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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 양국의 기술예측 비교연구

본문은국가소프트사이언스프로그램 “전형적인전략적신흥산업발전기술예측과로드맵

연구(典型戰略性新興產業發展技術預測與路線圖研究)”(2011GXS4K077)�과제의 단계적성과
이다.

본문에서는기술예측실시빈도,�영역구분,�예측기간,�방법설계,�전문가구성,�결과추적평가

등 6가지측면에서중·일양국의기술예측에대해체계적인비교를하고,�일본의선진적인경

험을 참조하여 중국의 기술예측 개선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기술예측은 “과학, 기술, 경제, 환경, 사회의 장기적 미래에 대해 체계적으로 탐색하는 

과정으로, 그 목적은 경제와 사회적 효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전략적인 연구영역과 범

용적인 신기술을 선정하는 것이다”1). 기술예측과정에 정부, 대학교, 과학연구기관과 기

업에서 온 많은 전문가와 일반대중을 한데 모아 기술의 발전을 판단하고 최종적으로 미래 

경제·사회 발전목표에 부합되는 선진적인 기술영역과 핵심기술을 선정하게 된다. 현재 

각국 정부는 기술예측을 과학기술관리 및 과학기술발전계획 제정을 위한 중요한 기초적인 

업무로 다루고 있으며, 각 국가의 기술예측 실시빈도와 총량이 뚜렷이 증가하고 있다. 

1991년 전까지만 해도 기술예측을 하는 나라는 일본 뿐이었는데 1991-1999년 사이에 25

개국이 30여차례 기술예측을 실시했고 2000년 이후에는 총 79개국이 130여차례 기술예측

을 실시했다. 

일본은 기술입국의 대명사로, 기술기반형 및 기술지향형 경제건설과 발전성과는 전 세

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1970년대 이후 일본정부는 도입·습득·흡수형 기술전략을 독자

적 연구개발혁신형 과학기술입국전략으로 바꾸고 1970년부터 5년에 한번씩 전국적인 대

규모 기술예측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기술예측은 일본이 독자혁신기술을 발전시키고 세계 

과학기술분야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는 중요한 기본적인 도구와 방법이 되었다. 2008

1) Ben R. Martin. Technology Foresight in Rapidly Globalizing Economy [EB/OL]. 

   http://www.unido.org/fileadmin/import/12224 01 Martin slide.pdf. 200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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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금융위기가 발생한 후 경제가 침체하고 인구의 고령화, 자연재해와 핵안전 문제가 두드

러지게 나타나면서 일본은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경로와 원동력을 발굴

하는 것이 시급했고 과학기술에 큰 기대를 걸었다. 2010년에 완성된 제9차 기술예측은 바

로 일본이 경제·사회에서 당면한 중대한 문제와 도전을 해결하는 것을 바탕으로 이뤄졌

으며, 제4기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제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중국은 1990년대부터 기술예측활동을 잇따라 펼쳐 “11.5” 과학기술발전규획, 국가중

장기과학기술발전규획요강(2006-2020년) 등 중대한 의사결정에 가치있는 참고자료를 제

공했다. 현재 중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의 경제체로 부상했지만 과학기술 강국과는 거

리가 있고, 사회생산력과 종합적 국력을 뚜렷이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혁신이 필

요한 상황이다. 과학기술 발전 방향을 정확히 예측 및 파악해야 혁신지향적 발전전략을 

과학적으로 제정할 수 있다. 2013년에 중국 과기부는 보다 큰 규모의 기술예측을 개시했

는데, 일본의 기술예측방법과 내용의 혁신을 적시에 정리 및 참조한다면 중국의 기술예측

활동과 과학기술발전 “13.5”규획의 제정에 유익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1. 중·일 양국의 기술예측 비교분석

가. 예측의 지속성

일본의 기술예측은 일찍이 개시했고 규모가 크며 지속성이 좋다는 특징이 있다. 일본은 

1970년부터 정부와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지원 및 조직아래 5년에 한번씩 모든 영역에 대

한 기술예측업무를 추진해왔다. 기술예측방법 및 조직실시가 갈수록 규범화되고 성숙되고 

있으며, 장기적인 추적 및 축적을 거쳐 시기별 과학기술발전의 중점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 일본의 과학기술 기초연구와 과학기술 발전전략에 진정으로 지침적 역할을 하고 있

고, 시기적절하게 정부의 과학기술계획과 과학기술정책 제정에 참조근거를 제공하는 한편 

기업, 대학, 과학연구기관의 과학기술 연구개발활동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과학기술 

지탱과 경제·사회발전 견인 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1990년대 초에 舊 국가과학기술위원회(國家科學技術委員會, 現 중국과기

부)에서 처음으로 국가차원의 기술예측활동을 조직실시하고 정보, 바이오, 제조, 소재영

역에서 24건의 국가핵심기술을 확정했다. 과기부는 2003-2005년 사이에 정보, 바이오, 

신소재, 에너지, 자원환경, 첨단제조, 농업, 인구건강, 공공안전 등 9개 영역에 대한 기술

예측과 국가핵심기술 선정업무를 잇따라 추진했으며, 2013년에는 새로운 기술예측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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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했다. 현재 중국정부와 정부출연 연구기관은 기술예측을 고정적·지속적인 과학기술 

기초업무로 다루지 않기 때문에 기술예측을 통해 기술발전추세와 기회를 적시에 파악 및 

포착하는 것이 어렵다. 그리고 다양한 기술영역에서 몇 년에 한번씩 비동기적으로 기술예

측을 하고 일부 영역의 과학기술 의사결정에 필요한 단기적이고 제한적인 참조자료만 제

공하므로, 중국의 미래 과학기술 발전추세를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저해한다.

나. 예측영역 구분

일본의 기술예측 조사영역 설계는 두가지 특징이 있다([표 1]). 하나는 조사영역이 넓어 

정보, 에너지, 바이오, 제조, 자원환경 등 첨단기술영역 뿐만 아니라 농업, 임업, 수산업 

등 전통산업 기술영역도 포함하고 사회, 관리 등 사회과학영역과 일상생활의 기술적 수요

도 포함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종영역 간 교차융합, 과학기술과 인문·사회과학 

간의 결합을 중요시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과학기술영역별 나노기술의 응용연구(예를 

들면 에너지 및 환경 관련 산업의 바이오-나노기술, 건강의료와 관련된 바이오-나노 응

용기술, 나노 산업가공기술, 나노제조기술 등), 과학기술영역별 전자통신기술의 기초적 

역할(예를 들면 전자화 인프라 및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시뮬레이션, 전사회적 생활·

사무 전자네트워크 구축, 지능화 교통과 운송, 에너지 고효율 전환과 활용을 위한 전자정

보시스템 등 기술), 사회과학영역의 과학기술혁신과 활용잠재력(예를 들면 사회관리, 거

버넌스, 국제협력, 인적자원 양성, 라이프스타일 변화, 전과정 설계 및 평가 등 기술) 등이 

포함된다.

 중국 과기부가 이미 완성한 기술예측 조사영역은 주로 첨단기술영역인데 정보, 바이

오, 신소재, 에너지, 자원환경, 첨단제조, 농업, 인구건강, 공공안전 등이 포함된다. 2013

년에 개시된 기술예측 조사영역은 12개 영역으로, 현대교통, 지구관측과 네비게이션, 해

양영역이 새로 추가되었다. 사회, 관리 등 사회과학영역은 아직까지 조사영역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종영역간 융합문제에 대한 연구를 언급하기는 했지만 효과적인 업무조직 및 실

시 메커니즘을 마련하지는 않았다.

다. 예측기간

일본은 기술예측기간이 긴데 보통 30년이다. 예를 들어 제8차 기술예측은 2006년부터 

2035년까지 30년간의 기술발전을 주목했고 제9차 기술예측은 2011년부터 2040년까지 30

년간의 기술발전을 주목했으며 2025년의 사회발전수요를 둘러싸고 기술예측을 하는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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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을 두었다. 중국이 이미 완성한 기술예측은 예측기간이 15년이며 2013년에 개시한 기술

예측은 예측기간이 5-10년이다.

[표 1] 일본 제9차 기술예측 조사영역

영역 주제 핵심기술

12개 영역 94개 주제 832건의 핵심기술

1.� 전자,� 통신과 나노의 전사회에서의 활용 6 70

2.� 정보기술.� 미디어와 디지털 콘텐츠 포함 12 76

3.� 바이오와 나노기술 8 58

4.� 건강한 라이프스타일과 국민의 정보기술 활용을 위한 의료기술 5 85

5.� 우주,� 지구,� 생명 탐구,� 인류활동구역 확장을 위한 과학기술 7 64

6.� 다양한 에너지 기술혁신 추진 13 72

7.� 필수자원.� 물,� 음식물,� 광산 포함 7 59

8.� 환경보전과 지속발전가능 사회 건설을 위한 기술 10 68

9.� 기초기술.� 원소,� 물질,� 나노시스템,� 프로세스와 평가 포함 5 84

10.� 산업,� 사회,� 과학기술의 발전을 지원하는 제조기술 8 76

11.� 과학기술진보를 통한 관리 강화 8 58

12.� 일상생활과 산업을 지탱하는 인프라 기술 5 62

출처: 일본 제9차 기술예측 보고서(영문판)

라. 예측방법 설계

중·일 양국은 주로 델파이기법(Delphi method)을 활용한다. 델파이기법은 현재 전 세

계에서 기술예측을 할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으로, 가장 큰 장점은 전문가 범위가 

넓고 전문가 수가 많아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된 예측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일종의 정성적인 연구방법에 속한다. 일본은 제8차 기술예측을 실시할 때 인용분석을 객

관분석법으로 추가하여 주관분석과 객관분석을 상호결합시킴으로써 기술예측 연구의 과

학성과 정확성을 높였다2). 인용분석법은 급속히 발전하는 연구영역에 대한 분석에 적용

되며, 구체적인 수순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용 데이터베이스에서 연도별 인용횟수가 많

은 논문을 선정한 후 그 것을 분석하여 급속한 발전을 이루고 있고 선행적인 중점연구영역

을 도출한다. 둘째.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앞에서 선정한 중점연구영역의 발전추세를 예측 

2) 천펑(陳峰)．일본 제8차 기술예측방법의 혁신(日本第八次技術預見方法的創新)[J]．중국과학기술포럼(中國科技論壇)，2007.(8): 13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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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평가하도록 한다. 셋째. 중점연구영역에 대해 벤치마킹 분석을 하고 해당 영역에서 일

본과 선진국의 수준과 강약점 변화를 평가한다. 일본이 인용분석에 활용한 자료는 

Essential Science Indicators(ESI)에 수록된 1997년 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6년간의 

선행연구논문이며, 그 중 핵심논문 건수는 21,183편에 이른다. 2년간 인용문헌 조사와 분

석을 통해 급속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는 영역을 51개 선정하고 그것을 12개 학과

와 1개 학제적/범영역 통합연구영역으로 구분했는데 그 중 학제적/범영역의 통합연구가 

17건으로 가장 많다([표 2]).

[표 2] 일본의 제8차 기술예측 인용분석 결과

학과 분류 급속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는 영역 합계

생명공학

임상의학 7

13
식물／동물학 4

분자생물학／유전학 l

정신의학／심리학 l

이공과

화학 7

18

물리학 6

공학 l

소재공학 l

지구과학 2

우주과학 l

사회과학
사회과학 2 3

경제학／경영학 l �

학제적／범영역 통합연구 � 17 17

출처: 라이즈다(賴志達)，주민성(朱閔聖), 추진톈(邱錦田) 외. 기술예측에서 전망조사로 – 일본의 제8차 기술예측을 사례로(從技

術預測走向前瞻調查-以日本第八次前瞻為例)[R]．과학기술정책발전보도(科技政策發展報道). SR9503. 2006.3.

중·일 양국은 델파이기법을 이용한 기술예측절차와 방법에 별반 차이가 없지만, 설문

조사 설계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표 3]). 양국 모두 기술의 중요성과 기술(산업화)

시기를 강조하는데, 다른 점이라면 중국은 기술예측을 통해 미래 산업발전, 자원환경 개발

이용, 국제경쟁력 향상, 국방안보 확보, 국민생활의 질적수준 향상 등에 중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핵심기술을 식별 및 선정하고자 하는 반면, 일본은 기술예측을 통해 미래 핵심기

술의 연구개발과 사회적 활용을 주도할 수 있는 부처를 확정하고자 한다는 것, 즉 기술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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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방안과 보장장치를 더 강조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본은 제9차 기술예측을 실시할 

때 정부, 기업, 대학교, 연구기관을 한 곳에 모아서 기술발전 및 실현 방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고 영역별로 핵심기술 연구개발 및 사회적 활용을 주도할 주체를 확정했다. 

공간관측, 선행기술 등 영역의 연구개발은 주로 공공연구단체에서 주도하고 건강의료보건

영역, 에너지 고효율 전환 등 영역의 연구개발은 주로 대학교에서 주도하며 전자정보, 교

통운송 등 영역의 연구개발은 주로 기업이 주도하고 지역사회와 지역내 에너지 이용과 물

질순환 영역의 연구개발은 주로 범부처 협업방식으로 주도한다. 이같은 예측연구 결과는 

각 혁신주체가 국가목표를 중심으로 분업이 명확하고 강점을 상호보완할 수 있는 혁신 컨

소시엄을 구성하도록 유도하는데 유리할 뿐만 아니라, 정부 의사결정자가 제한된 과학기

술자원을 가장 관건적인 과학기술영역과 최고의 비교우위를 가진 혁신주체에 투입하여 국

가과학기술자원 배치·이용 효율을 높이는데 유리하다.

  

[표 3] 중·일 양국의 기술예측 델파이기법 설문조사 지표설계 비교

� 중국 일본

지표

기술의 중요성 기술의 중요성

자국의 연구개발기반 �

기술산업화:� 전망,� 비용,� 시간
실현시기:� 기술 자체의 실현시기와 기술의

사회에서의 실현시기

기술의 역할:� 첨단기술산업 활성화,� 전통산업 고도

화,� 환경과 자원 개발이용,� 국제경쟁력 향상,� 국방

안보 확보,� 국민생활의 질적수준 향상 등 포함

�

�

주도부처:� 기술 연구개발과 사회적 활용을

주도하는 부처.� 대학교,� 공공연구단체,� 민간

기업,� 비영리조직,� 정부,� 범부처 협업 포함

 

중국의 기술예측 활동은 주로 델파이기법을 적용하며, 인용분석 등 기타 정량분석법은 

아직 도입하지 않았다.

마. 전문가 구성

중·일 양국은 기술예측 델파이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구성이 표4와 같다. 양국 간의 

큰 차이점이라면, 중국은 대학교와 연구기관에서 온 전문가 위주, 일본은 대학교와 기업에

서 온 전문가 위주로 구성되었다는 것이다. 일본은 기업 전문가 비중이 30％를 넘어 중국

(21％)보다 높은데, 이는 일본의 기술연구개발역량이 기업에 집중되어 있고, 중국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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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역량은 대학교와 과학연구기관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 과기부가 2003-2005년 사이에 조직실시한  9개 영역의 기술예측 전문가 구성을 

보면, 영역별로 전문가 소속이 많이 다르다. 에너지, 자원환경과 첨단제조영역은 신흥기

술영역이면서도 산업화 수준이 비교적 높은 영역에 속하므로 기업 전문가 비중이 32％에 

이르러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다. 농업, 인구건강과 공공안전영역은 전통산업과 사회공공

사업 과학기술영역에 속하므로 기업 전문가 비중이 11％에 그치고 연구기관에서 온 전문

가가 과반을 차지했다.

 

[표 4] 중·일 양국의 기술예측 델파이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구성(단위: ％)

중 국 일 본

�

정보,� 바

이오,� 신

소재

에너지,� 자

원환경,� 첨

단제조

농업,�

인구건강,�

공공안전

합계 제5차 제7차 제9차 �

기업 20 32 11 21 37 3l
38

�

기업

(산업협회)

대학교 34 35 27 32 36 42 47 대학교

연구기관 37 27 53 39 15 14 15
공립

연구기관

정부 3 3 6 4 10 10 - 사회단체

기타 7 4 3 4 2 3 - 기타

출처: 1) 중국기술전망보고서(中國技術前瞻報告)(2006-2007)[R].과학기술문헌출판사(科學技術文獻出版社). 2008.12.

      2) 일본 제9차 기술예측 보고서[R](영문판)

      3) 천위샹(陳玉祥), 주구이룽(朱桂龍). 일본의 과학기술예측과 활용(日本的科技預測及應用)[J]. 미래와 발전(未來與發展). 

         1994.(2): 35-41.

바. 예측결과 추적평가

일본은 기술예측결과에 대한 추적, 모니터링, 그리고 정부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을 

매우 중요시한다. 기술예측활동을 통해 형성된 전문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문부과학성 

산하의 국립과학기술정책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

y，NISTEP)3)에서 핵심기술발전현황을 정기적으로 추적, 모니터링, 수집 및 정리하여 매

달 한번씩 “과학기술동향”을 발간하여 정부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조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은 전문가들을 동원해 지난 세 차례의 기술예측결과 실현상황을 평가했는데, 평과

3) 일본 국립과학기술정책연구소(NISTEP): 1988년에 설립되었고 당시 과학기술청 소속. 2001년에 정부개편이 이뤄지면서 과학

기술청과 문부성을 문부과학성으로 통폐합. 현재 NISTEP는 문부과학성 산하의 과학기술정책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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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보면 예측목표 중에 3분의 2는 이미 실현한 것으로 나타났다4). 이같은 평가활동은 

기술예측 연구업무성과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향후 기술예측에 참조가 된다는 점에서 중

요한 의미를 가진다. 예를 들어 제7차 기술예측을 실시할 때 지난 세 차례의 기술예측 실

현상황 및 제6차 기술예측과 영역별 비교분석을 했으며, 주로 동일 과제에서 어떤 것을 

변경했는지, 어떤 새로운 과제를 추가했는지를 비교하고 수차례의 예측결과를 상호검증하

여 새로운 기술예측조사에서 기술과제 선정의 연속성, 안정성, 과학성을 도모했다5). 반면 

중국은 기술예측결과에 대한 추적, 모니터링, 평가 관련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상태다.

 

2. 중국의 기술예측에 대한 몇가지 제안

가. 대규모 기술예측을 과학기술 관리부처의 지속적인 기초적 업무로 삼아야

기술발전 규칙과 국내외 경쟁추세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추적 및 

축적이 필요하며, 또 그렇게 해야만 정부가 과학기술 발전전략 및 과학기술정책을 제정할 

때 적시적이고 신뢰성 있는 참조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중국의 과학기술 관리부처가 기술

예측을 기초적인 업무로 삼아 5년에 한번씩 대규모적인 기술예측업무를 조직할 것을 제안

한다.

조직실시 면에서는 우선 과기부처가 기술예측 업무방안을 일괄배치하고 경비, 인력 등 

세부적인 업무여건을 보장해야 한다. 그 다음 전용경비를 마련하고, 과기부처가 전략연구

능력이 비교적 높은 부처를 지정하여, 그 부처가 대학교, 과학연구기관, 기업, 산업협회 

등 유관 부서들을 한 곳에 모아 기술예측 총괄추진업무와 연구업무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

다.

예측규모 면에서는 우선 예측영역을 확대시켜 첨단기술영역 뿐만 아니라 전통산업 기술

영역과 사회, 관리 등 사회과학영역도 포함시켜야 한다. 그리고 영역별로 동시에 기술예측

활동을 펼친다면 이종영역 간 중대한 융합기술을 식별 및 배치하는데 유리할 뿐만 아니라 

일정기간동안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의사결정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가 네트워크 면에서는 프로젝트 의뢰, 경비 지원 등 방식으로 정부, 대학교, 과학연

구기관, 기업, 산업협회 등 부서와 각 영역의 수준높은 전문가들을 영입하여 국가과학기술

4) 천원취안(陳溫泉). 일본의 과학기술예측과 시사점(日本的科技預測及借鑒)[J]. 과학학과 과학기술관리(科學學與科學技術管

理).1996.17(1): 43-44.

5) 양유훙(楊幽紅). 중·일 양국의 기술예측 비교연구(中日兩國技術預見比較研究)[J]. 과학기술관리연구(科技管理研究) 

2012.(20): 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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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전을 위해 안정적인 싱크탱크를 구축해야 한다.

나. 정량분석법을 도입하여 기술예측의 객관성과 정확성 제고

미래 기술예측 및 판단에서 델파이기법의 큰 단점이라면, 전문가의 지식과 주관적 의식

의 영향을 비교적 많이 받는다는 것이다. 델파이기법은 일종의 정성분석법으로 실제와 다

소 편차가 있을 수 있다. 중국은 기술예측에 일부 객관적인 정량분석법을 점진적으로 도입

하고 정성예측연구와 정량예측연구를 상호 결합하여 예측결과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제고

해야 한다. 우선 인용분석법을 도입하여 권위있는 인용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문헌계량

분석을 하고 급속히 발전하는 선행기술영역과 미래 잠재력이 있는 과학기술영역을 통계 

및 식별해야 한다. 그리고 시나리오 분석법을 도입하여 예측기간의 국가 경제·사회 발전

목표에 근거하여 시나리오를 만들어 미래 기술수요를 판단해야 한다.

다. 기술연구개발 및 활용을 주도하는 부처를 지정하고 예측결과 추적, 모니터

링 및 활용 메커니즘 구축

기술예측은 일반 과학연구와 다른데, 예측결과는 정부가 과학기술발전전략 및 과학기술

정책을 제정할 때 기본적인 참조자료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정부, 대학교, 과학연구기

관, 기업 등 혁신주체의 연구개발방향 및 연구개발투자 의사결정의 가이드라인이 되어야 

하며, 전 사회적으로 과학기술자원배치를 최적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첫째. 기술예

측조사과정에서 기술연구개발 및 실현을 주도하는 부처에 대한 조사와 판단을 추가하고, 

각 혁신주체의 과학기술영역별 기술연구개발 또는 성과전환 비교우위를 확인해야 한다. 

둘째. 기술예측결과 추적·모니터링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전문

가풀을 충분히 활용해야 하며, 기술예측 총괄실시 및 연구를 담당하는 과학연구기관이 나

서서 6-12개월에 한번씩 기술예측 전문가풀(pool)을 통해 영역별 국내외 기술발전추세와 

경쟁추세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기적으로 “기술발전동향”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부

부처와 기타 사회기관에 송부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지난번 기술예측결과에 대한 평가

를 다음번 기술예측의 우선업무로 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술항목을 추가 또는 삭제하여 기

술예측과 기술발전 배치의 지속성과 과학성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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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전 사회가 참여하는 예측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폭넓은 공감대 형성

기술예측의 근본적인 이념은 다양한 역량간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의견의 충돌과 

합의이다. 현재 과학기술, 경제와 사회 발전은 하나의 복잡하고 거대한 시스템을 이루고 

있으며, 혁신참여의 광범위성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이다. 그러므로 기술예측을 

위해서는 각 측의 혁신사상을 집결시킨 하나의 개방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장 중요한 

혁신 참여자들을 한데 모아야 한다. 기술산업화가 비교적 빨리 이루어지고 있는 영역으로

서, 예를 들면 첨단제조, 정보, 에너지 등 첨단기술영역에서는 보다 많은 기업들이 기술예

측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농업, 인구건강, 공공안전 등 전통산업과 사회공공

사업 과학기술영역에서는 연구개발능력이 비교적 높은 과학연구기관들이 기술예측에 더 

많이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사회, 관리 등 과학기술영역에서는 보다 많은 정부부처와 사

회단체들이 기술예측에 참여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아울러 일반대중의 기술예측 참여도를 

높여 정부, 기업, 대학교, 연구기관, 일반대중이 함께 참여하는 기술예측체계를 형성해야 

한다. 예를 들면, 정부부처 공식사이트에서 기술예측 영역(category)을 따로 마련하여 과

학기술인력과 일반대중이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기술예측 조직

자가 미래 과학기술과 사회발전 전망에 대한 사회 각계의 견해를 파악하고 미래 과학기술 

수요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