 공동 등록특허가, 신약개발 기
관 등록특허보다 비신약개발 기관 등록특허가, 정부 연구개발 자금의 수혜 기관 등록
특허보다 민간 기관 등록특허가 우수하였다. 이러한 등록특허별 K-PEG 종합점수의
Doornik and Hansen(2008) 정규성을 검정 결과, 유의수준 p<0.001에서 귀무가설
을 기각하였다. 따라서 K-PEG 평균점수들의 차이를 Mann-Whitney의 정확성 검증
으로 파악한 결과, 국내 등록특허와 달리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표 8> 한국의 A61K 미국등록특허 질적 수준 총괄현황(1998~2017년)
구분

신약개발 기관
공동협력
등록특허 정부
자금지원 여부
법인
비신약 신약
민간 정부
소계 법인
간 이외 소계 개발 개발 소계 산출 지원 소계2)
1,9261) 181 8 189 45 136 181 74 57 131
64.5 62.5
64.6 64.4
64.4 63.7
63.9
64.4
64.5
64.1
(z=0.746)
(z=0.997)
(z=0.816)

A61K 전체 등록특허의
협력 여부
단독 공동

건수 1,737 189
평균 점수 63.8 64.4
(유의성) (z=0.481)

기관 공동협력
등록특허 유형

신약개발 기관
공동협력 등록특허
여부

주: 1) 한국의 A61K 미국등록특허는 전체 건수가 2,433건이나, 질적 수준의 평가대상은 연차료
미납으로 인한 소멸특허, 취하·포기 등의 507건을 제외한 1,926건임
2) 기관 공동협력 등록특허의 신약개발 정부자금 수혜 여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이 2007년
부터 시작됨에 따라 분석기간이 2007~2017년임
자료: 저자 작성

(2) 우수특허 비중

[그림 4]는 한국의 신약개발 기관 공동협력 미국등록특허에 대한 질적 수준을 보여
준다.14) 신약개발 미국 기관 공동협력 등록특허는 지난 20년(1998~2017년) 동안 앞
서 국내와 달리 S등급을 받은 우수특허가 전혀 없었다. 특히 우수특허(S-A등급) 비중
은 신약개발 여부와 정부 연구개발자금의 수혜 여부에 상관없이 K-PEG 평가등급의
우수특허(S-A등급) 분포도인 27.5%보다 낮았다. 따라서 동일 기술분야에서 한국의 미
력 미국등록특허의 우수특허 비중에 대한 변화 추이는 건수가 매우 작음에 따라 분석하지 않았다.

14) 한국의 기관 공동협

국등록특허 전체에 비해 질적 수준이 낮음을 파악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한국의 신약
개발 기관 공동협력 미국등록특허는 사노피(Sanofi)나 화이자(Pfizer)와 같은 글로벌
빅마파에서 등록된 신약개발 등록특허와 비교 시 기술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의미다.
[그림 4] 한국의 신약개발 기관 공동협력 미국등록특허 질적 수준(1998년-2017년)
[기관 공동협력 미국등록특허의 신약개발 여부]

[신약개발 기관 공동협력 미국등록특허의 정부
자금지원 여부]

주: 신약개발 기관 공동협력 등록특허의 정부 자금지원 여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이
2007년부터 시작됨에 따라 11년(2007~2017년)이 분석기간임
자료: 저자 작성
3. 협력유형별 신약개발 등록특허의 질적 수준 분석결과

<표 9>는 지난 20년(1998~2017년) 동안 신약개발의 협력유형별 기관 공동협력
국내미국등록특허 질적 수준을 보여준다. 국내 등록특허에서는 <표 9>에서 보듯 산산
(79.7)이 가장 높은 K-PEG 평균점수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산기타(76.6)와 산학
(76.4) 등의 순이었다. 반면 미국등록특허에서는 학기타(73.0)로 K-PEG 평균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산학(69.6)과 기타 유형(66.9) 등의 순이었다. 이러한 신약개발의 기관
공동협력 등록특허별 K-PEG 종합점수에 대한 Doornik and Hansen(2008)의 정규
성 검정결과, 국내 등록특허는 유의수준 p<0.001, 한국의 미국등록특허는 유의수준
p<0.05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하였다. 따라서 협력유형별 신약개발 K-PEG 평균점수들
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Kruskal-Wallis 검정과 Conover-Iman 사후검증을 실시하였
다. 분석결과 <표 9>에서 보듯 ‘산산’을 기준으로 할 때 신약개발 국내 등록특허의 경
우 ‘산산’은 ‘산학’과 ‘산기타’와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지만, 그 밖의 나머지 협력유형
(학학과 학기타, 학연, 산연, 기타유형)과는 유의수준 p<0.001과 p<0.05에서 통계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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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성이 검증되었다. 이는 기업을 중심으로 기관 공동협력 연구의 추진이 이루어질
때 신약개발 등록특허의 질적 수준이 제고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 한편 미국등록특허
에서는 ‘산산’과 ‘산연’ 간에 유의수준 p<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할 뿐, 나머지 협
력유형과는 통계적 유의성이 검증되지 않았다.
<표 9> 협력유형별 신약개발의 기관 공동협력 국내 미국등록특허 질적 수준
(1998~2017년)
․

(단위: 건)

기관 공동협력 국내 등록특허(A)
구분
산학
학학
학기타
학연
산산
산연
산기타
기타 유형
합계

신약개 신약개발
발 유효특허
317
206
189
158
128
104
70
81
1,253

292
193
183
151
114
74
64
77
1,148

K-PEG
평균
76.4
70.2
75.6
67.5
79.7
69.5
76.6
72.5
73.7

기관 공동협력 미국등록특허(B)

신약
유의성 개발

신약개발
유효특허

0.692 37
0.000 9
0.025 6
0.000 19
42
0.000 33
1.000 6
0.002 15
167

32
9
6
18
31
21
5
14
136

K-PEG
평균
69.6
62.0
73.0
65.6
64.2
52.3
66.4
66.9
64.4

유의성
1.000
1.000
1.000
1.000
0.048
1.000
1.000
-

주: 기타 유형에는 ‘기타기타’와 ‘연기타’, ‘연연’, ‘산학기타’, ‘산학연’, ‘학연기타’, ‘산연기타’, ‘산학연
기타’가 포함됨
자료: 저자 작성
4. 신약개발 등록특허의 협력연결망 분석결과
1) 시기별 주요 행위자

<표 10>은 신약개발 기관 공동협력 국내미국등록특허 1,420건(국내 등록특허
1,253건 + 미국등록특허 167건)을 대상으로 각 시기별 근접 중심성(Closeness
Centrality)이 상위 5개 기관을 보여준다. <표 10>에서 보듯 국내 신약개발 기관 협
력연결망에서는 분석기간(1992~2017년) 동안 전반적으로 정부출연(연)이 국내 신약
개발의 기관 협력연결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차지하였다. 각 시기별로는 1990년대
‘정부출연(연)’과 ‘기업’ 중심에서 벗어나 2000년대 이후 ‘대학’으로 이동하는 진화과
정을 파악할 수 있다. 가령 서울대학교는 1990년대 신약개발 기관 공동협력 협력연결
․

이 전혀 없었으나, 근접중심성이 2000년대 3위에서 2010년대 1위로 상승하였다. 미
국 신약개발 기관 협력연결망에서는 분석기간(1995~2016년) 동안 1990년대 ‘기업’
중심에서 2000년대 이후 ‘정부출연(연)’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한국
의 신약개발 기관 협력연결망은 지난 26년(1992~2017년) 동안 ‘정부출연(연)’과 ‘대
학’이 주도해왔음을 파악할 수 있다.
<표 10> 신약개발 기관 공동협력 국내 미국등록특허 협력연결망의
근접중심성 상위 5개 기관
․

구분
1
2
국
내 3
4
5
1
2
미 3
국
4

5

1990년대
근접
기관명 중심성
한국과학기술 0.321
연구원
녹십자 0.201
제일약품 0.179
동화약품 0.179
일동제약 0.179
녹십자 0.300
한국화학연구원 0.300
글락소스미스 0.200
클라인
목암생명공학 0.200
연구소
삼진제약 0.200

2000년대
특허
근접 특허
기관명
수
중심성 수
10 한국생명공학연구원 0.204 21
3
2
1
1
3
2
1
1

2010년대
근접 특허
기관명
중심성 수
서울대학 0.311 80
한국화학연구원 0.200 27 한국생명공학
0.297 67
연구원
서울대학
0.187 16
연세대학 0.297 46
충북대학
0.181 8 한국화학연구원 0.297 49
대웅제약
0.173 4
농촌진흥청 0.290 66
한국화학연구원 0.181 11 한국생명공학
0.249 16
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0.171 6 한국화학연구원 0.237 11
씨제이
0.141 2
가톨릭대학 0.234 7
제일약품

0.141 2

1 에스케이이노베이션 0.130 4

자료: 저자 작성

서울대학 0.219 8
한국과학기술 0.193 4
연구원

2) 신약개발 협력연결망의 진화구조

(1) 구조적 특성

각 시기별 신약개발 기관 공동협력 국내미국등록특허에 대한 협력연결망의 구조적
특성을 파악해보면 <표 11>과 같다. 신약개발 기관 공동협력 국내 등록특허 협력연결
망은 노드 수와 링크 수 가 1990년대 28과 20에서 2010년대 각각 456과 648로 증
가하였다. 또한 노드의 평균연결정도(mean nodal degree)는 1990년대 1.429에서
2010년대 2.842로 증가하였다. 이는 신약개발의 협력연결망이 성장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또한 자이언트 컴포넌트(Giant Component)의 비중도 1990년대 35.7%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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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대 75.7%로 증가하였다. 신약개발 기관 공동협력 미국등록특허의 협력연결망
도 국내처럼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접어들면서 노드 수와 링크 수, 평균연결정도
등의 협력구조가 전반적으로 성장하였다.
<표 11> 신약개발 기관 공동협력 국내 미국등록특허 협력연결망의 구조적 특성
․

구분

국내

미국

국내미국 통합
․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전체

특허 수
노드 수
링크 수
밀도
평균연결정도
평균경로거리
컴포넌트 수

20
28
20
0.053
1.429
1.772
9
자이언트
콤포넌트 노드 수 10
자이언트
콤포넌트 비중 35.7%

291
239
243
0.009
2.033
4.624
44
142
59.4%

942
456
648
0.006
2.842
3.909
49
345
75.7%

8
12
7
0.106
1.167
1.222
5
3
25.0%

81
90
87
0.022
1.933
2.610
22
31
34.4%

130
119
124
0.018
2.084
3.956
22
75
63.0%

27
34
24
0.043
1.412
1.859
11
11
32.4%

349
277
288
0.008
2.079
4.401
48
163
58.8%

1,044
484
687
0.006
2.839
3.916
49
371
76.7%

1,420
658
948
0.004
2.881
3.943
65
510
77.5%

자료: 저자 작성

(2) 시기별 진화과정

[그림 5]는 앞서 <표 11>의 신약개발 기관 공동협력 국내미국등록특허(1,420건)의
협력연결망이 어떻게 진화해왔는지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그림 5]처럼 1990년대에는
국내 신약개발의 협력연결망에서 정부출연(연)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만 그 협력
구조는 매우 산발적이다. 앞서 <표 10>에서 지적했듯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정부출
연(연)과 대학과 중심으로 협력연결망이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2010년대에는 신약개
발의 협력기관 간에 더욱 복잡한 협력구조로 진화하는 추세다. 이와 달리 신약개발
기관 공동협력 미국등록특허(167건)는 국내와 비교 시 각 시기별 신약개발의 협력연
결망이 상대적으로 빈약하였다. 아울러 해외 연구기관의 협력도 매우 부족하였다. 지
난 20년 동안(1998~2017년) 동안 국내 연구기관들이 해외 연구기관과 협력해서 등
록한 신약개발 공동협력 등록특허는 국내 등록특허가 2.7%(34건/1,253건), 미국등록
특허가 2.4%(4건/167건)로 그리 높지 않았다.
․

[그림 5] 신약개발 기관 공동협력 국내 미국등록특허 협력연결망의 진화과정
․

[국내: 1990년대(1992~1999년)]

[국내: 2000년대(2000~2009년)]

[국내: 2010년대(2010~2017년)]

[미국: 1990년대(1995~1999년)]

[미국: 2000년대(2000~2009년)]

[미국: 2010년대(2010~2017년)]

자료: 저자 작성
5. 분석결과의 종합과 논의

지금까지 분석한 결과들을 토대로 한국 신약개발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주요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차원에서 벗어나 신약개발 역량의 국제적
인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신약 연구개발투자의 전략성을 제고해야 한다. 앞서
지적했듯 한국 신약개발 기관 공동협력 국내 등록특허와 미국등록특허는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100건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이는 1992년 선도기술개발사업의 내역사업
인 신의약·신농약기술개발사업을 기준으로 삼을 때 국내 신약개발의 기술적 역량은
불과 30년이 체 되는 않은 짧은 연구개발 기간 동안 정부 주도로 소기의 성과를 거
두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국내 신약개발의 우수특허(S-A등급) 비중은 동일 기술분
야 대비 K-PEG 평가등급의 우수특허(S-A등급) 분포도(27.5%)보다 더욱 높은 수준이
다. 하지만 국제적인 기술경쟁력을 나타내는 신약개발 기관 공동협력 미국등록특허는
K-PEG 평가등급의 우수특허(S-A등급) 분포도와 비교 시 동일 기술분야 미국등록특
허에 비해 질적 수준이 낮다. 이는 국내 신약개발의 기술적 역량이 사노피(Sanofi)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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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Pfizer) 등과 같은 글로벌 빅파마와 비교 시 기술경쟁력을 꾸준히 제고해야 함
을 말해준다.15) 또한 <표 5>에서 제시했듯 그동안 국제적인 흐름에 부합해서 신약개
발을 추진해왔지만, 당뇨병 치료제의 경우 임상 3상 단계에서 최소 2조 원 이상이 소
요되기 때문에 국내 제약기업들의 경우 글로벌 빅마파와 달리 연구개발비를 감당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시장수요를 정확히 반영하는 목표제품특성(Target Product
Profile: TPP)16)의 수립 하에 미충족 의학수요가 높은 희귀질환이나 최첨단 의약품
분야(유전자 치료제, 줄기세포 치료제 등)에 신약개발의 초점을 한결 맞출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와 민간 간 신약개발단계별 역할분담의 정교화를 추진해야 한다. 신약개
발 분야는 앞서 <표 3>에서 보듯 ‘민간 주도’보다 ‘정부 주도’로 특허가 등록되는 추
세다. 즉 국내 제약업계의 규모를 감안할 때 정부의 연구개발 자금 지원 없이 자체적
인 신약개발을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대부분 신약개발 등록특허에 정부 자
금이 포함된 상황이다. 따라서 현 시점은 신약개발의 성공실패를 판단하기보다 정부
주도로 신약개발의 연구개발이 추진되어 신약개발 특허가 등록되었고, 신약개발 분야
에 대한 산업계의 관심이 확대되는 단계로 이해할 수 있다. 미국도 초창기에는 연방
정부 주도로 물질발굴단계부터 임상단계까지 신약개발단계의 모든 과정을 지원하였으
나, 점차 기초연구 단계는 공공영역이 담당하고 그 이후 단계부터는 민간 영역이 담
당하는 추세로 변모해왔다(Tufts Center for the Study of Drug Development,
2015: 8-13). 따라서 향후 기초연구의 물질발굴 단계는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이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지만, 인체에 약효가 처음으로 입증되는 임상단계부터는 민간의 사업화
영역이므로 기술개발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자금지원보다 투융자 방식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엄익천·문세영·홍세호, 2016: 104-105).17)
셋째 정부 자금지원으로 산출된 신약개발 특허의 질적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 앞서
<표 7>과 [그림 3]에서 제시했듯 국내의 경우 민간 산출 등록특허가 정부 자금지원
등록특허보다 질적 수준이 우수하였으며 유의수준 p<0.05에서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
․

․

맞춤형 신약개발기술’은 2018년
최고기술국인 미국 대비 한국(기술격차 연도)이 70.0%(5.5년)이며 중국 70.0%(5.5년), 일본
84.0% (3.0년 ), 유럽 연 합 90.0% (1.8년 )으로 나타났 다.
목표제품특성은 최종적으로 개발하려는 신악개발 약품의 전략문서를 말한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엄익천·홍세호(2014: 74-77)를 참조하기 바란 다 .
신약개발 분야는 매우 높 은 불확 실성과 위험성 등 으로 인해 ㈜ 바 이로 메 드의 창업과정(김 석관, 2004:
179-196)에서 보 듯 대학과 국내 제약기업 간의 실질적인 산학협 력이 어 려운 특성이 있다. 일선 국내
제약기업들은 대학이나 정부출연(연 ) 등에서 발 굴 된 후 보물 질들에 대한 임상 단 계의 성공 가능 성에 가장
큰 어려움을 호소한다. 이로 인해 국내 제약기업은 선뜻 대학이나 정부출연(연) 등의 신약개발 후보물질을
도입하는 데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대학과 국내 제약기업 간 연계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최근 산․학․연 협력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는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지원인 TIPS프로그램의 도입을
신약개발 분야에도 모색 해볼 필요 가 있다.

15)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9: 125)에 따르면 120개 국가전략기술 중 ‘
기준

16)
17)

다. 따라서 정부 자금지원 신약개발 특허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적 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 연구기관이 주요 선진국의 연구기관이나
다국적 제약사 등과 협력해서 신약개발의 연구과제를 제안하거나 제약기업 주도로 기
관 공동협력의 신약개발 연구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신약개발 연구과제의 선정평가 단
계에서 일정한 가점을 주는 방안 등을 모색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신약개발의 산·학·연의 협력과정에서 생산성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고자
‘기업’ 주도의 산·학·연 활성화와 개방형 혁신을 점진적으로 유도해나갈 필요가 있다.
앞서 <표 11>에서 제시했듯 국내 신약개발의 협력구조는 ‘기업’ 주도로 협력 특허가
출원등록되는 정보기술 분야18)와 달리 ‘정부출연(연)과 대학’ 중심으로 신약개발의 특
허가 등록되어왔다. 신약개발은 작용기전의 동작원리를 정확히 밝혀내는 기초연구가
매우 중요하며 국내 제약기업의 경우 글로벌 빅파마와 비교 시 매우 영세함에 따라
최소 10년 이상의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감당할 수 없는 현실적 어려움이 기인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향후에는 정부 주도에서 벗어나 기업이 중심이 되는 방향으로 신
약개발의 산·학·연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표 9>에서 제시했듯 신약개발
특허의 질적 수준과 사업화 가능성을 제고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신약개발
의 추진과정에서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의 점진적 모색도 요구된다. 앞서 신
약개발 기관 공동협력 국내미국등록특허의 협력연결망 분석결과, 국내 산·학·연 기관
위주로 특허가 등록되어 있을 뿐 신약개발의 주요 선진국에 속한 연구기관이나 다국
적 제약사와의 협력은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국내 제약기업들은 최근 개방형 혁신의
일환으로 자체 신약개발을 추진하는 대신 유망 신약개발 후보물질에 투자하거나 바이
오벤처회사의 지분 확보 등을 시도하고 있다.19) 여기서 주의할 점은 글로벌 빅파마도
개방형 혁신의 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기술적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보조
적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이병호이상원, 2017: 363).
․

․

․

Ⅳ. 결론과 향후 연구주제

본 연구에서는 K-PEG과 사회연결망분석을 활용해서 최근 20년(1998~2017년) 동
안 한국 신약개발의 기술적 역량과 협력구조에 대한 진화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결
18) 정보기술 분야는 사업화가 매우

등에

빠를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기술경쟁력을 갖춘 대기업이 국내에 존재함
등록되어 협력구조가 형성되는 특징이 있다(Yun et al., 2016).

따라 ‘기업 주도 ’로 특허가 출원 ․

19) 한국경제 2018.11.6 일자

글로 벌

경제 8 면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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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한국 신약개발 기관 공동협력 국내 등록특허와 미국등록특허가 2010년대에 100
건을 처음으로 돌파함에 따라 기술적 역량이 201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확보되기 시
작하였다. 그렇지만 고도의 위험성과 불확실성이 수반되는 신약개발의 특성과 글로벌
빅파마와 비교 시 매우 영세한 국내 제약기업의 현실적 여건 등으로 인해 민간 주도
보다 ‘정부 주도’로 신약개발 특허가 산출되는 특징을 보였다. 특히 한국 신약개발 기
관 공동협력 등록특허를 대상으로 정부 자금지원 여부를 구분해서 파악해본 결과, 기
관 공동협력 국내미국등록특허 모두 정부 연구개발 자금 지원 등록특허가 민간 산출
등록특허보다 질적 수준이 다소 미흡하였다. 나아가 신약개발의 기관 공동협력 국내
미국등록특허(1,420건)를 대상으로 각 시기별 협력연결망의 진화구조를 파악한 결과,
지난 26년(1992~2017년) 동안 정부출연(연)과 대학이 신약개발의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러한 분석결과들을 토대로 ‘①국내 신약개발 R&D 투자의 전략
성 제고’와 ‘②정부와 민간 간 신약개발단계별 역할분담의 정교화’, ‘③정부 연구개발
자금 지원으로 산출된 신약개발 특허의 질적 수준 제고’, ‘④기업 주도의 산·학·연 활
성화와 개방형 혁신 유도’를 향후 한국 신약개발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주요 개
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처음으로 한국 신약개발의 기술적 역량과 협력구조 진화과정을 상세히
고찰하였다. 특히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자료를 활용해서 신약개발 특허 중 민간
산출 등록특허와 정부 자금지원 산출 등록특허 간의 질적 수준도 객관적으로 비교·분
석해서 제시하였다. 하지만 미국등록특허 중 한국에서 등록한 신약개발 특허에 한정함
에 따라 미국과 일본, 중국 등의 주요국과의 질적 수준에 대한 상세한 비교분석이 이
루어지지 못하였다. 추후에는 신약개발의 미국등록특허에 대한 한국과 주요국 간 비교
분석을 정밀하게 수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특허명세서의 개인명의에 대한 동명이인의
식별성 이슈로 인해 신약개발의 등록특허 중 법인-개인 협력과 개인-개인 협력을 제
외하였다. 만일 개인명의의 식별성 이슈가 해결된다면 분석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한결 제고할 수 있다. 아울러 국내와 미국에 등록된 신약개발 특허의 협력연결망에
대한 진화과정을 분석하였지만, 그 협력연결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요인들의 분
석을 시도하지 않았다. 따라서 MR-QAP(Multiple Regression-Quadratic
Assignment Procedures) 분석이나 무작위지수그래프모형(Exponential Random
Graph Model: ERGM) 등으로 신약개발 협력연결망의 영향요인과 구조변수(호혜성
과 이행성, 확산성 등)에 대한 결정요인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Krackhardt, 1988;
Robins et al., 2007). 셋째 신약개발의 실질적인 협력과정은 특허 이외에도 인적 교
류나 기술세미나 개최, 학술대회 발표 등의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특허분
․

․

석법을 활용함에 따라 신약개발의 여러 협력과정 중 특허로 문서화된 부문만 파악하
였다. 따라서 특허정보 이외에도 다양한 신약개발 분야 중 특정 영역에서 산출된 신
약개발 논문들도 분석대상에 포함해서 협력구조의 진화과정을 꾸준히 고찰할 필요가
있다(박진서, 2007). 마지막으로 신약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국내 협력관계의 성공사레
와 실패사례에 대한 질적 연구가 다각적으로 수행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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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신약개발 등록특허의 주요 특성별 분류유형
구분
세부항목
1. 혈관질환 2. 종양 3. 감염증 4. 정신질환
질환명
5. 퇴행성뇌질환 6. 골다공증 7. 당뇨 8. 비만
9. 관절염 10.천식 11. 기타
1-1.합성 신약
1-2-1. 단백질 치료제
1-2-2. 유전자 치료제
1.신약 1-2.바이오 신약
1-2-3. 세포 치료제
1-2-4. 백신
1-2-5. 항체
1-3.천연물 신약
2-1.개량신약(합성)
의약품
종류
2-2-1.단백질 치료제
2-2-2.유전자 치료제
2.
2-2.바이오
개량신약
2-2-3.세포 치료제
베터
2-2-4.백신
2-2-5.항체
3. 바이오시밀러
4-1. 기타
4. 기타
4-2. 공통기반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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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gnosis and Improvement of Technical Capabilities
of Korean Drug Development

Um Ikcheon, Park Jinseo, Kim Bongjin
Abstract

The government started supporting new drug development in 1987 to improve the
R&D capacity of small domestic pharmaceutical companies and achieved some desired
results. LG Life Sciences' approval of the US FDA(2003) and Hanmi Pharm's diabetes
treatment HM11260C Phase clinical transfer of Sanofi(2015) are the most
representative e amples. However, there are many criticisms on the achievements of
new drug development in the domestic pharmaceutical industry. Unlike the core
industries such as semiconductors and automobiles, the company has not only poor
funding and technical know-how to develop new drugs, but also lacks best practices
that have been successful. Recently, there have been cases in which new drugs on
the market are canceled.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comprehensively e amine
whether the technological capability of Korea's new drug development has a certain
level at this point. n addition, various researches have been conducted on the
development of new drugs, but few studies have elaborated on the evolution of
technological capabilities and cooperation structure of new drug development in Korea.
Thus, the Patent nformation Promotion Center‘s patent evaluation system (K-PEG) and
Social Network Analysis(SNA) were utili ed in this study. Through this method, ma or
implications were discussed by analy ing the evolution of the cooperative structure along
with the ualitative level of new drug development patents registered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for the last 20 years(1998~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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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정보기술 기반 동적 역량이
조직 민첩성에 미치는 영향
: 불확실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안경민*, 권상집**
초록

정보기술 기반 동적 역량은 중소기업의 생존과 성장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정보기술 기반
동적 역량이 중소기업에게 미치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는 이와 관련된 인과관계 분석이
거의 수행되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정보기술 기반 동적 역량이 조직 민첩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통계적으로 분석하였으며 환경 ·기술 ·시장이라는 불확실성을 고찰하고 이 요인들이
어떤 조절효과를 미치고 있는지 추가적으로 살펴봤다. 본 연구는 도출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286개의
ICT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했다. 분석 결과 , 중소기업의 정보기술 기반 동적 역량은
조직 민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경적 불확실성은 동적 역량과 조직 민첩성
간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조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정보기술 기반 동적 역량에서 조직
민첩성까지 중소기업과 과학기술정책 연구 영역을 한층 더 확대하는데 기여했다.
주제어 정보기술 기반 동적 역량, 조직 민첩성 , 불확실성, 중소기업
:

* 동국대학교 테크노경영협동과정 경영정보학 박사과정, snss1212@dongguk.ac.kr (제1 저자 )
** 동국대학교 상경대학 경영학부 부교수 , risktaker@dongguk.ac.kr (교신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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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의 파괴적 기술이 상용화되면서(박
재성, 2018) 중소기업에서도 정보기술 기반의 동적 역량을 통해 시장에 민첩하게 대
응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조직의 자원과 역량을 환경 변화에 맞게 탈바꿈
시키는 동적 역량(dynamic capability)을 갖추어야 중소기업도 경쟁 기업보다 발 빠
르게 고객 및 시장 수요에 대응하고 경쟁우위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Grover
and Davenport, 2001). 특히, 정보기술의 전략적 활용은 과학기술정책 측면에서도
프로세스를 개선시켜 신속하고 혁신적으로 환경에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다
(Teece, 2007).
최근 들어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역시 정보기술에 의해 좌우된다는 주장이 제
기되면서(이상훈·권상집, 2015) 과학기술정책 학계에서도 중소기업의 정보기술 기반
동적 역량을 기업 성장 관점에서 살펴봐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권상집, 2017). 기술
및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파도는 대기업과 중견
기업 그리고 중소기업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김희태·권상집,
2019; 원상필·조근태, 2018). 이에 따라 수많은 중소기업들은 환경 및 기술, 시장의
불확실성 등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 중심에는 중소기업이 직
면한 다양한 불확실성을 조절할 수 있는 조직의 민첩성을 함양해야 한다(Lim et al.,
2012).
기존 연구에서도 중소기업은 다양하고 급변하는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해 정보기술
역량을 축적해야 함을 오래 전부터 강조해왔다(Levy and Powell, 2000; Peppard
and Ward, 2004). 정보기술 활용은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성장과 생존에 직결
되는 이슈로서 정보기술 도입 자체가 조직의 다양한 역량을 강화하고 경영성과를 극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김성현·장시영·장건오, 2013). 국내에서도 다양한
연구를 통해 중소기업이 정보기술 역량을 보유하는 것이 과학기술 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선제적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김진국·황경태, 2016; 손승희,
2009).
그러나 기존 연구는 중소기업에게 정보기술의 필요성과 이에 따른 경영성과 창출을
언급하고 있을 뿐 중소기업이 실제 정보기술 역량을 갖추면 조직이 불확실성에 대응
할 수 있는 조직 민첩성 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제한적이었다
(김진국·황경태, 2016). 혁신형 중소기업이 파격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정보기술 기
반 동적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조언은 여러 연구를 통해 제안되고 있었지만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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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의 민첩성 등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
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곽기영·홍문경, 2011; Van Oosterhout et
al., 2006).
이에 본 연구는 국내 ICT 업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정보기술 기반 동
적 역량이 조직 민첩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문을 통해 측정, 실증 분석을 바탕
으로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급변하는 환경, 기술, 시장의 불확실성
이 중소기업의 정보기술 기반 동적 역량과 조직 민첩성 간의 관계를 어떻게 상호 조
절하는지 살펴봄으로써 향후에 중소기업이 시장, 기술, 환경 등의 불확실성을 어떤 방
향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과학기술정책 측면에서 구체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가 지닌 정보기술 역량과 조직 민첩성 간의 논리적 공백을 보완
하고 불확실성의 조절 강도를 다각도로 검토함으로서 중소기업과 과학기술정책에 관
한 연구 영역을 한층 더 확대하는데 초점을 두고 진행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정보기술 기반 동적 역량

동적 역량 또는 동태적 역량은 조직의 자원과 역량을 환경 변화에 맞게 변환시키는
기업의 능력이다. 자원기반 관점(resource-based view)에 의하면, 조직의 자원은 조
직의 경쟁우위 및 잠재적 원천이 되기 위해서 희귀하고 독창적이며 다른 경쟁자들이
대체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하며(Barney, 1991; Gold et al., 2001; Grover and
Davenport, 2001) 경쟁 기업이 모방하기 어려운 능력으로 나타나야 한다(Gold et
al., 2001). 여기서 말하는 조직의 자원이란 자산, 능력, 운영 프로세스, 특성, 정보,
지식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으며 통제될 수 있는 유·무형의 모든 것을 의미한다
(Barney, 1991).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은 규모와 유형에 상관없이 조직의 내·외부 역
량을 통합, 구축, 재구성할 수 있는 동적 역량을 요구받고 있으며(Teece et al.
1997), 조직의 일반적인 활동(routine activity)을 의도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고 경쟁우위를 달성할 수 있는 일련의 조직적인 활동을 필요로 한다
(Teece, 2007). Teece et al.(1997)은 기업의 동적 역량이 조직 자원의 재구성
(reconfiguring), 학습(learning), 통합(integrating), 조정(coordinating)의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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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나타난다고 주장한 바 있고 후속 연구를 통해 환경 변화 감지(sensing the
environment), 기회 포착(seize opportunities), 자산 변환(reconfigure assets)이
라는 역량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면서 동적 역량이 발현된다고 강조하였다(Teece,
2007).
동적 역량 이론이 경영학 및 과학기술 전반에 걸쳐 중요한 테마로 떠오르는 이유는
기업의 경쟁우위, 조직의 환경 대응 능력, 정보기술의 필요성을 아우르고 있는 개념이
기 때문이다. 기업의 가치창출, 변화관리, 정보기술 혁신 등 많은 연구자들로부터 동
적 역량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동적 역량이 기업 성과에 핵심적 요인이라는 관점
은 전략경영 및 정보경영학 분야에서 지금까지 인정받고 있다(김국태·허문구, 2014;
Gilbert, 2006; Protogerou et al., 2011). 그러나 동적 역량의 중요성이 대두되었
음에도 국내외 선행연구 중 다양한 상황을 토대로 이를 고민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김국태·허문구, 2016; Barreto, 2010). 예를 들어, 중소기업에게 동적 역량은 무슨
의미인지 동적 역량을 통해 조직 민첩성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고찰이 지금도 필요하다(Schilke, 2014).
이러한 고민을 토대로 조직의 성과 창출을 위해 정보기술과 조직 역량의 전략적 연
계 역시 여러 차례 시도되어 왔다(Tallon and Pinsonneault, 2011; Yeow et al.,
2018). 국내 연구 중, 곽기영·홍문경(2011)은 급변하는 환경이 조직의 정보 처리 필
요성을 긍정적으로 조절한다고 밝히고 있다. 더욱이 환경의 불확실성은 조직의 정보기
술 중요도까지 증가시킨다는 점을 실증 분석으로 입증하였다. 또한, Pavlou and El
Sawy(2006)는 전략적 관리라는 맥락에서 정보기술을 활용한 동적 역량은 정보기술의
감지, 포착, 정합 및 재구성 역량으로 구별될 수 있고 정보기술 기반 동적 역량은 환
경 변화에서 발생하는 자극을 선제적으로 감지하고 조직의 적절한 대응 행위를 결정
하며 조직을 완전히 탈바꿈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하였다. 즉, 선행 연구에
서는 조직의 정보기술과 조직 능력이 결합된 새로운 역량이 나타날 때 시장의 불확실
성이 이를 조절하여 조직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홍재범·김
성태, 2016; Pavolu and El Sawy, 2006).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중소기업의 정보기술 기반 동적 역량은 빠르게 변화되는
경영 환경을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감지, 포착, 정합, 재구성하는 조직의 역량이 순차
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감지 역량은 동적 역량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변화하는 환경에서 새로운 기회와 위협을 찾아 이를
해석하고 추구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되며, 비즈니스 전략의 핵심 구성 요소인 진
단이라는 전략적 개념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Zahra and George, 2002). 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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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은 시장에서 기회와 위기를 탐지하기 위해 관찰하고 특정 영역을 평가하기도 하
며,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Yeow et al., 2018). 최근 ICT 업계 중
소기업의 경우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환경에 맞서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비즈
니스 인텔리전스(business intelligence), 전사적 자원 관리(enterprise resources
planning), 공급망 관리(supply chain management) 등에 소프트웨어 기술, IT 정
보 플랫폼 구축 등을 고민 또는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진화된 정보기술은 고객, 경쟁
사, 공급사, 파트너 등의 변화를 신속하게 감지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역량은 조직
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전략적 행동의 기반이 될 수 있다.
정보기술 기반 포착 역량은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맞게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
고(Yeow et al., 2018) 확인된 기회와 위협에서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조직의
전략적 행위라고 볼 수 있다(Torres et al., 2018). 조직의 정보기술은 환경을 둘러싼
거시적인 데이터와 정보를 다각도로 분석하기 때문에 세밀하게 결과를 도출할 수 있
고 조직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전략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는데 찾는데 유용
하다.
마지막으로 정보 기반의 변환 역량은 조직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조직 프로세
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정합(alignment)과 재구성(re-configure)으
로 표현될 수 있다(Teece, 2007; Yeow et al., 2018). 정합은 작업 및 자원의 분배
를 조율하고 배포하는 것을 의미하며 재구성은 기업이 전략적 활동을 수행하는데 필
요한 역량으로 기존의 기업들이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효과적으로 자원을 전환시키는
기능을 의미한다(Eisenhardt and Martin, 2000). 이와 같은 역량은 중소기업에서도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 생존하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하며 정보기술 기반 동적 역
량은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의 성과를 창출,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데 필요한 조직 운영
에 관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홍재범·김성태, 2016).
2. 조직 민첩성

조직 민첩성이란 연구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지만 원론적으로 기업이
변화하는 시장 환경과 속도에 대한 이상적인 대처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Zain et
al.(2005)은 조직 민첩성을 변화와 불확실한 비즈니스 상황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
응하는 조직의 전략적 역량이라고 정의하였고, 곽기영·홍문경(2011)은 조직의 프로세
스와 정보기술의 개념을 결합하여 신속하고 혁신적인 대응을 통해 비즈니스 환경에서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변화를 성장과 번영의 기회로 활용하는 확실한 전반적 기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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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조직 민첩성은 동적 역량(Teece et al., 1997), 시장 지
향성(Zhou et al., 2018), 전략적 유연성(Teece, 2007)의 이론적 개념을 공유하고
있다.
동적 역량과 관련된 조직 민첩성은 기업의 자원, 프로세스, 전략을 재구성하여 환
경 변화를 감지(sensing)하고 신속하게 대응(responding)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
(김국태·허문구, 2016). 이와 같은 내용은 동적 역량에서 제시되는 환경 변화의 감지
와 비슷한 내용을 공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적 역량은 환경 변화의 감지를 비롯하
여 기회의 포착, 자산 변환이라는 기업 프로세스의 모든 유형과 관련된 반면에 조직
민첩성은 환경 변화를 감지하고 대응하는 프로세스만 포함한다. 따라서 조직 민첩성은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선제적으로 이에 적응해나가는 기업의 활성화된 능력이라
고 볼 수 있다(김근아·김상현, 2015).
시장 지향성 차원에서 민첩성은 현재와 미래의 고객 요구(needs)에 관한 시장 정보
(market intelligence), 부서 간 정보 공유 및 조직 전체의 대응성을 반영하여 표출
된다(황경연, 2005). 시장 정보에는 고객, 경쟁자, 기술, 규제 등과 같은 내용을 포함
하며 시장 지향성에서 나타나는 요인들은 환경 변화를 이끄는 주요 변인으로서 조직
민첩성과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된다. Roberts and Grover(2012)은 기업이 혁신과 경
쟁우위를 달성하기 위해 고객에 기반을 둔 기회를 감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조직 민첩성을 설명하였고 Zhou et al.(2018)은 마케팅 관점에서 시장
지향성을 해석하여 시장에서 기회를 능동적으로 예측 및 감지하고 고객 요구를 더 잘
충족시키기 위해 기회를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기업의 능력이라고 하였다.
전략적 유연성(strategy flexibility) 차원에서 조직 민첩성은 경제학에서 유래된 유
연성에 근거하며, 조직 내·외부의 상황이 보증하는 만큼 고수익 활동을 창출하기 위
해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효과적으로 재배치하는 역량을 의미한다(Teece et
al., 2016). 여기에서 유연성은 비정형적인 변화를 처리하는 조직의 전략적 개념이라
고 볼 수 있다(양영익, 2016). Tallon and Pinsonneault(2011)는 조직의 자원인 정
보기술 인프라를 유연하게 활용하고 시장에 이를 얼마나 쉽고 빠르게 조정, 실행해나
갈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Lewis et al.(2014)은 글로벌 기업 사
례를 통해 전략적 유연성을 소개하며, 전략적 유연성을 포함한 민첩성은 복잡하고 경
쟁 강도가 강한 불확실한 환경에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의 역량이고 기업의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기업이 갖추어야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선행 연구에서는 급변하는 환경에서 기회와 위협 요인을 감지하고 이에 신속하게
대응,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조직 민첩성은 글로벌 기업 이외 중소·중견기업 모두

중소기업의 정보기술 기반 동적 역량이 조직 민첩성에 미치는 영향 ∙ 145

조직의 생존과 성장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주장하고 있다(곽기영·홍문경, 2011; 양영
익, 2016; Zhou et al., 2018). 예를 들어, 조직이 민첩하게 환경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경쟁우위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으며 오랜 기간 조직이 변화하지 않을 경우 경
로의존성 현상에 갇혀 시장 및 기술 등에 올바로 대응할 수 없다. 따라서, 혁신 역량
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탐험과 활용 등 기업의 다양한 전략 방향을 빠르게 전환시킬
수 있어야 하며 상황 변화에 따라 조직 역시 발 빠른 대응을 통해 경쟁우위를 지속적
으로 실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기업은 크고 작은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이에 대해
조직 차원에서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 민첩성 역량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Mudambi, 2008; Over by et al., 2006; Zahra and George, 2002).
3. 불확실성

비즈니스 환경에서 불확실성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불확실성 자체가 새로운 개념
은 아니다. 다만 최근 4차 산업혁명과 같이 비즈니스 상황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불확
실성이 한층 더 증가되는 현상이 발생했고 이와 관련한 명확한 이해가 요구되게 되었다.
Teece et al.(2016)은 비즈니스 환경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것(unknown unknowns)’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Pavlou and El Sawy(2010)는
환경적 격변성(environmental turbulence)이라고 하였고 Tallon and Pinsonneault
(2011)는 환경적 변동성(environmental volatility)이라고 명명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는 이와 같은 불확실성을 각각 다르게 표현하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기대하지 않았던
극심한 시장의 변화를 의미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전략적 측면에서 불확실성은 환경 변화의 범위와 유형이 명확하게 포착되기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질성(heterogeneity), 역동성(dynamism), 적대
성(hostility)등을 내포하고 있다(권상집, 2017). 먼저, 이질성은 외부 요인의 복잡성
(complexity)과 다양성(diversity)으로부터 발생한다(Newkirk and Lederer, 2006).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조직은 수많은 정보를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하지
만 고객 구매 습관의 다양성, 경쟁 성격의 다양성, 제품군의 다양성, 관련된 네트워크
의 비약적인 증가, 폭발적인 데이터 생산 등과 같은 복잡한 환경에서 조직은 효과적
인 정보처리가 어렵다. 즉, 이질성에 의한 불확실성은 조직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시장
환경의 복잡성과 다양성이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역동성은 환경 변화의 속도, 예측 불가능성, 불안정성으로 발생되는 불확실성이다
(Yayla and Hu, 2012). 높은 비율의 환경 변화는 경영자에게 새로운 전략을 빠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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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번하게 채택하도록 요구한다. 이전 연구에서도 제시된 바와 같이 제품·서비스의 진
부화 속도, 제품·서비스 기술의 변화율, 경쟁사의 움직임, 제품·서비스의 수요 변화
등은 극도로 유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Newkirk and Lederer, 2006). 이와 같은
역동성이 조직이 영위하고자 하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킨다고 볼 수 있다(Teece
et al., 2016).
적대성은 기업들이 환경으로부터 직면하고 있는 경쟁 수준(Yayla and Hu, 2012)과
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의 양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Newkirk and Lederer,
2006). 여기에서 경쟁 수준은 조직의 생존성에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 시장에서 조
직의 자원은 경쟁 수준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우수한 자원을 보유하는 것이 조직의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다. 자원 관점에서 노동력과 자원의 부족, 가격과 제품 품질의
경쟁, 제품 차별화에 의해 나타나는 위협은 조직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 적대성
에 의한 불확실성은 조직의 주요 목표에 위협이 되는 업무 환경의 불확실성, 공정성
의 부재, 치명적인 자원에 대한 접근이 어려울 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Karimi et
al., 2004).
불확실성은 급격한 환경 변화를 의미하며 조직의 동적 역량과 조직의 민첩한 대응
관리 역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불확실성의 강도가 강할수록 기
업의 동적 역량이 조직의 민첩성에 미치는 관계 역시 한층 더 증폭될 수 있다(Dess
and Beard, 1984; Zollo and Winter, 2002). 특히, 기존 연구에선 동태적인 환경
에서 훨씬 더 동적 역량과 성과 간의 관계가 커진다는 결과를 도출하기도 했다
(Drnevich and Kriauciunas, 2011). 그러므로 중소기업과 같이 환경 변화에 더욱
예민해야 할 기업 입장에서 환경적 불확실성의 강도를 살펴보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
다고 할 수 있다(권상집, 2017).
Ⅲ. 연구모형 및 가설

본 연구모형은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정보기술 기반 동적 역량을 정보기술의 활용
이라는 전략적 맥락에서 재해석한 Yeow et al.(2018)의 연구를 바탕으로 정보기술
기반 동적 역량의 개념을 감지 역량, 포착 역량, 변환 역량의 정합 역량, 재구성 역량
등으로 나타내었다. 참고로 본 연구의 논리를 토대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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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자료: 저자 작성
1. 정보기술 기반의 동적 역량과 조직 민첩성

정보기술이 직·간접적으로 조직의 민첩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주장은 일부 증명
되었다(곽기영·홍문경, 2011; Sambamurthy et al., 2003). 정보기술 기반 동적 역
량은 정보기술과 조직 역량이 전략적으로 결합하여 나타나는 능력으로 시장을 감지하
고 기회와 위기를 포착하여 상황에 따라 자원을 조정하고 재구성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Yeow et al., 2018). Mikalef and Pateli(2017)은 정보기술 기반
동적 역량은 감지 역량과 변환 역량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고, Torres et
al.(2018)은 기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정보기술 기반 동적 역량은 감지, 포착, 비즈니
스 프로세스 변화의 능력이 있다고 하였다.
급변하는 경영환경 하에서 중소기업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정형화된 데이터와 비
정형화된 데이터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시장의 변화를 예측하고 다양한 대안 중 최적
의 방안을 제시하여 유기적인 조직 변화가 가능하게 움직여야 한다(권상집, 2017). 시
장 변화를 예측하는 것은 창의적인 성과를 창출하는데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에 대
해서 민첩하게 대처할 수 있고 신속하게 조직의 운영 방안을 변경하는 것에도 도움이
된다. 따라서 전략적 차원에서 조직의 정보기술과 동적 역량이 결합된 정보기술 기반
동적 역량도 조직의 민첩성을 증진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Tallon and Pinsonneault(2011)은 전략적 차원에서 조직의 정보기술을 결
합한 능력이 조직 민첩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실증 분석하였고 Zain et al.(2005)
은 조직에서 정보기술을 실제로 사용하는 것이 새로운 비즈니스 상황에서 유리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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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를 확보하는 것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조직 민첩성까지 증진시키는데 도
움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Mikalef and Pateli(2017)은 정보기술 기반 동적 역량이 조직의 운영 민첩
성과 시장 민첩성을 함께 증대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감지, 포착, 정합, 재구성으로
구성된 정보기술 기반 동적 역량은 각각의 역량이 모두 긍정적인 방향을 내포하고 있
어 조직 민첩성에도 매우 유리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결국 기업은
동적 역량을 경쟁사보다 먼저 구축해야 하고 자원과 기회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더욱 더 정보기술 기반 역량을 활용해야 과학기술, 정보기술이 주도하는 새롭고 다양
한 변화에 적응해나갈 수 있다(김국태·허문구, 2016). Eisenhardt and Martin(2000)
역시 본인들의 연구에서 경쟁 기업보다 자원을 발 빠르게 감지, 포착해서 재구성하는
동적 역량이 과학기술 기반 혁신을 추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국내외 선
행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가설 1을 아래와 같이 도출하였다.
H1: 중소기업의 정보기술 기반 동적 역량은 조직 민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불확실성의 조절효과

시장에서 불확실성은 항상 존재한다(Teece et al., 2016). 다만 조직에서 불확실성
을 어느 정도까지 예측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조직의 성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 불확실성을 살펴보았을 때 농업, 광업, 건설업 등과 같은 1차 산
업과 2차 산업 분야에서는 비즈니스 환경 변화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조직
이 자원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가 중요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비즈니스 환경에는
불확실성에 대한 중요도가 낮을 수 있다. 반면에, 정보통신 및 첨단기술 산업 등 과학
기술정책 분야에서 시장과 기술의 변화는 무차별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급변하는 비
즈니스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조직의 역량은 한층 중요할 수 있으며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직의 자원을 다각도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요구된다. 이론적
측면에서 조직의 동적 역량은 근본적으로 급변하는 환경에서 조직의 자원을 변환시키
는 조직의 새로운 능력으로 정의되고 있다. 선행 연구에서도 비즈니스 환경이 급변할
수록 강화된 조직의 동적 역량이 필요하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장수덕·주연매,
2014; Pavlou and El Sawy, 2006).
대기업처럼 자원과 인재가 풍부한 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면 훨씬 더 탄탄한 정보기술 기반 동적 역량을 함양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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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불확실성은 산업과 제품 변화의 급변함을 대변하는 환경적 불확실성을 넘어 기
술의 불확실성, 시장에서 제품과 경쟁자 변화의 불확실성 등이 기업의 역량에 각기
다른 역량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Jaworski and Kohil, 1993; Pavlou and
El Sawy, 2010). 또한 중소기업이 시장 및 기술, 환경의 불확실성이 주는 강도를 조
절한다면 자사의 역량을 집중하여 다양한 혁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이 주장되
고 있다(권상집, 2017; 유세준, 2004; 장수덕·강태헌, 2010).
정보기술 기반 동적 역량은 정보기술을 통해 전통적인 조직의 동적 역량을 한층 더
증진시켜 조직 민첩성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등과 같이 불확실한 비
즈니스 환경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환경과 기술, 시장과 관련된 변화의 폭과 넓이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Mikalef and Pateli(2017)은 정보기술 기반 동적 역량이
역동성, 이질성, 적대성이라는 환경 변화의 범위와 유형에 따라 시장과 운영 민첩성에
상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고 Tallon(2008)은 불확실한 비즈니스 환경에서
전략적으로 활용되는 조직의 정보기술이 비즈니스 민첩성을 긍정적으로 조절할 수 있
다는 것을 실증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도 환경의 변화 강도에 따라 기업의 동적 역량과 조직의 경쟁우위,
변화관리 능력 간의 관계는 조절된다고 강조하였다(Zollo and Winter, 2002). 특히,
Drnevich and Kriauciunas(2011)는 동태적 환경에서 동적 역량이 조직성과 및 변
화에 미치는 효과가 보다 높아진다는 결과를 제시, 불확실성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
다. 결과적으로 중소기업 또한 시장과 기술, 환경 변화에 맞춰 동적 역량을 더욱 강화
하였을 때 조직 민첩성을 활발하게 증폭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선행 연구를 토대로 불확실성이 주는 조절효과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가설 2를 도출
하였다.
H2 : 환경, 기술, 시장의 불확실성은 중소기업의 정보기술 기반 동적 역량과 조직
민첩성 사이를 긍정적으로 조절할 것이다.
Ⅳ. 연구방법
1. 자료 수집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 수집이 이루어졌으며 2018년 10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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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30일까지 약 6개월 동안 자료 수집을 진행하였다. 조사 대상은 한국벤처
기업협회에서 진행한 ICT 중소기업 실태조사 자료를 참고하여 무작위 샘플링을 통해
이루어졌다. ICT 산업은 인공지능,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사이버 보안, 디지털 헬스
케어 등으로 대두되는 다양한 신기술이 등장하고 있으며, 다른 산업에 비해 역동적으
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국내 ICT 시장 크기의 한계로 인하여 국내 기업의 글로벌 시
장 진출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특성이 나타난다. 설문지는 공문, 이메일,
구글 Survey 등을 통해 전달되었고 해당 기업의 임원급 이상이 응답할 것을 요청하
였다. 본 연구를 위해 6개월간 수집한 286개 기업의 ICT 산업의 평균 업력은 평균
9.8년이며, 본 연구의 응답자는 근속 연수 6~10년 167명(58.4%), 1~5년 57개
(19.9%), 11~15년 51개(17.9%), 16~20년 11개(3.8%) 순으로 조사되었다. 측정은
리커트 5점 척도로 이루어졌다. 총 303개의 기업에서 설문지를 회수하였고 부적합한
17개의 데이터를 제외한 286개의 기업 데이터를 최종 확보할 수 있었다.
2.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는 조직이 보유한 정보기술 기반 동적 역량이 조직 민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표 1>과 같이 선행 연
구를 토대로 연구 변수를 도출하고 정의하였으며 각각의 측정항목을 개발하였다.
<표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변수

조작적 정의

정
보
기 감
술 지
기
반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시장의
변화를
빠르게
감지하는
정도

동
적

SEN1
SEN2
SEN3
SEN4
SEN5

정보기술을 SIE1
활용하여
기회를
역 포
SIE2
량 착 포착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정도 SIE3

측정항목
조직의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ㆍ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파악할 수 있는 정도
ㆍ비즈니스 영역에서 불확실성을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정도
ㆍ비즈니스 환경에서 기회와 위기를 탐지할 수
있는 정도
ㆍ고객의 니즈와 일치하는 제품 개발을 검토할
수 있는 정도
ㆍ신제품 개발과 기존 제품을 개선하기 위한 아이
디어를 파악할 수 있는 정도
시장에서 기회와 위기가 확인되면 조직의 정보
기술을 활용하여 …
ㆍ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한 정도
ㆍ올바른 의사결정이 가능한 정도
ㆍ효과적인 계획 수립이 가능한 정도
ㆍ시장상황에 따라 전략 수립이 가능한 정도

연구자
Mikalef
and
Pateli
(2017)
Torres
et al.
(2018)
Yeow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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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E4
ㆍ액션플랜의 명확한 전달이 가능한 정도
SIE5
ALI1 시장의 기회와 위기 상황을 대응할 때 조직의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
정보기술을
다양한 기능적 활동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ALI2 ㆍ조직의
조정할
수
있는 정도
위기를
정 기회와
ㆍ
고객
,
비즈니스
파트너, 유통업체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합 대응하기
보다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정도
위해 ALI3 ㆍ작업의 결과물을 조직
내외부의 부서와 비즈
조직 전반을
니스
파트너에게
동기화되어
활용할 수 있는
조정하는 정도
정도
ALI4 ㆍ중복 작업과 활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정도

재
구
성

REC1 시장의 기회와 위기 상황을 대응할 때 조직의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
정보기술을
ㆍ예기치 않은 변경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
활용하여 REC2 할 수 있는 정도
ㆍ파트너 관계 종료 후 우리 조직이 원하는
기회와 위기
새로운 비즈니스 파트너를 쉽게 구성할 수
상황에 맞게
있는 정도
조직 전반을
재구성하는 REC3 ㆍ비즈니스 우선순위 변화에 대응하고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조정할 수 있는 정도
정도
ㆍ새로운 생산적 자산을 만들기 위해 비즈니스
REC4 프로세스를 재구성할 수 있는 정도

AGI1 주요 경쟁사와 비교해 봤을 때 우리 기업이…
ㆍ고객 수요에 빠르게 응답할 수 있는 정도
AGI2 ㆍ시장의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출시에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정도
조직
ㆍ경쟁사의
가격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여 새로운
AGI3 가격 정책을
민첩성
수립하는 것이 가능한 정도
ㆍ새로운 지역 및 글로벌 마켓을 확장할 수 있는
AGI4 정도
ㆍ제품과 서비스를 확장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AGI5 유연한 정도
TURB
불
산업과 제품의 1
확 환
변화를
ㆍ산업의 환경 변화와 예측이 매우 어려운 정도
실 경 예측하는 것이 TURB ㆍ제품 영역의 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정도
성
불확실한 정도 2
주요 경쟁사와
비교해
봤을 때
시장 변화에
빠르게
반응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
변화의 속도

Chen
et al.
(2014)
Tallon
and
Pinson
neault
(2011)
Jawors
ki and
Kohli
(1993)
Pavl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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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변화와
기
속도를
술 예측하는 것이
불확실한 정도
시장에서
제품과
경쟁자
시
변화를
장 예측하는 것이
불확실한 정도
자료: 저자 작성

TURB
3
TURB
4
TURB
5
TURB
6

ㆍ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정도
ㆍ기술 개발이 기회를 제공하는 정도
ㆍ시장에서 신제품 소개가 빈번한 정도
ㆍ시장에 경쟁자가 많은 정도

and El
Sawy
(2006)

V. 연구결과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Smart PLS 3.0과 SPSS 22.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
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변수들의 집중타당성(convergent validity)과
내적일관성(internal validity)을 검증하기 위해 Cross Loading 값과 크론바흐 알파
(Cronbach's α) Test, 합성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자료 수집에 있어서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
는지 검증하였다(Podsakoff et al., 2003). 둘째, 각 변수들 간의 판별타당성
(discriminant validity)을 검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연구 변수 간의 상관관계 계수와
평균분산추출값(average variance extracted)을 분석하여 그 제곱근 값을 비교하였
다. 셋째, 2차 요인 모형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2차 요인의 계층적 성분 접근법
(hierarchical component approach)을 활용한 분석을 수행하였다(Wetzels et al.,
2009). 마지막으로 도출된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분석을 실시하였다.
1. 타당성과 신뢰성 분석

신뢰성이란 도출된 연구 변수의 측정 항목이 일관성 있게 측정되었는지를 나타내는
값을 의미한다. 도출된 각 변수들의 측정 항목의 내적 일관성은 크론바하 알파를 사
용하여 검증하였다. 일반적으로 사회과학 연구에서 측정 대상이 조직 수준일 경우, 크
론바하 알파는 0.7 이상이면 측정 도구의 신뢰성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Nunnally, 1978). 각 측정 항목에 대해 측정 모형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확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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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각 측정 항목들의 교차요인 적재값과 합성신뢰도
를 통해 측정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교차요인 적재값은 0.7 이상, 합성신뢰도
는 0.7 이상으로 분석되어 측정 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해당 결과는 <표
2>와 같다.
추가로 연구 변수 간의 판별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각 잠재 요인의 평균분산추출
값을 도출하고 이를 제곱근한 값과 변수 간의 상관계수를 비교하였으며, 평균분산추출
값의 제곱근이 상관계수보다 높으면 판별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Fornell and
Larcker, 1981). <표 3>을 보면 연구 변수 간의 상관계수보다 평균분산추출값의 제
곱근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써 본 연구의 주요 변수 모두 판별타당성을
확보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설문 응답자가 모든 설문 문항에 답변, 자료 수집이 이루어
졌기 때문에 동일방법편의의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가능성을 최소화하
기 위해 Podsakoff et al.(2003)이 제안한 몇 가지 절차를 시행하였다. 먼저 자료를
수집하는데 있어서 응답자의 익명성과 기밀성을 보장하였다. 그 다음으로 질문의 내용
을 각각 분리하여 무작위로 배치함으로서 설문에 참여하는 인식을 최소화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의 검증은 Harman의 1차 요인 테스트를 통해 이루어졌다. 먼저 단
일 요인의 분산 설명력을 확인하기 위해 Varimax 회전을 사용한 주성분 분석을 수
행하였다. 그 결과 1보다 큰 고유값(eigenvalue)을 가진 9개 이상의 요인이 분석되었
으며, 첫 번째 요인의 설명력은 총 분산의 29.85%를 차지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동
일방법편의는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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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변수의 신뢰성과 타당성 분석 결과
연구 변수
감지

정보
기술

포착

기반
동적
역량

정합

재구성

조직 민첩성
환경
불확실성

기술
시장

자료: 저자 작성

항목
SEN1
SEN2
SEN3
SEN4
SEN5
SIE1
SIE2
SIE3
SIE4
SIE5
ALI1
ALI2
ALI3
ALI4
REC1
REC2
REC3
REC4
AGI1
AGI2
AGI3
AGI4
AGI5
TURB1
TURB2
TURB3
TURB4
TURB5
TURB6

교차요인
적재량
0.851
0.867
0.879
0.870
0.898
0.830
0.900
0.833
0.861
0.859
0.915
0.922
0.900
0.907
0.852
0.866
0.921
0.851
0.877
0.860
0.840
0.796
0.918
0.957
0.937
0.939
0.942
0.932
0.942

합성 신뢰도

Cronbach
Alpha

평균분산
추출값(AVE)

0.941

0.922

0.762

0.932

0.909

0.734

0.951

0.932

0.830

0.927

0.895

0.762

0.934

0.911

0.738

0.946

0.886

0.897

0.938

0.869

0.884

0.935

0.861

0.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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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상관계수와 판별타당성 분석
상관계수
정보기술 기반 동적 역량
연구 변수 평균 표준
조직
편차
민첩성
감지 포착 정합 재구성
정보 감지 4.078 0.871 0.873
기술 포착 3.803 0.837 0.406 0.857
기반
동적 정합 3.836 0.970 0.336 0.333 0.911
역량 재구성 3.747 0.863 0.350 0.380 0.230 0.873
조직 민첩성 3.871 0.823 0.335 0.523 0.351 0.388 0.859
환경 3.371 1.071 -0.052 -0.118 -0.073 -0.030 -0.298
불확 기술 3.530 1.097 0.249 0.359 0.327 0.251 0.459
실성
시장 4.016 0.880 -0.014 0.052 0.024 0.055 -0.025
주: 대각선 값은 평균분산추출값(AVE)의 제곱근(Square Root of AVE)임
자료: 저자 작성

불확실성
환경 기술 시장

0.947
0.005 0.940
0.079 0.162 0.937

2. 2차 확인적 요인분석

본 연구는 정보기술 기반 동적 역량의 2차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성을 검증
하였다. 2차 요인 모형에 관한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정보기술 기반 동적 역량을
각각 반영지표로 설정하고, 계층적 성분 분석을 이용하여 2차 확인적 요인분석을 진
행하였다(Wetzels et al., 2009). 2차 확인적 요인분석의 검증 방법은 1차 요인 모형
과 2차 요인 모형의 교차 요인 값을 비교함으로써 2차 요인 모형이 연구 가설 검정
을 위한 연구모형 구성으로 타당한지 검증할 수 있다. 계층적 성분 분석의 결과는
<표 4>에 제시하고 있으며, 정보기술 기반 동적 역량의 2차 요인 모형의 교차요인 값
이 대부분 1차 요인 모형의 교차요인 값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2차 요인 모형을
이용한 구조 모형 분석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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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정보기술 기반 동적 역량의 2차 요인 모형 검증 결과
연구변수

항목

감지

정보기술
기반
동적 역량

포착

정합

재구성

자료: 저자 작성

SEN1
SEN2
SEN3
SEN4
SEN5
SIE1
SIE2
SIE3
SIE4
SIE5
ALI1
ALI2
ALI3
ALI4
REC1
REC2
REC3
REC4

1차 요인모형
0.851
0.866
0.879
0.870
0.898
0.830
0.900
0.833
0.861
0.859
0.915
0.922
0.900
0.907
0.852
0.866
0.921
0.851

2차 요인모형
0.857
0.870
0.880
0.862
0.898
0.837
0.901
0.833
0.858
0.854
0.910
0.922
0.902
0.910
0.853
0.869
0.919
0.848

3. 가설 검정

구조 모형을 통한 가설 검정은 PLS 3.0을 이용하여 부트스트래핑 기법으로 경로계
수를 분석하였다. 부트스트래핑 기법은 표본 자료로부터 복원 추출을 통해 동일한 분
포를 갖는 측정치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PLS경로 모형에서 경로계수의 유의성을 평가
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사용된다(Tenenhaus et al., 2005). 본 연구에서는 초기
286개의 샘플을 5,000개의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표본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
다. 구체적으로 연구 모형 1에서는 조직 민첩성에 영향을 주는 상시 근로자 수와 사
업 기간을 구간에 따라 통제하였다. 연구 모형 2에서는 기업이 보유한 정보기술 기반
동적 역량과 조직 민첩성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있으며, 연구 모형 3부터 8까지는 불
확실성을 환경, 기술, 시장으로 구분하여 조절효과를 각각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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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보유한 정보기술 기반 동적 역량과 조직 민첩성 간의 관계를 밝히기 위한
연구 모형 2를 분석한 결과, 정보기술 기반 동적 역량(경로계수=0.565, p<0.001)은
조직 민첩성(R²=0.325)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결과
가 나타나 가설 1은 채택되었다. 정보기술 기반 동적 역량과 조직 민첩성 간의 관계
에서 불확실성의 조절효과를 규명하기 위하여 가설 2를 환경, 기술, 시장으로 구분하
여 분석한 결과 일부의 가설이 채택되었다. 채택된 가설의 조절효과 크기는 Cohen(1988)
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f²= (R² included-R² excluded)/(1-R² included)를 계산하
여 작음(f²=0.02), 중간(f²=0.15), 큼(f²=0.35)으로 나타내었다.
연구 모형 3과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정보기술 기반 동적 역량과 조직 민첩성
사이에서 환경적 불확실성(경로계수=0.173, 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긍정적인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간 정도의 조절효과(f²=0.058)가 있
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 모형 5와 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정보기술 기반 동적 역
량과 조직 민첩성 사이에서 기술적 불확실성(경로계수=-0.102, p<0.05)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부정적인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간 정도의 조절효과
(f²=0.025)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연구 모형 7과 8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정보기술 기반 동적 역량과 조직 민첩성 사이에서 시장의 불확실성은 통계적으
로 유의한 결과가 발견되지 않아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는 <표
5>와 <표 6>에 상세히 제시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호작용의 결과를 도식화한 [그림 2]와 [그림 3]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은 내용을 엿볼 수 있다. 먼저 환경 또는 기술적인 변동성에 의한 불확실성이
증가할수록 조직에서 높은 수준의 정보기술 기반 동적 역량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으
며, 높은 수준의 정보기술 기반 동적 역량은 조직 민첩성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더욱이 [그림 2]를 보면 환경적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정보기술 기반의 동
적 역량이 조직 민첩성에 미치는 영향은 기술적 불확실성의 상황보다 훨씬 더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4차 산업혁명 환경이 도래한 것에 비추어 볼 때 ICT 산
업에서는 더 이상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판단, 예측하기 어려우며 중소기업이라고 하
더라도 조직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정보기술 기반 조직 역량이 요구된다
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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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PLS 경로계수 결과 (표준화 경로계수, N=286)
분석 내용
상시
근로자수
통제
변수
사업 기간
정보기술 기반 동적 역량
→ 조직 민첩성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모형6 모형7 모형8
-0.025 -0.052 -0.059 -0.032 -0.077 -0.087 -0.047 -0.048
0.101 0.082 0.074 0.046 0.125 0.143 0.082 0.082
**

**

0.565 0.541 0.497 0.442 0.406 0.566 0.548
***

***

***

***

***

***

***

환경적 불확실성
-0.243 -0.260
→ 조직 민첩성
(정보기술 기반 동적
역량 X 환경적
0.173
불확실성)
→ 조직 민첩성
기술적 불확실성
0.295 0.269
→ 조직 민첩성
조절 (정보기술 기반 동적
변수 역량 X 기술적
-0.102
불확실성)
→ 조직 민첩성
시장의 불확실성
-0.044 -0.029
→ 조직 민첩성
(정보기술 기반 동적
역량 X 시장의
0.077
불확실성)
→ 조직 민첩성
R²
1.0% 32.5% 38.3% 41.7% 39.5% 40.9% 32.7% 32.2%
***

***

**

***

***

*

ΔR²
f²
자료: 저자 작성

1.0% 31.8% 37.4% 40.6% 38.6% 39.9% 31.8% 32.0%
0.058

0.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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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연구결과 요약
표준화
경로계수
H1 정보기술 기반 동적 역량 → 조직 민첩성
0.565
(정보기술 기반 동적 역량 X 환경적 불확실성) → 조직 민첩성 0.173
H2 (정보기술 기반 동적 역량 X 기술적 불확실성) → 조직 민첩성 -0.102
(정보기술 기반 동적 역량 X 시장의 불확실성) → 조직 민첩성 0.077
주: ***p < 0.001; **p < 0.01; *p < 0.05
자료: 저자 작성
경로모형

***

**

*

조절
효과
작음
작음
없음

특히 ICT 산업에서는 환경이 안정적일지라도 높은 수준의 조직 민첩성이 유지하고
있는 것이 경쟁우위를 달성하는데 유리하다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환경적인 변동성이
큰 경우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이 요구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ICT 산업의 경우 기술 변동성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정보기술 기반 동적 역량
이외 별도로 변화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의 유연한 역량이 요구된다는 점
을 추론할 수 있다. 즉, 본 연구에서는 기술의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정보기술 기반 동
적 역량은 오히려 조직 민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 연구에서도 일부 학자는 기술 및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면 어떤 기술을 구축
해야 하는지 기업 스스로 모호해지고 결과적으로 조직의 변화관리 대응까지 늦어진다
는 점을 제기하고 있다. 즉, 기존 루틴(routine)한 과정을 보다 탄탄히 유지하는 것이
경쟁우위에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기도 했으며(Zott, 2003) 학문적 관점에서도 여전
히 동적 역량과 조직 민첩성 간의 중요한 경계 요건인 시장, 기술 등의 불확실성과
동태적 변화 강도에 대해서는 이론적 견해 차이가 존재하기도 한다(Eisenhardt and
Martin, 2000; Zahra et al., 2006; Zollo and Winter, 2002).
본 연구 역시 기술적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중소기업의 정보기술 기반 동적 역량과
조직 민첩성 간의 긍정적 관계는 역설적으로 부정적인 흐름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자원 부족과 외부 환경에 대한 안테나를 세우기 힘든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에
관한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어떤 기술을 확보하고 어떻게 변화에 대처해야 하는지 더
욱 혼란을 느끼기에 기술적 불확실성에 대해서 향후 중소기업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
는지 과학기술정책 차원에서 좀 더 많은 고민과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예컨대, 중소
기업의 경우 선제적으로 탐험과 활용 등의 양면적 역량을 동시에 추구해야 과학기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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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기술적 불확실성의 부정적 효과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Simsek et al., 2009;
Uotila et al., 2009; Winter, 2003).
[그림 2] 환경적 불확실성 조절효과

자료: 저자 작성

[그림 3] 기술적 불확실성 조절효과

자료: 저자 작성
VI. 결론

1. 학문적 공헌도 및 실무적 시사점

본 연구를 통해 중소기업의 정보기술 기반 동적 역량은 조직 민첩성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고 환경적 불확실성은 동적 역량과 조직 민첩성 사이를 긍정적으로 조절한
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가 도출한 학문적 공헌도
및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문적 관점에서 본 연구는 ICT 산업에 속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보기술
기반 동적 역량의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과학기술정책 및 중소기업 연
구 영역을 한층 더 확대했다. 기존 과학기술정책 연구에서도 정보기술 역량이 조직
민첩성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점이 확인되었지만(곽기영·홍문경, 2011)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아 자원과 기술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는 정보기술 역량
이 민첩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고찰이 부족했다. 그러나 본 연구는 IT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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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역시도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환경의 기회와 위기를 감지하는 동적 역량을 통
해 조직 민첩성에 기여한다는 점이 입증되었고 이는 기존 선행 연구의 결과(Hiltz
and Wellman, 1997)와도 일치하는 결과를 도출했다.
둘째, 본 연구는 동태적인 환경 변화의 조절효과 검증을 통해 동적 역량에 관한 상
황론적 관점을 다시 한 번 보강하였다(김국태·허문구, 2016). 선행 연구들은 당위론적
주장에 머물러 있었고 환경의 영향이 중요하다는 일반론적 결론에 그친 경우가 많았
다(Barreto, 2010). 본 연구는 정보기술 기반의 동적 역량도 환경, 기술, 시장의 불확
실성에 따라 동적 역량이 조직 민첩성에 미치는 영향이 각기 다르다는 점을 제시하여,
불확실성의 조절효과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구체적인 실증적 결과로 제시, 정보기술
기반의 동적 역량과 조직 민첩성 간의 관계에 대한 불확실성 효과의 경험적 지지를
제공하고 있다(Drnevich and Kriauciunas, 2011; Schike, 2014).
예를 들어, 정보기술 기반의 동적 역량과 조직 민첩성 간의 관계에서 산업의 환경
변화와 예측이 어려운 상황, 제품 영역의 지속적인 변화 환경 등 환경의 불확실성은
긍정적인 조절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술 개발의 기회 및 기술의
빠른 변화를 포괄하는 기술적 불확실성은 오히려 중소기업의 정보기술 기반 동적 역
량과 조직 민첩성 간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제품의 등장 및
시장의 경쟁 상황 등 시장의 불확실성 역시 조직 민첩성에 미치는 정보기술 기반의
동적 역량 관계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본 연구는 실증 분석을 통해
새롭게 제안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 부분을 더욱 더 확고히 고찰해야 한다.
실무적 관점에서 본 연구는 첫째, 중소기업의 조직 민첩성을 증진하는데 필요한 효
과적인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조직이 민첩하게 움직인다는 것은 결국 다양한 환경의
시그널을 인지하고 효과적으로 이에 대응한다는 뜻을 의미한다. 기존 연구는 중소기업
이 어떻게 조직 민첩성을 높여야 하는지 실무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주지 못했다. 가
령, 경영자가 경영 환경 변화에 대해 예의주시해야 한다거나 신속한 의사결정을 추구
해야 한다는 진부한 결론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았다(Makadok, 2001; Teece et
al., 1997). 그러나 본 연구는 중소기업이 정보기술 기반 동적 역량을 탄탄하게 확보
해야 효과적인 조직 민첩성을 구현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객 수요
에 빠르게 응답할 수 있고 경쟁사의 가격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가격
정책 수립 등의 구체적인 솔루션이 조직 민첩성의 적절한 예가 될 수 있음을 본 연구
의 설문 문항은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소기업은 글로벌 마켓 확장, 유연한 제품
및 서비스의 확장 등에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 조직의 역동적인 변화 대응
능력까지 키울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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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본 연구는 불확실성을 각각 다르게 인지, 준비해야 함을 중소기업 경영자 및
실무진에게 제안하고 있다. 예측할 수 없는 환경인 불확실성을 좀 더 자세히 나눠보
면 환경, 기술, 시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정보기술 기반 동적 역량은
환경의 불확실성에는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 될 수 있지만 기술 및 시장 변화에는 또
다른 역량을 개발, 축적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구성원의 정보기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투자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지만 정보기술 기반 동적 역량에 모든 걸
의존하는 방식은 기술 및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현 시점에는 다소 적절하지 않다
는 점을 교훈으로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정도와 시장의
경쟁자 숫자, 신제품 등장 정도에 대한 기술과 시장의 불확실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역량을 중소기업 경영자는 갖추어야 하며 과학기술정책 연구자도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정보기술이 핵심
인 ICT 기업 경영자들과 과학기술정책 연구자는 향후 기술과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
응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좀 더 심사숙고해서 추후 미래 전략과 제도적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2. 본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방향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연구의 한계가 존재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고 더
나은 연구 결과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첫째, 본 연구는 전체 모든 업종에 속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지 않
았다.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 ICT 중소기업과 달리 다른 분야의 제조업에 속한 중소기
업, 문화콘텐츠 분야에 속한 중소기업은 또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기에 본 연구 결과
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정보기술 기반의 동적 역량에서 ‘어떤 정보
기술’을 중소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인터넷 사용에서 인공
지능, 사물인터넷 등으로 정보기술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기에 이와 관련된 범위로 후
속 연구를 진행한다면 과학기술정책 입안자 및 중소기업 경영진에게 더 나은 시사점
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기술 및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처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도출하지 못했다. 본
연구에 의하면 정보기술 기반 동적 역량과 조직 민첩성 간의 관계를 환경적 불확실성
은 긍정적으로 조절하고 있지만 기술 및 시장의 불확실성은 둘 간의 관계를 부정적으
로 조절 또는 조절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과학
기술정책 연구자 및 중소기업 경영진에게 기술 및 시장의 불확실성에는 어떻게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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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해답을 제공하지 못했다. 후속 연구는 좀 더 다양한 매개 변수,
조절 변수 등을 추가하여 기술 및 시장 불확실성과 정보기술 기반 동적 역량, 조직
민첩성 간의 관계를 다양하게 분석, 밝혀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 ICT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석이 진행되었
지만 실제 데이터를 수집할 때 정량적인 재무적 정보, 예를 들어 기업 성과를 측정하
지 않아 조직 민첩성이 높아진 기업이 매출액, 이익 등의 성과도 정말 좋아졌는지 정
밀하게 파악하지 못했다. 만약, 정보기술 기반 동적 역량이 조직 민첩성을 높이고 결
과적으로 기업 성과에도 유의한 영향을 준다면 더 나은 파급효과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는 반드시 기업 성과를 포함하여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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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IT Based Dynamic Capability on
Organizational Agility of SMEs in Korea:
Focusing on The Moderating Role of Uncertainty

Ahn Kyungmin, Kwon Sangjib
Abstract

Despite the importance of IT based dynamic capability of SMEs, there have been few
studies on its effects and mechanism. This research suggests a research model that
proposes key process of dynamic capability based on information technology of SMEs
and organizational agility and analyzes it empirically. In addition, the moderating roles
of environmental, technological, and market characteristics, in terms of uncertainty,
were also analyzed. The data of 286 IT firms, consisting of SMEs, were analyzed to
verify the hypotheses. The empirical tests indicate that IT based dynamic capability
positively influenced organizational agility of SMEs. Also, environmental uncertainty positively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IT based dynamic capability and organizational agility. This study contributes to expand the research domain of SMEs from IT
based dynamic capability to organizational ag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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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 50년의 주요 의제 분석
- 뺷과학기술 50년사뺸를 중심으로 서호준*1)
초록

본 연구는 과학기술의 정책이슈를 빅데이터적으로 접근한 사례가 많지 않아 객관적·과학적인 정책의제
형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
50년의 주요 의제를 도출하였다 .
뺷과학기술 50 년사 뺸를 분석 자료로 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결과 , 과학기술 / 사업 / 기술 / 정책 /
연구개발 / 인력 / 정부 / 연구 / 개발 / 국가 등이 상위 키워드로 나타났으며, 도출된 36개 키워드를
거시체제(5개), 미시 정책목표(15개), 분야별 정책(12개), 정책수단(4개) 등 4개 그룹으로 유형화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결과를 바탕으로 과학기술정책의 효율성 개선을 통한 과학기술의 성과 향상이 필요한 점,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과학기술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환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과학”분야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육성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주요 정책수단인 “출연”과 “연구기관”을
합리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는 점, 정책 우선순위 설정의 객관화가 필요한 점 등을 정책의제로 제시하였다.

주제어 과학기술정책 년 정책의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텍스트 마이닝 소셜 네트워크 분석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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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보증기금 대구경북영업본부 선임차장, 행정학박사, horay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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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우리나라와 같이 부존자원은 빈약한 반면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국
가의 경제발전은 이른바 ‘노동집약적’ 산업에서부터 그 단초를 찾을 수밖에 없는데, 이
러한 산업발전의 단계는 우리의 경제 발전사를 통해 상당부분 규명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초기의 경제발전모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간 축적한 자본을
바탕으로 ‘자본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재편된 다음 ‘기술집약적’ 산업이 국가경제발
전과 경쟁력을 좌우하게 된다는 것은 경제학자가 아닌 일반인들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식으로 통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기술집약형 산업으로의 전면적인
산업구조 재편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라 할 수 있는데, 적지 않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도출하고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과학기술에 대한 정부, 학계, 언론, 일반 국민들의 절대적인 관심에도 불구
하고, 실질적이고도 가시적인 성과가 우리 경제 전반에 파급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울
듯 하다. 특히 중국과 일본 사이에 힘겹게 자리잡고 있는 지정학적 모습에서 우리 과
학기술의 현주소가 클로즈업되는 것은 기우(杞憂)에 불과한 것일까?
과학기술분야의 경우 그 개발과 상용화에 상당한 시간과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민간에만 그것을 맡겨둘 수 없는 특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즉 정부 등 공공부문
의 기여가 그 어느 분야보다 절실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과학기술정책이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간 과학기술정책분야를 다룬 연구들이 양적으로 결코 적지 않았지만, 상당수의
연구들은 ‘~ 해야 한다’, ‘~할 필요가 있다’와 같이 주관적으로 정책방향을 제시하거
나, 실증적·객관적 접근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분석과제나 대상의 선정이 결국에는
연구자의 주관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들과는 다른 차원에서 과학기술정책을 다루고자 하
는데 빅데이터 기반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text network analysis)”을 통해 우리나
라 과학기술정책의 주요 이슈를 도출함으로써, 과거 정책분석에 기반한 향후 정책의제
(agenda)를 설정하고자 한다.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은 문장 단위로 구성되는 수많은
정보들로부터 핵심적인 키워드(keyword)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의미내용을 재조합·
재해석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정량적 접근의 장점을 가질 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접근도 가능하다는 차원에서 최근 이공분야는 물론 인문, 사회과학, 예체능 분야에 이
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기법이지만, 과학기술정책 분야에서는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정책의제 설정에 한계를 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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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바로 여기에 본 연구의 착안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웹(web)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정보들에 대해 제대로 된 검증을 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50년을 다룬 뺷과학
기술 50년사뺸를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의 원천으로 선정하였는데, 이는 정책의
역사적 맥락을 연결고리로 삼아 향후 정책의제를 도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는 이후, 다음의 순서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제2장은 본 연구의 이론적
논의 부분으로 과학기술정책의 개념과 과학기술 현황, 과학기술정책의 추진상황에 관
해 살펴본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적용될 분석기법인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기법에 관해
소개하고, 과학기술정책을 다룬 선행연구와 과학기술정책분야에서 텍스트 연구가 이루
어진 사례들을 검토한다. 제3장에서는 제2장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범위와
방법, 절차를 확정하여 연구를 설계한다. 제4장에서는 제3장의 연구설계에 따라 실증
분석을 수행하고, 제5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정리하여 정책의제를 설정한다.
Ⅱ. 이론적 논의
1. 과학기술정책의 개념과 추진 현황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책을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정책의 개념에
관해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정책(science & technology policy)은 문자
그대로 과학기술에 관한 정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를 조금 더 풀어서
보면 과학과 기술의 관리, 이용, 발전에 관한 정책이라 정의할 수 있다(위키피디아).
많은 선행연구들이 과학기술정책에 관해 정의하고 있지만, 정작 그 개념요소인 “과학”,
“기술”, “정책”의 의미를 나누어 살펴본 사례는 많지 않았다. 과학기술정책이 이들 세
단어를 구성요소로 하고 있음이 것이 명백한 이상 이들 각각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면
“과학기술정책”의 개념을 정립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과학(science)”
은 보편적인 진리나 법칙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체계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넓은 의미에서는 학문(學問)을 이르지만, 좁은 의미에서는 자연과학을 지칭한다(표준국어
대사전). 설성수(2011)가 정의한 바와 같이 탐색과 탐구로서의 “연구”와 “지식의 체계성”
을 지니고 있다면 과학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과학기술정책에서의 “과학”은 자연과학
(自然科學)1)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술(technology)”은 과학에 비해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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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개념정의가 시도되어 왔다. Betz(2003)는 ‘인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연
을 제어하는 지식’으로 정의하였으며, Schmookler(1996)는 기술을 ‘산업기술에 관한
지식’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국립국어원은 기술에 대해 ‘과학 이론을 실제로 적용하여
자연의 사물을 인간 생활에 유용하도록 가공하는 수단’으로 정의하였다(표준국어대사
전). 결국 “기술”은 과학적 원리를 실용적인 목적에서 인간의 생존조건을 변화시키기
위한 일체의 수단으로 볼 수 있는데, “과학”이 이론적·학문적 개념이라면 “기술”은 인
간의 생활조건 향상에 필요한 제반 수단을 의미하기 때문에 보다 실용적·경험적 개념
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정책(policy)”에 관해서도 비교적 다양한 정의가 이루어져 왔는데, Lasswell
and Kaplan(1970)은 “정책”을 ‘목적 가치와 실행을 투사한 계획’으로 정의하였으며,
Pressman and Wildavsky(1979)은 ‘목표와 그것의 실현을 위한 행동’으로 정의한
바 있다. Dror(1983)는 “정책”을 ‘주로 정부기관에 의해 결정되는 미래를 지향하는
행동의 주요지침으로서 이러한 지침은 최선의 수단에 의해 공익의 달성을 공식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고 보아 정책의 정의를 보다 구체적인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국내에
서도 정정길 외(2003)는 ‘바림직한 사회상태를 이룩하려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에 대하여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하는 기본방침’
으로 정의함으로써 “정책”을 정의하기 위해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의 개념을 활용하였다.
“정책”의 개념은 논자에 따라, 혹은 그 목적이나 수단에 따라 상당히 다양한 차원에서
정의될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는 “정부기관”에 의해 “공익실현”이라는 정책목적을
달성하고자 시행되는 “정책수단”들의 “근본지침”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상기와 같은 “과학”과 “기술”, “정책”의 정의를 바탕으로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개
념을 재정립한다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즉 ‘자연현상 등에 대한 이해를 조직화한 지식
체계로서의 “과학”과 과학적 이론을 토대로 인간의 생존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체
의 수단으로서의 “기술”에 대해 정부기관이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일련
의 정책수단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지침’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뺷과학기술 50년사뺸를 대상으로 한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사를 실증적으
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과학기술정책
의 개요를 이해하는 것은 정책의제 설정을 위한 기초작업이라 할 수 있으므로 여기서
는 문재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과학기술정책 현황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문재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과학기술정책의 마스터 플랜인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
획 (2018~2022)｣는 다음 [그림 1]과 같은 추진체계를 갖고 있다.
1) 자연과학은 자연현상에 대한 이해를 조직화한 지식의 체계로 정의된다(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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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8~2022)｣는 ‘과학기술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인
류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비전으로 ‘미래도전을 위한 과학기술 역량 확충’, ‘혁신
이 활발히 일어나는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신산업·일자리 창
출’, ‘과학기술로 모두가 행복한 삶 구현’을 4대 전략으로 설정하고 있다.
첫 번째 전략인 ‘미래도전을 위한 과학기술 역량 확충’은 2022년까지 연구자주도형
기초연구를 2017년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의
수를 2017년 28명에서 2022년 40명 수준으로 늘리며, 과학기술 관심도도 2016년
37.7점에서 2022년 45점까지 상승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과학적 지
식탐구 및 창의·도전적 연구 진흥, 연구자 중심의 연구몰입환경 조성,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국민과 함께 하는 과학문화 확산, 과학기술 외교의 전략성 강화 등 5개 세부 추진
과제로 설정하였는데, ‘미래도전을 위한 과학기술 역량 확충’ 전략은 과학기술분야의 주
요 투입요소인 인적자원에 초점을 맞추어 과학기술인력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양적
으로 확대시키고자 하는 정책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그림 1]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추진 체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8),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8~2022)｣, p.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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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전략인 ‘혁신이 활발히 일어나는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은 혁신형 창업비
율과 연구원 천명당 산학연의 공동특허 건수를 2014년 21%와 2.3건에서 2022년
30%와 3건으로 각각 확대시키고, 지방정부의 과학기술 예산 비중도 2016년 1.07%
에서 1.63%로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한 세부 추진과제로 주체·
분야 간 협력·융합 활성화, 기술혁신형 창업·벤처 활성화, 경쟁력 있는 지식재산 창
출, 지역주도적 지역혁신 시스템 확립, 국민참여 확대 및 컨트롤타워 강화 등을 설정
하였는데, ‘혁신이 활발히 일어나는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전략은 과학기술분야의 투
입과 산출(output) 사이에서 교량 역할을 하는 “사업화(business)”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세 번째 전략인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신산업·일자리 창출’은 과학기술·ICT 관련
일자리 26만개를 2022년까지 창출하고, 글로벌 소프트웨어 전문기업의 수를 2016년
37개에서 2022년 100개로 확대시키며, 국민 1인당 산업부가가치 순위를 2016년 세
계 18위 수준에서 2022년까지 12위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부 추진
과제로서는 4차 산업혁명 대응기반 강화,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성장동력 육성, 제조업
재도약 및 서비스업 육성, 중소기업 육성, 과학기술 기반 일자리 창출 강화 등 5개를
설정하였는데,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신산업·일자리 창출’전략은 과학기술 진흥정책을
통해 가시적인 산출물을 도출하겠다는 정책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전략인 ‘과학기술로 모두가 행복한 삶 구현’은 건강노인비율을 2015년
21.1%에서 2022년 25%로 증가시키고, 재난재해안전 분야 기술수준을 2016년 73.5
점 수준에서 2022년 80점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한편, 초미세먼지 농도를 2017년 26
㎍/㎥에서 2022년 18㎍/㎥로 감축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건강하
고 활기찬 삶의 구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사회 구현, 쾌적하고 편안한 생활
환경 조성, 따뜻하고 포용적인 사회 실현 등 4개 세부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있는데
‘과학기술로 모두가 행복한 삶 구현’전략은 투입에 대한 단순 산출을 넘어 과학기술정
책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정책가치에 관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미래도전을 위한 과
학기술 역량 확충’전략은 정책에 관한 투입요소이고, ‘혁신이 활발히 일어나는 과학기
술 생태계 조성’전략은 투입이 산출물을 창출하기 위한 연결고리로서 기능하며, ‘과학
기술이 선도하는 신산업·일자리 창출’전략이 가시적인 결과물에 관한 것이라면 ‘과학
기술로 모두가 행복한 삶 구현’전략은 궁극적인 정책가치에 관한 것으로 최종적인 성
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책으로서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2018~2022)｣는 이처럼 정책투입으로부터 최종적인 성과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정책조준(policy targeting)2)이 제대로 설정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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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과학기술정책의 개요를 투입으로부터 성과에 이르는
프로세스를 통해 살펴보았으나,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내용만으로는 이전 정부
의 과학기술정책 의제와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정확히 판별하기는 어렵다. 이와
관련해서는 후술하는 선행연구 검토 부분에서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의 시기별 특성
을 간략하게나마 살펴보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의 50년 역사를 통해 과학기술정책의 주요
의제를 도출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텍스트 마이닝의 원
천으로 ｢과학기술 50년사｣를 선정하고자 한다. 따라서 뺷과학기술 50년사뺸의 기본 체
계와 개요에 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017년은 지난 1967년 과학기술을 전담하는 정부부처로서 과학기술처가 설립된
지 50년이 되는 해로 뺷과학기술 50년사뺸는 이러한 지난 50년간의 우리나라 과학기술
관련 주요 정책과 제도를 역사적으로 재조명하기 위해 2016.4월 舊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 관련 연구용역을 위탁하여 2017.8월 최종 발간되었다. 뺷과학기
술 50년사뺸가 발간되기 이전에도 과학기술업무를 관장하는 정부부처 차원의 역사편찬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는데, 그간의 경과는 아래 <표 1>과 같이 요약된다.
<표 1> 과학기술 관련 선행 역사편찬물

번호
발행처
제목
발행연도
1
과학기술처
뺷과학기술행정 20년사뺸
1987
2
과학기술처
뺷과학기술 30년사뺸
1997
3
과학기술부
뺷과학기술 40년사뺸
2008
4
교육과학기술부
뺷화보로 보는 과학기술 40년사뺸
2008
5
미래창조과학부
뺷과학기술 50년사뺸
2017
자료: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17), ｢과학기술 50주년 성과 분석 및 확산에 관한 연구｣, p. 1.

과학기술 50년사뺸는 총 3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에 관
한 시대사로 해방 후 과학기술 기반의 형성으로부터 대한민국 과학기술 정책 반세기,
성과와 과제에 이르기 까지 모두 6개 장, 168페이지로 편제되었다. 제2편은 우리나라
뺷

2) 정책조준의 개념에 관해 윤희숙·고영선(2011)은 ‘정책이 의도했던 대로 효과를 내도록 조준하는 것’으로
정의한 바 있다.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8~2022)｣는 본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적절한 정책조준
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실질적인 정책성과에 관해서는 면밀한 정책평가가 뒤따라야할 것으로
보인다.

178 ∙ 과학기술정책 | 제2권 제2호(2019.12.)

과학기술의 행정·정책사에 관한 것으로 과학기술 행정 체계로부터 과학기술 국제협력
까지 총 10개 장, 412페이지로 구성되었다. 제3편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분야별 발
전사에 관한 것으로 기초연구로부터 건설·철도·도로 분야까지가 망라되어 있으며, 총
10개 장, 556페이지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뺷과학기술 50년사뺸의 3개 편 중 과학기술 정책과의 관련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판단된 제2편 과학기술 정책과 행정의 변천을 대상으로 텍스트 마이닝을
수행하였다3).
2. 분석방법: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Text Network Analysis)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4)은 최근 전학문영역에서 걸쳐 주목받고 있는 빅데이터
(Big-Data) 분석의 하나인 만큼 빅데이터가 과연 무엇인가에 관해 살펴볼 필요가 있
을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디지털 혁명(digital revolution)으로 인해 우리 생활의 많
은 부분이 크게 바뀌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특히 데이터(data) 분야에서 두드러지
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볼 때 데이터의 양(volume)이 많으며, 그 형태(variety)가 다
양할 뿐만 아니라, 속도(velocity)가 빠른 이른바 “3V”를 특성으로 하는 데이터가 쏟
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가치(value)와 정확성(veracity)까지 포함시켜 빅데이
터의 특성을 “5V”로 이해하기도 한다. 빅데이터의 특성에 대한 접근이 이와 같이 변
화하고 있는 것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데이터의 가치와 정확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
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빅데이터의 출현은 연구대상에 대한 접근방법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딥 러닝(deep learning) 등이
데이터를 다루는 기존의 접근방법이었다면 빅데이터 시대에서는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소셜 네트워크(사회 연결망, social network) 분석, 텍스트 클러스터링(text
clustering) 등이 새로운 데이터 분석기법으로 자리 잡고 있다.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은 이러한 빅데이터 분석기법 중 텍스트 마이닝과 소셜 네트워크 분석이 결합된 분석
기법이다. 기존의 접근방법들이 데이터의 구조가 숫자와 같이 형태가 있고 연산이 가
능한 정형(structured) 데이터를 대상으로 했다면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은 데이터 구
조가 규범적인 형식을 준수하지 않는 반정형(semi-structured) 데이터와 일정하지 않
3) 제1편과 제3편에서도 과학기술 정책과 관련된 기술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세 편 모두를 대상으로 할 경우
동일한 시대에 관한 서술이 중첩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이슈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들에 대한
집중도가 더욱 높아져 분석결과가 왜곡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제2편만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4)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은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 언어 네트워크 분석,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등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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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데이터 구조를 갖는 비정형(unstructured)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는데, 가장 대표
적인 비정형·반정형 데이터가 바로 문자(text)라 할 수 있다.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은
이처럼 “텍스트”를 마이닝할 수 있다는 방법론적 장점으로 인해 이공학 분야는 물론,
인문과 사회과학, 예체능 분야를 망라하여 아주 높은 활용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텍
스트 네트워크 분석은 단순히 텍스트(키워드)의 추출에만 머무르지 않고, 추출된 텍스
트(키워드)들을 정량적인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출된 키워드들을 연
구자가 질적으로 재조합·재음미할 수 있다는 특성으로 인해 전통적인 정량분석과 정
성분석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대안적(alternative) 방법론으로 각광받고 있
다.
텍스트 마이닝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텍스트로 대표되는 반정형·비정형 데이터
를 대상으로 자연어 처리기술(natural language processing)을 활용하여 유용한 정
보를 추출·가공처리하는 기법으로서(김지숙, 2013: 17),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의 양적
내용분석(quantitative content analysis)을 담당하게 된다.
소셜 네트워크 분석은 사회 네트워크 분석 또는 사회 연결망 분석으로도 불리는데,
사회 연결망의 개별 개체가 되는 개인이나 집단간 연결구조에 대해 정량적인 상관관
계를 산출하는 기법으로서, 기본적인 분석단위는 노드(node)이다. 이러한 노드는 분석
대상 등에 따라 인명, 지명 등 상당히 다양한 대상을 지칭하게 되지만, 본 연구와 같
이 키워드 추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키워드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소셜 네트워크 분석은 이러한 키워드 상호간의 연결구조와 관계 등을 구조적으로 접
근하여 분석대상인 연결망의 정량정보를 산출하는 기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소셜 네트워크 분석은 매우 다양한 분석지표를 통해 분석대상 네트워크의 특성을
파악하게 되는데, 밀도(density), 중심성(centrality), 중심도(centralization) 등이 주
요 개념이자 대표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Scott, 2000). 아래에서는 이들의 개념에 관
해 상술한다.
밀도는 네트워크 내에 존재하는 각 키워드들의 연결이 많으면 많을수록 증가하는
정도를 계산한 것이며(박준석·김창식·곽기영, 2016: 213), 중심성은 특정 네트워크에
서 어느 한 키워드가 갖고 있는 상대적 중요성을 수치화한 것으로 연결정도 중심성
(degree centrality), 근접정도 중심성(closeness centrality), 매개정도 중심성
(betweenness centrality)의 활용도가 가장 높다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연결정도
중심성이 가장 대표적인 중심성 지표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어느 한 키워드에 대해
얼마나 많은 키워드들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수치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연결정
도 중심성을 수리적 형태로 나타내면 아래 식 (1)과 같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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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1)

식 (1)의 의미는 키워드 i의 연결정도 중심성은 키워드 i와 키워드j 간에 연결이 있
다면     로 표현된다는 것이며, 만약 연결이 없다면     로 표현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연결정도 중심성은 특정 키워드에 얼마나 많은 키워드들이 연결되어 있는지
를 산출하는 지표라 할 수 있는데, 근접정도 중심성은 특정 키워드와 또 다른 키워드
간의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계량화하는 지표이다. 매개정도 중심성은 어느
한 노드가 분석대상 네트워크 내에서 키워드들이 가장 밀집되어 있는 위치로 얼마나
짧은 경로를 통해 이동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로 만약 특정 키워드가 가장 짧
은 경로를 통해 가장 밀집되어 있는 위치로 이동할 수 있다면 그 키워드의 매개정도
중심성은 가장 높은 것으로 측정된다.
중심도는 네트워크 중심도를 의미하는데 분석대상 네트워크가 소수의 키워드에 집
중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Provan and Milward, 1995: 24), 소수의 키워드에
대해서만 집중적인 연결이 이루어질 경우 해당 네트워크의 중심도는 높아지게 되며,
소수 키워드에 대한 집중적인 연결 없이 중심점이 다극화될 경우 해당 네트워크 중심
도는 낮아지게 된다(정덕호·유대영, 2013: 84).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도출되는 키워드들은 수십 개에서 수백 개에 이르는데, 이들
키워드 하나 하나를 대상으로 개별적인 정책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매우
비효율적인 논의전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때문에 정제과정을 거친 키워드들을 몇
개의 그룹으로 유형화시킨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사한 패턴을 갖는 복수의 키워드들을 통해 주장의 논거를 강화하는 데 유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유형화 작업을 위해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몇몇 분석기법을 활용하게
되는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이면서 신뢰성 높은 기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CONCOR(Convergence of Iterated Correlations)분석이다. CONCOR 분석은 분
석대상인 두 개의 키워드가 다른 모든 키워드들에 관해 완전히 동일한 연결관계를 가
지는 경우 인정되는 구조적 등위성(structural equivalence)에 기초하고 있다
5) 본 연구에서는 연결정도 중심성에 초점을 맞추어 실증분석을 수행할 예정인 점을 감안하여 근접정도 중심
성과 매개정도 중심성의 산식은 지면관계상 생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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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rrain and White, 1971: 63)6). 동일한 연결관계인지를 판가름하는 것은 키워드
들로 구성되는 동시 출현 매트릭스에 기반한 피어슨(pearson) 상관계수라 할 수 있으
며, 이러한 상관계수의 산출은 키워드들이 속한 그룹이 더 이상 분할되지 않을 만큼
무한히 반복시킬 수 있지만, 사전에 몇 개의 그룹으로 분할시킬 것인지를 지정할 수
있다.
3. 선행연구 검토

사실 과학기술정책에 관한 논의는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다7). 따라서 선행연구
검토범위를 과학기술정책 분야 전체로 설정할 경우 선행연구 검토 자체가 거의 불가
능한 작업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
기준에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과학기술정책 분야 연구들 중에서 과학
기술정책의 변화와 특성을 다룬 선행연구들이다. 과학기술정책은 기본적으로 “변동”을
주된 특성으로 하고 있는데, 본 연구가 뺷과학기술 50년사뺸를 텍스트 마이닝의 원천으
로 삼은 것도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의 변화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둘째, 과학기술이
나 과학기술정책 분야에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등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적용한 사례
이다. 본 연구의 핵심 분석방법이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이라는 측면에서 이와 동일·
유사한 방법을 통해 과학기술정책을 다룬 선행연구들을 검토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필
수적인 절차로 판단되었다.
먼저 과학기술정책의 변동을 다룬 선행연구들을 고찰해보면 송성수(2002)는 우리나
라 과학기술정책의 발전단계를 형성기, 성장기, 전환기로 구분하였는데 과학기술진흥
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1960~70년대에 갖추어졌고, 1980년대 이후 1990년대 중반
까지 정부 주도의 연구개발사업이 지속되는 가운데 민간 부문의 기술혁신활동이 급격
히 이루어졌으며, 1990년대 후반부터는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새로운 이념이 모색되어
주요 법률과 계획 등이 정비되었던 것으로 분석하였다.
홍형득(2008)은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대안적 패러다임 모색을 위해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거버넌스 개념의 적용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국가혁신체제론, 삼중나선
모형, 3세대 혁신정책, 4세대 R&D 등 기존의 연구논의를 정리하고 수평적 조정 메
커니즘, 수직적 조정 메커니즘, 참여 메커니즘으로 구성되는 거버넌스 구조분석모형을
6) 물론 완전하게 동일한 연결관계가 아니라 연결관계의 상관성을 기준으로 유사·동질적인 그룹으로 유형화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7) “과학기술정책”을 키워드로 한 리서치 결과, 구글스칼라(Google Scholar)에서는 약 158,000건, 한국교육
학술정보원의 RISS(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에서는 약 11,500건이 검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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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였다.
조상섭(2012)은 융합기술환경하에서 바람직한 과학기술정책체계수립을 위해 동태적
기술역량분포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실증결과, 멱법칙이 존재하는 것과 멱
법칙의 추정계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파레토분포에 근접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술역량의 국제적 수렴경향에 따라 국가간 기술격차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과
규모가 큰 국가의 기술개발변동이 전 세계적으로 파급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정근하·도계훈·최한림(2013)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과학기술정책과 기획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효율적인 연구논의의 진전을 위해 과학기술정책과 기획 관련 전문용
어들에 대한 해설과 지침을 작성하였는데 “개방형혁신”으로부터 “추적평가”까지 총52
개 용어를 대상으로 하였다.
장문영·이찬구(2017)는 1999년 이후, 과학기술 연구회제도의 정책변동을 Kingdon
의 다중흐름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과학기술 연구회는 정권교체기마다 변
화과정을 겪어왔으며, 정치흐름이 정책변동의 창을 여는 결정적인 기제가 된다는 사실
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정치흐름은 정권교체에 의해 촉발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과
정책형성과정에서 정책선도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 등도 함께 확인하였다.
김인자·박형준(2017)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재개정 과정을 통해 과
학기술 규제정책의 정책변동과 정책 네트워크의 역동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책
네트워크의 변화는 황우석 사태와 같은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거나 기술변화, 여론,
주요국의 제도변화 등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정책네트워크는 이슈네트워크에서 정책공
동체 유형으로 변화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정책변동은 비점증적인 변동이 일어난
후, 점증적으로 변동되어왔음도 확인하였다.
박철순(2017)은 정보통신과 과학기술 분야 정부조직 통합이 어떤 과정을 거쳐 진행
되어왔고, 핵심적인 정책아이디어는 무엇이었는가를 분석하고자 신제도주의적 접근방
법을 적용하는 한편, 정책흐름모형과 정책옹호연합모형 등이 정보통신과 과학기술 분
야 정부조직 통합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결합
모형의 경우 첨단부문 정부조직 통합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정책옹호연합모형의 경우 단기적 정부조직개편에 관한 분석모형으로서의 유용성이 크
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천세봉(2017)은 신제도주의적 접근을 통해 김대중 정부로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역
대 정부별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의 변동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의 과학기술정
책 거버넌스는 과학기술을 총괄적으로 조망·조정하는 컨트롤타워에 대한 열망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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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적 기반으로 작용해왔음을 확인하였으며, 각 정부의 거버넌스는 역사적, 정치적,
행정적, 제도적 동형화 등 다양한 요인들이 어우러져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서 변동되
어왔음을 확인하였다.
홍성주·송위진(2017)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사를 추격과 탈추격으로 구분하면서
2000년 이전 추격기의 특징으로 강력한 과학기술 국가주의, 정부 주도의 5개년 계획
과 실행, 산업 형성을 위한 인력 수급과 연구개발체계의 확립 등을 꼽았다. 2000년
이후 탈추격기의 특징으로 민간의 혁신 주도성, 시민 참여, 기초연구 강화, 프론티어
연구개발 등을 제시하였다.
최영락(2018)은 기존 문헌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 과학기술정책의 특징적 양상
을 살펴보았는데, 연구개발투자의 확대, 최적의 발전 경로 모색, 연구개발 주체의 육
성, 과학기술인력의 확충, 기술개발 지원제도 정립, 자원투입의 효율성 등을 한국 과
학기술정책의 특징으로 꼽았으며, 선진국 수준의 창의적 연구 수행, 경제논리에서 벗
어난 가치창출, 연구자 중심의 연구과제 관리, 선진화된 생태계 등을 우리나라 과학기
술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김은미·손주연·이찬구(2018)는 지난 20년간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정책을 Hogwood
와 Peters의 정책변동 유형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는데 여성과기인법 제정을 “정책혁
신”으로, 2004~2008년 기간을 1차 유지기로, 2009~2013년 기간을 “정책승계”로,
2014~2018년 기간을 2차 유지기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Hogwood
와 Peters의 이론모형이 여성과학기술인력 육성정책을 분석하는 유효한 툴일 수 있다
는 결론을 얻었다.
장문영·김방룡·이찬구(2019)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과학기술 연구회제도의 정
책변동 관리방안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출연연구원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연구회제도의 구조 변
화방안, 정책수단의 조정방안과 연구회 기능 재설계 방안 등을 과학기술 연구회 관련
정책변동의 관리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의 변동을 다룬 선행연구들을 신제도주의분석, 다중흐름모형
등 정책이론을 통해 과학기술정책의 변화양상을 분석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
는데, 연구가 수행된 시기는 대체로 정부의 임기말이나 임기초에 집중되는 경향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이는 각 정부가 임기중에 추진했던 각종 과학기술정책을 평가함으로
써, 차기 정부의 정책적 개선을 유도하고자 하는 목적이 컸던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과학기술이나 과학기술정책을 대상으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등 빅데이
터 분석기법을 활용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김홍영·정선양(2015)은 24개 출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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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이 집행한 2011~2013년 기간 진행된 융합기술 연구과제를 사회연결망분석 기법
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출연연구기관들의 융합연구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전체
의 융합연구보다 더 활발하며, 보다 다양한 기술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과 함
께 외부기관과의 공동연구보다 내부에서 더 활발하게 융합연구가 수행된다는 사실, 융
합기술은 내부중심형과 외부중심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였다.
박주섭·홍순구·김종원(2017)은 미국의 특허 문서 중 인공지능(AI)과 관련된 초록을
대상으로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기반 토픽모델링을 수행하여 인공지능
관련 20개 세부기술을 추출하였다. 이들을 상승추세를 보이는 Hot 기술과 하락추세
를 보이는 Cold 기술로 분류하였는데, hot 기술에는 텍스트 탐색, 컴퓨터 관리, 프로
그래밍 구문, 네트워크 관리, 멀티미디어, 무선 네트워크 기술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박재현 외(2018)는 토픽 모델링을 통해 정부 R&D 전략과 투자에 관해 분석하였는
데, 2008~2017년 기간의 정부 연구개발 예산 편성 관련 전략보고서를 텍스트 마이
닝의 대상으로 선정하여 삶의 질, 창업·기업지원, 산업기술개발, 인력양성, 인프라 구
축의 5대 토픽을 도출하였으며, 출현확률과 정부 투자비용간의 격차를 분석하였다.
최용인·이예원(2018)은 2003~2017년의 과학기술연감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과
학기술정책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TF(Term Frequency)IDF(Inverse Document Frequency) 기반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적용하였다. 정
책·제도부문 키워드와 기술부문 키워드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연구개발사업의 주제어
는 크게 변화되지 않는 경향을 보였으나, 국정기조와 관련된 키워드는 정권이 바뀌는
시기와 운명을 같이 하는 경향이 관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기석·정서화·이찬구(2018)는 과학기술과 관련된 사회이슈와 정부정책, 학술연구
간에 어떠한 상호작용이 있어왔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지난 20년간 언론기사와 정부문
서, 과학기술정책 연구논문을 대상으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과학기술
정책 연구는 통합적인 시각보다는 급변하는 기술혁신에 대응하기 위한 단편적 연구가
많았던 것으로 보이며, 그 다음 시기에 들어서면 연구주제의 성숙도와 사회적 반응성
이 연계되는 것으로 나타나 삼자간 시차현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과학기술 및 과학기술정책 분야에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적용한 사례는 상당히
희소한 편이었지만 분석대상이 연구과제, 특허초록, 전략보고서, 뉴스, 과학기술연감
보고서, 연구논문 등으로 비교적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
출된 키워드들이 의미하고 있는 내용을 재해석하기 위해 시차모형 등 이론모형을 적
용하기도 하였으며, 투자비용간의 격차분석 등 정량 데이터를 활용하기도 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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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보다 정교하고 과학적인 정책함의를 도출하기 위
한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이 최신 과학기술로부터 유래한 빅데이터적 접근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과학기술
이나 과학기술정책 관련 의제를 분석한 사례가 손꼽을 정도에 불과하다는 측면에서
다양한 정보원천과 분석기법을 활용한 텍스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과거 각 정부별 국정기조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에도 적지 않은 의미를 부여
할 수 있겠으나 정권교체나 국정기조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책변동이 크지 않은 과학
기술정책의 근본적인 이슈를 탐색하는 것이 보다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치흐름이
나 정책트렌드에 따라 부침을 거듭하는 단기 정책보다는 시공과 이념을 초월하여 최
상위 정책으로 인정받는 장기적 정책 의제 탐색과 그 개선을 추구하는 것이 과학기술
을 통한 “경제발전의 견인”이라는 궁극적 가치에 보다 부합되는 접근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Ⅲ. 연구 설계
1. 분석 방법과 분석 범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은 텍스트 마이닝과 소셜 네트워크 분
석이 결합된 방법론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이 텍스트 마이닝
과 소셜 네트워크 분석이라는 2단계 절차로 구성된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
다. 텍스트 마이닝은 네트워크 분석의 제1단계 분석절차로 텍스트 마이닝의 수행함에
서 첫 번째로 확정하여야 할 과제는 바로 어떠한 정보원천으로부터 텍스트 데이터를
구축할 것인가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텍스트 마이닝은 웹상에 존재하
는 무수히 많은 데이터를 추출·처리하는 것에 강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빅
데이터의 특성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가치나 정확성 측면에서 볼 때 인터넷 등으
로부터 추출된 정보들은 일반인 등의 인식에 관한 방향성을 탐색하기에는 적합하지만,
그러한 정보가 얼마만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확언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정책의 의제(agenda)를 보다 신뢰성 높은 텍스트로부
터 추출하기 위해 뺷과학기술 50년사뺸의 제2편 “과학기술 정책과 행정의 변천”을 대상
으로 텍스트 마이닝을 수행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뺷과학기술 50년사뺸의 제2
편 “과학기술 정책과 행정의 변천”은 과학기술 행정 체계, 과학기술 법제도, 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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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주체, 과학기술 인력, 국가 연구개발 사업, 과학기술 성과 확산 및 공공 기여,
과학기술 인프라, 지역 과학기술, 과학기술 문화, 과학기술 국제협력 등 총 10개 장,
412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다.
텍스트 마이닝의 대상이 선정되었다면 다음으로는 텍스트 데이터의 수집·정제에 활
용할 분석도구를 선정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네덜란드의 Leydesdorff 교수가 자
국어 텍스트 분석도구로 개발한 full text 패키지를 박한우 교수가 한국어 분석에 맞
게끔 변형·개선시킨 KrKwic 프로그램을 모태로 더아이엠씨(주)에서 개발한 텍스톰
(textom) 솔루션을 분석도구로 삼았다. 텍스톰 솔루션은 한국어의 텍스트 연구에 대
한 편의성을 크게 개선시키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오창우, 2017: 52), 자체적으
로 지속적인 성능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어 최신의 텍스트 마이닝 기술과 소셜 네트워
크 분석 기술이 빠르게 접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의 분석툴로 선정하였다.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텍스트 데이터가 구축되었다면 이로부터 어떤 방식을 통해
정보를 추출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는 곧 특정 키워드가 문서에 출현하는
빈도만을 고려할 것인가 또는 출현빈도 뿐만 아니라 문서의 중요도까지 고려할 것인
가하는 것을 정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단순 빈도만 감안하는 것을 TF(Term Frequency)라
하며, 문서의 중요도를 감안하는 것을 역문서 빈도8)(Inverse Document Frequency,
IDF)라 한다. TF의 경우 단순 출현빈도이기 때문에, 자주 출현한다해도 의미상 중요
성을 부여하기 어려운 경우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는 반면, IDF는
문서 집합내에서의 동시 출현빈도를 고려하므로 보다 정교한 텍스트 마이닝이 가능하
다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TF-IDF 기반 텍스트 마이닝을 수행하였으며,
TF-IDF의 관계식은 아래 식 (2)와 같다.

     × 


------------------ 식 (2)

본 연구와 같이 단일 텍스트를 대상으로 텍스트 마이닝이 이루어지는 경우 “문서집
단”은 뺷과학기술 50년사뺸의 구성 부분에 해당되는 개별 문장을 의미하게 된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 공출현빈도를 측정하는 기준은 “문단”이나 “절”이 아니라 “문장”단위
이다.

8) 문서빈도(Document Frequency, DF)의 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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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절차

텍스트 데이터가 수집되었다면 텍스트에 대한 정제과정에 착수하게 되는데, 본 연
구에서는 키워드 분석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제과정에서 형용사, 동사 등의 다른
품사들과 은/는/이/가와 같은 조사를 제외시켜 명사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정제모듈로는 과학기술정책과 같은 전문분야에서 사용되는 단어에 대응하기 위해 창
원대학교 형태소분석기 “Espresso K”를 선정하였다9).
본 연구에서는 TF-IDF 점수가 805점 이상인 상위 키워드들 중에서 ‘지원’, ‘추진’,
‘분야’ 등과 같이 과학기술정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거나10), ‘년’, ‘등’ ‘것’ 등과
같이 한 자로 구성되어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경우를 삭제하여 최종적으로 총 36개
키워드를 추출하였다.
이처럼 텍스트 마이닝 절차를 통해 선별한 36개 키워드를 대상으로 각 키워드간
연결구조와 관계, 네트워크 내에서의 위상 등을 산출하기 위해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구체적인 지표로는 빈도분석, 연결정도 중심성, 네트워크 중심도 등을
적용하였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다 효과적인 정책함의 도출을 위해 대표
적인 군집화기법인 CONCOR 분석을 활용하여 추출된 키워드들을 몇 개 그룹으로
유형화시켰다. 키워드들을 그룹화 하는 방법에는 크게 키워드간 상관관계에 기초하는
방식(CONCOR 분석)과 유클리드(Euclidean) 거리에 기초하여 프로필을 상대 비교하
는 방식으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높고 다양한 통계기법과의 결
합이 용이한 CONCOR 분석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이를 감안하
여 CONCOR 분석을 군집분석기법으로 선정하였다11). 한편, 본 연구에서는 소셜 네
트워크 분석이 제공하는 시각화 기능을 통해 과학기술정책 네트워크 지도와 군집화
네트워크 지도를 작성·제시하였다.



9) 본 연구에서 정제모듈로 선정한 “Espresso K”는 여타 형태소분석기에 비해 복합명사나 고유명사에 대한
반응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문용어가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도 띄어쓰기가 되지 않은 경우
에는 그대로 붙여진 채로 마이닝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를 테면 “사회복지학과”라는 명사에 관해서
다른 형태소분석기의 경우 “사회”, “복지”, “학과”와 같이 인식하지만, “Espresso K”는 이를 “사회복지학
과”로 인식하게 된다. 다만, 띄어쓰기가 된 경우에는 서로 다른 명사로 인식하기 때문에 띄어쓰기가 되었
더라도 고유명사로 인식해야하는 경우에는 대처하기 어렵게 된다.
10) 불용어를 포함시킨 결과와 제외시킨 결과를 상호 비교하는 것은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대한 설득력을 제고
시키는 접근법이 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후속 연구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11)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CONCOR 분석은 구조적 등위성 개념에 입각하고 있다. 이는 피어슨 상관계수를
통해 각 키워드들을 그룹화하는 것으로 키워드 A와 키워드 B간의 상관관계에 따라 구성한 군집 매트릭
스를 바탕으로 유사·동질성 여부를 가늠한다는 의미로 그 수리식은 아래 식(3)과 같다.










 




 








   







 







 

--------- 식 (3)

본 연구에서는 사회 연결망 분석분야에서 가장 대표적인 분석툴로 활용되어 오고
있는 UCINET 6.665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네트워크 지도
는 NetDraw 프로그램을 통해 작성되었다.
이상에서 언급된 본 연구의 내용과 범위, 절차 등을 요약한 연구설계 결과를 아래
<표 2>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표 2> 연구의 설계
구분
내용
분석대상매체와 범위
뺷과학기술 50년사뺸 제2편 과학기술 정책과 행정의 변천
마이닝 도구
텍스톰(textom) 솔루션
분석 도구
UCINET, NetDraw
분석 지표
빈도분석, 연결정도 중심성 분석, 네트워크 중심도, CONCOR(군집) 분석
절차
분석 내용
활용 툴
텍스트 마이닝
과학기술정책 텍스트 데이터 구축
텍스톰
↓
텍스트 마이닝
관련 키워드 추출 및 정제
텍스톰
↓
텍스트 마이닝
키워드별 출현 빈도 분석 및 연결정도 중심성 분석
텍스톰
↓
소셜네트워크
네트워크 중심도 산출
UCINET
↓
소셜네트워크
과학기술정책 네트워크 지도 작성
NetDraw
↓
소셜네트워크
키워드 그룹화(CONCOR 분석)
UCINET
↓
소셜네트워크
군집 네트워크 지도 작성
NetDraw
↓
종합분석
과학기술정책의 의제 설정

Ⅳ. 실증 분석
1. 출현빈도와 중심성 분석

다음 <표 3>은 본 연구에서 실증한 빈도분석과 연결정도 중심성 분석의 결과를 나
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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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출현빈도와 중심성 분석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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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빈도분석(TF-IDF)
키워드
과학기술
사업
기술
정책
연구개발
인력
정부
연구
개발
국가
지역
대학
산업
기업
연구기관
제정
발전
과학
육성
정보
체계
설립
제도
기반
혁신
행정
성과
출연
촉진
계획
과제
변천
진흥
수행
이공계
운영

횟수
3835.291
3233.532
2618.502
2298.195
2282.805
2120.403
2077.075
1833.388
1614.780
1605.712
1476.167
1453.464
1436.821
1357.078
1139.559
1128.435
1062.433
1061.498
1055.106
1039.540
1036.788
1029.197
977.9120
964.3188
959.2789
951.5836
949.5031
934.1885
882.6338
857.3999
849.5546
829.6152
817.7417
809.4813
807.3524
805.0703

순위
1
2
4
3
5
7
6
8
9
9
11
18
12
17
14
25
19
35
20
29
21
30
28
23
21
13
27
15
25
30
33
15
24
32
33
35

연결정도 중심성 지수(표준화)
키워드
지수
과학기술
0.164
사업
0.126
기술
0.086
정책
0.091
연구개발
0.079
인력
0.063
정부
0.071
연구
0.054
개발
0.048
국가
0.048
지역
0.041
대학
0.029
산업
0.039
기업
0.030
연구기관
0.036
제정
0.020
발전
0.028
과학
0.013
육성
0.026
정보
0.017
체계
0.025
설립
0.016
제도
0.018
기반
0.024
혁신
0.025
행정
0.038
성과
0.019
출연
0.032
촉진
0.020
계획
0.016
과제
0.014
변천
0.032
진흥
0.022
수행
0.015
이공계
0.014
운영
0.013

아래에서는 <표 3>에 나타난 본 연구의 실증결과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TF-IDF 기반 빈도분석 결과와 표준화 연결정도 중심성 결과에 따른 상위 10대 키워
드가 정확히 일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빈도분석에서 상위로 나타난 키워드들
을 순위별로 나열해보면 과학기술 / 사업 / 기술 / 정책 / 연구개발 / 인력 / 정부 / 연구 /
개발 / 국가 등이었다. 연결정도 중심성 분석에서 상위로 나타난 키워드는 빈도분석의
상위 키워드들과 동일하지만, 순위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존재했다. 과학기술 / 사업 /
정책 /기술 / 연구개발 / 정부 / 인력 / 연구 / 개발 / 국가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차이
는 “정책”과 “기술”, “인력”과 “정부”의 자리가 바뀐 정도였다.
동시출현 매트릭스를 기반으로 각 키워드들의 출현배경에 관해 살펴보면 키워드
“과학기술”은 출현빈도와 중심성 분석에서 압도적인 1위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가 텍
스트 마이닝의 원천으로 삼은 뺷과학기술 50년사뺸 제2편은 과학기술의 정책과 행정의
변천을 다룬 것으로 과학기술정책의 대상인 “과학기술”의 이슈 중심성이 높게 측정된
것은 당연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동시출현 비중에 있어서는 “정책”과의 공출현 빈
도가 694회에 이르러 가장 높았으며, “행정”(436회), “변천”(372회), “인력”(299회)
등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정책과 과학기술행정이 밀접하
게 연계되어 있다는 점, 과학기술 정책과 행정은 지난 50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변
천”해왔다는 점, “과학기술” 정책분야에서 적지 않은 정책비중을 차지해 온 영역이
“인력”이라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키워드 “사업”은 두 번째로 높은 빈도와 연결정도 중심성을 보였는데, “사업”과 높
은 공출현 빈도를 보인 키워드는 “연구개발”(521회), “기술”(304회)”, “개발”(245회)”,
“국가”(207회)의 빈도가 높았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공출현 빈도를 통해 “사
업”이라는 키워드는 주로 “연구개발사업”을 지칭하는 경우에 등장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그러한 연구개발사업은 “국가”주도의 “기술”“개발”이 중핵적인 위상을 차
지해왔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기술”은 빈도분석에서는 3위, 연결정도 중심성에서는 4위로 나타났는데,
과학기술정책의 또 다른 대상인 키워드 “과학”이 빈도분석에서는 18위, 연결정도 중
심성에서는 35위에 그친 것과는 대조를 이루었다. 이 같은 분석결과를 통해 “과학”과
“기술”을 합쳐서 일컫는 경우가 많다해도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이 이론적·학문적인
측면을 중시해 왔다기보다는 “기술”을 중심으로 실용적·경험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
어 발전해왔음을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키워드 “기술”과 공출현 빈도가 높았
던 키워드는 “개발”(327회), “사업”(304회)으로 “기술” 관련 정책이 “개발”과 “사업”화
를 주된 정책목표로 전개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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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정책”은 빈도분석에서는 4위였으나, 연결정도 중심성에서는 3위로 나타나
출현빈도에 비해서는 과학기술정책 네트워크 내에서의 이슈중심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책”은 “과학기술”과의 공출현 빈도가 압도적이었
으며, 키워드 “인력”과의 공출현 빈도도 205회에 이르러 우리나라 정책이 과학기술
“인력”의 육성에 상당한 정책역량을 집중시켜 왔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빈도분석과 연결정도 중심성 분석 모두에서 5위로 나타난 키워드 “연구개발”은 앞
서 분석된 바와 같이 키워드 “사업”과의 공출현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국가”(240
회), “정부”(138회), “과학기술”(118회) 등의 키워드와 공출현 빈도가 높았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에 있어서 “연구개발”은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수
행해왔으며, 이러한 연구개발사업이 “국가” 및 “정부”에 의해 주도되어 있다는 점은
지난 50년 과학기술정책의 일관된 특징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빈도분석에서는 6위, 연결정도 중심성 분석에서는 7위에 오른 키워드 “인력”은 앞
서 언급된 바와 같이 과학기술정책 분야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왔다. 사실 과학기
술 역시 인적 자원의 질과 숙련도에 의해 그 수준이 결정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과거 우리나라가 빈약한 자원환경 속에서도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
었던 원동력이 우수한 인적 자원이었다는 측면에서 과학기술 인적자원의 지속적인 육
성은 필수불가결한 정책과제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빈도분석에서는 7위, 연결정도 중심성에서는 6위로 나타난 키워드 “정부”는 우리나
라 과학기술정책에서 “정부”가 가진 위상이 드러난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정부”와
의 공출현 빈도가 높았던 키워드들은 “출연”(237회), “연구기관”(214회)으로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사에 있어 역대 정부들이 “출연”과 “연구기관”을 주요 정책수단으로 삼아
과학기술의 진흥을 추진해왔던 것으로 판단된다. 중앙부처에서 과학기술정책의 모든
부문을 수행하는 것은 적합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가능하지도 않다. 과학기술과 같
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수 영역에서는 전문성과 함께 정책목적의 실현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추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출연”과 “연구기관”은 이에 최적화
된 정책수단이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빈도분석과 연결정도 중심성 모두에서 8위에 오른 키워드 “연구”는 키워드 “사
업”(193회), “인력”(88회)과의 공출현 빈도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등의 키
워드들과 마찬가지로 과학기술분야에서의 “연구”는 궁극적으로는 수익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화를 매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연구”의 특
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연구” 역시 “인력”에 의해 수행되고 추진될
수밖에 없어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은 이러한 연구인력의 육성에 많은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온 것으로 보인다.
빈도분석과 연결정도 중심성에서 모두 9위로 나타난 키워드 “개발”은 “기술”(327회)
과 가장 높은 공출현 빈도를 보였으며, “사업”(245회)과도 높은 관련성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장 단위에서 같이 출현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지만, “기술개발
사업”이라는 복합명사를 중심으로 공출현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나 과학기술
정책의 핵심정책과제가 “기술개발사업”이었음을 나타내는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빈도분석과 연결정도 중심성에서 모두 10위에 랭크된 키워드 “국가”는 “연구개
발”(240회), “사업”(207회)과의 공출현 빈도가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분석결과는 문장 단위에서 각각 함께 출현하기도 했지만,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는
정책과제가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사에서 상당한 비중으로 다뤄져 왔음을 확인시켜
주는 사례로 판단된다.
한편, 본 연구의 네트워크 중심도는 13.09%로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
는 과학기술 / 사업 / 정책 / 기술 / 연구개발 등 몇몇 키워드들이 전체 네트워크를 주도
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높은 네트워크 중심도는 본 연구가 뺷과
학기술 50년사뺸를 대상으로 한 소규모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된다12).
아래 [그림 2]는 NetDraw를 이용해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 50년의 네트워크 지도를
작성한 것이다.
[그림 2] 과학기술정책 50년의 네트워크 지도

12) 인터넷 등 정보의 원천이 보다 다양하고 광범위했다면 키워드들의 분포가 한층 다극화되어 소수 키워드
들에 의한 이슈주도성은 약화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 50년의 주요 의제 분석 ∙ 193

[그림 2]의 네트워크 지도에서는 빈도분석과 연결정도 중심성 분석에서 압도적인 1
위로 나타난 “과학기술”이 네트워크의 정중앙으로부터는 살짝 벗어나 다소 위쪽에 위
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과학기술”이 36개 키워드 모두와 긴밀한 관련
성이 갖는 것이 아니라 일부 키워드들에 대한 높은 연결성을 갖는다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사업”과 “연구개발”은 “과학기술”에 비해 네트워크 중
심부에 보다 근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키워드들이 그 연결정도는 “과학기
술”에 비해 훨씬 적지만, 36개 키워드들과의 폭넓은 연결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
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정책”과 “기술”은 높은 빈도수와 연결정도를 보였지만, 과학
기술정책 네트워크 지도에서는 중심부로부터 크게 벗어나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정책”과 “기술”이 특정 키워드들과의 연결고리가 강할 뿐, 다양한 키워드들과의
연결성은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2. CONCOR 분석

본 연구에서 도출된 36개 키워드 하나하나에 대해 정책함의로 접근하는 것은 논의
의 효율성을 해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만약 도출된 키워드들을 몇 개 그룹으로 묶는
다면 이는 보다 거시적 맥락에서 유효한 정책담론을 견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소셜 네트워크의 유형화를 위해 가장 대
표적인 군집분석기법인 CONCOR 분석을 적용하였으며, CONCOR 분석 결과는 다
음 <표 4>와 같다.
<표 4> 군집분석 결과
그룹
키워드13)
과학기술정책의
정책, 변천, 과학기술, 행정, 체계
거시 체제(5)
과학기술정책의
기술, 수행, 대학, 성과, 국가, 개발, 촉진, 제도, 육성, 연구,
미시 정책목표(15)
기업, 운영, 연구개발, 과제, 사업
과학기술정책의
인력, 산업, 혁신, 지역, 이공계, 기반, 과학, 발전, 정보, 진흥,
분야별 정책(12)
제정, 계획
과학기술정책의 정책수단(4)
출연, 설립, 연구기관, 정부
주: 굵은 글씨는 상위 10대 키워드임.
13) CONCOR 분석 결과와 뺷과학기술 50년사뺸의 목차를 비교해보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CONCOR 분석 결과가 이미 발간되어 있는 뺷과학기술 50년사뺸의 목차를 첨삭·퇴
고(推敲)하는 기능이 갖는다고는 볼 수 없다. 다만, 뺷과학기술 50년사뺸의 목차를 통해 뺷과학기술 50년사뺸
의 대략적인 내용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CONCOR 분석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면 본 연
구가 수행한 실증결과의 신뢰성을 뒷받침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36개 키워드를 거시체제 그룹(5개), 미시 정책목표
그룹(15개), 분야별 정책 그룹(12개), 정책수단 그룹(4개)의 4개 그룹으로 유형화하였다.
과학기술정책의 미시체제 그룹에는 정책 / 변천 / 과학기술 / 행정 / 체계 등 총 5개
키워드가 포함되었는데, 이 중 “정책”과 “과학기술”이 상위 10대 키워드였다. 사실 우
리 과학기술정책사의 특징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키워드가 바로 “변천”이라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은 지난 50년에 걸쳐 무수한 “변천”의 과정을 겪어왔
던 만큼 “변천”이 거시체제 그룹에 속한 것은 충분한 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과학기술”과 “정책”은 과학기술정책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위상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키워드 자체로 “과학”과 “기술”을 위한 “정책”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나
라 과학기술정책의 체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과학기술정책의 미시 정책목표 그룹에는 모두 15개 키워드가 속하는 것으로 나타
나 키워드 수로서는 가장 큰 그룹을 형성했으며, 상위 키워드도 기술 / 연구개발 / 국
가 / 개발 / 연구 / 사업 등 6개가 포함되어 가장 많았다. 기술 / 연구개발 / 국가 / 개발
/ 연구 / 사업 등이 정책목표인가? 또는 정책성과인가? 혹은 정책수단인가? 에 관해
다소간의 이론이 있을 수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미시적 차원의 정책목표 그
룹으로 설정하였다. “기술”에 대한 “국가”주도의 “연구개발”, “사업”을 “육성”하는 것
은 결과로서의 정책성과로 볼 여지도 없지는 않겠지만, 이 자체가 그러한 정책성과를
창출하고자 하는 과학기술정책의 정책목표에 해당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과학기술
정책을 통한 일자리창출이나 경제발전 등을 종국적인 정책목표로 본다면 국가연구개
발사업의 육성 등은 정책수단에 해당되겠지만, 이들을 과학기술정책에 특유한 정책목
표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다.
과학기술정책의 분야별 정책 그룹에는 인력 / 제정 / 산업 / 진흥 / 정보 / 계획 / 과학
/ 발전 / 기반 / 이공계 / 지역 / 혁신 등 모두 12개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이 중 상위 키워드는 1개로 “인력”이었다. 분야별 정책 그룹을 통해서는 과
학기술정책이 그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얼마나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정책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었다. 산업정책, 정보정책, 이공계정책, 지역정책,
혁신정책 등 다양한 방면에 걸쳐 과학기술정책이 구사되어 왔지만, 정작 재원의 한계
상을 감안한 정책·예산의 우선순위 설정에 관한 계량화 시도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
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빈도와 중심성 지표는 이러한 정책우선순
위 설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과학기술정책의 정책수단 그룹에는 출연, 설립, 연구기관, 정부 등 4개 키워드가
포함되었으며, 이 중 “정부”가 상위 키워드였다.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과학기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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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중 가장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수단이 바로 연구 조직을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곧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본 연구의 공출
현 매트릭스를 통해서도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14).
[그림 3] 과학기술정책의 군집 네트워크 지도

Ⅴ. 결론: 정리와 정책의제 제시

본 연구는 빅데이터에 기반하여 과학기술의 정책이슈를 다룬 사례가 소수에 지나지
않아 과학적·객관적 의제 형성에 걸림돌이 되어왔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빅데이터 분
석의 일종인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 50년의 핵심 주제
어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과
학기술은 투입량에 비해서는 그 성과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은 정책의 투입으로부터 최종 성과에 이르는 전 과정을 포괄하고
있어 정책조준이 제대로 설정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책의 변동과 과학기술분야에서 빅데이터 기반 텍스트 연구를 수행한 선
14) 키워드 “출연”와의 공출현 빈도는 “정부”가 237회, “연구기관”이 226회로 나타나 다른 단어와의 공출현
빈도를 크게 상회했다. “출연”과 “연구기관”이 서로 다른 정책수단으로 분류된 것은 뺷과학기술 50년사뺸
에서 “출연 연구기관”을 붙여쓰지 않고 띄어씀으로써, 본 연구에서 적용한 정제모듈이 이를 식별하지 못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오류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전처리 과정·정제노력이 병행되어야한다.

행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과학기술정책의 변동을 다룬 경우에는 다양한 정책이론을 통
해 과학기술정책의 변화양상을 분석하였으며 텍스트 연구를 수행한 경우에는 양적으
로 희소한 편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정권교체나 국정기조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책변동
이 크지 않은 과학기술정책의 근본 이슈를 탐색하기 위해 뺷과학기술 50년사뺸를 텍스
트 마이닝의 원천으로 삼았다.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결과, 빈도분석에 따른 결과와 연결정도 중심성 분석에 따른
결과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과학기술 / 사업 / 기술 / 정책 / 연구개발 / 인력 /
정부 / 연구 / 개발 / 국가 등이 상위 키워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50년간의 과학
기술정책은 지속적인 “변천”을 키워드로 하고 있었으며, “인력”분야에 대한 정책비중
이 적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국가”주도의 “연구개발”“사업”이 언제나
정책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과학”과 “기술”을 합쳐서 일컬어 왔
지만, 정책의 실질적인 포커스는 “기술”에 맞춰져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정
부”는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해 “출연”과 “연구기관”을 주요한 정책수단으로 삼아왔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도출된 36개 키워드들을 거시체제 그룹(5개), 미시 정책목표
그룹(15개), 분야별 정책 그룹(12개), 정책수단 그룹(4개) 등 모두 4개 그룹으로 유형
화하였으며, 다양한 분야에 걸쳐 과학기술정책이 집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정책 우선순위 설정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
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와 같은 분석결과와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책 의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과학기술 “인력” 정책은 지난 50년간의 핵심 의제일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핵심적인 정책과제로서의 위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이 명백하다. 다만, 세부 정책
추진에 있어서는 다양한 관점의 접근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이에 관한 활발한 논의
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정 과학기술영역을 집중 육성시킬 것인가 또는 광범위
한 영역을 커버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같이 정책적 선택과 관련된 부분인 점을 고려
하여 정책방향성 제고를 위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할 것이다.
둘째, 민간부문과의 관계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지난 50년 동안 국가 주도의 연구개발사업은 과학기술정책의 중핵
을 이루어왔다. 그러나 정부개입은 민간의 자율적 의사결정과 시장원리를 저해할 가능
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어떻게 민간의 연구개발능력을 지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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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가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과학”분야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육성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
구의 분석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정책의 우선순위는 보다 실용적인 영역인 “기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중장기적 정책성과로서, 첨단·고급기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는 보다 학문적이고 이론적인 “과학”분야의 발전이 선행되어야할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 주요 정책수단인 “출연”과 “연구기관”을 합리적으로 운용하여야 할 것이다.
과거 50년간에 걸쳐 “출연”과 “연구기관”이 합리적으로 운용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
지만, 정책수단을 합리적으로 활용해야한다는 것은 요즘과 같은 저성장시대에 있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정책철학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섯째, 정책우선순위 설정의 객관화가 필요할 것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과
학기술정책도 매우 다양한 방면에서 시도되고 있지만, 정책우선순위 설정에 관한 논의
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도 계량적 접근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는 측면에서 과학기술정책의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그간 과학기술정책 분야에서 거의 활용되지 않았던 빅데이터 기반 텍스
트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지난 50년간의 과학기술 정책의제를 도출하고자 했다는 점
에 학술적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지만, 분석 기술과 정책 함의 도출에 있어서 다
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닌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후속 연구를 위한 가늠자가 될 것
으로 기대한다.
첫째, 텍스트 마이닝의 원천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뺷과학기술 50
년사뺸라는 단일 텍스트를 마이닝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도출할 수 있는 키워드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으며, 제한된 키워드를 대상으로 그 연결관계를 파악함에 따라
그 해석과 정책함의 도출에 일정한 한계를 노정하였다. 향후에는 보다 다각적인 차원
의 텍스트 원천을 발굴·활용할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둘째, 한정된 분석 지표를 활용한 점이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빈도 분석(TF-IDF)
과 연결정도 중심성은 가장 활용도 높은 지표라 할 수 있고, 유형화 기법으로 적용된
CONCOR 분석 역시 소셜 네트워크의 군집화에 가장 우수한 툴로 알려져 있지만, 상
대적으로 다양한 네트워크 분석기법을 활용하지는 못했다. 향후 근접정도 중심성, 매
개정도 중심성, 아이겐벡터 중심성 등의 분석지표와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기반 토픽 모델링기법 등을 함께 활용한다면 보다 입체적인 분석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과학기술정책 50년간의 변화양상을 담아내지는 못했다. 이는 본 연구가 선정

한 텍스트인 뺷과학기술 50년사뺸의 정책·행정편이 반드시 “동일 시기”를 기준으로 집
필되지는 않았기 때문이나, 기본적으로는 정권교체나 국정기조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
책변동이 크지 않은 과학기술정책의 근본적인 이슈를 탐색하는 것이 보다 중요할 것
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향후에는 공통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각 시기별 정책적 차이
점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몇 개 시기로 나누어 시기별 의제를 도출한다면 정량적
차원의 비교는 물론, 시기별 과학기술정책의 특징을 정성적 차원에서 다룬 송성수
(2002), 홍성주·송위진(2017)의 분석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과학기술정책의 변화 양상
을 보다 심층적이고 종합적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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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jor Agenda Analysis for 50 Years of Korean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Using Text Network Analysis
- Focusing on History of Science and Technology
for 50 years Seo Hojoon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the fact that there are not many cases of approaching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ssues in terms of big data, and it is an obstacle to the formation
of objective and scientific policies. The main agenda for 50 years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was derived.
As a result of the text network analysis based on the history of science and technology
50 years, Science and Technology/Business/Technology/Policy/R&D/Human Resources
/ Government / Research / Development / Nation etc. appeared in the top keywords and
derived 36 Keywords were categorized into four groups: macro system(5), micro policy
objective(15), sectoral policy(12), and policy means(4).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it is necessary to discuss various aspects of
science and technology manpower policy direction a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relationship with private sector. It is judged that a more proactive development policy in
the field of “science” is necessary. The main policy means “appearance” and “research
institution” must be rationally operated. We pointed out the zero point of the policy,
such as the need for objectivity setting of pri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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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ODA 통계 산출 방법에 관한 연구*
강희종**, 임덕순***
초록

공적개발원조(ODA)가 수원국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수원국 GDP 규모별, 지역별, ODA 성격별로
상당히 다르게 나타난다. 이에 더하여 ODA 분야별로도 영향이 다른데 특히, 과학기술 ODA는 교육,
보건 , 에너지 등 여타 분야 ODA보다 수원국의 경제성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추진된 과학기술 ODA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소규모이고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과학기술 ODA에 대한 체계적인 개념 정립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 ODA를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CRS 목적코드, 채널코드, 사업내용 키워드 및 ODA 지출액을 이용하여 과학기술
ODA 통계를 산출하는 방법을 제시한 후 제시한 방법에 따라 OECD DAC에서 제공하는 ODA 통계
원자료를 이용하여 과학기술 ODA 통계를 산출하였다 . 산출 결과, 주요국 (한국 ,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 영국)의 과학기술 ODA 지출 규모는 약 40억 달러(2017년 )이며 , DAC 전체 ODA의
4%(2017년)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국의 과학기술 ODA 지출 규모는 0.39억 달러(2017년)로
교육 (1.9억 달러 ), 보건(1.2억 달러 ), 농림수산 (1.0억 달러 ), 행정(0.8억 달러 ) 분야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 보건, 농림수산, 행정 분야의 지출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인 반면, 과학기술 분야는 2013년 이후 거의 정체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국이 과학기술 ODA를 통해 주로 지원하고 있는 국가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몽골, 미얀마
등이었는데 수원국별 과학기술 ODA 지원은 일정한 추이를 갖지 않고 정부의 단기적인 정책 목표에
따라 부침이 매우 심하게 나타나고 있어 장기적인 전략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 방법론을 이용하여 산출한 과학기술 ODA 통계를 통해 과학기술 ODA 추진 현황을 개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동 방법론을 수정, 보완하고 담당기관을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과학기술 ODA 통계를
산출한다면 과학기술 ODA 방향 설정 및 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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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필요성

공적개발원조(ODA)가 수원국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수원국 GDP 규모별, 지
역별, ODA 성격별(유, 무상)로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정기현·이충열, 2011),
과학기술 ODA에 대한 자체 기준을 가지고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분야별로도 차이가
있어 과학기술 ODA가 교육, 보건, 에너지 등 여타 분야 ODA보다 수원국의 경제성
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강희종·김기국, 2019). 이렇게 수원
국의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과학기술 부문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ODA 전반을
다루는 개발협력보고서(OECD, 2018)에서 교육, 보건, 에너지 분야 등과 달리 과학기
술 분야로 독립된 분류와 통계를 찾아볼 수 없다([그림 1] 참조).
[그림 1] 한국의 분야별 양자간 ODA 비중 (2015-16, 약정기준)

자료: OECD(2018)

아울러, “아직은 과학기술 ODA의 개념이나 공식 통계를 찾기가 쉽지 않다. 부처
별, 기관별로 분산체제로 추진되고 있어 총괄 조정 기능이 강화돼야 하고 범부처 차
원에서 과학기술 ODA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이 나와줘야 한다1)”. “정확한 분류
기준과 정의를 내려 제대로 통계를 뽑아보는 작업을 해야 할 것이다. 기재부·외교부와
상의하고 과총하고도 협의해서 정확한 통계를 만드는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다2)”.
“ODA 분류체계에서 과학기술 ODA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산출하는 것이 필수다3)”
등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과학기술 ODA 통계 산출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폭 넓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 국회 과총 과학기술 ODA 워크숍(2017), 김명자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2) 국회 과총 과학기술 ODA 워크숍(2017), 최문기 , 미래창조과학부 구주아프리카협력과장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협력관 국장 송경희(2018.9.18., 디지털타임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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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OECD에서도 STI와 ODA 부문간 협력을 방해하는 핵심 장벽이
‘ODA기반 STI’ 또는 ‘STI기반 ODA’를 정의하고 측정할 국제적인 공동 측정 표준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STI기반 ODA’에 대한 적절한 통계를 수집하기 위해 STI
와 ODA 공동체 양쪽의 이해당사자들을 조정하기 위해 지속발전을 위한 STI진흥에
관한 국가적인 새로운 아젠다를 개발하기 위해 공동 표준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OECD, 2019).
따라서 과학기술 ODA는 무엇이고 어떻게 측정할지 등에 대한 합의 도출 노력 및
합의된 개념 틀 정립이 시급하며 이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과학기술 ODA 통계 산출
이 필요하다.
Ⅱ. 과학기술 ODA 통계 산출 사례 및 작성 방법
1. 과학기술 ODA의 개념

과학기술 ODA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되기 시작된 것은 2008년인데 2019년 현재
까지 권위있고 통일된 확정적 정의는 없고(강희종·김기국, 2019), <표 1>과 같이 다
양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공
적개발원조(ODA)’등이 사용되고 있다(김왕동 외, 2019). <표 1> 선행연구에 나타난
과학기술 ODA 정의는 공적개발원조 즉, 시혜적 관점이 지배적(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 최동주, 2018 등)이며, 수원국과 협력(강진원 외, 2015)이라는 관점이 일부 존
재하고 통계산출을 위한 조작적인 정의(강희종·임덕순, 2014)가 있는데, 향후에는 ‘원
조’보다는 ‘협력’ 관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국내 과학기술 ODA 관련 연구는 2019년 현재 총 59편으로 저조한 수준인데 이는
관련 연구가 과기계 출연연의 국제협력 사업 일환으로 소규모, 간헐적으로 진행되어
과학기술 ODA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연구, 분석이 아직 수행되지 못한 까닭으로
추정된다(김왕동 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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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선행 연구의 과학기술 ODA 개념

저자 및 연도
과학기술 ODA 개념
김기국(2009)
대 개도국 과학기술 주도형 ODA
배영자(2011)
과학기술외교 관점에서의 ODA
장용석(2011)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고기 잡는 법(자립역량개발)을 알려주는 ODA
강희종·임덕순(2014) 교육 및 훈련, 연구개발, 인력개발 등 DAC 지원 분야 중 과학기술과 관련된 ODA
등 DAC 지원 분야 중 과학기술과 관련된 ODA
이우성 외(2015) 교육 및 훈련, 연구개발, (인력개발
강희종·임덕순(2014) 정의 사용)
강진원 외(2015)
산업 및 경제 성장을 위한 과학기술 개발협력
김왕동(2016)
ODA중에서도 특히 과학기술혁신과 관련된 것
임덕순(2018)
과학기술혁신 중심의 ODA(STI oriented ODA)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을 통해 개발도상국 현지 문제해결과 지속가능한
(2018)
발전에 기여하는 공적개발원조사업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보장하기 위한 과학기술 혁신 역량 구축을 지원하는
최동주(2018)
ODA 사업이나 과학기술과 혁신을 수단으로 개도국의 개발을 촉진하는 ODA
김왕동 외(2019)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공적개발원조(ODA)

자료: 김왕동 외(2019) 추가 보완

과학기술 ODA는 그 적용 범위에 따라 [그림 2]와 같이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과학
기술 ODA, 산업을 위한 과학기술 ODA, 사회를 위한 과학기술 ODA로 구분하기도
하며(임덕순, 2015a), 부가가치사슬에서 본 과학기술혁신 ODA의 개념적 분류에 따라
‘국가과학기술발전’, ‘산업지원형 과학기술혁신’, ‘사회발전지원형 과학기술혁신’으로
구분하기도 한다(임덕순, 2015b; 강인수, 2016).
[그림 2] 과학기술 ODA의 구분

자료: 임덕순(2015a)

과학기술 ODA 통계 산출 방법에 관한 연구 ∙ 207

현재까지 과학기술 ODA 통계산출 방법에 관련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과학기술 ODA 통계를 산출한 사례가 있는 정도이다(강희종·임
덕순, 2014; 강인수, 2016).
과학기술 ODA를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정의에 따라 OECD DAC 자료를 이용하여
과학기술 ODA 통계를 체계적으로 산출하는 연구는 본 연구가 처음으로 판단된다.
2. 과학기술 ODA 통계 산출 사례
1) ODA 사업명을 이용한 분류 및 통계 산출

과학기술 ODA를 정의하고 통계를 산출한 몇가지 시도들을 살펴보면 먼저, ODA
사업명을 이용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과학기술ODA 활성화 방안을 마
련하기 위해 예산자료를 기반으로 <표 2>와 같이 분야별 과학기술 ODA 통계를 산출
하였다. 여기에 사용한 방법은 사업명에 의거하여 전문가가 과학기술 ODA 여부를 판
단하는 것이었다(김왕동 외, 2019).
<표 2> 분야별 과학기술 ODA 관련 예산 현황(’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집계)
구분

공공행정
교육 산업인프라 환경·에너지 농림수산
+
과학기술
+
+
+
+
과학기술
과학기술 과학기술 과학기술 과학기술

예산
859
924
812
(억원) (17.5%) (18.8%) (16.5%)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8)

825
(16.8%)

2) CRS 목적코드를 이용한 분류 및 통계 산출

875
(17.8%)

363
(7.4%)

기타
256
(5.2%)

두 번째 방법으로는 CRS 목적코드를 이용하는 것이다. CRS(Creditor Reporting
System) 코드는 OECD DAC에서 ODA 통계를 산출하기 위해 사용하는 코드이다.
공여국은 OECD DAC에 ODA 통계를 보고할 때 사업에 <표 3>과 같은 CRS 코드를
부여하여 보고해야 한다. CRS 코드는 사회인프라, 경제인프라, 생산부문, 다부문 등
지원분야별로 지원목적에 따라 코드를 부여하였기 때문에 동 코드에는 과학기술 부문
이 따로 정의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CRS 코드를 활용하여 과학기술 ODA 통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표 3>과 같이 CRS 코드 중 과학기술 해당 부문 코드를 정의하여
사용해야 한다(강희종, 2014).

208 ∙ 과학기술정책 | 제2권 제2호(2019.12.)

<표 3> DAC의 지원 분야 중 과학기술 ODA 해당 분야
지원 분야
대분류
중소분류
교육
교육연구
의료교육 및 훈련
보건
의료연구
사회인프라
보건인력개발
인구정책/시책 및
인구정책 및 생식보건을 위한
생식보건
인력개발
수자원 및 위생
식수공급 및 위생 부문교육
교통
운송 및 창고부문 교육
경제인프라 에너지 개발 및 공급
에너지 교육/훈련
에너지 연구
농업관련
교육/훈련
농업
농업연구
임업교육/훈련
임업
임업연구
어업교육
/훈련
어업
어업연구
산업개발
중소기업개발
가내공업 및 수공업
농수산물 가공업
임산물 가공
생산부문
섬유,피혁 및 대체소재
화공
비료공장
산업
시멘트/인조대리석/소석회
에너지 가공
의약품생산
철강산업
비철금속산업
엔지니어링(기계공업)
운송기계산업
기술연구개발
환경교육/훈련
환경연구
다부분
다부분
다분야 기타교육
연구/과학기관

자료: 강희종(2014)

CRS 목적
코드
11182
12181
12182
12281
13081
14081
21081
23181
23182
31181
31182
31281
31282
31381
31382
32120
32130
32140
32161
32162
32163
32164
32165
32166
32167
32168
32169
32170
32171
32172
32182
41081
41082
43081
43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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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RS 목적코드, 채널코드 및 서지정보를 이용한 통계 산출

세 번째 방법으로는 [그림 3]과 같이 OECD에서 활용한 CRS 목적 코드, 채널 코
드 및 사업내용이 담긴 서지정보를 이용하는 것이다(Sam Mealy, 2019). 과학기술
ODA를 산출하기 위해 CRS 목적코드를 <표 3>과 같이 폭넓게 선정하면 과대포함의
문제가 발생하고, <표 9>와 같이 연구개발 분야로 한정하면 과소포함의 문제가 발생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CRS 목적코드는 연구개발 분야로 한정하고 <표 4>와 같이
CRS의 채널 코드 및 사업내용 서지정보를 추가로 활용하면 목적 코드만을 이용하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표 4> 과학기술 ODA 통계 산출 방법
이용 구분
사업 구분
CRS 목적 코드 이용
과학기술 지원이 목적인 ODA 사업
CRS 채널 코드 이용 과학기술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기관)의 ODA 사업
CRS 사업 내용 이용
과학기술 요소를 갖는 기타 ODA 사업

자료: 김왕동 외(2019)

[그림 3] 과학기술 ODA 통계 산출 방법

자료: Gualberti and Ericsson(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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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학기술 ODA 통계 작성 방법론

과학기술 ODA 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존재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
로 가장 유용한 방법은 OECD DAC에서 회원국으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아 작성한
ODA 통계를 가공하여 작성하는 방법이다. 이와 같이 행정자료를 이용한 통계 작성
방법은 통계 산출시 비용 및 조사 부담이 매우 적고, 방법론 및 품질관리를 위한 점
검사항들이 정립되어 있어 작성하는 가공통계의 신뢰성을 향상 시킬 수 있다.
1) 행정자료를 이용한 가공통계 산출의 장단점

행정자료의 전통적 정의는 행정 목적을 위해 수집, 사용되는 정부 보유 자료 모음
인데 통계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고 수집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보유 자료(UN,
2011), 공공기관이 직무상 관리하고 있는 전산자료(통계청, 2018), 통계자료를 제외
한 것으로서 각 부서 또는 산하기관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대
장 및 도면과 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 등과 같이 정의
되기도 한다.
행정자료를 이용하는 이점으로는 <표 5>와 같이 비용 감소, 응답부담 감소, 빠른
통계 생산 주기, 목표 모집단 거의 대부분을 포함하는 범위, 시의성 증가, 공공적인
이미지 등이 있다(UN, 2011). 행정자료의 활용은 응답자 부담 경감, 조사비용 절감뿐
아니라 충분한 관측 값 확보, 그리고 조사로서는 응답의 질을 보장받을 수 없는 한계
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통계청, 2018).
<표 5> 행정자료 활용의 장 단점 및 대응 방향
․

구분
생산

장점
단점
대응 방향
관심변수 외
행정자료
다양한 통계 생산 가능 통계의 주요
품질을 보장하기 어려움
품질관리
조사표작성
,
표본설계
,
본조사
등
자료
비교
·
변환
·
연계
등
자료처리
비용
조사비용이 절감됨
자료처리 비용 증가
표준화·자동화
자료
입수관리
접근
협의
등
인력충원 및
조사부담
응답자 부담 경감
조사담당자 부담 증가
시스템 확보
업무협약체결
시의성 최신정보 획득으로 시의성 향상 정책 변화시 시의성 보장 어려움 협의체계 구축및
및 포괄범위가 커져
조사단위 및
조사단위 및
세부통계 조사범위
세부 통계가 가능
변수 정의가 일치하기 어려움 조사기준 일치화
자료: 통계청(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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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계 산출물의 품질 점검사항

통계 산출물의 품질을 점검을 위하여 <표 6>과 같은 품질차원 점검이 필요하다. 특
히 CRS 목적 코드에는 과학기술을 분류하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ODA 통계로부터
과학기술 ODA를 분류할 때 통계품질 차원의 적절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분
류 방법을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ODA 통계는 전수조사 자료이므로 정확성이
높고, OECD DAC에서 최신 통계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므로 시의성도 매우 높다.
구분
적절성
(Relevance)
정확성
(Accuracy)
시의성
(Timeliness)
접근성
(Accessibility)
비교가능성
(Comparability)
일관성
(Coherence)

<표 6> 산출물의 품질차원 비교 및 점검사항
행정자료
조사자료
- 변수정의와 포괄범위는
- 통계목적에 적합하게
통계목적보다는 행정체계에 적합
조사가 설계될 수 있음
- 상세하고 소지역의 분석을 위한
- 상세한 분석을 위한 품질은
좋은 자료원
표본 크기에 의해 제약
▶ 변수정의와 포괄범위는 통계목적에 부합하는가?
- 비표본오차와 표본오차
- 비표본오차 존재
존재4)
- 통계담당자 관리 밖에 있음
- 통계적 관리 하에 있음
▶ 측정하고자 하는 모집단의 특성이나 크기를 근사하게 추정하였는가?
- 대부분의 행정자료는 매우 빠름
- 응답시간에 영향을 받음
- 일부 자료는 조사보다 늦음
▶ 작성기준시점과 공표시점 간 차이는 적절한가?
- 법에 따름
- 통계작성기관이 직접 제어
- 기술 및 제도적 장벽 존재 가능
가능
▶ 법적, 기술적, 제도적 장벽이 존재하는가?
- 시간에 따라 행정적 정의의 변화에 의존 - 통계작성기관이 직접 제어
▶ 안정적인 시계열 비교가 가능한가?
- 공통 식별키가 존재하면 종종 자료연계 - 공통된 명부에 의존
가능
▶ 서로 다른 기초자료나 작성방법에 의해 작성된 통계들이 유사한가?

자료: 통계청(2018)

4) 표본오차는 전수가 아닌 표본조사를 수행함으로써 발생되는 오차로 이론적으로 추정이 가능하나 비표본
오차는 포함오차, 무응답오차, 측정오차 등으로 발생하는 오차로 측정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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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1) 통계 작성 목적, 2) 통계 설계, 3) 자료 수집 방법,
4) 통계 처리 및 분석, 5) 통계 공표, 관리 및 이용자서비스 방안과 6) 통계 기반 및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 ODA 통계의 작성 목적, 통계
설계, 자료 수집 방법, 통계처리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하고자 한다.
Ⅲ. 과학기술 ODA 통계 작성 방법
1. 통계 목적, 설계 및 자료 수집 방법

과학기술 ODA 통계의 목적은 과학기술 ODA 추진 현황을 파악하여 과학기술
ODA의 방향 설정 및 전략 수립에 활용할 기초 자료를 산출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표 7>과 같이 조작적 개념을 정의하고 자료를 수집한다.
<표 7> 과학기술 ODA 정의 및 자료수집 방법

구분
목적
통계 작성 대상
기준 시점
통계
설계 개념적 정의

내용
과학기술 ODA 방향 설정 및 전략 수립에 활용할 기초 자료 산출
OECD DAC 회원국 및 수원국
매년 12월 31일
과학기술을 통해 개발도상국 현지 문제해결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공적개발원조
차원) 과학기술을 위한, (공여 차원) 과학기술에 의한,
조작적 정의 ((수원
사업 차원) 과학기술에 관한 공적개발원조
수집자료
OECD ODA 통계 자료
작성대상
OECD DAC 회원국 및 수원국
자료
작성주기
연 1회
수집
작성형태
가공통계 (OECD DAC의 ODA 통계 가공)
자료수집 방법 OECD에서 제공하는 ODA 통계를 내려 받아 가공하여 사용
자료: 저자작성
2. 자료 처리 과정 및 산출기준

수집된 자료 중에서 과학기술 ODA 분야를 <표 8>의 처리 과정에 따라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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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과학기술 ODA 통계 자료 처리 과정
통계작성 연도의 전체 ODA 사업(모집단) 자료 확보
⇓

전체 ODA 사업(모집단) 중 아래 3가지 기준에 따라 과학기술 ODA 분야를 선택하고
지출액 기준으로 통계를 산출
⇓

(수원 차원)
(공여 차원)
(사업 차원)
과학기술에 관한 ODA:
과학기술에 의한 ODA:
과학기술을 위한 ODA:
<표 9>의 CRS 목적 코드를 <표 10> CRS 채널 코드를 [그림 4]와 같이 선택한
이용하여 수원국 과학기술 이용하여 공여 기관의 사업의 내용으로부터 ODA
사업을 선택
과학기술 지원 사업 선택
발전 목적 사업 선택
⇓

상기 3가지 기준 중 1개라도 만족하면 과학기술 ODA 사업으로 판단
자료: 저자작성

[그림 4] 과학기술 ODA 통계 산출 과정

주: (산출의 한계) ③ 사업설명을 이용한 추출의 경우, 키워드 선택에 따라 과학기술 ODA의 범위가 크게
바뀔 수 있음. 약 5%는 사업설명이 없음.
자료: 저자작성
1) CRS 코드가 아래 분류의 목적이면 과학기술 ODA로 판단

CRS 목적 코드가 교육연구(11182), 의료연구(12182), 에너지연구(23182) 등 연구에
관한 것으로 <표 9>에 해당하면 과학기술 ODA 사업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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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분야
사회인프라
경제인프라

<표 9> 과학기술 ODA 관련 CRS 목적 코드

대분류
중소분류
CRS 목적 코드
교육
교육연구
11182
보건
의료연구
12182
에너지 개발 및 공급
에너지 연구
23182
농업
농업연구
31182
임업
임업연구
31282
생산부문
어업
어업연구
31382
산업
기술연구개발
32182
환경연구
41082
다부분
다부분
연구/과학기관
43082
주: 과학기술관련 키워드를 가진 사업을 추가하면서 CRS 목적 코드는 특정분야 중 연구부분만 활용
자료: <표 3>을 발췌하여 저자작성
2) CRS 채널 코드가 아래 연구기관이면 과학기술 ODA로 판단

CRS 채널 코드가 아프리카 농업연구 포럼(21009), 아프리카 의료 및 연구재단
(21045) 등 과학기술 관련 연구 기관으로 <표 10>에 해당하면 과학기술 ODA 사업
으로 판단한다.
<표 10> 과학기술 ODA 관련 CRS 채널 코드

Channel 코드
21009
21045
21046
41125
41129
47018
47019
47051
47053
47055
47057
47061
47062
47063
47070
47074
47075
47136
51001
자료: 저자작성

채널명
Forum for Agricultural Research in Africa
African Medical and Research Foundation
Agency for Cooperation and Research in Development
United Nations Institute for Training and Research
United Nations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Centre for International Forestry Research
International Centre for Advanced Mediterranean Agronomic Studies
International Centre for Agricultural Research in Dry Areas
International Centre for Diarrhoeal Disease Research, Bangladesh
International Centre for Development Oriented Research in Agriculture
International Crop Research for Semi-Arid Tropics
Inter-American Institute for Co-operation on Agriculture
International Institute of Tropical Agriculture
International Livestock Research Institute
International Rice Research Institute
International Vaccine Institute
International Water Management Institute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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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설명이 과학기술 ODA 키워드5)를 포함하면 과학기술 ODA로 판단

CRS 사업 설명
에 연구, 과학&기술, 기후변화, 신재생에너지,
공학, 생물다양성 등 과학기술 ODA 키워드6)가 포함되어 있으면 과학기술 ODA로
판단한다7).
(Long Description)

4) 산출 기준

<표 11>과 같이 개도국 전체대상, ODA, 양자간 원조사업 지출액을 기준으로 산출
한다.
<표 11> 과학기술 ODA 산출 기준
분류
수원국
(Recipient)
자금
(Flow)

세부 내용
개도국 전체
아프리카 전체, 아시아 전체,
남미 전체, 중동 전체 등

분류
세부 내용
양자간 원조 전분야
원조 분야 사회인프라
경제인프라,
(Sectors) 생산부문 분야,, 다부문
분야 등

ODA, OOF, Grant, Grant-Like 자금 유형
Loan, Equity Investment, Memo; (Flow
Type)
Private Grants

지출(Disbursement)
약정(Commitment)

전유형
채널(과학기술 국제연구기관)
원조 유형
채널 전공공섹터
예산지원
,
NGO,
PPP
지원
NGO 및 시민단체
(Type of Aid) 프로젝트 원조, 기술원조, 행정비용 등 (Channels) PPP, ,다자기구
, 기타 등
자료: 강희종(2014)
3. 통계 처리 및 분석
1) 주요국 과학기술 ODA 추진 현황

먼저 한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주요국의 ODA 추진 현황 통계를
산출하여 분석하고, 다음으로 주요국의 과학기술 ODA 추진 현황 통계를 산출하여 분
석한다.
더불어 과학기술, 교육, 보건, 에너지, 농림수산, 행정 등 분야별로 한국의 주요 분야
ODA 추진 현황 통계를 산출하고 분석한다.
5) 세부사업 설명으로부터 R의 텍스트마이닝 패키지를 이용하여 키워드를 추출하고 과학기술 ODA 키워드 확정
6) (“research*” or “recherche”) or ("science“ and "technolog*") or (”scientif*“ and ”technolog*“)
or ”climate change” or “renewable energy” or engineering or biodiversity
7) development, project, activity, training, program, education, capacity, health, knowledge,
production, sustainable, agriculture, technical
용으로 사용하거나 과학기술 관련성이 적어 제외

등은 빈도수가 높은 키워드이나 다른 부문에서도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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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의 과학기술 ODA 추진 현황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몽골, 미얀마 등 주요 수원국별 과학기술 ODA 현
황 통계를 산출하여 분석하고 다음으로 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유럽
등 지역별 과학기술 ODA 추진 현황 통계를 산출하여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부문별
과학기술 ODA 통계를 산출하고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 정의한 과학기술 ODA 부문은 <표 12>와 같다.
분류

중분류
연구
개발
학교교육

<표 12> 과학기술 ODA 분류 체계

관련 CRS 코드
11182 12182 23182 31182 31282 31382 32182
41082, 43082
연구개발
31120 31165 31320 32120 32130 32220 43040
11220 11320 11420
11120 11130 11230 11330 11430
인력양성
교육훈련
12181 12261 14081 21081 23181 31181 31281
31381 41081 43081
15153 21040 21050 22040 23210 31161 31162
기술이전
31166 31192 32140 32171
산업기술
환경보전
41020 41030
질병관리
12250 12262 12263 13020 13040
사회안전 사회기반 구축
13030 14015 15130 15150 15160 15220 16062
43010 52010
11110 12110 13010 15110 21010 22010 23110
정책
및
행정
관리
25010 31110 31210 31310 32210 33110 41010
정책기타
기타
99810 등
주: 1. 과학기술 관련 연구개발, 인력양성, 산업기술, 사회안전, 행정기타를 의미
2. 관련 CRS 코드 전체가 아닌 사업설명 키워드를 이용해 선정한 일부 사업이 과학기술 ODA에
포함되는 것임
자료: 저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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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과학기술 ODA 통계 산출 결과
1. 주요 과학기술 ODA 추진 현황
1) 주요국의 ODA 추진 현황

DAC 회원국의 전체 ODA 지출 규모는 지난 10여 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
며, 2017년 약 천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였다. 한국은 이 중 1%인 10억 달러를 지출
하였으며, 미국은 307억 달러를 지출하였다([그림 5] 및 <표 13>).
독일의 ODA 지출 규모는 60~70억 달러에서 180억 달러(2017년)까지 크게 증가
한 반면, 프랑스(최고 78억 달러 → 2017년 43억 달러)와 일본(최고 97억 달러 →
2017년 55억 달러)은 그 규모를 크게 축소하였다.
[그림 5] 주요국의 ODA 추진 추이(’06~’17)

자료: 저자작성

<표 13> 주요국의 ODA 추진 추이(’06~’17)
구분 ’06 ’07 ’08 ’09 ’10
DAC 전체 773 744 877 804 873
한국
3 4 4 4 6
미국 220 197 244 255 268
일본
73 60 78 53 69
독일
76 81 94 67 69
프랑스 78 67 62 60 69
영국
83 66 71 72 77
자료: OECD DB(2019)

’11
925
6
286
84
75
60
83

’12
860
7
262
68
83
57
84

’13
925
8
270
97
85
53
105

’14
904
9
283
52
94
46
114

(단위; USD, 억 달러)

’15
888
9
274
50
105
38
118

’16
981
10
293
56
167
41
117

’17
996
10
307
55
180
43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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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국의 과학기술 ODA 추진 현황

주요국의 과학기술 ODA 지출 규모는 40억 달러(2017년)이며, DAC 전체 ODA의
4%(2017년)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한국은 약 4천만 달러로 미국 14.1억 달러, 영국
14.7억 달러에 비해 아직 미미한 수준이지만 지난 10여 년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
고 있다.
영국(최저 1.4억 달러 → 2017년 14.7억 달러)과 독일(최저 1.1억 달러 → 2017
년 8.3억 달러)의 과학기술 ODA 지출 규모는 크게 증가한 반면, 일본은 유지, 프랑
스(최고 6.6억 달러 → 2017년 2.7억 달러)는 크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
림 6] 및 <표 14>).
[그림 6] 주요국의 과학기술 ODA 추진 추이(’06~’17)

자료: 저자작성

<표 14> 주요국의 과학기술 ODA 추진 추이(’06~’17)
구분
’06 ’07 ’08 ’09 ’10 ’11
주요국 전체 12 15 19 25 26 22
한국
0.1 0.3 0.2 0.2 0.3 0.3
미국
2.5 5.0 8.9 15.8 12.4 11.6
일본
0.2 0.3 1.2 0.3 1.5 0.6
독일
1.1 1.2 1.4 1.3 1.9 3.2
프랑스 6.6 6.3 4.7 2.9 2.8 3.1
영국
1.4 2.4 2.4 4.4 6.7 3.7
자료: OECD DB(2019) 자료를 활용하여 자체 분류

’12
29
0.3
13.0
0.3
4.8
3.2
7.3

’13
31
0.4
13.7
0.2
5.5
3.7
7.3

’14
38
0.5
18.2
0.4
6.8
2.9
9.2

(단위; USD, 억 달러)

’15
36
0.4
15.5
0.2
5.9
2.2
11.3

’16
44
0.4
20.2
0.1
7.6
2.6
13.0

’17
40
0.4
14.1
0.2
8.3
2.7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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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의 주요 분야 ODA 추진 현황

한국의 과학기술 ODA 지출 규모는 0.39억 달러(2017년)로 교육(1.9억 달러), 보
건(1.2억 달러), 농림수산(1.0억 달러), 행정(0.8억 달러) 분야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7] 및 <표 15>).
교육, 보건, 농림수산, 행정 분야의 지출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
고 있으나 과학기술 및 에너지 분야는 2013년 이후 거의 정체 상태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7] 한국의 주요 분야 ODA 추진 추이(’06~’17)

자료: 저자작성

<표 15> 한국의 주요 분야 ODA 추진 추이(’06~’17)
구 분
DAC 전체
교육
한국
DAC 전체
보건
한국
DAC 전체
에너지
한국
농림 DAC 전체
수산
한국
DAC 전체
행정
한국

’06
65
0.5
37
0.3
18
0.0
20
0.1
30
0.3
자료: OECD DB(2019)

’07
80
0.9
41
0.4
18
0.2
27
0.2
46
0.3

’08
82
0.6
43
0.4
18
0.0
32
0.2
54
0.3

’09
87
0.7
42
0.7
14
0.0
34
0.2
53
0.3

’10
91
1.1
45
0.9
16
0.3
44
0.3
59
0.4

’11
93
1.3
50
0.5
20
0.1
43
0.5
63
0.5

’12
86
1.6
50
0.7
18
0.2
41
0.7
70
0.6

’13
84
1.8
56
0.8
18
0.2
41
0.9
66
0.6

’14
85
1.7
55
1.0
15
0.1
43
1.0
63
0.6

(단위; USD, 억 달러)

’15
73
1.7
50
1.1
14
0.2
42
1.1
63
0.7

’16
83
1.9
53
1.2
15
0.1
42
1.0
64
0.8

’17
83
1.9
57
1.2
16
0.2
41
1.0
7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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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의 과학기술 ODA 추진 현황
1) 수원국별 과학기술 ODA

한국이 과학기술 ODA를 통해 주로 지원하고 있는 국가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
보디아. 몽골, 미얀마 등이다. 베트남은 2014년 650만 달러 지원 이후 계속 감소하
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최고의 지원국이고, 미얀마에는 380만 달러를 지원하여
2017년 1위 지원국이 되었다([그림 8] 및 <표 16>).
지난 12년 간 과학기술 ODA를 통해 지원한 금액은 베트남이 2천 6백만 달러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인도네시아(2천 백만 달러), 캄보디아(1천 9백만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8] 수원국별 과학기술 ODA 추진 현황

자료: 저자작성

<표 16> 수원국별 과학기술 ODA 추진 추이(’06~’17)

구 분
’06 ’07 ’08 ’09 ’10
한국 과기 ODA전체 12.1 30.8 19.3 20.3 30.2
베트남
1.0 2.4 1.0 0.4 1.9
인도네시아
0.5 3.7 0.7 1.3 3.2
캄보디아
0.1 1.1 0.7 1.5 1.0
몽골
0.2 0.6 0.3 0.3 4.7
미얀마
0.5 0.7 0.1 0.8 0.6
이라크
4.2 2.2 0.0 1.6 0.2
에티오피아
0.0 0.2 0.1 0.0 0.3
네팔
0.1 0.7 0.2 0.1 0.1
중국
1.3 2.4 1.9 0.5 0.1
필리핀
1.0 0.5 0.1 0.0 0.4
라오스
0.1 0.1 0.3 0.1 0.1
방글라데시
0.1 1.1 0.5 0.3 0.3
자료: OECD DB(2019) 자료를 활용하여 자체 분류

’11
27.8
1.9
4.6
3.6
1.6
0.2
1.4
0.3
0.1
1.3
0.5
0.3

’12
33.3
1.4
2.3
3.2
2.7
0.3
2.0
1.2
1.1
1.6
2.1
0.9
0.6

’13
37.3
1.2
1.2
1.3
2.5
0.6
0.1
1.2
2.0
0.2
0.2
1.0
0.7

(단위; USD, 백만 달러)

’14
46.9
6.4
1.0
2.1
2.7
1.7
0.8
0.6
0.0
0.5
1.3
0.5

’15
41.4
3.5
0.0
1.1
1.3
1.2
0.2
1.4
0.1
1.0
1.3
0.8

’16
42.5
2.7
1.1
2.2
1.3
2.5
0.1
1.9
1.0
0.5
1.0
0.8

’17
38.5
2.4
0.7
0.9
0.3
3.8
0.2
2.4
1.1
0.2
1.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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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별 과학기술 ODA

과학기술 ODA 지원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 지역(2017년 1,580만 달러)에
가장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다음은 아프리카 지역(2017년
1,100만 달러)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9] 및 <표 17>).
아메리카 지역은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오세아니아, 유럽 지역은 지원 규모가 미미하게 유지되는 수준이다.
미특정은 지역이 특정되지 않은 과학기술 ODA 사업으로 2013, 2014, 2015년에
는 특이하게 관련 사업이 많이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9] 지역별 과학기술 ODA 추진 추이(’06~’17)

자료: 저자작성

<표 17> 지역별 과학기술 ODA 추진 추이(’06~’17)
구 분
’06 ’07 ’08 ’09 ’10
한국 과기 ODA전체 12.1 30.8 19.3 20.3 30.2
아메리카
0.6 2.7 2.2 0.9 1.2
아시아
11.0 22.4 14.0 12.6 17.0
아프리카
0.3 1.6 0.5 3.6 8.7
오세아니아
0.0 0.1 0.1 0.0 0.1
유럽
0.0 0.3 0.7 0.4 0.0
지역이 특정되지 않음 0.2 3.7 1.8 2.8 3.0
자료: OECD DB(2019) 자료를 활용하여 자체 분류

’11
27.8
0.9
18.5
4.4
0.2
0.0
3.9

’12
33.3
2.8
21.7
5.7
0.2
0.1
2.8

’13
37.3
2.4
14.0
8.2
0.4
0.3
11.9

(단위; USD, 백만 달러)

’14
46.9
3.4
19.3
7.5
1.1
0.5
14.9

’15
41.4
2.4
13.9
4.5
0.7
0.0
20.0

’16
42.5
3.7
22.4
10.2
2.3
0.0
3.9

’17
38.5
5.3
15.8
11.0
0.2
0.0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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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문별 과학기술 ODA

과학기술 ODA를 부문별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부문이 특정되지 않은 기타 부문이
2010년(1,620만 달러)부터 2016년(660만 달러)까지 가장 많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
고 다음은 연구개발 부문 지출이 2010년 450만 달러에서 2017년 1,810만 달러까지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10] 및 <표 18>). 다음은 인력양성 부문 과학
기술 ODA 추진은 부침이 있는 가운데 전체적으로는 감소하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목적을 ‘연구’로 제한한 CRS 목적코드만 사용할 경우, 전체 과학기술 ODA의
9%(2013년)~53%(2007년)가 설명되었으며, 나머지는 텍스트 분석 등을 통해 추가적
으로 설명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10] 부문별 과학기술 ODA 추진 추이(’06~’17)

자료: 저자작성

<표 18> 부문별 과학기술 ODA 추진 추이(’06~’17)

구 분
’06 ’07 ’08 ’09 ’10
한국 과기 ODA 전체 12.1 30.8 19.3 20.3 30.2
연구 6.3 16.4 10.0 8.0 4.2
연구
개발
개발 0.0 0.1 0.0 - 0.3
학교교육
4.0 8.3 3.6 0.1 2.9
인력
양성 교육훈련 0.5 1.4 0.2 2.8 0.9
산업 기술이전 0.1 0.1 1.1 0.7 0.0
기술 환경보전 - 0.1 - 0.9 0.1
사회 질병관리 0.1 0.1 0.1 1.6 2.4
안전 사회기반구축 - - 0.0 1.2 0.3
정책 및 0.9 0.5 2.2 3.3 2.8
정책 행정관리
기타
기타 0.4 3.9 2.0 1.7 16.2
자료: OECD DB(2019) 자료를 활용하여 자체 분류

’11
27.8
4.0
1.5
0.7
2.3
0.3
1.5
0.4
10.2
7.1

’12
33.3
5.8
1.8
3.6
2.9
0.8
1.4
10.2
6.8

’13
37.3
3.2
3.4
2.5
1.9
1.0
0.6
0.0
4.2
6.2
14.2

(단위; USD, 백만 달러)

’14
46.9
9.2
2.6
1.9
8.6
1.0
1.0
3.0
9.3
10.2

’15
41.4
5.3
2.9
0.3
2.2
4.7
0.3
0.4
0.1
10.8
14.4

’16
42.5
12.5
1.9
2.1
3.1
3.4
2.3
10.6
6.6

’17
38.5
15.8
2.3
2.0
0.1
3.2
1.5
2.0
4.3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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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관별 과학기술 ODA

과학기술 ODA 지원 현황을 행정기관별로 살펴보면, KOICA는 2014년에 전체 과
학기술ODA의 71.2%(33.4백만 달러)를 차지하였고, 2019년에도 51.1%(19.7백만 달
러)를 차지하는 등 과학기술 ODA 지원에 중심이 되고 있다([그림 11] 및 <표 19>).
2019년 전체 ODA 사업 확정 예산 순으로, 수출입은행(EDCF), 한국국제협력단,
외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인사혁신
처, 농촌진흥청,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 고
용노동부 등 41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관계기관 합동, 2019).
연구기관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연구재단, 국제백신연구소,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동
대학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이 주요
ODA사업 실시 기관이다.
[그림 11] 기관별 과학기술 ODA 추진 추이(’06~’17)

자료: 저자작성

<표 19> 기관별 과학기술 ODA 추진 추이(’06~’17)
구 분
’06 ’07 ’08 ’09 ’10
한국 과기 ODA전체 12.1 30.8 19.3 20.3 30.2
KOICA
5.1 8.6 7.0 14.1 25.2
외교부
0.8 0.0 0.3 1.2 0.1
기획재정부
- 0.4 0.2
기타
6.2 22.1 12.0 4.6 4.8
자료: OECD DB(2019) 자료를 활용하여 자체 분류

’11
27.8
15.8
0.4
2.2
9.5

’12
33.3
21.5
0.4
1.2
10.2

’13
37.3
26.1
0.3
2.4
8.4

(단위; USD, 백만 달러)

’14
46.9
33.4
0.9
1.6
11.1

’15
41.4
26.3
1.3
1.6
12.4

’16
42.5
19.2
3.3
1.4
18.5

’17
38.5
19.7
2.3
1.2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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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 ODA를 과학기술을 위한, 과학기술에 의한, 과학기술에 관
한 공적개발원조로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CRS 목적코드, 채널코드, 사업내용 키워드
및 ODA 지출액을 이용하여 과학기술 ODA 통계를 산출하는 방법을 제시한 후 제시
한 방법에 따라 OECD DAC에서 제공하는 ODA 통계 원자료를 이용하여 과학기술
ODA 통계를 산출하였다. 산출 결과, DAC 회원국의 전체 ODA 지출 규모는 지난
10여 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7년 약 천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였고, 한국
은 이 중 1%인 약 10억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국(한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의 과학기술 ODA 지출 규모는 40억 달러(2017년)이며, DAC 전
체 ODA의 4%(2017년)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한국의 과학기술 ODA 지출 규모는 0.39억 달러(2017년)로 교육(1.9억 달러), 보
건(1.2억 달러), 농림수산(1.0억 달러), 행정(0.8억 달러) 분야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 보건, 농림수산, 행정 분야의 지출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과학기술 분야는 2013년 이후 거의 정체 상태인 것
으로 파악되었다. 한국이 과학기술 ODA를 통해 주로 지원하고 있는 국가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몽골, 미얀마 등이었는데, 수원국별 과학기술 ODA 지원은 일
정한 추이를 갖지 않고 정부의 단기적인 정책 목표에 따라 부침이 매우 심하게 나타
나고 있어 장기적인 전략에 의한 과학기술 ODA 추진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 지역(2017년 1,580만 달러)에 가장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
며, 다음은 아프리카 지역(2017년 1,100만 달러)이었다. 과학기술 ODA를 부문별로
보면, 연구개발 부문 지출이 2010년 450만 달러에서 2017년 1,810만 달러까지 크
게 증가하였고, 인력양성 부문은 과학기술 ODA 추진이 부침이 있는 가운데 전체적으
로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본 연구 방법론을 이용하여 산출한 과학기술 ODA 통계를 통해 과학기술 ODA 추
진 현황을 개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현재 국내외적으로 체계적이고 공인된 과학
기술 ODA 통계를 산출하지 않아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없는데, 동 방법론을 수정,
보완하고 담당기관을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과학기술 ODA 통계를 산출한다면 과학기
술 ODA 방향 설정 및 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 기존 과학기술 ODA 개념 및 정의에 대해 정리하고 자체적으로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를 내려 목적코드, 채널코드,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과학기술 ODA
통계를 산출하였으나 목적코드 사용의 과대/과소 포함 문제, 사업설명 텍스트를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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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는 과학기술 ODA 판단 문제는 조사 자료의 원천적인 문제 등과 맞물려 정확
한 과학기술 ODA 통계를 산출하는 데 장애가 된다. 이는 연구의 한계이며 향후 해결
해야 할 과제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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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Method of Calculating S&T ODA Statistics

Hee Jong Kang, Deok Soon Yim
Abstract

The impact of ODA on economic growth in recipient countries varies considerably by
GDP size, region, and character of ODA. In addition, the impact of ODA by sectors
is also different. In particular, S&T ODA is reported to have a greater impact on the
economic growth of recipient countries than other sectors such as education, health
and energy. Most researches on ODA are small and intermittent, and there is a lack
of systematic conception of S&T ODA.
Therefore, in this study, we define the S&T ODA, present the method of calculating
the S&T ODA statistics using CRS object code, channel code, business content keyword
and ODA expenditure. S&T ODA statistics were calculated using the original ODA statistics provided by the OECD DAC.
According to the calculation, the spending on S&T ODA in major countries (Korea, USA,
Japan, Germany, France, UK) is about 4 billion dollars (2017), which is 4% (2017) of
the total DAC. Korea's spending on S&T ODA was $ 39 million (2017), far below education
($ 190 million), health care ($ 120 million),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 100
million) and administration ($ 80 million). The expenditures in education, health,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and administration have continued to increase, while the
S&T sector has remained almost stagnant since 2013.
The S&T ODA statistics calculated using this methodology provide an overview of the
progress of S&T ODA. If the methodology is revised, supplemented, and designated
by the authorities in charge, and the S&T ODA statistics are continuously calculated,
it is expected to be used as the basic data for establishing the S&T ODA direction and
establishing the strategy.
Key words :

S&T ODA, S&T ODA Definition, S&T ODA Statistics, Administrative
data, CRS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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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활동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의약산업 패널연구 안요한*
초록

본 논문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의 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국내 의약산업에서 기술혁신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 기술혁신활동의 성과를 R&D 투자액과 특허건수로 구분하여
활용하였고 기업규모, 수출활동, 현금보유, 매출액, 부채수준, 기업연령의 여섯 가지 변수를 결정요인
으로 고려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 분석방법은 확률변수모형을 이용한 패널 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R&D 투자액을 대리변수로 사용한 기술혁신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으로 수출활동은
유의한 정(+)의 인과관계를 가지는 반면 매출액은 부(-)의 인과관계를 보여주었다. 특허건수를 기술
혁신활동의 대리변수로 측정한 결과에서는 기업규모는 정(+)의 인과관계를 가졌지만 기업연령은 부(-)의
인과관계를 보여주었다. 이는 의약산업처럼 자본 및 기술집약도가 높은 산업의 기술혁신활동은
Schumpeter 가설에서 주장한 규모의 경제가 바탕이 되어야하며 활발한 수출활동과 신생기업의
역동성이 기술혁신활동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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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세계화(Globalization)의 확산으로 인해 기업들의 기술역량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
를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간주되고 있다(Rutashobya and Jaensson, 2004). 특히
기술혁신활동은 국가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 등과
같은 세계적 불경기를 벗어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Coviello and
McAuley, 1999). 따라서 글로벌 경쟁시대의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기술혁신에 관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Himmelberg and Petersen, 1994; Schoenecker and
Swanson, 2002; Qian, 2002). 기업은 경쟁우위로서의 기술혁신활동을 높이기 위하
여 부채보다는 내부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며 급변하는 환경에서도 현금을 축적하여 기
술혁신활동을 지속하려고 노력한다(Brown and Petersen, 2011). 기술혁신활동은 오
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성과가 나타나고 수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유동성 관리와 자
금의 조달문제가 기술혁신활동 지속성의 핵심사항이 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글로벌
경기침체와 양적완화로 인한 기업의 유동성 문제가 기술혁신의 투자로 전환될 수 있
을지에 관한 관심이 부각되고 있고 기술혁신활동이 기업의 성장을 넘어 국가의 국제
경쟁력 확보와 유지에 있어서도 중요하다는 인식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성태경·김진
석, 2009).
국내 의약산업의 중요성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의약산업 규모는 2017
년 기준으로 세계에서 약 2%를 차지하는 22.1조 원으로 추정되며 의약품 수출의 최
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2014-2018)은 21%로서 국내 대표 주력 수출산업인 반도체
증가율(19.3%)보다 높았다(한국무역협회, 2019). 특히, 정부는 의약품·바이오 중심의
바이오헬스산업을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하여 2030년까지 시장점유율을 현재 2%에서 6%까지 확대하고 수출은 현재 144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를 달성 등의 비전을 제시하였다(한국수출입은행, 2019).
의약산업은 대표적인 자본 및 기술 집약형 산업으로서 막대한 R&D투자와 높은 기
술력을 바탕으로 한 특허가 요구되는 산업으로서 다른 제조업에 비해 높은 기술혁신
활동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기술혁신활
동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중 의약산업의 특징을 반영한 변수들을 심층적으로 분
석하여 국내 의약산업의 기술혁신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구체적으로 분석
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횡단면 자료와 시계열 자료를 결합한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국내 의약산업의 기술혁신활동 결정요인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
다. 기술혁신활동은 R&D투자액과 특허건수를 대용변수로 사용하며 여섯 가지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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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인은 기업규모, 수출활동, 현금보유, 매출액, 부채수준, 기업연령으로 설정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기술혁신활동의 결정요인을 이론적 배경
과 선행연구들을 검토한다. 그리고 III장에서는 실증분석에 사용된 표본과 연구모형을
제시하고 연구모형에 사용된 변수들의 측정에 대하여 설명하고, IV장에서는 기술혁신
활동의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V장에서는 연구의 결
론과 정책적 시사점 및 한계점을 언급한다.
Ⅱ.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
1. 기술혁신활동으로서의 연구개발(R&D)과 특허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경제주체가 의도적으로 기술을 증가시켜 성장을 자극한다는
내생적 성장이론이 전개되면서 기술혁신을 학습이나 지식축적을 가능케 하는 R&D
투자, 특허건수, R&D 인적자본 등을 주요 변수로 도입하였다(김은영, 2011). 또한
기술혁신활동은 신제품, 신공정, 신시장 개척 등으로 측정될 수 있다(Fargerberg,
Mowery and Nelson, 2005). 그러나 다수의 기업을 상대로 명확한 정량화가 가능
한 R&D 투자액과 특허건수가 기술혁신활동의 대용변수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
서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기술혁신활동은 R&D 투자액, 특허건수, R&D 인적자본
등 기술변화를 일으키는 요인 등을 주요 측정치 또는 대리변수로 사용하고 있다(김광
두·홍운선, 2011; 성태경, 2003; Nam and An, 2017).
R&D투자는 신상품 개발, 생산성 증대, 원가절감 등 기업이 경쟁우위를 가지기 위한
필수적인 투자이다(Eberhart, Maxwell and Siddique, 2004). Fagerberg et al.(2005)
는 새로운 지식의 창출과 지식의 새로운 적용은 R&D투자로 나타낼 수 있고 혁신투
입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특허는 R&D투자와 더불어 가장 대표적인 기술혁신활동의 성과로 평가되며 기업의
신제품개발, 기술정보와 지식의 원천, 경쟁기업에 우위를 점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허는 R&D투자의 산출물로서 기업은 제품의 개발 및 판매를 통한
이익을 특허라는 독점적 권리를 확보함으로서 창출할 수 있다.
2. 기술혁신활동 결정요인

본 연구에서는 기술혁신활동을 결정하는 여섯 가지 주요 요인을 의약산업의 특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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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를 반영하여 기업규모, 수출액, 현금보유능력, 매출액 수준, 부채수준, 기업의
연령으로 제시하였다.
1) 기업규모

Schumpeter(1942)는 기업규모와 기술혁신활동은 정(+)의 관계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Schumpeter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기술혁신활동에 필요한 능력(자본, 인력,
시설 등)의 확보가 용이하므로 대기업에서의 기술혁신이 중소기업보다 더 활발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Scherer and Ross(1990)는 대기업의 방만한 조직 관리와 관료
주의로 인해 중소기업에서의 기술혁신이 더 활발하게 진행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지훈·
서환주(2013)는 자원준거 관점에서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기술혁신에는 유리하지만 기
업행동 관점에서는 기업규모와 기술혁신은 역의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Schumpeter 가설에 대한 검증은 연구대상, 변수, 실증방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Schumpeter 가설에 관한 기업규모와 기술혁신활동 간의 실증분석 결과는 의약산
업에서 강하게 지지되고 있다. 이는 대기업만이 대규모의 연구개발프로그램 기반을 갖
출 수 있으므로 고부가가치 신약의 개발이 가능하고(Graves and Langowitz, 1993)
의약기업의 R&D투자에는 규모의 경제가 존재함을 나타내었다(Dimasi, Grabowski
and Vernon, 1995).
Cohen(1995)은 기업규모와 기술혁신활동의 연관성은 매우 중요하며 분명한 것은
기업의 공식적인 R&D투자는 일정규모가 되어야 시작된다고 제시하였다.

2) 수출활동

내생적 성장이론에 의하면 세계화를 통한 수출의 증가는 기업의 R&D투자와 혁신
을 증가시킨다고 강조하고 있다(이성룡·설윤, 2013). 수출활동은 기업 간, 국가 간의
지식의 축적과 기술 교류를 활발하게 함으로서 기술혁신활동을 크게 증가시킨다. 특히
수출주도의 경제성장 전략을 바탕으로 한 개발도상국(emerging country)에서 수출활
동은 기술혁신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Seenaiah and Rath,
2018). 수출의 참여는 기업의 R&D투자에 대한 확률을 높이고(Harris and Li,
2011) 기업의 수출활동은 기업의 R&D투자와 신기술 도입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Aw, Roberts and Winston, 2007). 또한 수출기업은 해외시장에서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신제품 개발과 품질 개선을 위한 기술혁신활동에 많은 투
자가 이루어 질 것이다(성태경·김진석,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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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금보유

기업의 기술혁신활동은 부채나 주식발행보다는 내부금융능력, 특히 현금흐름과 밀
접한 관계가 있다(Himmelberg and Peterson, 1994). 특히 R&D 집약기업은 부채
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R&D투자의 지속성을 위해 현금보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Hall, 2002). 기업의 현금보유능력은 R&D투자의 지속가능성을 가져와 기업의
기술역량을 향상시켜 제품의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게 한다(Brown and Petersen,
2011). 기술혁신은 수익이 도출되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므로 안정적인 유동성 조
달이 기술혁신을 지속할 수 있는 필수요건이다(남현정, 2015).

4) 매출액

매출액은 기업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기업의 기술혁신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고 있다. Reynard(1979)는 R&D투자와 수익성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
였는데 과도한 R&D투자는 기업의 이익을 감소시키므로 적정규모의 R&D투자는 매출
액을 고려하여 추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Kim and Lee(1993)와 박준우(2009)는
R&D투자의 유의적인 외생변수는 매출액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매출액의 증가는 기
업이 생산·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고객들의 수요가 높음을 의미하며 이는 제품의 가격의
상승을 통한 매출량이 증가효과를 가지므로 기업의 지속적인 R&D투자는 매출액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이정길·김영갑, 2008).

5) 부채수준

기업의 기술혁신은 많은 자원의 투자를 요구하기에 부채에 따른 이자와 원금을 약
정일에 상환하지 못할 가능성인 부도위험(default risk)을 증가시킬 수 있다. R&D투
자는 담보물로의 가치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부채의 사용은 R&D투자가 많은 기업들
에게 부도위험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부채의 사용이 매우 적은 편이다
(Opler and Titman, 1994; Hall, 2002). 또한 높은 부채비율을 가진 기업의 경우
채권자들은 파산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자산의 매각 및 유동성 확보를 위해 R&D
투자를 감소시켜 기술혁신활동이 위축되게 된다(Galende and de la Fuente, 2003).

6) 기업 연령

성태경·김진석(2009)은 기업연령이 적을수록 혁신의지와 제품개발 노력이 더 큰 반
면 기업연령이 많은 기업은 안정성을 추구하므로 혁신적인 활동이 덜 할 것이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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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신생기업은 기술혁신활동을 통해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고 지속적인
성장기회를 갖게 됨으로(김진수·권기정, 2011) 기업연령이 적은기업의 기술혁신활동이
더욱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기업연령은 많은 기업은 시장에서 높은 신용을 갖고 있고 투자자와 오랜 기
간동안 관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기업연령이 적은 기업에 비해 R&D투자에 대한 불
확실성이 적으므로 기술혁신활동이 더 활발할 것으로 주장한다(Berger and Udell,
1995). Banbury and Mitchell(1995)은 의약산업에서 기업의 생존확률은 기술혁신
을 통한 신제품 출시(제품혁신)와 밀접한 양(+)의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기
업연령이 높을수록 기술혁신활동이 활발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및 표본분석 기간

실증분석을 위한 연구대상 기간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8년부터 2014년까
지의 최근 7년간이며, 유가증권시장의 결산월이 12월말인 기업으로 구성되었다. 대상
기업은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C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연구대상 기간 중 상장되었거나 혹은 상장 폐지되어 14년간의 자료를 모
두 갖추지 못한 기업을 연구에 포함하였다. 위의 기준을 적용하여 47개 기업, 총 329
개의 관측치(firm-year observations)를 확보하였다. 기업특성 자료는 FnGuide의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추출하였고 특허관련 자료는 한국특허청에서 수집하였다.
2. 실증연구 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연구대상 기간 중 7년간의 자료를 모두 갖추지 못한 기업을 연
구에 포함한 불균형 패널자료(unbalanced panel)로 구성되었다. 일반적으로 합동회
귀모형의 경우 14년 기간을 연구대상으로 연구를 할 경우 7년 기간의 자료가 모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해야 하는 제약조건이 존재한다. 그러나 패널분석의 경
우 연구기간의 자료를 모두 갖추지 못한 기업을 연구에 포함한 불균형 패널자료
(unbalanced panel)를 사용하여도 분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불균형 패널자료를 사용
하면 관측치가 늘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설명 할 수 없는 요인들이 오차 항에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낮추어, 설명변수들 간의 상호작용을 일으켜 종속변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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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편의 발생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이 모형은 더 많은 정보와
변동성을 제공하여 효율적인 추정량을 얻을 수 있고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Gujarati and Porter, 2003).
2008년부터 2014년까지의 우리나라 의약산업의 기술혁신활동의 결정요인을 분석
하기 위한 패널분석 모형은 다음과 같다.
   



 




   

    ......................(1)

where, for firm and year
i

t

Xk,i,t-1는 여섯 개의 기술혁신활동 결정요인 변수, ηi는 관찰되지 않고 시간의 경
과에 따라 변하지 않는 개별효과(individual specific effect)이고 μi,t는 오차항을 의
미한다. 기술혁신활동과 결정요인과의 시간차를 고려하여 결정요인 변수는 t-1시점으
로 설정하였다.
3. 변수측정

본 연구의 모형에 사용된 변수들의 대한 설명은 다음 <표 1>과 같다.
계수
Y

<표 1> 변수설명

변수

변수설명

R&D

연구개발비 총액/매출액

X1
X2

Patent
SIZE
EXPORT

X3

CASH

X4
X5

SALES
LEV

X6

AGE

자료: 저자 작성

비고
매출액의 차이로 인한 규모효과의
이분산성(heteroskedasticity)을 통제하기
위하여 투자변수를 매출액으로 나누었다

특허 수
ln(총자산)
수출액/매출액
기업의 수출액과 전체 매출액의 상대적 크기
현금 및 현금성자산/(총자산-현금 및
현금보유비율
현금성자산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전기매출액
매출액 증가율
총부채/자기자본
부채비율
상장이후 기업활동이 지속된 기간으로
ln(기업연령)
측정하였으며 이분산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기업의 연령에 자연로그를 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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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증분석결과
1. 기술통계

본 연구의 모형에 사용된 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을 <표 2>에 나타내었다. R&D투자
액의 평균은 약 0.032로서 이는 매출액 대비 약 3.23%정도가 연구개발비로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허건수의 평균은 8.544이며 수출액 평균은 10.857로서 국내
의약기업의 수출액은 매출액 대비 11%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반도체를
제외한 13대 수출 주력품목 중 가장 높은 수출비중을 차지하고 있다.1) R&D투자액의
표준편차는 0.060인 반면 특허건수의 표준편차는 19.725로서 의약기업 내에서 특허
에 대한 기업 간 편차가 R&D투자에 비해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현금보유비율은 0.076으로 총 자산대비 현금보유가 7.6%정도로 볼 수 있다. 국내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안요한, 2015)의 현금보유비율 평균이 0.064로 나타난
것을 보면 의약산업의 현금보유비율은 비교적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부채비율의 평
균은 0.709로서 2014년 우리나라 제조업 부채비율 평균 0.892와 비교하면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높은 현금보유율과 낮은 부채비율은 많은 자본과 기술
집약이 필요하다는 의약산업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변수

R&D
Patent
SIZE
EXPORT
CASH
SALES
LEV
AGE

자료: 저자 작성

<표 2> 주요변수들의 기술통계량

평균
0.032
8.544
25.988
10.857
0.076
13.339
0.709
2.942

표준편차
0.060
19.725
0.838
16.653
0.091
63.414
0.550
0.826

최소값
0.000
0.000
23.492
0.000
0.001
-99.838
0.009
0.000

최대값
0.511
155.000
28.006
76.684
0.636
200.01
3.596
3.951

1) 2015년 기준 반도체 수출비중은 11.9%, 일반기계는 8.6%, 석유화학은 7.2%, 석유제품은 6.1, 자동차는
8.6% 로 조사되었다.(한국무역협회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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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각 독립변수에 대한 다중공선성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한다. <표 3>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독립변수 들 간의 상관계수가 0.3이하 값을 나타내고 있어 다중공선성에 대
한 문제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3> 주요변수들의 Pearson 상관관계
R&D
R&D
1
Patent 0.025
SIZE
-0.066
EXPORT 0.142
CASH
0.031
SALES -0.124
**

**

Patent

SIZE

EXPORT

CASH

SALES

1
0.146
0.109
-0.002
0.068

1
0.005
0.089
0.094

1
-0.066
-0.106

1
-0.072

1

-0.016

-0.104

0.118

-0.306

0.105

0.084 -0.175
0.024
*** p<0.01, ** p<0.05, * p<0.01

-0.144

**

LEV

0.039

AGE

-0.022 -0.163

자료: 저자 작성

*

*

*

***

*

*

***

***

*

**

LEV

AGE

1
-0.035

1

2. 패널분석 결과

기술혁신활동과 결정요인을 실증분석하기 위한 회귀식은 합동(pooled) OLS와 확률
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을 통하여 추정된다. 패널데이터 분석을 위한 추정
모형에 대한 Hausman Test 결과는 E( / )=0의 귀무가설을 채택하여 확률효과
모형을 패널데이터 분석모형으로 사용한다.
기업의 기술혁신활동의 첫 번째 대리변수인 R&D투자와 여섯 가지의 결정요인 간
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회귀식은 합동(pooled) OLS와 확률효과모형을 통하여 추정
하였다. 그 추정된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Schumpeter 가설에서 제
시된 기업 규모(size)와 R&D투자와의 관계는 합동 OLS와 확률효과모형 모두 통계적
으로 유의한 값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보유비율(cash)과 부채비율
(lev) 역시 합동 OLS와 확률효과모형 모두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갖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기업규모, 현금보유, 부채수준 모두 기업의 기술혁신활동
ηi

X,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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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R&D투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출활동(export), 매출액(sales)은 합동 OLS와 확률효과모형 모두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보이고 있다. 기업의 수출활동은 R&D투자에 정(+)의 관계를
가지는 반면 매출액은 R&D투자와 부(-)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수출활동이
활발한 기업은 높은 수익성과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기 위한 강한 혁신의지를 갖고 있
으므로 수출의 증가가 활발한 R&D투자를 도출해 내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수출활동은 지식의 축적과 기술교류를 증가시켜 신기술 도입에 적극적이고 기
업의 R&D투자를 높인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Aw et al, 2007;
Harris and Li, 2011). 따라서 기업의 수출활동은 R&D투자에 중요한 정(+)의 결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수출활동과는 반대로 매출액은 기업의 R&D투자에 부(-)의 결정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R&D투자로 인한 기술 역량의 강화는 제품의 가격을 낮춰 매출액
성장을 높일 수 있으나 수익성 개선이 동반되지 않는 기업의 성장이라는 문제점이 발
생하게 되므로 기업의 수익성을 저하시켜 기업의 기술혁신활동을 오히려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김진수, 2009). 또한 국내 제약기업의 주 매출은 수익이 높은
혁신적 신약개발이 아니라 복제약, 합성의약품 또는 바이오 시밀러에 의존하고 있어
높은 수익창출이 어려운 구조로 되어있다(한국수출입은행, 2019). 이러한 매출액증가
율로 파생되는 수익성 저하는 R&D투자에 부(-)의 결정요인이 될 수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매출액 성장률이 높을수록 기업은 자신들의 제품이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기술혁신의 필요성을 적게 느껴 R&D투자에 소극적일 수
있기에 매출액은 기업의 R&D투자에 부(-)의 인과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기술혁신활동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239

<표 4> R&D투자 결정요인 분석

변수명
SIZE
EXPORT
CASH
SALES
LEV
AGE
상수항

Pooled OLS
계수
t-statistics
(p-value)
-0.009
-1.634
(0.103)
0.0004
2.093
(0.037)
0.004
0.096
(0.923)
-0.032
-2.115
(0.035)
0.002
0.074
(0.940)
-0.001
-0.211
(0.833)
0.291
2.001
(0.046)
0.056
2.428
**

**

**

R-sq
F-statistics
Hausman
*** p<0.01, ** p<0.05, * p<0.01
자료: 저자 작성

**

Random Effect Model
계수
t-statistics
(p-value)
-0.008
-1.611
(0.108)
0.0004
2.121
(0.034)
0.005
0.114
(0.908)
-0.033
-2.193
(0.029)
0.004
0.145
(0.884)
-0.001
-0.205
(0.837)
0.283
2.045
(0.041)
0.059
2.454
2.312
**

**

**

**

다음으로 기업의 기술혁신활동의 대리변수를 특허건수로 설정할 경우의 여섯 가지
결정요인과의 관계를 합동 OLS와 확률효과모형으로 추정하였고 결과는 <표 5>에 제
시하였다. 특허의 결정요인은 R&D 투자 결정요인의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나타났다.
수출(export), 현금보유(cash), 매출액(sales), 부채비율(lev)는 통계적 유의성을 갖지
못해 특허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size)는 특허에 정(+)의 결정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기업연령(age)는 부(-)
의 결정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두 변수 모두 1% 수준에서 통계적 유의
성을 갖는다. 기업규모와 기업혁신활동으로서의 특허 간의 정(+)의 관계는
Schumpeter(1942)가설이 성립함을 증명하고 있다. 이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특허의
성과가 높아지며, 특히 의약산업에서는 대기업만이 대규모 연구프로그램에 대한 투자
가 가능하며 이를 기반으로 고급화, 특수화된 신약의 개발이 가능하다는 선행연구 결
과와 부합한다(성태경김진석, 2009; Dimasi et al, 1995). 기업연령(age)과 특허의
부(-) 관계는 신생기업 또는 기업의 성장단계에서 도입기에는 기술혁신활동의 강도와
행태가 활발하므로 특허의 취득에 적극적이다고 추정할 수 있다. 성태경김진석(20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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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벤처기업은 창업 후에도 기술혁신활동의 성과인 특허를 출원할 확률이 크다는 결
과를 제시하였다.
특허는 기술혁신활동의 산출물(output)이다. 기업규모가 특허에 정(+)의 영향을 주
고 기업연령은 특허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결과는 국내 의약기업의 특징과 유형을
추정할 수 있다. 기업연령이 오래되었고 기업규모가 큰 기업으로 활발하게 신약을 개
발하는 대기업은 소수 존재하고, 기업연령은 비교적 오래되었으나 중간 기업규모에 복
제약을 중심으로 하는 중견기업이 다수 존재하며 기업연령이 낮고 활발하게 신약을
개발하는 벤쳐기업에서 출발한 중견기업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국내 의약산업의 현 상황에서 기업규모는 클수록 특허가 많을 것이며, 기업연
령과 특허는 U자형태의 관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표 5> 특허건수 결정요인 분석

변수명
SIZE
EXPORT
CASH
SALES
LEV
AGE
상수항

Pooled OLS
계수
t-statistics
(p-value)
2.218
2.757
(0.006)
0.077
1.272
(0.204)
-13.445
-1.276
(0.204)
2.211
0.639
(0.523)
-6.324
-0.945
(0.345)
-3.783
-2.947
(0.003)
-38.323
-1.164
(0.245)
0.088
4.052
***

***

R-sq
F-statistics
Hausman
*** p<0.01, ** p<0.05, * p<0.01
자료: 저자 작성

***

Random Effect Model
계수
t-statistics
(p-value)
2.385
2.912
(0.005)
0.074
1.910
(0.203)
-12.483
-1.192
(0.234)
1.879
0.548
(0.583)
-5.359
-0.813
(0.416)
-3.764
-2.959
(0.003)
-42.865
-1.318
(0.185)
0.092
4.149
2.95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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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과 정책적 시사점
1. 결과의 요약

의약산업은 기술혁신활동이 가장 활발한 산업 중의 하나로서 대표적인 자본 및 기
술집약산업이다. 이러한 의약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내 의약산업의
기술혁신활동 결정요인을 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합동(pooled) OLS와 확률변수모형
(random effect model)을 통해 실증분석 하였다. 기술혁신활동은 R&D투자액과 특
허건수를 각각 활용하였고 기술혁신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여섯 가지 결정요인은 기업
규모, 수출활동, 현금보유, 매출액, 부채수준, 기업연령을 각각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기술혁신활동의 대리변수로서 R&D투자의 결정요인은 기업의 수출은 정(+)의 영향
을 미치는 반면 매출액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활발한 수출
은 기업에게 많은 이익을 가능하게 하고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
술혁신의 필요성을 더 많이 느껴 R&D투자에 대한 여력을 갖고 있을 것으로 추정한
다. 매출액의 증가는 기업이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어 기술혁신활동에 대
한 필요성을 적게 느껴 R&D투자를 소홀히 하거나 수익성 개선이 결여된 기업의 성
장이라는 문제로 인해 오히려 R&D투자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여겨진다.
특허를 대리변수로 사용한 기술혁신활동의 결정요인의 결과에서는 기업규모는 정
(+)의 관계를, 기업연령은 부(-)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기업의 규모
가 클수록 기업혁신활동이 활발하다‘라는 Schumpeter 가설(1942)을 입증하고 있다.
자본 및 기술집약이 특징인 의약산업의 경우 기업규모가 특허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여겨진다. 기업연령은 특허와 부(-)의 관계를 나타나는데, 이는 신생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술혁신활동의 활발하다는 간접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
2. 정책적 시사점 및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의 결과는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세계 의약품 수출시장
에서 국내 의약기업의 수출 경쟁력, 시장 점유율, 경합도 모두 상승하여 의약 선진국
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높게 평가 받고 있다. 또한 삼성, SK, LG 등 대기업들의 의약
산업 진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 의약산업의 수출은 신약개발이 아니라
기술수출(라이선싱 아웃)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기술 수출을 통한 수익을 신
약개발을 위한 R&D투자에 적극 투입하여 혁신 신제품을 출시할 수 있는 역량을 확

242 ∙ 과학기술정책 | 제2권 제2호(2019.12.)

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국내 의약산업은 임상단계에서 소요되는 높은 비용 부담과 임상경험 부족으로 대부
분이 수익성이 낮은 복제약 중심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내 의약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지원 확대, 대학과 병원,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성
하여 의약산업 생태계를 조성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자금력을 보유한 대기업 중심으
로 활동적이고 유망한 기술을 가진 벤쳐 의약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또는 M&A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기술혁신활동과 결정요인과의 역인과성(reverse causality)
을 분석하는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기술혁신활동의 대리변수로 R&D투자와 특
허건수 이외에도 객관적으로 정량화 할 수 있는 지표, 예를 들어 R&D인력, R&D네
트워크, 특허의 종류 등의 추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표본의 대상기간을
더 확대하고 KOSPI 상장기업 이외에도 KOSDAQ 상장기업을 표본으로 추가하면 더
욱 유의미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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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rminants of Technological Innovation: Panel Study of
Medical & Pharmaceutical Industry
An Yohan

Abstract

This study tests determinants of technological innovation in the domestic Medical &
Pharmaceutical industry using panel dataset from 2008 to 2014. Technological innovation are classified into R&D investments and Patent while six determinants such
as firm size, export activity, cash holdings, sales, leverage and firm age are employ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determinants affecting technological innovation using
R & D investment as a proxy, export activity has a positive relationship, while sales
shows a negative effect. The result of the number of patents as a surrogate of technological innovation shows that the firm size has a positive effect whereas the firm age
has a negative effect.
This suggests that technological innovation in industries with high capital and technology
intensiveness, such as Medical & Pharmaceutical industry, should be based on the
economies of scale insisted by the Schumpeter hypothesis. In addition, vigorous export
activities and the dynamics of start-up firms are important determinants of increasing
technological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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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지향 공공조달 비중 확대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김재현*, 김병건**
초록

본 연구는 혁신지향조달 비중 확대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분석모형은 공공구매와 기술
진보가 내생화 된 동태일반균형모형이다 . 기술진보의 내생화를 모형 내에 반영함으로써 혁신지향
기업에 대한 수요측 정책지원이 기업의 기술향상으로 이어지는지 여부가 모형에서 결정되도록 구성
하였다 . 분석을 위해 정부가 혁신지향 공공조달 비중을 1%, 5%, 10%, 20% 확대할 때 기술진보,
기업 생산, 민간소비 , 정부구매 및 거시경제전체 지표 변화를 고찰했다.
분석결과 추가적인 공공구매 금액의 증액 없이 일반제품에 대한 공공구매비중을 줄이고 기술혁신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비중을 확대해도 기술혁신제품 생산기업의 기술진보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기술진보효과는 확대되는 공공구매 비중의 약 1/5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술혁신제품 생산기업의
생산과 더불어 일반기업의 생산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혁신지향 공공조달 비중 확대가
기업의 생산 전반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산 증가에 따라 세수가 늘어나
정부의 공공구매는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민간소비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
부문의 구매 확대가 민간의 내수를 축소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는 정부의 구매확대가
민간경제를 축소시키지 않도록 정책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경제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결과 혁신지향 공공조달 비중 확대는 총실질생산, 총실질소비, 총실질
자본 , 총실질투자 및 총고용을 증가시켜 경제전반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혁신지향 공공조달 정책의 경제적 타당성을 보여주는 결과로 풀이된다.
주제어 혁신공공조달 기술혁신 공공조달지원 동태일반균형모형 경제파급효과
:

,

,

,

*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 , kjaihyun@hanmail.net (주저자)
** 한국조달연구원 공공구매연구팀장 , kimbgun@kip.re.kr (공동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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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정부는 2019년 7월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을 발표하며 공공조달을 통해 기업들
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018년 기준 공공조달시장의 구매력은 약
123조 원으로 GDP의 약 7%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 같은 공공조달시장의 구매력을
활용하여 혁신기술 및 혁신제품의 초기 시장 창출을 지원하고, 신기술·신제품을 공공
구매 형식으로 기획·도입·활용하는 과정에서 민간부문의 기술혁신을 촉발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했다(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9). ‘혁신지향 공공조달’은 정부가 최종수
요자로써 혁신지향 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를 통해 기업의 기술혁신을 견인하는 제
도라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혁신지향 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
한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기술혁신을 견인하는 제도는 연구개발 지원제도나 조세지원
제도가 있다. 이러한 제도와 공공조달제도의 차이점은 최종수요를 통한 기업 지원제도
라는 점이다. 기업의 수요측면을 지원하는 방식은 판로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을 말한다.
따라서 ‘혁신지향 공공조달’ 제도는 혁신지향 기업의 제품을 정부가 직접 구매하여 해당
기업으로 하여금 생산과 기술혁신 등을 제고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의 제도이다.
혁신지향 공공조달 제도는 다음 사항에 대한 효과를 통해 그 타당성이 입증된다.
첫째, 혁신 지향 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가 기업의 기술진보로 연결되는지 여부이
다. 즉 기술혁신을 시도하는 기업의 제품을 정부가 직접 구매하면, 해당 구매가 기업
의 기술개발로 이어지는지 여부를 말한다. 연구개발지원과 같이 기업의 기술개발 프로
세스를 직접 지원하는 제도는 기술개발에 대한 직접적인 유인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판로를 보장하는 제도가 기업의 혁신으로 연결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대답하기 어렵다. 둘째, 공공구매를 통한 기술혁신 기업에 대한 지원이 거시경제전반
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미치는지 여부이다. 공공구매를 통한 지원은 개별 기업에 대한
지원이므로 해당 지원이 거시경제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기술혁신 기
업에 대한 지원이 경제 전반에 생산, 고용, 기술진보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야 한
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혁신지향 공공조달 비중 확대가 기술진보 및
거시경제변수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조달에 따른 영향을 분석한 기존연구로 박수규(2010)는 공공조달이 국내 총생
산에 평균 10% 정도의 기여를 하고 있으며 제조업 고용의 0.47%를 증가시키고, 제
조업 연구개발 투자를 0.09%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민철(2018)은 우수조달
물품 지정 제도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에 공공조달이 미치는 영향을 패널 회귀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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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분석했다. 해당 연구에서는 공공조달에 참여한 중소기업은 전체 매출액 중 공공
조달이 차지하는 매출의 비중이 클수록 향후 민간부문의 매출액 증가율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공공조달의 혁신효과를 분석한 연구로 Edler, J. and Georghiou, L.(2007)는 공
공조달이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조건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Aschhoff and
Sofka(2009)는 공공조달이 혁신을 견인하는 영향력의 크기를 독일의 1,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전술한 기존 연구들은 공공조달의 효과를 부분균형접근
법을 통해 분석했다. 공공조달은 정부의 구매행위에 해당하므로 공공조달의 경제적 파
급효과는 정부의 최종 수요 변화를 거쳐 경제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보다 정
확한 공공조달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정책 수행에 따른 경제 전반의 효
과를 고려할 수 있는 일반균형접근법을 통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일반균형모형을 활용하여 기술혁신 공공조달 지원의 효과를 분석한 기존 연구는 최
종화 외(2014)의 연구가 유일하다. 해당 연구는 동태 CGE 모형을 활용하여 기술혁신형
공공조달지원제도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최종화 외(2014)에서는 기술진보를
외생화 함으로 기업의 기술혁신 프로세스를 모형 내에 반영하지 못하였다. 기술진보가
외생화 되어 나타날 경우 공공구매 확대가 기업의 기술혁신을 통해 경제전반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기에 한계가 있다. 또한 해당 연구에서는 기술혁신형 공공조달의 확
대를 산업별 공공구매금액의 확대로 정의하여 기술혁신에 따른 효과라기보다 품목별
비중 확대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했다. 이는 기술혁신 공공조달의 내재적 특
성을 모형 내에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술진보가 내생
화된 동태일반균형모형을 통해 혁신지향 공공조달 비중 확대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
석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기존연구들과 차별화된다. 첫째로 본 연구는 기술진
보를 내생화 한 모형을 통해 분석을 실시했다. 기술진보를 내생화하면 공공구매에 따
른 기업들의 기술변화를 모형 내에 고려함으로써 혁신지향 공공조달의 경제적 파급효
과를 더욱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 둘째로 혁신지향기업과 일반기업을 모형 내에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했다. 이는 혁신지향기업의 제품 구매가 해당 기업의 성과를 통
해 경제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경로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
준다. 셋째로 공공구매의 주체로써 정부의 행위를 이론에 근거하여 모형 내에 반영하
였다. 부분균형접근법을 실시한 연구들은 정부의 공공구매 주체로써의 특성을 분석에
반영하지 못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반영함으로 이론적인 정합성을 제고하였
다는 측면에서 기존연구와 차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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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분석모형의 구조를 서술하며 Ⅲ장에서는
동태일반균형모형을 통한 혁신지향 공공조달 비중 확대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결과를 서술한다. Ⅳ장에서는 본 연구결과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서술한다.
Ⅱ. 분석모형
1. 분석모형설계

본 연구의 분석모형은 정부의 공공구매와 기술진보가 내생화되어 표현된 동태일반
균형모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가 혁신지향 기업의 기술혁신제품 공공구매의 비
중을 확대시킬 때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구매행위가 모
형 내에 반영되어야 하므로, 정부구매를 내생화하여 표현했다. 또한 혁신지향 공공조
달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기술진보를 내생화하여 모형에 반영하였다. 기술진보의 내
생화는 기업의 기술혁신을 나타내는 총요소생산성(TFP, Total Factor Productivity)
을 외생화 된 변수가 아니라 모형 내에서 결정되는 내생변수화 한다는 의미이다. 이
는 혁신지향기업이 연구개발투자를 통해 기술혁신을 추구하는 형태가 모형 내에 반영
됨을 의미한다. 기술진보를 내생화하는 방식은 Goulder and Schneider(1999)의 연
구와 Bhattacharya et al.(2013)의 연구를 참조하여 적용하였다. Goulder and
Schneider(1999)에서는 지식자본에 의해 기술진보가 축적되는 과정과 기술진보가 내
생적으로 결정되는 구조를 모형에 반영하였다. Bhattacharya et al.(2013)에서는 총
요소생산성 변화를 동태적 자본축적방정식의 형태로 모형 내에 적용했다.
분석모형의 경제주체는 가계, 기업, 정부로 구분된다. 기업은 제품 생산과 생산을
위한 생산요소 수요의 주체이다. 생산요소는 노동과 자본이 존재한다. 가계는 소비의
주체이면서, 생산요소 공급의 주체이다. 정부는 공공조달의 주체이다. 공공조달은 정
부가 필요로 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구입하는 프로세스를 말한다. 따라서 정부는 공
공구매의 주체로 설정한다.
혁신지향 공공조달을 모형에 반영하기 위해 생산되는 제품을 기술혁신제품과 일반
제품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기업을 일반기업과 혁신지향 기업으로 구분한다. 일반기업
은 일반제품을 생산하며, 혁신지향 기업은 기술혁신제품을 생산한다. 일반기업은 노동
과 일반자본을 생산요소로 활용하지만, 혁신지향 기업은 기술혁신제품 생산을 위해 노

혁신지향 공공조달 비중 확대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 251

동과 ICT 자본 및 지식 자본을 생산요소로 투입하는 것으로 설정한다. 이때 지식자본
은 기업의 기술진보를 나타내는 총요소생산성의 함수이다. 기업의 총요소생산성은 연
구개발비 투자에 의해 모형 내에서 내생적으로 결정된다.
가계의 소비는 일반제품과 기술혁신제품 소비로 구분된다. 정부의 구매 또한 일반
제품과 기술혁신제품에 대한 구매로 구분된다.1) 분석모형의 틀은 [그림 1]과 같이 표
현된다.
[그림 1] 모형의 틀

자료: 저자작성
2. 모형의 환경

본 절에서는 모형에서 정의된 생산함수, 이윤함수, 효용함수 및 기타 정의 식들의
형태를 제시한다.
1) 기업의 생산함수

일반기업은 노동과 일반자본을 투입하여 일반제품을 생산한다. 생산함수는 일반노
동(Lg,t)과 일반자본(Kg,t)의 콥-더글라스 함수이다. 일반기업의 생산함수의 총요소생
1) 정부의 기술혁신제품 공공구매는 전체 기술혁신제품 중 일부분에 해당하므로 기술혁신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전체가 기술혁신제품 생산 전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 현실적으로 기술혁신제품에 대한 공공조달은 중소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정부의 기술혁신제품 공공구매는 중소기업제품을 의미할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이 본 연구의 모형 내에서 기술혁신제품 생산기업이 중소기업에만 해당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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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은 ‘1’로 표현되었다. 이는 일반기업의 경우 총요소생산성의 변화가 외생적으로
결정됨을 뜻한다.
      

(1)

혁신지향 기업의 생산함수는 기술혁신을 위한 생산요소를 투입하여 기술혁신제품을
생산한다. 혁신지향 기업은 숙련노동(Le,t)과 ICT자본(Kc,t)을 투입한다. 혁신지향 기
업의 ICT 자본수요는 혁신지향 기업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극 도입할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한다. 그에 따라 숙련노동과 ICT 자본의 관계는 Autor and Dorn(2013)
에서 제시한 CES 함수의 형태로 설정한다.2) 혁신지향 기업의 기술진보는 혁신지향
기업의 총요소생산성(At)으로 표현된다. 혁신지향 기업의 기술진보효과는 지식자본(Nt)
의 수확체증함수로 표현된다.

 
 

       
 



 

(2)

     , 0<θ<1

(3)

2) 기업의 이윤함수

일반재 기업의 이윤함수는 일반재 매출에서 노동비용과 자본비용을 뺀 만큼으로 정
의한다. 단, 기업은 매출의 일정비율만큼을 조세로 납부하며, 이는 정부의 수입으로
계상된다. 일반제품의 가격은 1로 정규화하여 나타낸다. 일반재 기업의 이윤함수는 다
음과 같다. 이 때 φg는 일반기업에 부과되는 세율을, wg,t는 일반노동시장의 임금을,
rg,t는 일반자본시장의 자본가격을 의미한다.
        
(4)
 




 

 
 

 

 

 

 

2) 본 연구에서는 혁신기업의 특징을 ‘내생적 기술진보’와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 으로 정의한다. ‘ 내생적
기술진보 ’의 특징은 내생화 된 총요소생산성을 통해 표현된다. 4차 산업혁명 기술도입은 Autor and
Dorn(2013), Frey and Orsbone(2013), Eden and Gaggl(2014)의 연구와 같이 노동과 ICT 자본의
CES 함수로 표현되며 대체탄력성은 1보다 크다고 가정한다. 이는 4차 산업혁명의 특성을 생산함수로 표
현하면 노동과 ICT 자본이 대체되는 정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혁신기업의 생산
함수를 ICT 자본과 노동 간의 CES 함수 형태를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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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지향기업의 이윤함수도 일반기업과 마찬가지로 매출에서 요소비용을 뺀 만큼으
로 정의되며, 생산의 일정비율(φ )의 조세를 납부한다. 혁신지향기업의 생산요소는 숙
련노동, ICT자본, 지식자본으로 정의된다. 이 때 P 는 기술혁신제품의 가격을, w 는
숙련노동시장의 임금을, r 는 ICT자본시장의 자본가격을, r 는 지식자본의 가격을
의미한다.
e

e,t

e,t

c,t

n,t


 
 

               
(5)
 



 



3) 가계의 효용함수

가계의 효용함수는 소비와 노동공급이 선형으로 분리된 무한기간에 대한 CRRA
(Constant Relative Risk Aversion) 함수로 정의된다. 소비함수는 일반제품 소비
(C )와 기술혁신제품 소비(C )의 선형 결합 형태이다. 각각의 소비는 전체 소비(C )
에 일정 비율이 곱해진 형태로 정의된다. 노동공급은 일반노동공급(L )과 숙련노동공
급(L )의 선형 결합 형태이다. 노동공급도 전체 노동공급(L )에 일정비율이 곱해진 형
태로 정의된다. z 는 숙련노동공급의 숙련도를 나타내는 모수이다.
g,t

e,t

e,t

s

t

g,t

s

t

0

               


   



(6)
단    ,     ,    ,    
∞



4) 정부의 효용함수

본 연구에서 정부는 공공조달의 주체로 설정한다. 공공조달의 주체는 정부에서 필
요한 제품을 구매하는 주체를 말한다.3) 따라서 정부의 목적함수는 정부의 효용을 극
대화하기 위한 정부구매량을 결정하는 형태로 설정한다. 정부의 효용함수는 정부구매
3) 넓은 의미의 공공조달은 정부구매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조달의 구매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실시한다. 이는 기술혁신제품에 대한 정부의 구매 확대가 가져오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기 때문이며, 기술혁신제품의 특성은 정부의 목적함수보다는 기술혁신제품의 생산구조에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또한 만약 공공조달을 정부구매와 투자성 지출을 구분하게 되면 정부에
의한 투자가 별도 변수로 제시되어야 하는데 이는 모형의 복잡성만 더할 뿐 분석결과에는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정부구매는 소비성 지출에 한정하여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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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CRRA 함수로 정의한다. 정부의 구매도 가계의 소비와 마찬가지로 일반제품
공공구매(G )와 기술혁신제품 공공구매(G )의 선형 결합 형태로 정의한다. 각각의
정부구매는 전체 정부구매량(G )에 일정 비율이 곱해진 형태로 정의된다. 다만 정부는
매년 회계절차를 통해 예산의 균형을 이루어야 하므로 무한기간에 대한 효용함수가
아닌 t기의 효용함수로 정의한다.
g,t

e,t

t

       
  

(7)
단     ,    
5) 자본축적 방정식

투자량과 자본공급량이 결정되는 방식은 자본축적 방정식(Law of Motion)으로 표
현된다. t+1기의 자본공급량은 t기의 자본공급량과 신규 투자에 의해 축적되며, t기의
자본공급량 중 일부분은 감가상각 되어 t+1기로 이전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일
반자본과 ICT자본을 분리하여 나타내기 때문에 일반자본과 ICT자본의 운동방정식이
개별적으로 정의된다. t기의 투자량(It)은 t+1기 자본공급량(Kt+1s)에서 t기 자본공급
량(Kts)에 감가상각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뺀 만큼으로 정의된다. 이 때 Ig,t는
일반 투자량을 Ic,t는 ICT 투자량을 의미하며, δg는 일반자본의 감가상각률을 δc는
ICT자본의 감가상각률을 의미한다.
         

(8)

        

(9)

6) 기술진보 방정식

혁신지향기업의 총요소생산성은 기술진보 방정식에 의해 결정된다. 기술진보 방정
식도 자본축적 방정식과 같은 동태적 방정식으로 표현된다. 자본공급량이 신규 투자에
의해 축적되는바와 같이 혁신지향기업의 기술진보효과는 연구개발투자(RDt)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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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적된다. 따라서 t+1기의 총요소생산성은 t기의 총요소생산성의 일정비율에 연구개발
투자의 수확체감 함수가 더해져 결정된다.4)
       

(10)
단 

3. 모형의 균형

본 절에서는 모형의 균형방정식을 살펴본다. 모형의 균형은 기업의 이윤극대화, 가
계 및 정부의 효용극대화, 시장청산조건으로 구성된다.
1) 기업의 이윤극대화

기업의 이윤극대화 문제는 기업의 이윤함수를 극대화하는 생산요소 투입을 결정하
는 과정으로 나타난다. 일반기업의 이윤극대화 문제는 다음과 같다.


 
             

(11)

일반기업의 이윤극대화 문제 균형식은 L , K 에 대한 1계 조건이다. 혁신지향기
업의 이윤극대화 문제는 다음과 같다.
g,t

g,t

                 

 
 
 
   
  
  
    

(12)
혁신지향기업의 이윤극대화 문제 균형식은 L , K , N 에 대한 1계 조건이다.
e,t

c,t

t

4) 이처럼 기술진보가 지식자본에 의해 내생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이 기술혁신제품에 대한 공공구매비중 확대가
반드시 양의 기술진보 효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만약 혁신기업의 지식자본 투입 비중이
작거나, 지식자본 가격이 타 생산요소 가격 대비 높다면 혁신기업은 지식자본을 구매하여 기술진보를 도모
하기 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타 생산요소를 투입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이 경우 혁신기업에 대한 공공
구매비중이 증가해도 인적투자의 크기가 줄고 기술진보가 음의 파급효과를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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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계의 효용극대화



가계의 효용극대화 문제는 무한기간에 대한 가계의 효용을 예산제약 하에서 극대화
하는 문제이다. 가계의 예산제약은 소비지출, 투자지출, 연구개발 지출이 노동소득, 자
본소득, 지식에 의한 소득과 일치한다는 조건이다. ξ는 각 변수의 가중치를 나타내는
모수로, 모든 변수들의 가중치는 1로 동일하게 설정했다. 이는 소비의 경우 기술혁신
제품과 일반제품, 노동공급의 경우 일반노동과 숙련노동에 대해 각각의 비중이 아닌
별도의 가중치 차이를 부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
                  



  
              
              ,
∀t

  



   


 

(13)





   

∞
  

가계의 효용극대화 문제의 균형은 무한기간에 대한 C , L , K , K , N 의
1계 조건에 해당한다. 이 중 K , K , N 에 대한 1계 조건은 시점 간 해 간
의 관계를 규명해 주는 오일러 방정식에 해당한다. K , K , N 에 대한 1계
조건은 각각 다음과 같다. 이 때 λ는 가계 효용극대화 문제에 대한 라그랑지 승수를
의미한다.
t

s
g,t+1

s
c,t+1

s
g,t+1

s
c,t+1

s
t+1

s
g,t+1

         
(14)
          
(15)



t



 

 
            


s
c,t+1

s
t+1

s
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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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3) 정부의 효용극대화

정부의 효용극대화 문제는 기간별 정부의 효용을 정부예산제약 하에서 극대화하는
문제이다. 정부의 예산제약은 정부의 구매지출과 조세에 따른 정부 수입이 일치해야
한다는 조건이다.5) ξ는 각 변수의 가중치를 나타내는 모수로, 정부 효용함수의 경우
도 가계의 효용함수와 마찬가지로 모든 변수들의 가중치는 1로 동일하게 설정했다.
      



 

           , ∀t
(17)

정부의 효용극대화 문제의 균형은 G 에 대한 1계 조건에 해당한다. 정부 효용극대
화 문제의 1계 조건은 최적 공공구매량을 결정하는 균형조건을 의미한다. λ 는 정부
효용극대화 문제에 대한 라그랑지 승수를 나타낸다.
t

g

       

(18)

4) 시장청산조건

본 연구모형의 시장은 일반제품 시장, 기술혁신제품 시장, 일반노동 시장, 숙련노동
시장, 일반자본 시장, ICT자본 시장, 지식자본 시장이 존재한다. Walras 법칙에 따르
면 n개의 시장이 존재할 경우 n-1개 시장의 균형이 달성되면 나머지 하나의 시장은
자동으로 균형이 달성된다. 따라서 기술혁신제품 시장, 일반노동 시장, 숙련노동 시장,

5) 일반적으로 거시경제 모형에서 민간의 효용극대화 문제는 무한기간에 대한 극대화 문제로 표현된다. 이는
민간부문이 무한기간에 대한 완전정보를 가정하는 것이다. 이는 민간이 무한기간의 자신의 소득까지 모두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부가 이러한 완전예측을 한다는 것은 과도한 가정이다. 실제로 정부는
매년 정부의 균형예산 달성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정부의 효용극대화 문제는 연간 조세수입을 제약조건
으로 한 매 기간 효용극대화 문제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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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자본 시장, ICT자본 시장, 지식자본 시장의 시장청산조건이 만족되면 일반제품
시장의 시장청산 조건은 자동으로 충족된다.
시장청산조건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한다는 조건을 말한다. 기술혁신제품의
경우 가계가 소비자인 민간시장과 정부가 소비자인 공공조달시장으로 구분된다. 기술
혁신제품의 시장청산조건은 식 (19)와 같다. ν는 기술혁신제품의 민간시장 비중을 의
미한다. 나머지 시장청산조건은 모두 수요와 공급이 일치한다는 조건으로 구성된다.
     

(19)

5) 모형의 해

모형의 해는 본 모형의 정의식과 이윤극대화, 효용극대화의 1계 조건을 비선형연립
방정식으로 풀어 나타난 장기균형 해이다. 장기균형 해의 도출은 수치적 방법을 활용
한다. 모형을 구성하는 정의식 및 1계 조건들이 비선형 방정식이므로 해석적 해를 도
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Ⅲ. 정량분석

1. 모수 값 결정

본 절에서는 모형의 보정(calibration) 결과를 서술한다. 분석모형이 현실경제와 잘
부합하는지 여부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모형 내에서 산출된 값과 실제 경제에서 관측
된 값이 유사한 값을 갖는지 비교해 보아야 한다. 실제 경제의 관측 값은 다음과 같
다. 홍재화·강태수(2015)의 연구에 따르면 총실질생산 대비 총실질자본 비율은 ‘3’이
다. 또한 한국은행의 2018년 국민계정에 따르면 총실질소비지출은 민간소비지출이 약
872.3조 원, 정부소비지출이 약 286.6조 원으로 합이 약 1,158.9조 원, 총 실질투자
(설비 및 건설투자)는 약 437.1조 원, 총실질생산은 약 1,807.7조 원이다. 따라서 총
실질생산에서 총실질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0.6’, 총실질소비지출 대비 총실질
투자 비율은 ‘0.4’, 민간소비 대 정부소비의 비율은 ‘3.0’이다. 모형산출값들을 살펴
보면 총실질생산 대비 총실질자본스톡의 비율(K/Y)은 3.4, 총실질생산에서 총실질소
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율(C/Y)은 ‘0.8’, 총실질소비지출 대비 총실질투자 비율(I/C)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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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민간소비 대 정부소비의 비율(C /C )은 ‘3.3’이 도출되었다.
h

구분
K/Y
C/Y
I/C
Ch/Cg
자료: 저자작성

g

<표 1> 실제관측 값과 모형산출 값 비교
실제관측 값
3.0
0.6
0.4
3.0

모형산출 값
3.4
0.8
0.2
3.3

모형의 보정을 위해서는 모형 내에 투입되는 적절한 모수 값이 결정되어야 한다.
기존 문헌에서 활용한 모수 값들은 다음과 같다. 소비의 기간 간 대체탄력성 모수 σ
는 Hansen(1985)의 연구에서 활용된 1에 가까운 0.99를 활용하였고, 노동공급모수
ψ는 Chari et al.(2000)에서 활용된 1.25를 적용하였다. 2017년 한국은행의 자본소
득분배율(‘영업잉여/(영업잉여+피용자보수)’)이 0.369이므로 노동소득분배율 α는 1에
서 자본소득분배율을 뺀 0.631을 적용하였다. 非 ICT자본 감가상각률은 Eden and
Gaggl(2014)의 연구의 非 컴퓨터 자본 감가상각률 0.056을, ICT 자본 감가상각률은
동 연구의 컴퓨터자본 감가상각률 0.204를 적용하였다. 시간에 대한 할인인자 β는
홍재화·강태수(2015)의 연구에서 활용된 0.94를 적용하였다. 일반기업과 혁신지향기
업의 조세부담률은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 상의 2017년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조세
부담률 0.2를 적용하였다. 연구개발 투자 모수 χ는 Bhattacharya et al.(2013)의 연
구를 적용하여 각각 0.405를 적용하였다.
나머지 모수 값들은 <표 1>의 실제 경제 관측 값을 목표 값으로 하여 선정하였다.
다만 초기 기술혁신제품에 대한 정부 구매비중은 0에 가까운 0.005를 설정한 다음
해당 비율이 1p, 5%p, 10%p, 20%p 확대하는 경우의 해를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모수 값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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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β
σ
ψ
α
δg
δc
δa
φg
φe
γ
τ
θ
ρ
μ
χ
z0
ν
η
ε

<표 2> 주요 모수 값 목록
모수 정의

할인인자
소비의 시점 간 대체 탄력성
노동공급의 시점 간 대체 탄력성
노동소득분배율
일반자본 감가상각률
ICT자본 감가상각률
기술의 감가상각률
일반제품 조세부담률
우수제품 조세부담률
지식 요소투입 비중
일반재 노동소득 비중
총요소생산성 모수
기술혁신제품의 노동과 자본 간 대체탄력성 모수
가계 소비 중 기술혁신제품이 차지하는 비중
연구개발 투자 모수
숙련노동의 숙련도
기술혁신제품의 민간 +정부 수요 중 민간 수요 비중
노동공급 가중치
초기 기술혁신제품에 대한 정부 구매비중

모수 값
0.940
0.990
1.250
0.631
0.056
0.204
0.600
0.200
0.200
0.400
0.320
0.050
0.400
0.700
0.600
1.000
0.650
0.050
0.005

자료: 저자작성
2. 분석결과

본 절에서는 기술혁신제품 공공조달에 대한 비중 확대 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
한 결과를 기술한다. 도출된 경제적 파급효과는 기술혁신제품에 대한 공공조달비중을
1%p, 5%p, 10%p, 20%p 확대했을 때의 경제적 파급효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
혁신제품 구매 비중 확대에 따른 기술 파급효과, 생산 파급효과, 소비 파급효과, 고용
파급효과 및 경제전체에 대한 파급효과를 살펴본다.
1) 기술파급효과

분석결과 기술혁신제품에 대한 공공조달 비중 확대 시 국가경제 전반의 기술진보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혁신지향 기업의 총요소생산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기술혁신 제품에 대한 공공조달 비중을 1%p 확대하면 총요소생산성이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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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p 확대 시 1.3%, 10% 확대 시 2.6%, 20% 확대 시 5.4%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기술혁신 제품에 대한 공공조달 비중 확대 비율의 약 1/5 수준의 혁신지향
기업의 기술진보 효과가 나타남을 의미한다.
[그림2 ] 기술혁신조달제품 비중확대에 따른 총요소생산성 변화
6%

5.4%
4%

2.6%
2%

1.3%
0.2%

0%
1%

확대

5%

확대

10%

확대

20%

확대

자료: 저자작성

기술진보효과는 연구개발투자 증가와 지식자본스톡의 증가에 의해 나타난다. 기술
혁신 제품에 대한 공공조달비중을 1% 확대할 때 연구개발비는 약 0.4%, 지식자본스
톡은 약 0.2%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술혁신 제품에 대한 공공조달비중을
20%까지 확대하면 연구개발비는 약 9.1%, 지식자본스톡은 약 5.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ICT 투자와 ICT 자본스톡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ICT 투자와 ICT
자본스톡 모두 기술혁신 제품에 대한 공공조달비중을 1% 확대 시 약 0.7%에서 20%
확대 시 약 16.2% 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기술혁신제품에 대한 공
공수요 증가가 혁신지향 기업의 4차 산업혁명 관련 투자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나타남
을 의미한다. 기술혁신제품 공공조달 비중 확대 시 기술 관련 변수에 미치는 파급효
과는 <표 3>과 같다.

262 ∙ 과학기술정책 | 제2권 제2호(2019.12.)

<표 3> 기술혁신제품 공공조달 비중 확대 시 기술파급효과

(단위: %)

구분

1% 확대

5% 확대

10% 확대

20% 확대

연구개발비

0.4158

2.1192

4.3390

9.0807

지식자본스톡

0.2375

1.2054

2.4569

5.0923

ICT투자

0.7228

3.7039

7.6373

16.2220

ICT자본스톡

0.7229

3.7039

7.6376

16.2218

자료: 저자작성
2) 생산파급효과

기술혁신제품 공공구매 비중 확대 시 생산파급효과는 기술혁신제품 생산이 일반제
품 생산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혁신제품 생산은 기술혁신제품 공공구매 비중
1%p 확대 시 약 0.2% 증가하고, 20% 확대 시 약 3.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반제품 생산은 약 0.001%에서 약 0.02%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혁신제품 생산 증가는 기술혁신 제품과 관련된 기술진보 효과에 의해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효과이다. 그러나 일반제품 생산 증가는 그에 따른 파생적인 파급효과에 해
당한다. 기술혁신제품 공공구매비중 확대 시 일반제품의 생산이 증가한다는 점은 기술
혁신제품의 기술진보 효과가 일반제품 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표 4> 기술혁신제품 공공조달 비중 확대 시 생산파급효과
구분
기술혁신
제품생산
일반 제품생산
자료: 저자작성
3) 고용파급효과

(단위: %)

1% 확대

5% 확대

10% 확대

20% 확대

0.181

0.917

1.869

3.875

0.001

0.005

0.010

0.019

기술혁신제품 공공구매 비중 확대 시 고용파급효과는 기술파급효과 대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혁신제품 공공구매 비중 1%p 확대 시 숙련고용과 일반고용 모
두 약 0.001% 증가했고, 20% 확대 시 약 0.02% 증가했다. 이는 기술혁신제품 생산
증가가 고용이 아닌 ICT 기술과 지식자본에 의해 견인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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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기술혁신제품 공공조달 비중 확대 시 고용파급효과

(단위: %)

구분

1% 확대

5% 확대

10% 확대

20% 확대

숙련고용

0.0012

0.0054

0.0105

0.0191

일반고용

0.0011

0.0055

0.0105

0.0191

자료: 저자작성

이를 확인하기 위해 기술혁신제품 공공구매 비중 확대 시 자본수요에 미치는 영향
을 고찰해 본 결과 ICT 자본수요와 지식자본수요의 확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자본수요의 증가율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반제품 생산 증가폭이 작
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기술혁신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확대는 고용보다는 기술
혁신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혁신공공조달이 고용 없는 성장
을 견인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표 6> 기술혁신제품 공공조달 비중 확대 시 자본수요 변화

(단위: %)

구분

1% 확대

5% 확대

10% 확대

20% 확대

일반자본수요

0.0012

0.0056

0.0105

0.0191

ICT자본수요

0.7229

3.7039

7.6376

16.2218

지식자본수요

0.2375

1.2054

2.4569

5.0923

자료: 저자작성
4) 소비파급효과

기술혁신제품에 대한 공공구매비중 확대는 정부구매의 확대를 견인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이는 민간소비를 줄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술혁신제품에 대한 공
공구매비중 1%p 확대 시 정부구매는 약 0.3% 증가하고, 20% 확대 시 정부구매가
약 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민간소비는 각각 동일한 기술혁신제품에 대
한 공공구매비중 변화 시 약 0.06%, 약 1.1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혁신제품에 대한 공공구매비중 확대가 정부의 구매를 확대하는 이유는 기술혁
신제품에 대한 비중 증가가 정부의 구매력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즉, 기술혁신제품
에 대한 구매 비중 확대가 생산을 늘여 조세수입을 증가시키고 이는 정부의 구매 확
대로 이어진다. 그러나 정부부문의 구매 확대는 민간부문의 소비 감소를 야기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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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형적인 정부지출이 민간소비를 대체하는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s)를 야
기한다는 의미이다.
<표 7> 기술혁신제품 공공조달 비중 확대 시 소비파급효과

(단위: %)

구분

1% 확대

5% 확대

10% 확대

20% 확대

민간소비

-0.057

-0.286

-0.574

-1.149

정부구매

0.318

1.577

3.113

6.022

자료: 저자작성
5) 가격파급효과

본 연구에서는 일반재의 가격을 ‘1’로 정규화 하였으므로 기술혁신제품에 대한 공
공구매비중 확대에 따른 제품가격에 대한 파급효과는 기술혁신제품 가격에 대해서만
나타난다. 제품가격과 요소가격에 대한 파급효과는 다음과 같다.
<표 8> 기술혁신제품 공공조달 비중 확대 시 소비파급효과
구분
기술혁신제품 가격
숙련고용 임금
일반기업 임금
일반자본 가격
ICT자본 가격
지식자본 가격

자료: 저자작성

6) 경제전체파급효과

1% 확대
0.228
0.000
0.360
0.000
0.000
0.178

5% 확대
1.155
0.000
1.833
0.000
0.000
0.903

10% 확대
2.350
0.000
3.744
0.000
0.000
1.837

(단위: %)

20% 확대
4.856
0.000
7.796
0.000
0.000
3.795

기술혁신제품에 대한 공공구매비중 확대에 따른 경제전체 파급효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실질GDP에 해당하는 총실질생산은 기술혁신제품에 대한 공공구매비중 1%p 확
대 시 약 0.05% 증가하고, 5% 확대 시 약 0.26%, 10% 확대 시 약 0.52%, 20% 확
대 시 약 1.1%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실질소비는 1%p 확대 시 약 0.03%, 5%
확대 시 약 0.15%, 10% 확대 시 약 0.29%, 20% 확대 시 약 0.54%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고, 총실질자본은 1%p 확대 시 약 0.01%, 5% 확대 시 약 0.04%, 10%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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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시 약 0.09%, 20% 확대 시 약 0.1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실질투자는
1%p 확대 시 약 0.03%, 5% 확대 시 약 0.15%, 10% 확대 시 약 0.3%, 20% 확대
시 약 0.6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총고용은 1%p 확대 시 약 0.001%, 5% 확
대 시 약 0.005%, 10% 확대 시 약 0.01%, 20% 확대 시 약 0.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 소비, 자본, 투자의 경우 기술진보 효과로 인해 공공구매비중의 증가
폭보다 파급효과의 증가폭이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고용의 경우 4차 산업혁
명을 반영한 기술혁신제품 생산기업의 생산함수 특성 때문에 생산 확대가 노동보다는
자동화기계로 대체되는 효과가 크게 나타나 공공구매비중의 증가폭보다 파급효과의
증가폭이 더 작게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기술혁신제품 공공조달비중 확대는 모든
경제전체의 거시경제지표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기술혁신제품 공공조달 비중 확대 시 거시경제 파급효과

(단위: %)

구분

1% 확대

5% 확대

10% 확대

20% 확대

총실질생산

0.051

0.259

0.527

1.090

총실질소비

0.031

0.152

0.294

0.539

총실질자본

0.009

0.044

0.091

0.189

총실질투자

0.029

0.148

0.304

0.644

총고용

0.001

0.005

0.010

0.019

자료: 저자작성

기술혁신제품에 대한 공공구매비중 확대에 따른 총실질생산 파급효과를 실물단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총실질생산은 한 국가의 실질생산의 합을 의미하므로 실질
GDP에 해당한다. 2018년 한국은행 국민계정의 실질GDP는 약 1,807.7조 원이다.
따라서 기술혁신제품에 대한 공공구매비중 확대에 따른 총실질생산 변화율에 2018년
실질 GDP를 곱하면 실물단위의 실질 GDP 증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분석결과 기술
혁신제품에 대한 공공구매비중 1%p 확대 시 약 0.9조 원, 5% 확대 시 약 4.7조 원,
10% 확대 시 약 9.5조 원, 20% 확대 시 약 19.7조 원의 실질 GDP가 증가하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고용파급효과를 실물단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총고용은 한 국가의 고용의 합을
의미한다. 2018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임금근로자 수는 2,004.5만 명이다. 여
기에 총고용 변화율을 곱하면 실물단위 일자리 변화량을 산정할 수 있다. 분석결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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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혁신제품에 대한 공공구매비중 1%p 확대 시 약 233개, 5% 확대 시 1,082개, 10%
확대 시 2,013개, 20% 확대 시 3,826개의 일자리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3] 기술혁신조달제품 비중확대에 따른 실질GDP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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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저자작성
[그림 4] 기술혁신조달제품 비중확대에 따른 일자리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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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혁신지향조달 비중 확대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했다. 분석을 위
해 공공구매와 기술진보가 내생화 된 동태일반균형모형을 구축하고 혁신지향조달 비
중 확대 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혁신지향 공공조달 비중 확대는
기술혁신제품 생산기업의 기술진보를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혁신지향 공
공조달 비중 확대는 기술혁신제품 생산기업의 생산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일반기업의
생산증가를 견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혁신지향 공공조달 비중 확대는 공공구매
의 증가로 이어졌으나, 이는 민간소비를 줄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혁신지
향 공공조달정책이 가져올 기술 및 거시경제파급효과를 정량적 수치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정량적 분석결과는 기술혁신제품 생산기업의 생산함수 형태
에 영향을 받는다. 특히 기술혁신제품 생산기업의 생산함수를 산업별로 세분화할 경
우, 산업별 기술혁신제품 생산기업의 4차 산업혁명 도입 정도 등 생산함수 특성 차이
에 따라 분석결과가 달리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기술혁신제품 생산기업의 산업별
특성 차이를 모형에 반영하는 작업은 기술적으로 상당히 복잡한 문제일 수 있다. 이
를 반영한 후속연구의 수행이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본 연구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혁신지향 공공조달 비중확대
는 거시경제 전반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보였다. 이는 기술혁신제품에 대한 공공조달지
원정책의 경제적 타당성을 제시하는 결과이다.
둘째, 혁신지향 공공조달 비중확대는 GDP와 고용을 늘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별도의 공공구매금액의 확대가 아닌 기존 공공구매금액에서 일반기업
의 제품에서 혁신지향기업의 제품으로 구매를 이전한데 따른 효과이다. 즉, 별도의 추
가적인 공공구매의 확대가 없이 혁신지향 공공조달의 비중을 1% 늘이는 것만으로도
약 0.9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셋째, 혁신지향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은 해당 기업의 기술진보를 견인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정책이 요구하는 기업의 기술혁신 강화를 달성할 수 있는 정
책적 수단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기술진보 효과는 혁신지향기업의 생산구조와 지식자
본 증가가 기술혁신으로 이어지는 구조에 따라 결정된다. 혁신지향조달 비중 확대가
기술진보로 성공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내 기술혁신제품 생산 기업들의 기술효
율성이 높아져야 하고, 지식자본이 기술진보로 이어질 수 있는 연구개발 환경이 조성
되어야 한다.
넷째, 혁신지향 공공조달에 따른 정부구매의 확대는 민간소비를 줄이는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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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는데, 이는 정부구매가 민간소비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
부가 무리하게 공공구매 확대 정책을 실시하면 민간소비가 줄어 내수에 부정적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민간소비와 정부구매를 합친 총소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술혁신기업의 기술진보, 생산증가 등 긍정적 영향이 큰 상태에서는
경제 전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기술혁신제품에 대
한 공공구매가 혁신지향기업의 기술진보, 생산증가 등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공공구
매 확대는 민간소비를 줄여 내수를 축소시키고 부정적 영향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다. 따라서 기술혁신제품 구매 확대 시 정부는 반드시 기술혁신을 시도하는 기업들의
기업 환경을 개선하고, 공공구매에 따른 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정책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정부가 필요에 의한 자발적 구매를 수행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도출되었다. 정부가 효용극대화를 달성하기 위해 공공구매량을 선택한다
는 구조가 이를 반영한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기술혁신제품과 일반제품에 대한 공
공부문의 선호도를 동일하다고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정을 도입한 이유는 일선 현장의
공공구매 담당자들의 기술혁신제품과 일반제품의 선호도를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분
석결과의 왜곡을 막기 위함이다. 만약 기술혁신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일반제품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면 본 연구의 결과보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아질 것이지만, 반대의 경
우 경제적 파급효과는 본 연구의 분석결과보다 낮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공공부문의 일선 구매 담당자들의 기술혁신제품에 대한 선호도를 높일 수 있는 유인
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일선 구매 담당자들이 업무부담의 증가를 기피하기 위
해 기존에 구매하던 일반제품 구매를 지속한다면 정책의 효과는 낮아질 것이다. 또한
불필요한 제품을 기술혁신제품이라는 명목으로 강제로 구매하도록 하면 정책의 효과
는 반감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공공구매 담당자들이 기술혁신제품 구매를 확대할
수 있는 적절한 인센티브를 마련함으로써 혁신지향 공공조달 정책의 효과가 더욱 제
고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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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conomic Effect on the Increasing Share of
Technological Innovation-Oriented Public Procurement
Kim Jaehyun, Kim Byuonggeon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economic effect of increasing the proportion of
innovation-oriented procurement. The analytical model is a dynamic general equilibrium
model in which public procurement and technological progress are endogenized. For
the analysis, when the proportion of innovation-oriented procurement was increased
by 1%, 5%, 10%, and 20%, the economic ripple effects on technological progress,
corporate production, private consumption and government purchasing, and the overall
economy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analysis, if the public purchase weight for general
products and the public purchase weight for technology innovation products are
increased without increasing the amount of public purchase, the technological progress
of technology innovation product producers is shown. It was found to be one fifth of
the share of public purchasing. In addition, the increase in the proportion of
innovation-oriented procurement leads to an increase in the production of technology
innovative product producers, which also leads to an increase in the production of
general enterprises.
Increasing the proportion of innovation-oriented procurement led to an increase in public
procurement, but resulted in a decrease in private consumption. As a result of the
ripple effect analysis on the whole economy, the expansion of innovation-oriented
procurement increased the total real production, total real consumption, total real capital,
total real investment and total employment, which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overall
economy. This is interpreted as a result of showing the economic feasibility of
innovation-oriented public procurement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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