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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1

국내외 연구자 이해충돌 관리제도 동향 및 시사점1)

개요

“이해의 충돌(Conflict of Interest, COI)”은 연구윤리 중 하나의 큰 영역이기
이전에 사회적으로도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던 윤리항목임
이해의 충돌은 개인의 직무와 그의 사적 이익 사이에 관련성이 생길 때, 그가
직무로서 수행한 평가･심사･판정･조언･자문 등이 그의 사적 이익을 위해 편향되지
않았는지 제3자가 합리적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4호에서는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으로 규정2)

- 이해충돌은 심사･평가･판정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법률가, 심사 위원회)
또는 국민의 이해관계의 직결되는 정보를 취급하는 사람(공직자)에게 발생하기
쉬우며, 조언, 자문하거나 지식을 창출하는 사람(교육자･연구자, 전문가, 자문
위원회)에게서도 발생 가능*
* 이러한 활동에 자주 참여하거나 국민의 이해(利害)에 직결되는 정책을 자문･결정하는
지도자층 또는 공직자 및 연구자 등 지식인층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해충돌은
“사회적 신뢰(social trust)”에 직결되는 윤리항목

이해의 충돌은 일반적으로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지만 연구현장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이 혼합되어 나타나며, 주로 개인차원의 이해의 충돌이 많지만 기관차원의
이해의 충돌(institutional COI)로 나타나기도 함
- 금전적 이해의 충돌(financial conflict of interest)
- 직무의 충돌(conflict of commitment)
- 인적 충돌(personal conflict)
- 지적 충돌(intellectual conflict)
* 미국, 유럽에서는 금전적 이해의 충돌을 중점적으로 관리하지만 우리는 인적 충돌이
중점 관리대상(우리는 관계중심의 사회)

1)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교육혁신본부장 노환진 교수(hjnho@ust.ac.kr)
2) 이 장(이하 연방규정, COI관리체계, 관리절차, 모범행동양식 포함)의 내용은 「이해충돌의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작성에 관한 연구(노환진, 2021, KISTEP.)」에서 발췌하고 재편집함
1

해외는 이해충돌 회피를 민법, 회사법 등의 조항으로 규정하다 “이해충돌의
관리체계”를 법제화, 기관별로 “부패”와 동등한 차원의 엄격한 관리체계 운영
* 미국 「Bribery, Gift and Conflict of Interest Act」 제정(1962), 프랑스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1983년 7월 13일 법률」, 독일 「부패단속법(1997)」, OECD 「이해
충돌방지 가이드라인(2003)」

2021. 5월 제정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계기로 과학기술 연구기관에
대해서도 관련 원칙 적용이 예정되며 법률 시행 전 세밀한 검토와 준비 필요
우리나라는 정부기관, 공공기관, 국립대학, 법인화대학, 출연(연) 등을 대상으로
관련 원칙 적용 예정으로, 연구공동체의 능동적인 대응이 더욱 중요함
그러나 아직까지 연구관리행정에서 연구비 지출, 연구생 관리, 창업촉진 등에서
구호와 연구윤리와 같은 원칙은 있지만, “제도화”는 불충분*
* 구호와 원칙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으나 연구자 활용이 용이한 가이드라인이나 세부
규범(기준과 절차)과 제도(담당부서의 설치)는 부실･부재한 경우가 다수

국내 연구공동체(연구기관, 연구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시행령
제정에 연구공동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가 필요하며, 다른
한편으로,「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에 따라 이해충돌관리 규정을 2021년 말
까지 제정해야 할 상황
- 2015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연구공동체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여 혼선을 초래한 바 있음
따라서 본 글은 “이해충돌의 관리제도”에 초점을 두고, 우리 연구공동체가 COI관리
제도를 제대로 구축하도록 하기 위해 선도국의 제도 동향을 살펴봄
선진국이 연구활동에서 이해의 충돌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연구의 객관성과
진실성을 높이고 연구가 윤리적이며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에
공적 자금이 투입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대응으로 봄
여기서 유념할 사항은 실제적 이해의 충돌(real COI) 뿐 아니라 이해충돌로
보이는 것(apparent COI)조차도 관리대상이 된다는 점
이해충돌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해도, 우리의 연구기관이 어떠한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인가의 설계는 매우 어렵고 저항을 받을 수 있음
- 관리제도 : 이해관계의 공개, 회피/기피/제척, 이해관계의 경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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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구공동체의 이해충돌의 관리

가. 연방규정(Code of Federal Regulation, CFR)3)
미국의 연구공동체를 위한 COI 관리규범은 1995년 HHS(보건복지성)의 연방규정
「45 CFR 94」 또는 「42 CFR 50」으로 제정
- 미국은 “심각한 금전적 이익(significant financial interest, SFI)”이라는
개념을 규정하고 이해관계의 신고 및 관리대상의 기준으로 삼고 있음
45 CFR 94(RESPONSIBLE PROSPECTIVE CONTRACTORS) 일부요약
“심각한 금전적 이해관계(SFI)”는 다음의 하나 이상을 의미한다.
(1) 모든 상장기업과 관련하여, (금전적 이해관계의) 공개 이전 12개월 간 그 기업으로부터 받은 모든
보수의 가치 그리고 공개일 기준 그 기업으로부터의 지분이익의 가치의 합계가 5,000달러4)를 초과
하는 경우.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보수에는 급여 및 서비스에 대해 별도로 급여라고 간주되지
않은 어떠한 방식의 지급(예를 들어, 컨설팅 수수료, 사례금, 원고료)도 포함된다. 지분이익은 주식,
스톡옵션, 또는 다른 소유권 이익을 포함하며, 공시가격 또는 공정시장가격의 합리적인 수단을 참고
하여 가치를 결정한다.
(2) 비상장 기업과 관련하여, (금전적 이해관계의) 공개 이전 12개월 간 그 기업으로부터 받은 모든 보수의
가치의 합계가 5,000달러를 초과 할 경우, 또는 연구자(또는 연구자의 배우자나 부양 자녀)가 어떠한
지분이든(예를 들어, 주식, 스톡옵션, 기타 소유권) 보유하고 있는 경우.
(3) 지식재산권(예를 들어, 특허, 저작권)과 이에 관련된 소득을 얻는 경우. 그런데 여기에는 소속기관으로
부터 받은 급여, 로열티, 수당, 그리고 소속기관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지식재산권 및 이 권리와 관련
하여 소속기관과 함께 배분되는 로열티, 정부 및 공공기관(대학, 대학부설연구소, 메디컬 센터)이 지급
하는 수당(자문･심의위원회, 강연 및 세미나 수당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 연구기관마다 이해충돌 관리를 위한 강제적 행정절차를 두도록 규정
- 특히, 인간 대상 연구에서는 금전적 이해의 심각함(SFI)에 상관없이, 조금의
이해관계가 있으면 연구회피를 요구할 정도로 관리체계 엄격*
* 임상시험은 그 결과가 의약품의 시판에 직결되므로 그 제조회사가 임상연구자에게 의도적
호의를 베풀 가능성이 크며, 피험자의 보호가 중요하기 때문

- 연구자 자신과 배우자 및 부양자녀의 소득을 모두 신고해야 할 정도
미국의 대학은 COI관리체계(전담부서설치, 전문가 배치, 규정제정)를 갖추어야
NSF, NIH 및 Funding Agency에 연구비 시청자격을 얻을 수 있음
- 미국의 대학은 연방규정이 요구하는 COI 관리체계를 갖추고 심사를 받음
3) 미국의 연방규정(우리 시행령에 해당함)의 내용은 우리의 시행규칙보다도 더 상세함을 볼 수 있음
4) 2011. 8월 규정개정 이전에는 10,000달러로 규정되었던 액수
3

나. 미국 대학의 COI 관리체계(Stanford 대학의 사례)
미국 대학은 NSF/NIH에서 지원받은 연구과제에 관련된 모든 연구자의 금전적
이해충돌(FCOI)을 NSF/NIH에 통보할 의무가 있음
- 임상연구에 대한 NIH의 지원과제는 NIH의 규정에 따라 FCOI를 관리
전담부서로 COI관리실(COI Office)에 COI관리자를 배치하며 COI위원회
(Institutional COI Committee, ICOIC)를 운영하며 COI관련 의사결정
- ICOIC는 연구처장이 위원장을 맡으며, 2명의 행정직원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심사대상의 연구자와 동일분야 교원 2명을 추가하여 구성
모든 연구자는 매년 정기적으로 모든 “이해관계”를 COI관리실에 신고･공개해야
하며 새로운 이해관계가 형성되면(결혼, 상속, 창업, 연구참여, 주식구입 등)
그 내용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함
- 이해관계 신고양식은 우리나라 공직자 재산등록보다 더 상세하며, 외부활동
내역(외부의 직책, 계약관계, 외부수입 등)까지 신고함
- 연구기관은 연구자가 신고한 이해관계를 공개해야 함. 즉, 언론이나 시민이
연람･확인하고자 할 때, 그 신고내용에 접근 가능해야 함
학과장(또는 연구실장)들은 그들의 학과･학부･연구실 또는 연구소의 연구자에
의해 제출된 연구제안서의 COI를 심사하고 서명할 의무를 가짐
- 이러한 심사는 연구제안서가 제출될 때 실시되며, 인간대상 연구과제에 대한
IRB 심사에서도 실시됨
COI관리실의 COI관리자는 모든 연구자의 이해관계 신고서를 접수한 후, 다른
행정부서가 특정 사안에 참여하는 특정 연구자에 대한 충돌관계에 대한 심사를
요청해오면, 검토하되 만약 충돌관계가 있다면 그 관리계획(완화･제거･제척 등)을
행정부서에 제시해야 함
대학은 연구자에게 COI 관련 정책과 규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연구자는 매 4년마다 “COI교육”을 이수해야 함
연구자가 자주 마주치는 상황에 대해서 윤리적 행동을 판단하도록 모범행동양식
(good scientific practice)을 제정하여 공표함
- 연구과제 수행, 외부활동, 창업, 석･박사학생 멘토링, 행사개최 등
※ 모범행동양식(good scientific practice)는 뒤에 자세히 소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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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국 대학의 COI 관리절차
① 모든 연구자는 매년 정기적으로 이해관계(외부활동 포함)를 신고함
- 신고는 상급자(supervisor)를 경유하여 COI관리실에 접수함
- 특별한 변동이 있는 경우(결혼, 상속, 연구참여 등)에는 특별 신고함
- COI관리실은 신고서를 접수받고 현재의 직무와 관련성 검토
② 연구자는 새로운 과제참여나 외부활동의 착수 이전에 승인요청
- 상급자는 결재과정에 승인신청자의 COI를 검토(경미한 사항은 승인)
③ 연구기관에서 평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하려는 부서 또는 연구자의 외부활동
계약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해당 연구자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COI관리실에 이해충돌여부를 심사요청
④ COI관리실은 해당 연구자에 대해 이해의 충돌여부 심사(COI 심사)
- 만약 COI가 존재한다면, “COI관리계획”을 작성, COI위원회에 상정
* COI관리계획은 COI를 완화･제거(충돌관계의 해소) 또는 제척하기 위한 계획이므로
작성과정에 해당연구자와 협의가 필요함

⑤ 승인받은 “COI관리계획”을 (COI 심사를 요청한) 행정부서로 전달
- 연구자는 그 계획내용대로 COI를 완화 또는 제거한 후, 새로운 업무(위원회활동,
연구과제, 외부계약, 외부활동 등)를 수행할 수 있음
< 미국 대학의 COI 관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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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미국 대학의 모범행동양식(good scientific practice) 주요내용
* 미국은 Faculty Handbook, Research Policy Handbook 등의 형태로 교수의 활동규범에
대해 친숙(쉽게)하게 인지하도록 가이드라인 제공

1) 외부활동에서의 모범행동양식
연구자(교수 포함)는 소속 연구기관에 대한 “전임으로서의 의무(full- time
obligation)”를 충족시킨다는 조건하에 외부활동 허용
연구자는 전임으로서 현직(active duty) 또는 연구년가(sabbatical leave)
중에 외부기관/단체에서 경영책임을 져서는 안 되며, 경영책임을 암시하는
직위(Director, Officer)를 맡을 수 없음
연구자 개인의 자유로운 외부활동이 “허용된 한도(1주 1일)”를 초과할 경우에는
자신의 학과장이나 학장, 연구처장과 상의 필요
- “허용된 한도” 동안 결근이 허용된다는 뜻은 아니라 출근의 의무(Presence
of Campus)가 있으며, 외부활동은 모두 신고
연구자는 연구기관의 인력･장비･시설과 서비스를 자신의 외부활동에 관련하여
사용할 수 없음(일시적 사용(incidental use)은 허용)
- 연구결과(지식재산권 출원 이전)에 대한 우선적 접근이 연구자 개인의 이해관계가
있는 외부기관/단체/기업에 제공되어서는 아니 됨
학생, 직원, post-doc 연구원 및 공동연구자의 과업(work)이 연구기관의
승인 없이 연구자의 외부활동에 유용(exploit)되어서는 아니 됨
- 연구자가 학생의 지도교수나 논문심사위원으로 재직하는 중에 연구기관의
승인 없이, 지도학생을 외부활동에 고용하거나 과업을 요구할 수 없음
우리 연구기관 내에서도 적절하게 수행될 수 있는 연구과제 또는 교육 프로그램을
외부기관에 두고 수행 또는 지휘하는 것을 금지
- 연구자가 창업한 기업은 외부기관에 포함(과제를 창업기업에 유치금지)
연구자가 외부기관과 개인적으로 체결하는 컨설팅(자문, 참여)계약에서는 컨설팅
책임으로부터 자신의 연구기관에서의 책임을 엄격히 구분하도록 명시
- 연구기관의 지식재산권에 영향을 줄 어떠한 계약도 체결할 수 없음
- 연구자는 연구기관에서 얻은 자신의 연구결과에 대해 자신이 컨설팅하는 기업/
단체에게 우선적 혹은 배타적 접근권한을 제공하지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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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업 및 기술 라이센싱에서의 모범행동양식
연구자의 창업활동도 외부활동의 하나로 간주됨
산학협력단은 모든 잠재적인 기술구매자(licensee)에게 공정하고 개방적인 접근을
보장하면서 연구기관의 기술을 판매해야 함
- 그 기술을 개발한 연구자의 창업기업이 그 기술의 우선 구매자로 처음부터
결정해서는 아니 됨(철저한 마케팅 보고서를 작성･보고 후 결정할 문제)
- 연구자는 기술구매자를 대표할 수 없으며, 연구자가 창업한 기업을 대표하여
자신이 개발한 기술이전을 위해 산학협력단과 직접 협상할 수 없음
연구기관에서 진행 중인 연구와 (창업한) 기업에서 진행 중인 연구를 분리하고
명확하게 구분하여 자원(연구비, 물자, 인력)을 관리해야 함
- 창업회사에 대한 컨설팅 시간은 평균 1주 1일로 제한하며, 만약 연구자가
창업한 기업에서 경영자의 역할 수행하려면 휴직해야 함
- 연구기관의 연구실을 창업기업의 연구공간으로 이용할 수 없음
라이센스 계약으로 획득한 지분과 증여지분을 제외하고는, “대학관리회사5)”
만이 대학을 대신하여 회사의 지분을 획득할 권한을 가짐
- 투자정보의 출처와 대학의 자산 투자와 관련된 의사결정으로부터 연구 수행을
포함한 대학의 운영은 분리해야 함
3) 교육 및 학술활동에서의 모범행동양식
교수는 정기적 Lab meeting과 주기적 Mentoring meeting을 실시함으로써
지도학생의 지적 성장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해결해 주어야 함
교수가 학생과 함께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착수회의(Kick-off 미팅)에서
학생에게 과제의 개요를 설명하고, 논문저자의 배분, 특허권의 배분 등에 대해
미리 약속하는 것이 바람직함
연구자가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교육･훈련 및 지도에는 “학생의 학업적 이익
(academic interest of the student)”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연구기관에 기부금이 들어온 경우, 기부금의 출처와 사용이 명확히 식별될
수 있도록 독립된 계정으로 관리되어야 함
5) “대학관리회사”란 대학의 기금을 투자하여 재정을 증식하기 위해 만든 대학소유의 영리법인이다.
Stanford 대학은 Stanford Management Company(SMC)을 보유하고 있다. 국가연구기관과는 달리,
대학은 자산을 증식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소위 academic capitalism이다. 그러나 대학은 투자자
이지만 자신의 기술을 구매한 회사에는 투자하지 않음으로써 이해의 충돌을 피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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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에게 다음의 행동은 COI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회피해야 함
- 연구자(특히 교수)의 연수생(trainee, 학부생, 대학원생, postdoc)에게 이해
관계가 있는 회사/단체가 재정을 지원하는 경우
- 연구자(특히 교수)의 교육･훈련･지도에 사용되는 물품 또는 장치를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단체가 지원 또는 판매하는 경우
- 연구자(특히 교수)가 주최･주관하는 행사(학술행사, 워크숍, 친목행사 등)에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단체가 지원하는 경우
연구자의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기업이나 이익단체가 학술행사를 지원(후원)하는
경우 다음의 원칙을 준수해야 함
- 협소한 주제가 아닌 오직 광범위*하게 정의된 분야에만 지원가능 함
* 여기서 “광범위”의 의미가 애매하지만 “소수의 특정 연구자”에 대한 후원이라는 인상을
주면 안 됨

- 후원자의 홍보나 마케팅이 행사진행 내용(시간배정)에 없어야 함
- 후원내용이 참석자에게 공개되어야 함
- 후원이 행사의 내용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됨
연구자가 학생(학부생, 대학원생, postdoc)이 창업한 회사에 투자하는 경우,
연구자의 이익보다 학생의 교육적 이익이 우선 고려되어야 함
- 연구자(특히 교수)와 학생과의 관계는 “불평등한 권력관계(unequal power
relationship)”이므로 이 투자가 연구자의 이익을 위한 투자라고 독립된 관찰자가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다면 “이해의 충돌”에 해당
학생이 창업한 회사에 연구자(특히 교수)가 투자한 경우, 연구자(특히 교수)는
다음의 상황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학생이 학위를 마치기 위해 학교에 머무는 것보다는 회사의 전임근무에 매진하도록
하기 위해 학교를 떠날 것을 조언하는 경우
- 학생이 학업 프로그램에 집중하기보다는 회사 활동에 과도한 시간을 투입하도록
허락(성적을 후하게 주는 등)하는 경우
- 그 회사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주제로 대학원생이나 postdoc의 연구방향을
이끄는 경우
- 연구자가 자신이 투자한 회사에 있는 학생이나 postdoc을 다른 학생이나
postdoc 보다도 더 우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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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연구기관 차원의 COI(institutional COI, ICOI)의 관리
개인의 차원을 넘어, 조직 및 기관 차원의 COI가 있을 수 있으며, 기관이
수행하는 연구의 객관성/진실성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함
- 기관의 이해충돌(institutional COI, ICOI)이란 기관 또는 그 지도자의 재정적,
정치적, 기타 이해관계가 기관의 전문적, 법적, 윤리적 또는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능력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상황
- 연구기관에 막대한 기부금을 낸 제약회사가 요구하는 임상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또는 대학 총장의 정치적 입장을 고려해서 연구자가 환경이슈를 발표하지
못하는 상황이 여기에 해당함
*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기관이 보여주는 “부처이기주의”가 여기에 해당함

ICOI(기관 COI)를 관리하는 방법은 아직도 연구대상임
- 기관 지도자(총장, 학장, 임원)의 이해관계를 이사회에 신고하며, 임기동안
모든 연구활동, 외부활동 및 투자활동은 수행을 자제
- 대학의 교육･연구기능(비영리활동)과 자산증식기능(영리활동) 사이에 방화벽을
설치함(대학관리회사의 설치, 산학협력단의 독립성 등)
- 대학의 라이센싱, 창업, 기금증식 등 영리활동에 대한 엄격한 관리
바. 미국의 인간대상연구에 대한 ICOI관리
연구기관이 소유한 지식재산권을 라이센싱한 제품에 대해, 연구기관 소속의
연구자가 “인간대상연구”를 담당하는 경우 “ICOI”가 발생한 것임
- 이러한 경우를 미리 밝혀내기 위해 연구기관은 연구준법관리실을 설치
ICOI관리절차
① “연구준법관리실(Research Compliance Office)”은 IRB 심사를 위해 제출된
protocol에서 제안된 연구에 사용될 모든 의약품･의료기구･생물제제가 본 연구
기관의 지재권을 사용한 것인지 사전 검토(산학협력단 협조)
② 기관COI로 판명되면 COI관리실에서 “사건문서(case document)”를 준비
- 연구를 포기할지, 이해관계를 해소할지 그 방법을 제시

③ ICOI를 해소하려 한다면, 산학협력단장은 연구후원 회사 또는 검증되고
있는 제품에서 연구기관의 지분과 라이센스 사용료 소득이 포기되어야만
함을 연구기관의 지주회사(또는 대학관리회사)에 통보해야 함

9

3

일본 대학의 이익상반(이해충돌)의 관리(동경대학 사례)

가. 이해충돌관리 정책
정책목적 : 대학의 사회적 사명(교육, 연구, 사회봉사)이 교직원 개인적 이익이나
대학의 조직적 이익에 의해 대립이 생기는 상황을 적절히 관리하여, 교육과
연구에 대한 정확성과 진실성을 유지하고 사회적 신뢰를 높임
이러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시책을 추진함
- 대학본부에 “이익상반 관리위원회”의 설치하여 전체적 심의의결
- 각 단과대학에 “이익상반 자문기구”의 설치하여 학문분야별 특성 존중
- “안전규정(safe harbor rule)”의 제정하여 특정 사안은 보호
- 산학관 제휴에 관련된 교직원의 이해관계의 신고 및 공개
- 이익상반에 관한 규정 제정 및 조사, 보고, 학습
나. 이익상반 관리위원회
본부(총장 아래)에 설치하고 사무국은 산학제휴법무과, 총장이 위촉한 위원으로
구성(임기 2년, 연임 가능, 외부전문가가 과반수) ;
- 이익상반 관련 규칙에 관한 심의 및 세이프 하버 룰의 제･개정
- 부국(部局)의 이익상반 가이드라인 승인 및 이익상반 자문가 위촉
- 이익상반과 관련된 심사 및 조사, 자기신고서 서식 결정 등
다. 이익상반 자문기구
각 부국(部局, 단과대학, 병원)에 설치하고 이익상반 자문가(어드바이저)로 구성
(임기 2년, 연임 가능) ;
- 이익상반 가이드라인의 제･개정(이익상반 관리위원회 승인 필요)
- 이익상반에 의한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의 개선하기 위한 시책의 결정
- 교직원의 이익상반에 관한 질문과 상담에 대한 대응 및 필요한 조언･지도
- 세이프 하버 규칙 및 이익상반 가이드라인에서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익상반 자문기구는 이를 위원회에 신속하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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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익상반에 관한 자기신고
< 동경대의 이익상반 관리체계의 요약 >

산학관 제휴활동에 종사하는 교직원은 이익상반에 관한 자기신고서를 매년도
말에 각 부서를 통해 이익상반 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 외부활동(신고기준) : 허가유무, 종사시간(연 30시간), 수입(연 30만 엔)
- 주식 등 소유 : 2촌 이내의 친척이 소유한 주식 총수(스톡옵션 포함)
- 계약관계 : 과거 3년 내에 관여한 산학관 연계 활동의 상대방 기업과의 사이에서,
자신 또는 2촌 이내의 친족이 임원, 컨설팅, 원자재 공급, 고용 등의 계약관계에
있으며, 지난 1년간 계약금액이 30만엔 이상인 경우
- 지도하는 학생을 외부 기업 등의 단체에 파견한 경우
- 지적재산권으로 지난 1년간 수입이 30만엔 이상인 경우
마. 이익상반에 관한 safe harbor rule6)
목적 : 이익상반 관리의 대상이 되는 교직원의 행위 중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익상반 관리의 대상에서 제외
- 동경대학에서의 교육 또는 연구성과를 발표하는 저작 및 강연 등의 활동
6) 세이프 하버 룰 : 규제･규정이 모호하게 표현된 경우에 그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장해주는
구체적 기준을 정해주는 조항을 의미한다. 심지어 특정한 규제 대상에서 면제해주는 조항을 의미하기도
한다. “안전조항”, “면책조항”이라고도 부른다. 이것은 규제의 방향은 제시하되 위반여부는 판사에게
맡기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규정제정방법”이다. 세이프 하버 룰에 따르지 않는 행위라고 해서
즉시 이익상반행위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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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회 등 학술연구상 유익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교직원의 연구분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활동
- 교육 또는 연구를 장려하기 위한 활동
- 국가 또는 지방정부의 심의회 또는 이에 준하는 위원회 등에서의 활동
동경대학의 규정에 따라 계약된 산학공동연구와 수탁연구는 이익상반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경우 관리대상
- 공동연구 등의 상대방 기업 등에 대한 학생 파견은 이익상반 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않다고 보지만, 교육목적에 반하는 경우는 관리대상
- 다만, 공동연구 등의 상대방 또는 그 모회사, 자회사 등의 관련회사가 다음에
열거된 기업 등*인 경우로 ⓐ해당 사실이 공동연구 등의 수용결정과 관련된
심사 시에 부국장 및 심사기관에 신고되지 않았을 때 ⓑ해당 사실이 관계규정에서
정하는 통보･보고･공표사항에 포함되지 아니한 때 또는 ⓒ해당 사실이 이익상반
관리위원회에 보고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대상
* 교직원 또는 그 2촌 이내의 친족이 이사, 집행임원, 기타 이사직을 맡는 기업
* 교직원 또는 그 2촌 이내의 친족이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의 주식(신주 예약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주식회사
* 교직원 또는 그 2촌 이내의 친족이 총 사원 지분의 5% 이상의 지분을 가진 지분회사
등의 기업 등

4

우리 과학기술정책과 이해충돌의 관리

가. 2021. 5월 제정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골자
해당 법은 연구관리 행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적용
- 출연금 및 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를 수행하는 연구자나
직원은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 신청*
* 입학･성적･수행평가･인사･선발업무도 동일

- 공직자는 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금전거래･부동산거래를 한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
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
* 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사업자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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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는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지 않는 한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음
-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 공직자의 소속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안에서 자신이 소속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그 상대방에게 조언･자문･정보 제공*
* 예 : 창업한 교수가 대학소유의 기술을 이전받기 위해 대학과 협상하는 경우

- 소속기관장 허가없이 소속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 소속기관장 허가없이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연구기관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
-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에 관한 신고접수 및 관리, 교육･상담, 위반행위의 조사 등 수행
나. 우리 연구공동체가 COI관리를 위해 사전에 고려할 내용
과학기술의 발전과 혁신을 위한 연구관리행정에는 “일반 행정”을 적용하기
어려우며 연구활동 과정과 학문 특성에 대한 각별한 이해가 요구됨
- 과학기술은 대중의 다수결 합의가 아닌 소수의 천재가 발전시키는 속성
- 연구의 불확실성을 인정해주는 연구지원제도(grant)와 여건조성 필수
* 독일의 Harnack 원칙(1911), 영국의 Haldane원칙(1918), 미국의 Bush원칙(1945)은
모두 연구활동에서 행정논리와 경제논리를 배척하자는 선언

연구활동을 활성화하려는 우리 정책에서 간과하는 부분을 특별 고려
- 선진국은 교수, 연구원보다 지원인력이 더 많으며 연구몰입 보장
* 지원인력은 윤리, 안전, 실험, 법률, 노무, 창업, 교육, 연구(사서, 장비)를 지원
< 주요 대학의 인적 구성 비교7)(2016년 기준) >

Harvard
Stanford
MIT
Caltech8)
동경대
교토대
서울대9)
KAIST

교수 수

학생 수

학생 수
/교수 수

지원
인력 수

지원인력
수/교수

예산

5,134
4,422
1,036
900
3,612
3,240
2,110
639

22,000
16,336
11,376
2,240
28,073
22,785
28,630
10,504

4.3
3.7
11.0
2.5
7.8
7.0
13.5
16.4

12,949
12,148
11,073
3,600
3,975
3,643
1,451
703

2.5
2.7
10.7
4.0
1.1
1.1
0.5
1.1

$ 4.5 billion
$ 1.6 billion
$ 3.3 billion
$ 0.6 billion
￥244.6Billon
$ 1.4 billion
7,844억원
7,950억원

7) 노환진. (2019). 출연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과실연. 한국연구재단 정책연구 2017-42. p. 76.
8) Caltech이 위탁경영하는 JPL의 인력(규모 5천명)은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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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구회의 인적 구성 비교 >
(단위 : 명)

일본 AIST(2012)
연구직 : 2,288
행정직 : 661
기술직 : 1,553
학생･방문자 : 3,951

독일 MPG(2012)
연구직 : 5,378
ETA : 11,641
학생･방문자 : 4,812

프랑스 CNRS(2012)
연구직 : 11,450
ETA : 14,180
비정년 : 8,900
학생･방문자 : 5,000

한국 NRF(2017)
연구직 : 9,102
ETA : 2,988
무기계약직 : 258
학생･방문자 : 4,266

우리는 연구활동에 준수할 원칙은 있지만, 전담부서･인력, 가이드라인 등 구체적
관리체계는 충분히 마련되지 못하여 연구자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책임 부과
- 연구 자체에 몰입해야 하는 연구자 입장에서 연구분야 전문지식 외 추가로
빈번히 변경되는 법률과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
- 선진국의 제도와 비교해 연구비관리, 연구결과의 기술이전, 연구부정행위 조사,
연구실 창업 등의 제도에서 보다 구체화 노력 필요
연구자의 외부강의, 컨설팅 및 NGO 활동 등 사회적 요청에 부응함이 연구자의
“사회봉사”임에 대해10), 우리 사회는 아직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봄
- 이러한 외부활동은 지식을 주변으로 확산하는 채널의 하나로 바라보지 않고
대가를 바라는 부조리의 하나로 간주하는 경향(횟수･대가 제한)
- 연구자의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달리
연구자의 지식확산 활동에 규제적 제도로 비쳐짐
* 권한을 가진 공직자의 부적절한 금품수수 관행으로 오용된 외부강의나 컨설팅 등을
규제하기 위한 취지이나 전문가의 연구결과와 전문지식의 사회환원에는 장애요인 가능

- 선진국에서는 연구지의 외부활동에 대한 관리를 연구기관의 자율적 관리에
맡김으로써 학문분야가 가지는 특성과 입장을 살려냄(예 : 세이프하버룰)
사회와 연구공동체 사이에는 자율성을 부여하고 윤리적으로 행동하겠다는
묵시적 계약이 있는 것이며 이것이 상호 존중되어야 창의적 성과가 나옴
- 연구윤리사건은 일반 사법체계 절차 이전에 연구공동체가 관장토록 배려
* 연구활동의 전문성, 불확실성 등의 특성은 일반 사법체계 관련 기관이 이해하기 어려움

- 연구활동에서의 COI 관리도 연구공동체가 관리하도록 법률로 보장 필요
- 적절한 COI관리체계를 만들지 않으면 감사에 저촉되는 연구자가 많을 것

9) 서울대학교 교수의 수에는 연구교수도 포함됨. 서울대 직원의 수에는 자체 직원 385명이 포함됨
10) 미국 AAUP(미국대학교수협회)가 「1915 Declaration of Principles on Academic Freedom and
Academic Tenure」을 발표하면서 대학의 기능을 교육, 연구, 사회봉사로 정의하고 이 3개 기능을
잘 수행하기 위해 학문의 자유(academic freedom)이 필요하다고 선언하였음. 산학연의 협력활동이
대학, 연구기관, 기업의 큰 기능으로 자리 잡으면서, 사회봉사(외부활동)는 연구자의 책무로 자리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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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사점

연구활동에 요구되는 자율성과 책무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사회(정부, 정치권 포함)는 연구공동체가 스스로 결정하고 활동하도록 여건을
보장하고, 연구공동체는 엄격한 윤리체계를 스스로 구축하고 적용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얻는 방향으로 상호 노력해야 하는데, 쉽지 않음
- 2022. 5. 19일 발효를 앞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연구활동에 대한
COI 관리제도”를 시행령에 반영하도록 연구공동체가 미리 준비
* 연구공동체가 스스로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연구활동 이해가 미흡한 제도가 만들어질
것이고 이는 연구자와 연구활동 모두를 제한하는 제도로 작동하게 될 것임
* 연구자가 이해관계를 신고하면 전담부서에서 전문적으로 관리해주는 형식 필요(단순히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신고해야 하는 형식을 지양)

연구활동에 대한 COI 관리제도에 반영할 사항
연구기관은 이해충돌관리실을 설치하고 연구자는 이해관계를 정기적으로 신고
하면서, 연구자가 특정업무(연구과제, 위원회, 창업, 계약, 외부활동)를 착수하기
전에 이해관계를 심사받고 이해충돌을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
- “비밀”과 “정보”의 구별 기준을 정하고 직무상 정보가 공개되는 기한까지
“엠바고제도”를 도입해야 정부위원회 참여 연구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음
연구기관은 연구자가 자주 접하는 활동에 대해 모범행동양식을 제정하되 연구자가
쉽게 이해하는 가이드라인으로 제정함으로써 연구몰입 지원
우리는 과거에 이해충돌에 대한 고려없이 “연구실 창업”을 촉진하였으므로
이미 고착화된 이해충돌사례가 너무 많을 것이며 이에 대책이 필요
* 일본처럼 “세이프하버룰”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미국 Stanford 대학과 일본 동경대학의 규범, 운영조직 및 모범행동양식에서
보듯이 연구현장 중심의 상세한 가이드라인은 우리가 배울 점
과총, 연구재단, KISTEP, NST 등 연구공동체의 대표기관들이 표준규범을
제정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리더십을 발휘해야 함
- 연구기관의 지원인력 확대에 대해서는 더 깊은 연구(전문성) 필요
- 연구관리 및 윤리행정에 관한 연구를 전담하는 전문조직의 설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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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1

주요 동향(1) : 과학기술

미국, 주요 산업 공급망 강화 방안 발표

백악관은 반도체, 배터리, 희귀 광물, 의약품 산업 공급망의 취약점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급망 강화 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 발표(’21.6.)
* FACT SHEET: Biden-Harris Administration Announces Supply Chain Disruptions
Task Force to Address Short-Term Supply Chain Discontinuities

바이든-해리스 정부는 100일간의 검토* 보고서를 통해 4대 주요 산업 공급망의
취약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여 미국의 산업경쟁력 강화 정책추진
* 2021년 2월 24일,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 14017호 “미국의 공급망(America’s
Supply Chains)”을 통해 반도체, 배터리, 희귀 광물, 의약품 산업에 대해 범정부적으로
공급망의 취약점을 파악하고 회복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을 지시
< 미국의 공급망 강화 방안 >
범주

주요 내용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기반 건설

⦁주요 공급망에 종사하는 미국 근로자와 혁신에 투자
⦁국내외의 지속 가능한 공급망에 대해 투자
⦁무역 기동타격대를 신설하고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

경제 재개로 인한 단기
공급망 문제 대응

⦁공급망 혼란 태스크 포스의 결성
⦁상무부의 공급망 관련 데이터 취합 및 정보 공유

⦁미국의 제조 및 혁신 역량 재건
⦁근로자에 투자하고, 지속가능성에 가치를 두며, 품질을 향상시키는 시장의 발전
장기적인 미국 공급망의
⦁주요 제품에 대한 구매자이자 투자자로의 정부의 역할 활용
회복력 강화
⦁무역 집행 메커니즘을 포함한 국제 무역 규정 강화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점 대응에 동맹국과 파트너와의 협력

1)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기반 건설
- 노동부(DOL)는 주요 공급망에 종사하는 미국 근로자의 훈련과 어프랜티스십
프로그램에 1억 달러(약 1,100억 원)를 투자하고, 에너지부(DOE)는 정부 투자를
받는 혁신 제품 상당수의 미국 내 생산 요건 신설
- 정부의 구매 활동에서 국산품을 우대하고 농무부(USDA)는 식품 생산과 공정의
공급망을 강화하는 데 40억 달러(약 4조 5,000억 원) 이상을 투자하며, 대통령은
글로벌 공급망 회복력에 대한 포럼을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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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무역대표부(USTR) 주도 무역 기동타격대* 신설로 불공정 무역 관행 타파와
동맹국과 파트너와 공급망 강화
* Trade Strike Force

2) 경제 재개로 인한 단기 공급망 문제 대응
- 단기적 공급망 문제 대응을 위한 범정부적 조율을 위해 공급망 혼란 태스크포스*
결성
* Supply Chain Disruptions Task Force

- 상무부(DOC)는 공급과 수요를 추적할 연방 정부의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데이터 취합과 이러한 정보를 다양한 연방기관 및 민간기업과 공유
3) 장기적인 미국 공급망의 회복력 강화
- 반도체 국내 제조와 R&D, 전기 자동차 보급, 차세대 배터리와 의약품 제조에
대한 투자, 희소 광물에 대한 투자 등을 통해 미국의 제조와 혁신 역량 재건
- 21세기에 맞는 희소 광물 채굴 및 처리 표준을 마련하고, 제약 공급망의 투명성을
개선해 민간기업이 지속가능하고 회복력이 강한 사업 방식을 만들고 채택할
수 있도록 지원
- 구매자이자 투자자로서 정부 역할을 활용해 주요 광물과 소재의 국방 비축을
재건하고 세금 공제, 대출, 지원금을 통해 국내 배터리 제조 인센티브를 제공할
때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관련 요건 포함
- 공정하고 회복력이 강한 공급망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적인 무역 전략을 수립해
중국 등 무역 정책에 반영하고, 기존의 무역 협정을 활용해 공급망 회복력
강화 방안 모색
- 미국 단독으로 공급망을 강화할 수 없다는 점에서, 외교적, 금융적 정책 방안을
활용하여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점에 대응하는데 동맹국과 파트너와 협력

출처: 백악관(2021.6.8)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1/06/08/factsheet-biden-harris-administration-announces-supply-chain-disruptions-task-forceto-address-short-term-supply-chain-discontinu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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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립과학재단 지원법 하원 추진

사이언스는 미국 하원의 국립과학재단 지원법의 추진 상황을 전하며 상원이 추진
중인 혁신경쟁법과 비교하여 소개*(’21.6.)
* House science panel firms up its plan to expand NSF

미 하원의 과학, 우주, 기술 위원회*는 미래를 위한 국립과학재단법**을 만장일치
승인하여 현재 하원 본회의 표결 대기 중
* House Committee on Science, Space and Technology
** National Science Foundation for the Future Act

- 하원 본회의에서 논의와 일부 조항의 수정이 이루어진 이후 표결을 거치고,
통과할 경우 상원의 미국혁신경쟁법(USICA)과 조율 예정
< 상원 혁신경쟁법과 하원 국립과학재단법의 차이점 >
항목

상원의 미국혁신경쟁법
(USICA)

하원의 미래를 위한 NSF법
(NSF for the Future Act)

법안 범위

⦁국립과학재단, 에너지부, 항공우주국의 예산
⦁국립과학재단의 예산
및 연방기관의 정책 프로그램

NSF 전체
예산 규모

⦁향후 5년 동안 810억 달러

⦁향후 5년 동안 780억 달러

신설 기술 부서
⦁향후 5년 동안 290억 달러
예산 규모

⦁향후 5년 동안 132억 달러

신설 기술 부서 ⦁인공지능, 양자 정보 과학, 로보틱스 등 ⦁환경적 지속가능성, 기술 인력, 사회경제적
업무 분야
10대 기술 초점 분야에 초점을 맞춤
불평등 등 사회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개발함
예산 지원 다양성 ⦁역사적으로 국립과학재단의 예산을 적게
추구 대상
받은 주에서 수행되는 연구를 우선 지원함

⦁100대 NSF 지원 대상 외의 기관, 소규모
연구 포트폴리오 보유 기관, 소수민족 비중이
높은 기관을 우선 지원함

두 법안은 모두 향후 5년간 국립과학재단(NSF)의 예산 증가, 기초연구 성과
활용 촉진 부서 신설, 적대세력의 연구성과 부적절 활용 감시 등 포함
- 하원안은 신설되는 국립과학재단(NSF)의 기술 부서에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을
제공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솔루션에 초점
- 지리적 요건보다 과거 연구 지원 이력을 바탕으로 역사적으로 소외된 연구기관에
예산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 포함
상원과 하원의 두 법안은 모두 대학, 정부, 산업, 비영리조직 등의 파트너가
참여하고 관리하는 대규모 연구센터 지원 조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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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원의 법안에도 상원의 혁신경쟁법의 지역 기술 허브*처럼 지역 기술 연구소의
네트워크를 건설하는 조항이 새롭게 포함
* Regional Technology Hubs

- 지역 기술 연구소는 새로운 기술의 프로토타입 시험, 대학 연구 성과의 기업
창업으로 연결, 창업 역량 개발을 원하는 과학자 훈련 등의 활동 예정
상원과 하원의 법안은 모두 국립과학재단(NSF)의 연구 예산이 지리적 다양성을
추구하도록 설정하였으나, 구체적인 다양성의 달성 방안은 서로 차이
- 예산의 지리적 확산 촉진을 위해 하원의 법안은 국립과학재단(NSF)의 상위
100대 수혜 기관 외 기관이나 상대적으로 연구 포트폴리오가 작은 기관, 소수민족
학생 비중이 높은 기관에 예산 우선 지원 권한 제공
- 반면 상원의 미국혁신경쟁법(USICA)은 예산의 지리적 배분을 중시해 전체
국립과학재단(NSF)과 신설 기술 부서의 예산 중 20%를 과거 지원금을 적게
받은 주에 제공하도록 강제
하원의 법안은 국립과학재단(NSF)에 향후 5년 동안 780억 달러(약 88조 원)의
예산 권한을 제공
- 이에 따라 국립과학재단(NSF)은 현재 85억 달러(9조 6,000억 원) 수준인 연간
예산이 2026 회계연도에는 179억 달러(약 20조 2,000억 원)로 확대
- 국립과학재단(NSF) 내에 신설되는 과학 공학 솔루션 부서*는 2022 회계연도
14억 달러(약 1조 6,000억 원)에서 2026년 34억 달러(약 3조 8,000억 원)까지
향후 5년 동안 총 132억 달러(약 14조 9,000억 원)의 예산 확보 가능
* Science and Engineering Solutions Directorate

- 하원의 법안은 신설되는 과학 공학 솔루션부가 환경적 지속가능성이나 역량
있는 기술 인력 양성,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 완화 등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연구 아이디어에 예산을 지원
* 상원의 혁신경쟁법(USICA)은 인공지능이나 양자 정보 과학, 첨단 통신 등 10대 첨단
기술의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점이 하원과 차이

출처: 사이언스(2021.6.15)
https://www.sciencemag.org/news/2021/06/house-science-panel-firms-its-planexpand-ns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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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림수산연구혁신전략 2021 발표

농림수산성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고려하여 식품･농업･농촌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농림수산연구혁신전략」 작성･발표(’21.6.)
이번 전략에서는 중점분야로서 「스마트 농림수산업」, 「환경」, 「바이오」의 3개
분야에서 향후 연구개발의 방향성 제시
- 본 전략은 농림수산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도전적 전략」으로 금년 5월에 수립한 「녹색 식품시스템전략」실현에도 기여
- 산학관과 현장이 일체가 된 연구개발환경 정비 강화의 방향성 제시
- ’24년까지 임업의 모든 작업에 있어 원격조작･자동화를 위한 기계 개발 등
각 연구정책별 로드맵 포함
일본의 코로나19 이후 농림수산업 관련 동향과 기술개발의 방향성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농림수산업에는 인력부족과 식량공급 우려가 증대되고,
코로나19에 의한 건강 의식 변화, 지방에 대한 인식 제고 등 발생
※ 코로나 영향으로 식량 공급에 대한 우려 증대, 외국인 기능실습생 수용 제한 등으로
인력 부족 심각,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염려로 건강에 대한 의식 제고, 의료서비스
의존에서 스스로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생활로 이행, 도쿄 집중에서 지방에 관한 관심 확산
< 코로나 이후 일본 농림수산 기술개발 방향 >
범주

주요 내용

지속가능한
농림수산업 추진

⦁기후변화 완화, 환경부하 저감, 식량 폐기 대폭 삭감, 공급망 강화, 인수공통감
염증 예방

농림수산업의
디지털화･리모트화
음식을 통한
건강의 실현
농촌에서 시작되는
혁신 실현

⦁데이터 연계, 스마트 농림수산업 상용화, 드론 등을 통한 농업지원서비스 육성
⦁음식과 건강에 관한 연구개발, 기능성 식품개발
⦁농촌에서 시작되는 혁신으로 신산업 창출, 스타트업 지원, 오픈 이노베이션 강화

-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도시 지역의 취약성이 표면화되어 지방으로 이주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 대두
- 활용 가능한 농촌의 지역자원과 다른 분야의 조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농촌발 혁신 기대
-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기업이나 산업의 창출로 이어나가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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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환경변화와 기술개발방향에 따라 이번 전략에서는 중점분야와 연구개발
환경별로 다음과 같은 정책 대응방향 제시
< 일본 농림수산연구혁신전략 2021 대응방향 >
범주

주요 내용

스마트
농림수산업

⦁AI･로봇 등에 의한 강인한 데이터 구동형 생산시스템 구축
⦁대여･공유 등 스마트 농업지원서비스 육성
⦁농업 데이터 연계 기반(WAGRI)에 의한 농기계･기기 상호 연계
⦁공급망(supply-chain)의 디지털화 추진
⦁스마트 푸드시스템 구축

환경

⦁토양미생물 기능의 완전 규명 및 활용
⦁AI 등 첨단기술을 구사한 화학비료･농약 감축
⦁고출력 파워 일렉트로닉스 등에 의한 생산 프로세스의 탈탄소화
⦁바이오탄･블루카본 등 새로운 탄소저류기술
⦁농산어촌 에너지 관리시스템 구축
⦁인수공통감염증, 월경성 병해충 감시･예방 시스템

바이오

연구개발
환경

⦁장내세균총의 건강기능 규명
⦁음식에 의한 헬스케어 산업 창출
⦁푸드테크 혁명을 통한 음식의 개별 최적화
⦁AI･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육종 플랫폼
⦁기후변화 맞춤형 슈퍼작물 개발
⦁지역자원과 다른 분야의 조합에 의한 농산어촌 혁신
⦁농업, 임업, 어업 종사자･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ESG 투자환경 조성을 촉진하는 구조
검토
⦁AI 인재의 육성과 데이터 집적･고도분석기반 정비
⦁미래기술의 사업화를 추진하는 스타트업 지원
⦁농업바이오 거점 구축
⦁국제 공동연구의 추진 및 국제 규칙 수립 과정에 적극 참여
⦁국립연구개발법인의 매니지먼트 개혁
⦁정부 부처간 연계 강화

출처: 농림수산성(6.11)
https://www.affrc.maff.go.jp/docs/press/210611_24.html
https://www.affrc.maff.go.jp/docs/press/attach/pdf/210611_24-4.pdf
https://www.affrc.maff.go.jp/docs/press/attach/pdf/210611_24-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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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2050년 탄소중립에 따른 녹색성장전략 발표

경제산업성은 관계부처와 연계하여 「녹색성장전략」(’20.12.25)을 더욱 구체화한
「2050 탄소중립에 따른 녹색성장전략」 발표(’21.6.)
※ ~’50년까지의 추진계획표를 포함한 전체 161쪽의 자료로 내각관방, 경제산업성, 내각부,
금융청, 총무성, 외무성, 문부과학성, 농림수산성, 국토교통성, 환경성 참여

동 전략에 따라 정책을 총동원하여 지속적 성장과 혁신을 실현하여 ’50년
탄소중립사회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추진
- 연쇄적 혁신을 위해 ①정책수단이나 각 분야 목표실현 내용 구체화 ②탈탄소
효과 외 국민생활의 이점 제시와 같은 두 가지 관점에 중점을 두고 전략 구체화
- 예산, 세제, 금융, 규제개혁 및 표준화, 국제협력 등 주요 정책요소 및 해상풍력･
태양광, 수소, 차세대 열에너지, 반도체 등 14개 주요 분야별 실행계획 포함
- 일본 정부는 ’50년 탄소중립을 선언(’20.10)하고, ’30년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서 ’13년부터 46%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나아가 50%를 향해
도전을 지속한다는 새로운 방침 제시(’21.4)
녹색성장전략에서는 예산, 세제, 규제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으로
투자를 유도하여 빠른 정책효과 달성 계획
- 기업의 현 예금(240조 엔)을 투자로 돌리기 위한 의욕적 목표 설정하고 예산,
세금, 규제･표준화, 민간의 자금 유도 등 가능한 정책을 총동원
- 글로벌 시장과 세계의 ESG 투자(3,000조 엔)를 고려하여 국제협력 추진
< 일본 탄소중립에 따른 녹색성장전략 주요 정책수단별 내용 >
주요 정책수단

내용

⦁중요한 프로젝트에 대해 민관이 야심찬, 구체적 목표를 공유한 후 목표 달성에 도전하는
것에 동의한 기업에 대해 기술개발에서 실증, 상용화까지 지속적 지원 실시
→ NEDO에 10년간 2조 엔 기금 조성
⦁탄소중립사회에 불가결하고, 산업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중점 분야, 구체적으로는 축전지,
해상 풍력, 차세대 태양전지, 수소, 탄소 재활용 등을 대상으로 하여 녹색성장전략 실행
예산
계획과 연동
(녹색혁신기금)
→ 중점분야별로 ’50년 탄소중립 목표로 이어지는 의욕적인 ’30년 목표를 설정(성능･
도입량･가격･CO2 감축 등)하고, 그 실현을 위해 민간의 혁신을 정부가 규제 및
제도면에서 지원
⦁기업 경영자의 참여를 요구하는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정부의 2조 엔 예산을 바탕으로
민간기업의 연구개발･설비투자를 유발(15조엔)하여 야심찬 혁신 실행
- 전세계 ESG 자금 3000조 엔도 유치하여 일본의 미래 먹거리(소득･고용)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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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수단

내용

세제

⦁’50년 탄소중립이라는 야심찬 목표에 상응하는 대담한 세제지원 실시
- 기업에 의한 단기･중장기 탈탄소화 관련 모든 투자가 강력하게 지원됨으로써 10년
간 약 1.7조 엔의 민간투자 창출효과 기대
※ 탄소중립을 위한 투자촉진세제 마련(탈탄소화 효과가 큰 제품 생산 설비를 도입하는
기업에 최대 10% 세액공제 또는 50% 특별상각 조치 등)

금융

⦁그린본드 발행액은 ’20년 처음으로 1조 엔 초과
- 발행 지원체제를 정비함과 동시에 국제적 동향 및 발행실적 등을 바탕으로 발행 시
절차, 환경정비 등에 대해 다시 검토하고, ’21년 내에 그린본드 가이드라인 개정

규제개혁
표준화

⦁실증 단계에서 ① 신기술의 수요를 창출하는 규제 강화 ② 신기술을 상정하고 있지
않은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국내의 규제･제도를 정비하는 동시에 ③ 전 세계적
으로 신기술의 활용을 용이하게 하는 국제표준화 등에 적극 대응
⦁국내외에서 제도환경정비를 통해 수요와 그린투자를 확대하여 양산화･가격 인하 추진

국제협력

⦁’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내외에서 통일된 산업정책의 관점이 불가결
⦁국내시장뿐 아니라 신흥국 등 해외시장을 획득하여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직접투자, M&A를 통해 해외자금, 기술, 판로, 경영 도입

< 일본 탄소중립에 따른 녹색성장전략, 성장이 기대되는 14개 분야 >

출처: 경제산업성(6.18)
https://www.meti.go.jp/press/2021/06/20210618005/20210618005-3.pdf
https://www.meti.go.jp/press/2021/06/20210618005/20210618005-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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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통합혁신전략 2021 발표

일본 정부는 각료회의에서 과학기술 혁신을 촉구하는 새로운 전략인 「통합혁신전략
2021」 발표(’21.6.)
※ 상기 전략은 정부가 3월에 공표한 향후 5년간의 방향성을 제시한 「6기 과학기술혁신기본
계획」의 실행계획에 해당되는 것으로 연 1회 공표

코로나 이후를 고려하여 금년부터 감염증 연구체제를 강화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미중 기술개발 경쟁을 근거로 일본 내에서도 첨단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강화
강조
- 「6기 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수립 후 △각국 기술패권경쟁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대응 관련 국내외 변화 등 정세변화에 대응
- 「국민의 안전･안심을 확보하는 지속가능한 강인한 사회」, 「한 사람 한 사람의
다양한 행복(well-being)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향후 1년간
추진해야 할 과학기술혁신정책 구체화
< 일본 통합혁신전략 2021 중점 추진정책 >
구분

내용

사이버공간과 물리적
공간의 융합에 의한
새로운 가치 창출

⦁디지털청 발족 및 포괄적 데이터전략에 의한 국민 눈높이에서의 서비스 개시
및 산업육성
⦁Beyond 5G(기금활용 개시), 첨단반도체 기술 개발･제조입지 및 차세대
데이터센터 최적배치 추진

전지구적 과제 극복을
위한 사회변혁 및
비연속적 혁신 추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절약, 재생에너지, 원자력 등을 포함한 혁신적
환경기술 연구개발, 비연속적 혁신 창출(녹색기금 등 활용)
⦁「지역탈탄소 로드맵」 및 「녹색 식품시스템 전략」 등에 입각한 정책에 의한
탈탄소사회･순환경제･분산형 사회로의 이행 가속화

회복탄력성이 크고
안전･안심할 수 있는
사회 구축

⦁자연재해(SIP4D(방재정보유통 네트워크) 지자체 자동연동), 노후화된 인프라
(데이터 연계), 사이버 공격(통합 지적･인재육성기반 구축 및 운용 개시) 등
위협에 대응하는 연구개발 및 상용화
⦁안심･안전 관련 싱크탱크 기능을 마련하여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첨단중요기술
상용화를 위한 강력한 지원 프로젝트 창출, 기술유출대책 등 종합적 안보 확보

가치 공동창조형
신산업을 창출하는
기반이 되는
혁신에코시스템 구축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하여 체제강화, 대학 등 벤처의
창출력 강화, 새로운 SBIR 제도에 입각한 스타트업의 정부조달 증대

차세대를 이끌어갈
기반이 되는 도시 및
지역건설(스마트시티)

⦁슈퍼시티 지정, 도시 OS의 상용화(’25년까지 100개 지역), 생활 및 친환경화
등 각 분야에서 스마트시티 확대, 국제표준 등을 활용한 시장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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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다양한 사회과제 해결을
⦁종합적 지식전략 검토, 중요과학기술분야 추출 및 분석, 중요분야에 표준 추가
위한 연구개발･상용화
⦁차기 SIP(전략적 혁신창조프로그램) 과제후보 검토, 국제협력 강화 등을 통한
추진 및 종합적 지식
문샷형 연구개발의 근본적 강화
활용

⦁’20년 강화한 박사과정학생 지원정책의 성실한 이행
다양하고 탁월한 연구를
⦁창발적 연구지원사업 추진, URA 인정제도 창설 및 연구지원인력 처우개선 등
창출하는 환경 재구축
⦁국제두뇌순환을 위한 지원정책과 환경정비를 포함한 과학기술의 국제전략 수립
⦁공적자금으로 획득한 연구데이터를 관리하고 개요정보(메타데이터) 검색을
새로운 연구시스템 구축
통해 실험, 관측데이터 등을 활용하는 체제 등 구축
(오픈 사이언스와
⦁연구시설･설비･기기 정비 및 공용화 추진, 다양한 연구분야에서 데이터 구동형
데이터구동형 연구 등 추진)
연구 기반 및 환경정비
⦁10조엔 규모의 대학펀드 확대 관련 ’21년 여름경을 목표로 운용의 기본적
관점을 정리하고, ’21년중 운용 시작
대학개혁 촉진 및 전략적
⦁세계적 연구대학의 요건 등을 정리하여 새로운 법적 틀을 마련하고 차기 정기
경영을 위한 기능 확대
국회에 제출
⦁지방대 진흥 패키지를 수립하여 공동창조거점으로서 지방대의 정비 등 추진
⦁기가스쿨 구상 실현을 위한 ICT 인재 배치를 통한 학교지원체제 정비
개개인의 다양한 행복 및
⦁CSTI 하에 설치하는 검토의 장(중앙교육심의회 위원 참여)인 「STEAM 교육」
과제에 대한 도전을
강화, 「특이한 재능을 지닌 아이의 교육환경정비」를 위한 논의 실시
실현하는 교육･인재육성
⦁직장인의 재교육 도입 촉진을 위한 환경정비
⦁(기반기술) 환경변화에 따라 새로운 AI전략 수립 및 양자전략 개정, 백신 등
개발
민관협력을 위한 분야별
- 생산체제 강화를 포함한 바이오전략 실행, 소재 DX 플랫폼 실현 등 세계
전략 추진
최첨단 연구개발, 거점 구축 및 인재육성 등 추진
⦁(응용분야) 건강･의료, 우주, 해양, 식품 및 농림수산업 등 과제해결을 위한
출구를 고려하여 산학관이 연계하여 정책 추진

자금순환 활성화

⦁향후 5년간 정부의 연구개발투자 30조엔, 민관 120조엔 투자목표를 설정하여
국제적 연구개발경쟁 주도
⦁EBPM 강화 등을 통한 정책의 질 향상 및 과학기술 관련 예산 확보, ESG
투자, 민간투자 유발

사령탑 기능 강화

⦁e-CSTI(EBPM(Evidence based Policy Making）을 위해 과학기술혁신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여 데이터 분석기능을 제공하는 시스템)의 AI 활용 등 기능확대,
EBPM 추진
⦁기본계획 진척 파악 및 분석, 통합전략과의 연동을 향한 기반구축

출처 : 내각부(6.18)
https://www8.cao.go.jp/cstp/tougosenryaku/togo2021_gaiyo.pdf
https://www8.cao.go.jp/cstp/tougosenryaku/togo2021_honbun.pdf
25

6

영국, 대규모 온실가스 제거에 3,000만 파운드 이상 투자

UKRI는 영국 전역의 연구팀이 대기에서 대규모 온실가스 (GreenHouse Gas,
GHG)를 제거하는 5가지 혁신적 방법의 실행 가능성을 조사할 것이라 발표*(’21.6)
* UK invests over £30m in large-scale greenhouse gas removal

온실가스 제거 시범 프로젝트의 목표는 영국이 2050년까지 입법된 순 제로
(Net Zero)* 기후 목표에 도달하도록 돕는 것임
* 온실가스 배출량과 대기에서 제거되는 양이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하며 ①기존 배출량을
줄이는 것과 ②온실가스를 적극적으로 제거하는 경로 존재

- 순 제로의 목표는 일부 방출이 있을지라도 바다와 숲과 같은 곳을 통해 완전히
상쇄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 각 경로에 관한 효과, 비용 및 한계를 잘 이해하고 규모에 맞게 입증 필요
UKRI는 5개의 학제 간 프로젝트와 옥스퍼드 대학에 위치한 중앙 허브에 3000만
파운드(약 472억 5300만 원)를 투자할 것이며 4.5년 동안 연구 수행
- 3년 차에 추가적인 150만 파운드 (약 23억 6265만 원)가 추가 연구에 투자될
것으로 예상
- 3,150만 파운드 (약 495억 7200만 원)의 프로그램은 영국 정부의 전략우선순위
기금 (Strategic Priotiries Fund, SPF)의 핵심이며, 고품질의 다학제간 연구에
투자될 것임
- 기후변화 대처 및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에 효과적인 기술에 대한 정부의 장기적
의사결정 형성에 사용
온실가스 제거 가능성 극대화 위한 5가지 연구를 조사 및 수행할 것임
1) Doncaster 인근 농지, South Pennies, 서부 웨일즈 Pwllpeiran의 상류
지역에서의 온실가스 제거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이탄지 관리
2) 강화된 암석 풍화: 웨일즈 중부와 데본, 허트포드셔의 농지에 있는 실험 현장에서
규산염 바위를 부수고 입자를 확산
3) 탄소 제거의 실행 가능한 방법으로 숯과 유사한 물질인 바이오차르 (biochar)를
사용, 시험은 중부 및 웨일즈의 경작지와 초원지, 노팅엄셔의 하수처리장,
이전의 광산지와 철도 제방 등에서 실시될 것임
4) 영국 전역에서 탄소 침식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종과 위치를 평가하기 위한
대규모 나무 심기 조림. 여기에는 국방부, 국가 신탁 및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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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링컨셔와 랭커셔에 위치한 풀밭과 짧은 회전를 가진 버드나무와 같은 다년생
바이오에너지 작물의 급속한 확장
온실가스제거(GHG Removal)는 완전히 탈탄소화하기 어려운 분야를 대상으로
배출 감축 노력을 보완하기 위해 설계됨
- 중공업, 농업, 항공과 같이 탄소가 완전히 제거되기 어려운 부문을 대상으로 함
- 영국 각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영국의 1990년부터 2018년까지 각 부문의 온실 가스 배출량 >

시연 프로그램은 UKRI를 중심으로 한 중앙 감독 허브에 의해 지원될 것임
- 허브는 환경, 경제, 사회, 문화, 윤리, 법, 통치와 같은 문제에 특히 집중해
조정 역할을 제공할 것임
- 기후변화의 영향을 이해, 대처, 완화하기 위해 첨단 연구와 혁신에 투자하는
UKRI의 오랜 전통에 기반을 두고 있음
- 2050년까지 영국이 탄소 배출량의 순 제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행동과 생활 방식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함

출처: UKRI(2021.5.24)
https://www.ukri.org/news/uk-invests-over-30m-in-large-scale-greenhouse-gasremo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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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첨단기술전략 2025 및 연구혁신위원회 보고서 인준

하이테크전략2025는 독일 정부의 연구개발･교육･혁신 정책 기조의 핵심으로,
최근 연방 내각은 연구혁신위원회(EFI) 연례보고서와 함께 이를 공식 인준(’21.6)
가. 연구혁신 전문가 위원회(EFI) 연례 보고서
연방교육부 자문기관인 연구혁신 전문가 위원회(EFI)는 코로나19 대응 포함
연구혁신 투자를 위한 경기 부양 패키지 600억 유로 투입에 긍정적 평가
- 국가 수소 전략 70억 유로 추가 펀딩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재생에너지
추가 공급 촉진과의 긴밀한 연동을 주문
- IBM-프라운호퍼 연구소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독일 내 양자 컴퓨팅 연구인프라
개발에 추가된 예산 26억 5천만 유로도 긍정적으로 평가
- 부처 및 기관 전반에 녹아있는 연구 데이터 및 데이터 인프라 표준화, 데이터
기반 정책 결정 프레임워크 추진 방향도 긍정적 효과 기대
과학기술 및 교육 부문 3대 중점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음
1) 정책 수립 및 이행 과정에서의 목적 지향성, 유연성 높은 애자일(agile) 개념 수용
2) 직업 교육 및 평생 교육의 디지털 전환 지원
3) 첨단 유전자 기술(CRISPR/CAS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지원 필요
나. 하이테크전략 2025
독일 연방정부는 과학기술 범부처 전략인 ‘하이테크전략 2025’를 기반으로
연구와 혁신을 통해 미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방향성을 발표(’18.9)
-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현재의 약 3%에서 3.5%로 늘리는 목표를 지니고
있으며, 코로나 전염병 관리에 관한 혁신 촉진에 중요한 수단으로 평가받음
- 교육 및 혁신 정책 전략 설계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역동적 참여 독려
및 실질적 결과물 도출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받음
< 하이테크전략 2025 3대 중점 분야 >
주제

분류

사회문제 대응

의료/돌봄, 지속가능성/에너지/기후, 모빌리티, 도시와 국토, 안전, 경제/근로 4.0

미래 경쟁력 강화

기술 기반 강화, 인적 자원 강화, 사회 참여 확대

개방형 혁신과 위험 감수 문화 장려

효과 있는 지식, 기업가 정신 강화, 지식/혁신 네트워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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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 인공지능, 디지털 헬스케어 등 12대 목표 및 추진과제로 구성
목표

추진과제
⦁암 진단 절차의 속도 및 정확성 향상을 통한 조기 발견 및 향상된 치료/관리 기법 개발
항암
⦁<국가 항암 10년> 사업을 통해 연구 문제 정의부터 연구 성과 공유에 이르는 개선 주도
인공지능/ ⦁헬스케어 부문 과학 커뮤니티, 산업, 시민 사회는 2025년까지 모든 대학 병원에 연구 목적
디지털
으로 전자 의무 기록을 상호 운용 가능하도록 논의
헬스케어 ⦁환자 편익, 데이터 보호, 데이터 보안, 데이터 시맨틱 표준, 공동 데이터 관리 표준 추진
⦁신기술 연구혁신 펀딩을 통해 기후 액션 플랜 2050과 함께 장기적인 관점에서 온실가스
온실가스
중립 목표를 실현하고자 함
중립형
⦁개방형 탄소 저감 전략과 연계된 산업기술 연구개발과 혁신 활동의 중요성 강조하고 제조업
산업
기반이 강력한 자국 산업 경쟁력 손실을 최소화
⦁플라스틱 폐기물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다수의 부처가 참여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한
필요성 도출
플라스틱
- 주요 배출원 파악, 폐기 억제 및 감소, (마이크로)플라스틱 제고 전략 개발 필요성 제기
억제
- 순환 경제 개념 개발: 재활용 친화형 디지안, 새로운 재활용 기술 및 프로세스, 고품질
재활용 등
⦁산업계, 과학계 및 소비자와 연계하여 원자재 재사용(생산성)률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30% 향상을 목표로 함
순환 경제
⦁온실가스 배출 저감,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감소, 원자재 의존도 감소로 이어지는 선순환
실현
구조 정착 시도
⦁생물 다양성 보전과 생태계 회복력 보장을 통해 인간 생활의 기본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을
생물
최대한 인식, 다음과 같은 목표를 실현하고자 함
다양성
- 생물 다양성 모니터링 → 혁신적인 데이터 수집 기술 개발 및 데이터 품질 향상과 규모 확장
보전
- 생물 다양성에 영향 주는 요인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깊은 이해 시도 등
배터리 셀
⦁유럽과 독일이 완전한 형태의 독자적인 배터리 기술 가치 사슬을 구축을 목표로 함
자체 생산
⦁연구 성과를 산업 응용단계로의 이전을 촉진하여 미래 가치 사슬 및 일자리 창출 확보
역량 구축
청정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네트워크, 디지털화, 전기 모빌리티 등 전 기술 분야 투자
모빌리티
삶의 질과 ⦁취약 구조 지역을 대상으로 혁신에 기초한 지속가능하고 지역 상황에 맞는 사회적 변화 유도
근로 조건 ⦁기술 인프라 확충, 공공 서비스 및 고용 개선, 경제, 혁신, 디지털화, 사회 참여 등
⦁기술과 경제 발전은 일하는 방식과 근로자의 건강, 가족이라는 가치, 헬스케어, 사회 참여,
사람을
양성 평등, 인구 구조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 갖도록 유도
위한 기술 ⦁일반적으로 신 기술 출현 단계에는 그에 따른 위험과 기회 분석이 동반되며, 사회적 합의
과정도 중요하게 고려
⦁우수 인력 확보 역량 강화, 연구 성과의 상용화, 기술이전 역량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 기반
인공지능
비즈니스 모델 및 제품을 다루는 스타트업 적극 지원
기술의
⦁인더스트리 4.0 관점에서 인공지능 적용 영역은 항공우주, 통신, 항법기술, 에너지, 모빌리티,
실제 적용
보건, 환경, 물류 부문에서 효과 클 것으로 기대
새로운 ⦁과학 연구논문 접근 기회를 개방하고, 기업, 시민사회, 과학연구기관의 보다 빈번한 개방형
지식원
협력 포럼과 관련 예산 확보
발굴
⦁혁신적 지식 획득, 배포, 교환 방법을 고민하는 민간 및 공공 차원 노력 지속 강조

출처: 연방교육연구부(BMBF) (2021.6.16)
https://www.bmbf.de/de/karliczek-hightech-strategie-2025-bringt-deutschland-als
-innovationsland-weiter-voran-1472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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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2021년 UNESCO 과학 보고서 주요 내용

유네스코(UNESCO)는 지난 5년 동안의 글로벌 과학 성과와 과학기술혁신(STI)
정책 및 거버넌스 트렌드를 분석한 UNESCO 과학 보고서*를 발표(’21.6)
* UNESCO Science Report: The race against time for smarter development
※ 유네스코(UNESCO)는 5년마다 과학 정책의 트렌드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해왔으며, 올해는
52개 국가의 70명의 저자가 참여해 193개 국가의 과학 관련 지출, 인력, 학술 논문, 특허
등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함

COVID-19 극복을 위해 각국의 정부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하였으며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는 국제적인 협력 연구를 수행함
- 각국*은 과학 위원회를 설립해 사태를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원격 진료나 온라인 수업, COVID-19 검진과 진료를 통해 사태에
대응하였음
* 미국은 워프스피드 작전(Operation Warp Speed)에 따라 90억 달러(약 10조원) 정도가
신약과 백신 개발에 투자되어 ’20년 중반까지 400개 이상의 COVID-19 신약이 개발 중

’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고 기후 변화 대응 및 녹색 전환을
추진함과 동시에 스마트 제조･금융･의료 등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
- ’14년에서 ’18년 사이 과학에 대한 지출은 19.2% 증가하고 과학자의 수도
13.7% 늘어나는 등의 성과가 확인
- 미국과 중국이 과학 투자 증가의 대부분(63%)을 차지하고 국내총생산(GDP)의
1% 보다 적은 R&D 투자를 제공하는 국가가 전체의 80%에 이르는 등 국가간
격차는 더욱 벌어졌음
<G20 국가의 주요 항목별 글로벌 비중, 2014-2018년> <GDP 대비 R&D 지출 비중 변화, 2014-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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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연구 논문 수는 ’15년에서 ’19년 사이 20.7% 증가하였으며, 인공지능,
에너지, 소재 과학 등 범학제적 전략 기술에 대한 논문은 ’15년에 비해 33.1% 증가
- ’19년 기준 연구 논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의학 부문(33.9%)으로,
빠른 성장세를 기록한 부문은 환경 과학(45.7%)으로 나타남
- 에너지는 다음으로 많은 범학제적 기술 연구가 이루어진 부문으로, 중국, 이집트,
한국,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논문 성과가 높게 나타남
< 소득 및 지역별 논문 수 증가율, 2015-2019년 >

중국은 ’19년 기준 세계 5대 특허청 중 가장 많은 특허 출원 신청을 받아
전체의 29.3%의 비중을 차지
- 미국(20.4%), 유럽연합(14.4%)이 ’15년과 비슷한 비중으로 순위를 추격했으며,
일본의 비중은 22.6%에서 18.4%로 감소함
- 일본의 R&D 집약도가 3.3%로 매우 높은 수준임에도 특허 비중이 낮아진
것은 발명가가 특허 출원을 보다 신중하게 생각하도록 일본 특허청이 수수료를
높였기 때문으로 분석됨
< 세계 5대 특허청 비중, 2015-2019년 >

출처: UNESCO(2021.6.11)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77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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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1

주요 동향(2) : ICT

韓, 데이터 주권 강화와 유통 활성화 위한 구체적 실행과제 마련

4차산업혁명위원회, 데이터 선도국 도약을 위한 추진계획 심의･의결
올 초 국가 데이터 컨트롤타워로 위상을 제고한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제23차 전체회의를
개최(6.11)하여 2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제도적 뒷받침 강화
- 2개 안건은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계획 △데이터 플랫폼 활성화 방안으로
지난 2월 발표했던 ‘국가 데이터 정책 방향(대한민국 데이터 119 프로젝트※)’
후속 조치 일환
※ 민간 요구를 반영한 국가 데이터 정책으로 데이터 개방･유통･활용 촉진을 통한 디지털
경제 활성화 목표(11대 실천과제와 9대 서비스)

- 그간 ‘민간 주도, 민관 협력 원칙’ 아래 ‘민관 합동 데이터특별위원회(1~3차)’
등을 거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각 부처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실행과제 도출
- 데이터 활용 핵심축인 마이데이터와 데이터 플랫폼 활성화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 데 의의
(#1)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정책
(목표) 국민의 데이터 주권 확립을 통해 데이터 서비스 경쟁을 활성화하고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을 통해 디지털 경제 촉진
- 올 하반기 금융분야를 시작으로 마이데이터를 전(全) 산업으로 확산시켜 ‘세계
최초 최대 범위’의 마이데이터 사업을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추진한다는 데 의의
※ 마이데이터(My Data): 정보주체가 본인 정보를 적극 관리･통제하고 이를 신용･자산･
건강관리 등에 능동적･주도적으로 활용하는 개념

- 특히 4차위는 국가 차원의 효율적이고 질서있는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을 위해
제도적 기반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마이데이터 참여자인 정보주체(개인), 정보제공자(예: 은행, 의료기관 등), 정보
수신자(마이데이터 사업자) 측면에서 마이데이터 생태계 활성화 방안과 민간의
데이터 수요에 대한 지원 방안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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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8월 시행을 앞둔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관련하여 ‘전자서명법’상 평가･인정
받은 전자서명인증수단도 통합인증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하여 소비자가
다양한 인증서를 통해 통합인증 후 간편하게 서비스를 이용 가능
< 마이데이터 선도 국가를 위한 추진과제 >
①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법제도 기반 확립

⦁개인정보보호법에 마이데이터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확립하고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에만 개별법 정비
※ 개정･시행중인 「신용정보법」, 최근 개정･시행예정(’21.12월)인 「전자정부법」
⦁개인정보위와 각 부처가 협력하는 마이데이터 거버넌스 확립
② 마이데이터 산업 생태계 활성화

⦁정보주체(개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제고 및 데이터 주권 확립
⦁정보제공자(예: 금융회사 등): 개인에 관한 모든 데이터 제공 원칙
⦁정보수신자(마이데이터 사업자): 진입규제 최소화 및 철저한 사후관리
⦁공공역할: 생태계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기반조성에 주력
※ 자료 : 4차산업혁명위원회, 2021.6.11.

(#2) 데이터 플랫폼 활성화 방안
(목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개방하는 공공･민간의 다양한 데이터 플랫폼이 시장에
안착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
- 데이터 플랫폼을 시설(HW･SW) 구축 중심의 시스템 플랫폼에서 참여자 간
협업 활성화를 촉진하는 이용자 서비스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이
기본방향
- 이를 실현하기 위해 민간이 바라는 ‘10대 실천과제와 3대 도전과제’를 제시했으며
공공에서 운영하는 데이터 플랫폼부터 시작해 나갈 예정
< 데이터 플랫폼 활성화 방안 세부 계획 >
(실천과제) 찾기 쉽고, 활용하기 쉽게 → 이용자 최우선 플랫폼으로
① 통합 데이터 지도로 모든 플랫폼 연계: 누구나 쉽게 검색하도록 플랫폼이 보유한 데이터의 메타
데이터를 통합 데이터 지도에 주기적 등록(파일이나 API)
② 이용자 수준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전문가) 카탈로그, 업데이트 알림, 상세검색 서비스, (초보자)
데이터 추천, 인공지능 검색 서비스 등
③ 간편하고 일관된 최적의 사용자환경(UI/UX) 제공: 통합인증(SSO)･SNS 연동 등 간편인증 지원,
UI/UX 가이드라인 수립 및 각 데이터 플랫폼에 적용
④ 이용자 요구 기반의 소통 체계 마련: 데이터 플랫폼 이용자 커뮤니티 구성･운영 및 개별 데이터셋
단위 품질, 현행화 등 오류신고 창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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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과제) 서로 연계되고, 공유되게 → 연계･활용 중심의 플랫폼으로
⑤ 메타데이터 표준화 및 표준용어 확대: 데이터의 메타데이터를 표준화해 데이터 연계 기반 제공,
데이터 항목명을 공통표준용어 기반으로 생성･관리
⑥ 데이터 출처 명시 및 갱신주기 준수: 데이터의 원본 출처 명시, 갱신주기 준수 관리체계 마련(예:
자동 알람) 등으로 데이터 불일치 방지와 현행화 지원
⑦ 클라우드 기반 분석 및 운영환경 제공: 데이터 플랫폼의 유연한 확장성을 고려해 클라우드 방식
플랫폼과 분석환경 구축
(실천과제) 가치 있고, 확장되게 → 지속 가능한 플랫폼으로
⑧ 데이터 확대 및 대가 산정기준 마련: 데이터 현행화･사용자환경(UI/UX) 개선･커뮤니티 활성화 등
플랫폼 성장을 뒷받침하는 플랫폼 운영 대가 산정기준 마련
⑨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준수: 데이터 보안을 강화하는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플랫폼을 통한 민감
정보 유출 예방을 위해 데이터를 사전 검증
⑩ 고유 성과관리 지표 마련: 플랫폼별 특성에 맞는 성과지표를 수립･관리하고, 플랫폼 운영 주체들
간 우수사례 공유 등을 위한 협의체 운영
(도전과제) 도전하고, 발전하게 → 미래를 선도하는 플랫폼으로
⑪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 지위 획득: 가명정보 활용을 희망하는 플랫폼부터 결합 전문기관 지위를
획득
⑫ 데이터 분류 기준 마련: 데이터를 중요도에 따라 여러 등급으로 나눈 후 보안･가명처리 수준을 차
등 적용하여 데이터 활용 가능성 증대
⑬ 데이터 프로젝트 PM(project manager) 도입: 데이터 탐색･가공을 전담하는 플랫폼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 도입
※ 자료 : 4차산업혁명위원회, 2021.6.11.

‘민관 협력 기반 데이터 플랫폼 발전전략’ 발표
이번 회의에서는 4차위의 ‘데이터 플랫폼 활성화 방안(데이터특위, ’21.4)’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담은 ‘민관 협력 기반 데이터 플랫폼 발전전략’도 공개
- 현재 운영 중인 빅데이터 플랫폼(16개※)과 향후 구축할 신규 플랫폼을 대표
플랫폼으로 육성하고 데이터 축적부터 활용까지 활성화 되도록 고도화하는 방안
※ (2019년) 금융, 환경, 문화, 교통, 헬스케어, 유통･소비, 통신, 중소기업, 지역경제, 산림
(2020년) 농식품, 디지털 산업혁신, 라이프로그, 소방안전, 스마트치안, 해양수산

- ‘데이터 혁신 기반 디지털 경제 선도국가’라는 비전하에 분야별 대표적 데이터
플랫폼을 육성을 통해 데이터 산업과 기업성장 촉진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4대 추진전략･12대 추진과제 제시
- 아울러 플랫폼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데이터 유통을 더욱 강화하고 민간데이터의
공공부문 활용을 촉진하는 과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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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관 협력 기반 데이터 플랫폼 발전전략 >

※ 자료 : 과기정통부, 2021.6.11.

향후 국내 기업과 기관이 비즈니스 현장에 데이터 분석 및 서비스를 활발히
도입하고 이를 통해 데이터 산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데이터 기반 혁신 생태계
조성 기대
- (데이터 산업 시장) 2020년 19조 원 → 2025년 43조 원
- (빅데이터 도입률) 2020년 13.4% → 2025년 30%
- (데이터 거래 참가율) 2020년 47.2% → 2025년 70%
- (데이터 인력규모) 2020년 36만 명 → 2025년 47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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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데이터를 찾고 활용하여 데이터 기반으로
다양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 중심의 데이터 플랫폼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
- △풍부한 수요자 맞춤형 데이터 △쉽고 편리한 데이터 검색 △신뢰기반 데이터
유통 활성화 △국민 누구나 데이터 분석･활용 △수요자 중심 서비스 혁신 등

출처: 4차산업혁명위원회 (2021.6.11.)
https://www.4th-ir.go.kr/pressRelease/detail/1364?category=report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13&mPid=112&pageIndex=
&bbsSeqNo=94&nttSeqNo=3180352&searchOpt=ALL&searchTxt=
http://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8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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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마이데이터 도입 임박…금융･증권업계 시장 선점 위한 준비 한창

◉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My Data)
- 정보주체인 개인이 본인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통제하고 이를 신용관리･자산관리･건강관리등
개인 생활에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개념
- 정보의 주체가 되는 개인이 본인의 데이터를 다룰 수 있어 한 기업이 보유한 개인 데이터를 허락을
받고 다른 기업이나 개인 등의 제 3자에게 공유
- 마이데이터를 이용하면 각종 기관과 기업 등에 분산돼 있는 자신의 정보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
으며 업체에 자신의 정보를 제공해 맞춤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천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

2021년 8월부터 금융부문 마이데이터 사업 시작하며 데이터 경제 시대로 진입
은행･보험･카드 등 금융사는 물론 병원･관공서 등에 흩어져 있던 개인신용
정보･데이터를 한 데 모아 개인 신용･자산･건강관리 등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금년 8월 4일 본격 시행 예정
- 2020년 1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적 근거 마련 후 시중은행을 비롯해 카드사와 보험사,
핀테크 등 업체 28곳이 1차 사업자 허가를 받아 금년 8월 서비스 개시 임박
- 마이데이터 인가를 받은 28개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들이 마이데이터 앱을
출시하면 한 앱에서 본인의 은행 이자와 증권 수익률 현황, 보험 가입 내역
등 모든 금융정보 확인이 가능
< 마이데이터 본허가 28개사 목록(2021년 1월 기준) >
업권
은행(5)

회사명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여신전문(6)

⦁국민카드, 우리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BC카드, 현대캐피탈

금융투자(1)

⦁미래에셋대우

상호금융(1)

⦁농협중앙회

저축은행(1)

⦁웰컴저축은행

핀테크(14)

⦁네이버파이낸셜, 민앤지, 보맵, 비바리퍼블리카, 뱅크샐러드, 쿠콘, 팀윙크, 핀다, 핀테크,
한국금융솔루션, 한국신용데이터, 해빗팩토리, NHN페이코, SK플래닛

※ 자료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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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WM) 키우는 증권업계, 마이데이터 도입 준비 활기
마이데이터 사업이 미래 먹거리로 떠오르면서 국내 증권사는 사업을 통해 자산관리
사업 시너지를 내기 위해 마이데이터 사업에 박차
- 증권사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고객의 연금자산 현황, 예상
수령금액 등도 파악해 은퇴준비 안내와 은퇴설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외에
데이터를 활용해 대출중개, 보험중개까지 금융서비스를 아우를 수 있어 사업의
범위가 확대
- 또한 단순히 주식중개 수수료를 받는 것을 넘어서 맞춤형 포트폴리오 제공이
가능하게 되면서 자산관리 사업 부문에서 시너지 효과 창출
< 주요 국내 증권사 마이데이터 신청 현황(2021년 5월 기준) >
예비허가
1차

⦁미래에셋대우

2차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키움증권,
KB증권,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한화투자 ⦁하나금융투자
증권, 현대차증권, 하이투자증권, 교보증권

본허가

주) 마이데이터 심사는 예비허가(2개월)와 본허가(1개월)로 나눠지며 1차 관문인 예비허가를 통과할 경우 본허가
심사기간이 1개월 이내로 단축
※ 자료 : 금융위원회, 2021.5

- 국내 증권사 중에서는 미래에셋증권이 처음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 본허가를
받았으며(2021.1)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자산관리･금융소비자보호 등 관련
조직을 개편
- 또한 우리은행, 우리카드, 교보생명, 한화손해보험, NICE평가정보와 함께
국내 초대형 민간민간 ‘금융 데이터 댐’ 구축을 위한 금융 트렌드 공동연구
업무협약을 체결(5.21)하는 등 마이데이터 사업 준비
- 금년 10월부터 자사 통합자산 관리 앱 ‘엠올(m.All)’을 통해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자산관리 특화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현재 앱 화면, 서비스 등을 개발 중
-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고객별로 자산관리 성향과 소비 내역을 분석해
예적금 상품, 대출, 보험, 신용카드 등을 맞춤형으로 추천하는 등 자산관리
부문의 디지털 전환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
- 이어 하나금융투자도 예비허가를 취득(5.26)한 이후 본허가 신청을 마무리한
상태로 미래에셋증권에 이어 두 번째 마이데이터 서비스 본허가 취득 증권사가
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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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금융투자는 하나원큐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은행과 보험, 연금 등의 통합
자산관리를 지원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선보일 방침
- 특히 빅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을 추가해
고도화할 계획
- 이 외에도 금융위원회가 추진한 ‘마이데이터 신규 허가 서류 접수’에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현대차증권 △하이투자증권
△대신증권 △KB증권 △한화투자증권 △교보증권 등 총 10개 증권사가 신청한 상황
- 이들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본허가 취득이 마무리 될 경우 초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서비스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
금융분야를 시작으로 마이데이터 전(全) 산업으로 확산 예상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제2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정책’
발표(6.11)
- 금년 하반기부터 금융･공공분야를 시작으로 의료･통신 등 전(全) 산업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확산시켜 ‘세계 최초 최대 범위’의 마이데이터 사업을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추진할 방침
- 국민의 데이터 주권 확립을 통해 데이터 서비스 경쟁을 활성화하고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을 통해 디지털 경제를 촉진하는 것이 목표
- 마이데이터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마이데이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마이데이터
근거를 마련
- 또한 마이데이터 산업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정보주체･정보
제공자･정보수신자･공공기관별로 역할을 분배
< 마이데이터 선도 국가를 위한 추진과제 >
①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법제도 기반 확립

⦁개인정보보호법에 마이데이터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확립하고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개별법 정비
※ 개정･시행중인 「신용정보법」, 최근 개정･시행예정(’21.12월)인 「전자정부법」
⦁개인정보위와 각 부처가 협력하는 마이데이터 거버넌스 확립
② 마이데이터 산업 생태계 활성화

⦁정보주체(개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제고 및 데이터 주권 확립
⦁정보제공자(금융회사 등): 개인에 관한 모든 데이터 제공 원칙
⦁정보수신자(마이데이터 사업자): 진입규제 최소화 및 철저한 사후관리
⦁공공역할: 생태계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기반조성에 주력
※ 자료 : 4차산업혁명위원회, 202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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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과기정통부 (2021.6.11.) 외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13&mPid=112&pageIndex=
&bbsSeqNo=94&nttSeqNo=3180352&searchOpt=ALL&searchTxt=
https://www.mk.co.kr/news/culture/view/2021/05/515951/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049426&inflow=N
https://biz.chosun.com/stock/stock_general/2021/06/11/VXOYXIZ3XBBOVI7YQJXPG
SQKC4/?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60816478033025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1060602109963040004&ref=naver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89028
https://www.4th-ir.go.kr/pressRelease/detail/1364?category=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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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기업, 전략적 협업 모색하며 韓 클라우드 시장 공략 강화

성장 가능성 높은 국내 클라우드 시장…코로나19 영향 등이 성장 뒷받침
국내 클라우드 시장은 뛰어난 네트워크 기반에 수요까지 풍부해 성장 가능성이
큰 시장으로 평가받으며 꾸준한 성장세
※ 2018년 기준 OECD 국가(미국 제외) 평균 클라우드 사용률은 30.6%. 핀란드가 65.
3%로 가장 높고, 스웨덴(57.2%), 덴마크(55.6%), 노르웨이(50.7%) 순
※ 우리나라는 2016년 12.9%로 낮은 수준이지만 2018년 22.7%까지 증가하며 향후
클라우드로 전환할 잠재 고객 시장이 큰 것으로 평가

- 2021년 국내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은 전년(1조 6,539억 원) 대비 18.5%
증가한 1조 9,605억 원, 2024년 3조 원을 돌파하는 등 지속 성장할 전망
< 국내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규모 전망 >

※ 자료 : 한국IDC / 이데일리 재인용, 2.22

또한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재택근무･원격수업을 비롯한
온라인 기반의 다양한 비대면 활동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클라우드 시장은
가파르게 성장 예상
- 많은 사람이 자가 격리 등으로 가정에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클라우드
기반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즐기고 있으며 온라인 수업을 듣는
원격 플랫폼과 재택근무 플랫폼도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으로 운영
- 코로나19 극복 이후에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이
급속도로 전개되어 클라우드는 각종 산업에서 핵심 인프라로 작용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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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lT기업, 국내 기업과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하며 韓 시장 진출
클라우드 시장 잠재력이 높은 한국 시장 선점을 위해 알리바바클라우드, 텐센트
클라우드, AWS 등 글로벌 IT 기업들은 국내 기업들과 협력해 서비스 제공에 박차
< 최근 글로벌 기업의 韓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 진출 현황 >
기업

현황

⦁국내 게임업계의 상위권 업체 중 20여 곳을 주요 고객으로 삼으며 한국 시장 점유율 확대
⦁한국 지자체와 공공기업과 클라우드를 활용한 관광 플랫폼 구축에 주력
⦁서비스형 애플리케이션 플랫폼(aPaaS) 솔루션을 한국에 출시(5.3)하며 라이브 스트리밍
환경을 빠르게 구축
⦁AI, 클라우드, 미디어 분야에서 KT와 전략적 협력 계약 체결(6.9)
- 이번 협력을 통해 KT IDC 및 클라우드와 AWS를 연계한 최적의 클라우드 및
통합 관리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
- AWS의 서비스를 통합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제공하는 등 서비스를
확대 강화할 예정
⦁클라우드 관리(MSP) 업체인 메가존과 총판 계약 체결(2020.9)하며 한국 클라우드
시장에서의 발판 마련
※ 자료 : 언론 보도 자료 정리

(텐센트 클라우드) 넥슨, 넷마블, 그래비티 등 한국 게임업계의 상위권 업체
중 20여 곳을 주요 고객으로 삼으며 한국 시장 점유율을 확대
- 아울러 세계 각국이 백신 접종을 서두르는 가운데 해외여행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한국지자체 및 공공기업과 클라우드를 활용한 관광 플랫폼 구축에 주력
※ 금년 4월 인천관광공사와 함께 방한 관광객을 위한 클라우드를 활용한 원스톱 스마트
관광 솔루션을 개발하여 제공할 계획이며, 서울시와도 스마트 관광 앱 서비스 개발을
위한 협약 체결

- 이 외에도 온라인 이벤트의 라이브 스트리밍 및 수익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형 애플리케이션 플랫폼(aPaaS) 솔루션을 한국에 출시(5.3)하며 라이브
스트리밍 환경을 빠르게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
- 향후 한국 직원 수를 두 배로 늘리고 한국 파트너사 들과 협력해 게임, 전자상거래,
라이브 스트리밍, 교육, 제조업 등 업종에 맞는 성능･보안을 갖춘 클라우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
(AWS) KT와 함께 인공지능, 클라우드, 미디어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 계약(SCA,
Strategic Collaboration Agreement)을 체결(6.9)
- 이번 협력을 통해 양사는 KT IDC 및 클라우드와 AWS를 연계한 클라우드
및 통합 관리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며 금년 하반기부터 엔터프라이즈 시장에서
본격적인 마케팅을 진행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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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의 인프라와 AWS를 연계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서비스 출시는 대기업,
중견기업, 스타트업 등 B2B 고객의 디지털 혁신(DX)을 손쉽게 접목하고 유연한
경영 인프라를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
- 또한 양사의 클라우드 사업 협력은 국내외를 아우르는 기업 고객들에게 사업
경쟁력 강화의 기틀이 될 것으로 전망
- KT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던 국내 기업이 해외로 사업영역을 넓히는 경우
AWS 클라우드 솔루션을 접목하면 국내외 시장환경에 적합한 다중 호환 모드의
인프라를 손쉽게 구축 가능
- 역으로 AWS 클라우드를 도입한 해외 사업자가 국내시장 진출 시 KT 클라우드를
적용해 한국에 맞는 사업환경을 구축할 수 있으며 스토리지 및 데이터 처리부터
애플리케이션･게임 개발에 이르는 다양한 요구에 따라 최적 솔루션 구성 가능
- 앞서, 서울에 데이터센터를 처음으로 개소(2016.1)하고 이어 부산(2016.3)과
서울(2019.5･2020.7) 두 곳에 데이터센터를 증설하는 등 클라우드 시장 겨냥한
행보 지속 강화
(알리바바 클라우드) 한국 클라우드 관리(MSP) 업체인 메가존과 총판 계약
체결(2020.9)하며 한국 클라우드 시장에서의 발판 마련
- 메가존의 알리바바 클라우드 MSP을 통해 중국 및 아시아 내 알리바바 클라우드
모든 리전에 대한 도입 및 컨설팅과 기술지원을 제공
- 또한 클라우드 인프라를 재판매하지 않고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기업고객
수요에 맞춰 플랫폼 서비스, 디지털 에이전시, 디지털마케팅 등에 이르는 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 서비스 제공
국내 IT기업은 사업 협력과 데이터센터 구축 등으로 클라우드 사업 속도
네이버･카카오 등은 자체 구축 또는 구축 예정인 데이터센터 기반으로 기술
협력, 기술지원 및 고객 대응,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글로벌 업체에
적극 대응
< 최근 국내 IT 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 진출 현황 >
기업

현황

⦁네이버클라우드를 통해 2017년 2월 클라우드 보안 인증을 받고 공공 클라우드 시장 확장
- 공공･금융 시장 선점, 엔터프라이즈 시장 공략, 기술･인프라･인력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등 국내 시장 공략
- 최근 NH농협은행의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로 선정(6.10)되어 농협은행의 중요 업무를
클라우드에서 처리하는 등 금융권 공략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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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현황

⦁금년 6월 말 ‘카카오 아이(i) 클라우드’ 서비스를 정식 출시할 계획
- 2023년 준공을 목표로 경기도 안산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혁신파크에 자체 데이터센터와
산학협력시설 건립을 추진 중이며 ‘카카오 i 클라우드 서비스’도 추후 이 데이터센터를
활용할 예정
※ 자료 : 언론 보도 자료 정리

(네이버) B2B 사업을 전담하는 자회사 네이버클라우드를 통해 2017년 2월
클라우드 보안 인증을 받고 공공 클라우드 시장을 확장
- 공공･금융 시장 선점, 엔터프라이즈 시장 공략, 기술･인프라･인력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등 국내 시장 공략
- 최근 NH농협은행의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로 선정(6.10)되어 재해복구(DR)
시스템을 네이버 클라우드로 이전하는 등 농협은행의 중요 업무를 클라우드에서
처리하며 금융권 공략 속도
- 또한 강원도 춘천에 데이터센터 ‘각’을 운영(2017.6)하고 있으며 2019년 공모를
거쳐 선정된 세종시 부지에 제2데이터센터 ‘각 세종’ 공사 착수
※ ‘각 세종’은 2022년 12월 완공 예정

- 새롭게 들어설 네이버 데이터센터는 최소 10만 대 이상의 서버를 운영할 수
있는 초대형 규모(하이퍼스케일)로 춘천 데이터센터 ‘각’보다 5배 이상으로,
약 29만㎡(약 9만 평)의 연면적에 전력량 200MVA 이상의 세계 최상위 수준
(카카오엔터프라이즈) 금년 6월 말 ‘카카오 아이(i) 클라우드’ 서비스 정식
출시를 앞두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클라우드 보안 인증(CSAP) 획득을
위한 심사를 진행하며 한국 공공 클라우드 시장 진입 준비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클라우드 보안 인증(CSAP)은 공공기관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필수로 받아야 하는 절차

- ‘카카오 i 클라우드 서비스’는 다양한 인공지능(AI) 서비스를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PaaS), 소프트웨어(SaaS)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
- 2023년 준공을 목표로 경기도 안산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혁신파크 1만 8,000㎡
규모 부지에 약 4,200억 원을 투입해 12만 대 서버를 운영할 수 있는 첫
자체 데이터센터와 산학협력시설 건립을 추진 중이며, ‘카카오 i 클라우드
서비스’도 추후 이 데이터센터를 활용해 제공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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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경제 (2021.6.9.) 외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1060922131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ICT_BUS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290246628953144&mediaCodeNo=257
https://www.mk.co.kr/news/it/view/2021/05/48129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821206629052528&mediaCodeNo=257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994646629080736&mediaCodeNo
=257&OutLnkChk=Y
http://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5038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610_0001472619&cID=13001&pID=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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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국, 6G 백서 공개하며 6G 개발 방향과 선도 의지 과시

중국 6G 추진단, ‘6G 전반적 비전과 잠재적 핵심기술’에 관한 백서 발표
차세대 통신 분야에서도 미국과 중국 간 경쟁이 첨예화하는 가운데 자국 기업들에게
6G R&D에 대한 가이드 제시가 주 목적
※ 6G 추진단(IMT-2030 推进组)은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가 IMT-2020(5G) 추진단을
기반으로 2019년 6월 중국정보통신원(中國信通院, CAICT) 산하에 설립. 회원사로는
중국의 주요 통신사업자, 기기제조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을 포함. 추진단은 중국의
6G 분야 산학연 협력, R&D 활성화 및 국제 교류･협력 증진의 주요 플랫폼 역할 수행
※ 2020년 3월에는 공업정보화부 소속 연구기관인 중국전자정보산업개발연구소(CCID, China
Electronic Information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가 ‘6G 개념 및 비전 백서
(6G 概念及愿景白皮书)’발간

백서는 6G의 비전과 잠재적 활용 분야, 10대 핵심기술 및 6G 개발 전망
등으로 구성
- 6G는 몰입화(immersive), 지능화(intelligent), 보편화(universal)라는 3대
트랜드 하에 몰입형 클라우드 XR(eXtended Reality), 홀로그래픽 통신, 오감
연결 인터넷, 지능형 상호작용, 센싱 통신, 지능의 확산, 디지털 트윈, 지구
전역의 심리스(seamless) 연결(天地 일체화) 등 8대 서비스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전망
- 이를 위해 네이티브 AI 기반 新 무선 인터페이스 및 네트워크 아키텍처, 증강형
무선 인터페이스 기술, 新주파수기술, 분산형 네트워크 구성, 시간확정형
(deterministic) 네트워크 등이 6G 시대 잠재적 핵심기술로 대두
※ Native AI : 최적화 도구로서의 AI가 아니라 6G 네트워크의 최초 디자인 고려단계
부터 AI기술이 반영된 상태

6G 비전
2030년 이후 세계는 지능의 시대로 접어들고, 6G는 사람의 연결, 사람과
사물의 연결을 넘어 지능 에이전트의 효율적 연결로 전환
- 사람･기계･사물의 지능적 상호접속과 협업적 통합은 높은 수준의 경제･사회
발전 요구를 충족하고 스마트한 생산과 삶을 지원하며 포용적이고 지능적인
인류사회 건설을 촉진
6G는 첨단 컴퓨팅･빅데이터･인공지능(AI)･블록체인 등 정보기술과 통합되며,
이는 센싱･컴퓨팅･제어와 통신의 융합을 더욱 가속화함으로써, 일상생활과
산업 생산 및 녹색 개발의 기반으로 자리매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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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G는 저/중/고대역 주파수의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글로벌 커버리지를 달성함
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사람, 기계 및 사물 간에 제한없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연결을 실현
6G는 완전한 몰입형 상호작용 시나리오를 제공하고, 다중 감각(sense)･감정
(feeling)･마음(mind)의 소통을 가능케 하는 정밀한 공간적 상호작용을 지원
6G는 사람 간, 사람과 사물 간 그리고 물리 세계 사물들 사이의 효율적이고
지능적 상호 연결을 가능하게 하여 물리 세계의 실제 상태를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반영하고 예측하는 디지털 트윈 실현에 핵심역할 수행
6G 활용 예상 영역
몰입형 클라우드 XR(Immersive Cloud XR) – 광범위한 가상공간
※ XR(eXtended Reality)은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및 혼합현실(MR)을 포괄하는 개념

- 2030년 이후, 네트워크와 XR 기기의 획기적 발전으로 XR은 완전한 몰입의
시대로 진입. 클라우드 기반 XR을 네트워크･클라우드 컴퓨팅･빅데이터･AI와
통합해 비즈니스･무역･산업 생산･문화･엔터테인먼트･교육･훈련･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를 디지털 전환 시킬 것
홀로그래픽 통신(Holographic Communications) — 완전한 몰입 경험
- 무선 네트워크, 고해상도 랜더링, 디스플레이 기술 발달로 홀로그래픽은 사람,
사물 및 환경 간 3차원 동적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할 것임. 이는 보건, 교육
및 생산 현장에서 현실과 가상 간 경계 없이 완전한 몰입 체험을 제공
오감 연결 인터넷(Sensory Interconnection) — 오감 융합(Fusion of All
Senses)
- 2030년 이후, 청각과 시각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 감각인 촉각, 후각 및 미각의
신호 전달은 커뮤니케이션의 주요 부분이 될 것이며, 의료에서 교육, 오락,
교통 통제, 생산 및 사회적 상호 작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될
전망
지능형 상호작용(Intelligent Interaction) — 감정과 사유의 상호작용
- 사용자와 지능형 에이전트 사이의 사용자-도구 관계는 감정과 상호 이해를
동반한 인간의 상호 작용처럼 진화할 것임. 이러한 지능형 에이전트는 대화와
얼굴 표정을 통해 사용자의 심리적, 정서적 상태를 감지 가능. 또한 두뇌정보의
무손실 전송을 지원하는 마인드컨트롤(mind-control) 머신을 통해 장애인들이
일상생활과 업무에서 생리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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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싱 통신(Communication for Sensing) — 융합통신 기능의 확장
- 6G는 실시간 무선 감지, 첨단 신호처리 알고리즘, 에지 컴퓨팅과 AI을 활용해
환경 정보를 감지하고 초고해상도(UHD) RF 영상으로 대상 환경을 재구성하며
센티미터 단위의 위치 지정과 밀리미터 수준의 해상도 제공 가능
- 이를 통해 보행자, 자전거, 유모차 같은 주변 물체를 감지하고 분류, 로봇
간 협업･비접촉식 동작제어･동작인식 등에 필요한 고정밀 실시간 감지 서비스,
THz 등을 활용한 환경
지능의 확산(Proliferation of Intelligence) — 유비퀴터스 스마트 코어(Core)
- 2030년에는 수 조개의 스마트 단말들이 6G 네트워크에 연결될 것인데, 이들은
지속적인 학습과 통신, 협력과 경쟁을 통해 실물세계 시나리오들을 효율적으로
시뮬레이션 및 예측하게 되고 최적의 의사결정을 제공
디지털 트윈(Digital Twins) — 물리세계의 디지털 미러(Digital Mirror)
- 6G는 디지털 트윈을 실현시킬 것이며, 이는 의료(최적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해
디지털 트윈 정보 사용), 산업 현장(제품 설계가 디지털 방식으로 최적화되어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 개선), 농업(생산 공정을 시뮬레이션･추론하여 불리한
요인을 예측하고 생산과 토지 활용을 개선), 네트워크 운영･관리 등에서 큰 기여
- 그러나 이는 6G 네트워크의 아키텍처와 기능에 많은 문제 야기 예상. 6G
네트워크는 물리적 환경의 미묘한 변화를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감지하기 위해
조 단위의 장치 연결과 밀리초(1/1,000 초) 미만의 지연 시간 지원, 데이터
모델과 자체 보정 및 자체 생성 기능이 있는 표준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데이터의 품질 보장 및 보안 요구 사항 충족, Tbps 수준의 전송 속도 등
보장 필요
지구 전역의 심리스 연결(Global Seamless Coverage) — 3차원 연결
(Three-Dimensional Connections)
- 현재 30억 이상의 인구가 인터넷 연결이 불가한데, 지상 셀룰러 네트워크는
고/중/저궤도 위성 등의 非지상 네트워크와 통합되어 유비쿼터스 광대역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3D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
- 이로 인해 원격 지역, 비행기, UAV, 차량 및 선박의 경우 언제 어디서나
광대역 접속이 가능하게 되고, 지상 통신망이 미치지 않는 지역의 광역 IoT
접근으로 비상 공동 대응, 무인도 지역의 농작물 또는 멸종 위기 동물 모니터링,
해양 부표 및 해양 컨테이너에 대한 정보 수집 가능

48

6G 핵심 기술
백서는 6G 실현을 위한 핵심 기술로서 네이티브 AI 기반 新네트워크 기술,
통신･센싱 통합기술, 테라헤르츠 및 가시광선 통신기술, 지상-非지상 통합형
네트워크 기술 등을 제시
< 잠재적 6G 핵심 기술 >
기술명

주요 내용

⦁네이티브 AI 기반 新 무선인터페이스(New Air Interface with
네이티브 AI 기반 신 네트워크
Native AI)
(New Network with Native AI) ⦁네이티브 AI 기반 신 네트워크 아키텍쳐(New Network Architecture
with Native AI)
증강형 무선 에어인터페이스 기술 ⦁물리계층 기초기술(Basic Physical Layer Technologies)
(Enhanced Wireless Air
⦁초대형 MIMO(Ultra-Massive multiple-input multiple-output)
⦁In-band Full Duplex
Interface Technologies)
신 물리공간 무선전송기술
⦁Reconfigurable Intelligent Surface(RIS)
(Wireless Transmission Tech. ⦁Orbital Angular Momentum(OAM)
on New Physical Dimensions) ⦁Intelligent Holographic Radio(IHR)
테라헤르츠 및 가시광 통신기술
(Terahertz and Visible Light
Technologies)

⦁트랜시브 아키텍처 디자인, RF단 부품(SiGe, InP 등의 재료 기술
등), 낮은 복잡성과 저저력의 고속 베이스밴드 신호처리 기술 등

⦁무선통신과 센싱이 동일 시스템에서 상호 교환방식으로 구현
- 통신 시스템은 동일 주파수 또는 동일 하드웨어･신호 처리 모듈을
통신･센싱 통합기술 (Integrated
Communications and Sensing)
사용하여 센싱 가능. 센싱 결과는 통신 액세스 또는 관리에 사용
하여 서비스 품질･통신 효율 개선 가능
분산형 자율네트워크 아키텍처
(Distributed Autonomous
Network Architecture)

⦁액세스 네트워크 : 아키텍처를 단순화하여 처리 지연시간을 줄이고
필요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탄력성 요구
⦁코어 네트워크 : 분산･분권･자율 네트워크 메커니즘은 유연하고 보편
적인 네트워킹 구현 가능

시간확정형 네트워크
(Deterministic Network)

⦁제조업, V2X 및 스마트 그리드 등 지연시간 민감 서비스는 시간
확정형 네트워크 성능 필수
- 확정형 최소･최대 지연시간(latency) 및 지연시간 지터(latency
jitter)에 의존하는 신속한 종단 간 전송, 다양한 실행 상태의 경계
패킷 손실률, 데이터 전송 중 순서 외 패킷의 상한값 등

컴퓨팅 인식 네트워크
(Computing-Aware Network)

⦁클라우드, 디바이스 및 에지에 위치한 컴퓨팅파워를 연결 및 조율함
으로써, 컴퓨팅과 네트워크의 심층 융합과 협력적 인지 및 주문형
스케쥴링･컴퓨팅 서비스의 효율적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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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명

주요 내용

지상-非지상 통합형 네트워크
(Integrated Terrestrial and
Non-Terrestrial Network)

⦁非지상 네트워크와의 통합을 위한 지상 네트워크 혁신 기술(라우팅･
전송, 동적 네트워크 요소 배치, 상호운용성 등)
⦁위성의 에너지 및 컴퓨팅 자원 부족 해결 기술 등

다자 신뢰 모델 기반 네이티브
네트워크 보안(Native Network
Security based on
Multi-Lateral Trust Model)

⦁중앙집중형 및 분산형 모델과 제3자 인증까지 요구되는 6G의 다
자신뢰모델 부응 필요
- 특히 AI, 빅데이터 및 6G 네트워크 간 심층 융합은 데이터 보호에
완전히 새로운 도전과제 제시

※ 자료 : White Paper on 6G Vision and Candidate Technologies, June 2021

6G 개발에 대한 견해
5G의 성공적 상용화는 6G를 위한 견고한 기반으로 작용
- 5G는 모바일 인터넷에서 IoT로 애플리케이션을 확장, 활용산업과의 심층
통합을 구현하여 산업 인터넷을 새로운 단계로 견인. 센싱 기술, AI, 통신
기술, 신소재 및 신부품 개발과 함께, 정보 소비와 생산 효율의 비약적 성장이
일어나면서 또 다른 네트워크 진화를 촉진
- 6G에서는 IoT 적용범위가 더욱 확대･심화되고, 네트워크 기본역량을 지속
강화할 것이며, 지능적인 사회･일상을 촉진하는 응용 프로그램들과 함께 사물
연결에서 지능 연결로 성공적인 전환을 가능하게 할 것임
6G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네이티브 AI 인텔리전스
- AI는 네트워크를 지능의 시대로 이끌 전망. AI 역할이 네트워크 운영･관리를
위한 보조자에서 네트워크 성능 최적화, 네트워크 모드 분석, 배치 관리, 네트워크
아키텍처 혁신 등으로 확대되면서 네트워크 기술의 전방위적 혁신을 촉진
- 따라서, 6G는 초대규모 지능형 네트워크를 현실화시킬 것임. 사람, 장치 및
물리적 환경은 동적 디지털 모델링을 통해 지능형 네트워크에 매핑되며, 지속적인
학습, 통신, 협력, 경쟁을 통해 6G 네트워크에 연결된 지능형 에이전트는
현실 세계의 운영과 발전을 효과적으로 시뮬레이션하고 예측하여 더 신속하고
똑똑한 의사결정을 가능케 할 것
6G 주파수 요구 충족을 위한 고･중･저 주파 대역의 효율적 사용
- 6G는 고품질 가용 주파수 자원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mmWave, THz,
가시광선 등 고주파 대역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대역의 다양한 개발 수준을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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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GHz 및 그 하위 대역은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6G의 지상 네트워크 배치를
가능하게 하며, 고주파 대역은 초고속 및 대용량 요건 충족 가능. 특히 산업이
계속 발전하고 성숙해짐에 따라 mmWave는 성능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제한된 전파 특성을 고려할 때 THz 및 가시광선과
같은 고주파 대역은 단거리 및 대용량을 가진 특정 시나리오와 센싱-통신
통합 및 신체 내 통신과 같은 시나리오에서 매우 중요
인공위성과 셀룰러 지상 네트워크 협력으로 완전한 6G 커버리지 달성
- 6G는 네트워크 커버리지의 폭과 깊이를 더욱 확장하여 완벽한 글로벌 커버리지를
달성할 전망
- 위성, 고고도 플랫폼, 근거리 통신 플랫폼뿐만 아니라 육상과 해상의 여러
네트워크 노드들(각 노드는 다른 기능 및 위도에 설정)을 통해 통합 지상망과
非지상망이 상호 연결되고 연동. 이러한 네트워크 노드는 서로를 보완하고, 지상파
셀룰러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광범위한 3D 통신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여러
非지상파 통신을 지원. 6G 네트워크는 지상, 공중, 해상 간에 단일 단말기에
의한 원활한 로밍을 구현

출처: 중국 IMT-2030(6G) Promotion Group (2021.6.)
http://www.caict.ac.cn/english/news/202106/P020210608349616163475.pdf
https://www.globaltimes.cn/page/202106/1225478.shtml
http://www.globalround.co.kr/magaine/all/view/20210607113537545
https://ksp.etri.re.kr/ksp/plan-report/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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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글로벌 협력 강화하며 6G 시장 주도권 확보 박차

핀란드와 6G 연구개발 협력 체계 구축…노키아 등 참여
일본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추진을 전담하는 ‘비욘드(Byeond) 5G 추진 컨소시엄’은
핀란드 오울루 대학 중심의 산학조직 ‘6G 플래그십’과 MOU 체결(6.8)
- 2020년 설립한 비욘드 5G 추진 컨소시엄은 강인하고 활력있는 일본 사회 실현,
국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6G의 속도감 있는 도입과 상용화를 추진하는
실행기구
- 도쿄대학과 NTT･NTT도코모･KDDI･소프트뱅크･라쿠텐 모바일 등 이동통신
관련 주요 업체가 모두 참여
- 핀란드 6G 플래그십은 노키아와 오울루 대학이 주축으로 2018년 설립한
6G 기술개발 및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기관
- 알토대학교(Aalto University), 비즈니스 오울루(Business Oulu), 오울루
전문대학교(OAMK), 핀란드 기술연구센터(VTT) 등 연구기관과 노키아 등
유수의 기업이 참여
< Byeond 5G 추진 컨소시엄 체계 >

※ 자료 : 총무성, 2020.12.11.

양국 기관은 이번 협력을 기반으로 6G 공동 기술개발, 인재교류 등에 적극
협력하면서 2030년 6G 상용화를 달성한다는 목표
- ①정보･자료 교환 ②인적교류 ③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 분야에서 상호 연계하여
다양한 연구활동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
52

- 중국･미국･한국 등 주요국 대비 5G를 비록한 차세대 통신 시장 경쟁에서
뒤처졌다고 판단한 일본은 선도국과 공동연구를 확대해 만회한다는 복안
- 우선 일본 내 통신 기술 관련 특허 점유율을 10% 이상, 소프트웨어는 30%
이상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
- 향후 통신장비업체인 시스코시스템즈와 인텔이 포함된 미국 6G 연구개발
조직과 협력 방안도 추진 계획
또한 향후 5년 간 1,000억 엔 투자를 단행해 2025년 오사카 간사이 엑스포에서
연구 성과 등을 공개할 계획
- 일본이 차세대 통신시장에 선제적 대응한 결과와 6G가 만들어내는 미래 사회상을
국제 박람회에서 공개한다는 구상
미국 정부와 공동 투자･중국 견제 위한 협력에 동참하며 6G 공략
미국과도 6G 동맹을 강화하며 차세대 통신기술뿐만 아니라 국제표준화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전략
- 지난 4월 미･일 정상회담에서 안전하고 개방적인 5G 네트워크 추진과 5G
및 차세대 통신(6G)을 포함한 첨단 ICT 연구 개발에 미국 25억 달러, 일본
20억 달러 투자에 합의
※ 미･일 정상회담 발표 후 공동성명의 문서에 이 같은 내용을 명시했으며 안전하고
개방적인 네트워크를 언급한 것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
< 일본, 미국과 차세대 통신분야 협력 주요 내용 >
① 혁신 촉진, 신뢰할 수 있는 사업자 및 다양한 시장의 촉진에 의한 Open-RAN 등 안전하고 개방된 5G
네트워크 추진
② 5G 및 차세대 이동통신망(6G 등)을 포함한 안전한 네트워크 및 첨단 ICT 연구, 개발, 실증, 보급에 투자하여
디지털 분야에서 경쟁력 강화: 미국이 25억 달러, 일본은 20억 달러 투자
③ 미･일 양국 파트너의 사이버보안 역량 구축, 제3국에서의 미･일 협력 성공사례를 토대로 한 ‘글로벌 디지털
연결 파트너십’및 이를 통한 타국과의 협력 실시
④ 국제표준 책정에 있어서 미･일 양국의 ICT 전문가에 의한 정보교환 등 강화
※ 자료 : 일본 외무성, 2021.4.16.

총무성은 미국과 실무 그룹 협의회(과장급)를 온라인으로 개최(5.27)하며 5G를
비롯한 차세대 통신기술 협력에 속도를 내면서 연내 국장급 회의까지 개최 예정
또한 미국이 동맹국과 함께 설립 예정인 ‘5G 이동통신 발전기금’에도 참여해
5G 기술개발과 글로벌 공급망 확보에 나설 계획
※ 미국은 일본이 세계 무선통신기술의 리더로 중요한 파트너라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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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는 미국 중심의 5G 통신 동맹에 참여하게 되면 일본 통신업체 기술과
제품이 더 폭넓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
(참고) 우리 정부･기업도 글로벌 리더십을 이어가기 위한 행보 분주
(#1) 핀란드와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 협력 강화
- 과기정통부 장관은 핀란드 외교부 빌레 스키나리(Ville SKINNARI) 개발협력･
통상 장관과 양국 간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위한 면담 진행(6.18)
-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투자방향, 디지털 뉴딜, 인공지능 국가전략, 5G 추진현황
등을 설명하고 6G 분야에서의 상호협력 필요성에 대해서도 소통
- 핀란드는 6G 분야를 선도하는 대표국가임을 강조하며 향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양국 간 차세대 통신 분야 파트너십을 공고히 이어갈 수 있는 협력을
활성화한다는 구상
(#2) 「6세대(6G) 연구개발(R&D) 실행계획」 수립
- 한･미 정상회담 후속으로 다가올 6G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민･관 합동 ‘6세대
(6G)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6세대(6G) 연구개발(R&D) 실행계획」 발표(6.22)
- 세계 최고 6세대 기술 강국을 구현하기 위한 3대 전략 분야 ①차세대 핵심
원천 기술 확보, ②국제표준･특허 선점, ③연구･산업 기반조성에 대한 세부
실행 계획 마련
- 우선 차세대 핵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당장 민간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저궤도 통신위성, 초정밀 네트워크 기술 등 6대 중점 분야 10대 전략
기술에 2025년까지 총 2,000억 원, 2021년 기준 총 179억 원(12개 과제)
투자 예정
< 6G 연구개발 6대 분야 10대 과제 >
구분

초성능

초대역

중점
분야

최대 1Tbps급
전송속도

100~300㎓
주파수도 활용
(1Tbps급
전송속도 실현)

전략
기술

①Tbps
③THz RF 부품
⑤공간 이동통신
무선통신
④THz 주파수
⑥공간 위성통신
②Tbps 광통신
모델

※ 자료 : 과기정통부, 202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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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공간

초정밀

지원고도를 지상
10km로 확대
5G 대비
(저궤도 위성을
지연시간을
통한 플라잉카, 1/10로 단축
드론 수용 등)
⑦종단 간
초정밀
네트워크

초지능

초신뢰

네트워크(NW)
전 구간에
인공지능 적용
(코어망+무선
구간)

설계단계부터
보안기술 내재화
(Embedded)

⑧지능형
무선 액세스
⑨지능형
네트워크

⑩6G 품질
상시보장･
보안 기술

(#3) 삼성전자 사상 첫 네트워크 언팩 행사 개최
- ‘삼성 네트워크: 통신을 재정의하다(Samsung Networks: Redefined)’의
버추얼 이벤트를 6.22일 오후 11시 온라인 생중계하며 5G 부품･제품과 6G
기술 비전 구체화
<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 언팩 행사 >

※ 자료 : 삼성전자, 2021.6.22.

- △기지국용 차세대 핵심칩 △차세대 고성능 기지국 라인업 △원 안테나 라디오
(One Antenna Radio) 솔루션 △5G 가상화 기지국(vRAN) 솔루션 △프라이빗
네트워크(Private Network) 솔루션 등을 소개하며 혁신 기술로 개인 일상과
각종 산업 현장에서 네트워크 역할을 확대하고 재정의하겠다는 비전 발표
- 기지국용 핵심칩은 ①2세대 5G 모뎀칩(5G Modem SoC) ②3세대 밀리미터
웨이브 무선통신 칩(mmWave RFIC) ③무선통신용 디지털-아날로그 변환
통합 칩(DFE-RFIC Integrated Chip) 등 3종
- 나아가 6G 시대가 도래하면 XR(확장현실), 초고해상도 렌더링, 디지털 복제
등 산업의 물리적･기술적 한계를 뛰어넘어 사용자의 손끝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
지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며 그 동안의 기술 혁신을 토대로 최첨단 기술과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목표
- 이미 삼성리서치 산하 차세대 통신연구센터를 설립(2019.5)하고 6G 선행기술
연구에 나선 삼성전자는 6G백서를 공개(2020.7)하는 등 6G 시장에서도 초격차를
이어가기 위한 행보 가속
-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UCSB)와 6G 테라헤르츠(THz) 대역에서 통신
시스템 시연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기술력 과시
※ 테라헤르츠 대역은 100GHz~10THz 사이 주파수 대역. 일반적으로 주파수 대역이 올라
갈수록 넓은 통신 대역폭을 사용할 수 있어 6G에서 요구하는 초고속 통신에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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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Beyond 5G推進コンソーシアム(2021.6.8.)
https://b5g.jp/20210608.html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UA0717D0X00C21A6000000/?unlock=1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UA034FK0T00C21A6000000/
https://www.mofa.go.jp/mofaj/na/na1/us/page1_000948.html
https://www.mofa.go.jp/mofaj/files/100194418.pdf
https://news.samsung.co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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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한국 GDPR 적정성 초안 결정서’ 공개…최종 승인 초읽기

◉ 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일반 개인정보보호법(2018.5.25 시행)
- EU 28개 회원국 간 자유로운 개인정보･데이터 이동을 보장하는 동시에 정보주체의 정보보호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한 통합 규정
- EU 내에 사업장을 운영하며 EU 시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뿐 아니라 인터넷･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EU 거주자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EU 거주자의 행동을 모니터링하는 경우 모두
의무적으로 적용
- GDPR 위반 시 최대 2,000만 유로(약 270억 원) 또는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4% 가운데 높은
금액의 과징금 부과

EU집행위원회, 한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서 초안 공식 발표(6.16)
지난 3.30일 EU집행위원회가 우리나라의 GDPR 적정성 평가 논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데 이어 6.16일 적정성 결정서 초안을 공식 발표
- EU 적정성 결정은 EU역외의 국가가 GDPR이 요구하는 수준과 동등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있는지를 확인･승인하는 제도
- EU집행위원회가 3단계 절차(세부 5단계)로 진행하며 현재 적정성 결정 채택국가는
총 12개국
※ 스위스･캐나다 등 11개국은 GDPR 시행 전 채택된 국가. 2018년 5월 GDPR 시행
이후로는 지금까지 일본만 적정성 채택을 받은 상황

- EU집행위원회와 韓개인정보위원회가 적정서 초안에 대해 한국 정부 부처
확인･서명 절차 등 사전 준비 작업을 거쳐 공식화한 것
< EU GDPR 적정성 진행 절차 >
1단계
(초기 결정)

2단계
(의견 수렴)

3단계
(최종 결정)

① E U 집 행 위 원 회 ( E u r o p e a n ② 결정서 초안 발표 및 EU정보보호 ⑤ EU 집행위원 전원 회의 (College
Commission, 행정부) 초기결정
이사회(EDPB, 회원국 개인정보 of Commissioners, 국무회의)
채택 공식화(3.30)
위원장 협의체) 의견 수렴･반영
의결
③ 집행위 담당과 회원국 대표 간
협의 절차(커미톨로지) 병행
④ EU의회[자유 사법 내무(LIBE) 위원회]도 의견 제시 가능
※ 일본은 LIBE 의견 반영하지 않고 통과
※ 자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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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한국 적정성 결정서 최종 채택 유력…국내 기업 EU 진출 시 부담 감소
그 간 한국 주요 기업은 주로 표준계약조항 등을 통해 EU 개인정보를 국내로
이전해 오며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 해왔던 실정
※ 표준계약조항(Standard Contractual Clauses) : EU집행위 또는 회원국 감독기구가
승인한 개인정보보호원칙, 내부규율, 피해보상 등 필수적인 조항을 계약서 형식으로 표준화한
것으로 적정성 결정을 받지 못한 국가의 기업에게 가장 널리 활용되는 국외이전 수단

- GDPR 관련 규정 위반에 따른 과징금(최대 전 세계 매출 4%) 부과 등에 대한
부담이 컸으며 표준계약절차 자체가 어려워 EU 진출을 포기한 중소기업도
다수
EU 집행위원회가 결정서를 최종 확정하면 한국은 개인정보 국외이전 시 EU회원국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받으며 표준계약 등 기존의 까다로운 절차 면제
- 적정성 결정을 받은 국가의 기업은 표준계약체결 등과 같은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않고 EU 시민 개인정보를 해당국가로 이전･처리 가능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2020년 조사한 바에 의하면 EU 28개 국가
중 20개 국가에 645개 한국 기업 진출
이로써 한국 기업의 EU 진출이 늘어나고, 이를 위해 기업이 들여야 했던 시간 및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
- 2019년 1월 채택된 일본 적정성 결정과 달리 공공분야까지 포함되어 규제협력
등 EU와의 정부 간 협력이 강화
- 또한 EU기업과 한국의 데이터 기업 간의 제휴가 가능하여 국내 데이터산업
활성화에 기여 전망
※ 다만 이번 적정성 결정에서 금융위원회는 독립된 감독기관으로서 위상이 다소 부족하
다고 판단, 금융기관 관련 데이터는 제외됨으로서 파편화된 개인정보 거버넌스의 통합
필요성 제기

아울러 표준계약조항으로 보호되지 않았던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도 가능하며
적정성 평가 최종 결정 시 즉시 효력이 발생, 서비스별 표준계약의 갱신이나
재계약 불필요

출처: European Commission (2021.6.16.)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1_2964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List.do?bbsId=BS074&mCode=C020010000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
https://www.sedaily.com/NewsVIew/22NO64JF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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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단신 동향

1. 해외
※ 제목 클릭 시 원문 링크(URL)로 연결됩니다.
국가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 미국에서 경쟁방해 행위 규제 기관의 예산을 대폭 확충하는
법안이 하원 법사위원회를 통과(6.23)
-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
예산을 확충하는 법을 ‘찬성 29대 반대 12’로 통과

반독점 규제기관
예산 대폭 확충
(뉴욕 타임스 / 2021.6.23)

- 법안은 빅테크 기업 합병 때 신청 수수료를 인상하는 규정을
포함했으며 수수료 인상을 통해 확보한 추가 재원은 법무부
반독점국과 FTC 등 독점규제 기관 예산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
○ 한편, 미국 하원은 앞서 금년 6월 초 △미국 혁신 및 선택
온라인법 △플랫폼 경쟁 및 기회법 △플랫폼독점종식법
△호환성 및 경쟁증진법 △합병수수료 현대화법 등 5개 법안을
발의
- 이는 애플, 아마존, 구글 등 거대 IT 기업들의 독점적 행위를
규제하려는 입법 작업의 일환인 것으로 풀이

미국

○ 미국과 유럽연합(EU) 간의 정상회담에서 양측 정상은 무역
기술 위원회(Trade and Technology Council, TTC)를
설치하기로 결정함

미국-EU 무역 기술
위원회 설치 방안
발표
(더힐 / 2021.6.15)

- 무역 기술 위원회(TTC)의 첫 주제는 반도차 부족 현상으로,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공급 안보를 강화하고 반도체 설계
및 생산 역량을 강화하는데 협력할 것임
- 무역 기술 위원회(TTC)는 이 외에도 인공지능이나 인터넷
연결 기술의 표준을 설정하고, 친환경 기술을 촉진하며,
중요 통신 시스템을 보호하고, 기술을 안보와 인권을 위협
하는데 남용하는데 대응할 것임
○ 아울러 미국과 유럽연합(EU)은 합동 기술 경쟁 정책 대화
(Joint Technology Competition Policy Dialogue)를
공식적으로 발족하고, 바이오기술이나 유전공학 등 기술
이슈에 협력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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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세계 경제의 기초를 닦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질서를 세운 경험을 바탕으로, 개방성,
공정 경쟁, 투명성, 책임성의 규칙을 갱신할 것임
(1) 미국-EU 무역 기술 위원회 설치
- 미국과 유럽연합(EU)은 무역 기술 위원회(US-EU Trade
and Technology Council)를 설치해 21세기 경제에 맞는
규범을 설정하도록 함

미국-EU 정상
공동성명 및 정책
협력 방안 발표
(백악관 / 2021.6.15)

- 무역과 투자 관계를 확대하고, 주요 기술 표준 정책을
조율하며, 바이오 기술과 유전자에 대한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개시하고, 혁신을 촉진하고 민주주의 가치에 기반을 둔 디지털
전환을 추진할 것임
(2) COVID-19 대응 및 지속가능한 글로벌 경제 회복 주도
- COVAX를 지원하고 세계보건기구(WHO)를 개혁하며, 안전한
여행의 재개를 위한 전문가 실무 그룹을 설치하기로 함
(3) 지구 보호와 친환경 성장 촉진
-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데
모범을 보이기로 하였으며, 파리협약의 내용을 재확인

미국

(4) 강력하고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세계의 건설
- 양국의 리더는 민주주의와 투명성을 강화하고, 부패와 강제
노동을 반대하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함
○ 바이든 대통령은 유럽연합(EU)과 무역, 기술, 중국을 주제로
한 정상회담을 갖는 등 미국과 유럽연합(EU) 간의 관계를
재건하고자 노력 중임
-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최근 항공기 보조금에 대한 17년
간의 논쟁을 끝내기로 하고, 양측 간의 관세 보복 위협을
중단하기로 함

미국과 EU 간의
기술 정책 협력과
대립

-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정상회담에서는 무역 기술 위원회
(Trade and Technology Council)을 형성해 새로운 기술에
대한 표준 설정에 협력하고, 기술 공급 사슬을 논의하며,
기술 규제와 경쟁 정책에 대응하기로 함
○ 반면 미국과 유럽연합(EU) 간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가안보
위원회(National Security Council, NSC)는 유럽연합
(EU)의 반미국기업 정책을 비판하는 문건을 발표함
- 해당 문건은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 DMA)이 구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의
5개 미국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비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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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 일본 정부는 원자력과 방위 산업 등 중요 기술을 보유한
일본 기업에 출자한 외국자본에 대한 규제 강화를 검토 중

안보기술 유출 방지
목적 외국자본
주주권 제한 검토
(요미우리신문 / 2021.6.23)

- 해외 투자펀드나 기업이 일본 기업 지분을 취득한 후
경쟁력 저하나 기술 유출로 이어지는 요구를 하면 이를
방지하는 대책을 검토
- 안보와 관련한 기술 유출 등을 막기 위해 외국자본의
주주권 행사를 규제한다는 구상
- 연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관련법 정비에 착수할 방침
- 한편,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가 외국자본 규제 강화를 검토하는
것이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인 도시바가 외국 투자펀드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
※ 거액의 투자 손실로 경영 위기에 빠진 도시바는 2017년 증자를
시행했고 이때 해외 투자펀드가 출자

○ 환경성은 양국간 크레디트 제도(JCM)를 통한 환경 인프라의
해외 수출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탈탄소 인프라
이니셔티브’ 수립, 공표

일본 환경성 탈탄소
이니셔티브
(환경성 / 2021.6.15)

- JCM을 통해 ’30년까지 민관 연계를 통해 GHG 배출 감축량
약 1억톤을 목표로 (자금의 다양화에 의한 가속화를 통하여
민관 제휴로 사업규모 최대 약 1조엔) 4대 액션을 통해
조건정비
- 4대 액션: ①시장 메커니즘 관련 국제규칙 수립 주도 ②
민간자금을 포함한 자금의 다양화 ③ 미국･호주와의 연계를
포함한 국제적･지역적 연계 ④ 장기전략 수립에서 대책
실행까지 일괄 지원을 통한 탈탄소 시장 정비
○ 경제산업성 산업구조심의회 통상･무역분과회 안전보장무역
관리소위원회는 6.10 수출관리 관련 논의내용을 정리한
중간보고 공표

산업구조심의회
통상･무역분과회
안전보장무역관리소
위원회 중간보고
(경제산업성 / 2021.6.10)

- 안보를 둘러싼 국제정세 변화 및 민감한 기술에 관한 통합적
접근(일본으로서 민감한 기술에 관한 통합적 접근을 추진하는
데 있어 ① 「육성」조치에 대해 일본이 안보상 중요한 전략
물자나 기술의 산업기반을 국내에 유지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규모의 조치가 강구되고 있는지 ②국경을 초월한 물건･사람의
이동을 관리하는 안보무역 관리나 출입국 관리 등 「보호」
조치와의 효과적 제휴를 추진할 수 있는 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
- 수출관리대상품목의 국제합의에 대한 준거(현황 및 과제,
국제수출관리체제의 과제 및 각국 동향, 일본의 대응 방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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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 간주수출(Deemed export)관리제도의 대상 명확화 (일본의
국내기술제공 관리, 각국의 국내기술제공 관리제도, 간주의
구체적 내용)
- 인권에 착안한 안보무역관리(현황 및 과제, 외국의 인권억압에
대한 접근방식 및 각국 대응, 무역관리로서 외국인 인권억압을
고려한 사례, 인권을 고려한 안보무역관리 검토시 유의점)
○ 문부과학성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미래사회「Society 5.0」을
특집으로 게재한 ’21년판 과학기술혁신백서 발간
- 금년부터는 ’20.6월에 개정된 「과학기술혁신기본법」에 따라
과학기술백서에서 과학기술혁신백서로 명칭 변경
○ (1부) Society 5.0 실현을 목표로 (특집)

일본

- 1장: 사회의 디지털화, 탈탄소화 등을 위한 최첨단 대응
∙ 가상공간 구축을 위한 기반기술(슈퍼컴퓨터, AI, 양자)

’21년
과학기술혁신백서
(문부과학성 / 2021.6.8)

∙ 가상공간과 현실공간을 연결하는 최첨단 기술(신체기능을
기계가 대체･지원하는 대처, 자율주행 등)
∙ Society 5.0이 목표로 하는 탈탄소화 등 안전･안심 확보를
위한 대처
- 2장: 사회과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지식」의 창출 및 활용
∙ 인문사회과학적 지식와 자연과학적 지식의 융합
∙ 「지식」의 융합을 통한 사회과제해결 사례
- 3장: Society 5.0 실현의 기반이 되는 기초연구력 강화(10조엔
규모 대학펀드 창설 등)
- 4장: 코로나 감염증에 대한 대응(정부의 코로나 관련 대응,
연구현장에 끼친 영향 및 새로운 연구유형 구축을 위한
노력, 코로나의 영향을 바탕으로 한 과학기술 발전 전망)
○ 중국 중앙은행은 결제 서비스업체와 은행에게 암호화폐 투기를
강력 단속할 것을 촉구(6.21)

인민은행, 암호화폐
중국 투기 강력단속
(CNBC / 2021.6.21)

- 인민은행은 공상은행, 농업은행 등 은행 관계자와 모바일
결제서비스업체 알리페이 주요 관계자를 소환한 뒤 암호
화폐 투기에 적극 대응할 것을 권고
○ 이에 금융기관과 결제 서비스업체는 일제히 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
- 주요 중국 은행이 각각 발표한 성명에는 공통으로 암호화폐
거래 모니터링 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가운데 암호화폐
거래에 활용된 계좌가 발견될 경우 해당 거래를 동결하고
계좌를 말소 처분한 뒤 당국에 신고한다는 내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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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 알리페이도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해 암호화폐 거래 행위가
발견되면 즉각 동결 조치하고 암호화폐 관련 사업자가
자사 전자 결제 서비스에서 발견되면 블랙리스트에 올려
이용을 즉각 중단시킬 것이라고 발표
○ 중국 알리바바그룹 산하 핀테크 계열사인 앤트그룹과 중국
국영 기업이 합작으로 신용평가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협의 중

앤트그룹, 中
국영기업과 합작회사
설립 논의
(월스트리저널 / 2021.6.23)

- 이르면 금년 3분기 출범할 신용평가사는 앤트그룹이 보유한
알리페이 사용자 데이터를 일부 넘겨받을 것으로 예상
- 현재 중국은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개인과 기업의 은행
대출 내역 등을 취합해 신용을 평가하고 있지만, 은행 대출이
없거나 대출을 받지 못한 국민에 대한 신용 평가는 불가능한 상태
- 이 때문에 중국 당국은 사기업이 보유한 금융정보를 정부가
공유해야 한다는 입장
○ 3명의 우주인을 실은 선저우 12호 우주선이 창정2F 야오
(遼)-12 로켓에 의해 발사에 성공 (6.17)

중국

- 우주정거장 건조 임무 계획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 11회의
비행 임무 실시

선저우 12호 발사
성공, 우주실험실
2022년 구축
(중국과학보 / 2021.6.17)

- 3회의 우주정거장 모듈 발사, 4회의 화물우주선 및 4회의
유인우주선 발사 포함
- 2022년 우주정거장 궤도 건조 수행, 국가우주실험실 준공
이후, 응용 및 발전 단계에 진입
- 우주정거장 단계에서 중국은 지속적으로 국제협력교류 확대
- 우주정거장 기능 확장, 우주과학 및 응용, 중외 우주인
공동비행, 기술성과 이전 등 분야에서 광범위한 국제협력
전개 계획, 중국의 우주정거장을 전 인류를 위한 우주실험실로
만들 예정
○ CCTV망은 중국의 21개 코로나19 백신이 임상시험단계에
진입했다고 보도 (6.7)

중국 21개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단계
진입
(CCTV망 / 2021.6.7)

-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관계자는 관계 부문이 백신 연구개발을
지도 및 조율하고 생산기업이 생산능력을 확대하여 중국내
수요를 충족시키는 한편, 국제수요도 감안하고 있다고 지적
- 시노백(科兴) 백신의 칠레와 브라질에서의 연구결과, 중국의
코로나19 백신이 양호한 보호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5월 16일 기준 칠레는 전국적으로 시노백 불활성화 백신
1,325만회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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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 칠레에서 시노백 백신 제2차 접종 14일 후, 유증상 감염
예방 유효율 65.3%, 입원 치료 예방 유효율 87%, 중환자실
예방 효율 90.3%, 감염으로 인한 사망 예방 효율 86%로
밝혀짐
○ 중국의 21개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단계에 진입
- 이중 4개 백신은 중국 내에서 조건부 출시 승인 획득
- 6개 백신은 중국내 긴급사용 승인 획득
- 8개 백신은 해외 3기 임상시험 전개 승인 획득
- 3개 백신은 선진국의 1기 임상시험 전개 승인 획득

중국
○ 중국과학기술발전전략연구원은 <국가혁신지수 보고서 2020>를
발표 (6.3)

<국가혁신지수
보고서 2020> 발표
(중국과학기술발전전략연구원 /
2021.6.3)

- 중국 국가혁신지수 종합 순위는 세계 14위로, 전년대비
1단계 상승, 상위 15위에 진입한 세계 유일의 개발도상국으로,
과기혁신능력이 급속히 제고
- 중국 국가혁신지수 득점은 72.5점으로 전년대비 2.6점이
제고
- 영국, 핀란드, 프랑스, 아일랜드 등 순위 10-13위 국가와의
격차가 0.2-1.8점으로, 한층 더 위축
- 중국 혁신지수 득점은 1인당 GDP 5만 달러의 유럽 국가에
근접, GDP 대비 R&D 비중이 2% 이상인 세계 유일의
고소득 국가
○ 연방경제에너지부는 유럽연합과 함께 드레스덴 소재 보쉬 공장의
반도체 생산라인 확충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로 결정
- 투입되는 예산은 1억 4천만 유로 (1,900억 원) 이며 유럽공동
이해프로젝트(IPCEI)의 마이크로 전자산업 육성 전략이 그
근거임

IPCEI프로젝트 기반
독일 반도체 생산 설비
확대 투자
(연방경제에너지부 / 2021.6.7)

- 이 생산 시설은 300mm 실리콘 웨이퍼 기반 설비이며,
미래 자동차 산업과 첨단기술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마이
크로칩 수요에 대응하는 것이 주 목적
○ 작센주의 주도인 드레스덴은 마이크로 전자 클러스터
(실리콘 작센)로도 잘 알려져 있으며, 해당 지역의 우수한
연구 역량과 혁신성을 통한 시너지를 기대
- 이를 통해 5G,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으로 대표되는 미래
기술 부문에서 외부 의존도를 줄이고 기술 생태계 내 자립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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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구글 디지털 광고 사업 부문에
대한 공식 조사를 시작(6.22)

EU 구글 디지털 광고
경쟁방해 조사 착수
(CNBC / 2021.6.22)

- 구글이 타깃 광고를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광고 공간을
판매하고 온라인 광고 매개사업자 역할까지 하는 등 온라인
디스플레이 광고 공급망의 전 분야에 관여하고 있다고 지적
- 이번 조사는 구글이 자체 온라인 디지털 광고 기술 서비스를 우대
하면서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
- EC는 이번 조사의 일환으로 광고주, 출판사업자, 기타 서드
파티 사업자들이 이용자 정보와 이용 행태에 대한 데이터에
접속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지 살펴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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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 제목 클릭 시 원문 링크(URL)로 연결됩니다.
분류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을 활용하여 신뢰 강화, 비대면 경제,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2021년 블록체인
확산사업’ 추진

2021년 블록체인
확산사업 추진
(과기정통부 / 2021.6.24.)

- 블록체인 시범사업을 통해 가능성을 확인한 과제 중 파급력
높은 분야를 선정하여 후속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
- 온라인 투표(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부(민간), 사회복지
(보건복지부), 신재생에너지(산업통상자원부), 우정사업
(우정사업본부) 등 5대 분야에 대해 지원 결정
- 현재 △온라인 투표 △기부 △우정사업 3개 분야에 대해
사업자선정 및 계약이 완료,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
○ 한･미 정상회담 후속으로 다가올 6세대(6G)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민･관 합동 ‘6세대(6G)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6세대
(6G) 연구개발(R&D) 실행계획」 수립

주
무
부 6세대(6G)
처 연구개발(R&D)
실행계획 수립
(과기정통부 / 2021.6.23.)

- 세계 최고 6세대 기술 강국을 구현하기 위한 3대 전략
분야(①차세대 핵심 원천 기술 확보 ②국제표준･특허 선점
③연구･산업 기반조성)에 대한 세부 실행 계획 마련
- 우선 ①차세대 핵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서 당장 민간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저궤도 통신위성, 초정밀 네트
워크 기술 등 6대 중점 분야 10대 전략 기술에 ’25년까지
총 2,000억 원, ’21년 기준 총 179억 원(12개 과제)을 투자 예정
- 향후에도 6세대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3대 분과위원회
(기술･표준화/위성･주파수/글로벌)등 민관 협력 활동을
지속해 나가며 6세대 연구개발을 차질 없이 이행해나갈 계획

경제협력개발기구도
인정한 우리의
‘디지털 전환정책’
(중소벤처기업부/ 2021.6.30.)

○ 중소벤처기업부는 6.30.(수) 경제협력개발기구와 공동으로
‘디지털화를 통한 중소기업 회복력 강화, 한국사례’ 발표를
기념하는 화상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힘
- ‘디지털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을 정책 목표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특별한 봉쇄 조치 없이 경제활동을 수행하고
비대면과 온라인의 변화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한 우리나라의 중기부 정책을 주목했음
- ‘구조적 정책’으로는 ’20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도입, 공용 화상 회의실 구축, ‘가치삽시다’ 소상공인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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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플랫폼 구축, 온라인 무역전시회, 중소기업 통합서비스
포털인 ‘중소벤처24’ 운영을 예로 들었음
- ‘부문별 정책’으로는 스마트공장 3만개 구축 추진과 함께
스마트공장에서 창출된 제조데이터를 인공지능 기반 제조
플랫폼을 통해 최적화하고 활용 기반을 확대하는 점을 주목
했음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 정부가 코로나19를 계기로
디지털 도입을 본격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회복력 향상
이라는 일차적 목표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부진
이라는 문제까지 해결한 성공적 사례로 평가했음
○ 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간(’21~’25) 자율주행차의 확산과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한「제1차 자율
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고 6.30.(수) 밝힘

주 제1차 자율주행
무 교통물류
부 기본계획(’21∼’25)
처 수립･확정
(국토교통부 / 2021.6.29.)

- 「제1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은「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5년 단위 법정계획
으로,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및 국가교통위원회 심의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되었음
- 최근 자율주행 기술의 발달과 함께 세계 각 국은 자율주행
셔틀, 택시, 배송 등 자율주행 기반의 교통물류체계의 도입을
위해 경쟁 하고 있으며, 정부도 자율주행차 상용화 및 자율
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중장기 정책
방향인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였음
- 5대 추진전략에 대한 주요 내용은 ①자율주행 교통물류
서비스 기술 고도화 ②자율주행 교통물류 서비스 실증환경
조성 ③자율주행 교통물류 서비스 사업환경 조성 ④자율주행
안전성 강화 및 기술 수용성 제고 ⑤자율주행 교통물류
생태계 구축과 같음

한국형 스마트시티,
세계 11개국으로
진출
(국토교통부 / 2021.6.23.)

○ 한국의 스마트시티 경험과 기업의 우수한 ICT를 해외에
확산하기 위한 ‘K-City Network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총 11건(11개국) 사업 선정
- 도시개발형 4건(4개국), 솔루션형 계획수립 4건(4개국),
솔루션형 해외실증 3건(3개국)
- 클락 경제자유구역 스마트시티 기본계획(필리핀), 교통관리
시스템 MP(베트남), 공무원주택 시범단지 FS(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폐기물관리 솔루션 실증(미국), 스마트
주차 서비스 실증(스페인) 등 다양한 국가와의 사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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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 지역별로 신남방･신북방 3건, 유럽 2건, 북미･남미･아프리카
각각 1건 선정

- 도시개발형은 4~6억 원, 솔루션형 계획수립은 2~3억 원, 솔루션형
해외실증은 4~6억 원 규모로 기본계획(MP) 또는 타당성조사
(F/S) 수립과 초청연수, 기업의 해외실증을 지원 계획
○ ‘전자정부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발표하고, 2025년까지
공공서비스 기획 단계부터 디지털 기반으로 설계하고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제공 계획
- 이번에 발표한 ‘제2차 전자정부 기본계획’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2016년부터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

전자정부 중장기
발전방향 발표
(행안부 / 2021.6.24.)

- ‘디지털로 여는 좋은 세상’을 비전으로 2025년까지 진행되며
△지능형 서비스 혁신 △데이터행정 강화 △디지털 기반
확충 등 공공부문 디지털 전환을 위한 세부과제와 추진
일정을 포함
- 2025년까지 주요 공공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율을 80%까지
끌어 올리고, 행정･공공 클라우드 전환율을 100% 달성 목표
- 이를 기반으로 디지털 기반 공공서비스 설계가 가속화되고
서비스도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제공 예정
○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상거래의 근간이 되는 사업자등록
정보의 진위확인 및 상태조회 서비스를 오픈API 방식으로
제공한다고 6.30.(수) 밝힘

주
무
부
처
디지털 뉴딜,
온라인거래도
공공데이터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 사업자등록정보의 진위여부 및 사업자의 상태정보는 경제
활동을 할 때 필수적인 정보로서 그간 민간에서 수요가
매우 높았으며, 디지털 뉴딜을 계기로 행정안전부와 국세청
이 협업하여 적극행정으로 추진됐음
- 사업자등록정보 진위확인 오픈API 서비스를 통해 사업자등록
번호, 대표자성명, 개업일, 상호, 주업태, 주종목 등의 사업
자등록정보를 입력하면 국세청에 등록된 최신 정보와 일치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됨
- 또한, 오픈API 서비스를 통해 다수 사업자의 과세유형과
휴･폐업 상태정보 등 사업자등록 상태를 대량으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됨

바다 위 탄소중립,
한국형
친환경선박(그린쉽-K)
개발 착수
(산업통상자원부 / 202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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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친환경선박전주기혁신
기술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하였다고
6.29.(화) 밝힘
- 동 사업은 IMO 환경규제 강화 등에 따른 조선･해운산업의
친환경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사업으로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총
2,540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함

분류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 친환경추진선박은 수소･암모니아 등 친환경연료를 활용하는
저탄소･무탄소 선박 및 전기･하이브리드 선박 등 차세대
추진시스템을 갖춘 미래 고부가가치 선박을 의미
- 이번 사업은 친환경선박의 추진시스템개발과 실증과정 및
법제도, 표준화 과정을 연계하는 과정을 통해 미래 친환경
선박 기술 선점 및 글로벌 신시장에서의 초격차를 집중
지원할 계획
- 또한, ’22년에 착수하여 10년 간 추진할 예정으로 올해
말까지 상세기획을 통해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부처
간 역할 구체화 및 사업단 구성 등 협력방안을 마련할 계획
○ ‘2021년 초･중등 교원양성대학 인공지능 교육 강화 지원
사업’에 선정된 6개교 발표

2021년 초･중등
교원양성대학
인공지능(AI)
교육강화지원사업

주 선정 결과 발표
무 (교육부 / 2021.6.23)
부
처

- 최근 디지털 혁신에 따른 초･중등학교에서 인공지능 교육
강화를 위해 예비교원에 대한 인공지능 교육역량 함양을
지원하는 사업
- 초등(대구교육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심화(공주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융합(서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사업 별로
2곳씩 선정
- 선정 대학에는 연평균 2억 원씩 총 3년간 재정을 지원
하여 교원 자격 유형별 인공지능 교육과정 모형을 개발･
적용
- 또한 모든 예비교원의 인공지능 교육역량 강화 및 현장
교원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에 활용
○ 환경부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일부개정안이 6.29.
(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6.(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힘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재활용 본격 추진
(환경부 / 2021.6.29)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등을 회수･보관･
재활용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설치하는 미래폐자원 거점수
거센터의 운영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음
-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로 늘어
나는 폐배터리 발생에 대비해 사업비 171억 원을 투입하여
경기 시흥 등 전국 4개 권역에 설치하는 시설임
- 한편, 환경부는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1월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전기
자동차 폐배터리를 폐기물 종류 중 하나로 신설하고, 재활용업
허가를 위해 갖추어야 할 기술 및 시설 기준도 별도로
마련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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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 환경부는 경기도 양평군 인근에 소재한 한강물환경연구소에
북한강(하천수)을 활용한 수열에너지 시설 도입이 최근 완료
되었다고 6.29.(화) 밝힘
- 이번 한강물환경연구소의 수열에너지 시설 도입은 친환경
수열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9개월간 국비 6.2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한 시범사업임

한강물환경연구소에
북한강 활용한
수열에너지 적용
(환경부 / 2021.6.29)

- 한편, 환경부는 수열에너지 도입 활성화를 위해 소양강댐
용수를 활용한 강원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도
추진하고 있음
- 강원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는 환경부, 강원도, 한국수
자원공사가 2027년까지 3,027억 원을 투자하여 수열에너지
16,500냉동톤을 도입하는 것으로 이는 현재 국내 최대규모인
롯데월드타워(3,000RT)의 5배가 넘는 규모임
- 한경부는 이번 수열에너지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물
분야 탄소중립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이를 위해 수열사업
확산, 기술개발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임

주
무
부
처

○ 보건복지부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한미약품과 에스티팜,
GC녹십자 등 3개 기업이 주축이 되고 한국혁신의약품컨소
시엄(이하 “KIMCo”)이 지원하는 ‘차세대 mRNA 백신 플랫폼
기술 컨소시엄’을 결성했다고 6.29.(화) 밝힘

내년 국산 코로나
백신 개발 목표
‘K-mRNA
컨소시엄’출범
(보건복지부 / 2021.6.30)

- 이번 컨소시엄 구성은 원료와 백신 제조, 신약개발 등 각
분야에 강점을 지닌 기업들이 하나의 팀을 이뤄 mRNA
코로나19 백신의 플랫폼 기술을 확보하는 동시에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춰 백신 자급화와 글로벌 수출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임
-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56개 제약바이오기업들의 공동
출자로 지난해 출범한 KIMCo는 동 컨소시엄 참여 기업들과
소통하고 사업 전반을 조율하면서, 정부와 국회 등 대내외
원활한 지원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임
- K-mRNA 컨소시엄은 총 2단계에 걸쳐 mRNA 백신 개발
및 생산을 가시화할 예정이고, 이를 위해 K-mRNA 컨소
시엄에 참여하는 한미약품, 에스티팜, GC녹십자는 임상과
핵심원료, 대량생산설비 구축 등에 7,000억 원 이상 투자할
계획임
- 향후, 이들 기업 외에도 mRNA 기술과 원부자재 개발･생산
관련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및 대학 연계 산학연구소 등으로
K-mRNA 컨소시엄 참여 범위를 확대해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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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국제적 차원의 인공
지능-지식재산 쟁점을 정립하기 위한「인공지능-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 2기」(이하, 인공지능-지식재산 특위 2기)가
6.29.(화) 출범한다고 밝힘

주 선진국 AI 공공 정책 - 출범식 및 제1차 전체회의는 오후 2시부터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진행되며, 인공지능-지식재산
무 활용 현황과 시사점
특위 2기의 핵심과제 및 추진방향 등이 논의될 예정임
부 (중소벤처기업연구원 /
- 인공지능-지식재산 특위 2기의 핵심과제는 인공지능 창작물의
2021.6.28)
처
제도화 방향 정립과 인공지능-지식재산 신규 이슈 발굴 등을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음
- 인공지능-지식재산 특위 2기에서 논의된 내용은 사회 전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의를 도출하고 2022년 지재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 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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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1

주요 통계

과학 기술

｢※ 미국, 1970~2020년 과학 공학 및 생명 과학 부문에 대한 연방 의무 지출 분석｣ 주요 내용
국립과학공학통계센터(NCSES)는 1970-2020년 사이 과학 공학 부문 전체와 생명 과학 부문에 대한
연방 정부의 의무 지출을 분석 발표*(’21.6)
* Growth in Federal Research Obligations for Life Sciences Between 1970 and 2020

연방 정부가 과학･공학 부문의 모든 분야에 제공한 의무 지출액은 1970년 49억
달러(약 5조 5,000억원)에서 2020년 853억 달러(약 96조 4,000억원)로 증가
-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경우 연방 정부의 과학 공학 부문에 대한 의무 지출액은
1970년 226억 달러(약 25조 5,000억원)에서 2020년 744억 달러(약 84조
1,000억원)로 3배 이상 증가
< 과학 공학 분야 연방 의무 지출액, 1970-2020년 >

생명 과학 분야에 대한 연방 의무 지출액은 407억 달러(약 46조원)로 가장
높았으며, 공학이 164억 달러(약 18조 5,000억원), 물리학이 96억 달러(약
10조 9,000억원) 순임
* 의회와 행정부가 바이오 읠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1998-2003년 추진되었던 국립보건원
(NIH) 예산 2배 5개년 계획(NIH Doubling)에 따른 것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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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과학 공학 분야 연방 의무 지출액, 1970-2020년 >

- 1970년 연방 의무 지출액 중 가장 비중이 높았던 분야는 공학으로, 당시
연방 연구 의무 지출액 중 31%를 차지했던 비중은 2020년 19%로 감소하였음
< 분야별 과학 공학 분야 연방 의무 지출액 비중, 1970-2020년 >

2019년 생물 과학은 189억 달러(약 21조 4,000억원)의 연방 의무 지출액을,
의학은 138억 달러(약 15조 6,000억원)의 연방 의무 지출액을 기록하였음
- 농업 과학(14억 달러, 약 1조 6,000억원)과 환경 생물학(9억 달러, 약 1조원)은
다른 분야에 비해 상당히 적은 연방 의무 지출액이 기록되었음
< 생명과학 분야 연방 의무 지출액, 1978-2019년 >

출처: 국립과학공학통계센터(2021.6.10)
https://www.nsf.gov/statistics/2021/ncses21200/ncses2120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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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CT

주요 ICT 품목별 수출 규모
(단위: 백만 달러, %)
p

2021년

2020년

구 분
금액

증가율

비중

정보통신방송기기
183,509
3.8 100.0
ㅇ전자부품
131,075
3.4
71.4
ㅇ컴퓨터 및 주변기기
13,907
53.0
7.6
ㅇ통신 및 방송기기
13,677
-5.3
7.5
ㅇ영상 및 음향기기
2,627 -40.8
1.4
ㅇ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22,222
0.5
12.1
- 가정용 전기기기
4,197
16.5
2.3
- 사무용 기기
341
3.9
0.2
- 의료용 기기
2,041
-4.3
1.1
- 전기 장비
10,435
-0.8
5.7
⦁일차전지 및 축전지
7,614
1.0
4.1
주) P : Preliminary(잠정치)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6.

5월 당월
금액
증가율
17,735
12,784
1,332
1,239
190
2,189
484
41
206
997
739

27.4
26.3
9.8
40.0
22.4
42.1
95.5
57.7
46.8
35.3
32.0

1~5월 누적
금액
증가율
83,752
59,730
5,827
6,677
969
10,549
2,178
163
984
4,822
3,544

19.9
19.7
3.6
35.8
-9.2
26.1
58.6
3.2
27.7
19.0
20.6

비중
100.0
71.3
7.0
8.0
1.2
12.6
2.6
0.2
1.2
5.8
4.2

주요 ICT 품목별 생산 규모
(단위: 억 원, %)

구

분
금액

정보통신방송기기

2021년

2020년p
증가율

p

비중

2월 당월
금액
증가율

1~2월 누적p
금액
증가율 비중

3,320,840

2.9

69.3

268,075

4.4

554,040

5.4

69.0

2,046,771

2.4

42.7

163,922

6.3

344,366

7.4

42.9

ㅇ컴퓨터 및 주변기기

149,785

44.4

3.1

12,321

-1.4

23,046

0.2

2.9

ㅇ통신 및 방송기기

374,177

2.1

7.8

29,940

-7.5

60,450

-4.1

7.5

ㅇ영상 및 음향기기

83,124

-5.5

1.7

6,763

-5.0

13,358

-6.8

1.7

666,983

-0.4

13.9

55,129

9.1

112,820

7.7

14.1

ㅇ전자부품

ㅇ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정보통신방송서비스

808,327

3.4

16.9

69,214

5.5

139,055

5.5

17.3

ㅇ통신서비스

370,695

1.7

7.7

30,900

1.4

62,307

2.0

7.8

ㅇ방송서비스

196,387

2.9

4.1

16,719

2.8

33,517

2.4

4.2

ㅇ정보서비스

241,245

6.7

5.0

21,595

14.3

43,231

13.9

5.4

664,477

7.2

13.9

55,424

12.3

109,308

11.4

13.6

SW
ㅇ패키지SW

131,326

7.7

2.7

10,195

4.5

20,321

5.2

2.5

ㅇ게임SW

141,106

17.2

2.9

12,032

5.5

23,087

1.7

2.9

ㅇIT서비스

392,045

3.9

8.2

33,197

17.7

65,900

17.5

8.2

ICT 전체
4,793,643
3.6 100.0
주) P : Preliminary(잠정치)
※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KAIT･KEA, 2021.6.

392,712

5.7

802,403

6.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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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 ICT 정책･기술 동향

과학기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전략과

ICT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과

Tel：(044) 202-6735

Tel：(044) 202-6222

E-mail：jhjh04@korea.kr

E-mail：kimhs5023@korea.kr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과학기술정책센터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융합정책팀

Tel：(043) 750-2367

Tel：(042) 612-8217

E-mail：jshong@kistep.re.kr

E-mail：lee@iit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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