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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인 코로나19(COVID-19)는 전 세계에 대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그 영향은 보건 영역을 넘어 사회, 경제 그리고 과학기술 및 R&D 영역까지 미치고 있다.
과학기술 영역을 살펴보면 새로운 재난 상황을 대처하고 극복하기 위한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진단 키트의 제작부터 새로운 형태인 mRNA(전령RNA)
백신의 빠른 개발과 확산으로 “과학이 인류의 위기를 극복 한다”는 명제를 입증하고 있다.
그리고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위기는 우리에게 새로운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이는 예상치
못한 위기에 대처하는 방식과 코로나19 이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한 대응
체계에 대한 것이다. 코로나19는 비상 상황에서의 R&D 예산 배분의 적절성, 제도의 경직성을
극복하는 지원 체계의 필요성, 위기 상황에서의 파급력과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재정의의
필요성 등 국가과학 R&D 영역 전반에 걸쳐 새로운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2장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의 R&D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 과거 위기 상황에서
전 세계가 어떻게 대처해왔는지 지난 경험을 분석하고자 한다. 위기와 R&D 투자의 관계를
살펴보고 코로나19 이후의 미래를 논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의 핵심 영역인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가 코로나19라는 위기를 통해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지를 제시하였다.
4장은 ‘위기가 혁신의 기회’로 변화를 가속화시킨다는 측면에서 디지털화(Digitalization)의
핵심인 인공지능(A.I.) 기술을 과학기술 평가 영역에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사례 분석을
통해 논하고자 한다. 5장에서는 코로나19 과정에서의 연구 현장의 어려움을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어떤 제도적 장치가 보완될 필요가 있는지를 탐색하였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R&D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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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 목표 및 내용

1. 연구의 목표
코로나19라는 범지구적 위기와 대응 과정이 과학기술 영역 전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게 본 연구의 목표이다. 우선적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전 세계 R&D 동향 분석과
함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두 번째로는, 코로나19 확산 초기 진단 영역의 시의적절한
대처와 작동원리를 파악함과 동시에 성과 활용 및 확산에 주는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에서의 성과 도출을 위한 R&D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세 번째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진단, 추적, 백신 및 치료제 개발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던
인공지능의 과학기술 평가 영역으로의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포스트 코로나의 화두는 회복이며,
그 회복의 중심에는 IT기술의 확산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라
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외부 충격으로 등장했을 때, R&D 제도는 어떻게 유연하게 대처해야
하는지 관련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가. 범지구적 위기에 대한 대응과 R&D활동 변화를 검토하여 미래를 조망
현재 COVID19과 과거 유사 위기들에 대한 주요국들의 대응과 R&D활동 변화를 확인,
시사점을 발굴한다.

나. Post COVID19 시대 감염병 대응 R&D 기획 및 성과 창출 방안 도출
치료제 및 백신 개발에 필요한 임상 통과 기간은 통상 10년정도 소요되어 감염병 R&D
기획시 중·장기적인 연구 기획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다. 국가 R&D 평가를 위한 인공지능 기술과 도입 방안에 대한 탐색
최근 정부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행정에 접목하여 디지털정부로의
대전환 추진을 시도 중이다, 이에 따라 R&D 평가 시스템 측면에서도 인공지능 기술 도입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고도화 및 효율성 증대를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 설정과 필요한
사안이 무엇인지 탐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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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외부 충격과 대응력 강화 : R&D 지원 제도 관점에서의 정책 제안
COVID19가 R&D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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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의 추진전략 및 방법

본 연구과제는 코로나19라는 외부충격이 R&D 과학기술 제도, 평가 및 성과 활용 영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시사점을 발굴하는 데 주안점이 있는 연구 과제이다. 동향
분석을 통해, 전체 흐름에서의 시사점을 발굴하고, 성과‧활용확산 관점에서의 새로운 가치의
재인식에 대해서 탐색하며, 동시에 새로운 기술로써 인공지능의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제도 측면에서 코로나19가 R&D 현장에 어떤 어려움을 가중시켰는지, 어떤 제도적 장치
마련이 보완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제시하였다.

[그림 1-1] 연구 추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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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코로나19 국제기구·주요국 동향

1. 개요
과거 경제위기들이 특정 지역, 특정 분야에 영향을 미쳤던 것과는 달리 코로나19 사태는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글로벌 대유행(Pandemic)단계로 악화되고, 전 세계와 전 분야에 걸쳐
영향을 주고 총체적이며 복합적인 위기의 모습으로 파급되고 있다. 이번 사태로 국경·지역 간
이동까지 사실상 동결시키고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심화되는 가운데 각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R&D 확대, 긴급 지원 정책패키지를 비롯하여 범국가적 위기대응 프로그램을
마련하며 시행 중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국제기구·주요국들의 R&D 대응, R&D 모니터링과
동향, 과학기술 관계자의 코로나19 인식과 환경 변화를 파악하여, 전 세계적 위기에서의 R&D
역할과 변화, 정부와 기업의 역할 등에 필요한 기반을 다지고자 한다.

2. 코로나19 R&D 대응
가. 해외
미국의 코로나19 R&D 대응은 NIH를 중심으로 감염병 R&D 분야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데에서 시작하였다. 대표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을 포함한 의약품 개발,
신속 생산, 수송 등 전 단계를 아우르는 포괄적 R&D 전략을 추진하여 개발을 가속하였다.
또한, DARPA의 Biological Technologies Office를 통해 국방 R&D를 코로나19 대응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유행 대비 다양한 R&D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국방R&D를 적극 활용하였다. 별도로 미 의회는 코로나19 구호 패키지 입법을
통해 연방 R&D 기관을 지원하였다.
독일의 코로나19 R&D 대응으로 핵심 산업 투자를 통해 기존 산업 및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코로나19의 영향을 받는 R&D를 지원하여 백신 관련 R&D 예산을
확대하였다. 우선, 연구, 교육, 혁신 투자를 위한 활성화 프로그램(Aktivierungsprogra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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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①해양 수소생산 기술, ②인공지능 기술, ③중소기업 R&D 역량 강화, ④세제 개편을
통한 R&D 지원, ⑤보건·의료 부문 지원에 대규모 투자 검토를 하였고, 기존 R&D 사업의
연구·연구지원 활동 및 연구인력 지원에 1억 7,500만 유로 지원 및 백신 R&D 투자를
확대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업무 환경의 디지털화를 대비한 조사에 27만 유로를
편성하였고, 독일 보건부가 설립한 싱크탱크(think tank)인 Health Innovation Hub 주도로
독일 의료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영국의 코로나19 R&D 대응으로 공공 R&D투자 확대를 통한 부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안전을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여 대응 중이다. 대표적으로 2024년~2025년
공공 R&D 투자를 연간 220억 파운드까지 확대하고, GDP 대비 총 R&D 비중을 2.4%로
확대할 계획이며, 단기성과에 얽매이지 않도록 8억 파운드 이상을 투자하여 고위험 분야
연구기관을 지원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연구에 2020~2021년에 최대 4억 파운드를 투자해
연구 인프라를 개선키로 하였다. 또한 코로나19로 연구가 중단된 박사과정학생들의 학업
중단 방지를 위해 최장 6개월 지원금을 제공한다. 이 외에도 민간 R&D 투자를 늘리기
위해 세금공제율을 높이고, 재정지출을 장기적으로 성장을 견인할 인프라 투자 분에에 크게
확대한다.
일본의 코로나19 R&D 대응은 제조업 및 중소기업 부문의 피해 구제와 디지털 전환에
중점을 두었다. 디지털 전환은 기존 정책 의제이나 코로나19이 장기화됨에 따라 가속화되고
있으며, 제조업 R&D의 경우 2020 제조백서를 채택하여 코로나19로 인한 밸류체인 타격
및 제조업 약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다. 또한, 의료 R&D 분야에서 ①일본의료연구
개발기구(AMED)를 통한 코로나19 관련 R&D지원, ②긴급 대응 예비비 보조, ③신종 감염병
연구개발 플랫폼 및 진단장비 개발 지원, ④코로나19 검사, 진단, 백신, 치료제, 데이터
수집 관련 연구지원과 백신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하였다.
중국의 코로나19 R&D 대응으로 1조 위안 규모의 국채발행 계획을 통한 코로나19 뉴딜을
추진하고 대규모 공공 투자를 통한 적극적 재정정책을 표방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공동연구팀 발족 후 중국과학원 및 국가중의약관리국 등을 통해 검사기술, 백신, 의약품
R&D 방향 설정 및 관련 연구 프로젝트 수행이 있으며, 코로나19 기초연구 관련 기초연구
지원체계 최적화, 혁신주체 지원, 사업관리 개혁, 연구 환경 조성, 지원 매커니즘 보완 등을
추진하였다.

나. 국내
우리나라는 COVID19 R&D 대응으로 우선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경제위기 조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자 1 ~ 3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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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을 추진 중이다. 1차 추가경정예산은 총 11.7조원 규모로 이 중 R&D에 0.1조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으며, 2차 추가경정예산은 12.2조원 규모로 재난지원금 지원, 3차 추가경정
예산은 35.1조원 규모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담고 있다. 한국판 뉴딜은 COVID19
이후 디지털 가속과 비대면 강화 등의 변화된 사회적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4.8조원 규모이다.
둘째로 정부R&D 투자 대응성이 제고되었다. 정부 R&D예산의 투자방향이 수정되었는데,
당초 2021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20.3.12.)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중점 투자방향을 추가해 3대 분야 10대 중점투자방향에서 4대 분야 11대
중점투자방향으로 수정되었다. 또한 정부R&D 예산의 지출한도가 확대되어 2021년도 정부
R&D 예산의 지출한도는 26.0조원으로 2020년 24.2조원보다 증액되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민간 R&D가 축소될 것에 대응해 민간 R&D를 보완하기 위한 정부R&D 예산의 적극적
역할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로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였다. 감염병 대응 거버넌스 체계가 확립되어 질병관리본
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었으며, 보건복지부 국립보건연구원 산하 국립바이러스감염질병
연구소를 설립하여 백신과 치료제 연구 등 감염병에 관한 포괄적 연구를 수행토록 하였고,
과기정통부 산하에도 감염병에 국한하지 않고 바이러스에 대한 기초연구를 수행하는 한국바이
러스기초연구소 설립을 모색 중이다. 또한, 감염병 연구개발 투자로 2020년 감염병 관련
연구개발사업에 약 2,230억 원을 투자하여 보건복지부, 과기정통부, 농식품부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3. COVID19 R&D 모니터링과 동향
OECD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정부와 기업의 연구개발 지출, 연구자들의
활동 및 그 영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시도를 다양하게 진행 중이다. 매년 OECD 회원국
및 관계국가에서 수행되는 R&D Survey의 경우 1년의 주기로 현재 같은 위기 상황에서
R&D 변동을 빠르게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리하여, 공공부문의 경우 GBARD
(Government Budget Allocations for R&D)와 같은 정부 R&D 예산을 참고하고, 민간부문의
경우 재무 정보를 참고하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검토 중이며, OECD 과학기술지표작업반
(NESTI: Working Party of National Experts o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에서도 이에 대한 연구 결과가 논의된 바가 있다.
R&D투자 관련하여 공식적인 GERD(Gross domestic expenditure on R&D)는 통계가
공개되기까지 시간차가 존재하고 이로 인해 코로나19가 미친 영향과 같이 시의성이 있는
주제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어렵다. 2020년 GERD의 경우 2021년 말이나 2022년 초에나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코로나19과 같은 이슈의 영향 등 시의성 있는 측정과 모니터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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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는 GOVERD(Government Expenditure on R&D)와
BERD(Business Enterprise Expenditure on R&D)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각 정부의 R&D 예산인 GBARD의 경우 GERD 보다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며, 각 기업들이 분기마다 공시하는 재무 정보 내 R&D 투자 역시 BERD 보다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Nowcasting 수준까지는 아니라도 비교적 시의성 있는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OECD NESTI 제116차 총회(2020.10.26.~27.)에서는 GBARD와 기업 재무 정보를
바탕으로 코로나19의 공공부문/민간부문 R&D 영향 분석 가능성과 결과가 논의되었다.
우선, GBARD를 통한 분석을 살펴보면 2019년 데이터는 모든 국가가 2020년 데이터는
2/3 정도의 국가가 활용이 가능하며, 2021년 데이터는 1/3 정도의 국가가 활용이 가능하였다.
2019년 데이터의 경우 확정치이며, 2020년 데이터의 경우 수정·개정의 여지가 있으며,
2021년 데이터의 경우 제안 단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림 2-1] GBARD 시차

GBARD를 통한 정부R&D 추세를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2019년 대비 2020년
R&D투자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2021년 역시 미국을 제외하고 예산을 계속
늘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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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GBARD 분석 결과

그러나 총계를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렀고, 코로나19 관련 R&D 및 재정지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고한 국가는 없었다. 코로나19 관련 R&D 및 재정지원이 정확히 어디서 유래했는지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등에 대한 상세내용이 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GBARD를 통한 통계 산출에 대한 Trade-off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 우선,
GBARD는 정부 예산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통계-정책 간 조정이 필요하며, 잠재적인 노이즈
핸들링이 수반되며, 기존데이터 활용 목적에 따라 품질과 부합 정도가 달라지며,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한 데이터로 데이터를 다루는 데 여러 가지 노력과 위험이 상존한다. 하지만
공적인 가시성과 이해도 제공, 넓은 관점의 정책 논의 형성, 국제적 비교 가능성, 시의적절한
가이드를 제시할 수 있다는 이점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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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GBARD Trade-offs

통계적 차원에서 GBARD는 통계적 데이터가 아니라는 소수 의견도 있었으나, GERD
산출을 위해 설문을 활용하는 만큼 R&D 예산에 대한 행정 정보 활용 통계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정책적 차원에서는 GBARD는 자료 원천에 대한 제어가 불가능하고, R&D
정의에 따라 국제적 비교가 정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논의됐다.
다음, 기업 재무 정보를 통한 분석을 살펴보면 기업 재무 정보는 국가마다 보고 주기나
회계 기준 등이 다를 수 있으나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어 데이터 확보가 용이하고, 비교적
시의성이 있다고 논의되어 왔다. 하지만, 국가별 회계 기준 차이에 따른 비교성, 이뿐만
아니라 GERD 산출에 기본이 되는 프라스카티 매뉴얼과의 기준 차이도 간과할 수 없어
단순 비교에는 무리가 있다고 논의되어 왔다.
프라스카티 매뉴얼과 회계 기준의 차이로는 대표적으로 R&D 정의에 따른 항목과 지출
처리, 현금기준과 발생기준, R&D 자산에 대한 처리가 있으며, 보고 의무와 인센티브에
따라서도 차이가 발생하기도 한다.
논의된 분석에서는 상장기업 중 R&D투자 상위 30개(전 세계 상위 2,500개 R&D 수행기관
중 상위 R&D투자 비중 26%) 기업을 선정하여 분기별 R&D투자 변화 추이를 검토했고,
코로나19는 2020년 2분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조사 대상
기업의 절반 정도의 R&D 지출이 약 2.1% 감소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산업별로는 ICT 기업은
총수입뿐만 아니라 R&D도 계속 성장했으며, 제약 산업의 경우 코로나19 관련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기업의 R&D가 증가하였음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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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R&D Growth in 2Q 2020

전문가들은 R&D 성장에 대한 단기 예측(Nowcasting)을 위해 기업의 재무 분기보고서를
바탕으로 기업, 산업, 국가 순으로 단계적으로 추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우선
기업의 분기보고서를 이용하여 R&D 투자 및 변화 양상을 먼저 측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산업 내 기업 분포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업 수준에서 R&D투자 및 변화 양상을
도출해 산업별 Nowcasting이 가능하고, 산업 수준으로 추정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가
내의 산업 구조에 따라 국가 수준에서 R&D 성장에 대한 예측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계를 거치면서 추정을 하게 되므로 정확도 자체는 기업, 산업, 국가로 추정해나갈
때마다 과소추정이 예상되어 유의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그림 2-5] R&D aggre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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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코로나19 과학기술 위기 인식과 환경 변화
OECD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R&D 활동의 변화 양상,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R&D Survey와 같은 기존의 주기적인 조사로는 파악이 어려운 것을 확인했다. 그리하여,
불확실성 하의 지속적인 현황 모니터링을 위해 OECD 차원의 플래시 서베이를 진행하였고,
대표적인 사례가 “Science in the face of the COVID-19 crisis” 조사이다.
이 조사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의 과학의 현황에 대한 적절한 청사진을 제공하고, 그
역할과 미래 전망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정책분석가, 정책입안자, 과학자,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와 관련 개인적 인식, 미래에 대한 기대 등에 대해 질의하였고,
2020년 11월 말까지 약 3,000개의 응답을 수집하였다.
응답의 45%는 과학자, 20%는 과학정책고문, 15%는 과학 관련 전문가, 10%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10%는 기타 행정 관계자로 구성되었으며, 대표적 결과로 근무 형태 관련
전체 응답자의 70%가 재택근무로 전환되었으며, 코로나19 영향 관련 전체 응답자의 20%가
작업 방향이 전환되었으며, 업무 강도 관련 전체 응답자의 15%는 업무 강도가 감소했으나
20%는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그림 2-6] 코로나19에 따른 현재 상황 변화

세부적으로 코로나19가 과학 연구에 미치는 영향으로 연구 자료 및 시설의 이용, 직업
안정 및 경력 기회, 연구 자금 및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학 정보 및 데이터에 대한 접근, 디지털 도구의 사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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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코로나19가 과학 연구에 미치는 영향

현 위기가 촉발할 과학 세계의 미래에 대해서는 위기 이후 과학의 위상에 대한 일반적
전망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과학이 그 명성이 강화되고, 정책
조언에 있어 다양한 과학적 전문성을 더 많이 사용하고 통합할 것을 기대하고, 과학적 정보의
강력한 협력과 교환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과학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전체 자원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2-8] 코로나19가 촉발할 과학 세계 미래 전망

본 조사의 결과는 OECD 내부적으로 결과를 활용하고 있으며, 추후 Research
Professional, FT data watch, STI outllok 2020에 활용되고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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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주요국들의 위기와 R&D 동향

1. 개요
코로나19 사태는 전 세계와 전 분야에 영향을 주는 총체적이며 복합적인 위기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위기들은 지역이나 규모에서 영향력은 다르나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맥락에서 발생되었
으며, 각 국가들은 그에 맞는 타개책의 일환으로 R&D 정책을 펼쳐왔다. 이런, 상황에서 주요국들의
과거 유사 위기와 이에 따른 R&D활동 변화 파악은 현 위기를 해결하는데 반면교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코로나19과 유사한 위기들을 살펴보고, 위기의 전개과정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주요국들의 대응과 R&D활동 변화를 다차원으로 확인하여, 현 위기에서의 R&D의
역할과 필요한 R&D 정책 등에 대한 기반을 다지고자 한다.

2. 주요국들의 위기
가. 2008년 금융위기
2008년 세계 금융위기는 2000년대 후반 미국 금융 시장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파급된
대규모의 금융 위기 사태로 1929년 세계 대공황에 버금가는 세계적 수준의 경제적 혼란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2007년에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비롯되었으며, 미국의 Top 10에
드는 초대형 모기지론 대부업체가 파산하면서 시작되었다. 사태의 발단은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00년대 초반 IT버블 붕괴, 911테러, 아프간/이라크 전쟁 등으로,
미국 경기가 악화되자 미국은 경기부양책으로 초 저금리 정책을 펼쳤고, 이에 따라 주택융자
금리가 인하되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였다. 주택담보대출인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대출금리
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주택가격 때문에 파산하더라도 주택가격 상승으로 보전되어
금융회사가 손해를 보지 않는 구조라 거래량은 대폭 증가하였다. 증권화된 서브프라임 모기지
론은 높은 수익률이 보장되며 신용등급이 높은 상품으로 알려져 거래량이 폭증했다. 하지만
2004년 미국이 저금리 정책을 종료하면서 미국 부동산 버블이 꺼지기 시작했으며,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금리가 올라갔고 저소득층 대출자들은 원리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증권화되어 거래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을 구매한 금융기관들은 대출금 회수불능사태에
빠져 손실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기업들이 부실화 되었다. 미국 정부는 시장 개입을
공식적으로 부정했고 미국의 대형 금융사, 증권회사들의 파산이 이어졌다. 이는 세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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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경색을 가져왔고,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주었고, 세계 경제시장까지 타격을 주어 2008년
이후 세계 금융위기로 이어지게 되었다.

나. (미국) 2000년대 초 닷컴버블
1995년부터 2000년에 걸쳐 인터넷 관련 분야가 성장하면서 주식 시장이 지분 가격 급속한
상승을 본 후 2000년대 초부터 거품이 꺼진 현상으로 닷컴 기업이라 불리는 인터넷 기반
기업이 설립되던 시기였으며 많은 경우 실패로 귀결되었다.
2000년대 초 세계 경제가 가장 주목하는 부문은 인터넷의 대두였다. 너도나도 이 분야의
사업에 뛰어들게 되며 이 시기 미국에서 제일 큰 인터넷 사업자였던 AOL 주가는 당시
기준으로 1000억불이 넘는 엄청난 숫자를 기록하였고, 인터넷을 대표하는 AOL과 기존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세계적인 미디어 그룹 타임워너의 합병은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되었다. 그와 동시에 수많은 IT 관련 벤처기업이나 기존 IT 기업들의
주가는 폭등하였다. 그러나 AOL의 경우 비싼 요금과 저품질 인터넷 서비스로 소비자들이
등을 돌렸고, AOL과 타임워너의 합병효과는 흐지부지하게 되며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하였다.
이 때 수많은 벤처기업들 역시 파산하게 되었다. 이 외에도 수많은 IT기업들이 시도했던
인터넷 서비스들이 과도기적인 인터넷 기술에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시대를 너무 앞서가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실패한 실험이 되었다. 이 결과 제조업과 금융 산업이 대두되었으며
신자유주의 경제체제가 확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다. (일본) 1990년대~2000년대 잃어버린 20년
일본의 거품 경제 붕괴 이후 1990년부터 20년 이상 경제가 침체한 것을 의미한 것으로
1990년부터 일본 경기가 후퇴하면서 버블 경제가 붕괴되고 소비와 고용에 악영향을 미쳐
디플레이션이 일어나 10년간 경기 침체가 일어나고 이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기인한
금융위기로 경기침체가 개선되지 않아 잃어버린 20년으로 불리게 되었다.
이는 198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 거품과 1985년 플라자 합의에서 시작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일본 경제는 부동산과 주식 투기 열품이 불었었다. 이런 상황에서 1985년
플라자 합의로 인해 엔화 가치가 평가절상이 되며 경기가 갑작스럽게 침체되었고, 일본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여 금리를 내려 이에 기업과 개인은 대출 규제
완화를 기회로 부동산과 주식을 대량으로 구매하여 부동산과 주식의 가격이 한계 수준을
넘어 1980년대 후반까지 거품 경제 국면에 접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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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거품은 1989년 일본 정부의 소비세 신설과 금리 인상을 시작으로 급격히 꺼지게
된다. 일본은행의 급속한 금융 긴축정책과 총량 규제를 계기로 한 신용 경색 등으로 경제
활동은 수축되었고, 닛케이 평균주가는 1989년 최고치 38,915엔 87전을 정점으로 1990년
23,848엔 71전까지 하락하며 1990년~1991년경 거품 경제의 붕괴가 일어났다.
긴급경기부양책으로 1993년경을 바닥으로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호전의 조짐이 보이
기 시작했으나 재정의 재건을 서두르는 정부는 세수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소비세에서 활로를
찾으려다보니 다시 소비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하여 이후 아시아 통화위기, 국가 대차대조표
조정에 따른 금융기관의 잇따른 파산 등이 겹치면서 경제상황이 또 악화됐다.
이후 닷컴버블과 붕괴에 따른 변동 후 2000년대 초반에는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했으나
은행의 돈이 기업에 투자되지 않음으로써 닛케이 평균 주가는 20,000엔을 넘지 못하였고,
2008년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문제가 되어 세계동시불활으로 경기가 급격히 악화,
GDP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2008년 금융위기로 달러와 유로의 가치가 급락하며
엔화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져 엔고 추세를 막지 못해 원유가의 상승 등으로 수출 감소와
기업의 해외 유출이 진행되었고, 중산층의 몰락이 급속히 진행되었다.

라. (한국) 1997년 외환위기
1997년부터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했던 외환 유동성 위기를 통칭하며, 한국의 경우
1997년 12월 국가부도 위기에 처해 IMF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1997년부터 기업이 연쇄적으로 도산하면서 외환보유액이 급갑했고, IMF에서 195억 달러
의 구제 금융을 받아 그 이후 한국경제는 IMF가 요구하는 경제체제를 수용하고 그 요구에
따라 대대적인 국가경제 구조조정이 시작되었다. 외환 위기의 원인은 동남아시아의 연쇄적
외환위기 속에 대한민국 정부의 외환관리정책의 미숙과 실패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정부는
한국에 닥쳐올 외환위기의 심각성 자체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IMF 요구하는 체제가
시작되자 많은 회사들의 부도 및 경영 위기가 나타났고, 이 과정에서 대량 해고와 경기
악화로 인해 한국의 온 국민의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직후인 1997년 12월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고, 여당은 IMF외환위기 책임으로 야당에 패배해 정권 교체가 이뤄졌다.
정권 교체 후 IMF의 요구를 전면수용하고 IMF가 요구하는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한국은
IT 산업 장려 정책이나 대기업 간의 사업 교환 및 통폐합으로 경제 재건을 도모했다. 2000년
12월 IMF의 차관을 모두 상환하였음이 공식 발표되었고, 2001년 8월 한국에 대한 IMF
관리 체제가 공식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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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이후 위기 발생 때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장치로서 외환보유액을 꾸준히
늘려왔고, 외환 위기로 39억 달러까지 떨어졌던 외환보유액은 2001년 말에는 1028억 달러로
1000억 달러선을 돌파했다.

마. (독일) 1990년 독일 재통일과 부작용
동서독은 45년간 별개의 나라, 상이한 체제와 가치관에서 상존하다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후 8개월 만에 화폐·경제·사회 통합이 이뤄지고 다시 3개월 만에
통일이 이뤄짐으로써 여러 가지 부작용을 겪었다.
독일의 통일 부작용 가운데 가장 심각한 부작용은 경제적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적
부작용은 동독 재건과 동독 실업자의 생계지원에 예상보다 훨씬 많은 재원이 소요된 데서
비롯된 것이다. 통일비용 부담으로 성장률이 후퇴하고 재정적자가 증가하고 통일비용 절반
이상이 소비성 지출로 독일은 1991년부터 2005년까지 15년간 총 1조 4,000억 유로(1,750조
원)의 통일 비용을 지출했다. 매년 연방 예산의 25~30%, 국내 총생산(GDP)의 4~5%를
통일비용으로 지출한 것이며, 통일 비용 가운데 실업급여 등 소비성 지출이 50%에 달하여
독일의 경제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통일 전 서독은 유럽국가 중 가장 건전한 재정 상태를 유지해왔으나 통일 후 재정적자가
대폭 확대되어 1990년부터 2007년간 연평균 464억 유로의 재정적자를 기록했고,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유럽연합이 규정한 상한선(GDP의 3%)보다 높은 경우가 많아 유럽의
문제아 또는 유럽의 병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통일비용 부담을 위해 2차에 걸쳐 한시적 세금인 연대세를 신설하여 유류세, 보험료,
보험세, 연초세, 부가가치세 등을 인상하고 소득세, 법인세에 7.5%의 연대부과금을 부과하는
등 각종 세율과 보험료의 인상이 이어졌다. 이는 가계를 압박하고 투자부진으로 이어지는
요인이 되었다.
하지만 2003년 이후 사회적 시장경제 체제의 개혁 ‘아젠다 2010’이 착수된 후 경제상태가
급격히 호전되어 2006년에 성장률 3.5%, 2007년 성장률 4.4%를 기록했으며, 동서독 지역
간의 생산력 격차도 계속 좁혀지고 있어 독일 경제는 통일 후유증에서 거의 벗어나 과거
서독 수준의 활력을 찾은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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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기별 R&D투자 추이
가. 2008년 금융위기
2008년 금융위기는 전 세계적 위기로 국가마다 영향력이 다르긴 하나 주요국의 GDP와
R&D투자에 모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진원지인 미국의 경우 2008년 대비
2009년의 총 연구개발비와 GDP가 감소하였으며, GDP가 감소폭이 커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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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2008년 금융위기 시기 R&D투자 추이(미국)

재원별로는 경기 악화로 2008년 대비 2009년 민간·외국재원이 크게 줄었으며, 정부·공공재
원은 반대로 크게 늘어 총 연구개발비 내 비중이 2.7% 증가하는 등 어느 정도 완충제 역할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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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2008년 금융위기 시기 재원별 R&D투자 추이(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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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외 금융위기의 영향을 가장 컸던 국가는 일본으로 총 연구개발비와 GDP가 모두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총 연구개발비 감소폭이 특히 커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감소하였다.

20,000,000

3.40

3.34

18,000,000

3.34

3.35

3.31

3.28

16,000,000

3.30

3.24

3.23

14,000,000

3.25

3.21

3.18

3.20

12,000,000

3.14

3.15

10,000,000
8,000,000

15,782,743
3.03

16,672,632

17,273,451

17,756,238

17,377,220

15,817,728

15,696,479

15,945,058

3.10

16,680,069

15,883,592

3.05

6,000,000

3.00

4,000,000

2.95

2,000,000

2.90

0

2.85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총 연구개발비(백만JPY)

2010

2011

2012

2013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그림 2-11] 2008년 금융위기 시기 R&D투자 추이(일본)

재원별로는 경기 악화로 2008년 대비 2009년 민간·외국재원이 크게 줄었으며, 정부·공공재
원은 조금 늘었으나 민간·외국재원의 감소폭이 커 총 연구개발비 내 정부·공공재원 비중이
2.9% 증가했다. 일본의 경우 민간·외국재원 비중이 매년 75% 이상으로 민간·외국재원의
감소가 총 연구개발비 감소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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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2010년 금융위기 시기 재원별 R&D투자 추이(일본)

이 외 유럽 국가들의 경우 2008년 대비 2009년 GDP는 모두 감소하였으나, 총 연구개발비는
정부·공공재원의 역할로 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정부의 R&D투자 확대 등 직접효과
관련 시장개입으로 위기 탈출을 도모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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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국과 중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금융위기의 영향을 덜 받았으며, 매년 GDP와
총 연구개발비를 늘리고 GDP 대비 비중을 늘리는 전략을 지속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나. (미국) 2000년대초 닷컴버블
2000년대초 닷컴버블은 2008년 금융위기 대비 영향력 면에서 다소 협소적이라 할 수
있지만 미국에서 촉발되어 일본, 독일, 한국 등 주요국에 영향을 미쳤던 위기였다. 여기서는
분석 범위를 미국으로 제한하여 보려 한다. 미국의 경우 2000년까지 급격히 증가했던 총
연구개발비가 2001년부터 둔화되어 2002년에는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GDP 대비
비중 역시 2001년을 기점으로 2004년까지 하락세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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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2000년대초 닷컴버블 시기 R&D투자 추이(미국)

재원별로 살펴보면 역시 경기 악화로 민간·외국재원이 2000년까지는 급격히 증가하다
2001년부터 둔화되어 2002년에는 감소하고, 정부·공공재원은 성장세를 계속 유지하는 것으
로 총 연구개발비에 미치는 영향은 민간·외국재원에서 기인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공공재원은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하여 완충제 역할을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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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2000년대초 닷컴버블 시기 재원별 R&D투자 추이(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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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본) 1990년대~2000년대 잃어버린 20년
1980년부터 시작되었던 버블 경제는 1990년부터 꺼져 경기침체가 시작되는 것을 총
연구개발비 변화 추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의 총 연구개발비는 1990년까지
가파르게 증가하다 1991년 둔화, 1992년부터 1994년까지 감소세가 이어졌다. 특히 GDP
대비 총 연구개발비의 비중도 감소하는 것을 통해 연구환경이 더욱 열악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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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 1990년대~2000년대 잃어버린 20년 시기 R&D투자 추이(일본)

재원별로 살펴보면 민간·외국재원이 1990년까지는 급격히 증가하다 1991년부터 둔화되어
1992년에 시작된 감소세가 1994년까지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정부·공공재원은
1994년을 제외하고 성장세를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총 연구개발비에 미치는 영향은 민간·외국
재원에서 기인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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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 1990년대~2000년대 잃어버린 20년 시기 재원별 R&D투자 추이(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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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한국) 1997년 외환 위기
한국의 총 연구개발비는 측정 이래 한 해를 제외하고 성장세를 이어갔는데 그 해가 1997년말
외환 위기 촉발 후 1998년 시기이다. 이 때는 총 연구개발비와 GDP가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이 후 꾸준히 총 연구개발비와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을 늘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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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 1997년 외환 위기 시기 R&D투자 추이(한국)

재원별로 살펴보면 경기 악화로 민간·외국재원이 1997년까지는 급격히 증가하다 1998년
크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998년 총 연구개발비 대비 민간·외국재원 비중도 크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공공재원은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하여
역시 완충제 역할을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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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8] 1997년 외환 위기 시기 재원별 R&D투자 추이(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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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독일) 1990년 독일 재통일과 부작용
1990년 독일은 통일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변동이 크게 발생했으며, 이는 총
연구개발비에도 영향을 미쳤다. 통일을 기점으로 총 연구개발비와 GDP가 크게 늘었으며,
1990년대 초기에는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감소하다 1994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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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9] 1990년 독일 재통일 시기 R&D투자 추이(독일)

재원별로 살펴보면 민간·외국재원, 정부·공공재원의 지출 자체가 급격히 증가한 것이
총 연구개발비 증가에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1990년부터 각 비중을 맞춰가는
등 비교적 평탄한 수준을 이어갔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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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0] 1990년 독일 재통일 시기 재원별 R&D투자 추이(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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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배경 및 목적

2019년 말 우한(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은 유례없는 전염 속도로 3~4개월 만에 글로벌
팬데믹으로 발전1)하여 인류 역사에 기록될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 2020년 10월 29일
기준으로 총확진자 수 4,400만 명, 사망자 117만 명으로 사상 최대의 전염병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다. 외부 활동을 국가적 차원에서 제한하면서 전 세계 제조업들의 생산량이 줄어들게
되고 소비가 줄어들어 세계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처하는
세계 각국의 상황은 생존과 직결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정부의 역할과 판단에 따라
확진자의 증가 및 감소 추이가 모두 다르게 나타나며 긴급한 상황에서 정부의 위기 상황
대처 능력이 여과 없이 드러나게 되었다. 특히 코로나-19을 통해 untact(비대면) 시대가
도래하였고 새로운 산업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속도가 빠를수록
(임상 승인, 긴급사회시스템 가동 등), 기존에 갖추어 놓은 원천기술(치료제, 백신, 진단키트,
방역, 모니터링 등)이 많을수록 그 피해가 최소화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조치와 축적되어있는 R&D 성과들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외화 유출 방지 및
외화 수입 증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경험하였다.

1. 진단키트 사례
코로나-19가 발병하고 우리나라 정부의 발 빠른 조치 덕분에 진단키트 분야의 성공을
이루었고 전 세계가 K방역을 롤 모델로 삼을 정도로 우수한 성과를 보여줬다. 우리나라
진단키트의 성공은 미국을 압도하는 성공사례로 평가받는다.2)3) 진단키트 성공은 여러 가지
요소들의 결과로 분석된다. 첫째, 우리나라 정부의 발 빠른 조치로 진단키트의 대량생산이
가능하였다. 두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가 상대적으로 빨리 발병한 우리나라에서 감염 환자를
측정대상으로 하여 진단키트의 최적화가 빨랐다. 세 번째, 예전부터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분야에 정부 R&D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1) WHO가 3/11일 COVID-19에 대해 세계적인 전염병 대유행인 pandemic 선언
2) 주요국의 COVID-19 R&D 전망과 시사점, KISTEP, 황인영, 2020
3) 로이터, Special Report: How Korea trounced U.S. in race to test people for

corona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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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진단키트는 위의 3가지 요소들로 다른 국가 대비 빠른 상용화가 가능하였고
발병 초반 우리나라의 외화 수입 상승에 기여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자료에 따르면
보건 산업 수출액은 2020년 6월 전년 동월(2019년 6월) 대비 41.8% 증가하였다. 총수출액은
1~6월 기준 17.6억 달러로 이중 진단 관련 제품의 수출액이 7.3억 달러로 전체에 ~41%를
차지한다.4)
하지만 국내기술로 만들어진 진단키트의 호황이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는 업계의
지적이 있다. 그 원인으로는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등과 같이 기술개발이 어려운 분야와는
달리 진단키트는 상대적으로 기술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이다. 낮은 기술진입장벽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진단키트 업체가 급증하고 있고, 국내에서만 진단키트 제조 허가를 승인받은
업체가 70곳이 넘을 정도이다. 이밖에, 진단키트 핵심 소재를 거의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부족 현상이 발생할 경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진단키트는
거래 및 호흡기 검체를 핵산추출 시약과 반응시켜 유전자증폭을 통해 확진자를 진단하는
방식이다. 이 핵산추출 시약을 글로벌 빅파마인 로슈에서 생산하고 있다. 현재 글로벌 팬데믹으
로 코로나19가 번지면서 로슈의 시약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생기고 있다.
결국 원천기술의 확보 여부에 따라 해당 산업의 지속적 점유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

2. 치료제 및 백신 사례
세계 코로나-19 치료제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미국을 주축으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Pharma Intelligence data base를 참고(2020년 11월 03일
기준)해보면 코로나-19를 위한 치료제 및 개발 중인 후보들은 약 699개로 (2020년 5월
기준 300개) 올해 5월 이후 4개월 사이 2배가 넘는 후보들이 임상을 수행하고 있다. 임상
단계별로 개발 중인 후보들의 개수를 살펴보면 preclinical(510개), phase 1(47개), phase
2(74개), phase 3(27개)이다.

4) KHIDI 월간 보건 산업 수출 동향, 2020.07, 한국보건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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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1] 임상 단계별 세계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임상 현황(ref. Pharma intelligence)

[그림 3- 2] 국가별 코로나-19관련 치료제 및 백신 임상 분포(ref. Pharma intelligence)

국가별로 임상의 수를 살펴보면, 미국이 340개로 가장 많은 임상 후보물질을 확보하고
있으며, 그 뒤를 UK 53개, Canada 53개, 중국 50개, 한국 45개, 일본 36개, 독일 26,
프랑스 23으로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임상의 개수가 5위임을 확인할 수 있다. 임상시험을
하는 후보물질의 개수로 그 우수성을 가늠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의 과감한
정책과 연구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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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3] 국가별 코로나-19관련 치료제 및 백신 임상 현황 (ref. Pharma intelligence)

[그림 3-4] Global top 10 기업(코로나-19 치료제 개수)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임상 후보의 개수로 세계 10대 제약사를 분석해보면 Sorrento
Therapeutics가 1위로 10개의 임상 후보를 임상 중이다. 눈에 띄게 국내 기업인 녹십자(GC
Pharma)가 공동 6위로 5개의 임상을 실시 중이다. 글로벌 제약사 Merch & Co. 와 임상
3상 1개 차이를 보이는 고무적인 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이러한 선전에도 불구하고 원천기술 확보에 대한
기초적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수십 년간 정부와 민간의 꾸준한 투자를 기반으로 원천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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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한 미국은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한 가치 창출을 선도하고 있다. 엄청난 전염력으로 전
세계를 마비시킨 코로나-19의 발병에도 렘데시비르(길리어드, 미국), 화이자의 백신 BNT162
와 같은 대체제로 긴급사용승인을 허가받아 전 세계의 중환자들을 구하고 있다. 렘데시비르는
임상실험에서 환자의 회복 기간을 15일에서 11일로 줄이는 효과를 보였다. 미국 식품의약청
(FDA)이 코로나19 치료에 렘데시비르의 긴급사용승인 조처를 내렸다. 정식적인 사용승인은
아니지만 코로나-19이 의심되거나 확진된 환자 중에서 중증 이상의 환자에게만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했다.5)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 후보로 개발되었던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RNA(RiboNucleic Acid, RNA) 바이러스라는 공통점을 착안하여 코로나19에 적용한 사례이
다. RNA 복제를 저해하는 메커니즘으로 중증 환자에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한편, 미국의 빅파마인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의 공동개발 중인 BNT162 백신이
20.11.09. 일자로 코로나-19 백신의 초기 분석 결과 90% 이상의 효과가 있음을 발표했다.6)
현재 안정성 데이터를 확보해야 하는 단계이지만 만약 통과하면 미국식품의약국(FDA)에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연말까지 1,500만~2,000만 명분의 백신을 제조할
수 있다고 한다.
바이러스 질병의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이 어려운 이유는 항원이 매우 다양하게 발생하고
변이가 일어날 때 개발한 치료제 및 백신이 무용지물이 된다. 제약·바이오 기업으로서는
투자한 연구개발비를 회수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서 대형제약사(빅파마)일지라도 연구개발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처럼 바이러스 치료제의 개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렘데시비르의
긴급사용승인된 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 치료제, 백신, 진단키트 시장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적 제안을 하려고 한다.
만약 효과가 있는 치료제 및 백신이 개발되지 않는다면 렘데시비르와 BNT162의 가격은
길리어드가 정하는 데로 책정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원천기술확보는 후발주자들이 그 기술을
복제할 수 없거나 복제할 수 있더라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선점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왜 미국처럼 유효한 효과를 보이는 높은 임상 단계의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이 없는지?, △이러한 원천기술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다른 질병에 비해
수익성도 낮고 위험부담이 큰 바이러스 질병을 꾸준히 개발해 올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라는 의문을 품고 제2의 코로나-19가 발병하더라도 기존에 확보한 원천기술로부터 국민의
5) FDA’s approval of Veklury (remdesivir) for the treatment of COVID-19—The Science of Safety
and Effectiveness, FDA web site, 2020.10.
6) 화이자 “코로나 백신 90% 효과... 연말까지 1500만개 생산”, 아시아경제,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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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을 지키고 더 나아가 과학기술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바이러스 질병은 실패할 확률이 높아서 상대적으로 연구개발비가 충분하지
못한 국내 제약사들이 자발적으로 개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존재한다. 그렇다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R&D 비용으로 이를 모두 대응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주어진 R&D 예산으로
부터 시급성, 효율성, 범용성을 고려하여 효율적 R&D 투자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현실이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제약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으며 다양한 질병에 대한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소재, 부품, 장비(소부장)의 사례로부터 우리는 원천기술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위기로부터 배웠다. 코로나19로부터 우리는 다시 한번 원천기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진보가 제2의 코로나19로 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 국내에서 왜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이 어려운지 분석하여
향후 제2의 코로나-19이 발생하면 과학기술(치료제, 백신, 진단키트 등)로부터 대응할 방안을
제시하고, 전염병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긴급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처하여 경제, 사회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 R&D 성과 창출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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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내용

1. 개요
뛰어난 방역 대응 및 진단 기술을 통해 선도적인 코로나-19 대응 역량을 보여주었지만
코로나 진단키트의 기술 진입장벽이 낮아 후발주자들에게 추격을 당하고 있으며 공급과잉으로
판매가격도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 코로나-19과 관련된 진단키트, 치료제, 백신의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진입장벽이 높은 고부가 가치를 갖는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
진단키트의 경우 중국은 싸고 대량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QC(quality
control, 품질관리) 능력이 부족하여 신뢰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2020년 3, 4, 5월 우리나라의
진단키트가 해외에서도 많이 팔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글로벌 빅파마(로슈, 지멘스 등) 들의
진단키트 시장 진입(2020년 6월)으로 국내 진단키트 업체들의 매출이 감소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저가 대량생산을 목표화하는 중국, 고품질과 원천기술력으로 경쟁하는 선진국 사이에서
우리나라는 그 틈을 공략할 수 있는 전략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 진단키트에서는 모두 RTCPR
방식(Real Time Polymerase Chain Reaction)의 진단 방법을 사용한다. 국내 대다수의
업체가 RTCPR 방식으로 진단키트를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같은 전략으로
진단키트를 개발해서는 중국과 선진국을 뛰어넘는 매력적인 구매 동인을 불러일으킬 수 없다.
국내의 한 기업을 예를 들면, 코로나19 진단키트를 판매하는 기업이 처음부터 코로나19
진단키트를 개발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바이러스를 검출하는 진단키트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19가 발현하자마자 이에 맞는 진단키트의 개발이 유리했다. 이러한
이유로, 상대적으로 소외 받는(경제성, 성공률 등이 낮아 기업에서 기피) 치료제들을 구별하여
다른 치료제들과는 다른 전략의 정부 R&D 지원이 필요하다.
백신 및 치료제 관점에서 원천기술 확보에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R&D 지원이 필요하다. 앞서 서론에서 설명한 것처럼 바이러스를 통한 감염병은 실패할
확률이 높고 사업성이 낮아 기업에서 위험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질병이다. 이는 최근 미국의
백신 개발 사례에서 보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 지원에 따라 큰 위험을 감수하고도
연구개발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미국 정부가 화이자와 바이오앤테크
의 코로나19 백신 BNT162의 연구개발에 19억5천만 달러(약 2조 3천억 원)를 선지급하여
1억 명이 접종 가능한 물량을 확보함과 동시에 기업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 것이다. 이후 연구개발 성공 시 5억 명이 접종 가능한 물량을 추가로 받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만약 BNT162가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승인을 받으면 미국 시민들은
무료로 백신을 접종받게 된다. 정부의 R&D 투자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R&D 투자가 국민 체감 가능한 우수한 성과가 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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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고도화된 원천기술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사업성은 없지만, 국민 생명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는 정부가 적극적인 투자를 통한 성과 창출을 설계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정해진 예산에서 분배되는 정부 연구비의 확대 및 추가편성을 하는 방안은
논외로 하고 다음과 같은 성과 창출 방안을 제안한다.
① 경제성 낮은 질병의 바우처 제도 도입 및 장주기 R&D 지원
② 제약·바이오 분야의 오픈이노베이션 체계 구축
③ 적응증 확대가 쉬운 상위기전 신약의 R&D 예산 확대
④ 해외 기업의 국내 법인 지원
⑤ 합작회사 또는 M&A를 통한 경쟁력 향상 등의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2. 대응 방안
① 경제성 낮은 질병의 바우처 제도 도입 및 장주기 R&D 지원
1-1 바우처 제도 도입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치료제, 백신 개발은 기업의 자발적인 투자 및 연구개발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감염병 유행을 예측하기 어려울뿐더러 투자 대비 수익성이 낮아 정부
지원이 없이는 연구개발이 현실적으로 불가하다. 더욱이 백신 자체 생산시설 구축 비용이
상당하므로 이를 보유한 기업은 녹십자, SK케미칼, 일양약품 등 대기업뿐이다. 실상 중소기업은
감염병과 관련된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확보의 어려움과 낮은 성공확률로 연구개
발의 동인이 없다.
기업의 자발적인 동기부여를 장려하기 위해서 미국 FDA에서는 Priority Review
Voucher(PRV)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주로 ① 열대 질병, ② 희귀 소아 질환, ③ 의료보호
조치라는 3개의 큰 카테고리에 다양한 질병들이 포함되어있다. (부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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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PRV 제도의 해당 질병 및 기준

열대 질병

희귀 소아 질병

의료보호 조치

- 심각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희소 질환으로
주로 출생부터 18세까지의 나이에 영향을 - 물질적 위협으로 확인된
생물학적, 화학적, 방사능 또는
- ex) 결핵, 말라리아, 미치는 질병 대상
핵 물질의 위해를 예방하거나
콜레라, 뎅기열,
- 이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약물
- 희귀질환 또는 미국에서 20만 명 미만 혹은 치료하기 위한 약물
나병, 사상충증,
지카 바이러스, 광견병 이상에게 영향을 미치는 질병
- ex) 탄저균, 에볼라, 천연두,
- 약물 개발 및 마케팅 비용을 회수할
방사선 및 핵 위협
가능성이 없는 경우

위의 표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치료제 및 예방 가능한 물질을 개발하였다면 미국 FDA에서
신약승인 우선 심사권을 바우처 형태로 부여한다. 표준심사에 소요되는 10개월 정도의 기간을
우선심사를 통해 6개월 이내로 줄여주는 제도이다. 신약 승인에 걸리는 시간을 4개월 이상
줄여주기 때문에 이 바우처를 확보하는 것을 전략으로 하는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있을 정도이
다. PBV 우선심사 바우처를 확보한 기업은 해당 기업이 보유한 다른 물질의 신약 승인에
이를 사용해도 되며(희귀질환 및 지정 질환 외 모든 질병 사용 가능) 다른 회사에 바우처를
판매하여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림 3- 5] PRV의 연도별 가격 추이(단위=백만 달러 기준)

위의 그림에서 바우처의 연도별 판매금액을 살펴보면 2018~2020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약 1억 ~ 1.2억 달러에 거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도가 도입된 초기보다는 가격
범위가 안정적으로 형성되어있다. 4개월 정도를 줄여주는 것이 얼마나 큰 혜택이기에 1,000억
원이 넘는 거래금액이 형성되었는가 하고 의문을 품을 수도 있지만, 경쟁사보다 4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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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기간이 짧아지면 시장에 먼저 출시하여 판매할 때 선점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러한
금액이 형성되어있다. 국내 시장을 예를 들면 레미케이드의 바이오 시밀러인 셀트리온의
램시마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SB2보다 먼저 출시되어 상당한 매출 성장을 이루었지만, SB2는
시장에서 판매가 저조한 상황이다. 이처럼 국내에도 FDA의 PRV와 같은 바우처 제공, 승인
기간 단축(fast track), 우선심사, 임상 비용 지원, 7년간 시장 독점권 부여(희귀질환 등에
한정)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전략을 구축하여 상대적으로 임상실패 가능성이 높고 경제성이
낮은 질병의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1-2 장주기 R&D 도입
국내의 한 P 기업과의 인터뷰에서, 대학의 교수가 이미 진단키트 관련 기술을 확보한
상태에서 연구실 창업으로 진단키트 회사를 설립하여 양산 최적화에 10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한다. 진단키트 분야는 상대적으로 소외된 분야이며 그 실패 가능성이 커 연구개발
내내 늘 기업 파산의 위험이 있었다고 한다. P 기업의 대표는 10년의 기간 동안 진단키트
관련 R&D에 투자한 돈이 약 500억 원 정도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500억이라는
돈은 회사가 시장에서 평가되는 가치를 뛰어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연구개발에
무제한으로 투자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P 기업은 정부 지원금, VC 투자,
기업 대출을 통해 death valley를 넘어 지금은 코스닥에 상장하고 바이러스 진단기 판매
수입으로 연 1,000억 매출을 달성하는 회사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성공은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양산 수준의 제조 공정 최적화를 이루었기에 가능했다. 코로나-19 진단키트의 경우
100 만개가 같은 성능을 낼 수 있어야 하므로 이러한 양산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신약 개발 과정은 정부 주도의 연구개발보다는 기업주도의 연구개발이 선행되어
야 하지만 수익성이 낮고 실패 위험이 큰 질병의 경우(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 질환 등)
장주기 R&D 지원 체계를 통한 연구개발 지원이 필요하다. P 기업 대표는 바이러스 진단키트는
수익성 및 성공 가능성이 낮은 분야이기 때문에 정부의 장주기 R&D 지원으로부터 death
valley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한다.
진단키트 성공사례를 벤치마킹 하자면, 상대적으로 소외된 경제성이 매우 낮은 질병은
장주기 R&D 지원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정부의 투자가 있어야 한다. 제약·바이오를 사업으
로 하는 벤처기업 특성상 시리즈 A(초기투자)를 받지 못해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보통 시리즈 B(중기투자)에서 투자를 받지 못하면 파산하는 경우가 더 많다. 그
이유로는 시리즈 B에서는 이미 기업의 규모가 커져서 인건비 및 내부 고정비용의 상승,
임상 및 연구개발에 사용하여야 하는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 회사가 파산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경제성이 낮거나 국민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질병 분야를 지정하여 장주기
R&D 지원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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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약·바이오 분야의 오픈이노베이션 체계 구축
Nature Reviews Drug Discovery에 2017년 보고된 review 자료에 따르면 신약 개발에
드는 비용은 다음의 3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7) ① 개발 실패 시 비용, ② 임상 승인
후 발생하는 후속 연구비용, ③ 임상에 투입된 투자금의 기회비용을 모두 포함시켜 계산해보면
최소 4,300만~29억$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된다. 이처럼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해야
만 1개의 신약이 탄생 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신약 개발 도중 실패할 경우 상당한 재정적
위기를 넘어 도산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임상의 실패는 회사 주가에
영향을 미쳐 자본시장으로부터 도태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미국의 경우 민간이 주도하는 바이오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신약개발의 효율성 향상과 기업
간 협력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바이오클러스터는 민간이 주도하되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미국 보스턴의 바이오클러스터는 1,000여 개의 참여 기업, 74,00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약 2조 달러의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이는 국내의 정부 주도형 바이오클러스
터와는 큰 차이가 있다. 결국 시장경제 논리에 따른 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성패를 결정짓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는 하버드, MIT, 생명과학분야 대학 다수, 연구형
종합병원, 글로벌 빅파마, 벤처기업 들이 유기적으로 모여 바이오 클러스터가 형성되어있다.
반면 국내 바이오클러스터들은 연구중심병원이 수도권에 편중되어있어 병원의 참여가 어렵고
기업들의 참여율이 저조하여 제약·바이오 업계의 생태계 구축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의 바이오클러스터 성공요인을 분석하기위해 다음 표에 미국과 한국의 벤처캐피탈 투자
형태와 투자 회수 유형을 비교하였다.
<표 3-2> 미국 vs. 한국, VC 투자액 비교 및 VC의 투자회수 유형8)

미국

한국

170 억원(1,462만 $)

24.5 억원

IPO

52.1 %

32.5%

M&A

44.6 %

2.5%

IPO

4077 억원(3.5억 $)

60.5 억원

M&A

1165 억원(1억 $)

26.8 억원

기업당 신규 VC 투자액

투자
회수
유형

비율

기업당
금액

주) 괄호안 미국 달러는 ’19년 원·달러 환율 1,165원으로 계산

7) Nature Reviews Drug Discovery volume 16, pages 381–382 (2017)
8)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 성공비결, 2020, K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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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한국의 바이오 클러스터의 성과 차이는 위의 표로부터 원인을 분석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우선 기업당 VC 투자액이 6.9배 차이로 자금이 부족한 벤처기업 입장에서
연구비를 확보하기 위해 소모되는 에너지를 줄일 수 있다. 이러한 투자액의 차이는 투자회수유형
에서 발생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IPO를 통한 투자회수가 32.5 %이며 M&A는 2.5%로 M&A가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다. 반면 미국은 IPO 52.1 %, M&A 44.6%로 투자회수 방식에 편향이
없다. 기업당으로 IPO 회수금액을 비교해보면 미국은 4077억원으로 우리나라 60.5억 원의
67배에 달하는 회수금액 차이를 보인다. 기업당 VC 투자금액은 6.9배 차이였는데 회수금액의
차이가 상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VC 입장에서는 투자회수 방법도 다양하고 투자금 대비
회수금액의 리턴이 확실하여서 자연스럽게 VC 투자가 활발해지게 된다. 한편으로 국내 VC
입장에서는 투자할 만한(기대수익이 높은) 바이오 벤처기업이 없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
복합적인 원인으로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중소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이
대부분 정부 지원금에 있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아직 우리나라의 바이오 기술력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과도기적인 문제도 있지만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 보고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중 60.5%가 정부 지원금, 투자, IPO,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은
0.2%로 벤처·중소기업의 생태계 조성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9)
정부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끊임없이 시행하고 클러스터가 기업들에 의해
주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연합 행사를 주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연합 행사는 국내에 국한하지
않고 세계 제약·바이오 업체들과 자유롭게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행사여야 한다. 제약·바이오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 케임브리지 이노베이션센터(CIC), MIT 산학협력프로그램과 같은 국외 오픈이노베
이션 연구 현장에 국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주고 해외 법인 설립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기업들은 글로벌 트렌드를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고, 해당 국가의 기업들과
합작회사 설립과 같은 기회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된다. 제약·바이오 기업은 연구개발에 필요한
인력, 연구비, 최첨단 장비, 임상시험과 같이 막대한 투입 자본 없이는 현실적으로 성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바이오 클러스터에 참여하여 글로벌 기업들과의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성과 창출을 전략적으로 기획해야 한다. 클러스터에 소속되고 오픈이노베이션을 효과적으로
구현하려면 개방형 혁신을 이루어야 하고 자체 개발보다는 부족한 부분을 외부기술 도입을
통해 해결하여 연구비, 시간을 줄이는 전략을 취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내보다는 해외의
빅파마,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활발히 진행하여 우리나라만의 제약·바이오 산업의 철학을
갖춰나가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국제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사업 기획에 집중하여 국내/해외 공동연구를 장려하고 산/학/연/병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연구성과가 상용화될 수 있도록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9) 2018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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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적응증 확대가 쉬운 상위기전 신약의 R&D 예산 확대
경쟁력 있는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빅파마의 기술을 추적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국내 기술 수준과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여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높은 임상
단계에 있는 해외 코로나-19 치료제를 추적하기보다 미국의 화이자 사례처럼 우리도 미리
준비되어있는 후보물질들과 원천기술을 확보하거나 선두주자들과 경쟁 가능한 우리만의 전략
을 구축해야 한다. 연간 배분할 수 있는 정부 R&D 예산은 쉽게 확대할 수 없는 관점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분배하여 파급력 있는 성과를 창출하려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할 수 있다.
질병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메커니즘 중 가장 상위기전의 문제를 해결하는 연구 기획을
확대하는 방식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상위기전에 집중한 연구를 통해 이와 관련된
하위에서 발생하는 질병들에 적용될 확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접근하여 투입된 연구비 대비
성과의 창출이 극대화되는 방식이다. Abbbvie Inc.(미국 상장사)의 휴미라(Humira)의 적응증
확대를 통해 이러한 파급효과를 엿볼 수 있다. 휴미라는 2018년 글로벌 처방약 매출 1위(199억
달러, 약 22조)로 우리나라 전체 R&D 예산을 넘는 수준이다. 휴미라의 이러한 매출은 국내
신약 기준 13개의 적응증을 확대하고 있을 정도로 다양한 질병에 치료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휴미라의 적응증 확대가 이처럼 확대 가능했던 배경에는 다양한 염증성 면역 질환을 제어하는
상위기전을 타켓팅 하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상위기전을 타겟팅 하면
자연스럽게 하위 기전에서 발생하는 질병들을 통제 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 1개의 연구성과로
부터 다양한 성과가 도출될 수 있는 R&D 성과의 효율성이 증진하게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접근은 코로나-19의 경우에서도 같이 적용할 수 있다. 제2의 코로나-19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상위기전을 타겟팅하는 연구의 예산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코로나-19을 방지하는 치료제 개발의 예를 들자면, 사람의 몸 안에 바이러스의 활성을
막아주는 면역시스템이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신약들을 집중하여 개발하여 위에서
언급된 유사 질병들을 효과적으로 타겟팅 할 수 있는 방식의 연구개발 비중을 늘리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다. 바이러스는 종류가 다양해서 모두 다른 치료제를 개발해야 하지만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면역시스템을 개선해주는 치료제를 개발하면 상위기전에서 질병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이다. 중국 코로나-19 확진자 4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코로나-19는
나이가 많을수록 사망률이 높다.10) 10~19세까지는 0.2%의 사망률을 보이지만 50~59세부터
갑자기 1.3%로 상승하다가 60-80+의 확진자로 갈수록 급격히 사망률이 상승하는 것을 아래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다.

10) Coronavirus patients over age 80 have a death rate of 15%. Here's the death rate for every
age bracket., Business insider, 2020. 02. 28.
https://www.businessinsider.com/coronavirus-death-age-older-people-higher-risk-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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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코로나-19 확진자 나이별 사망률 비교

이러한 현상은 아동에서 면역이 뛰어나기 때문에 낮은 사망률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성 치료제의 개발을 쫓아가기보다는 바이러스성
질병의 면역을 증진하게 시켜주는 물질을 개발하여 제2의 코로나-19의 발병에도 선전할
수 있는 미래형 R&D를 기획해야 할 것이다.

④ 해외 기업의 국내 법인 지원
선진국보다 수십 년 이상 뒤처진 제약 기술 수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진국보다 더
많은 R&D 예산, 인력,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 이상 그 격차를 좁히기가 어렵다. 2017년
기준 64조 원의 매출(세계 3위)의 로슈(Roche, 스위스)의 성공사례를 보면 환자 중심주의를
기반으로 한 공격적인 R&D 투자가 있어 가능했다고 분석할 수 있다. 로슈의 R&D 투자
규모는 글로벌 제약업계 최대 규모로 매출의 약 20%에 육박하는 R&D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2019년 국내 제약사들의 매출 대비 R&D 투자 비중은 전년 대비 비슷하거나
줄어들고 있어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는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다. 국내 대형제약사(한미약
품, 유한양행 등)의 매출 대비 R&D 투자 비율의 평균은 8.6%이며 중소제약사들의 평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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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로 그 격차가 크다. 글로벌 제약사의 실제 투입되는 R&D 예산이 국내 상위 제약사의
연 매출액보다 큰 경우(존슨앤존슨 연간 13조, 화이자 10조, 머크 10조 등)가 많다.11) 2019년
기준으로 미국의 상위 5개 빅파마의 연구개발비 평균은 연간 12조 원이다.12)
빅파마의 투자금액과 풍부한 인력 그동안 쌓아온 시간을 추격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다. 하지만 기술격차를 효과적으로 줄이는 방법으로 글로벌 빅파마의 국내 법인 지원을
제안할 수 있다. 글로벌 빅파마 들이 국내에 제조시설이나 연구시설을 설립하도록 파격적(세제
혜택, 법인 설립 서비스 제공, 부지 임대 등)으로 유도하고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그들의
기술과 노하우들이 국내에 유입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글로벌 빅파마의 제조시설이나 연구시설
이 국내에 설립될 때 국내 기업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거나 국내기술을 접할 기회가 많아져서
기술을 이전해갈 확률도 상승하게 된다. 제조, 연구시설이 설립될 때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인력들이 채용되어 고급기술을 습득한 인력들이 양성된다. 만약 글로벌 빅파마에서 spin
off되어 국내에 상장하게 된다면 빅파마가 큰 지분을 확보하겠지만 결국 시리즈A, B, C를
거쳐 국내 자본이 유입되게 되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정부의 R&D
투자 비용을 대폭 확대하지 않더라도 글로벌 빅파마들과 연구비, 연구노하우, 인력, 시간의
격차를 효과적으로 추격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다.
대표적 사례로 파스퇴르(비영리를 바탕으로 공중보건 증진을 비전)와 큐리언트(코스닥
상장사)가 있다. 파스퇴르가 2004년 4월 과학기술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기도를
통해 대한민국 법인 설립 시 지원금을 받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와 협력하였다. 법인
설립 이후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던 중 파스퇴르에서 실험적인 치료제들을 개발하는 자회사를
별도로 spin off 하였고 그것이 지금의 큐리언트이다. 현재 큐리언트 내 파스퇴르의 지분은
11%로 80% 이상의 지분이 국내 지분으로 형성되어있다. 이러한 현상에서 의미하는 바는
정부와 경기도에서 파스퇴르에 지원을 통해 해외 기업이 국내 법인을 설립하게 되고 그들의
우수한 기술력이 국내 상장사로 이어져서 국내에 인력과 기술을 이전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큐리언트는 파스퇴르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력을 가진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기초물질들을 기술이전 받아와서 후속 임상 개발을 수행하고 그 가치를 높여 해외로 기술이전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

11) 2019 R&D투자, 제약사 간 격차 더 벌어졌다, ParmNews, 2020.04.03.
12) 2019 제약산업 DATA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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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신약 개발 단계 및 소요 기간

국내 혹은 해외에서 기술을 이전받아올 때(Licence In: L/I) 자본이 부족한 중소기업에서는
전임상 단계의 기술(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이전받아와 임상 1, 2상으로 연구 개발하여
다른 제약사에 기술이전을(Licence Out: L/O) 하는 사업모델을 갖는다. 또한 그 수익을
L/I 해온 기관과 나누는 방식으로 계약하여 더욱 낮은 비용으로 기술을 양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방식을 취하는 국내 신약 개발사들이 많아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NRDO(No
Research Development Only)라 부르며 이러한 형태의 업체는 일동홀딩스의 NRDO 자회사
아이디언스, LSK글로벌PS, 한독이 투자하는 미국 NRDO 업체 트리거테라퓨틱스, 브릿지바이
오13) 등이 있다. 기초분야에 투자를 꾸준히 해나가되, 국내의 현 수준에서 선진국과 기초분야
연구 역량 차이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큐리언트가 막스 플랑크의 기초연구 결과를 국내에서 개발하게 될 수 있었던 것에는 파스퇴르
의 역할이 컸다. 파스퇴르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글로벌 인지도가 없는
큐리언트가 막스플랑크연구소와 연결이 되어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 있었다. 아무리
뛰어난 연구개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막스 플랑크로부터 기술이전(L/I)은 파스퇴르의
네트워크와 수십 년간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해외에서 영향력 있는 글로벌 빅파마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국내 법인을 설립하게 하고
자회사설립을 유도하여 고품질의 기술을 바탕으로 창업(spin off, 지분투자 방식 등)된 회사들이
많아지도록 기반을 조성해주어야 한다. 국내에 법인을 설립한 해외 바이오기업을 통해 기술
노하우들이 국내로 흡수되게 되고 해외의 우수기업 및 기관들과 네트워크가 발생하여 국내
연구 수준과 성과들이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국내
법인에서 일했던 인력들이 퇴사 후 국내에 벤처를 창업할 수 있게 된다면 그 파급효과는
인력양성과 동시에 국내 기술력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다.
13) 브릿지바이오 수출 대박. 힘 실리는 NRDO, 매일경제,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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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합작회사 또는 M&A를 통한 경쟁력 향상
국내 의약품 시장은 가장 선진국인 미국 대비 시장규모는 3%(미국을 100%로 설정했을
경우) 수준이다. 세계 순위로는 12위에서 13위를 오르내리며 그나마도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분야 수출 품목 중 단백질 복제약이 52%대에 달한다.14) 세계 주요 제약사의 매출 50위안에
국내 제약사가 한 개도 없다는 것으로 보아도 우리나라의 제약, 바이오 분야 기술 수준이
세계적 수준에서 뒤처져 있는 상황이다.15) 제2의 코로나-19이 발생하면 국가 R&D 성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술, 시간의 격차를 이른 시간에 효율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 해결방안 중 하나로 선진국의 연구기관과 국내 연구기관의
합작회사 및 인수‧합병을 장려하는 방법이다.
유럽 대부분의 중소/중견기업은 세계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갖고 있고 매출도 상당하지만,
주식시장에 상장하지 않은 비상장 기업들이 대부분이다.16) 특히, 독일의 경우 규모가 큰
중견, 대기업들도 상장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첫째, 독일에서 상장한다는 것은
회사에서 자본이 부족하여 외부에서 자본을 조달하는 뜻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 독일의 유망한 중소기업들은 회사에서 창출한 영업 이익으로 투자자본을 마련하는
것에 프라이드를 느낀다고 한다. 둘째, 독일 기업 중 92%가 가족기업이며 상장할 때 직원
수가 늘어나게 되고 실적을 위해 회사를 확장하는 등 기존과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여 가족기업으
로 명맥을 이어나가기 어렵다는 인식이 있다.17) 상장에 대한 거부반응과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VC나 투자회사의 투자관점에서는 기업에 투자하고 상장하여 투자금을 회수하는 횟수
전략을 세울 수가 없다. 이런 점을 잘 활용하여 국내 기업과 M&A 혹은 독일의 연구자들과
joint vanture를 설립한다면 국내 기업들에는 기초연구에 필요한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고
이러한 기술력은 국내 제약, 바이오 기술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국내 기업과 해외 기초연구 기관의 연구자 및 기관들과 joint vanture 설립을 시행한다면,
독일 VC의 투자를 유치하기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 유럽 기초연구기관의 저명한 연구
결과의 신뢰성, 국내 및 해외의 주식회사 상장을 통한 투자회수 기회 등을 잘 접목하면 확실한
투자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유럽뿐만 아니라 부족한 기술력들을 상호보완해줄 수 있는
국내 기업 사이의 M&A를 활용한다면 기업경쟁력을 올리는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다.
14) 단백질 복제약 앞세운 의약품 수출 52% 고성장, 데일리팜, 2020.07.29.
15) 2019년 제약산업 데이터북, 한국제약바이오협회
16) 베를린증권거래소, 뮌헨증권거래소 등 총 7개의 거래소 중 프랑크푸르트증권거래소는 가장 규모가 크며
대부분의 거래가 이루어짐. 독일거래소에 '19.3월 기준 상장된 회사는 총 516개(외국기업 49개 포함)로
시가총액은 1조 8,673억 원 달러 기록. ‘19.3월 말 기준 개방형 펀드(재간접 포함) 수는 총 6,507개이며
순자산 규모는 2조 4,206억 달러에 달함. 금융투자협회, 검색
17) 독일기업이 상장에 열중하지 않는 이유, News 중국, 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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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준 전 세계 제약·바이오 시장의 M&A 건수가 및 거래액이 최근 10년간 사상
최대이며 제약·바이오 기업의 R&D 투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중 M&A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은 전 세계 제약시장 중 40.2%의 매출을 점유하고 있으며 글로벌 빅파마
상위 10개 제약기업 중 미국 기업이 5개일 정도로 제약, 바이오 강대국이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큰 차이점으로는 미국은 M&A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벤처기업들이 M&A를 통해
투자금을 빠르게 회수하는 양상을 보인다. 상대적으로 국내 벤처기업들은 IPO에 의한 투자회수
에 의존도가 높다. M&A가 활성화되면 벤처기업은 투자 건수, 대기업은 기술력 확보, 민간의
투자 유치 증가 등의 장점이 있다. 결국 M&A의 거래 건수 및 거래금액이 제약·바이오 산업의
생태계의 건강함을 대변하는 지표가 된다. M&A를 통해 R&D에 소요되는 시간과 예산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R&D 효율성을 높이고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기술 수준을 향상하게
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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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소결

n 코로나-19 발병 이후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에 따라 국민 건강 보호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함
n 본 연구는 제2의 코로나-19 발병을 대비하여 국가 R&D 성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목표로함
n 코로나-19 발병 이후 백신중에는 미국의 화이자, 치료제 중에는 길리어드의 렘데시비르가
가장 유력한 후보이며, 유력한 수준의 후보 물질이 빨리 나올수 있었던 이유는 장기간
축적된 기술과 공격적인 R&D 투자에서 비롯됨
n 우리나라는 왜 미리 축적된 기술이 없는가?
→ 기업의 R&D 예산 투자, 인력, 축적된 시간의 차이
n 이러한 기술적 격차를 정해진 예산에서 효율적으로 추적하기 위한 전략이 있을까?

① 수익성 낮은 질병의 바우처 제도 도입 및 장주기 R&D 지원
코로나-19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변이되어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환과 같은 수익성 낮은
치료제의 개발을 장려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자발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바우처 제도(신속
승인, 우선심사, 임상비용 지원 등) 도입
② 제약·바이오 분야의 오픈이노베이션 체계 구축
신약 개발까지 상당한 투자금, 인력, 시간을 쏟아야 하는 제약·바이오 산업의 어려움을
극복할 방안으로 바이오 클러스터 도입을 통한 효율적 R&D, 글로벌 빅파마들과의 협업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국제공동연구 지원 등
③ 적응증 확대가 쉬운 상위기전 신약의 R&D 예산 확대
제한적인 연구개발비에서 효과적인 결과가 나올수 있도록 질병 발생 상위 기전을 타겟팅한
연구에 집중적인 정부 R&D 연구개발비를 투입하여 적응증 확대가 용이한 연구개발 전략을
구사
④ 해외 기업의 국내 법인 지원
글로벌 빅파마의 국내 법인 지원을 통한 spin-off 및 퇴사자의 신규 창업을 적극 유도하여
빅파마의 기술력이 국내로 자연스럽게 유입되도록 하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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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합작회사 또는 M&A를 통한 경쟁력 향상
상장사 비율이 매우 낮은 유럽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럽의 연구자 및 기업과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벤처케피탈의 투자를 유도하여 해외 자본을 유입시키는 방안
국외 기업 및 국내 기업의 M&A를 적극 장려하여 부족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연구개발의
속도를 불어넣는 방식으로 벤처케피탈의 조기 투자 회수를 가능하게 하여 산업생태계를 구축하
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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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개요

본 연구는 중장기적으로 현 국가 R&D 평가체계를 보완하고 개선시킬 수 있는 인공지능·데이
터 기반의 R&D 평가 고도화 전략과 모델을 개발·적용하기에 앞서, 그러한 가능성을 탐색하고
현재 인공지능의 기술수준을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 위함이 주요 목적이다.
정부 R&D 예산이 ’21년도 27조원 규모18)(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에 도달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국가 R&D 평가체계 및 방법론에도 지속적으로
혁신적인 고도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특히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연구성과평가법)에 의거하여
매 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정평가, 상위평가 및 출연(연) 기관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국가 R&D 평가 고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포괄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주요 국내 동향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소기업정보진훙원을 통하여
스마트 R&D 평가체계 시범과제 구축 TF(’20.5)를 수립하여 중소기업 R&D 지능형 평가모델
개발에 대한 용역을 발주(‘20.6)했다. 해외에서는 EU의 제9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2021–2027)을 통하여 인공지능, 데이터마이닝 도구를 성과검증에
활용하고, 프레임워크의 결과를 점검할 수 있는 방법론을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9)

(European Commission, 2018) 또한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을 이행하기 위한 주요

전략 중 하나로 디지털 변혁(Digital Transformation)을 통한 접근성 향상과 확산을 언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행전략에는 연구계획· 과정· 성과를 보고하는 부분에 있어 텍스트 마이닝과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도입하여 보고에 투입되는 인적·물적·시간적 자원 관련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시도와 인간 중심의 인공지능 모듈 도입 시도(예: 연구제안서가 제안요구서에 적합한지를
자체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 도구)가 포함되어 시범 평가 예정이다.20)
(European Commission, 2020)
18) 2021 정부 R&D 배분·조정안 주요 특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
19) A New Horizon for Europe, EU Commission, 2018
20) Implementation Strategy for Horizon Europe, EU Commission, 2020

53

COVID19 이후 과학기술 R&D 성과분석, 확산, 제도 및 평가 대응력 강화를 위한 연구

제 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2021~2025)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
술자문회의, 2020)에 따르면, 국가 R&D 평가방법·과정에 대하여 효율성과 혁신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 R&D가 추격형 체계에서 창의·선도형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성과평가
에 복잡성, 다양성, 전문성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면서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지속적인
활동’으로 개선 노력도 필요하다. 이를 디지털 변혁과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기술과 연관지어
발전시키는 방향을 생각하자면, 기존 국가연구개발 진행단계별 평가수행 시 능동적 자동화
시스템을 통하여 인적자원 투입 효율성 극대화 및 평가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고, 중장기적으
로 심층평가인 특정평가에 자원 투입을 증대하여 전반적인 평가수행의 효율·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을 들 수 있다.
또한, 국가 R&D 평가의 질적 제고를 위해 새로운 시도와 연구가 필요한 상황으로, 예를
들면, 평가의 분야별 전문성 및 평가의 분야 대표성 강화를 향한 동료 평가(Peer-review)
제도의 한계점 극복, 다양한 근거 기반의 평가결과 타당성 확보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가 R&D 평가결과에 대한 피평가자의 수용성이 증대되는 부분도 기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근거기반의 추가적인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평가모델에 대한 연구
및 제시가 필요하다. 관련 연구에 인공지능·데이터 기반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갖추어져야 하는 부분은 폭넓은 데이터로의 연결성 강화인데, 현재 기존의 국가 R&D 평가데이
터, NTIS 시스템 상의 국가 R&D 데이터, 웹상의 데이터 등이 존재하며, 추후 연구지원시스템
(PMS)상의 데이터에 접근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최종적으로는 국가 R&D 평가방법 및
시스템과의 연결성 강화와 구체적인 활용성 제고가 요구된다.

21) 제 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2021~20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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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주요 배경 및 현황

1. 인공지능 기술 및 시스템 개념
인공지능 기술은 향후 가속화될 디지털 변혁 속 사회에 있어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사회 수요층과 연구자의 폭발적인 관심과 함께 기술의 발전속도도 매우 빠르다.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의 국가연구개발 평가체계 및 시스템으로의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하기에 앞서 인공지능
기술의 주요 특징, 인공지능 시스템 개념, 기술적 동향 등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인공지능 기술의 특징) 현재 인공지능의 핵심기술은 심층학습(Deep Learning)이며, 각
산업과의 융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심층학습은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학습해서 패턴을
인식한 후, 이에 따른 예측결과를 제공한다. 이 때, 양질의 데이터 구축이 심층학습의 성능을
좌우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적·물리적 자원 투입이 요구된다.

22)(추형석,

소프트웨어정

책연구소, 2019) 즉, 인공지능의 성능이 기본적으로 데이터의 절대량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기술적인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또한 심층학습은 경험적인 결과에 의존하며, 인공신경망
(Artificial Neural Network)의 구조와 성능 간의 상관관계가 불분명하다. 일반적으로는
기계가 다양한 시도를 통하여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는 접근 방식이기에 요인과 결과 간의
인과 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어려운 편이다. 이로 인하여 인공지능은 산업과 사회에 적용
시 사회적인 합의와 수용적 공감대가 상당히 중요하기도 하다. 따라서 인공지능의 명료하지
않은 시스템적 설명가능성, 신뢰성에 의하여 오작동이 될 경우를 대비하여 인공지능 시스템
이해관계자의 책임 범위 합의가 필요하며, 구체적으로 인공지능 시스템의 활용 측면에서
어느 선까지 기계에 의존하고, 또 어느 정도 인간이 관여하는지에 대한 연구와 적용이 각
활용 분야별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은 데이터가 그 근간이 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고 정확성과 공정성을 겸비한 데이터와의 연결성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수요층 접점에 있어 일종의 플랫폼 서비스가 필요하다.
(인공지능 시스템 개념) 일반적으로 인공지능 시스템은 센서(데이터 수집), 동작 논리(데이터
처리), 액추에이터(데이터 활용)의 세 가지 주요 요소로 구성된다.

23)(OECD,

2019) 인공지능의

핵심인 동작 논리는 주어진 데이터 모음에 대하여 센서 입력 데이터를 기반으로 액추에이터에
권고, 예측 또는 결정의 형태로 환경의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한다.

22) 차세대 인공지능의 연구현황과 당면 과제, 추형석,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2019
23) 사회속의 인공지능(Aritificial Intelligence in Society), OECD,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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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인공지능 시스템의 상세 개념24)

인공지능 시스템은 기계 및 인간의 입력 데이터를 사용하여 1)실제 또는 가상 환경을
인지하고, 2) 해당 인지 내용을 수동적인 규칙 기준으로 또는 자동화된 방식(예: 머신러닝)으로
분석하여 모델로 추상화하고, 3) 모델 추론으로 의사결정을 위한 선택지를 생성해낸다. 목표(예:
출력 데이터)와 성능 측정(예: 정확성, 학습을 위한 데이터, 데이터의 대표성)이 인공지능
시스템의 구축에 대한 가이던스를 제공한다.
인공지능은 크게 통계적 인공지능과 기호적 인공지능으로 구분할 수 있다.

25)(OECD,

2019) 기호적 인공지능은 실제 연구자가 현상을 파악하고, 기계는 인간이 현상을 해석한대로
의사결정 구조를 세밀하게 구축한다. 이와 달리, 통계적 인공지능은 기계가 입력데이터로부터
일종의 패턴을 인식한 후 이로부터 추세에 기반해 예측을 하는 형태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 실험적으로 활용할 자연어 처리 알고리즘은 일반적으로 대용량 자연어
데이터에 기반하는 통계적 접근법과 해당 언어의 문법과 규칙 등을 고려한 기호적 접근법을
조합하여 개발되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으로 인공지능 연구는 그림 4-2와 같이 머신러닝 기법을 통계적 인공지능의 하위에
두게 되며, 머신러닝 하위에 인공신경망과 심층 인공신경망을 두게 된다. 또한, 일반적인
데이터 마이닝은 머신러닝과 통계적 인공지능의 영역을 교차 부분집합을 이루는 형태로 분포하
게 된다. 머신러닝은 경험을 통해 자동으로 개선하는 컴퓨터 알고리즘의 연구로 입력 데이터
학습을 통하여 발굴한 패턴이나 속성을 기반으로 예측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고 있는 반면,
데이터 마이닝은 데이터의 미처 알지 못했던 속성을 발견하는 것에 집중하는 차이점이 있다.

24) OECD내 AIGO(인공지능 원리에 대한 가이던스를 제공하는 전문가 그룹)의 정의 및 승인에 따름, 2019
25) 사회속의 인공지능(Aritificial Intelligence in Society), OECD,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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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의 관계26)

(인공지능 기술적 동향)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개선되고 발전됨에 따라서 데이터 속성
(Feature)에 대한 정교한 라벨링의 필요성이 감소됨과 동시에 분석 가능한 데이터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학습용 입력 데이터 외에 도메인에 특화된 데이터나 복합적인
데이터*에 대한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소량의 고품질 학습용 입력 데이터보
다는 대용량의 중품질 학습용 입력데이터가 각광받고 있으며, 이는 현실적으로 대량의 고품질
학습용 입력 데이터를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인 차선책이라고 할 수 있다.
* 동일한 도메인에서 영상·이미지·텍스트·음성 등의 복합적인 데이터들을 개별적으로 학습하되
통합적으로 인공지능 시스템이 추론할 수 있으며, 해당 기술은 다중 모드 학습(Multi-modal
Learning)이라고 한다.27)(한국정보화진흥원, 2019)

[그림4-3] 학습방법 및 알고리즘 변화에 따른 데이터 구축 방향28)
26) 사회속의 인공지능(Aritificial Intelligence in Society), OECD, 2019
27) AI INSIGHT REPORT Vol.02, 한국정보화진흥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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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국가의 인공지능 R&D 정책 동향
(미국) 미국의 인공지능 R&D는 산업계에서 대응할 개연성이 낮고, 연방정부의 투자로
편익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은 영역에 집중하여 7대 전략의 방향성을 표 4-129)(서영희, 소프트웨
어정책연구소, 2020)과 같이 제시하고 있으며, 지각, 자동화된 추론/기획, 인지시스템, 머신러
닝, 자연어처리 등 관련 분야의 모든 인공지능 공통 수요를 포함하고 있다.
<표 4-1> 미국의 인공지능 전략 7가지
구분

상세 내용

전략1

- 고위험, 고보상 기초연구에 대한 연방정부 투자 대부분은 혁신적인 기술(인터넷,
GPS, 스마트폰 음성인식, 심장 모니터, 태양광 패널, 첨단 배터리, 암 치료법 등)
로 이어졌으며, AI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최우선 순위의 기초적
이고 장기적인 AI 연구에 투자 집중

전략2

- 인간과 AI 간의 상호작용 및 협업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연방정부
의 본질적 연구(사용하기 쉽고 유익한 방법으로 인간과 함께 일할 AI 시스템을 어
떻게 가장 잘 만들어 낼 것인가를 연구) 필요

전략3

- 윤리적, 법적, 사회적 목표들과 보조를 같이하는 AI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전 영역
에서 AI가 미치는 영향을 이해 및 대처하기 위한 연구 필요
※ AI의 진보는 사회에 많은 긍정적 혜택을 제공하며 미국의 경쟁력을 증가시키고 있
으나 직업, 경제, 안전, 윤리적 및 법적 문제에 이르는 몇몇 영역에서 위험 표출

전략4

- 사용자가 신뢰 및 수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을 수행하며, 사용자의 의도대로 작동
하는 것을 보장할 수 있는 설명 가능하고 투명한 시스템 필요
※ 인간 사용자 및 환경과 풍부한 상호작용이 가능한 AI 시스템의 잠재적 역량과
복잡성으로 인해 AI 기술의 보안과 제어를 강화하는 연구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

전략5

- AI 연구의 진전을 촉진하고 대안적 해법을 보다 효과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AI 훈련 및
시험용 공유 공공 데이터 세트에 투자할 것을 연방정부에 촉구

전략6

- 특정 문제와 도전적 과제에 대한 진전을 정의하고, 차이를 좁히고, 혁신적인 해법을 추진
하기 위한 R&D에 표준 및 벤치마크가 어떻게 초점을 맞출지 논의
※ 인표준 및 벤치마크는 AI 시스템을 측정하고 평가할 뿐만 하니라 AI 기술이 기능성
과 정보처리 상호운용이라는 중대한 목표달성을 보장하는데 필수적

전략7

- AI 기술에 대한 심층적 기술을 가진 핵심 AI 과학자 및 기술자 등 역량을 갖춘 인
재 파이프라인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

28) AI INSIGHT REPORT Vol.02, 한국정보화진흥원, 2019
29) 국가연구개발사업의 SW 융합 현황분석에 관한 연구, 서영희,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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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인공지능 관련된 개념이 일관적이고 보편적으로 정립되지 않았음을 감안하여 혼용되
고 있는 인공지능의 의미를 강 인공지능과 약 인공지능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강 인공지능은
인간과 동일하거나 이를 능가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약 인공지능은 수학과 컴퓨터과학을 통한 방법론으로 특정 응용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자기 최적화(self-optimization)가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 추가로 인간의 지능을 모델링하고 기술하거나 인간의 생각하는
방식을 시뮬레이션하는 기술도 이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독일 정부는 이러한 구분
중 약 인공지능에 방점을 두고 이를 위한 방안을 개발하고자 하며, 구체적으로는 표4-2와
같이 5대 분야30)로 구분하고 있다.
<표 4-2> 독일의 인공지능 중점 5대 분야
분야

적용 예시

추론 시스템, 기계 기반
근거 처리

논리적 표현에서 형식적 진술을 파생시키며, HW 및 SW의 정확성을 입증
하는 시스템

지식 기반 시스템

지식 모델링 및 수집 방법, 시뮬레이션용 SW, 인간 전문기술 및 전문가 지
원(이전에는 대개 전문가 시스템으로 불림), 심리학 및 인지과학

패턴 분석 및 인식

추론 분석 기법, 그 중에서도 기계학습

로봇 공학
지능형 멀티모드

로봇 시스템의 자율적 제어. 자율 시스템
인간-기계 상호작용, 언어분석 및 이해(언어학과 연계), 이미지, 제스처 및
기타 인간 상호작용

(일본) 일본은 인공지능 기술전략회의 설립을 통해서 민·관 간의 협업 체계를 마련하고,
인공지능 산업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일본의 전반적인 현안 (경제, 저출산, 고령화) 등에
대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한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
(EU) 유럽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하여 인간 중심의 가치, 인공지능 윤리와 관련 보안 이슈
등을 주요 이슈로 판단하여 연구하고 안정적인 형태로 도입하고자 노력중이다. 특히 2019년
4월에 1) 인간 개입 및 감독, 2) 기술적인 안정성, 3) 개인정보 관리 체계, 4) 투명성, 5)
다양성과 공정성, 6) 환경 및 복지, 7) 책임성 등 인공지능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윤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30) 독일 정부의 인공지능 선도 전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유럽사무소,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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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공지능 기술의 공공·민간분야 활용·구축 사례
인공지능 기술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공공·민간분야에 대한 활용·구축 사례도 국가 R&D
평가 고도화에 활용될 수 있는 유사사례만을 다루기로 한다. 그러므로 이외에도 본 연구에서
다루는 사례 외에도 상당히 많은 사례(예: 이미지 학습을 활용한 자율주행기술 개선)가 존재함을
미리 밝혀둔다. 추가적으로 본 사례조사에서는 문헌 조사 외에 인공지능 전문기업인 ㈜ 솔트룩스
를 통해 조사한 전문가 인터뷰 내용을 기반으로 보다 의미있는 최근 사례를 담고자 노력하였다.

(민간 / 신용평가 시스템) 신용평가 시스템은 대출가능여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기계
기반 시스템을 보여준다. 주어진 목표 데이터(신용도)에 대한 권고를 출력 데이터 형태(신용점수)
로 제공한다. 기계 기반의 입력(사람들의 프로필이나 대출금 상환 여부에 대한 과거 데이터)과
인간 기반 입력(일련의 규칙)을 모두 사용한다. 이러한 두 집합의 입력을 사용해 시스템은
실제 환경(지속적 대출금 상환 여부)을 인지한다. 그러한 인지가 자동으로 모델로 추상화하며,
신용평가 알고리즘은 예를 들어 통계 모델을 사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모델 추론(신용평가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결과(대출 제공 또는 거부)에 대한 권장사항(신용점수)을 만들어낸다.31)
(OECD, 2019)

(민간 / 디자인 자동생성 서비스) 텍스트 데이터를 디지털 변환하여 문서 검색 및 요약
등을 자동화가 가능한 서비스로, 문맥 및 문서 기반 텍스트와 이미지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분석, 검색, 자동분류 및 OCR (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광학문자인식) 솔루션
구축32)
<표 4-3> 인공지능 활용 디자인 자동 생성 서비스 구축 우수사례33)
서비스 세부

설명

민간기업

텍스트 데이터 기반
문맥 분석 솔루션

자연어의 문맥, 의도, 정보를
인식, 집계하여 비즈니스
데이터로 활용

ALLGANIZE

텍스트 데이터 기반
문서 검색 솔루션

임직원의 문서 검색 의도를 이해
하여 적절한 검색 결과 제공

ALLGANIZE

31) 사회속의 인공지능(Aritificial Intelligence in Society), OECD, 2019
32) NIA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활용 우수 사례, 한국정보화진흥원, 2020
33) NIA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활용 우수 사례, 한국정보화진흥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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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세부

설명

민간기업

텍스트 데이터 기반
문서 자동 분류 솔루션

기업 인사이트 확보에 필요한 대
용량의 문서 데이터 중 유의미한
데이터를 자동 분류, 요약하여
트렌드 리포트를 작성

다음소프트

이미지 데이터 기반
OCR 솔루션

비정형화된 방식으로 기록된
문서를 인식하여 정형 데이터로
변환

Cinnamon (해외)

(민간 / 바이러스 탐지 서비스) 텍스트와 로그 데이터 등의 데이터를 학습하여 바이러스
및 이상 신호를 탐지하는 서비스
<표 4-4> 인공지능 활용 바이러스 탐지 서비스 구축 우수사례34)
서비스 세부

설명

민간기업

로그 데이터 기반
안티 바이러스 솔루션

로그 데이터 학습을 통해, 바이
러스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보안
서비스

이스트소프트, 파수닷컴

텍스트 데이터 기반
안티 바이러스 솔루션

텍스트를 분석하여 바이러스가
내재된 파일 탐지

기원테크

로그 데이터 기반 이상
거래 탐지 서비스

로그 데이터를 통해 학습한
결과, 이상 거래를 탐지

CHEQ(해외), Feedazi (해외)

(민간 / 행정사무 자동화 서비스) 서류 작성·분류·번역 등의 행정사무 자동화 서비스로,
법률 텍스트 데이터를 활용하여 법률 서류작성, 분류 및 번역 서비스 구축
<표 4-5> 인공지능 활용 행정사무 자동화 서비스 구축 우수사례35)
서비스 세부

설명

민간기업

텍스트 데이터 기반
법률 서류 작성 자동화
서비스

텍스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
자에게 필요한 법률 서류를 작성
해주는 서비스

헬프미

텍스트 데이터 기반
법률 문서 자동
분류 서비스

법률 텍스트를 분석해 자동으로
분류해주는 서비스

imanage (해외)

텍스트 데이터 기반
법률 문장 번역 서비스

텍스트 데이터인 법률 문장을
번역해주는 서비스

솔트룩스 파트너스

34) NIA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활용 우수 사례, 한국정보화진흥원, 2020
35) NIA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활용 우수 사례, 한국정보화진흥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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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 지적재산권 관리 서비스) 특허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해 특허 등록, 활용을 도와주는
서비스로, 전 세계 특허 기반 텍스트 데이터와 이미지 데이터 등을 사용하여 특허 관련 통합
솔루션 개발
<표 4-6> 인공지능 활용 지적재산권 관리 서비스 구축 우수사례36)
서비스 세부

설명

민간기업

텍스트 데이터 기반
특허 번역 플랫폼

전세계 특허 데이터를 분석해 효
율적인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서
비스

솔트룩스 파트너스,
워트 인텔리전스

IP 비즈니스 통합 솔루션

특정 특허의 강점을 분석하여 가
치를 계산하는 등의 서비스 제공

Ipwe (해외)

이미지 데이터 기반
상표 출원 서비스

특허청의 심사 데이터를 활용 및
분석하여 상표 등록을 도와주는
서비스

세진마인드

(공공 / ㈜솔트룩스 전문가 인터뷰)
<표 4-7> ㈜ 솔트룩스의 데이터과학 플랫폼 구축사례(공공)37)

36) NIA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활용 우수 사례, 한국정보화진흥원, 2020
37) ㈜ 솔트룩스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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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STI 연구개발 조기경보 시스템
(배경) 계량적 방법에 의한 과학기술 정보분석 중요성 및 수요 확대, 국가 R&D의 기회와
위협요인에 대한 상시적인 경쟁기술 모니터링 시스템 필요
(목표) 세계 수준의 정보분석 체계 구축을 통한 계량적 분석 기반조성, 연구개발활동의
비용절감 및 기술혁신 모니터링을 통한 효율성 강화, 과학기술 지식의 포트폴리오, 기술,
연구주제 분포를 분석, 평가하는 연구개발 조기경보 시스템
(도입효과) 지표생성 알고리즘에 맞추어 다양한 지표 생성, 연관기술 관계 정보추출, 연구자간
관계정보 추출, 연구주제 분포 분석, 경쟁기술 및 관련환경의 모니터링과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경쟁력 확보의 핵심 원천으로 작용

[그림 4-4] KISTI 연구개발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화면38)

38) ㈜ 솔트룩스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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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경제부 신기술 센싱 및 Start-up 발굴
(배경) 동종/이종 기술간의 융합 패턴의 발견이 중요하며 미래기술 및 미래 시장 제품의
발견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나, 정부지원 R&D사업에 대해 피상적인 통계처리 및 단순
분석 수준
(목표) R&D 관련 종사자에게 세부 단위 기술 수준의 유망/연관/융합 기술 패턴 발견
및 제시, 온톨로지 기반의 다차원 R&D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필요한 기술/시장을 발견할
수 있게 하며, 제품/기술의 예측 및 기술 융합 패턴의 발견을 하기 위함
(도입효과) 특허 수요자와 공급자를 찾기 위한 온톨로지 구축 및 추론을 활용한 기술 수요자/공
급자 발견, 주어진 기술문헌을 분석하여 유망 기술 발견, 새로운 시장의 개척 및 연구개발
투자전략 수립 용이

[그림 4-5] 지식경제부 신기술 센싱 및 Start-up 발굴 구축화면39)

39) ㈜ 솔트룩스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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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 ㈜솔트룩스 전문가 인터뷰)
<표 4-8> ㈜ 솔트룩스의 데이터과학 플랫폼 구축사례(민간)40)

- 삼성전자 신기술 센싱 및 모니터링
(배경) Digital Conversion으로 표현되는 복합응용기술에 대한 분석 체계 마련, 전세계
특허, 논문 및 삼성전자 내 기술문서에 대한 분석시스템 필요
(목표) 분석결과의 효과적 보고, 기술 마이닝 결과분석, 미래 기술에 대한 추정 예측, 미래
기술에 대한 정규 예측
(도입효과) 기술의 시계열 트렌드 분석(통시적 현상 분석)과 기술 간의 관계성 추출을 통한
신기술 센싱, 미래 R&D 기술에 대한 트렌드를 파악하여 제품의 연구개발 의사결정을
지원

40) ㈜ 솔트룩스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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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삼성전자 신기술 센싱 및 모니터링 구축화면41)

- LG전자 특허센터 신기술 센싱 및 Start-up 발굴
(배경) LG전자 내의 모든 기술 문서와 전세계 모든 특허 문서를 대상 (한국/일본/영어
특허건수 약 2000만 건 이상), 개발자의 경험이나 직관에 의존하다보니 특허의 방대하고
가치있는 정보를 제한적으로 분석
(목표) 외부 데이터를 활용하여 신기술 및 유망 Start-up 조기 발굴, 신사업 발굴, 벤처
협력 등, 미래 Risk 조기 대응을 위한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 도구 제공
(도입효과) 제품 및 기술개발 시 특허분쟁 가능성 제거, 특허 확보 등의 지식자산 관리
가능, 군집 특허 분석 시스템을 통하여 기술적 과제의 구체적인 해결 방안 도출, 미국,
일본, 대만 업체로부터 잇따른 특허 침해 소송 승소 및 특허권 획득

41) ㈜ 솔트룩스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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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LG전자 특허센터 신기술 센싱 및 Start-up 발굴42)

42) ㈜ 솔트룩스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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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인공지능 기술의 평가체계·시스템 도입 시 고려사항

1. 행정학·법적 관점에서의 유의점 분석
4차 산업혁명은 국가와 사회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영향력은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Schwab, 2016)43). 구체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기술인 사물인터
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그리고 모바일 기술이 개인, 기업, 시장 분야뿐만이 아닌 정부·행정까지
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의 여러 기능 중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가장 크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정부의 의사결정 영역으로 생각된다. 급속히 발전 중인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이 새로운 방식의 자료와 정보의 수집, 관리, 활용방법을 빠르게 진보시키고 있으며,
이는 데이터 및 증거를 기반으로 하는 정부의 의사결정 영역에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다. 특히 사업·정책 분석 및 평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44).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는 그동안 축적한 정부 내부의 정보와 자료를 인공지능(예: 딥러닝)처리에
활용하는데 있어 미온적이었으며, 단순 자료를 외부의 정보·자료와 융합하여 새로운 데이터를
구축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45). 즉, 사업·정책 분석 및 평가에 활용되는 정도가 다른 분야에
비하여 낮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자료와 정보를 저장하고 분석할 수 있는 관련 기술이 존재하며, 현재 정부에서도
정보·자료 공개 및 제공에 대한 의지가 크다고 판단되는 바(관계부처합동, 2019), 본 소절에서는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을 활용한 사업·정책 평가 계획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논의한다.

가. 양질의 데이터에 대한 충분한 확보
인공지능 기술개발의 핵심 요소는 구조화된 대량의 학습 데이터이다. 미국 유수의 기업들이
인공지능 기술의 선두주자로 나설 수 있었던 것은 방대한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고유 플랫폼
보유하는 등 데이터 기술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즉, 수집 단계부터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사업·정책 의 분석·평가에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데이터들은
일정 플랫폼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가 아니다. 사업·정책 분석·평가에 인공지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된다고 할 수 있다.

43)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at It Menas, How to Respond, Schwab, Klaus, 2016
44) 정책(사업) 결정 과정에 있어 의사결정의 핵심 요소는 정책의 분석과 평가이다.
45) 정부는 2012년 “스마트국가 구현을 위한 빅데이터 마스터플랜”을 통하여 신성장동력 산업육성의 측면과
더불어 대국민 서비스 질의 제고를 목표로 설정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외, 2012). 정부의 빅데이터 정책 현황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2015년을 기준으로 18개의 중앙부처가 약 70개의 빅데이터 정책을 추진하였는데,
그중 50%는 서비스와 정책개선, 17%는 시장과 산업의 활성화, 33%는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런 정책 중 평가의 성격을 갖는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정석,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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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정형자료(Unstructured Data) 또는 문자(Text), 그림·사진(Image)도 분석
가능한 데이터로 전환
사업·정책 분석 및 평가에 활용되고 있는 자료 중 많은 부분이 비정형문서 및 문자, 그림으로
이루어져 있다. 최근 AI기반의 비정형 문서 이미지 데이터에 대한 인식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그 기술 수준 또한 발전하고 있다46). 따라서 정부의 사업·정책
평가와 관련한 비정형 자료들을 정형화 또는 분석할 수 있는 민간 기업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다. 편향·왜곡(Bias)된 데이터의 활용 가능성 방지
인공지능 기술이 공정한(fairness) 의사결정(평가)을 권고하기 위해서는 편향된·왜곡된
(biased) 데이터가 활용되어서는 안된다. 일정한 분야의 전문가들만의 의견으로 작성된 데이터
는 분석·평가에 있어 편향을 나타내는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 일례로, 미국 스탠포드 대학
(Stanford University)의 James Zou, Londa Schiebinger 박사는 최근 과학학술 저널
네이처에서 컴퓨터 과학자들이 편견의 원인을 찾아내 데이터의 편향성을 제거하고 데이터
편향에 저항적인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두 저자는 구글 번역기
등이 채택한 인공지능 응용 프로그램은 여성, 유색인종 등 특정 집단에 대해 체계적으로
차별하고 있다고 밝혔다.

라. 적극적으로 이끌고 구체화시킬 수 있는 추진체계와 전략 수립
인공지능을 국가연구개발 사업 평가체계 및 시스템에 활용하는 데에 있어 성공적인 방향으
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세부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기술 활용을 구체화하여 구현·적용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추진체계와 전략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에 대하여 4차 산업혁명 환경을
구현하는 책임은 행정안전부의 전자정부국47) 및 2017년 9월 발족한 대통령 직속의 4차산업혁
명위원회48)가 맡고 있다. 하지만 두 조직 모두 본 세부 분야 외에도 각 분야별 수요를 구체화하여
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 활용을 구현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행정안정부의
전자정부국에서 수립한 ‘전자정부 2020 기본계획’(2016)과 ‘지능형 정부 기본계획’(2017)은
46) 세계적인 분석 기업 쌔스(SAS)는 포레스터 리서치(Forrester Research)가 최근 발행한 ‘포레스터 웨이브: 2018년
2분기 인공지능(AI) 기반 텍스트 분석 플랫폼(Now Tech: AI-Based Text Analytics Platforms, Q2 2018)’
보고서에서 SAS가 리더로 선정됐다. 특히 포레스터는 인공지능 기반 비정형 데이터 분석 솔루션 ‘SAS 비주얼
텍스트 애널리틱스(SAS® Visual Text Analytics)’의 다양한 머신러닝 모델과 포괄적인 시각적 사용자
인터페이스(UI)에 주목했다.
47) 전자정부국은 온라인 기반의 효율적인 디지털정부 구현과 관련하여 모바일 전자정부, 클라우드 기반 정보자원의
구축과 같은 업무를 담당
48)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종합적인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필요한 정책의 발굴, 관련 연구개발 지원, 신산업･신서비
스 육성을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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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이 대민 서비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제반 여건 조성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경우는 활동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며 최근 민간위원과
정부위원 간의 마찰을 두고 볼 때, 본 위원회가 범정부 차원의 총괄추진체 소임을 수행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마. 인식과 제도의 변화 필요
사업·정책의 평가·분석과 관련하여, 정보를 힘과 권력으로 바라본다면, 즉 부처 간 칸막이가
현재와 같이 상황으로 유지된다면 인공지능을 활용을 위한 정책평가·분석 데이터 형성 및
축적이 불가능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변화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태도와
데이터를 공유의 대상으로 연구하여 쓰임새를 도출하고자하는 자세를 갖기 위한 공무원 및
연구자들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부처 간 소관의 데이터를 함께 분석함으로써 분석결과의
정확성 등을 기대할 수 있지만, 현재 해당 부처/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의 분석으로 한정되거나
다른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제공받아 이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49)

바. 사업·정책 평가자(인간)와 인공지능(기계) 간의 역할분담 사전합의 필요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책(사업)평가·분석이 올바르게 출발하기 위해서는, 기계가 할 수
있는 영역과 인간(평가자)이 해야만 하는 영역을 먼저 명확히 구분한 뒤, 역할분담의 사전합의가
된 선에서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인공지능은 과거의 오류와 편견까지도 학습할 수 있으며 국가 정책적인 분야에서 상위 결정에
대한 습득은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며, 이러한 고려없이 진행한다면 오히려
의사결정(평가·분석)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인간이 아닌 기계가 행정업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되는 경우에도 기계로 처리 가능한
근거, 이러한 처리의 효력, 행위, 또는 책임의 귀속주체 등은 명확히 해야 한다. 기계가 행정업
무를 처리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또는 가능한 영역과 행위인지를 판단한 후에 그
가능성을 관련 법령에 명시하는 등의 형태로 선언해야 한다.

50)

사. 빠른 의사결정(분석·평가)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 필요
일반적인 정책과정은 ①문제 발생과 발견 → ②정책의제 형성 → ③정책결정 → ④ 정책집행
→ ⑤정책평가 → ⑥환류 과정을 거친다. ①에서 ③단계의 핵심이 정책분석, ④에서 ⑥단계의
핵심을 정책평가라고 할 때, 혁신관리비서관실(2007)51)조사에 따르면 정책분석 단계에서
49) ‘자동화 행정’ 구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정보화진흥원, 2019
50) ‘자동화 행정’ 구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정보화진흥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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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47.6개월이 소요, 정책평가 단계에서 약 12개월이 소요되었다. 하지만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활용 체계·시스템을 사업·정책의 분석·평가에 도입하면 거의 문제 발생과 동시에 정책평가
가 이루어질 수 있는 아주 빠른 정책과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는 빠른 의사결정(분석·평가)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즉 빠른 의사결정과정을 진행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아.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최소화
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학습할 데이터가 양질이면서도 방대할수록
알고리즘의 성능이 좋아지기 때문에 데이터 수집을 최소화하기보다는 최대화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데이터 주체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하는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의 수집
제한, 사용 제한 및 목적 명시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52)(Cellarius, 2017)53) (OECD,
2019). 즉, 인공지능 및 데이터기반의 활용도를 높일 시에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최소화를
사전에 고려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점이다.

2. 특허 사례 분석
본 특허 사례 분석은 국가연구개발 평가 시에 활용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과제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특허와 인공지능 기술이 포함된 평가모델에 관한 특허를 대상(총
7개)으로 실시하였다. 실제 평가 행위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스템 적 판단을 할 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 특허들도
포함되었다. 현 시점에도 아래와 같은 특허들이 등록·공개되어 실효적 권리를 행사하는 가운데,
국가연구개발 평가체계 및 시스템에 인공지능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이는 현재보다 더욱
데이터 준비· 시스템 구축·분야 활용에 관한 지적재산권의 중요도가 높아지는 방향이므로
권리 확보 및 특허 전략도 사전에 면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가. 특허1: 연구개발 기획대상 과제에 대한 사전경제성 분석지원 시스템 및 방법54)
연구개발 기획대상 과제에 대한 사전경제성 분석 지원 시스템 및 방법은 대규모 국가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연구과제 선정에 있어서, 다양한 기술 및 제품에 대하여 실제적인 시장정보를
근거로 한 경제성 분석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종전보다 신속하고 신뢰성 있으며 효과적으로
유망과제를 선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사용자로부터 기술 관련 산업 및 시장
51)
52)
53)
54)

“주요정책 소요시간 분석 및 시사점”, 혁신관리비서관실,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Cellarius, M., 2017
사회속의 인공지능(Aritificial Intelligence in Society), OECD, 2019
특허공개번호 10-2016-0040966, 공개일자 201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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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입력 받거나, 기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에 근거하여 경제성 분석을 지원하는 분석지원시
스템에 대한 것으로서, 기획대상 과제의 관련 산업 및 목표시장을 선정하는 1단계; 기획대상
과제의 사전경제성 분석을 수행하는 2단계; 기획대상 과제의 분석결과를 지표화하고 검증하는
3단계; 및 기획대상과제에 대한 최종 분석보고서를 작성하는 4단계를 포함한다. (출원인:
비즈니스전략연구소(주))

[그림 4-8] 특허1 대표도55)

나. 특허2: IP 평가 모형을 이용한 IP 평가 방법 및 그 장치56)
딥 뉴럴 네트워크 기반의 IP 평가 모형을 이용한 IP 평가 방법 및 그 장치가 개시된다.
특허 자체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내재적 지표, 특허가 속한 외부환경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외재적 지표를 산출하는 지표 산출 단계; 양도 여부에 따라 IP평가 모형을 위한
학습 집합을 구성하되, 미리 정해진 IP 평가지표를 이용하여 2개의 IP 평가 모형을 위한
학습집합을 구성하는 학습집합 구성 단계; 상기 구성된 2개의 IP 평가 모형의 앙상블을 통해
최종 IP 평가 모형을 도출하는 IP 평가모형 도출 단계; 및 상기 도출된 최종 IP 평가 모형을
기초로 매매를 통한 가치 실현 가능성이 높은 IP를 변별하는 IP 변별 단계를 포함한다. (출원인:
기술보증기금)

[그림 4-9] 특허2 대표도57)
55) 특허공개번호 10-2016-0040966, 공개일자 2016.04.15
56) 특허공개번호 10-2019-0073089, 공개일자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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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허3: 기획과제의 우선순위 선정 평가 방법 및 장치58)
컴퓨팅 장치에 의해 수행되는 기획과제 우선순위 선정 방법으로서, 기술개발을 위한 기획과
제의 기대성과 및 위험을 수치화하기 위한 복수의 검증 지표를 획득하는 지표 획득 단계;
복수의 검증 지표를 기반으로 기대성과에 관한 제1 점수 및 위험에 관한 제2 점수를 산출하는
점수 산출 단계; 기획과제의 미리 설정된 유형을 식별하는 유형 식별 단계; 제1 점수, 제2
점수 및 미리 설정된 유형을 기반으로 상기 기획과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등급 결정 단계를
포함하는, 기획과제 우선순위 선정 방법이 제공된다. (출원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그림 4-10] 특허3 대표도59)

라. 특허4: 연구개발 투자 분야 도출 방법 및 시스템60)
본 발명은 분야별 전문가 입력수단(100), 외부기관 입력수단(200), 외부 전문가 입출력수단
(300), 정보 서비스 서버(400), 사용자 입출력수단(501, 502)을 포함하는 연구개발(R&D)
투자 분야 도출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분야별 전문가 입력수단(100)을 통하여 연구개발
과제의 제1 내지 제n 기술분류에 관한 정보를 상기 정보 서비스 서버(400)에 입력받는 단계;
외부기관 입력수단(200)을 통하여 연구개발 과제 성과에 대한 성과 평가를 상기 기술분류에
따라 정보 서비스 서버(400)에 입력받는 단계; 외부 전문가 입출력수단(300)을 통하여 제1
내지 제n 기술분류별 국내 현재 기술수준 평가, 제1 내지 제n 기술분류별 미래가치 평가,
제1 내지 제n 기술분류별 기술성숙도를 입력받는 단계; 정보 서비스 서버(400)는 성과 평가,
57)
58)
59)
60)

특허공개번호
특허공개번호
특허공개번호
특허공개번호

10-2019-0073089,
10-2016-0058636,
10-2016-0058636,
10-2019-0035477,

공개일자
공개일자
공개일자
공개일자

2019.06.26
2016.05.25
2016.05.25
201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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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술수준 평가, 미래가치 평가, 기술성숙도에 대하여 각각 수치화하는 단계; 정보 서비스
서버(400)는 사용자 입출력수단(501, 502)으로부터 연구개발 정보를 요청받는 경우, 성과평가,
현재 기술수준 평가, 미래가치 평가를 반영하고 기술성숙도에 의하여 성과 평가와 미래가치
평가의 반영 정도를 조절하여 기술분류별 기술 투자 가치 점수를 산출하는 단계; 상기 정보
서비스 서버(400)는 상기 사용자 입출력수단(501, 502)에 상기 기술 투자 가치 점수에 따라
소정의 기술분류를 연구개발 정보로서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출원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그림 4-11] 특허4 대표도61)

마. 특허5: 사업 아이템 도출 시스템 및 방법62)
연구 개발 분야에 대한 환경 분석을 통해 선정된 사업화 대상 분야 및 시장에 대한 가치
사슬을 분석하고, 상기 가치 사슬의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사업화 모델을 수립한 후,
상기 사업화 모델에 대한 기술 분석을 통해 사업화 연구 개발의 과제를 선정하는 것으로,
특히 비즈니스 로드맵과 기술 로드맵을 이용하여, 연구 개발 분야 등에서, 수익 창출 가능성이
높은 유망한 사업아이템을 효율적으로 도출할 수 있게 된다. (출원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61) 특허공개번호 10-2019-0035477, 공개일자 2019.04.03
62) 특허공개번호 10-2011-0066499, 공개일자 201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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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특허5 대표도

63)

바. 특허6: 국가연구개발과제 유사도 정량화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국가연구개발과제
협업 제안 방법

64)

속성정보에 대한 문자열이 포함된 복수 개의 국가연구개발과제 정보를 취합하는 데이터
구축 모듈과 상기 취합된 국가연구개발과제 간의 유사도를 계산하는 유사도 계산 모듈 및
상기 유사도에 따라 국가연구개발과제를 군집화하는 군집화 수행 모듈;을 포함한다. 진행
또는 진행 중인 수많은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속성정보를 포함하는 문자열을 통하여 유사도를
산출하고 이를 정량화하여 국가연구개발과제 간 협업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출원인:
행안부)

[그림 4-13] 특허6 대표도

65)

63) 특허공개번호 10-2011-0066499, 공개일자 2011.06.17
64) 등록특허 10-1985961, 등록일자 20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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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특허7: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출영수증용 실시간 업로딩·자동관리장치 및 방법

66)

기존 영수증 관리 시스템이, 영수증 촬영시 화면이 뒤틀리거나, 보정이 안되어, 텍스트(문자,
숫자) 인식율이 떨어지는 문제점과, 기존의 영수증 관리시스템을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시
지출되는 사업비지출영수증에 적용시킬 경우에, 실시간 회계관리시스템 연동이 어려워, 일일이
수기로 작성해야 하므로, 전산등록하는 시간과, 최종 상급자 결재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사업비지출영수증 업로딩 어플모듈(100), 영수증용 OpenAPI서버(200), 영수증
작업용 로드밸런스 서버(300), 클라우드 OCR 서버(400), SQL 서버(500), 회계·RCMS부(600)
로 구성됨으로서, 스마트디바이스 상에서 촬영한 사업비지출영수증 이미지의 외곽선을 추출한
후, 평면화시켜 이미지를 보정시킬 수 있어, 기존에 비해 2배~4배 선명한 사업비지출영수증
이미지를 획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클라우드 OCR 서버를 통해 텍스트(문자, 숫자) 추출율을
80% 이상 향상시킬 수 있으며, 영수증 작업용 로드밸런스 서버에서 멀티 스레드(Multithread)
를 생성하여 영수증용 OpenAPI서버에서 실시간으로 요청한 작업을 실시간 응답하기 위해
클라우드 OCR 서버부의 상태에 따라 스케줄링(Scheduling)할 수 있어, 스마트디바이스
환경의 하드웨어 사양에서 스마트디바이스가 갖는 연산 처리속도를 80% 이상 향상시킬 수
있고, 기존에 비해 실시간 요청작업에 대한 응답속도를 70% 이상 향상시킬 수 있으며, 전표입력
RCMS구동사이트에서 국가기술 최종 상급자(PM)가 확인했다는 서류(지출결의서, 품의서)를
자동으로 생성시켜 파일화시킬 수 있어, 결재시간을 70% 단축시킬 수 있고, 무엇보다 국가연구
개발사업용 전표처리 및 정산 등록시, 수동모드 또는 자동모드로 구동시켜 전표입력RCMS구동
사이트에 업로딩시키도록 제어할 수 있어, 기존의 수기로만 작업했던 국가연구개발사업용
전표처리 및 정산 등록을 저렴한 비용으로 자동화시스템으로 구축시킬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
업 지출영수증용 실시간 업로딩·자동관리장치 및 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출원인:
기술과 가치(주))

[그림 4-14] 특허7 대표도
65) 등록특허 10-1985961, 등록일자 2019.05.29
66) 등록특허 10-1848753, 등록일자 2018.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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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인공지능 기술(머신러닝)을 활용한 내용 자동분류 모델 개발실험

1. 국가연구개발 선정평가 보조시스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는 그 진행단계에 따라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선정평가
시 사전기획에 대한 평가, 사업이 시작되고 도중의 성과 등을 점검하는 중간평가와 주요
사업에 대해 심층분석하는 특정평가, 사업이 종료되고 성과의 확산을 평가하는 종료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는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인공지능
기술(머신러닝)을 활용하여 평가에 대한 의사결정을 보조할 수 있는 역할을 선정평가 중
하나인 “예타(예비 타당성) 대상선정”에서 실험해보기로 한다. 실험설계를 하는 초기에는
각 평가별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여 평가과정을 고도화·효율화 시키고, 평가결과에 대하여
피평가자의 수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지만, 한정된 자원과
시간 속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결과를 얻을 수 있고, 표면적으로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단 하나의 아이디어에만 집중하여 실험을 설계·수행하였다.
’20년 개편된 “예타 대상선정” 과정 중에서 우선적으로 예타 대상선정 사업기획완성도를
체크리스트의 형태로 점검해야 하는 부분이 존재한다. 해당 양식은 아래그림 4-13과 같으며,
이는 공개자료이다. 확인항목이 내용별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제시 여부에 대하여
체크한 후 추가검토의견을 기재하는 형식이다. 확인항목에는 문제/이슈 도출을 위한 조사활동
및 분석, 성과지표 설정에 대한 근거, 사업구성 우선순위도출 과정, 사업 추진체계 및 역할
등의 예비타당성 필수 확인내용이 담겨 있다.
일반적으로 평가자가 예타 대상선정 과정에 참여하게 되면, 담당 사업의 사업기획 보고서와
기타 예타 대상선정 필수제출양식(내용과 함께)을 검토하게 된다. 그리고 아래 그림 4-13의
양식에 따라 담당 사업의 사업기획 보고서 내 해당하는 내용의 제시 여부를 파악하고, 추가검토의
견에 해당 페이지와 함께 정성적인 부분을 제시하게 된다. 이 때, 확인항목 내용이 사업
기획보고서 내 어느 페이지에 위치해있는지는 사업 기획보고서 내 목차 또는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도 파악은 할 수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다면, 지난 수 년 간의 사업기획보고
서 내용(입력데이터1)과 예타 대상선정 평가 내용(입력데이터2)를 활용하여, 향후 접수될
사업들의 사업기획보고서 내용도 평가자가 처음부터 검토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초기 검토가
끝난 진행 중인 결과 양식으로부터 평가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예비 타당성 사업기획보
고서는 총 예산 500억 원 이상의 사업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기획보고서의 양도
많은 편이다. 이상적으로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기획내용의 사실여부에 대한 점검과

67) 등록특허 10-1848753, 등록일자 2018.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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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예타 대상선정 사업기획완성도 체크리스트 상 제시여부 점검, 그리고 정성적인 추가검토의
견도 자동적으로 제시될 수 있는 수준을 목표로 하였다. 하지만, 요구 성능과 실현 가능한
알고리즘 및 데이터 수집 등을 고려하였을 때, 여러 자원의 한계 상, 본 연구에서는 기획보고서
내 소목차 단위의 내용이 평가자가 확인하고자 하는 항목 중 어느 항목인지를 나타내 주는
내용분류모델 개발을 최종 목표로 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표 4-9> 예타 대상선정 사업기획완성도 점검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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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설계 및 진행
본 실험 설계 및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이 총 데이터 수집, 머신러닝 기법 적용 코딩
실험, 실험결과 도출의 3단계로 구성된다.
① 실험 설계 및 데이터 수집
지난 3년 간의 예타 대상선정 기획보고서에서 실험상 목표 확인항목으로 설정한 다섯 가지
유형*의 내용에 대하여 지도학습 기반의 텍스트 머신러닝 기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통일된
양식으로 학습용 데이터를 준비한다. 실험상 목표 확인항목으로 설정한 내용은 대부분의 사업에
서 확인 가능한 지표(성과지표설정,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재원조달계획), 기술지정/기술비지정
사업에 따라 확인 가능여부가 달라지는 지표(사업구성 우선순위도출 과정)로 구성하였다.
* 성과지표 설정, NTIS 과제 중복성 검토자료, 사업구성 우선순위도출 과정,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재원조달계획
※ 머신러닝에 활용될 코드로 성능과 신뢰성이 검증된 오픈소스 패키지를 주로 활용하는
것이 추세이기 때문에, 학습용 데이터를 통일된 양식으로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각 확인항목별 학습된 사업별 내용 데이터는 아래 결과와 같으며, 성과지표 설정이 105개,
NTIS 과제 중복성 검토자료가 106개, 사업구성 우선순위도출 과정이 89개, 상위계획과의
부합성이 105개, 재원조달계획이 110개의 데이터 인스턴스를 갖는다.
Data columns (total 6 columns):
#

Column

--- ------

Non-Null Count Dtype
-------------- -----

0

연번

210 non-null

object

1

성과지표 설정

2

NTIS 과제 중복성 검토자료 106 non-null

3

사업구성 우선순위도출 과정

4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5

재원조달계획

105 non-null

object
object

89 non-null
105 non-null

110 non-null

object
object

o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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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머신러닝 기법 적용 코딩 실험
파이썬을 활용한 인공지능 기술 내 머신러닝 기법 적용 코딩 실험이기 때문에, 실험 진행에
관한 내용은 일부 중요 코드와 함께 설명을 하도록 하겠다.

1) import pandas as pd
: 파이썬에서 라이브러리 판다스(pandas)를 코드로 불러오고, pd로 줄여서 쓰겠다는 의미의
코드

2) from sklearn.feature_extraction.text import countvectorizer
from sklearn.feature_extraction.text import tfidvectorizer
: 많은 문장 혹은 문서들 중에서 유사한 문장을 찾아내는 방법 중에 하나로 countvectorizer,
tfidvectorizer를 사용한다. 이 중 countvectorizer는 텍스트 데이터에서 회수를 기준으
로 특징을 추출하는 방법이며, tfidvectorizer는 TF-IDF 방식으로 단어의 가중치를
조정한 벡터를 만들어준다. 여기서 TF-IDF(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68)는 어떤 단어가 특정 문서 내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나타내는 통계적
수치이다. 문서의 핵심어를 추출하거나, 문서들 사이의 비슷한 정도를 구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TF(Term Frequency)는 특정한 단어가 문서 내에서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
지를 나타내는 값으로 이 값이 높을수록 문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단어 자체가 문서 군 내에서 자주 사용되는 경우, 이것은 그 단어가 흔하게 등장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DF(Document Frequency)라고 하며, 이 값의 역수를 IDF(Inverse
Document Frequency)라고 한다. TF-IDF는 TF와 IDF를 곱한 값으로써 모든 문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중요도가 낮다고 판단하고 특정 문서에서만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중요도가 높다고 판단한다.

3) from sklearn.naive_bayes import MultinomialNB
from sklearn.neighbors import KNeighborsClassifier
from sklearn.svm import SVC
from sklearn.gaussian_process import GaussianProcessClassifier
from sklearn.tree import DecisionTreeClassifier
from sklearn.ensemble import RandomForestClassifier, AdaBoostClassifier
from sklearn.naive_bayes import GaussianNB
68) https://ko.wikipedia.org/wiki/Tf-i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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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최종결과에서는 Multinomial Naive Bayes (Multinomial NB) 조건부 확률기
반 분류모델을 활용하였지만, 분류모델에는 그 외에도 Kst nearest neighbor classifier,
Support vector classifier, Gaussian Naive Bayes, Gaussian process classifier,
Decision tree classifier, Random forest classifier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Multinomial NB 분류모델이 가장 높은 성능을 보여주어 이에 국한되어 진행하도록
하겠다.
※ Multinomial Naive Bayes (Multinomial NB)69): 머신 러닝분야에서 ’나이브 베이즈
분류‘는 특성들 사이의 독립을 가정하는 베이즈 정리를 적용한 확률 분류기의 일종으로,
공통적으로 모든 특성 값은 서로 독립임을 가정한다. 나이브 베이즈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부의 확률 모델에서 지도학습 환경에서 매우 효율적으로 훈련될 수 있다.
둘째, 분류에 필요한 파라미터를 추정하기 위한 학습 데이터의 양이 매우 적다. 셋째,
간단한 디자인과 단순한 가정에도 불구하고, 나이브 베이즈 분류는 많은 복잡한 실제
상황에서 잘 동작한다.
4) 데이터 인스턴스 당 텍스트 전처리를 하기 위하여 영어, 숫자, 기호 표시 등 문서의 내용이나
문장의 표현에 불필요한 단어를 제거하였다. 그 결과 예시는 다음 그림 4-14와 같다

[그림 4-15] 데이터 인스터스 내용 (예시)

69) https://en.wikipedia.org/wiki/Naive_Bayes_classif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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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각 단어 단위로 분석할 수 있도록 split 함수를 활용하였다. (다만, 운영체제 측면에서
오류로 인하여 한글에서 형태소 단위의 텍스트 분석에 많이 활용되는 okt 오픈소스 패키지를
사용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 총 16,166 개의 단어와 빈도수를 활용하여 벡터화시켜서 최종
결과 도출 전까지의 준비를 완료하였다.
4) from sklearn.model_selection import train_test_split
X_train, X_test, y_train, y_test = train_test_split(X, Y, test_size=0.2, random_state=101)
clf = MultinomialNB()
clf.fit(X_train, y_train)
: Multinomial NB 모델을 활용하여 입력 데이터에 대한 학습(train)을 통하여 본 연구에
관한 머신러닝 고유모델을 만들었으며, 만들어진 고유모델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우선 입력 데이터 중 20% 비중으로 테스트 데이터 셋을 구축하여 예비 실험 결과를
도출하였다.
from sklearn.metrics import confusion_matrix, classification_report
print(confusion_matrix(y_test, preds))
print('\n')
print(classification_report(y_test, preds))
: 예비 실험결과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Confusion Matrix와 Classification Report를
출력하였다.
※ Confusion Matrix는 혼동행렬 혹은 오류행렬이라고 불리우며, 일반적으로 지도학습에서
알고리즘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행렬이다. 테스트 입력 데이터를 모델 구성
의도에 맞게 잘 분류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TP(True Positive): 맞는 것을, 올바르게 맞다고 예측하는 것
- TN(True Negative): 아닌 것을, 올바르게 아니라고 예측하는 것
- FP(False Positive): 아닌 것을, 틀리게 맞다고 예측하는 것
- FN(False Negative): 맞는 것을, 틀리게 아니라고 예측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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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Confusion Matrix

예측

Confusion Matrix

실제

Positive

Negative

Positive

TP

FN

Negative

FP

TN

③ 실험결과 도출
우선, 학습 데이터로 활용한 입력 데이터 중 20% 비중으로 랜덤 테스트 데이터 셋을
구축하여 모델을 검증한 예비 실험결과는 다음과 같다. 총 500여개의 데이터 인스턴스 중
100여개가 20% 비중으로 테스트 되었으며, Feature는 확인 항목으로 1부터 5까지 순서대로,
성과지표 설정, NTIS 과제 중복성 검토자료, 사업구성 우선순위도출과정,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재원조달계획을 뜻한다. 아래 예비 실험결과 중 확인항목 1인 성과지표 설정에 대하여 결과를
해석하자면 다음과 같다. 실제 성과지표 설정에 관한 내용인 데이터 인스턴스는 총 21개이고,
성과지표 설정으로 맞춘 데이터 인스턴스는 18개이다. 그리고 실제 내용은 성과지표 설정이나
NTIS 과제 중복성 검토자료로 예측한 데이터 인스턴스가 1개, 사업구성 우선순위 도출과정으로
예측한 데이터 인스턴스가 2개였다. 마지막으로 실제 NTIS 과제 중복성 검토자료이나 성과지표
설정으로 예측한 데이터 인스턴스가 1개였다. 정확도(Accuracy)는 0.90으로 산출되었다.
<표 4-11> 예비 실험결과 (Confusion Matrix와 성능결과)

[[18 1 2 0 0]
[ 1 21 2 0 0]
[ 0 2 15 1 1]
[ 0 0 0 23 0]
[ 0 0 0 0 16]]

Feature
(확인항목)

precision(정밀도)

recall(재현율)

f1-score

support

1

0.95

0.86

0.9

21

2

0.88

0.88

0.88

24

3

0.79

0.79

0.79

19

4

0.96

1

0.98

23

5

0.94

1

0.9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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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정확도, 정밀도, 재현율, F1 점수에 대한 설명70)

다음, 학습 데이터로 활용한 입력 데이터 외에 테스트 데이터를 마련하여 모델을 검증한
실험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래 예비 실험결과 중 확인항목 4인 상위계획과의 부합성에 대하여
결과를 해석하자면 다음과 같다. 실제 상위계획과의 부합성에 관한 내용인 데이터 인스턴스는
총 12개이고, 상위계획과의 부합성으로 맞춘 데이터 인스턴스는 8개이다. 그리고 실제 내용은
상위계획4과의 부합성이나 재원조달계획으로 예측한 데이터 인스턴스가 4개였다. 정확도
(Accuracy)는 0.67로 산출되었다.
<표 4-12> 1차 검증 실험결과 (Confusion Matrix와 성능결과)

[[ 7 0 3 0 2]
[ 0 10 0 0 2]
[ 1 1 4 0 6]
[ 0 0 0 8 4]
[ 0 1 0 0 11]]

Feature
(확인항목)

precision(정밀도)

recall(재현율)

f1-score

support

1

0.88

0.58

0.7

12

2

0.83

0.83

0.83

12

3

0.57

0.33

0.42

12

4

1

0.67

0.8

12

5

0.44

0.92

0.59

12

70) 국가연구개발사업의 SW 융합 현황분석에 관한 연구, 서영희,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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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상기 입력 데이터 외에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모델 검증결과를 개선하기 위하여
공백 문자 오류에 대한 데이터 전처리를 추가하여 유효한 데이터 인스턴스에 한하여 동일한
테스트 데이터로 모델을 검증한 실험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래 예비 실험결과 중 확인항목
4인 상위계획과의 부합성에 대하여 결과를 해석하자면 다음과 같다. 실제 상위계획과의 부합성에
관한 내용인 데이터 인스턴스는 총 8개이고, 상위계획과의 부합성으로 맞춘 데이터 인스턴스는
8개이다. 정확도(Accuracy)는 0.89로 산출되었다.
<표 4-13> 최종 실험결과 (Confusion Matrix와 성능결과)

[[ 8 0 2 0 0]
[ 0 10 0 0 0]
[ 2 1 5 0 0]
[ 0 0 0 8 0]
[ 0 1 0 0 8]]

Feature
(확인항목)

precision(정밀도)

recall(재현율)

f1-score

support

1

0.80

0.80

0.80

10

2

0.91

1

0.95

10

3

0.71

0.71

0.71

7

4

1

1

1

8

5

1

0.89

0.94

9

3. 실험 결과 토의
단 기간 내에 개념 및 실험에 대한 설계를 한 후, 데이터 수집과 전처리 최적화를 거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기술(머신러닝)을 활용한 기획보고서 내 내용분류 모델 개발에
관한 실험은 충분히 그 가능성을 보여준 성공적인 결과였다고 생각한다. 특히, 형태소 처리가
용이하지 않은 가운데, 데이터 수집을 수동으로 해야 하는 환경 속에서 공백 문자 오류가
생겨날 수밖에 없었고, 처음에는 이를 처리하지 않아 모델 전반적인 정확도도 0.67로 낮았지만,
최종적으로 0.89로 높인 결과를 얻은 점은 실험을 해봐서야 비로소 개선의 가능성을 찾고,
또 개선의 가능성을 통하여 최종 이상적인 목표 달성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하는
요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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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확인 항목별로 분석을 해보자면, 역시 기술지정/기술비지정에 따라서 학습 데이터의
개수가 가장 적었던 ‘사업구성 우선순위도출과정’에 대한 정밀도와 재현율이 가장 낮았다.
특히, 최종 결과에서도 ‘성과지표 설정’과 상호간 실제와 예측 결과가 다른 경우가 각각 생겼는데,
그 원인에는 두 확인 항목에서 사용되는 단어가 비슷한 부분이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현재 본 실험에서는 텍스트 처리만 진행하여 그림 형식의 텍스트는 처리가 되지 않았는데
‘성과지표 설정’과 ‘사업구성 우선순위도출과정’ 내용에 있어 표나 그림 형식의 정보전달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된다. ‘NTIS 과제 중복성 검토자료’나 ‘상위계획
과의 부합성’ 내용의 경우, 예비실험결과부터 최종 검증결과까지 정밀도와 재현율이 우수한
편이었다. NTIS 과제 중복성 검토자료에서는 ‘유사중복’이나 ‘차별성’, ‘연계’라는 용어가
비교적 많이 반복되는 특징이 이에 기여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며, 상위계획과의 부합성의
경우에도 세부적인 내용은 다르더라도 기본적인 내용의 포맷이 비슷하여 이 부분에 대한
규칙을 머신러닝에서 유의미하게 모델에 반영했을 것이라고 분석된다.
마지막으로 아쉬운 점이라면, 역시 기계학습 전용 PC로 진행하지 못하여 미리 설치된
각종 보안프로그램과의 충돌로 일부 중요한 오픈소스 패키지와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못한
점이다. 추후 유사한 실험과 연구를 이어 하기 위해서는 실험용 하드웨어(H/W)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목표 확인 항목을 5개로 제한을 두어 실험을 실시했는데
총 22개에 대해 모두 가능성을 검토해서 모델을 구축한다면, 실제로 예타 대상선정 시 평가자가
평가를 함에 있어서 담당사업 기획보고서에 대하여 머신러닝 모델을 통하여 나온 선검토
결과를 토대로 평가의 출발점으로 활용한다면, 전반적인 평가과정의 효율성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하는 바이다. 다만, 이를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 수준의 기술적인 개선 외에도
기타 클래스(확인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분류)를 도입하여 보다 정성적인 내용 분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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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소결 및 시사점

다가오는 인공지능 기술의 시대, 그리고 이미 도래한 디지털 변혁의 추세에서 국가연구개발
평가체계시스템은 어떻게 변모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궁금증에서 본 연구는 시작되었다.
평가를 함에 있어서 평가자는 대상 자료와 관련이 되어 있다면 연구개발 진행 현황 및
성과, 우수성과, 기획보고서 등을 철저하게 사람의 눈을 통하여 검토하고, 해당 정보를 판단하기
위하여 뇌에 인지 사실을 저장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전문성을 갖추어 검토하기에
는 평가에 주어진 물리적인 자원은 한정되어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그에 비례하여
검토의 깊이가 떨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증폭될 수도 있다. 평가의 책무(Due diligence)를
좀더 잘하기 위해서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제출된 평가대상자료의
사실관계 확인 및 기본적인 점검에 있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성 증대를 통해
예비자원 확보를 할 수 있고, 이렇게 확보된 예비자원을 통하여 심층평가 비중 확대 등 평가체계를
고도화시킬 수 있다.
또한, 평가자는 평가를 함에 있어 전문가 회의를 진행하며, 동료평가 형식의 전문가 자문도
얻게 된다. 물론, 현재도 평가자의 입장에서는 많은 조사를 통하여 최대한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함께 하는 전문가 그룹도 개별 전문성을 명확히 갖고 있는 세부 분야가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분야는 날로 세분화되어 가고 있으며, 분야와 분야가 만나는 융합적 연구 및 성과가 추구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흐름이다. 따라서 전문가 혹은 전문가집단을 통하여 담당한 국가연구개발
평가대상 내용 및 영역 모든 부분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인공지능 기술은 각 세분화된 내용/영역별 도출한 다양한 심도있는 근거를 통하여 결과에
반영하고 보완하여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점검내용을 기록합니다. 이때, 일정한 기준이
존재하여 그에 따라 확인하고 점검하고 작성을 수행할 수 있는 평가업무 분야가 있다. 이
부분들에 있어서도 결국 작성과 수행의 주체가 인간이기 때문에, 물론, 이 부분은 현재도
평가절차 상 보완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인간이 유발할 수 있는 개인
차이(실수, 내용 인지 정도, 세부적인 평가 관점)가 평가과정 및 점검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기계가 먼저 대신하고
인간이 최종 확인을 하는 형태로 가게 된다면 더욱 질적으로 개선된 평가가 수행됨과 동시에
피평가자 수용성이 증대된 평가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대내외 국가연구개발 평가에 대한 인공지능 기술 도입 동향을 살펴보았으
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해당 분야에 대한 관심과 시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EU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명확한 목적을 갖고 계획을 세워 구체화 중인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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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국내 민간기업 위주로 인공지능 기술의 공공·민간 분야에 대한 활용·구축사례를 살펴봄으
로써, 민간기술 구현 수준이 예전보다 성숙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국가연구개발 평가에
대한 인공지능 기술 도입을 실험하지 않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기술 구현의 수준이 낮기
때문이 아닌, 기술의 상세 활용 요구서 작성 측면에서 아직 평가분야의 세부 수요를 도출하지
못해서가 아닐까 생각한다.
국가연구개발 평가에 인공지능을 도입 시 고려해야할 분야로 크게 행정학·법적 관점과
특허 측면을 선정하여 검토를 진행하였다. 특히, 평가자(인간)과 인공지능(기계)간의 역할분담
을 사전에 합의한 후, 진행해야 의사결정상 혼란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였고, 그 활용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기계가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것에 대한 효력, 행위, 또는 책임의
귀속주체를 명확히 하고 관련 법령에 명시하는 등의 형태로 선언이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한
점도 주요한 점으로 판단된다. 최근 ‘자동화 행정’ 분야를 필두로 법적 연구가 진행 중인데,
추후에는 국가연구개발 평가에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이슈에 대하여도 유사연구를 진행하여
사전적으로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특허 측면에서는 현재 인공지능의 국가연구개발 평가체계
시스템으로의 도입에 관해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특허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기술가치평가
에서 인공지능 모듈을 도입한 특허가 기술보증기금에서 출원·등록한 점 그리고 국가연구개발
관련 여러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에서도 특허 등록을 통하여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고 있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인공지능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계에 내장되어 있는 알고리즘과
축적된 데이터를 통하여 평가에 관한 의사결정을 보조하는 형태로 진행된다는 가정을 할
때, 인공지능 도입에 앞서 관련 지적재산권을 확보하는 것은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
상기 측면에서 본 연구를 통하여 그 충분한 가능성의 결과를 확인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내용 자동분류 모델 개발실험”의 성과는 매우 크다. 한정된 자원 속에서도 세밀하게 구체적인
활용분야를 발굴하여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 가능성을 검증한 것이다. 물론 본 연구결과 상의
일부 한계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와 같이 인공지능 기술들을 도입 및 검증하고 더
나아가 중장기간 검증된 인공지능 모듈들을 축적하여 인간 중심의 평가 체계 속 인공지능
의사결정 보조시스템 구축에 성공한다면, 국가연구개발 평가체계·시스템의 효율화·고도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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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
코로나19 등 예측 불가능한 불가항력적 재난으로 인해 인간의 미래 예측 가능성이 이전보다
더 낮아짐에 따라 위험 부담이 큰 활동에 도전하는 것을 주저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어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 연구현장에서도 COVID-19
이후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연구자 등 연구개발(R&D) 생태계 구성원들이 심리적 위축,
위험회피 성향 증대로 도전정신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불확실성이 큰 재난 발생 시 R&D 활동이 위축될 경우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국가 R&D 지원 제도의 유연한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연구자들이 겪는 각종
유·무형의 애로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상 걸림돌을 제거하고 디딤돌을 마련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리적 이동 한계에 따른 연구 진척 속도 저하 및 연구진 내 협력 효율성·효과성
저하, 연구 장비 활용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특정 분야 및 특정 연구자들로의 관심 쏠림에
의한 어려움 등 다방면의 어려운 점이 대두되었는데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책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 최근 개발되는 첨단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유연한 제도 운영 및 정책 집행의
효과가 증폭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상존한다. 전염병 등으로 인한 물리적 한계를 극복할
방안 중 하나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대두되는 등 새로 기획되는 정책
및 제도의 개선이 주로 신기술에 의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신기술 기반 변화가
어떤 이에게는 기회를, 어떤 이에게는 위기를 가져올 것인데 연구현장의 관리 제도는 과연
긍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국가 R&D 연구자들의 인식을 기반으로 현재 연구현장의 코로나19
대응을 지원할 정부의 주요 조치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연구현장의 만족도 및 기타 인식을
측정하고자 한다. 연구 진척 속도를 느리게 하고 효과성을 저하하는 다양한 원인들을 살펴보는
한편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이기를 활용하는 연구현장의 모습도 살펴보면서 위기 속 국가 R&D
관리 제도의 개선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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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표
코로나19 발생은 전 세계 모든 이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연구현장의
안정이 전제되어야 고위험·고가치 연구가 더 활성화될 수 있을텐데 외부 환경 변화에 의해
연구현장 안정이 보장받지 못하는 형국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들이 겪는 애로사항은 무엇일지
살펴보고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포착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둔다. 관련 제도·규정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코로나19 전후 부처별
연구현장 지원 조치 현황을 정리하여 제도의 유연한 운영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에 대한 연구현장의 인식은 어떠한지 설문조사 및 심층 면담을 통해
알아본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우선 코로나19 발생 이후 과학기술 연구개발 현장의 대응 관련 우리나라 R&D
관리 주무 부처 중 3개 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 의
주요 조치를 살펴본다.
이후 해당 조치에 대한 연구현장의 만족도를 측정할 겸 코로나19 발생 이후 연구현장에서
체감하는 전반적인 애로사항 및 R&D 관리 제도로 인한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탐색하고자
설문조사 및 심층 면담을 수행한다.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연구자들 역시 연구 수행 시
다양한 측면의 애로사항을 겪을 것이라는 전제로 국가 R&D 관리 제도 관련 규제를 어느
정도로 체감하는지 살펴보고, 앞서 살펴보는 연구현장의 코로나19 대응을 돕기 위한 정부
조치들에 대해 연구자들은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아울러 연구자들이 체감하는 연구현장 내 코로나19 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주관식 답변을
수집한 뒤 답변을 범주화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출연연 연구자 등 전문가 네 명과의
심층 면담 자료를 설문조사의 설계 및 결과 해석 시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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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분석 결과

본 연구는 코로나19 발생 후 우리나라 R&D 관리 주요 부처의 조치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연구자의 인식을 설문조사 및 면담을 통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코로나19 발생 이후 우리나라 R&D 관리 주요 부처의 조치 현황
코로나19 발생 이후 우리나라 중앙정부가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 중 국가연구개
발사업 연구현장을 위한 조치는 무엇이었는지 되짚어 보는 시도는 많지 않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앙정부가 취한 연구현장의 코로나19 대응 관련 조치를 부처별로 살펴보고 분석에
따른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연구현장을 위한 조치는 주로 국가 R&D 관리 주요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심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라 예상하고, 공공 부문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
역시 국가 R&D 활동에 여러 형태로 참여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중소기업의 재무 상태 악화를
방지하려는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도 관련 조치가 있었을 것으로 가정하고 우리나라 3개
R&D 관리 주무 부처의 주요 조치를 살펴보려 하였다. 살펴본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에서 훈령을 제정하여 코로나19 관련 전담 대응 조직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
원부(이하 ‘산자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등은 관련 세부 조치들을 내놓았는데
이를 목록화하면 <표 5-1>, <표 5-2> 및 <표 5-3>과 같다.
과기정통부는 2020년 2월 말 R&D 활동 수행 시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고 연구활동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현장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은 특히
국가 R&D 과제의 협약 및 연구 수행 등을 관리하는 연구관리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내용이었다. 평가 일정을 연기하거나 비대면 평가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그러하다. R&D 관리 주요 부처인 과기정통부의 이 가이드라인은 곧 각 부처 전문기관의
후속조치를 이끌었다. 과기정통부의 전문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의 경우 해당 가이드라인 배포
당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기한 연장(안)’을 배포하여 과기정통부
및 교육부 소관 일부 사업에 대해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연구기관은
연구과제 상황을 고려*하여 과제별 제출기한을 최대 2개월까지 연장” 가능함을 알렸다. 또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후 하위령·규칙 등에 맞게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
을 개정하고 2021년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산자부와 중기부 역시 유사한 조치를 내놓았다. R&D용 화학물질 등록 행정절차 간소화나
마스크 등 긴급제품 업체에 연구장비 우선 지원 등 일부 부처별 특성에 맞는 조치가 있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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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下

’20.5.8.

’20.4.16.

’20.4.9.

’20.2.27.

일자

특징

내용

국가 R&D 혁신 방안 (예정)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가이드라인

-

-

R&D 사업 추진시 ① 바이러스 확산을 1. 평가일정 연기 또는 비대면으로 대체
예방하고, ② 연구자의 안정적인 연구활동 2. 감염병 예방에 따른 경비 지원
지원
3. 연구공백 발생시, 후속 연구 편의제공
1. 과학기술 분야 정부R&D 참여기업 부담금 완화
2. 정부납부기술료 감면·유예·면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R&D
3. 참여기업의 인건비 산정 기준 완화
코로나19 위기대응 기업R&D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범부처 대책을
4. 출연(연)의 기업 지체상금 면제
긴급지원 방안
발표(4.8)함에 따라 이를 실행하기 위한
5. 연구인프라 활용 지원
과기정통부 조치계획 마련
6. 정부 R&D 사업화 기업 공공시장 판로구축 지원
7. 중소기업 애로사항 컨설팅 지원
｢코로나19 대응 연구개발사업
1. 연구비 집행의 유연성 확대 – 연구비 이월 허용, 장비 도입기한 연장,
가이드라인(2.27)｣, ｢R&D 프로세스
간접비 회수 보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R&D 지침 온라인 플랫폼 안내(3.11)｣에 이어,
2.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지원 – 기간 연장 및 계획 변경, 온라인
과학기술계 기관장 간담회(3.30)의
활용, 연구실 운영비 정산 면제
후속조치로 추가 지원방안 마련
1. 경제위기에 취약한 중소·중견기업 R&D와 연구인력 고용유지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사업 등에 대한 투자 강화
2. 소재부품장비 핵심기술 자립,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등 과학기술기반
기존에 수립된 투자방향에 ‘포스트 코로나
2021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위기관리대응 기술역량 적시 확보
시대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3.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산업, 의약·바이오 산업 등 새로운 경제사회 변화를
및 기준 수정(안)
중점투자방향을 추가‧보완
주도할 분야에 적극 투자
4. 코로나 19 위기극복을 위해 일몰사업에 대해 추가적 일몰관리 혁신을
추진하여 투자공백 방지

제목

<표 5-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현장 코로나19 대응 관련 주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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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애로물질 44종 대상 행정절차 간소화
「산업기술혁신촉진법」및 관련법령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대상 지원
- 연구 인력 안정적 유지하고 R&D 부담 낮춰 연구 활동을 지속, 위기
이후 기업 혁신역량 확충 가능토록 지원

코로나19 관련 화학물질 행정절차
간소화 안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20.3.17.

’20.4.16.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소기업들의 불편
최소화

2020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접수기간 연장 공고 등

중소기업 R&D 부담완화 대책

중소기업 현장애로 해소 방안

’20.2.26.

’20.4.8.

’20.4.9.

중소벤처기업부 등 17개 부처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청취한 중소기업 현장
애로사항 개선

중소기업의 연구비 부담 완화, 중소기업의
인건비 현금 지급 범위 확대, 중소기업의 기술료
납부기한 연장, 정부출연금 조기 지급

특징

제목

일자

연구현장 감염 확산 소지를 사전 차단, 연구자의 안정적인 연구활동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기업 부담 완화

’20.3.2.

내용
‘20년 상반기 과제 접수기간 연장
온라인 평가 확대, 일정순연 등 탄력 적용 (피평가자·평가위원 이동 최소화)
마스크 등 긴급제품 업체에 연구장비 우선 지원
코로나 대처로 인한 발생경비 R&D 사업비로 인정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민간부담금 비중 축소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중 완화
현물로만 지급하던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 계상도 가능하도록 허용
희망기업에 한해 최대 24개월까지 기술료 납부 유예
’20년 신규 협약 과제 및 2년차 과제 시작일이 대책 발표일(’20.4.8.) 이후인 과제의
정부출연금 조기 지급
1. 금융‧투자, 혁신성장, 상생‧골목상권, 기업 경영활력 등 65건 개선 목적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및 자금공급 확대, 바이오 연구개발 지원규모‧범위 확대 등

1.
2.
3.
4.
1.
2.
3.
4.

내용
1. ‘20년 3.20일 前 접수마감 과제 접수기간 연장 및 평가일정 연기
2. 피해기업 기술료 납부연장 및 R&D 매칭부담 완화 등 재정부담
경감
1. 화평법 ‘R&D용 물질 등록면제 확인절차 간소화
2. 기존수입물질을 대체하여, 화평법상 기존화학물질을 수입할 경우
‘기존물질 사전신고 익일 처리’
1.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기준 완화
2. 인건비 현금계상 인정
3.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간 연장 및 감면
4. 재무요건 미적용

<표 5-3> 중소벤처기업부의 연구현장 코로나19 대응 관련 주요 조치

특징

제목

코로나19 확산 관련,
산업R&D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조치사항 마련

일자

<표 5-2> 산업통상자원부의 연구현장 코로나19 대응 관련 주요 조치

COVID19 이후 과학기술 R&D 성과분석, 확산, 제도 및 평가 대응력 강화를 위한 연구

큰 틀에서는 조치 대상이 다를 뿐 비대면 서류 접수 및 평가, 연구 기간 연장, 인건비
현금 계상 등 내용이 대동소이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부처 간 시너지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역량을 집중시켜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관련 거버넌스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과기정통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사례처럼 R&D 관리 부처의 조치에
따라 각 부처 전문기관들이 세부 지침을 제공한 경우에는 나름의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연구현장에 해당 조치들이 잘 적용되어 연구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였
는지를 분석한 연구들이 아직 많지 않다.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자들에 한해 코로나19 이후
실태조사(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0)가 수행된 바 있으나 범부처 국가 R&D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및 분석은 아직 이루어진 바 없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국가 R&D 연구자
전반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일부 연구자·전문가와의 심층 면담 자료를 기반으로 현재
국가 R&D 연구자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제도개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설문조사 및 심층 면담 결과
가. 설문조사 및 심층 면담 개요
설문조사는 KISTEP에 E-mail 주소를 제공한 2019년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연구책임자
47,175명71)을 대상으로 PC 및 모바일 기기로 답변할 수 있는 Web 설문지를 발송하여
2020년 11월 23일부터 11월 24일까지 답변을 수집하였다. 그 결과 유효 표본이 총 1,395명이
어서 응답률은 약 2.9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8%이다.
<표 5-4> 심층 면담 참여자 정보
면담인

소속기관 유형

면담일

특이사항

A

과학기술 연구개발 출연연

20.11.11.

감염증 분야 연구개발 전문가

B

과학기술 연구개발 출연연

20.11.11.

출연연 내 정책연구 부서 소속 전문가

C

과학기술 연구개발 출연연

20.11.12.

NST PRIDE 시스템 설계 참여 전문가

D

기업 관련 정책 연구원

20.10.30.

기업 R&D 제도 정책 전문가

71) 2019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는 인문사회 분야 및 국방(보안) 과제를 제외하여 연구책임자
수를 44,578명으로 두고 있으나 본 조사 대상에는 제외된 과제의 연구책임자 또한 포함하여 47,175명의
유효 E-mail 주소를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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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면담은 과학기술 연구개발 출연연 연구자 3명과 기업정책 관련 연구원에 재직 중인
전문가 1명과 함께 하였다. 면담인별 소속기관 유형, 면담일, 특이사항은 <표 5-4>와 같다.
이들과 면담한 내용은 설문조사 설계 시 반영하였으며, 면담이 비록 설문조사 이전에 이루어졌지
만 설문조사 답변 내용 분석 시 참고자료로 일부 활용하였다.

나.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그림 5-1] 주요 수행 과제의 연구 목적별 분포
<표 5-5> 최근 5년간 국가 R&D 관리 제도/규정 확인 시 주 이용 경로 혹은 자료 (복수응답)
답변

응답 수

응답 비율

소속기관 연구행정부서 온·오프라인 자료

787

56.4%

연구관리전문기관* 온·오프라인 자료

640

45.9%

정부 부처 온·오프라인 자료

407

29.2%

과제 협약서 본문 혹은 별첨

258

18.5%

NTIS 홈페이지 게시 자료

165

11.8%

KIRD 등 국가R&D 연구자 교육 기관 온·오프라인 자료

158

11.3%

KISTEP 홈페이지 게시 자료

65

4.7%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시 자료

45

3.2%

기타

1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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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응답자의 특성별 응답자 분포는 [붙임 2-1] 응답자 특성과 같다. 이 중 유념할
만한 것은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52.5%)이 기초 분야 연구자라는 점([그림 5-1])과 최근
5년간 국가 R&D 관리 제도 혹은 규정 내용 확인 시 주로 소속기관 연구행정부서의 자료를
확인하거나(56.4%)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자료를 확인한 경우(45.9%)가 많았다는 점(<표 5-5>
참조)이다. 정부 부처의 자료나 과제 협약서 본문 혹은 별첨 자료를 확인한 경우도 많았으나
주로 소속기관의 자료를 통해 제도 및 규정의 내용을 파악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연구자
대상 제도개선 홍보 시 소속기관의 자료가 제대로 변경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을 짐작할
수 있다.

다. 설문조사 주요 결과
(1) 국가 R&D 관리 규제 체감도
응답자 1,395명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를 수행하면서 체감하는 규제의 강도가 매우
강하다고 응답한 이는 209명(15%), 다소 강하다고 응답한 이는 548명(39.3%)이어서 전체
응답자의 약 54.3%가 규제 강도가 강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수준이라는 응답자도
593명(42.5%)으나 다소 약하다는 응답자는 36명(2.6%), 매우 약하다는 응답자는 9명(0.6%)
여서 전체의 약 3.2%만이 규제 강도가 약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를 수행하면서 관리 규제 강도가 높다고 인식하는 이들이 상당할 수 있음을 추정케 하는
응답이다.

[그림 5-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 수행 관련 규제 강도 인식
(응답자: 1,39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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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현장의 코로나19 이후 애로사항

[그림 5-3] 코로나19 이후 전반적 연구현장 [그림 5-4] 코로나19 이후 R&D 관리 제도로
애로사항 (유효 응답자: 1,275명)

인한 연구현장 애로사항 (유효 응답자: 1,178명)

연구현장에서 코로나19 이후 체감하는 전반적인 애로사항을 먼저 파악하고, 제도로 인한
것은 무엇인지 추가로 파악하고자 주관식 질문을 제시하였다. 그 후 응답자들의 주관식 답변을
범주화하여 정리하였다. 연구현장에서 겪는 전반적 애로사항으로 ‘대면 불가능에 따라 발생되는
어려움’에 속하는 것들을 적은 이들이 유효 응답자 1,275명 중 672명으로 전체의 52.7%,
즉 과반수 이상이었다. 해당 범주에 포함된 것들은 주로 국내외 출장 제한, 네트워킹 및
공동 연구 수행 제한, 장비 사용 혹은 피험자 모집 어려움, 비대면 자료 수집 의존 등이었다.
기타 결과는 [그림 5-3]과 같다.
<표 5-6> 코로나19 이후 R&D 관리 제도로 인한 연구현장 애로사항 주관식 응답 범주화 결과
상위 범주
(하위 범주 재범주화 결과)

대면 불가능에
따른 어려움

빈도
%

17.83

하위 범주
(주관식 응답의 1차 범주화 결과)

빈도 수

빈도
%

국내외 출장 제한 및 공동연구의 어려움

71

6

모임, 미팅, 학회 활동, 세미나 활동 제한(네트워킹 제한)

67

5.7

피험자 모집 어려움

26

2.2

연구장비 도입 어려움

14

1.2

현장연구 제한

9

0.8

대면이 필요한 과제의 경우 업무 어려움 발생

12

1

비대면 자료 수집 의존

6

0.5

소극적 업무 진행

4

0.3

해외 온라인 학회의 참석과 관련된 제도의 미비

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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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범주
(하위 범주 재범주화 결과)

비대면 강행에
따른 어려움

기존 방식 유지에
따른 어려움

연구원 사기 저하

자금 확보 어려움

빈도
%

10.36

4.41

0.17

4.75

연구비 집행 어려움

17.91

목표 상향 어려움

2.04

연구 기획 어려움

인력 확보 어려움

연구 진척 늦어짐

기타

없음

100

3.31

2.21

10.19

2.72

24.11

하위 범주
(주관식 응답의 1차 범주화 결과)

빈도 수

빈도
%

온라인 평가의 한계 및 성과평가의 정당성 의문

64

5.4

비대면 회의 및 의사소통의 한계

33

2.8

비대면 평가 준비의 어려움

13

1.1

행정업무 증가

7

0.6

서면평가로 인한 업무량 증가

3

0.3

진행 절차의 복잡성

1

0.1

시간 사용의 변화

1

0.1

상황을 고려한 성과지표의 감안 필요

25

2.1

제재의 완화 필요

15

1.3

상황의 변화에 따른 절차의 유연한 대처 불가능

12

1

연구 능률성 감소

2

0.2

과제 주제가 편중됨

36

3.1

예산 절감 및 예산확보의 어려움

14

1.2

민간부담금 부담

6

0.5

210

17.8

투자 위축 우려

1

0.1

기존 계획 목표 달성 어려움

12

1

목표 변경 유연성

12

1

과제 선정의 어려움(경쟁)

20

1.7

과제의 전반적인 기획의 어려움

18

1.5

연구 수주의 어려움

1

0.1

연구 인력의 지속성 어려움 및 인력관리

26

2.2

일정 지연, 진도 관리의 어려움

57

4.8

기한 연장 불가능

45

3.8

성과 발생의 어려움, 지연

18

1.5

연구 수행의 어려움

24

2

R&D 기관의 업무처리 속도가 저하되어 컨택 어려움

6

0.5

감염 위험성 걱정

2

0.2

284

24.1

예산 관리(집행률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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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애로사항과 제도로 인한 애로사항 간 차이가 있을지 살펴보기 위해 연구현장에서
R&D 관리 제도로 인해 겪는 애로사항을 주관식으로 별도 질문하였고, 그 주관식 응답을
범주화한 결과는 <표 5-6>과 같다. 그리고 이를 다시 [그림 5-4]로 정리하였다. 그 결과
R&D 관리 제도로 인한 애로사항이 ‘없다’고 응답한 이들이 유효 응답자 1,178명 중 284명,
전체의 24.1%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는 연구비 집행 어려움(17.9%), 대면 불가능에 따른
어려움(17.8%) 순으로 많았는데 주로 집행률 관리 관련 애로사항을 꼽은 이들이 많았다.
이는 앞서 살펴본 전반적인 애로사항에 대한 집계 결과와 달리 R&D 관리 제도로 인해 발생되는
애로사항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임을 추정 가능하게 한다.
물론 응답자가 연구책임자이기에 참여연구원이나 연구지원인력 등이 겪는 제도상 어려움을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보통 제도상 어려움이 생기면 실무자가 연구책임자와
공유한다는 점을 감안할 수 있고, 연구진이 많지 않아 연구책임자의 연구행정 부담이 큰
경우도 있어 단순히 연구책임자의 제도 감수성이 떨어진다고 보기는 힘들다. 오히려 연구
성과 관리나 연구비 집행 관리 측면에서 연구책임자가 느끼는 부담이 상당함을 고려한다면
대면 불가능에 따라 발생되는 어려움에는 제도상 어려움보다 대면 불가능이 가져오는 불편이
더 큰 장애요인일 것임을 짐작할 수 있고, 반대로 연구비 집행이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 자체가 가져오는 불편보다 R&D 관리 제도 준수 차원의 어려움이 더 클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3) 연구현장의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부의 수행 조치 전반 만족도
본 연구는 설문조사 개시 전 응답자들에게 연구현장의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부가 조치한
것에 대해 응답자들이 평소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질문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 1,395명 중 연구현장의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부의 수행 조치 전반에 매우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이가 83명(5.9%), 다소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이가 285명(20.4%)이어서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약 26.3%를 차지하였고, 보통이라고 응답한 이가 670명(48,0%),
다소 만족한다는 응답이 320명(22.9%),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37명(2.7%)이어서 만족한다
는 응답이 약 25.6%였다. 즉, 보통 수준이라고 응답한 이가 가장 많았고, 불만족(26.3%),
만족(25.6%)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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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연구현장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부 조치 만족도 – 설문조사 이전 (응답자: 1,395명)

이후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마치기 직전 같은 질문을 다시 제시하여, 설문조사 중 나열된
연구자들을 위한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조치를 학습한 상태에서 정부의 수행 조치 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달라지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설문조사 이전 응답된 만족도는 5점
만점 중 평균 2.959점, 설문조사 이후 응답된 만족도는 평균 3.277점이었다(<표 5-7>, [그림
5-6] 참조).

[그림 5-6] 연구현장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부 조치 만족도
– 설문조사 이전 만족도와 이후 만족도 비교 (5점 만점 중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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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 정부 조치에 대한 설문조사 이전 만족도와 이후 만족도 평균
평균

표본 수

표준편차

표준오차 평균

사전만족도

2.959

1,395

.8813

.0236

사후만족도

3.277

1,395

.8434

.0226

<표 5-8> 정부 조치에 대한 설문조사 이전 만족도와 이후 만족도 대응표본 t-검정 결과
대응차

표본
전체

사전만족도
- 사후만족도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3183

.7654

.0205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3585

-.2781

t

자유도

유의
확률(양쪽)

-15

1394

.000

이후 정부 조치에 대한 설문조사 이전의 만족도 평균과 설문조사 이후의 만족도 평균이
대응표본 t-검정을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한 결과(<표 5-8> 참조)
설문조사 전의 정부 조치 만족도보다 설문조사 이후의 만족도가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설문조사 중 보기 등으로 제공된 정부의 연구현장을
위한 코로나19 대응 조치 정보가 응답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즉, 연구자들이 정부의 조치에 대해 잘 몰랐을 가능성이 존재하고, 홍보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연구현장의 세부 관리 규정에 정부 조치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된다면 연구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을지 모른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4) 연구현장의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부의 수행 조치 세부 만족도

[그림 5-7] 코로나19 이후 R&D 관리 부처의 조치 중 가장 도움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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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연구자들이 호응하는 정부 조치가 무엇인지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보아 중장기적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도출하고자 한다. 코로나19 이후 정부 부처 조치 중 가장 도움이
된 조치를 하나만 꼽으라고 주문한 결과 응답자의 25%가 ‘연구비 집행의 유연성 확대’를
꼽았습니다. 또한 24%가 ‘연구 기간 연장 및 계획 변경 허용’을 꼽았고, ‘평가 방식 비대면
전환’, ‘평가 일정 연기’, ‘참여기업 부담금 완화’ 등도 일정 부분 호응이 있었다.
아무래도 한시적으로 연구비 이월을 허용하는 것보다 전반적인 집행률 관리 제도를 유연화
해달라는 주문이 많았던 것이라 이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계획 변경에
대해 좀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는 moving target 제도 등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평가방식에 대해서는 비대면으로 전환한 것에 대한 호응도가 나쁘지 않았다.
감염병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었겠지만 불필요한 대면 절차를 간소화하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호응도가 나쁘지 않았을 것이라 짐작 가능하다.
심층 면담 시에도 연구비 집행률 관리의 유연화와 계획 변경의 허용, 비대면 평가 방식
도입 등에 대해 언급한 전문가들이 많았다. 주로 언급된 조치들을 단기적 조치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중장기적 제도개선 사항으로 고려할 수 있으리라 보인다.

(5) 국가 R&D 관리 규제 체감도와 정부 조치 만족도 간 상관관계
규제 체감도와 정부 조치에 대한 설문조사 이전 만족도 간 상관분석을 수행한 결과 유의수준
1%에서 –0.244의 상관관계를 보여 부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알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규제 체감도와 정부 조치에 대한 설문조사 이후 만족도 간 상관분석 결과 역시
유의수준 1%에서 –0.226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종합하면 규제 체감도와 정부 조치 만족도
사이 부의 상관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인과관계 분석의 결과가
아니므로 인과관계를 추정하기는 힘드나 둘 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한시적 정부
조치에 대한 만족도는 R&D 관리 전반에 대한 규제 체감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반대로
R&D 관리 전반에 대한 제도 유연화 조치가 한시적 정부 조치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참고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시적 조치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제도개선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면담에 참여한 연구자들도 코로나19 이후
정부 조치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국가 R&D 관리 규제 관련 일명 ‘3책 5공’으로
불리는 참여 과제 수 제한 제도나 연구비 집행률에 따른 연구수당 지급 관리 제도 등을
언급하기도 하는 등 코로나19에 대한 직접적 대응 조치보다는 국가 R&D 관리 제도와 결부하여
함께 생각하는 연구자들이 있었다.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국가 R&D 관리 규제에 대한
체감도와 코로나19 등 불가항력적 재난에 대응하는 정부 조치 간 상관관계를 조명하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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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소결

1. 결론 및 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코로나19 이후 연구현장을 위한 정부 조치가 과기정통부, 산자부, 중기부 등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연구현장에 중앙정부 조치가 잘 녹아들었는지 확인하는 시도가 부족하
였음에 주목하여 설문조사 및 면담을 수행하였다.
정부 조치들을 먼저 살펴본 결과, 조치들을 파편적으로 도입할 것이 아니라 조치 이행
역량을 집중시킬 필요가 있어 보였다. 과기정통부, 산자부, 중기부 등 R&D 관련 주요 부처의
조치는 주로 범부처 조치였으며, 개별 부처 조치더라도 정책 수혜 대상이 다를 뿐 내용상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정책 역량 집중을 위한 거버넌스 재정비가 필요해 보인다.
이후 2019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관련 연구자들
과 전문가와의 심층 면담을 한 결과, 한시적 조치 설계에만 머무르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연구자들에게 연구비 집행이나 연구 목표 변경 등을 유연하게 풀어줄 필요가 있고, 평가
절차 등 관리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켜줄 필요가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단순히 코로나19 때문에 생긴 문제라기보다 기존의 불만들이 표출된 것이라 볼 수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니 이를 계기로 하여 현재 관리 제도가 연구자들을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상위 규정 및
제도뿐만 아니라 소속기관 세부 규정이 유연해져야 함을 인지하여 연구개발기관에게 주는
관리책임 부담이 과도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특히 규제 강도가 높다고 인식하는 이들과 보통 혹은 낮다고 인식하는 이들 간의 정부
조치에 대한 만족도가 달랐고, 설문조사 마지막에 정부 조치에 대한 만족도를 재질문한 결과
역시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는 점, 규제 강도 인식과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조치 만족도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상관관계가 있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비록 인과관계
분석의 결과가 아니므로 인과관계를 추정하기는 힘드나 둘 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한시적 조치 설계에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제도개선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PRIDE 시스템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
‘성실도전체계’가 발전된 형태로 2016년부터 출연연의 도전적 연구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조치인데 기관별로 시스템을 맞춤화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탄력을 받아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상위 규정 및 제도가 유연해질 필요가 있으며, 그것이 곧 연구자의
소속기관, 즉 연구개발기관의 세부 규정 유연화까지 이끌 수 있도록 정부의 관리·감독이
절실해보인다. 심층 면담 전문가들 및 설문조사 응답자들은 막연한 상위 규정·제도의 도입보다
소속기관 및 수행과제 관련 전문기관의 규정 및 제도에 민감해하는 경향이 컸다는 점을 유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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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마침 「과학기술기본법」의 개정안이 2021년 6월 시행될 예정인데, 개정 이유를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성장 선도를 위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과감한 도전을 장려하고자
정량제 평가와 단년도 예산편성을 지양하는 한편 연구개발 협약 이후 도전을 유도하기 위함’이라
고 밝히며 ‘정부가 창의적인 연구수행방식을 장려하고 도전적 연구개발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토록 하며 경쟁형 및 포상금 후불형 등 창의적 방식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과학기술혁신을 위하여 도전적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ㆍ지원하
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노력이 과연 연구자들의 규제 강도 인식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고민해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한계
출연연의 연구자들만 심층 면담하고 기업에 재직 중인 연구자들을 직접 면담하지 못한
것은 연구의 한계라고 볼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중소기업 연구 전문가를 면담하였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기업 내 연구소에 종사하는 연구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할 수 있다면
비영리기관의 연구자들과 영리기관의 연구자들 간 인식 차이 혹은 출연연 연구자들과 기업
연구자들의 인식 차이 등을 조명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은 재무적 여건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등 비영리기관과는 또 다른 부담을 갖고 있고 연구 성과에 대한 활용 목적도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보다 면밀히 고민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후속 연구를 하게 된다면 비영리기관
에 대한 논의와 영리기관에 대한 논의를 구분하여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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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COVID-19 이후 국가연구개발사업 제도 관련 애로사항’ 설문지

COVID-19 이후 국가연구개발사업 제도 관련 애로사항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정부는 COVID-19 이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분들의 안정적인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자 COVID-19 이후 각종 단기 정책·제도를 기획·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덧붙여 KISTEP 제도혁신센터는 본 설문조사를 통해 COVID-19 이후 연구자
분들이 체감하시는 국가 R&D 관리 제도상 애로사항을 면밀히 여쭈어 중·장기 제도
개선안 도출 마련에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설문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7~10분이며, 조사 중 수집된 개인정보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비밀 보장됩니다. 응답자께는 조사 종료 후 스타벅스 아
메리카노 모바일 쿠폰을 발송해드릴 예정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시어 바람직한 국가 R&D 환경 조성을 위한 설문에 참
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귀하의 의견을 토대로 창의적·혁신적 연구를 위
한 국가 R&D 제도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사 기간: 2020.11.20.(금) ~ 2020.11.25.(수) (총 6일) (조기 종료 가능)
조사 주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평가분석본부 제도혁신센터
※ 본 설문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 수행’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접수 단계부터
사후관리 단계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위한 어떠한 과정에든 참여했던 경험 일체를
의미합니다.
===============================================================
0. 귀하는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하고 계십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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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 수행 관련 규제*에 대한 인식
* 본 설문 상 ‘규제’는 ‘연구자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연구 활동과 연구몰입을 저해하는
연구 수행 과정에서 요구되는 각종 절차 및 규정’을 의미합니다.
1. 귀하는 현재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 수행 관련 규제의 강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1

2

3

매우 약함

4

5

보통

매우 강함

2. 귀하는 COVID-19 관련 정부에서 국가 R&D 연구자들을 위해 수행한 조치 전반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1

2

3

매우 불만족

4

5

보통

매우 만족

3. COVID-19 이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 수행시 예상되는 주요 어려움을 나열하였습니
다. 각 항목에 대해 귀하께서 체감하시는 어려움은 어느 정도입니까?

연구비 집행률 저조
기존 인력 이탈
신규 채용 어려움
재택근무가 강제
적용됨
재택근무가 허용되지
않음
해외 출장 어려움
해외 연구자와의 소통
도구의 제한적 사용
(zoom 금지 등)
연구장비 구입 어려움
연구장비 사용 어려움
R&D 기획 어려움
R&D 목표 상향 설정
어려움
moving target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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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매우 약함

다소 약한 편

보통

다소 강한 편

매우 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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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COVID-19 이후 귀하께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 수행 중 체감하시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적어주십시오. 자세히 적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5. 다음의 연구 수행 과정별 귀하께서 COVID-19 이전 R&D 제도로 인해 평소 체감하시던
어려움은 어느 정도입니까?
1

2

3

4

5

매우 약함

다소 약한 편

보통

다소 강한 편

매우 강함

기획
선정
과제 수행 관리
(연구비 집행,
협약 변경 등)
진도 관리 및
성과 평가, 보상
제재

6. 다음의 연구 수행 과정별 귀하께서 COVID-19 이후 R&D 제도로 인해 체감하시는
어려움은 어느 정도입니까?
1

2

3

4

5

매우 약함

다소 약한 편

보통

다소 강한 편

매우 강함

기획
선정
과제 수행 관리
(연구비 집행,
협약 변경 등)
진도 관리 및
성과 평가, 보상
제재

7.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 수행 중 COVID-19 이후 R&D 제도로 인해 체감하시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적어주십시오. 자세히 적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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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은 COVID-19 이후 우리나라 R&D 관리 주요 부처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도입한 조치입니다. 각 조치 중 귀하께 도움이 된 조치를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복수 선택 가능] [보기 shuffle]
1) 평가 일정 연기
2) 평가 방식 비대면으로 전환
3) 감염병 예방에 따른 경비 지원
4) 연구공백 발생시 후속 연구 편의 제공
5) 과학기술 분야 정부R&D 참여기업 부담금 완화
6) 정부납부기술료 감면·유예·면제
7) 참여기업의 인건비 산정 기준 완화
8) 출연(연)의 기업 지체상금 면제
9) 연구인프라 활용 지원
10) 정부 R&D 사업화 기업 공공시장 판로구축 지원
11) 중소기업 애로사항 컨설팅 지원
12) 연구비 집행의 유연성 확대 – 연구비 이월 허용, 장비 도입기한 연장, 간접비 회수 보류
13) 연구 기간 연장 및 계획 변경 허용
14) 연구실 운영비 정산 면제
15) 화평법 R&D용 물질 등록면제 확인절차 간소화
16) 기존수입물질을 대체하여, 화평법상 기존화학물질을 수입할 경우 ‘기존물질 사전신고 익일
처리’
17) 인건비 현금계상 인정
18) 재무요건 미적용

9. 위에서 살펴보신 조치 중 귀하께 가장 도움이 된 조치 1개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1) 평가 일정 연기
2) 평가 방식 비대면으로 전환
3) 감염병 예방에 따른 경비 지원
4) 연구공백 발생시 후속 연구 편의 제공
5) 과학기술 분야 정부R&D 참여기업 부담금 완화
6) 정부납부기술료 감면·유예·면제
7) 참여기업의 인건비 산정 기준 완화
8) 출연(연)의 기업 지체상금 면제
9) 연구인프라 활용 지원
10) 정부 R&D 사업화 기업 공공시장 판로구축 지원
11) 중소기업 애로사항 컨설팅 지원
12) 연구비 집행의 유연성 확대 – 연구비 이월 허용, 장비 도입기한 연장, 간접비 회수 보류
13) 연구 기간 연장 및 계획 변경 허용
14) 연구실 운영비 정산 면제
15) 화평법 R&D용 물질 등록면제 확인절차 간소화
16) 기존수입물질을 대체하여, 화평법상 기존화학물질을 수입할 경우 ‘기존물질 사전신고 익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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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인건비 현금계상 인정
18) 재무요건 미적용

10. 위에서 고르신 가장 도움이 된 조치 관련 어떤 점이 가장 좋았는지 적어주십시오.
자세히 적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

)

11. 앞서 선택하신 조치 중 COVID-19 완화 이후에도 지속되었으면 하는 조치는 무엇인지
선택하여 주십시오. [복수 선택 가능] [보기 shuffle]
1) 평가 일정 연기
2) 평가 방식 비대면으로 전환
3) 감염병 예방에 따른 경비 지원
4) 연구공백 발생시 후속 연구 편의 제공
5) 과학기술 분야 정부R&D 참여기업 부담금 완화
6) 정부납부기술료 감면·유예·면제
7) 참여기업의 인건비 산정 기준 완화
8) 출연(연)의 기업 지체상금 면제
9) 연구인프라 활용 지원
10) 정부 R&D 사업화 기업 공공시장 판로구축 지원
11) 중소기업 애로사항 컨설팅 지원
12) 연구비 집행의 유연성 확대 – 연구비 이월 허용, 장비 도입기한 연장, 간접비 회수 보류
13) 연구 기간 연장 및 계획 변경 허용
14) 연구실 운영비 정산 면제
15) 화평법 R&D용 물질 등록면제 확인절차 간소화
16) 기존수입물질을 대체하여, 화평법상 기존화학물질을 수입할 경우 ‘기존물질 사전신고 익일
처리’
17) 인건비 현금계상 인정
18) 재무요건 미적용

12. 만약 앞서 나열된 조치들이 도움되지 않았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선택해주십시
오. [복수 선택 가능]
① 정부 부처에서 허용하나 전문기관(예: 연구재단, 산기평 등)에서 허용하지 않아서
② 정부 부처와 전문기관(예: 연구재단, 산기평 등)에서 허용하나 소속기관에서 허용하지 않아서
③ 조치가 허용되나 실제 도움되는 수준이 안 되어서
④ 조치가 허용되고 실제 도움되는 수준이나 혜택을 얻으려면 나의 자원(자금, 시간 등)이
혜택 이상 투입되어야 해서
⑤ 기타 (직접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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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앞선 질문에 응답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선 질문 응답 후 귀하의 인식이 달라졌는지
알아보고자 재질문드립니다.
귀하는 COVID-19 관련 정부에서 국가 R&D 연구자들을 위해 수행한 조치 전반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1

2

매우 블만족

3

4

보통

5
매우 만족

===============================================================
Ⅱ. 응답자 기본 정보 질문
15. 귀하의 연구 분야를 보기 중 골라주십시오.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대분류 기반)
- 수학( ), 물리학( ), 화학( ), 지구과학( ), 생명과학( ), 농림수산식품( ),
보건의료( ), 기계( ), 재료( ), 화공( ), 전기/전자( ), 정보/통신( ),
에너지/자원( ), 원자력( ), 환경( ), 건설/교통( ), 인문/사회과학( ), 기타( )

16. 귀하가 주로 수행하시는 과제의 주요 목적을 보기 중 골라주십시오.
① [기초] 새로운 지식 창출 목적 (예시: 과기정통부·교육부의 기초연구사업 등)
② [산업] 경제·사회 발전 도모 목적 (예시: 과기정통부 원천기술사업·ICT사업,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혁신사업 등)
③ [공공] 공공의 이익증진 목적 (예시: 국립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사업 등)

17. 귀하의 소속 기관 유형을 선택해주십시오.
① 국공립연구소 ② 출연연구소 ③ 대기업(기업부설연구소 포함)
④ 중견기업(기업부설연구소 포함) ⑤ 중소기업(기업부설연구소 포함)
⑥ 대학 ⑦ 정부 부처 ⑧ 기타 (직접 입력)

18. 귀하의 직급(직위)를 골라주십시오.
① 임원급 ② 실무급 ③ 책임연구원 ④ 선임연구원 ⑤ 수석연구원
⑥ 연구원 ⑦ 교수

⑧ 기타 (직접입력)

19. 귀하께서 최근 5년간 수행하신 국가 R&D 과제는 주로 어느 부처의 과제인지 생각하신
후 수행 빈도가 높은 3개 부처를 빈도가 높은 순으로 선택해주십시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산업통상자원부( ), 중소벤처기업부( ), 교육부( ),
농림축산식품부( ), 보건복지부( ), 환경부( ), 해양수산부( ), 국토교통부(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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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귀하의 최근 5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책임 횟수를 적어주십시오.
※ 정확한 횟수가 기억나지 않으시면 대략적인 횟수를 적어주십시오.
(숫자만 입력)
21. 귀하의 최근 5년간 민간연구개발사업 연구책임 횟수를 적어주십시오.
※ 정확한 횟수가 기억나지 않으시면 대략적인 횟수를 적어주십시오.
(숫자만 입력)
22. 귀하께서 최근 5년간 국가 R&D 관리 제도 및 규정 내용을 확인하실 때 주로
이용하신 경로 혹은 자료를 보기 중 선택해주십시오. [복수 선택 가능]
- 소속기관 연구행정부서 온·오프라인 자료 ( )
- 정부 부처 온·오프라인 자료 ( )
- 연구관리전문기관* 온·오프라인 자료 ( )
* 국가 R&D 과제 협약 등 수행을 관리하는 기관 (예: 한국연구재단)
- KIRD 등 국가R&D 연구자 교육 기관 온·오프라인 자료 ( )
-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시 자료 ( )
- NTIS 홈페이지 게시 자료 ( )
- KISTEP 홈페이지 게시 자료 ( )
- 과제 협약서 본문 혹은 별첨 ( )
- 기타 (직접 입력)

23. 만약 박사학위 소지자라면, 귀하의 박사학위 취득 연도를 적어주십시오.
(숫자 네 자리 직접 입력) [박사학위 소지자에 한해 기입]
24. 귀하의 생년을 적어주십시오. (숫자 네 자리 직접 입력)
===============================================================
Ⅲ. 응답자 사례 지급 정보
설문조사에 응해주신 분께 스타벅스 라떼 모바일 쿠폰을 발송해 드립니다(11월 넷째주
예정). 지금부터 제공하시는 개인정보는 쿠폰 지급 목적으로만 활용될 예정입니다.
ㅁ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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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수집항목 : 휴대전화번호
- 수집목적 : 모바일 쿠폰 지급
- 보유기간 : 모바일 쿠폰 지급 종료 후 10일까지
* 개인정보 처리하는 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연락이 불가하여
쿠폰 증정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 제3자 위탁 내용 >
- 위탁받는 자 : ㈜즐거운
- 업무 내용 : 경품발송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 거부 □
25. 귀하의 휴대전화번호를 적어주십시오. (직접 입력)
===============================================================
답변이 제출되었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114

제5장 COVID-19 이후 국가 R&D 관리 제도 유연화 조치 분석

[붙임 2] ‘COVID-19 이후 국가연구개발사업 제도 관련 애로사항’ 설문조사 결과표
[붙임 2-1] 응답자 특성
구 분

사례 수

전 체

연령별

직급별

박사학위 취득 연도별

주요 연구 목적별

연구 분야별

%

1,395

100.0

30대 이하

228

16.3

40대

637

45.7

50대

424

30.4

60대 이상

106

7.6

교수

662

47.5

임원급

208

14.9

실무급

20

1.4

책임연구원

270

19.4

선임연구원

88

6.3

수석연구원

50

3.6

연구원

74

5.3

기타

23

1.6

2000년 이전

195

14

2000년-2010년

515

36.9

2011년 이후

419

30

박사학위 미취득

266

19.1

새로운 지식 창출

733

52.5

경제·사회 발전 도모

492

35.3

공공의 이익 증진

170

12.2

기초과학

184

13.2

생명과학

158

11.3

농림수산식품

87

6.2

보건의료

176

12.6

기계/전기/전자

206

14.7

재료

72

5.2

화공

40

2.9

정보/통신

135

9.7

에너지/원자력/자원

46

3.3

환경

37

2.7

건설/교통

54

3.9

인문/사회과학

178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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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2] R&D 관리 규제 체감도
사례수

전 체

연령

직급

소속
기관
유형

①
매우
약함

②
다소 약함

③
보통

④
⑤
다소 강함 매우 강함

1,395

0.6

2.6

42.5

30대 이하

228

0.9

2.6

40대

637

0.3

2.2

50대

424

1.2

60대 이상

106

교수

종합
①+②
%

평균

③
%

④+⑤
%

(5점)

39.3

15

3.2

42.5

54.3

3.65

43.9

36

16.7

3.5

43.9

52.6

3.65

41.6

41.3

14.6

2.5

41.6

55.9

3.68

2.6

41.3

40.1

14.9

3.8

41.3

55

3.65

0

4.7

50

31.1

14.2

4.7

50

45.3

3.55

662

0.5

2.7

41.4

38.5

16.9

3.2

41.4

55.4

3.69

임원급

208

1

1.9

41.8

43.3

12

2.9

41.8

55.3

3.63

실무급

20

0

0

55

35

10

0

55

45

3.55

책임연구원

270

0.7

3

38.9

40

17.4

3.7

38.9

57.4

3.7

선임연구원

88

1.1

0

43.2

43.2

12.5

1.1

43.2

55.7

3.66

수석연구원

50

0

4

36

48

12

4

36

60

3.68

연구원

74

0

4.1

62.2

27

6.8

4.1

62.2

33.8

3.36

기타

23

4.3

4.3

60.9

26.1

4.3

8.7

60.9

30.4

3.22

국공립연구소

47

2.1

2.1

44.7

31.9

19.1

4.3

44.7

51.1

3.64

출연연구소

154

0.6

3.9

32.5

45.5

17.5

4.5

32.5

63

3.75

대기업

14

0

0

35.7

35.7

28.6

0

35.7

64.3

3.93

중견기업

16

0

0

50

43.8

6.3

0

50

50

3.56

중소기업

270

0.7

1.5

42.6

44.8

10.4

2.2

42.6

55.2

3.63

대학

839

0.6

2.7

44.2

36.8

15.6

3.3

44.2

52.4

3.64

정부부처

16

0

0

43.8

37.5

18.8

0

43.8

56.3

3.75

기타

39

0

5.1

41

38.5

15.4

5.1

41

53.8

3.64

기초과학

184

0.5

2.7

41.8

40.8

14.1

3.3

41.8

54.9

3.65

생명과학

158

0

2.5

43.7

37.3

16.5

2.5

43.7

53.8

3.68

농림수산식품

87

2.3

2.3

41.4

36.8

17.2

4.6

41.4

54

3.64

보건의료

176

0

2.8

43.8

42

11.4

2.8

43.8

53.4

3.62

기계/전기/전자

206

0

2.9

40.3

41.3

15.5

2.9

40.3

56.8

3.69

재료

72

1.4

2.8

33.3

41.7

20.8

4.2

33.3

62.5

3.78

화공

40

0

0

50

32.5

17.5

0

50

50

3.68

정보/통신

135

0.7

1.5

35.6

47.4

14.8

2.2

35.6

62.2

3.74

에너지/원자력/자원

46

2.2

4.3

26.1

52.2

15.2

6.5

26.1

67.4

3.74

환경

37

2.7

2.7

35.1

43.2

16.2

5.4

35.1

59.5

3.68

건설/교통

54

0

1.9

57.4

25.9

14.8

1.9

57.4

40.7

3.54

인문/사회과학

178

0.6

3.4

52.8

30.3

12.9

3.9

52.8

43.3

3.52

수행
목적
별

기초

733

0.5

3

46

37.1

13.4

3.5

46

50.5

3.6

산업

492

0.4

1.8

36.4

44.1

17.3

2.2

36.4

61.4

3.76

사전
만족도

약함(①+②+③)

사후
만족도

연구
분야

116

공공

170

1.8

2.9

45.3

34.7

15.3

4.7

45.3

50

3.59

1,038

0.6

1.9

39.1

40.5

17.9

2.5

39.1

58.4

3.73

강함(④+⑤)

357

0.8

4.5

52.4

35.9

6.4

5.3

52.4

42.3

3.43

약함(①+②+③)

817

0.7

1.6

39.4

39.3

19

2.3

39.4

58.3

3.74

강함(④+⑤)

578

0.5

4

46.9

39.3

9.3

4.5

46.9

48.6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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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3] COVID-19 관련 연구현장을 위한 정부의 조치 만족도 (설문조사 개시 전)
사례수
전 체

연령

직급

①
매우
약함

②
다소
약함

③
보통

④
다소
강함

⑤
매우
강함

①+②
%

종합
③
%

평균
④+⑤
%

(5점)

1,395

5.9

20.4

48

22.9

2.7

26.4

48

25.6

2.95

30대 이하

228

6.1

27.6

46.1

16.2

3.9

33.8

46.1

20.2

2.84

40대

637

6

21

50.4

21

1.6

27

50.4

22.6

2.91

50대

424

5.9

18.6

43.6

28.3

3.5

24.5

43.6

31.8

3.05

60대 이상

106

5.7

8.5

55.7

27.4

2.8

14.2

55.7

30.2

3.13

교수

662

6.2

20.2

50.9

21.1

1.5

26.4

50.9

22.7

2.91

임원급

208

3.4

15.9

42.3

32.7

5.8

19.2

42.3

38.5

3.21

실무급

20

0

20

45

35

0

20

45

35

3.15

책임연구원

270

7.8

24.8

43

21.5

3

32.6

43

24.4

2.87

선임연구원

88

8

19.3

47.7

20.5

4.5

27.3

47.7

25

2.94

수석연구원

50

4

10

54

30

2

14

54

32

3.16

연구원

74

2.7

25.7

59.5

9.5

2.7

28.4

59.5

12.2

2.83

기타

23

13

26.1

30.4

30.4

0

39.1

30.4

30.4

2.78

국공립연구소

47

4.3

19.1

51.1

23.4

2.1

23.4

51.1

25.5

3

출연연구소

154

9.7

20.8

50

17.5

1.9

30.5

50

19.5

2.81

대기업

14

14.3

28.6

42.9

14.3

0

42.9

42.9

14.3

2.57

중견기업

16

6.3

0

62.5

25

6.3

6.3

62.5

31.3

3.25

중소기업

270

3.3

17

41.1

32.6

5.9

20.4

41.1

38.5

3.2

대학

839

6.3

21.8

49.5

20.5

1.9

28.1

49.5

22.4

2.89

정부부처

16

0

18.8

56.3

25

0

18.8

56.3

25

3.06

기타

39

2.6

20.5

46.2

30.8

0

23.1

46.2

30.8

3.05

기초과학

184

4.9

19

52.7

21.7

1.6

23.9

52.7

23.4

2.96

생명과학

158

3.8

15.2

58.2

21.5

1.3

19

58.2

22.8

3.01

농림수산식품

87

3.4

18.4

51.7

25.3

1.1

21.8

51.7

26.4

3.02

보건의료

176

6.3

23.3

43.8

24.4

2.3

29.5

43.8

26.7

2.93

기계/전기/전자

206

6.8

18

48.5

23.3

3.4

24.8

48.5

26.7

2.98

재료

72

2.8

23.6

47.2

19.4

6.9

26.4

47.2

26.4

3.04

화공

40

0

20

50

25

5

20

50

30

3.15

정보/통신

135

5.9

23.7

37.8

31.1

1.5

29.6

37.8

32.6

2.98

에너지/원자력/자원

46

13

19.6

41.3

23.9

2.2

32.6

41.3

26.1

2.82

환경

37

10.8

13.5

37.8

32.4

5.4

24.3

37.8

37.8

3.08

건설/교통

54

7.4

29.6

46.3

16.7

0

37

46.3

16.7

2.72

인문/사회과학

178

7.3

21.9

48.3

19.1

3.4

29.2

48.3

22.5

2.89

기초

733

5.5

21.3

51.3

20.2

1.8

26.7

51.3

22

2.91

산업

492

6.1

19.3

43.5

27.2

3.9

25.4

43.5

31.1

3.03

공공

170

7.6

20

47.1

22.4

2.9

27.6

47.1

25.3

2.92

규제강도
인식

약함(①+②+③)

638

3.1

17.1

47.5

28.8

3.4

20.2

47.5

32.3

3.12

강함(④+⑤)

757

8.3

23.2

48.5

18

2

31.6

48.5

19.9

2.82

사후
만족도

약함(①+②+③)

817

10

28.5

51.9

9.4

0.1

38.6

51.9

9.5

2.611

강함(④+⑤)

578

0.2

9

42.6

42

6.2

9.2

42.6

48.3

3.452

소속기
관 유형

연구분
야

수행 목
적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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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야기한 충격과 그 충격 이후의 세계의 R&D 전략을 파악하기 위해,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국내외 R&D 대응 동향을 살펴보았다. 일시적인 충격으로 지출이 감소할 수
있으나 정부 예산을 빠르게 확대하여 위기 대응력을 강화하는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다.
다만, 민간 부분의 경우 코로나19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연구개발 투자가 위축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정부 재정 확대를 통해, 민간의
위축된 부분을 보완하여 불확실성 대응 강화와 함께 위기 극복에 나서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위기로 과학기술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은
향후 과학기술 R&D 활성화, 확대에 대한 지지 기반을 형성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한편, 과거 위기 사례로 2008년 금융위기, 2000년대 초 닷컴 버블, 1990년대 일본의 20년
침체, 1997년 한국의 외환위기, 1990년 독일의 통일 등을 분석하였다. 위기에 파생되는
경제 침체로 재원 확보가 어려워지며, 이는 과학기술 영역의 투자 축소로 이어진다는 것을
확인했다. 다만, 민간의 축소를 공공의 확대로 대체하여 경제 및 사회 전반의 회복을 꾀하는
형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과
그 이후 회복 과정 역시 유사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다. 특히,
앞서 언급한 것처럼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진단, 백신 등 과학기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작동되고 있다는 점은 코로나19 이후 과학기술 R&D 전반의 투자 활성화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 역시 높다고 볼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위기 및 불확실성의 일상화는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제고시키는 것으로 이어지고 공공 중심으로 투자가 확대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한편, 제약 및 바이오 영역은 코로나19 사태로 그 중요성이 재확인된 영역이다. 진단키트
관련 분석을 통해 우리의 빠른 의사결정, 중국 인접 국가로 위기가 빠르게 닥친 정황, 그리고
정부의 누적된 관련 분야 투자가 긍정적으로 작동하여 좋은 성과를 도출하였음을 파악하였다.
다만, 진단키트의 특성상 이런 경쟁 우위는 오랫동안 지속되기 어려우므로 원천 기술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지속되어야 한다. 한편,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의
경우 대규모 자본과 누적된 기술이 집약된 빅파머 중심으로 개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리의 경우, 한정된 예산으로 백신 개발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 다만, 지속적인 성과 창출 기반을 위해 바우처 제도 및 장주기 R&D 지원,
오픈이노베이션의 확산, 상위기전 신약의 R&D 예산 확대 등의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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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해외 기업의 국내 법인 지원, 합작기업 및 M&A를 통한 경쟁력 향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실효성 있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 기술은 범용기술로써, 관련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적용가능한 영역 역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디지털 변혁 및 인공지능 기술은 자본집약적이고 부가가치 창출이 가시적인
분야부터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공공 영역을 포함한 사회 전반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현 국가 R&D 평가체계를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는 인공지능, 데이터 기반의 R&D 평가 고도화 전략을 탐색해보았다. 우선, 행정 및
법적 관점에서는 △양질의 데이터 확보, △비정형자료의 분석 가능한 데이터로 전환, △편향된
데이터의 활용 가능성 방지, △추진체계 및 전략의 정립,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최소화,
△관련 제도의 마련 등의 노력이 선제적으로 수반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의 적용 가능성을 실험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예타 대상선정 사업기획완성도 점검을
머신러닝을 활용해보았다. 결과적으로 기획보고서 내 내용분류 모델 개발에 관한 실험 결과는
충분히 그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정확도가 초기에는 데이터 수집 수동
처리의 한계로 공백 문자 오류가 발생하여서 0.67로 낮았지만 해당 오류를 수정하여 최종적으로
0.89로 향상시켜, 향후 보편적 적용 시 개선을 통한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는 긍정적 해석이
가능했다. 본 연구 결과의 한계점은 있지만 인공지능 기술을 지속 도입, 검증하고 더 나은
신뢰도, 성능을 가지는 모형을 도출한다면 국가과학 R&D 평가체계에서도 의사결정 보조하고
더 나아가 전체 평가체계 및 관련 시스템의 효율화, 고도화에 크게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가 R&D 제도 전반에 미친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분석하고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코로나19에 따른 여러 조치가 과기부, 산자부,
중기부 등 관련 부처에서 있었으나 큰 틀에서 일관성, 연계성이 확보되지 못한 채 파편적으로
임시방편적인 조치가 일부 반복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파편적 시행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위기대응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연구자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제도의 유연성의 부재로 나타났다. 상황에 따라
연구 목표와 연구비 집행 등 연구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항들을 사전적으로 감지하고
이를 유연하게 변동시키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가 야기한 위기상항을 파악하고, 코로나19 이후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에 대해 다양한 주제로 탐색해보았다. 연구가 하나의 주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보다는 다양한 주제를 선행적으로 탐색하는 성격이 강하므로 개별 주제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뒤따를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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