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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기술 개발동향

나노기술의 대중 인식도 및 태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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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나노기술은 과학기술 인 가치와 경제  효과로 인하여 제2의 산업 명을 불러일으키는 핵심 기술

로 간주되며 국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개발로 인한 사회  향문제가 부각 되면서, 

연구개발의 연속 인 지지를 한 새로운 정당성의 확보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서구 국가에서는 나노기술의 

연구개발에 따른 측치 못한 사회  향문제에 한 응책을 모색하고 있으며, 나노기술에 한 의 이해

와 태도를 조사하는 작업은 우선 인 연구 분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나노기술 인식도  태

도 조사에 한 한국, 미국, 일본, EU, 국, 스 스 등의 주요 조사결과를 살펴보고, 연구문헌 분석을 통한 주요 

연구자  기 , 국가 활동에 한 정량 분석을 시도하여, 나노기술에 한  인식도  태도 연구 황을 입

체 으로 고찰하 다. 나노기술에 한 의 지식을 측정하는 단순한  서베이에서 이제는 과학기술  측면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체계  정보 확산 구조에 한 포  시스템에 한 의 태도를 조사하는 “구성주의

 의 과학이해(PUS)” 근법이 조명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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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 의 신뢰는 나노기술의 미래에 있어 ‘다

크 호스(dark horse)'이다”. 지난 4월 24일 미 

상원 청문회에서 우드로 슨센터의 신흥 나

노기술 로젝트의 책임자인 David Rejeski는 

정부와 산업계에서 나노기술에 한 의 신

뢰를 확신시키는 작업을 하지 못할 경우 소비

자들이 ‘Nano’라는 라벨 신에 ‘No-Nano’라는 

라벨을 선호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1) 국

가의 자원을 집  투자하는 주력 기술개발에 

있어서는 사회  정당성 확보가 매우 주요한 

문제로 두되는데, 나노기술 한 이러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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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ttp://www.nanotechproject.org/news/archive/4- 

24-08/

당성 확보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고비에 놓일 

수도 있다는 망이다. 이러한 망은 2001년 

이후 나노기술종합발 계획을 수립하여 범정부

차원의 나노기술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우

리나라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재까지 나노기술 연구개발을 가능하게 하

는 정당성의 논리에는 나노기술이 가지는 독

특한 과학기술  가치와 잠재  미래시장의 

희망이 주요하게 작동하고 있다. 즉, 나노기술

은 유비쿼터스 사회의 완 한 실 , 고효율의 

자원 활용시스템  친환경기술 구  등과 같

이 미래 핵심 기술의 원천이 되며, 경제  

향 한 매우 높게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2) 

2) 나노기술의 경제  효과는 기술개발의 정  효과

의 표 인 로서 거론되고 있다. 미국의 나노비즈니

스 얼라이언스(NanoBusiness Alliance), 과학재단(NSF), 

Lux Research 등은 향후 10년에서 15년 이내에 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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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나노기술의 과학기술  가치와 희

망 인 시장 망에 한 논리가 국가나노기술

개발계획의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데 기여하

다(이은경, 2007).

  최근 들어서는 나노소재의 안 성과 같은 

기술자체의 불확실성 문제에 한 합리 인 

응이 나노기술 연구개발의 정당성 확보에서 

해결해야 하는 새로운 요소로 등장하 다(한

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05).3) 이러한 배경 

속에서 나노기술정책의 사회  수용성문제가 

두되며, 특히 일반인의 나노기술에 한 인

식도와 태도를 조사하는 작업은 선결 으로 

요구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주요국가에서 2000년 이후 진행

된 나노기술 인식도  태도조사에 한 연구결

과를 조사 정리하 다. 주요국의 연구조사 결과

와 그 내용에 한 분석에 을 맞추었다. 

한, 연구문헌 분석을 통한 정량 인 문헌 발표

황  공동 자 분석에 기 한 연구자  연

구 기 , 국가 네트워크 분석에 한 정량  분

석을 시도하여 나노기술에 한  인식도  

태도 연구 황을 입체 으로 고찰하 다. 정보

수집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서 

발행하는 나노 클리(Nano Weekly)와 Tomson 

Reuters의 Tomson Reuters의 Web of Science 

DB를 분석하여 조사하 다. 한, 미국, 일본, 

EU 등에서 시행된 자국민의 나노기술 인지도 

조사보고서를 검토하 다. 문헌정보 분석은 문

헌분석 문 소 트웨어(Vantage Point)와 네

트워크 분석툴(UCINET)을 이용하 다.

련 산업의 세계시장 규모가 수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측하고 있다. 특히, Lux Research는 나노기

술을 응용한 제품 시장이 2004년 당시  세계 제조업 

부문의 0.1% 이하인 130억 달러수 이지만 2014년에는 

15%까지 성장해 2조6천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망을 

내놓아 나노기술개발 붐을 조성하고 있다.
3) 국내에서는 과학기술부의 지원으로 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이 주 하여 2003년부터 기술 향 평가제도를 통하여 기

술개발에 다양한 사회  향을 분석  측하고 정책

을 제시하고 있다. 2003년(NBIT 융합기술), 2005년(나

노기술, RFID기술), 2006년(UCT기술, 기세포기술, 나

노소재기술), 2007년(기후변화 약 응기술).

2. 대중의 과학이해

  일반인의 나노기술에 한 인식 수 과 태

도를 조사하는 연구활동은 다양한 이론  배

경에 기반할 수 있다. 먼 , 통 인 “ 의 

과학이해(Public Understanding of Science, 

PUS)” 근방법이 있다. “ 의 과학이해

(PUS)”는 일반시민들이 과학기술 일반 혹은 

특정한 과학기술에 해 어떻게 인식하고 이

해하고 있는지를 탐구하는 연구들을 지칭한다. 

일반인이 나노기술을 어느 수 까지 이해하는 

지를 조사하고, 이러한 인식수 이 나노기술에 

한 우호도와 어떤 계를 지니는 지를 조사

하는 것인데, 나노기술에 한 국민인식 황을 

악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실시되고 있다. 그

러나,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의 나노기술

에 한 험도를 측정하고 유의미한 정책  

함의를 끌어내는 작업의 효과는 매우 제한

이다. 이러한 은 은 ‘인지 으로 결핍

된’ 상이라는 결핍모형(deficiency model)에 

기반하고 있다. 결핍모형은 일반인들은 부분 

과학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의 무지(ig-

norance)를 제로 한다. 여기서는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왜 모르는가?”

가 요한 질문이 된다. 그래서 의 지식결

핍을 채울 수 있는 활동을 개한다(김동 , 

2003). 설문조사 심의 통 인 PUS는 크

게 정부기 을 심으로 한 국가정책 차원의 

조사연구, 사회 으로 논란이 되는 연구나 기

술에 한 일반시민들의 태도 조사, 그리고 마

지막으로 사회학이나 정치학의 통 인 심

사에 따른 연구라는 세 종류로 구분해 볼 수 

있다(박희제, 2002).

   다른 연구배경은 구성주의  과학기술학

과 유사한 맥락의 구성주의 “ 의 과학이해

(PUS)”이다. 구성주의  과학기술학은 과학지

식의 형성은 많은 이해 당사자들과 사회제도, 

정치, 경제, 문화, 기술수  등과 같은 사회  

요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된다고 본다. 구

성주의  과학기술학은 연구자들이 “이미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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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연도별 추이.

어진 과학(ready-made science)” 신에 이러

한 자연의 반 이라는 측면과 사회  요인의 

상호작용을 상 으로 잘 보여주는 “만들어지

고 있는 과학(science-in-the-making)”에 주목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Latour, 1987). 구성주의 

PUS는 과학이라는 개념이나 과학  지식이 일

반시민들이 수용해야 할 객 인 사실이 아니

라 구체 인 상황 속에서 과학자와 일반시민들

의 상호작용에 의해 끊임없이 구성되고 재구성

되는 과정이라고 주장한다(Irwin and Wynne, 

1996). 체르노빌 사건 이후 국 컴 리아 지역

의 목양농의 방사능오염에 한 주민들의 이해

에 한 (Wynne)의 연구는 구성주의 PUS

의 표 인 로 알려져 왔다.4) 구성주의 

PUS 에서 보면, 의 나노기술에 한 

인식도와 태도조사는 의 나노기술 지식에 

한 측정이 아닌, 이 생각하는 나노기술을 

탐구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포 하게 된다.  

3. 문헌 정보 분석

  나노기술의 인식도  태도조사에 한 

문헌분석을 수행하 다. 검색 DB는 Web of 

Science SCI-Expanded (Science Citation In-

dex Expanded), SSCI (Social Sciences Cita-

4) 1986년 체르노빌 사고가 일어난 후 이 지역에는 많은 비

가 내렸고 농민들은 방사성 세슘이 섞여있는 비로 인해 

자신들의 양떼가 방사능에 오염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과학자들은 토양 속의 세슘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에 

한 모형을 만들어 실험을 한 결과 양의 이동  도살

을 3주간 지시켰다. 그러나 3주가 지난 후에도 토양속

의 방사능 수 은 안 한 수  으로 떨어지지 않았는

데 이는 과학자들이 해당 지역의 지식을 고려하지 않고 

지 에 있는 토양을 바탕으로 설정한 모형을 고지 의 

토양에 그 로 용했기 때문에 발생한 오류 다. 그러

나 지역의 농민들은 과학자들의 이러한 권고가 지역의 

토지유형이나 목 재배 유형, 그리고 지역의 생태학에 

한 자신들의 지식과 상반된 것이었기 때문에 소  

문가들의 과학  주장을 신뢰하지 않았고, 따라서 과학

자들이 안 하다고 주장한 지역에서 양을 사육하지 않았

다. 비록 컴 리아 지역의 농민들은 화학식으로 표 된 

방사능이나 토양에 한 공식 인 과학  지식에는 무지

할지라도 그들의 구체 인 삶을 통해 얻어진 암묵지를 

갖고 있었던 것이다(Wynne, 1992).

tion Index), A&HCI (Art and Humanities 

Citation Index) 등을 상으로 하 다. “핵심

어(keyword)" 검색을 통해 1차 으로 검색하

여 주제와 련도가 떨어지는 문헌을 제거하

고,  서베이의 연구 결과를 제시하는 18건

을 정리하 다. 문헌분석이 일정량 이하일 경

우 련분야에 한 연구동향을 편향되게 분

석할 우려가 있지만, 재로서는 조사된 서베

이 연구논문의 정량 인 통계정보를 살펴보는 

것도 유의미하다고 단하여 련 내용분석을 

하 다. 

  나노기술의  인식도  태도 조사에 

한 문헌발표를 연도별로 집계하여 비교하 다.  

2002년 첫 논문(Bainbridge)이 발표된 이후 

2004년 2편, 2005년 4편, 2006년 5편, 2007년 6

편의 문헌이 발표되었다. 논문(Article)에 해

당하는 문헌은 12편이 발표되었다. 참고로, 일

본, EU 등에서 진행된 연구결과는 SCI-E 논

문 DB에 게재되지 않기 때문에 Figure 1의 

그래 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나노

기술의 인식도  태도조사의 문헌이 증가하

는 은 이 분야의 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국가별 추이를 분석하면, 미국이 13편, 국

이 4편, 스 스가 3편, 뉴질랜드가 1편으로 나

타났다. 미국과 국이 공동 자로 참여한 문

헌은 3편이지만, 스 스와 뉴질랜드는 다른 나

라 공동 자 없이 자국의 연구자만 자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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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드  크기는 논문수에 비례

Figure 2. 공동 자 네트워크.

에 게재되어 있었다. 공동 자의 소속국가 연

결 황은 미국과 국이 연결되어 있지만, 스

스, 뉴질랜드에서는 독립 인 연구가 진행되

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연구기 은 원문에 

수록된 자의 주소정보에 기반하여 수행하

다. Univ of Wisconsin-Madison (미국), 

North Carolina State Univ (미국), Univ of 

Zurich (스 스), Cornell Univ (미국), UCL 

( 국), EMPA (스 스), ETH (스 스), 

Univ of Pennsylvania (미국) 등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주요 연구기  네트워크를 통해 

분석한 연구그룹의 네트워크 황은 미국은 3

개이며, 스 스와 국은 각 1개인 것으로 나

타났다. 미국의 연구그룹은 크게 3그룹인데, 

(1) Univ Wisconsin-Madison과 Cornell Univ, 

Univ Penn, Arizona state Univ 그리고 Edu 

Inc로 구성되어 있으며, (2) North Carolina 

Univ은 외부 네트워크 없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악되었다. (3) Rice Univ은 

국의 런던 학(UCL)의 정경 학(LSE)  경

학원(LBS) 등과 연결되어 있다. 국은 

런던 학(UCL)에서, 스 스는 Univ of Zurich, 

ETH, EMPA 등이 한 그룹을 이루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 주요기 을 국가별로 정리

하면, 미국과 국이 연결되어 있지만, 스 스, 

뉴질랜드는 다른 국가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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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주요 참고문헌

문    헌 2002 2004 2005 2006 2007
인용
회수

COBB MD, 2004, J NANOPART RES, V6, P395 3 3 5 11

BAINBRIDGE WS, 2002, J NANOPART RES, V4, P561 1 2 2 2 7

GASKELL G, 2004, NAT MATER, V3, P496, DOI 10.1038/nmat1181 2 1 4 7

ROCO MC, 2003, J NANOPART RES, V5, P181 1 2 2 2 7

LEE CJ, 2005, SCI COMMUN, V27, P240, DOI 10.1177/1075547005281474 1 4 5

SIEGRIST M, 2000, RISK ANAL, V20, P195 1 1 3 5

SIEGRIST M, 2000, RISK ANAL, V20, P713 2 1 2 5

GASKELL G, 2005, PUBLIC UNDERST SCI, V14, P81, DOI 1 3 4

MILLER JD, 1998, PUBLIC UNDERST SCI, V7, P203 2 2 4

PRIEST SH, 1995, J COMMUN, V45, P39 1 1 2 4

ROYAL SOC ROYAL A, 2004, NAN NAN OPP UNC 1 3 4

GASKELL G, 1999, SCIENCE, V285, P384 2 1 3

NISBET MC, 2005, INT J PUBLIC OPIN R, V17, P90, DOI 10.1093/ijpor/edh058 1 1 1 3

PRIEST SH, 2001, SCI COMMUN, V23, P97 1 2 3

ROCO MC, 2001, SOC IMPLICATIONS NAN 1 1 1 3

SCHEUFELE DA, 2005, J NANOPART RES, V7, P659, DOI 3 3

SIEGRIST M, 1999, J APPL SOC PSYCHOL, V29, P2093 1 1 1 3

SLOVIC P, 1987, SCIENCE, V236, P280 1 1 1 3

STURGIS P, 2005, NEW GENET SOC, V24, P31, DOI 10.1080/14636770500037693 1 1 1 3

TOWNSEND E, 2004, RISK ANAL, V24, P1385 3 3

※ 노드  크기는 논문수에 비례

Figure 3. 기 별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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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국가별 주요 나노기술 인식도  태도 조사 황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한 국
KISTEP
 �,♟

미 국

Cobb & 
Macoubrie☎,♟

♟♟

WWICS
�,♟♟

WWICS
�,♟♟

Currall
�,♟♟♟♟♟ 

Currall
☎♟/ ☎♟, 

Scheufele
�♟ / ☎♟♟

일 본
AIST,
☺,♟♟

AIST
FG

EU
Eurobarometer
☺, ♟♟♟♟♟

 국
RS, RAE

♧
RS, RAE
♧/☺♟♟

스 스
Siegrist
♟♟

TA-Swiss
FG

호 주
MARS, 
☎,♟♟

MARS, ☎,♟♟ MARS, ☎,♟♟

※ 조사방법 : 화조사(☎), 이메일/웹 조사(�), 면조사/방문조사 ☺, 포커스그룹 FG, 워크샵 : ♧ 
   상규모 : 500명 이하 ♟,  501∼1100명 ♟♟ ,  1101∼2000명 ♟♟♟, 2001명 이상 ♟♟♟♟♟

   WWICS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RS (Royal Society), RSE (Royal Academy of 
Engineering)

  주요 자는 Kastenholz, H, Wiek, A, 

Scheufele, D A, Siegrist, M, Veltri, G, Cobb, M 

D, Lee, C J, Lewenstein, B V, Macoubrie, J, 

Gaskell, G, Ten Eyck, T, Jackson, J 등이다. 이들

은 나노기술의  인지도  태도조사에 한 

연구문헌을 2편 이상 발표하 다. 주요 피인용 

자(인용문헌수)는 Sierist M (10편), Roco MC (9

편), Bainbridge WS (8편), Gaskell G (8편), 

Miller JD (8편), Slovic P (7편), Scheufele DA 

(6편), Macoubrie J (5편), Nisbet MC (5편), 

Priest SH (5편) 등이었다. 인용회수가 많은 주요 

문헌으로는 Cobb MD (2004) 11회, Bainbridge 

WS (2002), Gaskell G (2004), Roco MC (2003) 

등으로 집계되었다. Cobb MD는 피인용되는 문헌

수는 2편이었지만, 체 11개의 문헌에서 인용되

고 있었다. 

  주요 은 Journal of Nanoparticle Research

에서 2002년 이후부터 매년 의 나노기술 인

식도  태도조사에 한 련 문헌을 수록하여 

최다인 6편의 문헌이 게재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 외 Public Understanding of Science, Science 

Communication, Nature Nanotechnology 등에 2

편의 문헌이 게재되었다.

4. 국내외 연구 동향

  의 나노기술 인지도  태도 조사에 

한 연구는 2000년 이후부터 본격화 되었으며, 

미국, 일본, 국, 스 스 등에서 련 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은 부분 정

부의 지원을 받았으며, 문가  기업인의 나

노기술 인식조사는 회 등의 지원으로 이루

어졌다. 연구형태는 온라인 웹 조사, 이메일조

사, 화 조사 방문 면조사 등 다양하게 진

행되었으며, 설문 상자 규모도 500명에서 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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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국가별 주요 나노기술 인식도  태도 조사 황

국가  연구자 조사 개요

한 국 KISTEP
∙인터넷 설문조사(2005.10.1∼5)
∙ 10 에서 50  연령의 남녀 500명
∙ 2005년도 나노기술 향평가사업 

미 국

Cobb & Macoubrie
(2004)

∙랜덤 화조사(2004.3∼4)
∙미국 역의 18세 이상 1,536명
∙NSF지원, 나노기술의 인식수 설문포함(3문항)

Currall et al.

∙나노기술과 다른 기술과의 비교
∙웹 서베이 : 4,542명(2004.6)
∙랜덤 화조사 : 503명(2005.8, 나노기술 vs 다른 기술)
∙랜덤 화조사 : 501명(2005.8), 나노제품 사용의 극성)

우드로 슨
센터

∙우드로 슨센터의 나노기술 로젝트 지원
∙ 2006년 조사 - 화조사(2006.8.23∼27) 1,014명 성인 
∙ 2007년 조사 - 화조사(2007.8.27∼28) 1,014명 성인

스콘신 학
Scheufele

∙일반인과 문가의 나노기술 혜택과 험 분야 비교
∙일반인 조사 - 화 조사, 미국 성인 1,015명(2007.5.~7)
∙ 문가 조사 - 메일 조사, 나노기술 문가 363명(2007.5~6) 

일 본 AIST
∙인지도  태도조사
∙방문조사법(2004.11.26∼12.14) 도쿄 지역 20∼69세 남녀 1,011명
∙포커스 그룹 인터뷰(2005.10)

EU Eurobarometer

∙유럽지역 32개국의 15세 이상 거주민 32,897명, 2005.1.3~2.15, 면 
인터뷰

∙Eurobarometer 63.1

∙EU 회원국 25개국 15세 이상의 거주민 24,683명, 2005, 면 인터뷰
바이오기술 유로바로미터

 국
왕립학회, 
왕립공학회

∙지역할당 면 인터뷰(옴니버스조사방식)(2004.1.8∼14), 15세 이
상 성인 1,005명

∙소규모 객 식 설문(3 문항)
∙워크  2003.12 런던(23명), 버 행(27명) 정성 조사

스 스
Siegrist

∙ 문가(46명) 비 문가(375명)의 나노기술 응용 험 인식차이 조
사 - 20개 나노기술 응용에 한 험도 평가(5  척도)

∙스 스  독일 소재 기업조사(138개) (40개 기업 응답) (2005. 12
∼2006.2), 설문조사 - 나노기술 분야 험평가 실시유무

TA-Swiss ∙포커스 그룹(2006.9)의 publifocus 모델 용

호 주 MITR ∙ 18세 이상 1,000명 성인 무작  화조사(2005, 2007, 2008 (1100명))

여 명에 이르 다. 연구형식도 정량 인 조사 

뿐만 아니라 정성 인 조사가 결합된(왕립학

회, 일본 AIST) 조사가 시도되었다. 정성 인 

심층조사는 포커스 그룹(Focus group), 인터

뷰, 합의회의(Consensus Conference) 기능을 

갖는 워크 이 개최되었다.

 

4.1. 한국

  한국은 2005년도에 나노기술 향평가사업의 

일환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이 유일한 연

구사례이다. 설문은 나노기술의 인지도, 나노

기술 정보를 얻는 곳, 나노기술 용 기  분

야, 정부의 나노기술 발  지원 우선지원 분

야, 험성, 편리성, 국가경쟁력, 실용성, 윤택

함 등을 조사하 다. 

  ‘나노기술’에 해 들어 본 경험의 유무를 조

사하고 이를 나노기술의 인지도로 간주했는데, 

71%가 들어 본 이 있다고 답했다. 나노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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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한국의 조사 내용( )

◦ 귀하는 나노기술에 하여 들어 보신 이 있습니까? 
  - 들어 본 이 있다(71%)

◦ 나노기술 험성(7  척도)
  - 험하다(6.4%)
  - 보통이다(23.6%)
  - 안 하다(70%)

◦ 나노기술이 우리 삶에 어떤 향을 미칠 것인가?
  - 정 일 것이다(83.8%)
  - 그  그런 경향을 보일 것이다(15.4%)
  - 부정 인 향을 보일 것이다(0.8%) 

<자료> 과학기술부(2005), 2005년도 나노기술 향평가
보고서, pp. 167∼177 내용 재정리

에 한 태도 조사도 실시하 다. 나노기술의 

험성, 편리성, 실용성 등에서 7  척도로 조

사하 는데, 평균 5.74 으로 매우 정 인 나

노기술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은 나노기술에 한 인지도가 매우 높

으며 나노기술 개발에 해 매우 우호 인 태

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의 이면에는 한국  상황이 작

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우리의 경우 

나노기술 개발의 정당성 획득에서 과학기술 

 경제발 이라는 측면 외에도, 정부당국의 

매우 극 인 정책의지가 주요한 요소로 작

용한 것이다. CDMA기술과 같은 성공사례의 

경험을 나노기술에도 용하여 기술개발 기 

단계에 과감하게 진입하여 미국 등 선진국과 

나란히 경쟁하겠다는 매우 극 인 정책의지

가 작용하 기에 한국의 나노기술 정책형성기

의 분 기는 “나노기술의 망은 체로 정

이었고 나노기술에 한 서구의 비 인 

견해나 잠재  험에 한 논의는 공론화 되

지 못했다”(이은경 2007)는 평가를 받고 있

다.5)

5) 그 결과  나노기술의 사회  향부문에 한 응이 미

비하 다. 이러한 미비 은 제2기 나노기술종합발 계획

(2005)에서 일부 극복되었다. 제2기 계획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동안 총 4조 8,550억원을 투자하여 

2015년 ‘나노기술 선진 3 국 기술경쟁력 확보’라는 비

4.2. 미국

  4.2.1. Cobb 

  미국 과학재단(NSF)의 지원을 받아 노스캐

롤라이나 주립 학(North Carolina State Uni-

versity)의 Cobb는 2004년 에 미 륙에 거

주하고 있는 성인 1,536명의 표본을 상으로 

나노기술에 한 미국인의 인식도와 태도에 

한 램덤 화조사(random-digit dialed survey)

를 실시하 다(Cobb, 2004). 조사결과, 미국인

의 80% 이상이 나노기술에 하여 “조 ” 

는 “ ”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분이 나노기술에 하여 사실을 묻

는 질문(factual question)에 정확하게 답하지 

못했다. Cobb는 3가지 문항에 한 물음을 제

기하고 정확한 답을 하는 응답자 수를 측정했

다. 구체  질문은 다음과 같으며, 3문항을 모두 

맞춘 응답자는 47명으로 체의 3.1% 다. 

  (질문 1) 나노기술은 (naked eye)으로 거

의 볼 수 없는(barely visible, 아

주 조 은 볼 수 있다는 의미) 물

질과 계가 있다. (정답은 거짓) 

  (질문 2) 산업계에서는 이미 나노기술을 이

용하여 매용제품을 만들고 있

다? (정답은 참) 

  (질문 3) 나노기술은 미국 경제의 차기 산

업 명이 될 것으로 측되고 있

다. (정답은 참) 

  나노기술에 한 지식수 과 험  혜택

에 한 태도의 계를 살펴보면, 나노기술에 

한 지식 수 이 높을수록(2문제 이상 맞춘 

을 제시하 으며, △2015년 선진 3 국 기술경쟁력 확

보, △IT, BT, ET 등 여타 기존기술과의 연계  융합

을 통해 신기술 시장 선 , △안 하고 풍요로운 사회의 

실  등을 3  비 으로 제시하고 있다. 주요 추진목표

로는 비교우 를 갖는 30여개 이상의 최고수 의 실용

화 기술의 확보, 교육  공용 연구 인 라 구축, 2014

년 세계나노 련시장의 20% 수 (5000억달러) 유 그

리고 나노기술 향 등 사회  요구에 응하는 기술개

발 등을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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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urrall et al(2006)

※ 503명의 화 조사에 기반함. 알콜 음료(AB), 마취제(AN), 비행기 여행(AT), 자동차 여행(ATT), 자

거(B), 상업용 항공(CA), 화학 살균제(CD), 화학 비료(CF), 화학 제조 랜트(CM), 컴퓨터 디스

이 스크린(CS), DDT, 기발 (EL), 소방(FF), 식품 보존재(FP), 일반 항공(GA), 제 제(H), 가

정 기기구(HA), 인간 유 공학(HE), 권총(HG), 수력발 (HP), 이 (L), 형 건설(LC), 액화천

연가스(LG), 오토바이(M), 마이크로 웨이  오 (MO), 자동차(MV), 살충제(P), 의사 처방이 필요없

는 약(PD), 경찰업무(PW), 철도(R), 방사선 치료(RT), 수술(S), 기세포 연구(SC), 흡연(SM), 수돗

물 불소화(WF), X-선(X)

Figure 4. 나노기술과 다른 기술의 혜택과 험에 한  인지 황.

사람의 집단) 나노기술의 혜택과 험에 한 

태도에서, “혜택이 많다”는 입장을 갖는 것으

로 나타났다.

  나노기술의 혜택과 험이 기 되는 분야는 

나노기술 지식수 (high, low)의 차이에 따른 

나노기술 인지도 수 과 의미있는 연 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나노기술에 한 지식수 과 

걱정, 화 등의 감정 사이에는 유의미한 계가 

없었지만, “희망” 인 감정과는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이 많을 수록 희망 인 

감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이 많은 응

답자의 44%가 매우 희망 으로 보았으며, 희

망 이지 않다는 감정은 18% 수 이었다. 반

면에 지식이 은 응답자는 26.2%만이 매우 

희망 이라고 답하 으며, 희망 이지 않다는 

답변은 27%로 매우 높게 조사되었다.

  나노기술의 험성에 한 기업인의 역할에

는 상당한 불신이 존재하 다. 기업지도자들이 

‘나노기술이 인간에 미치는 험을 최소화할 

것인가’라는 설문 조사에서 60%의 응답자들은 

“상당한 불신임”을 보 다. 신뢰도는 나노기술

의 험과 혜택에 한 태도와는 련성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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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뢰도가 낮을수록 나노기술의 험이 

혜택보다 많다고 답했다. Cobb 등(2004)은 마

이클 크라이튼의 소설 Prey의 독서  토의 

경험이 응답자의 나노기술의 혜택  험에 

한 인지에 향을 끼쳤다고 보고했다. 

  4.2.2. Currall 

  Currall 등은 나노기술을 용한 제품이 이미 

상용화되어 있다는 사실에 기반하여 연구의 

을 (1)나노기술과 다른 기술과의 험과 혜

택의 인식 비교와 (2) 구체 인 나노기술 응용 

제품에 한 소비자의 태도로 설정하 다. 

Currall 등은 랜덤 화 조사(national random- 

digit telephone dialling survey)를 실시하여 미

국내 503명과 인터뷰를 하 다. 나노기술이 다

른 43개 기술보다 더 험한지, 혜택이 많은 것

으로 받아 들이는지를 조사하 다. 비교 상의 

기술 목록은 Slovic (1987)의 신기술에 한 인

식도 조사에 기반했으며, GMO, 기세포연구 

등 몇 개의 부상기술을 추가했다.

  조사결과, 미국인은 나노기술을 비교  립

인 기술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노기술은 GMO, 살충제, 화학 살균제, 인간 

유 공학에 비해 ‘덜 험하고 혜택을 더 많이 

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태양력 

발 , 백신 종, 수력 발 , 컴퓨터 디스

이 스크린보다는 ‘더 험하고, 혜택이 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Currall 등은 이러한 

나노기술에 해 립 인 인식이 있을 때, 

에게 나노기술의 험과 혜택에 한 교육

을 시키는 작업이 더욱 요망된다고 주장했다. 

나노기술에 한 잘못된 정보에 기반해서 발

생하는 여론 양극화(polarized) 상을 방지하

기 해서는 교육 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 Currall 등은 소비자의 이 견되는 

나노기술 제품에 한 소비자들의 태도를 측

정하 다. 라이스 학의 생물환경 나노기술센

터(Center for Biological and Environmental 

Nanotechnology, CBRN)와 공동으로 나노기

술의 응용이 기 되는 소비자 제품분야를 선

정하 다. 선정된 제품분야는 의료 제품(약), 

스킨 로션, 자동차 타이어, 냉장고 가스 냉각

제 등 4가지이며, 이에 한 소비자들의 태도

를 조사했다. 조사방법으로는 규모의 웹 서

베이와 화 조사를 병행했다. 미국 역의 웹 

서베이에서는 소비자로 여겨지는 4,542명의 자

료를 수집했다. 연구결과는 웹과 화 샘  양

측 모두 응답자가 나노기술의 혜택과 험을 

독립 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결과를 보

여 주었다. 소비자는 혜택이 작으면, 혜택이 

많을 때 보다도 더 험을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urrall은 이러한 연구결과의 의미에 해서, 

“ 의 나노기술 인식은 이 에 가정했던 것

과 같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 주었

다”며, “ 험과 혜택은 양측 모두가 복잡한 의

사결정 계산에 포함된다”고 분석했다(Currall, 

2007). 

 

  4.2.3. 우드로 슨 센터

  미국 우드로 슨센터의 나노기술 로젝트

(Project on emerging nanotechnologies)는 

2006년과 2007년 2회에 걸쳐 미국민의 나노기

술에 한 인식도  태도 조사를 실시하 다. 

  미국인의 나노기술 인지도는 매우 낮은 것

으로 조사되었다. 70% 이상이 나노기술을 아

주 조 (heard just a little) 는  들어 

보지 못했다(heard nothing at all)고 답했다. 

우드로 슨 센터의 조사결과는 나노기술 인

지도가 연령별, 학력별, 가계 소득별로 차이를 

보인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50  미만의 성인

남자, 교육수 이 높고, 수입이 많은 사람들이 

나노기술에 해 보다 더 많이 들었다. 부분

의 사람들은 나노기술이 험한지, 혜택이 많

은지에 한 단에 확신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노기술에 한 정보를 제

공하지 않고, 응답자에게 험성과 혜택 사이

의 상충 계(trade-off)를 평가하라고 요청 하

는데, 51%가 어느 쪽으로도 답하지 않았다. 

  혜택이 험보다 많다는 은 나노기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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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미국인의 나노기술의 혜택과 험에 

한 인식도(Woodro Wilson, 2007).

한 친숙도(familiarity)  인지도와 정

으로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노기

술을 많이 들어보았다는 성인의 반이상

(51%)이 혜택이 험보다 크다고 믿고 있다. 

어느 정도 들었다는 사람의 42%, 단지 조 만 

들었다는 사람의 17%, 나노기술에 해  

듣지 못했다는 사람의 3%가 혜택이 험보다 

크다고 답했다. 

  정보제공 이후의 인지도 변화에 있어, 여성

이 남성보다 험이 혜택보다 크다고 응답한 

비율이 증했다. 7%에서 29%로 증했다. 

정보제공을 하면, 험과 혜택에 해 단을 

내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단을 내리는 비율

이 증가하 다. 

  미국인은 나노기술로 개선되어진 식품보존용

기나 식품을 사용할 때에는 건강 험  혜택

에 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나노기술이 용된 식품보존용기의 사용

에 해서, 13%가 사용하지 않겠다고 답했으

며, 73%는 더 많은 정보가 요구된다고 답했으

며, 12%만이 구매하겠다고 답했다. 나노기술로 

개선된 식품의 구매에 해서는 29%가 구매하

지 않겠다고 답했으며, 62%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나노기술이 용된 식품구

매는 7%만이 하겠다고 답했다.

  기에 나노기술에 해 더 많이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나노기술의 용으로 개선된 식

품보존제품  식품 사용을 보다 더 많이 이

용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식품보존제품에 해

서는 나노기술에 해 많이 들었던 사람의 

31%가 사용하겠다고 답했지만, 나노기술에 

해  듣지 못했던 사람의 11%만이 사용하

겠다고 답했다. 식품에 해서는 나노기술에 

해 많이 들었던 사람의 15%가 사용하겠다

고 답했지만, 나노기술에 해  듣지 못했

던 사람의 6%만이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4.2.4. Scheufele 

  Scheufele et al. (2007)는 일반인과 문가

의 나노기술의 혜택과 험에 한 인식차이

를 조사하 다. 문가들이 나노기술에 해 

더욱 낙 이지만, 특정부문에 있어서 문가

들이 일반인보다 나노기술개발에 해 더 우

려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문가들은 들보다 나노기술의 잠재  

혜택에 해서 보다 더 낙 이지만, 일반인

은 나노기술로 인한 라이버시 침해, 부정

인 경제  향 등의 문제에 해서 매우 걱

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특정분야에 

해서는 문가와 일반인의 험인식의 차이

가 도되는 다른 양상을 보 다. 일반 은 

7개의 잠재  나노기술의 단   “ 미세 감

시 소자에 의한 개인 라이버시의 상실”, “일

자리 감소”, “무기경쟁”, “테러리스트의 나노

기술 이용 험성”, “자가복제 로 ” 등의 5개 

부문에 해 더 걱정하 다. 그러나 과학자는 

“공해 심화와 환경오염” 그리고 “새로운 건강 

문제” 등을 야기하는 나노기술의 잠재  험

성 부문을 일반인보다 더 우려하 다. 

  Scheufele는 나노기술로 인한 오염문제와 

건강 문제 등을 문가들이 오히려 일반인보

다 더 우려하고 있다는 에 주목하고, 나노기

술이 다른 신흥 기술(emerging technologies)

과는 다른 특색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했다. 역

설 이게도 나노기술은 과학자가 들에게 

“왜 들이 어떤 잠재  험에 해 보다 

더 염려해야 하는 지를 설명해야 하는 최 의 

신흥기술”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Scheufele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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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기술에 한 이러한 문가와 일반인의 

험 인식(risk perception)의 차이는 과학자와 

일반인 사이의 심각한 커뮤니 이션의 결핍

(deficit)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분석했다. 

4.3. 일본

  일본은 2004년 산업기술종합연구소(AIST)

나노기술연구부문의 주 으로 일반인의 나노

기술 인식  태도에 한 설문 조사와 포커

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 다. 설문 조사는 도

쿄 지역의 30 km 이내에 거주하는 20∼69세

의 1,011명을 상으로 하 으며, 조사 기간은 

2004년 11.26∼12.14일까지 다. 한국이나 미국

화 조사 방법과는 다르게 지역 샘 링에 기

반한 방문유치법으로 직  응답자를 만나서 

조사를 실시하 다. 일본 조사의 특이 사항으

로는 조사 상자의 학력수 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학교 이상 학력이 65.7% 다. 학력

수 이 나노기술의 험  혜택에 한 태도

에 미치는 향이 매우 크다는 에서 일본의 

조사결과가 매우 정 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을 추측하게 하며, 실재 결과 역시 미국, 

국에 비해서 일반인이 나노기술에 해 인지

하는 태도가 매우 정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인은 나노기술에 해 한 경험이 비

교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노기술에 

하여 어느 정도 들어본 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하여 과반수 이상이 응답자가 나노

기술을 들어보았다고 답했다. ‘자주 들었다

(6.5%)’, ‘가끔 들었다(48.6%)’고 답한 사람이 

55.2%가 된다. 나노기술이 사회에 도움을  

것이라는 응답이 압도 이었으며, 나노기술이 

도움이 되길 바라는 응용분야를 선택해달라는 

질문에 해서는 ‘보다 좋은 병의 치료법․진

단법 개발’(85.3%)과 ‘환경문제 해결’(80.4%)

분야가 기 를 받고 있는 최우선 응용분야로 

선택되었다. ‘나노기술의 발달에 불안감을 느

끼는가’라는 질문의 결과는 불안하다는 응답이 

54.5% (‘매우 불안하다’(5.4%), ‘어느 정도 불

안하다’(49.1%))이며 불안하지 않다는 응답은 

32.9% (‘그다지 불안하지 않다’(27.5%), ‘  

불안하지 않다’(27.5%)) 다. 

4.4. EU

  4.4.1. Eurobarometer 63.1

  유럽연합(EU)의 여론조사기구인 유로바로

미터(Eurobarometer)는 2005년 에 유럽지역 

32개 국가 거주민 32,987명의 과학기술에 한 

태도를 조사하 다. 유로바로미터의 조사 항목

은 40여개에 달하며, 나노기술에 많은 분석을 

할애하지 않았지만, 본 고에서는 이  나노기

술 련 문항(Q13)에 한 질문에 을 두

고 유럽연합의 연구결과를 성별, 학력별, 직업

별, 거주지별로 구분하여 분석 하 다. 

  나노기술의 망을 낙 으로 보고 있는 

국가는 덴마크(66%), 벨기에(61%), 룩셈부르

크(57%), 이탈리아(57%), 체코(56%) 등이다. 

부정 으로 보고 있는 나라는 오스트리아

(22%), 핀란드(15%), 슬로바키아(14%), 슬로

베니아(14%), 헝가리(13%), 스 스(13%) 등

이다. 모른다고 답한 비율이 높은 나라는 몰타

(83%), 라트비아(69%), 리투아니아(65%) 터

키(60%), 불가리아(58%), 에스토니아(55%), 

포르투갈(53%) 등이었다. EU 25개 회원국의 

남성은 여성보다 나노기술의 망을 보다 더 

낙 으로 망하 다. 체 남성(12,003명)

의 58%가 나노기술이 향후 20년 이내에 우리 

삶에 정 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반

면에 여성은 39% 수 이었다. 나노기술의 

향에 해 ‘모른다’고 답한 응답도 여성은 

48%로서 남성의 31%보다 많았다. 고령일수록 

나노기술에 한 정  망이 작아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정  망은 나이와 

련없이 6% 수 에서 일정하 다. 학력이 높

을수록 나노기술의 망을 높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을 마친 나이가 15세 이하

의 경우는 나노기술의 향을 정 으로 보

는 비율이 33% 지만, 20세 이상에서 학력을 

마쳤거나, 재 학업을 진행 인 자  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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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EU국가별 나노기술의 망.

기술의 향을 정 으로 보는 응답자는 각

각 60%와 64%로 높게 나타났다. 학생, 리

자, 자 업자는 나노기술의 향을 정 으로 

보았지만, 가사, 미취업, 은퇴자의 정  망

은 비교  낮은 수 이었다.

  4.4.2. Eurobarometer 64.3

  바이오기술에 한 유로바로미터 조사는 

1991년 이후 총 6회 실시되었는데, 본 조사는 

제6차 조사이다. 25개 EU 회원 국가마다 

1,000여 명을 조사하여, 총 25,000명을 조사하

다. 바이오기술에 한 유럽인의 인지도와 

태도조사를 조사하는 것이지만, 2002년도와 같

이 나노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유로바로미터는 

유럽의 여론이 기술 신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사이의 기술 격차를 벌이

는 데 기여했다는 주장에 해서 반론을 제기

한다. 유럽인은 나노기술을 보다 더 유용하다

고 보며, 규제체계에 해서도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보고했다. 

  7가지의 기술에 한 응답자의 태도를 조사

하 다. 상기술은 조사마다 조 씩 다른데, 

6차 조사의 조사 상 기술은 컴퓨터  정보

기술(1991년부터), 바이오기술(1991), 우주탐

험(1991), 태양에 지(1993), 핵에 지(199), 

이동통신(2002), 나노기술(2002), 풍력에 지

(2005) 등이었다. 

  나노기술이 도덕 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는 견해에 해서 응답자의 60%가 동의하

으며, 나노기술이 사회 으로 유용하다는 견

해에는 62%, 나노기술은 사회에 험스럽다는 

견해에는 25%, 나노기술은 장려해야 한다는 

견해에는 55%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4.5. 국

  국 왕립학회(Royal Society)와 왕립 공학

회(Royal Academy of Engineering)의 나노기

술워킹그룹이 국 국민의 나노기술에 한 

인식 황을 악하 다. 정량조사는 나노기술

만을 상으로 진행된 단독 조사가 아니라 다

른 분야의 설문과 함께 조사하는 옴니버스

(omnibus survey)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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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EU의 기술에 한 우호도 조사 결과.

조사는 지역, 경제수 , 연령, 인종, 성별을 변

수로 설정한 표본집단을 상으로 3시간에 걸

친 워크 을 개최하여 진행되었다. 워크 은 

2003년 12월 런던과 버 햄에서 개최되었으며, 

참가자수는 각각 23명과 27명이었다.  

  나노기술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국성인

의 29% 수 이었다. 성별에 따른 나노기술 인

식도가 다른 결과를 보 다. 남자는 나노기술

을 들어보았다는 응답이 40%인 반면에 여자

는 19%에 그쳤다. 연령 에 따른 차이도 뚜렷

했다. 55세 미만의 나노기술 인지도는 30%  

수 이지만 55세 이상의 연령 에서는 나노기

술에 한 인지도가 20% 수 으로 떨어졌다. 

사회  지 도 나노기술 인식율에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회  지 가 높을수록 

나노기술에 한 인지율이 높은 결과를 보

다. 사회  지 가 높은 AB등  사람의 나노

기술 인지도는 42%이지만, 사회  지 가 낮

은 DE등  사람은 16% 수 이었다. 인종(백

인과 흑인)간의 인지도 차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정량  설문조사결과는 워크샵을 개

최하여 조사한 정성  연구결과와 일치하 다. 

정성  조사에서도 여성들의 나노기술 인지도

는 남성에 비하여 낮았으며, 인종간의 나노기

술 차이도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일반인이 생

각하는 나노기술 이미지는 (1) 작게 만들기, 

미세 공간의 기술과, (2) 컴퓨 , 자공학, 의

학 분문 등에 응용되어 나타나는 나노기술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노기술을 

들어보았다고 답한 사람의 46%는 나노기술을 

“작게 만들기, 미세한 기술”로 설명하 으며, 

30%에 달하는 사람은 특정한 응용에 기반해

서 나노기술을 설명하 다.

4.6. 스 스 

  Siegrist et al. (2007a,b)은 나노기술의 험

에 한 인식(perception)에 있어서 문가와 

비 문가(layperson)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설문 조사를 통해 밝 내었다. 나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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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나노기술 응용

1 빌딩 블록
2 자동차 페인트
3 자동차 타이어
4 임 랜트 코
5 빌딩 소재의 표면 침투
6 사진 인화지
7 의료

 8 스키
 9 선스크린
10 모니터
11 데이터 메모리
12 물 소독
13 약물 달
14 경량 빌딩 소재

15 무기
16 가솔린 체 수소 장재
17 식품 포장재
18 바이오 센서
19 나노캡슐 이용 암 치료
20 의료용 나노로

※ 20개의 나노기술 응용에 한 일반인(375명)과 문가(46명)의 험 인식도를 조사하 다.

술 련 험에 해서 비 문가와 문가가 

다른지를 테스트하기 하여, 비 문가(n= 

375, 독일어를 구사하는 스 스인)와 나노기술 

분야 문가(n=46)에게 나노기술의 20가지 

응용에 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질문하

다. 험평가는 5  기 으로 답하도록 하 는 

데, 결과는 나노기술과 련된 험에 한 비

문가의 인식(평균=2.64, s.d.=0.77, 95% 신

뢰구간 2.56-2.73)은 문가들의 험인식(평균

=1.97, s.d.=0.71, 95% 신뢰 국간 1.74-2.19) 

보다 확연히 높게 나왔다. 

  한, 어떻게 산업계가 나노기술의 험 평

가에 근하는지를 조사하 다. 나노소재를 생

산 는 응용하고 있는 스 스와 독일소재의 

기업 138개에게 2005년 12월과 2006년 2월 사

이에 설문서를 보내어 각 기업이 수행하고 있

는 나노기술에 한 험평가에 한 황을 

조사하 다. 응답률은 29.6% (40개 기업이 답

함)이었다. 질문지는 “나노입자 소재”를 100 

nm 이하의 차원을 하나 이상 가진 소재로 정

의하 다. “당신 기업은 나노입자가 련된 부

분에 험 평가를 수행하나요?”라는 질문에 26

개 기업(65%)이 험 평가를 수행하지 않는다

고 답했으며, 13개 기업(32.5%)은 험평가를 

‘이따 (sometimes)’ 는 ‘언제나(always)’ 실

시한다고 답했다. 

5. 연구결과의 고찰 

5.1. 나노기술 인지도와 우호  태도

  나노기술에 한 인지도가 높을수록 나노기

술에 해 정 으로 보는 경향이 한국, 미

국, 유럽 등의 연구에서 보고되었다. Cobb 

(2004)은 나노기술에 한 지식수 이 높으면 

나노기술에 한 태도가 매우 우호 이라는 

결과를 제시하 다. 우드로 슨센터(2007)는 

나노기술을 많이 들어보았다는 성인의 반이

상(51%)이 혜택이 험보다 크다고 답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한 나노기술에 한 정보를 제공

하기만 하면 나노기술에 한 태도가 정

으로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 우드로 슨센터

(2007)의 조사에서 여성은 오히려 나노기술의 

정보를 제공받은 후 “ 험” 측면에 더욱 주목

하 다. 즉 나노기술이 확실하게 혜택을  지

라도, 험인식의 주 성 문제에 한 사려 깊

은 고려가 요구된다.  

5.2. 문가와 비 문가의 험 인식의 차이

  나노기술에 한 정보를 에게 제공해도 

나노기술의 험인식에 해서는 나노기술 

문가와 다른 단을 내릴 수 있다. 이것은 

험인식에 한 의 단기 이 단순히 기

술의 객 성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  요인들의 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Scheufele (2007)는 문가와 일반

인이 생각하는 나노기술의 험분야가 다를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는데, 문가들은 

들 보다 나노기술의 잠재  혜택에 해

서 보다 더 낙 이지만, 일반인은 나노기술

로 인한 “ 라이버시 침해”, “부정 인 경제  

향(일자리 감소)” 등의 문제에 해서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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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일본 AIST 

(2005)는 일반인이 나노기술에 해 부정 인 

반응을 보인 분야로 ‘ 량의 개인정보를 기록

할 수 있는 체내 삽입형 칩’과 ‘ 칼로리 식품

에 첨가되는 맛이 좋아지는 나노분자 미각 향

상제’라고 보고했다. 국 왕립학회(2004) 조

사에서도 나노기술이 감시 장비에 활용되어 

개인 라버시를 침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을 우려하 으며, 개발 비용에 한 비  시

각도 존재하고 있었다. 

5.3. 나노기술 연구개발에 한 의 신뢰도 증진

  나노기술 연구개발에 한 낙  망과 

태도는 나노기술 연구개발의 추진주체인 정부

와 연구소, 기업 등에 한 신뢰도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나노기술 기

업에 한 신뢰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 미국의 경우 기업에 한 신뢰가 낮

게 나타나고 있다. Cobb (2004)의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0% 이상이 기업인의 역할에 부정

인 반응을 보 다. 우드로 슨센터(2007)의 

조사결과 역시 이러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기업과 정부  정부에 한 

신뢰가 낮게 나왔다. Siegrist (2007a,b)는 

다수 기업들이 나노소재 련 험성 평가에 

한 체계 인 근법이 없다는 조사결과를 

보고했는데, 이는 나노 산업계에 한 의 

신뢰를 해할 수도 있다고 분석하고, 산업계

가 원치 않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5.4.  나노기술 교육의 한계와 효과

  나노기술에 한 의 시각이 확립되어 있

지 않고 있기에, 나노기술의 인지도, 의 염

려, 신뢰의 문제에 한 응책으로 나노기술에 

한 일반인 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나름의 한계

는 있지만, 재로서는 주요한 문제 해결수단이 

될 수 있다. Currall (2006) 등은 일반인이 아직

까지는 나노기술을 GMO, 살충제, 유 공학 등

에 비해 ‘덜 험하고 혜택을 더 많이 다’는 

립 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며, 

나노기술에 한 잘못된 정보에 기반해서 발생

하는 여론 양극화(polarized) 상을 방지하기 

해서는 나노기술의 험과 혜택에 한 교육

을 시키는 작업이 실히 요망된다고 주장했다. 

Scheufele (2007)는 Currall의 주장에 동의를 보

내며, 문가 집단 내에서 이미 나노기술의 환

경 험성 문제 등이 주요 어젠다로 등장하 지

만, 일반인이 알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문가와 일반인의 험 인식(risk perception)의 

차이가 과학자와 일반인 사이의 심각한 커뮤니

이션의 결핍(deficit)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지

했다. 우드로 슨센터(2007)의 조사 역시 나

노기술에 한 교육활동의 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나노기술이 용된 식품보존제품에 해

서는 나노기술에 해 많이 들었던 사람의 

31%가 사용하겠다고 답했지만, 나노기술에 

해  듣지 못했던 사람의 11%만이 사용하

겠다고 답했다. 유로바로미터(EC, 2005)의 조

사에 의하면, 나노기술이 다른 신기술에 비해 

정 인 반응율이 제일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

는데, 나노기술에 한 태도가 결정되지 않은 

층이 40%에 달하 다. 이는 아직까지 나노기술

에 한 의 시각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있

음을 보여주고 있다. 

 

5.5. 나노기술 제품의 산업화와 의 나노기술 

인식

  나노기술이라는 포  개념이 아닌 특정 나

노기술이 용된 구체  제품에 한 의 

태도는 매우 실용 인 단에 기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Currall (2007) 등은 나노기술이라

는 거시  측면에서도 “ 험과 혜택은 양측 모

두가 복잡한 의사결정 계산에 포함된다”고 분

석했다. 즉, 은 나노기술의 혜택과 험에 

해 트 이드오 (trade-off)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제품을 사용할지, 안할지를 결정할 때

에, 소비자는 험과 혜택을 매우 세 하게 

울질한다는 것이다. 우드로 슨센터(2007)는 

나노기술이 용된 식품보존용기의 사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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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응답자의 13%가 사용하지 않겠다고 답

했으며, 73%는 더 많은 정보가 요구된다고 답

했으며, 12%만이 구매하겠다고 답했다. 즉, 나

노기술 제품에 한 구매여부는 매우 신 한 

자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6. 결  론

  재까지 일반인의 나노기술의 인지도, 나노

기술에 한 정  는 부정  망, 문가

와 구별되는 나노기술에 한 험 인식분야, 

나노기술의 산업화에 한 일반인의 태도 등

에 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주요 연구결과들은 우리에게도 몇 가지 시

사 을 제공해 주었다. 나노기술에 한 부정

 태도가 기술 자체의 문제에 기인하지 않고 

다른 외  요소에 의해 결정될 수 있기에, 연

구 외 인 요소들의 요성이 제기되었다. 따

라서, 나노기술에 한 충분한 정보를 일반인

에게 제공하여 나노기술에 한 오해와 왜곡

을 감소시키고, 연구개발 과정에서의 투명한 

정보공개 등의 연구개발 체계에 한 의 

신뢰도를 고취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요구된다. 

  나노기술의 험에 한 문가와 일반인의 

평가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간과하지 말

아야 할 것이다. 의 나노기술에 한 우려

와 염려를 해결하기 한 해결책으로, 나노기

술에 한 정보 확산이라는 방법이 한계를 지

닐 수 있으며, 따라서, 이 염려하는 분야

에 한 체계 인 조사와 함께, 연구개발 기

에 련 사항을 연구정책에 반 하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한, 인식 황에 한 상기술  연

구를 넘어서, 의 인식과 태도가 어떤 배경

에서 형성되었는 지를 연구하는 작업은 의 

과학기술에 한 이해  태도에 해 훨씬 심

층 인 정보를 제공해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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