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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과학기술혁신 전망 2021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Outlook 2021)은 OECD 국가 및 여러 주요 파트너 국가의
과학기술혁신(STI)정책 주요 동향을 검토하는 보고서 시리즈 중 가장 최신
판(edition)이다.
본 판(edition)은 과학 및 혁신 커뮤니티의 전례 없는 참여를 촉발한
코로나바이러스-2019(COVID-19)의 전세계 유행에 초점을 두었다. 공공
연구 기관 및 조직, 민간 재단 및 자선 단체, 의료 산업 부문은
최단기간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수립하였다.
과학과 기술은 COVID-19의 유일한 출구 전략을 제공하였다. 과학기술은
바이러스와 그 전파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수백 개의 후보
백신을 단기간에 개발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COVID-19
대유행은 최근의 그 어떤 위기보다 향후 다가올 위기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데 과학과 혁신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게 하였다.
COVID-19 대유행은 미래 위기에 대한 전반적인 회복력 향상을 위해
개선해야 하는 연구 혁신 시스템의 한계점들을 드러냈다. 따라서, 보다
지속가능하고(sustainable) 포용적이며(inclusive) 회복력 있는(resilient)
연구와 혁신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정책을 고민해야 할 때이다.

STI 시스템의 COVID-19 대응은 결단력 있고 신속하며 중요했다.
연구 및 혁신 시스템은 여러 측면에서 COVID-19에 인상적으로 대응하였고 유례없는 속도로
효능 높은 백신 후보들을 개발하였다. COVID-19은 연구 및 혁신 시스템의 고유 역량과
유연성을 입증하는 동시에, 회복력 있는 미래 대비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부분을 드러나게
하여 연구 및 혁신 시스템의 한계를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COVID-19 대유행은
연구 발간물에 대한 개방적 접근, 디지털 기기 사용 증가, 과학기술혁신 국제협력 증대, 다양한
형태의 민-관 협력 촉진, 시민 과학자(citizen scientists), 메이커 운동(maker movement) 및
자선가들과 같은 새로운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등 이미 진행 중인 트렌드를 가속화하는
촉매제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OVID-19 대유행은 심각한 타격을 입은 분야의 주요
생산 및 혁신 역량을 위태롭게 하는 등 혁신 시스템의 주요 문제점들을 노출시키고 있다.

각 국 정부는 COVID-19 관련 연구와 혁신을 위한 대규모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였다.
대유행 초기 몇 달 간, 전 세계 국가 연구 자금 기관들은 COVID-19 연구개발(R&D)에 약 50억 달러를 긴급
지원하였다(그림 1). 여기에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약 3 억 달러(중국 제외), 유럽 8억 5천만 달러 이상,
북미 35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포함된다. 이 기간 중, 자선 단체 역시 주요 국제 협력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COVID-19 연구에 최소 5억 5천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그러나 2020년 하반기에는
국가 자금 기관들이 COVID-19 관련 연구지원을 기존 프로그램에 통합함으로써 COVID-19 R&D의 식별 및
측정이 어려워졌다. 해당 연구 지원이 다른 분야에 지원될 자금을 전용한 것인지, 만약 전용된 것이라면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분명한 것은 COVID-19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광범위한 연구
커뮤니티가 참여하면서, 타 분야에 지원되어야 할 자금이 근거없이 COVID-19 연구에 전용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림 1. COVID-19 연구 자금 프로그램 및 규모 변화

참고: 본 데이터에는 중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의 데이터가 포함되지 않았고, 약속된 자금이 실제 투자되었는지 추적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 수치를 해석함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예상 자금 수준이 아직 완전히 알려지지 않았고, 자금의 구조가 검증되지 않았으며, 일부
자금 제공자들은 지원 규모를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체 투자 규모는 분명 과소 책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자금이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중복 계상되었을 수도 있다. 4월에 나타난 급격한 증가는 일부 주요 자금 기관들이 주요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을 확정한 것과 관련이 있다.
출처: OECD, 데이터는 자금 제공자가 공개한 출처에서 수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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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대유행은 과학계의 전례 없는 동원을 촉발시켰다.
2020년 1월부터 11월까지, 약 75,000건의 COVID-19 관련 과학계 연구발간물이 발표되었다. 일반적으로
생물 의학 분야의 오픈 액세스(open-access) 출간이 절반 이하인 것에 비해, 이번 COVID-19 연구발간물은
4분의 3 이상이 오픈 액세스로 발표되었다(그림 2). 연구발간물의 수는 미국이 가장 많고 중국과 영국이 그
뒤를 잇는다(그림 3). 연구 데이터베이스와 과학 출판계는 과학계가 COVID-19 관련 데이터와 연구발간물을
신속히 공유할 수 있도록 유료 장벽을 없앴다. 이번 계기로 사전 인쇄물(심사나 발간 이전 단계의 학술
논문)이 의학 연구 분야에서 더욱 보편화되고 과학적 발견이 더욱 빠르게 확산되었지만, 이와 동시에 품질
보증에 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발전은 과학계가 장기적으로 볼 때 더욱 개방적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알리는 중요한 변화이다.
그림 2. COVID-19, 당뇨병, 치매 관련 오픈 액세스 연구발간물, 2020년 1월-10월
전체 및 전문 무료 PubMed 연구발간물

참고: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이고, 연구발간물은 다음 유형의 심사 완료 논문을 포함한다: 서적 및 문서, 임상시험,
메타 분석, 무작위 통제 실험, 리뷰 및 체계적 문헌 고찰
출처: 미국 국립보건원(US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PubMed 데이터 기반 OECD 산출, https://pubmed.ncbi.nlm.nih.gov.
(2020년 10월 30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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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74,115개의 문서를 포함한다. 연구발간물은 다음 유형의 심사 완료 논문을
포함한다: 서적 및 문서, 임상시험, 메타 분석, 무작위 통제 실험, 리뷰 및 체계적 문헌 고찰
출처: 미국 국립보건원(US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 PubMed 데이터 기반 OECD 및 OCTS-OEI 산출,
https://pubmed.ncbi.nlm.nih.gov/ (2020년 11월 30일 기준).

OECD 과학기술혁신전망 2021

5

연구 활동 외에도, 과학자들은 COVID-19 대유행에 대한 공중 보건 및 기타분야 정책 대응 의견을
제공해왔다. 긴급한 상황 하에서 과학자들은 불가피하게도 불완전하고 수시로 변하는 증거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대중의 확신과 신뢰를 증진시켜야 했다. 그러나 각국 정부가 COVID-19 대유행의 새로운 국면에
맞닥뜨리며 정책 입안자들과 대중에게 전달된 과학적 조언이 여러가지 이유로 점점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각국 정부가 불확실성에 신중하게 접근하여 잠재적 가능성에 대해 정확하게 발표하고
실수에 대해서도 투명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각국 정부는 사회 과학을 포함한 다양한 전문 지식을
수렴하여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시사한다.

혼란의 위기에도, 과학자들은 연구활동을 지속했다.
과학자들은 디지털 도구(digital tools)와 개방형 데이터 인프라(open-data infrastructures)를 활용하여
봉쇄(lockdowns) 조치로 중단된 실험실 또는 현장 밖에서도 연구를 지속할 수 있었다. 2020년 OECD 과학
분야 설문조사(OECD Science Flash Survey 2020)에 의하면, 과학자 4분의 3 이상이 2020년 어느 시점부터는
재택근무로 전환했으며, 그 중 약 3분의 2가 이번 위기의 결과로 연구에 디지털 도구 사용이 증가했거나
또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그림 4).
그림 4. COVID-19 위기가 과학자의 연구활동(work)에 미친 영향

참고: A는 “최근 몇 주 혹은 며칠 동안 COVID-19 비상사태가 심화함에 따라 귀하의 작업이 (i) 중단되었습니다, (ii) 정상적으로
지속되었습니다, (iii) 심화되었습니다, (iv) 강도가 경감되었습니다, (v) COVID-19 관련 주제로 전환되었습니다, (vi) 재택근무로
전환되었습니다.” 라는 진술에 대한 과학자들의 응답 비율을 보여준다. B는 "현재 위기의 결과로, (i) 연구를 위한 디지털 도구 사용,
(ii) 과학적 정보 및 데이터 접근, (iii) 연구 가능 시간, (iv) 연구 자금 지원, (v) 연구 자료 및 시설 사용에서 개인적으로 변화를 경험했거나
변화를 경험하기를 기대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과학자들의 응답 비율을 보여준다.
출처: 2020년도 OECD 과학 플래시 조사(OECD Science Flash Survey 2020),
https://oecdsciencesurveys.github.io/2020flashsciencecovid (2020년 10월 12일 기준).

위기 대응에서 기업의 혁신 잠재력이 발휘되었다.
민간 부문은 이번 보건 비상사태에 최대한 강력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혁신 솔루션을 제공했다.
많은 기업이 사업 운영을 위하여 디지털 기술을 신규 배치하거나 확장했고, 바이오 제약 산업은 학계와
협력하여 COVID-19 약물 및 백신을 위한 수백 건의 임상 시험을 개시하였다(그림 5). 이러한 노력에는 학술
창업기업(Academic start-up companies)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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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국가별 등록된 COVID-19 백신 및 약물 연구
2020년 1월부터 12월 8일까지 등록된 COVID-19 연구 수

참고: 위 도표는 미국국립보건원(NIH)의 ClinicalTrials.gov에 등록된 COVID-19 연구 수를 보여준다. 국제 의학 저널 편집자위원회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는 임상 시험 연구 결과의 발간 조건으로 실험 등록을 요구한다. 다중 국가
연구는 각 국가별로 집계되었고, 연구 수가 반드시 각 국가 내에서 수행된 연구의 폭이나 깊이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출처: 미국 국립보건원 (US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www.ClinicalTrials.gov (2020년 12월 8일 기준).

COVID-19 대유행 초기 몇 달간 관찰된 또 다른 현상은 의료 및 기타 응급 장비 부족에 대처하는
“검소한(frugal) 혁신”의 급속한 발전이었다. 일반 대중도 온라인 포럼 및 메이커 스페이스를 통해 검소한
혁신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기회를 통해 엔지니어와 과학자들은 산소호흡기와 기타 의료
장비를 재설계함으로써 현장에서 구할 수 있는 부품으로 필요 의료장비를 신속하게 생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국이 백신 생산과 유통을 늘려야 함에 따라 이러한 혁신의 필요성은 지속될 것이다

신흥 기술은 전염병과 그 영향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디지털 및 바이오 의료 기술은 COVID-19 대유행의 영향을 방지하고 의료적 해법을 찾는데 필수적이고
괄목할만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특히 신속한 백신 개발에 매우 큰 역할을 한다. 공학생물학(Engineering
biology)과 로봇공학(robotics)이라는 두 가지 신흥 기술은 사회의 보건 회복력을 개선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공학생물학은 생명공학(biotechnology)을 생물학보다는 공학에 가깝게 해석하고 산업 생산에 더욱 중점을
둔다. 혁신적 기술인 바이오 파운드리(Biofoundry)는 아이디어에서 제품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을 크게
단축시키고 바이오 제조의 신뢰도와 재현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바이오 파운드리는 실험실 로봇들을 조화롭게
사용하여 상세하고 복잡한 작업과정(workflow)을 수행하는 고도로 자동화된 시설인데, COVID-19
mRNA(messenger RNA, mRNA) 백신(예: 임상 시험을 최초로 통과한 화이자-바이오앤텍(Pfizer-BioNTech) 및
모더나(Moderna) 백신)은 특히 이러한 방식에 적합하다. 로봇 공학은 바이오 파운드리에서의 활용 외에도
실험실 연구, 수술 및 재활치료에서부터 의약품 전달, 폐기물 운반, 외로움 퇴치, 의료 진단 및 치료 개선에
이르기까지 사회의 보건 회복력을 향상시키는 여러가지 역할을 할 수 있다. 각국 정부는 이러한 기술의 개발
및 구축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R&D 및 민관 협력사업 지원 등을 포함하는 여러 정책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

기업 연구와 혁신의 영향은 균일하지 않았다.
COVID-19 위기는 혁신 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을 중단시켰다. 총량 기준으로 볼 때, 기업의 연구 및 혁신
투자는 경기 순응적(pro-cyclical)이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는 위축되기 쉽다(그림 6). 그러나 이번 위기는
다를 수 있다. R&D에 가장 큰 비용을 지출하는 일부 기업의 경우 이번 위기 기간에 오히려 R&D 활동을
확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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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디지털 및 제약 부문의 일부 기업들이 COVID-19 대유행 기간에 R&D 투자를 늘리며 번창했지만,
반대로 자동차, 항공 우주 및 방위산업을 포함한 다른 부문의 주요 기업들은 R&D 지출이 감소했다(그림 7).
그림 6. 경기순환(business cycle)이 기업 R&D 및 정부 지원에 미치는 영향
OECD 지역, 연간 성장률

참고: 2008년 정부-재정의 민간기업연구개발비(BERD) 추산치는 기업에 대한 미국 연방정부 자금지원 사업의 중단을 어느 정도
반영한다. 이는 정부-재정의 국내연구개발비 총지출(GERD) 추산치에도 어느 정도 (BERD에 대한 영향보다는 적게) 반영되었다.
출처: OECD 주요 과학 기술 지표(데이터베이스), http://oe.cd/mst (2020년 10월 기준).

그림 7. 일부 R&D 기업의 R&D 비용 및 수익 성장
2019년 4 ~ 9월과 2020년 4 ~ 9월 기간의 백분율 변화

참고: R&D 성장률은 명목 기준이며, 2019년 4월부터 9월사이와 2020년 4월부터 9월 사이에 측정되었다. 데이터는 시스코(Cisco,
5월부터 10월)와 오라클(Oracle, 3월부터 8월)을 제외하고, 4월 초부터 9월 말까지의 6개월 기간을 반영한다. 프라스카티
매뉴얼(Frascati Manual)에 따라 작성된 공식 R&D 통계에서 명시하듯이, R&D 비용에 대한 기업 보고는 프라스카티 매뉴얼상의 R&D
지출과 일치할 필요가 없다. 방법론에 관한 정보는 아래의 StatLink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2020년 12월 발표된 분기별 기업 재무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 OECD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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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위기는 재택근무(telework), 전자 학습(e-learning), 전자 상거래(e-commerce) 및 기타 활동을
촉발시키는 디지털 기술의 사용을 가속화했다. 이 같은 기술 활용은 경제와 사회의 일부를 꾸준히 작동시켜
전염병 영향을 완화시켰다. 이러한 변화가 영구적 전환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지만, 디지털 혁신의
진보를 견인하고 이와 공진화하는 지속적인 변화에 대한 강력한 징후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위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산업 분야 간 디지털 기술 활용에 있어서의 기존 격차를 악화시킬 수 있다. COVID19 대유행으로 인한 디지털화가 지속적으로 가속화됨에 따라, 기술 활용의 불균일한 확산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는 디지털 수용 기업(digital adopter)과 디지털 후발 기업(digital laggard)
간 생산성 격차를 넓히고 후발 기업의 취약성을 심화하여 경제 회복력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을 위한 디지털 도구 채택 및 확산을 촉진시키는 정책적 노력이 매우 필요할 것이다.

COVID-19에 대처하는 다수의 연구와 혁신은 국제적으로 이루어졌다.
과학과 혁신 부문의 COVID-19 대응은 국가적, 국제적 노력의 혼합이었다. 2020년 8월까지 약 20억
달러(공공과 민간 자금 혼합)가 국제공동연구에 약정되었으며(그림 1), 주로 COVID-19 백신 개발을 위한
감염병혁신연합(Coalition for Epidemic Preparedness Innovation, CEPI)과 세계백신면역연합(Global
Alliance for Vaccines and Immunization, GAVI)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러한 노력은 사전에 검증되지 않은
글로벌 차원의 기술적, 제도적 혁신에 기반하여 신속한 백신 개발을 가능하게 했다.
미국과 중국이 COVID-19 관련 연구 발간물의 주요 기여국(그림 8)이고, 두 나라 연구발간물 중 약 4분의
1이 다른 국가 연구자들과 공동 저술로 진행되었다. 그 밖에 COVID-19 관련 국제 연구 협력 참여도가 높은
국가는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호주, 캐나다, 인도이다.
그림 8. COVID-19관련 바이오 의료 연구에서의 국제 과학 협력
2020년 1월부터 11월 30일까지, 전체 수

참고: 커뮤니티라고도 알려진 4개의 클러스터 지도는 국가 제휴 서지 데이터(economy affiliation bibliographic data)를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국가는 상호연결성을 바탕으로 클러스터가 정해진다. 항목의 색상은 각 항목이 속한 클러스터에 의해 결정된다. 항목이
중요할수록 항목의 라벨과 원이 커진다. 항목 사이의 선은 관계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두 국가가 서로 가까이 위치할수록 연관성은
더욱 강해진다. 국가 간 가장 강력한 공동 저작 관계도는 선으로 표시된다. 이 지표에 대한 지역 속성은 전적으로 PubMed에 등록된
저자 및 발행인이 보고한 국가 소속 정보를 기반으로 한다. 더 많은 방법론적 정보는 아래의 StatLink에서 찾을 수 있다.
출처: 미국 국립 보건원(US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 PubMed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OECD 및 OCTS-OEI 산출
https://pubmed.ncbi.nlm.nih.gov (2020년 11월 30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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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과학기술혁신(STI) 정책은 지속가능성, 포용성, 회복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세계는 여전히 COVID-19 위기에 처해 있으며 많은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각국
정부가 COVID-19 해결책 마련과 부정적 영향 완화를 목표로 하는 과학 및 혁신 활동 지원을
지속하는 동시에 불균등한 분배 효과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정부가 COVID-19 대응의
올바른 균형을 추구하고자 할 때 정책을 위한 과학이 주목받을 것이다. 이것은 과학과 사회의
관계에 장기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중의 과학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줄 것이다.
많은 국가 정부가 COVID-19 대유행을 보다 지속가능하고 공정하며 회복력 있는 사회로의
전환 필요성을 상기시키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방향은 이미 여러 국가의 회복
정책에서 강조되고 있고, 무엇보다 R&D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학 및 혁신은 이러한
변화를 촉진하고 실현하는 주요 주체인 한편, 이번 COVID-19 대유행에서 이러한 잠재력
실현을 가로막는 연구 및 혁신 시스템의 한계가 노출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STI 정책이 재고되어야 한다. 각국 정부는 지속 가능성, 포용성, 회복성을 지향하는
과학과 혁신을 이룩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그림 9). 현재의
연구 시스템은 다면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학제적(Transdisciplinary) 접근에서의 개혁이
필요하다. COVID-19 과 같은 위기에 대처하는 사회 능력을 향상시키려면 다양한 경력 경로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박사 및 박사 후 교육과정도 개혁해야 한다.
많은 사회 문제는 글로벌 도전과제들과 연계되어 있으므로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국제협력이 필수적이다. COVID-19 대유행으로 인한 국제협력의 추진력은광범위한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글로벌 연구개발 협력 체계 구축의
기회를 제공한다. 여러 주요 불확실성은 향후 몇 개월 혹은 몇 년 간 지속될 것이며, 각 국
정부는 급변하는 상황에 적응하고 학습할 수 있는 역동적인 역량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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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혁신(STI) 정책 믹스(Policy Mix)는 보다 목표지향적(targeted)이어야 한다.
현재의 위기는 정책은 혁신을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적용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각국 정부는 특히 시급한
사회 과제 해결을 위한 혁신 실행 체계, 수단, 역량을 갖춘 혁신 지원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야 한다.
OECD 국가 내 70%에 달하는 기업이 R&D를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히 시장 신호가 불충분하고
조정이 어려운 경우, 회복 정책(recovery package)에는 민간 부문 혁신이 지속가능성 및 회복력 목표를
갖도록 하는 여러 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때 정책 조치는 공공 부문 투자와 미래 수요 보장을 통해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
그림 10. 기업 R&D지원 정책 믹스 변화, 2000-18
OECD 국가 R&D 정부 자금, GDP로 표준화한 주요 수치 지수 값, 2007=1

참고: R&D 지출 정부세 감면(GTARD) 추정치의 일반 및 국가별 참고 사항은 http://www.oecd.org/sti/rd-tax-stats-gtard-ts-notes.pdf
을 참조하였으며, 이 도표는 GTARD 수치를 제외한 OECD 37개국 수치를 표시하고 있다. 관련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는 이스라엘은
제외되었다. 직접 지원 추정치에는 정부의 R&D 보조금 및 R&D 서비스의 공공 조달이 포함되지만, 전액 상환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출
및 기타 금융 상품은 제외되었다.
출처: OECD R&D 감세조치 데이터베이스, http://oe.cd/rdtax, 2020년 11월.

지난 수십 년 간 OECD 회원국 및 파트너국 전반에서 R&D 세제혜택이 확산되고 관대해지면서(그림 10),
기업 R&D지원 정책 믹스는 직접 지원 방식(예: 계약, 보조금 또는 상)보다는 조세에 더욱 의존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OECD 회원국 전반에서 세금 지원이 2006년 36%이었던 데 비해 2018년에는 총 정부 지원의
약 56%를 차지했다(그림 11). R&D 세제 혜택은 기업 혁신을 장려하는 데 효과적이며 간접적이고 그 대상이
없어 점진적 혁신을 창출하는 경향이 있다. 잘 설계된 직접 지원 방식의 R&D는장기 고위험 연구를 지원하고
공공재(예: 보건)를 창출하거나 지식 창출 가능성이 높은 혁신을 목표로 하는 데 보다 적합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신흥기술 지원 정책을 책임 있는 혁신 원칙을 가진 광범위한 공공 정책 임무와도 연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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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기업 R&D를 위한 정부 직접자금 및 조세 지원, 2018
GDP 대비 비율

참고: R&D 지출 (GTARD)의 정부 세금 감면 추정치에 대한 일반 및 국가별 정리는 http://www.oecd.org/sti/rd-tax-stats-gtard-tsnotes.pdf 를 참고한다. BERD의 직접 자금 총액 추정치는 OECD 37개국을 포함하고 있으며, OECD 연구개발 세금 지원 총액 추정치는
연구개발 세금 감면 추산이 불가능한 이스라엘을 제외한 36개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 직접 지원 수치는 브라질을 제외한 국내
연구개발 지출만을 의미한다. BERD의 총 OECD(EU) 직접 자금의 추정치는 37개의 OECD(EU 27개국) 국가를 포함하는 반면, 총
OECD(EU) 연구개발 세금 지원(중앙 정부 수준) 추정치는 연구개발 세금 감면 추정치가 나오지 않는 이스라엘(크로아티아)을 제외한
36개 OECD(26) 국가를 포함한다. OECD 추산에 근거한 2018년 EU 정부 지원 BERD.
출처: OECD R&D 세제 인센티브 데이터베이스, http://oe.cd/rdtax, 2020년 12월.

새로운 우선순위를 반영하도록 정부 R&D 지출을 전환해야 한다.
지난 30년간의 4개 지속가능개발목표(SDG) 클러스터에 대한 정부 R&D 지원을 잠정적으로 맵핑해 본
결과(그림 12), 산업과 지식에 대한 지원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는 R&D 세제 혜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보건과 사회를 위한 자금은 2009년에 정점에 도달했지만, 지구와 인프라 SDG에
대한 R&D 지원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만약 COVID-19 대유행의 여파로 건강과 환경이 점점 더
우선시되고 기후 비상사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 이러한 경향은 향후 몇 년 간 급격히 변화할 수 있다.
이는 특히 R&D 세제 혜택이 향후 정책 믹스에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할 경우 더 그러할 수 있다.
그림 12. SDG 관련 클러스터 범주별 정부 R&D지원 총 추정치, 1990-2018
백만 달러 고정 PPP 가격

출처: OECD (2020). “OECD 주요 과학 및 기술 지표. 2020년 2월 연구 발간물 R&D 하이라이트”,
과학기술혁신국, .www.oecd.org/sti/msti2020.pdf

OECD 과학기술혁신전망 2021

12

정부 부채 증가는 긴축으로 이어져 연구와 혁신 정책에 대한 어려운 선택에 직면할 수 있다.
COVID-19 대유행의 경제적 비용이 증가하면서 정부의 재정 확보 역량이 많은 국가에서 주요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모든 국가의 정부 부채는 전례 없이 높아 글로벌 금융 위기 시기 수준을 훨씬 웃돌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은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와 같이 STI 정책의 범위와 규모를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다(그림 6). 예산이 제한되면 정책 입안자들이 연구와 혁신 지원의 우선 순위를 결정해야 하는 어려운
선택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COVID-19 대유행 여파로 보건 분야 연구와 혁신에 많은 자원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지만, 총 자금 규모가 변경되지 않거나 감소할 경우 다른 분야의 연구와 혁신 분야 자원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복잡하고 다면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초학제적(Transdisciplinary)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과학 부문 보상 구조는 고위험 및 학제간 연구에 대한 동기를 저하하고 데이터 공유를 저해하며
연구자의 직업 이동성을 감소시키는 문제에 대해 개혁되어야 한다. COVID-19과 지속가능성 전환과 같은
복잡하고 다면적인 특성을 갖는 문제는 현재의 연구 시스템 규범과 제도에서는 잘 채택되지 않는 초학제적
접근 방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지금까지 작동되어온 과학의 학제적, 계층적 구조를 조정하여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학문과 분야가 참여하는 초학제적 연구를 가능케 하고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각국 정부는 정책 이니셔티브의 조합으로 이러한 조정 과정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그림 13).
그림 13. 학제간 연구 촉진을 위해 채택되는 가장 일반적인 국가 정책 수단
국가 정책 이니셔티브 수

출처: EC/OECD (2020), STIP Compass: 과학기술혁신 정책 국제 데이터베이스(STIP), 2020년 11월, 15일 판, https://stip.oecd.org

다양한 경력 경로(career paths) 지원을 위해 대학원 교육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COVID-19 위기는 STI 전문 지식의 필요성이 공공 실험실에만 국한되지 않고 기업, 정부 및 NGO에게도
중요하게 적용되어 사회 회복력에 기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다양한 경로의 경력을 지원하도록 박사 및
박사 후(post-doc) 교육을 개혁하는 것은 COVID-19와 같은 위기에 대처하는 사회 역량을 향상시키고,
과학적 대처를 필요로 하는 기후 변화 같은 장기 과제에 대응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러한 개혁은 수많은
초기 경력 연구자들의 불안감을 완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초기 경력 연구자들이
영구적인 학문적 지위에 대한 전망 없이 단기 계약으로 고용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OECD 국가의
박사 학위 소지자 수는 25% 증가했지만, 이에 상응하는 학문적 직위는 증가하지 않았다. COVID-19 대유행은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OECD 과학분야 설문조사(OECD Science Flash Survey)에 참여한
과학자의 절반 이상은 이번 위기가 그들의 직업 안정과 경력 경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한다(그림 14).
보다 새롭고 매력적인 경력 경로 제도는 학계 안팎 및 타 연구분야로의 이동성 보장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대안적 경로 선택권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인 및 집단의 과학 기여도 평가에 대한
새로운 유인과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이번 COVID-19 위기는 데이터 집약 과학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따라서, 학계는 숙련된 디지털 연구 전문가 및 과학자 집단을 교육하고 수용해야 한다.

OECD 과학기술혁신전망 2021

13

그림 14 COVID-19 위기에서의 연구 경력에 대한 과학자의 기대

참고: A는 "현재 위기의 결과로 당신은 직업 안정 및 경력 경로에 변화를 경험했거나 경험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과학자의 응답 비율을 보여준다. B는 "과학 경력의 긍정적 측면에서, 과학 분야가 현재의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모든 응답의 비율을 보여준다.
출처: 2020년도 OECD 과학 플래시 조사(OECD Science Flash Survey 2020), https://oecdsciencesurveys.github.io/2020flashscience
covid (2020 년 10월 1일 기준).

글로벌 도전과제는 글로벌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
COVID-19 대유행은 글로벌 문제이므로 국제 협력 및 협업이 수반되는 글로벌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어떤
국가도 단독으로 COVID-19를 극복할 수 없다. 연구 단체와 바이오 제약 회사가 COVID-19 백신을 개발하는
속도는 수 년간의 기초 연구 투자에 기반한다. 또한, 이 백신 빠른 개발 속도는 새로운 병원체가 출현하면
활성화될 수 있는 신속한 기술 플랫폼 개발을 위해 조성된 최근의 국제협력 제도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러한 비교적 새로운 노력들은 잘 시도되고 있지만, 여전히 자금이 부족하여 자금 조달을 위해
특정 소수 국가 및 자선 기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COVID-19 대응 추진력을 활용하여 각국 정부는
현재의 국제협력 노력이 R&D 대비책이 중요한 기타 글로벌 도전과제로 확대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R&D 대비책은 다양한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 능력을 향상시킬 기술 플랫폼, 인프라 및
협업 네트워크를 포함한다.
각국 정부는 새로운 자금 및 거버넌스 체계를 위해 협력하고, 기업 및 민간 금융이 다국적 및 국내
개발은행과 협업하여 글로벌 도전과제를 위한 STI 솔루션을 공동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속하고 전례 없이 이루어진 이번 COVID-19 백신 민-관 R&D 자금동원과 글로벌 확산은 새로운 혁신 자금
모델이 STI 국제협력을 통해 글로벌 도전과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수많은 COVID-19관련 국제 과학협력이 연구자들 스스로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기존 연대를 기반으로
구축되었다. 예를 들어, 중국과 OECD 국가 간의 연구 협력은 최근 몇 년 동안 크게 성장했는데 이는 COVID19 공동 발간 패턴에 반영되었다(그림 15). 중국의 R&D 지출은 2018년 미국 GERD의 80% 수준에 달하면서
세계 2위의 R&D 수행국으로 성장하였다(그림 16). 그러나, 일부 협업에서의 개방성 및 상호성 결여가 중국
국제협력 연구활동의 미래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각국 정부는 과학적 협력과 공정한 이익 분배를
보장하기 위해 신뢰를 구축하고 공동가치를 정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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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파트너 국가별 COVID-19 의료연구 국제 과학 협력 비율
상위 5개 국가별 상위 5개 협력 국가, 총 문서 수(분산 수), 2020년 1월 ~11월

참고: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고, 74,115 건의 연구문서를 대상으로 하였다. 미국은 16,964건을 공동 저술했다.
그 중 84%는 국내 저자와의 공동 저술이었고, 나머지는 국제 협력에 참여한 것이다. 미국의 최다 협력 파트너는 중국이며, 미-중 협력은
COVID-19 관련 의학 연구가 모든 미국 연구 발간물의 5.5 %를 차지한다.
출처: 미국 국립보건원(NIH) PubMed 데이터 기반 OECD 및 OCTS-OEI 산출, https://pubmed.ncbi.nlm.nih.gov (2020년 11월 30일
기준).

그림 16. R&D 국내 총지출(GDP), 2000-18년
백만 달러, PPP 고정 가격

출처: OECD MSTI 2020/1(8월 업데이트), .http://www.oecd.org/sti/msti.htm

미래 과제에 대응하는 정부 역량 구축은 그 자체로 주요 도전과제이다.
공공부문의 STI 정책 수행 역량 개발은 점점 더 중요한 관심사가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정책에서 점점
중요해지는 회복력 구축은 정책적 민첩성이 요구되는데, 급변하는 환경에서 적응하고 학습할 수 있는
역동적 역량을 필요로 한다. 각국 정부는 주요 불확실성과 이에 대한 STI 영향을 평가하며 미래 충격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노력에 다양한 지식과 가치를 포착하기 위하여 이해 관계자
및 시민을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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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주요 불확실성이 향후 몇 개월 또는 몇 년간 지속되어 연구 혁신 시스템을
위협하겠지만, 분명 사회의 거대 도전과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정책 입안자들은
구조화된 체계(framework)를 활용하여 위기의 진화와 파급 영향을 STI 정책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그림 17). 이 체계는 정기 지표 기반 모니터링과 함께 적용될 경우 정책
입안자 및 관계자에게 미래 발전 가능성을 알리는 조기 경보 시스템으로 작동할 수 있다. 또한,
이 체계는 의사 결정자(decision maker)가 추구하거나 혹은 피해야 할 대안적 경로 및 결과도
식별할 수 있게 한다. 실제 불확실성의 형태는 대부분의 경우 선택에 의한 것이므로 정부는
분명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선택을 피하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 OECD STI 전망은
이러한 위기와 기회의 시기에 정책 입안자들의 결정을 도울 수 있는 증거와 분석을 제공한다.

그림 17. STI 전망의 주요 불확실성 체계 및 COVID-19 이후 STI 정책 환경
탐색을 위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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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와 기회 시대
과학과 혁신은 COVID‑19 위기에 즉각 대응하면서 바이러스에 대한 더 나은 과학적 이해를 제공하였고,
백신, 치료법, 진단법 개발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을 위해 전례 없는 수준의 국제
협력과 더불어 공공 및 민간 부문 모두 수십억 달러를 투입하였다. 그러나 현재 전개되고 있는 경제 위기는
기업의 연구 혁신 지출을 크게 줄일 것으로 예상되며,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각국 정부는 경쟁적인 재정 지원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기후 비상사태 대처, 지속가능개발목표(SDG) 달성,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해 과학과 혁신이 가장 필요한 시점에 있는 혁신 시스템에 장기적인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각국
정부는 경기부양과 회복 수단의 일환으로 혁신 시스템 보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지만, 동시에 개혁의
기회로도 활용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과학기술혁신(STI) 정책은 지속가능하고 공정하며 회복력 있는 미래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시스템 전환 의제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OECDS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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