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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젠더혁신 정책 동향과 시사점1)

젠더혁신, 무엇이 다른가?

젠더혁신(Gendered Innovations)은 과학연구와 기술개발에서 성별 등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 수월성을 높이고 모든 사람에게 이로운 방식으로 연구결과를
활용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
전체 연구개발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특성을 반영하려는 질적･내용적 측면을
강조하며, 연구과정 뿐만 아니라 연구결과와 활용까지도 고려해야 함
- 기존 여성과학기술인정책은 과학기술분야에서 여성의 참여확대와 대표성 확보,
차별적 요소 제거 등에 초점을 두었음
- 이에 비해, 젠더혁신은 연구개발과 혁신에서 성별에 따른 특성을 고려하고
연구개발의 질적･내용적 측면을 향상시켜 모든 인류를 위해 과학기술을 활용하
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아직까지 명확하게 합의된 젠더혁신 개념은 없으나 대체로 연구와 혁신에
초점을 두고 연구와 혁신에서 성별 등 특성을 고려한 편향성 없는 연구를
통해 인류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에 공헌하고자 함
- 유럽위원회 보고서2)에 따르면 젠더혁신은 ‘기초와 응용연구의 모든 단계에 성/젠
더분석을 통합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수월성과 질적 측면을 높이려는 활동’을 의미
- 젠더분석(gender analysis)3)은 전체 과학연구와 개발과정에서 젠더(성별)에
따른 결과와 활용에서의 차이를 살펴보고 젠더(성별)가 연구개발과 혁신에
미치는 영향요인이나 필요의 차이를 밝히고 분석하려는 방법을 의미
1) 한국과학기술젠더혁신센터(GISTeR) 손주연 초빙연구위원(sonjy@gister.re.kr)
2) Schiebinger, L. and Klinge, I. (2013), Gendered Innovations: How Gender Analysis Contributes

to Research, Luxembourg: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
3) 젠더분석도 다양하게 정의되는데, 유네스코는 ‘성별로 분리된 정보의 수집과 분석을 통해 남성과
여성의 서로 다른 경험과 지식, 필요에 따른 차이를 탐색하여 정책이나 프로젝트가 성별에 따른 필요를
명확히하고 이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탐구하는 것’으로 보며(http://uis.unesco.org/en/glossaryterm/gender-analysis), 유럽성평등연구소(EIGE)는 ‘성역할, 활동, 요구, 기회와 권리 등에서의 차이가
정책영역과 맥락에서 남녀에 영향을 주는지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https://
eige.europa.eu/thesaurus/terms/1143). 이처럼 젠더분석의 의미도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으나 본 글에서는 과학연구와 개발과정으로 한정지어 사용하도록 하겠음
1

젠더혁신은 유럽과 미국, 캐나다를 중심으로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제기되었는데,
우리나라도 2013년부터 관련 연구를 진행하였고 2021년 「과학기술기본법」을
개정하여 성별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

2

젠더혁신, 왜 필요한가?

과학연구와 개발에서 젠더혁신에 대한 초기관심은 의약품 분야에서 성별에 따른
부작용과 성･연령･인종 등에 따른 안정성 문제로부터 출발
임상시험에서 여성의 참여부족과 약품 안정성에서 성･인종･연령 등에 따른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이미 1980년대 후반부터 제시되었으나 적절하게
반영되지는 않았음
- 1988년 미국 FDA는 임상 약리학연구와 효과성, 안정성에서 성･인종･연령에
따른 데이터 분석을 권고4)
- 1992년 U.S. GAO 보고서(GAO/HRD-93-17)5)는 여성이 임상 약물검사에
적절하게 포함되지 않았으며, 성별에 따른 안정성과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FDA가 성차를 연구할 것을 권고
- 이에 FDA는 1993년 ‘약물의 임상평가에서 성별차이 연구 및 평가에 대한
권고안6)’을 발표
2000년대 들어 성별에 따라 의약품의 부작용이 다르게 나타나고 여성에게
더 심각한 건강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GAO 보고서가 나온 이후 연구와
개발에서 젠더혁신과 관련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
- 2001년 GAO 보고서(GAO-01-286R)7)에 따르면 1997년부터 미국 시장에서
퇴출된 10개의 의약품 중 8개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위험한 건강문제를
나타냈고 이 중 4개가 여성에게서 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
- 이후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연구개발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와 젠더분석을
반영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제기
4) FDA Guideline for the Format and Content of the Clinical and Statistical Sections of
an Application(https://www.fda.gov/media/71436/download).
5) GAO report Women’s Health: FDA Needs to Ensure More Study of Gender Differences

in Prescription Drugs Testing.
6) FDA Guidance Study and Evaluation of Gender Differences in the Clinical Evaluation
of Drugs(https://www.fda.gov/media/75648/download)
7) GAO report Drug Safety: Most Drugs Withdrawn in Recent Years Had Greater Health

Risks for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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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과학연구와 개발에서 젠더혁신과 관련된 논의는 AI, Big Data, 로봇
등 과학기술의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
연구분야도 의･생명분야를 넘어 도시, 모빌리티, 환경오염, 로봇, AI, 감염병,
데이터분석 등 환경과 공학분야로 확대되고 있음
- 스탠포드 대학교 론다 슈빙어(Londa Schiebinger) 교수를 연구책임으로
약 60명의 유럽과 북미지역 학자들이 참여한 대규모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과학기술의 다양한 분야에서 관련 보고서를 발간
- 연구팀의 결과는 젠더혁신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대표
사례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음
< 젠더혁신 사례연구(예) >
분야

내용

과학

⦁동물실험: 동물실험을 활용하는 기초연구에서 암컷을 제외하고 수컷만 활용하여 암컷의 질병
과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지고 여성특유의 현상을 조사할 수 없음
⦁줄기세포에서 성별분석: 세포에 기반한 연구에서 성별을 분석하지 않음으로써 세포기반
치료법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음

⦁코로나
차이에
건강･의학
⦁남성의
공증에

19에서 성별차이 분석: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감염증상과 백신 부작용의 성별
대한 분석이 부족
골다공증 연구: 골다공증은 주로 폐경 후 여성질병으로 간주되어 남성의 골다
대한 평가나 치료 부족

공학

⦁안면인식 기술에서 성･인종 차이: 머신러닝에서의 편견은 데이터 수집과 분석, 모델 선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실제로 백인이고 남성일수록 더 명확하게 식별
⦁가상비서와 챗봇(chatbots): 가상비서나 챗봇서비스는 종종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성별
고정관념을 재생산할 수 있으며, 데이터세트나 알고리즘도 편향되어 차별을 영구화할 수
있고 특정민족이나 특정집단의 언어를 잘못 해석할 수 있음

환경

⦁스마트 모빌리티: 성별에 따라 이동패턴이 달라질 수 있으나 스마트 모빌리티와 관련된
계획, 인프라 등에서 이런 부분이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교통 안전문제와 관련해
여성이나 노인의 이동성을 제한할 수 있음
⦁주택･도시설계: 건축설계나 도시계획에 성별분석을 통합하여 도시에 거주하는 다양한 연령의
여성과 남성의 요구와 다양한 가족구성, 고용패턴 등을 반영하고 도시거주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적인 도시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자료: 젠더혁신 홈페이지를 참고로 정리(http://genderedinnovations.stanford.edu/people.html)

젠더혁신은 과학기술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나 젠더혁신을 통해 연구와
혁신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기획･설계-연구수행-연구결과 활용･확산환류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적용되어야만 함
연구의 전 과정에 젠더를 고려한다는 것은 연구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연구제안서
작성, 실제 연구수행과정 그리고 연구결과의 보급까지 포함하는 과정

3

- 연구 아이디어나 주제가 성별이나 젠더분석과 관련 있는지, 만일 관련이 있다면
연구설계과정에서 이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연구결과의 활용이나 사업화
과정에서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등 모든 단계에서 고려해야 함
이 밖에도 연구와 혁신에 성별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관련 법･제도의 개선,
젠더혁신과 관련된 교육과 인식개선, 젠더혁신 전문가양성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함
< 연구과정에서 젠더를 고려하는 방식: 연구참여와 연구내용에서 젠더 통합 >

출처: European Commission(2011), Toolkit Gender in EU-funded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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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젠더혁신 정책

가. 유럽연합(EU)
유럽은 유럽연합(EU)의 공통적인 정책과 함께 각각의 개별 국가들이 자체적으로
젠더혁신과 관련한 정책을 추진
일반적으로 유럽연합의 젠더혁신은 성평등(gender equality) 목표와 연관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연구와 혁신분야에서도 성평등이나 포용성과 연계하여 차별이나
편견을 배제한 연구혁신활동을 지향
4

- 유럽위원회는 연구에 젠더 측면을 통합하려고 하였으나 젠더를 고려한다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젠더분석을 수행할 것인가 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실행측면에서 어려움을 경험
- 이에 유럽위원회는 EU의 연구와 혁신에 젠더 측면을 고려하기 위해 2011년
전문가로 구성된 <Gendered Innovations/Innovation through Gender>를
구성하고 2013년 보고서를 발간
* 전문가그룹은 FP7 지원(2011~2013)을 받아 연구/혁신에서 성별차원을 개발하고자
했으며, 결과는 Gendered Innovations(https://genderedinnovations.stanford.edu
/index.html)에서 제공
* 2013년 발간된 Gendered Innovations: How Gender Analysis Contributes to
Research 보고서에서는 기초연구와 공학, 환경과 보건･의료, 교통 등의 분야에서 21개
사례연구 결과를 제시

유럽연합의 젠더혁신 정책은 Horizon 2020(2014~2020)을 통해서 본격적
으로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음
- Horizon 2020에서 젠더이슈8)는 ①연구팀 구성에서 여성 참여확대, ②의사결정
에서 여성대표성 확대, ③연구와 혁신(R&I)에서 젠더차원 통합을 목표로 추진
- 초기 Horizon 2020의 프로그램은 여학생의 과학기술분야 유입이나 성별
다양성의 추구에 놓여있었으나 후반부로 갈수록 모든 프로젝트의 연구내용에서
젠더차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
- 더욱이 연구비를 신청할 때, 연구자들은 개념과 방법론에서 젠더와 관련성이
있다면 제안서 서식에 젠더분석을 어떻게 고려하는지 기술해야 함
< 연구제안서 서식에서 젠더혁신 관련 측면 >
항목

내용

1.3
⦁관련이 있다면, 젠더분석과 같은 젠더차원이 어떻게 프로젝트 내용에
Concept and methodology
고려되었는지 기술하시오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9), H2020 Programme: Proposal template 2018-2020.

연구와 혁신(R&I)에서 젠더분석을 통합시키려는 젠더혁신 정책은 2021년
3월에 발표된 Horizon Europe 전략계획(2021~2024)9)에서도 지속
- Horizon Europe의 전략계획은 4개의 핵심전략 방향 중 하나로 ‘탄력적이며
포용적인 민주적 유럽사회 구축’을 제시하였는데, 이 부분에 젠더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
8) European Commission(2016), H2020 Programme: Guidance on Gender Equality in Horizon

2020.
9) European Commission(2021), Horizon Europe Strategic Plan(2021-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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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더불어 8개 특별이슈의 하나로 ‘성평등과 포용성’을 제시하였는데, 기본적
으로 모든 프로그램의 연구와 혁신내용에서 젠더차원을 통합시킬 것을 요구
- 여기에는 의료와 돌봄만이 아니라 코로나19 팬데믹, 온라인 폭력, AI와 로봇,
기후변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성별이나 젠더차이를 고려할 것을 제시
연구와 혁신(R&I)에서 젠더분석을 통합하는 것은 연구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이를 통해 포용적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
- 특히, Horizon Europe에서 젠더차원은 연구와 혁신의 모든 부분과 연관되며,
개념정의, 연구질문 구성, 방법론 개발, 성/젠더로 구분된 자료의 수집과 분석,
결과의 평가와 보고 및 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상품과 혁신의 시장이전에 이르는
전체 연구혁신 과정에서 성/젠더분석을 통합하는 것10)
- 이는 결국 젠더혁신이 연구와 혁신에서 성･인종･연령 등에 대한 편견을 배제하는
연구혁신활동을 지향하며, 모두를 위해 연구와 혁신결과의 활용함으로써 포용성을
확대하려는 방향성을 갖고 있음을 의미
나. 스웨덴
스웨덴은 연구비 지원문제11)를 중요하게 다루는데, 2020년부터 연구비를 신청하는
모든 지원자에게 연구와 성/젠더 관점의 연관성을 진술12)할 것을 요구
연구자금에서 젠더 중립적인 연구비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연구자의
성별에 상관없이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중시
- 연구자금 배분은 매우 중요한데, 이는 여성과 남성이 교육과 노동시장에서
동일한 기회와 조건을 갖는 것과 연계되기 때문
이미 2019년부터 스웨덴연구위원회*는 연구비 신청에서 연구와 성/젠더 관점과의
연관성을 요구
* Swedish Research Council

- 2019년에는 일부 연구 분야인 임상치료연구, 의학･보건학, 교육과학 분야의
연구비에만 적용
2020년 들어 관련 내용은 연구비를 신청하는 모든 지원자에게로 확대되었으며,
이들 지원자는 그들의 연구와 성/젠더 관점의 관련성을 진술해야 함
10) European Commission(2021), Horizon Europe(HORIZON) Programme Guide.
11) Swedish Research Council(2019), A Gender-Equal Process: A Qualitative Investigation

of the Assessment of Research Grant Applications 2019.
12) 스웨덴연구위원회 참조(https://www.vr.se/english/applying-for-funding/requirements-terms
-and-conditions/considering- sex-and-gender-perspectives—in-your-research.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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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이지만 동시에 연구의 질과 미래의 이익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스웨덴연구위원회의 젠더문제에 대한 관심은 2000년대부터 나타났으며, 2008년
성별에 따라 연구지원자가 다르게 취급받는다는 사실에 주목
스웨덴연구회는 2012년부터 성평등관찰(gender-equality observations)13)을
통해 성별에 따라 연구보조금 지원과정에서의 차이를 조사
- 성평등관찰은 연구위원회에 제출된 연구비 신청서를 논의하는 전문가 회의를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매년 스웨덴연구회는 보조금 결정결과에 대한 성별차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권고안을 제안
다. 독일
독일은 연구 프로젝트에서 성/젠더, 다양성을 고려하는 것이 연구의 과학적 질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됨을 강조
2019년 독일연구재단*은 연구수행과 관련된 <Guidelines for Safeguarding
Good Research Practice> 행동지침14)을 발표
* DFG, German Research Foundation

- 동 지침은 1998년 연구 진실성을 확대하고 연구의 필수 부분을 확립하기
위해 발표한 <Safeguarding Good Scientific Practice>의 수정판
- 2019년 발표한 행동지침은 19개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중 <Guideline 9: Research design>이 성/젠더, 다양성과 연관
- 9번 가이드라인은 결과해석에서 (무의식적인)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는데, 연구자들은 연구 프로젝트에서 성/젠더와 다양성
차원이 어느 정도로 중요한지 설명해야 하며, 연구결과를 해석할 때도 연구가
수행된 맥락을 고려해야 함
- 독일연구재단은 인문학, 사회과학, 공학, 생명과학, 자연과학 분야에서 성/젠더
및 다양성이 관련성이 있다고 제시하고 있으며, 프로젝트 계획 시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도 제시15)
13) Swedish Research Council(2017), A Gender-Neutral Process: Gender Equality Observations

in the Swedish Research Council’s Review Panels 2016.
14) DGF(2019), Guidelines for Safeguarding Good Research Practice: Code of Conduct.
15) 독일연구재단 참조(https://www.dfg.de/en/research_funding/principles_dfg_funding/diversity
_dimensions/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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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에서 성/젠더, 다양성 체크리스트 (독일) >

자료: 독일연구재단(https://www.dfg.de/download/pdf/foerderung/grundlagen_dfg_foerderung/vielfaeltigkeits
dimensionen/checkliste_en.pdf)

2020년 독일연구재단은 <Sex, Gender and Diversity: Importance to
Research Projects> 성명서16)를 발표
- 동 성명서에는 기초연구에서 성/젠더와 다양성 차원이 연구수행과 계획에서
필수적인 요소임을 강조하면서, 이것이 결국 연구결과의 과학적 질을 높이는데
기여한다고 제시
- 또한 성/젠더, 다양성은 연구자뿐만 아니라 연구에 참여한 사람, 연구결과의
활용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사람, 연구에 사용된 동물 및 사람이나 동물에서
채취힌 샘플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을 강조
라. 프랑스
프랑스는 연구비 지원에서 연구분야에 상관없이 모든 지원자에게 성/젠더 측면을
고려할 것을 강조
프랑스연구재단*은 연구 지원자에 대한 평등한 대우를 보장하고 이해관계 상충을
막기 위해 2009년 윤리지침을 발표하였으며, 2018년 과학적 진실성 원칙과
통합
* ANR, French National Research Agency

- 2018년 발표된 <Code of Ethics and Scientific Integrity>을 살펴보면,
프랑스연구재단은 보다 성평등한 과학문화로의 변화를 위해 헌신해야 하며,
연구분야에 상관없이 제안요청서에 의해 제출된 연구 프로젝트에서 성/젠더
측면을 고려해야 함
이와 더불어 프랑스연구재단은 연구에서 젠더와 연계된 측면을 고려하고 재단
내부의 성평등을 강화하기 위해 <Action plan for Gender Equality and
Gender Mainstreaming 2020~2023>을 발표
16) https://www.dfg.de/download/pdf/foerderung/grundlagen_dfg_foerderung/vielfaeltigkeits
dimensionen/stellungnahme_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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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의 Gender-SMART 프로젝트와 연계되어 수립된 동 계획을 통해 연구
프로젝트 평가과정과 지식생산에서 성별 편견을 제거하고 재단이 요청하는
모든 과학분야 연구제안서에 성/젠더 차원의 설명을 포함해야 함
* Gender-SMART 프로젝트(Gender in Science Management of Agriculture &
Lifescience, including Research and Teaching)는 농업과 의생명분야 연구수행
및 연구비 지원기구에서 성평등을 달성하고자 하며,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연구비 지원
에서 젠더문제를 고려하는 것임(https://gender-smart.eu/)

- 구체적으로 제안요청서를 위한 초안을 작성할 때, 성/젠더 차원을 포함시켜야
하고 연구 책임자는 연구 프로젝트에서 성/젠더 차원을 어떻게 고려하였는지
서술해야 함
< 연구계획서의 성/젠더 차원 고려 (프랑스) >
구분

내용

3.1. Call for
proposals(AAP)

⦁3.1.2. Incorporate the sex and/or gender dimension when drafting
scientific areas for calls for proposals

3.2. Incorporate the
sex and/or gender
dimension in the
research projects

⦁3.2.2. Ask project leaders to describe in their scientific documents
how they take the sex and/or gender dimension into account in
their research projects

자료: ANR(2019), Action plan for Gender Equality and Gender Mainstreaming 2020-2023.

마. 영국
영국은 연구혁신기구*을 통해 연구비 지원과 연구내용에 대한 젠더 차원을 고려할
것을 추진
* UKRI, UK Research and Innovation

연구혁신기구는 <건강한 연구혁신 문화> 조성을 추진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평등, 다양성, 포용성을 증진시키고자 함17)
- 역동적이고 다양하며 포괄적인 연구혁신 시스템은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고 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영국사회의 핵심이라는 인식하에 관련 정책 추진
2019년 4월 <Gender Equality Statement Guidance>가 발표되었고 이에
따라 연구혁신기구와 Global Challenges Research Fund(GCRF) 및 Newton
Fund의 모든 신청서에 적용될 것이 의무화됨
- 이에 따라 지원자는 프로젝트가 어떻게 성불평등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미 있는 방법을 고려했음을 진술서에 기술해야 함
17) 연구혁신기구 참조(https://www.ukri.org/about-us/policies-standards-and-data/good-research
-resource-hub/equality-diversity-and-i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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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작성된 진술서는 연구혁신기구가 검토하는데, 만일 충분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면(진술이 불충분하다면) 동료 평가에 앞서 수정하도록 되돌려
보낼 수 있으며, 연구혁신기구는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을 때 제안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
- 신청자는 제시된 항목을 고려해야 하지만 연구혁신 특성에 따라 모든 질문에
적용되는 것은 아님
< 젠더효과를 고려할 때 제시되어야 하는 기준 (영국) >
내용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다양한 성별의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동등하고 의미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조치가
이루어졌는가? 이는 프로젝트 개발단계뿐 아니라 연구참여자 및 연구 수혜자를 포함
⦁프로젝트 전체와 그 이후 다양한 성별의 사람들에 대해 예상되는 프로젝트의 영향(이익과 손실)
⦁같은 성별의 사람과 다른 성별의 사람들 관계에 대한 영향. 예를 들어, 가정, 사회, 경제, 정치 등에서
역할과 책임의 변화
⦁성평등에 대한 위험과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인 결과를 어떻게 방지하거나 완화하고 모니터링할 것인가?
⦁(자료가 공개된 경우) 연령 및 성별로 분리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측정된 결과나 성과가 있습니까?
자료: UKRI Gender Equality Statement Guidance(https://www.ukri.org/wp-content/uploads/2021/02/
UKRI-250221-Gender-equality-statement-guidance.pdf)

이 밖에도 연구와 혁신에서 젠더 차원을 고려하기 위한 항목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연구와 혁신의 내용과 관련된 측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젠더차원은 연구와 혁신내용뿐만 아니라 젠더개념, 동등한 기회, 연구결과의
확산과 관련된 항목도 제공
< 연구와 혁신내용 측면에서 고려할 사항 (영국) >
내용

⦁만일 연구/혁신이 사람이나 인체생리학과 연관된 경우, 연구질문이나 혁신주제에서 젠더연관성이 분석
되었는가?
⦁당신은 같은 성별의 사람과 다른 성별의 사람들 관계에 대한 영향을 고려했습니까?
⦁만일 연구/혁신이 사람이나 인체생리학과 연관된 경우, 성별균형을 맞추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연구/혁신에서 젠더 차이와 관련된 문헌이나 다른 자료를 검토하였습니까?
⦁당신은 수집한 데이터를 성별로 분류하는 방법을 고려했습니까?
자료: Things to consider: Incorporating gender equality into international development research and
innovation(https://www.ukri.org/wp-content/uploads/2021/02/UKRI-250221-Things-to-considerincorporating-gender-equality-into-international-research-and-innovatio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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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미국
미국은 유럽과 달리 주로 의･생명분야를 중심으로 젠더혁신 정책이 발달하고
추진되는 경향을 보임
미국에서는 의･생명분야에서 여성의 특성과 관련된 연구와 조사가 상당히
이른 시점부터 진행
- 특히,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하여 성별에 따른 부작용과 위험이 다르다는 연구
보고서가 제시되면서, 주로 의약품은 안전성에 대한 젠더차이와 이를 위한
임상단계 실험에서의 성별 참여 등이 주요 이슈로 제기
이에 따라 미국에서 젠더혁신 정책을 주로 식품의약국*이나 국립보건원**을
중심으로 관련 정책 추진
* 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 NIH,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 FDA와 관련된 주요 정책은 아래와 같이 제시할 수 있음
< 성/젠더관련 FDA 주요 정책 (미국) >
연도
1977

구분

내용

FDA Guidance General Considerations for ⦁임상Ⅰ, Ⅱ단계에서 가임가능성이 있는 여성
the Clinical Evaluation of Drugs
제외

FDA Guideline for the Format and Content
⦁성･인종･연령별로 임상약리학 연구의 안전성과
1988 of the Clinical and Statistical Sections of an
효과성을 분석할 것을 권고
Application
FDA Guidance Study and Evaluation of
⦁약물에 대한 임상평가에서 젠더차이를 평가
1993 Gender Differences in the Clinical Evaluation
하고 연구하는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 발표
of Drugs
FDA Guidance Evaluation of Gender Differences
1998
in Clinical Investigations

⦁가임기 여성의 임상Ⅰ, 초기Ⅱ단계 참여제한을
해제, 연구개발 중 성별관련 데이터수집과
성별효과 분석을 명시

FDA Report on Action Plan to Enhance the ⦁제품 안전성과 유효성 데이터에서 인구학적 하위
2014 Collection and Availability of Demographic 집단에 대한 데이터 분석 등의 권고사항에
Subgroup Data
대한 실행계획
2016 Diverse Women in Clinical Trial Initiative

⦁임상연구에서 다양한 여성집단의 참여가 중요
하며, 임상연구설계, 모집, 하위집단 분석에서
모범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이니셔티브 발표

자료: FDA 참조(https://www.fda.gov/science-research/womens-health-research/understanding-sexdifferences-fda#Tim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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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H는 2016년부터 NIH가 자금을 지원하는 척추동물과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생물학적 변수로서 성(sex)을 연구설계와 분석, 보고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활용해야 한다는 정책18)을 제시
- 2020년 정책시행 5년에 따른 보고서*에서 성변수(SABV)에 대한 고려가 기초/전
임상 연구뿐만 아니라 맞춤형 의료 제공과 더 나은 건강관리를 포함해 모든
생물학 연구 분야로의 확대 필요성 제시
* Sex as a Biological Variable: A 5-Year Progress Report and Call to Action
< 성/젠더관련 NIH 주요 정책 (미국) >
연도

구분

내용

⦁NIH가 지원하는 임상연구에 여성을 포함하도록 요구

1993

NIH Revitalization Act

2014

⦁단계적으로 전임상 연구에서 암수세포의 활용과 암수동
Policy: NIH to balance sex in 물의 균형을 요구함
cell and animal studies
⦁전임상 연구에서 생물학적 변수로서 성(SABV, sex as
a biological variable)을 고려하는 것임

2016

NIH’s SABV policy

⦁NIH가 지원하는 연구 신청서에 성변수(SABV)를 고려
하기 위한 정책시행 및 가이드라인 제시

사. 일본
젠더혁신과 관련한 논의가 주로 유럽과 미국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아시아에서는
상대적으로 관련 논의가 늦게 나타났으며, 우리나라가 가장 빠르게 관련 논의와
정책을 추진했다고 할 수 있음
아시아지역에서는 최초로 한국이 2015년에 GS*6을 개최했고 이후 2017년
일본에서 GS10을 개최
* Gender Summit: Asia- Pacific

- 그동안 일본에서 젠더문제는 주로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여성참여 확대, 고용
등에서 남녀참여 확대와 일-생활 조화, 과학기술과 학술분야에서 여성참여확대
등에 놓여있었음
그러나 최근 성차를 고려한 연구와 기술개발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제기되었으며,
<제5차 남녀공동참여기본계획19)>과 <제6차 과학기술･이노베이션 기본계획>에
관련 내용이 반영
- 한편, 젠더혁신(ジェンダード･イノベーション)이라는 명확한 용어는 <제6차
과학기술･이노베이션 기본계획>에 사용되었으나, 성차를 고려한 연구･혁신
보다는 여성연구자 등 다양한 인재의 육성20)이라는 의미로도 사용
18) 국립보건원 참조(https://orwh.od.nih.gov/sex-gender/nih-policy-sex-biological-variable)
19) 男女共同参画局 참조(https://www.gender.go.jp/about_danjo/basic_plans/5th/pdf/2-0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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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젠더혁신 관련 정책 >
구분

내용

제5차
남녀공동참여기본계획
(第5次男女共同参画基
本計画)

⦁제4분야: 과학기술･학술에서의 남녀 공동참여 추진
- 기본방향: 성차 등을 고려한 연구와 기술개발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시점이나 발상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 방안: 체격, 신체구조, 기능차이 등 성차를 고려한 연구･기술개발을
실시하고 보다 유효한 연구성과를 만들어 그 연구성과를 사회를 위해 유용
하게 사용(내각부,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관계부처)

제6차 과학기술･
⦁제2장-(1)-(b). 지식 프런티어를 개척하고 가치창조의 원천이 되는 연구력 강화
이노베이션 기본계획
- 연구 다양성확보나 젠더혁신을 창출하기 위해, 여성연구자의 활약을 지원하고
(第6期科学技術･イノベ
자연과학계열 박사과정에 여학생의 진학률을 높여야 함
ーション基本計画)
자료: 男女共同参画局(https://www.gender.go.jp/about_danjo/basic_plans/5th/index.html) 및 内閣府
(https://www8.cao.go.jp/cstp/siryo/haihui053/siryo1.pdf) 참조

4

한국의 젠더혁신 정책 현황

우리나라에서 젠더혁신 정책은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더딘 편이지만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젠더혁신 정책을 도입하고 관련 연구를 수행
2013년부터 젠더혁신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수립을 위한 노력을 지속
< 한국의 젠더혁신 정책 추진현황 >
연도

구분

내용

2013

과학과 엔지니어링에서 젠더를 반영한 ⦁과학, 공학, 의학･보건, 환경의 4개 분야에서 젠더
연구개발 혁신방안 연구
혁신 연구사례를 발굴

2015

Gender Summit: Asia Pacific, 2015, ⦁한국연구재단, WISET, KISTEP 공동 주관으로
Seoul
아시아지역에서 최초로 젠더서밋 개최

2016~2020 젠더혁신 연구 수행

⦁한국연구재단 지원을 받아 관련 연구 수행

2020

2020 Gender Summit Global for ⦁젠더혁신연구센터, Portia, STEPI, GTC, Elsevier
SDGs, Seoul
공동주관으로 젠더서밋 글로벌 개최

2021

「과학기술기본법」개정

⦁성별특성 반영을 위한 관련 법 개정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21년 「과학기술기본법」에 성별특성을 고려한 내용 신설

20) 産業構造審議会 産業技術環境分科会 研究開発･イノベーション小委員会(2019), パラダイムシフトを見
据えたイノベーションメカニズムへ: 多様化と融合への挑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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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기본법」 개정내용 (2021.04.20.) >
구분

내용

제7조(과학기술기본계획)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5의 4. 성별 등
특성을 고려하고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구현

제14조(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평가)

⦁③정부는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대상기술의 성격을 고려하여 성별
등 특성분석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의2(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조사･분석)

⦁③정부는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통계와 지표를 조사･분석하는 경우 개별
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별 등 특성분석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요 국가의 젠더혁신 정책이 연구와 관련된 기구나 위원회에서 추진된 데 비해,
우리나라는 민간영역에 별도의 조직을 설립하여 관련 정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음
이는 초기 젠더혁신과 관련된 정책연구를 민간에서 시작하고 이후 관련 조직이
민간에 설립됨에 따라 자연스러운 과정을 따랐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 젠더혁신연구센터(GISTeR)는 2016년 한국여성과학기술인단체총연합회 부설
기구로 설립되었으며, 이후 젠더혁신과 관련된 사례연구와 정책연구를 수행
- 이후 2021년 (재)한국과학기술젠더혁신센터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립
허가를 받아 정식으로 출범하였으며, 젠더혁신과 관련된 정책개발 및 법･제도
개선지원, 관련 교육콘텐츠 개발과 운영 등의 활동을 수행
젠더혁신은 연구/혁신의 전 과정만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 시장에서 상용화되고
활용되는 측면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민간 및 산업계도 함께 고민하고
참여해야 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음
더욱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연구/혁신 프로젝트만이 아니라 민간이나 산업계에서
진행하는 기술개발이나 혁신적인 상품의 생산은 보다 빠르게 사람들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며, 안정성 문제나 기술로 인한 갈등을 확산시킬 수 있음
-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2011년)이나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의 개인정보 침해와
혐오발언 문제(2021년)는 젠더혁신 관점에서도 매우 유의미한 사건
따라서 민간에 설치된 젠더혁신센터는 공적영역의 연구와 혁신뿐만 아니라
민간･산업계에서 기술개발과 활용 측면까지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
- 한국이라는 기술･문화적 특성과 과학기술정책 환경 등을 고려한 젠더혁신
정책의 수립과 추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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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사점 및 제언

젠더혁신은 개별 국가뿐만 아니라 UN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정책의제이며, 세계적
학술지에서도 젠더혁신과 관련하여 성별특성 요소를 반영할 것을 권고
2018년 UN은 <GICC Gender Innovation Principles>을 발표21)했는데,
이는 UN Women GICC*가 주도하는 이니셔티브로 혁신에서 젠더를 고려하는
표준접근법을 세우고자 함
* Global Innovation Coalition for Change

- 여기에는 설계와 실행, 평가와 규모 및 지속가능성이라는 5가지 주요 단계를
포함한 혁신의 전 과정에 어떻게 여성을 참여시킬 것인가를 고민
- UN Women은 2018~2021 새로운 전략계획의 ‘변화동인’으로 혁신과 기술을
우선시하며, 혁신에 대해 젠더를 고려하는 접근법을 취하기 위해 산업분야
파트너와 함께 고민하고 여성의 요구충족을 위해 혁신과 기술에 투자
Nature, Lancet 등 의･생명, 보건의료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학술지 33개에서
논문 제출 시 성/젠더분석을 요구하는 편집정책을 도입
< 학술지에서 성별특성 요소를 반영한 사례 >
학술지명

내용

Nature

⦁제출할 1차 원고에서 동물실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별 등 특성을 포함
시키고 사육시설환경과 출산법이 실험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이 정보도 포함
시킬 것을 표명함

Lancet

⦁임상실험 전 단계에서 여성 참가자 수의 확대를 권고
⦁과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경우, 연구자료에서의 성별분석을 권장

JNCI
(미국국립
암연구소저널)

⦁성이 주요 민족집단의 암 유발율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기 위해, 임상 실험과 방역학
연구를 진행해야 하고 영향을 미치지 않을 시에는 결과에 영향이 부재하다는 내용을
기재해야 함

JACC
(미국심장
학회지)

⦁전염병학 분석과 임상실험 결과를 기술할 때, 성별 특성자료와 인종이나 민족별 특성
자료를 제출
⦁성별･인종･민족별 차이가 없으면, 차이가 부재하다는 점을 명시해야 함

출처: 백희영･우수정･이혜숙(2017), “과학기술 연구개발에서 젠더혁신 확산방안”, 「기술혁신학회지」, 20(4):989-1014.

한편, 개별국가에 따라 연구와 혁신에서 젠더혁신 정책을 추진하는 방법과 내용에
차이는 있지만 이를 몇 가지로 유형화해 보면 다음과 같음
21) UN WOMEN 참조(https://www.unwomen.org/en/how-we-work/innovation-and-technology
/un-women-global-innovation-coalition-for-change/gender-innovation-princi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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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젠더혁신의 포괄범주를 기준으로 의･생명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과
모든 연구/혁신을 포함하는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음
- 한정적인 범위를 갖는 나라는 미국이며, 그 외 대다수 국가는 모든 연구/혁신의
범위를 포괄한다고 할 수 있음
둘째로 젠더혁신 지원정책의 내용을 가지고 구분할 수 있음
- 첫째, 연구와 혁신의 질적 측면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모든 인류에 대한 포용성을
확장하려고 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 독일, 영국의 정책사례가 대표적
- 둘째, 연구비 지원에 있어서 성/젠더 측면을 고려할 것을 요구하는데, 스웨덴과
프랑스의 정책사례를 들 수 있음
앞서 살펴보았듯이, 젠더혁신은 연구/혁신의 전 과정뿐만 아니라 그것이 시장에서
상용화･활용되고 다시 연구/혁신으로 환류되는 모든 과정을 포괄
이는 연구와 혁신에서 젠더혁신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여러 가지 유용성을
얻을 수 있기 때문
- 첫째, 연구결과의 수월성을 높이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 수 있음
- 둘째, 성･인종･연령 등에 따른 사람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함으로써 지식과
기술, 혁신결과물의 사회적 유용성을 높일 수 있음
- 셋째, 연구와 혁신의 결과가 특정집단의 사람을 배제하지 않음으로써 포용성을
높일 수 있음
결국, 젠더혁신은 연구과 혁신에서 성과 인종 등으로 인한 편견을 지양하고
모두를 위한 과학연구와 혁신을 추구함으로써 포용성을 확대하려는 지향점을
갖는다고 할 수 있음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를 고려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젠더혁신 정책의 추진방향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음
젠더혁신에 대한 인식개선과 인지도 확산을 위한 노력 필요
- 상대적으로 젠더혁신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편으로, 연구/혁신에서 젠더혁신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하고 이것이 연구/혁신 전 과정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과 인지도 확산을 위한 노력이 필요
한국에 맞는 젠더혁신 정책범위, 내용, 추진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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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혁신에서 젠더혁신 요소나 성별 특성을 반영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느
분야에 적용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등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논의와 합의가 필요
- 현재 우리나라의 젠더혁신 정책은 구체적인 정책범위나 지원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는데, 해외사례에서 보듯이 의･생명 분야만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전체 연구/혁신 분야로 확대할 수도 있으며, 연구비 지원에 한정해서
추진하거나 전체 연구/혁신에서 질적 측면을 강조할 수도 있음
- 우선, 의･생명 분야와 같은 분야를 시작으로 젠더혁신 요소나 성별특성을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한 후, 다양한 과학기술분야로 확대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이나 전략의 수립이 필요함
젠더혁신 글로벌 파트너십의 확대가 필요하며, 아시아지역의 젠더혁신 리더십을
확보하고 연계해야 함
- 젠더혁신은 주로 유럽과 미주지역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아시아지역
에서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관련 연구와 정책을 도입
-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아시아지역을 연결하는 젠더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리더십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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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1

주요 동향(1) : 과학기술

미국, 사이버 보안 관련 법 개정 이슈 논의

의회조사국(CRS)은 사이버 보안 관련 연방 정부 정책 배경과 시행 현황을 살펴보고
법제 개정 과정에서 의회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정리한 보고서 발표*(’21.9.)
* Federal Cybersecurity: 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

사이버 보안은 잠재적인 사이버 보안 사고를 파악하고 방지하며, 실제 사고가
일어난 경우 이를 감지, 대응, 복구하는 지속적인 업무
- 인사관리처 사이버 보안 사고*와 같이 미국 정부도 많은 사이버 위협에 직면
* 인사관리처(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유출 사고: 2015년 중국 정부 소속의
해커는 420만 명의 전현직 연방 공무원을 포함해 2,150만 명의 개인정보(지문, 사회
보장번호, 금융 기록 등)에 접근, 탈취하여, 이후 관련 데이터는 스파이 활동이나 인공
지능 시스템의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

- 안전한 방식으로 데이터와 시스템을 관리하고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은 사이버
보안으로 불리는 계획, 절차 이행, 프로그래밍 수행을 필요
- 연방 기관은 취약한 위협과 취약 부문, 공격이 성공할 경우 기관의 업무와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정보기술(IT) 리스크를 평가
사이버 보안 관련 연방 정부의 책임과 정책 표준은 의회에서 제정된 연방
정부 전반에 대한 법제나 특정 기관에 한정된 법제와 백악관에서 발표하는
지침과 각서에 기반
- 연방 기관 전반에 적용되는 사이버 보안 관련 법안은 2014년 연방정보보안현대
화법*과 연방정보기술취득개혁법**, 1974년의 프라이버시법***을 포함
* Federal Information Security Modernization Act of 2014, FISMA
** Federal Information Technology Acquisition Reform Act, FITARA
*** Privacy Act of 1974

- 아울러 백악관 관리예산실(OMB)의 회람과 각서, 국토안보부(DHS)의 운영
지침,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가 개발한 표준과 지침 등을 따라야 함
- 연방정보보안현대화법(FISMA)에 따라 백악관 관리예산처(OMB)는 연방 기관에
전략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국토안보부(DHS)는 운영적인 지원을, 국립표준기술
연구소(NIST)는 사이버 보안 관련 표준과 지침을 개발하고, 각 기관은 전술적인
수준에서 자체적인 사이버 보안 활동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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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정보보안현대화법에 따른 연방 기관의 역할 >
연방 기관

사이버 보안 활동

관리예산실
(OMB)

⦁연방 기관의 사이버 보안 프로그램을 관할하고 사이버 리스크와 관련한
지침을 제공

국토안보부
(DHS)

⦁연방 기관의 사이버 보안 프로그램 도입을 감독하고 네트워크를 보호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며, 범정부적인 사이버 보안 정책을 조율

국립표준기술연구소
(NIST)

⦁연방 기관이 안보 방안을 도입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표준과 지침을 개발

의회조사관
(Inspectors General)

⦁연방 기관의 사이버 보안 프로그램을 매년 평가하고 정책 제언을 제공

회계감사원장
(Comptroller General)

⦁연방 기관의 정보 보안 정책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

국가 사이버 대책관
⦁국가적인 수준에서 사이버 보안 전략을 관장하고 대통령에 조언을 제공
(National Cyber Director)
하기 위해 최근 들어 신설

의회는 연방 정부의 사이버 보안 관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
법안의 개정을 추진할 수 있음
< 사이버 보안 관련 법 개정 시 의회 고려사항 >
구분

세부 내용

실정법 개정

⦁연방 기관은 미국 법전에 기록된 모든 법적 요건에 적용되며 법령을 단순화하고
통합하는 것은 의회의 감독을 간소화하고 연방 기관의 의무를 명확하게 만드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의무 보고

⦁정책입안가는 사이버 사고 보고 요건의 구조와 영향과 관련하여 (1) 보고 주체,
(2) 보고 기준, (3) 보고 내용과 시점, (4) 보고 수령 기관, (5) 처리 방식, (6) 정보
공유 등을 어떻게 설정할지 논의할 수 있음

자원 수준

⦁최소한의 지출 수준(예: 기관의 재량 지출 범위 중 일정 비율)을 설정하는 것은 각
기관의 전체적인 사이버 보안 투자를 증대시키는 것을 돕고 전통적으로 자원이 충
분히 제공되지 못했던 프로젝트 문제에 대응할 기회를 제공

공유 서비스

⦁각 연방 기관의 사이버 보안 서비스를 중앙 기관에 이전하는 것이 연방 정부가 훈련
되고 역량이 입증된 사이버 보안 요원과 같은 제한된 자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배정
하고 통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신규 사이버보안
서비스

⦁연방 기관은 엔드포인트 탐지 및 대응(Endpoint Detection and Response, EDR),
고적응 사이버 보안 서비스(High Adaptive Cybersecurity Services, HACS),
제로 트러스트 구조(Zero-Trust Architecture, ZTA) 등 차세대 사이버 보안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한 계획을 촉진할 수 있음

출처: 의회조사국(2021.9.29)
https://crsreports.congress.gov/product/pdf/R/R46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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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 차세대 인공지능 윤리규범 발표

국가차세대인공지능거버넌스전문위원회는 인공지능에 대한 인간의 통제를 위한
「차세대 인공지능 윤리규범」 발표(’21.9.)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을 본격적으로 관철하고, 「차세대 인공지능 거버넌스
원칙」을 구체화
- 전 사회의 인공지능 윤리 의식과 행위 자각을 증진하고, 책임을 지는 인공지능
연구개발 및 응용활동을 적극 유도하며, 인공지능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
- 본 규범은 국가차세대인공지능거버넌스전문위원회에서 발표하고, 해석 및
지도 실시를 담당
- 각급 관리부문, 기업, 대학, 연구기관, 협회 학회 및 기타 관련 기관은 본
규범에 의거하여 실제 수요와 결부해 더욱 구체적인 윤리규범과 관련 조치
제정 가능
- 본 규범은 발표된 날로부터 시행되며, 경제사회 발전수요와 인공지능 발전상황에
근거해 적시에 수정
인공지능 관리･연구개발･공급･사용 등과 관련된 활동에 종사하는 자연인,
법인 및 기타 관련 기관 등을 위해 윤리지침을 제공
- (관리활동) 인공지능과 관련된 전략계획, 정책 법규 및 기술 표준 제정 시행,
자원 배치 그리고 감독 심사 등
- (R&D활동) 인공지능과 관련된 과학연구, 기술개발, 제품 연구 제작 등
- (공급활동)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 관련 생산･운영･판매 등
- (사용활동)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 관련 조달･소비･조작 등
인간복지 증진, 공평･공정 촉진, 프라이버시 안전 보호, 제어･신뢰성 확보,
책임담당 강화, 윤리적 소양 향상 등 6가지 기본 윤리적 요구사항 제시
- (인간복지 증진) 인간본위에 입각해 인간 공동의 가치관을 준수하며, 인권과
인간의 근본 이익 요구를 존중하고, 국가 또는 지역의 윤리 도덕을 준수
※ 공공이익 우선에 입각해 인간과 기계 간 조화와 친화성을 촉진하며, 민생을 개선하고,
획득감･행복감을 증진시키며, 경제와 사회 및 생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여
인간 운명공동체를 공동 구축

- (공평･공정 촉진) 혜택성과 포용성에 입각해 각 관련 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전 사회가 인공지능의 이점을 공평하게 공유하도록 견인하고, 사회의
공평 정의와 기회균등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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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 제공 시, 취약･특수계층을 충분히 존중하고 도와주며, 수요
별로 상응하는 대체 방안을 제공

- (프라이버시 보안) 개인정보의 알 권리, 동의 등의 권리를 충분히 존중하며,
합법･정당･필요･성실 원칙에 따라 개인정보를 취급하여 개인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안전을 보장
※ 개인의 합법적인 데이터 권익에 손해를 끼치어서는 안 되고, 절취･변조･유출 등의
방식으로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해서는 안 되며, 개인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됨

- (제어･신뢰성 확보) 인간이 충분한 자율적 의사결정권을 가지도록 보장하고,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선택할 권리, 언제든지 인공
지능과의 상호작용에서 퇴출할 수 있는 권리, 인공지능 시스템 운행을 수시로
중단할 권리가 있으며, 인공지능이 언제나 인간의 통제하에 있도록 확보
- (책임담당 강화) 인간이 최종 책임 주체임을 견지하고, 이익 관계자의 책임을
확정하며, 전면적 책임 의식을 증진
※ 인공지능 전체 수명주기의 각 단계에서 자성 자율하고, 인공지능 문책 메커니즘을
구축하며, 책임 심사를 회피하지 않고,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지 않음

- (윤리적 소양 향상) 인공지능 윤리지식을 적극 학습 및 보급하고, 윤리문제를
객관적으로 인식하며, 윤리위험을 과소･과대평가하지 않음
※ 인공지능 윤리문제 토론을 능동적으로 전개하거나 참여하며, 인공지능 윤리 거버넌스
실천을 심층 추진하여 대응능력을 제고

인공지능 특정 활동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규범에는 관리규범, R&D규범, 공급규
범과 사용규범을 포함
< 인공지능 윤리규범 구성 >
관리규범
민첩한 거버넌스 추진
적극적인 실천 시범
정확히 권리 행사･사용
리스크 방비 강화
포용･개방 촉진

R&D규범
자율의식 증진
데이터 품질 향상
안전･투명성 증강
편견･차별 회피

내용공급규범
시장법칙 존중
품질 통제 강화
사용자 권익 보장
응급보장 강화

사용규범
선의적 사용 제창
오남용 회피
규정위반 악용 금지
적시성･능동성 피드백
사용능력 제고

출처: 중국 과학기술부(2021.9.25)
http://www.most.gov.cn/kjbgz/202109/t20210926_17706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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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탄소배출 제로 달성 핵심연구 투자동향 발표

영국연구혁신기구(UKRI)는 2050년까지 영국의 탄소 배출량 제로 달성을 위한
핵심 연구 투자동향 발표*(’21.10.)
* Research plays vital role in meeting climate targets

공학 및 물리 과학 연구위원회*는 2004년과 2020년 사이에 에너지 프로그램에
11억 파운드(한화 약 1조 7,931억 원) 투자
* Engineering and Physical Sciences Research Council, EPSRC

- 이러한 투자는 학술, 자선, 공공 및 민간 기부자로부터 20억 파운드(한화
약 3조 2,602억 원)의 후속 기금을 유도
- 대표적인 사례로 1,350만 파운드 (한화 약 219억 7,111만 원)의 지원금이
사용되는 슈퍼젠 윈드 허브* 제시
* Supergen Wind Hub

- 이는 풍력 발전비용 감소와 함께 영국을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풍력 발전
보급과 풍력 연구의 세계적 리더로 만드는 데 기여
- 또한 영국 탄소 포획 및 저장 연구 센터에 대한 자금 지원도 강조되었으며
6개의 지역 탄소 포획 및 저장 클러스터 형성에 박차를 가함
영국의 에너지 연구 투자는 저탄소 발전의 급속한 성장에 기여
- 해양 및 육상풍력, 바이오 에너지, 태양광 기술개발로 발전량 증가가 이루어짐
- 에너지 연구에 대한 영국의 투자와 저탄소 에너지 자원의 역할이 증가하는
경향 지속
< 영국의 재생에너지원별 발전량 추이 >

※ 출처: 영국 에너지 통계 요약 (Digest of UK Energy Statistics, DUKES) 2020년 재생에너지원별 발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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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에너지 연구 분야에 분배되는 전반적인 투자는 대략 11억 파운드(한화
약 1조 7,900억 원) 수준
- 에너지 프로그램 자금이 최종 사용 에너지 수요*, 핵융합, 태양 및 해상풍력
및 탄소 포집 및 저장과 같은 공급 및 수요 측면의 우선순위를 포함,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목표와 매우 밀접하게 일치
* End Use Energy Demand, EUED

- 수소, 연료전지 기술과 같은 더 초기 연구 분야는 연구보조금의 수와 투자금액에
대해서 더 적은 부분을 차지
- 에너지 프로그램 예산의 상당한 몫이 개별 기술에 대한 자금 지원을 보완하는
네트워크 및 시스템 연구에 할애

출처: UKRI(2021.10.4)
https://www.ukri.org/news/research-plays-vital-role-in-meeting-climate-targets/
https://www.ukri.org/wp-content/uploads/2021/10/EPSRC-201021-ImpactEnergy
ResearchProgrammeAggregateReport-V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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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양자컴퓨팅 R&D 지원 프레임워크 사업 개요

독일 정부는 2020년부터 양자컴퓨팅을 국가 과학기술 R&D 주력 분야 중 하나로
정의하고 4개 분야* 사업을 병행 추진(’21.9)
* ▲기초(하드웨어) 기술 ▲알고리즘 및 소프트웨어 ▲시연 프로젝트 ▲응용분야 검증 및
협력을 위한 지식 네트워크 구축

독일 정부의 양자 기술 역량 강화는 주무 부처인 연방교육연구부를 통한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양자 기술 - 기초에서 시장까지>*을 통해 주도
* Quantentechnologien – von den Grundlagen zum Markt

- 2025년까지 양자 기술 R&D 전반에 걸쳐 최대 11억 유로를 확보･투입한
상태이며, 그 중 양자컴퓨팅은 정부의 전략적 주목을 받고 있음
1. 기초(하드웨어 지향) 기술 부문 지원사업
<양자 컴퓨터를 위한 양자 프로세서 및 기술>* 사업을 통해 확장성 높은 양자
프로세서 개발을 추진
* Quantenprozessoren und Technologien für Quantencompute

- 총예산 1억 1천만 유로 규모의 이 사업은 과학연구 및 민간 산업 간 학제형
R&D를 통해 양자 프로세서에 대한 새로운 컨셉트 개발을 골자로 함
< 양자 컴퓨터를 위한 양자 프로세서 및 기술 프로젝트 컨소시움 현황 >
프로젝트 명 기술 소분류
QPIC-1

얽힌 광자

QRydDemo 원자 트랩

FermiQP

이온 트랩

MIQRO

초전도체

IQuAn

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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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기간

개요

2021년 9월 광자 기반 양자 프로세서 개발
2025년 8월

참가기관
뮌헨공대 외 9개 기관

2021년 2월2025년 1월

리드버그 원자의 트랩 구조 그룹화, 원자 슈투트가르트 대학교
기본단위를 활용한 논리 연산 시스템 개발
외 2개 기관

2021년 8월2025년 7월

초 저온 원자를 활용한 양자 시뮬레이션
기반 디지털 양자 컴퓨팅 기술 개발

튀빙엔 대학교 외
8개 기관

2021년 5월~
2025년 4월

양자 트랩의 비트 확장 및 양자 코어
기반 컴퓨팅 기술 개발

지겐 대학교 외
3개 기관

2021년 1월~
2024년 12월

양자 이온을 활용한 소형 레지스터 커플링
및 동적 구성 기술 개발

마인츠 대학교 외
5개 기관

2021년 1월~
2024년 12월

양자 컴퓨터를 위한 초전도체 제어 기술

IQM Germany 외
7개 기관

2021년 2월~
2025년 1월

초전도 회로 기반 큐비트 결합 방법론
연구

발터-마이스너
저온연구소 외
5개 기관

2021년 2월~
2025년 1월

반도체 기반 양자 컴퓨팅용 마이크로 아
키텍처 구현

율리히 연구소 외
7개 기관

2. 소프트웨어 부문 지원 사업
< 양자 컴퓨팅 -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사업은, 양자컴퓨팅
소프트웨어 부문 역량 강화에 중점
* Quanteninformatik - Algorithmen, Software, Anwendungen

- 소프트웨어 및 알고리즘 개발에 특화된 이 사업은 현재 7개 컨소시엄 지원
<양자 컴퓨팅 -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프로젝트 컨소시움 현황
프로젝트 명

응용 분야

QuSAA

금융

REALISTIQ 소프트웨어
HYBRID
자동차
Q(AI)2
QLindA

제조 일반

MANIQU
소재
HFAK

사업 기간

개요

참가기관

2021년 6월 - 양자 컴퓨팅 시뮬레이션 자산 포트폴리오 카이저슬라우테른대학교
2024년 5월 전략 개발
외 2개 기관
2021년 5월 - NISQ 기법을 능가하는 현실성 높은
2024년 4월 오류 수정 알고리즘 개발

베를린공대 외
1개 기관

2021년 5월 - 자동차 산업용 하이브리드형 양자 컴퓨팅
2024년 4월 솔루션 개발

베를린공대 외
2개 기관

2021년 4월 - 인공지능 기반 인더스트리 4.0 생산
2024년 3월 솔루션 개발

율리히 연구소 외
5개 기관

2021년 4월 - 양자 기반 산업용 양자 강화학습 모델
지멘스 외 4개 기관
2024년 3월 개발
2021년 3월 - NISQ 기반 양자 컴퓨팅 기술을 활용한
2024년 2월 재료 시뮬레이션

보쉬 외 4개 기관

2021년 2월 - 페르미온 양자 컴퓨팅 기술을 활용한
2024년 1월 촉매 개발

Covestro 외
2개 기관

3. 양자컴퓨팅 시연
<양자컴퓨터 시연 구축>* 사업은, 컨소시엄 구축 제안서를 수렴한 상태이며
2021년 말에 자금 지원 가이드라인 공개 예정
* Quantencomputer-Demonstrationsaufbauten

- 5년 이내에 최소 100개 이상의 개별적으로 제어 가능한 큐비트를 갖춘 경쟁력
있는 독일 양자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을 목표로 함
4. 지식 네트워크 구축 및 응용 기술 우수성 검증 사업
<양자컴퓨팅 애플리케이션 네트워크>* 는 민간 및 과학기술계로 하여금 양자컴퓨팅 응용
기술 입증 및 이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현재 제안서 심사 단계
* Anwendungsnetzwerk für das Quantencomputing

- 양자 알고리즘, 양자 소프트웨어, 관련 응용 프로그램을 상호 보완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연구 및 협력의 필요성 강조
출처: 연방교육연구부(BMBF)(2021.9.29)
https://www.bmbf.de/bmbf/shareddocs/pressemitteilungen/de/2021/09/290921Quantencomputer.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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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인공지능 기반 보건체계 예측 및 수준 향상 지원

독일 연방교육연구부는 의료 부문의 높은 연결성 구축과 이를 기반으로 한 의료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디지털 헬스 프로그레스 허브> 사업을 제안(‘21.10)
지역 단위 진료부터 외래 환자 입원에 이르는 모든 의료 시스템의 영역에서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IT 기반 정보 통합체계를 구축
- 간호 및 재활 시설로의 환자 이전 절차는 매우 까다로우며, 이로 인해 서비스
품질 향상에 한계 있음
- 정보통신 기반 솔루션을 개발하고 최적화하여 모든 시민에게 동등한 수준의
의료 서비스 혜택 제공할 수 있음을 강조
- 지역 단위 의료 행위자, 대학 병원, 연구기관 간의 데이터 교환을 통해 되도록
많은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활용 사례(use-case)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음
데이터 교환을 위한 플랫폼 구축
데이터 교환 플랫폼은 내원 환자 치료, 외래 환자 치료, 재활, 돌봄･간호 업무의
경계 최소화를 위해 정보 연결성을 높여 질병 연구, 진단, 치료의 효율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데 큰 기여할 전망
- 의학, 심리학, 물리치료를 포함한 다양한 전문 전공의 간의 정보 교환 및
논의를 통해 의사-환자 간 상세하고 투명한 커뮤니케이션을 촉진 가능
- 암 환자 데이터의 가용성 확보는 진단-치료-재활-관리로 이어지는 전 과정에서
해당 환자를 위한 높은 수준의 개인화를 실현할 수 있는 전제조건
인공지능 솔루션 강화
인공지능 솔루션의 활용은 촌각을 다투는 응급 상황 대응에서 의사로 하여금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내릴 수 있는데 큰 도움
- 예를 들어, 뇌졸중 환자 응급 처치 및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음
원격 의료 및 모바일 센서
모바일 장비와 센서를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면 의료 서비스에서 물리적으로 소외된 농촌 지역에서도 치료 품질 개선
가능
- 수집된 데이터는 정신 질환이나 암과 같은 일반적인 형태의 질병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치료 기법을 최적화에 도움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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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진행 허브의 근간 - 대학병원 데이터 통합 센터 구축
디지털 허브의 핵심은 대학병원 내 데이터 통합 센터로, 의료 정보학 이니셔티브
에서도 함께 구축하고자 하는 최종 결과물임
- 독일 내 거의 모든 대학 병원에서 기본 IT 인프라로 구축될 예정
- 병원, 재활 치료 시설, 응급 서비스를 포괄하는 지역 단위 의료 행위자와
네트워크로 연결
의료 연구기관과 건강보험 회사도 함께 참여
- 모든 파트너는 공동으로 데이터를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과학기술 커뮤니티, IT 서비스 제공업체, 병원, 의료 서비스 종사자 및 환자
모두 긴밀한 협력
< 디지털 프로그레스 관련 프로젝트 일람 >
프로젝트 명

CAEHR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괴팅엔 의대

개요

관련 세부 영역

다양한 심혈관 질환 치료 및 관리 서비스 뇌졸중 응급치료, 심장 수술
부문에서 의료 디지털화 및 데이터 공유 통한 후 재활, 관상동맥 질환 및
심부전 환자 외래 진료
기여 가능성 탐색

주요 질병에 대한 향상된
인공지능 알고리즘 활용한 입원 및 외래 환자
데이터 통합, 인공지능 기반
DISTANCE 아헨공대 의대 데이터 기반 중증 질병 발생 환자 예측
치료 후 위험 분석, 셀프케어
모델과 및 사전 대응 기법 개발
솔루션 개발 등
대학병원과 지역 병원 간 긴밀한 데이터 교환
에얼랑엔-뉘른 체계 구축하고 중증 질병에 대한 사후관리
MIDIA-Hub
베르크 의대 및 치료 개선, 그리고 연구 목적의 데이터
활용 주체의 역할 강화
MiHUBx

LeMeDaRT

DECIDE

환자 포털 구축, 암 추적
관리 개선, 다발성 경화증
환자 치료 기법 최적화 등

지속 가능하고 성장 가능한 의료 시스템 구축을
당뇨성 안구 질환, 전염병
드레스덴 의대 위해 보건 및 의료 분야 다양한 행위자 및
관리, 맞춤형 암 치료제 개발
이니셔티브 네트워크로 연결
하이델베르크 독일 흑림 지역 시민 의료 서비스 품질 개선
의대
및 타 지역 환자 이송 기법 향상

마인츠 의대

원격진료, 인공지능, 모바일 센서 등을 활용
하여 농촌 지역의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여
농촌 지역의 질병 치료

암 환자 수술준비, 사후 관리,
사후지원, 감염병 모니터링,
간 질환 예방 및 조기 대응
폐암 및 결장암, 우울증,
스포츠 의학

출처: 독일연방교육연구부(BMBF)(2021.10.5.)
https://www.bmbf.de/bmbf/shareddocs/pressemitteilungen/de/2021/09/051021-KIPandemiemanagemen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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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A, 화석연료 생산 과정에서의 메탄 배출 감축 방안 발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화석연료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메탄 방출량을 2030년
까지 현 수준의 75% 감축 방안을 제시하고, 그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 발표*(’21.10.)
* Curtailing Methane Emissions from Fossil Fuel Operations

메탄은 현재까지의 지구온난화의 30%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며, 단기적으로
메탄 배출량 감축은 가장 효과적인 지구온난화 제한 방안 중 하나
- 2020년 화석연료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메탄량은 1억 2,000만 톤으로, 인간
활동에서 배출되는 메탄의 1/3에 가까운 양이라는 점에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이러한 메탄 배출의 저감이 매우 중요
< 원인별 글로벌 메탄 배출량 >

- 특히 이미 확보된 기술로 화석연료 생산 중 메탄 배출은 70% 이상 감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매우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으며,
배출 감축의 비용이 포집되는 가스의 시장 가치보다 저렴하여 경제성도 높음
유럽연합, 미국 등 많은 지역과 국가, 기업이 이미 메탄 배출량 저감 정책을
앞장서 발표하면서 동력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화석연료로
부터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은 중요
- 많은 국가가 글로벌 메탄 서약*와 같은 고차원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지만,
캐나다, 멕시코, 노르웨이, 미국에서는 석유와 가스 생산 과정에서의 메탄
배출량 감축 규제를 별도로 도입
* Global Methane Pledge

- 미국이 기존의 규제를 수정, 확장하고 유럽연합이 2020 메탄 전략*에 따른
새로운 법제를 발표할 것이며, 중국과 코트디부아르가 메탄과 같은 단기 체류성
기후변화 유발물질**을 저감할 것이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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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Methane Strategy
** short-lived climate pollutants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정부와 민간 기업이 석유와 가스 등 화석연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 배출량을 75%까지 저감하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 제시
< 메탄 배출 감축 방안 >
구분

내용

⦁거의 모든 국가에서 석유와 천연가스에서의 메탄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은 이미 메탄 배출 감축 방안 추진 중
메탄 배출 ⦁2020년 현재 메탄 배출 감축 목표를 제시한 국가에서 배출된 메탄은 총 2,200만 톤으로,
감축을
현재 기술을 바탕으로 감축할 수 있는 메탄 배출량의 7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위한 국내 ⦁유출 감지와 수리 요건, 기술 표준의 마련,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배기와 연소 금지 등 강력한
정책이 시행되고, 탄소 배출에 대한 정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마련하며, 일부 국가
정책
에서 시행 중인 엄격한 메탄 배출 저감 정책이 모든 국가로 확대 적용될 경우 세계적으로
화석 연료에서 배출되는 메탄 배출량의 20% 가까이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됨
⦁메탄 배출 저감 목표를 제시한 국가는 외교 활동, 인센티브 제공, 기술 및 제도적 지원,
무역 정책 등을 통해 현재 메탄 배출 감축 정책이 시행되지 않는 국가로 정책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국제적
⦁메탄 배출 저감 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국가에서 생산되는 석유와 천연가스의 40%가
공급
목표를 제시한 국가로 수출된다는 점에서 유럽연합과 일본 등 수입국이 에너지 공급자에
사슬에
메탄 배출량을 줄일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경우 국제적인 공급 사슬에 영향력을 발휘
할 수 있음
대한 영향
⦁자발적인 메탄 배출 감축과 함께 최소 배출 집약도 표준, 국경조정세 등의 제도적 인센티브,
무역 협정 등의 국제적 협력 정책이 추진될 경우 화석연료를 통한 메탄 배출이 추가로
10% 이상 저감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됨
기업
부문의
참여

⦁점점
보다
⦁민간
하고

더 많은 기업이 기업 활동에서 메탄 배출량을 줄이고, 강력한 정책과 규제를 촉진하며,
투명한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음
기업이 자체적인 기업 활동에서 메탄 배출량을 저감하고, 우수한 정책 사례를 공유
보급할 경우 글로벌 메탄 배출은 10% 가까이 줄어들 수 있음

⦁석탄 산업의 경우 탄광에서 자연적으로 메탄이 발생하여 집중도가 낮고 수량이 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석유나 가스 산업보다 메탄 배출량을 추적하고 저감하기가 쉽지 않으나
석탄 산업
기존의 기술을 통해 메탄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상당함
내 메탄
⦁2050년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 따라 2030년까지 석탄 소비가 절반으로 줄어들 경우 석탄
배출 저감
부문에서의 메탄 배출량이 10% 줄어들 수 있으며, 폐광 지역에서 배출되는 메탄에 대한
관리가 이어지면 추가로 5% 정도의 배출량이 더 줄어들 수 있음

출처 : 국제에너지기구(2021.10.7)
https://iea.blob.core.windows.net/assets/585b901a-e7d2-4bca-b477-e1baa14dde5c
/CurtailingMethaneEmissionsfromFossilFuelOperation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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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F, 디지털 정의를 위한 정책적 프레임워크 제시

세계경제포럼(WEF)은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기술로 인한 디지털 피해를 막고
디지털 피해자에 디지털 정의를 제공하는 정책적 프레임워크를 제시(‘21.9)
* Pathways to Digital Justice

현재의 법과 사법 시스템은 분열되어 있으며, 적절한 프라이버시 기반의 보호와
제한된 법적 해결책, 자동화된 의사결정에서 제한된 공정한 과정으로 인해
디지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디지털 정의 구현의 3가지 주요 장애물 >

(1) 부적절한 프라이버시 보호
-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려는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규정
(GDPR)과 중국의 개인정보보호법(PIPL)의 제정으로 이어짐
- 이러한 제도도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잡는 데 실패해 노동이나 주택 시장에서
알고리듬적인 차별이나 데이터의 남용을 효과적으로 막지는 못하고 있음
-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정도에 비례하는 규제적인 감시와 내부 처리 과정에
대한 검사 권한, 리스크가 높은 알고리듬과 인공지능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판단 역량 등에 달림
(2) 제한된 법적 해결책
- 초기 관련 법안은 폭넓은 피해에 대한 법제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 최근의
데이터 기반 피해에 적용하기 어려웠다는 문제점을 가졌으며, 다만 최근 통과된

30

법안은 비동의 녹화나 녹음, 민감한 이미지의 유포나 출판 등 특정 피해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음
- 정부는 기존의 법제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법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과거 플랫폼
기업에 제공하였던 면책 권한이 오늘날도 적절한지 검토하며, 효과적인 방안에
대한 국제적인 표준을 설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3) 자동화된 의사결정에서 제한된 공정한 과정
- 막대한 네트워크, 저렴한 비용, 빠른 서비스로 인해 증가한 디지털 통신과
데이터는 기존의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서는 소화할 수 없을 규모로 거대해졌
으며, 이는 공정한 과정을 달성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공정한 과정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견제를 필요로 하지만, 알고리즘
화된 결과물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알 수 없거나 설명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견제받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현재 사법 시스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디지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이해당사자 다수가 참여하는 법적, 사법적 시스템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디지털 피해자 자원 지침에 포함될 10대 핵심 요소 >
10대 핵심 요소
데이터 피해에 적용될 수 있는 기존 법안의 요약

피해자의 문제 제기 결과를 추적하고
모니터링하는 방안에 대한 지침

현행 법제 하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불가능한
것에 대한 분명한 로드맵

피해자가 각 단계별로 기대할 수 있는 결과와
다음 단계에 대한 정보

피해자가 상황을 설명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예시문

디지털 피해자에 도움을 제공할 핫라인의 리스트

피해자가 조사관에게 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질문과 제공할 정보 지침

디지털 피해자에 대한 지원 그룹의 리스트

디지털 피해자에 서비스를 제공할
부서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

미래의 디지털 피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방안

출처: 세계경제포럼(2021.9.29)
https://www3.weforum.org/docs/WEF_Pathways_to_Digital_Justice_20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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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WEF, 디지털 서비스세의 파급효과와 개선방안

세계경제포럼(WEF)은 디지털 경제의 발전에 따른 디지털 서비스세의 도입이
무역과 투자, 경쟁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 정책 제언을 제시*(‘21.10)
* Digital Trade in Services and Taxation

디지털 서비스세(DSTs)*는 디지털 기업의 특정 매출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디지털 서비스를 개발한 지역과는 관계없이 서비스가 소비된 국가
에서 부과됨
* Digital Services Taxes, DSTs

- 디지털 서비스세(DSTs)의 범위와 적용 대상, 최소 매출 기준 등은 국가마다 상이
- 세율 또한 폴란드의 1.5%에서 영국의 2%,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3%, 터키의
7.5% 등 서로 국가마다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주요국 디지털 서비스세 시행 현황 >
국가

시행 시점

적용 대상

최소 매출 기준

적용 배제

인터페이스 제공자가 보유한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자에 판매하는 경우, 주로 디지털 컨텐츠,
디지털 인터페이스의 제공, 세계: 7억 5,000만 유로
통신,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인터
온라인 광고 서비스
국가: 2,500만 유로
페이스, 특정 금융 서비스, 광고의 위치를
정하는 서비스

프랑스

2019년
1월

오스트
리아

2020년
1월

온라인 광고

세계: 7억 5,000만 유로 법으로 설정된 금융 부채와 관련된 매출은
국가: 2,500만 유로
매출 기준에서 제외됨

터키

2020년
3월

광고를 포함한 온라인
서비스, 오디오, 비디오,
디지털 컨텐츠의 판매 혹은
온라인 소비, 사용자 상호
작용을 위한 디지털 환경의
제공

세계: 7억 5,000만 유로 특정 결제 서비스, 터키 내 R&D와 관련된
국가: 2,500만 리라
서비스

영국

2020년
4월

소셜 미디어 서비스,
검색엔진, 온라인 시장

스페인

2021년
1월

온라인 광고, 온라인 중개
서비스, 사용자 데이터의
판매, 데이터 이전 서비스

세계: 5억 파운드
국가: 2,500만 파운드

금융 서비스, 디지털 컨텐츠의 제공, 소프트
웨어와 하드웨어 판매, TV와 방송 서비스

세계: 7억 5,000만 유로 규제 대상 금융 서비스와 규제 대상 금융
국가: 300만 유로
기관에 의한 데이터 이동으로 인한 소득

OECD가 1998년 오타와 과세 프레임워크 조건*을 통해 제시한 전자상거래에
대한 5대 과세 원칙에 의거하여 디지털 서비스세의 설계와 시행 과정을 개선하거나
대안적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 Ottawa Taxation Framework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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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 기본 원칙은 중립성, 효율성, 확실성과 간편성, 효과성과
공정성, 유연성을 포함하며, 이러한 원칙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형태의 디지털
서비스세는 일부 개선의 여지가 있음
< 디지털 서비스세의 개선 방안 >
5대 원칙

개선 사항

중립성

디지털세의 특성과 목적에 따라 세금 부담이 외국 기업에 더 많이 적용될 소지가 있음
보고와 결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우 법제의 준수 비용이 높을 수 있음

효율성

보고에 필요한 정보가 민감하거나 소비자와 관련된 경우 법안의 준수 비용이 높아질
수 있음
법안의 불투명성과 소송의 가능성으로 납세 부담이 높아지며 데이터 저장과 인력
훈련에 따른 행정적인 비용도 높아질 수 있음

과세 대상이 되는 디지털 서비스 산업과 기업의 범위에 대한 명확성이 요구되며 특히
산업과 기업 모델의 변화를 고려하여야 함
확실성과 간편성
여러 국가들 사이에서 디지털 서비스세 제도 간의 일관성을 갖는 것이 세금 납부와
보고 요건 과정에서의 복잡성과 비용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
디지털 서비스세는 대부분의 양국간 세금 협약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이중
효과성과 공정성 과세의 리스크가 높음
매출을 포함하지 않는 활동에도 디지털 서비스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음
유연성

디지털 서비스세는 적용 대상 산업이 세밀하고 사업 모델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경직되어 있음

기업의 디지털 활동에 대해 정부가 대응할 가장 적절한 대응 방안을 기업에
물은 결과 부가가치세(VAT)/상품서비스세(GST)가 높은 선호도를 보였으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 대안적인 방안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음
< 기업의 선호 세제 변화(평균치, 1-5점 척도) >

출처: 세계경제포럼(2021.10.8)
https://www3.weforum.org/docs/WEF_Digital_Trade_in_Services_and_Taxation_20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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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1

주요 동향(2) : ICT

글로벌 인공지능 지수, 韓 5위…‘개발능력･인프라’ 상위권

글로벌 인공지능 경쟁력, 미국･중국 선두 속 한국 약진
영국 데이터 분석 미디어 토터스 인텔리전스(Tortoise Intelligence)는 매년
세계 인공지능 투자, 혁신, 실행수준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AI 지수(The Global
AI Index)’ 조사･분석
- Capita, Element, AI IE University, The Alan Turing Institute 등
기업･연구소와 함께 62개국의 인공지능 기술개발 현황을 실행, 혁신, 투자의
3가지 분류 내 7대 하위 분야, 143개의 세부 지표 기준으로 평가
※ △(실행)인공지능 운영, 작업 환경을 담당하는 실무자 및 기타 작업자에게 중점을 두는
동시에 교육 기반과 사회기반 시설 고려 △(혁신)알고리즘과 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연구 및 전문가의 가용성을 고려 △(투자)인공지능에 초점을 맞춘 벤처기업에 대한
자본의 흐름 고려

- 지표별 가중치는 분야별 전문가와 협의를 통해 중요도에 따라 부여
- 한 국가의 총 점수는 7대 분야에 속해 있는 모든 지표의 정규화된 가중치
합계로 구성
< 글로벌 인공지능 지수 평가 기준 >
분류

실행
(Implementation)

혁신
(Innovation)

투자
(Investment)

7대 분야
인재
(Talent)

⦁인공지능 분야 내 숙련 기술인력 가용 수준

인프라
(Infrastructure)

⦁인공지능 접근 인프라의 규모 및 안정성
⦁기초전력, 인터넷 접속, 슈터컴퓨팅 역량 등

운영환경
(Operation Environment)

⦁인공지능을 둘러싼 규제환경 및 공공의 견해 등

연구
(Research)

⦁전문 연구 및 연구인력의 범위
⦁유수 학술저널 내 논문 및 특허 수와 인용 횟수

개발
(Development)

⦁인공지능 플랫폼 및 알고리즘 개발 현황

정부전략
(Government Strategy)

⦁국가 정부가 인공지능 연구개발에 관여하는 수준
⦁국가 전략 및 관련 정부투자 규모

상용화
(Commercial)

⦁인공지능 관련 스타트업 투자규모, 활동 및 비즈
니스 이니셔티브

※ 자료 : Tortoise Intelligence

34

내용

- 순위는 1위 미국(100점), 2위 중국(58.2), 3위 영국(39.7), 4위 캐나다(37.6),
5위 한국(36.0), 6위 이스라엘(35.4), 7위 독일(35.3), 8위 네덜란드(33.9),
9위 싱가포르(33.7), 10위 프랑스(33.3) 순
< 글로벌 인공지능 지수 상위 10개 국가 및 세부 점수(순위) >
실행

혁신

투자

순위

국가

1

미국

100(1)

100(1)

2

중국

17.2(21)

86.6(2)

3

영국

36.7(4) 64.2(19) 85.8(11)

37.8(3) 23.6(11) 65.5(14) 19.9(4) 39.7

4

캐나다

29.5(8) 68.8(16) 78.6(20)

34.3(5)

24.6(9)

92.2(3) 15.2(6) 37.6

5

한국

18.4(19)

80.7(6) 52.3(50) 20.4(18)

80.4(2)

77.5(7) 6.3(15) 36.0

6

이스라엘

35.7(5)

61(28) 71.5(29)

28.2(7) 23.1(12)

7.4(51) 30.7(3) 35.4

7

독일

25.1(14) 72.3(11) 82.8(17)

35.8(4) 23.8(10)

77(8) 7.9(11) 35.3

8

네덜란드

32.1(6)

75.6(8)

9

싱가포르

37.4(3)

84.3(3) 46.6(55) 21.5(16) 19.1(16)

10

프랑스

인재

인프라

25.3(13) 70.9(12)

운영환경

연구

개발

64(35)

100(1)

100(1) 71.7(10)

95.6(4)

58.4(2)

79.8(3)

90.2(8) 23.7(13)

정부전략

상용화
100(1)

총점
100

88.8(5) 44.3(2) 58.2

27(7) 52.3(29) 4.8(21) 33.9

90.3(6) 24.6(11) 21.4(14)

65(15) 15.5(5) 33.7
83.3(6)

8.2(9) 33.3

※ 자료 : Tortoise Intelligence

< 국가별 인공지능 지수 종합 점수 분포 >

※ 자료 : Tortoise Intelligence

- 미국은 전반적으로 최고 평가를 받으며 인공지능 강국의 면모를 보였으며
중국은 운영환경(95.6점)에서 미국을 앞섰지만 인재(17.2점), 연구(58.4점),
상용화(44.3점) 분야에서는 저조한 점수를 받으며 2위 차지
- 3위국 영국(39.7점) 이하 국가는 점수 차이가 크지 않으며 영국은 우수한
인력과 뛰어난 학계 연구 덕에 인재(36.7점), 연구(37.8점) 분야에서 상위권
- 캐나다는 정부가 인공지능 연구개발에 관여하고 있는 점수를 높게 평가 받아
4위, 이스라엘과 싱가포르는 인공지능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숙련된 실무자
수준을 높게 평가 받아 각각 6위와 9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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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개발과 인프라, 정부전략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종합순위 5위로 3계단
상승
5위를 기록한 한국은 개발(2위)과 인프라(6위), 정부전략(7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특히 개발 능력에서는 세부 점수 80.4점을 기록하며 전체 2위 차지
우리나라는 이스라엘, 싱가포르, 일본 등과 함께 ‘라이징스타(Rising strars)’로
분류
< 국가별 인공지능 지수, 경쟁력별 포지셔닝 >

※ 자료 : Tortoise Intelligence

(실행) 인터넷 성능･슈퍼컴퓨터 보유 여부 등 인프라 분야에서 80.7점으로
일본(75.6)과 독일(72.3점)을 넘어섰지만, 오픈데이터와 사이버 보안 등이
포함되는 운영환경은 50위
- 오픈데이터(공동 4위), 사이버 보안(8위) 등에서는 좋은 결과를 거두었으나
인공지능 신뢰 정도 등에서 하위권 차지
< 오픈데이터(Operating environment: Open data leaders score, 2018) >

※ 자료 : Tortoise 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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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환경은 각국 데이터 관련 규제 강도와 AI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등의
여론 지표가 반영돼 순위가 매겨지며 우리나라의 경우 데이터 규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탓에 낮은 점수를 획득
<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 비율(Operating environment:Percentage who say they trust AI) >

※ 자료 : Tortoise Intelligence

(혁신) 개발 분야에서 80.4점으로 중국(79.8점)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3･4위를 기록한 영국(23.6점)･캐나다(24.6점)보다도 확연한 우위 확보
- 개발 분야에서는 오픈소스 플랫폼 ‘깃허브(Github)’에서 국가별 사용자가
인공지능 생태계 구축에 기여한 정도와 2017년 이후 출원된 인공지능 특허
건수 등이 반영되었으며 중국과 미국에 이어 3위 기록
< 개발: 특허 출원 수(Development: Number of patents filed) >

※ 자료 : Tortoise Intelligence
※ KAIST 혁신전략정책연구센터에 따르면, 2019년까지 국내 인공지능 특허 누적 건수는 6,317건으로 전체 국가
중 4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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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깃허브에서는 인공지능을 배울 수 있는 자습코드 ‘파이토치 튜토리얼’ 등을
한국 개발자들이 공개해 인기를 끄는 등 생태계 형성을 주도하며 중상위권 차지
< 오픈소스 AI 패키지용 깃허브에서 코드 기여 수(Development: Code commits on
GitHub for open-source AI packages) >

※ 자료 : Tortoise Intelligence

(투자) 77.5점으로 7위에 오른 정부 전략은 7개 평가 분야 중 가장 큰 폭
순위 상승
- 우리 정부가 2019년 12월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발표하고 세부 지원안을
구체화하면서 인공지능 발전 정책의 의제와 전략, 그리고 실현 가능성을 높게
평가
- 한편, 인공지능 총괄장관을 선임하고 있는 아랍에미리트를 제외하고는 인공지능
장관이 없는 것으로 조사
※ 일반적으로 정보･과학 관련 부처에서 인공지능을 담당하고 있어 지표의 한계로 파악
< 인공지능 장관 존재 유무(Governmnet: With a AI minister) >

※ 자료 : Tortoise 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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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tortoisemedia 외
https://www.tortoisemedia.com/intelligence/global-ai/
https://www.tortoisemedia.com/wp-content/uploads/sites/3/2020/12/Global-AIIndex-Methodology-201203.pdf
http://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1035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110135484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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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세계 최초 데이터 기본법 마련…데이터 경제 활성화 기대

데이터 경제 시대 여는 ‘데이터 기본법’ 제정
데이터 산업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 온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 기본법’)」 공포안이 국무회의
에서 의결(10.12)
- ‘데이터 기본법제’ 필요성이 관련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에서 ’20.12월
발의*된 동 법안은 과방위(’21.09.14), 본회의(’21.09.28) 의결 등을 거쳐 국무
회의에 상정･최종 통과
* ’20.12.8 발의된「데이터 기본법안」중심으로 국회 논의과정에서 「데이터 이용촉진 및 산업
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 「데이터 산업 진흥법안」 등 유사법안과 병합 후, 국회 통과･의결

- 데이터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 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 생활의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으로 데이터 기본법의
목적을 규정하고 관련 용어 정의
이후 약 6개월간 하위법령 제정 작업 등을 거친 이후 2022년 4월경 본격
시행 예정
※ ‘데이터 기본법’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해당 법안에 ‘데이터 가치평가’, ‘데이터 거래사’ 등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도가
담겨 있는 만큼, 공청회 개최 등 관련 기관･단체･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충실히
거쳐 제도 하위법령을 마련해 나갈 계획
글로벌 주요국이 미래성장을 견인할 핵심 산업으로 데이터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관련 산업을 아우르는 기본법을
세계 최초 마련한 데 의의
- 데이터 관련 업계는 전후방 산업 효과가 큰 데이터 산업은 물론, 전 산업의
동반성장과 혁신으로 이어지고 새로운 성장 기회 창출 기대
- 학계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대규모 데이터 수집･활용이 산업 발전의 원동력
이라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앞서 선진적인 데이터 법제도 기틀을 마련한
점을 높이 평가
주요 내용 및 기대 효과…‘국가 전체 데이터콘트롤타워 확립’ 등 주목
데이터 기본법은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하며 데이터가
국민 삶의 변혁을 이루어 나가는데 뒷받침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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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데이터 가치평가, 데이터 거래･분석제공 사업자 신고제,
데이터 거래사 양성 등 선제적 법제를 세계 최초 마련
- 데이터 산업 관련 △생산･분석･결합･활용 촉진 △인력 양성 △국제 협력 등
산업 육성 포괄
< 데이터 기본법 주요 내용 >
①국가 전체의 데이터 지휘 본부(컨트롤타워) 확립

⦁‘데이터 기본법’은 범부처 데이터 지휘 본부로서 ‘국가데이터 정책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고, 3년마다 데이터 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 계획을 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확정
하도록 규정
⦁‘국가 전체의 지휘 본부 확립’과 ‘중장기적인 범부처 정책 수립’은 국민과 기업의 정책에 대한 예측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신속한 의사 결정과 투자에 기여 예상
②데이터 거래･분석제공 사업자 등 데이터 전문기업 체계적 육성

⦁데이터 거래･분석제공 사업자에 대한 신고제 도입과 함께 필요한 재정･기술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
토록 하며 데이터 관련 분야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도 역량강화 컨설팅과 사업화 등을 지원토록 규정
⦁데이터 관련 사업자에 대한 신고제 도입과 지원체계 마련은 데이터 관련 다양한 사업자의 체계적인
육성과 함께, 데이터 산업기반 조성에 기여
③데이터 경제 시대 혁신의 촉진자로서 데이터 거래사 양성

⦁데이터 거래 사업자 지원 등으로 향후 데이터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하며 안전한 데이터 거래를
지원할 새로운 일자리인 ‘데이터 거래사’ 양성 추진
⦁‘데이터 거래사’는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데이터 거래에 관한 상담･중개･알선 등을 수행하며 과기
정통부는 ‘데이터 거래사 등록제’ 운영과 함께 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 예정
④데이터 자산가치와 권리가 보장되는 시장 조성

⦁데이터 산업의 발전과 함께 데이터에 대한 정당한 권리 보호와 공정시장 환경 조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데이터 가치평가･자산보호･분쟁조정 위원회 등도 도입 예정
⦁데이터의 정당한 가치를 평가하고, 이러한 가치를 가지는 데이터(데이터 자산)의 무단 취득･사용･공개
등을 방지하며 데이터 생산･거래･활용 관련 각종 분쟁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예정
※ 자료 : 과기정통부, 2021.10.12.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글로벌 주요국의 ‘데이터’ 제도 확립･정책 마련 속도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감염자 추적･관리, 원격진료･교육, 모바일 쇼핑 등
비대면 산업이 급속히 증가하는 디지털 대전환의 흐름이 빠르게 전개
그 중심에 ‘데이터’가 새로운 가치창출의 촉매 역할을 담당하면서 데이터 경제의
주체인 개인･기업･정부 각 구성원의 데이터 수집･거래･활용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틀 마련의 필요성 증대
세계 주요국은 디지털 첨단기술을 통해 전염병 사태에 대응하면서 기술 효용성과
서비스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근간인 ‘데이터’ 확보･공유를 위한 법적 기틀
마련에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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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주요국 데이터 관련 정책 및 법안 현황 >
국가

주요 내용

⦁연방 예산관리실(OMB)과 과학기술정책실(OSTP)이 공공 데이터 공개 주도
⦁과학기술정책실 및 산하기관･위원회에서 빅데이터 정책 추진
⦁최근 캘리포니아･버지니아주에서 각각 소비자 데이터 보호법 마련
- 캘리포니아주 프라이버시 권리법(CPRA: The California Privacy Rights Act of 2020)
통과 (’20.11.3 / ’23.1.1일 시행). △개인정보보호 원칙 추가 도입 △민감 데이터에 대한
새로운 정의 및 처리 제한 △소비자의 권리 확대와 사업자의 의무 강화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 집행 기관의 설립 등
- 버지니아주 CDPA(Consumer Data Protection Act): 미 연방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또는 사람이 데이터를 제어･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프레임워크 제시(’21.3.2.)
⦁EU 집행위원회(EC)는 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새로운 규제･제안･정책･과제 등을 담은 데이터
전략 발표(’20.2)
- ’30년까지 EU의 데이터 경제(데이터 축적, 처리 및 활용) 점유율을 일반경제 점유율 이상으로
제고한다는 목표(진정한 데이터 단일시장 창출)
- 데이터 보호, 기본 권리, 안전과 사이버보안 등 강력한 법적 기틀을 구축 추진
⦁(참고) 대표적인 데이터 관련 법안은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18.5 시행)이 있으며 이를
근거로 EU-미국 간 개인정보 국외 이전 협정인 ‘프라이버시 쉴드’ 무효화 (’20.7)등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에서 데이터 전략 수립･주도
- ’20년 9월 ‘National Data Strategy’ 수립을 주도하고 정책 실행을 위한 전담조직으로서
기능하며 내각사무국과 연계하여 전략 실천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내각사무국 산하 디지털서비스청(GDS)에서는 정부 디지털 혁신과 데이터 기반 세부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
⦁경제사회연구위원회(ESRC)는 공공과 산업계의 빅데이터 연계 및 활용 위해 빅데이터
네트워크를 조성
⦁공업정보화부 중심으로 빅데이터 관련 정책 수립･추진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중앙인터넷정보판공실 등과 함께 중국 동부･서부 지역 간 데이터 자원
균형 발전을 위한 동수서산 시행(’21.6)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빅테크 기업이 사용자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더 엄격한 규칙을 설정한 개인정보보호법 통과(’21.8.20), 11.1일 시행 예정
⦁중국 인터넷 감독･규제 기구인 국가인터넷판공실은 ‘자동차 데이터 안전에 관한 규정’ 초안
마련(’21.5.12)
⦁이 외 각 지방정부에서도 빅데이터 총괄관리기구 설립, 빅데이터 거래 플랫폼 구축, 데이터
개방 공유 유통 등 추진
⦁데이터 전략위원회 설치(’20.10): 신뢰 기반의 데이터 활용 원칙, 데이터 유통 촉진 등을
위한 규칙 정비
⦁‘포괄적인 데이터 전략’을 포함한 ‘디지털 사회 실현을 위한 중점 계획’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21.6.18)
※ ’20.7월 국회 의결한 IT전략(세계 최첨단 디지털 국가 창조 선언･민관 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 계획)을 개정한 것
※ 자료 : 언론 보도 자료 정리 / IITP ICT Brief 각 호(19, 25, 26 호 등) 참고 / 국회입법조사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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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과기정통부 (2021.10.12.) 외
https://www.msit.go.kr/SYNAP/skin/doc.html?fn=b260e7bb80b07f8535aebc92444d5
1ae&rs=/SYNAP/sn3hcv/result/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156&brdSeq=32947
https://zdnet.co.kr/view/?no=20211012143218
https://www.itworld.co.kr/t/65211/%ED%94%84%EB%9D%BC%EC%9D%B4%EB%B
2%84%EC%8B%9C/185673
http://koreascience.or.kr/article/JAKO202119759423818.page
https://www.itfind.or.kr/publication/regular/periodical/list.do?selectedCategory=B_ITA
_16&selectedGroupId=B_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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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세대 5G 통신 네트워크의 주류로 떠오르는 오픈랜

5G 통신 시장 판도를 바꾸는 오픈랜, 상용화 준비 가속화로 신시장 창출
5G 오픈랜(Open RAN) 도입으로 ‘Huawei-Free’ 네트워크를 추진하는 글로벌 정부
- (미국) 국가 안보와 5G 리더쉽 달성을 목표로 FCC는 오픈랜 활성화 정책
수립에 착수
※ 화웨이 통신장비 퇴출과 통신 시장에서 미국의 주도권 회복을 위한 전략

- (EU) 오픈랜 도입을 위해 사이버 보안당국은 5G 네트워크 보안 평가작업
착수
- (독일) 오픈랜 기술개발에 20억 유로를 투입하고(’21.2), IT security 2.0
법안으로 네크워크에서 개별 업체를 제외할 수 있는 근거 조항 마련(’21.8)
- (영국) 5G 공급망 다양화 전략을 위해 오픈랜 연구개발에 3천만 파운드(한화
약 480억 원)를 투입하고, ’27년까지 화웨이 장비 제거 계획
※ 오픈랜 확산을 위해 G7 정상회의(’21.4)와 연계한 디지털･테크 분야 관계장관 회의
에서 오픈랜 확산 부속서 채택을 시도하였으나 일부 국가의 관망으로 불발

- (한국) 한미 협력으로 오픈랜 기술을 활용한 5G 및 6G 네트워크를 개발하기로
하고, 과기부는 후속 조치로 민관 오픈랜 전담반 출범(’21.8)
- (일본) 미일 정상회담에서 오픈랜을 포함한 차세대 5G 및 6G 개발에 협력하고,
45억 달러 (한화 약 5조 4,000억 원) 투자에 합의(’21.4)
※ 미국 25억 달러, 일본 20억 달러
< 오픈랜(Open Ran) 개요 >

* 오픈랜(Open RAN 또는 O-RAN, 개방형 무선접속망) : 이통 단말에서 네트워크 코어망까지 Fronthaul,
Midhaul, Backhaul의 통신장비를 특정기업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된 무선 접속망
※ 자료 : SPIRENT(Open RAN - An Ins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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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 이동통신 업체는 망 구축비용 절감을 위해 선제적으로 오픈 랜을 도입
- (라쿠덴 모바일) 일본 4위의 후발 이통사로 기존 이통사와 달리 네트워크
구축에 SW비중을 높혀 오픈랜을 최초로 상용 적용. 모바일 망 구축비용을
대폭 절감하여 저가의 5G 서비스를 제공하고, 독일, 싱가폴 등 글로벌 수출
추진
※ ①독일 이동통신회사 1&1에 오픈랜 핵심기술인 자사의 5G 가상화 네트워크 통신
기술을 2조 원대 공급(’21.8) ②싱가폴 TPG 텔레콤(호주)에 오픈랜 솔루션 지원(’21.2)
③vRAN솔루션 업체 알티오스타(Altiostar) 인수(’21.8)
< 라쿠덴 오픈랜 개요 및 글로벌 진출 사례 >

※ 자료 : Netmanias

- (Dish 네트워크) 라쿠덴이 COTS(상용제품) 서버를 별도 구축하고 NF를 구현한
반면, Dish는 망 내에 아마존 AWS 서버를 활용하여 NF를 구축(’21.4)하고
’21년 하반기에 적용 추진
< Dish 네트워크 오픈랜 개요 >

※ 자료 : Netmani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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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 NTT Docomo 등 기존 모바일 통신 서비스업체는 ’22년 상용 적용 추진
- (AT&T) 삼성, 에릭슨, 노키아 장비를 활용하여 ’22년 오픈랜 적용 추진
※ AT&T CEO는 O-RAN Alliance 의장

- (Telefonica) 라쿠덴과 협력하여 유럽과 남미지역에 상용화 추진하고, ’25년까지
오픈랜 전환율 50%를 달성한다는 로드맵 발표
- (NTT Docomo) 멀티 벤더 장비를 활용한 4G/5G 코어네트워크를 혼용,
4.2Gbps 구현
※ 오픈랜 구현을 위해 자일링스, 델테크놀러지, 후지쯔, 인텔, Red Hat, VMware 등
반도체, SW, OS 기업과 협력하여 자체 에코시스템 구축

- (SKT/KT) SKT는 TIP(Telecom Infrea Project)를 통해 기술 상용화 준비
중이고, KT는 중계기에 우선 적용할 계획
아날로그 디바이스, 자일링스 등 반도체 기업에 신규시장을 제공하는 오픈랜
- (아날로그 디바이스) NEC코퍼레이션과 협력하여 라쿠텐모바일의 5G 기지국용
massive MIMO 안테나 RU(Radio Unit) 개발(’20.10)
※ 오픈랜 O-RU에 적용 가능한 5G Radio Platform 개발(’21.3)

- (자일링스) 후지쯔의 오픈랜에 대응하는 FPGA칩 개발(’20.2)
- (퀄컴) vRAN 구현을 위한 원격 무선 신호처리장치 플랫폼 RU, 분산 장치
플랫폼 DU(Distributed Unit), 분산 원격 무선 신호처리장치 플랫폼 DU/RU
등을 개발하고 ’22년 공급 추진(’20.10)
Open-RAN Policy Coalition*에 참여하고 클라우드 및 OS 시장을 노리는
공룡 SW 기업
* 미국 정부의 지원으로 삼성전자, 구글, MS, 페이스북, 인텔 등이 Open RAN Policy
Coalition 결성(화웨이, 에릭슨은 불참)(’20.5). O-RAN Alliance가 통신회사의 주도로
설립되었다면 Open RAN Policy Coalition은 장비, SW, 반도체 기업 중심으로 출범
하였으며 현재 네트워크 기업 등 업계 전반 60개 기업 참여

- (Goolge) O-RAN Alliance에 참여(’21.7)하고, AI 기반의 5G 네트워크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지원
- (MS) AT&T 네트워크에 Azure를 구축하고, NF가 탑재된 Azure Private
MEC을 개발
- (Amazon) Dish 네트워크, SKT 망 내에 AWS 클라우드 서버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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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지배력이 낮은 국내 통신장비업체에게는 시장 점유율 강화 기회를 제공
- (삼성전자) Verizon과 7.9조원 규모의 vRAN 장비를 계약하고 보다폰(영국)의
vRAN 장비 회사로 선정(’21.6)
- (HFR) Dish 네트워크와 후지쯔에 오픈랜 RU 장비 공급(’21.1)

출처: 전자신문 (2021.8.1.) 외
https://www.etnews.com/20210729000313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21846625901104&mediaCodeNo=
257&OutLnkChk=Y
https://www.rcrwireless.com/20210706/open_ran/uk-government-launches-competition
-boost-oran-adoption
https://m.etnews.com/20210409000137
https://www.telecomtv.com/content/6g/us-and-japan-team-on-open-ran-6g-r-d-41290/
https://www.aicgs.org/2021/02/from-it-security-law-2-0-to-open-ran-germanys5g-strategy-evolves-beyond-the-huawei-debate/
https://biz.chosun.com/it-science/ict/2021/05/25/B732VSXSWFFKJLIIGLNAOX2GSI/
https://www.bloter.net/newsView/blt202105240014
https://www.netmanias.com/ko/?m=view&id=oneshot&no=15090
https://biz.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economy/2021/08/05/V3ZQIMGVK
BHLFESTUN4ZD3QVPY/
https://zdnet.co.kr/view/?no=20211015114712
https://www.data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919
https://m.etnews.com/20210322000170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overseasMrktNews/overseasMrktNews
Detail.do?pageIndex=1&nIndex=1811323&type=0
https://www.itbiz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8254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2/globalBbsDataView.do?setIdx
=243&dataIdx=189188
http://www.greened.kr/news/articleView.html?idxno=290498
https://www.bloter.net/newsView/blt202105240014
http://www.thelec.kr/news/articleView.html?idxno=9735
https://www.o-ran.org
https://www.openranpolicy.org/about-us/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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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스타트업,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 투자 유치

2021년 3분기 글로벌 스타트업, 사상 최대 투자 유치금 확보
금년 3분기 세계 스타트업에 투자된 금액은 1,582억 달러(약 189조 2,000억 원)로
종전 최대였던 2021년 2분기의 1,510억 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 금액 기록
(CB insights, 10.7)
< 전 세계 스타트업 투자 금액 >

※ 자료 : CB insights, 2021.10.7.

-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첨단기술 분야와 공유 경제를 활용한 기업이 크게
성장하면서 스타트업 분야로 자금이 집중 투자
- 금년 9월 중국항공공업그룹(AVIC)이 비공개 투자자로부터 18억 5,800만
달러(약 2조 2,000억 원)를 투자 받았으며 7월 야놀자는 소프트뱅크로부터
17억 달러(약 2조 원)의 투자 유치
- 미국의 데이터 통합 서비스 스타트업 데이터브릭스도 8월 16억 달러(약 1조
9,000억 원) 조달
금년 3분기 전 세계에서 이뤄진 스타트업 투자는 9,363건으로 전년 동기(6,838
건)대비 37% 증가했으며 1억 달러 이상 투자가 진행된 건도 409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136% 증가
- 비대면･기술 중심 스타트업이 코로나19로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가운데 신성장
동력을 스타트업에서 찾는 대기업도 증가하며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관심 고조
- 국내에서도 현대자동차, 네이버 등 대기업은 각각 자율주행차, 전자상거래
신규 사업을 위해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통신 3사(SK텔레콤･KT･LG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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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 CJ, 신세계 등은 스타트업 사관학교로 불리는 디캠프(은행권청년창업
재단)를 통해 신사업을 함께할 스타트업 모색
- 벤처캐피털(VC)과 기관이 아닌 개인 스타트업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다수의 개인이 모여 스타트업에 간접 투자하는 개인투자조합도 활성화
< 세계 스타트업 투자 건 수 >

※ 자료 : CB insights, 2021.10.7.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유니콘 수도 증가 전망
2021년 10월 12일 기준 세계 유니콘 기업 수는 860개로 2020년 11월(501개)
대비 71% 증가했으며 2022년 유니콘 수는 1,000개에 이를 것으로 전망
※ △2016년(6월 기준) 166개 △2017년(8월 기준) 241개 △2018년(11월 기준) 288개
△2019년(5월 기준) 346개 △2020년(11월 기준) 501개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 악재 상황에서도 우리나라에서는 ‘마켓
컬리’와 ‘두나무’가 유니콘으로 탄생
-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글로벌 시장 투자 자금이 전자상거래, 핀테크 같은
비대면 분야 스타트업으로 집중하면서 유니콘 증가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
국내 스타트업 대규모 투자도 잇따라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에도 비대면 등 미래 첨단기술 중심의 초기 스타트업이
주목받으면서 선제적 투자가 크게 증가
- 금년 상반기 스타트업 전체 투자액은 전년(1조 7,893억 원)대비 186% 증가한
5조 1,253억 원으로 사상최대 기록(스타트업레시피, 7.20)
독창적인 기술력과 아이디어, 성장 잠재력 등을 인정받아 인공지능, 헬스케어,
교육 플랫폼 등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곳에 1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가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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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년 전만 해도 시리즈A에 투자금 약 20억~30억 원이 들어오는 것이 일반적
이었지만, 최근 유망 스타트업에 투자 크게 증가
< 시리즈A에서 100억 원 이상 투자 유치한 스타트업 >
기업

사업영역

투자금액

투자일자

업스테이지

AI 솔루션

316억 원

2021년 9월

보이저엑스

AI 영상 편집

300억 원

2021년 6월

쓰리아이

메타버스 플랫폼

280억 원

2021년 9월

온코인사이트

세포치료제

215억 원

2021년 9월

링글

영상 영어 플랫폼

200억 원

2021년 6월

a2z

자율주행 솔루션

160억 원

2021년 9월

모션투에이아이

AI 물류 솔루션

140억 원

2021년 8월

케어닥

헬스케어 플랫폼

106억 원

2021년 6월

아임웹

쇼핑몰 솔루션

100억 원

2021년 9월

※ 자료 : 언론 보도 자료 정리

- 인공지능 기반 영상 편집기 ‘브루’*, 모바일 스캐너 ‘브이플랫’ 등을 출시한
인공지능 전문기업 보이저엑스가 300억 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 유치(6.23)
* ‘브루’는 문서를 편집하는 것처럼 영상을 쉽게 편집할 수 있게 지원하고 ‘브이플랫’은
인공지능 기술로 문서나 책의 곡면을 평평하게 스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캐너

- 화상 영어교육 플랫폼인 링글을 운영하는 링글잉글리시에듀케이션서비스*도
200억 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를 유치
* 링글은 아이비리그 등 영미권 명문대 출신 튜터와 영어 토론을 하며 실시간 교정을
받는 일대일 화상영어 서비스로, 영어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교육 시장의 대안으로
부각

- 고령사회의 요양 및 돌봄 서비스를 겨냥한 시니어 헬스케어 플랫폼 케어닥*도
최근 총 106억 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를 유치
* 케어닥은 국가기관 평가와 실사용자 후기 등 검증된 정보를 기반으로 전국 요양 시설과
노인 돌봄 서비스 전문가를 중개하는 서비스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요양보호사･간병인
경력, 돌봄 이력 등 종합 정보 를 간편하게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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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BInsights (2021.10.7.) 외
https://www.cbinsights.com/research/report/venture-trends-q3-2021/
https://www.chosun.com/economy/tech_it/2021/10/11/NLPC7ANF5BHBJOZKMASZ
W2TUXY/?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https://www.cbinsights.com/research/unicorn-startup-market-map/
http://www.techtub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6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UC013330R01C21A0000000/
https://www.ytn.co.kr/_ln/0102_202108270849016788
https://news.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21082609440630547bdb7
041ec_1/article.html?md=20210826142830_R
https://www.fnnews.com/news/202107201822159899
https://www.mk.co.kr/news/it/view/2021/10/953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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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본, 경제안보 관련 첨단기술 분야에 대규모 기금 창설

인공지능･반도체･양자 등 안보 직결 첨단기술에 1,000억 엔 투자
지난 10.4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 체제의 새로운 내각 출범과 함께 경제안보
분야의 기술 육성을 핵심 추진 과제로 상정한 일본 정부는 후속 계획 마련과
이행에 속도
※ 기시다 후미오는 성장･분배 선순환을 실현하는 경제정책을 제시. 특히 성장 분야에서
경제안보강화를 목표로 반도체 등 핵심 전략물자 확보 및 기술유출 방지 등을 고려한
정책 추진 예고

- 경제안보는 군사적 기술의 유출방지와 수출관리를 포함해 경제와 안보가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로 국가 간 군사 행위와 연관되었거나 기업･연구기관, 무역 등
민간 경제활동까지 포함
인공지능･양자컴퓨터･바이오･로봇 기술 등 군사화하기 쉽고 안보와 직결되는
분야를 대상으로 1,000억 엔(약 1조 250억 원) 규모의 기금 창설 결정(10.17)
- 경제안보에 특화된 기금은 이번이 처음으로 연내 성립시켜 오는 2022년부터
운용한다는 목표
- 2021년 보정(추가경정) 예산안에 포함하고 중장기에 걸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약 5년간의 재원을 확보할 계획
< 경제안보기금 구상안 및 2021년 일본의 경제안보 주요 이슈 >
2021년 일본 경제안보 이슈
3월
3,4월

※ 자료 : 일본경제신문, 2021.10.17. /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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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텐센트 자회사의 라쿠텐 그룹에
출자 논란

4월

⦁미･일 정상회담에서 반도체를
포함한 공급망 연계 확인

6월

⦁경제안보의 기본 방침 및 성장
전략 실행계획 결정
⦁자위대 기지, 원전 주변 등 안보상
중요 지역 이용을 규제하는 법안
통과

9월

⦁미･일･호주 정상 회의 후 반도체
등 공급망 구축 협력 합의

-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와 국립연구개발법인인 ‘과학기술
진흥기구(JST)’에 기금을 설치할 계획이며 기금 관리는 국가안전보장국(NSS),
내각부, 경제산업성, 문부과학성 등이 담당 예정
- 대상 분야는 △5G △빅데이터 △반도체 △양자컴퓨터 △바이오 △로봇 등으로
기업･대학에서 해당 기술의 연구개발･실증실험･상용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한다는 구상
경제안보는 세계적 이슈…특히 경쟁적인 반도체 투자 주목
코로나19 이후 시장선점 경쟁, 기술패권 경쟁, 탄소중립 가속, 치열한 공급망
재편 등 글로벌 경제 환경이 급변하며 잠재된 불확실성과 리스크 확산
이처럼 경제･기술･안보가 연계･통합된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된 가운데 첨단제품과
무기 제작에 필수인 반도체가 국가 경제안보의 핵심 산업으로 자리매김하며
주도권 경쟁 치열
코로나19 사태로 불거진 반도체 공급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세계 주요국은
자국 기업 육성과 생산능력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려는 움직임 활발
< 글로벌 주요국 경제안보 주요 전략(*) 및 반도체 투자 행보(**) >

주) 이코노믹 스테이트크래프트(Economic Statecraft): 경제적인 수단으로 다른 국가의 외교와 기업 활동에 영향을
주는 것(경제적 외교술)
※ 자료 : goo.ne.jp, 2021.10.15. / 언론 보도 자료 / IITP 정리

일본 정부 역시 글로벌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TSMC 생산공장 유치를 성사시키며
과거 반도체 위상을 회복하려는 준비 박차
- 일본 중의원 선거 후 편성하는 2021년 추경 예산안에서 반도체 생산공장
입지 확보와 글로벌 기업 유치 등에 수천 억 엔을 포함시키는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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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SMC가 소니와 협력해 생산시설을 공동 건설하는 방안이 첫 지원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
※ TSMC는 2022년 일본에서 새로운 공장(자동차 관련 반도체 등) 건설에 착공하여
2024년 가동을 시작 예정

- 소니 그룹 자회사와 함께 구마모토현 인접지에 공장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회로 선폭이 22나노미터(나노는 10억 분의 1)와 28나노미터
제품 생산 예상
- 건설 비용은 최대 8,000억 엔으로 예상되는데 일본 정부가 절반 수준의 지원을
검토 중에 있으며, 중의원 선거 후 예산안에 포함시키겠다는 구상
TSMC 유치를 계기로 일본 정부는 경제안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정기적인 협의와 소통을 위해 대만의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 동반자 협정(TTP)
가입도 추진 계획
- 대만과의 산업･경제 협력 동맹은 군사적 패권 확대를 추진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동시에 반도체 부품･소재 수출입 문제로 갈등을 겪은 한국도 염두한 행보로
풀이

출처: 日本經濟新聞 (2021.10.17.) 외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UA118330R11C21A0000000/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UA10BW20Q1A910C2000000/?unlock=1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UA162YH0W1A011C2000000/
https://www.shikoku-np.co.jp/bl/digital_news/article.aspx?id=K2021100900000018100
https://news.yahoo.co.jp/articles/9343ac0a1d052bc73a638b9e23f5f7392ec845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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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그린본드 발행･스마트 모빌리티 실현 등 친환경 전환 속도

전 세계 덮친 ‘에너지난’, 친환경 산업으로 회복 구상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억제됐던 수요가 폭증하는 가운데 다가오는 겨울에
대비한 전력 수요까지 겹치는 등 에너지난이 심각해지면서 전기와 가스 등
에너지 요금 급등
- 올해 들어 유럽의 에너지 가격은 거의 3배나 뛰어오르면서 사상 최고가에
근접했고 천연가스 가격은 금년 1월 이래 유럽 전역에서 평균 3.5배나 상승
-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비용 부담이 커지자 금년 9월 영국 빌링엄 등
대규모 비료공장 2곳의 가동이 중단됐고 스페인 최대 철강업체 셀사, 영국
철강업체 연합기구인 유케이스틸의 일부 공장의 조업이 중지되는 등 유럽
산업계 비상
이에 유럽에서는 그린본드 발행, 스마트재생가능에너지 확대, 탈(脫)탄소 경제
전환 등 친환경 사업과 친환경 에너지 보급을 위한 노력 가속
친환경 투자용 ‘그린본드(Green Bond)’ 세계 최대 규모로 발행
◉ 그린본드(Green Bond)
- 환경 친화적 프로젝트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된 채권
- 탄소 감축, 건물 에너지 효율화, 신재생 에너지, 전기자동차 등의 친환경적인 활동과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자금 지원 등 녹색산업과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이 한정되었으며 투자자와 사용처가 제한
되고 인증 절차가 엄격
- 2007년 EU의 개발은행인 유럽투자은행(EIB)이 6억 유로를 발행한 것이 시초며 초기에는 EIB, 세계
은행 등 국제기구가 발행을 주도했으나 최근에는 정부, 기업, 금융기관 등으로 발행 주체 확대

EU 집행위원회는 첫 EU 그린본드를 발행해 120억 유로(약 16조 4,000억 원)를
조달(10.12)
- 15년 만기의 이번 EU 그린본드 발행에 1,350억 유로(약 185조 원)가 넘는
주문이 접수되었으며 EU 전역에서 친환경, 지속가능한 투자를 위해서만 사용할 계획
- 그린본드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으로부터 회복하기
위한 부흥 기금의 일부로 사용할 방침
- 또한 친환경,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8,000억 유로(약 1,100
조 원) 규모의 경제회복기금 중 30% 가량을 그린본드를 통해 조달할 예정
- 2026년까지 2,500억 유로(약 342조 원) 규모의 그린본드를 발행할 계획이며
EU를 세계 최대 그린본드 발행국가로 만드는 것이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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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영국과 스페인, 콜롬비아도 금년 내로 그린본드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하는 등 유럽이 그린본드 시장을 주도해 나갈 전망
유럽연합 일부 도시에서는 친환경적인 스마트 모빌리티 본격화
(프랑스-보르도) 운송 로봇 전문업체 슈퍼피데스트리언의 e-스쿠터 ‘링크
(LINK)’ 100대를 활용해 스쿠터공유 서비스 계획 발표(10.5)
-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약 30㎢ 서비스 전역에서 전기차를 활용해 링크를
관리하여 공유 e-스쿠터 서비스를 환경 친화적으로 운영
- 링크에는 인공지능 기반의 예측 정비 시스템이 탑재되어 부품의 고장 수리
및 낭비를 줄여 주며 서비스 수명을 연장
- 서비스 초기에는 스쿠터 잠금 해제 수수료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계획
< 슈퍼피데스트리언의 e-스쿠터 링크(LINK) 모습 >

※ 자료 : 언론 보도자료 정리

(에스토니아-타르투) 택배회사 클레버론701*은 자율주행 차량을 이용해 무인
택배 상용화(10.12)
* 공공 도로에서 자율주행 차량으로 영업할 수 있는 면허를 유럽 최초로 획득한 민간 운송 회사

- 클레버론의 자율주행 차량은 전기자동차로 환경 친화적이며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소모하는 점이 특징
- 차량의 적재용량은 200kg로 시속 25km의 속도로 주행하며 자율주행이 어렵거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원격 통제 직원이 나서서 차량을 직접 조종
< 클레버론의 자율주행 무인택배 차량 모습 >

※ 자료 : 언론 보도자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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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U commission (2021.10.12.) 외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1_5207
https://www.reuters.com/business/sustainable-business/eu-starts-sale-debut-green
-bond-ifr-2021-10-12/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110135631i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11001/109502603/1
http://www.smartcity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78
http://www.smartcity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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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단신 동향

1. 해외
※ 제목 클릭 시 원문 링크(URL)로 연결됩니다.
국가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브랜더 카(Brendan Carr) 집행위원은
세계 최대 드론제조업체인 중국의 DJI가 미국의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면서 DJI에 대해 새로운 제재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언급

세계최대 드론업체
DJI 규제 강화
움직임 포착
(로이터 / 2021.10.20.)

- DJI의 소프트웨어 앱은 드론 운영자의 방대한 개인정보를 수집
하며 이를 중국 당국이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
※ 미국에서 판매되는 드론의 50% 이상은 DJI 제품

- DJI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커버드 리스트(covered list)’
기업 목록에 추가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
- DJI가 커버드 리스트에 포함될 경우 해당 제품 구매 시 미국
정부의 유니버설 서비스 펀드(USF)를 사용할 수 없게 될 전망
※ 유니버설 서비스 펀드(USF)은 미국 중소 무선통신업체나 브로드
밴드 제공업체들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

미국

○ 미중 대립이 첨예하게 이어지면서 드론 제조업체까지 제재를
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성사 여부 주목

전국 스마트 연합
파트너십 결성
(스마트시티월드 /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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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전역의 7개 지역 스마트시티 컨소시엄 그룹이 모여 미국
스마트시티 네트워크인 ‘전국 스마트 연합 파트너십(National
Smart Coalitions Partnership)’ 구축
- 전국 스마트 연합 파트너십은 현재 의회에서 논의 중인 1조
2,000억 달러(약 1,400조 원)의 연방 인프라 투자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결성
- 지방 정부, 기업 및 대학으로 구성된 그룹 네트워크를 통해
모범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지역의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구현
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

국가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 미국물리학회(AIP)는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추진 중인 국제적
기술 협력 정책을 정리한 기사를 보도함

바이든 대통령의
국제적 기술 협력
정책
(미국물리학회 /
2021.10.01)

- 바이든 대통령은 9월 21일 유엔총회에서 기후 변화와 판데믹에
대한 강력한 행동에 나설 것과 유망 기술에 대한 조율된 거버넌
스를 주장하는 연설을 하였음
- 팬데믹 대비 글로벌 보건 위협 위원회(Global Health Threats
Council) 신설과 탄소 중립 지원금 제공, 유망 기술의 조율된
거버넌스를 강조
-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와 지적 재산권 침해,
사이버 보안, 소셜미디어 가짜 정보 등의 부문에서 갈등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과의 파트너십을 강화
하고 있음
- AUKUS, Quad, 무역 기술 위원회 등의 국가 협의체를 통해
중･러에 대항하는 기술･경제 협력을 진행 중
○ 과학전문지 사이언스(Science)는 뇌를 모방한 뉴로모픽 칩
(neuromorphic chip) 기술의 발전 현황과 앞으로의 전망을
정리한 기사를 보도함

미국 뉴로모픽 칩 기술의
발전 현황
(사이언스 / 2021.09.30)

※ 뉴로모픽 칩 기술은 정보를 선형으로 처리하는 대신 수많은
디지털 뉴런을 통해 평행적으로 전기 자극을 다른 뉴런의 네트
워크로 보낼 수 있고 신경 네트워크를 통해 기존 반도체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정보 처리 가능

- 인텔은 이번 주 자사의 뉴로모픽 칩 제품 로이히(loihi)의 2세대를
공개하였으며, 브레인칩(BrainChip)과 신센스(SynSense) 등
다른 기업도 새로운 뉴로모픽 하드웨어를 출시한 바 있음
- 뉴로모픽 칩 기술은 인간의 뇌를 본따 개발되었지만 반대로
인간의 뇌를 이해하는데 활용될 수도 있을 것임
○ 미국물리학회(AIP)는 해외 인재 프로그램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2021년 국가수권법(NDAA)의 통과 소식을
전하는 기사를 보도함

해외 인재
프로그램에 대한
제한 강화 법안 통과
(미국물리학회 /
2021.09.30)

- 지난 주 하원 의회는 2021년 국가수권법(NDAA)에 우려되는
국가(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의 악의적인 인재 고용 프로그램에
참여한 연구자를 연방 연구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포함한 법안을 통과시킴
- 새로운 법안에 따라 연방 예산 지원을 1억 달러(약 1,180억원)
이상 받는 연방 기관의 경우 우려 국가의 인재 고용 프로그램에
참여한 연구자를 제외하도록 만들었음
- 일부 의원과 과학 커뮤니티 대표는 새로운 조항이 미국의 국익에
혜택을 줄 수 있는 협력 연구를 제한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오히려 해외 인재 고용 프로그램으로 해외 인재 유치에 적극적
으로 나서야 할 것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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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 백악관은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설립한 무역 기술 위원회
(Trade and Technology Council, TTC)의 첫 회의 결과를
정리한 보도자료를 발표하였고 다음과 같은 주요 경제 기술
문제 대응 방안이 논의됨
- 불공정 무역: 글로벌 무역 과제와 비시장적 무역 왜곡 관행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무역, 노동, 기후, 환경 등 관련 이슈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함

미국-유럽연합 무역
기술 위원회 회의 결과
(백악관 / 2021.09.29)

- 반도체 공급 사슬: 반도체 공급 사슬의 투명성과 소통을 향상시
키고 복구성을 개선하기 위해 국내 반도체 R&D와 제조
생태계를 강화
- 투자 스크리닝: 산업 트렌드와 투자 출처, 거래 종류 등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투자 트렌드에 대한 정보를 교환할 것임
- 수출 통제: 상호 공유할 수출 통제의 원칙을 결정하고 제3국의
역량 구축 지원, 과거 자문, 수렴적인 통제 접근법의 개발 등
협력 분야를 결정함

미국

- 인공지능: 혁신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보편적인 인권을
존중하고 민주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공동
으로 개발하고 인공지능이 노동 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것임

○ 에너지부(DOE)는 추진 중인 태양광 발전 보급 프로그램의
성과를 살펴보고 이를 더욱 촉진할 새로운 방안을 발표함
- 에너지부(DOE)는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NREL)가 개발한
태양광 자동 허가 과정(Solar Automated Permit Processing,

태양광 발전 보급

SolarAPP+) 프로그램을 125개 이상의 지자체가 가입하도록

프로그램의 성과와
새로운 방안 발표

만들어 여름 기간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힘

(에너지부 / 2021.09.28)

- 에너지부(DOE)는 태양광 보급을 위해 2022년 3월까지 솔스
마트(SolSmart) 프로그램에 60개의 지자체를 더욱 참여시키고
이를 인정받도록 하는 것을 새로운 목표로 제시함
- 에너지부(DOE)는 추가로 태양광 전망 현상금(Solar Forecasting
Prize)을 통해 태양광 발전을 얼마나 수행할지를 미리 예측하는
도구를 개발한 혁신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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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 국립과학재단(NSF)은 데이터 혁명 활용 연구소(Harnessing
the Data Revolution Institutes) 5곳을 신설하는데 7,500만
달러(약 890억원)를 투자하는 방안을 발표함
- (1) 지식기반 머신러닝을 이용한 생물학적 정보의 프런티어
연구소(NSF Institute for a New Frontier of Biological
Information Powered by Knowledge-Guided Machi
ne Learning) - 오하이오주립대학교(Ohio State Univer
sity)

국립과학재단, 데이터
미국

혁명 활용 연구소
신설을 위한 투자
방안 발표
(국립과학재단 /
2021.09.28)

- (2) 데이터 기반 발견을 위한 AI 알고리듬 가속화 연구소(NSF
Institute for Accelerated AI Algorithms for Data-Dri
ven Discovery) - 워싱턴대학교(University of Washington)
- (3) 극지방 데이터와 모델 혁명 활용 연구소(NSF Institute
for Harnessing Data and Model Revolution in the
Polar Regions) - 메릴랜드대학교(University of Maryland,
Baltimore County)
- (4) 데이터 기반 동적 디자인 연구소(NSF Institute for Data
Driven Dynamical Design) - 콜로라도광업대학(Colorado
School of Mines)
- (5) 통합적 탐사 환경을 통한 지리공간적 이해 연구소(NSF
Institute for Geospatial Understanding through an
Integrative Discovery Environment, I-GUIDE) 일리노이대학교(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
paign)
○ 일본 2위 이통사 KDDI와 3위 이통사 소프트뱅크는 에릭슨과
노키아를 5G 기지국과 무선망(RAN) 공유를 위한 네트워크
장비 제조사로 선정하고 계약 체결
※ 5G 망 공동구축･관리는 양사가 지난해 4월 50:50 지분으로 공

KDDI-소프트뱅크,
일본 교외지역 5G망 공유
인프라 구축 본격화
(피어스와이어리스/
2021.10.14)

동 출자해 설립한 ‘5G 재팬’이 전담

- 양사는 에릭슨과 노키아 장비를 활용해 일본 농어촌 지역에
‘다중 통신사 무선접속망(MORAN, Multi-Operator Radio
Access Network)’을 설치 예정
- 이를 통해 양사가 동일한 무선망 인프라를 이용하되 각자 개별적
으로 가입자를 관리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의 인프라가
구축
- 각사에 할당된 3.7㎓ 대역과 28㎓ 대역, 롱텀에벌루션(LTE)
주파수를 5G 용도로 활용하는 동적주파수공유(DSS)기술을
가입자에게 제공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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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 경제산업성은 녹색혁신기금을 사용하여 실시할 예정인 「차세대형
태양전지 개발」프로젝트의 내용을 정리한 연구개발･상용화

‘차세대형 태양전지
개발’ 프로젝트
연구개발･상용화계획
(경제산업성 / 2021.10.01)

계획 공표
- 기존 기술로는 태양광 발전을 설치할 수 없었던 장소에도 도입
가능하며 성능면에서도 기존 전지에 필적하는 차세대형 태양
전지를 개발하여 ’30년까지 일정 조건하(일사조건 등)에서 발전
비용 14엔/kWh 이하 달성이 목표(국비부담액: 최대 498억엔)
- ’30년 이산화탄소 약 60톤 감축, ’50년 약 1억톤 감축, 경제적
효과는 ’30년 약 125억엔, ’50년 약 1.25조엔 추산
○ 경제산업성은 녹색혁신기금을 사용하여 실시할 예정인 「해상
풍력발전의 저비용화」 프로젝트의 내용을 정리한 연구개발･
상용화계획 공표

‘해양풍력발전의
저비용화’
일본 프로젝트에 관한
연구개발･상용화계획
(경제산업성 / 2021.10.01)

- 현재 얕은 해역에서 착상식이 도입되고 있으며, 부유식 기술
개발은 전세계적으로 비슷한 수준
- 부유식 기술개발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① 아시아의 기상과 해상에 맞춘 풍차 및 부체 등 기술개발을
실시하고
② 사용자(발전사업자)도 참여하여 전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가격 수준을 목표로 풍차･부체･케이블 등을 설계하고 실증함
으로써 상용화 실현
○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는 SIP(전략적 혁신창조프로그램) 2기
(’18~’22)12개 과제 중 하나인 「자율주행(시스템과 서비스의
확장)」관련 대응을 정리한 중간보고서 공표

SIP 2기
「자율주행(시스템과
서비스의 확장)」
중간보고서
(내각부 / 2021.10.01)

- SIP 1기에는 실증실험 결과를 토대로 고정밀도 3차원 지도의
생성과 전달을 실시하는 다이내믹 기반 주식회사(DMP)가
’17년에 설립되어 ’18년부터는 전국의 자동차 전용도로의 고정
밀도 3차원 지도 약 3만km 전송
- SIP 2기에서는 이 고정밀도 3차원 지도에 연결시키는 동적인
정보로서 신호 정보, 규제정보, 정체 정보, 낙하물 정보 및
고속도로 합류 부근 차량 정보를 자율운행 실현에 있어 우선순위가
높은 정보로 평가하여 그 구축을 목표로 개발 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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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 신에너지 산업기술 종합개발기구(NEDO)와 경제산업성은
’19.11월부터 로봇사회구현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일손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시설관리, 소매･음식, 식품 등 3개
분야의 로봇 사용자 및 시스템 통합업체 등으로 구성된 「로봇
실장모델구축추진 태스크포스 (TF)」를 개최하고, 금번 성과
보고서 공표

로봇실장모델구축추진 - 시설관리에서는 서비스 제공의 실현을 위해 운반･청소･경비
및 소독 등의 기능을 가진 로봇이 시설 운영시 다른 층으로
일본 TF 활동성과보고서
(신에너지
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
경제산업성 / 2021.10.01)

이동이 최대 과제였으며 이를 위해 로봇의 엘리베이터 탑승
등에 대한 연구 개발 실시

- 소매･음식에서는 소매점포에서의 업무 자동화에 있어 로봇이
방대한 수의 상품을 신속하게 인식하기 위한 방법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상품 이미지 데이터에 의한 인식방법에 관한
환경 정비 실시 및 인식한 상품 이미지가 항상 최신 데이터로
저장되기 위한 데이터 유통기반 연구 실시
- 식품에서는 로봇이 담아내기 쉬운 플레이팅 방법 및 잡기 쉬운
포장용기 개발 등 플레이팅 로봇시스템 연구개발 실시
○ 샤오미는 2024년부터 전기차 양산을 시작하겠다고 발표

샤오미, 2024년부터
전기차 대량 생산
(CNBC / 2021.10.19)

- 앞서 금년 3월 전기차 시장에 10년 간 100억 달러(약 11조
3,400억 원)를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전기차 시장
진출 선언
- 이후 금년 9월에는 전기차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새 사업자인
‘샤오미EV’를 출범하며 사업을 공식화하는 등 사업에 속도
○ 한편, 중국 전기차 시장은 테슬라･BYD･바이두･니오 등 글로벌
기업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샤오미까지 본격
가세하면서 중국 전기차 시장 경쟁은 한층 가열 예상

중국 재정부와 과기부,
중앙재정
과학기술계획(전문프
로젝트, 기금 등)
경비관리 신구 정책
연결 관련
사무 통지 발표
(과기부 / 2021.09.30)

○ 재정부와 과기부는 중앙재정 과학기술계획(전문프로젝트, 기금
등) 경비관리 신구 정책 연결 관련 사무 통지를 발표 (9.30)
- 신청서 미작성 프로젝트는 신규 정책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 가동 프로젝트 심사는 기존 방식에 따라 진행하고, 미가동
프로젝트 심사는 신규 정책에 따라 프로젝트 및 예산 심사
- 임무서를 이미 제출한 프로젝트는 기존 임무서는 당분간 조정하지
않고, 집행 과정에서 연구 중인 프로젝트의 조정 요구사항을 적용
- 집행기간 내 연구 중인 프로젝트의 경우, 프로젝트 담당기관은
본 기관의 실제상황을 총괄 감안하고, 연구자와 충분히 협상한
후, 간접비 등의 신규 정책 집행 여부를 확정

63

국가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 집행기간 종료로 검수결론을 하달한 프로젝트는 관련 경비관리,
지출을 기존 정책에 따라 집행하며, 더는 조정하지 않음
- 프로젝트 담당기관은 연구프로젝트 실시와 연구비 관리사용의
주체 책임을 이행해야 하며, 예산 조정, 간접비 관리, 잔금
관리, 과학연구 재무 보조원 등 내부 관리 제도를 조속히 수정
또는 제정

<사물인터넷 신형
인프라 건설 3년
액션플랜
(2021-2023)> 해독
(공업정보화부 /
2021.09.29)

중국

공업정보화부, 차량
인터넷 카드
실명등록관리 강화
관련 통지 발표
(공업정보화부 /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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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의 빠른 구체화를 추진하고, 사회적 관심에 호응하고자
<사물인터넷 신형 인프라 건설 3년 액션플랜(2021-2023)>을
해독 (9.29)
- (추진배경) 13.5계획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핵심기술이
부족하고 산업 생태계가 불완전하며, 규모화 응용이 부족하고
지원체계가 산업의 발전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움
- (혁신능력 제고방법) 핵심기술 돌파, 기술 융합혁신, 협동혁신
메커니즘 구축 등 3개 분야에서 사물인터넷 산업의 혁신능력에
대해 배치
- (규모화 배치 추진방법) 사회 거버넌스 현대화 수요, 사회
거버넌스와 공공서비스 수준 향상, 산업 전환수요를 유도방향
으로 산업 품질향상과 효과증대 촉진, 소비 업그레이드 수요를
주요방향으로 하여 디지털 생활체험 다양화
- (생태계 구축 추진방법) 다원화 시장주체 육성, 산업클러스터
발전의 두 가지 분야에 주력해 사물인터넷 산업의 생태계 육성
- (표준 구축 및 구체화 추진방법) 사물인터넷 표준체계를 개선
하고, 3년 내에 중국내 산학연 역량을 동원해 40개 이상의
국가표준 또는 산업표준을 조속히 제정하며, 국제 표준화 사업에
심층 참여하여 중국의 국제 표준화 활동에서의 기여도 향상
- (안전보장사업 배치방법) 연구기관과 연맹･협회를 이용해 사물
인터넷 카드 안전관리 강화, 사물인터넷 비밀번호 응용 검사
플랫폼 및 안전 공공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물인터넷 안심제품’
등 분야 구축에 주력해 사물인터넷 보안 기술 응용수준과 안전
공공서비스 능력을 제고
○ 공업정보화부는 차량 인터넷 카드 실명등록 관리 강화 관련
통지를 발표 (9.28)
- 공업정보화부는 중국 전역 차량 인터넷 카드 실명등록사업의
총괄관리와 조직추진을 담당
- 도로자동차 생산기업과 전기통신기업은 산업 주무부처의 관련
요구사항에 따라 차량 인터넷 카드 실명등록사업 추진 하며
본 통지의 요구사항에 따라 2022년 9월 30일 전에 기 판매
차량에 탑재된 차량 인터넷 카드 실명보충등록사업을 수행
해야 함
- 자동차 수입업체 또한 도로자동차 생산기업과 동등하게 본
통지의 요구사항에 따라 구입해 탑재한 수입차량의 차량 인터넷
카드에 대해 실명등록 요구사항을 적용해야 함

국가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 왕즈강 과기부 장관은 2021년 중관촌포럼 전체회의에서 발언
(9.25)

왕즈강 과기부 장관,
2021년
중관촌포럼에서의
발언
(과기부 / 2021.09.25)

- 2030년 탄소 정점도달, 206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과학기술의 탄소 정점도달과 탄소중립 지원 행동방안>과
<탄소중립 기술발전 로드맵을 작성 중이며, 신에너지 기술
연구개발 및 응용 추진에 주력
-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국가 발전의 전략적 버팀으로 간주하여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기술혁신 일체화 배치를 추진
- 베이징, 상하이, 웨강아오대만구 등 국제영향력 있는 국제과기
혁신센터 구축을 가속화하고 특히 베이징의 중관촌이 과기혁신의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였고 앞으로 혁신주도형 발전 분야에서
선행시범을 진행하여 시범기지와 교두보 역할을 발휘할 것
- 향후 자주혁신과 개방협력 간 유기적 결합에 입각해 과학기술
자립자강과 과학기술 강국 건설을 가속화

중국

○ 국가세무총국은 <연구개발비 추가공제 정책 진일보 실시 문제
관련 공고>를 발표 (9.16)
- 기업이 10월에 3분기(분기별로 선납) 또는 9월분(월별로 선납)
법인세를 선납할 시, 1-3분기의 연구개발비 추가공제 우대조치
적용을 자주적으로 선택 가능

중국 조세우대로
기업의 연구개발비
투자 확대
(중국고신기술산업도보 /
2021.09.20)

인공지능 기반
플라스틱 재활용 및
저감 기술
독일 R&D 지원 사업
(연방교육연구부 /
2021.10.07)

- 10월 선납신청기간에 우대정책 적용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2022년에 2021년도 법인세 결산처리 시 일괄 적용 가능
- 일부 중소/마이크로기업의 재무 계산 수준이 낮은 것을 감안하여
연구개발비 지출 보조장부 양식과 작성할 것을 요구하는 정보에
대해 간소화 및 최적화를 진행
- 기타 관련 비용 한도액의 계산방법도 조정하여 단일 납세연도
내에 전개하는 여러 R&D 활동에 대해 기존에는 프로젝트마다
‘기타 관련 비용’ 한도를 각각 계산하던 것을 전체 R&D
프로젝트의 ‘기타 관련 비용’ 한도를 일괄적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전환하여 계산 방법을 간소화하고 한도의 조정 사용을
허용하여 총체적으로 추가공제 가능 금액을 향상
○ 연방교육연구부는 최근 인공지능 <플라스틱 재활용 애플리케이션
허브(KI-Anwendungshub Kunststoffkreisläufe)> 사업을
통해 2025년 까지 총 3천만 유로를 투입, 인공지능을 통한
플라스틱 재활용 부문 산업 혁신 역량을 강화고자 함
- 플라스틱 재활용은 순환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동력이며
기후 변화의 핵심 수단이자 디지털 기반 혁신 사례로 활용가능
- 가령 3D 센서, 고성능 이미지용 카메라 및 로봇을 투입하여
해양 폐기물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으며, 지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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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알고리즘은 이러한 작업의 효율을 보다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짐
- 이 사업은 연방교육연구부의 지속가능연구전략(FONA)와 <자
연.디지털.지속가능> 액션플랜의 일환으로 독일은 플라스틱
포장 소재 재활용 부문에서 선도적 역할을 확대하고 20250년
까지 해양 플라스틱 발생 제로로 요약되는 글로벌 목표에 기여
하고자 함
- 실제로 독일은 2015년 <2030 아젠다> 를 통해 플라스틱 저감
및 처리를 위한 혁신 기술 연구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현재 독일의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5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짐
○ 연방교육연구부는 2021년 여름 독일 북서부(노르트라인-베스트
팔렌 주, 라인란트-팔츠 주) 지역에 미친 광범위한 홍수 피해
복구 및 재건축 과정에 과학 기반 의사결정 및 분석 절차를
추가하여 미래 지향적인 방향을 발전시키도록 유도

과학 기반 홍수 피해
지역 재건 지원 사업
독일

(연방교육연구부 /
2021.10.06)

- 이를 위해 연방･주 정부의 복구 기금과 별도로 약 500만 유로
편성
- 이 사업의 핵심은 복구 및 재건을 위한 임시(ad-hoc) 과학
자문 기구로, 복구를 위한 다양한 분야와 기관의 연구자들이
참여하여 폭넓은 전문 지식을 공유할 예정
- 더 나아가 기존에 구성된 연방교육연구부의 이니셔티브(위험
예측 커뮤니케이션, 시민 보안 연구 프로젝트 등)와도 연결되어
구호 및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당국 및 시민단체와도 긴밀히
협력할 예정
○ EU는 클라우드 기술을 위한 유럽공동이해프로젝트(IPCEI)구성
작업 중
- 독일은 22개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며, 이를 통해 실시간-개방형
으로 요약되는 유럽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예정

EU 차세대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프로젝트 추진
(연방경제에너지부 /
2021.10.06)

- 특히 고성능, 고 에너지 효율, 사이버 보안과 같은 가치가
강화된 유럽 본위의 클라우드는 자율주행, 기후 보호, 인더스트리
4.0와 같은 유럽의 미래 디지털 비즈니스를 위한 선결
과제임을 강조
- IPCEI 프레임워크를 통해 개별 회원국은 EU 발 예산을 통해
자국의 프로젝트와 기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되며, 독일의 경우
최대 7억 5천만 유로까지 가능할 전망
- 최종 심사결과는 2021년 12월, 프로젝트 시작은 2022년 중반에
실시될 예정이며, 12개 회원국은 높은 개방성과 확장성을 가진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는 형태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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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 최근 독일 브룬스뷔텔(Brunsbüttel) 에 정박중인 컨테이너선에
엘브블루(ElbBlue)에 CO2중립형 합성 LNG를 최초로 연료를
보급하여 운항하는데 성공

독일

최초의 탄소 중립
선박 출항
(연방경제에너지부 /
2021.09.29)

- 이 성과는 연방정부의 해양 연구 프로그램 “해양.녹색.추진
(MARITIME.green.Propulsion)”을 통해 LNG, 암모니아,
수소, 메탄올 등에 대한 미래 대체 선박 연료 및 실증 활동
지원 사업에 따른 것
- 탄소 중립형 합성 LNG는 해양 산업이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분야로 인식
- 특히 화물용 선박을 탄소 중립형으로 전환할 경우 탄소 무배출
선박 운송을 2030년 까지 현실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이를 위해 내년 까지 총 5,800만 유로의 예산 지출 예정
○ 미국의 일방적인 아프가니스탄 철군 결정과 미국･영국･호주의
안보협력체 ‘오커스(AUKUS)’ 출범으로 EU는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에 회의감 확산

중국과 협력 관계
확대 모색
(글로벌 타임즈 /
2021.10.17)

○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을 줄이고 나아가 최대 교역 상대국인
중국과 경제적인 관계뿐 아니라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협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 포착
- 샤를 미셸Charles Michel)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중국과 협력 관계를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 아울러 ‘하나의 중국’ 정책을 엄수하며 국제 관계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언급

EU

○ 이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EU는 전략적 동반자라고 규정
하면서 EU 측에 전략적 소통을 강화할 것을 요청
○ 유럽 연구 위원회는 2021년 유럽 연구 위원회 (European
Research Council, ERC) 선진 보조금에 대한 사실과 수치를
알려주는 기사를 발표함

2021년 선진 보조금
신청: 사실과 수치
(유럽연구위원회 /
2021.09.03)

- ERC는 1,735건의 제안서를 받았고, 이는 2020년의 2,678건에
비해 35% 정도 감소된 것임
- 물리 및 공학 분야에서의 지원서(764개)가 가장 많았으며 생명
과학(499개), 사회 과학(472개)이 뒤를 이었고 여성은 20.8%의
제안서를 제출해 이전보다 1.5% 줄음
- ERC 프로그램은 2021년에 추정해서 약 250개의 선진 보조금에
대해 6억 2600만 유로를 배정하였고 선정된 프로젝트들은
2022년 5월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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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 UN무역개발협의회(UNCTAD)는 2021년 현재 글로벌 데이터
흐름과 디지털 경제의 현황을 살펴본 디지털 경제 보고서를
발표함

UN무역개발협의회,
국제 디지털 경제 보고서
기구 2021 발표
(UN무역개발협의회 /
2021.09.29)

- 데이터 중심의 디지털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여 글로벌 인터넷
프로토콜 프래픽은 2017년에서 2022년 사이 3배로 증가
하였고 특히 COVID-19로 인해 인터넷 트래픽이 크게 늘어
글로벌 인터넷 대역폭은 전년 26%보다 훨씬 높은 35% 증가
- 반면 개발도상국 국민 중 20%만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사용하더라도 느린 다운로드 속도와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있었음
- 또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구글), 페이스북,
텐센트, 알리바바 등 디지털 기술 대기업은 위성 브로드밴드,
AI 스타트업 등 글로벌 데이터 가치 사슬의 모든 부분에
투자하고 있음
- 글로벌 데이터 흐름은 디지털 경제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기에 UN무역개발협의회(UNCTAD)는 종합적인 글로벌
디지털 데이터 거버넌스를 평가하고 개발하기 위한 조율
기구를 신설할 것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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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 제목 클릭 시 원문 링크(URL)로 연결됩니다.
분류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 10.21일 오후 5시 발사한 누리호가 이륙 후 1단 분리, 페어링
분리, 2단 분리 등을 정상적으로 수행
- 다만 3단에 장착된 7톤급 액체엔진이 목표된 521초 동안
연소되지 못하고 475초에 종기 종료

누리호 발사 결과
(과기정통부 / 2021.10.21)

- 이로써 지구 저궤도에 안착하지 못하였으나 국내 독자개발
발사체의 첫 비행 시험으로서 주요 발사 단계를 모두 이행하고
핵심 기술을 확보했다는데 의의
- 항우연 연구진과 외부 전문가 등은 발사조사위원회를 즉시
구성하여 3단 엔진 조기 종료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문제점을
보완하여 2차 발사를 추진 예정
○ 국내외 최신 인공지능 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미래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 방향 논의를 위한 국제 인공지능 토론회(글로벌
인공지능 포럼, Global AI Forum) 개최(10.21)

주 새로운 시대의
무 인공지능을 향한
부 방향 조망
처

(과기정통부 / 2021.10.20)

- ‘새로운 시대의 인공지능(AI of New Era)’을 주제로 1,200여명의
다양한 국내외 산･학･연 인공지능 종사자 참여
- 캐나다 몬트리올대학교 요슈아 벤지오 교수가 발표한 기조연설은
‘인간 수준의 인공지능을 향해(Towards Human-Level AI)’를
주제로 그동안 인공지능의 발전상을 조망하고 향후 나아가야할
지향점으로 ‘넓고 견고한 인공지능(Broad and Robust AI)’
제안
- 이외에도 언어지능, 뇌인지 발달모사, 설명가능 인공지능을
핵심 주제로 한 다양한 발표와 질의응답 진행
○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의 코로나 예후예측 해결책(솔루션) 고도화에 박차
- 코로나 확진 입원환자의 초기 의료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 중증 이상으로 진행될 확률을 제시하여 의료진 진료 지원

인공지능으로 코로나
환자의 중증 위험도
예측에 도전
(과기정통부 / 2021.10.18)

※ 삼성서울병원 등 주요 의료기관과 루닛, 아크릴 등 인공지능 전문
기업이 협력, 지난 8월 시제품 개발

- 현재 삼성서울병원･일산병원 등에서 사용자 편의성, 전향적
외부 성능 평가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22년에 식품의약품
안전처 인허가를 목표로 솔루션 고도화 추진
- 이를 위해 적극행정으로 과기정통부와 세종충남대병원은 세종
생활치료센터에서 올해 11월까지 코로나 예후예측 해결책의
성능 검증 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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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2030」을 보고･확정(10.19)
※ 지능형교통체계(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는 자동차,

지능형교통체계

도로와 같은 교통수단, 시설에 첨단기술을 적용하여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교통안전을 증진하는 교통체계

기본계획 수립2030

- 2030년을 목표 연도로 ‘친환경적이고 안전하면서 단절 없는
사람 중심의 교통서비스 제공’을 비전으로 수립

(국토교통부 / 2021.10.18)

- 세부적으로는 5개 교통분야의 4대 목표별 추진 전략 마련
- ①(자동차･도로) 실시간 예방･대응 가능한 도로교통 환경 조성
등 ②(철도) 선제적 철도 안전관리체계 구축 ③(항공) 스마트
항공 안전 구축 ④(해상)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 체계
확립 ⑤(수단간 연계) 수단간 연계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 울산시와 함께 세계 1등 조선강국 실현을 위한 친환경･스마트
선박 실증기반※ 구축에 본격 착수

미래선박 실증기반
주 본격 구축
무 (산업통상자원부 /
부
처

2021.10.20)

※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전기추진 스마트 실증선박 등
-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건립) 자율운항선박 핵심기술
(운항자율+시스템자율)을 개발하고 체계적인 실증을 통한
조기 상용화 기반 마련
- (ICT융합 전기추진 스마트선박 착공식) 국내 최초 직류기반
하이브리드 전기추진 실증선박 건조를 통한 전기추진시스템･
통합제어시스템 등 체계적인 실증으로 상용화 촉진
- 이번 실증기반 구축 사업은 향후 우리나라가 미래선박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개발과 국제표준･인증 선도를 위한 데이터
확보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
○ 산업통상자원부 박기영 차관은 10월 18일(월) 목동 KT 데이터
센터를 방문하여 수도권 전련계통 상황점검과 ‘전력계통 영향
평가제도’도입 등 안정적 계통운영방안에 대하여 논의

산업부 2차관,
전력계통 정보공개
시스템 구축,
전력계통
영향평가제도 도입 등
안정적 계통운영
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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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산업부는 탄소중립 같은 에너지･산업부문의 환경 변화로
계통 측면에서 지속적 전력망 보강과 전력수요 분산이 필요
하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정부도 안정적으로 전력 공급을 위해
최근 수립된 ‘제9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에 따라 ‘34년까지
29.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힘
- 또한 수도권 등 특정 지역에 집중된 전력수요를 분산하여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었음
- 한전은 42개 권역별 전력계통 여유현황을 공개하는 「전력계통
정보공개 시스템」을 올해 중 구축할 것이며 ‘전력계통 영향평가
제도’가 법제화되면 세부적인 실행 방안을 정부와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하였고 KT는 데이터 센터와 같은 에너지 다소비
시설은 2050 탄소중립에 따른 에너지 효율화와 친환경 경영을
실현할 계획임을 밝힘

분류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 2050 탄소중립위원회(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 윤순진 서울대
교수)는 10.18(월) 오후, 서울 노들섬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과 「2030 국가 온실
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을 심의･의결하였음

2050 탄소중립,
미래 생존을 위한
마지막 기회
(산업통상자원부 /
2021.10.18)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050년 탄소중립 실현 시의 미래상과
부문별 전환내용을 전망하는 것으로 올해 8월 제시된 3개 안
중 검토를 거쳐 2개 안으로 심의 및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석탄발전 중단 등에 따른 국내 감축을 통해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2개 안을 정부에 제시하였음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기존 2018년 대비
26.3% 감축에서 대폭 상향된 40% 감축 목표를 심의 및
의결하여 정부에 제안하였음. 쉽지 않은 목표이지만 탄소중립
실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
- 오늘 심의･의결된 안건은 다음주 국무회의(10.27)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2030 NDC 상향 목표는 11월초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 예정인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발표할 예정

주
무
부
처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기술보증기금을 전담 수행기관으로 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하고 10.21.(목)
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 그간 중소기업은 기술거래･사업화 전담기관 및 사업지원 법률의
부재로 우수 중소기업 육성에 한계가 있었음

중기 기술거래･사업화
활성화 지원 본격화
(중소벤처기업부 /
2021.10.20)

- 이에,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책 지원을 위해「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 3월 동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마치고 이번
10.21.(목)부터 시행하게 됐음
- 개정법 및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중소기업 기술거래･
사업화 촉진 사업 추진 ▲기술거래 전담조직 및 기술혁신
계정 설치 등
- 중기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기술거래 생태계가 촉진될 수
있도록 연내까지 전담조직･사업운영･지원절차 등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준비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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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 중소벤처기업부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을 발굴해
육성하기 위해 ‘2022년도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을 10월
25일(월)부터 11월 12일(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힘

‘수출유망중소기업’
11월 12일까지 모집,
마케팅･금융 등 우대
(중소벤처기업부 /
2021.10.19)

- ‘수출유망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의 수출역량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모집하고 ’00년부터
’21년 상반기까지 총 21,625개사를 지정하였고 현재까지 지정
유효한 기업 2,688개사를 지원 중
- 전년도 직･간접 수출실적이 500만 달러 이하인 중소기업이면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이번 모집기업은 ’21년 12월까지 평가를
마쳐 선정하고 ’22년 1월부터 ’23년 12월까지 2년간 5개
정책금융기관의 여신･보증조건 우대, 9개 은행의 금리･환율
우대 등 20개 기관으로부터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신청과 접수는 10월 25일(월)부터 11월 12일(금)까지 수출지원
센터 누리집(www.exportcenter.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서류와 현장평가를 거쳐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수출지원 지역협의회‘ 에서 최종 선정할 예정
○ 코로나 비대면 시대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홈 특허출원 증가

주
무
부
처 스마트홈과 함께 하는
슬기로운 집콕 생활
(특허청 / 2021.10.18)

- 스마트홈 관련 국내 출원은 ’09년 56건에서 ’20년 140건으로
최근 10여년 사이(’09~’20년) 2배 이상 증가
- 기술 분야별로 ‘스마트홈 가전’ 510건(40.5%), ‘건강관리’
289건 (23.0%), ‘보안 서비스’ 254건(20.2%) 및 ‘스마트 전력
제어’가 205건(16.3%) 차지
- 특히, ‘스마트홈 가전’과 ‘건강관리’ 분야의 특허 출원이 많았고,
’09년 대비 ’20년에 각각 3.3배와 6.0배 증가하면서 가장
높은 증가세
-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홈엔터테인먼트와 원격의료 수요가
커짐에 따라, 관련 출원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풀이

한-아세안 협력의
지평을 넓힌다
(외교부 / 2021.10.22)

○ ‘제1차 한-BIMP-EAGA 고위관리회의(SOM)’가 10.21(목) 정
의혜 외교부 아세안국장과 아흐마드 잠리 빈 카이루딘(Ahmad
Zamri Bin Khairuddin) 말레이시아 총리실 경제기획원
부국장 대행의 공동 주재로 개최됨
- 참가국 대표들은 한-BIMP-EAGA 협력이 동남아시아 지역의
포용적･균형적 성장 및 아세안 연계성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공감하고, 양측간 협력 추진 방안에 대하여 논의
- 외교부는 금년 신설된 한-BIMP-EAGA 협력기금(약 1백만
달러)을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사업 추진 예정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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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특히, 기후변화에 취약한 BIMP-EAGA 국가들의 수요를 감안
하여 동 국가들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적극 지원할 예정
- 외교부는 BIMP-EAGA를 통해 한-해양동남아 소지역 협력을
안정적으로 정착･발전시켜, 기존 한-메콩 협력과 더불어 한-아
세안 협력의 지평을 보다 다층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
○ 외교부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국-브라질소사이어티
(KOBRAS)는 10월 20일(수) 오전 워커힐 호텔에서 ‘제10차
한국-브라질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

제10차 한국-브라질
비즈니스 포럼 개최
(외교부 / 2021.10.20)

- 올해 10회째를 맞이한 이번 포럼은 양국 정부 관계자, 기업인,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코로나19에 따른 브라질 경제 현황과
비즈니스 환경을 살펴보고 우리 기업의 브라질 진출 기회를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음
- 이번 포럼을 통해 중남미 최대 시장인 브라질과의 상호 협력
기회를 모색함으로써 코로나 이후 양국 경제협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됨

주
무
부
처 환경책임투자 범위
구체화…환경기술산업법
시행령 개정
(환경부 / 2021.10.19)

○ 환경부는 환경책임투자 사업 범위 및 환경정보 공개 대상 규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이하 환경기술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0.19.(화) 국무회의
에서 의결되어 10월 말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힘
- 우선, 환경책임투자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구체화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전담기관의 지정･해제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음
- 또한, 앞으로 2조 원 이상의 자산총액을 보유한 주권상장법인은
2022년도부터 환경정보를 공개해야 함
- 이 외에도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 간 협력을 강화하고 성과
활성화를 위해 올해 안으로 신설될 예정인 중앙녹색환경지원
센터의 지정 대상을 정하고 기능을 고려한 평가 기준을 마련

수도권 대기오염,
국내외 연구진과
3차원 입체지도로
파악
(국립환경과학원 /
2021.10.18)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미국항공우주국 등 국내외 25개
연구진과 공동으로 10.18.(월)부터 11.26.(금)까지 수도권
일대의 대기오염물질 분포를 파악하기 위한 대기질 국제공동
사전조사(GMAP2021)에 나선다고 밝힘
- 이번 조사는 ’22~’24년에 예정된 제2차 대기질 국제공동조사
수행을 위한 사전조사이며, 지상･항공･위성 등을 이용하여
수도권 대기오염물질을 입체적으로 관측하여 3차원 오염지도를
그리는 데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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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사전조사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제2차 대기질 국제공동조사를 ’22~’24년까지 추진할 예정이며
제2차 대기질 국제공동조사는 미국･유럽 및 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한반도 및 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대기오염 연구와 환경
위성 검증을 수행할 예정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코로나 이후 시대의 산업
안전보건 연구를 선도하기 위하여「포스트 코로나 시대 안전
보건 전망과 해결과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0.18.(월)
밝힘

주
무
부 코로나 이후
처 산업안전보건 변화를
전망한다
(안전보건공단 /
2021.10.18)

- 이번 연구보고서는 지난 4, 5월 <포스트코로나, 산업안전보건
전망과 해결과제>를 주제로 6회에 걸쳐 실시한 연속 포럼을
통해 수렴한 각계 의견과 연구 결과를 담고 있음
- 코로나19로 인한 ▲고용노동환경 변화와 안전보건 사각지대
▲코로나 이후 시대의 사고사망 예방 ▲디지털 기반의 작업
장소와 안전한 재택근무 ▲산업보건 사각지대 종사자의 직업
건강적 접근 등 4가지 중점주제를 중심으로 구성
- 보고서는 연구원 누리집(www.kosha.or.kr/oshri)에서 열람
및 내려받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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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1

주요 통계

과학 기술

｢중국, 2020년 R&D 투자현황｣ 주요 내용
중국 국가통계국, 과기부 및 재정부는 「2020년 중국 과학기술 경비투입 통계공보」를 발표 (2021.9)

’20년 중국의 R&D 투자는 전년도에 비해 10.2%가 증가한 24,393.1억 위안임
-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은 전년(2.23%) 대비 0.16%p 증가한 2.40%로,
상승 폭이 지난 11년간 신기록 창조
- R&D 인력(FTE 기준)의 1인당 연구개발비는 46.6만 위안으로 전년 대비
0.5만 위안이 증가
< 2012-2020년 중국 R&D 투자 변화추이 >

(국제비교) 2020년 중국의 R&D 투자는 미국의 54%, 일본의 2.1배로 세계
2위 고수*
* 미국과 일본의 R&D 투자 수치는 ’19년도 수치

- ’16-’19년 중국의 R&D 투자 연평균 순 증가량은 2,000억 위안 이상으로,
G7 국가 연평균 증가량 합계의 60%
- 중국의 R&D 투자 연평균증가율은 11.8%로, 미국(7.3%), 일본(0.7%) 등 과학기
술 강국보다 훨씬 높음
- 세계 주요 경제 체제에서 중국의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은 ’16년에 세계
16위에서 12위로 상승하여 OECD 국가의 평균치에 근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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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단계)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는 전체 R&D 투자비 중 각각
6.0%, 11.3%와 82.7% 차지, 이들 비중이 전년도와 변함이 없음
※ 기초연구 1,467억 위안, 응용연구 2757.2억 위안, 개발연구 20168.9억 위안

- (수행주체) 전체 R&D 투자 중 기업의 비중이 76.6%(18,673.8억 위안)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정부산하연구기관, 대학 순
※ 정부산하연구기관 3408.8억 위안(14%), 대학 1882.5억 위안(7.7%)

- (산업부문) 규모이상 공업기업* 중 R&D 투자비가 500억 위안 이상인 산업이
10개 분야로 이들 산업의 R&D 투자비가 전체 규모 이상 공업기업의 73.6%
* 연간 매출액이 2,000만 위안 및 이상인 법인 공업기업

- 첨단기술제조업과 장비제조업의 R&D 투자비는 4,649.1억 위안과 9,130.3억
위안이고,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 비중은 2.67%와 2.22%
< 2020년 산업별 규모 이상 공업기업의 R&D 투자비 현황 >
산업부문
합계
채광업
석탄 채굴/세척/선별업
석유와 천연가스 채굴업
철금속광 채굴/선별업
비철금속광 채굴/선별업
비금속광 채굴/선별업
채굴 전문 및 보조성 활동
제조업
농부식품가공업
식품제조업
술/음료/정제차 제조업
담배제품업
방직업
방직의류산업
피혁/모피/깃털 제품업과 신발제조업
목재가공과 나무/대나무/등나무/종려
나무/풀 제품업
가구제조업
제지와 종이 제품업
인쇄와 기록매체 복제업
문화교육/공예미술/스포츠/엔터테인
먼트용품 제조업
석유/석탄 및 기타 연료가공업

매출액 대비
R&D투자
산업부문
비중(%)
15271.3
1.41 화학원료/화학제품 제조업
294.8
0.73 의약제조업

R&D투자비
(억 위안)

120.1
80.1
18.3
22.6
20.3
33.4
14783.8
276.6
157.3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
797.2
1.25
784.6
3.13

R&D투자비
(억 위안)

0.58 화학섬유제조업
1.20 고무와 플라스틱 제품업
0.44 비금속광물제품업

132.4
444.8
513.1

1.66
1.74
0.88

0.82 철금속제련과 압연가공업
0.55 비철금속제련과 압연가공업
1.58 금속제품업

799.3
418.8
561.9

1.09
0.77
1.44

977.9
966.0
1363.4

2.38
2.85
1.67

485.2

3.13

1.54 일반설비제조업
0.57 전용설비제조업
0.81 자동차제조업

28.0

철도/선박/항공우주 및 기타 운수설비
제조업
0.25 전기기계와 기자재 제조업

1567.1

2.26

231.4
105.8
90.3

0.99 컴퓨터/통신 및 기타 전자설비 제조업
0.76 계측기기제조업
0.89 기타 제조업

2915.2
293.7
48.1

2.35
3.59
1.98

89.7

0.61

67.3

0.78 폐기자원 종합이용업

38.4

0.65

90.7

1.28 금속제품/기계 및 설비 수리업

18.7

1.28

192.7
151.8

0.24
0.22

136.6
93.6

1.04 전력/열력/가스 및 물 생산과 공급업
1.41 전력/열력 생산과 공급업

101.5

0.83 가스 생산과 공급업

23.6

0.25

189.6

0.45 물 생산과 공급업

17.2

0.48

출처 : 중국 과학기술부(2021.9.22)
https://mp.weixin.qq.com/s/3yZnQIrr0-miCJZ8fSXucA
http://www.gov.cn/shuju/2021-09/22/content_5638658.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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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ICT 품목별 수출액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금액
정보통신방송기기
ㅇ전자부품
ㅇ컴퓨터 및 주변기기
ㅇ통신 및 방송기기
ㅇ영상 및 음향기기
ㅇ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 가정용 전기기기
- 사무용 기기
- 의료용 기기
- 전기 장비
･일차전지 및 축전지

2021년p

2020년
증가율 비중

183,509
131,075
13,907
13,677
2,627
22,222
4,197
341
2,041
10,435
7,614

3.8 100.0
3.4 71.4
53.0
7.6
-5.3
7.5
-40.8
1.4
0.5 12.1
16.5
2.3
3.9
0.2
-4.3
1.1
-0.8
5.7
1.0
4.1

9월 당월
금액
증가율

1~9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21,336
15,661
1,923
1,450
191
2,110
461
40
239
981
732

164,132
118,757
12,471
11,830
1,772
19,303
4,084
338
1,845
8,916
6,595

100.0
72.4
7.6
7.2
1.1
11.8
2.5
0.2
1.1
5.4
4.0

21.1
23.4
49.1
17.2
-17.8
-2.6
-2.5
32.1
29.8
-2.8
-2.1

23.8
25.5
16.4
27.5
-13.8
21.1
38.2
26.6
29.1
18.8
19.5

주) P : Preliminary(잠정치)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10.

주요 ICT 품목별 생산액
(단위: 억 원, %)

구

분
금액

정보통신방송기기
ㅇ전자부품

2021년

2020년p

3,320,840

증가율

비중

7월 당월p
금액
증가율

1~7월 누적p
금액
증가율 비중

2.9

69.3

312,701

15.3

2,058,049

9.5

69.9

2,046,771

2.4

42.7

194,328

17.4

1,269,788

10.7

43.1

ㅇ컴퓨터 및 주변기기

149,785

44.4

3.1

13,862

19.9

92,715

5.5

3.1

ㅇ통신 및 방송기기

374,177

2.1

7.8

32,726

6.0

215,981

-1.3

7.3

ㅇ영상 및 음향기기

83,124

-5.5

1.7

7,785

9.7

49,597

-0.6

1.7

666,983

-0.4

13.9

64,000

13.9

429,967

14.1

14.6

808,327

3.4

16.9

70,483

5.9

495,196

6.2

16.8

ㅇ통신서비스

370,695

1.7

7.7

31,000

0.5

217,233

0.9

7.4

ㅇ방송서비스

196,387

2.9

4.1

16,414

3.6

119,000

3.5

4.0

ㅇ정보서비스

241,245

6.7

5.0

23,070

15.9

158,964

16.9

5.4

ㅇ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정보통신방송서비스

SW

664,477

7.2

13.9

55,969

4.0

391,647

9.3

13.3

ㅇ패키지SW

131,326

7.7

2.7

11,203

7.6

77,151

10.5

2.6

ㅇ게임SW

141,106

17.2

2.9

11,388

3.8

81,381

0.9

2.8

ㅇIT서비스

392,045

3.9

8.2

33,377

2.9

233,115

12.1

7.9

4,793,643

3.6

100.0

439,153

12.1

2,944,892

8.9

100.0

ICT 전체
주) P : Preliminary(잠정치)

※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KAIT･KEA, 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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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 ICT 정책･기술 동향

과학기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전략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과

Tel：(044) 202-6735

Tel：(044) 202-6222

E-mail：ghgh0244@korea.kr

E-mail：kimhs5023@korea.kr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과학기술정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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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산업분석팀

Tel：(043) 750-2367

Tel：(042) 612-8241

E-mail：jshong@kistep.re.kr

E-mail：lee@iitp.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