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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지는 연구혁신(RRI)의 현황과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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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책임지는 연구와 혁신(RRI)은 과학기술을 단지 경제성장의 도구를 

넘어 더 나은 사회(better society)를 위한 도구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이론적·방법

론적 프레임워크로 한창 논의중인 개념이다. RRI는 연구와 혁신에 수반되는 

책임의 범위를 연구과정뿐 아니라 연구의 목적과 동기 나아가 연구결과에 한 

책임으로까지 확장한다. 또 이러한 책임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방법론적 

프레임워크로 예견, 성찰, 숙의/포괄성, 책임이라는 네 가지의 상호 연관된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RRI는 단지 이론적 논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양한 

수준에서 실천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STIR와 SPICE라는 두 연구프로젝트와 

영국의 EPSRC, 네덜란드 MVI, 한국의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과 같은 

사례를 통해 RRI가 어떻게 기존의 혁신정책 및 연구개발사업을 성찰적으로 

반성하고 새로운 안을 제시하는 방향타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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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1세기에 들어오면서 과학기술을 단지 경제성장을 위한 도구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보다 넓은 의미의 ʻʻ더 나은 사회(better society)ʼʼ를 위한 도구로 보려는 

시도가 확 되고 있다. 과거 과학기술정책이 산업정책의 하위 범주에만 머물 다

면, 연구와 혁신의 목표가 보다 직접적으로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의 

삶과 환경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ʻʻ더 나은 사회ʼʼ를 위한 연구와 혁신이라는 선언과 그것이 현실에서 

어떻게 수행될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이다. 즉 연구자뿐 아니라 학, 연구소, 

기업, 국가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이러한 새로운 목표에 부응하는 연구개발 

활동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필요한가? 에 한 답이 

필요하다. ʻ̒사회에 책임지는 연구와 혁신(Responsible Research and Innovation, 

이하 RRI)̓ ʼ은 이러한 질문에 한 하나의 안이자 과학연구와 기술혁신을 새로운 

방식으로 견인하기 위한 방법론적 프레임워크로 급속히 부상하고 있는 개념이다.1) 

RRI를 주제로 하는 학술지 “Journal of Responsible Innovation”의 창간(2014)과 

기업 홈페이지의 연구개발 활동 부분에서 발견되는 RRI 용어를 통해 학계 안팎에서 

1) RRI는 각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번역되고 있다.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사회에 

한 책임이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네덜란드의 ʻʻ사회에 책임지는 

혁신(Maatschappelijk Verantwoord Innoveren)ʼʼ이나 덴마크의 ʻʻ사회적·과학적 책임

(social og videnskabelig ansvarlighed)ʼ̓이 표적이다. 반면 영어권에서는 ʻ̒책임 있는 

혁신(responsible innovation, RI)ʼ̓  또는 ʻ̒책임 있는 연구와 혁신(Responsible Research 

and Innovation)ʼʼ이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된다. 이 논문에서는 RRI를 직역하기보다 

ʻʻ사회에 책임지는 연구혁신ʼʼ으로 번역하여 사용한다. 그 이유는 한국의 과학기술자, 

정책가들은 연구개발을 통해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과학기술의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단순한 책임있는 연구혁신이라는 직역은 기존의 성장주의

에 한 성찰이라는 RRI의 핵심적인 기능을 희석시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따라서 

ʻʻ사회에 책임지는 연구혁신ʼʼ에서 사회적은 사회, 정치, 윤리, 환경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영문 번역어의 정치적 함의를 지적해준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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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념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널리 호응을 얻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Davies 

and Horst, 2015).

하지만 RRI 역시 아직 진화하고 있는 개념으로 RRI의 범위와 내용에 한 

논의는 지금도 뜨겁게 진행 중이다(Sutcliffe, 2011; Koops, 2015). RRI에 한 

정의는 다양하다. 표적으로 EU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은 RRI를 ʻʻ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연구와 혁신을 디자인하도록 촉진한다는 목표 아래, 연구와 혁신의 

잠재적 함의와 사회적 기 를 예견하고 평가하려는 접근법ʼʼ으로 정의하고 있다. 

(https://www.epsrc.ac.uk/research/), 영국 기술전략위원회는 RRI를 ʻʻa)R&D

를 수행과는 과정과 b)발견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윤리적, 사회적, 

규제 쟁점들을 주의 깊게 고려하고 적합하게 반응하는 것ʼʼ으로 정의한다

(Technology Strategy Board, 2012: 1). 

이들 정의에서 쉽게 추측할 수 있듯 RRI는 많은 면에서 기술영향평가의 전통과 

맞닿아있다. 같은 맥락에서 RRI는 이미 과학기술학과 과학기술정책 분야에서 

발전해온 개념과 방법론을 새로운 이름으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여지도 

있다. 실제로 RRI를 개념화하고 있는 학자들은 예견, 성찰, 숙의/포괄성, 책임이라

는 네 가지의 상호 연관된 개념을 중심으로 RRI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개념들은 

ELSI, 기술영향평가, 사전주의적 위험통제 등의 전통을 통해 이미 널리 알려진 

것들이다. 따라서 RRI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한다기보다 이미 존재해오던 과학기술 

거버넌스를 위한 도구적 개념들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이 논문은 RRI에 한 문헌리뷰를 통해 RRI 개념을 소개하고 한국 과학기술 

거버넌스에 이 개념이 던지는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후 논문은 RRI가 지향하는 

바와 실천방법을 중심으로 RRI의 특징을 살펴보고, RRI의 사례로 간주되는 연구개

발프로그램과 사업을 소개한다. 이를통해 RRI가 실제 연구개발정책이나 연구개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논의한 후, RRI의 정책적 함의를 찾고자 

한다. 우리는 RRI 개념이 연구와 혁신 정책에 던지는 실천적 함의를 통해 RRI가 

학계뿐 아니라 과학기술정책 커뮤니티의 호응을 받게 된 핵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이후의 글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제시된다. 먼저 RRI의 등장배경과 



과학기술학연구 15권 2호 99-133 (2015)

102

RRI의 핵심적인 주장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어 RRI가 단지 학문적 

개념에 머물지 않고 연구개발정책에 적극 원용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RRI가 

적용된 국내외 정책 사례를 분석할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RRI의 정책적 함의를 

논의할 것이다.

2. RRI의 등장 배경

RRI의 등장과 확산은 과학연구와 혁신활동을 단지 경제성장의 도구가 아니라 

보다 넓은 사회적 필요와 가치를 위한 도구로 자리매김하려는 과학기술정책 패러다

임의 변화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는 과학기술에 한 사회적 

시각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20세기 후반 이후로 각종 환경문제와 기술위험이 

증폭되면서 과학기술에 한 계몽주의적 낙관론은 과학기술의 부작용에 한 

성찰의 강조로 체되고 있다(벡, 1997). 이러한 자각 이후, 과학기술이 인체와 

환경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통제하고자 국가가 개입하는 규제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하지만 규제정책은 그 기술의 영향에 한 지식이 충분한 경우에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불확실성이 큰 신기술의 경우 효율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20세기 후반 이래 서유럽을 중심으로 사전주의(the precautionary 

principle)와 시민참여가 신기술 거버넌스의 원칙으로 자리 잡아 왔다(어윈, 2001; 

이영희, 2011; 우태민·박범순, 2014; Irwin, 2008; Callon et al., 2011).

그러나 과학기술을 규제하려는 노력들은 과학기술의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에 

기여할 수는 있으나 과학기술의 생산적인 측면에는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갖는다. 연구와 혁신에 수반되는 위험이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회피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골몰하느라 정작 연구와 혁신을 통해 어떤 미래를 창조할 

것인가라는 문제에는 상 적으로 소홀하게 된 것이다. RRI는 시장경제 하에 외부화 

되어온 과학기술의 잠재적 부작용을 다루는  동시에 사회적 필요와 기 에 부응하는 

연구와 혁신 추구라는 이중의 책임성을 강조하여 이러한 문제의식에 부응하고 

있다(Fisher and Rip, 2013; Valdivia and Gusto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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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으로 RRI는 유럽 연구혁신 정책과 거버넌스 개선에 한 요구와 맞물리면

서 성장했다.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애플이나 구글 같은 미국의 혁신기업과 동아시아

와 BRICs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라 유럽이 경제적, 기술적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져 갔다. 이에 유럽 통합을 계기로 연구혁신 자원을 통합함으

로써 유럽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경주되었다. 2009년에는 스웨덴 남부의 

학도시 룬드(Lund)에서 유럽의 연구혁신 장기 전략과 연구혁신 시스템 개혁의 

청사진을 논의하는 회의가 열렸다. 여기에서 과학연구의 목적이 과학을 위한 

과학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사회문제 해결에 직접적으로 기여해야 하며, 이를 

통해 유럽 연구혁신 공동체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룬드선언이 발표되었다(Svedin, 

2009). 곧 런드선언은 유럽의 연구혁신 정책과 거버넌스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임 범위를 넓히게 되었다. 

연구혁신활동과 사회적 가치와의 조응을 강조하는 RRI는 이를 구현하는 방법의 

하나로 부상하게 되었다. 

룬드선언에서 제시된 방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표적인 것이 제8차 EU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이다. "Horizon 2020"으로 명명된 제8차 EU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은 2014년에서 2020년까지 EU의 공동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주도하는 

청사진을 제시한다. “Horizon 2020”은 목표로 과학기술을 통해 과학연구의 수월성, 

산업에서의 리더쉽, 사회문제 해결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핵심은 과학기술을 경제

성장뿐 아니라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도구로 본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채택된 

하나의 전략이 RRI다. 

"Horizon 2020" 준비과정에서 RRI는 유럽행정부(European Commission)와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의 타협을 반영한 개념으로 등장한다. 관료중심

의 유럽행정부는 사회가 기술혁신과 시장경제의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고 생각한 

반면 유럽의회는 연구와 혁신의 결과물이 사회의 가치와 기 에 부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EU차원의 주요정책은 이 두 기관의 타협과 절충을 통해 결정되는데, 

같은 맥락에서 RRI는 혁신의 경제적(생산적) 측면과 연구의 사회적 책임을 모두 

포함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졌다(Owen et al., 2012; Alix, 2014). 결국 RRI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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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EU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에서 ʻ̒사회속의 과학ʼ̓  프로그램을 계승한 ʻ̒사회와 

함께하고 사회를 위한 과학 (Science with and for Society, SwafS)ʼ̓  프로그램의 

핵심 전략으로 채택되었고, EU 프레임워크의 위상은 RRI 담론 확산에 크게 기여하

고 있다. 

3. RRI의 의미와 내용

RRI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RRI가 주장하는 연구와 

혁신에서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또한, 그 

책임을 연구과정과 결과에 담기위해 제시된 방법론적 프레임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RRI는 이론적인 동시에 EU의 혁신정책과 접하게 결부되어 실천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이절은 RRI에서 의미와 내용을 RRI에서 책임이 

무엇을 지칭하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차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1) RRI에서 책임의 의미

(1) 연구활동의 목적과 동기에서의 책임

RRI는 연구 활동의 목적과 동기에 한 책임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과학기술정책이나 연구개발 거버넌스와 확연히 구별된다. RRI는 연구와 혁신이 

어떤 사회적 가치에 의해 추구되며, 어떤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지, 나아가 

이러한 결정이 윤리적이고, 평등하며,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질문한다. 우리는 왜 이 연구를 하고 이 기술을 개발하는가? 이 연구개발은 누구의 

이익을 반영하고 있고 누구에게 이익을 주는가? 연구와 혁신의 이익과 비용은 

사회 전반에 균등하게 배분되는가?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연구개발 거버넌스 

체제 아래에서는 이러한 질문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반면 RRI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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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가 기술혁신의 산물뿐 아니라 혁신의 ‘목적’과 ‘동기’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이를 성찰하는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기존 연구개발 정책 패러다임과의 

중요한 차이라 할 수 있다(Stilgoe, 2011). 

과학연구와 기술혁신의 목적과 동기에 한 성찰(reflectivity)은 연구와 혁신을 

단지 경제적 이윤창출 도구로 보는 경향의 반성에서 비롯된다. 연구와 혁신이 

산업발전에 도움을 주면 시장경제의 체제에 따라 그 혜택이 사회전반으로 확산될 

것이라거나 역으로 시장이 요구하는 지식과 혁신이야 말로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이라는 자유주의적 시각에 한 비판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일례로 과학기술학연

구자들은 ʻ̒수행되지 않은 과학(Undone science)ʼ̓이라는 개념을 통해 사회적으로 

수요가 있고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제의 

권력구조 아래에서는 수행되지 못했던 연구와 혁신이 수없이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한재각·장영배, 2009; Hess, 2007). 마찬가지로 RRI는 연구혁신 활동

이 경제적 목적의 활동에 그쳐서는 안 되고 그 사회의 가치를 담아내고 그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RRI는 ʻ̒사회를 위한 과학

(Science for Society)ʼʼ을 성취하기 위한 활동인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RRI가 연구개발의 목적과 동기에 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 

연구혁신 활동을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연구와 혁신의 장을 여는 활동이라

는 점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에 한 윤리적 평가를 

연구·혁신활동의 속도를 늦추는 귀찮은 장애물 정도로 여겨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

다. 반면 RRI의 옹호자들은 RRI가 던지는 연구개발 활동의 목적과 동기에 한 

질문들은 새로운 연구를 촉진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연구개발의 목적과 동기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여기에 답하는 과정에서 과학연구에 한 사회적 수요와 

기 가 무엇인지 또 어떤 연구가 수행되지 않은 과학으로 남아있는지가 새롭게 

부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환경부문에서의 선구적인 혁신이 

표적인 예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연구 활동의 목적과 동기에서 사회적 책임성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과학연구와 기술혁신의 공공적 가치(public values)를 

부각시켜 연구 활동에 한 사회적 지지와 재정적 지원을 이끌어 내는 것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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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후반 미국연방정부가 보건과 의료부문의 연구와 혁신에 전폭적인 연구비 

지원을 한 것이 표적인 예이다. 결국 연구 활동의 목적과 동기의 책임성에 

한 강조는 연구자들이 기존의 산업적 수요라는 제한된 테두리를 넘어 연구주제의 

폭을 크게 확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Owen et al., 2013).

(2) 연구와 혁신의 결과에 대한 책임

RRI는 현재의 목적과 동기에 관한 책임뿐 아니라 연구와 혁신이 이루어졌을 

때 발생할 사회적 결과에 관한 책임을 요구한다. 이에 한 전통적인 견해는 

연구·혁신 활동의 결과는 가치중립적이고 사회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 어떤 결과를 

낳느냐는 것은 연구자의 책임범위를 벗어난다는 것이다(Schomberg, 2013). 반면 

RRI는 특히 혁신의 결과가 의도치 않게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이를 예견하고 피하는 것을 연구자의 책임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Stilgoe et al., 2013). 

전통적인 시각에서는 연구·혁신활동의 산물이 미래에 어떤 결과를 낳을지를 

예측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일로 간주되어 왔다. 실제로 연구초기에는 연구자들조

차 그 연구가 생산하게 될 결과물을 제 로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고,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연구자들이 의도했던 것뿐만 아니라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영향을 준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이다(벡, 1997). 그럼에도 불구하고 

RRI는 연구·혁신 활동의 결과가 초래할 수 있는 영향을 예견하고 나아가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연구자의 

중요한 책무로 인식한다. 

RRI를 주장하는 이들 역시 연구·혁신 활동의 결과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는 불확실하고 미래를 정확히 예측(prediction)할 수 없다는 주장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현재 개발되고 있는 기술이 미래의 경제, 사회, 환경 등의 

영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예견(anticipation)하는 작업은 

충분히 가능하고, 사회적으로도 반드시 필요한 활동이라고 주장한다(Gus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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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이런 측면에서 RRI는 기술영향평가나 ELSI의 전통을 잇고 있다. 다만 

초기 기술영향평가에서 신기술이 가져올 부정적 영향을 예견하고 최소화하는 

것은 과학적 책임이라기보다 정치적 책임의 성격이 강했던 반면, RRI는 이러한 

책임을 과학적 연구와 기술혁신 과정 전반으로 확장시켰다는 차이가 있다(Fisher 

and Rip, 2013: 165).

(3) 연구와 혁신 과정에서의 책임

RRI는 연구윤리보다 넓은 의미로 연구과정에서의 책임을 바라보게 하는데, 

그 핵심은 숙의(deliberativeness)와 포괄성(inclusiveness)이라고 할 수 있다. 

RRI는 연구 활동의 목적과 동기에 그 사회의 가치, 필요, 기 를 반영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그러나 문제는 한 사회 내에도 다양한 가치가 존재하고 어떤 

가치를 더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하는가는 결코 자명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Owen 

et al., 2013). 따라서 연구와 혁신의 목적으로 어떤 가치를 우선시하고 어떤 

가치를 배제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누가 결정할 것인가는 해결하기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이에 해 지금까지는 경제적 가치만을 추구하거나 가치의 우선성에 

한 결정을 탑다운 방식의 연구비 배분에 의해 소수 정책결정자들이 맡는 경우가 

부분이었다. 반면 RRI는 연구과제 선정과 연구과정에 일반시민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해 그 연구에 수반되는 다양하고도 다층적인 이해관계가 드러나

고 논의될 것을 주장한다. 

또한 RRI 연구자들은 연구결과의 사회적 영향을 예견하는 작업을 위해서도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가 매우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신기술의 경우 

과거의 추세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는 전통적인 미래예측방식은 무용지물이 되고, 

사용자들이 그 기술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게 될지에 한 전문가들의 예측이 

일반시민들보다 더 전문적이라고 주장하기 어렵다(Irwin, 2008; Callon et al., 

2011).따라서 RRI 연구자들은 그 기술의 최종사용자가 될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야 말로 연구결과의 사회적 영향을 예견할 수 있는 능력을 확장하는 현실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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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이라고 주장한다. 

이처럼 RRI는 연구 진실성과 윤리성뿐 아니라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연구와 혁신활동 과정에서 요구되는 책임으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RRI의 주체는 과학자, 연구기관, 기업, 국가 뿐 아니라 일반시민과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전체 사회인 것이다. 이점에서 RRI는 사회와 기술을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

로 인식하고, 사회가 과학기술과 관련된 사회문제를 학습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며, 추후 유사한 사회문제에 부딪쳤을 때 이를 해결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중요한 혁신과정으로 여기는 관점과 맥을 같이 한다(송위진, 2006; 송위진·성
지은 2013a, 2013b). 또한 과학기술이 소수 전문가의 전유물이 아니라 더 넓은 

범위의 사회적 참여자들에 의해 이루어지는활동이어야 한다는 과학기술의 민주적 

거버넌스에 한 주장과도 일치 한다. 결국 RRI는 ʻ̒사회와 함께하는 과학(Science 

with Society)ʼʼ을 성취하기 위한 활동인 것이다.

2) 연구혁신 프레임워크로서의 RRI 

지금까지 살펴보았듯 RRI는 기존의 다양한 연구흐름에서 강조되어 온 과학기술

의 책임성을 확 하는 동시에 이를 사회에 한 책임이라는 하나의 개념 틀로 

묶고 있다. 그러면 연구자들은 이렇게 확 된 책임성을 연구현장에서 어떤 방법으로 

실현할 것인가? RRI 연구자들은 RRI를 구성하는 이론적 개념을 발전시키는 것과 

동시에 이들 개념이 어떻게 실제 연구와 혁신과정에 적용될 수 있을지에 해 

고민해왔고, 다양한 기술혁신 거버넌스 방법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방법론적 프레임

워크로 제시하고자 한다. RRI 연구자들은 체로 예견, 성찰, 숙의/포괄성, 책임이

라는 네 가지의 상호 연관된 개념을 중심으로 RRI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해왔다(송위진·성지은. 2013b; Owen et al., 2013; Stilgoe et al., 

2013; Valdivia and Guston, 2015).2)

2) 용어는 각 학자나 기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일례로 영국 EPSRC는 RRI의 활동을 

예견(anticipate), 반성(reflect), 참여(engage), 행동(act)의 약자인 AREA로 표현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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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예견(anticipation)은 의도되었거나 의도치는 않았지만 잠재적으로 존재

하는 기술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영향 등을 기술하고 분석하는 작업을 말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RRI 연구자들은 포사이트(foresight), 기술영향평가, 시나리오 

개발법 등을 통해 이야기 방식으로 출현 가능한 영향을 가늠해 보고, 연구자와 

이해당사자들로 하여금 ʻʻ만약 이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ʼʼ 또는 “의도된 것이 

아닌 다른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면 그것은 무엇일까?”를 질문하도록 유도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예견의 목표가 통계학적 방법을 통한 확률적인 미래예측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예견의 목표는 이런 예견의 방법을 수행하지 않았다면 

드러나지도, 논의되지도 않았을 과학기술의 사회적 영향과 그 함의를 수면위로 

떠올려 연구자와 과학기술정책결정자 그리고 이해당사자들이 이에 해 숙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데 있다. 즉 RRI 연구자들은 예견의 핵심적 가치를 

미래 예측이 아니라 신기술로 인해 변화하는 환경에 사회가 차분하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adaptive capacity)을 갖추도록 돕는 데서 찾는다(Guston, 2010; 

Valdivia and Guston, 2015).

성찰(reflectivity)은 특히 연구기관이나 혁신조직들이 조직적인 차원에서 자신

들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혁신의 과정과 그 목표를 자기 평가 방식으로 점검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무엇이고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는가? 이 

새로운 제품은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러한 판단은 어떤 가정아래 

도출된 것인가? 이 연구의 영향에 해 이미 식별된 것과 불확실한 부분은 무엇인가? 

연구과정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RRI는 연구기관들이 이러한 질문을 통해 

연구의 매 단계마다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를 요구한다. 일례로, 연구비공여기관은 연구신청서와 

연구 단계평가에 이러한 질문에 한 답을 요구함으로써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를 

성찰해보도록 유도할 수 있고, 연구기관은 행동지침을 통해 성찰을 내면화할 

있다. 이때 참여는 숙의/포괄성을 행동은 책임에 한 아래의 정의와 동소이하다. 

또 발디비아와 거스톤 같은 학자들은 숙의와 포괄성을 독립적인 개념으로 설명한다

(Valdivia and Gusto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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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연구자들을 훈련시킬 수 있다.  연구기관은 행동지침을 통해 성찰을 

내면화하도록 연구자들을 훈련시킬 수 있다. 

다음으로 숙의(deliberativeness)와 포괄성(inclusiveness)은 화, 참여, 토

론 등을 통해 일반시민과 이해관계자들이 다양한 시각에서 연구와 혁신의 목표, 

비전, 문제점 등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작업의 목적 역시 특정 연구와 혁신에 관한 ʻʻ최 한 다양한 

시각들ʼ̓  혹은 ʻ̒모든 관련 집단들의 시각들ʼ̓을 드러내고 이를 논의의 장에 올려놓는 

것이다. 이를 통해 RRI는 연구·혁신에 관련된 쟁점들이 무엇인지, 특히 잠재적으로 

충돌하는 가치나 이해관계는 없는지를 밝히고 나아가 정책결정과정에서 이처럼 

충돌우려가 있는 가치와 이해관계들이 균형을 이루도록 돕는다. 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합의회의, 시민배심원제도, 공론조사 등은 물론 초점집단인터뷰나 

과학기술 정책을 결정하거나 과학기술 정책에 해 조언하는 공식적인 기구에 

일반시민을 참여시키는 방법 등이 포함된다. 또한 사용자 중심 디자인법, 오픈이노

베이션 역시 다양한 이해관계집단을 혁신과정에 포함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간주된다.

방법론적인 개념으로서 책임(responsibility)은 예견, 성찰, 숙의/포괄의 과정

을 실제 연구와 혁신의 방향, 속도, 영향을 결정하는데 연결시키는 작업을 의미한다. 

RRI는 적절한 기회와 인센티브가 주어지면 연구와 혁신을 담당하는 연구자들이 

일반시민과 이해관계자들의 기 를 내면화해 이를 연구·혁신과정에 반영할 것이라

고 주장하며, 연구조직들이 이러한 목적의 제도를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일례로 

많은 민주적 정부에서 새로운 법을 제안할 때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사회의 의견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제도를 연구와 혁신정책에도 도입할 수 

있다. 비록 연구자나 연구기관이 반드시 이러한 공청회에서 나온 시민사회의 

의견을 따르도록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이러한 제도가 활성화되면 연구자가 의사결

정을 할 때 일반시민들의 의견이 어떤지를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효과를 기 할 

수 있다. 유사하게 가치 민감형 디자인(value-sensitive design), 단계적 점검(the 

stage-gate review), 전략적 틈새경영(strategic niche management) 등의 제도

가 책임을 위한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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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RI의 특징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RRI가 주장하는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임성이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제시하는 방법 자체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다.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임은 ELSI나 기술영향평가와 같은 제도들에서 끊임없이 주장해 온 것이

다. 그러나 RRI는 연구의 사회적 책임 범위를 확장하고, 사회적 책임이 연구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연구와 혁신의 장을 여는 도구로 강조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시각들과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연구의 사회적 목적을 강조함으로써 

RRI는 연구주제의 폭을 크게 확장하는 계기를 만든다. 같은 맥락에서 RRI 옹호자들

은 RRI의 제도화가 과학연구와 기술혁신을 늦추는 장애물이 아니라는 점을 지속적

으로 강조하고 있다. RRI의 초점은 사전주의적 입장처럼 특정 연구(커다란 잠재적

인 위험이 있는 연구)를 규제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가치와 기 에 

부합하는 새로운 종류의 연구와 혁신이 이루어지도록 장려하는데 있다.

방법론적 프레임을 구성하는 요소들 역시 부분 경제적 목표를 위해 전문가 

중심으로 이루어진 전통적인 연구개발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과학기술학과 

과학기술정책 연구자들이 발전시켜온 방법들이다. 하지만 RRI는 이와 같은 상보적

인 방법들을 통합해 하나의 연구·혁신 프레임워크로 제시함으로써 각각 방법론적 

요소들이 독립적으로 작동할 때보다 더 큰 시너지 효과를 기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선 시도들과 구분된다. 또한 기존의 시민참여방법론이나 기술영향평가가 과학기

술의 잠재적인 부정적인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제어하기 위한 방법으로 예견, 

성찰, 수의/포괄, 책임을 간주해왔다. 반면, RRI는 이러한 네가지 요소를 통해 

시장위주의 연구혁신정책이 수행하지 못했던 새로운 혁신의 주제, 방법, 속도, 

영향을 연구자,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찾고,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결국 RRI는 과학기술의 생산적 능력과 부정적 위험의 가능성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하나의 프레임 안에서 다룬다는 점에서 기존의 시각과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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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외 RRI 사례 

RRI는 단지 이론적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연구현장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실천되고 있다. 따라서 RRI의 이론적 개념과 방법론이 어떻게 연구·혁신의 현장에

서 적용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로 살펴보는 것은 RRI의 잠재성과 한계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이 절에서는 RRI가 적용된 표적인 국내외 

사례를 사업의 목적과 추진체계에서 발견되는 RRI 요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을 전체적으로 비교요약한 표는 <표 4>에 제시되었다.

1) 미국의 STIR 프로그램

STIR(the Socio-Technical Integration Research) 프로그램은 사회-기술 

통합적 시각에서 자연과학·공학자들과 인문사회과학자들이 협력해 연구개발 과정

을 개선하고자 수행된 연구이다. STIR 프로그램은 2009년 미국 NSF와 몇몇 

다른 기관들의 지원으로 10여 개국의 30여개 연구기관이 참여한 일종의 실험실 

참여 연구로 시작되었다. 연구는 주로 나노기술을 연구하는 실험실에서 이루어졌

고, 후에 STIR 프로그램은 미국의 국가나노기술발전계획(NNI)에 RRI 활동으로서 

공식적으로 포함되었다. 

STIR 프로그램의 목적은 ʻ̒무엇이 책임 있는 혁신인지를 공공정책이라는 거시적 

수준, 실험실 연구의 미시적 수준, 그리고 이들을 연결하는 제도의 구조와 실행이라

는 중간 수준ʼ̓에서 각각 살펴보는 것이었다(Fisher and Rip, 2013: 174). 실제로 

STIR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ʻ̒중간단계의 조절(midstream modulation)̓ ʼ
을 과학연구와 기술혁신 과정의 한 부분으로 도입했다는 점이다. 전통적으로 

과학연구와 기술혁신 과정에 사회적 규범과 가치를 반영시키려는 노력은 규제처럼 

연구와 혁신이 이미 이루어진 후에 개입하는 경우(downstream approach) 또는 

연구정책과 지원이 이루어지는 연구개발의 초기 단계에 개입하는 경우(upstream 

approach)가 부분이었다. 반면 중간단계의 조절은 연구와 혁신이 실제로 진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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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중간단계 연구에 사회적 규범과 가치가 반영되도록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Owen et al., 2013). 그 형식은 인문사회과학 

연구자들은 보통 하나의 실험실에서 12주 이상 참여 관찰을 하면서, 실험실 연구자

들에게 관찰한 내용을 질문하여 피드백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실험실 참여연구를 수행하는 인문사회과학자들은 연구과정에서 크고 작은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마다 실험실 연구자들에게 <표 1>에 제시된 질문을 던졌다. 

이것은 연구자들이 실험실 관행에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연구자들이 자신의 일상적 

연구 활동을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조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STIR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RRI 요소는 바로 연구에 참여한 인문사회과학자들

이 던지는 질문의 내용에 있다. 인문사회과학자들과 실험실 연구자들 사이의 

협력은 RRI 요소를 점검할 수 있도록 결정을 위한 프로토콜(decision protocol)이라 

부르는 일련의 반구조화된 질문들이 고안되었다(<표 1> 참조). 

RRI 개념을 반영한 이 질문들은 실험실 연구자들의 관행적으로 수행되던 연구 

활동의 근거를 뒤흔드는 역할을 했고, 이것은 다시 연구의 방향, 실험 디자인, 

환경과 인체안전에 한 고려, 중과의 관계설정 등 RRI가 주장하는 책임성과 

관련된 부분에 변화를 가져왔다. 일례로 이 연구에 참여했던 피셔(E. Fisher)는 

한 학의 기계공학 실험실 참여 관찰 과정에서 자신들이 연구자들에게 던진 

질문들이 실험실 디자인과 실험실 세팅, 나노 튜브를 합성하는 물질들, 실험 후 

폐기물 처리방법 등에 변화를 가져왔고 이러한 변화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었다고 보고하고 있다(Fisher and Rip, 2013; Owen et al., 2013).

반면 STIR 프로그램의 또 다른 특징이자 한계는 이 프로그램이 일종의 전문가 

중심의 실시간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했다는 점이다. 즉 STIR에서는 인문사회과학

자라는 또 다른 전문가그룹이 이들의 특수한 지위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의 기 와 

가치를 적절히 반영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모든 이해 관계자 집단을 신해 활동한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는 12주 이상의 실험실 참여관찰과 실험실 연구자들과의 

실시간 되먹임 과정을 요구하는 STIR 프로그램의 성격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표 1>의 질문에 포괄성 확보라는 중요한 내용은 찾아 볼 수 없고 부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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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으로라도 좀 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시각이 반영될 기회를 포함시키는 

작업을 고려해 볼 수도 있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결정의 하위부분 핵심질문 생성된 능력

기회(Opportunity)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성찰적

고려(Considerations) 왜 그 일을 하는가? 성찰적, 숙의적

안(Alternatives)
[이 연구주제에]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본다면 

어떻게 할 수 있나?
책임적

결과(Outcomes) 
[이 연구의 결과로 인해] 미래에 누가 영향을 

받을까?
예견적

<표 1> STIR의 ʻʻ중간단계의 조절ʼʼ을 위한 결정 프로토콜

주) Owen et al., (2013), p.42에서 재구성

2) 영국의 SPICE 프로젝트

SPICE(Stratospheric Particle Injection for Climate Engineering)는 지구의 

성층권에 수증기와 같은 특정 입자를 주입해 기후변화를 완화시키려는 시도가 

공학적으로 실현가능한 것인지를 연구하는 프로젝트로 영국의 국가 연구위원회

(the UK Research Councils)의 펀드를 받아 수행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성층권에 빛을 반사하는 입자를 규모로 뿌려 마치 화산폭발로 

인한 화산재의 역할처럼 태양열 방사를 줄이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를 탐색하

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SPICE 연구팀은 1)ʻʻ효과적인 기후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입자를 얼마만큼 기에 주입해야 하는가?ʼʼ 2) ʻʻ이 입자를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 주입해야 하는가?ʼʼ 3) ʻʻ이러한 시도와 연관된 잠재적 영향은 

무엇인가?ʼ̓라는 세 가지 연구 질문을 던졌다. 특히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 SPICE 

연구팀은 1Km 높이의 호스를 천으로 기워진 커다란 풍선에 달아 입자를 분사해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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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를 만들어 소량의 수증기 입자를 분사하는 계획을 세웠다(Stilgoe et al., 

2013). 

SPICE는 지구에 기후공학(geoengineering)적 개입을 실행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단지 기술적 가능성을 탐색하는 프로젝트였고 시험 를 이용한 소규모의 

현장실험(the test-bed deployment)만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학적 방법으로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이 계획은 곧 기후공학의 상징이 

되었고 사회의 큰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러한 기후공학이 적은비

용으로 지구온난화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 방법이라고 주장한 반면 지구공학

이 부정적인 환경적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뿐 아니라 이러한 시도가 온실가스 

방출 감축을 위한 지구적인 노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커졌다. 게다가 

기후변화의 특성상 한 국가가 지구의 기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후공학실험을 

할 수 있는가라는 정치적·윤리적 문제 역시 제기되었다(Stilgoe et al., 2013).

이에 영국의 국가 연구위원회는 그동안 전략적 혁신관리법(strategic 

innovation management)의 일환으로 발전되어 온 단계적 점검(the stage-gate 

review) 제도를 SPICE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채택했다. 단계적 점검 

제도란 기업에서 신제품 개발과정에 흔히 사용하는 혁신 거버넌스 방법으로 아이디

어 발의에서 제품 출시에 이르는 제품개발을 연구개발 단계에 맞추어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누고 평가단은 각 단계적 점검에서 단계별 기준을 충족시켰는지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에 기초해 연구의 지속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연구가 지속된 

경우, 어떤 방식으로 지속시킬 것인지를 연구비 공여 기관(영국 연구위원회)에 

건의하는 방식을 도입하였다. 이때 평가단에는 두 명의 RRI연구자를 포함한 사회과

학자, 시민단체 표자, 기과학자, 항공공학자가 포함되었다.

SPICE가 시도한 단계적 점검(the stage-gate review) 제도는 RRI가 제시하고 

있는 사회에 책임지는 연구와 혁신을 제도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Owen et al., 

2013; Stilgoe et al., 2013; Valdivia and Guston, 2015). SPICE는 RRI가 제시한 

방법론적 프레임을 단계별 평가기준에 반영하였다. SPICE 프로젝트에서 각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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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은 다섯 개의 기준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 기준은 시험적인 현장실험이 

안전하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주요위험 요인이 식별되고 통제 

및 수용이 가능했는지 여부이다. 두 번째 기준은 시험적인 현장실험이 적절한 

규제를 받고 있는지 여부였다. 이어진 세 번째 기준은 SPICE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프로젝트의 목적과 성격에 해 명확하게 의사소통하고 이에 한 균형 잡힌 

토의를 장려했는지 여부이다. 네 번째 기준은 SPICE 프로젝트가 미래에 어떻게 

이용되고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한 기술여부와 새로운 정보가 나타날 

때 이를 재평가하는 메커니즘이 갖추어졌는지 여부를, 마지막 다섯 번째 기준은 

잠재적으로 어떻게 이용되고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해 일반시민과 이해당사자들

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갖추어졌는지 여부를 묻고 있다. 

2011년 9월 평가단은 SPICE 프로젝트가 첫 두 개의 기준만을 통과했을 뿐 

나머지 세 가지 기준을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이 기준을 만족시킬 

때까지 시험적 현상실험을 잠정적으로 연기할 것을 권고했다(<표 2> 참조). 평가단

은 예견과 숙의/포괄성이 제 로 구현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단계적 점검 

보고서가 발표되기 직전 SPICE 연구진은 곧 소규모 현장실험을 수행하겠다고 

발표했고, 이는 시민사회의 우려와 저항을 불러왔다. 설상가상으로 연구진이 실험

에 사용될 기술에 한 특허를 신청하자 금전적인 이해충돌에 한 우려까지 

고조되었고, 결국 연구진은 실험을 포기하게 되었다(Owen et al., 2013).

SPICE 프로젝트 사례는 예견, 성찰, 숙의/포괄성 같은 RRI의 핵심적인 개념들

이 어떻게 논쟁적이고 불확실성이 큰 신기술 거버넌스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반면 연구의 목적, 내용, 방법에 한 계획수립 과정에 RRI가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은 분명한 한계이다. 즉 SPICE는 프로젝트에 연구비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부터 RRI 거버넌스가 이루어져야 함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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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RRI 요소 평가단 권고 연구위원회의 보완 요구사항

위험요인 파악 성찰 통과 없음

관련 규제 준수 성찰 통과 없음

프로젝트의 

목적과 성격에 

한 의사소통 

성찰 

숙의/포

괄성

보류

1) 이해당사자의 참여에 근거한 의사소통 

전략, 2) 쌍방향 의사소통에 한 서약, 3) 

답하기 어려운 질문에 한 브리핑

영향평가 

메커니즘

예견, 

성찰
보류

1) 실험에 앞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는 예상되

는 획기적 사건과 이와 관련된 질문들에 한 

더 많은 정보 2) 사회적·윤리적 차원을 포함

해 태양 복사에 한 관리의 위험, 불확실성, 

기회에 한 문헌연구

일반시민/이해관

계자의 관점 

이해를 위한 

메커니즘

숙의/포

괄성성찰
보류

1)이해관계자 분류 (stakeholder mapping) 

실습, 2) 이해관계자의 관여, 3) 핵심 이해관

계자의 시험적인 현장실험 이해

<표 2> SPICE 단계적 점검 기준 및 평가단 권고, 연구위원회의 결정

주) Stilgoe at al. (2013), p.1575에서 재구성 

3) 영국 공학·물리과학 연구위원회(EPSRC)의 RRI 선언 

최근 RRI는 개별 프로그램을 넘어 기관단위의 사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영국 

공학·물리과학 연구위원회(The Engineering and Physical Sciences Research 

Council, 이하 EPSRC)는 영국에서 가장 큰 공공 연구비 지원기관으로 주로 공학과 

물리과학 분야의 기초연구를 지원한다. 2013년 10월 EPSRC는 RRI 프레임워크를 

연구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수용할 것을 공식 선언했다. 즉 연구비 심사과정에 

RRI를 중요한 기준으로 포함시켜 성찰, 예견, 숙의/포괄성, 책임 등 RRI의 핵심적인 

요소들이 잘 통합된 연구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최근 EPSRC는 홈페이지를 통해 RRI를 지원하기 위해 1) 

RRI 능력 개발을 위해 연구공동체 내에서 RRI를 성찰, 이해, 훈련하도록 장려하고, 

2) RRI 요소들을 연구과정의 핵심으로 포함하기 위한 연구비 신청을 환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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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초기부터 사회, 환경, 윤리, 규제분야의 잠재적 위험에 한 토론의 

장을 확 하고, 4) RRI가 연구비 신청서 평가를 포함한 EPSRC의 전략적 사고와 

연구비 공여 계획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도록 하며, 5) 정부의 정책수립자나 규제담

당자에게 새로운 연구 분야에서 발생할 쟁점과 기회의 신속한 정보 공유를 천명하고 

있다. 사실 지난 10여 년 간 EPSRC는 RRI 개념을 정교하게 가다듬고 실천 가능한 

프레임워크로 확장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다. 표적인 

것이 앞서 소개한 SPICE 프로젝트의 거버넌스 구조를 설계한 것이다. 

EPSRC는 연구비를 결정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구 

프로젝트 단위의 RRI 적용보다 더 전범위적으로 연구·혁신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일례로 연구비 지원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RRI 요소들을 포함시켜 

연구자들이 RRI를 보다 진지하게 수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표적으로 EPSRC가 

지원한 시민과의 화(public dialogue) 프로젝트는 특정 연구분야의 우선성 선정

을 두고 시민들의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했고, 이를 연구비 심사라는 정책결정과 

명시적으로 연계했다. 

또 다른 예로 EPSRC는 연구비 신청을 하는 지원자들에게 위험등록서(risk 

register)를 제출하도록 했다. 위험등록서는 RRI 프레임워크 중 성찰과 예견을 

제도화한 것으로 1) 그 혁신과정으로부터 초래될 수 있는 환경·건강·사회적 영향과 

윤리적 우려를 밝히고, 2) 이렇게 밝혀진 각 각의 영향이 초래할 위험과 불확실성 

정도를 질적으로 평가하며, 3) 위험 관리 책임자를 적도록 했다. EPSRC는 연구지원

요청서에 외부 심사위원이 위험등록서를 평가할 것임을 명시했고, 실제로 외부 

심사위원들이 평가한 결과는 연구비지원 결정 기준으로 사용되었다. 비록 연구의 

수월성이나 경제적 영향이 주된 심사기준이었지만 위험등록서 평가 역시 이들과 

함께 이차적 평가 기준으로서 논의된 것이다. 최종적으로 연구비 공여를 결정하는 

패널 중에는 RRI 측면을 평가할 사회과학자가 포함되었다(Owen and Goldberg, 2010).

어떤 면에서 연구비 신청과정에 위험등록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기존의 

위험평가과정을 연구비 심사과정의 일부로 연장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고, 연구의 

과정과 결과에 한 책임만을 다룰 뿐 연구의 목적에 한 책임은 다루지 못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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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가 뚜렷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의 도입은 연구자들이 자신이 

제안하는 연구가 환경·건강·사회에 미칠 광범위한 영향에 해 ‘성찰’하고 ‘예견’해
보도록 유도할 뿐 아니라 이를 혁신시스템의 일부로 제도화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Owen, 2014). 

결국 EPSRC는 RRI 프레임워크를 연구지원 정책 기조로 공식선언 하고, 이후 

연구제안요청서(RFP)에 RRI 프레임워크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으며, 

실제로 RRI 관련 요소를 연구비 배분과정에 연계시켜 RRI의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4) 네덜란드의 책임지는 혁신 사업(MVI)

네덜란드의 MVI(책임있는 혁신, Maatschappelijk Verantwoord Innoveren) 

사업은 명시적으로 RRI를 표방하고 있다. 이 사업은 설계 단계부터 RRI를 고려한다. 

혁신활동에서의 사회적·윤리적 측면을 고려하고 실제 사회문제 해결과정에서의 

과학기술 역할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이다. 무엇보다 과학기술이 개인․사회와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가를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어 왔다. 연구혁신 

전 과정에 걸쳐 사회적․윤리적 요소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MVI는 2008년부터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시스템이 사회에 적절하게 안착되도

록 과학기술-인문사회 융합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재택 원격진단, 진료기록 첨단

화, 신경과학 등 ICT․NT․BT 기술의 긍정적 효과뿐 아니라 기술위험과 사회적 

불확실성을 고려한 사회․기술시스템 변화 연구가 이뤄졌다. 즉 MVI는 새롭게 

등장하는 신기술에 한 과학기술-인문사회 융합연구를 통해 사회와 기술을 동시

에 고려하는 지식을 축적하고, 동시에 관련 이해 주체가 참여하는 연구를 통해 

기술에 한 공유 비전을 수립하고 신기술이 가져오는 다양한 사회․제도적 문제에 

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송위진·성지은, 2013b; 송위진 외, 2013).

본 사업은 RRI 구현을 위해 다음과 같은 5가지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첫째, 

학제 간 연구이다. 다양한 관련 연구자들 간의 접한 협력을 통해 RRI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한다. 둘째, 기술 가치화의 추구이다. 기술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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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가 패널 등 다양한 형태로 연구 활동에 참여하고, 연구 성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셋째, 사전 행동으로 윤리적·사회적 측면이 사업 

설계 단계에서부터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업계 및 NGO 등의 시민사회가 

연구제안서의 사회적 측면을 검토하여 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한다. 다섯째, 국제 

지향성을 추구한다.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을 포함하여 세계적으로도 연구 성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송위진·성지은, 2013b).

특히 본 사업은 세부과제 심사 및 평가, 운영 및 자문 등 전 과정에서 다양한 

위원회를 활용하고 있다. 모든 위원회에는 정부 각 부처와 학, 기업 등 다양한 

배경의 인사들이 참여하여 과제의 불확실성, 기술의 사회적 활용, 윤리적 가치 

등을 평가한다. 이공계, 인문사회계 인사들이 사업 전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데, 

각 과제별로 관련된 과학기술계 연구팀을 기본으로 하되 사회학, 윤리, 철학, 

정책 등을 포함하는 학제 간 연구팀을 구성하고 있다. 자문위원회에도 과학기술계, 

인문사회계가 모두 참여하여 기술적 측면과 윤리·사회적 측면을 동시에 평가하는 

사전 심사를 수행한다(송위진·성지은, 2013b; 송위진 외, 2013).MVI 프로그램 

중 하나가 네덜란드 과학연구재단(The Netherlands Organization for Scientific 

Research, NWO)의 재택원격진료(Telecare at Home, 이하 TH사업)이다. TH사업

은 연구의 폭과 범위를 과학기술의 사회적․윤리적 측면까지 확 하여 RRI 구현을 

목표로 한다. TH 기술은 기존 보건․돌봄시스템 뿐 아니라 의사․간호사와 환자 

간의 관계 변화까지도 일으키기 때문이다. 이에 기술이 실제 사회에 착근될 때 

야기되는 사회 구조적인 변화와 문제점 파악이 연구의 초점이 되었다. 이에 따라 

기술시스템뿐만 아니라 돌봄 관행 등 사회시스템 전반에 한 고려가 이뤄졌으며, 

사회․윤리 연구의 주안점으로 원격관찰 장치에 의한 감시와 환자-간호사 간의 

충돌 문제를 다루었다. 이 과정에서 온라인 치료와 모니터링의 신뢰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임상 벽을 넘어 의료 신뢰 구축((Medical Trust Beyond Clinical 

Walls)’ 프로젝트와 연계를 시도하기도 했다. 이러한 연구를 기반으로 환자의 

자기 관리, 역량 강화, 기준 준수 등에 한 규범 개념을 형성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 전문가, 기술자, 사회 과학자 등이 참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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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목표
세부 과제 과제 주안점

사회를 

위한 

기술개발

알츠하이머 조기진단 책임성 있는 진단방법 설계, 진단기술의 혁신모델 개발

수술과정의 비디오 

녹화(DORA)
수술과정의 녹화기술·환경 개선과 공정성 간 충돌 문제

진료기록 첨단화
보건의료 정보 제공자의 저항 극복과 신뢰 확보를 위한 

규제적·기술적·조직적 조치

재택 원격진단
만성질환자를 위한 원격 모니터링 기술 설계와 사회 

규범 간의 모순 예측

원격 상담을 통한 

말기환자 완화치료

말기환자의 존엄성 보호 및 가족의 부담 완화 방안 

연구 

사이버폭력 보호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이버폭력 방지 기술 및 규제 

틀 확보

도시 야간감시 심야시간  도시 감시의 사회공간적 효과 창출을 극 화

차별 없는 

데이터마이닝

수집되는 데이터에서 차별성이 예상되는 요소 제거, 

부정적 의도를 가진 활용을 방지

신경영상의학의 

사회적 활용

신경영상 기술의 교육/법적 활용에 있어 사회·윤리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학-사회 화와 판단 장치 확보

사회기반

에 한 

기여

설득적 기술
사익과 사회적 가치 사이의 갈등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의 역할

식품기술의 책임성 

향상

식품기술의 영향 범위 확 와 과학-사회의 효과적인 

담론 형태 구상 

생물보안 기술의

군민 양용 연구

생화학무기 및 테러 처를 위한 생물기술의 활용과 

규제 틀 구축

새 의약품 감시체계 

연구

의약품 개발에서 효능과 안전의 간극을 극복함과 

동시에 의약품 개발의 책임성 확보

기술과 인류 발전 - 

역량 관점의 접근

제3세계 지역에 책임 혁신을 확산시키기 위한 체제 

설계와 기술평가 확립

북베트남 중소제조업 

클러스터

빈곤 극복에 한 책임지는 혁신의 기여도 연구의 

실증사업

<표 3> MVI 프로그램의 목표와 대표적인 과제(2008년 출범 당시)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였다(송위진·성지은, 2013b; 송위진 외, 2013; Schermer, 2009). 

자료: NWO(2010), http://www.nwo.nl/en/. 송위진 외(2013) 일부 내용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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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VI는 RRI를 연구의 명칭과 목표로 제시한 첫 국가연구개발사업이다. MVI는 

기술영향평가의 주된 관심사였던 연구 결과의 책임을 넘어, 목적과 동기, 과정에서

의 책임을 동시에 추구하는 RRI의 특징을 보인다. 사업 설계 초기부터 RRI 요소를 

포함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연구혁신 활동 전 과정에서도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윤리적 요소를 고려한다. 관련 주체의 직접적인 참여나 과학기

술계와 인문사회학계의 융합연구 진행, 개방형․참여형 자문 및 평가 등 연구의 

전 주기에 걸쳐 RRI를 구현하려는 노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어떤 면에서 

MVI는 RRI 개념을 중심으로 기술영향평가와 사회․기술시스템론의 네덜란드 두 

전통을 융합해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

5) 한국의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은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임, 사회적 수요 응 

등을 위해 기존 연구개발시스템 전반을 혁신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RRI 사례로 

볼 수 있다. 본 사업은 건강·안전·환경·재난·교육·주거·에너지·편의 등 일상․사회생

활에서 생겨나는 다양한 문제 해결을 통해 생활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산업발전, 국가경쟁력 제고 등 경제성장 중심의 기존 기술개발체제에

서 벗어나 사회 격차 및 양극화 해결, 지속가능발전, 삶의 질 제고 등의 사회적 

목표를 명시하고 있으며, 연구 방식 또한 적극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즉 산․학․연․
관이 중심이 되는 기존 기술공급 및 요소자원 투입형 혁신정책에 한 성찰과 

함께 저출산․고령화, 안전 및 복지사회 구현, 양극화 및 일자리 문제 등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향한 과학기술의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성이 강조된 것이다(송위진·성지은, 

2013a; 성지은 외, 2013; 송위진 외, 2014). 

현재 본 사업은 크게 다부처 차원과 미래부 주도의 연구개발사업으로 나눠 

진행되고 있다. 미래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1) 과학기술로 국민생활과 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2) 기술개발과 법․제도, 서비스 

전달 등을 연계하여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품․서비스 창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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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로 한다(한국연구재단, 2013). 2013년에는 청소년 비만, 암치료부담 증가, 

유해화학물질 유출문제의 3개 과제가, 2014년에는 녹조 응, 초미세먼지 응의 

2개 과제가 기획되어 각 과제에 사업단이 선정되었다(송위진 외, 2014). 2015년에는 

사회 격차 해소를 위해 취약계층 상의 기술개발사업을 포함하여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연구사업’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기존 연구개발사업과 구분되는 본 사업의 특징은 사업의 지향점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첫째, 수요자 중심의 R&D 추구이다. 기술개발의 수요자 체감성 제고를 

위해 국민제안을 통한 사회문제 발굴, 수요자 상 테스트 등을 시도하였다. 둘째, 

법․제도, 서비스 전달과 연계한 목적지향적 R&D 추진 노력이다. 창출 성과가 

문제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R&D 연구자, 인문․사회 전문가, 실용화 

전문가 등 다양한 개발주체와 수요자를 개발 프로세스에 참여시켜 왔다. 셋째, 

기존 기술의 활용을 통해 제품․서비스의 실용화 촉진이다. 사업기간(3년)내에 

실용화 수준의 제품․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 이미 확보된 원천․요소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넷째,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지원체제 마련이다. 

기술개발 성과를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사업단별 자문위원회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시도하여 왔다(한국연구재단, 

2013; 송위진·성지은, 2013a;송위진 외, 2014).

이러한 차별적인 지향과 특성으로 인해 과학기술과 사회와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RRI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연구개발의 

출발점을 기술 공급이 아니라 기술 활용․확산과 사회적 수요에 두면서 실제로 

기술을 수용·활용하는 사용자나 현장, 그리고 사회시스템 전반에 한 고려가 

이뤄지기 시작한 것이다. 사회-기술 통합기획이 일부 시도 되면서 사회문제가 

무엇이고 관련 주체는 누구인지, 각 주체들은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쟁점 사항은 

무엇인지, 과학기술로 해결이 가능한 문제인지를 고려하는 단계를 거쳤다. 또한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사용자 주도형 혁신모델인 리빙랩(Living Lab)을 연구개발 

추진방식으로 도입하여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연구 활동에 참여하는 기술체험-적

용-개선-검증 과정을 강화하였다. 기존 사업과는 달리 이미 개발된 기술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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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실증하고 사용자에게 전달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가 되면서, 이를 활용·전
달하는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적기업, 사회서비스 공급 및 전달조직 등이 새로운 

혁신 주체로 확 되고 역할도 강화되었다. 이를 위해 법․제도, 인프라, 전달체계 

등 기술개발과 관련된 제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래부 등 기술개발과 

보건복지부 등 기술수요․활용 부처 간의 연계․협력 등 혁신 거버넌스 전반에 한 

변화를 이루고 있다(성지은 외, 2012; 송위진 외, 2014). 이 과정에서 첨단·최고·최
신기술에 기반을 둔 논문․특허 중심의 기존 평가시스템을 어떻게 실효성있게 개편할 

것인지,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부처 간 연계․협력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었다.

구분 AS-IS 기술획득형 TO-BE 사회문제 해결형 프로그램

목적

· 국가의 경제발전에 초점을 둔 성장 

중심

· 경제발전과 함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인간중심 

R&D·R&BD → R&SD(Research & Solution Development)

1차 목표 · 과학․기술경쟁력 확보 · 사회문제 해결

특징
· 기술융합

· 공급자 위주 연구개발

· 문제해결형 융합*

 * 기술 + 인문사회 + 법․제도

· 수요자 위주 연구개발

단계별

특성

기획 · 연구개발부서 중심
· 연구개발부서와 정책부서 협업 중

심

관리
· 연구개발 진도 중심 관리

(Program Manager)

· 문제해결 및 변화 관리

(Solution Consultant)

평가
· 논문․특허 등 연구 산출물

· 연구성과 실증․확산

·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전달, 인식변

화, 제도개선 등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정도

중점

추진단계
· 기술개발

· 사회문제 탐색 및 서비스 전달 시스

템화

<표 4>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사업의 특성

자료: 국가과학기술위원회(2012), 신과학기술 프로그램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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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은 사회·기술시스템론과 시스템 전환론 등을 이론적 자원으로 부분 

활용하면서 기존 사회·기술시스템의 재배열을 지향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과학기

술학, 구성적 기술영향평가, ELSI 등의 전통에서 신기술 거버넌스에 초점을 맞춰 

발전해온 RRI와는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은 넓은 의미에서 

RRI의 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산업경쟁력 강화와 기술획득에 초점을 

맞춘 기존 연구개발사업에 한 반성에서 시작되었으며, 문제해결에 초점을 두면서 

기존 기술공급 중심의 연구개발 추진체제 틀을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본 사업은 일련의 시도 과정을 통해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비전 및 목표뿐만 

아니라 기획․추진․관리․평가 시스템 전반을 흔드는 전략적인 니치(niche)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 나아가 본 사업은 RRI의 가장 큰 특징인 연구 활동의 목적과 동기, 그리고 

과정에서의 책임까지 고려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왜 이 연구를 수행하는가, 

목표 및 추진체계가 기존 연구개발사업과 차별화되는가, 이 연구가 실질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가, 그 과정에서 관련 주체의 참여는 제 로 이루어졌는가 

등 의 성찰로 산업경쟁력을 위한 연구를 벗어나 일반시민들, 특히 사회 약자가 

겪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며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연구를 지향하게 된 것이다.

또한 본 사업은 RRI의 숙의/포괄성 요소를 제도화했다. 정부와 소수의 전문가가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개발 주체, 기술수요 상자, 전달체계 

조직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해 혁신 활동을 함께 기획하고 추진해 가는 참여형 

거버넌스가 시도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과제 기획에서부터 선정, 개발활동, 성과관리 

및 확산 등 연구개발사업의 전 과정에서 사회문제 당사자이자 기술 수요자인 

시민과 지역사회, 그리고 사회적 혁신 주체의 역할이 크게 강화되었다(송위진 

외, 2014). 특히 사업 연구제안서에 사용자 주도형 혁신모델인 리빙랩 방식을 

적용할 것을 명기하고 이를 과제선정 평가의 한 항목으로 활용함으로써 숙의/포괄

성을 제도화했다는 중요한 특징을 갖는다. 

현재 본 사업은 기존의 연구개발 틀이나 일하는 방식과 부딪치면서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새로운 관점과 차별화된 추진체계를 강조하고 있지만 여전히 기술과 



과학기술학연구 15권 2호 99-133 (2015)

126

미국

STIR 

프로그램

영국

SPICE 

프로젝트

영국 

EPSRC RRI 

선언

네덜란드

MVI 사업

한국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

사업의

성격

나노연구자와 

인문사회학자 

간 협력 

프로그램

기후공학의

실현가능성 

실험

공공연구지원

기관의 

운영기준 설정 

RRI를 

명시적으로 

표방한 

연구개발프로

젝트

사회문제해결

을 목표를 

지향하는 

연구개발사업

사업의 

성격 및

추진

체계 

-미국 NSF와 

몇몇 다른 연

구기관들의 

지원으로 진행

-인문사회과

학자들이 참

여하는 일종의

실험실 참여

연구로 진행

-영국의 국가 

연구위원회

의 지원으로 

수행

-RRI가 제시

한 방법론적 

프레임을 단

계별 평가에 

반영

-EPSRC 기관 

사업으로 진행

-연구비 심사 

및 프로젝트 

선정에 RRI 

기준을 적용

하는 방식으

로 진행

-네덜란드 과

학연구재단

의 주관으로 

진행

-RRI 구현을 

위한 주요 원

칙 및 추진체

계 설계

-다부처 연구

개발사업 및 

미래부 주관

사업으로 진행

-산업경쟁력 

강화와 기술

획득에 초점

을 맞춘 기존 

연구개발사업

에 한 반성

주요

RRI 

요소

중간단계의 조

절과 결정을 위

한 프로토콜을 

통해 성찰, 예

견, 숙의, 책임 

구현

단계적 점검 제

도를 통해 성

찰, 예견, 숙

의, 책임 구현

-RRI 개념을 

공공연구자

금지원결정

과정에 적용 

-성찰, 예견, 

숙의/ 포괄

성, 책임을 구

현한 프레임

워크 발전시킴

-사회와 윤리

적 측면 고려

를 위한 연구

개발 추진으

로 연구목적의

책임성 구현 

-위원회 구성

을 통한 성

찰, 숙의/포

괄성 적용

-수요자 및 목

적지향적 연

구개발 추진

체계 구축 및 

연구목적의 

책임성 구현

-사회·기술기

획 및 리빙랩

을 통한 숙의

/포괄성 구현 

<표 5> RRI 적용 사례들의 특징 비교

과학기술계 중심으로 진행된 기존 시스템의 관성 및 경로의존성으로 인해 실제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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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RRI의 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RRI의 등장배경과 특징을 살펴보고, 최근 RRI 요소를 반영하여 

추진되고 있는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았다. RRI는 개별 프로그램이나 기관에 따라 

조금씩 다른 형태로 발전하고 있지만, 여러 변화의 움직임을 묶어내는 개념 틀이자 

기존 시스템의 전환을 이뤄내는 전략적 수단이 되고 있다. 이러한 RRI가 과학기술혁

신 및 연구개발에 던지고 있는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RRI는 기존 혁신정책 및 연구개발사업의 성찰을 가능케 하고, 새로운 

안을 제시하는  방향타 역할을 할 수 있다. 현재 전반적인 혁신 패러다임은 

동반 혁신(Inclusive Innovation), 통합형 혁신정책(Holistic Innovation Policy), 

수요기반형 혁신정책(Demand-based Innovation Policy), 사용자 주도형 혁신정

책(User driven Innovation Policy), 사회 도전형 혁신정책(Societal Challenge 

Innovation Policy),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Social Innovation Policy) 등으

로 구체화되면서 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성지은 외, 2012; 성지은 외, 2013). 

특히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식의 하향식 정책 추진과 연구개발 중심의 기술공급 

위주의 정책이 주를 이뤄 왔기 때문에 기존의 틀을 넘어 새로운 연구개발 틀과 

일하는 방식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RRI는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무엇보다 강조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혁신 패러다임을 바꾸는 개념으로, 기획·예산·
평가·하부구조·생태계 등 기존의 연구개발시스템 전반에 한 혁신을 불러오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둘째, RRI는 연구개발의 사회적․윤리적 요소에 한 고려와 사회와의 소통을 

가능케 한다. 혁신 거버넌스를 개편하기 위한 중요한 개념 틀이 될 수 있다. RRI는 

기술 진보에 한 믿음을 버리지 않으면서 기술혁신의 부정적 영향에 한 거버넌스

를 갖추려는 노력이다(Fisher and Rip, 2013). 그동안 시민사회뿐 아니라 학계의 

연구개발에 한 시각은 계몽주의적 낙관론과 묵시적 우려의 시각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산업경쟁력을 위한 도구로 혁신을 바라보는 입장은 과학기술에 한 

낙관적인 시각에 매몰되어 있는 반면 과학기술민주화, 과학기술시민권, 참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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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거버넌스를 강조하는 입장은 과학기술의 부정적 영향에 한 우려에 

기초하고 있다. RRI는 과학기술의 생산적 가치와 부정적 영향의 가능성 모두를 

동등한 비중으로 끌어안으려는 진지한 시도라는 점에서 앞선 시각들과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셋째, 의미있는 연구개발이 무엇인가에 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와 함께 이를 

반영하기 위한 새로운 변화의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 RRI는 왜 이 연구개발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한 논의에서 왜 이 연구개발을 해야 하는지에 한 논의로 

그 초점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는 연구개발의 패러다임 전반을 바꿀 뿐 만 아니라 

연구개발 투자 방향 및 전략, 기획 및 평가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또한 연구자와 기업이 단지 기술적․산업적 가치가 아니라 사회적 

가치, 기 , 필요까지 고려해 새로운 연구와 혁신의 기회를 열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하게 되는 요소이다. 따라서 RRI의 이러한 접근방식은 새로운 과학기술 거버넌

스 시스템에 한 연구자, 기술관료, 기업의 저항을 줄이고 보다 이들의 참여를 

설득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우리나라도 최근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이 연구를 왜 하는지,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고 실제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한 근본적인 문제를 던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넷째, RRI는 기존의 과학기술자 중심의 폐쇄적 연구문화를 근본적으로 변화시

키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RRI는 연구자에게 사회의 가치와 필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회 통합적 연구․혁신과정을 요구한다. 연구자는 공학자인 동시에 

사회학자가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RRI는 시민참여를 정책결정이라는 정치의 

영역에서 연구와 혁신의 과정으로 확장시킨다. 즉 기존의 참여적 과학기술 거버넌스

에서 시민, 이해관계자, 인문사회학자의 역할이 체로 잠재적인 영향의 ‘예견’이라

는 영역에 국한되어 있었다면, STIR나 SPICE의 예가 보여주듯 RRI는 참여의 

영역을 전 연구과정으로 확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RRI는 새로운 기술을 

창조, 학습하고 여기에 적응하는 사회전체의 능력 향상을 혁신의 중요한 내용으로 

간주하는 시각에 가깝다(송위진, 2006). 이러한 요구는 연구자에게나 일반시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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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나 많은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이나 그만큼 연구문화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새로운 연구를 불러올 잠재력이 크다. 그동안 연구개발의 긍정적 효과와 과학기술자 

중심의 폐쇄적 연구문화 및 환경을 당연하게 인식해 왔던 우리나라 상황에서 

RRI는 연구의 가치뿐만 아니라 연구문화를 포함하는 환경 전반에 한 재검토를 

가능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연구활동의 규율 및 원칙으로서 RRI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STIR나 SPICE처럼 개별 프로그램에서의 RRI 구현도 중요하지만 연구비 

배분 기관의 원칙으로 RRI가 제도화될 경우 그 파급력이 더할 수 없이 크다. 

영국의 EPSRC, 네덜란드의 MVI, 한국의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은 이미 

RRI가 연구비 배분 기관의 원칙으로 제도화될 수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많은 

의미에서 그동안 과학기술학 연구자들이 주장해 오던 사회에 책임지는 연구와 

혁신을 실행해 볼 새로운 기회가 제도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이다. 이 기회를 

과학기술학 연구자들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RRI로 통칭되는 다양한 기회들이 

ELSI나 기술영향평가 이상으로 의미 있는 흐름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전향적인 관점에서 국가와 기업의 연구개발의 원칙으로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학자들을 비롯한 인문사회학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여가 절실한 시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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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ward Science for Better Society: The Present 

and Implications of Responsible Research and 

Innovation (RRI)

Bak, Hee-Je and Seong, Ji Eun 

Responsible Research and Innovation (RRI) is a concept emerging rapidly 

as a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framework to shape science for better 

society, instead of merely for economic growth. While the responsibility 

of science usually means ethics of researchers in the process of research, 

RRI extends the concept of the responsibility by claiming that researchers 

should be responsible for the purpose and outcome of research as well. 

In addition, RRI proposes four interconnected concepts of anticipation, 

reflectivity, deliberativeness/inclusiveness, and responsibility as a 

methodological framework to achieve these tasks. However, RRI is not 

merely a theoretical concept but has been already practiced at many levels 

in real world. We discuss how RRI has been practiced and played important 

roles in reflecting on research and innovation policies in the past and 

guiding new policies by examining two research projects, STIR and SPICE, 

and three national R&D programs, EPSRC’s embracement of RRI in the 

Britain, MVI in the Netherlands, and R&D for social problem-solving in 

Korea.

Key Terms : Responsible Research and Innovation, technology 

assessment, R&D policy, innovation policy, RR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