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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스스로의 거리두기 이면에는 과학이 사회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 

속에 융화되려는 노력이 잠재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과학이 사회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려는 자구적 노력은 과학기술의 급속한 진화, 사회로부터의 지속된 불신, 

공적자금 출연에 의한 과학자의 책무성에 따라 더욱 가시화됨에 따라, 많은 

학자로부터 과학과 사회의 연계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과학기술과 사회와의 연계를 위해 사회참여형 과학기술 평가에 

초점을 두고 그 실현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다양한 평가 방법론, 

사회참여를 위한 전제요건 및 장애요인을 제시하였다. 평가방법론에서는 목적론

적 측면과 행태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형성평가, 총괄평가, 권한부여평가, 협력평

가, 이해당사자 평가를 제시하였고, 전제요건으로는 과학 언어의 공유, 과학자와 

시민사회의 인식의 변화를 제시하였으며 장애요인으로 평가참여자간의 시각의 

차이, 평가지표의 복잡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전제요건의 선결과 

장애요인의 극복 하에서 목적과 행태에 부합하는 평가방법론의 선택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다만, 사회참여형 과학기술평가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사회시스템의 정립과 평가자 스스로의 인식과 자발성이 수반되어야 

그 효과성이 가시화될 수 있음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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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과학기술과 사회는 분리되어야 하는 것일까? 그간 과학기술은 스스로 정치와 

사회의 틀에서 벗어나 객관적 지식 생산에 초점을 두고 생산된 지식의 활용 여부는 

사회 스스로가 결정하게 함으로써 과학기술 자체의 중립성을 고수하고자 하였다

(Rose & Rose, 1976). 그러나 이는 역설적으로, 사회로부터의 중립보다는 세계 전

에서 나타난 과학기술에 한 불신을 잠식시키고 전후 복구를 위한 성장 동력으로 

과학기술을 강조함으로써 오히려 사회로부터 재신임을 얻으려는 과학계 스스로의 

노력이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과학기술 스스로 사회와의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사회로부터 재신임을 얻으려는 노력은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고, 과학기술을 통해 

전후 복구와 경제성장 달성을 추진하려는 한국 정부 정책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예컨  1970년을 전후로 과학기술연구원의 설치와 덕연구단지의 설치는 

과학기술을 통한 사회복구 및 경제성장 정책의 가시적인 성과로서, 순수 과학 

지식을 탐구함으로써 사회와의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사회복지와 경제성장을 달성

하는 견인차로서 과학기술의 기여도를 높임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투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과학기술은 스스로 사회와의 ‘의도된 

거리두기(intended distancing)’를 통해 역설적으로 사회로부터 신뢰를 얻으려고 

노력하였는데, 특히 과학기술의 전문성과 복잡성이라는 고유한 특성은 사회의 

통제나 참여가 불가능한 영역으로 인식됨에 따라(Jacques Ellul, 1964), 현실적으

로 사회와 과학기술의 연계를 어렵게 함으로써 ‘의도된 거리두기’를 더욱 공고하게 

하는 인식론적 배경으로 작동되었다.  

이러한 과학기술과 사회의 분리에 한 인식은 서구에서 1970년 를 전후하여 

등장하다가 1990년 에 들어와 과학기술에 한 사회참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Geurts and Mayer, 1996; Glenn, 2003). 이에 한 인식론적 배경으로는, 

첫째 과학기술의 급속한 진화속도에 따라 사회와의 연계 필요성이 요구되었는데, 

즉 과학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효과가 커짐에 따라, 사회에서 능동적 수용성과 

응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예컨  Callon(1999)은 급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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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생명과학, 정보통신, 환경 및 식량안보 분야의 경우 사회와의 연계가 

상 적으로 많이 필요함을 주장한 바 있으며 이영희(1995)는 사회 차원의 수용성과 

응방안 마련을 위해 기술영향평가를 강조한 바 있다. 한편, 기술시민권 개념의 

등장은 과학기술에 한 사회참여주의 확산을 더욱 촉구하는 인식론적 배경으로 

기능하였다(Krimsky, 1984; Feenberg, 1999). 두 번째는 과학기술의 주요 특성인 

불확실성 및 복잡성과 역사적 학습 및 경험에 기인한 과학기술에 한 불신이 

사회로부터 여전히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론에 근거한다

(Oudheusden, 2014). 특히 TMI(쓰리마일아일랜드)나 체르노빌 사고, 최근의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거치면서 과학기술의 재난을 사회적 차원에서 통제하고 

사회 스스로 과학기술의 효용성을 선택할 필요성이 등장한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Delanty, 2001; Dryzek, 2000). 세번째는 사회로부터 연구개발사업에 출연된 

공적자금(public fund)은 과학기술자에 해 사회적 책무성(accountability)을 

강조하게 되었고,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과학기술자는 지적 호기심에서 야기된 

순수과학(pure science) 중심의 연구행태로부터 사회적 수요를 고려한 지적활동으

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의 확 에 기인한다. 즉 사회에서 과학기술을 

먼저 예측하고 수요를 발굴함으로써 사회와 과학기술 연계의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처럼 과학기술의 진화에 따른 사회적 응, 사회로부터 과학기술에 한 

불신과 재난에 한 사회적 통제의 필요성,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과학자의 사회적 

책무성의 인식은 과학기술과 사회의 단순한 연계를 넘어 과학기술에 한 사회적 

참여를 광범위하게 요구하게 되었으며, 사회 전반에 사회와 과학기술간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인식론적 배경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다만, 사회참여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관행에 고착되어 사회참여를 

위한 방법론이 구체화되고 공감 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송위진 외, 2013) 본 

연구는 과학기술 전반에의 사회 참여 필요성을 제안하기 보다는 특정된 분야 

즉, 과학기술 평가 영역에 한정하여 사회참여 방안과 가능성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과학기술에의 사회참여를 위한 방법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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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범위의 구체화를 위한 담론1)이 보다 활발히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2. 선행연구

1) 과학기술 평가와 사회참여

과학기술에 한 사회참여의 요구가 증 됨에 따라 시민참여 평가와 이를 

통한 연구개발평가의 투명성 제고 방안이 제기되어 왔으나(Jasanoff, 2004; 

Lengwiler, 2008; Saurugger, 2010; 성지은 외, 20142)), 여전히 방법론이나 

참여 범위에 있어서는 공통된 의견이 수렴되지 못하고 있다(Rowe and Frewer, 

2005; Felt et al., 2010). 특히 평가 참여 주체 및 범위에 한 논의가 사회참여 

평가에 있어 주요 이슈로 제기되어 왔는데(Cousins & Earl, 1992; Patton, 1997; 

Mark & Henry, 2004), 사회참여의 범위를 이해당사자로 확 하는 데에는 공통된 

의견을 보이지만, 각 프로그램별 목적에 따라 평가 방식이 동일하지 않고, 국가 

맥락(context)에 따라 시민참여의 방식이나 인식이 상이함에 따라, 국가마다 이해

당사자의 범주를 정의하기는 용이하지 않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해당사자의 

참여 평가는 1970년 3)에 등장하여(Cullen, 2009), 1990년  초 과학의 민주화

(democratization of science) 움직임과 함께 시민참여에 의해 과학기술 정책을 

비롯한 과학기술 전반에 참여평가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과학기술의 불확실성과 

위험사회 확 에 따라 과학기술의 평가와 정책결정 과정에서 광범위한 사회참여는 

정당성의 측면에서 더욱 요구되었는데(Funtowicz & Ravetz, 1993), 

1) 한재각(2004)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시민참여를 위한 거버넌스 원칙을 제시하면서 연구

개발의 투명성, 공공성, 책임성, 민주성 등의 원칙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방안으로 

시민사회의 참여를 제안한 바 있다

2) 성지은 외(2014)는 연구개발사업의 과학적 성과를 넘어 사회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성과의 파급효과를 분석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3) 영국은 1968년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단체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후 미국, 유럽에서 

다양한 논쟁이 나타났다(Touraine, 1971; Gouldner,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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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wartzenberg(2001)는 과학기술과 사회의 연계를 위해 시민사회의 과학기술 

평가 참여 확 를 주장한 바 있다. 또한 Rossi et al.(2004)는 분야별 전문가 

보다 보편적인 전문성과 경험을 겸비한 일반 시민에 의한 평가에 한 실험연구를 

통해 보편적 지식(lay knowledge)이 전문적 지식(expertise)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음을 주장한 바 있다. 이처럼 평가에 참여하는 이해당사자의 확 는 절차나 

효과의 정당성 확보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많은 연구자간에 인식되고 

있는데(Rootman et al., 2001; Portvin, 2007; Johnson et al., 2009; Cousins 

& Choulinard, 2012; Nitsch et al., 2013), 이는 이해당사자의 평가참여가 평가결

과의 활용과 영향에 미치는 효과가 크고, 과학기술에 한 사회적 수용성과 정당성

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학기술 평가의 사회참여 필요성 증가에 따라 참여 주체의 범위에 

한 논의가 확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명확한 방법론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고 

구체적인 참여 범위가 마련되지 못함에 따라, 모든 국가의 평가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전통적 방식인 전문가 중심의 동료평가(Peer-review)에 더욱 의존케 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고, 사회참여는 논외로 한 채, 평가의 객관성 제고와 과학기술적 

정당성 추구에 초점을 두는 현실에 이르게 되었다(Nowotny, 2003). 결국 동료평가

에 참여하는 전문가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과학기술 즉,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무성

보다는 과학기술적 우수성(scientific and technological excellence)에 우선순위

를 두게 되고(Derrick & Pavone, 2013), 여전히 사회참여 평가 필요성에 한 

인식의 확 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과학기술적 우수성에만 초점을 두게 되는 

인식론적 격차(epistemological gap)가 해소되지 못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요컨 , 과학기술에의 사회참여 필요성 제기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현하는 구체

적인 참여 주체 및 방법론의 설정은 아직까지 합의되지 않고 오히려 동료평가와 

같은 기존의 전통적인 평가방법으로부터 객관성과 정당성 담보에 한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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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참여를 위한 평가방법의 다양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학기술의 평가에 참여하는 이해당사자의 확  필요성

에 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되고 있으나, 여전히 방법론이 구체화되지 않은 현실에

서 평가방법의 다양한 유형을 고찰해 보는 것은 사회참여를 위한 방법론을 도출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평가에 한 이해와 수용성이 평가 시스템내에서 실제평가

에 참여하는 평가주체인 개인별 입장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는 주장(Weiss, 1998)에 

주목하여, 참여주체가 상이한 평가방법을 목적론적 측면과 행태적 측면으로 구별하

여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목적론적 측면에서 정책결정자나 프로그램 관리자는 

평가를 통해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개선 및 발전방향 도출에 목적을 두는 반면, 

그 외에 참여하는 이해당사자는 프로그램을 통해 예산집행이나 프로그램 이행이 

이해당사자의 관심과 이익에 부합하는지에 초점을 두게 된다. 반면, 행태적 측면은 

평가방법에 따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해당사자인지 혹은 포괄적인 형태의 

이해당사자인지 여부에 따라 평가참여 유형이 상이하게 나타난다.  

이에 아래에서는 평가 주체별로 입장의 차이를 고려한 평가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참여를 위한 평가방법론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1) 형성평가와 총괄평가: 목적론적 측면 

먼저 목적론적 측면의 평가유형인 형성평가(formative evaluation)와 총괄평

가(summative evaluation)는4) 당초 교육과정의 평가를 위해 도입된 후 정책평가

에서 활용되고 있는 평가방법으로(Scriven, 2001), 형성평가가 프로그램 수행 

4) 과정평가(Process Evaluation)나 결과평가(outcome evaluation)는 형성평가나 총괄평

가와 형태상으로는 유사하나, 형성 및 총괄평가가 프로그램의 변화와 전환에 해 상 적

으로 평가자의 역할이나 의도가 많이 반영된다는 점에서 과정 및 결과평가와 차별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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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생산되는 정보를 통해 프로그램의 개선을 촉진하고 방향을 재정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주로 프로그램 초기 단계에서 수행되며(Weiss, 1998), 정책결정자가 

아닌 제3자가 정책 개선을 위해 집행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제기함으로

써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법으로(정인숙, 2008), 지속적으로 정책결정자와 

평가자간의 상호작용이 이뤄지게 하는 방법이다. 특히, 이해당사자가 필요한 조건

(conditions)에 부합하도록 평가 지표의 적용이 가능함에 따라(Berman & 

McLaughlin, 1977) 프로그램의 진화와 변화를 촉진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총괄평가

는 프로그램이 완료된 이후에 주로 성과에 근거하여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서 프로그램의 지속 여부 판단에 목적을 둔다(Mathison, 2005). 

요컨  형성평가는 프로그램 과정에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고 평가자와 정책결

정자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선사항을 도출해 나가는 것으로 이해당사자의 범위의 

확 를 가져올 수 있고 평가과정에서 평가자간 시각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반면, 

총괄평가는 프로그램의 성과나 효과가 이해당사자 및 평가자가 프로그램을 전반적

으로 인식하고 평가한 결과가 정책결정자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형성평가와 달리 

평가자간의 시각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2) 권한부여평가, 협력평가 및 이해당사자 평가: 행태적 측면  

권한부여평가(empowerment evaluation)는 기획에서부터 운영 및 평가과정

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프로그램 참여자들을 참여시키는 평가유형이다

(Fetterman, Kaftarian & Wandersman, 1996). 동 평가의 이점은 프로그램 

참여자 스스로가 프로그램에 한 이해를 제고하고 구성원의 실험지식을 정당화하

고 연구 질의를 민주화하며 평가자료 수집의 타당성을 제고할 수 있다(Fawcett 

et al., 1996). 다만, 동 평가는 프로그램 참여자를 중심으로 시행됨에 따라 이해당사

자의 참여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두 번째로 협력평가(collaborative evaluation)는 평가자가 연구수행자와 괴리

되지 않고 조언자 및 협업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권한부여평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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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참여자 스스로 자료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반면, 협력평가는 평가자가 

프로그램 참여자와는 구별되면서 협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형성평가와 유사하게 

평가자와 프로그램 참여자간의 상호작용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유사점을 가진다. 

마지막으로 이해당사자 평가(stakeholder evaluation)는 평가자가 이해당사

자 그룹의 표로서, 프로그램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이해당사자 

중의 하나로 구성된다(Greene, 2013). 평가자는 평가를 통해 우선순위 달성여부, 

질문의 해소, 자료 분석 등의 결과를 이해당사자들에게 공유하며 프로그램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동 평가는 프로그램의 성과를 평가한다는 점에서 총괄평가와 

유사한 형태를 가지나 가장 넓은 이해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해될 

수 있다.  

(3) 소결   

지금껏 살펴본 평가방법을 토 로 이해당사자와 평가자간 시각을 분류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이해당사자의 참여 범위가 가장 넓은 것은 

이해당사자 평가라 할 수 있으나 총괄평가와 마찬가지로 성과에 한 평가임에 

따라, 평가위원간의 의견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총괄평가나 형성평가 

및 협력평가는 이해당사자의 참여 범위에 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확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므로 평가주체의 운영 형태에 따라 확  범위가 

조정될 수 있다. 다만, 총괄평가가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평가주체간 

의견차이가 가장 넓게 존재할 수 있는 반면 형성평가는 이해당사자의 시각을 

중심으로, 협력평가는 프로그램 운영주체에 해 협업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협력평

가가 가장 적은 평가위원간 의견 차이를 가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권한부여평가는 

프로그램 참여자가 평가자가 되는 것으로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제한적인 반면 

평가자간 의견차이는 매우 적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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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당사자 참여 범위

<그림 1> 평가자간 인식과 이해당사자 참여 정도에 따른 평가유형 도식화

3. 사회참여 과학기술 평가를 위한 전제요건 

지금껏 본 연구는 과학기술에의 사회참여 수요가 증 하는 상황에서 다양한 

평가방법을 검토하였다. 본 절에서는 과학기술에 사회참여 평가를 실현시킬 수 

있는 전제요건을 살펴봄으로써 사회참여 평가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1) 과학 언어의 공유

과학기술에의 사회 참여를 위해서는 시민사회와 과학기술의 활용 언어의 공통된 

이해가 요구된다. 특히, 과학기술에서 활용하는 전문용어나 개념이 일반 사회에서 

활용되는 용어와 공유되지 않을 경우, 동일한 공간에서 서로 상이한 용어를 활용함

으로써 과학과 사회의 이분화를 심화시키는 부정적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과학기술 정보의 사회적 확산과 공유를 위한 과학의 중화

총괄평가

형성평가

협력평가

권한부여평가

이해당사자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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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Understanding of Science)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예컨  해외의 경우도 일반시민을 상으로 과학기술의 이해와 소통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과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 영국의 경우 1995년 

Wolfendale 보고서를 통해 연구과제 지원 시 중과의 소통을 의무요건으로 포함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COPUS, 1995). 구체적으로 Callon(1989)에 의하면, 과학의 

중화에 한 유형은 사회 참여 수준에 따라 세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 첫째로 

중교육 모형(Public Education Model: 이하 PEM)을 들 수 있다. PEM은 보편성

과 객관성에서 과학지식이 일반지식보다 우월하다는 인식하에, 과학자들로 하여금 

시민사회의 교육 의무를 강조하고, 과학자 스스로 일반지식으로부터 과학지식을 

보호해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중은 지식의 창출에 직접적인 개입을 할 수 

없고 과학자와 직접적인 매개를 가지는 주체를 통해서만 수요와 기 를 위임하여 

행사함으로써 과학자와 사회는 간접적 관계(indirect relationship)을 구축하게 

된다는 모형이다. 동 모형에서 가장 핵심은 사회가 과학자에 한 신뢰를 지지하고 

지속적인 중 교화(enlightenment)를 통해 일반지식이 잘못된 신념이나 종교형

태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동 모형은 과학기술과 관련된 위험성을 

과학자들이 분석하고 사회는 과학적 분석 없이 위험을 상상하고 극단화하는 경향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과학기술정책결정은 사회와 과학기술자간의

협의(consultation)를 통해 이뤄져야 함을 제안한다.

두번째는 중토론 모형(Public Debate Model)으로 과학 지식에 다양한 참여를 

통해 사회 참여가 확 되는 모형이다. 이는 과학자들의 특정 분야에 한정된 전문성

이라든지, 과학지식의 불완전성과 과학지식의 사회적 해석 필요성을 전제5)로 

한 것으로, 사회가 참여하는 토론과 숙의의 장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한다. 

예컨  핵폐기물 처리에 한 입지 선정시 서로 상이한 이해관계를 가진 지역주민, 

5) 실험실에서 생산된 과학지식이 복잡한 현실사회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해석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표적인 예가 영국 북서부 지역의 원자력 발전소 근방의 

생활에 한 전문가들의 판단과 실제 동 지역의 양치기 삶이 매우 상이하게 나타났다는 

사례분석(Wynne, 1989)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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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지자체 등 정부, 시민사회 등의 참여를 통해 토론과 합의를 풍부하게 할 

수 있는데, 주로 공청회나 시민합의(consensus conference6)) 등으로 나타나며 

참여자간에 지역 환경, 정책, 문화 등 사회에 부합하고 현실적으로 해석된 지식을 

공유하며 전문가와 일반시민간의 지식의 경계를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동 모형은 공개된 토론과 의사합의 과정을 통해 정책의 정당성이 도출될 수 있는 

반면, 참여 범위 및 의사 표현의 기회 제공을 통한 의사결정의 정당성 확보라든지 

표성(representativeness)7)에 있어 이견이 존재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지식의 공동생산 모형(Co-production of Knowledge Model)이다. 

앞서 두 가지 모형이 어느 정도 과학과 사회의 분리를 전제로 참여 형태를 설계하고 

있는 반면, 세 번째 모형은 지식생산 과정에서 일반시민의 참여를 설정한다. 즉 

이전의 두 가지 모형이 일반시민과 과학자간의 긴장구도를 통한 모형이라면 세 

번째 모형은 보편적인 지식과 복잡성이 내재된 지식 생산 간의 립구조로 이해할 

수 있으며 상이한 지식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지식의 생산을 추구하는 

모형이다. 이에 해 많은 연구(Nowotny, 1999; Ravetz, 2000; Scholz & Tietje, 

2002; Walter et al., 2007; Wiek, 2007)는 과학자와 일반시민간의 협업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지식을 초학제적 연구(transdisciplinary research: TdR)라 지칭하

면서 학제적 연구를 초월한 인식론, 방법론, 사회문화적 및 구성주의적 시각의 

조합이 요구되는 과정으로 궁극적으로는 사회와 과학의 효과적 연계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실제로 TdR은 과학기술학, 환경 분야 정책결정, 전략적 기획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한다(Rowe & Fewer, 2004; Bammer, 2005). 

이처럼 TdR은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통해 가치, 관심, 권한과 상호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지식 형성 과정으로, 과학적 토론과 사회적 토론이 동시에 이뤄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6) 북유럽 국가 및 영미권 국가들에서 주로 행해지는 방식으로, 최근에는 프랑스와 일본에서도 

운영되고 있다. 

7) 동 모형은 누가 토론에 참여하여야 하는지 혹은 누가 누구를 표하는지 등 표성의 

문제가 명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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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  첫 번째 모형이 일반시민에 한 과학자의 교육을 강조하고, 두 번째 

모형이 과학자의 불완전한 지식이 시민참여를 통해 보완됨을 강조한 반면, 세 

번째 모형에서는 과학자와 사회의 협업 및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지식이 공동으로 

생산됨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모형들은 모두 과학의 중화의 일환으로 

사회의 참여 정도 및 형태에 있어서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과학에 

한 이해도 제고와 언어의 공유를 이끌어 낼 수 있다. 

2) 과학자와 시민사회의 인식의 변화 

과학기술에의 사회참여를 위한 두 번째 전제는 과학기술계와 시민사회계의 

인식의 변화이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계와 사회간 지속적인 소통과 노력을 통한 

상호신뢰의 구축이 필요함은 당연한 논리일 것이다. 다만, 과학기술자 스스로 

사회적 책무성을 인식하고, 사회와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시민사회 스스로

가 과학기술 담론에 참여하여야 한다는 의무감을 인식하지 않는 한, 결국 과학과 

사회의 결부는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Damasio(1995)가 지적한 바 로, 

규범적 차원에서는 과학자에 한 사회의 신뢰가 높으나 위험분야와 같이 이해관계

가 첨예한 경우에는 과학과 사회간 인식의 차이가 명확해지기 때문에, 위험분야와 

같이 사회와 긴 히 연결되는 분야에 있어서는 초기단계에서부터 사회참여의 

가능성이 보장되는 제도적 틀 외에도 시민 스스로가 소위 말하는 기술시민권을 

행사해야 할 의무감을 인지해야 한다(Mejlgaard & Stares, 2010; Arnason, 2012). 

이러한 점에서 Isin & Turner(2002) 및 이영희(2014)가 지적한 로, 최근의 기술시

민권 개념이 시민 스스로가 향유해야 할 권리에서 확 되어 의무 및 책무성을 

포괄한다는 주장은 주목할 만하다. 즉, 사회 구성원 스스로가 과학기술에 한 

학습과 의식적인 참여라는 의무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과학의 불확실성에 한 사회의 수용성을 확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급변하는 기술진보 시 에서 불확실성은 사회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고 불확실성에

도 불구하고 투자하려는 의사 즉, 기 (expectation)와 전망(vision)을 수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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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이 제기된다(Delemarle, 2014). 이는 사회 스스로가 과학의 확실성과 안전성

에만 집착하지 아니하고, 과학에 내재한 불완전성과 불확실성을 인지함으로써 

과학과 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인식론적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즉, 현재와 같이 

과학의 가시적인 성과와 확실성에 국한하여 사회의 수용성이 작용하고 동시에 

과학에 지나친 기 만을 부여한다면 과학과 사회의 괴리를 더욱 넓히게 되는 

악순환으로 귀결될 것이다.  

4. 사회참여 과학기술 평가의 장애   

과학기술의 사회참여는 투명성, 정책결정의 영향, 표성, 절차의 정당성, 

시간과 비용이 고려되어야 하는 만큼(Nelkin, 1978; Banthien & Herz, 2001; 

Rowe and Frewer, 2004), 사회참여를 과학기술 평가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술한 

전제 사항 외에도 극복해야 할 장애가 존재한다. 첫 번째 장애로는 다양한 이해당사

자가 참여하는 평가는 사회참여 절차에 한 논의와 합의를 통해 절차상 투명성 

확보라는 산출(output), 정책결정의 합리성이라는 효과(outcome), 산출과 효과간

의 중간효과인 영향력(impacts)을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Walter et 

al., 2007), 실제로 평가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평가 참여자간의 시각의 차이와 

갈등이 상존한다는 것을 들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사회참여 평가는 평가 지표에 

프로그램 내용과 목적의 투영 외에도 사회적 수요가 반영되어야 함에 따라 지표 

설정의 복잡성을 들 수 있다. 

아래에서는 사회참여 과학기술 평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장애를 구체화함으로써 

결론에서 도출할 평가방법의 가능성에 활용하고자 한다.     

1) 일반 시민, 과학자와 정책결정자간의 갈등  

평가의 기획에서부터 평가 이행에 이르기까지 사회참여의 확 는 평가결과의 

활용도가 제고된다는 주장(Weiss, 1998)처럼, 사회참여를 통한 평가는 정당성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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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성 측면에서 지지받을 수 있다. 다만,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과학기술

의 평가과정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참여자 역량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실질적 

긴장, 토론 당사자간 기  차이로 야기되는 관계적 긴장, 토론과정의 비합리성 

혹은 전략적 행태로 야기되는 정치적 긴장관계라 할 수 있다(Oudheusden, 2014). 

특히 평가에 참여하는 전문가와 일반 시민간의 과학적 지식의 부족에서 야기되는 

실질적 긴장이 두드러질 수 있다(Hronsky & Houghton, 2001). 또한 Guba & 

Lincoln(1989) 및 Mertens & Wilson(2012)의 주장 로 평가자의 경험을 포함한 

인식은 평가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패러다임(Paradigm)을 형성하게 되어 평가를 

더욱 복잡하고 심지어 평가내의 다양한 시각을 형성하게 된다(Shadish & Epstein, 

1987). 예컨  과학자와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평가에서 일반시민 차원에서 과학에 

한 이해, 즉 과학적 지식, 경제성장, 사회복지와 같은 공공선을 위해 공적 영역에서 

투자된다는 시각이 우세함에 따라(Derrick & Pavone, 2013),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사업화 프로그램은 순수과학인 과학적 지식을 탐구하는 

프로그램 보다 상 적 우위성을 가지게 되고(Lotter, 2008), 제안서 평가에서도 

사업화를 지향하는 경우가 자금 지원의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복잡성과 긴장관계를 완화하기 위해 전술한 바 로 과학 용어의 공유와 

사고의 전환, 학습 의무 등이 요구된다고 전제될 필요가 있으나, 실제 평가단계로 

진입할 경우 일반 시민은 과학자에 비해 전문성과 전문지식의 한계를 직면하게 

된다. 일반시민의 한계는 과학기술 평가 유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Cousins 

& Whitmore, 1998), 첫째 평가절차에서 의사결정의 통제 정도, 둘째 평가를 

위한 이해당사자 선정의 자율성, 셋째 시민 참여의 정도로 구분되어 의사결정의 

적극성 정도와 이해당사자 참여요건에 따라 각기 상이한 평가유형이 존재하게 

된다(Cullen, 2009; Daigneault & Jacob, 2009). 

한편, 평가는 정책결정자에게 많은 함의를 가지고 있으나, 정책결정자들은 

평가결과에 직접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려한다(Weiss, 1999). 특히 평가결과가 

정책방향과 상이할 경우 이를 수용하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Irwin, 2006). 

이는 정책결정이란 많은 이해당사자와 행위자들이 환경변수와 상호작용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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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여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평가가 행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원인변수로 작용하기 어려움을 의미한다. March & Sevon(1988)이 주장

한 로, 평가의 효용성에 한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는 점이다. Weiss(1999)는 

평가의 주요 목적은 정책결정의 효과에 한 평가를 기반으로 시민사회를 신한 

정책계획 및 관행 개선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행적으로 평가결과가 도출될 

경우, 정책결정자들은 평가가 정책의 타당성을 지지하는 경우에 한해 평가결과를 

활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사회참여형 과학기술평가는, Genus & Coles(2005)가 주장한 로 사회가 사회

기술적 비판과 협상 공간의 확장에 해 어떻게 인식하고 진화되어 나갈 것인지와 

정부가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영향력과 정보 및 자원의 접근성을 얼마나 균형 

있게 조정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2) 평가 지표의 복잡성  

평가지표는 정책적 함의와 방향이 내재되어야 하고 프로그램별 특성이 반영되어

야 하는 만큼(김태희, 2012) 모든 프로그램에 전적으로 공통적이고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평가지표의 도출은 용이하지도 않고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참여를 통한 프로그램 평가의 경우는 공적 시각(the public's views)를 반영해야 

하는 만큼, 평가지표를 구성할 경우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더욱 복잡해 진다(Flora, 

Maccoby and Farquahar, 1989). 

특히, 보편적으로 과학기술의 평가가 투입(input), 과정(process), 성과

(output), 효과(outcome)의 절차에 따라 구성되고 있으나(Weiss, 1999) 각 단계별 

세부 지표는 주로 성과평가(output evaluation)에 목적을 두고, 특허, 논문 및 

기술료 등이 지표로 활용되고 있음(박성민, 2011)에 따라 최근 정량 지표 중심의 

평가체제를 탈피하여 정성 지표의 도입확 를 추구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 요구를 

파악하고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평가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김왕동 외, 

2014)이 등장하고 있다. 최근에 OECD에서도 중장기차원에서 글로벌 사회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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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의 역할에 한 과학기술 지표를 설정하기 위한 노력(이우성 외, 2010)이 

진행된 바 있고, 핀란드는 과학기술의 사회문제 해결 관련 지표, 영국에서 과학의 

사회적 영향에 관한 지표 활용 사례(성지은, 2012)는 기존의 산출물에 한 정량지표

를 탈피하여 사회를 포함하는 정성지표 마련을 위한 국제적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처럼, 사회 참여 과학기술 평가지표는 사회적 시각, 프로그램 성격 및 취지, 

평가자의 시각이 고려되어야 하는 만큼 복잡성을 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형성평가 혹은 총괄평가 등 평가방법 및 단계별로 

차별화된 평가지표의 수립이 필요하며 둘째 프로그램 기획 단계에서부터 평가 

이행까지 평가 참여자간 평가지표에 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셋째 평가를 

통한 목적 및 영향, 예컨  정책 효과나 성과 극 화 등 평가의 취지가 구체화되어야 

한다. 

5. 결론      

과학기술과 사회의 연계는 이미 사회 전반에 체화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주로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형태로 제시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시민사회의 참여를 요구하

는 주장이 확 되고 있다(이영희 2000; 김동광, 2002; 송위진, 2005, 2014). 

즉 지금껏 과학기술의 전문성과 불확실성에 근거하여, 과학기술은 전문가에게 

맡겨두고 사회는 수동적 수용성을 견지하여 왔으나, 이제는 의사결정을 포함하여 

과학기술에 한 사회적 참여라는 적극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가 제시한 사회참여형 과학기술 평가는 사회와 과학기

술이 연계된 다양한 프로그램의 등장 현실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담론이라 할 

수 있는데, 사회참여 평가를 위한 다양한 방법론, 전제요건 및 장애요인을 제시함으

로써 사회참여를 위한 평가방안 도출의 이론적인 측면과 고려되어야할 선결사항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물론, 과학기술과 사회의 연계 특히, 사회참여를 통한 연계는 단순히 평가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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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을 통해 현실화되기 보다는, 과학기술의 사회에 한 책무성(accountability), 

참여적 거버넌스의 실현, 사회 지향적 정책통합(policy integration) 등 사회시스템 

전반의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함에 따라(성지은 외, 2014; 송위진, 2014), 과학기술

과 사회의 연계가 용이한 작업은 아님은 분명하다. 예컨  과학기술의 빠른 진화가 

나타나는 하이테크 분야에서 사회와의 연계에 한 논의가 활발하게 나타나고

(Delvenne, Fallon and Brunet, 2011), 특히 과학기술 진보에 상 적으로 많은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생명공학기술(Murray and Mehlman, 2000)분야는 안전성

과 윤리성 문제로 인해 한국의 생명윤리자문위원회를 포함하여 각국으로 하여금 

사회적 영향을 인지하게 하였으나(송성수, 2001), 우리보다 오랜 시간 동안 사회참

여를 논의해 온 유럽국가들도 거버넌스에 있어 시민참여는 크게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며(Mejlgaard, Ravn and Degn, 2010), 심지어 다양한 사회 참여형 

과정이 시도되고 있으나 그 결과가 정책결정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있다(Rask & Worthington., 2011; Rask, 2013). 

이와 같이, 과학기술에의 사회 참여 담론은 사회 시스템 개선을 비롯하여 인식의 

전환 등 많은 영역에서 노력과 시간이 요구되는 작업임에는 틀림없으나 과학기술과 

사회가 연계되어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다. 

특히,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미래부, 산업부, 보건부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회문제 

해결형 프로그램(김왕동 외, 2013)은 사회참여형 평가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고려할 당위성을 제기하는 바, 지금껏 사회참여가 수요조사 및 기획 단계에 한정되

었던 것을 확장하여 단계별 평가에도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평가방법에 있어서도 

성과평가 및 전문가 중심 평가를 탈피하여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평가방법의 다양성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회참여형 과학기술 평가는 평가의 정당성, 합리성 외에도 기술발전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는데, 시민사회의 참여는 시민사회가 

지닌 전문성을 통해 전문가 그룹보다 오히려 기술발전 방향을 투영하고 예측할 

수 있을 뿐 아니라(von Hippel, 2005), 창의력과 실생활에 근접한 기술 수요에 

따라 기술혁신 촉진과 상용화에 접근된 기술개발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사회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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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 내의 다양한 위치의 구성원들은 서로 상이한 관련성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만큼, 전문가를 포함한 모든 참여 평가자들은 동등한 우와 타당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Weiss, 1999).  

요컨  사회참여형 과학기술평가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본론에서 제기한 선결사

항과 장애요인의 해소와 함께 사회시스템이 수용할 수 있는 평가방법의 적용을 

고려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사회시스템 차원에서 다양한 이해당사자간의 의사결정 

절차의 수립이라든지 전문가와 일반시민간의 상호신뢰와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사회 환경 구축 등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평가기관이 참여평가자를 동등하

게 인식하고 평가그룹에 한 자발성 부여가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참여형 과학기술 평가를 제안하는 것은 새로운 개념이고 

사회가 이를 수용하는 데에도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그러나 서구 기술선진국

에서 진행되고 있듯이,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 이해당사자가 

과학기술자에 국한된다는 전통적인 사고에서 탈피하여 사회전반에의 영향을 상정

한다면 이러한 논의는 사회 전체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고 사회 참여 방안을 점진적으

로 확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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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iscourse on how to integrate society and 

science: the applicability of participatory evaluation

Kim, Tae Hee

While Science tries to be far from Society, it actually does yearn for 

the trust from Society, on the other side. Its efforts getting back the 

trust has been witnessed with its fast evolution, consistent distrust from 

Society and Scientists’ accountability with investment of public fund.  

Furthermore, many scholars have argued that there is the need to integrate 

science and society. In this regards, this paper explores how to integrate 

both spheres by participatory evaluation. To identify how the participatory 

evaluation works and should be, three main issues are mentioned. One 

is about evaluation methods; Objective-oriented and Behaviour aspects. 

Second is about prerequisite factors; sharing scientific language and 

changed recognition between civil society and scientists. Third is about 

challenge to be tackled; epistemological gap among evaluators and complex 

index. Under these issues, this paper sets out that the participatory 

evaluation should adopt the appropriate evaluation methodology. Last but 

not least, self-recognition and motivation by evaluators themselves are 

important factors, along with societal system which can take participatory 

evaluation. 

Key terms : Science and Society, Participatory Evaluation, Evaluation 

Methods, Evaluation Inde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