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통합적 과학기술혁신·산업정책의 모색
박상욱 (숭실대학교)
공동체자유주의 세미나 2016.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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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레토릭에서 현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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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개념 요약
• 디지털 혁명인 3차 산업혁명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디지털(digital),

물리적(physical), 생물학적인(biological) 기존 영역의 경계가 사라지면서,
융합되는(fusion) 기술 혁명(Klaus Schwab 2016)
• IoT, 인공지능, 빅데이터, 초연결, O2O, CPS, 생명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신기술 및

새로운 비즈니스모델들, 그리고 이들의 융복합
• 광범위하고 강력한 사회적 파급효과

• 모든 산업에서 와해성 혁신을 유발하고 생산, 경영, 거버넌스 등을 포함하는

시스템적 변혁을 유도
• 주요국의 대응전략
• 독일 ‘인더스트리 4.0’, 미국 ‘산업 인터넷’, 일본 ‘로봇 신전략’, 중국 ‘제조 2025’, 인도

‘디지털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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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정부정책 그리고 거버넌스
• 한국은 (선행 정답이 없는) 탈추격기에 4차 산업혁명의 파도를 맞게 됨
• 혁명 - 급진적 전이(transition)의 상황에서는 기존 질서가 와해되고 새로운 질서로 재편됨
• 기존 산업구조하에서 보유한 경쟁력은 무의미 – 성공의 딜레마(Christensen)

• 성공한 추격국으로 남을 것인가, 또 한번 도약할 것인가? – 위기이자 기회

•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기술들은 창조적 시장이 주도
• 한국의 정부-시장(산업)관계, 관-민관계의 패러다임 시프트는 필수적

• 정부정책에도 초연결성 필요
• 인접 정책분야간 통합(integration) – 혁신에 초점을 두고 과학기술/산업정책 포괄

• 과학기술 자원배분은 학문분야별 안분(갈라먹기) 방식이 아닌 문제에 대한

해법(solution)에 따라서 (ex: 지질학/해양학/대기과학 연구비  기후변화대응 연구비)
• 정책네트워크의 개방과 민관파트너십 구축

• 현재 부문별로 나뉜 거버넌스 구조에도 와해성 혁신 필요
• 기능 중심, 지향 중심, 철학 중심 행정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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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 1)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진화
과학정책에서 혁신정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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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혁신정책의 진화 (Freeman)
1940s – 1950s

1960s-1970s

1980s-1990s

Key characteristics

Military, big science
Weapon system
Basic science
Government labs

Economic growth
Productivity
Nuclear power
University expansion
Industrial R&D

Generic technologies
Market competition
ICT
Environment
Networks

Organizations

Science advisory
councils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s and ministries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ministries

Major policy
contributors

Physicists
Chemists

Physicists, chemists,
economists, engineers

Biology, ecology, social
science
Economists

innovations

Radical innovations

Incremental innovations

Diff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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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혁신정책의 진화 (EU)
1st gen
1940s~1980s

2nd gen
1980s~1990s

3rd gen
2000~

Model

Linear model
“spin-off paradigm”
Market failure

Chain-linked model
System

System

Policy aim

Overpower enemy states
(Cold War)

Industrial competitiveness

Knowledge economy
Improve welfare
Job creation
International cooperation

major policy contributors

Senior scientists

Economists
Policy researchers

Policy researchers
Citizens

Policy focus

Expansion and growth

Efficiency
Diffusion

Regulation
Networking
New technologies

Strong in

USA in 1940s~1970s

Japan in 1960s

Europe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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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ce policy
Production of scientific
knowledge
•
•
•
•
•

Public funding
Public research
Tax incentive
High education
IPR

Technology policy
•
•

Advancement and
commercialization of sectorial
technical knowledge
Public procurement, strategic
sectors, bridging institutions,
technical skills, standardization,
technology forecasting

Innovation policy
Overall innovative performance of the
economy
•
•
•
•
•
•
•
•

Improving capabilities
Improving access to information
Environmental regulation
Competition regulations
Consumer protection
Improving social capital
Clusters and industrial districts
Intelligent, reflexive and democratic
forecasting

출처: B-A. Lundv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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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컨버전스: 경계와해, 확장, 통합
과학정책

과학기술정책

기술정책
산업정책
19C

1945
Bush report

과학기술혁신정책

?

혁신정책
산업기술정책
1980s

1970s
일)MITI의 성공

신 산업정책
2010s

1990s

부문별 산업육성
포괄적 산업진흥
생산성, 국가경쟁력
국가혁신시스템

과학기술처
상공부 (상공자원부)

과기부/혁신본부
통상산업부

정보통신부

산자부

교과부

미래부

지경부

산업부

?

10

Context 2) 산학연 ‘연계’를 넘는 ‘통합’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

Changing roles of university
1.

To reproduce and transmit existing knowledge

2.

To improve critical reasoning and other skills of individuals (i) as input to
their work
(ii) to develop democratic, civilised society

3.

To increase knowledge base
(i) by pursuing knowledge ‘for its own sake’
(ii) by developing useful knowledge

4.

To serve training and research support needs of economy (at regional and
national levels)
사례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교육부), 산업연계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PRIME, 교육부),
지역혁신창의인력양성사업(교육부), 지역신산업선도인력 양성사업(미래부)

Traditional roles of public R&D sector
Types
PSR consists of;

Universities

Functions
Advancement of
knowledge

• National labs and facilities
•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GRIs)
• Agencies
• Universities

Non-university
research organisations
(research institutes and
agencies)
Prestige activities
in "frontier
science"

Source: J. Senker

Government
laboratories

special interest (support
agriculture, health,
energy, environment)
applied industrially
relevant research
(support economic
development)

Support policy formation
and implementation

공공연구부문의 역할 변화와 전통적 분업구조의 와해
Type

Function

Universities

Advancement of knowledge

GRIs,
Non-university
research
organisations

Research to support
economic growth, tech
transfer and innovation

National laboratories

Support policy formation and
implementation

Source: J. Senker
(modified)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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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정
• 대학의 역할 변화: 산업과의 거리 축소
• 기업의 대학 지원(위탁연구) 증가
• 응용연구(자연과학분야의 응용과학화 포함)

• 기술사업화 및 창업(연구실창업, 대학기술지주회사)

• 출연연
• 태생적으로 산업연계 지향
• 대학원기능(UST, 학연생, 대학연계)

• 산-학-연 연계 에이전시화

• 기업: 대학에 대한 기대 증가
• 첨단분야 혁신 원천  대학
• 인력 양성/저장  대학, 출연연

• 정부
• 산학연 협력 플랫폼/프로그램 제공

• 기업의 기술혁신을 직간접 지원

Source: Etzkowitz

15

과학기술혁신기반 신산업육성
사례

탈추격을 위해 통합적 과기혁신·산업정책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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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과학기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소에너지 사업 비교(2005)
21st Century Frontier R&D
Programme (MOST)

Hydrogen & Fuel Cell RD&D
Programme (MOCIE)

Share of PROs (total number)

17%(9)

11%(10)

Share of univ. (total number)

42%(22)

32%(29)

Share of LFs (total number)

15%(8)

26%(23)

Share of SMEs (total number)

26%(14)

31%(28)

Ave. cen.a of PROs

8.2

5.2

Ave. cen. of univ.

2.0

2.1

Ave. cen. of LFs

2.9

8.2

Ave. cen. of SMEs

1.9

4.3

Ave. efficiency

0.65

0.58
출처: Choi, H-D, Park, S. and Lee, J-D.

사례
• 산학연 네트워크의 자기조직적

발전
• 새로운 산업섹터는 지식기반,

네트워크, 제도적 기반의 구성을
통해 형성됨
• 연구개발 네트워크는 새로운

산업섹터의 형성을 촉진
 탈추격기 유치산업 육성정책의

핵심은 연구개발과 혁신

출처: Choi, H-D, Park, S. and Lee, J-D. (2011) Industrial
and Corporate Change, vol. 20, pp.751-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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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시스템 전환을 위한 과학기술혁신·산업정책

• 예를 들어 신재생에너지, 지속가능한 도로교통, 자율주행차 등은

단일한 기술이 아니라, 복잡하고 다양한 기술들 및 관련된 표준,
규제, 제도, SOP 등으로 구성된 기술시스템과 수용성, 선호, 인식,
습관 등 사회적 요소가 복합된 사회기술시스템(sociotechnical
system)임
• 새로운 사회기술시스템은 관련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신산업이 필수적임  바꾸어 말하면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사회기술시스템적 접근이 필수적
• 시스템 전환을 위한 기술들은 여전히 지속적인 연구개발투자가

필요한 상태임
• 전이 관리(transition management) 정책 필요

• 연구개발, 인력양성, 산업진흥 및 기업지원, 표준 및 규제를

포괄하는 접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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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적 과학기술혁신·산업정책
STI2 policy
Science, Technology, Innovation & Industr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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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ial Policy’의 양성화 또는 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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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산업정책 – 변화가 필요한 시점
시기

주요산업섹터

산업공간의 속성
∙ 노동집약적

∙ 단순작업기술

1960년대 ∙ 섬유

∙ 가격경쟁
∙ 노동집약적 산업과 자본집약

∙ 섬유

적 산업의 혼합형태

1970년대 ∙ 철강

∙ 기간산업을 중심으로 한 자

∙ 전자

본집약적 산업 시작

∙ 철강

∙ 자본집약적 산업 고도화

1980년대 ∙ 전자

∙ 대규모 전후방산업 발달

산업기술정책 특징

∙ 중화학공업육성과 대기업 및
공기업독점정책

∙ 기술수입&자본재수입

∙ 철강

∙ 단순조립기술산업에서 인하우 ∙ 공공 R&D정책

∙ 투자합리화정책

스기술산업 중심으로 전환 ∙ 전략산업 전담부처설립(정통부)

(e.g. 엔진기술, CDMA기술 등) ∙ 중소기업정책

∙ 전자

∙ 하이테크와 복합지식기반

2000년대 ∙ 자동차
∙ 신재생에너지

∙ 산업 네트워크 중시

∙ 대기업-중소기업 협력정책

∙ 클러스터 정책
∙ 대학연구기능 활성화

출처: 최현도, 박상욱 (2016) 한국혁신학회보, vol. 11(2), pp.97-120.

순차적 산업섹터개발(안행형)
수출대체상품개발, 기술국산화
요소투입 중심 / 정책금융
국가 전략산업·전략기술 선택과 집중
관 우위의 관산복합체

미래의 도전

기능별 지원체계

∙ 생산효율화 경쟁

∙ 자동차

•
•
•
•
•

∙ 독점정책에서 공업발전법 이후

∙ 자동차

1990년대 ∙ 전자

추격·정부주도형 산업정책

∙ 경공업육성정책
∙ 수출정책

과거의 성공

탈추격·혁신선도·민관협력
•
•
•
•
•

선도산업 parallel mover
프런티어 기술개발, 신산업육성
혁신생태계 업그레이드
민간주도 연구개발투자, 혁신원천 다변화
민관파트너십·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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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뿐 아니라 정책진화의 맥락과 국제동향은
과학기술, 혁신, 산업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필수적임을 시사
• 고등교육정책과 혁신정책의 연계 강화
• 기초연구  응용연구개발  상용화라는 고전적 단선모형(linear model) 탈피
• 혁신 원천의 다양화(open innovation), 혁신 창발 양상의 다변화, 혁신 구현의 다각화

• 혁신 구현의 핵심은 기업 – 기업 지원과 과학기술혁신정책 간극 줄여야
• 정부 연구개발투자 효율성 제고?

• 투입 대비 논문·특허 산출 (X)
• 혁신 성과 – 산업경쟁력 강화, 신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사회문제 해결 (O)

• 정부 개입 정당화의 논리 변화
• 전통적 과학기술정책의 rationale: 기초연구에 대한 과소투자(시장실패)
• 탈추격기의 시장실패는 고위험∙고부가가치 프런티어 연구에 대한 과소투자

• 민간주도의 산업R&D 중심 정책 필요
• 지시적인 전략기술 프로그램  불확실성 부담 저감을 위한 협력 프로그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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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적 과학기술혁신·산업정책
• Science, Technology, Innovation and Industry Policy (STI 2 policy)
• 과학기술과 혁신, 산업 정책의 경계를 허물고 유기적으로 통합

• 행정적 측면에서도 여러가지 장점이 있음
• 연구개발에서 상용화에 이르는 지식생산 및 활용의 생애주기 및 가치사슬 전반에

대한 일관지원체계 구축 가능
• 연구개발주체 및 사업주체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유사중복 투자의 정리로 정부지출 효율화, 상충되는 제도 정비로 운영 효율화 기대
• 연구개발 종합조정기능 필요성 감소 (소위 컨트롤 타워, 옥상옥 불필요)
• 부처의 전략기능 강화 (예를 들어 국가과학기술전략회의 기능 흡수)

• 방만한 중간기구 및 지방기구 통폐합과 역량강화 추진 (집행기능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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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적 과학기술혁신·산업정책
전담 부처의 제안
STI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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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연구기관의 기술창업(지주회사 및 자회사) 관련 국내 제도 현황
구분

근거법

주요 내용

주관 부처

연구소기업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05. 7)

공공연구기관 또는
지주회사가 연구개발특구
안에 설립
법인세 감면

미래창조과학부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07. 8)

대학 산단 또는
공공연구기관이 설립

중소기업청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
사 및 자회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07. 12)

대학 산단, 학교법인,
연구기관이 설립

교육부

공공연구기관
첨단기술지주회사 및
출자회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10. 4)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
설립
보유기술이 녹색기술 또는
첨단기술이어야 함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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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통합부처 –

영국의 정부조직 개편

DfES
D. of Education and Skills

DTI
D. of Trade and Industry

DfE

D.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

D. for Education

DIUS
D. for Innovation, University
and Skills

BIS
D.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

BERR

(2008.10~)

D. for Business, Enterprise
And Regulatory Reform

DECC
D. of Energy and Climate Change

DEFRA
D.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2007. 6.

2007.6~2009.6

2009.6~

영국 DIUS 출범의 맥락 - 대학은 혁신주체
• DTI의 과학혁신청 (OSI - Office of Science and Innovation)와 교육직능부 (DfES)를 통합
• 과학기술부문과 고등교육부문 담당
• 7개의 Research Council 을 담당: (MRC, BBSRC, EPSRC, ESRC, AHRC, STFC, NERC)

• 목적
• 지식기반경제 구축
• 통합적 과학기술 행정체제 구축

• 과학기술인력정책의 체계화 및 일원화: 과학기술정책과 고등교육의 연계성 강화
• 대학의 역할을 혁신 창출로 재정립

•
•

•

반응
“DIUS는 영국을 세계 최고의 과학, 연구, 혁신, 기술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의지” (G. Brown)
“혁신을 핵심과제로 하는 부처의 창설은 과학의 중요성을 인식한 결과” (The Campaign for Science &
Engineering)
“고등교육과 기술, 경제 사이의 관계를 공고히 할 수 있는 과감한 조치” (Universities UK)

BIS 출범의 맥락과 쟁점
• DIUS와 BERR 통합: 혁신지원기능과 기업지원기능 통합
• 아울러 기업과 대학의 연계 더욱 촉진, 강화 필요

• BIS는 DTI의 복원이 아님
• DIUS의 대학, 연구회(RCs) 담당, 인력양성 기능을 그대로 승계
• BERR에 남아 있던 옛 DTI의 에너지 부문을 떼어냄 (통상 부문은 남아 있음)

• 쟁점들
• 거대 경제부처의 탄생
• 부처 통합에 따라 산하 중간기구가 과다함 -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면서 효과적인 성과의

책임과 균형 필요
• 조직 통합이 정책 통합을 담보하는지

• 한국적 맥락에서 추가로 제기될 수 있는 비판들
• 관료제의 문제, 문화의 문제, 인적 역량의 문제 등
• 반복되는 과학기술담당 정부조직 개편의 피로감과 안정성 문제

BIS – 주요 프로그램 (2014-15)
• The research excellence framework(REF)
•

고등교육기관이 수행한 연구의 질을 평가하여 매년 20억파운드(약 3조4천억원)를 대학에 지원

• UK Research Partnership Investment Fund
•

연구개발 민간 공동투자 유치

•

대학 지원

•

정부 연구개발사업

• Energy Research Accelerator (ERA) 설립

•

창업 및 중기 지원

• New Degree Apprenticeship, New Apprenticeship Voucher

•

인력양성

• Innovate UK
•

혁신적 SME 지원

• Science and Research Capital Consultation

•

기업 근로자 교육에 학석사학위 연계

• the Business Growth Service
•

사업계획에서부터 신제품개발까지 지원하고 신시장 진출을 지원

• Round 6 Regional Growth Fund (RGF) awards
• The British Business Bank (BBB)
•

영국판 중소기업은행. 공기업으로 출범

• The Start Up Loans Company

 한국 교육부, 미래부, 중기청,
산업부의 (각각 일부)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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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혁신·산업정책 전담부처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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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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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과학기술혁신·산업정책의

통합적 접근을 제안함
• 과학기술혁신정책의 확장적 진화, 새로운 산업정책

프레임워크의 출현
• 연구개발혁신의 기존 산학연관 분업체계가 와해되고

초연결적 혁신시스템 대두
• 정부 측면에서 이에 참여할 통합부처를 제안함
• 차기정부가 고려할 선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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