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

다자협력 체제를 활용한
STI for SDGs 글로벌 논의 참여 방안 :
UN STI Forum 사례를 중심으로

294

｜제294호 2022. 4. 27.｜

다자협력 체제를 활용한 STI for
SDGs 글로벌 논의 참여방안:
UN STI Forum 사례를 중심으로
선인경 · 안지용

목차
|요약|
Ⅰ. STI for SDGs 배경 및 참여 필요성

06

Ⅱ. STI for SDGs 다자협력 체제

08

Ⅲ. UN STI Forum 주요 의제와 참여 유형

14

Ⅳ. STI for SDGs 글로벌 논의 참여 방안

26

| 요 약 |
 STI for SDGs 개념 및 특징
 STI for SDGs는 2030년까지 이행하기로 약속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혁신(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STI)을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국제사회의 논의와 활동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전염병과 같이 전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글로벌 난제 해결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SDGs를 달성하는데 과학기술이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STI for SDGs 중요성을 더욱 강조
 해외 주요국은 자국의 과학기술 연구투자와 확산을 통한 국제사회의 SDGs 달성에 기여

한다는 대내외 정책을 추진하며 과학기술외교 영향력 제고를 도모
 특히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신기술·첨단기술 활용에 주목하면서 기술력과 전문 인력을

갖춘 소수의 글로벌 기업과 해외 주요국은 UN을 비롯한 다자협력기구의 첨단기술
프로젝트를 선도하고 있음
 반면 국내 과학기술계의 SDGs 이해와 관심은 매우 저조한 가운데 STI for SDGs

글로벌 논의 참여가 미진하여 국가차원의 STI for SDGs 전략적 방향성 제시와 과학
기술외교 영향력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

 STI for SDGs 다자협력 추진 체계
 UN 기술촉진메커니즘(TFM)은 대표적인 STI for SDGs 다자협력 추진체계
 TFM은 1) IATT(운영사무국과 싱크탱크 역할), 2) UN STI Forum(세계 최대의 STI

for SDGs 논의장), 3) 10인의 전문가그룹(자문단), 4) 2030 Connect(온라인 정보
플랫폼)으로 구성
 UN STI Forum포럼의 연간 주제는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고위급정치포럼

(HLPF)에서 결정, 포럼 참가형태는 본회의, 부대행사, Call for Innovation 등으로
구성
 10인의 전문가그룹 대표가 5월 STI 포럼 결과를 7월 고위급정치포럼(HLPF)에 보고,

HLPF는 필요시 TFM과 STI 포럼 활동에 대한 권고안 제시 및 새로운 의제를 제안
 10인의 전문가그룹이 TFM 의제와 프로젝트 추진 전반에 대한 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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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 STI Forum 논의 발전(2016-2021)
 SDGs 도입초기: SDGs 달성을 위한 과학기술혁신의 중요성 강조, STI for SDGs 개념

정의 및 이행 로드맵 개발, 국별 이행상황 모니터링을 위한 표준지표, 데이터, 기술적
논의에 중점
 SDGs 이행 중반: 로드맵 가이드북 발간 및 로드맵 시범사업 추진, 글로벌 문제해결에

신기술과 첨단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을 촉진. 다만 빠른 기술의 발전이 국가 간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우려 속에 기술의 양면성을 고려한 주의 깊은 기술 적용방안을
모색할 것을 당부
 COVID-19 글로벌 팬데믹: 글로벌 위기상황의 전 지구적 신속한 대응, 개발도상국

백신보급, 디지털 양극화 및 경제 회복에 주력하면서도 2030년까지 SDGs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노력과 SDGs 재원배분의 정상화를 고민 중

 이해관계자별 UN STI Forum과 글로벌 STI for SDGs 논의 참여 유형
 개별 과학기술자

- Call for Inputs: STI 포럼에 맞춰 발간되는 UN IATT 보고서 원고를 전 세계
전문가 대상으로 공모. 주로 신기술·첨단기술-SDGs 주제의 정책브리프 원고를
요청. 원고 선정된 개별 전문가는 전 세계의 넓은 독자층을 확보한 국제기구 보고
서를 통해 자신의 연구 아이디어에 대한 글로벌 반향을 살피며 연구를 발전시킬 수
있고 자신의 연구를 영향력 있게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
- Call for Innovation: 특정 SDGs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과학기술 솔루션을
공모함. 선정된 연구팀은 STI 포럼에 초청되어 글로벌 네트워킹을 통한 사업화 자금
조달에 도움을 받게 됨
 연구기관

- 부대행사: 공공·민간·시민단체가 공동 세션을 기획하여 참가. 일회성 참여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꾸준한 참여를 통해 해당 연구기관이 글로벌 STI for SDGs 논의의 주요
이해관계자로서 인지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SDGs 범용기술 부문의 국제공동연구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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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대표단

- 자발적 국가검토보고서(VNR) 준비와 연계하여 한국 과학기술부문의 SDGs 달성을
위한 활동과 기여사항을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에 피력해야 함
- 정부대표단 구성과 운영의 체계를 갖춰 STI 포럼 본회의와 장관세션을 국내 주요
어젠다의 글로벌화와 과학기술외교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전략적으로 활용 가능
- 국내 전문가집단의 범지구적 문제에 대한 관심과 SDGs 이해를 제고하고 선진화된
글로벌 연구생태계로 발전하는데 핵심인 글로벌 과학기술 전문 인력 양성의 단계별
정책 추진 고려를 제안
<표> 단계별 STI for SDGs 참여 증진 방안
UN STI for SDGs
논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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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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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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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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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IATT에 속한 UN
기구의 과기관련 부서
한국 전문 인력 파악

중장기


중견급 과학자 과학기술
전문국제기구 진출지원·파견 사업



고위급 과학자 국제사회 진출지원



외교부(UN대표부)의
과학기술외교 역할과 리더십 확장



장관 발언 콘텐츠의 체계적 준비와 전략국 장관급회담 연계 기획




정부대표단 구성
국내 STI for SDGs
이행현황 분석 및
VNR에 반영

연구기관
국제기구



글로벌 네트워킹을
통한 기관 참여

Call for
Innova
tion

혁신
발명가



개별연구자 대상 참여
정보 홍보

Call for
Inputs

과학기술
전문가



개별연구자 대상 참여
정보 홍보




정부대표단 지속 참가
SDGs 대체할 후속 논의체계
주목



연구자·연구기관의 범지구적
문제해결 기여 및 국제 활동
인센티브 제도화
지속가능 혁신기술 연구자의
글로벌 스케일업, 해외진출 지원
사업
연구자·연구기관의 범지구적
문제해결 기여 및 국제 활동
인센티브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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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정책 과제

과제 1. UN STI Forum 홍보 및 참여 체계화
 UN의 Call for Innovation 및 Call for Inputs 정보 공유 체계 개선
 민간·전문가 참여 활성화를 위한 안내정보 홍보 및 참여 재정 지원
 정부대표단 참여 및 장관 세션 준비 체계화

과제 2. 과학기술부문 SDGs 기여 현황을 제2차 VNR에 반영하여 제출
 국내 STI for SDGs 이행현황 분석 해당 내용을 제2차 VNR 작성에 반영하여 UN

고위급정치포럼(HLPF)에 제출
 향후 SDGs 이행 분석과 논의 체계에서 과학기술혁신부문을 포함하는 체계 구축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에서 명시한 중점과학기술 활용방안을 구체화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과 과학기술 기본계획 의 유기적 연계방안 마련

과제 3. 중견·고위급 과학자의 국제사회 진출 지원
 UN STI Forum 차기 10인의 전문가그룹과 의장 배출을 위한 노력
 중견급 과학자의 과학기술 전문 국제기구 진출 지원 및 파견 사업 실시
 고위급 과학자의 국제 조직 활동 및 국제기구 리더십 수행을 지원

과제 4. 글로벌 이슈를 자신의 고민과 가치로 인식하는 연구 생태계로 발전
 범지구적 문제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과 가치를 실현하는 선진 연구문화 조성
 UN의 STI for SDGs 로드맵 사업 본격화에 부처·연구기관의 참여
 과학기술 소프트파워 가시화 차원에서 국제사회 과학기술혁신 의제 설정과 다자협력

기구 시범사업을 주도하는 성과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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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STI for SDGs 배경 및 참여 필요성
 SDGs 달성을 위한 과학기술혁신의 역할과 중요성 증대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인류 공동의 과제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2015년 UN 총회에서 채택, 국제개발협력의 최우선적 목표를 글로벌 도전
과제 해결로 제시
 기존 새천년개발목표(Milenium Development Goals: MDGs)는 개도국의 빈곤퇴치 및 사회

경제 개발이 주목적 이였던 반면, SDGs는 개도국과 선진국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에너지,
물, 보건 및 의료, 기후환경 등 글로벌 문제해결이 목표임. 특히 과학기술혁신적(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STI) 기여가 필수적인 분야에서의 난제 해결에 주목
 이에 SDGs 달성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활용을 지원하는 다자협력 체제인 기술촉진메커니즘

(Technology Facilitation Mechanism: TFM)이 2015년 발족하였고, 국제사회는
SDGs 달성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역할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강조

 해외 주요국은 다자협력 체제를 활용하여 자국의 전략적 정책과 과학기술을 활용한

SDGs 달성 전략을 주도하고 있으며 글로벌 영향력 제고를 도모함
 일본은 SDGs 도입 초기부터 “SDGs 달성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로드맵 수립” 의제를 국제

사회에 제안함
 또한 일본은 2020년 발간된 UN 차원의 로드맵 가이드라인 수립을 주도하고, 해당 로드맵활

용을 위한 UN의 글로벌 파일럿 사업 운영에 이르기까지 국제사회 내에서 리더십을 발휘함
 해외 주요국은 사회·경제·환경적 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분야에서의 기존의 노력과

활동을 SDGs 프레임에 맞춰 재구성함으로써 글로벌 문제해결을 위해 해당 국가가 국제
사회에서 기여하는 바를 강조

 국내 과학기술계의 SDGs 이해와 관심 저조한 가운데 STI for SDGs 글로벌 논의와 활동

참여 독려를 통한 국가차원의 과학기술외교 영향력 강화 기반 마련이 필요
 연간 100조원이 넘는 연구개발 투자를 수행하는 한국은 GDP대비 R&D 비중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고, 최근에는 한국판 뉴딜사업을 통해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사회 및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활발한 투자 및 국가 전반적 노력을 전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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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STI for SDGs 배경 및 참여 필요성

 한국의 적극적인 과학기술혁신 활동을 고려한다면, SDGs 달성과 글로벌 문제해결에 기여

할 수 있는 국내 과학기술계의 노력과 활동은 이미 상당히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과기계의 SDGs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낮아 STI for SDGs

STEPI Insight |

글로벌 논의 참여에 한계가 있고 관련 주제의 대표적 다자협력 플랫폼인 UN STI
Forum을 비롯한 UN 기술촉진메커니즘(TFM) 참여가 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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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STI for SDGs 다자협력 체제
1. STI for SDGs 개념 및 특징
 STI for SDGs 개념
 STI for SDGs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혁신(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STI)을 핵심 수단으로 활용
하려는 국제사회의 논의와 활동
 여기서 STI는 과학, 기술, 혁신(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STI)을 일컫는

광의의 개념으로, 농업, 보건, 기후환경, 에너지 등 연구개발 활동을 기반으로 과학적 지식을
생산하고 기술 개발하는 활동을 기본으로 하는 모든 분야 해당
 지속가능발전목표(Sust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는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로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생존을
위해 모든 국가가 함께 2030년까지 이행하기로 합의한 범지구적 목표들을 종합한 것
 글로벌 챌린지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혁신의 역할 강조
 2016년부터 도입된 SDGs 체제에서의 과학기술혁신에 관한 담론과 기여방안은 이전의

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 체제에서의 과학기술의 역할과
다양한 측면에서 차별적 특성을 보임
 국제사회의 개발협력의 최우선 목표를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구분 없이 전 인류가 당면한

글로벌 챌린지 해결로 합의함에 따라,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게 원조를 제공해오던 전통적
개발협력 방식으로는 기후변화, 전염병 확산 등과 같은 글로벌 챌린지를 해결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
 보다 효과적인 SDGs 달성과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해 과학기술적 전문지식과 혁신적

기술 개발 및 적극적인 활용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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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Gs 체제에서의 과학기술혁신의 특징
 MDGs에서는 공여국에서 수원국으로 원조 자원이 일방향(one-way)으로 이동(예. 연구

개발 인프라 건설, 장비 지원, 기술 이전 등). 이를 위해 정부와 국제기구가 주체로서 공적
STEPI Insight |

개발원조의 형태로 지원
 반면 SDGs에서는 과학기술적 사실에 대한 연구와 기술개발 및 적용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는 글로벌 이슈1)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과기혁신의 전 주기적 단계에 걸친 공동 파트너
십이 필요.
- 파트너간의 다양한 형태의 자원 교류가 발생(예. 기술-정책 공동설계, 공동 연구개발,
해외 테스트베드 제공 및 공동 기술사업화 등)
 특히 과학적 지식과 기술의 활용 방식에 있어 이전에는 이미 연구개발과 상용화가 완료된

기술을 수원국에 이전하거나 적정기술 개발이 주를 이뤘다면, 현재는 인공지능, 블록체인,
인공위성 등 다양한 첨단기술 및 신기술을 글로벌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활용하고자 함
 이에 따라 인공지능·빅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raw data)와 첨단 기술 및 전문 인력을

소유한 민간 기업의 참여가 주요한 관건임
<표 1>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과학기술 개발협력 특징 비교
MDGs(2000-2015) 과학기술 개발협력

구분

SDGs(2016-2030) 과학기술 개발협력

개도국 빈곤퇴치 및 경제개발

목표

전 인류가 직면한 글로벌 챌린지 해결

공중보건, 교육, 양성평등 분야

주요 분야

에너지·물·기후 환경을 포함한 SDGs 전
분야의 과학기술적 요소 및 기여역할 강조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인프라·장비
지원, 적정기술 개발, 기술이전

유형

과학기술혁신 전주기적 파트너십

공여국에서 수원국으로 일방향(Oneway)

자원 흐름

다양한 형태의 자원 교류(interactions)

공공(정부, 국제기구)

주체

공공 및 민간

적정기술, 개발 완료된 기술의 이전

적용 기술

신기술·첨단 기술의 활용 증가

자료: 선인경(2020), p.32 에서 저자가 보완 작성함

1) 2020년 발생한 COVID-19 팬데믹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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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TI for SDGs 다자협력 추진 체계
 UN 기술촉진메커니즘(TFM)
 UN 기술촉진메커니즘(Technology Facilitation Mechanism: TFM)은 STI for SDGs

논의 및 이행 지원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다자협력 추진 체계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과학기술혁신에 관한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2015년에 출범
- 국제사회는 SDGs 이행을 위한 과학기술 정보 및 경험을 공유하고 관련 연구 수행 및
가이드라인 수립, 모범 사례 발굴 및 정책 자문 제공, 과학기술 국제협력 증진 등 다양한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체계를 구축
 기술촉진메커니즘의 상위 조직인 UN 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

ECOSOC)와 고위급정치회담(High Level Political Foum: HLPF)에서 결정하는 연도별
SDGs 논의 주제에 맞춰 UN STI Forum 중점 논의를 진행[그림 1]
-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은 향후 4년간 논의할 연도별 중점 SDGs 목표를 미리
결정하고, 매년 UN STI Forum 진행을 맡을 의장 2명을 임명
- 고위급정치회담(HLPF)은 매년 7월 개최되며 UN 회원국의 자발적 국가검토 보고서
(Voluntary National Review: VNR) 제출·발표를 통해 SDGs 이행경과를 검토
- 아울러 고위급정치회담(HLPF)은 앞서 5월에 먼저 진행된 UN STI Forum 개최 결과를
10-Member Group 대표로부터 보고받고 필요시 권고 사항을 제시하며 또한 연도별
중점 SDGs 주제와 별개로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 환경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이슈들을
발굴하여 기술촉진메커니즘(TFM) 의제로 제안
 기술촉진메커니즘(TFM)은 UN Interagency Task Team on STI for SDGs(IATT), 10인의

전문가그룹(10-Member Group), UN STI Forum, 온라인 플랫폼 2030 Connect로
구성되며, 이러한 4개의 주요 축을 중심으로 운영됨[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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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UN의 STI for SDGs 추진 체계

STEPI Insight |

자료: 선인경 외(2021b), p. 48.

 TFM의 운영사무국 UN IATT
 UN IATT(Interagency Task Team on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for

SDGs)는 TFM의 총괄 사무국 역할을 담당하는데 총 46개 유엔기구와 유관기관이 참여
중이며 유엔경제사회국(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UNDESA)와
유엔환경(UN Environment)에서 코디네이터 역할을 맡아 운영 중(2021년 기준)
- IATT 회원 기구는 각 기관을 대표하는 IATT 담당자를 지정하여 STI for SDGs 의제
설정, 시범사업 기획 및 워킹그룹 활동에 참여시킴
 UN IATT는 STI for SDGs 세부 분과별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연구 및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결과물로 정책브리프 보고서 및 배경문서(background paper)를 발간·공개함으로써
TFM 운영 전략 수립과 글로벌 STI for SDGs 의제를 선정하는 브레인 역할을 담당
- 주요 출판물: Landscape of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Initiatives for the
SDGs(2017), Guidebook for the Preparation of STI for SDGs Roadmap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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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 IATT의 주요 업무는 다음의 10가지로 정리됨[그림 2]

- 1) IATT 운영, 2) 10인 전문가 그룹 운영, 3) UN STI Forum 개최, 4) 온라인 플랫폼
운영, 5) STI 이니셔티브 맵핑 및 연구, TFM 보고서 출간, 6) SDGs 달성을 위한 UN의
기술촉진 역량강화, 7) 대외협력 및 기금조성, 8) 젠더와 STI, 9) STI 프레임워크, 액션
플랜 및 로드맵, 10) 신기술과 SDGs 연계 분석
[그림 2] UN IATT 주요 업무

자료: UN IATT 홈페이지,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tfm#group (검색일: 2021. 5. 23)

- 특히 마지막 세 가지 이슈인 젠더, 액션플랜 로드맵, 신기술 업무는 최근에 새롭게 추가된
과업으로, 최근 IATT에서는 다른 SDGs 목표에 비해 이행 속도가 느린 젠더 이슈와
STI for SDGs 액션플랜 로드맵 시범사업 운영 및 신기술의 활용방안에 더욱 주목하고
있음2)
 10인의 전문가그룹(10-Member Group)
 UN 사무총장이 사무국 내 협의를 거쳐 UN 회원국이 추천한 과기계의 전문가 중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분야에서의 국제적 이해도와 명성을 가진 시민사회, 민간,
과학계 전문가 10인을 선정
 10인의 전문가그룹은 TFM 지원위해 UN IATT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매년 개최되는 STI

포럼 준비 및 세션 진행 및 포럼 개최 결과를 고위급정책회담(High Level Political 포럼:
HLPF)에 보고, TFM 주요 과업에 참여, 온라인 플랫폼 개발과 운영에 관한 자문을 제공3)
2) UN IATT 홈페이지,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tfm#group (검색일: 2021. 5. 23)
3) UNDESA(2021),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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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M의 자문그룹으로 임기는 2년이며 전문가 10명 중 2명의 공동의장 체제로 운영되며,

국제적 담론형성 및 TFM의 대외홍보 역할도 담당
- 2021~2023 멤버는 2021년 개최된 제6차 UN STI Forum에서 임명되었으며, 멕시코,
STEPI Insight |

브라질, 미국, 일본, 중국, 인도, 남아공, 케냐, 오스트리아, 라트비아 국적의 전문가로 구성됨
- 2016년 10인의 전문가그룹 출범 이후 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본과 중국 국적의 전문가가
꾸준히 10인의 전문가그룹에 선출되었고 최근에는 인도 국적의 전문가가 합류하였으나,
한국 국적의 전문가는 아직 10인의 전문가그룹에 임명된 적 없음. 한국인 전문가의 진출
방안 모색 필요
 온라인 플랫폼 2030 Connect4)
 STI for SDGs 관련 아이디어 및 정보 공유를 위한 TFM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
 TFM의 STI 이니셔티브, 메커니즘, 프로그램 정보를 비롯하여 유엔 내·외의 전반적인 STI

활동 및 정책, 우수 사례에 관한 정보를 제공. 특히 아래 주제별 정보 제공5)
- 1) STI 관련 발간물과 지식 자원, 2) 기술적 솔루션, 3) 재원 매칭, 4) 역량 개발
 사용자 수요에 맞는 활동과 기술 탐색, 이해관계자 간 네트워킹, 소통 지원과 다양한 기능 제공

- 그러나 현재 2030 Connect에 등재된 다양한 정보의 공급자와 사용자 간의 상호 소통을
통한 실질적 정보 이전의 역할은 활성화되지 못하는 상황임
- 활성화 초기 단계임으로 다양한 참여방안 고려와 개선방안에 참여가능
 세계 최대의 STI for SDGs 논의의 장 UN STI Forum
 정식 명칭은 Annual Multi-stakeholder 포럼 on STI for SDGs
 UN이 주관하여 SDGs 이행에 필요한 STI 이슈를 논의하는 세계 최대의 다자협력포럼

- 2016년 제1회 포럼을 시작하여 매년 5월 뉴욕 UN본부에서 개최
- 다양한 이해관계자(각국 고위급 정책가, 과학자, 혁신가, NGO 등)의 연례적 교류와
논의의 기회를 제공하는 플랫폼
- SDGs 이행에 필요한 STI 수요확인, 기술이전, 역량형성 등 국제 논의와 협력 증진

4) 2030 Connect 홈페이지, https://tfm2030connect.un.org (검색일: 2021. 5. 23.)
5) UN(2015), para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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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UN STI Forum 주요 의제와 참여 유형
1. UN STI Forum (2016~2021) 주요 의제와 논의 발전
 UN STI Forum
 2016년 제1회 포럼 개최를 시작으로 매년 5월 초에 뉴욕 UN본부에서 열리는 UN STI

Forum은 해마다 포럼 주제를 달리 선정. 총 17개의 SDGs 목표 중 ECOSOC에서 정하는
해당년도의 주제에 부합하는 SDGs 목표를 집중적으로 논의
 제1회 포럼은 ‘SDGs 달성을 위한 과학기술혁신의 잠재성’을 주제로,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한

과기혁신의 잠재성에 주목하며 과기혁신적 솔루션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
 이를 위해 UN STI Forum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한 자리에 모여 과기혁신을 문제 해결 도구

로써의 활용 아이디어와 지식·경험을 공유하는 다자협력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것을 선언
<표 2> UN STI Forum 연도별 어젠다
연도

주제

2016

SDGs 달성을 위한
과학기술혁신의
잠재성

주요 논의내용






2017

변화하는 세상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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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을 위한
과학기술혁신과
탄력적인 사회




SDGs 목표

의장

첫 번째 UN STI Forum 개최를 통한
SDGs 달성을 위한 STI의 중요성 강조
모든 SDGs 달성을 위해 STI 솔루션 동원
필요
강력한 다자협력플랫폼으로서의 기능 강조

-

케냐, 미국

각 SDGs 1, 2, 3, 5, 9, 14 목표별 달성을
위한 STI 활용방안 논의
국제적 협력을 통한 STI 전략, 접근방법과
로드맵 구축 필요
저비용기술 활용을 통한 기본수요 충족이
가능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가 중요
정부와 민간분야 차원의 다양한 투자촉진
필요, 생산능력배양 혁신과 신기술 활용
확대 필요

1(빈곤) 2(식량)
3(보건의료) 5(젠더)
9(산업·인프라·혁신)
14(해양생태계)

케냐, 미국

STI와 탄력적인 사회 구축을 위해 SDG 6, 7,
11, 12, 15 목표 중심 STI 활용방안 논의
빠른 기술변화 대응이 필요하며 TFM 차원
협력 중요
체계적인 STI for SDGs 로드맵 필요성
강조, 정부-민간 부자 촉진 필요

6(물)
7(에너지)
11(도시)
12(생산·소비)
15(육상생태계)

일본,
멕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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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주제

주요 논의내용


2019

2021

실행과 변혁의 길을
촉진하기 위한
STI활용

회복력 있는
코로나19 극복과
SDGs를 위한
포용적 행동의
효과적인 경로를
위한 과학기술혁신

4(교육)
8(일자리·경제)
10(불평등) 13(기후)
16(평화)

바베이도스,
체코

-

가나,
이스라엘



STI를 활용한 SDGs 4, 8, 10, 13, 16 달성
초점으로 포용성과 평등성의 보장 논의
기술변화가 SDGs 달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특히 신기술, 프론티어 기술 강조
STI 로드맵과 액션플랜이 중요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미 개최




1(빈곤)
COVID-19로 전체행사 실시간 온라인 개최
2(식량)
STI는 식량, 환경, 에너지 등 17개 SDGs
3(보건의료)
전 분야에 걸쳐 목표
8(일자리·경제)
달성촉진자(accelerator) 역할을 하고 있음
라트비아,
10(불평등)
과학기술 격차가 개발 격차로 나타나지
인도네시아
12(생산·소비)
않도록 국제사회의 적극적 공조 필요
13(기후)
코로나 백신 특허 관련 일시적 개방 필요
16(평화)
제안 등
17(파트너십)
STI4SDGs 로드맵관련 UN 글로벌 파일럿
목표 달성 가속화 방안
프로그램의 결과 공유







2022

의장

2030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완전한 이행

진전과
코로나19로부터 더

나은 재건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COVID-19로 전체행사 실시간 온라인 개최
(코로나19 상황변화에 따라 하이브리드
형식 검토)
장관급 세션, 5개 이상의 주제 패널 세션,
부대행사

4(교육)
5(양성평등)
14(해양생태계)
15(육상생태계)
17(파트너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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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포용성과 평등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SDGs 목표

탄자니아,
우크라이나

자료: UN STI Forum 홈페이지 참조하여 저자 작성,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TFM/STI포럼2021 (검색일: 2021. 6. 21.)

 Phase I (2016-2019): SDGs 도입 초기 논의 어젠다
 SDGs 달성을 위한 과학기술혁신의 중요성 강조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STI 투자 및 활용 촉진, 신기술 활용 확대 모색
 STI for SDGs 개념 정의 및 이행을 위한 로드맵 개발 필요성 제기

- 일본 정부의 주도로 STI for SDGs 로드맵 가이드라인 작성 추진
 글로벌 표준 지표, 통계 데이터 가용성 등 국별 이행상황 모니터링을 위한 방법론 논의
 과학기술의 활용을 통한 SDGs 달성을 증진하기 위해 과학기술계와 국제개발협력계의

교류를 강조함
- 특히 국별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국별 주요 3개 기본계획이 유기적으로 연동되어야
함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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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기술 활용에 필요한 기술력, 전문 인력, 데이터 등을 소유한 민간 업체의 참여 강조
 다양한 이해관계자 교류 강조, 민간참여 강조 (민관협력, Blended finance 등)

- 과학기술과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국가기본계획 연계를 통해 STI for SDGs 효과적 이행을
돕고 서로 다른 두 분야의 전문가 교류를 위한 제도적 환경 조성을 강조함
* 한국은 2021년부터 시행된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에서 SDGs 이행을 위해 제4차 과학기술
기본계획 에서 지정한 120개 중점과학기술을 활용할 것을 명시. 그러나 물리적 연계에 머무르고 있어
향후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과학기술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함

[그림 3] STI for SDGs 이해관계자간의 교류와 국가기본계획의 연계

자료: UN IATT(2020), p. 9 참고하여 저자 수정

 Phase II (2020-현재): SDGs 이행 중반
 Decade of Action

-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약속한 SDGs 이행 시한이 10년도 채 남지 않았음을 상기시키며
담론을 넘어선 가시적 성과를 가져올 실제 “action”을 취할 것을 각국에 요청
 STI for SDGs 로드맵핑

- UN ｢STI for SDGs 로드맵핑 가이드북｣ 제작 완료 및 배부
* 일본정부는 수년간 다각적 방법으로 STI for SDGs 개념 설립과 로드맵핑 가이드북 작성, 관련 시범
사업의 기획을 주도해옴

- 로드맵 시범사업 6개국(에티오피아, 가나, 인도, 케냐, 세르비아, 우크라이나) 시행 중이며
향후 참여국을 최대 25개국까지 확대를 기획중임
* 2021년 제6차 UN STI포럼에서 글로벌 STI for SDGs 로드맵 시범사업 경과가 발표됨. 참여 6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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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국제기구와 매칭되어 사업이 진행 중; 에티오피아-UN무역개발협의회, 가나-유네스코, 인도-세계
은행, 케냐-세계은행, 세르비아-유럽연합·UN공업개발기구, 우크라이나-유럽연합·UN공업개발기구
 신기술의 발전과 지속가능발전의 양면

STEPI Insight |

- 사회와 기술이 빠르게 발전할수록 국가 간의 불균형은 심화됨
- 양날의 검처럼 신기술의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모두 고려하여 지속가능발전에 활용필요
 글로벌 기업환경이 ESG 경영을 강조함에 따라 SDGs 달성을 위한 기업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새로운 데이터 접근 및 방법론 모색

 주요 쟁점: COVID-19 글로벌 팬데믹 대응·회복과 SDGs의 완전한 이행
 COVID-19 대응 논의

- COVID-19는 특히 취약계층-여성과 아동, 빈곤층 등-에게 더 큰 타격을 미쳤고 빈곤
격차와 소득불균형을 악화시킴
- 국가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로 보건·의료 기반이 취약한 개발도상국에 더 악영향을 미침
- 팬데믹 상황은 국가 간 격차를 더욱 심화시켰으며 백신 공급의 불균형이 팬데믹의 장기화를
초래
 COVID-19 장기화와 SDGs 재원

- COVID-19 창궐이 시작한 2020년에는 위기 대응에 초점을 맞춰 긴급 재원과 백신
지원을 주로 논의
- 2021년에는 SDGs 재원의 COVID-19 대응에 쏠림에 따라 주요한 SDGs 이행 노력을
위한 재원 부족을 우려
- 팬데믹으로부터의 회복과 SDGs 재원 배분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동시 추구
- 2022년 제7차 포럼에서도 SDGs의 완전한 이행을 진전시키며 동시에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재건을 주제로 논의 예정임
 주요 쟁점: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신기술 활용
 UN STI Forum에서도 신기술·첨단기술의 기술 활용방안과 영향에 대한 논의 증가 추세
 2021년 UN STI Forum의 다섯 번째 공식 세션은 신기술의 동향과 도전과제, SDGs를

주제로 논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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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VID-19 대유행으로 첨단과학기술의 역할은 확대되었고, 디지털화의 가속화, 노동
시장과 일/사업운영 방식, 소비자행동방식까지 변화되었으며, 기술의 격차가 국가 간
개발격차로 이어짐
- 신기술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국가 별 COVID-19 대응에 실질적인 차이를 만듦
* 접촉자 추적 앱, 우주 과학, 슈퍼컴퓨터의 바이러스 확산 시뮬레이션, PCR 테스트, mRNA 기반 백신,
합성 나노스케일 항체, 개인 보호 장비 3D 프린팅, 정책 효과 지원을 위한 빅데이터 등이 대표적 기술임
 2021년 제6차 및 2022년 제7차 UN STI Forum 준비의 일환으로 IATT는 “Emerging

Science, Frontier Technologies, and the SDGs” 보고서 발간을 위해 전 세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SDGs와 관련하여 급부상하는 신기술·첨단기술에 대한 원고 작성에 기여해 줄
것을 요청함
 여러 국제기구에서도 주요 첨단기술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활용방안과 시장성에 주목7)

- SDGs 달성을 위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주로 언급되는 신기술은 11개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블록체인, 5G, 3D프린팅, 로보틱스, 드론, 유전자 편집, 나노
기술, 태양광 발전 기술을 포함
- 해당 11개 신기술의 시장성은 2018년도 기준 3,500억 달러에서 2025년에는 3조 2천억
달러까지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기대[그림 4]8)
* 기대 시장성의 규모가 가장 큰 기술은 사물인터넷, 로보틱스, 태양광발전, 5G, 인공지능 순서로 집계됨
 아울러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국가 간의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분석에 주목

하며 기술발전의 양면성을 고려하여 첨단기술의 활용방안을 보다 섬세하게 기획할 것을
요청[그림 5]
- 지난 2세기(1820년부터 2002년까지)동안 빠른 기술발전과 현대화를 이룬 반면 국가 간의
불평등은 28%에서 85%로 증가. 한 세대의 불평등 격차는 다음 세대로 더 큰 격차로
이어짐9)

6)
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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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주요 신기술 시장규모 예측
(단위: 미화 10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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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UNCTAD(2021), p. 16을 참조하여 저자 재가공10)

[그림 5] 기술발전에 따른 국가 간 불평등 심화

-

자료: UNCTAD 홈페이지, https://unctad.org/page/technology-and-innovation-report-2021 (검색일: 2022. 1. 10)

10) UNCTAD(2021), p. 16에 발표된 각 데이터의 1차 자료 정보는 다음과 같음; Froese(2018), MarketsandMarkets(2018),
Sawant and Kakade(2018), Business Wire(2019), Chaudhary et al.(2019), GlobeNewswire(2019),
MarketsandMarkets(2019), MarketWatch(2019a), MarketWatch (2019b), Raza(2019), Tewari and Baul(2019),
Wagner(2019), Mordor Intelligence(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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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쟁점 예시: SDGs 달성을 위한 인공지능(AI) 기술 활용의 양면성
 SDGs 범용성이 높은 대표 기술인 인공지능(AI)은 동일한 기술이라도 SDGs 달성에 긍정

적 기여뿐만 아니라 부정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2021년 UN STI Forum에서 논의함
 AI는 SDGs의 169개 세부 목표 중 134개 목표 성과(79%)를 활성화하는 효과(enabler)가

있지만 동시에 59개 세부 목표(35%) 달성을 방해(inhibiter)하는 것으로 분석됨11)
 AI 기술은 산업 생산성 증대, 다양한 사회·환경 서비스의 빠른 제공과 효율적 자원 활용

등 SDGs 17개 목표 전 분야에 걸쳐 긍정적 영향력이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됨
 광범위한 긍정적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지속 가능한 AI 기술 활용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

연구, 규제 등이 섬세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AI기술 활용 증대를 위해 대규모 AI 컴퓨팅 센터를 설립·운영 시 에너지소비량이
급증하며(SDG 6번 에너지) 이는 탄소배출의 증가로 이어지게 됨(SDG 13번 기후변화)
- 또한 AI 기술 활용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확보의 편중현상에 기인하여 국가 간 불평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제기되었고(SDG 10번 불평등), 개인 선호도에 맞춘 소셜미디어의
콘텐츠 서비스는 장기적으로 정치적 독점을 위해 악용될 수 있음을 우려(SDG 16번
평화·정의·제도)
[그림 6] SDGs 목표별 인공지능 기술의 긍정적(좌)·부정적(우) 영향력

자료: Ricardo Vinuesa 외(2020), p. 5

11) Ricardo Vinuesa외(2020),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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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N STI Forum 구성과 참여유형
STEPI Insight |

 UN STI Forum 본 회의
 국가 대표단 참여
 경제사회이사회(ECOSOC)와 고위급정치회담(HLPF)에서 미리 정한 연례 주제에 맞춰

매년 10개 내외의 주제별 세션이 개최됨
* 세션 구성: 정규 세션, 장관 세션, 특별이벤트 1~2 세션

- 주요 일정: 5월 개최되는 UN STI Forum의 세부 주제 및 일정 발표(2월)
* 일정 발표 이후 포럼 참가 안내를 위한 브리핑 세션 개최. 2021년 제6차 STI 포럼에서는 공동의장이
브리핑 세션에서 포럼 준비상황을 설명

- 주요 참석자: 초청 발표 및 토론자, 각국 대표단
* COVID-19 팬데믹으로 2021년과 2022년 STI 포럼은 온라인으로 개최됨에 따라 본 회의 청취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음. 다만 발언은 미리 신청하여 IATT 사무국의 승인과 조정이 필요
 2021년 제6차 UN STI Forum 주요 세션

- 주제: 회복력 있는 COVID-19 극복과 SDGs를 위한 포용적 행동의 효과적인 경로를
위한 과학기술혁신
- 공동의장: 라트비아 주 UN대표부 대사 H.E. Mr. Andrejs Pjldegovics, 인도네시아
UN대표부 대사 H. E. Mr. Mohammad Koba
- 논의대상 SDGs: 1번(빈곤), 2번(기아·농업), 3번(보건), 8번(일자리·경제). 10번(불평등),
12번(지속가능 소비·생산). 13번(기후), 16번(평화·정의·제도), 17번(글로벌 파트너십)
- 주요쟁점: 1) 과학-정책-사회 연계와 탄력적 회복,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한 해결책 제공을
위한 COVID-19에서의 교훈, 2) 회복·재건을 위한 R&D와 STI 해결책 우선순위, 3) 신
기술의 가능성과 잠재적 위협, 4) STI for SDGs 로드맵, 신기술, 역량강화, 젠더, TFM
온라인플랫폼 등에 관한 IATT 작업반 업무, 5) TFM의 우선순위와 글로벌·권역별 이니셔
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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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2021년 제6회 UN STI Forum 주요세션
세션

세션 주제

논의 내용


1

COVID-19 과학기술혁신 교훈



2

빈곤과 기아종식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COVID-19 관련 연구개발 7만 5천여 건 중 70%가
누구나 연구결과에 접근 가능(open access)한 것은
고무적
오픈사이언스, 과학외교, 과학휴머니즘, 디지털기술
소외계층 보호, 여성 과학기술자 양성 강조
3천 4백만 명의 기아 해결을 위한 식량 생산과 유통
기술 혁신은 매우 중요
특히 GMO, 유전자편집 등의 바이오 기술과 드론,
로보틱스, CIT를 활용한 스마트 농업 부각됨

3

공정·지속가능한 경제전환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저탄소경제와 지속가능 소비·생산을 위한 과학기술,
특히 바이오와 디지털 기술이 핵심
위성을 포함한 우주기술 활용한 온실가스 모니터링
미 조기경보, 시민참여 공동디자인 확대, 녹색분야
투자 확대 및 조세제도 개편

4

[장관세션] 지속가능발전위한 과기정책



21개국 과학기술 장·차관 발표



팬데믹 상황에서의 기초과학과 첨단기술 중요성 확인,
지재권·과학기술시스템·디지털화 지원과 대중 접근성
확대 정책 강조
신기술 관련 규범과 프레임워크 필요성

5

신기술 동향 및 챌린지


6

기술촉진메커니즘(TFM)의 국가역량지원 방향

7

Decade of Action 2030 추진방향

8

[특별이벤트] 과학기술혁신과 사회변화를 위한
글로벌 기회 활용



오픈소스에 기반한 기술발전, 현지역량 활용한 혁신,
다자주의 및 파트너십 강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
소외계층 포용과 불평등 완화 강조



기술촉진메커니즘(TFM) 성과 검토 및 관련 파트너
기관 향후 추진방향



Call for Innovation 수상자 시상식 및 혁신관련
전시 동시진행

자료: 선인경 외(2021b), p. 18을 참고하여 저자 보완

 장관 세션(ministerial session)

- 각국의 과학기술을 담당하는 부처 장관이 STI for SDGs 관련 국가 이행상황과 주요
정책을 발표함
* 2021년 기준 총 24개국12) 각료가 발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과학기술부처 장관이 발제를 담당하였고
한국은 외교부 제2차관, 미국은 국무부 과기자문관이 발제함
12) 24개국은 콜롬비아, 핀란드, 인도, 필리핀, 도미니카공화국, 중국, 벨라루스, 태국, 케냐, 파키스탄, 엘살바도르, 브라질, 파라과이,
일본, 잠비아, 리투아니아, 쿠바, 아랍에미리트, 한국, 칠레, 아르헨티나, 미국, 벨기에,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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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COVID-19 극복을 위한 한국판 뉴딜전략 발표, 디지털화와 저탄소경제를 위한
디지털뉴딜 밀 그린뉴딜을 추진 중이며 이와 연계한 과학 및 ICT ODA 확대 중
- 일본은 경제발전과 사회문제해결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해 Society 5.0과 SDGs를 긴밀히
STEPI Insight |

연계했고, UN STI for SDGs 로드맵 수립에 기여하고 관련 글로벌파일럿사업을 공동
진행하고 있으며 글로벌 R&D협력, 개도국 기술역량개발 등 국제사회 기여함을 강조
- EU는 지구촌 생명을 살리는 과학기술의 솔루션 역할을 강조하고, 기후변화 대응, 생물
다양성 보존,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다자협력을 강화할 것을 약속
- 미국은 동맹국과 이해관계자들의 공동의 이해(shared interests)를 위해 과학기술협력을
지속할 것이며 특히 현 바이든 정부는 “공익 도모를 위한 기술 리더십(Tech Leadership
for Common Goods)”을 발휘할 것임
- 개도국은 주로 기아, 가난, COVID-19 팬데믹 극복을 위해 오픈사이언스, 백신 특허권
완화를 요구함. 인도는 특히 코로나백신 특허권의 일시적 개방을 강력히 주장함
 부대행사(side events)
 UN 회원국 정부, TFM의 주요 파트너 및 다양한 이해관계기관 참여

- 부대행사 주최·참석자는 주로 회원국 정부, UN 산하기구 및 국제기구, 시민단체, 민간
기업 등으로 구성되며, 한 기관이 단독으로 세션을 주최하지 않고 최소 두 개 이상의
기관이 동일한 주제의 세션을 공동 기획·운영하도록 함
- 연초에 부대행사의 주제를 공지하고 참가기관은 팀을 이뤄 공동제안서 제출해야 함
* 한국은 2019년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UNESCAP 세션을 운영한 바 있으며(제목: Innovation
at the Nexus of Science & Technology and Society & Culture) 사이드이벤트 개최나 제1회
포럼 개최 시 한국 유엔 대표부 의장의 개회사와 폐회사 등 아직까지는 미약한 수준으로 참여 활성화
필요
 2021년 부대행사 상세내용

- 2021년 부대행사는 총 34개 세션이 운영되었으며 대부분 행사내용은 주로 다음의 세
가지 주제로 수렴됨; 1) 첨단기술의 사회경제적 영향, 2) COVID-19 대응과 회복,
3) STI for SDGs 로드맵 글로벌 시범사업 주요 경과
- 일반적으로 디지털 격차, 신기술의 윤리적 이슈, 디지털 포용성, 양자 기술, 인공지능 관련
의제가 반복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최근의 팬데믹 상황에서는 특별히 코로나 백신을
공공재 혹은 기업의 제조판매 품목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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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ll for Innovation
 기술개발팀이 직접 응모하여 참여
 연도별 포럼 주제 SDGs와 관련된 혁신적 기술과 솔루션 공모하여 과학기술혁신상 수여

- IATT와 10인의 전문가그룹이 주관하여 매년 2월에서 3월 사이에 SDGs 달성에 기여
하는 혁신적 발명품 공모
-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된 팀은 UN STI Forum에 초청되어 Special Event 세션이나
부대행사에서 개발한 혁신적 기술과 솔루션 전시 기회를 제공받고 아울러 투자자, 저널
리스트, 사업기획자와 네트워킹을 통해 기술사업화를 위한 자금조달에 도움을 받게 됨
* 2021년 수상은 싱가포르 팀의 청각장애인을 위한 통역 플랫폼, 인도 팀의 산모와 아기 보호를 위한
모니터링 패치 등

- 수상 팀의 혁신기술 솔루션은 그 목적과 설계에 있어 다양하지만 대부분 수상팀은 공통적
으로 지역사회와의 심도 있는 교류를 통해 기술적 수요를 정확히 이해하고 기술을 개발
하여 기술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평가받음
 Call for Inputs
 과학기술자 및 관련 정책 전문가 참여
 IATT는 UN STI Forum에서 발표되는 UN IATT 보고서 발간을 위해 전 세계 과학

기술인을 대상으로 전문가 원고를 공모함
- 전문가 참여를 요청하는 Call for Inputs는 대체로 원고 제출기한이 길지 않은 상태로
간헐적으로 공고나기 때문에 참여자가 수시로 해당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을 직접 확인
해야 함. 또한 공고 당시 이미 관련 주제에 대한 초기 진행된 연구의 공유차원에서 지원
한다면 유리할 수 있음
* 2021년 3월 3일, UN IATT 홈페이지를 통해 Call for Input 공지되었고, 원고 제출기한은 2021년
4월 1일까지였음. 2022년에는 1월 20일 공지, 2월 21일까지 원고 제출기한으로 발표됨
 Call for Inputs 상세내용

- 2021년 제6차 STI 포럼에 보고될 “Emerging Science, Frontier Technologies, and
the SDGs” 보고서의 원고 공모
* 원고 주제는 1) 과학기술 측면에서 바라보는 COVID-19 팬데믹 교훈, 2) SDGs와 관련된 급부상하는
프론티어 기술 및 과학적 이슈 중 택 1
* 원고 양식은 1,600단어 이내 분량의 과학정책 브리프(science policy brief)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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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제7차 STI 포럼에서 발표될 “Emerging Science, Frontier Technologies,
and the SDGs: Perspectives from UN System and Science and Technology
Communities” 보고서 원고 공모
STEPI Insight |

* 원고 주제는 1) 과학-정책-사회 상호작용 측면에서 COVID-19 교훈, 2) 지속가능발전 관점에서 급변
하는 신규 첨단 기술과 과학적 이슈 중 택 1

- 2023년에 발간 예정인 Global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GSDR) 보고서에
포함될 SDGs 촉진 사례와 글로벌 목표의 지역사회의 적용 예시 원고를 요청13)
* GSDR은 4년에 한 번씩 발간되는 보고서로 전문가 참여를 요청하는 Call for inputs 공지는 2021년
9월 22일에 있었고 원고 제출마감은 2021년 11월 1일이였음
 개별 연구자의 Call for Input 참여 장·단점

- 장점: 1) 연구초기 구상단계에서 아이디어를 정리하여 원고를 제출하면 전 세계의 넓은
독자층을 확보한 국제기구 보고서 회람을 통해 반향을 살피며 연구를 발전시킬 수 있음,
2) 연구자는 물론 학술지 연구논문 출판이 우선이지만, 국제기구 보고서 원고로 출판
되면 해당 연구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게 알릴 수 있음
- 단점: 1) 국제기구 보고서 참여가 지닌 의미 및 영향력에 비해 기관 차원에서의 인센티브
수준은 매우 미미함, 2) 과학기술 연구의 SDGs 활용에 관심 있는 연구자는 call for
inputs와 같은 정보를 개별적으로 찾아야 참여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음

13) GSDR 2023 Call for Inputs
https://sdgs.un.org/news/call-inputs-global-sustainable-development-report-2023-34347 (검색일: 2022.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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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STI for SDGs 글로벌 논의 참여 방안
1. 이해관계자별 STI for SDGs 글로벌 논의 참여 방안
 과학기술자
 UN STI Forum은 개별 과학기술자와 연구팀에서의 직접적인 활발한 참여를 독려하고 있음

- 본인의 연구내용이 어떻게 SDGs에 활용될 수 있는가, 특정 기술이 어떠한 이슈가 있는
가에 대한 정책브리프 원고 작성을 통해 IATT 보고서 발간에 참여(Call for Inputs)
- SDGs 관련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 과학기술 솔루션을 제시, 글로벌 네트워킹을
통한 사업화 자금조달에 도움 받게 됨(Call for Innovation)
 현 연구지원·평가체제에서 연구자의 범지구적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사회, 국제기구 참여

활동은 그 의미와 영향력에 비해 인센티브가 미비하기 때문에 개인의 선택과 노력에 의존
하고 있음
- STI for SDGs 글로벌 논의와 국제기구 주관하는 국제공동연구 및 기술개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도록 관련된 풍부한 정보를 접근하기
쉽게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개별 연구자와 연구팀의 참여에 필요한 기본적인 재원(예. 출장 경비 및 체류비 등)을
지원
- 개인 연구자를 대상으로 STI for SDGs 논의 및 활동 참여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활동을 홍보·지원하는 센터 운영은 단기적으로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됨
- 장기적으로는 범지구적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연구와 기술개발(학술저널 논문출판과
특허출원 이외의) 활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연구 환경 조성과 제도마련이 필요함
 과학기술자의 SDGs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과학기술을 활용한 범지구적 문제해결에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연구생태계 조성이 필요함
- 국내 과학기술자 내에서 SDGs는 개도국 대상으로 봉사하는 원조 활동으로만 인식하거나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 이슈에만 국한되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음
- SDGs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높이고 개인의 연구가 세상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활발한 연구생태계로의 발전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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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 연구기관·단체
 UN STI Forum 부대행사는 전 세계 공공·민간·시민사회의 STI for SDGs 이해관계자가

한 자리에 모여 각자의 주요 의제를 피력하고 활동을 홍보하는 주요한 행사임
STEPI Insight |

 단독의 참여가 어렵고 다수의 기관이 하나의 주제로 세션을 공동기획·운영해야하므로

기존의 공고한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필요로 함
 일회성 참여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꾸준한 참여를 통해 국제사회에 해당 기관의 인지도를

높이고 평판(reputation)을 쌓는 수단으로 활용하기에 적당하며, 오프라인 네트워킹을 통해
SDGs 범용기술 부문의 국제 공동연구 및 협력 활동을 추진해볼만함
 연구기관 수준에서 과학기술을 활용한 범지구적 문제해결에 대한 가치를 두고 글로벌

영향력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 선행되어야 소속 과학기술 연구자들의 STI for SDGs 참여가
더욱 활발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정부
 전문가가 포함된 정부대표단을 UN STI Forum에 참석시켜 포럼 본 회의의 논의를 모니터링

할 뿐만 아니라 SDGs 달성을 위한 한국의 과학기술혁신적 노력과 기여활동을 지속적으로
피력할 것
- 매년 7월 개최되는 고위급정치포럼(HLPF)에 제출하는 자발적 국가검토 보고서
(Voluntary National Review: VNR) 작성 시 한국의 과학기술혁신 부문 이행 현황을
포함시키는 것을 제안함
- 국내 과학기술활동이 국제사회에 어떠한 기여를 해왔고 연구결과가 SDGs 달성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 사례와 논리적 근거를 마련할 것
 IATT 주관의 STI for SDGs 로드맵 시범사업과 한국의 과학기술 ODA사업 연계

- 일본정부가 주도적으로 설계·추진한 UN IATT의 STI for SDGs 로드맵 시범사업은 현재
개도국 5개국의 STI for SDGs 액션플랜 수립을 위해 국제기구와 단체가 매칭되어 진행
중임
- IATT는 향후 최대 25개국까지 사업규모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과학기술정책자문
ODA사업을 수행하는 국내 전문기관의 참여를 독려한다면 기존의 국내 사업을 UN사업
으로 규모화 할 수 있는 기회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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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과학기술경쟁력에 비례한 과학기술외교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할 것

- 최근 다양한 외교관계에서도 과학기술적 이슈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됨에 따라 과학기술
외교력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과학기술외교력은 단기간에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로 구축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국제협력 노력과 이를 인정하는
국제사회의 신뢰 확보에 기반을 두는 것임
- 따라서 과학기술과 외교를 담당하는 관련 부처는 신산업·경제성장을 위한 과학기술발전
논의에서 더 나아가 범지구적 문제해결과 5P(People, Planet, Prosperity, Peace
and Partnership) 증진에 기여하는 한국의 과학기술적 글로벌 기여 활동을 장려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함
 선진화된 글로벌 연구생태계로 발전해야 함

- 현재 당면한 국내 문제가 다른 나라와 국제사회가 마주할 공동의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함으로써 국내·외 이슈를 구분하지 않고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활용을
추진하는 정책방향 설정
- 같은 맥락에서 한국의 주요 과학기술과 지속가능발전 정책의제를 글로벌 의제화하는데
주력하길 제안
- 학술적 성과에만 집중되어있는 연구평가 제도를 연구자와 연구기관의 국제 사회적 기여
성과를 인정하는 연구 환경으로 선진화시킬 것을 제안
 한국의 과학기술외교력 강화의 핵심은 우수한 전문 인력의 경쟁력 강화와 신뢰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네트워킹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안은 다음 세션에서 단·중·장기적 대안으로
나눠 구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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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계별 STI for SDGs 글로벌 논의 참여 방안
STEPI Insight |

가. [단기] UN STI Forum 홍보 및 참여 지원
 UN의 Call for Innovation 및 Call for Inputs 정보 공유 체계 개선
 개별 연구가 국제사회에서 어떠한 기여가 가능한가에 대한 관심을 갖는 개인 전문가들이

용이하게 STI for SDGs 글로벌 논의와 네트워킹 참여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UN 및 관련
다자기구의 공고문 회람과 공유 확대
- 현재 관련 공문 회람체계는 주UN 대한민국 대표부→외교부→과학기술관련 부처→관련
산하기관→관련 부서로 선별적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일반 연구자의 공문 회람율은
낮은 것으로 확인됨
 특히 개별 전문가가 직접 참여 신청이 가능한 Call for Innovation과 Call for Inputs

공모 정보는 공공기관 종사자 및 민간·개별 전문가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필요

 민간·전문가 참여 독려를 위한 적극적인 참여기회 홍보 및 재정 지원
 국내 기술개발자가 Call for Innovation 참여를 통해 글로벌 투자자, 해외 공공사업 기획자,

저널리스트와의 직접적인 네트워킹 기회를 갖고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자신의 연구와
기술개발 성과를 세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주지
 연구자의 Call for Inputs 참여는 전 세계의 독자층을 확보한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 보고서

발간을 통해 본인의 연구 가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음
 민간·전문가가 손쉽게 참여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체계 고도화
 국내 과학기술 연구기관과 국제기구·단체가 공동으로 기획하는 부대행사 세션 기획과 현지

참여를 위한 외교·행정적 지원
 개별 전문가와 연구팀의 참여시 발생되는 참여비 보조

 장관세션 준비 체계화 및 정부대표단 참여
 장관세션은 각국의 과학기술 주관 부처의 각료가 참석하여 STI for SDGs 이행현황과

주요이슈를 발언하는 자리임. 국내의 주요 정책의제를 글로벌 수준으로 연계하여 보다
근거기반의 전략적 콘텐츠 준비를 통한 장관 발언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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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국의 과학기술 담당 장관이 행사참여를 위해 한자리에 모이기 때문에 장관 세션 참여와

더불어 해외 중점전략국과의 장관급 회담을 기획하여 양자 간 또는 다자간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물꼬를 트고 협력사업 가능성을 타진하는 기회로 활용하기를 제안
 부처실무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대표단 구성하여 지속적인 참여를 통한 STI for SDGs

의제 모니터링과 분석. 이를 기반으로 2030년 이후 SDGs 대체할 글로벌 논의 체계와 후속
과학기술 의제 수립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 준비가 필요함

나. [단기] 제2차 VNR 제출을 위한 과학기술부문 SDGs 기여 분석
 과학기술혁신 부문의 한국 이행 현황과 노력을 문건으로 작성하여 향후 고위급정치포럼

(HLPF)에 제출하게 될 한국의 제2차 VNR에 반영
 현재 한국은 자발적국가이행검토(VNR)를 1회만 제출했고 조만간 제2차 VNR 제출할 것

으로 예상되는 바, 해당 문건에 과학기술을 활용한 SDGs 달성 노력 활동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
 2021년부터 시행된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14)에서는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15)

에서 명시한 120개 중점과학기술을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적극 활용을 언급하였지만,
SDGs 목표와 세부목표 전반에 걸친 중점과학기술의 보다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도출
해야 함
- 구체적 기술 활용방안 도출과 같은 정책적 노력과 함께 해당 국내에서 과학기술부문의
SDGs 기여 사례를 수집·분석하여 VNR 문건에 반영

14) 관계부처합동(2021a), 관계부처합동(2021b)
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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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단계별 STI for SDGs 참여 증진 방안
UN STI for SDGs 논의 체계

주요 참가자

단기
IATT에 속한 UN
기구의 과기관련
부서 한국 전문
인력 파악

IATT

10 멤버그룹

저명한 과학자
(전 세계 공모 &
UN 사무총장이 선출)

-

의장

회원국의 UN 대사
(UN 경제사회이사회
의장이 2명 지명)

-

장관세션

외교·과학기술
주관부처 장관

기술촉진
메커니즘
(TFM)

본회의

정부 대표단,
초청 발표·토론자

부대행사

다양한 이해관계자
(국제기구-정부-민간NGO 공동신청·선정)

Call for
Innovation

Call for
Inputs

STI
포럼



중견급 과학자
과학기술
전문국제기구
진출지원·파견
사업



고위급 과학자
국제사회 진출지원



외교부(UN대표부)
의 과학기술외교
역할과 리더십 확장



장관 발언 콘텐츠의 체계적 준비와 전략국
장관급회담 연계 기획




정부대표단 구성
국내 STI for
SDGs 이행현황
분석 및 VNR에
반영



글로벌 네트워킹을
통한 기관 참여

혁신·발명가
(개별 신청·선정)



개별연구자 대상
참여 정보 홍보

과학기술 전문가
(개별 신청·선정)



개별연구자 대상
참여 정보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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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 mandate 있는)
45개 UN 산하기구의
과학기술 전문 직원

중장기

정부대표단 지속
참가
SDGs 대체할 후속
논의체계 주목



연구자·연구기관의
범지구적 문제해결
기여 및 국제 활동
인센티브 제도화



지속가능 혁신기술
연구자의 글로벌
스케일업, 해외진출
지원 사업



연구자·연구기관의
범지구적 문제해결
기여 및 국제 활동
인센티브 제도화

자료: 선인경 외(2021b), P. 56 표를 기반으로 저자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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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장기] 중견·고위급 과학자의 국제사회 진출 지원
 중견급 과학자의 과학기술 전문 국제기구 진출 지원 및 파견 사업
 국내 중견급 이상의 과학기술자를 대상으로 각종 과학기술관련 국제기구 및 조직에서 중간

관리자 이상의 직책을 수행할 전문 인력 파견과 전문위원 활동 참여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사업화하여 일원화
- 현재 국공립연구소와 정부출연연구소의 과학기술 전문직 파견은 주로 기관 예산으로
충당하는 경우가 많아 기관차원에서 전문 인력 파견에 대한 기회비용이 큼
- 국제기구의 각종 의장단, 위원회 및 작업반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는 개인 시간을 할애
하여 봉사하는 명예직으로 인식되어 이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독려하는데 한계가 있음
- Microsoft사는 민간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OECD 인공지능기술 관련 작업반 참여는 물론
미국 뉴욕 UN본무에 UN Affairs Office를 운영,16) UN Affairs 부사장을 두어 국제
기구의 첨단기술 관련 권고안 수립과 신규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UN의 기술 사업추진에
앞장서고 있음
 고위급 과학자의 국제사회 진출 지원 사업
 World-class 과학기술자 육성 및 이들의 국제사회 리더십 활동 지원
 UN 기술촉진메커니즘(TFM)의 10인의 전문가그룹(10-Member Group)을 비롯하여

국제사회에서 과학기술 관련 핵심 의제를 주도하는 고위급 과학기술인은 우수한 연구업적
뿐만 아니라 이미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고 국제 조직 활동 경력을 보유하고 있음
 10인의 전문가그룹에는 한국계 전문가가 선발된 적이 없으며 아시아권역 대표로는 주로

중국과 일본, 최근에는 인도 국적의 전문가가 선발되어 활동하고 있음. 이들의 글로벌 STI
for SDGs 의제 설정에 대한 영향력을 감안했을 때 한국의 고위급 과학자가 차기
2024-2025 10인의 전문가그룹 멤버로 선발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대함
 2030년 이후 SDGs를 대체할 후속 논의 체계 수립에서 다양한 국제기구와 조직 내에

포진한 고위급 한국 전문가가 보다 활발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

16) Microsoft UN Affairs 홈페이지, https://news.microsoft.com/on-the-issues/topic/un-affairs/ (검색일: 2022.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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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중장기] 글로벌 연구생태계로의 고도화
 범지구적 문제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과 가치 강조
STEPI Insight |

 국내 과학기술 투자의 주요 가치는 주로 과학기술의 진보와 산업기술·경제 발전으로 연구자의

성과를 학술논문과 특허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어 일반 과학기술 연구자의 범지구적 문제
해결과 SDGs 기여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미약한 수준
 인류 공동의 문제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적용 노력이 사회적으로 높이 인정

받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함. 이를 위해 연구자와 연구기관의 국제 사회적 기여를 동인할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할 것을 제안
 이공계 대학생을 대상으로 과학기술-사회에 대한 강의수강을 통해 과학기술적 연구가

국내외 사회에 어떠한 기여를 하는가에 대한 사고가 일상화되도록 학습 기회 제공

 과학기술 소프트파워의 가시화
 SDGs를 대체할 차기 글로벌 의제 발굴과 관련 과학기술 글로벌 사업을 미리 기획하여

국제사회에 선제적으로 제안
 UN STI Forum 의장은 각국의 UN대표부 대사가 역임하는 역할로 향후 우리 외교부와

UN대표부의 과학기술외교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한국 UN대사가 의장직을 수행함으로써
STI for SDGs의 리더십을 발휘할 것을 기대
 우리 정부가 앞으로 추진할 다양한 과학기술 외교 활동의 구심점이 될 국가차원의 과학기

술외교 전략의 방향성을 명확히 확립하고 모든 관련 부처가 동일하게 숙지한 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을 제안
- STI for SDGs 의제의 실효성을 위해 일본 정부가 다각·다층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추진한 전략과 마찬가지로, 다자 및 양자 과학기술외교협력에서 동일한 주제와 방향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가시적 성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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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Participating in Global Discussion of STI for SDGs
using Multilateral Cooperation Platform:
Focusing on the Case of UN STI Forum
Inkyoung Sun, Jiyong An

 Definition of STI for SDGs
 STI for SDGs implies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activities to harness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STI) as a key tool to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by 2030.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ighlights the significance of STI for SDGs and

expects science and technology to play a critical role as a facilitator in
achieving SDGs, whose top priorities are in solving global challenges facing
mankind, such as climate change and infectious diseases.
 As an effort to contribute to achieving SDGs, major foreign countries align

their STI policies in enhancing their influence on science and technology
diplomacy.
 With the growing attention to new technology and frontier technolog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 small number of global companies and major
foreign countries with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and professionals are
leading high-tech projects by multilateral organizations, including UN.
 On the other hand, Korea’s science and technology community has a

relatively shallow understanding and interest in SDGs, resulting in a lack of
participation in the global discussion of STI for SDGs. It is necessary to
present the strategic direction of STI for SDGs at the national level and lay the
foundation for strengthening their influence in science and technology
diplom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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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ltilateral Cooperation Platform for STI for SDGs
 UN Technology Facilitation Mechanism (TFM) is a representative multilateral

cooperation platform for STI for SDGs.
STEPI Insight |

 TFM has four components: 1) IATT (serves as a Secretariat and think tanks),

2) UN STI Forum (the world’s biggest forum for STI for SDGs), 3) 10 Member
Group (advisory group), 4) 2030 Connect (online information platform).
 The annual theme of the UN STI Forum is decided by the UN Economic and

Social Council (ECOSOC) and the High-Level Political Forum (HLPF), and the
forum consists of plenary sessions, side events, call for Innovation, etc.
 10 Member Group reports the main findings of the UN STI Forum held in May

to the HLPF held in July, and the HLPF provides recommendations and new
agendas for the TFM and the UN STI Forum if necessary.
 10 Member Group provides advice on the TFM agenda and overall project

implementation.

 Development of UN STI Forum Discussion (2016-2021)
 Early stages of introducing SDGs: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STI to

achieve SDGs, developing the STI for SDGs definition and implementation
roadmaps, and focusing on standard indicators, data, and technical
discussions to monitor national implementation.
 Implementing of SDGs stages: Publishing road map guidebooks, promoting

pilot road map projects, and promoting the active use of new technologies
and frontier tech technologies to solve global problems. To address concerns
that rapid technological development will intensify inequality between
countries, careful technology application measures considering both sides of
technology are needed.
 COVID-19 Global Pandemic: While focusing on addressing global crises,

vaccine distribution to developing countries, digital polarization, and
economic recovery, it is also crucial to consider efforts to fully implement
SDGs by 2030 and normalization of SDGs financial al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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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keholders for UN STI Forum and Global STI for SDGs Discussions
 Individual scientists and engineers

- Call for Inputs: UN IATT calls upon STI experts around the world to
contribute to the annual background report in support of the UN STI
Forum. Contributions in areas of new technology/frontier technology-SDGs
in the form of science-policy briefs. Accepted individual experts will have
the opportunity to develop their research ideas with reviews and promote
their research influentially through a report by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with a wide readership worldwide.
- Call for Innovation: Calling for innovative science and technology solutions
to solve specific SDGs issues. Selected research teams will be invited to the
UN STI Forum and will get help with financing for the commercialization of
their ideas and solutions through global networking.
 Research Institutes

- Side Event: Planning a joint session by public, private, and civic groups.
Rather than focusing on one-time participation, it can be used as an
opportunity for the research institute to increase their presence as a major
stakeholder in the global STI for SDGs discussion.
 Government Delegations

- In connection with the preparation for the Voluntary National Reviews
(VNR), activities and contributions to SDG achievement in the Korean
science and technology sector should be continuously publicized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 With a regular system of assigning and operating government delegations,
plenary sessions in UN STI Forum can be strategically used to strengthen the
glottalization of major domestic agendas and the competitiveness of science
and technology diplomacy.
- It proposes a step-by-step consideration of policy promotion to foster
global science and technology experts, which is key to enhancing interest in
global issues and developing an advanced global research eco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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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Plan for Activating Participation in STI for SDGs
UN STI for SDGs
Mechanism

Stakeholders

Short Term


10 Member
Group

Renown
scientists

Chair

UN
representativ
es of Member
States

Ministeri
al
Session

ministers
from MOFA
/Ministries
related to STI




S
T
I
F
o
r
u
m

Plenary
Session

Government
delegation

Side
Event

research
institut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Call for
Innovati
on

innovators

Call for
Inputs

STI experts









to discover korean
STI experts working
in STI sectors of UN
agencies under the
IATT



support programs for
dispatching scientists and
engineers to work in STI
sectors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pport renown scientists to
engage in international
discussion
 Enhancing the role and
leadership of MOFA (UN
Representative to the Republic
of Korea) in science and
technology diplomacy
Systematic preparation of ministerial session and its
contents, and linking the forum for further networking
among ministerial-level forum with strategic partner
countries
Assign government
delegations
 Regular participation of
Analyze domestic
government delegation
implementation
 Following up for the post-SDGs
progress of STI for
and next mechanisms
SDGs and reflect it in
VNR
 Contributing to solve global
challenges by researchers and
Participate through
research institutes and
global networking
institutionalizing incentives for
international activities
Publicize related
 Supporting program for
information for
innovators’ global scale-up and
individual innovators
outreach
 Contributing to solve global
Publicize related
challenges by researchers and
information for
research institutes and
individual researchers
institutionalizing incentives for
international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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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F
M

IATT

STI experts in
45 UN
agencies

Long 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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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icy Implications

1. Publicizing the UN STI Forum and activating participation
 Improving the announcement system of the UN Call for Innovation and Call

for Inputs
 Promoting information and financial support for activating participation from

private sectors and experts
 Participating as government delegations and systemizing the preparation

procedures for ministerial sessions

2. Submitting the second VNR reflecting contributions of science and
technology for SDGs
 Submitting the 2nd VNR to the UN HLPF, reflecting the analysis and

implementation progress of Korea’s STI for SDGs
 To establish a system that includes STI in the future SDGs implementation

analysis and discussion
 To specify the plans for utilizing key science and technology mentioned in the

4th Basic Pla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

 To connect the Basic Pla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e 4

Science

and Technology Basic Plan

3. Supporting experienced and distinguished scientists to start career
in international community
 To put efforts to nominate qualified Korean scientists and experts to be the

10 Member group for UN STI Forum
 To support programs for dispatching experienced and eminent scientists and

engineers to start a career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 support distinguished scientists’ to engage in activities and leadership roles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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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eveloping into a research ecosystem that recognizes global issues
as its own concerns and values
 Creating an advanced research culture that realizes the role and value of

STEPI Insight |

science and technology to solve global challenges
 Participating of ministries and research institutes in the STI for SDGs

Roadmapping projects of the UN
 Setting international STI agendas and leading the pilot project of multilateral

cooperation organizations in order to visualize the soft power of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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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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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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안보 이슈의 글로벌 쟁점과 전략적 시사점

2020.11.17.

제2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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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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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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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과학기술외교정책연구단 연구위원
(email: isun@stepi.re.kr / Tel: 044-287-2164)

| 주요경력 |
∙ 2018 – 현재
∙ 2022 – 현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OECD Global Science Forum 부의장

| 주요연구실적 |

선인경

∙ 선인경 외(2021), STI for SDGs 역량분석 및 글로벌 협력전략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선인경 외(2020), SDGs시대 글로벌 STI 개발협력의 변화 추세 분석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現)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글로벌헉신전략연구본부 선임연구원
(email: freesoul13@stepi.re.kr / Tel: 044-287-2278)

| 주요경력 |
∙ 2016 - 현재
∙ 2014 – 2015
∙ 2014

안지용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UNESCO Headquarters 정부지원 국제기구파견인턴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 한국투자진흥사무소 인턴

| 주요연구실적 |
∙ 선인경·김왕동·장용석·박환일·유지영·김소은·안지용·강신애(2021), STI for SDGs 역량분석 및 글로벌 협력전략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선인경·유지영·안지용·김태경(2020), SDGs시대 글로벌 STI 개발협력의 변화 추세 분석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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