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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앞에 놓인 2022년 대내외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글로벌 사회는 COVID-19 팬데믹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발생한 충격 못지않게, 각국의 패권 경쟁이 결부되면서 발생하는
GVC의 교란과 재편의 충격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2022년의 정책
환경을 엄중히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2022년 과학기술혁신정책은 다음의 몇 가지 키워드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첫째, 중장기적 관점에서 미래혁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현재와 같이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한 시기에, 거시적 관점의 미래 사회상을 그리는 연구경험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가 실질적으로

안녕하십니까,
과기정책연(STEPI) 원장
문미옥입니다.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연구체계 마련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둘째, 현재 직면한 상황 중 파급력과 중요도가 높은 일에 대한 즉각적 대응 능력 역시 우리가
꼭 시급하게 갖추어야 할 역량입니다. 대표적으로는, 기술안보 현안에 대한 보다 본격적인 정책
연구 대응 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한국이 가진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기술 관련 역량을
바탕으로 기술안보 시대에 대응하는 심도 높은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전략적으로 기민하게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이하여 호랑이와 같은
힘찬 기운으로
행운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미래사회를 향한 혁신과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글로벌 사회의 문제와 도전이 한국의
국가적 문제 및 도전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SDGs와 국가난제, 사회문제에
대해 통합적 관점에서 솔루션을 제시하는 정책연구를 심화해야 합니다.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누적되어 고착화된 문제와, 미래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문제들의 진화 양상을 분석·진단하는
연구를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미래의 미분은 현재이며, 현재의 적분은 미래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의미 있는 현재의 축적 없이 우리가 바라는 미래는 존재할 수 없으며,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현재도 무의미할 것입니다.

2021년 글로벌 사회는 매우 고단한 여정을 지나 왔습니다. 상징적으로 표현하면, 뉴노멀(New

과기정책연(STEPI)은 「STEPI Outlook 2022」 발간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혁신정책에 대해 현재

Normal)의 시대가 본격화·고착화되는 형국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형 저성장으로

국민들이 가진 인식을 파악하고, 혁신시스템·미래혁신·글로벌혁신 세 관점에서 원내 전문가들의

인한 ‘경제적 뉴노멀’ 상황에, COVID-19 팬데믹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뉴노멀’까지 겹치면서

수준 높은 전망을 제시함으로써 2022년 국가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더블-뉴노멀(Double-New Normal)’ 위기를 겪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더블-뉴노멀을 가속화
시킨 대표적인 환경 변인은 지난 4년 여간 지속되고 심화되어 온 글로벌 패권 경쟁입니다.

과기정책연은 앞으로도 “과학기술의 성과를 국가혁신으로 이어지게” 하는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연구하는 지식의 산실이자 글로벌 지성집단으로서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글로벌 더블-뉴노멀은 우리가 기존과는 다른 사회로 전환해야 하는 분기점에 서 있음을

감사합니다.

의미하며, 국가적으로 혁신에 대한 요구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또한, 글로벌 충격에 따른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으로 이어가기 위해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선도적
어젠다를 제시하는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원장

문미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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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과
 학기술에 대한 일반인의 생각

모집단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희망하는 나라상

1

보다 개방적인 나라

일반인 -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일반국민 (2020년 : 700명, 2021년 : 800명)
전문가 - 전국 과학기술혁신 정책·연구 분야 전문가 (2020년 : 197명, 2021년 : 258명)

현재 한국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

3

보다 개방적인 나라

3.57%

2.88%

일반인

전문가

소득, 지역, 세대간 갈등과 양극화
보다 평등한 나라

보다 풍요로운 나라

22.0 %

보다 평등한 나라

33.86%

22.25%

2020 년

2021년

보다 안전한 나라

37.0%

37.14%

새로운 성장동력

37.63%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정부가 보다 집중해야 할 정책

4

일반인

35.86%

바이오
생명공학

환경 및 에너지,
항공우주

기대 감소

기대 상승

29.0%

중소벤처기술개발 지원

9.13%

전문가

지역기술역량 강화

3.38%

과학기술
인프라의 선진화

16.13%
15.0 %

과학기술
문화의 확산

10.86%

2.38%
0.71%

'21

'20

'21

'20

'21

정보통신

바이오

나노

(AI, 빅데이터 등)

(생명공학)

(첨단소재)

'20

'21

환경 및 에너지

'20

'21

항공우주

4.65%

지역기술역량 강화

2.71%

5.81%

과학기술인재
양성 및 활용

14.63%

중소벤처기술개발 지원

과학기술
인프라의 선진화

8.38%

'20

42.64%

경제 성장을 주도할 새로운
성장동력(미래먹거리산업)을
찾지 못하고 있다

18.75%

현상황을 극복하고 재도약으로 이끌 미래성장동력

5.43%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

22.25%

34.5%

30.62%

출산율이 낮아지고
고령화사회로 진행되고 있다

24.5%

보다 안전한 나라

40.57%

2

25.0%

보다 풍요로운 나라

16.28%

소득계층간, 지역간, 세대간
갈등과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3.38%

33.13%

과학기술 국제화

6.13%

기초 및 원천기술
연구 지원

35.88%

과학기술
문화의 확산

과학기술인재
양성 및 활용

7.4%

37.6%

과학기술 국제화

8.9%

기초 및 원천기술
연구 지원

31.78%

출처: STEPI(2021. 12.), 「한국의 혁신정책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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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과학기술에 대한 일반인과 전문가의 생각 비교

1

모집단

한국이 과학기술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가?

전문가 - 전국 과학기술혁신 정책·연구 분야 전문가 (2020년 : 197명, 2021년 : 258명)

보다 우수한 과학기술자 배출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부분은?

3

일반인

일반인 -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일반국민 (2020년 : 700명, 2021년 : 800명)

전문가

일반인

전문가

이공계 장학금 확대

이공계 장학금 확대

7.0 %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15.5%

22.0 %

일자리 확대

그렇다

일자리 확대

사회적 지위
향상

VS

36.88%

22.63%
그렇다

78.0 %

2

2.33%

84.5%

VS

37.6%

경제적 보상 증진

경제적 보상 증진

32.25%

과학기술 선진국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

33.13% 38.37%

21.71%

사회적 지위
향상

4

일반인

전문가

20.88%

37.21%

과학기술 선진국 위상을 갖추기 위해 가장 변화가 필요한 부분

23.0%

25.19%

24.13%

일반인

20.0%
17.5%

18.99%
22.48%
16.25%

13.88%

11.24%

전문가

22.09%

15.5%

15.12%
9.88%

12.0%

13.18%

8.75%

12.02%

5.04%
고급 과학기술
인력 보유

첨단 연구장비 등
연구개발 환경

높은 연구윤리
의식

세계 최초
논문·특허·제품 등
과학기술적 성과

과학문화 확산 및
대중의 과학화

안정지향적이고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R&D 지원
체계

모방형·추격형
R&D
사업체계

사고의 과정보다는
정답만 추구하는
교육방식

자유와 토론보다는
위계질서를
강조하는 연구문화

행정가·정치가
주도의 R&D
기획방식

사업화 성과목표
달성 분야에
편중된 R&D
지원방식

출처: STEPI(2021. 12.), 「한국의 혁신정책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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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
 요 정책 이슈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

10점 평균
점수

모집단

일반인 -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일반국민 (2020년 : 700명, 2021년 : 800명)
전문가 - 전국 과학기술혁신 정책·연구 분야 전문가 (2020년 : 197명, 2021년 : 258명)

평균

5.0

점

10점
평균

평균

3.8

4.0

점

10점

평균

점

10점

3.6

점

10점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전략적 자금 배분 기능 수행 능력

4.54

과학기술혁신 지역 인재 육성

2.80

지역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 연구개발 활동의 적극성

3.33

과학기술 기반의
벤처창업 지원 충분성

4.32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대화/협력 노력

4.07

연구관리전문기관의
과제발굴/기획 능력

4.61

연구성과 및 연구데이터
공개/공유 노력

연구개발 성과의 실제 혁신
성과로의 효과적 연계 정도

3.40

기초연구 성과의
국제적 탁월성

3.19

외국인 연구자 수용 및
정착 환경 조성

3.32

4.72

4.02

연구자 업적평가의 다양성

공모형 연구비 확보의
충분성

기초연구의
다양성 확보

성과 평가 결과가 연구자
처우에 반영되는 충분성

5.14

4.13

3.55
3.79

연구개발 인력 수요에 따른 육성

현재 연구개발예산
규모의 충분성

도전/탐구형 기초연구에
대한 정부 지원 충분성

4.59

6.00

4.60

혁신체제 관련정책

연구개발 예산 및 연구비 정책

기초연구개발 정책

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의견수렴 구조/제도

기업가 정신 보유 인재의 육성

3.86

젊은 연구자의 독립적
연구 활동 기회의 충분성

3.88

연구 인력 정책
출처: STEPI(2021. 12.), 「한국의 혁신정책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보고서」.

과학기술혁신정책에 대한

STEPI 13인의 전망

혁신시스템 전망

미래혁신 전망

글로벌혁신 전망

01 임무중심형 혁신정책 전망
국가난제에 대응하는 임무중심형 혁신정책이 필요한 때

06 국가 혁신성장 정책 전망
2022년은 과학기술 성과가 경제·사회 혁신으로
실현되는 분기점

11 과학기술 외교 정책 전망
과학기술혁신 외교의 실효적 추진체계를
구상하고 실천하자

07 디지털 전환 정책 전망
디지털 대전환 시대, 디지털 혁신 정책을 체계화하자

12 글로벌 과학기술 협력 전망
기술패권 경쟁 시대, 통합적 과기혁신 외교
역량을 발휘할 때

02 과학기술안보 정책 전망
대체불가 기술 확보가 新안보시대 핵심 생존전략
03 정부 R&D 사업 체계 전망
정부 R&D 정책의 중장기적 전략성 강화가 필요한 때
04 정부 R&D 투자 정책 전망
전략적 재원배분을 통한 R&D 투자 혁신이 필요한 때
05 과학기술인재 정책 전망
디지털 경제 시대 변화대응력을 높이는
과학기술인재정책이 수립되어야

08 데이터 정책 전망
데이터 플랫폼의 활용 전략을 설계하는 한 해가 되기를
09 기업 혁신 정책 전망
혁신 역량과 특성을 고려한 중소기업
R&D 지원을 실천할 때
10 국가 우주산업·정책 전망
7대 우주강국 도약, 민간중심의 우주개발 체계
구축부터 시작해야

13 과학기술혁신 ODA 전망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디지털 전환의 해법,
과학기술혁신 O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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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중심형 혁신정책
전망

국가난제에 대응하는
임무중심형 혁신정책이
필요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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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난제는 비단 코로나19만이 아니다. 저출산·고

려 MOIP는 과거 추격형 시대에 우리가 주로 활용했던

령화나 기후변화, 지역소멸에 대한 대응, 일자리 창출

접근법이다. 예전 G7 프로젝트는 MOIP의 대표적인 사

등 오랜 이슈에서부터 미·중 패권 경쟁 등 최근의 이슈

례라고 볼 수 있다. 최근에도 혁신 도전 프로젝트, 알

들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다양한 난제에 직면해 있다.

키미스트 사업 등과 같이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려는 연구·개발(R&D) 사업이

이명화
R&D혁신연구단 연구위원 | mlee@stepi.re.kr

임무중심형 혁신 정책이 대두되는 이유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과학기술 정책이나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수 년

정부 사업들은 여전히 과학기술적 이슈들에 머물러

전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되어 온 임무중심형 혁

있어, 경제사회적 이슈들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

신 정책(Mission-Oriented Innovation Policy, 이하

는 아쉬움이 있다.

MOIP)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왜냐하면 새

코로나19와 같은 경제사회적 국가 난제에 대응하기 위

롭게 대두된 MOIP 논의는 각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다

해서는 다섯 가지가 요구된다. 첫째, 앞서 언급한 것처

양한 난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기

럼 국가난제와 미션, 그리고 세부 전략을 구상하는 미

때문이다. [그림]에서처럼 주요국들은 이미 다양한 분

션위원회가 필요하다. 둘째,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영역

야에서 MOIP를 추진해 오고 있다. 여기에서 가장 중

의 연계가 필요하다. 일본이 과학기술 정책의 영역을

요한 부분은 미션(mission)에 대한 정의와 구체적인

인문사회과학으로까지 확장하면서 과학기술기본법

세부 전략 수립이라고 할 수 있다.

을 과학기술·혁신기본법으로 개정하고 과학기술기본

코로나19는 많은 것을 바꿔 놓았다. 감염병으로 인해

로나19 발생 이후 2년이 지나고 있음에도, 여전히 우리

유럽의회가 2019년 5월 ‘Horizon Europe’을 위해

계획도 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으로 확대한 것에 주목

국가 시스템이 위협받고 경제·산업구조가 변화하고

는 코로나19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코로나19는 문제

미션 분야별로 위원회를 구성하였던 것이나, 2016

할 필요가 있다. 셋째, R&D 영역뿐만 아니라 서비스,

국제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우리나라의 코

가 오랫동안 반복되고, 이해관계가 복잡하며, 해결이

년 미국이 암 정복을 위한 문샷 이니셔티브(Cancer

규제, 인프라 영역들에 대해 통합적으로 접근할 필요

로나19 초기 대응은 K-방역으로 불리며 국제적 위상

쉽지 않은 난제(wicked problem)가 되었다(최종화

Moonshot Initiative)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주

가 있다. 넷째, 광범위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을 드높일 정도로 신속하고 효과적이었다. 하지만 코

외, 2019).

체들이 참여하는 블루 리본 패널(blue ribbon panel)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처 간·기관

을 구축하고 세부 계획들을 마련하였던 사례를 참고

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림] 보건의료 영역의 주요국 MOIP 사례

할 필요가 있다.

연구 우선순위 프로그램:
PPR 항생제 내성

챌린지 기반 혁신

하이테크 전략 2025

새로운 치료 전략 개발,

유전체 시퀀싱 데이터의 디지털

가능한 많은 신종 암을 예방하고

기술 혁신(빅데이터, AI)을 통한

공유를 위한 국가 플랫폼

암 환자의 삶의 질 향상

항생제 내성에 대한 대응

구축으로 감염병과 항생제 내성

참고문헌

대응력 강화
산업전략 챌린지 펀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1

우리에게 MOIP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오히

2

암 정복 미션

2035년까지 최소 5년 이상

2030년까지 암에 대한 연구를

건강하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통해 암을 예방하고 진단과 치료

있도록 하고 건강 불평등

효율을 높이고, 유럽 권역내

(최빈층과 고소득층 간 격차) 해소

평등한 접근성을 확보함으로써,

국가난제에 대응하는 임무중심형 혁신 정책을 위해

3백만 명 이상의 삶의 질 향상

DARPA 팬데믹 예방 플랫폼

2022년에 준비해야 할 사항

돌봄 로봇 프로그램

기존 혹은 신종 감염병 발생시

2023년까지 고령자를 위한

60일 이내에 관련 치료제 생산을

5000개의 돌봄 로봇 개발 및 확산

위한 대규모 신속 대응 플랫폼 구축
임무중심형 핵심섹터들

유전체 건강미래 미션

문샷 프로그램

2040년까지 네덜란드 국민들은

2028년까지 진단, 검사, 치료

2050년까지 통합 기능적 연결성

최소 5년 이상 건강한 삶을 더

분야 혁신을 위한 유전체 연구로

분석을 통한 초기 질병 예측 및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

20만명 이상 호주 국민들의

개입 모델 개발

불평등(최빈층과 고소득층 간

건강 실현

격차)를 30% 감소

자료: OECD(2021), p. 190.

최종화 외(2019), 『국가 난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관점의 경제·사회 시스템
혁신전략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OECD(2021),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Outlook 2021.

국가난제

과학기술과

해결을 위한

인문사회 부문의

미션위원회 구성

연계 강화

R&D-서비스규제-인프라 등 관련
부문들에 대한
통합적 접근 확대

광범위한
주체들을 위한 참여적
거버넌스 구축

부처 간·기관 간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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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안보
정책 전망

대체불가 기술 확보가
新안보시대 핵심
생존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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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을 가능성이 높다.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는,

인 「소재부품장비산업법」 및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

중국의 힘이 정점(peaking power)에 다다른 후 내려

법」, 「국가필수전략기술육성법」 등이 과학기술안보의

가는(declining) 단계에서 공격성이 강화됨으로써 투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법제들

키디데스의 함정(Thucydides Trap)과는 다른 국면으

간 유기적 연계성을 확보하고 대체불가능성 최소화에

로 전개될 위험성을 예측한 바 있다.

초점을 맞춘 법제정비가 요구된다.
셋째, 국가위기 대응형 ‘CPT R&D’ 기획이다. 전통적

급소 보완-필살기 무장 중심의 공세적 국가 기술전략

인 정부 R&D가 TRL(Technology Readiness Level)

이러한 新안보시대에서 사활적 국가이익의 수호를 위해

개념에 입각한 선형적 방식을 따랐다면, 국가위기 상

필요한 과학기술 전략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황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광속(光速)을 방불케 하

첫째, 국가 ‘전략목적기술(CPT: Core-strategic

는 R&D 속도전이 필요하다. 이에 R&D 각 단계가 동

Purpose Technology, 일명 ‘급소기술’)’ 개념에 입각

시병행 방식으로 추진되는 체계가 필요하다.

조용래

한 산업가치사슬 정밀정보분석체계 구축이다. 어떠한

넷째, 다학제적 전문가 네트워크 활용이다. 과학자와 전

아태첨단기술전략연구센터 연구위원 | yongra@stepi.re.kr

기술 부문이 우리에게 급소(choke point)이고 필살기

문가를 비롯한 정부출연연구원 등 국가싱크탱크의 의

인지를 사전에 진단·분석하지 않는다면, 외부 충격이

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지성

발생시 국가안보는 사활적 이익 수준에서 위협받게 된

집단의 생산적 논의를 위한 공론화 장의 마련과 국가정

다. 따라서 기술적난이도-경제적가치-대체불가능성

보의 원활한 활용 및 공유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을 요건으로 하는 국가 전략목적기술을 평소에 관리

다섯째, 국제 과학기술 안보동맹 체제에의 공세적 참여를

해야 한다. CPT는 기술적난도(難度)나 경제적가치가

제안한다. 국가 안보기술 정책과 거버넌스 구축을 강화

낮다 하더라도 GVC 교란·붕괴 시 당장 대체불가능

중인 미국-일본-호주 등 아시아·태평양을 비롯해 EU 등

한 기술·품목인 급소영역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

의 국제 안보동맹·공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과

게 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대체불가능성을 낮

기 외교적 노력 및 지속적인 동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과학기술이 패권을 좌우하는 ‘신(新)안보’시대 본격화

히 글로벌 산업공급망 혼란과 이에 따른 국가이익에의

2021년 글로벌 사회는 격변의 시기를 노정하였다. 코로

영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이익(national

나19 팬데믹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든 데다가, 2017년

interests) 개념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어

부터 시작된 미·중 간 패권 경쟁이 국제동맹전 양상으

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국가 생존을 위하여 반드시 지

로 심화 및 비화되었다. 코로나19의 기원(起源)을 둘러

켜야 하는 사활적 이익(vital interests)과, 이를 뒷받침

싼 미국·호주-중국 간 책임론 공방 가열, 對중국 성토

하는 결정적 이익(critical interests)이다. 팬데믹 자체

전을 방불케 한 G7 회의, 기존 다자간 안보·군사동맹

로 인한 1차 충격도 결정적 이익으로서 생명안보에 큰

강화와 미국-영국-호주 3자 안보 파트너십(AUKUS)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겠으나, 오히려 그 여파로 인한

의 추가 발족 및 호주-중국 간 무역 마찰 심화 등 숨 가

GVC(글로벌 가치사슬)의 교란·붕괴와 같이 공급망

쁘게 전개된 일련의 사건들은 모두 이러한 방증이라 하

회복탄력성이 떨어져 발생하는 2차 충격이 산업기술안

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2021년 국제사회의 특징을 대

보와 사활적 이익에 심대한 피해를 입히는 변수라고 본

표하는 단어를 꼽으라면 단연코 ‘국가안보’이다. 기존

다. 이것이 국제 패권 경쟁 및 안보동맹 양상과 맞물리

의 ‘안보’ 개념이 주로 국제정치와 군사방위의 맥락에

면서 그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서 인식되었다면, 이제는 경제-산업-과학기술이 안보

잠재되어 있던 각종 경제·사회 문제들이 곳곳에서 표

관점에서 일체화되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이

면화되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도 높다.

러한 해양자유민주주의-대륙전체주의 세력 간 거대

이를 증폭시키는 것은 주요국 국내 정치 이벤트들의

한 대립의 기저에는 다름 아닌 ‘과학기술’이 관통하고

동시다발적 발생이다.1 여기에 신장(新疆) 위구르 인

있다. 과학기술이 국가 패권 경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권 문제를 이유로 한 미국 등 서방국과 일본의 베이징

핵심 목적으로 자리 잡음으로써 바야흐로 ‘지정학(地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시작으로, 대만을

政學, Geopolitics)’을 넘어 ‘기정학(技政學, Techno-

둘러싼 미국의 대응 강화와 일본의 전수방위(專守防

Politics)’ 내지는 ‘신(新)안보’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衛) 폐기, 중국의 희토류 등 자원안보 및 첨단기술 전
략 강화로 글로벌 新안보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사활적 국가이익 중심의 현실주의가 고조되는 한 해

된다. 결국, 미·중 관계는 구조적 현실주의를 넘어 무

2022년 상황 역시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

한 패권을 추구하는 ‘공격적 현실주의’의 국면으로 치

추는 관건은 수입의존도의 분산, 그리고 속도감 있는
부족 품목 수급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국가 급소와 필

1

 국의 11월 중간 선거, 일본의 7월 참의원 선거, 중국의 ‘역사결의’를 통한 시진핑
미
3연임 확정(2021년)과 10월 총서기 선출, 프랑스의 4월 대선, 한국의 3월 대선

살기를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한 기술·산업·IP 정보의
수집·분석 역량과 지력(知力)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민간, 특히 시장정보 수집·분석 역량을

참고문헌
1

가진 대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2

둘째, 국가안보 개념이 반영된 산업·과학기술 관련 법

3

제 체계로의 전환과 정비이다. 旣제·개정 및 제정예정

4

Brands, H. and Beckley, M. (2021), “China Is a Declining Power-and
That’s the Problem,” Foreign Policy.
M earsheimer, J. (2014),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
W. W. Norton & Company.
조 용래 외(2020), 『산업기술안보 관점의 국가 전략목적기술(CPT) 도입과
정책방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조용래(2021), 「新안보시대 대한민국 ‘필살기’는 무엇인가」, 디지털타임스.

新안보시대 국가 과학기술 전략을 위해
2022년에 준비해야 할 사항

CPT 개념 기반의
정밀정보분석체계
구축

국가안보 개념이
반영된 산업·과학기술

국가위기 대응형

관련 법제 체계로의

‘CPT R&D’ 기획

전환과 정비

다학제적

국제 과학기술

전문가 네트워크

안보동맹 체제에의

활용

공세적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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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 여러 차례 어려움을 겪어 왔다.

를 선도할 수 있는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미개척 영

둘째,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불확

역에 대한 과감한 정부 지원과 함께 기초연구에 대한 투

실성 증가로 인해 민간 기업들이 R&D 투자를 축소하

자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재난 대응, 식량 안보

고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등 수익성이 낮아 민간의 참여 동인은 부족하나 국민의

정부에서는 국가 경제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반도체, 배

안전과 직결된 공공 인프라 영역은 투자 효율화 관점에

터리,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와 탄소중립, 바이오

서 벗어나 지속적으로 정부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등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에 대한 기업의 R&D·시설

둘째, 포스트 팬데믹에 대비하여 첨단 기술력 확보를

투자 시 세제지원을 강화·확대하였으나, 3년간 한시적

위한 R&D 정책 전략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감염병 위

지원에 그치고 있다(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1.7.26.).

기, 기후변화, 기술패권 경쟁 등 국제 역학관계 변화 및

셋째, 인구 고령화 및 인력절벽 현상으로 인해 대학, 공

위기 상황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중장기적

공 연구기관, 중소기업 등에 젊고 유능한 연구개발인력

인 R&D 정책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이정우

의 유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석·박사 고급

셋째, 우수 연구개발 전담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

R&D혁신연구단장 | jungwoolee@stepi.re.kr

인력들이 대기업, 공무원 등 안정적인 직장을 선호함에

고 배출하기 위한 장기적인 교육·훈련 시스템 구축과

따라 중소기업 내 연구개발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대학, 기업, 연구기관 등 R&D

2020년 STEPI 한국기업혁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수행 주체들이 석·박사 고급 연구개발인력들을 적극

제조업체의 과반(56.6%)이 상용 근로자 중 연구개발 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자발적 유입이

정부 R&D
사업 체계 전망

정부 R&D 정책의
중장기적 전략성 강화가
필요한 때

담인력이 없으며, 75.3%는 석사학위 이상의 고급연구인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부 매칭 투자와 세제

2022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30조원 시대를 맞

본고에서는 정부 R&D 정책 관련 주요 현황과 문제점

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이정우 외, 2020).

혜택 등 다양한 유인책이 필요하다.

이하게 되었다. 민간 R&D 투자까지 포함하면 우리나

을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자립화와

넷째, 국내 R&D는 반도체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

넷째, 특정 분야 및 대상에 대한 투자 편중을 해소하기

라 전체 국가 R&D 투자액은 100조원 규모에 육박한

자주권 확보를 위해 정부 R&D 중장기 전략을 더욱 강

야에 편중되어 있고, 일부 대기업 위주로 수행되는 쏠

위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국가 R&D 포트폴리오의 다

다. 지속적인 국가 연구개발 예산 증액으로 국내총생

화하는 데 필요한 정책 방향을 제시해 본다.

림 현상이 존재한다. 일본 수출 규제 이후 소재·부품·

양화를 통해 리스크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시장

산(GDP) 대비 R&D 투입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며,

장비 분야 R&D 집중 지원, 코로나19 발생 이후 바이

실패, 패권 경쟁 등 돌발적 위기 상황과 급격한 환경 변

양적·질적 성과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주

정부 R&D 정책 관련 주요 현황과 문제점

오 분야 R&D 집중 지원 등 사후수습 대응방식은 한계

화에 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범국가 차원의 긴밀

요 소재·부품·장비의 해외 수입 의존도가 높은 데다,

첫째, 국내 R&D는 단기적 성과 중심의 성공가능성이

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 R&D 공조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아직 국산 코로나19 백신·치료제가 상용화되지 못하

높은 응용·개발연구 단계에 정부 투자 지원이 집중됨

는 등 아쉬운 부분도 있다.

에 따라, 기초연구 단계에 대한 투자 비중이 상대적으

정부 R&D 중장기 전략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참고문헌

이에 정부는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예산안에서 선

로 저조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국가경쟁력의 근간이라

첫째, 장기적 관점에서 도전적·혁신적인 기초·원천연

도적 지위 도약을 위한 10대 투자 중점 분야를 선정하

고 할 수 있는 기초·원천기술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해

구 단계에 대한 국가 R&D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세계

1
2
3

여 전략적 R&D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

외 의존도가 높아져, 수출 규제, 기술패권 경쟁 등 국제

였다. 세부 분야는 [그림]과 같다.

역학관계 변화나 감염병, 기후변화 등 전 지구적 위기

정부 R&D 정책의 중장기적 전략성 강화를 위해

[그림] 2022년 정부 R&D 10대 투자 중점 분야

위기대응투자
1

감염병

(백신개발, 백신허브구축)
2

국민안전

(재난대응, 생활안전, 식량확보)

혁신산업 육성
3

미래 신산업 선제 투자
6

우주·항공

(디지털, 그린+탄소중립)
4

BIG3+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5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1. 9. 2.)

한국판 뉴딜

소재·부품·장비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1. 7. 26.), 「2021년 세법개정안」.
 획재정부 보도자료(2021. 9. 2.), 「2022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안」.
기
이정우 외(2020), 『2020년 한국기업혁신조사: 제조업 부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8

국정과제

(기초원천+중소기업)
7

Next D.N.A.

2022년에 준비해야 할 사항

R&D 기반조성

9

인재양성

10

국제협력

(AI+양자, 6G, 클라우드, 메타버스)

장기적 관점의

포스트 팬데믹

연구개발 역량

국가 R&D

도전적·혁신적 R&D

대비 첨단 기술력

강화 및 인력 양성

포트폴리오 다양화로

투자 확대

확보

시스템 구축

리스크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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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재원배분을 위한 명확한 지출 한도 설정

활용할 경우, 유사한 기능과 지원체계를 가진 사업의

한국의 경우 톱다운 예산제도(Top-down: 총액예산배

종류·규모와 범위 등에 대해 손쉽게 검토할 수 있는

분자율편성제도)를 표방한다. 다만, 이러한 제도가 당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초 목표한 바와 같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비판 역시 존

전략적 재원배분을 통한
R&D 투자 혁신이
필요한 때

획을 작동시키고 있으며, 톱다운 예산제도의 시작인 총
량적 지출 한도(ceiling)의 설정 역시 미흡한 상황이다.

R&D 투자 확대 기조 지속

다. 그러나 여전히 R&D 투자의 전략성 확보가 반복적

2021년 12월 3일 국회에서는 607조 7천억 원의 2022

으로 지적될 만큼, R&D 재원배분 관련 개선 노력이 소

년 예산이 의결되었다. 이 중 2010년 기준 13조 7천억

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원이었던 R&D 예산은 2022년 29조 8천억 원으로 증

러한 결과의 주요 원인으로서, 재원배분을 위한 전반적

가하였다. 특히 지난 5년 및 향후 5년간 재원배분을 살

인 개념 설계가 부족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펴보면, R&D 분야의 증가율은 계속 커지고 있다.

’16~’20
연평균
증가율

’21
본예산

총지출

9.2%

558.0

607.7

634.7

663.2

691.1

5.5%

R&D

6.0%

27.4

29.8

32.3

34.0

35.4

6.6%

구분

’22
본예산

’23
계획

’24
계획

’25
계획

향후 5년
연평균
증가율

자료: 대한민국정부(2021. 8.),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1. 12. 3.) 등

부처

누가

누구에게

왜

무엇

예시

**부

*관리
기관

중소
기업

역량
강화

출연금
(연간
2억 원)

어디서 어떻게

대학

협력
기술
개발

언제

2년간

출 한도의 변동폭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출 한도

전략기획경영본부장 | musiqjh@stepi.re.kr

(단위: 조 원)

구분

한국은 톱다운 예산제도를 가진 OECD 회원국 중 지

정장훈

<표 1> 지난 5년 및 향후 5년간 R&D 재원 배분

<표 2> R&D 사업 분류 체계 예시

재한다. 우리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긴 재정운용계

전략적 재원배분을 위한 개념 설계의 시작
정부 예산 개혁과 관련하여 지대한 영향을 미친 앨런
시크(Allen Schick) 교수는, 정부 지출구조 관리를 위
한 세 가지 요소를 제시하였다. 예산 총량의 효과적
통제를 의미하는 총량적 재정 규율(aggregate fiscal
discipline), 전략적 투자 우선순위의 조정을 강조하
는 배분적 효율성(allocative efficiency), 성과 관리 등

가 강조되는 이유는, 전략적 재원배분을 위해 정부예산

프로그램 수준의 포괄적 지출 검토 적용

이 무한정 증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지출 한도의

R&D 사업에 대한 정교한 재정 정보를 바탕으로 정

명확한 설정을 위해서는 정확한 경기예측, 재량지출과

부 투자의 우선순위를 재설정하기 위해서는 정책 목

의무지출의 구분 등 선행되어야 할 요소가 많다. 그중

표 관점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재설정할 수 있는 평가

에서도 지출 한도 설정의 핵심은 정확한 비용 추계에 있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이미 OECD 회원국 중 일부가

다. 또한 이러한 비용 추계는 세부사업이 아닌 단위 및

기존 재정사업에 대한 포괄적 지출 검토(Spending

프로그램 사업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Review)를 통해 지출 순위를 재설정하고 있다. 특히
시크 교수가 강조한 배분적 효율성과 지출 검토는 긴

우선순위 판단을 위한 분류 기준 재편

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다만, 기존 개별 사업에 대한 성

프로그램 수준의 비용 추계를 강조하면서도 현재 우

과 관리와 포괄적 지출 검토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

리는 역설적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하위 정보를

다. 포괄적 지출 검토는 프로그램 단위의 목표가 구체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다. 기술사업화 관련 사업의 평

적으로 설정되고, 단위·세부사업이 논리적으로 연계

가를 예로 들면, 가장 먼저 직면하게 될 문제는 기술사

되어 있으며, 성과 측면에서 지속적인 지출이 필요한지

업화 평가 대상 범위의 결정이다. 2020년 기준, 사업명

를 검토하는 과정이다. 즉, 포괄적 지출 검토는 프로그

에 기술사업화가 포함된 경우 세부사업은 15개이나,

램 수준에서 작동되어야 한다. 프로그램 사업 구조의

사업 내용 중 사업화를 고려한 사업까지 범위를 확대

논리성·체계성이 확보된다면, 세세한 단위사업 관리·

하면 세부사업은 27개까지 늘어난다. 즉, 관점에 따라

통제보다는 프로그램 수준의 관리를 통해 자율적인

검토하여야 할 대상 사업이 달라진다. 이는 평가자의

사업 간 중복 통제와 예산 운용을 기대할 수 있다.

한계라기보다는,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미흡하기 때
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전략적 우선순위 판단을 위한 개선은 정교한

참고문헌
1
2
3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1. 12. 3.), 「2022년 예산, 국회 본회의 의결·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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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재원배분 상 위험 요인으로서 예산 제약

개별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강조하는 운영적 효율성

정부 R&D 투자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 못지않게 국가

(operational efficiency)이 그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채무로 인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

볼 때, 우리는 미시적 관점에서 개별 사업의 효율성에 더

의가 있어 왔다. 정부의 2022년도 국가채무는 전년 대

많은 초점을 맞추어 왔다. 200여 개의 사업이 운영적 효

비 108조 4천억 원 증가한 1,064조 4천억 원으로 예측

율성의 측면에서 일몰 시점을 설정하였으나, 이 결과가

전략적 R&D 재원배분을 위해

되었다. 즉, 채무 완화를 위해 지출구조의 조정이 지속

실제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라 어떻게 재편되었는지 판

2022년에 준비해야 할 사항

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히 지출구조 조정

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 예산 제약이 심화될

으로 인한 예산 제약 상황이 온다면, R&D 투자 확대 기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개별 사업에 대한 심의와 성과관리

조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 물론 그동안 R&D 지출 효율

를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이 자명하다. 이제

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이 있었다. 대표적으로는 2015년

는 사업을 잘 운영하는 것보다 실제로 필요한 사업을 선

에 적용된 국가 R&D 장기계속사업 일몰제를 들 수 있

별하고 효율적 총량을 설정하는 혜안이 요구된다.

정보의 제공으로부터 시작된다. <표 2>와 분류 체계를

전략적

전략적 우선순위

우선순위 판단을

재원배분의 근간 마련:

설정을 위한 제도 설계:

위한 재정 정보 제공:

사전적 R&D 예산

포괄적 지출

정교한 R&D 사업의

지출 한도의 설정

검토 실시

분류 기준 설계

과학기술혁신정책에 대한 STEPI 13인의 전망 | 혁신시스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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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또 다른 충격을 가져온다. 거의 모든 산업 분

미래 과학기술인재정책의 변화 방향

야에서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의 적용이 확산되

첫째, 과학기술인재의 수요 변화 및 다양화 추세가 급

며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고 있다. 디지털 기

격히 나타나고 있어 고정화된 기술 분야 혹은 산업별

술의 다양한 현장 적용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제품 설

수급 전망과 이에 대응하는 인재 양성 정책을 추진하

계의 고도화 및 다양화 등에 따라 현장 경력이 점점 더

는 기존 정책의 틀로는 더 이상 대응하기 어렵다. 기술

중요해지는 추세이다. 기술인력 수요도 새로운 제품이

인력 수요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모니터링 시스템

나 서비스를 창출하는 유형에 따라 다르게 변화하는

을 갖추고 이를 기반으로 과학기술 정책의 성과 점검과

데, 제품-기술 구성의 변화와 기술 간 결합 방식의 변

기획을 밀접히 연동시켜 인재정책 기획과 성과 평가 시

화에 따라 [그림 2]와 같이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기

스템을 고도화하는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 다시 말해,

술인력 수요의 변화가 나타난다. 먼저, 제품-기술 구성

과학기술인재정책의 기획에서부터 빅데이터 분석과 디

의 변화는 제품을 구성하는 소재나 핵심 기술 등의 변

지털 전환을 접목하여 변화 대응력을 제고해야 한다.

홍성민

화를 의미하며, 이 변화가 나타난 B 유형은 제품 개발

둘째, 교육기관을 벗어나 지속적인 현장 경험을 축적

과학기술인재정책연구센터장 | hsamu@stepi.re.kr

및 설계를 담당하는 기술인력의 수요에서 필요 전공

해야 하는 요구도 커지는 만큼 대학의 인력 양성 기능

구조가 변화한다. 기술 간 결합 방식의 변화가 나타난

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산업 현장과 연계하는 과학기

C 유형에서는 학제 간 협력을 넘어서는 새로운 다학제

술인재 경력 심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대학원 진학

적 지식 구조를 갖춘 인력이 필요해진다. 이 두 가지 변

과 학력 고도화만이 아니라 산업체 내 엔지니어 경력

화가 함께 나타난 D 유형은 가장 크게 기술인력 수요

심화가 더 중요할 수 있는 시대이다.

과학기술인재
정책 전망

디지털 경제 시대 변화대응력을
높이는 과학기술인재정책이
수립되어야

‘모든 것이 과거와 달라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

전체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 공급의 절대적 감소는 향

가 변화하는 유형이다.

마지막으로, 공급 제약을 대비하는 인재 유인을 위해

는 식의 표현은 생각해 보면 산업혁명에 따라 증기기

후 10년 내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한계를 공급 측 요인

[그림 2] 신기술·신산업 분야 기술인력 수요 변화 유형

서도, 다양하게 나타나는 수요 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

관이 사용되기 시작된 이래 매년 사용되지 않았을까

이 결정해 버리는 충격을 가져올 것이다. 과학기술인재

싶다. 우리나라처럼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

정책 측면에서 보면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의식이 팽배

르게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유일하게 원조를 받던 가

한 전혀 새로운 MZ세대의 등장과 함께 인재의 자발적

난한 저개발국에서 원조를 하는 선진국으로 발전한

유인을 촉진할 좋은 일자리 등 다양한 인센티브 마련

경우라면 더더욱 그렇다.

의 중요성이 커지는 효과가 뚜렷하다.

과학기술인재정책의 미래를 바라보는 지금 이 순간,
새로운 시대라는 표현이 더욱 절실히 다가온다. 말 그

(단위: 만 명)

5,184
4,701

로 대변되는 신기술 발전과 더불어 과학기술인재 수급

유지

A 유형

변화

C 유형(a*b)
(다학제 지식)

한 기반을 가진 인재의 성장을 촉진하여 스스로 클 수

변화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한다. 다양한 가능성을 지닌 인재

B 유형(a+b)

들이 스스로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가이드로 기능하

(전공 구성 변화)

도록 과학기술인재정책의 틀을 바꿀 필요가 있다.

D 유형

참고문헌

(전공 구성과
다학제 지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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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9

3,812

모두에서 엄청난 변화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유지

기술 간 결합
방식 변화

[그림 1] 우리나라 총인구 변화 전망

대로 사상 유례없는 인구 감소 시대가 디지털 전환으

해서도 일정한 틀로 인재를 양성할 것이 아니라 다양
제품-기술 구성 변화

3,766

2,501

자료: Henerson and Clark(1990)의 제품 혁신 모형을 기술인력 변화 요소로 변형;
홍성민 외(202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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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과학기술인재정책의 변화 대응력 제고를 위해

인구 감소에 따른 공급 충격

2022년에 준비해야 할 사항

사상 유례가 없는 경제발전을 이룩한 우리나라는 인
구 감소 추세에서도 세계 최고를 달리고 있어, 생산가
능인구가 아닌 전체 총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노동 공
급의 절대량이 줄어드는 충격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통계청(2021. 12.)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0

1960

1980

2000

2020

2040

2070

자료: 통계청(2021. 12.)

년 5,184만 명에서 2030년 5,120만 명으로 감소하고

신기술·신제품 등장과 인재 수요의 급변

2070년에는 3,766만 명으로 1979년 수준까지 떨어질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정보통신기술(ICT) 중심 신

전망이다.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확산은 과학기술인재의 수요

과학기술인재

산업 현장과 연계한

미래 인재 성장의

성장 및 경력 심화

엔지니어 경력

길잡이가 되는 컨설팅형

모니터링 체계 구축

심화 체계 구축

인재정책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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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선도 기술 투자가 주목된다. 미래 주력산업으로 시

기 개발협력의 분야가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 기업혁신

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BIG3 분야의 경쟁

지원 등으로 확대되는 것도 유의미한 변화라고 하겠다.

력을 강화하는 한편, 감염병 대응을 위한 바이오·의약

한편, 실내 공기 질, 폐기물 등 생활 밀접 분야에서 국

분야 투자와 우주, 양자, 6G 등 미개척 신산업 분야 투

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한 R&D 사업이 확대되는 것도

자 등도 지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가의 미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공조달 연계 R&D 사업, 국민

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전략기술과 글로벌 공급망 등 경

참여예산, 시민참여형 연구개발 사업 등이 여기에 해

제·산업 안보 이슈, 데이터댐 등 기존 투자·인프라를

당하는데, 과학기술 예산과정에서 산업 현장과 시민사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기 위한 실효적인 후

회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정부 R&D 투자의 민주적

속 연계 투자 문제, 디지털 전환 뒤에 숨겨진 정보격차

통제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생활문제를 해결하려는 긍

(digital divide) 우려와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

정적인 시도라고 하겠다.

전망 구축 등은 여전히 남겨진 숙제라고 볼 수 있다.

박찬수

그간의 성공적인 투입 확대가 국민에게 체감되는

신산업전략연구단 연구위원 | pcs1344@stepi.re.kr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경제·사회 혁신: 지역·글로벌 등

국가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나타난 R&D 부문별 재정투자 방

2022년은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23~2027)이 수

향에 따르면, 향후 5년간 국민 삶의 질과 관련성이 높

립되는 시점이다. 국가·사회 현안 해결을 중심으로 포

은 전력, 상하수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의 증

용과 생존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을 명시적으로 포

디지털 전환과 기술패권주의가 확산하는 가운데 2019

이같은 맥락에서 2022년은 기존 한국판 뉴딜 및 성장

가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정부 R&D 투자 및 관

함한다는 점에서 과거 계획과 차별된다. 그동안의 성

년 일본 수출 규제, 2020년 코로나19의 충격은 국내

동력 발굴 노력이 지속되는 동시에 감염병 대응, 탄소

련 활동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가 확대되

공적인 투입 확대와 성장 씨앗 뿌리기, 연구자 중심 프

경제에 여전한 부담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중립과 에너지 전환, 지역소멸 대응, 우주·국방, 과기

고 있다는 의미이다.

로세스 혁신과 관리체계 전문화 등 효율화 노력을 과

2019년 20조 원을 돌파한 한국의 연구개발(R&D) 분

외교와 개발협력 등 경제·사회 이슈와 과학기술의 접

예를 들어, 2단계 재정분권 운영방안(2021. 8.)을 바탕

학기술의 혁신으로 연결하고, 이를 다시 국가 전체의

야 재정지출은 2022년 29조 8천억 원의 예산안이 국

점이 확대되는 의미있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으로 2022년에는 지방소멸대응특별양여금 등 지방재

혁신으로 확산하는 방향의 설정이 과학기술 관점에서

원의 순 확충이 예상되는데, 이와 관련된 지역 주도 혁

본 2022년 혁신성장 전략의 핵심이 될 것이다.

회를 통과했으며, 2025년에는 35조 원을 상회할 전망
이다([그림] 참조). 이는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가 현재

미래 주력산업(BIG 3) 등 전략적 R&D 투자 확대

신성장(지역뉴딜) 논의의 핵심은 지역 혁신의 마중물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2022년 정부의 R&D 투자 계획에 따르면, 한국판 뉴딜

이 될 수 있는 지역 내 투자방향 설정에 있다고 할 수 있

보여 준다. 다시 말하면, 과학기술분야 내 R&D 투자

2.0과 D(데이터)·N(네트워크)·A(인공지능), 디지털 전

다. 또한, 한·미 공동 우주기술 협력과 아르테미스 프

효율성과 투자 배분, 연구 지원·관리 체계 등 소위 ‘그

환 등 과학기술을 통한 산업혁신이라는 정책 의지를 확

로그램에서 달 탐사 등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은 인류

들만의 리그’ 논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과학기술로

인할 수 있다. 디지털 뉴딜 가속화를 위한 지능형 메모

생활 영역 확대를 위한 글로벌 과학기술 협력이며, 과

사회 전 분야의 혁신을 선도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과

리, 차세대 인공지능(AI) 등의 투자 확대와, 탄소 중립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달성을 위한 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 기술(CCUS) 등

[그림] R&D 분야 재정 투자 추이

1
2

 한민국 정부(2021),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제32회 보고안건 제2호)(2021.
8. 18.), 「과학기술 기반 혁신정책 추진을 위한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23~’27)」 수립방향(안)」.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경제·사회의 혁신성장을 위해
2022년에 준비해야 할 사항

(조원)

'19~'25 연평균 증가율(CAGR)

40

+8.0%

'14~'19 연평균 증가율(CAGR)

30

+2.9%
20
10
0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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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분야 예산
자료: 대한민국 정부(2021)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019

2020

2021

연평균 증가율

2022

2023

2024

2025

국가 미래 먹거리

지역주도

생활문제해결을

포용과 생존을 위한

확보를 위한 R&D

혁신성장의 투자방향

위한 참여형

과학기술의 역할 및

투자의 전략성 강화

설정

R&D사업 확대

방향성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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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바 있다. 이를 기반으로 제조 현

<표> 디지털 전환에 따른 혁신 시스템의 변화

혁신 시스템 변화

장에서 발생하는 엔지니어링 데이터, 기업 데이터, 산

 보통신기술(ICT) 중심의 기반 기술을 통한
정
디지털화, 가상과 현실의 연계
 개별 기술 단위의 로드맵이 아닌 기술들의 다양한
조합과 상호운용에 기반한 디지털 기술 생태계
중심의 혁신

업 데이터 등의 정의와 사용, 권한에 대한 체계화를 지

●

미시 수준
(기술)

디지털 대전환 시대,
디지털 혁신 정책을
체계화하자

 기업의 연구·개발과 생산활동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 경영 목표와 전략,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관계를 포함한 기업의
모든 활동이 근본적으로 변화
 산 업 간 융합, 신산업 출현, 기존 산업의
전환과 같은 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촉진

●

중간 수준
(기업 및 산업)
●

김승현
거시 수준
(가치)

요하다. 인공지능 또한 점점 인간의 영역이던 사고와
판단을 일부 대체하게 되면서 관련 분야, 특히 가상공
간 등에서의 지적재산권, 윤리 문제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가 뒷받침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국가 차원의 디지털 전환 확산 지원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 세계 주요국은 모두 디
지털 혁신을 주도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

 가치의 창출과 획득, 성장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
 산 업 시대를 넘어 디지털 경제 시대 도래

●

신산업전략연구단 연구위원 | shkim@stepi.re.kr

속하여 산업의 디지털 전환 확산을 촉진하는 것이 필

●

원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디지털 뉴

●

딜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부처

자료: 김승현 외(2020)

별로 여러 정책이 난립하고 바텀업 방식으로 지원되고
있어, 국가 전반의 전략성과 방향성, 효율성 등을 개선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이 시작된 지 2년여가 지나고

로 나타낼 수 있다(김승현 외, 2020). 미시 수준의 변화

디지털 전환의 기업 및 산업 확산을 위한 체계 구축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디지털 전환은 기업과 업종 또는

있는 지금, 우리는 어느덧 비대면 환경과 스마트화에

란, 개별 기술 혹은 특정 분야 내 특화 기술에 기반 한

디지털 전환이 기업과 산업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산업별 격차가 크고 핵심 문제 등이 서로 상이한 경우

점점 익숙해지고 있다. 즉, 디지털 전환이 본격적으로

로드맵 중심의 기술 개발이 다양한 기술 조합 기반의

디지털 전환 기술 및 결과물의 활용을 막는 법과 제도

가 많아 이를 모두 고려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

기업에 적용되고 산업으로 파급되는 단계로 접어들고

기술 시스템 중심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간

를 정비하고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

가 차원의 디지털 혁신을 이끌 수 있는 효율적인 지원

있는 것이다. 이처럼 기업과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

수준의 변화는 기업과 산업의 변화를 의미하며, 기존

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장 시급한 부분은 데이터의 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속화되고 촉진되는 시기에 기업과 정부는 어떠한 역

의 폐쇄적인 산업 내 가치사슬이 복잡한 생태계로 연

용과 지능화라 할 수 있다. 디지털 전환 기술의 개발

할을 더욱 강화해야 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국가의 성

결 및 확장되어 경쟁 기반의 혁신 생태계가 개방과 협

과 보급은 개인과 기업, 산업 내 많은 데이터를 양산하

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력 중심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는

고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은 기업 경쟁

참고문헌

있을 것이다.

비즈니스 모델의 전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

력 향상에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이미 2018년 ‘데이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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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자들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산업 혁신 생태계 전반의

3법’을 제정하여 개인정보 데이터들이 산업에 활용될

빅 블러의 시대와 혁신 시스템의 변화

전환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거시 수준의 변화인 가

빅 블러(Big Blur)는 생산자와 소비자, 소기업과 대기

치의 변화는 다양하게 존재하는 가치들이 결국 유무

업, 온라인과 오프라인, 제품과 서비스 간의 경계가 흐

형으로 전환이 가능한 디지털 가치로 전환되어 디지

려지면서 업종과 산업 간의 경계가 급속하게 사라지는

털 경제로 수렴되는 것을 의미한다.

 용호(2013), 『당신이 알던 모든 경계가 사라진다』, 미래의 창.
조
김승현 외(2020), 『전환시대 지역혁신생태계에서 선도기업의 역할과 기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디지털 전환의 기업 및 산업 확산을 위해
2022년에 준비해야 할 사항

현상을 의미한다(조용호, 2013). 기업이 속한 업종 그
리고 산업의 경계가 사라진다는 것은 곧 기존의 산업
별 가치사슬 등이 새로운 혁신 생태계로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디지털 전환에 따른 혁신 시스템의 변화 중 기업
및 산업레벨의 변화와도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디지털 전환에 따른 혁신 시스템의 변화는 미시 수준
(기술), 중간 수준(기업 및 산업), 거시 수준(가치)으

기업 및 산업의

인공지능 관련

기업별 현장

국가 단위의

데이터 활용

이슈 대응 체계

이슈 맞춤형 종합 지원

디지털 혁신 전략성

법제도 정비

구축

체계 마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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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니즈 기반의 활용성이 분명한

전한 클라우드 환경을 제공하여 연구 편의성을 높여

데이터 플랫폼 구축

야 한다. 이와 함께 연구자가 이용하고자하는 데이터

잠재적 데이터 이용자를 중심으로 필요한 데이터 종

종류에 따라 다층의 접근방식(multiple tiers of data

류, 세부 항목, 수집 주기 등을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

access)을 사용하여 광범위한 커뮤니티가 데이터를

로 데이터 수집 및 구축 계획을 설계해야 한다. 국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서 데이터 플랫폼 정책을 수립하거나 설계할 때 수집

정일영

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구축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데이터 제공자 참여 증대를 위한 전략적 방안 및

이는 자칫 불필요한 데이터가 과도하게 모이게 되어 운

혁신 기술에 따른 권리 구현 방안 모색

영의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다. 산업 현장에서 즉각

데이터 플랫폼 내에서 데이터 제공자는 일반인, 연구

적으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이터를 구

자 및 공공기관 등 다양하다. 국내 대부분의 공공 데이

축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된다.

터 플랫폼에서는 데이터 제공자의 참여 독려 방안은
고려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추진 정책에서 데이터 제

신산업전략연구단장 | iljung@stepi.re.kr

데이터 이용자 확보를 위한 플랫폼의

공자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참여를 명시하거나 규정

가시성 및 편의성 제고

상 강제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향후에는 개인

빅데이터 플랫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데이

이 데이터 제공자로 플랫폼에 참여하는 사례가 증가

터 이용자가 플랫폼 내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데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데이터 플랫폼의 성패를 좌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변화된 세계는 디지털 전환을

저장소처럼 데이터가 쌓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데

이터 뷰어 등을 통해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할 수 있는 데이터 제공자를 어떻게 참여시키고 모수

가속화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고, 그 이동의 핵심

이터 제공자와 이용자가 플랫폼을 활발하게 이용하는

한다. 국내의 공공 데이터 플랫폼은 대부분 연구계획

를 늘릴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에는 데이터 플랫폼이 있다. 이에 따라 주요국에서는

것은 얼마나 되는지 의문이다. 우리가 관련 정책을 ‘데

서 심의를 통과한 후에야 데이터 구조를 파악할 수 있

데이터 제공자를 보호하고 권리를 구현하기 위해 동의

데이터 플랫폼 전략에 주력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이

이터 저장소(repository)’라고 부르지 않고 ‘데이터 플

는데, 심의 통과까지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데이

제도 고도화와 데이터 신탁과 조합 등 혁신 기술에 따

미 다양한 공공 데이터 플랫폼이 수립되어 운영되고

랫폼’이라고 명명하는 이유는 정책의 방점이 활용에

터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 대규모 의료 및 건강 정보

른 다양한 대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있다. 2021년 기준으로 국내에서 운영 중인 데이터 플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플랫폼의 성패를

를 수집하는 미국 ‘올 오브 어스 연구프로그램(All of

랫폼은 약 129개이며 공공 분야만 108개가 구축되어

좌우하는 활용 전략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 하는 세 가

Us Research Program)’은 일반인도 데이터 플랫폼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1. 6. 11.). 이 중에서 진정한

지 사항을 제안한다.

의 코호트 뷰어를 통해 데이터 수집 항목, 분포, 표본

플랫폼으로 작동되는 것은 몇 개나 있을까? 즉, 데이터

※ 본고는 STEPI가 2021년에 수행한 기본연구과제 『헬스케어 데이터 공공 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한 통합적 전략 연구』 보고서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인용한 것임을 밝
힙니다.

수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해 준다. 또한, 연구자가

[그림]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개요

플랫폼 주요 분야별로 각종 데이터의 수집·분석·유통 지원

센터

플랫폼 내에서 원활하게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참고문헌

다양한 연구친화형 데이터 프로그램, 분석 도구 및 안

관계부처 합동(2021. 6. 11.), 「민·관 협력 기반 데이터 플랫폼 발전전략」.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생산·관리

데이터 플랫폼 활용 활성화를 위해
유통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

가공 플랫폼 분석

빅데이터
센터

환경

문화

교통

통신

중소
기업

지역
경제

2022년에 준비해야 할 사항
산림

수집

정제

플랫폼별

금융

유통
소비

생산

센터
개방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1. 6. 11.), p. 8.

카드

공유

물

숙박

철도

상품

유동인구

기업회계

지역화폐

등산로

보험

기상

레저

도로

물류

SNS

경영정보

기업정보

항공영상

대출

미세먼지

음식

교통량

멤버십

상권

일자리

소상공인

산림재해

수요자 니즈 기반의

데이터 이용자

데이터 이용자

활용성이 분명한

확보를 위한 플랫폼내의

친화형 분석 및 접근

데이터 플랫폼 구축

데이터 가시성 확보

환경 제공

데이터 제공자의
참여 전략 수립

데이터 제공자의
권리 구현을 위한
혁신 기술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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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장점이 있다. 또한, 투자형 R&D는 성과가 발생하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면 정부에 다시 재정이 환류되는 효과도 있다.

셋째, 기업 모니터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중소기업
군, 즉 신설 법인이나 영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협

혁신 역량과 특성을 고려한
중소기업 R&D 지원을
실천할 때
김선우
혁신기업연구단장 | kimsw@stepi.re.kr

정보·지식 큐레이팅 지원

동연구를 제도화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홍정임 외

둘째, R&D 수행을 하지 못하는 혹은 하지 않은 중소

(2021)에 따르면, 기업 규모나 업력, 역량 등의 이유로

기업에 대한 정부의 R&D 지원은 정보·지식을 매칭하

개별 기업에서 R&D 활동이 어려운 기업은 공동의 목

는 큐레이팅 서비스 지원이 효과적일 것이다. 중소기업

표를 기반으로 협동연구를 수행하고 있었다. 산업기술

기술통계조사에서는 기술 혁신의 성공 요인에 대해 관

연구조합, 과학기술인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련 기술 정보 확보, 충분한 사전 탐색 및 설계가 1, 2위

각종 연합 등과 같이 참여 기업들 간에 공통의 역할과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과를 공유하는 특징이 있으며, 특정 업체와 업종만

혁신 역량이 부족한 기업들이 그들이 요구하는 수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기업이 참여하는 형태

에 맞추어 전문가에 대한 정보, 기술 및 지식에 대한

로 모이고 있다.

정보, 자금에 대한 정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면 해

93%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R&D 지

당 기업군의 생산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다(김선우 외,

원에서는 ‘공동의 목표’와 ‘공동의 수익구조’를 기반으

2021a).

로 활동하는 협동조합 등의 자생적 파트너십을 지원

정부는 그간 R&D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충분히 확

하여 잠재적 혁신 역량을 키워 갈 필요가 있다.

한국의 중소기업 지형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이 글은 중소기업을 기술 혁신 역량에 따라 3개로 구

보해 왔다. 현재 데이터 기반의 기업 지원 R&D라 함은

중소기업 가운데 매출의 성장이나 고용 인원의 증감

분하고, 그 기업군의 수요와 활동방식을 기반으로 한

R&D 과제의 발굴과 선정, 평가 단계에서 데이터를 기

참고문헌

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업은 7%이다. 이 가운데 연

맞춤형 정책 지원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반으로 의사결정에 도움을 제공하는 형태를 말한다.

1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하여 역량이 낮은 기업군

2

구개발(R&D)을 수행하는 기업 즉, R&D 조직을 보유
하거나 비용을 집행하는 중소기업이 5~6만 개 정도이

출연, 융자, 투자의 지원 포트폴리오

을 대상으로 지식·정보를 맞춤형으로 서비스하는 큐

며, 정부가 매해 국가 R&D 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중

첫째, 기술 혁신 역량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부

레이팅 지원이 필요하다.

소기업이 1만~1만 2천 개이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R&D 지원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출연금으로 지원

중소기업 14개 가운데 1개의 기업을 모니터링할 수 있

하는 직접 지원 이외에 조세를 통한 간접 지원, 기술을

으며, 모니터링 가능한 중소기업 8개 중 1개가 R&D

담보로 한 보증 및 융자, 그리고 투자를 통합적으로 고

를 수행하고 있다는 말이다. R&D 수행 중소기업 6개

려하여 5~6만 개의 R&D 수행 기업에 대한 지원을 설

가운데 1개가 정부 지원을 받는 형태이다(김선우 외,

계해야 한다(김선우 외, 2021b).

2021a).

각각의 지원 방식에는 장단점이 있다. 출연금은 갚지

[그림] 한국의 중소기업 지형도 (2019년 기준)

않아도 되는 돈으로 기업이 가장 원하는 방식이지만
우리나라 중소기업
6,638,694 (2018년 기준)

식별가능 기업
재무정보 보유기업 465,139개

7%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며, 유연한 자금 활용이나
만만치 않은 서류 작업과 성과 증명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R&D
지원기업

가장 정확하고 예측 가능성이 높다. 융자는 빠른 자금
13%
17%

R&D수행기업

재무 보유 중소기업 8개 중 1개가 R&D투자

2022년에 준비해야 할 사항
기술혁신역량
세계최고수준
국내최고수준

3.
협동조합 R&D
활성화
2.
정보지식
큐레이팅 서비스

최근 주목받는 투자형 R&D는 민간 부문의 선별 기능
R&D 중소기업 6개 중 1개가 정부R&D 지원

을 활용하여 정부가 지분 투자하는 R&D 지원 방식으
로, 민간의 전문 역량과 자본을 활용하여 규모를 키우

자료: 김선우(2021a)

1.
R&D지원 방식
다양화

연구개발투자 여부

실행이 가능하지만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조직)56,464, (비용)64,271
중소기업 14개 중 1개의 재무자료 보유

중소기업 혁신을 위해

반해 조세 감면은 사후적 보상이라는 한계는 있으나

12,076개

고, 시장 친화적인 기업 지원을 통해 성과 창출을 유도

3

김선우 외(2021a), 『한국의 기업지형 분석과 중소기업 혁신정책 기획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김선우 외(2021b), 『Covid-19 이후의 중소·벤처기업 지원 정책 전환과 설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홍정임 외(2021), 『개방형 혁신 촉진을 위한 기업부설연구소 제도 혁신 방안』,
한국연구재단.

자료: 김선우 외(202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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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기업들의 적정 이윤을 보장하면서 혁신 역량을 축

이를 위해서는 호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적할 수 있는 계약 방식 도입과 관련 제도 정비를 지속적

아랍에미리트 등 우주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위성 제

으로 추진해야 한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우주기

작, 발사, 지상국, 활용 서비스 등 우주 활용 패키지 형

업 R&D 역매칭 제도나, 양산 사업에 대한 조달 방식 적

태로 수출 프로모션을 추진하고, 다양한 국제 연대체

용, 지체상금 완화 등을 통해 민간 기업의 수익을 보장

를 조직하여 협력 사업을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함으로써 국가 사업 참여를 유인해야 한다. 동시에 저가

것이다. 추가적인 국가 우주개발 예산 확보에 국방 수

수주 방지를 위한 기술성 평가 확대 등을 통해 기업들이

요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국방 분야 신

국가 R&D 사업에만 머무르지 않고 지속적으로 혁신 역

규 우주개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민군

량을 축적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를 해야 한다.

협력 활성화 및 법·제도 정비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민간 주도 우주개발이라는 패러다임 전환

안형준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 팀장 | hjan@stepi.re.kr

우주개발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민간 기업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현재 국내 우주기업 대부

R&D, 국방, 외교 등을 포괄하는

기를 맞아 기술 혁신과 산업 생태계 변화에 빠르게 대

종합적 우주 경제 정책으로

응하고 국가 자원을 총결집할 우주개발 전담 기구를

셋째, 우주산업의 글로벌 확대를 위해서는 R&D 뿐만

설치해야 한다. 이상의 준비를 통해 머지않아 우리나

아니라 국방, 외교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 우주 경제 정

라도 7대 우주 강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

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저궤도 위성

을 것이라 확신한다.

의 경우 국토 면적이 좁고 방문 주기가 길어 위성 운용

[그림] 민간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우주정책의 방향

의 경제성을 고려할 때 타 국가 위성 영상 촬영 및 활용

현재

향후

들이 우주산업을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가 열리

분은 국가 연구개발(R&D)에 의존하여 영세하며, 산

을 위한 글로벌 시장 진출이 상업성 확보를 위해 필수적

우주정책

기술개발 중심

다방면(외교, 경제, 안보 등)으로 강화된
통합적 정책

면서 우주산업 생태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세계 각

업 생태계는 탄탄하지 못하다. 정부 수요만으로는 혁

이다. 또한 우주발사체는 우주 강국 실현과 경제성 있

법/제도

연구개발지원 중심

상업화, 안보 등 혁신적 변화에
선제적 대응 제도 도입

국의 주도권 다툼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펼쳐지

신 역량과 기술을 축적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기업

는 상업 발사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발사체 기술 확보

연구개발

필요한 기술 개발

필요할 기술 개발

우주외교

소극적 참여

국격에 맞는 능동적 참여

우주안보

필요 자산 확보

안보를 위한 우주, 우주를 위한
안보 적극적 대응

우주경제

연구개발 대응 산업화

규모/분야 확대, 상업화 강화로
국가 경제의 기여 비중 확대

고 있다. 우리나라도 세계 우주개발 경쟁에 출사표를

들이 출현하는 혁신 생태계를 만들기 어렵다. 또한 전

외에 적절한 우주 발사장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발사체

던졌다.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아르테미스 사업 참

통적인 방식으로 정부 지원을 중심으로 산업을 육성

의 효율성 및 상업성을 높이기 위해 추후 적도에 근접

여 협약 서명, 완전 자립 발사체 누리호 발사, 한국형위

하기에는 좁은 국토와 내수 시장도 한계로 작용한다.

한 위치의 해외 우주발사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

성항법시스템(KPS) 구축 시작 등을 계기로 정부는 국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로 예상된다. 이처럼 위성, 발사체의 상업성 제고를 위

자료 : 임종빈(2021)

해서는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프로모션이나 해외 자

참고문헌

민간 중심의 우주개발사업 체계 구축 시급

원 활용 및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인 우주외교 활동을

1

국가 우주개발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경제적 이

R&D 활동과 병행해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2

가우주위원회를 총리급으로 격상하고 세계 7대 우주
강국의 비전을 선포했다.

안 형준 외(2021),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우주개발체제 혁신 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임종빈(2021), 「제1회 STEPI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 우주정책포럼」 발표자료.

7대 우주 강국 비전과 우주산업의 현실

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가 활용 목적의 우

우리나라는 반도체, 조선, 정보통신기술(ICT) 등에서

주개발사업은 민간 기업이 주도한다는 원칙을 정립하

짧은 시간에 선진국을 추격하여 혁신성장을 이룬 경

고, 정부는 발사체와 위성의 최종 ‘서비스 구매’를 하는

민간 주도 우주개발로 전환하기 위해

험이 있지만, 7대 우주 강국의 비전을 달성하는 것은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정

2022년에 준비해야 할 사항

쉽지 않은 일이다. 한국의 연간 우주개발 예산 총액은

부출연연구기관은 R&D의 최종 목적과 비용만 제시하

약 7,000억 원인데, 이는 미국의 100분의 1, 중국의 8

고, 구체적인 R&D 방식과 사업 기획은 민간 기업이 직

국가 우주개발사업

산업체의

우주 분야

해외 시장 개척을

분의 1, 일본의 3분의 1 수준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하

접 정하여 추진하면 정부가 이를 서비스로 구매하는

계약의 서비스

적정 이윤 보장을 위한

민군 협력 활성화 및

위한 프로모션 등

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우주개발 예산의 비율은

것이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의 다양한 비즈니스 구현

구매· 조달 방식 도입

제도 정비

사업화 제도 정비

수출 지원 확대

0.04%로 중국, 일본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생각할

및 신규 시장 창출을 유도해야 한다. 이미 미국은 국제

때, 우주산업 성장을 통해 국가 경제 규모의 성장도 함

우주정거장 수송 서비스를 스페이스X로부터 구매하

께 도모해야 한다.

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우주개발
전담 기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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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으므로 범부처 차원에서 전략

[그림] 과학기술혁신 외교 목적과 추진체계

과 정책을 조정·조율할 수 있도록 상위 거버넌스가 만

과학기술혁신 외교의
실효적 추진체계를 구상하고
실천하자
박환일

글로벌
도전과제
복잡화 및
상호 연결
심화

국내
정책 목표와
글로벌
환경의
연계 강화

추진체계

들어져야 한다. 청와대에 과기혁신 외교 비서관 직제
를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국내외 경제·사회·과학기
술·외교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연구자, 정책 집행자,

법적 근거

과학기술혁신
외교를 통한
경제성장 및
국가 안보
구축

정책

민간 기업 및 단체 등을 포괄하는 전문가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해외 전문가 집단과의 협력적
네트워크도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조직 및 네트워크

과기혁신 외교를 위한 거버넌스는 다른 국가들의 사
례를 참고해 한국에 적합한 형태를 모색해야 한다. 미

컨트롤타워+
메타거버넌스

국은 백악관의 과학기술정책국(OSTP)과 국무부가 총
괄하는 중앙 집권적인 컨트롤타워 방식으로 과기 외

글로벌혁신전략연구본부장 | hipark@stepi.re.kr

교를 주도적으로 펼치고 있다. 영국을 중심으로 EU 국

자료: 저자 작성

가들은 부처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과기 외교를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과학기술혁신 외교

추진하는 메타거버넌스 구조를 활용하고 있다. 일본

추진 체계 마련

과 중국은 과학 관련 특정 부처가 중심이 되어 과기 외

글로벌 도전 과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외교

에 대응하고 탄소 중립을 혁신적으로 달성하는 문제,

과기혁신 외교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적절

교를 이끌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각 부처의 정책

2018년 유럽연합(EU)은 ‘호라이즌 2020(Horizon

코로나19를 극복하여 복원력 있고 지속 가능한 시스

한 추진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추진 체계로는 법적

기획과 실행 역량이 높은 편이므로 각 부처의 독자적

2020)’ 프로그램의 하나로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한

템을 만드는 문제, 포용적이고 혁신적인 디지털 전환

근거, 정책, 조직 및 네트워크가 요구된다. 법적 근거는

역할을 인정하되, 부처 간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

EU 차원의 과기 외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글로벌 도전

을 추진하는 문제 등 글로벌 도전 과제는 복잡하고 다

범부처 차원의 대응을 체계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필

와대의 컨트롤타워 기능이 결합된 새로운 방식을 마련

과제를 위한 과학 외교(S4D4C)’ 사업을 시작했다. 이

학제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국가

요한데, 과기혁신 외교의 지속성과 효과성을 담보하기

할 것을 제안한다.

사업은 과기 외교에 관한 근거를 연구하고 개념적 배

경제성장과 국민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위해 ‘과학기술혁신외교법’을 제정하는 것을 우선적으

경을 제시했으며, EU 과기 외교 방안을 수립하는 것

각 국가는 국가안보 확보라는 최상위 목표 아래 대응

로 고려해야 한다. 기본법을 바탕으로 주기적으로 과

을 주요 목적으로 설정했다. 특히 지속가능발전과 같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글로벌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 주

기혁신 외교 기본계획과 실행 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할

은 글로벌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필

요한 수단으로 과학기술과 혁신에 기반한 국가 간 협

수 있다. 과기혁신 외교는 특정 부처가 전담하여 주도

요한 EU 과기 외교 사례와 추진 체계를 학문적인 측면

력과 경쟁이 핵심 어젠다로 인식되고 있다. 즉 국가별

뿐만 아니라 실제 정책 실행자 관점에서도 다루었고,

로 정책과 외교의 중심에 과학기술 혁신을 두어 주류

이에 필요한 교육훈련, 역량 강화 방안, 네트워크 구축

화하는 것이다. 그동안 외교관의 역량과 전략에 의지

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2019년에 발표된 마드리드

하던 전통적인 외교 방식으로는 급변하는 과학기술

선언문은 과기 외교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하

혁신 중심의 글로벌 경쟁 무대에서 생존하기 어렵다.

과학기술혁신 외교 추진을 위해

고 과학기술을 외교 정책과 국제관계의 핵심 수단으

2019년 수립된 과기 외교 전략을 통해 과학기술정보

2022년에 준비해야 할 사항

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1

통신부와 외교부가 함께 소통하며 협력하는 것은 매
우 바람직하지만, 현재의 글로벌 환경은 양 부처의 단

컨트롤타워+

혁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과학기술혁신 외교

순한 물리적 연계와 소통만으로 대응하기에는 변화

메타거버넌스 방식의

최근 지속가능발전, 기후변화, 감염병 등과 같은 전통

의 속도와 폭이 상당히 빠르고 크다. 이제는 국가안보

적 도전 과제들이 서로 연계되어 사회·경제적 영향력

를 구축할 수 있는 수준의 과기혁신 외교가 필요한 시

이 더욱 커지고 있다. 첨단 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

점이다.

으로 한 제조업 혁신 경쟁력을 갖추는 문제, 기후변화

추진체계

1

s4d4c 홈페이지,  https://www.s4d4c.eu/(검색일: 2021. 12. 10.)

과학기술혁신외교법

정책기반

수행 조직 및

제정

마련

네트워크 구축

과학기술혁신정책에 대한 STEPI 13인의 전망 | 글로벌혁신 전망

12

38

STEPI Outlook 2022

39

과기혁신 외교 현장의 저변 확대와 대응 역량 강화

여·기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자. 대내외적으로 전략기

현장에서 과기혁신 외교는 (1) 우리가 필요한 파트너

술로 부상하는 분야에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를 찾고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이자 (2) 우리나

못지않게 글로벌 파트너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하

라의 경쟁력과 매력, 영향력을 증진하여 파트너로서

여 국제사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참여하고 기

의 가치를 높여 가는 과정이다. 이를 촉진하기 위하여

여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공동연구협력의 노력은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다시금 더욱 광범위한 차원의 외교와 동맹 기회를 만

첫째, 중견국 파워를 발휘하며 과학기술 다자협력 기

들어 낼 수도 있다. 이러한 선순환을 위하여 우리나라

반을 확대해 나가자. 다양한 기술 현안에 대해 통합적

의 국제 공동연구 여건을 개선하고 저변을 확대하기

외교 전략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국제연합(UN), 경제

위한 조치도 필요하다.

협력개발기구(OECD), 주요20개국협의체(G20)와 같

넷째, 우리 연구 현장에서 글로벌 연구 규범과 기술표

은 다자기구가 여전히 주요한 도메인이다. 기존 다자

준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적·제도적으로 지

신은정

기구에서 기술, 안보, 경제 이슈가 부상하고 있는바,

원하자. 기술-경제-안보 이슈가 상시 결합하면서 일

혁신법제도연구단장 | ejshin@stepi.re.kr

관련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과학기술 다자협력의 저

상적으로 가능했던 글로벌 연구협력이 제한되거나 국

변을 유지·확대해 나가야 하겠다.

제 공동연구나 기술협력의 규범과 절차가 변경될 것

둘째, 다차원적 민관 복합 다자외교를 통해 빠르게 생

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개별 연구자나 연구기관이 사

성·진화하고 있는 신기술 동맹에 대응해 나가자. 4자

전적으로 파악·준비할 수 있는 대응책은 매우 제한

안보대화(QUAD),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

적인 상황이다. 기술 분야별, 국가별 연구윤리, 연구

글로벌 과학기술 협력
전망

기술패권 경쟁 시대,
통합적 과기혁신 외교 역량을
발휘할 때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와 블록화

위해서는 이러한 복합적 맥락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자협정(CP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안보, 기술안보, 기술표준 관련 변경 조치에 대해 폭

급변하는 글로벌 혁신 생태계에서 ‘안보’, ‘동맹’, ‘신

통합적 접근이 요청된다. 과학기술의 발전 경로가 경

의 출현 이외에도 글로벌 인공지능 파트너십(GPAI),

넓게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정보를 연구 현장에 제공

뢰’가 강조되고 있다. 전통적인 안보와 외교의 영역이

제 논리뿐만 아니라 안보 논리에 따라 변하고, 경제 논

미국의 클린 네트워크, 중국의 디지털 실크로드와 같

하여 국내 과학기술계의 피해나 제재 조치가 최소화

라 간주되지 않던 과학기술 이슈가 경제안보, 연구안

리와 안보 논리가 결합하는 가운데, 과학기술혁신의

이 새롭게 부상하는 기술 동맹, 기술 규범·표준의 재

되도록 해야 하겠다. 경우에 따라 국내 연구관리 규정

보, 기술 주권, 기술패권이라는 담론과 함께 국제질서

경쟁력을 진단하고 강화하는 방식 또한 경제적·산업

편에 주목해야 한다. 정부는 신흥 기술, 핵심 기술의

이나 제도를 변경할 수 있는 체계도 필요하다.

변동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미·중 간 기술패

적 차원을 넘어서서 지정학적·외교안보적 요소까지

연구·개발을 선도하는 민간 부문과의 협력·공조 체

글을 맺으며 과기 혁신외교 실현의 중요성을 다시 한

권을 둘러싼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첨단 기술 주도

고려해야 한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양자기술, 반도체,

계를 발전시켜 우리나라의 혁신 경쟁력을 높이는 방

번 강조한다. 기술패권 경쟁으로 글로벌 혁신 생태계

권 경쟁이 가속화되고, 지금까지 공조했던 과학기술

사이버보안, 우주기술 등과 같이 기술-경제-안보적

향으로 협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민간 협력

의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지금이야말로 필요한 파트

혁신의 기반까지도 재편되는 등 유례없는 혁신 생태

가치가 빠르게 결합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국가 차원

채널을 탐색하되 이들이 국가적 관계자산으로 축적·

너를 찾아 연대할 수 있고 스스로의 가치로 파트너를

계의 블록화가 시작되었다.

의 통합적 전략을 마련하고 대응해 나가야 할 때이다.

활용될 수 있는 방안 또한 모색해야 하겠다.

끌어들일 수 있는 과기혁신 협력의 역량, 외교의 전략

셋째, 기후변화, 지속가능발전, 글로벌 재난·위험 대

이 중요하다.

열린 글로벌 혁신 생태계의 효율성과 선도성을 지향

응 등을 위한 국제 공동연구에 우리나라 연구진이 참

[그림] 글로벌 과학기술 협력 환경의 변화

하던 시대에서 대외적 의존을 경계하고 보호주의를
국제질서
변동 및 안보 위기,
가치 동맹의
부상

지향하는 시대로 접어드는 가운데, 글로벌 협력의 의
미와 가치가 퇴색하였을까? 그렇지 않다. 기존 협력의

전략적·전방위적 과기혁신 외교를 위해
2022년에 준비해야 할 사항

지형이 재편되는 지금이야말로 더욱 전략적이고 전방
위적인 글로벌 협력, 과기혁신 외교가 필요하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한 일방적 선택이나 기술안보 담
론에 갇힌 보호주의 이상의 연대 전략이 필요하다.

디지털 전환,
AI/신흥기술과
산업재편

기술

안보

과기혁신 외교
경제

보건/환경/
에너지/기후
위기와 대응

기술-경제-안보
이슈의 상시 결합에
대응하는 국가 차원의
전략과 조정

기술-경제-안보 이슈 결합에 따른 통합 전략 마련

통상무역
환경의 블록화,
유동성 위기,
공급망 재편

기술과 경제, 안보 이슈가 상시적으로 결합하는 상황
에서 국가 차원의 실효성 있는 협력 전략을 구현하기

자료: 저자 작성

유엔 시스템 내
과학기술·디지털 협력
기반 유지·확대

신기술 동맹의
출현 및 변동에 대응한
민관 협력 기반
대외 협력 강화

글로벌 도전 과제에
관한 국제 공동연구 및
기술협력 확대

기술-경제-안보
이슈의 결합에
대응하는 연구 현장의
대응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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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혁신
ODA 전망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디지털 전환의 해법,
과학기술혁신 O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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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우선 누가 무엇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필요한 부

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책 및 제도적 기반

분은 무엇인지 종합적인 파악이 우선이다. 개발도상국

과 물리적 인프라 구축, 그리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사

기준에서의 디지털 전환 현황과 역량을 진단하고, 그

회적·인적 역량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융합형 ODA

결과를 바탕으로 한 잠재 수요 도출, 한국과의 협력 우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시행해야 한다. 특히 디

선 분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지털 격차를 줄이려는 우리의 정책적 시도들 역시 더
적극적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

[그림] 디지털 전환 지원 ODA

넷째, 디지털 기술이 결국 기업으로부터 오는 만큼 효

디지털
인프라

과적인 민관 협력 방식, 그리고 기업의 이 분야 개발협
력 참여 방식의 다각화를 통해 디지털 사회 혁신 ODA
민관 협력 생태계를 구축해 가야 한다.

김지현

디지털 전환
정책·제도

SDGs혁신연구단장 | jihyunkim@stepi.re.kr

마지막으로, 기술의 발전과 활용이 다양한 면에서 전

사회적·인적
역량 강화

개되고 있지만 다양한 도전 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얼
마나 효과적인지 부작용은 없는지 측정하고 환류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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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디지털 전환 가속화

(Digital Divide)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2019년 기준 인

지난 2년여 동안 코로나19 감염병은 사회 전반과 개인

터넷 사용률 “선진국 87% vs 최저개발국 19%”1의 숫

둘째, 범부처 차원에서 디지털 전환 지원 종합 전략을

근을 통해 국제개발협력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하고,

의 삶을 급격하게 변화시켜 왔다. 국경 봉쇄, 사회적 거

자가 말해주듯이 디지털 격차는 기존의 사회·경제적

수립해야 한다. 사회 전반의 구조적 혁신을 지원하는

기술 기반 발전의 모델로서 한국이 자리매김할 수 있

리 두기 등으로 물리적 거리는 멀어졌지만, 디지털 기

불평등 구조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 지원은 단순히 ICT나 과학기술을 기반으

기를 기대한다.

술을 활용해 일하는 방식이 변화되고, 교육과 기초보

동시에 기술 접근성에서 비롯되는 격차보다는 정보 활

로 한 분야별 ODA 사업의 묶음은 아니다. 분야 간 융

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상에 접목되어 4차 산업혁명

용의 질적 격차가 커지고, 정보보호, 사이버 보안과 가

합과 부처 간 연계, 더 나아가 다자협력 체계를 활용한

과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짜 뉴스, 사이버 폭력, 디지털 인권 등 새로운 사회문제

좀 더 포괄적인 의미의 디지털 전환 지원 전략을 수립

디지털 전환은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고 융합하여 사

들도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문제 외에도 자동화

할 필요가 있다.

회 전반에 걸쳐 구조를 혁신하는 것 모두를 포괄하는

로 인한 노동시장 위축, 디지털 관련 사업과 프로젝트

개념이다. 따라서 단순히 기술 활용을 통해 특정 분야

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2 등은 디지털 전환으

셋째, ICT 인프라 중심의 현재 사업 전략에서 벗어나,

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디

로 인한 전통적인 방식의 개발도상국 발전 전략이 대

협력국이 스스로 디지털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종합

지털 전환을 통해 경기침체를 회복하고 새로운 경제성

폭 수정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의 국제개발

장의 모멘텀으로 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비단 디지

협력, 특히 과학기술혁신 ODA 전략 역시 이러한 흐름

털 뉴딜 정책을 수립한 우리나라와 같은 디지털 강국

에 따라 새롭게 정의될 필요가 있다.

로벌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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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ITU)(2019), Measuring
Digital Development: Facts and figures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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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털 특히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사업과 프로젝트가 전 세계 전력 수요의
디
20%까지 차지하고 이 중 서버 등 데이터 센터가 차지하는 수요가 1/3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 등(Jones, N.(2018), “How to Stop Data Centers
from Gobbling up the World’s Electricity”,  Nature , 561(7722).)

포용적 글로벌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해
2022년에 준비해야 할 사항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들 역시 경제회복 방안과 함
께 디지털 전환 전략을 내놓으며 포스트 팬데믹 시대

글로벌 디지털 전환 지원: 디지털 기술 접근성에서

를 준비하고 있다.

혁신 역량 강화로 나아가는 종합적 접근
글로벌 디지털 전환의 분기점에서 우리의 과학기술혁

디지털 격차의 새로운 양상

신 역량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의 디지털 전환을 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접

원하고, 궁극적으로는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하는

근과 이용 수준의 차이가 생기고, 이러한 차이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을 이루는 데 기여하기 위해 다음과 같

기회와 혜택의 불균형이 초래되는 이른바 디지털 격차

은 방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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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강화 융합형

혁신 ODA 민관 협력

협력 효과성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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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혁신정책에 대한 명사들의 화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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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외교의 새로운 지평

과학기술혁신정책에 대한
명사들의 화두

과학기술외교의 지평을 넓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파고를 헤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김승환 POSTECH 교수

사람과 사회를 향한 과학기술·인재정책

늘 미래를 바라보며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과학기술정책,
사람·사회의 가치를 아는 인재육성이 필요합니다.
주형철 前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

미래 나침반, 과학기술정책

일자리, 팬데믹, 모빌리티 등 사회변혁에 발맞춰 과학기술정책이
등대와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합니다.
민철구 UST 교수

혁신적 과학기술의 사업화 전략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과학기술의 사업화에
초점을 맞춘 기업전략과 산업정책이 필요합니다.
유주현 포스텍홀딩스 대표이사

혁신 생태계

문제의식의 시작점은 어떻게 우리 사회를 혁신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사회와 공진화

생태계로 만들 것인가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과학기술은 사회와 공진화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정성철 前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

박재민 건국대학교 교수

국가 지능화

국가난제 해결과 사회 도약을 위한 R&D 개혁

개인의 행복, 공동체의 성숙, 지속가능한 경제, 그리고
공공 혁신을 위한 국가 지능화의 실현이 필요합니다.

불확실성이 더욱 증가하는 미래 글로벌 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돌파형 Moon-shot R&D 혁신 전략”이 필요합니다.

김명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

성창모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사업단장

변혁과 융합, 창조

다시, 원천기술

과학기술 분야간 융합과 변혁적 접근을 통해 ‘Follower’에서
‘Rule creator’로 발돋움하기 위한 혁신이 필요합니다.

R&D 저변을 확장하여 글로벌 공급망 전쟁에 대응을 위한
국가 Choke point 기술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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