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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황우석 사태 이후 줄기세포연구의 정책변화에 대한 기술을 통해 

한국의 과학기술정치와 거버넌스 특성을 분석하였다. 황우석 사태 이후 한국의 

줄기세포연구가 위축되었다는 일반적인 통념에도 불구하고, 2015년 현재 한국은 

세계 최초 최대의 줄기세포치료제 개발에 성공하였다. 하지만 한국의 줄기세포연

구 역량과 기술경쟁력이 개발성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성과가 도출될 수 있었던 원인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첫째, 정부의 R&D 투자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황우석 

사태 전후의 정책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황우석 사태 이후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정부 지원의 축소에 따른 ‘줄기세포연구의 위기’가 실제 하였는가를 확인하였

다. 둘째, 정부의 정책보고서 및 뉴스보도 등의 문헌분석을 통해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정책적 담론의 변화과정을 기술함으로써 줄기세포연구를 둘러싼 과학기술정

치와 거버넌스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의 줄기세포연구의 개발성과

는 기술 경쟁력 보다는 한국 정부의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투자 및 규제 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주장한다. 더 나아가 기술관료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줄기세

포연구에 대한 정책결정과정은 ‘황우석 사태’를 통한 정책학습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보다는 기존의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는 정책과정을 답습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여전히 과학기술에 대한 민주적 거버넌스가 작동하기 어려운 정책환

경에 있음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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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줄기세포에 대한 희망과 기대는 비단 한국적 상황에서만 발생하는 독특한 

현상은 아니다. 줄기세포가 난치성 질환의 극복, 재생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른 

인류의 수명연장과 국민 보건복지의 증대 및 국가경쟁력 향상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는 줄기세포연구를 지원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공통적인 정책적 지원의 

근거로 작동해왔다. 동시에 줄기세포연구가 초래할 윤리적 문제와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대함에 따라 생명윤리 

논쟁과 더불어 일련의 규제들이 수립되어 왔다. 한국은 200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줄기세포연구 특히, 인간의 

배아를 대상으로 한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생명윤리논쟁이 시민사회로부터 촉발되

어 이를 둘러싼 과학기술정치가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드러나기도 하였다(김

동광, 2005 ;서이종, 2005; 김종영, 2007; 김환석, 2006; 이영희, 2007; 강명구․김
학재․이성민, 2006; Yoon・Cho・Jung, 2010). 그 결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기본법(이하, 생명윤리법)」이 2004년 입법 이후 시행됨으로써 줄기세포연구

는 이 법의 틀 안에서 규제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2005년 겨울 황우석교수의 

논문조작과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문으로부터 촉발된 ‘황우석 사태’는 연구자 

개인 혹은 줄기세포라는 제한된 연구영역을 넘어 한국사회의 과학기술 전반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황우석 사태’의 영향은 과학의 영역을 

넘어 연구수행과 윤리를 포함한 과학기술정책을 결정하는 사회적 영역으로 확대되

었던 것이다(Gottweis & Triendl, 2006). 즉, ‘황우석 사태’ 이후 한국의 줄기세포연

구를 둘러싼 과학기술정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2005년 ‘황우석 사태’ 이후 10여년 동안 한국의 줄기세포연구는 어떻게 

변화해왔는가? 한편에서는 줄기세포연구에서의 국가경쟁력 상실을 우려하였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과학기술에 대한 기술관료중심의 관리와 통제를 넘어 시민의 

참여를 통한 사회적 통제가 강화되어야 할 정당성이 부여된 계기로 평가하기도 

한다(김병수, 2014). 기왕의 연구들은 황우석 사태의 원인을 진단하기 위해 황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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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둘러싼 이해관계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한국사회의 구조적 문제 또는 과학기술 

문화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거나, 과학기술에 대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견제의 정당성

을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황우석 사태’ 
이후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정책 변화와 그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

다. 언론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등장했던 한국의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국․내외적 

신뢰 저하에 따른 생명공학분야의 국가 경쟁력 상실의 위기가 실제 했었는지에 

대한 학술적인 분석과 논의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언론을 통해 일반시

민에게 알려진 바와 같이 정말 한국의 줄기세포연구는 황우석 사태로 인해 경쟁력 

상실의 위기를 겪었을까? 

최근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줄기세포연구는 ‘황우석 사태’로 

인한 위기를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1년 세계 최초 줄기세포치료제가 

식약청으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은 이후 2014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 시판허가를 

받은 줄기세포치료제 5개 중 4개가 한국에서 개발됨으로써 한국의 줄기세포치료제가 

글로벌을 리드하는 기술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줄기세포연구가 

여전히 초기 기술성장 단계에 있음을 감안한다면 한국 정부가 오랫동안 추구해온 

정책목표인 차세대 성장동력으로서 줄기세포연구가 결실을 맺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상황만으로 판단한다면 한국의 줄기세포연구는 경쟁력 상실의 

위기를 겪지 않았거나 빠른 속도로 위기를 극복해 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한국 줄기세포연구의 상업적 성과에 대한 해외의 우려 섞인 

시선 역시 존재한다. 일례로, 네이처메디슨은 2012년 한국의 규제당국이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규제 결정을 너무 빠르게 이동시키고 있음을 우려하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기사화하기도 하였다. 이 기사는 한국의 식약청이 2012년 1월에 두 개 

기업의 줄기세포에 대한 승인을 ‘ 어붙였다(forged ahead)’고 표현함으로써 이러

한 줄기세포치료제에 대한 승인이 이례적이며 또한 대단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Wohn, 2012). 

이 같은 우려가 일면 타당성을 갖는 것은 실제 국내·외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한국의 줄기세포연구 역량과 기술경쟁력은 개발성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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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이다1). 또한, 이전의 의약품과는 다른 성격을 가진 

줄기세포치료제에 대한 새로운 심사 평가관리 체계가 구축되어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가 확립되기도 전에 품목허가가 진행됨으로써 정부당국의 줄기세포치료

제의 안정성 평가와 규제가 타당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2) 따라서 

한국의 줄기세포연구가 절대적인 기술적 우위를 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원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에 이 연구는 황우석 

사태 이후 정체기로 평가됐던 줄기세포연구에서 ‘세계 최초 최대의 줄기세포치료제’
가 개발될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나라의 줄기세포연구정책의 거버넌스 특성에서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비개입적 측정방법인 내용분석과 기존의 통계자료를 

재구성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1차 분석대상인 국가 R&D 투자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줄기세포시행계획」, 「생명공학육성계획」, 관련부처의 보고서 및 보도자

료 등과 같은 정부의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공식적인 과학기술정책계획에 대한 

문헌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해당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R&D 투자에 대한 통계자

료를 재구성하여 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1차 분석은 황우석 사태 

1) 한국의 줄기세포연구의 경쟁력은 줄기세포분야 논문에서 세계 7-8위 수준이며, 줄기세포

관련 특허는 4위- 5위, ( 특허출원은 미국의 약 5% 수준(2012년 3월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줄기세포

관련 임상은 세계 2위로 2014년 1월 기준으로 33개의 줄기세포치료제 임상승인을 받았다

(식약처, 2014.02.27).

2) 실제 줄기세포치료에 대한 정부당국의 평가와 규제 지침은 품목허가 이후에 공식화되었다. 

식약청은 2011년에 "줄기세포치료제심사평가 가이드라인(안)마련을 위한 전문가협의체"

를 통해 제시된「줄기세포심사평가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하고, 이듬해인 2012년 1월 

20일 정식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것임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안)

은 가이드라인의 목적을 “시판허가를 받기 위한 줄기세포기반제제와 관련된 특이적인 

사안들을 다루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줄기세포치료제가 이전의 다른 의약품과는 

다른 특이성을 가짐을 명시하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청, 2011:1). 이후 2014년 12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공고 제2014-134호「줄기세포치료제 심사 평가 가이드라

인」의 제정안에 대한 당월 15일까지의 의견수렴 기간 공지 후, 2014년 12월 30일 「줄기세

포치료제 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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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국가 R&D 투자 변화를 통해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정책변화를 분석하였다. 2차적으로는 언론보도와 국민의식의 변화 등을 조사한 

연구들에 대한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 언론보도의 경우 2005년 1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언론에 보도된 ‘줄기세포연구’, ‘줄기세포 정부지원’, ‘줄기세포 치료제’ 
등을 검색어로 하여 검색한 결과를 이용하였으며, R&D 정책 변화가 있던 시기에 

언론을 통해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대중에게 전달되었는가를 확인하였다. 또한, 

국민의식의 변화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인간줄기세포연구’의 유용성에 대한 

연구결과의 내용을 분석에 인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국가 

R&D 투자의 장기적 추세 변화와 해당 시기에 언론보도와 국민의식의 변화 등의 

문헌연구를 통해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정책적 담론의 변화과정을 기술함으로써 

줄기세포연구를 둘러싼 한국의 과학기술정치와 거버넌스의 특성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2. 한국의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의 변화와 특성

과학기술이 일상화되고 과학기술과 관련한 사회적 논쟁이 격화됨에 따라 정부와 

과학기술 전문가 중심의 전통적인 과학기술정책의 한계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커져왔다. 과학기술 전문가와 정부가 중심이 되는 기술관료중심의 정책결정 과정에

서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일반시민의 참여가 제한적으로 허용되거나 배제됨에 

따라 시민사회로부터 신뢰를 얻는데 실패하고 이로 인해 사회적 합의보다는 갈등이 

증폭되는 사례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2000년대 이후 격렬한 사회적 논쟁을 

일으켰던 새만금・천성산 터널・4대강 사업을 비롯한 개발과 환경 파괴 문제,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광우병 논쟁, 원자력발전소와 

핵 폐기물 처리장 설치 논란 등을 통해 정부, 과학기술 전문가 그리고 시민 간의 

새로운 관계 설정을 통한 새로운 과학기술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서구와 마찬가지로 우리사회에서도 과학기술의 일상화에 따른 과학기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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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증대하고 그 영향력이 커지면서 국가-전문가 주도의 전통적인 

과학기술정책을 탈피해 이제 시민사회가 또 다른 주축이 되는 과학기술 거버넌스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다(Irwin, 2008; 박희제・김은성・김종영, 2014:5, 재인용). 

일반적으로 거버넌스 이론은 정부역할의 변화를 의미하지만 신거버넌스(new 

governance)는 정부중심의 전통적 거버넌스가 가정하는 시장이 추구하는 절차적 

합리성과 국가가 추구하는 실체적 합리성을 배격하고 성찰적 합리성(reflective 

rationality)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신거버넌스는 소수에 의한 결정이

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결정보다 대화, 협상, 조정을 통한 타협이나 동의

(consensus)에 더 큰 가치를 두는 특성을 가진다(Jessop, 2000; 이명석, 

2002:330-331 재인용). 즉, 정부의 일방적인 조정과 결정이 아닌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들 간의 대화와 협상에 근거한 민주적이고 숙의적인 참여거버넌스

의 증대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거버넌스의 변화는 과학기술정책에 있어서도 

기술관료중심의 정책결정에서 일반시민을 포함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숙의적・참여적 거버넌스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작용해 왔다. 

기술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전문성의 영역으로 간주되어 왔던 과학기술영역 역시 

그동안 비전문가로 배제되어왔던 일반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숙의적・참여적 

거버넌스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존의 전통적인 기술관료중심의 정책결정은 과학주의 인식론을 바탕으로 

전문가와 전문관료 중심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기술관료주의란 전문가

주의가 제도화된 공공정책결정의 메커니즘을 의미한다. 일례로 실증주의적 정책학

에서는 정책문제에 대한 정치적 해결보다는 정책문제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제공하

는 전문성에 의존하는 것을 기술관료주의의 특성으로 간주한다(김은성, 

2010:157). 따라서 기술관료들은 일반시민이 비합리적이고 감정적이며 지적 능력

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정책의 결정과정에 참여시켜서는 안 된다고 믿는 

경향이 강했다(이영희, 2010:70). 특히,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과학기술에 대한 

공급지향적 정책수단으로 정부가 전략적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목표지향적이

고 임무지향적인 사업의 성격을 가지는데(윤석환․강근복, 2003; 정병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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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재인용) 이 같은 사업성격은 기술관료중심의 정책결정이 필요한 근거로 작용해 

왔다. 하지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책결정은 일차적으로는 경제적 합리성을 토대

로 수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 분야가 선택되는 과정에서 관련 행위자들

의 가치나 이해관계를 배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순수한 경제적 합리성만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동기라고 볼 수는 없다. 더 나아가 합리성의 산물로 여겨지는 

정책이 합리성이나 객관성과는 거리가 먼 상징의 차원에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과학기술정책이 경제적 합리성만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

계가 경합하고 조정되는 과정을 통해 정치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것은 물론 때로는 

상징을 통한 정치로 구성되기도 한다(정병걸․성지은, 2005; 정병걸, 2007).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책은 정부 관료를 중심으로 한 엘리트

중심, 공급자중심의 기술관료중심정책을 중심으로 전개됨에 따라 거버넌스의 한 

축인 시민참여는 상대적으로 배제되어 왔다. 근래 참여거버넌스의 부상과 함께 

과학기술정책과정에 일반시민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다양한 형태

로 참여하는 모형이 도입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참여거

버넌스 시기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하기도 한다(성지은, 20006; 권기창․배귀희, 

2006). 특히, 「생명윤리법」이 제정되는 과정은 과학기술 거버넌스에서 질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과학기술에 대한 시민참여가 

공식적으로 제도화된 역사가 짧은 한국에서 1998년 인간복제 사태를 계기로 생명공

학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커짐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시민단체들이 연합을 통해「생명윤리법」 제정과정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이는 「생명공학육성법」과 같은 과학기술에 대한 진흥정책이 주를 이루던 기술관

료중심의 거버넌스에서 시민참여를 통한 사회적 규제와 통제가 이루어진 숙의적・
참여적 거버넌스로의 전환의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숙의적・참여적 거버넌스가 과연 기술관료중심의 과학기술 거버넌스 

보다 나은 형태의 거버넌스인가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진행중에 있다. 전문가와 

기술관료를 중심으로 한 의사결정 과정은 시민의 참여를 통한 숙의와 합의 과정보다 

빠른 정책결정과 집행에 있어 경제적 합리성을 지닌다는 점 역시 간과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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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기술관료중심의 거버넌스가 작동하는 기저에는 기술

관료적 전문성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토대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관료적 전문성이 

전제하고 있는 전문지식 자체의 한계가 존재하며, 전문가들 역시 다른 사회적 

행위자들과 마찬가지로 가치로 부터 사실을, 그리고 정책으로부터 정치를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기술관료적 전문성만으로는 복잡한 정책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Collingridge & Reeve, 1986; Jasanoff, 1991; 

Irwin, 1997; 김은성, 2009). 특히, 사실 관계가 불확실하고, 가치 갈등이 존재하며, 

이해관계가 폭넓게 편재해 있으며, 급박하게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소위 탈정상과

학(post-normal science)이 요청되는 상황에서 전문가들로만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탈정상과학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만이 

참여하는 기존의 동료심사(peer review)시스템을 확대하여 전문가 외의 ‘확장된 

동료 공동체’(extended peer communities)와 같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와 

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Funtowicz & Ravetz, 1992; 김은성, 2009: 이영희, 

2010). 이 같은 비판은 결과적으로 시민의 참여와 기술적 전문성간의 상보성을 

요구하게 되며, 지식에 대한 보다 성찰적 접근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기술관료적 

전문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의 참여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Fiorino, 1990; Dryzek, 1994; Fischer, 2000; 김은성, 2009).

한국사회에서도 2005년과 2006년에 있었던 황우석 사태 등은 전문가들의 

윤리성이 도마에 오르면서 전문가 집단과 체계에 대한 강한 회의와 도전이 시민사회

에서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다(김종영, 2011). 이러한 변화의 과정 속에서 기존의 

‘황우석 사태’에 대한 분석들은 대부분 기술관료중심의 성장 지향적 정책지향이 

초래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과학사기가 발생하게 되는 정치․사회적 영향을 다각적

으로 분석해 왔다(김환석, 2006; 김종영, 2006; 이영희 2007; 김병수, 2014; 

Kim, 2014). 이들 연구들 역시 대부분 생명공학과 같은 불확실성이 크고, 이해관계

가 폭넓게 분산되고 경합하는 신기술에 대해 전통적인 기술관료주의적 거버넌스가 

아닌 시민참여를 통한 숙의적이고 참여적인 거버넌스로의 전환이 요구됨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과학기술에 대한 민주적 시민참여의 경험이 서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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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한국사회에서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시민참여의 사례는 그리 많이 

보고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숙의적・참여적 거버넌스로의 당위성이 폭넓게 수용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제도적 측면에서 이러한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하는 점은 보다 진전된 논의가 요구된다. 

거버넌스의 전환에 대한 논의가 민주주의 확대라는 제도적 측면의 변화에 

집중하는 측면이 있다면 특정한 국가나 사회에서 만들어 지는 기술에 대한 ‘사회기술

적 상상(sociotechnical imaginaries)’이 거버넌스와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가하는 

분석은 또 다른 차원의 함의를 가진다. 한국의 배아줄기세포연구를 정치학적 

측면에서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정부의 생명공학에 대한 열정적인 지지가 ‘국민적 

사회기술적 상상(national sociotechnical imaginaries)’이라는 집합적 비전의 

산물임을 보여주고 있다. 비록 생명윤리법 제정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과학기

술정책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과학기술의 참여적 거버넌스를 일정 정도 가능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정부의 사회기술적 상상을 변화시키는데

는 실패했다는 것이다(Kim, 2014:311-312). 즉, 거버넌스의 측면에서 황우석 

사태 이전부터 형성되어 있었던 ‘과학기술의 발전이 곧 국가경쟁력 향상과 경제성장

을 가져온다’는 단선적인 기술개발 논리와 아직 초기 개발 상태에 있는 미결정의 

새로운 생명공학기술에 대한 열정적인 기대와 지지가 결합함으로써 형성된 줄기세

포에 대한 사회기술적 상상은 결과적으로 기술관료중심의 거버넌스가 지속적으로 

관철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 있다. 

줄기세포에 대한 사회기술적 상상은 가시적 상업적 성과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쟁력강화, 경제성장, 난치성질병 극복과 보건복지의 증대 등에 대한 미래의 

기대를 생산함으로써 그 가치를 인정받는다. 줄기세포치료제 개발에 대한 정책들은 

전문가와 기술관료들이 제시하는 수치화된 달성 목표를 통해 기대를 구체화함으로

써 지지를 강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줄기세포연구를 통한 치료제 개발과 같은 

상업적 기대와 기존의 기술관료중심의 과학기술 거버넌스가 결합된 특정한 사회문

화적 맥락 속에서 숙의적・참여적 거버넌스로의 전환은 한계를 노정할 수 밖에 

없다. 황우석 사태 이후 시민단체 활동이 상당히 미약했으며, 황우석 이후 줄기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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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책에 있어 시민사회의 참여와 견제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다는 분석을 

통해서도 과학기술 거버넌스에 있어 시민참여의 한계를 확인할 수 있다(김병수, 

2011). 뿐만 아니라 「줄기세포시행계획」에 명시되어 있는 정책대상으로서의 

시민은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확대해야 할 대상3)으로 고려될 뿐 정책과

정에서 시민들의 참여는 체계적으로 배제되어 있다는 점 또한 이를 뒷받침한다. 

줄기세포연구의 경우 내재한 고도의 불확실성과 이로 부터 야기되는 윤리문제로 

인해 아래로부터의 광범위한 의견수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과학기술분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정책 전 과정을 ‘선택과 집중’이라는 Top down 방식의 

전략적 결정을 통해 실현하는 방식을 취함에 따라 목표달성을 위해 정부주도로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생명공학이 갖는 위험과 윤리문제가 제대

로 고려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손향구, 2009:149). 

따라서 시민사회의 요구는 1차 생명윤리법 제정과정을 통해 사회적 관심과 

의제설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여전히 국가경쟁력과 

경제발전 이라는 프레이밍 속에서 생명공학은 ‘성장’을 위한 도구적 수단으로서 

가치가 부여되고 이에 대한 ‘기대’는 정책기획과정에서 경제적 합리성과 정치적 

합리성을 넘어서는 중요한 의사결정의 근거가 되었다. 특정한 과학기술에 대한 

‘기대(expectations)’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전 사회적 차원에서 

해당 과학기술에 이입된 비전과 전망을 형성하고 투자의 근거로 역할하기 때문이다. 

‘기대’는 과학기술에 대한 ‘통치(governing)’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Konrad, 

2010). 특히, 생명공학과 관련된 집단적 감성은 언론, 정보, 과학자 집단, 공중, 

생명공학 관련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담론과 상상의 영향 아래 형성되는데 ‘황우석 

사태’는 바로 이러한 집단적 감성과 기대가 어떻게 형성하고 작동하는지를 여실히 

드러낸 사례라고 할 수 있다(Rajan, 2006; Rose, 2007; 김종영, 2007). 

3)「줄기세포시행계획」의 중점 추진전략은 4대 전략으로 구분되는데 1) 원천기술확보 2) 

체계적인 임상연구 3) 인프라 구축 4) 생명윤리 정착이 이에 해당된다. 이중 4) 생명윤리 

정착 추진전략은 ‘윤리적인 연구 환경 조성과 제도 정비 및 교육 강화’와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 실시’에 중점을 두고 있을 뿐 줄기세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우려를 반영한 참여의 제도화는 명시적으로 수립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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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한국사회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숙의적․참여적 거버넌스의 부상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공간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기술적 

상상이 기술관료중심의 거버넌스의 작동에 타당성을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거버넌스의 핵심적 행위자이자 주된 축은 정부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과학계가 이를 위한 정책근거를 제공하고 이해관계를 가진 전문가로서 과학기술개

발을 통한 성장주의 정책을 뒷받침해주는 방식으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생명윤리법」의 제정과정을 통해 과학기술에 대한 시민적 참여와 

사회적 통제가 일부 실현되었음을 인정하지만 이는 제한적인 효과만을 낳았을 

뿐이다. 더군다나 황우석 사태 이후 개정 논의 과정에서 진전된 합의를 이루는데 

실패하였음은 물론 이후 생명윤리법 개정과정에서 체세포복제에 대한 제한적 

허용과 난자 수급에 관한 규정들이 조정됨에 따라 개정전보다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김병수, 2014). 같은 맥락에서 ‘황우석 사태’ 이후 생명윤리법의 제정 

및 개정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보다는 여론과 촉발사건의 영향을 받아 급속히 

마무리되는 모습을 통해 시민사회가 아직 성숙되지 않았고, 정책결정 역시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통한 정책산출 보다는 이해관계의 접점에서 급격하게 결정되는 

모습을 보인다(배그린․김민정, 2013:324)는 점에서 참여적 거버넌스로의 전환은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우리 나라의 줄기세포연구정책의 거버넌스는 참여적 거버넌

스로 전환되기 보다는 여전히 기술관료중심의 전통적 거버넌스의 틀 안에서 정책기

획과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과학기술정책결정과정에 

공식적인 시민참여가 제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의미에서 참여적 거버

넌스의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들이 남아있다. 장기비

전을 제시하고 핵심적 현안을 다루는 과학기술관련 위원회에서 시민사회 참여의 

공간이 제도적으로 확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시민참여의 제도화가 

절차적 정당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시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는 상당히 미흡한 

상태라고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박진희・김명진・조아라, 2011; 송위진, 201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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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황우석 사태’ 이후 줄기세포연구의 정책 변화

1) ‘황우석 사태’ 이후 정부의 R&D 투자 변화

‘황우석 사태’ 이후 눈에 띄는 정책변화는 2006년 5월 29일에 발표된「줄기세포

연구 종합추진계획」으로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장기적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이다. 

「줄기세포연구 종합추진계획」은 ‘황우석 사태’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가 완료되기 

전인 2006년 1월 국정현안조정회의를 통해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범부처 종합계획 

수립 계획으로 발표되었고, 같은 해 5월 29일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가「줄기세

포연구 종합추진계획(̀ 06~ 1̀5)」을 수립하고 이를 「Bio-Vision 2016」에 반영

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같은 해 11월 「Bio-Vision 2016 제2차 생명공학육성기본

계획(̀ 07- 1̀6)」이 수립됨에 따라 향후 10년간의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종합적인 

기본 계획이 확립되었다. ‘황우석 사태’로 한국의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국・내외의 

불신과 우려의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차원의 장기적인 

R&D 지원은 중단 없이 기획되고 시행되었다. 이 같은 지원계획에 대해 황우석 

사태가 생명공학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는 계기가 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생

명윤리심의위원회와 검찰의 공식적인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줄기세포 육성정책을 

마련하고 생명윤리법 개정안을 통해 정부정책을 뒷받침하는 것은 물론 난자 수급 

절차를 생명윤리법에 포함시켜 체세포 복제 연구를 이전보다 더욱 활성화 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김병수, 2011:121-122).

하지만 정부차원의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종합계획이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황우석 사태’ 이후 언론을 통해 일반적으로 대중에게 알려진 바로는 줄기세포연구

에 대한 정부지원이 위축됨에 따라 줄기세포연구가 침체기에 빠졌다는 것이다. 

연구자들 역시 ‘황우석 사태’ 이후 줄기세포 특히, 배아줄기세포에 대한 연구지원이 

감소하여 상대적으로 기술적 우위에 있었던 분야에서의 경쟁력 상실이 우려된다는 

점을 언론과 각종 포럼 및 현안 보고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평가는 실제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정책 변화와 그에 따른 영향을 반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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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일까? 만약,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황우석 사태’ 이후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국가 R&D 투자와 지원이 축소되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줄기세포관련 

논문이나 특허 역시 감소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림 3-1)은 일반에게 알려진 바와는 조금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황우석 사태’ 이전인 2005년과 이후인 2006년의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정부 R&D 

투자비가 245 억원에서 333 억원으로 약 35.3% 증가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정부의 R&D 투자비는 감소하지 않았으며, 단지 

2006년에서 2009년까지 답보상태에 있거나 정부투자의 증가세가 둔화되는 수준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황우석 사태’ 이전부터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투자계획이 

준비되어 있었고, 이것이 장기간에 걸친 투자기획이었다는 점에서 국가과학기술개

발연구사업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하더라고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황우석 사태’ 이후 줄기세포연구의 위축이나 기술경쟁력의 

위기를 적어도 정부 R&D 투자의 감소 혹은 정체를 근거로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하지만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지속적인 정부 R&D 투자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연구 지원범위의 변화가 있었음은 사실로 확인된다. (그림 3-2)는 연도별 분야별 

줄기세포연구 정부 R&D 투자 변화를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성체줄기세포연구에 

비해 배아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05년에

는 배아줄기세포연구 82 억원(33.2%4))이 투자된 반면 2006년엔 70 억원(21.0%)이 

투자되어 약 12억원 정도의 감소가 나타난다. 같은 시기 성체줄기세포연구가 

157 억원(63.8%)에서 250 억원(75.0%)으로 증가한 것과 비교한다면 이러한 감소세

는 눈에 띄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2006년의 배아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정부 R&D 투자비의 감소는 ‘황우석 사태’ 이후 정부의 배아줄기세포연구 투자에 

대한 유보적인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에는 성체줄기세포연구의 경우 230 억원(65.4%)으로 감소하고, 배아줄기

세포연구는 83 억원(23.6%)으로 투자비가 증가함에 따라 배아줄기세포연구에 

4) 이하 괄호에 표시된 백분율은 정부의 전체 줄기세포연구 R&D 투자비 중에서 해당 줄기세포

연구분야(성체 혹은 배아)가 차지하는 비중을 백분율로 환산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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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2006년의 지원감소는 회복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황우석 사태’의 영향은 

배아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정부 R&D 투자에 있어 자원의 일시적 재분배라는 제한적

인 효과만을 가져왔을 뿐이며,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정부 지원의 축소나 위축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2006년 실질적인 정부의 R&D 투자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2007년 

10월 22일 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가 ‘줄기세포연구 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을 

통해 정부가 향후 10년간 4300억을 투자할 예정임을 발표하자 언론에서는 줄기세포 

연구가 ‘재점화’ 되었다거나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하는 등 ‘황우석 사태’
가 초래한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정부지원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보도하였다.5) 물론 ‘황우석 사태’가 한국의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

를 상실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로 인해 국내 연구자들이 국제적인 저널들에 연구성

과를 발표함에 있어 연구윤리와 관련한 보다 강화된 국제사회의 요구에 직면했을 

것이라는 점 역시 황우석 이후의 위기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연도별 R&D 투자 변화에 대한 분석결과를 통해 ‘황우석 사태’ 직후 줄기세포연구가 

정부의 지원이 축소되거나 위축됨에 따라 정체기 혹은 침체기를 겪었다는 주장은 

「줄기세포연구 종합추진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정부의 정책기획과 반드시 부합

하는 것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5) 정부의 투자계획 발표 이전부터 일부 언론을 통해 ‘침체 줄기세포 연구 재도약 나선다’(파이

낸셜 뉴스, 2007.10.09.), ‘줄기세포연구 다시 불 붙인다…10년간 4300억원 투자’(매일경

제, 2007.10.09.) 등의 기사가 보도 되는 등 ‘황우석 사태’ 이후 줄기세포연구에서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기사들이 연이어 

보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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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연도별 줄기세포연구 정부 R&D 투자 변화 (단위: 백만원) 

출처: 줄기세포시행계획 각년도(2006-2014) 재구성

<그림 3-2> 연도별 분야별 줄기세포연구 정부 R&D 투자 변화(단위: 백만원) 

출처: 줄기세포시행계획 각년도(2006-2014)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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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적어도 정부의 R&D 투자가 축소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언론 등을 

통해 일반에게 알려진 바와 달리 황우석 사태 이후에도 줄기세포연구가 위기나 

침체기를 겪지 않았다는 점이 분명하다면 정부의 투자와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진 이유에 대한 설명 역시 필요하다. 무엇보다 줄기세포연구가 가지는 상징성이 

경제적 합리성보다 크게 작용했을 가능성을 들 수 있다. ‘과학기술 경쟁력’이 

‘경제성장’ 및 ‘국가경쟁력’과 선형적인 인과관계를 가진다는 전제를 통해 줄기세포

연구는 증명된 성과 즉, 경쟁력을 증명할 만한 가시적인 성과가 부재한 상태에서도 

앞으로 획득하게 될 것으로 가정되는 ‘미래’의 성과로 투사되면서 그 정치적․사회적 

가치를 인정받았던 것이다. 예를 들어, 「줄기세포연구시행계획」이 발표된 같은 

해 12월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줄기세포 기술경쟁력 현황 및 대안전략」이라

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줄기세포연구와 관련된 학계와 산업계의 인사들이 

집필에 참여하였다. 이 보고서는 황우석 사태 등 일련의 사태로 우리나라가 줄기세

포 연구에 대해 경쟁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에 따라 연구지원에 대한 긍정론과 

회의론이 대립하기 때문에 향우 R&D의 정책방향과 자원배분을 위해 줄기세포 

기술경쟁력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시급함을 보고하고 있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6: 6)6). 「줄기세포연구시행계획」이 발표된 시점을 고려한다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줄기세포의 기술경쟁력을 근거로 정책기획이 이루어지고 실행되었

음을 짐작할 수 있다. 즉, 정책기획의 경제적 합리성에 근거하기보다는 줄기세포연

구 대한 기대와 열망이 경제발전이라는 상상을 구성함으로써 정치적 합리성을 

부여받게 된 것이다.

이 같은 상상은 단지 과학기술정책에 직접 관여하는 기술관료나 전문가들에게만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시민들 역시 줄기세포연구가 약속해줄 것으로 믿는 

경제성장이라는 ‘미래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정책결정을 

6) 보고서는 국내 전문가를 통한 줄기세포기술경쟁력 조사결과 국내 기술경쟁력 순위는 

세계7위권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기술경쟁력은 60.7%, 기술수준은 65.1%으로 최고기

술경쟁력 보유국인 미국에 비하면 여전히 그 격차가 크다는 조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한

국보건산업진흥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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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하는 우호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었다. ‘황우석 사태’ 이후 일반시민들에서도 

줄기세포연구의 기술적 유용성에 대해 우호적인 평가가 증가하고(조성겸・조은희・
윤정로, 20097)), 과학기술계를 중심으로 줄기세포연구의 경쟁력 상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

다는 요구 또한 증대되어 왔다. 무엇보다 국제적으로도 상업적 성과가 미미하고 

연구개발의 초기단계에 있었던 줄기세포연구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가능하게 할 ‘희망’과 ‘미래의 약속’으로 상상되었기 때문에 첨단기술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로 반드시 쟁취되어야할 상징성을 부여받고 있었다.

2) ‘위기’의 재구성과 윤리적 규제의 제도화

2007년 정부의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지원 강화 정책이 발표된 이후에도 줄기세

포연구가 여전히 정체기에 있다는 과학기술계의 주장과 일반시민의 여론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특히, (그림 3-1)과 (그림 3-2)에서도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정부의 

계속되는 투자지원 발표에도 불구하고 주목할 만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은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작용해왔다. 더군다나 2009년 BT 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전년 대비 28.8% 증가한 반면,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투자는 

전년 대비 4.9% 증가에 그침에 따라 상대적인 정부지원의 감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과학계로 부터 제기되었다((그림3-3) 참조)8). 이 같은 우려는 2009년 

7) 일반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2005년 7월과 2006년 2월에 실시한 ‘인간줄기세포연구’의 

유용성에 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49.2%에서 81.2%로 32% 상승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는 연구윤리와 논문조작과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일반시민들의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유용성에 대한 인식은 이전 보다 강화되었음을 보여준다(조성겸∙ 조은희∙ 윤정로, 

2009). 

8) ‘오바마 지원에 미국 급성장 … 외국 배아줄기세포 연구의 현주소 -일본·유럽도 한국보다 

앞서’(중앙일보, 2009.04.30.), ‘자칫하단 '줄기세포 식민지' 전락 우려’(서울경제, 2009. 

06.26), ‘줄기세포 경쟁력 10위권 밖…투자 절실’(한겨레, 2009.07.19.) 등 언론은 오바마 

정부의 줄기세포에 대한 정부기금 승인을 계기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줄기세포연구의 

경쟁력 상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임을 보도하였다. 과학기술계 역시 과총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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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8일「줄기세포 연구 활성화 방안(안)」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었으며 이듬해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정부 R&D 투자확대의 계기가 되었다. 2009년 3월부터 줄기세

포관련 산․학․연 기술분야별 전문가 및 생명윤리 전문가 총 10인으로 구성된 “줄기세

포연구 활성화 방안” 전문가 기획연구를 추진하여 같은 해 7월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줄기세포연구의 기술경쟁력은 ‘황우석 사태’를 겪은 2006년 

이후 12∼14위로 답보 상태에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수립배경과 필요성에 

대해 의료기술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줄기세포 연구의 중요성 부각과 선진국의 

기술선전을 위한 대규모 투자확대에 대응하고, 정체 상태인 국내 R&D 투자 확대 

및 기술경쟁력 도약을 위한 전략방안 마련을 위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2006년 줄기세포연구 종합추진계획에도 불구하고 BT R&D 대비 0̀8년 3.9%(보고서는 

3.8%)에서 `09년 3.2%(보고서는 3.4%)로 투자비율이 감소 등으로 기술경쟁력이 

정체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투자확대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촉구하였다(그림 3-4 참조)9)

무엇보다 이 시기 정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외부적 요인은 2009년 

3월 신규 배아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연방 정부 규제 폐지를 골자로 한 오바마 

정부의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적극적 지원 의지 천명과 대규모 R&D 투자 지원이었

다. 부시정부에서는 유보적이거나 실제적 정부투자가 제한되었던 배아줄기세포 

분야까지 오바마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연구를 재개한다는 것은 한국에게 커다란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2009년 5월 일본이 배아줄기세포 연구 

규제 완화 및 인간 체세포복제줄기 세포 연구 허용을 발표하면서 줄기세포연구에 

세포응용연구사업단 등 국책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기고와 인터뷰 등을 

통해 줄기세포연구의 경쟁력 회복과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의 대대적인 투자가 반드시 

필요함을 역설하였다(‘줄기세포 연구 지원 적극 나서야’ (세계일보, 2009.03.13.), ‘국내 

줄기세포 연구 불 지피나’(디지털타임즈, 2009.03.12.), ‘줄기세포, 美는 대통령이 나서는

데…’(매일경제, 2009.03.19.).)

9)「줄기세포 연구 활성화 방안(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BT 분야 R&D대비 줄기세포분야 

R&D 투자비율은 이 연구에서 분석에 사용한 「줄기세포연구시행계획」이나 「생명공

학육성계획]의 data와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보고서와 공식 시행계획서 

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2009년이 2008년에 비해 전년대비 국가 R&D 투자율이 상대적으

로 하락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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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경쟁을 가속화함은 물론 일본이 이미 IPS라는 독보적인 원천기술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압박이 가중되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3> BT 및 줄기세포 전년대비 R&D 투자비율 증감률

출처: 줄기세포시행계획 각년도 (2006-2013)

2012-2013 생명공학주요통계모음,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재구성.

<그림 3-4> BT 대비 줄기세포분야 정부 R&D 투자비 증가율 변화

출처: 2012 생명공학주요통계모음,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줄기세포시행계획 2006-2013, 교과부/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생명공학육성계획(2006-2013) 각년호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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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내부적으로는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자가유래 체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

제 10개가 제품화되고 성체줄기세포 유래 줄기세포치료제 개발의 임상이 진행됨을 

들어 사업적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줄기세포연구의 기술경쟁력을 

확보․강화하기 위해서 대규모 재원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의 관점에

서도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을 것이다. 이후「줄기세포 연구 활성화 

방안(안)」은 심의를 거쳐 기 수립된 줄기세포연구 종합추진계획에 수정 반영되었

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줄기세포연구에 2015년까지 1천200억 원을 투자를 골자로 

한 공격적 투자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림 3)의 연도별 BT 및 줄기세포연구의 

전년대비 R&D 투자 증가율을 보면 2010년의 경우 2009년 대비 30.8% 연구비가 

증가한 것을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다. 같은 기간 BT 전체에 대한 R&D 투자가 

20.3% 증가한 것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줄기세포 연구활성화 방안(안)」의 후속조치로 글로벌 수준의 연구력

과 경쟁력을 갖춘 연구팀을 육성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는 “줄기세포선도 

연구팀 육성사업”을 추진을 발표하였다(교과부, 2010). 줄기세포 연구 활성화의 

움직임이 커짐에 따라 국회에서도 줄기세포연구의 상업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임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일련의 입법활동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10).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회복을 위한 

연구윤리 강화에 정부가 매우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줄기세포 

연구활성화 방안(안)」 역시 연구 윤리성 강화를 통한 사회적 신뢰회복이 시급함을 

주장하면서 이를 통해 체세포배아줄기세포연구 등에 대한 법제도의 선진화가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여전히 국제적인 신뢰 회복에 대한 요구가 있으며 이를 

10) 2009년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을 주축으로 제1상 임상약리시험 자료의 제출만으로 

제조 품목허가가 가능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줄기세포 임상간소화법 관련 약사법 

개정안 발의하였으며, 2010년에는 민주당 변재일 의원 등이 자가유래 줄기세포의 경우 

임상시험 자료 일부 또는 전체 면제 추진 내용(치료적 확증 임상시험 자료제출을 면제하거

나 연구자임상시험에 관한 자료를 제출)의 약사법 개정안 추진하는 등 줄기세포 상업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규제완화를 위한 입법활동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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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생명공학육성법」이 1983년에 

제정된 이례로 한국 정부의 생명공학 기술에 대한 정책목표는 ‘경제 발전의 도구’로
서 생명공학을 진흥하는데 있었기 때문에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영향보다는 경제발

전에 비해 후순위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Yoon et al., 2010:338). 하지만 ‘황우석 

사태’의 중심에 놓인 연구윤리 위반 문제는 국내의 느슨한 연구윤리와 생명윤리에 

대한 신속한 정비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여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R&D 투자와 더불어 ‘황우석 사태’로 급격히 하락한 한국의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2006년의「줄기세포연구 종합추진계획」에서부터 강조해왔다. 따라서 정부는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윤리적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IRB 설치 의무와 연구윤리를 

강화하고, 국민들의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연구윤리에 대한 

규제강화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략이었다. 

하지만 이미 2009년 2월부터 국가생명윤리위원회는 차의과대학의 체세포복제 

연구에 대한 재심의 판정을 하고, 4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생명윤리위원회가 

차의과대학의 체세포복제 연구를 승인함을 공표한 상황이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생명윤리법을 통해 엄격한 규제 관리 대상으로 구분되어 오던 체세포복

제 연구에 대한 예외를 적용한 사례로 줄기세포연구 특히 체세포복제 연구에 

대한 규제완화의 계기가 되었다. 즉, 「줄기세포 연구활성화 방안(안)」과 이후의 

정책기획에서도 연구윤리나 생명윤리가 다루어지는 방식은 오히려 줄기세포연구

에 대한 국제적 신뢰회복과 연구에 대한 정당성 부여라는 제도적․도구적 차원의 

강조가 두드러졌다고 볼 수 있다.

다른 한편 2009년 「줄기세포 연구활성화 방안(안)」의 정책 근거로 작용했던 

이 같은 줄기세포연구의 정체기와 신뢰회복의 문제가 2008년의 정책분석과 상이한 

부분이 발견된다. 지속되는 줄기세포연구 위기에 대한 정부발표와 언론의 보도와 

달리 2008년 「줄기세포연구시행계획」에 따르면 ‘황우석 사태’ 이후 위축되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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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짐작하였던 국내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다소 상이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8년의 「줄기세포연구시행계획」의 국내 동향을 다룸에 있어 특히 

세포응용연구사업단의 경우 황우석 사태 이전인 2005년에 SCI 논문수가 56편에서 

2006년 90편, 2007년도는 126편으로 증가하였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는 

특히 주요 동향으로 ‘다양한 국제 네트워크 참여를 통한 국제 신뢰도 회복’을 

첫 번째 이슈로 다루고 있으며, 이러한 ‘회복된 신뢰를 기반으로 줄기세포 핵심원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지원 강화’가 이루어졌음을 보고하고 있다. 특히, 황우석 

사태 이후 큰 타격을 입었을 것으로 예상했던 배아줄기세포 연구분야에 있어 

2007년 7월 기준으로 세계 4위의 연구논문 발표수를 기록함으로써 황우석 사태에 

따른 국내․외적 신뢰도가 회복되었다고 보고하였다(줄기세포시행계획, 

2008:12-14). 

2008년「줄기세포연구시행계획」과 2009년의「줄기세포 연구 활성화 방안

(안)」이 서로 다른 상황을 보고하고 있다는 사실은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정책기획

과 실행이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분석에 기반하여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의심하게 한다. 실제「2008년 줄기세포연구시행계획」이 보고한 바와 같이 한국

의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었는지에 대한 여부는 정량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단지 국제협력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국제네트워크(학회, 포럼 

등) 참여나 공동연구 등이 이러한 국제적 신뢰회복의 근거로 제시될 뿐이다. 2009년

의 「줄기세포 연구 활성화 방안(안)」 역시 국제사회의 신뢰회복을 위해 이 같은 

국제 네트워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정책기획의 시점을  

고려할 때 정부의 지원 확대와 국제사회의 신뢰 회복이라는 공통의 주문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성과와 평가가 상이한 점은 정책기획의 근거로 작용해야 

할 합리적 정책판단의 증거가 명확하지 않고 이에 대한 판단 역시 임의적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2009년을 시점으로 줄기세포연구에 

투자에 대한 극적인 전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전환의 

합리적 근거 보다는 여전히 ‘미래 성장’의 가치와 기대 등의 정치적 합리성이 

정책결정에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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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업적 성과의 ‘기대’에 기반 한 기술관료중심 거버넌스의 지속

2009년의 「줄기세포연구 활성화 방안」을 통한 줄기세포연구 R&D 투자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전폭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확대되지 않자 2011년에는 교과부

와 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과학계 및 산업계 인사들이 참여한 ‘줄기세포 

R&D 활성화 및 산업경쟁력 확보방안’ 보고회가 개최되면서 또한번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상기 (그림 3-4)에서 알 수 있듯이 2009년의「줄기세포연구 활성화 

방안」에도 불구하고 2010년과 2011년의 BT대비 줄기세포 연구의 R&D 정부 

투자비율은 3.5%에서 3.9% 상승하는데 그쳤으며, 이는 2009년 이전의 투자비율을 

회복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었다. 줄기세포에 대한 경쟁국들의 투자가 전폭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비해 정부의 지원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결국 경쟁력 상실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1년 9월 16일에 

개최된 ‘줄기세포 R&D 활성화 및 산업경쟁력 확보방안’ 보고회가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무엇보다 보고회에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여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와 규제완화를 주문함으로써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정부지원이 탄력을 받는 계기가 되었다. 보고회 이후 2012년에 총 1,000 

억여원의 투자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11년 대비 67.1%(실제 집행비 대비 58.9%)

가 증액되는 전폭적인 지원이었다.  

이 같은 전폭적 지원의 배경에는 2011년 7월부터 세계최초 줄기세포치료제로 

하티셀그램-AMI이 식약청의 허가를 얻고, 연이어 줄기세포치료제에 대한 품목허

가 신청이 이어지면서 산업화에 성공하는 사례가 가시화되었다는 점이 정부 투자의 

당위성을 강화한 계기가 되었다. 보고회에 참석했던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공격적 투자 뿐만 아니라 규제완화도 동시에 주문하였다. 보고회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생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중시하면서도 너무 보수적으로 하면 남들보다 앞서갈 수 없다"면서 

“이런 분야는 진취적이어야 한다"고 주문하고, "새로운 분야를 하다 보면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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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이나 담당자들의 마인드로는 잘 안 맞는 수가 있다"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청도 

그러한 마인드로 신산업 변화에 맞도록 조직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하였다(서울경

제, 2011.9.16.). 

이미 2010년부터 줄기세포연구의 산업화의 길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국회차원의 임상관련 규정을 완화하고자하는 시도가 있었지만 윤리적 문제와 

임상 규제완화가 국민건강과 복지에 미칠 부작용을 고려해 당시 의약품허가에 

관한 관리감독기관이었던 식약청은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2010년 11월 

18일 식약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국내외에서 제기되고 있는 자가 줄기세포치료

제의 임상시험 면제요구와 관련하여, 안정성/유효성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요

건인 임상시험을 면제하고 허가하는 것은 어렵다. 이는 세계적으로 의약품 허가규정

에 임상시험을 면제한 경우가 없는 점, 자가 줄기세포치료제라 할지라도 체외에서의 

배양을 거쳐 대량으로 투여되므로 안정성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는 점, 줄기세포치

료제에 대한 연구가 초기 단계이고 전 세계적으로 허가받은 제품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 이후 

2012년 2월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 – 3호’를 통해 ‘자가세포치료제의 

연구자임상시험이 상업화 연계가 용이하도록 허가자료 인정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을 명시하고 이를 위해 ‘자가세포치료제의 연구자 임상시험 자료 또는 전문학회

지에 게재된 자료로서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이를 초기 안전성 임상시험 자료로 

갈음’ 한다는 조항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식양청, 2012). 정부의 R&D 투자 확대와 

임상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줄기세포연구의 상업화를 가속시키기 위한 정책적․제
도적 지원의 기반이 마련되고 있었던 것이다. 정부의 이 같은 전폭적 지원에 

힘입어 2012년에 1월과 7월에는 메디포스트의 카티스템과 셀트리온의 램시마가 

식약청으로부터 줄기세포치료제고 품목허가 되었으며, 2014년을 기준으로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4개의 줄기세포치료제를 보유한 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국제적인 임상허가 기준, 특히 미국 FDA의 품목허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식약청의 품목허가 기준으로 인해 세계최초의 줄기세포치료제라는 명목적․
상징적인 의미 이외에 줄기세포치료제의 실질적인 실용화 또는 산업화는 국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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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적 공간에서만 의미를 가질 뿐이었다. 앞서 인용한 정부의 줄기세포치료제의 

품목허가에 대한 네이쳐메디슨의 비판적 기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정부의 ‘ 어 

붙이기 식’ 줄기세포치료제 산업화는 경제적 이익도 명확한 의료적 효과성도 증명되

지 않은 상황에서 줄기세포의 잠재적 가치가 실제화 될 수 있다는 희망과 그에 

대한 상상을 구성해내는 강력한 동력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더욱이 이러한 정책기획

과 실행은 줄기세포를 연구하는 전문가들과 정부의 기술관료들을 중심으로 이루어

짐에 따라 절차상으로도 이해관계를 가진 시민들의 참여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다. 즉, 「생명윤리법」이 제정되던 시기에 관찰되었던 참여적 거버넌스는 

‘황우석 사태’를 통해 사회적 당위로서 그 유용성을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지만, 

실제적인 정책기획과 실행 과정은 철저한 기술관료중심의 전통적 거버넌스 하에 

이루어짐에 따라 시민이 참여할 정치적 공간도 절차적 합리성을 위한 제도화된 

참여과정도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에 

따라 당초 계획된 예산보다도 많은 R&D 투자가 결정되고, 실제 예산에 반영되는 

과정은 과학기술 거버넌스가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합리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구조화되어 왔다 하더라도 실제 의사결정은 비합리적인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았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는 정치적 합리성이라는 측면보다는 제도화되지 않은 

방식으로 의사결정이 내려짐으로써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상호 소통과 대화 

조정을 거치기보다는 정치적 리더십에 따른 일방적인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점에서 

비합리성을 가진다. 

4. 맺음말

이 연구는 ‘황우석 사태’ 이후 한국의 줄기세포연구정책의 거버넌스의 변화를 

고찰해봄으로써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었던 기술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정부, 기업, 

학계 그리고 언론 등에서 강조하는 바와 같이 어떻게 ‘세계 최초’의 그리고 ‘세계 

최대’의 줄기세포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였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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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설명과 답은 두 가지 가정을 통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기술적 

우위와 개발성과의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정한 해석이며, 두 번째는 기술 외적요인에

서 원인을 찾는 것이다.   

우선 첫 번째는 한국 줄기세포연구 자체가 가진 기술적 우위에 있었는가 하는 

가정으로부터 증명을 시도할 수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줄기세포연구 R&D 투자가 

연구 성과와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이 같은 기술적 

우위가 세계 최초의 그리고 세계 최다의 줄기세포치료제 상용화 성과를 거두게 

했다는 주장이다. 즉, 정책의 ‘경제적 합리성’에 기반 한 투자와 지원이 실제 정책의 

성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앞서 확인하였듯이 정부의 R&D 지원이 

‘황우석 사태’ 이후 위축되지는 않았더라도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정체기에 

있었다는 점, 실제 기술경쟁력 평가에서도 우위를 점하지 못했다는 사실 등을 

고려하고, 장기간의 투자와 지원이 요구되는 생명공학의 특성을 감안했을 때 

2009년 이후 정부의 R&D 투자가 증가했다 하더라도 단 시간에 이룰 수 있는 

성과는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기술적 우위에 대한 가정은 실제 전문가들의 

기술경쟁력에 대한 평가와도 모순될 뿐만 아니라, 단기간의 투자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타당한 해석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  

두 번째는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기술관료중심의 규제완화 정책의 영향 때문이라

고 볼 수 있다. 실제 ‘황우석 사태’ 이전 우리나의 줄기세포연구의 경쟁력은 배아줄기

세포를 제외하고는 미국의 60% 수준으로 평가되어왔고(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6), 생명윤리 및 연구윤리에 대한 국제사회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정치 리더십의 변화에 따른 ‘규제완화’
의 요구와 과학기술을 통한 ‘경제개발’과 ‘성장’을 강조하는 외부적 요인들이 복합적

으로 작용하면서 때로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즉, ‘과학기술 개발’을 통한 ‘경제 성장’이라는 

기술관료중심의 전통적인 과학기술 거버넌스가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작동하면서,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합리적인 사회적 문제제기와 토론을 통한 참여적 거버넌스를 

제한해 왔다는 것이다. 



과학기술학연구 15권 1호 181-214 (2015)

208

비록 황우석 사태가 연구윤리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과학기술계의 자기규

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지만, 생명공학에 대한 이전의 프레이밍 즉, 국가경쟁력 

강화와 경제 발전의 도구로서 국가와 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프레이밍은 변하지 

않았다. 시민사회의 참여적 거버넌스의 요구는 1차 생명윤리법 제정과정을 통해 

사회적 관심과 의제설정에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여전히 

국가경쟁력과 경제발전이라는 프레이밍 속에서 생명공학의 도구적 측면이 강조되

고 경쟁에서의 성공을 위한 속도가 강조됨에 따라 장시간에 걸쳐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행위자들의 참여들 통한 성찰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배제되어 

온 것이다. 무엇보다 정책기획 과정에서 요구되는 합리적 의사결정의 근거가 

명확히 제시되기 보다는 ‘국가 경쟁력강화’, ‘경제발전과 성장’, ‘기술 경쟁력 확보’의 

강조가 중요한 정책결정의 가치를 부여받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줄기세포연구

와 산업화에 대한 ‘기대’는 실체 없는 성과가 아닌 실제 정책결정의 근거로 작용하며, 

“희망의 가치”는 “미래에 대한 약속”으로 그 자체가 실체를 가진 것으로 간주되었다. 

무엇보다 이러한 정책결정과정에 시민사회의 참여나 이를 반대하는 연구자들의 

전문성의 정치를 거의 관찰할 수 없었다. 기왕의 연구들이 한국의 정책결정과정이 

위로부터 부여되는 권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짐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전문가중심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정책영역에서 

시민들의 민주적 참여의 길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으며, 이는 기술관료중심의 

거버넌스가 지속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한국의 줄기세포연구가 선진국에 비해 절대적인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의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투자 

및 규제 정책이 이 같은 결과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확인하였다. 

무엇보다 기술관료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정책결정과정은 

황우석 사태를 통한 정책학습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보다는 기존의 귄위적이

고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는 정책과정을 답습함으로써 과학기술에 대한 민주적이

고 참여적인 거버넌스가 작동하기 어려운 정책환경에 있음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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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m Cell Governance in Korea After Hwang’s affair
- Change in Governmental Fiscal Expenditure for R&D Investment -

Kim, Myungsim

This study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litics of technoscience 

and governance in South Korea, taking advantage of the policy changes 

on the stem cell research after Hwang's affair. In spite of generally accepted 

conventional wisdom that stem cell research had been suffering ‘crisis’ 
after the Hwang’s affair, South Korea succeeded in developing 

thefirstandthelargeststemcellproduct in the world. However,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stem cell research capabilities and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of Korea have been assessed as relatively low compared 

to the development performance, there is a need to extrapolate how such 

result could be achieved.

To answer these questions , we analyzed changes in the R&D expenditure 

before and after the scandal and verified the ‘crisis of stem cell research’ 
following the reduction of financial support from government. From the 

analysis of literature on the policy reports and news, we described the 

process of discourse changes in policy and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litics of technoscience and governance of stem cell research. 

This study emphasized that the government R&D and regulation policy 

play the key roles in the development of stem cell research rather than 

in the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in South Korea. Furthermore, this 

study argued that democratic governance still does not work under the 

policy conditions that technocratic decision-making of stem cell research 

fails to learn from the Hwang’s affairs. 

Key terms: Stem cells, Governance, R&D, Regulation, Politics of 

Technoscience, Democrac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