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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기반 융합연구의 사회문제 대응과 기술영향평가 

Technology Assessment of Humanities-Based Convergence Research on the 

Response of Social Problems

노영희(Younghee Noh)1)

박민수(Minsu Park)2)

1. 서론

기술의 개발과 발전은 인간의 삶을 편리하고 풍족하고 효율적으로 한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사회·경제·문화 현상 속에서 경쟁의 심화로 이어지고 그 안에서 기술의 발전 속도는 더욱 박차가 

가해지고 있다. 차츰 인간의 삶을 바꿀만한 혁신적인 신기술의 출현은 점점 가속화 될 것으로 전

망되며 이는 우리의 관심을 필요로 하는 파급력이 큰 기술이 특정 기간 내에 동시에 출현할 가

능성도 상대적으로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인간의 삶은 점점 더 유익함을 얻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빠르게 변화한다는 것이 마냥 유익한 것만은 아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하도록 만들어진 도구와 기술이 오히려 우리 스스로의 안녕과 자유를 속

박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환경의 오염, 양극화와 불평등은 더욱 심

화되고 있고(송위진, 성지은, 2017), 이러한 부(-)의 관계는 단일 학제가 가질 수 있는 통제 밖의 

기술 환경이 되어 다양한 사회문제를 만들어내고 말았다. 이처럼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융합연구가 그 가능성에 있어서 연구 분야의 총아처럼 생각되고 있다. 물론 융합연구에 한정하지 

않더라도 각 분야에서는 기술적 개선과 제도적 개선을 게을리 하지 않지만 문제요인의 복합성과 

복잡성은 단일 학제의 독립적 개입과 문제해결의 여지를 두고 있지 않다. 게다가 유익을 약속하

는 기술들마저도 문제요인들과 복잡하게 얽히면서 요 근래의 사회문제들은 좋든 싫든 해결을 위

해서는 융합적 시도를 전제로 수행되어야 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실정이다. 특히 인문사회기

반 융합연구는 기존의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개발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인간의 삶을 최

고 중요한 가치로 놓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인문학적 접근법을 바탕으로 한 융합연구

라서 더욱 의미가 있다. 이처럼 기술을 위한 기술이 가지는 다양한 위험 요인들, 즉 트롤리의 딜

레마와 같은 윤리적 가치판단의 부재나 전가를 방지하거나 줄일 수 있는 모종의 통제력을 부여

하는 안전망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융합연구 스스로도 그 본질과 역할

의 중요성을 떠나서 융합연구로 인한 사회적 편익과 혹여나 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점을 진

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융합연구를 위한 기술영향평가(Technology Assessment: 이하 

TA)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TA의 필요성, 실효성, 활용분야

에 대해 살펴보고 융합연구에 TA가 어떻게 활용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     

1) 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irs4u@kku.ac.kr) 

2) 건국대학교 융합연구총괄센터 전임연구원(mpark.gcc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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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융합연구의 개념

융합연구는 근본적으로 복잡한 사회적 문제의 본질을 다양한 관점에서 파악하고 해결하는데 있

어 단순히 학술적인 노력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혁신을 추구한다. 때문에 과학적, 

기술적 역량을 높이는 한편 시장에서의 선점적인 경쟁우위를 개척하고 산업, 경제, 국가 차원에

서 경쟁력의 향상에 이바지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융합연구를 통해 기술 자체가 

가진 경쟁력뿐만 아니라 그 기술을 어디에, 어떻게, 누구를 위해 사용할 것인가에 있어 기술이 

지닌 참된 가치와 편익을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2.2 기술영향평가

1) 기술영향평가의 정의

과학기술의 빠른 발전과 확산은 인간의 삶을 바꿔놓기 시작하였고 기술의 영향력은 긍정적이거

나 부정적이거나 관계없이 사회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20세기 중후반에 이르

러서는 이러한 양상은 기술이 미치는 영향과 책임의 소재를 과학자나 개발자들만이 고민해야 하

는 것이 아닌 직접적으로 기술과 관련이 없는 외적 이해관계자들마저도 그 영향력에 대해서 정

보를 추구하고 공유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가지게 되었다. 일례로 과거 방사능에 대한 지식이 없

던 시절, 어두운 곳에서 빛을 내는 라듐이 들어간 제품과 식품이 웰빙 열풍의 중심에 있었는가 

하면, 1950년도에는 실제 우라늄 광물 표본 4종이 포함된 과학실험 키트(U-238 Atomic 

Energy Lab)가 어린이를 대상으로 버젓이 판매되었던 사례가 있다(Marsh, 2020). 이러한 기술

의 오남용, 관련법의 부재로 인한 기술의 통제 불능 사이에서 초래되는 사회적 책임이 조명되자, 

새로운 기술은 제도적으로 규정되어 그 허가 및 규제 여부를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

게 되었다. 그에 따라 각국에서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초래되는 다양한 영향관계를 미리 조사하

고 인지하고 예측하여 기술 본연의 목적인 유익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부정적인 효과를 

사전에 방지 혹은 대책을 통해 상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세계 각 국에서는 이러한 

목적으로 1970년대부터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기술영향평가(Technology Assessment, 이하 TA)

를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에 발효된 과학기술기본법에 기술영향평가의 실행

을 명시함으로써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하지만 아직까지 TA에 대한 이론적인 정의나 평가 대상영역이 무엇인지에 있어서는 학자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존재한다. 이는 TA가 어떤 맥락에서 탄생하고 존재

하고 있으며 제도화 되었는가가 각 국가마다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유지연 외, 

2010). 일찍이 Hetman(1973)은 TA의 목적이 정책결정에 있어 판단의 근거를 제공하는 실증적 

자료로서의 역할과 올바른 정책결정을 위한 충분한 자료와 정보의 확보가 관건으로, 기술의 변화

가 일으킨 결과에 대해 조사하고 그 기술로 인한 직접적인 혜택, 손실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예측

이 어려운 광범위한 영역에 미치는 영향(간접적인 영향)까지 파악하는 것이라 정의하였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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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기술영향평가의 범위 및 절차)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술영향평가(이하 "기술영향평가"라 한다)의 대상은 미래의 신기술 및 기술

적ㆍ경제적ㆍ사회적 영향과 파급효과 등이 큰 기술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술로 한다.  <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7. 7. 26.>

② 기술영향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기술이 국민생활의 편익증진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2. 새로운 과학기술이 경제ㆍ사회ㆍ문화ㆍ윤리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3. 해당 기술이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영향평가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7. 7. 26.>

④ 기술영향평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획평가원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7. 7. 26.>

⑤ 기획평가원의 장은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영향평가는 제2조에 따라 민간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의 참여를 확대하고 일반 국민의 

의견을 모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7. 7. 26.>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보고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국가과

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 3. 28., 2013. 3. 

23., 2017. 7. 26., 2018. 4. 17.>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이를 소관 분야의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연구기획에 반영하거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

⑧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대한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실시하였을 때

비슷하게 Coates(1976)는 TA가 정책결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정책연구의 한 유형이

라 주장하였으며, 기술의 출현과 확장, 야기하는 변화에 대한 사회적 의미를 영향력으로 보고 이

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TA를 기술의 발전이 사회에 가져올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진단

하여,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긍정적 영향을 최대화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제시함으로

써 기술의 바람직한 변화방향을 전사회적인 관점에서 모색하는 시도라고 정의하였고(과학기술부, 

2002), 이창원 등(2012)은 기술의 발전이 사회에 가져올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진단하여 부정

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영향을 최대화하는 대응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기술의 바람직한 변

화 방향을 모색하려는 시도라고 보았다. 과학기술기본법 제14조에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사회·문화·윤리·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 과학기술

기본법 시행령에 다음과 같은 조항들로 기술영향평가의 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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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그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4. 17.>

[전문개정 2010. 7. 26.]

이처럼 TA는 연구개발 성과에 대해 이뤄지는 사후평가(Ex-post evaluation)와는 달리, 기술 

개발이 초래할 예기치 않은 결과나 발생 가능한 문제점에 대하여 초기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술의 개발 혹은 채택 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조기에 경보(early warning)하는 기능을 한

다. 이는 연구개발을 촉진하고자 하는 진흥평가(promotive evaluation)와 구분되며, TA는 과학

기술이 가지는 양날의 검에 대한 균형적인 시각을 갖춘 평가가 되어야만 한다. 또한 과학기술의 

공공적 성격이 강화됨에 따라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과학기술에 대한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그 동안 소수 관료나 전문가에게 거의 독점되어 있던 국가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협치가 더 넓은 관점의 이해관계자인 일반 국민에게 이동하는 현상을 TA라고 볼 수 있다. 

TA의 결과는 과학기술 발전양상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하는 것이 가능케 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순기능을 확장하고, 기술의 부정적 효과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

한다. 이는 현행 정책의 틀 내에서 단기에서 중기까지 이르는 정책에 대한 계획과 추진을 가능케 

하며, 이를 토대로 개발과 대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장기적 정책의 개발 또한 지원한다. 또

한 기술개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기술개발의 방향과 전략을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

도록 함으로써 기술에 대한 지식과 의사결정 능력을 확장하며, 일반 시민의 과학기술 수용성을 

제고하는 등 사회적 맥락 속에서 사고의 기준을 제시한다. 

2) 기술영향평가의 목적과 기능

TA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과학기술의 경제적･사회적 영향에 대한 체계적 평가를 통해 과학

기술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과 함께, 과학기술 정책의 형성 과정에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1) 장기적 과학기술 정책 수립을 위한 사회

적 합의 도출, 2)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대의 구축, 3) 기술개발에 따른 부작용과 기술범죄에 

대한 법적･제도적 대안 마련, 4) 과학기술자들의 사회적 책임성 증대, 5) 첨단기술에 대한 사회적 

학습을 통한 과학기술 대중화에의 기여 등을 생각할 수 있다(유지연 외, 2010; 이창원 외, 

2012). TA의 기능은 1) 과학기술발전에 대한 폭넓은 정보제공을 통해 의사결정 기능의 강화, 2) 

기술의 통제, 대체기술의 개발, 평가에 대한 제안을 통해 현행 정책의 틀 내에서 중·단기 정책지

원, 3) 가능한 개발과 대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장기적인 정책개발 지원, 4) 기술개발 초

기에 기술개발이 초래할 예기치 않은 결과나 가능한 문제점에 대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조기 

경보의 기능, 5) 사회집단의 기술개발에 관한 전략형성을 지원함으로써 기술에 대한 지식 및 의

사결정 능력 확장, 6) 사회를 위해 바람직하고 유익한 기술적 응용의 조사, 형성, 개발, 7) 일반 

대중의 기술수용 촉진, 8) 과학자들의 사회적 책임성 증진이다(유지연 외, 2010; 이창원 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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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융합연구의 성과와 기술영향평가

융합연구 존재의 본질은 복잡한 사회문제의 해결에 있다는 것은 다수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부

분이다. 이처럼 사회적ㆍ공공의 유익을 위한 분야가 그 가치를 인식하고 연구의 성과가 또 다른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도록 개발되었지만 인간의 삶을 오히려 불행하게 만드는 또 다른 기술

이 되지 않도록 융합연구를 통해 얻어진 성과가 그 영향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3. 연구 설계 및 방법론

3.1 연구 질문

우리나라는 2003년에 NBIT융합기술에 대한 TA를 수행한지도 20년 가까이 되었으나 아직 해

외의 TA에 비하면 20년 정도 늦게 기술의 사회영향평가에 늦게 관심을 가진 편이다. 이러한 간

극을 줄이고 현재의 방법론과 타국의 방법론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첫 번째 연구 질문은 다음

과 같이 설정 하였다.   

연구 질문 1: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행되는 TA와 해외의 TA 간 차이점은 무엇인가?

해외에서 수행되는 TA와 우리나라에서 수행되는 TA는 그 목적과 수행기관, 수요자, TA의 방

법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차이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첫 번째 연구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은 

후 우리나라의 TA에 대한 지속가능성과 미래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약 20년 

간 수행한 TA에 대해서 살펴보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고 무엇이 해결되었으며 앞으로 어떤 문

제를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연구 질문 2: 우리나라에서 수행되는 TA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사례연구와 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했다면 본 연구의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융합

분야가 TA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참여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아야 할 것이

다. 따라서 세 번째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연구질문 3: 현재 TA의 실효성 제고의 방법은 무엇이며 융합연구가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

는가?

3.2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융합연구에 대한 기술영향평가가 필요한 이유와 어떤 시사점을 기대할 수 있을

지 해외사례연구와 프레임워크 분석을 통해 짚어 보았다.   

선행연구 및 

문헌조사

사례연구 및 

프레임워크 

분석 

융합연구의 

기술영향평가

기술영향평가의 

시사점과 

실효성 제고 

방안 제시

<그림 4>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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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대상기술 주요평가결과

2003 NBIT 융합기술

NBIT 융합기술개발이 산업·경제에 미칠 파급효과: 

� 향후 10년에서 20년 사이에 우리의 ‘건강한 삶’ 유지는 물론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

력’ 산업의 일부로 국부창출

� 기존산업의 고도화, 신산업창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체제로의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

NBIT 융합기술개발의 사회·문화적 영향평가: 

� 과학내 편중 현상과 여타 분야의 상대적 소외 현상, 나노격차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 

융합기술의 악용에 의한 파괴력, 나노 결정론의 유로포 인한 파괴 가속화 등

NBIT 융합기술개발의 환경적 영향평가: 

� 자원 및 에너지 이용 효율성 증대 및 환경오염원 제거 및 감시기능의 긍정적 영향과 

인체 유해성 및 환경유체성의 부정적 측면 존재

NBIT 융합기술개발의 법적 규율 및 윤리적 문제: 

� 연구자율적 규제와 함께 연구개발 관련 윤리적 규범 확보 필요

2005

RFID

RFID 기술의 산업·경제적 파급효과: 

� 지능형로봇, 홈네트워크 등 미래형 산업의 발전 촉진 및 첨단 신산업 출현

� 산업의 수평적 구조화 진행

� 경제 전체 생산성 제고 및 부가가치 증가하지만 공정 효율화로 고용 감소 예상

RFID 기술의 사회문화적 측면

� 와해성기술로 사회문화적 기반의 변혁 촉진

� 통제사회화 가능성, 프라이버시 침해발생

RFID 기술의 환경·보건 및 안전 측면

� 식품관리, 교통, 환경, 의료 등 실생활 적용으로 국민복지 향상

� 전자파노출, e-쓰레기 발생 등 환경 보건적 문제 발생 가능

나노

나노기술의 산업·경제적 영향평가

� 연구개발체제의 개방화 및 역할분담을 통한 핵심역량 극대화, R&D 시스템의 전환

나노기술의 사회·문화적 영향평가

� 나노입자에 대한 생산현장 및 연구현장에서의 안전성문제

� 환경친화적으로 풍요로운 사회 건설에 기여

� 나노격차 문제, 기기 소형화로 인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

2006 줄기세포치료기술

배아줄기세포 연구

� 치료용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조정 및 지원 시스템 미비

� 치료용 배아줄기세포의 허용에 따른 부작용 예상

� 치료용 배아줄기세포 임상 연구시 난제 예상

성체줄기세포와 관련된 임상시험

4. 문헌 및 사례 분석

4.1 기술영향평가의 실효성

1) 기술영향평가의 활용 현황과 실효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신기술에 대한 대비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야 할 TA가 국내에서 

시행된 지 십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실효성 측면에서 비판받고 있다(이명화 외, 2015). 국내에

서는 2003년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후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연간 주요기술 

1~3 건에 대해 TA를 실시하고 있는데(표2) 이러한 시도는 TA의 미미한 인지도와 저조한 결과 

활용으로 인해 과학기술정책 영역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존재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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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체줄기세포는 배아줄기세포의 윤리적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부각되어 

실현가능한 치료제로 사용이 예측되나, 임상 연구시 논점 예상

윤리적 측면

� 원천기술의 부족, 체계화된 임상연구의 인프라 구축 미흡,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부 임

상 연구의 논점과 생명윤리 인식 미흡 등

법·제도

� 배아줄기세포 연구 분야는 배아의 법적 지위 및 연구 허용범위, 배아의 무상제공, 난

자기증 절차 등 해결 필요

� 성체줄기세포 임상시험 분야는 조직․세포의 무상제공과 피험자 및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 등 필요

보건·복지

� 취약 계층의 줄기세포치료에 대한 접근성, 의료보험 적용, 소비자 보호, 제대혈 은행

제도 확립, 공공복지기술로서의 연구지원 문제 등 예상

경제·생활

� 적절한 시험 및 의료체제 등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문제를 해결

하지 못하면 의료시장에 막연한 불신과 불안을 초래할 수 있음

� 과학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수용성 배양을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전달과 교육 필요

안전성

� 임상 치료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면서, 환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절한 안

정성(Stability)․유효성 평가 시스템 개발 및 확립에 대한 지원 시급

� 연구의 위험성과 연구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치의 중요성을 비교하여 연구개발에 필

요한 계획적인 지원과 적절한 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

나노소재

과학․산업

� 저가, 대량의 신기능·고효율 소재제품의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제조 및 응용기술 등 

소재 자체의 발전과 산업 연관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주요 산업에서 나노소재를 활용하는 생산 활동은 10조원(’05)에서 27조원(’10), 123조

원(’20)까지 늘어날 전망

� 생산 공정의 변화로 고용 구조 및 형태를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

사회

� 나노 입자의 높은 반응성과 침투성은 환경과 인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나노 소재에 기반을 둔 극소형 카메라, 초감도 센서 장치의 보편화 등으로 사회 안전

기술과 프라이버시 침해의 가능성이 높아짐

� 나노소재가 갖는 기술의 위험성이 현재보다 더 많이 알려지면 기술개발과정에 대중들

의 참여 요구와 투명성 요구가 더욱 높아질 것임

의료․인체

� 암 진단 및 치료, 새로운 형태의 약물개발 및 IT․NT 융합 기술을 통한 원격 진료 등 

의료 및 보건 분야에서 나노소재 기술의 활용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UCT

프라이버시

� 실시간 추적, 질병기록 조사, 만인에 대한 감시, 통제사회의 우려 등

경제 및 산업

� 지능형 교통서비스, u-의료 지원서비스 등으로 시장성장, 경제적 효율성 증가, 잠재

성장률 증가

� 반면, 디지털 격차 심화 및 양극화 현상, 네트워크 의존도 증가

보안

� 개인정보 및 물류나 교통 정보 등에 대해 해킹에 대비한 보안 필요

� 재난재해 관련 네트워크 정보에 대한 국가 보안망 중요

건강

� 웰빙 및 새로운 보건의료 패러다임 등장

사회문화

� 인간 활동 영역의 확대 및 새로운 인간형과 생활양식의 등장

2007 기후변화대상기술
신·재생에너지기술

� 환경적측면, 산업·경제적 측면, 사회·문화적 측면, 윤리적 측면에서 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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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적응기술

2008
국가재난질환

대응기술

� 감시 및 신속 탐지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 예방백신과 치료제의 개발 연구, 국가차

원의 국가재난질환 연구기반 인프라 확충 필요

� 감염성질병의 산업·경제적 피해 확산 우려 및 관련 국가 R&D시스템 검토

� 대국민 위험커뮤티케이션 전략,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후대응체계, 감염병 확산방지 

노력

� 백신 및 치료제 비축 필요성, 국제적 정보 공유 및 국제협력 강화 필요, 보건의료 전

문가 및 전문성 부족 문제

� 국가재난형 질환 대비 위기대응시스템 정비, 정부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 방안 

필요

� 재난질환 대응기술 매뉴얼 필요, 감염의심환자에 대한 치료 및 인권문제 등

2011 뇌-기계 인터페이스

� 정책 제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대상기술과 관련된 중장기 계획, 제 4차 미래기술예

측 등의 종합적 검토를 통해 기술발전 과정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결과 도출

� 대상기술을 둘러싼 동인들의 불확실성 및 영향력을 평가하여 시나리오를 작성함으로

써 다양한 관점에서 대상기술의 파급효과를 도출함

� 대상기술로 인한 미래의 긍정적·부정적 영향에 대해 균형 잡힌 시각에서 평가함으로

써 긍정적 영향 강화 및 부정적 영향 최소화라는 기술영향평가 본연의 취지를 살림

2012
빅데이터

분석기술과 활용

� 새로운 시장 및 가치 창출, 합리성 및 효율성 증대

� 공공서비스 수준 향상 및 행정 효율성 증대, 미래사회 문제의 적시 및 선제적 대응 

가능

� 개인 최적화된 맞춤형 서비스 증가, 정책 투명성 제고로 국민 신뢰성 증가

� 빅데이터 활용 능력 격차에 의한 경제 양극화 심화

� 국가정보의 대외 유출, 빅브라더 정부 시대, 분석결과 맹신에 의한 오류 발생 위험성

� 사생활 보호, 정보보안 측면의 문제 발생, 개인의 개체성 간과

2013

3차원 프린팅

� 시제품 개발 시간 단축 및 비용절감으로 다품종 맞춤형 생산방식이 대중화되면서 제

조업뿐만 아니라 전 산업분야에 혁신적인 변화

� 전통 금형산업 일부를 대체함에 따라 관련 산업의 일자리 감소 및 기술의 빠른 파급

력으로 외국기술력에 의한 국내시장 잠식 우려

� 인체스캐닝을 통한 맞춤형 고급의료서비스와 인공장기 제작·이식 등 의료기술 발전의 

원동력 및 창의력 개발 도구로 교육에 도움

� 높은 의료비용 및 서비스 불평등, 신체조직을 부품처럼 간주하는 인간의 존엄성 문제, 

불법 의료기기 제작·시술 등 사회적 혼란 유발

� 소재, 제작방식에 제약없는 다양한 창작활동(예술, 건축, 캐릭터 등)이 가능하고 개인

이 직접 제작에 참여하면서 소비자 개성 및 권한 강화

� 타인의 아이디어를 도용하거나 예술작품 등 저작권이 있는 상품의 불법복제로 지식재

산권 분쟁 확대 및 창작활동 위축 우려

� 저작권 등의 논쟁이 확대되면서 무단복제 및 불법유통 방지 기술이 빠른 속도로 개발

되어 보안 산업이 함께 발전하는 계기

� 프린트 범죄가 현실화되어 범죄에 악용될 수 있고, 신체조직 등을 불법 제조하거나 

무자격자가 시술 시 심각한 부작용 발생

�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므로 자원․에너지 절약 효과가 있고 밀폐된 챔버 (Chamber) 안

에서 공정이 이루어져 분진․유해가스 배출 저감

� 일부 공정특성에 따라 금속 미세분말이 폭발할 가능성이 있고 후처리 작업 중 미세분

진 발생 등 작업중 안전사고 및 오염물 노출 위험

스마트 네트워크

� 실시간 환경변화 감지 및 이용자 행태분석이 가능한 자동화시스템 등장으로 IT기술 

중심의 산업간 융합 및 신산업 창출

� IT기술에 부적응 기업, 특히 중소영세기업에 위협요인으로 센싱 등의 자동화 과정이 

기존 수작업을 대체하는 등 관련 일자리 감소

� 다수에 의한 새로운 도덕적 가치판단 기준이 확산되고, 사이버공격의 빠른 감지 및 

자동 복구하는 지능형 사이버 보안 등장

�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및 해킹이나 바이러스 공격이 고도화‧다양화됨에 따라 개인정

보 유출 등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 증가

� 건강상태를 실시간 진단‧분석하는 스마트 헬스케어,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는 스마

트워크, 다양한 콘텐츠의 스마트 교육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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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정보 유출 및 오남용, 원격근무 범위‧평가기준 관련 노사갈등, 도농간‧세대간‧계층

간 정보격차 등 사회적 혼란과 갈등 유발

� 초연결사회로 진입하면서 스마트 신인류의 등장과 국경을 초월한 문화유통 플랫폼 구

성으로 다양한 콘텐츠 창작 및 유통 확산

� 유유상종‧승자독식 등 문화쏠림 현상으로 문화다양성이 줄어들고, 기계의존적 의사결

정은 기존 선호를 강화하여 개인화‧집단화 심화

� 스마트센싱 장비를 통해 시설물 상시 유지관리, 재난재해 예측 및 조기경보, 범죄예방 

및 실내환경의 유해물질 관리와 예방에 효과적

� 신체밀착형 센싱의 전자파 유해성 논란과 급증하는 전자폐기물에서 발생하는 유해화

학물질, 중금속 등은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

2014

무인이동체 

� 무인 이동체 보급에 따른 시장규모 및 파생 제조 산업의 확대, 다양한 신산업 및 고

부가가치 산업 창출, 새로운 일자리 증가

� 산업구조 재편으로 인한 기존 전통 일자리 감소

� 미래 수요에 따른 시장 확대 및 자율운용, SW 관련 기술 수요 증가로 기술개발 촉진

� 기술표준 문제, 기업 간 첨단기술개발 협력 와해 우려

� 지구환경 이해, 환경오염 주기적 측정, 친환경 에너지 활용 촉진, 자원·에너지 탐사 

및 채굴 확대

� 자연생태계 파괴 및 공해, 폐기물 증가 우려

� 효율적 물류시스템, 운행정보 정밀도, 안전운전, 운전 편의성 향상 및 공공 목적 모니

터링 등 활용범위 확대

� 불법사용, 몰인간화, 생산·소유·활용의 사회적 격차 발생

� 관련 법·제도 도입에 따른 파생 직업 발생

� 사생활 침해 및 과실 책임공방 등 관련 법‧제도 미비에 따른 실용화 및 운용 제약, 

책임·윤리 교육 미흡

초고층 건축물

� 효율적 거주 공간 제공, 지역 경제·산업 활성화, 첨단 기술 개발·적용 기회, 중소기업 

육성 및 고용창출 효과

� 도시기능의 부조화, 재난․안전 한계, 유지․관리 비용의 증가에 따른 저경제성

� 지역 상징성 강화에 따른 거주민 심리적 만족도 상승, One-stop 서비스로 생활편의 

제공, 삶의 다양화에 기여

� 주변 권리 침해에 따른 분쟁, 집단 이기주의 등 위화감 조성, 지역 공동체와 단절, 관

련 법규 한계 및 분산으로 인한 인·허가 논란

� 거주민(주변 주거민 포함)의 요구로 일반 건축물에 비해 강력한 재난·안전 시스템 구

축

� 초고층 건축물의 구조적 특성상, 재난약자의 이동 및 지하공간에서의 대응 취약

� 신재생에너지원 활용 및 에너지 절감을 통해 효율화 제고

� 에너지 소비 증가, 건축비 인상에 따른 에너지절감·신재생에너지 기술 적용 한계

� 장기이용 및 복합이용(One-stop Life)에 따른 간접적인 환경 보존

� 장수명 설계로 수명주기(Life Cycle) 동안 수차례의 용도변경과 국부적인 보수공사 등 

유지‧관리 문제 발생

2015 인공지능

� (산업) 제조업 지능화로 인한 생산성 및 품질 향상

� 선진국으로 제조업 유턴 가속화

�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

� 고임금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

� 경제 불안정 및 사회적 갈등 발생 가능

� 한계기업 퇴출 가속화

� (서비스업 지능화) 딥러닝 및 자연어 처리의 상용화

� 서비스업의 인공지능 기술 적용 및 확장

� 지능형 서비스 제공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및 삶의 질 향상

� 전문 서비스업 분야의 효율성 확대

� 신성장 동력 창출 효과

� 고도의 서비스 경쟁 및 승자 독식 발생 가능성

� (일자리 변화) 노동생산성의 증가

� 노동 생산성 격차 발생

- 18 -

� 인간의 지적 능력 증강 및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기업 경쟁력 제고

� 총생산 증가 및 생산의 질 향상

� (고용구조의 변화) 인공지능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

� 인공지능으로 대체 불가능 하거나 새롭게 창출되는 직업군 발생

� 생산 가능 인구 감소 문제 해결 가능

� 사회적 소모 비용 감소 가능

� 인공지능으로 대체 가능해질 직업군 발생

� (주요자원의 집중 가능성) 특정 계층에 대한 부의 집중 현상 발생

� 소득 불균형 악화 가능성 존재

� (정보·기술 우위에 따른 주도권 집중) 데이터 확보를 위한 경쟁

� 기업의 성장 및 수익성 개선 가능

� 기업 간 격차로 인한 종속적 관계 형성

� 빅데이터 확보 경쟁력 취약 우려

유전자 가위기술

경제 

� (유전자 치료 가능성) 질병의 기전, 약물개발, 생체조절 등 연구 혁명 가능성

� 유전성 질환의 치료 가능성 향상 및 희귀, 난치성 질환 치료 가능성

� 기술적 혁신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이득의 의미

� 치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임상연구의 부족

� 환경적 취약점 발생 가능성

윤리

� (유전자 치료 안전성) 의도하지 않은 부정확한 결합 위험 가능성

� 세포내 변화와 질병으로의 이환 같은 부작용 발생의 가능성

� 변이 가능성에 비해 변이 이전상태로 되돌리는 기술 및 통제 능력 부재

� 치료에 대한 안전성 검증의 범위와 지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과학적, 임상적 예측 난

해

�

2016 가상증강현실기술

경제 분야

� (산업) 산업의 효율화, 

� 자본에 의한 격차 발생 가능성

� 신규 시장 및 거대 산업 창출

� 현실에 기반을 둔 산업의 쇠퇴 가능성

� 기업 간 양극화 우려

� (소비) 소비활성화 및 사회적 비용 감소

� 정보 왜곡 및 일부 소비 기회 축소 가능성

사회

� 환경의 제약을 초월한 불평등 해소 가능성

� 디지털 격차로 인한 불평등 심화 가능성

� (교육) 체험형 교육·훈련의 활성화

� 부적절한 사용의 우려

� (안전) 사회 안전 시스템 강화 

� 정보의 오류 및 시스템 오작동의 위험

� (건강) 기존 한계를 극복한 효과적 의료 행위

� 즉각적인 의료 정보 공유 및 가상 실습을 통한 의료 안전성 향상

� 시공간을 초월한 효율적 의료 행위

� 기기 사용에 따른 부작용

윤리

� 사회 구성원 간의 소통 증대를 통한 윤리 의식 증대

� 가상과 현실 세계의 혼돈 가능성

� (개인정보 수집/정보윤리) 사회적 감시 효과

� 저작권법에 대한 논란 발생 가능성

� 증강현실 광고와 오프라인 광고의 분쟁 우려

� 콘텐츠 규제

문화·환경



- 19 -

� (생활방식/인간관계)경험 및 문화적 다양성의 확장

� 재택근무의 활성화

� 인간관계 및 소통 방식의 변화

� (맞춤형 정보) 실시간 맞춤 정보 제공 서비스로 삶의 편의성 증대

� 맞춤형 정보의 부작용

� (환경/자원 보호) 환경 교육 활용 효과

2017 바이오인공장기

경제 분야

� (산업) 기존 재생의료 시장과의 동반 성장과 장기의 대량 생산을 위한 3D 바이오 프

린팅, 세포·조직 자동화 배양, 이식 등 전단계에 걸친 新 산업 창출 기대

� ※ 기존 장기 치료기기 및 치료제 산업의 재편 예상

� (연구개발) 실제와 유사한 실험모델을 제공함으로써 질병 기전에 대한 이해 증진과 신

약 및 화장품 개발의 효율화 예상

사회 분야

� (사회적 평등) 장애 및 질병 극복을 통해 사회적 참여 기회의 불평등 해소가 기대되

나, 기술 보급화 초기에는 고가의 치료비로 인해 경제적 수준에 따른 기술 혜택 격차 

발생 가능

� (사회적 비용) 바이오 인공장기 이식을 통한 신속한 신체회복으로 사회, 국가 차원에

서 비용 부담 감소가 예상되나, 건강보험 체계에 따라 국가의료 재정의 악화 가능성

도 존재

� (사회적 이슈) 장기 수급 불균형 문제의 직접적인 해결을 통해 장기 강탈, 장기매매 

등의 범죄 피해 경감이 기대되나, 새로운 형태의 범죄*와 사회적 차별 문제**가 등장

할 우려 존재

� 전자기기 인공장기에 내재되어 있는 환자 개인 정보의 오남용, 장기 불법 제조 및 유

통 등

� 바이오 인공장기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으로 인한 차별

� (국민 삶의 질) 환자 및 노년층의 전반적 행복도 증가가 기대되나, 이식된 바이오 인

공장기의 기능적 문제가 발생하거나 예측하지 못한 합병증 발생 시 삶의 질 저하 가

능

윤리 분야

� (생명윤리) 이식된 장기의 인체 유래물 인정 여부, 이식 허용 범위, 인간 및 동물 생

명윤리에 대한 윤리적 논란 발생 예상

� (법률적 이슈) 의료 사고 시 책임 소재 문제(의사 또는 개발자)와 응급상황 시 전자기

기 인공장기에 내재되어 있는 개인정보(건강정보) 이용 및 소프트웨어 개선에 따른 법

적 논란 발생 가능

문화·환경 분야

� (가치관) 동물 및 신체의 일부분을 도구로 인식하여 생명존중 사상 약화 우려

� (신규 문화) 신체를 자율적으로 설계하며 자신이 원하는 상태로 변화시켜 나가는 새로

운 문화의 등장 예상

� (생태계) 바이오 인공장기가 멸종위기 동물들의 생명 연장 및 개체 수 확보에 활용될 

경우, 희귀종의 보존과 생태계 종의 다양성 확장에 기여 가능

2018 블록체인

산업 

� (신뢰의 기술을 통한 협업 효율화) 투명성을 바탕으로 한 신뢰성

� 정보의 진위 확인 단계의 삭제로 효율성 증대

� 자금조달 채널 확대 및 투자자 피해우려

� 신규 산업의 등장

� 다양해지는 분산 어플리케이션

� (일자리 변화) 직업군의 수요 변화

� 자본･기술 우위 기업의 시장 주도

� (거래 및 소비) 신뢰소비 확대

� 개인 간 거래 확산

� 중개자 없이 신뢰 거래 환경 조성

윤리

� (법적 이슈) 정보주체의 잊힐 권리와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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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체인상 정보의 분산성, 불변성, 비가역성

� 준거법과의 문제 발생

� (정보노출) 투명성으로 인한 민감 정보의 노출

� 가상통화로 불법거래, 조세회피 등 불법 행위에의 악용

�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랜섬웨어, 파밍 범죄, 탈세, 유사수신 범죄, 도박 등에 악용

� 의도적 합의 조작

사회

� (사회적 나눔의 확산) 기부금의 투명한 관리

� 상호신뢰 확대, 정보 비대칭성 해소

� (사회적 수용) 데이터의 부의 원천화로 기득권 반발

� 기술역량 차이로 인한 불평등

문화

� 콘텐츠 창작과 소비 활성화

� 검열저항적 콘텐츠의 확산과 광고에 의존하지 않는 콘텐츠 다양화

� 무분별한 콘텐츠의 난립과 저작물 불법 유출 확산 가능성

환경

� (에너지 소비) 자발적 에너지 절약 확산

� 작업증명 기술의 과도한 에너지 사용

� 환경관리 모니터링 확대

2019 소셜로봇

산업 

� (기존 산업의 변화) 관련 전·후방 산업 활성화

� 다양한 앱 시장의 발달

� 관련 보험상품의 등장 및 새로운 시장의 등장

�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 증가) 맞춤형 서비스로 새로운 가치 창출

� 개인정보 유출 및 데이터 편향에 관한 우려

� (일자리 변화) 대체되는 직업군과 직업군 성격변화

사회

� (사회적 평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서비스로 불평등 완화 

� 기술 취약 계층의 혜택 소외 및 저소득 직군 임금하락으로 사회적 불평등 심화

� (사회적 비용) 사회적 비용 감소

� 고령층 건강관리 및 생활 활동 지원

� (삶의 변화) 서비스의 이원화

� 사회적 연대감 약화

문화

� (문화콘텐츠) 양방향 상호작용이 가능한 맞춤형 미디어 등장

� 창작 주체로서의 소셜 로봇 활용

� (교육) 명확한 가이드 라인으로 높은 수준의 맞춤형 교육 제공 가능

� 높은 수준의 언어교육에 기여

� (기술의 사회문화적 수용) 로봇에 대한 인식 및 행동양식 변화 

윤리

� (정보 보안 이슈) 데이터 취급 이슈

� 로봇에 법인격 부여 여부

� (인문학적 이슈) 인간의 고유 가치 고찰 필요

환경

� 소셜 로봇의 적절한 폐기 이슈

<표 7> 역대 기술영향평가 주요 결과 

반면에, 선진국에서는 1970~80년대부터 TA 제도가 도입된 이후, 주요한 입법보조기능으로 정

착·확대되고 있다. 

미국은 1972년 의회 산하 기술영향평가국(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 OTA)을 설립

하였다. 기술영향평가법에 의해 설립된 OTA는 의회조사국(CRS), 의회예산처(CBO), 미국 연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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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감사원(GAO)과 함께 미국 의회의 4대 입법보조기관 중 하나로써, 기술적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익과 역효과를 조기에 경보하는 것을 기능으로 규정하고 세계 최초의 기술영향평가를 

수행하였다. 이후 TA에 대한 필요성은 프랑스(1983년), 네덜란드와 덴마크(1986년), 영국(1989

년) 등 유럽 각국으로 확산되었다. 하지만 레이건 행정부에 이르자 OTA는 국가 예산을 축내는 

불필요한 기관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결국 1995년 사라지게 된다. 이후, OTA가 수행하던 

TA는 미국 회계감사원(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이 TA unit을 만들어 

수행하는 규모로 축소된다. 그러나 미국과 달리 유럽에서는 TA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1990년 

EPTA(European Parliamentary Technology Assessment)를 설립하고 이에 등록된 기관이 19

개에 이를 정도로 TA에 대한 중요성은 유럽에서 더 크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과학기술이 가진 편의성과 리스크의 양면성이 부각되고 그 파급력이 

통제가능성의 범주를 벗어나는 현대사회에서 기술의 영향력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하는 TA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 졌다고 할 수 있다. 인간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각종 신제품 및 서비스를 제

공함으로써 인간의 삶을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역할뿐 아니라 환경훼손, 사생활 침해, 각종 기술

범죄 등 사회구성원들의 자유, 안녕, 인간의 존엄성 등을 제약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까지도 예

측, 경과, 그리고 정책적 제안을 주기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업으로 인식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특히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 등 최근에 광범위하게 

개발․확산되고 있는 신기술은 복합적이고 대규모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 따라서 신기술이 초래할 결과에 대한 폭넓은 평가의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2000년대 후반 미국 내에서도 TA의 중요성에 대한 재평

가와 OTA와 같은 전담기구의 부활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 일례로 2008년 대통령 선거

에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공약 가운데 하나로 OTA를 부활시키겠다는 것이었다. 2010년에는 

우드로윌슨 센터에서 시민 참여를 강조하고 비당파 정책연구단체, 대학, 과학관 등 전국적인 네

트워크를 만들어 OTA의 기능 수행을 촉구한 '기술평가 재창조(Reinventing Technology 

Assessment)'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세계적인 TA의 필요성 인식이 증대되는 추세 속에서 신기술에 대한 사전평가 기능은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며, 정책 및 입법 보조기능으로써의 역할 또한 충분히 강조될 필요가 있

다. 과거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개발은 단기간 내에 효과적인 유망한 과학기술분야의 육성을 꾀하

는 방식이었고, 어떻게 하면 선진국 수준의 과학기술을 보유할 것인가에 모든 신경을 쏟아 왔었

다(염재호, 2000).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이러한 추격형 기술개발자의 지위에서 벗어나 기술선

도자의 위치로 도약해야 하는 시점인 만큼, TA의 역할과 방향성을 재정립하고,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따라잡기에 바빠 기술이 가진 양면성이 무엇인지에 대

해 제대로 고민해 볼 겨를이 없었던 과거와는 달라져야 할 것이다. 특히 단기간에 가시적으로 잘 

나타나지 않는 신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수요자 혹은 이해관계자 참여적 관점에서 바라보

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참여적 부분은 앞서 언급한 

우드로윌슨 센터의 보고서뿐 아니라 나노기술, 줄기세포 등 첨단기술에 대한 사회적 영향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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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중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수의 TA관련 연구에서도 공통적

으로 찾아볼 수 있다(임현, 유지연, 2007). 특히 우리나라에서 기술영향평가가 시행된 데에는 성

숙한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의 열망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던 시대적 배경이 작용한다(서지영, 

2019).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참여적 TA의 방법론을 기용하기 시작하였는데, 도구적 TA와 참

여적 TA가 상호보완적인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전문가 중심의 위원회와 대중참여적 방법론을 

포괄하는 TA의 기본방향 정립과 이를 위한 방법론 도출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에서 수행되는 

TA는 국가 R&D사업의 사전기획의 일환으로 KISTEP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외국과 달리 기술영

향평가를 수행하는 주체가 연구개발 추진부처라는 국내 한정적인 특수한 상황이다. 미국은 별도

의 기관(회계감사원)이 TA를 수행하고 있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 

반면, 우리나라는 국가연구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활용도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TA 평가결과가 정책적으로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실효성

이 불투명 하며 산업적으로도 관련 기산업과 기업에 대한 투자 등 의사결정에 어느 정도 실효성

이 있는지 불투명하다. 따라서, 기술영향평가를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정책적 활용도를 

제고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4.2 인문사회기반 융합연구의 기술영향평가

인문사회기반의 융합연구에 있어 TA를 활용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

소들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첫째, 인문사회기반 융합연구를 위한 융합 평가방법론 및 

평가 매뉴얼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수준 평가 방법론에 대한 고찰이 있어야 할 

것이며, 기술 평가 매뉴얼을 수립하고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평가의 대상이 되는 융합연구

의 대상기술 분류 및 선정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며 세부기술 요인분석과 더불어 기술수준 평가 

지표 및 원칙이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기술수준 평가를 위한 정책 활용도를 제고하여야 한다. 

특히 현재의 TA존재와 활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1년 주기의 기술수준평가 주기를 3년으로 

연장하고 이와 관련한 장기적인 연구개발 지원정책과 연계하여 선행적인 기술수준 평가를 수행

하고 이의 결과를 정책 수립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이후, 중장기 국가 과학기술진흥계획 수

립, 정부 연구개발투자의 우선순위 설정, 예산배분방향제시 등 국가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TA의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기술수준평가를 위한 법률, 제도적 개정 방

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기술수준평가 방법론의 개선과 신규기술의 보완 및 상시평가 시스템을 통

한 적시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4.3 기술영향평가 방법론

1) TA 방법론

TA의 방법론은 이를 수행하고 있는 국가마다 상이한데 이는 TA를 수행하는 목적과 조직 특성

에 기인한다. 이는 기술의 출현으로 인해 특정 정치적·제도적 기회들이 발현되어 새로운 기구를 

형성하기도 하고, 문화적 차이가 기술영향평가의 유형과 방법론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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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미국(OTA), 프랑스(OSPECT), 독일(TAB), 영국(POST), 유럽의회(STOA)는 의회와 의원 등 입

법 관계자에게 정책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반면, 네덜란드(Rathenau 

Institute)와 덴마크(DBT)는 이해관계자 간 상호작용에 관한 공공의 논쟁을 자극하고 정치적 선

택 형성을 지원하는 역할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TA의 방법론 차이는 크게 도구적 혹은 전통

적(Instrumental/ Traditional) TA와 참여적(participatory) TA로 구분지어 살펴볼 수 있다. 

도구적 TA는 1970년대 초 미국에서 전문가들에 의한 과학기술로 인한 위험을 어떻게 분석하

고, 통제할 것인가에 주력하는 것에서 출발하였다. 과거 OTA는 과학기술과 사회의 인과관계의 

철저한 분석에 바탕으로 TA를 수행하였고, 전문가들의 엄밀한 정량분석 방법을 통해 완벽한 평

가(사후평가)를 추구하였다.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 의회 의원이나 정책 입안자들이 과학기술관

련 의사 결정을 할 때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고 그 결과로 기술의 효과에 대

한 이론적 체계화에 기여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연구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의회에 시의 적절

하게 조언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OTA가 해체되는 원인이 되었다. 이

처럼 도구적 방법론에 입각한 TA는 다방면으로 세심한 수준 높은 분석을 가능하게 하였으나 정

책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적시성에서 문제를 안고 있었다. 

반면 유럽 국가들은 1980년대부터 과학기술의 사회적 영향에 많은 관심을 두고, 새로운 평가 

방법을 개발하였다. 이는 TA의 결과가 기술 개발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그 결과에 이해

관계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었다. 정부 정책의 대국민 홍보, 관련 

주제에 대한 시민 사회의 관심 유도 및 지식 보급, 과학기술 이슈에 대한 새로운 해법 발견, 정

책 결정에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시민운동 등 다양한 목적으로 시행되었고 이는 공개적인 대규

모 토론회 등으로 진행되었다. 

위와 같은 도구적, 담론적 TA의 방법론은 의회에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도구적), 

대중적 논쟁을 통한 이해관계자의 상호작용이나 정치적 의견 형성을 지원(참여적)하는 긍정적 역

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역설적으로는 TA 전담기관들이 행정부나 의회에 정보 제공 및 자문을 

하는 조직이므로 대상기술의 선정, 범위 등의 TA 활동이 정치적인 요인에 의해 좌우되기도 하는 

문제를 초래하였다(임현, 유지연, 2007). 즉, TA가 실제 R&D 사업으로부터 동떨어진 정치적·기

술적인 고려 사항에 초점이 맞춰진 채로 방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취약점을 개선하고자 새로운 

방법론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TA가 기술발전과정에 참여하게 되는 구성적 기술영

향평가와 실시간 기술영향평가가 대두하게 되었다. 

구성적(Constructive) TA는 기술발전의 초기단계에 기술의 사용자와 이해당사자를 모두 포함

시켜 기술 발전과정을 확대시키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효과와 문제점들이 

논의되며 다시 이것은 기술의 발전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작용한다. 기존의 TA와 차이점은 

도구적 TA와 참여적 TA가 공공정책이나 입법과정을 통하여 부정적인 면을 최소화할 방안을 찾

는 반면, 구성적 TA는 초기단계에 기술발전과정에서 변화를 시도한다는 것이다. 즉, 예방적

(preventative) TA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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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real-time) TA는 법적·윤리적·사회적 측면의 영향 연구(Ethical Legal Social 

Implication: 이하 ELSI)가 정보기술, 나노기술, 인간유전체사업 등과 같은 대형 연구개발사업의 

일부로서 수행되고 있으나, 과학기술정책과정이나 R&D 과정에 잘 통합되지 못하고 있다. 실시간 

TA는 R&D 사업에서 ELSI와 같은 사회과학 연구가 과학기술정책과 통합되는 것을 의미한다. 기

술발전과정에 사용자와 이해당사자가 모두 참여한다는 점에서 구성적 TA와 맥락을 같이하나 신

기술과의 실험을 통하기 보다는 설문조사, 포커스 그룹, 시나리오와 같은 방법 등을 사용하여 파

급효과와 대안을 연구한다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2) 세계 각국의 TA 수행기관 및 역할

유럽의회는 STOA(Scientific & Technological Options Assessment)을 중심으로 2004년 

“지중해에서의 트롤어업이 어종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2002년 “유럽나노기술의 발전” 등 '96

년부터 약 70여회의 평가 수행 및 약 20여회의 뉴스레터를 발간하였다.

프랑스는 1983년 제정된 의회과학기술영향평가국의 설립에 관한 법 에 따라 OPECST(the 

Parliamentary Office for the Evaluation of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Options) 주도로 

2004년 “항공기 승객의 안전 개선을 위한 제언” 등 약 85여회의 평가를 수행하였다. OPECST는 

의회 소속의 상임 혹은 특별위원회 형식으로 정부를 비롯한 여타의 권력기관에 대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독일은 1990년 하원의 과학기술 관련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설립된 TAB(Technology 

Assessment Bureau of the German Parliament) 주도로 “조기경보”보다는 기회요인과 위험

요인의 비교ㆍ평가를 목적으로 91년부터 2003년 “지역 식량 공급 확장의 잠재성”, 2004년 “참여

적 기술영향평가와 의회에 대한 정책적 제언”등 약 100여회 평가 수행 및 28회의 뉴스레터 발간

하였다. 연방기술성은 의회와는 별도로 “조기경보”와 기술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정보수집 등을 

수행 중이다. 

네덜란드는 1986년 과학ㆍ교육부에 설립된 NOTA(Netherlands Office for Technology 

Assessment)를 모태로 하여 92년 설립된 Rathenau Institute를 중심으로 의회에 대한 과학기

술 정책자문과 과학기술관련 사회적 논의를 지원하고 있다. 

덴마크는 1986년 설립된 Teknologinaevnet를 모태로 하여 '95년 의회 산하의 상설 독립 기

구로 설립된 DBT(Danish Board of Technology) 주도로 전문가 평가, 참여적 기술영향평가, 대

중계몽을 위한 학회나 세미나 등 다양한 형태의 기술 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참여적 기술영

향평가 방법인 합의회의를 1987년에 도입하였고, 이후 여러 나라에서 참여적 기술영향평가 방법

으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6년 UCT(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 기술영향평가에 합의회의 

형식의 시민공개포럼을 최초 시도한 바 있다.

영국은 1989년 의회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 증진과 분석결과 제공을 목적으로 

POST(Parliamentary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를 설립하여 주로 단기적이고 실용

성이 높은 주제들에 대한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1993년부터 의회의 지원금을 받아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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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관 조직형태 제도적 규정 및 목적 참여자의 형태 및 역할

미국
(전)OTA

(현)GAO

(전)의회산하

(현) GAO 부서

의회 의원들과 구성원들에게 

정보제공 등 수요 충족

� 전문가 지향

� 과학기술 전문가 및 정치경

제 분야 전문가 자문

프랑스 OPECST 의회산하 공동위원회
의회의 결정을 위한 정보 제공 

및 계도 양당에 입법선택 조언

독일 TAB 의회산하
기술관련 이슈들에 대한 조언 

제공

영국 POST 의회산하
의원들이 필요로 하는 과학기

술 이슈들에 대한 정보제공 

네덜란드
Rathenau 

Institute

외부기관

(의회위탁)

공공 논쟁 자극과 정치적 선택 

형성 지원

� 공공 대중 지향

� 전문가 정책 분석에 대한 

사회적 논쟁 장려

덴마크 DBT 의회 외부의 독립위원회
기술, 국민, 사회 사이의 상호

작용에 관한 공공의 논쟁 장려

� 공공 대중 지향

� 시민들 자체의 의견 결정

일본 N/A 전담기구 없음 신기술의 사회적 영향 연구 � 전문가 지향

한국 KISTEP
행정부 산하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행정부 산하 부처 정책지원  

및 기술의 파급효과 예측

� 전문가와 공공 대중의 합의

점 도출 지향

<표 8> 각국 기술영향평가 기관들의 역할과 특징

영하고 있다. POST는 생명과학ㆍ공공보건, 환경ㆍ에너지, 물리학ㆍIT, 과학기술정책 등의 분야

에서 2004년 RFID, 2005년 플루토늄 비축과 관리 등 1995년부터 약 250회 평가를 수행하였으

며 Post Note를 발간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은 POST 이외에도 과학기술정책관련 연구소나 기관

에서 소규모의 기술영향평가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는 정책 입안 및 집행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2001년 7월에 발효된 과학기술

기본법에 그 목적과 내용을 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해당 법(20조)에 한국과학기술

기획평가원(KISTEP)이 수행해야 할 사업으로 지정하여, 2003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1~3개의 기

술에 대해 TA를 수행 중이다. 매회 기존의 문제점을 보완·개선하여 기술영향평가제도 정착을 위

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최초 2003년 NBIT 융합기술에 대한 TA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시켜 위원회 중심의 TA를 수행하는가 하면, 2005년에 이르러 RFID와 나노기술에 대한 TA 

수행시에는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술영향평가 과정에 다양한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대상기술선정위원회, 기술영향평가위원회, 전문분과를 운영함과 동시에 TA의 전

과정 및 위원회의 활동내역 등을 온라인으로 공개하여 평가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매년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표3>에서 보듯이 TA의 주체는 행정부 산하의 기관이거나(우리나라), 국회(프랑스, 독일, 영국 

등), 사법부, 전문평가기관이나 위원회(네덜란드, 덴마크), 전문가단체, 시민단체 등 다양할 수 있

다. 우선 기술개발이 사회적 가치와 공익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입법부나 사법부

가 기술개발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TA가 생겨나게 된 배경이다. 해서, 미국의 

OTA나 영국의 POST 등이 추구하는 바는 의회가 기술개발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하에 정책적인 규제나 과학기술개발 예산을 배정하는 권한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점을 

추구하게 되었다. 특히 국회는 예산권과 입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기술개발 활동에 대

한 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입법부나 사법부의 경우에 기술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고, 잘

못하면 과학기술개발이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의 프레임에 한정되어 사회적으로 필요한 기술개발

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만약 국회 등에서 기술영향평가를 하려고 하면 전문가들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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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는 상설기구의 운영과 다각적인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앞의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각국의 특성에 따라 기술영향평가는 다양한 집단에 의해 이루어

진다. 먼저 우리나라처럼 과학기술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행정기관에서 기술영향에 대한 평가

를 수행할 수 있다.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행정조직에서 평가를 하게 되면 전문지식과 정보를 갖

고 있고, 연구개발 정책방향과 예산배정을 결정하는 주무부서이기에 기술영향평가를 통해 연구개

발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중앙집권적인 평가로 시민들의 참여가 제

한되어 적절한 사회적 영향평가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

는 연구개발의 경우는 사회적 영향에 대한 평가가 관련당사자 및 시민들의 이해와 상충되는 방

향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나 독립평가기관과 

같이 주무부서가 아닌 별도의 조직이 평가업무를 객관적으로 담당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KISTEP이 전문가 중심의 TA를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참여적 TA의 형식도 갖춰 2006년

부터는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시도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3) 우리나라 기술영향평가의 특징 및 문제점

2003년경부터 KISTEP은 그동안 꾸준히 신기술의 파급력과 전망에 대한 심도 있는 TA를 수행

하고 연구보고를 해왔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에 비해 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불투명하다. 이러한 우리나라 TA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도구적 방식과 참여적 방

식의 TA가 가지는 간극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전문위원회 중심의 도

구적 TA에 기반을 두고 TA를 진행하였으며 TA를 시작한지 얼마 안 된 비교적 이른 2006년에 

처음으로 참여적 TA를 도입하여 기존의 도구적 TA에 결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일

각에서는 참여적 방식의 TA가 전문가 그룹과 시민패널 사이의 간극이 존재하며 신뢰의 문제로 

보는 시각이 있다. 이는 시민공개포럼이 대중의 인기투표로 전락하는 것에 대한 우려와 시민공개

포럼이 명분 좋은 과학기술정책수립의 들러리로 전락하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보이는 것에 기인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입장과 이해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서로의 의견을 개진하

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는 다양한 방식의 참여적 TA가 도구적 TA와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형성하고 정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둘째, TA 결과가 과학기술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활용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TA

의 결과물로 제시된 정책제언은 단순한 권고사항으로서 실행의 강제성 및 구속력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시민포럼 등에서 제시하는 결과물은 일반 시민의 사회적 학습 및 참여라는 의의 이외의 

결과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한민규･유지연･이승룡, 2011). 게다가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

제가 아니고 세계적으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이기도 하다. 더불어 정책결정을 위해 TA가 

일회성으로 소모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으며, 행정부 부처 지원의 성격으로 TA의 성과가 직접적

으로 정책제언이나 정책입안으로 이어지지 않기도 한다는 점, TA 시스템의 현실적 한계(대상기

술의 크기와 파급력, 예산, 기간, 연구인력 등) 등이 지적되어 왔다. 

셋째, TA를 수행하는 기관이 KISTEP으로 한정되어 있어 연구와 분석의 공신력을 기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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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행정부 지원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TA이기 때문에 KISTEP 이외의 기관에서도 TA를 수

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각적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대상기술 선

정 과정에서 정치적 결정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대상기술선정위원회의 실질적인 기능

과 권한은 미미하다는 것이다. 이영희(2013)는 'TA에서 다뤄지는 이슈자체가 사회적으로 민감한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정부가 이를 피해간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하였다. 원자력 같은 문제에

서는 한발 뒤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결국 대상기술의 선정은 나중에 결과 활용 측면과도 연관

될 수 밖에 없다. 즉, 실효성 있는 의지를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냐 등 진정성의 문제이기 때문이

다. 그러므로 정부가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를 두려워할수록 관련 내용과 절차가 개선될 여지는 

점점 줄어든다는 문제점이 여러 문헌에서 지적되어 오고 있다(이철주, 2017). 기술영향평가 전담

기구를 운영하고 있는 각 국가들의 운영특징들을 보면 국회의 정책 자문을 위해 설립된 기관과 

국회와 정부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동시에 하고 있는 기관으로 나뉜다. 대체로 국회지원기관은 

사회적으로 논쟁이 될 만한 이슈들에 대해 사회적 담론형성과 정책 아젠다 발굴을 위한 목적으

로 기술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반해 TA의 복합적 수요자가 있는 기관의 경우 수요자의 

요청에 따른 맞춤형 TA를 제공하기도 한다. 기술영향평가의 목적 설정은 전담조직이 생겨나게 

된 배경 행정부와 의회 사이의 관계 시민 사회 조직들의 발달 정도 문화의 차이 등에 의해 결정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서지영 외, 2014). 해서, 일본과 같은 경우 전담기관을 두지 않고 특

정 기술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경우 해당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한 기관에서 TA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그 예로 나노기술에 대한 신기술의 사회적 영향연구를 산업기술총합연구소(AIST)나 일

본국립환경연구소(NIES) 등에서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참여적 TA인 합의회의의 형태로 

비공식적인 TA가 이루어진 사례들은 존재한다. 1998년 유전자 조작식품 합의회의, 1999년 생명

복제기술 합의회의, 2004년 전력정책 합의회의 등이 그것이다(이영희, 2007). 

      

4.4 시사점  

우리나라의 TA에 대한 평가기획, 평가투입, 평가수행, 평가결과, 평가활용의 5가지 항목에 대

해 실시한 메타평가에 관한 연구(류영수, 최병대, 2007)를 살펴보면, 평가활용(59.63: 보통)을 제

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우수(71.64~74.37)하다는 결과를 볼 수 있다. 우선, TA평가활

용 측면에 대해서 낮은 점수가 나온 이유를 살펴보면 평가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확장하

고, 이를 위해서 R&D예산을 늘려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TA의 결과가 어디에 활용되었

고 어떻게 정책(혹은 수요처)에 반영되었는지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의 배경에는 즉각적인 정책반영이 어려운 점과, 기술이 가진 파급력과 그 추이를 

예측하는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사회적·윤리적·관점 등에서 포괄해야 할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적정수준의 범위의 설정과 더불어 법의 시행에 앞서 구체적인 대안마련이 선행되어

야 하는 점이 있다. 이는 Garrison (2009)이 ‘동적모형’에서 제시한 바처럼 모든 정책입안 과정

이 그러하듯이 정책수립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요인이 갖추어졌다고 해서 정책으로 생산되는 것

은 아니라는 것과 그 맥락을 함께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 편익이 여론, 정치적인 흐름과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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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시기 등 다양한 요인들이 이해관계자 사이의 정치적인 합의와 수렴이 이루어 져야 비로소 

정책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에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부분이다. 즉, TA는 수행기관이 실제 연구

의 신속성과 적시성을 충족한 결과를 내놓았고 기타 정책입안에 필요한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

다 해도 그 결과가 즉각적으로 정책에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TA의 성과가 여론으로 힘을 얻기 위해서는 TA결과의 인지도와 확산성 등이 중요한 요인이라 

볼 수 있다. 메타평가 가운데 평가결과의 확산성(평균 2.94)은 높지 않은 편으로 이는 일반대중

의 평가결과 관심도, 일반대중의 평가결과 이해도, 일반대중의 접근매체 구비도 수준으로 평가되

었다. 평가결과가 일반대중에게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대상기술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는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대상기술의 선정 자체에 대한 평가가 비교적 높게 나타난 점을 고려하면, 평가

결과에 대한 일반대중의 인지도가 낮은 것은 홍보 측면에서 다소 보완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평

가결과에 대하여 일반대중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으려면 평가실시기관의 역할이 중요한데, 외

국(특히 네덜란드와 덴마크 같은 참여적 TA를 추구하는 국가들)의 TA 전담기구들은 평가활동뿐

만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한 대중계몽을 기관의 중요한 기능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사례로 알 수 

있다.

한편, TA에 대한 효과를 정량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잘 드러나지도 않기 때문

에 TA결과가 정책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라고 하였다

(Decker & Ladikas, 2010; Berg et. al., 1978).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 보다 일찍 TA제도를 실

시한 서방 선진국들도 TA 결과의 활용에 대하여 지속적인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먼저, 

미국 Michigan대는 미국 OTA가 추진한 TA의 결과 활용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해 과학기술 정

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잠재적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조사방법으로 이를 분석하였는데, TA가 정치적 함의를 가지고 있으나, 외부의 정치적 특성

과 TA 결과의 활용은 직접적으로 강하게 관련되지 않는다고 나타났다(Berg et. al., 1978). 오히

려 조직 정치적 측면에서 본인들 조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TA 활용을 강력하게 시도한

다고 파악되었다. 즉, TA는 정책결정자들이 추구하는 바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 때 더욱 활발

한 연구와 지원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TA 결과제시 시점에서 정책 반영 사이

의 갭을 줄이는 한편, 신기술의 사회적 파급력에 대한 추이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혹은 정책적

인 영향력을 가지는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TA의 결과가 정책결정자들이 다각적인 전문지식

을 습득하는 계기로서 작용하여야 한다. 

더불어 정책반영의 주요 주체로서 각 부처의 협력과 의지가 중요하며 무엇보다 국가과학기술위

원회를 중심으로 이를 지원하는 과학기술부의 지위가 확고하여 국가차원의 활용체계가 구축되어

야 한다. 따라서 주목 받고 있는 신기술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편익을 신장시키기 위한 정책에 

반영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관계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

해서는 검증되지 않은 개인이나 집단의 이념이나 의견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을 지양

하고 어떤 효과를 추정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를 제시하여야 하는데, TA 전담기구가 이러한 역

할을 역시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뒷받침 하는 것은 관련 지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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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잘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TA결과를 더 많이 활용한다는 것이다. TA에서 언급하

는 기술영역과 친숙한 사람이 TA 결과를 더 많이 활용하였으며, 오랜 기간 경력을 가진 잠재적 

사용자일수록 TA결과에 대하여 낮은 활용을 보였다는 점이 나타났다(이철주, 2017). 조직적 특

성과 관련하여 외부에서 생산된 정보에 민감하거나 수용도가 빠른 조직일수록 TA결과를 더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TA연구 중 이슈를 다루는 영역에서 불확실성과 추측의 수준이 높

을수록 조직이 해당 결과를 활용하는 수준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융합연구의 기술영향평가 

현재 KISTEP에서 수행하고 있는 TA는 과학기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개발과 발전 위주로 구성

되었던 기존의 연구개발정책에서 벗어나, 과학기술의 역기능을 살펴봄으로서 과학기술이 가진 리

스크와 그에 대한 위기관리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는 새로운 과학기술 정책의 방향성을 실행하기 

위한 노력이었다(염재호, 2000). 또한 전문가 위주의 TA에서 벗어나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 합

의를 얻기 위한 과학기술에 대한 공론화를 모색 하는 참여적 방법론 역시 도입하였다. 그러나 지

금까지의 시행착오와 한계점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융합적 방법론을 활용한 TA방법론의 

고도화, 융합적 TA의 법적･제도적 한계 보완, 결과물의 적절한 활용방안 등에 대해 고민하고 답

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5.1 융합연구를 통한 시너지 추구   

현재 TA는 KISTEP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독립적인 기관이나 전담 팀이 TA를 수행하는 것이 

아닌 단독과제로서 진행되고 있다. TA를 수행하는 전담 연구인력은 조직의 운영 상황에 따라 소

규모의 담당연구자(1~3인)가 배정되는 등 TA 전담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여, 운영진의 경

험이 축적되지 못하는 부작용도 발생하였다(박진희, 김명진, 조아라, 2007). 서론에서 언급한 대

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과학기술 환경 속에서 기술의 확산으로 인한 영향력은 좀 더 신속하고 

다각적으로 파악되어야 하며 기술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되는 이해관계자의 범위는 점점 넓어질 

것이고 그에 대한 정의를 더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러한 기술의 출현으로 생기는 작용/

반작용과 사회적 책임은 누구의 몫인가에 대한 관심 또한 피해갈 수 없는 연구와 토론의 영역이

다. 이러한 과업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TA에 있어서 융합화가 필요할 것이다. TA에 

참여하는 분야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연구와 분석 업무의 체계적 분업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의 기술개발이나 융합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윤리적·법적·사회적 함의

(Ethical, Legal, and Social Implications: 이하 ELSI)를 수행하기 위해서 해당 기술에 대한 이

공계 전문가 뿐 아니라 사회과학 분야의 전문가를 동반한다. 이처럼 사회적 요구를 TA를 통해 

충족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분야의 인문사회계열의 융

합연구자가 함께 참여하여 TA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융합화를 바탕으로 다양한 관점

을 제시하고 다른 분야와 소통하고 협력하는 융합연구의 방법론을 TA에 적용한다면 같은 TA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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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지라도 신기술을 바라보는 관점의 다양성과 더불어 더욱 긍정적인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

을 것이다. 

5.2 TA활용 측면의 실효성 개선   

투입되는 자원에 비해 미묘한 실효성과 TA가 가지고 있는 취약점에 대한 개선 대책을 준비하

여야 할 것이다. TA의 실효성에 대해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TA가 어떻게 활용되는가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가능한데 이는 개념적, 수단적, 상징적 활용이다(이철주, 2017).

1) 개념적 활용

개념적 활용은 정책평가 결과가 정책결정자의 사고에 영향을 미쳐 의사결정에 간접적으로 활용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책결정자 등 관련자들이 영향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보고에 해당 내

용이 활발하게 반영됨으로써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업무보고에 반영되지 않아 논의조차 되지 

않는다면 관련 내용들이 업무로서 추진되지 않기 때문이다. 관료적 조직일수록 조직의 특성상 안

정성을 추구하며 과거에 뛰어난 성과를 제공했던 제도나 장치를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패턴을 보

인다. 반대로, 부정적으로 작용한 제도는 수정하거나 폐기하는 패턴으로 조직을 운용하고 목적을 

달성한다. 그러나 TA에서 다루는 문제가 지나치게 복잡한 경우 기존에 다루어진 제도나 장치가 

아니기 때문에 실무자들의 반발이나 저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내용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

타나는 보장이 없으므로 업무로 추진되지 않을 가능성 또한 높다(강영철, 이철주, 2012). 최근 정

부나 공공기관에서까지도 성과에 대하여 강조하며, 가시적인 효율성이나 단기적인 효과성 등을 

중심으로 정책의 성공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즉 외부환경이나 정책수요 등을 고

려한 정책목표보다 가시적으로 성과를 제시하는데 유리한 내용이 정책의 우선적인 목표가 되기

도 하며, 그 결과 정책효과보다는 가시적인 성과의 달성여부가 정책 결정의 구심점이 될 가능성

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적 시사점과 공공의 편익 향상에 훌륭한 TA결과가 있다손 치

더라도 성과의 가시성이 높은 정책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TA의 결과가 쓸모없어질 가능성도 존재

한다고 볼 수 있다. 

2) 수단적 활용

수단적 활용은 정책의 지속･확대･개선･종결 등의 결정에 정책평가 결과가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법적 제정 및 개정의 논의, 기관설립 및 조직변화를 일으키는 직접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조직의 입장에서 한 조직이 사용하는 기술의 활용도는 기술 적합성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조직입장에서는 TA라는 외부적 지식과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본인들의 자원

을 획득하거나 유리하게 작용하게 될 경우 TA 결과를 반영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소극적으

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정치적 측면에서 본인들 조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TA 활용을 강력하게 시도하며 TA는 정책결정자들이 추구하는 바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 때 더

욱 활발한 연구와 지원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TA 결과제시 시점에서 정책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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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사이의 갭을 줄이는 한편, 신기술의 사회적 파급력에 대한 추이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혹은 

정책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TA의 결과가 정책결정자들이 다각적인 전

문지식을 습득하는 계기로서 작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3) 상징적 활용

상징적 활용은 평가결과가 정책의 정당화와 책임성 확보, 특정 집단에 대한 정치적 이익의 제

공과 관련이 있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정치적 이해관계자에 따라 평가결과의 활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과거 Weiss(1979)가 제시한 정치적 방어나 대중의 인식 전환을 위한 

연구 성과의 전략적 활용과 유사한 개념이다. 이는 정부의 입장에서 국민들에게 관련 정책을 설

명하거나 이해시키려고 할 때 상징적으로 정책을 홍보하거나 교육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활용도

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4)  법적·제도적 개선

앞에서 살펴본 TA의 개념적, 수단적, 상징적 세 가지 활용 방안은 정책결정과 정치적 타협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TA의 법적･제도적 독립성에 관한 문제와 결부되는 것으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기본법의 개정을 통해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 사례

에서도 알 수 있듯이 TA의 수행 목적과 조직은 국가의 특성에 따라 매우 상이한 형태를 나타내

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한국의 TA 유형에 대한 논의보다는 TA 방법론의 고도화와 결과의 유용

한 활용방안이 사회적 논의의 주요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유지연 외, 2010).  물론 장기적으로는 

방법론의 개선을 추구하면서 TA를 수행하는 기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한편, 

정책입안자들과도 적대적이지 않은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갖는 TA 제도의 확립이 필요하다. 이

를 위해서는 TA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제도적 구속력을 갖는 기구의 설립

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TA 평가를 외부에 위탁, 혹은 외부의 독립적인 단체로 하여금 TA

의 전체 진행 과정을 모니터링 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5) 활용도와 실효성 제고

TA가 받고 있는 비판 가운데 하나는 일회성 평가라는 기간의 한계이다. 이를 극복하여 연구 

결과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일회성 TA를 벗어나, ELSI나 EHS(Environment 

Health Safety)와 같이 순환성/ 지속성 연구개발사업의 일부로 통합하고, 이를 융합연구 사업팀

에게 매년 수정･보완하도록 하는 지속적인 시도를 추구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

다. TA의 결과를 일회성 연구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시대와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

고 연계할 수 있는 후속작업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EU의 ‘Science and 

Society’ 프로그램과 같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프로그램 수준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인문･사회학

적 내용을 연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종합적이고 전방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TA, 환경영향평가,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등 기존에 수행되고 있는 과학기술의 사회적 연구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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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TA 결과가 유용하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TA를 수

행하는 기관을  KISTEP 뿐 아니라 융합연구를 수행하는 다른 사업단으로 확장하여 정부 R&D 

방향성 설정 및 연구개발 수행에 실질적인 정보와 다양한 시각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기

술예측 등 국가과학기술기획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하는 것이다. 기술동향 분석 및 발전 전망, 산

업･경제적 환경에 대한 전망, 사회 일반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기술예측 연구와 연계하여 이

를 TA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고도화된 사회적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구체적이며 

실천 가능한 정책제언을 도출하는 것은 TA 결과를 고도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그리고 이

렇게 도출된 정책제언이 다양한 융합연구 사업과 연계되어야 한다.  

5.3 융합네트워크를 활용한 사회적 합의 도출    

변화 속에서 기술에 대한 제도적 규제와 더불어 기술에 대한 올바른 이해(계몽)에 대해 더 많

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양 측면의 균형을 제시해야 할 TA의 역할은 현

재 정부주도의 기술진흥적인 입장에 머물러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류영수, 최병대, 2007; 이영희, 

2007; 유지연 외, 2020; 이철주, 2017; 서지영, 2019). 이처럼 단일기관에서 정부주도의 기술영

향평가를 추진하고 있음으로 인해 기술과 이해관계자를 바라보는 시각의 다양성이 다소 축소되

거나 왜곡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현실적인 요인으로 인해 등한시 될 수 있는 TA의 

가치들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는 대안들이 필요할 것이다. 정책 집행을 위한 의사결정의 보조

자 역할을 수행하는 현재의 TA방식은 정부가 가장 큰 수요자이며 이로 인해 범위가 한정적으로 

제한될 수 있는 맹점이 존재한다. 이로 인해 기술영향평가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가 의회까지 충

분히 전달되지 못하며(류영수, 최병대, 2007) 정보에 대한 외부적인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로 정책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물론 전통적 TA에 완전

히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 토론을 비롯한 다양한 참여적TA를 활용하고 있으나 이 조차 완전

한 형태를 갖추지 못하였다는 구조적 문제가 제기(류영수, 최병대, 2007; 이영희, 2007)되어 이

로 인해 기술의 사회적 수용성에 대한 기능을 발휘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

다. TA에 대해 먼저 관심을 가지고 수행해온 해외 선진국들의 예를 살펴봐도 일반대중을 동원하

고 계몽하는 지위를 소화하는 것은 의회의 역할인데,  협소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대

안으로서 기술통제적인 측면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다면 궁극적으로는 기술영향평가의 

주요 수요자는 의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과학기술부(과학기술혁신본부)에 R&D의 예산에 

대한 배분과 조정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행정체제 또한 외국과 다른 독특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주도의 기술영향평가는 한시적으로 지속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술진흥과 기술통제 측면에서의 조화가 중요하며 기술진흥적인 측면에서 

정부주도의 기술영향평가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다. 

5.4  융합적 TA로 방법론 고도화     

방법론의 고도화를 통해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집하고 연구 결과의 질을 향상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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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역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TA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TA 연구회의 구성과 이를 통한 

이해관계자들의 교육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과학기술 및 사회 분야의 전문가들의 TA 이

해도를 제고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과학기술 전문가들은 과학기술이 영향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TA의 취지와 목적을 명확하게 이해하여야 한다. TA 연구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과학기술자, 사회학자 및 정책입안자와 같은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TA에 대한 

다각도의 접근과 이해를 통해 상호학습하고, 연구방법의 고도화 등 TA의 질적 발전을 위한 지속

적인 토론 및 연구를 진행한다. 여기서 도출된 토론 내용들을 관련 부처 및 기관과 과학기술계 

커뮤니티에 상시로 제공하여, TA와 관계된 여러 주체들이 함께 TA 문제를 공론화하고 고민하는 

장이 되도록 할 것이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KISTEP의 주도하에 직접 연구위원회를 조직･운

영하는 방법도 있으나 외부 과학기술관련 전문 기관에 의뢰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인력의 부족

함과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개선된 TA에 대한 대안은 누가 TA를 수행하는가의 내용과 어떤 방법론으로 TA를 수행할 것

인가에 대한 입장 차이를 확실히 좁힐 필요가 있다. 특히 참여형 TA에서는 일반시민과의 의사소

통을 강화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시민 스스로가 과학기술 정책 형성의 과정에 참여하면서 과학기

술에 대한 지식을 얻고 생각의 변화를 가지게 되기도 하면서 성숙한 지식인이자 민주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점이다. 2010년 방사선조사식품에 대한 기술영향평가 중 진행된 설문에서 시

민패널 중 2/3 가량은 회의를 거치면서 방사선조사식품에 대한 생각의 변화를 경험하였고, 이는 

전문가의 발표 및 토론이 생각의 변화를 갖게 된 가장 큰 요인이라고 설명하였다(유지연 외, 

2010). 이처럼 참여형 TA는 이해관계자, 기술 수용자의 관점에서 전문가가 바라보지 못하는 시

각으로 실용적이고 상식적인 관점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과학기술의 실제 사용자가 

과학기술의 개발 경로를 좌우하는 정책 결정의 과정에 참여해야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

한 것처럼 전통적인 TA에 참여적 TA가 결합된 현재 우리나라의 TA는 전문가 그룹과 일반시민 

패널 사이의 상호불신이 존재하였다. 또한 참가자의 사회적 성숙도 미숙 및 합의 도출에 대한 교

육 부족, 시민참여형 평가에서 도출된 결과의 구체성 결여, 혹은 전문가 평가와 연계되지 못하는 

등 실제의 정책 제언에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TA 결과의 활용자 역시 시

민참여형 평가의 결과를 활용하는데 적극적이지 않았고, 의사소통의 장으로만 의의를 두는 경우

가 보였으며, 심지어 도출된 결과가 정부 R&D 방향성과 다를 것에 대한 우려를 가지기도 하였

다. 

6. 논의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TA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인문사회기반 학

제 간 융합연구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현재 KISTEP이 수행하고 있는 TA의 문제점으로 시간과 

연구인력 등 자원의 부족으로 인한 한계점이 지적되어 왔다. 해당 사안은 다양한 관점을 가진 융

합연구자들에게 그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어느 내적인 한계를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을 것이

라 생각된다. 한편, 융합연구자들에게 TA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행정부 정책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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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TA라는 기능에서 벗어날 일정 수준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즉, 학제 간 융

합연구의 활용을 통해 정부 주도적 TA의 추진으로 인해 일부 경시되거나 또는 배제될 수 있는 

TA의 가치들을 확충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 

행정부를 수요자로 하는 현행 TA 시스템은 그 수요자를 한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그 사용처(정

책결정) 또한 좁은 영역으로 제한되어 있을 수 밖에 없다. 이로 인해 TA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

가 또 다른 수요자인 의회까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며, 정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이루어지

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왜곡 혹은 여과되어 정책적으로 활용되는 부작용 또한 생각해 볼 수 있

다. 기술통제 수단으로서 동원되고 있는 평가결과에 대한 공개토론과 온라인 채널에 의한 의사소

통 또한 충분하지 못한 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는 TA가 추구하는 중요한 가

치 중 하나로서 기술의 사회적 수용성에 대한 기능을 발휘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유발할 수 있는

데, 일반대중을 동원하고 계몽하는 지위에 있는 의회의 역할이 협소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인문사회기반의 융합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자들을 참여시키는 것

으로 폭넓은 방법론의 제시와 확장된 네트워크의 활용, 그리고 이렇게 구축된 망 외부성

(network externality)을 통한 여론형성, 그리고 정치적 주목도를 향상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안들이 실효성을 가지게 된다면 기술통제적인 측면이 강화되고 있는 현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서 의회는 궁극적으로는 TA의 주요 수요자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과학기술부에 R&D

의 예산에 대한 배분과 조정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행정체제 또한 외국과 

다른 독특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주도의 TA는 한시적으로 지속될 필요

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술진흥과 기술통제 측면에서의 조화가 중요하며 기술진흥적인 측면에

서 정부주도의 기술영향평가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TA의 수요자로 정부 

외에 의회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해석과 이의 적용이 가능한 평가방법론들을 개발하는데 주력해

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TA의 모형으로서 담론모델이 추구하는 접근방법을 적극

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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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공간의 치유적 환경 평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valuation of the Healing Environment of Library Spaces 

노영희(Younghee Noh)3)

김윤정(Yoon-Jeong Kim)4)

I. 서  론

병이란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걸릴 수 있다.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병원이라는 곳을 찾는

다. 그 병원은 누구든 들어갈 있으며 어떠한 처방이든 받을 수 있는 곳이다. 그렇다면 도서관은 어떨까? 도서관 또

한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 들어 갈 수 있다. 도서관은 누구라도 자유롭게 와서 의도를 가지고 책을 

찾아 읽든, 그냥 어떤 책이든 꺼내 읽든 실패하지 않고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곳이 된다. 그래서 오래 전부터 도

서관은 ‘영혼의 치유소’라고도 했다(이용훈, 2019.5.31. 검색). 도서관은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변화를 일

으킬 수 있는 치유의 공간이 될 수 있다.

병에 걸리는 원인이 다양한 것처럼 마음 상함의 원인도 다양하다.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정신적 어

려움을 호소하며 괴로워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비단 특정 계층만의 이야기가 아니며, 일상생활 속에서 마음상처는 

누구나 겪고 있다. 누군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로 인해 마음에 상처가 될 수 있고, 상처를 줄 수 도 있다. 이처럼 다

양한 이유로 상처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한 처방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치유에 대한 관심은 사회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형 서점에 가도 ‘힐링 에세이’가 꾸준히 베스트셀러를 유지

하고 있으며 아늑한 분위기를 제공하는 수면카페와 힐링카페도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어느 심리상담 카페에서는 

성격유형 검사 및 분석을 토대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도서관에서는 이미 독서치유 강좌, 독서치유와 같은 치유적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한국도서관협회의 

상황별 독서목록을 바탕으로 독서치료용 자료를 모아 놓은 서가를 별치하거나 독서치료 상담실을 설치해 운영을 

하는 곳도 있다(임성관, 2016).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독서치료’는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치료법으로, 독서 가운

데 독자가 도서 인물을 통해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독자 자신의 상처와 문제 등을 치료하고 치유 받을 수 있다

(백재은, 2018). 그러나 현재 도서관의 치유적 프로그램과 서비스는 이용자의 호응을 얻으며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에 기여함에도 불구하고 독서치유에 대한 인식을 가진 사서와 관리자가 있는 공공도서관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제

공되고 있다(김경숙･송정숙, 2013).

본 연구의 목적은 도서관 치유환경 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도서관에서는 독서를 통해 치유가 이

루어지며, 독서 이외에도 다양한 치유적 활동이 가능하지만 사서의 인식에 따라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도서관의 치

유적 환경과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 공간의 치유적 환경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도서관 치유환경 요소를 도출하였으며, 도서관의 쾌적한 환경과 분위기, 장서, 치유프로그램과 서비스 등을 통해 치

유환경을 평가하였다. 도서관 치유환경 평가지표는 도서관 치유환경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치유

환경의 유형과 요소를 도서관에 적용하여 향후 도서관 건립 및 리모델링 시 치유공간을 구성하고 계획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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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선행연구

김정아(2011)는 병원 실내공간에 있어서 치유환경을 위한 자연요소의 적용방법을 분석하였고, 이영은과 이영수

(2009)는 치유환경 공간조성을 위해서 다양성을 제공하여 다양한 체험이 가능 하도록 하고, 이소영 등(2014)은 정

보교류 공간을 조성하여 사회로부터 단절되지 않고 일상생활과 움직임을 활성화하여 환자들이 능동적으로 다닐 수 

있는 것을 강조하였다.

치유환경은 종합병원과 같은 의료시설과 요양시설 중심으로 치유환경을 적용하는 연구가 수행되어 왔지만 최근, 

다양한 공간에 치유환경 요소를 적용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치유개념과 복합문화공간에 대한 일반적인 고찰

을 기반으로 국내·외 복합문화공간 사례 분석과 비교연구를 통하여 복합문화공간에 치유개념의 적용가능성을 도출

하거나(임종훈･전재현, 2014), 명상공간구성의 특성을 분석하여 치유를 돕는 공간디자인언어를 제시하고 다감각자

극의 표현요소를 적용하여 감각 체험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치유효과를 확대하여 명상공간의 새로운 치유환경으로의 

가능성을 제시한 연구 등 진행되고 있다(강민지･윤은경, 2017).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치유적 활동은 대표적으로 독서치유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도서관을 치유

공간으로 인식하고, 이를 분석하는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치유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도서관을 치유환경으로 조성하여 이용자들의 치유와 힐링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2. 치유환경의 개념 및 요소

1) 치유환경의 개념

치유(healing)라는 단어의 어원은 총체적인 것을 구성하는 “haelen"이라고 하는 앵글로 색슨어에서 기원하는데, 마

음(mind), 신체(body), 정신(spirit)의 조화로 이해될 수 있다(이민아, 2011). 치료(curing)는 기술적, 과학적, 육체

적, 접근에 관한 것이지만 치유(healing)는 더욱 정서적, 인간적, 경험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원연･강철희, 

2016).

치유환경과 유사한 개념으로 치료적 환경, 회복환경, 치유디자인 등이 사용되고 있다. 치료적 환경(therapeutic 

environment)은 물리적 건축 환경의 디자인을 통해 거주자의 치료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이론이다(오은진, 

2000; 이민아, 2011).

회복환경(restorative environment)은 소진된 지향적 주의 능력을 회복시켜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해주는 

환경을 의미한다. 또한, 매혹감, 벗어남, 넓이감, 적합성의 네 가지 구성요소를 포함하며 사람의 손길이 가지 않은 

자연환경(untouched nature)을 의미한다(최연숙 외, 2014).

치유디자인(healing design)은 인간이 신체적, 정신적(심리적)으로 온전하고 조화로운 상태에 도달하도록 돕는 

디자인으로 더 나아가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디자인을 의미한다. 치유디자인은 스트레

스를 완화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경감시키며, 심리적·생리적으로 편안함, 쾌적성, 안정감 등을 유도하여 인간의 심신

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며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여 주는 역할까지 할 수 있다(신윤진 외, 2013; 신윤진, 

2016).

이와 같이 치유환경이란 인간의 정서에 초점을 두어 인간의 신체와 정신, 심리적 안정감을 주며, 스트레스를 회

복하는 공간으로 정의할 수 있다. 도서관 치유환경이란, 이용자가 도서관의 쾌적한 환경을 이용함으로써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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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적용 요소 내용 설명

물리적 
환경

접근성 � 접근하기 편리한 환경 및 쉬운 도서관 동선

자연요소 � 자연채광, 수공간, 외부 조경 등의 자연요소가 적용된 환경

공간성 � 편리하고 효율적인 환경

안전성 � 피난대피 등 안전이 보장되어 있는 환경

심리적 
환경

쾌적성
� 이용자가 쾌적함을 느끼는 환경
� 심리적 편안함, 안정감을 제공하는 환경

프라이버시/영역성 �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및 영역을 보장하는 환경

심미성 � 공간의 심미성을 높여 심적 스트레스를 감소할 수 있는 환경

사회적 
환경

정보교환 � 유익한 정보제공 및 정보교환의 장소를 제공하는 환경

사회교류/ 커뮤니케이션
� 사회적 구성원과의 교류가 원활한 환경
�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이 이루지는 환경

<표 9> 도서관의 치유환경 요소

를 감소하고 심리적으로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는 공간임과 동시에 치유적 활동을 통해 다양한 커뮤니티가 이루

어지는 환경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치유환경 구성요소

치유환경의 구성요소는 선행연구와 임종훈(2016)의 연구를 토대로 치유환경 유형을 분류하였다. 환경의 조절, 인간

의 요구, 물리적 환경, 공간적 요소, 행태적 측면, 심리적 측면, 사회적 측면, 사회 심리적 측면, 환경지각 측면, 운영

적 환경의 10가지 유형을 분류하였고 빈도순에 따라 4가지로 나누었다. 이를 통해 대부분의 치유환경은 물리적 환경

을 포함하며, 심리적 환경, 사회적 환경, 행태적 환경 순으로 유형이 구분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 치유환경 요소를 물리적 환경, 심리적 환경, 사회적 환경으로 구분하였다. 물리적환경은 

도서관의 물리적·공간적 측면으로써 도서관 내부로 들어오는 자연채광, 수공간, 외부조경 등의 자연요소와 접근성, 

공간성으로 적용하였고, 심리적 환경은 프라이버시와 쾌적성으로 구분하였다. 사회적 환경은 사회교류와 커뮤니케

이션으로 분류하였으며, 정보교환은 사회적 환경으로 정의하였다. 이에 대한 도서관의 치유환경 요소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3) 치유환경 평가지표

치유환경의 평가지표로 송효주, 최상헌(2009)은 노인특성을 고려한 노인요양시설 치유환경 평가 리스트를 도출

하여 노인요양시설에서의 노인이 필요로 하는 치유환경의 쾌적성, 안전성, 영역성, 거주성, 사회성의 5가지 요소를 

도출하였다. 강샤오멍과 김세화(2017)는 중국 북경 소재 어린이병원 진료대기공간에 대한 디자인 평가를 통해 진

료대기공간 환경디자인에 대한 개선방향을 도출하였다. 또한, 임종훈(2016)은 치유환경의 일반적인 개념과 치유환

경의 구체적인 요소 및 치유환경의 유형들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용자 중심의 치유환경 기반 공공디자인 평

가체계를 제시하였다.

도서관에 대한 평가지표로 노영희(2015)는 친환경 녹색도서관을 인증함에 있어 도서관의 친환경성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개발하여 제안하였다. 도서관의 친환경성으로서 도서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자료, 교육을 포함한 각

종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운영 등의 측면에서 친환경적 요소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치유환경 요소와 평가체계를 기반으로 도서관에 적용할 수 있는 치유환경 평가항목을 도출하

였다. 치유환경 요소를 물리적 환경, 심리적 환경, 사회적 환경으로 구분하였으며, 각각의 요소에 따라 세부 내용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서관 치유환경 평가점수는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으로 구분되며, 1점

에서 5점까지의 점수를 매겼다. 이에 대한 내용은 <표 2> 도서관 치유환경 평가지표 및 평가결과에 자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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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설계 및 방법론

1. 연구 질문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의 치유환경 요소와 평가지표를 도출하여 도서관의 물리적 환경, 심리적 환경, 사회적 환경

에 대한 평가와 사서의 도서관 치유환경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도서관의 치유환경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논의될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RQ 1: 도서관 치유환경에 대해 사서는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RQ 2: 도서관은 치유환경 구성요소를 반영하고 있는가?

RQ 3: 도서관에 치유환경을 활성화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 필요한가?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의 치유환경을 평가하여 향후 도서관의 치유공간이 확대되고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을 제

안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치유환경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조사·분석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치유

환경의 개념과 구성요소를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도서관에 적용 가능한 치유환경 평가지표와 

도서관 치유환경에 대한 사서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설문문항을 개발하였다. 설문지는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도서

관 치유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도, 도서관 치유환경 평가 지표의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도서관 치유환경에 대한 

평가와 사서의 인식조사를 분석하기 위해 2018년 8월 기준으로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 등록된 1,061개의 공공도

서관 중에서 Every 10th로 도서관을 선정하여 설문을 요청하였다. 그 결과, 114개관 의로부터 89개의 설문지가 회

수되었고 회수율은 78%이다. 또한, 설문 문항은 도서관 일반사항 4개 문항, 도서관의 치유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도 5문항, 도서관 평가지표 58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Ⅳ. 설문분석 결과

1. 도서관 일반사항

설문 응답자의 도서관의 일반사항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지역의 도서관이 39.3%로 가장 높은 설문참여율을 보

여주었으며 영남권 22.5%, 호남권 14.6%, 충청권 13.5% 순으로 나타났으며, 제주권(1.12)과 강원권(7.8%)의 참

여율이 가장 낮았다. 기타로는 ‘경상권’이라고 응답하였다 .

도서관 건물 면적 크기는 1,650㎡이상 3,300㎡미만이 25.8%로 가장 높았으며, 990㎡이상 1,650㎡미만이 

21.3%, 3,300㎡이상 4,950㎡미만 19.1%, 600㎡이상990㎡미만이 13.5% 등으로 나타났다.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치유서비스 유형(중복응답)은 도서배치가 27.9%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없음이라는 응답

이 23.8%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독서치유프로그램 운영은 16.4%, 기타 치유프로그램은 12.3%로 나타났다. 

또한, 특강 개최는 11.5%, 치유 관련 자격 교육 과정 2.5%, 치유(힐링) 동아리 운영 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치유서비스의 주된 대상(중복응답)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성인 33.3%, 어린이 15.9%, 

전체 대상 10.1% 등의 순서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없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0.1%로 전체 대상과 동일한 수치를 



- 43 -

구분 평가항목 세부내용 M Std

물
리
적 
환
경

접근성

도서관을 쉽게 인지하여 접근이 가능한가? 3.27 0.986

대중교통으로의 접근이 좋은가? 3.28 1.076

모든 사람이 접근하는데 불편함이 없는가? 3.28 0.965

이용자가 접근하기 편리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가? 3.35 1.078

자전거 운행자를 위한 시설이 있는가? 3.64 1.131

누구나 도서관을 쉽게 찾아 접근할 수 있도록 도서관 주변 주요 교통로에 안내 표시가 되어 있는가? 3.51 0.967

<표 10> 도서관 치유환경 평가지표 및 평가결과

보였으며, 노인 9.4%, 학부모 8.0%, 청소년 8.0%, 영유아 2.2%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 ‘청소년 이상’, ‘군인’, 

‘장애성인’, ‘장애인’ 이라는 답변이 도출되었다. 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도서관에서는 특정 계층만이 아닌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도서관에서 치유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는 도서관

이 비교적 많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2. 도서관 치유환경 인식

치유환경에 대한 인식정도와 도서관 치유환경에 대한 인식도를 파악한 결과, 치유환경이 익숙하지 않다는 응답이 

54%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또한, 도서관의 치유환경에 대한 질문 또한 익숙하지 않음이 68.5%, 일반적인 치유

환경 개념보다 인식률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환경을 치유적으로 구성한다는 것에 대해, 더욱이 도서관을 치유적 

환경으로 조성한다는 것이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는 현대사회에 지쳐

가는 시민에게 힐링의 기회를 주기 위해 많은 기관에서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도서관은 이러한 환경을 제

공하기에 가장 적합한 기관 중의 하나로 평가된다. 이는 영혼의 치유소인 도서관이 이용자에게 치유환경을 제공함

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변화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용자의 치유 관심정도와, 이용자의 치유 관심정도에 대한 사서의 생각을 분석한 결과, 이용자들이 갖는 치유에 

대한 관심 정도를 보았을 때, 관심 없음이 15.7%로 매우 낮으며, 사서들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평균도 각각 3.04와 3.25로 보통 이상으로 관심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도서관에 치유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68.6%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평균도 3.8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사서들이 치유환경에 대한 인식은 낮았지만 많은 관심

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대체로 도서관에 치유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도서관 치유환경 평가

한편,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 치유환경을 직접적으로 평가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향후 도서관이 치유환

경을 조성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도서관 치유환경 평가는 크게 물리적 환경, 심리적 환경, 사회적 

환경으로 구분된다. 물리적 환경은 도서관에 접근성을 고려하고 있는지 묻는 문항과 도서관 내·외부의 자연요소 조

성 여부, 도서관 공간이 효율성 있고 편리한 구성을 이루고 있으며,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물리적인 측

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심리적환경은 이용자가 도서관을 이용할 때 심리적으로 쾌적함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가를 고려하여 도서관 환경을 조성했는지에 대한 내용이다. 또한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지, 이용자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시각적 요소를 배치했는지에 대해 평가하였다. 마지막

으로 사회적 환경은 이용자가 도서관을 통해 정보교환을 하거나 사회교류 및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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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는가? 3.16 1.214

도서관 동선이 혼잡하지 않도록 배치되었는가? 3.56 0.865

이용자 동선을 고려한 공간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3.54 0.770

주변 보행로와 연계되어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가? 3.60 0.875

보행장애 이용자가 직접 접근하여 이용 가능하도록 최소 0.8m 이상의 서가 사이 공간이 확보하고 있는가? 3.28 0.988

자연요소

유리창의 적절한 배치를 통한 자연광을 활용하고 있는가? 3.80 0.932

도서관 내 자연요소 도입이 되어 있는가? 3.36 1.141

치유정원 등의 외부 조경이 구성되어 있는가? 3.08 1.160

치유정원의 위치에 따른 접근이 용이한가? 3.11 1.220

도서관 내·외부에 생물서식 공간을 조성하고 있는가? 3.19 1.330

자연채광, 자연환기를 위한 창의 크기와 시선 높이에 알맞은 높이인가? 3.48 1.013

일사량 조절을 위한 블라인드 또는 커튼설치가 되어 있는가? 4.07 0.939

수공간을 조성하여 시각적으로 공간의 평안함을 조성하고 있는가? 2.98 1.066

자연요소와 상징적인 인공요소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3.15 1.017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고 있는가? 3.26 0.983

공간성

자연스러운 공간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3.40 0.822

사용자의 차별이 없고 이용이 쉬운 공간인가? 3.54 0.826

공간별 상호연관성이 있도록 계획되었는가? 3.35 0.799

공간을 효율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가? 3.34 0.839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는가? 3.97 0.775

도서관 공간 배치가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3.53 0.841

이용자에게 휴식 및 재충전을 위한 전용휴게공간 조성되어 있는가? 3.38 1.133

안전성

안전이 확보되어 있는가? 3.78 0.735

보안 및 범죄예방을 위한 계획이 있는가? 3.70 0.817

공용공간의 CCTV설치가 되어 있는가? 4.08 1.079

비상시대비 이동통로가 확보되어 있는가? 3.82 0.873

야간활동을 위한 조명은 적절한 조도를 확보하고 있는가? 3.79 0.859

공간에서 쾌적함을 제공되고 있는가? 3.62 0.805

심
리
적
환
경

쾌적성

3.63 0.803이용자에게 편안함을 제공하고 있는가?

밝고 친근한 느낌의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가? 3.63 0.831

공간 이용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가? 3.27 0.876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하고 있는가? 3.36 0.727

심리적으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계획되었는가? 3.28 0.783

채광을 조절할 수 있는 공간이 계획되어 있는가? 3.53 0.906

온도 조절장치가 설치되어 있는가? 4.01 0.846

프라이버시/
영역성

개인수납공간(물품보관함) 확보가 되어 있는가? 3.20 1.254

개인수납공간(물품보관함)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는가? 3.29 1.281

시선처리차단을 위한 파티션을 활용하고 있는가? 2.80 1.079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고 있는가? 3.13 0.828

심미성

친근하고 쾌적한 분위기의 배색을 사용하였는가? 3.46 0.826

도서관 내 회화나 사진 등의 전시물이 있는가? 3.52 1.056

이용자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시각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가? 3.29 0.882

사
회
적
환
경

정보교환

치유, 힐링 내용의 장서를 배치하고 있는가? 3.25 0.773

유익한 정보제공 및 정보교환의 장소 제공을 하고 있는가? 3.45 0.657

이용자의 교육과 편의를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는가? 3.64 0.843

정기적인 치유프로그램 및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가? 2.43 1.075

정보교환, 교육공간이 확보되어 있는가? 3.45 0.812

사회교류/커
뮤니케이션

3.27 0.863이용자의 휴식 및 여가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되어 있는가?

2.98 0.825이용자의 직접적인 생활공간으로 조성되어 있는가?

3.30 0.871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는가?

3.40 0.794사회 구성원과의 교류의 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가?

3.38 0.746사회 구성원과의 접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1) 물리적 환경

먼저, 도서관 물리적 환경 중에서 접근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자전거 운행자를 위한 시설을 보유(3.64)하고 있

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주변 보행로와 연계된 환경 3.60, 혼잡하지 않은 도서관 동선 3.56, 

이용자 동선을 고려한 공간 배치 3.5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차공간 확보에 대해서 3.16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

으나 전체 항목이 3.0 이상의 평가 점수가 나타났다. 이외에도 도서관 동선이 혼잡하지 않도록 배치 3.56,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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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주요 교통로에 안내 표시 3.51 등으로 나타났다. 

물리적환경의 자연요소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일사량 조절을 위한 블라인드, 커튼 설치가 되었다가 4.0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유리창의 적절한 배치를 통한 자연광을 활용 3.80, 자연채광, 자연환기를 위한 알맞은 창의 크기

와 시선 높이 3.48, 관내 자연요소 도입 3.36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공간을 조성하여 시각적으로 공간의 평안

함을 조성하고 있다는 2.98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치유를 위한 정원 등의 외부 조경이 구성 3.08, 치유정원의 

위치에 따른 접근 용이하다는 응답이 3.11로 나타났다. 도서관에서는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자연채광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자연광 이외의 수공간과 정원 등의 자연요소는 도서관에서의 활용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공간성을 평가한 결과, 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는 응답이 3.97, 이용자 차별이 없고 이용

하기 쉬운 공간이 3.54, 사용하기 편리한 공간배치와 구성이 3.53, 이용자 휴식 및 재충전을 위한 전용휴게공간 조

성이 3.3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공간을 효율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은 3.3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도서관의 공간성 평가 점수로 3.0 이상의 평가결과가 나타났다. 

물리적 환경을 평가하는 마지막 요소로 안전성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공용공간의 CCTV설치가 되어 있다

는 응답이 4.0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비상시대비 이동통로가 확보되어있다는 응답이 3.82로 두 번째로 높게 나

타났다. 이와 함께 야간활동을 위한 조명의 조도, 도서관의 안전 확보와 보안 및 범죄예방을 위한 계획 등의 안전

성에 대한 요소의 모든 응답이 3.70 이상의 대체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2) 심리적 환경

심리적 환경은 이용자가 도서관을 이용할 때 쾌적하고 편안함, 친근한 느낌을 받음으로써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치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의미한다. 심리적 환경의 쾌적성을 분석한 결과, 온도 조절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는 응답이 4.0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용자에게 편안함 제공, 밝고 친근한 느낌의 환경 제공에 대한 응답이 

3.63으로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 쾌적한 공간 제공이 3.62, 채광을 조절할 수 있는 공간 계획이 3.53 등 모든 응답

이 3.0 이상의 평가결과가 나타났다. 이를 보아 사서는 도서관이 이용자의 심리적 안정성을 위해 쾌적한 환경을 제

공하고 있다고 비교적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프라이버시/영역성에 대한 문항은 이용자가 개인 수납공간(물품보관함)을 통해 개인의 영역을 확보하고, 타인의 

시선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환경을 의미한다. 프라이버시 및 영역성에 대한 문항에 대

해서는 개인수납공간에 잠금장치가 설치 3.29, 개인수납공간 확보 3.20,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장 3.13, 개인의 프

라이버시 3.13, 시선처리차단을 위한 파티션 활용 2.80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공간의 개방성 및 목적기반 

공간 재구성의 용이성 등을 위해 칸막이를 없애가고 있는 추세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심미성에 대해서는 도서관의 배색과 전시물, 시각적 요소에 대한 내용을 평가했다. 그 결과, 도서관 내 회화나 

사진 등의 전시물이 있다가 3.52로 가장 높게 나왔고, 친근하고 쾌적한 분위기의 배색 사용은 3.46, 이용자에게 즐

거움을 줄 수 있는 시각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3.29로 나타났다.

3) 사회적 환경

정보교환 환경 평가에서는 이용자의 교육과 편의를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이 3.6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유익

한 정보제공 및 정보교환의 장소를 제공과 정보교환 및 교육공간이 확보가 3.45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또한, 치유 

및 힐링 내용의 장서 배치가 3.25, 정기적인 치유프로그램 및 강좌 운영이 2.43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는 아직은 

도서관이 치유프로그램이나 강좌를 제공할 정도의 적극성이 있거나 치유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치유와 힐링 인식개선과 방법론 모색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사회교류 및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응답 결과, 사회 구성원과의 교류의 장으로서 역할 이 3.40으로 나타났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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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성원과의 원활한 접촉이 3.38,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 계획이 3.30, 이용자의 휴식 및 여가활동을 위한 공간 

조성이 3.27, 이용자의 직접적인 생활공간 조성이 2.98로 나타났다.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이용자의 직접적인 생

활공간은 이용자가 도서관에서 단지 책을 읽는 공간뿐이 아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커뮤니티 등의 활

동을 할 수 있는 복합적인 문화공간을 의미한다. 도서관이 이용자의 직접적인 생활공간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환

경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각각의 치유환경 요소를 기반으로 종합적인 분석결과, 물리적 환경(3.51)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다음으로

는 심리적 환경(3.35)과 사회적 환경(3.25)의 순으로 나타났다.

치유환경 요소에서는 안전성이 3.8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쾌적성이 3.54, 공간성 3.50 등의 순으로 파악되

었다. 심리적환경의 프라이버시/영역성은 3.10으로 가장 낮았고 사회적환경의 정보교환 또한 3.24로 나타나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Ⅴ. 논의

도서관은 정보자원을 제공하는 공간이지만 휴식과 함께 이루어지는 치유를 위한 공간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용

자들에게 치유공간과 치유적 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고려하여 도서관을 계획하는 것은 사회의 트렌드와 이

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안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을 치유환경으로 조성하는 것에 대한 사서의 인

식을 조사하고, 현재 도서관의 치유환경 조성 여부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도서관에서 

이용자를 위한 치유환경을 조성할 때 있어 고려할 내용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서관의 치유환경이라는 용어와 이를 도서관에 적용한 도서관 치유환경은 아직 낯선 개념으로 분석된다. 

연구결과를 보면, 사서의 인식과 관심정도에 따라 도서관의 치유환경 조성과 서비스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서의 인식에 따라 도서관의 치유서비스가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서관 치유환경 

조성에 대한 사서의 인식 함양과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도서관 최고 결정권자에게 프로그램 및 서비스 개

발, 뿐만 아니라 리모델링 계획단계에 있어 적극적인 의견과 목소리를 내야한다. 최고 결정권자가 치유에 대한 필

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도서관 치유환경은 이용자가 도서관의 쾌적한 환경을 이용함으로써 스트레스를 감소하고 심리적으로 편안

함과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공간이며, 치유적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통해 힐링이 이루어지는 환경이다. 물리적 환경

의 자연요소 평가 결과, 일사량 조절과 자연채광을 가장 높게 활용하고 있는 반면, 수공간을 조성하거나 치유 및 

힐링을 위한 정원이나 외부 조경에 대해 가장 낮은 활용을 보이고 있었다. 도서관 인근공원, 녹지공원 등의 외부 

환경을 고려하여 치유 공간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심리적 환경은 쾌적한 공간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

록 개선이 필요하며, 열람공간이나 공부하는 공간에서는 시선처리차단이 가능할 수 있도록 파티션을 설치하는 등의 

개선을 통해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환경은 크게 정보교환과 사회교류 및 커

뮤니케이션으로 구분된다. 도서관 정보교환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이용자의 교육과 편의를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하

고 있으며, 유익한 정보교환의 장소와 교육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정기적인 치유프로그램이나 강좌를 운영

하고 있지 않은 도서관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교류/커뮤니케이션에서는 사회 구성원과의 교류의 장으로

서 역할을 하며 접촉, 소통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치유프로그램은 독서 이외에 다양한 주제로 운영되어야 하며, 치유프로그램 대상에 

따라 치유주제를 다양하게 제공해야 한다. 치유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도서관 중에서 독서치유프로그램 운영

하는 것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미술치유, 원예테라피 등 다양한 주제와 유형으로 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해야할 필요

가 있다. 또한, 도서관 상황에 따라 정기적인 치유프로그램과 강좌를 운영하기 어렵다면 이용자 간의 독서치유 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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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치유와 힐링과 관련한 북큐레이션 등을 운영하는 방안 등이 있다.

넷째, 치유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이용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도서관의 치유환경과 치유프로

그램 운영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일상생활 속에서 마음 상함을 누구나 겪고 있는 것처럼 일부 사람들에

게만 치유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치유적 활동은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누구나 치유 혹은 힐링이 필요하

다. 도서관은 영혼의 치유소라는 것을 강조하여 도서관에서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Ⅵ.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치유환경을 물리적 환경, 심리적 환경, 사회적 환경으로 구분하여 도서관의 치유환경을 평가하는 

지표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도서관의 치유환경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설문 

대상 중에 슬로우도서관이라는 특화도서관으로 선정이 되어 치유와 힐링, 머물고 싶은 도서관 공간으로 새롭게 변

화를 시도하고자 하는 도서관이 있었다. 2020년 도서관 시설물보강 및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2021년 재개관 계획 

예정이었으며, 모래놀이 치료실을 신설해 운영하고 힐링과 치유의 공간으로 식물카페와 음악이 나오는 공간을 구상

하고 있었다. 또한, 외부 환경으로 인근 숲을 활용한 어린이 프로그램도 개발하려는 계획이며, 현재 독서로 마음열

기 프로그램을 보육단체 10개소를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옥상정원, 누워서 

자유롭게 책을 볼 수 있는 공간 등이 도서관 건립의 필수요소가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도서관 치유환경 평가를 통해 사서들 또한 도서관 이라는 공간이 지역 주민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이 되었으

면 하는 인식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도서관이 영혼의 치유소가 되기 위해서 도서관 치유환경이란 용어가 아직은 

낯서 개념이지만, 추후 도서관을 찾는 이용자에게 심신을 힐링하고 치유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이 필

요하다. 또한 도서관 치유환경에 대해 알려야 할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개발된 치유환경 평가지표를 기반으로 도서관의 치유적 환경을 평가하고, 치유환경

을 활성화를 위한 연구와 제도적인 지원을 위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사서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결과는 사서들이 도서관의 치유환경을 자체 평가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제 3의 객관적인 전문가 

및 기관이 이를 전문적으로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과연 이용자도 자신이 이용하고 

있는 도서관에 대해 사서만큼 또는 그 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사서와 어떤 인식차이를 

보이고 있는지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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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Researcher's Perception Survey for Facilitating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노영희(Younghee Noh)5)

신영지(Youngji Shin)6)

1. Introduction

As science and technology have incrementally evolved more complex, convergent and larger, the imp

ortance of joint research for reducing the cost and risk of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mutually co

mplementing technologies is increasing. Over the recent years, as the pace of technological innovation 

has accelerated and the globaliz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has further intensified, it has become i

ncreasingly difficult to create world-class research results with only a single nation’s technical resour

ces and research personnel, thereby raising the need for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for effectively int

roducing advanced technologies from overseas. To overcome such limitations, nations around the world 

are increasingly collaborating with other countries and also expanding their collaborative projects with i

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research institutes.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is a form of research performed jointly with research and development f

unds, human resources, facilities, equipment, and information, which are required for the research task

s whose principal subjects are located in multiple countries. Through which, each party can pursue a 

mutual win-win strategy by maximizing synergy by combining with the strengths of the other party, w

hile it is also possible to enhance the national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through this process nation

ally speaking (Yang Seung-Woo, 2011).

Korea has also paid increasing attention to the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as a means to strengthen 

its national competitiveness in science and technology by overcoming the internal limits of independent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efficiently utilizing foreign resources in tandem with advanced science a

nd technology. The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project, which began in 1985 with the aim of overcomi

ng the limits of domestic research and development capabilities via joint research with foreign countrie

s and acquiring foreign advanced technology promptly, is representative of internationalization efforts. 

According to the analytical data on the current status of the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survey 

and report in 2017, 623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projects were conducted in 2017, and most of the i

nternational joint and consigned research projects were conducted by the Ministry of Science, Technolo

gy and Information and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and the major countries of collabo

ration were in the order of the United States, China, France, Germany, and the United Kingdom, respe

ctively.

Such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is now one of the essential forms of research to resolve the needs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However,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has difficulties on the other aspect o

f the domestic joint research in that it is a research conducted by and between the parties located in 

remote locations with different legal systems beyond the borders.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nd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the international joint rese

5) 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irs4u@kku.ac.kr) 

6) 건국대학교 국제연구협력정보센터 연구원 (gee91012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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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 conducted by the researchers who have actually conducted or are engaged in the international joi

nt research, based on which to identify difficulties involved in implementing the international joint rese

arch and propose the ways of facilitating the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in the future.

2. Theoretical Background

2.1 Previous Studies

Studies on the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have been conducted since the early 1990s, and there hav

e been many researches on the results of the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researches on trend analysi

s, development of measures for the facilitation and improvement measures, as well as the performance 

achievements of the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During the latter half of the 1990s, studies were conducted to identify the overall status of Korea's i

nternational joint research projects and also suggest directions and strategies for the future internation

al joint research. Cho Hwang-Hee and Ryu Seung-Hee (1995)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internation

al joint research projects, identified the difficulties of promoting international joint projects, and presen

ted directions for the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As a result, they claimed that we should focus on th

e establishment of an institutional basis by which the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can be facilitated ove

r the short term, and should also promote and spread the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project led by K

orea over the medium and long term. Yoo Seong-Jae et al. (1999) investigated into the current status 

of science and technology internationalization policies, among the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projects, 

and also derived strategic directions.

Entering the 2010’s, research on the current status of the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based on the 

network analysis, policy development, activation, and search of improvement measures flourished. Kim 

Won-Jin and Jung Young-Mi (2010) used the network analysis to empirically identify the current status 

of joint research among the Asian countries, where the number of joint researches conducted with Kor

ea has greatly increased, by classifying them into the number of co-authored papers and subject categ

ories. Through his research on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support policies centerin

g on the network analysis between domestic research institutes in the basic and original fields, Kim Ta

e-Hee (2015) proposed that the government’s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policies and programs must 

be developed. Yoo Hwa_Seon and Kim Yoon-Myeong (2016) utilized the network analysis to investigate 

and analyze the status and activities of international joint researches by each country, institution, and 

researchers in major new industries in Korea. Based on which, we searched for researchers and identif

ied the current positioning of international joint researches in Korea by industry, and also identified th

e best institutions and researchers in Korea and the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positions of researcher

s and institutions. Thereafter, studies were conducted to diagnose the current situation through compari

son and analysis of activities of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among the core researchers, focusing on t

he status of international joint researches between Korea and overseas major countries in the future, 

while studies on the development of fields and targets, and revitalization of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es have also been conducted (Yoo Hwa-Seon et al., 2017).

In addition, research on the result of the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has included research on impro

vement of the performance product management, research on the performance quality, research on pe

rformance enhancement, and research on the performance security. Yoon Jong-Min (2009) analyzed the 

actual situation and problem of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related to the international j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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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and presented the improvement plan, while Kim Tae-Hee (2012) examined ways to improve th

e performance results of the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targeting the research tasks at the initial and 

original source level in receipt of support for the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In additi

on, In addition, research on evaluating the quality of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achievements (Kim Ka

ng-Hee et al., 2012) and research on policy recommendations (Kang Seong-Joon and Kim Min-Ji, 2016) 

for effective performance security for conducting the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centering on the imp

rovement of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have been conducted.

In addition to which, research on the status of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in specific fields has been 

conducted by analyzing the status of the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in the field of renewable energy 

and suggesting the strategic (Byeon Yeong-Ho and Park No-Eon, 2018), as well as the research on pro

posing facilitation policy directions by identifying characteristics of joint research in the field of BT (Je

on Eun-Hye and Lee Chan-Gu, 2018).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previous researches related to the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many res

earches on the implementation strategy and the activation plan based on the international joint researc

h status and the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achievements have been conducted. Furthermore, various 

researches have been conducted on the ways of facilitating joint research in each field using the netw

ork analysis and research on joint research and joint research trends across specific fields. However, 

most of the studies have been conducted by analyzing the current situation of international joint resea

rch projects or by analyzing current status and the network based on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pape

rs, and it was found that there were no studies which investigated on the actual situation and obstacle

s of the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targeting the researchers who have actually conducted the interna

tional joint research or are engaged in such research.

Accordingly, this study intends to investigate the actual situation of the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i

nvestigate problems / difficulties, and based on which, suggest ways to facilitate the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2.2. Current Status of the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According to the analytical data on the current status of the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surv

ey and report in 2017, most of the international joint and consigned research projects were conducted 

by the Ministry of Science, Technology and Information and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

y, and the major countries of collaboration were in the order of the United States, China, France, Ger

many, and the United Kingdom, respectively.

In 2017, the number decreased by 185 researches to 623 researches, among which the international j

oint researches declined by 31.0% (193 researches) to 429 year on year, and the international consigne

d researchers increased by 4.35 (8 researches) to 194 researches year on year. Examining by the minis

try, the Ministry of Science, Technology and Information (285 cases, 45.7%) and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154 cases, 24.7%) were found to be conducting most of the international joint an

d consigned researches. In particular, the Ministry of Industry,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Forest Ser

vice conducted international cooperation activities focusing on joint research, while the Ministry of Mari

time Affairs and Fisheries,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and the Ministry of Environment conducted int

ernational cooperation activities focusing on consigned research.

In terms of the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those conducted by the Ministry of Industry (205 cases, 

57.1% change) decreased while the Ministry of Science, Technology and Information (12 cases, 7.5%) in

creased, and as for the international consigned researches, those conducted by the Ministry of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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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Classification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International consigned 

research
Total

No. of case Weight No. of case Weight No. of case Weight

2015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269 52.0 113 60.1 382 54.2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162 31.3 - - 162 23.0

Ministry of Education 57 11.0 - - 57 8.1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 - 27 14.4 27 3.8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 - - - - -

Forest Service 14 2.7 - - 14 2.0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 - 6 3.2 6 0.9

Ministry of Environment - - 9 4.8 9 1.3

Other ministries 15 2.9 33 17.6 48 6.8

Total 517 100.0 188 100.0 705 100.0

2016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161 25.9 116 62.4 277 34.3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359 57.7 - - 359 44.4

Ministry of Education 71 11.4 - - 71 8.8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 - 22 11.8 22 2.7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 - - - - -

Forest Service 14 2.3 - - 14 1.7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 - 4 2.2 4 0.5

Ministry of Environment - - 9 4.8 98 1.1

Other ministries 17 2.7 35 18.8 52 6.4

Total 622 100.0 186 100.0 808 100.0

2017

Ministry of Science and 

ICT
173 40.3 112 57.7 285 45.7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154 35.9 - - 154 24.7

Ministry of Education 69 16.1 - - 69 11.1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 - 27 13.9 27 4.3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 - - - - -

Forest Service 7 1.6 2 1.0 9 1.4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 - 2 1.0 2 0.3

Ministry of Environment - - 10 5.2 10 1.6

Other ministries 26 6.1 41 21.1 67 10.8

Total 429 100.0 194 100.0 623 100.0

<Table 11> International joint and consigned researches conducted by key ministry 

Technology and Information (4 cases, 3.4% change) declined and those conducted by the Ministry of M

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5 cases, 22.7%) increased. 

Examining the number of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projects, 223 were the most performed in the 

United States, followed by 41 in China, 41 in France, and 36 in Germany, each respectively. As of 201

7, the number of international joint and consigned researches has increased by 22 in the US year on y

ear, while the numbers for Germany (30 cases), China (13 cases) and France (12 cases) have decrease

d. In particular, the United Arab Emirates conducted 23 international joint researches (3.7%) and wa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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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Classification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Internation
al 

consigned 
research

Total

Foreign researcher
attraction

Researchers' overseas
dispatch

Information exchange Technical training International agreement
No. of 
case 

Weight

2015

US 22 1 61 1 55 104 244 34.6

Germany 4 - 9 - 40 6 59 8.4

Japan 4 - 7 - 16 6 33 4.7

France 1 - 2 - 45 2 50 7.1

China 5 - 11 - 18 15 49 7.0

UK 7 1 3 - 16 11 38 5.4

UAE - - 32 - - - 32 4.5

India 1 - - - - 7 8 1.1

Canada 4 - 2 - 8 5 19 2.7

Russia - - - - 1 3 4 0.6

Other nations 19 - 26 - 95 29 169 24.0

Total 67 2 153 1 294 188 705 100.0

2016

US 17 - 44 1 47 92 201 24.9

Germany 1 - 6 - 51 8 66 8.2

Japan 2 - 6 - 13 4 25 3.1

France 8 - 4 - 36 5 53 6.6

China 4 - 19 - 15 16 54 6.7

UK 3 - 7 - 23 6 39 4.8

UAE - - 26 - - - 26 3.2

India 3 - - - - 7 10 1.2

Canada 5 - 3 - 9 9 26 3.2

Russia - - - - 1 5 6 0.7

Other nations 38 - 46 - 183 34 302 37.4

Total 81 - 161 1 378 186 808 100.0

2017

US 34 - 36 - 53 100 223 35.8

Germany 2 - 1 - 25 8 36 5.8

Japan 5 - 4 - 7 2 18 2.9

France - - 5 - 33 3 41 6.6

China 6 - 8 - 10 17 41 6.6

UK 3 - 7 - 13 6 29 4.7

UAE - - 22 - - 1 23 3.7

India 4 - - - - 5 9 1.4

Canada 8 - 2 - 5 12 27 4.3

Russia - - - - 1 3 4 0.6

Other nations 36 - 29 - 70 37 172 27.6

Total 98 - 114 - 217 194 623 100.0

<Table 12> Trends in international joint and consigned research by major country, 2015-2017

cluded among major international joint and consigned research conducting countries due to the increase

d information exchanges related to the nuclear power plants.

Examining the international joint researches conducted with major developed countries by type, inter

national agreements executed with advanced econom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France and German

y captured the largest share of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with 50.6% (217 cases) of international agr

eements, 26.6% (114 cases) of information exchange, and 22.8% (98 cases) of attracting foreign researc

hers, respectively.

3. Research Design & Methodology

3.1 Research Question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previous researches related to the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it has be

en found that multiple researches have been conducted based on the current status of the internation

al joint research projects and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papers such as those on the current status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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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se Research detail Detailed research
Research 

method

↓ ↓

Phase 1 

Theoretic

al review

Theoretical 

research

� Survey and analysis of domestic and foreign research papers 

and reports related to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including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joint research, international cooperation research, 

and inter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Reference 
research

↓ ↓

Phase 2

Survey 

and 

Survey 

questionnaire 

development

� Development of survey questionnaires for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related perception survey and obstacle factors 

derivation based on previous studies

Statistical 

validation 

and 

urvey, trend analysis, facilitation and improvement measure, etc., for research and international joint r

esearch products. However, there have been no studies conducted for surveying into the actual conditi

on of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and problems / difficulties of the researchers who have actually cond

ucted or are conducting the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the facts and obstacles of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on r

esearchers who have actually conducted or are conducting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Therefore,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may be raised.

RQ 1: What is the purpose of conducting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RQ 2: What are the countries and research areas where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is actively cond

ucted?

RQ 3: What are the factors which make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products far more excellent tha

n others researches?

RQ 4: What are the difficulties / obstacles to conducting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In order to address the above research questions, the related previous researches were surveyed and 

analyzed, survey was conducted on researchers who conducted or are conducting international joint res

earches, and intensive analysis and presentation of the discussed matters are intended. 

3.2 Research Method & Research Procedures

In this study, the concept, scope, and type of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are organized by surveying 

and analyzing existing previous studies by their entirety, and the researchers who have conducted or a

re currently conducting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are surveyed in terms of the obstacles and difficulti

es in their conducting perception survey and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To this end, firstly, a compre

hensive research and analysis of previous studies related to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was conducted. 

Since the concept of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is not clearly defined at the present, data were collec

ted and analyzed by searching with similar keywords such as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joint researc

h, international cooperative research, and inter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Second, questionnair

es were developed through the previous studies and research process, and survey questionnaires were 

provided to the researchers who conducted or are conducting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Third, based 

on such, it is intended to identify the obstacles and problems in the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throug

h the perception survey of the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and derive the improvement plan. The follo

wing are the details of the research procedures conducted step by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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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

processing

Questionnaire 

survey

� Conducting of questionnaire survey for the researchers who 

have conducted or are conducting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

Survey 

analysis

� Survey of current status of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 Perception survey for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 Survey of international joint research's obstacle factors and 

difficulties

↓ ↓

Phase 3

Result

Conclusion and 

research 

recommendatio

n

� Derivation of a facilitation plan by deriving an improvement 

measure by identifying obstacle factors and issues when 

conducting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Presentation 

of measure

<Figure 44> Research procedures and research details

Item Detail No. of questions

General 
matters

Gender

9

Age

Institution of affiliation

Major field

Final degree

Final degree awarding country

Country of affiliation for the overseas co-researcher

Institution of affiliation for the overseas co-researcher

Major field of the overseas co-researcher

International No. of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13

<Table 13> Details of questionnaire and the composition of questions

1) Selection of research subjects and the data collection procedures

In this study, surveys of researchers who have conducted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with overseas r

esearchers were conducted. Accordingly, the information was collected of the researchers who have co

nducted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with NTIS, Korea Research Foundation, and KRI, etc.

The questionnaires were provided online, and for the first time, from October 8th through 24th, 2018, 

for approximately 2 weeks, the research directors of each project were called directly to ask for their 

response to the questionnaires. However, the response rate of the questionnaires was insufficient, and 

the questionnaires were redistributed by expanding the scope to the co-researchers for the second tim

e. As a result, 113 copies were collected.

2) Contents of the questionnaires and the composition of questions

In this study,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papers and various reports were surveyed and analyzed to i

nvestigate the status, performance, merits, and difficulties of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thereby devel

oping the questionnaires for the perception survey of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targeting the researc

hers who have conducted or are conducting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The questionnaires were largely divided into the 3 areas of general items for overseas researchers 

who conducted joint research with Korean researchers, purpose of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type, na

ture, category, form of collaboration, budget, among others including the status of international joint re

search, and performance result and difficulties of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and the details and the 

number of questions for each area are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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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t research
Current status

Research period of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Research field of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Purpose of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Type of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Nature of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Category of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Form of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Selection of overseas researcher

Method of consulting with overseas  researcher

Matters to share with overseas  researcher

Form of cooperation with overseas  researcher

Budgeting and management of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Performance 
achievements 

and difficulties 
of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Satisfaction with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results

6

Key performance achievements of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Excellent performance achievement actors  of other research reports of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Difficulties of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Matters to improve for conducting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Support policy required for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Total 28

Classification N %

Gender
Male 105 92.92 

Female 8 7.08 

Age

Aged 29 or younger 0 0.00

Aged 30-39 5 4.42 

Aged 40-49 31 27.43 

Aged 50 or older 77 68.14 

Institution of 

affiliation

Government funded research institute 5 4.42 

University 108 95.58 

Major field

Humanities 1 0.88 

Social sciences 8 7.08 

Natural sciences 34 30.09 

<Table 14> General matters of the respondents

4. Results of the Perception Survey

4.1 General Matters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According to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most were male respondents (92.9

2%), and in terms of age, those aged 50 or older were 68.14%, and those aged 40 through 49 were 2

7.43%, demonstrating that the researchers aged 40 or older were mostly involved in conducting interna

tional joint research.

As for the institutions of affiliation, colleges and universities were 95.58% and the government funde

d research institutes were 4.425%, demonstrating that most international joint researches are conducted 

by the researchers of colleges and universities. 39.82% of the respondents majored in engineering, 30.0

9% in natural sciences, 9.73% in medicine and pharmacology, etc., demonstrating the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is actively conducted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addition, final degrees were al

l doctoral degrees, and as for the final degree awarding countries, the US was accountable for 41.59%, 

Korea for 38.05%, and Europe for 10.62%,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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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ineering 45 39.82 

Medicine & pharmacology 11 9.73 

Agriculture & oceanography 9 7.96 

Arts & physical education 0 0.00

Interdisciplinary studies 5 4.42 

Others 0 0.00

Final degree

Bachelor's 0 0.00

Master's 0 0.00

Doctor's 113 100.00 

Final degree 

awarding 

country

Korea 43 38.05 

US 47 41.59 

Europe 12 10.62 

Japan 9 7.96 

Others 2 1.77 

Total 113 100.00

Classification N %

Country of 

affiliation of 

the overseas 

co-researcher

Americas (64)

US 54 47.79 

Canada 8 7.08 

South American countries 2 1.77 

Europe (91)

UK 16 14.16 

Germany 16 14.16 

France 17 15.04 

Russia 3 2.65 

Others 39 34.51 

Asia & Oceania Japan 25 22.12 

<Table 15> General matters of the overseas researchers (multiple responses)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overseas co-researcher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overseas co-researchers who conduct

ed the joint research, the countries of affiliation of the overseas co-researchers were in the order of 

Asia and Oceania, Europe and the Americas, etc., respectively. In detail, the United States turned out t

o be the highest at 47.79%, followed by Europe and others for 34.51% (Sweden, Switzerland, Spain, the 

Netherlands, and Turkey, etc.), China for 25.5%, Japan for 22.12%, etc.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o

untries of overseas researchers by the major of the Korean respondent, engineering majors showed th

e most joint research with the US researchers, followed by 28.9% with those in Europe and 22.2% with 

those the UK. As for the natural sciences, 55.9% represented the US, 47.1% for Europe, 44.1% for Jap

an and 35.3% for those in China, etc., and as for medicine and pharmacology, 36.4% represented those 

in China and 27.3% for those in the US.

Examining the affiliated institutions of overseas co-researchers, it was found that 88.50% were unive

rsities, making it apparent that international joint researches were actively being conducted between u

niversities, and besides, 28.32% represented national and public research institutes, and 17.70%, govern

ment funded research institutes, respectively.

As for the major of overseas researchers, 48.67% were engineering, 38.05% were natural sciences, a

nd 11.50% were medicine and pharmacology, etc., respectively.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major of o

verseas researchers by the major of the respondents (Korean researchers), it was found that the inter

national joint research is conducted with the researchers of almost the same major. As for the natural 

sciences, it was found that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is conducted for natural sciences (88.2%) and en

gineering (17.6%), whereas for engineering, engineering (93.3%) and natural sciences (13.3%), whereas 

majors in medicine and pharmacology were found to be conducting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with me

dicine and pharmacology (63.6%) and engineering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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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China 29 25.66 

India 7 6.19 

Australia 6 5.31 

Singapore 7 6.19 

Others 18 15.93 

Africa

(9)

Republic of South Africa 2 1.77 

Others 7 6.19 

Institution of 

affiliation of 

the overseas 

co-researcher

National and public  research institute 32 28.32 

Government funded research institute 20 17.70 

University 100 88.50 

Large company 3 2.65 

Small to medium business 3 2.65 

Government ministries 5 4.42 

Major field of 

the overseas 

co-researcher

Humanities 1 0.88 

Social sciences 9 7.96 

Natural sciences 43 38.05 

Engineering 55 48.67 

Medicine & pharmacology 13 11.50 

Agriculture & oceanography 10 8.85 

Arts & physical education 1 0.88 

Interdisciplinary studies 4 3.54 

Others 2 1.77 

No. of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Research period of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Classification N % Classification N %

#1 25 22.12 
Less than 6 months 9 7.96 

#2 24 21.24 

6-12 months 38 33.63 #3 29 25.66 

#4 6 5.31 

13-24 months 32 28.32 #5 5 4.42 

#6 1 0.88 

25-36 months 32 28.32 #7 2 1.77 

#8 or higher 21 18.58 3 years and 1 month 

or longer
31 27.43 

Total 113 100.00

<Table 16> Number of the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and the research period

4.2 Current Status of the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1) Current status of the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of the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conducted thus far, ap

proximately 70% were found to have conducted the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1 to 3 times, of which 

25.66% were the highest with the researchers who conducted 3 times. In addition, 18.58% were the res

earchers who conducted the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8 times or more.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research areas by the number of international joint researches, it was found that international joint re

search is actively conducted in the field of engineering and natural sciences regardless of the number 

of times, of which natural sciences and engineering, in their order, were found to have been conducte

d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for 8 times or more, respectively.

As a result of surveying the research period of the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conducted, 6 to 12 m

onths accounted for 33.36%, 13 to 24 months and 25 to 36 months each accounted for 28.32%, and 3 

years and 1 month or longer accounted for 27.43%, etc., respectively. Accordingly, it was evident that 

the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has been conducted in large number on an annual basis rather than sh

ort-term b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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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N %

Humanities 1 0.88 

Social sciences 13 11.50 

Natural sciences 43 38.05 

Engineering 49 43.36 

Medicine & pharmacology 14 12.39 

Agriculture & oceanography 9 7.96 

Arts & physical education 1 0.88 

Interdisciplinary studies 4 3.54 

Others 1 0.88 

<Table 17> Research areas of the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conducted / being conducted

Classification N %

Introduction of  advanced technology 36 31.86 

Achievement of performance result at  global level 57 50.44 

Utilization of foreign research facility  or equipment 22 19.47 

Matching of research expenses of  overseas researchers 10 8.85 

Local commercialization such as overseas  market entry 7 6.19 

Training of graduate students /  researchers 33 29.20 

Securing or maintaining of joint  research bas in 
foreign countries 36 31.86 

Preliminary research for larger project  development 19 16.81 

Presentation of research paper at  journals 27 23.89 

Participation in large government policy  projects 10 8.85 

Acquisition of patents 1 0.88 

Holding of joint workshops 24 21.24 

Formation of an international research  network 76 67.26 

Invitation of experts 19 16.81 

Others 7 6.19 

<Table 18> Purpose of conducting joint research with overseas researchers (multiple responses)

2) Research area

As a result of surveying on the research areas of the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conducted or bein

g conducted, it was found that 43.36% were engineering, the field where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is 

most actively conducted. In addition, 38.05% were conducted in natural sciences, 12.39% in medicine an

d pharmacology, and 11.50% in social sciences, demonstrating that most international joint researches a

re actively conducted in engineering.

3) Purpose of conducting joint research with overseas researchers

As a result of surveying the purpose of conducting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with overseas researc

hers, the formation of international research network turned out to be the highest at 67.26%, 50.44% f

or achieving performance at the global level, and 31.86% for securing or maintaining base for joint res

earch overseas together with introducing advanced technologies, respectively. In addition, there were c

ases where joint research has been conducted to dispatch for training for graduate students / research

ers, give presentation on research papers, and hold joint workshops, etc. As for other opinions, technic

al support, science and technology ODA projects, supply and demand of manpower, and new product d

evelopment, etc., were appa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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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N %

Is development  research and is not conscious of industrialization / 
commercialization 23 20.35 

Is development research and related  directly to the purpose of industrialization / 
commercialization 23 20.35 

Is applied research and is not conscious  of industrialization / commercialization 11 9.73 

Is applied research and related directly  to industrialization / commercialization 21 18.58 

Is fundamental research and is not  conscious of industrialization / 
commercialization 48 42.48 

Is fundamental research and related  directly to industrialization / commercialization 19 16.81 

Is purpose based fundamental research  and purely academic. 14 12.39 

Is purpose based fundamental research  directly related to industrialization / 
commercialization 15 13.27 

Pure fundamental research 14 12.39 

Others 2 1.77 

<Table 19> Nature of the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conducted (multiple responses)

Classification N %

Participation as a  unit task of the international large scale research program 
implemented by  advanced economies 17 15.04 

Participation as a unit task of the  international large scale research program 
implemented by Korea 27 23.89 

Participation in a joint research  program selected via intergovernmental agreement 53 46.90 

Participation in a joint research  program developed by my research organization 12 10.62 

Develop a research project as an  individual and conduct a joint research with 55 48.67 

<Table 20> Categories of the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participated in (multiple responses)

4) Nature of the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conducted

As a result of surveying the nature of the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conducted, and when dividing 

largely in development study, applied study, fundamental study, purpose based research, and pure fund

amental research, etc., the basic research turned out to be 59.29%, and it was shown that the internat

ional joint research is one which plays the role of expanding knowledge by clarifying theories for cert

ain facts, and mainly is conducted with the purpose of developing theories or discovering principles or 

facts. In addition, 40.7% of the development researches were conducted, and besides, 28.31% of the ap

plied research and 25.66% of the purpose based research were found, respectively. Examining in detail, 

42.48% of the researches which did not perceive of the industrialization / commercialization turned out 

to be the most, whereas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research and those directly related to the purp

ose of industrialization / commercialization were each 20.35%, etc., respectively.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nature of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by the field of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as for the natural sciences, fundamental research or those which did not perceive industrializ

ation / commercialization even as development study, and pure fundamental research, etc., were mainly 

conducted. As for engineering, development research and applied research, and those related directly t

o the purpose of industrialization / commercialization even as fundamental research were mainly condu

cted, so it was evident that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nature of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dependin

g on the field of research.

5) Categories of the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participated in

As a result of surveying the category of the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participated in, it was found 

that 48.67% of the joint research with foreign scholars was the highest for developing research tasks a

s individual, followed by 23.89% participated in the joint research program selected as an agreement b

etween governments, and 23.89% participated in the unit task of the large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program implemented by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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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ign scholars

Others 3 2.65 

Classification N %

Autonomously decided  on research field and 
cooperating country 58 51.33 

Research field designated, cooperating  country 
autonomously decided 19 16.81 

Research field designated, cooperating  country 
designated 20 17.70 

Research field autonomously decided,  cooperating 
country designated 43 38.05 

Others 1 0.88 

<Table 21> Form of the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participated in (multiple responses)

Classification N %

Personal  relationship 52 46.02 

Contact with researcher of related field  via search of 
papers, etc. 20 17.70 

Official route of institution 5 4.42 

Request of the other researcher  (research institute) 18 15.93 

Contact with researcher in research and  work 
performance process 67 59.29 

Others 2 1.77 

<Table 22> Overseas researcher selection route (multiple responses)

6) Form of joint research when winning contracts for the joint research tasks

As a result of surveying on the form of joint research when winning contracts for joint research, it 

was found that over half autonomously decided research field and cooperating country and conducted j

oint research. In addition, 38.05% were of the research form which  was autonomous and designated f

or cooperating country, which seems to be caused by the fact that many cooperating countries have b

een designated for large research projects at the national level as well as for inter-governmental proje

cts such as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7) Selection of the overseas researcher selection route

As a result of surveying the selection route of overseas researchers, 59.29% accounted for the cases 

in which they conducted joint research by contacting the researchers in the course of conducting busi

ness as well as research, and 46.02% represented personal relationship, so it was apparent that for sel

ecting overseas co-researchers mostly, they were contacted for research and business execution proces

s, or through personal relationship. In addition. In addition, some researchers have been selected throu

gh contact with related researchers through research or by request of the other researcher, and other 

opinions included selection through the existing research cooperating researcher or academic societies.

8) Consulting with the researchers of the other country

As a result of surveying the method of consultation with overseas researchers at the time of resear

ch, 75.22% of the respondents contacted by e-mail most frequently, 57.52% planned and discussed joint 

research by meeting scientists / professors of the other country at international academic conferences 

or seminars, and over half are also visiting in person to consult with the other country to development 

projects (5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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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N %

Meet scientist /  professor of the other country at international conference or 
seminar, plan  and discuss joint research

65 57.52 

Visit in person and negotiate at the  other country for project development 63 55.75 

Research director of the other country  comes in person and consults for project 
development 35 30.97 

Phone consultation 8 7.08 

Messenger (Skype, etc.) 23 20.35 

Communication via email 85 75.22 

Others 2 1.77 

<Table 23> Consulting with the researchers of the other country (multiple responses)

Classification N %

Research expenses 34 30.09 

Research information 94 83.19 

Research equipments & facilities 49 43.36 

Research manpower 56 49.56 

Material / substance / sample / research  material 51 45.13 

Others 1 0.88 

<Table 24> Sharing with the overseas researchers (multiple responses)

Classification N %

Paper work 97 85.84 

Patent development 10 8.85 

Manpower exchange such as attracting and  dispatching 
manpower 62 54.87 

Academic exchange such as academic  conference 57 50.44 

Commercialization of patents 3 2.65 

Joint venture 0 0.00 

Local demonstration for  commercialization 8 7.08 

Others 6 5.31 

<Table 25> Form of cooperating with the overseas researchers (multiple responses)

9) Sharing with the overseas researchers

As a result of surveying on sharing with overseas researchers for joint research, it was found that 8

3.19% accounted for the research information, so it was apparent that research information was shared 

mostly during research. In addition, 49.56% were shared for researchers, 45.13% for materials / substan

ces / samples / research materials, 43.36% for research equipments and facilities.

As a result of performing analysis by the field of joint research, research information was basically 

shared regardless of the research field, and in addition, the natural sciences shared material / substanc

e / sample / research material and research equipment, and engineering shared research equipments a

nd facilities, and research manpower, etc.

10) Forms of cooperation with overseas researchers

As a result of surveying the form of cooperating with overseas researchers when conducting the int

ernational joint research, it was found that research paper work accounting for 85.84% was the most c

ommon form of cooperation, and more than half of the researchers were engaged in the exchange of 

manpower such as attracting manpower and dispatch, and academic exchanges such as holding academi

c conferences.

11) Budgeting and management

In the case of budgeting and management for conducting the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the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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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N %

All the budget to be  borne by the Korean side 31 27.43 

Co-organize and use the budget to which  the Korean and foreign sides contributed 23 20.35 

Budget of the Korean side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Korean institution, and that of 
the foreign side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foreign institution 83 73.45 

Others 3 2.65 

<Table 26> Budgeting and management (multiple responses)

Classification N % M Std

Not satisfied at all 0 0.00

4.24 0.74 

Not satisfied 1 0.88 

Average 17 15.04 

Satisfied 49 43.36 

Very satisfied 46 40.71 

Total 113 100.00

<Table 27> Whether satisfied with the result of conducting the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Classification N %

Papers 96 84.96 

Patents 11 9.73 

Commercialization (including technology  
transfer) 3 2.65 

Startup 4 3.54 

Development of a continuous research  
cooperation network 71 62.83 

Nurturing of manpower 47 41.59 

Others 2 1.77 

<Table 28> Key performance result after conducting research (multiple responses)

of the Korean side was 73.45%, and the budget of the foreign country’s research was 73.45%, demon

strating the form of being responsible for budge by each country. As for other opinions, a portion was 

borne by the Korean side, and in the case of foreign institution, they additionally input their own budg

et to create the budge, and support for the expenses of staying at the time of the overseas researche

r’s visit to Korea by need was apparent.

4.3 Performance Achievement and Difficulties of the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1) Whether satisfied with the research performance result

As a result of surveying the satisfaction of the result of conducting the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satisfied” turned out to be 84.07%, and “unsatisfied” turned out to be 0.88, respectively. It turned 

out that most researchers conducting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were satisfied with the result of cond

ucting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2) Key performance achievements following the research

As a result of surveying key performance result after conducting the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res

earch papers turned out to be the highest at 84.96%, followed by 62.83% for building a continuous res

earch cooperation network, and 41.59% for nurturing manpower, etc., respectively.

3) Excellence of performance result of the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As a result of surveying whether they think performance result is better than other researches w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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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Do not agree at 

all
Do not agree Average Agree

Agree very 

much M std

N % N % N % N % N %

More research  expenses than other 
projects 30 26.5 33 29.2 35 31.0 15 13.3 - - 2.31 1.01 

Enhancement of the Korean researchers'  
competency via cooperation with excellent 
overseas researchers

2 1.77 1 0.88 17 15.04 63 55.75 30 26.55 4.04 0.78 

Submission / publication of excellent  
papers in cooperation of excellent 
overseas researchers

1 0.88 1 0.88 24 21.24 55 48.67 32 28.32 4.03 0.78 

Excellent patent application /  registration 9 7.96 23 20.35 59 52.21 19 16.81 3 2.65 2.86 0.89 

To satisfy the evaluation criteria  requiring 
excellent performance result 7 6.19 23 20.35 51 45.13 27 23.89 5 4.42 3.00 0.94 

Excellence of the selected Korean  
researchers compared to other projects 6 5.31 9 7.96 52 46.02 39 34.51 7 6.19 3.28 0.90 

<Table 29> Whether they think the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yields better performance result than other 

researches

Classification

Do not agree at 

all
Do not agree Average Agree

Agree very 

much M std

N % N % N % N % N %

Different  administrative systems between 
countries (form, project management 
method,  etc.)

2 1.77 9 7.96 42 37.17 42 37.17 18 15.93 3.58 0.91 

Lack of experience in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9 7.96 28 24.78 46 40.71 26 23.01 4 3.54 2.89 0.97 

Shortage or lack of guidelines and  
roadmap related to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7 6.19 20 17.70 46 40.71 33 29.20 7 6.19 3.12 0.98 

Communication difficulties due to  
language and cultural differences 22 19.47 33 29.20 37 32.74 19 16.81 2 1.77 2.52 1.04 

Budget shortage - - 3 2.65 33 29.20 51 45.13 26 23.01 3.88 0.79 

<Table 30> Difficulties in conducting the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n conducting the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the improvement of the capacity of the Korea researcher

s turned out to be the highest at 4.04 in cooperation with the excellent overseas researchers, 4.03 for 

offering / publishing excellent papers in cooperation with excellent overseas researchers, and 3.28 for t

he excellence of the selected Korean researchers relative to other projects, respectively.

Through which, it was found that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other researches in terms of compe

tency improvement, excellent research paper submission and publication, and excellence of researchers, 

etc., when conducting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and that such factors enhance the satisfaction of int

ernational joint research.

4) Difficulties in conducting the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As a result of surveying the difficulties in conducting the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it was found t

hat budget deficit turned out to be the highest at 3.88, and different administrative systems (form, pro

ject management method, etc.) at 3.58, insufficiency and lack of guidelines and roadmap for the intern

ational joint research at 3.12, respectively. As for other opinions, there were opinions about the burde

n of annual performance evaluation and others on the rigid administrative system for the multi-year ta

sks. Accordingly, it would be necessary to secure the budget, unify different administrative systems, de

velop guidelines and roadmap to facilitate the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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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Do not agree at 

all
Do not agree Average Agree

Agree very 

much M std

N % N % N % N % N %

Issue of the  research project selection 4 3.54 4 3.54 55 48.67 41 36.28 9 7.96 3.42 0.83 

Issue of the research management system 4 3.54 14 12.39 48 42.48 37 32.74 10 8.85 3.31 0.93 

Issue of the research performance result  
index 3 2.65 12 10.62 42 37.17 42 37.17 14 12.39 3.46 0.94 

Issue of research period 1 0.88 5 4.42 35 30.97 54 47.79 18 15.93 3.73 0.81 

Issue of research expenses support (lack  
of research funds, etc.) - - 1 0.88 25 22.12 59 52.21 28 24.78 4.01 0.71 

Difficulty of practical international  
cooperation 7 6.19 18 15.93 54 47.79 30 26.55 4 3.54 3.05 0.90 

<Table 31> Matters of improvement for the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Classification

Do not agree 

at all
Do not agree Average Agree

Agree very 

much M std

N % N % N % N % N %

Project operation  following the 
government's mid- and long-term 
plans and strategies

2 1.77 5 4.42 26 23.01 52 46.02 28 24.78 3.88 0.90 

Introduction of project 
implementation  system reflecting 
characteristics of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including  role sharing with 
overseas researchers

2 1.77 4 3.54 30 26.55 57 50.44 20 17.70 3.79 0.84 

Strengthening of the expansion and  
utilization system of ownership and 
license rights for joint research 
results

5 4.42 9 7.96 54 47.79 40 35.40 5 4.42 3.27 0.85 

Strengthening of administrative 
support  for the overall joint research 
of the institution of affiliation

3 2.65 8 7.08 37 32.74 48 42.48 17 15.04 3.60 0.92 

Support of the overseas cooperation 
base  center when cooperating with 
the cooperating country

5 4.42 19 16.81 40 35.40 39 34.51 10 8.85 3.27 0.99 

Introduction of performance 5 4.42 15 13.27 43 38.05 42 37.17 8 7.08 3.29 0.94 

<Table 32> Support policy required for conducting the joint research

5) Matters of improvement for the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project

As a result of surveying the matters of improvement for the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project, res

earch fund support issue (lack of research funds, etc.) turned out to be the highest at 4.01, issue of r

esearch period at 3.73, research performance index problem at 3.46, and the issue of research task sel

ection at 3.42, etc., respectively. It was apparent that the problem of lack of research funds, which tu

rned out to be high in both difficulties and matters of improvement, was the largest difficulty in cond

ucting the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and measures for expanding support will be needed.

6) Supporting policy for conducting joint research with the overseas researchers

As a result of surveying the support policies needed for the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the support 

for the formation of a continuous cooperation network turned out to be 4.33, project operation accordi

ng to the mid- and long-term plan and strategy of the government at 3.88, introduction of project imp

lementation system reflecting characteristics of the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at 3.79, and the strengt

hening of administrative support for the overall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at 3.60, etc.,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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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system via various 
performance achievements by 
focusing on papers and patents

Support for the formation of a  
continuous cooperation network 1 0.88 7 6.19 60 53.10 44 38.94 1 0.88 4.33 0.65 

Provision of relevant information on  
overseas cooperating country and 
field of cooperation

4 3.54 5 4.42 47 41.59 44 38.94 13 11.50 3.50 0.89 

5. Discussion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actual situation of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and investi

gate the problems / difficulties of international joint researchers who have conducted or are conductin

g the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based on which to propose ways to facilitate the international joint r

esearch. Based on the findings of the study, some discussions are as follows.

1) Ensuring the Autonomy of Research Topics

Most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projects currently being conducted are of the top-down format, ofte

n with a research theme or country determined in advance. There is a limit to the support for the re

searcher as the subject matter is designated in advance. Accordingly, in the future, the international jo

int research projects should be autonomous in terms of top-down method and their designation as well 

as the country designation. In addition, since there is an imbalance between the Korean and internatio

nal research trends, such as the unexplored areas in Korea and the areas that have not yet attracted 

great attention, they are actively studied abroad, and so there is a need for providing support to ensur

e that Korean studies do not fall behind international standards as a matter of minimum requirement.

2) Absence of Contractual Infrastructures Such as the Absence of Guidelines for the International Joi

nt Research

Article 4 Paragraph 4 of the "Regulations on Management of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

ojects" provides that the head of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when implementing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must encourage international networking and cooperation such as exchange 

of manpower and international academic activities with foreign countries as well as international joint r

esearch with a view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However, detailed pr

ocedures and regulations for planning, evaluation and management of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are n

ot in place for the lack of a legislative system, and there is no guideline which may be used for any 

ministry. Such a problem is important in that, when compared to the system in which a partner of our 

joint research resides, and whose support system operates such as that legal support system offers leg

al and standardized contract, among other guidelines, when implementing an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with such a party, Korean research institute may have an inferior negotiating power. Moving forward, 

it will be necessary to develop guidelines and legal infrastructures for the unity of international joint r

esearch.

3) Simplification and Unification of the Administrative Work System

Among the difficulties of the international co-researchers, it was found that there are difficulties in 

the different administrative systems (form, project management method, etc.) between the countries, a

nd common complaints about unnecessary administrative tasks were also found in other opinions. In pa

rticular, there were too many unnecessary forms and paper works related to the processing of over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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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researchers, and there were too many documents to submit. For example, despite the fact that mutu

al visiting research is a key issue for establishing a network, unnecessary documents are required for 

overseas visits, and there are cases where an invitation letter is required from a foreign researcher e

ven though it is an academic exchange task. In addition, since the relevant documents to be delivered 

to overseas institutions are not translated into English at the time of conducting the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it is difficult for the researchers to translate them individually or to submit the documents th

emselves in the form of HWP files, further to the need for preparing the materials in both English an

d Korean, among other difficulties.

Accordingly, moving forward, in the case of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project, it is necessary to pr

opose the administrative system guidelines with the uniformity of the countries in advance, and also co

nsider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for planning and evaluating in English only from the start.

4) Inadequate Regulations Related to the International Joint Research's Performance Results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ought to be approached from the national strategy level by considering t

he systematic acceptance of overseas advanced technology and the prevention of unauthorized leakage 

of Korean core technology. However, the present lack of law makes it very difficult to effectively imp

lement such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erformance management policies.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the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in which public funds are injected, considering 

the proposition that the acquisition and use of the project results should be beneficial to the national i

nterest, there is a problem in allowing parties to each agreement to decide arbitrarily as in the presen

t. There also seems to be difficulties in executing the actual agreements. In addition, as the globalizati

on of science and technology progresses,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will increase further (Yoon Jong-

Min et al., 2009). In order to effectively respond to this,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 national perform

ance management system and a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for research institute which conducts 

the actual research projects. This is because the execution and management of the research and devel

opment agreements, which are the premise of the achievement management, depend on the capacity a

nd the operating system of the unit institution. However, as we have seen, Korean public research inst

itutes have not developed or managed their own regulations or operating systems.

That is, in the past,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itself was not facilitated, and the joint research field 

was conducted mainly across fundamental sciences such as high energy and physics, failing to attract 

much interest nor yield much research product such as patent. However, as the international research 

environment has greatly expanded, the scope of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has expanded to advanced 

application fields such as IT, BT and NT, and the types of joint research are further diversified into jo

int research agreements, corporate research institutes, invitation of scientists, etc. It is also anticipated 

that there will be conflicts of interest among the joint research participants in the ownership of the r

esearch performance achievements, and the occurrence of important achievements such a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hich could have a large impact on national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industrial dev

elopment.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operate a systematic legal system at the national level for th

e management of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results, a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reasonable syst

em.

6.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nd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the international joint r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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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 conducted by the researchers who have actually conducted or are engaged in the international joi

nt research, based on which to identify difficulties involved in implementing the international joint rese

arch and propose the ways of facilitating the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in the future.

As a result, first, as for the current status of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engineering was found to 

be 43.36%, which was found to be the field in which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is most actively cond

ucted, international joint researches are conducted for the formation of international research network 

and achievement at global level. As for the nature of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over half were foun

d to be the fundamental researches, and the selection of research field and cooperating country was c

onducted autonomously ensuring that joint researches are conducted at most. The selection of overseas 

researchers was conducted based on contact or personal friendship in the course of research and wor

k, and most of the consultations were conducted by email, and they visited international conferences o

r in person to other countries for consultation. It was also found that research information is the most 

commonly shared when conducting the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and the form of main cooperation i

s research paper work.

Second, the results of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show that many researchers are satisfied with the 

results of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As a result of the research, it has been shown that the researc

h result is the network of a continuous research cooperation with papers, and in cooperation with over

seas researchers who are excellent in performance excellence, the selected Korean researchers have e

nhanced their competency and demonstrated their excellence relative to other projects such as by exc

ellent research paper submission and publications in cooperation with excellent overseas researchers.

Third, the budget deficit turned out to be the largest difficulty for conducting international joint rese

arch, and there was insufficient administrative system (form, project management method, etc.), and th

e lack of guidelines and roadmap for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was apparent. In addition, as for the 

improvement of the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project, there apparently were research fund support p

roblems (such as the lack of research funds), issue of research period, research performance index pro

blems, and the selection of research projects.

Lastly, for the support policies required for conducting joint research, it was found that support for 

the formation of a continuous cooperation network, support of the government through the mid-and lo

ng-term plans and strategies, introduction of a project implementation system reflective of the charact

eristics of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and support for strengthening administrative support for the ove

rall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by the institution of affiliation are needed.

Moving forward, it will be necessary to ensure the autonomy of research subjects in order to facilita

te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build infrastructures for the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guidelines and c

ontracts, simplify and unify the administrative work system, and supplement regulations on performance 

achiev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