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         TEPI는 2020년을 맞아 대한민국 과학기술혁신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와, 

10가지 테마별 진단과 전망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혁신 전략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STEPI는 국민에 쓰임새 있는 과학기술정책 Think-Tank로서 대한민국의 

글로벌 위상을 드높일 과학기술혁신 의제를 선도하겠습니다. 

발간사



2020 STEPI 과학기술혁신정책 전망  l  발간사

  2019년 과학기술계는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들이 산업에 본격적으로 적용되면서 디지털 경제로의 

본격적인 전환이 시작되고 관련 스타트업과 창업이 성과를 거두는 의미 깊은 한 해를 보냈습니다. 특히 

AI(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의 경우, 한국의 주요 공대들은 AI 핵심 지식과 융합 역량을 갖춘 선도 연구자 

양성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였고, 각 분야 기업들도 AI 응용 서비스와 제품 개발 투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R&D 30조, 국가 총 R&D 100조 시대의 문턱에 와 있을 정도로 한국의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이제 선진국형을 향해 전환해 가고 있음을 확인한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 7월부터 시작된 한국과 일본 간 외교 문제에서 촉발된 무역갈등으로 인하여 한국의 

그동안의 과학기술 투자, 더 나아가 국가혁신체계에 있어서 큰 위기감을 준 해이기도 했습니다. 국가 안보의 

위협까지도 초래할 수 있는 이러한 기술 충격의 국면에서 산업계뿐만 아니라 기술 자립화, 글로벌 수준의 

기술 국산화 등 시급한 현안과 관련한 과학기술계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0년 과학기술정책은 신기술 적용 산업의 급속한 확산, 국가 내지는 글로벌 수준의 난제 어젠다 

해결 요구 증대 등으로 대표되는 미래 이슈들에 대해 ‘우리가 원하고 가고자 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실천과제들을 제시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에 STEPI에서는 「STEPI Outlook 2020」 발간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혁신의 현주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그 경향성을 파악하고 혁신시스템, 혁신성장, 글로벌혁신 세 관점에서의 정책 부문별 전망을 제시함

으로써 2020년 국가정책 추진 방향의 도출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STEPI Outlook 2020」이 과학기술혁신 정책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사회 변화에 미리 

준비하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과학기술혁신 분야 전문가들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께 유익한 정보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STEPI는 앞으로도 국민에 쓰임새 있는 

과학기술정책 Think-Tank로서 한국의 글로벌 위상을 드높일 과학기술혁신 의제를 선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조 황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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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에 대한

일반인의 생각

경제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국가적 해결과제  Top3

2
3

1

기초 원천기술 확보

39.1%
수출위주의  
경제구조 개선
13.7%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제품 개발

25.4%

과학기술의 

기여도에 대한 기대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 86.1%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83.9%

58.1%사회적 갈등 해결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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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과학기술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
정부의 과학기술 투자의 

장기적 성과 전망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정부가 보다 

집중해야 할 정책 분야  Top3

2
3

1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활용

35.3%

중소벤처기업 
기술개발 지원

12.3%

기초 및  
원천기술 
연구 지원

33.1%

좋은 성과를 
낼 것이다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이다

82.3%

17.7%

일반인 :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일반국민(2018 : 900명 / 2019 : 504명) 

전문가 : 전국 과학기술분야 정책/연구 부분 전문가(2018 : 115명 / 2019 : 217명)

모집단

※ 본 설문의 1순위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  

한국 산업 발전과
경제 성장을 위해

ㅣ 49.8%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ㅣ 25.0%

과학적 진보와 
기술적 발전을 위해

ㅣ 24.6%

86.1%

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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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과 전문가의 생각 비교
과학기술혁신정책에 대한

한국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국가적 해결과제는?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희망하는 나라상

일반인

전문가

18.3%

35.0%

저출산·고령화 청년 일자리 소득간, 지역간, 세대간 
갈등과 양극화 해결

새로운 성장동력

22.4%
20.4%

4.1%

13.8%

54.4%

1st

23.0%

24.4%
1st

일반인 전문가

전문가

19.4%

보다 풍요로운 나라

보다 안전한 나라

36.3%

보다 풍요로운 나라

33.7%

보다 안전한 나라

18.9%

보다 평등한 나라

17.5%

보다 개방적인 나라

16.1%

보다 개방적인 나라

1.2%

47.5%

보다 평등한 나라

28.4%

VS



STEPI Outlook 2020

과학기술혁신정책에 대한 국민의 생각

출처 :   STEPI(2019. 12.),「한국의 혁신정책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보고서」.
10/11

우수한 과학기술자 배출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부분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

일반인 전문가

75.1%

24.4%

52.8%

45.8%

증가/긍정적

감소/부정적 

일자리 확대 경제적 보상 증진 사회적 지위향상 이공계 장학금 확대

30.8%

23.0%

36.4%

38.7%

5.5%

1st

37.3%

16.1%

1st

일반인

전문가

전문가

7.7%

15.7%
21.2%

일반인 :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일반국민(2018 : 900명 / 2019 : 504명) 

전문가 : 전국 과학기술분야 정책/연구 부분 전문가(2018 : 115명 / 2019 : 217명)

모집단

※ 본 설문의 1순위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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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생각 및 평가

과기계 출연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발전을 위해 중요한 점은?(1순위)

정부 R&D사업의 우수한 성과 도출을 위해 해결되야 할 가장 큰 구조적 문제점은?(1순위)

과학기술혁신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한가?

주요 정책 이슈에 대한

매우 그렇다

66.4%
어느정도 그렇다

31.8%

2018

출연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명확한 합의

ㅣ36.5%1

정부와 연구회 체제 등 현재의 
지배구조 개선

ㅣ32.2%2

출연연의(PBS 제도) 개선 ㅣ16.5%3

출연연의 구조 조정 및 체재 개편 ㅣ13.0%4

2019

정부와 연구회 체제 등 현재의 
지배구조 개선

ㅣ32.7%1

출연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명확한 합의

ㅣ29.5%2

출연연의 구조 조정 및 체재 개편 ㅣ19.8%3

출연연의(PBS 제도) 개선 ㅣ17.1%4

0.5%

0.6%

7.0%

6.8%

2018

정부계획과 R&D투자 방향, 성과 
평가, 예산 배분 사이의 연계 미흡

ㅣ33.0%1

정책조직과 집행조직 등의 정부 
R&D 거버넌스 체계 불안정

ㅣ29.6%2

너무 많고 복잡한 정부 R&D사업 
구조

ㅣ20.0%3

정부 R&D사업을 둘러싼 부처간 
경쟁 및 협력 부재

ㅣ15.7%4

2019

정부계획과 R&D투자 방향, 성과 
평가, 예산 배분 사이의 연계 미흡

ㅣ27.2%1

너무 많고 복잡한 정부 R&D사업 
구조

ㅣ24.4%2

정부 R&D사업을 둘러싼 부처간 
경쟁 및 협력 부재

ㅣ24.0%3

정책조직과 집행조직 등의 정부 
R&D 거버넌스 체계 불안정

ㅣ22.6%4

5.8%

7.0%

8.3%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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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체계 관련 정책

연구개발 예산 및 연구비 정책 

과학기술혁신 지역 인재 
육성

지역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 
연구개발 활동의 적극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대화/ 
협력 노력 충분성

과학기술 기반의 벤처창업 지원 
(기술금융, 도전과 실패 허용하는 환경 등) 

충분성

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의견
수렴 구조/제도 기능

24.9%

26.7

30.0

41.5

53.5

정부R&D사업 관리 전문 
기관의 전략적 자금 배분 
기능 평가

정부 R&D사업 관리 전문기관의 
과제 발굴/기획 기능 평가

공모형 연구비 확보 충분성

연구성과 공개/공유 노력

R&D예산 규모 충분성

10.1%

16.6

19.8

25.3

30.0

87.6%

80.2

79.7

73.3

68.7

72.8%

71.9

63.6

56.2

44.2

전혀 그렇지 않다

대부분 그렇지 않다

일부 그렇지 않다

부정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다

충분한 수준이다 

아주 잘 갖추어져 있다

긍정

일반인 :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일반국민(2018 : 900명 / 2019 : 504명) 

전문가 : 전국 과학기술분야 정책/연구 부분 전문가(2018 : 115명 / 2019 : 217명)

모집단

※ 본 설문의 1순위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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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10인의 전망

국가연구개발 100조 시대, 
과학기술혁신 지원을 위한 과학기술 
법제 시스템화 청사진 제시해야

과학기술 법제 전망1

임무중심형 혁신정책(Mission- 

Oriented Innovation Policy)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때

국가 R&D 정책 방향 전망2

연구제도 혁신의 일상화,
메타제도의 설계가 필요한 때

연구제도·행정체계 전망3

도전·혁신적 사업 추진을 위해선 
과학기술적 타당성 확보와 유연한 
조사가 핵심

국가R&D 투자 정책 전망4

혁신시스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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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을 향한 全산업 경쟁법칙
대전환의 元年이 되어야

혁신성장 정책 전망5

‘국민과 함께 만드는 미래’ 비저닝(Visioning)의 
元年, 새로운 혁신을 향하여 나아갈 때

미래 기술·사회 연구 전망6

디지털 혁신생태계로의 전환을 준비하자 
창업·중소·중견기업 정책 전망7

혁신성장 전망

21세기 블루오션, 新남방 국가와의
협력에 집중하는 한 해가 돼야

글로벌 과학기술협력 정책 전망8

2020년은 STI for SDGs 추진을 위한
元年, 우리는 준비가 되어있는가?

SDGs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정책 전망9

한국, 과학기술을 통한 국제개발협력의
선도국으로!

과학기술혁신 개발협력 정책 전망10

글로벌혁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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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바야흐로 국가연구개발 100조 시대가 도
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 법제는 국가연구개
발사업 추진의 근거이자 국가과학기술정책의 근저를 
구성하는 틀이다. 헌법 제127조를 정점으로 하는 과
학기술 법제는 과학기술기본법과 각 국가과학기술정
책 총괄규범, 소관부처 총괄규범, 소관부처 집행규범
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학기술 법제 시스템화는 크게 다음과 같은 주요
한 쟁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현행 과학기술 관련 조
항의 헌법상 경제편의 편제로 인하여 발생되는 과학

국가연구개발 100조 시대의 혁신시스템 재정비

양승우 ㅣ
swyang@stepi.re.kr

혁신시스템연구본부장

국가연구개발 100조 시대, 과학기술혁신 지원을 
위한 과학기술 법제 시스템화 청사진 제시해야

01
기술정책의 경제정책에 대한 종속성을 어떻게 극복
할 것인가? 둘째, 과학기술 법제 제·개정 과정에서 누
더기가 된 과학기술기본법의 기본법 및 국가과학기술
정책 총괄규범으로서의 지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
가? 셋째, 현재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연구개
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의 입법 과정상 헌법의 대
원칙인 견제와 균형의 관점에서 어떻게 연구의 자율
성 확대와 책임성 강화의 문제를 조화롭게 구현할 것
인가? 넷째, 대형연구시설·장비에서 산출되는 빅데이
터와 AI 연구 등에서 활용되는 개인정보 관련 법제
의 정비 및 신규 입법 이슈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과학기술 법제 전망

[그림] 과학기술 법령 체계도

과학기술 법제는 헌법을 정점으로 아래 그림과 같이 
헌법, 과학기술기본법, 과학기술 진흥 법제 및 과학기술 
규제 법제로 구성되는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다.

과학기술 법제 중 국가과학기술정책 총괄규범에 해
당되는 법제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다. 즉, 과학기
술기본법 및 2층위를 구성하는 법령인 공동관리규정, 
지식재산 기본법, 기술이전법, 성과평가법, 과기출연
기관법, 이공계지원법, 국가표준기본법, 국가과학기
술자문회의법, 연구실안전법, 생명윤리법 등이 대표
적인 예이다. 과학기술 소관부처 총괄규범 법제는 국
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35개 부·처·청 소관법령 
2,267건 중 242개(국가재정법 제외)의 법률로 구성되
어 있다(<표>참고).

과학기술 법제 운용 현황

자료: 필자 작성

범례 : 소관부처

정책수단

국가과기정책 
총괄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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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법제를 규정짓는 헌법상 과학기술 관련 조
항은 과학기술정책의 경제정책에 대한 종속성을 가중
시키고 있는바, 개헌이 진행되는 경우 이를 다른 국가
와 같이 학문의 자유 차원에서 규정할 것인지 등에 대
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과학기술기본법은 기본법의 속성상 거버넌스 및 정책 
중심으로 규정되어야 하지만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은 
기본법의 속성에 반하는 실체적 조항들을 다수 포함하
고 있다. 따라서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의 제
정 또는 당해 입법의 실패 시 관련 법률 재발의 과정에
서 과학기술기본법의 단순화와 관련 법제 간 연결점의 
확보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대형연구시
설·장비 관련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법제의 조속한 입법이 이슈로 부각될 수 
있다. 일례로, 인공지능 등 신기술 수요에 따른 법제 
정비 관련 이슈가 주요한 입법 테마로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과학기술 법제 시스템화 과정에서의 주요 이슈

2020년은 21대 총선이 치러지는 해이다. 21대 국
회 개원 및 이로 인한 과학기술 관련 신규입법 수요
의 증가로 인하여 어느 때보다 바쁜 한 해가 될 것이
라 예견된다.

미래 과학기술관련 입법 과정에서는 과학기술 관련 
단행 법률에 대한 신규입법 수요를 반영함과 아울러 과
학기술 법제에 대한 시스템화가 동시에 진행되지 않을 
경우, 법률이 혁신을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을 정부 및 국회가 명심하여야 한다.

2019년 IM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과학 관련 법
률이 혁신을 지원하는 정도는 2018년 37위에서 34위
로 상승하였지만, 과학 인프라 측면에서 다른 지표와 
비교할 때 아직도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혁신지원 시스템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 법제 체계화는 
선결되어야 할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는 2020년 과학기술 법
제 시스템화를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 ⅰ) 개헌 시 
과학기술 관련 조항체계 재편, ⅱ) 과학기술 법제의 시
스템화, ⅲ) 과학기술기본법 체계 개편, ⅳ) 국가연구개
발 혁신 관련 법제(국가연구개발 특별법의 지속적인 입

법 추진 및 AI 등 신규 입법 수요 발굴 및 입법)의 정비, 
ⅴ)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대형연구개발시설·장비 관련 
법률의 제정 등에 대한 입법이슈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
를 것으로 전망한다.

아울러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성과평가 과정에서 입
법 실적 중심의 인센티브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편할 필
요가 있다고 본다. 즉, 기존 법령에 대한 폐지 등에 대
하여도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규제의 주
체인 공무원이 스스로 규제를 혁파하기 위한 제도적 유
인 설계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미래 과학기술 법제 시스템화 로드맵 그려야<표> 주요 부처의 과학기술 법제 운용 현황

자료: 양승우 외(2017), p.65 수정 및 업데이트

법률 시행령 계

S&T 전체 S&T 전체 S&T 전체

과기부 53 67 47 73 101 140

교육부 6 72 4 106 10 178

국방부 7 61 5 146 12 207

국조실 1 9 1 11 2 20

국토부 13 121 11 131 24 252

농식품부 27 70 27 70 54 140

문체부 9 64 9 72 18 136

복지부 17 93 16 96 33 189

산업부 41 85 37 87 78 172

식약처 7 17 5 19 12 36

원안위 7 7 7 9 14 16

중기부 4 21 4 23 8 45

해수부 22 105 12 106 34 211

행안부 11 148 7 257 18 405

환경부 17 60 17 61 34 121

합계 242 1,000 209 1,267 451 2,267

개헌 시 과학기술 
관련 조항체계 재편

01

과학기술 법제의 
시스템화

02

과학기술기본법 
체계 개편

03

국가연구개발 혁신 
관련 법제(국가연구 

개발 특별법, AI 법제 등) 

정비

04

대형연구개발시설· 
장비 관련 법률의 제정

05

2020년에 준비해야 할 사항

과학기술 법제 시스템화를 위해

1)  양승우 외(2017), 「혁신정책의 변인 수용과 과학기술 법제 간 정합성 제고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  양승우 외(2012), 「과학기술 법제 분석 및 개선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3) IMD(2019. 6.),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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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중심형 혁신정책(Mission-Oriented 

Innovation Policy)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때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임무중심형 혁신정책(Miss- 
ion-Oriented Innovation Policy)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MOIP는 때로는 MOP(Mission-Oriented Programme)
라고도 불리는데, 고령화, 기후변화 대응 등 사회경
제적으로 중요한 난제 해결을 미션으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수립된 과학기술혁신정책(혹은 R&D 
프로그램)을 의미한다(이정원, 2019). 과거에도 아
폴로 달 탐사 프로젝트나 에어버스 개발, 콩코드 프
로젝트처럼 특정한 목표 달성을 위한 대형 연구개발 
프로그램들이 있었지만, 현시점에서 MOIP가 다시 
글로벌 화두로 등장하게 된 것은 큰 의미를 지닌다. 

02
1980년대 이후로 과학기술 혁신시스템에 대한 정부
의 직접적인 개입을 우려하던 경향에서 정부의 적극
적인 역할을 다시 재조명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가 있다. 또한, 과거 호기심 해결 위주의 순수 기초연
구를 강조해 온 유럽의 과학기술 기조가 변화하고 있
음을 보여주는 시그널이기도 하다(이정원, 2019; 박

기범, 2019). 

국가 R&D 정책 방향 전망

이명화 ㅣ
mlee@stepi.re.kr

국가연구개발분석단장

MOIP의 등장과 의미

[그림] MOIP의 개념도 

그렇다면, 왜 현시점에서 MOIP가 부각된 것일까? 

그 이유 중 하나는 세계적인 저성장 국면, 그로 인한 

개별 국가들의 공공 R&D 투자가 정체 혹은 감소하

고 있기 때문이다. 제한된 예산 속에서 우수한 연구

성과를 만들기 위해 더욱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사회문제 해결과 같은 새로

운 니즈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UN에서 설정

한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는 여러 나라에서 과학기술정책을 수립

할 때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 유럽연합의 제9차 프

레임워크 프로그램(Framework Program, FP)(’21~’27)에
서도 약 1,000억 유로(약 127조 원) 예산 중에서 세

계적 도전과제 및 산업경쟁력 강화 부문에 527억 유

로를 투입할 예정이며, 여기에 보건·건강, 통합·안전 

사회, 기후·에너지 및 이동성, 식량 및 천연자원 등 사

회문제 해결 이슈들이 다수 포함되었다(융합연구정책

센터, 2018; 이명화, 2019 재인용). 

사회문제 해결 등 새로운 미션 강조

MOIP 논의에서 특징적인 부분은 과학기술을 통해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사회문제까지 해결하
려는 요구들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미션에 따른 차별
화된 전략을 제기하는 대목이다. <표>는 다양한 미
션들을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유형별 특징과 해
결해야 할 과제들을 기술하고 있다.

이 표를 보면 과학적 혹은 기술적 미션의 경우, 해결
해야 할 과제들도 융합과 협력, 과학적 불확실성, 기획
의 어려움 등 상대적으로 복잡성이 낮은 이슈들이 제
기되는 반면, 변혁적 미션 혹은 통합적 미션들은 해결
해야 할 문제 자체가 복잡하고, 목표의 불확실성이 높
으며, 오랜 기간 조정과정을 거쳐야 하는 등 본질적인 
어려움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션 유형별 차별화된 정책접근

자료: Mazzucato, M.(2018: 58)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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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다양한 미션들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성공
적인 MOIP는 어떻게 가능할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미션을 제대로 정의하
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유럽의회에서 2019년 5월 
Horizon Europe(9차 FP)을 위해 5개 이슈별로 위
원회(boards)를 구성한 것처럼, 현재 글로벌 상황과 
국내 역량 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하
는 구체적인 미션을 정의하기 위한 분야별 미션 위
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유럽의회에서는 기후변
화, 암, 건강한 물, 스마트 시티, 토질과 식품에 대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미션을 설정한다(이명

화 외, 2019). 
둘째, 미션 수립 과정에서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

의 의견수렴 채널 확대가 필요하다. 최근 ‘우버’나 
‘타다’ 서비스에 대한 택시 업계의 저항에서 보듯이, 
사회적 합의가 동반되지 않으면 새로운 기술 발전이
나 서비스가 도입되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R&D-서비스-규제-인프라 등 관련 요소들
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최근 정부에서도 
R&D, 인력, 제도(규제), 정책 등을 함께 고려하는 통

MOIP로의 변화를 위한 조건들

2020년에 준비해야 할 사항

MOIP로의 전환을 위해

핵심 미션을 정의하기 위한 
분야별 미션 위원회 
(mission board) 구성

R&D-서비스-규제-인프라 
등 관련 요소들에 대한 

통합적 접근

미션 수립과정에서 광범위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위한 

의견수렴 채널 확대

미션 달성을 위한 부처간· 
기관간 협력을 위해 협력 

인센티브 설계

01 02 03 04

자료: Polt and Weber(2019: 9-11) 재작성

합적 정책설계를 패키지형 지원이라는 이름과 함께 시
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변혁적 미션이나 통합적 
미션을 위해서는 제반 요소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션 달성을 위한 관련 부처 간, 기
관 간 협력을 위해 협력 인센티브 설계가 필요하다. 
MOIP 논의에서도 정책조정과 협력은 지속적으로 
강조되는 부분으로, 한국처럼 여러 부처가 분절적으
로 R&D를 지원하는 시스템에서는 협력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부처 간,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
가 있다(이명화 외, 2019). 

1) 박기범(2019), 「MOIP와 대학의 R&D」, Future Horizon+, Vol. 41,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 융합연구정책센터(2018), 「유럽을 넘어,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한 R&I: Horizon 
Europe 제안서」, 융합 Focus 139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3) 이명화(2019), 「MOP 논의를 통해 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발전방안」, Future 
Horizon+, Vol. 41, 과학기술정책연구원.

4) 이명화 외(2019), 「R&D 정책 시너지를 위한 부처 간 협력의 새로운 접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5) 이정원(2019), 「MOP의 등장 배경과 최근 글로벌 논의 동향」, Future Horizon+, 
Vol. 41, 과학기술정책연구원.

6) Mazzucato, M.(2018), “Mission-Oriented Research & Innovation in the 
European Union : A Problem-solving Approach to Fuel Innovation-led 
Growth”, European Commission.

7) Polt, W. and Weber, M.(2019), “Mission-Oriented Policy: Where Do 
We Stand? Where Are We Heading?”, Joint OECD/BMVIT Workshop 
2019.9.27. 발표자료.

 · Human brain project
 · Quantum Flagship

 · 분과학문을 넘어선 융합과 협력
 · 과학적 불확실성

 · 기술적 솔루션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에 따른 기획의 어려움

 · 기초연구의 제도적 연계

획기적 과학적 발견을 추구과학적 
(science)

엄청난 자원투입을 통한
복잡한 솔루션의 실현을 추구

기술적 
(technology)

기존 사회기술 시스템의 
전환 추구

변혁적 
(transformative)

부분들의 통합적 접근 추구통합적 
(umbrella)

 · 아폴로 프로젝트
 · 콩코드 프로젝트
 · TGV 

 · 독일의 Energiewende 

 · 네덜란드 Sustainable and secure 
   water management

 · 문제, 해결방안, 목표에 대한 높은 불확실성
 · 장기간의 조정 프로세스
 · 실험적 접근과 프레임 접근의 조화
 · 정책조정과 규모화/일반화

 · 강력한 조정 메커니즘 부재에 따른 
   정합성 확보의 어려움

 · 독일의 High-tech strategy
 · Global CC research

목표/특징 사례 해결해야 할 과제들

<표> 미션 유형별 특징과 사례, 과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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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혁신연구단장

연구제도 혁신의 일상화, 
메타제도의 설계가 필요한 때

03
하는 속성이 있다. 특정 사회가 보유한 제도는 다른 
이가 쉽게 모방할 수 없는 혁신의 원천이자 다른 이
와의 격차를 만드는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특
별히 기존의 패턴을 넘어서서 새로운 혁신의 전략을 
모색하려는 한국적 상황에서 기존 연구제도의 고착
화는 혁신을 지체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고도성장기 이후 규제 개선이 정부의 주요 어젠다
가 된 것처럼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 이후 필요한 것
이 연구제도와 프로세스의 개선, 더 나아가 혁신시
스템의 정비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3년간 문재
인 정부에서 제시한 연구자 중심 R&D를 위하여 연
구 몰입을 제한하는 불필요한 규정과 행정부담을 줄
이려는 노력이 이루어졌다.

연구 현장의 굳어진 관행과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
하려는 이상의 노력은 과거 투입 중심 R&D를 과정 
중심 R&D 정책으로 전환해 나가는 밑거름이 될 것
이다. 다만, 이상의 R&D 제도 개선안이 연구자 중
심을 넘어서서 다양한 연구·혁신 이해관계자의 니즈
를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연구제도·행정체계 전망

지금까지 우리는 혁신기반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도
모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지속 확대해 왔
다. 연구개발 예산, 인력, 조직 등 투입요소가 지속적
으로 증가해 온 것이다. 이를 통해 일차적인 논문, 특허 
등의 성과가 늘어나고 연구기반이 확충되는 성과를 이
루었다. 하지만 산업근대화를 견인했던 추격형 R&D, 
투입 확대 기조가 선도형 혁신을 제한하고 성과의 재도
약을 어렵게 한다는 비판도 거세다. 무엇보다 더 많은 
물적·인적 자원을 내세워 중국 등에서 추진하는 추격 
전략이 한국을 위협한 지 오래다. 

새로운 혁신환경에 부응하기 위한 우리의 전략은 과
거와 같이 쉽게 외부에서 탐색·차용할 수 있는 외형적 
조건에 있지 않다. 실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투입과 
성과가 연계되는 과정에 대한 관심, 혁신의 과정과 절
차를 구성하는 제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미 상당 수준의 투자를 하고 있고 자타공인 우수한 
혁신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에도 부족한 것은 혁신을 이
루어가는 과정의 혁신, 제도의 혁신이다. 

투입 중심에서 과정 중심 혁신으로 전환

제도(institution)는 혁신 주체의 인식과 행동, 이들 
간 관계와 혁신 활동 전반의 규칙과 규범, 관행을 구
성하는 ‘사회적’ 산물이다. 사회 집단적으로 인정하
고 의식하는 규정과 관행인 만큼 쉽게 변하지 않고  
지역적·역사적 맥락과 여건에 따라 누적적으로 발전

혁신과정의 핵심 기제인 ‘제도’의 혁신

[그림] 최근의 연구제도 개선정책

자료: 신은정·강민지(2019)

기초원천분야 과제 기획·선정· 

평가·보상 프로세스 혁신

국가 R&D 혁신방안

정부 R&D 제도 개선안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R&D 

규제혁파 방안

현장 연구자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가R&D 제도혁신

국가 R&D 실행계획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

’17. 1.

’18. 7.

’18. 3.및 
’19. 3.

’18. 3.

’18. 11.

’18. 12.

’1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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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제도의 도입 시 적어도 두 가지 측면에 유념할 필요
가 있다. 첫째, 증거기반이다. 국가 차원의 제도혁신 실
태와 역량을 정확히 진단,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하
여, 국가 단위 연구제도혁신의 실태와 역량을 모니터링
하기 위한 지표의 개발 및 활용이 필요하다. 둘째, 참여
모델이다. 제도 자체가 사회적으로 구성된 산물인 만
큼, 제도혁신에 관한 사회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반영
할 수 있는 채널의 실효성 있는 운영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제도의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상시적 민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을 제안한다. 

아울러, 연구제도혁신의 핵심 주체인 연구계와 정부
의 자기혁신이 요구된다. 행정제도를 생산, 조정, 관리
하는 정부에서는 제도의 복잡성과 모순을 제어하기 위
한 자체 정비 노력이 필요하다. 연구·혁신을 도모하는 
연구계 역시 연구의 일상을 지배하는 연구규범을 스스
로 정립하여 상시적인 자체 혁신을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무엇보다 일회적·단선적 시도로 그쳐서는 제도 개
선을 이루기 어렵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도는 
오랜 기간 해당 사회에서 누적적으로 형성된 구성체
로서 쉽게 변하지 않는 관성이 있다. 정부 주도의 일
회적 제도 개선정책으로 지금까지 형성된 연구 현장
의 인식과 규범, 관행을 단숨에 변화시키기 어렵다. 

따라서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제도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연구제도혁신의 
원칙과 절차 마련

01

국가 제도혁신역량 
진단 지표의 개발

02

제도개선 
민관협의체 
지속 운영

03

복잡다기한 
정부행정 제도의 

정비

04

연구조직의 
상시적 

자체 혁신

05

2020년에 준비해야 할 사항

연구제도혁신의 일상화를 위해

제도설계 제도진단 민관협의 정부 연구

연구·혁신의 규모와 속도가 증가하면 할수록 기존의 
연구제도와 관행을 바꾸려는 정책 수요는 증가할 것이
다. 급증하는 연구제도혁신의 수요를 대증적으로 방어
해 나가는 것은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 모두를 저하시
키는 길이다. 

감사에서는 연구비 소요내역을 요구하는 규제 방식을 
취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과제 증빙서류를 간소화하
라는 완화 방식이 모순적으로 공존해서는 연구 현장의 
실질적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낼 수 없다. 대증적·부분적 
제도개선의 노력으로는 개별 주체가 아무리 맡은 바 직
무를 성실히 다하더라도 서로 간 행위가 상충되면서 사
회 전체적 공리를 저하시키는 모순이 반복될 수 있다.

국가 차원의 연구제도혁신 필요성을 인지하고 국가 
차원에서 연구 제도를 개선하는 방식과 절차, 원칙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지속해서 그리고 일상적으
로 발생할 연구제도혁신의 수요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제도혁신의 원칙과 절차, 메타제도의 설계가 필요하다. 

일상적 제도혁신을 위한 메타제도의 개선

※ 본 고는 STEPI 제도혁신연구단의 2019년도 단과제로 진행된 「국내외 혁신동향 
분석 및 제도혁신 전략 연구」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과
제의 성과확산 차원에서 작성한 <Future Horizon 제42호> 원고, 「혁신동향에 발맞춘 
제도혁신의 시작」 내용의 일부를 발췌, 수정하였음을 밝힙니다. 

1) 신은정 외(2019), 「국내외 혁신동향 분석 및 제도혁신 전략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 신은정·강민지(2019), 「혁신동향에 발맞춘 제도혁신의 시작」, Future Horizon+ 
제42호, p. 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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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재정사업평가센터장

도전·혁신적 사업 추진을 위해선 과학 
기술적 타당성 확보와 유연한 조사가 핵심

04
새롭게 기초연구 유형이 제시되었으나, 실제 대부분 
응용·개발연구에 편중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현재까
지 조사가 완료되었거나, 조사 진행 중인 예타 대상 
사업 중 실질적으로 기초연구로 분류된 사업은 2개
에 불과하다.

응용·개발연구 중심의 사업기획은 나쁘고, 기초연
구 중심의 사업기획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다만, 
기존 R&D 예타 제도의 한계로 인해 응용·개발연구 
중심의 사업기획이 지속되었다는 것이 혁신본부의 
판단이다. 

현재 대다수 대형 R&D 사업은 기초연구에만 천
착하기보다, 응용·개발연구를 중심으로 설계되고 있
다. 이는 불확실성이 높은 연구개발계획의 구체성을 
제고하기 위한 일련의 전략일 것이다. 즉 기존 예타 
체계 아래에서 상대적으로 구체성을 강조할 수 있는 
응용·개발연구의 성격이 강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이른바 도전성이 약화된 것이다.   

1985년에 개봉되었던 영화 ‘백 투 더 퓨처(Back To 
The Future)’에서는 인상적인 미래기술이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예시로서 타임머신, 비행차, 비행보드, 
음식물쓰레기를 활용한 전기 발생 연료전환장치, 자
동 줄 조정 운동화, 자동건조기능을 가진 의류, 영상
통화 장치 등을 들 수 있다. 

2019년을 살아가는 자의 눈으로 보면 일부 개발
이 된 기술도 있으나, 여전히 요원한 기술들이 다수
이다. 아마 당시 영화 제작진들은 미래가 어떻게 될
지 누가 알겠냐는 생각으로 다양한 상상들을 도전
적으로 마구 넣었음이 분명하다. 

지금의 예타 제도를 가지고 1985년으로 돌아가는 
것을 상상해보자. 과연 현재의 예타를 통해 영화 속
에 제시되었던 기술들의 개발에 대하여 예타를 실시
한다면, 과연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우리는 이야
기할 수 있을까? 경제성은 어느 정도 도출될까? 여전
히 불확실성과 실패의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긍
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 예상되진 않는다.    

국가R&D 투자 정책 전망

2019년 11월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이하 혁

신본부)는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개선안의 가장 큰 특징은 예타 사업
유형 구분을 연구단계별에서 사업목적별로 적용하였
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예비타당성조사의 새로운 변화

<표> 신규 예타 유형구분(안)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2019. 11. 28.)

이러한 개선의 배경에는 R&D 사업의 도전·혁신성
을 제고하기 위해 R&D예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
겠다는 혁신본부의 의중이 자리 잡고 있다. 물론 도
전적인 연구를 위한 사업유형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8년 4월 과기정통부로의 R&D 예타 위탁 이후 

제도란 단순히 문자 안에서만 존재하지 않는다. 신제
도주의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제도란 환경과 행위자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 현재 혁신본부 
역시 제도개선을 통해 예타를 둘러싼 여러 행위자에게 
중요한 신호(signal)를 보내고 있다. 이는 도전·혁신형 
R&D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달라는 것을 의미한다.  

제도 안착을 위해 모두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

기술선도를 목표로 하며 영향력과 파급효과가 
크지만, 실패확률·불확실성도 높은 R&D

산업지원을 목적으로 공정, 제품, 서비스를 개선, 
기업 역량강화 목적의 R&D

연구인력양성, 연구시설·장비구축, 공익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술 R&D

과학기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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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제도의 변화만으로 의도된 결과를 기대하긴 어
렵다. 종국적으로 제도와 행위자 간 정합성이 확보되
지 않는 한, 제도는 의도한 결과가 아닌 목표와 수단이 
표류(drift)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
다(Howlett, 2007). 

그렇다면 도전·혁신형 R&D 사업을 위한 예타가 안정
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 이를 위
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더하고자 한다.  

첫째, 도전·혁신형 사업을 기획하는 이들은 무엇보다 
과학기술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과기정통부로 예타 제도 위탁 후 과학기술적 타당성의 
가중치는 기존 43.7%에서 49.2%로 상승하였다. 분명 
도전·혁신형 R&D 사업은 이보다 더욱 높은 가중치가 
부여될 것이다. 도전·혁신형 사업은 파급력이 크고 불
확실성이 높은 R&D이다. 즉 불확실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 예타를 추진하기 위해선, 그 사업을 통해 해결하
고자 하는 문제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제시된 문제 
해결과 목표 달성을 위해 촘촘히 설계된 추진전략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  

물론 보는 이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의 가중치가 낮아
진 것에 대한 유리함을 이야기할 수 있다. 다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경제적 타당성의 가중치가 낮아진 만
큼, 과학기술적 타당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기획
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가끔 R&D 예타를 오해
하는 이들은 예타라는 관문을 통과하지 못한 원인을 
경제성에서 찾곤 한다. 그러나 현재 R&D 예타에서 사
업의 시행 여부에 대한 중요한 척도는 과학기술적 타당
성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여야 한다. 

혁신본부는 도전·혁신형 사업에 대해 과학기술적 타
당성의 가중치를 높게 설정하였다. 이는 사업과 관련
된 명확한 문제/이슈와 목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활동 등이 ‘도전성과 혁신성’이라는 측면에서 정합성을 
가지고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할 부담이 상승하
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업의 기획부처는 기
술선도를 위한 대형 R&D 사업의 추진근거, 실패를 용
인하면서도 성과를 최대한 발현시킬 수 있는 추진전략 
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도전·혁신형 사업에 대해 예타를 실시하는 이
들은 유연한 조사의 관점을 가져야 한다. 물론 도전·혁
신형 R&D사업의 예타는 사실 조사진들 조차 가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이다. 그러나 기존과 같은 예타 방식
으로 더는 도전·혁신형 R&D 사업에 대한 예타가 어려
운 것 역시 사실이다. 그동안 진행된 예타 결과를 살펴
보면, 무엇 하나 유사하지 않다. 즉 사업마다 다 특성
이 다르고 연구개발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 역
시 다양했다. 이에 더해 이제는 사업의 도전성과 창의
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시점이 도래하였다. 우리 모두는 
창의적인 사업일수록 그 성과를 예상하기 어렵다는 것
을 알고 있다. 

혁신본부의 제도개선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는 경제적 성과와 같은 획
일적인 결과만으로 사업을 평가하지 말라는 것이다. 

필자를 포함한 조사진 역시 더욱 유연해질 필요성이 
있다. 유연성을 펼치기 위해선 도전성과 창의성을 명확
히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지속해서 개선되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조사를 진행하는 관점 역시 유연해져야 한
다. 입증 가능한 수준 내에서 조사진이 인정할 수 있는 
도전성과 창의성은 과연 무엇인지, 시장 가치화가 어려
운 사업의 경우 어떠한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의 효과
성을 보여줄 수 있을지 지금보다 더욱 유연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명언이 있다. 포도주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며 발효가 진행된다. 즉 이로 인
해 가죽부대는 팽창하게 되는데, 낡은 가죽부대는 신
축성이 떨어져 터질 수밖에 없으니 새 부대에 담으라는 
것이 주된 배경이다. 예타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
다. 도전과 창의라는 이름을 지닌 새 술이 생겼으니, 이
제 새 부대를 준비하여야 할 시점이다. 명쾌한 과학기
술적 타당성과 유연한 조사관점을 지닌 새 가죽부대를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시간이 되었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9. 11. 28.), 「현장 중심의 연구개발 예타 제도 전면 개선」. 

2) Howlett, M.(2007), “Implementing Complex Policy Initiatives: Layering,   
Draft, Conversion and Policy Design as Alternative Outcomes of System 
Reform Efforts in Transition Management.”, present by Workshop 3 
on Governance: Politics and Governance in System Innovation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20년에 준비해야 할 사항

도전과 혁신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해

과학기술적 타당성을 입증 
할 수 있는 사업기획 추진

도전성·혁신성의 판단을 위한 조사 
기준 마련 및 유연한 조사 추진

제도개선에 따른 예타의 
안정적 기반 마련

01 02 03기획부처 예타 조사진 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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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을 향한 全산업 경쟁법칙 
대전환의 元年이 되어야

현 정부 경제정책의 3대 축은 혁신성장, 소득주도성
장, 공정경쟁이었으나 가시적 준비와 구체적인 성과가 
부족했다는 것이 2019년의 대체적인 평가이다. 경제
정책은 단기간에 변화와 성과를 체감하기 어렵기 때
문에 진행 과정 내내 논쟁의 중심에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혁신성장과 같이 보이지 않는 가치를 향하여 경
험해 보지 못한 길을 내디딜 때는 더욱 그럴 것이다.

혁신의 사전적 의미는 ‘기존의 것에 대한 파괴에서 
발단하여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이에 
혁신성장이란 혁신을 원동력으로 하는 경제산업발전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복잡한 
단어의 나열보다 모두가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혁신
성장을 정의한다면 ‘산업의 기존 경쟁법칙을 바꾸는 
성장’이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디지털 전환과 4차산업혁명 기술의 확산은 기존 산
업의 경쟁법칙을 근본부터 변화시키고 있다. 2019년
은 이에 적응하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들이 규모
와 업력에 상관없이 대변동을 경험한 한 해로 요약
될 수 있다.

혁신성장 정책 전망

이주량 ㅣ
jrlee@stepi.re.kr

혁신성장정책연구본부장

2019 혁신성장, 가시적 준비와 구체적 성과의 부족

[그림] 4차 산업혁명기술과 제조업 부가가치 변화

05

자료: 장석인(2017. 2.)을 활용하여 필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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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 기술활용과 

제조업 부가가치 상승

20c
산업화

21c
지식기반경제

全산업 경쟁법칙 변화가 가속화되는 2020년

전 세계 모든 산업의 경쟁법칙은 급격한 변화 중이
다. 가장 오래된 산업인 농업부터 새로운 개념의 신
산업까지 예외는 없다.  

농업의 경쟁법칙은 기존 수천 년간 토지와 노동의 
우열다툼이었지만, 미래 농업은 첨단 시설장비와 데
이터로 경쟁하는 장치산업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
다. 삼성과 애플보다 큰 기업인 세계 1, 2위 농업기업 
몬산토와 신젠타가 2019년에 실질적인 합병작업을 
완료하면서 202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중심 
농업을 향한 혁신이 더욱 빨라지게 될 전망이다. 

제조업의 대표업종인 자동차 산업의 경우, 2019
년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가 GM과 포드의 시가총액
을 추월하였으며 2020년에는 국내에서도 본격적으
로 전기차 출시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전기차의 보급
으로 자동차 산업의 게임 법칙은 하드웨어 경쟁에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경쟁으로 전환되고 있다. 자
동차 산업의 경쟁방식이 휴대폰 산업과 유사해지면
서, 자동차의 성능과 가격이 디커플링(decoupling) 되
고, 소유와 사용이 이격화되는 새로운 경쟁 환경을 
맞이하고 있다. 공장, 매장, 전시장 등 기존의 경쟁
요소였던 물리적 자산이 이제는 비용 항목화되면서 
기존 자동차 빅 메이커 기업들의 경쟁력을 위협하고 
있다. 

서비스업도 경쟁법칙 변화에서 예외가 아니다. 
2019년에도 물류기능과 유통기능의 일체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면서 아마존과 알리바바 등 신물류기
업들은 막대한 부동산 자산을 가진 기존의 공룡 유
통업체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스포츠 산업에서
도 SAP의 Sports one 솔루션처럼 경기영상을 인
공지능이 분석하여 스포츠 경기력 향상을 지원하는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

이처럼 글로벌 산업의 경쟁 규칙과 게임의 법칙은 
매우 빠르게 변화 중인데, 2019년 우리의 혁신성장
정책은 추상적 개념화와 정책 대상군 픽업(pick-up)

에만 너무 과도한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았는지 모두
의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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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도 글로벌 산업의 경쟁법칙 전환은 가속화
될 것이고 적응 여부에 따라 국가 간·산업 간·기업 간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2020년은 
산학연관 모두가 합심해서 경쟁법칙 전환의 원년이 되
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우리 주력산업의 혁신과 경쟁법
칙 전환을 저해하는 규제에 대한 과감한 대처가 필요하
다. 미국 산업정책에는 보이지 않는 국민적 동의가 있
는데, 그것은 신기술의 발전을 기존 법제도가 가로막아
서는 안 된다는 합의이다. 법제도는 기술발전보다 항상 
후행할 수밖에 없다. 법제도를 완성한 후에 신기술을 
발전시키려 한다면 글로벌 경쟁은 불가능하다. 

 둘째, 경쟁법칙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득권 충돌
과 보호에 대한 포괄적 논의가 필요하다. 신기술의 등
장에는 반드시 기득권을 상실하는 계층이 수반된다. 
이를 국가가 보호해 줄 때 경쟁법칙 전환은 사회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 영국은 미국보다 먼저 자동차를 발명

새로운 혁신시스템을 향하여

2020년에 준비해야 할 사항

경쟁법칙 전환과 새로운 혁신시스템을 위하여

경쟁법칙 전환을 저해하는 
규제 축소

경쟁법칙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득권 충돌과 손실에 대한 

사회적 보전

실패와 재도전을 장려하는 
혁신시스템 구축

01 02 03

1) 장석인(2017. 2.),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산업구조 변화 방향과 정책과제」,  
국토, 통권 제424호, pp.22~30, 국토연구원.

비용
곡선

성능 
개선  및

신제품에 
대한
 시각

제품 
교체
 주기

자동차산업분야

가격 하락 및 성능 향상 느림 가격 하락 및 성능 향상 빠름 가격 하락 및 성능 향상 느림

농산업분야

매우 완만함 매우 가파름 완만함

투입재(input) 효율화 및 부가가치 추가

더 좋은 제품을 더 비싼 가격에 제공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역적)하드웨어 전면 교체(비가역적)

더 좋은 성능의 제품을 더 저렴한 가격에 제공더 좋은 성능의 제품을 더 비싼 가격에 제공

 ·고성능 투입재의 활용으로 생산효율 증대 기능  
  (예:스마트 농업)

 ·농산물을 활용한 전방농업 활성화로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서의 도약 가능(예:기능성 식품)

 ·새 기능이 필요하면 기판매된 제품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예:테슬라 ‘모델S’ 자동운전 기능)

 ·새 기능은 완전히 새제품에서 구현 또는 제품 
  교체 필요(예:BMW ‘new7’ 자동주차 기능)

 ·가격 하락 : 자동차 부품 연평균~3%

 ·성능 향상 : 자동차 연비 연평균~4%

 ·성능 향상 : 스마트폰 성능 연평균 15%

 ·가격 하락 : 스마트폰 디스플레이패널 
  연평균 36%, 메모리 반도체 15%

 ·1차 산업으로서의 농업은 변화가 완만함 
  (제로섬 게임)

 ·ICT 융복합 기술이 투입되면서 비용의 폭이 
  커질수 있음

기존 제품이 낡거나 
고장날 경우 교체

상대적으로 김(~7년)

 ·과거 5년간 6.3년 →  7년으로 연장

고성능의 제품을 사용하기 위한 
업그레이드

기존 투입재를 생산성이 우수하고
효율적인 투입재로 교체

매우 짧음(1~3년) 상대적으로 김(15년 이상)

 ·과거 5년간 스마트폰 교체주기      
  48개월  →16개월로 단축

 ·경로 의존성이 매우 강한 분야

 ·제품선택에 있어 매우 보수적인 성향 존재

했지만 말산업 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산업
의 발전을 가로막는 ‘붉은 깃발법’을 실시했고 결국 자
동차 산업의 주도권은 미국에 넘어갔다.

 셋째, 실패와 재도전을 장려하는 혁신시스템을 구축
해야 한다. 미국은 거대한 국가이지만 전 세계 산업의 
경쟁법칙 전환을 선도하는 나라이기도 하다. 미국 혁신
의 원동력은 시장과 정부의 효율적 혁신 분업이다. 민
간에서는 보스톤 중심의 BT 벤처라인과 실리콘밸리 중
심의 IT 벤처라인이 ‘혁신=성공’이라는 간단한 방정식
에 의해 가동된다. 공공에서는 DARPA 주도로 비경제
적 혁신과제에 계속해서 투자한다. 그리고 이 혁신 생
태계를 작동시키는 원동력은 ‘도전-성장-회수-재도전’
의 선순환시스템이다. 반면 우리의 혁신시스템은 작은 
성공만 쫓다 보니 과감한 도전에 너무 주저한다. 2020
년에는 아름다운 재도전을 권장하는 새로운 혁신 시스
템이 자리 잡는 원년이 되어야 한다.

<표> 변화하는 경쟁법칙

ICT산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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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만드는 미래’ 비저닝(Visioning)의 
元年, 새로운 혁신을 향하여 나아갈 때

매년 권위 있는 국제기구와 연구소에서 다양한 미래

예측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이러한 보고서는 거대

한 주류를 이루며 일관된 신호를 보내고 있는 ‘메가트

렌드’를 기반으로 미래예측 결과를 담아낸다. 이러한 

보고서에는 저출산과 고령화, 환경오염과 자원고갈 

등의 현상을 면밀히 분석하고 틀림없는 미래로 예측

하곤 한다

한가지 예를 들어보자. 저출산·고령화라는 현상은 

이미 변수가 아닌 상수의 개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아마도 경제인구

가 소멸하는 미래를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로봇과 

키오스크 같은,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는 사회를 쉬이 

예상하게 될 것이다. 

만약 우리가 알아차린 몇 가지 신호(signal)가 우리

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수

용할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언제나 최악을 면하기 위

한 일에 몰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항상 위기를 모

면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강퍅하고 위축된 조건들과 

씨름하는 것, 그것이 미래의 우리가 할 일이 될 것이

다.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 누군가는 국가의 위기를 관

리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 

이러한 미래를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미래 기술·사회 연구 전망

최종화 ㅣ
 jhchoi@stepi.re.kr

신산업전략연구단장

거대트렌드(Megatrend)와 미래예측

 “거스를 수 없는 미래, 정말 그런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미래인가?”

“비전(Vision), 

우리가 바라는 미래를 향하는 이정표”

거대트렌드에 의해 수용되는 미래(accepted future)가 

아닌 우리가 바라는 방향을 향해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created future)은 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

미를 가진다. 이는 단순히 상상 속의 미래를 꿈꾸자는 

계몽운동 이야기가 아니다. 이는 여전히 트렌드를 포착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그것을 면밀히 분석하는 단

계를 포함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포착된 

트렌드를 상수가 아닌 변수로 인식하고 지향점을 설계

하는 단계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앞서 다루었던 저출산·고령화 트렌드가 지속된다고 

다시 가정해 보자. 우리가 이 현상이 사회적 선(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추세를 우리

가 지향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만 할 것이다. 만약, 우

리가 새로운 지향점을 정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해야할 

일은 달라질 것이다. 아마도 우리는 경제인구의 소멸이 

아닌 적정출산과 수명연장의 차원에서 이 추세를 다룰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정책들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로봇과 키오스크가 인력을 대체

하는 사회가 아닌 노동의 특성에 따른 기계와 인간의 

협업방식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는 방향이 더 중요해질

지도 모른다. 이러한 일이 가능하게 하는 방향을 정하

는 것, 즉 비전의 설정이 핵심이다. 

미래를 만드는 방법 ‘비저닝(Visioning)’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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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를 손쉽게 대비할 수 있게 하였으나 국민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우(愚)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수용된 미래’와 ‘만들어진 미래’의 갈림길

자료: 필자 작성

이러한 비전의 설정은 지금까지 우리가 시도했던 경험

을 토대로 더욱 정교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

지의 기술혁신 방법을 세 가지 지향점을 기준으로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수요지향적(demand 
oriented)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만약 비전을 통해 우리

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면 그것을 누리고 행하는 ‘우

리’, 즉 국민의 생각을 정확히 포착하여 이에 기반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협력기반(cooperation based)

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분야간 협력을 넘어 

수직적으로 펼쳐진 주체 간 협력을 통해 더욱 높은 수

준의 문제해결력을 지향해야만 실행 가능한 미래비전

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인간중심(human 
centric)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기술이 모

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기술환원주의’적 접근은 미

비전설정을 위한 지향점 ‘수요·협업·인간’

2020년에 준비해야 할 사항

미래를 만드는 과학기술정책을 위해

국민이 바라는 
미래사회예측 플랫폼 구축

사회적 눈높이에 부합하는 
규제선의 설정

거대트렌드별 미래비전의 
설정과 전망

(가칭)국민참여형 미래 
전망대회 지속 개최

01 02 03 04

 비전은 우리가 직면한 현상에 대한 태세(attitude)를 

확고하게 해준다. 명확한 방향성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지목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우리가 취해야 

할 태세의 일환으로 2020년 다음과 같은 일들을 제

안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국민이 바라는 미래사회 예측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바라는 미래에 대한 근

간이 되는 생각의 주체인 국민을 비전 설계에 동참시

키기 위해 필요한 체계이다. 

두 번째로는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거대 트렌드를 포

착하고 비전을 설정하는 일이다. 이는 단순히 지향점

을 설계하는 차원을 넘어, 우리가 직면한 현상에 대한 

우리의 바람을 담아야 한다. 

세 번째로,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규제경계

(regulatory boundaries) 설정을 위한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하는 미래를 만드는 관

점의 과학기술정책을 준비하자는 것이다.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2019년부터 준비

해온 「과학기술혁신 미래전략 2045」를 마무리한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미래사회에 대한 비전의 설정을 

통해 우리 과학기술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정하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그런 의미에

서 2020년에는 이러한 작업을 실현해 나갈 후속 작업

이 지속되어야 한다. 

올 한해가 잘 맞춰진 첫 단추를 따라, 능동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시작의 기점이 되기를 기대

해본다.

국민과 함께하는 과학기술정책을 준비하려면

국민수요

비전설정

대응방안

대응방안

미래예측

만들어진 미래
Created future

수용된 미래
Accepted future

트렌드



혁
신

성
장

 전
망

Expert

STEPI Outlook 2020 28/29

디지털 혁신생태계로의 전환을 
준비하자 

4차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얼마 전까지만 해도 디지털 

전환을 이끌 AI, 빅데이터 등의 기술개발에 몰두했다

면, 이제는 디지털 전환이 기업의 혁신환경과 산업에 적

용된 성과가 요구되고 있다. 즉, 디지털 경제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디지털 경제 도래에 따라 기존의 전통적인 제조업은 

플랫폼이나 구독 기반의 경제로 변화하고 있으며, 오

프라인 영역이던 운송, 숙박, 배송업 또한 이미 어플

리케이션 기반의 디지털 경제로 편입되고 있다. 디지

털 경제는 과거의 오프라인 경제와 온라인경제가 통

합된 경제라 볼 수 있다. G20 국가의 디지털 경제 총

량은 2016년 약 24조 9,000만 달러에서 2017년 약 

26조 1,700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산업의 

디지털화 또한 2017년 기준 84.5%에 이르고 있다.

2017년 발표된 ‘디지털 진화지수’([그림])에 따르면 

한국은 디지털 기술수준은 높으나(세로축), 활용을 

통한 미래성장가능성(가로축)은 낮아 정체(Stall Out)
군에 머물렀다. 이러한 결과는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

해서는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건전한 디지털 혁신생태

계를 조성하여 디지털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

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지속적인 R&D 투입으

로 신기술을 개발하더라도 기술이 적용될 산업 생태

계가 디지털 혁신생태계로 발전하지 않는다면 기술개

발의 효과를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창업·중소·중견기업 정책 전망

김승현 ㅣ
shkim@stepi.re.kr

혁신기업연구단장

디지털 경제의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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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혁신생태계란 기존 산업생태계가 디지털 환경 

기반으로 전환되면서 발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의 

전통적인 제조업 생태계는 자동차 산업으로 쉽게 이해

할 수 있다. 기존 자동차 생태계는 완성차업체를 중심

으로 1차-2차-3차의 하청 관계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

다. 해당 생태계의 발전은 대부분 완성차업체가 이끌게 

되며 이러한 리더 기업의 기획과 하청을 통해 산업이 

형성되며 진입장벽이 매우 높은 특징을 갖는다. 

디지털 전환은 고착된 기존 생태계에 신선한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첫째, 플랫폼이나 시스템을 소유한 업

체들이 생태계 리더 그룹으로 올라서면서 기존 리더들

과 경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유니콘과 같은 창업기

업, 중소·중견기업들도 리더로 활발히 등장하며 생태

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생태계의 경쟁적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둘째, 타 산업과의 연계와 융합이 쉬워

져 타 산업생태계로 진입과 진출이 활발히 일어나게 된

다. 셋째, 플랫폼이라는 효율적인 거래공간은 기존의 

하청 관계보다 합리적인 계약을 가능하게 하여 소재·

부품·장비 등으로 전문화할 경우보다 더 큰 부가가치를 

얻을 기회를 제공해 준다. 이는 기존의 산업 단위 경직

성을 허물고 창업기업이나 타 산업 기업에게 더 많은 기

회를 제공해주며, 경쟁 환경 조성을 통해 기업의 발전

과 산업의 혁신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아직 한국의 정책은 기술 연구개발 육성에 초

점을 맞추고 있어 기업의 혁신과 산업의 재편, 경제성

장으로의 파급이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디

지털 혁신 생태계에 맞는 기업·산업 정책의 발굴과 시

행이 절실하다 할 수 있다. 

산업혁신생태계의 변화와 문제 인식

[그림] ‘디지털 진화지수’ 속 한국

자료: Chakravorti, B. and R. S. Chaturvedi(2017), p.8의 Digital Evolution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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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hakravorti, B. and R. S. Chaturvedi(2017), "Digital planet 2017: How 
competitiveness and trust in digital economies vary across the world",  
The Fletcher School, Tufts university. 

2) 김승현 외(2018), 「디지털 전환에 따른 혁신생태계 변화 전망」,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디지털 혁신생태계로의 전환이 기업의 성장과 산업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변화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측면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변화

를 유도할 수 있는 환경을 잘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디지털 혁신생태계로의 변화 과정에서는 기존 산업의 

리더 기업들과 신규기업들간 갈등, 산업간 연계와 융합

을 저해하는 서로 다른 법제도 체계 충돌, 새로운 제품

과 서비스의 출현과 유통을 막는 규제, 중소·중견기업

의 변화와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과 정보 부재 등

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건전한 디지털 혁신생태계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준

비를 창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인프라·환경으로 나누

어 보고자 한다.

첫째, 창업기업 관점에서는 빅데이터와 SW 기반의 서

비스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디지털 혁신

생태계로 전환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공백은 빅데이터를 

구축, 처리,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과 플랫폼의 개발이

며, 창업기업들이 이러한 역할수행에 강점을 가지고 있

다. 특히, 이들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경우 생태계의 리

더가 되거나 유니콘 기업과 같은 거대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기업이 많이 나올 수 있도

록 지원하는 것이 국내 산업생태계를 건전하게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둘째,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스마트화 지원이 계

속되어야 한다.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의 경우 자발적으

로 스마트화를 추진할 역량이 되는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것이 현

디지털 혁신생태계에 맞는 기업·산업정책 실이다. 기존의 기업들이 변화하는 생태계에서 도태되

지 않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제조업의 경우는 스

마트팩토리화, 서비스업의 경우는 빅데이터 연계와 네

트워크 구축 등 스마트화를 지원하여 성장을 위한 토

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중견기업의 경우 업종 전문화나 업종전환을 통

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중견기업은 대체로 규모나 자

금 면에서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으나, 미래전략이 

부재인 경우가 많다. 특히, 조립과 가공 중심의 기업의 

경우 고부가가치 영역인 소재·부품·장비, 혹은 마케팅 

및 서비스의 영역으로 전문화를 하거나 플랫폼을 통해 

확장 혹은 전환이 가능한 업종으로 변화하는 전략으로 

기업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생태계가 기업 간 경쟁에 의해 자

율적으로 형성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생태계간 진입장

벽과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충분히 개발되고 적용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

다. 생태계에 동적인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기존 

생태계에서 유지되던 하청 관계 등이 새롭게 등장한 시

장과 산업, 혹은 기존 생태계 내의 기업 간 거래를 막거

나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신기술

과 신서비스를 개발할 테스트베드 뿐만 아니라 개발된 

기술과 서비스가 안착되고 산업화될 수 있도록 국내의 

수요시장을 발굴하는 것 또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2020년에 준비해야 할 사항

디지털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빅데이터·SW 기반 
서비스기업 육성

전문화와 
업종전환 지원

기업 성장을 위한  
스마트화 지원

생태계 간 진입장벽 
완화와 수요시장 발굴

01 02 03 04
창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인프라·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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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블루오션, 新남방 국가와의 
협력에 집중하는 한 해가 돼야

방대한 배후시장, 젊은 노동력, 풍부한 자원 등을 

보유한 아세안은 전 세계의 전략적 거점으로 부상하

고 있다. 2016년 현재 GDP 2.6조 달러(아시아 3위), 

평균 연령 30세로 인구 6억 5천만 명(세계 3위), 그리

고 2025년까지 평균 7% 성장이 예상되는 높은 잠재

력을 지닌 경제공동체이다. 특히 아세안은 한국의 제2 

교역 및 건설시장이자 최대 ODA 협력 권역으로서 미

중 무역 분쟁과 한일 무역갈등의 돌파구로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동안 한국의 제 1, 2위 교역국이었

던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은 한국경제에 크나큰 타격

을 주었으며, 일본의 갑작스러운 수출규제는 새로운 

파트너의 모색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글로벌 과학기술협력 정책 전망

김왕동 ㅣ
wangdkim@stepi.re.kr

글로벌혁신전략연구본부장

21세기 블루오션, 아세안(ASEAN)

모두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다. 국내적으로도 범국가 

차원의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출범(’18. 11.)과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차원의 ‘신남방 과학

기술 외교 확대방안’ 발표(’18. 1.) 및 ‘과학기술 ICT 

분야 신남방 정책 추진계획(안)’ 수립(’18. 11.) 등을 통

해 거버넌스와 제도적 인프라 또한 구축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20년은 문재인 정부 후반기 시작년도로써 구

체적인 실행과 성과 창출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

다. 다시 말해, 글로벌 과학기술협력을 위한 자원은 한

정되어 있으므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성과 창출이 요

청된다는 것이다. 

제일 먼저, 신남방 국가관련 정책 거버넌스 협업체계

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과기정통부 국제협

력관 산하의 신남방 국가 관련 부서들(예, 미주 아시아, 

다자협력, 구주 아프리카 등) 간의 협업체계 구축이 필

이에 문재인 정부는 이 같은 4강국(미·중·일·러) 중심

의 경제·외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17년 출범 이

후 신남방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아세안 10

개국에 인구 13억 명의 거대시장인 인도를 포함시킴으

로써 한국의 경제 지형을 확대하고 한반도의 동아시아 

외교 및 안보 유지에 책임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함이다. 

지난 2년간 신남방 국가들과의 정상회담과 2019년 11

월 부산에서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 및 ‘제1차 한-

메콩 정상회의’ 개최 등을 통해 외교적인 협력기반은 

신(新)남방 정책의 성과 창출이 필요한 시점

[그림] 신남방 국가 과학기술협력 차원

자료: 필자 작성

08

그렇다면 정책의 효과성 극대화를 위해 2020년에 

정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신남방 국가와의 과학기술협력 전략

협력
거점

정책
거버넌스

신남방
국가

다자협력
기구

성과
홍보

해외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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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 또한 아세안 국가의 수요 파악 및 신남방 국가

의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해 한-아세안 과학기술협력센터 

및 과학기술정책연구원과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이 필요하다. 

둘째, ‘한-아세안 과학기술협력센터’를 플랫폼으로 

한 과학기술협력 추진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먼저 양

자 협력에서 다자협력으로의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

고, 본 센터를 통해 아세안 국가들의 협력수요를 파악

하며, 공동연구 및 한국형 ODA를 추진하는 아세안판 

FP 프로그램(K-ASEAN Framework Program)을 운영함

으로써 타 권역과의 차별화를 꾀할 수 있다. 

셋째, 신남방 국가 관련 다자협력기구 (A PEC , 
ASEAN, UNDP 등) 대응 상의 일관성과 전략성을 견

지할 필요가 있다. 즉, 모든 다자협력기구에 대한 어

젠다 설정 시 각 기구 내에서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각 

기구 간 일관성과 전략성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

서는 전략성을 가지고 모든 다자협력기구에 대한 어

젠다 분석과 상호 일관성 있는 전략 수립 연구가 선행

되어야 한다. 

넷째, 신남방 국가에 대한 맞춤형 정책 추진을 위해 

유형별, 국가별 대응 전략을 수립·집행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 10개국은 경제발전단계나 소득수준 면에서 매

우 다양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인도는 아세안 국

가와 많은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신남방 국가

의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3~4개 유형별로 

국가를 범주화하거나 각 국가별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

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권역별 혹은 각각의 국별 리

포트 작성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신남방 국가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신남방 국가와의 과학기술협력 현황 및 성과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

간부문의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신남방 국가를 대

상으로 한 연구 결과나 국별 현황 분석, 또는 정책성과

에 대해 알릴 필요가 있다. 이는 다양한 온라인 및 오

프라인 매체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2020년 한 해는 신남방 국가와의 과학기술협력에 총

력을 기울임으로써 문재인 정부 후반기 성과 창출을 위

한 초석을 다지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신남방 국가 관련 
정책 거버넌스 
협업체계 구축

01

‘한-아세안 과학기술 
협력센터’를 플랫폼 
으로 한 과학기술 

협력 추진

02

신남방 국가 관련 
다자협력기구(APEC, 

ASEAN, UNDP 등) 

대응 상의 일관성과 
전략성 견지

03

신남방 국가에 대한 
유형별, 국가별 
대응 전략 수립

04

신남방 국가와의 
과학기술협력 현황 
및 성과 홍보 강화

05

2020년에 준비해야 할 사항

신남방 국가와의 협력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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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은 STI for SDGs 추진을 위한 
元年, 우리는 준비가 되어있는가?

UN이 2015년 제시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
nable Development Goals, SDGs)는 2030년까지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사회발전, 경제성장, 환경보호를 포
괄적으로 추진하여 달성해야 할 보편적인 의제이다. 
주요 국가들은 국가발전정책을 UN SDGs가 추구하
는 방향과 연계하여 설정하고 있으며, UN 및 OECD 
등 국제기구는 SDGs 달성을 위한 국가 간 협력, 인
프라 및 제도 설계 등 거시적 차원의 지향점과 미시
적 차원의 실행방안까지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다. 국
제사회는 UN SDGs 대부분의 세부목표가 과학기술
혁신에 기반한 정책과 수단을 활용하여 달성할 수 있
다고 인식을 같이하며 과학기술혁신의 역할을 강조
하고 있다.

UN은 ‘STI for SDGs(SDGs 달성을 위한 과학기술혁

신)’라는 표어를 수립하고 구체적으로 고위급 정치 포
럼(이하 HLPF)과 기술촉진메커니즘(이하 TFM)을 설치
하여 운영하고 있다. 각국 정상급 및 각료급 포럼을 주
기적으로 개최하여 각국의 SDGs 이행현황을 점검하
는 등 HLPF는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한다. TFM은 UN 
기구 간 협력체, 포럼, 온라인 플랫폼, 전문가 그룹 등
으로 구성되어 국제사회의 SDGs 달성을 지원한다. 

일본은 2016년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SDGs 추
진본부를 내각에 설치하고 범정부 차원의 행동계획
과 주요활동을 구체화하고 있다. 또한 2018년 개최된 
STI for SDGs 포럼에서 과학기술혁신의 중요성을 주

SDGs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정책 전망

박환일 ㅣ
hipark@stepi.re.kr

다자협력연구단장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STI for SDGs

장하고 SDGs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UN과 함께 수립
하여 국제사회의 SDGs 달성을 지원하고 있다. 스웨
덴은 2002년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을 채택하고 모
든 정책 수립 시에 본 전략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SDGs 이행을 위해 총리실 주도로 관계 부처가 참여
하는 범정부 위원회를 구성하여 SDGs의 효과적인 
달성을 지원하고 있다. 

[그림] UN의 STI for SDGs 활동

자료: 박환일(2019. 3.)

이와 같이 국제사회의 SDGs 달성을 위한 과학기술혁
신 기반 마련 노력과 제도 정비에 비해 한국의 대응은 
다소 미흡한 상황이다. 물론 2000년대 들어 지속가능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에는 한국 실정에 적
합한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이하 K-SDGs)를 제시하기
도 했다. K-SDGs 수립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이해당사자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 사회현실에 적절한 
목표를 설계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다. 하지
만 국제사회 움직임과 달리 K-SDGs에서는 과학기술
혁신의 역할에 대해서 깊게 고민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물론 아직 K-SDGs 달성을 위한 구체적 정책이
나 수단이 규명되지 않았지만, 논의과정에서 과학기술
계를 포함한 포괄적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다. 이는 현재 한국 정부의 지속가능발
전에 대한 관점과 인식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구조적 문
제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다소 미흡한 한국의 대응 전략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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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은 국가 미래 모습을 좌우하는 매우 중
요한 최상위 의제이자 정책이 되어야 함에도 환경부 직
속의 지속가능위원회에서 총괄하는 모양새를 나타내
고 있다. 즉 국가의 장기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최상위 수준에서 고민하고 수립해야 하지만, 현재의 구
조는 부처 수준에서 작성하는 상황인 것이다. 오히려 
지속가능발전 전략 가운데 하나인 녹색성장 정책이 상
위 조직인 총리실에서 수립되어 거버넌스 상의 비논리
적인 모습이 보여진다. 또한 지속가능발전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수단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모니
터링과 평가를 주도할 조직이나 인력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여 생산성을 향상하고 이를 통
해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및 사회적 문제 해결로 연결
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선진국과의 
SDGs 달성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협력뿐 아니라 개도
국 대상의 과학기술 역량 및 시스템 강화 지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글로벌 SDGs 혁신 플랫폼은 
연구 및 협력사업을 수행할 전담기관, UN TFM, 관련 
정부 부처,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
구회(NST), 국제기구 및 다자은행 등으로 구성되는 생
태계를 의미한다. 글로벌 SDGs 혁신플랫폼은 지속가
능발전과 같은 글로벌 의제 논의에 적극 참여,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대응을 지원, 출연연간 기술 연계 및 협
력방안 수립, 개도국과 선진국 연계 협력 등 연구 및 사
업을 추진한다. 본 플랫폼의 한 축은 국제사회의 SDGs
를 위한 과학기술혁신을 논의하고 있는 UN TFM, 
OECD 등 글로벌 다자협력기구가 중심이 된다. 또 다
른 축은 국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환경부, 기
재부 등 관련 정부부처, 과학기술연구개발을 주도하는 
NST와 관련 출연연구기관들로 구성된다. 그리고 개도
국 대상 SDGs 달성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협력을 위해 
APEC, ASEAN 등 국제협의체, 재정지원을 담당하는 
다자은행 등도 포함된다.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준비 시간
이 얼마 남지 않았다. 2020년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시작이 될 것이고 기반을 만드는 한 해가 될 것
으로 전망한다. 

2020년은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과 달성을 
준비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남아있는 10년의 기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미래세대의 지속가능한 발
전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2020년에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첫째로, 국가 지속가능발전 관련 거버넌스를 
재정비하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 지속가능발전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내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추
진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국제사회흐름에 맞게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사회경제
환경을 포괄할 수 있도록 위상을 격상해야 한다. 둘째
로는 과학기술혁신 기반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전략, 로
드맵 등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혁신 기반의 SDGs 달성을 위한 
글로벌 혁신플랫폼을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각 국가는 

2030 SDGs 달성을 준비해야 할 시점  

국가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정비 STI for SDGs 구체적 실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글로벌 SDGs 혁신플랫폼 구축

01 02 03

2020년에 준비해야 할 사항

STI for SDGs 기반마련을 위해

1) 박환일(2019. 3.),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전략은 지속가능한가?」, Future Horizon+, 
Vol.40,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 박환일 외(2019 발간예정), 「UN SDGs 달성을 위한 과학기술외교 대응체계 
구축방안 연구」, 한국연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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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과학기술을 통한 국제개발협력의 
선도국으로!

2020년은 한국이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공여국 회원
으로 정식 가입한 지 꼭 10년이 되는 기념비적인 해이
다. 지난 10년간의 시행착오와 이를 통해 축적한 경
험을 바탕으로 향후 한국 공적개발원조는 규모 증대
와 더불어 내실을 다지며 한층 성숙된 단계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15년 국제사회가 지속가능
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새
로운 개발협력 패러다임으로 채택한 이후 첫 5년 동
안의 대응 체계 수립 단계를 거쳤으므로, 2020년부
터는 국가별 SDGs 이행이 보다 구체적으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SDGs 달성을 위한 과학기술의 중요
성과 역할이 한층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개도
국에서는 한국의 빠른 경제 및 산업 발전 경험의 전
수와 함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과학기술 분야 개발
원조에 대한 관심과 지원 요청을 적극적으로 표현하
고 있음이 주목된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 글로벌 감염병 확산 등 공통 
난제를 풀기 위한 과학기술 전문지식 공유와 공동
의 연구개발 노력 및 확산 활동의 사회적 가치가 더
욱 부각되고 있다. 과학기술 관련 인프라 및 장비 지
원이나 기술이전과 같이 일방향으로 이동되어 오던 
과학기술 자원의 흐름도 공동협력자 간 꾸준한 상호
작용을 통해 양방향으로 교류되는 방식으로 발전하
고 있다. 무엇보다 과학기술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보
유한 기업, 대학, 연구소, 기타 전문가 집단, 민간인 
등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 불가결 요소라는 공통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과거에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위주로 이루어지던 개
발협력의 무게 중심 역시 이제는 ODA 범주에 포함되
지 않는 ‘기타 공적원조 및 혁신적 개발협력사업’ 쪽
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이제까지 국가별 개발
협력활동을 측정하던 대표적인 지표인 ODA를 보완
하는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총 공적 지원’을 측
정하는 TOSSD(Total Official Suppor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지표를 개발하려는 논의가 OECD를 중
심으로 국제사회 내에서 활발히 그리고 빠르게 진행
되고 있다. 

과학기술혁신 개발협력 정책 전망

선인경 ㅣ
isun@stepi.re.kr

개발협력연구단장

<표> 과학기술 개발협력 패러다임 변천의 주요 내용 비교

자료: 필자 작성

10

SDGs 패러다임의 등장은 과학기술 개발협력에
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달성을 위한 과거의 개발협
력 활동은 개도국만을 대상으로 하면서 빈곤퇴치와 경
제발전을 목표로 했던 반면, 현재의 SDGs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를 대상으로 포함하면서 전 인류가 직면하
고 있는 공동의 글로벌 도전 과제 해결을 목표로 한다
는 차이가 있다(<표> 참조). 

과학기술 개발협력 패러다임의 변화

목표개도국 빈곤퇴치 및 경제개발
전 인류(개도국+선진국)가 직면한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

유형
ODA를 통한 인프라 및 장비 지원, 

적정기술, 기술이전

과학기술혁신 전주기적 파트너십
(예: 공동 R&D, 글로벌 리빙랩, 해외테스트 

베드 이용을 통한 공동 기술사업화)  

신기술
적용

미비 수요 및 공급 사례 증가

주요
분야

공중보건, 교육, 양성평등
에너지·물·기후환경을 포함한 

전 SDGs 분야의 
과학기술적 요소 및 역할 강조

자원
흐름

일방향
(공여국에서 수혜국으로)

다양한 형태의 양방향 자원 교류
(interactions)

주체 공공
(예: 정부, 국제기구)

공공+민간
(예: 기업, 민간재단, 대학, 전문가)

주요
통계
지표

공적개발원조(ODA)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총 공적 지원(TOSSD)

MDGs(2000-2015)패러다임 
하의 과학기술 개발협력

SDGs(2016-2030) 패러다임 
하의 과학기술 개발협력

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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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SDGs 의제를 담당하는 외교부와 환경
부, 개발협력분야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이러한 국제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중요성
이 부각되고 있는 과학기술 개발협력의 주요 참여자인 
국내 과학기술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연

구회 소관 25개 출연연구기관, 대학 연구자 등)에서는 
아직 SDGs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많이 부족할뿐더러, 
급격히 변화되고 있는 글로벌 과학기술 개발협력 역학
(dynamics) 관계에 발 빠른 대응을 하는 데 한계를 보이
고 있다. 

과학기술 ODA 혹은 과학기술 개발협력 연구 및 사
업은 본격화된 지 아직 10여 년에 불과한 초기 단계이
기 때문에, 아직은 새로운 지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
지 못하고 기존의 주요 지표인 ODA를 중심으로 통계
분석과 정책 수립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
다 국내의 수많은 과학기술 ODA 사업과 국제연구협
력 활동이 직·간접적으로 SDGs 성취에 기여할 수 있
는 충분한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SDGs 프레임
에 맞게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개도국 발전 
및 SDGs 성취를 위한 한국의 노력과 기여도가 국제사
회에서 저평가받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지원하는 개도국 대상 혹은 개도국과 함께 진
행하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및 실용화사업의 기대
효과를 SDGs와 긴밀하게 연계하는 작업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과학기술 개발협력사업의 SDGs 연계 강화 기술 ODA 관련 정책은 아쉽게도 이러한 노력의 대상 
범주에서 제외되어 왔다. 아직 초기 단계인 점을 감안
하면, 이제부터라도 과학기술계의 개발협력활동에 관
한 데이터와 정보를 축적하여 과학기술 개발협력정책
의 과학화를 위한 기반을 다져야 할 것이다. 또한 후보 
파트너국가의 경제 및 산업발전 경로와 과학기술경쟁
력 수준, 과학기술 국제협력 수요 및 국내 전문가 풀과 
관련 자원 공급역량, 그리고 한국과의 호혜적인 정치
외교적·경제적·사회적 기대효과를 반영하는 체계적인 
과학기술 국제개발협력 파트너십 모델을 개발하여 관
련 정책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과학기술 개발협력사업의 
SDGs 연계 강화

과학기술 개발협력정책의 
과학화

신기술 수요-공급 매칭을 통한 
개발협력 윈-윈 전략 발굴

01 02 03

2020년에 준비해야 할 사항

과학기술 개발협력 패러다임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과학기술정책의 과학화(Science of Science Policy)는 
2000년대 이후 세계 과학기술정책의 공통된 주요 트
렌드이며, 한국에서도 근거 기반의 과학기술정책 수립
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과학기
술 개발협력, 즉 개발도상국 대상 국제협력 혹은 과학

과학기술 개발협력정책의 과학화

신기술 활용 수요-공급 매칭을 통한 개발협력 
윈-윈 전략 발굴

마지막으로 개발도상국의 신기술투자에 대한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며, 국내의 신기술 개발 및 상용화의 
규모화를 달성하기 위해 과학기술 개발협력 사업을 적
극 활용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르완다 드론 프로젝트, 
인도네시아 Grab 사례와 같이, 기존에 교통·통신·에너
지·상하수도 인프라가 부족하던 개발도상국에서 최근 
신기술을 이용한 비즈니스 성공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
이다. 변화된 개발협력 패러다임에 맞게 과학기술 개발
협력 전략도 진화해야 한다. 국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의 개발기술을 활용한 공공-민간 파트너십 촉진을 통
한 개발도상국의 사회적 문제 해결과 SDGs 달성에 기
여할 수 있는 혁신적인 과학기술 개발협력 방안을 적극
적으로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  

1)  World Economic Forum(2019. 1. 16.),“What the world can learn from 
Rwanda’s approach to drones”, https://bit.ly/2PXpDRW

2)  Reuters(2019. 7. 29.),“Grab commits $2 billion to Indonesia with SoftBank’s 
backing.”, https://reut.rs/2EDM49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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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들의 화두
Back to Basic
선택과 집중을 넘어 포괄적 체계화 전략을 
통해 과학기술 전반에 걸친 원천기술 
확보가 필요합니다.

R&D 30조 시대, 국민과 함께
정부 R&D 30조 시대의 문턱에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책임감, 열정, 역량을 갖춘 
과학기술계가 되어야 합니다.

박상열 원장
한국표준과학연구원

AI 기반 ‘Smart New-Deal’

AI 기반의 스마트 뉴딜로 한국경제의 혁신적 
재도약을 추진해야 합니다.

김영태 기술혁신정책관

중소벤처기업부 

Innovation from the Future
선형적이고 경로의존적 방식에서 벗어나, 
급변하는 미래의 시점에서 연구혁신 
방향을 수립해야 합니다.

시장수요 중심 사업화 실증 정책
시장에서 실제로 원하고 활용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시제품과 실증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원광연 이사장

국가과학기술 
연구회

이석봉 대표이사
㈜대덕넷 

이철 대표이사
에이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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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GDP, ‘데이터총생산 
(Gross Data Product)’
데이터 경제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 新 경제지표로 
데이터총생산(GDP)을 활용해야 합니다.

STEPI 연구자문위원회

과학기술 생산성 혁신 전략
엄중하고 급변하는 대내외 상황에 현명하게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Big Push’를 통한 AI 생태계 주도

AI 경제를 주도할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가적 ‘빅 푸시’가 필요합니다.

최제용 교수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안현실 논설·전문위원
한국경제신문

時-空-人 연결의 중심축, 
과학기술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초연결 시대에서 
국가와 지역, 그리고 연구자와 국민이 
체감하는 과학기술이 되어야 합니다.

첨단기술 융복합, 선도국가로의 첩경
첨단기술의 창조적·혁신적 융복합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시대 선도국가를 조기 구현해야 합니다. 

이경미 단장 

충북지역사업평가단

최희윤 원장
한국과학기술 
정보연구원

김영선 부회장

한국과총 광주전남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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