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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오늘날 한국 정부는 안정된 혁신환경 조성을 위해 ‘신속한 규제 제정’과 ‘수용성이

높은 규제 제정’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음
 오늘날 한국 정부는 글로벌 프론티어를 추구하는 가운데 안정된 혁신환경 조성을 위한

‘신속한 규제 제정’과 ‘수용성이 높은 규제 제정’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상황임
 혁신의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규제를 제정할 경우, 결과적으로

기술규제 수용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규제를 제·개정하는 과정에서 딜레마에 부딪히게 될 가능성이

큼(Collingridge Dilema)
 기술위험 통제와 관련한 지식의 축적이 충분하지 않아 규제를 제정하기 어려운 동시에

규제 마련을 늦출 경우, 이미 굳어진 관행과 시스템을 변화시키는데 큰 비용이 발생
하는 딜레마적 상황

 도전적 혁신이 활발해질수록 규제를 둘러싼 이해관계자 갈등 조정기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기존에 없던 새로운 지식을 적용한 도전적 혁신에서는 기존 제품/서비스에 적용되었던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우며, 기술혁신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생물학적, 환경적
리스크와 편익을 둘러싼 관점의 차이를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커짐

 우리 정부는 ‘이해관계자협의’를 정규적 규제 제·개정의 절차 속에 반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잘 운영하기 위한 정책과 전략은 마련하지 못한 실정
 우리 정부도 이해관계자협의를 규제를 결정하는 과정의 하나로 인식하고 제도화 해

놓고 있음
 그러나 협의체 운영방식과 프로세스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취약할 경우, 자칫 이해

관계자협의의 효용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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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으로 매우 광범위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규제 논의임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자

협의를 단지 ‘공청회’와 같은 형식으로 운영하여, 사후적 승인효과를 얻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있음
 이해관계자협의는 진행하되, 정책적 의사결정은 별도의 거버넌스를 통해 이루어져

협의체의 정책결정에 대한 실질적 권한이 무엇인지 애매한 경우가 있음
 ‘수용성 높은 규제’ 정립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협의 운영전략 수립이 필요
 협의체 운영을 위한 ‘소통전략’ 수립이 필요함
 기술규제를 둘러싼 이해관계자협의는 정치적 의사결정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

하는 수단으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기술혁신의 방향성과 전략에 대한 정부와 이해
관계자 간 소통의 과정이기도 함
 이에 협의체 운영을 위해서는 정교한 소통전략을 수립해야 함
 본 연구에서는 정부규제와 관련한 이해관계자협의의 대표적 유형인 ‘법규 제·개정을

위한 협의’와 ‘정책다이얼로그를 위한 협의’ 의 국내외 구체적 운영사례를 살펴보고,
성공적 협의 운영을 위해 지켜져야 할 원칙과 절차, 그리고 갖춰져야 할 환경적 요소
들을 제시하고자 함
 이와 같은 연구는 비단 기술규제의 영역뿐만 아니라, 혁신정책의 타 영역에서 시도되는

이해관계자협의 기반의 정책적 의사결정에도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임

2. 이해관계자협의의 두 가지 유형에 대한 이해와 국내외 사례
 기술규제와 관련한 이해관계자협의체에는 ‘협상에 의한 법규 제·개정형’과 ‘정책다이얼

로그형’으로 나뉘며, 각각 고유의 미션과 운영전략이 있음
 협상에 의한 법규제정(Negotiated Rulemaking)

- 사회경제적 영향이 상당한 법령이나 규제의 제·개정을 위해 이해관계 당사자들과
사전에 협상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분쟁 예방 및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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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다이얼로그(Policy Dialogue)

- 정책 입안 및 결정 시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대화, 협의, 협상을 통해 최선의 정책
내용을 구상하는 목적
 협상에 의한 법규제정 사례
 해외 사례: 미국 살충제 안전성 검사면제규정

- 정부(미국환경청)의 적극적 지원, 명확한 정부 역할, 중재조직에 의한 토론 진행,
참여자 사전 훈련, 다양한 영역의 이해관계자 참여, 협의체 운영 권한 확대
 국내 사례: GMO 표시제

- GMO 완전표시제 도입과 관련하여 과거 협의체 운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연 20-30회에 걸친 협의가 진행되었으나,
GMO식품 안전성을 둘러싼 과학적 근거에 대한 문제제기, 이해관계자 간 불신이
반복적으로 드러나면서 협상이 결렬됨
 정책다이얼로그 사례
 해외 사례: 오스트리아 나노 트러스트(Nano Trust)

- 2003년 ‘나노 이니셔티브’를 통해 나노분야 기술혁신 전 과정 행위자 간 자율규제
도출을 위한 정책다이얼로그 협의체 구성
- 협의체의 장기 운영, 정부 상위 의사결정 거버넌스 간 연계 구축, 다양한 정부부처의
공동 자금으로 운영 지원, 참여자 대상 현안 지식 및 정보 제공
 국내 사례: 화학안전포럼

- 정부의 ‘화학안전정책’의 투명성 제고와 소통과 협력에 기반한 위험관리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2021년 환경부 주도로 구성되었으며, 민-관의 협력을 통한 화학안전의
자율적 규범 도출을 지향
- 공모를 통해 참여자를 선정하고, 기업, 시민단체, 개인 이해관계자가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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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위험관리 전문기관의 이해관계자협의 운영 사례(ECHA)
 이해관계자협의의 목적을 단계적으로 설정하고, 목적에 적합한 운영전략 수립

- 대중의 이해도 증진, 의견수렴, 정책적 의사결정으로 이해관계자협의의 목적을
구분하고, 각 목적에 부합하는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참여자의 자격, 논의수준,
정보제공 등을 맞춤형으로 운영
 산업에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한 운영원칙 수립

- 참여자 명단, 참여자의 이해관계 상충 여부, 회의내용, 합의내용 등을 투명하게 공개
함으로써 산업계 전반의 이해관계자로부터 신뢰 획득
- 사전에 안건을 참여자들에게 배포함으로써 사전학습의 기회 제공
- 참관인 제도를 운영하여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는 이해관계자들도 해당 사안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규제정책과정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참여자가 이해관계상충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참여 범위, 의사결정권의
수준을 차등적으로 부여
 규제 제·개정을 위한 이해관계자협의 이외에도 이해관계자들 간의 정기적 모임과

교육을 시행하여 규제 정책 이슈에 대한 광범위한 인식공유를 꾀함

3. 시사점
 이해관계자협의를 통해 혁신에 필요한 다양한 규범적 대안을 모색
 유럽화학물질안전청(ECHA)의 사례를 보면 이해관계자가 협의체를 기술위험 저감과

글로벌 시장 주도권 확보라는 두 가지 목적에서 활용하고 있음
 이해관계자협의는 정책에 대한 ‘소통전략’의 하나로 이해되어야 하며, 맞춤형 소통전략

수립이 중요함
 ‘인식공유’에서부터 ‘규제 제·개정 의사결정’까지 단계적 운영목표를 설정할 수 있음
 ‘법규 제·개정을 위한 협의체’의 경우, 참여자의 자격, 이해관계상충 시 참여자 통제

방안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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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전문성’은 학제적 전문성을 뛰어 넘는 정책적 통찰력을 의미하므로 사안에 따라
지역, 산업,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 공정한 절차에 따라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정책다이얼로그 협의체’의 경우,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개방성과

토론의 결과를 광범위한 사회구성원에게 전달하여 기술규제의 방향성에 대한 전반적
인식공유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 이를 위해서는 참여자 간 상호학습 및 인식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질 필요가 있음(장기간 운영)
 이해관계자협의의 결과가 정책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처와의 연계체계

수립 필요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 광범위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정책 다이얼로그 협의체’

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규제개선을 위한 정책의제가 관련 정부부처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연계체계가 필요함
- 오스트리아 나노 트러스트(NanoTrust)에서는 각 워킹그룹의 협의결과가 보건정책,
산업안전정책, 연구개발정책에 반영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운영체계 측면에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음
 ‘대표성’ 중심에서 ‘투명성’ 중심으로의 전환을 통한 ‘공정성’ 확보 전략
 협의체 구성원 선정, 협의과정, 협의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참여주체(정부 및

이해관계자) 모두가 협의체에서의 논의 및 의결 사항에 대한 책임을 가지므로 협의체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는데 효과적임
- 최근 시도되고 있는 ‘화학안전포럼’에서는 참여자의 ‘대표성’보다는 협의과정과 논의
내용을 공개하는 ‘투명성’을 강조하여 신뢰확보 및 사회전반의 인식제고를 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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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규제 이해관계자협의 활성화를 위한 제안
 이해관계자협의체는 ‘수용성 높은’ 규제마련을 위한 정부의 소통전략이므로,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육성 전략이 수립이 필요함
 글로벌 프론티어형 혁신의 필요성이 커질수록 기술규제의 과학적 근거가 선행되기

어려우므로 규제를 관리하는 정부와 규제의 대상인 이해관계자 간 ‘공동의’ 의사결정이
중요함
 정부는 지금 당장 필요한 법령의 의결을 위해 이해관계자협의체를 활용할 것이 아니라,

협의체가 역량 있는 정책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지원·육성할 필요가 있음
- 이해관계자협의체를 ‘규제 제·개정’의 결과물을 얻는 정책수단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자가 정책 및 기술규제에 대한 전문성 향상과 정책적 의사결정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로 보는 시각이 필요함
 자발적 규범정립 지원을 위한 ‘이해관계자협의 촉진법(가칭)’ 제정
 기술규제 관련 부처별로 이해관계자협의 추진을 법제화 하고, 운영방향과 추진전략에

대한 정책수립이 이루어져야 함
 주요 기술규제와 관련한 ‘정책다이얼로그형’ 이해관계자협의체 상설 운영 제도화

- 국가의 전략적 육성이 필요하며, 기술위험관리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인식격차가
크다고 판단되는 기술(이머징 기술 포함)의 경우, ‘정책다이얼로그형’ 이해관계자
협의체의 상설 운영을 제도화 함
- ‘정책다이얼로그형’ 협의체를 통해 관련 법규나 정책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선행된 후, 규제 제․개정의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가 후행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
 이해관계자협의체 운영 및 결과활용에 대한 체계적 가이드라인 개발 필요
 정부와 참여자들 간 협의체의 목적과 권한, 운영방식 등에 관한 원칙과 주요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협의체 운영 전에 참여자와 정부가 공통의 규범을 가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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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이해관계자협의를 진행하기 전에 협의체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제시

하고, 제시된 규범을 충실히 이행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에 한해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정책적 의사결정력이 높은 협의체 운영 시 협의내용 공개를 의무화하여 ‘투명성’ 제고

- 의사결정 수준이 높은 이해관계자 참여 시 국회 회의록과 같은 회의 전문 공개
 정부부처별 이해관계자협의 단계별 고려사항 제시(본문 p.30)

 이해관계자협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과학 토대 강화
 규제과학적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규제에 대한 이해관계자들 간 인식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 규제과학적 지식기반이 취약한 경우, 이해관계자협의체의 논의 또한 구체성과 합리성을
갖기 어려우므로, 규제과학 연구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유해성 검증, 측정 등에 관한 방법론 연구나 위험관리 및 커뮤니케이션 체계, 기술영향평가 등
 정부는 이해관계자협의체 활성화 전략 구상에 있어, 협의체 구성과 운영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규제과학 연구개발 강화 전략을 함께 고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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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규제 제·개정에서 이해관계자 협의의 중요성
 기술규제의 이중적 성격
 기술규제는 흔히 신기술 발전의 장애물로 인식되기 쉬우나, 새롭게 개발된 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는 촉진기제이기도 함
- Porter & van der Linde(1995)는 환경보호 규제와 기술혁신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규제가 기업의 환경오염 저감과 관련한 기술개발 투자의 불확실성을 저감시켜
환경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기술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함
- Steward(2010)는 규제에 따르는 ‘규제 준수 부담(Compliance burden)’이 적정 수준
에서 유지된다면, 기업의 혁신동기를 부여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을 강조함

 혁신주체의 갈등
 새로운 기술규제의 도입이 기존의 비즈니스 방식에 투입된 비용을 낮출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들과 더 높은 비용 지불에 대한 우려를 지닌 사람들 간에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 특히 기존 규범에 따라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기업이나 단체의 경우, 규제
변화로 인한 이해관계 재편은 불필요한 비용으로 인식되어, 새 규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저항
 기술규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 고조로 인해 정부는 기업과 시민사회, 교육현장에 혁신의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혁신주체의 동력이 상실되는 결과를 초래함

 ‘적정한’ 수준의 기술규제 수립의 필요성
 기술규제의 준수부담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기업은 규제를 회피하거나, 혁신에 대한 투자를

축소하는 경향이 있음
- 기술규제가 기업의 혁신동기를 촉진하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반대로 혁신의
동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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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현장이 규제를 준수하기에 적합지 않은 환경(인프라, 전문인력 등)이라면, 기업에게는
기술개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성장의 가능성 보다는 현재 투입해야 할 비용 부담이 더
크게 와 닿을 수 있음
- 이는 결국, 대체기술의 개발동기를 떨어뜨리고, 기술 수요자의 선택의 폭을 좁혀, 단일
기술의 독점력을 확대하는 부정적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음(Blind, 2013)

 혁신패턴의 변화와 함께 규제의 ‘적정한’ 수준에 대한 인식편차 증가
 혁신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규제가 혁신의 속도를 뒤쫓아 오지 못하여 ‘창조적’ 아이디어를

연구개발 및 생산과정에서 펼칠 수 기회를 갖지 못하는 ‘규제 지체 현상’이 발생함
 이에 반해 혁신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속성과 대응방안을 알 수 없는 ‘알 수 없는

위험(Unknown Risk)’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아져, ‘사전적 예방’을 위한 더욱 포괄적이고
강력한 규제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

 규제의 내용과 적용방식을 결정하는 ‘규제형성 패러다임’이 정부주도에서 이해관계자

주도로 바뀌고 있음
 정부가 선제적으로 규제를 마련하고, 위험을 예방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 요구되나, 오늘날

급변하는 혁신의 트렌드 속에서 정부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에는 관련 규제의
과학적 근거가 선행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음
- 따라서 규제의 방식, 규제의 내용의 결정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이 중요한 정책
결정 기제로 부각되고 있음

2. ‘이해관계자협의’와 관련한 정책·전략 부재
 이해관계자협의 필요성은 알고 있으나, 협의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정책과 전략은 부재
 규제의 질 제고를 위한 이해관계자협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과거에 비해 높아진 것은

사실이나, 이해관계자협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갖춰야 할 구성요소와 운영체계에
관한 논의는 저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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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주도하는 기술규제 제·개정을 위한 이해관계자협의가 시도되고 있으나, 공정성과

합리성, 유용성에 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신기술, 융복합 기술과 관련해서 규제 제·개정을 위한 이해관계자 협의체 운영이 시도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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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그때마다 참여자 선정의 공정성, 협의내용의 합리성, 협의결과의 유용성에 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음
- 2019년 출범한 GMO 표시제 관련 이해관계자협의체는 이와 같은 문제를 참여자 측에서
제기하면서, 2020년 해체하기에 이름
 이해관계자협의 수행체계와 절차, 커뮤니케이션 전략 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이해관계자협의 사례를 통해 협의진행방식 및 규범 쟁점을 분석

- 이해관계자협의 진행방식 및 규범에 관한 쟁점, 해결방안 분석이 필요함
 원활한 이해관계자협의를 위해 보완해야 할 제도적, 시스템적 요소 발굴 필요

-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시스템 개선 요소 발굴
- 단기간에 적용 가능한 이해관계자 협의의 절차적 보완사항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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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해관계자협의에 대한 이해와 협의체 운영 국내외 사례
1. 이해관계자협의 개념과 유형
가. 이해관계자 개념과 범주
 정책 이해관계자(stakeholder) 의미와 속성
 ‘이해관계자’ 개념은 주로 경영학에서 ‘조직의 전략이나 목표달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목표로 인해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집단’(Freeman, 1884; Nutt & Backoff, 1992)으로
이해되었으며, 여기에 이해관계자의 능동성을 강조하여 ‘조직의 전략적 미래에 대응 또는
협상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Eden & Ackermann, 1998)으로 이해됨
 이러한 개념을 공공정책에 원용해 본다면, 정책이해관계자(stakeholder)는 ‘해당 정책에

영향을 미치거나, 정책으로 인해 편익 또는 손해를 입게 되는 개인이나 집단’이라고 볼 수
있으며, ‘정책에 관해 정부와 협상할 수 있는 개인이나 집단’으로 이해할 수 있음
 누가 이해관계자인지는 처음부터 선행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우며, 그 범주는 Ad hoc

방식으로 결정되는 경향이 있음
- 정책의 내용과 더불어 정책이슈가 발생한 시기, 해당 정책이슈에 대한 사회적 인식,
지역적 문화 등에 따라 편익과 손해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다르므로, 누구를 정책의
이해관계자로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항상 ‘공정성’이나 ‘대표성’의 시비 가능성을
잠재적으로 안고 있음 (강황선, 2003)
 정책에 대한 이해관계는 반드시 경제적 비용과 편익에 따라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안전,

건강, 행복, 존엄성 등과 같은 가치관의 유지나 훼손의 가능성에 의해서도 형성됨(김예승·
홍성우, 2010; 박병식·장황래, 2011)

 기술규제 정책에 대한 이해관계자(stakeholder) 범위
 기술규제의 경우, 비용/편익과 같은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이나 안전과 같은

사회적 가치가 규제 수용자의 태도를 결정하므로 이해관계자의 구조가 매우 복잡하고,
광범위한 경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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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MO 표시제의 경우, 시민사회단체는 생명윤리 관련 가치관 차원에서 표시제에 찬성하고,
식품업계는 경제적 이해관계 차원에서 표시제에 반대
 기술규제의 이해관계자는 규제정책의 목표와 정책대상의 범위, 위험관리의 명확성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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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제품의 사용자뿐만 아니라, 더 광범위한 사회구성원이 정책 이해관계자를 포괄
적으로 포함할 수 있음
- 기술규제는 연구개발, 사업화 및 상용화 과정을 거쳐 제품의 판매와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친 활동을 규정하는 구속력을 가지고 있고, 기술규제의 취약성으로 인해 기술
위험이 실제 피해로 발현될 경우, 그 영향력이 광범위하면서도 장기간에 걸쳐 나타날 수
있음
- 위험 및 통제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어려운 가운데 기술규제 이해관계자협의체를
구성할 경우, 가치사슬 전 과정에 걸친 직접적 공급자, 사용자를 포함해서 비사용자까지도
간접적 이해관계자로 이해관계자 범주에 포함시켜야 함
 기술규제의 이해관계자 범주가 포괄적이라는 점에 착안하면, 구체적으로 누가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도넬리가 제시한 정책거버넌스 이해관계자 유형을
참고할 수 있음
※ 정책 이해관계자에는 정책서비스의 직접적 사용자, 미래의 잠재적 사용자, 배제된 사용자와 비사용자
(excluded and non users), 일반시민, 지역사회, 공무원, 공공기관, 시민단체, 전문기관 등이 포함됨
(Donnelly, 1999)

 기술규제와 관련한 이해관계자협의는 정책적 ‘의사결정과정’이면서 동시에 ‘소통전략’
 정부와 이해관계자 간 갈등은 정부와 이해관계자 간 정보비대칭성으로 빚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정보접근성이 취약할 경우 이 갈등은 더욱 커질 수 있음
 기술규제의 경우, 규제를 이해하는데 있어 기술에 대한 전문지식이 요구되어 정부와 이해

관계자 간 정보비대칭성이 클 가능성이 높으며, 정부 관계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내에서도
해당 규제내용에 대한 정보비대칭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기술규제에서 이해관계자협의체는 규제에 대한 정책적 의사결정 수단으로서의

기능과 더불어 규제에 대한 이해증진의 기능이 갖는 의미가 매우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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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해관계자 협의 유형
 협상에 의한 법규제정(Negotiated Rulemaking)
 사회경제적 영향이 상당한 법령이나 규제의 제·개정을 위해 이해관계 당사자들과 사전에

협상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분쟁 예방 및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 단순한 협상이 아닌 이해관계자 참여 및 협의과정을 통해 정책 및 법규를 만드는 종합적인
과정
 해외 국가에서는 규제 제·개정에 이해관계자(국민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서)의

의견을 청취하고, 상호 토론을 통한 조정의 기회를 만드는 것을 정례적인 정책형성과정의
하나로 인식하고, 절차 등을 법률로 제정해 놓고 있음
- 미국에서는 1990년 정책형성 초기단계의 대립을 조정을 통해 감소시키고자 “협의에 의한
규정 제정법(Negotiated Rulemaking Act)” 마련(Marchant & Gulley, 2010)
- 영국에서는 2001년 “규제개혁법(Regulatory Reform Act)”이 시행되면서 규제 제·개정에
대한 이해관계자협의(Consultation) 문서의 제출과 규제영향평가 보고서 제출이 의무화
되었음 (박영도·장병일, 2007)
 법규 제·개정을 위한 의사결정을 목적으로 이해관계자협의체를 이해하기보다는 이해관계자

협의 과정에서 단지 법률의 통과 여부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참여자들 간
상호이해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
 정책다이얼로그(Policy Dialogue)
 정책 입안 및 결정 시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대화, 협의, 협상을 통해 최선의 정책 내용을

구상하는 분쟁예방 프로세스
-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거나 집단의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 규제 또는 정책
기조를 만들고 변경할 때 효과적
(예) 미국 생태계관리 정책다이얼로그(‘94), 미국 군탄약관리 정책다이얼로그(’97~‘98), 캐나다 시민사회
발전 및 정부와의 동반자 관계 구축을 위한 정책다이얼로그(’97~‘02) (사회통합위원회, 2010.4.23.)

- 앞서 언급한 ‘협상에 의한 법규제정’이 주로 법령 조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해 이해
관계자협의체를 운영한다면, ‘정책다이얼로그’는 법령을 포함하여 정책방향, 기술위험
관리체계(위험거버넌스)를 포괄적으로 다루어 기술혁신의 방향성에 관한 보다 광범위한
아젠다를 다룰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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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범위 1) 특정 정책의 구체적 내용을 이해관계 당사자와 함께 논의하고 결정

- 정책다이얼로그 후 참석자 간 대화와 협상내용이 담긴 구체적 합의문(agreement) 도출
- 합의 사항을 토대로 정부는 정책 수립 및 집행
STEPI Insight |

 (적용범위 2) 첨예한 정책 수립 시 큰 틀에서의 정책 방향 또는 가이드라인을 이해관계자

당사자와 함께 논의하고 결정
- 참석자 간 상호이해 및 공동 목표, 중장기적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정책 권고문(policy
recommendation) 도출

2. 이해관계자협의 진행 해외 사례
가. 협상에 의한 법규제정의 사례: 미국 살충제 안전성 검사면제규정1)
 협의체 구성의 목적
 검사절차의 간소화에 대한 이해관계자 합의 도출

- 1972년, 살충제안전성 검사의 규정에서 제시된 검사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문제가
기업들로부터 제기되어, 예외적으로 검사면제를 받을 수 있는 조항을 두고자 함
- 누가 어떠한 상황일 때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가 모호하여 남용이 우려되므로, EPA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검사면제 조건을 명확히 제시하고자 함

 협의체 특징
 정부의 적극적 지원(미국 환경청, EPA)

- 정부부처 내 담당자를 지정하고, 협상안의 결과를 EPA 정책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 마련 및 필요한 재정 자원 마련
 정부역할의 명확성

- 이해관계자협의 안건, 잠정 참여자 명단, 협상기한 정보 공표
- 합의안 공표
- 중재조직 선정 및 협의체 토론 진행 위임
1) 참여연대시민과학센터(2002) 사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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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체 토론은 중재조직에 의해 진행

- 정부가 협의체 토론을 진행할 중재조직으로서 ERM-McGlenn(갈등중재조직)을 선정
- ERM-McGlenn 사가 협상을 위한 토론진행 기본규칙 제정
-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토론 참여 지원
 협의에 들어가기 전 사전 훈련 시행

- 정식으로 협의에 들어가기 전 참여자들 간 상호 토론에 의한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훈련하는 시간을 가짐
 다양한 영역의 이해관계자 참여

- 환경단체, 주(州)행정기관, 농업단체, 살충제 제조업체, 연방농업부 대표, 환경청 살충제과
담당자 등 총 22명이 협상에 참여
- 참여자는 정부와 전문가에 의해 선정됨
 협의체 운영에 대한 권한은 협의체 스스로 가짐

- 운영방식, 위원회 구성, 자원 사용, 해산 시기 결정에 있어 실질적 독립적 권한 부여
- 위원회 차원에서 작업 프로그램, 아젠다, 시간표를 작성하고 사실 규명을 해나가면서
필요하면 전문가 자문을 활용
- 소위원회를 조직하여 규칙 초안을 수정하고 합의 요약문을 작성하고 수정 규칙 초안을
작성하여 회람

나. 이머징 기술 규제를 위한 정책 다이얼로그형 이해관계자협의 사례
: 오스트리아 NanoTrust
 협의체 구성의 목적
 나노기술 분야 기술혁신(기술개발, 제품생산, 소비, 폐기)의 전 과정에 관련된 행위자들 간

자율규제 도출
- 2003년 정책다이얼로그 유형의 “나노 이니셔티브”가 발족되고, 그 후 발족한 “나노트러스트”는
위험관리에 있어 보다 시급하고, 뚜렷한 정책목표를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협의체 특징
 2007년부터 현재까지 약 15년 가까이 장기간에 걸쳐 운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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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noTrust 와 다층의 정부 정책 간 상-하 수직적 연계성을 가지고 있으며, 협의 결과는

여러 부처로 전달되어, 정책수립 시 검토·반영되고 있음
- 오스트리아 나노실행계획을 기반으로 상위 거버넌스인 나노정보위원회(Nano Information
STEPI Insight |

Commission)가 운영되고 있으며, NanoTrust는 이 위원회와의 연계 체계를 이루고 있음
- 협의결과는 보건정책, 산업안전정책, EHS 분야 연구개발정책 수립 시 검토·반영됨
[그림 1] NanoTrust와 국가차원의 정보위원회 연계체계

자료: Rose & Gaszo(2019), p.28

 다양한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자금을 마련하고, 운영을 지원함

- 기술혁신지원 주무부처 외에 보건, 환경, 노동, 소비자 보호 관련 기관 참여
- 관련 산하기관, 공공연구기관도 참여하여 협의체를 통해 도출된 정책적 대안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검토함
- 부처 간 협력에 의한 공동 운영체제는 협의체가 장기간 유지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됨
 협의체 참여자들이 현안에 대한 공통의 인식기반을 가질 수 있도록 지식/정보 제공

- 나노기술의 광범위한 사회, 경제적 영향, 일상적 생활문화에까지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탐색하는 기술영향평가를 병행함
- 수요발굴을 위한 연구, 쟁점에 관련한 과학적 근거마련을 위한 연구 등을 통해 근거기반의
토론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함
- 외부 전문가의 피드백을 통해 전문지식 및 전문가 그룹을 끌어들이려 노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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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해관계자협의 진행 국내 사례
가. 협상에 의한 법규제정 사례: GMO 표시제
 협의체 구성의 목적
 GMO 완전표시제 도입에 대한 이해관계자 합의도출
 과거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되었던 과거 협의체 운영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협의를 통한 규정 마련
※ GMO 협의체 구성 연혁
- 2000년 정부는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의무화 근거규정을 신설
하였는데, 그보다 앞선 1999년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연구회’ 구성 후 표시제에 관한
연구 및 논의를 시작함
- 2008년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 대상을 모든 가공식품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인 ‘유전자
재조합식품 표시제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했으나, 산업계와 시민단체 간 표시제
확대 찬반을 두고 이해관계자들 간 극심한 의견대립 발생
- 2013년 GMO 표시제 관련 이해관계자협의체가 출범한 이래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협의는 그 이후에도 지속됨
 협의체 운영 경과 및 주요 논의
 GMO식품 안전성을 둘러싼 과학적 근거에 대한 지속적 문제제기

- 시민단체 및 일반 소비자 측면에서는 유전자재조합 농작물, 식품의 안전성을 입증할
과학적 근거를 지속적으로 요구
- 사회적 논의기구 참여자의 자격 및 구성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음
 정부와 전문가 집단에 대한 불신이 커서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음
- 정부나 전문가 집단에서 제시하는 과학적 근거, 공인된 검증결과 등에 대한 불신으로
이해관계자 협의에 정부와 전문가 집단이 배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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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책다이얼로그 사례: 화학안전포럼
 협의체 구성의 목적
STEPI Insight |

 정부의 ‘화학안전정책’의 투명성 제고와 소통과 협력에 기반한 위험관리체계 구축을 목적

으로 2021년 환경부 주도로 구성되었음(2022년에도 계속 운영될 예정)
 자율적 규제를 위한 이해관계자 인식공유 및 이슈발굴의 장

- 화학물질 생산․사용에 관계된 법규 및 정책에 대한 논의와 대안제시를 정책이해관계자들이
자발적 참여를 통해 이뤄내고자 함
 또한 포럼을 통해 국민과 산업계, 정부가 가진 법과 규정의 합리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줄이고, 공감대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범국민 소통·협력의 장(플랫폼)'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환경부, 2021)

 협의체 운영 경과 및 주요 논의
 지난 수년에 걸쳐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구미불산누출사고 등 화학물질로 인한 사회적 재난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의 화학물질 위험관리 방식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불거졌음
 이에 정부는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여, 이른바 화학 3법(「화학물

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
관한법률」)을 마련하게 되었으나, 법체계의 정비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및 산업현장,
그리고 일반 국민인 소비자 또한 화학물질의 위험관리에 대한 불만과 문제제기는 지속됨
 환경부는 법이 현장에 적용·시행되는데 필요한 현장(산업과 소비부문)의 지식과 전문인력,

적용 기준의 명확성 등이 뒷받침 되지 않아 ‘제도 이행 내실화’가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2021년 5월 ‘2021 화학안전정책포럼’을 기획하기에 이름(김신범, 2021)
 ‘화학안전정책포럼’은 두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유해화학물질 지정관리체계’를

다룬 부문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을 지정하는 기준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향후 정책이슈로 다루어져야 할 쟁점 사안들을 발굴하였고, ‘이해당사자 참여’ 부문에서는
화학안전정책포럼과 같은 이해관계자협의체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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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관계자 논의를 통해 ‘자율적 규제’를 도출하기 위해 필요한 포럼내부의 원칙과 전략,

포럼외부에 갖춰져야 할 국가차원의 화학물질 위험관리 거버넌스 체계, 포럼 내부의 논의와
국가차원의 거버넌스와의 연계성 도출 방안 등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그 내용은 보고서를
통해 외부에 공개될 예정(환경부, 2021)
 협의체 운영의 특징
 포럼 참여자의 자격

- 포럼의 참여자는 ‘단체’와 ‘개인’으로 나누어지며, 공개 공모방식을 통해 포럼 운영위원회가
선정함
- ‘단체’와 ‘개인’은 각각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경우 참여가 허용됨
<표 1> 화학안전포럼 참여자의 자격
참여자 유형

자격

대상 예시

단체

· 개별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작성 및 이행
· 합법적 단체 및 이러한 단체의 네트워크
· 화학안전에 대한 이해를 갖춘 단체로서 화학안전과 관련한
공익적 노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연 1회 이상)

경제단체, 시민사회단체 및
단체의 네트워크, 노동조합 등

개인

· 개별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본인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작성 및 이행
- 화학안전에 대한 이해를 갖춘 자로서, 관련 업무나 활동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연 1회 이상)

화학안전과 관련한 기업,
경제단체, 노동조합 담당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

자료: 김신범(2021), 화학안전포럼 제 2주제 공개포럼 발표내용(2021.08.18. 일부 단어 및 문장을 STEPI가 재구성)

 포럼 운영 원칙

- 참여: 모든 참여자는 포럼참여, 공청회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 발언: 사전에 발언을 신청한 사람에 한해 발언할 수 있음
- 발언 제한: ‘단체 참여자’로 등록된 단체에 소속된 개인은 단체를 통해서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단체에 소속된 개인이 별도로 ‘개인 참여자’로 등록한 경우, 개인의 자격으로
발언할 수 있음. 등록된 ‘개인 참여자’가 등록된 ‘단체 참여자(기업이나 시민단체)’의
소속인일 경우, 그 단체의 개인 참여자 대표 1인이 서면의견과 공청회 발언을 취합하여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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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조정: 접수된 발언신청 내용이 유사한 경우에는 포럼 운영위원회가 사전에 발언
신청자들과 협의하여 발언자를 조정할 수 있음
- 논의결과 확인: 모든 참여자는 보고서(최종본)를 받아볼 수 있으며, 자신의 의견이 어떻게
STEPI Insight |

반영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수정을 요청할 수 있음
 참여자 구성 및 의견제시 방식을 엄밀히 규정하는 데는 이와 유사한 형식의 이해관계자협의

에서 제기되어 왔던 ‘공정성’의 시비를 예방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으며, 협의체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들이 동등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규범으로 작동함
 정책 다이얼로그형 이해관계자협의체

- 환경부가 주도하는 이해관계자협의이지만, 특정 정책수립의 막바지에 법안 통과 여부를
둘러싼 첨예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협의체가 아니라, 광범위한 인식공유를 위한 협의체
-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이해관계자 간 지식, 정보의 격차를 메워나갈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음


환경부는 포럼의 운영을 민간단체에 위임함으로써 토론진행에 있어 정부 관료의 영향력을
최소화 하고자 함
- 이를 위해 환경부가 가장 많이 고려한 것은 기업과 시민단체로부터 전문성을 인정받는
민간단체를 선정하는 것이었음

4. 기술위험관리 전문기관의 이해관계자협의 운영 사례(ECHA)
 유럽화학물질청(ECHA)의 기능
 REACH에 의거하여 EU 내 모든 화학물질의 제조/생산과 관련한 규제 제/개정을 회원국에

제안함으로써, 기술위험관리 거버넌스의 기능 수행
- 회원국 화학물질 제조/생산 현황 모니터링 및 회원국을 상대로 화학물질에 대한 과학적
이고 기술적인 자문 제공
- 화학물질 생태계를 구성하는 산업계와 소비자인 일반인을 대상으로 등록된 화학물질
관련 정보 및 가이드 제공
“본 규정의 목적은 인간의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데 있으며 산업체의 경쟁력과 기술혁신을 향상시키면서
내부 시장에서의 물질의 자유로운 유통뿐만 아니라, 물질의 유해성 평가를 위한 대안의 촉진을 포함한다.”
(REACH 1조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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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사슬 전반에 걸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소통전략 개발
 소통 대상을 그룹화하여 각 그룹의 특징을 고려한 적절한 소통방식 수립

- 소통 타깃 그룹을 기업, 정부부처, 전문가, 일반대중, ECHA 관계자로 나누고, 그룹별
배경지식, 필요 정보, 이해도 등을 고려한 소통전략 개발
 타깃 그룹의 특성, 소통하고자 하는 주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 소통 진행

- 다수의 대중을 대상으로 한 이해관계자 그룹의 경우, 정보전달에 주력
- 참여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목적일 경우, 특정 사안에 충분한 인지를 가진 그룹을
대상으로 이해관계자협의를 진행함
- 회원국 소관기관, 공인 이해관계자 그룹을 대상으로 한 이해관계자협의의 경우, ECHA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적인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
- 유럽의회, 정치인 등으로 구성된 이해관계자협의체는 사안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도는
낮으나, 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높으므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제공
 산업에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한 운영원칙
 이해관계자협의체 논의과정의 투명한 공개

- 각종 위원회 개최 시, 회의 관련 일반정보, 규정, 이해관계 신고서, 총회 회의록, 의제
초안, 위원회 참여자 이름 및 이력 등은 대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
- 참여자 명단, 참여자가 특정 규제/지침에 이해관계 상충 여부, 회의 요약본, 합의 내용
및 의견, 근거자료가 포함됨
- 중요한 의사결정을 위한 위원회뿐만 아니라, 특정물질의 생산에 활용될 기술지침서
작성과 같은 하위 규정을 만드는 작업에서도 논의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됨
 위원회 개최 시, 참석자들이 회의 안건에 대해 미리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정보

배포 원칙
- 위원회 절차규정에 회의의 유형(긴급, 보통)에 따라 자료 사전배포 시기를 정하고, 회람을
의무화(ECHA, 21 Mar 2013)
- 회의 개별안건, 쟁점, 참고문서, 사례, 법률 등이 포함된 회의 의제 배포
 회의 종료 후 회의 합의사안 공개

- 회의에서 결정된 가결정안은 차기 회의(60일 이내 개최) 임시의제 초안에 포함
- 가결정 관련 모든 문서는 차기 회의 10일 전까지 위원회 온라인 플랫폼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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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회의에는 참관인(ASO, Accredited Stakeholder Observer)이 참여하여 회의내용 공유

- 정기적 참관인과 비정기적 참관인으로 구성되며, 참관인의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시켜야
함 (사안에 따라 다르나, 전문성, 활동이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
STEPI Insight |

- 위원회 전체 인원 중 ASO는 50% 이내로 제한하며, 산업계, 학계, 다른 이해관계자
쿼터를 각 1:1 비율로 유지하도록 규정
- 위원장의 재량에 따라 참관인이 사전에 요청하는 경우 직접 토론에 참여 가능
 규제 ECHA 홈페이지에 협의체 논의결과, 관련 규제사항, 위험관리 정보를 공개하여 산업계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이 REACH 지침 및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함
- REACH 규정에 따른 등록, 평가, 허가, 제한 및 공급망 소통, 대체물질, 잠재적 고려 물질,
동물실험법 등 REACH에 관련된 다양한 항목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지침이 제공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됨
 이해관계상충 방지
 위원회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는 사전에 해당 안건과 관련한 이해관계를 신고해야 함

(ECHA, 25 Feb 2019)
- 다만 이해관계가 명백한 구성원(기업체 등)은 이해관계 신고 생략
- 과거 5년을 기준으로 ECHA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이해관계를 명시
- 가족 등 최측근의 현재 시점 이해관계도 명시
- 이사회, 위원회 구성원, 외부 전문가의 경우 매년 이해관계 신고서 갱신
 이해관계자를 이해상충위험에 따라 세 등급으로 분류하고, 각기 다른 의사결정권을 부여

- (A등급) 가장 낮은 등급으로, 관련 이해관계 없음
- (B등급) 특정 환경에서 ECHA 조직업무와 관련 있는 이해관계 존재
→ 별도 평가 요구, 관련 회의 시 불참 또는 회의 참석자에 별도 고지 필요
- (C등급) 제한이 필요한 이해관계 → 5년간 특정 물질 및 기업에 대한 의사결정 및 의결권
불허
 참관인(ASO) 의 경우에도 이해관계상충이 있는 사람 배제

- 회의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참관인의 경우, 해당 회의는 배제되어 대리인이 참석하거나
회의 전 이해관계 사실을 밝히고 회의에 참석 가능
 위원장의 경우, 지난 2년 이내에 이해관계가 있는 영리단체의 이사진 또는 영구적 과학

자문조직, 화학물질 관리의 이해관계 분야에 속한 기타 기관 등에서 주요직을 맡은 경험이
없는 자 (Annex 2. e., ECHA, 25 Feb 2019)로 자격 제한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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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적 공개 모임 개최 및 무료 교육 제공
 다양한 종류의 이해관계자 공개 모임 개최

- 연 2회 이해관계자 미팅(Stakeholder’s Day) 개최
- 공개 모임에서 이해관계자 대면 상담, IT 툴 교육 등 화학물질 생태계 전반의 역량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방식과 주제의 교육 기회 제공

- REACH와 관련된 전문적인 내용(노출 시나리오 연구 네트워크, EDC 허가 워크숍, 노출
평가 모델 등)에 대한 세미나 개최
- 웨비나(webinar)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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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해관계자협의를 새로운 혁신 기회 창출의 장으로 활용
 이해관계자협의를 통해 혁신에 필요한 다양한 규범적 대안을 모색해야 함
 유럽화학물질안전청(ECHA)의 사례를 보면 이해관계자가 협의체를 기술위험 저감과 글로벌

시장 주도권 확보라는 두 가지 목적에서 활용하고 있음
- 이해관계자협의 상시 운영을 통해 유해물질 관리를 강화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새롭게
인지되는 위험과 이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지식공유가 이루어짐
- 위해요소의 등록, 측정, 검증방법 등이 논의되고, 이를 제도화 하는 방식에 관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짐 (예: 등록물질 목록, 가이드라인 제정 등)
- 또한, 기업들로 하여금 대체 물질을 개발하여 혁신을 촉진하는 효과 창출
 이해관계자협의체를 정책형성의 파트너로 인식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음
 기술발전의 빠른 속도와 산업구조의 변화 속도 등을 볼 때, 기술규제와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정책수요는 앞으로 더욱 다양해지고, 복잡성을 띌 것으로 예상됨
 글로벌 프론티어형 혁신이 강화될수록 정부 – 이해관계자협의체 간 ‘공동의’ 정책적 의사

결정체제의 필요성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정부 관료들 또한 이해관계자협의체와 같은 ‘공동의’ 의사결정 기제를 마련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책임공유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이해관계자협의체를 지원·육성하여
정책 파트너십을 형성할 필요가 있음
 지속적, 장기적 운영을 통해 참여자들 간 상호학습 및 정책이해도 증진의 기회 제공
 기술규제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 인식의 공유는 장기간에 걸친 기술-사회-산업에 대한 학습의

결과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정부가 이해관계자협의체를 지원할 때는 역량 있는 시민과 이해관계자를 육성한다는

관점에서 장기간의 지원을 계획할 필요가 있음
- 사전에 충분히 학습된 이해관계자의 층이 두텁지 않다면, 이해관계자협의체를 통한 규제
제·개정과 같은 정책적 의사결정을 앞세우기보다는 기술과 산업현황, 도전적 정책이슈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증진이 선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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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해관계자협의체의 단계적 운영 및 맞춤형 소통전략
 이해관계자협의는 정책에 대한 ‘소통전략’의 하나로 이해되어야 하며, ‘인식공유’에서부터

‘규제 제·개정의 의사결정’까지 단계적 운영목표를 설정할 수 있음
 이해관계자협의는 정책적 ‘의사결정과정’이면서 동시에 ‘소통전략’이므로, 어느 수준의

‘소통’이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이 협의체 구성 이전에 이루어져야 함
 기술에 대한 규제와 위험관리체계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다면,

이해관계자협의체 운영의 목적을 세부 법규에 대한 의사결정에 두고, 이해관계를 조정해
나가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 타당함
 기존의 규제방식의 적합성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알려지지 않은 위험’에 대한 예방적

위험관리체계의 정립이 필요하다면, 기술규제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관계자의
인식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다이얼로그형 협의체를 법규 제정에 선행하여 우선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우리나라의 GMO 표시제와 관련한 이해관계자협의체 운영 사례를 보면, GMO에 대한
사회적 인식공유가 취약한 상태에서 규제 제정을 위한 협의가 진행되어 논의의 진전이
어려웠던 측면이 있음
 이해관계자협의의 정책적 활용 목표에 따른 참여자 구성 전략 필요
 이해관계자협의의 구성은 정책적 활용 목표에 따라 다르므로, 우선 협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음
 정책적 의사결정 권한이 적은 이해관계자협의체(시민포럼, 공청회 등)의 경우, 보다 개방

적인 플랫폼을 통해 해당 기술과 규제 이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광범위한 정보확산과
학습의 기회를 마련함
 정책적 의사결정 권한이 높은 이해관계자협의체(심의회의 등)의 경우, 규제 이슈를 둘러싼

정치적, 산업적 쟁점과 규제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정책적 의사결정을
지원해야 함
- ECHA의 경우, 참여자의 의사결정력 수준에 따른 차별화된 소통전략을 적용하고 있는데,
산업부문 관계자, 일반시민, 전문가집단, 정부관계자로 유형을 구분하여 제공하는 정보와
소통의 목표를 다르게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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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정책거버넌스와의 유기적 연계체계 마련을 통한 실질적 제도
개선 효과 추구
STEPI Insight |

 정부가 이해관계자협의체를 운영할 경우, 사전에 명확한 정책 및 전략 수립 필요
 이해관계자협의체의 정책 거버넌스 상의 지위와 의사결정력에 따라 협의체 운영방식이

달라지므로, 정부는 이해관계자협의체를 구성하기 이전에 협의체 운영에 대한 정책 및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 정부가 정책형성의 최종단계에 이해관계자협의체의 논의결과를 반영할 경우, 이해관계자
협의체의 미션은 보다 구체화되고, 정부가 공유해야 할 사전 정보와 참여자는 특정될 수
있음
- 정부가 정책형성 초기단계에 이해관계자협의체의 논의결과를 반영할 경우, 이해관계자
협의체는 정책현안에 얽매이지 않고 보다 자유롭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논의를 진행
시킬 수 있으며, 정부와 공유할 사전 정보와 참여자는 특정될 필요가 없음
 정부가 이해관계자협의체 결성을 지원하였더라도 정부 정책형성과정에 이해관계자협의체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 논의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없는
가운데 일단 협의체를 운영하는 식의 접근은 지양되어야 함

4. 투명한 협의체 운영을 통한 공정성 확보
 ‘대표성’을 중심에 둔 절차적 공정성에서 벗어나, ‘투명성’을 중심에 둔 개방적 운영전략

으로 변화해야 함
 협의체 구성원 선정, 협의과정, 협의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참여주체(정부 및 이해

관계자) 모두가 협의체에서의 논의 및 의결 사항에 대한 책임을 가지므로 협의체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는데 효과적임
 우리의 경우, 이해관계자협의에서 ‘절차적 공정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참여자의 선정 시 자격 기준과 선정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절차적 공정성이 아무리 엄격하다 해도 국민 전원이 참여하지 않는 한 ‘대표성’에 대한
시비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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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성’ 제고에 중점을 둘 경우, 참여자들 간 소통의 과정에서 당파적 이해관계나 권위에

의존한 무리한 주장이 끼어들 여지가 줄어들며, 합리적 논거에 기반한 상호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짐
- 누가 무엇을 주장했는지가 공개된다면, 이해관계자 협의체 참여자들의 대표성 및 전문성,
그리고 정부의 역할과 책임성 등이 드러날 것이므로, ‘투명성’을 강조하는 것이 이해
관계자협의 결과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데 더 효과적임
- 다만, 협의체 논의의 어느 단계/시기/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대중에게 공개할 것인지에
대한 방침이 사전에 명확히 서 있어야 하고, 공개기준에 변화가 필요할 경우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새로운 기준 설정에 대한 합의가 병행되어야 함

5. 이해관계자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고려사항
 이해관계자협의 결과의 정책적 의사결정력에 대한 사전 합의 필요
 이해관계자협의체에 참여하는 전문가, 시민 등이 갖는 의사결정권의 수준에 대한 사전

합의와 인식공유가 필요함
- 참여자의 정책적 의사결정권 수준이 명확치 않을 경우, 협의 안건의 내용과 최종 결과물의
수준에 대한 참여자와 주관자 간 인식의 차이가 시간이 갈수록 커질 가능성이 있음
- 특히 시민참여형 협의체에서 정부는 시민참여 그 자체로 개방적 정책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할 수 있고, 참여한 시민은 참여하긴 했으나 성과는 없었다고 생각할 수 있음
 정책적 영향력을 위한 권한 부여
 이해관계자협의 결과가 정책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협의에 참석하는 이해관계자에게 적합한

권한을 부여하고, 권한이 발휘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필요
 (예) 미국 환경청의 규제협상 사례

- 협의 목적이 연방관고에 공고할 규칙안 제정이었으므로, 협상 참석자에게 최종 결정권
미리 부여
- 규칙 개정에 이미 합의하였기에 참석자 간 가치 논쟁이 배제되었고, 사실 규명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게 됨
- 정해진 개정 시기에 맞추어 규칙 조항별 최종 합의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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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자의 참여권한에 대한 통제: 이해충돌 대응전략 수립 필요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 유형에 따른 적합한 갈등해소 원칙을 사전에 마련하여, 해당

상황에서 명확한 지침에 따른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STEPI Insight |

- 규제협의 대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 갈등을 유형화하고 유형에 따른 적합한
갈등조정방식 도입 필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무이해관계’ 참여자만 참여했을 경우 발생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함
- 이해관계가 없는 참여자들 간의 협의에서 시급한 현안들이 마치 ‘강 건너 불 보는 듯’한
태도 속에서 논의될 수도 있으므로, 참여자의 이해관계 그 자체를 문제시 할 필요는 없음
- 이해상충에 해당하는 참여자를 어느 단계의 논의까지 참여시킬 것인가 또는 어떤 안건을
다루는 논의에 참여시킬 것인가와 같은 문제에 명확한 원칙을 갖는 것이 중요함
 정부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명확한 설정 필요
 정부는 기술규제 제․개정을 위한 이해관계자협의 진행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의 책임이 있음

- 정부는 협의회 구성, 진행자 및 중재자 선정, 협의결과 활용방식 결정 등 협의과정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의 책임이 있음
- 중재자를 선정하여 협의를 진행하는 경우, 중재자는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역할을 하지만,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은 정부에 있음
- 정부가 협의내용을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중재자를 통해 협의진행에 연결시키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경우, 이해관계자협의의 정책적 실효성은 더욱 높아질 수 있음
 관련 정책에 대한 중요한 의사결정과 협의체 협의결과를 연계하기 위해서는 정책 기획

로드맵 상에서 이해관계자협의가 갖는 위상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 협의를 통한 권고안이 마련되었으나, 정책 결정시한보다 늦어져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함
 중재자 활용 시 정부와 중재자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소통 필요
 소통의 목표에 따라 중재자의 역할과 권한이 다르므로, 정부와 중재자 간 사전협의가 필요함

- 중재자는 대체로 협의와 관련한 전반의 사항에 대해 기획과 진행을 맡고 있으나, 때로는
더욱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이해관계자들 간의 논쟁을 촉발하는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의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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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책임져야 할 사안과 중재기관의 자율적 재량권의 범위 안에 있는 사안 사이에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재기관과 정부 간의 적극적인 소통과 역할분담이 필요함
- 이슈 공유와 같은 낮은 수준의 소통보다 논쟁을 통한 합의점 모색이라는 보다 높은 수준의
소통을 위한 중재에서는 중재자가 보다 적극적인 소통전략을 구사해야 하므로, 정부가
중재기관에 보다 많은 자율권을 주어야 함
 참여자의 역할 수행 지원을 위한 사전학습 기회 제공
 협의 사안에 대한 충분한 학습은 이해관계자의 의견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줌

- 협의 참가자들이 기술과 규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수록, 정책에 대한 판단력이 높아짐
 협의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의 협상 기술 이해도는 원활한 합의에 큰 영향을 미침

- 미국의 사례는 협의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이 협의에 필요한 기술을 학습했을 때
합의에 이르는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됨을 보여줌
* 미국 살충제 안전성 규제개선 협의의 경우, 규제협상 주관사는 협상 시작 전 참여자를 대상으로 협상
관련 기술지식, 협상에 임하는 기본원칙 등 협상기술 숙달을 위한 사전 훈련 과정 실행

 협의과정의 공개여부 및 공개수준에 대한 사전 합의 필요
 공개할 경우, 관계자의 책임감 및 논의의 합리성 제고와 더불어, 협의에 참여하지 않는 일반

시민의 관심도가 높아질 수 있음
- 협의 참여자 명단, 참여자 선정과정, 회의내용의 속기록 등을 공개하는 경우, 정부는 협의
공정성과 합리성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경향이 큼
- 회의내용이 공개되면, 누가 어떤 내용의 발언을 했는지 알 수 있으므로, 회의의 공정한
진행, 발언내용의 진위여부, 정부 의사결정의 편향성 여부 등이 확인될 수 있음
- 일반 시민도 기술규제 관련 정책이슈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높아져, 향후 규제의 수용도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음
 모든 정보가 완전하게 공개되는 것이 협의 참여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공개수준과

범위를 참여자들 간 합의를 통해 결정
- 모든 내용이 공개되었을 때, 이해관계자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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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발적 규범정립 지원을 위한 ‘이해관계자협의 촉진법’ 제정
 이해관계자협의체를 통한 위험관리 거버넌스를 제도화
 이해관계자협의가 일관된 방향성 속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협의에

관한 법안 제정 필요
- 기술규제 관련 부처별로 이해관계자협의의 추진방향과 전략에 관한 정책수립이 이루어
져야 함
- 법안에는 이해관계자협의와 관련한 정책수립의 필요성을 명문화하고, 각 부처는 이해
관계자협의 진행방식 및 결과활용체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포함한 정책을 수립해야 함
- 각 부처에서는 정책을 마련하고, 참여자의 대표성 확보를 위한 선정방법, 역할과 권한의
범위, 소통방식에 관한 세부 사항 등을 가이드라인 형태로 제시해야 함
 주요 기술규제와 관련한 이해관계자협의체의 상설 운영
 국가의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기술이면서 관련 기술위험 관리 방식(규제 수준, 규제 적용

대상 등)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인식격차가 큰 경우, ‘정책다이얼로그형’ 이해관계자협의체를
상설 운영하는 것을 제도화 함
 ‘정책다이얼로그형’ 협의체를 통해 관련 법규나 정책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선행된 후, 규제 제․개정의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가 후행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
 역량 있는 시민과 이해관계자를 육성한다는 관점에서 장기간의 지원을 계획할 필요가 있음

 정책적 의사결정력이 높은 협의체 운영 시, 협의내용 공개를 의무화
 정책적 의사결정력이 높은 협의체를 운영하는 경우, 협의내용 공개가 의무화 될 필요가 있음

- 의사결정이 높은 조직의 이해관계자 참여 시, 국회 회의록과 같이 회의내용 전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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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해관계자협의 진행에 관한 규정 마련
 정부 부처별 이해관계자협의 추진에 관한 규범 정립
 정부가 이해관계자협의 프로세스 및 각 단계별 수행되어야 할 업무 및 고려사항을 가이드라인

형태로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아래와 같은 내용에 대한 상세 지침이 포함되어야 함
<표 2> 이해관계자협의 단계별 고려사항
단계

고려사항

1) 이해관계자 협의 기획






기술의 특성, 혁신생태계 이해, 해당 기술 및 규제의 사회경제적 영향 사전학습
기술 및 규제 이해관계자 범위 탐색
각 이해관계자 그룹의 입장 학습
대표성 및 전문성을 고려한 이해관계자 후보 도출

2) 협의 전 사전공개 항목









협의체 목적 및 목표
협의체 구성 기준 및 절차
진행방식에 대한 규정 및 절차
이해상충 방지 규정과 이해상충 발생 시 대응 규정
협의체 논의 기록 방식
논의내용 공개 기준 및 절차
결과 공표 규정 및 절차

3) 협의체 준비




참석자 선정
진행주체 선정

4) 협의 진행




관계기관(부처 또는 부서) 협의사항 발굴
진행에 필요한 정보 및 전문지식 보완 전략

5) 사후조치




정책 및 제도개선을 통해 피드백 여부 결정, 공표
협의 결과의 정책 반영 실패 시, 사유 및 향후 계획 제시

3. 혁신생태계에 대한 이해와 규제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협의 지향
 규제과학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으로 과학적 규제 정립의 지식기반 마련
 규제과학적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규제에 대한 이해관계자들 간 인식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 규제과학적 지식기반이 취약한 경우, 이해관계자협의체의 논의 또한 구체성과 합리성을
갖기 어려우므로, 규제과학 연구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유해성 검증, 측정 등에 관한 방법론 연구나 위험관리 및 커뮤니케이션 체계, 기술영향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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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나노기술의 위험관리를 위해서는 안전성 평가 연구, 표준개발 연구, 관련 기기
개발 연구 등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 관련 연구는 매우 취약한 상황 (서지영 외,
2017)
STEPI Insight |

 규제과학적 지식 개발이 병행되지 않으면 이해관계자협의 참여자들은 ‘잘 정립된 과학적

가설’에 기반한 토론을 진행하기 어려우므로 서로의 주장만 되풀이되는 양상으로 치달을
위험이 있음
 관련 분야 혁신동향의 면밀한 분석과 규제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분석하는 과정이 병행

되어야 함
 이해관계자협의 활성화는 단지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관련한 규제를 둘러싼

혁신생태계의 동태적 변화의 흐름을 협의체에 얼마나 신속히, 정확하게 반영하는지에 달려
있음
[그림 2] 연구-정책거버넌스-이해관계자협의체의 상호연계

자료: 연구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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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Suggestions for Facilitating the Stakeholder Consultation
Related to Technological Regulation
Suh, Jiyoung & Kim, Myungsoon

 Background
 While pursuing a global frontier today, the Korean government is in a

situation where it is necessary to simultaneously promote 'prompt regulation'
and 'enactment of acceptable regulations' in order to create a stable
innovation environment.
 If the government unilaterally enforces regulations in a situation where

innovation uncertainty is high, as a result, there is a risk that the acceptability
of technological regulations will decrease.
 Under such circumstances, the government is likely to face a dilemma in the

process of enacting and revising regulations (Collingridge Dilemma).
 A dilemma in which it is difficult to implement regulations due to insufficient

accumulation of knowledge related to technical risk management, and at the
same time a dilemma situation in which, if regulations are delayed, it is
necessary to change existing practices and systems at great cost.
 Involving

stakeholders in regulatory-related policy governance so that

consensus can be reached with a multifaceted review of potential risks is an
effective way to increase regulatory acceptance.
 Considering that the convergence of technologies that will overturn existing

economic and cultural practices and the emergence of new industries are
expected to accelerate in the future, the importance of establishing
autonomous norms of stakeholders in regulatory policy is expected to
incr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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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rpose
 Stakeholder consultations over technological regulations are not only meant as

a means of securing procedural legitimacy in political decision-making, but
STEPI Insight |

also a process of communic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stakeholders
about the direction and strategy of technological innovation. Communication
strategy should be established
 This study examines specific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ses of 'consultation

for legal regulation/revision' and 'consultation for policy dialogue', which are
representative types of stakeholder consultation related to government
regulation, I would like to present conditions.
 This study can give implications not only in the area of technology regulation

but also in policy making based on stakeholder consultations attempted in
other areas of innovation policy.

Findings
 It can be seen that ECHA, an organization specializing in stakeholder

consultation, is creating alternative norms for innovation through the
stakeholder consultation body on technical regulation.
 If social trust in technical regulation and risk management system is

established to some extent, it is appropriate to focus on the coordination of
interests for the purpose of operating a stakeholder consultative body for
decision-making regarding detailed laws.
 When the reliability of the existing regulatory method is low a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reventive risk management system for 'unknown
risks', the interactive consultative body for the purpose of sharing the
perception of various stakeholders on the direction prior to enactment of the
regulatory policy It is desirable to enforce the law on
 A linkage system between the council and the government is needed so that

the regulatory improvement requests that have been agreed upon b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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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cil with various stakeholders such as industry, academia, and civic groups
can be reflected in the policy.
 Transparent disclosure of council member election, consultation process, and

consultation results is effective in enhancing the fairness of the operation of
the council since all participating entities (government and stakeholders) are
responsible for the content and results of the discussion.

Policy Recommendations
 It is necessary to support and nurture the stakeholder consultative body from

a longer-term perspective so that it can play a role as a competent policy
partner.
 Enactment of the ‘Stakeholder Consultation Promotion Act (tentative name)’ to

support voluntary norm-setting
 Institutionalized ‘policy dialog-type’ stakeholder consultative body related to

major technology regulations
 Development of systematic guidelines for the operation of the stakeholder

consultative body and the use of the results
 Strengthening the foundation of regulatory science to vitalize stakeholder

consultation
 The

government should consider strategies for strengthening R&D in

regulatory science, rather than focusing only on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consultative body, when designing a strategy to revitalize the
stakeholder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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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derations for stakeholder consultation>
Step

2) Prior disclosure
items before
consultation

3) Preparation of the
consultative body

4) Consultation

5) Follow-up
measures



Pre-learn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technology, understanding the
innovation ecosystem, and the socio-economic impact of the technology
and regulations



Explore the scope of technical and regulatory stakeholders



Learning the position of each stakeholder group



Derivation of stakeholder candidates considering representativeness and
expertise



The purpose and goals of the Council



Criteria and procedures for the composition of the consultative body



Rules and procedures for the process



Rules for preventing conflicts of interest and rules for handling conflicts
of interest



Method of recording the discussion of the council



Disclosure standards and procedures for discussion content



Rules and procedures for publication of results



Participant selection



Facilitator(or Moderator) selection



Identify matters for discussion with related organizations (ministries or
departments)



Strategies for supplementing information and expertise needed for
progress



Decide whether to give feedback through policy and system
improvement and publicize it



In case of failure to reflect policy results of consultation results, present
reasons and future p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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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takeholder
consultation planning

Consi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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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는 주요국의 기술 주권 확보 전략과 시사점

2021.12.31.

제284호

메타버스 가상세계 생태계의 진화전망과 혁신전략

2021.12.22.

제283호

과학기술 기반 신직업의 지원･육성 현황 및 개선 방향

2021.12.15.

제282호

메타버스(Metaverse) 플랫폼 기반 Co-creation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 이슈

2021.12.01.

제281호

R&I(Research & Innovation) 관점에서 바라본 자연기반솔루션(Nature-based Solutions)의 이해와 사례

2021.11.25.

제280호

글로벌 기술패권에 대응하는 일본의 전략 및 시사점

2021.10.18.

제279호

국방 분야 인공지능 기술 도입의 주요 쟁점과 활용 제고 방안

2021.08.30.

제278호

기업혁신 현황 국제비교 및 활성화 방향 - KIS 2020, CIS 2018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

2021.08.02.

제277호

新 과학기술협력 방향: 한·미 정상회담 과학기술의제를 중심으로

2021.07.26.

제276호

美 NIC Global Trends 2040으로 본 미래 시나리오와 시사점

2021.07.05.

제275호

중소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 방안

2021.06.01.

제274호

바이오클러스터 정책 진단과 지역주도 혁신성장 방향

2021.05.17.

제273호

뉴스페이스 시대, 우주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민관협력 확대 방안

2021.05.12.

제272호

혁신정책 평가의 새로운 패러다임:시스템 평가체계 구축 방안

2021.05.03.

제271호

기술사업화 정책 20년의 성과와 과제

2021.04.26.

제270호

영국의 스케일업 모니터링 체계와 한국에의 시사점

2021.04.08.

제269호

K-뷰티 산업의 혁신원천 분석과 지속가능성 진단

2021.03.22.

제268호

증거기반의 정책설계를 위한 기업 연구개발비 측정의 정확도 제고 방안

2021.03.08.

제267호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마이크로 작동기제 주요쟁점 및 대응방안

2021.02.18.

제266호

CES 2021로 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 트렌드와 대응방안

2021.01.29.

제265호

뉴스페이스 시대, 국내 위성산업 글로벌 가치사슬 진입 전략

2020.12.30.

제264호

미·중 기술 패권 경쟁과 대외 환경변화에 대비하는 국가 전략

2020.12.23.

제263호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과학기술혁신정책 기조 전망과 대응 전략

2020.12.17.

제262호

사이버안보 이슈의 글로벌 쟁점과 전략적 시사점

2020.11.17.

2021년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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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 학생들을 위한 이공계 진로정보의 생성·지원 체계화 방안

2020.11.10.

제260호

한국의 과학기술 혁신역량 진단: 글로벌 혁신스코어보드를 중심으로

2020.10.30.

제259호

혁신친화형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

2020.09.23.

제258호

벤처기업의 스케일업 방안

2020.08.10.

제257호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정책 제언

2020.07.10.

제256호

산업기술안보 관점의 국가 전략목적기술(CPT) 도입과 정책방향

2020.06.15.

제255호

생명안보 관점의 감염병 상시 대비･대응 과학기술혁신전략

2020.05.25.

제254호

실증연구 없는 기술사업화는 가능한가

2020.05.11.

제253호

국내 박사후연구원의 규모와 특성

2020.04.20.

제252호

공공연구기관 R&D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주요 혁신방안

2020.04.10.

제251호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국제논의 동향과 정책제언
- 과학기술혁신 국제협력정책을 중심으로 -

2020.04.01.

제250호

융합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제 정비방안

2020.03.16.

제249호

혁신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R&D 지원 개선방안

2020.03.05.

제248호

데이터 산업의 이해관계자 기반 규제 이슈 분석 및 대응방안

2020.02.20.

제247호

중국의 혁신성장과 한국의 대응 전략

2020.02.10.

제246호

디지털 경제와 소비자 후생의 측정: GDP-B

2020.01.30.

제245호

지역 위기 극복과 새로운 성장을 위한 혁신플랫폼의 과제

2020.01.15.

제244호

기술규제 이슈의 변화 특성과 대응방안

2019.12.30.

제243호

시험인증기관 발전경로 분석 및 고도화 방안

2019.12.20.

제242호

진짜 유니콘을 키우자!

2019.11.20.

제241호

중국 과학기술·신산업 혁신 역량 분석 ③ 중국의 로봇 굴기와 한국의 대응 전략

2019.10.15.

제240호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 부설연구소 쟁점과 대응방안

2019.09.18.

제239호

기술사업화 효율화를 위한 기술금융 제안

2019.09.04.

제238호

생태계 관점에서 본 한국의 과학기술 혁신역량

2019.08.28.

제237호

중국 과학기술·신산업 혁신 역량 분석 ② 중국의 3D 프린팅 굴기와 한국의 대응 전략

2019.08.08.

제236호

정부 R&D 예산시스템 진단: 사업구조의 적정성 분석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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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235호

중국 과학기술·신산업 혁신 역량 분석 ① 중국의 드론 굴기와 한국의 대응 전략

2019.06.28.

제234호

2019 CES와 MWC의 디지털 혁신 트렌드와 정책 제언

2019.05.30.

제233호

유럽 개인정보보호법(GDPR)의 산업적 파급효과와 혁신기술 이슈 분석

2019.04.29.

제232호

산업기술 R&D의 경제사회적 효과 분석 및 제고 방안

2019.03.29.

제231호

한국과 미국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 비교와 시사점

2019.02.12.

제230호

북한의 과학기술분야 신년사 분석과 남북 협력에 대한 제언

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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