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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분야 >
전
략
산
업
정
책

전
연
구
개
발

략

o 5대 기간산업(전자, 기계, 조선․해양, 석유화학, 철강) ‘개척자 전략’
o 5대 전략산업(MESIA: 의료·바이오, 에너지·환경, 안전, 지식서비스,
항공우주) ‘추격자 전략’
o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융복합형 신성장동력 발굴
o IT 기술혁신과 미디어/문화산업 발전
o BT 기술혁신과 생명의료산업 발전
o 개인․민간을 기술혁신의 주체로, 정부는 연구개발 지속 투자
o ICT 기술 중심의 기술 융합 ‘선택과 집중’
o 초연결사회 대비 ‘개방성’ 확보
o 지능형 제조업 혁신정책 추진

정

o 건강한 장수사회로의 전환 정책

책

o 에너지 자립과 에너지 허브(Hub) 도약
o 창의적 과학기술 시스템 구축

전
지
식
재
산

략

o 특허출원 및 분쟁해결의 세계적 허브화
o 전문인력 집중 양성, 국제적 리더십 확보
o 지식재산위원회 위상 강화
o 심사관 증원과 특허품질 향상

정

o 지식재산 교육플랫폼 설치로 국제적 리더십 확보

책

o 지식재산외교 주도 및 제도의 국제 수준 정비
o 지식재산 세계적 기업 육성

정
보
통
신

전
략

o 주기적 미래정보통신 예측을 통한 문제점 도출
o 세계시장 사업화 관점의 해결방안 모색
o 미래정보통신 융합 서비스에 적합한 융합 서비스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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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전략

가. 개요
1) 범위
본 절에서는 우리나라가 새롭게 육성해야할 산업분야와 산업별 육성전략을 제시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난 50년간 우리나라 산업이 발전되어온 자취를 살펴보
고, 전 세계적인 시장 변화와 기술, 사회, 환경 등의 변화 추세를 조망하고자 한
다. 이에 따라 우리가 육성해야 할 산업을 크게 현재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산업
과 향후 성장가능성이 큰 산업으로 대별하고, 이에 따라 각각 1등 전략(First
Mover)과 2등 전략(Fast Follower)을 적용해야한다는 점을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새롭게 육성해야할 5대 전략산업분야로서 MESIA를 제시하고자 한다.

지난 7년간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1인당 국민소득 2만불의 덫에서 탈출 할 수 있
는 방법은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한국 산업이 가야할 방향을 성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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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래전망
우리나라의 산업전략을 설계하는데 필요한 주요 미래변화 요소는 특허(산업적 가
치가 있는 대표적 지식재산), 논문, 연구인력, 연구개발 능력이다.

먼저, 특허의 경우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중국, 독일과 더불어 5대 특허강국이
며, 특허의 성장률에 있어서는 중국 다음으로 높다. 지난 5년간 변화추세가 그대
로 유지된다면 2017년경에는 중국, 일본, 미국 다음으로 한국이 될 수 있다. 특허
관점에서는 우리의 경쟁 상대가 일본이 아니라 독일이라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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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논문을 보면 현재 유럽, 미국, 아시아가 거의 대등한 가운데, 조만간 아시아
가 가장 많은 논문을 배출하는 대륙이 된다. 특히 이미 7년 전 일본을 앞지른 중
국이 새로운 지식 생산의 창구인 논문 수에서 향후 10년을 전후하여 미국을 앞지
를 수도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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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연구인력을 보면, 중국이 전 세계 기술인력의 34%를 현재 배출하고 있어
미국 4%의 8배 이상이고 연구인력의 증가율에 있어서도 가장 높다. 향후 중국이
산업경쟁력 확보는 물론 경제, 안보를 주도할 첨단 과학기술인력 면에서도 적어도
양적으로 주도해나갈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중국 다음으로 연구개발
인력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과학기술강국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
다음 연구비 규모를 보면 미국과 중국, 일본, 독일이 가장 크고 우리나라는 프랑
스, 영국, 인도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혁신역량’이라고 말할
수 있는 GDP에서 차지하는 연구개발비 비중과 인구 백만명당 과학기술인의 수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일본, 미국과 유사한 수준이고, 독일, 프랑스, 영국, 중국, 인
도보다 앞서는 수준이다. 현재의 국력은 GDP이지만 미래의 국력은 연구개발
(R&D)이라고 볼 때,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둡지 않다.

엘빈 토플러 이후 주목받고 있는 미래학자 중 한 명인 레이 커즈와일은 미래를
주도할 기술로 GNR, 즉 유전자공학(Genetics), 나노(Nano), 로봇(Robot) 기술을 들
고 있다. 그동안의 발전 추세를 보면, 이 중에서 나노 기술은 상대적으로 세상 변
화에 미치는 영향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 해에만 각각 20만 건 이상 쏟아
지는 과학기술 논문이나 특허를 모두 읽고 기술변화를 알아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체계화된 각 기술의 핵심 특징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을 하는
‘기술사상(技術思想)’이 유용하다. ‘기술사상’은 ‘동양사상’, ‘서양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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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세상을 바꾼 사상체계를 의미하며, 특허법상 발명의 개념을 ‘자연법칙을 이
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라고 정의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술적 사상’에서 연유한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미래를 바꿀 두 가지 기술사
상으로는 로봇사상과 바이오사상을 거론 할 수 있다.

먼저 로봇사상은 ‘인간의 연장선에 로봇이 있으며, 이러한 로봇이 인간을 대신하
여 세상을 바꾼다’는 사상이다. 이러한 로봇사상은 인간이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
한 수백만 년 전으로 연원을 찾을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지능화 된 도구’가 로
봇이기 때문에, 이를 미래의 존재로 볼 필요가 없다. 중요한 것은 이미 20세기 후
반에 진행된 자동화와 로봇화에 의해 산업현장은 대부분 로봇화되었다는 점이다.
이를 거부해온 국가와 이를 용인한 국가 간에 산업발전이나 일자리가 확연히 갈
리고 있음을 볼 때, 앞으로 더욱 확대될 로봇 경제체제를 거부할 것이 아니라 로
봇과 인간이 공존하게 될 미래사회를 연구하고 대비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다음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Technology)에 이어 새로운 산업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되는 생명기술(Bio Technology)에 기초한 바이오사상은 인간과 생명에 대한
본질의 탐구에서 연원을 찾을 수 있다. 더 이상 인간과 동물의 근본적 차별을 주
장 할 수 없게 된 20세기 후반부터 생명사상이 대두되었지만, 생명과 비생명 간에
도 근본적인 차이가 없고 그 경계가 불확실하다는 것이 현대 과학에 의해 확인되
면서 이 조차도 도전받고 있다. 이에 따라 생명과 비생명을 구분하지 않고 인간과
지구, 자연을 하나의 유기체로 보려는 것이 바이오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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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로봇사상과 바이오사상을 결합하여 ‘인간과 로봇, 인공지능, 동식물, 자
연이 하나의 유기체다’고 보는 바이오·로봇사상이 미래사회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할 때 우리가 육성해야할 산업방향은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나. 해결과제
1) 문제점
우리 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세계 각국의 제조업 비율(OECD STAN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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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답하기 위해, 먼저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산업의 속성을 분석해보면, 우리나
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와는 달리 제조업 비중이 유난히 높은 나라이며, 우리와
유사한 국가는 일본, 독일, 중국 등이다. 즉, 산업은 한 국가의 역사와 경제 구조
를 반영하는 것이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졌을 경우에만 글로벌 산업구조의 일부
로서 참여하게 되므로, 쉽게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국 산업 발전의 역사]
우리나라가 지난 50년간 육성해온 주력산업을 보면, 일본 등으로부터 노후화된 기
술이나 장비를 이전받아 노동집약형 산업을 시작하여 꾸준히 변화와 발전을 거듭
하여 지금은 철강, 조선, 자동차, 화학, 전자 등 현대문명을 뒷받침하고 있는 5대
기간산업분야에서 경쟁력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선 후에는 이렇
다 할 새로운 주력산업을 개척해내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그러는 사이 우리를 추
격해오고 있는 중국, 인도 등이 5대 기간산업에 있어서 점차 우리를 앞서가고 있
다. 확실한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 산업전략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 최근에 ‘우리
가 살 길은 1등이 되는 것뿐이다.’류의 슬로건이 유행하고 있다. 디스플레이, 메
모리반도체, 스마트폰, 가전 등에서 세계 1등을 하게 되어 이제 2등 이하일 때 써
오던 추격자(Fast Follower) 전략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니 그럴 만도 하다. 하
지만, 모든 경쟁에는 2등이 있고, 모든 2등이 도태되지는 않듯이, 1등 전략, 즉 개
척자(First Mover) 전략이 반드시 모든 산업분야에 적용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2등 전략, 즉 추격자 전략이 반드시 나쁘기만 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

2 부 / Ⅳ. 기술분야 미래전략

179

물론, 우리 산업은 그동안 추격자 전략에 주로 의존하여 성장해왔다. 자동차는 현
대자동차가 일본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포니승용차를 만들면서 시작하여 현재
는 세계 5대 자동차 생산국이 되었다. 통신기술도 처음에는 해외 기술도입 생산을
하였으나 지금은 CDMA를 SK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고 무선인터넷인 와이브로
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개발하여 상용화시킬 정도로 무선통신분야는 세계
를 선도하는 위치에 올라섰다. 인공위성도 초창기에는 영국 서레이대학에 가서 배
워 우리별위성 시리즈를 만들었으나 지금은 아리랑위성이나 과학위성 시리즈를
우리 주도로 만들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 원자력발전도 캐나다의 CANDU 원자로
와 미국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로 시작을 했지만 APR-1400을 수출함으로써 세계
원자력 강국의 반열에 올랐다. 한편, 국방기술에 있어서도 초창기에는 소총이나
박격포 정도를 생산하거나 NIKE 미사일을 미국으로부터 기술도입하여 생산하는
수준이었으나 이제는 사거리 2,000km 급의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독자 개발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 실로 추격자 전략의 성공 국가라고 할 만 하다.
비록 많지는 않지만 개척자 전략을 펴서 성공한 사례들도 있다. 산림녹화사업은
1962년 이후 108억 그루를 심어 국토의 64%를 녹화하는데 성공하여, 개발도상국
중에서는 유일하게 성공한 사례로 기록되었으며, 새만금사업은 34km에 달하는 세
계 최대 길이의 방조제를 쌓아 국토를 넓힌 사업이다. 한 때 민영화한다고 문제가
되었던 인천공항은 8년 연속 세계 공항 서비스평가(ASQ)에서 1위를 차지해 공공
서비스는 민간 서비스보다 경쟁력이 낮다는 통념을 깬 사례로도 기록되었다.
앞으로 다가올 기회를 잘 활용하면 ‘희망 미래’를 만들어 갈 수도 있는데, 지구
온난화로 새롭게 열리고 있는 북극항로를 허브항구로 발전시키면 ‘부산항을 동
아시아의 싱가포르’로 만들 수가 있다. 또한, 한국의 지식재산 강국 특성을 살려
‘한국을 특허소송의 메카’로 만들면 세계 특허허브 국가가 될 수가 있다.
과거의 전략실패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미래의 자산으로 바
꿀 수도 있다. 예컨대 실패했던 동북아 금융허브국가도 첨단 벤처기업 육성정책과
모바일 금융이 만난다면 해볼 만하다. 실패했다던 제 1 벤처 육성정책은 미국발
IT버블 붕괴를 한국발 벤처버블로 착각한 데서 비롯된 것임에 착안하여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 2 벤처육성정책을 펼친다면 크게 성공할 것임에 틀림없다. 우
리나라가 육성에 실패했던 항공산업은 중형항공기 실패를 교훈으로 삼고, 변화하
는 국방, 민수시장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무인비행기와 항공전자를 집중 육성하면
신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 그 외에도 실패했다던 청계 고가도로, 화폐개혁,
태양광 산업 등도 과거의 교훈을 바탕으로 새로운 환경변화에 맞게 미래전략을
잘 수립한다면 성공의 기회로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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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표
앞으로 우리나라가 육성해야할 산업분야와 관련하여, 6년 전이지만 당시 신성장동
력사업단이 분석한 자료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현재 한국
의 점유율이 큰 산업분야는 새로운 IT기술과 융합하여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
해나가고, 지금은 비록 시장 규모가 작지만 향후 성장 가능성이 큰 산업분야인 바
이오, 에너지·환경, 지식서비스 등은 적극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우리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2개의 큰 범주로 나누고 서로 다른 전략을 적용했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성장동력사업단의 한국 산업전략]
한편, 앨빈 토플러는 2001년 6월에 한국정부에 제출한『 21세기의 한국 비전 』보
고서에서, 한국은 선택의 기로에 서있으며, 한국이 IMF 경제위기를 겪은 것은 산
업화 시대 경제발전모델의 한계이기 때문에 혁신적인 지식기반 경제를 만들어가
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그러면서 생명공학(BT)과 정보통신(IT)의 집중 육성을
제안했다. 그 결과 IT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는데, 이제 남은 것은 BT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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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래전략
1) 기조
우리나라 산업의 미래전략은 한 마디로, ‘MESIA 육성 중심의 쌍두마차 전략’으
로 요약할 수 있다.

현재 창조경제가 지나치게 유행에 따라 단기필마(單騎匹馬)형의‘개척자 전략’에만
치우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즉, 한국의 모든 산업을 창조경제의 패러다임에 맞춰
1등을 추구하는 개척자 전략을 적용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할 여건이 안 되는 분야
가 많다. 5년 전에 신성장동력사업단이 했던 것처럼 현재 이미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
고 있는 산업과 아직은 미미하지만 미래에 한국 경제의 효자노릇을 할 미래산업 육
성을 병행하는 쌍두마차(雙頭馬車)형 전략이 되어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한국이 일본, 독일과 더불어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
는 5대 기간산업인 전자(반도체·통신·가전), 기계(자동차·정밀부품), 조선·해
양, 석유·화학, 철강은 IT융합에 의한 기술창조전략인 ‘개척자 전략’을 적용해
야 한다. 반면, 현재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들이 높은 기술과 규제 장벽을
형성하고 있는 5대 전략산업인 의료바이오, 에너지환경, 안전산업(사회안전, 소방
방재, 교통, 국방), 지적서비스(지식, SW, 금융, 교육, 문화), 항공우주산업에는 IT,
BT, ET, RT, NT에서 신기술로 인해 지배적인 기술패권이 변화되고 새로운 기술
사상이 출현할 때 1등이 될 수 있도록 2등 전략인 ‘추격자 전략’을 적용할 필
요가 있다.
그런데, 과연 이를 우리가 해낼 수 있을 것인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중국,
인도와 기간산업을 놓고 경쟁하는 것보다 미국, 일본과 전략산업을 놓고 경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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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훨씬 쉽기 때문에 가능하다. 우리는 지난 50여년의 산업발전과정을 통해 선
진국들을 추격자 전략을 통해 따라 잡은 경험이 있다.
지난 100년간 미국의 전자산업은 GE가, 자동차산업은 포드, GM이, 석유화학은 록
펠러가, 철강산업은 카네기 등이 각각 리더십을 갖고 이끌어왔다. 하지만, 이 5대
기간산업에 대한 세계적 경쟁력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이제 더 이상 미국
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일본, 독일, 한국뿐이다. 다만, 중국과 인도가 부분적으
로 세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서, 머지않아 이들 국가들이 이 시장을 상
당부분 잠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이 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현재 선
도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 IT기술을 바탕으로 기술융합을 하여, 중국, 인도 등 신
흥국들의 추격을 최대한 차단하는 “개척자 전략”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 5대 기간산업은 삼성, 현대, 포스코, LG 등 기업을 중심으로 기술개발
과 시장개척 등을 활발히 해오고 있어서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할 역할이 거의 없다.
반면, 5대 전략산업은 모두 정부의 공공서비스와 밀접하게 결합이 되어있고, 정부
가 육성하지 않으면 자생적으로 성장하거나 민간기업이 감당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정부 주도로 육성을 해야 한다. 예컨대, 방위산업이나 항공우주산업을 순
수한 기업논리나 글로벌 시장에 맡겨서 육성될 리 없고, 의료나 안전서비스, 지적
서비스도 정부의 복지정책이나 사회정책, 행정규제 등에 민감하기 때문에 민간기
업 주도로 성장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전략산업은 선진국들도
정부 주도로 육성한 것이며, 오로지 선진국들만이 할 수 있는 산업이고, 이러한
산업을 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기도 한 것이다.
2) 전략
MESIA는 5대 전략산업인 의료·바이오(Medical-Bio), 에너지·환경(Energy- Environment),
안전(Safety), 지식서비스(Intellectual Service), 항공우주(Aerospace)의 영문자 앞 글
자를 딴 것으로, 세부적으로는 아래 표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은 그동안 정부가 육성에 실패했다고 봐야 하는 BT산업을 의료산업과 결합해서
추진하는 것이다. 즉, 거대한 의료서비스와 의료장비 시장을 별도로 놓고 첨단기
술 중심의 BT 육성만으로는 전략산업 육성이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한 해 예산
이 100조원을 넘는 보건복지부에 의료정책을 맡겨서는 복지와 성격이 크게 달라
보건산업 육성이 어렵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를 분리하여,
복지서비스 분야는 실버산업 육성의 임무를 맡기고, 생명의료부와 같은 새로운 부
처를 만들어서 의료바이오산업 육성의 임무를 맡길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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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정부가 중점 육성해야 할 5대 전략산업인 MESIA의 세부 산업분야

한편, [표 2]와 같이 MESIA를 STEPPER관점으로 분석으로 해 본 결과, 지적서비스
(I), 사회안전(S), 의료바이오(M)의 종합 점수가 더 높게 산출되었다. 따라서 MESIA
중에서도 특히 위 세 분야에 집중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각 분야의 유망한 미래전
략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MESIA에 대한 STEPPER분석

먼저, 안전산업(국방)은 향후 연간 약 9조원의 시장규모가 형성될 수 있으며 구체
적으로, 첫째, 무인·로봇 산업은 경계자동화, 무인감시, 통신·정찰·작전UAV,
작업·감시·작전로봇 분야가, 둘째, 사이버정보 산업은 암호·보안, 전자전·정
보전항공·위성정보 분야가, 셋째, 비살상·대테러 산업은 음향·마비·EMP탄 분
야 등이 중점 육성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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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산업(국방) 미래전략의 예]
또한 의료·바이오 산업은 연간 300조원 시장 규모가 창출될 수 있다. 첫째, 의료
산업은 스마트헬스, 제약, 의료기기, 소모품, 의료서비스, 의료관광, 디지털병원 분
야 등이 유망하며, 둘째, 바이오 산업은 바이오의약 및 유전자치료 등의 의/약학
분야, 고기능작물, 기능성식품 등의 농식품 분야, 바이오매스(Biomass) 등의 에너
지환경 분야, 바이오 매커닉스 등의 기계 분야, 바이오 일렉트로닉스(Electronics)
등의 전자 분야, 생물정보학 등의 정보 분야가 각각 유망하다.

[의료·바이오 산업의 미래전략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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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인 「공공정보 민간
활용 시장 및 파급효과」에 따르면, 지식정보 서비스 시장 규모는 2012년 5,000억
원에서 2017년 7,400억 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지식서비스 산업은 콘텐츠, 모바
일 SW·앱, 인공지능(AI), 모바일 금융, 웹교육, 게임 등 문화사업과 SF(Science
Fiction) 분야가 유망할 것으로 전망된다.

라. 추진방안
1) 정책방향
먼저, MESIA 육성 관련 부처별 역할분담 방안은 다음과 같다.
정부가 5대 전략산업인 MESIA를 적극 육성하기 위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종합
기획하고 제도마련 등을 통해 공통으로 지원하되, 각 부처별로 주력산업을 담당토
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의료바이오는 생명의료부(창설), 농림부, 해양
수산부, 식약처 등이 담당하고, 안전산업은 국방부/방위사업청, 경찰청, 안전행정
부, 미래창조과학부(ICT 차관), 국정원 등이 담당하며, 지적서비스는 문화관광부,
지식경제부, 법무부, 교육부 등이 담당할 수 있다.
다음 분야별 육성해야 할 구체적인 정책은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할 수 있다.
o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융복합형 신성장동력 발굴
정책 분야

고려 사항

스마트 도로

도로 IT, 스마트 그리드, 전기자동차용 등

실용형 로봇산업

소방/방재/원전/경비/국방 등 공안로봇 및 장애인/노약자용 복지로봇

플랜트/체계기술산업

석유 화학 및 조선 해양 산업의 위축에 따른 대안으로서 추진

안전/보안/경호/치안산업

기술발전으로 인한 공공 안녕질서 분야의 기업화/개인화 추세 반영

한국형 신재생 에너지원

대형 조력발전, 고공 풍력발전, 해상 태양광발전, 바이오매스 등

나노재료, 신물질/화학

기술 파급효과가 큰 재료/화학분야에서 원천기술 발굴

국방 연구개발

선진국들처럼 20%를 기초과학연구와 혁신형 기술개발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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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IT 기술혁신과 미디어/문화산업 발전
정책

분야

고려 사항

차세대 모바일 혁명을 위
한 기반기술

5세대 무선통신, 3D 무안경 TV, 변신형 모바일기기, 사물 인터넷
(IoT),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전통산업의 IT화

항공우주, 원자력/에너지, 국방과학, 조선해양/물류 등 기계전통이 강
한 분야의 IT화로 무인기, 항공전자, 위성정보, 원전IT, 국방IT 육성

소셜미디어 및 컨텐츠 산업

SNS 기반 서비스 및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육성

미디어/문화산업

과학문화, 과학저널, SF 영화산업, 문화기술 등

디지털 민주주의 및 디지털
문화예술

모바일 선거, 모바일 투표 등의 시행
인터넷 검열, 실명제 등 웹 활동 제약요소 제거

o BT 기술혁신과 생명의료산업 발전
정책 분야

고려 사항

차세대 생명공학
기술혁명을 위한 제도

바이오사상에 기반하여 보다 보편적이고도 새로운 생명윤리에 입각한
기술혁명 추진

기초 의학연구 및
첨단의료기술 개발

독자적인 의학 지식과 의료기술의 개발로 세계적인 바이오의료분야 리
더십 확보

차세대 식품, 의약품
연구 지원

식품과 의약품 분야에서 미래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새로운 제품 연
구

동아시아 의료서비스
메카 성장

디지털 병원, 원격 진료, 의료관광 등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앞선
의료서비스 제공

연구중심 병원 설립

100세 시대(Homo hundred) 도래에 따른 노인성질환, 불치병 연구

의료전문인력 대폭 증원

의과학, 의공학, 수의과학 연구인력, 글로벌 의료서비스산업 육성

의과학대학 설립

과학기술과 법, 의학/의료/약학분야 등을 융복합한 의료교육

한편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재해 발생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안전사

․안전산업

고가 없고 공해가 없는 친환경

,

즉 명품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경쟁력 있

는 산업의 내실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강구되어질 필요가 있다.
2) 효과
MESIA 중에서 바이오의료분야에서만 2018년에 300조원의 GDP 창출이 가능할 것
으로 전망되며, 향후 30년 정도 꾸준히 5대 전략산업을 육성할 경우 현재의 5대
기간산업의 경쟁력이 쇠퇴하더라도 2045년 경에는 현재의 선진국들의 위치를 차
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1인당 국민소득 10만$ 달성이 불가
능하다고만 볼 수도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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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결론
향후 30년간 우리나라가 5대 기간산업에 대한 개척자전략(1등 전략), 5대 전략산
업에 대한 추격자전략(2등 전략)을 병행 추진한다면, 2050년까지 꾸준히 성장하여
선진국 중에서도 최상위권에 드는 국가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IT부처 중심의 5
대 기간산업의 대대적인 혁신과 BT부처 창설에 의한 5대 전략산업의 육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을 과학기술이나 연구개발 육성 중
심으로 활용하지 말고, 전략산업의 육성과 과학국정 구현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학기술이 산업의 하부구조가 아니라 경제와 안보 및
사회변화를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인식되어야 우리나라에 미래가 있다.

188

대한민국 국가미래전략

2. 연구개발전략

가. 개요
1) 범위
OECD는‘연구개발(Research & Development)’을‘사물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거나, 이미 얻은 지식을 이용해 응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이라고 정
의하고 있다. 이를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보면, 연구개발은 인간의 지적 호기심
에 기초한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는 활동에서부터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
에 대한 창조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미래사회에 대한 전략을 구상하고 설계하는
데 있어서 연구개발은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분야다.
연구개발은 인간의 축적된 지식을 바탕으로 현제의 기술적 난제들을 풀어나가는
과정의 연속이며, 이는 곧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 농경사회, 산업사회,
그리고 정보사회로 이어지는 인류의 발전은 기술 진보에 의한 것이며, 향후 도래
하는 미래 또한 기술의 진보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다. 연구개발은 과일 심고 따먹
는 것으로 지난 300년간은 좋았으나 최근 40년간에 과일이 소진되어 혁신은 고갈
되어간다는 타일러 코웬(Tylor owen), 밥 고돈(Bob Gordon)의 주장도 있다. 하지
만, 브라이언 아서(Brian Arthur) 폴 로마(Paul Romer) 등 대부분의 기술 경제학자
들은 혁신은 기존 요소(building block)들의 결합이므로 무한히 계속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사학자 마틴 와이츠만(Martin Wetzman)은 52개의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면 가능한 조합 수는 태양계의 원자수보다 많다고 하면서 혁신이 고갈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연구개발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 무한정 계속 될 것
으로 본다.
2045년에 다가올 미래의 모습으로 예견되고 있는 인구통계학적, 자원·환경적, 사
회구조적 문제의 대부분은 과학기술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인구감
소에 따른 생산력 저하, 고령화에 따른 보건의료 수요 증가,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의 심화, 에너지·물·식량 등 자원 부족,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기인한 사회구조
의 변화 등은 연구개발의 산물인 기술의 진보에 의해 촉발되고 해결될 것이며 가
속화될 것이다.
2045년 미래 대한민국의 모습을 주요 미래예측기관이 발표한 메가트렌드를 중심
으로 예측하고, 이를 준비하고 해결하기 위해 과학기술적 과제를 중심으로 연구개
발의 미래전략을 구상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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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래전망
대한민국은 한국전쟁 이후 1953년 국민 1인당 소득이 50달러에 불과했던 최빈국
에서 2007년 2만 달러를 돌파하고, 2012년에는 세계 8대 무역국가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압축 성장의 원인은 다양한 경제사회적 측면에서 찾을 수 있지만, 그 중심
에는 수출 중심, 중공업 우선, 과학기술자 우대, 빠른 추격자(fast follow) 전략 등
의 정책 또는 전략이 있었다.
연구개발 분야도 이러한 전략은 유효했다. 1962년 제1차 과학기술진흥 5개년 계획
이 발표될 당시인 1963년의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투자(정부+민간)는 12억 원에 불
과했다. 이는 GDP 대비 0.25% 규모이며, 이중에서 약 96%를 정부가 부담했다.
2012년 현재 총 연구개발 투자는 55조 4,501억 원이며, GDP 대비 4.36%를 투자하
고 있고, 정부 부담은 24.9% 이다. 말 그대로 폭발적인 증가다.
2012년 GDP 대비 R&D(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세계 1위다. 우리나라가 경제규모
에 비해 연구개발에 얼마나 열심이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수치다. 연구개발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는 현재 우리나라의 위상을 만드는데 매우 긍정적이고 핵심적
인 영향을 끼쳤다.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투자는 앞으로도 확대되어야
하지만,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지금까지와 같은 증가는 쉽지 않을 것이다. 따
라서 그간의 투자를 통해 축척한 기술을 바탕으로 보다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방
식으로 비용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기술혁신을 이루어내는 지혜가 필요하다.

자료 : OECD, Main Science & Technology Indicator 2014-1

[주요국의 GDP 대비 R&D 투자 비중 추이(OECD, 2014)]

미래사회에 대해 세계의 유수 기관들은 다양한 전망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를 종
합해보면 미래사회는 글로벌화의 심화, 갈등의 심화, 인구구조의 변화, 문화적 다
양성 증가, 에너지·자원의 고갈,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 심화, 과학기술의 발달과
융복합화, 중국의 부상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76)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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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우리나라의 미래에서는 남북한의 통합, 통일을 추가해서 고려해야 한다. 시
기를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으나, 2045년 ‘아시아 평화중심국가’인 대한민국은
분단을 전제하고는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 남북한의 통합이나 통일은 정치, 사
회, 문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측면에서도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에너지 부족, 중국의 부상, 통일에 의한 갈등의 심화
등 미래 문제를 다른 국가보다 먼저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시련임에는
분명하나 기회이기도 하다. 문제해결 과정에서의 경험과 기술혁신의 결과물인 글
로벌 표준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위기를 기회
로 삼는 지혜가 발휘되어야 할 것이며, 그 핵심에는 IT기술과 융합기술을 기반으
로 한 혁신이 있다.

나. 해결과제
1) 문제점
미래 메가트렌드 중에서 연구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을 뽑으라면, 인구구
조 변화, 에너지․자원 고갈,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 과학기술의 발달과 융복합화,
통일이다. 이를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혁신으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준비하고 대처
하느냐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다.
인구통계에 의하면 2050년 우리나라의 인구는 통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4,200만
명으로 5,120만 명인 2014년 현재보다 약 920만 명 감소할 것이다. 또한 2026년에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은 초고령 사회가 될 것이며, 2045년에
는 약 35%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인구 감소는 구매력 감소, 시장 감소, 일자리
감소,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다. 고령화 사회에서는 생산성의 저하, 복지 및
의료비용 증가 등이 예상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로봇기술, 첨단제조기술,
정보통신기술, 바이오융합기술, 맞춤형 의료기술 등의 기술혁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통계청, 2010)]
76)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2012년 ‘제4회 과학기술예측조사’를 통해 주요 미래전망보고서를 분석하여 2035년까
지의 메가트렌드를 8개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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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부족 문제도 심각하다. 전력수요 증가, 화석에너지 고갈, 중국의 급격한
산업화는 자원이 부족한 우리에게는 안보적 위협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 안전성
및 사회적 수용의 문제로 원자력발전에 의존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대체에너지,
재생에너지 등 신에너지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양에너지77) 등 우리나라
의 지정학적 특성을 고려한 신에너지원 개발과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통일은 남북한 사회구조의 통합이므로 경제․문화․정보․기술 등의 불균형과 이로 인
한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다. 한편으로 통일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대
륙과 일본을 관문으로 한 해양을 연결하는 중심국가로서의 위상을 갖게 하는 계
기가 될 것이다. 남북의 기술혁신체계를 통일하는 과정은 시간이 걸리겠으나, 기
술력의 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는 클 것이다. 또한 통일은 인구의 증가, 일자리
창출, 건설산업의 부활, IT 인프라 수요 확대 등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그
리고 비정치분야인 과학기술 남북협력은 통일을 앞당기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2) 목표
대한민국이 아시아평화의 중심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예견되는 문제를 기
술혁신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기술혁신을 통해 만들어야 할 2045년
대한민국의 모습은 ①지속가능한 장수 사회, ② 신에너지수급체계 확보를 통해 에
너지 독립 국가, ③ 정보․기술의 글로벌 네트워크 중심국가다.
‘지속가능한 장수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 인구감소에 의해 수반되는 생산력 감
소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지능형 제조․생산 시스템을 갖춘 사회로 전체 인구의
40%에 육박하는 고령인구가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시스템
을 구축하는 것이다.
‘에너지 독립 국가’가 되기 위해 신에너지원를 확보하고 이를 안정적이고 효율
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지리적 여건으로 태양, 풍력
등 전통적인 재생에너지의 확대도 쉽지 않아 핵융합, 해양에너지 등 새로운 에너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지속가능한 지능형 제조생산시스템, 건강하고 행복한 장수사회, 신에너지원 및 에
너지네트워크는 ‘정보’와 ‘네트워크’의 도움으로 구현될 수 있다. 빅 데이터
등 정보의 수집․분석․활용기술, 사물인터넷 등 사람, 사물, 정보를 연결하는 네트워
크 기술의 혁신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한다. 이 인프라는 글로벌
네트워크와 연결되며, ‘연결된 사회(connected world)’의 중심이 될 것이다. 이
77) ‘유엔미래보고서 2040’은 해양에 ‘풍력, 태양광, 조력 발전 장치와 해수의 담수전환장치, 양식장 등이 포함
된 ’에너지 섬’을 인공으로 설치하여 에너지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하고 있다.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이고, 해양플랜트 강국인 우리나라도 참고할 만한 아이디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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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정보․기술의 글로벌 중심 국가’의 모습이 2045년 대한민국을 위한 R&D 목
표다.

[2045년 대한민국을 위한 R&D목표]
다. 미래전략
1) 기조
향후 기술혁신은 민간과 개인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민간과 개인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체계화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이러한 시스템
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연구개발은 미래의 사회상을 실현하기 위한 기술 분야, 즉 ICT기술을 중심으로 한
융합 분야에 집중한다. 정보화 기술의 발달에 따라 미래사회에서는 ‘개방성’이
핵심가치가 될 것이다. ‘초연결사회(hyper connection society)’, ‘공유의 시
대’가 도래하기 때문이다.
2) 전략
① 개인과 민간을 기술혁신의 주체로 세우고, 정부는 연구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제4회 과학기술예측조사에서 652개 미래기술을 도출하고
기술별로 실현시기와 기술수준을 분석하였다. 향후 10년 이내 기술적으로 실현이
가능한 기술이 479개이고, 이중에서 344개 기술에서 우리나라 수준이 선도그룹 혹
은 추격그룹에 속해 있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연구개발에 대한 적절한 투자와 지원이 있어야 미래기술 선도와 추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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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등 복지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투자 여력은 녹록치 않다. 따라
서 연구개발투자의 중심은 민간으로 넘어가야 한다. 기술혁신은 민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민간은 기업체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글로벌 정보를 쉽게 활용
할 수 있는 개인도 포함된다. 정보화, 소셜 네트워크 활성화 등으로 개인의 힘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며, 연구개발 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따라서 정부와
공공은 이를 촉진하고 유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효율화하는데 집중해야 한다.78)
② 미래사회 실현을 위해 ICT 기술 중심의 기술융합에 ‘선택과 집중’
‘선택과 집중’은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필수불가결한 전략이다. 과거에
도 그랬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때문에 그간의 연구개발 투자도 전체의 60%
이상을 ‘산업생산 및 기술’분야에 투자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79) 물론, 기초․
원천기술의 토대가 취약하게 되었다는 비판은 있으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한국적 상황에서는 최선의 선택이었을 것이다.‘선택과 집중’은
어느 분야를 선택하고, 어떻게 집중하느냐의 문제다. 현실과 여건에 대한 냉철한
분석,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 과감한 이행이 필요하다.
2045년 대한민국은 지속가능한 장수 사회, 에너지 독립 국가, 정보․기술의 글로벌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ICT기술을 중심에 놓고 대한민국의 미래상에 구
현하기 위해 필요한 융합기술, 인프라 구축에 집중해야 한다. 또한 개인과 민간의
요구 및 수요가 중심이 되어야 하며, 정부의 역할은 이를 촉진하기 위한 규제완
화, 지원체계 구축 등이 되어야 한다.
③ 모든 것에 연결되기 위한 ‘개방성’
미래사회는 ‘초연결사회’다. ICT기술의 발달은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물, 사물과
사물 등이 모두 연결되는 사회를 만들 것이다. 초연결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방성(openness)’이다. 국가, 국경, 민족의 개념은 미래사회에서 가치를 잃게 될
가능성이 많다. 정보화시대, 초연결사회에서는 모든 것을 개방해야 모든 것에 연결되
고, 연결되어야만 생존할 수 있다. 월드와이드웹(WWW), 오픈소스 소프트웨어(OSS)
등에서 알 수 있듯이 공개하면 새로운 혁신이 생기고 그것이 또 새로운 기회가 된다.
연구개발도 특정한 연구집단과 실험실에 한정해서는 성공하기 쉽지 않으며, 기술개
발에 성공해도 시장에서의 생존은 쉽지 않다. 네트워크에 가상연구실을 두고 전 세
계 연구자가 시공간 개념을 초월해 연구하고 연구 성과를 세계가 공유하는 ‘공유
(non ownership)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물론 지식재산 제도 등의 변화가 수반
될 것이다.
78) 미국국가정보위원회(NIC)의 ‘글로벌트렌드 2030’은 메가시티, 비정부기구, 다국적기업, 부유한 개인 등 비국
가적 세력이 성장하여 국제적 난제의 대처를 주도할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으며, ‘유엔미래보고서 2040’은 개
인의 힘이 정부를 무력화시킬 정도로 강력해져서 권력이 국가에서 개인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79)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발표하는 ‘연구개발활동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연구개발비의 경제사목적별 투자
중에서 산업생상 및 기술 분야가 60%이고, 교통․전기통신 8.8%, 건강 6.7%, 에너지 6.7% 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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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추진방향
1) 정책방향
① 지능형 제조업 혁신 정책 추진
주요국은 현재 제조업 혁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80) 3D 프린팅의
등장으로 제조업에서 혁명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정보화 사회에서도 제조업은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산업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양상은 현재와는
많이 다를 것이다. 개인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분산적으로 물건을 만들어 사용하
는 ‘사회적 제조(social fabrication)’81)의 시대가 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제조업 자체의 변화와 함께 우리나라는 생산인구 감소라는 도전에도 직면하고 있
다. 생산인구 감소는 생산 공장의 해외 유출을 가속화시키고, 인구의 이동을 촉진
하는 악순환이 될 것이다. 바로 옆에는 세계 최고의 인구를 보유하고 첨단 제조역
량과 소비시장을 갖춘 중국도 존재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네트워크화, 지능화, 자동화, 분산화 등 제조업 혁신은 매우 중
요하다. 한국형 제조업 혁신을 위해 필요한 IT, 로봇, 엔지니어링, 융·복합 등 관
련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하기 위한 대규모 정부 프로그램이 조속히 기획·추진되
어야 한다. 또한 이를 뒷받침해줄 사회·문화적 안목과 식견을 가진 공학전문가
등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 직업교육 시스템도 개선되어야 한다.

[지능형제조시스템 개념]
80) 독일은 ‘Industry 4.0’을 통해 Smart Factory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
며, 일본은 ‘산업재흥전략’을, 미국은 첨단제조파트너쉽(AMP)을 추진 중이다. 중국은 ‘중국제조2025’전략을
수립중이다.
81) 일본 총무성은 개인이 네트워크를 통해 제품을 제조하는 ‘사회적 제조’를 3D 프린팅 등 디지털 제조장비의
발전에 따라 ‘생산수단의 일상적 미디어화’, 인터넷과 연결된 ‘분산적인 제조’를 특징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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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건강한 장수사회로의 전환 정책
건강한 장수사회는 고령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사
회다. 이는 단순히 복지정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생명공학과 의료 기술의
융합, 수명연장과 장수과학의 혁신을 통해 만들어지는 시스템 사회다. 원격 질병
관리 및 치료, 휴먼 오그멘테이션(human augmentation)82), 모바일 헬스 어플리케
이션, 개인맞춤형 치료제 등의 기술개발이 요구된다.

자료 : KISTEP(2013), 2013 이슈별 미래예측

[헬스케어 미래 수요]
건강한 장수사회를 위한 시스템은 미래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다. 일본은
이미 실버산업을 전략시장을 창조하는 제1의 테마로 선정했다.83) 고령화는 세계적
인 문제이므로 이는 새로운 시장을 의미한다. 초고령사회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③ 에너지 자립을 넘어 에너지 허브(Hub)로
세계는 대체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등 신에너지원 개발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진행
중이다.84) 우리나라의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의하면 2035년 석유, 석탄 등 화석
연료의 비중은 52%다. 장기적으로 화석연료는 고갈될 것이며, 중국, 인도의 산업
화 및 인구증가로 불안정성이 높다. 새로운 에너지원 확보는 늦출 수 없는 과제
다.
82) 전동의수 및 의족, 시력대체기기 등 기계장치로 이체 기능을 보강 또는 증강하는 분야
83) 일본재흥전략 개정판(2014.6)
84) 유럽은 ‘2030 기후에너지 정책 프레임’을 통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전체 에너지 소비의 27%까지 확
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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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원의 확보와 함께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네트워크의 구축이다. 산
재한 다양한 에너지원에서부터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고 사용할 수 있는 스
마트그리드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 에너지수급망은 국내만이 아니라 중장기적으
로는 중국, 러시아, 유럽, 일본 등과도 에너지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
한 기술적 과제들이 산재해 있다.
좁은 국토, 수도권 등 도시 집중화는 국내 에너지 네트워크 체계의 효율화에 유리
한 측면이 있다. 또한 통일 이후 중국, 일본 등과의 연결을 통한 에너지 허브로서
의 역할도 지정학적 장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에너지네트워크 개념]
④ 창의적 과학기술 시스템 구축
과학기술의 융복합화, 제품과 서비스의 복잡 다기화 등으로 인해 선형적 연구개발
모형은 적용상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과학기술 정책도 창의적이고 유연한 시스템
을 구축해야한다.
첫째, 창의적 지식창출 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창의적 지식생태계 구축과 국가지식
융합 연구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연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필요하다.
둘째, 창의적 기술인력 육성을 위해, 핵심 기술 인력의 수급 불균형에 선제적 대
응 체제 구축, 이공계 인력의 경력 개발 지원이 요구된다.
셋째, 창의 지향적 IP 인프라 강화를 위해 Hard IP 와 Soft IP 의 조화가 요구된
다. 즉, 기존의 pro- 관점의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는 Hard IP 환경 조성과 아울
러 anti- 적 관점에서 지식재산의 독점적 권리보다는 보다 유연한 접근을 허용함
으로써 기존 지식재산 활용을 활발히 하는 Soft IP 환경 조성으로 지식재산의 공
유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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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R&D 정책 구조 전환이다. 공공성과 안전, 행복한 삶에 걸맞은 경제사회 니
즈 중심의 정부 R&D 예산 배분과 창조산업 육성을 위한 R&D 정책 재설계가 요
구된다. 기존의 R&D→상용화→제조․생산→ 마케팅 등의 선형(Linear) 방식의 정책
지원 대신 R&D, 인력, 상용화, 기업지원, 금융, 세제 등 패키지형 정책 구조
(Policy Mix)를 반영한 R&D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다섯째, 사회문제 해결형 과학기술의 역할 확대를 위해 기술획득 중심형 연구개발
체제에서 빠져있던 고리인 ‘사회기술기획’활동과 사용자 참여 및 사회적 성과
지표 도입 등 사회문제해결형 R&D 사업 추진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국제사회 기
여를 위해 기존의 하드웨어적 원조에 인적 역량, 제도 등 소프트웨어 요소와 정책
지원을 포함하는 패키지형 대외원조 정책이 요구된다.
특히, 통일을 앞두고 이루어진 서독과 동독의 과학기술 협력에 대하여 주목할 필
요가 있다. 기초과학은 비정치적이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용이한 분야다. 남북 평화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으로 사회기술과 기초과학분
야의 교류를 적극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효과
‘한국형 지능형 제조시스템’은 2045년까지 대한민국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기반이 될 것이다. 제조업 혁명을 위한 관련 기술의 개발은 제조업
뿐 아니라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를 창출할 것이다. 이는 민간의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수익을 개선하게 될 것이며, 연구개발에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갖게
될 것이다.
생명공학과 의학, 그리고 기술과 복지시스템의 융합을 통한 ‘건강한 장수사회’
시스템은 초고령 사회의 불안을 극복하고 사회를 안정화시킬 것이다. 이의 성장동
력화는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대표적이고 새로운 먹거리로 성장
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신에너지원의 확보는 화석연료, 원자력발전에 대한 의존을 줄여서 미래사회의 안
보 및 안전에 기여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에너
지기반의 초연결사회를 의미하며 글로벌 네트워크 중심국가의 위상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창의적 과학기술 시스템 구축은 과학기술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어제의 꿈이
오늘의 희망이 되고 내일의 현실이 되도록 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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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결론
인간은 내일을 알 수 없다. 하지만, 항상 내일을 계획하고 준비해야 한다. 준비된
내일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2045년 대한민국의 미래도
마찬가지다. 그간의 축적된 경험과 기술, 미래에 대한 정책과 전략이 있다면 우리
에게 기회로 다가올 것이다.
융·복합을 통한 기술 혁신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혀주는 등불이다. 기술이 이러
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을 위해 정부, 민간, 구성원 모두의
역량이 결집되어야 한다. 미래는 기술혁신을 통해 수정·보완되면서 현실화된다.
기술․정보의 글로벌 중심국가로서 지속 가능한 장수사회, 에너지 자립 국가라는
대한민국의 미래상도 기술혁신을 통해 현실화될 것이다. 김진현 장관의 단군적인
현상론, 이용태 박사의 가상현실의 신대륙론, 윤덕용 총장의 벤처국부론, 김훈철
박사의 스타계획론 등은 모두가 한국의 미래를 낙관하고 있다. 그러나 낙관만으로
는 충분하지 않다.
이를 위해 개인과 민간의 역량을 최대한 강화하고, ICT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술융
합에 집중하여, 적극적인 개방을 전제로 한 모든 것의 연결로 미래 대한민국을 만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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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식재산전략

가. 개요
1) 용어와 범위

본 보고서에서는 현재 국내 지식재산제도와 정책, 글로벌 경제환경, 기술발전의
양상을 종합하여 향후 예상되는 지식재산 분야의 논점들을 도출하고, 각 논점에
대한 국가정책과제와 미래전략을 제시한다. 먼저 용어의 개념을 정의한다.
§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 IP) : 인간의 지적활동의 소산물로서 그 재산
적 가치가 법적 보호를 받는 특허(patents), 상표(trademarks), 디자인(designs),
저작권(copyrights), 영업비밀(trade secrets) 등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학술·실
무상 지적재산(知的財産)도 동일한 개념으로 쓰이지만 정부는 이를 ‘지식재
산’으로 통일하였다.

§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 : IPR) : 지식재산의 법적 권리를 강조
하는 용어로서 학술·실무에서 지식재산(IP)과 혼용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특
허와 특허권, 상표와 상표권, 디자인과 디자인권도 각각 혼용되고 있다.

§

무형자산(intangible asset) : 기업의 경제적 가치자산이지만 전통 회계상 포착
이 어려운 지식과 노하우를 총칭하는 개념이다. 문헌에 따라 이를 지식자본
(intellectual capital), 지식자산(intellectual asset) 등 다양한 용어로 부르고 있
다. 무형자산의 경제적 정의는 ‘기업의 시장가치(market value) - 장부가치
(book value)’ 표현된다.85)

§

IP5 :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 제도의 운영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EU, 일본,
한국, 중국 특허청을 지칭한다. 경우에 따라 이들 5개 국가 자체를 IP5로 칭하
기도 한다. 기존의 특허3극(trilateral patent offices)인 미국, EU, 일본 특허청
의 협력이 계속되어 왔는데, 최근 한국과 중국이 추가된 별도의 협력체인 IP5
가 형성되었다. IP5는 전 세계 특허출원의 80%, PCT 출원의 95%를 소화할 정
도로 세계 특허제도와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86)

§

특허괴물(patent troll) : 인텔(Intel) 사내 변호사였던 Peter Detkin 이 최초로
사용했던 표현으로서 ‘특허를 실시(practice)한 적도 없고, 현재 실시하고 있

85) Andrew Brown et al., “Managing Intellectual Capital,” Research-Technology Management 48,
no.6, 2005
86) www.fiveipoffices.org/abou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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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않으며, 앞으로 실시할 의도도 없이, 다만 관련 특허로 돈을 벌기 원하
는 회사’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데트킨이 세계 최대의 특허괴물로 알
려진 인털렉추얼 벤처스(Intellectual Ventures : IV) 설립에 참여하고 이 회사
의 운영이사가 된 후 그의 특허괴물에 대한 개념정의는 ‘실효성이 의심스러
운 소수의 특허만 가지고 있으면서 특허와 관계없는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회
사’로 바뀌었다.
§

비실시기업(Non-practicing Entity : NPE) : ‘특허괴물’에 대한 완곡한 어법(euphemism)
으로서 가장 일반적인 용어이다. 특허관리회사(Patent Management Company),
창의자본(Invention Capital), 특허지주회사(Patent Holding Company) 등도 대동
소이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

특허심사 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 PPH) : 출원인이 자신의 발
명을 2개국 이상에 출원하는 경우, 먼저 심사하여 특허등록이 가능하다고 판
단한 국가의 심사서류를 나중에 심사가 진행되는 다른 국가에 제출하면 기존
의 등록사실을 참고하여 해당 출원을 일반 출원에 비해 빨리 심사해 주는 제
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2007년 일본과의 PPH 시행을 시작으로 미국과 유럽
국가들과 PPH 시행을 확대해 왔으며 PCT 출원의 국내진입 단계 출원도 PPH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4년부터는 IP5 국가들의 합의에 따른 PPH 제도도
추가로 시행되고 있다.

나. 미래전망 및 주요이슈
1) 주요논점과 미래예측
첫째, 현행 특허제도의 수정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다. 특허제도가 오히려 기술혁
신의 장애가 된다는 특허 무용론(無用論)은 주기적으로 등장했다가 사라지곤 했
다. 최근의 특허덤불이 혁신의 장애가 된다는 비판도 이러한 반특허 정서의 연장
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87) 그러나 미국, EU, 중국, 일본 등 지식재산 선진국들
은 오히려 친특허 정책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다만 저개발국들은 여전히 특허제
도의 수정을 요구할 것이다. 특히 이들은 자국이 보유한 유전자원과 전통지식 등
이 특허제도의 독점권과 충돌하는 부분에 매우 민감한데, 나고야 의정서 (Nagoya
Protocol on Access and Benefit Sharing, ‘ABS Protocol’)가 이러한 충돌 가능성
을 내포한 대표적인 사례다.88) 여기서 ‘접근(Access)’은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에
87) 특허덤불(patent thicket)이란 한 기업이 신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침해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수많은 타인
소유의 특허권 더미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용어이다. 특히 이러한 권리들이 다수의 특허권자들에게 흩어져 있
는 경우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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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투명한 접근 및 관련 절차 마련과 국가 책임기관으로부터 사전통보 승인서 발
급을, ‘이익공유(Benefit Sharing)’는 자원 제공자와 상호 합의조건서 체결 및 자
원이용으로부터 발생한 금전적, 비금전적 이익 공유를, ‘준법(Compliance)’은 사
전통보승인서 및 상호합의 조건서에 대한 국내 규정 마련, 절차 이해 여부 모니터
링 및 강제이행을 위한 점검기관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현재 본 의정서의 대상인
유전자원, 미생물 등은 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것들도 상당히 존재하는 관계로, 이
시스템과 유전자원, 미생물 등의 전통지식에 대한 권리와의 충돌 가능성이 있다.
둘째, 산업분야별로 특허제도에 대한 논의 양상이 달라질 것이다. 가령 제약산업
에서는 하나의 신약 개발에 통상 10년 정도의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1조원 이상
의 비용이 소요되어 결과적으로 소수의 특허가 창출된다. 반면 정보통신기술 분
야에서 스마트폰 하나에 25만개 이상의 특허가 덤불을 형성하고 있다.89) IT 분야
에서는 표준특허 논의가 매우 중요하지만 제약분야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로 보건대 제약분야와 IT 분야가 같은 특허제도의 우산 안에 공존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특허 존속기간 및 심사절차와 관련하
여 명백히 다른 특색을 갖는 양 분야에 동일한 심사절차와 동일한 특허권 존속
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한지, 분쟁 발생 시 금지청구권이 필요한지, 손해배상
액수는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등 기본적인 논점들에 대하여 양 분야가 다른 법
리로 갈 가능성이 있다.
셋째, 공정거래법과 특허제도의 조화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것이다. 독과점을 규
제하기 위한 공정거래법의 정신과 혁신기술에 대한 독과점을 인정하는 특허제도
를 현재 경제시스템 내에서 충돌되지 않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
가 꾸준히 지속될 것이다.
넷째, 디자인권과 트레이드 드레스 등 특허 이외의 지식재산과 관련한 논의가 더
욱 중요해 질 것이다. 삼성과 애플 간의 세기적인 분쟁에서 디자인, 트레이드 드
레스의 가치를 확인한 만큼 관련 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 해당 지식재산
분야의 제도 및 법리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2) 주요국 지식재산 동향
IP5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핵심 정책은 특허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
축하면서 특허심사의 품질을 확보하는 것과 각 국가마다 다른 특허제도를 국제
적으로 조화하려는 것이다.90) 특허제도의 국제적인 조화는 단기적으로는 특허심
88)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 “TK”)이란 대대로 전승되어 온 유·무형의 지식을 말하며 농업, 의술, 음
악, 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견된다. 유전자원(Genetic Resources)은 동물, 식물, 미생물, 광물 및 유전
자를 포함한 자원으로서 인류의 생존, 생물다양성 보존 및 식량자원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89) http://online.wsj.com/news/articles/SB10001424053111903639404576518493092643006
90) 특허청, IP5 각 청의 특허조화 관련 정책환경 분석을 통한 특허제도 국제조화 대응방안 연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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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기간을 단축하고 특허의 품질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지만, 장기
적으로는 미래에 요구될 특허제도의 변화에 대비하려는 것이다. 최근 지식재산
분야의 국제 공조가 더욱 강조되는 이유는 지재재산 정책이 국내의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뛰어넘어 국가 간 경쟁 속에서 국제적 리더십을 확보하는 수단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양질의 특허 심사관을 육성하여야 한다는 과제
는 과거에 자국 특허심사의 품질을 높인다는 측면에서만 논의되었으나, 이제는
심사품질의 고도화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갖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
다는 측면에서 논의된다.
3) 특허제도 미래전망
① 심사품질 개선 및 인재양성, 지식재산의 국제적 리더십 논의 활발
미국 특허청(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USPTO’)은 ‘2014-2018 전략
계획’에서 특허심사 품질 개선 및 국제적인 지식재산 리더십을 강조하였다. 일
본과 유럽 특허청도 공통적으로 특허심사 품질 향상 및 국제적 인재 육성이라는
두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2000년 WTO 가입 이후 지속적으로 지식
재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국가 주도로 지식재산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도 IP5의 일원으로서 국제사회에
서 지식재산 선진국의 위상을 갖추어 나가고 있지만, 정책과 제도의 과감한 개혁
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세계 지식재산 허브로 도약할 수 있다. 풍부한 이공계 전
문인력이 지식재산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중국과 일본 사이의 지
정학적 위치를 활용한 외교적 노력, 정부의 과감한 제도개선을 통한 지식재산 법
제도의 선진화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② 지식재산 집약산업 중요성 강조
2012년 미국 상무부는 미국 특허청 데이터를 기준으로 전체 313개 산업 중에서
특허와 상표 등 지식재산을 가장 집중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산업 75개를 선별하
고 이를 “지식재산 집약산업(IP-Intensive Industries)”이라 명명했다.91) 상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을 기준으로 지식재산 집약산업이 2,71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전체 미국 내 고용의 18.8%를 담당했고, 5.06 조 달러의 부가가치를 창
출하여 전체 GDP 의 34.8%를,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수출액이 7,750 억 달러로 전
체

공산품

수출의

60.7%를

차지했다.

EU

특허청(European

Patent

Office,

‘EPO’)과 상표·디자인청(Office for Harmonization in the Internal Market,
‘OHIM’)이 2013년 공동으로 공표한 보고서도 EU 총 GDP 의 39%(4조 7000억

91) Department of Commerce,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U.S. Economy: Industries in Focus,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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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가 지식재산 집약산업에서 창출되며, EU 의 5천 6백만 개 일자리(전체의
26%)가 지식재산 집약산업에 의해 제공된다.92) 이 지표들의 의미는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지식재산을 집중적으로 창출하는 산업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는 것
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일자리 창출과 거시경제 성장에 훨씬 효율적이라는
점이다. 미국과 EU 는 이러한 관찰결과에 근거하여 향후 지식재산 집약산업에 집
중 투자할 예정이며, 이는 중국, 일본을 비롯하여 지식재산에 국가경제의 사활을
걸고 있는 여러 나라들의 공통적인 정책방향이 될 것이다.
③ 지식재산의 국가별 조화 노력 가속화
미국의 전 특허청장 카포스(David Kappos)는 특허제도의 국제적 조화(harmonization)
운동에 열성적이었다. 그에 따르면 미국의 개정 특허법(America Invents Act,
‘AIA’)은 특허출원 규범의 조화를 통한 세계적인 특허제도 개혁에 응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평가했다.93) 미국이 1790년 특허제도를 실시한 이후 200년 이상 유지
하던 선발명주의(First-to-invent Rule)를 포기하고 선출원주의(First-to-File Rule)
를 채택한 것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개혁이었다. 미국과 EU, 일본 등 지식
재산 선진국들은 특허제도의 실체적·절차적 규범을 조화시킴으로써 자국 기업
들이 국제 시장에서 특허기술의 독점적 가치를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하고자 하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들이 계속될 것이다. 최근 주목할 움직임은
2013년 EU 에서 이른바 단일특허(unitary patent) 제도가 도입된 점이다.94) 이 새
로운

특허는

기존의

개별국

특허와

유럽특허청(European

Patent

Office,

‘EPO’)에 의한 유럽특허(European Patent)를 대체하지는 않지만, 유럽 내 어디
서든 통용될 수 있는 특허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와 더불어 유럽
의 통합 특허법원인 유럽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 “UPC”)이 2015년 초
활동을 시작할 목표로 준비 중이다.95) 유럽 단일특허도 유럽특허법원의 활동이
개시되는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유럽의 이와 같은 움직임
은 향후 지식재산 분야에서 특허출원과 분쟁해결에 대한 국가별 규범의 조화 노
력이 가속화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중국,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서 이러한 조화노력을 주도하는 것이 세계 지식재산 허브로서의
위상 정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92) EPO & OHIM,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tensive industries: Contribution to economic
performance and employment in Europe, 2013.9.30.
93) David Kappos, The America Invents Act and a Global Call for Harmonization, WIPO, 2011,
http://www.uspto.gov/news/speeches/2011/kappos_wipo.jsp
94) http://www.epo.org/law-practice/unitary/unitary-patent.html

95) http://www.unified-patent-court.org/about-the-upc/15-categor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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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결과제
1) 지식재산 패러다임 전환
지식재산기본법의 제정과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의 실시로 국내에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점차 확산되
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기업의 지식재산 분야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전문적인
접근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연간 특허출원 규모로는 세계 5위의
위상을 가지고 있지만, 지식재산의 질적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범국가적인 관
심과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 주요 선진국들은 지식재산의 미래를 예측하면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요구되는 것은 지식재산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
다.
지식재산은 이제 ‘국내용’이 아니고 ‘국제용’ 자원이다. 비유적으로 말하자
면 “우리나라 군대가 우리나라 영토만 지키는 역할에 그칠 것인가 아니면 해외
파병을 통해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국제적 리더십도 유지할 것인가”하는 폭넓
은 시각으로 지식재산 분야를 바라보아야 한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행정, 입
법, 사법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지식재산을 바라보는 시각은 대부분 과거 우리나
라가 저개발국 시절에 가졌던 인식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과거 미국의 압력으
로 마지못해 지식재산 입법을 하던 시절에 가졌던 시각이 지도자들의 사고에 아
직도 남아 있다. 이것을 신속하게 교정해야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한 우리의 미래
를 기약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지식재산 법제도의 수준도 그 동안 이룩해 온
경제발전의 수준에 비해 턱없이 낮은 실정이다. 많은 제도의 수정과 선진국 수준
으로의 법의식 향상이 요망되는 시점이다. 또한 국내 지식재산 제도를 보완해 가
면서 국제적 상황도 계속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급박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이 시기에 제대로 지식재산의 제도적 보완을 이루지 못한다면 미래의 변화된 국
제환경 속에서 단기간에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로 지식재산 후진국이 될 가능성
이 크다.
2) 목표
위에서 언급한 미래전망 별로 목표를 정한다면, 미래전망 ①과 관련하여 “지식
재산을 통한 산업발전”을 넘어서 “지식재산을 통한 국제적 리더십의 획득”이
향후 주요 화두가 될 것이다. 지식재산에 대한 국제적 담론을 우리나라가 주도하
고 지식재산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발전 및 국제적 리더십을 획득하기 위하여 우
리가 장기적, 중기적, 단기적으로 할 일을 논의하여야 한다.
미래전망 ②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GDP 대비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비중이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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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10년 내에 적어도 미국과 EU 수준이 되어야 하고, 그 후 10년 내에 두 국가
수준을 넘어서는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중
요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국정핵심과제가 되어야 한다.
미래전망 ③과 관련해서는 지식재산 통합의 시대에 발휘할 수 있는 국제적 리더
십을 확보하고 준비된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아시아 특허
청, 아시아 특허법원 시대가 도래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주도할 국제적 역량
을 갖춘 인력 양성을 지금부터 해 나가야 한다. 더 나아가 “지식재산 허브국
가”로 발전하여, 아시아에서 지식재산에 관한 소송과 조정을 한국에서 하게 만
들자는 것이다. 국제 분쟁해결의 허브가 되면, 법관 변호사 변리사의 수요가 늘
고 호텔 식당 관광 산업이 호황을 이루게 된다.

라. 미래전략
1) 정책비전
지식재산정책의 국정과제화
근본적인 지식재산 정책은 국내 각 기업들의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하고, 지식재
산이 존중되는 기업생태계를 조성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식재산 기반의 국가경쟁력 강화가 국정핵심과제가 되어야 한다. 경제정책, 외
교정책, 통일정책 등과 병렬적으로 지식재산정책을 논하기보다는 지식재산정책을
중심에 놓고 이와 유기적으로 결합된 각 분야의 정책이 마련되고 실행될 수 있
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식재산정책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과제와 달성할 수 있는 목표에 대한 검토 및 정책적 시야의 확대가 필요하
다. 지식재산정책이 다른 정책의 목표달성을 위한 단순한 수단 내지 별개의 정책
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2) 기본전략
첫째, 우리나라를 지식재산 분야 위상을 세계적인 특허출원 및 분쟁해결의 “지
식재산허브국가‘로 발전시킨다.
둘째,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집중 양성하여 국제적 리더십을 확보한다.
셋째,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식재산 정책을 총괄하는 지식재산위원회의 위
상을 강화한다.

206

대한민국 국가미래전략

마. 추진방안
1) 정책방향
세 가지 기본전략에 대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정책역량
과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한 우리 기업들의 경영역량, 실무와 학계 전문가 집단의
경험과 지식역량을 집중하고 강화할 수 있는 세부정책들을 구상하고 실행해야
한다.
① 특허 심사 품질 향상과 부실 특허에 대한 책임성
우리나라가 특허허브가 되려면 먼저 특허 품질이 세계 최고가 되어야 한다. 일본
은 2005년 당시 특허무효율이 64.9%로 우리보다 높았지만, 2012년에는 33.4%로
크게 낮아졌다.96) 2009년 이후 일본의 지식재산입국 정책 기조와 법원의 진보성
판단기준, 사회분위기 변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특허무효
율은 2005년 62.1%였던 것이 2012년에 오히려 높아져 64.5%에 달했다.97) 이렇게
높은 특허무효율의 궁극적 피해자는 우리 국민이다. 특허등록의 효력을 신뢰하여
특허청에 유지료를 납부하고, 라이선스 계약도 체결하고 사업을 수행하지만, 등
록 특허 100건 중 60건 이상이 무효가 되므로 특허제도에 대한 불신이 조장되고,
경제적 피해도 극심하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허무효율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특허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현재 각국 특허청은 특허심사 속도와 품질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경
쟁하고 있다. 그런데 심사 속도와 품질은 본질적으로 상충(trade-off) 관계이므로
자원의 추가 투입이 없다면 동시에 향상될 수 없다. 우리나라 특허심사 속도는
2012년 기준 14.8개월로 세계 1위인데, 2위인 일본(20.1개월)을 큰 격차로 앞서고
있다.98) 2015년 이후로는 이를 10개월 이내로 유지할 계획이다. 그러나 품질을
희생한 ‘심사속도 세계 1위’의 함정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2013년 국
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심사관 1인당 심사처리건수는 2008년 187건에서
2012년 254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99) EU 47건, 미국 72건, 중국 54건과 비교
할 때 우리 심사관의 업무부담은 지나치게 높으며, 일본 239건 보다도 높다.
특허청은 심사관 수를 획기적으로 늘리되, 세계 어느 특허청도 시도하지 못했던
수준으로 도전적인 정책목표를 잡을 필요가 있다. 가령 심사기간을 6개월로 단축
하고 무효율도 10%이내로 떨어뜨릴 수 있는 획기적인 특허심사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다.
96)
97)
98)
99)

여기서 무효율은 “인용심결건÷무효심판심결건(취하건 제외) × 100” 방식에 따르는 경우이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기초연구, 특허청, 2013. 12
2014년 특허청 업무보고, 2014.2.24.
아시아경제신문 201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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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신뢰 가능하고 절차적으로 투명한 심사를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 심
사단계에서 검토한 문헌은 추후에 무효 증거로 할 수 없도록 법리적 보완을 하
는 것이 한 가지 예이다. 이를 통해 우리 특허청이 특허출원의 테스트베드(test
bed)로 유용하다는 국제적인 인식이 형성되어 세계 특허출원 허브를 구축할 수
있다. 우리 특허청에서 6개월이라는 최단 기간에 고품질 심사 결과를 낸다는 인
식이 국제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각국 특허청이 한국 특허청 심사 결과를 기다
리고 존중하는 국제적 실무절차와 관행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나라 심사관 인력구성은 IP5 특허청과 비교할 때 전문분야별 박사급 비중이
어느 특허청보다 높고, IT 등 특정 분야 한-중-일 선행문헌 이해와 분석능력은
최고 수준이다. 영어 외에도 중국어 또는 일본어 문헌을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
는 심사관이 다수 있으며, 이는 최근 MS 등 IT 기업들이 주된 PCT 출원국을 한
국으로 삼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 IT 분야에서 한국어 특허문헌도 중시되는
현실 또한 PCT 출원 유치에 일조하고 있다. 그러나 큰 장애물은 특허청 스스로
심사관을 확충할 권한이 없다는 점이다. 특허청 자체 재원은 충분하지만, 안전행
정부의 승인이 없이는 인력확충이 불가능하고, 기획재정부의 승인이 없이는 예산
사용도 불가능하다. 특허 심사 능력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한편, 정부기관인 특허청이 발행한 특허등록증을 믿고 사업을 시작한 국민이 훗
날 특허가 무효가 되어 당하는 손실을 생각해봐야 한다. 이것은 부실한 특허증을
발행한 특허청의 책임도 있다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부실 특허
를 피해는 부실 특허를 믿었던 국민의 몫이고, 부실 특허를 발행한 특허청은 책
임 의식이 없다. 이러한 모순 때문에 특허 무효율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면이 있
다고 생각된다. 만일 특허청이 자신이 발행한 특허가 무효 판정을 받으면, 어느
정도 책임을 지는 피드백이 존재한다면, 특허청은 특허를 발행할 때 더욱 심사숙
고할 것이고, 한번 발행한 특허는 보호해주려 노력할 것이다.
②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고도화
고품질 특허 양산을 위해 지식재산 생태계의 이해관계자(stakeholder)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 첫째, 민간 차원에서 변리사의 역량 고도화는 당연히 요
구된다. 대표적인 특허출원인인 삼성전자, 엘지화학, 현대자동차 등이 국내출원
비용을 과감히 증액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변리사 역량 강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정부도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
회의 지식재산인력양성 종합계획에 의하면 2012년의 지식재산 서비스 인력 3만
명(변리사 2,700명, 변호사 800명 포함)을 2017년에는 5만 명으로 늘릴 예정인데,
장기적 수요를 고려할 때 최소한 10만 명 수준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종합계획
의 실행 여부를 국민이 잘 체감하지 못하는 것도 지식재산 제도개선이 국가의
핵심정책과제가 아니라는 사실의 반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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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지식재산 전문교수요원을 양성해야 한다. 국내 대학의 지식재산 교수가 약
70명이며 이 중 특허 분야의 강의를 맡은 교수는 10명 내외에 불과하다. 현재 로
스쿨에서 지식재산 과목은 전혀 중시되지 않고 있고, 이공계 출신 로스쿨 학생도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로스쿨에서 우수한 인력이 지식재산연구 분야로 진출하게
하려면 일본 동경대학교와 교토대학교의 ‘조수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대
학생 중 우수인력을 조수로 임명하고, 졸업 후 3~4년 내에 작성한 논문을 근거로
조교수로 임명하는 제도인데, 교수 선발을 위해 석·박사 학위를 요구하지 않는
다는 점이 특징이다.
③ 지식재산 교육플랫폼 설치로 국제적 리더십 확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제도가 세계적 수준으로 정비되어야 함은 물론, 체계적인
교육플랫폼을 제공하여 국제적 리더십을 확보해야 한다. 미국, 일본, 중국은 최근
국제적인 리더십 확보를 위한 정책경쟁을 하고 있다. 일본이 미얀마에 특허청 직
원을 파견하고, 우리 특허청도 최근 아랍에미레이트연방(United Arab Emirates)의
특허심사 업무지원을 위해 국장급 직원을 파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우리나라가 세계 지식재산 리더가 되는 장기적인 포석은 KAIST 와 서울대학교
등 대표적인 대학에 중국, 일본, 동남아, 중동, 중남미 등의 젊은 우수인력들을
지식재산 전문가로 양성하는 교육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다. 가령 WIPO 와 특허
청, 한국발명진흥회가 KAIST 와 MOU 를 체결하고 2010년부터 진행해 온 단기 지
식재산 교육프로그램에는 해마다 약 40명의 외국 학생들이 방한하여 3일간 집중
교육을 받고 있다. 우수한 지식재산 인력들이 지원하여 경쟁률이 높으며, 참여
학생들과의 국제적인 연대 형성 및 우리나라 지식재산제도와 문화의 전파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학생들이 모여서 석사과정 수준
의 지식재산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국제지식재산대학원을 설치한다면 세계적
지식재산 리더십 확립에 결정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
④ IP5와 WIPO 를 통한 지식재산외교 주도
지식재산 분야 국제관계는 다른 분야와 매우 다른 점이 있다. IP5라는 선진국 특
허청장들의 회의가 지속적으로 개최된다는 점이다. 이를 고려할 때 특허청장은
지식재산분야 최고 전문가 중에서 선발하고, 그 임기를 4년 이상으로 보장할 필
요가 있다. 그것이 지식재산 대외정책의 연속성과 국제적 유대 강화에 필수적이
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지식재산 정책의 최고 전문가로서 특허청장은 IP5의 논의
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국제적인 역량과 혜안을 가진 인사여야 한다. 우리 특허
청이 IP5의 일원이 된 기회를 살려 지식재산의 국제적 논의를 주도할 특허청장을
선발하고, 제도적으로 그 활동을 충분히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할 때
우리나라가 WIPO 사무총장도 배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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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지식재산 전문판사 육성
지식재산 분야 국제관계의 또 다른 특징은 각국 사법부 간에도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 실례로 2013년 10월, 서울에서 한-미 지식재산 컨
퍼런스가 개최되었다. 두 나라의 특허청은 물론 지식재산 전문법원의 수장들과
판사, 지식재산 전문 변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주제로 토론하고 모의소
송을 통해 양 국가 간의 실무를 비교하기도 하였다. 사법부가 지식재산 재판 경
험이 풍부하고 국제적 역량을 가진 전문판사들을 양성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사
법부 내에서 지식재산 전문판사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순환 보직제의
예외를 인정하여 장기간 지식재산 재판을 풍부하게 경험하게 함으로써 최고 실
력의 판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적 수준의 지식재산 전문판
사가 배출될 때 지식재산 허브로서의 위상이 한층 강화될 것이다.
⑥ 국가지식재산위원장 위상 강화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식재산정책을 현실적으로 총괄하는 권한과 기능을 가져
야 한다. 현재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위상으로는 지식재산정책을 종합적·거시적
으로 주도하기 어렵다. 2011년 지식재산기본법이 제정되고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국무총리와 총리급의 민간위원장이 공동위
원장으로 선임되었으나, 현 정부에서 위원회 사무국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기면
서 그 위상이 낮아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첫째, 국가지식재산위원장이 우리나라 모든 지식재산 정책의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청와대 내에 지식
재산 전담 수석 내지 비서관을 신설해야 한다. 오바마 행정부가 전략적으로 백악
관에 지식재산 집행조정관(IP Enforcement Coordinator, ‘IPEC’)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이 국무부, 상무부, 법무부, 무역대표부와 직접 지식재산정책을
기획 및 집행하는 이유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⑦ 지식재산제도 국제 수준 정비
지식재산분야의 제도 정비는 국내의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만을 목표로 하는 것
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세계 여러 나라에 우리의 지식재산제도를 수출하여 해당
국가에 우리와 친화적인 지식재산규범이 형성되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
목표가 되어야 한다.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지식재산법과 제도, 실무관행이
빨리 정착되어야 하고, 이에 맞지 않는 것들은 과감히 수정해야 한다. 그동안 손
해배상액 현실화, 특허전문법원 설립, 증거절차 개선, 전문가 참여제도 개선, 지
식재산 전문판사 양성, 진보성 판단기준 정립 등 중요한 이슈에 대한 논의가 다
수 진행되어 왔으나, 구체적인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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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특허 침해소송 절차]
특허권자는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지만, 경쟁업체들의 침해가
시작되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액 획득 또는 소송 외 합의를 통한 실시료를 획
득할 수 있어야 투자자금 회수가 가능하고, 추가적인 혁신을 위해 투자할 수 있
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생태계에서는 침해소송을 제기하면 대부분 피고측에서
무효심판과 소송을 제기하는데, 이로 인한 소송지연과 70%에 육박하는 특허 무
효율로 특허권자의 입지는 극도로 위축되고 있다.
원고가 특허 내용을 입증하여 법원을 이해시키려 노력해도, 법관의 기술 이해도
부족으로 실패하는 경우가 흔하다. 만일 특허가 유효라 판정을 받아도 침해 입증
에 어려움이 많다. 피해 내용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수집 절차가 원고에게 불리하
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국 몇 년을 다투어 이긴다 해도 손해배상액이 1억 이
하가 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다.
현재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과 특허법상 서류제출명령이 내려지더라도, 피고
측에서 영업비밀이라 주장할 경우, 대부분 법원에 의해 인용되고 있다. 그나마
문서제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피고가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형식이 대부분이
다. 나아가 증거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이를 마
땅히 확인하고 제재할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원고의 권리구제상 근본적인
결함이 존재한다.
⑧ 부처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특허제도와 반독점(anti-trust)제도는 제도의 취지가 근본적으로 상반된다. 특허제
도는 발명에 일정 기간 독점권을 부여하여 권리자를 보호하여 혁신의 동기를 제
공하는 반면, 반독점제도는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독과점을 통
제한다. 그러나 특허제도도 기술내용 공개를 통한 사회 전체의 이익과 기술발전
을 강조한다는 점, 반독점제도 역시 독과점을 제한하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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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히 고려하도록 각종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두 제도 사이의 조화
로운 해석 또한 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식재산 보호와 독과점 방지의 균
형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지만,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중심으로 특허청, 공정거래위원회 및 기타 관련 부처 간 소통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
⑨ 지식재산 세계적 기업 육성
지식재산정책의 실효성은 국내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지식재산 경영으로 성과
를 냄으로써 검증받게 된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 업체들의 고도화된 지식재산 경영역량을 뛰어넘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
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부분 ‘방어목적 권리화(Defensive)’와 ‘비용절감(Cost
Control)’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심지어 중소·벤처기업 중에는 방어단계에도
못 미치는 경우도 많다. 다만 일부 선도적 대기업이 대규모의 지식재산 전담부서
를 통해 ‘가치창출(Profit Center)’과 ‘통합적 지식재산경영(Integrative)’ 수
준까지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 기업들의 지식재산 경영역량을 다른 선진 기업들 수준으로 강화시키기 위
해서는 특히 다음과 같은 정책들이 집중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첫째, 정책수립 및 집행에서 ‘지식재산=특허’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
다. ‘지식재산=특허+저작권’도 잘못된 개념이다. 디자인, 영업비밀, 상표 등 모
든 유형의 지식재산과 더불어 기업의 가치 있는 모든 무형자산의 창출, 활용, 보
호정책이 필요하다.
최근 전통적인 상표유형 이외에 소리, 냄새, 입체형상 등 신종 상표들이 대거 등
장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의 결과 속속 입법화 되고 있는 이러한 신종
지식재산을 우리 기업들이 전략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특히 중소
기업을 중심으로 각 기업의 디자인, 브랜드 전략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교육컨설
팅, 실무연수를 지원하고, 이들 분야의 법해석을 위한 다양한 법리 개발과 국제
회의에 파견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을 양성하여 세계적 논의를 주도해야 할 것
이다.
둘째, 기업의 지식재산 전담부서 설치를 확산시켜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특허전
담최고책임자(Chief Patent Officer, ‘CPO’) 혹은 지식재산최고책임자(Chief IP
Office, ‘CIPO’) 제도가 도입된 것은 매우 최근의 일이다.
삼성전자가 부사장급의 CPO 를 임명한 것이 불과 2006년 초반의 일이었다. 그나
마 대기업들의 경우 공학적 지식과 법률전문성을 갖춘 임원들로 하여금 지식재
산 업무를 총괄하게 하는 경우가 조금씩 늘어가고 있지만, 아직 전문가를 두지
않거나 지식재산 전담부서가 없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정부가 특히 중소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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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지식재산 전담부서 설치와 전담임원 고용에 대한 촉진 제도의 시행과
해당 인력에 대한 교육연수 기회 제공 등 다양한 경로로 기업들의 지식재산 경
영역량 강화를 유도해야 한다.
셋째, 지식재산 경영을 기업의 전사적 경영활동과 통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
다. 지식재산 경영활동이 여러 기업 활동 중의 하나가 아니라 다른 모든 경영활
동의 방향과 강도, 기간 등을 결정하는 핵심지표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2) 기대효과
전술한 지식재산 정책이 전격적으로 수립되고 실행된다면 국내적으로는 지식재
산 제도의 선진화에 따른 역동적인 기업 생태계가 조성되어 기업들의 혁신활동
이 활발해질 것이다. 나아가 국제 사회에서도 우리나라가 지식재산 정책의 모범
국가가 되어 IP5, WIPO, 향후 설립될 것을 기대하는 아시아 특허법원, 아시아 특
허청 등에서 국제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중국, 일본과의
지식재산 협력을 주도할 수 있다면 미국과 EU 를 포함한 IP5 전체의 국제적 협력
도 주도하여 지식재산 허브로 도약할 수 있다.

바. 결론
지식재산 기반의 국가경쟁력향상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야 한다. 지식재산이 국제
적인 리더십 획득의 수단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시급히 지식재
산정책을 국정핵심과제로 승격시키고,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에 힘써야 한다.
미국이 1790년 특허법 제정 이래 유지하던 선발명주의를 2011년 미국특허개혁법
(America Invents Act, ‘AIA’)을 통해 포기하고 선출원주의를 채택한 이유는 미
국 내 출원인의 편의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미국 자신만이 고
집하였던 제도를 포기하고 국제적인 조화노력에 동참하려는 포석이었다.
이제 지식재산은 자국 산업을 일으키는 단순한 역할에서 벗어나 국제적 리더십
확보와 자국의 제도를 국제규범화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 목표가 되고 있다. 이는
지식재산 관련 통합 움직임 (유럽 특허청 설립, 유럽 특허법원 설립 예정 등)과
맞물려 있다.
지식재산을 국정핵심과제가 되는 날이 빨리 와야 한다. 국제적 명성이 있는 지식
재산 인사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노력을 집중해야할 때다. 늦었다고 생
각할 때, 본격 시작하면 된다. 특허허브국가’의 꿈이 멀지 만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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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보통신전략

가. 미래전망
2045년경 미래에는 정보와 통신이 밀접하게 결합되어 지구상에서의 육상, 해상,
공중에서의 사람과 사물 및 컴퓨터 상호간의 멀티미디어 입체 통신 및 정보 서비
스가 보편화 되고 우주 통신 및 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미래
정보통신 서비스는 모든 사람과 사물 및 컴퓨팅 자원이 상호 연결 되는 초연결망
을 통해서 홀로그램 같은 3차원 실감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다음과 같은 특징
을 갖게 될 것이다.
1) 통신 발전
첫째, 모든 지역에서 항상 사물 통신 및 정보처리가 가능해야하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 지역이 육상에서 사람이 활동하는 지역뿐만 아니라 오지를 포함한 온 지구
로 확장될 것이며 해저 자원 발굴과 해저 도시 건설을 위해서 극지를 포함한 해
상뿐만 아니라 해저에서도 입체 통신 및 정보 서비스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또한
비행기를 포함한 공중 및 우주 어느 곳에서도 홀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즉 2차원 통신시대에서 3차원 통신시대로 전환될 것이다.
둘째, 지구의 우주상에 있는 모든 사람과 사물들이 상호 연결되어 통신 및 정보
교환이 가능하고 사람의 수보다 사물의 수가 훨씬 방대하므로 사람과 사람, 사람
과 컴퓨터 간의 트래픽 양보다 사물과 사물, 사물과 컴퓨터, 컴퓨터와 컴퓨터 사
이의 트래픽이 폭증할 것이다.
셋째, 정보 전송 속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지구의 육해공과 우주 어디서나 3D
입체 영상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종파 변조, 패턴, 편
파, 빔, 다중 안테나 기술을 활용하여 스펙트럼 효율을 높이고, 미리미터파를 사
용하여 광대역 대역폭을 확보할 뿐 만 아니라 다양한 내장형 소형셀 기술을 사용
할 것이다.
2) 정보시스템 발전
첫째, 지능형 초저전력 센서가 개발되어 다양한 사물에 내재되고 초저전력으로 통
신 및 정보처리가 이루어지며 센서 간의 협력 통신 및 정보처리가 수행될 것이다.
아울러 센서의 에너지 하베스팅이 이루어지고 필요시 자기유도, RF 무선충전 기
술이 접목되어 지능형 센서가 배터리 교환 없이도 지속 동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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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모든 컴퓨팅 시스템이 의복을 포함한 모든 사물에 내재되고 분산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으로서 상호 협력하여 수집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여러 다양한 분
야에서 부가가치가 있는 3차원 멀티미디어 정보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셋째, 사물인터넷을 통해 삼라만상으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분산 클라우
드 컴퓨팅 시스템에서 육해공 교통 시스템 혹은 시설물에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
고 판단되면 실시간으로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 작동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전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3) 신산업 창출
정보통신 관련 콘텐츠(Contents), 플랫폼(Patform), 네트워크(Network), 디바이스
(Device) 사업이 밀결합되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플랫폼 기반으로 영향
력을 극대화할 것이다. 콘텐츠 제공 사업자, 유무선 통신 사업자, 시스템 제조업
체 및 단말 제조업체와 공동 협력하여, 가정, 교육, 도시, 교통, 물류, 제조 등의
분야에 사물지능통신기술,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빅 데이터 처리기술, 사이버
물리 시스템 기술이 활용될 것이다.
결국 미래에는 우주와 지구의 삼라만상과 사람에게 지능형 센서와 컴퓨팅 시스템
이 내재되고, 상호 협력 통신과 빅 데이터 정보 처리를 통해서 다양한 개인 맞춤
형 3차원 실시간 입체 서비스가 제공되며,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 사전에 위험을 인지하여 예방하거나 실시간으로 처리하여 다양한 위험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이다.
이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미래에는 5대양 6대주에 정보장비와 통신장비로 수없이
연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Sensor

Cloud Computing

Airplane

Satellite

Moon

[미래 정보 통신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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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결과제
이러한 거시 전망에 따라 미래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세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
제들이 있다. 통신분야, 정보시스템 분야, 신산업 창출분야로 나누어 상세히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통신
첫째, 지구의 육지, 해양, 공중 전체를 서비스 대상으로 통신 커버리지를 확장하
고 우주 통신까지 가능하려면, 지금의 육상에 설치된 기지국으로서는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중과 해상 및 해저에 기지국
을 설치하고 관련 통신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사물, 컴퓨터,
사람 상호간에 폭증하는 트래픽을 능동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현존 유무선 통신망
으로서는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새로운 3차원 대용량 확장 가능 망 구조 및 전송
기술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사물, 컴퓨터, 사람 상호간의 원활한 통신을 위
해서는 대용량 트래픽을 저전력으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호환성을 위해서 국
제 표준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사물, 컴퓨터, 사람 상호 간에 오가는
트래픽에 대한 정보 누출이 심각한 사회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보 보안에
대한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외에 다양한 전파를 통해서 실시간 입체 멀티미
디어 트래픽 서비스가 인간 주변에서 제공되면 전자파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 있으므로 규격을 재정비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모든 통신장치는 전력을 필요로 하고 있어서 육해공을 완벽하게 커버하기
위해서는 오지, 공중 및 해저에 설치된 관련 통신장치에 전력을 효율적으로 공급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 통신 장치에서 에너지 하베스팅 기법을 이용하여 자체적
으로 전력을 확보하는 방안과 무선주파수(RF) 또는 레이저를 이용하여 무선으로
원거리에 있는 통신장치에 효율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정보시스템
첫째, 현재의 센서는 크기도 크고, 상당한 전력을 소모하고 지능도 없을 뿐만 아
니라 가격이 비싸므로 인간과 삼라만상에 내재되는 초소형 저전력 다기능 지능형
센서가 개발되어야 사람, 컴퓨터, 사물 사이의 정보 교환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나노 기술을 이용하여 하드웨어적인 혁신을 도모하고 저전력 지능형 소
프트웨어를 개발하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협력 설계가 추진되어야 할 것
이다. 이때 센서는 어느 곳에 설치되어도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을 사용하거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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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유도, RF 및 레이저를 이용한 무선전력기술을 사용하여 배터리 교환 문제를 해
결해야 한다.
둘째, 초소형 저전력 지능형 분산 플랫폼이 지구 곳곳에 내재되거나 분산 설치되
어야 여러 다양한 센서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처리하여 유익한 부가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크기가 크고, 전력 소모량이 크며
정보처리능력이 부족한 현존 플랫폼과는 달리 모듈화되고 확장 가능하며 재구성
이 편하며 전력 소모가 작고 고도의 지능을 갖는 분산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초소형 저전력 지능형 멀티코어 분산 플랫폼은 빅데이터의 실시간
정보 수집 분석을 통해 시설물, 육해공 교통 시스템의 안전을 도모하고 모든 산업
의 무인 자동화, 무인 자율화를 통한 스마트화를 달성할 필요가 있다. 이때 미래
의 편재 플랫폼은 에너지 하베스팅 혹은 다양한 무선전력 기술을 활용하여 전원
공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셋째, 사용자 입장에서는 지금의 전력 소모가 크고 디스플레이 화면이 작으며 시
각 및 청각 처리만 가능한 스마트폰 보다는 대형 프로세서가 없어서 전력 소모가
작고 화면이 확장 가능하며 오감처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쉽게 접을 수 있으며
입출력 기능을 갖고 있는 디바이스를 필요로 할 것이다. 이때 입출력 디바이스는
편재된 플랫폼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거나 자체적으로 에너지 하베스팅을 통해서
전력을 확보한다.
3) 신산업 창출
첫째, ICT 기술과 첨단 과학 기술이 타산업과 결합되어 진화 혁신이 아니라 혁명
적 혁신이 일어나 신산업이 창출되면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집단 상호 간에 이견
이 발생하여 큰 국가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 사전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법제도
개선과 과도기에서의 이행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미래정보통신 서
비스에 걸맞도록 정부 부처의 조직을 혁신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신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선도연구개발의 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서 부품, 소프트웨어, 단말, 시스템, 인프라, 서비스의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신산업을 통해서 관련 모든 산업이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상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세계 최초의 융합 연구개발품일 경우에는, 안전 관련
다양한 분야의 인증 없이는 사업화가 불가능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 상호간의 긴밀한 협력 체제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즉 우리나라가 세계 최
초로 사업화 관련 인증 규격을 제정하고 시범사업을 통해서 인증을 완벽하게 검
증할 뿐만 아니라 국제 인증 규격을 주도적으로 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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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래전략
첫째, 소비자 행동, 사회적 트렌드, 기술적 트렌드, 기후 변화 등을 고려하여 미래
사회를 예측한 후에 미래의 정보통신 세계를 예측하면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도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때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2045년 미래정
보통신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핵심 요인 들을 선정하여 시나리오별로 다양하고 의
미 있는 미래정보 통신 모습을 제시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점을 도출해야한다. 또
한 기술, 사회, 환경이 계속 변화하므로 일정 주기 별로 미래 사회를 예측하면서
미래정보통신분야의 문제점을 수정 보완해야 한다.
둘째, 도출된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 방안을 세계 시장 기반의 사업화 관점에서 찾
아야 한다. 대부분의 도출된 문제가 융합적인 성격을 갖는 난제이므로 산학연관이
협력하여 시장 관점/소비자 관점/서비스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즉 세계
시장을 향한 사업화 관점에서 법제도 개선, 인증 및 표준 규격 제정, 시범 사업을
통한 시장 창출 등을 고려하면서 상용 제품의 규격을 고려한 핵심원천기술 연구
개발과 상용 연구개발이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현존 서비스,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단말의 개별 독립적인 기술 개발보
다는 고객이 필요로 하는 미래정보통신 융합 서비스에 적합하도록 나노소자기술,
무선 전력전송기술, 통신기술, 컴퓨팅기술, 보안기술 등을 융합하여 최적의 융합
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
넷째, ICT와 타산업의 융합을 통해서 타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부가가치를 창출
하는 전략뿐만 아니라 신산업을 창출하는 전략도 구사해야 한다. 미래세계에서 필
요로 하는 디지털 물류, 유통, 제조, 교통, 가정, 교육, 도시 서비스 등의 신산업
분야에서 관련 부품, 소프트웨어, 단말, 시스템 및 인프라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창조적 생태계를 구축해야한다.

라. 추진방향
첫째, 미래정보통신 세상에서 개인 및 기업 고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발굴하
여 단계별 서비스 제공 계획을 세우고, 관련 인프라 구축 계획과 시장 창출 계획
을 준비한다. 아울러 기술 및 시장 분석을 통하여 국가가 개발해야 할 기술과 아
웃 소싱할 기술을 선별한다. 특히 신규 융합 서비스 제공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등 모든 문제를 사전에 시뮬레이션하여 문제 발생 시 실시간으로 대처할 수 있도
록 준비한다.
둘째, 디지털 신산업 구조에 적합하도록 정부 부처 조직과 기능을 재정립한다. 또
한 융합 신산업에 적합하도록 규제 정책을 완화하고 신규 융합 서비스 제공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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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될 수 있는 관련 법제도를 사전에 개선한다. 아울러 세계 최초 서비스 및
제품에 대한 인증 규정 및 시험 절차를 연구개발 시 병행하여 준비한다.
셋째, 미래정보통신 신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존의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조직의 추종형 R&D 기획, 평가, 관리, 사업화 체계를 선도형 체계로 전환한다. 창
의 혁신형 R&D가 이루어지도록 연구개발도 창의 아이디어 기반 혁신 연구를 적
극 지원한다. 특히 재료, 무선전력, 보안, 통신, 컴퓨팅, 지식서비스가 융합된 미래
서비스 및 제품에 있어서 정확하게 문제점을 도출하고 여러 분야의 융합 전문가
들이 핵심 한계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한다. 산업분야별 국제 표준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마. 결론
앞으로 다가올 미래정보통신 시대에서 개인, 기업, 사회, 국가, 인류가 원하는 서
비스 변화를 예측하고 문제점을 파악한 후에 해결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우리가 먼저 융합연구를 통하여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확보하려면
미래 정보통신서비스와 연계된 디지털 물류, 유통, 제조, 교통, 가정, 교육, 도시서
비스에 걸쳐 미래 디지털 신산업의 창조적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산학연이 미래정보통신 서비스를 개발하고 관련 제품을 상용화하며 정부는 선도
적으로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법제도 개선을 통하여 시장 창출을 지원하는 협
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미래 정보통신 기반의 다양한 디지털 신산업 부품,
소프트웨어, 단말, 시스템, 인프라, 서비스 산업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