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귀하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의 안정적 운영 및 효율화 방안”(연구개발기간：2021.2.11.~
2022.2.10.) 과제의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2. 2.
주관연구기관명: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주관연구기관책임자:

이 도 형 선임연구위원
변 순 천 선임연구위원
고 윤 미 연구위원
배 용 국 연구위원
홍 세 호 연구위원
양 은 진 부연구위원
이 희 창 부연구위원
김 승 기 위촉부연구위원
김 다 은 연구원
김 민 재 전문관리원
김 유 신 전문관리원
김 태 윤 전문관리원
이 양 경 위촉연구원
정 미 나 위촉연구원
정 지 은 위촉연구원

보고서 요약서
과제고유번호

혁신정책2021-020

2021.2.11. – 2022.2.10.

연구기간

사업명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

세부사업명

-

연구사업명
연구과제명

과학기술혁신정책 조정 활성화를 위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및 정책포럼 구성·운영

연구책임자

이 도 형

총 연구비

500,000천 원

연구기관명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참여기업명

국제공동연구

-

(상대국 연구기관명:) -

위탁연구

-

(연구책임자) -

9대 성과 등록･기탁번호
구분

논문

특허

보고서
원문

연구시설
･장비

기술요약
정보

소프트
웨어

화합물

생명자원
생명
생물
정보
자원

신품종
정보

실물

등록･기탁
번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연구시설･장비 현황
구입기관

연구시설･
장비명

규격
(모델명)

수량

구입연월일

구입가격
(천원)

구입처
(전화)

비고
(설치장소)

NTIS
등록번호

-

-

-

-

-

-

-

-

-

요

약

■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운영 성과
- 과학기술 분야의 범부처 장관급 상시 협의체로서 주요 정책현안 및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부처간
협의‧조정을 통해 국가 전반의 혁신 역량 고도화
-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 과제기간 중 5회 개최하여, 총 17건의 안건 보고, 심의･확정 및 토론
- 실무조정회의 : 과제기간 중 5회 개최하여, 총 17건의 안건 사전검토
■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주요 정책의제 발굴과 정책 현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정책자문 포럼 구성･운영
- 과학기술계 주요 단체장이 참여하는 회의체를 구성하여 혁신본부의 정책 아젠다 및 기관별 중점 정책과제
발제 및 토론
- 글로벌 기술블록화 정세에 대응하여 핵심기술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수립 중인 주요 정책에 대한 현안
토의 및 정책자문 추진
- 주요 단체장 정책자문 포럼 : 총 2회 개최
- 과학기술 전문가 정책자문 포럼 : 총 5회 개최
- 발제자료, 주요 토론내용, 정책적 시사점 등 다양한 논의를 바탕으로 신규 정책과제 발굴 및 과학기술
기본계획, 국가 R&D 혁신방안, 기술분야별 대응전략, 국가필수전략기술 등 과학기술 정책 수립에 반영

요약문

요 약 문
■ 목적
- 효율적 과학기술 정책 조정 및 부처 간 협력을 위해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의 비전 및 역할을 정립하고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운영방향 연구 필요
-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주요 정책의제 발굴과 정책 현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정책자문 포럼
구성･운영
■ 내용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관계부처간 협력/조정을 촉진하고 국가기술혁신시스템 고도화 및 정책
효과성 제고에 기여
- 과학기술분야 현안 조정을 위한 장관급 상시 협의체로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과학기술관계
장관회의 효율적 운영방향 수립
- 과학기술계 주요 단체장이 참여하는 회의체를 구성하여 혁신본부의 정책 아젠다 및 기관별 중점
정책과제 발제 및 토론
- 과학기술 정책･기술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수립 중인 주요 정책에 대한 현안토의 및 정책자문
추진
<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실적 >
■ 과제기간(’21.2.11~’22.2.10) 중 5회 개최하여 총 17 건의 안건 보고, 심의･확정 및 토론

연구개발성과

회의일자

참석자

안건명

관련 부처

상정 형태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

과기정통부 외
7개 부처

토론
(민간발제)

제16회
(2021.3.31.)

부의장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 외
14명

첨단 지상파항법시스템(eLoran) 상용화 추진계획

해수부 외 1개
부처

보고

탄소중립 연구개발 투자방향

과기정통부 외
11개 부처

서면보고

양자 기술 연구개발 투자전략

과기정통부

토론
(민간발제)

한반도 토종식물자원 생명정보 빅데이터 구축전략

농촌진흥청 외
5개 부처

토론
(민간발제)

대덕특구 재창조 종합계획(안)

과기정통부 외
6개 부처

보고

도전적 연구개발 추진 고도화 전략

과기정통부 외
5개 부처

보고

자원기술 R&D 투자 로드맵

과기정통부 외
3개 부처

서면보고

R&D 우수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추진경과 및 향후 과기정통부 외
계획(안)
10개 부처

서면보고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기술혁신 로드맵(안)

과기정통부 외
11개 부처

토론
(민간발제)

바이오헬스 규제과학 발전전략(안)

식품의약품안
전처 외 12개
부처

토론
(민간발제)

이차전지 R&D 고도화 전략(안)

과기정통부 외
5개 부처

보고
(비공개)

부의장
(과학기술
제17회
정보통신부
(2021.4.30.)
장관) 외
13명

제18회
(2021.6.15.)

부의장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 외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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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일자

참석자

제19회
(2021.8.26.)

부의장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 외
12명

제20회
(2021.12.22.)

안건명

관련 부처

상정 형태

뇌 연구개발 투자전략(안)

과기정통부 외
4개 부처

토론
(민간발제)

해양수산 5대 기술혁신 전략(안)

해수부 외 5개
부처

보고

국가필수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보호 전략(안)

과기정보통신
부 외 12개
부처

토론
(민간발제)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중장기 로드맵(안)

해수부 외 3개
부처

보고

Horizon Europe을 통한 EU와 협력강화 방안(안)

과기정통부 외
3개 부처

보고
(비공개)

의장
(국무총리)
외 16명

■ 시사점
- 탄소중립, 양자기술, 뇌 연구개발 등 주요 연구분야와 국가필수전략기술 및 EU 협력 등 국정
현안 관련 안건을 토의하고 범정부적 대처방안 수립
< 실무조정회의 개최 실적 >
■ 과제기간(’21.2.11~’22.2.10) 중 5회 개최하여 총 17건을 보고 및 논의하여 과학기술관계
장관회의 개최 전 안건 조정 및 사전논의를 위한 기능을 충실히 수행
회의일자

참석자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의장) 외
제16회
각 부처 R&D 담당 실ㆍ국장 등
(2021.3.22.)
13명

안건명

관련 부처

탄소중립 연구개발 투자전략

관계부처 합동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

관계부처 합동

첨단 지상파항법시스템(eLoran) 상용화 추진계획 관계부처 합동
양자 기술 연구개발 투자전략

과기정통부

한반도 토종식물자원 생명정보 빅데이터 구축전략 관계부처 합동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의장) 외
제17회
각 부처 R&D 담당 실ㆍ국장 등
(2021.4.20.)
19명

대덕특구 재창조 종합계획(안)

관계부처 합동

도전적 연구개발 추진 고도화 전략

관계부처 합동

자원기술 R&D 투자 로드맵

관계부처 합동

R&D 우수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추진경과 및
관계부처 합동
향후계획(안)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의장) 외
제18회
각 부처 R&D 담당 실ㆍ국장 등
(2021.5.31.)
17명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의장) 외
제19회
각 부처 R&D 담당 실ㆍ국장 등
(2021.8.10.
15명
~8.13.)
(서면회의)

CCU 기술혁신 로드맵(안)

관계부처 합동

바이오헬스 규제과학 발전전략(안)

관계부처 합동

이차전지 R&D 고도화 전략(안)

과기정통부

뇌 연구개발 투자전략(안)

관계부처 합동

해양수산 5대 기술혁신 전략(안)

관계부처 합동

국가 첨단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보호 전략
관계부처 합동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의장) 외
제20회
각 부처 R&D 담당 실ㆍ국장 등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중장기 로드맵(안)
관계부처 합동
(2021.12.3.
16명
~12.8.)
(서면회의)
Horizon Europe을 통한 EU와 협력강화 방안(안) 관계부처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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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 과학기술계 주요 단체장 정책자문 포럼 >
■ 개최 실적
회의명

일시

내용

제1회 과학기술계 주요
단체장 포럼

2021.02.26./
14:30~16:00

혁신본부 4년차 정책과제 및 22년도
국가R&D 투자방향

제2회 과학기술계 주요
단체장 포럼

2021.04.23./
10:00~11:40

저출산‧고령화 대비 우수 해외인재 유치방안

합계

참석자
주요단체장(7인)
과기정통부(4인)
KISTEP(4인)
주요단체장(10인)
과기정통부(4인)
KISTEP(4인)

총 2 회

■ 시사점
- 과학기술계의 고질적 이슈 및 혁신본부가 지향할 정책과제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한 아젠다
발굴, 혁신본부를 중심으로 발제자료를 마련하여 심층 논의 추진
- 경제･산업, 사회･지역, 인재･교육, 혁신기술, 정책･혁신 등 분야의 정책현황 및 향후 과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단체･기관의 장으로 포럼 구성
- 관계 분야 정책 현황 및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발제자료를 마련하는 단계에서부터 과학기술혁신
본부와 참여 단체 및 기관 간 긴밀한 협조 체계 강화 필요
< 글로벌 전략기술 포럼 >
■ 개최 실적
회의명

일시

내용

제1회 글로벌
전략기술 포럼

2021.03.04./
15:00~16:50

양자컴퓨팅 대응전략(안)

제2회 글로벌
전략기술 포럼

2021.04.14./
15:00~16:50

인공지능 대응전략(안)

제3회 글로벌
전략기술 포럼

2021.05.14./
9:30~11:30

이차전지 R&D 고도화 전략(안)

제4회 글로벌
전략기술 포럼

2021.06.25./
10:00~11:30

합성생물학 기술 선제적 대응전략(안)

제5회 글로벌
전략기술 포럼

2021.08.11./
15:00~16:50

PIM 인공지능 반도체 육성 전략방향(안)

합계

-

참석자
산학연전문가(9인)
과기정통부(7인)
KISTEP(5인)
산학연전문가(11인)
과기정통부(6인)
KISTEP(3인)
산학연전문가(11인)
과기정통부(4인)
KISTEP(3인)
산학연전문가(9인)
과기정통부(7인)
KISTEP(3인)
산학연전문가(12인)
과기정통부(4인)
KISTEP(3인)

총 5 회

■ 시사점
- 양자컴퓨팅, 인공지능, 이차전지, 합성생물학, AI반도체 등 파급력 혹은 기대효과가 큰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기술 및 산업 현황,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정책 방향 등을 검토
- 효과적인 이슈 및 아젠다 발굴을 위한 방법 검토를 지속하고, 정책 인큐베이팅 과정에 전문가를
참여하는 정책 포럼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
(기대효과)
국문핵심어
(5개 이내)
영문핵심어
(5개 이내)

■ 발제자료, 주요 토론내용, 정책적 시사점 등 다양한 논의를 바탕으로 신규 정책과제 발굴
및 과학기술 정책 수립에 반영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과학기술 정책 조정

과학기술정책

포럼

정책 인큐베이팅

S&T-related
ministers’ meeting

S&T policy

Forum

Policy Incubating

S&T policy
coord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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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장 서론

제 1 장 서론
제1절. 개요
1. 배경 및 필요성
☐ 국가 전반의 혁신역량 고도화를 위한 「국가R&D 혁신방안(안)」(2018.7,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의 후속조치로 국가 R&D혁신을 위한 부처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복원 제시
ㅇ 국가 R&D 혁신방안에서는 4차 산업혁명, 삶의 질 향상 등 새로운 정책수요를 반영한 국가과학
기술혁신모델(NIS2.0)을 제시하고, R&D 성과를 경제･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기 위해 전략적인
범부처 대응체계로의 전환 강조
☐ 효율적인 과학기술 정책조정 및 부처간 협력을 위해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내실있는 운영 방향 연구 필요
ㅇ 향후 과학기술 분야 범부처 정책 조정 기능 보강을 위해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운영방향 연구 필요
-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참여부처 및 관련 현장부처와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부처에서 수행
하는 정책 현안 및 부처간 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
- 과학기술 기반의 국정운영 및 국내외 정책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이슈 및 범부처
협력 이슈를 발굴하고, 발굴 이슈의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논의를 통한 부처 간 협조 및
조정 촉진
☐ 과학기술 정책 수립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회･경제적 변화와 이슈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 현안 및 정책과제 발굴이 필요한 상황
ㅇ 환경변화에 따른 과학기술 관련 이슈 및 대응과제 발굴을 위해 우리나라 현재 상황에 맞는
과학기술 및 혁신에 대한 정책적 논의 필요
ㅇ 과학기술 및 혁신에 관련된 다양한 경제･사회 혁신주체들의 의견 수렴과 논의를 바탕으로
제반 상황을 진단하고 우리 현실에 적합한 정책과제의 발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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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 간 기술패권 경쟁 구도 및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의 영향으로 글로벌 기술블록화가 본격화됨에
따라 국가적 위기 관리 및 경쟁력 확보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시급한 상황
ㅇ 각국은 첨단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는 등 산업 전환
및 경제･기술안보 강화에 노력을 지속 중
ㅇ AI, 반도체, 양자 및 바이오 기술 등 유망 첨단기술 분야의 파급력과 그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사회･경제･안보 등 국가적 영향력이 주목되는 기술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

2. 목표
☐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의 효율적 운영·지원을 통해 관계부처간 협력 및 조정을 촉진하고
국가기술혁신시스템 고도화 및 과학기술정책 효과성 제고에 기여
ㅇ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참여부처 및 현장부처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부처의 정책현안
및 조정 수요를 파악하고 안건을 발굴하여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의 효율적인 운영 유도
☐ 과학기술혁신 관련 주요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 현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상시적 의사소통
체계 구축
ㅇ 과학기술 관련 주요 현안 및 정책 분야와 관련된 기관을 중심으로 의제를 발굴하고,
혁신본부의 역할과 관련된 주제를 마련하여 발표 및 심층토론을 진행하는 논의의 장 마련
ㅇ 과학기술 정책･기술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여 수립 중인 주요 정책에 대한 현안
토의 및 정책자문 추진

3. 추진체계 및 방법
☐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ㅇ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의 위원부처 및 현장부처에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지원팀은 검토 및 토론을 위한 회의 운영 담당
- 상정 안건은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발굴한 이슈, 혹은 장관회의의 장(총리)의 주문에 기반을
두고 마련
- 사전 실무조정회의에서 안건을 검토하여 부처간 정보 공유 및 쟁점 발굴
-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한 안건 중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슈를 제기한
경우에는 정부부처에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의 검토 및 토론 내용을 반영하여 다시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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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KISTEP은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및 실무조정회의 운영 지원, 아젠다 발굴 및 심화 등의
기능 수행

상정 안건의 검토 및 토론
과학기술정책과
(과학기슬정보통신부)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운영지원

이슈제기

↑ 운영지원

정부부처
안건검토･상정

KISTEP
실무조정회의
운영방향(안) 수립
과기분야 이슈 발굴
이슈 심화

안건상정
※ 검토･토론내용 반영

[그림 1-1]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추진체계
※ 출처: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의 효율적 정착 및 발전방안(2018)

☐ 과학기술계 주요 단체장 정책자문 포럼
ㅇ 과학기술 분야 주요 단체장*이 참여하는 회의체를 구성하여 정책 아젠다를 발굴하고, 그에
대한 정책과제 발제 및 토론
* 산업부 R&D전략기획단, CTO클럽,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협의회, 한양대학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과학기술한림원, 과학기술출연기관장협의회,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대전광역시청

- 혁신본부 및 KISTEP이 발제 자료를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해당 논의주제와 관련된 기관의
의견을 반영
ㅇ 미래 사회를 준비하기 위해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주력해야 할 정책 방향 설정 및 과제 발굴
☐ 글로벌 전략기술 포럼
ㅇ 과학기술정책 관련 전문가가 고정적으로 참석하고, 기술별 산학연 전문가를 회차별로 초빙
하는 회의체를 구성
ㅇ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마련하는 글로벌 기술블록화 대응전략 초안에 대한 점검 및 심층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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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제1절.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요
1. 추진배경 및 설치근거
☐ 추진배경
ㅇ ｢국가R&D 혁신방안(안)｣의 후속조치로 국가 R&D혁신을 위한 부처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대통령께서 참여정부의 ʻ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ʼ 복원 제시
◆ “R&D혁신이 논의를 넘어 실행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총리 의장, 과기부장관 부의장 체제로
신설하여 이행력을 확보하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할 것”
(2018.7.26.,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회 전원회의 시 VIP 말씀 中)

☐ 추진 경과
ㅇ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구성･운영방향 국무조정실 협의 : 2018.7.27.~9.5.
ㅇ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운영규정(대통령 훈령)｣ 제정 : 2018.10.5.
- 관계부처 협의(8.31.~9.10.), 법제처 심사(9.11.~9.17.), 대통령 재가(9.27.), 관보 게재(10.5.)
ㅇ 제1차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실무조정회의 개최 : 2018.10.5.
☐ 설치근거
ㅇ 국가 과학기술혁신 분야의 중요 정책 조정과 주요 현안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ʻ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규정ʼ을 대통령훈령 제391호로 제정(2018.10.5.)
(붙임1)

2. 구성 및 기능
☐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구성
ㅇ 의장 : 국무총리
ㅇ 부의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9
╺╺╺

과학기술혁신정책 조정 활성화를 위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및 정책포럼 구성･운영

ㅇ 위원 :
- 과학기술혁신 관련 부처의 장관인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12개 부처)
- 국무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의 과학기술 정책을 보좌하는 보좌관, 과학기술혁신본부장(간사위원)
※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참석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현장부처 참여)

☐ 실무조정회의
ㅇ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
ㅇ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진행하고,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거나 상정안건과 관련된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구성원으로써 회의에 참여
☐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의 기능
ㅇ 국가 과학기술혁신과 관련하여 정부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현안사항과 주요 정책을 효율적
으로 심의･조정하여,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설치
ㅇ 다음 사항을 심의 및 조정함
- 국가 과학기술혁신 분야의 동향 점검 및 정책 발전방향 설정 등 과학기술혁신 정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국가 과학기술혁신 체계 고도화를 위한 범부처 협력과제 및 중장기 이슈 발굴과 관련한 사항
- 국가 과학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처 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하는 국가 과학기술혁신 분야에 관한 안건 및 보고사항

3. 운영체계
< 개요 >
☐ 운영주기：매월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
☐ 운영체계：의장(분기별 1회 이상) 또는 부의장이 주재하는 장관회의와 실무조정회의(과학기술혁신
본부장 주재)로 구성
ㅇ (장관회의) 의장(분기별 1회 이상) 또는 부의장 주재 회의로 구분하여 운영
- (의장 주재) 부처별･분야별 혁신전략 등 Top-down 성격의 중요 이슈에 대한 의사결정
및 방향설정 기능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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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장 주재) 부처 간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Bottom-up 방식으로 범부처 협력과제 및 중장기
이슈 발굴･논의, 신속한 이행 등 기능 수행
ㅇ (실무조정회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의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1급 참여
- 사전 안건 발굴 및 검토, 장관회의 안건 실행을 위한 부처 간 실무 협의 기능 등 수행
- 실무조정회의는 장관회의 2주 전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조정
☐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의 운영 방향
ㅇ 국가R&D 혁신 전략들의 신속한 의사결정･실행기구
- ｢국가R&D 혁신방안｣의 세부 추진 과제들과 부처별･분야별 혁신전략, 선도사업, 규제개선
등과 관련된 사항을 관계부처 장관들이 모여 속도감 있게 의사결정
ㅇ 혁신성장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나가는 조력자
- 혁신성장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R&D부터 사업화･규제까지 연구개발성과의 경제･사회적
확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실행
* R&D 상세기획, 관련 법･제도･규제 등 개선, 인력 양성, 관련 서비스 개발･확산 등

ㅇ 과학기술로 국민 생활현장의 문제 해결
- 과학기술혁신 관련 규제, 제도개선 등 현안이슈 및 국민 생활현장에서 제기되는 이슈 등에
대한 허심탄회한 토론을 통해 법령에 의해 정해진 안건을 사전에 조율하여 확정하는 기존
회의체의 운영방식을 벗어나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활발한 토론 진행
< 표준 진행절차 및 부처별 역할 >
☐ 표준 진행절차
ㅇ 의장(국무총리) 주재 회의
- 소요 시간/장소 : 1시간 30분 내외 / 서울정부청사(원칙), 필요 시 변경 가능
- 자유로운 분위기의 회의 진행을 위해 ʻCasual Meetingʼ 방식 또는 다과 또는 간단한 점심
제공을 포함한 ʻBrown Bag Meetingʼ 방식 등 도입 고려
- 안건 수 : 3개 내외(보고･심의안건 1~2개, 토론안건 1~2개)로 하되, 토론안건의 경우 생산적인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 이슈나 부처의 관심이 큰 주제를 선정하고 사전논의를 통해
쟁점, 핵심메세지 등 구체화
- 토론 진행방식 : 쟁점에 따라 장관들이 토론을 진행하되 필요 시, 해당 분야의 권위자,
이해관계자 등 민간전문가를 초청하여 쟁점을 발제
ㅇ 부의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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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주재 회의보다는 자유로운 장소와 분위기에서 격식에 구애받지 않고 회의 진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또는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회의의 조정자(moderator)로서 자유로운
토론 분위기 조성, 발언 유도, 의견 조율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이를 위하여 원탁 토론(Round
table discussion), 난상토론(브레인스토밍) 등 다양한 방식 고려
ㅇ 실무조정회의(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
- 매달 장관회의 2주 전에 개최하여, 안건의 사전 조율･실무협의, 토론을 위한 사전 정보
제공, 현장이슈 제기 및 안건 발굴 등 진행
☐ 부처별 역할
ㅇ (각 부처) 과학기술 혁신 의제 발굴 및 안건 상정
- 부처별 주요 안건을 포함하여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쟁점이슈와 범부처 협업과제 적극 발굴
-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의 위원이 아닌 부･처･청 및 민간전문가의 안건도 적극 상정
- 안건의 유형(보고･심의안건, 토론안건)에 따라 필요한 협의 및 조율 절차를 준수하여 안건 상정
※ (보고･심의안건) 동향, 추진현황 등을 보고하거나 또는 장관회의에서 심의･조정하여 확정･완료되는 안건으로, 의장 및
간사기관의 사전검토 등에 적극 협조(실무조정회의를 통해 추진방향을 사전 협의하고 관계부처 의견 반영)
※ (토론안건) 사회적 합의 또는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안건으로 부처 간 협의 전이라도 토론안건으로 상정하여 추진방향
등 도출(필요 시 토론결과를 바탕으로 추진계획을 구체화하여 장관회의에 재상정하는 단계적 협의 진행)
< 토론안건 단계적 협의 진행 절차(필요시) >
◇ (1단계) 부처 자체 발굴 또는 외부전문가를 통하여 토의할 의제를 제시하고, 장관회의를 통하여 자유롭게 토론,
전반적인 방향성 설정
◇ (2단계) 설정된 방향을 토대로 부처 내부 논의･구체화 등의 과정을 거치고, 그 결과물(실행(안), 개선(안) 등)을
장관회의에 다시 상정하여 심의･조정

ㅇ (과학기술혁신본부) 의제 발굴 경로 다양화 및 안건의 실효성 확보 조치
- 민간 전문가를 활용한 의제발굴 시스템을 구축하여, 개별부처 차원에서는 제안이 어렵거나
갈등 소지가 있는 현장이슈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민간전문가 토론 등을 통해 의제화
- 과학기슬관계장관회의의 협의･조정사항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예산배분･
조정 등 적극 반영
- 필요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상정 안건의 후속조치를 타 회의체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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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 실적
1. 개요
☐ 연구기간 중(2021.2.11.~2022.2.10.) 5회 개최하여, 총 17건의 안건 보고 및 토론
<표 2-1> 본 과제 연구기간 중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실적
회의일자

참석자

제16회
(2021.3.31.)

부의장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 외
14명

부의장
제17회
(과학기술정보
(2021.4.30.) 통신부장관) 외
13명

제18회
(2021.6.15.)

제19회
(2021.8.26.)

제20회
(2021.12.22.)

부의장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 외
15명

부의장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 외
12명

의장(국무총리)
외 16명

안건 명

관련 부처

상정 형태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

과기정통부 외 7개 부처

토론
(민간발제)

첨단 지상파항법시스템(eLoran) 상용화 추진계획

해수부 외 1개 부처

보고

탄소중립 연구개발 투자방향

과기정통부 외 11개
부처

서면보고

양자 기술 연구개발 투자전략

과기정통부

토론
(민간발제)

한반도 토종식물자원 생명정보 빅데이터 구축전략

농촌진흥청 외 5개 부처

토론
(민간발제)

대덕특구 재창조 종합계획(안)

과기정통부 외 6개 부처

보고

도전적 연구개발 추진 고도화 전략

과기정통부 외 5개 부처

보고

자원기술 R&D 투자 로드맵

과기정통부 외 3개 부처

서면보고

R&D 우수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안)

과기정통부 외 10개
부처

서면보고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기술혁신 로드맵(안)

과기정통부 외 11개
부처

토론
(민간발제)

바이오헬스 규제과학 발전전략(안)

식품의약품안전처 외
12개 부처

토론
(민간발제)

이차전지 R&D 고도화 전략(안)

과기정통부 외 5개 부처

보고

뇌 연구개발 투자전략(안)

과기정통부 외 4개 부처

토론
(민간발제)

해양수산 5대 기술혁신 전략(안)

해수부 외 5개 부처

보고

국가필수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보호 전략(안)

과기정보통신부 외
12개 부처

토론
(민간발제)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중장기 로드맵(안)

해수부 외 3개 부처

보고

Horizon Europe을 통한 EU와 협력강화 방안(안)

과기정통부 외 3개 부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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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가. 제16회
(1) 회의 개요
☐ 일시 : 2021년 3월 31일(수), 14:00∼15:10
☐ 장소 : 정부서울청사-세종청사 영상회의
☐ 회의 주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부의장)
(2) 상정안건 및 결과
<표 2-2> 제1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상정안건 및 결과
번호

안건 명

제출부처

처리결과

1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

관계부처 합동

원안의결

2

첨단 지상파항법시스템(eLoran) 상용화 추진계획

과기정통부, 해수부

원안접수

3

탄소중립 연구개발 투자방향

관계부처 합동

원안접수

(3) 논의결과 및 상정안건별 주요 논의사항
☐ 논의결과
ㅇ (상정안건) 총 3건의 안건을 원안 의결(제1호 / 심의)·접수(제2호~제3호 / 보고)
☐ < 1호 :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 >
ㅇ (전략·정책간 연계) 기술혁신추진전략과 투자전략간 연계 및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부처간·과제간 연계 필요(국조실, 환경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투자우선순위 설정(BH
과기보좌관)
ㅇ (투자 확대) 수소연료 보조금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수소 생산 기술개발(국토부), 친환경
선박·탄소흡수형 연안생태계 등 해양수산 분야 탄소중립 기술개발사업(해수부), 기업 투자
유도를 위한 민간부담금·기술료 저감(산업부)
- 기술개발 목표가 명확한 4대 다배출 업종의 경우 신속한 예타 추진(산업부)
☐ < 2호 : 첨단 지상파항법시스템(eLoran) 상용화 추진계획 >
ㅇ (eLoran 활용 확대) eLoran은 GPS의 백업 시스템으로 위성한법시스템의 전파교란 취약성을
보완할 수 있으며, 해상뿐 아니라 육상에서의 다양한 활용을 위한 지원 예정(해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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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제1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안건 요약(비공개 제외)
1호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안)」

□ 소관 부처
ㅇ 기재부, 산업부, 국토부, 중기부, 과기정통부(주관), 환경부, 해수부, 산림청
□ 추진 배경
ㅇ 현실로 다가온 기후위기*, 국제사회는 보다 강력한 대응을 추진
* 미국은 피해액 10억$ 이상 태풍, 폭우 등 기상재해가 ʼ20년에 22건으로 사상 최다 발생

- 세계는 보다 강화된 목표인 “2050 탄소중립”으로 지향점 전환 중
※ EU(ʼ19.12월)‧中(ʼ20.9.22)‧日(ʼ20.10.26)‧韓(ʼ20.10.28) 등 주요국 탄소중립 선언

ㅇ 도전적 과제*인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 추진, 기술혁신이 관건
* (우리의 여건) 탄소중립까지 기간 촉박, 제조업 비중 및 화력발전 비중 高

- 탄소중립 실현에 新기술 개발‧상용화를 통한 혁신이 필수적
※ 2070년까지 세계 에너지 분야 CO2감축 中 34%가 기술혁신에 의한 것(ʼ20, IEA)

➡ 혁신기술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의 부담을 경감하고,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기술혁신 전략 필요
□ 글로벌 탄소중립 정책 및 시장 동향
ㅇ 주요국은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규제 강화 움직임
※ 탄소국경세 도입(EU ʼ23년, 美 ʼ25년), 플라스틱세 및 자동차 배출규제 강화(EU ʼ21년) 등

- 철강, 자동차 등 국내 주요 수출업종 경쟁력에 영향 가능
※ 민간 부문에서도 투자 시 ESG기준의 평가 도입, RE100 목표설정 등 저탄소 전환 요구

ㅇ 주요국은 탄소 비용 상승을 친환경 신산업 성장의 기회로 활용
-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기회로 에너지 신산업‧시장 창출 가속화
※ (EU) ʼ30년 재생E 비중 32%로 확대, (日) ʼ30년 해상풍력 10GW, 수소 300만톤 공급 목표

- 고탄소 업종 전환 지원을 포함한 탈탄소 정책‧투자 적극 추진
※ (EU)에너지집약산업 지원을 위한 新산업전략 수립, “배출권거래제혁신기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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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탄소중립 투자 계획>
▶ 유럽 그린딜 투자 : 향후 10년간 EU 다년 예산 중 25%(5,030억 유로)를 기후·환경 사업에 배정
▶ 호라이즌 R&D 투자 계획 : ’21년~’27년 동안 약 1,000억 유로의 예산 투입 예정
* 배터리, 수소, 재생에너지, CCUS, 에너지시스템 혁신, 저탄소 교통 등에 투자

□ 우리나라 탄소중립 추진 현황 및 시사점
➊ (배출현황) 온실가스 배출량은 ʼ18년까지 주요 부문에서 지속 증가
- 선진국 대비 높은 석탄발전 비중*과 에너지 집약적 산업구조**
* 주요국 석탄발전량(TWh, ʼ10 → ʼ19) : (美)1,994→1,076 (EU)755→475 (韓)199→225
** 제조업/에너지多소비업종 비중(%, ʼ19) : (EU) 16.4/5.0, (美) 11.0/3.7, (韓) 28.4/8.4

☞ (시사점) 무탄소 발전원 확대, 다소비 산업 전환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온실가스
감축역량을 확보하는 혁신기술 개발 시급
➋ (연구개발) 선도국 대비 기술수준은 80%로 추격 그룹에 해당
※ 탄소중립 관련 정부R&D 투자 : (ʼ17) 0.92조원 → (ʼ21) 1.60조원(연평균 14.8% 증)
※ 태양광 88%, 수소제조 80%, 산업 효율화 81.5%, CCUS 78% 등

- 신기술 사업화율은 30% 수준(ʼ18)으로 성과확산에는 한계
☞ (시사점) 중장기 지원으로 기술역량을 지속적으로 축적 중이나, 상용화에는 한계 →
현장적용에 이르는 가시적 성과 창출 필요
❸ (산업) 정부 주도로 新시장 형성* 중이나, 영세규모**로 경쟁력 한계
* RPS 등 지원을 통해 재생에너지 신규 보급 확대(ʼ17년 2.1GW → ʼ19년 4.5GW)
** 예)수소산업 분야 중소기업 비중 86%, 투자 비중은 대기업/중견기업(59.5%)에 집중

- 저탄소 산업혁신을 추진 중*이나, 민간의 적극적 참여‧협력 필요
* 제조업혁신전략(ʼ18)을 통해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4개 산업별 맞춤형 고부가가치화 추진

☞ (시사점) 자생할 수 있는 신산업 창출 및 고배출 산업 전환 가속 필수 → 민간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생태계‧기반 조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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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 및 추진전략
기술 혁신으로 2050 대한민국 탄소중립 견인
< 혁신적 탄소감축 수단을 지속 공급하는 기술혁신 생태계 마련 >

비전

정책목
표

글
글로벌
로벌 선도기술 확보

탄소
탄소중
중립
립 기술
기술 확산

저탄소
저탄소 新산업
新산업 창출

’40년 선도국 대비 95%

’50년 산업 무탄소 전환

탄소 신산업 생태계 구축

범부처 협업을 통해 혁신기술이 상용화로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 강화
기술개
발

 [핵심기술] 탄소중립 기술혁신 10대 핵심기술 개발 전략 제시
 [R&D 실행] 범부처 탄소중립 R&D사업 기획·착수

생태계
조성

 [新산업 창출] 핵심기술 상용화 집중 지원
 [민간 주도 전환]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환경 조성
 [R&D 기반 강화] 인력양성 및 법‧제도 기반 강화

□ 주요 내용
 탄소중립 기술혁신 10대 핵심기술 개발 전략 제시
ㅇ 탄소중립에 핵심적 기여가 가능한 10대 핵심기술을 전략적 개발
※ LEDS 연계성, 감축 기여도 등 바탕으로 선정 → 기술개발 목표 및 달성로드맵 설정

국가 상위계획 연계성
LEDS 부문별 비전‧이슈

태양광 초고효율화

/

온실가스 감축기여도
부문‧분야별 배출 비중 고려

풍력 대형화

주력산업 연관성 분석
주력산업 연계기술 수요 반영

수소 전주기 기술 확보

바이오에너지 선도기술 확보

전략 중국 저가화 공세 대응 전략 기술경쟁력 저조 극복 전략 탄소중립 핵심수단 → 전략 보급‧활용 저조 극복 →
→ 초고효율化 및 응용처 확대
→ 육‧해상 대형풍력 국산화
단가저감, 안정적 공급기술 확보 다양한 연료기술 경제성 확보
목표

효율 27%→(’30)35%

목표

목표

용량 5.5MW→(’30)15MW

철강‧시멘트 산업 저탄소 전환

충전단가 7천원→(’30)4천원/kg

목표

저탄소 차세대 석유화학 구현

화석연료 대비 가격 150%→(’30)100%

산업공정 효율 극대화

전략 탄소배출 비중 高 → (단기)저탄소 연료‧원료 대체기술 및 (장기) 전략 공정 효율향상은 한계 → 전략 高GWP 공정가스 사용 →
수소환원제철 기술 확보
저탄소 원료, 공정 전기化 기술확보
배출제어 고도화, 대체가스 확보
목표

목표

(철강) 수소 0%→(’40)100% 사용, (시멘트) 연료 24%→(’40)65% 대체

무탄소 차세대 수송 기술

탄소중립 건물 기반 기술

기존제품 대비 가격 150%→(’40)100%

디지털화 기반 효율 최적화

목표

저감효율 80%→(’40)95%

CCUS 상용화 기술 확보

전략 성능 경쟁 심화 대응 → 전략 제로에너지건물 의무화 → 전략 전력소비 증가 → ICT 전략 경제성‧상용화 불확실성 →
고성능 전원 및 고속 충전기술 확보
단위설비, 운영 최적화 기술 확보
고효율화, 차세대전력망 확보
혁신소재‧대형화 개발 및 실증
목표

주행거리 406→(’45)975km

목표

(’30)효율 30% 향상기술 확보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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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부처 탄소중립 기술혁신 R&D사업 기획‧착수
ㅇ 시급한 산업수요 기반 현장특화 R&D와 미래 대비 중장기 혁신원천R&D의 2-Track으로
“全주기 함께 달리기” 추진
❶ 현장특화형 저탄소化 핵심기술 상용화 가속
- (현장특화) ①신재생 발전확대‧계통 안정화, ②다배출 산업(철강, 시멘트 등) 저탄소화,
③수송 무탄소화, ④건물 효율향상 등 부문별 핵심기술 상용화
※ 4개 업종별 감축(산업부), 친환경 철도(국토부)‧선박(해수부), 폐기물자원화(환경부) 신규R&D 추진(ʼ22~)

<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대규모 예타사업 추진(예시) >
①
②
③
④

업종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반도체

기술개발 목표
수소 환원제 100% 전환을 위한 점진적 기술개발 지원
석회석 클링커 사용 저감 및 원료대체 실증화 지원
폐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을 통한 납사 대체 원료 생산
기존 공정가스(F-gas) 대체 기술 및 온실가스 최적관리 시스템 개발

❷ 중장기 탄소중립 기초‧원천기술 단계적 확보
ㅇ (유망기술 고도화) 수소공급, CCUS, 脫플라스틱기술 부처공동개발(ʼ22~)
ㅇ (기초‧원천) 파급효과 큰 10대 기술혁신 프로젝트 추진(ʼ21.예타, 과기)
- 민간 최고전문가 중심의 10개 대형연구단을 구성, 중장기 지원
※ 10대 핵심기술별로 초고성능(2030 실현), 차세대 원천기술(2050 실현) 2-Track의 R&D 추진

❸ 全부문 디지털화를 통한 에너지효율 혁신
ㅇ (ICT활용) 에너지 全주기(생산‧유통‧소비) 지능형 효율화 기술*개발 → “탄소중립도시”를
통한 실증 추진
* (발전)신재생발전량 예측‧제어(산업), (소비)맞춤형EMS/디지털트윈 개발(산업‧국토‧과기, ʼ21~)

ㅇ (ICT자체) 데이터센터, 유‧무선망, ICT기기의 효율 극대화
※ 지능형 냉난방‧서버 최적화, 사용량 연계 네트워크 동적 운영, PIM반도체 개발(과기, ʼ22~)

 新산업 창출로 이어지는 집중지원 체계 마련
❶ 탄소중립 新기술 조기 상용화 촉진
ㅇ 규제자유특구와 R&D특구를 통한 탄소중립 기술 규제샌드박스 확대* 및 실증‧사업화
지원 강화**
*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 확대 : (ʼ20)11개 → (ʼ25)20개, R&D특구 실증 규제특례 시행(ʼ21.上~)
** 규제특구챌린지(우수기업‧창업팀 선발‧지원), R&D특구 실증테스트베드 구축 등 패키지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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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출연(연) 100대 사업화 유망기술 발굴‧육성* 및 R&D특구‧대학의 역량을 활용한 지역‧산업
연계 기술사업화** 촉진
* 조기 사업화 가능한 출연(연) 보유기술 → 기술사업화를 위한 재정‧인프라 지원(ʼ21.上~)
** 지역특구별 특화 R&BD지원 신설(ʼ22.~), 지역-대학 연계(ex.울산-UNIST) 난제해결R&D 추진

❷ 탄소중립 신기술 산업 창출 지원
ㅇ 창업 지원→ 공공수요 구매연계 → 녹색 벤처‧보증 등 全주기 지원 확대
※ (창업) 그린스타트업2000, 대학실험실 창업 등 창업 지원 시 탄소중립 기술 분야 강화
(공공수요) 탄소중립 기술의 혁신(시)제품 지정 확대 및 공기업 구매연계 R&D 확대
(투‧융자) 녹색 벤처투자(ʼ21. 0.2조원), 녹색보증(ʼ21~ʼ24 연 0.45조원) 등 기업 성장지원 강화
※ ʻ탄소가치평가 모델ʼ 개발‧도입 등을 통해 탄소중립 기술에 대한 투자 우대 추진

 민간이 주체가 되는 저탄소화 기술혁신 촉진
❶ 新기술‧제품 확산을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
ㅇ 신기술 상용화‧시장진입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로드맵* 마련(~ʼ22) 및 표준‧인증체계
선제적 구축**
* 기존 지원제도(RPS·REC, 친환경차 보조금 등) 개선을 포함, 기술·시장별 특성에 따른 방안 제시
** 구현방법‧시험평가기준 등 개발, 국제표준화를 위한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 수립(ʼ21.末),
유사인증 통합 검토, GWP‧수소 유량 등 측정표준 확립 등 표준‧인증제도 적기 개선(ʼ21~)

ㅇ 제품화→시장진입→현장보급→탄소 감축의 全과정에 걸쳐 상용화 촉진에 필요한 기술
규제·기준을 적기 완비
※ 예) 수소 산업차량 기술‧안전기준, CCUS감축량 산정기준, 시멘트 순환자원 사용 기준 등
※ 기존 상용화를 제한하는 규제를 지속 발굴 개선(범부처 협의‧조정체계 마련, ʼ21.下)

❷ 민간의 기술혁신 투자 촉진
ㅇ 탄소중립 R&D 세액공제 확대 검토* 및 기업의 참여부담 완화** 검토
* 조세특례법 상 신성장원천R&D 세액공제 대상에 탄소중립 핵심기술 추가 검토
** 탄소중립 정부R&D에 대해 참여기업의 매칭비율 조정, 기술료에 대한 인센티브 등 방안 강구

 기술혁신이 지속되는 연구역량·기반 강화
❶ 혁신인재 양성 및 국제협력 기반 강화
ㅇ 탄소중립 융합인재 양성 및 교육·전시 등을 통한 문화확산 추진
※ (인력) 탄소중립 기술혁신 융합인재(10년간 1,000명), 산업전환‧녹색융합 전문인력 양성
※ (문화) 기후행동 매뉴얼 개발·전파, 과학의달 계기 “탄탄대로” 캠페인 추진(ʼ21.4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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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미 정상회담 등 주요국과 관련 협력의제 지속 발굴 및 공동연구 확대
* 전문가 기획을 통한 협력의제 발굴(ʼ21.上), 해외석학 네트워킹 프로그램 신설‧강화

ㅇ CTCN을 통한 탄소중립 신기술 해외 실증‧사업화 기능 강화
❷ 중장기 지속성 확보를 위한 혁신기반 강화
ㅇ 기후기술개발촉진법*, 기후대응기금 신설 등 안정적 추진기반 마련
* 하위법령 완비 및 “(가칭)탄소중립 기술정책센터”, “(가칭)기후기술 국제협력 센터” 지정(ʼ21.末)

□ 향후 추진계획
➀ (기술개발) 10대 핵심기술 확보 전략을 반영하여 각 부처의 탄소중립 R&D사업을 ʼ21년도
상반기 내에 기획 완료
※ 신속 추진 가능한 세부기술 기획 → ʼ22년도 정부안 예산 요구
※ 중장기 원천기술, 분야·부문별 대형R&D → ʼ21년 內 예타 신청 및 ʼ23년도 예산 확보 추진

➁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기술혁신의 조기 성과창출을 위해 대부분의 정책 과제를 ʼ21년
내 착수·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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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10대 핵심기술 기술목표 및 핵심지표 요약 >
핵심기술

①

태양광·
풍력

②

수소

③

바이오
에너지

④

철강·
시멘트

목표

핵심지표

(태양광) 초격차
선도기술 확보

태양전지 효율

(풍력) 풍력 대형화
선도기술 확보

풍력 발전기 용량

(現) 5.5MW→(’30) 15MW→(’40) 20MW

수소충전소 공급가

(現) 7,000원/kg → (’30) 4,000원/kg → (’40) 3,000원/kg

수소 발전 단가

(現) 250원/kWh → (’30) 141원/kWh → (’40) 131원/kWh

수소경제 구현을
위한 수소 전주기
기술 확보

바이오연료
선도기술 확보

철강·시멘트 산업
저탄소 전환기술
확보

바이오연료
가격경쟁력
(동종화석연료 대비)
수소환원제철
기술수준
(연원료대체율(수소))
시멘트 석회석
대체가능율
시멘트 순환연료
대체가능율

⑤

석유화학

⑥

산업공정
고도화

⑦

수송효율

⑧

건물효율

⑨

디지털화

⑩

CCUS

저탄소 차세대
석유화학 기술
구현

산업 온실가스
제어 및 효율 극대화

탄소 배출 없는
차세대
모빌리티 확보
탄소중립 건물
구현 기술 기반 구축

디지털 기반
에너지효율 최적화

CCUS 상용화
기술 확보

탄소중립원료 제품
가격경쟁력
(동종 석유화학제품 대비)

(現) 27%(상용 20%) → (’30) 35% → (’50) 40%

(現) 120~150% →(’30) 100% →(’45) 85%

(現) 0% → (’40) 100%

(現) 0% → (’40) 8%

(現) 24% → (’40) 65%

(現) 150% → (’40) 100%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가스 배출
저감기술 효율

(現) 80% → (’40) 95%

산업공정 에너지효율
설계 오차

(現) 30% → (’30) 5%수준

차세대전지
배터리 밀도

(現) 250Wh/kg → (’45) 600Wh/kg(상용화)

수소 고속충전기술

(現) 1.6kg/분 → (’30) 7.2kg/분

건물 에너지 효율

(’30) 30% 향상 기술 확보

제로에너지 건축비
(리모델링 대비)

(現) 130% → (’45) 105%

데이터센터 전력 소모

(’30) ’19년 대비 20%이상 저감

계통 운영시스템
적용

(’40) AI기반 차세대 계통 운영시스템 적용

CO2 상용급 포집
가격경쟁력

(現) 60$/톤 → (’30) 30$/톤 → (’50) 20$/톤

CO2 전환 제품
가격경쟁력
(기존 시장가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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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첨단 지상파항법시스템(eLoran) 상용화 추진계획(안)

□ 소관 부처
ㅇ 과기정통부(주관), 해수부
□ 추진배경
ㅇ (PNT 중요성) PNT(위치·Positioning, 항법·Navigation, 시각·Timing) 정보는 사회·경제
전반에서 활용*되는 기반정보로서 국가의 핵심 인프라 자원
* PNT 세계시장 규모는 약 60조원, 우리나라는 약 2.5조원 추정(미국 GVR, ʼ18.10)

ㅇ (PNT 의존성) 이러한 PNT 정보는 미국의 GPS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전파교란
발생 시 산업 전반에 큰 피해* 예상
* GPS 중단 5일 이상 지속 시, 약 6.9조원의 경제적 손실 발생(런던 이코노믹스, ʼ17.6)

ㅇ (GPS 취약성) 약 2만km 떨어진 인공위성으로부터 신호를 수신하기 때문에 신호 세기가
미약하여 전파간섭이나 교란에 취약
□ 추진현황
ㅇ (해외) 국제기구와 주요국*에서는 선박의 GPS 의존성과 취약성을 우려하면서, 이를
보완하는 eLoran 시스템을 개발·구축 중
* 송신국 추진현황: 영국 6개소 구축(∼ʼ23), 중국 3개소 구축(∼ʼ25) 미국·러시아 적용시험 중

ㅇ (국내) GPS 전파교란 대응력 강화 및 국내기술력 확보를 위하여 국가정책조정회의
(ʼ16.7.29) 등을 통해 eLoran 기술개발 추진(ʼ16~ʼ20, 120억)
< 첨단 지상파항법시스템(eLoran) 개요 >
(enhanced Long range navigation)
▸ (개념) 지상 3개소 이상의 송신국을 설치하여 전파의 도달시간 측정을 통해 위치를 계산
▸ (특징) 기존 Loran-C를 업그레이드, 위치오차 개선(460m→20m) 및 시각(時刻)정보 제공
▸ (장점) PNT 정보 제공 시, 위성항법과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GPS 전파교란에 강함

⓵ GPS 재밍(Jamming/방해전파) 시연

⓶ GPS 스푸핑(Spoofing/허위신호) 시연

※ 실제 운항선박에 전파교란(재밍⓵, 스푸핑⓶) 시 GPS 수신기는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는 반면,
GPS/eLoran 통합수신기는 정확하게 자신의 위치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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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oran 기술개발(’16∼’20, 120억원) 성과 >
▸ (핵심기술 확보) 정밀 시각정보와 데이터 전송기능을 추가하고 보정기준국과 오차 보정지도를 통해 Loran-C
측위 정확도 개선 및 시각정보 제공 기능 추가
▸ (테스트베드 구축) 중앙제어국, 송신국 3개소, 보정기준국 2개소로 구성된 실해역 테스트베드(인천·평택항)를
구성하고 성능검증 완료
▸ (장비 국산화) eLoran 대출력 송신기, 통합항법 수신기, 통합운영 S/W 등 핵심 장비를 국산화하여 해외기술
의존도 경감
▸ (기대 성능) 위치정확도 20m, 시각동기 정확도 1천만분의 1초(0.1㎲) 이내의 성능 확보

□ 추진 전략
 기술개발 고도화
ㅇ (eLoran 연계기술 개발) 기존 해양안전 인프라*를 개선하여 항법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상파통합항법(R-Mode**) 개발(ʼ20~ʼ22, 110억원)
* 위성항법보정시스템(DGNSS) 기준국, 선박자동식별장치(AIS/VDES) 기지국
** 통신용 인프라에 거리측정 신호를 추가해 오차를 감소(20m→10m)시키는 새로운 기술

ㅇ (eLoran 고도화 기술개발) 공공안전 분야의 eLoran 활용확대를 위해 장비 소형화, 오차보정
고도화, 보안·인증체계 등 개발(ʼ23∼ʼ25)
 체계적인 인프라 구축
ㅇ (신규 송신국 구축) 기존 포항·광주 송신국을 개량하고 서해안에 1개소를 신규 구축(ʼ21~
ʼ22, 40억원)하여 안정적인 eLoran 항법서비스* 제공
* 항법 계산을 위해서는 3개 송신국의 신호가 필요

ㅇ (연계 송신국 개량) R-Mode 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해 기존 기준국* 장비를 단계적으로
개선해 전해역 서비스 체계 마련(ʼ23~ʼ24)
* DGNSS 기준국(17개소), AIS/VDES 기지국(42개소) 활용

ㅇ (eLoran 송신국 추가) 공공안전과 전국망 PNT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eLoran 송신국의
확대 구축(3개소→5개소) 추진(ʼ26)
 단계적인 서비스 확대
ㅇ (위치·항법) 서해 접경지역을 상시 운항하는 공공선박*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제공
(ʼ21)하고 서비스 대상을 민간분야로 확대
* 해경 함정, 관공선(어업지도선, 순찰선, 항로표지선, 청항선 등)

ㅇ (시각동기) 방송·정보통신 분야*에 시범 적용하고 시각정보 성능을 GPS 수준으로 고도화
하여 타 산업**으로 활용분야 확대
* 해수부-MBC MOU 체결(ʼ20.10), 해수부-수자원공사 MOU 체결(ʼ20.11)
** 금융, 이동통신망, 스마트그리드 전력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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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oran 서비스 확대 로드맵 >
구 분

’21

’22

’23

’24

위치·항법(P·N)

서해 북부(20m)

서해 전역(20m)

시각동기(T)

전국망 정밀(1㎲)

전국망 고정밀(0.1㎲)

’25

’26

’27

전해역(10m)

전국망

 국제협력 및 신규시장 창출
ㅇ (국제협력 강화) 해상 이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기존에 체결된 극동전파표지협의회*
회원국(중국·러시아)과 시스템 연계
* 극동지역 전파표지 분야 협력·발전을 위한 정부간 협정(ʼ00.12.30)에 따라 설치

ㅇ (국제표준 선도) 유럽국가와 연대하여 우리의 R&D 성과가 국제표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국제기구(IMO·IALA) 논의에 적극 대응
ㅇ (해외시장 진출) eLoran 상용화를 통해 검증된 국산장비(송신기·통합항법 수신기·운영
S/W 등)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 기대 효과
재
난
대
응

전(As is)
위성항법 단독 사용
재난 시 대응시스템 부재
재난 시 산업전반 문제발생

공
공
안
전

독자 PNT 시스템 부재
해외 정보에 전적으로 의존

산
업
발
전

⇨

⇨

후(To be)
위성/지상 통합항법 사용
재난 시 대응시스템 마련
산업전반 사전예방
지상기반 독자 PNT 시스템 확보
독립성 확보

GPS 의존도 및 취약성 증가

GPS 의존도와 취약성 경감

기술력 종속
관련 산업시장 협소

기술력 확보 및 표준화 선도
관련 산업시장 창출 및 확대

관련 사업장비 수입의존

⇨

관련 산업장비 수출 및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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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목표)
전파교란
대응시스템 마련

지상기반
국가 PNT
체계 마련

지상파 PNT
신산업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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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탄소중립 연구개발 투자전략(안)

□ 소관 부처
ㅇ 기재부, 농식품부, 환경부, 해수부, 농진청, 특허청, 과기정통부(주관), 산업부, 국토부,
중기부, 산림청, 기상청
□ 추진 배경
ㅇ 주요국들의 탄소중립 선언으로 ‘탄소중립’이 돌이킬 수 없는 새로운 국제질서로 자리
매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글로벌 경제환경도 변화 예견
※ 환경 非친화적 기업 투자 제한, 탄소 국경세 검토, 자동차 배출규제 상향 등

- 우리도 2050 탄소중립 선언(대통령님, ʼ20.10)으로 새로운 도전에 착수
ㅇ 탄소 多배출 업종이 많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탈탄소경제로 전환이 필수이며 그 열쇠는 ‘기술의 혁신’
- 미국, EU 등은 탈탄소 기술 선점을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 중
※ (美) 10년간 1.7조 달러 (정부) / (EU) 10년간 1조 유로 (정부+민간) / (日) 10년간 17조 엔 (정부+민간)

⇨ 민‧관 협업 및 부처 간 협업으로 국가 역량을 결집,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R&D
투자 청사진 제시 필요
□ 기본 방향
ㅇ (목표) 2017년 : 탄소배출 세계 7위 → 2050년 : 탄소중립 실현
- 에너지 생산 - 가공‧유통 - 소비의 全 단계별로 부문별 탄소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혁신적 기술을 개발‧상용화
* 發電 39.5%, 산업 33.5%, 수송 13.5%, 건물 및 기타 13.5%

- 궁극적 목적을 ‘산업현장 구현’에 두고 R&D 투자 및 사업을 기획‧추진
현재

방향

에너지 생산

화석연료 등

➜

탈탄소화(재생 에너지 등)

에너지 가공‧유통

석유제품, 가스, 전기 등

➜

전기화, 수소화

에너지 소비

산업·수송·건물 多배출

➜

산업공정 혁신, 에너지 고효율화

□ 추진 전략
ㅇ (정부, 마중물과 자양분 역할) 국내 기술역량 확보가 꼭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민간의
마중물 및 미래의 자양분 역할에 역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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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수요 면에서 경제성이 부족한 분야는 R&D보다 선진국과 기술도입 및 협력 모색

ㅇ (단기 관점) 민간 호응‧동참의 기폭제 역할을 하는 마중물
- 기술경쟁력, 국내 수요(시장), 탄소감축 효과 면에서 유망하고 기술의 개발부터
상용화까지 성공의 경험 축적이 가능한 분야를 우선 지원
ㅇ (중장기 관점) 2050년까지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자양분
- 민간이 나서기 어려운 한계돌파형 기술(차세대 태양전지, CCUS 등) 개발 및 2050년까지
탄소중립의 동력이 될 기초기술 역량과 저변을 확충
ㅇ (선제적 대응)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6월, 환경부) 전에 ‘탄소중립 R&D 투자전략’
및 범부처 ‘기술혁신 추진전략’을 수립
⇨ ʼ22년도 R&D 사업의 기획 및 예산을 요구하고, 탄소감축 효과가 크면서 현장에서 시급한
기술의 개발‧실증 R&D부터 우선 착수
ㅇ (민간주도 환경 조성) 우리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정책·제도 마련
ㅇ 탄소중립 기술로드맵, R&D사업 기획 등에 민간전문가가 주도적 역할
※ 민‧관 합동 탄소중립 기술기획위원회 출범(2월~)

ㅇ 기업의 탄소중립 기술개발에 대한 세제 혜택, 정부 R&D 매칭비용 경감, 개발한 기술의
실증규제 개선, 공공조달을 통한 시장진출 지원 등 강화
ㅇ (점검‧보완‧발전)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반영한 2050년까지의 ‘탄소중립 중장기 기술
로드맵’ 등 탄소중립 기술혁신 정책의 청사진을 연내 완료
* 부문별 감축 잠재량 및 비용‧편익을 고려하여 최적의 탄소감축 경로 제시

⇨ 전 부처 탄소중립 R&D 사업을 구체화하고,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및 상황변화를 지속
점검하여 정책과 투자의 우선순위를 유연하게 보완‧발전
< 범부처 탄소중립 기술혁신 정책 준비 일정 >
(現 단계 ~3월)
R&D 투자전략

➡

(3월)
➡
기술혁신 추진전략

(6월/환경부)
➡
탄소중립 시나리오

(12월)
➡
중장기 기술로드맵

□ 탄소중립 R&D 투자전략의 주요내용
1. 탄소중립 R&D 투자규모 확대
ㅇ (국가적 R&D 투자 목표) 탄소중립 R&D 투자 획기적 확대
ㅇ 정부 R&D : 선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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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보완‧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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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ʼ21년 1.59조원에서 재생에너지‧산업공정‧에너지효율화 등 마중물 효과가 큰 분야
중심으로 투자 확대
ㅇ 민간 R&D : 투자 견인
- 뉴딜펀드(20조원)를 통한 투자, 기업R&D 세액공제 혜택 등 확대
2. 핵심 투자분야 설정
ㅇ 에너지의 생산 - 가공‧유통 - 소비 단계에서 탄소배출 흐름과 배출량을 분석, 지향하는
에너지 생산 - 가공‧유통 - 소비 모습을 제시
※ 탄소중립 연구기관 협의체(ʼ20.10~ʼ21.1), 전문가 간담회(5회) 등 워킹그룹에서 논의

ㅇ 탄소감축 효과(IEA 전망 참조) 및 산업여건 등을 고려, ‘10대 핵심 투자분야’ 설정
< 10대 핵심 투자분야 >
① 재생 에너지 ② 수소 경제 ③ 전력 네트워크 고도화 ④ 친환경 자동차
⑤ 수요관리 및 고효율화 ⑥ 산업공정 혁신 ⑦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10 적응 및 흡수
⑧ 청정연료 및 자원순환 ⑨ 핵융합 ◯

3. 전략적 투자
ㅇ (단기~장기 단계별 전략) 중점투자 기술의 성숙도, 시장 상황 등 고려
① (단기 : 3년) 실리콘 태양전지 고효율화(22%→26%), 풍력 핵심부품 국산화, ICT 기반
에너지 고효율화, 저온수전해 수소 생산기술 등을 조기에 실증‧상용화
② (중기 : 10년) 탠덤 태양전지, 수소환원제철, 분산·지능형 전력망 등 분야의 기술력‧
경제성을 확보해 부상하는 거대시장 선점 (대형프로젝트 추진)
③ (장기 : 30년) 유망하지만 기술이 미성숙된 유연·경량 차세대 태양전지, CCU 및 DAC*
등 한계돌파형 기술을 확보해 미래시장을 겨냥

27
╺╺╺

과학기술혁신정책 조정 활성화를 위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및 정책포럼 구성･운영

* (CCU) CO2를 포집해 건축·화학소재·연료 등 활용, (DAC) 일반 대기 중에서 CO2를 직접 포집

ㅇ (기술 수준별 전략) 우리 기술경쟁력이 높은 분야(태양광, 이차전지 등)는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성능향상 및 차세대 기술개발에 주력
- 추격 분야 (에너지효율, 수전해 등)는 실증·상용화를 통해 기술격차 해소
< 10대 핵심 투자분야 및 30개 세부 분야 + 플랫폼 >

ㅇ 부처별 역할분담 및 부처협업 강화
- 범부처 ‘탄소중립 R&D 투자전략’ 등에 따라 각 부처는 부문별(발전‧산업‧수송·건물 등)
산업현장 적용을 목표로 하는 R&D 사업 기획‧추진
- 현장 호응도가 높은 부처 간 협업 R&D 사업을 예산에 우선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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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별 역점 분야 >
부처
과기정통부

부처별 탄소중립 R&D 역점 분야
◼ 탄소중립 핵심분야 원천기술 확보, ICT를 활용한 에너지 고효율화

산업부

◼ 탄소 多배출업종 대상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산업공정 개선
◼ 재생에너지·수소경제 활성화, 계통 안정화, 소비 효율화를 위한 기술개발

국토부

◼ 제로에너지 건물, 친환경 교통, 수소 인프라 기술개발 강화

환경부

◼ 탈 플라스틱 기술 등 자원순환 기술, 탄소흡수, 기후적응 기술 강화

해수부

◼ 해양에너지, 해양생태계 기반 탄소 흡수·저장 강화

중기부

◼ 중소기업 맞춤형 탄소중립 모델 개발·보급

기상·산림청

◼ 기후변화 예측 및 영향평가, 생태계 흡수원 강화

4. 민간 주도를 위한 여건 조성
 민간 주도형 R&D 추진체계 정비
ㅇ 탄소중립 기술 분야의 국내 대표적 CTO들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기술기획위원회’
및 관련 기업 상설협의체 운영 (2월~)
※ 산하 5개 분과위(에너지, 고탄소산업, 수송‧교통, 도시국토‧ICT, 환경) 포함 총 100여명

- 중장기 기술로드맵 수립 및 R&D 사업 기획 등에 주도적 역할 부여
ㅇ 상용화 목표인 탄소중립 R&D 사업은 민간전문가(PM)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상황변화에
따라 전략‧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방식을 확대
※ (예시) (과기정통부) 혁신도전 프로젝트, (산업부)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 기획 단계부터 특허 정보를 활용, 글로벌 동향 및 우리의 강점‧약점 분석
 기업의 R&D 투자 적극 유도
ㅇ (세제 혜택) 탄소중립 분야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신성장·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핵심기술 추가 검토
*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비율 : 20~40% (조세특례제한법)

ㅇ (매칭투자) 기업이 탄소중립 기술 정부 R&D사업에 참여할 경우,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매칭비율 조정 등 다양한 방안 강구
ㅇ (공기업 투자유도) 에너지 분야 공기업에 매년 탄소중립 R&D 투자 확대를 권고하고,
해당 기관의 투자실적을 경영평가 지표에 확대 반영
※ (예시) ʼ21년, 28개 공공기관에 그린뉴딜 분야 R&D 630억원 투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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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 - 실증 - 시장진출까지 全단계 지원
ㅇ (소‧부‧장 방식 기업지원) 출연연‧대학의 연구인프라를 결집, 기업의 탄소중립 애로기술
해결, 시설장비, 시험‧인증, 인력양성 등 지원
※ 소부장 사례 : 국가연구실(N-Lab) 출연(연) 25곳 / 국가연구시설(N-facility) 대학‧출연(연) 11곳 /
국가연구협의체(N-team) 산학연 연구협의체 15개 기관

ㅇ (실증 등 규제개선) 종합적 실증을 통해 성공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특구
등을 활용하여 낡은 규제*를 과감히 개선
* (예시) 고온에서 작동하는 고온‧고분자 연료전지를 건물 난방에 적용하여 난방효율 및 안정성 등을 검증할
기준 부재

ㅇ (공공 조달) 공공 조달이 조속한 시장진출의 마중물이 되도록 혁신 조달연계형 R&D
(ʼ21,554억원) 확대 및 혁신형 공공조달과 연계 강화
※ ｢수요발굴 → R&D 추진 → 혁신제품 지정 → 공공조달｣ (기재부, 조달청, 과기정통부, 산업부 등)

5. 향후 계획
□ 부처 협업사업 기획(각 부처) 및 민·관협의체 구성·운영(혁신본부) : ʼ21. 3월 ~
ㅇ 부처 간 협업 및 산업 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ʼ22년도 R&D 사업 및 예타 관련 사업 기획
추진
ㅇ 민·관 합동 탄소중립 R&D기획위원회, 민간기업 상설협의체 구성·운영
□ ʼ22년 탄소중립 R&D 예산(안) 배분·조정(혁신본부) : ʼ21. 5~6월
ㅇ 10대 핵심 투자분야를 중심으로 ʼ22년도 예산 배분·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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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17회
(1) 회의 개요
☐ 일시 : 2021년 4월 29일(목) 13:30~15:00
☐ 장소 : 대한상공화의소
☐ 회의 주재 : 과기정통부(부의장)

(2) 상정안건 및 결과
<표 2-3> 제1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상정안건 및 결과
번호

안건 명

제출부처

처리결과

1

양자 기술 연구개발 투자전략

과기정통부

원안의결

2

한반도 토종식물자원 생명정보 빅데이터 구축전략

관계부처 합동

원안의결

3

대덕특구 재창조 종합계획(안)

관계부처 합동

원안접수

4

도전적 연구개발 추진 고도화 전략

과기정통부, 기재부, 산업부

원안접수

5

자원기술 R&D 투자 로드맵

과기정통부, 산업부, 환경부, 해수부

원안접수

6

R&D 우수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안)

관계부처 합동

원안접수

(3) 논의결과 및 상정안건별 주요 논의사항
☐ 논의결과
ㅇ 총 4건의 안건을 원안 의결(제1, 2호/심의)·접수(제3 ~ 6호/보고)
- (1호) 양자 기술 연구개발 투자전략
- (2호) 한반도 토종식물자원 생명정보 빅데이터 구축전략
- (3호) 대덕특구 재창조 종합계획(안)
- (4호) 도전적 연구개발 추진 고도화 전략
- (5호/서면) 자원기술 R&D 투자 로드맵
- (6호/서면) R&D 우수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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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호 : 양자 기술 연구개발 투자전략 >
ㅇ (시의성) 미래 기술패권의 중심이 될 양자 기술 R&D 국가 전략이 마련된 것은 시의적절하며,
전문인력 확보, 민관 협업 등이 매우 중요(산업부, 특허청, 4차위)
ㅇ (연구인력) 재외한인 등 전략적 인재유치를 고려하되, 중진(과제책임자) 급의 실질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의 유치를 통해 연구자 네크워크 형성 기대(민간발제자)
- 양자 기술 개념의 난해함으로 학생들이 기피할 수 있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학문적
문턱을 낮출 필요(4차위)
ㅇ (기술개발) 다양한 양자 프로세서 구현 방식 중 아직 지배적 기술이 없어 일정기간 다양한
지원 후 평가를 통해 가능성 있는 기술에 대해 집중해 나가는 전략 필요(민간발제자)
- 다만, 기술개발에 너무 치중하지 않고 상용화·활용을 함께 고려하여 추진
ㅇ (협업) 중장기 연구 지속성과 연구인력 일자리 확보를 위해 출연(연)이 주관하여 대학 등이
참여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며, 협업 촉진을 위한 사업구조로 설계
☐ < 2호 : 한반도 토종식물자원 생명정보 빅데이터 구축전략 >
ㅇ (부처협업) 부처 간 시각 및 접근방식의 차이가 있는 보존과 개발에 대한 병행 추진 및
토종자원의 적극적인 국내 활용을 위해 협업이 필요(민간발제자, 농진청)
- 건강기능식품 또는 신약으로 개발될 수 있는 식물 유전체 활용을 위해 향후 식약처의
규제 관련 내용 포함 필요(식약처)
ㅇ (데이터 구축·공유) 식물자원의 유전체 DB 구축 및 공유로 부처 간 연구사업 중복 회피
및 신약 사업화 등 활용 기대(식약처, 해수부)
- ʻ국가바이오스테이션ʼ과 연계한 정보공유를 통해 산업 분야의 활용 확산 기대(과기
정통부장관, 식약처, 해수부)
☐ < 3호 : 대덕특구 재창조 종합계획(안) >
ㅇ (지역주도) 지역주도 거버넌스를 통해 대덕특구가 세계적 혁신클러스터로 거듭나기 위한
실행에 노력하는 한편, 지역-중앙정부 적극 협력 필요(대전시, 과기정통부장관)
☐ < 4호 : 도전적 연구개발 추진 고도화 전략 >
ㅇ (부처협업)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관련 관계부처와 적극 협업할 것(산업부), 디지털치료제
개발을 통해 공공정신건강 향상에 기여 기대(복지부)
ㅇ (평가개선) 도전·혁신적 연구에 가장 큰 걸림돌은 양적 평가의 문제, 과감한 도전이
가능하도록 정교한 성과평가 기준 설계 필요(민간발제자, 과기정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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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제1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안건 요약
1호

「양자기술 연구개발 투자전략(안)」

□ 소관 부처
ㅇ 과기정통부
□ 추진배경
ㅇ 양자 고유의 특성(얽힘, 중첩 등)을 활용한 차세대 혁신기술로 전체 산업 생태계의 판도를
바꿔놓을 것으로 전망
- 슈퍼컴퓨터로 1만년 걸릴 문제를 양자컴퓨터는 200초에 해결(양자우위)
※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를 고전 컴퓨터로 처리하는데 한계에 직면(“무어 법칙” 한계)

ㅇ 양자 기술은 AI, 5G 등과 함께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중심에 있으며, 선도국들은 앞다퉈
전략과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지원 중
* 미국(ʼ08년 국가양자정보과학비전/ʼ18년 국가양자정보과학전략), 일본(ʼ20년 양자혁신전략), EU(ʼ16년
양자성명서), 영국(ʼ15년 국가양자전략) 등

☞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으나 기술적 난이도가 높고 산업 기반이 없는 초기 기술로, 특히 최근
글로벌 기술 블록화에 따라 정부 주도의 선제적 대응 필요
※ 보안 강화(양자암호통신)와 암호체계 무력화(양자컴퓨팅)라는 양면성으로 전략 기술로 분류, 수출입 통제 강화

□ 기술‧산업 동향
ㅇ (양자컴퓨팅) ʼ30년대 후반경 본격 상용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그 이전부터 중간단계로
現수준의 양자컴퓨팅 기술을 최적화하여 활용 전망
- 구글, IBM 등 글로벌 IT기업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기술 개발 진행 중
※ (구글) ‘양자우위’ 입증(ʼ19.10), (IBM) 全세계 100여개 기관이 참여하는 IBM Q 네트워크를 구성, 시범
서비스 제공

ㅇ (양자통신) 현재 유선암호통신은 초기 상용화 단계, 무선암호통신은 아직 초기 개발단계로
장차 정보를 양자상태 전송하는 양자인터넷으로 발전 전망(ʼ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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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자암호통신 시범 서비스 및 개발 장비 위주의 초기 시장이 형성 중
※ (퀀텀 익스체인지) 美 워싱턴-뉴욕-뉴저지간 약 1,000km에 양자암호통신 시범 서비스 제공

ㅇ (양자센서) 기존 센서를 뛰어넘는 민감도/분해능에 대해 실험실 수준에서 가능성을 입증
하고, 실제 활용이 가능하도록 소형화, 저전력 소모 등 최적화 연구 진행 중
※ (록히드 마틴) 양자 자기장 센서를 활용, 전파방해에 영향 받지 않는 항법시스템을 개발 중

□ 해외 현황
ㅇ (미국) 세계 최초로「양자법(National Quantum Initiative Act)」제정(ʼ18.12), 조직화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전방위적으로 종합 지원(ʼ19~ʼ23 1.4조원)
* 백악관 직속 국가양자조정실(NQCO),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 양자정보과학소위원회 신설 등
※ 미국 안보 우위를 위한 20대 핵심유망기술로 “양자정보과학” 선정(美 NSC, ʼ20.10)

ㅇ (중국) 국립양자과학연구소 설립(13조원, ʼ17년~)을 추진 중이며, 최초 양자암호통신위성(묵자호)을
발사하여 위성양자통신 기술 구현(ʼ16)
* 중국 정부는 연간 1,700억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하였고, ʼ18년 미국 대비 2배의 특허 출원

ㅇ (EU) ʼ16년 “양자 선언문(Quantum Manifesto)”을 통해 개발 로드맵을 발표하고, ʼ18.10월
부터 “양자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통해 10억 유로를 지원 중
□ 우리의 현황 및 문제점
ㅇ (낮은 기술수준) 최선도국 대비 약 81% 수준으로 국내 ICT 기술내 최하위 수준
※ 양자 기술 평균 81.3% (양자센서 84.7%, 양자통신 84.5%, 양자컴퓨팅 71.8%)
우리나라 ICT 기술 평균 87.4% (이동통신 97.8%, 인공지능 87.4%) (ʼ19년 ICT 기술수준조사)

ㅇ (인력양성체계 미흡) 국내 핵심연구인력은 약 150명 내외로 추산 높은 학문적 난이도와
산업 미형성으로 국내외 인재 유입이 낮은 상황
ㅇ (특화 인프라 미비) 국내 양자 특화 소자 제작 인프라가 미비하고 알고리즘 및 SW개발을
위한 양자컴퓨팅 서비스는 해외(IBM 등)에 의존
ㅇ (투자 및 전략성 부족) ʼ19년을 이후 정부 R&D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선도국 대비
규모도 작고, 투자 전략성도 부재
* (ʼ14) 127억원 → (ʼ16) 284억원 → (ʼ19) 636억원 (연평균 美 2,600억원, 中 1,700억원~1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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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사 점
◈ 양자기술은 미래 기술 패권을 정할 게임체인저 기술로 세계 각국과 글로벌 기업들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어 우리도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
⇨ 그러나, 본격 사업화 이전으로 추격의 기회는 열려 있으므로 우리에게 강점이 있는 ICT
인프라 및 역량을 바탕으로 민‧관이 함께 신속히 대응 필요

□ 비전 및 추진전략

디지털을 넘어 퀀텀의 시대로

비전

- From Digital to Quantum-

2030년대 양자 기술 4대 강국 진입

목표

‑ 全 산업 혁신 촉진 및 국가 안보 강화 ‑

Ⅰ

단계
별
목표

Ⅱ

Ⅲ

Phase (2021~2024)

Phase (2025~2030)

Phase (2031~2035)

인력 양성, 요소 기술 개발 등
기반 마련

학문적·산업적 활용
가능성(성공사례) 입증

양자기술 상용화
본격 추진

•50큐비트급 양자프로세서확보
•NISQ 양자컴퓨팅시스템확보
•초소형 유선양자암호통신 확보 •초고속‧정밀무선양자암호통신
•요소기술(공간해상도, 정밀도 등) 고도화, (양자 드론‧항공기) 확보
•양자센서산업(반도체, 의료) 활용
소형화

•오류정정범용양자컴퓨터확보
•양자인터넷 기술 확보
•양자센서 응용영역 확대
(초장거리 방원경, 양자현미경 등)

□ 중점 추진과제
❶ 도전적 원천연구 강화
◈ 기존 컴퓨팅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고속 양자컴퓨팅 기술 개발
ㅇ (범용 양자컴퓨팅 기술) ʼ30년대 후반 범용 양자컴퓨터 상용화에 대비하여 핵심요소 기술
(양자 프로세서*, 오류보정, 알고리즘, 응용 SW 등) 중점 지원
* 양자 프로세서 : ʼ21년 8큐비트 → ~ʼ24년 50큐비트 → ~ʼ28년 100큐비트

ㅇ (양자 컴퓨팅 시스템) 한국형 양자컴퓨팅 시스템(KQIP*)을 조기 구축하고 국내 독자 양자
프로세서(QPU) 개발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고도화
- (1단계 : ʼ22-ʼ24) 국내외 역량을 활용하여 50큐비트급 양자컴퓨팅시스템 구축
- (2단계 : ʼ26-ʼ28) 경쟁을 통해 채택된 주력 소자 기반으로 2단계 시스템 구축
* KQIP : Korea Quantum Innovation Platform

◈ 고도의 보안환경에서 양자세계를 연결하는 초신뢰 양자통신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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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양자 암호통신) 국내 양자 기술 중 앞서있는 유선 양자암호통신의 시장성을 강화하고,
무선암호통신 기술력 확보를 통해 단계적으로 커버리지 확장
- (유선) 부품·장비 성능 고도화 및 소형화·저가격화(~ʼ24), 국제표준·특허 선점으로
시장성을 강화하고 미래 핵심원천기술 개발도 병행
- (무선) 초소형 휴대용(모바일 결재), 해양‧우주를 아우르는 장거리 기술(드론~위성) 확보

양자 통신 드론
(경량, 이동체 통신, ~’26)

양자 통신 항공기

양자 위성

(초정밀 통신, ~’30)

(양자암호통신 중계, ~’35)

➜

➜

-고도 수백m-

- 고도 20km -

- 고도 160~2,000km -

ㅇ (양자 인터넷) 중장기적으로 개별 양자 기기(양자컴퓨터, 양자센서)를 연결하는 미래 양자
인터넷을 구현하기 위한 원천기술 확보 추진
※ 1단계(~ʼ26년) 1:1 양자노드 (km급) → 2단계(~ʼ30년) 다중노드 양자 ARPANET(수십km급) →
3단계(~ʼ35년) 기존 인터넷 연계 유무선 Quantum Network(양자 중계기 초기 모델 적용)

◈ 산업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초정밀 양자센서 기술 개발
ㅇ (양자 센서) 국내 수요가 분명한 센서에 대해 수요연계형 R&D로 상용화를 촉진, 연구·
산업의 선순환 고리 확보(ʼ21~)

< 양자 센서 기술 목표 및 활용 >
구분

자기장 센서

관성 센서

이미징 센서

개발
목표

기존 센서 대비 100배 이상 공간분
해능의 자기장 측정 센서 개발

기존 센서 대비 10배 이상 정밀도를
가진 가속도 측정 센서 개발

광학현미경대비 10배 이상 분해능 확보,
가시적 관찰이 불가능한 대상 센싱

활용
분야

반도체소자 누설전류 측정(~’26),
미세암·뇌질환 검진(~’30)

양자콤파스와 중력 지도를 이용한無
GPS 항법, 자원탐사, 재해 예측 등
(~’30)

반도체 설계, 의료·미생물용 양자
현미경, 초장거리 이미지(양자라이다)
등(~’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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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전문인력 확보 및 국내외 협력 기반 구축
ㅇ (연구-교육 허브) 양자분야별 출연(연)(표준연, KIST, ETRI 등) 중심의 허브기관(Hub)을
지정, 이와 연계한 협력기관(Spoke)과 연계·협력*을 통한 조속한 기술 확보
* 각 거점별로 개발 목표 및 공동연구과제 도출, 성과 교류‧점검, 석박사급 공동 교육훈련 등

- 적용 분야(컴퓨팅/통신/센서), 소자 방식에 구분을 두지 않는 기초/기반 기술*에 대해
대학 중심의 집단연구(SRC/ERC, IBS연구단)를 통해 장기 지원
* 양자결맞음, 양자소재, 마이크로파 생성·제어, 나노팹 공정기술(미세가공, 3차원 적층 등) 등

▪예를 들어, 양자 컴퓨팅의 경우, 시스템
통합 기관(출연(연) 중심)을 거점기관
(Hub)으로 소자 알고리즘‧
기반
기술 관련 협력기관(Spoke)이 산‧
학‧ 연 공동연구 추진
,

SW,

ㅇ (전문인력 양성) 양자 전문인력을 ʼ21년 총 150명에서 ʼ30년 총 1,000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초중고 대상 양자 기초교육을 통한 양자 네이티브 육성
- 석‧박사 대상 이론-실습-프로젝트를 통합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 英 EPSRC는 기업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박사급교육센터 3곳(브리스톨大, 임페리얼 칼리지, UCL)
운영 중(ʼ14~)

< 양자 박사급 교육 프로그램(예시) >
(이 론) 교육-연구거점 중심으로 복합·다학제 기반의 대학 간 공동과정 운영
(실 습) 출연(연)‧나노팹 등의 인프라를 활용한 현장형 실험‧실습 교육 제공
(프로젝트) 산업계 매칭을 통한 프로젝트 과정(기업 매칭 최대 50%) 포함
⇨ 1년 이론 수업 + 2년 연구‧실습 + 1년 기업 인턴십 총 4년 과정으로 구성
ㅇ (국제 협력) 미국․EU 등 선도국과의 정부 간 채널을 통한 실질적 공동연구 확대 및 양자
연구용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수출입 규제 완화 추진
※ 최근 미국은 對 중국 기술패권 경쟁을 의식, 수출통제개혁법 제정(ʼ18) 등을 통해 양자기술을 포함한
전략기술에 대한 수출입 통제를 강화

❸ 특화 연구 인프라 확충 및 연계‧고도화
ㅇ (양자컴퓨팅 연구 인프라)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검증 지원을 위해 양자컴퓨터를 모사하는
양자가상머신을 구축‧제공(ʼ21~)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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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독자 양자컴퓨팅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여 산‧학‧연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 양자 컴퓨팅 연구인프라 구축(안) >

테스트 베드 제공(ʼ25~)
ㅇ (양자소자 제작 공정) 고비용·고사양 공정
장비를 보유한 양자 전용 팹(파운더리)을 구축
(ʼ20~ʼ24)하여 연구용 양자 소자 제작 지원
※ 공정개발 및 사용자 교육, 설계·제작 컨설팅 및
제작·시험평가 대행 등

❹ 양자 기술의 활용 및 산업 혁신 촉진
ㅇ (유용한 문제 발굴) ① 학문적 난제, ② 산업혁신, ③ 공공‧사회 문제 등 양자 기술 활용에
적합한 난제 발굴
※ ① 화합물 구조, 고에너지 물리 ② 금융, 신약 개발, 배터리·비행체 설계, ③ 교통량 분석, 사이버
공격/방어 대응, 싱크홀/매설물(가스관), 지진 탐지 등

ㅇ (활용 성과 창출) 우리 주력 산업 분야(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와의 연계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민관 파트너쉽을 기반으로 한 활용성과 조기 창출
※ 양자 학회·포럼 등을 중심으로 문제해결 방안을 산업계와 공동 모색하고, 서비스 모델 발굴, 민관
공동연구, 기술 이전 추진

양자컴퓨팅

양자통신

양자센서

1단계(~’24)에서는 학문 분야 2단계
(~’30)에서는 반도체, 배터리 등 우리
주력산업 분야

금융‧의료 등에유선양자암호통신
시범 적용(’20년~), 국방 등에 무선
양자암호통신 적용(‘26년~)

주력 산업 관련성(반도체·자동차 등),
국방‧공공(잠수함·스텔스 탐지 등)

ㅇ (산업화 지원) 양자 R&D를 위한 IP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국제 표준화 그룹에 참여
지원, 벤처 창업 지원 등으로 산업생태 활성화
※ 중소·벤처기업이 개발한 양자소자·부품의 시제품 제작 → 시험·검증·인증 → 기술사업화 지원

❺ 양자 R&D 사업 투자 전략성 강화
ㅇ (역할 분담) 거점(Hub)-협력(Spoke) 체계를 중심으로 기존 정부 사업과 출연(연) 주요사업
간 역할 분담(안)에 따라 중복되지 않도록 기획‧편성
정부사업
(공모사업)

출연(연)
(주요사업)

▪ (기술) 기술 분야 간 또는 산‧학‧연 간 협력 연구, 대학 중심의 기초‧이론 연구, 공동
활용 연구인프라 구축 등
▪(인력) 대학을 중심으로 핵심 연구인력 양성 지원
▪각 출연(연) 보유기술을 기반으로 장기 연구를 통한 특정 난제 해결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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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Q-플래그십 프로젝트) 양자기술(컴퓨팅, 통신, 센서)을 활용한 산업혁신·공공난제 해결
프로젝트 추진
※ 문제정의로부터 R&D 수행, 현장적용(실증)으로 이어지는 全 과정을 학‧연‧산 협력 하에 공동 추진

□ 향후 계획
ㅇ 관계 부처들은 역할분담에 따라 중복없이 사업을 기획하여 과기혁신본부에 요구(4~5월)
ㅇ 과학기술혁신본부는 ʼ22년 국가연구개발예산 배분·조정 시 반영(5~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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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한반도 토종식물자원 생명정보 빅데이터 구축전략(안)」

□ 소관 부처
ㅇ 과기정통부, 환경부, 농진청(주관), 농식풉부, 행수부, 산림청
1. 추진배경
□ 바이오산업이 급부상, 핵심 원재료인 토종식물자원의 중요성 증대
ㅇ 바이오산업이 인구·자원·환경 등 글로벌 이슈에 대응한 신성장 분야로 주목받으며
범정부「바이오산업 혁신 정책방향」발표(ʼ20.1)
※ 후속 조치로 식물분야 소재․데이터를 국가바이오데이터스테이션으로 연계, 국가적 활용 강화

ㅇ 바이오 산업의 원천인 생명소재 국산화가 필요하며 특히 국내 바이오기업이 쓰는 해외
생물소재 중 가장 비중이 큰 식물자원 연구 필요
※ 국내 바이오기업 이용 해외 생명자원 종류 중 식물이 68.9%로 조사(ʼ16, 바이오협회)

□ 유전체 빅데이터 확보가 바이오산업 혁신의 핵심요소로 부각
ㅇ 식물유전체 정보를 분석해 직접 실험하지 않고도 기능성 성분을 탐색하거나 신품종 육성을
위한 교배조합을 설계해 비용·시간 단축 가능
※ 국내 기업 I사는 식물유전체 분석을 통해 기능성 성분을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해 중국 약용식물에서
추출하던 항바이러스물질(액티오사이드)을 다량 생산하는 국산 미선나무 계통 발굴
※ 그동안 우리나라는 도라지, 결명자, 감태, 소나무 등 46종에 대해 자체기술로 유전체를 해독하고 유용성분
대사경로 관련 유전자나 분자표지들을 발굴, 품종개발에 활용 중

ㅇ 현재 국내 식물자원 정보는 주로 형태, 분류 정보 등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산업적 활용도가 높은 유전체 빅데이터 확충 필요
※ 우리나라는 보유 식물자원수 대비 식물유전체 데이터 확보율은 1% 이하

☞ 생명소재 자립화 및 바이오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범부처 토종식물자원 빅데이터
구축전략의 선제적 수립 필요
2. 주요 현황
ㅇ (정책) 미국․유럽연합․중국 등 주요국은 식물자원의 생명정보를 자원주권 보호와 바이오산업
혁신을 위한 핵심분야로 인식하고 중점 지원 중
※ 미국(국가바이오경제청사진), 유럽(Horizon Europe, ʼ20), 중국(중의약사업발전 125규획)

ㅇ (R&D) 세계는 국가 주도로 식물자원 바이오빅데이터 확보를 위해 경쟁적 추진
※ 미국(국가 식물유전체 이니셔티브), 일본(국가 생물자원프로젝트, NBRP), 중국(1,000 식물 프로젝트 등)
※ 우리나라는 식물의 유전체 빅데이터 구축사업이 종료되어 데이터 자립화 동력 상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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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의 현황 진단 및 시사점
ㅇ (데이터부족) 우리나라는 8,073종의 식물자원 중 유전체 빅데이터 확보는 1% 이내로
매우 미흡하여 바이오시장 창출을 위한 산업적 활용이 저조
ㅇ (투자미흡) 정부는 생명연구자원 선진화사업(ʼ20)으로 생명연구자원의 통합관리 체계를
추진 중이나 부처 공동 빅데이터 구축 세부전략은 미흡
ㅇ (대외의존) 생물자원 연구를 위한 유전체 정보 활용의 99%를 대외 의존
ㅇ (여건조성) 정부의 강력한 바이오 정책수립, 산업현장 요구, 소재 국산화, 유전체 분석기술
발전 등 토종자원 빅데이터 필요성 등 대내외 환경조성
현장의 목소리
연구데이터

Œ 흩어진 데이터의 통합관리 필요  데이터의 품질이 낮고 관리 미흡
Ž 대용량 빅데이터 활용 인프라 부족  데이터 분석지원 필요 등

식물자원소재

Œ 연구에 필요한 유전체 정보, 유전마커 등의 정보가 부족
 분양자원의 정보 부족으로 연구현장 만족도 저하 등

☞ 이에 부청 협력, 한반도 식물자원과 유전체 빅데이터를 연계하여 자원 주권 보호강화, 소재
국산화 등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 기술혁신 필요
4. 비전 및 추진전략

목 표

토종식물자원 생명정보 자립화로 바이오시장 창출 견인
Œ 생명정보 구축종 : 46종 → 1,135종 318천점,  국산유래 유용유전자/소재 확보 : 800건
추진전략
전략 1

식물자원 다양성확보
ㆍ빅데이터 구축
전략 2
토종식물자원 정보 공유
활용 강화

중점 추진과제
 자원주권 강화 토종식물자원 다양성 확보
 다부처 공동 토종식물자원 유전체 빅데이터 구축
※ (‘21) 46종 → (‘32) 1,135종 318천점

 토종식물자원 생명정보 활용 소재 국산화 촉진

․

 토종식물자원 바이오소재화 사회현안대응 기술개발 지원

전략 3
토종식물자원 활용
생태계 조성

 연구 환경조성과 전문인력 양성
 빅데이터 구축 다부처 R&D 협력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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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점 추진내용
전략 1

식물자원 다양성 확보 및 빅데이터 구축

➊ 자원주권 강화 토종식물자원 다양성 확보 (부처별 기존 기본계획과 연계)
ㅇ 현재 보유중인 8,073종(미세조류 제외)에서 민간, 국가, 국제기구 등을 통해 ʼ30년 까지
멸종 위기종, 희귀종 등 9,700여종의 식물자원 다양성 확보를 추진

➋ 다부처 공동 토종식물자원 유전체 빅데이터 구축
ㅇ 경제․생태적 가치가 높은 1,089종 318천점을 대상으로 연구․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유전체 정보를 확보하여 사용자 중심의 DB화를 구축
※ 사업참여 기관〔환경부(국립생물자원관외 2개), 해수부(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
농진청(국립농업과학원), 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간 MOU 체결, 상설 협의체 구성 운영

전략 2

토종식물자원 정보 공유 활용 강화

➌ 토종식물자원 생명정보 활용 소재 국산화 촉진
ㅇ 부처별 유전체 정보 생산현황을 공유 및 연구ㆍ산업현장으로 유전체 정보를 공개
※ 사용자 접근성, 활용성을 고려한 다부처 원스텝 맞춤형 제공을 위한 시스템 설계

ㅇ 국내 바이오기업 등과 상호협력, 토종식물의 소재 국산화 개발을 강화
※ 사업 기획단계 부터 산업체 수요조사를 반영, 토종자원의 활용성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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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토종식물자원 바이오소재․사회현안 대응기술 개발지원
ㅇ 토종자원 정보를 활용, 신종 감염병 대응 등 바이오(그린, 레드, 화이트)제품 개발과
탄소중립, 기후변화, 바이오플라스틱 등 사회현안 대응 해결에 빅데이터 제공

ㅇ 고부가 바이오소재 및 현안 대응 기술지원을 위한 신규사업 기획 추진
전략 3

토종식물자원 활용 생태계 조성

➎ 연구 환경조성 및 전문인력 양성
ㅇ 유전체 빅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연구환경 조성과 전문인력 양성 추진
※ 종자기업 초청 우수자원 현장 설명회 등 (농진청 등, 매년)
※ 식물분야 빅데이터 활용 전문인력양성 추진 (환경부, 해수부, 농진청, 산림청, 1,100명)

➏ 빅데이터 구축 다부처 R&D 협력강화
ㅇ 환경부(야생식물)․해수부(해양수산식물)․농진청(농업식물)․산림청(산림식물)은 소관분야를
책임지되 협업과 인프라 공동활용으로 저비용 高성과 사업 추진
ㅇ 과기부는 국가 생명연구자원 선진화사업 연계, 식물자원 빅데이터 연계 활용
ㅇ 농식품부는 농업유전자원 정책 총괄, 유전체 빅데이터 활용 종자산업 지원
6. 향후 계획
ㅇ 관계부처,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신규 기획사업 예타 대응(ʼ21.5~)
ㅇ ʼ23년도 투자 방향 및 R&D 예산 배분 조정 시 검토․반영(ʼ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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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대덕특구 재창조 종합계획(안)」

□ 소관 부처
ㅇ 기재부, 교육부, 환경부, 중기부, 과기정통부(주관), 산업부, 국토부
□ 계획 개요
ㅇ (추진 배경) ʼ23년 50주년을 맞이하는 대덕특구가 4차산업혁명․디지털전환을 선도해
가도록 혁신생태계적․공간적 대전환이 필요
- “대전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도 도시, 대덕특구의 새로운 도약이 대한민국 과학기술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할 필요”(ʼ19.1월, 대통령 대전 방문)
ㅇ (주요 경과) 1단계기본구상(ʼ19.7~ʼ20.1월) → 2단계실행계획*(ʼ20.3~12월) 초안 → 대덕
특구내 구성원 의견수렴(대덕포럼, 기관장 자문회의 등)
* 대덕특구의 재도약을 위한 (비법정) 전략계획으로 우리부, 지자체, 구성원이 함께 수립

□ 여건변화 및 전환 방향
ㅇ 추격형 경제시대의 연구학원도시(ʼ73~ʼ04) → 연구․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특구(ʼ05~ʼ20)
→ ʻ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하는 세계적 혁신 클러스터ʼ(ʼ21~)로 재도약

- 국내 최대 R&D 집적지로 연구성과의 사업화와 관련된 질적․양적성과가 지속 확대되고
산업구조도 고기술 중심으로 고도화되고 있으나,
- 생태계적 측면에서 ①파괴적 혁신연구․시장지향적 연구 부족, ②연구 데이터 생산․관리․
활용 미흡, ③혁신주체간 네트워크 및 창업생태계가 미성숙하고,
- 공간적으로도 ①보안등에 따른 연구기관들의 단절된 환경, ②풍부한 녹지에 비해
기업입주공간은 부족, ③문화편의시설이 부족한 문제 지적
ㅇ ①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초격차 융합연구 산실, ②한국판 뉴딜의 메카로서 미래 신산업
거점, ③첨단 스마트 인프라 기반 탄소중립 과학도시를 목표로,
- ①연구․인재, ②사업화․창업, ③기업․산업, ④도시․인프라 등 4대 전략 분야에서 8대
실행계획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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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창조 원칙과 비전, 전략
비

전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하는 세계적 혁신클러스터
목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초격차 융합연구의 산실

표

｢한국판 뉴딜｣의 메카로서
미래 신산업의 거점

｢첨단

스마트 인프라｣ 기반

탄소중립 과학도시

추진전략 및 과제
연구∙인재

사업화∙창업

[전략 1] 세계적
융합연구∙창의인재의 허브

[전략 2] 규제에서 자유로운
기술창업 전진기지

 대덕특구를 융복합 R&D
혁신캠퍼스로 대전환

 출연연-대학發 한국판 뉴딜 특화
공공창업 생태계 강화

 창의∙도전형 미래 신산업 인재
육성∙유치 및 정주환경 조성

 실증 테스트베드∙리빙랩 등을 통한
데이터∙현장기반 기술사업화 촉진

기업∙산업

도시∙인프라

[전략 3] 국가 혁신성장과 미래
신산업의 거점

[전략 4] 과학문화기반
친환경∙스마트 실험도시

 산학연 기술협력기반 건강한 기업성장
생태계 조성

 시민∙연구자가 자유롭게 교류하는
과학문화 융합환경 조성

 대덕특구를 미래 첨단산업 중심으로
재편∙고도화

 스마트 인프라와 교통∙에너지 혁신을 통한
탄소중립 도시환경 구축

추진원칙
① 과학기술혁신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개방형 혁신생태계와 스마트 협업공간을 갖춘 미래형
클러스터로 단계적 전환
② 파괴적 기술혁신과 미래신산업 창출 견인할 수 있도록 대덕특구 혁신주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창의·자율·융합·협력네트워크를 활성화
③ 이를 보완·뒷받침 하기 위한 연구인프라 구축, 정주환경 조성, 규제 간소화·개선, 특구육성·
지원제도 정비 등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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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추진과제
1. 세계적인 융합연구 ․ 창의인재의 허브
현재 상황 (As Is)

미래 모습 (To Be)

▸ 개별 연구소 중심 분절적․안정적 연구
▸ 인재 수급 불균형과 외부로 인재 유출

▸ 문제 해결형 융합연구․장기 도전적 연구
▸ 미래 신산업 주도형 창의인재 육성․유치

 대덕특구를 융복합 R&D 혁신캠퍼스로 대전환
ㅇ (혁신역량 강화) 대덕특구 출연연․대학․기업간의 공동연구 강화, 국내외 혁신기관간의
기술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한 연구생산성과 기술혁신역량 강화
ㅇ (데이터 개방․공유) 출연연․대학․기업들의 연구․산업데이터를 표준화하여 오픈 플랫폼
기반으로 외부에 적극 개방․공유 및 활용 활성화
ㅇ (플래그십 융합연구) 대덕특구 핵심기술분야를 중심으로 국가의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신산업 분야의 ｢대덕특구 플래그십 융합연구*｣ 추진
* ʼ25까지 1~2개 사업단 운영, 신규 총 100억(국비 35억) + NST 융합연구 등과 연계 지원

ㅇ (연구허브 조성) 융합연구혁신센터 + 빅데이터 플랫폼(NST, KISTI, 연구재단 등) 구축
 창의∙도전형 미래 신산업 인재 육성∙유치 및 정주환경 조성
ㅇ (미래 신산업 인재) 특구재단을 중심으로 각 기관들의 교육․인재양성․채용체계를 연계*하여
신기술․창업․기업가 정신을 갖춘 융합인재 육성
* KAIST 등 대학(창업커리큘럼, 창업교육, 창업지원) ↔ 출연연 등 공공기관(공동연구, 기술교육, 사업화교육,
액셀러레이터 양성) ↔ 대덕특구기업(채용기반 인턴십, 산업현장 실무교육)

ㅇ (우수인재) 해외 연구자 유치․정착 지원 및 여성과학기술인 전주기 성장지원
ㅇ (정주시설 확충) 청년 임대주거단지 + 연구자 맞춤형 주거단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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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제에서 자유로운 기술창업 전진기지
현재 상황 (As Is)

미래 모습 (To Be)

▸ 기관별 산재 창업지원 공급자 중심의 기술사업화
▸ 창업 및 스케일업에 복잡한 과정 및 지원

▸ 유형별 특화 창업지원 수요자 중심의 기술사업화
▸ 규제에서 벗어난 생활에서 검증하는 기술

,

,

 출연연-대학發 한국판 뉴딜 특화 공공창업 생태계 강화
ㅇ (출연연․대학 창업) 특구재단 창업사업*과 연계하여 출연연은 3대 특화분야 공공기술
창업**을, 대학은 기술기반(교수)․아이디어(청년) 창업을 중점 지원
* 특구육성사업(기술매칭․사업화), 이노폴리스사업(아이디어 발굴 → 창업아이템 검증 → 창업․투자 연계지원 등)
** ①바이오·헬스(생명연 등), ②인공지능·빅데이터(ETRI 등), ③소·부·장(화학연, 기계연 등)

ㅇ (창업 생태계 활성화) 특구재단 주도로 대덕특구 전문 액셀러레이터 양성․네트워크 강화
하여 창업기획, 투자, 보육 등 전주기 창업생태계 활성화
ㅇ (창업 인프라 조성) 실험실창업혁신단지(출연연) + 스타트업 파크(KAIST, 충남대 일원) 확충
 실증 테스트베드∙리빙랩 등을 통한 데이터∙현장기반 기술사업화 촉진
ㅇ (데이터기반 사업화) 대덕특구 빅데이터 플랫폼내 데이터 큐레이션 시스템을 신규 도입
하여, 수요 맞춤형 기술매칭과 사업화 정보를 제공
ㅇ (현장기반 실증)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사회문제 해결형 R&SD, 실생활 기반
리빙랩 등과 연계하여 현장중심의 실증․사업화 지원
ㅇ (실증 콤플렉스 구축) 특구재단-출연연 협력하여 소프트웨어(디지털트윈)와 하드웨어
(장비, 공간)를 종합지원하는 테스트베드 복합공간* 신규 구축
* 대덕 TBC, 사이언스센터, 출연연 부지 등 우선 활용 검토 / 대형 실증테스트공간 미개발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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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 혁신성장과 신(新)산업의 중심
현재 상황 (As Is)

미래 모습 (To Be)

▸ 초기기업이 성장하기에 어려운 환경
▸ 공공․민간 부지 저활용 부족한 산업용지

▸ 기업성장 위한 전주기 맞춤형 지원
▸ 맞춤형 입주공간 제공 미래 수요 대응 산업용지공급

,

,

 산학연 기술협력기반 건강한 기업성장 생태계 조성
ㅇ (창업기업 성장) 특구재단 중심으로 기술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 R&D, 시장개척․판로지원,
대덕 스케일업 전용펀드* 조성 등 체계적 기업성장 지원
* 범부처 ｢스케일업 펀드 조성계획(ʼ19)｣과 연계하여, 대덕특구 창업기업 전용 대규모 자금 조달 지원
펀드(업력 제한없음)

ㅇ (기술혁신 생태계) 대-중소기업간, 출연연-기업간 공동연구, 시설․장비 공유, 구매 조건부
신제품 개발, 공동 벤처창업 지원 등 자생적 기술혁신생태계 조성
ㅇ (협력기반 조성) 공공형 임대지식산업 센터(중기부 지원) + 스몰랩 파크(기업연 저활용공간)
+ 출연연 혁신파크(출연연 유휴부지) 등 협업공간 확대
 대덕특구를 미래 첨단산업 중심으로 재편∙고도화
ㅇ (첨단기업 입주․유치) 특구 입주관리제도를 활용, 앵커기업 유치, 첨단 기술기업 우선입주,
전통 제조업 → 신산업 업종 전환(연구소 기업 등) 등 산업 고도화
ㅇ (산업단지 확대․고도화) 산업단지 신규개발․편입을 통해 부족한 산업용지 공급을 확대하고,
노후산단(대덕산단)을 스마트 산단으로 구조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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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학문화 기반 친환경 스마트 실험도시
현재 상황 (As Is)

미래 모습 (To Be)

▸ 담장 등 폐쇄적 연구단지 과학도시 정체성 미흡
▸ 노후시설물 산재 과다한 자동차 의존

▸ 자유롭게 소통․왕래하는 환경 풍부한 과학문화 시설
▸ 스마트도시 실험실 탄소중립도시

,

,

,

,

 시민∙연구자가 자유롭게 교류하는 과학문화 융합환경 조성
ㅇ (과학문화 확산) 과학캠프, 첨단기술 전시회, 과학문화 체험활동 등 과학문화 특화프로그램을
연중 상시 제공하여 시민친화형 과학문화 확산
* 중앙과학관(야외전시, 사이언스 아카데미, 어린이 전시관 등), 출연연 박물관(상설/특별전), 시민천문대, 과학문화체험
(리노베이션 파크, 사이언스 콤플렉스, 라키비움(도서+기록+박물)), 기술쉼터(박스야드, 포켓 파크 등) 등

ㅇ (시민․연구자 교류확대) 출연연 담장 개방, 공공기관 부대․편의시설 공유, 보행 동선 연결
등을 통해 연구자․시민의 교류소통협업 환경 조성
ㅇ (과학문화 인프라 확대) 과학문화 둘레길(대덕대로-가정로-탄동천변 연결길) 조성 +
스마트원 캠퍼스(출연연) 구축 + 노후시설 재창조(대덕과학문화센터, 공동관리APT) 등 추진
 스마트 인프라와 교통∙에너지 혁신을 통한 탄소중립 도시환경 구축
ㅇ (스마트 도시환경) 다양한 교통․에너지․생활환경 정보를 수집․가공․연계․활용하여 도시문제
해결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
ㅇ (탄소중립 전환) 대중교통 혁신, 에너지저감형 녹색건축 인증제, 시민참여형 탄소저감
프로젝트 등 탄소중립 도시구조로 패러다임 전환
ㅇ (도시인프라 혁신) (가칭)도시 빅데이터 센터 구축 + 미래형 모빌리티 도입( S-BRT, Olev
(자율주행 전기버스), 전기․수소 충전소 등) + 녹색건축물 확대

49
╺╺╺

과학기술혁신정책 조정 활성화를 위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및 정책포럼 구성･운영

□ 실행원칙 및 체계
ㅇ (실행원칙) 재정투입(국비, 지방비)을 최소화하고 규제개선 등을 통한 민간투자 유도,
기존 자원(인프라, 사업 등)의 전략적 활용 우선
- 관계부처(과기정통부, 국토부, 산업부, 중기부 등) 지역사업과의 연계 추진
ㅇ (실행방안) 대·내외적 변화에 대응하여 탄력적으로 전략을 실현하고,
연동계획(Rolling Plan)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MP 수정·보완
- 세부과제별 추진주체가 실행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마련
※ 국비 지원 등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 및 분야별 세부연구를 통해 구체화 예정

ㅇ (추진체계) 중앙정부/지자체의 지원 하에 지역주도 협력적 거버넌스인 가칭)‘대덕특구
글로벌 혁신 추진위원회(분야별 워킹 그룹 운영)’를 신설

□ 효율적 실행을 위한 규제혁신과 특구육성·지원제도 개선
ㅇ (규제 혁신) 대덕특구 혁신생태계․공간적 재도약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
- R&D활동(연구과제 관리 등), 기술사업화(규제샌드박스 확대 등), 연구협업환경* 개선,
입지규제(용도, 업종 등) 등 수요자 중심의 제도개선 추진
* 단절된 연구기관의 연계․개방(공유시설 확대)을 위한 보안등급 조정 및 대학 내 개방형 혁신공간(유휴
공간 활용) 조성을 위한 제도 정비

ㅇ (특구 제도) 디지털전환에 따라 대덕특구의 혁신생태계․공간구조 등 클러스터정책의
근본적 변화방향 및 특구법 개정사항에 대해서도 연구검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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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

「도전적 연구개발 추진 고도화 전략(안)」

□ 소관 부처
ㅇ 기재부, 산업부, 해수부, 과기정통부(주관), 환경부, 복지부
 추진 배경
□ 미국·일본 등 세계 주요국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적 R&D 모델을 도입하여 사회
변화를 이끄는 혁신적 성과를 유도 중
※ (美) PM(100여명)에게 도전적 R&D 전주기에 대한 독립적 권한·책임을 부여, 챌린지(ʼ18년 32억$)를
통해 실패부담 없는 다양한 방식의 연구를 지원하는 DARPA 추진(ʼ58년~)
(日) ImPACT 프로그램(ʼ14~ʼ18), Moon-shot 프로젝트(ʼ19~ʼ23, 총 1천억엔) 추진

□ 우리나라도 ʻ국가 R&D 혁신·도전성 강화방안(ʼ19. 5월)ʼ을 통해, 논문·특허 등 양적성과가
아닌 ʻ임무목표 중심의 문제해결형 R&Dʼ로 전환을 시도
ㅇ 민간 전문가가 고난도·임무형 R&D를 주도하는 ʻ혁신도전프로젝트(ʼ20년~)ʼ를 추진 중이며,
최근 ʻ과학기술기본법ʼ의 개정(ʼ20. 12.)으로 도전적 R&D의 제도적 기반이 조성
⇨ 혁신·도전형 R&D 관리체계 고도화 및 조기정착 지원 필요
<추진 경과>
· (‘18. 7.) ‘국가R&D 혁신방안’ 발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 1회 전원회의」 (VIP 주재)

· (‘19. 5.) ‘국가R&D 혁신·도전성 강화 방안’ 발표

「제5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 (‘20. 5.) 혁신도전프로젝트 추진단 구성
· (‘20. 7. ~ 21. 3.) ‘20년도 연구테마 5개 선정 및 상세기획

 혁신·도전형 R&D 추진현황
1. 혁신도전 프로젝트(ʼ20년~)
□ (목적) 부처간 칸막이를 넘어 국가 차원의 초고난도 연구개발을 통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사회 전반의 파괴적 혁신을 선도
□ (추진방식) 민간중심의 추진단장이 총괄 관리자로서 추진전략 수립, R&D 테마발굴·기획,
대외협력 등 프로젝트 전반을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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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민관합동 추진위원회에서는 테마확정, 후속 R&D 사업 추진방향 등 프로젝트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고 부처간 협력·이견조정

<추진 절차>

□ (추진 현황) ʼ20년 테마 총 5개 선정* 및 R&D 기획
※ (수요조사) 부처·산학연 대상 공모, 출연연 대상 설명회 등을 통해 약 400여건 접수
* ▴ (비전) CO2를 배출하지 않는 사회 / (임무) CO2 발생없이 폐유기물을 판매가치 있는 자원으로 전환하는
시스템 / (기술개발) 폐유기물의 기초원료(C2단량체)화 공정기술 개발 ▴ (비전) 사고없는 안전한 바다 /
(임무) 구조대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 수색을 지원하는 해난대응 시스템 / (기술개발) 해난사고 신속
초동대응용 수공양용 AUV 기술개발 등 5건

ㅇ (시범사업) 새로운 방식의 유연한 연구관리가 현장에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시범사업 추진
※ 팬데믹 대응 로봇·ICT 융합 방역체계 개발(ʼ20~ʼ23년, 과기정통부): 로봇·ICT를 융합, 現 팬데믹 대응
의료체계의 부담·위험성을 경감하는 방역 시스템 구축

2.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시범사업(ʼ19년~)
□ (목적) 10~20년 후 산업의 판도를 바꿀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핵심원천기술 개발 지원을
통한 미래 신산업ㆍ신시장 창출
□ (추진 방식) 혁신적 테마, 3단계 스케일업(Scale-up), 경쟁형 R&D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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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2단계]

개념연구, 1년
과제당 2억원
A 연구기관

테
마
선
정

과
제
⇨ 선 ⇨

정
평
가

2:1

B 연구기관
C 연구기관
D 연구기관

선행연구, 1년
과제당 5억원
A (선행연구 지원)

[3단계]
3:1

본연구, 5년
과제당 40억원 내외
A (본연구 지원)

B (선행연구 지원)

단
계 ⇨
⇨
평
가

C (선행연구 지원)
D 중단

B 중단

단
계 ⇨
⇨
평
가

C 중단
D 중단

E 연구기관

E 중단

E 중단

F 연구기관

F 중단

F 중단

□ (추진 현황) ʼ19년 테마(6건) 선행연구, ʼ20년 테마(10건) 개념연구 진행 중
※ 예) 1분 충전 600km 주행 전기차, 100m 7초주파 로봇슈트, 슈퍼태양전지, Brain-to-X 등

 혁신·도전형 R&D 추진 고도화 전략
※ 아래 내용은 ‘알키미스트프로젝트’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경우를 전제로 함

1. 기본 방향
□ (혁신·도전형 R&D 사업군 기본요소) ①초고난도 연구목표, ②임무지향적 기획, ③전담PM
제도, ④하나의 추진체계*
* PM 공유회의를 통해 추진상황을 공유, 혁신도전형 R&D 추진위에서 진행상황 보고

□ 혁신도전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정부부처·연구기관 등이 제안하는 공공영역 테마를
발굴·기획하고 각 부처가 소관 R&D 사업을 관리
※ 정부부처에서 향후 추진하는 혁신·도전적 R&D사업은 혁신도전프로젝트를 통해서 추진

ㅇ 산업영역 테마는 기존 산업기술 알키미스트프로젝트에서 병행 추진
2. 혁신·도전형 R&D 추진체계
1. 범정부적으로 추진체계를 일원화

◇ 각 부처는 혁신도전형

·

사업군 아래 도전적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이 과정에서 부처간 협업
이견을 조정하는 하나의 체계를 마련, ONE-TEAM으로 운영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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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혁신도전형 R&D 사업은 개별부처 책임하에 운영 (알키미스트프로젝트: 사업심의위, 그랜드챌린지위,
평가위 등 운영, 본 안건 p8 참조)

□ (혁신도전프로젝트 추진단장) 혁신·도전형 R&D 사업군의 총괄 PM으로서 테마발굴, 사업
추진점검, 협의·조정 등 프로젝트 전반을 관리
□ (혁신도전형 R&D 추진위) 혁신도전형 R&D 사업군 추진방향·전략 등 사업군 운영관련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혁신도전프로젝트추진위의 기능을 확대)
※ 연구테마, 제도개선 사항 및 부처간 협업 논의 등

2. 혁신도전형 R&D사업 간 상호 연계
□ PM 공유회의를 통해, 혁신도전형 R&D 사업군의 테마발굴·기획·사업추진 전반의
연계·조정·협의를 수행하고, 필요시 현장점검
※ △ 테마의 유사·중복여부, 혁신도전성 등 대한 실무협의, △ 테마별 현장점검 및 추진상황에 대한
협의·조정

3. 유연한 연구관리를 위한 제도 적용
□ (과제선정) 공고기간 단축, 정책지정, 의견 서술형 평가·국외 전문가 서면평가 등 다양한
방법을 적용
ㅇ 단일 과제에 복수의 연구기관이 참여, 결과에 따라 연구지속·탈락, 연구비 차등지원이
가능한 경쟁형 R&D 활용
□ (연구수행) 신속한 사업목표 달성에 필요한 기술구입, 최적 연구기관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국외 위탁연구 등 효율적 기술확보 지원
ㅇ 사업단장이 연구 성과평가를 통해 과제별 연구수당 총액을 조정
ㅇ 과제의 내용, 목표의 난이도 및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예측비용 등을 고려하여 연구비를
사후지급하는 후불형·포상금형 R&D 추진
□ (과제관리·평가) 단계·최종평가 외에도 수시 진도점검 및 컨설팅 중심 평가를 적용하고,
R&D 환경변화·조기 목표달성 등 사유 발생 시, 목표 재조정(moving target), 조기종료
(early exit) 허용*
* 사업단장 주관의 진도점검을 진행, 연구개발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를 제외하고, 참여제한·연구비 환수
등 불이익 조치 없이 목표 재설정 및 조기 목표달성 과제의 후속 R&D 지원을 인정

4. 혁신도전형 R&D 사업군에 대한
안정적 예산지원
□ (일괄심의) 개별사업들을 동일한 식별체계*로 관리하고, 타 R&D 사업과는 별도로
ʻ혁신도전형 R&D 사업군ʼ에 대해 일괄심의 적용
* 예) (혁신도전형) 성층권 드론 기술개발, (혁신도전형)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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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적 투자 확대) 주요 R&D 예산 배분·조정시 우선반영 및 정부 R&D의 일정비율 이상
투자 및 점진적 확대
□ (계속비 편성) 예타를 통과한 500억원 이상 규모의 혁신·도전형 R&D 사업 중 안정적
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계속비 편성 추진
 향후 계획
□ 혁신도전프로젝트 ʼ20년 연구테마 5개에 대한 예산요구(ʼ21. 5월)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개정(ʼ21. 6월)
□ 혁신도전프로젝트 ʼ21년 연구테마 선정(ʼ21. 6월) 및 상세기획(~ʼ21.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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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

「자원기술 R&D 투자 로드맵(안)」

□ 소관 부처
ㅇ 과기정통부(주관), 환경부, 산업부, 해수부
 추진배경
ㅇ (자원수급 불안정) 4차산업혁명에 따른 광물자원의 수요 증가와 공급독점국의 자원 무기화
(武器化) 등으로 주요자원의 수급 불안정 확대
- 美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광물(Critical Mineral)에 대한 공급망 검토지시* 등 광물자원
수급 안정화를 위한 세계적 관심도 증가 추세
* Executive Order On Americaʼs Supply Chains(ʼ21.2.24)

ㅇ (폐기물발생량 증가) 폐플라스틱, 신규폐기물(태양광 폐패널 등) 등 폐기물의 발생량은
지속 증가하나, 처분을 위한 소각·매립은 한계

◈ 자원수급의 안정성 확보와 폐자원의 효율적인 처리·재활용을 위해「자원기술

」

투자 혁신전략(안) 을 수립

·추진 중

월)

(’20.4

⇨ 혁신전략의 이행촉진과 투자 전략성 확보를 위해 자원기술
투자 영역 도출 등 ’자원기술

R&D

R&D

R&D

방향 구체화, 중점

투자로드맵‘ 마련 필요

 현황진단
ㅇ (자원수급) 석유·천연가스의 대부분은 수입에 의존(특히, 원유의 중동의존도 80%이상)
하며, 금속광물자원(철, 아연 등)의 자급률*은 1%미만
* 금속광물 자급율(광물자원통계포털, '15∼'17) : 철(0.5%), 아연(0.3%), 은(5.2%), 금(2.3%) 등

- 희토류 등 반도체·이차전지에 활용되는 원료물질 수입량 연평균 증가율(ʼ14∼ʼ18년)은 18%
수준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이나, 특정국가에 편중*
* 희토류 생산 비중('18년, 미국지질조사소) : 중국(71%), 호주(12%), 미국(9%)

ㅇ (폐기물재활용) 매립에서 재활용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국내 폐기물 처리방법
에서 재활용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나,
* 폐기물 처리방법(매립, 소각, 재활용 등) 中 재활용의 비중(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환경부) : (ʼ13) 83.9%
→ (ʼ15) 85.2% → (ʼ17) 86.4%

- 재활용품의 경제성 미확보*, 품질기준 미충족 등으로 실질적인 활용률이 저조한 상황
* 재활용품판매수입 : 39,027백만원, 수집선별비용 : 278,905백만원 (ʼ17년 기준, 쓰레기 종량제 현황,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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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R&D 투자현황) 자원개발․순환분야로 추진 중으로 점진적 증가 추세(세부사업 기준)이나,
관계부처의 주요 R&D 대비 자원기술 투자비중은 2%미만임

’19년 예산(단위 : 억원)
’20년 예산(단위 : 억원)
’21년 예산(단위 : 억원)
부처명 자원개발
자원순환 소계 자원개발 자원순환 소계 자원개발 자원순환 소계
산업부
환경부
해수부

224
58

282

총계

55
228
-

283

279
228
58

565

(1.41%)

조사∙탐사∙개발∙생산
(석유∙가스, 광물자원)

171
270
-

430

532
270
69

871

441

(1.71%)

+

【 자원개발 】
<산업부>

361
69

조사∙탐사

623

265
294
-

853
294
35

1,182
559 (1.98%)

【 자원순환 】

<해수부>
+

588
35

<산업부>+<환경부>

+

(공해상 해저광물자원)

폐기물(공정부산물포함) 재활용∙처리
(감량화, 물질재활용, 에너지재활용, 재제조)

 이슈 및 시사점
① 자원개발과 자원순환 등 분야별 정책․R&D로 추진되나, 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자원의
지속가능한 순환 등을 고려한 통합적 관점의 R&D 추진전략이 미흡
⇨ 자원개발과 자원순환 전체를 아우르는 전주기적 투자 필요
② 자원확보를 위한 全공정의 R&D 지원이 아닌 자원품목별 개별공정에 편중된 R&D 지원
위주로 공통활용 핵심기술 확보의 한계
⇨ 旣 개발기술과의 유사․중복 가능성 해소를 위한 공통핵심 활용기술 개발과 기술사업화를
위한 수요기업과 연계성 제고 필요
③ 부처의 고유역량은 확보 중이나, 자원 탐사 개발 촉진 및 효율적인 자원순환 전주기
기술개발을 위한 부처간 연계․협업 활성화 부족
⇨ 부처의 고유역량을 연계․활용을 고려한 부처간 연계․협업 기반 강화 필요
 추진방향

※ 자원개발 생산성 (희유금속 생산 등) ‘19년 대비 ’30년까지 10% 향상
※ 자원순환 이용률 향상((‘16) 70.3% → (’27) 82.0%)
① 자원기술 R&D 분류 체계화에 기반한 자원기술 전주기적 R&D 투자 강화
② 자원개발․순환의 공통활용기술 개발 강화 등 기반 고도화
③ 역량결집․활용 등 기술역량 제고를 위한 부처 연계․협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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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전략
1. (전략투자) 자원기술 전주기적 R&D 투자 강화
 전략적인 자원개발

◈ 원료광물의 안정적 확보 기반 구축과 전략적인 자원 개발·활용을 위해 조사·탐사

,

분야의

R&D

원료화

투자 강화

【 조사‧탐사 】
조사+탐사+평가

+

【 개발‧생산 】
개발+생산

+

【 원료화 】
선광+제련

+

【 현장운영관리 】
현장운영+사후관리

① 조사·탐사(强)
⇨ 현장맞춤형 탐사기술 고도화로 기술 역량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모색
- (단기) 3D/4D 물리탐사연구선 건조 및 탐사자료 취득·처리·해석기술 확보로
자원부존 영상화 해석 고도화
- (중장기) 인도양, 남서태평양 등 세계 각지에 분포해 있는 해저광물자원 탐사·평가기술
확보로 심해저 개발역량 확충
② 개발·생산
⇨ 생산성 향상을 위한 ICT 기반 현장기술 실증지원 등 사업화 촉진
- (단기) 지능형 시추기술, 광산 테스트베드 구현 등을 통한 천연자원 생산성 향상
- (중장기) 비전통자원(셰일가스 등)의 부존형태별 맞춤형 생산기술 확보
③ 원료화(强)
⇨ 희유금속 등 광종맞춤형 선광·제련기술 및 공통기반기술로 원료광물의 안정적·효율적 확보
- (단기) 선별·추출·정제·회수 공정의 설계 및 활용기술 고도화로 산업원료화 기술의
사업화 촉진
- (중장기) 희유금속 선광․제련 공정기술 개발 및 천연·순환자원 공통활용 핵심기술
개발로 원료광물의 안정적·효율적 확보 기반 마련
④ 현장운영관리
⇨ ICT기반 현장운영관리 기술로 생산관리 효율화 및 친환경 사후관리 강화
- (단기) 현장 데이터 송·수신기술, 무인화 장비 개발 등 생산관리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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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기) 맞춤형 현장 복원기술 등 사후관리 영역의 신시장 창출 모색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 폐기물 발생 지속 증가

,

재활용의 고부가가치화 한계 등 현안 해결을 위한 자원순환 측면의

물질재활용, 재제조 분야의
【 감량화 】
저감+대체

R&D

투자 강화

【 물질재활용 】
+

【 에너지재활용 】
+

전처리+정제·재생이용

폐기물연료화+
열적∙생물학적재활용

【 재제조 】
+

전처리+진단∙복원+
개조활용

① 감량화
⇨ 생산단계부터 폐기물 발생 감축 및 순환이용성 개선(친환경제품설계, 사업장폐기물감량)
- (단기) 재활용 저해제품의 재질·구조 개선 등 소재·디자인 개발 지원
- (중장기) 폐기물 감량·재활용 설비·기술 개발로 폐기물 발생량 감축
② 물질재활용(强)
⇨ 재활용 고부가가치화로 재활용산업 기반 활성화
- (단기) 폐기물 유형별(생활․사업장) 맞춤형 전(前)처리 및 재생원료화 등 물질재활용
핵심기술 확보
- (중장기) 유용자원 추출·회수, 원료화, 친환경·고순도화 및 화학적 재활용 중심의
기술 개발로 재활용 고부가가치화
③ 에너지재활용
⇨ 친환경 고형연료 제조, 폐기물 소각열 회수효율 향상, 바이오가스 개질 등 폐자원의
에너지화 촉진으로 재활용 다변화
- (단기) 친환경 고형연료 제품화,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등)의 운영·관리 효율화,
바이오가스화 생산효율 개선 등 친환경·고품질화 핵심기술(설비포함) 확보
- (중장기) 보조연료(고형연료 등) 고품질화, 바이오가스화 활용, 폐기물 처리시설 개보수 등
실증기반 사업화 연계 지원
④ 재제조(强)
⇨ 성능복원 고도화, 품질평가·인증 기반 확보로 폐제품 재활용 극대화
- (단기) 전처리 기술 고도화(선별, 분해, 세척 등), 미래폐자원(태양광 폐패널 등) 활용
재제조 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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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기) 신품수준 및 스펙업 성능 확보를 위한 품질평가·인증기술 및 他용도로의
전환 개조·활용 다변화 기술 개발 지원
2. (기반혁신) 자원개발·순환의 공통기반 고도화

◈ 자원개발․순환별 기 旣

·

개발된 기술의 연계 활용성 제고를 위해 현장수요 연계형 공통
활용기술 개발 강화와 인력양성 등 체계적 지원
(

)

 자원개발・순환의 공통활용기술 개발 강화
⇨ 천연광물의 원료화와 폐자원의 물질재활용 공정에 공통적으로 적용가능한 기반기술
개발 지원 강화(현장수요에 기반하여 관계부처에서 제시)

< 공통활용기술분야(예시) >
▪ 분리·해체 : 제품 및 부품 자동해체, 센서/로봇 이용기술, 고효율 세척 등
▪ 선별·선광 : 미분쇄, 자력·부유·비중 선별, 센서/인공지능 기반 선별 기술 등
▪ 제련·고순도화 : 용매추출, 전해정련, 표면/성분(순도) 분석 등
 현장수요 연계·인력양성·성과관리 등 기반 고도화
⇨ (현장수요 연계) 성과 활용성 제고를 위한 수요기업 간담회 정례화 추진, 수요연계형 제안
과제 선정·평가시 우선 검토 등을 통해 수요기반 중심의 사업·과제 기획 및 예산 지원
⇨ (인력양성) 산업계 수요 중심의 인력 수급현황 분석·제시를 통해 지원대상별·유형별
지원체계 발굴·모색
⇨ (성과관리) 수요기반 핵심기술 발굴, 선행사업의 성과분석이 반영된 사업기획 등 R&D
목표·영역 전략화를 통해 성과확보 내실화
3. (협업촉진) 부처 연계·협업 체계 강화

◈ 자원개발 조사․탐사 신규 폐자원 재활용 분야 중심으로 부처별 연구역량의 결집․활용을 위한
,

부처간 역할 분담 및 협업 체계 강화
 해저광물자원 조사・탐사분야

⇨ 해저자원 개발 경제성 평가 역량에 대해 부처 연계 협력이 중요한 바, 물리탐사연구선
구축(~ʼ23) 후 공동 활용 방안 마련 등 다부처 협업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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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폐자원 재활용 분야
⇨ 신규폐자원(전기차 폐배터리 등) 발생량이 지속 증가됨에 따라 친환경적․경제적 재활용
방안 마련 등 실질적 재활용이 요구
- 유해성·성능 평가, 해체·선별 등 재활용 전(全)주기 공정에 대한 부처별 고유 역량
연계·활용 중심의 다부처 협업 R&D 지원
 기대효과

◈ 선진국

수준 (

現

기술수준

60~80%)

의 기술역량 제고 및 산업기반 확충을 통해

자원의 안정적인 수급과 효율적인 (재 )활용 도모
① (자원개발) 자원탐사․개발․생산기술 및 인프라 고도화 등을 통해 원료광물 등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자원개발 산업 생태계 활력 제고와 트랙레코드 확보로 해외시장
진출 경쟁력 강화
② (자원순환) 재활용 고부가가치화, 신규 폐기물 재활용 기반 구축 등을 통해 환경부담
저감 및 순환자원의 재활용률 극대화로 순환경제 실현에 기여
 향후계획
① (혁신본부) R&D 예산 배분․조정 및 향후 중장기 R&D 투자전략 마련에 활용(ʼ21.상~)
② (관계부처) 자원개발·순환 등 관련 국내 정책* 마련, 부처별 추진사업 효율화 및 신규사업
기획 등에 활용(ʼ21.상~)
* (예시) 핵심광종 선정 및 국내 비축전략 종합로드맵(ʼ2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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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

「R&D 우수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안)」

□ 소관 부처
ㅇ 기재부, 국방부, 산어부, 환경부, 중기부, 농진청, 과기정통부(주관), 농식품부, 복지부,
국토부, 식약처
1. 개요
ㅇ 최근 코로나19 등 주요 사회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R&D 성과에 대한 국민 기대가
어느 때 보다 높아진 상황
※ 부처별 파편화된 성과관리 체계로 성과별 후속지원, 규제개선 등 맞춤형 지원 어려움

⇨ 범부처 연계·협력을 통한 연구성과 공유 및 공동 활용·확산 체계 필요
ㅇ R&D 성과의 국민 체감 제고를 위해 부처 후속 지원역량을 결집하는 ｢R&D 우수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추진방안｣ 수립(ʼ20.10)
※ 주요내용 : 이어달리기 협의회 구성, 제도화, 추진방식, 재정지원 등

2. 후속조치 이행 (범부처‧관계기관협의회 운영(ʼ20.11~ʼ21.2), 제도마련)
ㅇ (부처협의) 9개 시범프로젝트 예시 대상 부처입장 및 이어달리기 추진 가능성 등 의견수렴,
7개 성과* 주관·협력부처 확정 및 후속지원 세부전략(안) 마련
* 시범프로젝트 추진 : 신약, 기계소재, 생분해플라스틱, 5G, 이차전지, 태양전지, 의료SW

ㅇ (보완방향) 각 부처의 전문성·자율성을 존중하여 ʼ21년 상반기 이어달리기부터 상향식
성과추천* 실시, 원활한 부처협의 및 의사소통 기능 강화
* 부처, 관계기관이 이어달리기 성과 발굴‧추천부터 선정과정에 모두 참여 (반기별)

☞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추진에 대한 부처 반대의견 및 갈등 최소화
ㅇ (제도마련) 범부처‧관계기관 협의회 구성 및 19개부처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
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고시 제정(ʼ21.2.2.)
3. 추진경과
【추진1】 시범프로젝트 후속지원 세부전략(안) 마련
ㅇ R&D 우수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추진을 위한 시범프로젝트 후보성과 예시 9개* 도출
(~ʼ20.8)
* 신약, 기계소재, 플라스틱, 5G, 태양전지, 의료SW, 이차전지, 의료기기, 디스플레이
※ ʻ사업평가 우수성과ʼ, ʻ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ʼ, ʻ출연연 우수성과 10선ʼ 등 후보군 구성하여
과학·기술적 우수성 및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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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13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2호 안건)「R&D 우수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추진방안」
논의(ʼ20.10.12.)
ㅇ ʻ범부처협의회ʼ를 통해 부처입장, 이어달리기 추진 가능성 및 실효성 등 의견을 수렴,
부처동의 시범프로젝트(예시 9개 중 7개 추진) 선정
⇒ 부처별 이어달리기 참여여부 확인 및 주관·협력부처 확정(ʼ20.11.25.)
ㅇ ʻ관계기관협의회ʼ를 통해 7개 시범프로젝트별 범부처 이어달리기 후속지원 세부전략(안)*
구체화(ʼ20.12~ʼ21.1월말)
※ 관계기관협의회 (총 6회) : 플라스틱(ʼ20.12.16.), 5G(ʼ20.12.17.), 의료SW, 이차전지(ʼ20.12.23.), 태양전지
(서면), 신약(서면), 기계소재(서면) 등 성과별 세부전략 및 목표, 추진일정 등 수립

구분 분야

< 시범프로젝트 협의 결과 >

성과명
정맥주사를 대체하는
신약
피하주사형
신약 제조기술
시장
개발
진입
(2) 기계 반도체 핵심부품(MLCC)
소재
박막 성형기술 개발
사업화 플라
지원 스틱
(2)
5G
태양
전지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조기술 개발
5G 인프라 핵심기술
(5G 소형셀 SW)개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기술 개발

인공지능(AI)과
후속 의료SW 한국형
의료데이터를 연계한
“닥터앤서” 개발
R&D
(3)
전기자동차용
고기능/저가격의
이차
전지 리튬이차전지 핵심소재
개발
의료 “패혈증” 조기진단
보류 기기 초고감도 센서 개발
세계최고 효율의
(2) 플레이
디스 Micro-LED
전사기술 개발

*후속지원 세부전략(안)
참여부처
범부처
범부처 우수사례 홍보 등 협력
(과기정통부,
※ 시장진입 성과의 경우 ‘정부 → 기업’의
산업부,
이어달리기 완료 형태
복지부)
우수사례 홍보 등 협력
※ 시장진입 성과의 경우 ‘정부 → 기업’의
중기부
이어달리기 완료 형태
대기업-스타트업연계상용화추진관련,
중기부-기술이전대기업(SKC) 협의난항으로 과기정통부
⇒ 중기부
후속지원불가
생분해성 농업용 필름 개발 및 실증연구
과기정통부
(’22년 사업 기획)
⇒ 농진청
환경표지인증 획득 지원
환경부
기술 고도화를 위한 후속 R&D
과기정통부
수요 연계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
개발된 원천ㆍ요소기술의 상용화 연계 과기정통부
후속 R&D
⇒ 산업부
진단 정확성제고, 대표 질병분야 확대를 위한
후속 R&D(스케일업)
과기정통부
병원 시범적용 확대 지원
의료기기심사·허가사전상담지원체계상시운영 과기정통부
⇒ 식약처
과기정통부
의료정보 빅데이터 활용 등 규제개선
⇒ 복지부

소재분야대-중소기업간수요-공급매칭
산업부
연계후속R&D
※‘시장진입’ ⇒‘후속R&D’로 구분변경

’21년과제미정, Top Down식불가(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
특정 산업분야(Micro LED), 특정 대기업 정부지원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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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2】 2021년 상반기 신규프로젝트 후보성과 발굴
ㅇ 2021년 상반기 R&D 우수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추진
- 부처별 전문성·자율성을 반영한 상향식 성과 발굴 추진, 총 6개 부처(과기정통부·
국토부·환경부·농진청·복지부·해수부)로부터 99개 후보성과 접수(ʼ21.1~)
ㅇ ʻ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ʼ 고시 제정으로 이어달리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ʼ21.2.2., 19개 부처 참여)
※ 과기정통부, 국조실, 기재부, 교육부, 행안부, 문체부, 농림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식약처, 농진청, 산림청, 기상청, 질병청, 특허청(국방부, 방사청 추후 별도 고시)

ㅇ 99개 후보성과 대상 분야별 민간전문가(32명) 종합검토를 통한 1차 후보성과 35개 선별
추진(~ʼ21.2.23.)
※ 1차선별 : 성과의 우수성, 경쟁력, 정성적 파급효과, 상용화 가능성, 국민체감효과 등

ㅇ 각 부처 소관 연구관리 전문기관(담당자 70여명) 등 관계기관협의회를 통한 부처 협의대
상 2차 후보성과 14개 선별 추진(~ʼ21.3.9.)
※ 2차선별 : 이어달리기 추진전략 및 목표의 명확성, 프로젝트 취지 부합여부, 추진 가능성 등

ㅇ 14개 부처 협의대상 프로젝트 참여여부, 이어달리기 제안서 상의 후속지원 요구사항에
대한 부처입장 및 검토의견 요구(~3.31) [참고]

< 2021년 상반기 신규프로젝트 발굴～부처협의 경과 >

발굴 추천 1차 2차
부처지명
(복수응답)
부처 건수 선별 선별
과기정통부
국토부
산업부 10건, 과기정통부 8건
환경부 99 35 14 국토부 3건, 농림부 1건
농진청
복지부 1건, 국방부 1건
복지부
환경부 1건
해수부

부처참여 동의
(복수응답)

산업부 4건, 과기정통부 3건
환경부 1건

ㅇ 부처 협의대상 중 이어달리기 가능한 성과 6건* 확인
* 과기→산업 2건 / 과기→과기 2건 / 과기→과기+산업 1건 / 환경→산업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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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021년 상반기 이어달리기 신규프로젝트 부처협의 결과

ㅇ 부처 협의대상 중 이어달리기 가능한 성과 6건* 확인
* 과기→산업 2건 / 과기→과기 2건 / 과기→과기+산업 1건 / 환경→산업 1건

연번

성과명

1 [농림수산식품]
에너지자립형 와이즈팜 빌딩
[전기/전자]
2
초당40조개 연산 능력의
인공지능 프로세서 반도체
[정보/통신]
3
On-Board집적 400Gbps
광 송수신 엔진 개발
4 [정보/통신]
전자파차폐/흡수소재 기술
[정보/통신]
5
마이크로그리드
전력거래 기술 개발
[환경]
6
원자층 증착기술적용
광활성 ZnO 나노필름

부처입장 및
후속지원 유형
① 후속 R&D
과기정통부 산업부 (’21년 신규과제 협약 中
RFP상 일부 포함)
① 후속 R&D
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 (’21년 신규과제 추진)
② 실증,인증,시범적용
후속R&D
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 (’21년①신규과제
추진)
후속R&D
과기정통부 (’21년①신규과제
추진)
과기정통부
① 후속 R&D
산업부
(나노융합 혁신제품)
② 실증‧인증‧시범적용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과기정통부 산업부 블록체인
연계 전력거래
실증 추진중)
① 후속 R&D
환경부 산업부 (나노융합2020+
과제선정시)
발굴부처

지명부처

4. 향후 추진계획(안)
ㅇ 주관부처는 프로젝트 협력부처, 관계기관,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실무협의회 운영하여
후속지원 세부전략(안) 구체화 : ʼ21.4~5월
ㅇ 이어달리기 후속지원을 위해 참여부처의 신규R&D 세부사업 또는 내역사업 신설이
필요한 경우(시범프로젝트 및 ʼ21년 상반기 프로젝트),
- ʼ22년 R&D예산 배분·조정 과정에서 부처 수요 적극 반영 : ~ʼ21.6월
※ 시범프로젝트 및 ʼ21년 상반기 프로젝트 중 ʼ22년 예산 확보 필요할 경우

ㅇ 상반기 추진실적 모니터링 및 하반기 프로젝트 추진 : ʼ21.7월(계속)
ㅇ 과기관계장관회의(총리, 잠정)/ 시범프로젝트, ʼ21년 상반기 이어달리기 실적 및 주요경과,
ʼ21년 하반기 신규 프로젝트 발굴 현황 등 보고 : ʼ21.하반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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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사항 예시(안) [Ⅳ 참고(14p)]
ㅇ (개발부처 역할 확장) 이어달리기 피 지명 부처입장 등 특정사유로 후속지원 추진이 불가한
경우 성과를 발굴‧추천한 부처가 자체 이어달리기 가능하도록 일부 역할 확장
※ 기술의 타당성(경제성, 공공성, 정책성) 및 후속지원 시급성 등 과기관계장관회의 논의를 거쳐 이어달리기
필요를 인정받은 성과에 한함 (인증, 허가, 규제, 기술금융관련 등 사항은 제외)

ㅇ (예산 조기‧적시지원) 성과창출 지연 방지를 위해 부처별 브리지(Bridge) 예산 확보 (내역사업
신설) 또는 적극적인 이어달리기 후속지원 신규사업 기획 추진 ('22년 이후)
※ (예시) 산업부 - 범부처 연계형 기술사업화 이어달리기(R&D, '21년 신규, 116억원)

ㅇ (이어달리기 다양성 확보) 기존 산업을 혁신할 수 있는 원천기술이 필요한 역이어 달리기
및 향후 혁신조달(공공수요 유망) 연계 가능성이 높은 후보성과 적극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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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18회
(1) 회의 개요
☐ 일시 : 2021년 6월 15일(화) 16:00~17:20
☐ 장소 : 정부서울청사-세종청사 영상회의
☐ 회의 주재 : 과기정통부 장관(부의장)
(2) 상정안건 및 결과
<표 2-4> 제18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상정안건 및 결과
번호

안건 명

제출부처

처리결과

1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기술혁신 로드맵(안)

관계부처 합동

원안의결

2

바이오헬스 규제과학 발전전략(안)

관계부처 합동

원안의결

3

이차전지 R&D 고도화 전략(안)

관계부처 합동

원안접수

(3) 논의결과 및 상정안건별 주요 논의사항
☐ 논의결과
ㅇ 총 3건의 안건을 원안 의결(제1, 2호/심의)·접수(제3호/보고)
- (1호)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혁신 로드맵
- (2호) 바이오헬스 규제과학 발전전략
- (3호) 이차전지 R&D 고도화 전략(안) (비공개)
☐ < 1호 :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혁신 로드맵 >
ㅇ (민간참여) 세제 혜택, 활용기업에 대한 배출권 인정 등 민간의 적극적 참여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및 제도기반 구축 노력 지속 추진(민간발제자)
ㅇ (지속적 수정·보완) 실질적 탄소감축 효과로 연계되도록 향후 탄소중립 시나리오('21.말)를
반영한 CCU 로드맵 지속적 수정·보완에 관계부처 협력 추진(환경부, 과기보좌관)
- 경제성은 포집된 CO2의 활용에 있으므로 포집·활용 기술의 상용화 시기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기술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로드맵 보완·연계(과기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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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US는 중요한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R&D 가속화와 함께 실질적 감축 효과로 이어지도록
산정방법론 마련에 적극적 협력 추진(환경부)
ㅇ (농업활용) 농산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대량의 CO2가 필요하기에 농업분야에서 CCU 활용
가치는 매우 높으며, 로드맵에 적극 참여할 것(농진청)
※ 시설작물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인위적으로 CO2를 생산하여 사용 중

ㅇ (특허전략) 도출된 중점기술에 대한 다른 나라의 특허 회피방안 반영 및 외국과의 기술협력시
특허정보 활용 필요(특허청)
☐ < 2호 : 바이오헬스 규제과학 발전전략 >
ㅇ (현장밀착) 코로나19 백신 개발 사례처럼 Fast-track을 통한 현장 밀착 규제(지원) 및 디지털
헬스케어 등 다양한 영역에서 규제의 과학화 추진(질병청)
ㅇ (부처협업) 새로운 시장형성을 지원하도록 과학적 근거 기반 규제서비스 발전을 위한 인프라·
기반 강화를 위해 부처간 협력 추진(식약처)
- 규제혁신을 추진 중인 4차위와 협력 추진(4차위), 인력양성 관련 적극적 협력 추진(교육부)
☐ < 3호 : 이차전지 R&D 고도화 전략 >
ㅇ (연계전략) 향후 발표될 배터리 산업 육성정책이 R&D 고도화 전략과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며 내실 있는 정책이 되도록 관계부처 협업(산업부)
- (특허전략) 공급망 재편에 따라 통상·특허 분쟁 등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R&D와 특허전략을
연계하는 IP-R&D 적극지원(특허청)
ㅇ (R&D 투자연계) 부처별 다양한 전략을 통해 기획·발표되는 공통기술*에 대해서는 R&D투자를
활용해 힘을 더 실어줄 필요(과기보좌관)
* (예시) 이차전지(R&D 고도화 & K-배터리 전략), 희소금속(자원기술R&D 투자로드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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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제18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안건 요약(비공개 제외)
1호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기술혁신 로드맵(안)」

□ 소관 부처
ㅇ 기재부, 외교부, 산업부, 국토부, 종기부, 농진청, 과기정통부ㆍ환경부(주관), 농식품부,
해수부, 국무조정실, 특허청
□ 추진 배경
ㅇ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 목표 선언과 함께 탄소 규제*를 더욱 강화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확대, 탄소세 부과, 탄소국경세 신설(EU, 미국 등) 등

ㅇ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배출된 CO2를 흡수･처리하는 CCU 기술이 필수
※ 국제에너지기구(IEA), EU 등은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CCU 기술을 주요 감축수단으로 제시

ㅇ CCU는 기술수준이 낮고, 불확실성이 높아 상용화까지 대규모 R&D 필요
※ 현 기술은 대부분 응용연구 단계이며, 석유화학제품 대비 생산단가가 높음

➡ 기업참여를 촉진하고 전략적 투자를 뒷받침할 중장기 로드맵 마련
- 과기･산업･환경부 및 민간전문가 50여명이 참여하여 기술개발, 산업전략, 정책･제도,
온실가스 감축기여 등을 검토
□ 우리나라 CCU 주요 이슈 및 시사점
➊ (R&D) 선도국과 기술격차*는 높으나, R&D 투자는 상대적으로 미비**
* 최고국(미국) 대비 80% 수준

/

** 지난 10년간 CCUS 분야 정부 R&D 총 규모는 4,600억원으로

당초 계획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

➋ (실증 연계) 확보된 핵심기술의 상용화 단계로 연계 취약
※ 국내 기술 상용화 사례가 없으며, 경제성 확보를 위해 대규모 실증이 필요하나 기존 산업공정에 적용하기
위한 비용과 리스크가 높아 기업의 참여가 부족

➌ (제도적 유인) CCU 기술적용에 따른 감축기여도 평가방법이 부재하며, 기술 확산을
촉진할 제도적 지원방안 미흡
☞ (시사점) ‘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민관 공동 상용화 노력,

➊

대규모 중장기

➌

R&D

투자 착수,

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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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 및 목표

□ 세부 추진전략
 핵심기술 확보 전략
ㅇ (선정절차) 다양한 CO2 활용기술 중 기술경쟁력, 시장경쟁력 및 온실가스 감축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점투자기술 선정
⇒ 5대 분야의 110개 세부기술 평가를 통해 총 19개 중분류, 59개 중점기술을 선정
ㅇ (기술개발 전략) ʼ30년 산업계 적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상용화 기술 및 차세대 기술로
구분하여 단계별 기술성숙도 제고 전략 수립
- (상용화 기술) 핵심기술이 확립되어 있고, 시장수요 또는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높아
ʼ30년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
⇒ 기술 실증을 통한 조기 상용화 및 보급·확산에 집중
- (차세대 기술) 중장기적으로 기술 확보 시,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가 우수하여 ʼ50년
탄소중립에 핵심적인 기여가 예상되는 혁신기술
⇒ 新산업 창출을 위한 한계돌파형 원천기술 확보에 초점

< 기술별·분야별 R&D 추진 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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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U 세부분야별 기술혁신 마일스톤 >
*

분야

현 수준

단기(~‘25)

중기(~‘30)

: 정부의 집중지원이 필요한 기간

장기(~‘50)

기술개발 목표

▼상용화

연소배가스 포집 실증격상 및 전환 연계
실증
CO2
포집

n

상용급 포집비용
$60~70/tCO2

△ 일부기술 중규모 실증

현장적용
및 상용화
▪ 비용 저감
- (’30) $30/tCO2 이하
- (‘50) $20/tCO2 이하

△ 포집-저장 연계 대규모 실증
▼일부기술 상용화

산업 공정가스 및 기타 포집 기술개발
△ 다배출산업별 소규모 실증

상용화

△ 포집-활용 연계 중대규모 실증

▼일부기술 상용화

CO2
화학
전환

n 상용화 기술 없음
실험실~파일럿
규모 실증단계

▪ 기술 상용화
- (‘30) 상용제품군
확보 (10개)
- (’40) 주요제품 가격경쟁력
확보
상용화 (現 시장가 수준)

플랫폼화합물 및 고분자 생산 핵심기술개발

상용화

▼일부기술 상용화

기타 화학제품화 핵심기술개발

기존대비 CO2 고정율
◎ 2배 향상 균주 확보

고효율 우수균주 개발

저비용 바이오매스 생산기술
및 대량생산 시스템화 기술개발

대량
생산

◎ 생산성 향상 (25 g/m2/d)

CO2
생물
전환

n 바이오매스
생산단가
$2.0/kg

바이오연료 생산
실증기반 구축

▪ 바이오매스 생산
비용 저감
상용화
- (’30) $1.0/kg
△생물전환-연료화 연계 실증
- (‘50) $0.4/kg

바이오연료 생산
시스템 구축·실증

▼일부기술 상용화

기능성 바이오소재 선정
및 제품화 기술개발 실증

상용화

△ 생물전환-소재화
연계 실증

직접탄산화 건설·기타소재 생산기술 개발
CO2 n 상용화 기술 없음
광물
파일럿 규모
탄산화
실증단계

△ 중규모 실증

◎ 차세대기술군 일부 실증

△ 대규모 실증

간접탄산화 소재·제품화
핵심기술 개발

고부가화 기술개발
및 공정 최적화

기타
탄소
활용

n 기타탄소 활용
제품화 기술력
선진국 대비
60~80% 수준

일부 분리·활용
기술 상용화

부생가스 분리·정제 기술개발

일부 제품화
▼기술 상용화

제품화 기술실증 및
현장맞춤형 기술 고도화

일부 고질화
▼ 기술 상용화

바이오가스
전처리·고질화 기술개발

상용화

▪ 기술 조기 상용화
- (‘30) CO2 반응경화 시멘트·
건설소재군
(4개)
- (’40) 광물탄산화
상용규모 격상

◎ 차세대기술군 일부 실증

△ 일부기술 중규모 실증

▼

상용화

상용화

일부 제품화
▼기술 상용화

제품화 기술실증 및
현장맞춤형 기술 고도화
△ 수소생산 기술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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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화

▪ 세계적 수준의
제품화 기술 확보
및 상용화
- (‘30) 선진국 대비
기술경쟁력 100%
- (’50) 상용화 제품
다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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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 투자 촉진
ㅇ 범부처 협업을 기반으로 중장기 R&D 투자 지속 및 부처간 이어달리기 역량강화
- 대규모 CCUS 통합실증 지원사업(ʼ21~ʼ23, 490억원) 협업연구 지속 지원 및 CCU 로드맵
기반 대규모 예타사업* 공동기획 추진
* (ʼ30년 상용화군) 대규모 실증을 통해 시장진입 가능 제품선정 및 상용화 필요 스펙 달성
(ʼ50년 차세대원천군) 산업계 미래수요를 기반으로 한계돌파형 감축수단 탐색 및 고도화

- 소규모로 지원 중인 정부 R&D 사업*을 통합·조정하고, 사업단별 수요기업 협의체를
일원화하여 기술이전 및 교류 촉진
* 탄소광물플래그십, 차세대탄소자원화, Carbon to X, C1가스리파이너리 등

ㅇ 실증 R&D확대를 통한 기술 상용화 조기 달성
- (포집) 기 개발된 포집기술을 활용하여 발전･산업별 실증 R&D* 확대
* (발전) LNG 배가스, (산업) 제철공정 발생가스, NCC 배가스, 수소생산 공정가스 등

- (활용) 시장진입 가능성, CO2 감축효과 등을 기준으로 ʼ30년 목표 유망제품* 집중 개발
* (화학전환) 플랫폼 화합물, 유기산, 유기카보네이트, 탄화수소, 고분자제품군 등
(광물탄산화) 시멘트 및 건설소재, 무기탄산계 화합물 제품군 등

ㅇ CCU 테스트베드 및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 등 사업화 지원 기반 확충
- 공동 활용 가능한 실증단지를 구축하고, ʻ(가칭)CCU기술 지원센터ʼ 등을 신설하여
기술평가·검증, DB 구축 등 단계별 사업화 지원*
* (기술개발 단계) CCU 기술･공정 DB 구축 및 감축효과 평가 지원 →
(실증 단계) 시제품 생산 및 경제성 평가 지원 → (사업화 단계) 혁신기업 육성

ㅇ 기업의 R&D 투자유인 및 정부 R&D 참여 부담 완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확대
- CCU 기술 세액공제 활용 촉진*, 정부 R&D 매칭비율 및 기술료 완화 등
* 신성장·원천 R&D 및 사업화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CCU 기술·설비 포함(ʼ21.2)

 제도적 기반 마련
ㅇ 국가 온실가스인벤토리(NIR) 체계 내에 집계 가능한 산정방법론* 및 통계기반 마련**
* 환경부 및 부처 간 협의･연구 등을 통해 CCU에 따른 국내 흡수･배출량 관련 사항을 체계화하고,
국제동향을 모니터링하여 집계기준 마련
** 온실가스 감축 이행점검 방식을 정립하여 국가감축기여도(NDC) 평가 체계 마련

ㅇ 사업장 단위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연계 가능한 CCU 사업 감축방법론 마련*을 통해
기업의 CCU 기술활용 촉진
* CO2 포집에 따른 배출량 차감가능 시설 확대, CCU 유형별 외부사업 감축실적 평가·인증 체계적 지원,
CO2 활용기업의 감축기여도를 고려한 지원방안 검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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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CCU 제품에 대한 표준･인증 체계*를 구축하고, CO2의 경제적 활용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CCU 산업화 촉진
* CCU 참여기업 지원혜택 및 CCU 제품 품질인증 기준 마련,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비한 전과정(LCA) 분석 체계 등
** CO2 포집·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규제 및 정책적 지원 법률 제정 등

 실효적인 이행체계 구축
ㅇ CCU 기술개발 민·관 협업 활성화를 위해 CCU R&D 산･학･연 전략협의체 구성·운영
- R&D사업단 및 수요기업, CCUS정부협의체 등으로 구성하여 기술·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규제개선 필요사항 등 발굴
ㅇ 핵심기술이 현장에 신속히 연계되도록 CCU 전주기별로 이행부처를 확대하고 각 부처의
역할* 구체화
* (감축목표) 탄소중립위, (기술개발) 과기부·산업부 등, (기술보급)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 지자체 등,
(제도개선) 국조실, 환경부 등, (국제협력) 국조실, 과기부 등, (인력양성) 과기부, 산업부

ㅇ CCU 국제협력 기반 강화를 통해 선도국과 기술협력을 활성화 하고, 개도국 등 해외시장
진출 적극 추진
- 국제 컨퍼런스 및 국제협력 프로그램 공동기획 등을 통해 기술정보 공유 및 공동연구
추진, 개도국 현지실증 등 기술협력 지원 등
□ 향후 계획
ㅇ 로드맵에 제시된 중점기술을 차질 없이 확보하기 위하여 범부처 R&D 예타사업 기획
추진(ʼ21.下) 등 후속조치
ㅇ 국내 기술개발 동향, 산업여건, 탄소중립 시나리오 등을 검토하여 로드맵 상 주요 전략
업데이트(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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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바이오헬스 규제과학 발전전략(안)」

□ 소관 부처
ㅇ 기재부,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복지부, 해수부, 식약처(주관), 질병청, 교육부, 행안부,
산업부, 환경부, 중기부, 농진청
 추진 배경
□ (환경변화) 4차 산업혁명, 감염병 유행에 따른 의료제품 등의 개발·생산·유통·소비
환경이 변화하고 있으며 질병 예방·치료, 개인맞춤형 건강관리 요구 증대*로 보건산업
시장은 빠르게 성장
* 세계 보건산업 시장은 ʼ25년에 3,148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Euromonitor, ʼ19)

□ (규제과학 중요성 대두) 팬데믹을 거치며 안전한 혁신제품을 신속하게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가교로써 규제과학의 중요성 및 역할 강조
※ ｢新의료제품 개발 촉진 방안｣(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ʼ21.1)

□ (국가 R&D 성과제고) 국가 신성장동력 사업으로 국가 바이오헬스 R&D 증가세가 가속화
되고 있어 R&D 성과 실용화를 위한 부처 간 협업 중요성 증가
※ ｢R&D 우수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추진방안｣(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ʼ20.10)

 현황 및 시사점
□ (정부투자 측면)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 전반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과학을 중점투자
분야(ʼ19.12)로 포함하였으나 국가 바이오헬스R&D에서 규제과학의 실질적 역할과 구조적
연계·협력은 부족한 상황
※ ｢바이오헬스 R&D 투자전략｣ Ⅰ(ʼ19.12), Ⅱ(ʼ21.1)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규제과학 정립 및 기술-규제 정합성 검토, 협력 연구 등을 통해 바이오헬스
연구개발사업간 연계성 강화 및 투자 효율성 제고 필요
□ (성과측면) 획일적 규제에서 제품 특성을 고려한 선제적 평가기술 제공으로 세계최초 항체
바이오시밀러,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 개발 등 성과를 이루었으나, 국가 바이오 경쟁력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AI(인공지능)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선제적 마련(ʼ17) 및 제품화 지원사업을 통해 국내 최초 ʻAI
골연령 측정시스템ʼ 허가(ʼ18.5) 등 74건의 AI 기반 의료기기 허가
* 바이오 국가경쟁력 하락: (ʼ09) 15위 → (ʼ18) 26위 (美Scientific American Worldview, ʼ18)

☞ R&D 전 주기에서 제품화 촉진 지원 및 혁신기술 기반의 규제과학 연구 가속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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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프라 측면) 과학기술 발전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과 평가기술
혁신이 요구되고 있으나 규제기관 중심 및/또는 의존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발전 한계
☞ 규제과학 법적 기반 마련, 인재육성 등 민, 관의 규제과학 발전을 위한 생태계 조성

 비전 및 추진전략

비 전

바이오헬스 혁신기술 제품화 촉진으로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확보

▶ 규제과학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협력 파트너십 강화
추진방향

▶ 혁신기술을 반영하여 규제과학 연구 고도화
▶ 규제과학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규제과학 정립 및 확산

 국가R&D 파트너십 강화

 혁신기술 기반 규제과학 연구 고도화

 규제역량 강화 플랫폼 구축

추진전략

 추진과제
 규제과학 정립 및 확산
□ (개념정립) 규제과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바이오헬스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과학
정의 및 확산
ㅇ 산·학·연·관 규제과학 혁신포럼, 유관 학회 등을 통해 규제과학 공감대 형성 및 지속적
인식확산
□ (규제 품질제고) 규제과학 관점에서 규제 품질 점검 및 환류
ㅇ 현장 및 전문가 의견수렴, 주요 선진국의 규제과학 연구 사례 검토 등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새로운 규제*가 필요한 부분을 발굴하여 규제 품질 환류
* 예) 공산품과 의약품이 융합된 제품, 오가노이드 제품 분류기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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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R&D 파트너십 강화
규제과학 연구지원 추진체계
연구성격

바이오헬스 제품화 R&D

연구구분

국가 R&D

기획단계

기술-규제 정합성 진단·평가

기초연구
(Lv.1~2)

규제과학 연구

응용연구
(Lv.3~5)

전문기관*의 제품화 컨설팅 지원

기술 단계
(TRL)
개발연구
(Lv.6~8)

규제기관의
제품화 컨설팅 지원

민간 R&D

민간중심**의
제품화 컨설팅 지원

규제기관의
제품화 컨설팅 지원

실용화
(Lv.9)

* 민간 컨설팅 전문기관(규제과학 분야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 지정·운영을 통한 지원
** 제품화 지원 민간기관 활성화를 통한 평가기술개발, 컨설팅, 전문교육 등을 지원

□ (기술-규제 진단) 의료제품 등 개발 목적으로 하는 신규 국가 R&D는 기획 단계부터
규제기준 정합성을 진단·평가하여 사업에 반영
※ (진단항목) 규제기관 규제대상 여부, 제품분류, 표시기준 등 규제 기준, 안전성·유효성, 품질 등 평가방법에
관한 규제과학 연구 필요 여부 등

□ (전략적 협업 강화) 개발단계에 맞추어 내실 있는 제품화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ㅇ 범부처 혁신제품 연구개발사업은 규제과학 연구 공동수행 추진
ㅇ 기술 초기단계는 민간 전문기관 지정·운영을 통한 상담 실시
ㅇ 실용화 임박단계는 식약처 제품화 지원 사업을 통한 밀착 상담 제공
□ (글로벌 리더십 확보) 국내 수준을 탈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평가기술 등 규제과학 연구
선도
ㅇ 국내 개발 평가기술을 반영한 WHO, ICH 국제 가이드라인 제정추진
ㅇ 해외 규제과학 연구기관과 공동 연구 강화 및 현재 운영 중인 APEC 규제조화 센터 등을
활용해 국제사회에서 규제과학 전략적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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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기술 기반 규제과학
연구 고도화
□ (데이터·자원 활용 극대화) 데이터 기반 의료제품 안전관리 체계 구축*, 미래형 식품안전
기술 개발 및 국가 연구자원(식중독균 등)의 개방·공유**
* RWD/RWE 활용 허가심사, 블록체인 활용 공급내역 관리, 인공지능 기반 의사결정 지원
** 현장정보 기반 무인원격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수입식품 위해도 분석 예측모형

□ (공중보건 등 위기대응) 신·변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규제과학 연구*, 식의약 안전 국가
책임 강화 연구**
* 치료제·백신의 평가기술, 유통기술(콜드체인 등), 방역물품의 검증기술 개발
** 국가필수의약품 제조·개발·공급 등 지원방안, 유해물질 인체노출 저감기술

□ (비임상·임상 평가기술 첨단화) 첨단기술 기반 비임상평가 기술 개발*, 첨단기술 활용
임상시험 평가기술 고도화**
* 동물대체시험법, 인체모사모델 활용 평가
** 개인맞춤 의약품 사용기반 구축, 임상시험·평가 국제조화

□ (환자와 소비자 중심 접근성 강화) 환자와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의료제품
평가기술 개발*, 국민생활 밀접 분야 맞춤형 안전관리**
* 소비자 눈높이 안전정보 개발, ** 헬스푸드 및 개인용 헬스케어 의료기기 안전사용

 규제역량 강화 플랫폼 구축
□ (규제과학 생태계 조성) R&D 결과를 활용한 창업 지원 및 인력양성 등을 통해 민관이
함께 성장하는 규제과학 생태계 조성
ㅇ (민간영역 규제과학 新서비스 사업 견인) 규제과학 연구결과 기술이전 등을 통해 R&D
기반 신사업 활성화 지원*
* 예) 융복합제품의 평가기술 기술이전 등을 통해 바이오벤처 등의 제품화를 지원하는 컨설팅 기업이나 민간
시험분석 평가기관, 임상설계 지원 등 CRO 창업

ㅇ (인력양성) 의료제품, 기능성 식품 등 규제 및 연구역량을 모두 갖춘 석박사급 인재 및
현장 중심 규제업무 전문가 양성
ㅇ (전문기관 운영) 인력양성 사업 운영 및 국가 R&D 기술규제 컨설팅 등 규제과학 연구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운영
□ (제도적·정책적 기반 마련) 규제과학 연구개발, 관련 기반구축 등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ㅇ (제도화) 규제과학 연구, 인력양성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법제화
추진 및 규제과학 진흥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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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역량 강화) 규제과학 정책수립과 체계적 지원 등을 위한 전담 기능 설치 및 규제과학연구소
신설 추진

 기대효과
□ (환자 치료기회 확대) 첨단바이오제품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통해 환자 치료기회 확대 및
해외 진출 경쟁력 확보
※ 예시) 국내개발 CAR-T 세포치료제 임상승인 및 코로나19 치료제 허가

□ (국가 R&D 투자효율 증대) 제품개발 단계부터 기술-규제 정합성 확보, 제품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국가 R&D 투자의 효율성 증대
□ (예측성·투명성 제고) 규제과학 기반의 선제적 대응으로 제품화에 대한 예측 가능성 제고
※ 예시) 허가심사가이드라인(ʼ17) 및 제품화 지원을 통해 74건의 AI기반 의료기기 허가

□ (규제 수용도 향상) 규제품질 제고, 규제과학에 대한 인식공유 및 공감대 형성으로 규제
수용도 향상

 향후계획
□ (관계부처) 바이오헬스 규제과학을 고려한 국가 R&D 사업 기획·추진(ʼ21~)
□ (식약처) 규제과학 진흥을 위한 법제화 추진(ʼ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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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19회
(1) 회의 개요
☐ 일시 : 2021년 8월 26일(목) 15:00~16:00
☐ 장소 : 정부서울청사-세종청사 영상회의
☐ 회의 주재 : 과기정통부장관(부의장)
(2) 상정안건 및 결과
<표 2-5> 제19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상정안건 및 결과
번호

안건 명

제출부처

처리결과

1

뇌 연구개발 투자전략(안)

관계부처 합동

원안의결

2

해양수산 5대 기술혁신 전략(안)

관계부처 합동

원안접수

(3) 논의결과 및 상정안건별 주요 논의사항
☐ < 1호 : 뇌 연구개발 투자전략(안) >
ㅇ (추진방향) 기초연구 성과와 인프라를 바탕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뇌 질환 극복’을
위해 분야별 핵심 기술을 타 질병 분야로 확장할 수 있는 투자전략 마련 적정(복지부, 식약처)
ㅇ (제도개선) 뇌연구·산업분야 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의 공공인프라 활용 및
규제기관과의 협업 체계 마련 필요
-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질환별 공통 Data Set 구축 및 기초-임상연구에 대한 지속적
중개연구 확대 지원 필요(복지부)
- 중소·벤처기업이 국가영장류센터 등 공공기관의 동물실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체계
구축 필요(복지부, 과기정통부)
- IRB* 승인을 받은 연구자에게 뇌 조직을 분양·제공할 수 있도록 시체해부법 개정**을
통해 뇌연구 활성화 기대(질병청)
* Institutional Review Board(생명윤리위원회)
**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21.4.8일 개정)

- 전자약, 디지털치료제 등 신개념 치료제의 경우 연구 초기부터 식약처와 협업을 통해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디지털헬스규제지원과 신설・운영 중(식약처)
- 동물 대상 뇌연구도 연구윤리에 대한 정부차원의 가이드라인 제정・배포 필요(중기부, 민간발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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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호 : 해양수산 5대 기술혁신 전략(안) >
ㅇ (대기질 개선) 해운이 화물무역의 80%를 차지하고 있어 미세먼지와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필요
- 벙커C유의 황 함량을 낮추기 위한 바이오연료 활용(환경부), 정박 중 매연 발생 저감을
위한 육상전원공급시설 보급(해수부) 및 선박 시설 설치비 지원 검토 필요(환경부)
-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국내 5대 항만에서 이미 저속운항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탄소배출 및 미세먼지 감소 추진 중(해수부)
ㅇ (기후변화 대응) 기후변화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기후변화의 결과에 대비 필요
- 해안선 복원은 물론, 해양 식물 등을 통한 새로운 탄소 흡수원 개발 필요(해수부)
- 북극 해빙으로 인해 2050년 경 북극 항로의 상업적 통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철저히
대비 중(해수부)
ㅇ (데이터 인프라)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 인프라는 모든 산업 분야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연결될 필요
- 수산업 밸류체인 등 블록체인 기술 적용 가능성 타진 필요(과기정통부, 과기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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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제19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안건 요약
1호

「뇌 연구개발 투자전략(안)」

□ 소관 부처
○ 과기정통부(주관), 복지부, 질병청, 산업부, 식약처
1. 추진배경
○ 뇌는 삶의 질을 혁신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핵심 분야로 주요국과 글로벌
기업들의 차세대 시장 선점 경쟁이 진행 중
※ (미국) The Brain Initiative(ʼ13~), (EU) Human Brain Project(ʼ13~), (일본) Brain/MINDS(ʼ14~) 등

○ 뇌 작동원리의 이해를 토대로, 뇌질환 극복 및 인공지능, 생명공학, 로봇공학 등 미래
뇌 융합·지능화로의 파급력이 매우 큰 분야
○ 산업적으로도 태동기이며, 선도국과의 기술격차가 크지 않아 우리가 가진 장점을 활용할
경우 뇌 연구 선도국 진입 가능
⇒ 뇌 연구/융복합 기술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내 뇌 연구·산업 생태계 확충을 지원하기 위한
단·중기 관점의 전략적 투자방안 마련

2. 현황 및 문제점
□ 국내외 추진현황
○ (해외) 선진국은 뇌연구 주도권 선점을 위해 대형 뇌연구 플래그십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업들이 고도화 단계에 돌입
※ (미국) 인간 뇌신경회로망(뇌지도) 작성 및 혁신적 뉴로툴 개발, (일본) 영장류 대상 연구 및
정신·신경질환 극복연구, (유럽) 인간 뇌 시뮬레이션 연구 및 ICT 융합 플랫폼 기술개발

○ (국내) ʼ98년 뇌연구촉진법 제정 이후, 3차에 걸친 뇌연구 촉진 기본계획 수립 등 지속적인
R&D 투자 (ʼ2019년 2,156억원)
- 논문, 특허, 연구인력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사업화 성과는 미흡
※ (논문) 세계14위(ʼ06) →10위(ʼ16), (특허) 세계12위(ʼ06) → 6위(ʼ16), (연구인력) 2,584명(ʼ06) → 5,758명(ʼ16)

□ 우리의 문제점
○ (기술) 세계적으로 혁신적인 뇌 관측기술 개발과 통합적 융합연구 중심으로 뇌 연구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추세이나,
- 국내는 추격형 연구에 머물러 있으며, 국내외 협력도 미흡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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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선도국에서는 뉴로텍(Neurotechnology)을 중심으로 뇌 산업이 급속히 성장 중인
반면, 국내 관련 산업·시장은 아직 태동기
○ (투자) 정부 연구개발투자는 특정 부처 중심, 기초연구에 편중
3. 추진전략

비
전
목
표

뇌기능 규명을 통한 뇌질환 극복과 융복합 기술 확산
◈ 퍼스트무버 도약을 위한 혁신 기술 확보
◈ 연구·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융복합 혁신생태계 구축

[‘24] 융복합 연구생태계 구축

[‘30] 세계적 기술 경쟁력 확보

[전략 1] 분야별 핵심기술 중점 투자
○ (과제1)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뇌질환 극복 연구 강화
- (핵심기술 투자) 뇌질환 유형별 특성 및 현재 기술수준 등에 따라 핵심기술 유형을
구분하고 중점 투자분야 선정・지원
※ ①질병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근본적 치료법이 없는 퇴행성 뇌질환, ②질환 양상이 다양하여 미충족
수요가 높은 질환, ③뇌손상을 초래하여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질환, ④꾸준한 치료가 어렵거나 재발률이
높아 습관교정, 행동치료 등이 필요한 질환

- (기초-임상 연계) 뇌기능 기초연구 성과 활용 및 환류를 통한 선순환과 임상 진입을 위한
중개연구 강화
- (차세대 치료기술) 난치·희귀 뇌질환 극복을 위한 혁신적인 치료기술과 차세대
플랫폼기술을 활용한 의약품 개발 지원
※ 뇌 특화 약물전달기술 등 범용적 요소기술, ICT 기술을 결합한 전자약·디지털치료제 기술 등

- (사회문제해결형 연구) 질환 원인 규명에서 진단, 치료제/치료기술, 예방, 재활에 이르는
전주기 통합·융합연구 지원 확대
○ (과제2) 다층적・통합적 뇌기능 연구 강화
- (핵심기술 투자) 분자·세포/신경회로/고위 뇌기능 등 수준별 핵심기술을 선정하고 중점
투자분야 선정・지원
- (다층・통합적 연구) 여러 단위체가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고위 뇌기능 규명을 위한
다층적・통합적 연구 확대
※ 분자/세포/회로 수준의 신경망 통합분석 및 데이터 통합연구 등

○ (과제3) 뇌 연구와 타 분야 융복합을 통한 혁신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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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개발 목적 및 활용 분야 등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고 중점 투자분야 선정・지원
* ①혁신적 뇌연구 툴, ②뇌 작동 원리 기반 IT 기기, ③뇌질환 진단 및 치료기기, ④일반인 대상 뇌기능 증진 기기 등

[전략 2] 도전적 연구프로그램 추진
○ (과제1) 핵심 뇌 기술 조기 확보를 위한 뇌지도 구축
- (뇌 지도) 뇌 작용의 이해를 위해, 그동안 국내 연구기관들이 획득한 뇌 데이터의
종합 및 특화 뇌지도 고도화 추진
- (글로벌 협업) 동물, 영장류, 인간에 이르는 뇌 회로망 구축 및 뇌 기능 이해를 위한
국제 협력 확대
○ (과제2) 정서, 인지 등 고위 뇌기능 연구를 위한 영장류 연구 기반 확대
- 발병률이 높은 뇌질환에 대한 영장류 질병모델 개발 및 국가영장류 센터의 지원 기능 강화
○ (과제3) 뇌 융복합 기술(Brain Tech.)을 기반으로 한 신기술 사업화
- 인체 친화적 뇌 신호 측정기기, 재활·치료용 뇌-기계 인터페이스(BMI) 시스템,
웨어러블 신경인터페이스 등 개발을 지원하여 신산업 기반 조성 및 시장 창출
[전략 3] 뇌 연구·산업 생태계 조성
○ (과제1) 뇌연구 자원관리 및 데이터 고도화
- (데이터 시스템) 산재된 기 구축 연구데이터를 수집·축적, 가공 및 활용할 수 있는 뇌연구
데이터 융합 시스템 구축(ʼ23~)
- (뇌은행 자원 활용) 한국뇌은행, 치매뇌은행 등 각종 자원 관리, 분양 체계를 고도화하여
뇌 자원 확보 및 분양 지속 확대
- (장비공동활용) 첨단 장비·시스템, 재료(뇌자원, 실험동물) 등에 대한 지속적인 인프라
구축 및 활용 강화
○ (과제2) 기술·창업 중심의 뇌 산업 육성·지원
- (실용화) 뇌 융복합 기술(Brain Tech.)의 활용성을 제고하고, 사업화 유망기술 발굴 및
실증 지원을 통해 연구성과의 실용화 촉진
- (기업 지원) 대학, 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인력·장비를 중점 활용하여
뇌 분야 중소·중견기업 지원
[전략 4] R&D 투자의 전략성 강화
○ (과제1) 산·학·연·병 협력체계 활성화
- (산·학·연·병 협업) 공동연구 과제 도출, 기업수요 기반 연구과제 발굴, 성과결과 점검
등 분야별 소통·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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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복합 환경 조성) 분야간 융복합 연구 지원을 강화하여 기초연구 성과물의 기술적
수준/가치 및 산업적 활용도 제고
- (뇌 연구협의체) 국가적인 뇌 연구 수요 발굴에서 성과 관리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고
산학연병 협력을 지원할 뇌연구 협의체 구성·운영
- (제도 개선) 뇌 관련 원천기술의 실용화·산업화 촉진 및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과제2) 뇌연구 지원체계 고도화
- (사업구조 고도화) 단발성 연구 지원을 탈피하고 단·중기 목표를 고려한 목적지향적
뇌연구 지원을 위해 정부연구개발 사업 구조를 고도화
- (대형 플래그십 사업) 미래유망기술 선점 가능 분야에서 대형 민관협업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혁신기술 확보 및 민간 투자 촉진
- (지원방식 개선) 혁신적·도전적 연구과제의 장기간 수행이 가능하도록 과제 선정 및
지원방식의 유연성 제고
4. 향후계획
○ 부처별 역할분담 및 협업을 통해 추진과제별 실행계획 마련 및 신규사업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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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해양수산 5대 기술혁신 전략(안)」

□ 소관 부처
ㅇ 과기정통부, 환경부, 해수부(주관), 산업부, 국토부, 농진청
□ 추진배경
ㅇ (국제환경) 코로나 이후 주도권 선점을 위한 국가간 경쟁 심화 및 美행정부 교체 이후
환경·위생검역 등에 대한 국제규제 강화 전망
※ ｢미래를 위한 좋은 솔루션(ʼ20.5, 독일 연방교육연구부)｣, ｢Budget 2021(ʼ21.3, 영국 재무부)｣ 등

- 주요국은 디지털 전환 등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 중이며, 기술혁신을 통한 新시장 개척의
돌파구로 해양의 잠재력에 주목하고 투자 확대

▶

(해상물류 스마트화) 항만・컨테이너 지능화 및 항만시설
자동화*를 통한 물류 최적화와 재해 제로화 목표
* (싱가포르) ’40년 완공 목표로 65개 선석 규모의 완전 자동화 터미널 항만
구축

< 세계 자율운항선박 시장 전망 >

▶

(친환경선박) 해양환경 규제 대응을 위해 친환경 선박 개발
및 상용화 기반 마련* 등 시장 선점 경쟁 치열
* (노르웨이) Green Voyage 2050 프로젝트
(덴마크) 2030년 무탄소 선박 로드맵

< 세계 친환경선박 시장 전망 >
▶

(수산혁신) 친환경 첨단 양식어업 중심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 중이며, 수산물 소비 증가에 대응하여 미래수산식품
개발* 박차
* (미국, 일본) 식물성 대체육, 가정간편식, 커스터마이징 식품, 3D 푸드 프린팅
기술 등 개발

< 세계 스마트양식 시장 전망 >

ㅇ (국내대응) 디지털 혁신 및 저탄소 전환 가속화를 위한 범부처 한국판 뉴딜 계획(ʼ20.7)·탄
소중립 기술혁신 전략(ʼ21.3)에 해양수산 과제 반영
- 탄소중립 실현의 부담 경감 및 新시장 창출을 위해서는 해양수산 기술혁신*이 필요하나
민간 분야는 영세**하여 관련 투자·R&D 미흡
* 육상자원과 달리 개발 초기 단계인 해양생물을 활용한 신소재 및 탄소감축원 발굴,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한 조선・해운산업 재편 및 해운항만시설(수출의 99.7% 담당) 스마트화 필요
** 해양수산기업의 98.9%가 중소기업, 4인 이하 사업체는 82.1%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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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정책 환경 변화 반영 및 해양수산 분야별 연계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전략을 마련하고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
※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 기본계획(‘18~’22)에 따라 분야별 정책계획을 마련하고 R&D 투자를 확대
중(‘17~’21년간 3조3천억원)이나 정책계획간 연계 및 최근 국제환경 변화 반영 미흡

□ 비전 및 추진전략
비전

해양수산 기술혁신을 통한 해양부국 실현

목표

5대 추진 전략

세부 추진 과제

 탄소중립
오션뉴딜 촉진

① 에너지 생산-활용-탄소저장 단계별 기술개발
② 해양 바이오를 활용한 해양환경 개선

 해운·항만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

① 스마트 포트로 국가항만 재도약
② 스마트 해운물류 기반 마련
③ 국제 해양디지털 항로 구축·운영

 디지털·그린
선박 전환

① 디지털·그린 선박 핵심기술 확보
② 신개념 선박 상용화 인프라 구축

 스마트 수산업
밸류체인 조성

① 스마트 기술도입을 통한 어업 혁신
② 환경친화적 스마트 양식 기반 구축
③ 수산식품·유통 고차산업 육성

 해양수산 신산업
생태계 조성

① 해양수산 기업의＇기술개발-창업-성장＇지원
②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인프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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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해양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탄소중립 오션뉴딜 촉진
❶ 에너지 ʻ생산-활용-탄소저장ʼ 단계별 기술개발
ㅇ (에너지 생산) 파력․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해수를 활용한 수소 생산시스템 개발(ʼ22∼)
및 해양바이오수소 플랜트 상용화(ʼ21∼)
ㅇ (에너지 활용) 유휴항만 부지를 활용, 수소 생산·보관·활용을 위한 벙커링 기술과
해외공급 네트워크 등을 구축하여 수소 활용 안정화
ㅇ (탄소 저장) 친환경소재를 활용한 해안선 복원을 통해 기후변화 적응력을 높이고 탄소흡
수량을 산정하여 新 탄소감축원* 발굴
* 갯벌 염습지, 잘피림, 바다숲 조성 등을 통해 ʼ26년까지 탄소 55만톤 흡수 가능 전망

< 그린리빙 >
개 갈대, 칠면초 등 토종염생식물
념 식재, 하구·연안 염습지 확대

< 블루리빙 >
굴 패각 등 친환경소재 및
생태 공학기술 적용을 통한 해
안선 복원

< 소프트리빙 >
자연석, 생태타일 등 친자연형
블록 구조물 조성 및 인공해
안선 연성화

모
식
도

❷ 해양바이오를 활용한 해양환경 개선
ㅇ (신소재 개발) 생분해성 어구 등 플라스틱 대체소재, 탄소저감 산업소재 등을 개발(ʼ22∼)
하고 수산부산물* 등 원천 소재 다양화 추진
*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ʼ21.6)으로 굴패각, 어류껍질 등 부산물의 고부가 소재화 가능

ㅇ (산업화 촉진) 해양바이오 연구·산업 현장 정보 공유 플랫폼 및 유효성 평가·실증센터,
사업화 전담 지원기관(인큐베이터, ʼ20∼) 조성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해운·항만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
❶ 스마트 포트로 국가항만 재도약
ㅇ (Smart Port) 안벽-이송-야드 전 영역의 단계적 자동화 및 항만자원 관리 지능화를 통해
최소 인력으로 24시간 운영되는 미래형 항만 구축
* 항만 내 인접 ‘컨’ 터미널 간 환적화물 자동이송 레일시스템 등 탄소배출 최소화 설비 개발(ʼ22~)

❷ 스마트 해운물류 기반 마련 및 국제 디지털 항로 개척
ㅇ (기반 구축) 해상-항만-육상 물류 Data를 연계하여 수출입 물류 및 항만생산성을 최적화*
positioning, Navigation, Timing

하고 측위 정보(PNT) 정밀화 추진(ʼ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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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공급자(End-to-End)를 최소 비용・최적 운송으로 연결

ㅇ (기술 고도화) 한국 ↔ 유럽간 실제 운항선박에 디지털 해양교통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핵심기술의 국제 표준화 주도

 미래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디지털·그린 선박 전환
❶ 디지털·그린 선박 핵심기술 확보
ㅇ (자율운항선박) 자율운항 지능화, 안전한 항만 입·출항을 지원하는 육상 연계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운항 효율 극대화
ㅇ (친환경 선박) 한국형 친환경선박의 단계별 개발*을 통해 ʼ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존 유류선박 대비 40만톤 이상 저감
* ①LNG 등 핵심부품 국산화, ②혼합 이중 연료 엔진개발, ③수소 등 무탄소 엔진 개발

❷ 신개념 선박 상용화 인프라 구축
ㅇ (실증 지원) 자율운항선박·친환경선박 기술의 안전성 검증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
상용화를 지원하고 인증 등 표준인프라 마련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수산업 밸류체인 조성
❶ 스마트 기술도입을 통한 어업 혁신
ㅇ (AI기반 어업) AI 옵서버 등 스마트 관리 시스템의 단계적 보급을 통해 어업 정보 데이터에
기반한 어업정책 지원 및 자원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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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스마트 어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하이브리드 어선 개발을
본격화하고, 첨단 기술을 활용한 어선 건조로 생산성·안전 제고
❷ 환경친화적 스마트 양식 기반 구축
ㅇ (스마트 양식) 육안 관측과 경험에 의존해 온 양식산업의 전 공정을 디지털 기반으로
단계적 전환하여 양식 공정의 통합 자동 제어 구현
ㅇ (자원 관리) 양식부산물의 수집~활용 전주기 관리를 통해 폐기물을 저감하고 수산생물
전염병 방지를 위해 병원체 오염수 살균처리 기술 개발
❸ 수산식품·유통 고차산업 육성
ㅇ (푸드테크) AI 등 첨단기술을 융·복합한 수산 가공 전자동화, 자율인지형 공정 제어
기술 등을 통해 맞춤형 수산식품 생산 최적화
ㅇ (품질향상) 친환경 유통·포장, 전염병 신속 판별 기술 등을 통해
양륙-위판-유통-수·출입 전 과정의 위생·안전 제고

 산업육성을 위한 해양수산 신산업 생태계 조성
❶ 해양수산 기업의 ʻ기술개발-창업-성장ʼ 지원
ㅇ 기업이 주도하는 자유공모형 R&D, 도전적 R&D 지원 등을 통한 기술혁신 도모 및 기업지원을
위한 해양과학기술 산학연 협력센터 구축
❷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인프라 마련
ㅇ 5대 전략분야 시장 성장을 위해 정부 차원의 신기술 인증·구매 확대 및 표준·제도화를
지원하고 산·학·연 협력 및 공동활용 시스템 구축
□ 향후계획
ㅇ 범부처 R&D 사업 추진 등 후속조치 및 전략 업데이트(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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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제20회
(1) 회의 개요
☐ 일시 : 2021년 12월 22일(수) 9:30~10:30
☐ 장소 : 서울청사 대회의실(1907호)
☐ 회의 주재 : 국무총리(의장)
(2) 상정안건 및 결과
<표 2-6> 제2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상정안건 및 결과
번호

안건 명

제출부처

처리결과

1

국가필수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보호 전략(안)

관계부처 합동

원안의결

2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중장기 로드맵(안)

관계부처 합동

원안접수

3

Horizon Europe을 통한 EU와 협력강화 방안(안)

관계부처 합동

원안접수

(3) 논의결과 및 상정안건별 주요 논의사항
☐ < 1호 : 국가필수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보호 전략(안) >
ㅇ (기술 중심 국제관계 선도) 과학기술 외교 강화를 위해 외교부와 과기정통부가 긴밀히
협력하여 정부 및 민간기업이 참여,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을 강화하고 관련 예산
및 인력 지원 확대 추진(외교부, 과기정통부)
※ 1호 민간 발제(KAIST 이광형 총장) 시, ‘기술 중심 정치학’이라는 의미에서 ‘기정학(技政學) 시대’ 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기술적 우위를 중심으로 한 국제정치 패러다임 변화를 설명

ㅇ (관련산업 지원) 첨단전략산업특별법(안)과 필수전략기술육성법(안) 추진 시 긴밀히
협의하면서 검토해 나가고, 민간기업 등의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산업부), 도전적 R&D
투자 확대를 위해 시장 요구를 반영한 필수전략기술분야 창업 등 투자 촉진(중기부)
ㅇ (향후 추진계획) 필수전략기술별 세부중점기술선정 및 세제 혜택 등 지원책 마련, 장관급
ʻ국가필수전략기술 특별위원회ʼ 설치 등을 통해 이행·점검 추진(과기정통부)
☐ < 2호 :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중장기 로드맵(안) >
ㅇ (연구인프라 활용) 해양연구인프라의 구축 및 공동활용을 통한 재정투자 효율성 확보
추진(해수부), 기존 연구인프라 공동 활용을 위한 노하우 공유(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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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제2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안건 요약(비공개 제외)

1호

「국가필수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보호 전략(안)」

□ 소관 부처
ㅇ 기재부, 외교부, 산업부, 환경부, 해수부, 식약청, 특허청, 과기정통부(주관), 국방부,
복지부, 국토부, 중기부, 방위사업청
 글로벌 동향
□ 최근 미·중 패권경쟁의 여파가 경제·산업뿐만 아니라 국가안보로 확장되면서,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확보를 위한 총력전 전개
☞ 선도국들은 10개 내외 기술을 선정,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는 전략 발표
□ 나아가, 선도국 간 기술결속을 강화하는 기술블록화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공유할
첨단기술을 갖지 못한 국가는 철저히 소외될 수 있는 상황
※ 최근 방산기술 위주의 국가 간 수출통제(바세나르체제 등)가 신흥기술인 양자까지 확대되는 움직임

 우리의 現 주소 진단
□ 한미정상회담(ʼ21.5)을 통해 전략기술에 대한 광범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며 발 빠르게
대응 중이나, 대외협상력을 발휘할 우위기술은 부족
ㅇ 반도체·배터리·5G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전략기술에서 추격자 위치로, 패권경쟁의
중심에 있는 기술의 경쟁력은 최고 기술국의 60~80%에 불과
※ 기술수준 예시 : (양자) (中) 93.2 〉 (日) 90.4 〉 (韓) 62.5 / (인공지능) (中) 91.8 〉(日) 88.2 〉(韓) 87.4

□ 그간 성장동력 발굴, 소부장 등의 이슈에 대응해 9개 내외 기술체계를 폭넓게 운영하며
R&D·세제지원, 기술보호 등을 지원 중
ㅇ 세부기술이 5천개가 넘어 선택과 집중할 전략기술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
□ 한정된 국가자원*을 고려할 때, 우리가 사활을 걸어야 할 분야에 집중하여 대체 불가능한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
* 주요국 정부R&D 규모(ʼ19) : 美 224조원 > EU 124조원 > 中 77조원 > 日 39조원 > 韓 20조원

ㅇ 또한, 기술과 산업, 공급망‧통상, 외교‧국방 정책 간 상호의존성이 커지는 흐름을 반영해,
국익 관점의 통합적인 기술전략 접근 필요

91
╺╺╺

과학기술혁신정책 조정 활성화를 위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및 정책포럼 구성･운영

☞ 기술과 산업, 공급망·통상, 국방 등을 따로 발전시켜온 관성에서 벗어나 국익 관점의 통합적 기술
육성·보호 전략 절실

 국가 필수전략기술의 선정

◈ 공급망·통상, 국가안보, 신산업 등 관점에서 국가흥망을 좌우할 수 있고, 집중지원 시 주도권 확보가
가능하고 시급한 기술 선정

□ (선정기준) 기술의 전략적 중요성과 가능성·시급성을 기준으로 검토
❶ (전략적 중요성) 美·中 동향 및 대내외 환경을 종합, 필수전략기술로서 전략적 중요성을
‘공급망·통상, 국가안보, 신산업 육성’ 관점에서 검토
공급망·통상
▲

대체불가능성 ▲대외 협상가치

국가안보
▲

국방 활용성 ▲기술도입 난이도

신산업 육성
▲

신산업 잠재력 ▲혁신영향력

❷ (가능성·시급성) 국가역량 집중 시 기술주도권 확보 가능성 및 現 글로벌 동향을 고려할
때 정부 지원의 시급성*을 검토
* 공급망 변화, 기술유출분쟁 가능성, 주요국 투자급증, 기술블록화 및 표준선점 경쟁 치열 정도

□ (선정과정) 관계부처 검토·협의 및 기술전문가 분석을 병행하여 선정
❶ (후보구성) 국내외 전략기술 등을 검토, 적정한 크기의 53개 기술로 재분류
❷ (전략적 중요성 선별) 공급망·통상, 안보, 신산업 관점에서 전문가 평가(자문회의 기술
전문위 등) 및 관계부처 협의 → 23개 기술 선별
❸ (가능성·시급성 선별) 기술주도권 확보가능성 및 지원 시급성을 평가하고 연관된 기술의
통합·조정 → ʻ10개 필수전략기술ʼ 도출
❹ (특허분석으로 글로벌 동향 점검) 필수전략기술별 경쟁이 치열한 세부기술, 산업지형
변화 등을 점검하여 글로벌 기술동향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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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필수전략기술 육성·보호 전략(안)
비
전
중
점
과
제

◈ 필수전략기술 분야 향후

년 내 선도국 수준의 기술주도권 확보

10

 필수전략기술 수준(최고국 대비)

現 ～

: (

) 60

90%

→

(‘30) 90%

국가적
역량집중

① 기술 육성·보호 종합전략 수립
② 기술주도권 확보를 위한 전방위 지원책 강화
③ 도전적 목표달성 R&D 본격화

견고한
추진체계

④ 現 기술체계와의 연동을 통한 시너지 제고
⑤ 지속 가능한 추진체계 및 제도기반 구축

이상

❶ 기술 육성·보호 종합전략 수립
□ (맞춤형 방향 제시) 기술의 ʻ전략적 중요성ʼ, ʻ특허동향ʼ 및 ʻ우리 기술경쟁력ʼ 분석 → ʻ선도형,
경쟁형, 추격형ʼ으로 구분해 정책 보완방향 도출
ㅇ 진단결과를 토대로 가용한 기술 육성·보호 수단들을 기술 특성에 맞게 선택·조합한
맞춤형 전략 제시

추격형

→

경쟁형

→

선도형

✔ 도전적 목표달성 R&D(美DARPA) 본격화
❶ R&D투자/
인력양성

✔ 출연(연) 등 장기 연구 거점
✔ 기업수요 전문인력 공급 및 사업화 지원
✔ 혁신조달(신기술인증)/창업지원

❷기업 혁신
활동 지원

❸민군협력
❹특허‧표준
❺ 통상지원
❻ 기술보호
❼ 국제협력

✔ 기업R&D/설비투자 강력한 조세지원
✔ 실증‧사업화 인프라

✔ 선제적 규제개선

✔ 군–산학연 민군기술협력 지원
✔ 민간의 국방R&D 참여 촉진
✔ 특허 우선심사 및 국제표준 선점 지원

✔ 특허분쟁 시 우리기업 보호

✔ 디지털규범 선도 지원
✔ 공급망 안정화 조치
✔ 연구보안 강화
✔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보호(수출통제, 핵심인력관리 등)
✔ 주요국과 개방형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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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 로드맵) 필수전략기술 내 더욱 집중해야 할 세부 중점기술을 선별(기술별 3~5개),
명확한 기술확보 목표설정을 토대로 R&D 로드맵 수립
□ (육성·보호 종합전략) 기술개발과 함께 기업의 혁신활동과 국제협력·공조, 기술보호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육성·보호 종합전략 수립
❷ 기술주도권 확보를 위한 전방위 지원책 강화
□ (R&D 투자확대) R&D 로드맵을 토대로 필수전략기술 정부R&D 투자를 ʼ21년 약 2.7조원에서
지속 확대 추진
□ (기술개발 인센티브) R&D예타 간소화(Fast-Track 도입)를 통한 신속 추진, 산학연 연구거점
육성을 통한 장기·안정적 연구 및 국제협력 등 추진
□ (민간혁신지원) 실증·데이터 인프라 구축, R&D·시설투자 세제지원과 함께 핵심인력
양성, 원천·핵심특허 확보(IP-R&D, 우선심사 등) 지원
□ (협력·기술보호) 기술강국과의 협력채널 확대, R&D부터 표준개발 등 지원과 함께
국가핵심기술 지정 확대, 인력관리 등을 통한 기술보호
❸ 도전적 목표달성 R&D 본격화
□ (도전적 목표) 정부 및 전문가의 집단지성을 통해 국가적 문제를 정의함으로써, 대체불가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ʻ도전적 목표ʼ의 R&D 본격화
□ (달성도 관리) 목표달성을 위해 모든 수단(다수경쟁 및 중도탈락, 외부자원 활용, M&A 등)을
총동원하고, 목표 대비 달성도를 치밀하게 관리
ㅇ 더불어 최고의 전문가(PM)를 영입해 사업의 전권과 자율성 부여
❹ 現 기술체계와의 연동을 통한 시너지 제고
□ (보완·발전) △대내외 기술발전, △경제·통상·안보 여건변화, △국가 정책적 수요 등을
반영한 국가 필수전략기술 추가지정‧변경‧해제 절차 마련
ㅇ 외교·안보 전문기관을 통한 국가 필수전략기술 동향조사·분석 및 매년 주기적인 관계
부처, 연구현장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
□ (現 기술체계 연동) 기술별 육성‧보호전략이 현장의 혼선 없이 부처별 다각적 지원책과
긴밀히 연동되도록 現 기술체계와의 연동 추진
ㅇ 육성·보호전략의 세부 중점기술과 現 체계의 연관성 등 분석→ ①체계 간 연동방향
도출, ②누락된 중점기술 추가, ③기술용어 정비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체계 간 연동‧보완 방안 제안

❺ 힘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추진체계 및 제도기반 마련
□ (추진체계) 관계부처 간 협력을 바탕으로, 민간을 대폭 참여시켜 힘 있게 추진하기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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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통령이 의장인 ʻ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ʼ를 정점으로 산하에 장관급 ʻ국가 필수 전략기술
특별위원회ʼ 및 기술 분야별 ʻ민·관 합동 협의회ʼ 설치
(가칭) 국가필수전략기술 특별위원회

만관 합동 기술별 협의회

육성‧보호전략 수립 및 이행점검‧관리 총괄조정

기술별 로드맵 및 육성‧보호 상세전략 수립‧이행

필수전략기술 관련 국내외 핵심인력, 공급망‧산업지형
변화 분석, 논문‧특허 등 경쟁국 분석, 국제표준화
동향 등 정보의 주기적 공유 및 대응책 강구

매년 주기적으로 전략이행 및 지원성과 등을
점검‧평가

⇨ 동 전략의 수립-추진-평가 및 타 정책들과의 연계·조정 등을 결정
□ (제도기반) 동 전략을 일회적으로 끝내지 않고 꾸준히 추진하여 성과를 내고자 ʻ(가칭)
국가 필수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법률ʼ 제정 추진
ㅇ ʻ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육성 특별법ʼ과 상호 보완적으로 설계·운영

 향후 일정
□ 민관 합동 기술별 협의회 및 특별위원회 등 추진체계 정비(ʼ21.12~)
□ 세부 중점기술 도출 및 R&D 로드맵 수립(ʼ22)
□ 부처별 R&D사업 시행계획과 차년도 R&D 예산 등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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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실무조정회의 개최 실적
1. 개요
☐ 연구기간 중(2021.2.11.~2022.2.10) 총 5회 개최하여 총 17건의 안건 사전검토
<표 2-7> 본 과제 연구기간 중 실무조정회의 개최실적
회의일자

제16회
(2021.3.22.)

제17회
(2021.4.20.)

제18회
(2021.5.31.)

제19회
(2021.8.10.
~8.13.)

참석자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의장)
외 각 부처 R&D 담당
실ㆍ국장 등 13명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의장)
외 각 부처 R&D 담당
실ㆍ국장 등 19명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의장)
외 각 부처 R&D 담당
실ㆍ국장 등 17명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의장)
외 각 부처 R&D 담당
실ㆍ국장 등 15명
(서면회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의장)
제20회
외 각 부처 R&D 담당
(2021.12.3.
실ㆍ국장 등 16명
~12.8.)
(서면회의)

안 건 명

관련 부처

탄소중립 연구개발 투자전략

관계부처 합동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

관계부처 합동

첨단 지상파항법시스템(eLoran) 상용화 추진계획

관계부처 합동

양자 기술 연구개발 투자전략

과기정통부

한반도 토종식물자원 생명정보 빅데이터 구축전략

관계부처 합동

대덕특구 재창조 종합계획(안)

관계부처 합동

도전적 연구개발 추진 고도화 전략

관계부처 합동

자원기술 R&D 투자 로드맵

관계부처 합동

R&D 우수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안)

관계부처 합동

CCU 기술혁신 로드맵(안)

관계부처 합동

바이오헬스 규제과학 발전전략(안)

관계부처 합동

이차전지 R&D 고도화 전략(안)

과기정통부

뇌 연구개발 투자전략(안)

관계부처 합동

해양수산 5대 기술혁신 전략 전략(안)

관계부처 합동

국가 첨단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보호 전략

관계부처 합동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중장기 로드맵(안)

관계부처 합동

Horizon Europe을 통한 EU와 협력강화 방안(안)

관계부처 합동

96
╺╺╺

제2장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2. 주요 내용
가. 제16회
(1) 회의 개요
☐ 일시 : 2021년 3월 22일(월) 16:00∼17:10
☐ 장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청사 (3층 강당)
☐ 회의 주재 :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의장)
(2) 상정안건
<표 2-8> 제16회 실무조정회의 논의사항
번호

안건 명

제출부처

1

탄소중립 연구개발 투자전략

관계부처 합동

2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

관계부처 합동

3

첨단 지상파항법시스템(eLoran) 상용화 추진계획

관계부처 합동

(3) 논의결과 및 상정안건별 주요 논의사항
☐ 회의결과
ㅇ 3건의 안건 모두 제16회 과기관계장관회의에 상정 (1·2호 수정 상정, 3호 원안 상정)
☐ < 1호 > 탄소중립 연구개발 투자전략
ㅇ (재정 지원) 재정 부담을 감안하여 정부 투자목표 및 민간 매칭 비율 관련 협의 필요(기재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적극적 투자 및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한 매칭비율 감소 필요(과기정통·산업부)
ㅇ (농업 분야) 기후변화 예측·모니터링, 생태계 흡수원 강화 관련 농진청 저탄소 농업기술
포함 요청(농진청)
☞ 실무 협의 후 포함 예정(혁신본부)
☐ < 2호 >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
ㅇ (재정 지원) 기술료 경감 관련 실무 협의 진행중(기재부), 탄소중립 R&D의 성격상 기술료
경감이 현재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적은 반면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판단, 탄소중립으로 인한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인센티브 필요(과기정통부·산업부)

97
╺╺╺

과학기술혁신정책 조정 활성화를 위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및 정책포럼 구성･운영

ㅇ (기술 분야 추가) 목재 이용의 탄소 저장(산림청), 기후변화대응기술·순환경제(환경부),
선도기업육성프로그램(산업부) 추가 요청
☞ 목재 이용의 기술개발성격 검토, 기후변화 적응 관련 별도 정책 추진, 실무 협의 후 추가
검토(혁신본부)
☐ < 3호 > 첨단 지상파 항법시스템(eLoran) 상용화 추진계획
ㅇ (활용 및 홍보) 선박 외에도 항공, 지상교통에 확대하여 국방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 예정,
적극적 도입과 민간 홍보 필요(해수부)
ㅇ (농업 활용) 자율주행 농업에 쓰이는 무인 트랙터, 이양기의 GPS 대체 가능성 및 비용은?(농진청)
☞ 현재 이동체에 대한 위치 정확도가 GPS 대비 부족하여 이를 보정하기 위한 연구
진행중(해수부)
(4) 향후계획
☐ 상정 후보안건별 관계부처 간 세부 실무협의
☐ 제1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ʼ21.3.31(수), 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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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17회
(1) 회의 개요
☐ 일시 : 2021년 4월 20일(화) 16:00~17:30
☐ 장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청사 (3층 강당)
☐ 회의 주재 :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의장)
(2) 상정안건
<표 2-9> 제17회 실무조정회의 논의사항
번호

안건 명

제출부처

1

양자기술 연구개발 투자전략

과기정통부

2

한반도 토종식물자원 생명정보 빅데이터 구축전략

관계부처 합동

3

대덕특구 재창조 종합계획(안)

관계부처 합동

4

도전적 연구개발 추진 고도화 전략

관계부처 합동

5

자원기술 R&D 투자 로드맵

관계부처 합동

6

R&D 우수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안)

관계부처 합동

(3) 논의결과 및 상정안건별 주요 논의사항
☐ 회의결과
ㅇ 6건의 안건 모두 제18회 과기관계장관회의에 상정(4호 수정 상정, 1·2·3·5·6호 원안 상정)
☐ < 1호 : 양자기술 연구개발 투자전략 >
ㅇ (전략적 로드맵 수립) 미·중 대비 뒤쳐진 기술수준을 감안하여 국제공동연구, 핵심인력유치,
핵심기술기업 M&A 등으로 기반을 마련한 후 자체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을 추진하는 로드맵
마련 필요(특허청)
- 양자 분야는 도전적이며 파급효과가 커서 혁신도전프로젝트 등을 통해 기술력 확보
필요(과기정통부)
- 1단계 인력양성, 요소기술개발, 기반마련 후 2단계에서 국방 분야에 선제적으로 적용해
검증 및 성공사례 도출(방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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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인력양성) 핵심기술 R&D와 병행하여 해외연수, 대학/기업/연구소 공동운영 인력양성 프로
그램 추진 예정(과기정통부)
☐ < 2호 : 한반도 토종식물자원 생명정보 빅데이터 구축전략 >
ㅇ (데이터 신뢰성)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산업적으로 활용성이 높고 부가가치가 높은
데이터 구축 필요(과기정통부, 농진청)
ㅇ (부처간 협력)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과 연계하여 참여부처간 적극 협력 예정(농진청,
환경부, 산림청, 해수부)
☐ < 3호 : 대덕특구 재창조 종합계획(안) >
ㅇ (추진방향) 4차산업혁명 시대의 지역주도 R&D 측면에 맞추어 대덕 특구의 기능을 조정하고
구체적 실행계획은 각 부처와 협의 예정(과기정통부)
- 기획재정부는 구체적 사업단계에서 충실히 재정 지원 예정(기재부)
☐ < 4호 : 도전적 연구개발 추진 고도화 전략 >
ㅇ (추진체계) 국방 분야의 보안문제 등 부처별 특수성을 반영한 추진체계 마련 필요(방사청),
안건에 언급되지 않은 부처의 혁신도전형 과제도 포함시킬 필요(농진청)
- 국회의 유사중복 지적에 대응하여 효율적인 혁신도전형 R&D 연계 조정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상중이며, 운영 단계에서 부처 의견을 반영하여 유연하게 적용 예정(과기정통부)
- 다양한 부처에서 제안하는 도전적 기술개발이 필요한 사업을 혁신도전 플랫폼을 활용하여
기획하는 형태로 추진 예정(과기정통부)
☐ < 5호 : 자원기술 R&D 투자 로드맵 >
ㅇ 의견없음
☐ < 6호 : R&D 우수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안) >
ㅇ (추진방향) 좋은 연구성과가 후속연구결과로 이어지는 Best Practice 마련 필요(기재부)
- 성과연계를 위해 부처들의 의견 지속 수렴 예정(과기정통부)
(4) 향후계획
☐ 상정 후보안건별 관계부처 간 세부 실무협의
☐ 제1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ʼ21.4.30, 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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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18회
(1) 회의 개요
⃞ 일시 : 2021년 5월 31일(월) 16:00~17:20
⃞ 장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청사 (3층 강당)
⃞ 회의 주재 :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의장)
(2) 상정안건
<표 2-10> 제18회 실무조정회의 논의사항
번호

안건 명

제출부처

1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기술혁신 로드맵(안)

관계부처 합동

2

바이오헬스 규제과학 발전전략(안)

관계부처 합동

3

이차전지 R&D 고도화 전략(안)

과기정통부

(3) 논의결과 및 상정안건별 주요 논의사항
☐ 회의결과
ㅇ 논의된 3건의 안건을 제18회 과기관계장관회의에 상정(1·2·3호 수정 상정(1호 원안 제출
부처 추가))
☐ < 1호 :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기술혁신 로드맵(안) >
ㅇ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연계) CCU 기술혁신로드맵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환경부, 혁신본부)
- 안건제출부처에 국토부, 특허청 등 포함 필요(혁신본부장)
-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기술개발 단계의 국제협력 및 개발기술 실증을 위한 부처간
연계와 실용화 단계의 비용에 대한 지원이 중요(혁신본부장, 산업부)
- 다양한 기술개발과 Rolling Plan 방식의 기술우선순위 조정 필요(혁신본부)
☐ < 2호 : 바이오헬스 규제과학 발전전략(안) >
ㅇ (부처간 협력) 인허가(식약처), 신의료기술평가(NECA), 보험급여(심평원)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관게기간 간 협업체계 구축 필요(복지부, 식약처)
- 의료기기, 의약품 분야 범부처 사업 기획 단계에서부터 식약처와 협의 중이며, 향후 규제
개선 관련 논의에도 여러 부처의 참여 부탁(혁신본부)
ㅇ (단계별 지원) 사업기획 및 기술개발 단계별로 규제 정합성을 검토·평가하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민간 R&D로 확대 필요(식약처,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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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WD, RWE를 활용한 데이터의 품질에 대한 연구를 진행중이며(식약처), 관련 사항을
스타트업, 벤처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전파할 필요(중기부)
☐ < 3호 : 이차전지 R&D 고도화 전략(안) >
ㅇ (이차전지 R&D의 전략적 추진) 기술주도권 확보를 위한 선제적 투자전략 수립을 통해
투자 우선순위 및 중점 투자 분야를 제시하고 각 부처에서 사업 기획에 반영할 경우 예산
적극 반영(혁신본부)
- 과기관계장관회의에서는 비공개 안건으로 논의 후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VIP 주재로
관련 사항 논의(혁신본부, 산업부)
(4) 향후계획
☐ 상정 후보안건별 관계부처 간 세부 실무협의
☐ 제18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ʼ21.6.15, 서울-세종 영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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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19회
(1) 회의 개요
⃞ 일시 : 2021년 8월 10일(화) ~ 13(금)
⃞ 방식 : 서면회의
⃞ 회의 주재 :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의장)
(2) 상정안건
<표 2-10> 제19회 실무조정회의 논의사항
번호

안건 명

제출부처

1

뇌 연구개발 투자전략(안)

관계부처 합동

2

해양수산 5대 기술혁신 전략(안)

관계부처 합동

(3) 논의결과 및 상정안건별 주요 논의사항
☐ 회의결과
ㅇ 논의된 2건의 안건을 제19회 과기관계장관회의에 상정(1·2호 원안 상정)
☐ < 1호 : 뇌 연구개발 투자전략(안) >
ㅇ (1호 안건) 뇌 연구개발 투자전략(안)에 대한 의견없음
☞ 뇌 분야 정책・투자 연계 및 혁신기술 확보, 연구・산업 생태계 조성 등 R&D 투자 전략성
강화를 위한 전략 제시
☐ < 2호 : 해양수산 5대 기술혁신 전략(안) >
ㅇ (2호 안건) 해양수산 5대 기술혁신 전략(안)에 대한 의견없음
☞ 2050 탄소중립 실현과 한국형 뉴딜 지원을 위해 해양수산 5개 중점분야별 R&D 기술
개발 전략 제시
(4) 향후계획
☐ 제19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ʼ2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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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제20회
(1) 회의 개요
⃞ 일시 : 2021년 12월 3일(금) ~ 8(금)
⃞ 방식 : 서면회의
⃞ 회의 주재 :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의장)
(2) 상정안건
<표 2-10> 제20회 실무조정회의 논의사항
번호

안건 명

제출부처

1

국가 첨단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보호 전략(안)

관계부처 합동

2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중장기 로드맵(안)

3

Horizon Europe을 통한 EU와 협력강화 방안(안)

관계부처 합동

(3) 논의결과 및 상정안건별 주요 논의사항
☐ 회의결과
ㅇ 논의된 3건의 안건을 제20회 과기관계장관회의에 상정(1·2호 수정 상정, 3호 원안상정)
☐ < 1호 : 국가 첨단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보호 전략(안) >
ㅇ (외교부) 10개 선정기술 외, 에너지안보 차원 및 국제협력 확대가 예상되는 ʻ핵융합발전
및 소형모듈원자로(SMR)ʼ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 검토 필요
ㅇ (산업부) 전략기술에 세부적으로 공급망 대응에 필요한 ʻ자율주행ʼ, ʻ첨단소재ʼ, ʻ항공ʼ 등 산업
기술을 포함하고, 기술경쟁력에 따른 전략의 차별성 관련, ʻ경쟁형 기술ʼ, ʻ추격형 기술ʼ 등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
ㅇ (복지부) 중점기술 중 ʻ첨단바이오ʼ 내용에 재생의료 및 디지털 헬스 분야 추가가 필요하며,
ʻ첨단바이오ʼ와 같은 확장성이 큰 분야는 관계부처 간 협력이 중요하므로 향후 예타사업 등 기획
시 관계부처 공동 기획‧참여 필요
ㅇ (식약처) 안건 제출 부처에 식약처 추가 필요*
* 첨단바이오 등 국가 필수전략기술 육성을 위해 규제과학 기반의 제품화 지원 방안 추가 필요

ㅇ (농진청) 첨단 바이오 분야에 식물백신 등 그린바이오 분야 육성도 필요
☐ < 2호 :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중장기 로드맵(안) >
ㅇ (기재부)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인프라는 확정적 문구 사용을 지양하여, ʻ추진ʼ, ʻ검토ʼ 등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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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농식품부) 수산식품 유통 등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관련성이 낮아 안건 제출 부처에서
농식품부 제외 요청
ㅇ (기상청) 타 부처와 연관성 및 공동활용성이 높은 연구인프라(해양 슈퍼컴 센터, 극지관측
큐브위성 등) 관련 기획‧개발‧구축 등 추진 시 관련 부처 의견수렴 필요
☐ < 3호 : Horizon Europe을 통한 EU와 협력강화 방안(안) >
ㅇ (농진청) 농업‧농식품 분야(탄소중립, 디지털, 식량‧종자, 식품안전성 등) 국제 공통과제 해결을
위한 ʻ글로벌 컨소시엄ʼ 참여 확대 전략 및 지원 필요
(4) 향후계획
☐ 제2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ʼ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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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정책 포럼
제1절. 과학기술계 주요 단체장 정책자문 포럼
1. 포럼의 개요
☐ (목적)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주요 정책의제 발굴 및 정책방향 논의 등 정책 인큐베이팅 추진
ㅇ 과학기술 관련 주요 현안 및 정책분야와 관련된 기관을 중심으로 의제를 발굴하고, 과기
정통부 혁신본부에서 마련한 안건에 대하여 심층토론을 진행
☐ (구성 및 운영) 과학기술계 주요 단체의 장이 참여하는 회의체를 구성*하여 혁신본부의 정책 아젠다
및 기관과 관련된 정책과제 발제 및 토론
* 산업부 R&D전략기획단, CTO클럽,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협의회, 한양대학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과학
기술한림원, 과학기술출연기관장협의회,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대전광역시청

ㅇ 미래 사회를 준비하기 위해 혁신본부가 주력해야 할 정책 방향 및 과제 발굴이 그 목적
ㅇ 혁신본부가 수행하는 역할, 관계 기관의 중점 정책과제 등을 바탕으로 논의주제 마련
- 누가나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으나, 당장 개선이 어려웠던 고질적인 이슈 및 혁신본부가
지향해야 할 정책과제 등을 자유롭게 제안하고 논의
ㅇ 2월부터 4월까지 총 2회 개최

2. 포럼 개최 실적 및 주요 내용
☐ 과학기술계 주요 단체장 정책자문 포럼 개최 현황
<표> 과학기술계 주요 단체장 정책자문 포럼 개최 현황
회의명

일시

제1회 과학기술계
주요 단체장 포럼

2021.02.26./
14:30~16:00

제2회 과학기술계
주요 단체장 포럼

2021.04.23./
10:00~11:40

내용

참석자

- 주요단체장(7인)
혁신본부 4년차 정책과제 및
- 과기정통부(4인)
22년도 국가R&D 투자방향
- KISTEP(4인)
저출산‧고령화 대비 우수
해외인재 유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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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단체장(10인)
- 과기정통부(4인)
- KISTEP(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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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의 사항 발굴
ㅇ 혁신본부 및 참여기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본 포럼에서 다룰 만한 논의사항을 발굴
- R&D 전략성 강화, 개방형 협업 생태계, 자율적 연구제도 및 환경, 과학기술 인력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현안 및 장기과제를 검토하고 중 일부에 대하여 정책자문 포럼을 추진
- 혁신본부 및 KISTEP은 발굴된 논의사항을 중심으로 의제 발굴 및 발제자료 마련
<표> 과학기술계 주요 단체장 정책자문 포럼 의제 후보
분야

세부내용

인력정책

▸‘글로벌 인재유치’ 관련 국내 주요 정책, 미국·중국 등 해외 정책사례 등 정책·제도적 현황 및 향후
주요 추진과제 정리

융합생태계

▸대전시, 산단장협의회, 과기출연기관협의회 등 기관·단체의 산학연협력 관련 추진과제 종합 → 정책
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 정리

중소기업

▸CTO클럽(산기협)의 코로나19 대응 관련 중소기업 애로사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원사업 등
종합 → 시사점 및 대응방향 도출

R&D 방향

▸기존 정부R&D의 비전·목표 및 ‘사회공헌 철학’ 반영을 위한 방안 등 논의

가. 제1회 과학기술계 주요 단체장 정책자문 포럼
☐ 회의 개요
ㅇ 일시 : 2021.02.26.(금), 14:30~16:00
ㅇ 참석자 : 주요 단체장(7인), 과기정통부(4인), KISTEP(4인)
☐ 논의 주제
ㅇ 혁신본부 4년차 정책과제 및 22년도 국가 R&D 투자방향 등
☐ 주요 토론 내용
① 저출산·고령화 대응 우수 과학기술 인력확보
- (해외인재 유치) 글로벌 우수인재 유입부터 귀국 후 우군 네트워크 형성 및 안정적 국내정착을
위해 이민정책과 연계된 시스템 구축
- (퇴직인력 활용) 저출산으로 인한 인력부족에 대비하여, 퇴직 이후 고경력 인력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역할 고안
② 출연연·대학·기업이 협력하는 융합혁신생태계 구축
- (공공역할 부여) 출연연에 ʻ국가R&D 선도ʼ라는 미션을 부여하여, 기관 간 불필요한 경쟁
예방 및 출연연 중심의 산학협력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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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적 기반구축) 유기적 산학연협력을 위해 상향식 블록펀딩 제도와 같이 지역혁신시스템
(RIS)의 성공사례 창출 필요
③ 코로나19 이후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지원정책
- (측정지표·통계)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등 국가적 통계 마련
→ 체계적인 디지털 전환 지원
- (인프라 구축) 혁신조달 기반 스마트 인프라 구축 → 시설·장비 고도화 지원
※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애로해소를 위한 협의회 운영 중(CTO클럽)

④ 과학기술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R&D의 역할 및 방향
- (사회적 공헌) ʻ사회공헌 철학ʼ을 정책전반에 반영 → ʻ사회문제 해결ʼ이 R&D 영역을 넘어
연구현장에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환경 조성
- (정부R&D 철학) 창의적 연구, 경제성장과 함께 사회문제 해결, 중소기업 지원확대 등을 중심
으로 지속가능한 정부R&D 방향 추진
⑤ 과학기술 대내외 협력 관련 기타 논의사항
- (국제협력) 개별 연구자 차원의 국제협력 → 전략적 협력채널 구축을 통해 글로벌 기술블록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
- (부처협력) 국무총리 산하 범부처 조직 등 ‘ONE-TEAM R&D’를 위한 별도 과학기술 거버
넌스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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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안건

1. 과학기술혁신본부 4년차 정책과제
1

정부 R&D 역할 정립 및 민간과의 파트너십 강화

◇ 국가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여 100조원 돌파를 앞두고 있으며, 특히
민간의 R&D 비중(‘09년 71% ’18년 79%)은 지속 확대 추세

-

R&D

→

·

‧

민간 R&D 비중 역량을 고려한 정부 R&D의 역할정립 및 민 관 R&D
연계 협력 논의 필요(기업연구소(연구원) : (‘12) 2.6만개(27만명) → (’20.9) 4.3만개(35만명))

‧

ㅇ (정부 R&D 역할) 정부 R&D 사업을 ①새로운 지식창출, ②경제적 성과
창출, ③국가 공공 역할 수행 등 목적에 따라 세 가지 사업군으로 분류하기 위한
기준 마련

･

*

* 사업군별 목적에 따라 평가방식을 차별화하고, 성과 통계도 분리 산출

‧

ㅇ (민 관 협업체계) 선도기업 중심의 ’주요 산업별 R&D 협의체 ‘를 구성, 민간
R&D 수요를 발굴하여 수요지향형 민관 R&D 협업 추진
*

* 산기협 주도로 산업별 기술임원으로 구성

2

정책-투자-평가 연계의 R&D 전략성 제고

◇ 혁신본부 출범 이후

–

–

과기정책 R&D투자 평가‘ 연계가 확대되고 있으나, 법정
계획 등을 통해 일관된 체계로 연계할 필요
’

*

* 과기기본계획시행계획, 매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 성과평가실시계획 등이 각기 수립･운영

ㅇ (과기정책운용방향) 매년 과학기술 정책, 투자, 평가(제도) 등의 연도별 운용
방향을 제시하여 연구현장 예측가능성 제고
ㅇ

투자 중점화) 산업적 중요성과 미래선도 잠재력이 높은
분야 를 선정하여 선제적 국가 차원 R&D 투자전략 수립
(R&D

多부처 연관

*

* ①탄소중립 ②소재 ③센서 ④양자기술 ⑤뇌연구 ⑥감염병 ⑦그린바이오 ⑧자원기술 ⑨재난안전 등

ㅇ (지원체계 강화) 분야별 대표 출연연에 ’국가기술전략센터(가칭)‘을 설치,
분야별 R&D 정보 수집, 정책 및 투자전략 수립 등 지원
- 예기치 않은 복합
대형 위기(X-이벤트)에 대한 선제적 연구를 통해 정책
기술적 대응 시나리오 마련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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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D 성과의 시장진입 가속화

◇

성과관리 체계가 파편화되어 후속지원, 규제개선 등의 맞춤형 지원과
국민의 성과체감에 한계
‘R&D-사업화지원-규제개선’의 지속적 관리
체계를 조성,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 사회적 성과 확산 필요

→

R&D

·

ㅇ (이어달리기) R&D 우수성과에 대해 부처의 후속지원 역량을 결집한
‘범부처 이어달리기 ’로 R&D 성과의 국민체감 제고
※ 성과별로 후속R&D-사업화지원-규제개선까지 사업화 장애요인을 분석 → 맞춤형(Package) 지원

ㅇ (제도개선) 지식재산권의 양도 및 실시 , 직무발명보상금 과세범위 등
연구성과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방향 검토
*

* 연구자(발명자)가 창업 시 연구자에게 우선실시권 한시적으로 인정 등

ㅇ (혁신조달 연계) 혁신적 연구성과를 공공조달로 연계하는 체계 구축
- 공공 수요를 공동으로 발굴 조사 기획하여 기술개발을 추진 지원하고,
연구와 구매예산을 연계하는 연구-구매 패키지 예산 체계 구축

· ·

·

* ‘공동 수요 조사·발굴’ → ‘맞춤형 R&D 추진·지원‘ → ’R&D 예산 + 구매 예산 연계‘

4

범부처 ONE-TEAM R&D 추진체계 착근

◇ 사업기획

추진, 성과활용 등에서 실질적인 부처협업을 유도하고, 통합
추진 중인 연구지원시스템 의 적극 활용방안 모색 필요
,

*

* [과제지원] 20개, [연구자정보] 약 22개(부처․기관별 별도관리), [연구비] 17개

ㅇ (협업 R&D 활성화) R&D 전주기 측면에서 분야별 지원 방안을 도출
하고, 통합형 관리체계 지원 비중 강화 등 협업사업 지원방향 설정
※ 협업사업 예산반영 확대 및 협업 전용 예산 도입 등 인센티브 마련

ㅇ

정보 빅데이터화) 통합 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연구개발
전주기 정보 수집 관리 분석, 데이터 분석 기반 고도화 추진
(R&D

‧ ‧

‧

ㅇ (성과정보 활용강화) NTIS-통합 연구지원시스템 연계를 통해 직 간접적인
성과정보 종합 관리 활용 및 분석서비스 제공

‧

-

연구자-연구성과 정보 연계, 국가 R&D 과제 핵심요약 정보 제공,
빅데이터 기반 R&D 정보 검색 및 검색 결과 시각화
*

* 최근 3년 약 20만건 과제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하고 향후 모든 과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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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간 창의성과 전문성을 활용한 새로운 R&D 관리체계 도입

◇ 정부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장성과를 확대하기 위해서 정부중심
에서 벗어난 민간 중심의 관리방식 도입 필요 ※ 민간 전문가의 창의성과
R&D

전문성을 정부 R&D에 접목, 기업 친화적 R&D 지원·관리방식 확산

ㅇ (혁신도전 R&D) 민간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 세계 최초
목표로 연구를 수행하는 ‘혁신도전형 R&D 사업군’ 지정 운영

․

-

-

ㅇ

․최고를

민간전문가 자율로 전주기 사업관리를 수행함으로써 혁신적인
아이디어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의 참여기회 확대

･

혁신도전형 R&D 사업군은 범부처 추진위 등을 통해 관리하고 안정적
추진을 위한 별도 재원확보 및 자율적 연구관리 권한 부여
도입) 민간의 체계적 사업관리 기법인 종합사업관리(PM) 제도를
공공부문에 도입하여 대형연구시설 구축사업의 성공가능성 제고
(PM

-

→ → ‧ →

대형연구시설 구축의 전주기(기획 착수 수행 관리 종료)에 PM을 적용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과 핵심사항 중심 가이드라인 마련
*

**

* 사업관리체계구축, 기획단계강화, 평가제도개선, 전문성강화 등 ** 사업일정, 비용, 리스크 관리
※ 연구현장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시범적용을 거쳐 단계적 확대

6

자율과 책임의 연구실 환경 선진화

◇ 혁신법 제정으로 연구 환경 선진화 정책 기반이 마련 되었으며
*

,

후속조치를

통해 현장이 체감하는 개선 필요

* 전문기관 실태조사·분석, 연구지원체계평가,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 등

「

」

ㅇ (연구계 관행 개선) 연구지원기준 에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표준
규범 기준을 마련하여 연구계 각종 관행의 개선을 유도

·

·

ㅇ (연구행정 개선) 전문기관 실태조사 분석, 연구지원체계평가, 연례적
행정제도 및 규제개선 등으로 연구자 부담 완화
ㅇ (연구윤리 확보) 자율적인 연구윤리 확립 지원을 위한 가이드 제공 및
법을 위반한 국가R&D 부정행위 제재기준 강화
*

**

* 이해상충, 건강한 연구실 문화 등 연구윤리 세부 분야에 대한 공통 가이드 제공
** 참여제한 최대 5년→10년 확대, 일정수준 이상 제재처분에 대하여 관련 정보 대외 공표 등

ㅇ (기술료 제도 개선) 기술료 사용실태 조사 및 합리적 배분방안 검토,
정해진 금액이 아닌 수익에 비례하여 납부하도록 정부납부 기술료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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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저출산 고령화 시대 대비 과학기술인재 역량 확충

◇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는 우수 연구인력 확보 및 코로나
따른 일자리‧직종‧인재상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필요

19

확산에

※ 그간 과학기술 인력양성정책은 연구인력 양성 중심으로 추진되어 전주기적 연구자
경력설계 및 인력유동성 제고 등의 정책을 보완할 필요

ㅇ (정보)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구축에 따라, 국가R&D 참여
연구자 정보의 통합관리로 R&D전문가 적재적소 활용 추진
ㅇ (정책) 신규 연구인력 양성 , 해외인재 유치 등 과학기술인재 풀을 확대
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 방안 검토
*

**

* (청년연구자 양성) 연구실 내 공정보상 체계, 대학원생 전용 연구비 지원, 간접비를
활용한 대학원생 역량강화 지원 등
** (해외 우수인력 유치) 포닥 펠로우십 확대 등을 통한 안정적 연구지원 강화, 인재
부족분야 중심의 전략적 해외 우수인재 유치
-

8

출연연, 대학 등과 연계한 고경력 퇴직자 활용 방안도 검토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역할 강화

◇ 공공

사회난제해결 R&D 등 유사개념으로 인해 효과적인 정책수립
및 이행 과정(전문가 의견수렴, 정책수요분석, 사업관리 등)에 어려움
R&D,

※ 사회문제해결 민관협의회 등을 통해 정부·지자체가 협업하는 사회문제 이슈 발굴
체계는 마련되었으나, 민간 - 정부 간 협력 시스템은 미비

·

ㅇ 사회문제해결R&D를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R&D성과의 현장적용
보급확산 촉진을 위해 R&D후속 지원 연계체계 활성화 추진
*

* (예시) `공공조달연계형국민생활연구실증사업화지원사업'(과기정통부), `혁신시제품 지정
구매'(조달청) 등과의 연계를 통해 R&D결과의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촉진

ㅇ ‘사회문제해결 관련 유관기관 협력체계 (119개)’ 구축을 통해 사회문제해결
성과 공유 기반 마련
*

* 「공공기관 경영평가(기재부)」에 ‘사회적 가치구현’이 포함됨에 따라 각 기관의
사회문제해결 운영현황 및 성과 공유·전파

·

ㅇ 민 관의 사회문제 해결 활동 과 정부의 연구개발 자원(예산 사업, 출연
(연) 등)을 연계한 협력체계
마련
*

**

* 사회문제 정의 협업 플랫폼 100UP(카카오임팩트), 지역문제해결플랫폼(행안부) 등
** (예시) 민·관 문제발굴→정부 R&D 기획·매칭 / 정부 R&D 성과→소셜벤처·협동조합 사업화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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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에 대응한 소부장 R&D 고도화

◇ 코로나

및 보호무역주의로 촉발된 GVC 재편의 가속화 추세는
교역 중심의 우리나라 산업에 중대한 위협으로 작용할 우려
19

※ GVC 재편 대응 및 중장기 실행력 확보를 위한 ‘소부장 R&D 고도화 방안’을
수립(‘20.10) → 차질없는 후속 이행 실시(‘21~)

△

재편 대응 R&D 전략) R&D핵심품목 다변화(대일본→대세계),
미래선도품목 선제 발굴(현재→미래) 등 Two Track R&D 추진

ㅇ

△

(GVC

*

* 향후 5년 후, 주력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창출을 견인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소부장 품목을 선제적으로 발굴(산・학・연・관 TF 구성 및 운영)

ㅇ (소부장 R & D 성과 창출 기반) 신속 연구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기술
시장까지 연계한 R&D 전주기 지원 강화 등 추진
*

→

**

* 고가의 특수 연구장비에 대한 심의일정 단축 및 신속구매 지원 제도 마련 등
** 부처간 협력사업(이어달리기, 함께달리기) 확대 및 오래달리기 프로그램 추진

ㅇ (협력・축적 중심의 연구 생태계) 국내 소부장 협력 네트워크를
고도화 하고, 첨단연구・실증 인프라 반도체 이차전지 확충
*

(

,

)

* 국가연구인프라(3N) 기능 강화(지역 R&D 기관 연계, 공급기업 협력 확대 등),
소부장 관련 지역혁신선도연구센터 및 강소 연구개발특구 확대 등

10

정부 R&D의 개방성 확대

◇ 국가

·

성과 확산 및 활용도 제고, R&D 수월성 효율성과
과정의 투명성 제고의 방안으로 오픈 사이언스 추진
R&D

R&D

ㅇ (오픈 사이언스 제도화) 기존 오픈 액세스, 오픈 데이터 개별 사업의
상호 연계, 연구현장 확산을 위한 제도화 방안 모색
-

·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 활용 연구데이터 수집 관리 체계 구축 및
분야별 전문센터(바이오, 소재 등) 연계

‧

*

ㅇ (개방형 협력 생태계) 연구성과 공유 활용을 위한 오픈 액세스 생태계
조성 및 실행력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개방형 협력체계 구축
*

* 정책기획, 제도설계, 이행관리 전 과정에 걸쳐 폭넓은 논의를 위한 전문가 자문단 구성

ㅇ (국제협력) 국제협력 R&D 투자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사업리스트
구축 및 투자포트폴리오 등을 마련하여 전략적 지원
-

대외정세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선제적 투자 지원 및 지속적
국제협력 R&D 지원을 위한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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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혁신본부 2, 3년차 정책 아젠다 및 주요 내용

 2년차 주요정책 아젠다
정책 아젠다･과제명
▪R&D 혁신 가속화

주요내용
- 과기장관회의 신설
- ‘R&D 혁신방안(’18.7)‘ 실행계획 수립

▪중장기 이공계 인력양성 - ‘중장기 이공계 인재양성 및 활용방안’,
계획 수립
‘R&D연계 일자리 창출방안’ 마련

▪공공연구기관 혁신

- PBS 개편검토, 5년주기 연구역량평가 도입, 중장기 인력
운영계획수립, 과제기반 테뉴어 등
- 혁신방안을 연구회 소속 출연연뿐만 아닌 공공연구소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 적용

- 국제협력R&D 투자 확대, 자문회의 내 R&D 글로벌
▪R&D글로벌화 수립 지원 협력특위 신설 등 검토
- 국제공동연구 특성 반영하여 관련 규정 개선
- (가칭)연구개발특별법 입법 추진
▪연구자 친화적 제도 혁신 - R&D혁신 제도개선 사항(국가R&D 분야 규제혁파 방안(’18.3) 등)의
제도화 및 현장이행
▪연구 관리･시스템 고도화
▪R&D 투자모델 고도화

▪R&D 평가체계 개편

- 부처별 전문기관 1개로 통합
- 연구관리규정 표준화 및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구축
- PIE 모델 고도화, 일몰대상사업 적정성 재검토, 장비 심의
대상･요건･절차 명확화, 예타 온라인 통합플랫폼 구축 등
- 특정평가 상시화 및 정책･사업군별 평가, (가칭) 특정평가
자문위 신설
- 출연연 연구/경영 평가 분리, 연구평가 주기 확대(3→5년),
연구사업 단위평가 및 정성평가 강화

- 13대 혁신성장동력 육성
▪R&D를 통한 경제성장
- 플랫폼 경제 구현을 위한 3대 전략투자(수소, 데이터, 인공
가속화
지능) + 혁신인재 양성
- 13대 혁신성장동력, 바이오 분야 중심으로 규제개선 로드맵
▪규제개선 등 기술이전･ 제시
사업화 활성화
- 대학･공공연 특허권 귀속, IP 세제 개선,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한도 확대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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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차 주요정책과제
정책 아젠다･과제명
▪과학기술 미래전략
2045

▪공공연구기관 혁신

주요내용
- 2045년 미래사회를 전망하고, 국가과학기술혁신 정책의
방향성 제시
- 공공연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여 성과창출이 가능하도록
운영체계 개선
- 국립연구소(16개)는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조성,
전문생산연구소(16개)는 중소기업 혁신지원기반 마련

▪지역R&D 체계 개선 추진

- 지자체가 주도하고 중앙부처가 지원･협력하는 지역R&D
체계 개선 추진

▪중소기업 R&D 지원
체계 개선

- 중소기업 지원목표를 두 가지(혁신적 기업 발굴, 기업가치
제고)로 명확히 하고, 목표에 따른 사업분류 및 단계별 지원
체계 구축
-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

▪연구자 중심 제도･시스템
- 숨어있는 현장규제 발굴･혁파
고도화
- 연구지원시스템(PMS) 통합
▪R&D 투자의 전략성 강화

- 빅데이터 기반 투자시스템(PIE) 적용으로 전략적 투자(사업
기획･이행점검, 정책-투자-평가 연계 강화, 투자사각지대 해소)

- (과제평가) 창의･도전적 연구촉진, 특성화된 평가체계
고도화, 평가전문성 제고
▪R&D 평가체계 개선

- (사업평가) 정책-사업-평가 연계 강화, 질적 지표 중심 평가
강화
- (기관평가)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혁신적 연구 촉진, 평가
절차 간소화

▪국가R&D 도전성 강화

▪성장동력분야 정책
실행력 강화

- 실패가능성이 있어도 미래 파급력이 큰 고위험･도전적
R&D 추진
- 전문관리자 활용, 도전성･임무지향성 강화, 연구과정 유연화
등 개선안 적용
- 미래 유망 성장동력 아이템 발굴, 중장기 정책 실행력
강화 등을 위한 ‘성장동력 2030 발전전략’ 수립
-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R&D 프로세스 혁신(R&D

▪소재부품장비 자립역량 전주기 장벽 해소, 3N 추진 등)
강화
-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를 통한 철저한 점검･관리로
성과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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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안) 주요 내용
1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의 주요특징
 주요 국정방향 및 현안대응과 연계하여 중점투자방향 제시
ㅇ ‘회복’, ‘도약’, ‘포용’의 국정방향 및 주요정책과의 투자 연계를 강화
하고, 코로나19 대응,

2050

탄소중립 실현 등의 투자여건 고려

☞ 감염병 대응 및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D.N.A(Data, Network, AI) 기반의
디지털 전환, BIG3(바이오헬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2050 탄소중립 전환 추진

 정부R&D 투자의 연속성 유지
ㅇ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국가 경제 발전과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R&D

투자라는 기본방향을 유지하여 정부R&D 투자의 연속성 확보

☞ 국정과제, 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등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기초연구‘,
’인재양성‘, ’지역‧중소기업 성장‘, ’삶의 질 제고‘ 등에 꾸준한 투자

 국가R&D
ㅇ

R&D

조원 시대 선도를 위한 투자시스템 혁신

100

‧

투자성과 창출 및 확산을 위해 민 관 역할분담을 고려한 마중물

투자를 강화하고,

‧

정책 제도혁신과 연계

R&D

☞ R&D 전주기적 민‧관 협업 및 성과 중심의 다부처 협업 강화, 범부처
이어달리기 추진, 종합사업관리 (PM) 도입 및 R&D 정책 연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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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의 주요방향

◈ 위기대응을 위한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경제 ‘회복’, 선도국가

‘도약’ 및 ‘포용’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를‘지속‧강화’
4대 분야 10대 중점투자방향
위기대응을
위한
과학기술
역량 강화
투자 경제회복 및
강화 활력제고
기회창출을
통한
선도국가
도약
포용 바탕의
투자
미래
지속 혁신역량
강화

① 감염병 위기극복을 위한 과학기술 역할 강화
②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및 미래 공급망 창출
③ 혁신성장 3대 핵심산업 집중 육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④ D.N.A 기반의 디지털 경제 전환 촉진
⑤ 2050 탄소중립사회 전환 가속화
⑥ 도전적이고 파급효과가 큰 미래 핵심기술 중점 지원
⑦ 창의‧도전적 기초‧기반연구 활성화
⑧ 대전환의 시대를 준비하는 과학기술인재 양성 지원
⑨ 중소기업‧지역의 역량 강화 및 자생적 혁신생태계 조성
⑩ 연구성과 기반의 창업 및 기술 사업화 지원 강화

투자시스템 고도화
연계•협력•공유
- 연구개발(R&D)
전주기적 민‧관 협업
강화
- 성과중심의 다부처
협업 지원 강화

성과 창출 촉진
-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추진
- 공공수요 기반
혁신조달 연계‧활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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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의 주요내용
10대 중점 투자방향
1 위기대응을 위한 과학기술 역량 강화
□

➊ 감염병 위기극복을 위한 과학기술 역할 강화

‧

ㅇ (단‧장기적 역량 제고) 신 변종 감염병의 주기적 유행에 대비하여
단기적 기술고도화와 중장기적 기술 확보 내재화 병행 추진

‧

ㅇ (핵심 요소기술 확보) mRNA백신 등 차세대 혁신기술 확보 및 기술 융합
관점의 연구개발을 중점 지원하고, 감염병 대응 연구자원 확보 관리 지원

‧

ㅇ (현장수요 연계‧협력) 감염병 대응의 기술적 애로 및 방역 현장의 현안 해결을
위해 산 학 연 병 협력 R&D 및 글로벌 기술협력 공동연구 지원 강화

‧‧‧

ㅇ (투자범위 확대) 감염병 위기 종료 후 일상복귀, 재난 후유증 관리 등대응 R&D 범위 확대
➋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및 미래 공급망 창출
ㅇ (핵심품목 국산화)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중인 핵심품목(185개)에 대한 기술개발을 차질 없이 지원

旣지원

ㅇ (미래소재 기술개발) 미래 공급망 창출 및 산업혁신 선도 를 위해 장기적
관점의 혁신소재 원천기술개발과 융복합 지능형 센서 개발 지원 강화

‧

*

* 미래 공급망 창출을 위해 미래선도품목(50여개)을 중심으로 한계돌파‧선도형 R&D 지원

2 경제회복 및 활력제고
□

➌「혁신성장 3대 핵심산업」집중 육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ㅇ (바이오헬스) 신약, 의료기기 등 성장동력화를 위한 범부처 협업을 확대
하고, 인공지능 활용 등 미래대비 융합R&D 지원 확대
ㅇ (미래차) 친환경차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와 자율차의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에 중점 투자

‧

ㅇ (시스템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선도적 기술 역량을 활용 연계
하여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핵심기술 확보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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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D.N.A 기반의 디지털 경제 전환 촉진
ㅇ (D.N.A 생태계 강화) 차세대

D.N.A.

핵심기술에 대한 선도적

를 지원

R&D

하고, 금융, 의료 등 전 산업으로의 융합 촉진 및 K-사이버 보안 기술 강화

‧

ㅇ (비대면 산업) 비대면 경제 활성화를 위한 XR 5G 기반 실감컨텐츠 핵심기술을

‧ ‧

개발하고, 교육 유통 의료 분야 등을 중심으로 비대면 혁신서비스 창출 지원

‧

ㅇ (SoC 디지털화) 공공인프라의 효율성 안전성 제고를 위해 디지털 트윈 기반기술
데이터 수집, 디지털 공간 생성 등), 건설정보 모델링 및 자동설계 등 핵심기술 개발 지원

(

3 기회창출을 통한 선도국가 도약
□

➎ 2050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 가속화
ㅇ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는 CO 감축 잠재력이 큰 태양, 풍력 등에 중점 투자

‧

2

하고, 수소는 수소경제 전환을 위한 수소 생산 저장 등 기반기술 투자 강화
ㅇ (低탄소 순환) 저탄소 산업공정 전환,

ICT

· ‧

기반 수요관리 및 CO 포집 저장 활용을
2

위한 CCUS 기술 등 탄소저감과 에너지 고효율화 기반의 순환 생태계 조성
ㅇ (기후환경 적응)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성 강화를 위해 기후변화 모델링,
물관리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 기술 혁신 지원
➏ 도전적이고, 파급효과가 큰 미래 핵심기술 중점 지원

‧

‧

ㅇ (양자) 미래 산업 안보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 양자 컴퓨터, 양자 센서
통신 관련 핵심기술

R&D

지원 강화

ㅇ (新 모빌리티) 플라잉카 등 미래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핵심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모빌리티 혁신의 기반인 차세대 배터리 기술 경쟁력 확보

‧

ㅇ (뇌연구) 통합적 뇌기능 연구 강화 및 뇌의약 뇌공학 분야와의 융복합 연구
체계를 고도화하고, 차세대 혁신기술 확보를 위한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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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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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포용 바탕의 미래 혁신역량 강화
□

➐ 창의‧도전적 기초‧기반 연구 활성화
ㅇ (기초연구) 국정과제 투자목표 에 따라 자율적 기초연구를 지속 확대
*

하고, 학문분야별 지원체계를 확대하여 기초연구의 전략성 강화

* 기초연구사업 예산 2배 확대 : (’17) 1.26 → (’21) 2.35 → (’22목표) 2.52조원

･

ㅇ (우주) 국민 생활 안전을 위한 인공위성 서비스를 확충하고, 한국형
발사체의 성공적 발사 및 성과확산을 위한 후속개발 지원
ㅇ (혁신‧도전형 연구) 민간 전문가(PM)가 사업관리의 전권과 책임을 갖고
임무지향적 연구를 지원하는 ‘혁신도전형

R&D

‧

사업군’ 지정 운영

➑ 대전환의 시대를 준비하는 과학기술인재 양성 지원
ㅇ (과학기술인재 양성) 탄소중립,

D.N.A

등 국가 전략분야 및 신산업

분야 핵심 과학기술인재 집중 육성을 위한 투자 확대

‧ ‧

ㅇ (인재지원 기반강화) 청년 여성 학문후속세대 등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전주기 성장 지원과 해외 핵심인재 유치를 위한 전략적 지원 강화
➒ 지역‧중소기업 역량 강화 및 자생적 혁신생태계 조성

‧

ㅇ (지역 혁신역량 강화) 연구개발특구, 지역 특화산업 등 지역별 산업 혁신생태계
강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지역 뉴딜 및 지역 인프라 와 연계하여 전략적 투자
*

* 출연연(분원), 테크노파크, 전문연 등의 연구장비 및 전문인력 등

·

ㅇ (중소기업 R&D) 주요 정책분야별 유망 중소 벤처 기업을 발굴하여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이 혁신적

R&D

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

➓ 연구성과 기반의 창업‧기술사업화 지원
ㅇ (기술창업 지원) 한국판 뉴딜,

BIG3, D.N.A

‧

‧‧

등 정책 신산업 분야의 산 학 연

연구성과 기반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성장단계별 창업기업의 성장 지원

‧

ㅇ (기술사업화 R&D) 우수 원천연구 성과물에 대해 시험 인증 등 후속

‧

연구 지원을 확대하고, 초기 상용화까지 연계 지원(패키지형 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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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투자시스템 고도화
1 연계‧협력‧공유 기반의 투자 강화
□

‧

ㅇ (R&D 전주기적 민‧관 협업) 상시적인 민 관 소통체계를 구축하여 정부
R&D

‧

전주기적으로 민간의 수요를 연계 반영

ㅇ (성과중심의 다부처 협업) 기획 충실도가 높고, 통합 관리가 체계화된 협업
사업에 대해 우선 지원(예 : 다부처 특위, 예타 통과 협업R&D 사업)

R&D

2 R&D 투자의 성과 창출 촉진
□

ㅇ (우수성과 이어달리기)

R&D

우수성과에 대하여 후속

사업화 지원,

R&D,

규제개선 등 전주기적 지원 강화
ㅇ (혁신조달 연계 R&D 확대) 공공수요를 기반으로
연구성과를 공공조달로 연계하는 혁신조달 연계형

를 추진하고

R&D

R&D

투자 확대

3 R&D 투자의 효율화
□

ㅇ (PM 제도 도입) 대형연구시설구축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종합사업
관리제도(PM)를 시범적용 (’21)하고, 단계적으로 도입 확대(’22~)
*

* 추진방향 : 표준 추진절차를 확립하고, 맞춤형 제도를 마련하여 전주기적 사업 관리 추진
ㅇ (소‧부‧장 성과관리 강화) 핵심품목에 대해 공급안정화 성과를 중심으로

‧

특정평가 실시 후 평가결과와 예산 배분 조정 연계
ㅇ (R&D 투자 효율화) 전문관리기관 지원체계 개선,

R&D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재투자 소요재원 확보
ㅇ (R&D 정책 연계) 주요 기술정책, 기술로드맵 등을 연도별 투자방향과 연계하고,
주요 기술 분야별로 출연연 국가기술전략센터를 설치하여 R&D 정책의 전략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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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분야별 투자전략(요약)

기술분야

ʼ22년도 투자 및 효율화 방향

ICT･SW

▪ (투자방향) 디지털 전환을 위해 D.N.A 기술 융합 촉진과 더불어 차세대 기술에
대한 선제적 ‧장기 지원을 병행하고, 미래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기반 강화
▪ (민‧관 역할분담)
• 정부 : AI반도체, 6G, 양자 등 초기기술에 대한 탐색연구, 인프라 및 장기원천
기술을 중심으로 지원
• 민간 : 이미 상용화된 5G의 망관제, 표준 업그레이드에 따른 부품 개발 및
상용화 중심으로 투자
▪ (효율화) 多분야 연계‧활용 촉진 및 ICT 주력산업의 인력 수급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고, 기술상용화 및 민간투자 확대 유도를 위한 민관 협업 강화

생명･
보건의료

▪ (투자방향) 바이오헬스 산업의 핵심분야 기술‧산업혁신 지원 및 공익적 연구
개발 투자를 강화하고, 연구성과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전주기 연구개발 지원
▪ (민‧관 역할분담)
• 정부 : 바이오헬스 분야의 차세대 원천기술 확보 및 산업 기반 확충, 규제 합리화
등을 위한 연구개발 중점 지원
• 민간 : 임상연구 실증과 기술의 현장적용 및 사업화 역량 제고를 위한 연구
개발 투자에 집중
▪ (효율화) 감염병 분야 투자 확대에 따른 전주기‧전략적 투자방향을 마련하고,
헬스케어 서비스 관련 연구개발과 제도개선‧적용 병행 지원체계 마련

에너지․자원

▪ (투자방향) 탄소저감을 위한 혁신기술 및 에너지 효율화에 중점투자하고, 원자력
안전‧활용‧혁신 가속화, 자원산업 생태계 활력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등에
안정적 투자
▪ (민‧관 역할분담)
• (정부) 탄소중립 생태계 강화를 위한 혁신기술과 실증 등 기반조성에 집중 투자
• (민간) 저탄소 산업구조 전환을 위해 多배출공정 개선, 효율극대화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해 지속 노력
▪ (효율화) 에너지 분야 일몰후속사업 추진방안 개선, 원자력이슈 대응을 위한
부처간 연계‧협력 촉진,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개발의 관계부처간 재원분담
방안 마련 등을 통해 투자 전략성‧효율성 제고
▪ (투자방향) 혁신소재 기초‧원천기술 개발 및 데이터‧AI 기반 연구방법론 혁신을 통해
글로벌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탄력성을 확보하고, 고부가가치 제품군 연구개발 중점
지원을 통해 나노제품 성능‧안정성 평가체계 강화 및 기술 우위 확보

소재․나노

▪ (민‧관 역할분담)
• (정부) 중장기 고위험의 원천기술 개발과 AI‧빅데이터 기반의 개발플랫폼
및 실증 인프라 구축에 집중 투자
• (민간) 경제성 향상 및 양산성 기술 개발
▪ (효율화) 소재분야 성과관리 및 거점 연구기관 중심 협력생태계를 강화하고,
나노분야 수요-공급기업간 연계‧협력 강화를 통한 기술수요‧성과 중심 R&D
전략성 제고

125
╺╺╺

과학기술혁신정책 조정 활성화를 위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및 정책포럼 구성･운영

기술분야

ʼ22년도 투자 및 효율화 방향
▪ (투자방향)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미래 신시장 선점을 위해
“친환경”, “지능형”, “기술자립화”를 위한 R&D 투자 지원 강화

기계‧제조

▪ (민‧관 역할분담)
• (정부) 신시장 선점을 위한 고난이도 원천기술 확보, 신 서비스 개발‧실증
및 인프라‧제도 정비 등에 정부 R&D 예산을 전략적으로 지원
• (민간) 기존 제품의 성능개선을 위한 R&D 중점 추진
▪ (효율화) 부처간, R&D간, 혁신주체간 협력 활성화 지원을 통해 기술성과의
산업연계를 강화하고, 민간 기술개발 결과물이 적시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증‧표준화‧법/제도정비 등 조력자로서의 정부 역할 강화
▪ (투자방향) 농수산 R&D 가치사슬(육종, 생산, 유통‧소비) 전반의 빅데이터 기반
구축에 투자하고, 스마트농수산업 중심의 핵심기술개발 등 투자 강화

농림수산‧식품

▪ (민‧관 역할분담)
• (정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연구기반 구축, 기술개발 등 전주기적 지원
• (민간) 신산업 분야 첨단기술의 실증‧사업화 추진
▪ (효율화)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하여 유관부처 간 협업연구를 강화하고, 사업
추진체계 개선을 통해 융복합 연구 기반 마련
▪ (투자방향) 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해 기술혁신 역량과 산업
기반을 확충하고, 파급효과가 큰 유망기술 확보에 대한 전략적 투자 강화

우주‧항공‧해양

▪ (민‧관 역할분담)
• (정부) 위성‧발사체, 신항공교통, 자율‧친환경 선박 등 유망 핵심기술 개발과
안전‧시험‧운영 인프라 및 제도 구축 지원
• (민간) 혁신기술 보급과 서비스 상용화에 주력
▪ (효율화) 협업‧활용 중심의 지원체계 개선으로 사업의 효율성‧목적성을 강화하고,
성과 확산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해 현장 중심으로 규제‧제도 개선

건설‧교통

▪ (투자방향) 국민안전 확보 및 주거환경 등 삶의 질 향상 분야에 중점 투자
하고, 스마트건설, 미래이동수단 등 건설‧교통 분야의 성장동력 강화
▪ (민‧관 역할분담)
• (정부) 건설‧교통 안전기준 및 친환경 주거‧교통 기술개발 등에 중점 투자
• (민간) 철도 부품 국산화 기술 및 건설시공 디지털화 상용화 연구 수행
▪ (효율화) 건설교통 R&D 성과를 SOC 투자와 연계하여 R&D 현장 적용성을 제고하고,
산업기반 과제발굴을 통해 세계 일등 기술 확보 추진
▪ (투자방향) 환경오염물질(미세먼지, 폐기물, 미세플라스틱 등) 저감‧관리 등 문제
해결 중심의 전략적 투자를 강화하고, 이상기후 예보, 기후변화 예측‧대응
등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국민생활 밀착형 R&D 투자 확대

환경‧기상

▪ (민‧관 역할분담)
• (정부) 환경위해요소 저감‧관리 강화, 기상관측‧예보 정확도 향상 등을 위해
실용‧실증 중심의 전주기 기술개발 및 기술개발에 전략 지원
• (민간) 환경측정 장비 국산화, 기상정보 제공서비스 등을 위해 현장활용‧
사업화 중심의 상용화기술 확보
▪ (효율화) 성과분석‧활용, 민간투자 연계 등으로 사업 완결성을 제고하고, 현장수요
맞춤형 R&D 지원, 다부처협력 R&D 강화 등을 통해 R&D 효과성‧실효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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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ʼ22년도 투자 및 효율화 방향
▪ (투자방향) 창의‧도전적 기초연구 및 신진 연구인력의 역량제고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인프라의 안정적 운영과 국제 과학기술 교류 지원을
통해 국가 경쟁력 제고

기초‧기반

▪ (효율화) 기초연구 지원체계 및 제도변화에 따른 제도개선사항을 발굴‧
개선하여 사업의 효율성‧효과성을 제고하고, 대형연구시설 구축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성공적 구축 지원
▪ (투자방향) 미래전에 대비한 국방기술 확보 및 기술 독립성 강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국방전력의 질적 향상 및 전력공백 방지,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업체 주관 개발 등에 대해 적극적 투자
▪ (민‧관 역할분담)
• (정부) 첨단 국방기술개발과 미래무기체계개발에 집중
• (민간) 일반 무기체계개발은 민간 주도를 확대

국방

▪ (효율화) 국방기술개발사업 구조개편 및 사업 운영방식 개선을 통해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간의 국방R&D 참여 및 교류 확대를 통해 국방력‧산업경쟁력 강화

※ 다만, 민‧관 역할분담과 관련하여 11대 기술 분야 중 분야 특성상 공공성이
높거나, 민간의 참여가 어려운 기초‧기반 분야는 제외
5

향후일정

□「

2022

관계부처 통보

□「

」기획재정부

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및

(~’21.3.15)

」

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과 예산편성 지침에

2022

따라 각 부처별

년도

202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기획재정부 정부예산 안

R&D

(

)

R&D

예산 요구

․조정

예산 배분

최종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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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생각해 볼 과제 (예시)
 정부R&D 전략성 강화

◇

혁신도전

(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및

R&D)

R&D

투자 지속 확대

→

R&D

성

과제고를 위해 임무지향적 연구강화에 대한 요구 증대

– – ·

기획 선정 관리 평가 등 전주기 프로세스 관점에서 임무지향적

-

연구를 강화하기 위한

R&D

+

혁신도전

모델 은?
*

* 혁신도전 프로젝트 도입 : 민간 전문가가 전권과 책임을 갖고 세계 최초·최고를 목표로 연구를 수
행하는 형태의 R&D

◇

미래선도 기술) 글로벌 기술패권 전쟁 및 기술블록화에 대응,

(

·

·

바이오

BIG3(

헬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를 이어 미래를 선도할 기술 분야 는?
*

* 예시; 양자컴퓨팅, 인공지능, 합성생물학, 2차전지, AI반도체, 극초음속기술, 로봇·인간증강, 6G, 사이버
보안 등

◇

·

정부-민간역할) 차세대 선도기술 분야 육성을 위한 민 관 협업체계는?

(

* 예시; 기업이 가장 절실히 바라는 것은 인력 → 기업 주도로 산학연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정부가
매칭하여 지원하는 방식?

 개방형 R&D 생태계 구축

◇

산학연 협력) 산학연 협력을 저해하는 고질적인 문제는 무엇이며, 각 주체 간의

(

간극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

국제협력)

(

R&D

외연을 글로벌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방향성은 모두가 공감

→ 혁신본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

* (문제인식) 개별 연구자 중심 국제협력 R&D 추진, 소규모 과제 중심 지원, 국가전략분야 국제협력
로드맵 부재, 글로벌 인재유인책 및 국제사회 기여 부족 등

◇

오픈사이언스) 국제적 오픈사이언스 추세

(

*

→ 연구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오픈사이언스 방향과 우선 추진되어야 할 과제는?
* 연구성과에 대한 오픈 액세스, 연구데이터 디지털화 및 공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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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과 책임의 연구환경 구현

◇

연구참여) 연구 다양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참여 기회 제한

(

제도(3책5공, 참여율 등) 개선에 대한 의견은?
(개념) 공정한 참여기회 보장을 위해 동시 수행이 가능한 국가R&D과제 책임자
로서 3개, 공동참여자로서 5개로 수행을 제한하는 제도
(완화) 소부장, 코로나19, 탄소중립 등 긴급대응 과제, 기반구축 사업 등 적용제외
범위확대 → 우수한 연구자의 과제참여 기회 보장

◇

기술유출) 국제공동연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핵심기술 유출문제에

(

대한 제도적 해결방안은?
※ KAIST 교수, 자율주행차량 기술유출 혐의로 구속 수사 중

◇

·

성과소유) 연구성과 활용(기술이전, 사업화 창업) 과정에서 성과소유 관련

(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성과소유 원칙 및 배분방안은?
※ 연구자 직접 창업 시 기관과 연구자(창업기업) 간 경제적 성과분배, 창업활성화를 위한
전용실시 기준 완화, 성과 공동소유 시 기술사업화 장애 극복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과학기술인력 확보

◇

글로벌 인재유치) 바이든 정부의 포용적 이민정책 등 글로벌 인재

(

전쟁

→ 글로벌 인재유치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은

?

※ 핵심연구자 유입을 위한 Brain Pool+ 신설(최대 연 6억원), 연구자 정보구축 프로그램
(Ultra+) 추진, 연구자 및 가족거주 비자제도 개선, 귀국연구자 소득세 감면 등

(미국) 외국출신 박사과정 졸업자 영주권부여 등 우수 과학기술인력 확보를 위해 포용적 이민
정책 추진
(중국) 유입된 해외인력에 대하여 대학, 연구기관 등에서의 고급직무 보장, 보조금·
보험 등 생활혜택 제공 → 국내 산학연과 연계하여 안정적 정착지원

◇

고경력 퇴직인력 활용) 퇴직인력 활용을 위한 다수 사업 운영에도 불구,

(

정책 효과성 부족

→ 전주기 직무설계 관점에서 고경력 퇴직인력 활용방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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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내용 요약
혁신본부 4년차 정책과제 및 22년도 국가R&D 투자방향 등
ㅇ (◇ ◇ ◇) 올해 단체장 포럼은 혁신본부가 지향할 정책과제 등에 대하여 자유롭게 논의하는
장으로 활용하고자 함. 오늘 논의를 통하여 발굴한 주제와 추후 지속적으로 제기될 주제를
바탕으로 앞으로 남은 5차례 포럼에서도 정부 및 유관기관의 역할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길
기대함.
ㅇ (◇ ◇ ◇) 산업계의 고민은 코로나로 인해 누적된 피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임. 개발할
제품 및 서비스 기획, 디지털 전환(특히 종업원 10인 규모의 중소기업 고충 사항) 등의 고민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 검토가 필요함. 또한, 해외 인재 등 인적 자원 확보에 전력을 다할
필요가 있음.
→ ( □ □ □ ) 중소기업 지원은 탄소중립과 더불어 어렵고 중요한 분야로 민간과 정부가 함께
가야 함. 또한, 인재육성을 정부 R&D 성과의 주요 유형 중 하나로 고려하는 관점의 접근이
필요함.
ㅇ (◇ ◇ ◇)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은 중요한 목표임에도 측정지표가 미흡하여 정부‧민간
노력의 효과 측정이 어려움. 현재 기정원은 디지털 전환에 관한 직접지표를 연구하고 있으며,
추후 국가 통계에 디지털 전환 및 스마트화 관련 요소를 반영하고자 노력 중임. 또한,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글로벌 인재 유치가 매우 중요한 시대인데 반하여 인재 유치와 이민 정책이
동떨어져 있어 효과성이 부족함. 유치된 인재가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포용 정책의 뒷받침
이 필요함.
→ ( □ □ □ ) 예전에 한국은 인재가 거쳐가는 나라(미국으로 가기 위한 경유지)였으나, 現
한국의 위상은 훨씬 높아진 상태임. 미국과 경쟁할 수준은 아니나 외국인이 살기 좋은 환경이
갖추어진 것으로 평가됨. 해외 인재의 유치도 중요하지만, 정부R&D 과제를 외국인도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정책 마련도 필요함. 또한 디지털 전환과 관련하여, 바이오빅데이터,
스마트팩토리 등의 경우 인프라 확보가 중요함. 외국 기업이 인프라 관련 시장을 장악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혁신조달과 연계한 우리나라 기업 제품 중심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ㅇ (◇ ◇ ◇) 출연연에 분야별 국가 기술 전략센터를 설치하는 등 국가공공연구의 역할을 요구하
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임. 산학연 협력연구는 20년 전 환경에서 가능했을 뿐 현재는
경쟁 구도가 심화됨. 출연연에 국가적 역할을 집중시키면 경쟁을 벗어나 협력할 단초가 생길
것임. 출연연에 국가 R&D를 선도하는 역할 부여하는 방안 논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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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R&D 예산의 양적 확대에 따라 예산 활용의 유연성이 늘어나 다면적인 지원이
가능한 상황임. 다방면의 색깔을 강화시키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시도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ㅇ (◇ ◇ ◇) 가장 시급한 분야는 저출산 고령화 대응으로 과학기술인 감소에 대응한 연구
추진이 필요함. 인력 유치와 이민정책이 연계된 시스템 완비가 시급함. 현재는 고경력 퇴직자
활용에 인력정책에 집중되고 있으나, 퇴직자의 역할 마련 등에 개선이 필요함. 한편, 사회문제
해결 R&D의 관점 조정이 필요함. 과기부에서 R&D에 국한되지 않는, ‘사회공헌’을 구현하
기 위한 과학기술정책을 ‘철학’의 수준에서 고민해주길 바람. 사회적 가치가 중시되는
풍토가 조성되면 연구자들도 자연스럽게 연구주제를 사회문제해결 영역으로 확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함.
ㅇ (◇ ◇ ◇) 산단협은 범부처 One-team R&D, 함께 달리기 등의 주제가 주요 관심사임. 지역의
대학, 출연연, 지자체, 기업 4개 주체가 실제 지역 상황(수요, 역량, 자원, 정책방향 등)에
맞추어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하는 방법을 연구 중임. 상향식 블록펀딩 지원을 통하여 지역
대학 회생, 지역 인재 양성, 지역 기업 생존 동력 보충 등의 효과를 기대함.
ㅇ (◇ ◇ ◇) 혁신본부가 제시한 10개 정책과제 모두 중요한 과제이나, 몇가지 우려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①대형사업 지원에 집중할 경우, 대형사업의 단점(목표 기술 지정 및 연구개발
기간 제한에 따른 연구자의 자율성 감소 등)을 보완할 정책이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음.
②R&D 시장진입 가속화를 위한 공공조달 연계 정책은 기업이 공공조달 자체를 최종 목표로
삼을 우려가 있어, 기업이 세계시장을 지향하게 하는 유인이 필요함. ③해외인재 유치 정책은
대게 인재의 국내 정착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으나, 한국 진입 인재는 선진국 진입 인재와는
수준 차이가 있으므로 국내에서 성장한 해외 인재를 자국으로 복귀시켜 향후 우리나라 기업과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ㅇ (◇ ◇ ◇) 혁신본부의 10대 정책과제가 병렬식으로 나열되어, 이들을 구조화할 수 있는 정책
틀 마련이 필요함. 주요 미션 및 복수의 축을 설정하여 정책을 검토하길 권함. 예를 들면,
①R&D 전주기 측면에서 개념 창출, 이론 정립, 이론 증명, 시제품 제작, 사업화를 연계하여
다루거나, ②정책 목표 측면에서 개인의 행복, 공동체의 번영, 경제 성장, 공공의 혁신 등을
주축으로 세우거나, ③주체의 측면에서 협력강화, 양자협력, 다자협력, 상호협력 등을 다룰
수 있음.
ㅇ (◇ ◇ ◇) 복잡성이 강화되는 시대에 선진국은 더 이상 모범답안이 되지 않음. 오늘 공유한
혁신본부 10대 정책과제는 정부의 많은 고민 중 일부이며, 앞으로 롤링플랜 방식으로 부처간
협력 하에 풀어나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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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 ◇ ◇) 혁신본부는 그간 역할을 조금씩 늘려왔으나 특히, 인력, 지역, 출연연, 국제협력,
중소기업 정책을 중심으로 더 확대할 필요가 있음. 정책‧전략 단위의 성과 관리 측면의 개선이
필요함. ①현재 인재 기본계획은 인재 양성‧유치가 중심이며, 과기인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직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함. 연구비‧자율성 확대 등 제도 관점, 기술유출 등 기술 관점에
치중하여 사람 관점이 상대적으로 경시됨. 재직자 보호‧지원 정책 확대, 청장년층을 위한
정책 마련 등이 필요함. 한편, ②국제협력의 경우, 과기외교전략 수립 이후 실질적 진행이
멈춘 상태이며, 개별 연구자 차원의 국제협력 성과를 취합하는 수준임. 과기부와 외교부의
협력 강화 및 ODA‧자원배분전략 등 여러 차원의 전략적 관심이 필요함.
ㅇ (◇ ◇ ◇) 한국 ○○는 오너십 부여가 연구개발 성과창출의 중요한 성공요인임을 경험함.
몇 사람을 지정하여 책임과 권한을 몰아주면 상품화에 성공하고 부를 창출하는 기술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함.
ㅇ (◇ ◇ ◇) 지자체 R&D예산은 매우 협소하여 연구소 직접 투자보다는 연구소 역량을 활용하여
지역경제에 기여(대학 인재 양성 – 지자체 일자리 창출 – 창업‧산업 진흥 연계)할 방안을
선호함. 연구원은 장기‧독립적 연구를 원하며, 지자체 기업은 지자체 매칭 투자를 요구함.
주체간 상이한 이해를 조율하는 운영 전략이 중요함.
ㅇ (◇ ◇ ◇)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RIS가 부상하고 있는데 반해 현재 정책은 NIS 중심으로
추진됨. RIS 관점의 다양한 시도와 경험을 쌓는 기반 마련이 필요함.
ㅇ (◇ ◇ ◇) 산단협에서 추진하는 정책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며,
인력‧지역‧출연연‧중소기업 정책을 아울러 다룰 예정임. 또한, 출연연의 역할 부여, 기초-응용상용화 연계 추진, 다부처 사업 확대, 규제샌드박스 활용 등 각 주체의 효율적 협력을 통한
실질적 성과창출 방안을 고민 중임.
ㅇ (◇ ◇ ◇) 현재 시스템 상 One-team R&D를 구현하기 어려움. 기초-응용-상용화 연계는
코로나19 대응에서도 이미 취약성이 드러난 바 있음. One-team 조직은 총리실에 설치해야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 수행이 가능함. 과기부가 주관하되 각 부처가 한 명씩 인력을 파견하
여 One-team에서 근무하면서, 서로의 성과를 공유하고 투자방향을 논의할 때에 가능할 것임.
어려운 작업일 것이나 이런 수준이 아니라면 실질적 운영을 어려울 것으로 보임.
ㅇ (◇ ◇ ◇) 오늘 나온 의견을 정리하여 위원들게 회람할 예정임. 주제를 선정하고, 컨셉페이퍼를
마련하여 열린 논의를 진행할 것임. 범부처 R&D를 총괄하는 혁신본부장이라는 자리의 무게
에 더하여 R&D 예산의 대폭 확대에 따른 기대감도 증가한 상황으로, 더 높이 더 멀리 더
깊게 보려고 노력하는 중임. 단체장 포럼을 통하여 혜안을 얻을 수 있길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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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2회 과학기술계 주요 단체장 정책자문 포럼
☐ 회의 개요
ㅇ 일시 : 2021.04.23.(금), 10:00~11:40
ㅇ 참석자 : 주요 단체장(10인), 과기정통부(4인), KISTEP(4인)
☐ 논의 주제
ㅇ 저출산‧고령화 대비 우수 해외인재 유치방안
☐ 주요 토론 내용
ㅇ 글로벌 인재유치를 위해 정주여건 개선 및 전주기 연계 시급
- 최근 2년간의 제도 개선을 통하여 비자 발급 및 정주 여건 개선의 노력이 이어져 왔으나
정책 간 연계는 미흡한 상황
- 범부처적 접근이 필요한 영역으로, 거버넌스를 설계하고 큰 그림을 제시하는 데에 혁신본부가
기여할 필요
- 정부와 지자체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실질 개선 효과 제고 도모
- 장기적으로는 우리사회의 국제화, 영어의 상용화 등 사회 전체의 변화와 같이 가야 인재유치
장벽이 해소될 것
ㅇ 정책 대상별로 유치 전략을 구체화하고, 고용 형태를 다양화하는 등 피부로 느끼는 제도
개선 도모
- 젊은 과학자의 신분보장 및 취‧창업 지원 강화, 석학 초청 시 활용 효과 제고 전략 마련
등 유형별 맞춤 전략 마련
- 정주여건 등 커다란 숙제와 병행하여, 간단하게 풀어낼 수 있는 정책과제를 다양하게 발굴
※ (예시) ICT분야 등 비대면 사회에 적합한 고용형태 다양화 등

ㅇ 팀 단위 유치, 탑티어 전문가 DB 구축/공유 등 네트워크 강화
ㅇ 우리나라의 좋은 제도 및 인프라의 대내외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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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안건

글로벌 과학기술 인재 유치·활용
1

배경

□ 인구구조 변화 → 과학기술 인력 부족 예상

·

ㅇ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이공계인력 부족 에

·

*

**

대응하기 위해 우수인재의 적극적 유입 활용정책 필요
* (생산가능인구) ’16년 3,760만명을 정점으로 급감 → ‘67년 전체 인구의 45.4% 수준
** (이공계) 대학원충원율(’15년 82.5% → ‘20년 79.6%) 및 입학가능자원 감소

□ 글로벌 인력이동 가속 → R&D활동·인력에 대한 개방성 요구
ㅇ 세계적으로 노동력의 국제이동이 급격히 확대 중이며, 해외 연구자에
*

대해 개방적 국가일수록 연구성과의 과학적 영향력 이 높음
**

* (해외이주자, UN) ’65년 75 → ’85년 105 → ’00년 175 → ’50년 230백만명(전망)
** 다국적 논문비중과 출입국 현황분석 → 개방성과 연구성과의 영향력 간 밀접한 상관관계 도출

□ 우수인재가 경쟁력의 관건 → 글로벌 인재유치 경쟁 심화

·

ㅇ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의 적극적 우수인재 자국 유치 및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 등 세계 각국의 인재경쟁(war

for talents)

심화

▪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라 우수 신진연구자 유치 정책을 강화
☞ 美 대학 박사학위 취득자에 대한 영주권 요건 완화,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H-1B(전문직 임시취업비자) 발급 재개 등 우수인재 유입확보 시도
▪ [중국] 천인계획(’08), 만인계획(‘12)에 이어 쌍일류계획(’30년까지 세계 일류대학·
학과 육성) 등 해외인재 유치 및 자국민 리턴을 유도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계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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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주요국의 대표적 해외인재 유치정책 및 제도
◇ (싱가포르) 외국인력의 체류·정주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
ㅇ (비자제도) ‘고급인력’ 대상 체류기간 연장 및 가족동반 허용 등 비자
혜택 제공, 용이한 영주권 취득 → 정책의 핵심은 정주화
- 경제활동비자(EP비자)를 발급받은 고급인력 에 대한 체류자격 차등
완화 → 학위 소지자 및 고경력 인력의 체류 지원
*

**

* 임금수준에 따라 P1($8,000 이상), P2($4,500 이상), Q1($3,600 이상) 구분
** 학사 이상 학력 또는 5년 이상 근무경력을 구비한 P2·Q1 소지자에 대하여
체류가 허용되며, P1 소지자의 경우 추가 체류요건 없음
-

비자 발급인력에 대한 가족동반 및 영주권
취득혜택 등을 제공하여 우수 인력의 정주여건 마련
EP(Employment Pass)

ㅇ (정보제공) 외국인 취업희망자 대상 채용정보 등을 제공하는 ‘Contact
Singapore ’ 운영 및 수요가 높은 분야 목록(Strategic Skills List) 작성 활용

·

*

* 연령·경력별 5그룹으로 나누어 맞춤정보(국가정보, 취업환경, 생활환경, 여가환경, 비자 등) 제공

◇ (미국) 국가차원의 유치사업 및 지원제도를 통한 우수인력 유입

·

ㅇ 미국을 포함한 160개국 이상 학생 연구자 대상 장학사업(Fulbright
program) 시행 → 매년 8,000명 규모의 유학생 유입
대상

장학 프로그램

내용

유럽

EUSIR

▸美-EU 관련연구의 대학원·박사 후 과정 지원

외국인교사지원 ▸1년간 교수법 및 美 문화·관습 교육기회 제공

학사 이상

외국인 유학생

박사 후 과정

초청학자

▸대학원생·신진연구자·예술가의 연구활동 지원
▸3개월~1년간 박사 후 과정 연구 지원

·

ㅇ 유학생 전문인력 대상 취업비자 발급 → 우수인력 활용기반 마련
-

이공계 유학생에 대한 취업(최대 3년)을 허용하여 전공 관련 실무경험 습득

*

* 전공관련 분야 취업 시 H-1B비자 신청 가능, 신청절차 중에도 기존 비자자격 유지
-

고급인력 대상 H-1B 비자를 발급하여 최대 6년 간 취업을 허용하고
영주권 취득요건 완화 → 우수인력의 체류 정주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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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의 現 주소

◇ 전체 연구원 대비 외국인 전문인력 비중 등 해외 우수인재가 과학기술
분야에 기여하는 정도는 미미하며, 전문인력 규모도 감소·정체 추세

□ (외국인 연구원) 우리나라 전체 연구원 대비 외국인 전문인력의 비중은
1.8%에 불과하여, 미국(10.3%)이나 영국(3.2%) 등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
□ (전문인력 추세) 전체 체류 외국인의 지속적 증가 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전문인력(C-4, E-1~7 비자 기준) 규모는 ‘12년 이후 감소 정체 추세
*

·

**

* 체류외국인 규모(만명): (’14) 179 → (‘15) 190 → (’16) 204 → (‘17) 218
** 전문인력 규모(만명) : (’14) 5.0 → (‘15) 4.9 → (’16) 4.8 → (‘17) 4.6 → (’18) 4.6

ㅇ 이공계 전문인력 역시 ’16년 이후 감소추세에 있으며, 교수·연구자 등
핵심 이공계인력의 규모 또한 전년대비 하락 양상 지속
<외국인 전문인력(E-1~E-7) 중 이공계 비중>
구 분
외국인 이공계 전문인력
교수
연구자
기술지도
특정활동
전체 외국인 전문인력

2013
8,588
(17.3%)
2,637
2,997
222
2,732
49,706

2014
8,911
(18.2%)
2,664
3,195
186
2,866
48,910

2015
8,994
(18.8%)
2,612
3,145
192
3,045
47,922

2016
9,097
(19.1%)
2,511
3,174
187
3,225
47,740

2017
9,007
(19.7%)
2,427
3,214
185
3,181
45,685

2018
8,960
(19.7%)
2,341
3,145
191
3,283
45,549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통계연보

◇ 과학기술 분야에서 해외 우수인력 활용의 당위성은 확대되고 있으나, 두뇌
유출 우세는 여전하며 유출입 규모뿐만 아니라 질적 수준도 고려해야 할
요소로 부각

□ (IMD 지수) 두뇌유출 지수 등 일부지표가 지속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17년 54위 → ’20년 28위)
* 특히 ‘해외 고급인재 유치 매력도’가 낮음(63개국 중 ‘18년 41위 → ’20년 43위)

<IMD 국가 두뇌유출 지수(0에 가까울수록 인력유출 타격 증가)>
구분(점수, 순위)
한국
미국
싱가폴

2017
3.57 (54)
6.64 (6)
6.36 (10)

2018
4.00 (43)
6.83 (6)
6.18 (12)

2019
4.81 (30)
6.86 (8)
6.84 (9)

2020
5.46 (28)
6.75 (10)
6.95 (8)

□ (유출입 수지) 이공계 분야 취업자 유출/유입 수지는 8.0 근방에서 유지,
대학원생 수지는 점차 개선 중이나 유출이 우세(유출입 실태보고서, KISTEP)
* 취업자(유출/유입) : (‘13) 7.77 → (’15) 5.00 → (‘17) 8.09
대학원생(유출/유입) : (’13) 1.65 → (‘15) 1.35 → (’17)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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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자 수준) 유입되는 연구자보다
유출 연구자의 질적 수준이 높게 분석
되어 인력유출에 따른 부정적 영향
* 국가 간 이동 논문저자의 논문 질적 수준,
유출 및 유입(OECD)

◇ 외국인 대학원생 규모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졸업 후 국내 과학기술
인력으로의 편입은 저조한 편

□ (외국인 유학생) 학령인구 감소로 이공계 국내 대학원생 유입은
감소 한 반면, 고등교육 국제화 정책으로 이공계 외국인 대학원생은
꾸준히 증가
*

**

* 이공계 대학원 입학자 수 : 30,692명(’15) → 28,400명(’18)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 이공계 대학원 외국인 재학생 수 : 6,808명(’15) → 7,863명(’18)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ㅇ 이공계 전체 대학원생 중 외국인 비중은 박사과정 14.2%, 석사과정
7.6%이며, 수도권(8.6%)에 비해 지역대학(11.4%)의 비율이 높음
* 재 원 : 자비유학(82.8%), 대학초청(10.0%), 우리정부초청(4.8%) 순
국가별 : 중국(26.2%), 베트남(16.2%), 파키스탄(8.8%), 인도(6.6%), 인도네시아(5.4%)

□ (졸업후 정착) 이공계 외국인 대학원생의 학위 취득 후 국내 정착
비율이 현저히 낮음(‘19년 OECD 통계에 따르면, 프랑스·캐나다 등의 1/3 수준)

3

정책·사업 추진성과 및 한계

(기조) 두뇌유치 → 두뇌순환 전환 : 정책대상 확대 및 전주기 지원 노력
ㅇ (90년대 이후) 우수 외국인과 외국인 유학생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경제적 처우뿐 아니라 입국편의, 체류환경 등 다양한 유인책 노력
시기
관 점
대상

1970년대

1980년대
‘90∼’00년대 초 2000년대 중반 ~2010년대초 2010년대 후반~
두뇌 유치(Brain gain)
두뇌 순환(Brain circulation)
한국인+
한국인
한국인 + 외국인
한국인+
한국인+
외국인
(해외한인
(다양한 분야,
외국인
외국인
(첨단분야
과학기술자)
중견급
이상)
(석학급)
(신진확대)
기술자)

유인

경제적 처우 / 애국심

주요
사업

재외 한인과학기술자 유치
사업 (1968)

연구조건 / 삶의 질
WCU(2008)/
Brain Pool(1994)/
WCI(2009)/
BK21(1999)/
Study Korea
Study Korea Project(2004)
20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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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전략적 해외인재 유치사업 → 양적 성과 창출

·

·

□ (사업현황) 연구인력 산업기술인력 유학생 등 해외인재 및 재외한인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등 제공을 통해 국내 산학연에 유치 노력

·

·

ㅇ (연구인력 ) 인건비 체재비 연구비 등 경제적 지원을 바탕으로 인력유치
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역

박사취득 후 5년 이내 연구자(신진)
(① 해외거주 인재 ②국내거주 외국인 유형)

① 3~5년 / 인건비‧체재비 등 최대 연 1.1억원
② 3~5년 / 인건비 최대 연 4천만원

Brain Pool
(‘94～)

박사취득 후 해외 현지
5년 이상 R&D 경력자(중견～석학)

6~12개월 / 항공료·이사비 등
月 300만원~1000만원 지급

WCI(‘09～’12)

해외 석학급 우수연구자의 센터장 초빙

총 658억원(4개 연구센터 인건비·연구비 등)

WCU(‘09～’12)

전일제 교수 유치(신설/초빙), 세계적 석학 초빙

총 7,720억원(33개 대학, 342명 유치)

KRF(‘14～)

ㅇ (산업기술인력) 해외전문인력 지원센터(Contact Korea) 운영 → 기관
인터뷰 주선, 이력검증 등 해외인력의 취업 및 정착 지원

·

ㅇ (유학생) BK21 Plus 사업 추진(‘14~) → 석 박사 대학원생에 대한 안정적
연구장학금 지급(月 석사 70만원, 박사 130만원)
□ (추진성과) 재외한인, 외국인 대상 사업지원을 통해 우수인력 유입
및 상위 저널 논문게재 등의 양적 성과

*

**

* (BP·KRF) 총 2,466명 연구인력('94년~) / (WCU) 342명 초빙 / (WCI) 149명 초빙
** (WCI) Nature, Science를 비롯한 세계 저널에 총 269건의 SCI급 논문 게재

(한계) 다만, 체계적 전략 부재로 단기 유입에 그치는 경우 多
□ (정착연계 부족) WCU, WCI 사업 종료 후, 각각 14%, 51.6%만 잔류
하는 등 석학급 외국인 연구자 유치에 대한 실효성 논란
* 특히 WCI 사업의 경우, 유치 석학의 원 소속기관과의 공동연구가 아닌 개인차원
초빙으로 지속 가능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지적

□ (현장의견) 국내 규정을 기반으로 한 다소 경직된 운영, 정주여건 형성
미흡 등으로 인해 우수 해외인력 유치에 한계
□ (전략적 유치부재) 해외인력 유치사업–외국인력 정책 간 연계 미흡
→ 산업 인력수요 등 국가적 차원의 필요인력 충당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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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

의 경우 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나(’18, 각각 70%,
교수의 개인적 네트워크 중심으로 인력유치를 하는 경우 다수
KRF BP

-

90%),

사업 결과, 산업계가 요구
하는 전기전자 기계 연구는
15% 내외로 상대적 저조

·

BP

※ 화공·생명 및 기초분야 연구 약 30%

4

제도·인프라 지원 추진성과 및 한계

(제도·인프라) 비자·세제혜택 및 정주여건 개선 등 지속적 불편해소
노력

·

□ (인프라 구축) 비자혜택, 채용정보 생활편의 제공 등 유입기반 구축

·

ㅇ (비자혜택) 취득절차 요건 간소화 및 전문인력 활동범위 확대 등 혜택 제공
절차·요건 간소화
비자활동 범위
확대

· 기술창업비자 발급 시 창업역량이 입증된 자에 대하여 학력요건 및 점수제 미적용
· 전자비자 발급대상에 해외석학(C4 비자)을 추가하여 초청 편의 제고
· 단기비자 소지자의 강의·강연 대상기관 및 활동기간 허용범위 확대
· 교수(E1비자) - 연구(E3비자) 간 상호활동 시 허가절차 생략

ㅇ (세제혜택) 귀국한인 연구자 5년간 소득세 50% 감면 시행(‘20.1), 조세
조약에 따른 국가 간 상호 세제혜택(2년간 소득세 면제) 등 추진
ㅇ (고용추천서) 우수 외국인 과학기술인의 국내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과기
정통부장관(사이언스카드) 및 산업부장관(골드카드)이 발급하는 고용추천서
※ 발급요건 : ①해외석사학위, ②국내학사, ③해외학사 + 1년경력, ④경력 5년이상 등
※ 발급절차 간소화(15일 이내), 체류자격 범위 내 근무처 추가·변경,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등 지원

ㅇ (취업정보)

동향, 채용정보 등을 제공하는

R&D

DB

운영(과기부, 산업부 등)

※ (과기인력) 국내 R&D사업공고, 구직희망 대학·연구기관 등 정보 제공(울타리, KOSEN 등)
(산업인력) 구직·채용정보 및 인터뷰 주선 등 국내채용 서비스 제공(해외전문인력 DB)

·

ㅇ (생활편의) 한국생활 비자정보 및 외국어 생활상담(고용부, 법무부 등), 자녀
교육 지원 등 생활편의 제공, 사례집 발간 및 교육 등 조기적응 정착 지원
*

·

* 한국어·문화 교육을 제공하는 일반학교 특별학급 확대 설치·운영(’18년 기준 162학급)

·

□ (글로벌 네트워크) 국가 간 교류 협력 및 공동연구 사업 등 글로벌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우수 해외인재의 전략적 유치(과기부, 교육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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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건별 개선의 한계, 전략적 유치접근 및 체계적 관리 필요
□ (전주기 접근미흡) 지금까지는 비자, 정주여건 개선 등의 건별 해소방식 →
유입 前부터 유입 시 정착, 사후관리 등 이민정책과 연계한 전주기 체계화
□ (관리체계 부재) 전담 관리조직 부재 및 해외인력
인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인력 유치 관리 미흡

·

DB

간 분산 등으로
*

* 연구인력·산업인력·유학생 정보가 각각 과기부, 산업부, 교육부에 분산되어 통합정보 부족

□ (전략적 유치부족) 유치 목적 및 대상국가 등을 고려한 맞춤형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부족 → 핵심분야 연구인력 확충 한계
*

* (국가/분야) 독일 및 일본·중국, 신남방·북방국가 / 자연과학·공학분야 등 세부전공 미반영

□ (유망인력 지원미흡) 유학생 과 회귀 의지가 높은 재외한인 등 유망한 우
수인력을 위한 지원정책 미흡 → 필요인력 확충 곤란
*

* 이공계 외국인 대학원생의 학위취득 후 정착비율이 프랑스·캐나다에 비해 1/3 수준(‘19, OECD)

5

최근 정책추진 동향

·

□ 최근 2년간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글로벌 과학기술 인력 유치
활용을 위한 2건의 전략 수립 이행

·

ㅇ 지원기간(최대 3년 → 10년) 및 지원규모(연간 최대 3억 → 6억원)를 대폭
확대하고, 신산업분야 세계 정상급 인재유치 추진
* ’20년 BP+ 성과 : 구글, 하버드의대 등에서 인공지능, 신약 전문가 5명 유치(서울대, KAIST)
글로벌 과학기술 인력 유치 및
활용방안(‘19.2)

글로벌 과학기술 연구자 유치정착을 위한
범부처 협력방안(‘20.11)
핵심지역·기술분야별 협력지도 작성 추진

박사급 유치사업의 규모 확대
(인건비 1.2 → 2억원, 기간 : 6～12개월 → 최대 3년)

신진(KRF), 중견유형(BP) 통합, 최대 3억원 지원

재외한인 맞춤형 회귀 프로그램 신설 추진

신산업 유치사업(BP+) 최대 연 6억원, 최장 10년

생활적응, 자녀 특별학급 확대, 소득세 감면 등

영주권 취득우대, 상호활동 자동허용, 양육가
족 초청기준 우대, 취업범위 확대 등

전담조직 설치 및 범부처 정기 협의체 운영

·

□ 국내 외국인 연구자 실태조사(‘20.12~’21.6, 정착/재출국) 및 유치 협력에
실질 활용 가능한 글로벌 우수인재지도 작성 추진(~‘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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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향후 정책마련을 위한 자문 포인트

❶ 글로벌 우수인재 유치를 이민정책과 연계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
ㅇ 기존의 단편적 사업 및 애로해소 차원에서 벗어나 명확한 정책기조 하에
전주기 종합정책을 설계하고, 관계부처 협업으로 구체화하는 접근 필요
➜ 벤치마킹할 수 있는 타 국가의 사례는 무엇이며, 종합적 접근을 위해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할까?
< 참고 > 싱가포르의 외국인 고급인력 유치를 위한 전주기 제도현황
◇ 외국인 고급인력의 ‘정주화’라는 뚜렷한 정책 기본방향 하에, 입국 전 – 체류기간 중 –
영주자격 취득 및 이후 단계까지 전주기에 걸쳐 종합적인 제도를 구축·운영

‣고용주에게 외국인 고급인력 고용에 따른 각종 규제 면제
입국 전

※ 예시; 외국인 저숙련노동자 고용주에게 부과하는 고용세(levy) 면제 등

‣Contact Singapore를 통해 싱가포르 채용정보 홍보(온라인 + 현지사무소)
※ 연령·경력별 5그룹으로 나누어 맞춤정보(국가정보, 취업환경, 생활환경, 여가환경, 비자 등) 제공

체류기간
도중

‣고급인력 비자취득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등 폭넓은 가족의 동반 허용
‣2년 비자 경과 후, 경제활동 지속 시 체류연장 허용 및 영주비자 신청자격 부여
‣영주비자 취득 시 공공주택 입주 및 공적연금제도 가입 혜택

영주자격
취득 후

‣현지인 교류 중심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적응 지원
※ 시민자문위원회 : 이웃과의 친목도모, 지역사회 주요기관 방문, 국가행사 및 역사탐방

< 참고 > 범정부 인구정책 및 외국인정책
◇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 인구구조 변화 충격에 대응하여 두 차례 범정부 TF
운영(‘19.4～)을 통해 우리 경제·사회 전 영역을 다룬 대책 마련
생산연령인구 확충 / 절대인구 감소충격 완화
복지지출 증가 관리 / 고령인구 증가 대응

➜

경제활동 참여 확대 / 노동생산성 제고
지역공동화 선제대응 / 고령화 대응 산업·제도

※ 과기정통부는 범정부 TF의 7개 작업반 일부로 참여(총괄, 인적자원, 여성, 외국인, 국토, 고령산업, 금융대응)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2) 삶의 질, 공정, 사회혁신 등 국내 정책에 초점
◇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전문·숙련 인력 중심의 이민자 수용을 강조하며 유입 이후
체류단계의 정책까지 점차 확대하고 있으나, 실제는 단순 기능 이민자가 주로 증가
1차(‘08～’12): 방향성
우수인재 유치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

2차(‘13～’17): 구체화

3차(‘18～’22): 유입·체류·성장 순환

➡ 국가·기업이 필요한 해외 인적자원 확보 ➡ 우수인재 유치 및 성장지원 강화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유학생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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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기업/연구기관/대학 등 주체별로 다양한 해외 인재유치 필요 및 애로사항
ㅇ 그간 해외 인재유치 정책·사업은 출연연·대학 등 연구기관에 치중, 新
산업 확대에 따라 기업의 글로벌 인재수요도 급증
➜ 기업/연구기관/대학 등 각 주체별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정부지원이
필요한 핵심사항은(사업추진 상 애로사항 포함)?

< 참고 > 해외 인재유치 관련 산업계 의견청취 결과(‘21.2～3)
◇ 일반사항
“같은 임금·업무라면 해외 경쟁사를 선호하며, 파격적인 임금을 제공하면 기존 직원
불만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어려움이 있음”
“기업·한국문화 차이, 자녀교육·주거문제 등 우려로, 계약종료 후 퇴사하는 경우가 다수임”

◇ 건의사항
“비자신청을 위한 정부 고용추천서 발급자격 완화 → 해외 졸업예정증명서 인정,
국내 유치기관이 비자발급을 대행하는 사증발급 허용 등”
※ 발급요건 : ①해외석사학위, ②국내학사, ③해외학사 + 1년경력, ④경력 5년이상 등

“해외에서 보수를 받는 연구자가 공동연구를 위해 국내 입국상주 시 이를 허용하는
비자가 없음(단기방문(C-3)

외 장기체류를 위해서는 국내 전일고용 충족 필요)”

“해외 채용이 완료된 경우에도 입국비자 발굴에 오랜 시일이 걸리며, 신청자 및
상황별 발급시일의 차이가 크며 거부도 다수 → 간편하고 빠른 비자발급 필요”
“해외 우수 연구자 및 교수는 국내기업으로의 직접적 취업보다 국내 대학에 소속을
두고 기업 업무 병행을 선호 → 교수겸직 규정의 ICT 전 분야 확대 필요”

< 참고 > 출연연·대학 등 외국인 연구자 비자관련 설문(‘19)
“배우자의 취업 등 경제활동 어려움(시간제

노무 불가 등)”

“어린 자녀양육을 위한 부모 장기초청 어려움(높은

소득요건 필요)”

“박사취득예정자에게 연구자 비자발급이 불가하여 우수 신진연구자 조기확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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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국내 과학기술 인력으로 유입하기 위한 노력 필요
ㅇ 그간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및 체류지원 중심으로 정책 지원, 졸업
후 국내 경력개발 및 귀국 후 우군 네트워크 형성 지원 미흡
➜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전략적 유치부터 역량향상·성장 지원, 국내 기업·
연구기관 진출 촉진을 위한 아이디어는?
< 참고 > 이공계 외국인 대학원생 지원 개선 방향(‘21.2, 과학기술자문회의)
 우수 외국인 대학원생 전략적 유치 강화
① 국내 대학원 정보 접근성 : 유학종합시스템의 대학‧전공‧Lab별 정보 구축‧제공
② 공적 장학제도 활용 우수 대학원생 유치 : 상대국 장학금 수혜자에 대한 매칭 등
③ 인력부족 산업 맞춤형 유치 : 영국‧싱가포르 등은 고급인력부족군 목록 작성
④ 졸업자 인적 네트워크 구축 : 동문회, 소통‧정보제공 등 지속적 유치창구로 활용
 지원체계 내실화
① 외국인 대학원생 학업‧연구 가이드라인 : 지도계획 수립점검, 국문논문작성 교육 등
※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요령

② 한국어 구사능력 향상 : 한국어강좌 이수 졸업요건화 및 재정적 지원 검토
③ 장학금 확대 : 우수 외국인 대학원생에게 정부 장학금 및 연구장학금 제공 확대
 국내기업으로의 진출 촉진을 위한 기반 구축
① 중소기업 취업지원 :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대상 확대
② 해외진출 희망기업 연계 : 해외진출 관련 필요 외국인 인력 발굴매칭(예시; UST Link U)
③ 고급인력 수요 정기조사 : 저숙련‧비전문 외국인력 대상 고용허가제 수요조사 대상 확대

❹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전담조직과 통계 등 턱없이 부족한 기반
ㅇ 현 상황에서는 단편적 사업추진 및 사안별 애로해소도 어려움, 방향
제시로 그치지 않고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체계정비가 시급
※ 과학기술혁신본부 직제에 인력정책 관련 업무는 無

➜ 글로벌 인재 관련 가장 시급한 현안과제는 무엇이며, 체계적 기반을
갖추기 위해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것은?
< 참고 > 이공계 인력 유출입 통계의 한계
◇ (유출) 대부분의 데이터가 이공계 인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각 국가별 정보도
비정형화, 파편화되어 있는 근본적 한계 존재
※ 해외이주자신고/재외동포현황(외교부), 미국 NSF의 대학졸업자국가조사(NSCG) 등

◇ (유입) 대분류 수준 직종, 학력, 비자정보로 이공계 취업인력을 추정할 수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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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내용 요약
저출산‧고령화 대비 우수 해외인재 유치방안
ㅇ (◇ ◇ ◇) 오래되고 중요하나 명확한 해결책을 내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주제이며, 과기정통부도
최근 2년 사이 글로벌 인재유치 전략을 두 차례 보고한 바가 있음. 그럼에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진전된 개선 결과는 부족함.
특정 부처만의 문제가 아니며 범부처적 접근이 필수적인 영역이라, 과기부가 큰 그림을 그리고
그에 걸맞은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나, 아직은 미흡함(전담 점검･개선 추진체계 미비, 인력 DB
관리 부족, 산업별 인력 수급 대책 미흡 등). 우리나라는 인재가 국가 발전의 근간인 만큼 시급한
영역이며, 글로벌 인재 유치를 논하다보면 결국 과기정책 영역 전체를 논의하게 될 것임.
ㅇ (◇ ◇ ◇) 우수인재의 도메인을 설정하여, 유형별 접근이 필요함. 기업과 대학이 요구하는
탑 레벨 인재는 주요 정책 대상이 아니므로 오늘 논의에서 주목할 정책 대상은 석박사과정
및 박사후 연구원임.
대학에서는 국내 인력만으로는 충원이 어려워 아시아 유학생 유치에 힘을 쓰고 있으며, 특히
학사과정 유학생이 대학원으로 진학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에 오래
체류하지 못하는 이유 중 정주여건 문제가 큰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①자녀가 있는 경우, 유치원
을 보내기가 어려움. 적합한 시설 확보, 비용* 등의 문제는 물론, 초등학교, 중학교로 이어지는
단계마다 어려움이 있음. ②인재 유인책의 킬러 아이템으로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를 적극
홍보할 것을 제안함. 기존의 좋은 제도가 있다면 외국의 인재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③싱가포르의 Tech.Pass**, EntrePass***와 같이, 고용주로부터 독립적인 비자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함.
* 영어유치원 수강료에 놀란 학생이 국내 체류를 포기. 2천만원 인센티브도 무용했던 사례.
** 고숙련 해외 고급인력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비자제도. 신규비자 발급없이 직원에서 고용주로의
전환이 가능, 가족 체류를 위한 부양가족 패스, 장기방문 패스 발급 가능.
*** 싱가포르에서 창업을 했거나 예정인 해외기업가 유치를 위한 비자제도. 최저임금조건, 발급 개수 등 제한이
없으며 연간 사업 지출 및 현재 고용 조건 충족 시 가족동반 가능.

개발도상국의 석박사급 인재의 친구들에게 입소문이 나도록 만들면 인재 유치가 보다 손쉬워질
것으로 기대함.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그들이 한국생활의 장점을 피부로 느끼게 만들어주길
바람.
ㅇ (◇ ◇ ◇) 서울대학교에서도 인재들이 머물지 않고 나가는 이유를 정주요건으로 판단하고
있음(자녀 유치원 문제, 주택자금 대출 문제 등). 한국은 세컨티어를 유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적절하며, 정주여건과 비자문제 개선이 유치 실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 인구정책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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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을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전주기적(고용부, 산업부 등과 협력) 협력체계
마련이 필요함.
ㅇ (◇ ◇ ◇) 석학과 젊은 과학자 유치에 관하여 말씀드림. 기존의 WCI, WCU 등 석학 유치 프로그램
은 실패했다고 봄. 해외과학자를 활용하고자 하는 동기보다는 연구비를 쓰는데 더 큰 목적이
있었음. 활용 측면의 고민이 필요함.
젊은 과학자의 경우, 대학원생 유치는 인구감소에 따른 사립대와 지방대의 당면 과제임. 이들이
학위과정을 마쳤을 때에 한국에 남아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신분보장 및 이민정책 측면의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함.
신분보장의 경우, 산업계에서도 중요하게 여기는 이슈임. 대학과 기업의 인재 활용에 장벽이
굉장이 많음.
ㅇ (◇ ◇ ◇) 그간 우리나라도 좋은 제도가 많이 생겨났으나 안착이 잘 안되고 있는 상황임. 단기적
제도 위주라서 실제 정주여건 개선 체감도는 낮은 것으로 판단함. 자녀문제, 신분보장 등 디테일
한 요소들과 관련된 정책들을 연계하는 작업이 시급함.
ㅇ (◇ ◇ ◇) 재외한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여 접근해야 함. 재외한인의 경우, 유학나간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음. 외국에서 외국인의 대우를 받으면서도 국내로 돌아오지 않는
이유가 우리나라 과학기술 역량이나 대우의 부족함이 아닐까 돌아볼 필요가 있음. 인재가 돌아
오고 싶은 여건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현 정책 방향을 제고해야 함.
외국인의 경우, IBS와 같이 석학에 대한 파격적인 대우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는
정주여건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봄. 가족이 함께 살아가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계속 머물면
서 활동할 수 있을 것임. 정주여건에 관하여 특히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함. 정부에서 큰 방향을
만들고 지자체가 구체적인 대안을 채워나가는 등 국가와 지자체의 정책 연결이 매우 중요함.
현재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지원방안을 개선해나가고 있으나, 향후에는 취업자 및 석학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까지도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ㅇ (◇ ◇ ◇) 중장기 정책을 마련하고, 과학기술 외 타 분야와의 연결을 위해서는 대학/출연연/기업,
외국인/재외한인/석학 등을 세분화하여 특성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분야 특성에 따라 완전히 새로운 접근도 가능해지고 있음. 정주여건 개선의 경우 범부처 협력이
전제되어야 하는 무거운 영역임. 반면에 이러한 과제가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탐색할 수 있음. ICT분야의 경우 시공간을 초월해서 일하는 사례가 생겨남(한국에
정주하며 미국 기업에 고용되어 일하는 경우 등). 외국에 정주하는 외국인재를 한국에 고용할
수 있는 전략 등 비대면 사회에 맞는 고려가 필요함.
ㅇ (◇ ◇ ◇) 이미 잘 갖추어진 우리나라 인프라를 홍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함. 안전, 의료,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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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우리나라의 매력은 충분하다. 조금만 보완하면 정주여건도 상당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봄.
ㅇ (◇ ◇ ◇) 스테이터스, 주택, 교육의 세 가지 관점으로 정리해보면, 스테이터스 및 주택문제는
연봉과 지원금 등 돈으로 해결이 가능한 문제임. 싱가포르에서 주목할 것은 국제학교가 잘
정비되어 있다는 사실임. 돈으로 해결 가능한 사안과 제도 마련이 필요한 사안을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음.
지금까지 해외인재 유치를 사람 대 사람으로 추진한 것에 한계가 있다고 봄. 지인 중심 초청은
지속성이 약하고 협력 시너지도 국소적임. 팀 단위의 초빙을 바탕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해나가는
방식을 추진해보길 제안함. 유입과 유출 양방향으로 팀 단위 매칭을 추진하는 첫 단계로 특정
그룹에 한정하여 시범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임. 국가가 전략적으로 BIG3분야 혹은 뉴딜
관련 분야에 적용하거나, 초빙하는 사람들이 성취감을 느낄만한 효과적인 테마나 영역을 선정하
여 매칭 효과를 제고하길 제안해 봄.
ㅇ (◇ ◇ ◇) 중견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세상은 무서운 속도로 변화하고 있음. 바이오 기술
발전 및 규제 개선, 플라스틱 대체 물질 개발 등 선제 대응이 시급한 분야 전문가 확보에 위기감을
느낌. 대기업은 외국인 인력의 직접 채용이 가능한 구조이나, 중견 이하급 기업에게는 외국인
직접채용이 어려운 상황이며, 자문 교류 수준으로만 활용되고 있음. 한국인 인력 확보가 매우
중요함. 따라서, 국내외 한인 전문가가 국내에서 활동하도록 유치하는 정책이 필요함. 또한
기업 입장에서는 산업기술별로 탑 티어 기술자를 파악하고 싶으나 DB가 없는 상태임.
정부가 우수인재 확보에 관심을 두고 노력해옴을 이제야 알았으며, 국내 외국 인재와 재외한인
들 역시 이 노력을 잘 모르고 있을 것이라 생각함. 정부 정책의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ㅇ (◇ ◇ ◇) ①전주기 인재유치 정책과 관련하여 프랑스 유학 경험을 공유함. 석사를 마치고
프랑스 국가장학생에 선발되어 유학을 다녀온 경험(40년 전)이 있음. 출국 전 1년 반 동안 매일
두 시간씩 불어를 배우고, 대사관을 통하여 관련 법제도, 상식 등을 사전에 학습하고 프랑스로
건너감. 장학생들은 프랑스 공항에서 바로 전세계 국가 장학생 등록/관리를 전담하는 기관에
모여 안내를 받은 후에 전역으로 흩어졌음. 프랑스는 학비가 없어 집세와 생활비를 지원받았으
며, 결혼하면 자식 수만큼 지원금을 주고, 유치원도 보장해 줌. 졸업 시 지도교수님께서 현지
정착을 정식으로 제안하시며, 고용 알선과 본인/배우자의 동시 국적 취득도 지원하겠다고 하심.
프랑스 대사관은 지금도 장학생 알럼나이를 관리하고 있으며, 건국기념일 초청 행사 등으로
연락이 옴. 프랑스에서 대학교수에게 요구하는 역할은 교육, 연구, 해외협력(우리나라는 교육,
연구, 사회봉사)이며, 실제로 튀니지, 벨기에, 말레이시아 등지에 방문하여 연구하고, 인력을
유치하는 등의 활동을 수행함. 지금와서 추정해보건데, 국가가 튀니지 등 국가의 연구인력관리
를 대학교수에게 맡겼으며, 교수의 해외방문 연구는 국가가 부여한 역할을 수행하는 차원인
것 같음. ②추상적인 의견을 보태자면, 프랑스 교수 사례를 통하여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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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며, 크게 보자면 결국에는 대한민국 전체가 국제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봄.
ㅇ (◇ ◇ ◇) 글로벌 인재유치의 본래 목적은 인재가 우니나라 발전에 기여할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것임. 기업의 입장에서는 풀타임 잡도 중요하겠으나, 넓게 생각하면 궁극적으로는 문제
점을 해결할 전문가를 파악하여 필요 시마다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함. 국내
연구계 각 분야에 구축되어 있을 네트워크를 DB화하여 역할 매칭 등에 활용하는 기반 마련이
필요할 것임. 정주여건 해결만을 기다리기보다는 가볍게 풀어낼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함.
ㅇ (◇ ◇ ◇) 우군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하여 서울대 공대 사례를 공유함. 한 교수가 10여 년
간 IITP 과제를 활용하여 개발도상국(이디오피아, 남미 등) 외국인 학생을 꾸준히 양성하였음.
그런 학생들이 자국으로 돌아갔다가 나중에 대사나 장관이 되어서 나타났다고 함. 이디오피아,
브라질 등에 동창회가 생기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인맥은 나중에 이디오피아 원조 사업을 서울대가
유치할 때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함. 우군 네트워크 구축/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ㅇ (◇ ◇ ◇) 우리나라는 해외 우수연구소 유치 사업을 통하여 4개 연구소를 유치하여 세계 우수연
구자와의 협력을 지속하고 있음. 앞선 발언에서는 그들이 느끼는 문제점을 정리하여 제시한
것임. 개인 차원의 초청에는 예외적인 특혜를 적용하기는 어렵겠으나, 반면 팀 단위로 초청할
경우, 세부적인 사항을 예외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함. 실제로 해외에서
추진되는 정책 형태임.
ㅇ (◇ ◇ ◇) 개발도상국 우군 네트워크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도 미국의 우군 네트워크 정책의
대상이었던 시절이 있음. 50~60년대 미국 피바리 대학에서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유학
생을 받았으며, ‘피바라학파’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 학교의 학풍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옮겨온 사례가 있음. 부정적인 면도 존재하나, 우리의 현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만한
정책이라고 생각함.
ㅇ (◇ ◇ ◇) ①학교 차원에서 외국인 학생의 한국 생활을 지원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현재는
연구실에 외국인 학생이 있는 경우, 외국인 학생은 논문 쓰는데에 집중하고, 한국인 학생에게
그 학생의 한국 생활 지원 부담이 전가되는 상황임. 외국인 학생이 한국 학교와 사회에 적응하고,
한국어로 연구계획서를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담 조직이 필요함. ②학위과정 외국인 여성과
학인들을 지역 섹터별로 멘토링을 하고 있음. 이들의 주요 관심사는 학위 잘 마치기, 특히,
결혼한 경우는 부부 중 학위를 빨리 마친 사람의 순조로운 취업임. 배우자가 나라를 옮겨야
할 때에 큰 고민이 발생함. 부부 외국인을 위한 박사후과정 지원 등 구체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함.
ㅇ (◇ ◇ ◇) 우리나라와 비교할 만한 나라로 네덜란드를 제안함. GDP는 유사하나 지금의 경쟁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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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춘 비결을 검토할 필요. 언어 국제화의 중요성을 강조함. 네덜란드는 대학 졸업 시 4개국어를
통달하게 되는 구조임(초등학교-영어, 고등학교-독일어, 대학-불어). 네덜란드는 산업 기반이
약하니, 외국에 나가서 일하도록 유도하고, 은퇴하면 자국으로 돌아와서 살라는 정책을 펼침.
국제화는 언어의 국제화를 동반해야 함. 영어를 상용화해야 한다는 생각은 아직 우리 사회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사무실에서도 영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진정한 국제화라고 할 수 있음.
싱가포르도 지금은 영어 사용이 일반적이지만, 아버지 세대는 사무실에서 영어를 써야하는
압박에 시달린 세대임. 디지털 사회의 주요 정보는 영어이며, 영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데이터와
정보 습득에 한계가 있음. 영어의 상용화에 대한 국민적 논의가 필요해 질 것임.
ㅇ (◇ ◇ ◇) 혁신본부는 인력정책기능은 없으므로, 거버넌스 차원에서 역할 고민이 필요함. 우수
인재를 객관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가? 인력의 수요에 따라 우수 인재의 정의는 달라짐. 기업,
대학의 수요가 다르며, 여러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효과가 미흡한 현실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향은 제도 및 사업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및 전담 기관의 마련임. 싱가포르는
국가가 작아서 정부 전담 조직의 직접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한 상황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어느
정도까지 관리가 가능할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코트라와 같이 인력 분야를 전담할 기구가
필요하다고 봄.
동남아 학생들이 생각보다 우수함. 정부 정책적으로 주력 유치 대상에 포함될 필요가 있음.
학교 차원에서 해줄 수 있는 지원은 재정에 따른 한계가 있어, 국가 제도를 통해 국내 유입
매력도를 높여야 함. 공부하다보니, 창업도 하고, 정주하고, 부모 가족까지 데려와 살게 하는
것을 비전으로 전주기 정책을 그리기 바람. 인력 문제는 기재부, 산업부, 노동부와 혁신본부가
협력해야하는 영역이며, 큰 그림을 혁신본부가 그려서 범부처 협력을 이끌어 내길 바람.
ㅇ (◇ ◇ ◇) 기본적으로 인재 분야를 이해한 후에 방향을 잡으려고 함. 혁신본부가 방향을 설정하고
나면 타 부처 등 외부에 의견을 낼 수 있을 것임. 현실에 맞는 정책을 발굴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ㅇ (◇ ◇ ◇) 작년 말에도 논의가 된 바 있으나, 인재유치는 출발점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봄.
인재양성 지원사업에 대한 개선이 수차례 이루어져 왔으나, 그 출발점은 우리가 확보해야하는
전략기술이 되어야 함. 전략기술을 확보하려는 커다란 전략 하에서 분야별로 인재 양성과 유치,
공동연구 등을 결정해야 함. 기술별로 유치할 인력의 수준, 대상 국가, 규모 등은 매우 달라질
것임. 차기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해야하는 시기에 인력 정책에 대한 논의는 매우 시의적절
함. 혁신본부에 인재 총괄 기능은 없으나, 그 출발점을 제시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임. 학교 등 아래에서 학생 및 포닥을 유치하는 노력과 혁신본부 등 위에서 정부가
바탕을 만드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ㅇ (◇ ◇ ◇)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을 준비 중이며, 정부 정책의 중요한 영역의 밑그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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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려놓아야 하는 상황임. 기존의 정책은 하던 바탕을 이어서 가는 추세가 강했으나,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함. 한국은 그간 엄청난 양적 성장을 이루었고, 국가 위상도 높아졌으며,
이를 반영하여 대처하는 방식도 달라질 필요가 있음. 장기적인 변화도 중요하나 당장의 변화를
도출해 내는 것에도 집중할 필요가 있음. 살아 숨쉬는 정책 마련을 위한 컨셉을 마련하려고
함. 그 하나의 줄기로 오늘 인재 정책을 논의해 봄.
ㅇ (◇ ◇ ◇) 미국 이민국에서 기본적인 정주 기반 마련을 해주어서 교수들이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것임. 우리도 국제처에서 비슷한 역할을 담당하고는 있으나, 대학과 기관 측에 종합적
관리가 가능한 체계 도입이 필요함.
ㅇ (◇ ◇ ◇) 대한민국에서 글로벌 인재 활용에 성공한 영역으로 프로 스포츠를 들 수 있음. 외국인
을 장기적 안정적으로 유치하여 리그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사례를 참고할 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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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글로벌 전략기술 포럼
1. 포럼의 개요
☐ (목적)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본격화되는 글로벌 기술블록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에 관한 논의의 장 마련
ㅇ 글로벌 기술블록화 Monthly Report와 연계하여 기술별 대응전략(안)을 산학연 전문가와
함께 심층 논의
☐ (구성 및 운영) 회차별 해당 기술 전문가를 중심으로 혁신본부가 마련한 기술별 대응전략(안)을
검토하고 의견 수렴
ㅇ (글로벌 기술블록화 Monthly Report) 기술안보 및 산업안보 관점에서 그 중요성이 부상하는
기술분야를 대상으로 전략적 가치를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대응방향을 제시
* 양자컴퓨팅, 인공지능, 이차전지, 합성생물학, AI반도체 5개 기술분야에 대하여 대응전략(안) 마련

ㅇ 글로벌 기술블록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현황 진단 및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기술분야 전문가 포럼 운영
ㅇ 3월부터 8월까지 총 5회 개최

2. 포럼 개최 실적 및 주요 내용
☐ 글로벌 전략기술 포럼 개최 현황
<표> 글로벌 전략기술 포럼 개최 현황
회의명

일시

내용

제1회 글로벌 전략기술 포럼

2021.03.04./
15:00~16:50

양자컴퓨팅 대응전략(안)

제2회 글로벌 전략기술 포럼

2021.04.14./
15:00~16:50

인공지능 대응전략(안)

제3회 글로벌 전략기술 포럼

2021.05.14./
9:30~11:30

이차전지 R&D 고도화
전략(안)

제4회 글로벌 전략기술 포럼

2021.06.25./
10:00~11:30

합성생물학 기술 선제적
대응전략(안)

제5회 글로벌 전략기술 포럼

2021.08.11./
15:00~16:50

PIM 인공지능 반도체 육성
전략방향(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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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 산학연전문가(9인)
- 과기정통부(7인)
- KISTEP(5인)
- 산학연전문가(11인)
- 과기정통부(6인)
- KISTEP(3인)
- 산학연전문가(11인)
- 과기정통부(4인)
- KISTEP(3인)
- 산학연전문가(9인)
- 과기정통부(7인)
- KISTEP(3인)
- 산학연전문가(12인)
- 과기정통부(4인)
- KISTEP(3인)

제3장 정책 포럼

가. 제1회 글로벌 전략 포럼
☐ 회의 개요
ㅇ 일시 : 2021.03.04.(목), 15:00~16:50
ㅇ 참석자 : 산학연 전문가(9인), 과기정통부(7인), KISTEP(5인)
☐ 논의 주제
ㅇ 양자컴퓨팅 대응전략(안)
☐ 주요 토론 내용
ㅇ 장기 미래 비전과 연계하여 양자컴퓨팅 기술의 필요성 제시 필요
- 농경-산업-디지털사회에 이은 차세대 비전으로써 양자사회를 제시하고, 양자사회의 미래상을
구체적으로 제시
- "인간 수준의 학습능력+엄청난 연산 속도ˮ의 구현을 위한 수단으로써 양자컴퓨팅을 강조
- 컴퓨팅 발전의 역사*에 빗대어 양자컴퓨팅 발전 30년 후 상상을 유도
* 40년대 개념 등장, 70년대 기능 구현, 10년 이후 4차산업혁명 초래

ㅇ 양자컴퓨팅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전략 수립 필요
- 왜 국가가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가? 어떤 목표(세계선도/독자기술확보)를 추구해야 하는가?
왜 지금 투자해야 하는가? 등 중요 질문에 대한 해답 제시
- 미래 컴퓨팅 시장 변화 예측을 토대로 전략적 투자분야 발굴 및 기술분야별 육성 전략
수립
- 국방‧보안 목적의 양자컴퓨팅 첨단기술 확보, 보급형 기술을 활용한 산업화 지원 등 목적에
따른 차별화된 전략 마련
ㅇ 출연연-대학-기업의 상호 협력적 거버넌스 조성 및 인력확보 필요
- 진입장벽 높은 고위험 장기투자 요구 분야이므로, 출연연을 중심으로 기관별 역할분담을
명확화하여 국가적 연구 역량을 결집
* 출연연 기관고유사업을 중추로 연구 추진, 대학은 공동‧협력 연구를 통한 인력 양성‧배출, 배출된 인력의 출연연‧대기업
흡수 등 선순환 체계 구축

- 배출된 양자기술 인력이 타 분야로 이탈하지 않도록 양질의 일자리 확보, 과학기술인의
양자기술 활용역량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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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내용 요약
양자컴퓨팅 대응전략(안)에 대한 전문가 논의
ㅇ (◇ ◇ ◇) 올해 단체장 포럼은 혁신본부가 지향할 정책과제 등에 대하여 자유롭게 논의하는
장으로 활용하고자 함. 오늘 논의를 통하여 발굴한 주제와 추후 지속적으로 제기될 주제를
바탕으로 앞으로 남은 포럼에서도 정부 및 유관기관의 역할을 고민하는 시간이길 기대함.
→ ( □ □ □ ) 중소기업 지원은 탄소중립과 더불어 어렵고 중요한 분야로 민간과 정부가 함께
가야 함. 또한, 인재육성을 정부 R&D 성과의 주요 유형 중 하나로 고려하는 관점의 접근이
필요함.
ㅇ (◇ ◇ ◇) 혁신본부는 국가가 전략적으로 육성할 기술 발굴을 지속적으로 고민 중임. 핵심전략
기술의 선정과 육성 방안을 심층분석하고 구체화시키기 위한 논의의 자리를 마련함. 그 첫
번째 기술이 양자컴퓨팅이며, 미중 기술패권 갈등 속에 기술의 주도권을 확보할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임. 오늘 발제는 비전문가인 공무원이 전문가 앞에서 기술분야 분석 자료를
설명하는 신선한 시도로, 일반 국민과 정책입안자에게 해당 기술의 중요성과 국가 전략적
지원 필요성을 설득하고자 하는 혁신본부의 의지의 반영임. 사실관계 확인, 보충이 필요하거나
누락된 사항, 더욱 강조할 사항, 더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방안 등 전문가의 입장에서 의견을
부탁드림.
ㅇ (◇ ◇ ◇) ①국민에게 양자컴퓨팅 분야 정부 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피력하는 것이 본 문건의
핵심이므로, 양자컴퓨팅 원천기술을 왜 국가가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지 메시지를 분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인간 수준의 학습 능력에 엄청난 연산 속도가 더해진 인공지능이 초래할
미래상을 제시하고, 이러한 트렌드(농경사회-산업사회-정보사회-양자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주효한 대안으로써 양자컴퓨팅이 대두됨을 강조하기를 제안함. 또한, 기존의 기술을 활용하기
는 데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해야 하는 논리적 근거도 제시할 필요가
있음. ②양자기술은 국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술분야이므로, 예산‧인력 확보를 위한
기관‧전공 간 경쟁을 지양하고, 장기적 비전을 토대로 기관별 역할분담을 명확히 해야 함.
기초연구는 출연연이 기관고유 사업을 중심으로 수행하고, 대학은 공동‧협력연구를 통해 인력
을 양성하여 출연연에 인력을 제공하는 선순환이 필요함. 양자컴퓨팅 기술은 기업이 진입하기
에 고위험 장기 투자가 요구되는 분야이므로 이러한 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가 필요함. ③인력양성은 석박사 배출 실적에 집중하기보다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여
장기적으로 인력을 성장시키는 것이 중요함. 이러한 측면에서 출연연이 거버넌스의 중추를
담당해야 함.
ㅇ (◇ ◇ ◇) ①출연연을 중심의 연구 진행에 동의함. 해외 각국도 연구컨소시엄을 구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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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추진함. ETRI, KIST, 표준연주도로 해외 모니터링 및 투자 유치가 필요임. ETRI는
그간 기술개발에 있어 기적적인 경험을 많이 행해왔으며, 양자컴퓨팅 분야에 관하여도 충분한
역량이 있다고 봄. 과거 기적을 경험했던 역사적 맥락을 함께 공유하길 바람. ② 양자컴퓨팅
분야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killer application을 내세우고 그 필요성에 대한 동의를
구해야 함. 아직 양자컴퓨팅 연구분야의 미래비전 컨센서스가 불명확함에 따른 기술분야 전문
가들의 소극적인 태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 ③나노와 양자는 혼동하기 쉬운 분야임. 그간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져 온 나노 분야와 차별성을 명확히 제시하고, 나노기술을 넘어 양자기
술로 가자는 방향성을 제안하는 설명자료 추가가 필요함.
ㅇ (◇ ◇ ◇) 발제자료는 통상적인 정부 문건과 비교할 때에 상당히 일반인을 배려한 자료임.
다만, 설득력의 측면에서 논지를 강조하기 위한 수정이 필요함에 동의함. 특히, 양자컴퓨팅
분야의 본질적 특성을 명확히 설명하고, 설득력 있는 지원방향을 제시해야 함. 양자컴퓨팅
분야는 수퍼컴퓨터‧자율차와 달리 국방‧우주와 같은 거대공공분야에 가까움(보급형 기술보다
는 고사양 목표 기술개발에 집중). 과거 ‘○○’의 우리별 1‧2호 개발 사례와 유사한 경로를
밟게 될 것임(소수인원의 해외연수로 기술습득 후, 우리나라 독자기술을 구축해나가는 소규모
프로젝트 추진). 출연연 기관고유사업을 중추로 추진해야할 분야라고 판단함. 다만, 양자컴퓨
팅 분야는 변동성과 예측불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상대적으로 보수적 연구를 수행해온 출연
연 내부 관리체계의 보완(실무진이 불안정성을 떠안지 않도록 기관 차원의 보호장치 마련)이
필요함.
ㅇ (◇ ◇ ◇) ①○○에서 양자컴퓨팅이라는 고위험 기술개발 도전을 설득했던 배경에는 30년을
기다리더라도 ○○의 독자적인 세계 제일 기술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식한 리더와, 아날로그디지털, 그 다음은 양자기술이라는 비전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음.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국민
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임. ②인재양성과 관련하여 양자기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 우리나라는 아직 양자기술에 대해 어렵다는 인식이 팽배하나, 서구(미국,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에서는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등장하는 등 상대적으로 친숙한 분야로
인식됨. 일반 국민들이 양자기술 개념에 친숙해질 때 국가적 투자를 자연스레 수용하게 될것
임. ③고사양 첨단 기술 수준에만 집중하기보다는, 다양한 수준의 보급형 기술을 활용한 비즈
니스 모델 개발, 단기 프로젝트 시도, 창업 등을 통하여 양자기술이 일상에 녹아드는 풍토를
바꾸는 전략 제시도 필요함. 특히, 출연연의 기업가정신이 요구됨(예시. 캐비넷형 양자컴퓨터 등)
ㅇ (◇ ◇ ◇) ①컴퓨터 개발‧발전의 역사(40년대 개념 등장, 70년대 산업형성-개념의 동작 구현
수준, 현재 다양한 기능 구현으로 세상의 모습을 바꿈)를 보여주고, 그에 빗대어 양자컴퓨팅이
가져올 30년 후 미래를 상상하게 만들기를 제안함. 계산할 수 없던 것들을 계산할 수 있는
시대의 엄청난 변화(화학‧소부장‧신약분야 연구비‧연구기간 절감 및 유통‧물류 비용 감소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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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팅 기술의 중요성의 근거로 제시할 수 있음. ②우리나라 연구는 HW분야에 치중되어
있으나, 진입장벽이 높고 시장성 규모 확장성이 큰 분야는 SW분야임. 현재 양자컴퓨팅은
80년대 컴퓨팅 기술 수준 정도로 판단되며, 컴퓨팅의 역사에 견주어 미래 컴퓨팅 시장 변화를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금 우리가 취해야 할 전략을 수립해야 함. ③최근 산업분야에서
실질적 투자가 이루어지고, 인력확보 경쟁이 시작됨. ○○자동차, ○○/○○, ○○화학/전자
등 대기업이 투자를 시작하거나 계획이 있는 상태로, 양자분야 박사졸업자 구인난에 처함.
배출된 양자기술 인력이 타분야로 이탈하지 않고 양자분야로 진입하도록 유도하는 전략 마련
이 시급함.
ㅇ (◇ ◇ ◇) ①'18년 미국 양자법 제정 직전 워싱턴 포스트 기고문을 소개함. 현재 IT 기술
패권을 미국이 보유한 근간은 그간 다져온 우주기술로, 양자기술 패권을 중국이 지닌 상황에서
미국 IT의 미래는 어둡다는 내용임. 양자기술의 위상을 높이 사는 관점이 반영된 자료로 발제자
료의 설득력을 높이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임. ②서구에서는 기술중심 회사에서 양자기술을
활용하여 상품과 가치를 창출할 기술자를 구하고 있으나 인력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임. 양자기
술을 활용가능한 역량은 차세대 산업핵심역량이 될 것으로 기대함.
ㅇ (◇ ◇ ◇) ①전략적‧산업적 관점에서 기술을 육성할 다양한 이유를 검토하기 바람. 국방‧보안
목적의 비대칭 전략기술, 무기체계 확보 등 전략적 측면의 기술확보는 물론, 시장 선점을
통한 부의 창출 두 가지 목표의 동시 고려가 필요함. ②기술 숙성까지 긴 호흡의 투자가 필요한
분야인 만큼 참여인력‧기관‧주체의 이합집산이 심한 편으로, 국가가 긴 호흡, 큰 프레임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함. ③출연연 공통으로 구심점, 로드맵 마련, 이슈대응,
인력흡수 등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며, ETRI는 특히 정보보안‧정보처리‧통신 등에 집중
가능함. ETRI는 기관고유사업으로 Qbit 시대에 적합한 조직으로 변모하기 위한 준비하고 있으
며, 정보의 수집‧전달‧처리‧저장 모든 과정에서 양자화를 고민 중임.
ㅇ (◇ ◇ ◇) 양자컴퓨팅의 특성에 따라 우월한 분야, 빠르게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를
도출하고 집중해야 배출한 인력이 취업할 양질의 일자리가 생길 것임. 분야별 미래모습별
시나리오 전략이 필요함. 통신‧센서‧컴퓨팅 분야에 대한 논의가 혼재된 상황이며, 분야를 명료
하게 구분하여 개별 전략을 수립해야 설득력을 높일 수 있음.
ㅇ (◇ ◇ ◇) 전략기술로서 양자기술이 논의됨은 바람직함. 출연연 입장에서 인력채용을 위해
융통성을 확대하고 다양한 인력이 함께 일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고자 힘쓰겠음.
ㅇ (◇ ◇ ◇) 실현가능성에 대한 냉철한 판단이 필요함. 벤처기업 등 산업기반이 조성되기에는
아직까지 불확실성과 위험성이 너무 높은 분야임. 양성된 인력을 흡수할 수 있는 곳은 당분간
출연연 및 대기업에 한정되는 현실을 바탕으로 투자전략을 수립하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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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2회 글로벌 전략 포럼
☐ 회의 개요
ㅇ 일시 : 2021.04.14.(수), 15:00~16:50
ㅇ 참석자 : 산학연 전문가(11인), 과기정통부(6인), KISTEP(3인)
☐ 논의 주제
ㅇ 인공지능 대응전략(안)
☐ 주요 토론 내용
ㅇ 기술보다는 AI가 적용될 산업 관점의 틀에서 세부전략 마련
ㅇ 알고리즘 중심의 인재양성보다는 AI 활용역량 강화에 역점
ㅇ AI 기술의 현장적용을 위하여 도메인 지식을 갖춘 가교 절실
ㅇ 실효성있는 기업간 데이터 및 플랫폼의 공유는 기업 간 시너지 창출이 전제되는 조건에서
정부가 환경을 조성해야 가능
ㅇ 광범위한 AI 분야의 전략은 부처 상위 차원의 조정기구가 필요
☐ 토론 내용 요약
인공지능 대응전략(안)에 대한 전문가 논의
ㅇ (◇ ◇ ◇) 차세대AI예타가 마무리되어서 다음주면 본예타의 AHP가 끝납니다. 그후 국과심을
거치면. 원천기술개발에 투자가 이루어진 예정입니다. 궁극적으로 AI 분야는 좋은 기술을
가지는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사업을 성공시키는 기술이지요. 사업화로 가는 길목
에 난제가 산적하여, 멋진 기술을 개발해도 쓸 수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타를
거치면서 사업 기획 상 산업화 쪽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산업체에서 AI기술을 활용하는 비율도
낮고, 현재 활용하지 않는 곳에서 앞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곳도 적습니다. 패권경쟁
을 이야기하며 우리가 기술적으로 몇 위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3등 그룹에 있으면서 원천기술이 필요하다는 것, 문제는 수요그룹의 활용 의지가 필요한
데 현재는 그 의지가 굉장히 낮습니다. 실제로 사업체 쪽에서는 그들에게 맞춘 기술을 제공한다
기보다는 실적 위주로 늘어놓아서 오히려 역효과가 생길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산업체
지원 프로그램 및 기관이 많은데, 지원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 그들의 도메인
전문성을 갖추는 것, 산업체에서 쓰겠다는 의지를 들게 할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새
기술을 쓰겠다는 시장까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산업체는 지금 안건에 쓰인 이 부정적인
표현보다 실제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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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정부가 주려고해도 받으려는 곳이 없으면 안됩니다. 산업체가 적극적으로 수용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 ◇ ◇) 언론 매체에서 기술에 대한 기대치를 너무 올려놨습니다. 알파고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업무의 일부에 도움을 주는 게 의미있는 건데 사람들이 불필요한 기대를 가지다
보니 4차산업혁명 이야기를 하면서도 자동화에 단순한 AI도 가치가 있는데, 기대치가 커서
그걸 못 맞추다보니 포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조금 부족한 상태에서 AI 기술이 점점
좋아질 수 있는 거라 성숙하는 데에 시간이 필요한데,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쉽게 멈추는
것입니다.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인재양성한다고 하면서도 AI대학원에서 교육하는 것은 거의 다 알고리즘입니다.(모델을 얼마
나 잘 만드느냐) 하지만 모델링 경쟁대회에서 TOP 10 안에 드는 집단을 키우는 목표는 인위적
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기관에서 그런 사람을 키우려고 하는데 그건 쉽지
않습니다. TOP 10 기술 모델 데이터는 모두 공개되는데 그거 가져와서 내 데이터를 넣어서
활용하면 내 것이 됩니다. 특허권에서 알고리즘은 굉장히 자유롭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모델링
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모델링을 찾아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많이 키우는 게 중요합
니다. 그게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기술을 만드는 인재양성에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활용을 잘하는 사람을 같이 키워야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ㅇ (◇ ◇ ◇) 저는 현장을 많이 다니는 메뉴팩쳐링 AI 전문입니다. 덧붙이자면 그럼 왜 업체에서
이런 기술을 활용하지 못할까요?
첫 번째, 많은 분들이 제너럴 AI를 합니다. ‘Better than’관점의 기술개발을 합니다. 매뉴팩쳐
링은 접근 방법 자체가 다릅니다. ‘맞다/틀리다’의 관점으로, 정확하지 않으면 기술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왜 스타트업이 적절한 기술 공급을 제대로 못하냐면, 도메인을 잘 몰라요.
AI는 도메인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솔루션을 넣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장 문제를
알아야 적절한 처방을 할텐데, 현장을 모르고 비즈니스를 모르면 스타트업이 솔루션을 적절하
게 개발할 수 없는 거예요. AI기술이 현장 활용까지 이어지기 위해, 현장과 AI 스타트업이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절실합니다(공급-수요 업체 간의 매칭 플랫폼 등). 현재
연구는 프로토타입 수준이에요. 좋은 조건 및 환경에서 시연한 성능이 좋다고 하지만 어떠한
문제를 극복하는 사례가 나와야 실제 완성도 있는 솔루션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이게 전혀
안돼요. 상용수준으로 넘어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은 전략적인 고민을 누구보다도 많이 해야 하는데, 우리 정부의 AI 전략은
일반적인 담론의 선을 넘지 않습니다(AI의 융복합, 시너지 극대화 등). 예를 들자면 최근 ○○과
○○, ○○이 연합하여 IoT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이 세 메이저 업체가 플랫폼을 만들고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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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토콜 표준화와 업체 간 조율을 해줘요. 이 세 업체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은
각자의 비즈니스 영역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서로 WinWin 관계가, 시너지가 난다는 거죠.
실제로 이러한 플랫폼의 구축과 운영에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정부가 지원하는 규모를
초월합니다. 또한 유지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대규모 투자가 필요해요. 시너지가 나지 않으면
안정적인 협력은 어렵습니다. ○○, ○○, ○○ 세 기업의 협력은 비즈니스 돌파구 마련의
일환이며, 정부는 이를 뒤에서 인큐베이션 해준거고요.
우리는 훨씬 많은 데이터를 모을 수 있어요. 하지만 ○○과 ○○가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을까
요? 아니요. 똑같은 비즈니스라서 협력 안합니다. 이런 부분을 풀지 않으면 우리의 경쟁력을
끌고 가는데에 굉장한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매뉴팩처링 등 현장 AI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현장과 현장이 아닌 곳의 중간적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단체와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채널이 역할을 잘 해줘야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솔루션이 나올 겁니다. 과기부에서
도 예전에는 R&D 기반 리서치에 집중하였지만 현재는 AI를 개발하면서 현장 활용도 고민하시
는 걸로 압니다. 실제 사례를 많이 만들어서 이것으로부터 돈이 벌리는 것을 보여주면 밑에
있는 업체들은 움직일 것입니다. 이런 바탕을 잘 만들어 주시면 훨씬 잘 흘러갈 수 있을 겁니다.
→ ( □ □ □ ) 정부는 디지털뉴딜, 데이터 댐 구축, 표준화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전제로
그걸 활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게 엮여야 합니다. 데이터만 모아놓아야 창고일 뿐, 서로
간에 같이 가야 하는데 비즈니스로 연결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 (◇ ◇ ◇) 업체마다 보유한 데이터 양의 스케일이 다릅니다. 정부는 서로 다른 데이터 규모를
보유한 세 업체(예를 들어, 각각 오백 개, 천 개, 이천오백 개)가 모여서 시너지를 내기를
바라지만, 실제로는 이천 오백 개 데이터를 가진 업체는 절대 데이터를 제공하려고 하지 않습니
다. 이게 현장이에요.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데이터 모으려 해도 현장에서는 비즈니스에 필요하
지 않은 데이터만 모이게 됩니다. 정부의 기대치만큼 데이터 공유에 현장 정서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비즈니스 쪽으로 시너지가 나게 해줘야 양질의 데이터가 쌓일 것입니다.
ㅇ (◇ ◇ ◇) 산업계에선 기업의 사정이 양분됩니다. 대기업이나 통신사들은 자체 연구인력이
있고 자체 데이터가 있습니다. 오픈을 안해요. 기껏해야 리파인 용역을 주는 정도입니다. ○○는
개발자가 4백 명인데, 외부로 데이터를 내보내지 않아요. ○○ 남양주 연구소도 외부에서
데이터 구경하기가 힘들어요. 대기업들은 자체 필요한 데이터의 구축 및 활용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벤처는 인공지능기업이라고 하면 대체로 20~30명, 큰 경우 50~60명 규모입니다. 2016년
에 알파고가 등장하면서 투자를 많이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초창기 인공지능기업이 매출도
없는 상태에서 적자가 나는대도 5~60억까지 투자를 받았죠. 그럼에도 현재 벤처들은 돈이
없어요. 장비를 확충하고 데이터를 만들어야 하니까요. 컴퓨팅 파워만 학습하는데 1,2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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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기도 했거든요. 결국 돈이 부족한거죠. 중견 규모의 공장도 전산실 외에는 소프트웨어 인력
이 없는 실정이에요.
반대로, 정부 차원에서는 AI가 돈이 된다는 걸 그 사람들에게 알려야 될 것 같아요. 현재
대표적 인공지능이 음성인식, 챗봇인데,(이런 건 레드오션이라 수익이 안나요) 이 기술들은
시장에 의해서 발전하고,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졌어요. 우리나라는 콜센터가 거의 망했어요.
콜센터가 돈이 안되니 챗봇을 자연스럽게 도입할 여건이 된거에요. 돈이 기술을 끌어들인거죠.
시장이 기술을 부르듯이, 정부에서도 같은 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인력양성에서 백 명의
인공지능 태스크포스가 만들어지면 80명은 백엔드/프론트엔드로 채워야하고, 모델러는 5명만
있으면 됩니다. 지금은 다 모델링만 하고 있어요. 산업계에선 큰 도움 안되는 인력입니다.
ㅇ (◇ ◇ ◇) 우리의 AI분야 대응의 성패가 주력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쳐서 국가 전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야기할 지, 외교 등 과학기술 외적인 영역에 10년 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통상 영역에서 AI와 관련된 기술들이 전혀 예상치 않게 상대방을 옥죌 수 있는 카드로 활용될
수 있을지 등을 한번쯤 점검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할 포인트가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ㅇ (◇ ◇ ◇) 사실 인공지능 전략을 세우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인공지능은 기술 분야로 특정할
수 없음에 있는 것 같아요. 반도체는 7나노냐 5나노냐 등 정밀도 싸움인 반면, 인공지능은
인식률 95와 96 차이로 시장지배력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서비스, 시장, 분야에 따라 다
달라요. 우리가 인공지능기술의 종합적인 전략을 세운다는 건 우리나라 전반적인 산업 모든
분야의 경쟁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과 똑같아요.
다시 말해 분야별로 고민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인공지능이 자율주행에도 들어가고, 공장자동화
에도 들어가고, 농업, 국방, 다 들어가잖아요. 이 모두를 총괄하는 경쟁력 강화방안이 나올
수 있는가? 아니라고 봐요. 그 건 그 산업 분야 내에서 해야 하는 거예요. 자율주행차도 AI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안되거든요. 일반적인 인공지능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고민한다고 그
산업전략 만들 수 없습니다.
과기정통부가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는지도 회의적이에요. 우리나라에서 BIG3(미래차, 바이오
헬스, 반도체)로 뽑은 세 개 분야는 인공지능처럼 융합의 시너지가 큰 분야들로, 잘 선정하였다
고 봅니다. 다만, 관련 부처가 모두 모여서 레퍼런스를 만들면 좋은 선례가 될 텐데, 구체적인
전략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합니다.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는, 신기술분야 육성에 따라
사양되는 기존 부품산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과제가 동반됩니다. 이런 문제는 과기정통부
에서 주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와 ○○차, ○○ 등이 연합하고
있는 형세로, 거대 플랫폼이 굴러가게 될 것인데, 이러한 거대 플랫폼을 조율해 줄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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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해요. 과기정통부만으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더 상위가 될지도 모르겠고. 인공지능은
범위가 너무 넓고 우리가 전략을 세우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특정 산업, 서비스로 내려가도
여전히 범위는 넓어요. 독일은 Industry4.0으로 공장만 했어요. 독일은 주특기라도 있는데.
데이터 댐도 필요한 정책이지만 좀더 정교하려면 도메인 지식이 있는 산업분야에서 전략이
나와야 합니다.
ㅇ (◇ ◇ ◇) 삼국지 이야기 먼저 하겠습니다. 위촉오 삼국이 있고 이중 위나라 조조가 굉장히
강하고 유인책을 잘 씁니다. 오나라는 사람과 자원이 많습니다. 촉나라는 여기저기 떠돌다가
제갈공명과 조조 측 장군을 모신 후 어디를 공략할지 궁리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조조랑 싸워서 진정 천하를 제패할 것인가? 해야 하나? 이죠.
글로벌 TOP 10 AI 인재가 정말 필요한 걸까요? 왜 필요하나요? 그 인재가 글로벌 탑 AI 기술을
만드니까요. 그러나 알파고는 망했죠. 알파고로 돈을 못 벌었으니까요. ○○이 알파고 개발로
노린 전략은 강화학습 기술 특허 주도권 선점 말고는 없어요. 딥마인드가 데이터 풀링(pooling)
을 잘 하니까 일년에 몇천억씩 딥마인드한테 ○○이 돈을 주는걸로 알거든요. 글로벌 세계시장
에 진출할 기술을 왜 만들 것인가, 몇 조원의 손해가 날 수도 있는데 왜 하는가? 답은 이기고
나면 그 시장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AI에 있어서 제가 볼 땐 우리나라와 관련된 영역은 세
가지에요. 온라인, 무인화, 제조/의료 등 시장의 입니다.
하나씩 말씀드리자면 AI+X는 우리가 굉장히 잘합니다. ○○전자는 AI를 통한 공정 최적화로
불량률을 대폭 줄였습니다. 관련된 분들은 다 승진했어요. 다만 제조공정에 있어 세계 최고
수준인 ○○이 굳이 대외로 홍보할 필요는 없어서 일반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죠.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영역도 충분히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잘하고 있어요. 정부 입장에서는 남은 두
가지 영역이 중요합니다.
무인화는 자율주행 자동차로 대표되는데, 이 기술은 택시운전, 화물운전 등에 영향을 줍니다.
ARS 역시 영향을 받았어요, ○○택시 때문에 택시콜센터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방에는 일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무인화 기술을 대하는 관점을 바꿀 것을 제안합니다. 일반적으로
활용되는‘T’자 전략과 반대로 ‘ㅗ’자 전략을 취하면 어떨까요. 전반적인 저변이 준수한
가운데 몇 개의 최고를 만드는 방식으로요. 우리에게는 AI 기술을 잘 갖추어 활용해나가고
있지만 굳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 등이 이미 있어요.
중국이나 미국은 전략적으로 온라인 시장을 노립니다. 쇼핑, SNS, 광고, 유튜브 등이요. 미국의
유튜브는 전 세계를 장악하였죠. 온라인에서 매칭 AI가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온라인 시장과
관련하여 두 가지 전략이 가능할 것 같아요. 세계시장에 진출할 AI 기술을 만들 것이냐? 만들지
않을 것이냐? 만들지 않는 쪽으로 결정되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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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달하죠. 반대로 기술을 개발한다면 몇백억, 몇천억 연구비를 충당해야 하는데, 세계적 수준
의 기술을 몇 개 도출할 것이냐? 자동화 및 온라인 시장에서 전략적으로 세계 수준 선점을
노릴 작은 분야를 선택할거냐?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거죠.
최근 ○○에 다니던 동기들이 온라인플랫폼을 런칭했는데, 작년 매출 2천억이고 올해는 5천억
정도 나올거라며 투자를 1조원 정도 받았더라고요. 핵심인물이 거의 한국인이고요. 몇 년
안에 매칭 알고리즘 AI가 고도화되어 그 업체를 활용했을 때에 광고 효과가 향상된다면 그
업체를 쓸 수밖에 없어요. 미국, 유럽, 일본을 따라 GDP의 1.8% 이상 연구비를 투자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대기업은 알아서 잘 투자하고 있어요. 자동화나 온라인 시장에서 우리가 공략할
작은 시장 영역을 선정하여 노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요소 기술의 전략적 선택이 필요합니
다. 국내에서만 활용할 기술이라면 막대한 투자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다시 삼국지로 돌아오면, 촉나라 같은 열악한 지역에서 굳이 뭔가를 해야 하나, 할 수 있을까?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어떤 규제를 풀어 줘야 인재를 모아 안정적으로 일하게
할 수 있으며 후배 세대에 무엇을 돌려줄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컨트롤타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미국도 컨트롤타워는 DARPA거든요. 미국 정부는 AI로
돈 나갈 때 다 DARPA에서 나가요. 민간은 돈이 되는 기술을 개발합니다. 우리나라는 과기부가
AI 컨트롤타워인 것 같지만, 다른 부처들과 조율하여 중요한 일을 하기는 과기부의 권한이
아쉽습니다. 현업에 해당하는 부서들이 코디네이션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계적인
분석은 과기부가 잘하고 있으나, 각 세부분야별로는 공유가 잘되지 않는 것 같아요.
→ ( □ □ □ ) 제갈공명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군요. 갑자기 궁금해진 건 양대축 중 하나인
중국은 서비스 방면에서 어떤 투자를 하는가,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믿는 구석이 있는가,
우리는 미국을 닮고 싶어하면서 실제로는 중국을 따라가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ㅇ (◇ ◇ ◇) AI가 도메인의 문제를 풀어가는 틀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N사는 AI가 사람을
위한 일상의 도구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AI가 고급 첨단 기술이지만 서비스적으로 사람들
이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취지죠. 그러다보니 그 AI가 그 자체로 비즈니스모델이
되기보다는 제공하는 서비스를 효율화하는 데에 중점을 둡니다. 추천기술에서 나오는데, 상품
추천에서 AI템스, 장소추천은 AI에어스페이스, 컨텐츠는 에어스. 별도 제품을 제작하기도 하는
데요, 클로버같은 것입니다. 기본적인 틀은 현재 비즈니스의 효율화와 고도화, 사용자들의
서비스 이용 도구라는 인식이며. 이런 관점에서 계속 투자하고 있습니다. 인재 부분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한다는 말을 듣고 반가웠습니다. 인재전쟁이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인재쟁탈전 수준입니다. 판교 테크노벨리를 둘러싼, 그쪽에선 인재쟁탈전
수준이고 서로 인재를 쟁탈하기 위해 인센티브, 급여를 높이는 경쟁 중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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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 900명을 N사에서 채용한다고 발표했고, 역대 사상최고치입니다. 예전엔 개발자만 채용
했는데 현재는 비전공자도 뽑아서 양성한다고 발표했어요. 풀이 좁고 필요하다면 비전공자도
채용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기업의 자구책이긴 하지만 비전공자를 A부터 Z까지 트레이닝하기
에는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인재동맹을 한다고해서 역할분담이 필요하다는 말씀 하셨는데
대학에서 부전공 복수전공 활성화를 통해 비전공자가 기본적인 소양을 쌓고 기업에서는 현장
형 기술을 익히는 구조가 되면 좋을거라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컴공과 학부 TO를 확대하
는 것이지만 교육부와의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실리콘밸리 스탠포드대는 컴공과 정원이
750명이고 서울대는 50명에 머무르고 있어요. 파격적인 대책이 없는 한 인재 수급이 어려울
것이며, 좀더 이 부분에 대해 교육부와의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ㅇ (◇ ◇ ◇) 일단은 미국의 자료에도 언급되어있지만, AI가 중요한 것은 알지만 모호해요. 미국
보고서에도 나옵니다. 자기들도 그 변화할 환경에 대해 모르겠다고 해요. 심지어는 미국보다
몇 년 뒤졌다고 이야기하시는데 미국은 그 보고서에서 자기들은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고
평가합니다. 준비(AI-ready)가 되어있지 않은 미국의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급박한 일이다, 10년 후가 아니라 2025년까지 AI-ready 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 위협에 대응할 수 없다, 만약 우리가 되어있지 않으면 재난과 같은 상황이다”라는 표현
이 나옵니다. 국방, 안보, 외교 측면에서 AI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 교수님은
목표 설정에 따라 투자 규모가 달라진다는 측면에서 말씀해주셨습니다. 미국 일년 예산이
5천조원 정도인데, AI R&D에 400억 달러, 40조원 정도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순비교하면 미국 연간 예산이 우리의 10배이니까 우리 기준으로 4조를 투자하는 셈입니다.
오늘 자료를 보니 우리는 지금 2천6백억원 정도를 투자하고 있네요. 우리도 단순 기술분야로
치부하기보다는 미국의 보고서와 같이 패러다임 변화 측면에서 생각해야 해요.
○○가 뉘앙스(음석인식 기술 전문업체)를 200억달러로 인수하는 등 AI 쪽에 투자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도 CPU시장에 2023년부터 참가한다고 발표했어요.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질
것입니다. AI국가안보위원회 보고서에서 네 가지를 전략분야을 제시합니다. 리더십, 인재,
칩, 투자입니다. 리더십 관련해서는 오늘 나온 의견과 거의 같아요. 백악관급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한다는 내용입니다. 칩 관련해서는 우리가 확보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전략을 추진할
수 있으며, 메모리와 같이 꼭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가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영역을
다져 나가야합니다.
→ ( □ □ □ ) AI가 어떻게 발전할지 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불확실합니다. 장님이
코끼리 만지기 식으로 보고 있는 격이며, 그래서 각자 그리는 모습이 다른 것 같습니다. 불확실
성에 대해 역할이나 기능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에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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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 ◇ ◇)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일단은 투자입니다. 불확실성이 강하고 빠르게 변함에도 2년 반의 예산을 따기 위해 예타를
했습니다. 필요가 없어질 기술도 포함되기 마련이므로, 롤링플랜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음번에도, 근본적으로 이렇게 추진할 순 없습니다. 시급성을 고려한 예타 면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우리 예타 기준으로 300억원, 이렇게 촌각을 다투는 요소에 대해서는 시급성
에 대한 예타 면제 조건을 넣어주지 않으면 대응 불가의 우려가 커집니다.
두번째, 서비스 제품 상용화에서 보면, 서비스 아이디어는 100년전에 생각했던 것을 지금도
생각합니다. AI는 사람을 따라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중복성을 가장 크게 생각해서 예전에
했던 건 다시 지원 못합니다. 우리 정부의 R&D 지원방식으로는 중복성 회피 때문에 그런걸
절대 못합니다. 이 타이밍에 그게 필요해서 만들어지는 서비스와 제품기획이 많기 때문에
중복성에 관대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국사람입니다. 우리가 쓰는 언어적 문제는 한국어/한글의 문제입니다.
자연어든 음성이든 한글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장 앞서 있습니다. 중복성 배재, 차별화
포인트가 뭐냐? 이런 건 잘못된 접근입니다. 한국어에 대해서는 성능 목표를 얼만큼 높이라고
미션을 줬으면 합니다. 산업체에서는 가장 많이 쓸 수 밖에 없으나 돈이안되는 건 수주가
안됩니다. 연구하다보니 변죽만 울리게 되어서, 성능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어요. 산업의
필요를 최대한 맞추는 게 중요하고, 그럴 때 차별화된 기술이 의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 ( □ □ □ ) 급여가 낮아서 유인이 안되고 그러지 않아요. N사 같은덴 실리콘밸리만큼 임금을
주고 있습니다. ○○는 중국정부에서 지원하고, 학교도 만들었어요.
그래도 ○○는 특수합니다. 작년 8월 현장 개최식 기준으로 ○○ 생태계에 80만 개의 기업이
있어요. ○○하고 중국정부가 만든 학교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인공지능인텔리전스아카데미입
니다. 미국과의 경쟁에서 이기겠다고 황푸군관학교 이름을 붙였어요. 저는 인력양성에 있어서
학교보다는 산업계와 더 긴밀한 에트리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ㅇ (◇ ◇ ◇) 오해의 소지가 있어 말씀드리면, 아까 제 말씀은 AI 예산을 줄이라는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략적으로 획득가능한 영역을 탐색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인공지능 벤처기업이 어떠
한 시장에 진출한다고 발표하면 그것에 맞추어 필요한 규제를 줄인다거나 인센티브를 주자는
겁니다. 학교의 경우, 모델링에 집중되는 까닭은 논문실적을 내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40명 투입해서 논문 1개 나오는 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AI 인재는 AI+x가
인재양성에서도 관련이 있습니다. 백엔드가 중요한건 거기서 x가 온라인이기 때문입니다.
자율주행이 칩+AI라면 AI 모델이 칩에 어떻게 올라가는지가 중요하며 칩과 AI를 모두 알아야
합니다. 전략을 5대 분야로 잡았다는데, 수월성을 노린다면 인재양성에서도 백엔드 엔지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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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필요하며 AI+X 교육부터 체계화해야 할 것입니다.
ㅇ (◇ ◇ ◇)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결국 우리가 논의해야 하는
것은 AI 기술이 아니라 추후 거대하게 성장할 AI 산업을 맞이하는 전략과 기술이 무엇인가입니
다. 통상이슈도 나아가 산업이 되는데 그건 GVC상에서 문제화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느냐는 폭넓은 차원에서의 검토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AI가 과연 우리가 혁신이라고
부르는 단계 중에 어디에 있느냐를 파악해야 합니다. 교과서적으로 돌아가보면, 이머징 기술인
재가 시장에 나왔을 때, 현장에서 프로덕션, 시장 디퓨전까지의 단계 중 어디에 있는가? 아직
프로덕션까지도 못 왔습니다. 공급 말고 수요에서도 적극 활용할 액션이 있어야 하는데 그
단계까지 못 왔어요. 미시적 증거일 수 있지만 산업실태조사와 별개로 AI수급실태조사를 시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수요측 조사가 거의 수집이 안되었습니다. 공급기업 외 수요기업 측에서
는 AI에 대해서 거의 알지 못해요. 공급기업에서 AI를 다루는 분이 모이시면 각종 성공 케이스
가 나오는데 우리 시장에서 수요기업은 그걸 전향적으로 도입할 단계가 아닙니다. 아직 연구실
수준이고 ICT 서비스 수준입니다. 업종에서 적극적 도입 노력 중이지만 다른 산업군에서는
지지부진합니다.
이 단계에서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교과서에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데니로드리
등의 저명한 학자들이 다 내 놓았어요. 결과적으로는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전향적으로 강도있
게 추진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수요기반형 혁신정책(PPI) 등 혁신적 기술을 활용한 기술에
가점을 부과하는 등 올해 대형 SI 사업이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나라장터, 홈텍스 등
조달 등에서 AI에 대해 가산점, 점수 부여 등 자잘하더라도 여러 가지 지원수단을 패키지로
꾸려 의지를 갖고 전향적으로 추진하길 바랍니다. 컨트롤타워도 이와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ㅇ (◇ ◇ ◇) 우리가 뭘 위해 이걸 고민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미국과 중국은 패권장악이라고
정해져 있어요. 아마 세계가 둘로 나눠질 것이죠. 미국계 생태계와 중국계 생태계, 양립 안되는
생태계를 만들려 할텐데, 대한민국은 어디에 설 것인가? 독자? 둘 중 하나? 양다리? 그런
정책적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민에 따라 우리가 AI라는 영역에서 어떤 포지션을
쓸 것인가, AI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궁리해야죠.
AI라는게 30년전 쯤에 디지털이니 반도체니 하는 기술들이 실용화가 시작되고 확산되기 시작
할 때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메모리 반도체를 예를 들면, 수요기반으로 자동차가
반도체를 쓰고 하면서 반도체가 커온건데, ICT가 반도체를 성장시켰듯이 AI도 견인 산업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는 그게 서비스 비즈니스로 보입니다. 서비스 비즈니스가 발전한 미중이
현재 AI 산업을 이끌어 가는 것이고, 한국은 글로벌한 서비스 산업이 없고, 규모 자체가 미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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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면 작죠. AI가 크게 발달할 수 있는 견인차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을 극복할 것인가, 아니면
인정하고 필요한 AI를 중점 발전시킬 것인가가 고민해야 합니다.
최근 트랜드를 보면 미중 경쟁하며 데이터 쇄국정책이 확산되고 있어요. 중국은 당연, 미국은
오픈에서 클로즈 폴리시로 바뀌고 있고요. 우리가 미국 데이터를 공짜로 가져올 수 없는 상황
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글로벌 플레이어가 된다면 미중 데이터를 못 가져온 상황에서 글로벌
플레이어가 될 수 있을까? 국내 데이터댐 사업 등도 데이터라는게 수요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쓰레기 하치장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산업계가 자신의 의견을
데이터댐에 반영하고 있는지, 그걸 누가 사용할 수 있는지가 우려스럽습니다. 사람도 기술도
부족하고, 시장도 작은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려 사항만
말씀드렸습니다.
ㅇ (◇ ◇ ◇) 우리나라가 미중에 비해 서비스 산업 경쟁력 약하고, 미중업체에 비해 시가총액
낮은건 사실이지만 자국플랫폼이 세계에서는 드물게 경쟁력 갖고 있습니다. 검색만 보더라도
자국의 검색엔진을 가진 나라는 세계에 얼마 없어요. 러중은 국가의 도움이 있는 거고, 민간에
서 가지고 있는 건 한국뿐입니다. 그 부분을 유럽국가에서는 의아하게 생각해요. 벤치마킹하려
고 하기도 하고, 유럽, 프랑스 등과 협력도 합니다. 자국 플랫폼 있다는 장점을 간과하지
않았으면 해요. 강한 플랫폼이 있지만. 규제를 가져올 때는 EU의 규제 가져오는데, EU는
자국 플랫폼 없어서 미국 견제용으로 규제가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나라는 그걸 생각 못하고
그대로 가져와서 너무 강한 규제를 만듭니다. AI 활성화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 같은
기업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정부 움직임이 그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 ( □ □ □ ) 감염병대응을 보면서, 참 희한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언젠가 우리 선 상에서
일본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일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라는 관점이 사라집니다.
일본이 논외가 되고 미중을 보게 되는 상황이며, 우리 눈이 점점 수준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ㅇ (◇ ◇ ◇) 최근 들어 여러 생각이 듭니다. 컴공과 나와서 IT 업계 안가고 은행, 유통업계로
갑니다. 사실은 이전에 있었던 업의 정의, 산업의 정의가 달라지는 거죠. 여러 산업으로 스프레
드 되다보니 전통적 컴공 졸업 후 창업 소프트웨어 개발로 업을 삼는다는 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습니다. 미시적인 이야기로 보일 수 있지만 판교에는 몇 만 개 기업이 있어요. ○○,
○○도 그렇지만 저희 같은 회사들은 더 사람 뽑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직원들을 유지하기
위해 회사가 대우해주기 위해 자금조달, 비즈니스나 펀딩입니다.
소프트웨어 산업협회에서도 관련 논의들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서버에 탑재하던 것이 클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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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로 전환되면서 SI가 존재하던 사회 자체에서도 어쨌든 유통을 해주면서 시장생태계가 굴러
갔는데 플랫폼에서는 너무 많이 변합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의 분야가 전 분야죠. 하나가 전통적
비즈니스에서의 트랜스 포메이션이며, IT분야에서의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도 어떤 부분이
생겨나야 하는지를 고민이 됩니다.
협회 차원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몇 가지는 클라우드로 전환 비용 지원, R&D 자금 지원입
니다. SW산업화를 위한 것 중 하나가 내수 자동화, 그리고 또 하나는 수출입니다. 수출 쪽이
사실은 소프트웨어기업들은 효과적이지 못했어요. 글로벌 플랫폼에 태워서 나가야 하는가
라는 전략 논의가 뜨겁습니다. 우리가 로컬에서 인공지능 만들어서 한다면 서비스사업자를
통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크게 성장을 못해요. 글로벌로 나가려면 누구랑 가야하지? 패권
이슈가 이와 관계있을 것입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영학과 나와도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학생 만들어 은행에서 가져가고
그런, 과기정통부가 주관부처 관점이라면 결정을 해야합니다. 중국처럼 국가가, 아니면 미국처
럼 자본, 그런 결정을 해서 지원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스타트업 지원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70명인데 다른데는 20명, 30명 모여서 하고 있어요. 확 질러서 천명짜리 만드는 게
차라리 어떨까요? 코어기술 바잉하고 플랫폼 바잉하는 등의 이러한 행태들이 적절한가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지금 미국식도 중국식도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결정해야 하는데, 사업하
는 사람들은 국가의 결정에 따라 사업을 접을지 말지 결정할 것입니다. 애매모호한 정부 노선
은 혼란만 가중시킬 것입니다.
ㅇ (◇ ◇ ◇) 우리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다소 지나치게 핵심기술개발에 경직되어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모바일 디바이스를 만들 때도 인하우스 개발을 좋아했던 것처럼 폐쇄성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돈을 많이 가진 전주들이 스타트업에 어떻게 투자할지를 돈 싸들고
데모데이에 가서 직접 보고 투자를 합니다. ○○이나 ○○ 등도 반도체에서 번 돈으로 중국에
좋은 기업 있는지 사냥하는 것이 패턴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둘째는 우리나라에 수요시장이 적어서 기술개발 해도 살 기업이 없는게 사실입니다. 가까운
중국 가서 보면 그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세 번째는 인력입니다. 우리나라 뉴스에 출연연 보면 다 한국인인데, 한국인으로만 구성된
기관이 미/중/유럽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5개국 7개 인공지능연구센터를 글로벌
에 설치하는 겁니다. 해외에 있는 인재를 우리나라로 데려올 수 없기 때문이지요. 아까 말하던
탑티어 인재도 있겠지만, 미래 소비시장을 보고 만들어 갈 수 있는 혜안을 가진 사람도 거기
있을 것입니다. 자동차를 예로 들면 기술개발연구소는 있어도 디자인연구소는 없어요. 그런데
도요타, 폭스바겐 등은 그런 연구소 두고 있습니다. 저희 눈을 글로벌한 시각으로 확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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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패권경쟁도 마찬가지라서 미국일까 중국일까 고민하지 말고 기업들은 자유롭게 시장
따라 갈 수 있는 인센티브 기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ㅇ (◇ ◇ ◇) 전략을 세운다는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 부분의 해결책을 세우는 부분에서, 준비하기
위해 하는데, AI 분야는 어떤 측면에서는 준비가 안되어있고, 어떤 분야는 많이 낫고, 편차가
있습니다. AI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AI 적용과 관련된 문제도 있어요. AI 관련 인력이 다른
산업과도 연결되다 보니 AI만 가지고 이야기 하는게 답을 제대로 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ㅇ (◇ ◇ ◇) 여기서 나온 의견 보완할 것인데, 저희가 두 가지 사항을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개별적으로. 기술과 관련되어서 9개 기술분야, 5개 영역을 도출했는데 기술군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도 꼭 잡고 가야된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방식은 골고루 해야겠지만, 여러 방식 중에서 어떤 것이 비교적 효과적일 수 있을지 요청드리
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응전략을 설명 드렸는데, 기존 정부에서 해 왔던 것 말고 다른 부분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주실 수 있다면, 기존에 추진했던 것 중에 비어있는 것들, 그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포럼 이후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ㅇ (◇ ◇ ◇) AI는 야누스적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술 자체에 대한 이해도는 차치하더라도 방향에 대해서는 감을 잡은 듯합니다.
우리나라가 구체적으로 이런 방향에서 이런 포인트로 가야겠다 하고요. 세 번째는 양자컴퓨팅
분야에 대하여 진행했을 때도 그랬지만, 전문가님들 앞으로도 계속 큰 그림이나 고민 사항
있으면 여기 계신 분들 모시고 같이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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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3회 글로벌 전략 포럼
☐ 회의 개요
ㅇ 일시 : 2021.05.14.(금), 9:30~11:30
ㅇ 참석자 : 산학연 전문가(11인), 과기정통부(4인), KISTEP(3인)
☐ 논의 주제
ㅇ 이차전지 R&D 고도화 전략(안)
☐ 주요 토론 내용
ㅇ 이차전지 분야를 협소하게 한정하여 하나의 정책 방향을 탐색하기보다는 기술분야 및 응용
분야별 특성에 따른 전략 탐색이 필요
ㅇ 이차전지 분야는 원료, 소재, 분석 등 기존에 정부 R&D 영역에서 소홀했던 영역이 경쟁력
강화의 핵심
ㅇ 정부가 주도하는 융합 생태계에 대기업을 참여시키는 정책 대안 마련이 필요함
ㅇ 차세대 전지 원천기술 및 재활용 기술 연구개발은 필수적
☐ 토론 내용 요약
이차전지R&D 고도화 전략(안)에 대한 전문가 논의
ㅇ (◇ ◇ ◇) 이차전지는 기업에서 오랫동안 꾸준히 연구해 온 분야인데, 기업 측면에서 전략적으
로 육성한 산업에 대하여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가 고민이 필요한 시기임. 소부장은
중장기적으로 탄소중립과 연결되는 중요한 연결고리를 가짐. 소부장에 투입된 R&D자금이나
역량은 나중에는 탄소중립이라는 전지구적 아젠다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특히 이차전
지가 중요한 역할 할 것. 이차전지는 그간 기업이 잘 이끌어 온 탓에 정부의 손이 닿지 않은
사각지대가 분명 존재.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본 안건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함. 이 페이퍼를
전략적으로 다방면에 걸쳐 활용할 수 있을 것.
ㅇ (◇ ◇ ◇) 기업이 먼저 선제적으로 치고 나간 산업분야에 정부가 해 줄 것은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은 아주 좋은 방향임. 대한민국이 이차전지에서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임. 공급망 구축 및 산업성장을 주 방향으로 삼는다면, 향후에 경쟁자 및
후발주자에게 물려줘야 할 것임. 우리나라는 차세대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해야 함.(백신처럼)
(14쪽) 논문, 특허 국가 점유율을 보면, 돈이 되는 분야인 전고체의 경유 일본이 특허의 44%를
확보함. 중국은 세계 시장에 집중하는 것으로, 중국이 아닌 일본을 견제하는 전략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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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 트랙으로 가야함. 1) 대학과 연구소가 중심이 되어서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기초연구를
강화하고 2) 종합적으로 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도록 지원해야 함. (11쪽)은
제품관점으로 파편화되어 있으며, 기술관점으로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함. 정부
가 기술개발을 이끌고, 기업은 기술로 시장을 만드는 것.
마지막으로 선제적 준비가 필요한 영역은 재활용 기술임. 논문, 특허 실적은 저조할 수 있으나
재활용 기술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함. 전기산업이 포화된 이후에 재활용 기술 찾으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음. 출연연 등이 전략적으로 재활용 기술 연구를 지속해야 함. 연구자들은 좋아할
만하지 않으니 연구소가 움직여야 할 것임. 출연연이 기관사업에 엮어서 자금을 주면 좋겠음.
ㅇ (◇ ◇ ◇) 본 안건에 주로 언급된 것은 자동차용 이차전지임. 자동차용과 ESS용에 똑같은
기술이 쓰일 필요는 없으니, 응용 분야에 맞추어 각각에 필요한 최적 기술이 무엇일지 구분하
여 검토하기 바람. 만일 ESS용 이차전지에 다른 기술이 쓰일 수 있다면 본 안건에 제시된
분석에 따른 문제들이 실제는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존재함.
ㅇ (◇ ◇ ◇) 본 안건에 총론적으로 잘 정리되었으나 전지의 응용분야는 굉장히 다양함. 총론적으
로 바라보는 작업도 필요하지만, 실제 액션은 응용분야별로 맞는 전략을 찾아야 실질적인
성과 도출이 가능함.
또 EV와 ESS 시장이 워낙 크니까 지금 주목할 영역은 맞으나, 지금은 그 다음을 바라볼 시기임.
포스트 EV는 무엇인가 고민이 필요. 앞으로 시대가 사물배터리로 간다면, 소형 부품에 특화된
이차전지 수요가 폭증할 것임. ESS나 EV 시장은 대기업 중심으로, 소형 배터리는 중소중견기
업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되면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중소는 중소대로 광범위한 영역을 포섭할
수 있을 것임.(대만처럼)
LIB의 경우, 우리가 일등을 점유하고 있으나 현재 위상을 유지하려면 회사의 수요 반영이
가장 중요함. ○○, ○○, ○○ 등 대기업의 수요를 충분히 검토한 후 사업을 꾸려야 파편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임. 소재, 공정, 가격 측면에서 기업의 고민을 덜어줄 정부의 역할을
찾아야 함.
표준화도 굉장히 중요. 이차전지는 국제적 산업이므로 국제 표준화를 우리가 주도해야 함.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이니셔티브를 쥐고 들어가는 모습을 계속 보여줘야 함. 대한민국이 이차
전지 제일 잘한다고 하는데 정작 목소리는 미국, 유럽, 중국이 내는 현실임. 국가가 관여해서
국제심포지엄 등을 주도하는 등 한국 위상, 존재감을 부각시켜야 함.
원천기술 확보를 위하여 국가에서 고도분석센터를 만들어주길 바람. 이차전지 개발을 위해
차세대 전지 개발에 필수적인 고도 분석에 대한 수요가 점차 커질텐데, 포항 가속기같이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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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대규모 센터를 만든다면 우리나라 기술개발에 큰 도움이 됨은 물론 이차전지 선도국으로
써 국제적인 상징성도 클 것임.
→ ( □ □ □ ) 그 예시가 있는지?
→ (◇ ◇ ◇) 사실 제대로 분석센터는 없고 일본이 원천기술분석에 굉장히 관심을 두고 진행하고
있음. 다른 나라도 한곳에 집약된 분석센터를 갖고 있진 않음.
ㅇ (◇ ◇ ◇) 분석센터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해외에서도 한곳에 모은 사례는 많지 않음.
기관에 특화시키는 경우라면, 미국은 가속기에 분석 역량을 집약함. 대안으로 오창 가속기
빔라인 몇 개를 이차전지 전용라인으로 꾸릴 수 있을텐데, 구축기간 7~8년 동안은 포항가속기
를 활용해야 할 것임. 가속기 뿐 아니라 TEM 등 여타 장비를 도입해서 주변에 집적지를
조성하는 것을 제시해 봄.
2021년 기준으로 산업부가 70억, 과기부가 77억 수준으로 당장의 상용화위주이며, 투자 규모도
작음. 리튬이온 그 다음 세대 전지 준비에 소홀한 것은 아닌가 함. 민간 R&D 현황은 제대로
파악된 것은 아닐 것이나, 제시된 자료 상 산업부 사업과 겹치는 부분이 많음. 기업과 정부의
투자가 차별화되어야 할 것임. 정부 예산이 산업부에 편중되어 있으며, 미래 원천기술 투자에
더욱 신경써주기 바람.
과거에는 과기부, 산업부가 같이 이차전지 분야에 투자를 했었으나 2000년대 중반에 사업
전체를 산업부로 넘긴 이력이 있음. 그 당시에는 리튬이온전지를 빠르게 개발하려는 전략에
따른 것이었음. 지금은 민간투자도 많고 기술적 성숙도 이루어졌으므로 차세대 전지에 투자해야
하는 시점. 원천기술 개발, 응용분야 다양화 등과 관련하여 부처간 역할분담을 재조정할 필요.
ㅇ (◇ ◇ ◇) 이차전지 분석센터 필요하단 말씀을 했는데, 공감되는 부분. 미국이나 일본은 분석
관련한 연구결과를 학회에서 발표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주로 개발연구가 대부분임.
정부과제를 수행하려면 높은 목표치를 향해 떠밀리는 경향이 강함. 빠르게 따라가서 개발은
해내지만, 그 다음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만한 깊이는 부족한 것이 우리의 한계임. 정부주도
의 개발지향적 과제가 중심인 우리나라 시스템의 단점이라고 판단함.
이차전지 로드맵에서 전고체전지, 소듐전지, 리튬황전지 등이 중심을 이루고 있음. 이차전지
분야 전반의 로드맵은 이러한 기존의 관점을 고수해도 되겠으나, 이와 함께, 원료, 안전, 공정
등 세분화된 로드맵 마련이 필요함. 이제는 단순한 전지 시스템 로드맵은 지양해야 할 것임.

ㅇ (◇ ◇ ◇) 현황을 정확히 짚어서 표현함. 본 안건에서 제시하는 추진계획에서 아쉬운 것은,
차세대 전지 분야를 하나로 한정한 것. 차세대 범위 내에서도 덜 차세대와 먼 차세대를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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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함. 흑연중심 리튬이온전지, ESS 셀 단위 스마트화가 상용화의 키. 리튬기반 3종세트로
차세대를 묶어 버리면 이후 중장기아이템을 땡겨쓰는 것일 뿐. 기존 리튬이온전지에서
advanced 리튬이온전지 기술까지 세분화할 필요. 현 전지와 차세대전지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음. 소부장 사태가 터지면서 일부 해소된 느낌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2025년 상용화될것같
다고 해놓고 28, 30년 점점 늘어나는 등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함. 우리가 시장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는 건 리튬이온, 기업에 그대로 맡기기보다는 정부의 보완이 필요함.
ㅇ (◇ ◇ ◇) 배터리는 하나의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분야가 다양하므로 세분화해서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힘쓸 필요.
ㅇ (◇ ◇ ◇) 리튬이온전지 개발 특허는 감소 추세임. 2020년부터는 중국에 추월당한다고 이야기
들 하는데,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특허가 감소한다면 이는 굉장한 위험
싸인. 일정 수준에 도달한 기술이기 때문에 진일보 하기까지는 업청난 투자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차세대전지와 advanced 리튬이온을 구분하여 각 분야에 맞춤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함.
ㅇ (◇ ◇ ◇) 기술적으로 성숙한 부분이 늘고 있지만 그만큼 시장 확대에 따라 새롭게 열리는
분야(LIB 등)에 진출하려는 중소기업도 많이 있음. 3사 위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보니
신규 진입 기업에 대한 연속적인 지원이 약하다고 봄. 중소기업들과 관련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서 열악함을 많이 토로함, 생태계를 확고하게 구축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임.
ㅇ (◇ ◇ ◇) 국내기업의 랭킹과 관련하여, 20년도 ○○은 세계 6위를 달성함. ○○이 글로벌
6위에 들게 된 비결은 국내 대기업과 함께한 덕분임. 국내 대기업과 기술개발을 같이 하며
배우고 따라가고 지원하는 상황임. 과기부 과제에 대기업 참여 유도를 위한 대안을 마련해주길
바람. 실제 과제 수행 시 대기업 참여가 매우 저조함. 대기업 자체적으로 연구개발을 많이
수행하고, 일본, 미국, 유럽 등지의 유명 연구자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과제 참여
동기가 낮음. 대기업의 자원을 국가차원에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 국가 과제
나 정책은 출연연과 대학, 중소기업만 한팀으로 움직이고 대기업은 따로 활동하는 상태임.
국가차원에서 대기업도 생태계로 포섭할 수 있는 노력을 현재 수준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전지협회의 말을 들어보면 대기업 3사도 차차세대 산업 연구개발은 각자 하기엔 부담이 커서
기금을 모아서 같이하는 등 협력 의지가 있음. 지금은 매우 중요한 시기로 국가가 역할을
잘 수행하면 대기업도 한 팀으로 묶어 낼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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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가 배터리로 세계 1등, 점유율 34%임, 그러나 소재의 국산화 비중은 10%에 못 미치는
소재가 너무 많음. 대기업이 선전하고 있고 시장점유율 높은 상황을 잘 활용하고 경쟁력도
뒤지지 않도록 균형있는 정책을 마련해 주길 바람.
→ ( □ □ □ ) 소부장 이후 정부의 정책방향도 많이 바뀜. 대기업 참여 제한도 완화됨. 탄소중립
관련해서도 대기업 참여 확대 등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동안 대기업을 배제시키는
방향으로 정부정책이 추진된 것은 맞음. 어제 발표한 반도체 전략에도 대기업 이슈가 잘 고려
되어 있음. 공급망 이슈가 불거진 만쿰 당초의 대기업 배제 기조는 회수된 것임. 우리나라에
밸류체인을 만들기 위하여 그쪽을 보완하겠음.
→ (◇ ◇ ◇) 추가하자면, 중소기업은 사업 및 인력을 확대하고 싶어도 전문인력을 구하기가
너무 힘이 듬. 우리나라의 대기업 출신 인력들이 미국, 일본, 중국의 배터리회사들, 연구기관
등지로 나가고 있음. 국내에 이들을 담아둘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바람. 중소기업이
전문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운 것은 임금 격차 때문인데, 국가가 보완을 해서 국내연구기관,
중소기업, 대학에서 일할 수 있게 해서 고급인력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함.
ㅇ (◇ ◇ ◇) 한국이 이차전지 분야 1위라고 하지만, 중국의 위협이 상당하며 곧 1위가 넘어갈
것임. 소재는 대게 중국, 일본 기술임. 양극재 기술의 경우, 일본과 한국, 중국의 기술격차는
거의 없으며, 차별점은 제조공정 부분에서 편차가 없는 수준일뿐, 이미 일부에서는 중국이
더 우수한 부분도 있음. 양극재의 성능은 결국 원료에서 결정이 되는데, 우리는 원료 기술력이
없음. 대부분 중국이 생산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수입해서 쓰고 있는데, 비율이 거의 90%임.
현재 한국 전고체 업체들은 사업을 접고 있는 실정이며 머지않아 한 두 군데 밖에 안 남을
거라고 봄. 양극재 성능을 좌우하는 전고체를 중국이 독점한다면 결과적으로 배터리 성능이
중국에 좌우되는 셈임. 양극재 하는 한국 업체같은 경우 해외에서 원료 들어온다면 기업 입장
에선 조립하는 OEM공장으로 전락하는 셈임.
차세대 전지도 중요하지만 현재 전지시장 차별화 가능한 기술개발이 더욱 중요함. 양극체
업체들중에 에코프로라는데가 있는데, 자료에 보면 세계 6위라고 나와있는데 왜 가능했다면
전고체가 완전히 다른업체와 차별화가 되어있음. 그래서 정리하면 두 가지 측면에서, 소재
입장에서 차별화되는 기술개발, 그리고 재활용개발. 이 두 개가 핵심이라고 봄.
구체적으로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기존방식으로 만드는 전고체와 다르게 구조를 남들은
할 수 없는 제조방식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 성능이 양극재로 그대로 옮겨가기 때문에 중국
등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것. 이런 기술이 중심이 되어야지 다른 데서 따라올 수 없게 됨.
ㅇ (◇ ◇ ◇) 과기부에서 다각적 분석으로 우리의 현재 이슈를 볼 수 있고 전략을 세울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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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좋은 시작임. 개인적으로는 국가적으로 기술개발에 대한 로드맵은 있지만 전략적 투자
로드맵이 추가로 필요함. 범부처 차원에서 장기적 로드맵을 세우고 정권변화 등 환경에 따라서
도 재설계, 재논의하는 국가차원의 투자전략에 대한 로드맵 필요.
두 번째로는 학교, 정출연, 대기업 등 간의 네트워크가 말해지고 있지만 각각에 대한 융합
얼라이언스가 생각보다 되지 않음. 정출연들간에도 안되고 학연, 산학 등에서도 융합이 잘
되어야 함.
마지막으로 특허가 굉장히 중요함. 특허를 각각 어떻게 대응할지 특허 권리를 정부와 기업에서
확보하고 있지만 모든 미래기술 확보하고 원천기술 확보에서의 국가적 대응의 전략적으로
설계가 있었으면 좋겠음.
→ ( □ □ □ ) 연구회 차원에서도 이런 고민이 필요할 것. 특허 부분도 각 이슈별로 특허분석한
적 있는데, 이차전지도 중요한 시점이니만큼 정부차원에서 분석하겠음.
ㅇ (◇ ◇ ◇)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과 같은 회의가 여기저기서 많이 열림. 이런 회의를
통해 우리가 얻으려는 것에 대한 고민은 많이 하고 있는데,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음.
과기부에서 분얀별로 자문협의체를 만들어서 6개월, 1년 정도 과기부 담당자분이랑 오늘
계신분들 참여해서 지속적인 논의를 한다면 오늘과 같은 선언적 형식을 넘어 구체적인 액션을
할 수 있는 전략들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 장기적인 차원에서 advanced LIB, 차세대 기술
등 각 분야별로 어떤 정책을 추진할지 함께 공부를 하면 좋겠음. 그러다보면 실질적인 액션이
또 나오지 않을까. 회의로 끝나는게 아니라 상설적으로 설치된 것이 좋지않을까 생각함.
→ ( □ □ □ ) 정부 거버넌스 관점에서 보면 오늘 회의에서 논의하는 내용은 실무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큰 방향 설정임. 국과위 전지 담당 전문위에서 말씀하신 지속적인 논의를 수행할
것임. 오늘 회의는 장기적 의미에서의 방향설정이며 오늘 나온 의견은 정책 형성 과정에 잘
활용하겠음.

ㅇ (◇ ◇ ◇) 이제는 어느 정도 기반과 생태계가 조성이 되었으니, 일본의 올 재팬 프로젝트나
라이징 프로젝트처럼, 관련 기관 및 산업체가 전부 참여해서 큰 틀에서 배터리를 돌아보는
프로젝트를 만들었으면 함. 결과를 정확히 분석하는 일은 실질적으로 새로운 소재를 만들거나
예측하는데 굉장히 중요함. 지금은 굉장히 산발적으로 전개됨. 라이징 프로젝트 등은 장기적으
로 10년 이상 대학, 기업체 등이 모여서 분석, 성능 등을 정례적으로 상호 의견을 나눔. 미국의
프로젝트 애뉴얼 미팅 역시 오픈된 상태에서 서로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러한 형태의 과제가
없음. 이러한 과제를 정부 차원에서 진행해보면 어떨지 제안함.
ㅇ (◇ ◇ ◇) 꼭 전지만의 이슈는 아니지만, 출연연구소 등 공공연구는 너무 중구난방으로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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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 이차전지를 예를 들면 이차전지의 미래를 예측하고 전략을 준비할 책임이 있는 기관이
어디인가? 없음. 과기부도, 산자부도 관련 분야 출연연구소도 책임을 부여받은 곳은 전무하며
참여기관, 참여연구소만 있음. 공무원이 도와주지 않으면 분산되어 있는 지혜는 모이지 않음.
대기업이 출연연과 연구를 꺼리는 이유는, 대표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임. 또한 정부가 개입
하면 행정적인 부담이 너무 크고 정보공유도 해야 해서 비효율적이고 위험함. 그러다보니
중소기업과 연구소만의 산학, 국가과제가 성과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은 매커니즘임.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 이차전지 싱크탱크를 명확하게 지정하여 책임기관을 중심으
로 과기부, 산자부, 대학 등이 협력할 수 있도록 전체적 그림 그리고 전략 짜고 공유하면
좋겠음. 거버넌스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하다면 학교나 기업에 있는 분들이 일하
기가 효율적일 것.
→ ( □ □ □ ) 저희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최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에 정책센터를 설치
근거를 마련함. 영국은 특정 대학에 담당 센터를 지정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과제 기반으로
R&D를 추진하다보니 담당기관의 설정에 미흡함이 있었음.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예를 들자
면 생명연의 생명공학정책센터, STEPI의 우주정책센터 등이 있음.
ㅇ (◇ ◇ ◇) 일본이나 중국만해도 로드맵이 나오면 공신력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함.
산업부, 과기부 각자 로드맵을 만들고, 로드맵별로 제시하는 길이 너무 다양해서 공신력이
없음. 대기업도 믿고 갈 수 있는, 국가적으로 협의된 공통의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 필요함.
→ ( □ □ □ ) 세부 기술, 분야별 맞춤전략은 보완하겠음. 산업부, 과기정통부에서도 대형프로젝트
를 기획 중. 태양전지를 포함해서 이차전지에 큰 비중을 둔 사업 기획이 예타를 준비 중임.
안건에서 말하고자 한 것은 2010년에 산업부가 전략을 세운 이후로 추가적인 대책의 후속
연계가 없었음을 지적하는 것임. 로드맵도 2010년 이후로 끊겼음. 이번에 공급망 이슈가 불거
지면서 부각되었지만 이차전지 분야의 전략을 지속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져야 함을
여기서 강조하고 싶음. 반도체처럼 대기업이 있다고 해서 정부가 지원을 안 하는건 맞지 않음.
소재, 원료 등 구체적인 영역에서 핀셋 대책이 필요함. 분야별 정책 분석 등은 관계부처와
함께 만들어 나가겠음.
ㅇ (◇ ◇ ◇) 격렬한 의견들을 주셨음. 저희도 이차전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인식함. 지난 10년
동안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 녹색 정책 이후 10년 간은 정부의 정책 공백으로 인한
문제를 공감함. 전세계적으로 대전환 일어나고 있음. 여기에 배터리는 핵심적인 기술임. 배터
리가 진화해서 굉장한 변화가 일어났고 산업화될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모빌리티, IoT, ESS
등이 급속히 발전 중. 부처 간의 역할분담도 필요하며 원천기술에 관해서 소홀했던 부분도
챙겨야 하는 부분으로, 향후 보완 발전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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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4회 글로벌 전략 포럼
☐ 회의 개요
ㅇ 일시 : 2021.06.25.(금), 10:00~11:30
ㅇ 참석자 : 산학연 전문가(9인), 과기정통부(7인), KISTEP(3인)
☐ 논의 주제
ㅇ 합성생물학 기술 선제적 대응전략(안)
☐ 주요 토론 내용
ㅇ 합성생물학 분야의 우리나라 기술수준은 낮은 편이나, 기본적인 토대는 마련되어 있으므로,
분야간 융합과 정부의 리더쉽을 통하여 빠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ㅇ 바이오엔지니어링은 생물, 화학, 컴퓨터 분야를 포괄하는 고도의 융합분야로, 산업계의
인력 수급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ㅇ 기술의 파급효과, 우리나라 현주소, 대응방향 등 보완 필요
☐ 토론 내용 요약
합성생물학 기술 선제적 대응전략(안)에 대한 전문가 논의
ㅇ (◇ ◇ ◇) 오늘 논의할 합성생물학은 다가올 미래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 중 하나일 것. 예전에
했던 농담을 빌리자면, 성경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라는 말이 있고, 2장에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음. 과거 신의 영역으로 여겨져 온 영역에 합성생물학을 통해 그 첫단계에
진입하는 것. 이것이 바벨탑이 되지 않고 인류를 위해 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함.
오늘 모신 전문가들께서 국가안보, 경제안보에 관점에서 정책의 방향성을 잡는데에 도움을
주시면 혁신본부와 과기정통부가 바르게 투자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ㅇ (◇ ◇ ◇) 기업체랑 일을 해왔는데, 현장의 목소리 반영이 중요할 것. 중소기업은 다품종
소량생산 중심이라 미생물 세포공장의 개량이 매우 중요. 경험에 의존하다보니 중요 품목에만
집중할 수 있어 품목 확장에 한계가 있음. 그래도 정부 사업의 도움을 받아 자체적으로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중.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화이트 소재는 생산 규모가 수만, 수십만 톤급이라 대기업 참여가
필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데, 의사결정구조가 매우 복잡하여 적시 대응이 어려운 것이 문제
임. CJ는 메타볼릭스를 인수하여 PHA(생분해 플라스틱)를 상용화함. 그런데 이는 외국 기술을
사온 것이며, 우리나라 자체 기반은 아직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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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기술 파악 후 비즈니스 연계를 위한 빠른 의사결정체계가 필요한데,
이 과정은 자체역량으로는 어려움. 국가 산업에서 기업의 신속한 의사결정 구조를 만드는
데에 정부가 기여해야 할 것임. 외국의 경우도 정부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덕에 발전하는
것으로 봄.
ㅇ (◇ ◇ ◇) 오늘 안건의 대응전략 부분은 많은 토론을 통해 보완해야할 것으로 보임. (1) 합성생물
학이 앞으로 미칠 영향, 인재양성 측면에서 합성생물학과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합성생
물학 분야에 필요한 인재는 기본적으로 생화학을 마스터하고, 유전자 스케일의 디자인 역량을
갖춘 사람임. 화학, 생물학, 컴퓨터(바이오인포메틱스 설계) 분야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인재
를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양성할 수 없음.
바이오 파운드리는 반도체 개발 초창기를 빗대어 볼 수 있음. 반도체 파운더리의 경우, 미국은
○○나 ○○에 아웃소싱하고, 자국 역량은 실질 밸류, 지식재산권이 창출되는 디자인하우스에
집중시킴. 합성생물학 분야 역시 바이오캐드라는 생물체 전체를 설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바이오캐드, 지노바이옴 설계 소프트웨어 개발, 설계 인력 등이 필요함. 디자인을
하려면 화학, 생물학, 컴퓨터를 모두 잘 해야하기에 새로운 학과가 필요함.
(2) 바이오 파운더리는 현재 반도체 개발 초창기 단계와 같음. 초창기엔 매뉴얼화했고 지금은
전자동화 되어있음. 바이오 파운더리 구축이 1단계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외국에서 장비
들여놓아봤자 아무 소용없음. 지금 수준은 1세대이며, 앞으로 2세대, 3세대 장비가 계속
개발될 것임. 저희 회사에서도 현재 바이오 파운더리 전자동화 장비 개발을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 진행 중임. 타겟목표를 세워 놓고, 예를 들자면, 휴먼 지놈 3.2Gb(기가베이스페어)를
일주일만에 합성할 수 있는 새로운 파운더리에 들어갈 기술을 개발해야 함. 네덜란드 회사가
20년 간 개발한 장비가 있음. 많은 중소기업들이 협력해서 그 장비를 활용하여 세계를 주도하
고 있음.
올해 연구산업진흥법 통과, 연구산업진흥과 신설 등 장비 지원이 강화되고 있는데 특히 파운
더리 쪽에서는 혁신적인 장비가 필요함. 우리가 설계한 미생물을 가장 빠르고 값싸게 만들어
낼 툴이 있으면 우리나라가 국제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것임.
중국은 1천명 규모의 인력을 뽑아 인해전술로 국제 시장을 섭렵하는 중. 인해전술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은 전자동화임. 인해전술 싸움에서 기술력의 싸움으로 전환해야 함.
미래 바이오팹 공장은 현재 반도체공장처럼 전자동화되어야 하며, 이러한 비전에 맞추어
전략을 수립하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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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 ◇ ◇) 당사는 합성생물학을 이용해 효소 등 식품바이오 소재를 개발하는 기업임. 산업계에
는 디자인 빌드, 테스트 등에는 관련 툴이 개발되어있어서 잘할 수 있는 반면, 테스트 결과를
분석해서 재설계하는 부분에 약점이 있음. 최근 이런 약점을 보완하고자 AI 시뮬레이션 분야의
전문가 도입하고 있음.
실제 합성생물학 전문업체를 방문해보면 유럽, 일본 등은 국가가 산업을 주도 함. 미국처럼
단일 기업이 자본력을 가지고 있는게 아니기 때문임. 미국 ○○는 의뢰하는데에 엄청난 금액을
요구함. 일반 대기업들도 이런 합성생물학 의뢰에 필요한는 자본력은 동원은 힘듬. 우리나라
규모라면 국가 주도로 사업을 추진해야 전반적인 의사결정을 빨리 할 수 있음(단일 기업
단위의 의사결정 리스크 부담 문제). 수십만톤, 수백톤 규모의 생산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
연구비는 별로 안드는 반면, 플랫폼이나 공장 짓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앞단계에서 미생물을
생산할지에 관한 빠른 결정을 내려주는 것이 중요함.
ㅇ (◇ ◇ ◇) 바이오 파운드리 개념에 관하여...기존 반도체 파운드리 용어를 빌린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이기 쉬우나 차이가 있음. 바이오파운드리는 디자인 기능을 좀더 많이
포함하고 있음. 디자인 개념과 디자인된 세포의 제작 개념을 같이 담고 있어, 반도체의 위탁제
작과는 다름.
파운드리를 통해서 달성해야하는 목표는 두 가지임. 첫째, 합성DNA를 백만개, 혹은 그 이상
연결하는 DNA 합성능력 확보. ○○와 같은 기업이 이런 방면에서 좋은 기반 역할을 할 것임.
둘째, DNA 구조의 어마어마한 다양성 때문에 우리가 목표로 하는 생물을 디자인하는 게
힘듬. (생물기능 예측 및 설계를) 쉽게 하기 위하여 유전자를 모듈화하고 모듈화된 유전자를
바텀업 방식으로 점차 복잡한 생명체로 만들어내는 방식을 구현하는 것이 중요함.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양측면 모두 필요한데 하드웨어 측면 기술개발은 생물학 전문가만으로
는 구현하기 힘듬. 소프트웨어, 세포제작 부분에 중점이 맞춰져 있고 부족한 부분은 인력양성,
하드웨어를 어떻게 확보, 발전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함.
ㅇ (◇ ◇ ◇) 선진국은 바이오 분야가 산업의 큰 비중을 차지함. 주식상위권 제약회사들도 많음.
우리나라는 IT 분야 중심의 산업구조에 이차전지, 화학기업들도 포진. 최근 ○○이나 ○○
같은 거대기업이 생기며 잘해나가고 있으며 이런 비중이 커지고는 있으나 선진국 대비 아직
작음.
국내에서는 바이오 분야의 가치에 공감하여 투자를 강화하는 걸로 알고 있으나 투자 사각지대
가 존재함. 대부분은 CMO 기업, ○○, ○○ 같은 곳은 생산기업. 균주를 가져와서 가공해서
판매. 모더나도 기술을 가져와서 가공 포장 판매하는 것. 상위 핵심기술이 빠져 있으며,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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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생물학이 기여할 수 있을 것임.
합성생물학은 IT분야, MIT전자공학과에서 처음 시작됨. IT 등 타분야 사람들이 바이오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게 된 것임. IT 분야의 시각에서 생물학을 바라보고, 변이가 생기며
균주가 바뀌기는 생물학의 특성에 표준화를 접목한 것. 생명체를 표준화, 단순화, 모듈화하는
IT적 기법으로 생물을 설계, 개발하게 되었고, 생물학 연구하는 분들이 이 방식을 널리 활용해
서 연구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IT 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BT와 합쳐지면 더 빠른 성장이 가능할 것임.
○○, ○○ 등 CMO 기업이 있으니까 상위의 기술 개발만 잘 하면 국내 바이오산업의 발전가능
성이 있음. 앞으로 바이오 산업의 비중도 올라갈 것.
최근 기획을 위해 여러 자료를 검토하다 알게 된 것은, 외국은 관련 기업이 많음. 우리나라에서
는 왜 잘 따라가지 못하는지 찾아보자면, 국내 연구자들이 분야별로 매우 뛰어나지만, 개별
연구자들이 개별 연구하는 것에 머물러 있음. 개별적으론 잘하는데 이걸 통합해서 다음 것을
만들어내는 게 부족함. 합성생물학을 기획할 때 개별 연구보다는 통합적 관리를 통해 전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어울림, 투자를 고민할 필요.
ㅇ (◇ ◇ ◇) 대학 내 합성생물학과 설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으나, 여러
애로점이 있음. 조만간 비슷한 프로그램이 런칭될 예정이며 관련 리쿠르팅 중임. 합성생물학은
학부 수준에서 다루기에는 궁극의 융합분야이며, 석박사 이상을 대상으로 함이 적합함.
합성생물학은 궁극의 융합학문이자 데이터를 실물화시키는 학문임. DNA라는 데이터를 생물
이라는 실물로, 또 산업으로 이어지는 기술. (바이오 파운드리 요소)크게 보면, 구동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하고, 장비를 돌릴 수 있는 소프트웨어, 설계 기술이 필요하고 프로덕트로서
소재가 있음. 흔히 말하는 소부장이 모두 포함된 것. 우리나라는 이러한 바이오파운드리 요소
3가지 모두에서 뒤떨어지는 것으로 봄.
중국이 예전엔 우리보다 훨씬 못했으나, 3년전부터 추월을 당함. 첫 번째 이유는 사이즈.
인력규모와 정부지원이 어마어마함. 두 번째 이유는 장비, 장비가 굉장히 중요함. 바이오파운
드리는 결국 장비 싸움임. 장비 국산화도 굉장히 중요함. 국내 바이오파운드리 기업을 접촉해
보니, 원천기술은 이미 한국이 가지고 있음. 바이오 분야의 이해도를 높여 융합을 추진하면
장비는 빠른 시간 안에 국산화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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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파운드리 응용 분야는 굉장히 다양함. 화이트, 그린, 레드, 블루까지 다 응용이 가능한데
분야별로 결과가 나오는 데에 필요한 시간이 다름. 로드맵을 짠다면 이를 고려해야 함. 레드는
인허가 때문에 결과가 늦게 나옴. 그런 식으로 분야별로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서 짜야 함.
AI 기술력, 자동화 기술력 모두 우수하나 바이오에 대한 이해가 떨어짐. 협업의 걸림돌은
서로의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 교류 등을 통해 상호 분야간 이해도를 높인다면 의외로
빠르게 우리나라 기술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
ㅇ (◇ ◇ ◇) 오늘 안건 내 전략에는 기존에 제가 생각하던 것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음. 최근에
탄소중립형 친환경소재, 스페셜티 케미컬 등에서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음. 특히 화학소재는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큼. 국내 연구자들이 감을 잡기 어려울 만한 수준의 거대한 규모이므
로, 국가의 리딩이 필요.
아직까지는 미국 등이 앞서나가는 것이 사실임. 수요가 굉장하고, 산업을 일으킬 기회가 많은
분야인데, 이를 받쳐줄 기반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나라 연구자들은 기초적인 단계의 수준은
상당함. 과기부에서도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등 기초적인 툴은 많이 발전했으며, 논문도
상당한 수준임. 다만, 이를 엮어서 발전시키고 산업까지 연결시키는 것이 필요함.
특히, 오늘 안건에서 공감한 부분은 파운드리, 산업과 기술과의 생태계구축, 전문인력양성,
글로벌 비즈니스 협력체계 파트너십 구축 등임. 각 부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의견을 드림.
바이오파운드리 구축 시 규모의 문제를 고민할 필요. 한 곳에 대규모로 구축할지 혹은 여러
곳에 작은 규모로 구축할지에 관하여, 각 선택지의 장단점을 면밀히 살펴서 결정할 필요.
큰 곳을 만들면 좋은 시설을 활용하여 좋은 결과를 얻기를 할 수 있고, 여러 군데에 만들면
많은 연구자들이 사용 가능함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기술-산업 생태계 구축에 관하여, 생태계 구축도 중요하지만 미국 바이오메이드 프로젝트가
제조기술 TRL 3~7단계에 집중함에 주목 필요. 과기부 지원으로 기술은 축적되어 왔고 그
틀에서 발전할 것이나, TRL단계를 높이는 것에도 집중할 필요. 기초기술은 뛰어나나 산업에
바로 가져다 쓸 기술을 찾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아직 외국기업을 많이 고려하게 됨. 우리나라
기업들이 합성생물학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 과기부 지원 프로젝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전문인력 양성 부분에서는 해외와의 교류, 해외 연수가 많이 필요. 우리나라는 연구자들이
외국에서 연구한 경험을 국내에 가져와 심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활동 방식을 활용해서
순식간에 바뀌는 연구전략이나 방향을 신속하게 배워와서 국내에 지속적으로 보급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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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 국내만아니라 해외 프로그램 만들어서 하는 게 좋음.
글로벌 협력은 상당히 중요한데, 특히 산업계에서는 밸류체인이 중요하며, 이는 국내 역량만으
로는 풀 수 없음. 산업을 키우려면 글로벌 트랜드에 맞추어 활약하는 큰 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비즈니스 성공을 이끌어주는 것이 중요.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방향을 담아주길 바람.
ㅇ (◇ ◇ ◇) 합성생물학과 생물학의 기반이 되는 제품을 만드는데에 필요한 기술을 크게 세
가지로 뽑아봄. DNA 자체를 이해하는 기초기술, 파운드리 관련 기반기술, 디자인 기술. 설계기
술은 결국 각 어플리케이션 영역별로 도메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주도할 수 밖에 없음. 파운드
리, 기초기술은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가능하나, 설계 분야는 민간 수요자가 주도해야 함.
합성생물학을 잘 활용해서 산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영역이 많을텐데,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영역을 찾아내는 게 중요.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분야는 신약인데, 우리나라는 글로벌
제약회사가 없어서 신약분야를 끌고갈 주체가 없음. 살짝 비틀어 보면 화장품 산업이 유력하지
않을까. 그런 방식으로 타겟 산업을 지정하고 어플리케이션을 찾으면 좋겠음.
파운드리 잘하려면 소부장이 결국은 관건. 이쪽을 잘 키워야 함. 뭘 하든간에 그것이 기본적인
경쟁력이 될 수 있음.
정리하자면, 파운드리와 관련한 부분은 정부 주도하에 협의체를 만들어서 끌고가고, 도메인,
어플리케이션 쪽은 우리가 빠르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만한 영역을 고민해야 할 것임.
ㅇ (◇ ◇ ◇) 정책적인 측면, 산업, 경제적 측면. 과학기술적 측면에서 말씀드림.
합성생물학 관련 범위가 너무나 광대하고 복잡함. 생명과학 및 생명공학에 탄소중립, 바이오매
스, 에너지 등이 추가로 붙는 구조. 기존 영역의 전문가들과 컨센서스를 이루고, 집중화하지
않으면 과거의 나노기술이 그랬듯이 제대로 흘러가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합성생물학 모든
범위를 다 포함하려고 하면 너무 광범위하게 됨.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 민간이 주도하는 방법과 정부 주도 방법이 있는데 정부가 주도하려면
미래 국가의 성장가능성을 보고 선제적으로 예산투입을 해야함. 한편, 민간이 잘하고 있는
경우에도 현장에 애로 해결이나 산업진흥을 위해서 정부가 예산 지원, 협의체 운영 등 진흥의
관점에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 양자기술이나 우주기술, 핵융합 등과 같이 정부가 주도해야
하는 분야가 따로 있겠으나, 제가 볼 땐 합성생물학은 이와 달리 진흥의 관점에서 전략을
세워야 함.
산업적, 경제적으로는 예산 투입을 위한 설득력이 있어야 하는데 예산 투입을 통해 나오는
성과는 무엇일지, 기업이 몇 개 생기고 매출이 얼마나 늘지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함.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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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은 장기적으로 연구하는 곳은 녹십자, ○○약품 정도에 불과함. 정부가 예산을 투입했
을 때 산업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눈에 안보임.
과학기술적 측면에서, 합성생물학은 유전자 혹은 분자를 최소단위라고 하면, 분자가 합쳐져
세포가 되고, 세포가 모여서 인공조직, 인공시스템을 만드는 것. 첫째로 지원 할것이냐 말것이
냐를 결정해야 하고, 하기로 결정했다면 둘째로 과거 4G, 5G에서 국제 표준화 주도가 중요했던
것처럼, 합성생물학 분야의 국제표준화를 어떤 식으로 주도할지가 매우 중요. 국제표준화는
정부의 도움이 필요함. ○○○ 박사님 말씀처럼 로드맵은 우리나라가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잘 만드는데, 실제 우리가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지는 고민이 필요함.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로드맵을 마련할 뿐임. 인력이냐 기술이냐 예산이냐. 우리의 강점
과 연구역량을 파악해야 함. 만약 역량이 없거나 부족하더라도 소금처럼 필수불가결한 분야,
이익이 남지 않는 분야는 정부가 주도해야 함.
전문인력양성에서 한 말씀 드림. 기업에서 대학에 전공 학과를 만들자고 하는 것은 기업이
필요로 하기 때문인데, 반면 학생들은 미래에 취직할 곳을 생각해서 학과를 선택함. 요즘이야
AI 덕에 사정이 달라졌지만 예전에 컴공이 인기가 없던 이유는 전공을 살려 취직할 곳이
없어 기껏해야 은행이나 금융기관 전산분야에 취업했기 때문. 한동안 바이오, 의공학이 유행할
때에도 많은 학생들이 지원했지만, 후에 졸업한 전문인력들은 병원에서 의사가 결정한 일을
수행하는 (MRI 등 테크니션) 사람이 태반. 학과 개설은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함. 취업할 기업이
없으면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 것임. 산업계에서 필요로 한다고 학생들도 같은 입장은 아닌
것. 인구 감소, 이공계 기피, AI, DB 선호의 흐름을 무시할 수는 없음.
출발점으로 플랫폼을 만들 것을 제안함. 92년에 차세대반도체디스플레이 개발 당시 반도체
파운드리의 필용성을 강조했던 사람으로서, 바이오 파운드리 역시 제조보다 설계가 중요하다
는 관점으로 플랫폼을 만들면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함.
이 분야의 정부 지원은 파운드리 플랫폼 구축, 국제 표준화 관련 대외 활동 지원 이 두 가지가
핵심일 것. 플랫폼에 관하여, 기존 기관, 특히 정부 출연연 등을 활용하는 방식이 적절할
것. 기존 기관에 플랫폼을 만들어 확대개편하고 기관고유사업으로 책임지고 끌고 가도록 만들
어야 효율적일 것임.
→ ( □ □ □ )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보완하고자 함. 표준화는 전세계에서 공통으로 활용할
기술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것. 합성생물학은 이와 달리, 필요에 따라 설계하여 각자의 공장에
서 생산하면 되는 것으로 표준화가 중요하지 않은 분야임.
OECD, 미국, 캐나다 등의 합성생물학 리포트를 읽어보면, 생명체 기본정보가 다 나왔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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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원리에 기반하여 필요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게 되며, IC 기술보다 더 세상에 충격을 줄
분야라고 강조하고 있음. DNA를 얼마만큼 더 싸게 빨리 만드느냐 하는 기술경쟁이 벌어지고
있음.
설계, 디자인, 제작은 파운드리에서 하는 것, 그 다음 단계가 메타볼릭 분석인데, 일본은 메타볼
릭 분석 기술력이 엄청나게 앞서 있음. 일본의 기술과 역량은 본문 자료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함. 교토대는 수십년전부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왔으며 이미 대량의 자료를 확보했고,
게이오는 생명체 메타볼릭 정량분석을 동시에 여러 건 수행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함. 시제
품을 만들어놓고 성능 평가를 해야 수정해서 재설계 할텐데 분석 역량이 낮은 편임. 생명체
지놈을 대량생산 할 수 있는 장비가 중요함과 동시에, 설계한 생명체가 어떤 회로에 의해
만들어지는지 평가하는 기술, 이 둘이 갖추어져야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할 것임.
ㅇ (◇ ◇ ◇) 오늘 오신 전문가들께, (1)우리의 현주소에 대한 진단이 정확한지 피드백을 해주시기
바람. 각자의 의견이 다르더라도 이 정도의 표현이 적절한지 판단하고자 함. (2)우리의 대응전
략을 보완하는 데에 조언을 주시기 바람. 대응전략도 주체와 상황에 따라 학교, 연구소, 산업계
가 보는 방법이 완전히 다른 시각일 수 있으며, 부족하나마 시작한 것에 큰 의미가 있음.
이를 다듬을 수 있도록 좋은 가이드를 해주시면 좋겠음.
ㅇ (◇ ◇ ◇) 합성생물학의 중요성은 커질 것으로 예상하는 바, 바이오산업이 점점 커지고, 석박사
인력이 부족할 정도임. 현재 단계의 고민은 장비산업을 할 수 있을지 여부였고, 이와 관련하여
현장 장비 만드는 업체를 접촉해보니, 생각보다 쉽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음.
우리 나름대로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1세대 자동화 기술은 그 수준이 낮기 때문에 문턱이
높지 않다고 함. 다만 장비산업을 키웠을 때에 우리나라에서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지, 혹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지에 관하여 고민을 하고 있었음.
자체 판단으로는, 장비 산업은 민간수요가 커지면 자발으로 성장할 토대는 갖춰진 것으로
보임. 다만 국가가 정책적으로 장비산업을 키워야하는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함.
인력양성에 관하여, 학과 개설은 좋지만 현실적으로 힘듬. 파운드리 내에서 교육과 실무를
결합하는 프로그램이 유용할 것으로 보임. 보완이 더 필요한 부분은 더 고민하겠음.
ㅇ (◇ ◇ ◇) 합성생물학은 산업경쟁력을 넘어서는 국가안보의 문제도 결부됨. 국가는 알고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반성을 함. (1) 바이오와 메디컬이 협력해야 함. 사람을 다루는
의사가 함께 해야 함. (2) 인력양성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함. 저출산 기조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정해진 미래를 인정하고, 사람들이 모이도록 미래를 보여주는 투자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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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제5회 글로벌 전략 포럼
☐ 회의 개요
ㅇ 일시 : 2021.08.11.(수), 15:00~16:50
ㅇ 참석자 : 산학연 전문가(12인), 과기정통부(4인), KISTEP(3인)
☐ 논의 주제
ㅇ PIM 인공지능 반도체 육성 전략방향(안)
☐ 주요 토론 내용
ㅇ 인공지능 반도체, 차세대 반도체 전체에 관한 균형잡힌 관점 내에서 특화분야로서의 PIM
기술개발 전략을 마련할 필요
ㅇ PIM 개발에는 팹리스, 메모리사, 파운드리, 기술활용사 등 다양한 주체의 결집이 필요하며
PIM 반도체 공동연구센터의 역할을 기대
ㅇ 대기업이 주도하는 생태계 구축, 자국 IP 확보, 공동 플랫폼 제공 등 PIM을 차세대 경쟁
분야로 키우기 위한 고민이 필요
☐ 토론 내용 요약
PIM 인공지능 반도체 육성 전략방향(안)에 대한 전문가 논의
ㅇ (◇ ◇ ◇) 전략기술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가 점차 퍼져 나가고 있음. 특히
한미 정상회담, G7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이제는 전략기술이 경제와 산업을 넘어 세계의 질서
재편의 중요한 개념, 우리의 생존을 담보하는 위치로 격상되었음. 우리가 추격하는 기술,
격차를 벌려야 하는 기술 등을 나누어 투자 전략과 연계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는 중.
오늘은 PIM 인공지능 반도체에 관하여 발표를 하고 전반적인 육성에 관하여 논의함. 반도체는
우리나라의 생존에 걸려있는 산업 중 하나임. 농담삼아 중요한 두 반도체 회사(○○, ○○전자)
가 미국의 미사일 사정거리에 있다고 할 정도. 신개념인 Processing in Memory는 메모리,
파운드리, 팹리스를 아우르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반도체. 오늘 자리에서 PIM 반도체 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함.
ㅇ (◇ ◇ ◇) 당사는 고성능 AI칩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 글로벌 회사들과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영역임.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패배주의 극복임. AI데이터 센터의 AI칩 분야에는 ○○,
○○ 등 기존의 글로벌 강자가 있음. 이런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성과를 내기 힘들 것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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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배주의가 있음.
우리나라 선배님들이 메모리, 자동차 등 분야에서 어마어마한 격차를 극복하고 산업을 열심히
키워오셨음. 우리 산업의 발전은 격차를 극복해 온 역사이기 때문에 AI반도체 분야에서도
새로운 세대들과 기존의 인프라들을 이용해 집중한다면 반드시 의미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봄. 안 될 것이라는 생각보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이 필요한 시점임.
PIM, 메모리, 자동차 분야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로, 세계 주류 흐름을 피해가는 것은 옳지
않음. 주류 시장의 핵심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맞서서 대등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근본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함. PIM이 중요한 흐름이라 생각하지만, 우리는 세계 흐름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서 생존전략으로 차별화 전략을 취하겠다는 자세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음. 큰
시장의 흐름을 견지하면서 차별화 등은 부수적으로 챙겨야 할 전략. 반도체 산업의 핵심은
설계, 소프트웨어임. 그 안에서 프로세싱과 메모리의 통합을 논의하는 등의 프레임이 필요.
⇒ ( □ □ □ ) 고용과 세금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혁신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역할임. 기업들이 정부에 기대하는 역할을 말씀해주시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음.
ㅇ (◇ ◇ ◇) 저는 팹리스 기업의 대표임. 실질적인 미래 인공지능에 기반한 제품으로 시장에서
경쟁할지 고민하는 입장.
반도체는 하나의 IP로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 프로세서, CPU, GPU 등 상당히
많은 인터페이스와 SW가 어우러진 제품을 만들어야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는 분야임. 첨단
프로세스 모듈을 써야하는데 (8nm, 4nm, 1nm 등) 여기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 투자 부담이
상당함. 이러한 가운데 PIM 분야의 국가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경쟁력 포인트를 찾아가고,
미래지향적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팹리스로서 동참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음. 반드시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함.
안건에서 대응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나, 팹리스의 입장에서 PIM 생태계에 어떤 식으로 참여해
야 하는지 보이지 않음. 팹리스는 파운드리가 제품을 제조 가능한 IP 환경, 라이브러리 환경을
바탕으로 제품을 만듬. 지금의 협력체계가 지니는 가장 큰 문제는 파운드리 및 메모리 기술과
인공지능 솔루션, 로직 기술들이 하나의 프로세스 노드에 융합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환경에
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야하는 지점임. 이를 위해 팹리스,
파운드리, 메모리 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임.
PIM 반도체 기술은 메모리 회사의 기술이 파운드리에서 구현되고, 제품을 만들 수 있는 팹리스
나 ○○ 등에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현실화하기 어려움. 방향성에 대해서
는 동의하나, 팹리스와는 먼 이야기이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모르겠음. DRAM,
MRAM, FRAM 등 여러 가지 디바이스를 고려한 접근, 메모리 사와 파운드리에서의 구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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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히 먼 미래의 일임. 파운드리에서 3~5년 뒤에 같이 해보자고 제안하는 내용이 필요함.
이외에 팹리스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한 방법을 고민해보면, 내장 메모리인 SRAM의
활용임. ○○ 등 대기업을 제외하면 DRAM, MRAM 등에 대한 접근 가능한 인프라가 없음.
팹리스나 인공지능 프로세서를 만드는 회사는 내장 SRAM 정도의 규모에서 구현할 수 있는
인공지능 로직을 SRAM과 융합해서 PIM을 구현할지 고민하는 접근이 현실적이라고 봄. 단,
이러한 시나리오가 가치가 있다고 말하긴 어려움. 디바이스 개발, 파운드리, 메모리 사를
아우르는 생태계 구축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함. 팹리스에는 가야함이
분명한 방향이지만 팹리스의 입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는 막연한 분야라는
생각임.
⇒ ( □ □ □ ) 제가 PIM반도체 지원사업을 검토하면서 품은 질문과 동일한 이야기를 해주심.
정부가 혁신기업을 격려하고 도울 방법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음.
ㅇ (◇ ◇ ◇) 안건에서는 PIM을 통칭해서 다루고 있지만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함. 메모리 공정,
로직 공정, 인터페이스 등. 메모리의 종류도 DRAM, MRAM, PRAM, SRAM 등 굉장히 다양함.
미래시장의 상황, 우리나라의 상황, 어떤 기술이 주류로 자리를 잡을지 예측하여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함
각 기술마다 핵심이 되는 요소기술에 차이가 있음. 특정한 요소기술을 제외하면 핵심 요소기술
이 보편적인 기술이 될 것임. 보편적인 기술에 대한 개발보다 특정한 분야를 설정하여 요소기
술 위주의 제품개발이 필요함.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은 주로 연산 반도체 전문가들임. PIM 기술은 메모리 반도체 역시 중요한
한 축이며, 메모리와 연산 둘 중에 메모리적 성격이 더 강하다고 생각함. 개발사보다 수요사가
더 많을 것이며, 여기 오신 기업들도 향후에 PIM이 개발된다면 수요사가 될 것임. 현재 개발되
고 있는 NPU 등 인공지능 반도체에서 PIM으로 그 패러다임이 넘어간다기보다는, PIM 메모리
기술과 NPU 기술은 함께 발전할 것임. PIM과 NPU 기술 모두에 대한 전략적 접근 필요함.
⇒ ( □ □ □ ) PIM 기술 방향을 따라가되, 차세대 반도체 전반에 대하여 정부가 도울 수 있는
방법 찾겠음.
ㅇ (◇ ◇ ◇) AI연산의 데이터 중심화, 메모리 대역폭 확장 등과 관련하여 PIM이 핵심기술로
도출된 것으로 봄. AI 알고리즘, 시스템 분야에서 우리는 추격하는 위치임. 강점인 메모리
분야 인프라를 잘 활용하여 선도국을 추격해나가는 결실이 있길 바람. 그런 면에서 PIM 기술개
발 지원을 지지함.
안건에서 AI 반도체의 핵심 지원방향이 PIM에 집중되는 것은 우려할 점임. 15년 뒤 활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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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등 PIM이 차지하는 위치는 한정될 것으로 예상됨. 전체 AI반도체 기술, 핵심 주류 기술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다면 10년 후를 봤을 때 반도체 불균형에 대비하기 어려움. AI 반도체
전반을 고려하면서도 PIM을 특화하여 비중있게 가져가는 접근은 괜찮아 보임. 그러나 전체적
인 분야에 대한 조망없이 PIM에만 올인하는 경우 10년 후 산업을 예상할 때에 부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 □ □ □ ) 정확하게 말씀하심. 오늘 주제는 인공지능 반도체 육성 전략임. 발제한 것은
그 일부분으로서 PIM 반도체 부분. 최근 예타를 통과한 사업임. 투자규모 7년간 4,027억은
큰 돈이긴 하나 디지털 뉴딜에서 대상으로 하는 AI 반도체 전반적 부분에서는 규모가 크지
않음. 더 고민해서 균형을 맞추어, 혁신 기업들이 잘할 수 있는 길을 고민하여 나가겠음.
ㅇ (◇ ◇ ◇) 먼저 좋은 자리에 초대해주셔서 감사드림. 기술적 측면과 학교의 입장에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함.
기술적인 측면에서 PIM 자체가 인공지능 반도체 이외에도 다른 측면으로도 활용 가능해서
굉장히 기대가 됨. 데이터베이스나 프로세싱에도 굉장히 많이 쓰일 것으로 예상되며, PIM
반도체 공급 연구센터에 거는 기대가 큼. 예를 들어, 유럽은 유럽연합의 유럽 프로세서 계획,
그전부터 있었던 바르셀로나 슈퍼컴퓨팅 센터 등 소위 말하는 고성능 컴퓨팅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 이러한 방향으로 새로운 컴퓨팅 패러다임으로써 우리도 PIM을 이용해
무언가 굉장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함.
또 한편으로 국내의 수요기업 즉, 팹리스 입장으로서는 보통 PIM 내에서도 ○○○ 대표님
말씀처럼 굉장히 다양한 범주가 존재. 결국 매력적인 IP블록으로 활용할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이를 위하여 PIM 반도체 공동연구센터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함.
개인적으로는 메모리 같은 경우 ○○, ○○, ○○, ○○ 등에서 하드웨어 시큐리티라고 하여,
기존처럼 단순하게 소프트웨어 구동만 하는 프로세스가 아닌 보안 기능을 넣은 프로세스에
주목함. 메모리 내 데이터의 외부 해킹 문제에 있어, PIM 관점에서 고민할 필요. 이런 식으로
개발할 PIM이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어떤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함.
요즘 SRAM 같은 경우 테스트 블록 등은 SRAM 매크로셀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
암호와 엔진을 SRAM 안에 넣고 고부가가치 SRAM을 수요기업에 주면 수요기업은 큰 노력
없이 보안에 강한 SRAM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이는 PIM 활용의 중요한 예시가 될 수 있을
것임. 부가가치 창출과 관련해 AI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임.
개인적으로 최근에 느낀 학교의 변화 중 하나를 소개하면, 디지털 SoC를 진행하며 RISC-V(리
스크 파이브)를 통해 오픈되어있는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은 세계적 SoC 연구 그룹을 위해
배포됨. 기업이 사용하던 프로그램을 학교도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제공받은 기본 플랫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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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여 아이디어 구축 및 새로운 시도를 손쉽게 할 수 있음.
PIM 반도체 공급센터가 생기게 된다면 학교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해보고 싶을 때 처음부터
시작하기 힘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함. 플랫폼이
적절하게 주어진다면 학교에서 더 많이 참여하려고 할 것임. 마치 브레인스토밍처럼 많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함. 이런 부분에서 PIM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임. 굉장히 많은
도메인에서 아이디어가 모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 □ □ □ ) 학교의 기능이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과 연구뿐아니라, 산업을 혁신하는 리더를
만드는 일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함.
ㅇ (◇ ◇ ◇) 저는 시스템 반도체 설계 분야를 전공함. 우리나라는 항상 메모리 반도체엔 강한데
시스템 반도체엔 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는데, 최근 정부의 시스템 반도체 기술 지원에 감사드
림. 인공지능 반도체 사업이 시작됨으로 시스템 반도체에 큰 힘이 될 것임.
인공지능 반도체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앞서 나가지 않고 따라는 상황으로 빠른 추격을 위한
지원 필요. 반면 새로 시작하는 PIM의 경우 선진국들도 이제야 시제품 수준을 내놓는 상황이므
로,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우리나라가 선도할 수 있을 분야라는 면에서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함.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지만 한 번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PIM 반도체가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함. PIM 반도체는 슈퍼컴퓨팅에도 활용될 수 있음. 앞으로 슈퍼컴퓨팅
분야가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슈퍼컴
퓨팅도 좋은 반도체가 있어야 슈퍼컴퓨팅 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함.
인공지능 반도체 같은 경우 패스트 팔로우 사업이지만 PIM 반도체의 경우 퍼스트 무버가
될 수 있는 분야이므로 여러가지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야 함. 중요한 것은,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므로 세계적 표준화를 만들어가는 연구를 하면 좋을 것 같음. 회로를 설계하는 방법의
표준화, PIM 플랫폼의 표준화,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표준화 등을 우리가 만들어서 제시한다면
이 분야를 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봄. 기업에서도 국가가 표준화를 선도해주면 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음. PIM 사업으로 우리가 표준화, 표준화된 플랫폼을 선도하
면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함.
⇒ ( □ □ □ ) 제안해 주신대로 사업 시작부터 같이 표준화 등을 함께 구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ㅇ (◇ ◇ ◇) PIM R&D 사업 추진 관련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도 크게 두 가지 어려움이
있음. 지금 이미 차세대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PIM 사업과 지능
형반도체사업 간의 차별성 확보가 핵심임. 또한, DRAM 등 현재 사용되고 있는 메모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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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M을 구현할 방도를 모색하는 것이 가장 어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범이 되었으니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팹리스 기업들이 고객이 될 가능성에 동의함. 다만, 본 안건에서 앞으로의 컴퓨팅이 NON-폰노
이만 구조로 중심이 이동할 것이다, 연산 중심 컴퓨터로 갈 것이다, 지능형반도체가 중요해질
것이라는 등의 전망을 제시하였으나, 이에는 동의하지 않음.
앞으로 폰노이만 방식의 컴퓨팅, 메모리의 중요성은 지금보다 더 커질 것. 시장을 바라보면
금방 알 수 있음. 올해 반도체 시장 규모는 4,500억 달러인데, 2018년에는 5,000억 달러를
한번 넘은 적이 있음. 그때, 메모리 시장이 33%로, 반도체 시장이 좋았을 때는 메모리가 좋았을
때임. 가트너의 예측을 보면 앞으로 전체 반도체 시장 규모는 5년 후 6,000억 달러로 예상됨.
그때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을 것으로 보임. 메모리의 중요성은 더 커질 것이며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봄. 이점을 인지하고 정부의 정책이나 인력양성의 방향을 마련해야 함.
현재는 주력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역할이 협소함. 우리 정부에서 반도체 관련 사업
을 제대로 이끌어가고 있는가 고민이 필요함. 과연 우리가 얼마나 심각하게 고려하고 정부에서
그 부분에 대한 대처를 세우고 있는지 궁금함. 혁신본부장님이 언급하신 ○○의 국가 안보적
전략 중요성에 대응되는 것이 ○○, ○○임. 생각을 다시 해야 할 때가 되었는데 여전히 비메모
리가 중요하고, 시스템 반도체가 중요하다는 말만 계속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함.
⇒ ( □ □ □ ) 우리나라 R&D 투자의 성과를 과제 단위로 평가함에 따라 분열이 일어난다고
봄. 이제는 학교에 투자되는 R&D 자금은 인력양성을 정량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찾아 성과로 활용하고자 고민하는 중임.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없으나 100% 공감하고 있음.
이런 문제들을 반영하여 표현을 수정하겠음.
ㅇ (◇ ◇ ◇) PIM 같은 기술은 시대의 큰 흐름이고 정부 지원의 시기가 적절하다고 생각함.
저는 처음부터 ○○전자와 ○○를 중심으로 생각함. 사실 메모리 중심 컴퓨팅을 만들자는 것. 우리나라
가 세계 1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에 개방하자는 생각. 사실 대기업 중심의 PIM으로 갈
수 밖에 없으며, 학교나 모험심 많은 벤처기업들은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 함.
우리나라는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분야 경쟁력이 약하다는 것이 세평임. 약한 이유
를 뽑아보자면, 시장이 작고, 인력의 풀이 작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반도체 IP가 너무 부족함.
현재 돋보이지 않는 기술이지만 장래에 반드시 필수적이게 되는 것이 반도체 IP임. 예를 들어
○○은 옛날에는 작은 회사였지만 지금은 전 세계적인 회사가 되었음.
DRAM에 인터페이스에 들어가는 IP은 생각보다 비쌈. 칩을 개발에 반드시 IP가 필요하나,
수십억에 이르는 비용은 팹리스에게 너무 큰 부담임. 따라서, IP들을 우리나라에서 개발하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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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인력 풀이 돌아가 쌓일 수 없고, 회사는 IP를 생각할 겨를이 없음. 국책연구소에서
장기간에 걸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IP를 만들면 좋겠음. 그런 IP들이 국내 팹리스 등
기업과 학교에 공급되어 기술이 발전되고 또한 IP 조합을 통해 플랫폼을 만들기 바람.
대만이 AITA라는 프로그램으로 플랫폼을 만들어 핵심적인 아이디어 부분만 숨긴 상태로 자국
의 학교 및 기업에 오픈하고 있음. 우리나라 역시 IP 개발, 플랫폼 개발은 PIM 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 육성에 가장 기본이 될 것이라 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IP 개발에
신경을 쓰는 것이 필요함.
⇒ ( □ □ □ ) 국가에서 IP를 개발하여 혁신기업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검토해서
가치가 있는 일이면 할 수 있게 고민해보겠음.
ㅇ (◇ ◇ ◇) 보고서 내용을 보면 두 가지 목적성이 있음.
첫째는 지난 10년간 반도체 개발상황을 되짚어보고 산학연에 협력을 도모해야 하며, 앞서
말씀하신 고가의 IP 비용과 관련해서 국내에도 대학 연구소 팹리스와 연구용 파운드리가
있으나 따로 놀고 있는 상태임. 반면 대만의 AITA의 경우 150개 산학연이 참여하고 있으며
각자의 역할을 나눠서 일하고 있음.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반도체 자체가 대규모화 되어있기
때문. 미국의 경우 지난 10년 동안 팹리스라고 불리던 기업들이 많이 사라짐. ○○, ○○와
같은 대형 글로벌 기업들만 남아있는 형국임. AI분야에서만 스타트업 기업이 몇 개 두각을
보임. 그러다 보니 국가 입장에서 앞으로 지난 10년간 우리가 잘 안되었던 경험을 되돌아보고,
현재 전세계적 상황을 비추어 볼 때 새로운 분야가 무엇일지 고민한 끝에 PIM 이라는 분야를
구체화하여 기획한 사업이 예타를 통과하게 되었음. 그것과 관련된 보고서가 오늘 보고서임.
두 번째로, 학교는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지원, 연구소는 미래지향적 대규모 프로젝트 지원,
기업은 IP 및 제작의 비용지원과 IP 기술지원 등이 필요함.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서로
협력하여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공여받을 것은 받아야 함. 작은 팹리스가 없어지고 큰 설계기업
들이 살아남는 상황에 대한 대책으로, 협력의 구심점으로써의 센터, 연구소 구축안 등을 보고
서에 제시함.
마지막으로, 산학연이 서로 원하는 포인트가 다름. 정부가 많은 R&D지원을 해주었으나, 설계
쪽에서는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봄.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새로운 것을 만들어나가며, 또 무엇
을 할 것 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기이며 그중에 찾아낸 것이 PIM이라고 봐야 할 것임.
ㅇ (◇ ◇ ◇) 차세대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제는 PIM 개발사업도 출범함.
사실 우리나라에서 예산을 투자한다 해도 그 규모가 충분하지는 않음. 개별 사업에서 투자할
수 있는 비용 및 역할은 한정되어 있는 데다가 협력이 안되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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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전략으로써 공동연구센터의 설립이 중요하다고 봄. 특히 메모리 반도체 분야를 이끌고
있는 ○○전자, ○○와 같은 제조가 가능한 대기업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 그런데
이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가 문제임. 기업체나 학교가 이를 해결하기
쉽지 않으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PIM과 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 두 개 중 어느 하나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
로 두 사업이 잘 포지셔닝 되었다고 봄.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의 IP 확보도 중요하고,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기반 PIM 기술도 중요함. 메모리 중심 컴퓨팅은 대세라고 할 수 있음. 잘 포지셔닝
된 두 개 사업을 통하여 기술개발과 산학연 협력이 잘 이루어진다면 미래는 밝다고 봄.
⇒ ( □ □ □ ) ○○전자, ○○와 같은 세계적 자이언트 기업들을 정부가 억지로 나서게 할
수는 없음. 이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아이템이 있으면 산업부나 과기정통부가 적극
협력을 제안하겠으나 개인적으로는 이들 대기업이 파운더리를 열도록 유인할 만한 제안을
떠올리기 쉽지 않음. 이런 고민을 잘 풀어가면 좋을 것 같음.
ㅇ (◇ ◇ ◇) 좋은 의견 주신 전문가분들께 감사드림. 정부는 산학연 생태계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코어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 반도체 관련해서도 정부에서 조세지원, 반도체 특별
법 등을 추진하고 있음. 국가 안보에 핵심적, 전략적인 기술 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정부 역할이 필요할 것임. 전문가분들 의견 경청해서 잘 반영하도록 하겠음.
ㅇ (◇ ◇ ◇) PIM은 프로세서 시장과 메모리 시장을 통합한 시장으로 진화할 것이라는 예측을
바탕으로 함. 예를 들어, 10년 후 PIM 기술이 메모리 시장과 프로세서 시장을 얼마나 잠식할
지에 따라 PIM의 중요성이 정해질 것. 20% 이상을 장악할 것이라고 가정하여 중요성을 전제하
더라도, PIM의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관건이 될 것임.
PIM은 프로세서 코어, 소프트웨어, 메모리 코어 등 세 개 기술을 통합해야 하고 이를 만드는
장비기술을 포함해 총 네 가지 중심축이 있음. 우리나라는 이 네 개 분야 중 메모리 외에는
경쟁력이 없음. ○○전자가 AP (Application Processor)를 직접 만들어 쓰긴 하지만 프로세서
코어는 외부기술을 가져다 쓰는 것임. 대한민국에 산업계가 쓸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프로세서,
코어는 없음. PIM이 잘 되려면 프로세서 확보가 관건이 될 것이며,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
고민이 필요함. 지금 메모리는 생산판매를 잘하고 있지만, 장비는 ○○ 같은 곳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데 PIM의 경우에 생산 장비 독립이 가능한가 하는 과제도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
앞서 ○○전자와 ○○를 참여시킬 인센티브가 무엇이며 어떻게 그들의 협력을 이끌어 낼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그건 잘못된 접근임. PIM 연구센터가 ○○과 ○○를 지원하는
조직이어야 함. 반대로 ○○과 ○○가 공동연구센터를 지원하게 되면 이 시도는 무용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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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가 충분한 자금을 투자하여 조인트벤처를 만들던가 해서 주도적으로 PIM을 끌고
가도록 하지 않으면 비전이 없다고 판단됨. ○○과 ○○가 그들의 코어나 FAB을 제공하게
만드려면, 그들의 목숨이 달린 상황을 만들어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임.
⇒ ( □ □ □ ) 100% 동감임. 프로세스 코어를 만들어 주겠다고 하면 들어올지도 모름. 방법을
찾아보겠음.
ㅇ (◇ ◇ ◇) 혁신기업의 아이콘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의 젊은 업계 인사들을 만나고 의견을
들을 수 있어 좋았음. 전략기술은 국가에서 정말로 탑다운의 관점에서 국가가 확보해야 하는
기술, 민간이 관심은 있지만 리스크가 너무 커서 민간이 뛰어들긴 힘들어서 정부의 역할이
필수적인 기술임. 잘 된다면 고부가가치의 차세대 미래 산업의 씨앗을 뿌려줄 수 있다는 점에
서 정말 중요함. 전략기술에는 중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있고 단기적인 시급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음. 그리고 우리가 투자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분명히 있음. 이런 시각을 바탕으로,
기술적인 내용보다 정책적인 관점으로 국가의 투자 전략 관점으로 말하겠음.
자동차와 조선은 완제품 시장이나 반도체는 부품산업임. PIM, 메모리 등은 모두 부품으로써
컴퓨터, 휴대폰 등에 채용이 되어야 하는 제품임. 따라서 반도체 산업은 부품산업으로 볼
수 있음. 반도체 시장 규모가 크고 반도체가 돈을 벌어오다 보니,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다,
이러한 얘기를 하는데 수요가 없으면 반도체는 불황임. 반도체의 메모리의 수량이 수요에
비해 모자라면 가격이 엄청 올라가며 영업이익이 생기는 것임.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전략기술
이 PIM이 되었든, 인공지능이 되었든 두 가지를 봐야 함.
첫 번째, 현재의 반도체 산업 자체의 경쟁력을 점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정부의 전략 마련이
필요함. 가장 가능성이 있는 미래 성장잠재력으로, 선두그룹으로서 고부가가치를 새롭게 창출
할지 등 추구하는 방향의 정의가 필요.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하면, 정부의 역할이 미래지향적으로 기존 산업을 진흥하는 관점이냐,
아니면 신산업의 시드를 만들 것이냐의 정리가 명확해야 함.
안건의 전략은 굉장히 죄송하지만 진부하고 어느 산업영역에서든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임. 산학연 협력, 중소기업 협의체, 인력양성, 이 세 개의 키워드는 모든 보고서에 다
있는 것들임.
그래서 정리하자면 첫 번째, 정의를 명확하게 해야 함. 부품으로서 PIM타겟으로 할 완제품은
무엇인지, 차세대 전략기술의 타겟을 설정(예, 슈퍼컴퓨터)하고 필요한 사항을 보여주는 등의
프레임이 필요함. 이를 바탕으로 탑다운 방식으로 추진했으면 함. 예를 들어 80년대의 홉필드
신경망 모델, NEC는 인간 닮은 뉴로컴퓨터 구상 등이 있음. PIM에도 이런 접근이 이루어진다면
좋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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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시행하고 싶어도 대한민국의 사회적인 환경 변화를
고려해야 함. 크게는 출생인구감소와 이공계 기피 문제가 있음. 우리는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계획하지만 실제 학생들은 인원이 줄고, 이공계 선호도도 떨어짐. 진짜 공대로 오고자 하는
사람들 얼마나 되는지, 사회의 환경변화대응이 필요함.
세 번째, 정말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산학연 협동으로 성공한 경험이 거의 없다는 점임. 센터
만들어놓으면 처음에는 센터로 기금 들어가도 과제별로 연구비가 나눠지고 참여자들은 전체
그림에 큰 관심이 없음. 참여연구원들이 연구비를 나누고, 기업은 기업대로 한 10년 유지하고
문닫고 끝이 나는 식의 사례를 한두 번 본 것이 아님.
그리고 중소기업과 대기업 묶어서 같이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잘 안됨. 잘 되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양자에게 이익이 있어야 하고, 서로에게 얻고 주는 것이 있어야 함. 예를 들면 중소기
업이 ○○, ○○의 지원을 받고 경쟁력이 생기면 ○○, ○○도 중소기업에 아웃소싱을 맡기고,
발생하는 이익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 등의 고민이 필요함. 정부의 투자금을 가지고 유인하겠
다는 생각으로는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 봄.
협력센터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에 KIST를 열외로 하면 연구소가 분야별로 쪼개져 있음.
미국의 부르킹스 연구소와 같이, 직접 연구는 안하지만 국가의 전략을 만드는 국가 차세대
전략기술 연구센터(가칭)를 만들어놓고, 인공지능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본부별로 각
분야를 맡아 유기적으로 전략을 고민해야 함. 분야 간 시너지효과를 얻으며 서로간에 IP 관리방
법, 관리 체계 자체를 공유하는 기반이 되는 전략기술 연구원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임.
최소한 시작 단계에서는 이런 식으로 가야, 국가전략기술로써 센터로써 의미가 있을 것임.
⇒ ( □ □ □ ) 산학연의 문제점에 대해 100% 공감함. 다만 모두가 공감하는 이야기이나 고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임. 정부가 국민 세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음.

191
╺╺╺

제4장 결론

제4장 결론

제 4 장 결론
제1절.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1. 주요 실적
☐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과제기간 중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는 5회 개최하여 총 17건의 안건을 보고･
심의하여 토론하고 확정
ㅇ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오프라인 회의 횟수가 감소하여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다룬 회차별 평균 처리 안건 수는 3.4건으로 코로나 이전 대비 증가(2019년 2.75건, 2020년
3.8건)
<표 4-1>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횟수 및 안건 수
구분

개최횟수(회)

총 안건 수(건)

회당 평균 안건 수(건/회)

2021.2.11.~2022.02.10.

5

17

3.4

☐ (실무조정회의) 과제기간 중 실무조정회의는 5회 개최하여 총 17건의 안건을 사전 검토
ㅇ 실무조정회의에서의 평균 처리 안건 수는 3.4건
<표 4-1> 실무조정회의 개최횟수 및 안건 수
구분

개최횟수(회)

총 안건 수(건)

회당 평균 안건 수(건/회)

2021.2.11.~2022.02.10.

5

17

3.4

ㅇ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 전 부처 간 쟁점이 있거나 협조 요청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안건에 대해 관계부처간 밀도있는 논의를 통해 안건을 수정·보완하여 안건 사전 조정
기능을 충실히 수행

2. 시사점 및 향후 추진방향
☐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는 긴급한 국가적 현안 이슈(기술패권 대응), 탄소중립, 양자기술, 뇌 연구
개발 등 첨단 분야 연구개발 전략과 R&D 혁신 관련 부처간 이견 조정 과학기술기반 혁신성장 관련
안건을 논의
ㅇ 과기관계장관회의 위원부처와 현장대응 부처·청이 함께 참여하여 과학기술 기반의 현장감
있는 국가 정책·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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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혁신정책 조정 활성화를 위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및 정책포럼 구성･운영

ㅇ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다룬 안건은 부처간 협의·조정을 통해 부처간 협력추진체계를
구체화*하거나 부처간 이견을 해소하고 공동사업을 기획**하는 등의 후속 조치 진행
* 예) R&D 우수성과 부처간 이어달리기 방안의 후속조치로 성과발굴부터 후속지원까지 연계하는 범부처협의체 구성
** 예)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 등

- 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후속조치 이행 과제를 도출하고 R&D 예산 조정·배분 및 신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등과 연계하여 우선적 검토
ㅇ 과기관계장관회의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안건을 논의하고 범부처
대응방안 수립
- 탄소중립기술혁신 추진전략 및 탄소중립 연구개발 투자방향 논의를 통해 글로벌 선도기술
확보를 위한 R&D 전략과 탄소중립 관련 기술확산 및 저탄소 신산업 창출을 위한 전략,
이를 위한 인력 양성 및 법·제도 기반 강화를 논의
-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기술혁신 로드맵을 통해 기술·시장 경쟁력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고려한 중점 투자기술 선정 및 기술혁신 마일스톤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이행체계 구축
- 이차전지 R&D 고도화 전략을 통해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선제적 투자전략을 수립하고,
각 부처에서 관련 사업 추진시 예산에 적극 반영
ㅇ 과기관계장관회의에서는 기술패권 대응을 위해 국가 필수전략기술에 대한 보호 육성 체계를
마련하고 지역별 협력 강화의 일환으로 EU와의 협력 강화 논의
- 국가 필수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보호 전략에서는 공급망, 국가안보, 신산업 등 관점에서
국가 흥망을 좌우할 수 있는 전략기술을 선정하고 기술별 육성·보호전략을 제시하였으며,
장관회의 논의를 통해 부처간 협력 방안 마련
- HE를 통한 EU 협력 강화 방안에서는 갈 수록 중요해는 지역내, 지역간 협력에 대응하기
위해 EU와의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
☐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는 국가 R&D 혁신방안의 차질없는 추진 및 과학기술 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한
범부처적 협의·조정 기구로 자리매김하였으며, 향후 과학기술 분야는 물론 일반 정책 영역과의
협업까지 포괄하는 장관급 협의체로 기능할 필요
ㅇ 범부처 차원의 협의·조정이 필요한 핵심 정책을 다룰 수 있도록 관계 부처의 참여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안건 준비단계에서부터 다양한 부처가 협력할 필요
ㅇ 국가적 현안에 대한 신속 대응 및 자체적으로 발굴한 아젠다 개발 및 정책 수립을 위해
장관회의 지원 조직에 정책 개발 기능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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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과학기술 정책자문 포럼
1. 과학기술계 주요 단체장 정책자문 포럼
가. 개요
☐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주요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등 정책 인큐베이팅 추진
ㅇ 과학기술계 주요 단체의 장이 참여하는 회의체를 구성하여 과학기술혁신본부 및 참여 기관의
중점 정책 아젠다를 발굴하고, 정책과제 발제 및 토론
※ 참여 기관 : 산업부 R&D전략기획단, CTO클럽,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협의회, 한양대학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과학기술한림원, 과학기술출연기관장협의회,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대전광역시청

- 과학기술계의 고질적 이슈 및 혁신본부가 지향할 정책과제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한
아젠다 발굴, 혁신본부를 중심으로 발제자료를 마련하여 심층 논의 추진
ㅇ 격월 1회 회의로 2~4월 간 총 2회 개최
나. 시사점 및 향후 추진 방향
☐ 경제･산업, 지역, 인재･교육, 혁신기술, 정책･혁신 등 과학기술혁신 관련 다양한 분야의 단체 및
기관의 장이 참여하여 정책 아젠다를 발굴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
ㅇ 글로벌 우수 인재 유치, 과학기술혁신 융합 생태계 활성화, 코로나 19 대응 관련 중소기업
애로사항, 정부 R&D 정책의 사회공헌 철학 정립 등 포럼 의제를 발굴
ㅇ 그간 풀지 못한 과학기술계의 오래된 문제와 코로나19 및 기술경쟁 이슈에 따른 긴급
현안을 포괄하여 정책 방향을 논의
※ (오래된 문제) 산학연 협력 등 융합 생태계 활성화, 지역 혁신 역량 강화 등
※ (이머징 이슈) 우수인력 유치 경쟁, 인구구조 변화, 코로나 19에 따른 경제 경색 및 중소기업 위기 등

☐ 관계 분야 정책 현황 및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발제자료를 마련하는 단계에서부터 과학기술혁신
본부와 참여 단체 및 기관 간 긴밀한 협조 체계 구성 필요
ㅇ 관계 기관의 발제 중심으로 운영되던 기존 체계를 개선하고자, 본 포럼은 혁신본부 주도로
발제 자료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운영
ㅇ 향후에는 관계 기관의 현황 및 추진과제 등의 반영 등 관계 기관의 참여를 강화하여 참여
기관과 혁신본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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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글로벌 전략기술 포럼
가. 개요
☐ 과학기술 정책 및 기술분야의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여 수립 중인 주요 정책에 대한 현안 토의
및 정책 자문 추진
ㅇ 과학기술 관련 전략 수립 및 사업 기획, 산･학･연 연구자 및 기업가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회의체를 구성하여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전략기술 정책의 사전 점검 및 주요 이슈 검토
-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주관하는 글로벌 기술블록화 리포트 작성 업무와 연계하여, 기술별
대응 전략(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련 이슈 및 정책 방향에 대한 심층 논의 추진
ㅇ 매월 1회 회의로 3~8월 간 총 5회 개최하며, 정책 전무가 2인을 고정 패널로 구성하고,
주제에 따라 8인 내외의 관련 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 청취
나. 시사점 및 향후 추진 방향
☐ 양자컴퓨팅, 인공지능, 이차전지, 합성생물학, AI반도체 등 파급력 혹은 기대효과가 큰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기술 및 산업 현황,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정책 방향 등을 검토
ㅇ 기술의 혁신성 및 전략적 가치, 관련 기술 및 산업 현황, 주요 혁신 주체, 우리나라의 현
주소 및 관련 정책 등을 바탕으로 도출한 우리나라 대응 전략 초안에 대한 의견 청취
☐ 정책 환경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선제적 대응으로써 기술 전략 검토를 위한 정책 포럼 운영
ㅇ 과학기술계 일반 정책 사항에 관한 토론이 아닌, 그 중요성이 부상하는 핵심 기술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에 기초한 정책 과제를 도출하고 논의
ㅇ 기술별 대응전략(안)의 작성을 주도하는 혁신본부 담당자의 발제 및 자문요청을 수행하여
정책 도출 과정에 핵심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며 토론의 실효성을 제고
ㅇ 기술별 대응전략(안)의 도출 과정에 참여한 전문가가 포럼에 참여하여 안건의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설명을 보완하고, 관련 분야 산･학･연 전문가 간 심층 논의를 지원
ㅇ 글로벌 기술블록화 리포트 업무와 긴밀히 연계하여 정책 포럼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포럼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정책 방안 도출 과정에 기여
☐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중점 정책 방향을 기반으로 정책 아젠다 발굴 및 전문가 토론의 역할 강화 모색 필요
ㅇ 혁신본부의 정책 수립 및 이행 상황을 반영하여 중점 정책 아젠다를 발굴하고, 실제 연구
현장에 착근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ㅇ 효과적인 이슈 및 아젠다 발굴을 위한 방법 검토를 지속하고, 정책 인큐베이팅 과정에
전문가를 참여하는 정책 포럼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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