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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이 앞당길
탄소중립 대한민국

세계 각국은 재생에너지 확대, 친환경 모빌리티 및 저탄소 배출산업으로의 전환 등을 통해 화석연료
기반 경제에서 탈피하여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경제로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국내외 탄소중립 관련 정책 및 투자 현황, R&D 동향을 진단해 보고,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R&D 정책과 투자 전략을 제언하고자 한다.

이길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원장

왜 탄소중립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10월 28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각국은 탄소중립 선언과 관련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파리기후협정 재가입, 연방정부 저탄소 차량 의무구입 등을 서둘러
추진하고 있다.

한다”라는 역사적인 선언을 했다. EU, 미국, 일본(이상 ’50년), 중국(’60년) 등 세계 70여 개 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전 세계적으로 홍수, 폭우, 가뭄, 대형 산불 등의 파괴적 자연재해로 인해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UN 총회 결의에 따라
세계기상기구

와 유엔환경계획

에 국제기구를 설치하고 논의의 장을 열어가고 있다.

파리기후협약
복귀 지시
행정 명령 서명

기후변화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는 1988년도 UN 총회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를 설치하기로 결의하면서 본격

정부 간 협의체

시작되었다. 이후 1992년 리우환경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되었다. 우리나라는 1993년 1월

공중보건·환경보호
및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과학회복
행정명령 서명

’21.01.20(취임식)

세계에서 47번째로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하였으며, 현재 회원국은 196개 국에 이른다. 1997년

국내외
기후 위기 대처
행정 명령 서명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계획 제시

’21.01.27

’21.02.11

교토의정서(37개국, 한국 제외), 2015년 파리기후협약(195개국, 한국 2016년 비준) 등을 통해
EU는 정상회의에서 ’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는 유럽 그린딜(’19.12월)에 합의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감축 목표를 상향하였다. 감축 목표를 ’30년까지 ’90년 대비 기존 40%에서 55%로 상향 조정하고,

지구온난화는 인류 활동의 산물이다. 지구는 산업화 이전(1850~1900) 대비 현재 약 1°C

제정을 통해 법적 구속력을 부여할 예정이다. 일본은 탄소중립 이행전략으로

뜨거워졌으며, 최근 10년마다 0.2°C 상승하는 추세이다. UN IPCC의 「지구온난화 1.5°C

기후법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온도의 상승에 따른 생태계의 붕괴를 막으려면 전 세계가 2050년까지

‘2050 탄소중립에 따른 녹색성장전략(’20.12월)’을 수립하고, 핵심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전망과

탄소중립을 실현해야 한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만큼 흡수할 방법을 마련하여

목표를 제시하였다. 전력 분야는 재생에너지, 원자력, 수소전력 등을 통해 탈탄소화하고, 비전력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든 상태, 즉 넷제로

분야는 전기화 및 열 수요에 대한 수소화, CO2 회수 등의 추진전략을 확정하였다.

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주요 지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OECD 국가 중 에너지 소비와 이에 따른 탄소 배출량이 높은 나라에 속한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기상청의 보고서(2019)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기상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10조 7천억 원에 달한다. 높은 화석연료의 비중과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인해 지난 106년간 평균 온도는 1.8°C 상승했다. ‘역대 최고 폭염’, ‘역대 최다 태풍

표
주요국 탄소중립 정책

국가

탄소중립 정책

한국

• 탄소중립의 첫걸음, 한국판 뉴딜(그린뉴딜) 발표(’20.7월)
•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선언(’20.10월) 및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발표(’20.12월)
•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정부안 확정(’20.12월)

미국

•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기후변화 대응,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청정에너지·인프라 계획’ 발표
• 취임 직후 파리기후협약 복귀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선언

발생’ 등의 뉴스를 흔히 접하게 된 이유이다.

▶ (1인당 탄소배출량) OECD 6위(’17)
▶ (탄소배출량/GDP) OECD 4위(’17)
▶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OECD 33위(’18)
▶ (석탄화력 발전비중) OECD 4위(’18)
▶ (에너지효율 평점표) 에너지 다소비 25개국 중 13위(’18)

EU
(유럽연합)

• ‘그린딜’(’19.12월)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발표
- 기후 중립적인 녹색 경제 및 경쟁력을 갖춘 포용 경제로의 전환에 필요한 공공 및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해 기금 조성을 강조

▶ (에너지가격) 전기 가격 OECD 하위 5위, 가스 가격 하위 6위(’18)

▶ (에너지전환지수*
*) 2019년 세계 48위, OECD 국가 중 하위 5위(’19)

*

 너지 시스템 성능(경제 개발 및 성장, 에너지 보안/접근, 환경 지속가능성)과 에너지 전환 준비도 고려 후
에
국가별 측정

출처: ACEEE (American Council for an Energy-Efficiency Economy) (2019), 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 2020,

일본

• 2050 탄소중립 목표 선언 (’20.10월 스가 총리 의회연설)

중국

• 2060년 이전까지 탄소중립 달성 선언 (’20.9월 시진핑 주석 UN총회)

그외

• 스웨덴(’17), 영국, 프랑스, 덴마크, 뉴질랜드(’19), 헝가리(’20) 등 6개국이 ‘탄소중립’ 법제화

WEC (World Energy Council) (2020), WEF (World Economic Forum) (2020),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18)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50 탄소중립(’20.12.21)

과학기술이 앞당길 탄소중립 대한민국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

우리나라는 탄소중립 선언 이후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서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고,

각국 정부에 이어 기업들도 탄소중립에 속속 합류하는 모습이다. 구글, 애플 등의 글로벌

탄소중립 시나리오(’21.6월, 환경부)에 따라 부처별로 전략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2050 탄소중립

기업들은 기업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추진전략」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적응적 감축’에서 ‘능동적 대응’으로 기본 방향을

있다. EU와 미국을 중심으로 탄소국경세 도입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설정하고, ‘3+1 전략’(경제구조의 저탄소화, 新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약한 국가의 상품을 규제가 강한 국가로 수출할 때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공정전환+탄소중립 제도적 기반강화)을 제시하고 있다. 이후 기후변화 적응대책, 전력수급 및

ESG(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등이 발표(’20.12월)되었으며, 기존 정책목표를 승계하여 배출량을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투자와 가치평가에도 탄소중립을 활용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30년까지 ’17년 대비 24.4% 감축하는 것으로 목표를 상향하였다.

있다. 인류가 생존해야 기업 이익도 의미가 있다는 시각이 반영된 경영 철학이다.

(환경),

(지배구조))를 강조하면서 탄소세 도입에 대한

(사회),

주요국의 투자계획을 살펴보면, 우선 미국은 향후 4년간 청정에너지 인프라 기술개발 및 관련
산업에 2조 달러 투자를 공약하였다. 재원은 소득세 및 기업법인세 등 증세를 통해 마련하고,

기업

에너지·수송 분야 외에도 친환경 자동차 공공기관 구입 확대, 친환경 신규 공공주택 150만개 등을

탄소중립 관련 추진현황

지멘스

• 글로벌 기업 중 최초 2030년까지 탄소중립 선언(’15)

블랙록

•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로서 환경 지속가능성을 떨어뜨리는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음을
선언하고 석탄을 사용해 얻은 매출이 25%가 넘는 기업의 채권과 주식 처분

포함하고 있다.
표
주요국 탄소중립
투자 현황

구분

미국 (~’24)

EU (~’30)

일본 (~’30)

독일 (~’30)

영국 (~’50)

호주 (~’30)

투자
규모

2조 달러
(2,300조 원)

1조 유로
(1,320조 원)

32조 엔
(340조 원)

5백억 유로
(68조 원)

120억 파운드
(19조 원)

180억 호주달러
(14.5조 원)

마이크로소프트(MS)

노르웨이 국부펀드

• 탄소제거기술 개발 위해 10억 달러 ‘기후혁신기금’ 설립 발표(’19)
• 2050년까지 탄소중립 및 네거티브 달성 선언
• 탄소배출 많은 기업 투자 제외 ‘탄소 블랙리스트’

*미국, 독일, 영국, 호주는 정부 예산만 포함, EU, 일본은 민·관 합계 기준
**투자규모는 R&D 뿐만 아니라, 인프라 구축 및 지원, 배출권, 투자기금 등을 포함

영국
• 세계 최대 석유기업으로서, 해상풍력 등에 투자하여 에너지 포트폴리오 변경 선언(’20.2월)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

독일은 신재생 에너지 중 수소에너지(그린 수소, 녹색 수소, 블루 수소, 청록 수소의 Mix 포트폴리오,

미국 드락스(Drax)

P2G 프로젝트)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혁신적 환경이노베이션전략」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을 ’20년부터 시작했다. 에너지전환, 수송, 산업, 가정, 농림수산업 등 5개 혁신분야
연구개발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량, 기술개발 내용, 요소 기술개발부터 실용화·실증개발까지

• 2030년까지 탄소 네거티브 선언 (세계 최초 선언)
• 바이오매스 이용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기술 등 활용

네이버

• 2040년까지 탄소 네거티브 선언 (’20.10월, 한국 최초)

LG 전자

• 2030년까지 제품 생산단계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2017년 대비 50% 수준으로 감소

구체적인 시나리오와 행동을 명시하고 있다. 중국의 생태환경부는 녹색기술 혁신체계 구축을 위해
출처: 매일경제(’20.02.13), 정책주간지 공감(’21.01.04), 기후변화센터 뉴스레터(’21.01.03)

전국 규모의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도입을 계획하고 있으며, 저탄소·녹색 발전 관련 법률을 시행할
예정이다. 비화석 에너지 비중을 70~80% 이상으로 확대하고, 향후 30년간 약 172조 원 이상을
투자하여 향후 10년간 풍력과 태양에너지 설비용량을 100GW 증설한다는 계획이다. 호주는 ’20년
」을 수립하고 10년간 180억

9월에 온실가스 감축 「기술투자로드맵

호주달러를 투자하여 연간 2억 5,000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을 계획하고 있다.

탄소중립과
R&D의 역할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술 발전을 통해 에너지 전환의 비용을 낮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는 높은 제조업 비중, 철강·시멘트·화학 등 탄소 多배출 업종 중심의 산업
구조로 다른 나라에 비해 탄소중립 실현이 매우 어려운 형편이다. 또한 화력발전의 비중이 높고,

우리나라 탄소중립 분야 R&D 예산 추이는 ’19년 1조 485억 원에서 ’20년 1조 3,333억 원, ’21년

국토의 70%를 차지하는 산지로 인해 타국으로부터의 안정적인 전력 확보에 한계가 있어 신재생

1조 5,995억 원으로 최근 급증하였고, 전체 R&D 예산 증가율보다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에너지로의 신속한 전환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녹색기술센터에서 발표(’21.3월)한 「2020 기후기술(탄소중립) 수준조사」 결과에 따르면

표
우리나라 탄소중립
R&D 예산 추이

구 분

’17

’18

’19

’20

’21

연평균 증가율
(%)

(단위 : 백만 원, %)

합 계

917,804

984,929

1,048,503

1,333,250

1,599,449

14.9

재생에너지

179,124

191,644

225,158

252,865

245,093

8.2

수소 경제

46,237

49,023

65,459

106,495

177,713

40.0

친환경 자동차

37,881

41,304

75,322

142,718

173,888

46.4

수요관리·고효율

162,067

163,435

146,496

167,065

230,208

9.2

CCUS

84,480

84,328

86,494

67,285

104,871

5.6

청정연료·자원순환

94,583

88,960

86,543

116,936

137,191

9.7

출처: 과학기술장관회의(’21.03.31)

탄소중립 분야의 최고기술 보유국은 미국과 EU이며 우리나라는 이들에 비해 기술수준 80%,
기술격차 3년으로 나타났다.
표
탄소중립 분야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EU

기술수준(%)

80

80

90

100

100

기술격차(년)

3.0

3.5

1.5

0.0

0.0

세부기술별로는 전기지능화기기, 태양광, 연료전지 등은 비교적 높은 기술수준을 보였으나,
지열, 수소저장, CCUS 분야는 3~5년의 기술격차를 나타냈다.

표
국내 탄소중립기술 분야
연구개발수준 상·하위
3개 분야

들어 정부는 수소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철강 기업은 수소환원 제철공정을

상위

분야

최고기술
보유국

기술
수준(%)

기술
격차(년)

하위

분야

최고기술
보유국

기술
수준(%)

기술
격차(년)

1

전기지능화기기

미국, EU

89.0

1.5

1

지열

미국, EU

75.0

5.0

경제와 환경의 탈동조화를 추구해야 한다. 산업화 플랫폼을 주축으로 한 플래그십 형태의 R&D

2

태양광

미국

88.0

1.5

2

수소저장

미국

76.5

3.0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출연(연)이 탄소중립 분야의 혁신기술을

3

연료전지

미국

85.0

2.0

3

CCUS

미국

78.0

5.0

개발하는 식이다. R&D와 실용기술을 연계하여 국가와 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강화를 전제로

개발하고 산업현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출연(연) 사업 중 탄소중립 예산의 비중을 확대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는 CO2 감축 잠재력이 가장 큰 태양광 기술이 비교적 높은 수준이나,
풍력은 경쟁국 대비 기술격차가 컸다. 수소경제 분야에서는 연료전지가 비교적 높은 수준이나, 수소
생산·저장·운송 등 인프라 기술은 부족한 상태이다. 소형기기, 센서, 관리 등 개별 기술은 일부
확보되어 있으나 국내 여건상 산업 핵심공정 중심의 저탄소화를 위한 기술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탄소중립 강국
대한민국을 꿈꾸며

같은 인류 공통의 문제에 관심을 가질 여력이 없었다는 핑계가 통하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나타났다. CCUS 분야도 각국의 탄소중립 선언으로 빠른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이나 대규모 실증과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발휘된 K-방역의 우수함은 우리나라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닌 선도자의

저장소 확보, 조기 상용화 기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치에 우뚝 섰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제 보다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을 가지고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라는 글로벌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2050 탄소중립 선언은 그

이처럼 현재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기술 수준은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으로, 민간의 단독 추진에

장대한 여정의 출발점이다. 모두의 지혜를 모아 탄소중립 강국 대한민국으로 함께 나아갈 때다.

한계가 있어 정부의 선도적인 투자와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책 제언

오랫동안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경제 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쉴 새 없이 달려왔다. 기후변화와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R&D 정책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우선,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여 탄소중립을 지향하고, 경제기반을 저탄소·친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해 중장기 R&D 투자계획이 필요하다. 탄소중립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핵심
기술에 R&D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 예측에 맞춘 기술개발 시나리오가 중요하다. 에너지,
그림 1

산업, 수송, 교통, 건물, 도시, 환경 등 여러 분야별로 중점 기술의 기술성숙도, 기술수준, 시장 상황

2050 탄소중립 미래상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R&D 접근을 해야 한다. 과학기술혁신본부와 KISTEP은 이를 위해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다. 각 분야의 후보기술을 발굴하여 현황을 분석하고, 중점기술을
선정하여 기술별 로드맵을 작성하는 작업으로, 올해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모쪼록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하여 실현 가능한 기술개발 경로가 제시되기를 희망한다.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
(FEMS)

위한 기술개발로드맵, 에너지 효율화, R&D 투자전략 등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부처 간 협업체계가 필요하며, 부처별로 중복되지 않는 차별화 전략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탄소저감 및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도전적 원천연구,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화학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대전환과 에너지 전환 정책 가속화, 국토교통부는 탄소중립도시

바이오 석유화학

R&D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것이다.

태양광
도시형태양광

산업공정 고도화

다음으로 부처 간 협업 및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 탄소중립 문제에 과학기술로 대응하기

조성기반기술과 친환경 초고속철도망 개발 등 각 부처가 차별화된 전략을 추진하면서 국가 차원의

바이오에너지
수송용바이오연료
(바이오항공유등)

건물효율
전기차 충전소

제로에너지하우스

철강시멘트

디지털화

그린철강

데이터센터

CCUS
해양 연계 CCS
/산업연계 CCU

셋째로, 민간 주도를 위한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탄소중립 사업은
민간전문가

태양광
태양광발전소

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상황 변화에 따라 전략과 일정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현재 신성장동력 223개 기술 R&D
투자비용에 부여하는 세액공제(20~40%) 혜택을 탄소중립 최신기술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정부 R&D의 기업 매칭부담 비율도 대·중견·중소기업 모두 하한선인 25%를 적용하는 등 부담을
경감해 줄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민간의 협업이 중요하다. 정부가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탄소중립 R&D 투자와
민간의 저탄소 산업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이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 특히 제조업 중심의 우리나라
산업구조에서는 정부의 R&D 정책과 투자가 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으로 이어져야 한다. 예를

수송효율

풍력
수소차 충전소

해양풍력 인공섬

수소
해외수소수입

전기차+충전소 /
수소차+충전소 /
수소철도

수소
그린수소생산(수전해)

출처: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

2021년도 정부 R&D 예산의 주요 현황과 특징
2021년도 정부 R&D 예산의 총괄 현황과 한국판 뉴딜, 소재・부품・장비, BIG3,
기초・원천, 인력양성 등 5대 분야에 대한 중점 투자 분야 및 내용에 따른 투자
내역을 살펴보고 향후 R&D 재정 투자의 전망 및 방향을 짚어본다.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IRIS)
구축 현황 및 주요 특징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수행・관리 과정을
통합한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IRIS)’
구축 경과와 주요 기능을 살펴보며 향후
운영방안 및 계획을 공유한다.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한 우리나라 인재 경쟁을 진단하고 불확실한
시대, 새로운 인재 육성 전략을 위한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2021년도 정부 R&D 예산의
주요 현황과 특징

2021년 R&D 예산은 이러한 정부의 경제정책에 호응하여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 견인을 위해
한국판 뉴딜, 소재・부품・장비, BIG3, 기초・원천 R&D 및 인재양성의 5개 분야에 집중 투자
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해 디지털 핵심기술 고도화 및
차세대 미래 신기술 선점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고, 비대면 수요에 대응한 핵심 기술개발 및 서비스
고도화를 지원한다. 그리고 SOC 디지털화를 위해 인프라에 스마트 기술을 적용하여 안전성 및
생산성을 제고하는 한편, 친환경 도시인프라 구축과 저탄소 에너지 보급 등을 통해 그린 뉴딜
100대 품목에서 對세계 338개 품목으로 확대하여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국제가치사슬(Global

박창대 KISTEP R&D예산정책센터 전문관리원

Value Chain, 이하 GVC) 재편 등에 대응한다. 신약·의료기기 산업 고도화 및 지원 생태계 조성을

한웅용 KISTEP R&D예산정책센터장

위해 범부처 협업 R&D를 중심으로 하여 全주기적으로(기술개발 임상・실증 제품화) 지원하며
또한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인력양성·규제과학·데이터 등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미래자동차 전환 가속화를 위해 관계부처 협업으로 부품, 도로, 제도 등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하고
내연기관차와 유사한 수준의 주행거리 확보를 위한 배터리 시스템, 주행효율 향상 등의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그리고, 초저전력·고성능 차세대반도체(인공지능 반도체 등) 및 미세 공정·장비

서론

2021년 정부 연구개발(이하 R&D)예산은 전년대비 13.1% 증가한 27.4조 원으로 편성되었다.

개발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유망 분야를 선점하고 대학・팹리스・파운드리・응용기업 간 협업을

2020년도의 18% 증가에 이어 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12대 부문별 정부지출

통해 시스템반도체 혁신기술을 개발할 고급・전문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종합반도체 강국으로

증가로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20.8%), 환경(+17.8%), 사회간접자본(이하 SOC)(+14.1%)에

도약하기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미래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창의・도전적

이어 네 번째로 큰 규모의 증가율 이다. 이는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도 R&D가 미래세대를

기초연구의 내실화 및 투자를 확대하고 세계적 수준의 기초연구 기반 조성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며,

위한 게임 체인저

가 되어야 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표명된 것이다.

우주・원자력 핵심기술 자립화 및 활용 등을 위해 거대공공 투자를 지속한다. 그리고 혁신인재
양성을 위해 인공지능(이하 AI)・소프트웨어(이하 SW) 등 ICT 분야와 BIG3 등 신기술 분야 핵심

이러한 R&D 투자의 급격한 증가 추세는 최근 우리나라가 맞이하고 있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고급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과학기술을 통한 기회 창출로 극복하고자 하는 성장전략의 일환이다. 일본 정부가 2019년 7월

이하에서는 지금까지 개략적으로 살펴본 2021년도 정부 R&D 예산편성현황과 중점 투자분야를

수출관리 강화조치를 단행한 이후 우리 정부는 해외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장비 등의 국산화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향후 정부 R&D 추진방향을 전망하도록 한다.

위해 핵심 기술개발 및 사업화・실증 등 관련 분야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핵심부품 등에 대해서는 자립도를 높여나가고 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국내소비 및 글로벌
교역 위축에 대응하여 빅데이터

, 이동통신

, 인공지능

(이하 D.N.A.), 미래자동차,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이하 BIG3) 등 신산업 육성과 함께 벤처생태계 조성, 주력 제조업 및
서비스업 스마트화와 규제혁신 등을 통해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2021년도 주요 경제정책으로 3+3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2021년도
정부 R&D 예산의
총괄 현황

2021년도 정부 R&D 예산은 2020년 대비 13.1% 증가한 27.4조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한국판 뉴딜, 소재・부품・장비, BIG3,
기초・원천, 인재양성 등 5개 분야에 주요 R&D 예산의 70% 수준이 집중되었으며, 2020년 대비

활력복원을 위해 ① 코로나 불확실성 대응 적극적 경제운용, ② 확실한 경제반등과 활력제고,

20.2%가 증가하였다. 이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선도형 경제로

③ 민생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시하였고,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해 ④ 혁신 확산

나아가기 위한 결과이다.

및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⑤ 안정・지속 성장을 위한 미래 대비, ⑥ 경제구조의 포용성・공정성

부처별 R&D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8조 7,357억 원으로 전체 정부

강화를 경제정책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코로나19로 촉발된 전례 없는 위기와

R&D 대비 31.9%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다음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교육부,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으로 2020년 7월에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 순이며, 이들 5개 부처가 전체 R&D 예산의 80.6%를 차지한다. 2020년 새롭게

발표하였으며, 2021년에는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안전망 강화, 지역균형 뉴딜을 4개축으로 하여

신설된 질병관리청은 1,167억 원이 신규 예산으로 편성되었다.

재정투자, 민간자본 활용, 법・제도개선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2020년에 이어 예산 규모가 상위에 속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
기업부의 예산이 전년 대비 규모와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외 소규모 부처들도 증가
규모는 작으나 전년도 예산대비 증가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R &D(+13.1%)에 이어 보건·복지·고용(+10.6%), 일반·지방행정(+7.2%), 공공질서·안전(+7.0%),
문화·체육·관광(+5.8%),  국방(+5.4%), 농림·수산·식품(+5.3%), 외교·통일(+3.5%), 교육(-2.0%) 순으로
증가하였다.

 을 뒤흔들어 시장의 흐름을 통째로 바꾸거나 어떤 일의 결과나 흐름 및 판도를 뒤집어 놓을 만한 결정적인
판
역할을 할 사건, 사람, 제품, 서비스 등

반도체 제품을 직접 생산(fabrication)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제품을 만드는 반도체 회사를 의미

반도체산업에서 외부업체가 설계한 반도체 제품을 위탁받아 생산·공급하는, 공장을 가진 전문 생산 업체를 지칭

2021년도 정부 R&D 예산의 주요 현황과 특징

정책을 뒷받침한다. 그리고,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해 소재・부품・장비분야 핵심기술 개발을 對日

390억 원(51.8%)이 늘어난 1,143억 원, 경찰청은 267억 원(118.5%)이 늘어난 492억 원으로
그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관세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사업(관세행정 현장맞춤형

주요 정책분야별 정부
R&D 예산 현황

2020년
예산(A)

(단위: 억 원, %)

기술개발)을 수행하게 되면서 30억 원이 신규 예산으로 편성되었다.

그림 1    정부 R&D 예산 추이(2011년~2021년)

2021년

분야명
비중

예산(B)

비중

증감
(B-A)

증감률
(%)

계

242,194

100

274,005

100

31,811

13.1

과학기술

72,225

29.8

78,903

28.8

6,678

9.2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58,230

24.0

67,866

24.8

9,637

16.5

국방

39,724

16.4

43,870

16.0

4,146

10.4

교육

23,105

9.5

24,368

8.9

1,262

5.5

농림수산

12,401

5.1

14,235

5.2

1,834

14.8

사회복지·보건·환경

10,457

4.3

14,140

5.2

3,683

35.2

SOC

8,883

3.7

10,137

3.7

1,254

14.1

기타

17,169

7.1

20,487

7.5

3,318

19.3

출처: 기획재정부(2021), 2021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재편집)

2021년도
정부 R&D 예산의
주요 투자 분야

정부는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견인할 핵심 및 원천기술개발에 중점을 두어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편성하였다. 이에 한국판 뉴딜, 소재・부품・장비, BIG3, 기초・원천, 인력양성 등 5대
분야에 13.3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는 주요 R&D 예산의 70% 수준이 집중되었으며, 2020년
11.0조 원 대비 20.2% 확대 편성한 결과이다. 또한 R&D 성과 제고를 위해 부처 간 상호보완적

출처: 기획재정부(2021), 2021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역할과 책임에 기반한 다부처 공동기획 R&D를 2020년 1.2조 원에서 2021년 1.8조 원으로
표
부처별 정부
R&D 예산 현황
(단위: 억 원, %)

2020년

2021년

부처명
계

예산(A)

비중

예산(B)

비중

242,194

100

274,005

100

증감
(B-A)

증감률
(%)

31,811

1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9,882

33.0

87,357

31.9

7,474

9.4

산업통상자원부

41,718

17.2

49,518

18.1

7,800

18.7

방위사업청

39,191

16.2

43,314

15.8

4,123

10.5

중소벤처기업부

14,885

6.1

17,229

6.3

2,344

15.8

보건복지부

6,170

2.5

8,030

2.9

1,860

30.1

질병관리청

-

-

1,167

0.4

1,167

순증

원자력안전위원회

753

0.3

1,143

0.4

390

51.8

경찰청

225

0.1

492

0.2

267

118.5

관세청

-

-

30

0.0

30

순증

기타

59,370

24.5

65,725

24.0

6,355

10.7

확대(50.5% 증가)하여 신시장・신기술 창출 및 사회문제 해결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2021년도 정부 R&D
중점 투자 분야 및
내용에 따른 투자 내역

예산 현황(억 원)
5대 분야

주요 내용

한국판 뉴딜

2020년
(a)

2021년
(b)

증감
(b-a)

비율
(%)

저탄소에너지 등 녹색산업 기술 R&D 투자
전산업 디지털화를 위한 AI 등 기술 고도화

10,004

19,104

9,100

91.0

소재・부품・장비

對日 100대 핵심전략품목 조기 공급 안정
238개 품목을 추가하여 對세계 공급망 관리 철저

17,206

21,545

4,339

25.2

BIG3

자율자동차 등 미래자동차 상용화 투자 강화
신약개발 등 바이오헬스 및 감염병 투자 강화
차세대 반도체 핵심기술 투자 강화

17,202

23,526

6,324

36.8

기초・원천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지원 확대
우주・원자력 핵심기술 등 투자 확대

69,065

73,389

4,324

6.3

혁신인재
양성

AI 대학원 지원 강화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등 산업별 특화과정 신설 등

2,565

2,878

313

12.2

(단위: 억 원, %)

정책분야별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과학기술분야에 가장 많이 편성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국방, 교육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예산에 이어서 한국판 뉴딜,
소재・부품・장비, BIG3 등 이들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확대 투자 기조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작년에 이어 방위력 개선을 위한 R&D 투자 확대에 따라 국방 분야는 4,146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코로나19 확산 등의 영향으로 인해 사회복지・보건・환경 분야는 3,683억 원이 증가되었고, 그
증가율(35.2%)이 다른 분야에 비해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기획재정부(2021), 2021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재편집)
주: 분야 간 중복사업이 존재하므로 인해 5대 분야 총합이 13.3조와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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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미래자동차

정부는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 완전자율주행자동차

레벨4 의 상용화 관련 기술개발(884억 원)(2027)
친환경자동차 관련 기술개발(1,523억 원)

포용사회로의 도약을 목표로 2020년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한국판 뉴딜은
• 신약개발에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등 3대 분야의 정책방향을 가지고 추진하며, R&D는 이중

대한 전주기 지원(452억 원)
융합 의료기기(47건) 개발(1,903억 원)
• 바이오빅데이터 구축(260억 원)
• 규제과학 인재양성(31억 원)
• 코로나19 백신(12개)・치료제(10개) 개발을 위한 임상지원(1,314억 원)
• 미래기술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뒷받침한다.

바이오헬스

디지털뉴딜
• 신개념

디지털 전환의 기반인 D.N.A. 분야의 생태계 강화,
비대면 산업의 활성화, SOC 디지털화를 지원

• 차세대 AI 핵심기술(160억 원) 고도화

• AI 의료 진료 및 진단(닥터앤서 2.0, 50억 원)

• 6G(6세대) 핵심기술개발(172억 원) 신규 지원

• 돌봄로봇 등 관련 기술(84억 원)

• 차세대 미래 신기술(블록체인(191억 원),

• 신기술을 접목한 융합기술(36억 원)

홀로그램(226억 원) 등)
• 실감형 콘텐츠(93억 원)

시스템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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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M(Processing In Memory) 반도체 기술(115억 원)
반도체 핵심원천기술(1,223억 원)
• 민간수요 연계 상용기술개발(150억 원)
• 고급・전문 인력 양성(72억 원)
• 지능형

기초・원천 분야
기초·원천 R&D는 연구자 주도의 기초 R&D, 우주분야, 원자력·방사선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 공공시설 디지털 안전 플랫폼을 구축(61억 원)
• 물류배송 및 관련 인프라를 혁신 연구개발(90억 원)

 구자 주도의
연
기초 R&D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가속기 제외, 976억 원)

그린뉴딜
우주 분야

친환경 녹색 도시 인프라,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녹색기업 지원 등 녹색관련 기술 R&D 투자를 확대하여
녹색산업의 육성을 가속화하고, 장기적으로는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

• 인력양성(26억

원)・위성(206억 원)
원)

• 소형

원자력·방사선
• 에너지 고효율 관련 건축기술(115억 원)

• 발사체(1,718억

• 고효율·저소비형 에너지 수요 전환 기술개발(2,140억 원)

혁신원자로 개발(58억 원)
저장 및 처분 핵심기술개발(412억 원)
• 국제핵융합실험로공동개발(1,315억 원)
• 핵연료의

• 도시・물 생태계 건강성을 증진하기 위한 기술(232억 원) •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을 위한 사업(159억 원)
• 수소에너지(1,762억 원)

• 녹색산업 유망 중소기업의 R&D(92억 원)

• 에너지저장(309억 원)

• 에너지강소기업의 사업화 및 성능

•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2,839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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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인재양성 분야
혁신인재양성은 디지털뉴딜 기반인 AI 및 SW 등 ICT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 역량을 갖춘 전문가

고도화·양산화(47억 원)

양성(940억 원)을 위해 집중 투자한다. 이를 통해 해외의 유명한 석학들을 초빙하여 관련 분야 인력의
역량을 증대시키고, 고성능을 요하는 컴퓨팅 작업을 위해 공용 인프라를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

소재・부품・장비 분야

이와 더불어 AI 대학원을 8개에서 10개소로 확대하고, 고위험·도전형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AI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GVC 재편을 대응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對日 100대 품목 외 글로벌

교육연구허브를 신규 지원(45억 원)하여 세계적 수준의 AI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할

238개를 추가 확대하고, 이 중 공급 안전성 및 글로벌 진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정부 R&D

예정이다. 소재・부품・장비, BIG3 등 주요 분야 고급인력 부족 해소(139억 원) 및 스마트공장・조선업

지원이 필요한 기술・품목을 선정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개발(산업통상자원부 7,725억 원,

등 수요별 특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인재양성 과정(1,143억 원)을 확대・신설한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55억 원 등)을 추진한다. 장기적으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혁신인재양성을 위한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 인재 확충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위해 기업 성장사다리 지원(1,047억 원)을 구축하고, 미래 소재・부품・장비 분야 공급망을 대비하기
위한 원천기술개발(다부처 60억 원) 지원을 확대한다. 이와 더불어 품목별 성과가 양산까지
이어지도록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신뢰성 확보 및 양산성을 평가하기 위한 융합혁신지원단(104억
원) 및 관련 사업(59억 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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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3 분야
정부는 미래자동차,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등 3대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혁신성장의
성과확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국제자동차기술자협회(SAE International)에서 구분한 자율주행 기술단계
레벨0(비자동화): 운전자가 차량 제어를 전부 수행하고, 긴급 상황 시스템이 보조
레벨1(운전자보조):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고, 특정 주행 모드에서 시스템 조향 또는 감·가속 중 하나만 수행
레벨2(부분자동화):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고, 특정 주행 모드에서 시스템 조향 및 감·가속 모두 수행
레벨3(조건부자동화): 특정 주행 모드에서 시스템이 차량 제어를 전부 수행하며, 운전자는 시스템 개입 요청
시에만 대체 수행
레벨4(고등자동화): 특정 주행 모드에서 시스템이 차량 제어를 전부 수행하며, 운전자는 해당 모드에서 개입 불필요
레벨5(완전자동화): 모든 주행 상황에서 시스템이 차량 제어를 전부 수행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 국정과제에서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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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운영계획을 하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과제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따라서 향후 R&D 투자는 선택과 집중이 요구되므로, 한국판 뉴딜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연구자 주도 기초 R&D는 ’17년 1.2조 원 대비 2배 예산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통한 경제반등과 활력제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점기술 개발 등에 중점 투자될 것이다.

연구자들에 적정규모의 신규과제를 선정하고,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동 국정과제 관련

미래 과학기술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와 지역의 신산업 창출 및 혁신생태계

예산은 ’20년 2조 원에서 ’21년 2.5조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다. 세부적으로

조성을 위한 투자를 지속할 것이다.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시장확대를 위한 성장단계별

수월성과 안정성을 중심으로 개인기초연구(1조 5,443억 원) 투자를 확대한다. 또한 소규모 그룹

지원과 산업·연구 현장에서 부족이 예상되는 혁신성장분야 전문인재 양성을 지속적으로

및 우수연구집단이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공동연구(3,137억 원)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추진할 것이다.

학문분야의 균형발전(2,672억 원) 및 박사 학위 취득 후 연구자를 위한 학문후속세대(728억 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여 산업의 디지털화·친환경화를 가속화할 것이다. 주력산업의

지원 그리고 대학 내 연구기반을 구축(1,503억 원)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고도화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해 AI·빅데이터 등 디지털기술 및 친환경에너지 기술과 제조업 간
융합연구 지원을 확대하여, 제조업 공정을 혁신하며 업종별 스마트화·친환경화·융복합화를

•중소기업 R&D

위한 투자를 강화할 것이다. 지진·홍수 재해 및 감염병 확산 등 대형 재난의 효율적·체계적

		연구수행주체가 기업인 사업 중 중소기업만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전용 R&D는 국정과제로

대응을 위해 디지털기술을 활용하여, 재난의 예측·예방·대응·복구 등이 가능한 국민안전

’17년 1.1조 원에서 ’22년 2.1조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 국정과제 관련 예산은 ’20년

대응체계 구축에 중점 투자될 것이다.

2.3조 원에서 ’21년 2.5조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다. 주요부처로는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있으며 각각 1조 6천억
원, 3.3천억 원, 1.4천억 원이 편성되었다. 중소기업 전용 R&D 사업들을 살펴보면,
창업기업(전략형창업/TIPS 등, 2,298억 원), 역량강화(2,888억 원), 초기중견(15억 원) 등
창업 이후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R&D를 지원함으로 성장사다리를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R&D 성과가 공공・민간 수요처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매연계 관련
기술개발(중소벤처기업부: 1,353억 원, 산업통상자원부: 64억 원)을 지원한다. 이외에 뿌리기술,

R&D 분야 재정투자
추이 및 전망
(단위: 조 원,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19~2023
국가재정운용계획

20.5

24.1

26.7

28.7

30.9

24.2

27.2

29.1

30.7

24.2

27.4

2020~2024
국가재정운용계획
정부 R&D 예산

20.5

2024

연평균 증가율
(%)
10.8

32.0

7.2

자동차 등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강화(산업통상자원부: 273억 원, 중소벤처기업부:
출처: 대한민국 정부(2019, 2020)(재편집)

59억 원)를 통하여 GVC 진출 지원을 강화한다.

2021년도 정부 R&D
국정과제 및 내용에 따른
투자 내역
(단위: 억 원)

예산 현황
국정과제

주요 내용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중소기업
전용

2020년
(a)

2021년
(b)

증감
(b-a)

비율
(%)

개인기초(생애기본/기본/우수) 및 집단연구
학술기반 구축(학문균형발전/대학연구기반구축 등)

20,278

23,484

3,206

15.8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 강화
공급-수요연계 기술개발 지원 확대

23,069

24,700

1,631

7.1

참고문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 “2021년 정부연구개발사업 온라인부처합동설명회 – 2021년 정부 R&D
예산 주요특징” (각 부처별 사업 설명 자료 포함)
• 관계부처 합동 (2020),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 관계부처 합동 (2020), “한국판 뉴딜 추진방향”

향후
R&D 재정 투자의
전망 및 방향

국가재정운용계획(’20~’24)에 따르면, 정부 R&D 예산은 2024년까지 연평균 7.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3년이면 30조 원대를 넘어설 예정이다. 한편, 2021년 정부 R&D 예산은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0.2조 원이 추가 편성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수지가 2019년도를 기점으로 적자를 기록하는 추이를 고려할 때 R&D 예산의 증가세는

• 기획재정부 (2020), “2021년 경제정책방향”

• 기획재정부 (2020), “보도자료: 2021년도 예산, 국회 본회의 의결·확정”
• 기획재정부 (2020), “코로나 극복, 선도국가 2021년 예산”
• 기획재정부 (2021), “2021 나라살림 예산개요”

• 기획재정부 (2021),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 “보도자료: 내년 R&D 투자 27조 원, 미래세대 위해 대폭 확대”
 00대 국정과제(더불어 잘사는 경제): 전략 4.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內 청년과학자와
1
기초연구 지원으로 과학기술 미래역량 확충(기초연구 지원 확대)

 00대 국정과제(더불어 잘사는 경제): 전략 5.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內 중소기업의 튼튼한
1
성장 환경 구축(중소기업 R&D)

 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유망 기술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팀을 집중 육성하는 ‘민간
T
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엔젤투자사, 초기기업 전문 벤처캐피탈, 기술대기업 등 민간
벤처육성기관을 ‘TIPS 운영사’로 지정해 투자·보육과 함께 R&D 자금 등을 지원

• 대한민국 정부 (2019),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대한민국 정부 (2020),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이주희 외 (2020), “2020년도 정부 R&D예산의 주요 현황과 특징”, KISTEP InI Vol.32.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전승수・하동현 (2020), “2021년도 정부 연구개발 예산(안)의 현황과 특징”, KISTEP InI Vol.34,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IRIS)
구축 현황 및 주요 특징

각 부처·전문기관이 독립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적 근거인
법령·훈령·고시·지침도 부처마다 수립되어 총 151개에 이르렀다. 이에 동일한 연구관리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자·연구행정인력이 따라야 하는 용어·서식·법규·세부절차는
부처·전문기관마다 서로 달랐다. 2001년 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 관리를 위한 공통 규범으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공동관리규정)이 제정되었으나 대부분 주요사항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어 범부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하위 규정이
연구자들은 공동관리규정과 부처별 행정규칙 사이에서 혼란과 불편을 겪었다 .

이혁성  KISTEP 표준화기획센터 부연구위원

부처·전문기관마다 서로 다른 연구지원시스템과 규정을 운영함으로써 결국 연구현장의 불편과
업무부담이 늘어났다. 연구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연구자들은 서로 다른 서식·용어 등으로 인해
비슷한 내용의 자료를 중복 작성·제출하느라 시간, 인력 등 비용이 과도하게 투입되는 것에 많은
불만을 표해왔다. 다른 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연구관리자들은
관련 정보를 구할 수 있는 경로가 제한되어 있었다. 부처 간에는 정보공유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연구지원시스템
통합의 배경

연구지원시스템이란 과제지원시스템, 연구자정보시스템, 연구비관리시스템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않아 국가연구개발사업 중복투자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전문기관별 연구지원시스템을

및 과제 정보를 수집・처리・분석・저장하고 연구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을 총칭한다.

운영하는 데에 투입되는 비용도 적지 않다. 2019년 한 해 20개 전문기관들의 과제지원시스템

1990년대 이전 과학기술처에서만 수행되던 국가연구개발사업이 범부처로 확대됨에 따라 연구개발

운영·유지·보수에만 총 328.8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전주기 를 효과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연구지원시스템이 도입되기 시작했다. 먼저 각 부처의
이

국가연구개발사업 특성을 반영한 부처별 과제지원시스템

구축됐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01년 시행된 연구비카드제에

연구자

“여러 부처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심이 있으나 관련 정보가 부족하고 시스템 별로
적용되는 규정·서식·업무절차가 서로 달라 연구를 추진하는 데에 많은 불편 존재”

따라 총 17개의 연구비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왔다. 그리고 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 관리의
일환으로 연구자들에 대한 정보를 취합・관리하기 위해 20개 전문기관을 비롯하여 NTIS 및
한국연구자정보

연구지원시스템
세부 구분 및 정의

“연구지원시스템별로 동일한 연구자정보를 중복해서 입력하는 것은 업무효율성
저하의 큰 원인”

에 자체적인 연구자정보시스템이 구축됐다.

구분

정의

통합 전 운영 상황

과제지원시스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에서 국가연구개발 사업 및
과제지원업무(기획, 선정, 협약, 평가, 성과관리 등) 관리와
이력정보를 수집·처리 및 저장하는 정보시스템

20개 전문기관
20개 시스템 운영

연구비관리시스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각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에서 대학, 출연(연),
기업 등 연구기관으로 지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지급, 집행, 정산 등의 정보를 수집·처리 및
관리하는 정보시스템

17개 부처
17개 시스템 운영

연구자정보시스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기관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 및
연구이력, 평가위원, 수행기관 정보를 등록·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20개 전문기관, NTIS,
KRI 22개 시스템 운영

전문기관

“정부 R&D 관련 데이터의 원활한 공유 및 활용과 연구행정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공통
관리 항목 및 시스템에 대한 표준화가 필수. 단, 부처·전문기관·사업의 고유 특성을
반영하는 유연한 표준화 필요”

“전 부처 차원에서 전문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연계하여 R&D 사업 관련 정보의 검색
기능 강화 및 3책5공, 참여연구원 참여율 등 관리 필요성이 있는 정보 연계 필요”

그림 1    연구지원시스템 개선 관련 연구자 및 전문기관 의견

연구지원시스템 통합은 위와 같이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수행・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된 프로젝트이다. 부처・전문기관별로 존재하는 과제지원시스템,
연구비관리시스템, 연구자정보시스템을 각각 통합과제지원시스템,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133호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이재훈, 유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주요 내용과 시사점」, KISTEP Issue Paper (통권 제287호), 한국과학기술
기획평가원, 20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133호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구개발과제 기획/공고/선정(연구개발기관 포함)/협약/수행·관리, 연구개발비 지급·사용, 연구개발과제
연
평가, 연구개발성과 관리·활용, 기술료 징수·사용(「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장제9~18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구축을 위한 업무재설계(BPR) 및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2020.
GAIA: Government-Assisted Integrated R&D Administration System

 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3개 부처, 21개 기관이 사용하는 통합Ezbaro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8개 부처, 14개
과
기관이 사용하는 통합RCMS로 이원화 통합 완료(’19.9월)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IRIS) 구축 현황 및 주요 특징

마련되지 않아 대통령령 수준에서 다루기에는 지나치게 세부적인 내용까지 포함되다 보니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

으로 통합한 후 이 3가지 시스템을 상호 연계하여 하나의 시스템인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

’ 을 구축한다. 부처마다 서로 다른 시스템・규정・서식은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경과

연구지원시스템 통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주관하는 모든 부처가
관여하는 범부처 성격을 가지며 국정과제로서 ‘자율과 책임성이 강화된 연구자 중심의 R&D

표준화되어 연구자들은 한 번의 시스템 로그인으로 모든 부처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를 동일한

시스템 혁신(35-2)’이 발표된 이후(’17.7월) 연구지원시스템 통합을 위한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터페이스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과제를 신청할 때마다 중복적으로 입력해야 했던 연구자 정보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통합적・체계적인 법적 기준으로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성과 정보는 시스템에 이미 입력된 정보를 읽어 들이면 되는 것으로 개선된다. 그리고 실시간 정보

함)과 시행령・시행규칙・고시 등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올해 1월 시행했다.

연계가 가능해짐에 따라 부처・전문기관 간 정보 칸막이가 사라져 연구개발 분야별 전문가(연구자,
평가위원) 풀

의 공동활용이 가능해지고 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의 중복 기획・선정・투자가

이와 함께 통합 실무를 담당할 조직을 갖추기 위해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을 수립하여(’18.10월) ‘연구지원시스템통합추진단’과 ‘PMS통합실무추진단’을
설치하였다(’18.11월). 전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을 추진단장으로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장 및 과학기술정보과장, 산업통상자원부
연구자

연구몰입
환경 조성

전문기관

연구지원
전문성 확보

정부부처

도전적 R&D
문화 조성

산업기술개발과장(이상 부단장), 전문기관 본부장급 등(위원)으로 구성되어 IRIS 구축・운영에

부처별 상이한 규정・서식 및
시스템으로 연구현장 혼란

규정・서식・시스템표준화로
원스톱 과제지원 서비스 제공

• 시스템 별도 로그인 필요
• 부처별 작성 서식 상이
• 연구자정보 및 성과 중복 입력

• 시스템 단일 로그인 체계
• 부처별 작성 서식 통일
• 연구자정보 및 성과 중복 입력 제거

관리자 중심 정보 관리로 인한
단순 나열식 정보 제공

연구자중심 정보관리를 통한
개인 맞춤형 정보제공

그리고 구축 착수 9개월 후인 2020년 12월, IRIS 운영의 바탕이 되는 연구자 정보를 기존의

• 공고 게시・분류 기준 정립 필요
• 단순 검색 서비스
• 저널 기반 성과지표 제공(IF 등)

• 분야별 맞춤형 공고 서비스
• 다차원 검색・분석 서비스
• 연구동향, 투자현황 등 심층 분석 서비스

작성 시점인 2021년 3월 기준, 전문기관별 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 정보 이관, 네이버 글로벌

분산된 정보관리로 인한
과제관리 혼선

실시간 정보 연계로
업무 효율성 향상

• 부처별 과제정보 공유 미흡
• 오프라인 문서 제출・관리
• 연구자 최신 이력 확인 방안 필요

• 범부처 과제 중복선정 및 표절 방지
• 전자 문서・서식 온라인 관리 기능 구축
• 연구자 이력 통합관리 서비스

기관별 정보화 격차로 인한
비효율적 업무관리

시스템을 통한 업무 노하우 전수로
기관 업무역량 강화

• 평가위원 적합성 판단 체계 개선 필요
• 오프라인 평가로 평가 위원 참여율 저조
• 과제정보 기반 단순 유사과제 검색

• 빅데이터 기반 평가위원 전문성 검증
• 원격평가 시스템 구축
• 주제어 기반 심층적 유사과제 검색

부처 간 R&D 정보 단절로 인한
칸막이식 기획 및 투자

실시간 정보 공유로 부처 간
R&D 협업 시너지 창출

• 관계 부처 간 협의 및 의견수렴 필요
• 국가 R&D 정보화를 위한 개별 투자

• 부처 간 정보공유 채널 제공
• 국가 R&D정보화 집중 투자

부처별 규정 차이로
각종 정책 추진 효율성 저하

연구자 친화적 정책 추진으로
정부 R&D 투자효율 극대화

• 현안 대응을 위한 전문가 파악 난항
• 글로벌 데이터 종합분석 체계 고도화 필요

• 국가 R&D 분야별 핵심 전문가 풀 구성
• 국가적 현안 이슈대응 정책기획 서비스

그림 2    연구지원시스템 통합으로 달라지는 점

관한 주요 의사결정을 담당하고 있다. 후자는 KISTEP 내부인력(표준화기획센터)과 전문기관
파견인력(업무표준화팀, 시스템구축팀)으로 구성되어 IRIS 구축・운영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PMS통합실무추진단은 2019년에 정보화 전략 계획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

,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연구자정보시스템들로부터 이관받아 정제・통합하기 위해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을 오픈했다 .
연구평가 서비스

등 외부 데이터베이스 연계, 통합 고객대응체계 구축 등이 추진 중이다.

IRIS 브랜드 이미지(BI)

IRIS 메인화면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 메인화면

그림 3    IRIS 브랜드 이미지 및 실제 화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133호

 영전략 분석결과에 따른 정보화 비전, 목표, 전략을 기반으로 한 운영·관리체계와 정보기술구조, IT 과제,
경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활동(Information Strategy Plan)
 무 및 업무흐름 분석을 통해 목표에 부합하는 조직과 사업활동을 최적화된 형태로 재설계하는 활동(Business
업
Process Reengineering)

IT 개발 사업의 상세 분석과 제안요청서(RFP) 수립을 위해 현황·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활동(Information System Master Plan)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의 경우, 2019년 9월 통합Ezbaro·통합RCMS로 이원화 통합 완료 및 운영 중

NRI: National Researcher Information

IRIS: Integrated R&D Information System

,

을 수립하여 2020년 3월부터 IRIS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

이와 함께 사용자 문의 대응을 위한 콜센터(1877-2041) 동시 오픈

 RL은 iris.go.kr(또는 www.iris.go.kr)로 현재는 IRIS 소개 채널 및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의 게이트웨이로서
U
작동하며, 2021년 8월 IRIS 시범오픈에 맞추어 R&D 지원 포털로 개편될 예정

IRIS 주요 기능

사용자들이 IRIS 서비스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 시스템별 주요 서비스를 메인메뉴로

국가연구자정보 시스템

구성하고, 각 메인메뉴별 세부 서비스를 하위메뉴로 구성하였다 . 2019년에 구축이 완료되어 운영
중인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제외하고 현재 구축사업을 통해 만들어지는 통합과제지원시스템,

연구자 등록(이관), 연구자 정보 관리 등을 중심으로 구성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 R&D 지원 포털의 서비스를 다룬다 .

연구자 등록

통합과제지원 시스템

과제지원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연구개발 전주기 수행에 초점
연구개발 전주기 상 공통・핵심기능을 표준화
사업별 또는 전문기관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듈화 기능을 제공

R&D 기획
공고
과제접수・협약

• 기존에 수행되던 기능들이 원활히 작동되도록 구현

과제수행

• 진도점검・평가 시 사전에 문제과제를 파악할 수 있는 위험관리 기능
• 공동연구 지원을 위한 과제별 온라인 업무공간(work space)
• 연구기반이 미흡한 중소기업, 스타트업, 벤처기업을 위한 전자연구노트 등 과제수행지원 기능

성과관리

• 9대 성과물 전담 관리 기관의 데이터를 연계하여 통합 성과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
• 성과관리・분석을 진행하고 관련 통계를 가공하여 사용자들에게 제공

R&D 기획 - 주제어 기반 유사・중복 검색

등록정보 기반 이력서 자동 생성・발급

• 단순 게시판 기능을 넘어 사용자의 관심 사항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과제 기획자료와 같은
맞춤형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

• 범부처적으로 통합된 평가위원 풀(pool)을 바탕으로 한 평가위원 자동추천 기능
• 부처심의, 이의신청, 온라인 화상 평가 기능

사후관리

외부 데이터베이스 연계

• 기술수요조사결과와 기획보고서를 공유하고, 사업규모 적정성 분석을 지원

평가관리

연구비 정산

• 전문기관・NTIS・KRI에 등록된 연구자 정보를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으로 이관 또는 연구자가
직접 자신의 정보를 입력
• 논문, 지식재산권, 저역서 등 각종 정보를 NDSL/네이버(Scholytics), KIPRIS,
국립중앙도서관과 같은 외부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여 자동으로 반영
• 등록된 연구자 정보를 바탕으로 자동으로 이력서를 생성

그림 6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 기능 예시

R&D 지원포털

•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연구비 지급현황 및 집행실적 조회
• 사용실적 보고서 및 정산결과 조회・관리
• 정산금 납부 안내 및 징수현황 정보 제공 등 원활한 연구행정에 필요한 기능 구축

통합과제지원시스템,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의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접속하는 채널

• 기술료 납부 정보 관리, 심의위원회 관리 기능 제공 및 제재처분 정보 관리

과제수행 - 문제과제 위험관리

• R&D 지원 포털에 한 번 접속함으로써 각 통합 시스템의 모든 기능을 사용 가능
• 본인과 관련성이 높은 공고・서비스를 제안받음으로써 업무처리 효율성 향상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표준화 영역 및 모듈화 영역
통합 로그인(SSO)

그림 4    통합과제지원시스템 기능 예시

그림 5    연구개발 전주기 관리 항목의 표준화 및

그림 7    R&D 지원 포털 기능 예시

모듈화 개념 예시

운영방안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부 R&D 연구지원통합시스템 개발 및 구축(1단계)」, 2021

 문, 특허, 보고서원문, 연구시설·장비, 기술요약정보, 화합물, 생명자원, 소프트웨어, 표준(과학기술
논
정보통신부고시 제2020-107호 「연구개발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

통합・맞춤형 공고 및 서비스

⊙

운영업무
IRIS 운영업무는 법 제19조 및 제20조, 법 시행령 제43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국가연구개발
정보처리기준」(제2020-702호) 제9조제1항을 근거로 기존 공공부문에서의 통합정보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정의했다. 먼저 법 제19조는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의 수립과 이를 통한

연구개발정보의 처리를 다룸으로써 정보검증・사업추진에 필요한 정보요청・제공의 근거를 명시했다.

협업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전문기관은 IRIS와 관련하여 기존의 사업관리

법 제20조는 IRIS와 NTIS를 포괄하는 개념인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근거를 명시했다. 법

및 전산운영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되, 이미 각 전문기관 내에 조직된 IRIS 대응 전담조직

시행령 제43조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은 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해 수행되는 업무를 지정했다.

활용하여 IRIS 구축・운영 고도화 관련 제안 및 의견수렴요청 대응, 업무・서식 표준화 방안

을

이와 함께 기존의 공공기관 통합시스템 운영 사례를 조사한 결과 , 크게 시스템 기획 및 조직

검토・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IRIS 구축・운영에 있어 업무・서식 표준화,

운영 등 정책・전략 총괄업무와 인프라 운영 및 정보 보호 등 관리영역 두 가지로 업무영역이

시스템 분석・개선과 같이 전문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위해

구성됨을 확인했다. 전자는 ‘연구혁신전략기획’에 해당하며 서비스개발기획, 업무표준화, 시스템

KISTEP・전문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정책기획 기능으로 구성된다. 후자는 ‘IRIS 구축・운영’에 해당하며 시스템개발, 관리・운영,
고객대응으로 구성된다. 운영업무는 IRIS 구축사업 과정에서 수립된 표준운영절차

를 토대로

체계적으로 수행된다.

범부처 협의체

[전문기관]
IRIS대응전담조직(TF)

표 2.

업무영역

기능

업무 내용

업무 개요

서비스
개발기획

서비스 신규 기획

연구자/전문기관 등 IRIS 사용자 편의를 위한 서비스 개발 및
기존 서비스 고도화

IRIS 운영업무(안)

연구혁신
전략기획

업무
표준화

시스템
정책기획

시스템
개발

서비스 고도화
국가연구개발
사업・과제 관리
프로세스 표준화
혁신법 관련 규정/서식 개선

SW/HW 개선 기획・수행

안정적 시스템 운영을 위한 인프라 점검 및 개선 기획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관리・운영

시스템・서비스 관련 교육 및 대외 홍보체계 수립・실시
서비스 편의성을 위한 기능 관리 및 개발

고객대응

보안 관리

실무협의회
업무 담당자
참석

요구사항 전달

연구혁신전략 기획

IRIS 운영조직

서비스 개발 기획
업무 표준화
시스템 정책 기획

시스템 개발
관리・운영
고객 대응

그림 8    IRIS 운영체계(안)

IRIS 구축・운영・고도화 사업계획 수립・수행 총괄

응용시스템 관리

인프라 관리

정보화

원활한 시스템 운영・고도화 과제 발굴 및 예산 수립

사용자 교육・홍보

데이터 관리

정산

불필요・비효율적인 항목 발굴 및 제거・개선 추진
연구관리 효율성 및 시스템 사용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전문기관 협력체계 구축・운영

예산 기획

사업관리

업무절차・용어 표준화, 업무매뉴얼 개선, 표준안 기획 등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

유지·보수

IRIS
구축・운영

사용자 편의 제고를 위한 기존 서비스 개선

규정

[ KISTEP ]
PMS통합실무추진단( IRIS 운영조직 )

데이터의 아키텍처 및 표준 수립 및 성능 관리
개발된 시스템의 유지・관리 및 발생한 문제에 대응

향후 계획

IRIS는 2021년 12월에 구축이 완료되어 2022년 1월부터 정식 오픈될 예정이다(1차). 1차 적용
대상기관은 총 5개 기관(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국토교통과학기술
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다. 이 중 한국연구재단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2021년 8월부터

시스템 S/W 및 H/W 관리·운용

12월까지 IRIS를 시범 적용・운영할 계획이다. 2022년에 IRIS를 오픈하면 시스템 운영・개선과 함께

개인정보・민간정보 등에 대한 보안계획 수립 및 관리

2023년 2차 적용 대상기관(15개 전문기관 등)의 내부시스템을 연계하고 과제정보를 이관한다.

콜센터 등 고객대응 체계 운영 사용자 문의 대응 및 2선 처리 요구사항 정의

2023년 2차 오픈을 통해 20개 전문기관의 연구지원시스템 통합・구축이 모두 완료되면 이후로는
적용 대상기관 확대, 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가 진행될 예정이다.

⊙

운영체계
위와 같은 IRIS 운영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체계는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제9조제2항을
따른다. 통합과제지원시스템과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은 KISTEP이 운영하며, 연구비관리

규정, 사업·과제관리, 정산, 정보화 담당자로 구성하였으며 15개 기관 86명이 참여(’21.3월 기준)

통합시스템은 한국연구재단(통합Ezbaro),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통합RCMS)이 운영한다 .
그리고 통합정보시스템의 총괄기관은 통합과제지원시스템을 운영하는 KISTEP이 담당하도록
정하였다. KISTEP 내에서는 현재 IRIS 구축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PMS통합실무추진단이 상술한
IRIS 운영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향후 참여 기관 확대, 서비스 추가, 시스템 개발・운영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업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운영조직 규모의 확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IRIS에는 20개 전문기관이 관여한다 . 따라서 원활한 IRIS 운영에 있어 KISTEP과 전문기관 간
 사대상 : 기획재정부 한국재정정보원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조
정보시스템 (통합시스템은 아니나 국세청·관세청·조달청·특허청의 정보시스템 운영조직 현황분석도 추가 실시)

SOP: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통합정보시스템 중 IRIS에 포함되지 않는 NTIS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운영

 0개 전문기관 외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단, 출연(연) 등 연구개발사업·과제를 관리하는 기능을 보유한
2
기관들의 IRIS 적용은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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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제4차 과기인재 기본계획 추진체계

*

 원고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를 통해 ’21.02.25 확정된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본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음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한 우리나라
인재 경쟁력 진단

⊙

과학기술인재 관련 주요 환경변화와 도전요인
제4차 과기인재 기본계획 방향 설정에 중요하게 고려된 과학기술 인재를 둘러싼 미래의
환경변화와 이로 인한 도전요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째, 산업·기술 변화로 인한 일자리의 변화와 불확실성의 증대는 기존과는 비교할 수 없는
속도와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WEF 는 최근 발행한 보고서에서 ’20~’25년 사이 자동화 등으로

추진 배경

⊙

불확실한 시대, 새로운 인재 육성 전략

대체되는 일자리는 8,500만 개, 새롭게 창출되는 일자리는 9,700만 개로 역동적인 일자리

코로나19 팬데믹, 기술패권을 둘러싼 국가 간 무역갈등, 기후변화 위기 등 전 세계적 불확실성이

변화상을 예측한 바 있다.

고조되고,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AI, 빅데이터와 같은 신기술 도입이 가속화되면서 세계

이에 따라 예측불가능한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본역량과 변화대응력이

경제·사회의 패러다임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강조되고, 재직자들의 지속적인 역량 개발 및 평생교육의 필요성이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각국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 신산업 주도권의 확보를 위해 무엇보다

있다. OECD와 WEF 등에서 제시한 신산업과 새로운 일자리에 맞는 미래 핵심역량은

인재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변화된 시대요구 역량을 갖춘 첨단 과학기술 인력의 양성과 보호,

유연성·변화대응 역량, 문제발견·해결 역량, 기업가적 사고 역량, 사회적 책임·인간중심사고

다양한 인재의 발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우리나라도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2050 탄소중립

등을 포괄한다. 이는 학령기의 지식 교육만으로는 습득하기 어려우며 산업구조 재편에 부응해

선언 등 국가 차원의 대전환 전략을 뒷받침할 혁신을 선도하는 인재 육성이 어느 때보다

기존 전문지식과 연계할 수 있는 디지털 재교육뿐 아니라 소통, 협업능력, 포용성, 윤리의식 등을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그간 「이공계지원특별법」에 의거 5년 단위로 수립되어온 ‘제4차

배양할 수 있는 다양한 현장 중심 인문학적 교육을 필요로 한다.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1-’25)(이하 제4차 과기인재 기본계획)’은 기존 정책의

둘째, 미래를 대비함에 있어 근본적인 인재의 양적 부족 문제를 야기하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연속성을 가져감과 동시에 이런 거대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국가 과학기술 인력정책의 방향,

따라 보다 적극적인 이공계 인재 유입과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지속적 활약 기반을 갖추는 것이

목표, 비전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저출산·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나라로 학령인구는

또한 보다 시의성 있는 방향설정과 추진과제의 발굴을 위해 각 분야 산·학·연 민간 전문가를

’20년 7,821천 명에서 ’30년 6,076천 명으로 급감 하여 향후 10년간 우리나라 이공계 인력의

중심으로 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유관단체인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

신규 유입은 큰 폭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 특히 앞으로의 산업 지형은 디지털 전환에 따라

한림원과 공동으로 온라인 포럼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데 특히 노력을 기울였다.

과학기술적 기본 역량을 갖춘 신규인력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인력수급 문제의 심화가 예상된다.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탄소중립 선언 등은 코로나19로 인해 촉발된 경제 위기 극복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의 정책 전환 등에 발맞춰 미래의 지속가능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산업 수요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가 핵심적 요소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인재 관련 과제들이 중요한 요소로 포함됨

WEF, 2020.10, The Future of Jobs Report 2020
통계청, 2019, 장례인구 추계

KISTEP, 2019, 내부분석 자료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방향설정

유관단체,
대국민 의견수렴

■공급 ■수요

이공계열 대학입학가능 자원(추정치, KISTEP)

그림 5    수학·과학 성취도(만15세)

그림 6    대학교육의 경제사회 요구 부합도

이공계열 입학정원(2019기준)

대학교육의
경제사회 요구
부합도
대학교육

그림 2    이공계 대학입학가능 자원 전망

사회수요

그림 3    과기분야 신규인력 중장기 수급전망(학사 이상)

출처: OECD(’19)

출처: IMD(’20)

특히 인구구성원의 변화로 디지털친화적 Z세대와 알파세대가 사회에 진출하고, 50~60대의
신중년세대가 사회 중심 세력으로 더 오래 일하게 되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리더로
성장하는 비중이 점차 늘고 있다. 다양한 인력이 부상함에 따라 이들이 각자의 전문성을

그림 7    신산업 분야 인력부족 현황

그림 8    이공계 대학원 진학률 및 충원율

극대화하고 사회적 제약 요인을 극복해 전 생애주기 동안 활약하고 단계별로 성장해 나갈 수
●이공계 대학원 충원율(%) ●이공계 대학원 진학률(%)

있도록 특성에 맞는 성장·활동 기반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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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과학기술 인재경쟁력의 진단
그렇다면 이런 거대한 변화에 우리나라 과학기술 인재정책은 얼마나 잘 대비하고 있는가 그간의
정책 추진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자.

출처: 대학알리미(’20)

지금까지 3차에 걸쳐 수립된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은 전략별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과학영재부터 과학기술유공자까지 대상별·분야별 세부 계획을 수립·시행하였고, 예산
면에서도 1차 계획(’06-’10)의 7조 5천억 원 규모에서 3차 계획(’16-’20) 25조 원 규모(추정)로
재정 투자를 대폭 확대해왔다.
이런 체계적 전략수립에 따른 투자에 힘입어 연구인력 양성, 엔지니어 공급 및 이공계 박사급
인력배출 수 등 이공계 인력의 양적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또한 이공계 인력의 질적
성과라고 할 수 있는 논문 피인용도, QS 대학평가 세계랭킹 100위 대학 수, IMD 두뇌유출지수
등에 있어서도 일부 개선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른 도전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인재 양성 체계로서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존재한다.
첫째, 인재 양성의 측면에서 AI, 빅데이터의 활용 등에 있어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수학·과학
기초 수준은 오히려 우리나라 초·중등생의 경우 지속적으로 저하되는 현상을 보이며, 대학
교육에 있어서도 사회 수요에 부응하는 기초능력과 핵심역량의 부족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SW, 지능형로봇, 디지털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를 선도할 고급 석·박사급 인재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원 유입 감소 현상의 심화로 핵심 인력
그림 4    과학기술 인재 정책추진의 주요 성과 지표

수급에 대한 불안 문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9    이공계 석박사 기혼 비취업 여성 중 경력단절 비율

마지막으로, 인재 생태계의 측면에서 세계 수준의 해외 인재의 유입과 산·학·연 간 자유로운

그림 10    60대 이상 연구자 비중

정보·기술 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개방성이 부족하고, 기존의 법·제도와 통계 등은 다양한 교육
혁신과 경력경로 모니터링을 지원함에 있어 미비한 측면이 존재한다.
또한 과학기술의 국민적 신뢰 형성과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역할도 다소
미흡한 것으로 진단되었다.

출처: WISET

출처: 연구개발활동조사

제4차 과학기술
인재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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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
현황진단에 기반해 제4차 과기인재 기본계획의 기본 방향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탄탄한 기초역량과 문제해결력을 갖춘 인재의 성장과 지속적 전문역량 개발을 지원하며,
인적자원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우수인재의 유입을 촉진하고 다양한 인재가 활약하는 역동적

그림 11    외부적 개방성/해외 고급인재 유치 매력도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그림 12    산·학간의 지식 전달 정도

제4차 과기인재 기본계획의 비전은 ‘대전환의 시대, 혁신을 선도하는 과학기술 인재강국’으로
설정하였고,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질적·양적·생태계적 관점에서 첫째, 미래 변화대응역량을
갖춘 인재 확보, 둘째, 과학기술인재 규모 지속 유지·확대, 셋째, 인재유입국가로의 전환을 위한
생태계 고도화로 제시하였다.
이에 따른 추진전략은 ① 기초가 탄탄한 미래인재 양성 ② 청년 연구자가 핵심인재로 성장하는
환경 조성 ③ 과학기술인의 지속 활약기반 확충 ④ 인재생태계 개방성·역동성 강화의 4가지로
체계화해서 세부과제를 발굴하였다.

출처: INSEAD(좌), IMD(우)

비전

출처: IMD(’20)

대전환의 시대, 혁신을 선도하는 과학기술 인재강국

둘째, 인재 활용의 측면에서 신입 인력뿐만 아니라 기존 인력이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평생에 걸친 지속적인 학습참여 및 전환업무에 대한 역량개발 지원이 필요한데

목표

우리나라는 재직자의 역량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지표에서 비교적 낮은 순위를 보이고 있다.
OECD 평균과 비교하였을 때 30대 이전에는 OECD 평균보다 높았던 역량수준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급격히 하락하는 형태를 보인다 .
특히 기업은 시간·비용 투입 부담 등을 이유로 소속 과학기술 인력의 전문 재교육·훈련

미래 변화대응역량을
갖춘 인재 확보
※대학교육의 경제사회 요구
부합도(IMD)
: (’20) 48위 (’25) 35위

과학기술인재 규모
지속 유지·확대

인재유입국가로의 전환을 위한
생태계 고도화

※인구 천명당 연구원 수(IMD)
: (’20) 2위 (’25) 2위 유지

※두뇌유출지수(IMD)
: (’20) 28위 (’25) 20위

참여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직자 훈련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은 54.6% 정도이며, 특히
이공계에 특화된 교육훈련을 운영하는 기업은 7.6%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추진전략

여성의 진출이 늘어나고는 있으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 전반의 제도·인식 수준이 낮고
출산·육아로 인한 여성 경력단절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베이비부머의 대규모 퇴직으로 인한

1. 기초가 탄탄한 미래인재 양성

2. 청년 연구자가 핵심인재로 성장하는 환경 조성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증가에도 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는 기반은 충분히 마련되어

• 초·중등 수·과학 및 디지털 기초역량 제고
• 미래사회를선도할 우수인재 발굴및 유입촉진
• 이공계 대학생의 변화대응역량 강화

• 청년 연구자의 연구 기반 구축
• 청년 과학기술인의 성장 지원 강화
• 미래 유망분야 혁신인재 양성

3. 과학기술인의 지속 활약기반 확충

4. 인재생태계 개방성·역동성 강화

• 과학기술인 평생학습 지원체계 강화
• 현장 수요 기반 디지털·전문 역량 제고
• 여성과학기술인의 성장·진출 활성화 체계 마련
• 고경력·핵심 과학기술인 역량 활용 고도화

• 해외 인재의 국내 유입 활성화
• 산·학·연 간 인재 유동성 확대
• 과학과 사회 간 소통 강화
• 이공계 법·제도 인프라 선진화

있지 않다. 또한 기술 패권을 둘러싼 각 국가 간 경쟁 심화 속에서 핵심 기술을 보유한 인재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관리 체계도 아직은 미흡하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9.6, The HRD review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9

이에 반해, 미국은 과학기술 시스템에 대한 외국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공동위원회를 설립하고(’19.5월),
일본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국인 국가안전보장국(NSS)에 ‘경제반’을 신설하고(’20.4월), EU는 유럽
내 핵심기술(첨단제도, 에너지 등) 보호를 위한 외국인 투자 심사규정을 강화(’19.3월)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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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별 세부 추진과제

•전략 2 청년 연구자가 핵심인재로 성장하는 환경 조성

청년 연구자가 핵심인재로 성장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 세부과제로 청년 연구자 안정적

•전략 1 기초가 탄탄한 미래인재 양성

4차 과기인재 기본계획의 핵심 전략인 탄탄한 미래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 세부과제로
초·중등 기초역량 제고, 우수 인재 발굴·유입 촉진, 이공계 변화대응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연구기반 구축, 청년 과학기술인의 성장 지원 강화, 미래 유망분야 혁신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첫째, 청년 연구자의 안정적 연구기반 구축을 위해서 학생 연구원의 처우 개선 및

첫째, 초·중등 수·과학 및 디지털 기초역량 제고를 위해서 이공계 전공 기초를 위한 초·중등

권익보호 제도 마련, 안전한 연구실 환경 구축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보상 제도 개선,

수·과학 학습을 강화하고, 맞춤형 학습 처방과 교육내용·평가 연구 지원 등 기초역량 제고를

청년연구자에 대한 행정·기술적 지원기반 강화와 병역으로 인한 연구단절 문제 최소화 등을

위한 학습 지원을 확대한다.

추진한다. 또한 대학 단위의 규모 있는 연구 지원을 강화하여 대학연구소를 통한 신진 연구자
브릿지 센터와

또한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스타

같이 학교와 대학·기업·지역사회를 연계하여 첨단기술 기반 교수학습 지원 및 인프라를 강화하고
창의적 체험활동을 경험하고 적성을 탐색할 수 있는 학교 밖 체험·탐구활동을 활성화한다.

육성·지원, 기관 단위 묶음예산

방식의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둘째, 청년 과학기술인의 성장 지원 강화를 위해 박사급 연구자의 안정적 연구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이공계 석·박사 취업 및 창업 지원 강화, 박사급 연구자의 산업계 진출

디지털 기초 교육 확대·활성화를 위해서 초·중등 단계에서 AI·SW 교육기반을 구축하고,

활성화 및 대학 내 채용 확대 유도 등을 추진한다. 또한 자유공모 기초연구의 지속적 확대, 학제

교육 우수사례 확산 및 특화교육 과정 확대·운영도 추진한다. 이를 위한 교원의 AI·SW 교수법

간·기관 간 소규모 공동연구 및 융합연구 지원 등을 통해 연구자 중심의 기초·융합연구 지원을

학습·연수 기회를 확대한다.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신직업 분야 발굴 및 진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둘째, 미래 사회를 선도할 우수인재 발굴 및 유입 촉진을 위해서 놓침 없는 과학영재 발굴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습자 성장 중심의 과학영재 지원을 확대하고 체계화하는 한편 초.중등

미래 신직업 발굴 및 실태조사, 미래 신직업 분야 직업훈련 및 창업 지원 확대, 청년 과학기술인
종합지원체계 마련 등도 추진한다.

과학기술분야 진로탐색 콘텐츠의 다양화와 수·과학 심화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내실화를 추진한다.

셋째, 미래 유망분야 혁신인재 양성을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석·박사급 AI·SW인재 양성,

셋째, 이공계 대학생의 변화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이공계 대학의 기초.전공교육 강화 및

탄소중립 등 녹색 융합분야 핵심인재 양성, 바이오 신산업 분야의 혁신인재 양성, 주력·특화

커리큘럼 개발 노력을 유도하고, 디지털 시대에 대응한 이공계 대학의 교육.연구 분야 혁신을

산업 전문인재 양성 등을 추진한다.

지원한다. 또한 산업 현장에 기반한 문제 해결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체험·실습형 교육을
고도화하고 기업연계 현장교육·연수강화, 전문기술 실무인재 교육과정 강화 등을 추진한다.

•전략 3 과학기술인의 지속 활약기반 구축

이공계 대학 교육기반을 고도화하기 위해 대학 교원의 교수·학습법 개선 유도, 유연한

과학기술인의 지속 활약기반 구축을 위해서 세부과제로 평생학습 지원체계 강화, 현장수요

학사제도 운영 활성화 및 안착 지원, 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 및 교류·협력 체계 구축, 이공계

기반 디지털·전문 역량 제고, 여성 성장·진출 활성화, 고경력·핵심 과학기술인 역량 활용

대학 원격수업 등 교육 환경 개선도 추진한다.

고도화를 추진한다.
	 첫째, 과학기술인 평생학습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서 개인별 수요 맞춤형 교육 및 경력개발
서비스 플랫폼 구축, 다양한 우수 교육 콘텐츠 개발·연계 등을 통해 과학기술인 평생교육
통합시스템을 마련하고, 재직자 역량개발기회 확대를 위한 교육제도 개선, 학습자의 수요를
고려한 학습설계·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평생학습 참여 활성화를 지원한다.

STAR(School Teacher And Research institute) 브릿지 센터

	 둘째, 현장수요 기반 디지털·전문 역량 제고를 위해서 AI·SW등 디지털 분야
미래 교수학습법 및
교육자료 개발 교과연계
체험활동 설계 등

과학기술 활용
교재·교구 개발
AI 학습지원시스템 개발

실무·전문교육을 확산하고 혁신기술분야의 전문·융합 교육을 확대한다.
국내외 연구기관 연계
장단기 교원연수 지원

셋째, 여성 과학기술인의 성장·진출 활성화 체계 마련을 위해 전 주기적 여성 과학기술인
성장지원 체계 구축, 산업·연구계의 신규 수요 높은 분야로의 여성 과학기술인 지원 강화,
일-가정 양립 및 양성평등 문화 조성 등을 추진한다.
넷째, 고경력·핵심 과학기술인 역량 활용 고도화를 위해 고경력자 경력에 기반한 후속연구,
R&D컨설팅 등 맞춤형 활동을 지원하고 지속적 활동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퇴직 전부터 경력설계 및 전환을 지원하고 고경력 과학기술인 DB를 개선해 보다 적절한

과기특성화대

출연(연)

과학관

에듀테크기업

활동매칭을 지원한다. 또한 핵심기술 보유 인재의 지속 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제교류
규정 및 산업기술보호제도 현황 등 실태조사를 통해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핵심인재의 국내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및 인센티브 등 기반을 조성한다.

추진계획 : (’21) 기획연구

(’22) 권역별 센터 시범 운영(5개)

(’23~) 시도별 센터 운영

•전략 4 인재생태계 개방성·역동성 강화
그림 13    「스타 브릿지 센터」 개념도

인재생태계 개방성·역동성 강화를 위한 세부과제로 해외 인재 국내 유입 활성화, 산·학·연 간

유동성 확대, 과학과 사회 간 소통강화, 이공계 법·제도 인프라의 선진화를 추진한다.

혁신까지도 모두 고려해야 하는 매우 어렵고 중장기적인 과제이다.

첫째, 해외 인재의 국내 유입 활성화를 위해서 국내 핵심 인력이 부족한 신산업 분야

그러나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국가 대전환이 요청되는

중심의 전략적 해외 우수인재의 유치 및 종합적인 정착 지원 강화, 국내 유입·유출 우수인재의

상황에서 국가적 위기의 극복과 미래 신산업의 활성화는 결국 시대적 역량을 갖춘 핵심

협력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인재 순환 플랫폼을 구축하고 해외 인재 대상 기술 창업과 중소기업

과학기술 인재의 육성과 활용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제4차 과기인재 기본계획의

특화 취업 지원을 확대한다.

수립뿐 아니라 각 과제들의 실행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산·학·연 간 인재 유동성 확대를 위해서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중소·중견기업 파견
및 겸직 지원 강화, 산·학·연 간 교류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공동R&D프로그램 마련 등 교류
촉진 기반을 강화한다. 또한 지역 수요에 기반한 산·학·연 공동 교육·연구 모델을 구축·확대하고
대학 유휴부지를 활용해 다양한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캠퍼스 혁신파크사업 등 다양한
인프라와 제도를 마련한다.
셋째, 과학과 사회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과학문화포탈 구축, 과학 체험관 확충, 과학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강화 등 소통 채널과
콘텐츠를 다변화한다. 또한 과학기술 핵심 분야의 윤리 가이드라인 고도화 등 기반을 강화하고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과학기술인 복지 지원을
확대한다.
넷째, 이공계 법·제도 인프라 선진화를 위해 이공계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개선 로드맵을 수립하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각종 법령·제도의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근거기반 정책 수립을 위해 과학기술인력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계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인력정책 종합정보체계의 운영과 전문인력 육성을 강화한다.

교육방향

공급자 중심의 일방향 교육

교육방식

오프라인 집합교육 중심

학습자 중심의 양방향 교육

온·오프라인, 원격 등 다양한 방식의
하이브리드 학습 지원

• 과학기술인 대상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주요기능

연구 재직자 중심 R&D

신기술 활용 콘텐츠 강화

관련 학습 콘텐츠 제공

• 개인별 역량진단에 기반한 경력개발 지원
맞춤형 학습콘텐츠 및 멘토링 (K-클럽 연계)

플랫폼 연계
(예시)

K-MOOC (교육부)

STEP (고용노동부)

디지털집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림 14    (가칭)‘과학기술인 α-캠퍼스’ 주요기능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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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재의 확보를 위해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에 관해 관련 부처와 다양한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수립한 제4차 과기인재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어떤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탄탄한 기초역량과 문제해결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전문역량을 개발하며, 우수인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다양한 인재가 활약할 수
있는 역동적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은 인재의 전 생애 성장과정 동안 축적된 문화와 기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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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생산
국내외 수소 생산기술·산업·정책 동향과
정부R&D 투자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국내 수소 생산기술 추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바이든 행정부의
과학기술정책 니치(NICHE)

그린 뉴딜과 탄소중립을 위한
R&D 방향과 역할

2021년 1월 20일 출범한 美 바이든 행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을
살펴보고 향후 바이든 행정부의 과학기술정책으로 꼽히는
니치(NICHE)별 정책방향과 전망을 알아본다.

기후변화에 대한 현황분석 및 문제점
진단을 통해 그린뉴딜과 탄소중립을 위한
R&D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언택트 시대의 10대 미래유망기술
COVID-19 팬데믹으로 촉발된 뉴노멀
시대로의 전환(비대면화, 위험 일상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신산업을 발굴하기 위해 언택트 시대의
10대 미래유망기술을 소개한다.

해상풍력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R&D 해법
2019년 한국의 과학기술논문 발표 및 인용 현황

휴먼증강 미래유망기술

과학기술 논문(SCI) 분석연구 보고서의 한국 결과를 중심으로
국가별 SCI 논문 발표 현황과 한국의 SCI 논문 발표 및 피인용
현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디지털 휴먼증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휴먼증강 미래 유망 기술·서비스를 발굴함으로써
미래 헬스케어 기술·서비스의 방향을 제시한다.

저탄소·친환경
경제기반으로 떠오르고
있는 해상풍력
기술의 국내외 현황과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R&D방안을 모색한다.

이슈페이퍼 ①

2020 대선 결과 미국은 4년 만의 정권 교체를 달성하였으며, 최근 민주당의 상・하원
다수당 확보에 따라 기존 과학기술정책 노선이 상당수 변경될 것으로 전망 

⊙

COVID-19 팬데믹과 미・중 기술패권경쟁 속에서 미국의 정권 교체는 과학기술계뿐만
아니라 산업계 및 경제・사회 전반의 불확실성을 가중

The NICHE of Biden Administration’s S&T Policy

⊙

바이든 행정부는 청정에너지 등 주요 전략 투자 분야를 설정하고 집권 1년차부터 대규모

⊙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과학기술정책의 핵심기관인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

이슈페이퍼 ①

바이든 행정부의
과학기술정책 니치(NICHE)

⊙

R&D 투자를 통해 관련 기술을 선도할 예정

승격을 통해 과학기술 거버넌스 및 자문기능 대폭 강화할 예정

강경탁 KISTEP 거대공공사업센터 부연구위원
⊙

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원회
와 마리아 주버

KISTEP 이슈페이퍼는
과학기술혁신정책 연구와 현장의
최신 이슈를 발굴하여 분석하고,
깊이 있는 시사점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박사 지명 그리고, 국립보건원

원장을 연임

미국 정권 교체에 따른 과학기술정책 노선 변경과 강화 및 대규모 전략산업 투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2021년 1월 20일 출범한 美 바이든 행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을 살펴보고 향후 바이든
행정부의 과학기술정책으로 꼽히는 니치(NICHE)별 정책방향과 전망을 알아보고자 「KISTEP
ISSUE PAPER vol.301, 바이든 행정부의 과학기술정책 니치(NICHE)」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오바마-트럼프
정보의 과학기술정책

1. 오바마 행정부
⊙

※이슈페이퍼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공식 의견이 아닌 필자의 견해이며 부록 및 참고문헌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종합) 과학기술 위상의 전반적 강화와 더불어 친환경 에너지 분야, STEM교육 강화에
중점을 두었으나, 오바마케어 등 사회보장 이슈에 따라 연방 R&D 예산 비율은 감소

표
오바마 행정부 주요  
과학기술정책

주요 정책

⊙

바이든 행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주요 이슈로 니치

내용
• ’09년 1월 취임사에서 과학을 올바른 위치로 복원 선언
- 과학기술(S&T)을 과학기술 및 혁신(ST&I) 으로 확장

과학기술
위상 증대

검토배경

공동 의장에 여성 과학자인 프랜시스 아놀드

• 과학기술 거버넌스 및 자문기능 강화
- OSTP 재건 및 PCAST 활성화를 통한 과학기술 자문기능 강화
- 연방 최고 기술 책임자(CTO), 최고 정보 보안 책임자(CIO), 최고 데이터 책임자(CDO) 등 직책 신설

를 선정
• 과학의 투명성, 개방성, 무결성 향상을 위한 연방 지침 향상
- 취임 첫날 투명성, 대중 참여 및 참여 시스템 구축 대통령 각서 발표
- 동 각서에서 과학의 투명성, 개방성, 무결성 준수 명시

N

• ’09년 4월 National Academy of Science 연설에서 연구개발투자 확대 및 STEM 교육 중점 촉구

I
C

• ’09년 2월 경기부양법을 통해 연구개발투자 확대 추진
연구개발
지원체계 강화

H

• 연구 및 실험(R&E) 세금 영구적 공제
- ’09년 대통령 요청에 따라 2015년 의회에서 가결

E

그림 1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과학기술정책 이슈- NICHE

•N(넥스트 코로나, Next COVID-19)

• NIH, DARPA 자금지원 강화를 통한 고위험 연구 지원 확대

STEM교육
지원 확대

•’09년 11월 Educate to Innovate 캠페인을 통해 K-12 STEM 교육 개선에 10억 달러 이상 투자 확대
- (100Kin10) 10년동안 STEM교사 10만명 양성
- (STEM for All) 다양한 계층 학생들을 위한 STEM학습 장려
- (SkillCommons) 교육용 오픈소스 온라인 소프트웨어 제작
•’15년 3월 TechHire Initiative를 통한 기술・일자리 연계 강화

•I(산업 혁신, Industrial Innovation)
•C(미・중 패권경쟁, Competition between US-China)
•H(과학기술 인재, Human Resources)
•E(에너지 및 기후변화, Energy & Climate Change)

출처: Science (2021)

출처: White House(2016)

바이든 행정부의 과학기술정책 니치(NICHE)

MIT교수 지명 및 해당 직위의 장관급 격상, OSTP의 내각 수준

에릭 랜더

황인영 KISTEP 혁신전략연구소 부연구위원

실장으로

주요 정책

우주 분야
지원 확대

• 최초 블랙홀 이미지 포착 및 우주공간 내 물 재활용

• 재생에너지 R&D 촉진
- 에너지 부문 이산화탄소 배출량 ’08년~’15년까지 9.5% 감소
- SunShot 이니셔티브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전기 생산비용 ’08년 대비 풍력 41%, 태양광 54%,
대규모 태양광 64% 감소
- 자동차 연비표준 개정을 통한 민간부문 배출 감소 유도
- ’15.6월 DOE에 청정에너지 투자 센터 설립
- ’16.6월 Mission Innovation을 통해 청정에너지 R&D 글로벌 지원 확대
• 에너지 생산 및 소비 구조 전환
- 천연가스 발전 비율 ’08년 21%에서 ’16년 33%까지 확대
- 경기부양법 및 세금공제 연장을 통해 민간의 재생에너지 사용 유도
• ’16년 NASA 예산 195억 달러 책정을 통해 유인 발사・상용 우주탐사 추진
- Commercial Crew프로그램에 12억 4천만 달러 지원

내용

• 낭포성 섬유증 퇴치 및 에볼라 사망자 감소
과학기술 발견 및 혁신
• 배터리 기술 발전
• 국립연구소 기술이전체계 고도화

미 2020 대선과
과학기술정책 이슈

⊙

(배경) 트럼프 행정부 중반 이후 R&D 예산 감소, OSTP 권한 약화 및 과학기술 자문 기능
축소, 각종 규제 강화, 연방정부의 COVID-19 대응 의사결정 등에서 문제가 제기됨

⊙

(경과)2020 대선 정국을 거치며 주요 과학 전문지/잡지를 중심으로 이러한 비판이 표면화됨

⊙

(전망) 바이든 행정부는 수요자 중심 과학기술정책을 집행할 것으로 전망하며, 향후 미국

• ’16년 10월 우주 기상 현상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정의하는 행정명령 발효

내 주요 과학기술단체들의 영향력 확대 예상
2. 트럼프 행정부

⊙
⊙

⊙

(종합) 미래산업 및 국방 R&D를 통한 미국의 리더십 강화를 추구하였으나 각종 규제 강화,

⊙

OSTP 권한 약화 및 임기 중반 이후 R&D 예산 삭감
표
트럼프 행정부
주요 과학기술정책

주요 정책

미래산업(IotF) 관련
리더십 강화

(AAAS)12월 7일 공개 서한을 통해 바이든 당선자에 정책 제언(AAAS, 2020)
(CNSF**) 바이든 인수위원회에 정책 및 인사 권고사항 제시(CNSF, 2020)

(사이언티픽 아메리칸) 11월 7일 로렌스 리버모어 국립연구소의 벤자민 상테르(Ben Santer)
박사 명의로 공개 서한 송부(Santer, 2020)

내용

2020년 미국 대선을 통해 우리나라 주요 과학기술정책 방향 설정 가능

• 인공지능(AI), 양자정보과학(QIS), 첨단 통신/5G, 첨단 제조 및 바이오 등
IotF(Industries of the Future)리더십 강화
시사점

• 첨단 운송 R&D 강화 - 드론, 첨단 공중 운송수단, 민간 초음속 항공 기술 등
• 첨단 컴퓨팅 활용 강화 - 슈퍼컴퓨팅 분야 선도, 엑사급(1초당 100경번 연산) 시스템 달성

• (R&D 투자) 지속적 R&D 투자 확대
• (독립성 보장) 과학 및 과학자들의 독립적・개방적 연구환경 보장
• (과학기술 자문기능 확대) 과학기술 자문기능을 국정 전반으로 확대하여 국가 주요 의사결정 시
과학에 입각한 의사결정 추진
• (국제협력・다양성) 해외 고숙련 인재 적극 유치 및 국제협력 확대

• COVID-19 대응 관련 R&D 지원
보건 혁신

*

• 아편류 약물(Opioid) 오남용 방지 추진
• 퇴역 군인 건강 문제 개선 - ’09년 대통령 요청에 따라 2015년 의회에서 가결

미국 내 130개 이상 과학기술 관련 전문 단체로 구성된 조직

• 국방 분야 R&D 투자 확대
• 국방부 현대화 우선순위 설정 및 초음속 R&D 추진
국방R&D 강화
• 바이오 기술 투자 및 국가 사이버 보안 강화

NICHE별
정책방향과 전망

1. N-넥스트 코로나(Next COVID-19)

• 핵 및 방사능 대비 국가 방어 시스템 고도화
• STEM교육을 위한 전략적 계획 마련
미래 과학기술 인력 구축

종합전망

• 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학습 지원체계 확대
• 국립우주위원회 부활 및 우주탐사 분야 선도
우주 리더십 증진

• (코로나 R&D) 생물의약품첨단연구개발국(BARDA)*을 통한 공공 R&D 추진

• 상용 우주 활동을 위한 관련 규제 간소화 및 SpaceX 발사
• 우주 기상 관련 복원력 강화 추진

출처: Science(2017)

출처: Science(2017)

바이오 R&D를 위한 NIH 자금 지원, 공공 R&D 성과에 대한 정부 권한 강화를 통한
가격 조정 등 보건 의료 분야 공공성 강화 초점

*Biomedical Advanced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

주요의제

시사점

• (특허 개입) 코로나 백신 개발 관련 연방정부의 특허 권한 강화 전망
• (의약품 가격 규제) 의약품 가격 규제를 통해 대국민 의약품 비용접근성 강화
• (NIH 자금 지원) 대규모 예산 배정을 통한 감염병 관련 R&D 투자 확대

바이든 행정부는 감염병 치료제・백신 관련 공공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과학적 근거에 따른 의사결정 및 정부 개입 확대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출처: Science(2017)

출처: Science(2017)

출처: The Press Office(2016)
출처: White House(2020)

전문 번역본은 부록1 참고.
참고) ITIF(2020)

바이든 행정부의 과학기술정책 니치(NICHE)

친환경 및
배출감소 등
에너지 전환

내용

이슈페이퍼 ①

주요 정책

바이든 행정부는 산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국가 기술혁신 의제를 설정하고,
산업 규제 역시 강화하는 투트랙(Two-Track) 포지션을 취할 것으로 전망

주요의제

• (GVC 재편 대응) GVC 재편에 따른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복원력 증대 초점
• (Buy American) 미국 내 원재료 확보 및 해외 생산기지 리쇼어링 추진
• (과세 강화) 외국 기업의 소득 과세 최저 세율 두 배 인상(ITIF, 2020)
• (반도체) 반도체 생산 확대를 위해 “CHIPS Acts”지지 및 생산시설 유치(ITIF, 2020)
• (제조업) “4T(Tax, Talent, Technology, Trade)s” 정책 추진(ITIF, 2020)

시사점

바이든 행정부는 첨단 제조 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① 자국 제품 보호 정책과 더불어
② 국제무역 관련 규칙 제정 주도 전망

종합전망

주요의제

넷 제로(Net-Zero) 달성을 위한 청정에너지 대전환 및 관련 분야 대규모 투자를 통한
기술 개발과 환경 정의(Environmental Justice)의 국가 어젠다화 전망
• (환경 정의) 환경 정의 어젠다의 부상과 관련 R&D 예산 확대 전망
• (청정에너지) 넷 제로 달성을 위한 청정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추진
• (전기차 및 배터리) 배터리 포함 전기차 제조 밸류체인의 미국 내 수직 계열화, 경기부양
및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여 투자의 전략적 확대가 예상됨
청정에너지 분야 대규모 투자라는 기회 요인과 화석연료 에너지 규제 강화라는 위협
요인에 대한 선제적・전략적 대비가 필요

시사점

3. C-미・중 기술패권 경쟁(Competition between US-China)
KEY of KISTEP
종합전망

바이든 행정부는 대 중국 견제를 위해 국제기구 및 동맹국과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

• (중국 GVC 대응) “MIC 2025*” 대응을 위해 국가 차원 첨단산업 보호 강화
*Made in China 2025

주요의제

시사점

• (동맹 강화) 보호 무역만으로는 한계가 존재하여 동맹국과의 관계 강화 및 무역 규칙
확립을 통한 공정한 경쟁 유도 전망
• (5G 투자) 소프트웨어 및 보안 기술에 따른 주도권 탈환 추진
• (AI 투자) 이미 확보한 AI 분야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R&D 투자 증대 및
우수인력 유인 강화
• (바이오 분야) 공공 의료 등 바이오 분야 관련 경쟁 기반 협력 중시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의 기술패권 경쟁 관련 5G, AI, 바이오 기술 등의 분야에서
미국의 역량을 유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도권 탈환과 동시에 국제적 리더십 회복 추진

4. H-과학기술 인재(Human Resources)

■ 2021년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민주당의 상・하원 다수의석 확보에 따라 향후 과학기술정책 노선이
상당 부분 수정될 것으로 전망되어, 관련 대응책 마련 필요
■ 바이든 행정부 과학기술정책의 다섯 가지 핵심 이슈인 NICHE(니치)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미래 전망 및 대응방안을 고찰함

Next COVID-19
넥스트 코로나
Industrial Innovation
산업 혁신
Competition between US-China
미・중 패권경쟁

공공 R&D 및 산・학・연・관 협력을 통한 과학기술기반
국가 재난대응체계 고도화
공정 경쟁에 기반하여 국산 첨단산업 제품 및 기술의
국제 경쟁력 확보 및 유지

5G, AI, 바이오 등 주요 기술패권 분야 이슈 선제적 대응

종합전망

이민 제한 완화, STEM 교육 수혜 집단의 확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 유치 및 교육의
개방성・다양성을 높일 것으로 전망

Human Resources
과학기술 인재

미국 이민 제한 완화 등 강력한 인재 유치 정책에 따른
고숙련 인재 확보 전략 고도화

Energy & Climate Change
에너지・기후변화

청정에너지 대전환에 따른 산업구조 개편과 적극적인
관련 기술개발 전략 요구

주요의제

• (이민) 이민 시스템의 현대화(Modernization)를 통한 해외 고급인재 유치 강화 예정
• (인도계 및 여성) 적극적 해외인재 유치와 더불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등 인도계의
발전으로 향후 인도계 과학기술인력 유입 및 중용, 그리고 여성과학자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중국계) 인적 교류의 제한은 완화될 예정이나, 미-중 파워게임 측면에서 중국 출신
인력들의 미국 STEM분야 진출에 일부 제한을 둘 가능성 존재
• (STEM교육) 바이든 인수위원회 과학기술 관련 주요 인사들은 STEM교육을 강조하며,
권리 관점의 접근을 통한 STEM교육 확대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

시사점

이민 제한의 대폭 축소・철폐에 따라 국내 고숙련 인재들의 미국 취업 시장 진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장기적 인재 확보 관련 대책 필요

참고) Alliance for American Manufacturing(2020)
참고) Asia Society(2020)

■ OSTP 실장의 장관급 격상, OSTP의 내각 수준 승격 등은 미 행정부 과학기술 거버넌스 강화와
다양한 국정업무에서 과학기술의 역할 및 기능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체계구축과 적극 대응이 필요
■ 미국의 과학기술 거버넌스 변화와 NICHE 분야의 향후 방향에 대한 정밀한 모니터링과 분석을 토대로
우리의 대응전략과 정책방향 설정 적극 추구

과학기술중심의 국정운영 및 추진전략을 통해 주요 분야에서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강화

바이든 행정부의 과학기술정책 니치(NICHE)

종합전망

5. E-에너지・기후변화(Energy & Climate Change)

이슈페이퍼 ①

2. I-산업혁신(Industrial Innovation)

이슈페이퍼 ②

2021년 KISTEP 10대 미래유망기술

영역

미래유망기술

기술 정의

광학 또는 초음파 등의 비침습적인 방식에
의해 생체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통한
심혈관 질환을 관리하는 기술

교통

교통약자를 위한 Level 4
자율주행 자동차

교통약자(장애인, 노약자 등)가 대중교통,
공유차량 등 다양한 이동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이동, 안전, 편의 혜택의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 4단계 수준의 기술

교육

LXP 기반의 개인 맞춤형
큐레이션 기술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 및 방법을 제시하고
교육 공급자에게 수요자가 요구하는 다양한
교육의 방법과 수준, 학습 유형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는 플랫폼

소비

자율주행 기반의 라스트마일
딜리버리 서비스

무인이동체(로봇, 드론 등)를 활용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물건을 배송하는 기술

정보
통신

지능형 엣지 컴퓨팅

엣지 컴퓨팅 노드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연결(Connect) 컴퓨팅(Compute),
제어(Control)의 기능을 지능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술

정보
통신

VR/홀로그램 기반 실시간
협업 플랫폼

각 기업 또는 각 개인들이 소비자들에게
자신들의 AR/홀로그램 응용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플랫폼

제조

인터페이스의 벽을 허무는
Beyond Screen 기술

모든 사물이 컴퓨터와 연결된 초연결
시대의 음성, 제스처, 뇌파 등의 NUI와
다양한 사물의 GPS, 영상데이터, IoT센서
데이터 등의 다양한 사용자 환경 데이터를
입력 받아 분석하여 적절한 처리를 하거나,
사용자 환경에 맞게 최적의 UI로 출력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모든 제반 기술

보안

초연결 시대의 사이버 지킴이,
인공지능 보안기술

다종・다형의 보안관련 빅데이터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위협을 자동으로
분석하고 분류하거나 인공지능 모델의
안전성 확보 및 인공지능을 이용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보안기술

문화

비대면 초실감 미디어
제작 및 중계 기술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 실감미디어를
활용하여 스포츠, 연예, 영화, 방송 등
엔터테인먼트를 제작 및 중계하는 기술

환경

온라인 쇼핑 쓰레기를
줄이는 녹색포장 기술

자연환경에서 완전분해가 되는 친환경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가공・생산된
포장재를 활용하는 기술

박노언 KISTEP 기술예측센터 연구위원

KISTEP 이슈페이퍼는
과학기술혁신정책 연구와 현장의
최신 이슈를 발굴하여 분석하고,
깊이 있는 시사점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COVID-19 팬데믹으로 촉발된 뉴노멀 시대로의 전환(비대면화, 위험 일상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신산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미래 한국사회의 핵심이슈를
발굴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10대 미래유망기술을 선정한 「KISTEP Issue Paper Vol. 302,
언택트 시대의 10대 미래유망기술」의 내용을 소개한다.

연구 배경

⊙

코로나바이러스-19(이하 COVID-19)로 뉴노멀 시대로의 전환이 급격히 이루어지며 국내외
공공 및 민간 미래예측 연구기관 들은 미래 신산업 발굴 및 미래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예측 및 미래유망기술 정보 제공에 대한 중요성 증대
•미래사회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를 조망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유망기술을
선제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국가와 기업의 성패로 이어짐
•과학기술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기술(인공지능, 빅데이터 등)과의
융합으로 기술이 기술을 발전시키는 시대가 도래할 전망

⊙

KISTEP은 2009년부터 매년 유망기술을 탐색하고, 이중 향후 사회・경제・환경적
파급효과가 큰 10대 유망기술을 선정하여 발표
•2013년부터는 미래 한국사회의 핵심이슈를 선정,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유망기술
발표하였으며 미래예측 시점은 향후 10년 이내로, 문헌조사, 설문조사, 특허분석, 기업
간담회, 전문가 의견수렴 등 다양한 프로세스를 거쳐 10대 미래유망기술 선정

연구 절차 및 결과

⊙

미래이슈 도출, 미래유망 후보기술 발굴, 10대 미래유망기술 선정, 미래유망기술 상세분석
등의 순으로 수행

미래이슈 도출

후보기술 발굴

10대 미래유망기술 선정

미래유망기술 상세분석

국내외 문헌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미래 한국사회의 핵심이슈
후보군 발굴

미래사회 니즈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후보기술을 발굴하였으며,
주제(비대면화)와의 정합성,
파급효과 등을 중심발굴

미래유망 후보기술별
설문조사, 기업 간담회,
특허분석 등을 종합

기술 정의 및 범위, 국내외
정책・산업・기술 동향,
2030년 미래 활용 모습,
기술실현 저해요인 및
정책 제언 등 심층분석

비대면사회

10대 영역 14개 후보기술 선정

최종 10개 유망기술 선정

언택트 시대의 10대 유망기술

MIT(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WEF(World Economic Forum)

언택트 시대의 10대 미래유망기술

비침습 생체정보 기반의
심혈관질환 관리 기술

의료

이슈페이퍼 ②

언택트 시대의
10대 미래유망기술

⊙

영역

의료

유망기술

비침습 생체정보 기반의 심혈관질환 관리 기술

•(필요성) 고령화 사회 진입과 만성 심혈관질환이 증가하면서 질병 모니터링 및 진단 기술의

미국

소형화 및 신호처리 알고리즘 기반 기술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고성능 핵심기술은 개발 단계

Device 기술보다는 환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서비스
중심의 기술 발전

중국

광학방식의 심박 기능 및 산소포화도 등의
솔루션은 제품에 탑재되어 있으나,
혈당 및 혈압 등은 원천기술 개발 단계

•(2030 미래 활용 모습) 대부분의 나라에서 비침습 기반의 의료서비스가 확대 시행되며, 생체
모니터링 센서 시장이 급격히 성장

교통

자율주행 기반의 라스트마일 딜리버리 서비스

•(필요성)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및 COVID-19의 영향으로 택배

유망기술

교통약자를 위한 Level 4 자율주행 자동차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 필요

미국

기업은 배달로봇 또는 드론을 소화물
배송에 활용 중이며, 스타트업 기업들은
대부분 소비자에게 음식을 배달하는
시범서비스 테스트

최근 라스트마일 딜리버리
이동 로봇 및 드론의
시범서비스 단계 진입

EU

공공-민간 파트너십 프로그램(Sparc)을
추진 중이며, 민간 기업은 라스트마일
딜리버리 시범 서비스에 적극 참여

•(2030 미래 활용 모습) 물류 산업이 자율주행 기반의 배달 로봇과 드론으로 대체되고, 온라인

영역

정보통신

유망기술

지능형 엣지 컴퓨팅


•(필요성) Massive IoT의 확산과 Smart Device의 폭발적 증가로 기존 중앙 집중식 클라우드

컴퓨팅 방식을 대체할 엣지 기반 저지연·대용량 처리기술 개발 요구 증대

한국

일본

Level 4 수준의 자율주행차 상용화
목표연도는 ’27년이며, 장애인・고령자 등
교통약자 지원 서비스 개발은 ’21년부터
본격 착수

한국

마켓의 급성장으로 이어짐

•(필요성)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하고, 교통약자에 대한 안전하고 편리한 삶 실현을 위해

Level 4 수준의 자율주행 서비스는
’25~’28년 가능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고령화 문제 해결 수단으로 무인자동운전
서비스를 실증실험하고 있음

EU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 실증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공공 교통수단이
도달하지 못하는 지역에서 주요
정류장까지의 운송 서비스 제공

•(2030 미래 활용 모습) 우리 생활 모든 곳에서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자율주행차가 도입되어

한국

미국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엣지 컴퓨팅,
홈 엣지 플랫폼 등 연구개발이 활발하며,
국내 기업들도 B2B 엣지 클라우드
서비스 출시

엣지 기반의 서비스 플랫폼
개발과 Use Case를 확장 중이며,
반도체·클라우드·통신·자동차 업계의
움직임 활발

중국

V2X 네트워크 기술과 오픈소스 기반의
MEC 플랫폼 기술 등 개발

•(2030 미래 활용 모습) 지능형 엣지 컴퓨팅 기술이 5G 네트워크와 융합하여 저지연의 데이터
처리가 필요한 지능형 공장, 자율주행, 원격 관리시스템, 스마트 헬스케어 등 다양한 영역에 활용

서비스됨

영역

유망기술

및 배달음식 시장 급격히 성장

한국

영역

소비

교육

유망기술

LXP 기반의 개인 맞춤형 큐레이션 기술

•(필요성) 미래인재 육성 및 맞춤형 역량기반 교육 실현을 위한 통합 교육환경 구축에 대한

공교육에 에듀테크 기반의 맞춤형
역량기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환경을
구축*하기로 하였으며, 중소기업
중심으로 이러닝 산업 형성
*「미래 교육을 위한 에듀테크 활성화
권고안(4차산업혁명위원회, ’20.11월)」

정보통신

유망기술

VR/홀로그램 기반 실시간 협업 플랫폼

•(필요성) 민간 기업 또는 개인들이 소비자들에게 자신들의 응용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하도록
지원해주는 VR/AR 서비스 플랫폼이 빠르게 확산

사회적 요구 등장
한국

영역

미국

민간기술 표준과 비즈니스규칙에 대한
적용 프레임워크를 설계하여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적용

영국

교육부에서 에듀테크 산업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서비스로
LendED*가 있음
*150여개 에듀테크 제품·서비스를
온라인으로 대여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

한국

오감 만족형, 개인·단체 체험형 등 다양한
원천기술들이 개발 중이며, 통신회사들은
통신망 연계 서비스 개발

미국

범부처 협력 프로그램인 NITRD*를
중심으로 VR/AR 기술을 선제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민간 기업의
제품·서비스 다양화
*Networking and Information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 상무부, 국방부
등 24개 연방기관이 참여하는 범부처 협력
프로그램

EU

Horizon 2020 HOLOBALANCE 과제를
통해 노령인구의 개인화된 코칭 플랫폼을
개발 중이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산업생태계 구축

•(2030 미래 활용 모습) 시・공간의 제약없이 접근이 가능한 Universal Education Access
시대 도래 및 ABC(AI, Big Data, Cloud)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Learning is happening
everywhere” 개념의 일반화

•(2030 미래 활용 모습) VR/홀로그램 기술의 발전으로 거리에 상관없이 3차원 가상환경에서
공동작업 가능

언택트 시대의 10대 미래유망기술

스마트화 요구 증가

영역

이슈페이퍼 ②

언택트 시대의
10대 미래유망기술
현재와 미래

제조

유망기술

인터페이스의 벽을 허무는 ‘Beyond Screen’ 기술


•(필요성) 시・공간을 뛰어넘는 초연결 사회(Hyper-connected Society)가 도래하며 사용자

한국

미국

자체 IoT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으며,
표준화 및 AI・빅데이터・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하여 입・출력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음

동작인식, AI 음성인식, UI/UX 기술 등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제품을 선보임

EU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응용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다수의 산・학・연 과제 추진

환경

유망기술

온라인 쇼핑 쓰레기를 줄이는 녹색포장 기술

•(필요성) 온라인 쇼핑 증가 및 COVID-19 장기화로 일회성 플라스틱(포장재) 폐기물 등 쓰레기
배출량 급증으로, 감축 및 대체를 위한 혁신적 대안 필요
한국

2030년부터 비닐봉투 및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이 전면
금지되며,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바이오플라스틱 기술개발 활발

EU

미국

지방정부 차원의 비닐봉투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조치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소비재 제조업체들은 친환경 패키지 활용

일본

•(2030 미래 활용 모습) 스크린이 인터페이스(Interface)가 아닌 인터렉티브(Interactive)한
시대 도래

영역

지속가능한 순환경제를 주요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환경규제 마련

보안

유망기술

초연결 시대의 사이버 지킴이, 인공지능 보안 기술

최근 지속가능한 바이오 플라스틱 도입 로드맵(안)을
마련하였으며, ’20.7월부터 비닐봉지 유료화를 시작하는 등
규제 강화

•(2030 미래 활용 모습) 국민들의 친환경주의 인식 확산으로 녹색포장재 보편화

•(필요성) 인공지능 기술이 실질적인 상용화 단계로 발전함에 따라 보안 기술개발 필요
한국

미국

지난 8월 데이터 3법이 개정되었으며,
인공지능 보안 기술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연구 진행

범부처 협력 프로그램인 NITRD에서
안전한 AI 시스템 개발을 강조하였으며,
국토안보부는 기술 표준의 중요성 강조

EU

인공지능 생태계 활성화 및 보안
기술개발을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제품·서비스의 위험도 분류를 위해 사전
적합성 검사 추진

•(2030 미래 활용 모습) 사이버공격에 대한 사전 감지 및 방어 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SW
기술의 보급 확산 및 네트워크 확대로 개인관제 가능

영역

문화

유망기술

비대면 초실감 미디어 제작 및 중계 기술

•(필요성) COVID-19의 창궐로 오프라인 중심의 스포츠, 영화 등 엔터테인먼트가 온라인으로 급격히 전환
한국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고 사용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터렉티브
실감형 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중계
기술이 서비스되고 있음

미국

국방, 문화,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
실감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유통 플랫폼을
구축하여 서비스되고 있음

일본

COVID-19와 도쿄 올림픽 등을 계기로
다양한 초실감 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중계 기술을 개발하고 있음

•(2030 미래 활용 모습) 다양한 분야에서 공급자 중심의 중계 기술이 아닌 상호 소통 채널이
마련되어 소비자 체감도 제고

KEY of KISTEP

■ COVID-19 팬데믹 등으로 소비, 교육, 교통, 의료 등 사회 전 분야에서 언택트화 되고 있으며
뉴노멀 시대로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음

■ 언택트 시대의 미래유망기술이 상용화로 이어지고, 기술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확대와 규제 개선 필요

언택트 시대의 10대 미래유망기술

인터페이스 ‘NUI’의 대중화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용자 니즈 또한 다양화됨

영역

이슈페이퍼 ②

영역

통계브리프

국가별 SCI 논문
발표 현황

⊙

중국은 전년도 1위국(미국)을 추월하여 ’19년 가장 많은 논문을 발표한 국가가 되었으며,
세계 총 논문 수의 24.37%(491,960편)를 점유
※(전년 대비 논문 증가율) 중국 22.46%, 미국 3.79%

⊙

전통적인 영어권 국가들보다 아시아 국가들의 전년 대비 논문 증가율이 큰 경향을 나타냄
전년 대비 논문 증가율은 중국, 사우디 아라비아(21.48%), 터키(18.20%), 이란(15.39%) 순

⊙

※(세계 총 논문 수 대비 상위 국가 논문 발표 점유율) 상위 10개국 88.24%
⊙

통계브리프는 과학 기술과
연구 개발 관련 최신 통계를
제공함으로써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와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과 한국과학기술원

인용색인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최근 발표(’20.11월)한 과학기술 논문

분석연구 보고서의 한국 결과를 중심으로 정리・분석한 「KISTEP 통계브리프 2021년 제1호 2019년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과 한국과학기술원

•국가 간, 분야 간 비교에는 Incites
한국 상세분석에는 WoS

⊙

은 Clarivate Analytics사의

표
2019년 논문 수
상위 15개국과
한국의 논문 발표 추이

2018년
국가명

2019년

논문
수(편)

순위

논문 수
(편)

순위

세계 점유율
(%)

논문 수 증가율
(전년대비, %)

논문
증가율 순위

중국

401,727

2

491,960

1

24.37

22.46

1

미국

467,112

1

484,819

2

24.02

3.79

27

영국

147,799

3

154,906

3

7.67

4.81

25

독일

124,561

4

130,817

4

6.48

5.02

24

일본

86,657

5

89,896

5

4.45

3.74

28

인도

79,852

8

88,124

6

4.37

10.36

8

캐나다

80,411

7

86,241

7

4.27

7.25

20

이탈리아

79,403

9

85,162

8

4.22

7.25

19

프랑스

82,782

6

84,811

9

4.20

2.45

30

호주

78,013

10

84,436

10

4.18

8.23

13

스페인

67,528

11

73,240

11

3.63

8.46

12

한국

64,179

12

69,618

12

3.45

8.47

11

브라질

54,364

13

58,663

13

2.91

7.91

14

네덜란드

47,142

14

50,223

14

2.49

6.54

21

이란

40,377

16

46,593

15

2.31

15.39

4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SCI 논문 현황을 분석

과학인용색인

•논문 인용

한국은 ’19년 12위로 전년도 순위를 유지하였으며, 논문 수는 전년 대비 8.47% 증가

이 Clarivate Analytics사의 과학

한국의 과학기술논문 발표 및 인용 현황」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개요

’19년 논문발표 상위 10개국의 총 논문 수는 1,781,172편으로 전년 대비 9.39% 증가

분석에서는 JCR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였으며,

데이터베이스**
**를 활용

데이터베이스***
***를 활용

KISTEP과 KAIST가 최근 발표(’20.11월)한 과학기술 논문

분석연구 보고서의 한국

결과를 중심으로 정리・분석

과학기술 성과 유형별 국내 성과분석 보고서 현황
국내에서는 성과 유형별로 다양한 성과분석 보고서가 존재하며, 과학기술 논문성과
분석 보고서는 한국 전체와 주요국의 논문 성과의 발표 및 피인용 현황을 중심으로 분석
성과의 유형
과학적 성과

기술적 성과

경제적 성과

사회적 성과

*

**

***

논문

특허

각 보고서별 성과분석 현황
• (KISTEP・KAIST, 과학기술 논문성과 분석연구) 주요국, 한국 전체 논문 발표 및 피인용 현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KISTEP,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발생한 논문 성과 (논문 및 피인용 건수, 비중)
• (한국연구재단) 한국의 고 피인용 논문 현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KISTEP,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발생한 특허 출원 및 등록 성과 (건수, 비중)
• (특허청, 통계로 보는 특허동향) 주요국 및 한국 전체의 특허 성과 현황
• (특허청・한국특허전략개발원, 정부R&D 특허성과 조사・분석),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발생한 특허 성과 및
대학・공공연 성과의 활용(특허 이전 건수) 및 관리(심사결과) 현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KISTEP,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발생한 기술료 성과 (기술료 징수액,
기술료,
건수/사업화 건수)
사업화 • (특허청・한국특허전략개발원, 정부R&D 특허성과 조사・분석),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발생한 대학・공공연 성과의
활용(기술이전 계약건수 및 기술료 수입) 현황
• 인력양성, 일자리창출 등이 있으며, 과학기술을 포함한 전반적인 고용・인력조사의 형태임

Incites : 국가별, 분야별 논문 수와 피인용 통계 자료 산출에 활용한 데이터베이스, 220개국, 22개 표준분야, 254개 세부분야 통계 산출에 활용

WoS : 한국의 분야별, 기관별, 연구주체별, 저널별, 지역별 통계 산출에 활용

JCR : 학술지별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IF(Impact Factor)를 산출 가능한 데이터베이스임

주) 세계점유율은 (각 국가 논문 수)/(세계 총 논문 수)로 산출하며, 이때 세계 총 논문 수(2,018,566편)란
국가 간 공저 논문에 대한 중복합산을 제거한 값이므로, 국가별 논문 수 합계(2,846,598편) 보다 작음
출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한국과학기술원, 과학기술 논문성과 분석연구(2005~2019). ’20.11월

2019년 한국의 과학기술논문 발표 및 인용 현황

안지혜 KISTEP 혁신정보분석센터 부연구위원

통계브리프

2019년 한국의 과학기술논문
발표 및 인용 현황

표

구분

유럽

미주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논문 수(편)

916,390

691,046

1,066,247

98,258

74,657

논문 점유율(%)

32.19

24.28

37.46

3.45

2.62

주) 세계 논문 점유율은 2019년 국가별 논문 발표 수 합인 2,846,598편에 대한 점유율임
출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한국과학기술원, 과학기술 논문성과 분석연구(2005~2019), ’20.11월

⊙

’05년~’09년과 비교할 때, ’15년~’19년에 유럽과 미주 지역 논문이 국가별 총 발표
논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한 반면,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논문의 비중은 증가

■ 유럽 ■미주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표

한국 SCI 논문 수 및 점유율 추이(2010년~2019년)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한국 논문 수
(A, 편)

42,004

46,290

50,375

52,830

55,821

58,940

60,631

61,664

64,179

69,618

한국 논문 수
순위 (위)

11

11

12

12

12

12

12

12

12

12

세계 총 논문
수 (B, 편)

1,350,329

1,443,913

1,496,128

1,574,715

1,626,904

1,676,560

1,744,549

1,820,093

1,858,298

2,018,566

국가별
총 논문 수
(C, 편)

1,687,625

1,823,411

1,909,632

2,033,438

2,135,346

2,234,866

2,378,002

2,503,164

2,598,174

2,846,598

논문 점유율
(A/B, %)

3.11%

3.21%

3.37%

3.35%

3.43%

3.52%

3.48%

3.39%

3.45%

3.45%

논문 점유율
(A/C, %)

2.49%

2.54%

2.64%

2.60%

2.61%

2.64%

2.55%

2.46%

2.47%

2.45%

주) 연도별 점유율 계산에 활용한 국가별 논문 수 합계는 국가 간 공저 논문에 대한 중복 합산을 허용한 수치임
출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한국과학기술원, 과학기술 논문성과 분석연구(2005~2019), ’20.11월

⊙

최근 15년간 한국 인구 만 명당 논문 발표 수는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임
•’19년에 한국은 인구 만 명당 13.48편의 논문을 발표함
•순위는 전년 동일하며, ’19년 2,000편 이상 논문을 발표한 국가 72개국 중 25위임

⊙

’19년 논문 발표 수 2,000편 이상인 72개 국가 중 국가별 인구 만 명당 논문 수가 10편
이상인 국가는 30개국이며, 1위국 스위스는 인구 만 명당 45.63편을 발표

그림 1    대륙별 논문 점유율 변화

⊙

’10년과 비교할 때 ’19년 한국의 전체 발표 논문 중 협력 연구 논문(순수 국내협력, 국외
협력, 국내・외 협력)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임

•’19년 한국이 발표한 논문 66,383편 중 36.06%는 순수 국내 협력, 21.82%는 국외 협력,

한국의 SCI 논문
발표 현황

⊙

10.81%는 국내・외 협력임

’19년 한국이 발표한 논문 수는 전년 대비 8.47% 증가한 69,618편(’18년 64,179편)이며,
순위는 전년과 동일한 12위 유지
그림 2    한국 SCI 논문 수 및 점유율 추이(2005년~2019년)

국내 협력

국내·외 협력
국내 협력

그림 3    한국 국내・외 협력 연구 논문 현황(2019년)

⊙

■논문발표수 ●국가별 논문수 합계 대비 논문 점유율(단위 : %) ■세계 종 논문 수 대비 논문 점유율(단위 : %)

출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한국과학기술원, 과학기술 논문성과 분석연구(2005~2019), ’20.11월

’05년과 비교할 때 한국의 논문 발표기관은 약 2.60배 증가(’05년 1,807개 기관

’19년

3,437개 기관), 논문을 발표한 학술지 종류는 1.97배 증가(’05년 3,437개 종류 학술지
’19년 6,774개 종류 학술지)

2019년 한국의 과학기술논문 발표 및 인용 현황

5개 대륙별
논문 발표 현황
(2019년)

대륙별로는 유럽・미주 지역이 국가별 총 발표 논문의 56.47% 점유(유럽 32.19%, 미주 24.28%)

통계브리프

⊙

⊙

’19년 총 피인용 수는 중국이 1,153,128회로 가장 많고, 미국(1,032,592회, 2위),
영국(360,517, 3위), 독일(304,532회, 4위) 순
•한국은 132,411회로 13위이며, 세계 점유율은 국가별 총 피인용 수의 2.13%를 차지

⊙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피인용 수(합산값)는 미국이 19,857,603회로 가장 많음
•다음으로 중국(13,273,169회), 영국(6,503,161회), 독일(5,527,252회), 프랑스(3,662,735회) 순임

⊙

’05년~’09년 피인용 수와 비교할 때, ’15년~’19년 피인용 수의 증가율이 높은 국가는
사우리 아라비아(3,712.19%)임
•다음으로 이란(834.21%, 2위), 중국(708.41%, 3위), 싱가포르(332.31%, 4위) 순

⊙

한 국은 ’05년~’09년 피인용 수와 비교할 때, ’15년~’19년 피인용 수의 증가율이
247.83%이며, 증가율 순위는 상위권임(8위)

⊙

5년 주기(’15년~’19년) 기준 논문 1편당 피인용횟수 세계 평균**은 6.38회이며, 싱가포르가

11.89회로 가장 많은 횟수로 인용됨

•다음으로, 스위스(11.58회), 덴마크(10.80회), 네덜란드(10.65회) 순
출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한국과학기술원, 과학기술 논문성과 분석연구(2005~2019). ’20.11월

⊙

한국의 5년 주기(’15년~’19년) 논문 1편당 피인용 수는 6.90회로 최근 5년간 논문 발표 수
상위 50개국 중 32위임

⊙

서울대학교는 주저자, 공저자 기준으로 모두 ’19년 국내 기관 중 가장 많은 논문을 발표
※’19년 연구기관별 논문 수 1위 : 서울대학교(주저자 기준 4,372편, 공저자 기준 8,289편)

※ (참고) 한국이 ’19년 발표한 논문 1편당 평균 피인용 수는 1.90회임

•한국의 5년 주기별 평균 피인용 수는 해마다 증가 추세이며, 세계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

•주저자 기준 논문 수 상위 20개 기관은 대부분 대학(18개)임
그림 5    5년 주기별 논문 1편당 평균 피인용 수 및 순위 추이

표
한국 논문 발표 수
상위 20개 연구기관
현황(2019년)

주저자 기준(단위 : 편)

주저자 기준(단위 : 편)

순위

순위
연구기관

논문 수

연구기관

논문 수

1

서울대학교

4,372

11

중앙대학교

1,053

2

연세대학교

3,038

11

가톨릭대학교

998

3

성균관대학교

2,429

13

건국대학교

968

4

고려대학교

2,279

14

전남대학교

924

5

한국과학기술원

1,748

15

전북대학교

867

6

한양대학교

1,704

16

포항공과대학교

854

7

경희대학교

1,497

17

인하대학교

813

8

부산대학교

1,441

18

충남대학교

754

9

경북대학교

1,269

19

영남대학교

672

10

울산대학교

1,197

20

이화여자대학교

654

■한국 ■세계 ■한국 순위

출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한국과학기술원, 과학기술 논문성과 분석연구(2005~2019). ’20.11월
출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한국과학기술원, 과학기술 논문성과 분석연구(2005~2019). ’20.11월

⊙

’05년~’09년과 비교할 때, ’15년~’19년에 울산과학기술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등은 큰 폭으로 논문 수가 증가하였으며, 가천대학교, 동국대학교, 서울대학교병원,
한림대학교도 200% 이상의 증가율을 나타냄

*

세계 총 피인용횟수의 5년 주기(’15~’19) 평균임

2019년 한국의 과학기술논문 발표 및 인용 현황

●학술지 종수 ■논문 발표 기관수

통계브리프

한국의 SCI 논문
피인용 현황

그림 4    한국의 논문 게재 학술지 종 수 및 논문 발표 기관 수 추이(2005년~2019년)

⊙

’19년 총 22개 표준분야 중 중국과 미국은 각각 11개 분야에서 논문 수 1위를 차지

⊙

한국은 총 22개 분야 중 9개 분야에서 상위 10위권이며, 22개 분야 모두 상위 20위권임

통계브리프

한국의 분야별 SCI
논문 및 인용 현황

KEY of KISTEP

•재료과학(4위), 공학(5위), 화학(8위), 컴퓨터과학(8위), 약리학/독성학(8위), 농학(9위),

⊙

 해 1위국인 중국과 전년도 1위국인 미국은 각각 전년 대비 22.46%, 3.79% 논문 발표 수가
올
증가하였으며, 중국의 논문 발표 수 증가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한국이 ’19년 가장 많은 논문을 발표한 분야는 임상의학(12,954편, 10위)이고, 각 분야별
논문 수 대비 한국 점유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재료과학(6.00%) 분야임
•한국이 ’19년 가장 많은 논문을 발표한 분야는 임상의학, 공학(9,771편, 5위), 재료과학(8,194편,
4위), 화학(7,981편, 8위), 물리학(4,280편, 10위), 각 분야별 논문 대비 한국 논문점유율이

■ 한국은 SCI 논문 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질적 수준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

상위권을 차지한 분야는 재료과학, 공학(4.62%), 컴퓨터과학(4.08%) 순임
표
한국의 분야별
논문 현황(2019년)

한국
논문 수 (A)

분야명

순위
2018년

2019년

분야별 세계 총
논문 수 (B)

각 분야별 논문 수 대비
한국 점유율(%, A/B)

- 논문 수 및 점유율은 매년 꾸준히 증가(’05년 26,549편, 2.64% ’19년 69,618편, 3.45%)
- 5년 주기(’15년~’19년) 평균 피인용 수도 해마다 증가추세이며, 세계 평균(6.90회)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
- 한국은 22개 표준분야 중 9개 분야에서 10위권, 22개 분야 모두 20위권의 연구수준을 보유
- ’05년과 비교할 때 논문 발표기관은 약 2.60배, 논문을 발표한 학술지 종류는 1.97배 증가
※(논문 발표 기관) ’05년 1,807개 ’19년 3,437개, (학술지 종류) ’05년 3,437종 ’19년 6,774종

공학 및
컴퓨터

물리・화학・
지구과학

컴퓨터과학

2,163

5

8

52,969

4.08

공학

9,771

5

5

211,674

4.62

재료과학

8,194

4

4

136,604

6.00

화학

7,981

9

8

205,363

3.89

지구과학

1,148

19

18

62,237

1.84

수학

1,332

15

15

51,679

2.58

물리학

4,280

10

10

110,381

3.88

우주과학

577

19

18

16,306

3.54

생물학/생화학

3,011

10

10

85,134

3.54

면역학

753

17

16

29,583

2.55

미생물학

941

10

11

23,828

3.95

분자생물학/유전학

1,709

11

11

55,527

3.08

생명과학

의학

농업・생물・
환경과학

다학문

■ 그럼에도 한국은 질적 성과의 수준 개선, 실질적인 성과창출・연계를 위한 꾸준한 노력 필요
- 한국의 절대적인 피인용 수는 증가하였지만, 양적 성과(논문 수, 12위)와 비교할 때 질적
성과(피인용 수, 32위)의 수준은 추가적인 개선 여지가 있음
- 또, 연구역량(논문 수, 혁신역량, 20위권)에 비해 기업이 체감하는 국가 역량(경쟁력, 30위권)
수준이 낮아, 과학기술성과의 실질적인 경제적 성과로의 연계와 환경 조성에 노력 필요

표
주요국의 논문 성과,
과학기술 혁신연구역량,
경쟁력 수준 비교
(2019년)

논문 발표 및 5년 주기 논문 1편당 평균 피인용 수 현황
국가명

과학기술혁신
역량(COSTII)

국가 경쟁력(IMD)

순위(/35개국)

순위(/63개국)

논문(편)

순위

피인용(회)

순위

중국

491,960

1

7.22

30

미국

484,819

2

8.58

21

1

3

영국

154,906

3

8.96

13

14

23

독일

130,817

4

9.01

12

5

17

일본

89,896

5

6.68

34

4

30

14

신경과학/행동과학

1,589

13

13

57,372

2.77

약리학/독성학

1,857

8

8

51,092

3.63

임상의학

12,954

10

10

334,333

3.87

인도

88,124

6

5.83

45

농학

1,944

11

9

57,435

3.38

캐나다

86,241

7

8.76

19

12

13

환경 & 생태학

2,689

12

12

87,030

3.09

이탈리아

85,162

8

8.73

20

27

44

식물과학/동물과학

1,867

15

15

86,509

2.16

프랑스

84,811

9

8.88

16

16

31

다학문분야

97

12

11

2,445

3.97

호주

84,436

10

8.96

14

20

18

한국

69,618

12

6.90

32

7

28

경제학/경영학

1,208

11

11

37,216

3.25

사회과학(일반)

2,059

17

17

127,321

1.62

43

주) 한국과 2019년 논문 수 상위 10위권 국가들의 2019년 피인용 현황, 과학기술혁신 역량, 국가 경쟁력 값을 비교

사회과학

정신의학/심리학

929

16

16

55,528

1.67

주) 하나의 논문이 여러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각 분야의 논문 수에 모두 반영하기 때문에,
각 분야별 논문 수의 합이 세계 총 논문 수(2,018,566편)보다 큼
출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한국과학기술원, 과학기술 논문성과 분석연구(2005~2019). ’20.11월

출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한국과학기술원, 과학기술 논문성과 분석연구(2005~2019). ’20.1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9년 국가 과학기술혁신 역량평가, 2019.12, IMD, 2019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19.06월

2019년 한국의 과학기술논문 발표 및 인용 현황

■ 중국은 ’19년 SCI 논문을 가장 많이 발표한 국가이며, 국가별 전체 논문 수의 24.37%를 점유

생물학/생화학(10위), 임상의학(10위), 물리학(10위)에서 상위 10위권임

기술동향브리프

⊙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생산-저장·운송-활용 등 수소경제 전주기에 걸친 기술개발
노력이 필요하며, 그 첫 단계로 충분한 수소 확보 및 공급을 위한 수소 생산 분야가 중요함

⊙

이에, 국내외 수소 생산 기술·산업·정책 동향과 정부R&D 투자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국내 수소 생산기술 추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김기봉 KISTEP 사업조정본부 연구위원

높은 기술 분야의 연구개발동향,
산업동향, 정책동향, 투자동향을
고루 살펴봄으로써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우리 R&D 투자
정책에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김태경 KISTEP 거대공공사업센터 연구원

전 세계는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통적 화석에너지 대신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

기술의
정의 및 범위

⊙

수소 생산기술은 1차로 사용 원료에 따라, 2차로는 사용되는 에너지원과 화학반응에 의해
분류할 수 있음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의 보완재인 수소 또한 주목받고 있다.
국내외 수소 생산기술·산업·정책 동향과 정부R&D 투자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국내 수소
생산기술 추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 「KISTEP 기술동향브리프 2021-02호 수소생산」의

표
수소 생산기술 분류

원료

가스연료(LNG, LPG) 개질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배경 및 필요성

⊙

개질 반응

전 세계는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5년 파리기후협약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연료 이용
수소 생산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C로 제한하기로 함
⊙

이를 위해 전 세계는 석유, 석탄 등 전통적 화석에너지 대신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에너지원 및 화학반응

재생에너지의 보완재로 수소가 주목받고 있으며, 주요국에서도 수소경제 확산을 위한

바이오매스/폐자원
이용 수소 생산

부생가스 개질
합성연료(메탄올, DME) 개질

가스화 반응

석탄/펫코크 가스화

생물학적 전환 반응

생물학적 CO 전환

가연성 폐자원 가스화

가연성 폐자원 가스화

바이오매스 가스화

바이오매스 가스화

생물학적 발효

생물학적 발효

다양한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음

알칼리 수전해(AEC)
수전해(전기 분해)

고분자전해질 수전해(PEMEC)
고체산화물 수전해(SOEC)

■ Power generation

광전기화학(PEC)

■ Transportation
■ Industrial energy

물분해 수소 생산

광 분해

광생물학

■ Building heat
and power

열화학사이클
열 분해

■ New feedstock

레독스사이클

(CCU, DRI)
Existing feedstock uses

그림 1    전 세계 수소 수요 전망 (단위 : EJ)

⊙

⊙

광촉매

원자력

초고온가스로

•부생수소는 석유화학(나프타 분해) 공정이나 제철 공정에서 화학반응에 의해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수소임

전 세계 수소 수요도 증가하여 2020년 10EJ** 수준인 수요는 2050년 78EJ까지

•개질수소는 천연가스, 석탄, 석유 등 탄화수소계 화석연료를 활용하여 촉매 반응으로 생성된 수소임

성장하여, 전 세계 에너지수요의 18%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수전해 수소는 전기화학 반응에 기인한 물 분해 방식으로 물에 전기를 가하면 생성되는 수소임

우리나라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19,1)」을 시작으로 수소경제 사회 실현을 위한 다양한

•수전해를 통하여 수소를 생산할 때는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적으로

정책을 발표하고 있음

각광을 받고 있지만, 경제성 확보가 숙제로 남아있음
		- 수소 생산 방식의 친환경성을 고려하여 그린수소(수전해), 그레이수소(개질수소), 블루수소

*

EJ = 1,018joules

Hydrogen Council (2017), Hydrogen Scaling up

(개질수소+CCUS)로 명명하기도 함

관계부처 합동 (2019),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안) 기반으로 재구성

수소생산

기술동향브리프는 사회적 관심이

기술동향브리프

수소생산

정의

에너지원

부생수소

석유화학 공정이나
제철공정에서 화학반응에 의해
부수적으로 생산

주로 화석 연료

• 폐가스 활용
• 정제 필요
• 생산량 확대 한계

~ 2000원/kg

개질수소
(그레이수소)

화석연료를 활용하여
촉매 반응으로 생성

화석연료
(천연가스, 석탄)

• 대량생산 가능
• 저렴한 생산단가
• CO2 발생 多

2,700 ~
5,100원/kg

개질수소
+CCUS
(블루수소)

개질수소+CCUS 장치를
통해 발생된 CO2 포집

화석연료
(천연가스, 석탄)

• CO2 발생 小
• 포집된 CO2의 효율적
활용방안 필요

수전해
(그린수소)

물분해방식으로 물에 전기를
가하여 수소와 산소 생성

⊙

신재생에너지

특징

• CO2 발생 無
• 높은 생산 단가
• 지역적 제한

국내 생산가격(’18년)

⊙

(알칼라인 수전해) 알칼라인 수전해는 1920년대부터 1세대 기술개발**
**이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재생에너지 연계를 위한 운전범위 확대 및 전류밀도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2세대
기술개발이 진행 중임

독일

덴마크

미국

-

9,000원 ~
10,000원/kg

전 세계적으로 현재 화석연료 중심의 수소 생산 방식에서 CO2를 적게 발생시키는

독일항공우주센터, 덴마크공대,
벨기에의 Hydrogenics Europe NV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재생에너지 연계
고효율 알칼라인 수전해 기술개발을
추진하였으며, 76% 효율을 가진
10kW급의 스택을 개발함(RESelyser
프로젝트, 2011~2014)

Green Hydrogen 社는 Siemens,
덴마크공대, Aarhus Univ.와 함께
HyProvide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으며,
고효율(85%) 및 저가 모듈형
250kW급의 60Nm3/h 수소 생산이
가능한 스택을 개발함

NREL(National Renewable Energy
Lab.)에서는 2003년 10kW의
알칼라인 수전해를 시작으로 2017년
250kW의 알칼라인과 고분자전해질
수전해 장치를 병렬로 재생에너지원과
직접 연계하는 기술개발을 수행함

친환경적 수소 생산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음
⊙

여러 수소 생산기술 중 향후 발전 및 활용 가능성이 높고, 기술개발 및 관련 산업이

⊙

(고분자전해질 수전해) 고분자전해질 수전해 장치 내부의 강한 부식 환경에 대응하기

활성화된 개질수소 및 수전해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함

위한 고활성 귀금속 촉매, 전류밀도 및 내구성 향상 중심의 기술개발과 대용량 프로젝트가

(PtG 프로젝트)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에 따른 계통 안정화 및 그린수소

•(소재) 이온전도도와 내구성이 높은 고분자전해질막, 촉매 사용량 감소 및 내구성 향상을

진행되고 있음

해외 기술동향

⊙

생산을 위하여 다수의 Power to gas

*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음

위한 고효율·
고내구성 촉매 및 촉매담지체 개발이 주요 기술개발 이슈임
•(대용량 프로젝트) 유럽을 중심으로 고분자전해질 수전해 전류밀도 및 압력 향상, 대용량
시스템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음

NEPTUNE프로젝트

REFHYNE 실증 프로젝트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NEPTUNE(nextgeneration PEM electrolyser under new extremes)
프로젝트(2018년~2021년)는 고분자전해질 수전해의
전류밀도 및 압력 향상을 목표로 함

독일 Rhineland社는 REFHYNE 실증 프로젝트(2018년
~2022년)를 통해 100MW급 규모의 고분자전해질 수전해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임

※영국의 ITM power(PEM 수전해), 프랑스의 Engie(수소
활용), Solvay(분리막 소재) 등이 참여하고 수소 생산량
23kg/day, 전력 소모량 50kWh/kg-H2, 수소 압력 100bar,
전류 밀도 4A/cm2 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음

그림 2    전 세계 Power to Gas 프로젝트 현황

•1988년 이후로 153개의 프로젝트가 22개 국가에서 진행되었으며, 2019년 기준으로 94개가
운영되고 있음

*
**

※ REFHYNE 프로젝트는 ITM Power社의 10MW급 수전해
장치를 빌딩 블록 방식으로 설계하여 세계에서 가장 큰
100MW급 수전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완성되면 매년
1,300톤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음

 tG 기술은 미활용 재생에너지 전력을 이용하여 물을 전기분해한 후, 생성된 수소를 저장하거나 다른
P
물질로 전환하는 기술임
 세대 알칼라인 수전해는 안정적인 출력의 전기 source를 사용하고, 2세대는 출력 변동성이 있는
1
재생에너지를 전기 source로 사용함

•PtG 프로젝트는 재생에너지원이 풍부한 유럽에서 활발하며, 독일 64건, 덴마크 13건, 영국
10건, 프랑스 8건 등이 진행됨
CHO Alliance (2020), 수소연료전지와 연관산업 기술개발 동향과 시장전망(자료 일부 재구성)

 외 주요국에서는 개질수소의 기술성숙도가 높아 신규 요소기술 및 시스템 개발은 미미하여 수전해 기술
해
중심으로 작성함
M. Thema (2019), Power-to-Gas: Electrolysis and methanation status review
수소생산 56개, 메탄생산 38개

RESelyser (2015) Hydrogen from RES: pressurised alkaline electrolyser with high efficiency and wide operating
range project final report
greenhydrogen.dk/wp-content/uploads/2019/11/HyProvideTM-A-Series
한상범 (2018), 고분자전해질 수전해 시스템 기술동향
www.neptune-pem.eu/en/

hydrogeneurope.eu/project/refhyne

수소생산

구분

수소 생산 방식별
장단점 비교

기술동향브리프

표

(고체산화물 수전해) 고체산화물 수전해는 다른 수전해에 비해 효율이 높으나, 아직 상용화

2. 수전해

이전 단계로 미국에서는 연구기관 및 기업 주도로, 유럽에서는 국가 간 협력사업으로

⊙

기술개발이 추진되고 있음

(PtG 프로젝트) 국내에서는 산학연이 참여하여 2019년부터 PtG 기술에 대한 정부R&D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400Nm3/h급 하이브리드 수전해 시스템 설계 및 제작, 액상화합물 수소저장
미국

EU

, 암모니아 차세대 수소저장기술 개발이 사업목표임

⊙

National Lab의 기술력 및 설비를 중심으로
대학과 기업체가 협력하는 방식으로 고체산화물 수전해
기술개발이 추진되고 있음

(알칼라인 수전해) 정부R&D 사업**
**을 통해 2019년부터 재생에너지 연계형 알칼라인
수전해 핵심기술 개발 연구단이 운영되고 있음

2004년부터 시작된 여러 연합 프로그램에서 단전지
열화율 최소화, 스택 효율 향상 등에 관한 기술개발 및
신재생에너지와의 연계를 통한 실증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연구단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전력소모량 51kWh/kg-H2, 운전전류밀도 0.6A/cm2, 효율
82%의 단위전지를 개발하여 차세대 알칼라인 수전해 원천기술을 확보함

⊙

(고분자전해질 수전해) 정부R&D 사업***
***을 통해 2019년부터 고분자전해질 수전해

핵심원천기술개발 연구단이 운영되고 있음

국내 기술동향

•수전해 촉매 제조에 필수적인 이리듐의 함량을 최대 80% 이상 줄일 수 있는 이중도금

1. 개질 수소
⊙

수소 소비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현장생산형

전극기술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통해 촉매 활성 표면적이 기존 단일도금 전극보다 2.5배

수소 생산’ 설비 개발이 활발하며,

이상 증가, 촉매 담지량 당 전류밀도는 단일도금 전극의 2.1배, 스프레이 전극과 비교하면

국내 연구진이 국산화에 성공함

56배가 향상된 성능을 보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현장생산형 고순도 수소 생산유닛 100% 국산화에 성공했으며,
기존 수소 정제에 사용되는 압력변동흡착
진공압력변동흡착

99.999% 이상 및 CO2 농도 0.2ppm 이하의 성능을 나타냄
표

목표치 0.01g·Ir/kW를 달성

방식을 자체 개발하여 적용함(’20.6월)

•VPSA 방식 적용으로 유효 흡착량 증대 및 분리효율 극대화를 통해 수소정제 효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개질수소 설비 성능

•또한, 전 세계적으로 수전해 및 연료전지 시스템의 상용화 기준점으로 불리는 귀금속 질량당

방식과 다른
⊙

(고체산화물 수전해) 국내 고체산화물 수전해 기술개발은 21세기 프론티어사업 및 다부처
협력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21세기 프론티어사업(고효율 수소에너지 제조·저장·이용 개발사업, ’03~’13)을 통해 평관형
고체산화물 스택을 이용한 수전해 수소 제조 원천기술을 확보

모델

KIER HyPU-100

KIER HyPU-250

수소 생산용량

100Nm3/h

250Nm3/h

원료

도시가스

수소 순도

99.999 vol.%, CO < 0.2 ppm

시스템 효율(HHV)

80% 이상

수소 생산 압력

8 기압

설치 면적(W(m)×D(m)×H(m))

3.8×2.6×3.6

•다부처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폐기물에너지) 연계 고온·
고압의 폐열을 활용한 kw급
양방향 수전해 연구(가역 연료전지-고체산화물 수전해 시스템)를 진행하고 있음

7.5×3.0×3.5
*
**

***

 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 장주기 저장 및 전환을 위한 PtG 기술개발사업(’19~’22)’, 한국전력을
산
주관으로 한국동서발전, 한국중부발전, 두산, 엘켐텍, 지필로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고등기술연구원,
한양대학교 등 총 19개 산·학·연이 참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소에너지혁신기술개발(’19~’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소에너지혁신기술개발(’19~’2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이용 미래 에너지저장기술개발, ’17~’23)
김선동 (2018), 고온수전해 수소 제조 연구 동향

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0061002109931731004
김창희 (2020), 수소생산 기술의 국내외 현황 및 전망 발표자료

www.kist.re.kr/kist_web/?sub_num=2935&state=view&idx=3271

수소생산

•2MW급 수전해 수소 생산·저장을 위한 200Nm3/h급 알칼라인 수전해 단일스택 제작,

기술동향브리프

⊙

국내 산업동향

1. 개질 수소
⊙

국내 부생수소 산업동향

전 세계 천연가스 개질 수소 시장은 2020년 1,029억 달러에서 2024년 1,291억 달러로
연평균 5.9%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 2017년 국내 수소 생산량은 약 164만 톤으로 대부분이 부생수소이며, 생산량 중 대부분은
석유·화학업체가 자체소비(141만 톤)하고, 약 23만 톤을 외부에 유통·판매되고 있음

개발하여 시장에 출시하고 있는 상황임
표
주요국 개질수소 설비
성능 비교

모델

(프) HGM-10000

(일) HYSERVE-300

(독) Hydroprime

수소 생산용량

268Nm3/h

300Nm3/h

330~1000Nm3/h

원료

천연가스

수소 순도

• 대부분 울산(전체 생산량의 50%), 여수(34%), 대산(11%) 등 석유화학단지를 중심으로
생산되며, 정유, 석유화학, 제철산업 공정 내에서 생산됨
• 주요 수소 생산업체는 덕양, SPG, 에어리퀴드, SDG, 린데 등이 있음
■ 부생수소는 현재 국내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수소 제조방법으로 2018년 기준
부생수소 생산단가는 kg당 2,000원 미만임
• 천연가스 개질방식은 kg당 2,700~5,100원, 수전해 방식은 9,000~10,000원 수준임

도시가스, LPG
99.999 vol.%

수소 제조효율

75%

79%

69%

수소 생산 압력

2.00MPaG

0.70MPaG

1.38MPaG

설치 면적
(W(m)×D(m)×H(m))

7.7×2.4×2.7

7.5×3.0×3.3

14×3×4

■ 부생수소를 활용한 수소충전소 공급 및 연료전지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현
 대제철은 당진제철소에서 2,300Nm3/h의 부생수소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 중 약
800Nm3/h를 수소충전소 등 외부에 공급하고 있음
*수소 생산설비용량은 4,600Nm3/h이지만 아직 수요처가 많지 않아 가동률은 50%에 불과함

• 한화토탈은 석유화학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생 수소를 인근의 50MW급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에 파이프라인을 통해 공급하고 있음
*’20년 7월에 준공된 부생수소를 활용한 세계최초, 최대 규모의 연료전지 발전소로 연간 40만MWh의
전력 생산 가능(충남지역 약 16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규모)

2. 수전해
⊙

■ 한국동서발전, 현대자동차, 덕양은 울산 화력발전소 내에 부생수소를 활용한 1MW급 발전용
연료전지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덕양이 부생수소를 공급하고, 현대자동차에서 국내 기술로 개발한 연료전지를 활용하는
사업으로 ’20년 4월에 배관연장을 통해 발전소 내 수소공급 인프라 구축을 완료함

전 세계 수전해 수소 시장은 2020년 84억 달러에서 2024년 176억 달러로 연평균 20.3%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전 세계 신규 수전해 설비 설치현황은 2018년 이전에는 연평균 10MW 규모였으나,
2019년 25.4MW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23년에는 1,433MW 규모의 수전해 설비
신규 설치가 계획됨
⊙

독일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음

프랑스
⊙

2022년까지 PtG 설비 용량을 1GW로 확대할 계획이며,
2025년까지는 5GW, 2050년까지는 40GW 수준의 PtG
생산능력을 갖출 계획
360Nm3/h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2MW급의
수전해 장치가 상업운전을 시작

기업 주도로 알칼라인 수전해 및 고분자전해질 수전해
설비를 설치하여 운영

국내 개질수소 산업은 아직 초기단계이지만, 일부 기업에서 개질기 제작 및 수소충전소
국내 수전해 산업은 재생에너지 전력 보급 및 투자 미흡, 그리고 기업의 낮은 관심으로
아직까지 초기단계의 기술력과 시장 상황임

⊙

2018년 이후 PtG 기술개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에 힘입어 현재 해외 수전해 업체
기술을 빠르게 추격하면서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있음
•대표적인 고분자전해질 수전해 기업인 엘켐텍은 국내에서 진행되는 다수의 실증연구에

McPhy社는 연간 3,000톤 수소 생산 및
2만 7천톤 CO2 감축 목표

참여하고 있으며, 2022년 1MW급 고분자전해질 수전해 장치를 실증할 예정임
•수소에너젠은 국내 대표적인 알칼라인 수전해 기업으로 현재 400kW급 수전해 실증사업을

노르웨이

진행하고 있으며 2022년 1MW급 알칼라인 수전해 장치를 실증할 예정임

일본
⊙

NEL社는 알칼라인 수전해 대표기업으로 2017년
고분자전해질 수전해 대표기업인 미국 Protononsite社를
인수하여 사업군을 확장

Asahi-Kase社는 후쿠시마 수소에너지 연구
필드(Fukushima Hydrogen Energy Research Field)를 통해
10MW급 단일스택 알칼라인 수전해 장치개발(’20.3월)

국내 최대 수소가스회사인 덕양과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수소충전소 사업에 참여

최대 수소 생산량은 1,200Nm3/h이고, 이는 연간 최대
900톤 규모의 수소 제조 가능

향후 국내에서 진행될 대규모 수전해 실증사업에 국내 수전해 설비가 적용될 수 있도록
기술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22년 강원도 동해에 구축될 2MW(알칼라인 1MW+고분자전해질 1MW) 수전해 실증단지는
국산 수전해 설비를 설치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27년에는 새만금 지역에 100MW급

Koncept Analytics (2020), Global Hydrogen Market
Koncept Analytics (2020), Global Hydrogen Market
www.iea.org/reports/hydrogen#tracking-progress

수전해 설비를 설치할 예정 임
현재 국내 수소산업은 대부분 부생수소에 기반하기 때문에 별도로 부생수소 산업동향을 기술함
관계부처 합동 (2019),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m.hanwha.co.kr/media/news/report_view.do?seq=5771

다만, 새만금 실증사업에서 국산 제품 적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임

수소생산

해외 주요 기업들은 개질 수소에 대한 높은 기술성숙도를 바탕으로 이미 다양한 제품을

기술동향브리프

글로벌 산업동향

미국

(수소 R&D) 최근 5년간(’15~’19) 수소 분야 정부R&D 투자규모는 총 4,561억 원이며,
5년간 연평균 상승률은 24.8%로 나타남

저장이 14.7% 순으로 나타남
•연평균 증가율은 수소 생산 16.9%, 운송 및 저장 23.7%, 활용(수송)이 58.0%로 수소차 및

2050년까지 에너지 소비 중 청정수소의 비중을
2020년 2%에서 13~14%까지 확대하고 이를 위해
수전해 설비를 2024년까지 6GW, 2030년까지 40GW으로
확대하여 연간 1천만 톤의 청정수소를 생산할 계획

2020년까지 수소 생산·운송·배분 비용 목표를 1kg 당
$2~4 수준, 생산 비용은 $2 이하로 설정하였으며, 7개 수소
생산기술에 대한 전략을 제시

•이 중 수소 생산 분야 투자비중이 39.0%로 가장 높고, 활용(수송)이 28.2%, 운송 및

독일

수소충전소 관련 연구에 대한 투자가 급격히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음

일본

2020년 6월 2050년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목표로
「국가수소전략」을 발표

2017년 12월 세계 최초로 수소사회 실현 목표를 향한 전략
로드맵인 「수소기본전략」을 발표

2030년과 2035년까지 수전해 설비를 각각 5GW씩
추가하여 총 10GW 규모의 신규 수전해 설비를 설치할 예정

2050년 까지 천만 톤의 수소공급을 목표로하며
수소를 제조하고 이때 발생하는 CO2는 CCUS 기술로
분리회수(블루수소)하는 생산 방식을 포함

정부는 2019년 1월 2040년까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소 생산·저장·운송·활용 전
분야의 목표 및 정책 방향성을 제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함

⊙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후속으로 2019년 10월 수소 분야 기술개발 종합계획인 「수소

■생산 ■운송 및 저장 ■활용 ■활용(수송) ■안전 ■기반 ■총합계

기술개발 로드맵」을 발표함
그림 4    ’15~’19년 수소분야 정부R&D 투자규모 (단위 : 백만 원)

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연도별 주요 목표

연도

2018

2022

2030

2040

공급량(=수요량)

13만톤/년

47만톤/년

194만톤/년

526만톤/년 이상

① 부생수소
② 개질수소

① 부생수소
② 개질수소
③ 수전해

① 부생수소
② 개질수소
③ 수전해
④ 해외생산
※①+③+④:５０％
② : ５0％

① 부생수소
② 개질수소
③ 수전해
④ 해외생산
※①+③+④ :７０％
② :３０％

4,000원/kg

3,000원/kg

공급방식

수소 공급가격

6,000원/kg
(시장화 초기가격)

-

<핵심기술 개발 전략>

대분류

중분류

현수준

연료이용

시스템 설계,
소규모 실증

단기
~'20

'21

'22

중기
'23

'24

'25

~'28

~'30

운송 및 저장
생산

■정부의 집중지원이 필요한 기간

말기
~'35

기반

~'35

목표

활용(수송)
안전

수소
생산
물분해

1MW급
원천기술 및
스택기술 개발
설계 단계

소형 개질 수소 생산 시스템 개발
중형 개질 수소 생산 시스템 개발

시스템 효율
78%(HHW)(’30)

알칼라인 수전해 시스템 개발

’30년 100MW급
시스템 개발

고분자전해질 수전해 시스템 개발

*시스템 효율
50kWh/kg-H2

재생에너지 연계 P2H 기술 개발

그림 3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 中 수소 생산기술 개발 전략

활용

그림 5    ’15~’19년 수소 기술분야별 정부R&D 투자비중

재생전원 연계
수십MW급 실증(’30)

NTIS 국가연구개발 과제데이터 분석 기반

수소생산

EU 집행위원회는 2020년 7월
「EU 수소전략(EU Hydrogen Strategy)」을 발표

*US Driving Research and Innovation for Vehicle efficiency and Energy
sustainability로 미국 에너지부와 자동차기업 4개사, 에너지기업 5개사,
3개 협회 간 파트너십으로 12개 기술팀 운영

⊙

⊙

(’15) 556억 원 (’17) 929억 원 (’19) 1,351억 원

미국 USDRIVE*에서 2017년 단·중장기 상업적인 수소 생산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수소생산기술로드맵」을 발표

국내 정책 동향

정부 R&D
투자동향

EU

기술동향브리프

글로벌 정책 동향

(수소 생산분야 R&D) 최근 5년간(’15~’19) 수소생산 분야 정부R&D 투자규모는 총

⊙

1,777억 원으로 연평균 상승률은 16.9%로 나타남

(주요사업)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이후 다수의 신규 R&D 사업이 추진되어 수소
생산분야 R&D 투자가 활성화됨

•최근 5년간(’15~’19) 수소 생산 세부기술별 R&D 투자비중은 수전해가 31.4%, 광분해
•2019년도 투자비중을 살펴보면 수전해가 44.6%, 광분해 18.0%, 개질수소 18.0%, 부생수소
0.5% 등으로 그린수소(수전해+광분해)에 대한 기술개발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표
수소 생산 관련
정부R&D 사업 현황
(단위：백만 원)

부처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미래수소원천기술개발

-

-

-

-

3,300

수소에너지혁신기술개발

-

-

10,240

11,767

14,100

그린수소생산및저장시스템기술개발

-

-

-

4,000

10,050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수소)

12,370

12,750

8,271

16,003

35,178

재생에너지장주기저장및전환을위한
Powertogas기술개발사업

-

-

5,410

6,635

5,834

국토교통부

석유코크스활용수소생산실용화

-

-

-

-

6,000

해양수산부

해양바이오수소생산상용화기술개발

-

-

-

-

3,64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수전해 ■광분해 ■개질수소 ■바이오(폐자원)수소 ■부생수소 ■기타 ■총합계

그림 6    ’15~’19년 수소 생산기술 정부R&D 투자규모 (단위 : 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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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부처별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47.2%), 산업통상자원부(34.2%), 해양수산부(10.5%)
순으로 나타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수전해, 광분해 등 기초원천기술분야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전해,
개질수소 분야, 해양수산부는 해양바이오를 이용한 바이오(폐자원)수소 분야에 투자비중이 높음

교육부

KEY of KISTEP

■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문제 해결을 위해 수소경제가 주목받고 있으며, 수소경제 달성에 근간이
되는 수소 생산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해외 주요국들은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대형 프로젝트 및 상업적 수소 생산을 위한 설비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중소벤처기업부

■ 우리나라는 그간 부생수소 중심의 수소 산업이었으며, 점차적으로 개질수소 및 수전해에 대한 기술력도
향상되고 있음

환경부

■ 수소 생산기술 패러다임이 기존의 개질수소(그레이수소)에서 수전해 등 친환경적 수소 생산(그린수소,
블루수소) 방식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관련 R&D 사업을 신규 추진하고 있음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수소 생산기술별 기술성숙도, CO2 배출량, 경제성 등 여러 요건을 고려한 R&D 투자전략 수립 및
비즈니스 모델 설정이 필요함
산업통상자원부

■ 수소 생산기술의 경제성과 친환경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기술수준을 상회하는 혁신적인
소재/부품 개발에 대한 투자가 필요함
■ 향후 수소경제 전주기(생산-저장·운송-활용)를 고려한 수소 생산기술 전략 마련 및 기술개발 투자 필요

그림 7    ’15~’19년 수소 생산분야 부처별 정부R&D 투자비중

NTIS 국가연구개발 과제데이터 분석 기반

수소생산

21.2%, 개질수소 25.8%, 부생수소 1.4%로 수전해 연구 투자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기술동향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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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예측브리프

⊙

「디지털 휴먼증강」 개념
•「디지털 휴먼증강」은 AI, IT, BT 등의 다양한 이종 기술 간 융합을 바탕으로 인간의 신체·두뇌·
감성 능력의 저하를 예방하고, 회복 및 향상을 통해 지속적인 건강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

		- (예방) 노화 등으로 인해 예상 가능한 신체적·인지적·정서적 능력 저하를 예방
		- (회복) 노화, 장애, 질병 등으로 저하된 신체적·인지적·정서적 능력을 개선·회복

미래예측브리프

휴먼증강
미래유망기술

		- (향상) 인간의 생산성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신체적·인지적·정서적 능력을 향상
박종현 ETRI 책임연구원

임현

이승민 ETRI 책임연구원

KISTEP 재정투자분석본부장

김문구 ETRI 책임연구원

⊙

「디지털 휴먼증강」 범위

송근혜 ETRI Post-Doc

구분

미래예측브리프는
미래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환경변화 탐색과 대응방안을
연구하기 위하여 미래에 중요하게
등장할 과학기술 관련 이슈 등에
대해 분석한 자료입니다.

휴먼증강 미래유망기술

안지현 KISTEP 생명기초사업센터 부연구위원

고령인구 증가, 정서·심리적 불안 확산, 생산성 향상에 대한 수요 증대 등의 사회적 변화와

내용

근력

•신체의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 운동능력의 강화를 통해 노인, 장애인 등의 신체적 삶의
질을 개선하고 산업 현장에서 생산성을 제고

감각

•노화, 질환 등으로 저하된 신체 감각(시각, 청각 등) 능력 개선, 감각치환을 통해 장애인의
상실된 감각 기능을 보완

면역

•유전체 분석 등을 통해 질환·질병 및 외부 감염 등의 면역 취약 요소 진단 및 개인 맞춤형
면역강화 솔루션 제공

장기

•사고, 질병, 기능 쇠퇴 등으로 인해 손상된 인체의 장기를 디지털화된 인공장기로 대체 및
관리함으로써 건강한 삶 영위

기억

•노화, 질병으로 저하된 기억력을 복원·저장·영상화

인지

•상황판단, 이해력 등에 대한 인지 능력의 저하 방지 및 향상

창의

•창의 지능 활성화와 AI 협업을 통해 상상 및 생각의 표현력 향상

소통

•감성 교류형 에이전트를 통한 독거인 및 치매 환자의 소통 능력 향상

인공지능(AI), 감성·생체정보 인식 등 기술 간의 융합/발전으로 「디지털 휴먼증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휴먼증강 미래 유망 기술·서비스를 발굴함으로써 미래 헬스케어
기술·서비스의 방향성을 제시한 「KISTEP 미래예측 브리프 4호_디지털 휴먼증강 미래 유망 기술
신체

서비스」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디지털 휴먼증강」
정의 및 범위
두뇌 능력 증강

기억
기억

인지

신체 능력 증강

두뇌

창의
근력

감각

감성 능력 증강

감성
이상 감정 제어

소통
소통

면역

이상 감정 제어

장기
디지털 휴먼 트윈

디지털 휴먼 트윈

핵심기술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감성/인지 컴퓨팅, IoB, CPS,
BMI, 유전체 분석 기술, 바이오 칩/센서, 뉴로모픽 칩

그림 1    「디지털 휴먼증강」 개념 및 구성도

•AI와 개인 감성정보를 활용한 우울증, 공황장애 등 이상 감정의 예방 및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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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모달형 개인 신체 및 의료, 생활습관 정보 수집 기술 발달
•정밀의료 및 유전체 분석에 따른 개인의 생체 및 유전정보 분석 기술 발달
•AI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 기술 고도화

「디지털 휴먼증강」 핵심기술
정보통신·전자공학

뇌공학

바이오·생명공학

로봇·제조공학

AI, 빅데이터 기술,
센싱 기술, 클라우드 컴퓨팅,
감성·인지 컴퓨팅, CPS
(Cyber Physical System),
IoB(Internet of Body) 등

뉴로모픽 칩
(Neuromorphic chip) 기술,
Brain-Machine
Interface 등

시·청각 등 감각기술,
유전체 분석 기술, 인공장기
기술, 바이오 칩·센서 기술,
바이오인포메틱스 등

근력증강 로봇 기술,
3D 프린팅 기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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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R&D 정책 동향
•우리나라를 비롯한 해외 주요국에서는 휴먼증강 기술을 유망 성장 산업 분야로 선정, R&D
투자 확대 및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추진

「디지털 휴먼증강」
유망 기술·서비스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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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문헌조사, 과학기술 및 인문사회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붙임) 의견수렴과 워크숍
등을 통해 미래 이슈(변화)에 대응 가능한 「디지털 휴먼증강」 유망 기술·서비스 선정

구분

주요국 R&D 정책 동향

미국

내용

단계

• 브레인이니셔티브(’13)를 통한 국가 주도의 뇌 연구 프로젝트 추진
• 로보틱스 로드맵(’20)에서 BCI 기반 인간-로봇 상호작용의 고령자 대상 근력증강, 생활지원 등
로봇 연구 추진
• 국립보건원(NHI),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 대학, 기업이 협력하여 휴먼증강 관련
정책지원, 기술개발과 상용화 R&D 진행

유럽

• 휴먼브레인프로젝트(’12)를 통해 EU 차원에서 뇌과학 공동연구 추진
• 유럽의 로보틱스 전략 연구 아젠다(’16)에서 뇌·생체신호 기반 재활로봇 연구 추진
•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고령자의 신체·정신 건강을 증진하는 휴먼증강 연구에 집중

일본

• 인간중심의 ICT 융합을 지향하는 관점에서 “감성 R&D” 추진
• Society 5.0(’16)에서 인간능력 확장을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정부산하 산업기술총합연구소
에서 “인간확장연구센터”(’18) 개설
• ICT·로봇 기술 등을 융합하여 노인과 장애인 대상 생활지원 로봇 프로젝트 추진

중국

• 국가 주도로 인간의 뇌와 감성·인지를 연구하는 “China Brain Project”(’16)추진
• 뉴로모픽 컴퓨팅과 뇌 연구 기술 플랫폼을 개발하여 뇌 질환 조기진단 및 국가주도의 지능형 BCI
기술개발 관련 정책지원 강화

한국

• 융합기술 발전전략(’14), 대한민국 과학기술 미래비전 2045(’20) 등에 휴먼증강을 국가 유망성장
기술·산업으로 선정하여 국가 차원의 정책지원 강화
• ICT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R&D 투자 확대로 고령자·장애인을 포함한 국민의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안정 도모 강조

내용

주요 미래 이슈
(변화) 파악

국내외 문헌조사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향후 10년 내외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사회의 변화 모습 중 「디지털 휴먼증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이슈(변화) 도출

19개 이슈
(변화) 발굴

미래 이슈(변화)별
기회 및 위협 요인 도출

도출된 주요 미래 이슈(변화)별 「디지털 휴먼증강」
관련 고려해야 할 기회 및 위협 요인을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파악

기회 및 위협
요인 파악

전문가 워크숍을 통해 기회 및 위협 요인에 대응
가능한 기술·서비스 후보 풀 마련

1차 250개
2차 90개

유망 기술·서비스 선정

내외부 과학 기술 분야 전문가 검토를 통해 최종
유망 기술·서비스 선정

18대 유망
기술·서비스 선정

유망 기술·서비스 평가

선정된 18개의 기술·서비스별 중요도
(사회적 수요 대응 가능성 및 경제적 파급효과),
R&D 시급성, 내부역량 평가 및 분석

미래 기회 및 위협 요인에
대응 가능한 기술·서비스
후보 풀 마련

출처: The White House(2013), CCC(2020), EC(2013), 한국산업기술진흥원(2016),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17),
융합연구정책센터(2018), 국가과학기술심의회(20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0)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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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연구 동향
•기존 재활·
치료, 근력 지원 중심에서 두뇌
·
인지 및 감성 능력 향상 연구로 범위가 확장되는 추세
•AI, 빅데이터 기술 등을 접목한 지능형의 개인 맞춤형 휴먼증강 기술 연구로 발전

표
주요국의 휴먼증강
연구 사례

자동차 공장의 외골격 로봇
제조공장 근로자 근력지원

뇌 임플란트
침습형 기억력 복원 장치

심리상담 시뮬레이터
환자의 감성·심리상태 파악
⊙

주요 미래 이슈(변화) 파악
•「디지털 휴먼증강」과 관련된 기술뿐 아니라 사회적 인식, 해당 분야의 진흥 및 제재와 관련한
법·제도 요소 등 사회적 , 기술적 , 경제적 , 환경적 , 정치적

미국, BMW 사우스캐롤라이나 공장

미국, DARPA

미국, USC

근력 지원 로봇
생산현장 근로자의 근력향상

뇌 자극으로 치매 치료
비 침습형 치매환자 기억력 향상

VR 활용 정신·심리 치료
발표불안, 대인기피증 치료

한국, LG

한국, 인천성모병원

한국, 삼성

출처: 각 기관·사업자 홈페이지, 저널·언론기사 등 인용, 구체적인 출처는 참고문헌 참조

이슈(변화) 19개 발굴

「디지털 휴먼증강」 관련 미래 이슈(변화)
사회적(S)

기술적(T)

인구구조 고령화, 넷 중심의 소통문화 확산,
교육의 변화, 세대 간 갈등 심화,
빈부격차 심화, 정서/심리적 문제 발생 건수 증가,
장애인 수 증가

다양한 이종 기술 융합, 초연결 사회의 도래,
인간 뇌에 대한 이해도 증가, AI 기술의 발전,
생체정보의 실시간 수집, 정보 유출 위협 증가

경제적(E)

환경적(E)

정치적(P)

언택트 산업으로의 전환
기술의 인력 대체

재난상황 증가

데이터 관련규제, 안보 위협증가,
관련연구 및 산업에 대한정부 지원 증가

휴먼증강 미래유망기술

추진 단계 및 방법

표

미래예측브리프

「디지털 휴먼증강」
국내외 동향

미래 이슈(변화)별 기회 및 위협 요인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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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18개의 기술·서비스별 중요도(사회적 수요 대응 가능성 및 경제적 파급효과), R&D 시급성,

•도출된 주요 미래 이슈(변화)별 「디지털 휴먼증강」 관련 고려해야 할 기회 및 위협 요인을

내부역량 평가 및 분석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파악
⊙

유망 기술·서비스 평가

•전문가 워크숍을 통해 각 기회 및 위협 요인으로 인해 생겨날 새로운 수요와 그에 대응
경제적 파급효과

가능한 기술·서비스 후보 발굴

R&D 시급성

원크기 : 내부역량
--- : 평균

--- : 평균

		- 최대한 많은 아이디어가 제시될 수 있도록 브레인스토밍 방법론을 활용하여 총 250개의 1차
후보 도출

•1차 후보에 대한 내부 연구진 검토를 통해 「디지털 휴먼증강」 범위 외 후보 삭제, 유사 후보
통합을 거쳐 90개 후보로 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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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 기술·서비스 선정
•내외부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 인터뷰와 검토를 통해 유사 후보 통합 및 범위 조정 등을 거쳐
최종 18대 유망 기술·서비스 선정

구분

기술·서비스
엑소스켈레톤 기반 개인 맞춤형 재활 시스템

표

사회적 수요 대응 가능성

중요도

근력

「디지털 휴먼증강」
18대 미래 유망
기술·서비스

의도반영(마인드 리딩) 근력 증강 슈트
그림 2    「디지털 휴먼증강」 미래 유망 기술·서비스 중요도

그림 3    「디지털 휴먼증강」 미래 유망 기술·서비스의 중요도,

R&D 시급성 및 내부역량

감각치환 기술·서비스
감각
지능형 시청각 증강 기술

신체
근력+감각

신체보호 및 인공감각 엑소스킨(ExoSkin)

면역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AI 기반 개인 면역 진단 시스템

장기

인공장기 지능형 관리 시스템

KEY of KISTEP

기억 저장·삭제 서비스
AI 칩 삽입형 치매 예방·완화 시스템

■ 급변하는 사회 속 미래 「디지털 휴먼증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이슈와 그로 인해 파생될 기회 및
위협 요인을 예측하고, 이에 대응 가능한 미래 유망 기술·서비스를 선정

인지증강을 위한 다량정보 큐레이션 AI

■ 선정된 미래 유망 기술·서비스의 중요도(사회적 수요 대응 가능성, 경제적 파급효과), R&D 시급성
및 내부역량을 평가

기억

두뇌
인지

증강인지 커넥티드 헤드셋·헬멧
창의

웨어러블·뇌 임플란트형 창의력 향상 시스템
완전 다국어 통번역 및 수화를 해석하는 나만의 통역사

소통
마음을 나누는 AI 감성친구

■ 선정된 기술·서비스를 실현시킬 수 있는 국내의 기술, 인력, 인프라 등의 현재 역량은 기술·서비스의
중요도와 R&D 시급성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디지털 휴먼증강」의 확산과 함께 나타날 수 있는 긍·부정적 파급효과를 대비한 사회적 대응책 마련도 중요

감성
정신질환 치료를 위한 디지털 감성케어
이상감성 제어
부(-)정 감정 인지 및 완화 디지털 서비스
디지털 휴먼 트윈

디지털 휴먼 바이오 맵

공통 기반 기술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 증강을 위한 지능형 인터페이스 기술

■ 미래 유망 기술·서비스의 경제·사회적 부가가치를 고려하여 관련 연구개발과 상용화 지원을 위한
정부 전략 마련 필요
■ 관련 기술·서비스 적용 대상군 및 범위에 대한 엄격한 가이드라인과 윤리적/법적 기준의 마련,
기술·서비스 상용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력 병행 필요

휴먼증강 미래유망기술

미래 기회 및 위협 요인에 대응 가능한 기술·서비스 후보 풀 마련

미래예측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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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포럼 포커스 ① (제1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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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탄소배출 수준은 매우 높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도 증가
•(주요 지표 한국 현황) OECD 국가 중 탄소배출량이 높으며, 에너지 소비가 높은 편

▶ (1인당 탄소배출량) OECD 국가 중 6위(’17)

수요포럼 포커스 ①

그린 뉴딜과 탄소중립을 위한
R&D 방향과 역할

▶ (탄소배출량/GDP) OECD 국가 중 4위(’17)
▶ (탄소배출구조) 에너지 소비 배출량; 국가 총 배출량 87% (OECD 국가 중 최대)(’15)

2021년 2월 17일 (수) KISTEP 국제회의실

▶ (석탄화력 발전비중) OECD 가입국 중 상위 4위(’18)

발제

김정인 중앙대학교 교수

▶ (에너지효율 평점표) 에너지 다소비 25개국 중 13위(’18)

패널토론

이길우 KISTEP 부원장

▶ (에너지가격) OECD 가입국 중 전기 가격 5번째 낮은 국가, 가스 가격 6번째 낮은 국가(’18)
▶ (에너지전환지수***
***) 2019년 세계 48위, OECD 국가 중 하위 5위(’19)

안윤기 포스코경영연구원 상무

포럼 다시보기

박지영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출처: ACEEE (American Council for an Energy-Efficiency Economy) (2019), 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 2020,

윤재호 한국에너지연구원  태양광 연구단장

WEC (World Energy Council) (2020), WEF (World Economic Forum) (2020), OECD (Organization for

이일환 KISTEP 거대공공사업센터장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18).

•우리나라의 최근 10년간 기상재해 경제적 손실 10조 7천억 원(기상청, ’19)

논의배경

⊙

⊙

수요포럼은 다양한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현황분석 및 문제점 진단을 통해 대응방안을

- 높은 화석연료 비중과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지난 106년간에 평균 온도가 1.8°C

모색하고자 진행하며 이번 주제는 그린뉴딜과 탄소중립을 위한 R&D를 주제로 논의

상승하며 온난화 경향이 더욱 심해짐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홍수, 폭우, 가뭄, 대형 산불 등의 파괴적 자연재해로 인해 기후변화의

※’18년 최고 수준 폭염, ’19년 태풍 최다 발생 등 강도와 빈도가 커지는 추세

심각성에 대한 인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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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UN총회 결의에 따라
세계기상기구

와 유엔환경계획

세계 각국은 재생에너지의 확대, 친환경 모빌리티 및 저탄소 배출 산업으로의 전환 등을
통해 화석연료 기반 경제에서 탈피하여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경제로 이행하기 위해 노력

에 국제기구 설치 및 논의의 장 마련

⊙

본 수요포럼을 통해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국내외 추진현황을 알아보고, 그린 뉴딜 추진을
통한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정부 R&D가 나아가야 할 방향 모색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주요논의
UN총회 결의(’88)

리우환경회의(’92)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설치

기후변화협약 채택
(韓 47번째 가입(’93.1월), 現 196개국 가입)

교토의정서(’97)

파리기후협약(’15)

주요선진국(韓 제외, 37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수준 지정

협약당사국(195개국)
모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수준 지정

•UN IPCC의 ‘지구온난화 1.5°C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온도의 상승에 따른 생태계의
붕괴를 막으려면 전 세계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
**을 실현해야 한다고 지적

*

**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이 같아 상쇄되어 순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Net-zero)

***

현황 및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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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지 시스템 성능(경제 개발 및 성장, 에너지 보안/접근, 환경 지속가능성)과 에너지 전환 준비도 고려 후
에
국가별 측정

(주요국 정책현황)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 실현과 함께 새로운 시장 진입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을 발표
국가

탄소중립 정책

EU
(유럽연합)

• ‘그린딜’(’19.12월)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발표
- 기후 중립적인 녹색 경제 및 경쟁력을 갖춘 포용 경제로의 전환에 필요한 공공 및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해 기금 조성을 강조

미국

• 바이든은 대선공약으로 기후변화 대응,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청정에너지·인프라 계획’ 발표
• 취임 직후 파리기후협약 복귀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선언

중국

• 2060년 이전까지 탄소중립 달성 선언 (’20.9월 UN총회, 시진핑 주석)

일본

• 2050 탄소중립 목표 선언 (’20.10월 의회연설, 스가 총리)

한국

• 탄소중립의 첫걸음, 한국판 뉴딜(그린뉴딜) 발표(’20.7월)
•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선언(’20.10월) 및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발표(’20.12월)
•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정부안 확정(’20.12월)

그외

• 스웨덴(’17), 영국, 프랑스, 덴마크, 뉴질랜드(’19), 헝가리(’20) 등 6개국이 ‘탄소중립’ 법제화

그린 뉴딜과 탄소중립을 위한 R&D 방향과 역할

▶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OECD 가입국 중 33위로 하위 2위(’18)

일시 및 장소

(기업 추진현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투자와 가치평가에도 ‘탄소중립’을 활용하는 글로벌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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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관련 R&D 중장기계획) 그린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해 탄소중립을 지향하고

기업 증가

경제기반을 저탄소·친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장기 R&D 투자계획 수립 필요

•기업의 이익이 인류 생존에 기반을 둔다는 시각이 작용한 경영철학으로 IT
·소비재 넘어

•각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탄소중립 문제를 과학기술로 대응하기 위한 기술개발

석유회사까지 탄소중립 선언

로드맵, 에너지 효율화, CCUS, 탄소중립 투자전략 등 다양한 정책에 협업체계 필요
탄소중립 관련 추진현황

지멘스

• 글로벌 기업 중 최초 2030년까지 탄소중립 선언(’15)

블랙록

•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로서, 환경 지속가능성을 떨어뜨리는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음을
선언하고 석탄을 사용해 얻은 매출이 25%가 넘는 기업의 채권과 주식 처분

마이크로소프트(MS)
노르웨이 국부펀드
영국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
미국 드락스(Drax)

• 탄소제거기술 개발 위해 10억 달러 ‘기후혁신기금’ 설립 발표(’19)
• 2050년까지 탄소중립 및 네거티브 달성 선언

		- 탄소중립 사회의 필요성의 공감대 형성과 핵심기술의 R&D투자를 위해서는 기후변화 대응에
맞춘 기술개발 시나리오가 중요

•녹색 R&D기금 조성을 통한 환경에너지 분야의 지속적인 지원 필요

		- 중점과학기술 육성 지원을 위해 기존 기금 효율적 이용(전력산업 기반기금 등) 및 관련 세수**
활용을 통한 기금 확대

• 탄소배출 많은 기업 투자 제외 ‘탄소 블랙리스트’
*

• 세계 최대 석유기업으로서, 해상풍력 등에 투자하여 에너지 포트폴리오 변경선언(’20.2월)

교통에너지환경특별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 2030년까지 탄소 네거티브 선언 (세계 최초 선언)
• 바이오매스 이용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기술 등 활용

네이버

• 2040년까지 탄소 네거티브 선언 (’20.10월, 한국 최초)

LG 전자

• 2030년까지 제품 생산단계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2017년 대비 50% 수준으로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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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에너지)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 분야의 혁신적 에너지 전환 필요
•화 석연료 발전 중심의 전력공급체계를 그린에너지(그린수소+그린전력)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

		- 태양광, 풍력 등의 무탄소 전력 생산 분야 R&D 및 핵심기술 개발
⊙

•정부의 그린에너지 R&D의 전략적 추진과 민간의 저탄소 산업전환 기술개발의 협업이 중요

(탄소중립 대응 R&D현황)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술개발에

		- 특히,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갖춘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해 산업의 지속가능 경쟁력으로

투자 확대

연계될 수 있는 정책과 R&D 필요
국가
독일

• 신재생 에너지 중 수소에너지(그린 수소, 녹색 수소, 블루 수소, 청록 수소의 Mix 포트폴리오, P2G
프로젝트), 그린 수소 확대

중국

• 녹색기술 혁신체계 구축을 위해 생태환경부는 14·5 규획 기간(’21~’25)에 전국적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도입 계획
- 「탄소배출권 거래 잠정조례」 제정,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관리법」과 「전국탄소배출권
등록거래결산관리방법」 등 저탄소·녹색 발전 관련 법률 시행 예정
- 비화석에너지 비중을 70~80% 이상, 향후 30년간 약 172조 원 이상 투자, 향후 10년간 풍력과
태양에너지 설비용량 100GW 증설

일본

• 「혁신적 환경이노베이션전략」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 추진(’20)
- 혁신분야** 연구개발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량, 기술개발 내용, 실시체제, 요소기술개발부터
실용화·실증개발까지 구체적인 시나리오와 행동 명시

호주

• 온실가스 감축 「기술투자로드맵(Technology Investment Roadmap)」 수립(’20.9월)
- 10년간 180억 호주달러 투자를 통해 연간 2억5000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
- 재생에너지청(ARENA), 청정에너지금융공사(CEFC), 청정에너지규제청(CER) 등의 기관이
운영하는 자금을 활용해 주요기술에 우선 투자
※저배출우선기술(priority low emissions technologies) : 수소, 에너지저장, 탄소포집·저장(CCS),
저탄소 철강·알루미늄 제조, 토양 탄소 총 5개

한국

*

**

탄소중립 R&D 및 제도 추진현황

• 「그린 뉴딜」을 발표하고 인프라・에너지의 녹색전환과 녹색산업 혁신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 지향
(’25년까지 총사업비 73.4조 원(국비 42.7조 원) 투자)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그린 산단,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통해 탄소중립 핵심기술**
** 개발 집중 지원 선언

에너지전환, 수송, 산업, 업무·가정·기타·횡단영역, 농림수산업·흡수원 등 5개 분야
신재생에너지, CCUS, ICT활용 융합·혁신 등

		※(예)철강기업은 수소환원 제철공정을 개발·적용하고 정부는 수소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

•R&D와 실용기술을 연계하여 국가 및 산업의 지속가능 경쟁력 강화를 전제로 경제와 환경의
탈동조화 추구
		- 산업화 플랫폼을 주축으로 한 플래그십 형태의 R&D의 활성화를 통해 고효율 태양전지 기술
등 핵심기술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
⊙

(모빌리티) 모빌리티 R&D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R&D 목적성 강화 필요
•그린 뉴딜의 수송분야에서 전기·수소차 배급정책은 국내의 기술 상용화 수준에 비해
공격적인 목표로서 R&D의 역할이 매우 중요

		- 수소전기차는 국내시장에 적합한 대형차 상용모델 확보, 대규모 수소충전소 기술개발이 조기
착수되어야 하며, 연료인프라 기술개발은 저탄소 경로가 강조될 필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기술로서 모빌리티 탄소배출량 산정과 관련된 기초연구, 무공해차
100% 전환에 대응 가능한 연료인프라 연구개발 추진 필요

그린 뉴딜과 탄소중립을 위한 R&D 방향과 역할

•탄소저감 시나리오와 경로를 고려한 체계적 R&D 접근 필요
기업

수요포럼 포커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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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포럼 포커스 ② (제131회)

2021년 3월 10일 (수) KISTEP 국제회의실

발제

이장호 군산대학교 기계융합시스템공학부 교수

패널토론

류영수 KISTEP 사업조정본부장
김철민 LS전선 수석연구원

포럼 다시보기

송화창 서울과기대 전기정보학과 교수
권기영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풍력PD

출처: Renewables 2020 Global Status Report, ’20.06월

논의배경

⊙

수요포럼은 국가혁신체계 및 과학기술 혁신정책의 주요이슈에 대하여 현황을 진단하고
•’19년 신규 설치(6GW)는 유럽(59%)과 아시아(41%)에서 추진되었으며, 중국이 2.2GW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진행되며 이번 포럼은 해상풍력을 주제로 논의
⊙

신규설치량 1위를 달성해 누적설치량 1위인 영국을 추격 중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인류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기후변화 대응이 대두되는
⊙

가운데 세계 각국에서 탄소중립 전략을 추진

글로벌 선진 회사에서 앞다투어 터빈 대형화 계획 발표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 총 120여 개 국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며, 스웨덴, 영국,

•내수 중심인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풍력터빈시장에서 GE, 지멘스, 베스타스 등 상위 3개

헝가리 등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법제화 완료
•우리나라도 지난해 12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과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

터빈 제조사들이 점유율 70%로 시장을 주도

」을

•현재 8MW급 발전시스템이 상용화되었으며, GE의 ’21년 13MW 개발계획에 이어,

발표하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
⊙

(대형 터빈 개발) 값싼 전력 공급을 위한 시스템 효율화 및 장수명 기술확보를 목표로

지멘스(14MW), 베스타스(15MW)가 대형화 경쟁에 참여

에너지 주공급원을 기존 화석연료 중심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가속화

•우리나라는 두산중공업이 정부R&D과제**로 저풍속 환경에 적합한 8MW급 터빈 개발을

•산업, 건물, 수송 등 온실가스 배출비중이 높은 부문의 에너지 소비구조를 친환경적으로

추진하는 등 선진국 대비 70%수준의 터빈 기술 보유

생산되는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전환 추진
•2020년 유럽연합에서 생산된 전체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이 38%를 차지해
화석연료(37%)와 원자력에너지(25%)를 최초로 상회
•우리나라도 한국판 뉴딜정책(’20.7월)의 한 축으로 그린뉴딜을 발표하고 태양광, 풍력에

⊙

(주요국 해상풍력 정책) 시장 초기, 유럽을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나, 최근 중국, 대만, 일본
등 아시아권에서 국가적 지원에 기반한 산업 육성 중
•(중국) 일관된 정책으로 자국 내 수요 및 시장을 형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국기업을 세계적
기업으로 육성하고자 노력 중, 2030년까지 58.7GW 규모의 발전시스템 구축 예상

기반한 탄소 중립적 전력 확보에 노력
⊙

본 수요포럼을 통해 저탄소·친환경 경제기반으로 떠오르고 있는 해상풍력 기술의 국내외

•(일본) ‘재생에너지해역이용법(’19)’을 실시하여 제도적 지원 중이며, 덴마크 오스테드, 독일 AON
등 기술력을 보유한 해외업체와의 기술제휴를 중심으로 2040년까지 18GW 발전 계획 중

현황과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R&D방안 모색

•(대만) 첫 해상풍력 파일럿 프로젝트 포모사1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16개 구역에 5.5GW

현황 및 이슈

⊙

신규 설치를 목표**
**로 실행 중, 자국 내 산업 생태계 보호를 위해 엄격한 LCR

(해상풍력 시장 규모) 지난 10년간 전 세계의 풍력발전 도입량이 가파르게 증가하였으며,

적용

입지조건, 풍속 등의 이유로 육상풍력 대비 해상풍력의 큰 발전 예상
•2019년 기준, 풍력발전의 누적 설치량은 전년 대비 10% 확대된 651GW 수준이며, 이 중
해상풍력은 29GW로 전체의 5% 미만 규모
		- 해상풍력 누적 설치량은 영국(9.7GW), 독일(7.5GW), 중국(6.8GW) 순

•해상풍력은 연평균 증가율(’10~’19) 28.7%로 육상풍력(13.7%) 대비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누적 설치 177GW 예상

*

**

8MW급 대용량 해상풍력발전시스템개발, ’18~’22, 총사업비 550억 원
풍력발전 4개년 추진 계획(’17)

해상풍력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R&D 해법

일시 및 장소

그림 1    Wind Power Offshore Global Capacity by Region, 2009～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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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R&D 해법

대한 신뢰도 제고를 지원

(국내 추진현황) 지자체 중심의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며 다각도의 지원을

•旣 조성되어 있는 기계·조선 기반을 활용하여 풍력단지 조성을 위한 지원 부두 구축 및

통해 주민수용성 제고와 산업경쟁력 강화 모색
•해상풍력 시장형성 초기, 우리 정부는 ‘서남해 2.5GW 해상풍력 추진로드맵(’10)’을 발표하고
세계 3대 풍력 강국 진입 비전 제시

설치장비 활용 연계
⊙

주민수용성 문제로 현재까지 60MW 설치
		- 주민수용성 확보 등 제도적 지원 미흡으로 초기 내수시장 형성이 지연되었으며, 다수 국내

선도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

•노르웨이 등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대학, 연구소, 시험기관 등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및
기술개발 연계를 위한 클러스터 지원

•신안, 울산 등 개별 지자체 중심의 풍력단지개발을 극복하고 국가적 재생에너지 전력

기업의 관심도 저하에 따른 산업 생태계 약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17) 등을 발표하고 대규모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2030년까지

수급계획과 연계한 기술 및 산업 육성 필요

12GW의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위해 노력
		- 파리기후 협약 참여 및 탄소감축을 위한 실질적 이행계획을 발표하고 ’30년까지 재생에너지
목표의 19%를 해상풍력으로 달성 계획
		- ‘한국판 뉴딜정책(’20)’, ‘해상풍력 발전방안(’20)’ 등 다수 정책을 통해 입지발굴, 인허가
간소화,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 ’30년 12GW 목표달성을 위해 신안(8.2GW), 울산(1.4GW), 동남권(4.6GW),
제주(0.6GW) 등 대규모 프로젝트 중심의 보급 확대 예상

12MW급 초대형 터빈 개발

부유식 시스템 개발

해외시장 진출

동남권 부유식 4.6GW
신안 2단계 4.1GW

8MW
터빈 개발

1단계 대규모 프로젝트(7.9GW)
(전북서남권2.4GW, 신안 3.5GW, 울산1.4GW, 인천0.6GW)

발전사업허가 2.8GW+제주 0.6GW

그림 2    해상풍력 추진 로드맵(출처: 해상풍력 발전방안, ’20.07월)

정책 제언

⊙

(대용량·부유식 기술개발)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미래 발전가능성이 큰 대용량 터빈기술 및
부유식 해상풍력시스템 개발에 지원 확대 필요
•해외 선진기업 중심의 터빈 대형화 추세를 따라가되, 저풍속 환경에 적용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여 국내시장 적용과 세계 틈새시장 진출
•시장 형성기에 있는 부유식 해상풍력시스템, 부유체, 해상풍력 발전용 케이블, 계류시스템
등 개발에 집중하여 시장 선점

⊙

(인프라 구축) 해상 실증단지와 연계된 풍력터빈 개발을 추진하여 제품 개발과 시장 적용 간
지연 시간을 최소화하고 지원 배후항만 조성
•국내 기업의 제품 실증 기회를 확대하여 Track record 확보와 시장 내 국내 제품 및 기술에

*

NTNU(해양 특화 대학), 연구소 및 시험시설, DNV-GL 간 공고한 협력체계 보유

해상풍력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R&D 해법

		- 정부는 2019년까지 서남해 지역을 대상으로 2.5GW 풍력단지 구축을 목표하였으나, 낮은

(국가적 차원의 산업 육성) 경제성 위주의 사업 추진보다는 기후대응이라는 세계적 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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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비밀을 밝히는
문화재 보존과학
과거 비밀을 밝히는 문화재 보존과학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연구실
서민석 학예연구관
중앙대학교 미생물학 박사
고인골 DNA분석연구
유기물분석 및 생물피해 예방연구
원문 바로가기

국가지정 및 채색문화재 분석연구

과학으로 과거를 보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통계적 데이터와 기술 동향으로 과학기술의
미래 방향성을 예측하는 것과 반대로 현대의 과학기술로 과거 역사와 문화를
밝히는 사례가 있다. 미래라는 가상의 시간을 예측해내기 위해 현재의 정확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듯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해보지 못한 과거 또한
궁금증만큼이나 추측과 추론도 많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가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고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조사와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옛 사람들이 만들고 사용했던
문화재도 과학의 손길과 마주치게 된다면 과거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연구분야를 문화재 보존과학이라고 하며,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연구실은 대형불화의 보존과 복원을 위한 현상기록과 보존환경·재료
분석을 시행하고 있다.
대형불화는 야외에서 거행되는 영산재, 수륙재 등 대규모 불교의식에
사용하기 위해 제작된 불화로 보통 10미터 가 넘는 웅장한 크기와 화려한
색채, 장엄한 종교의식이 어우러져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우리나라의 독창적인 문화재이다. 하지만 무게와 크기가 상당하여 이동이
쉽지 않고 소수의 인원으로 조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밀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보존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이러한 대형불화를 안전하게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 국립문화재연구소는 2015년부터 10개년 간 68점에
대한 조사계획를 가지고 있으며 지난 5년간 총 33점의 대형불화에 대한
정밀조사를 완료했다. 그 결과 비지정 문화재였던 ‘군위 법주사 괘불도’와
‘예산 대련사 비로자나불 괘불도’, ‘상주 남장사 영산회 괘불도’가 보물로
지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밀 실측을 통해 지정 당시 측정된 크기의 오류를
바로잡기도 했다.

가치를 재발견하다
대형불화에 대한 정밀조사에서는 엑스레이

장비를 이용한 안료의

종류 분석, 자외·가시광선을 이용한 염료 분석, 적외선 조사를 통한 밑선과
묵서(墨書) 확인, 손상 상태 분석과 손상지도 제작 등의 과학 조사와 기록화
작업이 이루어진다. 이 같은 조사를 통해 현재 국보 청곡사 영산회 괘불탱의
석가모니불 얼굴 등에서 눈으로 확인되지 않는 과거의 보존처리 재료를
확인하였다. 또한, 보물 예천 용문사 영산회 괘불탱의 청색 안료에서 지금까지
확인된 대형불화의 회청(回靑, 청색안료) 중 가장 이른 시기(1705년)의 안료를
확인하는 성과를 이뤘다. 이 밖에도 대형불화와 보관함의 서식 곰팡이와
세균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펼쳐 총 미생물 202점의 배양에 성공하고
대형불화의 잠재적인 유해 인자를 파악해 앞으로 진행될 보존 관리에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확보했다. 또한, 자외선-가시광선 반사 분광 분석을
적용한 청색과 흑색 유기 색료 해석 등 채색 재료 분석 데이터와 바탕 직물에
대한 조사 결과가 담겼으며, 목재 궤에 사용한 철물 장석의 분석 결과를
새로이 담아 정밀조사의 연구 범위를 넓힌 것도 특징이다.
또한 정밀조사로 그동안 확인되지 않았던 새로운 괘불탱 조성 방법들이
확인됐다. 대표적인 것이 ‘칠장사 오불회 괘불탱’이다. 조사를 통해 ‘칠장사
오불회 괘불탱’은 현존하는 괘불탱 중 유일하게 바탕색이 ‘배채법(背彩法,
종이의 뒷면에 색을 칠하여 은은한 느낌이 앞으로 배어 나오게 하는 화법)’으로

처리됐으며, 일부분이 금박과 금니로 채색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얇은
비단인 ‘초**’를 일반적인 전통 직물의 폭보다 넓게 짜 제작하여 그 위에 그림을

그린 것도 확인됐다.
국보 칠장사 오불회 괘불탱 부분.
정밀조사를 통해 현존 괘불탱 중 유일하게 바탕색에 배채법이 사용되고, 금니·금박이 사용된 것이
확인됐다.

문화재와 보존과학은 이제는 불가분의 관계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보편화되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기존 인문학 중심 연구의 틀을 깨고
새로운 해석을 제시한다. 앞으로도 대형불화에 대한 정밀조사는 계속되어
2024년까지 남은 5개년의 사업 기간 동안 대형불화 35점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올해는 △갑사 삼신불 괘불탱(국보) △금당사 괘불탱(보물) △율곡사
괘불탱(보물) △운흥사 괘불탱 및 궤(보물) △용흥사 삼불회 괘불탱(보물)
△안국사 영산회 괘불탱(보물) △흥천사 비로자나삼신괘불도 및 괘불함(서울시
유형문화재) 등 7건을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이러한 과학적 조사의

가장 큰 기대효과는 바로 아카이브에 있다. 최근 빅데이터가 다양한 산업에
활용되며 수요자의 니즈에 부합하는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수년간
축적된 조사·분석 자료는 대형불화에 대한 과학적 조사로 축적된 자료는
빅데이터(대용량 정보체계)로 구축돼 다양한 학문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과거를
밝히고 미래를 잇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초 : 누에고치에서 뽑은 가늘고 굵기가 비교적 일정한 실로 제직한 평직의 비단 직물. 치밀하지 않게
제직하여 직물이 얇고 투명함. 고려 · 조선 시대에는 복식뿐만 아니라 회화의 바탕재로 사용됨

고성 옥천사 괘불의 고분법 사례.
그간 17~18세기 괘불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KISTEP 개원 22주년 기념식 개최

KISTEP은 2월 1일(월), 개원 22주년을 맞이하여 충북혁신도시 신청사에서 기념식을
온라인 개최했다. 이번 개원 기념식은 김상선 원장의 기념사를 시작으로 반부패청렴상,
베스트 이슈페이퍼상, 우수연구성과상, 학술상, 이달의 우수직원, 장기근속 공로상,
우수 부서상, 공감 KISTEP인, 올해의 KISTEP인 등 각종 포상 시상으로 구성됐다.
김상선 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지난 일 년은 KISTEP이 충북혁신도시의 독립청사로
성공적인 이주를 하고, 명실상부한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최고 Think-Tank로 재도약한
해로 기억될 것”이라며, “과학기술이 힘이 되는 시대에 퍼스트 무버로서 앞서 나가야
하는 입장에서 문제 인식과 해결방안 제시를 위한 스마트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원장은 “올해에는 기관 본연의 임무인 혁신정책과 연구개발 제도 발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여 이슈를 발굴하고 정부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기관 내외부의 소통과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므로 구성원들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10개 정부부처가
공동 주최하고 KISTEP이 주관하는 2021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2021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부처합동설명회 개최

부처합동설명회가 1월 18일(월)부터 20일(수)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설명회는 2021년도 정부연구개발 예산(27.4조 원)에 대해 주요
부처의 연구개발 사업 주요내용 및 세부 추진계획을 산·학·연 연구자 및
전문가들에게 안내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축사에서 “2021년은 정부R&D 예산이 역대
최고치인 27.4조 원이 투입되며 이는 과학기술 투자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미래를 위한 국민들의 염원을 담은 것이다. 과학기술을 통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계와 정부가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김상선 KISTEP 원장은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과 팍스 테크니카(Pax
Technica) 시대에 과학기술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최근 정부
R&D 예산이 대폭 확대되고 과학기술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당면한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여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하여 선도국가로 도약하고 한국판

영상 다시보기

뉴딜도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KISTEP은 1월 19일(화) 온라인을 통해 ‘2021년 과학기술계 신년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맞추어 향후

2021년 과학기술계
신년 정책 토론회

미국의 주요 과학기술 정책 기조를 소개하고, 이에 따른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의
대응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본 토론회는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의 축사, 전문가 3인의 주제발표, 패널 토론 등의 순서로
온라인 생중계되었으며, KISTEP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김상선 KISTEP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과학기술혁신분야에서의 한미 양국
간 협력은 매우 중요하므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방향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발제 시간에는 변순천 KISTEP 정책기획본부장이 ‘바이든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및 우리의 대응 방향’에 대해 발제하고, 김현철 한국산업
기술진흥원 센터장이 ‘바이든 행정부의 제조혁신 전략과 글로벌 공급망 변화’를
주제로 발제했다. 양의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바이든 차기
행정부의 기후변화 및 에너지정책 방향 전환과 우리나라의 대응’을 제시했다.
패널토론은 문길주 전 UST 총장을 좌장으로, 김상훈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유미 삼성SDI 고문, 설송이 한국무역협회 팀장, 이성호 한국에너지기술
평가원 수석연구원, 이호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최호 전자신문 수석기자,
한선화 전 KISTI 원장이 미국의 정책 변화와 우리의 대응전략에 대해 자유롭게

영상 다시보기

의견을 나누었다.

KISTEP은 2월 18일(일)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 1부에서는 투자방향(안)에 대한 발표 및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온라인 공청회 개최

패널토론과 질의응답 순서로 이어졌고, 2부는 6개 기술 분야별 세부 투자방향
발표 및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되었다.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
대위기, 글로벌가치사슬 재편 등 당면한 과제들 속에서 정부연구개발예산이
가지는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본 공청회를 통해 정부R&D 예산의
전략적·효율적 투자를 위한 좋은 제안과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할
것이다”고 개최 의의를 밝혔다.

김상선 KISTEP 원장은 “미래의 씨앗인 과학기술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투자확대의 노력과 함께 성과제고를 위하여도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1부에서 총괄 발표는 오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예산총괄과장이
진행하였으며, ‘과학기술 정책여건 분석’과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순서로 발표하였다.
이어 패널 토론은 서울대학교 이신두 교수를 좌장으로, 한국바이오협회
이승규 부회장, 현대자동차 신승규 상무, 전남대학교 한은미 교수, 고려대학교

KISTEP과 국립중앙도서관(관장 서혜란)은 2월 23일(화) 국제표준 식별체계인

강세종 교수, 울산과학기술원 조윤경 교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혜원

ISNI와 국가연구자 정보의 연계,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책임연구원, 산업통상자원 R&D전략기획단 손정락 에너지산업MD,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엄낙웅 연구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오대현 연구예산
총괄과장이 참여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다.
2부에서는 6개 기술 분야(생명의료, 기초기반, ICT융합, 기계소재, 공공우주,
에너지환경)별로 세부 투자방향을 발표하고, 온라인 게시판의 질의내용에
영상 다시보기

대하여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KISTEP-국립중앙도서관
MOU 체결

KISTEP은 이번 협약으로 ISNI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15번째 기관이
되었으며, 양 기관은 범부처 연구자정보 통합서비스인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
(NRI)과 연계한 ISNI 신규 발급과 연구자 및 연구실적 데이터 공동 활용을
위해 협력한다. 더불어 ISNI 저자 식별체계를 통해 학술자료를 보다 쉽고
정확한 통합정보로 서비스함으로써 국제적으로도 국내 연구자 및 연구자료의
검색과 활용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김상선 KISTEP 원장은 “급변하는 환경변화와 뉴노멀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융합 및 이용 활성화 촉진에 대해 다양한 시도와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국가 차원의 연구자 정보 연계와 공유 서비스의
기반 마련으로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선도해 갈 수 있도록 전략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2020년 지역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R-COSTII) 결과

2020년 R-COSTII 부문별 평가 결과

■혁신선도지역 ■혁신추격지역 ■평균

지역 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R-COSTII)

⊙

KISTEP은 국가과학기술혁신 역량평가를 응용한 복합지표 평가모형인 지역 과학기술혁신 역량평가

를

개발하여 2009년부터 매년 지역별 과학기술혁신 역량수준을 평가
※R-COSTII(Regional COmposite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Index) : 지역 과학기술 혁신 역량평가, 지역
과학기술혁신 역량지수를 통칭
⊙

R-COSTII 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역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고 정확한 수준 진단을 위한 자료로 제공

서울 경기 대전 평균

경기 대전 서울 평균

서울 경기 부산 평균

전북 울산 대전 평균

서울 경기 대전 평균

자원

활동

네트워크

환경

성과

2020년 R-COSTII 평가·분석 개선

변경 전 (~2019년)

변경 후 (2020년)

국가 과학기술혁신 역량평가(COSTII)를 벤치마킹

국가 과학기술혁신 역량평가(COSTII)를 벤치마킹,
국내·외 복합지표 사례연구와 결과물 도입

연도별 평가 실시

고정 가중법 기반으로 시계열 비교가능한 평가체계 도입

새로운 평가체계 마련

출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0년 지역 과학기술혁신 역량평가. ’20.1월

혁신지역 그룹의 변화
⊙

시계열 비교 가능한 새로운 평가체계 도입으로 지역의 성장·침체에 대한 분석 가능
■혁신선도지역 ■혁신추격지역 ■혁신일반지역 ■혁신후발지역

2020년 R-COSTII 종합 지수와 연평균 성장률
강원도

서울
■혁신선도지역 ■혁신추격지역 ■혁신일반지역 ■혁신후발지역

R-COSTII 최근 7년간 연평균 성장률 (2013년~2020년)

인천

강원도

서울
인천

경기도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충청남도

세종

세종
경상북도

대전

경상북도
대구

대전

전라북도

대구
전라북도

울산
경상남도
광주

부산

전라남도

울산
경상남도
광주
전라남도

제주
경기

서울

대전

경북

울산

충북

부산

충남

인천

전북

경남

광주

강원

전남

대구

세종

제주

부산

제주

평균

2013년

2020년

2020년 지역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R-COSTII) 결과

*부문별 상위 3개 지역만 표시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