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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의 필요성

기술발전 및 사회의 구조적 변화 속도 증가에 따라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기대 증대
특히 사회의 구조적 모순으로 표출된 문제적 이슈에 대한 대응･해결
과정에 대해 과학기술의 역할 기대가 크게 나타남
※ 일반국민의 89%는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을 보통
이상으로 응답(제2차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 2018.6)
(참고1)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국외 논의는 과학기술의 책임성
(Responsible Research and Innovation; RRI) 이라는 개념 정립 관
점에서 주로 접근하고 있음
RRI는 새로운 개념이라기보다는 과학기술정책 분야에서 논의되어
온 유관 개념들을 ʻ과학기술의 사회에 대한 책임ʼ이라는 분석틀로
묶으려고 하는 시도(박희제, 2015)
국내 과학기술정책 분야에서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 강화는 주로 사회
문제 해결과 관련된 R&D 확대 및 이에 대한 사회적 참여 강화에 집중
되고 있음
정책 이슈 도출 및 수립 과정에 일반국민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사례 증가
※ ‘정부R&D(연구개발) 20조원 시대의 정부R&D 중장기 투자전략(국가
과학기술자문회의, 2019.2)’ 수립 과정에 시민참여단 운영 및 의견
수렴,
※ ‘제2차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2018.6)’ 수립을 위한 40대 사회문제 영역 도출 과정에 일반시민의
설문조사 결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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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해결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추진 과정에서 일반국민이나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체계가 나타나고 있으며, 아이디어 발굴에서
연구개발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유형이 다양화해지고 있음
※ 사회문제해결 연구개발 과제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공모과정’ 이
활발하게 도입
※ ‘리빙랩’ 형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과제기획 및 연구참여 방식을 채택하는
과제 증가(참고2)

따라서 과학기술정책 프로세스에 대한 사회적 참여사례 분석 및 확산
기반의 강화 필요
구체적 사례 분석을 통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국민참여형 과학
기술정책 및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성과 창출 가능성을 높임
확산 기반 강화를 통해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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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우리나라 사회문제 및 과학기술 역할에 대한 인식 조사

◇ 우리나라의 사회문제는 현재 심각한 수준인 반면, 해결능력은 상대
적으로 부족하여 이의 개선을 위해 과학기술의 역할 강화가 필요
한 것으로 인식됨
◦ (개요) 우리나라의 사회문제 및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 조사 실시
※ (대상) 일반시민 1,000명(응답 완료), 분야별 전문가 432명 대상, ’18년 3월

◦ (심각성) 일반시민전문가 모두 국내 사회문제의 심각성이 높다고 조사됨
※ 국내 사회문제가 심각하다는 응답 비중 : 일반시민 83%, 전문가 77%

◦ (문제해결 가능성) 일반시민전문가 모두 문제의 50% 이하만이 해결될 것으로 예상
※ 현재 역량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해결 정도(평균) : 일반시민 45%, 전문가 48% 해결

◦ (과학기술 역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은 비교적 높음
※ 과학기술의 역할이 보통 이상(보통+높음) 응답 비율 : 일반시민 89%, 전문가 79%

<국내 사회문제 심각성>

<문제해결 가능성>

<과학기술의 역할>

Q. 귀하는 현재 우리나라의

Q. 사회문제 발생 시, 우리

Q. 귀하는 전반적인 사회문제

사회문제가 전반적으로

사회가 어느 정도 해결할

해결에 있어 과학기술의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역할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십니까?

※ 출처: 제2차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18-’22)(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20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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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리빙랩 관련 정부R&D 과제 현황(2019.3 기준)

□ 리빙랩 관련 정부R&D는 `13년 이후 총 234개 과제(992.9억 원)가 추진됨
ㅇ `15년부터 본격 추진되었고, `18년에 최다 과제(83개, 326.71억 원) 수행
<연도별 리빙랩 정부투자연구비 및 과제 수 추이(’13~19.3)>

※ ‘19년 과제현황은 2019.3.19. 기준으로 과제 협약내용 기준임
ㅇ `13년 이후 누적 현황 기준으로 과기정통부(57.7%)가 가장 많은 연구비를 투입
하였고, 산업부(13.2%), 국토부(11.9%) 순으로 나타남
※ 최근 3년(17년 이후) 기준 또한 과기정통부(49.1%), 산업부(15.4%), 국토부(15.3%) 순
<부처별 리빙랩 정부R&D 연구비 현황>
(단위 : 억원)

누적합계(’13~19)

※ 출처: KISTEP 사회혁신정책센터 내부 분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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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 목표 및 연구 내용

1. 연구 목표
사회적 참여를 통한 과학기술정책의 사회적 역할 강화 방안 연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리빙랩 과제 현황 및 특성 심층 분석
과학기술-사회정책-시민사회 연계를 통한 사회문제해결 사례 분석
개방형･참여형 포럼 개최 및 발간물 발행

2. 연구 내용
일반시민 참여형 국가연구개발사업 리빙랩 과제 심층 분석
국가연구개발사업 리빙랩 과제의 사회문제별 현황 조사･분석
-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NTIS)의 과제 정보를 활용해 최근 5년
(2015-2019)

간 국가R&D사업을 통해 수행된 리빙랩 관련 과제

현황을 조사
- ｢제2차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ʼ18-ʼ22)｣에서 제시
한 10대 분야 41개 사회문제영역별 현황 분석
일반시민 참여 목적에 따른 리빙랩 과제 유형 분류 및 특성 분석
- 연구개발 과정에 리빙랩 적용 목적 분석 및 유형 분류 마련
※ 일반시민의 역할 및 리빙랩이 적용된 연구개발 단계 분석 등

- 리빙랩 유형에 따른 과제 현황 분석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위한 리빙랩의 실효성 강화 방안 모색
※ 리빙랩 적용 연구개발과제 수행 연구자 대상 수요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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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기반 사회 참여형 사회문제해결 사례 분석
LA 공기질 관리 시스템 혁신 사례 심층 분석
- LA의 공기질 관리 시스템 혁신 과정의 이슈맵･솔루션맵*을 대
상으로 R&D 정책과 사회정책･시민사회참여 간의 관계 분석
* 이승규 외 (2019), LA 공기질 관리 시스템 및 국내 이슈 분석을 통한
미세먼지 문제 해결 시스템 혁신 방향 연구

과학기술과 사회정책･시민사회 연계를 통한 문제해결 성과 창출 사
례 발굴
- 문제해결 성과에 대한 R&D 의 역할과 사회정책 및 시민사회 참여
와의 연계 유형 분석
과학기술정책연구의 사회 참여형 기반 강화
리빙랩 관련 심층분석 결과에 대한 이슈브리프 발간
- ʻ(가제) 국가연구개발사업 리빙랩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ʼ를 발간
하고 ʻ사회문제해결 온라인플랫폼ʼ 등을 통해 의견수렴 및 추가
연구수요 발굴
LA 공기질 관리 시스템 혁신 사례의 단행본 발간
- ʻ(가제) 과학기술은 사회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LA시의 대기
오염 해결 사례ʼ 발간
SNS 등을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포럼 개최
- 주요 사회 이슈를 대상으로 SNS 등을 활용한 비대면 포럼 개최를
통해 사회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강화 및 정책수요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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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전략 및 방법
관련 정책를 바탕으로 연구 현장의 수행 사례를 분석하여 연구결과의
근거 기반 및 활용도 제고
사회문제 분야 최상위 계획인「제2차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ʼ18-ʼ22)」의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
(NTIS)의 최근 5년(2015-2019) 간 수행된 모든 과제를 분석
개방형･융합형 연구 네트워크 운영
과학기술과 사회정책 분야의 전문가가 소통하는 전문가 포럼 운영
- 학제, 분야 간의 경계를 벗어나 융합적 사고를 지향하고 시스템
혁신 관점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 참여 방안 및 사회적 역할
강화 방향을 논의
※ 예시) 주요 과학기술정책/사업 전문가와 인문학, 사회과학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워크샵, 세미나 등을
운영

다양한 정책참여주체의 의견을 수렴체계 운영
※ 예시) 온라인 포럼, SNS 등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많은 참여
주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 모색하고, 필요 시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대중들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결과를
공론화

KISTEP 고유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연구결과의 고유성 및 전문성 확보
KISTEP 문제맵 분석틀을 바탕으로 과학기술혁신과 사회혁신의 연계･
종합 관점에서 사회적 참여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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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KISTEP 문제맵 기반 과학기술혁신-사회혁신 연계 유형

4.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사회구성원의 실효적 참여를 통해 과학기술정책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관련 성과에 대한 체감도 향상에 기여

ʻ제2차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ʼ의 차년도 시행계획 반영을
통해 관련 과학기술정책 및 사업에 대한 활용방안 모색
사회 변화 및 사회적 위기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과학기술
정책 패러다임 변화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KISTEP의 전문성 제고와
위상정립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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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서론

리빙랩이란?
(정의) 다양하고 진화하는 실제 상황에서 복잡한 솔루션을 감지, 프로토
타이핑, 검증 및 정제하기 위한 연구 방법론
※ a research methodology for sensing, prototyping, validating and refining
complex solutions in multiple and evolving real-life contexts(Prof.
William Mitchell at MIT Media Lab)

핵심 요소
- 실제 상황에서의 실험적 접근(Experimental approaches in real-life
context)
- 사용자를 포함한 참여(Participation and user involvement)
- 협력과 지식의 공동 생산(Collaboration and co-production of
knowledge)
개념의 확대(현대적 정의)
리빙랩은 크게는 방법론 및 인프라의 2개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발전되고 확장되고 있음
- 방법론 측면에서 리빙랩은 사용자 중심의 연구와 개방형 혁신을
통합하는 행위자, 자원, 활동의 네트워크로 정의됨(Leminenet al.
2012)
- 인프라 측면에서 리빙랩은 실제 환경에서 사용자와 함께 실험하고
공동 창작할 수 있는 시설로 정의됨(Sundramoorthy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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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해결 R&D와 리빙랩
사회문제해결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R&D에 대해 수요자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 수요가 높을 수 있어 수요자 참여를 특징으로 하는 리빙랩 관련
과제의 현황 및 특성 분석이 필요
- 실제 환경에서 사용자 등 이해관계자가 함께 연구개발 과정을
수행하는 참여･개방형 혁신 방법론 확립 및 지원 방안 모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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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분석방법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NTIS)의 과제 정보를 활용해 최근 5년(2015-2019)
간 국가R&D사업(정부재원)을 통해 수행된 리빙랩 관련 과제 현황을 조사
하고 주요 특성에 따라 분류
관련 키워드를 활용한 과제 검색과 검색 결과에 대한 내용 검토를
거쳐 최근 5년(2015년~2019년) 간 수행된 리빙랩 관련 R&D 과제
361개를 분석 대상으로 도출
※ 2013년과 2014년에도 각각 1건의 과제 정보가 검색되었으나 분석
대상에서 제외
※ 2019년 과제 정보는 2019년 국가연구개발조사분석 결과(2020년 하반기
발표 예정)에 따라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음

분석 대상 과제(361개)의 연구개발 목표･내용 검토를 통해 사회문
제해결 관련성 여부, 관련 사회문제, 리빙랩 적용 목적 등에 대한
정보를 생성하고 각 과제를 분류
※ 사회문제해결 관련성 여부는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가 명확하거나
사회문제의 해결 과정에 대해 구체적인 연관성이 있을 수록 관련성이
높고, 순수 기초연구에 해당하거나 연구개발의 결과물을 활용해
경제적 성과 창출을 지향할수록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
※ 관련 사회문제는 ⌜제2차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
(’18-’22)⌟에 제시된 10대 분야 41개 영역을 적용하여 분류
※ 리빙랩 적용 목적은 리빙랩 체계 연구, 그리고 연구개발대상을 위한
리빙랩 운영 등 2가지 측면으로 구분하고 리빙랩 운영 측면을 3개로
세분화하여 최종적으로는 4가지 유형으로 분류: ① 리빙랩 체계 연구
(기반구축 포함: 리빙랩 구축 운영, 가이드라인 개발, 수요자 참여
체계 구축 등), ② 리빙랩 운영 – 개발(TRL1~TRL6) ③ 리빙랩 운영
– 실증(TRL7-8), ④ 리빙랩 운영 – 확산(TRL9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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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빙랩 관련 과제 조사

연구
NTIS
목표
과제 ➡ 및
검색
내용
검토

리빙랩 특성 분류

사회문제해결 사회문제해결 관련 리빙랩,
➡
관련성
검토
일반 리빙랩
분석대상 ➡
확정
관련
10대 분야,
➡ 361개 ➡ 사회문제 ➡
41개 영역
과제
분류
(2015
-2019) ➡ 리빙랩 적용 리빙랩 체계 연구(기반구축 포함)
➡
목적 분류
연구개발대상의 개발, 실증, 확산

[그림 2-1] 국가R&D사업 리빙랩 관련 과제 조사 과정

최근 5년(2015-2019) 간 국가R&D사업을 통해 수행된 리빙랩 과제
현황(과제 수, 정부연구비 규모)과 특성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
연도별 추이, 주요 부처 및 주요 사업 현황, 사회문제별* 현황,
R&D 과제의 리빙랩 적용목적** 등을 분석
* 사회문제 구분은 제2차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18-‵22) 에서
제시한 10대 분야 41개 영역을 적용
** 리빙랩 적용목적 4개 유형: ① 리빙랩 체계 연구(기반구축 포함),
② 리빙랩 운영 – 개발, ③ 리빙랩 운영 – 실증, ④ 리빙랩 운영
–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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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국가R&D사업 리빙랩 과제 현황 분석항목

구분

분석항목

과제

․5년 통합 현황 및 연도별 추이(과제수, 정부연구비)

현황

․사회문제해결 관련 과제 비중
․부처별 리빙랩 과제 현황(5년 통합)

부처별
현황

․리빙랩 과제가 많이 수행된 주요 사업 현황(5년 통합)
․연도별 리빙랩 과제 수행 부처 현황(부처 수, 주요 부처 등)
․연도별 리빙랩 과제 포함 사업 현황(사업 수, 주요 사업 등)
․연도별 사회문제해결 관련 리빙랩 과제 관련 부처 및 사업 현황

사회

․10대 분야별 5년 통합 현황 및 연도별 추이(과제수, 정부연구비)

문제별

․41개 영역별 5년 통합 현황 및 연도별 추이(과제수, 정부연구비)

현황

리빙랩
적용
목적별
현황

․10대 41개 영역별 사업 수행 주요 부처 현황
․4개 목적 유형별 5년 통합 현황 및 연도별 추이(과제 수, 정부연구비)
․부처별 4개 목적 유형의 비중 현황(과제 수, 정부연구비)
․4개 목적 유형별 사업 현황(5년 통합 및 연도별 추이, 주요사업 비중)
․4개 목적 유형별 연도별 주요 사업 현황(상위 5개 사업명 및 비중)
․10대 사회문제 분야별 4개 목적 유형 현황(과제수 정부연구비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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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정부R&D사업의 리빙랩 관련 과제 현황

리빙랩 관련 과제는 최근 5년(2015~2019) 간 총 361개 과제(1,363.7억 원)가
수행되었으며 2018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임
과제 수의 경우 2017년까지 50개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2018년 87개,
2019년 157개로 증가
정부연구비의 경우 2017년까지 200억 원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2018년
299.1억 원, 2019년 675.2억 원으로 증가
※ 과제 당 평균 연구비는 2017년 4.6억 원까지 상승한 후 과제 수가
증가한 2018년 3.4억 원으로 감소 후 2019년 평균 4.2억 원으로
증가
연구비(억원)

과제수(건)

[자료] NTIS 과제 검색 결과를 이용하여 KISTEP에서 분석

[그림 2-2] 리빙랩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현황(2015-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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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빙랩 과제 중 사회문제해결 관련 과제의 비중이 70% 이상으로 높으나
일반 과제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 추이를 보임
과거 5년(2015-2019) 간 사회문제해결 관련 리빙랩 과제는 총 259건
(960.5억 원)으로 전체 리빙랩 과제의 70%(정부연구비의 72%)를 차지
사회문제해결과 관련성이 낮은 일반 리빙랩 과제는 2016년에 처음 수행
되었고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에 61개 과제(257.4억 원)이 수행됨
* 2019년 수행된 리빙랩 과제 중 약 39%에 해당

정부연구비(억 원)

사회문제해결 관련 리빙랩

과제 수(개)

일반 리빙랩

[자료] NTIS 과제 검색 결과를 이용하여 KISTEP에서 분석

[그림 2-3] 국가R&D사업 리빙랩 관련 과제 현황(2015-2019):
사회문제해결 vs 일반

19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 이슈 분석 및 방법론 연구

제4절

리빙랩 관련 R&D 과제의 부처･사업별 현황

정부부처 중 가장 많은 리빙랩 관련 과제를 수행한 부처는 과학기술
정보통신부로서 최근 5년(2015~2019)간 총 149개 과제(511.6억 원)를
수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다음으로 많은 리빙랩 관련 과제를 수행한 부처는
산업자원통산부(48개), 국토교통부(22개), 소방청(21개) 등으로 나타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방청, 다부처,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은 리빙랩
관련 과제 중 사회문제해결 관련 과제가 상대적으로 많이 수행됨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등은
일반 리빙랩 과제가 사회문제해결 관련 과제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상대적으로 많이 수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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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구비(억 원)

사회문제해결 관련 리빙랩

과제 수(건)

일반 리빙랩

[자료] NTIS 과제 검색 결과를 이용하여 KISTEP에서 분석

[그림 2-4] 부처별 리빙랩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현황(2015-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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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빙랩 관련 과제를 수행하는 부처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는 최근 5년
(2015~2019) 간 지속적으로 증가
리빙랩 관련 과제를 1개 이상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은 2015년
3개 부처 4개 사업에서 2019년 13개 부처 68개 사업으로 증가
리빙랩 관련 과제 수행 부처 수(개)

리빙랩 관련 과제 포함 사업 수(개)

[자료] NTIS 과제 검색 결과를 이용하여 KISTEP에서 분석

[그림 2-5] 국가R&D사업 리빙랩 관련 과제 현황(2015-2019): 부처 수, 사업 수

사회문제해결 관련 리빙랩 과제를 수행하는 부처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의 최근 5년(2015~2019) 간 증가율이 일반 리빙랩 과제를 수행하는
부처･사업 수 증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사회문제해결 관련 리빙랩 과제를 1개 이상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은 2015년 3개 부처 4개 사업에서 2019년 13개 부처 46개 사업
으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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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빙랩 관련 과제 수행 부처 수(개)

리빙랩 관련 과제 포함 사업 수(개)

사회문제해결 관련 리빙랩

일반 리빙랩

[자료] NTIS 과제 검색 결과를 이용하여 KISTEP에서 분석

[그림 2-6] 사회문제해결 관련 국가R&D사업 리빙랩 과제 현황(2015-2019):
부처 수, 사업 수

사회문제해결 관련 리빙랩 과제 수행 부처가 증가함에 따라 특정
부처의 비중이 감소
※ 상위 2개 부처가 차지하는 비중(정부연구비)이 2015년 98.9%에서
2019년 58.8%로 감소

[자료] NTIS 과제 검색 결과를 이용하여 KISTEP에서 분석

[그림 2-7] 사회문제해결 관련 리빙랩 과제 현황(2015-2019): 부처별 비중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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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해결 관련 리빙랩 과제 수행 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특정
사업의 비중이 감소
※ 상위 5개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정부연구비 기준)이 2015년 100%에서
2019년 34.9%로 감소

[자료] NTIS 과제 검색 결과를 이용하여 KISTEP에서 분석

[그림 2-8] 사회문제해결 관련 국가R&D사업 리빙랩 과제(2015-2019):
사업별 비중 분포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가장 많은 리빙랩 관련 R&D 과제가 수행된 사업은

ʻ사회문제해결형기술개발 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ʼ으로 최근 5년
(2015~2019)간 총 63개 과제(150.4억 원)가 수행됨

ʻ시스템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 사업(산업통상자원부)ʼ과 ʻ산업융합기반
구축 사업(산업통상자원부)ʼ 등 2개 사업 또한 최근 5년 간 리빙랩
관련 R&D 과제의 정부 연구비 총액이 100억 원을 상회

ʻ사회문제해결형기술개발 사업ʼ 다음으로 많은 리빙랩 관련 과제가
수행된 사업은 ʻ소방 대응력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지원 사업(소방청)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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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2018년에 시작되어 2019년까지 2년 간 16개 과제(42.7억 원)가
수행됨
최근 5년(2015~2019)간 10개 이상의 리빙랩 관련 과제가 수행된
사업은 모두 7개로 이 중 5개 사업*은 사회문제해결 관련 리빙랩
과제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사회문제해결형기술개발 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방대응력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지원 사업(소방청)’, ‘라이프케어융합서비스개발사업
(보건복지부)’, ‘재난안전플랫폼기술개발 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구
미래창조과학부)’ 은 모든 리빙랩 과제가 사회문제해결 관련 과제이고,
‘에너지기술수용성제고 및 사업화 촉진 사업(산업통상자원부)’ 은 12개
리빙랩 과제 중 7개가 사회문제해결 관련 과제인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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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구비(억 원)

사회문제해결 관련 리빙랩

과제 수(건)

일반 리빙랩

[자료] NTIS 과제 검색 결과를 이용하여 KISTEP에서 분석

[그림 2-9] 리빙랩 관련 R&D 과제가 많이 수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
Top20(2015-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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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많은 부처에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사회문제해결 관련 리빙랩 R&D 과제가 수행되고 있음
최근 5년(2015~2019)간 총 1개 이상의 사업에서 사회문제해결 관련
리빙랩 R&D 과제가 수행된 부처는 총 15개이며, 2019년 현재 13개
부처에서 관련 과제가 수행되는 사업이 1개 이상 진행됨
가장 다양한 사업을 통해 리빙랩 R&D를 수행하는 부처는 과학기술
정보통신부로서 최근 5년(2015~2019)간 총 23개 사업에서 사회문제
해결 관련 리빙랩 R&D 과제가 수행되었으며 2019년 현재 18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회문제해결형기술개발 사업이 관련 과제
정부연구비의 약 34.7%를 차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다음으로 산업자원통상부, 국토교통부 등이 사회
문제해결 관련 리빙랩 R&D 과제가 수행되는 사업이 다양한 것으로
나타남
- 산업자원통상부는 최근 5년(2015-2019) 간 9개 사업에서 사회
문제해결 관련 리빙랩 R&D 과제가 수행되었고, 2019년 현재 5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시스템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 사업,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 사업, 에너지
기술 수용성 제공 및 사업화 촉진 사업 등 3개 사업을 통해 수행되는
사회문제해결 관련 리빙랩 R&D 과제가 부처 내 관련 과제 정부
연구비의 83.8%를 차지

- 국토교통부는 최근 5년(2015-2019) 간 5개 사업에서 사회문제
해결 관련 리빙랩 R&D 과제가 수행되었고, 2019년 현재 4개 사업이
진행 중
※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수행되는 사회문제해결 관련
리빙랩 R&D 과제가 부처 내 관련 과제 정부연구비의 71.0%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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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사업에서 사회문제해결 관련 리빙랩 R&D 과제가 수행된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이외에 소방청,
환경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기업
벤처부 등 10개 부처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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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과기정통부

산업부

국토부

소방청

다부처

환경부

복지부
행안부
교육부
문체부
중기부
농식품부
경찰청
국조실
해수부

순위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1
2
3
1
2
1
2
1
1
1
1

사업명(사업규모, 부처 내 리빙랩 관련 과제 중 비중)
사회문제해결형기술개발(150.4억원, 34.7%)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연구운영비지원(38.1억원, 8.8%)
재난안전플랫폼기술개발(34.5억원, 7.9%)
시스템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145.1억원, 65.6%)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R&D)(25.2억원, 11.4%)
에너지기술수용성제고및사업화촉진(14.9억원, 6.8%)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R&D)(50.8억원, 71.0%)
도시건축연구사업(R&D)(13.7억원, 19.1%)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3.5억원, 4.9%)
소방대응력향상을위한연구개발지원(R&D)(42.7억원, 62.1%)
소방안전및119구조･구급기술연구개발(소방청)(25.2억원, 6.6%)
현장중심형소방활동지원기술개발(R&D)(0.8억원, 1.2%)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R&D)(다부처)(21.2억원, 36.8%)
미세먼지범부처프로젝트(R&D)(과기정통부, 환경부)(13억원, 22.6%)
국가전략프로젝트(범부처)(11.4억원, 19.8%)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R&D)(15.9억원, 61.4%)
도시생태계건강성증진기술개발사업(R&D)(5억원, 19.3%)
화학사고대응환경기술개발사업(R&D)(5억원, 19.3%)
라이프케어융합서비스개발사업(R&D)(15.2억원, 62.0%)
국가치매극복기술개발(R&D)(6.1억원, 24.9%)
돌봄로봇중개연구및서비스모델개발(R&D)(3.2억원, 13.1%)
소방안전및119구조･구급기술연구개발(행정안전부)(12.7억원, 67.6%)
재난안전산업육성지원(R&D)(6.1억원, 32.4%)
이공학학술연구기반구축(R&D)(11.8억원, 64.5%)
인문사회기초연구(3.2억원, 17.5%)
개인기초연구(교육부)(2.8억원, 15.2%)
문화기술연구개발(R&D)(7억원, 70.0%)
스포츠서비스사업화지원(R&D)(3억원, 30.0%)
창업성장기술개발(3.9억원, 77.5%)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R&D)(1.1억원, 22.5%)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2.1억원, 100.0%)
실종아동등신원확인을위한복합인지기술개발(R&D)(2억원, 100.0%)
과학기술정책연구원(0.5억원, 100.0%)
어업현장의현안해결지원사업(R&D)(0.5억원, 100.0%)

[자료] NTIS 과제 검색 결과를 이용하여 KISTEP에서 분석

[그림 2-10] 사회문제해결 관련 리빙랩 R&D 과제 현황(2015-2019): 부처별
Top3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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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리빙랩 관련 R&D 과제의 사회문제별 현황

10대 사회문제 분야 중 가장 많은 리빙랩 관련 과제가 수행된 분야는
재난재해 분야로 최근 5년(2015~2019)간 총 63개 과제(511.6억 원)가
수행됨
재난재해 분야 다음으로 많은 리빙랩 관련 과제가 수행된 분야는
환경(36개), 생활안전(28개), 사회통합(26개) 순이나, 재난안전 분야를
제외한 9개 분야 모두 5년 간 연평균 과제 수는 10개 이하로 나타남
(기타 분야 제외)
※ 10대 사회문제 분야 중 교육 분야의 리빙랩 관련 R&D는 부재

재난재해 분야 다음으로 리빙랩 관련 과제의 정부 연구비 합계가
큰 분야는 가족(197.5억 원), 환경(149.3억 원) 등으로 나타남
정부 연구비(억 원)

과제 수(개)

[자료] NTIS 과제 검색 결과를 이용하여 KISTEP에서 분석

[그림 2-11] 사회문제해결 관련 리빙랩 R&D 과제 현황(2015-2019): 10대 분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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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재해 분야는 2015년, 2016, 2019년에 가장 많은 리빙랩 R&D
정부연구비가 투입된 분야이며, 2017년 및 2018년에는 가족 분야에
가장 많은 정부연구비가 투입된 분야로 나타남

[자료] NTIS 과제 검색 결과를 이용하여 KISTEP에서 분석

[그림 2-12] 사회문제해결 관련 리빙랩 R&D 과제 현황:
연도별, 10대 분야별 정부연구비 비중(2015-2019)

41개 사회문제 영역 중 가장 많은 리빙랩 관련 과제가 수행된 영역은
재난재해 분야의 소방안전 영역으로 최근 5년(2015~2019)간 총 50개
과제(223.8억 원)가 수행됨
소방안전 다음으로 많은 리빙랩 관련 과제가 수행된 사회문제 영역은
노인소외자살(21개), 의료격차(20개), 생활안전 기타(19개), 미세먼지
(16개) 순으로 나타남
※ 기타 영역(10대 분야 내 기타 영역 포함)을 제외하면 41개 사회문제
영역 중 27개 영역에서 지난 5년 간 1개 이상의 리빙랩 R&D 과제가
수행되었으며, 이 중 소방안전, 노인소외자살, 의료격차, 미세먼지,
불량노후주택,, 만성질환 등 7개 영역은 10개 이상의 과제가 수행됨

소방안전 분야 다음으로 리빙랩 관련 과제의 정부 연구비 합계가
큰 분야는 노인소외자살(197.5억 원)과 미세먼지(68.0억 원)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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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영역(10대 분야 내 기타 영역 포함)을 제외하고 지난 5년 간
1개 이상의 과제가 수행된 27개 사회문제 영역 중 총 정부 연구비
규모가 10억 원 이상인 영역은 16개이며, 11개 영역은 10억원 미만으로
나타남

소방안전 영역은 2015년, 2016, 2019년에 가장 많은 리빙랩 R&D
정부연구비가 투입된 영역이며, 2017년 및 2018년에는 노인소외자살이
가장 많은 정부연구비가 투입된 영역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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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구비(억 원)

과제 수(개)

[자료] NTIS 과제 검색 결과를 이용하여 KISTEP에서 분석

[그림 2-13] 사회문제해결 관련 리빙랩 R&D 과제 현황(2015-2019):
10대 분야별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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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개 사회문제 영역 중 리빙랩 R&D 과제에 가장 많은 정부연구비가
투입된 영역은 재난재해 분야의 소방안전 영역과 가족 분야의 노인
소외자살 영역으로 나타남
※ 소방안전 역역은 2015, 2016, 2019년에 가장 많은 정부 연구비가
투입된 영역으로 2019년 투입액 규모는 93.9억 원임. 노인소외자살은
2017년과 2018년에 가장 많은 정부 연구비가 투입되었으며, 2017년
이후 매년 50억 원 대 연구비가 투입됨

[자료] NTIS 과제 검색 결과를 이용하여 KISTEP에서 분석

[그림 2-14] 사회문제해결 관련 리빙랩 과제 현황:
41개 문제영역별 정부연구비 비중(2015-2019)

8개 사회문제 영역에서 3개 이상의 부처가 리빙랩 R&D 과제를 수행
가족 분야의 노인소외자살 영역과 재난재해 분야의 소방안전 영역에서
각각 가장 많은 6개 부처가 관련 리빙랩 R&D를 수행하였고,
건강 분야의 퇴행성뇌신경질환, 사회통합 분야의 의료격차, 취약계층
생활불편, 재난재해 분야의 기상재해, 환경 분야의 미세먼지, 실내
공기오염 등 6개 문제 영역에서는 각각 3~4개의 부처가 관련 리빙랩
R&D를 수행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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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NTIS 과제 검색 결과를 이용하여 KISTEP에서 분석

[그림 2-15] 사회문제해결 관련 리빙랩 과제 현황:
41개 문제영역별 과제수행 부처, 정부연구비 기준(2015-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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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리빙랩 적용 목적별 R&D 과제 현황

최근 5년(2015~2019) 간 수행된 사회문제해결 관련 리빙랩 R&D 과제는
연구개발 결과물의 실증을 목적으로 리빙랩을 적용한 사례가 가장 많음
최근 5년(2015~2019) 간 수행된 사회문제해결 관련 리빙랩 R&D
과제는 259개(960.5억 원)를 대상으로 리빙랩의 적용 목적을 분석한
결과, 연구개발 결과물의 실증을 목적으로 하는 과제가 110개 과제
(389.9억 원)로 전체 과제의 42%(정부 연구비 기준 4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리빙랩 체계 연구(기반 구축 포함) 목적은 59개 과제(정부연구비
374.4억 원), 연구개발대상의 개발 목적은 69개 과제(정부연구비
158.8억 원)가 각각 수행되었고, 연구개발대상의 확산 목적은 21개
과제(정부연구비 37.4억 원)으로 가장 낮은 비중으로 나타남
정부 연구비(억 원)

과제 수(개)

[자료] NTIS 과제 검색 결과를 이용하여 KISTEP에서 분석

[그림 2-16] 사회문제해결 관련 리빙랩 R&D 과제(2015-2019):
리빙랩 적용 목적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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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간 사회문제해결 관련 리빙랩 R&D의 리빙랩 적용 목적의
비중 변화
- 리빙랩 체계 연구(기반구축 포함)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는데,
과제 수는 2017년 이후 27~28%대에서 정체되고 있고, 정부연구비는
2018년 53.1%까지 증가한 후 2019년 38.5%로 감소
- 연구개발대상의 개발 목적의 과제 수 비중은 2017년 15.6%까지
감소 후 2019년 26.8%까지 증가하였고, 정부연구비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9년 13.2%까지 감소
- 연구개발대상의 실증 목적의 경우 과제 수는 꾸준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정부연구비는 2018년까지 감소세를 보였지만
2019년 크게 증가하여 46.9%를 차지
- 연구개발대상의 확산 목적은 과제수와 정부연구비 비중 모두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9년 과제 수 비중은 2.1%, 정부연구비 비중은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정부 연구비(억 원)

과제 수(개)

[자료] NTIS 과제 검색 결과를 이용하여 KISTEP에서 분석

[그림 2-17] 사회문제해결 관련 리빙랩 R&D 과제:
연도별 리빙랩 적용 목적 변화 추이(2015-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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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2015~2019) 간 수행된 사회문제해결 관련 리빙랩 R&D 수행
부처별 리빙랩 적용 목적은 부처에 따라 차이를 보이나 가장 주요한
목적은 연구개발대상의 실증인 것으로 분석됨
리빙랩 적용 목적 중 연구개발대상의 실증을 주요 목적으로 리빙랩을
사회문제해결 관련 R&D 과제에 적용한 부처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남
- 과제수를 기준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
교통부, 소방청, 환경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
기업부, 경찰청 등 9개 부처에서 연구개발대상의 실증을 목적으로
리빙랩을 적용한 과제 수가 가장 많았고, 리빙랩 체계 연구(기반
구축 포함)이나 연구개발대상의 개발을 목적으로 리빙랩을 적용한
과제도 개별 부처별로 비중 있게 수행된 것으로 나타남
※ 9개 부처에서 연구개발대상의 실증 목적의 리빙랩 과제가 전체 분석
대상 중 차지하는 비중은 최소 39.1%(산업통상자원부)에서 최대
100%(중소벤처기업부, 경찰청)이고, 국토교통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경찰청 등 6개 부처는 50% 이상으로
나타남

- 정부연구비 규모를 기준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방청, 환경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경찰청 등
8개 부처에서 연구개발대상의 실증을 목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다부처, 국무조정실 등 4개 부처는 리빙랩 체계 연구
(기반구축 포함)에 가장 많은 정부연구비가 사회문제해결 관련
리빙랩 R&D에 투입된 것으로 나타남
※ 연구개발대상의 실증 목적의 정부연구비 투입 비중이 높은 8개 부처별로
실증 목적의 정부연구비 비중(전체 대비)은 최소 47.0%(과학기술정
보통신부)에서 최대 100%(중소벤처기업부, 경찰청)이고, 리빙랩 체계
연구(기반구축 포함)의 비중이 높은 4개 부처의 리빙랩 체계 연구의
정부연구비 비중(전체 대비)은 최소 53.9%(국토교통부)에서 최대
100%(국무조정실)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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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 2개 부처는 연구개발대상의 개발을 목적으로
사회문제해결 관련 R&D에 리빙랩을 적용한 비중이 높게 나타남
※ 해양수산부의 경우 개발 목적으로 수행된 리빙랩 R&D 비중이 100%이고,
보건복지부의 경우 과제 수 기준 52.9%, 정부연구비 기준 49.6%로
나타남

연구개발대상 확산을 목적으로 사회문제해결 관련 R&D에 리빙랩을
적용한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4개 부처이며,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2개 부처에서만 동 목적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 연구개발대상의 확산 목적으로 수행된 리빙랩
R&D 비중이 100%이고,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30.0%(정부연구비
기준)~33.3%(과제수 기준)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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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구비(억 원)

과제 수(개)

[자료] NTIS 과제 검색 결과를 이용하여 KISTEP에서 분석

[그림 2-18] 사회문제해결 관련 리빙랩 과제 현황:
부처별 리빙랩 적용 목적 (2015-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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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해결 관련 리빙랩 R&D에서 리빙랩을 적용한 4가지 유형의
목적 중 연구개발대상의 실증 목적으로 수행된 사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됨
최근 5년(2015~2019)간 사회문제해결 관련 리빙랩 R&D 과제가 1개
이상 수행된 사업은 모두 66개로서 이를 리빙랩 적용 목적별로 분류한
결과 리빙랩을 연구개발대상의 실증 목적으로 관련 과제가 수행된
사업이 41개로 나타남
※ 연구개발대상의 실증 목적으로 리빙랩 관련 과제가 수행된 경우,
상위 5개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48.6%로 가장 낮게 나타남

- 리빙랩 체계 연구(기반구축 포함)와 연구개발대상의 개발 목적의
과제가 수행된 사업은 각각 25개, 23개이고, 연구개발대상의
확산 목적의 과제가 수행된 사업은 7개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사업 수
(개)

※ 사회문제해결 관련 리빙랩 R&D 과제가 1개 이상 수행된 사업 현황
[자료] NTIS 과제 검색 결과를 이용하여 KISTEP에서 분석

[그림 2-19] 사회문제해결 관련 리빙랩 R&D 과제(2015-2019):
리빙랩 적용 목적별 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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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해결형기술개발 사업은 연구개발 전 과정에 리빙랩을 활발하게
적용하고 있는 사업으로 분석됨
- 사회문제해결형기술개발 사업은 연구개발대상의 개발, 실증, 확산 등
3개 단계에서 리빙랩 관련 과제를 가장 많이 수행한 것으로 나타남
(정부연구비 기준)
사회문제해결형기술개발 사업을 제외하고는 각 사업별로 리빙랩 적용
목적의 다양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사회문제해결형기술개발 사업을 제외하고는 리빙랩 체계 연구
(기반구축 포함), 연구개발대상의 개발, 실증, 확산 등 4개 리빙랩
목적별 상위 5개 사업에 포함된 사업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남

[자료] NTIS 과제 검색 결과를 이용하여 KISTEP에서 분석

[그림 2-20] 사회문제해결 관련 리빙랩 과제 현황:
리빙랩 적용 목적별 Top5 사업(2015-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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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2015~2019) 간 수행된 사회문제해결 관련 리빙랩 R&D의
10대 사회문제 분야별로 가장 많은 과제가 수행된 목적은 리빙랩 체계
연구(기반구축 포함)와 연구개발대상의 실증인 것으로 분석됨
10대 사회문제 분야 중 가족, 건강, 문화, 사회통합, 생활안전, 재난
재해, 환경 등 7개 분야는 연구개발대상의 실증을 목적으로 사회문제
해결 관련 R&D 과제에 리빙랩을 적용한 과제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과제 수 기준)
※ 연구개발대상의 실증 목적의 리빙랩 과제 비중이 높은 7대 사회
문제 분야에서 실증 목적의 과제의 분야 내 비중은 최소 33.3%
(건강 분야)에서 최대 67.9%(생활안전 분야)이고, 리빙랩 체계 연구
(기반구축 포함) 목적의 과제 비중이 높은 주거교통 분야의 해당
목적 비중은 44.4%

- 정부연구비 규모의 경우 가족, 에너지, 환경 등 3개 분야는 리빙랩
체계 연구(기반구축 포함) 목적이, 사회통합 분야는 연구개발대상의
개발 목적이 분야 내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구개발대상의 실증 목적의 리빙랩 과제 비중이 높은 7대 사회문제
분야에서 실증 목적의 과제의 분야 내 비중은 최소 33.3%(건강 분야)에서
최대 67.9%(생활안전 분야)이고, 리빙랩 체계 연구(기반구축 포함)
목적의 과제 비중이 높은 주거교통 분야의 해당 목적 비중은 44.4%

에너지 분야는 연구개발대상의 개발 목적으로 사회문제해결 관련
R&D 과제에 리빙랩을 적용한 과제의 분야 내 비중이 45.5%(과제 수
기준)로 가장 높음
주거교통 분야는 리빙랩 체계 연구(기반구축 포함) 목적으로 사회
문제해결 관련 R&D 과제에 리빙랩을 적용한 과제의 분야 내 비중이
44.4%(과제 수 기준)로 가장 높고, 연구개발대상의 확산 목적으로
투입된 정부연구비 비중도 26.8%로 타 분야에 비해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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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분야의 경우 연구개발대상의 실증 목적과 확산 목적의 과제가
분야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전체 과제의 33.3%(과제 수 기준)로
동일하게 높음
※ 연구개발비 기준으로 실증 목적의 비중은 50.2%, 확산 목적의 비중은
32.1%

10대 사회문제 분야 중 일부 분야는 4가지 리빙랩 적용 목적 중 일부
목적에 대한 R&D과제가 수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문화 분야의 경우 연구개발대상의 개발과 실증 등 2가지 목적으로
리빙랩 R&D가 수행되었고 정부연구비 기준 89.7%가 실증 목적으로
투입되었으며, 리빙랩 체계 연구(기반구축 포함) 및 연구개발대상의
확산 목적으로는 관련 과제가 수행되지 않음
- 사회통합, 생활안전 등 2개 분야는 최근 5년(2015~2019) 간 리빙랩
체계 연구(기반구축 포함) 목적의 리빙랩 R&D가 수행되지 않음
- 재난재해 분야는 최근 5년(2015~2019) 간 연구개발대상의 확산을
목적으로 사회문제해결 관련 리빙랩 R&D가 수행되지 않음
- 10대 사회문제 분야 중 교육 분야는 최근 5년(2015~2019) 간
사회문제해결 관련 리빙랩 R&D가 수행되지 않음
10대 분야로 분류되지 않는 사회문제해결 관련 R&D의 경우 리빙랩
체계 연구(기반구축 포함) 목적이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 과제 수 기준 86.2%, 정부연구비 기준 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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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구비(억 원)

과제 수(개)

[자료] NTIS 과제 검색 결과를 이용하여 KISTEP에서 분석

[그림 2-21] 사회문제해결 관련 리빙랩 과제 현황:
10대 분야별 리빙랩 적용 목적 (2015-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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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서론

사회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R&D)은 공급자 위주 연구
개발 활동 중심의 기존 R&D와 달리 수요자 참여형 연구개발이라는
특징을 가짐
<표 3-1> 기존 R&D와 사회문제관련R&D 비교
구분
목적

기존 R&D

∙ 국가전략 또는 경제성장

사회문제관련R&D

∙ 삶의 질 향상

R&D․R&BD →

R&SD*･R&SBD

목표 ∙ 과학･기술경쟁력 확보

∙ 사회문제해결

특징 ∙ 공급자 위주 연구개발

∙ 수요자 참여형 연구개발
∙ 기술 + 인문사회 + 법･제도 융합

주체 ∙ 연구개발부서 중심

∙ 연구개발부서와 정책부서 협업

결과 ∙ 논문･특허 등 연구 산출물(기술개발) ∙ 새로운 사회적 제품･서비스 (사회문제해결)
* Research & Solution Development : 연구･기술공급 중심이 아닌 솔루션 제공형 연구개발
※ 출처: 제2차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 해결 종합계획(’18-’22)(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2018.6.29.)

사회문제와 관련된 정부 R&D 사업 규모가 증가하면서 수요자가 참여하는
연구개발 활동도 꾸준히 증가
정부연구개발사업 중 사회문제* 관련 R&D 규모는 2018년 1조
2,258억 원에서 2019년 1조 3,141억 원, 2020년 1조 4,572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
* 제2차 과학기술 기반 국민생활(사회)문제 해결 종합계획에서 제시된
41개 문제 영역
※ 출처: 사회문제해결R&D 개념 및 기준 가이드라인(안),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2020.12)

사회문제해결을 목적으로 수행되며 리빙랩* 방식을 통해 수요자가
참여하는 R&D 과제 수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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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환경에서 사용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연구자와 함께 공동
창작, 테스트 등을 수행하는 참여 개방형 혁신 방법론
※ 사회문제해결 관련 리빙랩 과제 현황: 32개(’17) → 63개(’18) → 97개(’19)
(출처: 사.과.플러스 제1호, 국가연구개발사업 리빙랩 과제 현황과 시사점,
KISTEP, 2020.6)

사회문제해결을 목적으로 수요자가 참여하는 추진체계를 갖는 R&D의
실효성 강화가 필요한 시점
사용자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연구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고, 연구
결과물이 문제현장에 적용되어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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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조사 및 분석 방법

(개요) 수요자 참여형 사회문제해결 R&D 과제를 수행한 연구자를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수요자 참여형 R&D의 수행 및 관리 체계가 아직 확립되지 않은 분야로서,
이에 대한 선행 연구 및 국내외 사례가 충분하지 않음
관련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의 경험에 기반한 인식조사는 사회문제
해결 R&D 수행 체계 확립 및 성과 향상 방안 마련을 위한 효과적인
분석 방법론이 될 수 있음
- 수요자 참여가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기술적 성능 향상, 개발 기술의
문제현장에의 적용･확산 등에 미친 영향 및 중요 요인 등에 대한
인식
(인식조사 대상) 리빙랩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수행 연구자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NTIS)의 과제 정보를 활용
최근 5년(2015-2019) 간 수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세부과제 중 리빙랩
관련 연구내용이 포함된 세부과제 연구책임자 126명(130개 과제)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NTIS)의 과제 검색을 통해 도출된 사회
문제해결 목적의 리빙랩 관련 과제 361개를 대상으로 다년도 과제
통합 및 동일 연구자 확인 과정을 거침
(인식조사 항목) 수요자 참여, 연구결과물의 상용화, 연구자 지원 등
3개 관점에 관한 설문항목 구성
사회문제해결 R&D에 있어서 수요자 참여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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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국민 등 사회문제해결에 대한 최종 수요자 참여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적 성능 향상, 개발 기술의 문제현장에의 적용･
확산 등에 미친 영향 및 중요 요인 등에 대해 조사
사회문제해결 R&D 결과물의 상용화에 대한 인식
- 연구 결과물이 상용화 과정의 여러 단계 중 최종 도달한 단계별로
영향요인*에 대한 인식 조사 및 단계별 비교 분석
* 상용화 관련 주체의 유형(최종사용자, 최종구매자, 비즈니스 모델 개발/
운영자 등), 연구개발 과정 중 참여 단계 등

사회문제해결 R&D 연구자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인식
- R&D 연구자 간 교류, 관련 R&D 정보의 DB 구축 및 아카이브
서비스, 수요자 참여형 사회문제해결 R&D 관련 교육 제공 등에
대한 필요성
- 사회문제해결 최종 수요자, 상용화를 위한 비즈니스모델 관련 전문가와의
연계 및 협력 지원 필요성
(인식조사 시행) 전문 기관을 통해 온라인(웹 방식) 설문조사 시행
(조사기관) ㈜마크로밀엠브레인
- 조사 일시 : 2020년 11월 18일(수) - 12월 1일(화)
- 조사 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
(응답결과) 46명 연구자가 47개 과제에 대해 응답(응답률 36.2%,
N=47)
※ 연구자 1인이 서로 다른 2개 과제에 대해 각각 응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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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인식조사 응답 대상 과제 목록(47개 과제)
연번

과제명

과제
수행기간

1

비가시, 붕괴잔해물/벽을 투과하여 인명탐지 및 구조자 안전 확보를
위한 개인 휴대/부착형 인명탐지 센서 및 시스템 개발

2019

2

버스정류장 스마트 집진모듈 개발

2018~2019

3

신선육 신선도 간편 판별을 위한 바이오나노 전자코 개발

2018~2019

4

선제적 위험대응을 위한 예측적 영상보안 핵심기술 개발

2019

5

저가보급형 습도조절용 세라믹 상용화 기반 구축 연구

2016

6

수요자 행태 분석에 기초한 미래형 공유주택 모델 개발

2017~2018

7

기존학교 공기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적용기법 개발 및 개선안 실증

2019

8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Use Case 개발(대구시)

2018~2019

9

저가보급형 습도조절용 세라믹 시공법 및 표준 모델 개발

2015~2016

10

도시 포트홀 자동관리시스템 리빙랩 사업

2019

11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안질환 설별검사용 휴대형 안저 카메라
2015~2016
소프트웨어 개발 및 보급

12

공공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향상과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무산동
방식의 휴대형 안전카메라 개발 및 보급

2019

13

발달장애인의 성공적인 성인기 전환 프로그램 개발

2017~2018

14

미세먼지 국가전략프로젝트 기획관리평가

2017~2019

15

시민체감형 스마트시티 서비스 리빙랩 개발

2018~2019

16

IoT기반 학교 미세먼지 리빙랩 기술 개발

2019

17

자가발전 기반 착용형 발광키트 제작

2015~2016

18

공간분리형 버스정류장 및 운영기술 개발

2019

19

헬스케어로봇 실증단지 구축

2019

20

건물용 중소형ESS 설치･운영･유지보수를 통한 수용성 제고 방안

2017

21

산업 및 복합생활공간 생활안전 AI 서비스 검증을 위한 리빙랩 구축 및 운영 2018~2019

22

착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고감성 소방 안전화 및 벨트용 제품화 기술 개발 2015~2016

23

장애아동 가족을 위한 스마트 리빙 플랫폼 콘텐츠 설계 및 사용성 평가 2018~2019

24

장애아동의 지역사회통합 및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장애아동 통합 케어시스템 2018~2019

25

패턴 인식 기술과 딥러닝 기술을 응용한 안과용 영상자동판독 기능 개발 2016~2018

26

기존학교 공기환경 개선을 위한 유형별 맞춤형 컨설팅 프로세스
개발 및 표준화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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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과제명

과제
수행기간

27

녹조발생시 효율적 정수처리를 위한 최상가용 기법(BAT) 적용
표준화 개발

2016

28

자가발전 기반 스마트 웨어 디자인 개발 및 제작

2015~2016

29

협소 거주공간(고시원, 지하노래방 등) 재난대응 탐색장비 개발 및
성능테스트 기술

2019

30

AR 기반 소방대원 훈련용 디바이스 및 플랫폼 구축

2018~2019

31

소비자중심의 생활화학제품 위해 정보 소통을 위한 국민 참여 방안
2017~2019
및 국민참여형 플랫폼 검증

32

공공실버주택 거주 노인을 위한 Wel-Tech 기반 통합적 커뮤니티
케어 모델 개발

33

소독 수준 맞춤형/보급형 소독 기술의 실증과 법/제도 연구 및 리빙랩 운영 2015~2016

34

수재해 감시 및 수자원 활용을 위한 디지털페어링 핵심요소기술 개발

35

ICT 기반 신경발달장애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집행 기능 향상
2018~2019
앱 프로그램 스마트 브레인 개발

2019

2019

36

보급형 저통증 인슐린 주사침 개발

2015

37

사이언스 월든

2017

38

사회적 수용성 연구 및 멘토링 운영 지원 연구

2017~2019

39

리빙랩 기반 디지털 컴패니언 컨셉 디자인 및 제품의 평가와 검증 2017~2019

40

데이터 기반 사회현안 해결

2018~2019

41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품의 생분해성 및 소비자 평가 분석

2018

42

지역사회의 효율적 자원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시뮬레이션 기반
2017~2019
온톨로지 지원환경 구축

43

소방현장 기반형 R&D 리빙랩 플랫폼구축 연구

2019

44

사용자중심 치매노인서비스 전략 모색-리빙랩과 서비스디자인을
활용하여-

2019

45

녹조 발생시 정수처리 선진화를 위한 산화제 및 공정화 기술 개발

2016

46

LTE/LoRa 기반의 하이브리드 e-Triage 적용 다수사상자 대응
2017~2018
시스템 개발

47

54

경상북도 지진대응을 위한 미네르바식 교육･훈련 리빙랩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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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조사 및 분석 결과

1. 기초 분석: 응답 과제의 특성
과제의 기술성숙도
리빙랩 운영 목적 측면에서는 연구개발대상의 실증단계인 TRL7 단계와
8단계에 해당하는 과제가 각각 31.9%로 가장 많게 나타남
※ 기술성숙도(Technology Readiness Level, TRL)는 해당 기술이 실제로
응용되어 쓰일 수 있기까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는지를 총 9단계로
구분하며, TRL 7단계는 운용환경에서 체계 모델, 시제품의 성능을
시연, TRL 8단계는 시험 시범을 통한 실체계의 완성 및 시연 단계임

<표 3-3> 과제의 기술성숙도 분포
Q. 귀하의 과제 기술성숙도를 아래 1-9단계 중 선택하기 바랍니다.(복수응답가능)
(복수응답, 단위: 명, %)

연구개발 단계

연구개발 대상의 개발
(TRL 1-6단계)

연구개발 대상의 실증
(TRL 7-8단계)
연구개발 대상의 확산
(TRL 9단계)
전체

기술성숙도*

빈도

비중

1단계

1

2.1%

2단계

3

6.4%

3단계

5

10.6%

4단계

7

14.9%

5단계

7

14.9%

6단계

11

23.4%

7단계

15

31.9%

8단계

15

31.9%

9단계

6

12.8%

70

1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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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 영역
분석 대상인 47개 과제는 한 개 이상의 사회문제 영역과 관련되며,
과제 당 평균 2.43개 사회문제 영역과 관련됨
문제 분야별로는 환경(53.2%) 분야가 가장 비중이 높고, 재난재해(46.8%),
건강(38.3%), 사회통합(38.3%)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환경 분야에서는 미세먼지(10개 과제), 실내 공기오염(5개 과제),
생활 폐기물(4개 과제) 등에 많은 과제가 관련됨
- 재난재해 분야는 소방안전(8개 과제), 기상재해(4개 과제), 지진
(4개 과제) 등에 많은 과제가 관련됨
<표 3-4> 응답 과제의 사회문제 영역
Q. 귀하의 과제와 관련된 사회문제 영역을 아래 10대 분야 41개 주요 사회문제영역에서
선택하기 바랍니다. (복수응답가능)
(복수응답, 단위: 명, %)

분야
건강
환경
문화
생활안전
재난재해
에너지
주거교통
가족
교육
사회통합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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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영역(관련 과제)
응답 수
만성질환 11건, 희귀난치성질환 1건, 퇴행성 뇌, 신경질환
18
2건, 정신질환, 지적장애 4건
생활 폐기물 4건, 실내 공기오염 5건, 수질 오염 3건, 환경 호르몬
25
1건, 산업 폐기물 1건, 미세먼지 10건, 미세플라스틱 1건
문화 소외 5건, 문화, 여가공간 미비 1건
6
성범죄 1건, 먹거리 안전 1건, 가정안전사고 2건, 사생활 침해 1건
5
기상재해 4건, 화학사고 2건, 감염병 3건, 방사능 오염 1건,
22
지진 4건, 소방안전 8건
전력수급 2건, 에너지 빈곤 1건
3
불량/노후 주택 5건, 교통안전 7건
12
노인소외, 자살 3건
3
0
의료격차 5건, 정보격차 1건, 취약계층 생활불편 11건, 노동의
18
차별 1건
산업현장 안전 해결 1건, 전체 분야에 적용 1건
2
전체
114

비율
38.3%
53.2%
12.8%
10.6%
46.8%
6.4%
25.5%
6.4%
0.0%
38.3%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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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문제해결 R&D의 수요자 참여에 대한 인식
수요자 참여 단계
응답과제에서 과제 수행 단계* 중 수요자 참여**는 주로 연구과제
수행(57.4%) 및 연구결과물 실증 단계(61.4%)에서 이루어짐
* 사회문제 수요 발굴 단계, 문제 정의 및 R&D 과제 기획 단계, R&D
수행 단계, 연구결과물 실증 단계, 연구 종료 후 사업화 단계
** 과제 수행 과정에 문제해결의 최종 수혜자 혹은 현장수요자가 참여하는 것을
의미함

- 사회문제수요 발굴(42.6%), 문제 정의 및 R&D 과제 기획(40.4%)
단계에서도 수요자 참여가 이루어졌으나, 연구 종료 후 사업화 과정의
수요자 참여는 10.6%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Q. 과제 수행에 있어서 수요자 참여는 주로 어느 단계에서 이루어졌습니까? (복수응답가능)
(복수응답, 단위: %)

[그림 3-1] 수요자 참여 단계별 응답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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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성숙도(TRL) 단계 중에서는 운용 환경에서의 체계 및 시제품의
성능 시연 단계인 TRL 7단계에서 수요자 참여가 있었다는 응답이
20건으로 응답자의 42.6%에 해당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실험한 특성에 대한 개념 입증(TRL 3단계), 유사 운용 환경에서
성능입증(TRL 5단계)과 시제품 개발(6단계), 상용제품의 시험평가 및
신뢰성 검증(TRL 8단계) 등에서도 응답자의 30% 정도가 수요자
참여가 있었던 것으로 응답
Q. 과제 수행에 있어서 수요자 참여는 주로 어느 단계에서 이루어졌습니까? (복수응답가능)
(복수응답, 단위: 명, %)

[그림 3-2] 수요자 참여가 이루어진 기술성숙도 단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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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모집 방법
수요자 모집 방법으로는 연구진 네트워크를 활용한 경우가 응답자의
59.6%(28건)로 가장 많았고, 유관단체 활용도 40.4%(19건)으로 높게
나타남
-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홈페이지 활용(8건, 17.0%), 설문
조사 업체 이용(6건, 12.8%) 등으로 나타났으나 그 외 방법은
모두 응답자의 10% 미만으로 활용 정도가 낮게 응답됨
<표 3-5> 수요자 모집 방법
Q. 귀하는 수요자 참여를 위해 어떤 방법으로 수요자를 모집했습니까? (복수응답가능)
(복수응답,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상용 온라인 게시판

2

4.3%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공공기관 등 홈페이지

8

17.0%

교내 알림 게시판

4

8.5%

연구진 네트워크

28

59.6%

유관단체 (예: 시민사회 단체, 사회적 경제조직)

19

40.4%

SNS (예: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3

6.4%

설문조사업체

6

12.8%

정책적 지원프로그램

1

2.1%

기타

7

14.9%

전체

78

과제에 참여한 수요자 특성
참여 수요자는 과제에 따라 일반 국민부터 공무원까지 다양하였고,
문제 관련 국민과 문제해결 관련 기술수요자가 참여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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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개의 과제 중 문제 해결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 문제 관련 국민이
참여한 경우가 20개 과제이고,
※ 미세먼지 등과 같이 문제 발생이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불특정 수요자 또는 취약한 계층이 참여

- 연구개발 결과물을 활용해 국민에게 이를 전달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기술수요자(전달자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경우가 22개 과제로
나타남
다양한 수요자가 함께 참여하는 경우보다는 1~2개 유형의 수요자가
참여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게 응답됨
- 5개 수요자 유형 중 1개 유형이 참여한 경우가 23개, 2개 유형이
참여한 경우가 17개인 반면,
- 3개 유형이 참여한 경우는 7개 과제이고, 4개 유형 이상이 참여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과제에 따라 문제해결 수요자와 기술개발 수요자가 함께 참여하는
경우보다 선택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음
- 문제해결 수요자인 국민이 참여한 경우가 25개, 문제해결을 위한
기술개발 수요자인 관련기관, 전문가, 이해관계자, 공무원 등이
참여한 경우가 31개이나,
- 문제해결 수요자인 국민과 기술개발 수요자가 함께 참여한 경우는
19개 과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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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참여 수요자 유형
Q. 귀하의 과제에 참여한 수요자를 구체적으로 서술하기 바랍니다.
구분

참여 수요자 유형(예시)

응답 수
(중복 제외)

일반 국민

불특정 일반시민, 가정주부, 학생 등

문제 관련
국민
(문제해결
수혜자)

문제현장 거주민, 공유주택 거주자, 현장 학생 및 교직원,
발달장애인 및 부모, 미세먼지 관련 교육수강생(시민),
65세 시니어, 재활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 독거노인 및
영유아, 장애아동 및 가족, 뇌성마비아동, 유전질환자,
자폐아, 발달장애자, 지역사회 보건소 안과 질환 검진
20
환자, 아토피 자녀의 학부모, 영유아 및 초등학교 자녀의
학부모, 공공실버주택 거주 노인, 주사침 사용 경험이
있는 당뇨 만성 질환자, 고령자, 액티브시니어, 우울증
전단계 및 위험단계 노인, 원룸촌 거주 대학생, 경증치매
(MCI) 노인 등

기술수요자 소방대원, 환경미화원,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사, 야간작업자,
(문제해결 ESS 소유자/운영자/관리자, 건설 및 산업현장, 의료기관
종사자, 연구과제 관련 사용자
수혜자)

15

25

9

관련 산업체 종사자, 연구 수행 가능 연구자, 관련학과
교수, 사회적 기업, 안과 전문의 및 비전문의,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민간단체직원, 성직자, ESS제조/설계/시공/검사
기술수요자 종사자, 장애 관련 의료인, 지역 보건소 의료진, 학교
(전달자,
관계자, 지방자치단체 상수도 사업 종사자, 소방공무원 22
이해관계자) (진압대원 및 구조대원), 소비자단체 국민소통잔, 환경
소독 업체, 발달장애아동 교사, 예술가, 국내외 공동체
지역화폐관련 활동가, 연구과제 관련 전문가, 정수처리사업소
운영자, 지자체 재난안전 봉사기관, 재난안전 관련 졸업생
관련 공무원
문제 관련 업무 또는 정책 담당 공무원(자지체 등)
(업무, 정책)

29
31

12

※ 참여 수요자 유형(예시)는 주관식 문항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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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모집 및 참여 과정의 어려움
수요자를 모집하고 참여시키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낮게 나타남
- 수요자 모집 및 참여에 대한 8개 항목 모두 어려움이 없었다는
응답 비율이 어려움이 있었다는 응답 비율보다 높게 나타남
수요자 모집 대상 확보와 모집 후 교육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큼
- 수요자 모집 시 지원자 풀 확보로 25.5%가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하였고, 어려움이 없었다는 응답도 40% 미만으로 나타남
- 수요자 모집 시 지원자 풀 확보를 제외한 7개 항목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응답 비율이 20% 미만으로 나타남
※ 단 모집된 수요자에 대한 교육 과정의 경우 어려움이 없었다는 응답은
50% 미만

Q. 귀하는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습니까?
☞ 각 항목별 어려움 존재에 대한 동의 정도를 5점 척도로 질문

※ 5점 척도로 응답한 결과를 바탕으로 어려움 있음은 매우 동의함과 동의함을, 어려움 없음은 매우 동의하지
않음과 동의하지 않음을 합산하여 표기

[그림 3-3] 수요자 모집 및 참여 과정 운영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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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참여의 중요성
연구자들은 수요자 참여가 연구개발 결과물을 활용해 실제 현장의
문제해결 가능성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하다고 응답
- 수요자 참여 과정의 8개 항목이 연구개발 결과물의 문제해결 가능성
향상에 중요하다는 응답이 63.8~80.9%로 높게 나타남
- 8개 조사 항목 중 중요도가 가장 높은 항목은 수요자 모집 시 충분한
지원자 확보, 그리고 해당 과제가 속한 사회문제에 대한 수요자의
이해도로 각각 80.9%의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임
Q. 귀하는 다음의 각 항목이 실제 현장의 문제해결 가능성을 높이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1: 전혀 중요하지 않다(1)-매우 중요하다(5)의 5점 척도로 측정
주2: 경험하지 않는 경우를 배제하기 위해 모름 응답을 구성함
주3: 각 문항은 모집된 집단을 교육하는 과정이 있다. 모집된 집단과 소통하는 과정이 있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자가 중요하다와 매우 중요하다로 응답한 경우 중요함으로, 전혀 중요하지 않다와 중요하지
않다는 중요하지 않음으로, 합산하여 정리함

[그림 3-4] 수요자 참여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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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현장 문제해결을 위한 기술적 성능향상에 있어서 수요자 참여
응답 연구자의 89.4%가 수요자 참여가 실제 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적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응답
<표 3-7> 기술적 성능향상에 있어서 수요자 참여의 유익함
Q. 귀하는 과제에서 수요자 참여가 실제 현장의 문제해결을 위한 기술적 성능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
구분
응답 수
(n=47)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 매우 그렇다)

0

5

42

응답 평균
(5점 척도)
4.36

수요자 참여형 연구를 지원하는 온/오프라인 서비스 이용 의향
과제 수행을 위해 수요자 모집, 그리고 수요자 집단의 교육 및 집단과의
소통을 지원하는 지원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남
- 수요자 모집 지원 서비스는 응답자의 85.1%(40명), 교육 및 소통
지원 서비스는 응답자의 78.7%(37명)가 이용 의향이 있는 것으로
응답
<표 3-8> 수요자 참여형 연구를 지원하는 서비스 이용 의향
Q. 귀하는 다음의 온/오프라인 서비스가 있다면 이용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구분

그렇다

응답 평균
(5점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 매우 그렇다)

수요자 모집 지원
서비스

1

6

40

4.19

모집된 수요자
교육 및 소통을
지원 서비스

1

9

37

4.00

64

제3장 수요자 참여형 사회문제해결 R&D 연구자 인식조사

- 수요자 참여형 연구 수행 과정에서 수요자의 모집은 가장 중요성이
높은 반면 어려움 또한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이를 지원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보임

※ [그림 3-3], [그림 3-4] 에서 주요한 항목인 수요자 참여를 통한 과제 수행에 있어서 어려움과 중요성에
대한 내용을 재구성함

[그림 3-5] 수요자 모집 및 참여 과정의 어려움과 중요성 비교

수요자 참여에 대한 의견
수요자 참여형 R&D 과제 수행 연구자는 다양한 수요자의 참여가
필요하며, 최종 수요자(일반 국민 등) 뿐 아니라 기업, 부처 담당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실질적인 현장 보급에 중요하다고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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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귀하가 사회문제해결 목적의 연구를 기획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문제해결에 대한
연구 주제를 최종수요자나 민간의 이해관계자가 설정하는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아이디어 발굴 단계에서부터 최종 수요자가 참여하여 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수요자
참여형 연구개발 추진 필요
∙ 리빙랩 방식을 도입하면 공공서비스 이용자의 참여가 용이해지며, 수요자와 긴밀한 협의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수
∙ 개인의 이해관계보다 문제 해결에 관심있고 실질적 능력이 있는 수요자가 필요(이상
N=31)
∙ 모집된 수요자가 문제 및 기술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과정 필요
∙ 수요자 참여가 필요하나 지나친 의존은 경계하고 관련 부처 담당자의 참여를 통한 정책
실현과 제도적 보완, 생산업체의 참여로 실질적 보급도 중요(N=11)
[그림 3-6] 수요자 참여에 대한 사회문제해결형 R&D과제 연구자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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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문제해결 R&D 결과물의 상용화에 대한 인식
(기초현황) 응답 과제의 연구개발 결과물 상용화 진행 현황
연구개발 결과물의 상용화 과정을 4단계*로 구분할 때, 2단계인 상용화
진입 단계까지 도달한 과제가 51.0%, 문제해결 가능성 확인 이후
단계에 진입한 과제가 48.9% 였음.
* 상용화 4 단계 구분: (1단계) 연구개발 목표 달성, (2단계) 연구개발
이후 상용화 진입, (3단계) 연구개발 결과물을 활용해 사회문제해결
가능성 확인, (4단계) 연구개발 결과물의 범용화 및 확산

<표 3-9> 연구결과물의 최종 도달단계
Q. 귀하의 연구결과는 다음의 단계 중 어떤 단계까지 도달했습니까?(과제 종료 이후 진행
내용 포함)
도달 단계

응답자 수

비중

연구개발 목표 달성

19

40.4%

상용화 진입

5

10.6%

문제해결 가능성 확인

16

34.0%

범용화/확산

7

14.9%

문제해결 가능성 확인 단계로 진입하지 못한 이유
연구개발 결과물이 문제해결 가능성 확인 및 범용화/확산 단계로
진입하지 못한 주요 이유에 대해 비즈니스 모델 개발/운영자 참여
부족, 제품/서비스 구체화 미비, 문제 현장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응답
- 연구개발 과정과 직후의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운영자의 참여
부족을 이유로 응답한 경우는 각각 5명, 9명으로 중복 응답자 1명을
제외할 경우 응답자의 54%(13명)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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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서비스 구체화 미비를 이유로 응답한 경우는 29.2%(7명)으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운영자 참여 부족과 합산할 경우 83.3%(20명,
중복 응답 제외)에 이르며,
- 이는 최종적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미수립이
문제현장에 적용되지 못하는 핵심 원인임을 보여줌
<표 3-10> 연구결과물의 문제해결 가능성 확인 단계 미진입 이유
Q. 귀하의 연구결과가 연구개발목표 달성 또는 상용화 진입에 머무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가능)
☞ <표10>의 설문 ‘귀하의 연구결과는 다음의 단계 중 어떤 단계까지 도달했습니까?’에
대한 응답 중 연구개발목표 달성 단계 및 상용화 진입 단계로 응답한 24명을 대상으로 한
추가 설문
(복수응답,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문제현장 적용환경과 연구환경의 차이

6

25.0%

제품/서비스의 실제 사용자에 대한 이해 미흡

0

0.0%

제품/서비스의 실제 구매자(지불자)에 대한 이해 미흡

0

0.0%

제품/서비스 방식 구체화 미흡

7

29.2%

연구개발 과정에 사용자/구매자 참여 부족

3

12.5%

연구개발 과정에 비즈니스 모델 개발/운영자 참여 부족

5

20.8%

연구개발 직후에 사용자/구매자 참여 부족

0

0.0%

연구개발 직후에 비즈니스 모델 개발/운영자 참여 부족

9

37.5%

문제해결 가능성 확인 및 범용화/확산 단계 진입을 위한 중요 요인
연구개발 결과물이 문제해결 가능성 확인 및 범용화/확산 단계까지
도달 하는데 제품･서비스 실제 사용자에 대한 이해, 제품･서비스
방식 구체화, 연구개발 과정에 사용자･구매자 참여 등이 중요한 요
인인 것으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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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서비스 실제 사용자에 대한 이해, 제품･서비스 방식 구체화,
연구개발 과정에 사용자･구매자 참여 등 3가지 항목을 중요한
요인으로 응답한 경우는 각각 10명(응답자의 43.5%)이며,
- 중복응답자를 제외할 경우 3개 항목 응답자는 18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78.3%에 해당
- 이는 문제해결 가능성 확인 이후 단계에 진입하는 데 있어 최종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구체화 과정이 중요함을 보여줌
<표 3-11> 연구결과의 범용화/확산 단계 도달을 위한 중요 요인
Q. 귀하의 연구결과가 문제해결 가능성 확인 또는 범용화/확산 단계까지 도달한데 무엇이
중요했습니까? (복수응답가능)
☞ <표2-10>의 설문 ‘귀하의 연구결과는 다음의 단계 중 어떤 단계까지 도달했습니까?’에
대한 응답 중 문제해결 가능성 확인 단계 및 범용화/확산 단계로 응답한 23명을 대상으로 한
추가 설문
(복수응답, 단위: 명, %)

구분

빈도

백분율

문제현장 적용환경과 연구환경의 차이 좁힘

5

21.7%

제품/서비스 실제 사용자에 대한 이해

10

43.5%

제품/서비스의 실제 구매자(지불자)에 대한 이해

5

21.7%

제품/서비스 방식 구체화

10

43.5%

연구개발 과정에 사용자/구매자 참여

10

43.5%

연구개발 과정에 비즈니스 모델 개발/운영자 참여

5

21.7%

연구개발 직후에 사용자/구매자 참여

2

8.7%

연구개발 직후에 비즈니스 모델 개발/운영자 참여

2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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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의 참여에 따른 연구 성과 향상
최종 사용자, 지불자인 최종 구매자, 비즈니스 모델 개발자 또는
운영자가 사회문제해결 R&D에 참여할 경우 연구 성과가 높아질 것으로
응답
- 최종 사용자, 최종 구매자, 비즈니스 모델 개발/운영자가 연구에
참여할 경우 연구성과가 높아질 것으로 응답한 비율은 각각 89.3%,
87.2%, 82.3%로 높게 나타남
<표 3-12> 주체별 참여와 연구 성과 향상
Q. 귀하는 연구에 다음의 각 주체가 참여했다면 연구 성과가 얼마나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단위: 명)

구분
(N=47)

높아짐

낮아짐

(매우 높아짐,
높아짐, 조금
높아짐)

응답 평균
(7점 척도)

(매우 낮아짐, 낮아짐,
조금 낮아짐)

변화없음

최종 사용자

1

4

42
(89.3%)

5.9/7.0

최종 구매자

1

5

41
(87.2%)

5.8/7.0

비즈니스 모델
개발/운영자

1

7

39
(82.3%)

5.6/7.0

※ 매우 낮아짐(1), 낮아짐(2), 조금 낮아짐(3), 변화없음(4), 조금 높아짐(5), 높아짐(6),매우 높아짐(7)의 7점
척도로 측정

수요자 참여에 따른 문제해결 가능성 향상
최종 사용자, 지불자인 최종 구매자, 비즈니스 모델 개발자 또는
운영자가 사회문제해결 R&D에 참여할 경우 연구개발 결과물이 실제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응답했으나, 수요자
유형과 참여 단계에 따라 응답율에 차이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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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사용자의 경우 연구 수행 과정에 참여할 경우 문제해결 가능성이
향상될 것으로 응답한 비율이 66.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연구
수행 과정 참여에 대해서도 55.3%가 응답
- 최종 구매자가 사업화 과정에 참여할 경우 응답자의 76.6%가 문제
해결 가능성 향상이 있을 것으로 응답
- 비즈니스 모델 개발/운영자의 경우 사업화 과정에 참여할 경우
문제해결 가능성이 향상될 것으로 응답한 비율이 63.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연구 수행 과정 참여에 대해서도 53.2%가 응답
<표 3-13> 수요자 참여에 따른 문제해결 가능성 향상(연구개발 단계별)
Q. 귀하는 제시된 주체가 어떤 연구단계에 참여할 때, 연구결과의 실제 현장 문제해결
가능성을 높인다고 생각합니까? (복수응답가능)
(복수응답, 단위: 명, (%))

구분

연구 기획

연구 수행

사업화 과정

최종 사용자

26
(55.3%)

31
(66.0%)

21
(44.7%)

최종 구매자

14
(29.8%)

22
(46.8%)

36
(76.6%)

비즈니스 모델
개발/운영자

18
(38.3%)

25
(53.2%)

30
(63.8%)

수요자 참여 연구단계와 문제 해결 가능성 향상
최종 사용자, 최종 구매자, 비즈니스 모델 개발자 또는 운영자가
실증 및 확산 단계에서 사회문제해결 R&D에 참여하는 것이 연구개발
결과물의 문제해결 가능성 향상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응답함
- 최종사용자의 경우 TRL 7단계, 최종구매자의 경우 TRL 7단계와
9단계에 참여할 경우 문제해결 가능성 향상이 있을 것으로 50%
이상이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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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니스모델 개발/운영자의 참여에 대해서는 50% 이상의 응답
율을 보인 TRL 단계는 없었지만 TRL7~9단계에서 40% 대의 응
답자가 문제해결 가능성이 향상될 것으로 응답
<표 3-14> 수요자 참여에 따른 문제 해결 가능성 향상(TRL 단계별)
Q. 귀하는 제시된 주체가 어떤 기술성숙도 단계에 참여할 때, 연구결과의 실제 현장
문제해결 가능성을 높인다고 생각합니까? (복수응답가능)
(복수응답, 단위: 명, (%))

기술성숙도*

최종사용자

최종구매자

비즈니스모델
개발/운영자

1단계

4 (8.5%)

2 (4.3%)

5 (10.6%)

2단계

6 (12.8%)

5 (10.6%)

8 (17.0%)

3단계

12 (25.5%)

7 (14.9%)

9 (19.1%)

4단계

9 (19.1%)

6 (12.8%)

9 (19.1%)

5단계

12 (25.5%)

5 (10.6%)

11 (23.4%)

6단계

19 (40.4%)

14 (29.8%)

18 (38.3%)

7단계

24 (51.1%)

26 (55.3%)

22 (46.8%)

8단계

21 (44.7%)

22 (46.8%)

20 (42.6%)

9단계

16 (34.0%)

24 (51.1%)

22 (46.8%)

전체

123 (261.6%)

111 (236.2%)

124 (263.7%)

* 해당 기술이 실제로 응용되어 쓰일 수 있기까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정량적인 수준(기술성숙도
평가 업무지침 제3조 제2호 [별표1] 기술성숙도 수준별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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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문제해결 R&D 연구자 지원 수요
연구자 네트워크에 대한 수요
수요자 참여형 사회문제해결 R&D 연구자의 다수가 연구자 간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응답
- 수요자 참여형 과제 수행 연구자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2.3%,
사회문제별 연구자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4.5%가 긍정적으로
응답
<표 3-15> 사회문제해결 R&D 연구자 네트워크 수요
Q. 귀하는 사회문제해결 R&D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제시된 활동이 필요합니까? 혹은
그렇지 않습니까?
(단위: 명)

불필요
구분

필요

응답 평균
(5점 척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수요자 참여형
과제 수행 연구자
네트워크

0

13

34
(72.3%)

4.02

특정 사회문제별
연구자 네트워크

0

12

35
(74.5%)

3.91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 전혀 그렇지 않다(1)-매우 그렇다(5)의 5점 척도로 측정

R&D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 아카이브에 대한 수요
수요자 참여형 사회문제해결 R&D 연구자의 다수가 관련 연구개발
과제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과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아카이브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
- 수요자 참여형 사회문제해결 R&D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 아카이브에 응답자의 80.9%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필요성
정도 또한 5점 척도 기준으로 4.04로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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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수요자 참여형 R&D DB 구축 및 정보아카이브 수요
Q. 귀하는 사회문제해결 R&D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제시된 활동이 필요합니까? 혹은
그렇지 않습니까?
(단위: 명)

불필요

구분
수요자 참여
R&D DB
및 정보 아카이브

필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응답 평균
(5점 척도)

0

9

38

4.04

※ 전혀 그렇지 않다(1)-매우 그렇다(5)의 5점 척도로 측정

방법론 교육에 대한 수요
수요자 참여형 사회문제해결 R&D 연구자의 다수가 관련 연구개발
수행 방법론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
- 수요자 참여형 사회문제해결 R&D 방법론에 대한 교육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의 57.4%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필요성 정도는
5점 척도 기준으로 3.66으로 나타남
- 방법론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수요로 에자일(agile)방식 연구방법론,
디자인 씽킹(design thinking) 연구방법론 등이 제안됨
<표 3-17> 수요자 참여형 R&D 방법론 교육 수요
Q. 귀하는 사회문제해결 R&D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제시된 활동이 필요합니까? 혹은
그렇지 않습니까?
(단위: 명)

구분
수요자 참여
R&D 방법론
교육

불필요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응답 평균
(5점 척도)

4

16

27

3.66

※ 전혀 그렇지 않다(1)-매우 그렇다(5)의 5점 척도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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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해결 R&D 상용화를 위한 지원 수요
사회문제해결 R&D 결과물의 상용화를 위한 지원 방안으로서 R&D
이후 문제해결 성과창출을 위한 후속적인 지원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게 응답되었으며, 비즈니스 모델 개발/운영자와 협업 기회 제공에
대한 수요도 높게 나타남
- 문제해결 성과 창출을 위한 후속 지원에 대해 응답자의 80.9%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필요성 정도는 5점 척도 기준으로 4.17로
높게 나타남
- 비즈니스 모델 개발/운영자와의 협업 기회 제공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8.1%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필요성 정도는 5점 척도 기준으로
3.94로 나타남
- 비즈니스 모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7.4%가 필요
하다고 응답하였고, 필요성 정도는 5점 척도 기준으로 3.77로 나타남
<표 3-18> 사회문제해결 R&D 결과물 상용화를 위한 활동 수요
Q. 귀하는 사회문제해결 R&D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제시된 활동이 필요합니까? 혹은
그렇지 않습니까?
(단위: 명)

불필요

필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응답 평균
(5점 척도)

비즈니스 모델
개발/운영자
협업 기회

1

14

32

3.94

비즈니스 모델
관련
교육 프로그램

0

20

27

3.77

후속 문제해결
성과 창출 지원

1

8

38

4.17

구분

주1: 전혀 그렇지 않다(1)-매우 그렇다(5)의 5점 척도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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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와 비즈니스 모델 개발/운영자 간 협업 기회 제공에 대해서
교류･협업 네트워크 구축, 컨설팅 프로그램 등의 의견이 제시됨
<표 3-19> 비즈니스 모델 개발/운영자 협업 관련 수요
Q. 비즈니스 모델 개발/운영자(소셜벤처 등)와의 협업 또는 해당 주체가 수행중인 사업화
과정에 자문 제공 등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지원방식이 있다면 제안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 모델 개발/운영자와 협업기회의 필요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27명을 대상으로
추가 질문)

∙ (교류 및 협업) 연구자, 비즈니스 모델 개발자, 운영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협업･교류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형태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
∙ (컨설팅) 비즈니스 모델 개발자, 운영자와의 협업 및 자문 제공에 대한 연구비 지원이
필요하며,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자문이 필요

문제해결 성과 창출을 위한 후속 지원에 대해서 창업 협동조합 설립,
제품 보급, 투자자 연계 등의 의견이 제시됨
<표 3-20> 문제해결 성과 창출을 위한 후속지원 관련 수요
Q. R&D 성과를 활용해 실제 현장에서의 문제해결 성과 창출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후속
지원 방식이 있다면 제안해주시기 바랍니다(후속 문제해결 성과 창출지원 필요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38명을 대상으로 추가 질문)

∙ (후속 지원 방식) 창업 지원, 협동조합 설립지원, 제품 보급, 투자자와의 연계 등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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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사회문제해결 R&D와 관련된 수요자는 일반 국민부터 공무원까지 다양하게
존재하는 점을 고려해 최적의 조합의 수요자 그룹을 구성하고 다양한
수요자가 함께 연구개발 및 문제해결 과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사회문제해결 R&D에 참여한 수요자 그룹을 사회문제 관련성 및 문제
해결 과정에서의 역할에 따라 분류한 결과 일반 국민, 문제 관련 국민
(문제해결 수혜자), 문제해결 수혜자로서 기술수요자(직접적인 사용자),
전달자 또는 이해관계자로서 기술수요자, 관련 정책 담당 공무원 등
5개 유형의 그룹으로 구분됨
응답 결과에 따르면 3개 이상의 그룹이 참여한 과제는 47개 응답 과제 중
7개에 불과하고, 특히 문제해결 수혜자그룹(일반국민+문제관련국민)과
기술수요자 그룹(기술사용자, 전문가, 이해관계자, 공무원 등)이 동시에
참여한 과제는 47개 과제 중 19개에 그침
연구개발 결과물이 최종 수혜자에게 효율적으로 전달되고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문제해결 R&D에 문제해결 수혜자 그룹과
기술수요자 그룹이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참여 체계를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마련함으로써 문제발생의 핵심 원인 정의와 최적의 해결
방식을 함께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함
다수의 연구자가 수요자 모집 과정에 큰 어려움을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연구진 네트워크나 유관단체 등 제한된 경로를 통해 확보하고 있는
상황, 수요자 후보 풀(Pool) 확보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점, 수요자
모집 지원과 이후 교육･소통 지원 서비스 이용 의향이 높은 점(5점
척도 기준 4점 이상) 등을 종합해 보면 최적의 수요자 확보 및 참여
방법론의 고도화와 이를 지원하는 서비스 구축의 필요성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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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해결R&D 결과물이 현장에서 문제해결 가능성을 확인하고
범용화/확산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과정에서 최종 제품 및
서비스 방식의 구체화가 중요하고 이를 위해 연구개발 단계에 따라
사용자, 구매자, 비즈니스 모델 전문가가 참여해 연구자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연구개발 결과물이 문제해결 가능성을 확인하고 범용화/확산 단계
진입을 위해 동 단계에 진입하지 못한 응답자 그룹과 진입한 응답자
그룹 모두 연구개발물의 제품 및 서비스 방식의 구체화가 가장 중요
하다고 응답
단 문제해결 가능성 확인 단계에 진입한 연구자 그룹은 사용자에
대한 이해와 사용자/구매자의 연구개발 과정 참여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동 단계에 진입하지 못한 연구자그룹은 위해 비즈니스 모델
개발/운영자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연구자가
최종 제품 및 서비스의 사용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되 대안 중 하나로 비즈니스 모델 개발/운영자의
참여를 고려할 수 있음
- 수요자 유형에 따라 최종 사용자는 TRL 7단계의 연구 수행 과정,
최종 구매자는 TRL 7단계의 연구수행 과정과 9단계의 사업화
과정, 비즈니스 모델 개발/운영자의 경우 TRL 7~8단계의 연구
수행과 9단계의 사업화 과정에 참여 시 문제해결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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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용화 도달 단계 구분: (1단계) 연구개발 목표 달성, (2단계) 연구개발 이후 상용화 진입, (3단계) 연구개발
결과물을 활용해 사회문제해결 가능성 확인, (4단계) 연구개발 결과물의 범용화 및 확산

[그림 3-7] 연구개발 결과물의 상용화 요인에 대한 그룹 간 비교

수요자 참여형 사회문제해결 R&D를 통해 문제해결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연구현장과 사회문제 현장의 거리, 연구개발 성과와 사회문제
해결 성과 간의 거리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연구자가 수요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수요자와 소통･협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연구자 간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 지원, 수요자 참여형
사회문제해결 R&D 관련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아카이브
서비스 제공, 차별적인 연구개발 방법론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대안으로 고려해볼 수 있음
문제해결 현장에 대한 적용 및 확산 가능성이 높은 연구성과 창출과
활용 촉진 방안이 중요하며, 연구과정에서 제품 및 서비스의 구체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교육 및 개발/운영자와의 협업 기회 제공,
R&D 이후 문제해결 성과 창출을 위한 후속 지원 등이 대안으로 고려
해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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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서론

1. 목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4)으로 2020년
현재 우리 사회는 큰 변화를 겪고 있음
감염병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비대면
(untact)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산업, 경제, 문화 등 사회 전반이
변화
- 전 세계적인 소비심리의 위축으로 내수 시장과 세계 시장이 동시에
침체되면서 기업의 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도
위협을 받고 있음(KT경제경영연구소, 2020)5)
- 반면, 원격근무･교육, 무인서비스의 확산 등 비대면 문화로의
전환으로 이에 활용되는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산업은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음(한국인터넷진흥원, 2020)6)
코로나19 확산으로 초래되는 변화 속에서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
- 감염병 진단, 치료, 확산 관리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국민의 생명권이 위협받음
- 국가 경제의 침체 속에서 재정 기반이 약한 중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 가중, 일자리 감소에 따른 실업 문제 등 발생
이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변화와 이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대국민 소통 활동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정부의 대응 활동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4)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황을 말함
5) KT경제경영연구소(2020).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심리 및 행태 변화.
6) 한국인터넷진흥원(2020). 코로나19는 IT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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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사회의 코로나19 대응 현황 및 평가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발생자가 발생하였으며, 9월 말
현재 한국의 누적 확진자 수는 약 23,812명(국가통계포털, 2020)7)
3월과 8월에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하였으며, 이후 안정화되는 추세

[그림 4-1] 한국의 코로나19 월별 확진자 수 현황

[그림 4-2] 한국의 코로나19 월별 사망자 수 현황(2020.1~9)

7) 국가통계포털(2020). 코로나19 발생현황. https://kosis.kr/covid/covid_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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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코로나19의 국내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대응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한국은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확산 가능성을 조기에 감소시키기 위해,
효과적인 대규모 검사와 신속한 진단을 시행
- 2019년 세계 보건 보안지수(2019 Global Health Security Index)에
따르면 한국의 일반적인 진단 역량은 세계 5위 수준이나, 코로나19
초기 대응과 관련해서는 가장 우수한 진단 성과를 보임

[출처] SDSN(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2020).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20.

[그림 4-3] 한국의 코로나19 검사 및 진단 역량

특히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국들이 코로나19의 국내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도시 봉쇄, 통행 금지 등 국민들의 이동권을 제한한 것과 달리,
한국은 국민의 활동을 강력히 통제하지 않으면서 거두었다는 점 때문에
세계적으로 더욱 주목을 받고 있음
- 2019년 세계 보건 보안지수(2019 Global Health Security Index)에
따르면 한국의 일반적인 진단 역량은 세계 5위 수준이나, 코로나19
초기 대응과 관련해서는 가장 우수한 성과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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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코로나19 대응 성과 국제 비교
순위

국가

코로나 대응
종합지수

사망률

재생산률

이동성 감소
정도

1

한국

0.90

5.00

0.76

0.10

2

라트비아

0.78

9.34

0.95

0.24

3

호주

0.76

3.88

1.06

0.24

4

리투아니아

0.75

17.85

0.90

0.36

5

에스토니아

0.75

46.14

0.94

0.31

6

일본

0.73

5.08

1.25

0.16

7

슬로베니아

0.72

49.18

0.83

0.46

8

슬로바키아

0.72

4.77

0.96

0.42

9

뉴질랜드

0.71

4.34

0.80

0.44

10

노르웨이

0.71

42.17

1.13

0.30

...
19

독일

0.63

90.86

1.38

0.31

20

스위스

0.63

181.13

1.23

0.37

...
28

미국

0.51

246.98

1.73

0.27

29

이탈리아

0.49

508.74

1.19

0.62

30

프랑스

0.46

397.79

1.50

0.54

575.26

1.50

0.60

...
33

스페인

0.39

[출처] SDSN(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2020).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20.
비고: 사망률은 인구 100만명 당 사망자 수, 재생산률은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이 몇 명의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지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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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분석 방법론

1. 위험소통의 개요 및 중요성
위험소통(risk communication)이란 위험과 관련한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소통임
위험의 수준, 위험의 중요성 및 의미, 위험 통제･관리를 위한 결정･행동･
정책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는 것을 의미함(Covello et al., 1986;
소영진, 2004)
국가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대국민 위험소통은 위기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와 국민 행동요령 등 대응 방안을 국민에게 알려 사회적 불안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비용을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함
잘못된 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해소
한다는 측면에도 정부의 대국민 위험소통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감염병의 확산은 국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 동시에
대응 시 국민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특성이 있으므로, 감염병 분야는
위험소통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분야임
우리나라에서 감염병 관련 위험소통의 중요성은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함
우리 정부는 메르스 이후 2016년 국가방역체계를 개편하면서 질병
관리본부 내 조직으로 소통전담부서(위기소통담당관)를 신설하는 등
감염병 대응에서 위험소통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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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는 ʻ공중보건 위험소통 표준운영절차ʼ를 마련하여 위험
소통의 일관성을 추구하고 사례 분석을 통해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음

[출처] 질병관리본부(2018). 공중보건 위험소통 표준운영절차.

[그림 4-4] 표준운영절차 활용

이와 같은 배경하에서 정부는 부처별로 운영되고 있는 대국민 소통
채널을 활용하여 코로나19와 관련한 위험소통을 진행하고 있음
부처 홈페이지의 정책 동향, 보도자료 게시판 등이 대표적인 소통
채널
대국민 소통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객관적인 정보와 국민 대응요령
제공을 통한 사회적 불안 최소화, 국민 참여형 정책8)의 효과성 및
수용성 제고, 국민 여론을 반영한 정책 수행 등임

2. 분석방법론 및 데이터
본 브리프에서는 코로나19 대응 정책을 마련하고 소통 채널을 통해
홍보하고 있는 정부 부처 24개가 제공하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대국민
홍보자료 326건을 분석함
대상 부처 : 경찰청, 고용노동부, 과기정통부, 교육부, 국세청, 국토
교통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법무부,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8) 국민 참여형 정책은 1)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국민 인식, 행동 변화 등의 국민 참여가 필
수적인 정책, 2) 정책 수립 과정상에서 국민의 참여가 필요한 정책을 포괄하는 개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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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 가나다 순

분석 기간 : 2020년 1월 1일 ~ 6월 30일
정부의 대국민 정책소통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부 부처가 생성한
대국민 소통자료를 1) 시점별(문제 확산단계별), 2) 부처별, 3) 정책
수단별로 구분하여 분석함
(시점별) 월별 소통자료 건수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비교함
(부처별) 24개 부처별 자료 비중을 파악함
(정책수단별) 정책수단은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으나, 본
브리프에서는 TEPSIE(2014)가 제안한 사회혁신(social innovation)
유형과 ｢KISTEP 사회문제 이슈맵｣ 분석 틀의 시스템혁신 유형을 참고하여
코로나 대응 정책수단을 구분함9)
- TEPSIE(2014)가 제안한 사회혁신 유형은 1) 새로운 서비스(new
services), 2) 새로운 관행･관습(new practices), 3) 새로운 프로
세스(new processes), 4) 새로운 규칙과 규제(new rules and
regulations), 5) 새로운 조직(new organizational forms)임
- ｢KISTEP 사회문제 이슈맵｣ 제안한 시스템혁신 유형10)은 1) 정
보제공, 2) 제품･서비스, 3) 프로세스, 4) 조직형성, 5) 법규제,
6) 행동임
-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대응 정책수단을 7개로 유형화함
9) 사회혁신은 사회문제의 완화･해소 등 사회적 요구(needs)를 충족하는 것을 목적으로 행
해지는 사회 구조(관계)의 변화로 정의될 수 있으므로(Salamon et al., 2010; Phills et
al.,2008), 감염병이라는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활동에 포함되는 정부의 정책수단을 구분
함에도 사회혁신 분류 틀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음
10)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 해결에 필요한 시스템혁신 방안을 6개로 유형화한 것으로, 이 역
시도 TEPSIE(2014)가 제안한 사회혁신 유형에 기초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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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PSIE(2014)가 제안한 ‘새로운 관행 관습’의 도입을 대응요령 수립
제공, 사회적 공론화 추진으로 세분화하고 ‘새로운 프로세스’의 구성 중
금융 지원을 별도 항목으로 분류하였으며, 문제 정보 생성 제공을
새롭게 추가함11)
※

KISTEP 사회문제 이슈맵 의 시스템혁신 유형 중 ‘행동’ 방식의
제공을 대응요령 수립 제공과 사회적 공론화 추진으로 세분화하고
‘프로세스’ 중 금융 지원을 별도 항목으로 분류함

<표 4-2> 코로나19 대응에 활용된 정책수단의 유형
정책수단

코로나19 대응 관점에서의 정의

코로나19 관련 문제의 발생 및 전개 과정, 현상 등을 이해할 수
문제 정보 생성･제공
있는 정보의 생성 및 제공
대응요령 수립･제공

코로나19 관련 문제를 예방･대응하기 위해 사회구성원이 취해야
할 행동수칙의 수립 및 제공

사회적 공론화 추진

코로나19 관련 문제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한 사회적 이슈화 및
사회구성원의 의견 수렴 추진

제품 및 서비스
개발･보급

코로나19 관련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한 연구개발 및 보급

프로세스 및 조직
구성･개선

코로나19 관련 문제 대응 과정상에서 기존 사회 체계에 존재하던
프로세스(생산, 유통, 소비, 업무 방식 등), 조직이 개선되거나 새롭게
생성

법제도 수립･개선

코로나19 관련 문제 대응을 위해 사회구성원들의 행동을 제약할
수 있는 강제성을 가진 명문화된 규칙의 생성 및 개선

금융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재정 투입, 세금
감면 등을 통해 기업, 국민에게 금융 혜택 제공

11) 문제 정보 생성･제공은 TEPSIE(2014)의 사회혁신 분류 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위험소통 측면에서 위험 수준과 관련한 객관적 정보제공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별
도 항목으로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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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EP 사회문제 이슈맵 구성체계>
KISTEP은 사회문제의 세부 이슈를 1) 발생단계와 2) 해결에 필요한
시스템 혁신유형을 기준으로 분류하기 위한 ｢KISTEP 사회문제
이슈맵｣을 도입하여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문제해결에 필요한 시스템 혁신유형은 아래 6개로 분류됨
정보제공

문제발생 원인 및 발생과정 규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제품･서비스

문제해결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 이를 이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 개발
및 제공

프로세스

과학기술(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을 통한 최적화된 문제해결 방식과
절차 제공, 담당자의 실수나 오류를 방지

조직형성

문제해결에 필요한 다양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찾아내고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 효과적인 문제해결 조직(온오프) 구성 촉진

법규제

문제해결에 효과적인 규칙･법을 만들기 위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거나, 기술개발을 통한 관련 법/규칙 제정의 계기 마련

행동

문제발생 시 과학적 근거와 기준을 기반으로 사회구성원들이 따라야
할 합의된 행동방식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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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분석 결과

1. 기초 통계
시점별 자료 건수
2~3월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시기를 전후한 2~5월 간 정부의
대국민 소통자료가 많이 생성된 것으로 나타남
-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한 시기와 정부의 대국민 소통자료가 활발히
생성된 시기가 일치한다는 점은 양적 측면에서 정부의 코로나
대응 소통이 시의적절하였던 것을 보여줌

[그림 4-5] 월별 코로나19 대응 관련 대국민 소통 자료 건수(’20년 1~6월)

부처별 자료 비중
법무부(17%), 외교부(15%), 기획재정부(14%), 보건복지부(11%), 과기
정통부(7%) 순으로 코로나19 관련 소통 자료를 생산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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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관련 정부 대응이 해외유입･국내 확산 대응 관련 법제도
마련,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 대응 금융 지원, 코로나
확산 현황 및 행동 수칙 마련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관련 부처의 대국민 소통 자료가 많은 것으로 해석됨

기타: 농촌진흥청, 문화재청, 산림청, 소방청, 여성가족부,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그림 4-6] 부처별 코로나19 대응 관련 대국민 소통 자료 비중(’20년 1~6월)

정책수단별 비중
프로세스 및 조직 구성･개선(37%), 금융 지원(19%), 법제도 수립･
개선(14%), 제품 및 서비스 개발･보급(12%), 대응요령 수립･제공
(10%) 순으로 대국민 소통자료가 생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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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정책수단별 코로나19 대응 관련 대국민 소통자료 비중(’20년 1~6월)

문제 정보 생성･제공은 지속적으로 발생한 데 비해 금융 지원은 코로나
확산 초반(2~3월)에, 프로세스 및 조직 구성･개선은 대확산 이후(4월
이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홍보되었음

[그림 4-8] 시점별-정책수단별 소통자료 비중(’20년 1~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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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수단별 주요 사례
정책수단별 위험소통 세부 내용
(문제 정보 생성･제공) 국내 코로나 발생 현황, 재외 국민 관리 현황,
역학 조사 결과, 정부 방역 조치 결과와 관련한 내용 위주로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확진자 수 등 시점별 지역별 확산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확진자의 동선과 밀접접촉자 정보 등 접촉 위험을 알 수
있는 정보, 확진자 방문 장소 방역과 의료폐기물 처리 결과 등 확산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와 관련한 정보 위주로 제공하고 있음

<표 4-3> 문제 정보 생성･제공 관련 정책 사례
세부 활동

주요 사례

국내 코로나 발생 현황
정보제공

∙ 국내(지역감염, 해외유입) 누적 및 신규 확진자 수, 사망자 수,
완치자 수 제공
∙ 확진자 발생 지역, 장소 정보제공

∙ 중국 우한 교민 송환 일정 및 계획, 국내 격리 관련 정보 제공
재외 국민 관리 현황
∙ 유럽, 미국, 중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의 확진자 수, 방역
정보제공
지원 현황 정보제공
역학 조사 결과 공유
정부 방역 조치
결과 공유

∙ 확진자 수 이동 경로 및 시간 정보제공
∙ 밀접접촉자 또는 접촉예상자 대상 알림, 대응요령 안내
∙ 밀접접촉자의 확진 여부 공개
∙ 확진자 방문 장소 방역 결과 공유
∙ 확진자 의료폐기물 처리 결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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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요령 수립･제공) 감염 예방을 위한 개인 생활 수칙 및 사업장
대응 지침, 선별진료소 현황, 교육 시설의 코로나 예방 지침 중심으로
국민에게 알리고 있음
※ 구체적으로, 손 씻기, 마스크 쓰기 등 개인위생 관리 방법과 감염
위험 시설 방문 시 예방을 위한 행동요령 등 개인의 생활 수칙,
기업 활동 중 예방 및 확산을 막기 위해 지켜야 할 지침, 감염 여부
검사 시 방문하게 되는 선별진료소의 장소 및 이용방법, 학교 등
교육 시설에서 대면 수업 시 지켜야 할 지침과 관련한 정보 위주로
제공하고 있음

<표 4-4> 대응요령 수립･제공 관련 정책 사례
세부 활동

주요 사례

감염 예방을 위한 개인
∙ 손씻기, 마스크 쓰기 등 기본 예방 요령 안내
생활 수칙(위생 관리)
∙ 공연장, 음식점 등 외부시설 이용 시 행동요령 안내
제공
감염 예방을 위한 ∙ 기업의 업무 공간 내 예방 요령 안내
사업장 대응 지침 제공 ∙ 온라인 식품 판매업체 대상 예방 수칙 안내
선별진료소 현황 제공 ∙ 선별진료소 현황, 장소 및 이용방법 안내
교육 시설의 코로나
∙ 대면 수업 시 학생, 교사의 코로나 예방 수칙 안내
예방 지침 제공

(사회적 공론화 추진) 치료제 및 백신 개발 전략, ICT 산업 발전 방안,
코로나 대응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활동과 코로나
대응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관련 추진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있음
※ 구체적으로,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을 위한 투자 방향 및 전략 소개와
관련 행사 추진 내용,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 속에서 ICT 산업의
역할 및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 프로세스,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추진 일정 및 내용과 관련한 정보 위주로 제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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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사회적 공론화 추진 관련 정책 사례
세부 활동

주요 사례

치료제 및 백신 개발
전략 공론화

∙ 치료제 및 백신 개발 투자 전략 및 계획을 국민에게 안내, 투자의
당위성 확보
∙ 치료제 및 백신 개발 투자 전략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ICT 산업 발전 방안 ∙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상에서 ICT 산업의 역할 및 발전 방안에
공론화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코로나 대응 과학기술 ∙ 코로나 극복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 및 관련 정책 홍보, 국민의
정책 공론화
요구 수렴
코로나 대응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 일상생활에서 코로나에 대응하는 방안에 대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

(제품 및 서비스 개발･보급) 대응 자원 확대 및 기술개발 현황, 방역
용품 지원 현황 및 계획, 코로나 백신 및 치료제 개발 현황, 비대면
정부서비스 제공 관련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있음
※ 구체적으로, 진단과 방역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도입 현황, 음압병실
선별진료소 등 대응 관련 시설의 구축 개선 확충 현황, 백신 및
치료제 관련 예산 투자 현황 및 계획, 감염 취약계층(고위험군 등)에게
마스크 칸막이 등 방역용품 보급 현황, 온라인 정부 행정서비스 등
비대면 서비스 개선 현황과 관련한 정부 위주로 제공하고 있음

<표 4-6> 제품 및 서비스 개발･보급 관련 정책 사례
세부 활동

주요 사례

대응 자원 확대
및 기술개발

∙ 실시간 유전자 증폭검사법 구축 및 실시로 진단 속도 단축
∙ 음압병실 확대
∙ 생활방역기술 개발 추진
∙ 선별진료소에 에어컨 설치 지원

방역용품 지원

∙ 공연장 등 외부시설에 방역용품 지원
∙ 기업, 자영업자에게 마스크 배부
∙ 콜센터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칸막이 지원
∙ 재외 국민 및 우방국에 방역용품 지원

코로나 백신
및 치료제 개발

∙ 코로나 백신 및 치료제 개발에 예산 투입
∙ 국가 연구기관의 백신 및 치료제 개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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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활동

주요 사례

∙ 온라인 농산물거래소 운영
비대면 서비스 확대 ∙ 온라인 학습 콘텐츠 개발 및 제공
∙ 온라인 정부 행정서비스 개선

(프로세스 및 조직 구성･개선) 긴급 대응 조직 운영, 범부처 협의체
구성, 비대면 체계로 전환 및 가이드라인 마련, 불법행위 대응 강화,
특별 입국절차 실시 관련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있음
※ 구체적으로, 예방 방역 진단 치료 소통 등 대응 전 과정에 필요한
긴급 대응 조직의 구성 및 운영 현황, 복지부 행정안전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현황, 재택근무
원격수업으로의 전환 및 운영 방식, 허위정보 확산에 따른 사회적
혼란 방지를 위한 단속 강화,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무역 입국 절차 강화

<표 4-7> 프로세스 및 조직 구성･개선 관련 정책 사례
세부 활동
긴급 대응 조직* 운영
* 예방대책반,
대책지원본부, 긴급
상황 점검반 등

주요 사례

∙ 마스크 공급 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조직 운영
∙ 방역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조직 운영
∙ 코로나 관련 허위정보 단속 조직 운영
∙ 긴급 이송지원 체계 마련

범부처 코로나 대응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행정안전부, 외교부, 법무부 등 관계부
협의체 구성
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대응 체계 구성 및 가동
비대면 체계로 전환 ∙ 재택･원격 근무 확대, 정보보호 수칙 마련
및 가이드라인 마련 ∙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 마련
불법행위 대응 강화

∙ 코로나 숙주 의심 동물 및 물품 밀반입 등 해상범죄 특별 단속
∙ 코로나 관련 허위정보 단속 강화

특별 입국절차 실시 ∙ 해외 감염자 유입 방지를 위한 입국절차 및 검역체계 강화

(법제도 수립･개선) 감염병 검사 규정 개선, 오염 폐기물 관리규정
강화, 수입 규정 강화, 허위정보 처벌 규정 강화와 관련한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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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으로, 감염병의 신속한 검사를 위한 고시 제정, 재확산 방지를
위한 오염물질 및 폐기물 처리 관련 법제도 강화, 해외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동식물 물품 수입 규정 강화, 허위정보 유통에
따른 사회적 혼란 방지를 위한 처벌 관련 법제도 개정과 관련한
정보 위주로 제공하고 있음

<표 4-8> 법제도 수립･개선 관련 정책 사례
세부 활동

주요 사례

감염병 검사 규정 개선 ∙ 감염병 신속 검사를 위한 고시 제정(검사 범위 확대, 절차 간소화 등)
오염 폐기물 관리 규정 ∙ 코로나 재확산 방지를 위한 오염 물질 관리, 폐기물 처리 관련
강화
법제도 강화
수입 규정 강화

∙ 해외 코로나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동식물, 물품 등의
수입 규정 강화

허위정보 처벌
규정 강화

∙ 허위정보 유포 처벌을 위한 법제도 개정

(금융 지원) 신체적･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 전 국민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있음
※ 구체적으로, 신체적 취약계층에게 마스크, 손 세정제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 확대 현황 및 계획, 경제적 취약계층인 소상
공인의 피해를 줄여주는 세금 감면 등 금융 지원내용, 전 국민 재난
지원금 제공 계획 및 수령 방법과 관련한 정보 위주로 제공하고
있음

<표 4-9> 금융 지원 관련 정책 사례
세부 활동

주요 사례

취약계층 예방 물품
∙ 취약계층 대상 마스크, 손 세정제 공급을 위한 예산 확대 편성
지원을 위한
현황 및 계획
지방재정확대
소상공인 금융 지원

∙ 소비 위축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세금
감면 등 금융 혜택 제공 현황

국민 대상
∙ 국민의 생계유지, 생활 지원, 소상공인의 수입 확대를 위한 재난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제공 계획 및 수령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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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코로나19 대응 관련 대국민 위험소통의 특징
(코로나19 확산과 위험소통의 양적 관계)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한
시기와 정부의 대국민 소통자료가 활발히 생성된 시기가 일치한다는
점은 양적 측면에서 정부의 코로나 대응 소통이 시의적절하였던 것을
보여줌
- ʼ20년 2~3월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던 시기에 정부의
소통자료 생산량도 월간 40건 수준(1월)에서 60건 이상(2~3월)으로
증가함
(위험소통의 내용적 특징) 정부의 코로나 대응 대국민 소통은 프로세스 및
조직 구성･개선, 금융 지원, 법제도 수립･개선 관련한 내용이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음
- 프로세스 및 조직 구성･개선과 관련한 소통은 1) 정부 거버넌스
구성과 관련된 정보(예방대책반, 대책지원본부, 긴급 상황 점검반 등
긴급 대응 조직 운영, 범부처 협의체 구성), 2) 특별 대응 체계
(입국절차 강화, 불법행위 단속 강화)와 관련된 정보, 3) 특정
집단(경제 활동 주체, 교육 분야 관련자 등)의 비대면 활동 가이드
라인과 관련된 정보 중심으로 이루어짐
- 금융 지원과 관련한 소통은 1) 경제적 취약계층,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의 계획 및 신청 절차와 관련된 정보, 2) 방역 측면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재정 확대의 계획과 관련된 정보 중심으로
이루어짐
- 법제도 수립･개선과 관련한 소통은 1) 신속한 감염 확인 및 대응을
위한 감염병 검사･진단 제도 변화와 관련된 정보, 2) 감염원 유입 및
전파 방지를 위한 법제도 변화(폐기물 관리제도 강화, 수입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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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등)와 관련된 정보, 3) 허위 또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의 유통에
대응하는 법제도 수립과 관련된 정보 중심으로 이루어짐
- 시점별로 살펴보면, 정부의 금융 지원과 관련된 정보는 코로나
확산 초반(2~3월)에, 프로세스 및 조직 구성･개선, 법제도 수립･
개선과 관련된 정보는 대확산 이후(4월 이후)에 집중적으로 알려짐
감염병 분야 위험소통 강화를 위한 개선점 제언
(현황) 코로나19라는 대위기 속에서 정부는 물리적 방역뿐만 아니라
위험소통 측면에서도 전반적으로 적절한 대응을 한 것으로 보임
- 코로나19와 관련한 객관적 정보(감염 현황, 대응요령 등)를 적시에
제공하고 정부의 다양한 대응 노력을 적절히 홍보하여 사회적
불안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함
(제언 1) 향후 위험소통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활동의
자체를 알리는 것을 넘어, 정부 정책의 기대 효과를 제시하고 정부
정책 추진의 객관적인 판단 근거를 제공하는 소통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등교 여부 결정이 번복되거나 갑자기
결정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국민의 혼란이 초래되었으나(이윤주,
2020.05.20)12), 등교 결정의 근거가 되는 대응 지침을 마련하
고 국민에게 충분히 홍보한다는 측면에서는 미흡한 점이 있었음
※ 이번에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등교여부가 유동적으로 결정
되었기 때문에 사전 정보제공이 어려웠을 것이나, 향후에는 시나
리오별 대응 방안에 대해 미리 정보를 제공하여 사회적 혼란을 최
소화할 필요가 있음

- 거리두기 단계별 시행 근거와 대응 지침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이상구, 2020.04.13)13), 이에 대응한 거리두기 단계별
12) 이윤주(2020.05.20.). “학교 폐쇄 기준이 뭐냐” 갈피 못 잡는 방역 원칙.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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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의 명확한 근거 마련과 정보제공 측면에서 정부의 노력은
개선될 여지가 있었음
- 그 외에도, 정부가 국민 재난지원금 지원을 결정한 배경과 기대
효과에 대한 정보가 국민에게 좀 더 충분히 제공되었다면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제언 2)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정부 활동이 하나의 부처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정보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위험소통의 형식과 내용 측면에서도
부처 간 협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현재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 대응 활동임에도 특정 부처를
통해서만 관련 내용이 전달되고 있으며* 부처 간 역할도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주로 주무 부처를 통해 보도자료 등이 제공되고 있으며, 동일한 정보가
참여하는 부처 홈페이지에 중복하여 게재되는 경우도 있음

- 감염병 대응 활동에 있어 부처 간 협력체계 및 역할을 구체적이고
쉽게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나아가
위기 상황에서의 국민 불안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범부처 대응 활동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소통 창구도 정비하여
정보의 접근성과 가독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이번 코로나 사례와 같이, 감염병 대응 공식 정부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여기에 정부 정책 관련 정보를 일원화하여 제공하는 소통 채널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13) 이상구(2020.04.13.). [코로나19확산] 정부가 준비하는 ‘생활방역’･･･전문가 “개념 모호, 시
기상조”. 시사저널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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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서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적 근거와 과정을 바탕으로
사회문제 발생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회의 구조적 기반에 대한 혁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시스템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서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에 대한 연계된 혁신이 필요하고 이는 기존
시스템의 개선뿐 아니라 새로운 시스템으로의 전환 또는 신설로 이어질 수
있음
새로운 사회문제 발생에 따른 문제해결 시스템 구축 사례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혁신 활동 및 연계 과정을 조망할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함
문제의 원인으로부터 사회적 영향이 발생하는 일련의 과정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문제 해결에 핵심적인 요소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혁신 활동과 시스템적 연계 과정이 발생함
미국 캘리포니아 주와 LA 시의 공기질 관리 시스템 구축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진행된 사회참여형 문제해결 시스템 혁신 사례에 해당
LA 시의 공기질 관리 시스템 구축은 1943년 LA 스모그 발생 이후
현재까지 70년 넘게 진행되면서 공기질 개선 성과가 확인되었고
스모그라는 새로운 사회문제에 대한 원인 규명부터 문제해결 수단의
핵심 요소 확보 과정에 과학기술이 활용되었으며
공기질이라는 사회구성원 전체가 영향을 받는 문제 해결 과정에서
정책당국은 물론 과학기술자, 전문가, 이해관계자, 일반 시민 등
사회구성원 간의 소통과 참여가 이루어짐

105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 이슈 분석 및 방법론 연구

제2절

방법론

LA 공기질 관리 시스템 구축 사례를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 관점에서
분석하고 분석 결과의 확산 방안을 마련
선행 연구*를 통해 수행된 LA 공기질 관리 시스템 혁신 사례의 이슈맵･
솔루션맵**을 대상으로 문제해결 시스템에서의 과학기술 관련 요소와
역할 분석
* 이승규 외 (2019), LA 공기질 관리 시스템 및 국내 이슈 분석을 통한
미세먼지 문제 해결 시스템 혁신 방향 연구
** 기술혁신과 사회혁신을 연계해 사회문제를 분석하고 문제해결 시스템
개선/혁신 방안을 도출하는 KISTEP 고유의 분석방법론

문제해결 시스템 관점에서 과학기술과 사회정책･시민사회 연계 내용에
대한 심층 분석을 수행
- 문제해결 성과에 대한 R&D 의 역할과 사회정책 및 시민사회 참여와의
연계 유형 및 문제해결 성과 창출 사례 발굴
분석 결과에 대해 다양한 사회구성원에 대한 확산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가독성이 높은 단행본 발간물을 별책으로 발행
※ (제목) 과학기술은 사회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LA 스모그를 해결한
시스템 혁신

106

제5장 사회참여형 사회문제해결 과학기술정책 이슈 발굴

[KISTEP 사회문제 이슈맵･솔루션맵 분석틀(LA 사례)]
문제 발생 단계와 사회문제해결 시스템 구성 요소를 결합시킨 ʻ3×7
매트릭스ʼ 형태의 2차원의 문제맵 분석틀을 구성
(문제 발생 단계) ʻ대기오염ʼ의 특성을 고려하여 문제발생 전주기를
원인-진행(전개)-결과/영향의 3개 단계로 체계화
<대기오염 문제의 발생 단계별 분류>
문제발생 단계
[A] 원인

세부내용
문제의 근본적 원인이 되는 오염물질 발생

[B] 진행(전개) 오염물질의 공기 중 확산 및 심화로 인한 문제 범위 확대
[C] 결과/영향 대기오염이 사람･지역사회에 악영향을 미쳐 피해 발생

(문제해결 시스템 구성 요소) 과학기술혁신 및 사회혁신 유형을
바탕으로 공공･민간의 활동을 정보제공, 제품/서비스, 제도/정책,
전담조직, 프로세스, 시민사회 참여, 사회정책 연계 등 7개 유형으로 분류
<대기오염 문제 해결 시스템 구성 요소별 분류>
구분

세부내용

[1] 정보 제공

문제발생 원인, 발생 경로, 인체 영향정도 등 문제 현상 규명 및
정보 제공

[2] 제품/서비스

문제해결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 이를 이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
개발 및 제공

[3] 제도/정책

과학적･객관적 근거에 기반하여 문제해결에 효과적인 법･제도를
제정하거나 관련 정책을 운영

[4] 전담조직

문제해결에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고 역할을 부여, 관련 주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

[5] 프로세스

분리되어 운영되는 정책/제도/조직 등을 연계하여 최적화된 문제해
결 방식과 절차를 제공

[6] 행동
문제발생 시 과학적 근거와 기준을 기반으로 사회구성원들이 따라야
(시민사회참여) 할 합의된 행동방식을 제공
[7] 사회정책
연계

지역육성, 취약계층 복지 등 유관 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전방위적
문제해결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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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

1. 선행 연구14)
LA 스모그 발생 후 대기오염 문제에 관한 이슈맵 분석
문제 발생 단계와 사회문제해결 시스템 구성 요소를 결합시킨 2차원
분석틀을 바탕으로 총 19개의 세부 문제로 구성된 이슈맵을 작성
- 대기 오염물질 발생 단계에서는 8개 이슈가 도출됨
※ 1) 대기오염 주 발생원에 대한 정보 미파악/부재, 2) 오염물질 발생
억제 위한 제품 및 기술, 인프라 부족, 3) 오염발생 규제 및 장기
계획 미흡, 4) 대기오염 관리조직 부재(오염물질 발생 - 확산 심화
단계 통합 이슈), 5) 광역 대기질 관리 조직 부재(오염물질 발생 확산 심화 단계 통합 이슈), 6) 환경 정책과 교통 및 도시 계획의
연계 시스템 미흡, 7) 시민사회 문제해결 노력 부재, 8) 대기오염
관련 규제 적용 및 강화에 따른 지역 경제 위축 문제 대책 미흡
(오염물질 발생 - 확산 심화 단계 통합 이슈) 등

- 오염물질의 공기 중 확산 및 국지적 심화 단계에서는 오염물질 발
생 단계 통합(중복) 이슈 3개를 포함해 총 8개 이슈가 도출됨
※ 9) 대기오염 정도, 대처방안 등에 대한 정보 부족, 10) 오염물질 확산
방지를 위한 제품/ 기술 부족, 11) 국소 지역 오염 규제방안 부재,
12) 전국 단위 대기질 개선 체계 미흡, 13) 시민사회 대기오염 대응
노력 미흡(확산 심화 단계 – 인체 및 생활 영향 단계 통합 이슈) 등

- 인체 및 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는 단계에서는 5개 이슈가 추가되어
공기 중 확산 및 국지적 심화 단계 통합(중복) 이슈 1개를 포함해
총 6개 이슈가 도출됨
※ 14) 대기오염물질의 인체 영향 정보 부족, 15) 대기오염 관련 의료
기기 및 제품 부족, 16) 취약계층 보호대책 및 제품 인증제도 부재,
17) 건강관리 전담조직 부재, 18) 대기오염 건강관리 체계 미흡,
19) 취약 계층 보호대책 미흡 등
14) 이승규 외 (2019), LA 공기질 관리 시스템 및 국내 이슈 분석을 통한 미세먼지 문제 해결
시스템 혁신 방향 연구

108

제5장 사회참여형 사회문제해결 과학기술정책 이슈 발굴

<표 5-1> LA(캘리포니아) 대기오염 이슈맵
[A] 원인
대기 오염물질 발생

[B] 진행(전개)
[C] 결과･영향
공기 중 확산 및 국지적 심화 인체 및 생활에 악영향

∙ 대기오염 주 발생원에 ∙ 대기오염 정도, 대처방안 ∙ 대기오염물질의 인체 영향
정보 부족
대한 정보 미파악/부재 등에 대한 정보 부족
[1]
- 주 원인을 공장 매연으 - 지역별 대기오염원 및 - 대기오염 노출로 인한
정보제공
로 오인
오염수준 파악 불가
건강 영향 정보 부족
- 발생 환경별 오염물질 - 대기질 관리 전문 지식
에 대한 정보 부족
부족

[2]
제품/
서비스

∙ 오염물질 발생 억제 위한 ∙ 오염물질 확산 방지를 ∙ 대기오염 관련 의료 기기
제품 및 기술, 인프라 부족 위한 제품/기술 부족
및 제품 부족
- 배기가스 유해물질 저감 - 대기질 측정 센서 제품 - 호흡기 질환 관리용 의료
및 품질관리 부족
기술 부재
기기 부족
- 친환경 자동차 다양성 - 실내외 오염물질 확산 - 피부 등 인체피해 저감
부족 및 인프라 협소
방지 기술의 부족
및 건강 관리 제품 부족
- 산업 및 소비재 오염물질 - 실내 공기질 개선 기술
저배출 제품 부족
부족
- 청정에너지 부재
- 청정 차량 공유서비
스 부재
- 오염물질 발생 저감 및
청정 에너지 기술 R&D
부재

[3]
제도/
정책

∙ 오염발생 규제 및 장기 ∙ 국소 지역 오염 규제방안 ∙ 취약계층 보호대책 및
계획 미흡
부재
제품 인증제도 부재
- 주 오염원 규제 미흡 - 오염 취약 지역에 대한 - 건강 취약계층 보호 노력
- 대기오염저감장기계획부재
규제 방안 부재
미흡
- 오염원 발생 저감에 대한
- 오염 저감 제품 인증제도
인센티브 협소
부재
- 대중교통 인프라 및
서비스 확충 정책 미흡

∙ 대기오염 관리조직 부재
∙ 건강관리 전담조직 부재
- 대기오염물질 발생원 관리조직 부재 및 권한 미흡 - 대기오염 관련 주민
[4]
∙ 광역 대기질 관리 조직 부재
건강 모니터링 및
전담조직
-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 대기오염 통합 관리 조직
관리조직 불명확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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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원인
대기 오염물질 발생

[B] 진행(전개)
[C] 결과･영향
공기 중 확산 및 국지적 심화 인체 및 생활에 악영향

∙ 환경 정책과 교통 및 도시 ∙ 전국 단위 대기질 개선 ∙ 대기오염 건강관리 체계
계획의 연계 시스템 미흡 체계 미흡
미흡
[5]
- 장거리 출퇴근 거리로 - 연방주카운티
- 대기질 기준 및 경보
인해 자동차 이용
시스템 부재
프로세스
연계 대기 질 관리
감소에 한계
- 대기오염에 대한 주민
프로세스 부재
행동 수칙 부재
∙ 시민사회 문제해결 노력 ∙ 시민사회 대기오염 대응 노력 미흡
부재
- 시민사회 차원 대기오염 파악 및 대응 노력 부재
[6]
- 시민사회 대기오염
- 취약계층 보호 노력 부재
행동
저감 노력 및 정책
(시민사
참여 활동 미흡
회 참여)
- 시민사회 정책 참여
활동 미흡
[7]
사회정책
연계

∙ 대기오염 관련 규제 적용 및 강화에 따른 지역 경제 ∙ 취약 계층 보호대책 미흡
위축 문제 대책 미흡
- 빈부격차 고려 관리 대책
- 오염 저감 규제로 인한 기업 및 지역사회 부담에
부재
대한 고려 부족

LA 스모그 발생으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맵
19개 세부 문제로 구성된 이슈맵을 활용해 LA 스모그 발생 이후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기질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는 과정에서 추진된 문제
해결 노력을 분석함으로써 솔루션맵을 재구성
원인-진행-결과 등 3 단계의 문제 발생 과정에 따라 과학기술과 사회
정책 측면 등 다면적으로 수행된 문제해결 노력을 18 개의 세부문제에
매칭하여 종합 분석
- 과학기술적 접근(R&D형)을 원인 규명, 문제현상의 축소･완화･
해소, 인체･사회 악영향 최소화 등에 직접적으로 활용하거나,
과학적/기술적 결과물을 문제해결 생태계 조성의 촉매제로 활용
(비R&D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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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인식 전환, 복지 정책 등 R&D와 관련성은 낮지만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사회정책적 활동도 포함하여 추진
※ R&D형: 해당 문제의 규명 및 개선 해결을 위한 과학적/기술적 접근
(기초/응용/개발)
※ 비R&D형: 과학기술적 근거를 통해 문제해결 계기를 마련하거나, R&D
결과를 활용 확산하기 위한 활동
※ 사회정책형 : 과학기술 외 문제해결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는 활동

<표 5-2> LA(캘리포니아) 대기오염 문제 솔루션 맵
●R&D형
[A] 원인
석유 사용 증가
및 오염물질 발생

[B] 진행(전개)
공기 중 확산
및 국지적 심화

◎비R&D형

○사회정책형

[C] 결과･영향
인체 및 생활에
악영향

∙ [문제A1] 대기오염 주 발생원에 ∙ [문제B1] 대기오염 정도,
대한 정보 미파악/부재
대처방안 등에 대한 정보
부족

∙ [문제C1] 대기오염물질의
인체 영향 정보 부족

언론사, 대학 등에서 원인규명
연구 진행

대기오염의 인체영향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

정부 차원 오염 데이터
수집･공개

┖ 지역 언론 주도로 스모그 문제 ┖ 지역별 대기오염 정도
분석(●)
측정･공개(●)

[1]
정보제공

┖ 30년 간 대기 독성물질과
발안 위험 관계를 연구하는
MATES 프로젝트 지속(●)
‑ 1946년 LA타임즈, 전문가
‑ SCAQMD가 지역 대기질
모니터링
‑ SCAQMD의 지원 아래
고용해 연구 및 결과 발표
1988년 첫 보고서 발표
┖ 대기질 관리 기관과 대학 협력 ┖ 오염원정보 플랫폼 개발(●)
연구를 통해 주 오염물질
┖
13년에
걸쳐 아동 대상
‑ CARB와 35개 지역 대기질
규명(●)
Children's
Health Study
관리국이 2004년
진행(●)
‑ 1952년 LA APCD 지원으로
CHAPIS 오픈
Caltech의 하겐 스미트
┖ 연방정부 주도 오염물질
교수가 자동차 배기 가스를
측정 네트워크 관리(◎)
주 오염원으로 입증
‑ 2007년부터 지역 대기질
관리국이 연방 정부에 대기
발생 환경별 오염물질에 대한 연구
측정망 연차계획 제출 의무
진행
┖ 움직이는 장비로 도로 오염
지역 대학에서 통합 연구센터
측정(●)
구축
‑ 1990년대 말 CARB 고속도로 ┖ UC리버사이드가 대기오염
주행하며 자동차 배출 현황
관련 통합연구센터 설립(●)
계측
‑ 1992년 CE-CERT를
┖ 시민단체 주도 항만 오염실태
설립해 연구 및 전문 인력
분석(●)
양성
‑ 2004년 천연자원보호 협회와

‑ CARB 및
국립보건환경과학연구소
의 지원으로 1992년부터
남부 캘리포니아 대학이
연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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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형
[A] 원인
석유 사용 증가
및 오염물질 발생

[B] 진행(전개)
공기 중 확산
및 국지적 심화

◎비R&D형

○사회정책형

[C] 결과･영향
인체 및 생활에
악영향

청정대기 연합이 공동 연구
보고서 발표
※ Harboring Pollution:
The Dirty Truth about
U.S. ports
┖ 농경지 오염물질 발생 관련 연구(●)
‑ 2006년 CARB, 2018년
UC데이비스 등 소각, 비료
등의 영향 분석
┖ 대기질 관리 기관의 가정
오염물질에 대한 연구 지원(●)
‑ 1971년부터 CARB가
광범위한 연구지원 프로그램
운영
∙ [문제A2] 오염물질 발생 억제 ∙ [문제B2] 오염물질 확산
∙ [문제C2] 대기오염 관련
위한 제품 및 기술, 인프라 부족
방지를 위한 제품/ 기술 부족
의료 기기 및 제품 부족

[2]
제품
/서비스

배기가스 오염물질 발생 억제 기술 저가 측정 센서 제품 개발 및 다양한 호흡기 질환 관리
및 제품 개발
품질관리
의료기기 보급
┖ 배기가스 유해물질 저감 PCV ┖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 가정용, 휴대용 네블라이저
기술 개발(●)
50여종 센서 개발 및
출시(●)
판매(●)
‑ 1963년 GM 개발, 기술공개
‑ 오므론, 필립스, 애질런트
‑ 퍼플 에어의 250~300달러
등 개발
┖ 촉매변환기 기술 진화(●)
제품 등
‑ Oxy-Catalyst사 등이 개발해
┖ SCAQMD가 성능 평가해 안티 폴루션 및 안티 더스트
1973년 출시
코스메틱 제품 다양화
공개(◎)
┖ 선박 배기가스 억제
┖ 화장품, 샴푸 등 다양한
‑ 2014년부터 AQ-SPEC를
기술연구(●)
제품군에서 제품 개발(●)
운영해 품질 검증
‑ LA항 2004년 정박 중인
‑ 미 전역에 걸쳐 출시
선박의 배기가스 줄이는
실내외 오염물질 확산 방지
AMP 도입
기술 연구 및 제품 출시
규제 강화로 오염물질 발생 억제
기술 및 제품 개발 가속화
┖ 자동차 제조사, 친환경차 개발
및 차종 확대(◎)
‑ CARB는 1990년부터
친환경차 판매 비율
의무화(Zero Emission
Regulation)

┖ 인공강우 실험 추진(●)
‑ 1978년 국립해양대기청
산하 기상 조절 프로그램
신설
┖ 다양한 공기청정기 제품
개발 및 출시(●)
‑ 민간기업의 저가 제품
개발/보급

┖ 주정부 차원의 친환경 자동차
미국 에너지부 주도 실내
인프라 구축(◎)
공기질 개선 기술 R&D 지원
‑ 2025년까지 25만개 충전시설
┖ Building America
설치 목표
Program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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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형
[A] 원인
석유 사용 증가
및 오염물질 발생
┖ 소비재 VOC 규제로 친환경
제품 개발 및 확산(●)
‑ CARB가 115개 소비재 규제
┖ 유해물질 규제로 석유업계
친환경 제품(청정에너지)
확산(●)

[B] 진행(전개)
공기 중 확산
및 국지적 심화

◎비R&D형

○사회정책형

[C] 결과･영향
인체 및 생활에
악영향

‑ 1995년 시작된 빌딩
아메리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연구소,, 대학
등과 협력해 실내 공기질
연구

‑ 1960년대 이후 캘리포니아
주는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휘발유 관련 규제 시행

오염저감 기술 개발 및 확산 R&D
┖ SCAQMD, 청정연료프로그램
시행(●)
‑ 1988년 시작해 기초 연구부터
상업화까지 지원하는
RDD&D

전기차 공유 서비스 도입
┖ LA시 당국, 전기차 공유
블루LA 서비스 시작(◎)
‑ 2018년 4월 런칭해 차량
100대, 충전소 200곳 운영
∙ [문제A3] 오염발생 규제 및
장기계획 미흡

∙ [문제B3] 국소 지역 오염
규제방안 부재

규제 방안 마련 및 규제 고도화 대기오염 집중 발생 지역
┖ 자동차 오염 방지법 제정(◎) 맞춤형 규제
┖ 산 페드로 항만 CAAP
‑ 1960년 Motor Vehicle
수립(◎)
Pollution Control Act 발효
[3]
제도/정책

┖ 모든 차량 주기별 배기가스
검사(◎)
‑ 1984년부터 California
Smog Check Program
시행
┖ 청정 연료 판매 의무화(◎)

‑ 2006년부터 중장비 차량
및 트럭, 선박 등 규제

∙ [문제C3] 취약계층
보호대책 및 제품 인증제도
부재

취약계층 보호 법안 및 보호
규정 마련
┖ 대기오염 관련 어린이 건강
보호 법적 기반 마련(◎)
‑ 1999년 주법(Senate Bill
25) 개정

┖ 목장, 농장 등 오염원 특화 ┖ 학교 부지 선정
규제(◎)
가이드라인(◎)
‑ 2004년 이후 축산 폐기물
처리 규제 등 실시

‑ SCAQMD가 2005년
제시

‑ 1991년 시작으로 CARB가 ┖ 드라이 클리닝 세탁소 액체 ┖ 대기질 수준에 따른 학교
용제 사용규제(◎)
실외활동 제한(◎)
휘발유 대상 3단계 규제 실시
‑ CARB, 1993년 드라이
‑ SCAQMD가 학부모, 교사
클리닝 프로그램 실시
등에게 정보를 제공
대기오염문제해결을 위한
장기계획 수립
┖ 고속도로 근처 주택
┖ 20년 단위로 대기질 관리계획
공기여과 시스템 의무화(◎) 공기청청 제품 인증제도 운영
수립(◎)
┖ 공기청정 기기의 오존 방출
‑ LA 시의회 2016년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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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형
[A] 원인
석유 사용 증가
및 오염물질 발생
‑ SCAQMD, 1989년부터 Air
Quality Management
Program 수립

[B] 진행(전개)
공기 중 확산
및 국지적 심화
여과 시스템 의무화 정책
채택

산업과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
시행
┖ 출퇴근 카풀 이용 인센티브
제공(○)

◎비R&D형

○사회정책형

[C] 결과･영향
인체 및 생활에
악영향
농도 제한(◎)
‑ CARB, 2010년 이후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모든
공기청정기에 대해
테스트 의무화

‑ 개인 대상 경제적 인센티브로
1987년 시작
┖ 노후 버스, 트럭 등의 교체비용
보조(◎)
‑ SCAQMD, 1988년부터 Carl
Moyer Clean Engine
Program 시행
┖ 배출권 거래제 도입(◎)
‑ SCAQMD, 1994년
RECLAIM 제도 도입
┖ 스쿨버스 교체 인센티브
제도(◎)
‑ 연방 및 주정부 매칭펀드로
SCAQMD가 집행

대중교통 확충 및 친환경 대중교통
도입
┖ LA 지하철 개통(○)
‑ 1990년 지하철 1개 노선 운행
시작
┖ 친환경 대중교통 버스 도입(◎)
‑ CARB, 2040년까지 모든
버스 교체 목표
∙ [문제A4-1] 대기오염 관리조직 부재
∙ [문제A4-2] 광역 대기질 관리 조직 부재

[4]
전담조직

대기오염 전담기관 설립 및 권한 강화
┖ LA카운티 대기질 관리기관 설립(◎)

보건 당국이 호흡기 건강
모니터링 및 관리
‑ 1947년 미국 최초 지역 대기오염 관장 기관인 LA APCD ┖ 캘리포니아 공중 보건국이
호흡기 질환 관리(◎)
출범
‑
대기오염 전문 건강관리
┖ 주 차원 대기질 관리기관 설립(◎)
전담조직은 부재한 상황
‑ 1967년 CARB 출범
┖ 5년 단위 천식 관리계획
수립(◎)
광역 대기오염 통제 기구 설립
┖ 남부 해안 대기질 관리청(SCAQMD)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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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형
[A] 원인
석유 사용 증가
및 오염물질 발생

[B] 진행(전개)
공기 중 확산
및 국지적 심화

‑ 캘리포니아 남부 4개 카운티가 연합해 1976년 탄생

◎비R&D형

○사회정책형

[C] 결과･영향
인체 및 생활에
악영향
보건국이 첫 번째 천식
관리 전략계획 수립

∙ [문제A5] 환경 정책과 교통 및 ∙ [문제B5] 전국 단위 대기질 ∙ [문제C5] 대기오염
도시 계획의 연계 시스템 미흡
개선 체계 미흡
건강관리 체계 미흡

대기질 관리 계획과 도시 및
연방정부와 주, 지방정부의
교통계획 통합 지역 종합 계획 역할 및 권한 체계화
체계화
┖ 연방정부의
┖ 광역교통계획에 배기가스 감소
대기질관리계획에 따른
목표 달성 계획 포함 의무화(◎)
대기질관리 목표 수립(◎)
‑ 2012년부터 SCAG의
지역교통계획에 대기오염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 반영
[5]
프로세스

대기질 기준 설정 및
경보･알람 시스템 확립
┖ 연방정부 기준보다 강화된
대기질 기준 설정(◎)

‑ 연방은 6개 물질 관리하는
‑ 1973년부터 연방 정부
데 비해 캘리포니아 주는
대기질 관리계획을
10개 물질 관리
달성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 1시간 단위로 대기질 상태
관리계획을 제출
제공(◎)
‑ CARB, 2013년 Breathe
Well 서비스
┖ 계절별 경보 및 정보
제공(◎)
‑ SCAQMD, Air Alerts
프로그램

정부 차원 주민 행동 가이드
마련
┖ 단계별 대처법 제시(◎)
‑ 오염 심화 시 민감계층에
경고
∙ [문제A6] 시민사회 문제해결
노력 부재

[6]
행동
(시민사회
참여)

∙ [문제B6] 시민사회 대기오염 대응 노력 미흡

시민 주도 자동차 이용 저감
자체 대기질 모니터링 네트워크 운영
캠페인
┖시민단체 CCA의 퍼플에어 프로젝트(●)
┖ 2010년부터
‑ 2015년부터 캘리포니아 남부 150개 이상의 센서에서
시민단체(CicLAvia)가 일부
데이터 취합해 공개
도로 자동차 통행금지 이벤트
개최 등(○)
취약계층 관련 환경단체 출범
┖ 아동 및 취약계층 대변 단체 출범(○)
대기질 기준 설정에 적극 참여
‑ 2001년 캘리포니아 환경 정의 연합 등
┖ 시민단체 소송을 통한
오염물질 관리기준 강화(◎) ┖ 노숙자 대상 미세먼지 마스크 배포(○)
‑ 환경단체 NRDC가 1975년
납 오염물질 지정을 위해 연방
환경청 고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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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형
[A] 원인
석유 사용 증가
및 오염물질 발생

[B] 진행(전개)
공기 중 확산
및 국지적 심화

◎비R&D형

○사회정책형

[C] 결과･영향
인체 및 생활에
악영향

∙ [문제A7] 대기오염 관련 규제 적용 및 강화에 따른 지역 경제 ∙ [문제C7] 취약 계층
위축 문제 대책 미흡
보호대책 미흡

[7]
사회정책 연계

오염 저감 활동을 지역의 경제적 성과로 연계 추진
환경정의 개념을 정책에 반영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수익을 지역 및 기업에 재투자(○) ┖ 지역사회
대기보호프로그램 수립(○)
‑ 2013년 캘리포니아 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해 수익
재투자
┖ 탄소 배출권 시장 주도권 확보로 수익 창출(○)

‑ CARB, 2018년 10곳의
집중 관리 대상 지역 설정

‑ 캐나다 퀘벡주, 온타리오주 등 캘리포니아 탄소 배출권 거래소에 ┖ 환경정의 전담 주정부 조직
설립(○)
참여
‑ 2018년 캘리포니아
법무부 내 환경정의국
설립

캘리포니아 주와 LA 시는 장기간에 걸친 문제해결 노력을 통해 종합적
대기오염 관리체계를 구축함
강력한 법규제를 토대로 주 정부의 정책방향, 사회문제 및 지역적
특성 등에 맞춘 문제해결 생태계를 구축
CARB, SCAQMD를 중심으로 문제해결 거버넌스를 공고화하고, 원인
규명/현상 측정, 문제개선/해결을 위한 다수의 과학기술적 프로젝트를
추진
제도,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이러한 과학기술 성과의 현장 적용
및 확산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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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시계열 관점의 주요 문제해결 활동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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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LA(캘리포니아) 대기오염 관리체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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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개발(R&D) 결과를 활용한 법･제도 개선
2.1 아동･청소년의 폐 건강 향상 성과 사례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대기오염 연구와 법･제도 연계를 통한 아동･청소년의
건강 보호 성과 창출
(R&D) LA 스모그 발생 이후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대기오염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의 건강 보호를 위한 연구를 수행
- 1984년 남부캘리포니아대학의 Kay Kilburn 교수는 캘리포니아
남부 해안의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에서 자란 어린이가 다른 지역
어린이에 비해 폐기능이 10~15% 감소했다는 연구결과 발표
- 성인에 비해 면역력이 약하고, 폐와 폐포가 성장 과정에 있어 대기
오염에 대해 취약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노출에
따른 건강 영향을 분석하는 장기 추적 연구(Children's Health
Study)를 진행
※ 대기 독성물질과 발암 위험성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인 MATES
(Multiple Air Toxics Exposure Study) 사업의 일환으로 남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12,000명 이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1992년부터 13년에
걸쳐 건강, 대기오염에 대한 노출, 대기오염에 대한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등을 조사

(R&D 성과) 대기오염이 성장기 청소년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성을 규명
- 대기오염(이산화질소, 미세먼지)과 폐 기능 결손과 관련성이 높고,
성장기 폐 발달 감소가 성인기까지 영구적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음
- 높은 오존 지역 거주 어린이의 천식 진단 가능성이 높게 나타남
※ 오존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은 천식 진단받을 가능성 높음.
오염(NO2, 미세먼지) 수준이 낮은 곳으로 이동하면 즉각적으로 폐
기능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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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leaner Air = Healthier Lungs(USC, Enviromental Health Centers)

[그림 5-2] PM2.5 감소에 따른 폐 기능 증가

- 2000년대 초 Children's Health Study 결과가 나오자 캘리포니아
주 대기질 기준을 재검토해 대기오염에 가장 취약한 아동을 기준으로
미세먼지 기준 등을 수정, 선블럭･클렌저･보습제･샴푸 등으로
다양하게 출시
(프로세스 개선) 연구결과를 근거로 다양한 아동･청소년 건강 보호를
위한 프로세스 개선
- 1998년 대기오염이 심각한 16개 지역의 천연가스 학교버스 구매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학교버스, 트럭 등의 노후한 엔진을 새 엔진으로
교체하는 Carl Moyer Clean Engine Program 시행
※ 노후화된 스쿨버스를 교체할 자금이 부족한 공립학교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하는 저배출 스쿨버스 인센티브 프로그램(Lower-Emission
School Bus Incentive)
※ 주정부, 연방 정부 및 자체 매칭 기금을 사용하여 SCAQMD는 공립
학교 지구에 천연 가스 버스 및 저 방출 경유 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지원금을 제공
※ 2016년까지 1994년 이전에 도입된 스쿨버스 약 1,600대를 청정 연료를
사용하는 스쿨버스로 대체하기 위해 3억 달러를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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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연계) 연구결과를 근거로 다양한 아동･청소년 건강 보호
법･제도 마련
- 캘리포니아 주는 1999년 주법을 개정(Senate Bill 25 - Children's
Environmental Health Protection Act)해 대기오염이 어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요구 사항을 수립
※ 아동을 기준으로 미세먼지 기준 등을 수정하고, 다이옥신, 납, Polycyclic
Organic Matter(POM), 미세먼지, 아크롤레인 등 5가지를 아동에게 특히
위해한 물질로 발표

- 남부해안대기질관리국(SCAQMD)는 2005년 대기오염원과의 거리
등을 규정한 학교 부지 선정 절차 가이드(Air Quality Issues
in School Site Selection)를 배포
※ 학교 신설 시 자동차, 비행기 등 주요 이동 오염원과 1000피트 이상,
고정 오염원이나 농경지로부터는 4분의1 마일 이상의 거리를 둬야 하고,
부득이 고속도로 인근에 학교를 설립 시에는 강력한 대기질 관리
대책을 요구

(문제해결 성과) 대기오염이 아동･청소년의 폐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 감소
- 같은 장소에서 2,000명 이상의 11~15세 사이 아동을 추적 조사한
결과 1994~2001년 사이의 청소년보다 2007~2011년 청소년의
폐가 더 발달
※ 이산화질소(NO2)와 PM2.5에 대한 노출이 약 40% 감소

[자료] USC Children’s Health Study

[그림 5-3] 대기질 개선에 따른 청소년 폐 건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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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독성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사례
캘리포니아대기자원위원회 독성 대기오염물질 확인과 법･제도 연계를
통한 오염규제 성과 창출
(R&D)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
CARB)는 1991년 퍼클로로에틸렌을 독성 대기오염물질로 확인
- 퍼클로로에틸렌은 세탁소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세탁소가 있는
건물에 주거하는 사람들의 건강에까지도 영향
※ 뉴욕에서 한 부부가 같은 건물에서 영업하는 세탁소에서 배출하는
유해물질 때문에 기형아를 출산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법원이 뉴욕시의
관리 소홀 책임 인정

(R&D 성과) 1991년 드라이클리닝에 사용되는 액체 용제가 독성 대
기오염물질로 밝힘
- 세탁소에서 사용하는 퍼클로로에틸렌(perchloroethylene)은 현기증,
두통을 일으키거나 의식을 잃게 할 수 있으며 장기간 노출될 경우
암 발생 확률을 높일 수 있음
※ 퍼클로로에틸렌은 드라이클리닝을 할 때 의복에 묻어있는 오염물질을
분해하는 화학물질

(법･제도 연계) 연구결과를 근거로 드라이 클리닝 운영에 있어서
독성물질 통제 조치와 환경 보호 교육 프로그램 마련
- 1993년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는 드라이클리닝 운영에 있어서
공기 중 독성물질 통제 조치와 드라이클리닝 운영 관련 환경 보호
교육으로 구성된 ʻ드라이클리닝 프로그램ʼ을 시작
※ 세탁소들은 퍼클로로에틸렌 대신 대체 용제를 사용하거나 습식 세탁
(wet cleaning)으로 방식을 변경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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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 성과) 퍼클로로에틸렌의 배출량 감소
- 2003년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의 드라이클리닝 프로그램
효율성 평가 결과 퍼클로로에틸렌의 배출량이 70% 가량 감소
※ 2007년에 개정안을 통해 드라이클리닝에서 퍼클로로에틸렌 사용을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금지할 것이라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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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자동차 배출 오염물질 저감 성과 사례
(R&D와 제도개선 연계 사례) LA APCD(Air Pollution Control District)
지원으로 연구결과 자동차 배기가스를 주오염원으로 입증, 법･제도 연계를
통한 자동차로 인한 오염물질 저감 성과 창출
(R&D) LA APCD(Air Pollution Control District) 지원으로 하겐
스미트(Haagen-Smit)는 1948년 대기오염에 대한 연구를 시작해
1952년 캘리포니아 스모그의 원인을 규명
- 스모그의 주요 성분인 오존(O3)이 자동차나 공장 등에서 직접
배출되는 것이 아니라 대기 중에서 생성되었다고 발표
※ 자동차 배기가스에 포함된 질소산화물, 탄화수소가 태양광에 의해
광화학 반응을일으켜 오존을 형성한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입증
※ 공장 매연이 주원인 이었던 런던 스모그와 LA 스모그가 다른 물질로
구성됐으며 대응 방법도 달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

(R&D 성과) LA 스모그 원인이 자동차 배기가스임을 밝히고, 자동차로
인한 배출 오염물질에 대한 연구 가속화
-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lifornia Air Resource Board)는
전기자동차에 구축한 움직이는 실험실(Mobile Laboratory) 장비로
고속도로를 주행하면서 오염 정도 측정
※ 극미세입자(직경이 100nm 이하인 입자, Ultrafine Particles, UFP)의
개수농도 최고값이 8×105개/cm3로 청정지역인 해안가보다 10배
이상 높다고 보고
※ 1990년대말부터 UC리버사이드가 MEL(Mobile Emission Laboratory)
이라고 불리는 이동형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 시스템이 개발해 자동차
배출 연구에 활용

(법･제도 연계) 연구결과를 근거로 자동차 오염물질 규제 등 다양한
법･제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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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9년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미국에서 최초로 자동차 오염물질의
배출 농도 기준을 설정
- 1960년 자동차 오염 방지법(Motor Vehicle Pollution Control Act)을
제정
※ 연방정부에서는 1965년 자동차배출가스 오염방지법이 제정, 1968년
신차부터 연방 배출가스 규제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주는
연방법에 대해 규제 우선권 획득

- 1976년 LA 카운티는 교통위원회를 조직하여, LA 내 대중교통
인프라 투자를 계획하고, 1985년 도심과 주거지를 연결하는 지하철
노선 착공
- 1984년부터 신차뿐 아니라 운행되고 있는 모든 차량에 대해 주기별
배기가스 저감 관련 검사 정책 California Smog Check Program
시행
※ 캘리포니아 대기오염 관련 환경단체 CCA(Coalition for Clean Air)이
소송을 제기해 프로그램 도입했으며, CARB, 캘리포니아 자동차 수리국
(California Bureau of Automotive Repair) 및 캘리포니아 자동차국
(California Department of Motor Vehicles)이 공동 시행

- SCAQMD 이사회는 1987년 출퇴근 시 카풀을 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개인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라이드셰어(Rideshare) 프로그램을
채택, 기업의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중단(2015년)
※ 100명 이상이 근무하는 회사의 고용주가 직원에게 인센티브(1인당
연간 110달러 상당)를 제공

- CARB는 1990년부터 자동차 제조사들을 대상으로 친환경차 의무
판매 비율을 제시하고 이를 지키도록 규제하는 Zero-Emission
Vehicle(ZEV) Regulation을 시행
※ 배기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전기차, 수소차 등 ZEV(Zero Emission
Vehicle)부터 플러그드인 하이브리드 차(TZEV), 고효율 내연기관 차
(PZEV) 등으로 나눠 각각 비율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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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 성과) LA 스모그 원인인 자동차 오염물질의 저감
- 1984년 시행된 California Smog Check Program은 매일 캘리포니아의
공기에서 약 400톤의 스모그 형성 오염물질을 제거
- 1987년부터 8년 동안 운영한 라이드셰어(Rideshare) 프로그램은
1일 교통량 272,000건 감소
- 1990년 7월 LA 지하철 1개 노선 개통되었으며, 현재 7개 노선
운행
- 캘리포니아 주정부 차원의 친환경 자동차 인프라 구축, 자동차
업계의 친환경 기술 진화 속도를 끌어올려 친환경 자동차 종류 및
모델 확대
※ 적극적인 친환경 자동차 규제를 통해 실제 캘리포니아 친환경 자동차
판매 비중은 미국 내에서 최고 수준으로 전체 미국의 인구와 GDP에서
캘리포니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2%와 14%에 해당하나 2016년
미국 전체 전기자동차 판매에서 캘리포니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49%
※ 무공해(Zero emission) 자동차의 경우 2014년 출시 모델이 16종, 2015년
27종, 2016년에는 29종으로 증가

[그림 5-4] 캘리포니아 친환경 자동차 의무 판매 비율(대형 자동차 제조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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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EV(Zero Emission Vehicle): 전기차 및 수소차, TZEV(Transitional ZEV):
플러그드인 하이브리드차, NEV(Neighborhood Electric Vehicle): 저속
전기차, AT PZEV(Advanced Technology PartialZE): 하이브리드차,
PZEV(Partial ZEV): 고효율 내연기관차

- 2017년 기준 캘리포니아 수소연료전지차(FCEV) 보급대수는 약
3,500대로 전세계 FCEV 총 대수(7,200대)의 절반가량을 차지
- 2018년 4월 전기자동차 공유 프로그램 ʻ블루 LAʼ를 시작
※ LA시 당국의 전기차 공유 서비스 도입으로 공유 전기차 100대 운행,
충전소 200곳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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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농업 분야의 오염물질 저감 성과 창출 사례
캘리포니아 지역 중 농업이 주산업인 지역 대기질 조사를 통해 대기
오염 원인을 발견하고, 법･제도 연계를 통한 오염물질 저감 성과 창출
(R&D) 연방정부와 San Joaquin Valley Air Pollution Control
District을 중심으로 2100만 달러를 투입해 농업이 주산업인 샌트럴
밸리 지역 대기질 조사
- 1996년 남부 캘리포니아 인랜드 엠파이어(Inland Empire) 지역에서
31만2000 마리의 암소가 방출한 암모니아는 1일 8.5톤으로 캘리포니아
대기질 개선 정책의 걸림돌으로 여겨짐
- 2000년 캘리포니아 센트럴 밸리(Central Valley) 지역인 베이커스
필드, 프레스노, 머시, 새크라멘토 등이 미국에서 가장 대기질이
좋지 않은 지역으로 꼽히면서 도시와 다른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 시도
- 2006년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RB) 주도로 농경지에서
소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오염에 대해 연구(Emission Inventory
Methodology-San Joaquin Valley Unified Air Pollution
Control District: Agricultural Burning)
※ CARB의 농업잔재물 소각에 의해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경작지 면적과 단위 면적당 작물의 소각량,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의 곱)은 전 세계 연구자들이 차용해 활용

- UC데이비스 연구팀은 2018년 1월 캘리포니아 농경지의 질소산화물
(NOx) 순배출량이 캘리포니아 주 전체 NOx 배출량의 20%에
이른다고 발표
※ 캘리포니아의 농경지를 거대한 질소산화물 배출원으로 만드는 주범
으로 농경지에 뿌려지는 비료를 지목

(R&D 성과) 대기오염 심화 원인으로 목장의 소를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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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 중 하나인 치노
지역 목장에서 키우는 25만 마리 이상의 소가 오염을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지목
※ 목장에서 소의 분뇨를 축적해 거름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암모니아
물질이 다량 배출되며 암모니아는 미세먼지를 생성하는 전구물질

(법･제도 연계) 조사 결과를 근거로 농장, 목장 운영 장비 허가 규정
및 배출 오염물질 산정 및 보고의무 정함
- 2004년 캘리포니아 주 법(Senate Bill 700)이 제정돼 농작물 재배와
가축을 키우는 데 활용되는 장비에 대한 허가 필요
※ 펌프, 발전기, 보일러, 히터, 사료 분배 시스템 보유 상황을 농장에서
등록, 당국에서 수수료 부과

- 2004년 8월 축산 폐기물 처리 규제(Emission Reductions from
Livestock Waste) 를 실시, 젖소, 송아지, 닭 등 가축별로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양을 부여하고 가축 수를 곱해서 산정
※ 분뇨 처리 방법, 퇴비 제조 방법 등을 규정하고, 목장 소유주 및
운영자 관련 정보 사항과 소, 양, 가금류 목장에 휘발성 유기 화합물
(VOC), 미세먼지(PM), 암모니아(NH3)의 배출량을 주기적으로 SCAQMD에
보고할 의무 부여

(문제해결 성과) 농경지 오염원이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악영향 감소
- 캘리포니아 교육부의 학교부지 선정 및 승인 가이드 규정을 통해
학교의 위치를 주요 고정 오염원이 있는 농경지로부터 4분의 1
마일의 거리를 두게 함
※ SCAQMD는 2005년 대기오염원과의 거리 등을 규정한 학교 부지
선정 절차 가이드인 ‘Air Quality Issues in School Site Selection’를
배포하였으며, 캘리포니아 교육부의 학교 부지 선정 및 승인 가이드
(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s School Site Selection and
Approval Guide)에 규정돼 있는 환경고려 의무에 더해 대기질 관련
사안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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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항만의 대기 오염물질 저감 성과 창출 사례
항만 대기질 및 발암 위험 연구 분석 결과와 법･제도 연계를 통한 해안
전체 대기오염물질 비중 감소 성과 창출
(R&D) SCAQMD는 대기 독성물질과 발암 위험성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인 MATES 연구를 수행했으며, 1998년 실시한 두 번째 연구
수행을 통해 디젤로부터 기인한 대기 독성의 영향을 분석
- CARB의 분석 장비 현물지원 외 75만 달러 규모 연구비로 10개
고정 모니터링 네트워크와 3개의 모바일 장비를 활용, 14개 지
역사회에서 얻은 4,500개 이상의 샘플을 분석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컴퓨터 모델링을 통해 유독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위
험성 도출
* 벤젠, 포름알데히드, 납, 사염화탄소, 부타디엔 등 총 30개 물질 대상
※ 세계적으로 항구 주변 거주 인구의 심폐질환 사망 비율이 내륙 거주
인구에 비해 높다는 연구 결과
※ 남부캘리포니아대학(USC)의 Kay Kilburn 교수는 1984년 캘리포니아
남부 해안의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에서 자란 어린이가 다른 지역
어린이에 비해 폐 기능이 10~15% 감소했다는 연구결과 발표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항만 대기오염물질, AMP 추진으로 대처해야(BVL, 2017.07.14.) 재인용

[그림 5-5] 내륙과 해안지역의 심폐질환 사망자 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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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성과) 항만 주변의 오염물질이 암 위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선박 석유 연소가 오염물질 유발, 정박해 있는 선박도 오염물질 발생
- 1998년~1999년 MATES Ⅱ 연구 결과 디젤로부터 기인한 독성이
전체 암 위험의 71%를 차지함을 밝혔으며, 항구 주변의 디젤
PM 위험이 높아짐을 2004년~2006년 MATES Ⅲ 연구 결과 밝힘
※ 남부 해안 분지의 예상 발암 위험은 100만 명당 약 1,400명이고,
가장 위험 수준이 높은 지역은 LA 카운티 중남부 및 중부 지역

- LA항의 물동량이 많아지면서 선박에서 석유 연소로 인해 오염
물질이 다량 발생하나 이를 줄일 수 있는 기술 부족, 운항 중인
선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문제뿐 아니라 항구에 정박해 있는
선박의 배기가스도 문제로 지적
※ 미국 컨테이너 물동량의 40% 가량이 산 페드로 항만으로 집중되면서
주변 대기질은 물론이고 전체 캘리포니아 남부 해안 대기질 악화에도
큰 영향

[자료] 산 페드로 베이 항 청청 대기 행동계획 개요서(산 페드로 항만. 2006)

[그림 5-6] 캘리포니아 남부 해안 지역 SOx 배출원별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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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미국 천연자원보호협회(NRDC)와 캘리포니아 청정대기연합
(CCCA)이 미국 주요 10대 항만을 대상으로 대기 및 수질오염
실태를 분석(Harboring Pollution: The Dirty Truth about
U.S. ports)하고 항만별 등급을 공표
- 항만이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알려진 자동차나 발전소보다 더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LA항만의 경우 버지니아항,
뉴욕항 등 다른 항만에 비해 훨씬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음
※ LA항에서 하루에 배출하는 NOx와 미세먼지PM는 각각 31.4톤과
1.8톤에 이르며 이는 NOx가 자동차 65만대, PM은 자동차 160만대에서
배출되는 것과 같은 양

(프로세스 개선) 연구결과를 근거로 인프라 구축 및 다양한 프로그램
시행으로 후속과제 추진으로 프로세스 개선
- 2004년 6월 LA항의 차이나 쉬핑 터미널에 AMP(Alternative
Maritime Power)* 구축
* 배기가스 방출 억제를 위해 선박 정박 중에 육상에서 선박에 전기를
공급하는 시설
※ 항만에 계류된 선박이 엔진을 끄고 전기그리드로부터 전력을 끌어와
NOx, CO2 및 미세먼지의 배출을 줄이면서 지역의 대기 질 향상에
일조,

2004년 1년여 동안 38톤의 질소산화물과 2톤의 디젤 먼지

배출억제 효과

(법･제도 연계) 연구결과를 근거로 다양한 행동계획에 관한 보호
법･제도 마련
- 2006년 산 페드로 항만에 위치한 LA항과 롱비치항 운영사는
2008년까지 최소 15%, 2011년까지 최소 45%의 미립자 배출을
감소시킬 것을 목표로 하는 청정대기행동계획(Clean Air Act
Plan : CAAP)을 수립
※ 항만의 특성에 맞춘 친환경 항만 물류정책인 청정 대기 행동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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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구 관련 제품, 운송으로부터의 대기오염 및 관련 건강 위협을
줄이기 위한 포괄적인 계획으로 항만 일대에서 대기오염물질이 집중
발생하고 정체되기 때문에 지역 단위 접근이 필요
※ 2006년 채택 후 2010년, 2017년에 업데이트

<표 5-3> 청정대기행동계획의 주요 대기오염물질 감소 목표(2007-2011)
(단위: 퍼센트(%))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디젤미립자
물질(DPM)

4

17

31

40

47

질소화합물
(NOx)

10

21

33

39

46

유황산화물
(SOx)

14

30

42

48

52

(프로세스 개선) 청정대기행동계획 수립을 근거로 다양한 프로그램
시행을 통해 프로세스 개선
- 2007년 기술 향상 프로그램(Technology Advancement Program,
TAP)* 운영
* 청정대기행동계획(Clean Air Act Plan)에 따른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
지원 차원에서 2007년부터 민간 업계,규제기관 등 협력
※ 연방 환경보호청(US EPA),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RB), 캘리포니아
에너지위원회(CEC), 남부해안 대기질관리국(SCAQMD)등이 초기 기술의
상업화를 지원하며 자금 지원

- 2008년 클린트럭프로그램(Clean Truck Program)*을 통해 디젤
미립자 배출 제한, 노후 차량에 대한 교체 보조금 지급, 대체 연료
및 청정연료 사용 장려
* 컨테이너 차량의 배기가스를 감소시키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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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선박의 경우 선박운항속도 감소
프로그램(VSR, Vessel Speed Reduction) 및 선박연료의 저유황
연료 사용을 유도하고 예인선을 하이브리드 예인선으로 교체
(문제해결 성과) 청정대기행동계획((Clean Air Act Plan : CAAP)
수립 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프로세스가 개선되었으며, 항만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비중 감소
- 2005년 대비 2017년 디젤 입자상 물질(DPM) 87% 감소, 질소
산화물(NOx)이 56% 감소했고, 황산화물(SOx)은 거의 제거됐으며
온실 가스(CO2e) 배출량도 18% 감소
※ 남부 해안 전체 대기오염물질(NOx)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대 초
45%에서 2014년 10% 정도로 감소

[그림 5-7] LA 항(산페드로항구)의 NOx 배출원 현황

- 대기독성물질 노출연구(MATES-IV) 결과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2년 항만 인근 암 위험은 66% 감소했으며, 다른 지역은 56%
감소하여 일정기간 항만 인근 주민의 암 위험 감소 속도가 다른
지역의 감소 속도보다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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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학기술혁신과 사회혁신 연계형 문제해결 거버넌스 구축
3.1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문제해결 추진체계 구축
연구개발을 통한 정확한 문제발생 원인 규명과 이에 기반한 문제해결
관련 조직의 구조 및 역할의 변화와 발전
(위원회 구성) 1943년 10월 LA 카운티 감독위원회(County Board
of Supervisors)는 대기오염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 연기와 가스 위원회
(Smoke and Fumes Commission)를 구성하고, 위원회 권고에 따라
공장 등의 고밀도 연기 배출 금지 조치 시행
- 발전소, 정유소, 제철소 등에 대한 규제만 채택함으로 인해 대기질
개선 효과 미미
(R&D) 1946년 Los Angeles Times 주도로 Raymond R. Tucker에
의해 LA 스모그 문제 분석 및 원인 규명 연구가 추진됨
- 연구결과 뒤뜰 소각로와 쓰레기 매립지에서 쓰레기 소각을 금지하는 등
23가지 구체적 권고안을 제시15)
- 대기오염관리가 스모그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영향력과
입법권한이 부족함을 지적, 대기오염통합관리 기관 설립을 권장
(조직 구성) 1947년 10월 LA 감독위원회는 LA APCD 설립*
- 미국 최초 대기오염통합관리 기관
- LA 자체 대기질 관리기관 설립**
* SCAQMD의 전신
** 1950년 오렌지 카운티 APCD, 1957년 리버 사이드 및 샌 버나디노
카운티에 APCD 설립

15) https://www.latimes.com/archives/la-xpm-1999-oct-27-me-26659-stor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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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1952년 LA APCD 지원으로 하겐스미트 교수가 자동차를 주
오염원으로 규명
- 1955년 LA 대기오염통제국(오염규제국), 오염물질별 기준 초과시
경보
- 1956년 LA 카운트 의학협회 조사 결과 대기오염과 건강의 상관
관계 명확
(조직 구성) 오염원인물질 감소를 위한 노력
- 1959년 캘리포니아 의회는 캘리포니아 자동차오염통제위원회
(California Auto Vehicle Pollution Control Board) 창설
- 1960년 캘리포니아 주정부 자동차 오염 방지법(Motor Vehicle
Pollution Control Act)제정
- 1963년 캘리포니아에서 최초의 배기가스 제어 장치 규제를 실시,
판매되는 신차에 대하여 배기가스 저감 장치장착 의무화
- 1965년 남부캘리포니아도시연합(SCAG)설립
※ (목적) ‘지역 내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현실적인 광역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1965년캘리포니아 주법에 근거해 남부 캘리포니아 지역
5개 카운티와 56개 도시가 연합해 출범
※ (역할) 남부 캘리포니아 지역의 6개 카운티를 대상으로 하는 지방정부
협회(Councils of Government)로 광역 도시 계획 기관(Metropolitan
Planning Organization)의 역할을 수행
※ 연방정부의 예산지원을 토대로(약 80%) 연합 지역을 통합한 정책수립을
담당, 다수의 지방정부 대표들로 구성된 광역위원회(Regional Council)와
6개의 실무위원회로 구성

136

제5장 사회참여형 사회문제해결 과학기술정책 이슈 발굴

[그림 5-8] SCAG 조직도

[자료] 2017연방 교통 개선 프로그램 (SCAG, 2016.7)

[그림 5-9] SCAG 참여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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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7년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 설립
※ 캘리포니아 자동차오염통제위원회(California Auto Vehicle Pollution
Control Board) 캘리포니아 대기 위생국(Bureau of Air Sanitation)과
통합되어 개편된 기관
※ 캘리포니아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산하, 대기
오염의 유해한 영향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는 조치를 담당하는 주정부
기관
※ (역할) 캘리포니아 전 지역의 대기질 개선 관련 법 제도 제정 및
실행, 35개 지역 대기질 관리국(AQMD)의 활동을 가이드
※ (성과) 미국 최초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관련 배기가스 기준 채택
(1966년) 이후 질소산화물 배출기준(1971년), 디젤 차량 입자 물질
기준(1982년), 온실가스 배출기준(2004년) 등 채택

[자료] CARB 홈페이지

[그림 5-10] CARB 조직도

(조직간 협업 사례)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전략 (Sustainable Communities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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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2012년 지역교통계획의 한 부분으로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전략은 캘리포니아
주가 정한 지역의 온실가스 감소 목표치를 달성해야 함
- (추진과정) CARB가 광역 차원의 배기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SCAG에 제공하여 온실가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토지 이용과
교통이 통합된 계획을 수립, 지역 정부 (MPOs)들은 이를 토대로
교통과 토지 이용계획을 제시하고 추진 결과를 공유
* CARB는 2005년을 기준으로 2020년까지 8%, 2035년까지 13%의 1인당
배기가스 감소 기준을 설정
※ SCAG의 계획 과정은 관할 구역 내에서 통합돼야 하며 지역 주택
수요 측정과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전략은 일관성이 있어야 함

- (평가) 남부캘리포니아의 대기질 관리 계획과 교통, 주거계획이
긴밀하게 연관되는 프로세스를 마련

[자료] Isnteitute for Local Government 재구성

[그림 5-11] 토지, 대기질 관리, 교통 계획이 통합된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전략

- 1976년 남부해안 대기질관리국(SCAQMD) 설립
※ 남부 캘리포니아 지역의 4개* 카운티 대기질을 관리하며 CARB와
연방환경청의 승인을 받아 규제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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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렌지카운티와 로스앤젤레스 리버사이드 샌 버나디오 카운티의 일부로
총 10,743 평방 마일, 1,680만명 거주
※ (역할) 관할 지역의 대기질을 연방 및 주정부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청사진 역할을 하는 대기질 관리계획(Air Quality Management
Plan)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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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과학기술과 사회가 연계된 주요 추진체계별 활동
(R&D와 거버넌스) 협의회별/위원회별 R&D와 비R&D 활동
(조직) LA 카운티 감독위원회(Los Angeles County Board of Supervisors)
- (R&D) 대기오염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 1943년 10월 연기와 가스
위원회 (Smoke and Fumes Commission) 구성, 고밀도 연기배출
금지 조치 실시
※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가 주원인임에도 불구하고 공장에서
발생하는 연기를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보고 발전소, 정유소, 제철소 등에
대한 규제만 채택함으로 인해 대기질 개선 효과 미미

- (비R&D) 1947년 10월 미국 최초의 지역 대기오염을 관장하는
기관 Los Angeles County Air Pollution Control District(LA
APCD) 출범
(조직) Los Angeles County Air Pollution Control District(LA
APCD)
- (R&D) 캘리포니아 공과대학(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의
화학 교수인 Haagen-Smit의 연구* 지원
* 자동차 배기가스에 포함된 질소산화물, 탄화수소가 태양광에 의해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오존을 형성한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입증

[자료] www.water.or.kr

[그림 5-12] LA 스모그 형성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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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모그의 주요 성분인 오존(O3)이 자동차나 공장 등에서 직접 배출
되는 것이 아니라 대기 중에서 생성되었다고 발표

(조직) 1959년 캘리포니아 자동차오염통제위원회(California Auto Vehicle
Pollution Control Board) 창설
- (R&D) 자동차 배출 가스를 시험하고 배출 제어 장치를 인증
※ 초기 자동차 배출 오염물질의 3분의1 이상을 차지하는 엔진 크랭크
케이스의 미연소 탄화수소 배출 감소에 중점

- (비R&D) 1967년 캘리포니아 자동차 오염 통제위원회는 캘리포니아
대기 위생국(Bureau of Air Sanitation)과 통합되어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로 개편
(조직) 1965년 남부캘리포니아 정부연합(Southern California Association
of Governments, SCAG)설립
- (R&D) 2010년부터는 진보된 토지이용 및 교통모형의 적용을 위하여
토지 이용과 교통 및 환경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PECAS(Production,
Exchange, and Consumption Allocation System)모형*을 개발
* PECAS는 상품 생산,소비, 노동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활동을 모형화한
것으로 LA, 오하이오주, 오레곤주, 캐나다 캘거리 등에서 토지 이용
모델 개발에 적용
※ 도시 공간 모형으로 경제 주체의 공간적 분포를 이용해 생산, 소비,
화물이동등과 소규모 지역 토지이용의 관계를 모형화하여 통합적인
계획을 수립

- (비R&D) 광역교통계획을 근간으로 광역 도시권역 내 성장 예측과
경제 동향 분석을 토대로 4년마다 향후 20년 이상의 장기교통계획을
수립하는 지역교통계획(Regional Transportation Plan: RTP)
수립,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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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R&D) 캘리포니아 주에서 2008년 Senate Bill 375 법안이 통과
되면서 SCAG에 새롭게 요구된 계획으로, 온실가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 및 토지 이용과 교통이 통합된 계획을 수립

[자료] SCAG 홈페이지

[그림 5-13] PECAS 모델 디자인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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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4] SCAG 관할 지역

(조직) 1967년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 설립
- (R&D) 1948년 CARB 산하 Haagen-Smit 연구소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연구를 시작해 캘리포니아 스모그의 원인 규명, 자동차 제조사의
배기가스 규제 준수여부 확인
- (R&D) 1992년부터 10년간 대기오염에 취약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노출에 따른 건강 영향을 분석하는 장기 추적
연구* 진행
* 남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12,000명 이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1992년부터 건강, 대기오염에 대한 노출, 대기오염에 대한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등을 조사하는 Children's Health Study를 진행

- (R&D) 1998년~1999년에 진행된 MATES(Multiple Air Toxics
Exposure Study) Ⅱ 연구를 위한 분석 장비, 현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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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 온라인상에서 지역별 대기오염원을 확인할 수 있는 CHAPIS
(2004년)와 지역별 오염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AQMIS(2015년)를
개발해 문제 현상 파악 가능한 정보 제공 플랫폼 조성
※ CHAPIS(Community Health Air Pollution Information System),
AQMIS(Air Quality and Meteorological Information System)

- (비R&D) 35개의 지역 대기질 관리국(AQMD)의 활동을 가이드,
캘리포니아 전 지역의 대기질 개선 관련 법 제도 제정 및 실행
- (비R&D) 청정 자동차 및 연료, 온실가스 배출 저감 솔루션 등
대기 관리 정책을 실행
※ 연방 및 주정부 대기질 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대기질 관리 계획의
개발 및 채택, 장비, 산업 공정, 도료 및 용제, 소비자 제품을 포함한
다양한 배출원으로부터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규칙 제정, 대기질
규칙을 준수하도록 기업과 산업에 허가 발급

(조직) 1976년 남부해안대기질관리국(SCAQMD)* 설립
* 1975년 캘리포니아 남부 4개 카운티는 자발적으로 남부 캘리포니아
대기오염 통제지구(Southern California Air Pollution Control District)를
구성, 설립초기 자율적인 기구로서 규제 실행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1976년 법안이 통과돼 SCAQMD(South Coast Air Quality Management
District)로서 법적 기반을 얻게 됨

[그림 5-15] 남부해안대기질관리국(SCAQMD)의 4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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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 SCAQMD가 저가형 대기질 센서의 품질 검증 프로그램(Air
Quality Sensor Performance Evaluation Center, AQ-SPEC*)
운영
* 신뢰할 수 없는 센서에서 얻은 품질이 낮은 데이터가 주민들에게
혼동을 야기하고 저가 센서 기술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시작된 것으로 대기질 센서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대중에게
알림
※ 판매 중인 저가형 센서들의 측정 물질, 특징 등을 분석해 SCAQMD
홈페이지에 공개
※ 센서 기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SCAQMD와 California Air Pollution Control
Officers Association(CAPCOA), Bay Area Air Quality Management
District(BAAQMD)가 공동으로 대기질 파악 센서의 최신 정보를 공유하는
컨퍼런스도 개최
※ 2017년 9월 ‘Making Sense of Sensors’라는 주제의 대기질 센서 컨퍼런스
2017(Air Quality Sensor Conference 2017) 개최

[그림 5-16] 저가형 센서 설명

- (R&D) SCAQMD는 대기 독성물질과 발암 위험성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인 MATES(Multiple Air Toxics Exposure Study)를 30년간
지속적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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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988년 첫 번째 연구 보고서를 발표한 이래 지금까지 4회에
걸쳐 보고서를 발간했으며, 현재 다섯 번째 연구(MATES V) 진행 중

<표 5-4> MATES 연구 내용
구분

연구기관

최종보고서
도출시기

주요 내용

MARES Ⅰ* 1986~1987

1988년

∙ 벤젠과 크롬의 건강 영향 분석

MARES Ⅱ

1998~1999

2000년

∙ 디젤로부터 기인한 대기 독성이 전체 암 위험의
70%를 차지

MARES Ⅲ

2004~2006

2008년

∙ 항구 주변의 디젤 PM 위험이 높아짐

MARES Ⅳ

2012~2013

2015년

∙ 대기 독성물질로부터 기인하는 암 위험이
감소

MARES Ⅴ

2018~2020

진행 중

∙ 3년 간 181만 5,800달러 예산 투입

[자료] Multiple Air ToxicsExposure Study V(SCAQMD Administrative Committee, 2017.6.9.)

- (비R&D) 대기질 관리계획(Air Quality Management Plan)을 수립,
오렌지 카운티 전역과 LA, 리버사이드 및 샌 버나디노 카운티의
도시 지역의 대기질 관련 정책을 관장, 도로, 농경지, 축사 등
발생 환경별로 별도 배출량 기준을 설정
- (비R&D) 2010년부터 관할 구역 내 가장 교통량이 많은 도로들을
선정해 대기질 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도로변 대기 모니터링
네트워크 프로젝트(Near Road Air Monitoring Network) 시행
※ 4개 카운티, 38개 지역의 교통량, 차량 구성, 도로 설계 등을 고려해
시간당 NO2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도로변 12곳에 모니터링
스테이션을 설치하고 수치를 조사, 모니터링 결과 대기질이 좋지
않을 경우 대중에게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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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SCAQMD 홈페이지

[그림 5-17] 애너하임 및 LA분지와 비교한 도로변 NO2 양

- (비R&D) SCAQMD는 사전에 이메일을 등록해놓으면 계절에 맞는
대기질 관련 경보 및 정보를 보내주는 Air Alerts 프로그램 시행
※ Clean Air Choices 는 스모그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 매일
해당 지역의 대기질 상태를 보내주고 차량 구입 방법, 실내 대기질
관리 방법 등을 전송해주는 프로그램
※ Check Before You Burn은 겨울(11~2월)에 목재 소각을 금지하는 프로그램으로
PM2.5 농도(24시간 평균)가 30㎍/㎥에 이르면 경보가 발령되고 해당 지역에서는
목재 소각이나 벽난로 및 모닥불 사용 등이 금지되고 24시간 효력 지속

[그림 5-18] SCAQMD의 계절별 Air Alerts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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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학기술적 정보를 활용한 사회적 소통과 공감대 형성
대기질을 모니터링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인프라 구축
온라인상에서 지역별 대기오염원을 확인할 수 있는 CHAPIS(Community
Health Air Pollution Information System) (2004년)
- (구축시기) 2004년 CARB는 캘리포니아 내 35개 지역 대기질
관리국과 협력하여 오염원 확인을 위한 정보시스템 CHAPIS 구축
- (구축목적) 캘리포니아 내 35개 지역 대기질 및 대기 오염원 데이터
축적, 시기 및 지역, 해당 시설에 따른 오염원 정보 파악 가능
- (정보수집방법) 35개 관리국이 관할 지역의 오염 배출 시설에 대한
데이터를 CARB에 제공하고, 이를 통합하여 데이터베이스 작업 후
서비스 주소나 우편번호 등을 입력
- (제공하는 서비스) 지역의 대기오염 주요 원인, 이동 오염원과 고정
오염원 현황을 오염정도에 따라 최저~최대 지역별로 검색할 수
있으며, 아래 <그림 5-19>과 같이 지도에 표시하거나 차트 및 표로
제공

[그림 5-19] CARB Pollution Mapping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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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QMIS(Air Quality and Meteorological Information System)
- (구축시기) 2015년 11월부터 AQMIS(Air Quality and Meteorological
Information System)를 구축해 실시간 자료 및 과거 자료를 공개
- (구축목적) 일반국민이 실시간 오염도 정보를 확인하여, 대기질
예측을 하고 실외활동 시간을 조정 가능하도록 함, 천식을 가진
아이들이 언제 야외 활동을 하는 것이 안전한지 알 수 있게 됨
- (정보수집방법) 캘리포니아 전역에 있는 200여개 모니터링 센서에서
실시간 전송되는 데이터를 이용
- (제공하는 서비스) 연도별, 일자별, 시간대에 따라 아래 <그림 5-20>과
같이 오존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별 수치를 제공

[그림 5-20] AQMIS 화면

- (제공하는 서비스) AQMIS의 일환으로 ʻBreathe Well*ʼ은 2013년
모바일 웹사이트 오픈, 대기질 센서의 위치를 지도상으로 보여주며
약 150개 지역의 오존과 PM2.5 농도를 한 번에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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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모바일 정부 회의(Mobile Government 2013 conference)에서 베스트
앱 선정

[그림 5-21] Breathe Well 구동 화면

주민주도 오염도 측정 Purple Air 모니터링 시스템
- (구축시기) 2015년 캘리포니아의 대기오염 관련 시민단체인 CCA
(Coalition for Clean Air)가 저가형 대기질 측정 센서 개발사
Purple Air와 협력해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 오픈
- (구축목적) 개인들이 자신의 집 주변이나 학교, 직장 등 실내의
대기질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자 하나 이를 위한 제품이
부재, 정부가 운영하는 센서는 개수가 제한적이어서 주민들이
생활 공간 가까이에 설치해 대기질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저렴하고
부피가 작은 센서에 대한 필요성 제기
※ 기존 대기질 측정 센서는 개당 2만 달러 이상의 높은 가격인데다,
설치 및 운영을 위해서는 넓은 공간이 필요해 주로 정부에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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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수집방법) 미세먼지 데이터는 퍼플에어가 판매하는 저가형
센서를 구매한 소비자들이 직접 인터넷에 연결해 제공하는 형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제품을 원하는 곳에 부착하고 와이파이에
연결해 이름, 위치 등을 입력하면 모니터링 시스템에 측정된 수치가
실시간 자동 전송
※ 전 세계 1100개가 넘는 센서가 등록돼 있으며 이 중 30~40%가 미국
내에 위치

- (제공하는 서비스) 미세먼지 농도가 치솟는 경우 소셜미디어에
올리거나 주민들에게 직접 알람 전송

[자료] How Purple Air’s Founder Put Air Quality Monitoring In The Hands Of the Public(NPR,
2018.2.6.), 퍼플에어(www.purpleair.com)

[그림 5-22] 퍼플에어 측정 센서(좌)와 퍼플에어 모니터링 시스템(우)

고속도로 오염정보 제공(Freeway pollution map)
- LA타임즈가 2017년 고속도로변 주거에 따른 건강 위험성을 알리는
보도를 하면서 Freeway pollution map* 공개
* LA타임즈는 캘리포니아 공공 기록법(California Public Records Act)에
따라 LA시에서 2005년 건축 허가를 얻은 DB를 확보, 지역 및 지역
계획 기관 및 위성 이미지의 데이터를 사용, 고속도로 근처의 고공해
지역지도를 만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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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eeway pollution map에서는 지도 상에서 한 지점을 클릭하면
해당 지점의 고속도로와의 거리, 건강 위험성, 당국의 건물 건축
지침 등을 보여줌
※ LA타임즈 기자들이 USC에서 대여한 휴대용 공기 품질 센서 2개를
사용해 차량에서 방출되는 초미세입자를 측정하고 이 결과는 SCAQMD
및 USC의 과학자들이 검토

[그림 5-23] Freeway pollution map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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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시사점
캘리포니아 주와 LA 시의 공기질(대기오염) 관리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과학기술이 사회(비R&D 정책, 사회정책, 시민사회 활동 등)와 소통하거나
연계･협력하여 문제해결에 기여한 주요 사례를 통해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유형을 도출할 수 있었음
첫 번째 역할 유형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문제해결 성과가 창출되는 ʻ과학적 근거 기반의 법제도 개선ʼ
- 연구개발(R&D)을 통해 제도 개선의 과학적 근거를 확보
-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아동･청소년의 건강 보호, 드라이클리닝의
화학물질 사용 제한, 교통･농업･항만 분야의 대기오염물질 감소 등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신설하거나 개선함으로써 문제해결 성과 창출
두 번째 역할 유형은 문제 해결에 관한 추진체계의 구성과 활동에서
과학기술혁신과 사회혁신을 연계할 수 있게 하는 ʻ문제 중심의 거버넌스
구축 기반 제공ʼ
- 문제 해결 관련 조직이 연구개발(R&D)을 통해 규명됨 정확한
원인을 바탕으로 점차 세분화되고 전문적인 역할 수행이 가능하도록
복합적인 조직 체계로 발전
- 위원회 등 다양한 조직의 문제해결 활동에 연구개발(R&D) 관련
수단과 비연구개발 관련 수단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과학기술혁신과
사회혁신 간 연계 기반 구축
세 번째 역할 유형은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해결 방향의 공감
대형성을 돕는 ʻ과학기술적 정보를 활용한 사회적 소통･공감 기반
제공ʼ
- 과학기술적 방법론에 기반해 문제의 원인은 물론 발생 현황, 피해
방지 등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생성하고 정보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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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구성원과 공유함으로써 사회구성원들이 문제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돕고 해결 방안 모색과 해결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강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은 사회적 문제해결 시스템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시스템의 신설이나 혁신이 필요할 경우
문제에 대한 과학기술적 이해, 그리고 사회와 연계된 과학기술의 활용이
중요함
문제의 발생 원인에 대한 과학적 규명이 매우 중요하고, 이를 근거로
관련 법규제가 마련될 때 이에 기반해 추진되는 다양한 문제해결 활동과
문제해결 시스템 구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음
- 사회문제에 관한 최상위 사회경제적 정책 및 관련 시책에서 과학
기술적 방법론을 활용해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 수단을 마련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노력에서 과학기술과 사회적 측면이 분절
되어서는 안되며, 과학기술적 노력은 그 결과물이 문제 현장에서 적용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문제해결 추진 주체별로 과학기술과 사회적 측면의
활동을 동시에 또는 병행할 수 있어야 함
- 거버넌스 및 추진체계 구성 및 활동의 근거가 되는 법제도 단계에서
과학기술 정책과 사회 정책이 분리되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
거대 사회문제일수록 사회적 시스템의 변화 범위가 크고 사회구성원의
참여가 필수적일 수 있으므로, 과학기술을 통한 정확한 정보를 생상하고
공유함으로써 문제해결 과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
- 과학기술에 기반해 문제의 원인, 현상, 피해 규모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문제해결의 어려움과 해결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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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함으로써, 정부의 노력뿐 아니라 민관협력, 사회적 참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문제해결 역량 향상을 지향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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