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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개요
o (추진배경) 1차 종합계획 종료시점 도래에 따라 『제2차 과학기술기반 국민생활(사회)문
제해결 종합계획』수립을 위한 현황분석 및 안건 수립 필요
o (연구목표) 제2차 종합계획 안건 반영을 위한 1차 종합계획의 성과분석 및 국내외 사례조
사를 실시하고 중점추진과제 후보군 발굴 및 구체화 지원

[연구 추진 프로세스]

□ 제1차 종합계획 이행현황 및 성과분석
o (분석개요) 정책(policy)-사업(activity)의 연계구조를 고려하여,

△전략로드맵 및 10대 실

천과제, △사회문제해결 기반 조성, △사회문제해결형R&D사업 등 1차 종합계획에 제시
된 주요 정책을 대상으로 이행현황 및 성과점검을 실시
o (거버넌스) 당초 계획된 총괄기구가 미운영되어 문제해결을 위한 범부처 조정·지원 역할
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법적 근거 마련 및 다부처 사회문제해결형 R&D사업 추
진 등 과학기술 활용 사회문제 해결의 초석을 마련
o (Plan단계)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범부처 종합계획으로서 범부처 공통 목표를 설정하고 사
회문제해결 역량결집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였으나, 변화되는 정책·사회 환경을 지속 반
영하기 위한 노력 강화 필요
o (Do단계) 10대 실천과제에 R&D사업예산을 투입하고 리빙랩 방식을 도입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추진하였으나, 향후 사회문제해결 과정에서 시민참여 등 자발적 네트워킹 활성화
관련 제도·방안에 대한 검토 요구
o (See단계) 연구개발-실용화-법제도-정책 등 다면적 접근을 시도함에 따라 실증·실용화
등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 문제해결 성과 창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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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사회문제해결 관련 사례조사
o (조사개요) 성과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선진국 및 국내에서 추진된 과학기술 기반의 사회
문제해결 사례를 △국가차원의 거버넌스 및 메가 프로젝트 운영, △시민참여 기반의 사회
문제 발굴·해결 프로세스 구축, △사회적 경제조직의 연계 활용 및 활성화, △긴급현안 및
미래이슈 적시 대응 등 4개 주제에 대해 미국, 일본, EU 등의 사례를 조사
o (거버넌스·메가프로젝트) 삶의질기술센터(미국), 사회기술연구개발센터(일본) 등 전문연구
기관을 설립하여 삶의 질 관련 기술개발, 사회실험 기반 연구개발 등 플래그십 성격의 프
로젝트 발굴·추진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에서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해결 경험 및 모
범사례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실질적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공공-민간의 연대·협력을 강조
o (시민참여) Challenge.gov, Ushahidi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사회문제 모니터링, 발
굴, 솔루션 제안, 변화관리 등에 일반 시민의 상시적·자발적 참여를 도모하고, 리빙랩이
사회문제해결에 대한 의식 환기는 물론 실질적 성과창출의 원동력으로 활용
o (사회적경제조직) 스페인, 홍콩, 우리나라 등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이 도시재생, 재해예방 등
의 사회문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민간기업, 단체, 지차체와 공조관계를 유지
o (긴급·미래대응) 긴급이슈는 재해 전문가, 지역 병원, 시민들과의 호흡이 중요하며 영국,
미국 등은 예외적인 프로세스를 도입하여 문제 발생시 기동성을 확보
□ 2차 종합실천계획의 위상 정립(안)
o (분석개요)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국민생활연구 추진전략’, ‘사회혁신 추진계획’ 등
부처별 종합계획을 대상으로 ‘1차 종합계획’과의 부합성을 확인하고, ‘2차 종합계획’ 위상
정립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
o (1차계획의 한계) 1차 종합계획은 범부처 및 개별부처 중장기계획과 관련성이 있으나, 범
부처 유관 정책의 조정, 지원 역할에서 한계가 나타났으며, 범부처 종합계획 차원에서 위
상 취약
o (2차계획의 위상(안)) ‘2차 종합계획이 과학기술분야 사회문제해결 최상위 계획으로서 과
학기술기반 국민생활문제해결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범부처 종합전략 및 추진방향을 제시함
에 따라 각 부처가 분야별 상세목표, 이행전략 등을 수립하여 종합계획의 실천력을 제고
□ 2차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이슈조사 및 심층분석
o (분석개요) ‘2차 종합계획’ 수립과정에서 신규 사회문제영역 관련 트렌드 분석, 중점추진
과제 후보 관련 자료조사 및 안건화 등을 실시하고, 최종 확정된 중점추진과제에 대한 심
층 조사·분석 및 향후 추진방안 제언을 도출
o (트렌드분석) ‘2차 종합계획’에서 새롭게 추가된 ‘정신질환’, ‘산업폐기물’ 및 ‘미세먼지,
‘화이트 칼라 범죄’, ‘사생활 침해’, ‘가상증표(통화) 부작용’, ‘지진’, ‘소방안전’, ‘저출산’과
‘노동의 차별’ 등 10개 사회문제영역에 대한 트렌드를 조사하여, 해당 사회문제의 분류체
계 편입 필요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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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중점추진과제 후보 이슈분석·안건화) 전문가 자문, KISTEP워크샵, 성과 및 사례조사분석
등을 통해 ‘2차 종합계획’에서 추진 가능한 8개 중점추진과제 후보를 발굴하고 ‘종합계획
수립 민관협의회’ 검토를 위한 이슈분석 및 안건화 작업을 진행
o (중점추진과제 심층분석) 사회문제해결형 R&D패키지사업, 수요자참여형 네트워크 구축·
지원, 개방형 온라인 플랫폼 구축·운영, 사회문제해결 경험 공유 및 학습 기반 강화 등
‘종합계획 수립 민관협의회’를 통해 확정된 중점추진과제를 대상으로 심층 조사·분석을 실
시하고, 실행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
o (2차 종합계획 모식도) ‘2차 종합계획’에 대한 정부, 지자체, 민간 등 참여자들의 이해도
를 제고하기 위해 정책내용을 ‘2차 종합계획’의 사회문제해결 의사결정 과정을 과학기술
기반 국민생활문제 해결 촉진을 위한 ‘거버넌스 확립’, ‘이해관계자 네트워크 구축’, ‘연구
개발과제 추진’, ‘성과공유·확산’, ‘전주기 소통채널 운영’ 등으로 구조화하여 모식도 도출
□ 종합 및 정책 제언
o ‘2차 종합계획’ 실천을 위해 추후 중점추진과제별로 상세한 이행계획 수립 필요
o 전주기 컨설팅 등 사회문제해결형 R&D에 부합하는 사업 기획·평가·관리 등 운영제도 정
비 및 관련 규정 개선 필요
o ‘사회문제해결’이라는 본연의 취지대로 정책과제 및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목표체계 개발 및 성과지표 pool 구축 필요
o 결과의 보급·확산을 위해 사회적 확산·활용 전략을 수립하고 명확한 프로세스를 포함하는
성과 수용모델을 제시하여 참여 활성화 도모
o 사회문제해결에의 과학기술 활용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로 인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문제를 정책 대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문제에 대한 과학기술
자들의 인식을 제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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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nalysis

of

the

first

planning

performance',

'Identification of candidates for key projects', and 'Support activities for realization' in
order

to

reflect

the

agenda

of

the

2nd

comprehensive

plan

of

the

social

problem-solving R&D project. The main conten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is report designed the viewpoint of the analysis as the 'first plan performance analysis'
for reflecting the second plan, and will summarize the results and limitations. To
accomplish this, we focused on 15 tasks, which are the core activities of the 1st
comprehensive

plan

which

are

R&D

projects

for

multi-departmental

social

problem-solving. The second is to examine the major policy cases for resolv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social

problem

for

the

review

of

the

'The

2nd

Comprehensive Plan'. In this study, we collected and analyzed the latest data in
addition to the basic data of previous researches such as overseas (USA, EU, Japan),
and brought out the implications. In Korea, the major contents of related policies such
as research on the national life an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ountermeasure
plan were investigated and presented. The third is the investigation of the basic data
and the detailed issue analysis by the candidates for ‘The 2nd comprehensive plan’.
This study investigates and analyzes the trends and characteristic cases that are the
background of the main task force candidates derived through consultation and draws
implications.
The main achievement is that the blueprints for collecting the capacity to resolve
social problems in the cross-government are presented from ‘the Plan’ point of view.
From the viewpoint of ‘Do’, it is the execution plan and the budget reflection for each
of the ten tasks (15 projects). From the viewpoint of ‘See’, it can be pointed out that
we tried to solve social problems through multidimensional approach such as R&D commercialization - legal system - policy. From the perspective of governance, it is
pointed out that strengthening the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for solving social problems
and establishing a bureaucratic collaboration system. It is important to present
mid-term solutions for social problems as major objects and to make changes in
problem-solving methods by various approaches.
However, the main limitation is that the coordination and support role on the
macro level is weak because the gener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 is not operate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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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s of governance. It is still insufficient for the problem-solving outcomes that the
public can feel. It is necessary to break away from the approach strategy and the
existing

strategy

to

differentiate

from

existing

R&D

support

business

through

performance analysis.
In addition, we have selected and solved cases of solving social problems based on
science and technology both domestically and overseas. We analyzed the case studies of
major countries (US, Japan, EU), and compared similar domestic policies and projects
to find out the relevance and investigated the complementary items.
Considering its status as a bureaucracy plan, it compared the related plans and
examined the compatibility with other mid- and long-term plans. In addition, by
clarifying the legal basis, the status of the '2nd Comprehensive Plan' was established. As
a result, action

plans were

proposed based on

the

legal basis for the

'2nd

Comprehensive Plan', and a concrete platform was set up for implementation.
Finally, we gathered and analyzed the trends, the overall system, the stakeholder
network, and the related data for improving the understanding of the entire process. As
a new social problem, it presents major trends and issues that are the background of
10 social issues. The policy direction is the national governance and overall operating
system, stakeholder network structure, social problem solving and performance diffusion
system, channel, and so on, thereby improving participants' understanding.
Through this research, '2nd Comprehensive Plan' has shown its significance as a
government-level effort to solve the problem of people's life based on science and
technology. In particular, it is expected to mak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expans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industrial competitiveness through the social
value of achievement. To achieve this, national governance and ecosystem bases should
be established. It is also necessary to draw up a consensus for joint cooperation and
solving social problems among stakeholders including the government. It is also
important to provide voluntary and active participation opportunities by encouraging
people to participate. The social role of science and technology will also increase if the
social value of performance is enhanced by providing communication, exchange and
cooperation channels linking expertise. In addition, the proliferation of results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expans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industrial
competitiveness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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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 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정부는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범부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
으로 ’13년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실천계획(’14~’18)』 수립
o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 확대에 대한 요구 증대에 따라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각종 문제해결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여 그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R&D사업으로의 패러다임 변화 추구 가속화
 전 세계적으로 국민행복을 위해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 강화 요구 증대에 따라 국가
역량을 집중하고 여러 부처의 R&D 관련 제도, 정책 등의 연계·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 수립 필요성 대두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들도 사회문제해결형 R&D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사
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과학기술을 개발·활용하는 수요지향적 접근 시도
<표 1-1> 주요국의 사회문제해결형 과학기술혁신정책
구분

주요내용
- ‘기술을 활용하여 삶의 질 향상을 선도하는 세계 대표 연구소’를 비
전으로 국가과학재단(NSF) 공학연구센터(ERC) 형태로 설립

미국
삶의질기술센터
(QoTC)

- Virtual Coach, Home & Community Health and Wellness, QoLTbots,
Safe Driving을 주요 핵심영역으로 설정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활동을 지원
- 실효성 있는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개발된 기술은 기대 사용자에게
체험기회를 부여하여 피드백 수렴

일본
사회기술연구개발센터
(RISTEX)

- 국가연구개발법인 과학기술진흥기구(JST)의 한 조직으로, 21세기 인
류·사회가 직면한 중요한 문제(환경·에너지, 저출산·고령화, 안전안
심, 의료·개호 등)를 해결하기 위해서 설립
- 횡단적인 연구로서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인문·사회과학에 걸친 광범
위한 지식 또는 방법에 입각하여 지역에서 실천 방법론을 구축
- 사회문제추출, 연구프로그램 구성, 연구개발 실시 및 프로토타입 구
현 등으로 이어지는「전략적창조연구추진사업」 추진
- 유럽의 글로벌 경쟁력 및 Innovation Union 구현하기 위한 연구/혁
신 프로그램

EU
Horizon 2020

-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훌륭한 과학, 산업리더십 및 사회적 도전
에 중점을 두고 유럽의 과학 세계화 및 혁신의 장벽을 제거하고 공
공 및 민간 부분이 쉽게 협력 할 수 있는 환경 제공을 목표로 설정
- 남녀평등, 난민문제 등 사회문제에 대한 접근 등 과학기술의 역할
을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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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우리나라 국민들은 과학기술의 사회적 기여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앞으로
의 기술발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전망1)
 국민들은 첨단 과학기술이 사회에 기여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익을 줄 것이라고 긍정적
으로 평가
※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 : 과학기술이 사회문제해결에 기여한다 72.8%, 첨단과학기술의 발달이
사람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83.8%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가 높으며(65.8%) 특히 생산성·품
질 향상, 삶의 질 향상 등을 기대
※ 인공지능(AI)에 대한 기대 : 생산성·품질 향상(35.6%), 의료·산업 등 기술발전에 의한 삶의
질 향상(32.2%), 여가시간 증가(23.7%), 일자리 창출(8.5%) 등
※ 인공지능(AI)에 대한 부정적 평가 : 일자리 감소, 예기치 못한 문제 초래, 통제력 상실 등

 국민들은 건강·의학, 환경 등 실생활 관련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일자리 창출, 인
재양성, 삶의질, 고령화 등과 관련한 과학기술정책을 기대

[그림 1-1] 과학기술정책 국민제안과제 핵심 키워드 분석 결과
자료: 과기정통부(2018.2.),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o 우리나라는 관계부처 합동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실천계획』을 통해 삶의 질
향상, 경제적·사회적 현안 및 범지구적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의 방향, 추진목
표, 중점추진과제 등을 제시
 ‘12.12월 『신과학기술 프로그램 추진전략(안)』 마련을 시작으로, ‘13. 12월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실천계획』 수립
 종합실천계획을 통해 향후 5년간(’14~’18) 과학기술을 통해 국가적으로 시급한 사회문
1) 과기정통부(2018.2.),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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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해결하고자 30개 주요 사회문제를 정의하고 집중적으로 해결할 범정부적 현안추진
과제를 10대 실천과제로 정리

[그림 1-2] 『제1차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실천계획』 주요내용

o 이에 따라 다부처 사회문제해결형 R&D사업을 추진하는 등 과학기술의 사회적 활용을 위
한 정책과제 이행
 ’13년부터 다부처 사회문제해결형 R&D사업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17년까지 총 20개
사업을 기획·추진
 ’14년 법적 근거 마련, ‘16년 사회문제해결형 R&D사업 운영·관리 가이드라인 수립 등
효율적 정책 추진 및 사업 운영·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
□ 1차 종합계획 종료시점 도래에 따라 『제2차 과학기술기반 국민생활(사회)문제해결 종합계
획』수립을 위한 현황분석 및 안건 수립 필요
o 변화된 사회·정책환경 반영, 국민생활연구 시범프로젝트 추진 등 새로운 현안들을 시의성
있게 반영하기 위한 조사·분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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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출범(‘17.5) 이후 국민의 삶의 질 개선 등 국민과 사회 이슈 대응에 대한
정부 역할 및 정책 강화 기조 확대, 이의 일환으로 사회혁신추진단 발족(행안부, ’17.9),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발표(일자리위, ‘17.10) 등 정책적 환경 변화
 사회적 이슈 및 관련 정부 정책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서울시 주최 ’광화문
광장, 미세먼지 시민 대토론회‘,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재개 결정을 위한 공론화위원
회 등 일반 시민이 정부정책에 직접 참여하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
 ’18년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문제를 사전에 예측하여 최종 수요자인 국민
의 시각에서 신속히 대응하는 새로운 방식의 R&D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최근 부각된
국민생활문제(대형 교통사고, 조류인플루엔자(AI), 생활화학 물질․ 제품 및 먹거리 안전
성 문제, 범죄로 인한 국민 불안)를 대상으로 ‘국민생활연구 시범 프로젝트’ 추진하는
‘국민생활연구 추진전략’을 발표
o 1차 종합계획에 기반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생태계 조성 및
실질적 성과 창출은 아직 미흡하다는 대외 지적이 있으며, 이를 토대로 차기 계획 수립
방향 및 내용에 대한 고찰 필요
 1차 종합계획은 10대 실천과제를 기반으로 주요 영역별 전략로드맵 제시, 사회문제해결
을 위한 법·제도 근거 마련 등의 성과를 이루었으나, 아직까지 R&D사업을 넘어선 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체계적 시스템 구축 및 사회문제해결 성과 모니터링은 미흡2)
 민관협의체 운영, 정책센터 설립, 온라인 사이트 개설, 롤링플랜 수립 등 사회문제해결
기반 조성 측면에서도 미추진 성과 발생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해결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현하는 데에 필요한 경험
과 방법론이 충분하지 않고 기존의 R&D시스템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정책실천 및
성과창출에 애로 사항 존재
o 2차 종합계획의 효과적인 수립을 위해 국내외 사례조사, 중점추진과제 자료조사 등 시의
성 있는 자료 작성 및 안건화 필요
 문재인 정부는 과학기술기반 국민생활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및 성과확산을 위
해 2차 종합계획의 조기 수립 추진
※ 1차 종합계획 : ’14~’18

⇒ 2차 종합계획 : (당초) ‘19~’23, (변경) ‘18~’22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안건 상정 등 정책 수립과정 및 일정을 고
려한 시의적절한 자료 조사·분석 및 안건화 요구

2) 제2차 과학기술기반 국민생활문제(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지자체 실무위원회(과기정통부, ’18.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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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표 및 내용
가. 연구목표
□ 제2차 종합계획 안건 반영을 위한 1차 종합계획의 성과분석 및 국내외 사례조사를 실시하
고 중점추진과제 후보군 발굴 및 구체화 지원

나. 연구내용
□ 1차 종합계획 이행현황 및 성과분석
o 정책(로드맵)-실천과제-사업의 연계구조를 고려하여 선행연구 및 기 조사자료를 중심으
로 1차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주요 활동 및 미션의 이행현황 및 주요 성과 분석
※ 사회문제해결형 R&D사업 이행현황 점검결과 보고서(안)(과학기술혁신본부, 2018.1),
사회문제해결형 R&D사업 부처 실태조사 자료 통합본(과기정통부/KISTEP, 2017.12) 등

o 사회문제해결이라는 거시목표의 달성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계획(Plan)실행(Do)-성과(See) 관점에서 분석 실시
□ 사회문제해결 관련 국내외 사례조사
o KISTEP에서 도출한 2차 종합계획의 안건 프레임(안)을 고려하여 과학기술 활용 사회문제
해결 거버넌스, 시민참여 방안, 긴급이슈 대응 등 주제 설정
o 이에 미국, EU, 일본, 국내 등 적합한 사례를 선별하여 조사하고 시사점 도출
□ 중점추진과제(안) 자료 조사 및 이슈 분석
o 국가 과학기술분야 사회문제해결 최상위계획으로서 2차 종합계획의 위상(안) 정립
o KISTEP에서 도출한 중점추진과제를 배분하여 기초자료 및 이슈 조사·분석 실시
□ 2차 종합계획 안건 수립 지원 및 보고서 작성
o 분석 내용의 안건화 작업, 추가된 사회문제에 대한 트렌드 분석, 중점추진과제 도식화 등
안건 수립 지원
o 과학기술기반 국민생활(사회)문제해결 2차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민간협의회, 워크샵, 토
론회, 아이디어 회의 등 참여·지원
o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최종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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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추진방법
□ KISTEP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성과점검, 사례조사, 중점추진과제 조사분석 등 연
구 추진 전반에 걸쳐 2차 종합계획 안건 수립을 지원
o 사회문제해결형 R&D 부처 실태조사 자료 등을 활용하여 연구 추진의 신속성을 확보하
고, 종합계획 위상(안) 등 2차 종합계획 안건수립 과정에서 확인된 돌발 이슈를 연구내용
에 반영하여 안건 대응의 시의성 확보

[그림 1-3] 연구 추진 프로세스

□ 2차 종합계획 수립 관련 내외부 회의 참석·지원 및 회의결과를 연구내용에 환류하여 결과
의 완성도 및 정합성 제고
o 사안에 따라 민간협의회, 토론회, 개별 자문 등 다양한 형태로 전문가 의견을 반영
<표 1-2> 내외부 주요 회의 개요
일정

회의명

주요내용

2018-02-27

연구추진협의(과기부)

성과분석 및 사례조사분석 계획(프레임 등) 협의

2018-03-06

연구추진협의(과기부)

성과분석 및 사례조사분석 초안 검토

2018-03-15

핵심전문가 심층 워크숍

2018-03-20

연구추진협의

2018-03-27

민관협의회 제1차 회의

2018-03-29

KISTEP 심층 워크숍

종합계획 중점분야 및 중점추진과제 논의

2018-04-02

KISTEP 심층 워크숍

중점추진과제별 역할분담 및 초안 작성 방향/양식 논의

2018-04-12

중점추진과제 검토회의

중점추진과제(안) 전문가 검토 및 의견수렴

2018-04-19

민관협의회 제2차 회의

비전/목표, 중점전략/핵심추진과제(안) 등 주요사항 논의

2018-04-24

KISTEP 심층 워크숍

2018-05-08

종합계획 설명자료 제작 1차회의

2차 종합계획 도식화 및 시나리오 방향 아이디어 논의

2018-05-21

종합계획 설명자료 제작 2차회의

2차 종합계획 도식화 및 시나리오 검토

2018-05-24

사회적경제조직 토론회

관련 안건(안) 검토 및 사회적경제조직 의견수렴

2018-06-08

민관협의회 제3차 회의

2차 종합계획(안) 최종 논의 및 의견수렴

2018-06-11

연구추진협의

2차계획 전략영역, 중점추진과제 후보 도출·선별 및 개요 작성
1차 종합계획 성과분석 및 사례조사분석 2차 초안 검토
2차 종합계획 수립 계획, 사회문제 분류체계 정비안 등 논의

2차 종합계획 안건(안) 심층 검토 및 수정

연구 추진현황 및 향후 진행시 고려사항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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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제1차 종합계획 이행현황 및 성과분석
1. 전략로드맵 및 10대 실천과제 이행현황 분석
가. 전략로드맵 이행현황
□ (총괄) 10개 분야 중 3개 분야에서 로드맵 상 제시된 정책과제를 비교적 충실히 이행
o 1차 종합계획에서 10개 분야에 대해 23개 전략, 30개 주요사회문제를 도출하고, 각 사회
문제별로 R&D, 실용화, 법제도, 정책 개선 등 4개 카테고리에 대한 로드맵 제시
 이 중 재난재해, 환경, 생활안전 등 3개 분야에서 로드맵에 제시된 정책과제를 이행하였
으며, 나머지 7개 분야에서는 정책과제 이행이 미흡하거나 미추진
 ‘17년 12월 진행된 다부처 사회문제해결형 R&D사업 부처 실태조사, 이행현황 점검결
과에 근거하여 분야별 R&D, 실용화, 법제도, 정책 개선 관련 추진활동을 파악하고 로
드맵에 제시된 목표 및 내용과의 부합성을 검토

<표 2-1> 1차 종합계획 상 전략로드맵 이행현황 종합표
대분류

분야

(3)

(10)

건강

지속
가능한
활력
사회

환경

문화
여가

추진전략
(로드맵 기준)

(23)

- 질병극복
- 건강증진

- 건강피해 저감
- 환경오염방지

- 문화향유 기회
다양화
- 생활권 여가
인프라 조성

로드맵 영역

비고
(다부처 사회문제해결
R&D사업 매칭)

30개 주요
사회문제

R&D1)

실용
화2)

법
제도3)

정책3)

만성질환

◎

-

-

-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극복

중독/우울
장애

○

◎

○

○

인터넷·게임
디톡스(Detox)사업

퇴행성 뇌·
신경 질환

-

-

-

-

생활
폐기물

◎

◎

○

○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 개선

수질오염

◎

◎

○

○

녹조로부터
안전한 상수 공급

환경
호르몬

◎

○

○

○

환경호르몬 통합 위해관리
및 대체 소재 개발

문화소외

-

-

-

-

문화·여가
공간 미비

-

-

-

-

희귀난치성
질환

실내
공기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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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분야

(3)

(10)

생활
안전

추진전략
(로드맵 기준)

(23)

- 위험환경해소
맞춤형 안전관리
- 먹거리 안전성 확보
- 사이버 안전성 확보

로드맵 영역
R&D1)

실용
화2)

법
제도3)

정책3)

성범죄

○

○

○

○

성범죄 예방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먹거리
안전

◎

◎

◎

○

유해물질 및 위·변조로부터
안전한 먹거리

사이버
범죄

◎

○

○

○

모바일 결제사기 대응 및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가정
안전사고

걱정
없는
안심
사회

재난
재해

에너
지

주거
교통

가족

더불어
사는
어울림
사회

교육

사회
통합

비고
(다부처 사회문제해결
R&D사업 매칭)

30개 주요
사회문제

생활밀착형 유해화학물질
대체기술 개발

기상재해

◎

◎

○

○

건강·안전 피해유발 기상
관측·예측·대응기술개발,
재난 피해자 안심서비스 구축

화학사고

○

○

○

○

환경호르몬 통합 위해관리
및 대체 소재 개발

감염병

◎

-

○

○

감염병 위기로부터
조기감시 및 대응 기반 확보

방사능오염

◎

○

○

○

방사능피해
예측 저감 기반 구축

전력수급

-

-

-

-

에너지빈곤

-

-

-

-

분량·노후
주택

-

-

-

-

교통혼잡

◎

○

○

○

교통안전

-

-

-

-

노인
소외·자살

-

-

-

-

가정폭력

-

-

-

-

- 안전한 학습환경
- 스마트학습
프로그램

교육격차

-

-

-

-

학교폭력

-

-

-

-

-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 지식·정보접근
불균형 완화
- 취약계층 사회인프라
불편요소 개선

의료격차

-

-

-

-

정보격차

-

-

-

-

취약계층
생활불편

○

○

○

○

- 기상재해 예측·
대응 강화
- 인적재난 안전관리
시스템 고도화
- 감염병 대응 공공
시스템 강화

- 전력수급 안정화
- 에너지복지

- 주거환경개선
- 교통안전·편의 증대

- 가족가치회복
- 가족기능지원

1) 사회문제해결형 R&D 추진여부( : 10대 실천과제에 포함,
2) 실용화 수준( : 상용화, : 시범, 시제품, 실증 단계)
3) 법·제도, 정책 이행 수준( : 시행, : 진행중)

: 30개 주요사회문제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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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신호운영
시스템 개발·구축

Active Aging을 위한
고령자 자립생활 지원사업

□ (재난재해) 기상재해 피해 저감을 위한 사전예측·대응 체계 고도화, 인적재난 피해 저감을
위한 안전관리 시스템 고도화, 감염병 조기 대응을 위한 공중보건시스템 강화 등 세부분야
별 로드맵에 제시된 정책과제 이행

[그림 2-1] 재난재해 분야 전략로드맵
자료: KISTEP(2014.2), 다부처 공동기획사업 및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에 관한 연구

o (기상재해) 사업비 축소로 초기 기획에서 축소된 사업내용으로 진행되어 부분적인 성과는
달성하였으나 목표하였던 로드맵 상의 내용과는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며, 해당 사업이
‘18년에 일몰되고 추가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R&D사업의 지속성은 불확실한 상황
 당초 계획에서는 예측 모델 개발, 관측망 구축 및 시범 서비스 제공을 포함하였으나, 사
업비 축소(‘15년 50억→10억)에 따라 ‘도로위험기상정보 생산 기술 개발’로 한정된 사업
추진(‘15.5~)
 R&D 사업 성과의 실용화 기반 마련을 위해 평창동계올림픽지원 목적으로 CCTV 영상
기반 날씨판별정보(비, 눈, 안개) 생산 기술을 영동고속도로에 우선 적용,「영동고속도로
위험기상정보 생산 및 제공체계 구축」사업 추진 중(일반사업/‘16~)
※ 모바일과 웹을 통한 영동고속도로 위험기상정보 시범 제공 예정(‘17.12월~)

 차량용 강우센서를 활용한 도로 강우정보 생산 기술을 ‘스마트시티 플랫폼 기반 빗길
안전운전 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부산광역시 2개 노선, 20대 시내버스에 적용하어 도로
의 강우정보를 생산·시범서비스 중(‘17.6~)
 「도로위험기상 정보 생산 및 제공을 위한 기술 개발(R&D)」 사업은 ‘18년에 일몰,
‘19년부터는 상기 내용으로 별도 반영된 R&D예산이 없어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o (화학사고) ’17년 연구내용 조정으로 대피분야 1개 과제는 ’17년에 조기 종료되었으며, 환
경변화에 따라 기술개발이 지진대피 기술개발로 조정되거나 상용화 문제점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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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는 대피분야 3차년도(’17) 사업비가 축소되고 연구내용이 변경되었으며, 학계에
문제해결을 위한 논의 진행, 법령 및 정책반영 등 실시
※ 연구내용 중복성과 시급성 등 재난구호와 정책수요 적극 반영, 3차년도(’17)에 912 경주지진
등으로 지진대피 기술개발의 시급한 추진이 필요, 연구목표와 연구내용을 대피자 위치기반의
대피안내 기술개발로부터 지진대피로 한정

 산림청은 ’17년 대형산불(강릉, 삼척) 발생지역을 대상으로 연무피해구역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으나, 기상 및 관련자료의 부족으로 실용화에는 한계
 환경부는 ‘화학사고 대응 환경기술개발’ 연구진행 중이나 현재까지 적용실적 없는 상황
으로, 추후 지진 대비 화학사고 대응 및 응급의료정보 활용 등 다부처 협력 필요과제에
대한 해당기관별 협의체 구성 필요
o (방사능 오염) 로드맵상의 사업내용을 이행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아직 목표달성까지는 많
은 격차가 존재하고 지속적인 사업 수행과 목표달성을 위한 기술개발 노력이 필요
 과기정통부는 ‘방사능피해예측 및 저감기술’ 사업을 진행하여 부분적인 성과를 달성하였
으며 목표하였던 로드맵 상의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산업부의 경우 ‘원자력환경 및 해체기술개발’을 진행 중이고 방사성 오염수 처리 설비를
개발 중이나, 장비 보유처 지정 등 의무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업화 추진에
어려움 예상
 식약처는 교육과 홍보를 수행하고 있으며 원안위는 평가·훈련 외에 방사능분석네트워크
구축을 추진 중
※ 북한 풍계리 핵실험시 누출되어 우리나라에 미칠 수 있는 방사성물질의 확산예측 및 영향평
가 등을 수행,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원전을 많이 건설하고 있는 중국원전의 가상 사고시
우리나라에 미칠 수 있는 예측 및 영향평가 등을 수행 중
※ “식품 방사능 오해와 진실” 동영상 및 “마트가 살아있다” 웹툰을 제작하여 방사능 안전관리
소비자 교육에 활용
※ 정부부처 방사능분석자에 대한 감마핵종 숙련도 평가 (2017.8월-10월). 국가방사능통합정보
시스템을 활용한 인접국 방사능 재난대응훈련 실시(2017.11.20.예정). 국내 방사능분석 전문
가 워크숍을 통한 방사능분석네트워크 구축(2017.12.11.-12.예정, 산학연 약 50명 참석)

o (감염병) 부처별로 로드맵 상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단위과제별 역할을 분담하고 감시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 중
 예측 및 조기감시(복지부, 농식품부, 환경부), 조기대응체계 구축(농식품부, 환경부), 신
속확인 기술개발(과기정통부), 정보공유/처리플랫폼(과기정통부, 범부처) 등으로 역할을
분담
 복지부는 2단계 사업 완료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 2,000여개에 대해 자동신고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 중이며, 대한병원협회 및 대한의사협회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
여 성과 활용·확산을 촉진할 계획
 농림부는 방역체계 및 조기감시 시스템을 위한 현장 표준 매뉴얼 등 개발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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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방역수요(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에 기반한 R&D를 추진 중으로
구체적인 연구 성과물 확보 후, 성과 연계 및 감염병 공동 대응을 추진할 계획
o (재난재해 종합) 재난재해 세부분야 중 ‘기상재해’, ‘감염병’, ‘방사능 오염’는 10대 실천과
제에 해당하며,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나 향후 성과 보급확산을 고려한 목표 재설정
필요
 재난재해 4개 세부분야에서 모두 사회문제해결형 R&D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법·제도
와 정책은 대부분 준비 중이나 시행된 것은 없음
※ 발생원별 초미세먼지 독성 DB 및 예보시스템 개선방안 도출 결과의 유관기관 활용을 추진하
고, 워크숍·토론회를 개최하여 관련 법·제도 정책제안 등을 진행 예정(~‘17.4)

 아직 진행 중인 실적 기반으로 분석이 진행되어 한계가 있으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전
반적으로 양호한 수준
 다만, 목표 달성까지는 격차가 존재하며 개발 완료 이후에 보급확산과 연계하여 향후 추
진 목표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
□ (환경) 건강을 위협하는 생활환경 유해인자 대응 체계 마련, 생태계 건강성 회복 및 오염
방지를 위한 환경오염물질 저감·관리 체계 구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4개 중 3개 세부분야
에서 로드맵 상 정책과제를 이행

[그림 2-2] 환경 분야 전략로드맵
자료: KISTEP(2014.2), 다부처 공동기획사업 및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에 관한 연구

o (생활폐기물) 친환경적 생활폐기물 저감 및 처리 시스템 구축. 처리기술개발 등 연구결과
에 따라 법·제도 반영 계획 수립(‘18~)
 국토부는 맞춤형 발효소멸기술을 공동주택단지를 중심으로 시범적용
※ 서울시 강남구 LH수서 공동주택단지(2,650세대)에 맞춤형 발효소멸기술 적용(’16.6), 경기도
안산시 안산보네르빌리지 공동주택단지(634세대)에 자동회수형 발효소멸기술 적용(‘17.11)

 환경부는 초기 계획 대비 일부 예산만을 확보하였으나(약 38% 반영 예상), 정책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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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달성을 위해 3개 과제를 진행하고 있으며 음식품 쓰레기 법·제도 개선 연구를 수
행 중
 농진청은 초기 처리시설 투자에 대한 부담 저감 등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한 현장 요
구에 대응하기 위해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를 위한 활용기술을 연구
 과기정통부는 개발한 시제품을 세종대학교 학생식당 등에 설치하여 시범 운행 중(‘17년
연차 점검 시 현장점검으로 확인)
※ 기업, 학교, 군부대 내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 적용(LH진주 본사, 해군교
육사령부, 광주 광일고등학교) 중이며, 신규주거단지 내 음식물쓰레기 자동회수 발효소멸 기
술 적용 예정(대전 도안 182세대, 서울 공릉 100세대)

 단, 법률상 음식물 분쇄기를 이용한 시범사업 수행 시 그 대상을 200세대 미만으로 한
정하고 있어 현장적용시 애로가 발생
※ 현행 하수도법 시행규칙(제24조의 2) 및 환경부고시(2012-203호)에 따라 디스포저를 연구의
목적인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 허용 시행

o (수질오염) 환경오염 유발인자에 대한 감지·저감 시스템 구축, 녹조 현상 발생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기감지 및 저감기술 개발을 통해 전주기 대응체계 구축을
목표로 추진
 환경부는 녹조관리기술개발 및 적용,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을 담당
※ 녹조연구 추진과제를 대상으로 ’16년도 대한환경공학회와 연계한 성과발표회 추진(’16.11.17∼
18). 정수장 유입조류 제어 및 전처리 공정기술개발 실증화 : 남양주시 화도정수장 MOU 체
결, ACF(5,000톤/일)실증시스템 구축. 침지형 피코시아닌 센서 및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과기정통부는 조류 통합관리제도 통합운영방안 마련 연구용역 발주 등 법제도 관련 개
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비스 전달의 통합적 접근을 통해 사회문제해결을 도모
※ ‘수중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 사업화를 ’16년 9월 완료(시작품 제작)하였으며, ‘조류 제거용
응집제 대량 생산 및 판매’ 사업화를 ’16년 8월 완료하여 수처리제 생산 및 판매 실시, ‘사창
상수도 시설확장 및 이전공사 관금자재(전처리 시설) 제조·설치’ 사업화를 ’16년 7월 완료하
여 시제품제작 및 납품완료

 국토부는 녹조의 대량발생을 제어하기 위한 최적기술 개발 및 현장적용 담당
※ 조류제거 실증기술의 현장운영 및 검증을 위한 낙동강 수계 테스트베드 구축 협의(’17.7.17∼
18, 칠서/반송정수장). 하천녹조 최적 처리시스템 시제품을 제작하여, 서울시 성산대교 남단
시범적용('16)
※ 인천시 남동정수장 MOU체결 및 실증시설 (2,000톤/일) 설치운영 중. 경남 함안군 칠서정수
장 실증시설(10,000톤/일) 설치 중. 경남 거창군 MOU 체결 및 주민설명회 개최(10,000톤/
일 규모 실증시설 설치운영). 경북 구미취수장 실증 시설 설치운영

o (환경호르몬) 오염 방지 및 오염원 관리 강화를 위한 환경 안전관리 기준 고도화를 목표로 함
 환경부는 시스템 개발·적용 및 내분비계 장애물질 사용량의 원천적 저감을 담당하고, 일
반국민(환경호르몬 취약계층 등) 대상 위해소통 및 의견수렴을 진행
 과기정통부는 법·제도 개선과 함께 과기정통부는 ‘저독성샴푸’ 사업화를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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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년 4월 사업화 완료를 목표로 시제품 기술이전 협의중(사업화 업체명 : ㈜아주화장품)

 환경부는 당초 기획 당시 대비 예산확보 미비(약 44% 반영)로 핵심 목표 달성만을 위
해 3개 과제만 진행 중
 식약처는 환경호르몬에 대한 인체영향관점에서 범부처 통합위해관리를 통한 사전예방체
계 구축을 담당
 사업 초기부터 연구결과의 법 제도 및 정책적 활용을 목적으로 관련이슈를 기 반영하여
추진 중
※ “화학물질 및 환경호르몬물질의 규제현황과 과제” 학술대회(‘17.1.21)

o (환경분야 종합) 환경의 세부분야 중 ‘생활폐기물’, ‘수질오염’, ‘환경호르몬’은 10대 실천
과제에 포함
 법·제도와 정책은 대부분 준비 중 단계
※ “환경호르몬 대응입법의방향” 논의(한국법정책학회학술대회, ’17.11.4), 위해성 등 연구결과에
따라 법·제도 반영 계획(’18~)

 4개 중 3개 세부분야에서 사회문제해결형 R&D사업을 추진했으며, 이 중 2개 사업이
실용화 단계에 진입
 향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추가적인 기술개발과 이에 요구되는 예산 확보가 지속적인 보
급확산 여부를 결정하게 될 중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
□ (생활안전) 위험환경 해소를 위한 수요자 맞춤형 안전관리 서비스 제공, 먹거리 안전성 확
보를 위한 모니터링 및 관리 시스템 구축, 안심 사이버공간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체계 구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4개 중 3개 세부분야에서 로드맵에 제시한 정책과제를 이행

[그림 2-3] 생활안전 분야 전략로드맵
자료: KISTEP(2014.2), 다부처 공동기획사업 및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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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먹거리안전) 한국형 통합 식품안전관리체계 구현을 목표로 쌀 중 무기비소 기준(200
ppb)을 신설하고, “ECO Food Net”이라는 명칭의 플랫폼을 구축하여 현재까지 194,953
건의 DB를 구축하여 저감화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확충
 각 부처별로 저감화 법․제도 개선에 노력하여 쌀의 도정도 및 조리법에 따른 무기비소의
함량을 측정하여 저감화 방안을 도출하고, 오염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쌀 중 무기비
소 기준(0.2ppm) 신설
 위변조 판별 기술의 현장 활용을 위해 사업화를 추진하고, 연 2회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현장 컨설팅 실시
※ ‘17년 먹거리안전 분야 기술실시 10건, 사업화 1건

 식약처, 농업과학원, 수산과학원, 환경과학원 등의 환경유래 오염물질 저감화 사업에서
서로 상이한 매체들에 대한 분석방법 통일하기 위해 총 비소, 무기비소, 과불화화합물에
대한 분석법 SOP 개발
 농식품부의 ‘생산농가 방제이력 프로그램 및 수확적기 예측 시스템’은 현재 17개 농협에
실시되어 농가현장에 활용 중
 해수부가 국내최초로 개발한 “수산물 내 비소화학종 분석기술”은 수출용 해조류 검사기
반 마련과 안전한 수산물 공급,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수산물 섭취에 따른 손익(risk-benefit) 평가 분석 및 소비 권고
(안)을 도출하고, 위․변조 역추적 체계 마련 및 위반행위자 처벌강화 등 불법 위․변조 근
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o (사이버 범죄) 초기 목표는 개인정보보호 통합 보안 플랫폼 개발이었으나 현재는 모바일
결제사기 대응 및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를 목표로 탐지용 백신과 앱 기술 개발로 기술
적 대응을 실시
 ‘모바일 결제사기 대응 및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를 다부처 사회문제해결형 R&D사업
으로 과기정통부와 행안부가 함께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과기정통부 단독 수행이 되면서
다부처 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함
 신/변종 결제사기 악성앱 탐지를 위한 Anti-Malware 백신 앱을 개발하고 PG사 내 기
술 적용 및 운용을 추진하고 있으며, 모바일 결제사기 악성앱 탐지 솔루션의 상용화 계
획을 수립·진행 중
 실시간 거래 요청에 대한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의 시범적용을 추진 중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리 검토를 통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정보의 암호화 후 활용하
는 등 법·제도 차원의 보완·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시행 중인 것은 없음
o (성범죄) 성범죄 위험 환경 제거와 취약계층 보호 시스템 마련 및 피해자 가해자 지원을
위한 R&D 대응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였으나, 예산 미확보로 다부처 사업에 차질이 생기
면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실증 등 성과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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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미확보로 과기정통부는 '15년에 사업종료, 행안부도 ’16년 이행점검시 기 제외(‘14
년만 예산 반영)되면서 여가부, 복지부, 법무부, 경찰청 등 성범죄 유관기관 협력체계는
미구축
 국토부 주관으로 산업부, 지자체(안양시, 오산시)가 함께 성범죄 예방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 협의회를 구성하고 3차례 점검회의를 진행
※ 실시간 예방대책과 지능형 방범서비스 구현을 목표로 기 위한 실증지구 테스트베드 구축, 실
증지구 인프라 공사 중

 정부부처별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비, 개인정보 보호 등 관련 법령 규정도 검토
예정으로, 아직 시행 중인 것은 없음
 맞춤형 치료 및 교육 프로그램으로 성범죄 예방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은 복지부 단독 사
업으로 수행되었는데, 사업 초기목표는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구
현’이었으나 실제 수행에 차질이 생기면서 ‘피해자 치료 프로그램 교육 및 효과성 검증’
등 사업 목표 대비 연구수행 범위도 협소해졌으며, ‘18년 사업 종료 예정으로 향후 사업
추진에 차질 발생
o (생활안전 종합) 생활안전 중 10대 실천과제에 포함되는 사업은 ‘먹거리 안전’, ‘사이버범
죄’ 등 2개 분야이며, ‘성범죄’와 ‘가정 안전사고’는 30개 주요 사회문제에 해당
 ‘먹거리 안전’에서는 다방면의 정책과제가 추진되었으나 ‘사이버 범죄’와 ‘성범죄’의 이행
수준은 미흡한 상황으로, 전반적으로 로드맵의 목표달성은 중간 수준
 ‘사이버 범죄’와 ‘성범죄’ 사업의 경우 다부처 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단독 부처 사업
에 불과한 상황으로, 시민참여형 리빙랩이 운영되지 않고 의견수렴과정도 미흡하여 일반
R&D사업을 답습하고 있어 사회문제해결 관점이 결여되어 있음
 기술개발이 수행된 것도 매우 협소한 영역에 국한되어 있어 중장기 관점에서 로드맵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검토 및 접근전략·계획의 재구성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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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0대 실천과제 이행현황
□ (이행현황) 10개 중 7개 실천과제가 R&D를 넘어 실증·상용화 등 문제해결을 위한 현장 적
용단계에 도달3)
o (사회문제유형) 10대 실천과제는 모두 ‘걱정없는 안심사회’와 ‘지속가능한 활력사회’에 속
하며, ‘더불어사는 어울림사회’는 해당없음
 세부분류별로는 ‘생활안전’, ‘환경’, ‘재난재해’, ‘건강’, ‘주거교통’의 5개 유형에 해당
o (과학기술 대응목표) ‘시스템 조성/구축’, ‘예측을 통한 지속대응’ 등 중장기 목표를 지향
하는 과제가 다수를 차지
 시스템 시범적용까지 진행된 성과물은 ‘먹거리 안전’과 ‘수질오염’ 분야의 2개과제이며,
대부분은 기술개발 중 또는 시제품 제작 수준
o (관계부처협력) 10대 실천과제 중 ‘먹거리 안전’, ‘수질오염’, ‘방사능 오염’ 분야의 3개 과
제가 협의체 구성, 워크샵 수행, 실무자간 회의 등 다부처 협의를 5회 이상 수행
 4개 과제는 예산 미확보 등 사유로 계획 대비 참여부처 축소
※ 예를 들어, 주거교통 분야 중 국토부가 주도하는 ‘스마트 신호운영 시스템 개발·구축(교통혼
잡)’은 참여 예정이었던 안전행정부가 사업에 불참

o (민간참여) 7개 실천과제에서 문제인식 및 해결과정에 다수 주체의 참여와 협력,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졌으며, 그 중 수질오염, 환경호르몬 등 2개 과제에서 리빙랩 방식으로 시
민이 참여
 먹거리안전, 수질오염, 방사능오염, 감염병, 환경호르몬, 생활폐기물, 재난재해 등 7개 과
제에서 이해관계자 대상 설문, 수요조사, 만족도 조사 등 의견수렴 진행
 시민, 환경단체, 리빙랩 운영 등 민간참여가 적극 이루어진 실천과제는 먹거리 안전, 수
질오염, 환경호르몬 3개 분야
o (성과 현장적용) ‘수질오염’, ‘환경호르몬’, ‘기상재해’등 3개 과제가 상용화/적용 완료단계
에 있으며, 그 외 실천과제는 개발·실증·시범 단계에 위치
 ‘ 녹조로부터 안전한 상수 공급(수질오염)’, ‘ 환경호르몬 통합 위해관리 및 대체소재
개발(환경호르몬)’, ‘
 건강·안전 피해유발 기상 관측·예측·대응 기술개발(기상재해)’이
상용화/현장적용 완료
 ‘감염병 위기로부터 조기감시 및 대응기반 확보(감염병)’, ‘스마트신호운영시스템 개
발·구축(교통혼잡)’은 아직 실증계획 수준이며, ‘심뇌혈관질환(심근경색, 뇌졸중 등) 예
방과 극복(만성질환)’은 예산부족으로 사업 미시행

3) 사회문제해결형 R&D사업 이행현황 점검결과 보고서(안)(과학기술혁신본부, ’18.1), 사회문제해결형 R&D사업 부
처 실태조사 자료 통합본(과기정통부/KISTEP,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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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주무부처) 주무부처와 예산주도부처가 일치하는 실천과제는 사이버범죄, 수질오염, 감염
병 등 3개 분야
 주무부처 비중은 환경부(3개), 과기정통부(2개)의 비중이 높았으며, 복지부, 식약처, 국토
부, 기상청은 각 1개의 실천과제를 담당
<표 2-2> 10대 실천과제 이행현황
해당
영역·분야1)

구분
 모바일 결제사기 대응 및 빅데이
터 개인정보 보호(사이버범죄)
 유해물질 및 위·변조로부터 안전한
먹거리(먹거리안전)
 녹조로부터 안전한 상수 공급
(수질오염)
 방사능피해 예측·저감 기반 구축
(방사능오염)
 감염병 위기로부터 조기감시 및
대응기반 확보(감염병)
 심뇌혈관질환(심근경색, 뇌졸중 등)
예방과 극복(만성질환)
 환경호르몬 통합 위해관리 및 대
체소재 개발(환경호르몬)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 개선
(생활폐기물)
 스마트신호운영시스템
(교통혼잡)

개발·구축

 건강·안전 피해유발 기상 관측·예

측·대응 기술개발(기상재해)

부처참여3)
(계획/참여)

성과현장
적용4)

주무
부처5)

피해 저감
기술적 대응

2 / 1

①, ②

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

문제의 근절
시스템 조성

5 / 5

②

식약처
농식품부

전주기 대응
시스템 조성

3 / 3

②, ③

환경부
환경부

예측,
지속 대응

4 / 4

②

과기정통부
식약처

예측,
지속 대응
시스템 구축

3 / 3

①

복지부
복지부

예방,
지속 대응

2 / -

-

복지부
-

원천 저감
시스템 조성

3 / 3

②, ③

환경부
과기정통부

친환경 최적
시스템 조성

4 / 4

②

환경부
국토부

걱정없는
안심사회
(주거교통)

사회 교통
기반 조성

3 / 2

①

국토부
경찰청

걱정없는
안심사회
(재난재해)

예측,
지속 대응

4 / 3

②, ③

기상청
환경부

걱정없는
안심사회
(생활안전)
지속가능한
활력사회
(환경)

걱정없는
안심사회
(재난재해)

지속가능한
활력사회
(건강)
지속가능한
활력사회
(환경)

1)
2)
3)
4)

과학기술
대응목표2)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유형: 30개 주요사회문제 상 대분류, 세부분류
과학기술 대응목표: 문제해결을 위해 과학기술(R&D)이 목표로 하고 있는 최종 지향점
관련부처 참여여부: 다부처 협력정도(계획 대비 실제 참여부처(R&D) 현황)
이행수준: 문제해결에의 실질적 기여( 실증·상용화 예정, 계획 수준 실증/시제품/시범사업 수행 완료,
상용화/적용 완료)
5) 주무부처: 계획서 상의 주무부처, 밑줄은 예산주도부처(사회문제해결형R&D 예산비중이 높은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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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분석) ’17년 정책·사업 이행현황 및 성과 실태조사4)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10대 실
천과제 중 우수는 4건, 양호는 4건, 미흡은 1건으로 분석
o ’18년 사회문제해결형 R&D사업 이행현황 점검결과를 토대로 평점을 재구성
 목표-성과 부합성, 다부처 참여, 시민참여·의견수렴, 현장적용 수준 등 4개 척도에 대한
정량·정성 평가값은 유지하고 분석결과의 변별력 제고 및 세밀한 해석을 위해 중앙값
(2.0~3.5) 구간을 넓혀 등급을 세분화
※ 우수(종합 평점 4 이상), 양호(종합 평점 3 이상~4 미만), 미흡(종합 평점 3 미만)

<표 2-3> 10대 실천과제 종합분석
10대 실천과제

목표-성과
부합성1)

다부처
참여2)

시민참여
의견수렴3)

현장적용
수준4)

종합
수준

 모바일 결제사기 대응 및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사이버범죄)

우수

미흡

미흡

양호

미흡

 유해물질 및 위·변조로부터 안전한 먹거리
(먹거리안전)

우수

우수

우수

우수

우수

 녹조로부터 안전한 상수 공급(수질오염)

우수

양호

우수

우수

우수

 방사능피해 예측·저감 기반 구축(방사능오염)

미흡

우수

양호

우수

양호

 감염병 위기로부터 조기감시 및 대응기반
확보(감염병)

양호

우수

양호

미흡

양호

 심뇌혈관질환(심근경색, 뇌졸중 등) 예방과 극복
(만성질환)

-

-

-

-

-

 환경호르몬 통합 위해관리 및 대체소재 개발
(환경호르몬)

양호

우수

우수

우수

우수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 개선(생활폐기물)

우수

우수

우수

우수

우수

 스마트신호운영시스템 개발·구축(교통혼잡)

미흡

양호

양호

양호

양호

 건강·안전 피해유발 기상 관측·예측·대응

기술개발(기상재해)

우수

양호

양호

우수

양호

‘18년 사회문제해결형 R&D사업 이행현황 점검결과를 토대로 평점을 재구성(분석결과의 변별력 제고
및 세밀한 해석을 위해 중앙값(2.0~3.5) 구간을 넓혀 등급을 세분화: 2.0 미만(1점), 2.0이상~2.5미만
(2점), 2.5이상~3.0미만(3점), 3.0이상~3.5미만(4점), 3.5 이상(5점)
1) 목표와 성과 부합성: 제시한 목표와 수행하고 달성한 성과간 격차정도를 5점 척도화
2) 다부처 참여 여부: 부처협업의 실질적 수행 여부 보다 참여 여부에 의미를 부여하여, 계획된 관련 부
처가 실제 참여한 여부를 5점 척도화
3) 시민참여형 의견수렴: 시민, 민간 이해관계자 참여가 이루어진 의견수렴 활동인지 여부를 5점 척도화
4) 현장적용 수준: 실증·상용화 예정, 계획 수준
료 수준을 5점 척도화

실증/시제품/시범사업 수행 완료 수준,

상용화/적용 완

4) 사회문제해결형 R&D사업 이행현황 점검결과 보고서(안)(과학기술혁신본부, ’18.1), 사회문제해결형 R&D사업 부
처 실태조사 자료 통합본(과기정통부/KISTEP,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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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유해물질 및 위·변조로부터 안전한 먹거리’, ‘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 개선’은 목표성과
부합성, 다부처 참여, 시민참여 의견수렴, 현장적용 수준 등 모든 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분석
 문제인식을 명확하게 하고 다부처 참여를 통한 협의과정을 활발하게 수행했다는 점, 시
민 참여를 통해 사회문제해결형 R&D의 참여적 속성을 반영하였다는 점, 연구성과를 현
장에 적용하여 지속가능한 문제해결을 지향할 수 있다는 점이 우수사례의 특성
 ‘ 녹조로부터 안전한 상수 공급’과 ‘환경호르몬 통합 위해관리 및 대체소재 개발’은
전반적으로는 우수하나 각각 ‘다부처 참여’, ‘목표-성과 부합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
o ‘
건강·안전 피해유발 기상 관측·예측·대응 기술개발’, ‘방사능피해 예측·저감 기반 구
축’, ‘감염병 위기로부터 조기감시 및 대응기반 확보’, ‘스마트신호운영시스템 개발·구
축’ 등은 부분적으로 우수한 활동도 있으나 목표-성과 부합성, 시민참여 의견수렴 등 미
흡·양호 지표에 대한 보완이 필요
 양호사례의 경우 다부처 참여가 우수하였어도 협의과정이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점, 시민
의견수렴이 부분적으로 있었으나 적극적인 참여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 현장에 성과를
적용하기는 하였지만 그 결과가 후속 과제로 이어지는 연계성이 불확실하다는 점 등의
측면에서 취약점 및 보완사항 발생
o 사회문제해결형 정책 및 사업의 실질적 성과창출을 위해서는 거시적 안목을 바탕으로 한
시민 참여방식의 문제해결 생태계 조성이 관건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생태계 구축은 매우 이상적인 목표로서 한 번에 이루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학기술적 성과를 창출하여 현장적용(상용화, 리빙랩
등)을 시도하는 것이 중요
 사회적 문제해결 R&D 과제는 문제인식 및 해결과정에 다수 주체의 참여와 협력, 공감
대 형성이 중요하며, 특히 리빙랩 방식의 적극적 시민 참여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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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해결 기반 강화 이행현황 분석
가. 법령 보강
□ (법적 근거 마련) 사회문제해결 기반 강화 차원에서 과학기술기본법과 동 법 시행령에 사
회문제해결형 관련 시책 추진 조항을 명문화
o 「과학기술기본법」(‘13.9 국회제출) 및 동 법 시행령에 사회문제해결형 연구개발 관련
시책 추진에 관한 조항(법 제16조의6(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의 해결))을 신설
(’15.5.28)
제16조의6(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의 해결) ① 정부는 과학기술을 활용한 삶의 질 향상, 경
제적·사회적 현안 및 범지구적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 법 시행령 제24조의6(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의 해결) 제1항에서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은 5년의 시차를 두고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 수립과 심의를
거쳐 확정할 것을 명문화
※ 시행령은 조항이 신설(‘14.11.19)된 후 제24조의4에서 제24조의6으로 조문 이동(’16.6.21)을
거친 후 2차례 개정(’17.7.26, ’18.4.17)

제24조의6(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의 해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6제1
항에 따라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시책과 사업 등을 종합한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세
우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촉진에 관한 사항
2.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민간 주도가 어렵거나 미흡한 분야의 정부 주도 시장 창출 방안 등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성과확산에 관한 사항
3.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제도나 규정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국민, 연구자 등의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문제해결에 관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

방자치단체의 장, 기업·교육기관·연구기관의 장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
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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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실천과제별 법·제도 개선) 생활폐기물, 수질오염 등 실천과제 단위에서 사회문제해
결 기반 강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적 기반을 개선·보강
o (생활폐기물) ‘음식물쓰레기 수거 ‧ 처리 개선’의 경우 연구성과 실용화를 위한 법·제도 개
선 및 처리시설 허가를 위한 법·제도 반영
 계획수립(‘18~)과 처리기술개발 등 연구결과에 따라 법 제도 반영 실시(‘18.3~). 환경부
는 한국형 음식물 쓰레기 관리 법제도 개선 연구 수행
 음식물 쓰레기를 활용한 비료의 사용 매뉴얼 제작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또는 운반용기 관련 현장 규모 장기운전 및 유지 매뉴얼 제작
o (수질오염) ‘녹조로부터 안전한 상수 공급’과 관련하여 조류 통합관리제도 통합운영방안
마련 연구용역 발주 등 법·제도 관련 개선 추진
 법·제도 관련 이슈를 사업 초기 단계부터 고려하면서 조류 통합관리제도 용역을 실시,
이에 기반하여 관련 법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
 국토부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변경(’16.01.01)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
 ‘18년 하천구조체를 활용한 하천 내 녹조 및 녹조 원인물질 처리시스템 제작과 정책적
제도 개선안 도출 계획
 BAT 평가를 통한 녹조 발생 시 정수처리장 대처 매뉴얼 등 현장적용 녹조제어기술과
관련된 운영 매뉴얼 제작
 하천구조체를 활용한 하천 내 녹조 및 녹조 원인물질 처리시스템 현장 평가, 통합관리
매뉴얼 구축
o (환경호르몬) 환경부, 식약처 등 다부처가 R&D사업 초기부터 연구결과의 활용을 목적으
로 법·제도 및 정책 관련이슈를 고려하여 사업 추진
 법·제도 및 정책 활용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기술·정책 활용지수” 지표 설정
 “화학물질 및 환경호르몬 물질의 규제현황과 과제” 학술대회(‘17.1.21), “환경호르몬 대
응 입법의 방향” 논의(한국법정책학회학술대회, ‘17.11.4) 추진 및 위해성 등 연구결과에
따라 법·제도 반영 계획(‘18~)
o (먹거리안전) ‘유해물질 및 위·변조로 부터 안전한 먹거리’의 경우 위․변조개발기술의 현장
적용을 위해 관련 기관과 법․제도개선협의체 구성 등 추진 계획과 불법 위․변조 근절을 위
한 제도적 기반 구축 계획 수립
 쌀 중 무기비소 기준(200 ppb) 신설. 위․변조 개발 기술의 현장 적용을 위해 농산물품질
관리원과 과제 선정시부터 성과활용까지 협업하여 과제 추진
 유해물질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반드시 충분한 과학적 근거 자료가 있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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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예산과 기간 제약성으로 법·제도 개선까지는 한계에 봉착
 농식품부는 사회문제해결형 R&D 성과목표 및 지표로 특허, 사업화, 기술이전, 현장교
육지도, 매뉴얼보급, 정책활용 등을 설정
o (사이버보안)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및 모바일 결제사기 대응’에서는 개인정보인 결제
정보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검토 및 법률자문 진행 계획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를 암호화한 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법리 검토 진행
o (감염병) ‘감염병 조기감시 및 조기대응 기반 확보’ 관련하여 법·제도 개선은 아직 검토
단계
 보건복지부에서 감염병 관련 법률의 개정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해당 변경 사항은
자동신고시스템 구축 시에 반영할 계획
 자동신고시스템 구축에 따른 신고 감시체계 변경사항은 추후 하위법령이나 감염병 감시
및 보고지침 등에서 반영 예정
 농림부는 방역체계 및 조기감시 시스템을 위한 현장 표준매뉴얼 등 개발 중
 방역체계 및 조기감시 시스템을 위한 현장 표준매뉴얼 등 개발 중이며, 관련 제도 개선
및 보급·활용 확대를 위한 관련부처, 전문가 협의회 개최 예정

나. 민관협업체계 구축
□ 1차 종합계획 수립기간(‘13.7~12) 중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였으나, 정책 실행 과정에
서 목표했던 민·관 협의체 구축·운영은 미추진
o 관련 시책 민·관 협업체계 구축’을 목표로 1차 종합계획에 참여했던 ‘과학기술 기반 사회
문제해결 종합실천계획 수립 협의회’ 확대·개편할 것을 계획
o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민·관 협의회는 구축되지 않았으며 미시행됨

다. 정책연구센터 운영
□ 사회문제해결 전문가 집단 운영을 목표로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해결 정책연구센터’ 설
립·운영을 계획하였으나, 미시행 상태
o KISTEP, STEPI 등 기존 연구원 내에 관련 조직 개편 등을 통한 사회문제해결 정책연구
센터 운영은 계획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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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온라인 사이트 운영
□ 국민, 전문가 참여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로 K2Base 사이트 내 별도 페이지
구성, 관련 정보와 사전분석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회문제은행(SIB, Social Issue Bank)'을
구축하였으나 운영은 미흡
o 국민 누구나 정부 R&D 대응이 필요한 사회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온라인 참여공간 마련을 위해 '사회문제은행(SIB, Social Issue Bank)'을 구축
 KISTEP에서 운영하는 K2Base 내 ‘미래와기술’ 하위메뉴로 ‘사회문제은행(SIB)’를 신설
하여 사이버안전, 먹거리안전, 수질오염, 방사능, 감염병, 지진 등 6개 이슈를 제시하고
이슈별 정보와 사전분석 데이터를 제공
※ 각 이슈별로 문제정의, 핵심키워드(국문/영문), 현황분석, 원인분석, 해결방향, 과학기술적 역
할, 해결시 기대효과, 참고문헌/사이트에 대한 정보 제공

o 당초 창조경제타운에 연계할 계획이었으나 미추진 되었으며, 국민 참여는 미흡
 해당 웹페이지가 ’15년 12월 오픈했으나, 그 이후에 제안된 의견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인 운영 활성화는 이루어지지 않음

[6개 이슈별 메뉴]

[사회문제은행(SIB) 메인페이지]

[시민/전문가 의견제시 페이지]

[이슈별 설명자료]

[그림 2-4] K2Base의 사회문제은행
자료: K2Base(https://www.k2base.re.kr/foresight/soctyQuesBank/soctyQuesBankList.do)

- 23 -

o ’15년 12월 6개 유형에 대해 설명자료를 업로드하였으나, 이후 정보 추가·갱신 및 의견
수렴 활동은 미추진되어, 누구나 접근 가능한 개방된 온라인 공간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
 온라인 사이트는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의견수렴과 경험공유, 정보 축적 및 제공, 커뮤
니티 형성을 위한 가상공간 플랫폼’으로, 개방형 의견 수렴과 해결방안 모색이 함께 이
루어질 수 있는 공간으로 기획해야 함
 온라인의 장점을 활용하여 정책 이행 과정에서 개방성과 투명성, 신속성, 공정성 등을
강화 가능
 사회문제은행 컨셉을 유지하되, 지식정보 자산화, 정보 가공·제공, 국민 아이디어 수렴,
관계자 소통활성화 등 목적과 유형을 세분화하여 전용 서비스 운영 필요
 R&D사업(과제) 주제, 문제해결 솔루션 모색 등 축적된 지식·정보와 제안된 아이디어가
사회문제해결 공공·민간 유관조직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 및 지원체계도 함께 구축
되어야 함
 해결방안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국민 및 이해관계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
할 수 있도록 경진대회, 보상제도, 장려금 등 지원제도 병행 운영 검토 필요
 참여자의 활동과 의견에 대한 실시간 피드백을 누가 관리하고 반영할 것인가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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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종합실천계획 이행현황 점검 및 수정·보완계획 추진
□ 국내외 현안을 반영하여 계획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민·관협의회 검토를 통한 수정·
보완계획(Rolling plan) 추진을 계획하였으나 미추진
o 과학기술을 통해 시급하게 대응해야할 사회문제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
로 계획하였으나, 종합실천계획 차원에서의 수정·보완은 미실시
□ 종합실천계획의 이행현황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점검하고 결과에 따라 우선 해결과제 추가·
증보·수정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일부 연도에만 수행
o ’13년 12월 1차 종합계획 발표 후 ’16년(3차년도), ’17년(4차년도) 등 2회에 걸쳐 이행현
황을 점검, 1·2차년도는 미시행
o 이행현황 점검을 통해 사업개선 컨설팅, 관련 제도 개선․마련 등에 참고하기 위한 시사점
을 도출하였으나, 실천과제 추가·증보·수정 차원의 반영은 미흡
<표 2-4>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실천계획 이행현황 점검
수행연도
(종료시점)

연구명

2016
(2017.02.10)

사회문제해결형 R&D사업
성과확산을 위한 기반
강화 연구

2017
(2018.01.11)

사회문제해결형 R&D사업
이행현황 점검결과
보고서(안)

수행기관

주요내용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사회문제해결형 R&D사업 추진실적
점검, 우수 운영사례 공유‧활용 등 점
검, 사회문제해결형 R&D사업 운영‧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ISTEP

사업개선 컨설팅, 관련 제도 개선․마
련 등을 위해 ‘17년 말 기준으로 다
부처 사회문제해결형 R&D사업에 대
한 이행현황을 점검(사회문제해결형
R&D사업 부처 실태조사 자료)

□ 지속적인 정책연구를 통해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개발·활용 및 새로운 R&D 패러
다임에 대응하는 정책적 기반 및 지식생태계 마련에 기여
o 전문가회의 운영 등을 토대로 종합실천계획 고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반연구 및 가이
드라인 도출·배포 등 정책연구 추진
 입법안 연구, 실증중심 평가체계, 인프라 및 기반연구, 성과창출촉진방안 등 사회문제해
결형 과학기술 R&D 및 정책 추진을 위한 지식 축적 및 전문가 네트워크 강화
 사회문제해결형 R&D 사업 운영·관리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이를 다부처 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부록으로 배포하는 등 지식공유 및 멘토링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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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드라인(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자문단 구성(’16.5.17~ ) 및 운영과 가이드라인 초안에 대
한 관계부처 의견수렴 (’16.10.25~ ), 관계부처, 유관기관 대상 워크숍 개최(’16.11.25)를 거
쳐 부처, 전문기관,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안) 설명 및 의견수렴, 제13회 다부처
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를 통해 가이드라인(안) 확정 (’16.12.27)

<표 2-5>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실천계획 관련 주요 정책연구
수행연도
(종료시점)

연구명

수행기관

주요내용

2012
(2013.02.10)

대형 국책연구개발사업의
비전 및 추진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국가과학기술위원회,
KISTEP

정부 대형 R&D 사업의 성과창출 극대
화 및 국민적 요구의 수용성 확대 방안
제시 등

2013
(2014.02.10)

다부처 공동기획사업 및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에 관한 연구

미래창조과학부,
한국과학기술
기획평가원

사회문제해결형 연구개발 시범사업 추
진 및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해결 종
합실천계획 수립 지원 등

2013
(2013.12.31)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해결 촉진에 관한
법률(안) 연구

KISTEP,
한국법제연구원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해결을 법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입법안을
작성, 제시

2014
(2015.02.10)

사회문제해결형 R&D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및 기반 연구

KISTEP

사회문제 우선순위 도출(대국민 설문조
사), 사회문제 관련 정보와 지식을 사전
에 축적하기 위해 사회문제은행 시범
구축 등

2014
(2014.10.31)

빅데이터 활용 사회문제
발굴 및 해결방안 체계
개선을 위한 프레임워크
개발 및 사례연구

KISTEP,
한국과학기술원

데이터를 활용한 사회문제해결 사례(서
울시 장애인 콜택시 운영 개선) 연구

2014
(2015.01)

사회문제해결형 R&D
사업의 실증중심 평가체계
기반연구

KISTEP,
한밭대 산학협력단

사회문제해결형 R&D 사업의 유형 및
특징 분석, 사회문제해결형 R&D 사업
평가체계의 기본방향 제시 등

2015
(2016.02.11)

사회문제해결형 R&D사업
성과창출 촉진을 위한
기반구축에 관한 연구

KISTEP

현장니즈 대응 기획연구 추진, 사회문제
해결형 R&D사업 운영·평가체계 마련,
사회문제은행 포털 모듈 제작 및 시범
구축

2015
(2016.06.27)

2015년 사회시스템 혁신형
프로젝트

KISTEP

민간수요를 반한 정부‧민간 협업 R&D
아이템 발굴, 미래 무인산업 시대를 준
비한 사회구조 혁신(안) 마련

2016
(2017.02.10)

사회문제해결형 R&D사업
성과확산을 위한 기반
강화 연구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사회문제해결형 R&D사업 추진실적 점
검, 사회문제해결형 R&D사업 운영‧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국내‧외 현황 분석

2016

사회문제해결형
R&D사업 운영･관리
가이드라인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R&D 관리자 및 연구자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작, 현
장에 보급(다부처사업 운영지침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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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문제해결형 R&D 이행현황 점검
□ 1차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10대 실천과제 및 30개 주요 사회문제를 대상으로 15개 다부처
사회문제해결형 R&D사업을 추진
o 참여부처 간 분업과 협업을 통해 기술개발, 실용화, 현장 적용 및 전달, 관련 제도개선 등
복합적인 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다부처 형태로 운영
 ’14년도에 4개, ’15년도에 11개, ’16년도에 1개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17년 전체예산은
전년대비 21.8억원 감소한 677.1억원 규모
o 10대 실천과제별로 1개의 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5개 다부처 사업을 발굴
하여 총 15개 사업을 추진
 재난재해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이 5개로 가장 많으며, 생활안전에 4개, 환경에 3개, 건
강에 2개, 주거교통에 1개 사업이 해당
<표 2-6> 15개 사회문제해결형 R&D사업 추진현황
구분

‘15

예산(억원)
‘16
‘17

합계

84.7

80.1

89.8

254.6

중독/우울장애

62.3

64.3

48.0

174.6

성범죄 예방 사회안전망 구축사업(국민안심 서비스)

성범죄

26.7

23.3

52.5

102.5

성범죄 예방 사회안전망 구축사업(맞춤형 치료
및 교육프로그램)

성범죄

4.0

3.6

1.2

8.8

먹거리안전

35.7

49.5

66.1

151.3

수질오염

85.0

93.9

44.4

223.3

방사능피해 예측‧저감 기반 구축

방사능오염

21.6

45.2

52.5

119.3

환경호르몬 통합위해관리 및 대체소재 개발

환경호르몬

40.0

46.5

48.3

134.8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 개선

생활폐기물

31.7

37.4

33.6

102.7

스마트신호운영 시스템 개발·구축

교통혼잡

15.5

36.0

21.0

72.5

건강·안전 피해유발 기상 관측·예측·대응 기술개발

기상재해

68.5

70.5

70.4

209.4

재난 피해자 안심서비스 구축

재난재해
공통

30.7

32.9

37.1

100.7

사이버범죄

15.0

14.0

13.0

42

감염병

20.0

86.9

79.6

186.5

만성질환

-

-

-

-

14.8

19.6

34.4

사업명
Active Aging을 위한 고령자 자립생활 지원사업

`14년
시범사업
(4)

인터넷·게임 디톡스(Detox)사업

유해물질 및 위·변조로부터 안전한 먹거리
녹조로부터 안전한 상수 공급

`15년
추진사업
(11)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및 모바일 결제사기 대응
감염병 조기감시 및 조기대응 기반 확보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극복*
`16년
추진사업
(1)

생활밀착형 유해화학물질 대체기술 개발

사회문제
분야
취약계층
생활불편

환경호르몬

*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극복 사업은 복지부, 식약처 예산 미반영으로 현재까지 미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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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표 달성도, 부처 협업, 사회문제해결 특성 부합 등 3개 기준에 대해 15개 다부처 사회문
제해결형 R&D사업 중 5개 사업(33.3%)이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추진 중5)
o ‘17년 전문가 점검에서 부처의 지속적 참여와 안정적 예산 확보, 관계부처간 체계적 실질
적 협업, 현장과의 지속적 소통과 현장 적용 노력이 사업목표 달성을 통한 실질적 문제해
결 성과 창출의 핵심요인으로 제기되었으며, 이를 점검기준으로 적용
 ’16년에 이어 ’17년 12월 과기정통부와 KISTEP이 6명의 전문가점검단을 구성하여 15개
R&D사업에 대한 정량평가를 실시
<표 2-7> 15개 사회문제해결형 R&D사업 점검결과
착수
년도

사업(과제)명

부처참여 현황

2014

Active Aging을 위한 고령자
자립생활 지원사업

2014

인터넷 게임 디톡스(Detox) 사업

2014

성범죄 예방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국민안심 서비스)

복지부(主), 국토부, 산업부,
농식품부
과기정통부(主), 산업부,
문체부, 복지부, 여가부*
국토부(主), 과기정통부*,
산업부, 행안부,
(안양시, 오산시)**
복지부(主), 행안부*,
여가부**
식약처(主), 환경부,
농식품부, 농진청, 해수부
환경부(主), 국토부,
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主), 산업부,
식약처, 원안위
환경부(主), 식약처,
과기정통부
환경부(主), 국토부,
과기정통부, 농진청
국토부(主), 경찰청,
행안부**
기상청(主), 환경부,
과기정통부*, 국토부**
행안부(主), 환경부, 농진청,
산림청, 복지부**

2014
2015

성범죄 예방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맞춤형 치료 및 교육프로그램)
유해물질 및 위변조로부터
안전한 먹거리

2015

녹조로부터 안전한 상수 공급

2015

방사능피해예측 저감 기반 구축

2015

환경호르몬 통합위해관리 및
대체소재 개발

2015

음식물쓰레기 수거 처리 개선

2015

스마트신호운영 시스템 개발 구축

2015

건강 안전 피해유발 기상 관측
예측 대응 기술개발

2015

재난 피해자 안심서비스 구축

2015
2015
2016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및
모바일 결제사기 대응
감염병 조기감시 및
조기 대응 기반 확보
생활밀착형 유해화학물질
대체기술 개발

사업
목표

부처
협업

과기정통부(主), 행안부**
복지부(主), 농식품부,
과기정통부, 환경부**
산업부(主), 환경부(主)

음영은 상대적으로 우수한 경우를 의미(예산확보한 부처 기준(‘16-’17년))
*는 중간에 종료한 부처, **는 참여할 계획이었으나 실제로 미참여한 부처를 의미
자료: 사회문제해결형 R&D사업 이행현황 점검결과(과학기술혁신본부, 2018.1)를 토대로 재구성
5) 과학기술혁신본부(2018.1), 사회문제해결형 R&D사업 이행현황 점검결과 보고서(안)를 토대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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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해결
특성 부합

 7개 사업이 사업목표 달성도(사업계획 이행도)가 양호한 수준이나, 그 외 일부 사업은
추진과정에서 참여부처 변동(중도 이탈, 미참여 등), 예산 미확보 등으로 당초 사업 목
표 달성 곤란 우려 제기
 6개 사업은 협의체를 구성하고 주기적으로 협의를 실시하는 등 추진체계의 구성 및 운
영이 원활한 반면, 그 외는 부처 간 협의 부족 내지 단독부처 수행 방식으로 추진
※ 디톡스(부처 협의회 및 연구조정위원회), 먹거리안전(환경유래 식품오염물질 저감화 협의체),
녹조(범부처 녹조 R&D 협의체), 방사능(다부처공동협의체), 음식물쓰레기(음식물 쓰레기
R&D 실무협의회), 감염병(감염병 분야 사업 협의체) 등 다부처 협의체 운영

 이해관계자 참여 및 의견수렴, 현장 적용 등 사회문제해결 특성 부합 측면에서는 11개
사업에서 관련 실적이 발생했으나, 그 외는 현장 적용사례가 부재 내지 미흡
※ 사업추진 과제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 의견수렴 및 현장 적용 사례 여부와 정도에 따라 사업
별 활동수준은 상이

□ 방향성(문제의식), 부처 및 시민(지역) 참여/협의, 연구결과 실증 및 현장적용 등 사업별로
이행여부 및 성과 수준 상이
<표 2-8> 사회문제해결형 R&D사업별 이행현황 및 성과점검
방향성
(문제의식)

- 플랫폼 개발 실증연구 수행을 통한 고령자 자립생활 지원
- 복지부(主), 국토부, 산업부, 농식품부 등 4개 부처 추진

부처협업

- 부처간 협의체 미구성, 각 부처가 개별사업 형태로 수행
- 부처 간 협업을 위한 회의가 1~2차례 있었으나, 실제 문제해결이나
현장 적용에 대한 공동 노력은 부족
- 교통약자 체험평가단을 운영하여 결과분석 및 피드백

(취약계층 생활불편)
Active Aging을
위한 고령자
자립생활
지원사업

이해관계자
참여

- 일반 고령자를 대상으로 이동기기 사용성/선호도 조사
- 부처 담당관과 정책수요 자문회의 및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기계 활
용기술 교육 개최(‘17)
- 송파구 20가구에 대해 독거노인 생활안전관리서비스 실증(‘16.8) 테스
트를 시작으로 2년간 상용화 추진

현장적용

- 안산시와 시각장애인 버스 승하차 지원 시스템 MOU체결 , 대전시에
안전 횡단지원시스템 테스트베드 구축(‘17.1)
- ‘웰패밀리’의 낙상방지, 치매예방 서비스 등 기 런칭 및 무료 다운로
드 및 이용 가능
- 부처 공동 리빙랩, 테스트베드 구축 등 실수요자의 참여에 기반한 적
극적인 현장 적용과 피드백 강화 필요

검토의견

- 각 사업들이 서로 연계되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주관부처의 주도
적 역할 및 부처 간 협력노력 강화 필요
- 부처별 사업 성격 및 목표와 성과를 감안한 구체적인 대표 상품/서비
스명 개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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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성
(문제의식)

부처협업

- 중독 원인규명 및 치료체계 구축, 제도개선 추진
- 통합, 요소기술 개발을 통한 예방체계 구축
- 과기정통부(主), 산업부, 문체부, 복지부, 여가부 등 5개 부처가 수행
해왔으나, 여가부 ‘17년 예산 미확보
-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산업부, 복지부, 문체부가 참여하는 연구조정위
원회를 구성·운영(’15년 2회, ‘16년 1회, ’17년 1회/워크숍 3회)
- 분야 간 연구자 정기회의 월 1회 개최

(중독/우울장애)
인터넷 게임
디톡스(Detox)사업

이해관계자
참여

- 중·고등학교와 연계한 설문조사, 학생, 선생님 대상 인터뷰/워크숍 실시
- 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청소년 뇌영상 검사 진행에 대한 기관
연계 방안 논의(‘17.4)
- 중 고등학교에 인터넷게임 및 스마트폰 과다사용 현황 제공(‘16.8~11,
’16.12~‘17.3, 월 총2회)

현장적용

- 중독 청소년 대상 상담시 프로그램으로 활용
- 제1회 게임문화포럼(‘17.4), 게임과몰입 국제 심포지엄 (’17.11) 개최
- 공동 시범사업 추진 예정(공동시범사업 수행 시스템, 컨텐츠 협의 중)
- 성과 활용 및 후속조치를 위해 협의체에 여가부 지속 참여 유도 필요

검토의견

방향성
(문제의식)

부처협업

(국민안심 서비스)
성범죄 예방
사회안전망 구축

이해관계자
참여

현장적용

검토의견

- 사회문제와 사업 특성을 감안하여 게임업계, 인문사회학자 등으로 이
해관계자 범위 확대 및 반영 필요
- 성범죄 예방 및 지속적·실시간 대응 방법 마련
- 지능형 방범 서비스 개발 및 실증지구 구축
- 국토부(主), 과기정통부, 산업부, 행안부 수행해왔으나, 과기정통부는
'15년 사업 종료, 행안부 미참여
- 성범죄 예방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협의회를 구성, 다부처 R&D 관련
국토부-산업부 협력사항 검토회의 진행(‘15.03 1회, ’16.09 1회)
- 안양시/오산시 업무회의, 주민간담회 등 방문협의 진행(‘17년 16회)
- 수요자, 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한 인터뷰(3회), 회의 진행
- 지능형 방범 실증지구 테스트베드 구축(안양시 인덕원 지구)
- 지능형 방범 실증지구 사업으로 관제센터 인프라 공사 추진(‘16~’17)
- 국토부 사업은 시설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으므로, 이를 현장 중심 활
동으로 강화 할 필요
- 수요 부처의 협의체 참여를 통한 의견교류, 협업 활성화 필요
- 과기정통부 종료 사업의 연구성과 활용·확산 모니터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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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성
(문제의식)

- 성범죄 예방 및 지속적 대응, 정신치료
- 정신건강기술개발, 인지행동치료 교육프로그램 개발

- 복지부(主), 행안부, 여가부 수행 예정이었으나, 여가부 미참여

부처협업

(맞춤형 치료 및
교육 프로그램)
성범죄 예방
사회안전망 구축

이해관계자
참여

현장적용

- 다부처 협의체는 미구성·미추진, 복지부 정신건강기술개발사업에서만
자체적으로 연구협의체 운영

- 면담을 통한 의견교환 수행

- 연구 방향성 논의(2015. 상반기), 연구진행현황 공유 및 정책적 활용
성과 발굴(2017. 1. 18~19)
- 피해자 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 및 현장적용 완료

- 당초 사업목표 대비 연구수행 범위 적절성 검토 필요

검토의견

- 행안부 종료 사업의 연구성과 활용·확산 모니터링 필요
- 연구 결과를 시스템으로 구현하는 2단계 사업 기획 필요

방향성
(문제의식)

- 먹거리 유해 문제 근절을 위한 시스템 조성
- DB/플랫폼 구축, 위·변조 판별기술 성능향상

- 식약처(主), 환경부, 농 식품부, 농진청, 해수부 수행

부처협업

(먹거리안전)
유해물질 및
위·변조로부터
안전한 먹거리

이해관계자
참여

- 환경유래 식품오염물질 저감화 다부처협의체 구성·운영(‘15년 2회, ’16
년 3회, ‘17년 2회), 화상회의, 워크샵 등 적극적 다부처 협력 수행

- 협의체를 통한 의견수렴, 오염물질 관련 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델파이조사 실시(‘17.5)
- 축산분야 전문가, 축산농가, 영농법인, 도축산업체 중심의 업무협의
및 의견수렴

- 환경유래 유해물질인 무기비소 모니터링을 통한 무기 비소 규격 설정

현장적용

- 분석분과위원회를 통해 비소, 무기비소 등에 대한 분석법 SOP 개발
- 식품품질관리자 대상 동위원소 이용한 원산지 판별기법 교육(‘17.6)
- 지자체와 어업인 대상 기술 보급/실용화 진행 예정

검토의견

- 부처 간 협력체계를 토대로 통합적 사업관리, 성과활용 강화 필요
- 연구결과의 현장 적용을 위한 실증 및 실용화 방안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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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성
(문제의식)

- 녹조에 대한 전주기 대응 시스템 조성
- 녹조 조기감지·모니터링의 정확도 향상(관리기술개발)
- 환경부(主), 국토부, 과기정통부가 수행해왔으나, ‘16년 과기정통부 사
업 종료

부처협업

- 환경부를 중심으로 범부처 녹조 R&D 협의체를 구성, 추진현황 및 성
과 공유 등 협의 진행(’15년 2회, ’16년 1회, ‘17년 2회)
- 녹조 R&D협의체 협업위원회 개최(‘16.2)

(수질오염)
녹조로부터
안전한 상수 공급

이해관계자
참여

- 성과목표/지표 설정 시 연구진 및 시민단체 대상 설문조사 실시
- 녹조제거선 현장 적용 대상지 선정을 위한 관련기관 협의
- 차집수로 기술 만경강(춘포지구) 테스트베드 추진을 위한 협의
- 지역 정수장 등과 MOU를 체결하고 리빙랩 방식의 실증시스템 구축

현장적용

- 수중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 사업화, 하천녹조 최적 처리시스템 시
제품을 제작하여(‘16.9) 서울시 성산대교 남단 시범 적용
- 수처리제 상용화 등 생산 판매 완료

검토의견

방향성
(문제의식)

- 범부처 녹조연구협의체 구성 및 지속적 운영은 바람직하나, 환경부
외의 타 부처와의 연계 협력 강화 필요
- 기술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리빙랩 관점의 적극적인 이해
관계자 참여와 현장적용 활동 필요
- 방사능피해 예측 및 지속적 대응
- 방사능피해 저감/대응기술 개발(오염측정기, 방사능 제거식물 개발)
- 과기정통부(主), 산업부, 식약처, 원안위 수행

부처협업

(방사능오염)
방사능피해
예측·저감 기반
구축

이해관계자
참여

- 다부처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공동기획사업 관련 총괄 기획·조정, 과
제 추진현황 점검(’15년 6회, ‘16년 5회, ’17년 2회), 워크샵(12회) 등
적극 수행
- 방사선 위해도 소통관련 회의를 통해 부처별 담당자 및 지역 전문가
의견 수렴(‘17.7)
- 5개 중심부처와 8개 산하기관이 참여한 회의 및 워크숍 실시
- 원전 가상 사고시 우리나라에의 영향평가 및 예측 진행

현장적용

- 방사능 안전관리 소비자 교육용 웹툰 제작 활용
- 방사능분석자에 대한 감마핵종 숙련도 평가 및 방사능 재난대응훈련
실시(‘17.8~’17.10, ‘17.11)
- 통합평가 실시, KORUS 구축·운영 등 공동협력 성과 창출 노력 우수,
과기정통부, 산업부, 식약처, 원안위가 협력하여 방사능 피해 예측 및
저감 체계의 일원화 시도 바람직

검토의견

- 현장 적용을 위한 지자체 및 현장 주체와의 연계는 다소 미흡하여 강
화 필요
- 연구성과의 현장 적용·활용을 위한 공동협력 지속 강화 및 부처 소관
업무를 감안한 연구성과의 부처간 연계 활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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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성
(문제의식)

- 환경호르몬 원천 저감 및 위해관리 시스템 조성
- 대체기술 개발(환경호르몬 물질 검색 및 평가기술 개발)
- 환경부(主), 식약처, 과기정통부 수행

부처협업

- 환경호르몬 R&D 운영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구성·운영(’15년 운영위
원회 2회, ’15년 실무협의회 1회, 워크숍 1회, ‘16년 운영위원회 1회,
’17년 실무협의회 1회)
- 일반국민 대상 위해소통 및 의견수렴(‘15.12~’16.11)

(환경호르몬)
환경호르몬 통합
위해관리 및
대체소재 개발

이해관계자
참여

현장적용

- 국내 건강검진센터에 내원한 피험자를 대상으로 코호트 구축
- 리빙랩 운영 수요조사, 설문, 면담, 현장조사, 심포지엄, 자문회의 등
을 통해 의견 수렴 실시
- 일반시민 대상 환경호르몬 저감 샴푸/세제 시작품 사용 후기 및 개선
사항 등을 조사하여 제품 개발에 반영
- ‘저독성샴푸’ 사업화 추진 중(‘18년 4월 완료 목표로 시제품 기술이전
협의)
- 일부 부처 사업목표 구체화, 사업목표-사업내용 간 연계 강화 필요

검토의견

- 최근 다부처협의체 활동이 저조(‘17년 개최실적 없음)하고 구체적 협
력성과과 미흡, 운영 활성화 필요
- 체계적 사용자 평가, 피드백 관리 등 사회문제해결형 다부처 사업 특
성을 감안한 참여형 현장 활용·확산 필요

방향성
(문제의식)

- 친환경, 최적 시스템 조성
- 자원화 기술 개선, 오염물질 방지 및 처리기술 개발
- 환경부(主), 국토부, 과기정통부, 농진청 수행

부처협업

(생활폐기물)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 개선

이해관계자
참여

- 사업계획 수립, 부처간 협력, 성과 확산 등을 논의·확정 하는 ‘음식물
쓰레기 R&D실무협의회(다부처)’ 구성·운영(‘16년 2회, ’17년 1회, 전문
기관 실무회의 1회, 워크숍 1회)
- 환경 R&D추진 현황 공유를 위한 공청회, 부처간 정보 교류활성화를
위한 회의 개최
- 일반국민(지역주민) 대상 과제설명 및 의견수렴
- 실증방안 주민참여 방안 MOU협약 체결(‘17.5)

현장적용

검토의견

- 안산시에 자동회수형 발효소멸기술 적용(‘17.11), 맞춤형 시범보급 추
진 중(농진청, 세종대, 국토부 등 협력)
- 분해산물을 이용해 음식물쓰레기 자원을 양계사료에 적용(양계농장
품질향상 소득화 기여)
- 국토부의 도시 농업 교육 진행, 지역그룹(공동체) 구성 등의 성과는
우수하나, 이해관계자 및 현장의 주체적 참여와 상호 연계 강화 필요
- 지자체, 지역 간 문제 해결을 위한 쌍방향 의견 수렴 및 협력 강화
노력 긴요

- 33 -

방향성
(문제의식)

- 사회 교통기반 조성
- 스마트 신호체계 기술개발(스마트 신호제어시스템 개발)
- 국토부(主), 경찰청, 행안부 수행 예정이었으나, 행안부 미참여

부처협업

(교통혼잡)
스마트신호운영시
스템 개발·구축

이해관계자
참여
현장적용

- 스마트 신호 운영시스템 개발 다부처협의체 구성, 연구진행 상황·요구
사항 검토 및 의견 조율을 목적의 협의회 추진(‘15년 1회, ’16년 3회)
- 주기적 워크샵, 기술개발(4회), 성과공유(7회) 등 의견수렴
- 2∼3개 교차로 대상 현장적용 예정

- 사업 규모 대비 사업 성과 목표 달성 가능성 점검 필요

검토의견

- 사업 성격에 부합하는 성과지표 및 평가체계 마련 필요
- 부처간 협의체 활성화 및 사업 내 네트워크 연계 강화
- 개발된 기술의 실증 및 현장 적용에 대한 선제적 체계적 고려

방향성
(문제의식)

부처협업

- 피해 예측 및 지속적 대응
- 정보기술개발(기상 관측·예측·알림시스템개발·구축)

- 기상청(主), 환경부, 과기정통부, 국토부 수행 예정이었으나, 과기정통
부 사업 ’16년 종료, 국토부 미참여
- 참여부처가 개별 협의체 보유 중으로, 별도 협의체 미구성

(기상재해)
건강·안전
피해유발 기상
관측·예측·대응
기술개발

이해관계자
참여

현장적용

- 일반운전자와 도로관리기관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도로 위험기상정
보에 대한 수요와 만족도 조사(‘16.10~’16.11)
- 관계부처간 연구과제의 방향 및 성과 확산 등을 위한 논의 진행

- 평창동계올림픽지원 목적으로 「영동고속도로 위험기상 정보 생산 및
제공체계 구축」사업 추진 중(‘16~), 날씨판별정보기술의 고속도로/버
스 실증 완료
- 초미세먼지 진단기술, 마스크 연구소기업 창업, 휴대용 공기청정기 사
업화 완료(‘17.5, ’16.12)

- 부처 간 사업들이 사업-과제 단위에서 연계가 미흡하다는 자체분석
을 반영하여 각 부처 간 시너지를 위한 실질적 연계/협업 강화 필요

검토의견

- 일부 협력 활동은 있으나, 부처 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강화 필요
- 이해관계자 참여활동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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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성
(문제의식)

- 재난대응 및 구호서비스 구현
- 재난구호 개선기술 개발
- 행안부(主), 환경부, 농진청, 산림청, 복지부 수행 예정이었으나, 복지
부 미참여

부처협업

- 부처간 협의체 미구성
- 과기정통부와 행안부 참여로 연구성과 발표회 개최(‘16.5), 행안부 내
에서 지진대피 소 관련 연구성과 현업화 업무협의 추진(’17.8)
- 재난현장 피해자 면담 조사, 관련 연구 성과 공유 및 의견수렴 회의,
면담/설문조사 워크숍 개최

(재난재해)
재난 피해자
안심서비스 구축

이해관계자
참여

- ‘화학사고대응 R&D협의체(연1회 개최), 화학사고 대응 사업 ’기술정
책 활용위원회‘ 구성·운영(’15년 1회, ‘16년 4회, ’17년 7회)
-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평가단을 구성사여 연차평가를 실시, 현장
적용성 평가
- 지진 대비 바닥 대피안내 표지 효과성 측정 실험 실시(‘17.7)

현장적용

- ‘17년 대형산불 발생지역(강릉, 삼척)을 대상으로 연무 피해구역 시뮬
레이션 실시
- 지자체 담당공무원 면담조사 및 울산시 중구에서 대피안내 실험 실시
(실증사업)

검토의견

- 행안부, 농진청 사업은 법·제도 및 정책 제안 관련 활동이 활발하여
모범적 사례에 해당
- 실질적인 최종 사용자 참여 및 현장 소통 강화 필요
- 다부처 협의체 구성 및 협력활동 강화 필요

방향성
(문제의식)

(사이버범죄)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및
모바일 결제사기
대응

- 사기 피해 저감 및 기술적 대응책 마련
- 결제사기 탐지용 백신, 앱 기술개발

부처협업

- 과기정통부(主), 행안부 수행 예정이었으나, 행안부의 미참여로 과기
정통부가 단독으로 사업 수행

이해관계자
참여

- 과제 연구책임자 및 실무자의 계획안 검토 및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
방향 및 사업화 논의(‘17.3)

현장적용

- 신/변종 결제사기 악성앱 탐지 백신 앱 개발, 시범적용 협의 중

검토의견

- 행안부 미참여로 다부처 공동사업의 취지가 약화되어, 연구성과의 현
장 활용을 위한 다부처 협력 및 이해관계자간 협의체 선제 구성 필요
- 관련 법제도 점검, 선제적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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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성
(문제의식)

- 예측, 지속적 대응, 시스템 구축
- 조기진단, 대응기술 개발(감염병 발생 모니터링 기술 개발)

- 복지부(主), 농식품부, 과기정통부, 환경부 추진 예정이었으나, 환경부
미참여

부처협업
(감염병) 감염병
위기로부터
조기감시 및
대응기반 확보

- 복지부를 중심으로 사회문제해결형 R&D 감염병 분야 사업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 추진실적 공유 및 협력 방안 논의(’17년 2회)
- 총 2회의 다부처 협의와 협력방안 논의로 매우 소극적인 사업 수행

이해관계자
참여

- 설명회, 자문회의, 현장방문, 수요조사, 인터뷰, 만족도 조사 등으로
의견 수렴

현장적용

- (개발 진행 중)

검토의견

- 농(축)가 대상 현장실증 시 리빙랩과 같은 참여형 모델을 활용하여
실제 현장과 연계 및 최종 사용자의 적극적 참여 강화 필요
- 법제도 유관 부처를 포함한 부처 간 협업 강화 방안 강구 필요

방향성
(문제의식)

- 유해화학물질 원천저감
- 유해화학물질 대체기술 개발

- 산업부, 환경부가 모두 주관부처이자 다부처 사업으로 수행

부처협업
(가정안전사고)
생활밀착형
유해화학물질
대체기술 개발

이해관계자
참여

현장적용

검토의견

- 공동사업추진협의체(다부처)를 구성(‘16년 1월)했으나, ’17년 실질적
활동은 저조

- 자문회의 인터뷰, 수요조사 등 의견수렴

- (개발 진행 중)

- 부처간 역할분담 연계 적절성 검토 및 협의체 구성 운영 강화 필요
- 이해관계자 참여 및 사회적 현장적용 활동 강화 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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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 사회문제 해결에 과학기술을 활용하고자 하는 시대적 상황에 부합하는 범부처 방향성을
제시하고, 전략로드맵 제시, R&D사업 추진 등 실천지향의 사회문제해결 초석을 마련
o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범부처 종합계획으로서 범부처 공통 목표를 설정하고 사회문제해결
역량결집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
 국가적 차원에서 집중해야 할 사회문제를 정의·유형화하고 10대 실천과제 및 30대 주요
사회문제에 대해 ’20년까지 추진할 R&D, 실용화, 법·제도, 정책을 아우르는 통합로드맵
을 제시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중기 사회문제해결방안을 수립
 사전기획 및 공동기획 추진 등 과정을 거쳐 15개 다부처 사회문제해결형 R&D사업을
발굴·지원
 사업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애요인을 사전 발굴하여 해결하려고
시도한 노력도 발전적인 성과로 판단
o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인프라 기반 및 범부처 협업체계를 최초로 구축하고 추진함으로써
사회적인 관심을 이끌어 내고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해결에 대한 국민·범부처 참여인식
을 확대
 사회문제해결에 대한 법적 근거, 사업 운영·관리 가이드라인 등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
고, 문제해결 과정에 협의체, 워크샵 등 다부처 협력체계 구축·운영을 촉진
 중독/우울장애, 먹거리안전, 수질오염, 방사능오염, 음식물쓰레기, 감염병 등 6개 실천과
제에서 별도의 협의체가 구성되었으며, 이를 구심점으로 하여 해당 사회문제해결·완화를
위해 부처별 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 공유 등 주기적인 협의를 진행
 15개 사업 모두 시민 등 이해관계자 대상 설문, 수요조사, 만족도 조사 등 사회문제인식
및 해결과정에 국민, 시민단체, 전문가 등 다수 주체의 참여를 장려하였으며, 특히 ‘먹거
리안전’, ‘수질오염’, ‘환경호르몬’은 시민/환경단체 참여, 리빙랩 운영을 시도
 ’16, ’17년 전문가위원회를 활용하여 사업 이행 실태르 점검하고 컨설팅을 추진하는 등
정책이행의 체계화·성과 촉진 노력 지속
□ 내외부 변화관리 및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 중장기 관점의 체계적 자원 투입 미흡 등에 대
해서는 보완이 요구되며,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해결에 대한 국민·범부처 참여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이해관계자 및 수요자와의 긴밀한 소통에 기반한 문제해결역량 강화 필요
o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실행 계획으로서 변화되는 정책·사회 환경에 대한 지속 반영이 중요
 종합실천계획에 대한 관심과 참여에 비해 협력과정에서 격차발생으로 인한 정책의 실천
력 저하로 인해 성과의 현장적용 등에서 애로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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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유형(일자리 창출 등), 문제의 영향범위(지역기반 사회문제 등), 참여주체 다양화(사
회적 경제조직,

대기업 등), 유사정책

등장(과기정통부의 ‘국민생활연구

진흥방안

(’17.12)’ 등) 등의 변화상 반영 및 시급한 사회문제에 대한 효과적 대응체계 구축 필요
o 당초 계획된 총괄기구 및 정책연구센터 미운영으로 인해 미흡했던 거시적 차원의 조정·지
원 역할 강화 노력 필요
 민·관협업체계,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해결 정책연구센터가 운영되지 못하고 컨트롤타
워가 부재하여 정책 거버넌스 차원에서 조정·촉진자 역할이 부재
 전문가위원회에 의해 수행된 컨설팅은 투입, 과정 단계에 치중된 성과 점검 및 개선방안
제언 등에 한정됨으로써 사업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은 제한적
o 국가 거시적 중장기 관점에서 전략적·체계적 자원 투입 필요
 각 부처가 개별 과제 또는 내역사업 단위에서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예산을 반
영·추진하여 미래전망, 개별부처 R&D사업, 유관계획 등과의 연계를 감안한 전략적 투
자는 부족한 상황이며, 계획 대비 예산 변동에 따른 리스크 관리 및 대응 필요
o 문제해결 과정에서 아직까지 실질적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범부처 협력 시스템 구축 및
지원체계 조성은 미흡
 10개 중 4개 실천과제 추진과정에서 일부 부처의 불참, 중도이탈 등이 발생하였으며, 사
회문제해결형 R&D사업 이행점검시 ‘부처 협업정도’를 협의체 구성여부, 운영횟수로만
파악하고 있어 협력내용 등 실질적 협력수준 모니터링 및 협력가이드 프로세스 취약
 현장 중심의 사회문제해결력 제고를 위해서는 중앙부처와 함께 지자체가 협력하여 시범
실증을 추진하는 등 새로운 구도 모색 필요
o 대국민, 관계부처, 지자체, 기업 등 문제해결 과정에 다양하게 엮여있는 이해관계자, 과학
기술적 결과물의 최종 사용자 등 다양한 주체의 지속적·양방향적 참여 확대 필요
 일부 사업의 경우 이해관계자 참여 계획만 마련된 채 미이행되었으며, 대부분의 시민 등
이해관계자 참여 또한 설문조사, 인터뷰, 워크숍, 간담회 등 일시적·단방향 형태로 이루
어지고 있어, 사회문제해결 전주기에 걸친 지속적 의견교류·수렴에는 한계
 리빙랩 확대, 현장 교류 강화 등 다양한 주체들의 적극적·체계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참여방식 및 프로그램 접목 필요
 ‘15.12월 사회문제은행을 구축하였으나 활용은 미흡한 상황으로, 사회문제해결 R&D의
‘개방-공유-참여’ 속성을 고려하여 정보공유, 학습기반, 성과확산 등을 위한 온라인 채
널 활성화가 필요
□ 연구개발-실용화-법제도-정책 등 다면적 접근을 시도함에 따라 실증·실용화 등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 문제해결 성과 창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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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연구개발 실적보다 사회문제에 대한 실질적 해결 방안 탐색을 위한 성과 활용·확산 및 관
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과학기술 적용시 예상되는 역기능 등에 대한 사전 대비력 강화
도 검토 필요
 15개 중 13개 사업에서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제품·서비스 시제품 개발, 실증·실용화 단
계에 진입했으나, 개발된 솔루션이 현장까지 도달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성과전달·확산체
계가 취약
 개인정보보호 등으로 인해 성범죄 예방을 위한 피해자 및 가해자 분석 어려움 발생 등
일부 사업에서 초기단계부터 법제도 등의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개발된 기술 제
품 서비스의 실제 적용에 난관 예상
o 일반 R&D가 아닌 사회문제해결 특성을 고려한 정책·사업 평가기준 마련 등 R&D 운영
체계 개선·보완 필요
 현재는 계획이행도, 부처협업정도, 이해관계자 참여도 등 투입·과정 중심의 성과점검을
수행하고 있어, 결과(Output)·효과(Output) 관점에서의 실질적 성과분석(사회문제해결
기여도 등) 및 문제예방·감시·지속대응을 고려한 전주기 성과관리에 한계
 사회문제에 대한 실질적 해결 방안 탐색을 위한 목표 설정 및 연구 접근을 유도하기 위
해 성과지표 개발·목표치 설정방안, 성과 활용·확산 촉진방안 가이드 등을 마련·제공하는
등 종합적 성과관리 노력 필요
o 다부처사업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점검결과 환류 및 문제정의·해결과정, 주민
참여 등 사업운영 및 성과창출에 관한 멘토링 기능 미흡
 이행현황 정기점검을 실시결과를 우선 해결과제 추가·증보·수정에 반영하는 등 환류체계
구축 예정이었으나, 실제로는 이행점검 후 결과반영, 롤링플랜 등 후속조치 시스템 구축
필요
 사회문제해결형 R&D사업 운영·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16.12)하였으나, 실천과제 추진
과정에서 참여부처·기관 애로해결을 위한 지원 기능은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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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국내외 사회문제해결 관련 사례조사
1. 국가차원의 거버넌스 및 메가 프로그램 운영 사례
가. (미국) 삶의질기술센터(QoLT: Quality of Life Technology Center)6)7)8)
□ (개요) ‘기술을 활용하여 삶의 질 향상을 선도하는 세계 대표 연구소’를 비전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활동을 지원
o 미국의 중장기 과학기술계획의 일환인 Innovate America (경쟁력위원회, 2004. 12)의 중
점연구 분야에 환경과 건강이 포함됨에 따라 삶의질 관련 기술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됨
o 2006년

미국과학재단의

재정지원(5년간

1,500만

달러)을

기반으로

카네기멜론대학

(Carnegie Mellon University)과 피츠버그대학(Pittsburgh University)이 공동으로 설립
※ 국가과학재단(NSF) 공학연구센터(ERC) 형태로 운영

□ (추진활동) 사회 취약계층의 생활을 개선을 위해 고령자와 장애인이 보다 독립적으로 생활
할 수 있는 지능형 QoLT 시스템 개발을 추진
o 기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선도하는 세계 대표 연구소로 육성시키겠다는 포부로 노인
과 장애인 대상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
o 인간 생활 전반을 대상으로 개인 차원의 R&D 등 다양한 형태의 연구를 지원하고 있으
며, R&D 외 교육 프로그램, 상업화 실행 및 독창적인 파트너십 기회를 제공
□ (주요 영역) Virtual Coach, Home & Community Health and Wellness, QoLTbots,
Safe Driving이 주요 핵심영역
o 개인 보조 로봇, 인지 및 행동 코치, 인간 인식 및 운전자 지원 기술을 프로토타이핑하여
일상생활 속의 필요와 활동을 지원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및 임상적 요소를
관찰
o 고령자와 장애인이 거주하는 환경 내에서 리빙랩을 설치하여 상시적인 피드백을 제품·솔
루션 등에 반영하여 개발하고 실시간 검증이 가능한 운영체계 구축9)
 실효성 있는 기술개발을 목적하고 있으며, 개발된 기술은 기대 사용자에게 체험기회를
부여하여 피드백을 수렴하는 QoLT Center Testbed program 운영
 사용자, 기술자, 디자이너, 임상의, 서비스 전달자, 사회 및 건강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
6)
7)
8)
9)

https://www.youtube.com/watch?v=IlWdwknKdl0
Quality of Life Technology Center(2012)
https://www.cmu.edu/qolt/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2018), 사회문제해결형 R&D 최신동향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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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연구개발을 수행
<표 3-1> QoLT의 주요 개발영역 및 과제
개발영역

세부영역

주요 과제

Virtual Coach

원활한활동, 기억,
판단보조 솔루션 지원

· 인지능력 저하자를 위한 의료기기 사용 도우미 솔루션 개발

Home&Community
Health and
Wellness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상태 관리 솔루션

· 독거노인을 위해 바이탈 사인 등을 체크하고

QoLT 로봇

ADLs,, IADLs를 위한
개인 비서로봇

· 장애인을 위한 개인용 이동수단 및 응용재 개발

Safe Driving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안전 운행 솔루션

· 지속적으로 개인의 운전 능력을 평가하는 솔루션 개발

· 신체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개인 운동 보조 솔루션
· 인지능력이 저하된 사람들을 위한 활동 보조형 주방 구현
· 전담의료기관에 송수신 할 수 있는 무인 헬스케어
솔루션 개발

· 활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가사 지원 로봇 개발
· 사용자 주행능력 맞춤형 경로 제공 네비게이션 개발

자료: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2018), 사회문제해결형 R&D 최신동향 및 시사점

나. (미국) 버클리에너지기후연구소(BECI: Berkeley Energy & Climate Institute)
□ (개요) 에너지·기후 환경분야 연구를 위한 허브이자 조정센터로써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
한 주체를 연결하는 ‘에너지기후연구소’를 구축·운영10)
o UC버클리와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는 에너지·기후 문제 해결과 차세대 연구자 양성을
위해 파트너쉽을 맺고 공동으로 에너지기후연구소 설립
o 연구개발은 기초/과학기술 뿐 아니라 응용/산업기술까지 지원
□ (추진활동) 연구 프로젝트에 과학기술-인문사회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그 과정에서 유
관 주체들을 연계
o 캘리포니아 기후 변화를 위한 17개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에너지·기후 유관분야 관련
주체들을 연계
 물리학, ICT 기술, 엔지니어링, 생명공학 분야를 주축으로 정치, 사회, 법률 및 경제학자
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운영
o 센터가 에너지·기후 환경 분야 연구를 위한 허브이자 조정기구로서 문제 해결을 위해 다
양한 주체들을 연계
 지역, 주, 국가, 국제기구와의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으며, 공공 및 민간이 협력하여 프
로젝트를 주도
10)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2017), 해외 주요국의 사회문제해결형 R&D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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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방식) 에너지 분야에 한정하여 지정방식으로 과제를 선정
o 통합 디지털 기술을 포함하는 에너지 및 기후 관련 기술 개발에 기업 당 1만 달러 지급(‘17.12)
o 향후 에너지·기후 분야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혁신기술 또는 솔루션
을 보유한 연구팀을 선정
 선정 기업에는 재원, 공간, 멘토링 프로그램 제공과 시제품 제작 및 테스트를 위한 컨설
팅을 제공

다. (미국) 사회혁신기금(SIF: Social Innovation Fund)11)
□ (개요) 연방정부가 지역 사회문제해결을 목적으로 민간영역에 자원을 지원하고 민간자본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만든 기금
o 2009년 4월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 주도 및 오바마 대통령 인준에 의해 제정된 ‘미국
봉사법(Edward M. Kennedy Serve America Act)’에 근거
o 공공예산과 민간자본의 결합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고용확대 등 지역과 국가가 공동으로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혁신적인 해결책 구현을 목적
※ 사회혁신기금의 목적은 ①경제적 기회창출, ②시민의 건강증진, ③청소년 지원 등 세가지 부
문에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우선 지원하는데 있음12)

o 미국 연방정부 기관인 국가지역사회 봉사단(CNCS: Corporation for 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의 프로그램 중 하나로 운영
□ (추진활동) 3개분야, 6개 핵심요소를 설정하여 우선 추진할 프로젝트를 선정
o (우선순위영역) Economic opportunity, Healthy Futures, Youth Development 3개 분야
가 우선투자 대상
o (핵심요소) Innovation, Evidence, Scale, Grantees, Match, Knowledge Sharing 6가지 항
목으로 구성
□ (운영방식)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증거 기반 솔루
션을 구현하는 학습 네트워크를 구축·운영
o 중간지원기관을 통해 사회혁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영리단체에 기금을 지원
 중간지원기관은 1:1 매칭펀드 방식으로 기업이나 자선가로부터 기부를 받아 추가기금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운영

11) https://www.nationalservice.gov/programs/social-innovation-fund
12) 백악관 홈페이지(https://obamawhitehouse.archives.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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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중간지원기관에 교부를 하면 중간지원기관은 정부의 교부금에 대해 2배로 조성
해야하며, 또한 중간지원기관이 비영리기관에 교부를 하게 되면 이에 대해 2배로 조성
※ 이때 중간지원기관 및 비영리기관은 조성한 자금의 100%를 반드시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
아도 되며, 20%정도는 내부 투자에 사용 가능

o 지난 5년간 총 2억4,100만 달러의 지원금을 집행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5억1,600만 달
러의 민간기부금을 유치
 2014년 시행한 성공보수프로그램(Pay for Success Program)는 민간이 공공사업에 사업
비를 투자하고 사업 성과가 입증되면 사업비와 성과금을 지급하는 방식임13)
※ 2016년 3월 기준 연방정부 29.5억 달러, 민간 62.8억 달러의 성공보수프로그램 기금 유치

 복지사업 수혜자의 수에 근거해 지원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로 효과가 입증
된 프로그램에 지원
※ 처음 프로그램이 시행될 때 수혜자들의 필요와 상태를 정확히 측정하고, 프로그램 시행 이후
의 상황을 분석하여 프로그램의 효과 분석

o 지금까지 37개 주에서 290개의 프로그램 운영 중이며, 이 과정에서 중간지원기관, 비영리
단체가 서로의 경험을 공유
 2009년 창립 이후 SIF 및 민간 부문 파트너는 SIF 클래식, SIF PFS(Pay for Success)
프로그램을 통해 10억 달러 이상의 강력한 커뮤니티 솔루션에 투자
 2015년 기준 총 43개의 SIF가 운영 중(2010년 11개, 2011년 5개, 2012년 4개, 2014년
15개, 2015년 8개의 자펀드(Intermediaries) 결성)14)

라. (미국) AAAS의 ‘Science & Technology Policy Fellowships’15)
□ (기관개요) AAAS(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미국과학진흥
회)는 국가 차원에서 과학 및 공학 발전을 촉진하고 모든 분야의 이익을 대표하도록 구성
된 민간 비영리 조직
o 1848년 미국에서 영국과학진흥협회(BA)를 모델로 출범한 민간 단체로, 현재는 전 세계
90여개 국에 12만 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한 국제기구로 활동 중
o ①과학자들의 협력 촉진, ②과학의 자유 수호, ③과학적 책임에 대한 독려, ④모든 인류의
발전을 위한 과학교육 및 과학지원을 기관목표로 설정
o 회비/기부금/정부지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주요 사업으로 「Science」발간, AAAS대

13) 서울시복지재단(2016), 데이터와 기술에 기반한 사회혁신기금
14) CSV Platform 홈페이지(https://csvplatform.net)
15) https://www.aaa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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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개최, 과학교육 및 인적자원 프로그램 운영 등이 있으며, Science & Technology
Policy Fellowships도 주요 사업으로 포함
 펠로우십(Science & Technology Policy Fellowships)과 시상형태의 과학기술문화 전문
인력 양성·활용사업은 AAAS의 특징적 활동
 대표적 펠로우십(Science & Technology Policy Fellowships) 프로그램으로는 대중매체
프로그램, 과학기술자 의회/정부기구 파견 프로그램으로 구분
<표 3-2> Science & Technology Policy Fellowships의 대표적 프로그램
구분

내용

대중매체 프로그램

· 매년 이공계 박사과정 대학원생을 선발하여 10주 간 다양한 언론
매체에서 활동하게 함
· 과학기술자와 대중의 만남 기회를 제고시키고, 과학기술문화 전문
인력 양성 목적

과학기술자의 의회/정부기구
파견 프로그램

· 과학기술자와 정책입안자 및 집행자와의 교류 제고를 위해 이
공계 박사학위 소지자를 선발하여 의회와 정부기관에 1년동안
파견
· 자문위원과는 달리 과학기술지식을 필요로 하는 실무를 수행

자료: 미국의 과학기술문화사업 : NSF와 AAAS를 중심으로(과학기술정책 131호, 2001)

o 농업, 바이오, 의학, 교육 등 24개 분과로 연구/활동 영역을 구분
<표 3-3> AAAS 분과 목록
1

Agriculture, Food, and Renewable Resources

13

Anthropology

2

Astronomy

14

Atmospheric and Hydrospheric Sciences

3

Biological Sciences

15

Chemistry

4

Dentistry and Oral Health Sciences

16

Education

5

Engineering

17

General Interest in Science and Engineering

6

Geology and Geography

18

History and Philosophy of Science

7

Industrial Science and Technology

19

Information, Computing, and Communication

8

Linguistics and Language Science

20

Mathematics

9

Medical Sciences

21

Neuroscience

10

Pharmaceutical Sciences

22

Physics

11

Psychology

23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Sciences

12

Societal Impacts of Science and Engineering

24

Statistics

□ (등장배경) 과학과 정책 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인지하고, 과학자와 정책적 의사결정자를
연결시켜주는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문제해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을 인식16)
16) Roger A. Pielke Jr., Michele M. Betsill (1997), Policy for science for policy A commentary on Lambright on
ozone depletion and acid 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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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과학자들은 1970년대 이후 ‘과학 연구가 사회적 목적에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해 설명
할 것’, ‘정책 제안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제시할 것’이라는 두 가지 요구에 직면
o 이런 요구에 부응하는 과정에서 과학자들은 과학과 정책 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인지하고
“과학을 위한 정책과 이 정책의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과학(Policy for science for
policy)”이 ①사회적 목표에 대한 정의, ②사회적 목표 중 과학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의
선별, ③과학으로 해결할 사회적 목표와 본래의 과학적 목표 간의 연결이라는 세 과정의
반복이라는 것을 인지
o 이에 따라 ‘과학을 위한 정책’ 혹은 ‘정책을 위한 과학’ 어느 하나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
은 편협된 시각이며, 과학자와 정책적 의사결정자를 연결시켜주는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문제해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을 인식
□ (개념/주제) ‘Policy for Science’, ‘Science for Policy’의 개념을 정립하고 주요 주제를 설정17)
o ‘Policy for Science’는 과학 연구의 방향, 펀딩, 실행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규제를 수립하
는 것을 의미
o ‘Science for Policy’는 정책 관련 의사결정, 정책의 실행, 정책 결과에 대한 평가, 규제 및
프로그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
<표 3-4> Science for policy, Policy for Science의 개념 및 주제
명칭

Policy for Science

Science for Policy

개념

과학 연구의 방향, 펀딩, 실행에 대한 가이
드라인과 규제를 수립함을 의미

정책 관련 의사결정, 정책의 실행, 정책 결
과에 대한 평가, 규제 및 프로그램에 필요
한 정보를 제공함을 의미

- 과학 연구의 자금 조달 방향 및 수준

- 기후변화 관련 연구

- (사회)변혁적 연구 주제의 선정

- 청정에너지 관련 연구

- 인간/동물 대상 연구 관련 이슈

- 줄기세포 관련 연구

- 줄기 세포 연구 관련 이슈

- 신경윤리학(Neuroethics)

- 연구자 지원

- 의료보험 개혁

- 해외 연구인력 유치 방안(비자 등)

- 어획 할당량 관련 연구

주요 대상
및 주제

□ (추진활동) AAAS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Policy for Science
와 Science for policy가 모두 중요함을 인식하고, 1973년부터 둘 간의 연계를 강조하는
협력 프로그램 ‘Science & Technology Policy Fellowships’을 운영 중
o 과학과 정책을 연결하고, 정부와 정책입안을 이해하는 과학자와 엔지니어의 네트워크를 육성

17) AAAS(2011, 2013), AAAS Science & Technology policy fellow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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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이를 실행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목적18)
o 과학자, 엔지니어들이 직접 연방정부의 연 단위 정책과제에 참여함으로써 정책입안 및 결
정에 대해 익히는 동시에 자신의 지식과 분석 능력으로 해당 영역에 기여
o 현재 연방 기관, 의회 사무소 및 위원회, 30여 개의 전문 과학 단체와 협력해 과학자와
엔지니어에게 공공 정책 교육 및 복지 관련 경험을 제공19)
o 과학(사회과학 가능), 엔지니어링 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했거나, 3년 이상의 현업 경력이
있는 엔지니어링 석사학위를 소지한 미국 시민권자가 지원 가능20)

마. (일본) 전략적 혁신 창조 프로그램(SIP: Strategic Innovation Promotion Program)
□ (개요) 내각부를 중심으로 일본사회가 직면한 이슈 해결을 목표로 설정하고, 범부처 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
o 내각부 과학기술혁신위원회 주도 하에 부처 횡단적 11가지 주요 문제를 설정하고, 문제에
따라 기초과학기술 뿐만 아니라, 응용·산업기술, 실용화·사업화까지 총괄 지원
o 내각부, 경찰청, 재무성, 문부과학성, 농림수산성 등이 정부부처에 배정된 과학기술진흥비
의 4%를 각각 출연하여 예산을 확보
o 분야 및 부처 칸막이를 초월하여 정부부처, 공공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 산‧학‧연‧관이 참
여하는 범부처형 R&D를 추진
※ (지원사례) 도쿄올림픽 대비 사이버 보안 R&D) 자동화된 주행기술 활용과 주행시스템의 대중
화 및 보급을 통해 교통 혼잡 완화와 교통사고 사망률 감소를 목표로 NEDO에서 추진(‘14~’20
년),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중요 인프라를 보호하고, 사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
어·통신기기 보안 확보 기술, 모니터링 및 방어 기술 R&D 진행 중

□ (추진방식) 프로그램 디렉터(PD)가 기초-응용-사업화를 총괄하고 문제별로 관-산-학을
연결하는 지원업무를 수행
o 좌장인 PD를 중심으로 내각부가 사무국이 되어 일부는 직접 수행하고 일부는 sub-PD를
비롯한 내객관방, 경찰청, 총무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등 위원에게 일임하여 과제공
모 등을 진행

18) https://www.aaas.org/page/stpf/overview
19) https://www.aaaspolicyfellowships.org/
20) https://www.aaas.org/page/stpf/faq-about-st-policy-fellowships#q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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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혁신적 이노베이션창조프로그램 추진체계도
자료: 일본 내각부 홈페이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2017), 해외 주요국의 사회문제해결형 R&D 동향, 재인용

바. (일본) 사회기술연구개발센터(RISTEX21))
□ (개요) 일본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 사회적 과제를 과학기술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 국
가연구개발 법인인 과학기술진흥기구(JST) 내 사회기술연구개발센터(RISTEX)가 출범
o 전신 조직으로 ’01년 사회기술연구시스템 설립 후 ’05년 JST 산하의 현재 조직으로 개편
되면서 사회문제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연구기관으로 출범
o 연구자 및 산학 연계를 통한 인문·사회과학적 실천방법론 구현을 목표로 설정하고, ’01년
부터 사회문제해결을 목표로 하는 사회기술의 연구개발사업을 추진
□ (추진활동) 과학기술 기반으로 사회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
o 저출산·고령화, 동일본대지진 등 사회적 과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하고자 새로운 사회시스
템 연구개발을 추진
o 「사회 문제의 해결을 목표로 하는 기술」,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의 융합에 의한
기술」, 「시장 메커니즘이 작용하기 어려운 기술」을 “사회 기술”로 정의
o 연구개발은 기초 과학기술 뿐 아니라 응용·산업기술까지 지원하며, 사회적 과제 발굴을
위해 1년 간 탐색연구를 수행

21) Research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for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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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방식) 문제 해결을 위한 기획, 사회기술을 활용한 현장 적용 가능한 방법론 도출, 실
증 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한 구체적인 성과창출 등을 중요한 요소로 제시
o RISTEX가 지역 관리 시스템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지만, 세부 사항은 지역 책임자의 책
임 하에 설계됨

[그림 3-2] RISTEX의 Basic Area Management Framework
자료: Sawako Shigeto(2009), Challenges to go beyond ‘good practices’: A case of RISTEX, OECD/CSTP Workshop

o 최장 5년 이내 실증 및 구체적 성과 획득에 초점을 두고 사회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사
회적·공익적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
o 명확한 사회적 임무가 존재하는 연구 응용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다양한 지역, 지방정부
및 연구원과 협력하는 방법에 대한 명확한 아이디어를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 (참여주체) 문제해결 생태계 구축 및 성과확산의 촉매제 역할을 담당하며, 이를 위해 공적
영역과 기업, 시민사회 등 제3섹터22)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진행
o 연구개발 영역 선정은 예비조사(약 1년) 과정에서 도출된 사회문제 관련 주제별 워크숍,
이해관계자 인터뷰, 시민의견 수렴으로 결정
 사회문제 탐색·발굴 → 연구개발영역 설정 → 연구개발 추진 → 시제품 제시 및 실행지
원 (성과확산)의 프로세스로 구성
 과제선정은 공모방식으로 과제를 선정하며, 일반 문제를 대상으로 지원
o RISTEX를 통해 해당 문제에 관련된 지식을 가진 연구자들을 연계하고, 연구개발 성과의
사회적 활용을 위한 기업의 참여를 독려
22) 공적영역인 1섹터와 시장영역인 2섹터와 구변되는 NPO 섹터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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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Plan)-실행(Do)-평가(Check)-개선(Action) 프로세스를 통해 실증·실용화를 관리
 정부, 지방정부, 비영리단체, 전문분야 연구자, 기업, 시민, 이해관계자이 참여하고, 공공
기관과 민간기관이 협력하여 연구개발을 추진
□ (프로그램 구성) ‘연구개발 집중 영역(R&D Focus Area)’과 ‘R&D 프로그램(R&D
program)’으로 구성
o ‘연구개발 집중 영역’은 일본 내에서 광범위하게 제기된 사회문제 영역으로 6년간 다수의
세부 프로젝트로 구성되며, ’17년에는 3개 연구개발 집중영역을 추진
o ’R&D 프로그램‘은 직접적인 사회적 과제가 아닌 RISTEX 특성에 부합하는 연구개발 체
계의 발달에 목적을 두며, ’17년 2개 R&D 프로그램을 추진
<표 3-5> RISTEX의 R&D 지원사례
주제

- 재난재해로 인한 회복력 및 방재·감재 기능 강화 R&D

개요

- 자연재해 극복을 위해 최신 과학 기술의 활용 극대화, 재해관련 정보의 민관협력체계
구축, 국민 개개인의 재해 대응력 향상을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R&D 사업(SIP) 계획

지원내용

특징

- 지자체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자원관리기법 보급 연구(미래 카르테23) 연구 등)를
지원, 맞춤형 자원관리 기술 개발 추진
- 지자체 간 자원현황 비교 DB와 미래예측 S/W 개발을 통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
로 지자체의 정책을 설계하고,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래 워크숍’ 개최
- 연구자·이해관계자 간 협업을 강조하고 자연 및 인문사회과학을 포함한 폭넓은 분야의
지식·방법에 입각한 지역사회 실천방법론을 구축
-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회기술을 연구개발하기 위해 사회의 중요한 문제를 주제로 삼고
연구개발 영역 및 프로그램을 설정

자료: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2017), 해외 주요국의 사회문제해결형 RND 동향

□ (조직 운영) 센터장과 운영･평가위원회의 지휘 하에 사회기술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
o 센터장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평가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연구개발 영역의 설정 및
개폐와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을 수행
o 운영평가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며, 연구개발의 목표 달성, 진척 상황 등에 대한
중간･사후 평가, 수시 평가 등을 담당
o R&D 수행의 상위 단위는 ‘연구개발 영역’으로 이를 총괄하는 책임자는 ‘영역 총괄’이며,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선정, 운영, 관리 등 R&D 영역의 전반적인 활동을 담당
23) 독일어로 진료기록카드를 말하며 미래형 진료기록 카드라는 의미를 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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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일본 사회기술연구개발센터 조직 구조 (2017년 기준)
자료: 일본 사회기술연개발센터 사업, 2017.4.1

□ (추진 프로세스) 사회기술연구개발센터에서 추진되는 R&D 프로세스는 성과의 사회적 확
산을 포함하여 총 5개의 단계로 구성
o 대중과 사회에의 공헌을 목표로 워크샵과 인터뷰 등을 통해 어린이, 고령사회, 환경, 의료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발굴(1단계)
o 이러한 문제로부터 연구개발영역과 프로그램을 설정하여 연구영역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
체화하고(2단계), 연구개발을 추진(3단계)
o 추진 결과의 중간 평가와 사후평가를 거쳐 연구개발성과의 사회 환원을 목표로 프로토타
입을 개발하고(4단계), 프로토타입 실행을 통해 연구결과를 적용·확산(5단계)

[그림 3-4] RISTEX의 R&D 프로세스와 사회적 활용 구성도
자료: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2017), 해외 주요국의 사회문제해결형 RND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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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U) Horizon 2020의 ‘Societal challenges’24)25)26)
□ (Horizon 2020) ‘Europe2020’ 전략 가운데 R&D 투자증대를 목적으로 계획된 혁신연합
중심의 프로그램으로서, EU의 과학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연구 거점으로서
의 선도역할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27)
o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약 7년간 총 800억 유로 규모의 예산을 R&D에 투자하여 3대
우선과제(우수과학육성(과학적 탁월성), 산업리더십강화, 사회적 과제해결)의 목표달성을
위해 주력
 연구와 혁신을 결합하여 우수한 과학, 산업 리더십을 강조하고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의 장벽을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협력으로 제거
 Horizon 2020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유럽 단일 시장 창출을 지향
 경쟁력 있는 R&D를 위하여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EU와 非EU 국가 간 R&D 협
력 지원 사업을 추진
o 유럽 혁신의회 신설을 통해 혁신 기업의 빠른 성장을 지원하고, 신시장 창출 및 혁신 아
이디어의 개발을 장려28)
 약 27억 유로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으며 타 지원 프로그램과 혁신활동 지원 창구를 통
합하여 지원제도의 복잡성을 제거
 Bottom-Up 방식의 도입으로 기술 및 지원 분야의 제한을 최소화 하여 활발한 혁신활
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
o 정치적·사회적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주요영역을 설정하고, 문제해결 단계가 진행될수록
투자액을 증액
 다양한 프로젝트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3대 중점 추진사항인 과학적 탁월성, 산업 리
더십, 사회적 과제해결과 4대 기타사항인 탁월성 전파와 참여증진, 과학과 사회, 유럽혁
신 기술연구소, 유럽공동연구센터를 축으로 움직임29)30)
 EU 집행위원회가 정의한 집중 R&D 투자분야는 저탄소 및 기후변화, 순환경제, 유럽
산업과 서비스의 디지털화, 보안으로 해당분야의 확실한 선도자가 되고자 함

24)
25)
26)
27)
28)
29)
30)

https://ec.europa.eu/programmes/horizon2020/en/h2020-section/societal-challenges
http://www.ncpwallonie.be/en/project-horizon2020-challenges
https://era.gv.at/directory/127
Korea-EU STI Cooperation (2016), EU Horizon2020
장훈 (2017), 유렵연합의 Horizon 2020: 300억 유로 투자계획(’18~’20) 발표, STEPI
https://ec.europa.eu/programmes/horizon2020/en/h2020-sections-projects
Korea-EU STI Cooperation (2016), EU Horizon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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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Horizon 2020의 주요영역
자료: Korea-EU STI Cooperation (2016), EU Horizon2020

□ (Societal challenges) Horizon 2020 프로젝트의 Pilar3. 사회적 과제에 해당하는 하위
R&D프로젝트로, 사회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발전의 주요 축으로서 제시
o Horizon 2020 예산 약 786억 유로 중 Societal challenges에 편성된 예산은 약 39%(약
296억 유로)로, 이는 전체 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31)
 세부사항인 7개 과제에 대한 예산은 Health, Demographic Change and Wellbeing
(25%), Smart, Green and Integrated Transport (21%), Secure, Clean and Efficient
Energy

(20%),

Food

Security,

Sustainable

Agriculture

and

Forestry,

Marine,

Maritime and Inland Water Research and the Bioeconomy (13%), Climate Action,
Environment, Resource Efficiency and Raw Materials (10%), Secure Societies Protecting freedom and security of European and its citizens (6%), Europe in a
changing world – Inclusive, innovative and reflective societies (5%) 등으로 편성
o 지원기초연구에서 산업화(market)에 이르는 전반적인 활동 및 혁신 활동에 주안점을 두고
영역별로 집중 투자
31) Korea-EU STI Cooperation (2016), EU Horizon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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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 도전과제는 ①건강, 인구통계적 변화, 복지, ②식품안전, 지속 가능한 농업 및 임업,
해양, 해수와 내륙 물 연구, 생물 경제학, ③안전하고 깨끗하며 효율적인 에너지, ④스마
트 시티, 친환경 및 통합 운송, ⑤기후 활동, 환경, 자원 효율성 및 원자재, ⑥변화하는
세계 속의 유럽-포괄적이고 혁신적이며 반영하는 사회, ⑦안전 사회-유럽과 시민의 자
유 및 안전 보장으로 구성
 가장 집중도가 높은 것은 건강, 인구변화, 웰빙 분야로서 투자 비중에 따라 Societal
challenges에서 판단한 우선순위를 파악하여, 다른 국가에서 사회문제 해결R&D를 추진
할 때도 비교 대상지표로 활용됨
<표 3-6> Societal Challenges의 7개 연구영역
연구주제

관련 연구분야

1

건강, 인구변화, 웰빙
(Health, Demographic Change and Wellbeing)

2

식량안보, 지속가능농업, 해양 및 해상연구,
바이오경제
(Food Security, Sustainable Agriculture and Forestry,
Marine, Maritime and Inland Water Research and the
Bioeconomy)

3

안정적이고 깨끗한, 효율적인 에너지
(Secure, Clean and Efficient Energy)

- Health
- ICT Research & Innovation
- Social Sciences & Humanities
-

Agriculture & Forestry
Bio-based Industries
Social Sciences & Humanities
Aquatic Resources
Biotechnology
Food & Healthy Diet
Energy
ICT Research & Innovation
Social Sciences & Humanities

4

스마트, 녹색 및 통합 운송
(Smart, Green and Integrated Transport)

-

ICT Research & Innovation
Social
Sciences & Humanities
Transport

5

기후대처, 자원효율 및 원료
(Climate Action, Environment, Resource Efficiency and
Raw Materials)

-

Environment&Climate Action
ICT Research & Innovation
Raw Materials
Social Sciences & Humanities

6

변화하는 세계속의 유럽
-포괄적이고 혁신적이며 수용하는 사회
(Europe in a changing world – Inclusive, innovative
and reflective societies)

- ICT Research & Innovation
- Social Sciences & Humanities

7

안전한 사회
– 유럽과 유럽시민의 자유 및 안전 보호
(Secure Societies - Protecting freedom and security of
European and its citizens)

- ICT Research & Innovation
- Security
- Social Sciences & Humanities

자료: 한국연구재단(2014), Horizon2020 프로그램 및 2014~2015 공고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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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우수 과학, 산업 리더십, 사회적 과제 등 세 가지 추진전략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최근
사회적 과제해결에 중점을 두는 양상을 띠고 있으며, 7개 영역으로 도전과제로 설정하여
유럽 시민에게 혜택을 가져다줄 수 있는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
 사회적 문제와 해결 니즈를 혁신의 중요한 출발점으로 인식32)
 Europe2020의 전략정책 우선사항을 반영하여, 서로 다른 영역의 학문분야의 협력으로
자원과 지식 통합
 시장이해와 혁신활동의 필요성을 포함하여 과제를 추진하고, 유럽혁신파트너십(EIP)와의
연계도 진행33)
 미국·일본·한국 등과 도로 운송 자동화를, 인도와 물 문제, 아프리카 국가들과 식량 안보
와 재생 에너지 관련 연구개발 등을 수행
□ (Science with and for Society) Horizon 2020 프로젝트의 4대 기타 추진사항 중
Section2에 해당하며, 과학과 사회 사이의 효과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과학기술 분야의
새로운 인재를 영입함으로써 과학적 탁월성과 사회적 인식, 책임의 조화를 목표로 설정34)
o 유럽사회 문제해결능력 구축과 사회와 과학을 연결하는 혁신적인 방법 개발에 주력하며
Horizon 2020이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과제에 대해 과학과 사회영역의 혁신적 연계
방식을 실현
 유럽 과학기술 시스템의 강점인 재능과 아이디어의 활용능력 강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
인 과학과 사회 간의 대화와 협력을 위한 프로그램
 궁극적으로 유럽사회 전체가 포함된 사회 문제의 다양한 주제들 속에서 문제해결과 관
련된 주체들 간의 지속성있는 공조를 추구
 과학을 보다 매력적으로 만들고 혁신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
o Horizon2020의 지원금 786억 유로 중 1%에 해당하는 4억 6천만 유로를 지원받음
 비율적 측면에서는 전체 Horizon2020 하위 프로그램 중 가장 적은 지원을 받았지만 과
학과 사회간 지속적 연결고리와 채널을 만들어 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모든 사회 활동가들이 전체적인 연구와 혁신과정에서 협력하여 프로세스와 결과를 유럽
사회의 가치와 요구에 부합하도록 이끌어감35)
 Responsible Research and Innovation(RRI) 접근법을 통해 중앙집중식으로 관리
o 시민의 이익과 가치를 통합할 수 있는 다양한 과학 및 혁신분야 활동을 사회적으로 통합
함으로써 공식·비공식 시민들이 과학교육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과학센터 등의 참여 채

32)
33)
34)
35)

성지은, 송위진, 장영배 외 (2015),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의 글로벌 이슈 조사연구, STEPI
https://ec.europa.eu/programmes/horizon2020/en/h2020-section/societal-challenges
https://ec.europa.eu/programmes/horizon2020/en/h2020-section/science-and-society
European Commission (2013), Fact sheet Science with and for Society in Horizon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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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을 운영
 학생들에게 과학 기술의 매력을 어필하고 학교, 연구기관, 산업 및 시민사회 상호작용을
촉진하여 인재 발굴의 기반을 다짐
 전문가(과학자)와 비전문가(언론, 시민)간의 상호작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기 위
해 과학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지식을 향상
 연구기관의 조직과 연구 활동의 내용 및 설계의 구조적 변화를 지원(ex. 성평등)
o 사회적 요구와 수요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연구와 혁신을 촉진시키기 위해 거버넌스의
개발 및 윤리체계를 정비
 잠재적 환경, 건강, 안전문제에 대한 영향을 예상하고 평가하여 예방조치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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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문제 발굴·해결과정에 시민·지역사회 참여 사례
가. (미국) 온라인 공모 플랫폼 Chanllenge.gov
□ (개요) Chanllenge.gov는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모하기 위
해 구축된 크라우드소싱 형태의 플랫폼
o 2010년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 아이디어 공모
온라인 플랫폼을 개설
o 예산관리처의 '미국혁신전략' 발표 후 정부기관의 사회문제해결시 집단지성 활용이 가능하
도록 지침과 법적 프레임워크를 지원

[그림 3-6] 온라인 공모 플랫폼 Chanllenge.gov

□ (추진방식) 사회문제해결에 공모전 방식을 도입하여 정부 현안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아이디어와 의견 제안을 통해 최적의 대안을 채택
o 정부의 다양한 정책에 대하여 국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연방기관들이 제시한
지역, 국가, 세계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관련한 아이디어를 공모
 Challenge.gov에 등록된 100여개의 기관이 온라인 플랫폼에 개별 부처의 특성에 맞는
당면 과제를 올리면 솔버(solver)로 등록한 시민이 과제를 선택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
는 방식으로 운영
o 시민은 직접 공개 입찰방식으로 문제정의와 해결방안 선택에 참여하고, 정부는 성공한 사
례에 대해 포상을 실시
□ (주요현황) 온라인 플랫폼 구축 이후, 250,000명 이상의 솔버가 참여하고 있으며, 80개 이
상의 기관이 500여개의 경연대회를 운영하고 총 1억 5,000만 달러를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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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유방암 문제, 청정에너지, 인플루엔자 시기 예측, 노동 데이터의 분석, 교통시스템의 개선
등 좋은 해결방안은 채택되어 상금의 수여와 함께 실제 문제해결방안으로 실행
※ (사례1) 보건복지부의 마약성 진통제 남용방지를 위한 기술개발 사업의 경우, 참가자들로부터
8천번의 ‘Like’를 획득하여 선정
※ (사례2) 화성탐사선 안착을 위해 NASA가 화성 균형 질량 과제를 발표, 단 2주 만에 43개국
2,100명 이상의 참가자들이 소형 드론, 3D프린터 등이 활용된 200건 이상의 아이디어를 제
출, NASA는 이 중 지구 대기 조사를 위한 로켓과 유사한 방법으로 페이로드 아이디어를 개
발한 텍사스의 Ted Ground of Rising Star팀에게 2만 달러의 상금을 수여36)

나. (독일) 시민과학자 참여 플랫폼(Bürger schaffen Wissen)
□ (개요) 독일의 사회 현안을 사회적 연계를 통해 해결하고자 수립된 '신 하이테크 전략'의
일환으로 시민과학자 참여 플랫폼을 구축
o BMBF(독일 연방 교육연구성)가 시민이 문제해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 플랫폼 "시민
이 지식을 만들다(www.buergerschaffenwissen.de)"를 운영

[그림 3-7] 시민과학자 참여 플랫폼(Bürger schaffen Wissen)

□ (지원내용) 주된 지원 영역은 기후, 에너지, 건강, 안전 등의 사회현안과 관련
o 프로젝트는 시민 연구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개
발하게 되는데, 시민들이 지식을 창조한다는 개념,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자발적·적극적
참여가 핵심
o 많은 자원 봉사자의 참여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Feedback
을 받는 것이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인센티브로 작용

36) http://now.go.kr/ur/poliTrnd/UrPoliTrndSelect.do?poliTrndId=TRND0000000000028279&screenType=V&hitsType=N&page
Type=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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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방식) 개별 기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과학-산업-R&D-사회의 연계를 통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R&D에 시민 참여 확대를 촉진
o ‘시민과학자 참여 플랫폼(Bürger schaffen Wissen)’ 내에서 과학자와 시민이 함께 사회현
안해결 과제를 발굴·기획
 웹 사이트 및 스마트폰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응용프로그램을 활용하여 R&D를 수행
o 비영리 단체인 “대화의 과학(the Initiative Wissenschaft im Dialog(WiD))”과 베를린에
있는 “자연사박물관(the Museum of Natural History)”이 프로젝트 추진의 구심점

[그림 3-8] 독일 시민과학자 참여 플랫폼의 지원 및 추진주체

o 정부기관, 과학자문위원회, 전문기관, 시민과학자의 참여로 추진
 전문기관 및 과학자문위원회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해야 하며, 비과학 전공자도 과제
기획이 가능
 연령과 인원수 무관하게 시민들은 관심분야 연구에 바로 참여가 가능하며, 시민들은 데
이터를 수집할 뿐 아니라 과학분야의 많은 프로젝트로부터 Feedback도 받음
o 매년 Forum Citizen Science를 개최하여 시민 과학 커뮤니티에 토론, 경험의 교환 및 네
트워킹을 위한 플랫폼 제공
 Forum Citizen Science 2017 개최를 통해 미래에 대한 논의와 실질적 경험의 교류를
통해 공동 협력을 위한 아이디어 개발
 서로의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시민 연구에 관한 주요 이슈에 대해 질문 및 토론할 수 있
는 플랫폼 제공

다. (케냐) SNS 집단지성 커뮤니티 ‘우샤히디(Ushahidi)’
□ (개요) 우샤히디(Ushahidi)는 스와힐리어로 ‘증언’이라는 뜻으로, 케냐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세
계 각국에서 발생하는 폭력, 테러, 자연재해 등을 실시간으로 정보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발전
o 2007년 케냐의 대통령 부정선거 이후 언론이 통제되던 상황에서 생긴 웹사이트로, 부정
선거, 정치 폭력을 정확하게 보도할 수 있는 투명하고 정확한 대안 미디어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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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적 폭력사건이 발생하는 곳을 온라인 지도에 표시함으로써 케냐 정부의 부정을 감
시하고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데 큰 역할을 수행
o 현재는 인명구조, 건물파괴, 범죄, 질병 등에 관한 정보를 목격한 시민이나 자원봉사자,
구호단체의 자발적인 실시간 제보 등을 통해 국가적 규모의 재난, 전염병, 재해와 같은
사회문제해결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용도로 운영 중

[그림 3-9] 우샤히디(Ushahidi)

□ (지원내용) 오픈소스를 사용하여 트위터 및 구급앱과 연동하는 등 개방성과 연결성을 바탕
으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 제보·공유 시스템 지원
o 인터넷을 통한 집단지성 개념으로, 개인이 주체가 되어 국가적 차원의 사회문제해결에 도
움이 될 수 있도록 맵(Map)을 제작하여 서로가 지닌 정보를 효과적으로 공유
o 다양한 소스의 정보를 지도에 표시하는 오픈소스 플랫폼(Ushahidi Platform), 방대한 실시간
정보를 단시간 안에 처리하기 위한 스마트 필터링 오픈소스 툴(Swift River), 단시간 안에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호스팅된 우샤히디 플랫폼(Crowdmap)등 3가지 서비스를 제공
□ (추진방식) 저장된 정보를 가공하고 필터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검색, 분석하는데, 팀 협업
을 통해 사용자간의 역할 분담이 가능
o 여러 출처(SNS, E-mail등), 맞춤 설문 조사를 통해 데이터를 확보하고, 데이터의 시각화
를 통해 정보를 토대로 한 지도를 제출하고 확인 및 업데이트
o 세금의 올바른 사용, 에너지원의 낭비, 환경오염 등 국내에서 활용이 가능한 다양한 커뮤
니티 매핑 플랫폼을 구축하여 시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으나, 불필요한 노이즈 정보를 거
를 수 있는 장치도 필요함
□ (활용사례) 지진, 메르스 등과 같은 재난안전위기 상황 뿐만 아니라 농업, 환경 관측‧보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
o 2010년 아이티에서 발생한 대지진 때 만들어진 온라인 재난지도는 구조팀 및 구호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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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대상으로 대지진이 발생한 지역의 구체적인 현지 상황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o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감염 경로와 환자가 발생한 병원을 지도 위
에 표기한 ‘메르스 맵’이 대표적 사례
o 국내의 경주지진 발생 당시 커뮤니티 매핑이 등장하여 지진 정보 공유 지도가 공개되었
으며, ‘기와 떨어짐’ ‘좌우 진동’ ‘10초간 흔들림’ 등 40여 건의 구체적인 피해 상황이 정
확한 위치와 함께 표시됨

라. (EU) ENoLL(European Network of Living Labs)의 Open Living Lab Days
□ (개요) 2006년 11월, EU 의장국인 핀란드를 주축으로 국제적 비영리 연합조직인 유럽 리
빙랩 네트워크(The European Network of Living Labs: ENOLL)를 설립하고 2018년
170개의 Living Lab 네트워크를 운영
o 19개 유럽 도시가 참여하여 유럽 리빙랩 네트워크 설립 이후, 2010년 벨기에 브뤼셀에
본사를 두고 법인화한 이후 미국,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전 세계로 확산
o ‘협력’을 미션으로 하여 광범위한 Pan European 개방형 생태계를 지향하며, 리빙랩 시스
템 및 패러다임 확산을 통해 유럽의 혁신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고 ENoLL 참여자와 외부
이해관계자의 협력과 시너지 형성을 지원

[그림 3-10] 사용자 주도의 개방형 혁신을 위한 유럽 리빙랩 구조도
자료: 송위진, 성지은, 장영배(2011),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과학기술-과학상점,
EC(2009), Living Labs for User-driven Open Innovation, European Commission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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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보건, 농촌 및 지역개발, 민주주의와 거버넌스, 에너지 효율성 분야에서 리빙랩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리빙랩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식과 경험을 공유
o EC의 정책과 추진과제, 특히 디지털 아젠다(스마트시티, 미래인터넷, 디자인, 사회혁신,
문화, 헬스, 전자정부 등)를 중점적으로 지원
o 도시, 디자인, 혁신, 정책 등 다양한 형태의 랩을 운영37)
※ Living Lab, Urban Lab, Change Lab, City Lab, Design Lab / Design studio, Gov Lab,
Impact Lab, Innovation Lab, DESIS Lab (Design for Social Innovation and
Sustainability), Lab-like Initiatives, Maker space, Policy Lab, Reality Lab, Social
Innovation Lab, Fab lab, Science shop, Experience lab, Citizen science 등

□ (추진방식) 상향식(Bottom up) 방식을 통해 범유럽 시민과 사용자 니즈를 파악하고, 다양
한 환경에서 사회와 법률, 문화적 차이를 인지하면서 진정한 문제 해결을 지향
o 리빙랩 네트워크를 통한 제품·서비스 아이디어 개발, 제품·서비스 프로토타입 개발 및 테
스트, 전세계 리빙랩 네트워크 활용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사전 시장조사 등 글로벌 비
즈니스 진출 및 비즈니스 모델 혁신 지원
 아이디어부터 컨셉, 프로토타입 제작, 가치화(Validation), 출시(Launch), 출시 이후 대
응(Post-Launch) 등 광범위한 수준까지, 한 도시 단위에서 국가와 국가 단위에 이르기
까지 시민 주도형 사회적 개발을 촉진
o 최종 사용자, 정부, 기업, 시민, 공공, 시민단체, 학술기관 등 혁신 사이클에서 필요한 다
양한 주체들의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
 ‘Learning Lab’ 컨셉으로 지속 가능한 리빙랩을 구축하고 네트워크를 활성화를 위한 다
양한 교육 자료, 전문지식 제공 및 세미나를 개최
□ (운영사례) 현장에서 활동 중인 산업 주체들이 디지털 변혁과 관련한 테스트, 실험을 목적
으로 Digital Innovation Hubs(DIHs) 설립
o ICT 사용자와 공급자에게 기회를 제공하며 DIH를 매개로 영역전문가와 기술전문가,
BM(Business Model) 전문가를 연계하여 해결책을 도출
 DIHs Working Group은 8개의 주요 활동을 선정하고 각 활동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을
지정

37) Guidelines for Urban Labs(2017)
Citydrivers-Forum Laurea Tikkurila(2018.2.13), ENoLL Living Labs, a transnational co-creation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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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주요 활동
① 정보기반의 개발(포탈사이트를 구축하여 추진)
② 회원국 구성원과 지역 등의 이해관계자를 초월한 경험 공유(연례 이해관계자 포럼 활용)
③ 고수준의 정치적 지원 보장(스마트전문가 플랫폼과 정치 포럼을 활용)
④ H2020 자금의 활용(H2020의 연계활용. H2020은 EU의 부가가치 창출과 DIH BM을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DIH 생태계 성장에 매개체가 됨)

⑤ 시너지 창출과 보다 큰 주도적 활동을 위하여 작은 파일럿 활동을 착수(이 파일럿 활동은 범위와 의
도, 목적에 따라 다양할 수 있음. DIHs 내의 경쟁력 센터의 업그레이드, DIHs 네트워크 간의 지식전수 촉진,
성장 프로젝트 간의 서로 다른 자금원을 연계하는 등 활동 수행)

⑥ DIHs가 거의 없는 지역에 대한 홍보 강화(파트너링과 스폰서십 활용)
⑦ 회원국의 투자 동원(DIHs의 경쟁력 센터와 지역 허브의 역할로 지역과 국가 수준에서 지속적인
투자유치활동 수행)
⑧ 유럽의 DIHs 네트워크 활성화(유럽의 이해관계자 역할, 허브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된 공동의 노력
(공동 시스템, 협업 및 거버넌스 구조 등)이 포함되어야 함. 아울러 허브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디지털 혁신
허브 간 인센티브를 찾아야 함. 다른 지역이나 국가에서 온 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역의 허브가 한다면 어떻
게 할 것인지를 고민)

[그림 3-11] DIHs와 이해관계자 구성도
자료: Citydrivers-Forum Laurea Tikkurila(2018.2.13), ENoLL Living Labs, a transnational co-creation environment

[그림 3-12] DIHs Working Group의 추진 활동과 주체의 선정 사례
자료: Roundtable on Digitising European Industry: Working Group 1 - Digital Innovation Hubs, Final version(20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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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6개 단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DIHs의 생태계를 조성
 ①지역의 니즈를 정의, ②지역 DIH를 위한 비전을 개발, ③지역 기반에서 이미 구축된
가능한 것이 있는지 조사, ④DIH가 제공해야 할 서비스를 정의, ⑤협력조직을 구성하며
연계조직을 구축, ⑥개발된 서비스를 제공한 후 영향도를 평가

[그림 3-13] DIHs 추진 과정
자료: Roundtable on Digitising European Industry: Working Group 1 - Digital Innovation Hubs, Final version(2017.6)

마. (네덜란드) ZEPP: Zero Emission Power Plant(ESTEEM 방법론 적용사례)
□ (개요) 2003년 지방‧중앙정부, 에너지기업 등이 공동으로 네덜란드 북부의 경제를 진흥시
키고 혁신적인 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한 조직인 Energy Valle가 발족되었으며, 온실가스 무
배출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ZEPP(Zero Emission Power Plant) 프로젝트 추진
o ZEPP 프로젝트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지하천연가스 채굴공에 저장함으로써 온실
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고 전기(68 MW)를 생산할수 있는 ‘온실가스 무배출 발전소
(ZEPP: Zero Emission Power Plant)’ 건설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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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네덜란드 에너지연구센터(ECN)는 ZEPP프로젝트에 ESTEEM방법론을 적용하고 테스트하
였으며, 2007년 ESTEEM방법론의 여섯단계를 모두 실행
o 이해관계자 워크숍에 지역시민, 지역언론 등 다양한 주체와 접촉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수
용도를 높이기 위한 행동계획 도출
□ (추진방식)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술개발자, 환경 NGO, 지역산업의 이익단체, 지역주민과
지역언론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워크샵 개최 및 프로젝트 수행
o 주민, 지역언론, 프로젝트 책임자 등 이해관계자 워크숍에서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
적 관점에서 바람직한 전략들을 확인 및 검토하여 사회적 수용도 향상
 워크숍에서 만들어진 모든 전략들을 단기적 행동계획, 협력계획, 장기적 행동계획 등 세
개의 범주로 구분하여 프로젝트 책임자가 수행해야 할 구체적 행동계획으로 제시
o 제3의 행위자들과의 광범위한 협력을 필요로 하는 활동, 예를 들어 잠재적 사용자들에게
ZEPP 발전소를 통한 폐열 공급 등을 홍보하여 드라흐텐의 녹색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서는 시의회와의 협력 필요
<표 3-7> ZEPP의 ESTEEM 방법론 적용내용
단계

주요내용

Phase I
(현상이해)

- 이해관계자 과거, 현재, 미래(행위자의 표)-사회네트워크 지도 작성

Phase II
(비전설정)

- 신문기사 형태로 비전 정리, (이해관계자:2개의 지방정부, 2개의 중앙
정부부처(경제부와 환경부), 기술개발자(Siemens), 환경 NGO, 지역산
업의 이익단체), 기사의 헤드라인으로 비전 압축(현재 비전 vs 미래비전)

Phase III
(우선순위화)

- 13개의 잠재적 갈등과 쟁점 확인, 더불어 7개의 기회도 발견
- 쟁점과 기회는 그 긴급성, 중요도, 해결가능성에 의해 순위를 매기고
도표로 시각화

Phase IV
(갈등해소 전략의 확인)

- 갈등 극복과 기회 활용을 위해 프로젝트 책임자 van de Waal과 ECN
이 여러 전략들을 논의･검토. 총 27개의 전략을 확인

Phase V
(이해관계자 워크샵)

- 갈등 쟁점과 기회를 5개의 주제로 이해관계자 워크숍에서 논의 ('07
년 11월)
- 워크숍의 두 가지 목표. 하나는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사회적 관점에
서 바람직한 전략들을 확인 및 검토, 다른 하나는 방법론의 다섯 번
째 단계를 테스트하여 경험을 발전시키는 것
- 워크숍 참가자들은 18명이 세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ZEPP에 관한 아
래의 5개 주제들을 논의(총 100개가 넘는 전략들을 확인)

Phase VI
(실행계획 작성)

- 세 개의 범주로 구분하여 프로젝트 책임자가 수행해야 할 구체적 행
동계획 제시(단기, 장기 행동계획, 협력계획)
- 프로젝트의 사회적 수용도를 높이기 위한 많은 행동계획 도출

자료: STEPI(2014),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인문사회 융합방안을 토대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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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독일) 윤데(Jühnde) 바이오에너지 마을 사업(ESTEEM 방법론 적용사례)
□ (개요)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이외에도, 지역의 문화적 유산을 지원하고 지역
사회의 삶과 정체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
o 독일 윤데 마을을 전통적인 화석에너지에서 재생가능한 바이오에너지로 바꾸기 위한 프로
젝트(2001~2006)로, 다양한 바이오매스 및 지역난방 등에 투자에 성공
※ 이후 지방정부는 최소 5개 마을에 윤데사례를 도입하기 위해 윤데모델 확산 결정

o 인문사회 연구자, 과학기술 연구자, 지역주민집단, 운영기업, 정부기관, 대학, 시민이 참여
<표 3-8> 윤데 바이오에너지마을의 CSO-RO 공동협력 형태
형태

조직자

참여자

목적

마을 회의

IZEN, 지자체

주민, 대학

정보, 토론, 투명성, 참여, 지원

계획 워크숍

IZEN

워킹 그룹 대표, 윤데 시장, 의원
2인, 주민조직 대표들,
행정관청(Samtgemeinde), 대학

지역사회의 공식 의사결정,
지역주민에게 발표할 문서 작성

8개의 워킹
그룹

IZEN

주민, 대학

근거이론(Grounded Theory)에
기반한 계획 논의 및 개발

라운드테이블
/공개회의
(특정 주제)

-

다양한 참여자들

기술적 문제 논의

코디네이터
회의

-

-

워킹 그룹과 외부 이해관계자
사이의 정보 교환

페스티벌

지역
사회

인근 지역 마을들

정보 획득과 소통

웹사이트,
인터넷

-

일반 주민

-

자료: Brohmann, B. et al., 2006

o 프로젝트 전망･방법･목표의 공유와 상이한 규범에 대한 합의 및 이해, 프로젝트 그룹의
정기적 모임, 전체 프로젝트의 역할 분담 조정이라는 세 가지 주요 사항에 기반을 둔 연
구 조직과 지역사회의 협력이 성공적 소통의 요인
 참여적 접근법은 주민들의 자부심과 수용도 및 신뢰 확보의 기반이 됨
□ (지원내용) 마을의 에너지원을 전통적인 화석 에너지원에서 재생가능한 바이오매스로 완전
히 전환하는 등 기존에 성공한 모델을 타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것에 중점을 둠
o 기후변화에 대한 지속가능한 대안을 만들고자 ‘지속가능한 과학’에 바탕을 둔 학제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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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센터(IZEN)’를 설치하여 ‘기술적 실행(technical implementation)’과 ‘사회적 실행(social
implementation)’ 모두를 추구하면서 인문사회 분야와 과학기술 분야를 연계하는 종합적
성격(Karpenstein-Machan et al., 2006)으로 프로젝트를 지원
□ (추진방식) 8개의 마을에 작업팀을 구성하고 개별 마을 특유의 역동성을 활용하여 프로젝
트 실행의 기술적･경제적 조건들을 검토
o 모든 마을들은 운영기업으로서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현존하는 이해관계자 네트워크와 잘
발전된 참여적 관행(작업팀과 계획팀, 마을 회의 등)에 근거
o 윤데 바이오에너지 마을은 경험을 기반으로 ESTEEM을 충분히 활용하여 빠른 Feedback
개념의 행동계획을 수립(2단계 행동계획 수립)
o 사회적 수용쟁점에 성찰의 공간을 제공하고 초기단계에 협상을 통한 참여적 재설계 과정
과 학습차원으로 창조성이 요구되는 방법론을 적용하면서 개방적-성찰적 태도가 필요함
을 보여준 발전적 사례
<표 3-9> 윤데 바이오에너지마을의 ESTEEM 방법론 적용내용
단계

주요내용

Phase I
(현상이해)

- 의사소통 구조와 관계구조를 잘 알고 있음-이해도가 있어서 생략

Phase II
(비전설정)

- 2007년 4월 제1차 비전 워크숍에서 컨설턴트, 프로젝트 책임자, 핵심 이
해당사자들은 함께 가능한 복수의 비전들을 논의
- 시간 지평은 1년-10년, 두 개의 핵심 이해관계자 집단인 ‘농민’과 ‘고객’
의 맥락을 나타내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이야기 제시
- 아이디어는 평가 후 기술경제네트워크(TEN: techno-economic network)
로 시각화(아이디어 수렴)

Phase III
(비전 대립을 통한 갈등
쟁점의 확인)
Phase IV
(해결책의 확인)
Phase V
(이해관계자 워크샵)

Phase VI
(실행계획 작성)

- 컨설턴트는 프로젝트 책임자의 비전과 이해관계자들의 비전 대조(비전 비교)
- 컨설턴트는 현존하는 갈등을 다루기 위해 가능한 해결책들을 확인. 해
결책 우선순위 결정
- 해결책 일람표(우선순위-해결방안) 작성
- 5단계에서는 파트너 워크숍과 이해관계자 워크숍 등 2개의 워크숍 개최
- 4개의 주요 합의와 행동계획 수립(행동계획)
- 제시된 해결책과 행동유형의 우선순위를 결정
- 이미 존재하는 높은 수준의 의사소통 구조를 반영하여 ESTEEM 방법론
을 조정･변경하여 적용
- 전체적인 지역네트워크 구조에 대한 성찰, 핵심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ESTEEM 방법론 적용으로 강화되는 성과(행동유형의 우선순위 결정)

자료: STEPI(2014),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인문사회 융합방안을 토대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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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국내) 북촌 한옥마을
□ (개요) 관광객에 의한 소음,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로 인한 주민 불편, 관광지인 북촌에 대
한 안내 편의성 제고 필요성 등 북촌의 도시문제 인식에서 출발
o 서울시, 미래부, 민간기업(스타트업), 시민 등 민관이 지역주민·시민과 문제에 대한 공감대
를 형성하고, 서울시 계획과 연계 실행
o 민간 주도, 지속가능성 실험, 정부사업의 리스크 대처 등의 효과 도모
□ (지원내용)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기술을 활용한 도시문제 해결형 서비스
개발 및 관광서비스 고도화 추진
o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북촌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모바일기술을 활용한 관광객 안내
서비스 편의성 제고
□ (추진방식) T/F팀 구성과 다부처간 업무 협력, 북촌 한옥마을의 개발플랫폼으로 다자 참여
기반 실험이 가능한 리빙랩 활용
o (시민 주도의 사전기획) 사용자 문제점 등 토론, ‘북촌 IoT 열린포럼’개최, 서울시 공무원,
산학연 관계자, 시민들 간 의견 교류
o (IoT 서비스모델 발굴 수요조사) 북촌 IoT 사업의 이해관계자(북촌 거주민, 사업체, 관광
객 등) 대상의 IoT 서비스모델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수행
 과기정통부 및 서울시 간 협력과 민간기업 참여 기반의 실증서비스 개발 추진(정부출연
금 8.3억 원의 재정지원)
 서울시 주축으로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서울산업진흥원(SBA), 앱센터 등 협력
o (북촌 IoT 시범사업) ‘민·관 협력’에 기반을 둔 오픈플랫폼 형태의 리빙랩 추진
 실증 서비스의 일환으로 리빙랩을 구축하여, 공공시설 7개를 거점으로 실증 실험과 서
비스 제공
※ 북촌문화센터, 북촌관광안내소(재동, 정독), 주민센터(가회동, 삼청동), 전통 공예체험관, 백인제 가옥

 서울시에서 구성한 그룹(T/F팀)이 리빙랩을 총괄하고 관리하는 중간지원조직 역할을 수행
o (성과활용) 사업 추진 경험을 국가 - 지자체 - 기업의 협업 생태계 구축에 활용
 (서울시 북촌 IoT 실증사업 진행) WiFi, CCTV, 다국어 음성안내 컨텐츠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스타트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
 (스타트업) 북촌의 문제 해결 서비스 개발(환경, 관광, 안전, 교통 분야 등)로 IT 기술
기반의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플랫폼 구축 및 확산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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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국내) 성대골 리빙랩
□ (개요) 서울의 에너지 자립 마을 확산을 목표로 도시에 적합한 에너지 전환기술을 탐색하
고 실험하는 파일럿 프로젝트38)
o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블랙아웃 등 에너지 문제로 인한 위기의식이 고조되며 에너
지 전환 필요성에 대한 시민 의식이 향상됨에 따라 추진
 서울시 혁신기획관에서 공모한 ‘2015년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8개월
간 2,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수행
o 사용자 주도 혁신의 에너지전환 리빙랩 구현을 위해 주민, 기업가, 공무원, NGO, 학계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마을주민(3명), 기술개발자(1명, 기술개발 사회적기업), 기술전문가(2명, 주택단열 및 도
시전환), 정책의사결정자(2명, 구청 및 정당), 기업(4명, 도시재생/태양열온풍기/에너지공
유플랙폼/태양광) 등으로 구성
 주민은 전환협의체를 조직하고 리빙랩 운영을 총괄할 뿐만 아니라 자치구와의 의견 조
율 및 재정적 지원을 얻는 중간지원조직 역할도 수행
o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마을 내 에너지 관련 이벤트 개최 및 주민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마을장터, 지구촌불끄기 행사, 인문학 및 교육학 특강, 환경 특강(생활 속 삶과 핵, 착한 에너
지로 거듭나기) 등

□ (지원내용) 재생에너지로서 태양광에너지 기술과 적정기술을 활용하고, 에너지 자립마을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경로 설정
o 지역주민의 에너지 문제와 관련이 깊은 태양열 온풍기 설치 등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적
정기술을 활용
o 협의체 주도로 에너지 전환의 장애요인 및 추동요인을 도출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대안의 탐색 및 실험 설계
o 제시된 문제 해결방법은 실행된 뒤에 반복적인 피드백 과정을 거쳐 보완
□ (추진방식) 과거 실험을 분석하고, 리빙랩 협의체 워크숍 및 오픈세션 활용
o (리빙랩 협의체 워크숍) 에너지 전환의 촉진요인과 방해요인 도출(1차), 문제 해결 방안
논의 및 실현가능한 실험 검토(2차), 문제 해결 방안의 실현가능성과 효과 논의(3차)
o (오픈세션) 리빙랩 협의체, 에너지 관련 산학연 전문가 참여, 에너지 전환의 촉진요인과
방해요인 도출(1차 워크숍과 비슷한 시기에 진행)
38) STEPI(2016), 국내 리빙랩의 현황과 과제(STEPI Insight 1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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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술워크샵) 대안의 실험을 위하여 마을주민과 기술공급업체가 참여(4회), 문제 발굴 및
해결방법 구상, 최종 실험 선택에 이르기까지 주된 의사결정자로서 주민이 중심 역할 수행
※ 태양광/태양열/단열시공, 미니태양광/태양열온풍기, 태양열온수기 등

o (성과활용) 마을 중심으로 형성된 다양하고 강력한 사회적 네트워크의 효율적 활용
 커뮤니티 기반 리빙랩에서 도시 규모로의 확장 가능성 확인
※ 마을 단위 에너지 전환 실험 시 나타나는 시행착오를 보완하여 이후 넓은 범위인 도시규모에
비교적 안정적인 방법으로 적용가능

 태양열 온풍기, 태양열 온수기, 미니태양광, 단열 등의 방안이 에너지 자립을 위한 기술
대안으로 제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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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 경제조직의 연계 활용 및 활성화 사례
가. (일본) 도쿄도 스기나미 구 사회적 경제조직의 협력 사례39)
□ (개요) 도쿄도(東京都) 스기나미 구(杉並区)는 재해시 요원호자(災害時要援護者)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협동조합 등 민간 사업자와 방재 협정을 체결하는 등 선진적
활동을 전개
o 이는 지자체 간 연계(방재 상호원조 협정)시에도 중요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으며, 지역방재계획 수정과 행동지침 작성 그리고 진재 구원소 피난지원계획 책정을 추
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됨
o 안심협력기관 등 지역 사업자와 연계를 확대하여 평상시 돌봄 사업과 연동된 재해시 효
과적인 요원호자 지원 체제 구축을 지향
※ 안심협력기관에는 NPO법인 등 사회적 경제조직이 다수 연결

o 국내의 경우에도 사회적 기업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 및 사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체계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
□ (지원내용) 대규모 재해에 대비하여 민간기업ㆍ단체와 지자체는 식량공급, 긴급물자 배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해시 협력협정’을 체결
o 민간기업ㆍ단체에 의한 사회공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로 지자체 방재체재를 보완하
는 역할을 기대하며 구체적으로 식량공급, 긴급물자 배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정을 체결
 협정은 체결이 목적이 아니라 재해시에 협정에 의거한 활동을 실시하는 데 의의가 있으
며, 평상시부터 준비와 체제정비가 필요하다고 함40)
o 2014년 4월 1일 기준으로 스기나미구가 체결한 재해시 협력협정 중에는 협동조합 9개 외
에 각종 조합, 협회, 협의회, 연합회 등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분류되는 대상이 다수 존재
 스기나미구에서는 독거 등 고령자(대체적으로 65세 이상 독거 또는 고령자 세대로 원칙
적으로 개호보험 이용자 제외)가 익숙한 지역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포괄
지원센터(케어24)를 중심으로 안심협력원(자원봉사자), 안심협력기관에 의한 일상적 지
켜보기 활동 전개. 지역포괄지원센터는 스기나미 NPO지원센터와 협력관계에 있음
 재해대책 기본법은 ‘자조(自助)’, ‘공조(共助)’, ‘공조(公助)’라는 기본이념을 제시하고 행
정, 민간, 주민의 책임과 역할 연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피난
행동 요지원자 명단을 작성하고 소방기관, 자주방재조직, 민생위원 등 관계자와 공유하
도록 규정
39) Masatsugu Nemoto,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2015),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체계와 사회적 경제조직의 역할,
한국위기관리논집, 11-2
40) 宮城県(2014), 災害時における防災協定等 (http://www.pref.miyagi.jp/soshiki/kikitaisaku/ks-bousaikyoutei-top.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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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본) 히가시오사카 우주개발 협동조합41)
□ (개요) 중소부품업체인 ㈜히가시오사카의 주도로 산학연 우주개발협동조합을 구성42)
o 1989년 이후 전통제조업의 부진, IT로의 세대교체 등에 대응하기 위해 히가시오사카의
중소기업은 2002년 12월 우주개발협동조합을 결성
※ 오사카 인근 히가시오사카는 각종 기계부품, 소재, 금형공장이 밀집되어 있어 일본 근대 산업
화를 견인한 중소기업단지임

o 2009년 무게 50kg의 소형위성 ‘마이도’를 우주로 띄우는 데 성공하였으며43), 2012년 11
월 우주개발협동조합(SOHLA)로 조합 이름을 변경
□ (지원내용) 소형인공위성의 상업화를 목표로 인공위성 정밀부품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추진
하여 미국 보잉사로부터 인증서를 받아 지역산업경제를 활성화
o 11개 중소기업, 오사카대, 도쿄대 등 5개 대학, 경제산업성 신산업에너지기술종합개발기
구,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등이 참여하여 범용 소형위성의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추진
 우주 산업용 기기 및 동 부품의 공동 수주‧개발, 공동 홍보사업, 조합 사업에 관한 교육
및 정보제공을 추진44)
o 추진과정에서 산학연관의 협력을 통해 기술기업의 생산성 강화 및 가치창출을 위한 공동
노력 사례임

[그림 3-14] SOHLA 참여주체
자료: 경기과학기술진흥원(2009.01.22.), 일본, 소형 위성 SOHLA-1 발사

41)
42)
43)
44)

미래창조과학부(2014), 연구개발분야 사회적 협동조합 육성방안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브로슈어
동아일보(2011.01.24.), 우주개발, 日中企의 새 도전
STEPI(2014), 과학기술분야 전략적 아웃소싱 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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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스페인) 공업기술연구협동조합 ‘이켈란(IKERLAN)’45)
□ (개요) 2005년 설립된 ‘몬도라곤 이켈란 연구협동조합46)’은 설립초기 협동조합은행(Caja
Laboral)의 지원에 의존, 이후 정부예산 및 연구개발 요구하는 민간기업으로부터 자금조달
o 약 250명의 연구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4개의 연구부서 조직으로 구성되어 협동조합 간
강한 결속력·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전문적인 기술지식 축적
※ ①메카트로닉스, ②전력유닛 및 마이크로시스템, ③첨단제조, ④연구

o 민간부문 및 공공부문으로 나뉘며, 2013년 253억 원의 수입 중 60%는 민간기업과의
R&D계약을 체결해 얻은 수입으로 민간부문이 높은 비중을 차지47)
※ (2013년 수입구조) 민간부문 150억 원(60%), 공공부문 82억 원(32%), 기타 21억 원(8%)

o 연구개발사업이 실패 혹은 기한에 종료를 못했을 경우 몬드라곤이 50%를 보증하는 등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동조합간 네트워크를 통해 연구개발 협동조합의 자생력 확보 도모
□ (지원내용) 제트엔진용 가변전지, 위성 발사용 로켓 센서설비 등 기술집약적 제품을 생산
하여 현재 스페인의 주도적인 산업연구기관이며, 몬드라곤의 제조업 혁신의 중심역할을 담
당할 만큼 연구 역량 강화에 성공
o 이켈란은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전자파 적합성과 전차테스트 실험실
등 인프라와 장비를 구축하고 있음
o ①제품과 서비스의 개발(Development of product and services), ②에너지 효율성과 저장
(Energry efficiency and energy storage), ③효율성 향상과 첨단 제조업(Operational
efficiency and advanced manufacturing) 분야 등 3개 R&D부문을 지원
<표 3-10> 스페인 이켈란의 연구개발 부문
연구개발부문

관련업종

연구초점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 (Development
of product and services)

교통, 에너지, 건강

제품/기술개발

에너지 효율성과 저장 (Energry
efficiency and energy storage)

에너지

제품/기술개발

효율성 향상과 첨단 제조업
(Operational efficiency and advanced
manufacturing)

서비스업(수산업 유통,
전자상거래), 제조업(철강)

비즈니스모델 개발,
효율성 향상

자료: STEPI(2014), 과학기술분야 전략적 아웃소싱 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

45) 미래창조과학부(2014), 연구개발분야 사회적 협동조합 육성방안
46) 약 260개 협동조합으로 구성된 스페인의 협동조합 연합체, 단위협동조합들은 금융부문, 제조업부문, 유통부문,
지식(연구/교육)부문으로 구분
47) STEPI(2014), 과학기술분야 전략적 아웃소싱 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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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주로 교통, 에너지, 건강, 철강산업 등의 분야를 지원
 (교통) 하이브리드 버스(URBAN ART社), 엘리베이터 운영 및 관리를 향상시키는 원격
관리 시스템(오로나그룹社) 등
 (에너지) 풍력터빈제거를 위한 고급 알고리즘 개발(알스톰 재생에너지社), 제로 에너지
마이크로 그리드(IBERINCO社) 등
 (건강) 박테리아 검출진단장비(POC마이크로솔루션社) 등
 (서비스) 수산 비즈니스 모델 이노베이션(Eroski社), 국제 입찰 비즈니스 모델개발
(ZABALA社) 등
 (철강) 신 주물관리 모델개발(Bersaide社), 철강 가공 CAM소프트웨어 툴 개발(FAGOR
ARRASATE社) 등

라. (홍콩) 세인트 제임스 세틀먼트(St James Settlement)48)
□ (개요) 1987년 설립된 홍콩의 대표적인 사회복지시설이며 비영리기구로,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실천적인 대안을 확보하고 협동조합을 대외적으로 홍보
o 홍콩정부로부터 지역사회복지서비스사업을 위탁받아 완차이 지역의 주거관리에서부터 공
동체 형성과 유지, 건강관리, 일자리 창출까지 지역사회를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o 다양한 계층(유아, 청소년, 가족, 정신지체자, 노년층 등)을 대상으로 푸드뱅크, 청소년 및
노령층 복지 서비스, 재활서비스, 탁아시설 운영 등의 사회적 서비스 제공
□ (지원내용) 도시재개발 대안 모색, 건물의 유지관리, 역사문화자원 보전, 지역성을 지닌 개
발(locality development) 등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주민 스스로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
o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 도시계획에서 탈피하여, 지역주민의 참여를 토대로 프로젝트를
진행 중
 지역사회 점검 및 종합서비스 창출이 사회복지서비스의 역할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
한 모든 활동은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지역주민들은 스스로 지속가능한 커뮤니티를 위해 재개발 및 지역재생에 대해 고민하고
의견 제시

48) 이용수(2015), 해외의 지역기반 사회적 경제조직 운영 사례 일본과 홍콩의 경험,
희망제작소 홈페이지(http://www.makehope.org/%ED%99%8D%EC%BD%A9%ED%99%8D%EC%BD%A9_%ED%9B%84%EA%B8%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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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수요변화에 대응하여 프로그램 내용은 변모하고 있으며, 최근 기업
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노력 중
<표 3-11> 세인트 제임스 세틀먼트가 제공하는 사회적 서비스
서비스명

연도

내용

Continuing Care Services

1967

호스텔 서비스, 간병, 건강, 재활 테라피, 치매 간병 등

Family & Counseling Services

1971

통합적 가정서비스센터, 노숙자 서비스, 단기 호스텔 등

Youth Services

2001

6~24세 및 당사자의 가족구성원 대상의 다양한 서비스

Community Centre Services

1987

도시재개발 대안모색, 건물유지관리, 역사문화자원보전,
지속가능한 개발, 지역성을 띤 개발(locality development)
등에 관한 프로젝트 수행

Rehabilitation Services

1973

장애인의 재활 등을 돕는 서비스

Corporate Venture

2003

self-financing service의 발전 및 기업들의 참여 독려 업무
수행

자료: 국토연구원(2014),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사회적 경제법인 육성 마스터플랜 연구 해외사례조사 결과보고서

o 특히 커뮤니티 재생부서(CDS, Community Development Services)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
공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
 도시재개발이나 실업 발생에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들을 돕는 서비스로 시작되어 현재는
케이지하우스(cage-house) 거주민, CSSA(Comprehensive Social Security Assistance) 수
혜자, 한부모가정 등에 대한 지원 등으로 확대
 미국, 호주, 필리핀 등의 커뮤니티 경제 사례‧모델을 연구하는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발
전전략’을 세우고 추진 중

마. (국내) 성수동 소셜벤처밸리49)
□ (개요) 2014년 12월 서울시에서는 소규모 근린생활권 단위의 도시재생 실현을 위해 ‘서울
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으로 약 285만㎡에 이르는 5곳의 도시재생 시범사업구역을 첫 선정
o ‘낙후･쇠퇴지역 활성화’, ‘공동체 활성화’, ‘지역골목경제 활성화’ 등을 목표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항에서는 도시재생을 “인구의 감소, 산업
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
로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종합적 재생, 지역 공동체 회복,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49) 이유리･이명훈(2017), 사회적경제조직의 네트워크 효과에 따른 지역사회 영향 분석:성수동 소셜벤처 밸리를 중심
으로, 한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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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최종 선정된 동북권 시범사업구역으로 성동구 성수동은 ‘더불어 희망을 만드는
장인의 마을 성수’를 테마로 도시재생 시범사업이 진행 중
o 도시재생 시범사업 이전부터 서울숲 이면의 성수1가 일대 중심으로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구성된 ‘소셜벤처 밸리’에서 민간차원의 자생적 도시재생 움직임이 나타남
※ 소셜벤처 밸리란 성수동 사회적경제조직 커뮤니티가 자신들의 커뮤니티 네트워크 및 활동 영
역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용어로 명확한 지역적 경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음
※ 연구에서는 성수동 사회적경제조직의 활동이 주로 나타나고 있는 성수1가 2동 685번지 및
668번지일대(대상지)의 약 72,767㎡를 소셜벤처 밸리의 공간적 경계로 한정하고 있음

o 성수동의 사회적경제조직은 커뮤니티 네트워크 구축과 이를 활용한 협업․연계활동으로 지
역사회에의 사회 서비스 제공과, 이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도시재생을 목표로 함
 사회적경제조직이 성수동에 입주하면서 유사한 소셜 미션을 추구하는 기업 및 단체, 공
방 등 다양한 시설의 유입으로 물리적 환경개선 및 거리 활성화와 같은 효과가 생성됨
 성수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정부차원의 도시재생사업에서 민간차원의 자생적 커뮤니
티 네트워크와의 연계를 통해 사업 진행을 도모하는 이례적 사례

[그림 3-15] 성수동 도시재생사업 구상도

o 현재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에서 강조하고 있는 ‘커뮤니티(공동체)’를 활용한 도시재생 사례
 서울숲 프로젝트를 통해 셰어 오피스(share office)와 같은 물리적 기반 제공, 동종업종
의 집적을 통한 커뮤니티 네트워크 및 정보교류 용이 등과 같은 이점으로 인해 성수동
의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성수동에 모이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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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경제조직이 집결된 결과, 2014년 12월 31개의 사회적경제조직으로 구성된 소셜벤
처 밸리가 대상지에 형성
 각종 매체를 통해 대상지 일대가 소셜벤처 밸리로 소개되면서 사회적경제조직과 더불어
관련 기업, 상점, 공방 등의 대상지 유입 증가로 2015년 10월 기준 약 80개의 조직이
위치하였으며 현재에도 지속적 유입이 진행 중
 이렇게 모인 사회적경제조직은 영리 활동과 더불어 조직 간 커뮤니티 네트워크를 기반
으로 협업･연계하여 지역사회에 다양한 시설 및 프로그램을 제공
o 성수동의 사회적경제조직 유입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변화는 자생적 도시재생의 초기단계
로 평가되며 이에 성동구는 성수1가를 중심으로 밀집되어 있는 사회적경제조직과의 연계
를 통해 성수 도시재생 시범사업의 성수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 중
 계획의 일환으로 사회적경제조직 지원 공간인 ‘언더스탠드 에비뉴 조성사업’을 진행하였
으며, 2016년 9월 24일에는 전국 최초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방지를 위해 ｢서
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시행
※ 영국 사회학자 루스 글래스에 의해 언급된 젠트리피케이션은 둥지내몰림(원주민들이 임대료
인상으로 인해 내몰리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도시재생 사업이 주거공간 보다 상업공간
에 중점을 두면서 나타나는 이 현상은 세입자와 임차인들 생존의 위협요인으로 작용

 성수동 사회적경제조직은 상위 3개의 중추조직을 중심으로 내･외부 커뮤니티 네트워크 구
축을 통해 사회적경제조직의 전체 커뮤니티 네트워크를 확장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들 조직은 소셜벤처 밸리가 조성되기 이전부터 성수동에 입주해 있던 조직 또는 조성
초기단계에 입주한 조직들로 구성
 이 3개의 중추조직은 성수동 사회적경제조직 커뮤니티 네트워크에서 ‘중개자’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며 2013년부터 사회적경제조직 및 지역･주민단체 등과 협업･연계하여
해마다 지역행사를 주최하고 비정기적 행사를 통해 지역단체 및 주민과 교류
□ (추진방식) 2013년 지역행사의 경우 22개소의 조직 및 단체와 협업을 하였으며, 2014년
지역행사의 경우 50개소의 조직 및 단체와 협업하여 진행함
o 사회적경제조직 대인면접설문조사 결과 지역사회 및 주민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여기
는 활동으로 13개 항목*이 기입되었으며, 이중 공간시설, 조직 영리 활동 등에 해당하는
8개 항목을 제외한 5개 항목*을 최종 주요 활동으로 선정함
※ (13개 항목) 동네꽃축제, 서울숲플리마켓, 디웰살롱행사, 무비딕프로젝트, 어쩌다마주친전시,
열린정원, 서울숲 프로젝트, 언더스탠드 에비뉴 조성사업, 공정무역산책, 커뮤니티맵핑, 서울
숲 커뮤니티 가든, 열린음악회, 공간상상놀이
※ (5개 항목) 동네꽃축제(14.9%), 서울숲플리마켓(11.6%), 디웰살롱행사(8.3%), 무비딕프로젝트
(7.4%), 어쩌다마주친전시(7.4%)

o 성수동 사회적경제조직의 특성 분석 결과, 성수동 사회적경제조직 커뮤니티 네트워크는
조직형태, 활동특성에 관계없이 조직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며, 외부 커뮤니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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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에까지 커뮤니티 네트워크를 구축
 성수동의 사회적경제조직은 2가지 유형의 중추조직*을 중심으로 내･외부 커뮤니티 네트
워크 및 지역사회와의 커뮤니티 네트워크 관계가 확장·형성됨
※ ①내부 커뮤니티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중추조직, ②지역사회와 사회적경제조직 커뮤니티 네
트워크를 연결하는 중추조직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역사회 유입과 움직임이 지역사회 및 주민인식 변화에 긍정적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사회적경제조직의 단일 움직임보다 커뮤니티 네트워
크를 기반으로 협업․연계하는 조직의 움직임이 지역사회와 주민에 보다 많은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남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형성 및 인적․공간적 거점 마련을 위해서는 커뮤니티 네트워크
(조직 네트워크) 기반의 사회적경제조직 조성과 비영리 영역의 활동 증대 및 조직 네트
워크의 구축 확대, 커뮤니티 네트워크의 중추조직 육성 지원 등이 필요
o 성수동의 사례는 최근 도시재생 사업의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고려하여
이를 방지하는 관점에서 추진되었다는 점이 시사적임
 가로수길, 홍대, 연남동, 용산구 경리단길은 대표적인 젠트리피케이션 사례로 언급
 특히 신사동의 가로수길은 대표적 사례로서 예술가들의 독특한 시각이 돋보였던 낭만의
거리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바뀌며 월세와 권리금이 높아 소상공인들의 진입이 어렵
고 꺼리는 장소가 됨
 따라서 이러한 부작용을 예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젠트리피케이션 1번지’에서 ‘압구
정로데오 거리’로 부활한 압구정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도 있음
 가로수 길에서 떠나온 임차인들이 ‘압구정’에 자리잡게 된 배경에는 압구정 건물주의 자
세변화와 임대료 인하가 영향을 줌
※ 압구정로데오 건물주들은 2017년 초 ‘압구정로데오 상권 활성화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결
성하고 과거에 이미 겪었던 젠트리피케이션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압구정 부활 방안을 논의하면
서 ‘사단법인 압구정로데오’도 설립하고 임대료 자율인하와 거리의 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추진

 성동구의 경우 2018년 5월 행정안전부가 개최한 ‘사회적 가치 구현 우수 지자체 경진대
회’에서 ‘젠트리피케이션방지정책’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으며 여기에서도 건물주·임차인·
성동구청이 상생을 약속하는 상생협약 체결로 지역공동체 상호협력과 지역상권을 보호
한 점을 높게 평가받고 있음
※ 성동구는 2018년 초 ‘2017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지속지수’(한국CSR연구소)에서도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1위를 기록하여 지속가능한 상생도시로 인정받은 바 있음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아직 진행 중이며 건물주와 임차인간의 상생협약이 보여주기식라
는 인식과 관행도 나타나고 있으므로 자율에 기반을 둔 상생노력에 동참하도록 장려하
고 촉진하는 문화와 제도마련을 통해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작용을 제거할 수 있도록 사
업을 추진해가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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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래이슈 및 긴급사안 등에 대한 비상시적 대응 관점
가. (영국) DH50)의 Rapid Response Team51)
□ 중저소득국가에서 공공 보건 위협 건강상 비상사태가 야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해
당 국가의 대응역량을 구축해주며 대표적인 사례를 발굴하고자 추진됨
o 서아프리카 에볼라 바이러스 발생을 계기로 국제 질병이 발생할 경우 48시간 내에 대응
할 수 있는 Rapid Response Team(RRT) 구성의 필요성이 제기됨
o DH가 기간/예산규모를 결정하는 구조로, RRT는 ODA가 가능한 국가에서만 활동을 전개
 RRT 예산은 영국 ODA 예산에서 지원받으며 GNI의 0.7% 수준으로 향후 5년간 2천만
파운드(연간 4백만 파운드 수준)를 지원

[그림 3-16] RRT 예산 배정 흐름도

□ RRT는 UK Emergency Medical Team(EMT)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저소득 국가와 중산층
국가에서 질병 발발에 대한 국가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역량을 구축하고 있음
o 질병 발생시 저소득 국가와 중간 소득 국가가 개입된 모범 사례를 중심으로 증거 자료를 생성
o 참여 기구의 요청에 따라 대응 배치를 결정하며, 배치 요청의 수락 여부는 설정된 배치
기준에 따라 결정
<표 3-12> RRT의 요청기구 및 배치기준
구분

내용
- WHO Global Health Emergency Workforce /GOARN(글로벌 확산 경고
및 대응 네트워크; Global Outbreak Alert and Response Network)

요청기구

- ODA 대상 국가의 지원 요청
- 영국의 EMT는 보다 큰 인도주의적 비상사태 (하나 혹은 두 개 회원)
에 대응하여 배치함

50) Department of Health
51) DH(2015), UK Rapid Response Team (RRT) Information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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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 RRT는 발병 대응 배치를 위한 조건(임상, 인구위기, 환경, 사회, 정치)
을 포함한 배치 기준을 개발할 계획

배치기준

- WHO의 질병의 위협과 감염 예방에 대한 지침을 보완할 수 있는 가능
한 배치 조건이 고려되어야 함
- RRT 배치 결정은 RRT 국장이 수행

o 최종 RRT 제안서는 Public Health England (PHE)와 새해 선정된 학술 파트너가 작성
 최종 제안의 고려사항: 역할과 책임, 내부 통제를 포함한 수용된 운영 모델, 예산 배분,
물류, 배치 기준, 배치 회전에 대한 프로세스 고려, 지휘자의 직무 내용

※ COBR(Cabinet Office Briefing Rooms): 비상대책 회의실
※ CMO(Chief Medical Officer)
※ PHE(Public Health England)
※ DFID(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 CHASE Team: UN 인도주의 클러스터 시스템과 영국의 인도주의 원조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명령과 통
제, 개발과 연계에 기여하며 범세계적인 인도주의적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신속한 배치 활동 수행,
※ UK EMT(Emergency Medical Teams): 에볼라(Ebola)와 같은 대규모 발생이나 네팔 지진과 같은 자연
재해 발생시 배치됨. 외상, 의료 및 공중 보건 전문가가 등록되어 있음. 영국 EMT는 국제 개발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배치됨
- Relationship : 평상시 관계의 흐름
- Alert : 비상시 흐름
- Accountability : 책임 소재
- Escalation : RRT 판단으로 보다 큰 그룹이나 공공의료 전문가 참여가 요구될 때 상위 요청

[그림 3-17] RRT의 Draft Operating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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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응 배치 기간 중’에는 보건서비스 연구, 현장에서의 대응연구 등을 수행하며, ‘평상시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동안에는 표준운영 절차 개발 등의 업무를 추진
<표 3-13> RRT의 활동내역
구분

내용

대응배치 기간 중

- 가능한 또는 알려진 질병 발병 조사; 빠른 속도로 사용 가능한 표준
운영절차(SOPs;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를 활용하여 적절한 통제
조치의 이행을 지원
- 팀이 제공하는 것 : 위험 평가, 필요성 평가, 발발 대응 체계에서의 리
더십 지원. 복구 단계를 지원
- RRT는 운영 보건 서비스 연구 및 현장에서의 대응 연구를 수행
- 각 사건 배치 후 관련 지역을 방문하여 반응을 평가하고 지역 이해 관
계자 및 정부에 권고 할 수 있음
- 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표준 운영 절차 (SOP) 개발
- 국제 질병 발발 대응 중재를 위한 증거 자료를 생성

평상시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 질병 발생에 대응할 능력과 영국 정부 및 세계 보건 비상 요원과 협조
할 능력이 취약한 ODA 대상국의 능력 배양 활동 수행
- UK Med와 공동으로 광범위한 공중 보건 예비 기관에 공공 보건 분야
사전 배치 훈련을 개발하고 제공함
- GHEW(the Global Health Emergency Workforce)에 관한 WHO의 업무를
직접 보완하고 이 기능에서 영국이 기여하는 부분을 담당

나. (미국) 긴급대응연구센터(PERRCs)
□ 전염병 등 위급상황 발생에의 대응‧예방을 위해 새로운 공중보건시스템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단기간 최우선 연구분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
o 2008년 질병통제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의 요청에 따
라 의학연구소(Institute of Medicine; IOM)는 공중 보건 시스템의 준비성 및 비상 대응
에 대한 지식 격차를 확인하고 단기간 최우선 연구 분야에 관한 추천 보고서 작성
o 준비와 비상 대응을 위한 새로운 공중 보건 시스템 연구를 요구하는 전염병 및 전 위험
대비법(Pandemic and All-Hazards Preparedness Act)에 따라 CDC는 공인된 미국 공중
학교에

9개의

준비

및

긴급대응연구센터(Preparedness

and

Emergency

Response

Research Centers; PERRCs)에 경쟁을 통한 수상제도 설치를 제안함
□ 4가지 우선순위 분야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결론적으로 CDC를 포함한 정부 기관
의 막대한 투자는 건강과 관련된 예방, 완화, 대응 및 복구 등의 미국의 긴급대응 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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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으로 향상
o PERRCs는 IOM에서 권장하는 4가지 우선순위 분야에 대한 연구를 수행
 1) 공중 보건 준비 및 대응(public health preparedness and response; PHPR) 훈련의 유용성 향상
 2) 지속가능한 준비성과 대응 시스템을 고안하고 유지하는 일
 3) PHPR 통신의 개선
 4) 모든 위험에 대해 PHPR을 개선하기 위한 평가 기준 및 지표를 확인
o PERRC는 주 및 지역 공중 보건, 지역 사회 파트너 및 자문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실
습 관련 연구 결과를 산출
 PERRC 연구는 130개 이상의 동료 평가를 거친 간행물과 80여개의 실습, 정책 도구 및
권고 사항을 도출
 "공중 보건 계획 (public health preparedness; PHP) 연구 우선 순위에 관한 2008 년
IOM의 보고서는 보건 의료 전달 시스템, 국토 안보 및 공공 (public health health
delivery delivery system), 국토 안보 및 공공 (public)과 같은 공공 보건 인프라와 비판
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안전, 고용주, 비즈니스, 언론, 학계, 지역 사회 등 여섯 가지 주
요 공중 보건 시스템 행위 주체를 강조
o OPHPR(Office of Public Health Preparedness and Response)의 외부 연구 프로그램은
PERRC에 프로그램적, 과학적 및 기술적 지원을 제공
 각 PERRC는 관리 및 연구 개발 핵심 구성 요소
 모든 PERRC에서 총 34건의 주요 연구 프로젝트를 위해 3-4명의 조사자가 연관되어
다년에 걸친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
o PERRC의 연구 프로젝트는 각 센터의 다 분야 연구 프로젝트를 위한 기금 기회 발표 요
구 사항을 준수
 의학, 건강 관리, 사회 과학, 정부, 공중 보건 윤리, 법, 공학, 모델링 등 22 개 분야의
조사자를 공동으로 참여 시킴
□ 핵심조직(core)은 중앙 집중식 과학지도 및 재정 관리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연구
조정 및 번역 활동을 지원하고 PERRC 자문위원회를 관리
o PERRC는 공중 보건 시스템 준비 및 비상 대응 능력을 다루는 30 개의 혁신적인 파일럿
연구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30명 이상의 새로운 조사자를 교육
 각 핵심부서의 회계 감독은 연구 생산성과 프로젝트 통합을 보장하고 연구 자금 조달의
변동 및 2009-2010 H1N1 인플루엔자 유행병의 발생과 같은 예기치 못한 연구 과제에
대한 도전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가용 자원을 성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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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PERRC 조직 구성 요소 및 활동

o 연구 과정 전반에 걸쳐 각 PERRC의 자문위원회는 공중 보건 실무 공동체에 대한 중요
한 링크와 특정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권장 사항 및 지침을 제공
 연구 프로젝트에서, 주 및 지방 공중 보건 종사자는 적극적으로 연구 활동에 협력하거나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정기적으로 소집 된 위원회는 실무자와 대중이 이해할 수 있는 연구 결과를 전달하기
위한 장소를 제공하고 연구 목표 및 시험 방법을 검증
 자문위원회에는 준비와 비상사태 대응 활동에 관여하는 주, 지방 등 다양한 분야와 구성
원이 포함되어 연구가 적절하고 결과가 PHPR 활동에 실제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
는 것을 지원
 일부 PERRC는 연구에 보다 초점을 맞춘 주제 관련 전문 지식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젝
트 별 자문위원회도 구성함
※ 예를 들어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PERRC Project "Emergency Preparedness
Communication"은 청력 상실이나 시청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는 주
제 전문가와 함께 국가 자문위원회 (National Advisory Board)를 개발
※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의 자문위원회는 청각 장애가 있는 회원에게 청각 장애커뮤니티의 기
능과 접근 필요성에 대한 직접적인 지식을 제공

o 주정부 및 지방 공공 보건부서 외에도 PERRC는 정부, 학계, 지역 사회, 학교, 병원, 공
공 안전, 미디어 및 신앙 기반 조직을 포함한 약 500개가 넘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 파트
너를 참여시킴
 이 파트너는 연구 방법 개선, 연구 조사 개발 및 지역 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제안 제공
등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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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PERRC는 다양한 IOM 연구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종사하는 연구 파트너 유형 및 인구
집단에 따라 30개 이상의 파일럿 또는 탐색 프로젝트를 지원
 또한 PERRC 연구 프로젝트에서 약 200명의 주니어 연구원 (주로 학생)을 고용하여 비
공식적인 조사자 훈련을 하고 30명이 넘는 새로운 조사자를 훈련시킴(예 : PHPR 연구
경험이 없는 대학원생 및 교수진 등)

다. (미국) NSF52)의 긴급대응연구 프로그램(RAPID)
□ NSF는 자연재해 및 대형사고 등에 대한 긴급대응을 위해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데이터
분석 및 시설 적용방법 등 관련 연구를 Fast Lane으로 지원하는 긴급대응연구프로그램
(Grants for Rapid Response Research; RAPID) 추진
o (제안) 제안서는 연구의 긴급성 및 RAPID 지원의 필요성을 포함하여 5페이지 미만으로
규정하여 간소화
o (기간/예산) 1년/최대 20만달러
o (평가) 제안서 평가는 내부검토만으로 가능하나 프로그램관리자가 외부검토를 선택할 수
있으며, 외부검토의 경우 연구책임자는 검토 및 추천 과정의 투명성 유지를 위한 정보 제공
o (갱신) 프로젝트 갱신은 외부검토를 통한 제안서 평가를 거쳐 가능
□ 자연재해, 보건, 화학물질 유출사고 등 재해‧사고 등에 지원
(지원사례 1) 허리케인 하비
 (개요) 허리케인 하비에 대한 데이터 수집·분석, 대응방법 등 관련 연구 59건에 대해
530만 달러 지원(’17년 10월)
※ ’17년 8월 북대서양에서 발생한 메이저 허리케인으로 미국 텍사스주를 강타하여 82명이 사망함

 (내용) 대응을 위한 로봇 이용, 실시간 모델링, 위험 방지 건물의 설계, 생태계의 반응,
재해의 심리적 영향 등 연구
 (과제) 주요 허리케인 상륙에 대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184,777), 네트워크 중심 방식
의 데이터 통합 준비 강화 및 대응을 위한 재난 복합 시스템 요구 사항 수립($49,915),
대형 홍수 피해 입은 민간 우물에서의 식수위험 및 자원 요구($199,879) 등
(지원사례 2) 에볼라 바이러스
 (개요) 에볼라 바이러스 관련 시급성 있는 기초연구에 지원(’14년 10월)
 (내용) 새로운 바이러스 탐지 방법, 병원체 행동에 대한 모델링 및 계산, 치료를 위한
52) National Science Foundation(국립과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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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생물 가공 공정 개발, 효과적 소독 방법, 의료 응답 및 인도주의 구호에 로봇 사
용 방법, 위험 평가 및 대응방법 등 연구
 (과제) 에볼라 바이러스의 핸드 헬드 신속 분자 진단 도구 개발($211,436), 인간 배설물
폐기물 및 하수에서 에볼라 및 기타 바이러스의 현장 소독 및 보존($144,418), 생체고
분자 시뮬레이션 및 콜라보 시각화를 통한 신속한 현장 에볼라 감염 스크리닝 개발
($200,000) 등
(지원사례 3) 웨스트버지니아 화학물질 유출사고
 (개요) 유출사고의 공학적 연구 관련 3팀에 15만 달러지원(’14년 1월)
※ ’14년 1월 웨스트버지니아 엘크강에 화학물질 제조업체인 ‘프리덤 인더스트리’ 탱크에서 ‘4-메
틸사이클로헥세인 메타놀’이 유출되어 연방재난이 선포됨

 (내용) 식수 배관의 흡수량 분석, 식수 및 강의 오염 상황 분석, 화학물질 자체에 대한
물리적 화학적 작용 연구
o (지원사례 4) 지카 바이러스53)
 (개요) 지카바이러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9개 연구에 170만 달러 지원(‘16년 6월)
※ 미국 동남부 및 북동부에서 보고된 이 질병은 모기의 주 활동기인 여름을 거쳐 급격히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관련 연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지원 결정

 (내용) 지카바이러스를 예방하는 모델을 개발하고 시험하며, 지카바이러스와 같이 감염
성이 높은 질병의 감염 경로를 통제하는 방안을 찾는 것을 목표
※ ① 지카 바이러스의 전염 요인 규명, ② 기후 변화와 질병 매개체 간의 동적 관계, ③ 지카바
이러스의 확산 예측 모형의 불확실성 해소, ④ 데이터 중심의 수학적 모델링 개발, ⑤ 선충류를
통한 전염 가능성 연구 등의 주제 선정됨

o (지원사례 5) 엘니뇨 현상54)
 (개요) 현재 진행 중인 엘니뇨에 대응하기 위해 지구과학국(Directorate for Geosciences)
을 통해 12개의 프로젝트에 대해 제공(’16년 3월)
※ 엘니뇨 가속화에 따라 산호 등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나 엘니뇨의 주기 및 강도 등에 대
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가

 (내용) 과거 엘니뇨가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현재 혹은 미래에 엘니뇨가 미칠 영향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둠
※ 선정된 연구들은 빙하나 호수 침전물로 부터 과거 엘니뇨의 피해 정도를 분석하는 것에서부터
엘니뇨가 산호초 군락이나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홍수 및 산사태 등으로 인한 피해 예측
모델을 개발하는 것 등 다양한 주제를 포괄함

53) KISTEP(2016.6.7), S&T GPS -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에 긴급연구지원 제공
54) KISTEP(2016.3.14.), S&T GPS - 엘니뇨에 대한 연구에 긴급연구지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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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일본) 퓨처센터(FCAJ : Future Center Alliance Japan)
□ 사회적 지식생태 조성을 위한 공간창조를 목표로 설정하고 퓨처센터 및 리빙랩을 조성·운영
o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퓨처센터를 확산시
켰으며, 지역사회 및 지방정부, 기업과 관련한 이슈를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
 기업, 정부, 지자체, 대학, 지역사회 등 산‧학‧민‧관이 참여
 리빙랩의 경우 실제 도시의 시민이 참여하지만, 퓨처센터, 혁신센터의 경우 시민의 직접
참여는 없음
o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수평적 토론을 통해 창의적 대안을 만들어가는 공간으로 활
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개방형 혁신 뿐만 아니라 상호간의 협력을 촉진
□ 센터와 리빙랩에서 지식창출, 프로토타입 개발 및 테스트를 수행하며, 퓨처센터, 혁신센터,
리빙랩이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의 효율을 견인
o (Future center)  단일 기업이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장기적 관점의
가설 및 지식 창출, 기업에 의한 주도, 정부와 지역사회의 협력
o (Innovation center) 기업의 자원과 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 프로토타입을 개발
o (Living lab) 실제도시와 시민을 대상으로 컨셉 및 비즈니스모델 등을 테스트

마. (핀란드) Smart Kalasatama(지역 재생을 위해 예술, 디자인, IT를 결합한 스마트시티 건설)
□ 지역 재생을 위해 예술, 디자인, IT를 결합한 스마트 시티 건설을 목표로 추진되었으며,
리빙랩을 통한 하이테크, IT 기술 지원
o 리빙랩을 통한 도시 전체의 하이테크 지원이 그 목표이며 예술, 디자인, IT 기술을 결합
하여 스마트도시를 구성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 2030년까지 20,000여명의 거주자 유입, 8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추진 중

o 주민들의 즉각적 협업과 시민 대응을 중시하며, 실제 생활환경 속에서 서비스 및 신기술
의 실험과 점검을 추진
 2013년 1차로 입주자를 모집한 뒤 시정부, 개발사, 주민, 시민단체, 학자 등 다양한 이
해관계자가 관여하여 함께 개발방향을 논의하는 방식
o 기업, 공무원, 주민, 시민단체, 학자들이 혁신클럽(Innovator’s Club)을 조성하고, 개방형
혁신과 협력 생성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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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방향 및 예상치 못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시정부는 이를 공사에 반영

[그림 3-19] 칼라사타마 스마트시티 현재모습(좌) 및 완공조감도(우)
자료: 중앙일보(2017.9.28), 미래 꿈의 도시로 탈바꿈하는 고깃배 항구 칼라사타마

□ 프로젝트를 통해 창출된 성과를 실제 환경에서 적용하기 위한 실험 수행
o 전기 자동차의 공유, 공압식 쓰레기 수거 시스템, 환경의 원격제어 등의 프로젝트를 추진
 70km/h의 속도로 지하 파이프를 통하여 지역 폐기물 관리 시설로 수집되는 폐기물 수
집 시스템, 스마트 그리드 및 미터링/통제 시스템, 전기 자동차 네트워크, 탄소중립 스
마트 동물원 등55)
 이미 운영중인 프로젝트 외에도 단기로 소규모 파일럿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혁신적 사업 실험 중
o 지역 정보의 가시화, 대중교통 정류장 및 허브의 혁신 및 공공 및 사적 공간 공유 등
25/7(연중무휴)의 서비스를 제공함
o 실제 도입 환경에서 새로운 솔루션에 대한 실험이 이루어지는 도시 전체의 리빙랩화를 추진

55)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2018.4.16.), 핀란드 헬싱키 칼라사타마 스마트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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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핀란드 칼라사타마 스마트시티 사례
구분

내용

목표

- ‘도시 효율성을 높여 주민 한사람에게 매일 한 시간의 여유를 돌려주자’는 비전
아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추진
- 도시가 완공되는 ‘30년까지 입주민 3,000명 → 25,000명, 일자리 1만개 창출 목표

추진체계

- 주민, 시민단체, 공무원, 기업 등으로 구성된 ‘혁신자 클럽(Innovator's Club)'을 통
해 도시문제 발굴, 서비스 체험 등 핵심역할 수행

- 스타트업 중심으로 20여개의 실험적인 솔루션*이 도시곳곳에 시범 구축되고, 주
민이 직접 체험하며 피드백 제공

ㆍ아파트단지에서 자율주행버스(SOHJOA) 운행
ㆍ모든 교통수단을 앱으로 연결(MaaS, Mobility As a Service)하여 이용자가 도중에
버스를 놓치거나 스케줄을 바꿀 경우 자동으로 다음 교통수단을 조정
ㆍ태양열과 풍력 발전기를 통해 생산한 전기로 공용 도서관과 냉장고 컨테이너 운영
솔루션검증

자료: 4차산업혁명위원회(2018), 도시혁신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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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사점
□ 선진국 및 국내에서 추진된 과학기술 기반의 사회문제해결 사례를 4가지 주제로 구분하여
조사
o 범부처 역량 결집·조정을 위한 거버넌스 미흡, 사회문제해결 과정에서 시민 등과의 소통·
협력 미흡, 연구개발 성과의 현장 전달 및 확산체계 취약, 국민생활 변화 반영 및 긴급
이슈에의 대응 미흡 등 1차 종합계획의 한계 및 개선 필요사항을 토대로 조사항목을 유
형화
o ①국가차원의 거버넌스 및 메가 프로젝트 운영, ②시민참여 기반의 사회문제 발굴·해결
프로세스 구축, ③사회적 경제조직의 연계 활용 및 활성화, ④긴급현안 및 미래이슈 적시
대응 등 4개 주제에 대해 미국, 일본, EU 등의 사례를 조사
<표 3-15> 국내외 사회문제해결 관련 사례
주제

국가차원의
거버넌스 및
메가프로젝트 운영

시민참여 기반의
사회문제 발굴·해결
프로세스 구축

사회적 경제조직의
연계 활용 및
활성화

긴급현안 및
미래이슈
적시 대응

대상 사례
Quality of Life Technology Center(QoLT)

미국

Berkeley Energy & Climate Institute(BECI)

미국

사회혁신기금(SIF)

미국

AAAS의 Science & Technology Policy Fellowships

미국

전략적 혁신 창조 프로그램(SIP)

일본

사회기술연구개발센터(RISTEX)

일본

Horizon 2020의 ‘Societal challenges’

EU

온라인 공모 플랫폼 Chanllenge.gov

미국

시민과학자 참여 플랫폼(Bürger schaffen Wissen)

독일

SNS 집단지성 커뮤니티 ‘Ushahidi’

케냐

ENoLL의 Open Living Lab Days
ESTEEM 방법론의 적용사례: ZEPP

EU

네덜란드

ESTEEM 방법론의 적용사례: 윤데(Jühnde)

독일

북촌 한옥마을

한국

성대골 리빙랩

한국

도쿄 스기나미구와 사회적 경제조직의 협력

일본

히가시오사카 우주개발 협동조합

일본

공업기술연구협동조합 ‘이켈란(IKERLAN)

스페인

세인트 제임스 세틀먼트(St James Settlement)

홍콩

성수동 소셜벤처밸리

한국

DH의 Rapid Response Team

영국

긴급대응연구센터(PERRCs)

미국

NSF의 RAPID

미국

퓨처센터(FCAJ)

일본

Smart Kalasatama

핀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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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국은 전문기구 설치 및 메가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범부처·다주체 간 상호보완적 역량
강화와 자원 결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역할분담 체계화 및 경험 공유 등 협력
기반을 조성·공고화
o 전문연구기관을 설립하여 삶의 질 관련 기술개발, 사회실험 기반 연구개발 등 플래그십
성격의 프로젝트 발굴·추진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에서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해결 경
험 및 모범사례를 지속적으로 축적
 미국은 국가과학재단(NSF), 지방정부 등의 지원을 토대로 노인/장애인 분야(QoLT), 에
너지/기후 분야(BECI)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기술개발에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사회혁
신기금(SIF)도 3대 분야를 우선순위 영역으로 설정하여 집중 투자
 일본의 사회기술연구개발센터(RISTEX)는 저출산·고령화, 동일본 대지진 등 사회적 과제
를 과학기술로 해결하기 위해 출범한 사회시스템 연구개발기구로, 5년 이내 사회적·공익
적 성과 창출을 목적으로 기초 과학기술 뿐 아니라 응용·산업기술까지 폭넓게 지원
 Horizon 2020의 ‘Societal challenges’는 7개의 도전과제를 설정하고 EU와 非EU 국가
간 국제기술협력에 초점
o 실질적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공공-민간의 연대·협력을 강조하고 참여주체간 경험 공유를
중시
 사회혁신기금(SIF)은 사회혁신을 위한 자금 지원 프로그램으로, 기업·자산가 매칭펀드 방
식을 도입하여 사회문제해결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고 있으며 중간지원기관, 비영
리단체 등 관계자 간 경험·지식교류를 수행
 AAAS는 과학과 정책을 연결하고, 정부와 정책입안을 이해하는 과학자와 엔지니어의 네트
워크를 육성하여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과학자, 엔지
니어들이 직접 정책 프로세스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사회기술연구개발센터(RISTEX)는 사회적 과제 발굴을 위해 1년 간 탐색연구를 수행하
고, 사회문제 관련 주제별 워크숍, 이해관계자 인터뷰, 시민의견 수렴을 거쳐 연구개발
과제를 선정
o 자원 투입 효율화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는 사회문제해결 과정 전반에서 지원·평가·피
드백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전담인력(기구) 배치가 필요
 전략적 혁신창조프로그램(SIP)은 일본이 직면한 11개 주요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부처
문제해결형 기초-응용-사업화를 총괄 지원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디렉터(PD)를 좌장으
로 하는 추진위원회를 운영
 사회기술연구개발센터(RISTEX)의 경우 운영평가위원회가 연구개발의 목표 달성, 진척
상황 등에 대한 중간･사후 평가, 수시 평가, 피드백 등을 담당

- 90 -

□ 복잡다기한 문제의 실질적 솔루션 구현을 위해서는 문제해결과정 초기부터 시민의 적극적
참여가 전제되어야 하며, 시민·지역사회에 기반한 리빙랩 확대 적용이 필요
o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사회문제 모니터링, 발굴, 솔루션 제안, 변화관리 등에 일반 시
민의 상시적·자발적 참여를 도모 가능
 Challenge.gov는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 방식의 시민참여를 통해 사회문제 관련
의제를 설정하고 솔루션을 제안하는 참여적 의사결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집단지
성 뿐 아니라 과제 기획, 소프트웨어·앱, 기술, 디자인, 아이디어, 분석, 전략 분야로 다
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장점을 보유
 "시민이 지식을 만들다(www.buergerschaffenwissen.de)"는 시민과학자 참여를 위한 온라
인 플랫폼으로, 프로젝트에 대한 원활한 피드백을 자발적 참여의 인센티브로 활용
 우샤히디(Ushahidi)는 누구나 쉽게 사회문제 발굴·제보·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SNS 플
랫폼으로, 국경을 넘어선 집단지성을 구현
o 대다수의 사례에서 과학기술전문가(전문성)와 시민사회(현장)를 연결·결합하는 리빙랩이
사회문제해결에 대한 의식 환기는 물론 실질적 성과창출의 원동력으로 작용
 ENoLL(European Network of Living Labs)은 유럽의 혁신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고 내
외부 이해관계자 간 협력과 시너지 형성을 지원
 ZEPP, 윤데마을은 ESTEEM 방법론을 이해관계자들 간에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성과의 사회적 수용도 제고에 활용
 우리나라도 북촌 한옥마을, 성대골 등 지역 단위 리빙랩을 통해 시민 주도의 기획과 솔
루션 개발, 성과활용 경험을 통해 민‧관 협력형 리빙랩의 성공 가능성을 확인
□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보·강화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성과의 1차적인
활용·확산 주체인 사회적 경제조직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들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것은 지
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과도 관련
o 사회적 경제조직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주된 설립 목적으로 하는 조직으로, 과학기술을
사회문제해결에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경제조직의 역할이 중요
 ‘세인트 제임스 세틀먼트(St James Settlement)’는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 도시계획에서
탈피하여 시민들의 참여로 재개발 및 지역재생 프로젝트를 수행
 성수동 ‘소셜벤처밸리’는 커뮤니티(공동체)를 활용한 민간 차원의 도시재생 사례
o 신뢰를 바탕으로 다수의 사회적 경제조직이 공동으로 과학기술 지식을 축적하고 문제를
해결해 가는 방안도 검토 필요
 일본 ‘도쿄도 스기나미 구’에서는 다수의 사회적 경제조직이 재해발생시 신속하게 연결
될 수 있도록 공조관계를 유지

- 91 -

 성수동 사회적경제조직은 상위 3개의 중추조직을 중심으로 내･외부 커뮤니티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사회적경제조직의 전체 커뮤니티 네트워크를 확장
□ 비상시적 긴급이슈 및 장기적 관점의 미래대비 등 사회문제의 성격과 유형을 고려한 차별
화된 접근 필요
o 질병, 재난 등 긴급 이슈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안발생시 예산배정에서 연구개발,
성과창출·활용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세스 단순화 필요
 영국은 ‘DH의 Rapid Response Team(RRT)’을 운영하여 긴급한 질병 이슈에 발생시
‘Emergency Medical Team(EMT)’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
 미국의 ‘긴급대응연구센터’는 보건 분야 비상 대응 능력을 주제로 하는 30개의 혁신적인
파일럿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
 NSF의 RAPID는 자연재해 및 대형사고시 5페이지 미만의 제안서만으로 연구의 긴급성
및 지원 필요성을 평가하여 FastLane으로 신속하게 예산을 배정
o 장기적 관점에서 과학기술 발전 및 경제·사회변화로 인한 미래사회 문제를 예측하고 대비
하는 활동도 필요
 일본 퓨처센터는  단일 기업이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장기적 관점
의 가설을 설정하고, 기업-정부-지역사회가 협력 하에 문제해결을 추진
 Smart Kalasatama는 2030년까지 8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기업, 공무원, 주민,
시민단체, 학자들이 혁신클럽 조성하고 개방형 혁신과 협력 생성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
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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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2차 종합실천계획의 위상 정립(안)
1.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18~’22)」과의 연계성
□ ’18년 2월, 과기정통부는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18~’22)」을 통해 2040년까지 과학
기술이 달성해야 할 미래모습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과학기술 혁신정책의 종합적
비전, 목표, 정책과제를 발표

56)

o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한 우리나라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18년 발표된 4차 계획은 ’과학기술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사회 발전에 기여‘를
비전으로 수립
 미래사회의 새로운 문제에 대처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이끌어나가는데
과학기술이 중점적 역할을 수행하고, 지구 온난화, 환경오염 심화, 고령화 등 인류사회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설정
 풍요로운 세상, 편리한 세상, 행복한 세상, 자연과 함께하는 세상의 네 가지 미래상을
설정하고, ‘과학기술의 성과를 향유하며 삶의 질이 향상’을 국민의 미래 모습으로 도출

[그림 4-1]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18~’22)」비전

o ‘과학기술로 모두가 행복한 삶 구현’을 4대 전략 중 하나로 설정하고, 재난, 안전, 환경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문제 해결에 과학기술의 기여 확대를 그 세부내용으로 포함

56) 과기정통부(2018.2.),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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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노인 비중, 재난재해 안전분야 기술수준,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를 정책이행의 핵심
목표로 설정
<표 4-1> ‘(전략4) 과학기술이 만드는 모두가 행복한 사회 구현’의 정책목표
전략
과학기술이
만드는 모두가
행복한 사회
구현

지표명
전체노인 중 건강노인 비중
재난재해 안전분야 기술수준
(최고=100)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서울)

현재
21.1%
(2015)
73.5
(2016)
26㎍/㎥
(2017)

2022

출처

25.0%

OECD

80.0

기술수준조사

18㎍/㎥

대기환경연보

 ‘목표달성을 위해 건강하고 활기찬 삶 구현(과제16)’,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사회
구현(과제17)’, ‘쾌적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제18)’, ‘따뜻하고 포용적인 사회 실현
(과제19)’ 등 4개 중점추진과제를 제시했으며, 국민 참여형 ‘열린 국가 R&D 시스템’으로
전환을 골자로 ‘국민참여 확대 및 콘트롤타워 확대(과제10)’를 별도 과제화

[그림 4-2]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18~’22)」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

□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18~’22)」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서,
과학기술을 통한 국민 삶의 문제해결 및 삶의 질 향상 전반을 아우르는 중장기 과학기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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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및 정책과제를 제시
o 과학기술기본계획에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의 기획, 과정, 성과 측면을 포괄하면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도 함께 고려하여 정책과제를 제시
<표 4-2> 동 계획과 관련된 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주요내용
전략
(전략2)
혁신이 활발히
일어나는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

(전략4)
과학기술이
만드는 모두가
행복한
사회 구현

중점추진과제

주요내용

비고

(과제10)
국민참여 확대 및
컨트롤타워 강화

- 국민생활문제해결형 R&D를 포함한 정부 R&D사
업의 기획·평가과정과 과학기술관련 위원회 등에
일반국민들의 참여를 확대
- 환경·윤리문제 등 과학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수
있는 예기치 못한 부작용에 대해 국민과 함께 대
응방안을 모색

사회문제
발굴 및
해결과정
측면

(과제16)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구현

-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불
임·난임 진단·치료, 노인성 질환, 치매 예측·치료
등과 관련한 R&D를 강화
- 클라우드 기반의 정밀의료 병원정보 시스템
(P-HIS) 개발, 난치성 질환의 진단·치료를 위한 원
리 규명 및 치료제 개발 등 정밀의료 실현을 위한
의료혁신 추진
- 빅데이터 기반의 신·변종 감염병 예측·경보 시스
템 및 확산방지체계 구축

사회문제
해결 성과
측면

(과제17)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사회
구현

- 식품, 의약품, 화학물질, 방사성폐기물, 치안, 테
러, 사이버보안 등 일상생활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R&D 확대
- 가상·증강현실, IoT 등을 활용한 국민맞춤형 재난·
안전 교육을 확대
- 인공지능형 로봇·드론,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스
마트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사회문제
해결 성과
측면

(과제18)
쾌적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

-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저장기술 고도화, 온실가
스 감축관리 및 탄수저감·자원화 기술 개발 및 상
용화,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력 강화 등을 통해 기
후변화 예측 및 대응역량 제고
- 미세먼지 대응 중점기술 개발, 스마트 수질 제어기
술 개발, 폐기물·토양·해양환경 관리기술 고도화 등
을 통해 청정한 환경 구현
- 스마트시티 모델 개발,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개발 등을 통해 편리한 환경 조성

사회문제
해결 성과
측면

(과제19)
따뜻하고
포용적인 사회
실현

- 과학기술로 건강, 안전, 편의 등 국민생활·사회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부처 추진계획 수립
- 예기치 못한 국민생활문제 발생 시 조속한 연구
가능하도록 긴급연구 지원체계 마련
- 생활보조기기, 인공지능 돌봄로봇 등 장애인, 고
령인 등 사회적 약자의 생활복지 향상을 위한 기
술개발·공급 확대
- 정보소외계층 대상의 스마트기기 활용교육, 보조
기기 개발·지원 등을 통해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사회문제
해결 성과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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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사회적 이슈 해결 관련 R&D투자 확대,전주기 관리체계 고도화, 긴급지원 등 ‘국
민생활과 밀접한 문제에 대한 R&D 역할 강화’를 직접적인 추진과제로 포함

<표 4-3> ‘국민생활과 밀접한 문제에 대한 R&D 역할 강화’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사회이슈 해결
관련 R&D투자
확대

- 건강·안전·편의 등 사회적 이슈 해결 관련 R&D투자 확대
- 기술개발목표 중심의 Top-Down 연구기획을 시민사회, 지자체 등이 함께 참
여하는 시민참여형 문제해결 기획으로 전환
- 기술 개발, 법·제도 개선, 인증·실증,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하는 토탈 솔루션형
(Total Soution) 국민생활연구 기획·추진 체계 확립

전주기 관리체계
정비 및 고도화

- 국민생활문제(사회문제) 해결 R&D의 전주기 관리체계 정비 및 고도화를 통
해 성과창출 강화
- 사업발굴부터 사회적 확산까지 범부처 추진체계 정비 및 부처, 지자체, 사회
적 경제조직, 시민 등 주체 간 연계 강화
- ‘제2차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18~’22)’ 기획·추진

긴급연구
지원체계 마련

- 예기치 못한 국민생활문제 발생 시, 신속대응을 위해 조속히 연구가 가능하도
록 긴급연구 지원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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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문제해결 유관계획과의 정합성
가. (과기정통부) 국민생활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생활연구 추진전략
□ 사회문제해결형 R&D 등을 통한 과학기술적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는 부족하다는 인식 하에 ‘18년 3월 국민생활연구 추진전략 마련57)
o 과학기술을 통한 국민생활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새로운 기술 개발 → 실증 → 적용·
확산의 “국민생활연구 지원체계” 全 과정을 혁신하고, 선도사업을 통해 조기 정착 추진
 “국민생활연구’를 국민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국민생활문제”)의 과
학기술적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및 이의 적용․확산을 위한 제반 활동으로 정의

[그림 4-3] 국민생활연구 추진전략 및 과제

 안전, 환경, 건강, 편리 등 측면에서 국민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국민
생활문제)를 대상으로 설정
57)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8.3), 국민생활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생활연구 추진전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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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주요 국민생활문제 및 연구 분야(예시)
분야

주요문제

안전

재해, 교통사고, 사이버, 범죄

환경

대기·수질·소음·유해 화학물질

건강

질병·의료·식품·위생

편리

고독사·공공서비스

연구 내용
도심 지하붕괴 인명 탐지 및 구조
한국형 조기경보체계 구축
미세플라스틱의 해양생태계‧인체 위협 대응
인공강우 유발을 통한 가뭄 대응
감염병 예측 및 감시망 구축
화학물질 첨가 식품 위해성 차단
IoT 기반 독거노인 생활 복지 서비스 제공
시각장애인을 위한 문화 향유 보조

․
․
․
․
․
․
․
․

o 융복합 연구를 위한 연구자간 협업은 물론, 다양한 부처와 민·관 소통 및 파트너십을 통
한 광범위한 협력을 지향
 맞춤형 성과 확산을 지원하고, 글로벌 공통 이슈에 대해 문제 해결 경험 전수 및 연구
성과 공유 추진을 위해 시장 성숙도가 낮은 경우 ‘공공연계형’을 적용하고 시장 성숙도
가 높은 경우에는 ‘시장창출형’을 활용
 국가현안, 지역현안 등 문제해결 범위가 광범위한 만큼 공공서비스 부처 및 협업(재원분
담 등)을 바탕으로 하거나, 지자체 주도로 하는 등 폭넓은 추진방안을 검토
 이미 동 계획에서 적용 중인 리빙랩 등 수요자 참여형 운영방안 강조
<표 4-5> 국민생활연구와 기존 R&D 비교
구분

출발

기획

협력

변화 대응

목표

기존 R&D

연구자

先연구
後활용

연구자간

기술환경

기술․경제
성과

국민생활
연구

국민
수요

先활용기획
後연구

+국민 파트너쉽
+부처협업

+문제․사용자요구
+긴급현안

문제해결
성과

□ ‘국민생활연구’는 목적, 대상, 방식 등에서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실천계획과 정
책적 연속선상에 있으며, 국민생활에 밀접한 특정 사회문제에 대한 심층접근을 통해 종합
실천계획의 실천력을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
o ‘국민생활연구’는 종합실천계획에서 제시된 사회문제 유형 중 특정 사회문제에 대한 심층
접근을 시도
 국민생활연구는 ‘안전’, ‘환경’, ‘건강’, ‘편리’ 등 4개 분야별로 주요 연구분야를 설정하
였는데, 이는 1차 종합계획의 취지 및 미션과 높은 정합성을 유지
 국민생활연구 분야 중 ‘한국형 조기경보체계 구축’, ‘감염병 예측 및 감시망 구축’, ‘화학
물질 첨가 식품 위해성 차단’ 등은 1차 종합계획에 제시된 실천과제와 관련
o 국민생활연구는 사회문제해결형 R&D 특성을 더욱 강화하여 국민생활문제 해결의 선도모
델을 제시하는 것에 역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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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기술 통합기획, 국민파트너십 및 부처협업 강화, 사용자요구 반영을 통한 문제해결
을 추진 등 국민생활연구의 특성은 사회문제해결형 R&D와 부합
 단, 국민생활연구는 지속적 문제관리, 묶음형 과제·사업단위 기획·추진, 사업화 기간 포
함 최종평가, 국민참여 강화(성과여부 국민평가), 긴급상황발생 신속대응 등을 강조하여
국민생활문제 해결의 선도모델 구축에 주력
 국민생활연구는 과기정통부가 사회문제해결 선도모델을 제시하고, 과학기술기반 사회문
제해결 종합계획이 이를 전부처에 확산 및 제도화하는 역할을 수행
과학기술을 통한
국민생활문제해결방안
(’17.10, 국정현안조정회의)
․ R&SD 패러다임(국민생활연구) 제시

국민생활연구 추진전략
➡ ․ 국민생활연구 추진 구체화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
(’18.6. 과기자문회의(예정))
➡ ․ 국민생활연구 착근 제도적 지원

․ 국민생활연구 시범프로젝트
(기존 사업 위주 : 단편적 혁신)

․ 국민생활연구 선도모델 제시
(신규 사업 추진 : 전면적 혁신)

․ 선도모델의 범부처 확산
(다부처 협력 사업 추진 개선 등)

정책 추진 기반 강화

정책 수립 및 구체화

제도화 및 확산

[그림 4-4]「국민생활연구 추진전략」의 위상

o 사회문제해결형 R&D와 국민생활연구 간 용어 정리, R&D사업 간 연계방안 마련 등 정
책 간 연계·효율성 강화를 위한 보완적 활동 필요
 ‘사회문제’와 ‘국민생활문제’의 용어, 대상, 특징 등 이해 범주에 따라 두 정책이 상호보
완적 관계가 아닌 유사·중복 측면에서 해석될 우려
 용어 정리 및 각 정책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대상과 범위에 대한 명확화가 필요
하며, 이를 통해 문제의식과 사업추진의 구체성, 성과 간 연계성을 담보할 수 있음
 국민생활연구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단기적 문제, 현안 해결에 집중하고, “과학기술의 사
회적 가치 실현”보다는 “국민 체감형 현안 이슈해결과 국민생활 가치 실현”을 지향
 사회문제해결형 R&D는 단기 현안의 이면에 주목하여 사회적 파급력이 예상되는 중장
기 이슈 및 문제의 근원 해소에 주력하면서 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시스
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수용가치 제고”를 지향
o ‘국민생활연구 추진전략’이 ‘R&D 중심의 선도모델을 제시’하고, 2차종합계획(사회문제해
결형 R&D)이 이를 확산하면서 범부처 공통전략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관
계 설정 가능
 2차종합계획과 ‘국민생활연구 추진전략’의 두 정책을 효과적으로 보완하면서 상보관계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관점과 전략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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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행안부) 국민주도의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사회혁신 추진계획
□ ’17년 12월, 정부조직법 제34조에 근거하여 “시민 주도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정부는 뒷
받침하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구현”을 비전으로 하는 ‘사회혁신 추진 계획’ 발표58)
o 이에 앞서 ’17년 9월, 정부의 핵심 아젠다인 사회혁신 정책 추진을 담당할 사회혁신추진
단 발족하고, 사회혁신과 관련된 민관 협력방안 마련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을 전개
 기반조성팀, 시민소통팀, 정책협업팀, 디지털 사회혁신팀, 시민해결팀 5개 팀으로 구성된
사회혁신 추진단 구성
o 해당 계획을 통해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부’ 실현을 위한 혁신기반 조성 및 국민 참여
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해결 등을 추진
 인구감소·고령화·양극화 등으로 다양해지고 복잡해진 사회문제에 대해 국가·지자체 주도로
는 해결되기 어려운 사회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주민·시민사회·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
하여 창의적인 해결방안을 통해 혁신사업을 추진하는 사회혁신(Social Innovation) 추구

[그림 4-5] 사회혁신추진계획 비전체계도
58) 행정안전부(2017.12), 주민주도의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사회혁신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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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회혁신을 ‘주민주도로 혁신적인 방법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이
높아지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사회혁신 관련 시민과 정부의 역할이 전
환되는 새로운 혁신 플랫폼을 지향
 주민은 단순 수혜자, 문제제기를 넘어 ‘문제해결의 중요한 파트너·주체’로서, 정부는 기
획-집행독점에서 ‘재정지원, 제도개선, 플랫폼구축의 생태계 조성자’로서 역할 수행
 국가와 시장 중심으로는 그간 해결되지 못한 사회적 필요(Unmet Social Needs) 영역의
지역현안과 주민생활불편 문제를 정책의 주요 대상/범위로 설정

[그림 4-6] 사회혁신 관련 시민과 정부의 역할 전환

o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문제해결 과정에서 디지털 기술 활용 등 과학기술 또는 연구개발
관련 과제를 이행
 디지털 사회혁신(DSI)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현안을 주민주도로 발굴·개선·해결 하
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디지털 사회혁신 프로젝트’ 추진
※ 디지털기술 활용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효율·효과성, 공공 투명성을 증진하는 활동
(DSI: Digital Social Innovation)

 단일 과제 해결을 지원하는 ‘디지털 사회혁신 과제 공모’와 다수 과제 해결 및 기반 조
성을 지원하는 ‘디지털 사회혁신 도시 공모’로 구분
 이 외 과학기술의 활용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으나, 오프라인 플랫폼 구축,
(가칭)열린소통포럼 운영, 국민참여 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 추진, 지역발전특별회계 활용
한 사회혁신 확산, 사회혁신 확산 교육 추진 등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과
연계될수 있는 중점추진과제를 다수 추진
□ 사회혁신 추진전략에 포함되어 있는 리빙랩 프로젝트, 지역문제해결R&D, 디지털 사회혁
신프로젝트 등 R&D 성격의 정책과제를 2차 종합계획과 연계함으로써 정책이행력 제고
및 공공예산 투입 효율성 제고 도모
o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은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해결 생태계 조성
을, “사회혁신 추진계획”은 주민 주도의 문제해결 플랫폼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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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시민·주민 등의 참여형 방식을 적극 도입
 “사회혁신 추진계획”은 시민사회 등 주민이 주도가 되어 문제해결의 중요한 파트너이자
‘주체’가 된다는 점, 국민참여 ‘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과제 형식의 지원을
하고 추진한다는 점에서 종합실천계획과 연계됨
 문제해결의 수단으로서 과학기술의 활용수준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공통적으로 문
제해결 플랫폼의 구성하는 주요 주체로서 시민·주민이 역할에 주목
o “사회혁신 추진계획”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역 현안(환경, 안전, 복지, 학교폭력,
지역격차 등) 해결·개선 등 일부 중점추진과제에서 과학기술 또는 연구개발을 문제해결
수단으로 활용
 특히 “디지털 사회혁신” 프로젝트는 지역현안을 주민주도로 발굴·개선·해결 하도록 지원
하는 사업으로서 디지털기술을 활용해 사회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사회문제해결형
R&D’와 관련성이 높음
o “사회혁신 추진계획”은 ‘행정’ 관점의 법·제도, 규제와 관련된 사회시스템 관점의 혁신에 중
점을 두고 있으며, 과학기술 활용, 시민참여형 프로세스 운영 등 유관 활동 간 연계 도모
 문제를 야기하는 사회의 법·제도, 규제 관련 시스템 파악, 문제 해결 과정에서 행정 혁
신을 통한 시민 공감대 형성 및 시민 참여를 통한 사회문제해결형 R&D 성과의 보급
확산에 요구되는 “주민활동 실행력 제고” 등 정책과제 간 상호보완적 운영 가능

다. 기타 사회혁신 관련 정책
□ 교육부·더불어민주당이 ’18년 2월부터 3차례의 당·정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사회의 균형
성장,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사회정책과제 및 방향 토론 등을 진행
o 한국사회의 미래와 사회정책 전략을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당·정 정책토론회를
추진, 현재까지 3회의 토론회를 개최
 지난 50년간 급속한 경제·사회발전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였고 압축성장에
따른 한계와 사회문제가 나타났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성을 논의
<표 4-6> 교육부·더불어민주당 주관 당·정 정책토론회
구분

주제

토론 방향

1차 토론회
(’18.2.20.)

사람 중심 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

2차 토론회
(’18.3.30.)

지속가능한 미래와
한국형 사회정책

3차 토론회
(’18.5.28.)

지역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정책 과제

성장패러다임의 전환과 국가의 역할, 사회정책 거버넌스
와 추진방향을 모색
‘인재성장’과 ‘삶의 질 제고’라는 사회정책의 두 가지 큰
영역에서 기존 교육·복지·고용 정책 등의 한계를 분석하
고 사회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
우리 사회가 직면한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인 ‘지역’과 ‘일
자리’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회정책 전략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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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앞서 ’17년 12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사람중심경제를 주제로 ‘더불어
잘사는 사람중심경제’와 ‘포용적 혁신성장’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하는 등 문재인 정부는
‘사회혁신’, ‘사람중심’ 등을 핵심 가치로 주목
※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경제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과 공정경제를 바탕으로 한 소
득주도성장, 혁신성장, 일자리중심경제가 선순환을 이루는 사람중심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주장

o 특히, 1차 토론회에서 혁신성장과 국정과제 목표 달성을 위해 교육, 고용, 복지 등 사회정
책들이 상호 연계성을 가지면서 추진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사회정책의 중요성과 더
불어 사회관계 장관회의 활성화, 사회전략회의 신설 등의 사회정책 거버넌스 방향을 제시
 토론회에서 제시된 사회정책 거버넌스 강화의 일환으로 ‘18년 5월 11일 사회관계장관회
의 활성화 지원, 사회정책지원센터 등 인프라 구축 등을 명시한 「교육ㆍ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
<교육ㆍ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요내용59)>
1) 사회관계장관회의 활성화 지원을 위한 근거 신설 (안 제1조 개정)
2) 사회관계장관회의 협의·조정 사항에 중장기 사회정책 전략 수립과 사회정책 조사·분석 추가
(안 제2조 개정)
3) 개최시기를 “매월 넷째 주 금요일”에서 “금요일”로 조정 (안 제3조 개정)
4) 사회정책지원센터, 사회정책포럼, 사회정책민관협력망, 사회정책자문위원회 등 지원 인프라
구축 관련 조문 신설 (안 제10조 개정)
5) 사전실무협의 및 조정 등 실무조정회의 논의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의장은 교육부 기
획조정실장이 담당 (안 제11조 개정)
6) 운영세칙에 실무조정회의의 구성 및 운영 부분 삭제 (안 제12조 제정)
[예고기간: 2018-05-11~2018-05-31]

o 아직 관련활동이 추진 중이나, 사회적 가치실현을 공통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후 사회정책지원센터 등과 2차종합계획에 명시된 사회혁신정책연구센터와 협조체계 구
축 등 검토 필요
 사회정책 거버넌스는 다양한 구성원들의 다양한 참여방식을 통한 이해관계가 역동적으
로 작용하기 때문에 중앙집권적 리더십으로 범부처 뿐만 아니라 사회정책 이해관계자들
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
 2차종합계획은 과학기술을 문제해결의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나 결과적인
측면에서 사회문제의 해결, 국민행복 증진 등 사회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추진한다는 점
에서 협력적 관계 모색 가능

59)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lawinfo/lawNotice/lawNoticeInfo;jsessionid=MsO0wCJmukpmupi2Gnt2aGaSBZtvsJOmcuPwspNJ3ITGOiVwML
uH9CSrJFCmevNN.moleg_a1_servlet_engine2?ogLmPpSeq=45046&mappingLbicId=0&announceType=TYPE5&pageIndex=&rowId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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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년 5월 ‘임팩트금융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사회문제 해결에 민간자금 투입을 유도60)
o 민간자금을 투입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움직임으로, 금융소외, 빈부격차, 교육격차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쏟아붓는 복지가 아닌 ‘시장적 접근’을 선택
 ‘임팩트(impact)’는 사회·환경적 영향을, 임팩트 투자(Impact Investments 또는 Impact
Investing)는 사회적·환경적 영향을 고려한 투자를 뜻하는 것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
는 기업이나 조직에 투자·대출을 해주는 것을 의미, ‘사회목적투자’로 불리기도 함
 "사회적·환경적 선을 발생시키기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투자"를 지향하며, 2007년 미국
록펠러 재단이 개최한 라스베이거스 벨라지오 호텔 회담에서 첫 등장
 임팩트 재무 이익을 기대하는 투자의 일환이나, 일차 목적은 사회에 선한 공헌을 하는
데 있으며(돈을 벌면서 선한 일도 하는 것보다는 선한 일을 하면서 돈도 버는 개념), 투
자의 형태를 하고 있지만 자선의 성격이 강해 그 중간 지점에 위치한다는 분석도 존재61)
 돈을 쏟아붓는 복지만으론 사회 경제적 격차나 갈등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
고, 민간 자금을 사회투자 방식으로 활용하여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
o ’17년 정부 예산 400조원 중 약 130조원이 보건 복지 및 고용에 투입되나 사회문제 해결
에는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필요한 재원을 민간에서 마련하고자 추진
 위원회는 ’17년 말까지 출연과 기부로 700억원, 일반 투자자로부터 2,000억원을 투자받
아 2,700억원의 재원 확보할 것을 계획
 투자자로부터 조성된 자본이 중개기관을 통해 금융상품으로 투자처(주로 초기단계의 사
회적 기업)에 전달하여 이들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제공하면서 사회에 임팩트를
창출하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으로 임팩트 투자가 순환됨
o 임팩트투자는 사회문제해결 R&D사업과 연계되어 연구개발 결과물의 사회적 확산, 지속
가능한 문제해결 생태계 조성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부족한 정부예산을 민간 재원으로 충당하고 관제펀드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민간
의 자발성을 중심으로 한 참여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가 중요
 사회문제해결 R&D사업에 민간매칭 방식의 임팩트투자가 이루어지거나, 성과물 활용·확
산에 대한 후속 재원 확보 방안으로 임팩트투자가 기능할 수 있다면 사회문제 해결 성
과의 지속성 확보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60) 한국경제 뉴스래빗(2017-05-23), “민간자금 투입해 사회문제 해결하겠다.”
(http://newslabit.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7052318531)
61) 미디어SR(2017.10.5.), “임팩트 투자 열풍, 어떤 임팩트를?”
(http://www.medias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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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야별 종합계획과의 정합성
□ 범부처 종합계획으로서 1차 종합계획의 위상을 고려하여, 개별부처의 분야별 종합계획과의
정합성을 검토
o 법정계획 여부와 관계없이 개별부처에서 국민생활문제(사회문제)해결 관련하여 수립‧추진
중인 계획을 대상
 각 부처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하되, 자료 미제출·미흡한 부처의 경우는 보완적 자료
조사를 통해 분석대상을 추가하여 총 41개의 종합계획을 검토
※ 부처 자료제출 현황: 9개부처가 22개의 종합계획 제출(‘18.2.27 기준)

o 1차 종합계획의 30개 사회문제 영역, 10개 실천과제에 대해 주 해당분야를 매칭하고, 해
당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접근방법을 3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분석‧비교
 R&D지원: 기초/응용/개발연구, 실증/상용화 등을 통한 문제해결 지원
 비R&D지원: R&D 외 법/제도개선, 인력양성, 기업지원, 협의체운영 등을 지원
 종합지원: ‘R&D 지원’과 ‘비R&D지원’을 포괄하여 지원
□ 15개 부처의 종합계획에 사회문제해결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중 19개 계
획은 다수의 사회문제와 관련
o 15개 부처에서 발표한 41개 계획에 1차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사회문제유형이 1개 이상
포함되어 있으며, 19개 계획은 2개 이상의 사회문제영역에 해당
 원자력안전위원회, 기상청, 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 경찰청, 안전행정부, 해양수산
부, 국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산림청, 식약처 등의 부처별 중장기계획에 국민생활·사회문제해결 관련 내용 포함
o 10개 실천과제 중 부처별 계획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영역은 ‘재난재해’, ‘생활안전’
으로, 각각 10개, 8개 부처가 관련
 원안위, 기상청, 농진청, 행안부, 해수부, 국토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복지부, 산림청 등
10개 부처에서 중장기 계획의 세부내용에 ‘재난재해’를 포함
 그 다음은 ‘생활안전’ 관련 빈도가 높으며, 농진청, 농식품부, 경찰청, 행안부, 해수부,
과기정통부, 교육부, 식약처 등 8개 부처에서 중장기 계획에 생활안전과 부합되는 정책
과제를 제시
o 41개 계획 중 5개 계획만이 비R&D 방식으로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
우 문제해결을 위해 R&D 또는 R&D를 포함한 종합지원 정책을 수립
 기상청, 농진청, 경찰청, 행안부, 해수부, 과기정통부 등 6개 부처가 주로 R&D 방식으
로 문제해결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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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분야별 종합계획과 1차 종합계획 실천과제/사회문제영역 간 관련성
계획명1)

부처명2)

관련 사회문제3)

문제해결
접근방법4)

제1차 원자력안전 연구개발 5개년 계획('14~'16)

원안위

방사능오염(재난재해)
화학사고(재난재해)

종합지원

제2차 생활주변방사선방호 종합계획('18~'22)

원안위

방사능오염(재난재해)

종합지원

제2차 원자력안전 종합계획('17~'21)

원안위

방사능오염(재난재해)

종합지원

지진과 지진해일 관측망 종합계획('15~'19)

기상청

기상재해(재난재해)

종합지원

제3차 기상업무발전기본계획('17~'21)

기상청

기상재해(재난재해)

R&D지원

제2차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16~'20)

기상청

에너지 빈곤(에너지)

비R&D지원

제7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안)
('18~'27)

농진청

먹거리안전(생활안전)
생활폐기물(환경)
수질오염(환경)
실내공기오염(환경)
기상재해(재난재해)
감염병(재난재해)
노인소외·자살(가족)
취약계층생활불편(사회통합)
미세먼지(환경)

R&D지원

식품산업 R&D 중장기계획('15~'19)

농식품부

먹거리안전(생활안전)

종합지원

제2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15~'19)

농식품부

먹거리안전(생활안전)

종합지원

제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16~'20)

농식품부

먹거리안전(생활안전)

종합지원

제2차 곤충산업 육성 5개년 계획('16~'20)

농식품부

문화·여가미비(문화여가)

종합지원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
중점기술 전략 과제('18)

경찰청

성범죄(생활안전)
가정폭력 (가족)
학교폭력(교육)

R&D지원

제3차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18~'22)

행안부

기상재해(재난재해)

R&D지원

행안부

교통안전(주거교통)
학교폭력(교육)
가정폭력(가족)
사이버범죄(생활안전)
먹거리안전(생활안전)

종합지원

행안부

기상재해(재난재해)
화학사고(재난재해)
교통안전(주거교통)
가정폭력(가족)
학교폭력(교육)
먹거리안전(생활안전)
성범죄(생활안전)
가정안전사고(생활안전)

종합지원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16~'20)

제2차 국민 안전교육 기본계획(안)('18~'22)

- 106 -

계획명1)

부처명2)

관련 사회문제3)

문제해결
접근방법4)

제1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18~'22)

해수부

수질오염(환경)

종합지원

제1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16~'20)

해수부

수질오염(환경)
먹거리안전(생활안전)

종합지원

해양수산 R&D 중장기계획('14~'20)

해수부

먹거리안전(생활안전)

R&D지원

제1차 수산물 유통정책 기본계획('18~'22)

해수부

먹거리안전(생활안전)

종합지원

해양에너지 중장기 개발계획('15~'25)

해수부

에너지빈곤(에너지)

종합지원

해양수산 R&D 산업화 촉진전략('16~'25)

해수부

국토교통 R&D 중장기전략('14~'23)

국토부

제2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14~'18)

국토부

제3차 국가교통기술개발계획('14~'18)

국토부

제3차 과학관육성기본계획('14~'18)

과기정통부

문화·여가미비(문화여가)

R&D지원

기후변화대응 기술혁신과 산업화지원 계획('15~'20)

과기정통부

기상재해(재난재해)
에너지빈곤(에너지)

종합지원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및 핵심기술
개발전략 이행 계획('15~'17)

과기정통부

에너지빈곤(에너지)

종합지원

제1차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16~'20)

과기정통부

사이버범죄(생활안전)

종합지원

제2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14~'18)

산업부

기상재해(재난재해)
방사능오염(재난재해)
화학사고(재난재해)

종합지원

제3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14~'23)

산업부

에너지 빈곤(에너지)

종합지원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14~'35)

산업부

에너지 빈곤(에너지)

종합지원

제3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 계획안(’13∼’17)

문체부

문화소외(문화여가)
문화·여가미비(문화여가)

종합지원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18~'22)

문체부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16~'20)

교육부

제1차 사회보장 기본계획('14~'18)

복지부

제2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계획('17~'21)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18~'22)

에너지빈곤(에너지)
기상재해(재난재해)
교통혼잡(주거교통)
교통안전(주거교통)
교육격차(교육)
정보격차(사회통합)
기상재해(재난재해)
에너지빈곤(에너지)
교통혼잡(주거교통)
교통안전(주거교통)

종합지원
종합지원
종합지원

종합지원

문화소외(문화여가)
문화·여가미비(문화여가)
안전사고(생활안전)
교통안전(주거교통)
취약계층생활불편(사회통합)
취약계층생활불편(사회통합)
노인소외·자살(가족)

비R&D지원

복지부

감염병(재난재해)

종합지원

복지부

만성질환(건강)
희귀난치성질환(건강)
감염병(재난재해)

종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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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지원

비R&D지원

관련 사회문제3)

문제해결
접근방법4)

계획명1)

부처명2)

제2차 산림정보화 기본계획('15~'19)

산림청

제2차 산림과학기술 기본계획('18~'27)

산림청

제1차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15~'19)

식약처

먹거리안전(생활안전)

비R&D지원

제1차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
기본계획('16~'20)

식약처

먹거리안전(생활안전)

종합지원

공기오염(환경)
수질오염(환경)
기상재해(재난재해)
공기오염(환경)
수질오염(환경)
기상재해(재난재해)

비R&D지원

종합지원

1) ’18년 각 부처가 제출한 관련정책 제출자료 활용(‘18.2.27 기준 9개부처 22개 계획(R&D사업 제외) 제출)
2) 해당 중장기계획의 주무부처
3) 1차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30대 사회문제 유형 중 해당 분야. 볼드체는 10대 실천과제를 의미
4) 문제해결 접근 방식 : 종합지원(R&D, 비R&D 포괄), R&D지원(기초/응용/개발연구, 실증/상용화 등),
비R&D지원(법/제도개선, 인력양성, 기업지원, 협의체운영 등)

□ 개별부처 단위 중장기계획에서 1차 종합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으나, 문제정의,
해결방법 등 내용적·방법적 측면에서 계획 간 지속적인 정합성 제고 노력 필요
o 1차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10대 실천과제 중 특정분야에 편중되는 양상을 보이는 등 국가
거시적 차원의 사회문제해결 전략성 미흡
 가장 많은 부합성을 보인 ‘재난재해’, ‘생활안전’은 각각 10개, 8개 부처 계획과 부합되
나, 이 외 사회문제 영역은 일부 계획에서만 언급
 개별부처 정책 수립 시 국가적으로 설정한 우선 해결 사회문제영역(10대 실천과제, 30
개 사회문제영역 등)을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 역할 강화 필요
 해당 중장기계획이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에 해당하며 어떤 내용을 직접
적으로 반영하였는지를 자가체크하는 등 중장기계획 기획·점검 단계에서 정책 간 연계성
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수단 도입에 대한 검토 필요
o 대부분의 계획에서 사회문제해결방법으로 R&D지원, 종합지원을 표방하고 있으나, 구체적
인 접근 방식에 다소 차이가 발생하거나 구체적 계획을 미제시하는 등 1차 종합계획을
직접적으로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
 유사한 주제를 다루고 있음에도 사회문제에 대한 정의, 해결을 위한 접근 방법 등이 1
차 종합계획에 제시된 로드맵, 실천과제 등과 다소 상이한 경우가 발생
 일예로, 제2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17~’21, 원안위)은 1차 종합계획의 ‘재난재해’ 중
‘방사능오염’과 정책방향 및 추진활동은 부합하나, ‘중대사고를 포함한 사고관리체계 구
축’을 ‘17년부터 추진하는 등 목표시점에 불일치 발생
※ 1차 종합계획에서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 평가기준 강화 및 관리체계 고도화’ 등 해당내용을
’16년까지 완료할 것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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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차 종합계획의 위상(안)
□ 주요 문제해결 촉진을 위한 다부처 종합전략 및 생태계조성 방안을 수립·제시하여 과학기
술분야 사회문제해결 최상위 계획으로서 위상 강화
o 1차 종합계획은 범부처 및 개별부처 중장기계획과 관련성이 있으나, 범부처 유관 정책의
조정, 지원 역할에서 한계가 나타났으며, 범부처 종합계획 차원에서 위상 취약
 ‘국민생활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생활연구 추진전략’, ‘국민주도의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사회혁신 추진계획’ 등 정부 부처 유관계획 간 통합·조정 강화 필요
 분야별 중기 로드맵에서도 정부 부처의 수용도가 낮음에 따라 유관정책·사업과 유기적
인 연계성 및 종합계획 추진 동력 미흡
 이로 인해 사회문제와 관련된 변화상 반영 및 시급한 사회문제에 대한 효과적 대응체계
구축이 어렵고 탄력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 노출
o ‘18년 발표된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문제에 대
한 R&D 역할 강화’ 등 정책 구체화 역할 담당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 국민 참여 강화 방향 제시
 ‘2차 종합계획’은 법적 기반에 근거하여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
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시책과 사업 등을 종합한 범부처 종합계획으로서, ‘삶
의 질,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 강화’의 구체적인 정책과제 제시·이행점검
등의 역할을 수행
 5년 간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해결정책의 비전, 목표, 전략‧과제 등을 포함
하는 범부처 중장기 종합대책 제시하고, 개별부처의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해결 정책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
<표 4-8> ‘2차 종합계획’ 근거 법령
관련법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6(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의 해결)

주요내용
삶의 질 향상, 사회적 현안 등의 해결에 필요한 시책 수립‧추진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촉진, 성과확산, 제도나 규정의 개
선, 인식 제고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시행령 제24조의6
의거『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종합계획』
수립

<시행령> 제24조의6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촉진에 관한 사항
2.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민간 주도가 어렵거나 미흡한 분야의 정부
주도 시장 창출 방안 등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성과확
산에 관한 사항
3.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제도나 규정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국민, 연구자 등의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문제해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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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각 부처는 동 계획을 바탕으로 소관 분야별 세부 추진전략과 내용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
및 정책과제, R&D사업을 계획하여 추진
 ‘2차 종합계획’이 과학기술기반 국민생활문제해결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범부처 종합전략
및 추진방향을 제시, 이에 입각하여 각 부처가 분야별 상세목표, 이행전략 등을 수립하
여 종합계획의 실천력 제고 가능
 각 부처가 해당 계획의 성격에 따라 단일분야(제2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 등) 혹은 복합
사회문제(제2차 지능형로봇기본계획, 어린이안전종합대책 등)을 대상으로 세부내용 마련
 국민생활문제의 과학기술적 해결을 위해 과기정통부가 R&SD 선도모델을 제시하고, ‘2차
종합계획’이 선도모델 확산 역할을 담당
 행안부 ‘사회혁신 추진계획’에서 제시한 리빙랩 프로젝트, 지역문제해결R&D, 디지털 사
회혁신프로젝트 등 과학기술 관련 정책을 ‘2차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정책실천력 및 예
산투입 효율성 제고
 2차종합계획이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범부처 공통전략으로 기능하기 위해서 행안부의 추진계
획은 현장 중심의 기반조성과 성과활용·확산에 중점을 두고, 개별부처 종합계획은 이슈 영역
별 기술개발 지원과 적용 전략을 수용하는 관점에서 영역과 역할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 최상위계획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 국민 참여
강화 방향 제시

(법적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18~’22)
(전략4) 과학기술이 만드는 모두가 행복한 사회 구현

↓
주요 문제해결
촉진을 위한
다부처 종합전략
및 생태계조성
방안 수립

사회문제해결 범부처계획

(법적 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차 과학기술기반

심화접근

국민생활(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18~’22)

↕

···

분야별 종합계획(R&D)
(법적 근거 : 관련 분야별 시행령 등)

특정 문제해결
실행을 위한
상세목표 및
이행전략 수립
(R&D 중심)

재난재해

환경

•••

주요분야

제2차 국가

제3차 재난
및 안전관리

환경보건

기술개발

종합계획

종합계획

(환경부,

(행안부,

’11~’20)

’18~’22)

생활안전
감염병

특정

위기대응

사회문제

기술개발

•••

관련R&D

추진계획

포함 계획

(복지부,

(정부부처)

’17~’21)

[그림 4-7] 2차 종합계획의 위상 정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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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혁신

국민생활연구 추진전략
(과기부)
사회혁신 추진계획
(행안부)

‧‧‧

V. 2차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이슈조사 및 심층분석
1. 신규 사회문제영역 관련 트렌드 분석
가. 신규 10개 사회문제영역
□ ‘2차 종합계획’에서 40개 사회문제영역을 정립하였으며, ‘1차 종합계획’에서 제시했던 30개
외에 추가된 10개 사회문제영역에 대한 트렌드를 조사
o KISTEP 주도로 정책 반영을 위한 10개 신규 사회문제영역을 발굴, 최종 40개로 재정리
 KISTEP에서 △사회문제은행 등을 통해 후속 발굴된 사회문제 검토, △17개 부처, 13개
지자체 대상 서면 의견조사, △일반시민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
o 새롭게 추가된 10개 사회문제영역에 대한 트렌드 변화를 조사
 정신질환, 산업폐기물, 미세먼지, 화이트칼라 범죄, 사생활침해, 가상증표(화폐) 부작용,
지진, 소방안전, 저출산, 노동의 차별
<표 5-1> 40개 사회문제영역 (신규 10개 영역은 음영 표시)
10대
분야

건강

환경

문화
여가

생활
안전

40개 주요 사회문제

비고

만성질환

10대
분야

40개 주요 사회문제

비고

기존

기상재해

기존

희귀난치성 질환

기존

화학사고

기존

중독

기존

퇴행성 뇌/신경질환

기존

감염병

기존

방사능 오염

기존

정신질환

신규

지진

신규

생활 폐기물

기존

소방안전

신규

실내 공기오염

기존

전력수급

기존

수질 오염

기존

에너지 빈곤

기존

환경 호르몬

기존

불량/노후 주택

기존

산업폐기물

신규

교통혼잡

기존

미세먼지

신규

교통안전

기존

문화소외

기존

노인 소외·자살

기존

문화·여가공간 미비

기존

가정폭력

기존

성범죄

기존

저출산

신규

먹거리 안전

기존

교육격차

기존

사이버 범죄

기존

학교폭력

기존

가정 안전사고

기존

의료격차

기존

화이트칼라 범죄

신규

정보격차

기존

사생활 침해

신규

취약계층 생활불편

기존

가상증표(통화) 부작용

신규

노동의 차별

신규

재난
재해

에너
지
주거
교통

가족

교육

사회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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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0개 사회문제별 트렌드 분석
□ [건강] 일상생활 스트레스 가중, 자살자 비중 OECD 1위, 독거노인과 학교폭력 증가 등으
로 인해 ‘정신질환’이 주요 사회문제로 대두
o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스트레스 수준이 삶의 질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
 전 국민 4명 가운데 1명이 정신건강상 문제를 한 번 이상 경험하였으며,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끼는 인식정도도 50%~70%로 높은 수준
 국민들이 느끼는 삶의 질 수준은 80개국 중 20위(’16)에서 22위(’18)로 하락
o 우리나라의 자살자 비중은 13년 연속 OECD 1위를 기록
 자살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OECD 1위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정신적인 문제(36.2%)이 자살의 직접적인 동기로 작용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정신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수준이 미미하며, 이로 인한 범죄 역
시 꾸준히 증가
o 독거노인과 학교폭력의 증가도 정신질환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
 독거노인은 ’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성 결여, 우울증 및 스트
레스가 심화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연결될 우려
 학교폭력의 증가는 주변 피해자 혹은 간접 피해자들의 심리적 불안을 가중시켜 스트레
스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표 5-2> ‘[건강] 정신질환’ 관련 주요 트렌드
트렌드

주요 내용
- 전 국민 4명 중 1명이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한 번 이상 경험62)
- 스트레스 인식정도63): (’08) 60.5%, (‘12) 70.1%, (’14) 67.0%, (’16) 55.3%

스트레스 심화

(일상생활에서 느낀 스트레스 정도로, "귀하는 지난 2주 동안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어느정도
느꼈습니까?"의 질문에(4점 척도) 느꼈다고 응답한 비율)

- 삶의 질과 시민의식 하락64) : (‘16) 우리나라의 삶의 질 20위, 시민의식 22위
(60개국 대상)→ (’18) 삶의 질 22위, 시민의식 26위(80개국 대상)

독거노인의 증가

학교폭력의 증가

- 전체 고령자 가구 중 고령자 1인 가구 수65)
: (‘10) 전체 고령자 3,111,000가구 중 고령자 1인 가구 1,066,000가구
(’16) 전체 고령자 3,867,000가구 중 고령자 1인 가구 1,294,000가구
-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심의 건수: (‘13) 1만7,749건, (’16) 2만3,673건
- 학교폭력 가해학생 수: (‘13) 2만9,325명, (’16) 3만2,957명66)

62) 관계부처 공동(2016), 정신건강 종합대책
63) 통계청(2016), 국민의 삶 지표, 스트레스 인식정도 (https://qol.kostat.go.kr/blife/result-idx.do?idctId=20130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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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도시화, 산업화 가속화로 인해 ‘산업폐기물’ 배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2차 종합계획’에서 새로운 사회문제영역으로 포함
o 도시화 및 산업화의 가속화에 따라 환경유해성향이 존재하는 지정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역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0년에는 84.5%에 이를 전망이며, 산업
화 지수도 2008년 0.72에서 2014년 0.83으로 증가
 도시화·산업화의 가속화로 인해 사업장의 폐기물 총량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처
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유해성을 가진 물질들이 배출
 건설 산업의 경우에도 건설 폐기물이 지속적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결국 환경
오염을 가속화하여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
 특히, 세계 폐기물의 절반가량을 수입해온 중국이 ’18년부터 수입을 중단함에 따라 갈
곳을 잃은 선진국들의 재활용 쓰레기가 한국으로 향할 전망67)
<표 5-3> ‘[환경] 산업폐기물’ 관련 주요 트렌드
트렌드

주요 내용

도시화 가속화

- 한국의 도시화율68): (’05) 81.3%, (’13) 82.2%, (’30) 84.5%

산업화 가속화

- 산업화 지수69) : (’08) 0.72, (’14) 0.83

□ [환경]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황사경보는 심각한 수준이며, 국가적으로 해결할 사회문제로
‘미세먼지’를 추가
o 우리나라의 대기오염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으로, 이로 인한 조기사망자 수 증가
등이 우려되는 상황
 OECD 회원국 중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야외에서 평균미세먼지 노출 수준이 OECD 평
균의 두 배에 육박
 OECD 회원국 및 비회원국 41개국의 미래 생활의 질을 위한 자원 및 위험 요소 30개
를 비교한 결과 대기 질과 수자원 등이 `OECD 국가 중 하위권`을 뜻하는 3등급에 위
치70)
64)
65)
66)
67)
68)
69)
70)

US News & World Report, Best Countries(2016, 2018)
통계청, 2017 고령자 통계
한국일보(2017.10.8), 학생 수는 내리막인데 학교폭력 해마다 증가
환경부(2018.04.20), 연간 폐기물 수출입량 현황
KOSIS(2016),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KAA204#
WorldBank(https://tcdata360.worldbank.org/indicators/mva.ind.int?country=KOR&indicator=3793&viz=line_chart&years=1990,2014)
매일경제(2018.1.7.) ,韓, 대기오염 OECD 최악…초미세먼지 41개국중 가장 나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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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미세먼지·초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황사, 오존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한국의 대기질은
계속 악화되고 있는 상황
 공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는 2010년 359명 기준에서 2060년까지 연간 백만명
당 1,069명으로 증가할 전망되는데, OECD는 우리나라를 미세먼지와 오염물질에 의한
조기사망 수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대기오염 피해우려지역으로 분류71)
 특히나 인구밀도가 높은 서울 등 도심이 가장 큰 피해지역이 될 것으로 우려
<표 5-4> ‘[환경] 미세먼지’ 관련 주요 트렌드
트렌드

주요 내용
- 우리나라 대기오염은 OECD 국가 중에서 최악 수준72): 한국의 야외에서 초미
세먼지(PM 2.5) 평균 노출도는 27.9㎍/㎥(‘13)로 OECD 평균(13.9㎍/㎥)의 두 배
수준, 41개국 중 가장 나쁨

대기오염 심화

- 우리나라의 입자상 물질 및 오존에 대한 노출로 인한 연간 조기 사망자 수 증
가 전망73): (‘10) 백만명당 359명, (’60)1,069명
- 서울/강릉/대전/대구/전주/광주/부산 등 7개 도시 기준 황사발생 횟수/일수74)
(‘12) 7회/12일→ (’15) 37회/70일

□ [생활안전] 디지털화 확산 등에 따라 ‘화이트 칼라범죄’, 지능형 범죄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
o 디지털화가 확산으로 인한 역기능으로 화이트칼라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
 우리나라의 글로벌 디지털 진화지수는 2008년 28위에서 2017년에는 7위로 급속한 순위
변동을 나타냄
 성폭력 피의자 중 직업이 공무원인 사람은 ’07년 132명에서 ’10년 174명으로 증가하여
같은 기간 전체 성폭력 범죄 증가율 19%보다 13% 포인트 높은 증가세를 보임
o 산업부문에서의 지능형 범죄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
 디지털화가 확산되면서 기술 유출과 사이버 범죄의 증가율도 함께 증가
 정경유착, 부정부패 등의 적폐를 일삼는 범죄에 대해 범죄에 가벼운 처벌은 화이트칼라
범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16년 기준, 단순범죄(폭력, 손괴, 체포·감금·유기·학대, 교통 등) 양형기준 준수율은 95%이상
인 반면, 화이트칼라 범죄(변호사법 위반, 증권·금융, 뇌물, 배임수증재 등)의 양형기준 준수율
은 80% 미만75)
71)
72)
73)
74)
75)

OECD(2016),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outdoor air pollution
OECD(2017), 2017 삶의 질(How`s life) 보고서
OECD(2017), 환경성과검토-한국, OECD(2016),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outdoor air pollution
환경부 환경통계포털, 황사 발생현황
박주민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2017.10.12), 대법원 범죄유형별 양형기준 준수율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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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생활안전] 화이트 칼라범죄’ 관련 주요 트렌드
트렌드
디지털화 확산
지능형 범죄 증가

주요 내용
- 한국의 글로벌 디지털 진화지수 변화76): (’08) 28위, (’13) 9위, (’17) 7위
- 산업스파이(기술유출) 범죄(적발건수) 두 배 이상 증가77): (’12) 30건, (’14) 63건

□ [생활안전] ICT 기술 발전의 역기능으로 ‘사생활침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o ICT 기술 발전은 개인의 디지털 기기 보급률 확산에 기여했으나, 그 반대급부로 사생활
보호 관점에서는 많은 취약점을 노출
 IP 카메라 해킹 등 범죄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몰래카메라 범죄 발생건수 또한 해마
다 증가하여 7년 만에 6.5배 증가
 생활이 디지털화 될수록 사생활 침해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차후 자율자동차 확산
시 해킹범죄가 인명피해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
<표 5-6> ‘[생활안전] 사생활침해’ 관련 주요 트렌드
트렌드

주요 내용
- ITU(국제전기통신연합)이 발표한 한국의 ICT 발전지수(점)78)
: (‘13) 8.81점, 세계 1위, (’17) 8.85점, 세계 2위

ICT 발전 가속화

- 국내 IP 카메라 보안 취약점 신고건수 40배 이상 증가79): (’14) 2건, (’16) 84건
- 몰카 범죄 건수 7년 만에 6.5배 증가80): (’10) 1,134건, (’16) 7,700건

□ [생활안전] 비트코인 등 가상증표(통화)의 유통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거래소 해킹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는 상황
o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가상통화 거래 규모가 5년 사이에 8배 급증하였으며, 거래가도 10
배 이상 급신장하는 이상 폭등 현상이 나타남
 가상 존재로서의 화폐에 대한 과열된 투기양상은 이를 악용한 해킹으로 이어지는 등 역
기능 발생
76) Digital Planet Readying for the Rise of the e-Consumer(2014), Tufts University, Digital Planet 2017: How
Competitiveness and Trust in Digital Economies Vary Across the World
77) 국가정보원(2018.4), 기술유출통계
78) 과기부 보도자료(2017.11.16), 국제전기통신연합(ITU), 2017년 ICT 발전지수 발표
79) 한국인터넷진흥원(2017.10.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80)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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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대규모 거래소 해킹이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실질적 자산 손실을 입은 피해 사례
가 발생
※ 2014년 2월 당시 세계 최대의 비트코인 거래소인 일본의 마운트곡스(Mt. Gox, 비트코인 85
만 개 등), 2016년 8월 홍콩의 비트피넥스(Bitfinex, 비트코인 12만 개 등), 2017년 12월 한
국의 유빗(Youbit, 거래소 전체 자산의 17%), 2018년 1월 일본의 코인체크(Coincheck, 가상
화폐 NEM 5억 2,300만 개 포함 5억 달러 상당) 등에서 대규모 거래소 해킹이 발생하면서
자산 손실을 입고 이를 계기로 파산 절차에 돌입하는 등 부작용 발생81)
※ 2018년 한국의 관세청은 국가간 환치기계좌의 잔고를 맞추기 위해 가상통화를 이용하는 신
종 환치기수법과 가상통화 구매 목적으로 해외 미신고 계좌 개설 및 해외 페이퍼 컴퍼니에
은닉 등 1,700억여 원에 달하는 대규모 불법 외환거래 적발82)

 이러한 이상 현상의 계속적 발생은 국가는 물론 세계경제에 심각한 오류를 가져올 것으
로 우려되며,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
<표 5-7> ‘[생활안전] 가상증표(통화) 부작용’ 관련 주요 트렌드
트렌드

가상통화 거래
급증

주요 내용
- 비트코인 거래횟수 5년 만에 8배로 대폭 성장83)
: (’13) 1일 5만 건, (’18) 40만 건 이상
- 비트코인 가격 10배 이상 급성장
: (’13) 1,151달러, (’18) 11,766달러(1월 28일 기준)

□ [재난재해] 최근 국내에 경주(’16), 포항(’17) 등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여 위기의식이 고
조되고 있으며, 다양한 방편으로 원인 파악 및 대처방안 마련 시도 중
o 정부는 갑작스러운 대규모 지진 증가 원인을 찾기 위해 노력 중
 지진의 발생빈도는 높은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M<3.0규모의 지진이 매우
큰 폭으로 상승(2013년 75회에서 2017년 204회로 2.7배 증가)
 기상청 자료 기준으로 국내 지진 관측이 시작된 1978년 이후 2017년까지 지진 발생 추
이는 증가세84)이며 1978년부터 1998년까지 21년 간 총 403회의 지진이 발생하였고 연
평균 19.2회의 지진이 발생
 1999년부터 2015년까지의 지진 발생 횟수는 총 809회, 연평균 47.6회로 2배 이상 급
증85)하였으며 특히,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간 지진발생 횟수는 총 475회 연평균
81) KIEP(2018), 가상통화 관련 주요국의 정책 현황과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vol 18 No. 3
82) 관세청(20181.31), 「관세청, 가상통화 이용 신종 환치기 등 불법외환거래 적발」보도자료
83) blockchain.info(2018.1.29 기준)
84) 자료: 기상청 홈페이지 참조, 1978년부터 1998년, 199년부터 2017년까지 지진발생 횟수를 검색하여 정리함,
http://www.weather.go.kr/weather/earthquake_volcano/domesticlist.jsp?startTm=1999-01-01&endTm=2017-12-31&startSi
ze=999&endSize=999&startLat=&endLat=&startLon=&endLon=&lat=&lon=&dist=&keyword=&x=40&y=10
85) 자료: 1978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 지진 발생 횟수(기상청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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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5회로 이 기간 중 이전 기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지진이 발생, 급격하게 증가
 기상청에서는 지난 1999년 디지털식 지진 관측기 도입으로 지진이 관측 횟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규모 3.0 이상의 지진은 매년 평균 9회 수준“이며 지진 빈도가 증가한다
고 단정짓긴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 대응 필요성이 더욱 강조
 ‘16년부터 이러한 지진의 갑작스러운 증가 원인을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의 여파에
서 찾음86)
 포항 지진의 데이터 분석 결과 포항 지진 본진의 진원이 포항 지열발전소의 주입정 2곳
중 1번 주입정 아래 약 150m 지점에 위치해 있다는 내용의 논문을 과학저널 ‘사이언스’
에 발표87)
o 국내에서 지진의 발생빈도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민의 경제적·사회적 피해 증대
 2016년 경주 지진은 규모 5.1로 1978년 홍성지진 이후 도시 부근에서 발생한 가장 큰
규모로서 행안부 기준 인명 및 재산피해가 9,319건(2016년 9월 25일 06시 기준)88) 발
생, 경제적·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침
 2017년 11월에는 경주 지진에 이어 역대 2위 규모인 포항지진의 위협으로 인해 수능이
연기됨으로써 지진의 사회문제가 큰 파장을 불러온 사례도 발생
 당시 포항지진의 피해규모는 공공과 사유시설 포함 총 27, 856건으로 물적 피해액은 총
546억원에 달하며 포항시 경제활동 손실액(간접 피해액 추정)은 757억원 규모로 이는
2015년 포항 GRDP 대비 약 0.45%수준에 해당89)
o 지진으로 인한 국민 인명, 재산 등 재난피해 최소화 및 대처 방안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
는 상황
 대규모 지진에 대한 아직 정확한 원인으로 단정할 수 있는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으며,
정부(산업통상자원부)는 ’18년 3월 1일 '포항 지진과 지열발전의 연관성 분석 연구단'을
출범시켜 약 1년간 정밀 연구에 착수한 후 결과를 ’19년 2월에 발표할 예정
 지진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확실한 예방책, 인프라 등 대책이
요구되며, 나아가 지진 발생 후 피해를 복구하고 피해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사
회구조적 지원시스템 확립이 필요

86) 지헌철 지진센터장(2016.11), 한국과학기자협회 빅 포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87) 이진한 고려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 팀, 김광희 부산대 지질학과 교수 팀, 프란체스코 그리골리 스위스 취리히
연방공대(ETH) 교수 팀, 동아닷컴, 2018-04-27
88) 자료: 기상청, 9.12 지진 대응 보고서, 2017. 8
89) 자료: 중앙안전재해대책본부(2017. 12. 6 집계기준), 한국은행 포항본부, 포항지진의 경제적 영향 추계 및 정책적
시사점, 지역경제조사연구, 2018. 5.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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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 ‘[재난재해] 지진’ 관련 주요 트렌드
트렌드

주요 내용
- 지진발생 횟수 484%이상 높은 폭으로 증가90): (’08) 46회, (’17) 223회

지진 발생 빈도의
급격한 증가

지진피해로 인한
사회문제 최소화
노력

- 2.0≤M<3.0규모의 지진이 2.7배 증가: (’13) 75회, (’17) 204회
-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5.0≤M 규모의 지진이 ‘14년부터 등장(1건)하기 시작하
였고 ’16년에는 그 횟수가 3회에 달해 큰 피해를 야기하였으며 2017년에도 1
건이 발생
- 1999년부터 2015년까지 17년간 지진 발생 횟수(809회) 보다 2016년부터 2017년
까지 2년간 지진발생 횟수(475회)가 절반에 해당할 만큼 지진이 발생하여 급격
하게 증가
- 2016년 경주 지진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9,319건으로 집계(2016년 9월 25일 06
시 기준)되고 포항 지진은 공공과 사유시설 피해가 총 27, 856건, 물적 피해액
총 546억원에 달할 만큼 큰 피해로 사회적 파장을 불러옴

o 지진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대응과 신속한 후속조치방안 마련
필요
 지진 증가에 따라 원인규명과 함께 지진 피해를 빠르게 복구하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며
사회적비용을 절감 차원에서 지진보험 가입, 내진설계요건 강화, 2차적인 낙석 및 붕괴
발생우려 건축물에 대한 피해방지 대책 수립 등이 추진될 필요
 또한 피해상황 및 연령별 피해지원 대상 및 규모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정과 각 계층별
복구수요 및 상황을 고려한 탄력적 지원방안 운영이 요구됨
 지진 및 지진해일의 발생 등에 즉각 대피 가능한 주요 안전지역(예: 대피시설) 설정과
대피소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 수립 필요
□ [재난재해] 소방에 대한 국민 안전의식이 여전히 저조하여 ‘소방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화재로 인한 인명, 재산피해가 계속됨에 따라 주요 사회문제로 포함
o 소방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화재는 인명, 재산피해를 야기하며, 지속적으로 제기된 사회
이슈
 불법 주정차 위반건수 증가로 화재 재난 사고시 소방차 진입에 어려움 가중됨에 따라
’18년 1월 소방차전용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법안이 통과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 주
택에는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가 의무화
 화재의 발생건수와 피해규모를 줄이기 위한 사전 대응책 마련이 필요
o 소방 대응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 필요
 화재발생이 대형 재난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이
90) 기상청, 연도별 국내지진 발생추이, 연도별 지진 규모와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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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로 부각
※ 2017년 12월 21일 제천 화재 참사의 경우 소방청은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대응미흡을 인정91)
※ 밀양의 세종 병원은 2018년 1월 26일 발생한 대형 참사로 총 189명의 사상자가 발생, 전문
가들은 화재 참사를 키운 원인으로 ‘건축물 불법 개조’, ‘환자 결박’, ‘방화문 개방여부’, ‘후착
소방차 발수 지연’, ‘정전 후 비상발전기 가동유무’ 등이 지적됨92)

 소방전문가들은 제천 화재 참사의 예를 들어 책임성있는 소방시설 점검 필요성을 제기하
면서 현재의 민간업체 위탁방식으로는 실효성있는 시설점검을 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
 아울러 소방당국의 초기 대응미흡에는 인력부족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건물 설계도면 등
주요한 정보원을 활용하지 못한 점도 치명적인 피해로 이어졌다는 점을 적시
 소방차 진입구간의 불법주차 수시단속과 가연성 재질 사용 최소화, 피난 계단이나 탈출
구를 확보한 건물설계 여부 등도 철저한 관리·감독 대상이라는 점에서 소방청은 민간업
체에 시설점검을 위탁하는 현 시스템에서 보다 적극적인 관리·감독 기구로서 역할 강화
가 필요
<표 5-9> ‘[재난재해] 소방안전’ 관련 주요 트렌드
트렌드

주요 내용
- 불법 주정차 위반건수 증가: (’12) 2,604건, (’16) 14,050건

소방안전
불감증 팽배

소방시설 점검 등
관리·감독 현실화
필요

* 화재 재난 사고시 소방차 진입에 어려움이 가중, 2018년 1월 소방차전용구역 불법주
차 과태료 법안이 통과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 주택에는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시행 소방특별조사에서 점검대상의 불량률 증가93)
: (’15) 6.8%, (’17) 7.2%
- 소방분야 불량 내역 증가: (’15) 1,160건, (’17) 2,447건

□ [가족] 청년실업이 증가하고 결혼·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 심화됨에 따라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를 사회문제로 포함
o 결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함께 부정적 자녀 가치관 확산
 청년실업률의 증가 등으로 초혼 부부의 혼인건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미혼 남성·여
성 모두 결혼의향이 점차 낮아지는 경향
 양육 부담과 기회비용, 직업적 요소 등으로 인해 비결혼 및 무자녀 희망자가 증가
 저출산은 곧 국가 인적 자원, 소수의 젊은층이 노년층을 부양해야 하는 부담감 등 새로
91) 허핑턴포스트코리아(2018.01.11.)“제천 화재 대처에 문제가 있었다고 소방청이 인정했다”
https://www.huffingtonpost.kr/2018/01/11/story_n_18976454.html
92) 조선닷컴(2018.01.28.)“밀양 세종병원 화재, 피해 키운 5대 의혹 살펴보니”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28/2018012800661.html
93)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과(2016), 연도별 서울시 불법주정차 위반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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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문제를 파생
<표 5-10> ‘[가족] 저출산’ 관련 주요 트렌드
트렌드
청년 실업 증가

주요 내용
- 청년 실업률: (’13) 8.0(32.4만명), (2017년 9.8(42.6만명)94)
- 초혼 부부의 혼인건수 7.8% 감소95): (‘11) 25만 8천 건, (15) 23만 8천 건

결혼/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 심화

-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을 미루는 경향 심화(미혼남녀의 결혼의향 하향세)
: (미혼남성) (’05) 82.5%. (‘09) 75.7%, (’15) 74.5%
(미혼여성) (‘05) 73.8%, (’09) 73.1%, (‘15) 64.7%
-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는 부정의식 확산
: (‘09) 기혼여성 9.7%, 미혼여성 14.6%, (‘15) 기혼여성 10.6%, 미혼여성 29.5%

□ [사회통합] 불안정한 일자리가 양산되면서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 등에서 저임금, 고용불안
등 ‘노동의 차별’ 현상 심화
o 비정규직의 지속, 정직원 축소 등 불안정한 일자리로 인한 임금격차가 심화되고, 비정규
직 및 시간제 근로자 중 여성근로자 비율 증가 등 노동 양극화 현상 심화
 임금격차는 근로자들의 스트레스 상승, 삶의 질 저하 등과 직결됨
 여성근로자의 비정규직화 가속화는 양성평등 측면에서도 새로운 사회문제로 연결될 우
려가 있음
o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고용창출 기대감 증대와 함께 고용불안에 대한 우려 제기
 기술 직종별 고용인력 변화에 따른 노동의 차별이 두드러질 전망이며 인공지능, 스마트
공장,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 분야에 대한 인력수요는 증가할 전망이
지만 제조업, 물류･운수업 등 전통직업군의 수요는 감소가 예상됨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세계 순고용은 약 500만명(세계 순고
용의 0.17% 수준) 가량 감소세가 예측되며 사무･행정, 제조, 건설 분야에서 감소폭이
가장 클 전망이고 우리나라도 이와 유사한 추세로 나타남
 그러나,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을 중심으로 신규 고용 창출도 활발하
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신기술로 인한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고 있는 중이며 데이비드 케니(David Kenny)
IBM 수석부사장은 최근 ‘와이어드’ 지를 통해 2020년까지 100만 명의 새로운 전문 인
력을 배치해야 하지만 현장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인력난을 호소96)
 일자리 감소 우려와 대조되는 주장으로 미국 정보기술 혁신재단(ITIF)의 로버트 애트킨

94)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2018.2 기준), e-나라지표 취업자 수/실업률 추이
95) 한국보건사회연구원(각년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96) 자료: David Kenny, Business, Am Bill Gates Is Wrong: The Solution To Ai Taking Jobs Is Training, Not Taxes,
Wired, 2017.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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슨(Robert Atkinson)과
서97)를

존 우(John Wu)는 ‘잘못된 걱정(False Alarmism)’이란 보고

통해 “미래 일자리에 대한 잘못된 예측들의 그릇된 논리(faulty logic)”를 주장하

면서 향후 20년 간 일자리 수의 변화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제시
 전문가들 사이에 일자리 공포와 인력난에 대한 호소가 공존하는 가운데 기존의 인력관
리 시스템에 변화가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첨단 기술 발전이 노동현장
의 생산성 여부에 따른 노동의 차별이 되지 않도록 첨단 기술 분야의 수요예측에 따른
인력 양성 프로그램과 인적 역량의 확대 등 지원제도 마련이 요구됨
<표 5-11> ‘[사회통합] 노동의 차별’ 관련 주요 트렌드
트렌드

주요 내용
-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근로자 임금수준98): (’13) 55.4%, (‘16) 50%

일자리 양극화

- 정규직 대비 단시간 근로자의 임금수준: (’13)23.9%, (‘16)23.1%
- 비정규직 중 여성근로자 비율99): (’13) 3,084명(54%), (‘16) 3,395명(55%)

첨단기술 발전에
따른 고용창출
기대 및 고용불안
우려 상존

- 세계경제포럼의 전망에 따르면 첨단 기술 발전으로 인한 15개 지역 25개국의 순
고용 감소세(△716.5만명)가 순고용 증가세(202.1만명)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
남100)
- 반면 스마트 제조기술별 분야의 인력수요는 2017년 56,377명에서 2020년
95,209명으로 증가할 전망임

97) 자료: Robert D. Atkinson And John Wu, False Alarmism: Technological Disruption And The U.S. Labor Market,
1850–2015, ITIF, 2017. 5.
98) 통계청, E-나라지표,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8월 기준 통계
99) 통계청(2016),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100) 세계경제포럼(2016), “미래고용보고서”, 노용관, 4차 산업혁명과 고용 변화 전망, 산은조사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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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점추진과제 후보(안) 이슈분석 및 안건화
가. 국가 차원의 범부처 협력 거버넌스 구축
(1) ‘국민생활(사회)문제해결 민관협의회’ 운영 상설화
□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추진의 종합 컨트롤타워로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
본부 주관 하에 ‘국민생활(사회)문제해결 민관협의회’를 상시 운영
o 다양한 국민생활(사회)문제를 과학기술 기반으로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민간 참여 협의기
구로서 역할 담당
 종합계획 주요 실천과제 이행 실적 및 차기년도 계획을 점검하고, 롤링플랜을 수립
 각 부처‧지자체 유관 정책‧사업 반영을 위한 업무 협의 및 민-관 이해관계 조정·협력 촉
진 등 종합계획 주요사항 검토‧조정
 국가 현안 국민생활(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이슈를 발굴하고, 사회문제해결형
R&D사업, 긴급연구프로그램 등 범정부 차원의 사업 발굴 및 정책과제 등을 점검 및
자문
o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 실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중앙부처·지자체(국장급) 및 민간
전문가로 위원을 구성하고, 분기별 회의를 개최
 각 부처·지자체 실장급 인사가 참여하고, 다부처 특위를 포함하여 과학기술·인문사회·사
회적경제조직 등 관련주체 주요 인사가 민간 위원으로 참여
※ (구성안) △위원장 △관계부처(10, 국장), △지자체(8, 국장), △다부처특위(2), △과학기술계
(4), △인문사회계(4), △사회적경제조직(4) 등

 정부위원은 관련 R&D사업 예산 규모, 지역안배 등을 고려하여 구성
 민간 위원 선임시 2차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운영됐던 ‘민관협의회’의 핵심인사를 최
소 3인 이상 포함하여 정책 기획-실행-평가의 일관성 제고
 분기별 1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임시회의 개최
<표 5-12> ‘국민생활(사회)문제해결 민관협의회’ 구성(안)
구분
위원장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전문가

구성(안)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 고위공무원(실장)
행안부, 농식품부, 산업부, 과기정통부, 복지부, 환경부, 국토부, 식약처, 경찰청, 농진청 등
서울, 부산, 광주, 대전, 강원, 충북, 전북, 경북 등
다부처특위, 과학기술계, 인문사회계, 사회적경제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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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협의회 운영 효율성 제고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민관협의회 산하에 실무협의회(과장급)
와 전문가자문단을 두고, ‘(가칭)사회문제과학기술정책센터’가 민관협의회 운영을 지원
 실무협의회는 과학기술혁신본부 과학기술정책조정과장, 관계부처·지자체(과장)로 구성하
고, 민관협의회 상정을 위한 안건 검토 등 부처·지자체 간 실무적 업무 논의·협의 수행
 (가칭)사회문제과학기술정책센터가 민관협의회, 실무협의회, 전문가자문단의 운영을 지원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
중앙
부처

국민생활(사회)문제해결 민관협의회

행안부(재난안전)
복지부(질병관리본부)
과기정통부국민생
(
활연구) 등

(종합계획 총괄)
지자체

서울시, 부산시 등

실무협의회
(과장급)

사회문제과학기술정책센터
(운영 지원)

이슈발굴‧긴급지원단

전문가자문단

다부처R&D사업 전주기멘토단

[그림 5-1] 민관협의회 조직체계(안)

 전문가자문단은 민관협의회 민간위원 중심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자문 영역별 외부전문
가를 추가 섭외하여 구성하고, 역할에 따라 이슈발굴‧긴급지원단, 다부처R&D사업 전주
기멘토단으로 구성

자문단

이슈발굴‧긴급지원단

다부처R&D사업전주기멘토단

목적

범부처 현안 사회문제 이슈 발굴 및
긴급대응연구 지원 대상 선정

다부처 사회문제해결형R&D사업
전주기 주요 단계별 멘토링 실시

소관
분야

사회문제
이슈발굴

긴급대응연구
프로그램선정

BM
기획

[그림 5-2] 전문가자문단 운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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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빙랩

이행
점검

사업화

o 개별부처에서 추진 중인 사회문제해결 정책이나 계획과의 유기적인 연계 및 협업을 통한
범정부 차원의 국민생활(사회)문제 해결 촉진을 위해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참여·협업 강화
 지진, 화재, 미세먼지 등 재난재해 대응을 위해 R&D, 실용화, 법제도 등이 원활하게 연
계 추진될 수 있도록 다부처 R&D 사업 공동기획·추진 등 부처 간 협업 강화
 기술개발 성과가 국민 실생활에 체감될 수 있는 현장 적용 실증 R&D사업의 확산 및
지자체 참여를 지속 확대

(2) 사회문제 긴급대응연구프로그램 마련·도입
□ 긴급한 사회문제 발생시 신속 대처를 위한 예산을 사전에 확보하여 범부처 긴급대응연구
프로그램(ERP : Emergency Research Program)을 추진
o 지진, 신종 감염병 등 예기치 못한 국민생활문제 발생시, 적시 지원을 위해 긴급대응연구
예산 마련
 신종 감염병 신속 진단 키트 개발, 지진 발생 이후 구조물 안전 진단 등 재난‧재해, 대
형사고 발생시 예산 미확보된 상황에서 긴급 연구 추진이 필요한 경우 추진
 용처가 특정되지 않은 예산을 사전에 확보하여 사회문제 발생 초기 소규모 예산으로 긴
급연구를 추진하고, 성과 검증을 거쳐 점진적으로 R&D 예산을 확대
 선진국에서는 이미 자연적/인위적 재난 및 대형사고, 전염병 등 예기치 못한 사회적 이
슈에 관한 긴급 대응 프로그램을 운영 중
<표 5-13> 해외 주요 긴급대응연구 사례
구분

세부내용
- (운영주체) 국립과학재단

미국
긴급대응연구 프로그램
(Grants for Rapid Response
Researc, RAPID)

- (목적) 자연적/인위적 재난 및 대형사고, 예기치 못한 사회적 이슈
에 관한 긴급 대응
- (기간/예산) 1년/최대 20만달러
- (특징) 연내 상시지원 가능, 과제제안서 간소화(에세이 형식의 2~5
쪽 분량), 프로그램관리자의 내부평가만으로 신속 선정(담당예산의
5% 자율선정 권한부여)
- (운영주체) 의학연구위원회(Medical Research Council)

영국
긴급대응연구
(Rapid Response Research)

- (목적) 국민 건강에 치명적이고 즉각적인 위험이 우려되는 이슈에
대해 필수 연구비의 신속한 지원 및 대응
- (기간/예산) 의학연구위원회에서 기간, 예산규모 결정, 신청서 유형
과 품질에 따라 지원과제 수와 과제별 지원금 결정
- (특징) 과학패널의 즉각적 평가로 지원여부 결정(정식/동료평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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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대응연구프로그램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긴급연구 수요발생시 신속하게 연구 수행을
지원
o 재난·안전 분야 사회문제의 경우, 과기정통부와 행안부가 범정부 차원의 긴급대응연구사
업을 운영·관리하고 다부처 특위에 지원대상 선정 결과 및 성과 등을 보고
 과기정통부는 기술개발 측면을, 행안부는 실증 및 적용확산 측면을 관리
 민관협의회 전문가자문단(이슈발굴‧긴급지원단)에서 긴급연구 지원 여부를 판단하고, 과
학기술혁신본부(정책국)에서 지원 대상 수요를 접수하고 최종 선정
 프로그램 종료 후 연구결과의 활용성과 등 이행점검을 실시
o 조속히 연구 착수가 가능하도록 공고기간 단축, 제출서류 및 평가절차 간소화 등 프로그
램 운영제도를 개선
 사회문제은행, 시민기자단 등 온오프라인 모니터링 채널을 활용하여 부처 및 지자체가
긴급 사회문제를 포착하고 긴급연구 수요를 제기

수요 발생

지원 요청

지원여부 판단

➡

승인시, 지원 연구
목표/내용/예산/기간
설정

재난안전범부처
협의체(행안부)

부처/지자체

상세 기획

➡

3주 이내

공고·선정

➡

국민생활과학
자문단

3주 이내
(공모/지정)

기술개발·실증

➡

연구관리
전문기관

단기연구 중심
(1년 이내)

성과점검

➡

주관기관

사회문제해결
성과 점검

민관협의회
(자문단)

[그림 5-3] 긴급대응연구프로그램 추진 프로세스(재난·안전분야 예시)

 제기된 긴급연구 수요에 대해 긴급상황 유형, 긴급대응 적절성(시급성, 중요성 등), 대응
범위(투입규모, 파급효과 등)를 고려하여, 연구목표, 내용, 예산, 기간 등 지원여부를 종
합적으로 판단
<표 5-14> 긴급대응연구 지원여부 판단시 고려사항(안)
구분

구성(안)

유형분류 기준

- 인재(사건, 사고), 천재지변(지진, 해일, 산불 화재 등 재난 재해), 보건위
생(전염병, 질병) 등

긴급대응 적절성
대응 범위

- 국민/지역민 및 전문가 수요강도, 기존 사업지원의 한계 등
- 지리적(국소지역, 인근 지역, 국가 전 지역, 범국가적), 시기적(초 단기,
단기, 중기, 장기), 투입자원(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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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 등에 관한규정’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관제단위 평가·관리 절
차 간소화하고 긴급대응 연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Fast Track 체계 마련
※ 과제선정, 수행, 평가 등 과정에서 대응의 신속성 제고를 위해 절차와 기간 최소화(지원 대상
선정, 과제기획, 공고기간, 선정평가, 제출서류 등 전반)
(현행) 30일 이상 사업공고 의무화 → (개선안) 15일 이내로 사업공고 기간 축소

 성과점검 및 평가시, 과학기술적 성과보다 시민/지역민의 문제해결 체감도·만족도 등 긴
급 사회문제해결에의 기여도를 중점적으로 평가

(3) 사회문제해결R&D사업 맞춤형 평가체계 강화 및 제도 개선 지원
□ 사회문제해결형 R&D 사업(과제)의 실질적 문제해결 성과 창출 촉진을 위해 선정 및 평가
제도를 개선
o 과제 선정과 평가·점검 과정에 일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형 평가제도를 도입
 기술적 우수성 보다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문제 해결 및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참여형 평가’를 시행
※ (美) 온라인 플랫폼(Challenge.gov)을 활용하여 시민이 제시한 아이디어에 대해 시민이 지원
여부를 투표하여 선택. 일예로 보건복지부의 마약성 진통제 남용방지를 위한 기술개발 사업
의 경우, 참가자들로부터 8천번의 ‘Like’를 획득하여 선정됨

 사회문제해결형 R&D의 연구목표, 관련 사회문제해결의 시급성·복합성·중요성 등 다양
한 측면에서의 과제 우선순위를 판단하고, 개방형 및 국민체감형 평가제도 도입을 통해
R&D사업의 성과 창출 및 파급력 제고 도모
 특히, 리빙랩을 포함하고 있는 R&D사업(과제)은 최종평가시 수요자 참여형 모니터링
및 평가를 필수적으로 실시
<표 5-15> 사회문제해결형R&D 평가체계(안)
구분

구성(안)

평가방향

- 연구과제제안자와 국민 등 예상수요자 간 소통이 가능한 개방형 평가

평가지표

- 문제해결 기여도, 경제적 가치 산정 등 국민체감형 지표 도입

평가방식

- 과제특성 등에 따라 직접평가(배점 등), 간접평가(정성적 평가 등)

평가자

- 선정평가 심사위원 자격요건(경력, 소속 등)을 완화하여, 일반국민, 리빙랩 전문가,
인문·사회학자, 사회적경제조직 등 관련주체가 사업(과제) 선정‧평가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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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과학기술적 성과가 아닌 문제해결 과정 및 성과 중심으로 R&D사업(과제) 관리방침 및
평가지표/체계를 개선
 NTIS 조사분석 제도 개선 시 사회문제해결분류코드를 추가하여 국가 차원에서 사회문
제해결 관련 연구개발 예산 투입, 성과통계 등이 산출될 수 있도록 반영
 기존의 R&D 평가지표(논문, 특허, 기술이전 등)가 아닌 문제해결 효과 측정을 위한 사
회·환경 등 가치 중심의 질적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적용
※ (예시) 질병 부담비용 절감(건강), 생태기능 향상(환경), 생활편의 개선도, 시민 만족도, 사회
적경제조직의 일자리창출 성과 등

 사업(과제) 중간평가시 다부처 협력지표에 대한 가점 비중을 높이고, 사업/과제 추진과
정에서 시민, 수요처 등의 참여정도를 반영
 필요시, 사업/과제의 평가, 환류체계, 예산연계, 참여기관 자격, 사업비 운영 규정 등 사
회문제해결형 R&D사업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사업관리지침을 마련
o 최적 해결방안에 대한 오픈형 탐색을 위해 동일 주제, 다른 해결방식의 연구개발을 허용
하는 경쟁형 R&D 도입
 동일 목표를 설정했으나 해결방식이 다른 복수의 과제를 지원하고, 중간평가를 통해 단
계적으로 과제를 줄여나가는 경쟁형 R&D 도입을 검토
 기존 R&D 성과 활용, 신규 R&D 개발 적용 등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서로 다른 접근
경로를 인정하고 수행과정을 모니터링 하여 평가‧선정함으로써 창의적 대안 마련의 가능
성을 높이고 문제해결의 불확실성을 사전적으로 제거 가능

나.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혁신생태계 구축
(1) 수요자 참여형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
□ 국민과 연구자가 함께 사회지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워크 구축 강화를 지원
o 현장수요 발굴과 해결방안 모색에 국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시민‧전문가
네트워크 조직으로 ‘사회문제해결동행단’을 운영
 ‘사회문제해결동행단’이 포착·탐색한 사회문제 및 국민 수요를 민관협의회와 각 부처‧지
자체에 전달하고, 활용성 높은 해결방안 모색, 문제발생 시 적시 대응 등을 위한 일반시
민과 연구자의 협력 구심점 역할을 수행
 사회문제별로 과학기술․인문사회 전문가, 일반국민, 제품․서비스 공급자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유연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커뮤니티를 병행 운영
 동행단의 임무수행 책임성·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임기직으로 선발‧임명하고 활동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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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평가를 통해 포상 실시
o 과학기술‧인문사회계가 함께 사회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사회문
제연구회’를 구성
 과학기술적 솔루션을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사회문제 개념 및 원인, 국내외
기술수준 및 R&D 현황 분석, 법․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문제별 해결 수준 등 ‘(가칭)문
제해결 전략맵’을 작성
<표 5-16> 일반시민‧연구자 네트워크 조직(예시)
조직

참여대상

사회문제해결
동행단

일반시민,
전문가

사회문제
연구회

과학기술계,
인문사회계

활동내용

활동형태

지역현장 방문 및 인터뷰, 현장 이슈 조사‧발굴

현장조사

사회문제해결방안 탐색, 정책대안 발굴 및 제안

워크숍

상시 소통‧교류 및 지식‧정보 공유

온라인허브

현안 발생시 신속한 이슈 논의 및 대안 제시

간담회

□ 타 부처 사회분야 문제해결 유관 조직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전국의 지역혁신센터 등을 네
트워크 기반으로 활용
o 국민참여형 사회문제해결을 위해 만들어진 개별부처 및 지자체 유관 조직과의 교류‧협력
을 확대
 스스로해결단(행안부), 스마트시티리빙랩(국토부‧세종시),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서울시)
등 유관조직과의 정보 교류를 확대하고, 업무‧정보를 상호 공유‧논의하는 유관조직 워크
숍, 교류회 등 오프라인 소통 기회를 확충
o 전국의 지역혁신센터 등 소셜벤쳐 모임을 참여 개방형 네트워크로 연계 활용
 지역의 혁신센터에서 지원하는 소셜벤처 활동에 사회문제 발굴 및 토론을 통한 의견수
렴 과정을 추가하여 운영
※ (예시) △(강원센터)디지털 기술 기반의 사회문제해결형 소셜벤처 발굴 및 Living Lab 운영,
△(제주센터)공유숙박, 도심 빈공간 활용 등 도내 생활라이프 상에서의 이슈 발굴과 문제해결
을 지원하는 소셜벤처 양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대전센터)대전 원도심 중심으로 중앙로
캠퍼스를 코워킹 스페이스로 제공 및 도시재생을 위한 소셜벤처 창업 지원 등

o 연구개발 특구(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의 SB플라자
(Science-Biz Plaza) 등을 참여개방형 네트워크 장으로 활용
 연구개발 특구 내 산학연 커뮤니티 및 글로벌 교류 활동(R&D 성과 창출, 사업화 및 창
업 지원 등)을 연계‧활용

- 128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의 SB 플라자(Science-Biz Plaza)는 과학-비즈융합전문가(PSM:
Professional Science Master) 중심으로 사회문제 발굴과 기초과학의 연계를 모색하는
참여개방형 네트워크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
o 지역 내 학생, 시민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기 운영 중인 개방형 네트워크 연계‧활용
 지역 내 체험‧교류 중심지인 메이커 스페이스(서울/울산/대구센터 등)와 지역 혁신클러스
터, 리빙랩 등을 연계‧활용하여 학생, 시민, 지역전문가 참여 네트워크 이용 활성화를 추진
□ 사회적경제조직과 출연(연) 간 소통채널 제공
o 협동조합, 마을기업,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기술 활용 역량 강화 및 사업화지원
을 위해 관련 기술을 보유한 출연(연)과의 소통 창구를 마련·확대
 사회문제별 중점 대응 출연(연)을 지정하거나, 출연(연)별 사회문제해결 담당관을 배치하
는 등 출연(연)의 사회문제해결 의식 고취
 출연(연)과의 네트워크 연계를 통해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경제조직
의 이해도 제고
※ 사회문제해결에 과학기술 활용 사례, 출연(연) 보유 기술의 활용방안 홍보 등

(2) 사회문제해결 촉진을 위한 개방형 온라인 플랫폼 구축‧운영
□ 국민참여네트워크, 빅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굴된 사회문제 자료를 체계적
으로 분석·관리하는 ‘국가사회문제은행(NSIB)’ 구축·운영
o 사회문제 정보제공·교류 플랫폼으로서 사회문제와 관련된 공공정보서비스의 허브 역할 및
아카이브 역할을 수행
 온오프라인 창구에서 수집된 정보를 DB화하여 사회문제 및 과학기술 활용성과에 대한
심층분석 기반을 마련
 사회문제 변화상, 분야별 전문가, 전문연구기관 등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문제 발굴 및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커뮤니티 지원
o 종합계획의 기획·추진·성과확산 과정에서 창출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사회문제
해결 R&D정책 사업 발굴기획에 활용될 수 있도록 공유
 일상·반복적 사회문제 뿐만 아니라 긴급한 현안문제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신규 사업(과
제) 기획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정보 지원
 축적 DB에 대한 다각적 심층분석 실시하여 주요 사회문제 세부이슈별 원인, 이해관계자
맵, 해결방향 등이 포함된 심층분석 브리프를 발간하는 등 신규 정책 및 사업(과제) 기
획의 기초자료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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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 소통 강화 및 문제해결역량 축적을 위한 온라인허브를 구축하고 이용 활성화 추진
o 사회문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발굴된 이슈의 분석체계를 구축
 SNS(트위터, 유튜브 등), 언론(기사, 뉴스 등), 관련 기관 홈페이지 등을 대상으로 빅데
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상시 사회문제 점검 및 이슈 탐지를 추진
 관계부처 및 기관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시스템을 연계·활용하여 최신 사회문제 발굴
원천으로 활용
* △국민 신문고의 민원신청(민원정책 질의응답) 모니터링, △NIA 미래전략센터, △사회이슈 사
전탐지 및 분석시스템(KISTI 개발, ~’22) 등 기존 시스템 활용

o 일반시민 사회적경제조직 연구자·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상시적 온라인 소통을 지
원하고 교류 촉진
 일반시민 대상 사회문제 의견수렴, 부처·지자체·연구자·사회적경제조직 간 이슈토론 등
온라인 네트워킹 채널 운영
o 온라인 창구를 통해 사회문제해결 방안 발굴 등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모
 제안된 아이디어를 관련 기관 제공 및 R&D사업 과제 발굴에 적극 활용
 우수 해결방안을 제시한 경우, 소정의 상금 지급, 맞춤형 사회문제해결 교육 프로그램
및 리빙랩 참여 기회 우선 부여 등 혜택을 부여
o 사회문제해결 과정에 필요한 자원 지식 등을 체계적으로 축적하여 온라인 게시 공유
 관련 출연(연) 및 연구자, 사회적경제조직 목록, 다부처사업 전주기자문그룹 전문가명단
및 활동현황, 사회문제해결 성공사례, 리빙랩 사업 추진현황 등을 관련 정보 제공

(3) 현장 중심의 지역 사회 체감형 문제해결 혁신 촉진
□ 온오프라인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지역 현장수요에 밀착된 사회문제를 발굴
o 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과학기술로 해결 가능한 사회문제를 발굴
 출연(연) 등 지자체 내 지역R&D전문조직, 사회문제해결동행단과 지역 주민, 전문가가
함께 문제를 심층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탐색하는 정기 토론회를 진행
 광역시 단위의 전국 순회 격월 정기토론회 형태 등 주기적으로 운영
o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정기 토론회 및 느슨한 커뮤니티 운영
 지역 단위에서 사회문제별로 소수 핵심인사 및 지역 시민, 연구자 등 자원자들로 소규모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월 2~3회 느슨한 교류 실시
 소규모 커뮤니티가 추후 리빙랩을 주도(지자체가 백오피스 역할 수행), 초기부터 문제발
굴 및 참여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발적 참여 동기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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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시의성 있는 지역의 사회문제 이슈 수렴을 위해 온라인 게시판을 마련하고 주민 참여 촉진
 신속한 이슈 공유를 위해 온라인 허브에 지역문제 및 해결방안 발굴 목적의 의견수렴
게시판을 개설·운영
□ 지자체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사회문제해결 R&D 역량을 강화해갈 수 있도록 노하우 제
공·확산
o 지역 소통협력공간(행안부)을 활용한 주민참여 정기토론회 개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적 컨설팅 제공 등 ‘사회혁신 추진계획’ 등 관련 정책과의 협력을 강화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지역 수요를 반영한 리빙랩 R&D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
※ (예시1) 다부처사업의 세부활동으로 리빙랩 추진(부처·지자체·지역주민 수요제기 등)
(예시2) 개별부처·지역·출연연의 R&D사업 성과물 중 리빙랩 대상 발굴

o 지역 대상으로 문제해결 노하우·정보를 제공하여 지역 기반으로 사회문제해결 R&D가 확
산·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
 사회문제과학기술정책센터가 지자체의 R&D수행 및 문제해결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지
역과 R&D수행 부처 기관 간 매칭 연계 등을 추진하여 사회문제해결R&D에 지자체 참
여 기회를 확대
 사회문제해결 및 리빙랩 활동 촉진을 위한 조례 정립,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개정 등 행
정기반 마련, △참여자간 역할분담 및 협력 촉진방안 등 사회문제해결형 연구개발 기획
-수행-성과활용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가이드라인, 조사분석툴 등을 제공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과기정통부, `18)’ 등과 연계하여 정책 간 정합성 제고
도모
<표 5-17> 지역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개정(예시)
현행

개정(안)

사업의 발굴을 위한 기술수요조사
실시 가능

(수요조사 목적·대상 확대)
기술수요조사 외에도 과학기술 기반 지역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주민 의견수렴 및 솔루션 공모
실시 가능

협약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사업비 인정

➜

(사업비 집행 유연화)
리빙랩 커뮤니티 구성에 필요한 회의비, 자문료 등
협약 전 사업비 집행 인정

 나아가, 지자체가 문제해결단계 및 시점을 고려하여 우선추진할 R&D, 리빙랩, 비R&D
(기업지원, 인력양성 등), 후속활동(사업화지원 등) 등을 종합하여 과학기술기반 사회문
제해결 Map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도시재생 등 지역 활성화 사업과 연계
추진할 수 있도록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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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과학기술의 사회적가치 활용성과 강화
(1) 사회적경제 정책과의 협력을 통한 성과 확산 촉진
□ 사회적경제조직의 역할 강화를 위한 R&D 교육과정 운영, 네트워크 구축 추진
o 사회적 기업,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R&D 교육과정 개발·제공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지원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문제해결 사례, 사회문제해결형 비즈니스 모델 교육프로그램, 리
빙랩 구축 및 운영 방안 등 실천적 과정으로 구성
 중간지원조직의 기술혁신 연계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학습
모임 지원
※ (정의) 중간지원조직이란, 지역공동체 사업 활성화를 위해 행정과 민간의 중재, 민간 간 협력·
조정, 부족한 민간역량 보완·지원을 위한 전문조직을 의미
(현상) 아직까지 중간지원조직이 사회문제해결을 위해 과학기술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지 않
으며, 이로 인해 중간지원조직의 기술혁신 연계 역량이 낮은 상황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고용부 등 13개 부처합동, `18.3)’ 등과 연계하여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정책 이행력 및 효율성 제고
o 사회적 경제조직과 사회문제해결 과정 참여자(연구자, 기술‧사업화 전문가 등)간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네트워킹 지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과학기술인협동조합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이 사회적경제조직
과 과학기술계를 연계하는 매개 역할 수행하고, 중장기적으로 과학기술계 중간지원조직
(출연(연)·대학의 사회혁신지원센터 등) 활성화
<표 5-18> 활용가능한 중간지원조직
구분

주요내용
- (기관개요)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10년 설립
- (설립근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0조

한국사회적
기업진흥원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지원센터

- (기관유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공공기관(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 (고유업무) 사회적기업가 양성과 사회적기업 모델발굴 및 사업화 지원
업종·지역 및 전국단위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
사회적기업 관련 국제교류 협력 등
- (기관개요) 설립초기 협동조합의 기술개발, 시제품제작, 품질개선 등 사업화를 지원하여
실제 매출처확보, 매출증대 등 지속적 성장기반 확보를 위해 ’13년 개소
- (기관유형) ‘(재)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를 ‘과학기술인협동조합지원센터’로 지정
- (고유업무) 사업화지원, 교육·컨설팅지원, 일거리발굴·연계, 홍보 및 성과확산 지원 등

자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socialenterprise.or.kr),
과학기술인협동조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setcoop.net)

- 132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운영 중인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사회적기업활성화 전국네
트워크’ 등 기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역별 사회적경제조직 구성원들이 함께 모이
는 경험 공유 및 솔루션 모색 워크숍 개최 지원
<표 5-19> 중간지원조직에서 운영 중인 사회적 경제조직 지원활용
구분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주요내용
- (개요) 16개 권역별로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을 선정, 해당 권역의 사회적기업·협동
조합에 대한 통합지원 실시
- (주요활동) △지역별 (예비)사회적기업·협동조합 네트워크 구축, △광역·지자체 단위
신규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ㆍ확산, △지역 대학 및 연구소 등 연구기관과의 협력
지원, △홍보·교육 등

- (개요) 정부와의 정책협력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제고를 위한 새로운 형태의 거
버넌스 기구의 필요성에 의해 지난 2011년 12월 14일 설립된 민관협의체

사회적기업
활성화
전국네트워크

- (주요 참여단체) 경실련, YMCA, YWCA 등 대형NGO, 기독교, 불교, 천주교 등 종
교계, 로타리총재단, 라이온스클럽 등 봉사단체, 전경련 등 재계, 정부 및 학계 등
의 주요인사로 구성된 중앙조직과 시·도별 지역네트워크로 구성
- (주요활동) △지역별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 △지역재생, 경제활성화, 고용창출
등 지역사회 의제개발 및 사회적기업 방식 통한 해결방안 모색 및 추진, △기초단
위 지역 사회적기업 네트워크사업 지원 등

 사회문제이슈포럼, 사회문제연구회의 전문가 포럼‧워크숍, 사회문제해결경험공유 워크숍,
리빙랩네트워크포럼, 사회문제 발굴 및 솔루션 제안 연구회 등을 개최하고 유관 행사 정
보를 제공
o 사회문제해결R&D 성과 실증·확산 단계에 사회적경제조직의 참여를 강화하고, 비즈니스
모델 확보 및 시장진출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화 컨설팅 확대
 성과 실증·확산 단계에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 ‘소셜벤처 활성화 방안(중기부, `18)’,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기재부 행안부, `17)’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정책과의 연계 강화
 기술사업화‧기술투자 전문가 등 전문가, 사회적기업 컨설팅기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
정)과의 매칭 지원을 통해 사업화 컨설팅 자문 기회 확대
※ (활용·연계가능 사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기업의 경영/기술애로 해결, 지역의 공동 문제
해결 지원 등을 목적으로 사회적경제조직에게 컨설팅 바우처 제도를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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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0> 사회적경제조직 사업화 컨설팅(예시)
전문가
구분

기술 전문가

사업화 전문가

공공서비스
전문가

기술투자 전문가

전문가
역량·경험

기술기획
기술사업화

리빙랩
사업기획
기술사업화

리빙랩
사회적 비즈니스
모델

기술사업화
기술투자

컨설팅
목적

기술활용방향
제시

시장접근방향
제시

공공수요 적용
사업화모델 구축

투자 유치 등
자원확보방향
제시

컨설팅
내용

사회문제해결
분야별 적용 기술
선정 및 적용

기술에 적합한
수요처 발굴 및
시장화

공공 수요에
적합한 사업화
모델 구성

지속적 투자유치
및 재원확보 방안

□ 사회문제해결 R&D사업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관련 규정 개선 추진
o 사회문제해결형 R&D사업(과제)에 사회적경제조직의 참여와 수행범위 확대를 위해 관련
연구개발사업 참여조건 및 사업비 운영기준 등 완화
 사회문제해결형 R&D를 통해 수행된 연구성과를 사업화하는 단계에서 기술이전 대상으
로 사회적경제조직의 참여를 확대
 지역리빙랩연구지원사업의 전체 예산‧과제 수에서 일정비율 이상 사회적경제조직의 참여
의무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참여기준(예 : 자기부담금 등) 완화, 조합원회원 등 비
정형적 근로계약 형태의 참여연구자 활용 허용, 수요자 조직협력활동 등에 필요한 연구
과제추진비연구활동비 제한 완화 등 제도 개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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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국민 성과 체험‧홍보 강화 및 문제해결 우수성과 확산
□ 국민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한 연구성과 체험 기회 확대
o 국민들에게 온라인·모바일을 통해 연구성과를 정기적으로 제공·공유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마주하는 사회문제의 완화·해결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온라인 채
널 홍보
 사회문제 연구성과를 읽기 쉬운 컨텐츠로 제공, 긴급재난문자 등에 사회문제해결 온라인
허브 링크 노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SNS(페이스북, 블로그 등)과 링크 연계 등 추진
o 국민 삶의 현장 속으로 찾아가는 사회문제해결R&D 성과 체험 행사 개최 및 참여 지원
 ‘우수성과 100선 전시회’에 사회문제 분야 추가, 과학기술 박람회(대한민국과학창의축전)
에 전담 체험관 개설, 사회문제해결 현장(리빙랩 등) 투어 등 성과확산 통로 확대
 KTX 역사 등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사회문제해결 R&D 성과물을 체험할 수 있는
쇼룸 ‘(가칭)우리 곁의 과학’ 설치, 우수성과 직·간접(AR/VR) 시연, 시제품 판매 등 홍
보 강화
 국립과학관을 중심으로 사회문제해결 문제 발굴, 해결, 체험 등과 관련된 초·중·고생 및
시민 대상 수기 공모, 우수성과 전시 등 실시
□ 사회문제해결 성과창출에 기여한 공로자(연구자, 전문가 자문단 위원, 일반시민 등)에 대한
포상(장관표창 등) 제공 등 인센티브 강화
o 국민생활문제 해결 연구자 및 공로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명예심 고취
 연구개발에 따른 직접적 성과 뿐만 아니라 사회문제해결 환경조성(컨설팅, 이해관계 조
정 등)에 기여한 경우도 공로 대상으로 포함, 대상 특성을 고려한 인센티브 방안 마련
※ (美) 미국과학진흥협회(AAAS)는 연구개발 성과 외에도 간접적인 연구개발 환경조성에 대해
서도 포상제도를 운영

<표 5-21> 사회문제해결 공로자 대상 인센티브 방안(예시)
소속기관 유형
출연(연)
전문가자문단, 컨설턴트 등
시민

인센티브 방안(안)
- 인사평가시 승진 가점부여, 차기 연구과제 선정평가시 가점부여 등
- 우수멘토상 수여, ‘범부처 민간협의체’ 위원 참여 등
- 우수시민상 수여, 연구개발 성과 체험키트 제공, 전문가단 위원 참여 등

- 135 -

(3) 사회문제해결 국제협력 및 국제사회 기여 확대
□ 동남아·아프리카 등 개도국의 사회문제해결을 위해 ODA사업과의 협력을 통한 사회문제해
결 연구성과의 해외 이전 확산 지원 강화하고, 국제 공동연구 참여 확대
o 개도국 대상 사회문제해결 경험 전수 및 연구 성과 공유를 추진
 과학기술 ODA사업과 연계하여 개도국 대상 현지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맞춤형 기술이
전, 제품‧서비스 개발 지원
※ (예시) 시각장애인용 공공시설 스마트 점자안내판, 지역 맞춤형 정보 안내를 위한 IoT 서비스
플랫폼 구축 등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KOICA)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 Creative Technology
Solution사업)’ 등과 연계, 개도국에 진출한 청년 혁신가에게 사회문제 연구성과를 우선
적으로 이전하는 지원제도 도입을 검토
 기존 사업·성과와 연계한 글로벌 협력사업 제안·참여 가능
※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원사업으로 수행된 “스리랑카 해양쓰레기 관
리 능력 개발(2017)”, “사모아의 연안재해 피해 저감을 위한 정책 개발, 연안 지형 조사 및
역량 강화(2017)” 등의 성과를 글로벌 환경문제 해결에 활용 가능

o 인류공동 사회문제 대응을 위한 국제 협력사업 발굴·참여
 기후변화, 해양환경, 슈퍼박테리아 등 범지구적 난제 극복을 위해 국제기구(OECD,
UNESCO, Worldbank 등) 및 국가 간 협력 사업 기획 및 참여
※ (사례) Smart Rwanda Days: ICT 기술을 이용하여 빈곤, 사회 기반시설에의 접근, 일자리
창출과 같은 긴급한 사회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된 국가 공동 프로젝트로서 World
Bank와 11개국 정보통신기술 전문가들이 경험을 공유
(우리나라는 ICT신탁을 통해 개발도상국들에게 재정 지원을 하는 형식으로 참여)

□ 국가간 과학기술 활용 사회문제해결 성과‧지식 공유 및 공동연구를 통한 성과 창출·활용
확산 강화
o 국제 행사 개최·참여를 통해 사회문제해결 R&D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
 우리나라 주도의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해결 국제 행사(포럼, 심포지엄, 세미나 등)를
개최하고, 국제행사 참여를 통한 사회문제해결형 R&D 성과 홍보 활성화
※ (獨) 매년 Forum Citizen Science를 개최, 토론 및 경험 공유, 네트워킹 플랫폼으로 활용
(2018년 9월에는 “Forum Citizen Science 2018”을 개최할 예정)

 R&D 결과 뿐만 아니라 문제정의 및 문제해결 과정 등 전주기 프로세스에 걸친 노하우
를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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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점추진과제(안) 심층 조사·분석 및 추진방안 제언
가. 특정 사회문제 R&D사업의 범부처 패키지 검토 및 지원 강화 관련
(1) R&D패키지사업의 개념과 특징101)
□ (도입취지) ’18년 2월 정부는 국가연구개발 시스템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한 혁신성장 지원
을 목표로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정부 R&D투자 혁신방안(관계부처 협동)’을 발표
o 국가차원의 전략적 투자계획 수립에의 한계, 부처·기관 간 협력체계 미비, 제도개선 등 유
관활동과 분리된 R&D 추진 등 기존 R&D 방식과 투자 방식 문제의 개선 필요성 제기
 각 부처별로 R&D사업, 산업육성정책, 인력양성정책 등을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분
야별 종합적·거시적인 관점에서의 투자 곤란
※ 자율주행차 관련 4개 부처 7개 사업, 정밀의료 관련 4개 부처 29개 사업, 미세먼지 저감 관
련 8개 부처 40개 사업 등이 범부처적인 목표없이 개별 부처 단위에서 추진

 타 부처 사업과의 연계성 검토 결여로 유사‧중복 문제 현상이 발생하며, 기초․원천연구
결과가 구체적인 산업적 성과물로 연결되는 이어달리기 전략에 실패
 과도한 규제나 제도정비 미흡으로 제품·서비스 등 연구성과물의 시장진입이 제한되거나
예산 효율화 관점에서 사업 평가가 진행됨에 따라 발전적 대안제시에는 한계가 발생하
는 등 R&D가 제도개선과 연계되지 못하고 분리 추진되는 문제 발생
 기존방식의 R&D 수행으로는 범산업적 특징을 지닌 기술과 제품·서비스 요구 등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는 데에 한계 봉착
o 정부는 ‘정부 R&D투자 혁신방안’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각각의 R&D
사업별 지원방식에서 탈피하여 ‘기술 + 산업 + 제도’를 패키지 사업군으로 구성하여 종합
적으로 지원할 계획
 단기적·근시안적 방식으로는 4차 산업혁명 대응 등 혁신성장 견인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부 R&D 투자시스템의 전면적 혁신을 추구
<표 5-22> ‘R&D PIE(R&D패키지사업)’ 시스템 도입·운영 방향
기존 시스템

新 시스템

개별사업 중심 예산 배분․조정

분야별 패키지형 예산 편성

단편적․제한적 정보 활용

빅데이터 기반 분석

부처별 칸막이식 사업기획

➡

부처 간 연계기획

R&D와 제도개선 연계 無

제도개선 실적과 R&D 투자 연계

예산효율화 관점의 사업평가

분야별 전략평가 도입

101) 관계부처 합동(2018.2.7),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정부 R&D투자 혁신방안 - R&D PIE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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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방향) 동일분야에 대해 개별적으로 추진 중인 R&D 및 비R&D 활동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줌으로써 정책 간 상호 보완성과 통합성을 강화하여 R&D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
o R&D패키지사업(R&D PIE)은 특정 목적을 지향하는 상호 관련된 R&D+비R&D 정책의
묶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패키지형 연구개발 투자플랫폼을 의미
 R&D PIE는 ‘R&D Platform for Investment & Evaluation’의 약자로, 혁신성장의 파이
를 키우기 위한 투자플랫폼을 지칭
 투자플랫폼이란 사업별 R&D 예산 배분․조정 방식에서 탈피하여 부처별 산재된 R&D
사업을 분야별로 통합 관리․평가하고, R&D 뿐만 아니라 인력양성, 제도개선, 주요정책
등을 하나의 패키지 형태로 구성하여 지원하는 투자분석시스템을 뜻함
o 동일 주제에 대한 사업을 통합 관리․평가하고, R&D 외에 비 R&D 영역인 인력양성, 제
도개선, 주요정책 등을 하나의 패키지 형태로 구성
 분야별 투자플랫폼 구축, 부처 간 연계 기획, 컨설팅형 평가 추진 등 R&D패키지사업 추진
을 위한 정책과제를 시스템-기획-투자-평가 측면에서 구조화

<표 5-23> R&D패키지사업(R&D PIE) 추진방안(시스템, 기획, 투자, 평가 측면)
(시스템) 패키지형 연구개발 투자플랫폼 (R&D PIE) 도입
1-1. 혁신성장 분야별
투자플랫폼 구축

1-2. 빅데이터 기반
투자분석시스템 마련

1-3. 경제사회효과를 고려한
투자방향 설정

(기획) R&D 사업기획의
개방성 확대

(투자) 인력양성·제도·정책과
투자 간 연계성 강화

(평가) 평가결과 및
성과 활용 제고

2-1. 민간-정부간
공동 협력체계 마련

3-1. 투자의 탄력성 제고

4-1. 체계적인
평가시스템 마련

2-2. 부처 간 연계기획

3-2. 투자를 통한 정책·제도
개선 뒷받침

2-3. ‘Fast Track’ 사업
제도화

3-3. 인력수급을 고려한
분야별 인력양성 지원

4-2. 컨설팅형 평가 추진
4-3. 분야별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o 자율주행차 등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분야를 확대할 계획
 1단계(’18.2월)에 추진할 선도분야로 ①자율주행차 ②정밀의료 ③고기능무인기 ④미세먼
지 저감 추진
 2단계(’18.3월) 확대분야로 ⑤스마트팜 ⑥스마트그리드 ⑦지능형로봇 ⑧스마트시티 추진
 3단계(’18.6월~)부터 혁신성장정책, 사회정책, 기업수요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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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민관 공동으로 R&D PIE 담당 전문위원회가 패키지형 예산 배분·조정 등 핵심역할
수행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에 R&D PIE 담당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4차 산
업혁명위원회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추진
 관계부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R&D PIE 담당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R&D 투자방
향 및 기술 분야별 투자전략 마련
 산업계 자문단을 운영하여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산업계 자문단을 구성하고 웹 기반으
로 정보를 상시 업데이트하고 정부 R&D 투자에 반영하는 민간 참여 방식 도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는 R&D PIE를 활용하여 각 부처의 R&D 기획, 투자,
평가를 지원

[그림 5-4] R&D PIE(R&D 패키지 사업)의 추진체계

□ (유형) 분야별 투자 플랫폼을 기획하고, 분야특성을 고려하여 기본형, 연계형, 통합형의 3
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관리
o 인력양성, 제도, 정책 등을 포괄한 혁신성장 원형 모델을 구성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분
야별 파이 형태의 투자플랫폼을 도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체계분류를 기반으로 기술·산업의 성장 메커니즘, 연계·융합구조
등을 종합하여, 기술분야, 융합분야, 사회분야별로 전략적 투자분야를 설정하고 추진이
필요한 활동을 매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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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4>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체계분류(투자분야)
분야

영역

내용

투자전략

기초과학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
하는 과학

창의적 역량강화

핵심기술

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 동인이 되는 공통적인
요소기술

기술경쟁력 확보

기반기술

핵심기술과 결합하여 기술적 산업적 파급력을
증대시키는 기술

산업혁신 요소기술 투자

융합
분야

공공·산업 융합

공공·산업 융합 분야의 실질적 부가가치를 창
출하는 기술융합

민·관 협력체계 지원

사회
분야

법·제도 등 연구

4차 산업혁명을 뒷받침하는 제도·법령·인력양
성 등에 대한 연구

기술개발과 함께
사전준비

기술
분야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초과학, 핵심․기반기술, 산업․공공융합기술 분류 외에 ‘인력양성, 제도,
정책’ 등을 포괄하여 ‘혁신성장’의 모델 원형을 구성하며, 모델원형으로부터 분야를 별도 파
이로 분리하여 최소 단위의 패키지사업을 구성

[ 혁신성장 원형모델 ]

[ 분야별 투자플랫폼 ]

[그림 5-5] 분야별 투자플랫폼 도출

o 혁신성장 기본형, 연계형, 통합형으로 R&D패키지사업을 유형화하되, 투자플랫폼 운용단
계에 따라 기본형에서 연계형/통합형으로 전환
 기본형은 핵심 기반기술로부터 산업융합기술, 인력 제도 정책 등으로 구성되며, 초기 운
용단계 또는 타 분야와의 연계성, 통합성이 낮은 경우 적용
 연계형은 타 분야와 추진목표, 성과활용 등의 연계성이 크고 융합가능성이 높은 경우로,
자율주행차, 스마트 시티, 스마트 그리드 등 적용 영역이 중첩된 분야를 엮어 연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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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형은 플랫폼 성격의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소규모 분야가 통합 관리될 수 있는
경우로, 일예로 스마트그리드 플랫폼에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바이오연료 등이 통합
관리되는 방식으로 구성
 투자플랫폼 초기 운용단계에서는 기본형으로 관리하되, 향후 분야 확대시, 플랫폼 고도
화를 통해 연계형/통합형으로 업그레이드
<표 5-25> 패키지형 연구개발 투자플랫폼(R&D PIE) 유형
유형

적용 기준

개념도

기본형

초기 운용단계 또는 타 분야와의 연
계성, 통합성이 낮은 경우

연계형

타 분야와 추진목표, 성과활용 등의
연계성이 크고 융합가능성이 높은
경우

통합형

플랫폼 성격의 분야를 중심으로 다
양한 소규모 분야가 통합 관리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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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문제해결형 R&D사업의 개념 및 특징
□ (개념) ‘사회문제해결형 R&D’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해결을 통해 삶의 질과
연관된 건강･안전･편의 등을 증진시키는 R&D로 정의
o 삶의 질과 연관된 사회문제의 주요한 원인 및 현상을 규명하고, 이러한 문제를 개선 감소
시키거나 해결하는데 기여하는 기술개발 및 해당 성과인 제품·서비스 등의 개발 및 이의
사회적 활용 확산을 추구
 사회문제해결형 R&D란, 개인의 일상생활 뿐만 아니라 개인이 속한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
를 개선 감소시키거나 해결하는데 기여함으로써 개인 및 사회차원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
고자 수행되는 연구개발 활동 전반을 의미
 사회문제란, 개인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요인 또는 개인이 속한 사회 차원의 문제로서, 이에

대한 개선이나 해결이 요구되는 현안 및 미래 이슈로 정의
o 기술개발을 통해 제품 및 서비스화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물이 최종수요자에게 전달되어
이용 활용됨으로써 실질적 사회적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자 성과
 따라서 R&D 범위에 직접적인 연구개발 활동뿐만 아니라 관련 기초연구 및 법제도 개
선 등 기반구축을 포함
 ODA와 연계한 적정기술 개발 관련 R&D도 포함
□ (특징) 기존 R&D가 국가전략 또는 경제성장에 목적을 두는 것에 반해, 사회문제해결형
R&D에서는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R&D･R&BD로부터 R&SD로 이행하는 것이 특징
 R&SD(Research & Solution Development)는 연구 ･기술공급 중심이 아닌 솔루션 제공
형 연구개발을 의미
 기존 R&D가 과학･기술경쟁력 확보, 경제적 성과창출에 중점을 둔다면 사회문제해결형
R&D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문제해결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
 기존 R&D는 공급자를 중심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데 비해 사회문제해결형 R&D는 수요자
참여형 연구개발이라는 점이 다르며 기술과 인문사회, 법･제도를 융합하는 양상이 특징임
 또한 사회문제를 겪고 있는 당사자인 사용자(국민)이 문제발굴 및 해결과정에 참여하고
연구성과물(기술, 제도, 전달체계)이 실질적인 문제해결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종 사용
자와의 상시 피드백 시스템(리빙랩 방식)을 포함한다는 것이 사회문제해결형 R&D의 대
표적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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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문제해결 R&D패키지사업의 개념 및 특징(안)
□ ‘사회문제해결형 R&D패키지사업’은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R&D 및 비R&D 영역을 패키
지 형태로 구성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R&D투자시스템으로 정의
o 이는 사회문제의 해결을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그 과정에 국민 참여, 리빙랩 운영 등
참여형 방식을 운영하는 등 사회문제해결형 R&D의 특징과, 분야 단위에서 R&D+비
R&D 활동 및 예산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면서 실질적 성과창출을 유도하는 R&D패키지사
업의 특징이 동시에 발현
 ‘사회문제해결형 R&D’는 일상생활의 사회문제해결을 통해 삶의 질과 연관된 건강･안
전･편의 등을 증진시키는 R&D로 사회문제의 주요 원인 및 현상의 해결 혹은 개선･감
소에 기여하는 모든 기술개발 활동으로 정의
 ‘R&D패키지사업’은 혁신성장 파이를 육성하고자 R&D와 더불어 인력양성, 제도개선,
주요정책 등 비R&D 영역을 패키지 형태로 구성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투자분석시스템
을 의미
<표 5-26> 기존 R&D사업과 사회문제해결형 R&D패키지사업 비교
구분

기존 R&D사업

R&D패키지사업

사회문제해결형
R&D사업

사회문제해결형
R&D패키지사업
R&SD PIE
(R&D PIE에 포함)

개념

R&D, R&BD

R&D PIE

R&SD, R&SBD

목적

- 과학기술경쟁력
확보를 통한
경제성장

- 4차 산업혁명 등
환경변화 대응
혁신성장

특징

- 공급자 위주
연구개발

- 파급효과를 고려한
- 수요자 참여형
투자 우선순위 설정
연구개발
- 분야별 기술-인력양성 - 기술, 인문사회,
법․제도 융합
–제도-정책 종합지원

- 파급효과를 고려한
투자 우선순위 설정
- 수요자 참여형
연구개발
- R&D + 비R&D
융합·종합지원

방식

- 부처단위 기획
후 사업 관리

- 분야단위 공동기획 후 - 다부처사업 단위로
사업 관리
운영·관리

- 분야단위 공동기획 후
사업 관리

주체

- 연구개발부서
중심

- 연구개발부서와
정책부서 협업,
전문가 참여

- 연구개발부서와
정책부서 협업,
국민/지역 참여

- 연구개발부서와
정책부서 협업, 국민/
지역/전문가 참여

결과

- 논문‧특허 등
연구 산출물
기술개발

- 시장창출, 문제해결
등 분야별 목표달성

- 새로운 사회적
- 새로운 사회적
제품‧서비스
제품‧서비스
(구체적 사회문제해결)
(구체적 사회문제해결)

- 국민생활(사회)문제해 - 국민생활(사회)문제해
결 국민 삶의질 향상
결 국민 삶의질 향상

o 사회문제해결형 R&D패키지사업은 특정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범부처 역량 결집을 목적으
로 사회문제의 정의에서부터 솔루션 모색, 연구개발 수행, 실증․실용화를 포함한 사업화, 법제
도 개선 등을 포괄

- 143 -

 여러 현안과 이해관계자가 복합적으로 얽혀있고 성과창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요하는 사회문제의 특징을 고려하여, 다부처사업 방식과 더불어 패키지형 사업
추진이 적절
 국가적 주요 현안을 설정하고, 사회문제 정의, 문제수요분석, 솔루션 발굴, 기술개발제품
서비스 개발 및 실증 실용화, 사업화 및 제도 개선, 사회문제해결 성과 창출 등 문제해
결 전주기 관점에서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R&D사업들을 일괄 검토
 범부처 차원에서 사회문제 정의부터 사업화 및 제도개선까지 포괄하여 검토하되, 실증
실용화를 필수적으로 포함
□ 기존 R&D 추진방식 달리 동일 주제에 대한 R&D 및 비R&D 활동을 패키지화하여 정책
의 일치성(alignment)을 제고하고 이해관계자와 연구방식의 변화를 추구
o 동일 주제를 발굴·선정한 후 해당 부처·사업의 공동 목표를 설정하고, 주관부처, 협력부처
등으로 역할을 구분
 부처별로 R&D사업, 사회조사 R&D사업, 정책연구사업 등 정책 이행방식, 연구수행방
안, 성과연계체계 등을 공동 설계
 주관부처를 설정하고 해당 부처가 관계 부처·기관 간 정책 연계 및 협력을 조율하고 모
니터링하는 기능을 수행
o 이해관계자 참여, 연구방식 측면에서 실질적 문제해결 솔루션 마련 및 현장적용을 추진
 문제를 정의할 수 있는 인문사회전문가와 솔루션을 현장에 적용하는 역할을 수행할 지
방자치단체, 문제해결을 체감하는 일반 시민 등으로 이해관계자 참여를 확대
 연구자와 전문가 중심의 기존 기술주도(Technology Push) 방식이 아닌 사회적 이용자가
직접 참여하는 리빙랩 방식을 활용하여 수요자가 요구하는 문제해결에 집중하는 이슈주
도(Issue Pull) 방식을 도입

[그림 5-6] 사회문제해결 R&D 패키지(통합적) 구성도

- 144 -

(4) 사회문제해결형 R&D패키지사업 유형화 등 운영방안 제언
□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개별부처들의 노력을 R&D PIE 시스템에 연계하여, 부처협력 및 예
산배분을 추진할 경우 정책 간 상생효과 발생 기대
o 사회문제해결형 R&D가 포함됨으로써 R&D패키지사업의 범주도 ‘기술주도형 R&D PIE’
에서 ‘이슈주도형 R&D PIE’로 확장 가능
 R&D PIE는 기존 R&D 방식을 개선하고 R&D 기획의 개방성과 민간 수요를 반영하고
있으나, 실상 사업의 내용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선도 및 혁신성장동력
확보 등 기술주도형 R&D를 강조
 공공우주, 에너지·환경, 기계소재, ICT·융합, 생명의료, 기초기반, 국방 등 7개 분야에 대
해 R&D PIE 전문위원회 분과를 구성하고, 주로 기술적 주제를 중심으로 선도분야와
확대분야를 선정, 이 중 사회문제 성격의 주제는 ‘미세먼지 저감’이 유일
※ (선도분야) 자율주행차, 정밀의료, 고기능무인기, 미세먼지저감
(확대분야) 스마트팜, 스마트그리드, 지능형 로봇, 스마트시티

 사회문제해결형 R&D사업을 R&D패키지사업과 연계하는 것은 부처간 협업 강화 등 거
버넌스 효율화, 국가 예산 중복투자 방지, 성과 이어달리기 전략 이행을 통한 실질적 성
과창출 등 측면에서 장점 보유
o 다부처사업 외 R&D, 비R&D 협력 촉진을 통한 다면적 접근을 시도한다는 측면에서 패
키지 방식 도입은 의미가 있으나, R&D패키지사업과의 관계성 및 지원분야 설정 등 필요
 현재까지 다부처 사회문제해결R&D사업 외에 ‘R&D’와 ‘비R&D’가 공존하는 부처와 부
처 간 연계·협력을 추진하는 데에는 한계 존재
 사회문제의 특성상 복합적 현안이 얽혀있어 표면적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문제해결이
라는 근본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사업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는 것은 성과창출에 주효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
 동일 사회문제에 대해 개별적으로 추진중인 R&D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줌으로써 사업
간 상호 보완성과 통합성을 강화하고 실질적 문제해결의 효율성과 체감도 제고
 그러나, R&D, 비R&D를 동시에 추진함에 따라 자연발생적으로 R&D패키지사업과 개
념 구분에 혼란이 오거나 지원 영역이 중복되는 등의 혼란이 발생할 우려
o 사회문제해결형 R&D패키지사업의 ‘이슈주도형’의 성격을 고려하여 기술이 아닌 사회문
제, 복합분야를 대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지원분야 선정
 R&D PIE 방식에 입각하여 사회문제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나 아직 연구개발이 이
루어지고 있지 않은 영역을 발굴
 R&D PIE와의 조화로운 추진을 감안하여 사회문제를 선정하여 R&D패키지사업의 확대
분야 등에 추가하는 형태로 진행하거나, 더 적극적으로는 선도분야, 확대분야 외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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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분야’, ‘국민참여분야’ 등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 ‘참여형 R&D’로서 상향식 접근으로 문제를 발굴하고 리빙랩 등을 활용하여 이해관계자 소
통․협력을 통해 솔루션을 만들어 가는 특징을 반영

 R&D패키지사업은 특정(기술)분야를 중심으로 지원여부 결정, 유형화 등을 규정하고 있
으나, 사회문제해결형 R&D패키지사업은 사회문제의 범주 및 솔루션 범위 등을 기본 단
위로 접근
 사회문제는 범위가 넓고 원인이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구체화 단계를 거쳐 지원분야를
선정하고 최종성과목표를 수립
※ (프로세스(안))빅데이터 분석 → 사회문제 정의 → 문제해결의 핵심요인(CSF) 도출 → 지원분
야 구체화 →R&D목표 설정 → 최종성과목표(문제해결에 대한 통합적 목표) 설정 → 패키지
화 → 사업수행 → 성과창출 및 현장적용

 동일한 패키지 형태라도 추구하는 목적(산업육성 vs. 문제해결)에 따라 각 정책수단(과
학기술, 정책, 제도 등)의 역할과 중요도 등에 차이 발생

4차 산업 분야
- (산업) 기술개발을 통한 산업적 요구 및 문제해결(경제적)
- (제도) 혁신기술 활용을 제약하는 부정적 의미의 제도 개선
- (기술) 미래산업 창출, 과학기술 혁신 선도의 핵심 수단

사회문제(미세먼지 등) 분야
- (사회문제) 연구개발을 통한 사회적 요구/문제해결(사회적 목표)
- (정책) 개발 기술의 적극 활용을 위한 긍정적 의미의 제도와 소
통 방법 개선 지원
- (과학기술) 사회문제해결의 핵심(혹은 상호보완적) 수단

[그림 5-7] 사회문제해결 측면에서 사회문제-정책-과학기술의 역할

□ R&D패키지사업의 방식을 연계·도입할 부분과 차별화할 부분을 고려하여 분야 선정 기준
마련, 사업 운영프로세스 등 구체적인 설계 필요
o 사회문제해결R&D에 기 설계·운영 중인 R&D PIE 시스템을 연계·활용하고, 해당 예산을
투입하되, 분야 선정 및 예산 투입 여부에 대한 1차적인 판단을 민관협의회 및 과학기술
혁신본부 정책국에서 담당
 ‘국민생활(사회)문제해결 민관협의회’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중심이 되어 패키지 지원 대
상 분야를 선별하고 예산을 반영·조정
 민관협의회가 R&D패키지 대상 분야를 선정하고 지원 요건을 확정하면, 최종적으로 투
자심의국이 해당 요건 충족여부를 심의하여 예산 반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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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7> 사회문제해결 R&D 패키지 검토 및 예산심의 절차(예시)
지원 대상 선정

사업 조사․분석

예산 반영 요청

예산 심의

1) R&D패키지 대상
대상 분야‧사업요건에
대상 분야 부처‧ 사업
분야 선정
➡ 관련 부처‧사업 현황 ➡ 대해 R&D부처 및 혁 ➡ 검토 및 요건 충족
2) 대상분야 사업 R&D
조사 및 통합 분석
신본부(투자국)에 요구
사업 예산 반영
패키지 요건 분석

민관협의회(자문단)

부처, 지자체 등

혁신본부(정책국)

혁신본부(투자국)

o R&D PIE 방식을 도입․연계하여 예산 심의를 추진하되, 사회문제해결형 R&D사업은 이
슈주도형, 참여형 성향이 강하다는 측면에서 현재 운영 중인 R&D패키지사업과는 차별화
되는 특성이 존재하므로, 추후 이를 고려한 구체적 운영방안 설계 필요
 R&D PIE 방식을 도입․연계하여 예산 심의를 추진하되, 사회문제 수요발굴, 분야 선정,
연구수행, 평가·모니터링 등 사업운영 차원에서 사회문제해결 특성을 반영하여 운영
 R&D PIE의 개념, 운영프로세스 등이 설계되어 이미 과학기술혁신본부(투자국)에서 운
영 중이므로, 사회문제해결형 R&D를 해당 시스템에 묶어서 추진하되, 시민 참여, 리빙
랩 등 사회문제해결 특성을 반영
□ R&D PIE 시스템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지원요건을 설정하고, 사회문제해결 R&D패키지사
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유형화 체계 마련
o 기존 R&D패키지사업의 기준과 사회문제해결형 R&D패키지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
의 개념적 체계를 확립하고 추진
 사회문제해결형 R&D패키지사업의 요건은 분야, 범위, 성과, 주체 등 측면에서 크게 4
가지로 정리될 수 있음
<표 5-28> 사회문제해결형 R&D패키지사업 지원요건(예시)
유형

세부내용
R&D패키지사업 분류*에 해당하는 사회문제로 특정될 것

요건1

*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체계분류(기초과학, 핵심․기반기술, 산업․공공융합기술)를 기초로, ‘인력양
성, 제도, 정책’ 등을 포괄하는 범부처형 이슈(예: 고령화, 기후변화, 스마트·디지털화 등) 혹은
미래 대응(예: 에너지 부족, 자원 부족, 식량·식수 부족 등) 이슈와 관련된 분류

요건2

R&&D, 비R&D 등의 다각적 접근이 필요한 사회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지향하면서 다부처
의 정책을 포괄하는 패키지 특성을 지닐 것

요건3

문제해결 솔루션이 사회적경제조직 등의 비즈니스 모델과 연계되어 사회적·경제적 가치 창
출에 기여할 것

요건4

참여주체가 정부와 전문가, 민간 등 관련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어 ‘리빙랩’과 같은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방법을 문제해결 과정에 활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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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존 R&D패키지사업은 특정(기술)분야의 융합 및 활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유형을 구분
하였으나, 사회문제해결형 R&D패키지사업은 문제의 복합성, 솔루션 적용범위, 파급효과
등에 따라 3가지로 유형화
 크게 ‘실험적 개발 플랫폼형’, ‘가치 창출 플랫폼형’, ‘대규모 생태계 조성 플랫폼형’ 등
으로 유형화
<표 5-29> 사회문제해결형 R&D패키지사업 유형화(예시)
유형

세부내용

실험적 개발 플랫폼형
(Lab-Type
Development Platform)

- 사회문제와 솔루션 적용 범위가 단위 플랫폼 개발 및 조성에 집중된 경우

가치 창출 플랫폼형
(Value Creation
Platform)

대규모 생태계 조성
플랫폼형
(Huge Eco-Platform)

- 도시 전체 보다는 단위 구역을 대상으로 빠른 실증이 가능하며, 특정 사
회문제 이슈와 관련된 제품·서비스 플랫폼 개발에 적합
- 다수의 단위 플랫폼과 관련되거나 도시 자체를 플랫폼으로 구현하는 경우
- 제품·서비스를 매개로 가치를 창출하는 O2O 서비스 혹은 공유 경제형 서
비스 등 사회문제해결이 사회적·경제적 가치 창출과 연계되는 플랫폼 개
발에 적합
- 사회문제가 대규모 사회시스템과 관련되어 있어 문제해결을 위해 대형 개
발자 네트워크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요구되는 경우
- 도시 간 연결, 국가 단위 플랫폼으로 구현할 필요성이 있는 통합 플랫폼
개발과 구축에 적합

 ‘실험적 개발 플랫폼형’은 사회문제가 비교적 단순하고 솔루션 적용 범위가 단위 구역에
집중된 경우로, 환경, 에너지 등 신속한 해결이 필요한 사회문제에 적합
<표 5-30> [유형1] ‘실험적 개발 플랫폼형’ 관련 주요 사례
구분

관련 사례
- 에너지라는 단일 주제로 독일의 윤데(Jühnde) 바이오에너지 마을 사업을 추진

에너지·기후
분야

환경분야

- 네덜란드 북부에 경제 진흥 목적의 온실가스 무배출 발전소 건설을 주도한
ZEPP(Zero Emission Power Plant) 사례102)
- 캘리포니아는 기후 변화를 위한 17개 연구 프로젝트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에너지·기
후 환경 유관분야 주체들을 연계한 미국의 Berkeley Energy & Climate
Institute(BECI)를 연구의 허브이자 조정센터로 설립103)
- ‘환경분야와 관련, 프랑스의 INRIA는 지역의 대기 질 관리를 위하여 도시 사용자와의
협업을 통해 My GreenService라는 솔루션을 개발104)
- 개발 프로세스 각 단계별로 ICT서비스와 장치를 통해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의제 발굴 단계에서 이동성, 건강을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

102) 송위진, 성지은, 장영배(2011),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인문사회 융합방안
103)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2017), 해외 주요국의 사회문제해결형 R&D 동향
104) 성지은, 박인용(2015), 사용자 주도형 혁신 모델로서 ICT 리빙랩 사례 분석과 시사점, 과학기술학연구 15권 1호 245-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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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치 창출 플랫폼형’은 도시 자체를 플랫폼으로 구현하거나 다수의 단위 플랫폼을 연계
하여 구현하는 경우로, 주로 연구개발을 통해 산출된 제품·서비스가 지속가능한 사회문
제해결의 핵심 솔루션으로 작용하는 사례에서 관찰
<표 5-31> [유형2] ‘가치 창출 플랫폼형’ 관련 주요 사례
구분

관련 사례
- 리빙랩을 통해 제품 및 서비스 사용성 테스트 지원 등을 추진하여 IoT 기반의 지속가
능한 스마트 홈에너지 솔루션을 개발한 독일의 스마트 리빙랩 사례105)

스마트시티
분야

- 핀란드는 Smart Kalasatama(지역 재생을 위해 예술, 디자인, IT를 결합한 스마트 시
티 건설)106)에 기업, 공무원, 주민, 시민단체, 학자들이 혁신클럽을 조성
- 전기 자동차의 공유, 공압식 쓰레기 수거 시스템, 환경의 원격제어 등 예술, 디자인, IT
결합으로 실험적 프로젝트 진행하고, 도시 전체의 리빙랩화를 통해 스마트시티를 조성
- 미국 미네소타 주 웰리빙랩(Well Living Lab)은 건강, 수면, 스트레스, 위안, 성과 등
다섯 가지 요소에 대해 실내조명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 실내 환경에서 제
어가 가능한 빌딩, 주거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동연구 수행107)

건강·웰빙
분야

- ‘Living Labs Taiwan: Integration of wearable devices and exercise management’를
통해 시민의 건강과 웰빙을 증진한 대만 사례108)
- IoT 클라우드 서비스,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사용한 건강관리 가능성, 효율성 평가, 암
밴드를 활용한 심장박동 측정기, BMI 정보, 사이즈 측정 정보 등 결합 앱을 활용하여
사용자의 건강한 삶을 지원
- 스마트 시티 구현을 위해 PMO라는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관리사무소’를 설립, 도시
를 ‘살아있는 실험실’로 구현하고자 플랫폼을 구축

교통분야

- 싱가포르는 ‘BeeLine’이라는 SW 기반의 사회문제해결을 추진, 도시 데이터 플랫폼 구
축과 실시간 연동을 지향하면서 정부가 참여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시민이 참여하여
해결109)
- 시민 참여를 통한 버스노선 결정, 혼잡비용 제거로 경제적 가치 제고와 공유경제, 프
로슈머형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

 ‘대규모 생태계 조성 플랫폼형’은 도시 간 연결, 국가 단위 플랫폼에서 솔루션을 개발·적
용하는 경우로, 대규모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사회시스템 차원에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사례에서 관찰

105)
106)
107)
108)
109)

https://smart-live.info/project/?lang=en
https://fiksukalasatama.fi/en/
http://welllivinglab.com/
https://smartcity.taipei/about
김희대(2017.10.12), 사회문제해결형 SW 기반 리빙랩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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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2> [유형3] 대규모 생태계 조성 플랫폼형 관련 주요 사례
구분

관련 사례
- 유럽리빙랩네트워크(ENoLL)는 협력을 미션으로 광범위한 Pan European 개방형
생태계를 지향하면서 상향식(Bottom up)을 활용하여 범유럽에서 시민과 사용자의
니즈를 수렴하고 다양한 환경에서 사회와 법률, 문화적 차이를 인지하면서 문제해
결방법 모색110)
- Living Lab은 보건, 농촌 및 지역개발, 민주주의와 거버넌스, 에너지 효율성 등 다
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Lab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식과 경험을 공유
- 이해관계자의 경계를 넘는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로 리빙랩은 이를 가능하게 구현하
는 플랫폼으로 작동
- 독일은 기후, 에너지, 건강, 안전 등의 사회현안과 관련하여 사회적 연계를 통해 해
결하기 위한 ‘시민과학자 참여 플랫폼(Bürger schaffen Wissen)’을 구축111)
- 개별 기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과학-산업-R&D-사회의 연계를 통해 현안
을 해결하고자 기존 R&D에 시민 참여 확대를 주도
- BMBF(독일 연방 교육연구성)가 중앙 연결점으로서 인터넷 플랫폼을 지원하며, 연
령과 인원수에 무관하게 시민들은 관심분야 연구에 바로 참여 가능

국가차원/
국가간
문제해결
생태계
조성

- EU ELLIOT(Experiental Living Labs for the Internet of Things) Project는 물류,
환경, 에너지, 의료, 유통, 보건의 6개 분야에서 각각에 대한 리빙랩을 구축하고, 이
를 사용자기반 실증 테스트와 피드백을 수행하는 실험 플랫폼으로 활용112)
- 사용자 경험 활용을 위한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하며, 물류·환경 등 일상생활에서
ICT 인프라 및 서비스가 고도화될 수 있도록 법·제도, 지식재산권을 포괄하여 설계
- SocialChallenges.EU는 유럽 전역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이고 시급한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성한 온라인 플랫폼으로 사회문제에 대한 혁신적이고 강력한 솔루
션 시장을 창출113)
- Socialab은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우루과이와 과테말라 등 남미 중심
으로 구축되어 전 세계 96개국에서 60만개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유114)
- 사회문제를 인식하고 개방형 혁신을 통한 솔루션을 지원하여 신생 기업의 통합과
기업가 정신 및 혁신을 추구하기 위해 구축된 솔루션
-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고 프로세스를 개선하며 과제를 해결하고자 지역과 지역사회,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조사하고 시각화한 다음 이를 문제로 전환하여 글로
벌 오픈 혁신 플랫폼을 통해 문제 해결의 아이디어 탐색과 해결을 추구
- 일본의 RISTEX는 문제해결 생태계를 구축하고, 성과확산의 촉매제 역할을 담
당115)
- 공적 영역과 기업, 시민 사회 등 제3섹터(NPO)의 참여와 의견 수렴에 기반을 둠

110) http://enoll.org/
111)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2017), 해외 주요국의 사회문제해결형 R&D 동향,
David Ziegler, Artur Krutsch & Valerie Knapp(2017. 12.), Social Media für Citizen Science
www.buergerschaffenwissen.de,
112) ELLIOT project(http://www.elliot-project.eu/),
성지은, 박인용(2015), 사용자 주도형 혁신 모델로서 ICT 리빙랩 사례 분석과 시사점, 과학기술학연구 15권 1호 245-278
113) https://www.socialchallenges.eu/en-US/community/4
114) https://www.sociala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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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요자 참여형 네트워크 구축 지원
(1) 주요 사례
□ 미국의 ‘Well Living Lab’ 기반 사용자(직장인 등) 기반 수요자 참여116)
o 실내의 조명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직장인 등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연구에 참여
 미국인들의 경우 하루에 21시간 약 90%를 실내에서 생활하므로 실내환경에 노출비중이
높고 실내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연구가 시작
 사람의 건강에 대한 실내 환경의 실제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고안된 최초의 연구 시설
을 구축하여 Mayo Clinic과 Delos와의 협업을 거쳐 데이터를 수집
 연구에 참여하는 이들은 일반회사의 직원들이 될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경험하는 상황
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데이터화하여 전송하는 등 수요자 중심형 리빙랩 방식으로 운영
 사람의

건강(Health),

수면(Sleep),

스트레스와

탄력(Stress

&

Resiliency),

위안

(Comfort), 성과(Performance) 등 다섯 가지 요소가 Well Living Lab의 연구분야

[그림 5-8] 독립적 공간을 갖춘 연구환경의 모습
자료: Well Living Lab 웹사이트(http://welllivinglab.com/)

□ 캐나다의 ‘Cforcare Living Lab(E-Triage)’ 기반 사용자 주도 오픈 커뮤니티117)
o 혁신적이고 현대적인 의료환경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강 및 의료 분야에서
오픈 커뮤니티를 운영

115)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2017), 해외 주요국의 사회문제해결형 R&D 동향
116) http://welllivinglab.com/
117) https://enoll.org/network/living-labs/?livinglab=cforcare-living-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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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개발, 채택 및 최적화된 사용을 신속하게 추적하기 위한 실제 환자, 사용자 주도형
의료센터를 운영
 환자가 자신의 진료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과 동시에 피부암 환자의 신속한 진료와
진단을 위해 모바일 기술을 활용한 원격 피부 진료(이미지 촬영 및 전송 등) 툴을 개발
 선도적 다분야 Health Center의 파트너로서 숙련된 의료 기술팀 및 의료 분야의 주요
연락처 네트워크에 대한 액세스 제공
 혁신, 우수성 및 무결성의 문화를 바탕으로 공공 부문의 복지 증진과 민간 기업의 성장
에 기여하는 혁신 컨설팅을 제공
□ 독일의 ‘Smart Live Living Lab’을 활용한 기업 참여 촉진 사례118)
o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인 스마트 홈의 구축과 에너지 솔루션의 개발을 목적으로, “Living
Lab as a Service”라는 새로운 방식을 통한 접근을 시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통한 모든 창문과 장치에 대한 원격제어, △외부에서
내부 상황에 대한 이상을 인지하고 스마트폰 메시지를 통한 제어, △디바이스와 시스템,
내부 구성요소와 통합 연결을 통한 스마트 홈의 안전제어 등 안전한 생활환경 구현
 IoT를 활용한 리빙랩을 구축하고, 제품과 서비스 사용성 테스트 지원 등에 있어 리빙랩
을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서비스’로 개발
 아이디어 개발 워크샵, 실생활 속 테스트, 쇼케이스 홍보를 집중영역으로 설정
※ (Living Lab as a Service) 유연한 모듈화 및 설계를 통해 중소기업이 새로운 생활환경을 구
상하고 설계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론 개발
(Ergonomic guidelines) Smart Home, Smart Energy 영역에 대한 사용 적합성 및 사용자 경
험 가이드라인
(Showcases) 리빙랩에서 시연의 개발과 디자인, 일상생활에서 미래의 사용자 경험을 나타내
도록 함

[Smart Home의 지원분야]

[Smart Home의 구성요소]

[그림 5-9] 독일의 스마트 리빙랩에서 Smart Home 구성요소와 지원분야
자료: SmartLive 웹사이트(http://www.was-ist-smarthome.de/#Szenen)
118) https://smart-live.info/project/?la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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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란드 Nothern Rural-Urban Living Lab(NorthRULL)의 수요자 참여 촉진 사례
o ICT 솔루션을 활용한 쌍방향 소통과 기술개발을 기초로 응용과 사업화를 추구하면서 지
속가능한 발전과 혁신을 추구
 NorthRULL은 지역 대학, 기업,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여 사용자인 지역 공동체의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수행하며 라플란드(Lapland), 울루(Oulu), 카야니(Kajaani)
대학 등 핀란드 북부의 대학이 대부분 참여하여 각 지역 리빙랩 및 네트워크를 통해 상
호 교류119)
 리빙랩의 네트워킹 도구이자 혁신 솔루션으로 ICT를 활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방면적
접근･다학제적 연구 진행
 2만 명 이상의 Hiukkavaara 시민을 대상으로 도시 생태계의 지속성 강화를 위한 에너
지 효율화 수단, 기술혁신, 장기적 개발에 관한 솔루션 제공
 시민과 연구진의 쌍방향 대화를 통해 경제적･사회적･공공성을 살리며 지속가능한 주택･
건축 환경의 정비 계획과 설계를 실현
 R&D 및 피드백 프로세스로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시험 프로세스를 통해 응용을 추구하
며 비즈니스 및 서비스 프로세스를 통해 사업화를 추진하는 형태로 최종 사용자에게 기
술혁신 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
□ 벨기에 ‘Flemish Living Lab Platform’의 실험적 환경조성 및 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 사례
o 대기업(Telenet, Alcatel Lucent)과 혁신형 중소기업(Androme, Fifthplay)을 중심으로 컨
소시엄을 구성하여 혁신활동의 시너지 향상과 기업 간 협력관계 구축을 주도
 인텔리전트 가정환경 구축을 목적으로 사용자를 참여시켜 혁신적인 제품･서비스를 개발
하고자 한 연구로 플랑드르 지방에 인프라, 테스트 패널을 구축하고, 그 안에서 실생활
(환경, 사용자)에 맞춘 실험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120)
 컨소시엄에 IBBT(Interdisciplinary institute for BroadBand Technology) 등의 리빙랩
관련 연구기관이 포함되어 리빙랩 연구 경험과 노하우를 용이하게 활용
 벨기에 혁신기구인 IWT(Innovatie door Wetenschap en Technologia)와 플랑드르 지역
정부가 재정･행정 등 지원을 담당
 브뤼셀 자유대학(Vrije Universiteit Brussel), 겐트 대학(Universiteit Gent)에서는 연구원
들이사용자 경험을 관찰･수집･분석한 후 결과를 피드백
o 실생활에 맞는 테스트 환경 구축과 대기업, 중소기업 간 협력관계를 조성하고 지역정부
및 대학의 연계를 통해 점진적으로 대규모 사용자 참여를 유도

119) 성지은, 송위진, 박인용(2013), 리빙랩의 운영 체계와 사례
120) 성지은, 송위진, 박인용(2013), 리빙랩의 운영 체계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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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트(Gent), 메헬렌(Mechelen), 신트-니클라스(Sint-Niklaas)시에 거주하는 250가구(600
명)들은 리빙랩 수준의 테스트 패널에 참여하였고 혁신활동 단계가 확대되면서 시험 지
역과 대상도 확대되어 실제 적용 단계에서는 플랑드르 지방 전체, 100만 명 이상 규모
로 테스트 패널이 확대됨
 아이디어 경쟁 페이지(Idea Jams), 기타 연계기관(Interface Organization)을 통해 자유
롭게 아이디어를 내놓는 형태로 자유롭게 사용자 참여가 가능한 구성
 테스트 랩으로부터 생활공간, 리빙랩으로 이동해 가면서 실생활 확산까지 연계해 가는
과정에 주민의 참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용자 경험을 관찰･수집･분석하여 피드백
한 것이 효과적이었음
□ 브라질 ‘Habitat Living Lab’의 이해관계자 참여 촉진 및 운영 사례
o 다양한 정부, 공공기관, 민간조직,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며
참여를 유도하고 성과를 창출
 이스피리투 산투(Espírito Santo) 주의 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시도한 사례로서 주민 대
부분이 저소득층이며, 주거불안 문제가 겹쳐 건축･토목 분야의 기술혁신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121)
 이스피리투 산투 대학(Universidade Federal do Espirito Santo, UFES), 기타 민간기관
과 시 정부가 상호작용하며 주거환경 개선 연구를 시작
 UFES, 이스피리투 산투 주 정부, 비정부기구(ONGs), 자금 지원 기구(CAPES)등이
Habitat 리빙랩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등 경제, 정치, 사회 등을 대표하는 다양한 참여
자로 구성
 학술과 응용 두 차원에서 동시에 혁신활동을 진행하고, 그 성과는 리빙랩 내의 네트워크
를 통해 상호 전파되어 공동체 전반으로 확산시키는데 목적을 둠
 사업

초기에는

아이디어를

수집하는

장으로서

지역

공동체가

중심이 된

BEM

MAIOR(Greater Good, 2006) 포럼을 만들고, 주거환경 개선 프로그램인 Living Well
을 설계･시행
 이후 환경친화 벽돌, 가정용 태양전지 패널 등의 구체적 성과 창출과 지역 공동체의 유
지 노력이 결합되면서 Habitat Living Lab으로 발전한 사례
 사업 진행이 학술 연구와 사용자(지역사회)를 위한 구체적인 성과 창출 방향으로 이루어
졌고 두 과정의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성과를 창출
□ 국내에서 추진 중인 리빙랩 방식의 수요자 참여 및 수요자 참여 네트워크 운영사례
o 리빙랩은 수요자 참여를 전제로 하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해결 수단으로, 우리나라에서도

121) 성지은, 송위진, 박인용(2013), 리빙랩의 운영 체계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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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빙랩 기반의 수요자 참여 확대 추세
<표 5-33> 국내 리빙랩 운영 사례
유형

기관명

운영내용
-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실증 방법론으로서 리빙랩 도입(’15.1)122)

정부
주도

과기
정통부
산업부

- 에너지기술 수용성 제고 및 사업화 촉진 방법론으로 활용124)

행안부

- 디지털 사회혁신 공모사업 추진(’18~)

중앙소방
학교
과학창의
재단
서울시

지자체
주도

- SW융합 기반 서비스 R&D 지역 확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 시범사업(폴리스랩 사업)에 리빙랩 포함

성남시
중간지원
조직
주도

- ICT 분야의 성과창출형 R&D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로 반영123)

-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의 한국 시니어 리빙랩을 운영하여 시니어사용평가,
시니어케어인력, 연구자, 생산자, 인프라를 집결하여 체험관을 마련
- 체험관 자체가 시어니 제품 개발을 위한 리빙랩이 되고 소비자 중심의 연구개
발 거점기관 역할 수행
- 구난장비 연구개발 시 소방대원과 현장인력의 의견 수렴, 현장 상황과 수요를
반영하여 현장수요자 참여형 리빙랩 시스템 구축
- 사회문제해결형 우리동네 과학클럽을 운영
- 국민들이 사회혁신 실험과정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단체 및 커뮤니티와 함께
연구개발 활동을 진행. 지역사회의 문제를 국민 참여 기반을 통해 해결
- 북촌 IoT 리빙랩을 통해 민간 주도로 공간기반형 IoT 서비스의 지속가능성 실험
- 점차 주거지역과 관광상권 지역으로 적용범위 확대 목표

포항시

- ‘포항을 바꾸는 100일의 생활실험’을 표방하고, 포항시에 존재하는 사회문제
(환경오염, 관광상권 개발, 침수 등)의 해결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포항 알
리기 앱 개발 등에 주민이 참여

대구시

- ‘사회혁신실험실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혁신아이디어를 활용한 사회문제해결
실험모델 지원(ICT, IoT, 융복합 기술 등)
- 센서기반 오정동 농수산물시장관리 리빙랩 구축

대전시

- 지역사회/현장인력(시민), 인프라 및 기술(대전대), 경험의 축적(협동조합)이 결
합하여 농수산물시장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
- 스마트시티 리빙랩 운영

부산시

시민
주도

- 구도심권, 동부산권, 서부산권으로 나누어 시범사업, 리빙랩(현장실증), 개방형
IoT 개발의 역할수행을 각각 부여

대전

- 시민사회의 ‘건너유 프로젝트’를 통해 시민의 참여로 범람한 갑천을 미리 확인
하여 호후 시 매번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줄임

성대골

- 에너지 전환 리빙랩을 통해 주민참여에 기반하여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
안을 연구하고 에너지 절약 상품을 판매하여 지속가능한 에너지 확보에 기여
- 사회적 경제 조직 기반의 리빙랩 조성

제주

- 도시(유휴)공간 활성화를 통한 시민참여공간 조성을 위해 청년 리빙랩의 기획·
실행그룹 운영

1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5.1),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연구사업」추진계획(안)
1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년 ICT 유망기술개발지원사업 예산설명자료
124) 에너지기술평가원(2016.1), 에너지기술 수용성 제고 및 사업화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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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정부부처, 지자체, 대학 등에서 일반시민과 전문가가 협력하여 공공의 사회문제해결 활동
을 모니터링하거나 솔루션을 연구하는 등 수요자 참여형 네트워크를 운영 중
<표 5-34> 국내 사회문제해결 관련 수요자 참여 네트워크 운영 사례
운영기관

명칭

운영내용
- (목적) 국민참여형 정책평가, 실효성 높은 정책 아이디어 발굴
- (참여주체) 국가 출산정책에 관심이 높은 엄마와 아빠 50여명을 선발
- (역할) 현장의견 수렴을 넘어 자율적으로 정책자문과 개발에 참여하는 역
할을 수행하고 있어 이전의 통상적 모니터링과는 차별화

보건
복지부

출산정책
국민모니터링단

- (주력분야) ‘워킹맘’과 관련한 △임신‧출산지원, △육아휴직/육아기 탄력근
로, △보육 및 가정내 양육지원을, ‘워킹대디’와 관련한 △남성 출산‧육아
휴직, △장시간 근로 등 직장문화개선, △홍보 등 인식개선 등 6개 주제
- (운영방식) △정책담당자‧연구자들과의 반기별 간담회(세부분과별), △모니
터링 결과 발표, 제안 검토 등을 위한 전체 워크숍, △저출산‧고령사회위
원회 등 각종 논의체 참여, 의견 개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에
참여 등
- (목적) 구성원들이 모여 현재 수요가 있는 사회문제를 발굴하고 사회지성
을 발휘하여 해결방안을 모색, 문제 발생시 적시 대응을 목적으로 운영

전남
대학교

사회문제연구회

- (구성) 학생, 일반시민, 전문가
- (운영방식) 정기적 모임을 통해 사회문제를 도출하고 생각을 공유하며 전
문가들을 초빙하며 사례 및 현장의 경험을 공유
- (목적) 시민이 서울시 추진 사업의 결과물을 직접 모니터링하여 대안 마
련에 참여
- (참여자격) ’15, ’16 디자인 거버넌스 참여 팀원(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사
람이 사업을 모니터링하는 체계)
- (구성) 모니터링 주체는 총 25명으로 구성하여 진행(5개 사업별로 5명씩)

서울시

디자인거버넌스
모니터링단125)

- (운영방식) 모니터링의 주체는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전문가, 인터뷰의 대
상은 이용경험이 있는 시민으로 인터뷰를 통해 의견을 공유
- (모니터링 대상) 소음, 공해, 안전 등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사업

이웃간 갈등 해소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토닥토닥 Talk Talk’ (2016)
한강공원 야간 자전거 안전운행 유도 디자인, ‘괄호등’ (2016)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서비스디자인, ‘배려를 위한 스무 발자국’ (2016)
창신동 봉제공장 가구 리디자인 (2015)
서울랜드 점자지도 툴킷 디자인 (2015)
- (목적) 이전부터 꾸준히 이슈가 되어 온 아동학대, 급식문제, 관리소홀 등
어린이집 문제의 해결을 기대

춘천시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126)

- (구성) 영유아 부모 및 전문가(보육교사, 보건전문가 등) 각 4명
- (운영방식) 예방접종, 건강검진, 급식, 위생, 안전관리 등 아이들이 생활하
는 전반적인 환경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 축적된 모니터링 데이터를
활용하여 향후 보육, 보건분야 가이드라인 제시 등 기대

125) https://design.seoul.go.kr/sdg?CODE=main
126) http://www.chunsa.kr/?p=36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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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요자 참여형 네트워크 구축·운영 방향
□ 수요자 참여는 사회문제해결형 R&D를 타 R&D사업과 구분짓는 가장 큰 특징
o 수요자 참여란 사회문제 발굴, 솔루션 모색, 문제해결 성과 체감 등 문제해결과정에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는 것을 의미
 시민들은 삶속에서 자신이 느꼈던 문제점과 해결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설문, 질의응답,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 가능
o 누적 경험 공유를 상향식(Bottom-Up)으로 진행하며 개방적 분위기 추구할 수 있다는 점
에서 실질적 문제해결 방안 마련에 유리
 생생한 현장이슈 발굴, 활용성 높은 해결방안 모색, 문제발생 시 적시 대응 등을 위한
일반시민과 연구자의 접점으로서의 기능 수행
□ 사회문제를 체감하고 있는 시민이 중심이 되어 정부, 민간기업, 연구자 등의 이해관계자들
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탄력적 네트워크를 형성
o 공공·민관기관, 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기업들이 모여 사회문제해결 네트워크를 구축
 기존의 과학기술자, 전문가 중심의 R&D와는 다른 새로운 접근이므로, 수요자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네트워크를 활용
o 신뢰를 바탕으로 네트워크 협의체를 구성하고, 필요에 따라 견고한 협력체 또는 느슨한
커뮤니티 등의 방식으로 유연하게 운영
 전문가와 일반 시민이 함께 참여하여 즉각적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어 솔루션의 개선
에 있어 신뢰성이 온라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참여단계, 참여주체 특성, 해당 사회문제의 특징 등을 고려하여 참여 방식을 탄력적으로
운영
<표 5-35> 수요자 참여형 네트워크 유형(안)
유형

참여형태

예시

견고한 협력체 방식
일정한
과정에
스스로
도적인

느슨한 커뮤니티 방식

책임과 역할을 부여하여 문제해결
딥다이빙 형태로 참여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한 주
주체로 활동

관심이 있는 시민 등이 자유롭게 문제해결
의 일부, 단위 과업에 참여
문제해결을 지원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수
준에서 부담없이 참여

소모임, 연구회 구성, R&D과제 참여, 리빙
랩 운영 등

토론회, 공청회, 설문조사, FGI, 리빙랩 참
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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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접점 형성, 코디네이터(전문가) 역할 강화, 현장(지역
사회) 단위 접근을 네트워크 구축·운영 정책의 주요 방향으로 설정
o 일반시민, 과학기술자, 사회문제 전문가, 기업가 등 수요층 및 이해관계자 네트워크 참여·
협력 촉진을 위한 접점을 형성
 시민과 전문가 등 참여주체의 유연화, 과학기술과 사회과학 등 접근방식의 다양화 등 문
제해결 단계 및 특징을 고려한 네트워크 구성
 정부‧민간 파트너십(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을 넘어서 일반 시민․주민을 포괄하
는 정부‧민간‧시민 파트너십(Public Private People Partnership; PPPP)를 실현
o 네트워크 교류와 협력의 이해관계 조정자, 코디네이터로서 전문가 참여를 촉진
 신뢰와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네트워크를 견고하게 구성
 국민, 연구자, 사회적경제조직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문제 해결과정에 참여·소통·
협력하므로 상호 간에 역할과 요구되는 역량이 서로 다를 수 있음
 국민과 연구자가 함께 사회지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리드하고 적절한 방법론으로 신속
한 의사결정에 도달할 수 있도록 코디네이터 배정(장기 관점에서는 코디네이터 육성)
o 지역사회 인프라 연계 활용 및 현장 중심 활동 촉진
 상향식(Bottom-Up) 진행방식, 개방적 분위기 하에서 사회문제 중심의 설문, 질의응답,
토론 등을 진행
 사회적경제조직(협동조합, 마을기업, 소셜벤처 등)의 역량 강화 및 사업화지원을 목표로
기술보유 기관이나 기업, 연구소를 대상으로 소통과 협력, 기술이전 창구 등을 개설

(3) 수요자 참여형 네트워크 구축 지원 방안
□ 국민과 연구자가 함께 사회지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오프라인 네트워크 ‘사회
문제해결동행단’ 구축·운영
o (목적) 시민 주도형 사회문제해결의 사회적 확산 추구
 해당 사회문제와 관련된 주체들이 함께 문제해결을 해 나아갈 수 있는 참여형 그룹의
형태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 및 참여 촉진과 국민-과학기술계 간의 가
교 역할 수행
 문제의 발굴부터 솔루션 모색, 모니터링, 성과 체험 등의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되, 참여자의 자율을 보장함으로써 시민 역량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장려
o (구성) 주요 사회문제, 패키지 검토대상 문제 등 분야별로 동행단을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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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로 시민단체, 민간협의회(전문가자문단), 부처 등에서 추천한 시민, 전문가 등
7~10명으로 구성
 R&D 지원 대상 사회문제가 선정된 후 사업 기획 단계에서 구성
 사회문제의 지역특색의 강도에 따라 지자체 내 과학기술/연구개발 담당부서 혹은 전담
기관, 지역 기업가 등이 참여
 임기직으로 선발‧임명하고 활동상황에 따른 평가 및 보상 실시, 우선적 피드백 제공 등
으로 자발적 참여동기 부여

[그림 5-10] 사회문제해결동행단 추진체계도(예시)

o (운영방식) 전문가와 수요자가 협력 하에 생활체감형 이슈 발굴, 해결 및 확산 등 사회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 단계별로 ‘견고한 협력체 방식’과 ‘느슨한 커뮤니티 방식’을 병행 활용
 실생활 체험 및 현장 경험을 토대로 기획단계에서 사업목표 설정, 연구개발 방향, 법제
도 등 비R&D 수요, 리빙랩 등 성과활용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실
제 사업 추진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선별된 아이디어를 연례행사 등 오프라인 행사를 통해 공유하여 프로젝트의 수행 및 다
른 프로젝트와의 연계 혹은 이전에 활용
 성과 활용 단계에서 솔루션 적용에 대한 현장의 반응 모니터링 및 파생이슈 조사 등을
담당
 각 단계에서 워크샵, 세미나, 개별 혹은 그룹형 인터뷰, 온라인 소통 등 참여 방식을 다
양화하고, 주기적으로 총괄 단위의 모니터링 결과 및 노하우 공유 기회 마련
 필요에 따라 동행단이 추후 리빙랩에 주도적으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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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사회문제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및 인문사회계 공동의 ‘사회문제연구회’를 구성·운영
o (목적) 사회문제에 대해 과학기술적 솔루션을 포함하여 다양한 대안 제시 등 전문성에 기
반한 씽크탱크 역할을 수행
 초학제적 경험 공유 및 토론을 토대로 복잡다기한 사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
한 정확한 문제 정의 및 원인 규명, 해결방안 모색 추진
o (구성) 사회문제해결동행단에 참여하는 전문가의 일부가 연구회에 참여하여 조직 연계성
및 소통 채널 확보
 민간협의회(전문가자문단), 부처 추천 등을 기반으로 연구회 pool을 구축, 사회문제연구
회를 회원제로 운영
 과기정통부, 민간협의회, 개별부처, 사회문제해결동행단 등에서 심층연구 수요 발생시,
이를 온라인에 공모하고 후보 pool 중 연구에 참여할 인사를 선정
 연구 주제에 따라 유연하게 연구회 소모임(10명 이내)을 구성

[그림 5-11] 사회문제연구회 운영체계(예시)

o (운영방식) 문제발굴 뿐만 아니라 해결과정과 보급․확산, 성과 체험과 학습까지 전 과정에
서 발생하는 연구수요에 대한 전문적 연구를 수행, 멘토 역할을 수행
 연구수요 제기시 사회문제 발생의 원인‧현황에 대한 과학적 검증, R&D·비R&D 복합의
솔루션 모색 방안 등을 연구
 상시적으로 공통주제에 대해 과학기술계와 인문사회계가 교류하는 오프라인 미팅을 진
행하여 네트워크를 공고화하고 현안 발생 시 신속한 이슈 논의와 대안 제시가 가능하도
록 정책을 모니터링
 고유의 역할로, 주기적으로 사회문제 개념 및 원인, 국내외 기술수준 및 R&D 현황 분
석, 법․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문제별 해결 수준 등 ‘문제해결 전략맵’을 연구
※ 필요시 기존 R&D 사업 조정, 신규 R&D사업 추진 필요성 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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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형 사회문제해결을 위해 기 조성되어 운영 중인 유관 조직 및 인프라와의 연계·교
류 강화
o 사회문제해결 유관조직과 간담회, 교류회 등을 개최하여 정책·사업 추진 현황 및 성과, 경
험 등을 상호 교류
 스스로해결단(행안부), 스마트시티리빙랩(국토부 세종시),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서울시),
국민생활과학자문단(과기정통부) 등 유관조직과의 파트너십 구축

<표 5-36> 기 운영 중인 주요 사회문제해결 유관조직
구분

세부내용
- 지역주민, 지자체, ICT 활동가 등이 참여하여 협업을 통해 지역현안을 발
굴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개선·해결해 나가는 실행조직
- 지역현안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인 지역주민,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

스스로해결단
(행안부)127)

- 스스로해결단의 단장(대표)은 지역주민 중에서 호선
- 주민이 전 과정에 참여하여 사업의 만족도와 효과를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운영
- 스스로해결단 구성은 과제 공모 시 필수 요건이며, 디지털 혁신도시 분야
(유기적 다수과제) 공모 시 과제별로 각각 스스로해결단 구성해야 함
- 4차 산업혁명의 융복합 신기술을 도시에서 테스트→ 시민 피드백 리빙랩

스마트시티리빙랩
(국토부 세종시)128)

- 데이터에 기반한 시민참여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리빙랩을 도입하여 스
타트업, 중소기업의 혁신솔루션을 실증하는 테스트베드로 활용
- 해커톤(Hackaton), 챌린지 프로젝트 등을 다양하게 추진해 민간의 창의적
인 아이디어를 현장에 접목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서울시)129)

- 청년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사회적 해법을 시도하는 능동적인 시민참여
플랫폼으로, 온라인 전용사이트 ‘청정넷(https://seoulyg.net/)’ 운영
- 청년과 청년단체가 멤버십캠프, 서울청년의회, 서울청년주간 등 운영
- 감염병이나 지진 등 문제발생 초기부터 과학적 사실을 검증하고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취지로 운영(객관성과 신뢰성)

국민생활과학자문단
(과기정통부)130)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
국과학창의재단, 한국과학기자협회 등 5개 단체가 참여
- 먹거리, 질병, 재해, 생활화학물질, 교통·건설, 사이버, 환경 등 7개 분과로
구성

127)
128)
129)
130)

행정안전부(2018.3.13.),‘공감e가득’사업 추진한다 보도자료
4차산업혁명위원회/관계부처합동(2018.1.29.), 도시혁신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청정넷(https://seoulyg.net/)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2017.12.15.), 과학기술계, 국민생활문제에 한걸음 더 다가간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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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관조직을 사회문제포럼, 세미나, 워크샵 등에 초청하여 타지역주민‧연구자 등과 지역이
슈, 해결방안을 공유
 정기적으로는 연 1회 이상 ‘범부처 사회문제해결 정책 모니터링 및 성과공유회’ 등을 개
최하여 유관기관 간 노하우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회문제 관련 과학적 사실 검증 등을 추진하는 국민생활과학자문단이 사회문제연구회
pool로 참여하고, 필요시 공동연구를 추진
o 전국의 지역혁신센터 등 소셜벤쳐 모임을 참여 개방형 네트워크로 연계하여 활용
 지역의 혁신센터에서 지원하는 소셜벤처 활동에 사회문제 발굴 및 토론을 통한 의견수
렴 과정을 추가하여 운영
 △(강원센터)디지털 기술 기반의 사회문제해결형 소셜벤처 발굴 및 Living Lab 운영, △
(제주센터)공유숙박, 도심 빈공간 활용 등 도내 생활라이프 상에서의 이슈 발굴과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소셜벤처 양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대전센터)대전 원도심 중심으로
중앙로 캠퍼스를 코워킹 스페이스로 제공 및 도시재생을 위한 소셜벤처 창업 지원 등
연계 활용 가능
o 연구개발 특구(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의 SB플라자
(Science-Biz Plaza) 등을 참여개방형 네트워크 장으로 활용
 연구개발 특구 내 산학연 커뮤니티 및 글로벌 교류 활동(R&D 성과 창출, 사업화 및 창
업 지원 등)을 연계‧활용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의 SB 플라자(Science-Biz Plaza)가 과학-비즈 융합전문가
(PSM: Professional Science Master) 중심의 사회문제 발굴과 기초과학의 연계방안 모
색 등에 참여
o 지역 내 학생과 시민의 참여개방형 네트워크 연계‧활용
 지역 내 체험‧교류 중심지인 메이커 스페이스(서울/울산/대구센터 등)와 지역 혁신클러스
터, 리빙랩 등을 연계‧활용한 학생, 시민, 지역전문가 참여 네트워크 이용 활성화 추진
□ 사회적경제조직(협동조합, 마을기업, 소셜벤처 등)의 기술 활용 역량 강화 및 사업화지원을
위해 관련 기술을 보유한 출연(연)에 소통 창구를 마련
o 과학기술 활용에 대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인지 제고, 사회문제해결 특성에 대한 출연(연)
의 이해 제고 등을 통해 상호 이해 및 교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기관과의 협력
강화
 먹거리안전(식품연), 만성질환(생명연), 지진(지자연), 교통안전(건기연) 등 사회문제별로
중점 대응 출연(연)을 지정하고, 필요시 중점 대응 출연(연)이 ‘사회문제해결동행단’, ‘사
회문제연구회’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
 출연(연)의 중소기업 지원부서의 역할을 국가·지역 사회문제해결, 사회적경제조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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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확대
o 지역에서 활동 중인 공공 연구기관과 사회적 경제조직을 연계하여 지역 주민의 참여를
통한 자발적 네트워크 조직화 촉진 및 운영 지원
 각 지역의 정부 공공연구소, 대학 등 전문연구원과 지역사회의 사회적 경제조직, 시민단
체, 지역 단위 리빙랩 조직의 연계 및 참여의 장 마련
 오프라인 소모임과 온라인 포럼활동으로 주민 참여를 독려하고 참여 효과와 가치에 대
한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 활용
□ 지속가능한 네트워크 운영을 위해 사회문제해결 전문인력 양성,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
추진
o 과학기술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사회문제해결 역량을 갖춘 인적 자원
을 확보·육성하고, 이들이 사회문제해결 현장에서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장려
 참여주체 간 및 역할 조율, 창출된 성과의 기술 상용화 및 기술이전을 담당할 사회문제
해결 전문가 자격요건 및 교육기회를 마련
 민간 인력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활동 강화
 이해관계자들의 사회문제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세미나, 교류회 운영 확대 및 타
지역의 사회문제해결 우수사례 외부 현장연구(Living Lab-Rotation) 활성화
o 과학기술 기반의 사회문제과 관련한 선진국·개도국 및 국제단체 대상 네트워크 구축·강화
 선진국 대상의 공공‧민간 이해관계자 교류 및 공동연구, 개발도상국 중심의 사회문제 해
결 목적의 사업 지원 등 Two Track 전략을 추진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사회문제해결 관련 기구 및 단체와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
의체 조성 추진
 기존 국내외 공공 네트워크 기능에 민간 인력교류와 협력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지원센
터의 국내외 네트워크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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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회문제해결 촉진을 위한 개방형 온라인플랫폼 구축‧운영
(1) 주요 사례
□ FixMyStreet131)의 온라인 참여에 기반한 도로환경정보 수집 및 개선
o mySociety의 지도 기반 웹 사이트로, 영국 시민들이 도로의 깨짐, 손상된 가로등과 같이
생활에서 주의가 필요한 문제에 대한 정보를 공유
 대부분의 지역 의회는 자체적인 보고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Fixmystreet는 리포터가
특정한 문제 유형에 대한 책임이 있는 기관을 모를 수도 있는 사소한 문제까지 해결이
가능
 시민이 온라인 지도 상에 자신이 느낀 문제를 입력하면, 시스템이 이를 취합하여 의회에
알림

[그림 5-12] Fixmystreet의 도로환경정보 수집 및 개선 관련 현황표(Dash Board)
자료: Fixmystreet 웹사이트(https://www.fixmystreet.com/)

[그림 5-13] 시민이 제기한 지역문제 사진(사례)
자료: Fixmystreet 웹사이트(https://www.fixmystreet.com/)

131) https://www.fixmystreet.com/

- 164 -

□ Traffic Agent132)의 게임 방식의 등하교길 위험요소 체크
o 학생들의 등·하교 경로를 매핑하고 이동 도중 긍정적·부정적인 요소를 등록
 어린이가 등하교길을 더욱 안전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는 어플리케이션으로 학생들이 직접
트래픽 에이전트로 활동
 도시환경청, 노르웨이 교통연구센터, 오슬로시 교육청이 협력하여 앱을 제작하고, 등록된
정보를 토대로 등하교 경로에 대한 도로 안전 조치를 계획·시행
 43,000명이 넘는 아이들, 학부모들이 휴대전화를 통해 등교길에서 위험한 장소, 교통안
전을 확인하고 지도에 표시
 이 앱은 어린이 눈높이의 스파이 게임 형식으로 디자인되어 있으며, 아이들이 로그인을 할
때 고유한 상담원 번호가 지정됨
 GPS를 통해 등하교하는 어린이의 움직임을 추적하며, 앱 상에 교차로, 포장 도로, 교통량 많
음/적음, 가시성 좋음/열악, 고속/저속등과 같은 속성을 입력하고, 필요시 이미지, 메시지를
첨부

[그림 5-14] Traffic Agent의 Application interface
자료: Traffic Agent 웹사이트
132) http://www.trafikkagenten.no/en/about-the-traffic-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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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eet Bump133)의 스마트폰 센서를 이용한 도로 파손 정보 수집
o Street Bump는 주민들이 이웃 거리를 개선 할 수 있도록 돕는 군중 소싱 프로젝트로서
이용자들이 앱을 사용하여 운전하는 동안 도로 상 데이터를 수집
 보스턴의 New Urban Mechanics에서 Street Bump 프로젝트를 시행
 앱 스토어에서 무료로 앱을 다운로드 후 실행하여 '여행 기록'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휴대폰
에 탑재된 센서, 가속도계, GPS를 사용하여 자동으로 운전 중 도로의 상태를 기록
 차량 내에서 휴대전화가 수직보다 수평으로 놓일 때 장애물을 더 많이, 자세히 기록됨
 데이터 분석결과 동일한 위치에서 세 개 이상의 범프가 발생하면 도시에서 장애물을 검사하
여 이를 단기 수리를 위한 대기열에 지정하거나 장기 수리 계획을 돕기 위해 위치를 기록

[그림 5-15] Street Bump 어플리케이션
자료: Street Bump 웹사이트

□ SocialChallenges.EU134)의 자발적 solver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방안 아이디어 수집
o 유럽 전역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이고 시급한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
 공공, 민간, 제3분야 등 이해관계자가 직접 사회적, 환경적 도전을 업로드하고 유럽의
혁신자, 신생 기업 및 중소기업으로부터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받을 수 있는 온라인 환
경을 구축
 업로드된 사회문제를 일반시민(사회혁신가), 신생기업, 중소기업 등으로 구성된 Solver들
이 참여하여 해결책을 제시·확인하고 필요시 공동개발과 테스트에 참여하여 가벼운 멘토
링을 제공
 3만유로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최소 27개 과제를 81개의 실질적이고 시장성 있는 솔루
션으로 변환하여 243만 유로의 가치를 창출
133) http://www.streetbump.org/
134) https://www.socialchallenges.eu/en-US/community/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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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6] 도전가능한 사회문제의 분류
자료: SocialChallenges.EU

 Solver가 도전하고자 하는 과제는 난민·이주, 환경·식품, 에너지, 노화, 고용·기술, 스마트
도시·이동성, 교육, 성별·사회참여, 청소년, 건강·장애, 기타 등 11개 카테고리로 구성
 사회문제를 Owner가 되어 등록할 수도, Innovator가 되어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양면의 구조를 모두 포함
 과제를 선택하면 과제의 상세내용, 대상의 위치, 역량, 타 도전자들의 혁신적인 문제해
결 방안들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음

[그림 5-17] 참여가능한 과제 목록
자료: SocialChallenges.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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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cialab135)의 글로벌 온라인커뮤니티 운영
o 지역과 지역사회 또는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조사하고 시각화한 다음 이를 이슈
로 구체화한 후 글로벌 오픈혁신 플랫폼을 통해 문제 해결의 아이디어 탐색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우루과이와 과테말라 등 남미 중심으로 구축
 전 세계 96 개국에서 60만개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유
 사회문제를 인식하고 개방형 혁신을 통한 솔루션을 지원
 신생 기업의 통합과 기업가 정신 및 혁신을 위한 파괴적인 솔루션을 구축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고 프로세스를 개선하며 과제를 해결

[Socialab의 2017년도 성과]

[도전 가능과제와 해결 완료된 과제]

[그림 5-18] Socialab의 성과와 과제 현황
자료: Socialab(https://www.socialab.com/)

o 주제는 기술, 지속 가능성, 교육, 재생에너지, 재활용, 청소년, 건강, 농업, 관광, 사회 발
전, 경제 및 금육, 고용, 인권 등으로 구성
 Algramo, Lab4u, Papinotas, Miroculus, Edoome, Efizity 및 기타를 포함한 150개 이
상의 벤처 기업을 지원
 ’17년 기준 181,394명의 신규 가입자가 유입되었으며 현재까지 568,000명의 혁신가가
13,440개의 해결방안을 창출
 네트워킹과 공유가치창출을 바탕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새로운 기업가 커뮤니티
에 힘을 실어주는 공동 작업공간인 Munay Coworking을 설립
 원하는 과제를 선택 후 개인/기업의 차원에서 참여가 가능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변화
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워크샵을 개최

135) https://www.sociala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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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llenge.gov136)의 참여를 통한 도전과 경쟁제도 도입을 위한 사례 검토
o 미국 온라인 시민참여 문제해결 플랫폼으로, 기본 형태는 정부가 도전과제를 제시하고 시
민들은 이를 서로 공유하며 개개인의 재능으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임
 메인화면의

Sort를

클릭하면

도전과제

유형을

Software/Apps,

Ideas,

Designs,

Scientific/Engineering, Multimedia(photo, video, poster), Other 등 총 6개 분류로 선
택할 수 있도록 구성
 최신 과제부터 상금별, 마감일별로 선택하여 조회가 가능
 ‘seeker’는 문제를 제기하고 ‘solver’들이 문제를 해결책을 제시, 그 중 우수 제안에 대해
상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
 에너지관리부, NASA, 보건복지부, 조폐국, 노동부, 농무부, 국방부, 내무부 등이 참여하
여 자금을 지원
 ‘Challenge.gov’ 과제들은 연방정부에서 운영하고 문제 유형에 상관없이 게시할 수 있으
며 ‘Solver’는 관심있는 문제에 대하여 아이디어, 창의적, 기술적, 과학적 측면에서 해결
책을 제시
 ‘Solver’는 사이트 로그인을 하고 프로필을 작성한 후 자신의 기술과 관심사에 일치된
과제 목록을 열람하여 제출기낳 등 솔루션 제출규칙을 지켜 해당 과제에 대한 솔루션
제출

[그림 5-19] Challenge.gov의 메인 페이지
자료: https://www.challenge.gov/

136) https://www.challenge.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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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hahidi137)의 집단지성을 활용한 데이터 수집 및 수집 데이터 활용
o 우샤히디의 특징은 다양한 기기에서 데이터의 수집이 가능하며 실시간 등록되는 게시물의
피드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으로 수신 데이터는 설문조사, 분류를 통해 상황에 맞는 대응
팀으로 연결할 수 있음
 소외된 이들과 이를 돕고 싶어하는 자들을 연결해 주는 강한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2008년 개발
 다른 온라인플랫폼들과 다르게 메인페이지에 과제가 먼저 제시되지 않으며 과제를 찾기
위해서는 More 탭을 통해 들어가야 함
 집단지성 매핑의 예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각 데이터는 독립적인 개개인의 참여를
통해 축적됨
 과제 제시는 지역사회의 옹호, 반 부패, 지역사회 조직, 교육, 선거 감시, 환경모니터링,
정부, 인권, 인도주의, 위기대응, 국제 개발, 마케팅, 미디어, 연구, 서비스제공, 박애 등
총 17개로 분류
 사람들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자원의 밀집지역, 긴급 구호지역과 대상의 구별, 시설의
밀집정도, 선거의 감시, 테러의 발발 현황 등을 빠르게 파악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
 지진의 경우 긴급지원 필요 지역이 총 534곳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신속
하게 구호활동을 시작할 수 있어 대응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음

[그림 5-20] Ushahidi의 메뉴 설명
자료: https://www.ushahidi.com/

137) https://www.ushahi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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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ergerschaffenwissen.de138)의 시민주체의 문제 해결 플랫폼
o 독일의 시민과학자 참여 플랫폼은 Wissenschaft im Dialog 와 Museum für Naturkunde
Berlin 사이의 공동 프로젝트이며 연방교육연구부(BMBF)의 후원을 받음
 시민 과학 프로젝트의 개요를 제공하고 시민 주체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고안됨
 메뉴에 현재 진행/토론 중인 프로젝트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시된 과제들은 일반적인
주거환경의 개선문제부터 집단지성 활용을 위한 매핑 등을 포함
 과제는 가정, 고고학, 음식, 역사, 회사, 건강, 물, 기후, 문화, 토지, 미생물, 공장, 도시,
기술, 동물, 날씨 등 총 16개로 분류되며, 독일 내로 대부분 제한되어 있는 과제가 대부
분이며 간혹 유럽 전체가 대상이 되는 과제들도 존재
 독일에서 시민 과학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참여 방식이 다양한 연구 분야 및
이슈 영역에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설명(교육, 보존, 또는 예술과 인문학 영역 등)
 시민과학포럼에 스토리텔링 워크샵, 스토리텔링 세션을 개설·참여하는 등 오프라인 워크
샵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18년 포럼의 주제는 “함께 달성하기”로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양면으로 활용하는 사례를 집중 검토139)

[그림 5-21] 진행 중 프로젝트 소개 화면
자료: https://www.buergerschaffenwissen.de/

138) https://www.buergerschaffenwissen.de/
139) https://www.buergerschaffenwissen.de/citizen-science/veranstaltungen/forum-citizen-science-2018/c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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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방형 온라인 플랫폼 구축·운영 방향
□ 개방형 온라인 플랫폼은 누구나 접근 가능한 개방된 온라인 공간을 기반으로 사회문제해
결을 위한 의견수렴과 경험공유, 정보 축적 및 제공,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가상공간
o 사회문제 이슈발굴,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습득 등 누구나 쉽게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 구축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문제를 탐색하거나 해결방안을 제시 혹은 모색하고자 하는 사
람들이 주체가 되어 개방형 소통공간을 조성
 생활밀착형 문제들과 광범위한 사회문제를 즉각적으로 발굴하고 온라인의 강점인 접근
성을 살려 해결방안을 동시다발적, 다면적으로 모색
□ 정보·지식의 사회적 자산화, 개방형·자발적 소통, 적절한 피드백이 사회문제 모니터링 및
이슈발굴을 위한 개방형 온라인 플랫폼 구축·운영의 핵심
o 정책 기획·이행·성과 등 전 과정에 대한 아카이브 구축
 다양한 배경의 다수가 참여하는 사회문제해결 특성에 따라 노하우가 유출되지 않고 사
회자산으로 체화될 수 있도록 정보를 통합 관리
o 개방형, 자발적 소통 공간을 추구
 개방성, 투명성, 신속성, 공정성에 입각하여 누구나 언제나 사회문제 해결에 참여하고
발언할 기회를 제공
 웹기반, 앱 기반, SNS,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 발전하는 ICT 환경을 고려하여 정보의 노
출 채널을 다양화
 참여의 신속성과 책임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경진대회, 보상제도, 장려금 등 제도적 수
단 필요
o 제시된 의견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 실시
 온라인 플랫폼을 구현하는 것 이상으로 왕성한 참여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며, 그렇
게 수집된 의견들을 실시간(혹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정책에 환류하고 그 결과를
피드백하는 것이 중요
 플랫폼이 정보를 쌓아놓는 정적인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살아있는
공간으로 인식되어야 함
 의견제시 후 진행경과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를 받는 것이 참여자에 대한 동기부여 요인
으로 작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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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방형 온라인 플랫폼 구축·운영 방안
□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 온라인포털 ‘(가칭)솔루션마켓’을 구축·운영
o 2차 종합계획 관련 주요 정보를 축적하고 소통역할을 수행할 전용 포털을 개설
 사회문제은행은 정보 수집·DB 구축 역할을 수행하고, 온라인 허브는 시민, 연구자, 부
처, 지자체 등 참여주체의 참여 및 정보분석 서비스 제공을 담당
 기존 사이트에 하위메뉴로 구성하기보다는 별도 사이트를 구축하여 운영목적에 충실한
콘텐츠를 배치
 온라인 플랫폼의 구축과 운영은 ‘사회혁신정책연구센터’에서 전담하여 수행하되 전문성
과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실행모듈로 구성하여 외부 운영진의 참여와 자문이 가능한
개방형 시스템으로 운영

[그림 5-22]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포털 ‘(가칭)솔루션마켓’

□ 다양한 경로(국민참여네트워크, 빅데이터 분석 등)를 통해 발굴된 사회문제 자료를 체계적
으로 분석 관리하는 국가사회문제은행 구축·운영
o 축적된 정보와 경험자료는 누구나 온라인에서 열람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
 시민, 전문가 참여를 통한 사회이슈 사전 탐지 및 발굴 이슈의 적시 분석 등 저장된 정
보를 분석하여 주요 사회문제 세부 이슈별 원인, 이해관계자 맵, 해결방향이 포함된 심
층분석 브리프 등 온라인 매체 형태로 정보 제공
 사회문제 유형과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기준으로 국가사회문제은행 DB를 구축하며
정보의 체계적 DB화로부터 신규사업/과제 등 사회문제해결 R&D정책 사업 발굴기획에
활용될 수 있도록 대국민 온라인 공유
 주기적인 데이터 분석으로 시사성있는 정보와 교육자료를 제작하고 교류를 위한 플랫폼
형태로 구축하여 온라인 열람방식으로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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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회문제 분류체계에 입각하여 국가사회문제은행 DB 구축
 사회문제 트렌드, 관련 국가 정책, R&D 운영현황 및 중간·최종·활용성과, 참여자 및 전
문가 등 인력정보(개인동의 하에 공개), 오프라인 행사 소식 등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 정책 관련 정보의 허브 역할 수행
 수요자참여형 네트워크, 온라인 허브 의견수렴 등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
굴된 사회문제를 분류․분석하여 유형화한 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 신청서(연구계획서) 제출시 사회문제해결에의 해당 여부, 해당
사회문제 분류를 체크하도록 제도화하여, 통계 처리의 정확성 제고 및 시간단축 도모
 사회문제해결동행단, 사회문제연구회, 사회문제해결형 R&D 참여 부처, 연구자 등은 필
수적으로 사회문제은행에 등록하고 프로필을 관리
 온오프라인 창구에서 수집된 정보를 DB화하여 사회문제 및 과학기술성과에 대한 심층
분석 기반 마련
o 종합계획의 기획·추진·성과확산 과정에서 창출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DB화하여 신규사업
/과제 등 발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일상·반복적 사회문제 뿐만 아니라 긴급한 현안문제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신규 사업/과
제에 기획될 수 있도록 지원
 축적 DB에 대한 다각적 심층분석 실시, 신규 정책 및 사업/과제 기획의 기초자료로 제공
<표 5-37> 정보유형별 주요내용(예시)
정보유형
사회문제별
트렌드정보
정책정보
R&D사업
(과제)정보

주요 내용
- 사회문제별 트렌드 정보 제공(사회문제과학기술연구센터 제공)
- 2차 종합계획 등 유관정책 정보 제공(필요시 K2Base 연계)
- 사회문제과학기술연구센터에서 수행하는 정책·사회과학 측면의 연구결과도 업로드
- K2Base나 NTIS와 연계하여 사회문제해결 성격의 R&D 정보에 대한 메타 정보를
제공(원시정보는 링크형태로 제공)
- 사회문제해결형 R&D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리빙랩 정보를 사진, 영상과 함께 DB화

리빙랩 등
현장정보

- 기획보고서, 사업성과보고서 뿐만 아니라 사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이 담겨
있는 동영상, 사진, 문서 등 사업기록과 참여자, 수혜자 등 관계자의 체험수기 등
작성‧수집

인력정보

- 사회문제해결동행단, 사회문제연구회, R&D사업 참여주체 등에 대한 인력 프로필
을 수집(공개여부/수준은 개인 선택)

행사정보

- 워크숍, 포럼 개최 정보, 회의자료, 추진결과(사진 등 영상기록물 포함)

시설/장소정보
성과정보

- 회의 및 행사 장소, 이용가능 시설/장비 등 안내
- 연구개발의 성과(제품, 서비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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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 소통 강화 및 문제해결역량 축적을 위한 온라인허브 구축 운영
o 빅데이터 분석 및 시민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신규 사회문제 및 세부이슈를 지속 발굴
 일반시민, 사회적경제조직, 연구자, 기업 등 이해관계자 간 상시적 온라인 소통 및 교류
를 촉진하면서 사회문제를 발굴
 SNS(트위터, 유튜브 등), 언론(기사, 뉴스 등), 관련 기관 홈페이지 등을 대상으로 빅데
이터 분석을 실시하여 상시적으로 사회문제를 탐지, 후보를 도출
 도출된 사회문제 후보에 대해 국가적으로 역량을 집중해야할 필요성, 우선순위 등에 대
한 이해관계자 대상 의견수렴을 실시
o 일반시민, 사회적경제조직, 연구자·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상시적 온라인 소통 및
교류 촉진
 참여자 공모, 협력기관 탐색, 교육콘텐츠, 현장제보 등 학생, 시민, 지역전문가가 자유주
제에 대해 질의응답 및 소통
 사회문제해결동행단, 리빙랩은 활동기간 중 온라인 소통을 위한 전용 페이지를 개설, 담
당 1인을 선정하여 해당 페이지를 관리(게시글은 사안에 따라 공개, 비공개로 구분)
 오프라인 행사 개최를 통해 온라인 활동과 오프라인 네트워킹이 접점을 이어갈 수 있도
록 지원
o 다양한 아이디어 수렴을 통해 사회문제해결방안을 발굴할 수 있는 온라인 아이디어 공모
창구 역할 수행
 제안된 아이디어는 관련 기관 제공 및 R&D사업 과제 발굴에 활용
 우수 해결방안을 제시한 경우 소정의 상금 지급, 맞춤형 사회문제해결 교육 프로그램 및
리빙랩 참여 기회 우선 부여 등
 해당 페이지는 아이디어 공모 창구로서 제안된 아이디어는 관련 기관 제공 및 R&D사
업 과제 발굴에 활용 가능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 마일리지, 포상 등 참여 인센티브를 제공
o 사회문제은행에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회문제해결 과정에 필요한 자원 지식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온라인에 제공
 사회문제은행 DB를 토대로 기초분석을 실시하여 인포그래픽 방식으로 가독성 높은 분
석결과를 제공하고, 수요자 필요에 따라 항목을 선택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
 관련 출연(연)/사회적경제조직 목록, 다부처사업 전주기자문그룹 전문가명단 및 활동현
황, 사회문제해결 성공사례, 리빙랩 사업 추진현황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소통채널로 SNS, 휴대폰 문자, e-Mail, 오프라인 포럼 등 다양한 매체와 수단을 활용하
되, 재난경보문자에 ‘솔루션마켓’ 링크를 노출하는 등 참여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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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회문제해결 경험 공유 및 학습 기반 강화
(1) 주요 사례
□ ENoLL 주최의 OPEN LIVING LAB DAYS140)
o 결과 공유 및 토론,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매년 정기 컨퍼런스를 개최
 신규 프로젝트를 위한 공동작업, 국가 간 실험 결과의 공유, 실무지식의 교환(방법론 및
도구), 전문가 및 정책 입안자와의 대화식 토론, 네트워킹을 통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목적으로 개최
 유럽, 북미, 아시아권에서 다양한 국가들이 참여하여 국가별 리빙랩 간 네트워크와 축적
된 지식 및 경험을 공유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비즈니스 측면의 접근과 서비스 디자인 방법 등을 접목
o ‘18년 8월에 개최 예정인 OPEN LIVING LAB DAYS는 SDGs(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을 아젠다로 설정141)
 2018년 회의 아젠다인 SDGs(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 따라 총 21개의
워크샵이 등록되어있으며, 아직 실험이 이루어지지 않은 과제들도 존재
 Emission reduction in Eindhoven city centre(using gamification to achieve behavior
change), Transnational Health Lab(the next step in transnational R&D and
commercialization)과 같은 사회문제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워크샵도 다수 포함

[그림 5-23] 2018 Open Living Lab Days 소개
자료: Open Living Lab Days

140) Open Living Lab DaysACTANT (http://actant.jp/blog/knowledge/2018/01/open-living-lab-days-2017-01/)
141) https://openlivinglabday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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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크샵은 Research policy & Best Practices, Policy & Local Engagement 등 주제별
Conference 각 1일, 워크샵 2일 등 총 4일 프로그램으로 운영(’17 기준)142)
 숙박, 저녁식사 등을 겸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속적 네트워킹 구축을 도모
o 워크샵에서의 정보 공유를 통해 의사소통 문제, 기타 문화적, 물리적, 기술적인 문제 등의
요인을 발견하고 해결방안을 모색
 프로젝트를 주최하는 측의 랩과 그에 협력하는 코디네이터 측의 실험실에서 각각 지니
고 있는 장애나 문제를 열거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과 어떤 도구 혹은 이해 관계자가 필요한지를 기록하고 토론
 컨퍼런스와 워크샵을 통해 리빙랩 간 협력과 신뢰관계를 구축 후 도움이 되는 연구자들
끼리 모여 새로운 해결방안을 도출

[’18 Open Living Lab Days 프로그램 일정]

[현장 토론]

[그림 5-24] Open Living Lab 프로그램 일정과 활동 모습
자료: ACTANT(http://actant.jp/blog/knowledge/2018/01/open-living-lab-days-2017-01/)

□ 미국 SSSP(Society for the Study of Social Problem)143)
o 협력과정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
 사회문제 연구에 비판적, 과학적, 인본주의적 시각을 적용하는 데 관심이 있는 학자, 실
무자, 학생으로 구성
 발생한 사회문제에 대한 대중의 반응을 이해하고 이러한 문제를 유발하는 요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매년 회의 진행

142) http://actant.jp/blog/knowledge/2018/01/open-living-lab-days-2017-01/
143) https://www.sssp1.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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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08년부터 매년 SSSP 주관으로 개최 연례회의를 개최
 해마다 회의 주제를 선정하여 사회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
 사회문제의 광대하고 다양한 주제를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전문가, 학생, 기
타 참여자들의 사회문제에 대한 아이디어의 공유와 긴밀한 파트너십 형성을 지원
 7개 유형으로 세부 프로그램 설계

<표 5-38> SSSP 연례회의 프로그램 유형
구분

세부내용

본회의

모든 사람들이 참석

주제별 세션

연례회의의 주제를 세분화

특별 세션

전문가와 작가 등의 강연회 등

그룹 회의

모두가 함께 원탁에 앉아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발표

정기 세션

주제에 맞는 4-5개 논문에 대해 토론과 피드백 진행

비판적 탐구 세션

발표자가 문제에 대해 짧게 프레젠테이션, 비판적 토론

패널 세션

패널 멤버간 대화를 통해 의견의 공유와 토론 진행

[본회의]

[2018 SSSP Annual Meeting]

[그룹회의]

[네트워킹 지원]

[그림 5-25] 미국 SSSP 연례회의 진행 모습
자료: SSSP(https://www.sssp1.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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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험 공유 및 학습 기반 강화 방향
□ 사회문제해결 경험 공유 및 학습기반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문제해결 생태계 조성
o ‘기술개발+실증’ R&D사업체계, 다부처사업 전주기 컨설팅, 수요자 참여형 네트워크 및
개방형 온라인플랫폼 구축, 우수성과 확산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소통·협력을 통한
개방형 문제해결 추진이 이루어지고 확산되는 시스템을 지향
 사회문제해결과 관련하여 정부는 그동안 수요자 참여 미흡, 이해관계자간 소통 채널 부
족, 문제해결에 요구되는 지식과 정보구축 및 체계적인 공유 활동과 활용․확산 미흡, 사
회문제해결 성과(경험, 지식)의 개별화, 총괄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부재 등을 문제점으
로 인식
 국민참여, 소통과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식과 정보공유,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온라인플랫폼 구축, 문제해결역량 축적, 전담지원조직 조성 등 전주기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생태계가 선순환 고리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문화적 기반을 조성
 사회문제해결 경험 공유 및 학습 기반 구축, 생태계 내 문제해결 역량을 축적‧확산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경험‧지식 공유 및 사회문제해결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생태
계 조성을 위한 필요 기반
o 사회문제의 인식, 과학기술을 활용한 해결 등 일련에 과정에서 생산된 경험·지식은 사회
적 자산
 (문제인식역량) 사회문제를 인식하는 관점과 문제의 특성을 파악하고 중요도와 시급성을
판단하는 역량
 (문제해결역량) 참여와 협력, 의견 조율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
고 해결에 이르는 과정을 설계하며 실체 이끌어감으로써 성과를 창출한 경험
 (성과공유/학습역량) 도출된 성과를 현장에 적용하고 그 경험을 또 다른 사회문제해결에
필요한 학습과정으로 연계하여 지식․경험을 전수할 수 있는 역량
□ 효과적인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타인에게 전수 가능한 형태의 컨텐츠로 또는 전수방식을
개발하는 것이 경험 공유 및 학습기반의 핵심
o 사회문제해결 효과성 측면에서 어떠한 사례를 성공사례로 정의하고 발굴할 것인가를 고민
이 필요
 ‘자발적인 참여’, ‘활동의 개방성’, ‘최적의 문제해결 솔루션이 개발․활용성과’를 기준으로
검토 가능
 사례는 대상지역과, 사업의 목표, 사업수행 방식(리빙랩 등)과 성격, 주요 참여자(이해관
계자 등), 주요 사용자(사회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지역 주민, 시민 등)의 역할, 문제해결
방안(도구 혹은 프로그램의 활용, 수행과정, 의사결정 등), 주요 성과와 특징, 창출된 가
치의 의미(인프라 관점, 기술적용 관점, 사회적·경제적 관점), 성과의 확산을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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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공유를 위한 정보의 축적과 학습을 위한 체계화 노력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
❍ 사회문제해결의 실무적, 체감형 특성을 고려하여 실질적 문제해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컨텐
츠 개발
 (실무형) 연구, 논문의 발표 공유보다 사례중심의 실제모델 적용에 중점을 둠(컨퍼런스
방식, 비판적 탐구 세션, 라운드테이블 활용)
 (체감형) 실생활에 즉각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토론하며 실습을 통해 체험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워크샵, 리빙랩 방식)

(3) 경험 공유 및 학습 기반 강화 방안
□ 문제해결역량 향상을 위한 경험 지식 공유 프로그램 운영
o 사회문제해결형 다부처 R&D사업, 리빙랩 등 참여자 대상으로 이행점검 결과와 사업별
추진 경험을 공유
 다부처 R&D사업, 패키지사업 외 개별부처 및 지자체, 민간 사업 참여자도 대상으로 포함
o ‘(가칭)더나은미래포럼’을 개최하고,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컨텐츠 개발과 문제발굴, 문제인
식, 문제해결, 소통협력, 성과 확산 등 과정 전반에 대한 노하우 공유에 중점을 둔 프로그
램 설계·운영
 문제해결 툴을 파일럿하거나 도구를 사용하여 경험과 생각을 정리하는 등 실습 프로그
램을 포함하고, 지속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최소 1박 2일로 운영

<표 5-39> 경험 지식 공유 프로그램 구성(안)
구분

프로그램 내용 (예시)

본회의

- 연간 아젠다를 설정하고 정책, 사업, 민간활동 등 동향 및 사례,
성과 발표
-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온라인 방송 도입 검토)

주제별 토론
네트워킹 라운지

그룹(실습/체험) 세션

특별세션

- 주제를 세분화하여 연사 강연, 패널 토론 등 진행
- 주제별 장소를 독립적으로 운영
-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온라인 방송 도입 검토)

비고

1일

- 저녁식사를 겸하여 참여자 간 자유롭게 대화, 네트워크 구축
- 우수 사례, 공로자 수상 등
- 주제에 맞는 2-3개 사례에 대해 프리젠테이션, 토론 진행
- 사회문제해결 툴을 활용하여 해당 사례의 성공, 실패 요인분석 등
원탁 토론 진행
- 실무지식의 교환(방법론 및 도구)
- 전문가와 작가 등의 강연회 등 진행
- 차기년도 아젠다를 발굴하는 목적에서 3~5개 주제를 탐색적인 수
준에서 발표(투표를 통해 차기년도 아젠다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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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포럼이 협력과 신뢰관계 구축에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참여자가 자유롭게 지속적인 네트
워크를 쌓을 수 있도록 지원
 ‘자발적인 참여’와 ‘활동의 개방성’ 등의 기준에 입각하여 시민참여 우수 사례, 공로자를
선정하고 수상
 포럼 마지막 순서에서 3~5개 주제를 탐색적인 수준에서 발표하고 투표를 통해 차기년
도 아젠다 선정
o 국가 간 경험과 지식교류를 위한 국제 행사 개최·참여
 KNoLL과 ENoLL의 연계 협력을 통해 국제 행사에 참여하고, 단순히 사회문제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활용에 포커싱한 ‘(가칭)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해결 컨퍼런스’ 개최 검토
 해외 현지 사회문제해결 관련 기관(리빙랩 조직)의 직접 방문을 통한 사례 탐구와 교류·
협력 기회 확대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중앙아시아 등 개발도상국 중심으로 사회문제해결형 과학기술 ODA
교류 협력 추진
o 경험 축적 및 기록관리를 위해 사회문제은행 플랫폼을 활용하여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
결 정책 및 R&D사업에 대한 아카이브를 구축
 기획보고서, 사업성과보고서 뿐만 아니라 사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이 담겨있는
동영상, 사진, 문서 등 사업기록과 참여자, 수혜자 등 관계자의 체험수기 등 작성‧수집
 리빙랩 운영, 인증 및 법‧제도 개선, 판로개척 사례 등 워크숍, 포럼 등 논의결과의 온라
인허브 등록 및 공유
 아카이브를 통해 축적된 노하우, 경험을 교육 문화프로그램 기획·운영에 환류하여 경험
전수·학습 효과 제고
o 온오프라인 경험전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식 공유 모니터링 뿐만 아니라 경험전수자
에 대한 동기부여 목적에서 피드백 시스템 구축
 사회문제해결형 R&D 사업 유형별, 지역별, 주체별, 과정별, 이슈성향, 분야별 등 유형
특성에 따라 성과의 시사점을 잘 표현하고 경험의 유의성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전수기법
을 선정(강연, 워크샵, 세미나, 책자발간, 동영상 제공 등)하여 프로그램화를 추진
 경험을 공유한 이후 단순히 현장에서의 만족도 조사에서 나아가 경험 전수를 받은 자가
온라인 플랫폼에 후기를 남기도록 장려
 일정 주기로 경험 이수자를 모니터링하여 이들이 실제 사회문제해결 과정에 참여하여
공유받은 경험의 적용 사례를 게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적극적인 관찰과 지원으로 경험
의 숙지와 확산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학습성과 피드백 시스템을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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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해결 교육 문화프로그램 마련
o 교육 문화프로그램 운영의 핵심은 ‘교육의 목적과 대상에 맞는 사례 발굴과 교재화’, ‘피드
백 제공’에 있음
 부처, 지자체, 사회문제해결동행단, 사회문제연구회, 출연(연), 사회적경제조직, 기업, 일
반시민 등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해결 교육 문화프로그램 마련
 사회문제해결이라는 측면에서 학습자의 학습수준·패턴·유형(사업참여자/미참여자, 공공/
기업/시민/과학기술자, 도심/지역, 온라인/오프라인교육 등)을 분석·진단하여 사회문제해
결 사례 선정하고 교재를 구성
 사회문제해결동행단, 사회문제연구회 등 정책의 핵심주체에 대해서는 교육이수를 필수화
하는 방안을 검토
 ‘자발적인 참여’, ‘활동의 개방성’, ‘최적의 문제해결 솔루션이 개발․활용된 것’ 등을 기준
으로 어떠한 사례를 성공사례로 정의하고 전파할 것인가를 검토하고 최적 사례를 선정
 선정된 사례는 수강생의 성향이나 지역, 직업, 관심분야에 따라 공감이 적을 수도 있으
므로 다양한 사례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수강생의 성향에 맞는 맞춤형 사례 소개
를 통해 공감을 이끌어내려는 지속적 노력 필요
 일정 주기별로 교육 이수자를 모니터링하여 역량향상도를 측정하고 단계별 역량 증진
교육을 선별․수행함으로써 사회문제해결에 요구되는 전문지식과 경험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성과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
o 교육전문기관(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등), 온라인 교육채널을 활용하여 일반시민,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학습 컨텐츠 제공 및 교육 실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속 사회문제가 정책 및 R&D사업으로 추진되고 해결되
어 가는 일련의 과정, 과학기술 연구자들과의 소통방법 등에 대한 교육 컨텐츠 제공
 연구자·공무원을 대상으로 리빙랩 구축 및 활용 방안, 사회적 경제를 통한 R&D 성과의
실용화 촉진 방안 등 사회문제해결형 R&D에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교육
 교육참여자에 대해 연구과제 선정시 가점 부여, 리빙랩 참여 우대 등 참여 장려방안 마
련·제도화
<표 5-40> 시민, 연구자·공무원, 사회적경제조직 등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예시)
대상

교육내용 (예시)

일반시민

- 일상생활 속 사회문제가 정책 및 R&D사업으로 추진되고 해결되어 가는 일련의
과정, 과학기술 연구자들과의 소통방법 등

연구자·공무원

- 리빙랩 구축 및 활용 방안, 사회적 경제를 통한 R&D성과의 실용화 촉진 방안
등 사회문제해결형 R&D에 요구되는 핵심역량

사회적경제조직

- 비즈니스모델에 기반한 사회문제해결형 R&D 기획·운영 방법, 리빙랩 퍼실리테
이션 역할 R&D성과 활용확산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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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R&D성과의 활용·확산 주체인 사회적경제조직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모델에 기반한
사회문제해결형 R&D 기획·운영 방법, 리빙랩 퍼실리테이션 역할 R&D성과 활용확산
역량 관련 교육 컨텐츠 개발, 단계적 교육 실시
<표 5-41> 사회적경제조직 대상 단계적 교육 프로그램(예시)
단계

창업기

성장기

성숙기

목표

기초역량 향상

전문역량 강화

실용화‧사업화 연계

강의식 교육

관심분야에 따라 교육내용을
자율적으로 선별‧구성

멘토링, 실습 교육

기술‧사업 기초역량 보유

기술‧사업 전문역량 보유

 사회문제해결R&D관련 경험
공유‧이슈발굴 포럼‧워크숍

 기술사업화 컨설팅 전문가
연계 → 특정기간동안 컨
설팅 기회 제공

교육
방식
교육
대상

기술역량 高
사업역량 底
 창업팀 구성
및 팀웍 강화

교육
내용

 사회적경제
모델 및
사회적 가치
 펀딩 및 투자
유치 지원

기술역량 底
사업역량 高

 기술적 역량
강화
 리빙랩, 디자
인씽킹 등
방법론

 특정 연구 분야의 학회 등

운영

 전문 교육전담기관(KIRD 등)에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운영 관리 위탁

관리

 지역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이 보유한 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운영

o 일반시민, 사회적경제조직, 기업 등을 대상으로 사회문제해결 및 과학기술활용에 대한 인
지 고취를 위한 과학문화 프로그램 개발 운영
 사회문제과학기술정책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사회문제해결형 R&D의 성과를 활용한 교실
밖 과학교육(지역주민을 위한 버스킹), 과학예술 프로그램, 체험(캠프) 프로그램 등 기
획·운영
o 컨텐츠 개발과 함께 효과적인 공유방안으로서의 서비스 프로그램도 함께 개발
 경험적 사례를 최대한 손실없이 전수하기 위해 이를 온라인 교육 컨텐츠, AR/VR 등에
서 활용 가능한 컨텐츠, 오프라인에서 소개할 수 있는 책자 등 유용한 전달이 용이한
형태로 개발
 한국형온라인공개강좌(K-MOOC) 등 기존의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단순한 정보 전
달 이상으로 사회문제해결, 과학기술활용 등에 대한 인지를 고취시키고 참여를 독려
 컴퓨터나 스마트 폰앱에서 볼 수 있는 강좌 서비스, 워크샵으로 함께하는 경험공유 프로
그램 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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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차 종합계획’ 중점추진과제 모식도(안)
□ 2차 종합계획에 대한 정부부처, 지자체, 시민, 사회적경제조직 등 관련주체의 이해를 돕기
위해 종합계획의 취지, 거버넌스, 추진과제 등을 간략한 모식도로 표현
o [총괄] 거버넌스 확립, 이해관계자 네트워크 구축, 연구개발과제 추진, 성과공유·확산, 전
주기 소통채널 운영 등을 통한 과학기술기반 국민생활문제 해결 촉진
 과학기술혁신본부, ‘국민생활(사회)문제 해결 민관 협의회’가 수요자 참여형 네트워크로
부터 과학기술 기반의 문제발굴과 국민 참여를 통한 문제 해결, 이러한 해결과정의 상시
화 및 성과 공유를 위한 생태계 활성화 기반을 조성
 궁극적으로는 과학기술 기반의 국민 체감형 사회적 문제해결의 상시화 및 성과 향유와
확대에 기여

[그림 5-26] 2차 종합계획 중점추진과제 모식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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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국가차원의 거버넌스 확립] 중앙정부-지자체-민간 공동으로 사회문제해결 의사결정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생활(사회)문제 해결 민관 협의회’가 사회
문제해결과 관련된 범정부적 정책조정 및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국민생활(사회)문제 해
결의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는 구심체 역할을 담당
 과기혁신본부가 각 부처, 지자체별로 추진 중인 사회문제해결 정책/사업과의 유기적인
연계 및 협업 촉진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문제과학기술정책센터가 문제해결 과정
전반을 지원
o [국민 등 이해관계자 네트워크 구축] 시민과 전문가의 자율적 참여로 국민생활 속 문제발
굴
 문제해결동행단, 사회문제연구회 등 사회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사
회문제해결 주체 간 협력/연계를 강화하고 국가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를 발굴하고,
 삶의 현장에 밀착된 수요 발굴 및 해결방안 모색에 국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이해
관계자 중심으로 일반시민‧전문가 참여형 네트워크 조직을 구성‧운영하며 사회적경제조직
과 연구자 간 소통·교류·협력 채널을 제공
o [과학기술 기반 문제해결 시도] 과학기술을 매개로 다함께 문제해결방안을 모색
 문제해결형 ‘기술개발+실증’ R&D 사업체계를 마련하고 다부처 R&D사업의 현장적용
및 문제해결 강화, 개별부처 R&D사업의 패키지 방식 도입 및 지원 강화, 예기치 못한
사회문제 발생 시 적시 지원을 위한 범부처 긴급대응연구 예산을 신규로 마련하여 추진
 다부처 R&D사업 전주기에 걸쳐 컨설팅 하는 전문가 자문 체계 구축하여 사업기획, 연
구수행, 사업점검, 성과확산 단계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맞춤형 자문을 지원함
으로써 문제해결과 성과의 사업화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함
o [성과 공유·확산체계 강화] 창출된 성과를 삶의 현장 속에 적용·확산
 수행결과로 사회적 성과창출, 사회문제해결을 이끌어 냄으로써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
증대와 국제협력 활동에 기여
 우수성과 100선 박람회 등 대 국민 성과 체험으로 문제해결 역량을 강화하고 성과홍보
및 우수성과 표창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사회적문제해결 참가자에 대한 동기부여
o [문제해결 전주기 소통채널 운영]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소통하고 참여하는 채널
 참여‧소통 강화 및 문제해결역량 축적을 위한 온라인 허브 구축‧운영과 국가사회문제은
행(NSIB) DB 축적 및 활용으로 정보 공유기반 제공
 경험 공유 학습기반을 마련하여 사회문제해결에 관한 학습과 지식공유가 가능하도록 함
으로써 전주기 활동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성화 기반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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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차 종합계획 관련 예상 Q&A

◇ 왜 현 시점에서 사회문제해결형 R&D가 필요한가요?
☞ 우리나라의 사회문제는 심각한 수준인데 비해 해결 능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
입니다. 미국이나 일본, 유럽에서도 일반시민이 주도하거나 정부부처간 협력을 촉진하고
조정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사회문제해결을 시도하는 움직임과 성과가 증가하고 있습니
다. 우리나라도 이제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문제해결을 추진
함으로서 사람 중심, 현장 중심의 지속 가능한 사회문제해결 생태계를 구축해 가는 것이
절실하고 필요한 상황입니다
◇ 기존에 수행되어 온 정부의 R&D 지원사업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 본 사업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 6에 명시된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과
학기술을 활용한 삶의 질 향상, 사회적 현안 해결 등 "과학기술기반사회문제해결종합계
획"을 5년 마다 수립하는 범부처 계획입니다. 범부처 간 협력을 이끌어내고 사회문제해
결을 위해 시민과 지역 주민, 연구자 및 사회경제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참여
형 혁신 생태계 구축을 통해 이전과는 다른 매우 큰 의미의 사회적 가치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기업과 대학, 정부출연연구원을 중심으로 지원해왔던 정부 R&D 지원사업이
국가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산업 경제를 활성화 하는 측면이 강하였다면 본 사업은 사회
에서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문제를 분석해서 해결함으로써 사회적 관점에서의 공감과
신뢰를 구축하는데 기여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 살고 있는 지역에서 사회문제를 발견하였을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문제는 시급성과 중요성으로 구분되지만 이와 관계없이 사회문제과학기술정책센터에서
구축한 온라인 허브 시스템에 접속하여 사회문제에 대한 의견을 올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도 함께 알고 있을 경우 해결방안을 올릴 수 있고 지역에
서 해당 사회문제가 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문제해결과정에 참여하여 이해관계자들과 의
견을 나누면서 해결방안을 함께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상시 의견
을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언제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온라인 허브 웹사이트
주소 혹은 연락처 제시)
☞ 지역에 사회문제와 관련된 포럼이나 연구회, 리빙랩, 사회적 경제조직이나 협단체가 형
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조직에 참여하여 오프라인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여러 정부 부처가 연계되어 있을 경우 다부처 사회문제해결사업으로 제안할 수 있으며
단일부처이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리빙랩 방식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단부처 사회문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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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사업(패키지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진이나 화재, 감염병과 같이 갑자기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긴급대응연구예산으로 단기간에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
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긴급한 사안의 경우에는 SNS 등 온라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사회문제를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며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나요?
☞ 지역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 경제조직, 일반 시민과 대학, 기업, 출연연구소, 사회문
제관련 단체와 기관, 과학단체와 기관 등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어울려 살아가고 있습니
다. 사회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고자 할 경우 어느 한 영역에 치우쳐 해결방법을 찾다
보면 다른 영역의 이해관계자에게는 피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해결방안을 검
토하는 초기부터 다양한 접근 방안에 대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이해관계자들
의 의견을 들어 본다면 추후 해결방법이 완성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발
견하는 장점도 있고 나중에 해결방안의 빠른 보급과 확산도 가능해 집니다. 예를 들어
리빙랩과 같은 방식은 사전에 이해관계자들로 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해결방안에
대해 실험 혹은 실증을 하여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 하고 최적 해결방안을 찾아
내는데 유용하므로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CASA
WX(Collaborative Adaptive Sensing of Atmosphere 협업 적용형 대기감지 시스템, 벨
기에 플랑드르 정부-미디어, 건강, 스마트 시티 중심의 iMinds 리빙랩).
☞ 온라인 커뮤니티나 오프라인 세미나, 포럼, 워크샵 등도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수렴
하는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현장에 적용하게 되나요?
☞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결과가 완성되면 관련 사례를 온라인 허브에 정보로 공개
하여 많은 지역과 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합니다. 개발에 참여한 연구원과 이해
관계자들은 워크샵을 통해 경험을 공유하기도 하며 우수한 성과로 평가가 되면 포상이
주어지고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소개됩니다.
☞ 성공적인 사례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제작되어 경험공유 학습에 소개됨으로써 추가적인
사회문제해결 상황에서 아이디어 발상과 더불어 참여자간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 내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과학단체와 기관은 교육과 체험프로그램 개발, 과학관을
통한 성과 홍보의 주체가 되며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사회적 경제조직은 보급과 확
산의 참여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문제해결성과가 비즈니스 모델로서 기술사업화
대상일 경우 이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구하게 될 기업이 보급과 확산의 주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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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종합 및 제언
1. 결과종합
□ 전략로드맵, 사회문제해결형 R&D사업, 기반조성 등 1차 종합계획에 제시된 주요 정책을
대상으로 이행현황 및 성과점검을 실시
o 정책-사업의 연계구조에 기반하여 분석자료를 확보하고 전략로드맵, 실천과제, 기반조성
정책과제 등에 대한 이행현황 및 주요 성과를 점검
 이와 함께, 15개 사회문제해결형 R&D에 대해 부처협력, 의견수렴정도, 창출성과 등의
측면에서 점검 실시
o 법적 근거 마련 및 다부처 사회문제해결형 R&D사업 추진 등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당초
계획된 총괄기구가 미운영되어 문제해결을 위한 범부처 조정·지원 역할에 한계 노출
 사회문제해결에 대한 과학기술기본법에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의 해결’을 명시하여
법적 근거 마련하고(`14.5) 사업 운영·관리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등 제도적 기반 강화
 그러나, 1차 종합계획에서 제시했던 ‘민·관협업체계’,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해결 정책
연구센터’ 미운영 등 정책조정 및 지원체계 부재
 10개 중 4개 실천과제 추진과정에서 일부 부처의 불참, 중도이탈 등이 발생하였으며, 사
회문제해결형 R&D사업 이행점검시 ‘부처 협업정도’를 협의체 구성여부, 운영횟수로만
파악하고 있어 협력내용 등 실질적 협력수준 모니터링 및 협력가이드 프로세스 미흡
o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범부처 종합계획으로서 범부처 공통 목표를 설정하고 사회문제해결
역량결집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였으나, 변화되는 정책·사회 환경에 대한 반영은 미흡
 국가적 차원에서 집중해야 할 사회문제를 정의·유형화하고 10대 실천과제 및 30대 주요
사회문제에 대해 ’20년까지 추진할 R&D, 실용화, 법·제도, 정책을 아우르는 통합로드맵
을 제시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중기 사회문제해결방안을 수립
 그러나, 각 부처가 개별 과제 또는 내역사업 단위에서 Bottom-up 방식으로 예산을 반
영·추진하여 미래전망, 개별부처 R&D사업, 유관계획 등과의 연계를 감안한 전략적 투
자는 부족한 상황이며, 계획 대비 예산 변동에 따른 리스크 관리 및 대응 필요
 전략로드맵을 비교적 충실하게 이행한 사례는 10개 중 3개 분야에 불과하는 등 종합실
천계획에 대한 관계부처 수용도 미흡 및 격차발생으로 인해 정책의 실천력 저하되고 성
과의 현장적용 등에서 애로 발생
 문제유형(일자리 창출 등), 문제의 영향범위(지역기반 사회문제 등), 참여주체 다양화(사
회적 경제조직,

대기업 등), 유사정책

등장(과기정통부의 ‘국민생활연구

진흥방안

(’17.12)’ 등) 등의 변화상 반영 및 시급한 사회문제에 대한 효과적 대응체계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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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10대 실천과제에 R&D사업예산을 투입하고 리빙랩 방식을 도입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추진하였으나, 향후 사회문제해결 과정에서 시민참여 등 네트워킹 강화 필요
 사전기획 및 공동기획 추진 등 과정을 거쳐 15개 다부처 사회문제해결형 R&D사업을
발굴·지원
 성과의 사회적 수용력 제고를 위해 ‘먹거리안전’, ‘수질오염’, ‘환경호르몬’ 등 분야에서
시민/환경단체가 참여하는 리빙랩을 운영하는 등 사회문제 특성을 반영한 해법 시도
 15개 사업 모두 설문조사 등 시민, 전문가 의견수렴을 진행하였으나, 대부분 일회성(설
문, 인터뷰, 워크숍 등)으로 이루어져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간 소통·협력
미흡하고, 사회문제은행 활용 미흡
o 연구개발-실용화-법제도-정책 등 다면적 접근을 시도함에 따라 실증·실용화 등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 문제해결 성과 창출은 미흡
 15개 중 13개 사업에서 제품·서비스 개발, 실증, 사업화 등 결과(output) 차원의 성과를
창출하였으나, 사회문제해결(outcome, impact)차원의 성과는 아직 미달성
 개발된 솔루션이 현장까지 도달하는 성과전달모델(사회적비즈니스모델) 등 확산체계에
대한 고려 미흡
□ 성과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선진국 및 국내에서 추진된 과학기술 기반의 사회문제해결 사
례를 ①국가차원의 거버넌스 및 메가 프로젝트 운영, ②시민참여 기반의 사회문제 발굴·해
결 프로세스 구축, ③사회적 경제조직의 연계 활용 및 활성화, ④긴급현안 및 미래이슈 적
시 대응 등 4개 주제에 대해 미국, 일본, EU 등의 사례를 조사
o 전문연구기관을 설립하여 삶의 질 관련 기술개발, 사회실험 기반 연구개발 등 플래그십
성격의 프로젝트 발굴·추진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에서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해결 경
험 및 모범사례를 지속적으로 축적
 미국은 국가과학재단(NSF), 지방정부 등의 지원을 토대로 노인/장애인 분야(QoLT), 에
너지/기후 분야(BECI)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기술개발에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사회혁
신기금(SIF)도 3대 분야를 우선순위 영역으로 설정하여 집중 투자
 일본의 사회기술연구개발센터(RISTEX)는 저출산·고령화, 동일본 대지진 등 사회적 과제
를 과학기술로 해결하기 위해 출범한 사회시스템 연구개발기구로, 5년 이내 사회적·공익
적 성과 창출을 목적으로 기초 과학기술 뿐 아니라 응용·산업기술까지 폭넓게 지원
 Horizon 2020의 ‘Societal challenges’는 7개의 도전과제를 설정하고 EU와 非EU 국가
간 국제기술협력에 초점
o 실질적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공공-민간의 연대·협력을 강조하고 참여주체간 경험 공유를 중시
 사회혁신기금(SIF)은 사회혁신을 위한 자금 지원 프로그램으로, 기업·자산가 매칭펀드 방
식을 도입하여 사회문제해결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고 있으며 중간지원기관, 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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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단체 등 관계자 간 경험·지식교류를 수행
 AAAS는 과학과 정책을 연결하고, 정부와 정책입안을 이해하는 과학자와 엔지니어의 네트
워크를 육성하여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과학자, 엔지
니어들이 직접 정책 프로세스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사회기술연구개발센터(RISTEX)는 사회적 과제 발굴을 위해 1년 간 탐색연구를 수행하
고, 사회문제 관련 주제별 워크숍, 이해관계자 인터뷰, 시민의견 수렴을 거쳐 연구개발
과제를 선정
o 자원 투입 효율화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는 사회문제해결 과정 전반에서 지원·평가·피
드백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전담인력(기구) 배치가 필요
 전략적 혁신창조프로그램(SIP)은 일본이 직면한 11개 주요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부처
문제해결형 기초-응용-사업화를 총괄 지원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디렉터(PD)를 좌장으
로 하는 추진위원회를 운영
 사회기술연구개발센터(RISTEX)의 경우 운영평가위원회가 연구개발의 목표 달성, 진척
상황 등에 대한 중간･사후 평가, 수시 평가, 피드백 등을 담당
o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사회문제 모니터링, 발굴, 솔루션 제안, 변화관리 등에 일반 시
민의 상시적·자발적 참여를 도모
 Challenge.gov는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 방식의 시민참여를 통해 사회문제 관련
의제를 설정하고 솔루션을 제안하는 참여적 의사결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집단지
성 뿐 아니라 과제 기획, 소프트웨어·앱, 기술, 디자인, 아이디어, 분석, 전략 분야로 다
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장점을 보유
 "시민이 지식을 만들다(www.buergerschaffenwissen.de)"는 시민과학자 참여를 위한 온라
인 플랫폼으로, 프로젝트에 대한 원활한 피드백을 자발적 참여의 인센티브로 활용
 우샤히디(Ushahidi)는 누구나 쉽게 사회문제 발굴·제보·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SNS 플
랫폼으로, 국경을 넘어선 집단지성을 구현
o 대다수의 사례에서 과학기술전문가(전문성)와 시민사회(현장)를 연결·결합하는 리빙랩이
사회문제해결에 대한 의식 환기는 물론 실질적 성과창출의 원동력으로 작용
 ENoLL(European Network of Living Labs)은 리빙랩 방식을 통해 최종 사용자, 정부,
기업, 시민, 공공, 시민단체, 학술기관 등 혁신 사이클에서 필요한 다양한 주체들의 네트
워크 형성을 지원, 리빙랩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식과 경험을 공유
 ZEPP, 윤데마을은 ESTEEM 방법론을 이해관계자들 간에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성과의 사회적 수용도 제고에 활용
 우리나라도 북촌 한옥마을, 성대골 등 지역 단위 리빙랩을 통해 시민 주도의 기획과 솔
루션 개발, 성과활용 경험을 통해 민‧관 협력형 리빙랩의 성공 가능성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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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회적 경제조직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주된 설립 목적으로 하는 조직으로, 과학기술을
사회문제해결에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경제조직의 역할이 중요
 ‘세인트 제임스 세틀먼트(St James Settlement)’는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 도시계획에서
탈피하여 시민들의 참여로 재개발 및 지역재생 프로젝트를 수행
 성수동 ‘소셜벤처밸리’는 커뮤니티(공동체)를 활용한 민간 차원의 도시재생 사례
o 신뢰를 바탕으로 다수의 사회적 경제조직이 공동으로 과학기술 지식을 축적하고 문제를
해결해 가는 방안도 검토 필요
 일본 ‘도쿄도 스기나미 구’에서는 다수의 사회적 경제조직이 재해발생시 신속하게 연결
될 수 있도록 공조관계를 유지
 성수동 사회적경제조직은 상위 3개의 중추조직을 중심으로 내･외부 커뮤니티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사회적경제조직의 전체 커뮤니티 네트워크를 확장
o 향후 질병, 재난 등 긴급 이슈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안발생시 예산배정에서 연
구개발, 성과창출·활용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세스 단순화 필요
 영국은 ‘DH의 Rapid Response Team(RRT)’을 운영하여 긴급한 질병 이슈에 발생시
‘Emergency Medical Team(EMT)’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


미국의 ‘긴급대응연구센터’는 보건 분야 비상 대응 능력을 주제로 하는 30개의 혁신적인
파일럿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

 NSF의 RAPID는 자연재해 및 대형사고시 5페이지 미만의 제안서만으로 연구의 긴급성
및 지원 필요성을 평가하여 FastLane으로 신속하게 예산을 배정
o 장기적 관점에서 과학기술 발전 및 경제·사회변화로 인한 미래사회 문제를 예측하고 대비
하기 위한 물리적 공간 및 커뮤니키 조성도 필요
 일본 퓨처센터는 기업-정부-지역사회가 협력 하에 문제를 해결하고 지식생태계를 만들
어가기 위한 전용 공간을 구축·확대
 Smart Kalasatama는 2030년까지 8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기업, 공무원, 주민,
시민단체, 학자들이 혁신클럽 조성하고 개방형 혁신과 협력을 추구
□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국민생활연구 추진전략’, ‘사회혁신 추진계획’ 등 부처별 종
합계획을 대상으로 ‘1차 종합계획’과의 부합성을 확인하고, ‘2차 종합계획’ 위상정립을 위
한 시사점을 도출
o 1차 종합계획은 범부처 및 개별부처 중장기계획과 관련성이 있으나, 범부처 유관 정책의
조정, 지원 역할에서 한계가 나타났으며, 범부처 종합계획 차원에서 위상 취약
 ‘국민생활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생활연구 추진전략’, ‘국민주도의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사회혁신 추진계획’ 등 정부 부처 유관계획 간 통합·조정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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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중기 로드맵에서도 정부 부처의 수용도가 낮음에 따라 유관정책·사업과 유기적
인 연계성 및 종합계획 추진 동력 미흡
 이로 인해 사회문제와 관련된 변화상 반영 및 시급한 사회문제에 대한 효과적 대응체계
구축이 어렵고 탄력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 노출
o ‘2차 종합계획’은 ‘18년 발표된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문제에 대한 R&D 역할 강화’ 등 정책 구체화의 핵심역할을 담당
 ‘2차 종합계획’은 상위·유관·분야별 종합계획 등에 명시된 문제해결 촉진정책 및 생태계
조성 방안을 조화롭게 수용하여야 하며, 정책의 실천력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분야 사회
문제해결 최상위 계획으로서 위상을 공고화가 필요
 2차 종합계획은 ‘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중 ‘전략4. 과학기술이 만드는 모두가 행복한
사회구현’ 등 5개 과제와 관련
 ‘2차 종합계획’은 법적 기반에 근거하여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
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시책과 사업 등을 종합한 범부처 종합계획으로서, ‘삶
의 질,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 강화’의 구체적인 정책과제 제시·이행점검
등의 역할을 수행
 5년 간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해결정책의 비전, 목표, 전략‧과제 등을 포함
하는 범부처 중장기 종합대책 제시하고, 개별부처의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해결 정책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
o ‘2차 종합계획’이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 및 전략방향을 정립하고, 각 부처
는 동 계획을 바탕으로 소관 분야별 세부 추진전략과 내용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 및 정
책과제, R&D사업을 계획하여 추진
 ‘2차 종합계획’이 과학기술기반 국민생활문제해결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범부처 종합전략
및 추진방향을 제시, 이에 입각하여 각 부처가 개별부처, 다부처 종합계획에 분야별 상
세목표, 이행전략 등을 수립함으로써 종합계획의 실천력 제고
 다부처, 공공·민간기관, 전문가, 시민이 함께하는 과학기술 활용 사회문제해결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우수사례, 모델을 제시
□ ‘2차 종합계획’ 수립과정에서 신규 사회문제영역 관련 트렌드 분석, 중점추진과제 후보 관
련 자료조사 및 안건화 등을 실시하고, 최종 확정된 중점추진과제에 대한 심층 조사·분석
및 향후 추진방안 제언을 도출
o ‘2차 종합계획’에서 40개 사회문제영역을 정립하였으며, ‘1차 종합계획’에서 제시했던 30
개 외에 추가된 10개 사회문제영역에 대한 트렌드를 조사
 일상생활 스트레스 가중, 자살자 비중 OECD 1위, 독거노인과 학교폭력 증가 등으로 인
해 ‘정신질환’이 주요 사회문제로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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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화, 산업화 가속화로 인해 ‘산업폐기물’ 배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2차
종합계획’에서 새로운 사회문제영역으로 포함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황사경보는 심각한 수준이며, 국가적으로 해결할 사회문제로 ‘미
세먼지’를 추가
 디지털화 확산 등에 따라 지능형 범죄 등이 증가함에 따라 ‘화이트 칼라범죄’를 새로운
사회문제로 주목
 ICT 기술 발전의 역기능으로 ‘사생활침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비트코인 등 가상증표(통화)의 유통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거래소 해킹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새로운 사회문제로 편입
 최근 국내에 경주(’16), 포항(’17) 등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여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
으며, 다양한 방편으로 원인 파악 및 대처방안 마련 시도 중이며, 이를 사회문제로 포함
 소방에 대한 국민 안전의식이 여전히 저조하여 ‘소방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화재로
인한 인명, 재산피해가 계속됨에 따라 주요 사회문제로 포함
 청년실업이 증가하고 결혼·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 심화됨에 따라 ‘저출산’ 현상이 심
화되고 있으며, 이를 사회문제로 포함
 불안정한 일자리가 양산되면서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 등에서 저임금, 고용불안 등 ‘노
동의 차별’ 현상 심화됨에 따라, 이를 국가가 사회문제로 포함
o 전문가 자문, KISTEP워크샵, 성과 및 사례조사분석 등을 통해 ‘2차 종합계획’에서 추진
가능한 8개 중점추진과제 후보를 발굴하고 ‘종합계획 수립 민관협의회’ 검토를 위한 이슈
분석 및 안건화 작업을 진행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추진의 종합 컨트롤타워로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
신본부 주관 하에 ‘국민생활(사회)문제해결 민관협의회’를 상시 운영
 긴급한 사회문제 발생시 신속 대처를 위한 예산을 사전에 확보하여 범부처 긴급대응연
구프로그램(ERP : Emergency Research Program) 추진
 사회문제해결형 R&D 사업(과제)의 실질적 문제해결 성과 창출 촉진을 위해 선정 및 평
가제도를 개선
 국민과 연구자가 함께 사회지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워크 구축 강화를 지원하
고, 타 부처 사회분야 문제해결 유관 조직과의 연계, 사회적경제조직과 출연(연) 간 소
통 활성화 추진
 국민참여네트워크, 빅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굴된 사회문제 자료를 체계
적으로 분석·관리하는 ‘국가사회문제은행(NSIB)’을 구축하고, 참여 소통 강화 및 문제해
결역량 축적을 위한 온라인허브 운영
 온오프라인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지역 현장수요에 밀착된 사회문제를 발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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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사회문제해결 R&D 역량을 강화해갈 수 있도록 노하우
제공·확산
 사회적경제조직의 역할 강화를 위한 R&D 교육과정 운영,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사회문제해결 R&D사업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관련 규정 개선 추진
 국민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한 연구성과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문제해결 성과창출에
기여한 공로자(연구자, 전문가 자문단 위원, 일반시민 등)에 대한 포상(장관표창 등) 제
공 등 인센티브 강화
 동남아·아프리카 등 개도국의 사회문제해결을 위해 ODA사업과의 협력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연구성과의 해외 이전 확산 지원 강화하고, 국가간 과학기술 활용 사회문제해결 성
과‧지식 공유 및 공동연구를 통한 성과 창출·활용 확산 강화
o 사회문제해결형 R&D패키지사업, 수요자참여형 네트워크 구축·지원, 개방형 온라인 플랫
폼 구축·운영, 사회문제해결 경험 공유 및 학습 기반 강화 등 ‘종합계획 수립 민관협의회’
를 통해 확정된 중점추진과제를 대상으로 심층 조사·분석을 실시하고, 실행을 위한 아이
디어를 제안
 ‘사회문제해결형 R&D패키지사업’은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R&D 및 비R&D 영역을 패
키지 형태로 구성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R&D투자시스템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기존
R&D 추진방식 달리 동일 주제에 대한 R&D 및 비R&D 활동을 패키지화하여 정책의
일치성(alignment)을 제고하고 이해관계자와 연구방식의 변화 추구 필요
 수요자 참여는 사회문제해결형 R&D를 타 R&D사업과 구분짓는 가장 큰 특징으로, 수
요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접점 형성, 코디네이터(전문가) 역할 강화, 현장(지역
사회) 단위 접근을 네트워크 구축·운영 정책의 주요 방향으로 설정
 개방형 온라인플랫폼은 정보·지식의 사회적 자산화, 개방형·자발적 소통, 적절한 피드백
이 사회문제 모니터링 및 이슈발굴을 위한 개방형 온라인 플랫폼 구축·운영의 핵심으로,
종합 온라인포털 ‘(가칭)솔루션마켓’을 구축·운영
 ‘(가칭)더나은미래포럼’을 개최하고,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컨텐츠 개발과 문제발굴, 문제
인식, 문제해결, 소통협력, 성과 확산 등 과정 전반에 대한 노하우 공유에 중점을 둔 프
로그램 설계·운영
o ‘2차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사회문제해결 의사결정 과정을 모식도로 구현하여 정부, 지자
체, 민간 등 참여자들의 이해도를 제고
 ‘2차 종합계획’의 정책내용은 크게 과학기술기반 국민생활문제 해결 촉진을 위한 ‘거버
넌스 확립’, ‘이해관계자 네트워크 구축’, ‘연구개발과제 추진’, ‘성과공유·확산’, ‘전주기
소통채널 운영’ 등 5개 파트로 구성
 국민 및 잠재적인 참여자의 의문을 구체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Q&A방식으로 정책내
용을 쉽게 풀어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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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제언
□ ‘2차 종합계획’ 실천을 위해 추후 중점추진과제별로 상세한 이행계획 수립 필요
o 정부의 ‘국민생활(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은 수요자 참여형 네트워크로부터 과학기술 기
반의 문제발굴과 국민 참여를 통한 문제 해결, 이러한 해결과정의 상시화 및 성과 공유를
위해 범정부가 협력하고 힘을 모으는 노력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큼
o 주체별 노력이 분산되지 않고 하나의 방향성 하에서 사회적 자산으로 쌓일 수 있도록 최
종 사용자의 니즈, 기술 수용성, 사회적 인식 등 고려, 사회적 문제인식과 명확한 목표 설
정 및 정책 설계 필요
o 사회문제과학기술정책센터 주도로 최종 도출된 3대 전략, 10대 추진과제에 대한 상세한
이행(Action Plan) 수립
o 이후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1년 주기로 계획에 대한 점검 및 보완·수정계획 수립 필요
□ 전주기 컨설팅 등 사회문제해결형 R&D에 부합하는 사업 기획·평가·관리 등 운영제도 정
비 및 관련 규정 개선 필요
o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의 활용은 기존 R&D 지원 사업과는 다른 시스템을 필요로
하며, 심도 깊은 사회문제 인식과 접근전략을 요구
o 다부처 R&D사업, 개별부처 R&D 패키지 방식, 범부처 긴급대응연구 등 문제해결형 ‘기
술개발+실증’ R&D 사업체계라는 프레임웍을 통해 과학기술의 가치구현 속성을 발견하고
현장에 적용한다는 점에서 기존 R&D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음
o 기술개발 중심, 근시안적 문제인식, 획일화된 성과주의 등 기존 R&D 지원사업의 관성에
서 벗어나 문제인식이 중요한 출발점임을 인식하고 사회문제해결형 R&D 사업의 특성을
반영 필요
o 전주기에 걸쳐 멘토링 역할을 하는 전문가의 사업기획, 연구수행, 사업점검, 성과확산 단
계에 이르는 자문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경우 문제해결 뿐 아니라 성과의 사회적 가치가
상당부분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사회문제해결’이라는 본연의 취지대로 정책과제 및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목
표체계 개발 및 성과지표 pool 구축 필요
o ’16, ’17년 과기정통부가 전문가위원회를 활용하여 사업 이행 실태 점검 및 컨설팅을 추
진한 바 있으나, 현재는 계획이행도, 부처협업정도, 이해관계자 참여도 등 투입·과정 중심
의 성과점검을 수행
o 사회문제해결 관련 정책 및 R&D에 대한 성과지표, 평가기준 등 평가시스템 미비하여,
이로 인해 개선방안 제언 등 컨설팅이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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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결과(Output)·효과(Output) 관점에서의 실질적 성과분석(사회문제해결 기여도 등) 및 문
제예방·감시·지속대응을 고려한 전주기 성과관리 추진
o 일반 R&D가 아닌 사회문제해결 특성을 고려한 정책·사업 평가기준 마련 등 R&D 운영
체계 개선·보완
o 사회문제에 대한 실질적 해결 방안 탐색을 위한 목표 설정 및 연구 접근을 유도하기 위
해 성과지표 개발·목표치 설정방안, 목표달성도 측정산식, 성과 활용·확산 촉진방안 가이
드 등을 마련·제공하는 등 종합적 성과관리 노력 필요
o 사회투자수익률(SROI), 사전 사회적비즈니스모델 수립, 리빙랩 운영성과, 사회문제해결동
행단과의 협력도 등 새로운 지표 설계 및 사회문제관련 과제의 선정과 평가 과정에 국민
참여제도 도입 등 주체다양화 등에 대한 고려 가능
□ 국민 체감형 사회적 문제해결 성과 향유와 확대를 위한 생태계 기반 조성이 정책 실천의
관건이며, 이는 국민과 전문가의 자발적 참여, 수용성에 기반한 솔루션 개발·적용에 기반
o 문제해결은 사회적 공감대를 통한 당위성 확보와 협력을 통한 수행이 중요하며,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참여 기반의 문제해결 접근이 핵심
o 사회문제해결동행단, 사회문제연구회, 솔루션마켓 등 새롭게 조성되는 참여 채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필요
o 결과의 보급·확산을 위해 사회적 확산·활용 전략을 수립하고 명확한 프로세스를 포함하는
성과 수용모델을 제시하여 참여 활성화 도모
o 제품·서비스 인증 도입 또는 기존 제도와의 연계를 통해 제도적 동인 마련 가능
□ 사회문제해결에의 과학기술 활용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로 인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문제를 정책 대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문제에 대한 과학기술
자들의 인식을 제고
o 과학기술 적용시 예상되는 역기능 등에 대한 사전 대비력 강화 필요
o AAAS의 Science for policy, Policy for Science도 과학자, 엔지니어들의 정책 참여와 의
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다부처협력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이 절실한 우리나라 현실에 부합하는 좋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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