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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목
차기 성장동력 발굴･선정 방법론 연구

Ⅱ.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차기 성장동력 수립을 위한 방향 설정 및 발굴 선정 방법론 개발 필요
미래 신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성장동력 정책은 기술·산업 발전에 따라 유연·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으로, 차기 성장동력 수립에 앞서 정의 및 정책 목표 설정과 고도화된 발굴·선정 방법론
개발이 필요
※ 성장동력 기획·수립을 위한 사전기획연구

- 혁신성장동력(’18.5)은 미래성장동력(’14)과 국가전략프로젝트(’16)를 통합·연계한 것으로, 기존
성장동력 정책의 연장선에 있어 그간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전략적 대응에는 한계

Ⅲ. 성장동력 정책 방향 설정
추진 개요
(추진 목적) 성장동력 정책은 향후 10년 전후를 목표 시점으로 하는 중장기 정책으로, 목표
시점의 미래상을 반영한 정책목표를 상정할 필요
(추진 방향) 차기 성장동력의 추진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2032년의 미래상과 정책 방향 설정
(추진 내용) 대내외 환경 분석을 통해 향후 10년 후의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도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성장동력 정책 추진 방향 설정

추진 절차 및 방법
(추진 방법) 차기 성장동력 추진을 통해 제시할 미래상 및 정책 방향 논의를 위해 전문가 워크숍을
구성·운영
- (미래상 도출) 트렌드 분석, 미래 이슈 등 미래예측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장동력 정책 범위에
적합한 향후 10년 미래상 도출
- (성장경로 도출) 향후 10년 미래상의 실현 또는 관련된 문제해결에 대한 현황 분석을 분석하고,
주요 산업 영역, 정책 방향 제시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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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예측 관점의 사회·산업 현황 및 전망을 중심으로 전문가 간 논의를 목적으로 전문가 워크
숍 구성 및 운영
추진 절차
- (1차 워크숍) 미래예측을 바탕으로 성장동력 정책 범위에 적합한 향후 10년 미래이슈 검토
※ 제6차 과학기술예측조사 1차년도 연구결과(2020) 내 주요 이슈를 검토 및 선별

- (2차 워크숍) 미래 이슈와 관련된 향후 10년 메가트렌드 및 미래상 도출
※ 향후 10년 메가트렌드 5개를 도출하고, 관련된 미래상(TO-BE 모델) 작성

- (3차 워크숍) 메가트렌드별로 현황을 분석하고 관련 산업 영역을 도출하여 미래상에 대응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성장동력 정책 추진 방향 제시)
※ TO-BE 모델에 해당하는 현황을 분석(AS-IS 모델)하고, 관련된 산업 영역 도출

미래상 도출
(미래이슈 작성) 제6차 과학기술예측조사 내 미래이슈 62개 중, 성장동력 정책 목표 시점인
향후 10년에 해당하는 이슈 선별 및 영향력*을 검토하여 30개 이슈 선별
* 이슈별로 제시된 미래사회 전망 도출 및 시기별 파급효과

(미래이슈 조정) 이슈 발굴 시점(2020년) 이후 새로 대두된 이슈*를 중심으로 반영하여 총
34개로 이슈 조정
* 가상·현실의 통합, 탄소중립, 에너지 수요 증가, 우주시대 개막, K-콘텐츠 확산 등

(메가트렌드 도출) 주요 이슈를 바탕으로 5대 메가트렌드* 도출 및 트렌드 간 관계 작성
* 디지털 세상의 확산, 인구·도시구조의 변화, 지속가능한 지구환경, 기술패권의 부상과 질서의 변화, 위기
대응과 정부·기업 거버넌스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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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상 작성) 메가트렌드와 관련 이슈의 주요 키워드를 바탕으로 2030년 희망하는 미래 또는
도달하게 될 미래의 형상/형태를 기술
< 향후 10년 미래상 >
메가트렌드

미래상
현상

1

디지털 세상의
확산

사회·
문화
경제·
산업
발전
방향
현상

2

인구·도시구조의
변화

사회·
문화
경제·
산업
발전
방향
현상

3

지속가능한
지구환경

사회·
문화

환경 관련 사회적 활동 및 갈등해소를 위한 협력 증가

경제·
산업

① 제조업 등 생산·유통 방식의 변화로 기존의 밸류체인 재편
② 친환경 산업,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산업 대두
③ 에너지 확보 및 환경 이슈 대응에 초점을 맞춤 국제경쟁 및 무역장벽 생성

발전
방향

정부, 민간, 시민의 협력을 통한 탄소중립·에너지전환 선도 국가

현상
4

5

기술패권의
부상과 국제질서
변화

위기대응과
정부·기업
거버넌스의 변화

① 초연결: 개인의 미시정보에서 집단의 거시정보까지 데이터의 멀티스케일 연결
② 디지털 전환: 사회, 경제 등 전 분야에 디지털 전환이 확산·정착
③ 현실-가상 간 융합: 물리공간(오프라인)과 가상공간(온라인) 간 융합이 발생
① 삶의 방식, 업무 방식, 의사소통 방식 등의 큰 변화
② 국가·기업의 데이터 통제, 인공지능·데이터 편향성이 우려
① 디지털 정보가 핵심 자원으로 작동하여 데이터의 전략자산화 확산
② 소비·생산 방식, 기업 활동의 방식, 재화의 유통 방식, 고용 방식 등의 변화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디지털 사회의 모범 국가로 발전
- 디지털 리터러시의 향상, 데이터 통제, 편향성 등 부작용 해소 제도
① 저출산 및 고령화로 생산가능 인구는 감소하고 고령자 중심의 사회로 변화
② 1인가구 증가, 가치의 다변화 등으로 사회 구성원 그룹의 다양화
③ 도시는 저밀평탄 형태로 초광역화, 인접 도시와의 클러스터화
① 고령자 커뮤니티 집단 및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생애주기 관리 서비스 확대
② 니즈의 다변화와 가치 갈등 확대
③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나 도시권의 과밀화는 완화되며 정주환경·접근성 개선
① 고부가가치 지식집약적 산업으로 국내 산업구조 재편
② 고령자 대상 산업, 바이오·헬스 관련 산업 확대
인구·도시구조의 뉴노멀을 성장의 동력원으로 활용하는 산업구조로 전환
- 고령자 참여·대상 산업, 지역특화산업 등
① 다양한 환경 이슈가 인간의 삶의 질을 위협
② 탄소중립, 에너지전환에 대한 국제적 관심 고조
③ 디지털화 및 전기화(electrification)에 따른 에너지 수요 증가

경제·
산업

①
②
③
①
②
③

미중 간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 및 장기화
공급사슬의 지역화, 자국중심화
메가 FTA의 확산
공급망 구조가 특정국 및 진영 중심으로 글로컬화·블록화
공급망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주권 및 신속(agile) 조달 역량 강조
보호주의와 자유무역이 병존하는 신통상질서

발전
방향

고부가가치 글로벌 밸류체인 내 핵심기술 선도 국가로 위상 확보

현상

① 디지털, 보건 등 신안보 위협의 빈번한 발생
② 이해관계자 간 갈등 심화

사회·
문화
경제·
산업
발전
방향

불확실성 대응, 충격 회복, 갈등 관리 등에서 정부의 역량 강조
갈등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가능케 하는 정부-기업 간 역할 및 책임
위기 대응·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량 및 기업의 역할 강화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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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경로 도출
(현황 분석) 향후 10년 미래상 실현(또는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 산업, 사회 등의 현황*을
분석하고, 성장을 이끌어낼 산업 영역 등 도출
* 산업(투자), 문화·제도, 인력·인프라 관점에서 분석

- (디지털 세상의 확산) 세계적 수준의 IT 및 네트워크 인프라와 하드웨어 혁신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핵심·원천기술력이 미흡하고 이에 따른 미약한 후방산업(소부장) 기반
※ 국민의 디지털 수용성이 높고 관주도의 규제통제력, ICT 산업 인프라 보유라는 강점이 있으나, 경제성장
중심의 정책과 내수중심의 스타트업 지원, 공공데이터 자산의 구축·활용성 미흡의 약점 보유

- (인구·도시구조의 변화) 유망산업 분야 대부분이 수준 높은 IT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급성장
추세에 있으나, 전문인력 양성 미흡 및 법·제도·규제 문제로 투자-성과 선순환이 미약
※ 교통인프라 체계, 디지털 전환 수용력,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 의지 등이 높으나, 저출산·고령화가 심각
하고 수도권 집중, 도시 규제 등으로 인해 균형발전 및 도시확대의 한계

- (지속가능한 지구환경) 친환경·디지털 혁신역량 및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으나, 자원·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고 에너지 다소비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보유
※ 친환경으로 인식전환이 빠르고 관련 정책 및 거버넌스를 확보하고 있으나, 전환비용에 대한 낮은 인식,
낮은 수준의 환경보호 지출, 낙후된 환경산업 등의 문제를 가짐

- (기술패권의 부상과 질서의 변화) 메모리반도체, 이차전지, 통신(5G) 등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나, 시스템반도체, 인공지능 등의 경쟁력이 열세이고 핵심 소부장 경쟁력이 미흡
※ 관세장벽 및 국제 연합전략 구상에 이점을 가지고 있으나, 전략기술 신속 대응체계 미약, 기술 외교 전략
전문가 부족 등의 한계가 있음

- (위기대응과 정부·기업 거버넌스의 변화) 우수한 인프라·데이터 보유, 정부의 데이터 강국
정책이 강점이나, 디지털기술 경쟁력이 주요국 대비 열세이고 핵심 소부장 경쟁력이 미흡
※ 정부 주도의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유리하고 사회 전반의 의견수렴이 가능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념·계층 간 갈등, 사회적 합의에 익숙지 않은 문화, 신뢰자본 미흡 등의 약점을 보유

< 메가트렌드별 관련 산업 영역 >
메가트렌드

관련 산업 영역

디지털 세상의 확산

ICT 제조업 및 서비스, ICT 기반기술·산업, SW 및 관련 서비스, 디지털·바이오융합 산업, 데
이터 산업, 제조-서비스-콘텐츠 간 융복합 산업

인구·도시구조의
변화

디지털 헬스케어, 재생의료, 푸드테크, 모빌리티 서비스, 생활 SOC, 첨단제조, 에듀테크 등

지속가능한
지구환경

에너지 산업, 환경 산업, 제조업 친환경 공정, 친환경 소재 및 제품, 탄소배출 저감 자동차 및
선박, 에너지 고효율 스마트가전 등

기술패권의 부상과
질서의 변화

소재·부품·장비, 국가필수전략기술, 국가첨단전략산업

위기대응과
정부·기업 거버넌스

데이터산업, 물리·정보 보안 산업, 국방·치안 관련 산업, 의료·보건·제약, 바이오 정보 등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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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응 방향(성장동력 정책 추진 방향)
(디지털 세상의 확산) 민간 분야 및 공공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통한 산업·사회 혁신의
실현
- 디지털 기반의 기업·산업 혁신 도달과 개인의 가치 극대화를 가능케 하는 초연결 사회
- 가상사회(가상경제, NFT 등),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 관련 법·제도 정비
(인구·도시구조의 변화) 생산성 및 삶의 질 향상을 가능케 하는 맞춤형 제품·서비스 및 도시
서비스의 고도화
- 생산가능 인구 감소시대의 생산성 향상과 건강, 안전, 복지 등 다양한 국민 수요에 대응
- 생산인구 대체기술 관련 제도 정비(로봇세, 보편적 기본소득 등), 창조성 기반의 일자리 창출
유도
(지속가능한 지구환경) ESG 관점에서 환경친화적 산업을 국가·기업 성장의 새 원동력으로 삼아
전 산업에서 친환경 패러다임을 전개
- 기존 산업의 대전환*을 구현하고, 환경이 산업으로 작동하는 경제 실현
* 에너지 전환, 친환경 전환

- Value Chain을 Value Network 방식으로 전환
※ 예: 오염원인 탄소를 포집하여 고부가가치 자원화

(기술패권의 부상과 질서의 변화) 산업경쟁력 및 전략적 중요도를 고려한 기술주권 및 통상·협력
전략 견지
- 기술·정보·자원의 무기화 대응 기술 확보필수 분야, 그린·디지털·공급망 전환에 대한 전략적 접근
(위기대응과 정부·기업 거버넌스의 변화) 위기를 예방·경감할 수 있는 임무 중심의 대응체계 확립
- 시장실패 영역의 사전 감지·대응, 과학기술 기반의 위기 대응 등을 위한 민관협력 체계

결론 및 향후계획
향후 성장동력 정책 추진을 통해 사회적·산업적으로 이룩해야 할 미래상을 사전에 설정하여
정책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함을 통해 향후 정책 목표 설정에 기여
디지털, 인구·도시, 환경 등의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전략을 성장동력 정책의 핵심의제로
삼고, 기술패권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응 가능한 전략적 대책 및 거버넌스를 준비할 필요
본 과제에서 논의된 향후 성장동력 정책에 대한 미래상 및 정책 방향을 기반으로, 정책 추진의
목표와 정책지표 설계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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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성장동력 발굴･선정 체계 개발
발굴 방향
(기본 방향) 기술혁신을 통해 중장기 미래(목표시점 : 2032년)에 새로운 주력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분야 중심으로 발굴
(미래트렌드 반영) 제6회 과학기술예측조사(’20) 결과 등을 활용하여 향후 10년간 메가트렌드를
도출하고 유망 신산업 후보 분야 발굴과 연계

발굴･선정체계
4개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총 28인) 구성·운영
* 생명･바이오(7인), ICT･전기전자(8인), 에너지･환경(6인), 기계･건설교통(7인)

< 유망 신산업 후보 발굴위원회 구성 >
유망 신산업 발굴 전문가위원회
KISTEP

생명바이오 분야

ICT･전기전자 분야

에너지환경 분야

기계건설교통 분야

Ⅴ. 유망 신산업 후보분야 발굴
개요
미래사회 주요 이슈 및 선정기준을 고려하여 향후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후보 분야를 제안·조정
하여 최종 후보분야 선정
-

➊

유망기술 후보풀 구성 →

➋

➌

선별된 유망기술을 산업단위로 조정 →

유망 신산업 선정기준에 따라 유망기술 선별 →
➍

유망 신산업 후보 분야(안) 확정

< 유망 신산업 후보분야 발굴 절차 >
① 유망기술 후보pool 구성
▶ 미래이슈 니즈 등을 반영
하여 후보 분야 발굴

② 후보분야 선별 및 조정
è

▶ 선정기준에 따라 유망기술 선별
▶ 선별된 기술의 산업단위 조정

③ 후보 분야(안) 확정
è

▶ 유사 분야 조정·통합 등을
거쳐 최종 후보 분야 선별

추진 절차
(선정기준 마련) 전문가 검토회의를 거쳐 유망 신산업 선정기준 마련
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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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망 신산업 선정기준 >
시장 성장 가능성
전략적 중요성
국내 산업생태계

향후 신산업/신시장이 창출되어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할 것이 예상되는
분야
적극적인 투자/지원을 통해 글로벌 시장 주도권을 선점할 필요가 있는 분야
향후 발전을 통해 국내 산업 성장, 창업 및 민간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
경제적 효과(전후방 산업으로의 외부효과 및 일자리 창출 등)와 함께 사회적 효과(국민의 삶
의 질 개선, 환경・보건・안전 향상 등) 창출도 가능한 분야

파급효과

※ (전제) 상기 '분야'는 기술기반의 산업을 의미

(유망기술 후보풀 구성) 제6회 과학기술예측조사에서 도출된 미래기술(241개) 및 국내외 주요기관
(예: ETRI, Gartner, Forbes 등) 발표 유망기술 중 미래기술과 중복을 제외한 81개 기술을

추가하여 총 322개* 후보기술 풀 구성
* ICT전기전자(108개), 기계건설교통(100개), 생명바이오(66개), 에너지환경(48개)

(후보분야 제안 및 조정) 4개 분과로 구성된 ‘전문가 위원회’(28명)에서 2개 트랙*으로 산업단위의
후보분야 제안 및 선별･조정**
* (△Track 1: 43건) 후보기술 풀(322개)에 대해 선정기준에 따른 정량평가 후 상위 50%기술 중심으로
후보분야 제안, (△Track 2: 9건) 후보기술 풀 外 후보분야 자유 제안
** 후보분야 조정 작업 : (1차) 52개 분야 → (2차) 33개 분야→ (3차) 30개 분야

(후보분야별 기초자료 조사) 각 후보분야별 전문가를 추천받아 해당 분야의 기초정보(기술개요,
기술동향, 시장동향 등)를 조사

발굴 결과(안)
(산업화/상용화 시점 5~10년) 21개 유망 신산업 후보분야 발굴
(산업화/상용화 시점 10년 이후) 9개 유망 신산업 후보분야 발굴

분과
기계건설교통

생명바이오

ICT 전기전자

에너지환경

산업화/상용화 시점 5~10년
①UAM, ②웨어러블 로봇, ③서비스 로봇,

산업화/상용화 시점 10년 이후

합계

①우주비행체

5개

①바이오 플라스틱, ②스마트 육종,
③세포·유전자 치료제, ④디지털 헬스케어,
⑤대체식품

①합성생물치료제, ②바이옴소재,
③디지털농업, ④바이오인공장기,
⑤전자약

10개

①메타버스, ②디지털 트윈,
③자율주행 모빌리티, ④자율지능형보안,
⑤인공지능, ⑥반도체

①양자정보, ②휴먼증강

8개

①풍력, ②수소, ③이차전지, ④섹터커플링,
⑤스마트그리드, ⑥자원순환,

①SMR

7개

④스마트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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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향후계획
본 연구는 기존 발굴 과업의 한계를 보완한 방법으로 후보분야들을 발굴하여 보다 체계적인
성장동력 분야 발굴에 기여
본 연구는 분야 발굴에 정량적 선정 과정을 추가하여 정성적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진행된
기존 과업의 한계를 보완하였음
- 전문가 위원회가 논의를 통해서만 분야를 발굴하는 것을 지양하고, 정량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출한 유망기술들을 중심으로 후보풀을 구성하여 전문가 위원회가 선정할 수 있는
분야의 범주를 제한 및 구체화
- 또한 전문가 위원회가 유망기술들을 선정함에 있어 후보기술별 유망 신산업 선정 기준에 부합하
는 정도에 따라 점수 부여 기준을 제시하여 보다 객관적인 선정 근거를 마련

(향후 계획) 유망 기술(산업) 분야 상시 모니터링 및 발굴 체계 구축 연구 진행
최근 국가 간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며 유망 기술(산업) 분야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
이에 향후에는 유망 기술(산업) 분야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
아울러 해당 모니터링 체계를 활용하여 국가적으로 중요한 유망 신산업 분야를 즉각 발굴할
수 있는 발굴 체계도 함께 요구될 가능성이 큼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유망 기술·산업 분야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발굴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 구축 연구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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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 배경

차기 성장동력 수립을 위한 방향 설정 및 발굴 선정 방법론 개발 필요
미래 신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성장동력 정책은 기술·산업 발전에 따라 유연·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으로, 차기 성장동력 수립에 앞서 정의 및 정책 목표 설정과 고도화된 발굴·선정 방법론
개발이 필요
※ 성장동력 기획·수립을 위한 사전기획연구

- 혁신성장동력(’18.5)은 미래성장동력(’14)과 국가전략프로젝트(’16)를 통합·연계한 것으로,
기존 성장동력 정책의 연장선에 있어 그간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전략적 대응에는 한계
- (성장동력 다변화) 대내외 불확실성(美․中 무역분쟁 등)에 대응하고, 現 주력산업의 뒤를 이을
성장동력을 끊임없이 발굴․육성 필요
- (저출산·고령화 극복)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가운데 과학기술 기반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차기 성장동력 분야 발굴 및 육성 필요
※ 잠재성장률: 5.1%(’01~’05)→4.1%(’06~’10)→3.2%(’11~’15)→2.7%(’16~’20) (한국은행, ’21.3)

제2절

연구 목표 및 내용

1. 연구 목표
기술·산업의 발전, 사회의 변화상 등 정책 환경의 변화 요소를 반영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
굴·추진을 위한 체계를 고안하고 유망 신산업 후보 분야 및 핵심기술 후보(안) 도출

2. 연구 내용
차기 성장동력의 정책 방향 설정
성장동력의 정의를 설정하고1), 국내외 현황 및 정책 환경 진단을 통해 차기 성장동력 정책의
방향 제시

1) 성장동력 정의 설정은 ’21년도 성장동력 기획·관리 사업과 연계하여 진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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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동력 발굴·선정 체계 개발
정책 환경에 유연·신속 대응하는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점검·환류를 통한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한
성장동력 발굴·선정 체계 설계

유망 신산업 후보분야 발굴
전문가 위원회를 중심으로 기존 성장동력 분야 및 미래유망 기술·산업군의 성장동력화 가능성
및 필요성을 검토·분석하여 유망 신산업 후보 분야를 발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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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개요
제2절 추진절차 및 방법
제3절 미래상 도출
제4절 성장경로 도출
제5절 결론 및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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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제1절

추진 목적
성장동력 정책 관련 기술·산업 변화 등을 고려하여 성장동력 정책의 추진 방향성을 모색
- 현 성장동력은 2016년 이전에 구성한 것으로, 기술·산업 및 정책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방향성
및 분야 검토를 필요로 함
성장동력 정책은 향후 10년 전후를 목표 시점으로 하는 중장기 정책으로, 목표 시점의 미래상을
반영한 정책 방향을 설정
- 그간 육성 분야 선정 후 이를 포괄하는 정책 범주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기획하였으나,
정책의 전반적인 철학 및 방향을 선제시하여 추후 정책 추진의 목적을 분명히 할 필요

추진 방향 및 내용
(추진 방향) 차기 성장동력의 추진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2032년의 미래상과 정책 방향 설정
- 성장동력 정책의 추진 목적은 향후 10년 내외 미래 시점의 신산업 창출로, 차기 성장동력의
목표 시점은 2032년으로 설정
(추진 내용) 대내외 환경 분석을 통해 향후 10년 후의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도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성장동력 정책 추진 방향 설정
- (미래상 도출) 미래예측 기반으로 성장동력 정책 추진을 통해 구현할 미래상 도출
- (성장경로 도출) 미래상 실현까지의 현황, 대응 방향, 주요 산업 영역 등 미래 성장경로 제시

※ 성장동력의 정의2)
(성장) 부가가치 창출, 신산업 성장 등 경제성장을 우선으로 하고, 사회적 가치*는 보완적
으로 고려
* 탄소중립 등 난제 해결이 신산업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분야 고려

(성장동력) 기술 발전을 통해 향후 10년 내외 시점에 경제·사회 분야 혁신을 주도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유망 신산업(제품/서비스 포함)
※ 미래 신산업, 융합적·다부처적 속성, 민간 주도 등 성장동력의 속성을 고려

2) ’21년도 성장동력 기획·관리 사업에서 도출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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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추진 절차 및 방법

추진 방법
문헌 분석, 전문가 워크숍 등을 통해 차기 성장동력 정책으로 만들어 낼 대한민국의 미래 사회·산
업의 모습을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비전 및 방향을 논의
- (미래상 도출) 트렌드 분석, 미래 이슈 등 미래예측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장동력 정책
범위에 적합한 향후 10년 미래상 도출
* 제6회 과학기술예측조사 1차년도 연구결과(2020) 연계: 미래환경 분석(STEEP 분석), 미래이슈 전망 및
파급시점 등

- (성장경로 도출) 향후 10년 미래상의 실현 또는 관련된 문제해결에 대한 현황 분석을 분석하고,
주요 산업 영역, 정책 추진 방향 도출
※ 국내의 산업구조, 제도, 인력구조 등을 고려하여, 구조 상 취약한 산업 분야, 제도적·사회적 이슈 등을 함
께 분석·도출

<표 2-1> 역대 성장동력 정책의 목표
성장동력 정책

정책 비전 또는 목표

G7 프로젝트

2001년까지 과학기술능력 G7 국가 수준 진입

21세기 프론티어

2010년까지 전략기술 분야에서 선진권에 진입

차세대성장동력

제조업과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의 선순환 발전을 통한 국민소득 2만불 시대 달성

신성장동력

일자리 창출을 동반한 질 좋은 경제성장 달성

미래성장동력

국민소득 4만불을 실현하고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동력

혁신성장동력 육성으로 손에 잡히는 4차 산업혁명 구현

미래예측 관점의 사회·산업 현황 및 전망을 중심으로 전문가 간의 다양한 논의를 위해 전문가
워크숍을 구성 및 운영
- 과학기술, 사회·문화, 경제·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8인 내외)로 워크숍을 구성하여
미래상 및 성장경로 도출을 위해 논의
※ 과학기술예측조사 등 미래예측 연구자 중심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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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 추진 절차
<표 2-2> 워크숍 추진 절차
구분

주요 작업
향후 10년 미래이슈 도출

내용
미래이슈 중 향후 10년까지의 주요 이슈 선별

미래상 도출
향후 10년 미래상 작성

향후 10년 메가트렌드를 도출하고, 관련 미래상 작성

미래상 대응 방향 제시

미래상의 실현,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요소 논의

성장경로 도출
관련 산업 영역 도출

미래상 대응 관련 산업의 특성 작성

(1차 워크숍) 미래예측을 바탕으로 성장동력 정책 범위에 적합한 향후 10년 미래이슈 검토
- (내용) 제6차 과학기술예측조사를 통해 제시된 미래이슈 중 향후 10년까지의 주요 이슈를
검토 및 선별
※ 제6차 과학기술예측조사 1차년도 연구결과(2020) 연계

- (방법) 성장동력의 개념, 시간적 범위 등을 고려하여 10년 이내 파급효과 중심으로 검토
※ 2045 미래전략 등 주요 기관의 예측자료를 참고

(2차 워크숍) 미래 이슈와 관련된 향후 10년 메가트렌드 및 미래상 도출
- (내용) 향후 10년 주요 이슈를 바탕으로 메가트렌드 5개를 도출하고, 관련된 미래상(TO-BE
모델) 작성
- (방법) 이슈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토론 및 브레인스토밍
(3차 워크숍) 메가트렌드별로 현황을 분석하고 관련 산업 영역 도출하여 미래상에 대응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
- TO-BE 모델에 해당하는 2021년의 상황(AS-IS 모델)을 산업(투자), 문화·제도, 인력·인프라
관점에서 분석하여 한국의 강·약점을 작성
※ 개별 영역에 대한 현황·전망 자료 분석(전문가 자문)

- TO-BE 모델과 관련된 산업 영역 도출(제품/서비스 제공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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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정책 목표 설정 과정 (예시)
메가트렌드

경제·사회의 디지털화

메가시티와 지방소멸

2030년 미래상
(TO-BE 모델)

디지털경제가 오프라인경제를 주도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어 인구의 대부분이 수도
권 및 광역시에 거주

관련 산업 영역

모바일·광대역 기반, 사용자 밀착형 ICT SW·
서비스

도시·지역문제를 위한 지능형 행정·복지 서비스
지역과 도시를 연결하는 지능화된 초고속 교통망

산업
(투자)

(제조업)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전통적인
방식의 제조 공정 보유
* 주요 투자 기업 및 규모: ...
* 정부는 스마트공장 인프라 보급에 ‘16년부터
누적 00개 기업에 00억을 투자하였으나,
전체 중소제조기업 대비 00%에 해당하며
스마트공장 수준은 기초수준이 00%를 차지
(ICT SW·서비스) SI 기업이 관련 기술·인프라
를 공급하고 있으나 기술력 및 규모의 영세성
에 따른 한계
...

(제조업) R&D 등 고부가가치 기능은 수도권
에 집중되는 반면, 지방은 제조·생산 역할에
한정
(서비스) O2O 등 주요 서비스는 수도권 및
대도시권에만 한정(ex. 새벽배송 등)
...

사회·
제도

customer service에서 O2O 서비스로 인해
온라인 기반의 오프라인 경제 확대
디지털화에 대한 기업의 인식 저조

지방 여건 개선에 대한 관심 저조
지방 재정 자립 한계

인력·
인프라

제조업 생산직의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를 위한
재교육 등의 시도가 존재하나, 아직은 보편화
되지 않음

질 좋은 일자리는 수도권에 쏠리고, 지방에는
인력 부족

1. 생산·공급·행정의 디지털화 가속화

1. 거대도시 문제 대응
2. 지방의 디지털/사회적 인프라 강화

주요 정책 키워드

전 산업 밸류체인의 디지털화, 제조·서비스의
융합

지능형 도시 인프라 체계,
초연결을 통한 지방 인프라의 고도화

정책 목표

산업 분야: 공정, 물류, 유통 프로세스의 디지
털화 50%,
공공 서비스 분야: 행정, 복지 등 업무 프로세
스의 디지털화 80%
⇒ 2030년까지 경제·사회의 디지털화 기반 조
성

도시: 지능형 intra-city/inter- city 교통체계
구축, 도시 환경 모니터링/개선 체계 구축
지방: 초고속 교통체계, 지능형 농어촌 및 소
도시 인프라 구축
⇒ 2030년까지 도시문제 00% 감축, 초연결을
통한 지방 생활환경 인프라 조성

2021년
현상
(AS-IS
모델)

주요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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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제6차 과학기술예측조사 개요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한 조사연구로, 2~30년의 장기미래 대응 목적으로 미래사회를 전망하고
미래기술을 선정
- 제6차 조사(2020~21년)는 2045년까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
- 1차년도(2020년)에는 미래이슈 및 과학기술 대응방안을 도출
- 2차년도(2021년)에는 미래기술의 선정 및 분석을 추진
제6차 예측조사 1차년도에서는 △ 환경 분석(STEEP 분석), △ 미래이슈 도출을 통해
△ 2045년 미래사회를 전망

- (환경 분석) 문헌 분석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STEEP(사회, 기술, 경제, 환경, 정치) 분야의
주요 이슈 33개 및 키워드 도출
※ SF 문헌, 미래보고서, 빅데이터(예측보고서, 과학저널 등) 분석

- (미래이슈 도출) 환경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2045년까지의 12개 미래이슈 및 62개 세부
이슈 도출
- (미래사회 전망) 62개 세부 이슈별 미래사회 전망 도출 및 시기별 파급효과* 평가, 수요
도출 및 과학기술 대응방안 제시
※ 향후 5년 단위로 파급효과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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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미래상 도출

개요
미래예측을 기반으로 미래 이슈 및 미래상을 도출하여 차기 성장동력 정책의 추진 필요성 및
방향성을 탐색
- 미래예측은 별도의 조사를 추진하기보다는 전년도에 조사된 제6차 과학기술예측조사(이하,
예측조사)의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성장동력 정책의 목적과 시점에 부합하는 주요 이슈를 도출
하고, 타 예측자료를 참고적으로 활용하여 보완
예측조사에서 도출된 미래 이슈를 바탕으로 향후 10년 미래 이슈, 메가트렌드를 정리하고,
이에 관련된 향후 10년 미래상(TO-BE 모델)을 작성

향후 10년 미래이슈 초안 작성
예측조사에서는 2045년(향후 25년)까지의 미래 이슈를 62개를 선정하였으며, 이 중 성장동력
정책의 목표 시점인 향후 10년에 해당하는 이슈를 선별
- 예측조사 내 전체 이슈 62개 중, 극단적 쇼크*에 해당하는 10개 이슈**를 제외한 52개 이슈를
대상으로 이슈 검토
* 블랙 스완(black swan), 와일드카드(wild card) 등 파급력이 높으나 발생가능성이 매우 낮은 이슈는 성장동
력 이슈 분석에서 제외
** 꿀벌 멸종, 가금류 멸종, 슈퍼태풍 상륙, 대도시 직하 지진, 불특정 다수 대상 테러, 지자기 폭풍 발생,
전력망 붕괴, 인접국 원전 사고, 동북아 정세 급변, 한국판 노키아 쇼크

이슈별로 10년 이내 영향력을 검토하여, 향후 10년 시점을 전후로 영향력이 높은 이슈를 중심으로
주요 이슈 30개 선별
- 예측조사에서 이슈별로 제시된 미래사회 전망 도출 및 시기별 파급효과* 평가 결과를 활용
※ 향후 0~5년, 6~10년, 11~15년, 16~20년, 21~25년, 26년 이후 파급효과
※ 영향력 등급 산정 방법:
62개 이슈별 시기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결과(5점 만점)를 활용하여,
- A+: 6~10년 내의 파급효과 점수가 최대값인 경우
- A: 6~10년 내의 파급효과 점수가 4점 이상으로 나타나는 경우
- B: 파급효과 점수가 점차 증가하여 11~15년 내에 최대가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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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향후 10년 주요 이슈(30개)
미래이슈

디지털 경제

비대면 사회
가치다양화 사회
인구구조의 변화
도시의 변화

환경·자원의 변화

글로컬 시대
동북아 정세 변화
국가의 역할 변화

신흥안보

세부이슈
온라인 경제의 주류화
플랫폼 자본주의 확산
디지털 재화 시장의 성장
Cashless사회 도래
디지털 사회의 일자리 변화
정보의 가치 변화
사회적 소통방식의 변화
맞춤형 서비스의 보편화
가치 갈등 발생
고령화
저출산
1인 가구의 증가
메가시티, 메가리전(Megaregion)
지방 중소도시의 몰락
온난화 심화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일상생활 속 화학물질 노출 증가
미세 플라스틱의 위협
글로벌 밸류체인·비즈니스의 변화
자국중심주의 강화
국가별 비관세 장벽 강화와 국내 산업구조 재구성
중국의 급부상과 미중 관계
한일 관계
정부 역할의 강화
정부의 개념 변화
사이버 안보
데이터 안보
경제 안보
보건 안보
환경문제로 인한 국가 간 갈등

영향력
A+
A+
A
B
A
A
B
A
A
A
A+
A
A
A
A
A+
A
B
A
A
A+
A+
A
A
B
B
B
B
A+
B

주요 파급분야
경제
사회, 경제, 문화
경제
경제
사회
사회, 경제
사회
경제
사회
사회, 경제, 복지
사회, 경제
사회, 경제
사회
사회, 경제
보건, 환경
보건, 환경
보건, 환경
보건, 환경
경제
정치, 경제
경제
정치, 경제
정치, 경제
정치, 사회
정치, 사회
전 분야
전 분야
경제
보건
환경

미래이슈 검토 및 조정
이슈 발굴 시점(2020년) 이후 새로 대두된 이슈를 중심으로 반영하여 총 34개로 이슈 조정
- (가상-현실의 통합) 코로나 19 발생 이후 재택근무·수업의 일상화 및 원격의료 확대, 가상과
현실을 통합하기 위한 메타버스 등의 트렌드 부상
- (탄소중립) 파리기후협약에 의거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며,
탈산소·탄소중립이 국제 통상 및 산업의 새로운 질서로 자리 잡기 시작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 (에너지 수요 증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발전, 기업·가정 내 첨단기기 보급 확대, 코로나 19
장기화로 전기에너지 소비 증가 등 산업 및 주택 내 에너지 수요의 증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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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시대 개막) 스페이스X 등 민간업체의 우주여행 시작, 한미 미사일 사거리 제한 철폐*
등으로 인해 국내 우주산업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 상승
* 2021년 6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사일 개발 사거리 800km 제한이 사라짐

- (K-콘텐츠 확산) 한국의 문화 콘텐츠 상품의 영향력이 재택 시간의 증가, 스트리밍의 보편화와
함께 급속도로 증가하여 K-콘텐츠의 국제적 위상이 강화
- 고령화는 매우 폭넓은 사회적 현상이기 때문에 바이오 관련 기술·산업에 대한 수요 관점,
고령자 경제 및 산업 관점 등으로 세분화
<표 2-5> 향후 10년 주요 이슈 조정 결과(34개)
연번
이슈
1
온라인 경제의 주류화
2
플랫폼 경제 모델의 확산
3
디지털 재화 시장의 성장
4
Cashless사회 도래
5
디지털 사회의 일자리 변화
6
가상과 현실공간의 통합
7
정보의 가치 변화
8
사회적 소통방식의 변화
9
맞춤형 서비스의 보편화
10
가치 갈등 발생
11
헬스케어·노화억제 관심 확대
12
고령자 경제활동 및 실버산업 확대
13
저출산과 인구감소
14
1인 가구의 증가
15
메가시티의 확대와 도시구조의 변화
16
지방 중소도시의 몰락
17
온난화와 이상 기후 심화
18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심화
19
일상생활 속 화학물질 노출 증가
20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가속화
21
디지털화로 인한 에너지 수요 증가
22
미세 플라스틱의 위협
23
우주시대로의 전진
24
GVC 기조 변화
25
자국중심주의 강화
26 비관세 장벽 강화와 국내 산업구조 재구성
27
중국의 급부상과 미중 관계
28
한일 관계 악화
29
한류의 세계적 확산과 한국의 위상 변화
30
정부 역할의 강화와 개념 변화
31
사이버 안보 중요성 증가
32
데이터 안보 중요성 증가
33
전염병 대응 등 보건 안보 중요성 증가
34
환경 관련 이해당사자 간 갈등 심화

영향력
파급분야
예측조사 이슈
비고
A+
경제
◯
A+
사회, 경제, 문화
◯
이슈 수정
A
경제
◯
B
경제
◯
A
사회
◯
C
사회
◯
추가(콘텐츠)
◯
A
사회, 경제
B
사회
◯
A
경제
◯
A
사회
◯
A
경제, 복지
◯
고령화 세분화
A
사회, 경제
◯
고령화 세분화
A+
사회, 경제
◯
이슈 수정
A
사회, 경제
◯
A
사회
◯
이슈 수정
A
사회, 경제
◯
A
보건, 환경
◯
이슈 수정
A+
보건, 환경
◯
A
보건, 환경
◯
C
보건, 환경
◯
추가
보건, 환경
추가
B
보건, 환경
◯
C
환경
◯
추가
1)
A+
경제
◯
이슈 수정, 영향력 수정
A
정치, 경제
◯
A+
경제
◯
A+
정치, 경제
◯
A
정치, 경제
◯
정치, 경제
추가
A
정치, 사회
◯
이슈 수정
B
전 분야
◯
B
전 분야
◯
A+
보건
◯
이슈 수정
B
환경
◯2)
이슈 수정

※ 추가 이슈의 영향력은 예측조사 자료를 반영하였으며, 연관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공백으로 둠
1) 글로벌 밸류체인·비즈니스의 변화, 2) 환경문제로 인한 국가 간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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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트렌드 도출
메가트렌드 작성 원칙
- 이슈는 특정 카테고리에 한정되지 않고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슈 또는 트렌드 간
관계 등을 함께 제시
- 메가트렌드는 가치중립적으로 현상 중심으로 정리하되, 미래상은 방향성 제시라는 차원에서
가치를 포함
향후 10년 주요 이슈를 바탕으로 5개 메가트렌드 도출
<표 2-6> 향후 10년 메가트렌드
메가트렌드

1

디지털 세상의 확산

2

인구·도시구조의 변화

3

지속가능한 지구환경

4

기술패권의 부상과 질서의 변화

5

위기대응과 정부·기업 거버넌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34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해당 이슈
온라인 경제의 주류화
플랫폼 경제 모델의 확산
디지털 재화 시장의 성장
Cashless사회 도래
디지털 사회의 일자리 변화
가상과 현실공간의 통합
정보의 가치 변화
사회적 소통방식의 변화
맞춤형 서비스의 보편화
가치 갈등 발생
헬스케어·노화억제 관심 확대
고령자 경제활동 및 실버산업 확대
저출산과 인구감소
1인 가구의 증가
메가시티의 확대와 도시구조의 변화
지방 중소도시의 몰락
온난화와 이상 기후 심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심화
일상생활 속 화학물질 노출 증가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가속화
디지털화로 인한 에너지 수요 증가
미세 플라스틱의 위협
환경 관련 이해당사자 간 갈등 심화
우주시대로의 전진
GVC 기조 변화
자국중심주의 강화
비관세 장벽 강화와 국내 산업구조 재구성
중국의 급부상과 미중 관계
한일 관계 악화
한류의 세계적 확산과 한국의 위상 변화
정부 역할의 강화와 개념 변화
사이버 안보 중요성 증가
데이터 안보 중요성 증가
전염병 대응 등 보건 안보 중요성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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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가트렌드 1) 디지털화는 가장 명확한 트렌드이며, 일부 이슈에서 메가트렌드 2와 긴밀한
상호 연결 관계를 가지고 있음
- (메가트렌드 2) ‘사회구조’는 범위가 포괄적이고 모호한 개념이기 때문에 인구, 도시를 중심으로
메가트렌드를 정리
- (메가트렌드 3) ESG 관점의 해석도 가능하나 ESG는 환경, 사회, 거버넌스를 포함하는 매우
포괄적 개념으로, 탈탄소, 에너지 전환 중심의 환경 이슈에 집중
- (메가트렌드 4) ‘경제안보’ 관점의 트렌드이며, 산업 뿐 아니라 국제 관계 내의 여러 변화를
고려하면 ‘질서의 변화’가 전체를 포괄하는 키워드임
- (메가트렌드 5) 성장동력의 주요 추진 주체인 기업을 함께 고려하여 정부 뿐 아니라 기업의
거버넌스도 반영

[그림 2-1] 메가트렌드 간 상호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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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상 작성
향후 10년 미래상(TO-BE 모델) 작성
- 메가트렌드와 관련 이슈의 주요 키워드를 바탕으로 2030년 희망하는 미래 또는 도달하게
될 미래의 형상/형태를 기술
- 메가트렌드별로 기저에 작용하는 현상과 결과를 구분하고, 결과는 사회·문화적인 영향과 경제·
산업적인 영향을 구분하여 도출
미래상 작성 원칙
- 미래상은 희망하는 미래 또는 도달하게 될 미래의 형상/형태를 기술하는 등 가치관 내재
- 트렌드는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현상에 관련한 효과 극대화 또는 문제 해결 차원의 미래상
작성을 원칙으로 함
※ 예) 저출산 트렌드의 경우, 출산율 증가로 미래를 바꾸고자 함이 아니라 저출산 관련 이슈에 대응 또는
해결에 관련한 미래상을 작성

<표 2-7> 향후 10년 미래상
메가트렌드

1

2

디지털 세상의
확산

인구·도시구조의
변화

미래상
현상

① 초연결: 개인의 미시정보에서 집단의 거시정보까지 데이터의 멀티스케일 연결
② 디지털 전환: 사회, 경제 등 전 분야에 디지털 전환이 확산·정착
③ 현실-가상 간 융합: 물리공간(오프라인)과 가상공간(온라인) 간 융합이 발생

사회·
문화

① 삶의 방식, 업무 방식, 의사소통 방식 등의 큰 변화
② 국가·기업의 데이터 통제, 인공지능·데이터 편향성이 우려

경제·
산업

① 디지털 정보가 핵심 자원으로 작동하여 데이터의 전략자산화 확산
② 소비·생산 방식, 기업 활동의 방식, 재화의 유통 방식, 고용 방식 등의 변화

발전
방향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디지털 사회의 모범 국가로 발전
- 디지털 리터러시의 향상, 데이터 통제, 편향성 등 부작용 해소 제도

현상

① 저출산 및 고령화로 생산가능 인구는 감소하고 고령자 중심의 사회로 변화
② 1인가구 증가, 가치의 다변화 등으로 사회 구성원 그룹의 다양화
③ 도시는 저밀평탄 형태로 초광역화, 인접 도시와의 클러스터화

사회·
문화

① 고령자 커뮤니티 집단 및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생애주기 관리 서비스 확대
② 니즈의 다변화와 가치 갈등 확대
③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나 도시권의 과밀화는 완화되며 정주환경·접근성 개선

경제·
산업

① 고부가가치 지식집약적 산업으로 국내 산업구조 재편
② 고령자 대상 산업, 바이오·헬스 관련 산업 확대

발전
방향

인구·도시구조의 뉴노멀을 성장의 동력원으로 활용하는 산업구조로 전환
- 고령자 참여·대상 산업, 지역특화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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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트렌드

3

4

5

지속가능한
지구환경

기술패권의
부상과 국제질서
변화

위기대응과
정부·기업
거버넌스의 변화

제4절

미래상
현상

① 다양한 환경 이슈가 인간의 삶의 질을 위협
② 탄소중립, 에너지전환에 대한 국제적 관심 고조
③ 디지털화 및 전기화(electrification)에 따른 에너지 수요 증가

사회·
문화

환경 관련 사회적 활동 및 갈등해소를 위한 협력 증가

경제·
산업

① 제조업 등 생산·유통 방식의 변화로 기존의 밸류체인 재편
② 친환경 산업,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산업 대두
③ 에너지 확보 및 환경 이슈 대응에 초점을 맞춤 국제경쟁 및 무역장벽 생성

발전
방향

정부, 민간, 시민의 협력을 통한 탄소중립·에너지전환 선도 국가

현상

① 미중 간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 및 장기화
② 공급사슬의 지역화, 자국중심화
③ 메가 FTA의 확산

경제·
산업

① 공급망 구조가 특정국 및 진영 중심으로 글로컬화·블록화
② 공급망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주권 및 신속(agile) 조달 역량 강조
③ 보호주의와 자유무역이 병존하는 신통상질서

발전
방향

고부가가치 글로벌 밸류체인 내 핵심기술 선도 국가로 위상 확보

현상

① 디지털, 보건 등 신안보 위협의 빈번한 발생
② 이해관계자 간 갈등 심화

사회·
문화

불확실성 대응, 충격 회복, 갈등 관리 등에서 정부의 역량 강조

경제·
산업

갈등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가능케 하는 정부-기업 간 역할 및 책임

발전
방향

위기 대응·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량 및 기업의 역할 강화

성장경로 도출

메가트렌드별 현황분석
향후 10년 미래상 실현(또는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 산업, 사회 등의 현황을 분석하고, 성장을
이끌어낼 산업 영역 등 도출
- 2030년 미래상(TO-BE 모델)에 해당하는 2021년의 현상(AS-IS 모델)을 산업, 문화·제도, 인력·
인프라 관점에서 분석하여 한국의 강점 및 약점을 작성
* 국내의 산업구조, 제도, 인력구조 등을 고려하여, 제도적·사회적 이슈 등을 함께 분석·도출
* 성장동력 R&D 사업, 사회문제해결 R&D 사업 등

해당 분야 전문가 자문을 중심으로 메가트렌드별 현황 분석 후, 워크숍 논의를 통해 관련 산업
영역 및 주요 대응방향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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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트렌드별 2021년 현상
디지털 세상의 확산
- (산업) 제조업·서비스업 성장을 위한 세계적 수준의 IT 및 네트워크 인프라와 하드웨어 혁신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디지털 기술* 등 핵심·원천기술력이 미흡하고 이에 따른 미약한
후방산업(소부장) 기반
* AI, 데이터, IoT, 클라우드, 5G, SW(플랫폼·솔루션 등), AR·VR, 블록체인, 3D프린팅 등

- (문화) 국민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수용성이 높으나, 형평을 중시하는 사회적 풍토가 지배적임
- (법·제도) 정부주도의 규제설정 및 조정 등 관주도의 규제통제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정책
방향은 경제성장 중심으로 이뤄지고 내수 중심의 스타트업 지원이 진행 중
- (인력) 부상하는 혁신기술 분야에 많은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혁신적 기업가 및 고급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은 부족
- (인프라) ICT 관련 산업·국가 공공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으나, 공공데이터 자산의 구축 및
활용성은 미흡
인구·도시구조의 변화
- (산업) 성장, 고용, 해외 진출 측면에서 유망산업 분야 대부분이 수준 높은 IT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수출 경험 축적 및 정책지원으로 급성장 추세에 있으나, 산업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이 미흡하고, 선진국 대비 법·제도·규제가 까다로워 투자-성과 선순환이 미약
- (문화) 선진국 수준에 부합하는 정주여건 추구문화가 확산되었으나, 자가 소유를 중시하는
문화적 풍토 및 수도권 중심의 거주 선호로 인해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이 저해
- (법·제도)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정책 추진 의지가 있으나, 도시의 저밀화를
저해하는 규제요소로 인해 도시의 초광역화 등 한계
- (인력) 디지털 전환에 수용력이 높아 결손된 경제인구의 디지털 전환이 용이하나, 저출산·고령
화 상황이 심각하며 사회 전반적인 인력 확보 한계
- (인프라) 국토면적이 좁고 선진국 수준의 높은 교통인프라 체계를 보유하고 있으나, 수도권
인프라 집중구조로 인해 지방분산 및 외곽 위성도시 분산에 한계
지속가능한 지구환경
- (산업) 친환경·디지털 혁신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제도적 기반*도 마련되어 있으나, 자원·에너
지 수입의존도가 높고 에너지 다소비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보유
* ’20년 세계최초 수소경제법, ‘21년 탄소중립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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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 친환경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공공 서비스를 중심으로
낮은 비용을 기대하는 바가 있어 친환경사회 전환에 따른 비용의 어려움 존재
- (법·제도) 탄소중립위원회 등 환경현안 문제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거버넌스와 지원 법제를
확보하고 있으나, 선진국 수준의 높은 에너지 소비 대비 환경보호지출이 낮음
- (인력) 환경기반 기술 분야의 첨단화 추세에 부합하는 R&D 전문인력 양성이 이뤄지고 있으나,
환경산업의 낙후된 산업적 특성으로 인해 전문인력의 환경산업 종사 비선호
- (인프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를 선제 도입하여 민간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으나, 화석 및 원자력에너지 의존도가 높아 친환경 에너지 공급 구조의 한계
기술패권의 부상과 질서의 변화
- (산업)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 분야인 메모리반도체, 이차전지, 통신(5G) 등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나, 시스템반도체와 AI 등 일부 첨단품목 및 디지털기술 경쟁력이
미·중 등 주요국 대비 열세이고 핵심 소부장 경쟁력이 미흡
- (문화) 자국보호 측면의 국민적 호응과 지지 문화를 보유하고 있으나 국내 기업의 정밀산업
기반의 부품 등의 신인도가 낮음
- (법·제도) 무역협정국 범주가 넓고 국제기구 내 한국의 위상이 높아 관세장벽 및 연합전략
구상에 이점을 가지나, 첨단전략기술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신속 대응체계가 미흡
- (인력) 기술패권 핵심인력인 우수 이공계 석·박사 인력이 지속 공급되고 있으나, 기술과 외교
전략을 섭렵하는 인재는 부족
- (인프라) 반도체, 스마트 디바이스, 디스플레이 등 글로벌 선도 기업을 보유하고 있어 경쟁적
우위 확보에 유리하나, 지리적 여건 상 강대국과의 외교적 최적관계 유지가 어려움
위기대응과 정부·기업 거버넌스의 변화
- (산업) 우수한 H/W 인프라 및 방대한 데이터 보유, 정부의 데이터 강국 정책 등으로 산업
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나, 시스템 반도체와 AI 등 일부 첨단품목 및 디지털기술 경쟁력이 미·중
등 주요국 대비 열세이고 핵심 소부장 경쟁력이 미흡
- (문화)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국가위기사태 시 정부정책 협조수준이 높으나, 정치이념,
계층 간 갈등이 지속적으로 고조되고 있고 사회적 합의에 익숙지 않은 문화 보유
- (법·제도) 정부주도의 위기대응체제 구축에 용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국제법 및 규범과
연관된 문제 해결력은 취약

20

제2장. 성장동력 정책 방향 설정

- (인력) 안보위기에 대응하는 공적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복합적 안보이슈 대응을
위한 융합적 인재는 부족
- (인프라) 위기 발생 시 사회 전반의 의견수렴이 용이한 정보통신기술 인프라 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여론, SNS, 뉴스 등에 대한 정보 검증 등 신뢰자본 미흡
<표 2-8> 메가트렌드별 관련 산업 영역
메가트렌드

관련 산업 영역

디지털 세상의 확산








시스템반도체, 미래차(자율차·전기차), 지능형로봇, 스마트홈 등 ICT 제조업 및 서비스
네트워크(5G, 6G), 블록체인, 양자컴퓨팅, 인공지능, WEB 3.0 등 ICT 기반기술·산업
메타버스, 디지털 콘텐츠 등 SW 및 관련 서비스
디지털 헬스케어, 가상생물모델, 디지털치료제, 전자약 등 디지털·바이오융합 산업
데이터 산업 (데이터 서비스, 구축·컨설팅, 솔루션)
제조-서비스-콘텐츠 간 융복합 산업

인구·도시구조의
변화








디지털 헬스케어, 첨단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재생의료, 맞춤형 바이오 제품·서비스 등
푸드테크 (Agri-Tech, 대체육, 식자재가공, 신선유통, 밀키트 등)
자율주행, UAM, 운반·배송로봇 등 모빌리티
생활 SOC, 서비스로봇 등 스마트시티
제조로봇, 스마트공장 등 첨단제조
에듀테크

지속가능한 지구환경







태양광, 풍력, 수소, 스마트그리드, 차세대 원전 등 에너지 산업
순환경제(탄소자원화, 재활용·재사용), 수자원, 환경정화 등 환경 산업
주요 제조업 친환경 공정(탄소중립 스마트팩토리)
친환경 소재 및 관련 제품
탄소배출 저감 자동차 및 선박, 에너지 고효율 스마트가전 등

기술패권의 부상과
질서의 변화

 소재·부품·장비(미래선도품목 등)
 국가필수전략기술(인공지능, 5G·6G,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수소, 첨단로봇·제조,
양자, 우주·항공, 사이버보안, 첨단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

위기대응과
정부·기업 거버넌스

 데이터산업, 물리·정보 보안 산업, 국방·치안 관련 산업
 의료·보건·제약, 바이오 정보 등

메가트렌드별 주요 대응 방향(성장동력 정책 추진 방향)
(디지털 세상의 확산) 민간 분야 및 공공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통한 산업·사회 혁신의
실현
- 디지털 기반의 기업·산업 혁신 도달과 개인의 가치 극대화를 가능케 하는 초연결 사회
- 가상사회(가상경제, NFT 등),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 관련 법·제도 정비
(인구·도시구조의 변화) 생산성 및 삶의 질 향상을 가능케 하는 맞춤형 제품·서비스 및 도시
서비스의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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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가능 인구 감소시대의 생산성 향상과 건강, 안전, 복지 등 다양한 국민 수요에 대응
- 생산인구 대체기술 관련 제도 정비(로봇세, 보편적 기본소득 등), 창조성 기반의 일자리 창출
유도
(지속가능한 지구환경) ESG 관점에서 환경친화적 산업을 국가·기업 성장의 새 원동력으로 삼아
전 산업에서 친환경 패러다임을 전개
- 기존 산업의 대전환*을 구현하고, 환경이 산업으로 작동하는 경제 실현
* 에너지 전환, 친환경 전환

- Value Chain을 Value Network 방식으로 전환
※ 예: 오염원인 탄소를 포집하여 고부가가치 자원화

(기술패권의 부상과 질서의 변화) 산업경쟁력 및 전략적 중요도를 고려한 기술주권 및 통상·협력
전략 견지
- 기술·정보·자원의 무기화 대응 기술 확보필수 분야, 그린·디지털·공급망 전환에 대한 전략적
접근
(위기대응과 정부·기업 거버넌스의 변화) 위기를 예방·경감할 수 있는 임무 중심의 대응체계 확립
- 시장실패 영역의 사전 감지·대응, 과학기술 기반의 위기 대응 등을 위한 민관협력 체계

22

제2장. 성장동력 정책 방향 설정

제5절

결론 및 향후계획

결론
향후 성장동력 정책 추진을 통해 사회적·산업적으로 이룩해야 할 미래상을 사전에 설정하여
정책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함을 통해 향후 정책 목표 설정에 기여
- 향후 10년의 메가트렌드에 관련한 미래상을 도출하고, 미래상 실현 및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
디지털, 인구·도시, 환경 등의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전략을 성장동력 정책의 핵심의제로
삼고, 기술패권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응 가능한 전략적 대책 및 거버넌스를 준비할 필요
- 민간 및 공공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정책적으로 중점 지원하여 경제·산업·사회의 디지털화를
촉진
- 공급·생산 측면에서는 생산성·효율성 향상을, 활용·소비 측면에서는 개인화, 건강·복지·편의
증진을 가능케 하는 산업·사회 시스템
- 탈탄소 및 에너지 전환이 산업혁신의 핵심으로 작용하여, 환경 유지·복원과 경제 성장이 동시에
가능한 사회·산업 구조 형성
- 기술패권, 감염병 등 위기에 긴밀하게 대응하는 국가 차원의 대응전략 체계를 확보

향후계획
본 과제에서 논의된 향후 성장동력 정책에 대한 미래상 및 정책 방향을 기반으로, 정책 추진의
목표와 정책지표 설계
- 디지털 전환, 인구·도시 변화, 탄소중립 등 핵심 메가트렌드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국가경쟁력
확보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포함할 수 있는 성장동력 정책 목표 설정
- 정책 목표를 구체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 정책지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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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유망 신산업 후보분야 발굴 방향

개요
(목적) 추후 성장동력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차기 성장동력 분야 선정 시 후보분야로 참고할
수 있는 유망 신산업 후보분야를 선제 발굴

발굴방향
(기본 방향) 기술혁신을 통해 중장기 미래(목표시점 : 2032년)에 새로운 주력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분야 중심으로 발굴
(미래트렌드 반영) 제6회 과학기술예측조사(’20) 결과 등을 활용하여 향후 10년간 메가트렌드를
도출하고 유망 신산업 후보 분야 발굴과 연계

제2절

유망 신산업 후보분야 발굴 방법론 연구

추진 절차
유망 신산업 후보분야 발굴 방법론 설정을 위해 과거 유사작업 선정/평가 기준을 검토
이후 정량적 및 정성적 발굴 방법론을 연구하여 각 방법론별 장･단점 검토
유망 신산업 후보분야 발굴 방법론 설정

과거 성장동력 분야 선정/평가 기준 검토
미래성장동력 분야 선정/평가 기준
- 경제성장 선도 가능성, 우리의 역량 및 창조적 산업생태계 구축 가능성 등을 바탕으로
분과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후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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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차세대 성장동력(참여정부)

(과거)
성장동력선정기준

∙ 세계 시장규모, 전략적 중요성, 시장･기술의
변화추세, 경쟁력 확보 가능성

구분
미래 성장동력
선정기준

성장잠재력
세계시장 규모 및
성장률
신산업･신시장 창출
가능성

신성장동력(이명박 정부)

∙ (주요기준) 시장성, 파급효과
∙ (보조척도) 녹생성장 연관성

경쟁우위

창조적산업생태계

시장경쟁력(점유율)
기술경쟁력
(핵심원천기술)

대･중소 동반성장
창업 및 민간투자
활성화

파급효과
일자리 창출
타산업 융합 및
전후방 산업 연관성
국민 삶의 질 제고

[그림 3-1] 미래성장동력 분야 선정기준

- 선정기준
<표 3-1> 미래성장동력 분야 선정기준 상세
기존
성장잠재력
경쟁우위
창조적 산업생태계
파급효과

내용
∙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는 시장규모를 갖추었으며 신산업･신시장 창출 가능
- 글로벌 메가트렌드, 거시 경제 동향, 기술 발전 동향, 시장 성숙도 등 분석･검토
∙ 우리의 역량을 고려할 때 적극적 투자를 통해 세계시장 선도 가능
- 기술수준 평가, 경쟁국 추진전략, 국내외 연구･정책･투자 현황 등 분석･검토
∙ 대･중･소기업간 협력을 기반으로 한 창업과 성장 및 민간투자 활성화 가능성
- 분야별 가치사슬 및 시장 구조, 중･소기업 및 대기업 간 협력 가능성 등 분석･검토
∙ 전･후방 산업 파급효과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삶의 질제고 가능성
- 산업유발 계수, 전후방 견인 효과, 고용유발계수 등 분석･검토

’18년도 혁신성장동력 신규 후보분야 평가 기준
<표 3-2> 혁신성장동력 신규 후보분야 평가항목 및 내용
평가항목

평가 내용
(1-1) 정책 추진여건이 마련되어 있는가
※ 법･계획 존재, 주요정책 연계성, 안정적 예산확보 시점 등
1. 정책 및
산업 여건 (1-2) 국내의 기술수준 및 산업 인프라는 충분한가
(20)
※ 기술역량, 시설·장비, 산업생태계, 산업연구인력 등
(1-3) 해당 분야에 국내기업 투자는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가
(2-1) 단일부처 추진에 비해 다부처 추진 시 더 높은 효과가 기대되는가
2. 다부처
(2-2) 정부-민간 간 역할분담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추진 체계 (2-3) 부처 간 역할구분 및 협력방안은 구체적이고 합리적인가
(25)
※ 추진단/사업단/사업단협의체* 제시 여부, 역할 적절성 등
※ [붙임2] 혁신성장동력 추진체계
(3-1) 범위 및 목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가
※ 중간(‘22년)·최종목표(’27년 혹은 이후)의 구체성 및 적절성 등
(3-2)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이 적절하고 구체적인가
3. 기획의
※ 유형 구분**의 적절성, 유형에 적합한 목표·전략의 수립(R&D, 실증,
충실성
규제, 수요창출 등), 예타 지연 시 추진 가능성
(45)
※ [붙임3] 혁신성장동력 유형별 육성전략
(3-3) 기존 정책 및 사업과의 관계가 충분히 고려되었는가
※ PIE차트의 구성 시, 기존 사업현황의 정밀분석 여부, 공백기술 및 사업
연계성 고려 여부, 기존 정책의 한계 보완 등
(4-1) 국민체감 효과가 높게 나타날 것인가
4. 정책의
※ 편의성 제고, 삶의 질 개선 등
기대효과
(4-2)
산업 내 고용창출 효과가 높게 나타날 것인가
(10)
※ 고용창출 시기, 전후방산업 등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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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치

배점

2

10

1

5

1
1
1

5
5
5

3

15

3

15

4

20

2

10

1

5

1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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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도 신규분야 선정 고려기준 및 심층분석 지표
- 기획위원회의 논의에 필요한 기술단위별 동향 정보를 제공하여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논리 전개 및 토의
- (시장 성장가능성) 국내외 시장의 빠른 성장이 기대되어 시장 주도권 선점이 필요한 분야
※ 관련 기술의 성숙도, 시장의 성장가능성 검토

- (국내 산업여건) 국내의 관련 기술·산업 여건이 확보되어 있는 분야
※ 중국 등 후발주자와의 기술격차를 키워 추격이 어렵게 할 수 있는 분야 검토

- (일자리 창출 가능성) 산업으로 성장 후 전후방산업에 걸쳐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 가능한 분야
※ 산업 분야에서의 직·간접고용 등 고용창출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검토

- (협업 필요성) 정부-민간 간, 정부 부처 간 협업을 필요로 하는 분야
※ 민간투자가 존재하여, 부처 협업을 통해 민간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분야 검토

- (참고지표: 정책연계성) 분야별 육성 전략 및 혁신성장동력 연계성이 존재하며, 정부 R&D
투자가 추진 중인 분야
※ 관련 정부 정책 및 투자 현황 검토

<표 3-3> ’19년도 신규분야 선정 고려기준 및 심층분석 지표
선정 고려기준

분석 지표

분석 항목

비고

2023년 세계 시장규모

산업여건분석

연평균성장률 (%)

산업여건분석

기술성장주기

특허출원수 기반 기술성장주기
(2018년 및 2023년 현재 위치)

특허분석

특허거래활동

특허출원수 대비 특허거래 비율

특허분석

한국 및 주요국의 기술수준

산업여건분석

한국 및 주요국의 기술격차

산업여건분석

한국 및 주요국의 특허경쟁력
(출원점유율, 피인용율, IP3 특허확보율 등)

특허분석

본산업 역량

산업여건분석

전후방산업 역량

산업여건분석

민간 R&D 투자

정부R&D 내 민간매칭 비용의 비중**

산업여건분석

주체별 특허출원

산학연 주체별 특허출원 비중

특허분석

시장규모/성장률
시장 성장 가능성

기술수준/격차
국내 산업 여건
특허 경쟁력

일자리
창출 가능성

국내 산업생태계
스타트업 창출*

협업 필요성

* 분야별 스타트업 창출·투자자료의 한계가 존재하여 분석 지표로 활용하지 못함
** 기업별 R&D투자규모를 산업별 구분이 불가능하여 정부R&D 내 민간매칭 비용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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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동력 2030 선정기준
<표 3-4> 성장동력 2030 선정 평가 항목 및 내용
평가 항목
미래
수요

기술
혁신성

파급
효과

세부 내용

시장 수요

미래/글로벌 트렌드 변화에 따라 새로운 시장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어 산업
적 선제 대응이 필요한지 여부

사회적 수요
(국가 차원)

미래/글로벌 트렌드 변화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반드시 선제적 준비가 필요한지
여부

기술 와해성

기술의 융합 등을 통해 기존 기술·산업을 완전히 혁신 또는 대체하거나, 특정 기
술의 개발로 인해 여러 산업·기술 분야에 혁신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국내 기술 전유성

국내 연구역량 및 인프라 등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가 해당 분야의 원천적인
기술적 자산을 확보 가능한지 여부

기술 실현시기

향후 10년 내외 시점까지 기술개발 및 제품·서비스 형태의 초기시장 형성 가능
여부

경제적 파급효과

제안된 제품/서비스가 융․복합적이어서 해당 산업분야 뿐만 아니라 타 산업분야
로의 파생력, 전후방 파급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지 여부

사회적 파급효과

제안된 제품/서비스가 새로운 생활 트렌드 창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기후, 환경, 빈곤, 보건, 안전 등 타 사회분야의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

(검토 결과) 과거 선정/평가 기준들은 발굴 당시 여건 및 상황을 고려하여 최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으나 한계점이 존재
- (장점) 그간의 성장동력 발굴 선정/평가 기준을 검토한 결과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장동력 개념에 부합하는 선정/평가 기준을 설정하고, 분야를 발굴
- (한계) 전문가위원회 중심으로 발굴이 진행되었으며 비정량화된 프로세스에 의해 발굴이
진행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견 수렴 중심의 정성적 방법에 의존해야했던 한계가 존재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기 한계점 극복을 위하여 정량적 및 정성적 유망 신산업 후보분야
발굴 방법론을 연구

(초안) 전문가위원회 및 Embedded Topic Modeling을 활용한 발굴 방법론
(개요) ’20년도 KISTEP 과학기술예측조사* 도출 이슈들 중 성장동력 개념과 목표에 부합하는
이슈를 선정한 후, 이슈별 AI 기반 정량분석(Embedded Topic Modeling)**을 활용하여 후보
분야 pool을 구성하고, 이를 토대로 TF 위원회가 최종 후보분야를 선정
* 2045년까지의 미래사회를 전망하는 조사, ’20년도에는 미래사회 변화 트렌드를 분석하여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이슈를 도출하고 미래모습을 전망

**Embedded Topic Modeling 방법론
- 컴퓨터가 논문을 단어/문장 수준에서 이해 & 분석하여 특정 주제(기술, 시장 등)별 키워드들을 확
률기반으로 추출 (’20년도 KISTEP 예측조사에서 해당 방법론을 적용 대량의 논문을 분석하여 분
야별 유망 기술들을 추출하고, 그 트렌드를 분석/예측)
30

제3장. 유망 신산업 후보분야 발굴

(1단계) 성장동력 개념/목표에 부합하는 미래사회 주요 이슈 선별
- (선정주체) (가칭) 성장동력 발굴 TF
- (선정시점) 6월(성장동력 개념/목표 설정 및 차기성장동력 발굴 기준 수립 이후)
- (선정방법) 설문 또는 회의를 통해 미래이슈 및 세부이슈 선정
※ ’20년도 KISTEP 과학기술예측조사 도출 미래사회 주요 이슈 pool은 부록 2 참고

- (참고사항) 선정 시 세부이슈별 관련 키워드들을 구성하면 정량분석을 보다 정교하게 추진
할 수 있음
(2단계) AI 정량분석 기반 유망 신산업 후보분야 pool 구성
- (구성주체) KISTEP 및 해당 작업 용역 업체
- (구성시점) 9∼10월*
* 경쟁입찰을 통한 용역 업체 선정 시점에 따라 지연될 수도 있음

- (구성방법) 1단계에서 선정된 이슈별로 Embedded Topic Modeling 방법론으로 논문/
특허/언론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후보분야 pool 구성
※ (고려 사항) 하기 결과물의 장점/단점 및 일정을 고려하여 분석 대상 및 수준 선택과 도출 결과의 스크
리닝/산업단위 조정 주체에 대한 의사결정 필요

<표 3-5> Embedded Topic Modeling 분석 대상별 검토 결과
분석 대상

결과물 단위

장점

단점

논문

기술

- 데이터 규모 적절
- 데이터 범주 명확

- 검색 키워드 구성 필요
- 기술 단위 결과물

특허

기술/기업

- 데이터 범주 명확
- DB 접근성 용이

- 검색 키워드 구성 필요
- 기술/기업 단위 결과물

언론(기사)

산업/기술/기업

- 산업 단위 결과물
- 사회적 이슈 고려 가능

- 데이터 범주 불명확
- 데이터 규모 방대

(3단계) TF 위원회를 통한 유망 신산업 최종후보분야 선정
- (선정주체) (가칭) 유망 신산업 후보분야 발굴 TF
- (선정시점) 12월∼1월 초
- (선정방법) TF 위원회 협의를 통한 정성분석
- (위원회 구성(안)) 이슈별 분과를 구성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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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유망 신산업 발굴 TF
KISTEP

(분과 1) 전기전자

(분과 2) 화학

(분과 3) 기계

[그림 3-2] 유망 신산업 후보분야 발굴 TF 위원회(안)
※ 단일 위원회가 아닌 이슈별 분과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식을 제안
※ 각 분과의 분과장을 성장동력 발굴 TF 위원으로 구성

- (위원회 운영) 유망 신산업 후보분야 발굴 TF가 각 분과별 후보분야 pool 배정 → 각
분과가 유망 신산업 최종후보분야(안) 선정 → 발굴 TF가 최종후보분야 조정 및 확정
- (위원회 운영수준) 유망 신산업 후보분야 발굴 TF의 분과별 후보 pool 배정 회의 1회,
각 분과별 최종후보분야(안) 선정회의 2회, 유망 신산업 후보분야 발굴 TF 최종 후보분야
조정/확정 회의 2회
※ 운영수준은 진행사항 및 전체 일정 등을 고려하여 유동적으로 진행

추진 일정(안)
연구내용

추진 일정
2월

3월

4월

5월

6월

성장동력 개념/목표 설정
차기성장동력 발굴 기준 수립
정량분석(AI) 기반 후보분야 pool
구성
정성분석(TF) 기반 최종후보분야
선정
최종후보분야별 핵심기술 후보(안)
도출*
결과보고서 작성

[그림 3-3] 추진 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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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 신산업 후보분야 방법론 초안 검토 결과
(장점) AI 기반 정량분석(Embedded Topic Modeling)을 활용하여 유망 분야 후보풀을
구성함으로써 기존 발굴 방법에 비해 발굴 프로세스의 객관성 확보가 가능해짐
(단점) 전문가 위원회 역할이 상당부분 제한, 제시한 정량분석 수행에 예상보다 긴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 존재, 발굴 TF 분과 범주가 너무 넓어 전문성이 저하될 위험
(개선방향) Embedded Topic Modeling 기반의 정량분석 적용을 제외하고, 객관성이 확보되는
절차로 선정한 유망기술 후보풀을 구성하여 전문가 위원회가 유망 기술 선별 및 신산업 후보분야
를 제안하는 절차로 변경, 발굴 TF 분과 세분화 및 역할 증대

유망 신산업 후보분야 발굴 방법론 최종(안)
(개요) 미래사회 주요 이슈 및 선정기준을 고려하여 향후 새로운 주력산업 창출이 가능한
유망 신산업 후보 분야를 제안·조정하여 최종 후보분야 선정
-

➊

유망기술 후보풀 구성 →

➌

➋

유망 신산업 선정기준에 따라 유망기술 선별 →

선별된 유망기술을 산업단위로 조정 →

➍

유망 신산업 후보 분야(안) 확정

① 유망기술 후보pool 구성

② 후보분야 선별 및 조정

▶ 미래이슈 니즈 등을 반영하여
è
후보 분야 발굴

▶ 선정기준에 따라 유망기술 선별
▶ 선별된 기술의 산업단위 조정

③ 후보 분야(안) 확정

è

▶ 유사 분야 조정·통합 등을
거쳐 최종 후보 분야 선별

[그림 3-4] 유망 신산업 후보분야 발굴 절차

[그림 3-5] 유망 신산업 후보분야 발굴 절차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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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절차)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유망 신산업 기준에 부합하는 유망기술을 선별한 뒤 산업단위로
조정하여 유망 신산업 후보 분야 확정
※ 제6회 과학기술예측조사 1차년도(2020) 결과로 선정된 미래기술 후보풀(241개)과 국내외 유망기술을 분석하
여 유망기술 후보풀(총 322*개)을 구성
* ICT 전기전자(108개), 기계건설교통(102개), 생명바이오(64개), 에너지환경(48개)

(유망 신산업 기준 마련) 관련 문헌 및 연구자료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유망 신산업 선정
기준 마련
<표 3-6> 유망 신산업 선정기준
시장 성장 가능성
전략적 중요성

향후 신산업/신시장이 창출되어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할 것이 예상
되는 분야
적극적인 투자/지원을 통해 글로벌 시장 주도권을 선점할 필요가 있는 분야

국내 산업생태계

향후 발전을 통해 국내 산업 성장, 창업 및 민간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

파급효과

경제적 효과(전후방 산업으로의 외부효과 및 일자리 창출 등)와 함께 사회적 효과(국민의
삶의 질 개선, 환경・보건・안전 향상 등) 창출도 가능한 분야

(Track 1) 전문가 위원회가 유망기술 후보풀에 대해 후보기술별 정량평가 → 정량평가 상위
50% 기술들을 중심으로 분야화 대상 기술 선정 → 선정한 기술들을 기반으로 분야 제안 →
협의 후 후보분야 선정
(Track 2) 전문가 위원회가 유망기술 후보풀 外 기술기반의 유망 신산업 분야 제안 → 협의
후 후보분야 선정
(최종 유망 신산업 후보분야 선정) Track 1 및 Track 2에서 선정된 후보분야들을 검토 및
조정하여 최종 후보분야 선정
(유망 신산업 후보분야별 기초자료 작성) 각 후보분야별 전문가를 추천받아 해당 분야의 기초정
보(기술개요, 기술동향, 시장동향 등)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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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일정(최종)

[그림 3-6] 추진 일정(최종)

제3절

유망 신산업 후보분야 발굴 체계

위원회 개요
(구성) 4개 분야(생명바이오, ICT전기전자, 에너지환경, 기계건설교통)별 산(민간)/학(대학)/연
(출연연) 소속 전문가 6∼8인, 총 30명 이내로 발굴 위원회 구성
* 생명･바이오(7인), ICT･전기전자(8인), 에너지･환경(6인), 기계･건설교통(7인) (부록 5 참고)

(목적) 4개 분야별 유망 신산업 후보 분야 발굴
(역할) 유망기술 후보풀 검토 및 선별, 선별된 기술의 산업단위 조정, 유망기술 후보풀 外 신규
분야 제안, 유사 분야 조정·통합 등을 거쳐 최종 후보 분야 선정
- 유망기술(후보풀)별 점수부여(서면), 신규 분야 제안(서면), 유망기술 및 신규 분야 선별(회의),
선별된 기술의 산업레벨 조정(회의), 분야별 기초자료(개요) 작성(서면)
(기간) ’21년 9월 ∼ ’22년 2월
유망 신산업 발굴 전문가위원회
KISTEP

생명바이오 분야

ICT･전기전자 분야

에너지환경 분야

기계건설교통 분야

[그림 3-7] 유망 신산업 후보 분야 발굴위원회(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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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유망 신산업 후보분야 발굴 결과

위원회 제안 결과
(Track 1) 후보기술별 정량평가 결과*(상위 50% 기술 162개**)를 대상으로 분야화 사전 작업
수행(위원회) 및 후보분야 조정(안) 마련
* 정량평가 결과 후보 기술 리스트(안)은 부록 6 참고
** ICT전기전자(56개), 기계건설교통(51개), 생명바이오(31개), 에너지환경(24개)

(Track 2) 분과 위원들을 대상으로 유망기술 후보풀 외 기술기반의 유망 신산업 분야 신규
제안 취합
* 기계건설교통(2개), 생명바이오(4개), ICT전기전자(0개), 에너지환경(3개)
※ 각 분야별 Track 1 및 Track 2 상세 제안 결과는 부록 7, 부록 8 참고

조정 절차 및 기준
(1차 조정) 위원들이 제안했던 후보분야들의 명칭을 관련 분야 상위계획, 로드맵 등에 기재된
유사 분야들과 매칭 작업 수행
- 후보기술별 정량평가 결과 제안된 후보분야*를 대상으로 관련 분야 상위계획, 로드맵
등에서 제시된 유사 분야명들을 리스트업(KISTEP) → 전문가 위원회 검토를 통해 상위계획에
기재된 분야명과 유사하게 제안한 후보분야들을 매칭 및 산업 단위로 범주화**
* (기계건설교통) 22개, (ICT전기전자) 28개, (에너지환경) 18개, (생명바이오) 23개
** [결과: 1차 조정(안)] (기계건설교통) 15개, (ICT전기전자) 10개, (에너지환경) 13개, (생명바이오) 14개

- (기준) 연관 상위계획에 기재된 유사 분야들의 레벨(범위 & 깊이)
(2차 조정) 1차 조정(안)의 후보분야 간 범위와 깊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과간 유사·중복
후보 분야간 연계･통합*(과기정통부, KISTEP)
* (기계건설교통) 5개, (ICT전기전자) 8개, (에너지환경) 10개, (생명바이오) 10개

- (기준) 분야 범위 & 깊이 & 분야 간 유사성
(3차 조정) 전문가 위원회에서 2차 조정안을 검토하고 추가 조정* 수행
* (예) 에너지환경 분과 그린철강, 그린시멘트, 산업공정 통합/삭제에 관한 의견 등

- (기준) 분야 범위 & 깊이 & 분야 간 유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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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 결과
3차 조정을 거쳐 총 30개 유망 신산업 후보분야를 발굴
- (1차 조정안: 52개 분야) 분과별로 제안된 후보분야들을 관련 상위계획 분야명을 참조하여
산업단위로 범주화
- (2차 조정안: 33개 분야) 1차 조정(안)에 대해 후보분야 간 범위와 깊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사 후보 연계·통합 및 후보 제외
- (3차 조정안: 30개 분야) 2차 조정(안)에 대한 전문가위원회 추가 조정
※ 상세 추진 결과는 부록 9 참고

<표 3-7> 유망 신산업 후보분야 발굴 결과(요약)
분과

산업화/상용화 시점 5~10년

산업화/상용화 시점 10년 이후

합계

기계건설교통

①UAM, ②웨어러블 로봇, ③서비스 로봇,
④스마트시티

①우주비행체

5개

생명바이오

①바이오 플라스틱, ②스마트 육종,
③세포·유전자 치료제, ④디지털 헬스케어,
⑤대체식품

①합성생물치료제, ②바이옴소재,
③디지털농업, ④바이오인공장기,
⑤전자약

10개

①메타버스, ②디지털 트윈,
③자율주행 모빌리티, ④자율지능형보안,
⑤인공지능, ⑥반도체

①양자정보, ②휴먼증강

8개

①풍력, ②수소, ③섹터커플링, ④이차전지,
⑤스마트그리드, ⑥자원순환,

①SMR

7개

ICT
전기전자
에너지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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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유망 신산업 후보분야 발굴 결과
※ 파란색 기재된 분야 시점은 10년 이후, 붉은색 기재된 분야는 Track 2 제안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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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 신산업 후보분야별 기초자료 조사
(목적) 본 연구를 통해 발굴한 30개 유망 신산업 후보분야별 기술 현황, 주요 제품·서비스,
시장전망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 향후 성장동력 발굴 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
(방법) 후보분야별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기초자료 조사 양식 작성 → KISTEP에서 일부
분야 조사 결과 보완
(조사항목) 분야개요, 시장성장 가능성, 전략적 중요성, 산업 생태계 정보, 파급효과 등
※ 조사 결과는 부록 1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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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결론

본 연구는 기존 발굴 과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발굴 프로세스에 정량적인 방법을 도입
기존 발굴 과업들은 전문가위원회 중심으로 발굴이 진행되었으며 객관적인 선정 근거가 마련되
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 의견 수렴을 통한 정성적 방법에 의존해야하는 한계가 존재
그러나 본 연구는 분야발굴에 정량적인 데이터 활용 및 프로세스를 추가하여 기존 과업의 한계를
보완하였음
- 정량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출한 유망기술들을 중심으로 후보풀을 구성하여 전문가 위원회가
선정할 수 있는 분야의 범주를 제한 및 구체화
- 또한 전문가 위원회가 유망기술들을 선정함에 있어 후보기술별 유망 신산업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정도에 따라 점수 부여 기준을 제시하여 보다 객관적인 선정 근거를 마련

제2절

향후 계획

신흥기술 분야 상시 모니터링 및 발굴 체계 구축 연구 진행
최근 국가 간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며 유망 기술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향후에는 신흥기술을 조기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
해당 모니터링 체계를 활용하여 국가의 전략적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는 신흥 기술 분야 발굴
체계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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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 록

부록1

STEEP 분석 결과(제6차 과학기술예측조사)

사회(Society)
미래이슈

주요 키워드
관련 내용
매체의 변화, 소셜미디어, 문자 대신 영상의 시대로 전환, 커뮤니케이션 매체 확대, 디지털 기술, 교육
디지털 기술 및 교육
의 중요성
새로운 의사소통 수단 등장, 연결성 증가(온라인), 가상현실과 물리적 현실
네트워크 사회/가상 공간
사이의 상호 작용, 모바일 커뮤니케이션(협업, 창조 등) 증가
캄테크(사람의 미인지 상태에서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 제품이
서비스의 최적화
아닌 즐거움을 수집하는 행위, 만물의 서비스화
디지털
인간관계의 유대 약화,
가족의 개념 및 사회적 인간관계 약화, 소셜미디어를 통한 사회 관계 형성/
사회로의
사회적 관계 변화, 세대변화 유지, 개인주의 심화, 사람과의 상호작용보다 디지털 기기가 더 편함
전환
정보 활용으로 업무/서비스 효율화, 의료 데이터 통합, 프라이버시 본질의
데이터 중심 사회, 정보
변화, 정보 속에서 진실 구분, 공공정보 활용 산업 및 연구 확대, 정보 비대
보안의 중요성
칭성 증가, 사이버 범죄 증가, 디지털 재산권 문제
윤리적 문제
인간에 대한 정의, 기계의 윤리성, 인간과 기계와의 교류, AI 책임소재
대면관계를 꺼리는 소비자의 태도변화, 스마트폰에 익숙해진 소비자의 즉각
비대면
적 만족, 감염병 확산 우려에 따른 비접촉 선호 등
자율주행차의 발전, 초고속 열차 운행, 더욱 활발한 이동, 세계1일 생활권,
초연결성
물리적 공간(교통 변화)
위치적 연결성 증가
정년연장 검토, 적정한 의료비용, 고령자 중심의 경제, 복지비용 부담 증가,
고령화
세대간 갈등 증가, 알츠하이머 케어
노동가능 인구의 감소, 여성의 교육 향상, 가족개념 변화, 기술로 노동 가능
저출산
인구 구조의
인구 감소 문제 상쇄, 동아시아의 글로벌 인구점유율 감소
변화
도시화 확대/다양성 증대 세계 도시인구의 증가, 도시 빈곤층 증가, 사회적·문화적 다양성 증대
비자발적·자발적 이민
전쟁, 테러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 이주,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
식량위기의 악화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생산 감소, 식량의 무기화, 식량 안보문제 대두
실업 문제
고용없는 성장, 청년실업 증가, 고용불안, AI/로봇으로 대체되는 일자리
기계가 못하는 일 중심으로 교육, 창의성·전문성 중심의 교육, 새로운 기술
교육의 변화
교육에 대한 중요성 증대
일자리의
워라밸 중심, 단기화되는 근로 모델, 언제 어디서나 업무 가능, 조직의 역할
변화
근로환경의 변화
모호, 노동시장의 역동성 증가, 경력 경로 다변화, 고급 R&D 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 새로운 고용형태(1인기업, 플랫폼 노동 등)
신산업으로의 이행,
기술을 활용한 신산업 관련 일자리 증가, 해외인력 수요 증가, 국내 전문인
산업지형의 변화
력 해외 유출, 산업 전환 지역의 교육/노동/투자 정책 조화
세대 갈등, 이념의 양극화, 소득·경제적 양극화, 정주 여건의 양극화, 성별·
사회 양극화
지역 간 성장기회의 불평등, 지역/재산에 따른 기대수명 격차, 의료서비스
의 양극화, 계층 간 정보/기술 비대칭성, 사회적 이동성 약화
갈등의 심화
정보 공유 및 기술 보유에 따른 산업 간 격차 심화, 대-중견-중소 성장동
산업구조 양극화
력 생태계 조성의 어려움 증대
가상사회에서의 자아, 직장/퇴근 후 등 시간에 따른 정체성 모드 전환, 온
정체성 변화
라인 상에서 계정에 따라 변화, 새로운 사이버 집단 정체성의 부상
욜로 라이프, 노마드 현상, 공정에 대한 추구, 즐거움 추구, 권위주의·연공
가치관의 변화
서열·직업귀천·차별 거부, 조직문화 변화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 삶의 패턴 및 중요 가치 변화, 건강·안전에 대한 관심 증가, 복지·보건 사회
증가
정책 중심의 정부시책으로 관련 분야 연구개발 증가
가치관의
변화
기업의 사회적 가치 기조 확대, 지속가능한 R&D 중시, 국가R&D사업의 공
공공가치 창출
공가치 비중 증대
1코노미 증가, 편리미엄(해야할 일, 귀찮은 일에 시간 및 노력을 줄임), 맞
초개인화
춤형 서비스, 대량 고객맞춤 생산, 맞춤형 유통
건강, 육아, 출산, 젠더이슈 심화, 성평등, 여성의 지위(경제·사회) 향상, 여
젠더 이슈
성의 역할 확대
기술 발전으로 인한 위험성 증가
대량 살상무기 제작, 치명적이고 파괴적 무기 제작 기술, AI에 의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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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Technology)
미래이슈

키워드

관련 내용

블록체인

금융 서비스의 발전, 안전하고 투명한 유통 거래, 선거 조작 논란에서 사
라지는 투표 및 선거, 중개자/수수료가 필요 없는 플랫폼, 신뢰성 증가

AI・로봇

협업 로봇 등장, 인공지능과 인간의 구분이 어려움, 스스로 창조하는 인공
지능

노화방지

3D 바이오 장기 프린팅, 피부 밑 센서, 마이크로/나노봇을 통한 몸안의
주치의(표적 약물 전달, 정밀 수술), 뇌과학의 발달

정밀의료

유전자, 라이프로그, 임상정보 등의 분석으로 개인화된 치료

인간증강

기계와 신체의 연결 강화, 인간의 신체적 한계 극복과 능력의 극대화, 인
공지능과 인간-기계 결합을 통한 지적능력의 확장

미래식품

세포공학기술로 생산하는 고기, 개인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비타민, 캡슐
형 영양 맞춤

양자컴퓨터

무한대의 정보를 순간이동, 인공지능의 비약적인 발전에 기여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머신러닝 기술과 함께 데이터 분석 강화

우주로 확장

우주 식민지, 달 거주 프로젝트, 우주 관광, 우주 자원채굴

경제(Economy)
미래이슈

키워드

관련 내용

신규화폐의
등장

전자화폐, 지역화폐

지역화폐 발행 증가, 가상화폐 가맹점 증가, 디지털화폐 활성화, 기업화폐
등장

글로벌
경제의
연결성

세계화, FTA, 국제 표준화, 세계시장의 통합, 무역경계 축소, 국제 및 국가간 재정관계의 중요성 증
전세계 일일생활권
가, 세계 경제질서의 재편, 새로운 국제통화제도 부상

신경제
시스템의
확산

공유경제의 활성화, 디지털 프로세스 통합, 가치창출을 위한 서비스, 네트
공유경제, 온라인 상거래,
워크형 서비스 산업의 발달, 신규 플랫폼이 대체하는 산업생태계 내의 플
디지털 경제, 플랫폼 경제
레이어 변화

공공부채, 자산버블 붕괴,
미래국제경제 및 재정위기 대처능력 감소, 금융위기 증가, 저성장 지속,
선진국 성장 디플레이션, 저성장, 저금리,
국가부채 증가, 실업률 증가, 양극화 심화, 선진국의 성장 둔화
금융위기, 재정위기
신흥국의
부상
프로슈머

BRICs의 급성장, 신흥시장의 산업화, 아시아의 경제영향력, 신흥국 중산
층 증가, 아프리카의 경제성장 및 혁신, 신흥국의 선진국기업 인수합병
소비자의 변화(경험에서
직접적인 관여)

소수 취향의 영화 크라우드 펀딩으로 제작, 소비자 패러다임이 ‘경험’에서
‘관여’로 발전, 모든 사람이 생산자인 마이크로 산업

공간의 변화

연결되고 접근 가능한 분산된 인프라 건설, 경험 쌓는 것 중심으로 공간
설계 변화, 디지털 경제와 목가적 전원

소유의 변화

공유경제 활성화, 제품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스트리밍, 공유함으로 다
양한 경험을 쌓음

공유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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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Environment)
미래이슈

키워드
자연재난 증가, 온난화,
평균온도 상승, 생태계
변화
에너지 수급의 불안정,
신재생 에너지

온실가스, 재생에너지, 친환경 에너지원 확보, 우주 태양광 발전, 생산량
축소로 공급부족, 원자력의 안전한 활용과 핵융합 발전 상용화

제조업의 그린화와
디지털화

천연 자원 및 에너지 사용 감소, 세계적 탄소 배출 감소, 전체 제조 수명
주기에 걸쳐 효율성, 탄력성 및 지속성을 최적화하는 디지털 기술 발전

자원 고갈

물, 부족, 가뭄, 농업용수,
수자원

물수요의 지속적 증가, 도시화로 인한 물수요 증가, 물부족의 심화, 국가
간 수자원 분쟁 심화

인간이
만들어낸
오염

대기오염, 폐기물 오염,
방사능 위협,
미세플라스틱, 미세먼지

플라스틱 폐기물 순환자원화와 대체 신소재 개발을 통한 환경오염 저감,

감염병
확산

메르스 등 해외유입
전염병, 신종 감염병 등장

건강개념의 확장(개인→사회), 위기 시 개인이익과 공공이익 충돌, 정부역
할 강화, 자급자족 강화, 초글로벌의 쇠퇴

기후변화

에너지,
탈원전

관련 내용
가뭄과 폭우가 반복 현상 심화, 강수량의 계절적 편차 및 증발량 증가로
담수량 감소, 생물 다양성 감소, 해수면 상승, 바다의 산성화

정치(Politics)
미래이슈
국제
갈등의
심화

국제권력의
변화

키워드

관련 내용

대량살상무기, 테러조직,
핵무기, 민족·인종·종교적
갈등, 테러기술 진화

민족간·종교간·국가간 갈등의 심화, 다양한 초국가적 테러의 증가, 종교･
문명의 충돌, 국제적 조직범죄 확대, 대규모 테러공격

자국중심주의 강화

기업 해외 진출 규제 강화, 국내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권 강화,
생필품에 대한 자립 필요성 대두, 관세 인상에 따른 국내 경기 침체

국제질서, 세계권력
재편/분산, 국제권력이동

세계 경제질서의 재편, 국제질서의 다극화, 거버넌스 개념의 확대 및 다양
화, 국제거버넌스 구축, TPP의 역할 강화

미국의 지속적인 영향력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 2050년에는 일본과 한국
도 적은 규모로 국제 파견군을 운용

중국 경제, 중국 군사력,
베이징 컨센서스(Beijing
Consensus), G2
아시아로 힘의 이동
개인역량의 확대

거버넌스의
변화

네트워크 중심의 권력
이동
전자민주주의 가속화
거버넌스 체계의 약화
지방분권, 균형발전 정책

남북 관련
이슈

남북대치, 통일비용,
남북격차, 국방비,
북한체제, 동북아체제

기본소득의
부상

보편적 복지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증대, 전쟁원인의 변화, 중국의 외교･문화적 영향
력 증대, 중국이 2030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가 될 것
세계 경제 질서 재편, 지역화, 아시아의 주요 역할론
시민관여 증대(생활문제의 직접 해결), 사회적 지위 향상, 전통적 패러다
임 변화
정치 다극화, 하드파워 군사력, 네트워크 정치의 등장
직접민주주의 대두, 정책결정을 위한 의사결정시스템 확대, 정부(국가)의
형태 및 역할 변화, 전자정부 구현, 정보공개(투명성)의 미래
세금에 대한 불신, 정부 성과 창출의 한계, 글로벌 이슈 조정의 어려움
지역간 격차 증가, 지역 형평성 강화를 위한 정책
북한체제불안, 국방비 증가, 주변국과 지정학적 갈등 심화, 통일 이후 남
북 경제 및 혁신 격차로 인한 불균형 발생
재난지원금의 보편화, 기본소득의 보편화, 도전에 직면한 자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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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분야

과학기술예측조사 62개 미래이슈

미래
이슈

세부이슈

내용

생산, 분배, 소비 등 경제활동이 온
라인으로 대거 이동
디지털 경제의 기반이 되는 플랫폼은
플랫폼 자본주의 확산 산업을 선도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도 가능

파급효과 (▲: 최대, *: ≥4.0)
‘20
‘26
‘31
‘36
‘41
~’25 ~’30 ~’35 ~’40 ~’45

온라인 경제의 주류화

디지털
경제

디지털 재화 시장의
성장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처리하여 경제
적 가치를 가지는 다양한 정보재
(information gods) 시장의 성장

Cashless사회 도래

전자화폐 등 현금을 대체하는 수단 발달

디지털 사회의 일자리 기술의 지능화와 근무방식의 원격화
변화
등으로 기존 일자리 변화

디지털
세상

비대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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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다양화
사회

*

▲

*

*

*

▲

*

△
*

▲

*

*

▲

▲

디지털 제조기술 확산

소비자 선호에 따라 제조 방식 및 디
자인을 실시간으로 변경

연결된 사회 도래

온라인 기반의 컨택(Ontact) 사회로
변화

*

▲

학습의 개인화

빅데이터, AI 기술 기반으로 개개인
별로 최적의 학습환경 제공

*

*

▲

가상과 현실공간의
통합

가상과 현실공간의 경계가 불분명해
지며 XR(Extended Reality) 기술과
관련 콘텐츠 발달

*

*

▲

*

▲

*

*

*

정보의 가치 변화
사회적 소통방식의
변화

사회
구조의
변화

*

▲

데이터가 연계·통합·해석 등에 따라
부가가치가 높은 새로운 정보로 재탄
생
온라인 소통이 오프라인 소통의 보완
적 관계에서 주된 소통 경로로 변화

맞춤형 서비스의
보편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수요자의 요구
에 따라 시공간의 제약 없이 물품과
서비스 제공

가치의 다변화

초개인주의화, 극단적 성향의 대립,
복합적 정체성 등 디지털 시대 전환
에 따라 다양한 가치가 발생하고 가
치 기준이 변화

가치 갈등 발생

사회구조가 복잡해지며 공정, 정의,
젠더 등 가치관에 대해 세대 간 관점
차이와 갈등 발생

공공 가치 강조

과학기술 발전에 있어 사회구성원들
의 협력과 공유를 통해 창출되는 가
치 증가

*

▲

*

▲

△

*

▲

*

△

부 록

분야

미래
이슈

인구
구조의
변화

도시의
변화

내용

고령화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 증가로 인한
사회 변화

*

*

▲

▲

*

저출산

초저출산 사회로 인한 사회 변화

*

▲

▲

*

*

1인 가구의 증가

세대 구성이 지속적으로 다양화되고
그 중에서도 1인 가구 증가

*

*

▲

*

*

다문화사회의 진전

인구의 국가 간 이동 증가로 외국인과
일자리 경쟁 및 사회적 갈등 발생

바이오 혁신에 따른
삶의 변화

바이오 기술 발전 및 개인 유전체·건
강 데이터를 활용한 의료 서비스 및
일상생활 변화

*

*

▲

도시인구의 증가와 인프라 노후화,
초연결 스마트시티의 도시내 에너지 환경 문제 등을 극복
하기 위한 디지털트윈 도시 공간 설
가속
계 및 구축 운영

*

▲

▲

인구, 경제 활동의 수도권 및 대도시
집중 현상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국
토공간 불균형 지속

*

▲

*

지방 중소도시의 몰락

수도권 집중 심화, 산업구조 변화 등
으로 지방 중소도시의 경쟁력 약화

*

*

▲

*

*

▲

▲

*

▲

▲

△

△

지구 온난화로 인한 생태계 변화, 동
식물의 멸종 위기, 기후 난민 발생
등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과 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존의 위협
일상생활 속 화학물질 일상생활에서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
노출 증가
증가로 건강피해 및 불안감 증가

지구
환경
변화와
자원의
개척

미지의
영역
개척

△

메가시티, 메가리전
(Megaregion)

온난화 심화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

환경·
자원의
변화

파급효과 (▲: 최대, *: ≥4.0)
‘20
‘26
‘31
‘36
‘41
~’25 ~’30 ~’35 ~’40 ~’45

세부이슈

△

탄소 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 가속화

화석연료 중심에서 친환경 재생에너
지로 에너지 시스템 전환

탈탄소 사회의
미래에너지

수소에너지, 핵융합에너지 등 탈탄소
사회를 위한 미래에너지 개발과 활용

수자원 확보와 공급
위기

기후변화로 수자원 이용·공급 예측이
어려워져 대체 수자원 개발 및 물절
약형 사회 전환

△

자원의 선순환

생활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산업
폐기물 등 자원의 재활용

▲

▲

미세 플라스틱의 위협

미세플라스틱, 초미세플라스틱은 주
요 생태계 위협요인으로 부상

▲

*

극지 자원 및 항로
개발

해빙으로 인한 북극 항로 이용 및 극
지방의 자원 개발

심해 자원 발굴

미래자원 확보 수단의 하나로 심해
자원과 해양 생명자원 발굴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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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미래
이슈

글로컬
시대

세계
질서의
변화

국가의
역할
변화

위험의
일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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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우주생활 시대

군집위성, 화성 정착촌 건설·운영, 지
구 저궤도 관광상품 등 우주로 생활
권 및 경제권 확대

△

달, 화성, 소행성의 자원 발굴을 위
달·화성·소행성의 자원
한 우주개발 및 우주탐사가 활발해지
발굴
며 점차 민간 자본에 의해 주도

△

신흥국의 급격한 임금 상승, 선진국
글로벌
중심의 리쇼어링 확대, 미중 무역분
밸류체인·비즈니스의 쟁에 따른 세계교역 비용 증가, 코로
변화
나19와 같은 질병·자연재해로 인한
공급망 위기 등으로 GVC 재편

*

▲

자국민의 이익과 산업을 보호하기 위
해 리쇼어링 정책 및 자국중심의 보
호 무역 강화

*

▲

비관세 장벽의 강화에 따라 이를 극
국가별 비관세 장벽
복할 환경, 안전 및 인증기술, 국제
강화와 국내 산업구조
표준화 강화 및 관련 산업 분야의 우
재구성
선적 개편

▲

자국중심주의 강화

중국의 급부상과 미중 첨단기술에 대한 미중 갈등 격화 및 미
관계
중 간 패권 차지를 위한 치열한 경쟁
동북아
정세
변화

파급효과 (▲: 최대, *: ≥4.0)
‘20
‘26
‘31
‘36
‘41
~’25 ~’30 ~’35 ~’40 ~’45

세부이슈

*

▲

*

△

△

*

*

한일 관계

한일간 정치, 외교, 군사, 경제분야
갈등 발생 및 한국 주도의 새로운 협
력 관계 구축

남북 관계

북한 정권 및 대외상황에 따른 북한
관계 변화 및 평화분위기 조성을 통
한 안정적인 관계 구축

정부 역할의 강화

내외적으로 다양한 국가적 위기 시에
경제/기술의 발전으로 정부의 적극적
인 역할 기대 증가

민주주의의 인식 변화

ICT 기술의 발달로 대중의 직접적인 의
사 전달과 참여 기반 민주주의의 확대

정부의 개념 변화

정부 서비스의 효율성·효과성 증진과
투명성, 책임성, 민첩성 등에 대한
요구 증대

▲

▲

국방 기술의 부상

AI기반의 무기 체계 활용, 로봇, 드
론 등을 이용한 전쟁 양상의 변화

*

▲

▲

사이버 안보

조직화된 해커집단에 의한 경제·정
치·군사적 목적의 해킹 증가

▲

▲

*

AI기반 시스템 위협

AI기반 서비스·시스템 이용이 일상화
되고 AI에 대한 의존성이 심화하였으
나 테러, AI 학습데이터 편향, 알고리
즘 오류 등으로 비정상적으로 작동

*

▲

신흥
안보

△

△

△

▲

▲

부 록

분야

미래
이슈

극단적
쇼크

세부이슈

내용

파급효과 (▲: 최대, *: ≥4.0)
‘20
‘26
‘31
‘36
‘41
~’25 ~’30 ~’35 ~’40 ~’45

데이터 안보

프라이버시 노출, 데이터 위변조 및
오남용 위험 증가로 인한 사회 혼란

△

△

경제 안보

산업기술 유출 등으로 인한 국가 경
쟁력 하락

△

△

보건 안보

고령화, 전염병 등으로 인해 삶의 질
제고와 사회·집단 유지에 위협

*

▲

*

*

사회·인간 안보

양극화 심화로 인한 갈등, 이민자와
난민의 사회적 수용 및 인권･복지
문제 등

▲

환경문제로 인한 국가 자원 접근, 환경 오염물질, 환경 규
간 갈등
제 등으로 인한 국가 간 갈등

△

△

꿀벌의 멸종 위기

꿀벌의 멸종 위기(개체 수의 70% 이
상 감소)로 화분매개 기능이 부족해
지고 생태계 변화 초래

△

△

가금류의 멸종 위기

신종 동물 전염병이 급속히 확산되어
닭 등 가축 개체 수의 치명적인 감소
유발로 가장 보편적이고 양질의 저렴
한 단백질 공급원 상실 위협

△

△

슈퍼태풍의 상륙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의 강도와
빈도 증가하고 복합재난 발생

▲

▲

대도시 직하 지진

행정기관, 인구, 자본 등이 집중된
지역에 지진 발생 시, 복잡하고 다양
한 문제 발생

△

불특정 다수 대상
테러

양극화와 극단화가 가속화되면서 불
특정 다수를 목표로 한 테러 증가

△

지자기 폭풍의 발생

지구의 자기장 교란으로 연쇄 정전
및 전자기기에 영향을
미쳐 사회기간 시설 붕괴

△

△

전력망의 붕괴

태풍, 지진 등으로 발전소 중단, 전
력망 손실 등이 발생하면 정전과 2차
복합재난 발생

△

△

인접국 원전 사고

인접한 국가에서 대규모 원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기 및 해양 오염 등
생태계 전반에 영향

동북아 정세 급변

중국의 영향력 확대로 북한의 정치·
경제적 변화 등 동북아 역학 구도의
심각한 변화 발생

△

한국판 노키아 쇼크

핀란드 대표기업이었던 노키아처럼
국내 경제 주축인 대기업 중 일부가
글로벌 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몰락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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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주요 미래예측조사 참고자료

과학기술 미래전략 2045 (과기정통부·STEPI·KAIST,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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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2050 종합미래시나리오 예측연구(국회미래연구원, 2020)
영역

거버넌스

미래질문

핵심동인

직접민주주의는
확대될 것인가?







행정 수반의 권력 집중도
중앙-지방 균형 여부
Data 기반의 스마트 정부
IT 기술에 기반을 둔 시민의 정치참여
남북한 관계

대의 민주주의는
공고화될 것인가?







Blockhain 기반 직접민주주의
AI 기반 입법 및 정책
직접민주의 요구
정당제도화 정도
IT 기술을 이용한 갈등관리절차 고도화

사회 갈등은
심화될 것인가?







이념 갈등: 보수 vs. 진보
이민자 급증과 난민 유입으로 인한 다문화갈등
젠더 갈등
세대갈등
4차 산업혁명과 자동화를 둘러싼 갈등

정부와 시민
사회는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숙의민주주의의 강화
갈등 해소 문화: 사회적자본의 증가
IT 기술을 이용한 갈등관리 절차 고도화
법치주의 강화

합의에 의한
안정적 외교
전략이 가능 할
것인가?







한-미-일-중 관계: 동맹vs.자주
자유무역주의 쇠퇴: 자유무역vs.보호무역
국제 제도/기구: 글로벌 거버넌스의 강화
신흥안보: 테러리즘과 사이버 공격
에너지 안보에 대한 위협

생산요소 투입에
의한 성장은
가능할까?







보호무역 주의
제조현장의 스마트화
금융시스템의 효율성
생산가능 인구감소
노동시장 유연성

일자리 자리 판도는
어떻게 변화할까?








AI/로봇의 확대
크라우드 소싱
플랫폼 경제
독립적 근로자
근로시간의 변화
노동시장 유연성

생산성 향상에
의한 성장은
가능할까?








국제분업 재편: 기술패권주의, 기술무역변화
창의적 인재 교육체제
혁신주체 간 협력: 대기업-중소기업협력, 공유경제
기술패러다임 변화
에너지 전환: 국제합의, 탄소경제, 신에너지확산
수요변화

경제적 불평등은
확대될 것인가?







핵심기술 독점
부의 편중
메가시티 확대
정부의 불평등 조정역량
사회안전망

성장과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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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의식주

미래질문

사회이동성은
증대될 것인가?






지역격차
부의 세습/세대 간 부의 격차
사회안전망
다원화와 민주화

여유로운 삶을
영위 할 수
있을까?







스마트 웨어러블 디바이스기술 발전
VR/가상공간 발달
재택근무 확대
일자리 변화
보편적 기본소득 (UBI) 사회

지속가능한 삶의
양식으로 전환될
수 있을까?







공유경제 확산
환경친화도 vs. 편의주의
인구 감소 및 고령화
3D 프린팅 제조혁신
건강한 식생활 추구

쾌척한 환경에서
살 수 있을까?







기후변화(온난화)
대기오염: 미세먼지
수질·토양 환경오염
주거지 녹지면적
전염병, 신종바이러스, 병충해

미래사회는
안전해질까?







강력범죄, 혐오범죄, 테러
스마트시티 기술 발전
경제저성장
기후변화(자연재난/사회재난빈도/강도)
외국인/난민 유입

정주여건은 더
편리해질까?







스마트시티 활성화
첨단교통수단 발달
인구 감소 및 고령화
광역화 및 지방분화
로봇/IoT/AI 활용

가족 구성 방식은
다양화 될 것인가?






전통적 형태의 가족 구성 감소
생명공학 기술 발전 통한 가족 구성원 재생산 방법다양화
자동화와 AI 기술발전으로 사이버 가족으로의 도피
이성 간 혼인 이외의 결합을 제도적으로 인정

개인이 속한 공동체
운영방식의 다양성은
증가할 것인가?







개인 중심가치관 강화
네트워크 기술발달로 약한 연결강화
플랫폼 기반 개인경제활동 강화
전 지구적 환경문제부상
글로벌 문화 확산

개인과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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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미래질문

핵심동인

개인의 정체성과
표출방식의
다양성은 증가할
것인가?







개인 정체성 표출집단의 블록화
가상현실 구성 기술 발달에 따른 커뮤니티 구성
공유경제 확대와 새로운 형태의 노동조합등장
환경오염의 사회적 계층에 따른 영향도 차이
다중정체성에 대한제도적용인

사회 구성원 간의
경쟁은 심화 될
것인가?







공동체 가치의 약화
AI 발달에 따른 노동력대체
경제적 양극화 심화
천연자원 고갈에 따른 남북문제
국가의 역할 변화

사회적 응집력은
강화 될 것인가?






사회적 갈등의 다양화
네트워크 기술발달통한 연결증가
공유경제에 기반을 둔 새로운 경제주체의 등장
사회적 소수자를 고려한 제도 확대

우리는 어떻게
태어날까?







유전자 조작에
부의 양극화
수정란에 대한
유전자 치료에
인공자궁 기술

우리는 얼마나
건강하게 살까?







부의 양극화로 인한 건강수명 추이
노인의 사회적 참여보장
질병 예방 및 치료 기술의 발전
새로운 질병의 출현과 이에 대한 신속대응체계
사회적 돌봄을 구현하는 스마트 시티의대중화

우리는 얼마나
오래 살까?








부의 양극화
정밀의료의 대중화
의료기술 수용성 측면에서의료비용
환경변화에 따른 노약자사망증가
사회복지 제도
노화억제/역노화 기술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은 어떻게
변화 할까?







세대 단절
가상경험을 통한 학습의 일반화
언어의 장벽 해소
Brain To Machine Interface기술
원리주의 등장

휴먼

대한윤리문제
유전자조작 기술발전
대한 국제적 경쟁의 심화
및 인큐베이터기술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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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발전전략(산업연구원, 2019)
분야

4차
산업혁명 및
신기술
혁신의
급진전

도시화의
진전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급속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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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구분

이슈내용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의 도입 및
활용 확대

















3D프린팅 활용
로봇
CPS(사이버 물리시스템)
스마트 팩토리
맞춤형 주문생산 방식(온디맨드 서비스)
제조 전문서비스 등 제조의 서비스화
인공지능기술(넥스트딥러닝)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차세대 컴퓨팅(퀀텀컴퓨터, 바이오컴퓨터, 엣지컴퓨팅 등)
나노기술(분자기술)
바이오기술
자율주행기술
5G 통신 등 미래 인프라
빅데이터

4차 산업혁명
신기술에 따른
사회ㆍ경제 구조의
변화













산업 간 경계의 소실
연결성과 융합 강화
슈퍼 소비자(소비자 역량 강화)
지식보급의 확산(지식정보사회)
서비스 수요기반 비즈니스모델(주문형 대량 생산) 확산
공유경제의 확산
개방형 혁신 증가
니어쇼어링 증가
브릭앤클릭(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결합)
새로운 이동수단(자율주행자동차 및 선박, 드론 등) 및 모빌리티 변화
산업의 디지털화(디지털 문화기술과 콘텐츠 확산 등)

신기술로 인한
새로운 사회문제
등장












사이버 위험(사이버 보안 및 안보) 증대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 대두(프라이버시 오픈, 투명한 삶)
전문기술인력 확보 전쟁
단순 일자리에 대한 위협 증가
인공지능의 윤리문제(휴머노이드 로봇의 사회적 인간관계 대체)
대인관계의 일탈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 책임문제
유전자 기술 등에 대한 생명윤리 논쟁 확대
이익집단 간의 갈등 심화
사회적 불평등 및 양극화 심화(의료 혜택, 부, 임금, 기술 등)

도시화의 진전





도시화의 진전(메가시티, 인구 집중)
지능형 도시화
지속 가능한 도시(친환경 도시)

부 록

분야

자원 및
에너지
구조의
변화와
환경문제
대응을 위한
규제 강화

중국의
변동성 증대
및 세계
통상질서의
변화

이슈구분

이슈내용

인구 및 가구
구조의 변화
















노동인구 구조의 변화(생산가능인구 등의 변화)
개발도상국의 인구 급증
선진국의 인구 증가 정체
평균연령 증가와 고령화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의 인구 증가 정체 및 고령화
가장 빠른 속도의 한국의 인구 정체 및 고령화 추세
고령층 소비 비중의 증가
청년세대와 고령세대 간의 갈등
여성의 소득 및 지위 향상
전통적 가족개념의 변화
다문화 가정의 증가
1인 가구 증가
소비의 개인화
삶의 질, 건강한 삶, 여가생활 등에 대한 관심 증가

자원 및 에너지
구조의 변화









자원안보 이슈 부상(희토류, 여타 광물 등 자원 분쟁 심화)
물, 식량 등 생존 필수 자원의 공급 불안정
에너지 수급의 불안정
에너지 효율화 경쟁 확대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확대 및 효율 향상
에너지 믹스의 변화
화석연료 수요의 감소

환경문제 부상과
환경규제 강화










기후협약과 탄소배출 저감(지구온난화 이슈)
세계적인 환경규제 강화
국가 간 환경규제의 차이 존재
미세먼지 이슈의 등장
폐기물 처리 문제
지속가능 발전 이슈 확산
친환경 교통수단 등 친환경 상품 및 서비스 수요 증가
높은 수준의 한국의 환경규제

중국의
변동성 증대






글로벌 패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충돌 지속
중국 경제의 불안정성 증대
중국 산업의 질적 성장
중국의 소득 증대 및 지속적 시장 확대

GVC 및 세계
통상질서의 변화







인도 및 동남아 국가 등 새로운 생산기지 및 시장의 부상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의 제조업 회귀 및 부흥정책 추진
신국가주의 및 보호무역의 재등장
디지털 무역의 확대
세계 경제의 다극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





북핵문제의 진전과 북한 경제제제의 점진적 완화
북한의 경제 개혁개방 추진
남북한 경제교류의 확대

세계적 불안요인
증대









이데올로기의 파급력 강화
인종 및 문화의 혼합(이민, 국가 간 인종 이동)
세계화에 따른 전염병 확산 우려
테러와 대량 살상무기 위협 증대
분쟁 발생 위험 증가
제도화된 급진주의 증가
국가 및 중앙정부의 통제력 약화(작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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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디지털전환과 경제 사회 미래전망(KISDI, 2020)
분류

62

내용

사회








대면 접촉(사회적 거리두기) 기피
개인보다 우선되는 공동체 주의
전문가 위상의 변화 (정치→ 과학자)
위험의 일상화
외식감소로 홈 쿡 수요 증가
종교·예식 등 사회적 활동방식 변화

기술








디지털 기술의 활용범위 확대
디지털 기술 수용압박 심화
디지털 기술 혐오의 단기적 해소
가짜뉴스 보안위협 심화
빅 테크 기업 경제 사회적 영향력 강화
디지털 첨단기술의 전략화 및 경쟁심화

경제








글로벌 밸류체인의 본격적인 재구조화
도시화 둔화로 부동산 시장 변화
바이오 헬스 시장의 재부흥
일하는 방식 다변화 (유연, 원격 등)
산업현장 자동 ․ 자율화 확대
신자유주의 쇠퇴 지역중심 경제로 전환

환경








친환경 모빌리티 수요증가
지역중심 필수자원 가치사슬 재구조화
대기환경의 재생 시작
신재생, 친환경 에너지 수요 확대
탈 도시화로 생태 친화적 생활 촉진
식량자원의 직접 재배 가능성 증대

정치








글로벌 리더십 부재
다극체제로 접어드는 글로벌 질서
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의 권한 확대
자국중심 주의, 反세계화 가치 확대
공공분야 첨단기술 적용 본격화
디지털 의회 투표가 기준으로 발전

부 록

과학기술 기반 미래연구사업(STEPI, 2020)
분야

이슈구분

가상공간확장







D2C(Direct to Consumer) 비즈니스의 가속화
사무공간 수요의 변화
원격교육에 따른 학습결손 및 학습격차의 문제
비대면 일상화로 인한 사회적 단절
온라인 콘텐츠 관련기술의 투자 필요성 증대

도시저밀화








주거 시설 및 대형 집합시설 입지 수요 변화
슬럼화 등 도시 문제 대두 지역 대표성 증가
부동산 가치 변화
지방 정부 “소멸” 완화
도심 내외 녹지 수요 변화
모듈러 건축 설계 등 건축 기술 수요의 변화

거래방식혁신







비대면 일상화로 인한 소비 패러다임의 변화
구독경제 비즈니스 모델의 부상
세대 간 디지털 격차의 발생
디지털 프로슈머의 증가
보안 및 신뢰 기술의 필요성 증가

개인 독점 공간 확대









자가용 사용 증대 및 대중교통이용 저하
공유경제의 변화
지방정부 재정 건전성 악화
에너지 수요 변화
취약계층 위한 기술 개발 수요 증대
감염 위험 최소화 기술 수요 증대
음식 관련 기술 수요 변화

이동 수단








기술표준의 부재
보안인증 부실
통제불가 상황 대응 기술 개발 부족
완성차, 전기차, 소프트웨어 기업의 경쟁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 형성
차세대 이동수단을 위한 인프라 부족

물류시스템






디지털물류로 전환
대형 유통기업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 통합
물류창고 내의 제도적 영향은 거의 없음
유통과 배송에서 무인화시스템 인프라 및 제도 미비

여행





OTA 플랫폼 개발
여행 산업의 돌파구 부족
현상유지를 위한 자금 지원

교통시스템





C-ITS 표준 부재
스마트시티 등에 테스트베드 운영
데이터3법 구체성 결여

공간

이동

이슈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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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이슈구분

이슈내용

먹거리신뢰성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신뢰사회’ 수요 증가
신뢰도 높은 먹거리 데이터 생태계 조성과 활용가치 확대

소비자참여






소비자 참여의 먹거리 확보 선택권 (자기결정권) 요구
스마트농업으로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 생산 필요
먹거리 생산-소비의 근접 및 소비자 참여의 정주공간정책 요구
사회·문화정책으로서 스마트농업 활성화 필요

개인화




개인 맞춤형 먹거리 소비 보편화
언택트 먹거리 소비를 위한 편의성 향상 확대

지속 가능성





지속가능성에 최우선가치를 둔 대체식품의 시대 도래
기술 만능의 새로운 먹거리 확대
첨단기술 중심의 먹거리 생산에 관한 정책 추진 완급조절 필요

의료데이터





건강관리 시스템 사회가 실현 필요
의료 데이터를 센싱, 수집/집적, 분석 통합성 미흡
데이터는 무한성과 비경합성이라는 특수성을 가지므로 ‘소유권’ 불분명




비대면 의료서비스가 다방면으로 확장되고 민간 분야에서도 규제 공백
시골, 지방 등에서도 광대역 인터넷이 가능해야 하고 대면진료와 상당
히 일치하는 수준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선명도가 높은 비디오
의 기능이 필요




생활방역체계 구현을 통한 상시대응 필요
과학적 근거에 따른 원리의 세밀한 검토를 통해 체계화된 모니터링이
필요



실시간 건강관리 시스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역할
재정립 필요
적정수가 논의와 의료비 지출구조 재검토 필요

먹거리

원격 의료 제도
건강
생활 방역

의료 전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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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4

메가트렌드별 미래상 및 현황 분석 결과

디지털 세상의 확산
구분

내용

2030년 미래상
(TO-BE 모델)

1. 현상
① 초연결: 개인의 미시정보에서 집단의 거시정보까지 데이터의 멀티스케일 연결
② 디지털 전환: 사회, 경제 등 전 분야에 디지털 전환이 확산·정착
③ 현실-가상 간 융합: 물리공간(오프라인)과 가상공간(온라인) 간 융합이 발생
2. 사회·문화:
① 삶의 방식, 업무 방식, 의사소통 방식 등의 큰 변화
② 국가·기업의 데이터 통제, 인공지능·데이터 편향성이 우려
3. 경제·산업:
① 디지털 정보가 핵심 자원으로 작동하여 데이터의 전략자산화 확산
② 소비·생산 방식, 기업 활동의 방식, 재화의 유통 방식, 고용 방식 등의 변화
4. 발전 방향: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디지털 사회의 모범 국가로 발전
- 디지털 리터러시의 향상, 데이터 통제, 편향성 등 부작용 해소 제도

산업

ㅇ 반도체, 전지, 5G 등 일부 산업의 글로벌 위상이 높지만, 시스템반도체는 설계역량 부족,
바이오·헬스는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한 수요기반의 R&D가 부족하고 모빌리티(전기차·공유
서비스)와 ICT서비스(스마트홈·핀테크·물류 등)는 플랫폼 역량과 데이터 활용이 미흡
- (강점) 제조업·서비스업 성장을 위한 세계적 수준의 IT 및 네트워크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
며, 하드웨어 혁신 역량을 보유
- (약점) 디지털 기술* 등 핵심·원천기술력이 미흡하고 이에 따른 미약한 후방산업(소부장) 기반
* AI, 데이터, IoT, 클라우드, 5G, SW(플랫폼·솔루션 등), AR·VR, 블록체인, 3D프린팅 등
ㅇ (시스템반도체) 메모리반도체 최강국(세계시장 70% 상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반도체분야는
미국, 대만, 중국 등에 비해 경쟁열위
ㅇ (바이오·헬스) 민·관차원에서 투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코로나19 국면에서 K-바이오가 주목
을 받았지만, 낮은 세계시장점유율과 부족한 사업화·시장창출
ㅇ (자율·전기차, 모빌리티) 글로벌 수준의 자동차 생산능력과 ICT인프라 및 기술 역량을 보유
하고 있지만, 핵심소재부품 및 SW 역량 부족과 이해관계 충돌 및 제도 미비
ㅇ (지능형로봇, 로보틱스) 세계적 수준의 ICT 기반과 자동차, 전지, 전기 등 주요제조업분야의
수요처를 보유하고 있어 성장잠재력은 높은 편이나, 핵심·원천기술 및 부품경쟁력이 낮고 전
문인력이 부족
ㅇ (AR·VR, 메타버스) 5G 기반과 IT제조 역량, 한류기반의 콘텐츠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센서 등 핵심·원천기술·부품과 콘텐츠 저작 및 응용 SW 역량이 미흡
ㅇ (SW·콘텐츠) 제조업 중심의 국내 산업에서 SW·콘텐츠 비중과 기술경쟁력이 증가추세이나,
산업기반 및 성장여건이 부족하고 SW·콘텐츠 기업의 영세성과 인재 부족
ㅇ (데이터산업) 융복합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관련 제도, 지원정책 등의 산업 기반을 확보
하였으나, 데이터 공유·거래 미흡, 낮은 접근성, 이해관계자 간 갈등 등의 문제를 보유

문화

ㅇ (강점) 국민(사용자)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수용성이 높음
- 국민의 ICT기반서비스에 대한 현재 활용 등 현재 경제사회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디지털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음
- customer service에서 O2O 서비스로 인해 온라인 기반의 오프라인 경제가 확대됨
ㅇ (약점) 형평을 중시하는 사회적 풍토가 지배적임
- 세대간 디지털서비스의 활용 및 정서적 수용성이 양극화
- 디지털전환 관련 新서비스에 대한 저항감이 고조
- 디지털 전환에 대한 기업의 인식(특히 중소기업)이 아직 저조

2021년
현상
(AS-IS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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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법·
제도

ㅇ
ㅇ
-

인력

ㅇ (강점) 부상하는 혁신기술분야에 진입하는 전문인력 多
- IT기술강국이라는 평가와 같은 맥락에서 부상하는 혁신신기술에 도전하는 기업가의 관심도
가 높고 기존 누적된 IT산업의 초중급의 산업내 전문인력을 보유
ㅇ (약점) 혁신적 기업가 및 고급 소프트웨어 개발인력 부족
- 도전적 혁신기업가가 한정적이며 고급 소프트웨어 개발역량을 갖춘 인력이 부족

인프라

관련 산업 영역

주요대응
방향

ㅇ
ㅇ
-

(강점) 누적된 ICT관련 산업 및 국가 공공인프라 확보
누적된 ICT 분야에서 산업적 기반이 구축되어 있으며 국가적 공공인프라 또한 선진국 수준
(약점) 공공데이터 자산의 구축 및 활용성이 미흡
활용가치가 높은 공공데이터 자산을 구축하는 과정 다양성 및 활용성이 미흡

ㅇ
ㅇ
ㅇ
ㅇ
ㅇ
ㅇ

시스템반도체, 미래차(자율차·전기차), 지능형로봇, 스마트홈 등 ICT 제조업 및 서비스
네트워크(5G, 6G), 블록체인, 양자컴퓨팅, 인공지능, WEB 3.0 등 ICT 기반기술·산업
메타버스, 디지털 콘텐츠 등 SW 및 관련 서비스
디지털 헬스케어, 가상생물모델, 디지털치료제, 전자약 등 디지털·바이오융합 산업
데이터 산업 (데이터 서비스, 구축·컨설팅, 솔루션)
제조-서비스-콘텐츠 간 융복합 산업

산업

ㅇ 차세대 ICT 및 디지털 신기술 및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노력과 인
재 수급을 지원, 디지털 전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및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
* 중소기업의 디지털 플랫폼 역량 강화 및 서비스화를 지원, 신신규 업종(인터넷금융 등) 신
설·진입 규제 및 관련 제도를 혁신, 글로벌 성장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 구축

문화·
제도

ㅇ 국민편익이 높은 ‘공공서비스 디지털 전환’을 기반으로 사회의 다양한 계층이 활용할 수 있
는 디지털서비스 제공환경 구현 필요
ㅇ 디지털영토 개념의 미개척 분야 확장을 위한 네거티브 규제 및 중장기적 사회적 효용을 중
시한 정책의사결정 추진

인력·
인프라

ㅇ 고급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양성을 위한 메타버스 기반의 새로운 창업 활성화 정책 강화 필요
ㅇ 디지털 사회 구현에 필수적인 공공데이터 등의 활용가치가 높은 대규모 데이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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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 정부주도의 규제설정 및 조정 등 관주도 규제통제력이 강한 국가
국가 주요기능별 소관부처의 정책의사결정체계, 권한, 규제조정을 위한 법적 근거가 구체화
규제샌드박스 제도 등 패스트트랙 제도가 마련
(약점) 경제성장 중심의 정책방향과 내수중심의 스타트업 지원
경제성장 위주 의사결정 방식에서 탈피하지 못해 사회적 가치 중심의 의사결정에는 한계
스타트업 지원 정책이 내수 중심으로 마련되어 있어, 신생서비스의 글로벌 시장 선점에 한계

ㅇ 중소기업 및 공공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통한 산업·사회 혁신의 실현
- 디지털 기반의 기업·산업 혁신 도달과 개인의 가치 극대화를 가능케 하는 초연결 사회
- 가상사회(가상경제, NFT 등),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 관련 법·제도 정비

부 록

인구·도시구조의 변화
구분

내용

2030년 미래상
(TO-BE 모델)

산업

2021년
현상
(AS-IS
모델)

1. 현상:
① 저출산 및 고령화로 생산가능 인구는 감소하고 고령자 중심의 사회로 변화
② 1인가구 증가, 가치의 다변화 등으로 사회 구성원 그룹의 다양화
③ 도시는 저밀평탄 형태로 초광역화, 인접 도시와의 클러스터화
2. 사회·문화:
① 고령자 커뮤니티 집단 및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생애주기 관리 서비스 확대
② 니즈의 다변화와 가치 갈등 확대
③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나 도시권의 과밀화는 완화되며 정주환경·접근성 개선
3. 경제·산업:
① 고부가가치 지식집약적 산업으로 국내 산업구조 재편
② 고령자 대상 산업, 바이오·헬스 관련 산업 확대
4. 발전 방향: 인구·도시구조의 뉴노멀을 성장의 동력원으로 활용하는 산업구조로 전환
- 고령자 참여·대상 산업, 지역특화산업 등
ㅇ 푸드테크, 바이오헬스, 고령친화산업 등은 전세계적으로 관련 투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
는 경제적·산업적 성장세가 강한 분야지만, 국내 관련 산업의 경쟁력은 낮은 수준
- (강점) 미래 성장, 고용 창출, 해외 진출 측면에서 유망산업 분야 대부분이 수준 높은 IT 인
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산업별 수출 경험 축적 및 정책지원으로 급성장 추세
- (약점) 산업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이 미흡하고, 관련 선진국 대비 법·제도·
규제가 까다로워 투자-성과 선순환이 미약
ㅇ (푸드테크) 국내 식품산업은 타 산업 생산·일자리 파급효과가 큼에도 불구, 푸드테크 산업의
낮은 기술 및 연구개발 여력 한계 노정
ㅇ (바이오헬스) 혁신성장의 핵심분야로 바이오헬스 VC 투자 및 수출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관련 정책이 부처별 분산 추진, 내수 시장 중심, 글로벌 성공사례 부재 등의 약점을 보유
ㅇ (고령친화산업) 고령친화산업* 육성은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으나, 산업구조의 영
세성, 고령층의 수요부족 등으로 제한적 성장에 그침
* 의료기기, 의약품·화장품, 정보기기 및 서비스, 건강기능식품 및 급식서비스, 요양서비스,
농업용품 및 영농지원서비스, 교통시설 및 서비스, 여가·관광·문화 및 건강서비스, 주택,
금융·자산서비스 등
ㅇ (스마트시티) 데이터 기반 수요자 중심의 스마트시티 정책의 고도화가 이뤄지고 있으나, 플
랫폼·솔루션 기술력은 부족하고 정부 공모사업 선정을 우선으로 하는 지자체 스마트시티 전략
ㅇ (모빌리티) 자율주행, UAM, 모빌리티 서비스 관련 ICT 인프라 및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모빌리티 산업 전환을 위한 협력체계가 부족하고 관련 법·제도 미비

문화

ㅇ
ㅇ
-

(강점) 선진국 수준에 부합하는 정주여건 추구문화 확산
국민의 다양한 정주여건 추구문화가 다양한 도시변화를 추동
(약점) 자가소유를 중시하는 문화적 풍토
투자적 가치가 높은 특정 지역(수도권)중심의 주거지 분산저항이 발생

법·
제도

ㅇ
ㅇ
-

(강점)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정책추진
범국가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시행·강화 중에 있음
(약점) 도시의 저밀화를 저해하는 규제요소
도심외곽지역의 그린밸트 성벽화로 인한 도시확장 한계와 초광역화 정책 미흡

인력

ㅇ
ㅇ
-

(강점) 결손된 경제인구의 디지털전환 용이
디지털전환에 대한 수용력이 높고 ICT기술의 누적된 역량을 보유
(약점) 저출산·고령화 상황이 심각하며 대체인력 확보 한계
경제인구 감소 및 사회적 복지비용이 증가와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수용성이 낮음

67

차기 성장동력 발굴･선정 방법론 연구

구분

내용

인프라

관련 산업 영역

(강점) 국토면적이 좁고 선진국 수준의 높은 교통인프라 체계
전국토 일일생활권이 가능한 지리적 구조, 높은 교통인프라 수준으로 도심진입이 용이
(약점) 수도권 인프라 집중구조
수도권 중심의 집중구조로 지방분산 및 외곽 위성도시 분산에 한계

ㅇ
ㅇ
ㅇ
ㅇ
ㅇ
ㅇ

디지털 헬스케어, 첨단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재생의료, 맞춤형 바이오 제품·서비스 등
푸드테크 (Agri-Tech, 대체육, 식자재가공, 신선유통, 밀키트 등)
자율주행, UAM, 운반·배송로봇 등 모빌리티
생활 SOC, 서비스로봇 등 스마트시티
제조로봇, 스마트공장 등 첨단제조
에듀테크

산업

ㅇ 민간부문의 역량 및 경험이 축적될 때까지 정부 차원의 조기 지원 등 리더십을 활용하는 효
율적 접근 전략이 필요, 융합산업 관련 전후방 산업의 동반성장 추진
* 정부 지원 시에는 관련 산업의 시장성숙도에 따라 동력화 시기를 명확히 하여 실효성을 높
이고 체계적으로 추진, 산업 성장의 주체인 민간부문의 투자환경 조성에도 역점

문화·
제도

ㅇ 선진국형 정주환경 구현을 위한 다양한 거주공간 공급정책 마련 및 영구적 소유 대신 한시
적 점유 개념의 거주문화 유도
ㅇ 도시의 저밀화 및 평탄화를 유도하기 위해 도시 확장을 합리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규제정
책 조정 및 지방도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초광역화 추진

인력·
인프라

ㅇ 안정적 일자리 확충 및 단순노동 등 중간일자리를 중심으로 하는 일자리 디지털전환 및 외
국인 노동자 수용정책을 강화
ㅇ 도시의 저밀평탄화 유도를 위한 소규모 교통(스몰 모빌리티) 도입 및 지방도시 문화·공공서
비스 확충을 위한 생활SOC확대와 수도권 일자리 분산정책 강화

종합

ㅇ 생산성 및 삶의 질 향상을 가능케 하는 맞춤형 제품·서비스 및 도시 서비스의 고도화
- 생산가능인구 감소시대의 생산성 향상과 건강, 안전, 복지 등 다양한 국민 수요에 대응
- 생산인구 대체기술 관련 제도 정비(로봇세, 기본소득 등), 창조성 기반의 일자리 창출 유도

주요대응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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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ㅇ
-

부 록

지속가능한 지구환경
구분

내용

2030년 미래상
(TO-BE 모델)

산업

2021년
현상
(AS-IS
모델)

1. 현상:
① 다양한 환경 이슈가 인간의 삶의 질을 위협
② 탄소중립, 에너지전환에 대한 국제적 관심 고조
③ 디지털화 및 전기화(electrification)에 따른 에너지 수요 증가
2. 사회·문화: 환경 관련 사회적 활동 및 갈등해소를 위한 협력 증가
3. 경제·산업:
① 제조업 등 생산·유통 방식의 변화로 기존의 밸류체인 재편
② 친환경 산업,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산업 대두
③ 에너지 확보 및 환경 이슈 대응에 초점을 맞춤 국제경쟁 및 무역장벽 생성
4. 발전 방향: 정부, 민간, 시민의 협력을 통한 탄소중립·에너지전환 선도 국가

ㅇ 자동차, 가전 등 주요 산업분야에서 에너지 고효율화 및 친환경 제품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
고 있지만, 주요자원(석유·석탄 등)의 해외의존도가 높고 국내 주력산업인 철강·정유, 자동
차, 조선 등은 다배출업종 또는 탄소규제에 민감한 산업
- (강점) 친환경·디지털 혁신역량(수소차, 메모리반도체, 이차전지 세계 1위)을 보유하고 있으
며 제도적 기반(’20년 세계최초 수소경제법, ‘21년 탄소중립기본법)도 마련
- (약점) 자원·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고 에너지 다소비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ㅇ (주력제조업) 국내 주력산업은 ICT 및 디지털 기술 적용 등으로 에너지 효율화를 추진하고
에너지 전환, 친환경 제조공정 도입과 탄소중립의 스마트 공장을 구축 중이나, 에너지 다소
비 및 탄소 다배출 업종이 많고 무역의존도가 높아 환경규제 및 탄소규범 영향에 노출
ㅇ (해상풍력) 인구밀집도가 높은 곳에서 상대적으로 가까운 지역에 설치잠재력을 보유한 신성
장동력분야라 할 수 있으나 높은 발전단가, 낮은 주민수용성 등으로 보급이 지연
ㅇ (수소) 수소차·연료전지 등 수소활용 분야가 발달되어 수소모빌리티는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
을 보유하고 있으나, 수소 생산-저장·이송 등 전반적인 산업생태계 경쟁력은 주요국 대비
미흡
ㅇ (환경산업) 폐기물 관리·규제 정책을 통해 순환경제의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관련
정책이 폐기 단계에 집중하여 원료사용 효율성, 물질 순환성 등에 대한 파악은 부족

문화

ㅇ (강점) 친환경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전환이 빠르게 진행
- 자원재활용, 녹색전환, 미세먼지저감, 유해생물자원 퇴출 등의 측면에서 일반 국민의 적극적
인 인식전환과 참여가 진행
ㅇ (약점) 공공서비스를 중심으로 낮은 기초소비재 및 서비스 비용 기대
- 전기사용료, 물사용료 등 공공서비스와 재화를 중심으로 매우 낮은 비용을 기대하는 심리가
높아 경제성 보다 친환경성을 중시하는 공공서비스 및 재화로의 전환에 저항

법·
제도

ㅇ (강점) 환경정책 콘트롤타워 및 지원체계 구축
- 환경정책은 국회에서 제정된 환경관계법에 근거하여 대통령이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관련 행정부서를 통하여 집행
- 탄소중립위원회 등 환경현안 문제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거버넌스와 지원 법제를 확보
ㅇ (약점) 선진국 수준의 높은 에너지 소비수준
- 국제비교 상으로도 높은 에너지 소비수준 대비 환경문제 대응 지출을 꾸준히 강화하고 있으
나 환경보호지출이 전체 GDP대비 2%수준으로 아직 미흡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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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인력

인프라

관련 산업 영역

주요대응
방향

70

ㅇ (강점) 환경기반기술분야의 첨단화 추세에 부합하는 R&D 전문인력 양성사업 투자 누적 및
인재 양성
- 정부 연구개발투자를 기반으로 첨단기술분야의 전문인력을 보유
ㅇ (약점) 환경산업인력의 환경산업 종사 비선호
-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에너지 관련 외 환경산업관련 종사자의 경우 낙후된 산업적 특성 등
으로 인해 비선호
ㅇ
ㅇ
-

(강점)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선제 도입
정부 공공조달 정책을 기반으로 시행하여 민간시장의 마중물 역할
(약점) 화석 및 원자력에너지 의존도 높은 인프라 구조
국가전력소비량의 총생산 중 화석에너지 및 원자력에너지 비중이 매우 높음

ㅇ
ㅇ
ㅇ
ㅇ
ㅇ

태양광, 풍력, 수소, 스마트그리드, 차세대 원전 등 에너지 산업
순환경제(탄소자원화, 재활용·재사용), 수자원, 환경정화 등 환경 산업
주요 제조업 친환경 공정(탄소중립 스마트팩토리)
친환경 소재 및 관련 제품
탄소배출 저감 자동차 및 선박, 에너지 고효율 스마트가전 등

산업

ㅇ 환경이슈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친환경화 기술·제품 개발 및 생산방식 도입에 주력
하고, 현재 수립된 수소,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차질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할 필요
* 친환경(녹색) 신산업 육성 및 그린 디지털 산업경쟁력을 강화, 탄소중립 산업 구조로의 전환

문화·
제도

ㅇ 친환경 소비촉진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공공재의 친환경성을 고려한 적정한 공공서
비스 비용구조의 단계적 확보
ㅇ 각종 환경규제의 단계적 선진국화 및 지속가능한 사회측면의 정책적 의사결정 추진

인력·
인프라

ㅇ 첨단 환경기술 분야의 기술상용화를 통한 환경산업 첨단화 및 환경산업 종사자의 처우 및
인식개선 노력
ㅇ 공공기관 및 대국민 공공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의 공공조달 기준강
화를 통한 친환경제품 및 서비스 제공 산업의 육성기반 마련

종합

ㅇ ESG 관점에서 환경친화적 산업을 국가·기업 성장의 새 원동력으로 삼아 전 산업에서 친환
경 패러다임을 전개
- 기존 산업의 대전환(에너지 전환, 친환경 전환)을 구현하고, 환경이 산업으로 작동하는 경제
실현
- Value Chain을 Value Network 방식으로 전환 (예: 오염원인 탄소포집하여 고부가가치
자원화)

부 록

기술패권의 부상과 질서의 변화
구분

내용

2030년 미래상
(TO-BE 모델)

산업

2021년
현상
(AS-IS
모델)

1. 현상:
① 미중 간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 및 장기화
② 공급사슬의 지역화, 자국중심화
③ 메가 FTA의 확산
2. 경제·산업:
① 공급망 구조가 특정국 및 진영 중심으로 글로컬화·블록화
② 공급망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주권 및 신속(agile) 조달 역량 강조
③ 보호주의와 자유무역이 병존하는 신통상질서
3. 발전 방향: 고부가가치 글로벌 밸류체인 내 핵심기술 선도 국가로 위상 확보
ㅇ 미·중간 기술패권 경쟁이 장기화되고 미국의 자국 중심화가 강해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최대 생산거점인 중국 리스크가 커짐에 따라, 주요국 기업들은 생산처·공급망
의 다변화와 안정화를 도모하고 보호주의 경향이 심화
- (강점)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 대상분야에서 메모리반도체, 이차전지, 통신(5G) 등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분야
- (약점) 시스템반도체와 AI 등 일부 첨단품목 및 디지털기술 경쟁력이 미·중 등 주요국 대비
열세이고 핵심 소·부·장 경쟁력이 미흡
ㅇ (반도체) 세계최고 수준의 메모리반도체(D램·낸드) 기술 및 제조·공정 경쟁력은 강점 요인이
나, 파운드리는 세계 1위인 대만과 시장점유율면에서 격차가 존재하는 가운데, 미·중·일 등
주요국의 파운드리 기반 확보 경쟁이 심화
ㅇ (통신) 세계최초 5G 상용화에 성공하고 이를 토대로 5G 단말 및 일부 장비분야에서 글로벌
입지를 확보해 가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5G 핵심장비·부품기반이 취약하고 B2B용28GHz
망 구축과 융합서비스 발굴이 저조
ㅇ (인공지능) 우수한 ICT산업(반도체, 네트워크 등) 기반과 AI를 개발·활용할 수 있는 여건은
양호하나, 기술경쟁력이 주요국 대비 미흡하고 인재 부족, 스타트업 기반 취약의 한계

문화

ㅇ (강점) 자국보호측면의 국민적 호응과 지지문화
- 일본수출입규제(‘19)당시 일본제품불매 운동이 확산하여 일본기업 중 상당수가 매출에 큰
타격을 받는 등 국민정서의 통합 및 실천력에 강점
ㅇ (약점) 첨단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제품 신인도가 낮음
- 첨단기술기반 제품 및 정밀산업관련 소부장의 경우 미국, 일본, 독일 등에 기반한 글로벌
기업의 제품 신인도를 국산제품이 미치지 못함

법·
제도

ㅇ (강점) 무역협정국 범주가 넓고 국제기구 내 한국의 위상이 높음
- 양자간 협정 및 다자무역협정의 협약국 및 기구가 많고 국제기구 내 위상이 높아 관세장벽
몇 연합전략 구상에 이점
ㅇ (약점) 첨단전략기술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신속 대응체계 미흡
- 첨단전략기술의 대상을 식별하고 핵심적 구성 및 절차에 대한 구체적 모니터링 체계가 마련
되어 있지 않아 전략적 대응에 한계

인력

ㅇ
ㅇ
-

(강점) 기술패권 핵심인력인 우수 이공계 석박사 양성
이공계 석박사 배출 역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관련한 경력개발 및 고등연구 지원체계가 우수
(약점) 기술과 외교전략을 섭렵하는 인재 부족
기술이 외교전략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대됨에 따라 기술적 이해도가 높으면서도 외교적 전
략을 마련할 수 있는 인력양성 루트가 확보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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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인프라

ㅇ (강점) 첨단기술관련 글로벌 선도기업을 보유
- 반도체, 스마트 디바이스, 디스플레이 등 글로벌 선도기업을 보유하고 있어, 기술정세관점에
서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는데 유리
ㅇ (약점) 지리적 여건 상 강대국과의 외교적 최적관계 유지 어려움
- 미중일러와 지리적 위치와 기술패권 관계가 함께 결합되면서 외교전략적 최적화 한계

관련 산업 영역

ㅇ 소재·부품·장비(미래선도품목 등)
ㅇ 국가필수전략기술(인공지능, 5G·6G,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수소, 첨단로봇·제조, 양
자, 우주·항공, 사이버보안, 첨단바이오)
ㅇ 국가첨단전략산업(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

산업

ㅇ 첨단 디지털 기술 및 산업에 대한 투자 강화가 중요하며, 동맹·파트너 국가 및 기업과의 연
계·협력체계를 강화
* 글로벌 디지털 혁신 경쟁 속에서 국내 첨단기술·산업 역량을 제고를 위한 외교 확대

문화·
제도

ㅇ 공공기관 등 정부시장에서 첨단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제품 테스트베드 역할 수행 등 민간
시장 확대를 위한 신인도 확보 정책 마련
ㅇ 첨단전략기술에 대한 공급가치사슬 모니터링 및 신속 대응체계 확대구축 및 전략적 공급망
동맹국 관계 강화

인력·
인프라

ㅇ 첨단전략기술관련 원천기술연구개발 및 산업육성에 필요한 우수 이공계 석박사 인력 처우개
선 및 기술과 외교 역량을 융합적으로 함양한 인재양성 추진
ㅇ 글로벌 선도기업의 첨단전략기술의 ‘자국산 우선구매’ 등 국내생산 유도정책 강화 및 주변
강대국간 균형적 외교전략 추진

종합

ㅇ 산업경쟁력 및 전략적 중요도를 고려한 기술주권 및 통상·협력 전략 견지
- 기술·정보·자원의 무기화 대응 기술 확보필수 분야, 그린·디지털·공급망 전환에 대한 전략적
접근

주요대응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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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위기대응과 정부·기업 거버넌스의 변화
구분

내용

2030년 미래상
(TO-BE 모델)

산업

1. 현상:
① 디지털, 보건 등 신안보 위협의 빈번한 발생
② 이해관계자 간 갈등 심화
2. 사회·문화: 불확실성 대응, 충격 회복, 갈등 관리 등에서 정부의 역량 강조
3. 경제·산업: 갈등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가능케 하는 정부-기업 간 역할 및 책임
4. 발전 방향: 위기 대응·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량 및 기업의 역할 강화
ㅇ 정부의 D.N.A. 생태계 강화로 데이터산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나, 관계
부처 간 정보(데이터)공유는 칸막이 현상으로 정책효과를 반감시키고 있고, 전염병 대응 보
건·안보 분야는 대규모 의료데이터의 체계적인 수집·관리, 의료 인공지능의 기술 등이 미흡
- (강점) 5G 세계 첫 상용화 등 우수한 H/W 인프라, 방대한 데이터 보유, 정부의 데이터 고
속도로 표방·데이터 강국 정책으로 산업 성장주도
- (약점) 시스템반도체와 AI 등 일부 첨단품목 및 디지털기술 경쟁력이 미·중 등 주요국 대비
열세이고 핵심 소·부·장 경쟁력이 미흡
ㅇ (플랫폼 정부) 그간 정부혁신은 ‘전자정부’ 등 성과에도 불구, 부처 간 칸막이를 전제로 추진
되어 다부처 연관 복합문제 해결에 한계
ㅇ (데이터산업) 데이터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 조성, 데이터 투자 확대로 관련 지식·역
량 축적은 가속화되고 있으나, 시장 규모, 데이터 기업 수, 경제적 효과(간접후방효과) 등은
열위에 있으며 전문인력 및 데이터 분석기술의 부족

문화

ㅇ (강점)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정부정책 협조수준 높음
- 신종감염병, 사이버테러, 전력수급(블랙아웃) 등의 국가위기사태 발생시 국민의 협조와 위기
극복 노력이 핵심적 역할
ㅇ (약점) 정치이념, 계층간 갈등이 지속적으로 고조
- 국가 위기대응 시 특정계층과 그룹의 이해관계와 연관된 정책판단이 수반되면서 갈등이 고
조되고 있으나 사회적 합의에 익숙지 않은 문화를 가지고 있음

법·
제도

ㅇ (강점) 정부주도의 위기대응체제 구축에 용이한 구조 확보
- 정부주도 위기대응체제 구축에 용이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 체계와 관련 기반법 구현을 위한
민주적 절차 확보
ㅇ (약점) 국제법 및 규범과 연관된 문제 해결력 취약
- 신안보 분야의 다수가 국제사회 공조를 통해 해결해야하는 이슈로서 국제법 및 규범을 기반
으로 국제사회의 주요국과 외교적 노력이 수반되고 있으나 국제사회 내 외교적 교섭력이 강
대국 대비 미흡

인력

ㅇ (강점) 안보위기에 대응하는 공적 전문인력 보유
- 국책연구기관 등 정부과 관할하는 공적 전문인력을 분야별로 보유하고 있어 긴급한 안보이
슈가 발생할 시 대안 모색에 유리
ㅇ (약점) 복합적 안보이슈 대응을 위한 융합적 인재부족
- 신안보 분야의 융합적 전문성 요구에 대응하는 인재육성 및 확보체계 구현이 미흡

2021년
현상
(AS-IS
모델)

인프라

ㅇ (강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사회전반의 의견수렴 용이
- 안보위기 발생 시 대응 전략 및 정책 마련을 위한 사회적 의견청취 및 의사결정과정에
SNS, 긴급여론조사 등을 활용하기에 충분한 인프라 확보
ㅇ (약점) 여론·SNS 뉴스 등에 대한 정보검증 등 신뢰자본 미흡
- 다양한 정보통신기반 여론의 수집과 접근이 용이한 반면 동 정보에 대한 신뢰성 검증 등 사
회적 신뢰자본과 관련된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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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성장동력 발굴･선정 방법론 연구

구분

내용

관련 산업 영역

주요대응
방향

산업

ㅇ 플랫폼 정부 구현,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관련 법·제도·정책을 정비, 데이터 생태계 조
성 및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수요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기반 마련
과 데이터산업에 대한 민관의 투자 지속
* 클라우드 기반 공통플랫폼에 공유·축적된 정보를 빅데이터 분석과 AI 기술을 활용하여 문
제해결능력 및 국가기획능력 강화, 정부신뢰도 상승

문화
·제도

ㅇ 국가 위기대응관련 사회적 소통과 합의를 위한 협의체, 위원회, 여론조사 등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정책추진절차 강화방안 마련
ㅇ 신안보분야에 대한 법제도적 선제적 기반확충을 통한 신속한 위기대응 추진구조 확보 및 국
제적 공조를 통한 위기대응체계 강화

인력·
인프라

ㅇ 국책연구기관의 임무부여 체계 재정비 및 복합적 신안보이슈 대응을 위한 융합적 인재 양성
추진
ㅇ 사회적 합의 유도 및 정책 의사결정에 필요한 합리적 의사결정절차 및 방법 마련 및 사회의
신뢰자본 지속강화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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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데이터산업, 물리·정보 보안 산업, 국방·치안 관련 산업
ㅇ 의료·보건·제약, 바이오 정보 등

ㅇ 위기를 예방·경감할 수 있는 임무 중심의 대응체계 확립
- 시장실패 영역의 사전 감지·대응, 과학기술 기반의 위기 대응 등을 위한 민관협력 체계

부 록

부록5

유망 신산업 후보분야 발굴 위원회 명단

4개 분야 총 28인
분야

이름

분류

직책

에너지/환경

OOO

산

CTO

에너지/환경

OOO

산

팀장

에너지/환경

OOO

학

교수

에너지/환경

OOO

학

교수

에너지/환경

OOO

연

부연구위원

에너지/환경

OOO

연

선임

생명/바이오

OOO

산

부사장

생명/바이오

OOO

산

연구위원

생명/바이오

OOO

학

교수

생명/바이오

OOO

학

교수

생명/바이오

OOO

연

책임연구원

생명/바이오

OOO

연

책임연구원

생명/바이오

OOO

기타

부회장

기계/건설/교통

OOO

학

겸임교수

기계/건설/교통

OOO

학

교수

기계/건설/교통

OOO

학

교수

기계/건설/교통

OOO

연

수석

기계/건설/교통

OOO

연

실장

기계/건설/교통

OOO

산

수석

기계/건설/교통

OOO

기타

전문위원

ICT/전기/전자

OOO

학

교수

ICT/전기/전자

OOO

학

교수

ICT/전기/전자

OOO

연

본부장

ICT/전기/전자

OOO

연

선임

ICT/전기/전자

OOO

산

대표

ICT/전기/전자

OOO

기타

사무국장

ICT/전기/전자

OOO

연

본부장

ICT/전기/전자

OOO

연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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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6

정량평가 결과 후보 기술 리스트(안)

에너지/환경 분야
No.

기술/트렌드명

1

AI 기반 초개인화된 교육용
가상환경 시스템
(미래기술)

기술/트렌드 설명

⦁ 개인의 선호도 및 니즈에 맞는 교육을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 가상환경 시스템
⦁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가상공간 기반 체험 콘텐츠
⦁ 일방적인 전달이 아닌 상호 소통을 통한 맞춤형 교육

세부분야
ICT전기전자

2

⦁ 자동차, 홈, 모든 모바일 기계, 사물들이 연결되고 지능을 가진 사물이 주어진 상황에 맞게 자율
적으로 상호 소통 및 협업하고 스스로 진화하며 임무를 수행하는 자율형 IoT 통합 플랫폼으로 모
지능형 융복합화 기반 모든
든 사물-사람 간 끊김없이(seamless) 융복합 서비스를 활성화
디바이스와 사물이 연결되고
⦁ 지능형 융·복합화된 자율형 IoT 플랫폼 내에서 다양한 개인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콘텐츠 양산
스스로 진화하는 자율형 IoT 통합
및 제공
플랫폼
* 자율형 IoT는 데이터 수집·분석·학습·추론·행동 등의 기술을 현장 사물에 내장해 인간이나 클라우
(미래기술)
드 최소 개입으로 지능을 가진 사물이 주어진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상호 소통 및 협업하고 스
스로 진화하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

ICT전기전자

3

사람과 공감하고 이해하는
동반자로서의 개인맞춤 자가진화형 ⦁ 사람과 공존하면서 감정을 서로 공유하는 로봇
로봇
⦁ 주변 상황 인식 및 추론 기술을 통해 로봇이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하는 주체가 됨
(미래기술)

ICT전기전자

4

5

생체신호의 원격수집을 이용한
휴먼 어시스턴트 시스템
(미래기술)

⦁ 영아, 장애인, 고령자 등의 신체활동 및 뇌파를 모니터링하고, 직간접적 생체 신호의 분석을 통해
감정·의도 등을 추론
⦁ 추론된 결과를 기반으로 행동을 도울 수 있는 로봇 기술 또는 양방향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 방법
을 제시하는 소프트웨어

ICT전기전자

VR·AR 기기 간 초연결을 위한
초고주파 테라헤르츠 통신 기술
(미래기술)

⦁ 16K VR·AR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0.9 Gbps 이상의 전송속도가 필요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는 초고속 무선통신이 필요
⦁ 전송속도는 대역폭에 비례하는데, 테라헤르츠 대역을 사용할 경우 수 기가헤르츠 이상의 대역폭
확보 가능
⦁ 이를 위해 테라헤르츠 대역 RF 시스템 설계 기술과 높은 경로 감쇠를 극복할 수 있는 초고지향
성 빔포밍 기술이 요구됨

ICT전기전자

No.

기술/트렌드명

기술/트렌드 설명

세부분야

6

⦁ 익명으로 확진자의 실시간 위치와 접촉자를 판별하여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격리관리 시
초연결성 네트워크 기반 익명의
스템
확진자 및 접촉자 추적 관리시스템 ⦁ IoT 장비들의 초연결성을 이용하여 사용자 단말의 실시간 연결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이용한
(미래기술)
GNN(Graph Neural Network) 기반 AI 기법을 통해 단말 사용자의 실시간 위치 파악
⦁ 확진자로 판명된 사람의 연결정보를 확인하여 접촉자를 판별함

ICT전기전자

7

⦁ 고주파 사용 시 신호가 장애물에 쉽게 차단되는 단점이 있어 신호가 장애물을 우회할 수 있도록
6G IoT 기기의 QoS 증대를 위한
하는 RIS(Reconfigurable Intelligent Surface)시스템
* RIS는 메타표면으로 구현 가능하며 신호의 굴절각, 반사각, 위상, 편파 등을 조정할 수 있음
RIS 제작 및 제어 기술
(미래기술)
⦁ RIS에 입사되는 신호를 6G IoT 기기에 집중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성, 스펙트럼 효율성, 전송속도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음

ICT전기전자

⦁ 다수의 센서들을 이용해 정보를 수집하고 6G 테라헤르츠 통신을 통해 초고속·저지연으로 데이터
를 전송하고 집 혹은 사무실에서 AI를 기반으로 3차원 초실감 현실을 만드는 기술
⦁ 산업 현장에서 XR로 3차원 기계 도면을 보며 보다 정밀한 작업을 수행하거나 구매자가 XR을 통
해 가상의 피팅룸을 만들어 고객들이 실제로 입어보지 않고도 다양한 의류를 착용해볼 수 있음
⦁ 먼저 XR을 안정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6G 테라헤르츠 통신 기술이 선행되어야 함

ICT전기전자

8

6G·AI 기반 초실감 확장
현실(XR)기술
(미래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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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6G 통신의 IoE 망을 이용한 드론
자율주행 기술
⦁
(미래기술)
⦁

드론의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높은 전송속도와 주변 환경과 통신할 수 있는 IoE (Internet Of
Everything)가 필요
또한 드론과 같은 주변 물체와 통신이 가능한 6G 기반의 IoE를 이용하는 실시간 통신이 필요함
6G 통신을 사용하여 드론 간 초고속 통신 및 IoE를 통한 드론 간 자율주행 구현이 가능

ICT전기전자

10

⦁소액 법원 청구, 복지수급, 대출신청 등 전문분야에서 개인 상황에 따라 해결 방법을 제시하거나
실생활 전문지식 컨설팅이 가능한
청구서까지 작성해줄 수 있는 AI
복합추론 전문 비서 기술
⦁지식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텍스트, 그림, 테이블 등)를 복합적으로 인지 가능한 복합 모달리티 인
(미래기술)
지 기술과 지속적인 지식 성장 기술 필요
⦁다중영역 지식 및 현상황을 같이 고려한 복합 추론

ICT전기전자

11

⦁ 대화 상대의 언어 국적을 불문하고, 별도 조작 없이 모국어로 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 (헤드셋, 인
언어 장벽 없이 대화가 가능한
이어 등)
Zero UI 만국 실시간 통역 시스템 ⦁ 해당언어(영, 한, 프, 독, 스, 중, 일, 등) 인지, 개인음성 선별, 만국어 트랜스포머, 확장을 위한
(미래기술)
사전학습 기술, 통역 모델 경량화 기술 등
⦁ 별도 조작없이 통역용으로 사용할 Zero UI 시스템 (헤드셋, 인이어 등)

ICT전기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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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기술/트렌드명

기술/트렌드 설명

세부분야

12

상실된 감각 기능을 다른 감각으로
보완하는 인공감각-신경망 연결
기술
(미래기술)

⦁ 장애 또는 노화로 상실된 시각, 청각의 기능을 가능한 다른 감각(촉각, 소리 등)으로 입력하여 신
경망에 전달하여, 상실 감각을 대신
* 예로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안경(카메라)에 잡힌 장면을 뇌가 인지할 수 있도록 소리로 치환하
여 전달
⦁ 뇌신경망 인지 기술, 인공감각 생성기술, 인공감각-뇌신경망 연결 인터페이스 기술 등

ICT전기전자

13

온·오프라인 연계 가상쇼핑용 XR ⦁ 온·오프라인의 연계 및 동기화를 통해 생생한 쇼핑경험을 제공하는 XR 시스템
시스템
⦁ 실제 쇼핑공간 및 상품의 가상화·동기화와 실시간 상호작용으로 가상환경에서의 생생한 경험 제공
⦁ 사용자의 쇼핑성향, 관심도 등의 휴먼팩터의 지능적 처리를 통한 개인화된 맞춤쇼핑 서비스 제공
(미래기술)

ICT전기전자

14

⦁ 현실과 가상 공연현장의 실시간 동기화와 가상환경에서 극대의 현장경험을 제공하는 메타버스형
XR 공연 시스템
한류문화 확산을 위한 메타버스형
⦁ 실제 공연현장을 객체수준에서 시각화 및 상호작용을 통해 실제 공연현장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XR 공연 시스템
생생한 체험경험 제공
(미래기술)
⦁ 나를 대신하는 디지털휴먼과의 연계로 실제 공연현장의 감성공유와 원격지 참여자들 간의 소통
환경 제공을 통한 한류문화 체험

ICT전기전자

15

공존현실 기반 오감 인터랙션
비대면 XR 교육 시스템
(미래기술)

⦁ 현실공간을 확장 디지털트윈 기반 다중 사용자 간의 원격 상호작용 학습 공간 구현을 통해 현실·
가상 공간 및 객체의 연결, 경험, 교감을 제공하는 공존현실 기반 미래형 XR 교육 시스템
⦁ 현실 교육공간을 복제·확장한 가상 학습 공간 구현과 다중 사용자 간의 오감 인터랙션 제공을 통
해 연결·경험·교감을 제공하는 상시 연결된 미래형 교실 제공
⦁ 비대면 환경에서도 대면과 같은 교육환경 제공과 다양한 체험 콘텐츠와 환경구현을 통해 교육 흥
미, 몰입도 증가 등 학습효과 극대화

ICT전기전자

16

대체현실 기술을 이용한
메타라이프 시스템
(미래기술)

⦁ 현실 환경을 완전히 대체하는 초현실 환경에서 모든 사람들이 연결되고, 자신의 경험을 서로 공
유하며, 신체적·정신적으로 교감함으로서 소통과 협업이 가능한 대체현실 기반의 메타라이프 시스템
* 대체현실은 인간의 인지과정을 왜곡시켜 가상세계에서의 경험을 실제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기술
⦁ 가상·현실세계를 연결하는 인체삽입형 초개인화 디바이스, 초정밀 비전인식 AI, 인간의 뇌를 모방
한 오감지능 및 자연스러운 감각 경험의 전달 기술 구현
⦁ 현실과 연계된 대체현실을 통해 거주의 유연성 확보, 이동의 최소화, 사회 양극화 해소, 친환경
세상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통해 삶의 질 개선

ICT전기전자

17

고령층 서비스용 진화형 UI/UX
기술
(미래기술)

⦁ 고령층 상황 및 라이프로그 분석 기반의 고령층 맞춤형 소프트웨어
⦁ 지능화된 학습 능력 진단 기반의 고령층 상황 맞춤형 플랫폼
⦁ 학습 기반의 맞춤형 서비스 의사 결정 시스템 및 이를 기반으로 하는 진화형 UI/UX

ICT전기전자

No.

18

19

20

기술/트렌드명

⦁
실세계와 동일한 가상 학습 시스템
실사화 기술
⦁
(미래기술)
⦁

세부분야

가상환경에서 실세계와의 다양한 센싱 데이터 오차를 줄여서 딥러닝 등의 학습 성능을 높이기 위
한 실사화 기술
실세계를 실사화한 가상 객체제어 및 평가기술
가상 시뮬레이션과 기계학습을 융합한 실세계 현상 예측과 실세계 시스템 제어

ICT전기전자

⦁ BCI(Brain-Computer Interface) 기술을 이용하여 환자/장애인의 뇌신호를 감지하고, 움직임
패턴을 학습하여 생각하는 대로 동작 제어가 가능한 장치(근력 증강 슈트, 게임 등)
⦁ AI 기술을 이용하여 인간의 뇌에서 측정한 데이터를 해석하여 사람의 생각을 추론하는 기술이 대
표적
⦁ 현재 개발되고 있는 BCI 기술은 사람의 생각으로 컴퓨터나 기계장치를 제어하는 수준이나, 향후
사람의 생각을 직접 전달하는 수준의 고도화된 기술로 발전

ICT전기전자

⦁ 현재는 기본적인 데이터와 상담자료를 통해 정신질환의 발병 원인 확인, 치료(약물 및 인지행동
치료 중심) 등을 제공하는 수준임
개인맞춤형 정신질환
⦁ 제안 기술은 사용자에 대한 지속적인 정신건강(우울증, 불안장애, 게임중독 등) 관련 데이터를 분
예방·치료·관리 디지털 치료제 기술
석하여 맞춤형 디지털 치료를 제공
(미래기술)
⦁ 특히 정신건강을 치료하기 위해 무형의 의료기기 소프트웨어(AI, VR, 앱, 게임 등)인 디지털 치료
제라는 점이 특징

ICT전기전자

마인드 리딩 뇌파통신 시스템
(미래기술)

21

블록체인 기반 공적
커뮤니케이션용 보안 강화
네트워크 플랫폼
(미래기술)

22

사회구성원의 소통용
메타커뮤니케이션 기술
(미래기술)

23

실내외 환경에서 모든 이동체가
끊김없이 공존하기 위한 초정밀
위치인식 시스템
(미래기술)

24

기술/트렌드 설명

79

⦁ 시민과 지방 및 중앙 정부와의 공적 소통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 블록체인 기반 보안 강화를 통한 투표 기능 도입 및 1:1 정부 서비스 기능
⦁ 의료, 금융 분야 같은 서비스와의 결합

ICT전기전자

⦁ 진화된 AR·VR, 헵틱 홀로그램 기술을 통합한 온라인 소통 서비스
⦁ 미래 소통방식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SNS 기반의 고실감 소통 서비스
⦁ 고실감 콘텐츠, HMD 등의 주변 장비의 통합

ICT전기전자

⦁ 실내외 환경에서 사람, 로봇, 드론, 자율주행차량 등 모든 이동체가 공존하기 위한 초정밀 위치인
식 기술(10cm 미만)
⦁ 실내외 환경 변화에 상관없이 seamless하게(끊김없이) 서비스가 가능한 위치인식 기술
⦁ Seamless한 위치를 기반으로 수집되는 모든 데이터에 위치가 태깅될 수 있음

ICT전기전자

양자시스템 사이에 양자역학적 ⦁ 양자컴퓨터, 양자통신, 양자시뮬레이터, 양자센서 등의 양자정보 시스템 사이에 양자상태 정보를
보존하면서 연결하는 네트워킹
정보를 보존하면서 연결하는 양자
네트워크 기술
⦁ 양자기기들의 성능을 융합하여 최적화하고 성능향상을 꾀할 수 있는 방식
(미래기술)
⦁ 필요에 따라 보안성을 유지할 수 있음

ICT전기전자

80

No.

기술/트렌드명

25

양자역학적인 원리를 이용하여
기존의 분해능을 뛰어넘는
고해상도 이미징 기술
(미래기술)

기술/트렌드 설명

⦁ 얽힘상태를 이용하여 기존의 빛의 회절에 의한 한계를 극복하는 이미징 기술
⦁ 양자측정을 통하여 매우 약한 신호를 활용하는 이미징 기술

세부분야

ICT전기전자

26

양자암호통신의 보완성 확보와 ⦁ 양자통신 및 양자네트워크에 필수적인 양자중계기는 양자역학 정보를 보존하면서 양자상태를 전
통신거리 증가를 위한 양자중계기
달하는 기술
기술
⦁ 양자통신의 노드간 거리를 증가시킴
(미래기술)
⦁ 양자네트워크에서의 동기화를 위한 메모리 기능 등

ICT전기전자

27

⦁
양자컴퓨팅 성능의 극대화를 위한
3차원 양자소자 기술
⦁
(미래기술)
⦁

양자컴퓨터의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연결성 및 큐비트 규모를 향상하기 위한 3차원 적층소자
기술 개발
3차원적 큐비트 배열을 통한 양자컴퓨터 성능 극대화
다양한 양자플랫폼에서 구현될 가능성이 있음

ICT전기전자

⦁
단분자 수준 나노복합소재 실환경
측정을 위한 현미경 기술
(미래기술)
⦁

검체와 탐침 간 빛(전자기파)을 매개로 한 상호작용으로 유발된 힘 또는 탐침 끝에서 국부적으로
백만배 가량 증폭되는 전계를 이용하여 검체 표면에 극미량(단분자 수준)으로 존재하는 분자의
화학적 정보를 알아내고 공간적으로 맵핑할 수 있는 현미경 기술
나노복합소재에 대한 세계 최고 수준의 분광밴드폭 500cm-1이상 비침습 초분광 나노이미징 기
술 개발

ICT전기전자

⦁ 메타 물질 등의 굴절 특성을 이용하여 RF, 광, 초음파 탐지 장비에 노출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는
투명 망토 기술로 각종 무기체계 표면에 위장막으로 활용되어 무기체계에 스텔스 기능을 부여하
는 기술
⦁ 주요 탐지 장비인 레이더(RF 신호), 광학장비(광 신호), 소나(초음파 신호) 등은 탐지 장비가 사물
에 반사되어 들어오는 신호를 기반으로 탐지·추적을 수행하므로, 메타물질 등의 고유의 굴절·반사
특성을 가지는 신물질을 활용하여 단일 신호가 아닌 RF, 광, 초음파 신호의 반사 신호를 주변으
로 산란시켜 탐지 장비로 반사신호가 회신되지 않고 관측이 되지 않아 투명하게 보일 수 있는
RF, 광, 초음파 탐지에 은닉 가능한 투명 망토 시스템 기술

ICT전기전자

⦁ 위험 지역의 수색·전투 등을 수행하는 무인기, 무인차량, 무인수상정, 무인잠수정 등 무인 체계의
뇌신경을 활용한 무인 체계의 원격
원격 운용을 인간의 뇌신경의 제어신호를 활용하여 수행하는 기술
운용 기술
⦁ 뇌신경 신호 해석(Decoding), 뇌신경 신호 입력(Encoding) 기술 등 제어 신호 변환 및 해석, 학
(미래기술)
습을 통한 뇌신경 제어 보정 기술을 통하여 원격으로 인간의 뇌신경을 활용한 무인 체계의 원격
운용 기술

ICT전기전자

28

29

30

RF, 광, 초음파 탐지에 은닉
가능한 투명망토 시스템
(미래기술)

No.

기술/트렌드명

기술/트렌드 설명

세부분야

⦁ 6G 통신 기반의 초고속 지능형 엣지 컴퓨팅 기술을 활용하여 다자간 원격 협업·공유·창작을 지원
6G 기반 디지털 콘텐츠
하는 ICT 서비스 기술
공동창작용 초실감 원격 공유·협업 ⦁ Tbps급 전송속도와 5msec 이하 유무선 종단간 초저지연 6G 통신 기술과 초고속 지능형 엣지
서비스 기술
컴퓨팅 기술, 초실감 실시간 콘텐츠 공유·협업·창착 서비스 플랫폼 기술 필요
(미래기술)
⦁ 대면 방식의 온프라인 방식에서 비대면 원격으로 다양한 초실감 디지털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공
유·협업·창작을 효율적으로 지원

ICT전기전자

32

초실감·초재현 XR 트윈 생성
자동화 기술
(미래기술)

⦁ 가상 물체를 단순 증강, 합성하는 기존 증강현실 서비스를 대체하여 3차원 공간구조화, 객체인식
과 가상-현실공간 상호반응 및 물리현상(생성, 변형, 조작) 재현이 가능한 초실감 XR 트윈 생성
자동화 소프트웨어 기술

ICT전기전자

33

완전 입체 초실감 디지털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기술
(미래기술)

⦁ 컴퓨터 생성 홀로그램(CGH)을 통해 생성된 간섭 패턴을 재생하여 실제와 같은 3D 입체영상을 구현하
여 사용자에게 몰입감 있는 초실감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술
⦁ 기존 반사경 등 광학장치 대신 컴퓨터를 이용한 간섭패턴 생성, 데이터 기록, 3D 입체영상 재현
을 위한 디지털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기술
⦁ 무안경 3D 이미지, 영상 등 완전 입체 초실감 디지털 콘텐츠 구현

ICT전기전자

PIM(Process-In-Memory) AI
반도체 기술
(미래기술)

⦁ 다양한 AI 응용서비스를 위해서는 고도의 연산능력과 높은 전력효율로 실행되는 AI 전용의 반도
체 기술이 필요
⦁ AI 시대는 대규모 데이터 고속연산이 필요하여 데이터 병목현상 및 전략소모가 심화가 가중되어
기존 폰노이만 구조의 한계를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PIM(Process-In-Memory) 반도체가 새롭
게 급부상
⦁ PIM은 기존 반도체 기술의 패러다임을 혁신하는 기술로메모리와 프로세서간 무제한적 데이터 이
동이 가능해져 100배 성능향상 100분의 1배 전력소모량 감소시키는 프로세서와 메모리를 통합
및 융합하는 혁신적인 AI 반도체 기술

ICT전기전자

⦁ AI 학습 기술이 갖는 데이터 구축문제와 전력 소모문제, 연산량과 데이터 전송속도의 한계로 인
한 학습시간 문제 극복이 필요
⦁ 고효율 AI를 위한 뉴럴프로세서, 거대용량 초고속 고대역폭 메모리, 언택트 로봇용 지능형 프로세서,
차세대 AI용 지능형 프로세스 기술
모빌리티용 지능안전 프로세서 기술 등 다양한 AI 응용분야에 적용
(미래기술)
⦁ AI가 요구하는 고도의 연산성능을 보장하는 페타플롭스급 연산성능, 거대용량 고대역폭 메모리,
칩 간의 인터페이스, 초저전력 반도체에 기술을 통합하여 서버, 모바일, 엣지 분야의 AI 서비스에
특화된 지능형 반도체 핵심 기술

ICT전기전자

⦁ 초인공지능실현을 위해 현재보다 100배 이상 빠른 반면 10% 이하의 전력만을 소모함으로써
1,000배 이상의 에너지 효율을 갖는 광전융합 반도체 칩

ICT전기전자

31

34

35

36
81

초고성능 저전력 컴퓨팅용
나노포토닉스 기반 광전 융합

82

No.

37

38

39

40

기술/트렌드명

기술/트렌드 설명

세부분야

반도체 기술
(미래기술)

⦁ 기존 전기 신호 기반의 반도체 기술은 속도 및 전력소모 향상에 있어 물리적 한계에 봉착함으로
써 나노포토닉스 기술을 접목한 광 신호 기반의 정보처리가 가능한 광전융합 반도체 칩 제작 기
술이 필요함
⦁ 빅데이터, 클라우드, AI, IoT등 차세대 ICT기술을 실현할 수 있는 초고성능 저전력 반도체 칩 제
작을 위해 소재, 공정, 회로설계, 설계자동화 기술이 포괄적으로 개발되어야 함

Post-CMOS 반도체 소자 및
인터커넥트 기술
(미래기술)

⦁ 기존 CMOS 트랜지스터와 구리 기반 금속 배선 반도체 기술은 2020년대 말 또는 2030년대 초
사이즈 축소의 물리적 한계에 다다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다양한 형태의 수직 적층 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전하(charge) 이외의 다른 물리적
특성(electric dipole, magnetic dipole, orbit state)을 이용한 새로운 스위칭 소자 필요성 대두
⦁ 구리 기반의 금속 배선 또한 사이즈 축소와 전도도에서 한계에 봉착하여 이를 극복할 차세대 인
터커넥트 소재가 필수적임
⦁ 반도체칩의 경제적 집적도 향상(무어의 법칙)이 핵심 동인(動因)이므로 이를 지속시키기 위한 소
재, 공정, 장비, 회로, 설계자동화, 경제적 제조 기술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 개발이 필요

ICT전기전자

디지털 및 아날로그 컴퓨팅을
결합한 초고효율 반도체 기술
(미래기술)

⦁ 현재의 반도체 소자 전력 소모량을 대폭 감소시켜 소자의 제작 및 운용 시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함
⦁ 폰노이만 구조 기반의 디지털 컴퓨팅 기법과 ASIC(Application Specific Integrated Circuit)
형태의 아날로그 컴퓨팅을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컴퓨팅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고, 뉴로모픽 컴퓨
팅 시스템개발과 병행되어야 함
⦁ 상태반영형 비휘발성 논리 연산(stateful logic operation)이 새로운 시스템 개발의 중요 모티브
가 될 수 있고, 멤리스터(memristor) 등이 이와 같은 시스템의 기반 소자 역할을 할 수 있음

ICT전기전자

전력・동력용 차세대 고효율
전력반도체 기술
(미래기술)

⦁ 전력반도체는 전력을 시스템에 맞게 배분하는 제어와 변환기능을 가진 소자이며, 전력공급 장치
나 전력변환 장치에 사용됨
⦁ 배터리로 구동되는 전자 정보 기기의 증가와 전기자동차 확산과 맞물려 전력반도체 적용 영역이
대폭 확대되고 있음
⦁ 글로벌 탄소배출 규제에 따라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으며, 기존의 탄화규소, 질화칼륨 소재의
전력반도체를 뛰어넘는 차세대 고효율 전력반도체 개발은 국내 반도체 기술 고도화와 탄소 배출
규제 대응에 필수적임

ICT전기전자

칩렛(Chiplet) 기반 초고밀도
웨이퍼 수준 집적·패키징·테스트
기술
(미래기술)

⦁ 반도체 소자의 평면적 사이즈 축소가 물리적 한계에 다다르고 제조비용도 천문학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웨이퍼 및 패키지수준에서의 3D 집적이 중요해짐
⦁ 서로 다른 공정으로 제조한 여러 개의 칩렛을 인터포저 및 기판(substrate) 기반 고성능 고밀도
인터커넥트로 집적하고 이를 고신뢰도의 경제성 높은 웨이퍼 및 패키지 수준에서 패키징하고 검
사하는 기술
⦁ 반도체 소자 미세화 기술 비용 증가와 수율 저하를 극복하고 저전력 초소형 반도체 칩 제조가 가
능하도록 하는 중요 요소 기술임

ICT전기전자

No.

기술/트렌드명

기술/트렌드 설명

세부분야

41

완성도 있는 의미분석과
화용분석이 가능한 인간수준
언어처리기술
(미래기술)

⦁ 현재의 언어처리 기술은 여전히 구문분석과 의미분석의 정확도만을 높이고 있는 수준이고, 각 국
가별 언어에 대해서도 각 언어별 정확도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상황
⦁ 문장을 해석하는 수준인 의미분석을 뛰어 넘어 질문에 대한 답변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화용분석
의 단계에 이르면, 기계가 일상의 대화를 소화해 낼 수 있음
* 화용분석은 문장이 실세계와 가지는 연관관계를 분석하고, 실세계 지식과 상식의 표현이 요구됨

ICT전기전자

42

지구-달-화성 우주 인터넷 통신
기술
(미래기술)

⦁ 달, 화성 탐사 기지와의 교신뿐만 아니라, 콘텐츠 전송 등 지구 인터넷망에 고속으로 접속이 가능
한 우주 인터넷 통신 기술
⦁ 인공위성, 탐사선과 탐사로봇들을 같은 통신망으로 연결하여 우주와 지상을 연결하는 우주 인터
넷 기술
⦁ 전송 지연, 신호 간섭, 통신 경로 차단 등의 문제를 극복한 높은 신뢰성의 우주 통신 네트워크 기술

ICT전기전자

43

저궤도 통신위성 기술과 AI기술을 ⦁ 전 지구 고속 인터넷 기술과 육지 운송수단에서 구현되고 있는 AI 자율주행 기술이 접목된 대륙
활용한 대륙 간 무인항공, 무인항해
간 무인 항공, 무인 항해 기술
기술
⦁ 단기간에 상업화될 예정인 저궤도 통신위성을 활용한 우주 인터넷은 육지에서뿐만 아니라, 비행
(미래기술)
공간, 해양 등 전 지구적으로 고속 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한 기술

ICT전기전자

44

⦁ 초정밀 탐지 레이다를 활용해 극소형 우주쓰레기(1cm 이하)를 식별하고 추적하는 초장거리 레이
극소형 우주쓰레기 탐지 식별 및
다 기술
추적 기술
⦁ 지상에서 우주쓰레기를 식별하여 우주 궤도상의 쓰레기 제거용 위성에게 표적 정보를 제공할 수
(미래기술)
있는 기술

ICT전기전자

45

양자 광원 및 측정장치에 대한
공격에 안전하며 디바이스에
무관한 양자 암호키 분배기술
(미래기술)

⦁ 현재 개발되고 있는 양자원리를 이용한 암호키 분배 기술은 양자 광원 및 측정장치의 불완전성으
로 인한 취약 가능성 내재
⦁ 얽힘 광원 등을 이용하여, 광원 및 측정장치에 대한 공격을 원천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양자원리
를 이용한 암호키 분배 장치

ICT전기전자

46

양자컴퓨터의 암호인프라 해독
공격에 안전한 새로운 암호체계
기술
(미래기술)

⦁ 양자컴퓨터 등의 발전에 따라, ICT의 안전성의 근거가 되는 현대 암호기술에 대한 해독 위협 존재
⦁ 양자암호, 양자내성암호 등을 이용하여, 양자컴퓨터의 해독위협에 안전한 암호기술 기술 기반
ICT 안전성 프레임워크 도출

ICT전기전자

정보를 암호화한 상태로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보안 기술
(미래기술)

⦁ 정보를 암호화한 상태에서 제3자가 연산을 하여 당사자에게 전달하여 당사자가 복호화하거나, 제
3자가 특정 함수 연산을 수행하여 결과를 얻도록 하는 기능
⦁ 개인정보보호에 비식별화 기법을 적용하지만, 향후에는 안전성이 보장되며 암호화된 상태에서 다
양한 연산이 가능한 암호기술 필요
⦁ 동형암호, 함수암호 등이 해당되며, 다양한 기기·환경 사용을 위해서 성능, 안전성의 개선 또는
신규 기법 개발

ICT전기전자

47
83

84

No.

기술/트렌드명

기술/트렌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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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자립형 마이크로 그리드 원거리
무선충전 및 공급기술
(미래기술)

⦁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극한지에서 탐사 및 현장활동 지원을 위한 에너지 자립형 마이크로 그리
드 기술
⦁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전력공급이 되지 않는 곳에서 독립적인 에너지 공급
⦁ 특정 영역대 전자기파를 이용한 유도전류를 생산하여 원거리에서 현장으로 전력충전 가능 기술

ICT전기전자

49

북극항로 대기·해양·해빙 무인
실시간 관측 멀티 플랫폼
(미래기술)

⦁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북극항로 주변에 대기-해양-해빙 등에 무인 관측 플랫폼을 구축하여 실시
간 해양 현황 정보를 모니터링 하며, 안전한 북극항로 운항에 기여
⦁ 다중 무인관측 플랫폼의 자료를 국제적으로 공유하여 북극권 경제 진출의 자료로 활용
⦁ 위성시스템과 접목하여 하늘부터 바다까지 모니터링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 필요
⦁ 북극항로의 원활한 운행과 해양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실시간 무인 관측 멀티 플랫폼

ICT전기전자

50

고에너지·고출력 레이저 무기
대응용 능동방호 기술
(미래기술)

⦁ 고에너지·고출력 레이저(공격) 무기 대응용으로서 특수한 레이저 방어막을 대기 내에 만들어 공격
레이저를 굴절 또는 반사시키는 능동방호 기술

ICT전기전자

51

⦁
수 센티미터급 초고해상 지상관측
인공위성 시스템
⦁
(미래기술)
⦁

사람, 경차 등 소형 물체를 탐지하고 식별할 수 있는 수 센티미터급 초고해상 지상관측 인공위성
시스템
기상 및 시간에 제약받지 않고 상시 지상관측이 가능
초광대역 전파 송수신, 초정밀 신호·데이터 처리 등의 기술도 개발 필요

ICT전기전자

52

미래전 지휘통제를 위한 초지능
지휘결심지원 에이전트 기술
(미래기술)

⦁ 미래 전장 작전·임무의 지휘통제 고도화·자율화를 위한 초지능 지휘결심 에이전트
⦁ AI,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지휘관·참모의 작전·임무를 지원 및 자율 대행

ICT전기전자

53

사이버·물리 공간의 위협
탐지·추적을 위한 멀티 스펙트럼
신호 융합 및 탐지 기술
(미래기술)

⦁ 사이버 및 물리 공간에서의 위협 탐지, 추적을 위해 음파·초고주파 등 다양한 스펙트럼의 신호 및
데이터를 융합·처리 및 영상화하고 위협 요소를 탐지·추적하는 기술

ICT전기전자

54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반 공급망 제품의 컴포넌트를 스크리닝하여 백도어 등 보안위협 요소를
수출입 기술위협 보안통제를 위한
자동으로 탐지하여 보안·통제할 수 있는 자동화 기술
공급망 위협 자동 스크리닝 기술
⦁ 외산 기술 제품 수입 및 사용 시 보안 위협요소를 사전 탐지 및 실시간 감시하여 발견 시 사용을
(미래기술)
자동 차단하는 기술

ICT전기전자

55

⦁ 전자기기(컴퓨터, 스마트폰 등)를 통해 만들어지는 무형의 자원인 데이터를 개인, 회사, 국가 등의
데이터 안전 거래를 위한 데이터
카테고리별로 데이터 등급을 분류하는 기술
⦁ 데이터 등급 분류를 통해 데이터 열람 용이성을 제고하고, 데이터 거래와 분석에 따른 로열티를
보안 등급 자동 분류 기술
(미래기술)
지급하는 기술로 발전 가능
⦁ AI와 스마트 콘트랙트(smart contract) 등의 기술이 함께 개발되어야 함

ICT전기전자

No.

기술/트렌드명

기술/트렌드 설명

세부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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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온라인상에서 개발된 창작물, 게임 내 아이템 등 현실에서 사용되는 재화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디
지털 자산에 대한 고유 식별 및 소유권 정보를 입력하는 기술
스마트 거래와 무형 자산 증명을
⦁ 개인의 창작물(그림, 음악 등)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 침해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게임
위한 디지털 자산 인증 기술
내 아이템과 같은 개발사의 소유물로 인정되었던 디지털 자산을 개인 고유의 자산으로 인정함으
(미래기술)
로써 해킹 및 거래 사고에 대응할 수 있음
⦁ AI와 스마트 콘트랙트(smart contract) 등의 기술이 함께 개발되어야 함

ICT전기전자

57

⦁ 해킹, 외부로부터의 불법 접근 또는 내부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등과 같은 침해 사고를 인지하
고 대응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 침해 사고의 종류 및 등급에 따라 예측 가능한 침해 경로 및 공격자의 시스템 접근 로그를 지능
적으로 분석할 뿐만 아니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맞춤형 대응 방안을 실시간으로 적용하는 것도
가능
⦁ 위협 탐지 시 시스템 내 즉각적인 자율 방어를 수행하는 지능형 위험 관리를 위해 AI와 침입탐
지·차단 기술, 시스템 모니터링 등의 기술이 함께 개발되어야 함

ICT전기전자

58

⦁ 병원, 은행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분산된 시스템에 저장하고, 사용자가 서비스 제공 기업에 필
요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신원 관리 기술
신원 확인 및 검증을 위한 지능형
자기주체적 신원 관리 기술
⦁ AI를 통해 자율적으로 신원에 대한 증명 관리, 신원정보 제출 범위 및 대상 통제 등을 수행하며,
(미래기술)
사용자는 데이터 유형에 따라 분산된 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정보를 관리
⦁ 블록체인, AI 등의 기술이 함께 개발되어야 함

ICT전기전자

59

⦁ 공기업(병원, 군대, 은행 등) 혹은 사기업 등에서 기밀 데이터 내에서 개인정보를 사전에 자동 탐
데이터 유출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지하고, 탐지된 데이터들을 상시적으로 비식별화하는 기술
사전 자동 탐지 및 상시적 데이터 ⦁ 데이터 유출 사고 발생 시, 비식별화된 데이터를 통해 2차 개인정보 유출을 막고, 비식별화된 사
비식별화 기술
용자의 개인정보가 분산된 환경에 저장·관리되기 때문에 일부 개인정보가 유출되더라도 재사용
(미래기술)
방지 가능
⦁ 블록체인, 양자 암호 등의 기술이 함께 개발되어야 함

ICT전기전자

60

블록체인을 활용한 데이터 확보,
보안 및 모니터링 기술
(미래기술)

⦁ 분산된 형태로 블록체인에 미사용 및 과거 데이터 확보하고 데이터에 대한 접근 기록을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비가역성이 보장된 관리 체계 수립
⦁ 블록체인의 투명성, 추적성의 특징을 활용하여 자신의 데이터(개인정보 포함) 유통을 스스로 모
니터링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술
⦁ 데이터 확보와 데이터 보안이 병행되어야 하며, 블록체인과 데이터베이스 기술이 함께 개발되어야 함

ICT전기전자

61

⦁ 전천후 정밀 이미지 센서, 레이더 등의 획득정보를 통합 인공지능을 활용한 목표물 탐지·추적·분석
인공위성, 무인기 등을 활용한
⦁ 각종 무기체계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표적에서 추출된 신호의 AI 식별기를 활용한 표적 식별
광역감시 및 타격 체계구축 기술
⦁ 식별된 표적에 대한 정보 추출하여 적합한 무기체계 자동 선정하여 지휘관 결심 시 타격 체계 구
(미래기술)
축 기술

ICT전기전자

침해 사고 탐지 및 자율 대응을
위한 AI 기반 지능형 모니터링
기술
(미래기술)

86

No.

기술/트렌드명

기술/트렌드 설명

세부분야

62

장애 복원 기술
(Resilient Technology)의 발달
(유망기술)

- 기술이 발전하고 시스템이 고도화되기 때문에 문제 발생 시 빠르게 대응, 복구할 수 있는 장애 복
원 기술(Resilient Technology)이 발전할 것으로 예상
- 장애 복원 기술(Resilient Technology)은 사이버 공격이나, 지진, 해일, 산불 등 자연 재난 상황
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빠르게 복구하는 기술을 말하며 사이버 보안, 대중 경고 시스템 그리고
재난 복구 기술 등 다양한 장애 복원 기술들이 있음
- 이러한 장애 복원 기술(Resilient Technology)의 하나로 산불이 발생 시 헬리콥터에 사람을 태워
산불 지역에 보내는 대신 수색구조 임무에 드론을 사용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음

ICT전기전자

63

에널리틱스
(유망기술)

- 애널리틱스의 기본적 기능과 툴을 사용하면 매우 유용한 인사이트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데이터
관리, 데이터베이스 통합 관리 체계 및 지원 시스템은 AI 프로그램의 중요한 구성 요소
- 데이터 주권 개념과 데이터 보호 및 사용에 관한 규제 환경의 복잡성 때문에 전략적 해결책이 필
요한 오래된 문제 공존

ICT전기전자

64

리얼리티
(유망기술)

- 키보드와 스크린의 경계를 허물고 인간 중심적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가 더욱 자연스럽게 디
지털 경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하며, 목표는 테크놀로지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자연스
럽고 직관적인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함

ICT전기전자

65

인지기술
(유망기술)

- 머신러닝, 뉴럴 네트워크,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로봇, 자연어 처리 및 AI 등을 포
괄인지 기술은 거의 모든 산업을 변화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 인지 기술은 인간과 기술 간 상호작용의 맥락을 파악하고 맞춤화하여 기업이 최소한의 인적 개입
으로도 언어나 이미지 기반의 맞춤형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

ICT전기전자

66

서비스로서의 인공지능
(유망기술)

- AI 알고리즘이나 컴퓨팅 자원을 고객 또는 소비자가 사용한 만큼 비용 지불

ICT전기전자

67

컴퓨터비전
(유망기술)

- ’20년 컴퓨터 비전 기술을 더 광범위하게 적용할 전망

ICT전기전자

68

분산 클라우드
(Distributed Cloud)
(유망기술)

- 기존의 중앙집중형 클라우드 서비스와 달리, 인터넷에 연결된 개인, 가정, 회사 등에서 미사용 중
인 컴퓨터 자원을 활용하는 클라우드 기술

ICT전기전자

69

디지털화폐
(유망기술)

- 거래자유도가 높은 디지털화폐의 사용화 방안이 적극 모색될 전망

ICT전기전자

70

초소형 인공지능
(유망기술)

- 새로운 AI알고리즘과 전용 칩의 개발로 스마트폰으로 강력한 AI알고리즘 실행할 수 있을 전망

ICT전기전자

71

공간적 컴퓨팅
(유망기술)

- GPS, 라이더(빛 감지 및 거리 측정), 비디오 및 기타 지리적 위치 기술을 사용하여 방, 건물 또는
도시의 디지털 지도를 생성하는 등 사물뿐만 아니라 사람과 위치의 디지털 트윈을 만듦

ICT전기전자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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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양자센서
(유망기술)

- 양자 센서를 활용하여 자율주행차가 코너 뒤를 볼 수 있게 하거나 수중 내비게이션 및 지진, 화산
폭발 예측과 휴대용 스캐너를 이용해 일상생활 동안의 인간의 뇌를 모니터할 수 있음

ICT전기전자

73

양자 시한 폭탄
(The quantum time bomb)
(유망기술)

- 양자 컴퓨터의 발전으로 암호 해제 속도보다 더 빠르게 데이터를 보호할 필요가 생김
- 슈퍼컴퓨터로 1만년 걸릴 문제를 몇분에 해결하는 "Quantum Supremacy"
- 새로운 암호화 방식 "Post-Quantum Cryptography"가 필요

ICT전기전자

74

공감 시뮬레이션
(Simulating empathy)
(유망기술)

- 인간의 감정을 해석하고 대응할 수 있는 "Emotion AI" 기술을 우선적으로 구축

ICT전기전자

75

암호화폐 도입하기
(Clipping crypto)
(유망기술)

- 암호화폐 리워드가 브랜드, 로열티 프로그램, 결제회사들의 캐쉬백 방식을 바꿀 것

ICT전기전자

76

앰비언트 웰빙
(Ambient wellness)
(유망기술)

- 건강과 자기관리의 지속적인 융합으로 Spa에서 느꼈던 경험(조명, 소리, 향을 통한 기분 좋음과
휴식)들을 집, 가게, 그 외의 곳으로 언번들링
- 개인화된 조명 시스템, 사무실 사운드마스킹(화이트 노이즈), 아로마 테라피(디퓨져, 샤워기), 수면

ICT전기전자

77

리테일의 진화
(Retail evolution)
(유망기술)

- 체크 아웃 없는 상점의 확산 등 소매 업체들은 2021년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적용에 고민해야 할
것임

ICT전기전자

78

재택근무 기술(Working from
home technology)
(유망기술)

- 재택근무가 확산되면서 가정 IT지원 및 보안, 공동 작업 확산 등을 위한 기술이 제공

ICT전기전자

79

Deep Learning Is Software
2.0
(유망기술)

- 점점 더 많은 컴퓨팅 파워를 필요로 함
- AI 칩 붐을 일으킬 것
- 딥러닝이 인터넷보다 더 큰 경제적 가치를 생성할 것

ICT전기전자

80

81

The Re-Invention of the Data
- 2030년엔 ARM이 PC시장 장악, 클라우드도 ARM으로
Center
- x86은 점점 물러나고 ARM/RISC-V/액셀러레이터 의 시대로
(유망기술)

87

비디오게임, AR과 VR(Virtual
Worlds)
(유망기술)

-

게임의 수익모델이 게임내의 가상 굿즈 판매로 넘어가고 있음 : 게임의 수익화는 더 커질 것
2022년엔 AR이 대중화 되고, 2030년에는 AR이 현재 1조원시장에서 143조 시장으로 커질 것
VR은 2030년에 현실화 될 것
가상 세계의 매출은 2025년 430조원에 달할것(게임 395조, AR&VR 30조)

ICT전기전자

ICT전기전자

88

No.

기술/트렌드명

기술/트렌드 설명

세부분야

82

주머니속의 5천조원 시장
기회(Digital Wallets)
(유망기술)

- 미국은 은행계좌보다 디지털 지갑을 가진 사람수가 더 많아지고 있음
- 디지탈 지갑 사용자의 가치는 약 $20,000가 예상되므로 미국 230만 사용자로 곱해보면 $4.6
trillion(5천조원)

ICT전기전자

83

탄소 기술 혁신, 플렉시블 전자회로
부상
(유망기술)

- 플렉시블 전자회로는 구부림, 접힘, 팽창 등의 기계적 변형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
전자 장비로, 웨어러블 기기, 전자 피부, 플렉시블 스크린 등 분야에서 각광. 과거 플렉시블 소재
는 유연성이 부족하거나 전기적 특성 측면에서 리지드(rigid) 실리콘에 비해 경쟁력이 부족해 상용
화가 제한. 현재 플렉시블 전자회로용 탄소 신소재인 그래핀의 양산도 진행 중.

ICT전기전자

84

- 클라우드 컴퓨팅의 발전과 폭발적으로 증가한 데이터로 인해 전통적인 데이터 프로세싱은 컴퓨팅,
스토리지 비용 관리, 클러스터 관리 등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 이에 데이터 관리 시스템의 AI 기반
데이터 프로세싱 기술의 자동화 및
자동 최적화는 데이터 프로세싱의 발전에 필연. AI와 머신 러닝은 지능형 핫/콜드 데이터 분류, 이
자가 진화
상 감지, 지능형 모델링, 자원 스케줄링, 파라미터 조정, 스트레스 테스팅 데이터 생성, 인덱스 추
(유망기술)
천 등 여러 분야에서 채택. 이를 통해 컴퓨팅, 프로세싱, 스토리지, 운영유지 비용을 절감하며 데
이터관리 시스템의 자동화 및 자가 진화도 실현될 수 있음.

ICT전기전자

85

- 긴 개발 주기와 낮은 R&D 효율성은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의 큰 단점임. 반면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는 확장성, 유연성 등 특성을 기반으로 기업이 이기종 하드웨어와 클라우드 컴
퓨팅 자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줌. 개발자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 IT 시스템
재편
법론, 도구 세트, 우수 사례, 제품 그리고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전념할 수
(유망기술)
있다. 향후 칩, 개발 플랫폼, 어플리케이션, 컴퓨터 등도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 구동될 것임.
네트워크, 서버, 운영 시스템 등 인프라 구성 요소를 추상화하고 효율성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클
라우드 컴퓨팅의 장벽을 낮출 것으로 예상.

ICT전기전자

행동인터넷(IoB)
(유망기술)

- 행동을 물리적, 디지털로 표현하는 모든 종류의 데이터를 포착, 분석, 이해하고 이를 활용해 수익
을 창출하는 다양한 접근법으로 구성되며 이렇게 모은 데이터를 분석해 행동을 유도하도록 동기를
유발하는데 사용

ICT전기전자

87

개인정보보호
강화컴퓨팅(privacy-enhancing
computing)
(유망기술)

- 실제로는 데이터를 보호하고 안전한 데이터 처리와 분석을 지원하는 세 가지 유형의 기술
- 첫 번째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 분석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환경 제공, 두 번째 페더레이티드
(federated) 머신러닝을 비롯한 탈중앙화 방식으로 처리/분석 수행, 세 번째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변환한 후 처리/분석 수행
- 이상 세 가지 접근법 모두를 통해 민감한 데이터가 노출되지 않으며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경우로
는 다자간(멀티파티) 데이터 분석으로, 여러 조직이 상대방의 기반 데이터에 액세스를 제공하지 않
고도 데이터를 모아 공동 분석 수행

ICT전기전자

88

클라우드 중심의 인프라
(유망기술)

- 주류가 될 전망이며, 사물인터넷을 사용하는 51%의 조직은 고객의 수요, 실천과 경향에 대한 통
찰력이 개선되어 5G 가치가 2021년에 급증할 전망

ICT전기전자

86

No.

기술/트렌드명

89

AI-enabled Sensors
(유망기술)

90

기술/트렌드 설명

세부분야

89

- AI 기술을 바탕으로 정확도를 더욱 높인 센서기술

ICT전기전자

고성능 랩탑
(유망기술)

- 원격 업무와 원격 수업을 위해 랩탑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였으며, 제조사들은 ARM 반도체를 사
용하거나 맞춤형 CPU를 탑재한 고성능 랩탑을 내놓고 있음

ICT전기전자

91

보조 현실
(유망기술)

- 페이스북은 업무나 운전 시 사용자를 보조하는 정보를 유리창에 나타내는 스마트 안경을 출시할
계획을 발표하였음

ICT전기전자

92

API 보안(API security)
(유망기술)

- 강력한 보안 체계를 갖춘 기업의 고객 충성도가 높기에 애플리케이션의 보안체계를 갖추어야 함

ICT전기전자

93

마이크로서비스
(Microservices)
(유망기술)

- 대부분의 기업용 어플리케이션 하나의 거대한 서비스로 제공됐으나 시스템이 규모가 커질수록 복
잡도가 증가하여 이해와 분석이 어려워짐. 이에 경량화되고 독립적인 여러 개의 서비스를 조합하
여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마다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동작하기 때문에
개발부터 배포까지 효율적으로 수행이 가능

ICT전기전자

94

엣지 인공지능(Edge AI)
(유망기술)

- 클라우드나 데이터 센터처럼 중앙서버에서 모든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로 하는 사용
자 및 장치에서 데이터를 처리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데이터 누락 등 부작용을 방지

ICT전기전자

95

도덕성 AI 수요가 꾸준히 증가
(유망기술)

- AI와 기타 머신러닝 진보를 획득한 기업은 도덕적 영향에 주의하는 사례가 매우 적었지만, 향후
데이터 윤리의 파트너 협력에 주목할 전망

ICT전기전자

96

AR 안경 통합
(유망기술)

- AR 안경은 2021년에 스마트폰이 연결된 설계방향으로 발전하고, 스마트폰은 안경의 컴퓨팅 플랫
폼이 될 전망

ICT전기전자

97

고객 데이터 플랫폼(CDP) 성장
(유망기술)

- CDP는 모든 출처에서 데이터를 수집해 표시를 하고 사용토록 함

ICT전기전자

98

개인정보 흐름 탐지 기술
(유망기술)

- 개인정보의 흐름을 정확하게 탐지하는 기술

ICT전기전자

99

정보 진위 판별 기술
(유망기술)

- 정보 출처를 정확하게 판별하는 기술

ICT전기전자

100

AI 플랫폼 구축 기술
(유망기술)

- AI 기반으로 플랫폼을 구축하는 기술-

ICT전기전자

101

설명가능 인공지능
(유망기술)

- 인공지능의 의사결정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기술

ICT전기전자

90

No.

기술/트렌드명

기술/트렌드 설명

세부분야

102

고압직류송전(HVDC) 기술
(유망기술)

- 생산된 교류전력을 직류로 변환하여 고압으로 송전하고 다시 교류로 재변환하여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전력 손실이 적고 안정적인 전송이 가능한 차세대 송전 방식

ICT전기전자

103

디지털 트윈
(유망기술)

- 디지털 전환의 핵심 촉매제

ICT전기전자

104

인터페이스의 벽을 허무는
Beyond Screen 기술
(유망기술)

- 모든 사물이 컴퓨터와 연결된 초연결 시대의 음성, 제스처, 뇌파 등의 NUI와 다양한 사물의 GPS,
영상데이터, IoT센서 데이터 등의 다양한 사용자 환경 데이터를 입력 받아 분석하여 적절한 처리
를 하거나 그런 사용자 환경에 맞게 최적의 UI로 출력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모든 제반 기술

ICT전기전자

105

감성인지 아바타 Driver
(유망기술)

- 3차원의 이미지와 인격을 갖춘 아바타 운전자

ICT전기전자

106

가상현실용 무구속 모션 센싱
(유망기술)

- 현실 공간에서 사용자의 손가락, 몸동작 등의 움직임을 정확히 가상공간에 매칭시켜주는 기술로
가상공간에서 잡기, 들기, 던지기, 그리기, 손짓 등의 동작을 웨어러블 장비 없이 무구속 센싱이
가능한 기술

ICT전기전자

107

에너지 자립 IoT
(유망기술)

- IoT 디바이스에 원격으로 에너지를 제공하거나 IoT 디바이스 스스로 에너지를 발전 사용가능한 배
터리리스 초 저전력 IoT시스템

ICT전기전자

⦁ 주요 기반 시설 등에서 사이버 보안 위협 발생 시, 자가진단 하고 진단 결과에 맞춰 자동적으로
능동적 치료를 위한 사이버 보안
치료하는 백신 기술
자가진단 및 백신 기술
⦁ 사이버 공격 시뮬레이션과 AI 기술을 활용해 공격 가능성을 사전 예측하고, 사이버 보안 위협으
(미래기술)
로부터 각종 IoT 디바이스의 취약점을 스스로 진단하고 발견된 취약점을 자동으로 치료
⦁ AI와 침입·탐지 기술 등의 기술이 함께 개발되어야 함

ICT전기전자

108

기계/건설/교통 분야
No.

1

2

기술/트렌드명

기술/트렌드 설명

세부분야

암호화된 개인신체정보 활용한
3D·4D 프린터 기반 인체기관
제작기술
(미래기술)

⦁ 개인별 생체정보를 바탕으로 의료용 보조재(임플란트, 인공뼈) 제작
⦁ 개인신체정보의 정보보안 이슈와 제조공정의 복잡도를 해결하여 의료용 인체대체용품을 인공안
구, 인공귀, 인공심장등의 영역까지 확장
⦁ 병원에서 검진한 개인의료정보를 블록체인 또는 암호화기술을 바탕으로 제조업체로 보내고 치
과, 정형외과에서 인체용 의료보조재를 티타늄이나 복합소재 등을 바탕으로 조립 및 의료기관에
공급

기계

유해 물질 차폐기술 기반 인간 및 ⦁ 원전의 사례처럼 산소마스크나 방어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공정이나 제품생산라인의 경우 로봇
환경 보호용 스마트 팩토리 기술
및 자동이송장치 등, 공정기술에 필요한 적절한 물질재료를 차폐하여 운영하는 설비 및 시설

기계

No.

기술/트렌드명

기술/트렌드 설명

(미래기술)

⦁ 유해환경 속에 작업자가 노출되지 않도록 공장의 제조공정과 환경을 구성하여 유해환경으로부터
인간을 보호

3

AI 인식 및 정밀 측위기술 기반
장비 예지보전 및 운용 기술
(미래기술)

⦁ 자동화과정에서 모터나 유압동작장치 등의 이상현상과 생산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리, 형상
및 이미지인식 등 오감 센서를 통한 장비의 상태를 감지하고 제조과정에서 이를 반영하여 제조
하는 기술
⦁ 정년 변화, 수명예측, 제품품질유지등의 기술이 센서, edge 등이 고속통신을 기반으로 실시간으
로 제어에 이용하는 기술
⦁ 자동화를 실내에서 할 것인지 실외에서 할 것인지에 따라 위치기반기술도 GPS, BLE 등의 측위
기술을 사용하여 비전이나 lidar기술을 혼합해서 실시간 제어에 운영
* 예지보전은 장비의 예방적 유지보수에 대한 개념임

기계

4

과수 및 채소 형상인식 기반
스마트 팜 운용용 자율작업로봇
(미래기술)

⦁ AI 기반 형상인식에 따른 딸기, 토마토 같은 바닥형 나수와 배, 사과, 복숭아 같은 과일에 대한
농업용 로봇을 이용한 스마트팜을 위한 자율작업형 로봇 기술
⦁ 과수나 채소의 재배나 성숙단계에서 선별 수확작업, 병충해 및 품질향상, 과일채소를 수확하는
AI 인식기술을 적용하고, 높거나 낮은 위치의 작물 형태에 능동적으로 대응

기계

5

플라잉카용 대용량 초경량
이차전지 기술
(미래기술)

⦁ 하늘을 나는 자동차, 일명 플라잉카는 2025년도에 현실화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주 동력원으로
친환경 이차전지가 사용될 것으로 예상
⦁ 플라잉카의 장거리 주행을 위해서는 기존의 이차전지보다 대용량·고출력 및 초경량화가 이루어
진 혁신적인 고에너지밀도의 이차전지 기술

기계

6

웨어러블 기기의 전력 소스로
사용되는 대용량 플렉서블
이차전지 기술
(미래기술)

⦁ 현재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적용되는 이차전지의 경우 용량이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세탁이 불
가능하며 몇 번의 구부림으로 인해 단락, 발화되는 현상이 있음
⦁ 안전성 및 안정성이 확보된 대용량의 플렉서블 이차전지로 웨어러블 기기에 장착 가능
⦁ 안전성이 확보되어 수만번의 구부러짐으로도 문제없이 작동 가능

기계

7

8

⦁
초경량 그래핀 기반 대용량 송전선
소재 기술
⦁
(미래기술)

복제 불가능한 나노 보안·인증
소재 및 소자 기술
(미래기술)

세부분야

91

그래핀 소재의 높은 전하 이동도, 기계적 강도, 경량성, 내부식성을 활용하여 송전선의 수명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자기장을 인가하여 송전선이 로렌츠 힘에 의해 공
중에 떠 있게 할 수 있음
그래핀 송전선을 납작한 형태로 제작하여 도로 아스팔트 아래에 설치하여 향후 전기차 시대의
충전 인프라 구축에도 응용할 수 있음

기계

⦁ 나노 크기의 패턴을 이용하여 인증을 진행하는 소자로, 물리적으로 초미세한 크기를 가져 복제
가 불가능하고 국소 영역에서 높은 보안율을 가지는 보안·인증 소자
⦁ 나노 인증 소자를 각종 전자기기 및 디바이스에 도입함으로써 IoT 기술과 같은 초연결사회에서
의 인증 수단으로써 이용 가능
⦁ 비결정학적 공정을 통해 무작위 패턴을 형성하여 무수한 개수의 패턴을 형성할 수 있어 디바이
스뿐 아니라 사람, 미생물, 바이러스 등 각 개체에 고유 식별자를 부여할 수 있음

기계

92

No.

기술/트렌드명

기술/트렌드 설명

세부분야

9

⦁ 팔, 다리 등 신체의 일부분에 부착하여 해당 근육의 운동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줄 수 있
는 인공 근육
초강력 인공 근육섬유 소재 기술 ⦁ 인간 등 동물근육과 유사한 섬유형태를 가지며 외부자극에 의한 섬유길이의 수축을 통해 강력한
(미래기술)
기계적 운동을 유발
⦁ 심장과 같은 불수의근에 부착하고 외부 자극을 통해 불수의근의 운동을 제어할 수 있어 심장마
비 예방, 인공 장기 등 의료적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음

기계

10

⦁ 나노미터 ~ 옹스트롬(10-9 ~ 10-10 미터) 수준에서 여러 종류의 원자를 자유자재로 조립할
맞춤형 분자 프린팅을 위한 원자
수 있는 기술
조립 기술
⦁ 원자 수준에서의 자기 조립제어를 통해 원하는 분자를 대용량으로 만들 수 있는 분자 프린팅 기술
⦁ 초고속 생체 진단 기술과 결합하여 특정 개인에게 부족한 영양소를 즉석에서 프린팅하여 약을
(미래기술)
제조하는 개인 맞춤형 제약 프린터 개발에 활용할 수 있음

기계

11

초고효율 태양전지용 광활성 소재
⦁ 변환효율 50%를 넘는 광활성 소재 및 이를 이용한 태양전지 시스템
기술
⦁ 단일 혹은 하이브리드 소재
(미래기술)

기계

12

금속재료와 용접이 가능한 탄소계
혹은 유무기 하이브리드계의
⦁ 금속재료와 용접이 가능한 탄소계 혹은 유무기 하이브리드재료
⦁ 금속과의 계면에서 복합 상(phase)을 형성함으로써 용접효과를 내는 소재 및 기술
구조재료
(미래기술)

기계

13

⦁
우주엘리베이터용 고강도, 초경량,
장수명의 탄소 케이블소재 기술
⦁
(미래기술)
⦁

기계

14

석유계 플라스틱을 대체할수 있는
천연고분자계 플라스틱소재 및 ⦁ 자연계의 셀룰로오스 및 단백질 고분자를 이용하여 석유계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
이용기술
⦁ 셀룰로오스의 결정화도를 용도에 맞게 떨어뜨릴 수 있는 인공단백질 개발도 필요
(미래기술)

기계

15

⦁ 나노기술을 이용하여 소재의 표면특성을 고도로 정밀하게 제어함으로써 생체적합성을 획기적으
표적지향성과 약물전달성 및
로 높인 나노소재
바이오센싱 기능을 동시에 가지는
⦁ 생체 내 특정 병변 혹은 세포에의 표적지향성과 약물전달성(DDS) 기능을 동시에 가지는 고도
생체적합성 나노소재 기술
의 생체적합성 나노소재
(미래기술)
⦁ 생체내부 병변 혹은 세포에서 발생하는 바이오정보를 센싱할 수 있는 나노센서

기계

⦁ 온전한 신체기능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 또는 병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복과 같이 편안하게
착용 가능한 형태를 가지며 착용자의 의도대로 움직이고 작업 시 필요한 큰 힘을 보조하는 의복
형 웨어러블 로봇

기계

16

근로자 및 군사의 근력강화용
웨어러블 로봇
(미래기술)

지표면과 우주 정지궤도를 오가는 우주엘리베이터 운용에 필수적인 초경량, 고강도, 장수명의
탄소케이블 소재
보론(boron) 혹은 여타의 무기소재와의 하이브리드를 통한 장수명화 기술 필요
초대교 등 대형 구조물에도 이용가능

No.

기술/트렌드명

기술/트렌드 설명

세부분야

⦁ 큰 힘을 보조받아야 하는 적용분야에서는 의복과 같이 초경량 유연체의 특성을 가지면서도 큰
파워를 생성할 수 있는, 기존 로봇의 동력발생방식을 완전히 넘어선 자가발전형 동력원 기술과
전원생성기술 개발 필요

17

장애인 및 고령자의 근력보조용
의복형 자가발전 로봇
(미래기술)

⦁ 신체의 근력기능이 매우 불완전한 장애인 또는 고령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의복과 같이 편안하
게 착용 가능한 형태를 가지며 착용자의 신체 근력의 부족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의복형 웨어
러블 로봇
⦁ 구동기들이 독립적, 국부적으로 동작하여 인체동작 중에 발생하는 신체근육의 부족분을 정확히
채워 줄 수 있는 자가발전형 동력원 필요

기계

18

단결정 다이아몬드 기반 파워
반도체 기술
(미래기술)

⦁ 고전압, 고온, 초고속, 내방사성 특성이 있는 단결정 다이아몬드 기반 파워 반도체
⦁ 단결정 다이아몬드 웨이퍼를 대면적(4인치 이상)으로 성장시키는 것은 경제성 확보에 중요
⦁ 다이아몬드의 비싼 가격으로 인해 극한환경에 우선 적용된 이후 고성능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
점차 확산 전망

기계

19

인체 감각 구현 생체친화 전자
소재기술
(미래기술)

⦁ 피부와 같이 다양한 감각을 느끼고 전달하면서 생체친화, 유연·신축, 보호·치유 등의 특성을 갖
는 전자소재
⦁ 피부의 고민감·광대역 특성 구현 메커니즘 규명 연구에 기반
⦁ 기존의 무기 전자 소재 외에 신축성 이온 전도체의 활용 가능성에 연계

기계

테라비트급 데이터 통신용
강유전체 포토닉스 소재 기술
(미래기술)

⦁ 피코초 수준의 초고속 광전 변환으로 테라비트급 데이터 변환 및 전송이 가능한 강유전체 기반
포토닉스 소재 기술
⦁ 현존 실리콘 포토닉스로는 불가능한 데이터 전송속도, 광손실, 가용 주파수 대역 부족 등의 문
제를 해결하는 기술
⦁ 비트당 서브펨토줄(Sub-fJ/bit)의 초저소비전력 동작이 가능한 초고효율 페타비트급 포토닉스
집적회로 소재 기술

기계

20

21

⦁ 수소차 연료전지에 소요되는 백금, 루테인 등 귀금속 신소재의 친환경 회수 재활용 기술
수소자동차 촉매 물질 재활용 기술
⦁ 수소차 관련 전략 금속 광물 자원의 확보 기술
(미래기술)
⦁ 수소 자동차용 특수 소재 촉매 물질 재활용 기술

기계

22

전기자동차용 교환할 필요가 없는 ⦁ 전기자동차용 무교환 초장수명 이차전지 (수명 20년/100만 Cycle 이상)
장수명 슈퍼전지 기술
⦁ 전기자동차용 일정 크기와 중량으로 1회 충전 항속거리가 1,000km이상의 성능을 가진 고용량
(미래기술)
고출력전지

기계

23

93

24

수소 연료전지차용 고신뢰성
신소재 기술
(미래기술)

⦁ 수소차용 희귀 귀금속 대체를 위한 촉매열화를 고려한 연료전지
⦁ 수소 연료전지차용으로 수소저장밀도 100kg/m3 이상이며 질량저장밀도
10wt% 이상인 고밀도 수소저장 용기

초슬림 오감 수트로 교감·제어되는 ⦁ 사용자가 몸에 딱 달라붙는(Skintight) 초슬림 오감 생성(표현) 수트를 착용하고 감각 피드백을
원격 작업 아바타 로봇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조종할 수 있음

기계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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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5

기술/트렌드명

기술/트렌드 설명

(미래기술)

⦁ 원격으로 (인공태양) 발전소, 화학플랜트, 오염지역 등에서의 위험작업 및 인프라 유지보수, 병
원에서의 원격 수술을 안전하게 완료할 수 있는 아바타 로봇
⦁ 새로운 액추에이터와 사용자 동작 센서, 실감 렌더링 인공지능, 실감 피드백을 위한 아바타 로
봇과 센서, 안전한 반자율 원격 제어 등의 기술이 함께 개발되어야 함

⦁ 메타버스 시대에 자신을 대신하는 가상 아바타 혹은 원격지에서 자신을 대신하는 원격존재로봇
아바타에 자신의 기억을 전달함으로써,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상호 인터랙션 및 동작
인간의 뇌를 복제한 기억복원 기술
할 수 있도록 인간의 뇌를 복제하여 기억을 복원하는 기술
(미래기술)
⦁ 인간 기억 원리 규명, 기억 복제·저장, 뇌 인터페이스, 가상 뇌 구현, 가상 뇌 연동 아바타 제어
등의 기술이 함께 개발되어야 함
* 가상 뇌란, 기억을 복원하여 만들어진 컴퓨터에서 동작하는 인공 뇌를 의미함

세부분야

기계

26

현장 대응 이동형 3D프린팅
시스템
(미래기술)

⦁ 위험한 유독 가스현장이나, 사람의 출입이 제한되는 특수한 현장에서 3D프린팅 시스템이 탑재
된 이동체가 수리 대상 부품의 위치까지 이동하여 적층 및 가공을 수행하는 3D프린팅 시스템
⦁ 전체 시스템의 이동이 가능한 모빌리티 기술, 원격지 현장 대응형 통합 제어 기술, 형상 인지를
위한 스캐닝 기술, 적층 위치의 파악과 공정 계획 수립을 위한 빅데이터 및 AI기술, 장비 구동
을 위한 CAM 및 제어기술, 3D프린팅 장비 기술 및 공정 기술 등의 개발이 필요함

건설/교통

27

구조물의 형상 변환용 카멜레온
소재 기반의 4D 프린팅 기술
(미래기술)

⦁ 특정 온도에 따라 형태가 변하는 카멜레온 소재를 사용한 4D 프린팅 기술로 차체의 표면 온도
를 조절하여 하나의 제품으로 다양한 디자인 획득 가능
⦁ 높은 효율의 형상 4D머티리얼(material)소재, 4D디자인, 4D프린팅 장비 및 제조공정 등의 제
조기술이 함께 개발되어야 함
* 카멜레온 소재는 특정 형태를 기억하여 형상이 변형하는 소재임

건설/교통

뇌파입력 제어기술 기반의 XR
스마트 글라스 기술
(미래기술)

⦁ 글라스 형태의 외관을 가지며 AR, VR 등 다양한 시각화 정보(수리 매뉴얼, 지도 등)를 디스플
레이 해주는 XR 장치
⦁ 뇌파 기반의 입력, 제어 솔루션을 탑재하고 있어 생각만으로 직접 다양한 입력 제어 명령을 실
행시킬 수 있음
⦁ 현재의 스마트폰 기능 이상을 포함하는 미래 통신기기의 한 형태로, 인체공학적 글라스 디자인,
소형 디스플레이, 고속정보 유통시스템, 초고속 통신시스템 등으로 구성됨

기계

⦁ 현재 가공(기계, 공구, 가공표면 등) 상태에 대한 실시간, 투과, 확대 이미지 데이터를 작업자에
실시간 이미지 및 VR기술을
게 3차원 이미지 형태로 제공
활용한 가공 상태감지 및 제조기술 ⦁ 다수의 작업자와 관리자의 관점에서 맞춤형 이미지 제공 가능
⦁ 가공 데이터, 이미지 데이터 등 실시간 데이터의 디지털화를 통해 실시간 전수검사 및 딥러닝
(미래기술)
기반의 공정 최적화 가능

기계

⦁ 연료전지로 구동되는 수송기기(자동차, 철도, 선박, 항공기 등)에 공급되는 수소를 저장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기체나 액체가 아닌 고체 상태로 수소를 저장하는 합금

기계

28

29

30

수송기기용 고용량 가역
수소저장합금 기술

No.

기술/트렌드명

기술/트렌드 설명

(미래기술)

⦁ 나노구조화 및 복합화를 통해 100℃ 이하의 온도에서 5wt.% 이상의 수소를 30분 내에 가역적
으로 저장·방출할 수 있는 합금
⦁ 수소저장용기, 고효율 열교환 시스템 등의 기술이 함께 개발되어야 함

에너지 변환용 희토류-Free
영구자석 기술
(미래기술)

⦁ 모터, 액츄에이터, 발전기 등에 사용되어 에너지변환(전기↔기계에너지)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하는 기능성 소재
⦁ 한정된 매장량으로 무기화가 된 희토류의 사용을 배제하면서도 최대자기에너지적(BHmax)
60MGOe 이상의 고성능을 나타내는 영구자석

기계

32

생체분해형 손상조직 치유 금속
기술
(미래기술)

⦁ 인체 내에 삽입되어 적절한 숙주 반응을 통해 손상된 조직을 치유한 후 분해되어 인체 내로 흡
수되거나 배출되는 금속
⦁ 손상된 조직의 치유 효율 향상을 위해 약물탐지도 가능
⦁ 생체불활성 금속(티타늄, 니켈 등)과 대등한 기계적 특성을 보유하고 생체분해속도가 0.2~0.5mm/Y
인 금속
⦁ 분해 과정에서 생성·배출되는 물질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 개발이 병행되어야 함

기계

33

설치공간에 제약받지 않는
스트레쳐블 디스플레이 기술
(미래기술)

⦁ 자동차, 항공기 등 설치공간이 기능상 굴곡을 갖는 곡면으로 이루어진 곳에서 정보전달매체로써
의 차세대 디스플레이
⦁ 100% 늘어났을 시 효율 및 수명 저하 5% 미만으로 의류에 부착 가능

기계

34

초소형 휴대용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기술
(미래기술)

⦁ 시계형태의 1인치 이하 초소형 휴대용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 휴대용 전원(5V 이하)으로도 구현 가능한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시스템 필요
⦁ 초소형 레이저광원, 홀로그램 구현 소재, 해당영상 그래픽 시스템 소형화 등이 필요하나 현존하
는 기술로 초소형화 및 상용화는 난제이므로 해당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원천기술이 필요

기계

31

95

35

⦁
범죄 사전감지 자율방범 무인 로봇 ⦁
⦁
(미래기술)
⦁

36

⦁ 도시 내에서 농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형 독립 건축물 건설기술과 복합기능 빌딩의 일부 공
간에서 농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건축 설비 기술
⦁ 농작물 생산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층 구조의 생산 설비 구축기술과 생산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공간 집약형 스마트 도시농장 빌딩
의 일부를 자급하는 신재생에너지 응용기술
기술
⦁ 농작물 생산 환경 구축에 필요한 건축 공간 설계 및 시공 기술, 에너지 효율 건축자재, 설비 부
(미래기술)
품 및 장치 기술과 생산 체계 운영의 극대화를 위한 로봇 및 AI 알고리즘 개발
⦁ 미래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농작물 생산량 감소 우려 대안 마련, 소비지인 도시 내 생산으로 물
류 단축에 따른 저탄소 기여

4차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빈부 및 역할의 격차 가속화
이에 따라 사회불안 및 범죄 증가 대비 사회적 보안시스템 강화 요구 증가
범죄 징후의 사전 정보 획득과 실시간 대응 가능한 범죄 방지 경고 기능을 탑재한 무인 로봇 개발
로봇, 자율주행, 감지센서, 딥러닝 모듈, 위치정보, AI 기술이 함께 개발되어야 함

세부분야

기계

건설/교통

96

No.

기술/트렌드명

기술/트렌드 설명

세부분야

핵 WMD 방호용 스마트 통합
도시 방호시설 기술
(미래기술)

⦁ 무기체계 발전의 고도화로 유사 시 도심에서 대량살상무기(WMD) 공격이 예상됨에 따라 방탄·
방폭, EMP방호 및 화생방 방호를 모두 만족하는 통합방호시설 구축 필요
⦁ 폭발 및 전자파에 의한 물리적 공격과 화학, 생물학 및 방사능 무기에 의한 화생방 공격을 동시
에 방어하는 건설재료 및 자재 개발과 방호 장치 핵심기술 개발이 필요
⦁ 통합방호시설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공격 시나리오 개발, 피해 발생 및 저감 M&S 기술
및 표준화 기술이 포함

건설/교통

클라우드기반 상황인지형
SOC시설물 자가진단･안전경고･
관리시스템
(미래기술)

⦁ 사회기반시설(SOC)의 설계·시공·유지관리 디지털 정보를 기반으로 센서 계측값과 손상이력, 환
경적 요인 등을 토대로 실시간 이상 상황을 감시하고 비정상 거동징후를 예측하는 자가진단 AI
시스템 기술
⦁ 전체 SOC시설물에 대한 실시간 관리가 어려운 현재의 기술을 IoT 스마트센서 네트워크와 클라
우드, 빅데이터 기술 등의 DT(DataTech) 기술을 기반으로 거동 및 변위 등을 실시간으로 예측
하고 인접지반과의 위험 가능성을 스스로 판단, 경보하는 실시간 관리시스템 기술
⦁ 실내 적용 소형·고민감도 센서와 건물·시설물 적용 광역·중민감도 센서를 연계하고 열적외선, 레
이저 등의 광학적 소스를 기반으로 도심의 사무, 주거 및 기반시설에 대한 고감도 화재 감지 및
대응시스템 포함
⦁ 계측·자가 진단센서, 비파괴 진단용 3D스캐너·스마트센서, 딥러닝 제어 등의 기술이 함께 개발
되어야 함

건설/교통

39

재생에너지 연계 건물일체형
에너지플러스 건축물 설계·시공
기술
(미래기술)

⦁ 에너지 생산을 플러스할 수 있는 건축물 설계 및 시공기술로 2030년 제로에너지 의무화로 인해
국내 모든 건축물이 도입해야 하는 에너지자립 및 탄소중립을 뛰어 넘는 기술
⦁ 건물에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일체화하여 건물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스스로 발전하여 충당하고
플러스 생산이 가능한 능동형 건축물 외장재(Dynamic Skin, Hybrid Skin) 개발 및 시스템 기술
⦁ 다양한 색상의 건물일체형 태양광패널 및 BIPVT(태양광열시스템), 선택투과형 유리코팅 기술,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 옥상 및 건물의 인동 활용 소형풍력시스템 기술 등

건설/교통

40

주차장용 전기차 충전 자율주행
로봇
(미래기술)

⦁ 주차장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충전로봇을 이용하여 주차장내에 주차된 전기차에 대해 사
람의 개입이 없는 자동충전 서비스 제공
⦁ 충전차량까지 이동, 자동충전커넥터 정밀도킹 및 충전, 결제 및 충전후 이동 등 충전 전과정을
로봇이 자율적으로 수행 가능
⦁ 주차관제시스템 및 실내외 연속정밀측위 기술 지원 필요

기계

스마트 무인 자동 주차 시스템
(미래기술)

⦁ 지정지점에서 탑승자 하차 후 차량이동 및 주차, 운전자 출차 요구에 의한 차량이동 및 결제 등
일련 과정을 자동차와 주차 인프라v간 인터랙션을 통해 자동으로 수행
⦁ 운전자 개입 없는 주차 수행을 통해, 주차 소요시간 최소화와 차량v간 밀접주차를 통한 주차공
간 효율 극대화 가능
⦁ CAV(Connected Autonomous Vehicle)기술과 주차관제시스템, 실내외 연속 정밀측위 기술
이 함께 개발되어야 함

기계

37

38

41

No.

기술/트렌드명

기술/트렌드 설명

세부분야

42

⦁ 차량 스스로 중요부품의 고장과 수명을 예측하고, 수리 및 교체 대상을 판단해서 교체부품 주문
AI 예지보전 기반의 차량 자가진단
및 정비서비스 예약 등을 통해 차량을 항시 최상의 상태로 유지 관리하는 기술
및 유지관리 기술
⦁ AI 기반의 차량 부품 수명 및 고장 예측 기술, 차량 탑재 센서 및 차량 빅데이터 센터 연계 기
(미래기술)
술 등이 함께 개발 되어야 함

기계

43

블록체인,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
물류 인프라 구축 기술
(미래기술)

⦁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하여 화물운송거래(무역)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내, 국제 화물운송에서 발생
하는 정보들의 디지털화·표준화 및 공급사슬망 전반에서 발생하는 방대한 데이터와 오픈 데이터
소스를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 인프라 구축
⦁ 수출입 화물의 운송정보가 국내 물류단계에서 연계, 활용되지 못하는 점을 개선하여 국제-국내
구간의 단절없는 무역, 물류정보 전달이 가능하고 이를 활용한 화물정보의 실시간 확인과 보안
이 가능한 거래정보, 화물추적 등 디지털 플랫폼 구축

기계

아진공 초고속 수송
열차시스템(하이퍼튜브)
(미래기술)

⦁ 최고속도 1,200km/h 까지 가능한 신개념 교통수단으로서 초고속 진공철도, 튜브트레인, 하이
퍼튜브(HTX : HyperTube Express) 등으로 정의
⦁ 아진공 튜브 내부에서 안전하게 주행하는 캡슐형 차량 개발(소형화, 경량 소재)
⦁ 캡슐차량을 부상·추진시키고 초고속으로 추진하는 다수의 캡슐차량을 제어기술 개발
⦁ 캡슐차량, 진공 튜브 인프라, 아음속 운행제어장치 등의 시스템에 대한 RAM(신뢰성, 유용성,
정비성) 기술

기계

44

45

⦁ 기존의 지상 제어시스템 없이 열차 간 상호 직접적인 통신을 기반으로 열차스스로 안전한 주행
을 수행하는 기술
열차 간 차량통신(T2T)기반 무인
⦁ 지상의 기지국을 거치지 않고 선·후행 열차 간 실시간 고신뢰, 저지연을 보장하는 직접적인 통
자율주행 열차시스템
신기술
(미래기술)
⦁ 정밀 간격 제어기술로 열차의 운행 간격을 지금보다 30% 이상 단축할 수 있어 출퇴근 시간 등
열차운행이 집중되는 시간에 더 많은 열차를 투입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건설/교통

46

위성기반 철도 신호·통신시스템
(미래기술)

⦁ 스페이스X 스타링크 프로젝트 1만 2천여 개의 통신위성을 발사해 전 세계에 통신속도 1Gbps
의 초고속 인터넷을 보급, 아마존의 ‘프로젝트 카이퍼’는 저궤도 위성 3236개를 연결하는 전
세계 광대역 인터넷 접속망 추진
⦁ 철도신호 및 운행정보 연계를 위한 위성 신호/통신 시스템 도입을 통해 지상중심의 체계에서 전환
⦁ 위성기반 철도신호통신기술은 위성항법으로 열차 위치를 확인하고, 위성통신을 통해 열차 위치
및 열차운행 가능 거리 정보를 교환
⦁ 지상설비가 필요하지 않아 초기 투자비가 저렴하고 운영 및 유지보수가 간편함

건설/교통

IoT 기반 시설물 지진유발
복합재난 신속대응 시스템
(미래기술)

⦁ 지진 시 사회적 복원 핵심 요소로서의 시설물 대상의 분포위치 지반특성에 따른 취약도 정보를
다양한 지진발생 상황에 따라 개별·범위·그룹·목적별로 조회,확인하고 유발될 직접, 2, 3차 복합
재난 정보와 함께 제공받는 시스템
⦁ 시설물에 대한 지반-구조물 특성 연계 최적 내진성능 정밀평가와 함께 IoT 적용 기반의 지진발
생에 따른 손상정도 분석과 신속대응·복구 방안을 제공하며, 조기경보기술 및 자동 위기대응시

건설/교통

47
97

98

No.

기술/트렌드명

기술/트렌드 설명

세부분야

스템 연계를 통해 직접적 재산·인명 피해는 물론 이차적인 피해 방지 가능
⦁ 시설물 부지조건과 지진 시 상호작용을 실험적·수치적으로 반영한 정밀 내진성능평가 기법과 함
께 스마트 센싱, 다양한 현장조건 빅데이터 처리 및 핵심적 지진거동 영향인자 도출을 위한 AI
및 기계학습 기술이 함께 개발되어야 함

AI 기반 고정밀 도시 지상·지하
공간 통합 입체정보 시스템
(미래기술)

⦁ 지상 및 지하 공간 지반 대상의 조사·계측된 자료를 3차원 환경의 VR,AR,MR로 통합·표출하
고, 이와 연계하여 AI 기계학습 기반의 고정밀 지반정보를 지상과 지하 연속 다차원 정보로 예
측하고 고정밀·고해상도 입체정보로 제공
⦁ 지하공간 구성 지반재료의 물리역학적 특성 DB 구축과 연계된 지상배치 GIS 정보의 상대적 객
체 통합·분석을 통한 도시지역 내 시설관리, 재해대책 관련 다양한 현상들의 규명 및 평가에 활용
⦁ 도시지역 고도복잡 환경에서의 지하입체 공간정보 구조에 최적화된 AI, GIS, 3D 스캐닝, 지하
탐사 등의 관련 정보처리·정밀분석·시각화 지식과 기술 확보 및 고도화 필요

건설/교통

지구 자연재해 예측·경보·대응
스마트 공공데이터 플랫폼
(미래기술)

⦁ 급속히 변화하는 지구 시스템에서의 자연재해 관련 공공데이터의 다양·복합 특성분야별 데이타
베이스 구축을 통한 자연재해 예측·조기경보·신속대응 업무 관련 개발자,관리자 및 사용자 활용
가능 스마트 플랫폼
⦁ 양적 개방이 급속하게 증대하고 있는 공공데이터의 신뢰도 검증과 표준화가 수반된 인적·물적
수요관점의 실시간 연동 및 GIS와 IoT 연계를 통해 자연재해 피해 실효적 저감 기술 구현
⦁ 포괄적 데이터 기반 자연재해 예측을 위한 빅데이터, AI 기계학습 등의 연계 기술들이 함께 체
계적으로 개발되어야 함

건설/교통

50

⦁ 외부환경 악화에 따른 외부노출 쾌적성 향상, 건강위해성 감소를 위한 수동적, 능동적 공기 및
환경제어 시스템
도시블록, 건물 및 건물군 공기 및
⦁ 건물단위, 건물군 단위, 도시블록 단위규모별 실내외 조건에 따른 동적 개방형, 폐쇄형 컨버터블
환경제어 스마트 건축시스템
셀터 시스템
(미래기술)
⦁ 복합주거 및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청정(실내 VOCs 및 유해물질 분해제거)과 실내공기질 개선
을 위한 스마트 공조시스템

건설/교통

51

⦁ 기후변화, 이상기후 및 환경재난에 의한 자연재해와 테러, 전쟁 등 인공재난에 대비하여 생존과
안전을 위한 극한대응 건물 및 도시기반 기술
자연 및 인공 재난에 대한
⦁ 강풍 시 초고층 건물 빌딩풍 방지 기술, 유기적 연결형 IoE기반 세이프 홈 기술 등 이상기후,
강우, 강설, 강풍, 지진, 해일, 미세먼지 등 자연재해 대비하는 건물 및 도시 단위 기술
극한대응 건물 및 도시 기반 기술
(미래기술)
⦁ 모듈화 기반 임시대피 및 구호시설 기술, 고도화 테러대응 그린도시 방호시설, EMP 방호시설
및 차폐기술, 핵 WMD 도시방호시설 등과 같이 감염병, 방폭, 전쟁 및 테러 등 인공재난에 대
한 건물 및 도시 단위 기술

건설/교통

⦁ 동작형 로봇을 건물 및 도시시설과 일체화하여 제공(액츄얼 로봇시스템)하고, 기존 건물 및 도시
의 에너지 및 관리시스템과 네트워크 연동을 통해 통합적인 운영과 관리(버츄얼 로봇시스템)

건설/교통

48

49

52

안전한 건물과 도시를 위한
건물·도시 일체형 버틀러 로봇

No.

기술/트렌드명

기술/트렌드 설명

기반 시스템
(미래기술)

⦁ 건축 및 도시시설 설비가 일체화된 자율운전, 센서네트워크, AI, IoT, 로봇 활용 등에 의한 노약
자, 장애인, 영유아, 자녀양육세대 등의 거주생활 기능개선
⦁ 능동적 실내환경, 거주자 건강, 청소 및 가사도우미, 범죄 사전감지 자율방범, 재난대응 및 인명
구조 로봇기반 시스템으로 건물단위의 시스템에서 도시단위로 확장

세부분야

53

⦁ AI 기반 인테리어, 조명, 채광, 실내온도 등 주거환경 조성 표준 플랫폼 기술
AI 기반 거주자 맞춤형 주거환경
⦁ 거주자 생활패턴을 고려한 최적 주거환경 도출 기술
조성 시스템 기술
⦁ 개개인의 쾌적 실내환경데이터, 건강데이터, 선호도 데이터 등 프로필을 개인이 관리하고 휴대
(미래기술)
단말기 등의 형태로 휴대하여 이동된 거주환경에 반영시킬 수 있는 기술

건설/교통

54

⦁ 주택 구성요소를 3D프린팅 등을 통해 블록형으로 표준 모듈화(전기배선, 파이프라인 등 매입
블록)
메타버스 활용 주문자 맞춤
⦁ 거주자가 직접 원하는 주거환경을 메타버스에서 모듈 블록으로 제작하여 주택을 일주일 내 현실
급속시공 블록형 모듈화 주택 기술
세계 모듈화 주택으로 구현
(미래기술)
⦁ 모듈형 주택 해체 시 발생 모듈 블록을 재활용하여 폐기물 저감 및 LCCO2(생애주기 탄소발생)
저감

건설/교통

55

대용량의 재생에너지를 도시 및
산업단지 등에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에너지저장 및
통합관리시스템
(미래기술)

⦁ 다양한 에너지저장시스템(양수발전, 공기액화, 수소저장‧활용, 배터리)으로 간헐적이고 변동성
이 큰 재생에너지를 저장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 인프라 기술개발
⦁ 지정학적 여건과 에너지 수요처의 용량 및 성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양수발전, 공기액화, 수소
저장‧활용, 배터리 등의 에너지저장시스템 기술개발 필요
⦁ 다양한 에너지저장시스템에 저장된 에너지를 도시 및 산업단지 등의 에너지 수요처에 안정적이
고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통합관리시스템 기술개발 필요

건설/교통

56

안전하고 저렴한 수소의 도시
공급을 위한 대용량
수소액화시스템
(미래기술)

⦁ 기체수소 대비 1/800의 부피와 운송비용을 1/10로 절감하고 대기압 상에서 안전하게 저장 가
능한 액체수소(-253℃)의 대량 생산 기술
⦁ 액화효율 향상을 통한 액체수소 생산량 증대로 저비용의 수소 생산 및 도시단위 공급 기술
⦁ 해외 수소 도입 및 수소도시에 대용량 수소 저장·이송 인프라 기술

건설/교통

57

58

⦁ 효율적인 국토활용 및 환경피해 최소화가 가능한 해상 기반의 에너지 플랫폼 기술
해상의 대규모 재생에너지 생산용
⦁ 부유식의 대형 해상 구조물을 개발하여, 에너지 허브로 활용
인공섬 건설 및 운영을 위한 해양
⦁ 해양 풍력, 태양광 등의 대규모 재생에너지를 위한 해양 시설물과 생산된 에너지를 집적하여 변
부유체 기술
환하여 육지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인공섬 등 인프라 기술을 개발하여 태풍 등에도 안전하
(미래기술)
고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 기술

99

탄소중립·고강도·장수명 인프라
건설·구조 재료 기술
(미래기술)

⦁ 나노소재 등을 활용한 초고강도·고인성·고탄성 시멘트 복합체, 자기기억 형상건설 신소재, 초경
량·고강도 콘크리트, 텍스타일 보강 시멘트 등 초고성능 복합 신소재 기술 개발
⦁ 탄소 저감·흡수·포획 건설재료, 바이러스/유해물질 제거·흡수 및 자기세정·정화 가능한 고기능
건설재료·소재, 자기 진단·치유 건설 재료·소재 등 친환경 신소재 기술 개발

기계

건설/교통

100

No.

기술/트렌드명

기술/트렌드 설명

세부분야

⦁ 달 지상 월면토 활용 건설재료, 자원탐사 및 원재료 수급·선별·이송 모듈 등 자동화 waterless
우주건설 재료 기술 개발

59

플랜트 EPC(설계·구매·시공)
통합관리 및 O&M(운영·관리)의
무인 자동화 관리 시스템
(미래기술)

⦁ EPC 디지털화를 통해 플랜트 설계에서 건설까지 가상화하여 통합관리 일원화 및 공사 리스크
최소화 가능
⦁ 운전데이터 가시화, 빅데이터 분석, AI 예측 및 진단을 통한 플랜트 성능 최적 관리 및 운전 자
동화 실현
⦁ 드론 및 전자태그 디지털화를 통한 기자재 및 작업자 안전 관리 무인화 가능

건설/교통

60

⦁ 출발-도착-지상운영 통합관리기술 및 항공교통량 예측을 통한 동적스케줄링 운영 기술
빅데이터 및 AI 기반 스마트공항
⦁ 공항 이해당사자(운항, 관제, 조종, 조업, 여객 등)의 디지털 기반 초연결 플랫폼 기술
시스템
⦁ 빅데이터 분석, AI 기술을 활용한 공항운영 자동화 및 최적화 기술(실시간 자원배정, 비정상 상
(미래기술)
황 능동대응·운영 등)

건설/교통

61

⦁ 정밀 위치·교통 정보 제공 및 감시, 자동 관제, 안정된 통신, 교통 연계 등의 기술개발, 구축을
지상교통과 미래 항공교통이
통해 저고도운항, 도심운항, 밀집운항 등의 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항공운항 지원
유기적으로 연계된 고정밀 3차원 ⦁ ‘고정밀 3차원 교통지원체계’을 통한 항공기의 도심운항, 야간운항, 악천후 운항, 밀집운항 등을
교통지원체계 구축 기술
가능하게 하여, 다양한 미래항공교통(UAM, AAM, PAV 등) 및 서비스 지원
(미래기술)
⦁ 대중교통, 자동차, 도심항공교통(UAM), 개인형 모빌리티 등이 AI기술 등을 통해 통합운영되어
수요 응답형, AI Door-to-Door 등 다양한 교통서비스의 실현을 지원

건설/교통

62

근거리·환승센터·초고층건물 내
이동 편의를 위한 Ball Wheel
Vehicle 시스템
(미래기술)

⦁ 고밀도 도시 내 대형 환승 시설물, 초고층 건물 등 새로운 미래도시 환경 내 이동을 위한 360
도 회전이 자유롭고 운행이 편리한 근거리 이동용 구형 바퀴의 교통수단 및 인프라 기술
⦁ 바퀴를 공과 같은 구형 물체로 대체하여 이동하는 교통수단으로 차체의 소형 경량화, Ball
Wheel Vehicle용 구동·조향시스템, 구형 휠 이동이 용이한 도로 시스템 등 개발 필요
* Ball Wheel Vehicle은 공 모양의 바퀴 위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전후좌우를 포함한 모든 방향
으로 자유롭게 움직이는 1~2인용 초소형 교통수단

기계

63

⦁ 거주자의 실내환경, 건강·심리상태, 위급상황(범죄, 고독사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 후 가족, 지
인, 관련기관(주민센터, 의료기관, 경찰서 등)에 정보전송 및 공유하는 서비스
거주자 상황 인지를 통한 자율적
⦁ 고해상도 레이더 센서 및 IoT, AI와 연계하여 거주자의 생활패턴, 움직임 변화, 상태 등의 유형
위급상황 대응 시스템
화 및 학습
(미래기술)
⦁ 비정상적 상황 발생 시 보안과 의료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제공 및 관련 기관 자동 신고 시스템
제공

건설/교통

64

⦁ 지구 온난화 및 교통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친환경, 저소음, 저비용 전기식 비행체의 설계·제작
원격조종 및 자율운항 지원 친환경
기술 개발 및 인증·운용 인프라 구축
전기추진식 항공기 기술
⦁ 배터리, 소음 등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고, 전기동력 기반 '전기추진식 비행체(eVTOL, eCTOL
(미래기술)
등)'를 개발하여 화석연료를 사용하던 기존 항공기를 대체

기계

No.

기술/트렌드명

기술/트렌드 설명

세부분야

⦁ 원격조정, 자동 및 자율 운항을 지원하는 전기식 비행체를 통해 다양한 미래 항공교통체계
(UAM, AAM, PAV 등)를 실현 및 대중화
⦁ 전기 추진 항공기의 핵심 기술인 전기 추진 파워트레인(배터리, 전기모터, 파워일렉트로닉스 등)
개발
초고속 무지연 통신기반 원격
완전자율주행(level5) 기술
(미래기술)

⦁ 단독 주행차량 수집정보로 무인 완전 자율주행이 어려울 경우, 초고속 무지연 통신으로 연계하여 안
전한 차량 조종이 가능한 원격 무인 완전자율 주행(level 5) 기술
⦁ 중앙통제센터에서는 목적지까지의 도로, 기상, 센서 등의 교통환경을 고려하여 최적의 경로를
제안하고 실시간 초고속 무지연 통신기반으로 자율차량원격 제어하며, 다수의 자율차량의 중앙 통제

기계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인공강우기술
(미래기술)

⦁ 최근 들어, 가뭄해소 뿐만이 아니라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인공강우기술에 관
심 증가
⦁ 강우확률 및 강수량을 높이고(최소 시간당 10mm 이상), 친환경적/경제적인 인공강우 기술
⦁ 대기 질 개선을 위해 대량으로 요오드화은을 살포할 경우 떨어진 비가 토양을 오염시키거나 생
태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상대적으로 고가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강우기술 필요
⦁ 가뭄해소 및 미세먼지 저감 뿐만 아니라 항공기 이착륙과 고속도로 교통 환경의 장애로 작용하
는 안개 제거, 산불 확산 방지에도 적용 가능

기계

67

위해인자 감지를 위한 광대역
자연모사감응시스템
(미래기술)

⦁ 자연 속에서 최적화된 생태계의 구조 및 기능을 공학적으로 모사하여 사람의 인지 감각을 뛰어
넘는 감도(sensitivity), 공간 분해능(spatial resolution) 등을 갖는 초감각센서 시스템 구축
(예: 초소형 후각 센서 및 미세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동작 인식 기반의 시각센서, 인간의 후
각과 미각 수용체 단백질을 결합한 바이오 인공 후각(전자코)과 미각 센서(전자혀) 등)
⦁ 자연모사 구조 및 기능을 모사한 인간의 오감을 뛰어넘는 언택트 초감각 감지 기술(미세진동,
자기장, 자/적외선 등) 및 감각 정보 원격 구현 기술 개발
⦁ 감염병(COVID-19/돼지독감 등)으로 인하여 수요가 증가하는 언택트(비대면/접촉) 기술 구현,
대형 재난(동해안 산불/포항 지진 등)의 빠른 감지 및 조기 경보시스템 구현을 통한 사회적 안
전망 구축에 활용

건설/교통

68

인체 및 환경 감시를 위한
고정밀·광대역·저가형 적외선
모니터링 기술
(미래기술)

⦁ 기존 CCTV를 고정밀·광대역·저가의 적외선 카메라로 대체하여 실시간으로 체온을 모니터링하고
적외선 파장에 반응하는 환경유해요소 동시 감지
⦁ 기존 고비용 적외선 센서를 대체할 고정밀·광대역·저가형 센서 개발: R2R (Roll-to-Roll or
Reel-to-Reel 코팅) 및 스프레이법 등을 활용한 대면적·고균일·저비용 신소재합성기술 개발로
센서의 저가격화·소형화 실현

건설/교통

65

66

69
101

⦁ 지자기 폭풍에 의한 도시기능마비에 대응하는
자율형 지자기 폭풍 대응 시스템
예지 및 도시기반시설이 자율적으로 대응하는
(미래기술)
⦁ 지자기 폭풍 위험 예보와 연계한 대응 수단을
부터 도시기반시설의 기능 마비를 선제적으로

시스템으로, 우주 전파환경 감시와 연계한 자동
시스템
체계적으로 준비·훈련·실현하여 자자기 폭풍으로
제거 또는 완화

건설/교통

102

No.

기술/트렌드명

기술/트렌드 설명

세부분야

⦁ 우주전파환경 감시, 지자기 폭풍 예보, 도시기반시설의 자율 대응기술이 함께 개발되어야 함
* 지자기폭풍(geomagnetic storm)은 우주전파환경으로 인한 태양풍(solar storm) 등 충격파
가 지구 자기장을 강타하는 것으로 지구 자기권에 비정상적 영향을 미쳐 도시기반시설이 일시
적(대개 24~48시간)으로 기능이 마비되는 등의 현상으로 나타남
메가시티 적용 디지털 트윈 국토 ⦁ 공간빅데이터 수집과 처리를 통한 실시간 반응형 대시보드 타입 범용 공간정보 리빙랩 개발
플랫폼과 관제 기술
⦁ 실시간 LiDAR, MMS 데이터 융합, 디지털트윈을 위한 초정밀지도 제작 기술
(미래기술)
⦁ 메가리전의 복합 공간정보(안전, 교통, 복지, 인구 등)의 융합형 공간메타버스 기반 플랫폼 개발

건설/교통

⦁ 환경오염센서 및 초정밀 GPS연계를 통한 개인의 일상활동공간 영향 분석 기술
⦁ 사물인터넷(IoT), 모바일서비스, 웨어러블기기 등 ICT기술과 접목하여 주변의 환경 오염 정보와
개인의 건강 정보를 결합한 바이오 빅데이터 기술
⦁ 개개인의 쾌적센서데이터, 건강데이터, 선호도 데이터 기반, 도시 특정 장소 혹은 건물, 도시시
설물 회피 알람 기술

건설/교통

72

⦁ 정지궤도·저고도 위성 및 고고도 무인비행체 기반 자동 실시간 재해 감시 및 재해 경보시스템의
위성 및 고고도 무인비행체 기반
구축 및 운영
실시간·자동 지구환경 모니터링 및 ⦁ 지상통신인프라 장애 시 위성을 통한 자동 재난 경보 및 안내, 비상통신을 지원하는 재난 지원
재해 경보 시스템
시스템 구축
(미래기술)
⦁ 레이다, 광학, 열상 등의 센싱기술을 활용하여 기상재해, 지진, 원자폭발 등 다양한 재해상황을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예측, 통보하는 시스템을 위성 및 고고도 무인비행체에 구축

건설/교통

73

⦁ 달 및 화성에서 현지의 자원(재료)을 이용하여 우주인들이 장기간 체류하며 탐사 및 지구에서와
같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공간의 구축과 운영 기술
달 및 화성에서 현지자원을 활용한
⦁ 달 및 화성의 극한 환경을 극복하고, 지구에서처럼 의식주를 현지에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기
유인기지 구축·운영 기술
술과 현지자원을 채굴하여 필요한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포함하는 기술
(미래기술)
⦁ 지구근접 우주공간에서 연구, 관광 체류용으로 이용 가능한 고강도 우주생활 공간 건설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발전시켜 달 및 화성으로 진출 시에 활용

건설/교통

74

⦁ 우주 기지 건설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현지 조달할 수 있는 기술 개발로 지구로부터 필요한 물자
달 및 화성의 광물을 활용한
만 효과적으로 운송함으로 장기간의 우주 탐사 및 거주가 가능
건축자재 제작용 3D 프린팅 기술
⦁ 달 및 화성의 우주 기지를 건설하기 위한 건축 자재를 현지 광물 등을 활용하여 3D 프린팅 기
(미래기술)
술을 적용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기술

건설/교통

75

스마트 로봇 활용 디지털 트윈
⦁ 시추배럴 자동 교체 및 시료 자동 회수와 AI를 적용한 시료 분류 및 전처리 기술 적용
기반 지표·심해저·빙하 원격 자율
⦁ 탐사를 통한 자원존재 여부 및 지하구조 탐사를 통한 구조적 위험요소 판단 기술
시추 및 안전진단 기술
⦁ 자율 지능형 스마트 로봇을 투입하여 심해광물탐사 및 친환경적 채광기술 적용
(미래기술)

70

71

일상활동공간에 기초한
스마트시티형 개인 맞춤형
질병예방 및 관리 시스템
(미래기술)

기계

No.

기술/트렌드명

기술/트렌드 설명

세부분야

76

극지 탐사용 전천후 맞춤형 무인 ⦁ 여름철 다년빙 및 겨울철 결빙에 의해 쇄빙선 접근 및 탐사가 어려운 극지환경에서 소형무인 탐
자율 탐사정 기술
사정을 이용한 탐사를 통한 현장자료 및 시료확보에 활용
(미래기술)
⦁ 극지환경에서 해수와 해빙·연안 및 해저 등 전천후 가능한 소형 탐사정을 활용한 자율탐사 가능

기계

77

⦁ 드론, UAV(무인기), UAM(도심항공교통수단), 소형군집위성 등 점증할 다양한 민군 항공·우주
민군 유무인 항공·우주 자산 통합
자산의 통합 자율 관제 시스템
자율 관제 시스템
⦁ 유무인 항공·우주 자산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자산간 자동 인식·식별, 초연결 통신, 자동 항
(미래기술)
법 등의 기술 개발을 포함

기계

78

재사용 및 지구재진입이 가능한
복합추진시스템 기반 우주비행체
기술
(미래기술)

⦁ 대기권 및 우주에서 모두 사용 가능하며, 재사용(부분 사용, 완전 재사용 등)기반 수송용 복합추
진시스템 비행체(예, 터보제트·램·스크램제트·초소형로켓 통합 운용)
⦁ 발사체 없이 활주로에서 이륙하여 우주 궤도 진입 및 지구재진입이 가능한 복합추진시스템 기반
비행체

기계

79

자율운항 시스템 구축 북극항로
물류운송용 고성능 선박 기술
(미래기술)

⦁ 북극항로 선박의 운항 중 유빙 및 빙산의 출현을 자동 감지하여 안전 운항을 위한 항로변경 및
설정이 가능한 자율 운항시스템
⦁ 안정적 북극항로 화물 운송을 연중 운항 가능 및 선단 지원을 위한 고성능 쇄빙선 및 선박
⦁ 물류 운송 선단의 규모, 북극항로 상의 유빙 특성(얼음 두께, 강도 등) 및 추진동력(LNG, 원자
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첨단 자율운항 쇄빙선 개발

기계

80

달, 화성 등에서 현지자원을
채굴하는 로봇
(미래기술)

⦁ 달, 화성 등의 유인 우주기지의 건설, 운영과 지구 운송을 통해 활용 가능한 자원(얼음·물, 헬륨
3, 희토류 금속 등)을 인간 대신 채굴하는 로봇
⦁ 로봇의 작업 상황에서 위험요소인식, 고장진단 등으로 위험요소를 판단, 대응가능

기계

81

장기 체류 및 탐사활동을 위한
자립형 해저 기지구축 기술
(미래기술)

⦁ 해저에서 인간이 장기간 체류하며 거주시설 운영, 탐사연구, 관광 등의 용도로 활용 가능한 자
립형 해저 기지
⦁ 구조물, 운영, 안전, 에너지 및 식수 자체수급 등 우주탐사에 사용하는 기술 연계 개발도 고려
⦁ 심해탐사에 활용 가능한 무인 드론형 탐사선 개발도 고려

건설/교통

82

83
103

⦁ 활주로가 없고 옥상 등 좁은 공간에서 이착륙이 가능하고 관광, 승객운송, 대형 화물운송으로
완전 자율 비행이 가능한 화물 및
활용 가능한 수직 이착륙 비행체
여객 운송용 친환경 수직이착륙 ⦁ 친환경 에너지(수소연료전지, 고효율 차세대 축전지 개발 등)와 고속, 고효율 전기추진시스템을
비행체 기술
활용하여 친환경 및 비행시간 증대
(미래기술)
⦁ 설정 목적지 비행을 위한 최적의 자동 경로설정, 충돌방지, 자동항법, 돌풍 등의 환경에 대비하
여 안정성이 확보된 완전 자율 비행체

기계

⦁ 해양생태계 현장조사(수온, 염분, 영양염류, 어군탐지 등)를 수행하는 무인 자율형 선박
⦁ 운항 시 자율적인 위험회피, 조사정점에서 스스로 조사장비를 수중에 투입하여 조사는 물론 수
층별 해수 채수도 가능
⦁ 선박 탑재 무인기를 이용하여 해양생물 신속탐지도 가능
⦁ AI, 제어기술, 센서기술, 통신기술 등도 함께 개발 필요

기계

자율적 상황인식 기반 해양조사
선박 기술
(미래기술)

104

No.

기술/트렌드명

기술/트렌드 설명

세부분야

84

초 자동화(Hyperautomation)
(유망기술)

- 조직이 승인된 업무 프로세스와 IT 프로세스를 최대한 많이 빨리 파악, 심사, 자동화하는 비즈니
스 접근법

기계

85

- 로보택시가 차량공유 시장을 확장 시킬 것
자율주행 차량공유(Autonomous
- 3개의 자율주행 기술이 진화중 : 카메라 기반(Tesla) , LiDar & HD 매핑 (Waymo), V2X(센서
Ride-Hailing)
인프라 기반, 바이두 Apollo)
(유망기술)
- 자율주행 차량공유 플랫폼이 2030년에는 년간 1천조원 이상의 수익을 낼것으로 예상

86

Delivery Drones
(유망기술)

87

우주산업의 시작(Orbital
Aerospace)
(유망기술)

-

배터리 기술의 발전으로 에어택시/에어엠뷸런스 등 Air Travel 이 가능해질 것
2025년까지 드론이 이커머스 배송의 20%이상을 차지하게 될 것
2030년까지 음식배달의 20%를 차지하고, 19% 더 많은 수익을 내게 할 것
2025년에 드론 딜리버리 플랫폼 매출이 55조원, 하드웨어 매출이 15조원에 도달할 것

- 로켓 재사용이 발사비용을 엄청나게 줄이고 있음
- 인공위성 발사비용의 감소로 적은 지연시간으로 글로벌 커버리지를 가능케 함
- 인공위성 인터넷 매출이 년간 미국 11조원, 전세계 44조원에 도달할 것

건설/교통

기계

기계

88

- 지난 10년 동안 알리바바그룹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도시 관리 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이목을 끌었음.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하에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또한 새
미래 도시의 필수 인프라, 지능형
로운 과제에 직면하며, 데이터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시스템을 확대 및 정밀화하기 위한
운영 센터
지능형 운영 센터가 새로 주목 받기 시작. 사물지능(AIoT)과 공간 컴퓨팅 기술의 발전에 따라 지
(유망기술)
능형 운영 센터의 성능 또한 향상될 전망. 지능형 운영 센터는 각 도시의 ‘디지털 쌍둥이’를 구축
하고 이를 기반으로 스마트시티 역량을 강화하며 미래 도시의 중심에 있는 디지털 인프라가 될
것임.

건설/교통

89

언택드 주문 및 배송(Contactless
delivery and shipping remain - 물리적 접촉을 최소화한 드론 배송, 비접촉 배송 옵션 등의 서비스가 시작되었고, 향후 로봇 배
as the new normal)
송, 자율 주행 차량 등을 이용한 배송 시장이 확대될 전망
(유망기술)

기계

90

마이크로모빌리티의 지속적인
성장(Continued growth in
micromobility)
(유망기술)

91

리튬금속 배터리

- 전기 자전거와 전기 스쿠터 사용은 사회적 거리두기 규범을 충족하는 편리한 교통 수단으로 간주
되기 때문에 급증
- 마이크로 모빌리티 관련 신생기업들의 탄생과 빠른 성장이 예상
- 리튬이온 배터리의 음극재인 흑연이나 실리콘을 리튬메탈로 대체한 제품

건설/교통
기계

No.

기술/트렌드명

기술/트렌드 설명

세부분야

(유망기술)
92

전기 픽업 트럭
(유망기술)

-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증대됨에 따라 미국인들이 선호하는 픽업 트럭도 전기자동차로 출시될 예정임

기계

93

5G Factory
(유망기술)

- 5G 연결은 공장 현장에서 언제 어디서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네트워크 연결을 보장하고, 광범
위한 데이터 수집과 처리를 할 수 있어 효율성과 예측력을 높임

기계

94

고정밀지도 제작 기술
(유망기술)

- 기존 지도 제작 기술보다 오차범위를 획기적으로 감축시키는 기술

기계

95

오작동 실시간 모니터링 및
이상징후 탐지 기술
(유망기술)

-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하여 시스템의 오작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징후를 신속 &
정확하게 탐지하는 기술

기계

96

차세대 친환경 냉난방 시스템
핵심소재 기술
(유망기술)

- 전기식 에어컨의 대체 후보인 흡착식 냉난방기에서 물의 증발(흡열냉각), 응축(발열)과정을 담당
하는 수분흡착물질의 저전력, 대용량, 저온재생성 등의 기능 강화 기술

기계

자율주행 고도화를 위한 차량 제어
- 운전자 지정 경로를 따라 주행 중 급변하는 상황을 인식하여 차량의 능동적 자세제어 및 안전을
기술
확보하는 기술
(유망기술)

기계

97

98

교통약자를 위한 Level 4
자율주행 자동차
(유망기술)

99

자율주행 기반의 라스트마일
딜리버리 서비스
(유망기술)

100

증강현실 윈드쉴드
(유망기술)

- 투명 디스플레이 기술과 증강현실 기술을 차량의 윈드 쉴드에 적용하여 주행 및 인포테인먼트 정
보를 윈드 쉴드 영역에 표시하여 운전자의 시선 이동 없이 정보 제공이 가능한 기술

기계

101

초고감도 감각 센서
(유망기술)

- 센싱의 민감도와 정확도가 비약적으로 상승한 초감각 센서 기술

기계

102

커넥티드 스마트 글라스
(유망기술)

- 안경을 통해 보는 모든 객체(사물, 사람, 환경)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예측하여 보여주는 스
마트안경 기술

기계

기술/트렌드 설명

세부분야

- 장애인, 고령자, 교통 소회지역 주민 등 교통약자를 위한 level 4 수준의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

- 무인이동체(로봇, 드론 등)를 활용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물건을 배송하는 기술

기계

건설/교통

생명/바이오 분야
105

No.

기술/트렌드명

106

No.
1

기술/트렌드명

기술/트렌드 설명

유전질환을 근본적이고 효율적으로
⦁ 유전자 변이에 의해서 생겨나는 유전질환을 유전자적 접근을 통해 근본적으로 치유
치료하는 맞춤형 유전자치료제
⦁ 유전자가위로 변이를 교정하거나 정상 유전자를 보충함으로써 치료
기술
⦁ 환자 줄기세포의 유전자교정을 통한 세포유전자치료
(미래기술)

세부분야
생명/바이오

⦁ 노화 및 만성질환에 의해 손상되었거나 기능을 상실한 인체조직 및 기관을 대체하여 원래의 기
능을 회복시키는 기술
⦁ 동물을 이용하거나 오가노이드,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하여 인체내 조직 및 기관과의 기능적
상동성 구현
⦁ 체세포의 줄기세포로 역분화, 유전자교정 기술과 결합하여 개인맞춤형 제작

생명/바이오

3

⦁ CAR-T나 CAR-NK와 같이 암세포를 표적해 치료하는 면역세포 기반 치료제
고형암 완치가능 맞춤형 또는
⦁ 합성생물학을 기반으로 면역거부반응을 사전에 제거한 세포유전자치료제를 포함하며, 생산성이
합성생물학 기반 면역항암제 기술
획기적으로 높아지게 되면 저가로 대량생산도 가능
⦁ 암이 난치질환에서 만성질환V정도로 인식되는 기술
(미래기술)
* CAR-T나 CAR-NK는 유전정보를 조합하여 만든 면역세포치료 항암제

생명/바이오

4

유전자변형 마이크로바이옴을
⦁ 장내미생물과 질병과의 상관관계 연구가 축적되고 있음
활용한 혁신적 질환 치료제 기술 ⦁ 장내미생물의 유전자변형을 가하여 질병의 치료율을 높인 혁신적 신약의 개발
(미래기술)
⦁ GMO 이슈가 있으나 기술의 발전으로 관련 의료법 개정 동반 예상

생명/바이오

2

손상된 장기를 복구할 수 있는
개인맞춤형 조직재생 기술
(미래기술)

5

⦁ 유전체 정보 등의 생체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분석하여 유전자와 건강, 형질, 질환과의 상
유전체 정보 등 생체데이터 확보를
관관계 규명
통한 세라노스틱(Theranostic)
⦁ 개인 유전체분석을 통해 다양한 형질 및 질환을 예측하고 모니터링하여 개인맞춤형 치료가 가능
의료시스템
한 의료시스템 구축
(미래기술)
⦁ 국내 도입 시 기술적 발전과 함께 관련 법규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함

생명/바이오

6

범용 인플루엔자 백신 기술
(미래기술)

⦁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항원변이에 의해 지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매번 새로운 백신 개발 필요
⦁ 변이가 적거나 변이가 일어나기 어려운 인플루엔자 단백질을 타겟으로 하여 중화항체를 형성하
는 범용 백신을 개발하는 기술
⦁ 장기간 충분한 면역원성 유지가 가능하도록 나노기술 등을 활용한 면역증강제와 함께 사용할 경
우 집단면역형성이 용이하여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 가능

생명/바이오

7

장기지속형 항노화 치료용 세포
리프로그래밍 기술
(미래기술)

⦁ 세포 리프로그래밍 기술을 활용하여 노화를 제어하고 노화 관련 치료를 위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음
⦁ 신체내 세포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리프로그래밍을 유도할 수 있는 신규화합물, 효소, 바이러스
기반 유전자치료제 개발이 필요
⦁ 이러한 체세포 리프로그래밍 기술은 노화를 제어하고 기능이 약해진 신체기능을 복원시키며 노
화 관련 질환을 치료하는데 효과적 중재방법으로 활용 가능

생명/바이오

8

우울증 정밀 진단용

⦁ 현재 우울증은 DSM-5 등 주관적 설문평가 방법을 통해 진단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신뢰성이

헬스케어/

No.

기술/트렌드명

기술/트렌드 설명

세부분야

디지털·바이오마커 기술
(미래기술)

높은 객관적인 평가기술이 개발되지 못하고 있음
⦁ 우울증을 90% 이상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분류할 수 있도록 오믹스, 뇌영
상정보, 라이프로그(SNS 활동정보, 위치정보 등) 등의 건강정보 빅데이터를 통합하여 AI 등을
활용한 디지털마커와 바이오마커 개발 기술

바이오

9

⦁ 개인별 유전체, 가족력, 의료정보, 건강검진 정보, 생체신호, 라이프로그, SDOH (Social
Determination Of Health,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등 다양한 장기 연속 추적 건강 데이터
AI, 블록체인 등 디지털기술을
를 기반으로 클라우드 상에 디지털 트윈을 만들고 AI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건강위험도 및 질병
활용한 개인별 건강관리 및 질병
발병 예측
위험도 예측 디지털 트윈 시스템
⦁ 개인 민감정보는 블록체인화하여 연속기록으로 빅데이터 축적을 통해 예측력 강화
(미래기술)
⦁ 노인의 경우 지역 커뮤니티 및 병원과 연계함으로써 독거노인의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건강 및
질병관리 가능

10

⦁ 고온, 건조, 과다 강우 등에 의한 농작물의 수량 저하를 극복하여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농작물 품종 개발 기술
⦁ 유전자 편집 기술 등을 활용한 미래형 작물 생산 플랫폼 개발
⦁ 최적 작물 생육조건 도출을 위해 외부 기후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내부 환경제어시스템으로
조절 가능한 인공광형 스마트팜 시스템, 페노믹스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을 통한 초고속
육종 기술 등이 함께 개발되어야 함

생명/바이오

11

생육모델링 시스템 기반 고기능성 ⦁ 기능성 성분 함량이 높은 농작물을 실내 스마트팜에서 생산하는 기술
작물 생산 스마트팜 기술
⦁ 기능성작물을 스마트팜에서 재배할 시 얻어지는 환경, 생육, 기능성분 데이터 등 다양한 농업데
이터를 활용하여 수확량, 기능성분 함량 등을 예측할 수 있는 생육모델링 시스템 활용
(미래기술)

생명/바이오

12

염색체 교차 조절 유전자를 활용한 ⦁ 유전체 및 유전자 기능연구를 통하여 염색체 교차 조절 인자를 발굴하고, 이를 통하여 종자개발
종자개발 효율성 극대화 기술
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기술
⦁ 교배육종의 원천적인 교차를 조절하는 유전자 발굴 및 활용 기술
(미래기술)

생명/바이오

13

14

기후변화 대응 작물 및 사료
신품종 개발 기술
(미래기술)

헬스케어/
바이오

⦁ 농림작물에서 발생되는 병해(바이러스, 세균, 곰팡이병) 및 해충을 신속 정확하게 예찰, 진단하는
기술
⦁ AI기반 신속 정확한 예찰, 진단을통한 초기진단 및 예방차원 방제 체계 구축
⦁ AI기반 스마트팜 등 모든농림작물에 적용 가능한 병해충 예찰, 진단 및 관리 기술 개발이 종합
적으로 수행되어야 함

헬스케어/
바이오

⦁ 미리 설계된 위험도, 확산지수 등의 평가 체계에 따라 자동적으로 글로벌 및 주변국의 팬데믹
신·변종 감염병 발생에 대한 AI
위험도를 평가하여 단계별 경고를 알리는 시스템
기반 상시 모니터링 및 조기 경보
⦁ 전 세계의 다양한 정보를 자동적으로 검색하는 AI 기반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시스템
⦁ 국내 유입 및 확산에 대한 선제적 방역 대응체계 구축에 활용(진단, 백신, 치료제 확보 및 의료자원
(미래기술)
재조정 대응 시스템 등)

헬스케어/
바이오

AI 기반 농림작물 병·해충 예찰,
진단 기술
(미래기술)

107

108

No.

기술/트렌드명

기술/트렌드 설명

세부분야

15

⦁ mRNA 백신 등을 개발하기 위한 플랫폼 개발(Drug Delivery System, 5‘ capping
신·변종 감염병 대응 맞춤형 백신
technique, 공정기술, 완제 기술 등)
또는 치료제 개발을 위한 플랫폼
⦁ 신·변종 감염병 대응 면역세포 플랫폼인 CTL(Cytotoxic T Lymphocyte, 세포독성 T 림프구)
(미래기술)
플랫폼 기술 개발(감염병 고위험군의 말초혈액 일부를 채취하여 개인 맞춤형 CTL 변환 후 주입)

생명/바이오

16

⦁ 뇌동맥, 관상동맥, 폐동맥 등 인체 주요 장기 혈관폐색에 의한 생명 위급상황에 즉각 대응 가능
혈관폐색 진단 및 치료용 초소형
한 진단 및 치료 목적의 초소형 마이크로 로봇
마이크로 로봇
⦁ 원격 제어 및 이미지 전송 등을 통해 혈관 폐색 부위를 확인하고 미세 천공 및 혈전용해제 등
(미래기술)
약물을 주입함으로써 혈류 재관류를 유도

헬스케어/
바이오

17

⦁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하여 각종 바이오소재(생분해성 플라스틱, 식품소재, 화학소재, 의약소재
합성생물학 기반 친환경
등)를 생산할 수 있는 세포공장 구축 기술
바이오소재 생산용 세포공장 구축
⦁ 세포공장의 성능 극대화를 위해 합성생물학(바이오파운드리) 기반 균주 개량 기술 개발
기술
⦁ 가치사슬 중에 원유사용을 바이오매스 사용으로 대체하여 탈석유화,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중심
(미래기술)
역할 기대

생명/바이오

18

바이오파운드리 기반
초고속·저비용 정보저장 및
바이오제조용 DNA 합성 시스템
(미래기술)

⦁ 디지털 정보를 DNA에 저장, 관리, 재생하는 대용량 데이터 저장 기술 및 유전체 합성 기술
⦁ DNA 합성 및 해독의 속도, 비용 문제 해결을 위해 자동화 기반 바이오파운드리 시스템 구축
⦁ 향후 쏟아지는 데이터들의 장기간 보존 및 바이오제조 혁신을 위한 유전체 합성에 활용

생명/바이오

19

박테리아 기반 생물치료제 개발
기술
(미래기술)

⦁ 암면역치료제, 대사질환치료제 등 기존 치료제를 박테리아로 전달하여 전달 및 작용 효능을 높
이는 기술
⦁ 박테리아의 리프로그래밍을 통해 질병을 감지하고 치료물질 분비 등을 통해 질병을 치료하는 생
물치료제(living therapeutics) 기술

생명/바이오

20

인공 디자인(de novo design)
⦁ 항체치료제 등의 단백질 의약품을 인공 디자인 기반으로 개발하는 기술
기반 치료용 단백질 의약품 개발
⦁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단백질의 인공 디자인, 합성을 통해 다양한 성질이 향상된 단백질 의약
기술
품 개발 기술
(미래기술)

생명/바이오

21

우주비행용 다기능 건강 유지
⦁ 우주환경 노출 전후 장내, 피부 등 마이크로바이옴 기능 변화 분석
마이크로바이옴 조절제 개발 기술 ⦁ 우주비행 후 우주비행사의 건강, 질병과의 상관관계 분석
(미래기술)
⦁ 우주비행사의 건강 상태 기반 맞춤형 다기능성 마이크로바이옴 조절제 개발

생명/바이오

22

축산물(닭, 소, 돼지) 및 수산물
대체 배양육 개발 기술
(미래기술)

⦁
⦁
⦁
⦁

백색 가금육, 적색육 등의 축산물 및 수산물 배양육 제품 생산 기술
배양육 생산을 위한 다양한 세포주 생산 기술 및 세포지지체·혈청대체제 대량배양 기술
지방세포·조직감 형성 기술 및 가열조건에 따른 육색 형성 기술
배양육의 식품안전성 평가 기술 확보 및 생산표준화 마련 필요

생명/바이오

No.

23

기술/트렌드명

기술/트렌드 설명

⦁
AI 기반 가축 질병 예찰·진단 및
통제 시스템
⦁
(미래기술)
⦁

빅데이터·AI 기반으로 가축 질병 발생 예후를 상시 관찰하며, 질병 발생 시 임상증상에 따라 즉
시 진단
진단 결과에 따라 빅데이터 기반으로 백신·치료제 후보주 선별 등 신속한 백신 개발 착수 가능
특히, 주요 축종별 다양한 질병에 범용으로 적용 가능한 백신 개발이 함께 수행되어야 함

세부분야
헬스케어/
바이오

24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자원변동
예측 기술
(미래기술)

⦁ 기후변화에 따른 주요 어업자원생물 및 양식생물의 영향평가에 기반한 수산자원 관리 기술 개발
⦁ 현재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수산자원에 대한 향후 관리 방향 설정 및 적응전략 수립, 아열대성
외래유입생물의 자원화 가능성 판별, 새로운 양식품종 개발을 위한 생물학적 적응 기준 제시 등

생명/바이오

25

유전체 정보를 이용한 수산생물
우량품종 개발 및 관리 기술
(미래기술)

⦁ 고품질 유전체 정보 및 유전변이다형성 정보의 확보를 통하여 우량형질과 유전자형과의 연관성
을 규명
⦁ 우리나라 수산생물용 유전체 육종가 모델 개발로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육종 연구 플랫폼 구축
⦁ 디지털 유전체 분석 기반 사료 및 폐사관리 기술 개발

생명/바이오

26

차세대 육상 스마트양식 플랫폼
구축 기술
(미래기술)

⦁
⦁
⦁
⦁

스마트양식 시스템 사육생물 양성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위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개발
IoT 기반의 사육조건별(환경, 밀도 등) 양성데이터 수집 및 분석
양식장 소비 에너지 및 양성 과정 예측 플랫폼 개발
ICT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양식 데이터 통합 제어 시스템 구축 및 데이터의 디지털화

헬스케어/
바이오

⦁ 감염병 의심 환자가 스스로 검체를 채취하고 자가 진단 또는 원격진단이 가능한 나노 바이오센
서 기술
⦁ 판독 결과는 관계 기관(보건소, 의료기관 등)에 자동 통보되어 치료 및 확산방지 초동 대처 가능
기술
⦁ 질병 확증이 가능토록 고감도(민감도 99% 이상), 다중감지, 신속‧정확성의 동시 구현이 가능
한 초경량 현장진단 기술

헬스케어/
바이오

28

⦁ 공항, 항만, 학교 등 감염병 취약 집단시설에서 병원체 제거를 통한 전파 확산 방지 기술
감염병 취약 집단용 스마트 방역
⦁ 공항, 항만 등의 통로나 출입구에 병원체 탐지 및 제거가 가능한 방역기술 개발
기술
⦁ 병원체 제거와 동시에 방역에 필요한, 열화상, 의심환자 자가 진단 등이 가능한 On-site 스마
(미래기술)
트 방역 시스템 기술

헬스케어/
바이오

29

⦁ 조직별 인공 장기 배양시스템 자동화
오가노이드 기반 감염병 병원체의
⦁ 바이러스 및 박테리아 뱅킹 운영
감염 테스트 및 치료제·백신
⦁ 고병원성 감염병 연구시설에서 장기별로 감염병 병원체의 감염을 테스트하고, 이를 기반으로 치
효능평가 시스템
료제 및 백신의 비임상 치료 효능 평가
(미래기술)
* 오가노이드는 장기 유사체를 의미함

생명/바이오

27

현장검사용 감염병 정밀진단
시스템
(미래기술)

109

110

No.

기술/트렌드명

기술/트렌드 설명

세부분야

30

AI를 이용한 신·변종 바이러스 및
⦁ 고병원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유래의 단백질 구조 데이터베이스 운영
약제 내성 박테리아 치료제 발굴
⦁ 합성 가능한 모든 저분자 유기화합물의 분자식과 물성 데이터베이스 운영
기술
⦁ 유행 감염병원체의 단백질 구조에 근거하여 치료 효능과 독성을 예측하는 AI 개발
(미래기술)

생명/바이오

31

⦁ 표적방제를 통해 기존 작물보호제의 광범위 활성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꿀벌피해 등)를 예방
표적대상의 타겟 유전자 변형 기반 ⦁ 주요 생리활동에 관련된 타겟 유전자에 간섭함으로써 치사효과 발현
작물보호 기술
⦁ 해충의 생식 유전자 간섭을 통한 불임기술(번식 억제)
(미래기술)
⦁ 타겟설정 및 검정, 유효물질 개발(분리·동정, 합성), 제형기술(생체 내 전달기술), 안전성 평가 기술
이 함께 개발되어야 함

생명/바이오

32

시각정보 증강을 위한 인공시각
기술
(미래기술)

⦁ 시력을 상실한 환자의 시각 기능 복원을 위한 기존의 인공시각을 뛰어 넘어 적외선 카메라, 망
원렌즈 등에서 획득되는 영상 정보를 뇌 시각피질에 직접적으로 주입하여 정상인보다 뛰어난 시
각 기능을 가지게 하는 인공시각 기술
⦁ 기존 인공시각의 해상도를 높이기 위해 대뇌 시각 피질에 고밀도 전극 삽입 혹은 광유전학 기반
의 인공시각 기술 구현 필요

헬스케어/
바이오

33

뇌질환의 기전 규명을 위한
계산뇌과학 기반 뇌 시뮬레이션
기술
(미래기술)

⦁ 인간의 뇌를 모방한 계산뇌과학 컴퓨터 모델을 만들고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뇌질환의 기전
을 규명하는 기술
⦁ 동물실험을 대체하고 다양한 환경을 가정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어 난치성 신경정신질환
의 기전과 치료 방법을 탐색할 수 있는 기초자료 제공

헬스케어/
바이오

34

난치성 뇌질환 조절을 위한
비침습식 심부 뇌자극 기술
(미래기술)

⦁ 파킨슨병, 우울증 등 난치성 뇌질환의 조절 및 치료를 위한 저강도 집속 초음파(LIFU), 시간 간
섭 전기자극(TIS) 등 비침습적 뇌자극 기술 개발 및 인체 적용
⦁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뇌 심부 부위까지 정밀 자극이 가능한 LIFU, TIS 기술 개발을 통해 뇌 내
에 이식하는 침습적인 뇌자극 기기를 대체

헬스케어/
바이오

35

⦁ 뇌 내의 신경전달물질의 변화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다양한 뇌질환의 상시 모니터링뿐만 아
뇌기능의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뇌
니라 폐루프 신경자극(Closed-loop Neuromodulation)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기술
내 삽입형 신경전달물질 측정
⦁ 현재 고속스캔 순환 전압전류법(FSCV) 등을 이용한 체내 신경전달 물질 측정 연구가 진행되고
기술(미래기술)
있으나 체내에서 장시간 측정이 어려워 인체 적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해결이 필요

헬스케어/
바이오

36

⦁ 손상이 발생한 생물학적인 뇌 일부를 대체하기 위해 인간의 뇌 네트워크를 모사하여 인위적으로
생물학적인 뇌의 일부를 대체하는
생성한 전자 인공두뇌
전자 인공두뇌 기술
⦁ 뇌 전체 구조물 중에서 상대적으로 구조가 단순한 해마(hippocampus) 등부터 가능할 것으로
(미래기술)
예상됨

헬스케어/
바이오

No.

기술/트렌드명

기술/트렌드 설명

세부분야

37

저선량 방사선을 활용한 난치성
신경 퇴행성 질환 치료 기술
(미래기술)

⦁ 저선량 방사선(50-100cGy/1회)을 치매, 파킨슨병 치료에 비약물 치료로 활용하는 기술
⦁ 저선량 방사선은 항염증 작용이 있고 알츠하이머병과 관련된 아밀로이드 베타와 타우단백질 등
을 감소시킬 수 있음
⦁ 이러한 양성 질환 치료를 전담할 수 있는 AI형, 소형, 자체 차폐 저선량 방사선 치료 장비 개발
기술

헬스케어/
바이오

38

⦁ 세포간의 신호전달을 담당하고 있는 엑소좀(exosome)을 이용하여 세포자연사(apoptosis), 자
엑소좀을 활용한 노화 및 난치병
가소화작용(autophagy)을 유도하여 노화 세포 사멸 촉진
진단·치료 기술
⦁ 암 등 난치병의 바이오마커로 사용할 수 있으며, 환자의 진단 및 치료 후 예후 등 치료 결과 예
(미래기술)
측 및 치료에 활용 가능

생명/바이오

39

항염증 작용과 피부 봉합 기능이 ⦁ 피부 열상 및 수술 시 봉합용으로 벌어진 상처에 붙이는 패치형 또는 젤형 치료제이며 천연물로
있는 패치형 또는 젤형 의약품
합성하여 인체 내외 모두 사용 가능
⦁ 알러지 등 기존 상처 치유제의 부작용과 비효율성을 줄이고 순기능만을 개선
개발 기술
⦁ 지혈 작용을 하여 응급 처치에 용이
(미래기술)

생명/바이오

40

가축의 장내 미생물 개선을 통한 ⦁ 장내 영양소, 소화흡수와 대사과정 및 장내미생물의 총체적인 이해를 통한 사료-숙주-미생물 상
생산성 향상 기술
호관계 최적화로 가축성장발달을 촉진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킴
⦁ 장내 미생물 개선을 통한 사료효율 증진(사료절감 및 분뇨배설량 감소기술 개발)
(미래기술)

생명/바이오

⦁
⦁
⦁
⦁

가축분뇨·식품부산물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전환 기술
이산화탄소 및 오염수 처리 기술
미생물을 활용한 분뇨처리기술 및 기타 공정 개발 기술
가축분뇨의 혐기발효(메탄가스)를 통한 재생에너지 효율 증진

111

41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가축분뇨처리 및 자원화 기술
(미래기술)

42

미래 동물성 단백질 식량확보를
위한 가축 신품종 육종 기술
(미래기술)

⦁ 내병성 제고, 이상기후 대응 및 미래식량 확보를 위한 가축의 신품종 개발
⦁ 유전적 다양성 보존 및 확대를 통해 극단적 상황에 대비
⦁ SNP(단일염기다형성)를 활용한 가축의 개량속도 및 신품종 고정 가속화

43

품질정보 실시간 소비자 공유형
스마트 식품포장 기술
(미래기술)

⦁ 식품의 재배,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환경 및 품질변화 정보(디지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제공하는 기술
⦁ 실제 식품의 품질이력 정보를 제공하여 신뢰도를 제고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인 유통 및 소비 관
리가 가능한 스마트 포장기술
⦁ 인쇄전자(printed electronics) 기반의 식품품질 감지용 유연성 센서(flexible sensor) 개발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블록체인 기술과 연계하여 신뢰도 및 안정성 향상을 위한 기술 개
발 병행 필요

헬스케어/
바이오

44

맞춤형 비파괴 실시간
식품품질·안전 평가용 초소형
분광영상 분석 기술
(미래기술)

⦁ 스마트폰 탑재 수준의 초소형 고감도 분광영상센서를 이용하여 식품 품질과 안전성을 생산자 및
소비자가 비파괴적으로 실시간 직접 확인 가능
⦁ 비파괴 분광영상 분석기술로 식품에 존재하는 중금속, 방사능, 잔류농약, 식중독균, 기생충과 같
은 위해인자를 실시간으로 검사하고, 식품의 맛(단맛, 신맛 등), 신선도나 부패정도를 맛보거나

헬스케어/
바이오

생명/바이오

생명/바이오

112

No.

기술/트렌드명

기술/트렌드 설명

세부분야

만지지 않고도 검사 가능
⦁ 분광영상 센싱정보를 실시간으로 처리-분석-인식하는 인공지능기반 통계분석 알고리즘 개발과
초소형 고감도 분광영상소자 개발, 특정 위해인자 인식을 위한 바이오마커 개발 등의 병행 필요

45

⦁ 대규모 장내미생물-건강-식의약 반응성 정보의 AI 분석으로, 개인의 대사성 만성질환 예방·치료
를 위해 제공되는 맞춤형 장내미생물 조절기술
대사성 만성질환 예방·치료용 정밀
⦁ 개인별 장내미생물 정보에 따른 건강식이 결정, 대사성 만성질환 치료를 위한 약물 종류(계열
개인 맞춤형 장내미생물 조절 기술
등) 추천 가능
(미래기술)
⦁ 정밀 의료 및 헬스케어 연계가 가능하며, 개인의료정보(Personal Health Record, PHR) 등 데이터
통합 필요

생명/바이오

⦁ 개인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 질병 예방 및 감소에 있어 인체 영양의 근원적 역할을 밝혀, 이를
근거로 ICT 융합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 개인 빅데이터(유전체, 질병, 라이프로그, 장내미생물, 환경요인) 정보를 토대로 정밀하게 개인을
세분화하여 건강관리를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식이 및 생활관리 서비스 제공 가능
⦁ 건강증진을 위해 질병(건강상태), 유전형, 생활 정보를 반영한 영양가이드, 정밀 식이관리, 개인
맞춤형 식단 및 건강관리 서비스, 식품·바이오 빅데이터 플랫폼, 예측형 헬스케어 형태로 구현

헬스케어/
바이오

47

⦁ 시·공간 제약 없이 원하는 형태의 식품을 소비자 기호에 맞게 제조·가공할 수 있는 3D 프린팅
기술
소비자 맞춤형 다품목 소량
⦁ 가정·산업용 3D 프린터 개발, 다양한 식품원료 및 구성성분 잉크 카트리지 개발, 성분 간의 반
수제식품 제조용 3D 프린팅 기술
응 조절기술 등을 포함
(미래기술)
⦁ 생산자 중심이 아닌 소비자 중심의 맞춤형 수제식품(craft food)에 대해 물성, 기능성, 영양제어
등이 가능한 식품가공기술로서 3D 프린팅 활용

헬스케어/
바이오

48

⦁
달 및 화성의 환경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한 농작물 재배 기술
⦁
(미래기술)
⦁

달 및 화성의 우주인들이 장기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대량의 농작물을 현지 토양을 이용하여
재배할 수 있는 기술
중력, 토양 성분 등 지구의 환경과는 다른 달 및 화성의 환경에서 재배가 가능한 육종 기술
스마트 팜 시스템 등 현지 자원을 활용한 농작물 재배 기술

헬스케어/
바이오

마이크로중력을 이용한 의료
⦁ 유인 우주선, 우주정거장 등 마이크로중력 상태에서의 새로운 우주 의료기술과 3D 바이오 프린
서비스 및 신약, 신소재 개발 기술
터 및 신약, 신소재 개발 기술
(미래기술)
⦁ 발사체 기술의 진보에 따른 유인 우주선 개발과 유인 우주 관광 등이 병행되어야 함

헬스케어/
바이오

46

49

50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용 개인별
생애주기 맞춤형 정밀 영양
헬스케어 서비스 기술
(미래기술)

심해생물 유용물질을 활용한
신소재 확보 기술
(미래기술)

⦁ 고온, 저온, 고압 등 극한환경에서 생존하는 심해생물의 전사체 및 기능유전자를 활용하여 의생
명공학 신소재 물질을 안정적으로 획득하는 기술
⦁ 심해 생물 특성상 충분한 양을 수급하기 어려운 점을 극복하여 육상에서 배양하고 대량생산하는
기술을 확보한다면 국제적 생물자원 주도권 확보가 가능함

생명/바이오

No.

51

기술/트렌드명

기술/트렌드 설명

⦁ 개인 식별 모듈을 내장한 생체 칩을 개발하고 인간의 몸에 장착하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사
용자 인증을 통해 물건 및 디지털 자산 거래에 사용
사용자 인증을 위한 생체 칩 기술
⦁ 탈중앙화 신원증명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공공기관, 개인 간 거래, 개인 주요 정보를 외부에 노
(미래기술)
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활동이 가능
⦁ AI와 탈중앙화 신원증명 등의 기술이 함께 개발되어야 함

52

마이크로니들
(유망기술)

53

세부분야
헬스케어/
바이오

⦁ 길이가 1㎜ 이하인 미세바늘로 피부에 백신 및 의약품을 고통없이 전달하는 약물전달시스템

헬스케어/
바이오

가상환자
(유망기술)

⦁ 가상 장기, 신체 시스템을 활용하여 약물 및 치료 반응을 예측 함으로써 연구개발을 가속화하고
임상시험 비용 절감 가능

헬스케어/
바이오

54

디지털 의료
(유망기술)

⦁ 디지털 표현형을 기반으로 앱 등을 통해 정신 및 신체장애 모니터링, 치료 관리 가능. 모바일
장치 및 마이크로 바이오 전자 장치 등 다양한 탐지 보조장치가 센서를 통해 데이터를 앱에 전달

헬스케어/
바이오

55

병원을
집안에(Hospital-at-home)
(유망기술)

⦁ 원격진료의 갭을 메꾸기 위해 원격 환자 모니터링, 집에서 하는 랩테스팅등 가정용 헬스케어 서
비스들이 더 나올것

헬스케어/
바이오

56

Multi-Cancer Screening
(유망기술)

⦁
⦁
⦁
⦁

조기 진단하면 암은 성공적으로 치료 가능
한번의 혈액 검사로 여러 초기 암을 검진하는 다중 암 선별 검사
지속적으로 가격이 줄어서 다중 암 선별 검사 가격이 충분히 사용가능한 선으로 하락
$1500 까지 가격이 떨어지면 시장이 열릴 것이고, $1000까지 떨어지면 암 사망율 곡선을 변
화시킬수 있을 것으로 예상

헬스케어/
바이오

113

57

농업을 발전시키는 데이터
인텔리전스
(유망기술)

⦁ 지난 한 해 전통적인 농업은 농지 활용도 저하와 판로 축소 등 문제에 직면했음. 그러나 이제
사물인터넷(IoT), AI, 클라우드 컴퓨팅 등 차세대 디지털 기술이 농업 생산과 유통 전반에 적용
되기 시작. 차세대 센서로 농지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으며 빅데이터 분석과 AI
기술은 대규모 농업 데이터 프로세싱을 가속화.
⦁ 데이터 인텔리전스 기술로 농산물 모니터링, 정밀 육종, 자원 배분 등을 효율화 할 수 있게 된
것임. 농산물 운송에는 5G, IoT, 블록체인 등 기술이 도입되고 있음.

58

Alternative Proteins
(유망기술)

⦁ 대체육은 고기 단백질을 대체하는 원료가 무엇이냐에 따라 콩, 밀, 호박, 버섯 등 식물에서 추출
한 단백질로 제조한 식물성 대체육, 시험관 고기라 불리는 배양육, 식용 곤충 단백질 식품, 해조
류 단백질 식품 등으로 구분.

생명/바이오

59

Precision Agriculture
(유망기술)

⦁ 정밀 농업(精密農業, precision agriculture, PA, satellite farming) 또는 SSCM(site
specific crop management), 스마트 팜(smart farm), 스마트 파밍(smart farming)은 농작
물의 가변성에 대한 관찰, 측정, 반응에 기반한 농업 관리 개념

생명/바이오

생명/바이오

114

No.

기술/트렌드명

기술/트렌드 설명

세부분야

⦁ 정밀 농업 연구의 목적은 전반적인 농장 관리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DSS)을 정의하는
것으로, 자원을 보전하면서 입력에 대한 반환을 최적화하는 것이 목적
60

생물다양성 연구
(유망기술)

⦁ 생물종을 발굴하고 이들의 서식 환경에 속하는 모든 생물과의 상호작용, 종 내의 유전자와 한
집단 내 개체들 사이의 유전적 변이 연구 포괄

생명/바이오

61

비침습 생체정보 기반의
심혈관질환 관리 기술
(유망기술)

⦁ 혈액 또는 피부 침습 형태의 의용생체정보 획득에서 벗어나 광학적 및 전기화학적 특성 등을 활
용한 비침습 기반의 자가 건강관리 기술

헬스케어/
바이오

62

포터블 유전자 센서
(유망기술)

⦁ 유전자 변이 등을 감지할 수 있는 비침습적 방식의 휴대형 정밀 진단 센서

헬스케어/
바이오

63

인공지능 주치의
(유망기술)

⦁ 여러 병원의 진료기록 및 현장에서 측정된 시계열 개인건강기록을 의료 AI 클라우드 기술로 동
시에 학습하여 질병의 진단/치료/ 재발/합병증 등을 예측하고 관리하는 의료 인공지능 플랫폼
(예측엔진) 기술

헬스케어/
바이오

64

자가발전형 인바디 센서
(유망기술)

⦁ 디바이스의 크기에 지배적인 영향을 주는 배터리 문제를 해결한 자가발전형 초소형 인체 삽입
(in-body) 바이오센서

헬스케어/
바이오

65

석유계 플라스틱을 대체할수 있는
천연고분자계 플라스틱소재 및 ⦁ 자연계의 셀룰로오스 및 단백질 고분자를 이용하여 석유계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
이용기술
⦁ 셀룰로오스의 결정화도를 용도에 맞게 떨어뜨릴 수 있는 인공단백질 개발도 필요
(미래기술)

생명/바이오

66

⦁ 나노기술을 이용하여 소재의 표면특성을 고도로 정밀하게 제어함으로써 생체적합성을 획기적으
표적지향성과 약물전달성 및
로 높인 나노소재
바이오센싱 기능을 동시에 가지는
⦁ 생체 내 특정 병변 혹은 세포에의 표적지향성과 약물전달성(DDS) 기능을 동시에 가지는 고도
생체적합성 나노소재 기술
의 생체적합성 나노소재
(미래기술)
⦁ 생체내부 병변 혹은 세포에서 발생하는 바이오정보를 센싱할 수 있는 나노센서

생명/바이오

ICT/전기/전자 분야
No.

1

기술/트렌드명

기술/트렌드 설명

⦁ 철광석의 산화철을 금속 철로 환원시키는 제선공정에서 다량의 탄소를 배출시키는 코크스 환원
이 아닌 수소로 환원시키는 시스템
온실가스 무배출 친환경 수소환원
⦁ 수소로 환원하게 되면 제선공정에서 CO2가 아닌 물이 배출되므로 온실가스 저감에 핵심적인
제철 기술
요소기술
(미래기술)
⦁ 수소환원 핵심기술(수소유동환원로, 전기로) 확보와 산업용 수소단가의 현실화, 수소 공급망 구
축 등이 필요

세부분야

환경

No.

기술/트렌드명

기술/트렌드 설명

세부분야

2

유기성 폐기물 기반 고품위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친환경
대용량 수소생산 플랜트 기술
(미래기술)

⦁ 매립지에서 생산되는 바이오가스(CH4, CO2 등)를 고품위로 생산(CH4 95% 이상)하고, 이를
활용하여 대규모 수소 생산(6.0ton/day 이상) 및 공급이 가능한 플랜트 구축
⦁ 수소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CO2 포집 및 활용을 통해 액체탄산 공급처 역할 병행
⦁ 국내 바이오가스화 생산시설은 ’19년 환경부 기준 101개소가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
며, 가스 생산량 중 미활용 양이 16.5%를 차지

에너지

부유체를 활용한 심해용
해상풍력발전시스템
(미래기술)

⦁ 60m 이상의 수심이 깊은 해상에 부유체를 설치하고 그 위에 대용량 풍력발전기를 설치하여 생
산된 전기를 육상으로 송전하는 방식의 해상풍력발전
⦁ 해상에서의 풍속이 육지보다 평균 70% 더 빠르기 때문에 육상풍력발전보다 해상풍력발전의 효
율이 높음
⦁ 해상 구조물 설치비용 및 유지보수비용 절감이 가능한 설계 등의 기술개발로 시스템 단가절감이
가능함

에너지

4

풍력발전시스템용 고효율, 초경량 ⦁ 초전도 마그켓 기술을 적용하여 기존 풍력시스템용 발전기 대비 50% 이상의 경량화가 가능한
초전도 발전기 기술
발전기 개발 및 적용
⦁ 터빈 경량화를 통한 풍력발전기 너셀 하중저감 및 이송·설치 비용 절감 가능
(미래기술)

에너지

5

⦁ 수소 가압형 발전용 연료전지로 전력을 생산하고, 미반응 수소가스를 이용해 수소 가스터빈(GT)
수소연료전지-가스터빈 복합발전
으로 발전하는 발전효율 60% 이상의 복합발전시스템
시스템
⦁ 수소발전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으며, 연소 후 부산물로 깨끗한 물만 남기 때
문에 미세먼지 및 CO2 배출을 제로로 만들 수 있으며, 연료전지 스택 모듈, 터보제너레이터 기
(미래기술)
술 고도화 등으로 연료전지-GT 복합발전의 효율 개선 가능

에너지

6

저비용 장주기 대용량 에너지
⦁ 잉여전력으로 히트펌프를 구동하여 전력을 고온의 열에너지 형태로 저장한 뒤, 전력이 필요할 때 발전 사
저장을 위한 카르노배터리(Carnot
이클(Power Cycle, Heat Engine)을 구동하여 열에너지를 전력으로 변환하는 열동력 사이클로 구성된
전력 저장 기술(수백MW급, 10시간이상 방전)
Battery) 축열발전 기술
⦁ 방전 시 발전사이클을 사용하므로 유연탄발전소 Retrofit(석탄보일러 대체) 대안으로 가능
(미래기술)

에너지

7

다중접합광전지(TEGS-MPV)를
이용한 열에너지 그리드 저장,
이동 및 변환(UHTES) 시스템
(미래기술)

⦁ 전기를 용융염(molten salt)의 열에너지 형태로 저장(액체실리콘 2,200℃)하고, 고온의 액체
실리콘에서 나오는 빛을 MPV(multijunction photovoltaic)소자를 이용해 바로 전기로 전환
하고, 온도가 낮아진 액체 실리콘(1,900℃)을 다시 저온 탱크에 저장하고 반복하는 사이클
⦁ 해외, 프로토 타입제작 단계(MIT), 열-전기변환효율(50%이상), 액체실리콘 빛은 햇빛보다
1000배 강함

에너지

8

MW급 음이온교환막 수전해
시스템
(미래기술)

⦁ 음이온교환막을 적용하여 80%이상의 효율을 갖는 MW급 수전해 시스템을 구축하여 그린수소
를 생산하는 기술
⦁ 음이온교환막(AEM) 수전해는 시스템 구조가 단순한 고분자전해질막(PEM) 수전해와 제조 단가
가 저렴한 알칼라인 수전해의 장점이 결합된 차세대 수전해 기술

에너지

3

115

9

탄소중립연료(e-fuel) 생산을 위한 ⦁ 산업, 에너지 공정 등에서 발생하는 CO2를 활용하여 탄소순환형 원료 및 제품을 생산하고 활용하
기 위한 “CO2 포집-활용-제품화” CCUS 전주기 통합공정 개발
CCU 통합공정 및 활용기술

에너지/환경

116

No.

10

11

12

13

14

기술/트렌드명

기술/트렌드 설명

(미래기술)

⦁ 산업 및 에너지 공정별로 특화된 차세대 흡수제 및 포집공정을 통해 포집한 CO2를 활용해 액
체연료(가솔린, 디젤, 항공유 등) 생산 및 저순도 CO2 활용 기초유분(나프타·올레핀·BTX) 생산
등의 공정 개발 및 제품생산

⦁
건물 또는 차량 등에 설치 가능한
투명한 태양전지 기술
⦁
(미래기술)

AI 의사결정 기반 누출(Leak)
자원·에너지효율성 극대화 기술
(미래기술)

세부분야

불투명 단색 구조로 설치 장소가 제한적이며 심미성이 낮은 기존 태양전지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태양전지로써 가시광 영역에서 평균 투과도 70% 이상, 셀 효율 15% 이상, 연색성 90
이상을 갖는 투명태양전지
건축물 외장재, 창호, 차장 및 온실 등 적용 대상이 다양하며, 건자재로서의 기능과 에너지 생
산설비 기능을 동시에 갖춤으로서 태양광 보급 확산 및 탄소중립에 기여 가능

에너지

⦁ 자원·에너지를 사용하는 모든 시설, 공정 등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이들의 누출(Leak)
및 비효율적인 곳을 4차산업 기술로 찾음
⦁ 기존 시설, 공정 등은 열화상카메라 등의 이동형 센서에 의해 감지되고 인공지능에 의해 모델링
되어 자원·에너지의 누출부분이 평가되며, 보완방법을 스스로 제시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추
가적으로 필요한 변수를 사용자에게 제시하여 추가적인 감지를 수행할 수 있음
⦁ 신규 시설, 공정 등은 IoT, AI 등 4차산업 기술이 적용되어 오염물질 배출, 물질 축적, 에너지
사용량 등의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감시하여 AI기반의 의사결정 체계를 통해 시스템 제어 및
관리 정보 전달 등을 수행함

에너지

⦁ 재활용 단계에서 투입된 폐기물은 IoT와 센서에 의해 폐기물의 종류와 특징을 스스로 분석하고,
학습한 정보 및 적절한 선별 기술을 취사선택하고, 시설 관리자의 피드백을 수용하는 등 폐기물
을 재활용함
⦁ 폐기물의 재활용 작업에 소요되는 에너지는 스스로 재평가하여 에너지를 최소화할 수 있고, 폐
IoT를 활용한 폐기물 고도 재활용
기물 반입량과 수요처의 요구품질 기준 등에 맞추어 에너지 소비량을 제시할 수 있음
및 모니터링 기술
⦁ IoT, 블록체인, GPS 기술 등을 활용하여 폐기물 처리 과정은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현행의 ‘올
바로시스템’에서 폐기물종류, 이동경로, 적재‧처리 용량초과 여부, 재생자원의 출처 등을 확인
(미래기술)
함
⦁ AI에 의한 폐기물 발생 추정량과 사업체의 폐기물 발생량 등록 정보간의 비교를 통해 폐기물 불
법이동, 부적정 재활용 의심사업체를 AI가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폐기물의 정보를 통해 유통 관
리가 가능함

환경

⦁ 해양폐기물, 플라스틱 폐기물, 석면 폐기물 등은 미세 플라스틱 문제, 석면 독성 등의 유해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폐기물을 안전하게 자원순환 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신소재 개발이 필요함
⦁ 대체 신소재는 석유 화학물질이 아니고 생분해가 100% 가능하며 분해된 물질은 인체 건강 및
환경 유해성이 없는 물질임
⦁ 동·식물로부터 유래된 대체 신소재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제조·생산되고, 다시 폐기
물로 되었을 때 흡수량만큼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음

환경

폐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 기술 ⦁ 폐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은 열분해 기술, 유화 기술, 가스화 기술 등이 포함되며 폐플라스틱
의 고분자구조를 분해하여 원료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수소 등의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기술
(미래기술)

환경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유해성폐기물 자원순환과 대체
신소재 개발 기술
(미래기술)

No.

기술/트렌드명

기술/트렌드 설명

세부분야

⦁ 화학적 재활용 기술은 석유화학 분야의 수요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99% 이상 고순도의 화
학물질을 생산하여야 함
⦁ 화학적 재활용 기술은 폐플라스틱으로부터 원료가 되는 수소 등의 화학물질을 생산하여 활용함
으로써 신규 화석연료의 사용을 대체하고, 이에 따라 탄소중립 체계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음
• 기존의 그린수소와 같이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순수한 원료로부터 생산된 수소의 개념에, 폐기물 자
체를 원료로 이용한 수소생산의 개념을 포함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생산
• 신재생에너지를 만드는데 필요한 물질의 순도는 수요처가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태양열발전을 위한 패널 등과 같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구조적 물질을 폐기물을
이용하여 제조하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탄소 배출량 산정모델이 있으나 실제 검증을 통해 얼마
만큼의 온실가스가 저감되어 탄소중립에 기여하였는지를 나타내는 상대적 또는 절대적 지표가 요
구됨

15

폐기물 신재생에너지 및 배출량
검증 기술
(미래기술)

16

⦁ 방사능 오염수의 거동을 평가하기 위하여 기후, 온도, 해수 순환, 염분, 강물 유입, 태양 복사
등 여러 변수가 모니터링 되어야 하며, 오염수의 거동은 동적 모델(시간의 변화에 따라)로 평가함
방사능 오염수로부터 해양생태계
⦁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거동의 모니터링 및 검증은 범지구위치 결정시스템 (GPS) 기반 휴대용 방
보존 기술
사성 핵종 분석기의 개발 및 사용, 고고도 광역 해양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등의 여러 방법이 활
(미래기술)
용될 수 있음
⦁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거동은 지리정보시스템(GIS) 등을 활용하여 지리적 정보로 시각화되어야 함

17

에너지자립형 스마트 커뮤니티
운영 기술
(미래기술)

⦁ 지속가능한 스마트 커뮤니티 인프라 구축의 구성요소인 에너지, 수자원, 폐기물 및 교통 등에
관련된 ICT기반 통합연계 및 관리기술
⦁ 커뮤니티 내 다양한 에너지원(전기, 열, 가스, 수소 등) 수요예측과 에너지원 간 전환 및 효율화
를 통해, 에너지자립 실현을 위한 종합적인 제어 및 운영기술
⦁ EaaS(Energy-as-a-Service)로 V2X(Vehicle-to-X) 기술을 활용한 커뮤니티 내 에너지자립
기반 마련 및 에너지-교통 부문 간 섹터커플링 구현

에너지

18

실시간 관제형 전력그리드
고신뢰·안전 시스템
(미래기술)

⦁ 재생에너지 실시간 관리, 제어 기술과 간헐성을 최소화시켜줄 안전한 에너지저장장치 개발 및
구축을 통한 전력그리드의 안정성 확보
⦁ 다양한 특성과 출력 변동성을 가지는 에너지자원들의 복잡운용을 잘 해줄 수 있는 시스템
⦁ D·N·A (데이터, 네트워크, AI) 기술 기반의 전력망 최적운영 시스템 기술 확보 필요

에너지

19

20

⦁ 미세먼지는 대기 중에서 화학적·물리적 과정읕 통해 형성되지만, 기본이 되는 모니터링 및 관측
환경 분석 고정밀화형 대기 다차원
이 미흡하여 원인규명이나 대응방안 수립에 한계 존재
모니터링 고도화 시스템
⦁ 정확한 실태조사와 정책 수립, 대응기술 개발을 위한 환경 다차원 모니터링 및 평가 기술 확보
(미래기술)
필요

117

버티포트 에너지공급용 최적
전원구성 및 에너지관리 기술
(미래기술)

⦁ UAM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버티포트에서 충전전력을 분산전원(신재생전원)기반의 자체 에
너지공급 시스템을 통해 안정적으로 공급받으면서, 에너지사용 최적화를 통한 전력계통 영향 최소
화 및 에너지소비 효율화를 추구할 수 있는 에너지공급, 관리 기술개발이 요구됨

에너지/환경

환경

환경

에너지

118

No.

기술/트렌드명

기술/트렌드 설명

세부분야

⦁ 해외 버티포트 콘셉트의 경우, 2.2MW급 충전기 5대 설치를 고려, 최대 11MW의 피크전력을 발
생시켜 전력계통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 피크전력 관리기술이 반드시 요구됨
⦁ 또한, UAM 충전에 사용되는 전력을 기존 화석연료 기반 생산전력이 아닌 분산전원(연료전지,
ESS, PV)기반 그린충전시스템 및 에너지관리 기술 필요

21

⦁ 리튬코발트산화물(LCO)는 전기자동차용으로 사용되기에는 용량, 매장량, 가격 및 안전성 등의
많은 한계가 있어 3성분계인 리튬니켈코발트망간 복합산화물(NCM), 리튬니켈산화물(LNO), 올
차세대 배터리 효율적 개발을 위한
리빈계 소재인 리튬철인산염(LFP), 리튬망간인산염(LMP), 스피넬계 소재인 리튬망간산화물
배터리소재 특성 예측모형 기반
(LMO)등에 대한 기술개발 진행 중
배터리 소재 조성 최적화 기술
⦁ 해외연구진에 의한 딥러닝 기반 배터리 소재 특성 분석모형이 개발되었으나 차세대배터리로 확
(미래기술)
장 필요
⦁ 이들의 안정성, 고효율 등을 동시에 만족시킬 소재 조성의 최적화를 위한 AI기반 모형 구축

에너지

22

⦁ 전력계통이 재난재해 또는 해킹 등 외부의 공격에 의해 안정성이 무너질 경우 정전의 발생으로
국가적인 경제적 손실 및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어 전력운용의 신뢰성 보장을 위한 모니
미래형 신경망계통의 에너지거래
터링 시스템을 통한 사이버보안 강화 필요
신뢰성 향상을 위한 Cyber
⦁ 스마트그리드는 향후 ‘신경망계통(neural grid)’의 형태로, 유비쿼터스 연결, 클라우드, 로봇 공
학, AI, 엣지 컴퓨팅 및 pervasive sensing을 사용하는 훨씬 더 강력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
Physical System 강화 기술
(미래기술)
어 자산 플랫폼으로 진화
⦁ 계통 현대화를 위한 최종 단계로써 기존 인프라를 완전히 성숙한 에너지클라우드 환경을 지원하
는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사이버보안 기술

에너지

23

⦁ 기후변화로 인한 예기치 않은 재난재해가 증가함에 따라 그린뉴딜의 일환인 국민안전SOC 강화
를 위한 재난복원력의 필요성 증대
⦁ 기후변화로 발생 가능한 재난, 사회·환경적 피해에 대하여 다학제적 관점(해양, 수리/수문학, 대
기, 생태학)의 전 지구 통합모형 구축을 통한 재난재해 예측
재난복원력 강화를 위한 전 지구적
⦁ 전 지구적 관점의 재난재해에 대한 모형을 통해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기술 개발을 통해
재난재해예측 모델링 기술
SOC 복원력(resilience) 증대
(미래기술)
⦁ 자연재해모델이 결합된 도시규모분해능 지구시스템모델에 기상·기후통합 예측결과를 입력자료로
사용 다양한 시간규모에서 자연재해 사전예측이 가능한 시스템과 자연재해 피해 최소를 위한 영
향 평가 및 대응책 마련 정책과 연계될 수 있는 기술, 사용자 특화 지역 혹은 도시에 최적화한
3차원 자연재해 사전 예측 결과 표출 기술 포함

환경

24

V2x 기술을 통한 이동형
전력저장장치의 가상발전소(VPP)
및 전력서비스 활용기술
(미래기술)

⦁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증대에 대응하여 전력저장장치로서 계통연계를 통해 피크저감 및 전력품질
향상에 기여하며 FR, VR 등을 통한 보조서비스 참여, 전력 수요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통합적으로 관
리하는 가상발전소(VPP)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와 계통 간 양방향 전력 송수신 제어, arbitrage 및 전력
거래를 통한 수익 창출 등이 가능
⦁ V2V, V2M(vehicle-to-mobile, motorcycle), V2P (vehicle-to-

에너지

No.

기술/트렌드명

기술/트렌드 설명

세부분야

pedestrian)등
이동형
전력저장장치로써
확장성
및
활용성이
높아
EaaS
(Energy-as-a-service)로 활용가능
⦁ 이를 위해, 전기차 배터리의 활용가능 자원의 이용가능 잠재량(에너지, 주파수, 전압)의 산출 및 예측치에
대한 오차 최소화하는 알고리즘, 중앙관제시스템에 의한 양방향제어를 위한 OCPP 기술, 통신프로
토콜(ISO/IEC 15118) 등의 핵심기술 요구

25

26

순환경제형 생산기술
(미래기술)

⦁ 폐PET용기를 재활용하여 다시 PET용기로 만든다면 무한반복형 자원순환이 가능한데 이를 ‘닫
힌 고리형(Closed-loop) 자원순환’이라 하며 순환경제를 실현하는 대안으로 부각
⦁ 판매한 제품으로부터 새로운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Inverse
Manufacturing System)
⦁ 폴리머를 해중합하여 모노머 상태의 원료물질로 환원하는 기술, 전기전자제품 등 다수의 부품으
로 조립되는 제품은 폐제품으로부터 재사용 부품과 물질 재활용 부품을 자동으로 분해‧선별하
는 로봇 기술, 재사용 부품의 수명주기 관리기술, 조립과 분해가 모두 용이한 양립성 설계 기술,
물질 재활용 기술, 금속류의 재활용을 방해하는 트램프 원소 관리 기술, 제품의 세대별로 공용
할 수 있는 핵심 부품의 (규격) 표준화 기술 등이 요구됨

⦁ 핵변환 기술이란 핵반응을 이용해 한 핵종을 다른 핵종으로 바꾸는 기술
사용 후 핵연료 핵변환(Nuclear ⦁ 사용 후 핵연료 속에 포함된 반감기가 매우 긴 핵종을 가속기 등을 활용하여 핵반응을 일으키
Transmutation) 기술
고, 이를 방사능이 없는 핵종으로 변환시키는 기술
(미래기술)
⦁ 핵변환 기술은 단순히 사용 후 핵연료 처분뿐만 아니라 물리학, 화학 등 과학과 공학 전반의 획
기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

환경

에너지

27

초장수명 전력공급이 가능한 소형
⦁ 모바일 및 분산형 기기, 또는 극한 환경에서의 활용을 위한 소형 원자력배터리
원자력배터리 기술
⦁ 수년 이상의 수명을 갖고, 방사선 안전 문제를 해결하여 상용 목적으로 활용
(미래기술)

28

광범위한 방사능 환경 오염에 대한 ⦁ 국내외 방사선 사고시 오염된 동식물 등의 환경 제염기술
신속하고 안전한 제염기술
⦁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신속하고 안전한 제염을 위한 무인 기술
(미래기술)
⦁ 제염 중 발생하는 대량의 2차 폐기물 처리 기술

29

⦁ 기존의 대형 원자력발전소에 비해 작은 규모에서 오는 경쟁력을 통해 전력생산의 중추적 역할
경제성과 안전성을 혁신적으로
수행
향상시킨 중소형 원자력발전 기술 ⦁ 혁신 안전장치와 모듈화 공법, 첨단 운영기술을 접목하여 경제성과 안전성을 강화
(미래기술)
⦁ 물을 냉각재로 사용하는 경수형 노형 이외에도 가스냉각, 용융염냉각 등 목적에 따라 다양한 개
념의 원자로의 등장이 예상

에너지

⦁ 에너지 분야에서 탄소중립의 핵심인 전기화를 위하여, 전력생산 뿐만 아니라 수소생산, 에너지
저장이 가능한 다용도 원자력시스템의 개발
⦁ 고온증기 수전해 기반 또는 열화학 분해 기반 수소생산 원자로 기술

에너지

30
119

탄소중립 전기화 달성을 위한
다용도 원자력시스템
(미래기술)

에너지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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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31

32

33

34

35

36

기술/트렌드명

기술/트렌드 설명

세부분야

사용 후 핵연료 부피 및 독성
감소를 위한 미래 원자력시스템
(미래기술)

⦁ 사용 후 핵연료로 재순환하여 미래세대의 부담을 경감하는 파이로처리와 연계한 소듐냉각고속로
기술
⦁ 상용원전에서 발생된 사용 후 핵연료로부터 연료물질과 독성물질을 회수·분리하고, 이를 고속중
성자를 이용한 원자로에서 연소하여 최종 폐기물의 부피와 독성을 감소시키는 기술
⦁ 기존 습식재처리 방식에 비해 고순도(핵무기급) 플루토늄이 회수 불가능(핵확산저항성 우수)하고
방사성폐기물 발생량이 적으며 경제성이 높은 독자 기술

에너지/환경

지속가능한 친환경 중력에너지
개발 기술
(미래기술)

⦁ 중력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중력에너지 저장 장치 및 위치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변환하여 에
너지를 발생시키는 장치
⦁ 중력에너지를 활용 시 지역과 상관없이 효율이 상당하며 친환경적이고 지속적인 에너지 생산이
가능하지만 중력의 원리와 특성을 완벽하게 해결해야 하는 기술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예로 고층 크레인에서 중력에 의한 콘크리트 블록의 상하 운동과 지하에 저장된 물에 피스톤의
운동을 통해 에너지 발생

에너지

⦁ 지진발생 시 구조물 전체를 들어올려 지반과 완전한 격리로 지진동의 전달을 차단하여 피해 발
지진동을 완벽히 차단하는 자기장
생을 억제하는 면진 장치를 개발함
기반 면진 시스템 장치 개발 기술
⦁ 지진발생 시 자기장으로 인하여 구조물 전체를 들어 올려야하기 때문에 강한 자기장 발생과 강
(미래기술)
력한 전력 저장 장치를 개발해야 면진 시스템 장치의 구현이 가능함

환경

재생에너지 전력저장을 위한
해수농도차 배터리 기술
(미래기술)

⦁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해수를 고농도 염수와 저농도 담수로 분리하여 에너지를 저장
⦁ 탱크용량에 따라 저장용량이 결정되기 때문에 대용량 장주기에 유리하고, 해수를 이용하므로 친
환경적이며 폭발 가능성 제로
⦁ 특히 해상풍력과 연계한 ESS로 활용도가 매우 높으며, 염분차 발전기술과의 결합으로 확장성이
높음

에너지

다종 연료전지 복합플랜트 기술
(미래기술)

⦁ 단기 및 장기적인 출력변동을 위한 2종 이상의 연료전지 복합발전시스템
⦁ 높은 부하변동성과 낮은 효율의 고분자전해질형 연료전지와 낮은 부하변동성과 높은 전기효율을
가진 고온연료전지와의 복합을 통해 빠른 부하변동과 상대적으로 높은 전기효율의 장점을 갖춘
연료전지 복합발전시스템
⦁ 2종 이상의 연료전지의 기본제품을 다수 병력설치하고, 운전중 예방정비를 통해 연 이용률 및 가
동률을 99% 이상 구현할 수 있는 발전시스템

에너지

수소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암모니아 활용기술
(미래기술)

⦁ 암모니아는 수소의 저장수단 및 경제적인 운송에 최적이며, 연료전지의 연료로 사용하여 전기
생산이 가능하므로 수소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기술임
⦁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국가를 중심으로 그린 및 블루 암모니아의 대량생산과 유통을 위한 인프
라가 구축되고 있으며, 일본은 중동에서 수입한 그린암모니아를 이용하기 위한 대형 수소엔진과
수소터빈을 개발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경제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분리기술 및 암모니아를 연료로 사
용하는 고온연료전지의 개발(전극소재기술)이 필요함

에너지

No.

기술/트렌드명

기술/트렌드 설명

세부분야

37

⦁
장주기적 전력저장을 위한 대용량
고온이차전지 기술
⦁
(미래기술)
⦁

전력을 장주기적 용도에 맞도록 저장할 수 있는 Na-Ni, 금속-산소, Redox 방식 등 대용량 중
온-고온형 2차전지 기술
50-100MW급 태양광과 풍력발전과 병설하여 간헐적 전력공급 및 수요의 균형 및 안정화 구현
상태진단기술을 접목하여 전지의 수명과 용도 및 안정성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기술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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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수요에 대응하여 출력을 조절할 수 있는 60% 이상 고효율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SOFC)
재생에너지 융·복합 발전을 위한 ⦁ 빅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운전제어능력을 장착하여 재생에너지의 공급과 전력수요간의 차이를 보
출력변동형 대용량 고체산화물
정할 수 있도록 출력을 변동시킬 수 있는 연료전지로 필요시 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PEMFC)와
복합된 고효율 연료전지
연료전지 기술
⦁ 마이크로그리드의 전력 안정화에 기여하면서, 이웃 간 거래 등 에너지신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미래기술)
상용제품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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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수소 및
항공연료를 생산하는(P2G)
고체산화물 고온 수전해(SOE)
융·복합 시스템
(미래기술)

⦁ 80% 이상의 효율로 일일 1ton 이상(480kW)의 수소를 kg당 3,000원 이하로 생산하여 수소스테
이션 및 수소생산 플랜트에 활용할 수 있는 고체산화물형 수전해 기술
⦁ CO2 포집 기술과 융·복합 시 메탄, 에탄 및 항공연료를 생산할 수 있는 융복·합 플랜트형 탄소
자원화 및 탄소중립화 기술
⦁ 장기적으로(4세대) 원자력 발전소의 고온스팀을 활용하여 초저가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수전
해 기술

에너지/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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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환경(실외, 실내, 작업환경, 교통수단 등)의 오염도와 환경인자가 반영되고 실시간으로
오염도와 환경인자를 종합한 지역
표출하여 주변환경의 유해정도를 절대값으로 제공하며 초단기 예측결과를 제공하는 시스템
혹은 장소의 인체유해성 제공
⦁ 알려진 오염물질 이외에도 향후 예상되는 오염물질 및 환경인자(기상, 교통조건 등)를 포함하고
주변환경의 오염도 정보를 절대량으로 제공하여 일기예보와 같이 외부일정에 추가적인 정보를
시스템
제공하는 기술
(미래기술)
⦁ 분단위로 정보제공, 지수변동 주요원인 분석결과 제공 등 기타 생활환경 서비스 제공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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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을 광원으로 하여 낮 동안 입자 및 가스상 오염물질의 연직분포를 관측하고 지표면 기상
태양광을 광원으로 하여 국지적인
자료와 연계하여 주변영향을 파악하는 시스템
지역의 오염물질 상층분포 관측
⦁ 태양위치 추적시스템을 장착하고 파장별 다중슬릿 구조를 통해 낮 동안 환경기준성 오염물질의
시스템
국지적인 공간분포를 파악
(미래기술)
⦁ 다양한 인공위성 정보와 결합하여 인공위성의 정확도 검증에도 활용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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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대기질에 가장 영향이 큰
대형 점, 선, 면오염원에 대한
개별 배출원별 감시체계 기술
(미래기술)

⦁ 초고해상도 분광기(화상카메라) 기반의 대기오염물질 측정
⦁ 국가별 배출저감 추진과 국가 간 영향 산정 및 지구적규모 감축방향 수립에 활용
⦁ 드론 및 이동형 장치에 장착되어 배출물질 추적에 활용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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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해상도(1km 이내) 새로운
통합형 탄소순환 복합
관측·모의·진단 시스템

⦁ 우리나라는 탄소순환에 대한 관측기반 감시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구시스템
모델을 이용한 상세 탄소순환 모의 연구가 거의 전무
⦁ 탄소 배출 및 흡수를 위성으로 관측하는 기술과 IoT 기반 인공위성 관측, 항공 관측, 무인항공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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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기술/트렌드명

기술/트렌드 설명

(미래기술)

및 드론 관측, 지상관측 등 복합 관측망 구축 기술 개발 필요
⦁ 현실적인 탄소순환을 포함하는 지구시스템모델링을 통한 탄소순환 모의 및 진단 시스템 개발
(산림, 토양, 해양 흡수과정 상세 모의 포함) 및 탄소순환 포함 지구시스템 모델 기술, 탄소순환
자료 동화 기술, 다양한 통계 기법 (AI 포함)에 기반을 둔 진단 기술 포함

세부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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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순환 및 주요 생지화학 과정, 생태계 모델을 포함하는 지구시스템 모델 개발 (대기·해양·지
면·빙권·생태계·생지화학 과정 결합 수치모델)
단기 및 장기 지역기후 변화
⦁ 현재 슈퍼컴퓨터 성능과 모델링 기술로는 불가능한 구름 물리 분해능 및 도시규모 과정 분해능
전망을 위한 도시규모 과정 분해능
(~1km) 지구시스템모델링 기술 포함하며 초고해상도 대규모 앙상블 단기 (수십 년 시간 규모)
지구 시스템 모델링 기술
및 장기 (수백 년 시간 규모) 기후 변화 전망 생산 기술 포함
(미래기술)
⦁ 전 지구 모델을 이용한 상세 지역기후 변화 정보 생산 및 이를 통해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
후 변화에 대한 상세 지역 정보 생산과 도시규모 과정을 모델에 포함시켜 도시화 효과가 미래
기후변화에 미칠 수 있는 영향 평가 가능

환경

45

달, 화성 등 현지 자원을 활용한 ⦁ 달, 화성 등에서 장기 유인 우주 탐사에 필요한 산소, 물 등을 현지 자원을 이용하여 생산하는
산소, 물 및 로켓의 연료 생산
기술
⦁ 화성의 현지 광물과 대기의 물질들을 이용하여, 로켓의 추진제로 사용 가능한 추진제(메탄 등)와
기술
(미래기술)
산화제인 산소 등을 생산, 활용하는 기술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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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열 기반 화학
(유망기술)

47

저탄소시멘트
(유망기술)

48

온라인 쇼핑 쓰레기를 줄이는
녹색포장 기술
(유망기술)

- 태양광을 사용하여 이산화탄소를 다른 필요한 화학물질로 변환함으로써 이산화탄소 배출 및 기후
변화에 기여. 최근 이산화탄소의 탄소와 산소를 분리하는 광촉매 개발

환경

- 시멘트 제조를 통해 전 세계 총량의 8%인 상당한 양의 이산화탄소가 생성

환경

- 자연환경에서 완전분해가 되는 친환경 생분해성 플라스틱 등으로 가공/생산된 포장재를 활용하는
기술

환경

부 록

부록7

유망신산업 후보 분야 발굴 2차 회의 결과

기계/건설/교통 분야
① 기계 분야
상위계획
기술/산업 리스트

제안된 분야명

상위계획명
(주관부처 및 발표일)

[산업화/상용화 시기: 5~10년]

･
･
･
･
･
･
･
･
･
･
･

수소기반 UAM용 추진시스템
무인기용 친환경･초경량 고성능 추진동력원
웨어러블 로봇
휴먼(신체)증강기술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
차세대 이동

･ UAM(Urban Air Mobility)

･ eVTOL(electric Vertical Take
Off & Landing)
원격관제 및 자율주행 통합 스마트 전기차량
･
MaaS(Mobility as a Service)
(로봇) 시스템 개발기술
원격관제 및 자율비행 통합 전기식 수직이착륙
비행체(로봇) 시스템 개발기술
슈퍼 2차 전지(초경량, 대용량,고수명)
수송용 차세대 에너지저장/발전 시스템 기술
고 안전/신뢰 자율주행시스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K-UAM) 로드맵
(관계부처 합동, ’20.5.)

･ 돌봄로봇

[산업화/상용화 시기: 10년 이후]

･ 대규모 수송용 Air Travel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
･ 우주비행체분야
･ 빅데이터, 영상처리 분야
･ 사용자 동작의도 사전인식 근력보조 및 근력
강화용 웨어러블 로봇기술
･ 친환경 전기추진 도심항공시스템-UAM

･ 웨어러블로봇
･ 의료 분야 로봇
･ 물류 분야 로봇
･ 제조로봇

2021년 지능형로봇 실행
계획
(관계부처 합동, ’21.4.)

･ 서비스로봇
･ 자율주행 여객
･ 자율주행 화물배송
･ 자율주행 안전기술

제1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21~’25)

･
･
･
･

우주발사체
우주비행체

제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
(2018-2040)

인공위성
액체엔진

2021년도 우주개발 진흥 시행계
획(관계부처 합동, ’21.1.)

(국토부, ’21.6.)

123

차기 성장동력 발굴･선정 방법론 연구

② 건설교통 분야
상위계획
기술/산업 리스트

제안된 분야명
[산업화/상용화 시기: 5~10년]

･ 지상교통과 미래 항공교통이 연계된 고정밀
다차원 MaaS 체계 구축
･ AI 로봇 기반 사용자 맞춤 생활환경 조성 시스템
･ 디지털 트원 시티
･ 스마트홈
･ 저비용 SOC 시설물 유지관리시스템

[산업화/상용화 시기: 10년 이후]

･ 디지털 트윈 시티 플랫폼 및 관제 기술
･ 에너지, 환경 위험 걱정 없는 도시

124

･
･
･
･
･
･

상위계획명
(주관부처 및 발표일)

스마트시티
데이터/AI 기반 미래도시
디지털 트윈
허브플랫폼
스마트 IoT
초대규모 실시간 IoT 인프라 및
네트워크 기술

제3차 스마트도시
(2019~2023)

종합계획

(국토부, ’20.5.)

･ 스마트 모빌리티
･
･
･
･

자율주행차
드론

(2021-2040) 제2차 국가기간
교통망계획(안)

UAM
통합관제

(교통연구원, ’21.5.)
2차 공청회 자료

･
･
･
･
･
･

돌봄로봇
웨어러블로봇
의료 분야 로봇
물류 분야 로봇
제조로봇
서비스로봇

2021년 지능형로봇 실행계획
(관계부처 합동, ’21.4.)

부 록

생명/바이오 분야
상위계획
기술/산업 리스트

제안된 분야명

상위계획명
(주관부처 및 발표일)

[산업화/상용화 시기: 5~10년]

･ 스마트팜 및 유전자편집 기술을 활용한 기후변화
대응/고기능성 작물 개발
･ 바이오매스/나노기술을 이용한 플라스틱 대체
및 생체이용소재 개발
･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을 활용한 혁신치료제 개발
･ 석유계 플라스틱을 대체할수 있는 천연고분자
계 플라스틱소재 및 이용기술
･ 유전질환을 근본적이고 효율적으로 치료하는
맞춤형 전자치료제 기술
･ 대체육 개발 기술
･ 신품종 개발 및 육성 기술
･ 지역사회 스마트헬스케어
･ 세포공장 활용 소재생산 기술
･ 감염병 예측 및 대응체계 구축
･ 핵산치료제개발기술
･ 생체정보기반 헬스케어 예방/관리/진단 통합의료
시스템
･ 의료 인공지능 진료 솔루션
･ AI기반 질병 예측 시스템
･ 데이터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 현장 진단 검사

･ 차세대 식품시장 선점을 위한 대체
식품(식물기반대체식품, 배양육 등)
･ 친환경 플라스틱
･ 생명체 자원 에너지화
･ 폐자원 에너지화
･ 합성생물학 활용 생산
･ 미생물 활용 생산
･ 바이오기술의 융합과 혁신을
･ 오믹스 활용 진단･치료
선도하기 위한 바이오연구
･ 행동･생체 데이터 활용 진단
개발 고도화 전략
(관계부처 합동, ’20.11.)
･ 빅데이터 기반 효능 검증
･ 디지털 헬스케어
･ 사물인터넷 활용 작물관리
･ 2021년도 생명공학육성시행
･ 첨단 융복합 의료기기
계획
･ 인공지능 활용 신약개발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 차세대 디지털 육종
’21.3.)
･ 반도체 활용 바이오센서
･ 소프트웨어 활용 치료기술
･ 3차원 생체조직칩
･ 원헬스 기반 전염병 확산 조기대응
･ 미생물 기반 친환경 비료, 토양오염
진단･복원
･ 휴대용 약물 진단기기

･
･
[산업화/상용화 시기: 10년 이후]
･
･
･ 합성생물학 및 유전자교정 기술을 이용한 항암
･
/유전자치료제 개발
･
･ 뇌질환의 기전 규명을 위한 계산뇌과학 기반
･
뇌 시뮬레이션 기술
･
･ AI 기반 병해충 진단 및 방제 기술
･
･ 유전체 및 장내미생물 기반 맞춤형 영양케어
･
･ 개인맞춤형 조직재생진단/치료기술
･
･ 웨어러블 진단 및 치료기
･
･ 신경정신질환 헬스케어
･
･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합성생물학 활용 천연화합물
인체지방 활용 의료기기
3차원 생체 조직칩
지능형 식물공장
마이크로바이옴
합성생물학
유전자편집
바이오 이미징
오가노이드
단일세포 분석
바이오칩
유전자･단백질 합성
인공세포 제작

･ 바이오기술의 융합과 혁신을
선도하기 위한 바이오연구
개발 고도화 전략
(관계부처 합동, ’20.11.)
･ 2021년도 생명공학육성시행
계획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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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전기/전자 분야
상위계획
기술/산업 리스트

제안된 분야명

[산업화/상용화 시기: 5~10년]

･
･
･
･
･
･
･
･
･
･
･
･
･
･
･
･
･

초 실감 확장 현실 기술
자율 지능형 보안
초소형 지능형 반도체
확장현실(eXtended Reality; XR) 분야
자율형 로봇 분야
양자정보분야 (양자컴퓨팅)
양자정보분야 (양자센싱)
메타버스 구현 및 서비스
블록체인 구축 및 서비스 운용
디지털트윈
메타버스
차세대 인공지능
메타버스 및 디지털트윈
메타버스
저전력 전력 반도체
경량 인공지능 반도체
융합센서

[산업화/상용화 시기: 10년 이후]

･
･
･
･
･
･
･
･
･
･
･

초고속 신뢰기술
장애보조(휴먼증강) 기술 분야
양자정보분야 (양자네트워크)
양자컴퓨팅 소･부･장 개발 및 상용화
디지털 정밀 의료
디지털 인지-공감 기술
양자정보
뉴로포믹 반도체 기술
저궤도 위성용 SAR 기반 실시간 전파영상 기술
배터리-free 에너지 스캐빈져 센서
저궤도 위성용 서브 테라헤르츠 W급 GaN
증폭기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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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계획명
(주관부처 및 발표일)

･ 돌봄로봇
･ 웨어러블로봇
･ 서비스로봇

2021년 지능형로봇 실행계획(관
계부처 합동, ’21.4.)

･ 차세대 전력 반도체
･ 인공지능 반도체
･ 첨단 센서

종합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
K-반도체 전략
(관계부처 합동, ’21.5)

･ 양자컴퓨팅
･ 양자통신
･ 양자센서

양자기술 연구개발 투자전략
(안)(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21.4)

･
･
･
･

디지털 트윈 활성화 전략
(관계부처, ’21.9)

디지털 트윈 가상화 기술
디지틀 트윈 동기화 기술
디지틀 트윈 모델링&시뮬레이션
연합 디지털트윈기술

･ 인공지능반도체
･ 차세대 AI
인공지능 국가전략
･ 제조, 바이오, 의료, 물류 등 분야별 (관계부처, ’19.12)
AI 도입
･
･
･
･

지능정보 보안플랫폼
비대면·디지털보안 핵심 기술
물리보안 산업
디지털 보안 산업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
(국가안보실, ’19.4)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
(관계부처, ’19.9)
K-사이버방역 추진전략
(관계부처, ’21.2)

･ 돌봄로봇
･ 웨어러블로봇
･ 서비스로봇

2021년 지능형로봇 실행계획
(관계부처 합동, ’21.4.)

･ 뇌과학
･ 의료기기
･ 헬스케어서비스

바이오헬스 R&D 투자전략
(과기부, ’19.12)

･ 정밀의료
･ 바이오헬스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
(관계부처, ’19.5)

･
･
･
･

제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
(2018-2040) 2021년도 우주
개발 진흥 시행계획(관계부처
합동, ’21.1.)

우주발사체
우주비행체
인공위성
액체엔진

부 록

에너지/환경 분야
① 에너지분야
※ 차세대 전략망 운영, 섹터커플링, VPP, DR 등 계통운영 관련 아이템들은 상위계획에 정확히 매칭되는
예시가 없음
제안된 분야명
[산업화/상용화 시기: 5~10년]

･
･
･
･
･
･
･
･

상위계획
기술/산업 리스트
* 디지털화(디지털화 기반
효율 최적화), 그린서비스

차세대 전력망 운영*
섹터커플링 융복합 서비스*
** 풍력(풍력 대형화)
통합발전소(VPP)*
풍력발전**
에너지저장장치(이차전지)****
*** 수소(수소 전주기 기술
전력계통 운영기술*
확보), 그린수소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및 운영기술*
재생에너지와 수소 기반의 그린에너지
기술***
**** 이차전지, ESS

상위계획명
(주관부처 및 발표일)

비고

･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
(관계부처 합동, ’21.4.)
별도 분야명
･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제안 필요
(관계부처 합동, ’20.12.)
･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
(관계부처 합동, ’21.4.)

現 분야명
검토 필요

･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
(관계부처 합동, ’21.4.)
･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관계부처 합동, ’20.12.)

現 분야명
검토 필요

･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관계부처 합동, ’20.12.)

現 분야명
검토 필요

･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관계부처 합동, ’20.12.)

現 분야명
검토 필요

[산업화/상용화 시기: 10년 이후]

･ 에너지 저장기술 고도화 분야
･ 이차전지
･ 배터리 소재 및 운용 기술

･ 이차전지, ESS

② 환경 분야
※ 자원순환, 기후･환경 예측, 지구 시스템 예측･모니터링 관련 아이템들은 상위계획에 정확히 매칭되는 예시가 없음
제안된 분야명
[산업화/상용화 시기: 5~10년]

･
･
･
･

넷제로(Net-zero)형 자원순환
그린시멘트(Green Cement)*
순환경제
기후·환경 예측

[산업화/상용화 시기: 10년 이후]

･ 그린철강(Green Steel)*
･ 지구 시스템 예측･모니터링
･ 친환경 산업공정**

상위계획
기술/산업 리스트

상위계획명
(주관부처 및 발표일)

비고

* 철강･시멘트

･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 별도 분야명
(관계부처 합동, ’21.4.)
제안 필요

* 철강･시멘트

･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
(관계부처 합동, ’21.4.)

-

별도 분야명
제안 필요

** 산업공정 고도화
･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
(산업공정 효율 극대화)
(관계부처 합동,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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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후보분야별 세부정보
1. 기계건설교통 분과
분야화 제안 결과
ㅇ 산업화/상용화 시점 : 5∼10년 이내
① 제안 분야명 : 수소기반 UAM용 추진시스템
구분
분야를 구성하는 선정기술*

주요 내용
- 원격조종 및 자율운항 지원 친환경 전기추진식 항공기 기술
(수소기반 친환경 UAM용 3가지 추진계통)
1. 소형 항공기 경우, 배터리 기반 All Electric 추진시스템
- 2차전지 및 전기모터 추진
2. 10~20인승급 중형항공기 경우, 수소연료전지 기반 시스템
- 수소연료전지 및 전기모터 추진
3. 100인승급 항공기 경우, 수소 연소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
- 수소 연소 엔진(반켈형) 및 전기모터 추진

분야 개요**

< 반켈 Apex seal 2만 시간 내구성 >
출처: Steven R.King, Durability of Natural Gas Fueled Rotary Engines, SAE 870448

(비행시간 및 운송량 증가)
- 대부분 배터리-모터 드론은 비행시간이 최대 30분 정도임.
소형 항공기 엔진 적용 시 비행시간, 거리, 적재량이 획기적으로 증가됨
파생될 수 있는 제품/서비스

제안 사유

(다양한 모빌리티 동력원)
(휴대용 발전기)
- (수소경제)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을 제시함
- (수소기반 항공 추진시스템의 운항 거리 확대 및 대형화 실현) UAM의 경우 상대적
으로 기술 성숙도가 높은 배터리 기반 시스템이 우선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대용량/장거리용으로 수소연료전지 및 배터리 대체 가능한, 저렴하고 위험성이 낮은
장거리 모빌리티용 수소 친환경 동력 발생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함

* 제안한 분야를 구성할 때 사용한 선정기술명
** 분야의 대략적인 정의/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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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② 제안 분야명 : 자율비행 통합 전기식 수직이착륙 비행체(로봇) 시스템 개발기술
구분

분야를 구성하는 선정기술

분야 개요
분야에서 파생될 수 있는
제품/서비스
제안 사유

주요 내용
-

완전 자율 비행이 가능한 화물 및 여객 운송용 친환경 수직이착륙 비행체 기술
원격조종 및 자율운항 지원 친환경 전기추진식 항공기 기술
Delivery Drones
에너지 변환용 희토류-Free 영구자석 기술
(2차전지 및 연료전지 기술군 포함)

- 자율비행 및 원격관제가 가능한 전기추진식 수직이착륙 비행체(로봇)로 산업계 다양
한 분야의 무인항공 운송/배송/탑승 서비스에 활용가능
- (제품) 전기식 수직이착륙 비행체(로봇)
- (서비스) 무인 항공운송/배송/탑승 서비스
- 원격관제 및 자율비행기능을 보유한 전기식 스마트 수직이착륙비행체(로봇)의 경우
산업계 다양한 분야의 무인지상 운송/배송/탑승 서비스에 활용가능 판단

③ 제안 분야명 : 무인기용 친환경·초경량 고성능 추진동력원
구분
분야를 구성하는 선정기술

주요 내용
- 완전 자율 비행이 가능한 화물 및 여객 운송용 친환경 수직이착륙 비행체 기술
(정속 운전형 반켈 동력기)
- 경량 고출력 반켈시스템을 활용한 추진동력원
- 고정 회전수(rpm) 작동 및 토크 제어로 발전량이 가변됨
- 정속운전으로 seal 내구성 50%이상 증가
- 다양한 연료 적용이 가능하며, 특히 가스상 연료(수소 등)에 유리함

분야 개요

(출력 대응 유리)
- 단위 모듈(1rotor) 적층(stack) 시, 배수로 출력 증가
(예. 150마력 4개 적층 = 600 마력)
- 다수의 적층 엔진을 발전기와 직·병렬로 연결 가능하여 비행체 적용
자유도가 높음.
(체공시간 증가)
- 경량 고출력 반켈시스템은 기존 왕복동 대비 무게당 출력 비율인
비출력(kW/kg)이 2배 이상임
- 반켈 발전기로 동력 공급 시, 연료전지 동등한 효율로 기준 비용은 약 50% 절감되고,
배터리 대비 비행거리는 약 5배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D사 드론용 연료전지 기준)

- 버스 및 대형 트럭 등 대형차량용 보조 발전기
파생될 수 있는 제품/서비스 - 직렬형 하이브리드 자동차
- 마이크로 그리드 에너지 발전 (CHP, GHP 열병합 시스템 등)

제안 사유

(배터리 용량 증대 한계점)
- 리튬이온배터리 에너지 밀도는 한계값이 존재함.
- 대형화할수록 배터리 무게로 인한 전기에너지소비 상승은 불가피함
- 소재 고갈 및 폐배터리 처리 문제 발생함
- 충전시간 단축이 요구됨
(고가의 연료전지)
- 동급 배터리 드론(최대이륙총중량) 대비 약 10배 비쌈
- 높은 제어성(스택 0∼100℃ 유지, 물 제어) 요구 및 생산전력을 산소 압축기(10%),
온도제어(20%)에 소모됨

참고자료 : Samjong INSIGHT, Vol. 70ᆞ
2020, 삼정KPMG 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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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안 분야명 :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
구분
분야를 구성하는 선정기술
분야 개요
파생될 수 있는 제품/서비스

제안 사유

주요 내용
- 고정밀지도 제작 기술
- 미래 자율주행, 드론에 의한 배송, 라스트 마일 등으로 기술 전개가 진행될 경우에
고정밀지도는 필요불가결
- (제품) 자율주행, 로봇 택시, 무인 트럭 운송
- (서비스) 대규모 플랜트 공사시, 대형구조물의 이동 경로 시뮬레이션 제공
- 현재의 고정밀 지도는 향후 진행될 다양한 산업(자율주행, 로봇 택시 등)에 필요한
기반 기술이며 도로 상황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기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초정밀 지
도의 구축 필요

⑤ 제안 분야명 : 원격관제 및 자율주행 통합 스마트 전기차량(로봇) 시스템 개발기술
구분

분야를 구성하는 선정기술

분야 개요

파생될 수 있는 제품/서비스
제안 사유

주요 내용
-

교통약자를 위한 Level 4 자율주행 자동차
초고속 무지연 통신기반 원격 완전자율주행(level5) 기술
자율주행 고도화를 위한 차량 제어 기술
AI 예지보전 기반의 차량 자가진단 및 유지관리 기술
스마트 무인 자동 주차 시스템
주차장용 전기차 충전 자율주행 로봇
고정밀지도 제작 기술
(2차전지 및 연료전지 기술군 포함)

- 초고속 무지연 통신 및 고정밀지도 기반 완전자율주행(Level 5)
- 친환경에너지(2차전지, 연료전지)를 사용
- 자가진단 및 유지관리 기능보유 (자동주차, 자동충전기능 포함)
- (제품) 스마트 차량(로봇)
- (서비스) 무인 지상운송/배송/탑승 서비스
- 원격관제 및 자가진단기능을 보유한 완전자율 스마트차량(로봇)의 경우 산업계 다양
한 분야의 무인지상 운송/배송/탑승 서비스에 활용가능 판단

⑥ 제안 분야명 : 고 안전/신뢰 자율주행시스템
구분

분야를 구성하는 선정기술

분야 개요
분야에서 파생될 수 있는
제품/서비스
제안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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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자율주행 고도화를 위한 차량 제어 기술
교통약자를 위한 Level 4 자율주행 자동차
고정밀지도 제작 기술
초고속 무지연 통신기반 원격 완전자율주행(level5) 기술
AI 예지보전 기반의 차량 자가진단 및 유지관리 기술
스마트 무인 자동 주차 시스템

- 지속적으로 발전이 요구되는 자율주행자동차 분야에서의 안전 및 불안에 대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완성도를 높이는 고신뢰성 및 고안정성에 관련된 기술분야
- (서비스) 자율주행 차량공유, 자율주행 기반의 라스트마일 딜리버리 서비스
- 자율주행자동차 및 다양한 차세대 교통이동수단에서의 자율주행에 관련된 기술은 지
속적으로 개발이슈를 가지고 도전해야할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유
망한 신산업으로 보임

부 록

⑦ 제안 분야명 : 웨어러블 로봇분야
구분

주요 내용

분야를 구성하는 선정기술

- 근로자 및 군사의 근력강화용 웨어러블 로봇, 장애인 및 고령자의 근력보조용 의복형
자가발전 로봇, 초슬림 오감 수트로 교감·제어되는 원격 작업 아바타 로봇,

분야 개요

- 웨어러블 로봇은 입는 로봇 또는 착용형 로봇으로 불리며 인간의 운동 능력과 근력을
보조·증강시키기 위해 인체에 착용해 동작하는 로봇으로, 신체와 완전히 분리되지 않
은 상태에서 독립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사람의 동작에 맞춰 기능 수행

분야에서 파생될 수 있는
제품/서비스

- (제품) 군사용 외골격 로봇, 의료·재활용 웨어러블 로봇, 산업 현장웨어러블 로봇, 운
동·레저용 웨어러블 로봇, 재난방재용 웨어러블 로봇
- (서비스) 로봇슈트대여, 무릎보조로봇대여, 허리보조 착용로봇대여, 생활지원착용로봇
대여

제안 사유

- 글로벌 웨어러블 로봇 시장은 2017년 5억2800만 달러(약 6252억원)에서 2025년
83억 달러(약 9조8000억원)로 연평균 41% 고성장이 예상

⑧ 제안 분야명 : 휴먼(신체)증강기술
구분

주요 내용

분야를 구성하는 선정기술

- 초강력 인공 근육섬유 소재 기술, 암호화된 개인신체정보 활용한 3D·4D 프린터 기반
인체기관 제작기술, 표적지향성과 약물전달성 및 바이오센싱 기능을 동시에 가지는
생체적합성 나노소재 기술

분야 개요

- 인간능력 향상을 위한 융합기술

분야에서 파생될 수 있는
제품/서비스

- (제품) 3D프린팅기반 의료용 보조재(임플란트, 인공뼈), 인공청각 (Ear Bionics), 바이오
닉 의수·의족, 뇌-기계 인터페이스, 인공시각 (Vision Bionics), 직물형 스파이더맨
인공근육슈트기술(소프트 엑소슈트 Soft Exosuit), 나노바이오소재기반 인공근육
- (서비스) 뇌신호 측정 헤드셋, 뉴로피드백 (Neuro Feedback), - 3D프린팅기반 개
인 맞춤형 의료용 보조재 제조서비스, 인공근육 활용 운동 레저시비스

제안 사유

- 2025년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잔국들의 초고령화 시대 개
인형 의료보조재, 인공근육 서비스시장의 확대 예상

⑨ 제안 분야명 : 수송용 차세대 에너지저장/발전 시스템 기술
구분

주요 내용

분야를 구성하는 선정기술* 분야 개요**
분야에서 파생될 수 있는
제품/서비스
제안 사유

전기자동차용 교환할 필요가 없는 장수명 슈퍼전지 기술,
리튬금속 배터리
플라잉카용 대용량 초경량 이차전지 기술
수소 연료전지차용 고신뢰성 신소재 기술
수송기기용 고용량 가역 수소저장합금 기술

- 친환경 자동차, 도심항공 및 개인항공을 위한 모빌리티 등에 이용되는 에너지 저장/
발전시스템의 고 에너지밀도화 및 고안전시스템에 관련된 분야
- (제품)
- (서비스)
- 친환경 차량의 보급 확대 뿐만 아니라 에너지원에 다양한 한 이슈는 지속적으로 발
전과 더불어 보다, 효과적인 에너지의 저장/발전을 요구하고 있어, 유망한 신산업으
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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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제안 분야명 : 슈퍼 2차 전지(초경량, 대용량, 고수명)
구분

분야를 구성하는 선정기술

분야 개요

주요 내용
-

전기자동차용 교환할 필요가 없는 장수명 슈퍼전지 기술
플라잉카용 대용량 초경량 이차전지 기술
웨어러블 기기의 전력 소스로 사용되는 대용량 플렉서블 이차전지 기술
리튬금속 배터리

- 전기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각종 모빌리티 제품의 운용성 증대를 위한 대용량, 초
경량, 장수명 2차전지

파생될 수 있는 제품/서비스 - (제품) 각종 모빌리티 제품 (예: 전기자동차, 이동로봇, 비행체 등)
제안 사유

- 각종 모빌리티 제품의 운용성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슈퍼 2차 전지 필요

⑪ 제안 분야명 : 지상교통과 미래 항공교통이 연계된 고정밀 다차원 MaaS 체계 구축
구분

주요 내용

분야를 구성하는 선정기술

- 지상 교통과 미래 항공교통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고정밀 3차원 교통지원체계 구축
기술
- 자율주행 차량공유(Autonomous Ride-Hailing)
- 마이크로모빌리티의 지속적 성장(Continued growth-in micromobility)
- 자율주행 기반의 라스트마일 딜리버리 서비스

분야 개요

- UAM, AAM, PAV, 자율주행차 등을 포함한 모든 교통수단을 위한 MaaS(교통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수요 응답형, AI Door-to-Door 등 다양한 교통 서비스의 실현

분야에서 파생될 수 있는
제품/서비스

- (제품) 마이크로모빌리티, 개인 모빌리티, 지능형 드론, 자동주차 로봇, 로보택시, 자
율운행 버스, 무인 이동체, AI MssS 플랫폼 등
- (서비스) AI Door-to-Door 서비스, 무인 배송 서비스, 자동 주차 서비스, 수요 대
응형 모빌리티, 통합 MaaS 및 다양한 응용 애플리케이션 등

제안 사유

- 자율주행차, 드론, 항공교통 등 스마트이동체들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하여 AI
Door-to-Door 서비스 실현을 통한 관련 분야 산업 활성화 및 국민 생활 편의 도모

⑫ 제안 분야명 : AI 로봇 기반 사용자 맞춤 생활환경 조성 시스템
구분
분야를 구성하는 선정기술

분야 개요

주요 내용
- 안전한 건물과 도시를 위한 건물·도시 일체형 버틀러 로봇 기반 시스템
- AI 기반 거주자 맞춤형 주거환경 조성 시스템 기술
- 자율운전, IoT, AI, 동작형 로봇 등을 활용하여 홈, 건물, 도시시설에서 능동적 실내
환경, 가사도우미, 범죄사전감지, 자율방범, 재난 대응 등 사용자(일반시민, 사회적
약자 등) 맞춤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거주 생활 기능 개선

- (제품) IoT 센서, AI로봇, 스마트가전, 자율 무인 이동체 등
파생될 수 있는 제품/서비스 - (서비스) 쾌적 실내환경 서비스, 가사 돌봄 서비스, 에너지관리 서비스, 개인 맞춤 건강
서비스 등
제안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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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기능을 탑재한 AI로봇을 활용, 거주자가 생활하는 공간/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최적의 개인화 서비스 제공하여 거주 생활 기능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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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제안 분야명 : 저비용 SOC 시설물 유지관리 시스템
구분
분야를 구성하는 선정기술
분야 개요
파생될 수 있는 제품/서비스
제안 사유

주요 내용
- 클라우드기반 상황인지형 SOC 시설물 자가진단･안전경고･관리시스템
- SOC 시설물의 유지관리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여 국가와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
- (제품) 각종 저비용 장수명 유지관리 센서
- (서비스) 지자체, 국가 혹은 시설유지 관리 단위별 최적의 SOC 유지관리 시스템
- SOC 시설물 노후화 가속화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선제적 육성 분야

⑭ 제안 분야명 : 디지털 트원 시티
구분

주요 내용

분야를 구성하는 선정기술*
분야 개요**

메가시티 적용 디지털 트윈 국토 플랫폼과 관제 기술
AI 기반 고정밀 도시 지상·지하 공간 통합 입체정보 시스템
미래 도시의 필수 인프라, 지능형 운영 센터
지상교통과 미래 항공교통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고정밀 3차원 교통지원체계 구축 기술

- 실시간으로 공간빅데이터가 수집과 처리되며, 해당 자료는 3차원 환경의
VR,AR,MR로 실시간 통합·표출됨
- 복합적인 공간정보 기반으로 운영되는 지능형관제센터를 통해 3차원 교통 지원/관제 가능

파생될 수 있는 제품/서비스 - (서비스) 지역/도시 맞춤형 교통, 도시운영 서비스 등
제안 사유

-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되는 디지털 기술이 실제적으로 구현되기 위한 필수적인 서비스

⑮ 제안 분야명 : 스마트 홈
구분
분야를 구성하는 선정기술

분야 개요
파생될 수 있는 제품/서비스
제안 사유

주요 내용
- AI 기반 거주자 맞춤형 주거환경 조성 시스템 기술
- 거주자 상황 인지를 통한 자율적 위급상황 대응 시스템
- 안전한 건물과 도시를 위한 건물·도시 일체형 버틀러 로봇 기반 시스템
- 거주자 생활패턴을 고려한 최적 주거환경 도출
- 능동적 실내환경 조정 및 거주자 건강과 안전 서비스 제공
- 대표적인 수단으로 동작형 로봇 활용 가능
- (제품) 가정용 로봇, 버틀러 로봇
- (서비스) 거주자 맞춤형 스마트 홈 서비스(특히, 고령자 친화형)
- 주거 형태 변화 및 다양한 서비스 욕구를 반영한 스마트홈 서비스 시장이 크게 확대
될 것으로 판단

⑮ 제안 분야명 : 차세대 이동
구분
분야를 구성하는 선정기술
분야 개요
파생될 수 있는 제품/서비스
제안 사유

주요 내용
- 아진공 초고속 수송 열차시스템(하이퍼 튜브)
- 이동 수단의 에너지 소모는 공기저항에 의해 기인하는 것이기에 아진공 상태의 터널
에서의 이동은 장거리 고속 주행에 적합하여, 지상의 교통 혼잡을 피할 수 회피 할
수 있는 기술
- (제품) 대용량 진공 기술
- (서비스) 지방에서 서울로의 출퇴근 서비스 등
- 현재 미국에서 하이퍼 튜브가 시험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술로 일본에서도 최근 관련
기술 연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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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산업화/상용화 시점: 10년 이후
① 제안 분야명 : 대규모 수송용 Air Travel 하이브리드 추진시스템
구분
분야를 구성하는 선정기술

분야 개요

주요내용
- Delivery Drones
(고출력 하이브리드 전기모터-반켈 추진기)
- 고출력 반켈기반 전기모터 하이브리드방식을 활용한 추진동력원
- 다양한 연료 적용이 가능하며, 특히 가스상 연료(수소 등)에 유리함
- 이착륙, 순간 추력 증가 등을 비행 환경에 따른 발전기 모드 & 하이브리드 모드 변환
방식 최적화
(1) 발전기 모드 (반켈은 발전용으로 사용)
•고정 회전수(rpm) 작동. 연료량 제어로 발전량이 가변됨.(토크제어)
•정속운전으로 seal 내구성 50%이상 증가
(2) 하이브리드 모드 (반켈 출력 + 모터출력)
•다양한 환경에 적합한 모드로 운전
•발전 장치 문제 시, 반켈 직결을 통한 비상 운행 모드 가능
(출력 대응 유리)
- 단위 모듈(1rotor) 적층(stack) 시, 배수로 출력 증가
- 다수의 적층 엔진을 발전기와 직·병렬로 연결 가능하여 비행체 적용 자유도가 높음.
(비행시간 증가)
- 경량 고출력 반켈시스템은 기존 왕복동 대비 무게당 출력 비율인 비출력(kW/kg)이
2배 이상임.
- 반켈 발전기로 동력 공급 시, 연료전지 동등한 효율로 기준 비용은 약 50% 절감되고,
배터리 대비 비행거리는 약 5배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D사 드론용 연료전지 기준)

분야에서 파생될 수 있는
제품/서비스

제안 사유

- 대용량 물류 수송 드론
- 에어택시, 에어엠뷸런스 등
- 인력에 의해 물류운송/배달에서 드론 및 로봇을 통한 무인 자율배송으로의 전환 필
요성 증대됨.
- 최근 글로벌 기업들은 드론을 이용한 택배, 인터넷 등의 활용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운송용 드론의 가치가 점점 증대됨.
- 농촌 및 도서산간 지역과 같은 외진지역으로의 배송뿐만 아니라 도심 의약품이나 수
혈용 혈액 등 긴급배송에서도 효율성을 가짐.
- 종합적으로, 장거리 비행 및 payload 증가를 위한 고출력 추진 동력 기술 개발이
필요함.

참고자료 :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 2021-2023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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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안 분야명 : 친환경 전기추진 도심항공시스템 – UAM
구분

분야를 구성하는 선정기술

주요내용
-

플라잉카용 대용량 초경량 이차전지 기술
원격조종 및 자율운항 지원 친환경 전기추진식 항공기 기술
완전 자율 비행이 가능한 화물 및 여객 운송용 친환경 수직이착륙 비행체 기술
Delivery Drones

분야 개요

- 도심내의 빠른 이동수단 및 근거리 도서지역에 대한 친환경, 고신뢰성 항공운송수단은
미래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이를 위한 고에너지밀도와 병행한 경량화를 기반으로 한
관련 기술이 항공에 적합하도록 개발되어야하는 관련분야

제안 사유

- 미래의 교통수단으로서의 효과성, 효율성에 큰 강점을 가지고 있는 도심 및 도서지역
에 대한 이동수단은 해결해야할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으나, 높은 발전가능성을 가진
만큼 적극적인 유망신산업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할 부분임

③ 제안 분야명 : 우주비행체분야
구분

주요내용

분야를 구성하는 선정기술

- 재사용기반 우주비행체, 터보제트·램제트·스크램제트엔진·초소형로켓, 활주로 이륙가
능 우주비행제

분야 개요

- 대기권 및 우주에서 모두 사용 가능하며, 재사용(부분 사용, 완전 재사용 등)기반 수
송용 복합추진시스템 비행체(예, 터보제트·램제트·스크램제트엔진·초소형로켓 통합 운용)
- 발사체없이 활주로에서 이륙하여 우주궤도 진입 및 지구 재진입이 가능한 복합 추진
시스템 기반 비행체,

파생될 수 있는 제품/서비스
제안 사유

- (제품) 중형위성, 정밀관측위성, 위성/우주발사체기술, 우주전자기술
- (서비스) 발사서비스, 정밀관측위성영상서비스, 우주탐사감시
- 위성산업, 우주산업, 우주관광 등 글로벌 우주산업 폭발적 성장 전망 (2040년 1조
1천억 달러 규모)

④ 제안 분야명 : 빅데이터, 영상처리
구분
분야를 구성하는 선정기술
분야 개요

주요내용
- 자율주행 차량공유
- 자율주행을 통한 무인 로봇 택시 기술은 슈퍼컴퓨터에 의해 영상/데이터를 처리하여
안전한 주행을 실혐

파생될 수 있는 제품/서비스 - (제품) 영상처리 인공지능 칩
제안 사유

- 자율주행 서비스가 궁극적으로 기업/개인의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비즈니스가 필
요하며 로봇 택시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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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안 분야명 : 사용자 동작의도 사전인식 근력보조 및 근력강화용 웨어러블 로봇기술
구분

분야를 구성하는 선정기술

분야 개요
파생될 수 있는 제품/서비스

제안 사유

주요내용
-

근로자 및 군사의 근력강화용 웨어러블 로봇
장애인 및 고령자의 근력보조용 의복형 자가발전 로봇
초강력 인공 근육섬유 소재 기술
초슬림 오감 수트로 교감·제어되는 원격 작업 아바타 로봇
(현 수준보다 향상된 “사용자 동작의도 사전 파악기술”이 타 기술분야에서 5~10년
내 확보된다면 본 제안분야 역시 5~10년 산업화/상용화 가능 판단)

- 웨어러블 로봇착용자의 동작의도 사전파악을 통해 장애인 및 고령자 근력보조 및 근
로자/병사 근력강화용 웨어러블 로봇개발기술
- (제품) 웨어러블 로봇
- (서비스) 근력강화장비, 근력보조장비 등
- 육체근로자 근골격계 질활 예방
- 장애인/고령자 생활복지 향상
- 병사 전투력 향상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활용가능 판단

⑥ 제안 분야명 : 디지털 트윈 시티 플랫폼 및 관제 기술
구분
분야를 구성하는 선정기술

주요내용
- AI 기반 고정밀 도시 지상·지하 공간 통합 입체정보 시스템
- 메가시티 적용 디지털 트윈 국토 플랫폼과 관제 기술
- 미래 도시의 필수 인프라, 지능형 운영 센터

분야 개요

- AIoT, AI, 시뮬레이션, 공간 컴퓨팅 기술 등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트윈을 스마트
시티에 적용하여 데이터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시스템을 확대하기 위한 지능형
운영센터의 운영으로 스마트시티의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도시의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

파생될 수 있는 제품/서비스

- (제품) AR/VR기기, 고정밀 위치센서, 3D 스캐너, Lidar, IoT, 지하·수중 측량 레이
더, 무인항공기, 소형 위성 등
- (서비스) 교통, 에너지, 사회 안전, 도시행정 등 다양한 스마트시티 서비스

제안 사유

-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시티 구축에 디지털 트윈을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시티플랫폼 구축에 대한 중장기적인 추진전략과 개발이 필요

⑦ 제안 분야명 : 에너지, 환경 위험 걱정 없는 도시
구분

주요내용

분야를 구성하는 선정기술

- 재생에너지 연계 건물일체형 에너지플러스 건축물 설계·시공 기술
- 도시블록, 건물 및 건물군 공기 및 환경제어 스마트 건축시스템
- 대용량의 재생에너지를 도시 및 산업단지 등에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에너지
저장 및 통합관리시스템

분야 개요

- 에너지 절감 실현과 쾌적한 거주 환경 구축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도시 건설 기술

파생될 수 있는 제품/서비스 - (서비스) 첨단 에너지/환경 관리 통합 시스템
제안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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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적으로 이뤄진 기술은 있으나 통합적 기술은 부재하며
- 장래의 기후변화 상황을 고려할 때 시급한 분야임

부 록

2. 생명바이오 분과
분야화 제안 결과
ㅇ 산업화/상용화 시점 : 5∼10년 이내
- 분야별 제안(1) - 산업화/상용화 시점 : 5~10년 이해
구분
분야를 구성하는 선정기술*
분야 개요**
분야에서 파생될 수 있는
제품/서비스
제안 사유

스마트팜 및 유전자편집 기술을 활용한 기후변화대응/고기능성 작물 개발
- 기후변화 대응 작물 및 사료 신품종 개발 기술
- 생육모델링 시스템 기반 고기능성 작물생산 스마트팜 기술
- 기후변화에 적응 가능한 작물 개발을 위한 유전자 교정기술, 작물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빅데이터 및 환경제어시스템 기반의 스마트팜 재배 기술
- (제품) 신품종/신종자, 일반엽채류 및 기능성 약용작물
- (서비스) 환경/생육/기능성분 데이터 등 생육모델링 시스템 보급
- 인구고령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농업 생산성 저하 극복을 위해 고부가가치 작물
(신품종, 신종자)을 확보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실내, 도심형 스마트팜 재배기술
확보가 필요함

* 제안한 분야를 구성할 때 사용한 선정기술명
** 분야의 대략적인 정의/설명

- 분야별 제안(2) - 산업화/상용화 시점 : 5~10년 이내
구분
분야를 구성하는 선정기술*
분야 개요**
분야에서 파생될 수 있는
제품/서비스
제안 사유

바이오매스/나노기술을 이용한 플라스틱 대체 및 생체이용소재 개발
- 합성생물학 기반 친환경 바이오소재 생산용 세포공장 구축 기술
- 석유계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천연고분자계 플라스틱소재 및 이용기술
- 생물체(세포, 미생물 등) 및 천연물질을 활용한 바이오 소재, 플라스틱 대체 소재
등 친환경 소재 개발 기술
- (제품) 필름 등 포장재, 각 종 생활용품, 의료기기 등
- 탄소중립정책에 기반하여 석유기반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소재 및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생체이용 바이오소재의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음

- 분야별 추가 제안(선택사항) - 산업화/상용화 시점 : 5~10년 이내
구분
분야를 구성하는 선정기술*
분야 개요**
분야에서 파생될 수 있는
제품/서비스
제안 사유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을 활용한 혁신치료제 개발
- 유전자변형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한 혁신적 질환 치료제 개발
- 대장성 만성질환 예방/치료용 정밀 개인 맞춤형 장내미생물 조절 기술
- 인체 마이크로바이옴의 유전정보 및 기능, 유전자 변형, 대사체 역할 규명 등의 기
술 발전으로 식품, 화장품 외 치료제로도 영역이 확대되고 있음.
- (제품) 화장품, 건강식품, 의약품
- (서비스) 장내미생물 균총 및 유전자분석 서비스, 맞춤형 화장품/식품 추천
- 인체 마이크로바이옴과 질병과의 연관성이 밝혀지면서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치료
제 등 연구개발영역이 확장되고 있으며, 프로바이오틱스 뿐만 아니라 EV를 포함한
미생물 유래 물질 즉, 포스트바이오틱스로 기술이 치료제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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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분야명
분야를 구성하는 선정기술*

석유계 플라스틱을 대체할수 있는 천연고분자계 플라스틱소재 및 이용기술
- 바이오플라스틱개발, 탄소관리, 바이오매스/페자원활용 및 바이오에너지생산기술

분야 개요**

- 탄소중립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행의무 현실화로 인해, 석유의존형 화학산업에서 탈
피하여 지속성장이 가능한 바이오기반의 화학산업 패러다임 전환 필요

분야에서 파생될 수 있는
제품/서비스

- (제품) 고기능성 바이오플라스틱, 바이오기반 플라스틱 첨가제(가소제, 산화방지제,
난연제)

제안 사유
제안 분야명
분야를 구성하는 선정기술
분야 개요
분야에서 파생될 수 있는
제품/서비스
제안 사유
제안 분야명
분야를 구성하는 선정기술*
분야 개요**
분야에서 파생될 수 있는
제품/서비스
제안 사유

제안 분야명
분야를 구성하는 선정기술
분야 개요
분야에서 파생될 수 있는
제품/서비스
제안 사유

제안 분야명
분야를 구성하는 선정기술
분야 개요
분야에서 파생될 수 있는
제품/서비스
제안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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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트바이오산업 시장 선점 및 환경측면의 무역규제 장벽 대비
유전질환을 근본적이고 효율적으로 치료하는 맞춤형 유전자치료제 기술
- 유전자 분석기술 및 data 표준화, 개인형질 반영 DB, 신규표지자를 이용한 질환진
단용 영상시스템.
- 개인 맟춤형 유전자치료제등은 글로벌제약분야에서 첨단의약품 생산기술
- (제품) 유전성 난치병 치료제 및 치료기술
- 개인 특이적인 유전적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이 포함된 맞춤형 치료제 기술
대체육 개발 기술
- 축산물(닭, 소, 돼지) 및 수산물 대체 배양육 개발 기술
- Alternative Proteins (정량평가에서 선별되지 못한 기술)
- 식물, 동물, 미생물, 세포주 기반 대체육 생산 기술 및 활용 기술
- (제품) 대체육, 배양육
- 대체육(배양육 포함)은 이미 상품화되어 있으며 시장 점유율도 점점 증가 추세임.
다양한 소스의 활용과 소비자 기호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체육 개발 기술을
K-food와 접목한다면 향 후 글로벌 식품 시장에서 큰 축으로 작용할 것임. 또한
탄소중립, 식량자급율 향상 등에 대체육 개발 기술이 크게 기여할 것임
신품종 개발 및 육성 기술
- 기후변화 대응 작물 및 사료 신품종 개발 기술
- 생육모델링 시스템 기반 고기능성 작물 생산 스마트팜 기술
- 이상기후 및 병해충 대응,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신품종 개발 및 생산성 향상 기술 개발
- (제품) 기능성 품종, 저항성 품종, 스마트팜, 생육모델 시스템
- 농업에 있어서 미래 이슈는 탄소 저감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농업, 이상기후 및 돌발
병해충 대응, 생산효율 제고 등임. 이를 위해서는 신속하고 정밀한 신품종 육성 및
재배 기술이 필요. 특히 스마트팜을 포함하는 시설농업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생
각한다면 이에 맞는 품종 개발과 생산효율 제고를 위한 육성 기술 개발이 필요함.
세포공장 활용 소재생산 기술
- 합성생물학 기반 친환경 바이오소재 생산용 세포공장 구축 기술
- 석유계 플라스틱을 대체할수 있는 천연고분자계 플라스틱소재 및 이용기술
- 세포공장을 활용한 각종 고기능성, 친환경 바이오소재 및 플라스틱 대체 소재 생산
- (제품) 생분해성 플라스틱, 고기능성 바이오 소재
-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하는 각종 유용 바이오소재 및 석유계 화학물질 대체 소재 생
산 기술은 탈석유화 및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중심기술임

부 록

제안 분야명

감염병 예측 및 대응체계 구축

분야를 구성하는 선정기술

- 신·변종 감염병 발생에 대한 AI 기반 상시 모니터링 및 조기 경보 시스템
- 병원을 집안에(Hospital-at-home)
- AI, 블록체인 등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개인별 건강관리 및 질병 위험도 예측 디지
털 트윈 시스템
- 가상환자
- 우울증 정밀 진단용 디지털·바이오마커 기술
- 현장검사용 감염병 정밀진단 시스템
- 감염병 취약 집단용 스마트 방역 기술
- 인공지능 주치의

분야 개요

- 감염병 발생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신변종 감염병에 대해 기
술을 통한 예측과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국가나 지역단위의 조기경보체계를 거시적 데이터, 미시적 데이터(CCTV를 활용한
사회적 거리두기 감시 등)를 활용 및 분석해서 마련함
- 디지털트윈 기술을 통해 현재의 감염병 발생을 기반으로 미래상황을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예측함
- 감염병 취약지역에 스마트 방역 기술을 이용하여 선제적 대응
- 감염병 환자에 대해 격리된 집에서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고 즉시 진단할 수 있
는 시스템을 마련함 (특히, 격리상황에서의 우울증 등 정신질환에 취약한 사람들의
정서적 지지를 위한 대응체계 마련)

분야에서 파생될 수 있는
제품/서비스

- (제품) 감염병 감시장치, 감염병 조기경보 시스템, 감염병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디지털 치료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실내 공조기술
- (서비스) 감염병 조기경보 서비스, 감염병 환자 원격관리 서비스, 감염병 대응 스마
트 방역 서비스

제안 사유

- 코로나19와 신변종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감염병 관리
에 대한 예측과 선제적 대응, 나아가 후속 관리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체계마련이
필요
- 현재는 감염병 예측과 대응을 위한 다양한 기술들이 출시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
들을 통합하여 시스템화 하는 것이 필요
- 나아가 감염병에 대한 서비스 또한 분절되어 있어 국가적 또는 지역적 차원에서 기
술기반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서비타이제이션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제안 분야명

지역사회 스마트헬스케어

분야를 구성하는 선정기술*

- 병원을 집안에(Hospital-at-home)
- AI, 블록체인 등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개인별 건강관리 및 질병 위험도 예측 디지털
트윈 시스템
-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용 개인별 생애주기 맞춤형 정밀 영양 헬스케어 서비스 기술
- 가상환자
- 디지털 의료
- 인공지능 주치의

분야 개요**

- 지역사회 기반 단위의 개인 맞춤형 스마트 건강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음
- 건강은 개인수준의 질병정보외에도, 습관이나 환경, 지역단위의 행정데이터가 포함
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관리되어야 함
- 인공지능 기반의 분석은 질병예측, 건강관리를 위한 수요 예측에 활용될 수 있음
- 나아가 가상환자나 메디컬 트윈 기반의 시뮬레이션 기술을 기반으로 아바타 형태의
개인들을 생성하여 수요자와 서비스 제공자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대응이나 정책에
도 도움을 줄 수 있음
- 원격모니터링 시스템과 지역사회 일차의료나 보건의료자원을 활용한 서비스를 결합
하여 수요자 체감도를 높힐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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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서 파생될 수 있는
제품/서비스

- (제품) 개인건강기록(Personal Health Record, PHR), 개인 아바타, IoT 기반 디
지털 헬스케어 제품, 지역사회 메디컬 트윈 시스템, 원격모니터링 시스템
- (서비스) 노인 맞춤형 반찬제공 서비스, 재가/방문 질병관리 서비스, 개인 질병예측
서비스, 메타버스 기반 만성질환 교육 서비스

제안 사유

- 개인건강기록 중심으로 헬스케어데이터의 활용성을 강화하자는 움직임이 있고 또
국가적으로 시스템을 구축중에 있음
- 노인과 만성질환의 케어는 지역단위에서 할 수 밖에 없으며 리빙랩 기반의 문제발
굴과 문제해결을 할 수 있어 더욱 서비스로서의 가치를 높힐 수 있음

제안 분야명
분야를 구성하는 선정기술*
분야 개요**
분야에서 파생될 수 있는
제품/서비스
제안 사유
제안 분야명
분야를 구성하는 선정기술
분야 개요
분야에서 파생될 수 있는
제품/서비스

제안 사유

제안 분야명

핵산치료제개발기술
1) 신·변종 감염병 대응 맞춤형 백신 또는 치료제 개발을 위한 플랫폼,
2) 유전질환을 근본적이고 효율적으로 치료하는 맞춤형 유전자치료제 기술
- mRNA 및 DNA를 기반으로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술
- (제품) mRNA 치료제, 유전자치료제(바이러스, 비바이러스형), 유전자교정 치료제 등
- 핵산을 활용한 다양한 치료제 기술이 현재 치료제가 없는 Orphan disease (고아/
난치질환)의 가장 적절한 치료기술이 될 수 있음
생체정보기반 헬스케어 예방/관리/진단 통합의료시스템
1) 유전체 정보 등 생체데이터 확보를 통한 세라노스틱(Theranostic) 의료시스템
2) 비침습 생체정보 기반의 심혈관질환 관리 기술
3)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용 개인별 생애주기 맞춤형 정밀 영양 헬스케어 서비스 기술
- 개인맞춤형 건강관리시스템
- (제품) 질병 및 건강상태 모니터링 장비, 개인형 영양케어제품
- (서비스) 영양헬스케어서비스, 건강모니터링 서비스
- 의료선진화에 따라 건강검진 등 일상에서의 건강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음
- 건강에 대한 괸심이 증가되고 있어 본인의 유전적 질병원인과 취약점을 알고 건강
관리를 하려는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다양한 건강식품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관리는 미흡함
- 개인맞춤형 영양 및 견강관리, 모니터링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임
의료 인공지능 진료 솔루션

분야를 구성하는 선정기술*

- 인공지능 주치의, 우울증 정밀진단용 디지털 기술, 디지털 의료, 가상환자, 디지털
트윈시스템, 정밀 영양 헬스케어 서비스 기술

분야 개요**

- 라이프로그 데이터 및 각종 의료 데이터를 활용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데이터를 양
산하거나, 진료에 활용

분야에서 파생될 수 있는
제품/서비스
제안 사유

- 현재 수요가 가장 높음

제안 분야명

AI기반 질병 예측 시스템

분야를 구성하는 선정기술
분야 개요
분야에서 파생될 수 있는
제품/서비스
제안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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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제품보다는 솔루션 형태 일 것
- (서비스) 의료의사결정지원(CDSS), 디지털병리, 원격 임상시험, 라이프 코칭

- AI기반 농림작물 병해충 예찰, 진단기술, AI기반 가축질병예찰 진단 및 통제시스템,
감염병 취약 집단용 스마트 방역기술, 현장검사용 감염병 정밀진단시스템, 신변종
감염병발생에 대한 AI기반 상시 모니터링 및 조기 경보시스템
- AI를 활용하여 각종 전염병이나 감염병의 예측 및 통제
- (제품) 제품보다는 서비스나 솔루션 형태 일것
- (서비스) 전염병 및 감염병 모니터링 및 경보 솔루션
- 팬더믹 발생 주기가 짧아지고 있음

부 록

제안 분야명

데이터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를 구성하는 선정기술*

- AI, 블록체인 등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개인별 건강관리 및 질병 위험도 예측 디지
털 트윈 시스템
-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용 개인별 생애주기 맞춤형 정밀 영양 헬스케어 서비스 기술
- 가상환자
- 우울증 정밀 진단용 디지털·바이오마커 기술
- 인공지능 주치의

분야 개요**

- 인공지능, 디지털 트윈, 빅데이터, 모바일, AR/VR 등 ICT 기술을통해 의료정보,
건강정보 등 헬스케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료지원,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정밀의료,
예측의료, 디지털 치료제 등을 제공하는 ICT 기술 융합 헬스케어

분야에서 파생될 수 있는
제품/서비스
제안 사유

제안 분야명

분야를 구성하는 선정기술

분야 개요

분야에서 파생될 수 있는
제품/서비스
제안 사유

- (제품) 의료 인공지능 솔루션, 헬스케어 디지털 트윈 플랫폼 등
- (서비스) 개인맞춤형 진료지원/건강관리 서비스, 인공지능 주치의 서비스 등
- 인공지능, 디지털 트윈 등 ICT 기술의 발전으로 헬스케어 데이터의 중요성이 높아
지고 있으며, 개인의 헬스케어 데이터가 빅데이터로 구축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정밀의료, 예측의료 등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 새로운 성장동
력으로 역할이 기대되는 분야임
현장 진단 검사
-

현장검사용 감염병 정밀진단 시스템
Multi-Cancer Screening
포터블 유전자 센서
비침습 생체정보 기반의 심혈관질환 관리 기술
병원을 집안에(Hospital-at-home)

- 혈액, 소변, 타액, 눈물 등 환자로부터 채취된 검체를 현장에서 자가진단 또는 원격
진 단하거 나 광학 적 또는 전기 화학적 특성을 비침습 적으로 분석 하여 바 이오
마 커 진 단, 유전자 진단 등 현장에서 질병 진단 지표를 바로 검사 할 수 있는 바이
오센서 기술
- (제품) 질병 자가진단 센서, 감염병 현장진단 키트, 포터블 유전자 센서 등
- (서비스) Hospital-at-home 서비스, DTC 질병진단 서비스 등
-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라 감염병의 현장검사, 비대면 의료, 자가현장진단 등 병원이
아닌 현장에서 바로 진단 검사가 이루어지는 현장 진단 검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신기술 개발과 기술 사업화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역할이 기대되는 분야임

ㅇ 산업화/상용화 시점: 10년 이후
- 분야별 제안(3) - 산업화/상용화 시점 : 10년 이후
제안 분야명

합성생물학 및 유전자교정 기술을 이용한 항암/유전자치료제 개발

분야를 구성하는 선정기술

- 고형암 완치가능 맞춤형 또는 합성생물학 기반 면혁항암제 기술
- 유전질환의 근본적 치유를 위한 맞춤형 유전자치료제 개발

분야 개요
분야에서 파생될 수 있는
제품/서비스
제안 사유

- 고형암/혈액암 및 유전질환 치료를 위해 필요한 면역세포(T세포, NK세포)내 유전자
도입 및 유전자가위를 이용한 교정 기술
- (제품) 면영항암치료제, 희귀난치성 유전자질환 치료제
- 유전질환, 암의 치료에 있어 면역세포 활용 및 유전자교정 기술의 적용은 치료 효율
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맞춤형치료제로서 산업화를 위해 필요한 유전자조작(면역거부
반응억제, 치료유전자 도입 등)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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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분야명
분야를 구성하는 선정기술

분야 개요

파생될 수 있는
제품/서비스
제안 사유
제안 분야명
분야를 구성하는 선정기술
분야 개요
파생될 수 있는
제품/서비스

제안 사유

제안 분야명

분야를 구성하는 선정기술

뇌질환의 기전 규명을 위한 계산뇌과학 기반 뇌 시뮬레이션 기술
- 인공뉴런 프로토타입 구축, 뇌 신경세포 구조적, 전자기적 특성 기술
- 인간의 뇌를 구성하는 뉴런 하나나와 뉴런이 일으키는 전기신호 그리고 이들 뉴런
을 활성화하는 유전자를 포함한 뇌의구조를 파악하여 뇌질환의 기전규명을 통해 아
직까지 초기단계인 치료제개발등의 응용분야 확대.
- (제품) 치매, 파킨슨등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 및 치료기술
- 질환 치료뿐아니라 치료효과에 대한 검증을 위한 플랫폼 기술
AI 기반 병해충 진단 및 방제 기술
- AI 기반 농림작물 병·해충 예찰, 진단 기술
- AI 기반 가축 질병 예찰·진단 및 통제 시스템
- AI 기반으로 농작물 및 가축의 병해충을 예찰, 진단하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술
- (제품) 원격 병진단 (가축, 농작물) 시스템, 원격 방제 시스템
- AI 기반으로 가축 및 농작물의 질병 및 해충을 예찰하여 진단하는 기술과 이를 관
리 방제하는 기술은 현재의 농업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시급하게 개발하여야 하는
기술임. 하지만 AI 기반으로 진단하고 방제하는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기반으로 하는 IT 기술뿐만 아니라 방제에 필요한 기술들도 동시에 개발되어야 함.
그러므로 이 기술을 상용화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다
만 AI 기반 예찰, 진단 기술만 상용화 한다면 10년내에 사용화 가능할 것임.
유전체 및 장내미생물 기반 맞춤형 영양케어
-

유전체 정보 등 생체데이터 확보를 통한 세라노스틱(Theranostic) 의료시스템
유전자변형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한 혁신적 질환 치료제 기술
대사성 만성질환 예방·치료용 정밀 개인 맞춤형 장내미생물 조절 기술
병원을 집안에(Hospital-at-home)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용 개인별 생애주기 맞춤형 정밀 영양 헬스케어 서비스 기술
인공지능 주치의

분야 개요

- 유전체 및 장내미생물 정보를 기반으로 개인의 영양공급 및 영양불균형 상태 진단
- 개인의 영양상태에 따라 인공지능 주치의와 상담할 수 있고, 공유주방에서 맞춤형
도시락 배달 서비스도 받을 수 있음 (식단제공, 건강기능식품 제공 등 서비스도 가능)
- 영양공급 상태나 영양불균형 상태가 심한 경우, 또는 이것을 기반으로 질환을 동반
한 경우, 개인 맞춤형 장내미생물 조절 기술과 유전자변형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한
치료제를 기반으로 병원에서 치료도 받을 수 있음

분야에서 파생될 수 있는
제품/서비스

- (제품) 영양관련 유전자 바이오마커, 장내미생물 진단키트, 영양상담 챗봇, 유전자변
형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치료제
- (서비스) 개인 맞춤형 도시락(반찬, 건강기능식품 등) 배달 서비스, 원격 영양상담
서비스

제안 사유

- 유전체 및 장내미생물 정보는 정밀의료 또는 정밀헬스케어를 위한 중요한 정보임
- 하지만 이러한 정보(바이오마커)가 아직까지는 제한적임으로 근거창출이 더 필요하
다고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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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제안 분야명
분야를 구성하는 선정기술

분야 개요
파생될 수 있는
제품/서비스

제안 사유

제안 분야명

개인맞춤형 조직재생진단/치료기술
1) 손상된 장기를 복구할 수 있는 개인맞춤형 조직재생 기술
2) 유전질환을 근본적이고 효율적으로 치료하는 맞춤형 유전자치료제 기술
2) 유전체 정보 등 생체데이터 확보를 통한 세라노스틱(Theranostic) 의료시스템
- 유전정보를 기반으로 한 질병진단 및 유전자교정 세포치료제, 줄기세포/3D 프린팅/
오가노이드 활용 장기재생 기술
- (제품) 세포치료제, 조직재생용 미니장기, 생체소재
- (서비스) 조직병변 진단, 약물평가시스템,
- 사고, 질병, 노화등으로 인해 손상된 장기를 완전히 제거해야 할 경우 현재는 대부분
장기 공여자를 찾아야 함
- 장기이식은 부작용도 크고 공여자는 언제나 부족하므로 장기를 대체할 수 있는 기
술의 개발이 필요함
- 특히 고령화되면서 발생되는 신경학적 병변의 경우 세포치료제 기술이 좋은 대안이
될수 있음
웨어러블 진단 및 치료기

분야를 구성하는 선정기술

- 자가발전형 인바디센서, 포터블 유전자센서, 마이크로니들, 비침습 생체정보 기반의
심혈관질환 관리 기술

분야 개요

- 소형화 혹은 경량화된 장비를 통해 간단히 의료정보 획득 및 알고리즘에 의한 약물
주입

파생될 수 있는
제품/서비스
제안 사유
제안 분야명
분야를 구성하는 선정기술

- (제품) 혈압기, 혈당측정기, 산소포화도 측정기, 안압측정기 등
- (서비스) 특정범위를 벗어나면 알람, 원격모니터링, 라이프코칭
- 만성질환에 활용도가 높을 것
신경정신질환 헬스케어
- 저선량 방사선을 활용한 난치성 신경 퇴행성 질환 치료 기술
- 뇌질환의 기전 규명을 위한 계산뇌과학 기반 뇌 시뮬레이션 기술

분야 개요

- 치매, 파킨슨병 등 신경퇴행성 질환과 우울증, 양극성장애, 조현병, 공황장애, 발달장
애 등 정신질환의 효과적인 예방, 진단, 치료, 관리를 위한 기기 및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파생될 수 있는
제품/서비스

- (제품) 신경 퇴행성 질환 방사선 치료기기, 경도인지장애 디지털 치료제, 우울증 디
지털 치료제 등
- (서비스) 개인 맞춤형 정신건강 관리 서비스 등

제안 사유

- 경쟁심화와 사회적 복잡도의 증가로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정신건강의 객관적 진단 및 관리, 치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정신건강
관련 시장 또한 커질 것으로 전망되어 신기술 개발과 기술 사업화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역할이 기대되는 분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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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CT전기전자 분과
분야화 제안 결과
ㅇ 산업화/상용화 시점 : 5∼10년 이내
제안 분야명

초 실감 확장 현실 기술
(초 실감 구현)
대체현실 기술을 이용한 메타라이프 시스템
사회구성원의 소통용 메타커뮤니케이션 기술
6G AI 기반 초 실감 확장 현실 기술
초 실감·초 재현 XR 트윈 생성 자동화 기술
디지털 트윈
실세계와 동일한 가상 학습 시스템 실사화 기술

분야를 구성하는 선정기술*

(초 실감 장치)
AR 안경통합
완전 입체 초실감 디지털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기술
(초 실감 서비스)
한류문화 확산을 위한 메타버스 형 XR 공연시스템
온·오프라인 연계 가상쇼핑용 XR 시스템
공존현실 기반 오감 인터랙션 비대면 XR 교육 시스템

분야 개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개별 또는 혼합 활용하여
듣고 보고 만질 수 있는 확장된 현실을 구현

파생될 수 있는
제품/서비스

(제품) AR 안경, Head Mount Display, 3D TV
(서비스) 현실에 가까운 교육/운동/회의 지원 등

제안 분야명

자율 지능형 보안
(데이터 침해 대응 기술)
신원 확인 및 검증을 위한 지능형 자기 주체적 신원 관리 기술
침해사고 탐지 및 자율 대응을 위한 AI 기반 지능형 모니터링 기술
능동적 치료를 위한 사이버 보안 자가진단 및 백신 기술

분야를 구성하는 선정기술 (안전한 데이터 활용기술)
데이터 유출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사전 자동 탐지 및
상시적 데이터 비식별 화 기술
블록체인을 활용한 데이터 확보, 보안 및 모니터링 기술
스마트 거래와 무형 자산 증명을 위한 디지털 자산 인증 기술
블록체인 기반 공적 커뮤니케이션 용 보안 강화 네트워크 플랫폼
분야 개요
파생될 수 있는
제품/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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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데이터 침해공격에 대응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무결
성의 데이터 활용을 지원
(서비스) 자가 성장 형 사이버 공격 대응서비스,
신뢰기반 무결성 정보채널, 다중 분산신원 기술

부 록

제안 분야명

초소형 지능형 반도체

차세대 AI용 지능형 프로세스 기술
PIM(Process-In-Memory) AI 반도체 기술
전력・동력용 차세대 고효율 전력반도체 기술
분야를 구성하는 선정기술
초소형 인공지능
칩렛(Chiplet) 기반 초고밀도 웨이퍼 수준 집적·패키징·테스트 기술
초고성능 저전력 컴퓨팅용 나노포토닉스기반 광전융합 반도체 기술
분야 개요
분야에서 파생될 수 있는
제품/서비스
제안 분야명

인간의 뇌 구조를 모방하는 형태로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와 연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초소형의 시스템 반도체
(제품) 뇌 기능 모사 반도체(뉴로모픽)
확장현실(eXtended Reality; XR) 분야

대체현실 기술을 이용한 메타라이프 시스템,
6G·AI 기반 초실감 확장 현실(XR)기술,
한류문화 확산을 위한 메타버스형 XR 공연 시스템,
AR 안경 통합,
분야를 구성하는 선정기술* 초실감·초재현 XR 트윈 생성 자동화 기술,
공존현실 기반 오감 인터랙션 비대면 XR 교육 시스템,
사회구성원의 소통용 메타커뮤니케이션 기술,
온·오프라인 연계 가상쇼핑용 XR 시스템,
완전 입체 초실감 디지털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기술

분야 개요**

기존의 가상, 증강, 혼합 현실 (Virtual Reality, Augmented Reality,
Mixed
Reality)을 포함하여 현실 세계에서의 사용자 경험을 현실과 연결된, 또는 완전히 새로운
가상의 세계로 확장시키는 분야로, 새로운 가상 경험을 제공하는 가상 세계의 스토리 구
성 및 콘텐츠 생성, 오감을 이용한 가상 경험의 감각적 표현, 현실과 가상세계를 자연스
럽게 연결하는 감지 및 인식, 사용자 간의 네트워크 기술이 포함됨.

분야에서 파생될 수 있는
제품/서비스

(제품) VR 디스플레이, 햅틱 입출력기기, AR 스마트안경
(서비스) XR 홈쇼핑, 체험형 XR 학습/직무교육, XR 공연 콘텐츠, XR 게임, XR 회의
및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제안 사유

사용자의 기대에 못미치는 기술로 2000년대 이후 침체되었던 VR/AR 시장이 기술적인
성숙과정을 마치고 2020년 이후 비대면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와 함께 급속히 성장하고
있음. 현재는 사실감(realism)이 다소 부족한 가상사회, 즉 메타버스의 형태로 시장이 형
성되어 있으나, 디스플레이를 비롯한 오감 입출력 인터페이스의 발전으로 현실세계의 사
실감이 가상공간에까지 이어지는 확장현실의 개념이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MS, 애
플, 메타(페이스북) 등 IT 거대기업의 적극적인 시장 견인이 기대됨.

제안6 분야명

자율형 로봇 분야

사람과 공감하고 이해하는 동반자로서의 개인맞춤 자가진화형 로봇,
분야를 구성하는 선정기술 실내외 환경에서 모든 이동체가 끊김없이 공존하기 위한 초정밀 위치인식 시스템, 초소
형 인공지능, 인지기술
분야 개요
분야에서 파생될 수 있는
제품/서비스

제안 사유

인공지능을 가지고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임무를 수행하는 이동형 로봇에 필요한 측위
및 이동, 다양한 감각센서, 인식, 학습 및 판단, 구동기, 사람과의 인터페이스 기술 등이
포함됨
(제품) 매장내 안내/서비스 로봇, 재난 대응/군사용 로봇 등
(서비스) 로봇 노약자 돌봄 서비스, 로봇 가이드 코칭 서비스
코로나 대유행이 가져온 비대면 서비스의 확산과 인력 비용의 지속적 증가, 연산능력의
향상으로 서비스 로봇의 진입장벽이 낮아져 일부 단순 업무에서의 상용화가 진행되고 있
음. 5-10년 뒤에는 현재 연구되는 범용 AI 기술을 바탕으로 이동 능력과 인식, 판단 능
력이 기계적 구동 능력과 함께 향상되어 인간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는 ‘자율형’ 로봇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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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분야명

메타버스 구현 및 서비스

대체현실 기술을 이용한 메타라이프 시스템
공존현실 기반 오감 인터랙션 비대면 XR 교육 시스템
분야를 구성하는 선정기술* 실세계와 동일한 가상 학습 시스템 실사화 기술
초실감·초재현 XR 트윈 생성 자동화 기술
AR 안경 통합
분야 개요**
분야에서 파생될 수 있는
제품/서비스

제안 사유

제안 분야명

가상현실의 최종단계로서 현실세계와 Seamless하게 연계되는 보완재로서의 가치를 획득하여
post internet 역할을 통해 일상과 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구조 실현
(제품) AR Glass/Lens, 자동 디지털트윈 공간 생성 시스템
메타버스구축 S/W(Cloud), 디지털휴먼 생성 S/W(Cloud)
(서비스) 메타버스 구축/운용 클라우드 서비스(개인/기업/기관)
메타버스 교육/XR공연/원격회의.근무/쇼핑/SNS 등
이미 메타버스는 글로벌 트렌드가 되었으나 플랫폼중심의 기초적 구현 수준이므로 현실
세계 연계될 수 있는 다양한 기술과 제품화에 기반한 적극적 시도가 필요하며, 표준화와
상용화를 통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AI, IoT등 연관기술과 통합하여 일상 전반과 산
업 및 기 선정된 국가성장동력 산업까지 포괄할 수 있는 진정한 플랫폼이 될 수 있음
블록체인 구축 및 서비스 운용

신원확인/검증을 위한 지능형 자기주체적 신원 관리 기술 통합
분야를 구성하는 선정기술 블록체인기반 공적 커뮤니케이션용 보안강화 네트워크 플랫폼
스마트 거래와 무형 자산 증명을 위한 디지털 자산 인증 기술
분야 개요

분야에서 파생될 수 있는
제품/서비스

제안 사유

제안 분야명
분야를 구성하는
선정기술*

분야 개요**

분야에서 파생될 수 있는
제품/서비스

제안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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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정보의 분산저장 보안기술과 AI적용을 통해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킹으로 인한 사
회.산업적 위험을 원천봉쇄하고 자율주행, IoT 상용화의 가장 치명적인 걸림돌인 보안위
협을 Zero화 할 수 있고, NFT와 같은 디지털자산 인증 기술을 고도화하여 메타버스 정
착에도 기여할 수 있음
(제품) 중.소규모 블록체인 구축 시스템(H/W & S/W통합)
(서비스) 블록체인 구축/운용 클라우드 서비스, ID서비스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정부 서비스, New NFT 저작권인증서비스
블록체인의 기술적 개념이 등장한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으나 아직 상용화 및 확산 수준
에 이르지 못했고 최근 NFT기술로 인해 다시 주목받고 있음. 정부와 금융 등 대규모가
아닌 중.소규모의 기관과 서비스들이 블록체인을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 확산될 경
우 획기적인 보안체계를 확립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와 메타버스, AI
등 연관산업들이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는 플랫폼기술로서의 기반산업이 될 것임
디지털트윈
디지털트윈, 자율형 IoT 통합 플랫폼
초실감·초재현 XR 트윈 생성 자동화 기술
공간적 컴퓨팅, 장애 복원 기술
AI-enabled Sensors
실세계와 동일한 가상 학습 시스템 실사화 기술
물리적 대상과 이를 모사한 디지털 대상을 시･공간으로 동기화하고, 다양한 목적에 따라
상황을 분석하고 모의결과를 기반으로 예측하여 물리적 대상을 최적화하기 위한 융합기술
(제품)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를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시뮬레이션 ,집단 웰니스 트윈 모
델러, 자율 교통관리 및 서비스 운영 디지털 트윈 시스템 , 자율인지기반 도심형
스마트팜 트윈 시스템, 디지털 트윈 기반 건설 안전 통합관제 시스템, 합성전장
환경 기반 디지털 트윈 군 훈련 시스템 등
(서비스) AI기반 자율도시 디지털 트윈 서비스, 축산시설 에너지 모델링을 통한 탄소저
감 모니터링 서비스, AI기반 거점간 물류운영 최적 시뮬레이션, 연합 디지털 트
윈 기반 재난 모의 서비스, 사고/범죄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서비스 등
디지털 뉴딜 2.0과 함께, 대한민국 대전환을 선도하는 디지털 트윈 超 혁신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범정부 「디지털 트윈 활성화 전략」 수립(’21.9.6,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전환의 핵심 분야로 전산업 분야의 파급효과가 큼크며, 생태계를 변화시킬 핵심 요소

부 록

제안 분야명

메타버스

언어 장벽 없이 대화가 가능한 Zero UI 만국 실시간 통역 시스템
대체현실 기술을 이용한 메타라이프 시스템
공존현실 기반 오감 인터랙션 비대면 XR 교육 시스템
사회구성원의 소통용 메타커뮤니케이션 기술
한류문화 확산을 위한 메타버스형 XR 공연 시스템
분야를 구성하는 선정기술 사람과 공감하고 이해하는 동반자로서의 개인맞춤 자가진화형 로봇
온·오프라인 연계 가상쇼핑용 XR 시스템
재택근무 기술
스마트 거래와 무형 자산 증명을 위한 디지털 자산 인증 기술
6G·AI 기반 초실감 확장 현실(XR)기술
리테일의 진화

분야 개요

가상·초월(meta)과 세계·우주(universe)의 합성어로, 현실과 비현실이 모두 공존하게 함
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전반적 측면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기술 및 산업
* 무한한 인원이 동시에 24시간 참여하고 물리적 세계와 디지털세계가 동기화되는 경
제 시스템을 갖춘 세계
* 데이터, 디지털상품, 콘텐츠 및 IP 모두 메타버스에서 기능하고 개인, 기업들이 콘텐
츠를 즐기고 체험하며 상점을 창업해 경제활동까지 가능한 것

분야에서 파생될 수 있는
제품/서비스

(제품) XR 디바이스, 홀로그램 디바이스, 자가성장 SW로봇, 메타버스 플랫폼, 디지털
자산 인증 솔루션(XR), 디지털 휴먼 등
(서비스) 현실 가상 공간 연계 교육, 가상 공간 기반 원격 회의, 메타 포탈, 메타 전시,
소셜 미디어, 메타 커머스, 디지털 웰니스, 가상 공간 메타 정부, 메타 콘서트 등

제안 사유

미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우리 삶의 변화를 촉발시킬 수 있는 분야로 선제적으
로 준비해야할 필요성이 높아 선정

제안 분야명

차세대 인공지능

분야를 구성하는 선정기술*
분야 개요**
분야에서 파생될 수 있는
제품/서비스
제안 사유
제안 분야명

차세대 AI용 지능형 프로세스 기술
PIM(Process-In-Memory) AI 반도체 기술
초소형 인공지능
침해 사고 탐지 및 자율 대응을 위한 AI 기반 지능형 모니터링 기술
실생활 전문지식 컨설팅이 가능한 복합추론 전문 비서 기술
서비스로서의 인공지능

현재의 인공지능을 넘어서는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
(제품) 스마트폰 내장형 인공지능, 휴대형 인공지능 보조제품
(서비스) 인공지능 보조 서비스(실생활, 전문영역 등)
인공지능 분야는 차세대 핵심기술로 미래 기술발전에 필수적 분야이기에 지속적 지원이
필요함
메타버스 및 디지털트윈

분야를 구성하는 선정기술 -

대체현실 기술을 이용한 메타라이프 시스템
6G·AI 기반 초실감 확장 현실(XR)기술
한류문화 확산을 위한 메타버스형 XR 공연 시스템
AI 기반 초개인화된 교육용 가상환경 시스템
초실감·초재현 XR 트윈 생성 자동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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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개요

디지털 트윈
공존현실 기반 오감 인터랙션 비대면 XR 교육 시스템
사회구성원의 소통용 메타커뮤니케이션 기술
온·오프라인 연계 가상쇼핑용 XR 시스템
개인맞춤형 정신질환 예방·치료·관리 디지털 치료제 기술
공간적 컴퓨팅
재택근무 기술(Working from home technology)
실세계와 동일한 가상 학습 시스템 실사화 기술
스마트 거래와 무형 자산 증명을 위한 디지털 자산 인증 기술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디지털 세계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발
생하는 다양한 기술/서비스
(제품) 메타버스 접속기, 메타버스내 아이템, 디지털트윈 시뮬레이터, 디지털패션 등

분야에서 파생될 수 있는
제품/서비스

제안 사유

제안 분야명

(서비스) 가상서비스(교육, 문화, 과학 등), 각종 게임, 생산예측 서비스(스마트팜 등), 공
연/영상 서비스
현재 현실공간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디지털 공간으로 이전되고 있으며,
향후 미래 서비스 관점에서 이동 제한이 없는 메타버스 서비스의 확대가 예상됨
메타버스

대체현실 기술을 이용한 메타라이프 시스템디지털 트윈,
지능형 융복합화 기반 모든 디바이스와 사물이 연결되고 스스로 진화하는 자율형 IoT 통
합 플랫폼
6G·AI 기반 초실감 확장 현실(XR)기술
한류문화 확산을 위한 메타버스형 XR 공연 시스템
인지기술
AI 기반 초개인화된 교육용 가상환경 시스템
분야를 구성하는 선정기술* 초실감·초재현 XR 트윈 생성 자동화 기술
디지털 트윈
공존현실 기반 오감 인터랙션 비대면 XR 교육 시스템
사회구성원의 소통용 메타커뮤니케이션 기술
온·오프라인 연계 가상쇼핑용 XR 시스템
완전 입체 초실감 디지털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기술
인터페이스의 벽을 허무는 Beyond Screen 기술
실세계와 동일한 가상 학습 시스템 실사화 기술
분야 개요**
파생될 수 있는
제품/서비스
제안 사유

148

가상현실의 확장, 진보된 개념으로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의 경계가 허물어진 초월적 가상
공간
(제품) 인터페이스 디바이스, 실감 콘텐츠, 유통플랫폼
(서비스) XR 공연, 교육, 원격수업, 원격 의료
원천기술 개발과 기술사업화를 통해 신산업으로의 이행 가능성 및 확장성이 높은 분야

부 록

제안 분야명

자율주행 모빌리티

차세대 AI용 지능형 프로세스 기술
지능형 융복합화 기반 모든 디바이스와 사물이 연결되고 스스로 진화하는 자율형 IoT 통
합 플랫폼
초소형 인공지능
실내외 환경에서 모든 이동체가 끊김없이공존하기 위한 초정밀 위치인식 시스템
분야를 구성하는 선정기술 엣지 인공지능(Edge AI)
에너지 자립 IoT
저궤도 통신위성 기술과 AI기술을 활용한 대륙 간 무인항공, 무인항해 기술
공간적 컴퓨팅
6G 통신의 IoE 망을 이용한 드론 자율주행 기술
Deep Learning Is Software 2.0
분야 개요
분야에서 파생될 수 있는
제품/서비스
제안 사유

사람의 개입 없이 주변 환경과 통신을 통해 스스로 목적지까지 이동하기 위한 환경 구축과
이동 수단
(제품) 자율주행 버스, 자율주행 트럭, 자율주행 드론
(서비스) 택배, 화물운송용 모빌리티 서비스
원천기술 개발과 주력산업 고도화를 통한 경제성장 주도가 기대되는 분야

ㅇ 산업화/상용화 시점: 10년 이후
제안 분야명

장애보조(휴먼증강) 기술 분야

상실된 감각 기능을 다른 감각으로 보완하는 인공감각-신경망 연결 기술,
분야를 구성하는 선정기술 개인맞춤형 정신질환 예방·치료·관리 디지털 치료제 기술,
고령층 서비스용 진화형 UI/UX 기술
분야 개요

인간의 신체/정신적 장애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 분야로 감각 보조를 위한 감각정
보의 인식, 감각대체 및 UI 표현 기술, 운동 보조를 위한 감지 및 착용형 구동기, 정신적
보조를 위한 예방 및 관리 기술 등이 포함됨

분야에서 파생될 수 있는
제품/서비스

(제품) 유니버설 디자인 키오스크, ATM, 무인발급기 등, 장애인정보기기, 고령자용 AI
스피커 및 서비스 로봇
(서비스) 맞춤형 정신건강 관리 및 재활

제안 사유

노인인구의 급증과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헬스케어 산업, 특히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보조기술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수요에 비해 현재 보조기기에 적용된 기술수
준은 높지 않으며 의료기기의 특성상 인체 안전성의 검증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
로 예상됨. 기술에 대한 검증이 완료되는 향후 10년 이후에는 높은 수요를 바탕으로 큰
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됨. 비대면 서비스 확산에 따라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세대를 위한 UI는 이보다 단기간에 상용화가 가능하며 서비스의 보편적 접근성 보
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술임.

제안 분야명

양자정보분야 (양자컴퓨팅)

분야를 구성하는 선정기술* - 양자컴퓨팅 성능의 극대화를 위한 3차원 양자소자 기술
분야 개요**
분야에서 파생될 수 있는
제품/서비스
제안 사유

양자컴퓨터 대규모 큐비트 집적화를 가능하게 하는 소자기술
양자컴퓨터 시스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술
양자컴퓨팅을 이용한 새로운 계산 서비스 기술
(제품) 양자컴퓨터, 양자시뮬레이터
(서비스) 양자컴퓨터/시뮬레이터 클라우드 서비스, 계산 컴퓨팅 서비스
양자 컴퓨팅 개발은 기존에 불가능했던 계산을 가능하게 하여 산업경제적인 혁신을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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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분야명

양자정보분야 (양자센싱)

분야를 구성하는 선정기술 - 양자역학적인 원리를 이용하여 기존의 분해능을 뛰어넘는 고해상도 이미징 기술,
분야 개요
분야에서 파생될 수 있는
제품/서비스
제안 사유

제안 분야명
분야를 구성하는 선정기술
분야 개요
분야에서 파생될 수 있는
제품/서비스

제안 사유

제안 분야명

빛의 회절 한계를 뛰어넘는 고해상도 이미징 기술
또한, 고전 센서의 한계를 뛰어넘어 계측이 불가능했던 미세 신호를 계측할 수 있는 양
자자기장/전기장 센서
(제품) 양자현미경, 리소그래피, 고해상도 이미지 센서, 양자MRI
양자 센서는 기존에 측정 불가능했던 미세 신호를 측정 가능하게 하여 기존 센서 시장의
혁신을 견인
양자정보분야 (양자네트워크)
- 양자시스템 사이에 양자역학적 정보를 보존하면서 연결하는 양자 네트워크 기술
- 양자암호통신의 보완성 확보와 통신거리 증가를 위한 양자중계기 기술
양자 기기간 양자 정보를 안전하게 생산/공유/제어/활용 가능한 네트워크
(제품) 양자중계기, 양자통신 시스템, 양자키분배 시스템, 양자광원, 양자메모리
(서비스) 양자암호통신 서비스, 양자정보 네트워크 서비스
단기적으로는 양자중계기 개발을 통해 거리 한계 없이 안전한 양자암호통신이 가능하게
되어 보안통신 산업의 혁신을 견인
장기적으로는 양자컴퓨팅/양자센싱 노드 간의 연결을 통해 새로운 양자 산업을 창출
디지털 정밀 의료

지능형 융복합화 기반 모든 디바이스와 사물이 연결되고 스스로 진화하는 자율형 IoT 통
합 플랫폼
상실된 감각 기능을 다른 감각으로 보완하는 인공감각-신경망 연결 기술
인지기술
분야를 구성하는 선정기술
개인맞춤형 정신질환 예방·치료·관리 디지털 치료제 기술
완성도 있는 의미분석과 화용분석이 가능한 인간수준 언어처리기술
실세계와 동일한 가상 학습 시스템 실사화 기술
인터페이스의 벽을 허무는 Beyond Screen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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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개요

디지털 기술 혁신이 의료 기술과 융합되어, 예측의료(Predictive Medicine), 맞춤의료
(Personalized Medicine), 예방의료(Preventive Medicine), 참여의료(Participatory
Medicine)분야에서 파괴적 혁신을 통해 의료 산업의 신속성, 정밀성, 신뢰성을 높이고
질병을 미리 예측하고, 사전에 예방하며, 환자의 적극적 참여와 지속 추적을 통해 환자
정밀 맞춤형 의료 제공

파생될 수 있는
제품/서비스

(제품) XR기반 실시간 커뮤니케이터, 수술 로봇, 의료진 협업 시스템, 환자 지속 모니터
링 웨어러블 디바이스, 오감 기반 디지털 원격 치료기, 멀티미디어 디지털 치료제 등
(서비스) 환자 생활 밀착형 실시간 모니터링 및 원격 치료 서비스, 의료진 원격 협업 서
비스, 로봇 원격 수술 및 시술 서비스, 무자각 디지털 치료제 등

제안 사유

고령화 사회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의료 및 원격의료의 중요성을 높아
지고 있으며, 개인 정밀 맞춤형 진단 치료에 대한 니즈높아지고 있어 선정
의료 사각지대 해소의 핵심 기술 및 산업분야로 공공재로서의 필요성 증대

부 록

제안 분야명

디지털 인지-공감 기술

- 언어 장벽 없이 대화가 가능한 Zero UI 만국 실시간 통역 시스템
- 지능형 융복합화 기반 모든 디바이스와 사물이 연결되고 스스로 진화하는 자율형 IoT
통합 플랫폼
- 상실된 감각 기능을 다른 감각으로 보완하는 인공감각-신경망 연결 기술
- AR 안경 통합
- 인지기술
분야를 구성하는 선정기술 - 엣지 인공지능(Edge AI)
- 사람과 공감하고 이해하는 동반자로서의 개인맞춤 자가진화형 로봇
- 에너지 자립 IoT
- 신원 확인 및 검증을 위한 지능형 자기주체적 신원 관리 기술
- 고령층 서비스용 진화형 UI/UX 기술
- 완성도 있는 의미분석과 화용분석이 가능한 인간수준 언어처리기술
- 인터페이스의 벽을 허무는 Beyond Screen 기술
분야 개요

인간의 기본적 역량을 넘어설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디지털 인지-공감 기술

분야에서 파생될 수 있는
제품/서비스

(제품) 실생활 보조 제품, 감각(시각, 청각 등) 보조 제품,
(서비스) 고령, 장애인 활동보조(위험제어, 인지판단 등) 서비스, 다양한 IoT 서비스, 자
율형 지원 서비스

제안 사유

인구의 고령화를 대비하고, 평상시에도 기본적인 생체능력을 넘어서는 인지능력과 이를
보조하는 기술을 통해 더 정밀하고,
강력한 일상-생산 활동이 가능하도록 발전 가능

제안 분야명

양자정보

양자시스템 사이에 양자역학적 정보를 보존하면서 연결하는 양자 네트워크 기술
양자컴퓨팅 성능의 극대화를 위한 3차원 양자소자 기술
분야를 구성하는 선정기술
양자역학적인 원리를 이용하여 기존의 분해능을 뛰어넘는 고해상도 이미징 기술
양자암호통신의 보완성 확보와 통신거리 증가를 위한 양자중계기 기술
분야 개요
분야에서 파생될 수 있는
제품/서비스
제안 사유
제안 분야명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다량의 데이터 처리를 위해 양자의 물리학적 성질을
정보처리와 통신에 이용하는 기술
(제품) 중계기, 양자컴퓨터, 양자컴퓨터 소자
(서비스) 양자 시뮬레이터, 자율주행
양자정보 기술은 다량의 데이터 처리가 필요한 산업의 성장을 주도할 원천기술로, 기술
의 개발의 파급효과가 크고 사업화를 통해 경제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
양자컴퓨팅 소･부･장 개발 및 상용화

양자시스템 사이에 양자역학적 정보를 보존하면서 연결하는 양자 네트워크 기술
양자컴퓨팅 성능의 극대화를 위한 3차원 양자소자 기술
분야를 구성하는 선정기술
양자역학적인 원리를 이용하여 기존의 분해능을 뛰어넘는 고해상도 이미징 기술
양자암호통신의 보완성 확보와 통신거리 증가를 위한 양자중계기 기술
분야 개요
분야에서 파생될 수 있는
제품/서비스

제안 사유

양자역학에 기반한 양자컴퓨팅은 기존 대다수의 기술원리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로서 보
안, 데이터통신, 에너지 효율 등 측면에서 획기적인 전환이 가능할 수 있음
(제품) 양자컴퓨터, 양자통신시스템, 3차원양자소자, 양자중계기
(서비스) 양자컴퓨팅기반 클라우드 서비스, 양자통신보안서비스 양자암호통신 등
양자컴퓨팅은 글로벌 선도국가들이 가장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분야로서 한국은 다
소 뒤늦게 뛰어들어 기술격차를 최대한 빨리 좁혀야 하는 상황이며, 다양한 기술 및 적
용분야가 존재하므로 연관된 모든 산업을 함께 고려하여 상대적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하여 집중개발하여야 함. 개별기업들이 서서히 양자컴퓨팅을 도입하겠다고
천명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표준화가 필수적이므로 국가단위의 성장동력산업
으로 지정하여 집중적인 개발과 육성이 필요함. 또한 현재 도출된 기술분야를 포괄하되
보다 통합적인 관점에서의 기술분야 재선정과 개발 로드맵을 도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전담기관 지정 및 특화된 거버넌스 구조의 사업단 출범도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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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에너지환경 분과
□ 분야화 제안 결과
ㅇ 산업화/상용화 시점: 5∼10년 이내(에너지 분야)
제안 분야명

차세대 전력망 운영 분야

분야를 구성하는 선정기술*

실시간 관제형 전력그리드 고신뢰·안전 시스템 / 미래형 신경망계통의 에너지거래 신뢰
성 향상을 위한 CPS 강화 기술

분야 개요**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고 데이터센터 및 반도체 산업 등의 발달로 인해 더욱더 신뢰성이
중요해지는 전력계통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인프라 기술 분야

분야에서 파생될 수 있는
제품/서비스
제안 사유
제안 분야명

(제품) 고신뢰성 차세대 전력망 관제 시스템
(서비스) 공공 인프라 운영기술에 해당하여 서비스로의 발전에는 적합하지 않음
에너지 분야의 파생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근간에 해당하는 분야임, 해당 분야가
발전하지 못한다면 기타 서비스들의 확산에도 에로사항 발생
섹터커플링 융복합 서비스 분야

분야를 구성하는 선정기술

V2X 기술을 이용한 이동형 전력저장장치의 가상발전소 및 전력서비스 활용 기술 / 에너
지자립형 스마트 커뮤니티 운영 기술

분야 개요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해 잉여 재생에너지를 수송, 건물 냉난방, 산업, 수소 생산 등에 사
용하는 섹터커플링 기술과 이를 활용한 토탈서비스 분야

분야에서 파생될 수 있는
제품/서비스
제안 사유
제안 분야명

(제품) V2X 운영시스템, 스마트커뮤니티 운영시스템
(서비스) 잉여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섹터커플링 서비스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로 인해 이를 타 분야의 탄소배출량 감축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섹
터커플링 기술 및 서비스의 중요성 증대
통합발전소(VPP)

V2x 기술을 통한 이동형 전력저장장치의 가상발전소(VPP) 및 전력서비스 활용기술
분야를 구성하는 선정기술* 에너지자립형 스마트 커뮤니티 운영 기술
실시간 관제형 전력그리드 고신뢰·안전 시스템
분야 개요**

물리적으로 분산되어있는 발전원들을 모니터링과 예측 제어가 가능하게 만들어 하나의
발전소와 같이 운영하게 만드는 기술

분야에서 파생될 수 있는
제품/서비스

(제품) VPP 운영 SW, 스마트그리드 운영 SW, 스마트시티/커뮤니티 운영 SW
(서비스) EaaS(Energy As a Service), VPP 중개 서비스, DSO(Distribution System
Operator) 운영 서비스

제안 사유

탄소중립 목표에 따른 전환(전력생산)부문에서 화력 발전소를 대폭 감축이 확실시 됨. 기
존의 유연성 자원이 대폭 부족해 지며,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한 유연성 자
원 확보를 해야함. 유연성 자원 확보를 위하여 필수적인 VPP 기술과 이를 활용한 여러
신사업들로 확대 가능함.

제안 분야명
분야를 구성하는 선정기술
분야 개요
분야에서 파생될 수 있는
제품/서비스
제안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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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
풍력발전시스템용 고효율, 초경량 초전도 발전기 기술
심해용 해상풍력발전시스템
풍력 발전기의 물리적 특성을 개선하여 경제성을 높이고 활용성을 극대화하는 기술
(제품) 심해 해상 풍력 발전시스템, 풍력발전 설치선박, 경량 풍력 발전기, 해상풍력용
HVDC 변전소, 전력망
풍력발전에 들어가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어 재생에너지 확산에 기여

부 록

제안 분야명
분야를 구성하는 선정기술*
분야 개요**
분야에서 파생될 수 있는
제품/서비스

제안 사유

제안 분야명
분야를 구성하는 선정기술
분야 개요
분야에서 파생될 수 있는
제품/서비스
제안 사유

제안 분야명

에너지저장장치(이차전지)
장주기적 전력저장을 위한 대용량 고온이차전지 기술, 차세대 배터리 효율적 개발을 위
한 배터리소재 특성 예측모형 기반 배터리 소재 조성 최적화 기술
재생에너지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에너지저장장치 기술 분야
(제품)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전력계통용 대용량 ESS
(서비스) 계통보조서비스(재생에너지 변동성 보상)
재생에너지원의 출력변동성을 보상해줄 수 있는 에너지저장설비가 없이는 재생에너지 비
중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으며 탄소중립 달성에 큰 장애물이 됨. 대용량 이차전지를 통해
재생에너지 수용 한계량6을 높일 수 있으며 비교적 규모가 작은 이차전지들은 차세대 모
빌리티등에서 활용 되므로 이차전지는 향후 미래 산업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함.
현재의 리튬기반의 이차전지는 비용, 수명, 용량, 소재 확보등에서 문제가 있어 다양한
방식의 이차전지 실용화 연구가 필요함.
전력계통 운영기술
실시간 관제형 전력그리드 고신뢰·안전 시스템, V2x 기술을 통한 이동형 전력저장장치의
가상발전소(VPP) 및 전력서비스 활용기술
복잡성 및 다양성이 증가하는 미래 전력망의 지능적 운영을 위한 기술 분야
(제품) 에너지관리 시스템(EMS)
(서비스) V2G(vehicle to grid)
전기자동차 충전수요, 재생에너지, DR등 다양한 신규 자원들이 투입되는 전력망은 고도
화된 운영 전략과 서비스가 필요하며 전체 에너지 소비형태중 전기에너지의 소비량이 늘
어나는 상황에서 전력망 운영 기술의 중요성이 증가함.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및 운영기술

V2x 기술을 통한 이동형 전력저장장치의 가상발전소(VPP) 및 전력서비스 활용기술
에너지자립형 스마트 커뮤니티 운영 기술
분야를 구성하는 선정기술*
실시간 관제형 전력그리드 고신뢰·안전 시스템
미래형 신경망계통의 에너지거래 신뢰성 향상을 위한 Cyber Physical System 강화 기술

분야 개요**

중앙집중형 전력공급 체계에서 분산발전원을 기반으로 국지적인 전력공급원이 확산되고
있는 전력계통의 효과적인 운영을 담보할 수 있는 기술이 요구됨
마이크로그리드 기술은 기존의 광역적 전력시스템으로부터 독립된 분산전원을 중심으로
한 국소적인 전력공급시스템을 말하는 것으로 지역 분산발전원의 전력을 전력수용가에
안정적으로 공급 및 운영관리할 수 있음
가상발전소는 다수의 소규모 분산전원을 ICT 및 자동제어기술을 이용해 하나의 발전소
처럼 운영하기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전력거래와 함께 Cyber Physical System등을
통해 기존 전력계통을 통한 전력공급과 같은 수준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음

분야에서 파생될 수 있는
제품/서비스

(제품) 분산발전 운영시스템, 전력설비 관제시스템, VPP 운영시스템, 분산발전 예측시스
템, 전력부하 모니터링 및 예측시스템, 전력거래시스템, 계통안정화 설비
(서비스) 전력 거래, 발전예측, 전력설비 위탁관리, DR

제안 사유

재생에너지는 지구환경적 문제를 해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비교적 작
은 발전용량과 지역적으로 파편화 되어 설치되고 있기 때문에 운영효율성을 제고하기 위
한 방안이 요구됨
지역적 전력수요의 불균형과 분산전원의 증가로 인한 전력 계통 불안정성을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요구됨
재생에너지가 가진 출력변동성과 불확실성, 출력제어가 불가는한 점 등으로 인해 전력계
통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임
다수의 분산 발전원을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기술과 이를 전력수용가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운영기술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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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성장동력 발굴･선정 방법론 연구

제안 분야명

재생에너지와 수소 기반의 그린에너지 기술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수소 및 항공연료를 생산하는(P2G) 고체산화물 고온 수전해
(SOE) 융·복합 시스템,
분야를 구성하는 선정기술*
MW급 음이온교환막 수전해 시스템 ,
재생에너지 융·복합 발전을 위한 출력변동형 대용량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기술

분야 개요**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의 도입량은 늘어날 수 밖에 없는데, 이 재생에너
지의 대부분은 태양광과 풍력 같은 변동성재생에너지임
이 변동성 재생에너지의 이용률을 높이고, 출력 변동성과 불확실성, 지역편중성 등의 재
생에너지 속성에 대응하기 위한 관제 시스템과 수전해장치의 DR기능을 활용한 대응이
필수
효율적인 수전해 장치의 개발과 수전해 장치의 재생에너지 문제점 해소를 위한 전력계통
서비스기능
재생에너지로 생산되는 그린수소는 저장, 운송, 활용 등의 활용기술이 중요, 에너지 저장
의 대용량화 및 장기 저장이 가능한 수소의 효율적인 저장매체 개발과 이용기술, 연료전
지를 이용한 발전기술의 연계 필요

분야에서 파생될 수 있는
제품/서비스

(제품) 수전해 시스템, ADR(Automated Demand Response) 제어기, 음이온 교환막,
그린수소, 수소저장장치, SOFC, 전력망 최적운영시스템
(서비스) 재생에너지 및 수소 관제, 기능성 DR

제안 사유

탄소중립의 시대에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나 수출에 의존
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 구조를 감안하면 탄소경제로의 요구를 하고 기술 장벽을 구축
하고 있는 선진 제국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의 도입을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용할 수 밖에 없음
수소는 산업재이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처가 많으며 그 수요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대
부분 LNG를 개질해서 생산되고 있어 탄소중립에 역행. 따라서 수전해에 의한 그린수소
생산이 필수
생산된 그린수소의 저장, 유통, 활용 기술 등이 수반되지 않으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없
기 때문에 관련기술의 개발이 수반되어야 함.
그린수소의 경제성 확보와 재생에너지로 인한 계통에의 영향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전
해 장치의 DR 기능과 고효율의 연료전지 발전이 동반되어야 함
고효율 수전해장치 및 고속 계통응동 제어기, 수소저장매체, 연료전지 등의 개발이 필수

ㅇ 산업화/상용화 시점 : 5~10년 이내(환경분야)
제안 분야명

넷제로(Net-zero)형 자원순환

IoT를 활용한 폐기물 고도 재활용 및 모니터링 기술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유해성폐기물 자원순환과 대체 신소재 개발 기술
분야를 구성하는 선정기술
폐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 기술
순환경제형 생산기술
분야 개요

폐기물 저감, 재활용, 재제조 등 자원순환 기술 개발을 통해 재생가능한 자원의 선순환을
촉진하는 산업 분야

분야에서 파생될 수 있는
제품/서비스

(제품) 재활용 제품 일반(바이오플라스틱, 친환경 생분해성 고분자 소재, 재생용지, 재활용
병/용기, 업사이클링 제품 등)
(서비스) 지능형 자원순환정보시스템, 재활용 또는 재제조 제품의 성능검증 및 품질인증

제안 사유

탄소중립에 기여가능한 폐기물 재활용 혁신기술을 육성하고 관련산업을 활성화하려는 트
렌드를 고려하여 해당 유망산업의 명칭을 ‘넷제로(Net-zero)형 자원순환’ 이라고 명명
일부 관련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 단계이므로 중/단기적으로 실현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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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분야명

그린시멘트(Green Cement)

분야를 구성하는 선정기술 저탄소시멘트
분야 개요
분야에서 파생될 수 있는
제품/서비스
제안 사유
제안 분야명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탄산원료인 석회석 원료의 사용량을 최소화하여 이산화탄소(CO2)
배출을 줄이고 비탄산원료로 대체하는 산업 분야
(제품) 시멘트(클링커), 레미콘(콘크리트), 드라이몰탈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당한 양의 이산화탄소를 억제함으로써 탄소중립에 기
여할 수 있는 친환경 시멘트라는 의미로 ‘그린 시멘트’ 분야로 명명
순환경제

1) IoT를 활용한 폐기물 고도 재활용 및 모니터링 기술, 2)순환경제형 생산기술, 3) 폐
분야를 구성하는 선정기술* 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 기술, 4)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유해성폐기물 자원순환과 대
체 신소재 개발 기술
분야 개요**

순환경제는 물질을 재사용하고 폐기물을 줄여, 에너지를 절약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수단임, 효율적인 순환경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에 대한 고도화된 모니터링
기술, 재생산기술, 설계기술, 표준화 등 다양한 영역에 기술적 고도화가 요구됨

분야에서 파생될 수 있는
제품/서비스

(제품) 재활용 기반 저탄소 수소 생산, 저탄소 PET병, 저탄소 플라스틱 제품, 폐기물 해
체 시스템, 폐기물 고도화 선별 시스템
(서비스) 폐기물 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제안 사유

순환경제를 구축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고도화된 기술적 시스템이 이를 촉진할 수 있
으며, 국내 선진시스템 구축을 기반으로 해외 수출도 가능함

제안 분야명

기후·환경 예측

1) 초고해상도(1km 이내) 새로운 통합형 탄소순환 복합 관측·모의·진단 시스템, 2) 단기
분야를 구성하는 선정기술 및 장기 지역기후 변화 전망을 위한 도시규모 과정 분해능 지구 시스템 모델링 기술, 3)
환경 분석 고정밀화형 대기 다차원 모니터링 고도화 시스템
분야 개요

기후변화와 탄소 및 미세먼지 문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예측하여 국가계획 수립을 지
원하는 것이 요구됨, 본 분야에서는 지역 기후변화를 상세히 전망하여 기후적응 정책에
활용하고, 탄소 및 미세먼지 관리 시스템을 개발해 관련 물질을 정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관리가능하게 함

분야에서 파생될 수 있는
제품/서비스

(서비스) 지역별 이상기후 예측 결과,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 모니터링 결과, 지
역별 미세먼지 배출물질 및 외부 물질의 기여도 평가

제안 사유

기후·환경 예측은 기후변화가 심화됨에 따라 감축 및 적응 대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으
며, 필수적인 기술임

ㅇ 산업화/상용화 시점: 5∼10년 이후(에너지 분야)
제안 분야명

에너지 저장기술 고도화 분야

세대 배터리 효율적 개발을 위한 배터리소재 특성 예측모형 기반 배터리 소재 조성 최적
분야를 구성하는 선정기술 화 기술 / 장주기적 전력저장을 위한 대용량 고온이차전지 기술 / 수소에너지 인프라 구
축을 위한 암모니아 활용기술
분야 개요
분야에서 파생될 수 있는
제품/서비스
제안 사유

하루 이상의 기간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충방전할 수 있으면서 장주기 저장시스템 구
축에 경제적인 저장기술 관련 분야를 의미함
(제품) Monthly Storage, Seasonal Storage
(서비스) 해당없음
재생에너지 비중 증대로 인해 하루이상의 기간을 지속적으로 충전/방전 할 수 있는 대규
모, 장주기 저장장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이를 위한 원천기술 확보가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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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분야명

배터리 소재 및 및 운용 기술

차세대 배터리 효율적 개발을 위한 배터리소재 특성 예측모형 기반 배터리 소재 조성 최
분야를 구성하는 선정기술 적화 기술
장주기적 전력저장을 위한 대용량 고온이차전지 기술

분야 개요

이차전지의 성능과 안정성은 소재의 구성에 의존적이기 때문에 안정적이며 높은 용량의
이차전지를 구현할 수 있는 소재기술이 중요함
전기차용으로 3성분계인 리튬니켈코발트망간 복합산화물(NCM), 리튬니켈산화물(LNO),
올리빈계 소재인 리튬철인산염(LFP), 리튬망간인산염(LMP), 스피넬계 소재인 리튬망간
산화물(LMO) 등에 대한 기술개발 진행 중
전력계통에 적용하기위한 용도로 장주기 전력을 저장할 수 있는 Na-Ni, 금속-산소,
Redox 방식이 대용량 중온-고온형 2차전지 기술이 개발 중임

분야에서 파생될 수 있는
제품/서비스

(제품) 이차전지 구성소재, 자동차용 이차전지, 장주기 대용량 고온 이차전지 구성소재,
안전장치, 모듈화공법, 운영시스템
(서비스) 배터리 소재특성 분석, 전력저장장치 설계, 운영서비스

제안 사유

기존 이차전지 시장이 전기차 시장의 급속한 성장으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국내 이차전지 대표 기업들이 비교적 높은 수준의 효율성과 제품력을 기반으로 산업을
주도하고 있으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경쟁업체와의 시장 주도권 다툼에서 지속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소재 기술이 요구됨
전력계통부문에서 이차전지는 전력수요와 재생에너지발전원의 간혈성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전력계통에서 운용되는 배터리는 오랜기간 전력저장이 용이하며 비교적 높은 안정성과
낮은 용량 변동성이 요구됨

제안 분야명

이차전지분야

차세대 배터리 효율적 개발을 위한 배터리소재 특성 예측모형 기반 배터리 소재 조성 최
분야를 구성하는 선정기술 적화 기술
장주기적 전력저장을 위한 대용량 고온이차전지 기술
분야 개요
분야에서 파생될 수 있는
제품/서비스

제안 사유

배터리의 소재개선을 통해 실용성 높은 배터리기술 개발
(제품) 장주기 전력저장용 대형 배터리, 경량 고밀도 배터리
(서비스) AI를 활용한 소재 탐색, 계통유지용 배터리 서비스
현재의 이차전지는 전력저장 밀도가 낮거나, 장주기 저장에 부적합한 특성을 가지고 있
음. 현재의 배터리 기술은 소재의 혁신적인 변화가 힘들어, 해당 기술에 대한 지속적 투
자가 필요함. 대규모 재생에너지가 계통에 설치되면, 수시간 ~ 수일의 전력을 저장할 필
요성이 생기며, 장주기 이차전지가 필요해짐. (전고체 배터리의 상용화 시점에 따라,
5~10년 이내도 가능)

ㅇ 산업화/상용화 시점: 5∼10년 이후(환경 분야)
제안 분야명

그린철강(Green Steel)

분야를 구성하는 선정기술 온실가스 무배출 친환경 수소환원 제철 기술
분야 개요

기존에 산소와 결합된 산화물인 철광석에서 철을 만들기 위해 탄소계 환원제를 이용함으
로써 이산화탄소(CO2)가 발생하던 것을 수소를 환원제로 이용해 철을 제조함으로써
CO2를 전혀 발생시키지 않고 철을 생산할 수 있는 산업분야

분야에서 파생될 수 있는
제품/서비스

(제품) 철강제품 일반(철근, 봉강, 형강, 선재, 중후판, 열연강판, 냉연강판, 도금강판, 강
관, 주조, 단조 등)

제안 사유

수소환원제철 기술은 향후 제철 공정에서 배출하는 CO2를 혁신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분야로서 이를 포괄하는 산업분야를 ‘그린철강’ 이라고 명명
현재 ‘그린철강’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기술성숙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원료인 수소의 안정적인 생산과 조달이 선결 조건임. 또한 기업의 자체 수소
생산 노력 외에 정부의 인프라 지원 등 뒷받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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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분야명

지구 시스템 예측･모니터링

단기 및 장기 지역기후 변화 전망을 위한 도시규모 과정 분해능 지구 시스템 모델링 기
술
분야를 구성하는 선정기술
초고해상도(1km 이내) 새로운 통합형 탄소순환 복합 관측·모의·진단 시스템
환경 분석 고정밀화형 대기 다차원 모니터링 고도화 시스템
분야 개요

기후변화 등의 자연적, 인위적 요인에 대한 관측 및 감시, 분석과 지구 시스템을 변화시
키는 요소들의 수치모델링을 통한 과거/현재/미래의 기후변화양상을 추적, 진단, 예측하
는 분야

분야에서 파생될 수 있는
제품/서비스

(제품) 기후관측 장비(인공위성, 관측용 레이더, 관측용 항공기 등), 지구 시스템 모델링
을 위한 소프트웨어(프로그램 등), 지구 시스템 모델링을 위한 하드웨어(슈퍼컴퓨터 등)
(서비스) 기후감시 정보 기반의 온실가스 배출량(국가 인벤토리) 검증 시스템, 기후 시나
리오 관리 및 활용 정보 플랫폼

제안 사유

기후변화가 가속화 됨에 따라 변동하고 있는 지구의 기후를 광역･국지적으로 관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예측할 수 있는 모델링 기술과 이로 파생되는 산업이 유망할 것으로 예측
기후 관측 이외에 미세먼지 등의 환경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대기질 모니터링 기술을 포
함하고 있어, 제안 분야를 ‘지구 시스템 예측･모니터링’으로 명명

제안 분야명

친환경 산업공정

분야를 구성하는 선정기술 1) 온실가스 무배출 친환경 수소환원 제철 기술, 2) 저탄소시멘트
분야 개요
분야에서 파생될 수 있는
제품/서비스
제안 사유

철강 및 시멘트는 석탄 및 석회석 등의 원료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되는 산업 특성을 지
니기 때문에, 대체원료 기술 확보를 통해 공정의 탈탄소화가 가능하며, 산업에 실제 적용
하기 위해 기술을 산업 단위로 스케일 해야하며, 경제성을 확보해야 하는 특성을 지님
(제품) 수소 환원 기반 저탄소 철강, 석회석 대체 원료 기반 저탄소 시멘트
산업분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는 에너지 뿐만 아니라 산업 공정 탈탄소를 위한 공정
전환이 필수이며, 근본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대체 원료를 제조하는 기술 혁
신이 필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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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8

Track 2 신규분야 제안에 대한 세부정보

1. 기계건설교통 분과
① 스마트시티
개요
제안 분야명

건설/교통(스마트시티)

분야 개요*

데이터 기반 디지털 트윈 시티 구현을 통하여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삶의 질 향
상 및 디지털 경제 성장 도모
도시의 복잡·다양한 대규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데이
터 허브와 스마트시티 서비스 가상화를 위한 스마트시티 디지털 트윈 플랫폼 연계가 필요

분야의 핵심기술

데이터허브, 디지털 트윈, 빅데이터, AI, IoT, 표준 등

제안사유
시장 성장 가능성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스마트시티 구축에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하고 있어 개발되는 시스
템의 파급 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됨

전략적 중요성

뉴딜 2.0 도시데이터 기반 도시관리(‘22~’27)를 위해 기존 데이터허브 R&D의 고도화 및
디지털 트윈 시티를 위한 디지털 트윈 플랫폼 간의 연계가 필요

국내 산업생태계

파급효과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R&D(‘09~’13)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 R&D 데이터 허브(‘18~’22)
디지털 트윈, 데이터댐 등과의 연계를 통해 직관적 데이터 표현, 데이터 부가가치 등 시너
지효과 창출이 가능
데이터허브의 지자체 보급, 확산 가능

현황
선도 국가
주요 플레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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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Gemini 원칙을 기반으로 국가 차원의 디지털 트윈 개발
(중국) 전형적인 시나리오와 기술 아키텍처 분석을 통한 디지털 트윈 시티의 9가지 핵심 기
능 제시
GE, 다쏘시스템, 마이크로소프트, IBM, 지멘스, 엔시스 등

부 록

② 친환경 고효율 선박 선외기
개요
제안 분야명

친환경 고효율 선박 선외기

분야 개요*

반켈 구동 선외기로, 소형 선박의 동력원으로 사용가능.
저탄소 가스연료 시스템을 적용하여, 저탄소, 대기 및 해양오염 감축 및 인체 유해성을 줄
일 수 있음.
기존 선박용 엔진보다 저진동 및 저소음으로 작업 환경 개선.
소형 모빌리티용 동력원으로 활용 가능.
(기존 선박용 엔진보다 20%이상 저렴하여 경제적임)
향후 수소 연료 적용이 유리한 확장성 내포.

분야의 핵심기술

반켈 구동시스템, 청정 연료 시스템, 선외기 추진 시스템

* 분야의 대략적인 정의, 기술/시장/제품 범주 등

제안사유

해양수산부 「제2차(2020∼2029) 마리나항만 기본계획」고시.
2015∼2017년 레저선박 등록 척수는 연평균 25.1%씩 지속 성장 중임. (모터보트 평균
95.4% 비중)

시장 성장 가능성

< 레저선박 등록현황 (출처 : 해양경찰청) >
(시장 현황 및 전망) ’20년 레저용 선박의 글로벌 시장규모는 약 35조원 규모로 추정되며,
지속적으로 성장 예상
유럽, 지중해, 러시아는 100마력이하 선외기가 주를 이루며, 미국은 고출력 수요가 높음
세계적으로 30마력이하 시장비중이 가장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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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중요성
국내 산업생태계

파급효과

< 지역 및 출력별 선외기 판매량, 2017년 >
※ 출처 : Recreational Boating Industry Statistics 2017, WWW.ICOMIA.ORG
탄소 Zero 시대 국산 동력원 확보
수소시대 전환을 대비한 저탄소 연료 기반 기술 확보
대체 에너지 사용으로 에너지 집중화 완화
(수입품 독점) 수입 가솔린엔진 선외기가 100% 선점 중임
2020년 수입액은 약 345억원임. (관세청 통계)
(기술적 측면)
수송(항공, 선박 등) 청정가스 기반 다중연료 발전시스템 동력원 개발
소형 고성능 반켈 추진기 개발
PHEV용 및 주행거리 확장(Range extender)전용 장치 동력원개발
(경제적 ․ 산업적 측면)
소형 모빌리티 동력시스템 사전 기술력 확보 및 사업 영역 구축
마이크로 그리드 에너지 발전 동력원 확보 (CHP, GHP 열병합 시스템 등)
(사회적 측면)
미래 신동력 시장 확장에 따른 신규 고용(일자리) 창출

현황
선도 국가
주요 플레이어

미국, 일본
해외 : 머큐리 / 야마하, 스즈키, 혼다 등
국내 : 현대 씨즈올

(레저용 선박 기술격차) 우리나라는 관련 부품기자재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음.
(레저선박 기술수준) 선진국 대비 66.5% 수준임.
소형레저선박 69.8%, 대형레저선박 61.6%,
친환경 레저선박 66.8%, 해양레저시설 및 레저장비 67.5%
국내 기술수준

< 레저용 선박 건조기술의 상대수준 및 기술격차 비교 >
기술격차

한국
66.5

EU
100.0

미국
95.5

(출처 : 산업기술수준조사보고서(Kiat, 2013))
(기술 격차) 소형 레저선박 2.7년, 대형레저선박 3.4년,
친환경 레저선박 2.6년, 해양레저시설 및 레저장비 2.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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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85.7

중국
61.8

부 록

< 국내 레저선박 부품 기술 수준* >
< 레저선박 핵심기술별 국내 현황* >
핵심기술
분야

핵심기술의 성숙도

주요 현황지표

국내 현황

선체 설계/
생산 기술

•설계도서 수입의존도
•국제규격/성능 만족도

레저선박 설계도서 수입의존,
우수한 조선공학기술을 바탕으로 관련기술
연계 개발

추진·발전

•선형/규모별 제품
국산화율

국내 레저선박 엔진, 추진기에 관한 기술개
발 미비, 전량 수입의존

내·외장
인테리어

•규격화 품목수
•유닛구획/인테리어
비품 국산화율

국내 주거 인테리어/가구제작 기술연계 요
트·모터보트 주거공간과 비품개발 중

항해·통신

•품목별 국산화율

대형선박 항해·통신장치 관련 기술 연계 개
발 중

선체부품
기술

•품목별 국산화율

국내 레저선박 기자재/부품 관련 전량 수입
의존

레저선박의 대표적인 취약기술은 추진시스템으로 선진국 대비
60% 수준으로 가장 취약함.
추진·발전에 대한 기술력 경쟁력 향상 및 국산화가 가장 시급함.
< 레저선박 부품·기자재 국산화율 현황* >
*출처 : 레저선박 중심의 전남 중소 조선산업 다각화 방안, 2016-02 한국은행 목포본부
구

분

국산화율

추진·발전

2%

내·외장 인테리어

50%

항해·통신

70%

선체

비
고
•현대 씨즈올에서 판매하고 있으나 선진국
제품과 가격 및 기술 경쟁력이 낮음
•건축자재 등을 활용하고 있으나 레저선박에
적합한 소재개발이 전무한 실정
•국산화율이 높으나 핵심 기술이 부족하여
로열티 지불

갑판기자재
문 및 각창

5%
30%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 전무

섬유·수지

50%

•유리섬유는 전반적으로 국산화
•슈퍼섬유(탄소, 아마리드 섬유)는 국산화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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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명바이오 분과
① 면역세포치료제 이용 난치성 고형암치료 플랫폼 기술
개요
제안 분야명

면역세포치료제를 이용한 난치성 고형암 치료 플랫폼 기술 또는
난치성 고형암 치료 환경에 최적화된 면역세포치료 플랫폼 기술

분야 개요*

면역세포치료제는 환자 또는 정상인의 면역세포를 분리/배양한 다음 그 자체를 치료에 사
용하기 때문에 혈액암에서는 치료 효과가 뛰어남. 하지만 고형암에서는 여러 변수로 인해
효과가 떨어짐.
혈액암에 적용한 면역세포치료제의 이론과 구조를 고형암에 적용한 연구개발이 진행 중이
지만 실패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고형암에 맞도록 전략적 설계가 반영된 면역세포치료제를
개발할 필요성이 대두됨.
고형암 대상 면역세포치료제의 큰 실패 원인 중 하나인 종양미세환경(tumor microenvironment,
TME)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한 면역세포치료제 개발이 요구됨.
해당 면역세포치료제는 CAR-T, CAR-NK, TCR-T 등을 포함할 수 있음

분야의 핵심기술

면역세포 분리/배양 기술, 외부유전자 도입기술
고형암의 항원을 인지할 수 있는 항체 제작 기술
Chimeric antigen receptor(CAR) 구조화 및 최적화 기술
종양미세환경(TME) 극복 위한 유전자 선정/면역세포치료제 탑재기술

제안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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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성장 가능성

전세계적으로 고형암 환자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며, PD-(L)1 항체와 같은 3세대 면역항
암제의 개발에도 불구하고, 비반응률이 높은 환자가 많기 때문에 새로운 항암제가 필요.

전략적 중요성

혈액암 대상 CAR-T는 뛰어난 효능으로 FDA 허가를 받음. 하지만 고형암 대상 CAR-T의
경우에는 혈액암과 다른 상황으로 인해 CAR-T의 효능이 매우 떨어짐. 그 이유는 (1)고형
암으로의 접근 문제, (2)고형암의 TME를 효과적으로 통과하지 못하는 문제, (3)목표로 하
는 항원이 모든 암세포에 발현하지 않거나 발현이 사라지는 것임.
이 중 가장 큰 이슈는 TME로, 암을 둘러싸고 있는 장벽처럼 면역세포의 접근을 막으며, 그
환경의 특성상 다양한 기전으로 면역세포를 억제하고 있음.
내재 면역세포나 면역세포치료제 모두 암에 직접적으로 접촉이 가능해야 효능을 보일 수 있
기 때문에 TME를 극복해야 고형암을 정복할 수 있음.
따라서 전통적인 CAR 등의 구조와 함께 TME를 극복할 수 있는 유전자를 동시발현하여,
해당 유전자로부터 발현한 단백질이 효율적으로 TME를 일부 붕괴시키거나 틈을 만들면 면
역세포가 고형암 쪽으로 침투할 수 있어 효과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음.

국내 산업생태계

최근 들어 CAR-T를 위주로 많은 면역세포치료제 회사가 벤처의 형태로 창업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회사가 초기 연구개발 수준임.
면역세포치료제의 부작용 감소 또는 효능 증대를 위한 기술 또한 개발되고 있지만, 아직까
지는 이미 보고되어 있는 PD-1과 같은 immune checkpoint(면역 관문)을
downregulation하거나 blocking 하는 수준의 기술만 개발되고 있는 상황임.

파급효과

TME를 극복하는 기술을 플랫폼으로 구축하여 다양한 면역세포치료제와 다양한 암종에 적
용 가능함.
동종세포치료제로도 개발 가능하며, 기존의 동종세포치료제인 NK치료제의 병용치료와 달리
단독요법치료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됨.
췌장암, 난소암 등과 같은 난치성 고혐암에서 치료효과를 높여 환자의 기대수명 증가와 삶
의 질 향상에 기여함.

부 록

현황
선도 국가

주요 플레이어

미국(혈액암 CAR-T 허가, 고형암 대상 CAR-T 임상 진행 중)
중국(일부 고형암 대상 CAR-T 초기 임상 진행 중)
※참고: 2021년 기준, CAR-T 임상은 약 540건으로 이 중 중국(246건), 미국(240건)을 차지
함
노바티스(kymriah, 혈액암)
길리어드(Yescarta, Tecartus, 혈액암)
BMS(Breyanzi, Abecma, 혈액암)

② 고기능성균주의 나노소포 대량생산 기술 분야
개요
제안 분야명

고기능성 균주의 세포외소포(Extracellular Vesicles) 대량생산 기술

분야 개요*

세포외소포(Extracellular Veicale, EVs)는 세균, 고세균, 식물세포, 동물세포가 정보교환
을 위해 세포밖으로 분비하는 유전자, 단백질, 지질, 대사물질 등을 함유하는 나노크기의
소포체로, 세포간 정보교환을 위한 필수 매개체임.
세균유래 EV는 체내 방어막을 쉽게 통과하여 인간 체세포와 지속적인 정보교환을 통해 건
강과 질병을 결정하는 주요인자로서,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한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치료
제의 새로운 소재로 부상하는 포스트바이오틱스(postbiotics) 기술임.

분야의 핵심기술

고기능성 균주 유래 세포외소포(EV)의 고수율 제조방법 및 대량생산 기술

제안사유

시장 성장 가능성

글로벌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은 2019년 811억(약 94조원)에서 2023년 1087억 달러(약
125조원)으로 연평균 7.6%으로 고성장이 예측됨.
인체 마이크로바이옴과 질병과의 연관성이 밝혀지면서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치료제 등 다
양한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기술적으로도 프로바이오틱스 뿐만 아니라 EV를 포함한
미생물 유래 물질 즉, 포스트바이오틱스로 기술 영역이 확장되고 있음.

전략적 중요성

미생물 유래 EV를 이용한 치료제 연구는 비임상 단계로 산업화 연구를 시작할 적기에 해당
함. 기초연구부터 생산성이 높은 대량생산 제조기술 연구와 생산시설의 확보까지 사업화에
필요한 밸류 체인을 국내에 조기 확보하여 글로벌 시장을 선점해야 함.

국내 산업생태계

사균체 및 생균체를 이용한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개발은 국내 대학 및 벤처 중심으로 활
발하게 진행되고 프로바이오틱스 기업(종근당바이오, 바이넥스 등)에서 의약품 생산시설을
구축중이나 관련 규정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
최근, 세균 자체와 더불어 세균 유래 EV를 이용한 치료제 개발 착수 회사가 증가하고 있으
나, EV 대량생산 제조기술 연구 및 생산시설은 부재한 상황임.

파급효과

전 세계적으로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는 대기업보다 신생 바이오 회사가 주도하고 있는 상황
이고 현재, 미생물 유래 EV에 대한 연구는 일부 연구 그룹에서만 진행되고 있는 분야로,
사업화에 필요한 기반기술(대량생산 제조기술 및 시설)의 국산화가 이루어질 경우, 신약 개
발 및 CDMO 사업에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판단됨.

현황
선도 국가
주요 플레이어

한국, 미국
한국 MD헬스케어(MDH-001, 전임상), 미국 Evelo Biosience(EDP1908, 전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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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질나노입자 양산화 기술 분야
개요
제안 분야명

유전자의약품 등의 생체내 전달을 위한
지질나노입자(Lipid Nanoparticle) 플랫폼 개발 및 양산화 기술

분야 개요*

지질나노입자(Lipid Nanoparticle, LNP)는 분자량이 크고 전하를 띄고 있는 유전자
(mRNA 등)를 봉입하여 생체내 전달효율(분해,흡수)을 증대시키는 플랫폼 기술임.

분야의 핵심기술

지질나노입자를 위한 신규 양이온성 지질개발, 구성지질의 생산 및 최적화 연구, 지질나노
입자 제조연구(Laminar flow mixing공정) 및 양산화 시설

제안사유

시장 성장 가능성

지질나노입자(LNP)기술을 적용한 유전자(mRNA,siRNA 등)기반의 백신,치료제의 성공적인
시장진입으로 적용 분야 및 적응증이 확대되고 있음. 감염,바이러스 백신, 항체치료제 대체
등 시장요구도가 높은 치료제 개발에 반드시 필요한 플랫폼 기술로서 치료제 시장과 함께
고성장이 예상됨.

전략적 중요성

안정성, mRNA 항원발현효율, 타겟 선택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차세대 양이온지질성분 발
굴 및 LNP제조기술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며, 물질과 제조기술의 원천특허 및 양산화 기술
의 국산화가 필요함.

국내 산업생태계

양이온지질성분개발 및 LNP제조기술은 국내 대학 및 벤처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mRNA 개발/생산 플랫폼을 보유한 회사(에스티팜, 아이진, 엠큐렉스등)가 LNP기술을 이전
받아 적용하고 있음.

파급효과

작은 규모로 대량생산이 가능하며, 백신, 항체치료제 대체, 유전자 교정 기술 등 적용범위
의 확장 가능성이 용이하여 국산화가 이루어질 경우, 글로벌 신약 개발 및 글로벌 CDMO
사업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현황
선도 국가
주요 플레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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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캐나다
미국 Arbutus(모더나 코로나 백신 활용), 캐나다 Acuitas, MIT 등

부 록

④ 지역사회 기반 스마트 헬스케어 실증사업
개요
제안 분야명

지역사회 기반 스마트 헬스케어 실증사업
(커뮤니티 기반 건강기록) 지역사회 중심의 개인수준 빅데이터 구축

(일차의료 중심의 의료전달체계를 기반으로 한 정보화체계) 일차의료를 중심으로 책임의료
조직(Accountable Care Organization, ACO)을 구성하고 일차의료지원센터(가칭)를 지역
별로 두어 지역별 정보화 기반 마련

분야 개요*
(지역사회 스마트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통합된 의료기관 데이터를 분석이나 인공지능 모델
로 활용하여 다시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로 환류해 주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것이 필요함
데이터의 구축은 공통데이터모델(Common Data Model, CDM), 데이터 표준화 등을 통
해 의료전달체계의 모든 의료기관을 통합할 수 있도록 기획
인공지능은 2,3차 병원, 또는 민간 중심으로 임상의사결정지원(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 CDSS)서비스를 개발

분야의 핵심기술

개인건강기록(Personal Health Record, PHR),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 디지털헬스케어
(생체신호 계측용, 웨어러블 기기, 디지털테라퓨틱스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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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유
시장 성장 가능성

디지털 헬스케어(스마트 헬스케어)와 관련한 시장이 국내외적으로 급증하고 있고 성장률 또한 타산업
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국내 디지털 헬스 산업이 향후 5년간 15.3% 성장률을 기
록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관측, 특히 모바일 헬스 분야의 성장률이 높음 (“디지털 헬스 산업 분
석 및 전망 연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정책연구센터, 2021))

전략적 중요성

고령화, 만성질환의 증가, 의료비 급증 등으로 헬스케어 영역에서의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관리방안
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시점임 (1. 초고령화 시대와 만성질환 증가로 인해 지금까지 관리 수준으로
는 의료비 증가를 이겨내기 어려움; 2. 시민들에게 건강에 필요한 정보를 그때그때 제공하며 건강관
리 수준을 높여야 하며,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함 (“코로나 재유행 대비 지역사회 중심 보
건의료체계 갖춰야”, 디지털타임즈, 2020.7.9.)
나아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서비스의 급증,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지역사회 스마트 인프라(스마
트시티 등)의 확중이 동시에 요구되고 있음 (1. 플랫폼 의료의 핵심은 그 지역 의료진이 지역민들의
건강상태를 상시 파악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것임; 2. 증상을 느끼는 후 환자가 병
원을 찾는 것보다는 의료기관이 선제적으로 환자의 이상상태를 파악하고 나서는 식으로 예방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임; 3. 지역기반이 핵심인 플랫폼 의료는 동네 의료기관이 주도! 소단위 의료기관이 지
역민들의 건강상태를 항상 살피면서 보다 긴밀하고 신속한 의료서비스가 제공 필요 (“포스트 코로나
19 화두는 지역사회 기반 플랫폼 의료”, 데일리메디, 2020.5.7.))

국내 산업생태계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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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지역사회 기반 스마트 헬스케어를 위한 산업생태계는 소비자 의료서비스제공자, 의료
제품제공자, 지불자, 지역사회 행정기관으로 구성됨
먼저 의료제품제공자는 1. 기기, 2. 소프트웨어, 3. 인프라 제공자들이며 기술적으로 활용·
연계 가능한 것들이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음
수요자 역시 환자의 사후관리나, 일반인의 예방 목적으로 메디컬의 영역보다는 헬스케어 영
역에서의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음. 하지만 생태계 내 해결해야 할 이해관계적 측면은 의료
서비스제공자, 지불자, 지역사회 행정기관임
(의료서비스 제공자) 스마트 헬스케어 활용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인센티브, 원격의료
에 대한 막연한 부정적 인식 개선
(지불자) 스마트 헬스케어 관련 수가마련 (교육수가, 스마트 헬스케어 의료서비스 수가 등)
(지역사회 행정기관) 개인기반 자료와 행정자료를 통합할 지역사회 빅데이터 구축에 대한
노력, 지자체 의지 필요

(기술적 차원) 헬스케어와 관련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구축을 위해서는 다양한 투자와 개
발이 있어왔으나 서비스적 측면의 현실화가 미흡하였음, 지역사회 스마트 헬스케어는 실증
형 사업으로 관련분야 기술의 신뢰성/유효성/경제성을 동시에 살펴볼 수 있고 실용성 있는
기술에 대한 옥석을 가려낼 수 있을 것임
(사회경제적 차원) 지역사회 스마트 헬스케어는 전략적 중요성에서 선술한 바와 같이 고령
화와 만성질환으로 인한 상황에서 효과성과 효율성, 경제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 나아가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의 강화, 4차산업혁명기술의 활용으로 인한 국민
체감형 사회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임
(정책적 차원) DNA 기반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사회
체감형 스마트 인프라 확충과 일자리 확대 예상

부 록

현황
선도 국가
주요 플레이어

미국, 영국, 일본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증진개발원, 국토교통부 산하 스마트시티 담당부서, 원주 디지털 헬스
케어 규제특구, 아산병원 등 대형병원/3차병원(개인건강기록(PHR) 활용차원), 휴이노, 네오
팩트, 눔, 휴레이포지티브, 레몬헬스케어 등

3. 에너지환경 분과
① 무탄소 업사이클링
개요
제안 분야명

무탄소 업사이클링 산업

분야 개요*

- 기존 버려지는 자원 부산물(생활･산업 폐기물)의 업사이클링 기술을 동반한 탄소중립 기
반 자원친화형 산업

분야의 핵심기술

폐기물 수집 및 선별
폐기물 분해 및 가공
기능성 화학소재 전환

제안사유
시장 성장 가능성

고부가가치의 환경산업과 문화산업 간 융·복합 산업으로서의 성장가능성 잠재
※ 전 세계 플라스틱 재활용 시장규모는 2018년 32.6억 달러에서 연평균 6.5% 성장,
2024년 47.6억 달러로 예상

전략적 중요성

대규모로 발생되는 각종 생활/산업 폐기물 처리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혁신적인 기술개
발이 필요하며, 업사이클링 관련 기술 및 산업이 이에 해당

국내 산업생태계

국내 업사이클링 산업은 중소규모의 기업 위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나 기존 폐기물 처리
/재활용 전문기업들이 해당 산업에 적극 참여할 경우 국내 산업생태계가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

파급효과

자원순환 경제체제 구축 및 관련 일자리 창출 가능

② 암모니아 기반 청정수소
개요
제안 분야명

암모니아 기반 청정수소 산업

분야 개요*

에너지저장매체로의 암모니아를 활용하는 청정수소산업

분야의 핵심기술

암모니아 저에너지 합성기술, 암모니아 수송선, 암모니아 수소추출, 암모니아 혼소/전소 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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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유
시장 성장 가능성

수소경제 및 탄소중립에 따른 가장 현실적인 수소공급 및 저장매체로 부각되며, 기구축된
인프라를 통해 산업화 용이

전략적 중요성

주요국 별 탄소중립 관련 국가전략 상에 핵심 유망기술로 ‘그린수소’가 제시되어 있으며, 향
후 글로벌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어 국가차원에서의 적극적 투자 필요

국내 산업생태계
파급효과

암모니아 저장·운송 인프라 기 구축,
수소활용기술 성숙
-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인프라 전환을 통한 수소경제 실현 및 성장동력 확보

③ 원자력(SMR)
개요
제안 분야명
분야를 구성하는
선정기술
분야 개요

원자력
경제성과 안전성을 혁신적으로 향상시킨 중소형 원자력발전 기술
원자력의 다양하고 안전한 활용을 위한 기술분야

분야에서 파생될 수 있는
(제품) 수소생산용 원자로, 소형 모듈원전
제품/서비스
제안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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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 원자력은 필수적인 기술이며 사회적 수용성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보다 안전한 원자로의 개발이 필요함. 현재처럼 기저 발전원을 화석연료(LNG, 석탄등)으로
활용할 경우 탄소 감축과 대기환경 개선에 한계가 있으며 원자력의 활용 방안이 보다 다양
화 되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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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9

유망 신산업 후보분야 발굴 조정 상세 추진결과

기계건설교통(상세)
시점

후보 분야(2차 조정)

UAM
(Urban Air Mobility)

후보 분야(1차 조정)

* 자율주행차는
ICT전기전자의

드론

활용 후보기술(정량평가 상위 50%)

수소기반 UAM용 추진시스템

미래기술(1개)
- 원격조종 및 자율운항 지원 친환경 전기추진식
항공기 기술

원격관제 및 자율비행 통합 전기식
수직이착륙 비행체(로봇) 시스템 개발기술

미래기술(4개)
- 완전 자율 비행이 가능한 화물 및 여객 운송용
친환경 수직이착륙 비행체 기술
- 원격조종 및 자율운항 지원 친환경 전기추진식
항공기 기술
- 에너지 변환용 희토류-Free 영구자석 기술
- (2차전지 및 연료전지 기술군 포함)
유망기술(1개)
- Delivery Drones

대규모 수송용 Air Travel 하이브리드
추진시스템

유망기술(1개)
- Delivery Drones

친환경 전기추진 도심항공시스템 - UAM

미래기술(3개)
- 플라잉카용 대용량 초경량 이차전지 기술
- 원격조종 및 자율운항 지원 친환경 전기추진식
항공기 기술
- 완전 자율 비행이 가능한 화물 및 여객 운송용
친환경 수직이착륙 비행체 기술
유망기술(1개)
- Delivery Drones

무인기용 친환경･초경량 고성능 추진동력원

미래기술(1개)
- 완전 자율 비행이 가능한 화물 및 여객 운송용
친환경 수직이착륙 비행체 기술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

유망기술(1개)
- 고정밀지도 제작 기술

원격관제 및 자율주행 통합 스마트

미래기술(5개)

UAM
(Urban Air Mobility)

5∼10년
(4개)

* 드론은 UAM과 통합

제안된 후보분야

자율주행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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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

후보 분야(2차 조정)

후보 분야(1차 조정)

제안된 후보분야

전기차량(로봇) 시스템 개발기술

- 초고속 무지연 통신기반 원격 완전자율주행(level5)
기술
- AI 예지보전 기반의 차량 자가진단 및 유지관리
기술
- 스마트 무인 자동 주차 시스템
- 주차장용 전기차 충전 자율주행 로봇
- (2차전지 및 연료전지 기술군 포함)
유망기술(3개)
- 교통약자를 위한 Level 4 자율주행 자동차
- 자율주행 고도화를 위한 차량 제어 기술
- 고정밀지도 제작 기술

고 안전/신뢰 자율주행시스템

미래기술(3개)
- 초고속 무지연 통신기반 원격 완전자율주행(level5)
기술
- AI 예지보전 기반의 차량 자가진단 및 유지관리
기술
- 스마트 무인 자동 주차 시스템
유망기술(3개)
- 자율주행 고도화를 위한 차량 제어 기술
- 교통약자를 위한 Level 4 자율주행 자동차
- 고정밀지도 제작 기술

웨어러블로봇분야

미래기술(3개)
- 근로자 및 군사의 근력강화용 웨어러블 로봇
- 장애인 및 고령자의 근력보조용 의복형 자가발전
로봇
- 초슬림 오감 수트로 교감·제어되는 원격 작업
아바타 로봇

휴먼(신체)증강기술

미래기술(3개)
- 초강력 인공 근육섬유 소재 기술
- 암호화된 개인신체정보 활용한 3D·4D 프린터 기반
인체기관 제작기술
- 표적지향성과 약물전달성 및 바이오센싱 기능을
동시에 가지는 생체적합성 나노소재 기술

사용자 동작의도 사전인식 근력보조 및

미래기술(5개)

자율주행 모빌리티로
통합

웨어러블 로봇*
* 웨어러블 로봇은
5~10년 이내 시점으로
통합

활용 후보기술(정량평가 상위 50%)

웨어러블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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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

후보 분야(2차 조정)

후보 분야(1차 조정)

제안된 후보분야

근력강화용 웨어러블 로봇기술*
* 10년 이후 시점에서 제안된 웨어러블
로봇 분야

* (수송용) 차세대
이차전지는
에너지환경의
이차전지로 통합

서비스 로봇*
* ICT전기전자 분과의
서비스 로봇을
기계건설교통 분과로
이동

* 스마트 모빌리티는
ICT전기전자의
자율주행 모빌리티로
통합

활용 후보기술(정량평가 상위 50%)
- 근로자 및 군사의 근력강화용 웨어러블 로봇
- 장애인 및 고령자의 근력보조용 의복형 자가발전
로봇
- 초강력 인공 근육섬유 소재 기술
- 초슬림 오감 수트로 교감·제어되는 원격 작업
아바타 로봇
- (현 수준보다 향상된 “사용자 동작의도 사전
파악기술”이 타 기술분야에서 5~10년 내
확보된다면 본 제안분야 역시 5~10년
산업화/상용화 가능 판단)

미래기술(4개)
- 전기자동차용 교환할 필요가 없는 장수명 슈퍼전지
기술
- 플라잉카용 대용량 초경량 이차전지 기술
(수송용) 차세대 2차 전지 수송용 차세대 에너지저장/발전 시스템 기술
- 수소 연료전지차용 고신뢰성 신소재 기술
- 수송기기용 고용량 가역 수소저장합금 기술
유망기술(1개)
- 리튬금속 배터리

서비스 로봇*
* ICT전기전자 분과에서 자율형 로봇 분야
제안되었던 분야

스마트 모빌리티

미래기술(2개)
- 사람과 공감하고 이해하는 동반자로서의 개인맞춤
자가진화형 로봇
- 실내외 환경에서 모든 이동체가 끊김없이 공존하기
위한 초정밀 위치인식 시스템
유망기술(2개)
- 초소형 인공지능
- 인지기술

미래기술(1개)
- 지상 교통과 미래 항공교통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고정밀 3차원 교통지원체계 구축 기술
지상교통과 미래 항공교통이 연계된 고정밀 유망기술(3개)
다차원 MaaS 체계 구축
- 자율주행 차량공유(Autonomous Ride-Hailing)
- 마이크로모빌리티의 지속적 성장 (Continued
growth-in micromobility)
- 자율주행 기반의 라스트마일 딜리버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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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

후보 분야(2차 조정)

후보 분야(1차 조정)
데이터/AI 기반 미래도시

스마트 시티*
* 스마트 시티는
5~10년 이내 시점으로
통합

* 디지털 SOC는
범위가 협소하여 삭제

10년
이후
(1개)

우주 비행체

* 웨어러블 로봇은
5~10년 이내 시점으로
통합

제안된 후보분야
AI 로봇 기반 사용자 맞춤 생활환경 조성
시스템

미래기술(2개)
- 안전한 건물과 도시를 위한 건물·도시 일체형
버틀러 로봇 기반 시스템
- AI 기반 거주자 맞춤형 주거환경 조성 시스템 기술

디지털 트원 시티

미래기술(3개)
- 메가시티 적용 디지털 트윈 국토 플랫폼과 관제
기술
- AI 기반 고정밀 도시 지상·지하 공간 통합 입체정보
시스템
- 지상교통과 미래 항공교통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고정밀 3차원 교통지원체계 구축 기술
유망기술(1개)
- 미래 도시의 필수 인프라, 지능형 운영 센터

에너지, 환경 위험 걱정 없는 도시*
* 10년 이후 시점에서 제안된 분야

미래기술(3개)
- 재생에너지 연계 건물일체형 에너지플러스 건축물
설계·시공 기술
- 도시블록, 건물 및 건물군 공기 및 환경제어 스마트
건축시스템
- 대용량의 재생에너지를 도시 및 산업단지 등에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에너지저장 및
통합관리시스템

저비용 SOC 시설물 유지관리 시스템

미래기술(1개)
- 클라우드기반 상황인지형 SOC 시설물
자가진단･안전경고･관리시스템

우주비행체분야

미래기술(3개)
- 재사용기반 우주비행체
- 터보제트·램제트·스크램제트엔진·초소형로켓
- 활주로 이륙가능 우주비행제

사용자 동작의도 사전인식 근력보조 및
근력강화용 웨어러블 로봇기술

미래기술(5개)
- 근로자 및 군사의 근력강화용 웨어러블 로봇
- 장애인 및 고령자의 근력보조용 의복형 자가발전
로봇
- 초강력 인공 근육섬유 소재 기술
- 초슬림 오감 수트로 교감·제어되는 원격 작업

스마트 시티

디지털 SOC(SOC
디지털화)

우주비행체

웨어러블 로봇

활용 후보기술(정량평가 상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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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

후보 분야(2차 조정)

후보 분야(1차 조정)

제안된 후보분야

활용 후보기술(정량평가 상위 50%)
아바타 로봇
- (현 수준보다 향상된 “사용자 동작의도 사전
파악기술”이 타 기술분야에서 5~10년 내
확보된다면 본 제안분야 역시 5~10년
산업화/상용화 가능 판단)

* 디지털 트윈은 ICT
전기전자의 디지털
트윈으로 통합

* 스마트 시티는
5~10년 이내 시점으로
통합

디지털 트윈

스마트 시티

디지털 트윈 시티 플랫폼 및 관제 기술

미래기술(2개)
- AI 기반 고정밀 도시 지상·지하 공간 통합 입체정보
시스템
- 메가시티 적용 디지털 트윈 국토 플랫폼과 관제
기술
유망기술(1개)
- 미래 도시의 필수 인프라, 지능형 운영 센터

에너지, 환경 위험 걱정 없는 도시

미래기술(3개)
- 재생에너지 연계 건물일체형 에너지플러스 건축물
설계·시공 기술
- 도시블록, 건물 및 건물군 공기 및 환경제어 스마트
건축시스템
- 대용량의 재생에너지를 도시 및 산업단지 등에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에너지저장 및
통합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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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바이오(상세)
시점

후보 분야(2차 조정)

바이오 플라스틱

후보 분야(1차 조정)

바이오 플라스틱

제안된 후보분야

활용 후보기술(정량평가 상위 50%)

미래기술(2개)
- 합성생물학 기반 친환경 바이오소재 생산용 세포공
바이오매스/나노기술을 이용한 플라스틱 대
장 구축 기술
체 및 생체이용소재 개발
- 석유계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천연고분자계 플
라스틱소재 및 이용기술
미래기술(3개)
석유계 플라스틱을 대체할수 있는 천연고분 - 바이오플라스틱개발
자계 플라스틱소재 및 이용기술
- 탄소관리
- 바이오매스/페자원활용 및 바이오에너지생산기술

_
*대체식품은 범위가
협소하여 분야 제외

5∼10년
(4개)

스마트 육종

세포·유전자 치료제

대체식품

대체육 개발 기술

미래기술(2개)
- 축산물(닭, 소, 돼지) 및 수산물 대체 배양육 개발 기술
- Alternative Proteins

스마트팜 및 유전자편집 기술을 활용한 기후
변화대응/고기능성 작물 개발

미래기술(2개)
- 기후변화 대응 작물 및 사료 신품종 개발 기술
- 생육모델링 시스템 기반 고기능성 작물생산 스마트
팜 기술

신품종 개발 및 육성 기술

미래기술(2개)
- 기후변화 대응 작물 및 사료 신품종 개발 기술
- 생육모델링 시스템 기반 고기능성 작물 생산 스마트
팜 기술

유전질환을 근본적이고 효율적으로 치료하는
맞춤형 유전자치료제 기술

미래기술(3개)
- 유전자 분석기술 및 data 표준화
- 개인형질 반영 DB
- 신규표지자를 이용한 질환진단용 영상시스템

핵산치료제개발기술

미래기술(2개)
- 신·변종 감염병 대응 맞춤형 백신 또는 치료제 개발
을 위한 플랫폼
- 유전질환을 근본적이고 효율적으로 치료하는 맞춤형
유전자치료제 기술

세포공장 활용 소재생산 기술

미래기술(2개)
- 합성생물학 기반 친환경 바이오소재 생산용 세포공
장 구축 기술

스마트 육종

세포·유전자 치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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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

후보 분야(2차 조정)

후보 분야(1차 조정)

제안된 후보분야

활용 후보기술(정량평가 상위 50%)
- 석유계 플라스틱을 대체할수 있는 천연고분자계 플
라스틱소재 및 이용기술

미래기술(2개)
- 유전자변형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한 혁신적 질환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을 활용한 혁신치료제
치료제 개발
개발
- 대상성 만성질환 예방/치료용 정밀 개인 맞춤형 장
내미생물 조절 기술

디지털 헬스케어

감염병 예측 및 대응체계 구축

미래기술(5개)
- 신·변종 감염병 발생에 대한 AI 기반 상시 모니터
링 및 조기 경보 시스템
- AI, 블록체인 등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개인별 건강
관리 및 질병 위험도 예측 디지털 트윈 시스템
- 우울증 정밀 진단용 디지털·바이오마커 기술
- 현장검사용 감염병 정밀진단 시스템
- 감염병 취약 집단용 스마트 방역 기술
유망기술(3개)
- 병원을 집안에(Hospital-at-home)
- 가상환자
- 인공지능 주치의

지역사회 스마트헬스케어

미래기술(3개)
- AI, 블록체인 등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개인별 건강
관리 및 질병 위험도 예측 디지털 트윈 시스템
-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용 개인별 생애주기 맞춤형 정
밀 영양 헬스케어 서비스 기술
- 디지털 의료
유망기술(3개)
- 병원을 집안에(Hospital-at-home)
- 가상환자
- 인공지능 주치의

디지털 헬스케어

미래기술(2개)
- 유전체 정보 등 생체데이터 확보를 통한 세라노스틱
생체정보기반 헬스케어 예방/관리/진단 통
(Theranostic) 의료시스템
합의료시스템
-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용 개인별 생애주기 맞춤형 정
밀 영양 헬스케어 서비스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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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

후보 분야(2차 조정)

후보 분야(1차 조정)

제안된 후보분야

활용 후보기술(정량평가 상위 50%)
유망기술(1개)
- 비침습 생체정보 기반의 심혈관질환 관리 기술

의료 인공지능 진료 솔루션

미래기술(4개)
- 우울증 정밀진단용 디지털 기술
- 디지털 의료
- 디지털 트윈시스템
- 정밀 영양 헬스케어 서비스 기술
유망기술(2개)
- 인공지능 주치의
- 가상환자

AI기반 질병 예측 시스템

미래기술(6개)
- AI기반 농림작물 병해충 예찰
- 진단기술
- AI기반 가축질병예찰 진단 및 통제시스템
- 감염병 취약 집단용 스마트 방역기술
- 현장검사용 감염병 정밀진단시스템
- 신변종 감염병발생에 대한 AI기반 상시 모니터링 및
조기 경보시스템

데이터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미래기술(3개)
- AI, 블록체인 등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개인별 건강
관리 및 질병 위험도 예측 디지털 트윈 시스템
-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용 개인별 생애주기 맞춤형 정
밀 영양 헬스케어 서비스 기술
- 우울증 정밀 진단용 디지털·바이오마커 기술
유망기술(2개)
- 가상환자
- 인공지능 주치의

현장 진단 검사

미래기술(1개)
- 현장검사용 감염병 정밀진단 시스템
유망기술(4개)
- Multi-Cancer Screening
- 포터블 유전자 센서
- 비침습 생체정보 기반의 심혈관질환 관리 기술
- 병원을 집안에(Hospital-at-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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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

후보 분야(2차 조정)

후보 분야(1차 조정)

제안된 후보분야

웨어러블 진단 및 치료기술

디지털 (정밀) 의료*
* ICT전기전자 분과에서 디지털 정밀 의료
제안된 분야

합성생물 치료제

10년
이후
(4개)

* 전자약은 범위가
협소하여 분야 제외

바이옴소재

합성생물 치료제

유망기술(4개)
- 자가발전형 인바디센서
- 포터블 유전자센서
- 마이크로니들
- 비침습 생체정보 기반의 심혈관질환 관리 기술
미래기술(5개)
- 지능형 융복합화 기반 모든 디바이스와 사물이 연결
되고 스스로 진화하는 자율형 IoT 통합 플랫폼
- 상실된 감각 기능을 다른 감각으로 보완하는 인공감
각-신경망 연결 기술
- 개인맞춤형 정신질환 예방·치료·관리 디지털 치료제
기술
- 완성도 있는 의미분석과 화용분석이 가능한 인간수
준 언어처리기술
- 실세계와 동일한 가상 학습 시스템 실사화 기술
유망기술(2개)
- 인지기술
- 인터페이스의 벽을 허무는 Beyond Screen 기술

미래기술(2개)
- 고형암 완치가능 맞춤형 또는 합성생물학 기반 면역
합성생물학 및 유전자교정 기술을 이용한 항
항암제 기술
암/유전자치료제 개발
- 유전질환의 근본적 치유를 위한 맞춤형 유전자치료
제 개발
뇌질환의 기전 규명을 위한 계산뇌과학 기반
뇌 시뮬레이션 기술

미래기술(3개)
- 인공뉴런 프로토타입 구축
- 뇌 신경세포 구조적
- 전자기적 특성 기술

신경정신질환 헬스케어

미래기술(2개)
- 저선량 방사선을 활용한 난치성 신경 퇴행성 질환
치료 기술
- 뇌질환의 기전 규명을 위한 계산뇌과학 기반 뇌 시
뮬레이션 기술

유전체 및 장내미생물 기반 맞춤형 영양케어

미래기술(3개)
- 유전체 정보 등 생체데이터 확보를 통한 세라노스틱

전자약

바이옴소재

활용 후보기술(정량평가 상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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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

후보 분야(2차 조정)

후보 분야(1차 조정)

제안된 후보분야

활용 후보기술(정량평가 상위 50%)
(Theranostic) 의료시스템
- 유전자변형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한 혁신적 질환
치료제 기술
- 대사성 만성질환 예방·치료용 정밀 개인 맞춤형 장
내미생물 조절 기술
-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용 개인별 생애주기 맞춤형 정
밀 영양 헬스케어 서비스 기술
유망기술(2개)
- 병원을 집안에(Hospital-at-home)
- 인공지능 주치의

디지털 농업

바이오 인공장기

디지털 농업

바이오 인공장기

AI 기반 병해충 진단 및 방제 기술

미래기술(2개)
- AI 기반 농림작물 병·해충 예찰, 진단 기술
- AI 기반 가축 질병 예찰·진단 및 통제 시스템

개인맞춤형 조직재생진단/치료기술

미래기술(3개)
- 손상된 장기를 복구할 수 있는 개인맞춤형 조직재생
기술
- 유전질환을 근본적이고 효율적으로 치료하는 맞춤형
유전자치료제 기술
- 유전체 정보 등 생체데이터 확보를 통한 세라노스틱
(Theranostic) 의료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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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전기전자(상세)
시점

5∼10년
(6개)

후보 분야(2차 조정)

메타버스

후보 분야(1차 조정)

제안된 후보분야

활용 후보기술(정량평가 상위 50%)

초 실감 확장 현실 기술

미래기술(9개)
- 대체현실 기술을 이용한 메타라이프 시스템
- 사회구성원의 소통용 메타커뮤니케이션 기술
- 6G·AI 기반 초실감 확장 현실(XR)기술
- 초실감·초재현 XR 트윈 생성 자동화 기술
- 실세계와 동일한 가상 학습 시스템 실사화 기술
- 완전 입체 초실감 디지털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기술
- 한류문화 확산을 위한 메타버스형 XR 공연 시스템
- 온·오프라인 연계 가상쇼핑용 XR 시스템
- 공존현실 기반 오감 인터랙션 비대면 XR 교육 시스템
유망기술(2개)
- 디지털 트윈
- AR 안경 통합

확장현실(eXtended Reality; XR) 분야

미래기술(8개)
- 대체현실 기술을 이용한 메타라이프 시스템
- 6G·AI 기반 초실감 확장 현실(XR)기술
- 한류문화 확산을 위한 메타버스형 XR 공연 시스템
- 초실감·초재현 XR 트윈 생성 자동화 기술
- 공존현실 기반 오감 인터랙션 비대면 XR 교육 시스템
- 사회구성원의 소통용 메타커뮤니케이션 기술
- 온·오프라인 연계 가상쇼핑용 XR 시스템
- 완전 입체 초실감 디지털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기술
유망기술(1개)
- AR 안경 통합

메타버스

미래기술(9개)
- 언어 장벽 없이 대화가 가능한 Zero UI 만국 실시
간 통역 시스템
- 대체현실 기술을 이용한 메타라이프 시스템
- 공존현실 기반 오감 인터랙션 비대면 XR 교육 시스템
- 사회구성원의 소통용 메타커뮤니케이션 기술
- 한류문화 확산을 위한 메타버스형 XR 공연 시스템
- 사람과 공감하고 이해하는 동반자로서의 개인맞춤
자가진화형 로봇

메타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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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

후보 분야(2차 조정)

후보 분야(1차 조정)

제안된 후보분야

활용 후보기술(정량평가 상위 50%)
- 온·오프라인 연계 가상쇼핑용 XR 시스템
- 스마트 거래와 무형 자산 증명을 위한 디지털 자산
인증 기술
- 6G·AI 기반 초실감 확장 현실(XR)기술
유망기술(2개)
- 재택근무 기술
- 리테일의 진화

디지털 트윈

디지털 트윈

미래기술(4개)
- 자율형 IoT 통합 플랫폼
- 초실감·초재현 XR 트윈 생성 자동화 기술
- 장애 복원 기술
- 실세계와 동일한 가상 학습 시스템 실사화 기술
유망기술(3개)
- 디지털트윈
- 공간적 컴퓨팅
- AI-enabled Sensors

메타버스 및 디지털트윈

미래기술(11개)
- 대체현실 기술을 이용한 메타라이프 시스템
- 6G·AI 기반 초실감 확장 현실(XR)기술
- 한류문화 확산을 위한 메타버스형 XR 공연 시스템
- AI 기반 초개인화된 교육용 가상환경 시스템
- 초실감·초재현 XR 트윈 생성 자동화 기술
- 공존현실 기반 오감 인터랙션 비대면 XR 교육 시스템
- 사회구성원의 소통용 메타커뮤니케이션 기술
- 온·오프라인 연계 가상쇼핑용 XR 시스템
- 개인맞춤형 정신질환 예방·치료·관리 디지털 치료제
기술
- 실세계와 동일한 가상 학습 시스템 실사화 기술
- 스마트 거래와 무형 자산 증명을 위한 디지털 자산
인증 기술
유망기술(3개)
- 디지털 트윈
- 공간적 컴퓨팅
- 재택근무 기술(Working from home technology)

디지털 트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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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

후보 분야(2차 조정)

후보 분야(1차 조정)

제안된 후보분야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
* 기계건설교통 분과에서 디지털 트윈 시티 플랫폼 및 관제 기술
제안된 분야

자율주행 모빌리티

자율주행 모빌리티

자율주행 모빌리티

활용 후보기술(정량평가 상위 50%)
미래기술(11개)
- 대체현실 기술을 이용한 메타라이프 시스템디지털
트윈
- 지능형 융복합화 기반 모든 디바이스와 사물이 연결
되고 스스로 진화하는 자율형 IoT 통합 플랫폼
- 6G·AI 기반 초실감 확장 현실(XR)기술
- 한류문화 확산을 위한 메타버스형 XR 공연 시스템
- AI 기반 초개인화된 교육용 가상환경 시스템
- 초실감·초재현 XR 트윈 생성 자동화 기술
- 공존현실 기반 오감 인터랙션 비대면 XR 교육 시스템
- 사회구성원의 소통용 메타커뮤니케이션 기술
- 온·오프라인 연계 가상쇼핑용 XR 시스템
- 완전 입체 초실감 디지털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기술
- 실세계와 동일한 가상 학습 시스템 실사화 기술
유망기술(3개)
- 인지기술
- 디지털 트윈
- 인터페이스의 벽을 허무는 Beyond Screen 기술
미래기술(2개)
- AI 기반 고정밀 도시 지상·지하 공간 통합 입체정보
시스템
- 메가시티 적용 디지털 트윈 국토 플랫폼과 관제 기술
유망기술(1개)
- 미래 도시의 필수 인프라, 지능형 운영 센터
미래기술(5개)
- 차세대 AI용 지능형 프로세스 기술
- 지능형 융복합화 기반 모든 디바이스와 사물이 연결
되고 스스로 진화하는 자율형 IoT 통합 플랫폼
- 실내외 환경에서 모든 이동체가 끊김없이공존하기
위한 초정밀 위치인식 시스템
- 저궤도 통신위성 기술과 AI기술을 활용한 대륙 간
무인항공, 무인항해 기술
- 6G 통신의 IoE 망을 이용한 드론 자율주행 기술
유망기술(5개)
- 초소형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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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

후보 분야(2차 조정)

후보 분야(1차 조정)

제안된 후보분야

활용 후보기술(정량평가 상위 50%)
-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

엣지 인공지능(Edge AI)
에너지 자립 IoT
공간적 컴퓨팅
Deep Learning Is Software 2.0

유망기술(1개)
- 고정밀지도 제작 기술

미래기술(5개)
- 초고속 무지연 통신기반 원격 완전자율주행(level5)
기술
- AI 예지보전 기반의 차량 자가진단 및 유지관리 기술
- 스마트 무인 자동 주차 시스템
원격관제 및 자율주행 통합 스마트 전기차량
- 주차장용 전기차 충전 자율주행 로봇
(로봇) 시스템 개발기술
- (2차전지 및 연료전지 기술군 포함)
유망기술(3개)
자율주행차*
- 교통약자를 위한 Level 4 자율주행 자동차
* 기계건설교통 분과에서
- 자율주행 고도화를 위한 차량 제어 기술
제안된 분야
- 고정밀지도 제작 기술

고 안전/신뢰 자율주행시스템

미래기술(3개)
- 초고속 무지연 통신기반 원격 완전자율주행(level5)
기술
- AI 예지보전 기반의 차량 자가진단 및 유지관리 기술
- 스마트 무인 자동 주차 시스템
유망기술(3개)
- 자율주행 고도화를 위한 차량 제어 기술
- 교통약자를 위한 Level 4 자율주행 자동차
- 고정밀지도 제작 기술

미래기술(1개)
- 지상 교통과 미래 항공교통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고
정밀 3차원 교통지원체계 구축 기술
스마트 모빌리티*
지상교통과 미래 항공교통이 연계된 고정밀 유망기술(3개)
* 기계건설교통 분과에서
다차원 MaaS 체계 구축
- 자율주행 차량공유(Autonomous Ride-Hailing)
제안된 분야
- 마이크로모빌리티의 지속적 성장 (Continued
growth-in micromobility)
- 자율주행 기반의 라스트마일 딜리버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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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

후보 분야(2차 조정)

후보 분야(1차 조정)

제안된 후보분야

자율 지능형 보안

자율 지능형 보안

인공지능

반도체

자율 지능형 보안

인공지능

반도체

활용 후보기술(정량평가 상위 50%)
미래기술(5개)
- 신원 확인 및 검증을 위한 지능형 자기주체적
관리 기술
- 침해 사고 탐지 및 자율 대응을 위한 AI 기반
형 모니터링 기술
- 능동적 치료를 위한 사이버 보안 자가진단 및
기술
- 데이터 유출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사전 자동
및 상시적 데이터 비식별화 기술
- 블록체인 기반 공적 커뮤니케이션용 보안 강화
워크 플랫폼

신원
지능
백신
탐지
네트

블록체인 구축 및 서비스 운용

미래기술(3개)
- 신원확인/검증을 위한 지능형 자기주체적 신원 관리
기술 통합
- 블록체인기반 공적 커뮤니케이션용 보안강화 네트워
크 플랫폼
- 스마트 거래와 무형 자산 증명을 위한 디지털 자산
인증 기술

차세대 인공지능

미래기술(4개)
- 차세대 AI용 지능형 프로세스 기술
- PIM(Process-In-Memory) AI 반도체 기술
- 침해 사고 탐지 및 자율 대응을 위한 AI 기반 지능
형 모니터링 기술
- 실생활 전문지식 컨설팅이 가능한 복합추론 전문 비
서 기술
유망기술(2개)
- 초소형 인공지능
- 서비스로서의 인공지능

초소형 지능형 반도체

미래기술(5개)
- 차세대 AI용 지능형 프로세스 기술
- PIM(Process-In-Memory) AI 반도체 기술
- 전력・동력용 차세대 고효율 전력반도체 기술
- 칩렛(Chiplet) 기반 초고밀도 웨이퍼 수준 집적·패키
징·테스트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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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

후보 분야(2차 조정)

후보 분야(1차 조정)

제안된 후보분야

활용 후보기술(정량평가 상위 50%)
- 초고성능 저전력 컴퓨팅용 나노포토닉스기반 광전융
합 반도체 기술
유망기술(1개)
- 초소형 인공지능

* 서비스 로봇은
기계건설교통 분과로
이동

10년
이후
(2개)

양자정보

서비스 로봇

자율형 로봇 분야

미래기술(2개)
- 사람과 공감하고 이해하는 동반자로서의 개인맞춤
자가진화형 로봇
- 실내외 환경에서 모든 이동체가 끊김없이 공존하기
위한 초정밀 위치인식 시스템
유망기술(2개)
- 초소형 인공지능
- 인지기술

양자정보

미래기술(4개)
- 양자시스템 사이에 양자역학적 정보를 보존하면서
연결하는 양자 네트워크 기술
- 양자컴퓨팅 성능의 극대화를 위한 3차원 양자소자 기술
- 양자역학적인 원리를 이용하여 기존의 분해능을 뛰
어넘는 고해상도 이미징 기술
- 양자암호통신의 보완성 확보와 통신거리 증가를 위
한 양자중계기 기술

양자정보분야 (양자네트워크)

미래기술(2개)
- 양자시스템 사이에 양자역학적 정보를 보존하면서
연결하는 양자 네트워크 기술
- 양자암호통신의 보완성 확보와 통신거리 증가를 위
한 양자중계기 기술

양자컴퓨팅 소.부.장 개발 및 상용화

미래기술(4개)
- 양자시스템 사이에 양자역학적 정보를 보존하면서
연결하는 양자 네트워크 기술
- 양자컴퓨팅 성능의 극대화를 위한 3차원 양자소자
기술
- 양자역학적인 원리를 이용하여 기존의 분해능을 뛰
어넘는 고해상도 이미징 기술
- 양자암호통신의 보완성 확보와 통신거리 증가를 위
한 양자중계기 기술

양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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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

후보 분야(2차 조정)

후보 분야(1차 조정)

제안된 후보분야
양자정보분야 (양자컴퓨팅)

미래기술(1개)
- 양자컴퓨팅 성능의 극대화를 위한 3차원 양자소자
기술

양자정보분야 (양자센싱)

미래기술(1개)
- 양자역학적인 원리를 이용하여 기존의 분해능을 뛰
어넘는 고해상도 이미징 기술

장애보조(휴먼증강) 기술 분야

휴먼증강

* 디지털 (정밀) 의료는
생명바이오 분과의

미래기술(3개)
- 상실된 감각 기능을 다른 감각으로 보완하는 인공감
각-신경망 연결 기술
- 개인맞춤형 정신질환 예방·치료·관리 디지털 치료제 기술
- 고령층 서비스용 진화형 UI/UX 기술

디지털 인지-공감 기술

미래기술(7개)
- 언어 장벽 없이 대화가 가능한 Zero UI 만국 실시
간 통역 시스템
- 지능형 융복합화 기반 모든 디바이스와 사물이 연결
되고 스스로 진화하는 자율형 IoT 통합 플랫폼
- 상실된 감각 기능을 다른 감각으로 보완하는 인공감
각-신경망 연결 기술
- 사람과 공감하고 이해하는 동반자로서의 개인맞춤
자가진화형 로봇
- 신원 확인 및 검증을 위한 지능형 자기주체적 신원
관리 기술
- 고령층 서비스용 진화형 UI/UX 기술
- 완성도 있는 의미분석과 화용분석이 가능한 인간수
준 언어처리기술
유망기술(5개)
- AR 안경 통합
- 인지기술
- 엣지 인공지능(Edge AI)
- 에너지 자립 IoT
- 인터페이스의 벽을 허무는 Beyond Screen 기술

디지털 정밀 의료

미래기술(5개)
- 지능형 융복합화 기반 모든 디바이스와 사물이 연결
되고 스스로 진화하는 자율형 IoT 통합 플랫폼

휴먼증강

디지털 (정밀) 의료

활용 후보기술(정량평가 상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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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

후보 분야(2차 조정)

디지털 헬스케어와 통합

후보 분야(1차 조정)

제안된 후보분야

활용 후보기술(정량평가 상위 50%)
- 상실된 감각 기능을 다른 감각으로 보완하는 인공감
각-신경망 연결 기술
- 개인맞춤형 정신질환 예방·치료·관리 디지털 치료제
기술
- 완성도 있는 의미분석과 화용분석이 가능한 인간수
준 언어처리기술
- 실세계와 동일한 가상 학습 시스템 실사화 기술
유망기술(2개)
- 인지기술
- 인터페이스의 벽을 허무는 Beyond Screen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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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환경
시점

후보 분야(2차 조정)

후보 분야(1차 조정)

풍력

풍력

풍력발전

수소

미래기술(3개)
-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수소 및 항공연료를 생산하
는(P2G) 고체산화물 고온 수전해(SOE) 융·복합 시
재생에너지와 수소 기반의 그린에너지 기술
스템
- MW급 음이온교환막 수전해 시스템
- 재생에너지 융·복합 발전을 위한 출력변동형 대용량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기술

수소

섹터커플링

섹터커플링

5∼10년
(6개)

이차전지

제안된 후보분야

활용 후보기술(정량평가 상위 50%)
미래기술(2개)
- 풍력발전시스템용 고효율, 초경량 초전도 발전기 기술
- 심해용 해상풍력발전시스템

섹터커플링 융복합 서비스 분야

미래기술(2개)
- V2X 기술을 이용한 이동형 전력저장장치의 가상발
전소 및 전력서비스 활용 기술
- 에너지자립형 스마트 커뮤니티 운영 기술

에너지저장장치(이차전지)

미래기술(2개)
- 장주기적 전력저장을 위한 대용량 고온이차전지 기술
- 차세대 배터리 효율적 개발을 위한 배터리소재 특성
예측모형 기반 배터리 소재 조성 최적화 기술

에너지 저장기술 고도화 분야

미래기술(3개)
- 차세대 배터리 효율적 개발을 위한 배터리소재 특성
예측모형 기반 배터리 소재 조성 최적화 기술
- 장주기적 전력저장을 위한 대용량 고온이차전지 기술
- 수소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암모니아 활용기술

이차전지분야

미래기술(2개)
- 차세대 배터리 효율적 개발을 위한 배터리소재 특성
예측모형 기반 배터리 소재 조성 최적화 기술
- 장주기적 전력저장을 위한 대용량 고온이차전지 기술

배터리 소재 및 운용 기술

미래기술(2개)
- 차세대 배터리 효율적 개발을 위한 배터리소재 특성
예측모형 기반 배터리 소재 조성 최적화 기술
- 장주기적 전력저장을 위한 대용량 고온이차전지 기술

이차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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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

후보 분야(2차 조정)

후보 분야(1차 조정)

(수송용) 차세대 2차
전지*
*기계건설교통분과에서
제안된 분야

스마트그리드

자원순환

제안된 후보분야

미래기술(4개)
- 전기자동차용 교환할 필요가 없는 장수명 슈퍼전지
기술
- 플라잉카용 대용량 초경량 이차전지 기술
수송용 차세대 에너지저장/발전 시스템 기술
- 수소 연료전지차용 고신뢰성 신소재 기술
- 수송기기용 고용량 가역 수소저장합금 기술
유망기술(1개)
- 리튬금속 배터리
차세대 전력망 운영 분야

미래기술(2개)
- 실시간 관제형 전력그리드 고신뢰·안전 시스템
- 미래형 신경망계통의 에너지거래 신뢰성 향상을 위
한 CPS 강화 기술

통합발전소(VPP)

미래기술(3개)
- V2x 기술을 통한 이동형 전력저장장치의 가상발전
소(VPP) 및 전력서비스 활용기술
- 에너지자립형 스마트 커뮤니티 운영 기술
- 실시간 관제형 전력그리드 고신뢰·안전 시스템

전력계통 운영기술

미래기술(2개)
- 실시간 관제형 전력그리드 고신뢰·안전 시스템
- V2x 기술을 통한 이동형 전력저장장치의 가상발전
소(VPP) 및 전력서비스 활용기술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및 운영기술

미래기술(4개)
- V2x 기술을 통한 이동형 전력저장장치의 가상발전
소(VPP) 및 전력서비스 활용기술
- 에너지자립형 스마트 커뮤니티 운영 기술
- 실시간 관제형 전력그리드 고신뢰·안전 시스템
- 미래형 신경망계통의 에너지거래 신뢰성 향상을 위
한 Cyber Physical System 강화 기술

넷제로(Net-zero)형 자원순환

미래기술(4개)
- IoT를 활용한 폐기물 고도 재활용 및 모니터링 기술
-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유해성폐기물 자원순환과 대
체 신소재 개발 기술
- 폐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 기술
- 순환경제형 생산기술

스마트그리드

자원순환

활용 후보기술(정량평가 상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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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후
(0개)

후보 분야(2차 조정)

후보 분야(1차 조정)

* 그린시멘트는 분야가
협소하여 제외

그린시멘트

제안된 후보분야

활용 후보기술(정량평가 상위 50%)

그린시멘트(Green Cement)

유망기술(1개)
- 저탄소시멘트

* 산업공정은 분야가
너무 넓어 제외

산업공정

친환경 산업공정

미래기술(1개)
- 온실가스 무배출 친환경 수소환원 제철 기술
유망기술(1개)
- 저탄소시멘트

* 그린철강은 분야가
협소하여 제외

그린철강

그린철강(Green Steel)

미래기술(1개)
- 온실가스 무배출 친환경 수소환원 제철 기술

친환경 산업공정

미래기술(1개)
- 온실가스 무배출 친환경 수소환원 제철 기술
유망기술(1개)
- 저탄소시멘트

* 산업공정은 분야가
너무 넓어 제외

산업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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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0

유망 신산업 후보분야별 기초자료 조사 결과

에너지/환경 분야
후보 분야명

분야 정의

핵심기술

풍력
ㅇ 바람의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기술로 블레이드를 중심으로 한 기계 및 공
기역학 기술, 전력변환계를 중심으로 한 전기·제어계측 기술의 집합체
ㅇ 풍력발전시스템을 생산하는 제조업, 발전단지를 구축하는 건설업, 생산된 전기를 운영·
관리·연계하는 발전사업, 또한, 이와 관련된 성능평가, 인증, 컨설팅 등 연구개발 서비스
업 등의 사업을 포괄
기술 분야

내용

개발·생산

Nacelle, gear box, tower 등 풍력터빈을 개발·생산 제발 활동에
필요한 기술

제어관리

SCADA, EMS 등을 활용하여 고장진단 및 최적 운영 구축에 필요한
기술

발전량 관리

발전된 전력을 판단하고, 효율적으로 판매 및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

계통 연계 운영 연계된 전력계통의 상태를 고려해 발전량을 조절하는 데 필요한 기술
사회적 기반

국민인식과 님비효과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사회 인프라가 필요한 기술

ㅇ (초전도 풍력발전기) 얇은 초전도선을 사용한 초전도코일을 활용
하여 기존 구리선보다 단위 면적당 높은 허용전류를 이용해 기존
발전기 대비5배 이상의 쇄교자속 밀도를 발생시켜 무게와 부피를
최대 1/3까지 줄일 수 있어 대형 풍력터빈의 적극적 활용이 가능
- GE(미국) '21년 고효율 초경량 저온 초전도(LTS) 발전기의 프
로토타입 구축·시험 중, 저온 초전도 풍력발전기의 초전도 자기
장 향상 기술 개발 중

분야
개요

주요 제품

ㅇ (Bladeless 풍력발전기) 원기둥 안 탄성이 있는 실린더를 수직으
로 고정해 바람 범위에서 진동하며 와류 흘림(Vortex Shedding)
현상을 이용한 풍력발전기. 발전 효율이 기존의 30~40%로 추가
연구가 필요함
- Vortex Bladeless(스페인) 개발, 현재 시제품 테스트 및 유지
보수비용, 설비 규모, 전기 생산 비용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연
구 진행 중

ㅇ (주상형 부유식 풍력발전기) 실린더 형태의 구조물이 수직으로 서
있고 그 위에 플랫폼이 설치된 형태, 부력 중심 하부에 중력 중심
을 위치시켜 안정성을 확보. 위치 유지를 위하여 유연계류장치
또는 긴장계류장치 설치 필요.
- 13MW 정격용량, 영국 전체 수요 5% 전력공급, Equinor(노
르웨이) 개발·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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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력시스템의 제도개선을 통한 에너지 시장 활성화, 프로슈머 서
비스 제공
- 연료전지·ESS·EV 등 다양한 분산전원을 연계해 소비자가 발전과
저장·소비를 병행하며 잉여 전력이 발생할 경우, 거래 서비스
제공

주요 서비스

ㅇ 신재생에너지 자원의 연계를 통해 경제적인 전력 서비스 제공
- 분산 자원(DER)의 활용으로 지속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생산
및 분산전원의 가격 경쟁력 확보로 수용가 측에 경제적인 고품
질 전력 서비스 제공
ㅇ 풍력발전단지의 실시간 상태 모니터링, 주기적 고장 이력 및 유지
보수 관리, IoT를 이용한 상태감시시스템, 디지털 트윈 등 서비스
제공
- 풍력터빈의 안전한 운영을 보장하는 정비, 수리, 부품교체,
O&M 플랫폼 구축·제공

시장 전망/
시장 규모

ㅇ (해외 전망) 지난해 상위 10개 업체의 풍력터빈 총공급량은 전체 점유율의 82%를 차지
하는 등 사실상 중국, 미국, 덴마크 등 일부 국가의 기업들이 세계 풍력 시장을 이끌어
갈 것이라 예상(상반기 신재생에너지 산업 동향 보고서, ‘21)
* 세계시장 : ’19년 621억 달러에서 ’21년 778억 달러, ‘30년 1,747억 달러로
’21-‘30년 연간 9.4% 성장 전망(Wind Energy Market, ‘21)
ㅇ (국내 전망) 국내는 아직 초기시장 단계이며, 유니슨, 두산중공업 등 일부 핵심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기술력 보완을 위해 글로벌 에너지기업들과의 전략적 제휴 도모
* 국내시장 : 신안 대규모 해상풍력단지(’30년 완공 예정)로 인해 약 48조원 투자로 국
내 풍력 시장 성장 전망 등, 부품국산화로 인한 국내 풍력 시장이 확산할 것으로 예상

기술 현황

ㅇ 균등화 발전단가(LCOE, Levelized Cost Of Energy)의 저감을 위해서 해상풍력발전
및 대형화 기술 개발 중
- (해외) 미국에서는 해상풍력발전기의 부유식 하부 구조 설계를 활용하여, 풍력발전기를
심해에 설치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으며, 터빈 크기 증가를 통해 풍력발전기의 수를
줄여 투자비의 저감 및 발전량 증가를 목표로 연구 수행 중
* 영국은 ‘30년까지 1GW 발전 용량을 부유식 해상풍력으로 충당하는 계획
* 덴마크는 80km 거리의 바다에 해상풍력 터빈을 구축하여 1000만 가구에 공급할
10GW를 발전하는 계획 중
* 중국은 ‘21년 싼샤·밍양 그룹이 공동 개발한 부유식 해상풍력발전기 가동 및 생산
* 제너럴일렉트릭(GE)은 12MW로 세계 최대 규모, 35% 무게를 줄인 부유식 해상풍
력 터빈을 공개하는 등 대형화와 경량화를 갖춘 풍력터빈을 목표로 연구 중
- (국내) 2022년까지 8MW급 해상풍력용 대형 터빈 개발 계획 중에 있으며, 2024년까
지 부유식 해상풍력 시스템 개발 추진 중
* 울산시는 200MW급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자체 개발할 예정이며, 국내·외의
6개 민간투자사(석유공사-Equinor, Shell-CoensHexicon, GIG, CIP-SK E&S,
KFWind, Equinor)와 MOU 체결을 통해 ‘23년부터 총 1.4 GW 단지 착공 계획 중
ㅇ (기술수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수준평가 자료에 따르면 기술수준은 EU(100%)이
세계 최고수준 국으로 유럽 90%, 일본 76.5, 중국 80%, 한국 75%로 아직 추가 개발
이 필요한 상태(과학기술정보통신부, ‘14-’20)
* 풍력시장 상위 10개 업체는 전체 점유율의 82% 정도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GE
(14%), Goldwind (13.5%), Vestas (12.8%), Envision (10.7%), Simens
(7.9%)인 실태, 특히 중국 기업이 TOP 10위 중 7개 업체 포진 중.
ㅇ (분야 활성화 시기) 국내 대규모 풍력단지로 인해, 국산 터빈이 상용화되고, ‘30년 이후
부터 본격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전망

시장
성장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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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중요성

ㅇ 풍력발전은 기후변화·에너지 안보 문제 해결 및 경제적 가치 창출을 할 수 있는 주요 기
술 분야이며, 미래 친환경, 첨단기술 융합 특성으로 향후 태양광발전과 함께 녹색성장
파급효과가 큰 산업으로 성장할 전망
- 탄소배출을 감소시켜줄 미래 친환경 발전 수단, 높은 설비 이용률, 관광 자원화 활용,
제조 산업 이외에 단지개발, 유지보수, 지지구조, 해상 설치, 계통 연계, 환경·안전 등
다양한 산업과 기술의 집합체
* 과거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체결을 계기로 풍력발전은 화석연료를 대체할 분
야로 주목받았으며, 기술적 완성도나 경제성으로 인해 빠르게 성장하여 친환경 에너
지원으로 급부상
ㅇ 주요 부품은 해외에 의존하는 실정으로 글로벌 선두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선진 기술 내
재화를 추진 요구
ㅇ 자국산 터빈에 대한 수요가 높은 시장인 만큼, 새만금, 신안 등 국내 풍력발전 활성화에
따른 시장 경쟁력이 예상됨
- (해외) 2020년 기준 시장점유율 1위는 미국, 2위는 중국, 3위는 덴마크로 대형 풍력터빈
(12MW, 15MW) 개발 및 상용화 추진
GE
Haliade150(6MW), Haliade-X(12MW) 개발 및 상용화 추진, 해상풍력터빈
(미국)
부품을 적층 제조할 수 있는 세계최대 규모의 3D 프린터 개발 프로젝트 돌입
Goldwind
맞춤형 에너지 설계 iGO와 같은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위한 솔루션 제공
(중국)

산업
생태계

산업 현황

파급 효과
(경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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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36-15MW의 개발 및 상용화 추진 ‘22년까지 시제품 가동 예정, ’22년
네덜란드의
Windpark
Maasvlakte
2
프로젝트에
V162(6MW)와
V117(4.2MW) 풍력터빈 건설 추진 예정
- (국내)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기업은 존재하지 않으나, 주요 기업인 유니슨이 약 44MW를
수출, 두산중공업 8MW 규모 터빈 개발 본격화
‘22년 전남 해남군, 대한조선과 해상풍력사업 배후단지 MOU 체결, ’21년
유니슨
영광 약수 해상풍력 발전단지에 64억 규모의 4.3 MW급 풍력터빈 공급
계약을 체결, ‘30년까지 10MW급 해상풍력터빈을 상용화 연구 중
Vestas
(덴마크)

두산중공업

‘21년 제주 한림단지(100MW규모) 기자재 공급 계약체결, 22’년 8MW
해상풍력터빈 실증 및 IEC-61400-21-1 국제 인증 취득 예정

효성중공업

Goldwind와 MOU 체결을 통해 8MW급 고정식 해상풍력 추진, ‘23년까
지 전남 지역에 해상 풍력 발전 조립 공장을 착공할 계획

ㅇ (경제적) 신안 해상풍력 연간 약 100만 톤의 이산화탄소 절감 효과, 450개 기업 유치를
통해 상생일자리 12만개 창출 기대, 93조 6000억 원 규모의 생산 유발 효과와 27조
8000억원 상당의 부가가치유발효과 예상(목포대, ‘21)
- 대규모 수요를 충당되는 풍력부품에 따른 풍력산업생태계구축 및 연관 기업체의 기술
력 향상에 따른 산업 부가가치 창출
ㅇ (사회적) 이익 공유 형태로 지역사회 이익 공유 및 지역 고용 계약
- (지역사회 이익 공유) 개발사업자가 마을에 기금을 제공하여 공동프로젝트를 추진하거
나 지역세 감면효과 도출
- (지역고용· 계약 추진) 풍력발전단지의 개발·건설·운영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
역 내 인력 고용창출 및 지역 업체 우선 계약
- (수산업 상생모델) 해상교통안전진단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여 해상풍력 단지 내 통
항 및 어업활동을 허용해 조업 구역 조성 가능
- (생태계 환경 활용) 해상풍력 하부구조물을 활용한 양식장 조성, 인공어초 설치 등 해
상풍력과 연계한 바다목장 사업 가능

부 록

후보 분야명

분야 정의

핵심기술

수소
ㅇ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경제산업 구조 및 수소의 생산, 공급, 활용에 연관된 기술 분
야
-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자동차, 선박, 열차, 기계 혹은 전기발전 열 생산 분야
와, 이를 위해 수소를 안정적으로 생산, 저장, 운송하는데 필요한 모든 분야의 산업 기
술을 포함
기술분야
생산
저장·운송
활용 (수송)
활용 (발전·산업)

내용
수소를 포함한 화합물로부터 수소를 제조하는 기술
수소를 용도에 맞게 저장하고 운송·분배·공급하는 기술
수소를 활용하여 발생한 전기로 모터를 구동하여 운행하는 교통수단
수소를 활용하여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발전 시스템
수소 전 주기 기술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한 안전, 표준화/인증, 환경
안전·환경·인프라
/경제성, 인프라 및 기술 실증 등
ㅇ (수전해설비) 전기·빛·열 등 외부에너지로 물을 분해하여 수소 생산
- 알카라인, 고분자전해질, 고체산화물 수전해 기술 등이 있으며,
대용량화 (수십 MW) 및 고효율화 (50kWh/kgH2) 등을 위한
연구 및 실증 진행

분야
개요

주요 제품

ㅇ (수소 저장장치) 물리적·화학적 방법으로 단위 체적 당 높은 밀도
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수소를 저장하고 운송하는 기술
- 기체: 충전압력 35MPa(=350bar), 내부용적 150L
- 액화: -253°C 이하로 냉각, 안전성 및 운송효율이 기체에 비해
높음. 창원시에 전국 최초 액화수소 플랜트가 건설 중
ㅇ (연료전지) 수소를 활용하여 열과 전기를 생산하는 고효율 발전
시스템으로 가정·건물용 및 발전용 연료전지 및 수송용 연료전지로
구분됨
- 주요 핵심부품은 셀스택, 운전장치, 전자장치로 구성
ㅇ 수전해 설비를 이용한 재생에너지 자원 활용
- 먼바다 해상풍력 등과 같이 전력화가 어려운 재생에너지원의
경우 현장에서 수전해 설비와 연계하여 수소 생산 가능

주요 서비스

ㅇ 수소 저장장치를 이용한 P2G 서비스
- 재생에너지와 전력 수요의 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는 산학연이 참여하여 2019년부터 P2G 기술에 대한 정부
R&D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ㅇ 수소 수입 항구 및 선박
- 수입 수소를 액화·액상, 파이프라인 등을 통해 대량으로 수소
수요처에 공급하기 위한 관련 인프라 및 서비스

시장 전망/
시장 규모

ㅇ (해외 전망) 연간 전 세계 수소 소비량은 2020년 10 EJ에서 2050년 78 EJ로 성장 전망.
* 세계시장 : ’20년 기준 약 150조 원에서 2050년 3000조 원 (맥킨지 ‘21) 수준으로
연 6% 수준의 성장 전망, 2050년 최대 14000 조원이 전망되기도 함 (골드만삭스 ‘20)
ㅇ (국내 전망) 2018년 164만 톤 수준인 수소 수요는 (수소경제활성화로드맵 ’19), 2050년
최대 27.7 백만 톤 (약 3.8 EJ)으로 성장 전망 (탄소중립시나리오 ‘20)
* 국내시장 : ‘19년 기준 국내 수소산업 종사 기업의 총 매출은 약 2.85조 원 수준에서
‘50년까지 경제 효과 1319조 원 (누적)으로 예상 (제1차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21)

기술 현황

ㅇ (수전해설비)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그린수소 생산용 수전해 설비가 상용화되었으며, 최
근 고분자전해질 수전해 설비 등 고효율 설비가 실증 및 상용화 중
- (해외) 유럽을 중심으로 수전해 시스템 효율 향상 및 P2G 실증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2024년까지 6GW 2030년까지 67GW의 수전해 설비가 설치될 것으로 전망.
(독일 E.ON) 풍력 연계 2MW급 수소 생산 플랜트 상업 운전 중

시장
성장
가능성

193

차기 성장동력 발굴･선정 방법론 연구

- (국내) 국내는 저온 수전해 시스템 제작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그 외기술은 학계·연
구계 중심의 기초·원천 연구 단계
- (기술수준) 선도국(예: 미국, 유럽) 대비 5년 격차
ㅇ (수소 저장장치) 기체저장·운송 기술을 고도화하여 수소 운송량을 증대하고, 수소를 대량
으로 안정성 있게 저장 및 운송할 수 있는 액체수소, 액상 수소화물 저장 및 운송 기술
개발을 추진 중이며 국내 최초 액화 플랜트가 창원에 설치 중
- (해외) 기체수소 저장 외 타 방식의 수소 저장은 산업 저변이 넓지 않은 상황
- (국내) 수소 운송 및 대규모 저장 관련 산업 여건은 매우 취약
- (기술수준) 선도국(예: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대비 10년 격차
ㅇ (연료전지) 국내는 활용(수소차 및 연료전지 등) 분야에서 강점이 있으나 주로 승용차 중
심 .
- (수송) 해외 기술 선도국의 경우 수송 분야에서는 선박, 드론, 유인 항공기 등으로 활
용 분야를 넓히고 있으며, 국내는 시스템 제작 및 운영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나 핵심
소재 및 부품은 수입에 의존하여 경제성이 부족
- (발전) 가정 및 건물용(kW급) 분야는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발전용(MW급) 분야는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양분되어 성장
- (기술경쟁력) 기술 선도국이나 소재 분야 부족

전략적 중요성

ㅇ 세계 수소 시장은 2050년 3,000조 규모로 성장하리라 전망되며, 활용 부문 중 특히 수
소차 및 연료전지 분야의 기업간 기술경쟁이 치열함. 따라서 현재 국내 기업의 수송 및
발전 부문의 강점을 바탕으로 수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투자 및 지원 필요. 또한, 전
력계통의 안정성 및 에너지 안보 강화 (수입 의존도 경감) 등의 측면에서도 지원 필요
(해외) 개별국가의 기술적,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글로벌 협력이 활발함
(미국) 수소 업계 글로벌 리더들을 중심으로 해외 진출 추진 중
(호주) 한·중·일 등 주요 수소 수요처에 수소 수출 방안 모색
(일본) 국제 수소 공급망을 구축하여 해외로부터 수소 수입 모색
(독일) 자국 내 수소 생산량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가나, 나이지리아 등 서아프리카로부
터 수소공급망 탐색 및 공급업체 계약 진행
ㅇ 미국, 유럽, 일본의 기업이 수소 생산 및 저장 분야를 주도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의 영
향력은 특정 분야에 집중
(해외) 미국, 유럽, 일본을 중심으로 수소 관련 기업이 성장하고 있으며, 알카라인 수전
해의 경우 중국 업체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

산업
생태계

산업 현황

Plug Power (미)
Ballard (미)
Bloom Energy (미)
NEL (노)
아사이카세이 (일)
ITM 파워 (영)

수송용 연료전지 및 수소 저장 설비 등
고분자 전해질 막 연료전지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알카라인 수전해
알카라인 수전해
고분자 전해질 막 방식 수전해 설비

(국내) 연료전지 및 수송 부문 활용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생산
및 저장 분야는 개발 및 실증 진행 중
SK
현대차
POSCO
한화
효성
두산

파급 효과
(경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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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액화플랜트 구축, 블루수소 생산, 연료전지발전 확대 등
수소차 설비투자 및 R&D(분리막 등), 연관인프라(충전소 등) 투자
부생수소 생산·해외 그린수소 도입, 수소환원제철 개발 등
그린수소(수전해) R&D·실증·생산, 수소혼소발전 등
액화플랜트 구축, 액화충전소 보급 등
창원 수소 액화 사업참여, 프랑스 에어리퀴드 협력

ㅇ (경제적) 2050년까지 누적 1319조원의 경제효과 및 56.7만명의 고용규모 예상.(제1차
수소경제이행기본계획, ’21)
ㅇ (사회적) 수소 발전을 통한 500MW 급 석탄 발전 9기의 온실 가스 배출량 감소 (약
2728 만톤) (수소경제활성화로드맵 ‘19)

부 록

후보 분야명

섹터커플링 (Sector Coupling)

분야 정의

ㅇ 최종 수요부문의 전력화와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 저장·전환·사용 기술을 이용하여 전력비전력, 공급-수요 부문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시스템 기반의 산업

핵심기술

ㅇ P2X 장기계획, P2X 구축, P2X 단기계획, P2X 수요예측, P2X 운영기술
ㅇ P2X Digital Twin
- Digital Twin 기술을 활용하여 재생에너지를 발전원으로 사용
하기 위한 설계, 운영 시뮬레이션, 제어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제품

주요 제품

ㅇ P2X Integrated EMS
- 전력 계통과 집단에너지 계통을 통합한 최적의 그리드 운영을
지원하는 시스템
ㅇ P2X 변환기
- 전력을 열에너지(예: 제어기), 가스(예: 수소개질기), 차량용 배
터리 충전(예: V2G 충전기) 등으로 변환하여 저장,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제품

분야
개요

ㅇ Power to Heat(P2G)
-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히트펌프/전기보일러 등을 통해 열
에너지로 전환하여 냉난방, 온수, 산업 공정 등에 활용하는 서
비스

주요 서비스

ㅇ Power to Gas(Hydrogen, Methan)
-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으로 물을 분해해 수소와 메탄으로 변
환하여 에너지를 저장하고 전력이 부족할 때 발전에 소비하거
나 다른 산업에서 활용
ㅇ Power to Mobility
- 전기차 충·방전 기술과 전력망 연계를 통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이동용 배터리에 저장하고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변동성 문제에
대응하는 서비스

시장 전망/
시장 규모

ㅇ 재생에너지에 대한 급격한 수요 증가에 따라 Power to Gas
준 3280만불에서 ’27년 6830만불로 성장할 것으로
Research)되며, Power to Heat 세계시장규모 또한 ‘18년
996억불로 급격한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출처 : Allied

기술 현황

ㅇ 섹터커플링
- (해외) 독일 규제 당국의 계획에 따라 여러 실증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으며, 사업화 단
계로 접어듬
- (국내) (P2H) 대규모 인프라 사업자(한국난방공사) 를 중심으로 기술 개발 (P2G) SK
ENS, 효성, 두산, 롯데 등 여러 기업들 경쟁적으로 수소 생산/저장/운송 기술 개발 중,
전력 연계 섹터커플링 기술은 아직 비 활성화 새만금을 중심으로 R&D사업 진행 예정
(P2M) V2G 기술 실증 완료(현대차, 제주도)
※ (기술 격차) (P2G) 독일 대비 5년 격차, (P2M) 미국 대비 3년 격차(테슬라)
ㅇ (분야 활성화 시기) 재생에너지 전환 계통 수용성 문제가 육지에 생기는 ‘25년 이후 인
센티브 제도 마련 및 사업개발 시작 될 것으로 기대됨.

시장
성장
가능성

전략적 중요성

세계시장규모가 ‘19년 기
예상(출처 : Emergen
기준 552억불에서 ’26년
Market Research)

ㅇ 전 세계적인 탈탄소화 및 전기화로 인하여, 전력 계통 수용성과 탈탄소화에 기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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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섹터커플링 기술이 매우 중요해짐.
- 대규모 그린수소 프로젝트 등의 개발사업에 섹터커플링 기술(변환 및 운용)을 통하여
새로운 먹거리 창출
ㅇ (해외) 독일, 미국, 유럽 그 외 국가를 포함하여 재생에너지 활성화 선진 국가에서
2013년부터 활발한 실증 사업 전개중
300MW급 부생수소 활용 프로젝트 등 다수의 수소 사업개발 수행중

RWE
(독일)
산업
생태계

산업 현황
Siemens
(독일)

(P2H) PEM 기반의 대규모 수소개질기 사업화, 가스터빈->수소터빈으
로 전환 등의 사업을 2015년부터 진행 중

- (국내) P2G의 경우 수소 생산을 제외한 전 분야에서 수소 생산/저장/유통/운용 등에
활발한 투자 중 섹터커플링은 아직 실증하지 않고 있음, P2H는 한국난방공사 위주의
기술개발 및 섹터커플링 실증 진행중

파급 효과
(경제, 사회)

SK ENS

부생수소 액화플랜트(~‘23년), 블루수소 생산계획(~’25년)

한국난방공사

(P2H) P2H 제어기 보일러를 포함한 특허 11건 등록

ㅇ (경제적) 전 세계적인 규모의 탈탄소 사업개발(그린수소 생산 등)이 일어나고 있어, 시장
규모 매우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Power to Gas Market By Technology (Methanation, Electrolysis), By
End-User (Utilities, Commercial, Industrial), Forecasts to 2027
ㅇ (사회적) 섹터커플링을 통하여 전력 계통 안정화와 탈탄소화에 매우 크게 기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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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후보 분야명
분야 정의

핵심기술

이차전지
ㅇ 화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켜 외부에 전원을 공급하거나, 방전되었을 때 외
부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아 전기 에너지를 화학적 에너지로 변환하여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전지 산업
- 리튬이온전지 핵심소재, 전고체 및 차세대 전지소재, 사용 후 배터리 기술을 포괄
기술분야

내용

리튬이온전지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등 핵심소재를 포함한 고성능, 고안전,
고생산성 리튬이온전지에 필요한 셀, 부품, 장비 기술

안전성 극대화를 위한 전고체 전지(전해질 : 액체->고체), 가벼운 무게
전고체 및
와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리튬황(양극재 : 니켈계->황·탄소), 에너지밀
차세대 전지소재
도 향상을 위한 리튬금속(음극재 : 흑연->금속) 전지 관련 기술
사용 후 배터리 잔존가치가 떨어진 사용 후 배터리 회수, 성능평가, Re-Use,
Re-cycling 관련 기술
기술
이차전지 서비스 이차전지 데이터 활용을 통한 신산업, 이차전지 대여·교체 서비스 등
신산업
이차전지 파생 기술
ㅇ 하이니켈 배터리
- 중대형 이차전지에 가장 많이 쓰이는 형태로 에너지 밀도를 높
이기 위한 삼원계의 니켈 비율을 높이거나 알루미늄 소재를 추
가한 형태로 삼성SDI, LG엔솔, SK온 등이 양산을 시작함

분야
개요

주요 제품

ㅇ 리튬 인산철(LFP) 배터리
- 리튬이온전지보다 무겁고 에너지 용량이 작으나 리튬 삼원계 배
터리 대비 안전성 확보가 쉽고 경제적이어서 전기차 용으로 중
국 CATL 등의 주력 제품
ㅇ 전고체 배터리
- 양극과 음극 사이에 있는 전해질을 액체에서 고체로 대체한 차
세대 배터리로 밀도와 안전성이 높은 배터리로 도요타(일본),
솔리드파워(미국) 등이 파일럿 생산
ㅇ 전기차, 모빌리티 스마트 충전 데이터 플랫폼
- 주행·관리 데이터 기반으로 충전 스케줄링 및 이차전지 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충전 인프라의 효율적 활용 및 V2G에 기반한
전기차 사용자 수익창출이 가능한 형태의 서비스

주요 서비스

ㅇ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서비스
- 잔존 용량이 떨어진 배터리의 ESS로의 전환(Re-Use) 또는 수
거된 폐배터리에서 가치 있는 금속을 추출하여 재활용
(Re-Cycling)하는 서비스
ㅇ 이차전지 교체 서비스
- 전기자동차, 전기 이륜차, 퍼스널 모빌리티 등의 이차전지를 충
전할 필요 없이 스테이션에서 완충된 이차전지로 교환하는 서
비스

시장
성장
가능성

시장 전망/
시장 규모

ㅇ (해외 전망) IT기기, 전기차, ESS의 보급과 함께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으로 중국,
일본의 강자들과 유럽 등에서 신규로 시장 진입 중
* 세계시장 : 전 세계 이차전지 시장은 2019년 806억 8,000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
률 11.06%로 증가하여, 2024년에는 1,36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TechNavio, Global Secondary Battery Market, 2020)
ㅇ (국내 전망) 국내 또한 세계적 트렌드와 유사한 어플리케이션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상승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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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시장 : 현재 2020년 기준 전기차 보급량은 13만5천대 가량이나 환경부와 국토
교통부에 따르면 2030년 기준 450만대를 목표로 하고 있음. 또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전원 설비가 2034년까지 약 80GW까지 늘어남에 따라 ESS의
투입이 급격히 늘어날 예정
ㅇ 우선적으로 리튬이온전지의 개선에 집중하고 있으며 전고체, 리튬황, 리튬금속전지 의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 개발 추진 중
- (해외) 리튬이온전지 소재는 2000년대 초반까지 일본이 시장을 주도하였으나, 한국 및
중국 업체의 성장으로 공급망이 다양화되고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
구분

해외 기술 현황

양극재

벨기에의 Unicore와 중국 ShanShan이 세계시장 점유율 1, 2위를 차
지하며, Unicore가 세계 주요 이차전지 생산업체에 공급하고 있는데
반해 ShanShan은 CATL 등 중국 이차전지 생산업체 중심으로 공급.
일본은 하이니켈, 중국은 LFP에 집중.

음극재

광물자원이 풍부한 중국 BTR과 전통적인 탄소산업 강국인 일본 신에
츠가 점유율 1,2위로 강세

분리막

분리막은 전지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소
재로 신제품 적용에 보수적이며, 타 소재에 비해 한국과 일본이 강세
이고 중국은 약세

전해질

일본 Mitsubishi Chemical이 세계시장 점유율 1위로 한‧중‧일 3
국에 공급 중

도요타(일본), 솔리드파워(미국), 퀀텀스케이프(미국) 등을 중심으로
전고체, 리튬황, 2025년 배터리 체적당 에너지밀도(Wh/L)를 리튬이온전지 대비 30%
리튬금속
이상인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양산 계획에 있음. 리튬황, 리튬금속 등
은 연구개발 초기 및 시제품 개발 단계
기술 현황

- (국내) 세계적 셀 기술 경쟁력이 있는 3사를 중심으로 4대 소재의 국산화 및 공급 체
인이 형성 중이나 소재별로 국산화율 상이
구분

국내 기술 현황

양극재

엘앤에프, 에코프로비엠, 포스코케미칼 등이 중･대형전지용 양극활물
질을 생산하고 있으며, 코스모신소재는 소형전지용을 주로 생산. 하이
니켈 방향으로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음.

음극재

실리콘 음극재 상용화를 통해 대주전자재료 점유율 3위를 달성했으며
포스코케미칼이 인조흑연 음극재 양산에 들어감

분리막

분리막은 SK온이 차별화된 코팅 기술 등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 점유
율 3위를 형성하고 있음

전해질

현재 원가절감 추세로 중국산 비중이 증가하여 국내 업체들의 경쟁력
이 떨어져가는 상황

삼성SDI, LG엔솔, SK온 등이 2025년 이후 전고체 베터리 개발 및
전고체, 리튬황,
2027년 이후 상용화 계획에 있음. 리튬황의 경우 LG엔솔이 개발을
리튬금속
주도하고 있으나 초기 단계임.
※ (경쟁력)
- 국내 이차전지산업은 국내 3사(삼성, LG, SK)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였으나 소재
분야는 상대적으로 미흡
ㅇ (분야 활성화 시기) 차세대 이차전지 중 전고체는 2025년을 기점으로 상용화가 이루어
지고 리튬황, 리튬금속 등은 2027년 이후 순차적 상용화 계획에 있음
전략적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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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미래 산업의 변화는 탄소중립(Carbol Neutrality), 전동화(Electrification), 무선화
(Cordless)가 핵심으로 모든 사물에 이차전지가 필요한 시대가 개막될 것으로 예상

부 록

- 무선가전, 로봇, 드론, 에너지저장장치, 전기차, 전기선박 등 이차전지 적용영역 지속 확장
ㅇ 이차전지는 친환경화라는 글로벌 트렌드 속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핵심수단, 각국 수
요 증가로 글로벌 시장 급속 성장 전망
- 2025년에는 이차전지가 메모리반도체보다 더 큰 시장으로 성장할 전망(IHS Markit)
ㅇ 셀, 소재, 부품, 장비 제조업체 뿐 아니라 자동차 제조사로부터의 투자 및 협력체계 형성
이 활발히 진행 중
- (해외) 현행 리튬이온 이차전지는 ’91년 일본이 최초 상용화하며 시장을 형성하였고
2010년대 들어 전기차 산업이 성장하면서 중·대형 이차전지는 넓은 내수 시장의 중국
과 소재, 부품 분야 기술이 강한 일본이 경쟁 중

산업
생태계

산업 현황

에너지 자동차 및 에너지 저장 배터리 시스템용 전기 배터리를 연구개발
(R&D), 생산, 판매에 주력하고 있으며, 새로운 에너지 응용 솔루션을 제공
CATL
하는 대표적인 전력 배터리 시스템 공급업체로 LFP 배터리에 집중하고 있
(중국)
으며 2021년도 기준 전기차 베터리 시장 점유율 32.6%로 1위 기업으로
도약함
니켈 금속 하이드라이드(NiMH) 배터리, 리튬이온 배터리, 리튬 망간-코발
BYD
트-산화탄소(NCM) 배터리 등 다양한 이차전지를 공급하고 있음. 약 8600
(중국)
억원의 배터리 생산기지 구축 예정
Panasonic Tesla 독점 납품으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독점 구도의 와해
(일본)
및 중국 기업의 해외 수주 경쟁에 참여로 점유율은 하락함
- (국내) 2000년대 중반 이후, 모바일 산업 성장과 함께 소형 이차전지는 우리나라가 글
로벌 시장을 주도하였고 전기차 산업 성장에 맞추어 중·대형 이차전지 시장을 글로벌
공략 중

LG 엔솔

삼성 SDI
SK 온

파급 효과
(경제, 사회)

기초 소재 및 화학 제품 생산과 에너지 저장 및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를
생산하여 Volkswagen(유럽), GM(미국), 현대기아차(국내) 등 다양한 고
객사를 확보하여 공급 중으로 2021년 중국을 제외한 시장의 배터리 점유
율 1위를 달성함
차세대 대용량 원통형 전지를 개발하여 루시드(미국), 리비안(미국) 등 신
생 전기차 제조사들을 중심으로 점유율을 높여갈 계획
이차전지 소재, 셀, 시험평가, 재활용 기술의 수직계열화를 위한 기술 확
보 및 투자에 적극적이며 글로벌 생산거점을 공격적으로 확대 중

ㅇ (경제적) 이차전지 산업의 성장은 후방산업의 기술개발을 토대로 전방산업의 신규시장
선점과 같은 연쇄효과가 큰 특징을 보임
- 이차전지 제조를 위한 소재, 부품, 장비 산업부터 IT기기, 전기자동차 및 모빌리티, 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파급효과
ㅇ (사회적)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필수적 기술
- 탄소중립 달성을 통한 환경 및 국민의 삶의 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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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분야명

분야 정의

핵심기술

스마트그리드
ㅇ 스마트그리드(Smart Grid)는 전력계통(Grid)에 전에 없던 ICT기술(Smart)을 결합하여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인 전력계통 기술 및 그에 연관된 산업
- 다양한 방식의 발전설비부터 송전, 변전, 배전, 전력 소비자, 에너지관리 시스템 등 전
기 사용과 관련된 전반적인 영역을 포함
※ 스마트그리드는 보다 안정적인 전기사용, 재생에너지 비중 증가를 통한 탄소배출 감
소, 소비자의 전기요금 저감 등을 목표로 함
기술분야
발전
에너지저장
전력변환
전력전송
에너지 관리

내용
재생에너지, 분산형 전원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는데 필요한 기술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 저장장치들을 전력계통에 활용하는데 필요한 기술
전압, 직류/교류 등 전력을 사용 용도와 목적에 따라 변환하는데 필요한 기술
전력을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전송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수요관리, 에너지관리시스템 등 전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기술

ㅇ 에너지 관리 시스템(EMS, Energy Management System) :
에너지 관련 설비 및 에너지의 사용을 최적화 하기 위한 시스템
- 전력 송배전 시스템을 위한 EMS 외에도 BEMS(Building
EMS), HEMS(Home EMS) 등 다양한 EMS가 존재 혹은 개발중
- 설비고장감시, 전기사용 예측, 사용최적화, 자동제어등 다양한
기능을 포함

분야
개요

주요 제품

ㅇ 유연송전시스템(FACTS & HVDC, Flexible AC Transmission
System, High-Voltage Direct Current) : 전력전자기술을 바
탕으로 교류송전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거나 직류로 변환하여
송전하는 설비
- 역률이나 무효전력을 보상하기 위한 STATCOM, 고압 AC/DC
컨버등이 대표적인 설비로 활용중
- 태양광 발전, 전력저장용 배터리, 전기차등 직류 사용 설비의
비중이 배전계통에 늘어남에 따라 MVDC(Medium-Voltage Direct
Current)등에 대한 연구도 진행
ㅇ AMI(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 전력소비자의 실
시간 사용량을 비롯한 각종 데이터를 계측하고 통신하기 위한 인
프라 설비
- 전력소비자와 계통운영자사이에 통신 혹은 전력소비자-전력소
비자, 전력소비자-서비스운영자 등의 정보전달을 통해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스마트그리드 핵심 인프라
- AMI의 핵심 설비인 스마트 미터의 보급 사업이 국내외에서 진행
ㅇ 수요관리(DR, Demand Response) : 전력운영의 효율성 및 수
급균형을 위해 소비자가 전력 사용량을 조절하는 서비스
- 피크수요 감소를 통한 비용효율화, 전력수급 불균형 조정들을
위해 소비자에게 전력사용 저감을 요청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소비자에게 배분하는 서비스

주요 서비스

ㅇ 가상발전소(VPP, Virtual Power Plant) : 분산화 되어있는 중소규모의 자원
들을 통합 관리하여 가상의 발전소처럼 운영 하는 서비스
- 변동성 자원들의 경우 통합하면 평활효과에 의해 변동성이 감소
하고 제어범위가 향상되어 계통 안정화에 기여하고 개별 발전사
업자 측면에서는 이용률을 향상
ㅇ 전력 소매 서비스 : 계통 운영자가 독점하던 전력 판매를 민간에
개방하여 경쟁을 통해 계통 유연성 및 경제성을 향상시키는 서비스
(일본의 경우 2016년 전력 소매가 허용 되었으며 각국도 각종
서비스 활성화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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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시장 전망/
시장 규모

ㅇ (해외 전망) 탄소배출, 재생에너지 및 전력사용량 증가등에 따라 스마트그리드 시장 성
장이 가속화 되고 있음
* 세계시장 : 2020년 세계 스마트그리드 시장 규모는 309억 달러 수준으로 평가되며 2030년에는 1,624
억 달러로 성장 전망(연 평균 18.2% 성장, 출처 : Precedence Research 보고서)
ㅇ (국내 전망) 국내 스마트그리드 시장은 여러 가지 제약사항으로 인해 높은 성장을 이루지 못함
* 국내시장 : 국내 스마트그리드 시장에 대한 정확한 통계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음.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우 2018년 53억 달러에서 2023년에는 177억으로 연평균 27.1%
성장 예상 (출처: Marketsandmarkets 보고서)

기술 현황

ㅇ 스마트그리드는 넓은 범위의 기술을 포함하고 있어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탄소배출 감소
의 측면을 중심으로 기술 개발이 진행 중
- (해외) 전력변환기술 분야에서는 장거리 전력전송을 위한 대용량의 DC 설비의 개발 및 활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투입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들(에너지저
장장치의 활용, 재생에너지 변동성 예측, 수요관리 등)이 개발되고 있음
* 특히나 유럽국가들은 국가 간 계통연계를 더욱 고도화하여 계통의 안정성 및 효율성
을 높이기 위한 프로젝트들이 진행
- (국내) 2009년에서 2013년에 걸쳐 제주도에 스마트그리드 실증 단지 사업 등을 비롯
해 다양한 실증을 한국전력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중심으로 진행
* 고압직류송전(HVDC)같은 송전 및 전력변환 기술은 선진국에 비해 기술력 측면에서
격차가 존재,
* 배전 자동화 적용등과 같은 인프라 구축 분야에서는 해외에 비해 발빠르게 진행됨
ㅇ (기술수준) 한국의 기술수준은 80% 수준으로 선도국인 미국 대비 2.5년의 격차가 존재
하고 EU 대비 2년의 격차가 존재함 (출처 : 기술수준평가, KISTEP)
ㅇ (분야 활성화 시기) 스마트그리드 분야의 일부 기술들(ESS, HVDC등)은 이미 전력계통
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향후 5년 이후에는 더욱 비중이 확대될 전망임. AMI와
같은 인프라 구축과 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서비스들은 설치기간과 제도적 장벽등으
로 인해 활성화에 보다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

시장
성장
가능성

전략적 중요성

ㅇ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스마트그리드 기술 개발 및 보급이 시급
- 재생에너지 비중 증가를 정부정책상 목표로 하고 있으나 타 국가와의 계통 연계가 되
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 전력계통에서는 재생에너지 투입 한계가 존재하여 스마트그리
드 기술을 통한 해결 필요
- 스마트그리드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시장 및 서비스가 창출될 것이며 이를 선점할 필요가 있음
ㅇ 스마트그리드 산업은 미국 및 EU 국가들이 주도하고 있으며 중국이 가장 큰 미래 시장
으로 예상되고 있음
- (해외) 스마트그리드에 필요한 전력설비들은 해외 기업들이 선도적으로 생산

산업
생태계

ABB(스위스)
SIEMENS(독일)
GE(미국)
산업 현황

HVDC 및 FACTS 설비 시장 점유율 1위
EMS 및 계통 해석 툴 개발 및 상용화
각종 전력설비 및 스마트그리드 솔루션 개발

- (국내) 전체적으로 세계 선도 기업을 찾기 어려우나 스마트그리드 분야 중 ESS와 같은
일부 장비의 생산에서 경쟁력이 존재
* 한국형 에너지관리시스템은 해외 시장 경쟁력 및 주요 핵심기술에서 해외에 비해 경
쟁력이 부족함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LS산전
효성중공업

파급 효과
(경제, 사회)

2020년 ESS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2위
에너지관리시스템 개발
STATCOM등 전력변환 및 전력설비 생산

ㅇ (경제적) 효율적 에너지 사용을 통해 에너지 수입 비용 감소 및 탄소중립 기여를 통해
수출기업의 탄소세 부담 완화 등 스마트그리드 보급에 따른 에너지 비용 절감
ㅇ (사회적) 대용량 발전소 및 송전선로의 필요성 감소를 통해 발전설비 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사
회적 갈등요인 제거,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에너지원의 사용을 통해 삶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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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분야명

분야 정의

핵심기술

자원순환
ㅇ ‘채취-생산-소비-폐기’로 이루어지는 구조를 순환형으로 전환하여 한정된 천연자원을 적
게 사용하면서 폐기물을 최대한 생산과정에 재투입하여 환류하는 기술 기반의 산업 (중
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 2022-2024, 중소벤처기업부)
-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된 폐기물을 저감, 재이용, 재사용 및 재활용을 통해 재생가
능한 원료 또는 부가가치 제품 생산
기술분야
폐기물 감량
폐기물
재사용‧재이용
폐기물 재활용
폐기물 에너지화

내용
폐기물을 탈수, 건조 및 반탄화를 통해 중량을 감량하는 기술
쓰레기로 버려진 후 다시 수선, 세척 등의 과정을 거쳐 다시 사용하는 기술
한 번 사용한 제품을 물리적‧화학적 과정을 통해 다시 자원으로 만들
어 새로운 제품의 원료로 이용하는 기술
한 번 사용한 제품을 매립, 소각, 열분해, 고형연료화 등을 통해 에너지
형태로 전환하는 기술

ㅇ (재생 플라스틱) 폐기물을 재처리하여 만든 플라스틱으로 기존
석유화학 원료 또는 바이오매스 기반의 원료를 복합적으로 이용
하여 재생한 제품과 생분해성 플라스틱 포함

분야
개요

ㅇ (재생 종이) 한 번 사용하고 폐기되는 종이 또는 사용된 제지를
재활용하여 만든 종이
주요 제품
ㅇ (업사이클링 제품) 기존에 버려지는 제품을 단순히 재활용하는
차원을 넘어서 디자인을 가미하는 등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제
품 전반을 지칭
ㅇ (고형연료 또는 SRF) 고체폐기물 중 발열량이 4,000kcal/kg 이
상인 가연성 물질을 선별하여 파쇄, 건조 등의 처리과정을 고쳐
연료화시킨 고형연료

주요 서비스

시장 전망/
시장 규모
시장
성장
가능성

기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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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능형 자원순환정보시스템) AI 및 빅데이터 기반의 자원순환정
보시스템을 활용한 국가 자원순환지표 산출로 정부의 자원순환
정책수립 기초자료를 제공
ㅇ (해외 전망) 전 세계 폐기물 관리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세계시장 : 2021년 기준 4,234억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5.1%로 증가하여, 2026년
에는 5,42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출처: MarketsandMarkets, Waste Management Market, 2020)
ㅇ (국내 전망) 국내 폐기물 관리 시장의 경우 글로벌 시장 대비 연평균 성장속도가 다소
저조하나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 국내시장 : 우리나라의 폐기물 관리 시장은 2021년 150억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4.0%로 증가하여, 2026년에는 18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출처: MarketsandMarkets, Waste Management Market, 2020)
ㅇ EU, 미국 및 일본을 중심으로 자원순환을 위한 폐자원 재활용 및 폐자원 에너지화 기술
연구개발이 진행중이며, 우리나라는 환경부를 중심으로 국가 R&D 사업을 진행
- (해외) 재활용 기술과 관련해서 현재 유럽 국가들, 벨기에 UMICORE, 핀란드
Akkuser, 독일 Duesenfeld, 프랑스 Recupyl 등을 중심으로 전기차 폐배터리의 재
활용 기술 의 선도적 기술개발과 적용을 도입 중이며, 폐자원 에너지화 기술과 관련
해서 독일 BASF (15,000톤/년), 일본 후지리사이클사(5,000톤/년) 등에서 기술개발
및 상용화 중

부 록

기술 현황

전략적 중요성

- (국내) 환경부 글로벌탑환경기술개발 사업으로 전기차 배터리팩 공정 최적화 및 해체
자동화, 습식공정 개선, ESS 해체 파쇄 등에 관한 실증 연구(2016~2019년)를 수행
중이며, 자원순환성 제고 기술 개발 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전기차 폐배터리 해체,
유용자원의 회수, 이차전지 소재 개발 등에 약 50억원 이상 연구개발에 투자
ㅇ (기술수준) 세계최고기술을 보유한 EU 대비 3.0년 격차를 보유
(출처 : 2020 기술수준평가(KISTEP), 2020 기후기술 수준조사(GTC))
ㅇ (분야 활성화 시기) ‘22년부터 7~8년 후

ㅇ 경제성장과 인구증가로 인한 물질소비의 증가는 자원의 고갈을 넘어 환경적·경제적 지속
가능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선형경제 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순환경제(Circular Economy’)의 등장과 함께 자원순환 산업 육성의 필요성 강조
- (해외) 세계 시장 핵심플레이어로 Cereplast(미국), Umicore(벨기에). DOWA(일본)
등이 있음

산업
생태계

Cereplast
(미국)

사출성형, 열성형, 블로운 성형 및 압출 등 모든 주요 공정에서 기존의
플라스틱을 대체하면서도 가격 경쟁력 있는 바이오 유래 지속가능한 바
이오플라스틱을 독점적으로 개발

Umicore
(벨기에)

리싸이클링 전문기업으로 폐기물로부터 귀금속을 재활용하는 세계 최대
기업

DOWA
그롭(일본)

일본의 재활용 업계의 최대 기업으로 금속재활용, 폐기물처리 등의 사업
수행

산업 현황
- (국내) 석유화학 관련 대기업을 중심으로 자원순환 기술을 개발중이며, 기술경쟁력을 갖
춘 중소중견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연구개발 및 제품 개발 수행 중
삼성 SDI
현대차
SK
이노베이션

파급 효과
(경제, 사회)

국내 리싸이클링 전문업체인 성일하이텍과 업무협약을 통해 내부에서
발생하는 소형전지 불량품으로부터 희유금속을 추출하여 재사용
한국수력원자력 및 OCI 등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전기자동차에서 발생
한 폐전지를 활용한 ESS를 태양광 발전시스템에 접목하여 실증사업
수행 중
폐기물 처리업체 제주클린에너지와 손잡고 ‘열분해 유화기술’을 최적으
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

ㅇ (경제적) 국내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국내외 규제 대응을 통한 산업경쟁
력 확보 가능
- 폐플라스틱 고부가 재활용을 통해 연평균 30% 이상 급성장하는 탄소 나노 재료 시장
에 대응하여 2,400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탄소 나노 재료 시장 점유 가능
ㅇ (사회적) 폐기물 처리 및 탄소저감 문제 등의 사회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사회
적 효과 창출에 기여
- 폐플라스틱, 산업부산물 등의 매립 및 소각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동시에
자원순환 기술 보급으로 사회문제 해결역량 확보
- 폐자원 순환에 따른 제품 생산 과정에서의 CO2 배출량 저감 효과 창출
※ (예시) 일반 시멘트 1t 생산 시 0.93t의 탄소가 배출된다면, 전로슬래그 및 수재
분말을 혼합한 시멘트 혼화재를 일반 시멘트에 40% 대체하여 사용한다면, 약
0.32t의 탄소배출량 절감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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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성장동력 발굴･선정 방법론 연구

후보 분야명
분야 정의

소형모듈형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 SMR)
ㅇ 전기출력 기준 소형(Small)이며, 기기 설계, 제조 및 건설 공법으로 모듈형(Modular)인
원자로 기반 산업(SMR은 전기출력기준 300MWe, 열출력기준 1,000MWth 미만의
원자로를 의미)
기술분야
소형화

모듈화

핵심기술
다목적응용

핵물질보안
(추적/관리)

내용
- 기차, 선박으로 운반 또는 장착 할 수 있도록 원자로 크기를 소형화
하는데 필요한 기술
- 소형화에 따라 제작 및 운영시 검사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
- 액금로, 고온가스로 등 경수로형 외 원자로 적용에 필요한 기술
- 최초 모듈설치 이후 모듈설치에 따른 설치검사에 필요한 기술
- 다수 모듈 중 단계적으로 모듈별 핵연료 교체 및 정비에 필요한 기술
- 다수 모듈 중 단계적인 모듈 폐로에 필요한 기술(원격지 폐로 등)
- 다수 모듈 운영에 따른 운영관리에 필요한 기술
- 모듈이 선박, 지하, 우주 등에 응용될 수 있으므로 운영위치에 따라 필요한 기술
- 모듈이 선박등에 장착되어 운전되며 이동함에 따라 필요한 기술(선박
추진용 원자로 등)
- 모듈이 지역난방, 담수화, 수소생산 또는 복합적 이용 등에 필요한 기술
- 다 부지에서 다수 모듈이 이용되는 경우의 핵물질 보인에 필요한 기술
- 다 부지로의 핵연료 운반 및 다 부지에서 사용후핵연료 운반 시
핵물질 보안에 필요한 기술
- 핵물질 운영장소가 이동성을 가지는 경우의 핵물질 보안에 필요한 기술

ㅇ NuScale(Nuscale Power, USA)
- 경수기반의 일체형원자로로 전기출력은 60MWe임.
- 미국에서 2021년 DC(Design Certification) 받음
분야
개요
주요 제품

ㅇ KLT-40S(러시아)
- 경수로형 부유식 원자로로 2개의 모듈이 같이 설치됨.
- 각 모듈당 전기출력은 35MWe으로 2020년 상업운전을 시작함
ㅇ RITM-200(러시아)
- 경수로형 동력용 원자로로 2개의 모듈이 한 개의 쇄빙선에 같이
설치됨.
- 각 모듈의 전기출력은 50MWe로 증기발생기 및 가압기가 일체
형으로 제작된 원자로임
ㅇ 발전용원자로
- 석탄 화력발전 대체 또는 신재생에너지 보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NuScale 원
자로가 있음
- 발전소는 NuScale 원자로 12개를 수용할 수 있으며 총
전기출력은 720MWe(=60MWe x 12개)임

주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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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부유식원자로
- 바지선에 발전용원자로를 설치한 방식으로 목적
지까지 이동 후 발전을 통하여 전기를 공급함
- 러시아는 KLT-40S 원자로 2기를 설치한 해양
부유식 원전인 Akademik Lomonosov호를 개발하
였으며 2018년 러시아 무르만스크 기지에서 핵
연료 장전, 2019년 Pevek으로 이동, 2020년
에 상업운전을 시작하였음

부 록

ㅇ 동력용원자로
- 쇄빙선등에 탑재하여 선박 동력용으로 사용하는
원자로임
- 러시아는 RITM-200 원자로 모듈을 2기 탑재
한 3척의 쇄빙선(Arktika(2017), Sibir(2020),
Ural(2020))을 운영하고 있음
ㅇ (해외 전망) SMR은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대체, 오지의 독립전력망용 난방 및 발전, 중
공업 공장의 공정 열 및 전력공급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음. 2018년 캐나다
SMR 로드맵*에 따른 세계시장의 시장전망은 용도별로 아래표와 같음
* Canadian SMR Roadmap, Economic and Finance Working Group Report,
Nov. 2018.
용도별 구분
석탄 화력발전 대체(on-grid)

세계시장 전망

∎7만개 이상의 지역사회가 디젤로 전력 생산
∎평균용량: 3.5 MWe 이상, 33 MWe 정도
∎SMR로 24% 대체할 경우 ⇒ 연간 300억 CAD 규모

∎‘40년 화석연료로 348 GW 생산 전망
오지(off-grid) 지역사회 열, 전력
∎‘30년부터 10년간 SMR로 5% 대체할 경우 ⇒ 연간 120억 CAD
공급(부유식 해상 원전 포함)
규모

시장 전망/
시장 규모

시장
성장
가능성

∎2℃ 시나리오에서도 ‘40년에 석탄(1,150 GWe)과 천연가스
중공업(화학, 정유)/오일샌드 관련 (2,297 GWe) 상당 유지
시설에 증기 공급
∎석탄의 15%, 천연가스의 5%를 SMR로 대체할 경우 ⇒ 연간
1,000억 CAD 이상 규모
∎지금까지 매년 15개의 새로운 off-grid 광산 발생
∎off-grid 디젤로 열, 전력 생산
광산 지역 열, 전력 공급
∎‘30년부터 디젤의 61%를 SMR로 대체할 경우
⇒ 연간 35억 CAD 규모
∎현재 : 100 Mm3/d 담수 생산 ⇒ 16 GWe 규모
해수 담수
∎연간 70~100억 USD 규모(출처: Global Water Intelligence)
∎한국: ‘30년 194만 톤, ’40년 526만 톤 수소 공급 목표
다목적 이용
⇒ 1 GWe 원전으로 연간 20만 톤 수소 생산 가능
수소 생산
∎수소 및 관련 산업은 ‘50년 기준
⇒ 연간 2.5조 USD 규모

ㅇ (국내 전망) 국내의 경우 대형원전을 포함한 상태로 전력망이 구축되어 SMR이 국내
대형원전을 대체할 가능성은 낮음. 단, 노후 화력발전 대체, 신재생에너지의 에너지 수
급 불안을 보완하기 위해 건설될 가능성이 있음
* 국내시장 : 수출을 위한 SMR 시범호기 건설 또는 설계확정을 위한 표준설계인가 등
을 기대할 수 있지만 국내시장에서의 시장규모를 예측할 수 없음

기술현황

ㅇ SMR 설계는 세계적으로 Emerging 기술로 2020년 기준 전세계적으로 약 72종의
SMR이 개발중에 있으나 대부분 Concept 단계이며 실제 인허가 또는 운영중에 있는
SMR은 소수임. 단, NuScale이 2020년 DC인가, 러시아의 쇄빙선 원자로 및 부유식
원전이 2020년 상용화되어 운영되는 것을 고려하면 근 시일내 다수의 SMR이 상용화
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SMR의 설계특성상 모듈화되어 초기의 원자로 모듈 설계가 표준화 또는 플랫폼
기술로 발전*하여 시장을 선점할 수 있으므로 시장선점이 매우 중요함
* 러시아의 기술진도를 참조하면 개발한 원자로 모듈을 부유식 원전, 동력용 원자로에 사
용할 수 있으며, 원자로를 공장에서 제작하기 때문에 기 제작된 원자로 모듈을 구매하
는 형태로 원자력발전소 및 여러 목적의 응용시설이 건설될 가능성이 높음
- (미국) NuScale DC를 2020년 8월 승인하였으며, NuScale 720(NuScale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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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WXT(mPower), SMR-160(Holtec), BWRX-300(GE-Hitachi) 등 다수회사 다수
설계에 대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음. 특히 Clinch River 원자로 부지는 2019년
사전부지허가 승인됨

- (캐나다) 2021년 6월 GFP(Global First Power) MMR(Micro Modular Reactor) 부
지신청 승인하였으며, GFP MMR은 Chalk River 부지에 5 MWe 전력생산 및
15MWth의 열을 인접발전소에 제공할 예정임. 또한 10개의 VDR(Vender Design
Review)을 이행하고 있음

- (러시아) 러시아는 KLT-40S 2기를 활용한 Akademik Lomonosov 부유식 해양원전
을 2020년 상용화하였으며, RITM을 탑재한 3대의 쇄빙선도 운영하고 있으며, 내륙에
RITM을 개량한 RITM-200 건설을 계획 하고 있음
모델명

노형

출력(MWe)

개발사

개발단계

KLT-40S

가압경수로

35×2

Afrikantov OKBM

운영중

RITM-200M
ABV-6

가압경수로
가압경수로

50×2
6~9

Afrikantov OKBM
Afrikantov OKBM

운영중
최종설계 개발완료

SVBR

액체금속고속로

100

AKME Engineering 부지인허가 완료(2015)

- (국내) 국내에서는 SMR 설계특성 중 모듈화 특성을 제외한 소형원자로인 SMART 원
자로가 2012년 세계 최초로 표준설계인가 받은 바 있으며, 피동안전계통 설계를 반영
한 SMART100 표준설계가 2019년 규제기관에 제출되어 심사가 진행 중임. 또한
SMR 설계특성 중 모듈형까지 포함한 혁신형 SMR 표준설계 개발을 2026년 완료하
여 인허가를 신청할 예정임. 따라서 국내에서도 모듈화 특성을 제외한 SMR에 대한
설계수준은 상당히 높은 수준임.
ㅇ (분야 활성화 시기) 해당 분야는 시범호기 건설 및 운영을 통한 검증이후 활성화 될 것
으로 예상되며, NuScale 첫 번째 호기가 Idaho에 건설되어 2029년부터 발전을 시작
하고, 2030년에는 모든 모듈이 설치되어 운영될 예정이므로 `2030년부터 활성화 될 것
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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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전략적 중요성

산업
생태계

산업 현황

파급 효과
(경제, 사회)

ㅇ SMR의 설계 및 건설과정의 특성상 초기 선점이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음
- 현재 SMR 설계는 전 세계적으로 약 72종이 개발되고 있지만 초기 다수설계 중 가장
먼저 인허가 완료되어 운영을 시작하는 설계로 시장이 집중되고 선점될 가능성이 높음
- 기존 상용원전의 건설은 설계-건설-운영의 단계를 거쳤다면, SMR의 경우 공장에서
제작하여 이미 제작된 모듈을 대상으로 건설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설계 단계가 생
략된 건설-운영의 단계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SMR의 설계특성상 모듈화되어 초기의 원자로 모듈 설계가 표준화 또는 플랫폼
기술로 발전*하여 시장을 선점할 수 있으므로 시장 선점이 매우 중요함
* 러시아의 기술진도를 참조하면 개발한 원자로 모듈을 부유식 원전, 동력용 원전에 사용
할 수 있으며, 원자로를 공장에서 제작하기 때문에 기 제작된 원자로 모듈을 구매하는 형태로
원자력발전소 및 여러 목적의 응용시설이 건설될 가능성이 높음
ㅇ 미국, 캐나다 및 유럽에서의 SMR 기술개발은 초기 Concept 단계에 대부분 머무르고
있으며 NuScale이 운영되는 2030년이 되어야 해당 분야의 활성화가 예상됨. 반면 국
내에서는 2012년 SMART 표준설계인가를 통해 SMR 설계 특성 중 소형화를 위한 일
체형원자로 설계능력을 확보하였고, 2019년 SMART100 표준설계 개발에 따라 SMR
설계특성 중 모듈화를 제외한 SMR 개발을 위한 설계능력이 확보되어 있음. 또한 국내
산업계는 NuScale 및 SMART를 통해 미국과 러시아의 SMR 주요기기 제작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세계적으로 SMR 기술을 선점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음
- (해외) 정부차원에서의 SMR 개발 및 건설지원을 확대하며 SMR 개발경쟁이 가속화됨
- (국내) 혁신형 SMR 개발을 위한 예비타당성평가를 2021년 9월에 신청함. NuScale의
운영이 개시되어 전 모듈이 운전하는 2030년까지 기술선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ㅇ (경제적)
- SMR은 한국이 기존 대형원전을 수입하여 개선해오면서 기술적 독립을 달성한 것과
달리 세계적으로 경쟁국과 같은 출발선상에서 경쟁할 수 있음. 나아가 국내 원자력산
업은 세계 최고수준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경쟁에 유리한 측면을 가지고
있음
- SMR은 모듈단위의 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대형원전을 수출하는 것과 비교하여
수출에 용이하므로, 국내 원전 수급에 의존하던 원자력산업계가 시장의 폭이 확장되어
기존 산업생태계의 유지 및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이 있음
- SMR은 전력생산이라는 기존의 목적을 탈피하여 설계적 자유도가 높으므로 기존 산업
계에서 독점하던 원자로 설계가 아닌 학교, 연구소에서 독자적인 원자로 설계가 개발
될 수 있음. 참고로 미국의 NuScale의 경우 대학교수의 개념설계부터 시작되어 건설
을 앞두고 있음
ㅇ (사회적)
- 현재 개발되고 있는 SMR의 사용목적 중 신재생에너지의 에너지 수급 보완 및 화석에
너지 사용량 및 비용 감소를 기대할 수 있어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음
- SMR은 기존 대형원전과 비교하여 10% 정도의 열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대형사고로
확장될 가능성이 낮으며, SMR 설계의 대부분이 기존보다 보완된 안전개념을 적용하
므로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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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바이오 분야
후보 분야명

분야 정의

핵심기술

바이오 플라스틱
ㅇ 기존 석유계 원재료를 바이오매스 원료로 전환하는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및 생분해성 플
라스틱과 연계된 산업
- 바이오매스 플라스틱은 기존 플라스틱의 동일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가공기술 개발
없이 적용가능 하며, 석유계 원료 대비 원재료 생산시 에너지 사용 저감으로 인해 이
산화탄소 배출 감소 효과가 우수
-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주로 포장산업 및 일회용 제품에 대한 대체로 사용되고 있으며, 최
근 바이오매스 원료 적용 및 내구성 향상에 대한 기술개발이 진행 중
ㅇ 바이오플라스틱 제조기술, 바이오매스 원료 발효기술, 물성 향상을 위한 융합기술
ㅇ 생분해성 멀칭필름 및 비닐봉투
- 농업용 멀칭 (수거 불필요), 쇼핑백 및 약국봉투

분야
개요

ㅇ 생분해성 일회용품
- 빨대, 포크 등 일회용품 및 편의점 식품 용기
주요 제품
ㅇ 생분해성 어망 및 어구용 제품
- 나일론 자망, 통발 대체 (유령어업 방지)
ㅇ 기존 산업용 소재 및 섬유 소재 (바이오매스 원료)
- Bio-PET, Bio-PE·PP, Bio-PA 등 기존 소재 대체

시장 전망/
시장 규모

ㅇ (해외 전망) ‘22년부터 생분해성 플라스틱 생산량 급격한 증가
* Global Production : ‘21년 240 만톤에서 ’26년 760 만톤으로 연평균 26% 성장 전망
* 시장 전망 : ‘21년 약 12 조원에서 ’26년 약 35 조원으로 연평균 24% 성장 전망
ㅇ (국내 전망) 주요 대기업들의 바이오 플라스틱 사업 진출
* 국내시장 : ‘21년 약 1,900 억원에서 ’26년 약 4,000 억원으로 연평균 16% 성장 전망
* 출처 : European bioplastics conference, 2021
Technavio, Global Bioplastics Market, 2020
MarketsandMarkets, Bioplastics & Biopolymers Market, 2020

기술 현황

ㅇ 기술현황
- (해외) 미국, 유럽, 일본은 바이오매스부터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의 소재 개발까지 가
치사슬 전반의 기술이 모두 개발되었으며, 기업-대학 간 협력을 통해 단계별 상용화
기술이 체계화 되었으며, 곡물기업과의 JV (Joint Venture)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이른 상용화 실시
- (국내) 석유계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기업, 출연연에서 소규모 생산에 대한 연구 및 상
용화가 완료되었으며, 최근 국내 대기업에서 대량생산체제를 추진중임. 또한, 일부 제
품은 기존 생산방식과 유사하기 때문에 장치산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어 생산성 및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임. 다만, 바이오매스 원료는 산·학·연에서 다양한 원재료에
대한 소규모 생산기술 개발이 진행 중에 있으며, 해외 대비 대용량 상업화에 대한 기
술개발 측면에서 격차가 발생함
* 해외 대비 바이오플라스틱 제조기술은 격차 없으나(장치산업 전환 진입장벽 無) 우
리나라의 바이오기반 단량체의 발효 기술은 Pilot 생산기술 수준

시장
성장
가능성

전략적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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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바이오플라스틱 소재별 기술강국 기업의 독점화 시대 도래
- PLA : 미국 NatureWorks社 17만톤, Total Corbion社 7만5천톤 규모 생산시설로
전세계시장을 독과점 중임
- PBAT : 독일 BASF社는 7만5천톤, 이탈리아 Novamont社는 20만톤 규모로 세계시장을 지배

부 록

- PHA : 일본 Kaneka社는 5천톤 규모 생산으로 시장확장 중
ㅇ 중국의 정부지원 정책으로 인한 생분해성플라스틱 수요의 급증
- 자국내 생산시설 급증으로 인한 수요시장 확보, 국내기업의 기술격차가 선진기업과 크
지 않아서 국내기업의 기술력 개발이 바이오플라스틱 초기시장 진입에 관건이 됨
ㅇ 미국, 유럽, 일본의 화학기업은 곡물 기업과 JV를 통해 바이오플라스틱 산업 및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 (해외)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기술 상용화 및 양산화 진행
Avantium
(네덜란드)

FDCA 양산화 및 그를 이용한 PEF수지 사업화

Roquette
(프랑스)

Isosorbide 양산화 최초 성공 (2만톤/년)

BASF
(독일)

산업
생태계

산업 현황

생분해성 소재 Ecoflex (PBAT, 6만톤/년), Ecovio (PBAT+PLA) 생산
Bio-based 원료 업체와 공동으로 Bio-Based Nylon 생산

NatureWorks
(미국)

PTT (태국)과 Cargill(미국)이 공동 소유 PLA (15만톤/년)

Total Corbion
(네덜란드)

Total (프랑스)과 Corbion (네덜란드) 간의 합작 투자
태국에서 PLA 생산 (7.5만톤/년)

Novamont
(이탈리아)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생산 (PBAT+TPS, 20만톤/년)

Braskem
(브라질)

Bio-Based Ethylene을 통해 Bio-Based PE 생산

PTT-MCC
(태국)

PTT (태국)과 Mitsubishi Chemical(일본) 합작사
태국에서 Bio-Based 생분해성 소재 PBS 및 PBSA 생산 (2만톤/년)

- (국내) 바이오플라스틱 관련 제품 생산 및 사업화 추진 중
SK케미칼
LG화학
SKC
롯데케미칼
삼양사
안코바이오
플라스틱

파급 효과
(경제, 사회)

고내열 투명 플라스틱 에코젠 개발 및 판매, Roquette과의 협력으로
Isosorbide 모노머를 이용한 PEICT 수지 사업화 (5만톤/년)
유연 PLA, PBAT 사업화 추진 (5만톤/년)
나노셀룰로오스 PBAT 생분해성 소재 공장설립추진 (7만톤/년)
사탕수수 유래 BIO MEG을 원료로 한 Bio-PET 생산
세계에서 2번째로 Isosorbide 모노머 생산기지 설립 (1만톤/년)
생분해성 소재 PBS, PBAT 생산 (3천톤/년)

ㅇ (경제적 효과)
- (바이오플라스틱 전·후방 산업경쟁력 확보) 친환경바이오플라스틱 연계기업 육성
: 16년기준 고무 및 플라스틱 관련 종업원 10인이상 기업수는 2,442개이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연계사업이 가능한 아이템으로 제도적 장치가 확보되면 15% (360개) 이상
의 친환경 기업육성가능
- (일자리 창출) 바이오플라스틱 전·후방 산업 직·간접 일자리 창출
: 바이오플라스틱 생산-가공-완제품 제조-유통-재활용 등의 전주기적 포지션의 일자
리 창출 확대 가능
- (글로벌 시장친출)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 플라스틱 산업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기업들의
제품 경쟁력 확보 시 국내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
- (환경오염 정화비용 절감) 바이오매스 함량 점진적 증가 및 생분해소재 사용 의무화 시
이산화탄소 발생 저감 및 폐기물 감소 가능
ㅇ (사회적 효과)
-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생분해가 완벽히 되는 플라스틱의 사용을 통한 토양 및 해양오염에 대한 공포를
경감시키고 미세플라스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 삶의 질 향상 가능
- (해양 환경오염 저감을 통한 수산자원 회복) 국내 해안 및 해양 쓰레기 중 플라스틱이 차지
하는 비중이 7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일회용 소재 대체시 해양으로 배출되는 플라스틱의 량
을 저감시켜 해양생물 보호가 가능하여 수산자원 회복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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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분야명

분야 정의

핵심기술

스마트육종
ㅇ 고밀도 유전체 디지털정보와 유전자편집기술을 이용한 스마트 육종기술 개발 및 기후변
화 대응 맞춤식 고기능성 우수 품종개발 관련 산업
- 그린바이오산업의 소재가 되는 고기능성 약용자원식물 발굴 및 맞춤식 품종개발과 스
마트재배 생산
- 주요 식작물의 디지털 스마트육종 체계 구축 및 스피드디자인육종

기술분야
스마트유전자원관리
디지털육종
유전체편집
스마트피노믹스
맞춤식품종

내용
생명자원 및 유전자원의 디지털스마트 관리 및 육종소재관리기술
대규모유전체분석기술, 대규모유전자형분석 및 육종예측기술
외래유전자 도입없이 특정 유전자의 편집, 육종소재개발 기술
작물의 농업형질에 대한 정확한 예측: 농업형질, 대사체, 단백체 등
정확한 표현형 분석기술
기후변화대응, 고기능성분과 그린바이오제품을 연결하는 맞춤
식종자 및 스마트생산기술

ㅇ 디지털육종과 스피드육종을 통한 맞춤식종자
- 유전체정보 및 대규모 고효율 유전자형분석
- 유전자형 정보를 통한 품종의 예측 모델구축
- 초단기 육종세대 단축 (10년 이상 --> 3년이내)

주요 제품
분야
개요

ㅇ 농업유전자원 스마트
- 다양한 유전자원의
- 유전자원의 대규모
- 육종소재의 효율적

관리 및 육종 소재공급
효율적인 관리
유전형분석 및 스마트관리
공급

ㅇ 기후변화 및 환경 적응성이 우수한 품종
- 지구온난화와 급격한 기후변화에 내성 품종
- 병해충과 수분, 염 등 환경스트레스에 내성 품종
ㅇ 수요자 맞춤형 기능성 품종
- 개인 맞춤형 다양한 품종 개발 및 식생활 적용
- 개인 영양과 체질에 적합한 맞춤형품종 식품
ㅇ 맞춤형 유전자교정기술
- 수요자맞춤 유전자 교정 기술 지원
- 자원식물의 작물화 유전자 교정
- 기능성분의 유전자교정 및 맞춤식 종자

주요 서비스

ㅇ 유전체 분석 및 대규모 진단기술
- 대부분 작물의 표준유전체서열정보 완성
- 다양한 재래 및 수집자원의 고효율유전자형분석
- 고기능성 유전자형 발굴 및 맞춤식종자개발

ㅇ 스마트재배와 표현형 분석 및 스피드브리딩 지원
- 오믹스 데이터의 융복합 및 종합적 기술지원
- 스마트팜 관리와 정밀표현형, 대사체 분석 기술
- 광조절 등을 통한 생육 및 세대진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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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ㅇ 식물과 마이크로바이옴 통합연구
- 내생마이크로바이옴과 환경적응 및 생육관계
- 불량환경과 우량환경 마이크로바이옴
- 우수 마이크로바이옴의 활용기술

시장 전망/
시장 규모

ㅇ (해외 전망) 종자산업 및 맞춤식 초스피드육종기술은 세계적인 경향이며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세계시장 : 세계종자시장은 2021년 기준 631억 달러 (약 70조원) 규모이며 매년
6.4%의 성장세를 보여 2025년에는 809억 달러로 예상됨 (MarketsandMarkets 2019)
- 국제종자시장은 75%가 곡물 및 유지작물 종자 시장을 형성하며 채소작물은 13% 차
지
ㅇ (국내 전망) 글로벌 종자기업에 비해 중소규모 종자회사들이 종자시장을 구성하고 있지
만 미래 성장 잠재력은 매우 큼
* 국내시장 : 국내 종자시장은 2018년 기준 9,662억원으로 약 2.6% 의 성장세를 보임.
- 국내 종자시장은 식량작물이 24%를 차지하며 채소작물이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
음. 산업규모가 큰 식량작물의 종자는 국가보급체계를 따르고 있어 이후 산업가치의
성장이 기대됨.

기술 현황

ㅇ 전통 육종기술을 바탕으로 대규모 유전체 정보와 대규모 선발체계를 접목하는 디지털육
종기술, 빠른 세대진전을 통해 육종 속도를 촉진하는 스피드브리딩, Reverse breeding, 유전체
교정 기술 등 신육종기술이 접목되어 스마트 종자산업의 발전 가속화 진행
- (해외) 글로벌 종자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각 분야별 첨단 기술을 리딩하고 있음
- (국내) 산학연 분야별 연구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지만 종합적인 체계 구축 미비
※ (기술 격차) 선도국(미국, 네덜란드) 대비 5-10년 격차
ㅇ (분야 활성화 예상 시기) ‘22년부터 3-5년 후

시장
성장
가능성

전략적 중요성

산업
생태계

산업 현황

파급 효과
(경제, 사회)

ㅇ 디지털육종 및 종자산업은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고도의 기술집약 및 고부가농산업
이므로 전략적 투자강화가 필요함
- 우리나라 농업의 경쟁력은 국토 여건상 국제적 경쟁력에서 열세이지만 전통종자산업
및 신육종기술 등에 대한 전문성과 기술수준은 세계적으로도 선도적 위치에 있으므로
더욱 강화하여야 함
- 종자산업은 농업 생산의 원천이므로 우량종자확보 및 기술력은 식량안보의 기반이 되
므로 기술력 뿐 아니라 산업의 강화가 필요함
- 그린바이오산업의 원천은 우수 맞춤식 품종의 스피드육종 기술에 의해 지원받을 수 있음
ㅇ 세계 종자시장은 소수 대규모 글로벌 기업의 독과점 체계에 의존하며 바이엘, 듀퐁, 신
젠타 등이며 몬산토 등 대기업도 이들 기업과 합병되어 글로벌 종자기업의 세계적 재편
이 매우 역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ㅇ 종자의 국가간 수출규모는 138억 달러이며 네덜란드 (28.3억 달러), 프랑스(19.7억 달러),
미국(19.2억 달러), 독일(9.3억 달러) 순으로 우리나라는 0.7억달러 규모로 낮은 수준
- (국내) 세계적 경쟁력에서는 부족하지만 채소종자 등에 대해 농우종묘, 동부팜, 아시아
종묘 등의 중소 기업이 있음
- (국내) 유전자교정 산업은 전세계적으로 약 20조원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우리나라 기
업인 툴젠이 유전자편집기술에 있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
ㅇ (경제적) 종자산업은 그린바이오생명산업의 기반이며 성장동력으로서의 부가가치가 큰
산업임
- 관련 생명공학 기술의 발전 및 그린 바이오 산업 강화
- 농업생산성에서 가장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 맞춤식 종자개발 및 이를 이용한 그린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
ㅇ (사회적) 종자산업은 식량안보를 위한 가장 기반 산업임
- 협소한 국토면적과 부족한 농업생산성 등을 보충하기 위해 종자산업의 국제 식량확보
와 안보를 위해 중요함
- 환경, 기후변화, 기능성에 적합한 우수 종자의 사용으로 환경오염 및 탄소중립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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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분야명

세포유전자 치료제

분야 정의

ㅇ 혈액암, 고형암 치료용 CAR-T/ NK 플랫폼 기술 관련 산업
※ Chimeric Antigen Receptor(CAR)을 이용한 항암면역세포유전자치료제는 암항원
특 이적 항체-T세포신호전달 키메라 유전자를 T/ NK세포에 넣어 증폭시킨 후 환자
에 재주 입하여 암세포만을 표적화 하여 제거하는 치료

핵심기술

ㅇ
ㅇ
ㅇ
ㅇ
ㅇ
ㅇ

CAR에 이용할 암 항원 특이적 항체 개발 기술
CAR에 이용할 세포신호전달 물질 개발 기술
CAR 발현을 위한 바이러스/ 벡터 개발 기술
세포내로 유전자 전달 기술 (electroporation 등)
T/ NK 세포의 대량 배양 기술
동종으로 사용하기 위한 동결/ 해동 기술

ㅇ Tisagenlecleuce l(티사젠렉류셀, 제품명: 킴리아 주, Kymriah
Ⓡ, 노바티스)
- 미 FDA에서 ‘난치성 B세포 전구체 급성림프구성백혈병
(refractory B cell precursor acute lymphoblastic
leukemia) 치료’에 2017년 8월, 승인

분야
개요
주요 제품

ㅇ Axicabtagene ciloleucel(아씨캅타젠 씰로류셀, 제품명: 예스카타 주, YescartaⓇ, 카
이트파마)
- 미FDA에서 ‘미만성 거대 B 세포림프종(diffuse large B-cell lymphoma, DLBCL)’
에 승인
ㅇ Brexucabtagene autoleucel(브렉수캅타진 오토류셀, 제품명: 테카투스 주, Tecartus,
카이트파마)
- 미FDA에서 ‘재발/불응성 외투세포림프종(relapsed/refractory mantle cell lymphoma, r/r
MCL)’에 2020년 7월 승인
ㅇ 아베크마'(Abecma, Idecabtagene vicleucel, BMS)
다발성 골수종을 적응증으로 미FDA로 부터 승인

주요 서비스

시장 전망/
시장 규모

ㅇ (해외 전망) 글로벌 CAR-T/NK 치료 시장은 2021년 1조6860억원에서 2030년 22조
5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
ㅇ (국내 전망) 국내 CAR-T/NK 치료 시장은 2021년 170억원에서 2030년 4500억원까지 증가
할 것이는 전망이 나오는 등 연 평균 33.8%의 고 성장세가 예상되는 시장

기술 현황

ㅇ CAR-T/NK 개발 동향
- (해외) 혈액암에 이어 고형암에서도 항암제가 되기 위한 CAR-T/NK 개발이 전 세계
적으로 활발함. 고형암 CAR-T의 표적 항원의 설정, 종양미세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CAR-T 유전자 편집, 면역관문억제제와의 병용 요법 등 다양한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
음. 이 중 고형암 CAR-T/NK 치료제 개발 동향에서 주목할 부분은 단연 ‘종양미세환
경 극복을 위한 CAR-T/NK 임상 효능 개선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음
* CAR-T/NK 유전자 편집: CAR-T/NK 의 활성을 개선하기 위해 IL-12, IL-15,
IL-21, IL-7과 같은 사이토카인을 직접 분비할 수 있도록 CAR-T 유전자를 편집, 종
양미세환경 내에서 CAR-T/NK 의 활성을 개선
* 면역관문억제제 병용 요법 : 고형암에서 CAR-T의 효과를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면역관문억제제와의 병용 요법이 시도되고 있음. 면역관문억제제를 통한 PD-1 또는
PD-L1의 기능 억제는 CAR-T/NK 세포가 종양 세포를 인식하여 항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며, 2019년 Adusmilli PS 그룹에서는 Mesothelin CAR-T와 anti-PD-1
약물과 병용을 통해 안전성과 초기 효능을 확인한 바 있음. 14, 2017년 Chong EA
연구팀은 혈액암이지만 anti-PD-1과 CD19 CAR-T의 병용 요법을 통해 면역관문
억제제와의 병용 요법 전략이 가능한 것을 보여줌

시장
성장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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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브레얀지(Breyanzi, 리소캅타진 마라류셀: 리소셀, BMS)
- 미FDA에서 ‘재발/불응성 외투세포림프종(relapsed/refractory mantle cell lymphoma, r/r
MCL)’에 2020년 7월 승인

부 록

- (국내) CAR-T 치료제 기술개발은 미국과 중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연구와 임상이 수
행 중에 있고, 국내에서는 2020년 처음으로 CAR-T/NK 임상시험이 승인되었음. 세
포에 유전자를 도입하여 환자에게 투여하는 ex vivo gene therapy 임상시험 경험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기술개발진은 소수이나 최근 기술적 기반이 많이 조성되어
진 상황임. 이미 세포치료제 생산시설(GMP facility)를 갖추고, 자체기술로 개발한
CAR-T/NK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목전에 두고 있는 국내 개발사들이 있음
※ (기술 격차) 선도국(예: 미국) 대비 5-10년 격차
혈액암을 타겟으로 하는 CAR-T/NK 개발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에서 앞서고 있
으나, 선진국 그룹과 차별화될 수 있는 타겟을 대상으로 개발하거나 차별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음
ㅇ (분야 활성화 시기) 국내에서는 2020년 처음으로 CAR-T 임상시험이 승인되었고 난치
병인 혈액암에서 완전 관해를 보여줌. 약 5-10년후 혈액암/ 고형암에서 CAR-T/NK가
상용화되고, 2030년 이후부터 본격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전망

전략적 중요성

ㅇ 기술 수준의 향상으로 말기 혈액암 환자들에게 CAR-T를 사용하면,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치료 가능
※ 한 번의 주사로 말기 백혈병 환자의 약 80%, 말기 림프종 환자의 40% 완치 기대
※ 고형암과 일부 혈액암 환자들에 완치율 낮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전세계적 기
술 개발 중
ㅇ 고형암 치료제(CAR-T/NK)는 글로벌 다국적 제약사의 집중 투자 영역
- CAR-T 치료제는 대부분 환자의 혈액을 이용한 개인 맞춤형 초고비용 치료제
※ 노바티스社(킴리아_치료제 가격 약 5억원)는 혈액암에 이은 고형암 치료제 개발을
위해 공격적으로 투자함
ㅇ 국가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국내 CAR-T/NK 세포 치료제 개발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
- (CAR-T/NK 치료제 개발 시급) 국내의 실정에 맞는 CAR-T/NK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CAR-T/NK 세포 치료제 개발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
- (국가적 차원의 치료제 비용 현실화 필요) 국가적 차원에서 CAR-T/NK 세포 치료제
를 상업화시키기 위해서는 국내 실정에 맞게 치료제의 경제적인(개발 비용, 가격)조건들
의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중요

- (해외) 현재 세계적인 제약사들이 전부 참여. 다양한 혈액암, 고형암에 집중하며 CAR 발
현 외에도 효능을 높이기 위한 추가 유전자 조작을 개발 중

산업
생태계

Novartis
(미국)
산업 현황

Cellectis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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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te
(미국)

Bluebird
(미국)

Juno
(미국)

- (국내)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기업은 존재하지 않으나, 주로 벤처 기업에서 혈액암/ 고
형암에 대하여 CAR-T/ CAR-NK 개발 중
CAR-T의 효능을 높이기 위해 면 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는 것을 방해하
큐로셀
는 단백질인 TIGIT을 없애는 기술 적용한 CAR-T 치료제 개발 (혈액암)
유니버셜 CAR T 개발: 기존 CAR T에 매개체를 추가해 암세포를 정확
하게 표적 해 제거하는 기술
앱클론
CD19 CAR-T (혈액암)
HER2 타깃 고형암 CAR-T
메소텔린(Mesothelin)을 타깃으로 하는 고형암 CAR-T 치료제 개발
지씨셀
NK(natural killer cell, 자연살해세포) 세포치료제 기술력을 토대로
CAR-NK 세포 치료제 개발(미국 머크사에 2조원대의 Licensing out)
고형암을 타깃으로 하는 CAR-T 개발
헬릭미스미스
블루버드 바이오(Bluebird Bio)에 기술이전
유틸렉스 HLA-DR 항원을 타깃으로 MVR-CAR-T 세포 개발
바이오큐어팜 파로스백신과 함께 CD19 타깃 CAR-T 치료제 (BCP401) 개발을 진행
유한양행은 미국의 소렌토 테라퓨틱스(Sorrento Therapeutics)와 국내
이뮨온시아 에 합작법 인 이뮨온시아(Immunoncia)를 세우고 CAR-T, CAR-NK 세
포 치료제 등을 연구
ㅇ

파급 효과
(경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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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성공적으로 임상시험을 마친 다국적 제약사의 CD19 CAR T세포치료제의 시장
규모로 투자사는 2016년부터 매년 12조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
며, CAR-T 시장 규모는 전체적으로 42조로 예측
- CAR-T 세포치료제의 생산 및 투여는 병원을 기반으로 하는 특화된 의료 기술로 병원산
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으며, 의료관광산업과 연계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함
ㅇ (사회적) 다국적 제약사가 독점하는 고가의 세포치료제 시장에서 국내 환자들이 국내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향후 global market에 진입할 토대를 만듬
- CAR T 치료제의 상용화 사업은 세포치료 제조인력 및 전문 의료진을 필요로 할 것이
므로, 세포치료제 관련의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고용 창출 효과가 높음

부 록

후보 분야명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정의

ㅇ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클라우드 등 정보통신 기술이 융합되어 헬스케어 데이터를 수
집하고 분석하여 활용하는 헬스케어 분야
- e-Health, 유헬스, 모바일 헬스케어, 스마트 헬스케어 등 ICT융합 헬스케어를 모두 포함

핵심기술

ㅇ 웨어러블 헬스케어 기술, 헬스케어 인공지능 기술, 헬스케어 플랫폼 기술, 비대면 헬스
케어 기술, 디지털 치료기기 기술 등
ㅇ (웨어러블 헬스 기기) 활동량, 심박수, 수면패턴 등을 모니터링하
는 웨어러블 기기
- 착용형, 액세서리형, 직물/의류 일체형, 신체부착형, 생체이식형
등 다양한 형태

주요 제품

ㅇ (디지털 헬스 시스템) 디지털 헬스 정보의 저장 및 디지털화된 환
자정보의 교류와 관련된 시스템
- 병원 중심의 의료정보(EMR, EHR)에서 개인 중심의 건강정보
(PHR)로 확대
ㅇ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사용되는 소
프트웨어로 의료기기 인허가 대상
- 의료영상 판독 소프트웨어, 정신질환 치료를 위한 소프트웨어
치료기기 등

분야
개요

ㅇ (텔레헬스)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원격에서 건강을 관리하는 원격
의료와 원격케어를 포괄
- 정신과와 정신건강 서비스, 원격환자 모니터링과 모바일 헬스
서비스, 원격진료 상담 서비스 등

주요 서비스

ㅇ (소비자 직접의뢰 유전자 검사) 소비자가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
검사기관에 직접 의뢰하여 유전자 검사를 받는 서비스
- 검사항목은 국가별 규제에 따라 차이
ㅇ (모바일 헬스) 건강 솔루션을 제공하는 웰니스, 피트니스 앱에서
의료전문 앱까지 범위가 방대
- 만성질환관리, 건강/웰니스, 여성건강관리, 투약관리, 개인건강
기록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

시장 전망/
시장 규모

ㅇ (해외 전망) 세계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은 매우 높은 성장성을 보이고 있으며, 빅데이터
와 원격의료 분야의 성장률이 높게 전망
* 세계시장 : ‘20년 1,520억 달러에서 ’27년 5,080억 달러로 연간 18.8% 성장 전망(GIA, ‘20)
ㅇ (국내 전망)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산업 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 대비 중간 수준을 유지
* 국내시장 : ‘19년 6.4조 원에서 ’24년 13조원으로 연간 15.3% 성장 예상(한국보건
산업진흥원, ‘20)

기술 현황

ㅇ Covid-19 팬데믹과 더불어 비대면 의료 등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기술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모바일 헬스, 텔레헬스, 의료 인공지능 등 헬스분석, 디지털 헬스 시스템
등에서 헬스케어의 디지털 전환에 맞춰 다양한 기술을 개발 중
- (해외) 모바일 헬스를 위한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들이 개발되어 출시되었으며, 원격의
료 시장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텔레헬스 기술이 등장. 또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진료지원시스템에 대한 기술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인건강기록 등 헬스

시장
성장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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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 플랫폼과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기술 선점 노력이 진행 중
* 웨어러블 기기에서는 비침습 혈당 측정 기술, 혈압 측정 기술 등 비침습 무자각 기술
에 대한 확보 경쟁이 진행 중
*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의료영상판독시스템,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 건강예
측시스템 등이 개발되었으며, 사업화가 진행 중
* 가상현실/증강현실 등을 기반으로 정신과 질환 등의 치료를 위한 소프트웨어 기술들
이 디지털 치료제라는 이름으로 연구개발 진행 중
- (국내) 헬스케어용 웨어러블 기기, 원격의료시스템, 인공지능 기반 진료지원시스템 등에
대한 기술개발이 연구소, 대학 및 병원, 중소 벤처기업 등의 협력 연구를 통해 진행
*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가 설립되는 등 기술기반의 다양한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등장
ㅇ (기술수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의 2020 ICT 기술수준조사 및 기술경쟁력분석 보
고서에 의하면, 헬스케어ICT 분야의 기술수준은 선도국인 미국 대비 기초분야 84.7%,
응용분야 85.3%, 사업화 분야 80.6%로 1.7년의 기술 격차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미국 대비 일본은 기초분야 90.0%, 응용분야 89.0%, 사업화분야 87.3%, 기술격차
1.2년, 중국은 기초분야 82.7%, 응용분야 84.6%, 사업화분야 86.7%, 기술격차 1.6
년, 유럽은 기초분야 94.0%, 응용분야 93.6%, 사업화 분야 94.0%, 기술격차 0.7년
으로 조사됨

전략적 중요성

ㅇ 디지털 헬스케어는 전세계적으로 헬스케어 커버리지의 확대를 위한 헬스케어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로 헬스케어 서비스의 글로
벌화에 따른 시장 선점을 위해 각국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분야
- 의료서비스의 패러다임이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서 예방과 관리로 변화하면서, 정밀의
료, 예방의료, 예측의료 등 의료서비스의 형태가 전환되고 있는 중
- ICT 기술의 발전은 4차산업혁명으로 표현되는 디지털 혁신을 이끌고 있으며, 헬스케
어 분야에서도 환자, 의사, 병원, 정부, 기업 등 다양한 헬스케어 참여자들에게 효과적
이고 효율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
ㅇ 디지털 헬스케어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스타트업이 등
장하여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기존 헬스케어 대기업들이 적극적인 투
자와 협력체계를 형성
- (해외) 2020년에 미국과 영국 기업이 세계 100대 기업 중 58개를 차지하는 등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성장 중

산업
생태계

산업 현황

Apple
(미국)
Teledoc
(미국)
23andMe
(미국)
IBM
(미국)

애플워치와 건강앱을 통해 개인건강기록을 관리하고 병원 및 보험과의
연계를 통해 서비스 플랫폼화를 추진
미국 원격의료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기업으로 약 3천만 명의 회원과
3천명의 의사를 보유하고 환자와 의사를 연결하는 서비스 제공
타액을 기반으로 유전자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DTC 기업으로 40개
이상의 유전질병의 위험도를 검사하며, 구글이 인수
인공지능 왓슨을 암진단에 적용하여 Watson for Oncology를 출시

- (국내) 기술 기반의 전문 스타트업이 등장하여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혁신적인 기
술기반 사업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
삼성
메디히어
마크로젠
뷰노/루닛

216

갤럭시 워치와 헬스 모니터 앱을 통해 개인건강기록을 관리하고 헬스
케어 서비스 플랫폼화를 추진
원격 화상진료 앱을 통해 원격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으로 미
국의 한인을 위한 원격진료서비스를 미국에서 제공 중
유전체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대표 기업
인공지능 기반의 의료영상 판독 솔루션을 개발하여 출시한 기술기반
벤처기업

부 록

파급 효과
(경제, 사회)

ㅇ (경제적)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은 생산유발계수 2.1267, 부가가치유발계수 0.9434로
전체산업 평균에 비해 각각 2%와 9% 높은 수준을 나타냄
* (출처) 안정민,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과 원격의료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비교분
석”, e-비즈니스연구, 22권 5호, 15~25쪽, 2021년 10월
ㅇ (경제적)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고용유발효과는 9.5247로 산업 전체 평균 보다
37.8% 높으며, 투자효과는 6.6106으로 타산업의 2.27배에 해당
* (출처) 장필호 등, “디지털바이오헬스케어산업의 고용유발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IT
서비스학회지, 19권 2호, 23~35쪽, 2020년 4월
ㅇ (사회적) 디지털 헬스케어는 헬스케어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헬스케어 서비스의 공급과
수요간 간극을 줄여 환자, 의료시스템, 의료진에게 혜택을 제공
- 환자에게는 직접 건강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하며, 의료 서비스
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예측 가능하며, 예방 가능하고, 개인화되며, 참여가 유도되
는 의료서비스를 제공
- 의료시스템은 상호운용성이 증가되고 의료서비스간 통합이 가능하며, 시스템 및 절차
의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이 개선되고, 가치 기반의 의료서비스, 국민건강관리 등 새
로운 의료서비스 모델이 가능
- 의료진은 의사결정에 도움을 받고, 반복적인 업무의 자동화와 진단 개선을 통해 업무
역량이 증대되며, 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
* (출처) 딜로이트, 202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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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분야명
분야 정의

핵심기술

대체식품
ㅇ 육류를 대체하는 식품으로서 대체육(Meat Analogue)으로 통칭되는 분야
- 식물성 대체육, 식용곤충 단백질, 동물세포 배양육으로 세분화
기술분야
내용
식물성 대체육 식물 원료에서 추출한 단백질을 이용하여 유사 육류를 제조하는 기술
식용곤충단백질
식용이 가능한 곤충을 가공하여 식품을 제조하는 기술
배양육(동물세포) 살아있는 동물의 줄기세포를 배양하여 얻는 식용고기(단백질) 확보기술
ㅇ 임파서블 푸드社 식물성 패티
- 대두추출단백질(주원료) 및 레그헤모글로빈(붉은색), 코코넛
및 해바라기오일(육즙대체)로 실제 육류 구현

주요 제품

ㅇ 비욘드 미트社 식물성 대체육(소시지 등)
- 콩, 버섯, 호박 등에서 추출한 단백질로 제조하여 단백질
함량 높고 지방 함량 낮은 100%식물성 대체육

ㅇ Eat Just社 배양육 닭고기
- 근육줄기세포 배양 닭고기로 싱가폴에서 시판 허가(`20)

분야
개요

주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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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인공적으로 단백질을 만들어 맛과 식감을 구현한 식품을 제공 서
비스
① 식물성 대체 고기(Plant-Based Meat / PBM) : 식물에서 추
출한 단백질을 이용해 고기와 비슷한 형태, 맛으로 만든 고기
- 콩, 버섯 등의 추출물을 주로 활용하기 때문에 채식주의자들
의 선호
- 2020년 국내 햄버거 업체에서도 식물성 패티버거를 출시하는
등 영역이 확장
② 세포배양 고기 : 동물의 세포를 채취한 뒤 생명과학 기술로 배양
하여 만든 배양 고기
- 소고기, 닭고기 등 실제 고기와 맛과 향이 비슷하지만, 비싼
가격 이슈
- 국내에도 여러 스타트업 기업이 연구 개발을 진행 중
③ 대체 단백질 곤충 제품 : 단백질 성분이 풍부해 미래식량난 해결
대안으로 제시
- 열 조리하거나 분말로 가공하여 단백질원으로 이용
- 국내에는 식용누에, 메뚜기, 갈색거저리 유충, 수벌 번데기 등
9종이 식용곤충으로 사용 가능
ㅇ (B2B 생태계 중심의 식품 원료 및 첨가제 서비스)
① 대체 단백질 기업들은 글로벌 식품ㆍ외식 대기업들과 장기적인
파트너십
- 외식ㆍ식품 기업 고객 대상으로 제품 생산 제공 서비스 제공
※ 비욘드미트는 2021년 1월 펩시코(PepsiCo)와 플래닛
(PLANeT)이라는 합작 법인을 설립하고 식물성 단백질 기반
의 스낵 및 음료를 생산할 예정이며 2021년 2월에는 염!
브랜드(Yum! Brands)24), 맥도날드(McDonald’s)와의 공
급계약을 체결
② 대체 단백질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식품
첨가제 판매
- 데이터 기반의 식품 개발 기술 기업의 식물성 대체 식품뿐
아니라 대체 식품 개발 솔루션 서비스 제공
※ 홍콩, 싱가포르로 제품을 수출하며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국내

부 록

스타트업 더플랜잇은 동물성·식물성 원료의 분자 데이터까지 분석
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시뮬레이션 및 원료 개발 테스트를
거쳐 식물성 원료 기반으로 원제품의 특성을 살린 대체 제품화를
지원

시장 전망/
시장 규모

ㅇ (해외 전망) 푸드테크 기술의 발전으로 스타트업 및 글로벌 식품 기업들의 식물성 대체
육 분야의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상업화 기술 완성도가 낮은 배양육 분야에도
시장 선점에 집중하는 등 대체 식품 시장이 급성장 중
* 세계시장: 배양육 2.1억달러(`25)에서 5.9억달러(`32)로 연평균 15.7%,
식물성
단백질은 121억달러(`19)에서 279억달러(’25)로 연평균 14.7%,
식용곤충은 1.4억달러(`19)에서 13.3억달러(’25)로 연평균 45.0% 성장전망,
(MarketsandMarkets, 2019)
ㅇ (국내 전망) 식물성 대체육 시장은 현재 시작 단계로 17년 이후 대형 식품회사들의 기술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수요증가가 확산세이며, 식용곤충은 식품원료 사용가능한 9
종 곤충을 중심으로 제품 개발 활발
* 국내시장 : 식물성 대체육은 초기 단계로 의미있는 시장규모 파악이 어렵고,배양육은
상업화 사례가 전세계적으로도 없음. 식용곤충의 국내시장은 20년 7천억원 규모로
추정됨(Issue Report, `21.4,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ㅇ 식물성 대체육은 기존 육류대비 맛/조직감이 부족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원료소재 개
발, 조직화 개선, 풍미 구현을 위한 기술개발이 지속되고 있으며, 배양육은 요소기술들
(세포배양, 배지, 지지체기술 등)이 상업화를 위한 초기 수준(실험실 구현 수준). 식용곤
충은 식품 원료 등록을 위한 소재발굴 및 외형적 특성에서 오는 부정적 인식 해소를 위
해 영양성분 유지 및 가공기술 중심으로 연구 진행중
- (해외 기술현황)

시장
성장
가능성

식물성 대체육

배양육
식용곤충

기술 현황

렌틸콩, 병아리콩 등 다양한 콩류 발굴, 식감 구현을 위한 고수분 압출성형
공정 최적화, 풍미구현(피맛)을 위한 헴(heme) 성분 대체 등 활발한 기술개
발로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고 있음
생산원가가 매우 높은 상업화 초기단계이며, 요소기술이 다양하고 복잡하
여 주요 기업들의 기술 투자 확대 중(줄기세포배양, 산업용배지, 지지체개
발, 생물반응기, 3D바이오프린팅 접목 등)
부정적 인식 해소를 위해 곤충내 단백질 및 오일 추출기술 개발이 활발하
며 영양성, 안전성을 위한 최적 조건 확립을 위한 연구 지속

- (국내 기술현황)
식물성 대체육
배양육
식용곤충

한정적 단백질 소재 활용으로 다양한 제품이 부족하며 조직감 및 풍미 구
현 기술이 글로벌 선진 업체들에 비해 낮은 수준
스타트업 위주로 기술개발 진행중이나 각 요소기술을 통합적으로 개발하는
업체는 없으며 개별 기술수준 또한 상업화와는 거리가 먼 상황
정부 주도로 상품화를 위한 R&D 지원 중이며, 원재료 가공기술 활용한 제
품은 출시되었으나 단백질 가공, 오일 가공기술은 상업화에 적용되지 못함

※ (기술 격차) 국내 기술 수준은 해외에 비해 4~5년 늦은 것으로 평가됨
('대체식품 현황과 대응과제' 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년))
ㅇ (분야 활성화 시기) 식물성 대체육은 이미 성장기 초기 진입단계로 건강,환경보호에 대
한 소비자 관심 증대와 참여기업의 공격적 사업 추진과 맞물려 2년내 수요가 급증할 것
으로 전망, 식용곤충 시장은 소비자 인식 변화가 시장 증가의 관건으로 활성화 시기 예
측이 어렵고, 배양육은 요소기술들의 상업화 수준 도달에 장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최소 5년 이상)

전략적 중요성

ㅇ 인구증가에 따른 육류소비증가, 환경문제, 동물복지, 인수공통전염병 지속발생 등의 사
회문제에 대한 논란 및 식량난‧식량안보가 주요 이슈로 지속되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
으로 대체식품의 중요성이 부각
- 미래 먹거리의 독자적 확보를 위한 생명공학 기술, 푸드테크 기술 선점으로 국내 및 해외 시장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며 관련 산업 활성화를 통한 신산업 창출로 국가 경쟁력 제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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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생태계

산업 현황

파급 효과
(경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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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글로벌 식품기업 및 대형 투자기관들이 배양육 스타트업, 식물성 식품개발 업체에 투자
및 M&A를 활발히 추진하며 시장 선점에 집중
- (해외) Beyond Meat社, 임파서블 푸드社가 식물성 대체육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네슬레, 타이슨
푸드(美) 등의 대형 식품/축산회사가 시장 공략 중이며, 세계적 곡물업체 카길 또한 곡물을
활용한 식물성 대체육을 개발 중. 배양육은 기술개발 초기 단계로 카길, 소프트뱅크
(日), 빌게이츠 등 대형 투자 기관 중심으로 스타트업 육성 중(예. 투자유치: JUST社
3.8억달러, 멤피스미트 2천2백만달러 등). 식용곤충은 미국, 유럽 중시으로 곤충 대량
사육회사, 분말위주의 식용 곤충회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동물사료, 식물비료 생산
에 곤충사육시스템을 도입(Entomo Farm(프), Ynsect(프), Exo(미), Protix(네),
Chapul(미) 등)
- (국내) 국내 식물성 대체육 시장은 초기단계로 17년 이후 롯데푸드, 동원F&B, CJ제
일제당, 풀무원 등의 대형 식품업체들이 시장에 진출하여 사업 추진 중(예. 롯데–식물
성고기 활용한 제로미트 출시, 지구인컴퍼니–대두/완두를 이용한 식물성 고기 제품 출
시). 국내 배양육 산업은 기술개발 초기 단계이며, 개발업체가 극히 적고 초기단계 투
자 유치 중(셀미트, 다나그린, 씨위드 등). 국내 식용곤충 대표 기업으로는 케일, 퓨처
푸드랩 등이 있으며 젤리, 바, 쿠키 및 시리얼 제품 등 곤충의 형태를 제거한 제품 개발
ㅇ (경제적) 기술주도 산업인 대체육, 배양육 분야는 R&D인력 수요가 크며, 시장 니즈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3~5년내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특히 배양
육 분야의 경우 제반 요소기술들의 수준이 초기 단계이며 대규모 투자에 의한 개발이 이
루어질 경우 관련 인력의 니즈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ㅇ (사회적) 대체식품 분야의 기술개발을 통한 산업 활성화로 식량난‧식량안보, 환경 및
동물복지 이슈의 해결‧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부 록

후보 분야명

합성생물치료제

분야 정의

ㅇ 합성생물학 및 유전자편집 기술을 이용한 합성생물치료제 관련 산업

핵심기술

ㅇ 합성생물학, 유전자가위, 단백질 구조예측/설계, 분자 상호작용 네트워크 분석, 바이오파
운드리 구축/활용 기술

ㅇ 지능형 유전자회로 이용 분자진단 시스템 개발

ㅇ 유전체 편집 및 합생생물학 기반 의료용 미생물 개발
주요 제품
ㅇ 신규 백신 및 감염병 핵산 소재 개발
분야
개요
ㅇ 유전자편집 등 멀티 오믹스 기술 기반 퇴행성질환 치료제

ㅇ 빅데이터·AI 기반 고기능 핵산 디자인 및 차세대 DNA 합성 서비
스 지원

주요 서비스

ㅇ 바이오파운드리 기반 초고속 효소/단백질 개량

ㅇ 바이오파운드리 기반 맞춤형 의료미생물 설계/제작

시장
성장
가능성

시장 전망/
시장 규모

ㅇ (해외 전망)
- (치료제 시장) 2021년 52억불에서 2028년까지 약 170억 불 규모로 시장이 확대되며
2021-2028 기간 동안 18%(CAGR) 성장 예상됨 (The INSIGHT Partners, 2022)
* 최근, 인텔리아의 ATTR 질환 치료제에 대한 in vivo therapy 초기 임상결과의 긍
정적 결과로 향후 다양한 질환으로의 확대 기대
- (유전자 편집 기술) 2021년 49억불에서 2028년 151억 불 규모로 확대되며 연평균
16.7%(CAGR) 성장 예상(Fior market , 2021)
- (합성생물학 시장) 2019년 54억 7,815만 달러에서 연평균 25.41%로 증가하여,
2024년에는 169억 9,397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Technavio, Global
Synthetic Biology Market, 2020)
* 의료용은 2021년 43억 5,350만 달러에서 연평균 성장률 29.7%로 증가하여, 2026
년에는 159억 5,92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 미국에서는 Amyris, Ginkgo, Zymergen, Moderna 등 합성생물학 기반 스타트업
들이 상용화 성과를 바탕으로 대규모 투자 유치
ㅇ (국내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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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기업의 상장(툴젠 등)과 신규 크리스퍼 start-up의 성장 예상
- 범부처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구축(예타사업)을 토대로 관련 서비스 시장 활성화 및
전담기업 생성 기대

기술 현황

ㅇ 주로 CRISPR-Cas9 중심의 유전자치료제 개발. 일부 초소형 CRISPR 기술 (Cas12f,
CasMINI, TaRGET 등) 및 non-CRISPR 기술 기업 (REWRITE)의 활약 중
- (국내) 생명연-진코어 초소형 유전자가위 기술 개발 성공, 진에딧 독자적 LNP기술로
Sarepta와 딜 및 신경근육질환 비임상 진행
ㅇ (기술 수준) 국내 합성생물학 기술 수준은 최고 기술 보유국 대비 75% 수준으로, 선진국
대비 미흡한 편이나 지속적 상승 추세(KISTEP, 2020년도 기술수준 평가 결과(안))
- (국내) 바이오분자 설계 및 개량 분야에서 선진국에 근접한 수준이나, DNA 합성/조작
기술과 자동화 및 통합기술에서는 선진국 대비 미흡
* 합성생물학 기술을 이용한 장내 염증을 진단할 수 있는 스마트 미생물 기술(생명연),
프로바이오틱스 엔지니어링을 통한 항암 기술(연세대), 약독화 미생물 이용 항암 기술
(전남대) 등의 국내 합성생물치료제 기술 개발 진행 중

전략적 중요성

산업
생태계

산업 현황

파급 효과
(경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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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향후 3년 이내 제약바이오 경쟁력 확보의 핵심 기술로 부각 전망.
- 향후 제약바이오 산업이 유전자치료 중심의 첨단바이오 의약품 중심으로 개편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약바이오 산업경쟁력의 핵심 분야로 부각, 글로벌 제약사들의 차세대
먹거리로 유전자치료제 등에 집중하며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짐
ㅇ 미국 NIH와 공공-민간 파트너십인 AMP*(acceleration medicines partnership)는
희귀유전질환 치료를 위한 기초연구부터 치료제 생산까지 유전자치료 플랫폼 컨소시움
(Bespoke Gene Theraphy Consortium, BGTC) 출범
- BGTC는 5년간 총 7,600만 달러가 투입될 예정으로, 유전자 치료 관련 유전자치료
프로토콜 확립 목표 추진
* 미국 NIH, FDA 등의 파트너쉽으로 혁신신약개발 가속화를 위해 구성
ㅇ 글로벌 빅파마의 바이오텍 인수 및 딜을 통한 임상연구 진행. 크리스퍼 기술 및 DDS
원천기술 중심의 발전이 치료제 견인
- Intellia Therapeutics, Edita Medicine, Mammoth Bioscience 등 주요 크리스퍼
관련 기업 중심의 in vivo therapy pipeline 가동.
- 주로 CRISPR-Cas9 기술 중심. Editas Medicine의 Cas12a 기술,
- 초소형 CRISPR 기술 (Mammoth Bioscience, Metagenomi) 및 non-CRISPR 기
반 유전자 교정 기술.
ㅇ 세계 주요 글로벌 기업에서는 합성생물학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으며 관련 혁신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또한 급격히 증가 추세
* (Pfizer) 신약개발을 위한 합성생물학 연구 수행
ㅇ 바이오파운드리 기업은 제품개발 뿐만 아니라, 보유설비를 제공 및 서비스 영역으로 사
업 확장 중(Ginkgo Bioworks, Zymergen 등)
ㅇ 국내 기업들도 유전자편집 기반 치료제 개발 연구 수행 중
- 툴젠의 ex vivo 유전자치료제 개발, 진코어 초소형 유전자가위 기반 in vivo
therapy 개발
- 진에딧, 바이오오케스트라, 이화여대 등, 다양한 산업계, 학계의 나노입자 기반 전달
체 기술 개발
- 이연제약, 헬릭스믹스, AAVTAR 등 AAV 기반 전달체 연구개발 및 CMO산업의 확대
ㅇ 고바이오랩, 쎌바이오, 제노포커스, CJ제일제당 등의 국내 바이오기업을 중심으로 합성
생물학 기반 합성생물치료제 개발 진행 중
ㅇ (경제적) 기존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스타트업 및 신산업 육성을 통해 기존 산업생태계의
성장동력을 창출
ㅇ (사회적) 현재 치료제가 부재한 희귀질환, 난치질환 등 다양한 질환에 대한 근본적 치료
방법 개발을 통한 보건 평등 구현 , 포스트코로나 등 감염병 대응, 신약개발 innovation
–Gap 해결을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지속가능한 해결책 제시 가능

부 록

후보 분야명

분야 정의

바이옴소재
ㅇ 미생물 , 식물∙동물 세포 자체 또는 이를 직간접적으로 이용하여 유용한 물질을 가공하거
나 조제함으로써 제품화가 가능한 산물 기반의 산업
- 자연계 생물체 뿐만 아니라 유전자 재조합 기술 적용 생물체 포함
- 마이크로바이옴 등 생물체 와 사람의 유전체 정보 분석을 통해 질병의 진단 및 맞춤
형 치료제 개발 등 정밀 의료 및 헬스케어 관련 사업을 포괄
※ 바이오 소재 : 미생물 식물∙동물 세포를 직간접적으로 이용하여 생산하는 유용한 물질을 가공
하거나 조제함으로써 제품화가 가능한 산물을 말하며 미생물 생물체에서 유래하는 천연화합물과
이를 가공 발효 합성과정을 거쳐 부가가치를 높인 가공소재를 모두 포함하는 물질 또는 소재의 개념

핵심기술

ㅇ 마이크로바이옴 우리 몸에 서식하는 미생물과 그 미생물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정보 전체
를 의미하며 인체의 질병 및 건강상태와의 연관성에 대한 빅데이터에 의한 진단 기능성
식품 치료제 등의 소재 발굴 기술
ㅇ 마이크로바이옴 엔지니어링 합성생물학의 한 분야로 선정된 미생물 군집에 기능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을 설계하고(Design), 미생물 모듈에 이식하여 미생물 군집을 형성
(Bulid)한 다음 목표한 기능이 구현되는지 평가(Test)한 후에 실제 활용여부에 대한 가
능성을 분석(Learn)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마이크로바이옴의 기능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기술
ㅇ 오믹스 분석 개인별 인체 및 마이크로바이옴의 오믹스 유전체(Genome), 후생유전체
(Epigenome),
전사체(Transcriptome),
단백질체(Proteome),
대사체
(Meetabolome) 빅 데이터를 바탕으로 건강 나이 질병 등에 대한 멀티오믹스 분석으로
진단 및 치료제 후보 소재 발굴과 합성생물학의 전략설계에 필요한 기술
ㅇ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분석 기술: 바이오 빅데이터 임상 유전체 마이크로 바이옴 등을
이용하여 개인 헬스케어 관련 상관성 및 예측 기술

주요 제품

ㅇ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질병 진단 키트
- 환자와 정상인 간의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을 통해 발굴된
진단 마커를 이용한 특정 질병 정밀 진단
- 암, 치매, 알레르기 질환 등의 정밀 진단 및 유효성 높은 치료
제 추천 제공

분야
개요

ㅇ 개인 맞춤형 바이옴 소재 치료제
- 장내 마이크로바이옴과 질환 간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마이크
로바이옴 유래 바이옴 소재 치료제를 개발
- 개인별 생체데이터를 바탕으로 맞춤형 처방
- 대사성 만성질환, 면역계질환, 신경질환 등
ㅇ 유전자변형 마이크로바이옴 진단 및 치료제
- 기존 치료법이 없거나 치료 효율이 낮은 질환(만성 난치성 질환)
의 바이오마커를 발굴, 이를 감지 또는 감지에 의한 내부 유전자 발
현 조절이 가능한 유전자변형 미생물 치료제 개발
주요 서비스
ㅇ 개인 생애주기 맞춤형 정밀 영양케어 서비스
- 인공지능 기반 개인의 유전체, 장내미생물 정보 분석으로 영양
상태를 진단하여 맞춤형 영양케어 상담 및 관련 서비스 제공

ㅇ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 서비스
- 인공지능 기반 개인 유전체, 장내미생물, 병력 등 생체데이터
를 분석하여 최적화된 개인 맞춤형 의료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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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
- 인공지능 주치의와의 상담을 통한 원격 상담 및 질병예방, 건
강상태 개선 서비스 제공

시장 전망/
시장 규모

시장
성장
가능성

기술 현황

ㅇ (해외 전망) 바이옴 소재의 대표인 마이크로바이옴은 다양한 사업(식품, 진단, 치료제,
화장품)에서의 니즈로 급격히 성장 중이며,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은 아직 시판된 제품
이 없고 임상시험에 진입하는 치료제 파이프라인이 활발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벤처사에
서 R&D 및 설비 투자가 활발히 진행 중)
* 세계시장: 글로벌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은 `19년 811억 달러에서 `23년 1,087억 달
러로 연평균 7.6% 성장할 전망
ㅇ (국내 전망) 국내 마이크로바이옴 R&D는 벤처사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글로벌 임
상 1상, 2상을 진행중으로 스타트업 및 벤처에 대한 기존 사업회사의 투자/합병이 증
가하고 있음
* 국내 건강기능식품 중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은 `19년 4,700억원 수준으로 고령인구
증가와 코로나로 인한 건강에 대한 관심도 증가로 글로벌 시장 수준이상의 성장세가
예상
ㅇ 질환과 인체 마이크로바이옴과의 상관성 데이터 기반으로 대사질환, 뇌신경질환, 암, 감
염성질환 등에 유효한 치료제 개발이 진행 중이고, 기술소재로 프로바이오틱스뿐만 아니
라 다양한 소재(세포외소체, 대사체, 유전자재조합 마이크로바이옴 등)가 개발 중
- (해외) 미국, 유럽, 일본, 중국은 마이크로바이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국가주도적 대
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빅데이터 구축을 진행 중이며 빅데이터 기반으로 중소 벤처사
주도의 상용화 연구를 진행중이고, 글로벌 회사에서 이를 지원 또는 공동으로 참여하
여 상용화 연구를 진행
- (국내) 국가주도에 의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프로젝트는 부재하였고, 중소 벤처사 주
도에 의한 상용화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해외 대비 기술력 측면에서 격차는 거의 없
어 글로벌 경쟁력이 있음
※ 시장에 출시된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이 없고, 미국 소재 벤처사들이 많은 임상 시
험을 진행 중. 국내 벤처사들도 미국에서 임상 1상, 2상을 진행중
ㅇ (분야 활성화 시기) `23년 첫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 출시가 예상되나 프로바이오틱스
소재의 C.difficile 감염 재발 방지라는 제한적 제품으로 바이옴 소재의 의약품 상용화
시장의 확대 보다는 마이크로바이옴의 R&D 확대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다양한 질환과 인체 마이크로바이옴 빅데이터 구축 및 분석을 통한 질환별 마이크로바이옴
및 바이오마커 발굴 기간, 국가별 가이드라인 마련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후
에는 폭발적으로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됨. 합성생물학 기반 바이옴 소재의 경우,
대량생산 기술 및 규제 선제 해결이 시장 성장에 필수요소임

전략적 중요성

산업
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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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현황

ㅇ 마이크로바이옴은 인체에 공생하는 천연 자원으로 다양한 분야 기술과 융합을 통해 고부
가가치 자원으로 재생산할 수 있고, 헬스케어를 포함한 다양한 사업영역으로 확대 가능
한 신성장동력 사업임
- 한국인의 질환과 마이크로바이옴 빅데이터 구축을 통해 정밀의료 플랫폼 기반기술을 구
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진단 및 치료제로 유전자재조합 마이크로바이옴을 포함한 개발 후
보 마이크로바이옴 발굴을 신속히 진행하여 시장을 선점할 필요
ㅇ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사업은 글로벌 대기업 위주로 마이크로바이옴 소재가 개발중이
며 국내 기업은 경쟁력이 다소 낮음. 의약품 사업은 글로벌 및 국내 중소 벤처사들이 마
이크로바이옴 R&D를 주도하고 있으며 글로벌 대기업들은 공동연구, 기업투자/합병, 시
설투자 형태로 참여 중.

부 록

- (해외) 벤처사 중심의 의약품 개발 진행

- (국내) 벤처사 중심의 연구개발 진행, 국내 가이드라인 및 GMP 의약품 생산시설의 부재로
미국, 호주에서 임상시험을 먼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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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급 효과
(경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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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경제적) 바이옴 소재 기반 헬스케어 사업(정밀 진단 및 치료제 개발)의 발굴과 기반기술
확보에 의한 선제적 시장 선점
- 화학의약품 중심이던 바이오헬스케어 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고부가가치
소재로 진단 및 치료제 시장에서 경제적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됨
ㅇ (사회적) 미충족 의료수요(대사성 만성질환, 난치성질환)에 대한 제품 및 서비스 개발로
각종 질환 치료 및 국민 삶의 질 향상
- 고령화 사회에 개인별, 생애주기별 맞춤 정밀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 기대

부 록

후보 분야명
분야 정의

디지털농업
ㅇ 첨단 ICT 기술과 인프라를 농업에 접목·활용하여, 농지 및 농작물 모니터링 및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영농작업 효율화와 자동화, 농업 생산 증대 및 품질 향상을 추구하는 농업
분야
단계

핵심기술

주요
기술

(1단계) 관찰

(2단계) 처방

농경지·농작물·농기계
센싱(수분 함량,
필드 매핑,
수분 스트레스, 온도, 처방 지도 생성,
전기 전도도, 풍향,
데이터베이스,
풍속 등),
빅데이터 분석,
무선 데이터 송수신,
AI, 기계학습
텔레메틱스, IoT

(3단계) 농작업

(4단계) 결과 분석
필드 관리
무선 데이터
(수분, 비료,
송수신,
수확량 등),
자율 주행,
데이터베이스,
자율 작업,
빅데이터 분석,
무선 제어,
AI, 기계학습,
파종·시비 변량
데이터베이스
제어, 관개 제어
암호화 및 보안

ㅇ 농지 및 작물 모니터링 관련 기자재
- 외부 기상 센서(습도, 온도, 수분, 일조)
- 토양 센서(습도, 온도, 수분, pH)
- 카메라(RGB, 열화상 등), 영상 분석 센서(NIR 등)
- GPS, 드론, 통신 모듈, 전원공급장치

주요 제품
분야
개요

ㅇ 농작업 관련 농기계
- GPS, GNSS 수신기
- 농기계, 각종 부착 작업기, 드론
- 분무 노즐, 컨트롤러, 카메라
- 라인 감지 센서, 액추에이터, 모터, 로드셀
- 유량 센서, 음향 센서
ㅇ ICT 및 정보통신 관련 기자재
- 유무선 통신 기자재
- 분석 HW, 빅데이터 분석 서버
ㅇ 토양 및 작물 모니터링 및 팜맵정보
- 농경지 수분함량, 전기전도도, 온습도, 토성
- 작물 생육(크기, 길이, 무게 등) 영양정보
- 전국 농경지에 대한 정확한 3D 지도, 토성, 토질 및 작물 식재 정보

주요 서비스

ㅇ 처방 및 솔루션(SW) 제공 및 결과분석
- 모니터링 데이터 저장, 관리, 분석
- AI 기반 질병, 병해충 감염 예찰, 진단, 처방
- 최적 생육 및 양육(가축) 관련 솔루션SW 서비스
ㅇ 관련 기술 교육, 지도 및 대행서비스
- 스마트기자재 관리, 운영 교육 및 지도
- 솔루션 및 관련 서비스 해석 및 제어 교육
- 고령 및 영세농 대상 광역화 농작업 대행 및 임대농 서비스를
통한 영농규모화 서비스
- 전문농가 및 신규농가 네트워크 통한 상호멘토링 서비스

시장
성장
가능성

시장 전망/
시장 규모

ㅇ (해외 전망) 세계인구 급증, 식량위기, 농업인력 감소 생산성 증대 및 농업생산 효율 증
대 필요성, (무선)통신기술 및 과학기술의 발달로 농업에 ICT 융복합 기술을 융합한 정
밀농업, 스마트농업 및 디지털 농업은 빠른 속도로 발전 전망
* 세계시장 : ‘20: $138억 USD → ’25: $220억로 연평균 9.8% 성장 전망
(Market&Market,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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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내 전망) 국내 농업인력 부족 심화, 식량안보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수요 증대 및 관
련 산업 발전을 통한 새로운 동력원으로 발전할 것이며, 특히 시장 초기단계로 빠른 발
전 속도 전망
* 국내시장 : ‘17: $8.8천만 USD → ’22: $2.5억 연평균 23% 성장 전망
(Market&Market, 2018)
ㅇ 시장을 주도하는 미국과 유럽은 원격모니터링 기술 보급 확대, 자율주행 농기계 기술 시
장화 단계이며, 관련 솔루션 등 소프크웨어 보급 확대 단계
- (해외) 미국과 유럽은 센서와 드론을 활용한 모니터링 기술 완성단계, 농기계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 시장화 단계, 관련 전문 솔루션 개발 활성화 및 시장화 단계
- (국내) 국내 관련 기술은 연구개발 단계
분류

기술

농경지 센싱
기술
농작물 센싱
기술
정밀농업용
센서 개발
베일 센싱
기술
수확 작물
센싱 기술

기술 현황

드론
국산화
및
기술
고도화

드론 기반
필드
모니터링
기술

기자재 항목
토양 및 대기 환경 측
정 센서
작물 생육 환경 측정
센서
베일 특성 측정 센서
사일리지 성분 측정
센서
멀티 스펙트럴, 열화
상, LiDAR 카메라

드론

드론 기반
변량시비
기술

드론, 분무 노즐,
컨트롤러

농기계 자율
주행 기술

자율주행 시스템

농기계 기반
변량시비
기술

변량시비용
컨트롤러

농업용
위성

한국 정밀농
업용 위성

위성

수확량
모니터링

수확량
모니터링

유량 센서, 음향 센
서, 로드셀, 카메라

지능형
농기계
개발

해외
발전 방안
(최고기술 국내
보유국)
●
◑ 일반 센서들의 기술 격차는 국내외가 크지 않
(미국, 유럽)
으며, 센서퓨전 기술이 관건일 것으로 사료됨.
●
◑ 해외 선진사에서는 센서 퓨전을 통해 자체적
(미국, 유럽)
으로 개발한 센서들을 사용함.
◕
◯ 국내 기업도 이를 벤치마킹하여 적용 가능한 항
(미국)
목들을 선 검토하고, 확장 가능한 항목들에 대하
◕
◯ 여 분석 및 적용하는 것이 필요함.
(미국)
카메라 기술은 기존에 많이 발전되었으므로 적
◕
◔ 절한 상용품을 선택하여 사용하되, 소프트웨어
(미국)
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드론의 국산화를 통해 부품 신뢰성을 확보하
고 작업 효율 향상을 위하여 1회 작동 시간을
◕
◔ 증가시켜야 함.
(중국, 미국)
변량시비를 위하여 드론 제어 정밀도 및 정확
도를 향상시켜야 함.
드론 비행 속도 제어와 분무 노즐 개폐 제어 등
◕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과 현장 검증이 필요함.
◯
(중국, 미국)
특히, 국내 농경지 면적은 작기 때문에 해외
대비 더 정밀한 제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국내 자율주행 농기계 기술은 자동조향 수준
이며, 미국 및 일본은 자율주행 기술을 보유하
◕
고 있음.
◑
(미국, 일본)
국내 농경지 특성을 고려할 때, 일본을 벤치
마킹하고 실증시험을 통해 소프트웨어를 보
완해야 함.
트랙터 주행 속도와 분무 노즐 개폐 제어에 대
◕
한 소프트웨어 기술 필요.
◯
(미국)
작물 센싱을 통해 분무 노즐의 높이 조절 또는
개폐량 제어 기술 필요.
국내에서는 ‘농림위성’ 개발에 착수한 상태이
●
◔ 며, 이는 농경지 모니터링 및 작황 관측 등에
(미국)
사용될 수 있음.
농작물 종류에 따라 시스템 구성을 위한 H/W
◕
는 달라져야 함.
◔
작물별 특성에 따라 적합한 센서를 선정하고
(미국)
시험을 통해 교정 값을 산출하고 적용해야 함.

주: 기술단계: ◯ 미개발, ◔ 도입기, ◑ 성장기, ◕ 성숙기, ● 개발완료.
자료: 국내 – 농림축산식품부(2019a), 농촌진흥청(2017), 동양물산, 대동공업, LS엠트론, GINT.
해외 – USDA, JohnDeere, New Holland, AGCO, CASE IH, CLIMATE, IBM,
Precision Planting, TRIMBLE, CLAAS, AGXTEND, CropX, DJI,
FarmersEdge.

전략적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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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요국가와 글로벌 기업은 세계 식량부족(인구증가), 기후위기 대응 생산성 향상과 효율

부 록

성 및 비용절감 등을 위해 스마트농업 확산 및 투자 증대에 따라 빠른 성장 산업으로 발
전하고 있으며, 관련 수출 확대 추세
- 우리나라는 고령화, 인구감소 및 기후변화 대응을 비롯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농
업에 새로운 활력, 지속가능 농업 및 신성장 동력원으로서 스마트농업 육성 필요.
- 이를 위해 정부는 전문인력 육성, 관련 후방산업 육성 및 민관협력 강화, 관련 인프라
구축 및 확산 등 적극 투자 필요
- 관련 산업 육성을 통해 국내 농업 발전은 물론 수축을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성장산업
으로 발전 추진
ㅇ 가장 시장이 크고, 기술을 주도하는 미국과 유럽은 중앙 및 지방정부의 R&D 투자와 글
로벌기업이 주도하며 데이터 중심 전문 스타트업 발전하고 있음. 글로벌 기업도 농기계
등 HW 중심에서 솔루션개발을 통한 농기계 및 솔루션 융합형 기술로 발전하고 있음
- (해외) 미국과 유럽은 센서와 드론을 활용한 모니터링 기술 완성단계, 농기계 자율주행
(자율작업 등) 시스템 개발 상용화 단계, 관련 전문 솔루션 개발 활성화 및 상용화 단계
- (국내) 국내 모니터링 기술과 기자재는 상용화를 통해 국내 시장 확대, 솔루션은 시설
원예 및 일부 가축을 중심으로 상용화 단계, 자율주행 농기계 초기 상용화 단계에 있
어,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
산업
생태계

산업 현황

<자율주행 농기계 국내외 기술수준 비교>
구분
기술단계
국외

기업
기술단계

국내

기업

Level 1 자동조향
상용화

Level 2 자율주행
상용화

이탈리아 ASI
미국 Ag-leader

일본 TOPCON

상용화
LS엠트론
동양물산
대동공업

연구개발완료
LS엠트론
동양물산
대동공업

Level 3 자율작업
연구개발완료
미국
John Deere
일본 Kubota
연구개발 중
LS엠트론
동양물산
대동공업

Level 4 무인자율작업
연구개발완료
미국
John Deere
독일 AGCO
-

자료: 농촌진흥청

파급 효과
(경제, 사회)

ㅇ (경제적) 4개 과채류의 총 생산 유발효과 : 6,946억 5백만원
ㅇ (사회적) 4개 과채류의 총 취업 유발효과 : 1만 5,654명
※ 2030년 스마트팜 1세대 기술도입에 따른 스마트팜 보급률 추정 결과, 딸기는
35.4%, 토마토 35.8%, 파프리카 38.2%, 방울토마토 35.8%까지 스마트팜 재배면적이
확대, 산업연관분석을 실시하여 국민경제 파급효과를 측정한 결과(전북농업기술원_22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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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분야명
분야 정의

핵심기술

바이오 인공 장기
ㅇ 세포와 생체재료의 정밀 배열이 가능한 3D 바이오프린팅 기반의 구조화된 인공장기 재
조립 기술 관련 산업
- 인체유래세포/줄기세포, 고분자/바이오재료, 고해상도 3D 프린팅 공정 기술을 포괄하는
융합기반 개인맞춤형 조직재생 진단/치료 기술 기반의 산업
기술분야
인체유래세포
생체친화성재료
3D 바이오프린팅
조직공학재생의료
바이오의료

내용
진단/치료 목적으로 인체에서 필요한 세포를 얻는 기술
인공장기의 세포 외 기질 성분 및 바이오잉크 구성 기술
재현성, 신뢰성을 위한 공정 기반 세포 및 생체재료 배열 기술
인공장기의 구조, 기능 분석 및 유효성 평가 기술
의료현장 적용을 위한 인공장기를 활용한 진단 및 치료 기술

ㅇ 인공장기 프린팅용 바이오잉크 제품
- 체내 장기의 미세환경이 구현 가능한 세포친화성 고분자재료의
개발 및 제공

분야
개요

주요 제품

ㅇ 맞춤형 어셈블로이드 모델
- 대상 장기 오가노이드로부터 얻는 세포와 세포 외 기질을 활용
한 재조립 기술과
- 구조화된 미니장기의 개발 및 제공
ㅇ 치료용 약물 테스트 플랫폼
- 3D 프린팅을 기반으로 한 어셈블로이드의 대량 생산 및 테스트
용 플랫폼
ㅇ 맞춤형 인공장기 제작 서비스
- 연구개발, 의료, 산업용 목적의 특정 장기유래 세포와 생체재료
를 조합한 멀티레이어 어셈블로이드의 맞춤형 프린팅 제작 서
비스

주요 서비스

ㅇ 어셈블로이드 기반 신약후보 스크리닝 서비스
- 3D 질환모델의 대량 생산과 이를 이용한 신약 후보물질/리포지
셔닝 효능평가 서비스
ㅇ 환자 맞춤형 치료법 서비스
- 난치성 질환 대상 개인맞춤형 인공장기 프린팅 생산 및 이를 활
용한 치료법 제공

시장
성장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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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전망/
시장 규모

ㅇ (해외 전망) 어셈블로이드의 이전 단계인 오가노이드 기술의 경우, 연구개발에서 상용화
단계로 활발히 이행 중
* 세계시장 : 전체 의약품 시장에서 관련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전체의 34%로 402조원
규모를 차지하며, 연평균 성장률 6.4% 기준 2026년에는 37%에 해당하는 598조원
규모로 성장 예상3). 이 중 인공장기 시장은 2018년 171억 달러에서 2025년 309억
달러로 연평균 8.9% 성장이 예상4)
ㅇ (국내 전망) 대학과 기업 연구소를 중심으로 오가노이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모델은 초기제품 출시로 시장 형성 예상
* 국내시장 : 어셈블로이드 관련 인공장기 시장은 2015년 3,653억 원에서 2018년
4,936억원 규모로 연평균 10.6% 성장한 바 있음5). 줄기세포 시장은 2016년 1조
3,500억 원 규모를 형성했으며 2025년까지 연평균 26.67% 성장하여 11조 6,300
억 원 규모로 확대가 예상6).

부 록

기술 현황

전략적 중요성

ㅇ 오가노이드에서 발전된 형태의 3D 구조체를 만들기 위한 고도화, 정밀화 연구가 다발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해외 현황)
*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대학 한스 클레버 국제 공동 연구팀은 인간 소장 오가노이드를
활용하여 SARS-CoV-2 바이러스가 감염 연구를 통해 코로나19 환자가 겪는 소화
기 증상의 원인을 제시하며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는 또 다른 경로를 제시
*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대학에서는 또한 눈물샘 오가노이드를 제작하고 제작된 오가노
이드가 체외에서도 신경전달물질을 통해 체내와 유사하게 기능하며 눈물을 만드는
것을 확인
* 미국 소크 생물학 연구소는 유도 만능줄기세포를 이용해 췌장의 섬세포 오가노이드
를 제작
* 미국 스탠포드 대학 세르쥬 파스카 연구팀은 유도 만능줄기세포로부터 대뇌 피질 오
가노이드, 척수 오가노이드, 골격근 스페로이드를 제작하고 이를 생체 외에서 오가
노이드의 결합
- (국내 현황)
* 포항공과대학교 신근유 교수 연구팀은 장기 내 존재하는 모든 세포를 포함한 완벽한
인간 조직을 구현할 수 있는 신개념 ‘어셈블로이드 (assembloid)’를 개발함.
* 포항공과대학교 정성준 교수 연구팀은 마이크로미터 단위 3D 박막형 폐포 모델을
잉크젯 프린팅으로 제작하고, 호흡기 바이러스 테스트를 실시
※ 프린팅 기반 어셈블로이드의 개념은 국내 그룹에 의해 제시되어 세계 최고수준에
해당
ㅇ (분야 활성화 시기) 2025년 이전에 다양한 장기 어셈블로이드가 시장에 등장할 것으로 전망

ㅇ 최근 몇 년 간 오가노이드 분야의 고도화, 정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어셈블로
이드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이를 위한 프린팅 기반 제작 공정이 대세가 될 것으로 전망
- 네덜란드, 미국 등을 필두로 장, 뇌 등에서 오가노이드 연구가 시작된 이래 인공장기의
인체유사도가 급격히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나 대상 장기에 따라 완성도 격차는 여전히
큰 편
- 현재 어셈블로이드의 개념 제시 및 3D 프린팅을 통한 제작 방식은 국내 연구진이 원
천특허 및 세계 최고 수준을 보유하고 있어 기술적 격차를 벌리고 세계시장을 리딩할
수 있는 정부 지원이 절실

ㅇ 어셈블로이드 관련 시장은 아직 형성되지 않았으나, 오가노이드 기술을 개발한 대학과
연구소의 협력체계 중심으로 기초적인 서비스 제공 중
- (해외) 오가노이드 제작 과정의 신뢰성을 위해 바이오프린팅 기술을 도입하여 생산을 추
진하고 있음
산업
생태계

산업 현황

Organovo
(미국)

수만 개의 간세포 함유 바이오잉크를 프린팅하여 인공 간을 제작하고
40일간 배양에 성공하여 신약 독성 테스트 모델인 ExVive™ 출시

- (국내) 바이오프린팅으로 어셈블로이드를 시도한 사례는 없으나 인공장기 제작을 위한
3D 프린팅 기업의 투자 및 연구가 활발함
티앤알바이오팹

고내열 투명 플라스틱 에코젠 개발 및 판매, Roquette과의 협력
으로 Isosorbide 모노머를 이용한 PEICT 수지 사업화(5만톤/년)

바이오융합연구소

(인터파크그룹) 오가노이드 기반 맞춤형 진단 서비스 개발에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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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급 효과
(경제, 사회)

ㅇ (경제적) 인공장기 제작, 기초 바이오 R&D, 병리학, 재생 의료, 약물 독성 및 효능평가,
후보물질 탐색 등 국내외 다양한 분야에 적용
- 실효성 있는 3D 구조화 인공장기를 바탕으로 2D 세포 실험 및 동물실험 과정에서 겪
는 시행착오를 배제하고 신약개발 과정의 인력, 시간, 비용을 절감
- 바이오프린팅 생산 기법을 통한 양산 과정에서 높은 공정 자유도를 확보하고 설비 비
용 및 고가의 생체 재료 비용 절감
- 어셈블로이드 활용 테스트 과정의 표준화와 약물 효능검증 서비스 산업 분야 개척
- 휴먼 어셈블로이드와 바이오프린팅의 융합으로 체외 미니 인공 장기를 다량 생산할 수
있는 공정시스템을 통해 저비용·고효율로 차세대 환자 맞춤형 질환 치료제 개발 플랫
폼을 제공
ㅇ (사회적) 새로운 진단 및 치료 방안 제시를 통한 의료현장의 비용, 시간, 환자 고통 경
감, 동물실험 대체를 통한 시간, 공간, 비용 문제 해결 및 실효성과 윤리적 문제 해
결, 환자 맞춤형 질환 모델링 및 치료법 제시를 통한 맞춤형 의료에 기여 및 환자 만
족도 증진

3) 2021 바이오·제약 인천 글로벌 콘퍼런스
4) Global Insight, Artificial Organs Market: Global Industry Trends, Share, Size, Growth, Opportunity and Forecast
2021-2025
5) 2020 바이오 인공장기 기술 및 시장동향과 참여업체 사업현황
6) InkWood Research, ‘글로벌 줄기세포 시장전망 2017-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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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후보 분야명

전자약

분야 정의

ㅇ 생체 내 신경 및 조직에 전기/자기/초음파 신호 자극 및 조절을 통하여 질병을 예방, 완
화, 치료하는 기술 기반의 산업
※ 전자약(Electroceutical)은 2013년 제약회사 GSK에서 처음 사용

핵심기술

ㅇ 생체전기 조절과 장기/조직 작용기전, 정밀 전기 자극 기술, 생체 전기 신호 원격 모니
터링 기술, 최소침습 전기 자극 기기 기술, 생체 적합성 전극 기술, 고효율 저전력 전기
회로 기술
ㅇ Novocure사의 Optune 종양치료전기장 장치
- 종양 부위에 저전력 전기장을 발생하여 암세포의 분열을 억제하
여 치료하는 장치 (FDA 승인)

주요 제품

ㅇ Inspire Medical system사의 Inspire 폐쇄성수면무호흡증 치료
장치
- 목부위에 전극을 심어 혀밑신경을자극하는 장치로 호흡패턴을
추적하여 필요시 기도를열어 줌
ㅇ Magstim사의 Horizon 우울증 치료 장치
- 경두개자극 기술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뇌신경을 자극

분야
개요

ㅇ Cerbmomd 사의 NEMOS 간질, 우울증 치료 장치
- 비침습으로 귀 근처의 미주신경 전기 자극을 통한 간질, 우울증
장치
ㅇ 직접 신경 자극을 통한 파킨슨, 심혈관 질환, 비만, 당뇨, 방광치
료, 인공와우, 면역(류마티스 관절염) 및 염증 치료(그림
Setpoint Medical 삽입형 제품)

주요 서비스

ㅇ 비침습 신경 자극을 통한, 우울증, 이명, 치매(파킨스, 경도인지장
애 등), 정신질환(우울증, 강박장애, ADHD), 수전증, 면역 및 염
증 치료, 간질(그림 Cerbmomd의 NEMOS)
ㅇ 조직 자극 기술
- 암치료, 상처 치료(그림 SYNAPSE사 AccelHeal제품)

시장
성장
가능성

시장 전망/
시장 규모

ㅇ (해외 전망) 전자약 기술 관련 시계시장 예측 기관의 시장예측은 다음과 같음
- Report & Data는 전 세계 전자약 시장을 2026년까지 8.5%의 성장률을 보이며
38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 Market & Market에 따르면 전자약 시장은 2026년에는 21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난치/만성질환 유용한 전자약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관련 시장은 크게
증가 예측,
- Veried Market Research는 세계 전자약 시장 규모가 20년에 240억 달러 그리고
2019~2026년 사이에 연간 8.9% 성장을 이뤄 2026년에는 470억 달러를 기록할 것
으로 예측
- IDTechEx는 전자약 시장이 매년 10% 이상의 성장하고, 2029년에는 6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ㅇ (국내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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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령인구의 증가와 건강한 노년을 위한 헬스케어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의료
비 지출에 대한 비중이 지속적으로 중가하고 있어, 기술혁신을 통한 신의료기기 기술
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음
- 최근 리메드의 ALTMS, 와이브레인의 MINDO 와 두팡 등이 출시되었으나, 현재 국
내 시장은 전자약 제품 생산과 수출입 실적이 초기 단계
- 해외에서는 지속적으로 난치병, 만성질환 등에 전자약을 적용한 치료 사례가 지속적으
로 보도되고 있어, 국내 전자약 의료기기 시장도 해외 시장이 성장하는 것과 같이 성
장할 것임
ㅇ 새로운 소재와 소자를 융합한 전극기술 및 새로운 기전에 대한 연구를 통한 혁신적인 전
자약 기술 개발 진행중
- (해외) 미국 등에서는 유연 신축 소재 기반의 전자소자 기술을 활용한 생체 부착형 전
자약을 이용한 피부 치료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전기/자기/초음파/광 등 다양한
모달리티 기반의 자극 기술 과 무선전력전송 기술울 융합하여 자극이 효율적인 삽입형
전자약 기술이 연구 중
※ 해외에서는 전자약이라는 용어를 2013년부터 사용하였고, 관련 기술에 대한 다양한
실용화 제품을 개발하여 미 FDA승인을 받고 판매 중이며, 새로운 가설과 기전 발견을
통하여, 난치·만성질환 극복을 위한 전자약 기술을 적용하여 새로운 시장을 선도하고
있음

기술 현황

- (국내) 전기/자기 자극에 의한 이미 알려진 작용 기전을 바탕으로 국내 기업들이 제품
을 만들어 출시하였고, 국내 대학, 연구소에서는 피부 치료를 위한 체외 부착형 전자
약 기술에 대한 연구 및 광 자극을 이용한 신경 광 치료 등에 대한 연구 결과를 논문
으로 보고
※ 국내는 기 알려진 기전을 기반으로 한 체외형 전자약 제품을 개발하여 승인을 받았고,
인체 삽입형 전자약 기술에 대해서는 일부 대학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실제 특
정 용도의 제품을 개발할 수준에 미치지 못함.
※ 현재 국내 전자약 기술은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접근하기 쉬운 체외형 또는 부착형 전
자약 기술 개발이 추진 중. 시장 규모가 크고, 효과가 더욱 효율적인 인체삽입형 전자
약 기술 부분에서는 국내에서는 원천기술과 기반 기술 확보, 작용 기전에 대한 연구가
해외 선진국에 비해 7년 정도 늦음
ㅇ (분야 활성화 시기) ‘22년부터 5년 후
- 최근 리메드의 ALTMS, 와이브레인의 MINDO등의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었으며, 전
자약 제품에 대한 효용성이 검증되고 확산되기 위해서는 대략 3~5년 정도가 필요할
것임
- 또한, 인체 삽입형 전자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해외로부터 효용성이 검증된 제품
이 유입되어, 국내에서도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 및 실용화가 활성화 될 것으로 예측

전략적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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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자약 기술의 우수한 장점으로, 전자약 기반의 난치·만성질환 치료를 위한 고부가 신의
료기기 시장이 커지고 있으며 기존 약물 기반의 치료 시장을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어, 새
로운 고부가가치 의료기기 시장 선점을 위해 국가의 초기 투자 필요
- 전자약 기술은 2018년 세계경제포럼에서 10대 유망기술로 선정
- 전자약 기술은 기존에 치료하지 못한 난치 질환까지도 치료할 수 있는 결과들이 보고되
고 있어, 새로운 고부가 신의료기기 시장이 형성될 것
- 전자약 기술의 주요한 장점은 비약물 치료이며, 그 효과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으며, 부
작용이 작고, 약물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출수 있는 신기술임
ㅇ 전자약 기술은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기존 기술의 혁신을 통한 새로
운 의료기기 기술 개발로, 증가하고 있는 정부의 의료비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약물 오
남용으로부터 탈피, 난치 만성질환 치료에 대한 희망을 제시하여, 국민들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하고 의료 복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어,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해 범부처
지원이 필요함

부 록

ㅇ 미국, 유럽의 대형 의료기기 기업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기업들을 중심으로, 미주 신경
자극 및 조직 자극을 통한 치료 기기에 대한 시장을 선점하고 있으며, 제품의 효용성 검
증을 완료하고 전세계 판매를 추진하고 있으나, 국내 기업은 체외형 전자약 제품 출시하
였으나 기업의 영향력은 매우 낮은 수준
- (해외) 기존의 심장재세동기, 심장박동기, 인공와우 기업들은 제외

산업
생태계

산업 현황

Novocure
(다국적)
Inspire
(미국)
Setpoint
Medical
(미국)

암조직에 전기자극을 가하여 치료하는제품 판매
목부위에 전극을 심어 혀밑 신경을 자극하는 장치로 호흡패턴을 추적하
여 필요시 기도를 개방하는 폐쇄성수면무호흡증 치료 장치 판매
난치병인 류마티스관절염, 크론병등 자가면역 질환을 표적으로하는생체
전자 임플란트를 개발 중

- (국내)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기업은 존재하지 않으나, 일부 기업에서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는 체외형 전자약 제품을 출시
리메드
와이브레인
뉴아인

파급 효과
(경제, 사회)

우울증
우울증
착용형
전자약

치료용 경두개자기자극기를 개발하여 제품화 (ALTMS)
치료를 위해 미세전류를 뇌에 흘려 뇌기능을 조절하는 무선 체외
뇌전기자극 시스템
스타트업 기업으로 편두통 치료를 위한 경피 신경자극 제품 개발

ㅇ (경제적)
- 최근 수년 동안 해외 전자약 스타트 기업들이(Cala health, Setpoint Medical 등) 고
성장하고 있고, 새로운 작용기전 발견을 통하여 기존의 정신 또는 신경질환에 국한된
치료를 비만, 당뇨병, 심혈관질환, 항암 치료기기 개발까지 확대되고 있어, 지속적인
시장 증가가 예측되며 특히 난치병 및 만성질환 치료 및 관리를 위한 신의료기기 시장
창출이 기대됨
- 전자약 기술은 현재 도입 단계로 국내 기업들에서도 난치병 및 만성질환 치료 및 관리
가 가능한 전자약 제품 개발이 기대되며, 대형 기업으로의 성장이 예상됨
특히, 혁신 제조 기술 및 소재 기술의 융합으로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손목시계형 제품
부터 전력을 외부에서 충전할 수 있는 쌀알 크기의 소형화된 기기까지 발표되어, 관련
기술의 파급효과는 대단히 클 것
ㅇ (사회적)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선진국에서도 국민의료비지출 규모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전자약과 같은 새로운 의료기기 기술의 보급과 기술 혁신을 통한 우수한 신의료기
기의 보급 확대로 국가의 의료비 제출 지출을 절감하면서도 더 많은 국민들이 의료복지 혜
택을 높일 수 있음
- 생체 전기신호 조절을 통한 만성질환 관리 및 치료, 난치병 치료 기술이 성공한다면,
현재 난치병과 만성질환으로 고통받은 환자들의 삶을 바꿀 것

235

차기 성장동력 발굴･선정 방법론 연구

기계/건설/교통 분야
후보 분야명
분야 정의

UAM (도심항공교통)
ㅇ 도시 권역을 수직이착륙(eVTOL)하는 개인용 비행체(PAV)로 이동하는 공중 교통 체계
와 관련된 산업
- 개인용 비행체(PAV)의 개발, 제조, 판매, 인프라 구축, 서비스, 유지·보수·운영 등 도
심 항공 이동수단과 관련한 사업을 포괄
기술분야

내용

기체 개발·생산 기체 시스템, 배터리 등 제작자들이 기체의 개발·생산 제반 활동에 필요한 기술

핵심기술

운송·운용

도심비행관리, 기체운용, MRO 등 운송사업자들이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

공역설계·통제

공역시스템, 항행관제인프라(CNSi), 교통관리 등 국가가 UAM 운용시 필요한
기술

운항관리·지원

운항 흐름관리 통합시스템, 네트워크 확장 등 교통관리사업자가 사업운영에
필요한 기술

사회적 기반

대중수용성, Vertiport 등 UAM 운용을 위해 지역사회 인프라가 필요한 기술

ㅇ (멀티로터 eVTOL) 다수 로터를 가진 형태로 로터의 수직-수평
회전이 가능하지 않고, 리프트 전용
- 70~120km/h 운항속도, 50km내 운항, 1~2인승 탑승,
EHang216(중국), Volocity(독일) 기종 등 개발·시험
분야
개요

주요 제품

ㅇ (리프트&크루즈형 eVTOL) 로터와 날개를 함께 가진 형태로 이
착륙시 수직방향 로터가 회전익 형태로 작동하고, 비행시 수평방
향의 로터가 고정익 형태로 작동
- 150~200km/h 운항속도, 인접도시 운항가능, 1~2인승 탑승,
Cora(미국) 기종 등 개발·시험
ㅇ (틸트형 eVTOL) 틸트로터, 틸트덕트, 틸트윙을 총칭하고, 이착륙
시 수직방향, 비행시 수평 회전
- 150~300km/h 운항속도, 인접도시 운항가능, 탑재중량이 가장
높음, S4(미국), Lilium Jet(독일) 등 기종 개발·시험
ㅇ UAM 이착륙 시설로 버티포트 구축·운용 및 탑승자 편의시설 제
공, 교통연계 서비스 제공
- 에어택시가 버티포트에 착륙한 후 탑승객들이 내리고 전력충전
도하고 현장 신속 점검, 다음 탑승객과 수화물을 에어택시에 탑
승 등 서비스 제공

주요 서비스

ㅇ 에어 모빌리티 플랫폼, 타 교통연계 체계 등 통신/교통관리 서비
스 제공
- IT플랫폼 기업과 UAM 운용사간 협업을 통해 UAM과 항공기,
자동차 등 다양한 모빌리티 연계 서비스 플랫폼 구축·제공
ㅇ UAM 기체운용/모니터링/항공교통관리/유지·보수/보험제공 등
MRO 서비스
- UAM의 안전한 운항을 보장하는 기체 정비, 수리, 부품교체,
보험서비스 연계

시장
성장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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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전망/
시장 규모

ㅇ (해외 전망) 새롭게 태동하는 거대한 시장으로 아직 지배적인 강자가 없으나, 관련 기업
들이 경쟁력으로 시장 진입 중
* 세계시장 : ’20년 70억 달러에서 ’30년 322억 달러, ‘40년 1,474억 달러로

부 록

’20~‘40년 연간 30.7% 성장 전망(모건스탠리, ‘19)
ㅇ (국내 전망) 국내는 아직 초기단계로 현대자동차, 한화시스템 등 일부 기업이 투자가 시
작되는 단계이나 ‘25년 전후로 초기제품 출시 시장 진입 예상
* 국내시장: ‘20년 4,200만 달러에서 ’30년 9,800만 달러로 연평균 8.8% 성장 전망
(Markets&Markets, ‘21, 서비스 시장 제외)

기술 현황

전략적 중요성

ㅇ 우선적으로 기체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운용 및 공역설계·통제 등 분야는 중장기 관점
에서 기술 확보 추진 중
- (해외) ‘20.9월 조비 에비에이션, 미 연방항공청(FAA) 시험비행 감항 획득(2017.9월)
을 시작으로 2세대 기체가 수백회 비행시험 완료, 현재 미국 감항당국으로부터 형식인
증 추진이고, 테슬라는 배터리 가격 3년내 56% 절감 목표로 집중 개발 중
* 초기 전문기술 스타트업 중심으로 발전해온 UAM 개발시장에 수년 전부터 보잉 등
과 같은 글로벌 항공기 OEM 업체와 최근 아우디, 도요타 등 글로벌 완성차 OEM
들도 속속 합류 중
* 또한, 플랫폼 기업 Uber도 UAM 제조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확장하는 등 UAM 시
장의 성장가능성에 주목하고 진출 중
- (국내) K-UAM 로드맵’을 발표(’20.6)하고 민관협의체인 ‘UAM Team Korea’를 발
족(’20.6)하여 민관협력을 통한 기체 개발 및 인프라 구축을 적극 추진 중
* 현대차, 한화시스템 등 제조업체와 SKT, KT 등 통신사업자 및 관련 연구소 및 대학
등 협력체를 통해 핵심기술 개발 중
ㅇ (기술 수준) UAM 기술수준 조사결과가 없으나, 관련 우주·항공·해양 분야 기술수준은
미국(100%)이 세계 최고수준 국으로 유럽 93.3%, 일본 83.5%, 중국 81.6%, 한국
68.4%로 상당한 격차는 존재(KISTEP, ‘21)
* UAM 지배제품인 eVTOL 개발기업수 측면에서도 ‘19년말 기준 미국 52개, 영국 11개,
프랑스 8개이고, 국내는 현대차, 항우연에서 모델개발 중(삼정KPMG, ’20)
ㅇ (분야 활성화 시기) ‘25년 기점으로 초기 제품 및 서비스가 상용화되고, 2030년 이후부터
본격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전망
ㅇ 미래 교통수단, 친환경, 첨단기술 융합 특성으로 향후 자율자동차와 함께 대형 신성장동
력 및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으로 성장할 전망
- 도로 혼잡을 줄여줄 3차원 미래 도시 교통수단, 탄소배출이 적고, 저소음으로 도심에서
운항, 소재/배터리/제어(정보통신)/항법 등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융합된 첨단 기
술이 집약
* 과거 개념구상･시험 수준이던 플라잉카는 기술발달로 eVTOL로 진화해 실현가능성
이 높아졌고 친환경 도심항공교통수단 급부상
ㅇ 전문 스타트업, 기존 항공기/헬로콥터 제조업체 뿐만 아니라 자동차 제조사, IT기업 등
다양한 분야 기업의 투자 및 협력체계 형성 중
- (해외) 주요 eVTOL 스타트업, 기존 제조사 등 시험비행 성공 및 생태계 구축에 본격화 추진

산업
생태계

산업 현황

조비에비에
이션(미국)

S-4개발(5인승, 최대시속 200마일, 비행거리 150마일), ‘20.12월 미공군 감항
인증획득, ’24년 민간 상용 서비스 출시할 계획

이항
(중국)

EHang216 개발(2인승, 최대시속 100km, 비행거리 35km), ‘20.1월까지
2,000회 이상 동승비행 기록, 서울/암스테라담/두바이 등 시연비행 성공, 미연방
항공국(FAA) 승인 진행

에어비스
(미국)

‘19.5월 시티에어버스(4인승) 무인 시험비행성공, ’35년 수소항공기(제로e) 상용
화 프로젝트 추진

- (국내) 기체개발 초기단계 이지만, 주요 대기업을 중심으로 미래 성장산업으로 선전하
고, UAM 가치사슬 조성을 위한 투자를 본격화 중
현대자동차
한화시스템

‘26년 화물용 UAM, ’28년 여객용 UAM(수소연료전지) 출시 목표 설정하고 대규
모 투자 중이고, 영국 어반에어포트와 공동으로 UAM 수직이착륙 시설 구축 프로
젝트에 참여
국내 기업으로 첫 eVTOL 시장에 진출 중으로 항공·위성 분야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국 오버에어사와 공동으로 ‘24년 기체개발, ’25년 시범운행을 목표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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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경제적) ’40년 국내 13조원(누적) 규모 달성, 16만명 일자리 창출, 생산유발 23조 및
부가가치유발 11조원 예상(K-UAM 로드맵, ‘20.6)
- 소재·부품부터 블록체인·AI 등 첨단기술 집약으로 높은 안전도가 필요한 항공특성 고
려 시 기술발전을 통한 산업 부가가치 창출

파급 효과
(경제, 사회)

구분
제조
인프라
서비스
합계

취업유발효과(명)
9,896
21,680
132,532
164,108

생산유발효과(조원)
2.96
4.01
16.49
23

부가가치유발효과(조원)
0.86
1.65
8.60
11

ㅇ (사회적) 도시 교통 이용형태 변화로 도시활력 제고 및 사회적 비용 저감
- (도시활력 제고) 이동시간의 혁신적 단축으로 도시 내/간 경계를 허물고 효율적 시간
활용으로 사람/집단의 네트워크 향상
- (사회적비용 저감) 교통혼잡이 심한 수도권 기준 저감가능한 시간 및 사회적비용(시간
→비용 환산 편익)은 70%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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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후보 분야명
분야 정의

웨어러블 로봇
ㅇ 인간의 신체로부터 생체신호를 측정하여 구동부를 제어하는 로봇* 관련 산업
* 인간의 힘을 증폭 또는 지원하기 위하여 신체의 외부에 부착하여 작업을 수행할 수 있
는 외골격 형태의 로봇
분류

요소기술
구동모듈 설계 기술

강성설계기술

강성 제어 알고리즘 기술
신체부착 센서의 측정 기술

핵심기술
인체동작해석

3차원 모션캡쳐 기술
최적 보조력 시뮬레이션 기술

DB구축기술

인체 근골격계 DB 구축 기술

설명
탄성체 기반의 가변강성 구동모듈 설계 기술
수동/부분수동/능동 구동방식의 강성 제어
알고리즘 기술
작업자 의도 파악을 위한 신체부착 센서의
고정밀 측정 기술
운동역학 데이터 추출을 위한 3차원 모션캡쳐
기술
착용자와 로봇의 상호작용이 반영된 최적
보조력 시뮬레이션 기술
인체의 근골격계 데이터를 객관화/표준화하기
위한 DB 구축 기술

ㅇ Non-Powered
- 배터리 또는 모터가 없는 형태의 웨어러블 로봇
- 근력증강이 아닌 근력 보조의 목적
주요 제품
ㅇ Powered
- 배터리, 모터를 사용하는 형태의 웨어러블 로봇
- 근력증강형 웨어러블 로봇

분야
개요

ㅇ 국방
- 주로 무거운 무기나 짐을 운송하거나 장시간 보행하기 위한 기
술이 요구되며, 강인한 환경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줌

주요 서비스

ㅇ 재난, 산업 안전
- 소방, 원전 등의 재난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웨어러블 로봇기
술이 요구됨
- 작업자 지원을 위한 웨어러블 로봇기술은 큰 수요가 있으며 주로
큰 힘을 내거나 반복작업 등을 도와주는 기술과 근로자가 작업
중 부상을 입지 않도록 하는 안전성 관련 기술로 구분 가능함
ㅇ 헬스 케어
- 일상생활에서 가벼운 운동과 자세 교정 등의 역할을 함. 웨어러
블 로봇에 부착된 각종 센서를 이용한 건강 상태 모니터링, 자
세나 보행의 교정 등의 부가기능 확장 서비스 지원
-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의료용 웨어러블 로봇 기술은 넓은 범주
에서 헬스 케어에 포함될 수 있지만, 근력 보조 등의 세부기술
요소는 이와 차별화되는 부분이 많이 존재

시장
성장
가능성

시장 전망/
시장 규모

ㅇ (해외 전망) 국외 주요 회사 판매 실적은 아래와 같으며 제품화 완료된 제품들은 판매
실적이 있으나, 아직 시장의 규모는 크지 않은 상황(개발자 중심으로 개발된 기술적 한
계로 분석됨)
* 세계 선도기업 현황:
회사명

제품명

Cyberdyne (일본)
ReWalk (미국)
Exko Bionics (미국)

HAL Fit
ReWalk
EKsoGT

판매가격
(천원)
50,000
70,000
120,000

연 판매액
(십억 원)
14.7
7.8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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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국의 주요 업체들은 경험자 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 중
- 체험, 재활센터 등을 통하여 다수의 잠재고객에게 로봇을 소개하는 활동이 활발
- 비즈니스 창출을 위해서는 제품다운 제품개발이 필수적, 이를 위하여 다양한 사용성
평가와 수요자 피드백을 수렴하는 과정이 요구
ㅇ 웨어러블 로봇의 시장규모는 종류와 범위, 활용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분석되고 있으나,
대체로 큰 폭의 성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남
- 세계 외골격 시장규모는 2020년에 2억 1,800만 달러로 평가되었으며 예측 기간동안
CAGR 20.5%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
* 동력형(Powered) 외골격 시장은 1억 6,460만 달러에서 2028년까지 19.2% 증가하
여 6억 5,730억 수준으로 성장
* 비동력형(Non-Powered) 외골격 시장은 5,340만 달러에서 2028년까지 24.1% 증
가하여 2억 9,580억 수준으로 성장

* 출처 : Grand View Research(2021), Exoskeleton Market : MARKET ESTIMATES &
TREND ANALYSIS FROM 2016 TO 2028.

* 지역별 시장은 미국이 가장 높은 시장을 차지하고 있으며, 아세안 시장이 가장 큰 폭
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

* 출처 : Grand View Research(2021), Exoskeleton Market : MARKET ESTIMATES &
TREND ANALYSIS FROM 2016 TO 2028.

ㅇ (국내 전망) 국내시장은 21년 0.3백만 달러에서 2028년까지 2.6백만 달러로 성장할 것
으로 예상 됨
- 노인 인구 증가와 척수 손상, 뇌 손상, 뇌졸중 및 마비와 같은 건강 상태의 유병률 증
가는 국가의 시장 성장을 이끄는 주요 요인
- 세계은행(World Bank)이 발표한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인구 대비 노인
인구비율은 2015년 12.8%에서 2020년 15.8%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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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증가하는 노인 인구는 한국의 외골격 채택. 또한, 국내 주요 업체의 존재와 이
러한 업체 및 현지 업체가 한국 외골격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수행한 전략적
이니셔티브가 시장 성장을 촉진
* 국내시장 :

* 출처 : Grand View Research(2021), Exoskeleton Market : MARKET ESTIMATES &
TREND ANALYSIS FROM 2016 TO 2028.

ㅇ 한국로봇산업협회에서 진행한 “2019년 유망 로봇 산업 분야 주요기업 심층 조사”에 의
하면 국내 주요 착용 로봇 제조사가 추정한 웨어러블 로봇 국내 시장규모는 786억 원임
- 국내 주요 웨어러블 로봇 제조사 응답 수치에 의하면 19년 매출은 전년 대비 26.9%
증가한 83억 원이며, 생산은 29.0% 증가한 84억, 수출은 117.0% 증가한 65억 원
규모임
최근 3개년 연평균 착용 로봇 시장 동향은 매출 13.6% 증가, 생산 14.7% 증가했으
며, 수출 22.6% 증가, 국내 주요 웨어러블 로봇 제조사의 지속적인 성장이 진행 중임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전년대비
연평균
매출
6,472
6,582
8,355
26.9
13.6
생산
6,405
6,528
8,424
29.0
14.7
수출
4,350
3,013
6,539
117.0
22.6
ㅇ 산업통상자원부의 ‘제3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 공고’에 따르면 웨어러블 로봇 분야는
성장 가능성이 큰 4대 서비스 로봇 분야로 선정되어 주로 공공주도의 시장창출형 로봇
실증사업을 통해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보임
ㅇ (해외) 착용 로봇 해외 기술 및 기업 동향 수준
- 나일론, 탄소나노튜브 등의 소재를 꼬아 만든 코일 형태의 섬유에 전기 화학, 열, 전열,
광열, 습도, 물 등의 에너지원을 이용하여 섬유형 유연 구동기에 대한 연구가 수행

기술 현황
* 출처 : Haines et.al. Science 343, 868 (2014)
- Cyberdyne사의 ‘HAL’은 사람이 몸을 움직일 때 뇌에서 근육으로 전달되는 생체 전
위 신호를 읽고 신호대로 움직이는 전동형 웨어러블 로봇으로서, 재활치료, 근로자 작
업지원, 일상생활 보조 등 다양한 수요자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
- 대표적인 업체로는 Ekso(Ekso Bionics/미국), PhoeniX(SuitX/미국), Indego
(Parker Hannifin/미국), ReWalk(ReWalk Robotics/이스라엘), Rex(Rex
Bionics/일본)가 있으며, 연구기관으로는 Twiice(EPFL/스위스), Mina(IHMC, 미국)등
ㅇ (국내) 착용 로봇 국내 기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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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대 이후 연구개발 과제의 규모와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
* 특히 한국과학기술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대규모 연구과제를 수행하였고 엔
티메디, 청우메디컬 등의 중소벤처기업들도 활발히 연구개발과제에 참여
* 현대자동차그룹, 삼성전자 등의 대기업, LIG넥스원 등의 중견기업, 엔젤로보틱스, 에
프알티, 헥사시스템즈 등의 벤처기업이 활발히 웨어러블 로봇 제품을 출시하고 있음
* 웨어러블 로봇 시장 활성화 예상에 따라 산ㆍ학ㆍ연의 핵심기술개발 참여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되며, 웨어러블 로봇 플랫폼 사업이 추진될 경우 기존 참여자 이외 소재
및 부품, SW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자 발생 예상
※ 2020년 스위스에서 개최된 사이보그올림픽(사이배슬론, Cybathlon)의 웨어러블 로
봇 종목에서 엔젤로보틱스(Angel Robotics)팀이 세계랭킹 1, 3위에 오르며 세계 최
고 수준의 기술력을 입증함
※ 삼성전자 GEMS Hip은 국제표준 ‘ISO 13482’를 국내 최초로 인증
※ 현대차에서는 2019년에 조끼처럼 입는 로봇인 벡스를 개발하였으며, 해당 로봇은 자
동차 조립 등을 위해 장시간 팔을 들어 작업하는 근로자를 보조하기 위해 인체-로봇
상호작용 제어기술(HRI)을 활용하여 인간의 판단과 의지를 로봇이 센서로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처리하여 이를 기반으로 로봇의 움직임을 제어
ㅇ (분야 활성화 시기) ‘25년부터 3년 후

전략적 중요성

ㅇ 현재 웨어러블 로봇기술은 연구개발의 단계에서 일반 고객을 위한 상업화 단계로의 전
환기에 있으며, 적극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기술적 우위를 선점할 필요
- 웨어러블 로봇시장 성장에 따라 임대·응용서비스 시장도 함께 증가하고 있지만, 특정
분야를 중심으로 성장하는 추세

ㅇ 전반적으로 웨어러블 로봇은 임대에 초점이 되어 있어,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나 기타 부
가가치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제한되어있는 상황
- (해외) 의료/헬스케어 분야를 시작으로 점차 제조현장에서 활용되는 웨어러블 로봇뿐만
아니라 군수, 건설 등 산업 전반으로 시장이 확대 중
기업명 ATOUN
제품명 Model Y

산업
생태계

 ATOUN MODEL Y는 바닥에서 허리
높이 정도의 물건을 들어 올려서 내릴
제품
때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을 덜어주는
소개
웨어러블 로봇
 완전 충전 시 약 4시간 동안 작동할 수
있으며 최대 10kg의 무게를 지탱
 모델 : AWN-12
 무게 : 4.5Kg (배터리 포함)
 본체 치수：폭 48.4 × 안길이 28 ×
높이 81cm
주요
 어시스트력 : 최대 10kgf
스팩
 가동 시간 : 약 4시간
 방진 방수 : IP55
 구동방식 : 모터
 어시스트 : 허리

산업 현황

기업명 INNOPHYS
제품명 Eever

배낭처럼 짊어지고 벨트를 조이는 것만으
제품
로 장착 완료
소개 어려운 조작도 없으므로 누구나 사용

 타입/사이즈:소프트핏/ML사이즈
 무게 : 3.9Kg(커버 포함하지 않음)
 본체 치수：폭 46.5 × 깊이 17.0 ×
주요
높이 84.0cm
스팩  어시스트력 : 최대 25.5Kg
 구동원: 압축공기
 방진 방수 : I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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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INNOPHYS
제품명 GS-ARM

 팔을 아래에서 지지해 주는 보조력으로
무게나 피로를 느끼지 않고 제대로 작
제품
업에 집중
소개  넓은 가동 영역에 의한 자유로운 동작
과 다양한 작업 툴과의 병용도 실현, 전
력 불필요

주요
스팩

기업명 JTEKT
제품명 J-PAS LUMBUS

 무게 : 3.2kg(커버 포함)
 액추에이터 : 가스 스프링 ※약 1년마
다 교환식
 보조력(한팔) : 최대 약 4.5kgf(한팔)
 사용환경온도 : -20°C~50°C

 다양한 작업 현장·작업 자세에 있어서,
동작에 응한 파워 어시스트가 가능
제품

사람의 움직임을 검지해, 필요할 때에
소개
어시스트
 필요가 없을 때 어시스트가 없이 활용
 외형
치수
:
H:800
W:440
D:340mm
 본체 무게 : 4.5kg(장구 제외)
주요  보조력 : 30Nm
스팩  운영 환경 : IP55(0~40°C)
 가동시간 : 약 4시간
 구동방식 : 모터
 어시스트 : 허리

 4.7kg과 경량 컴팩트하고, 4개의 전동
파워어시스트 인터내셔널 주식회
기업명 사
모터로 이하의 어시스트
제품
 들어올릴 때 10kg~15kg분 허리를 어
소개
시스트
 내릴 때 브레이크 어시스트
제품명 PAIS-M1000
 중량물 작업시 자세 유지 어시스트





주요
스팩 





동력 : 전동 모터
무게 : 4.7kg
어시스트 : 10~15kg
본체 치수 : 높이 450mm×폭
420~550mm×안길이 250~350mm
구동원 : 배터리
사용환경온도 : 0~40℃
방수 : 생활 방수
구동방식 : 모터
어시스트 : 허리, 고관절

기업명 파워어시스트 인터내셔널 주식회
 4.4kg으로 경량·컴팩트하고, 전자 브레
사
제품
이크로 중량물 작업시의 자세 유지의
소개
어시스트(허리를 받침)
제품명 PAIS-B100




주요
스팩 



동력 : 전자기 브레이크
무게 : 4.4kg
본체 치수 : 높이 450mm×폭
420~550mm×안길이 250~350mm
구동원 : 배터리
사용환경온도 : 0~40℃
방수 : 생활 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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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바이오닉 주식회사의 'cray X'는
2020년 굿 디자인상을 수상
제품  리프팅 동작에서 약 30kg의 지원력을
소개
발휘하는 등 강력한 성능
 몸에 부담이 걸리는 중 작업이 많은 건
설 현장이나 운송업 등에서 많이 활용

기업명 German Bionic
제품명 cray X

 본체무게
주요  보조력 :
스팩  구동방식
 어시스트

기업명 SAROCOS
제품명 Sarcos
XO

Robotics

Guardian
제품
소개
및
주요
스팩

기업명 SUITX
제품
소개

LegX
제품명 BackX
ShoulderX

주요
스팩

기업명

SUITX

제품명

PHOENIX

: 7.9kg
30Kg
: 모터
: 허리

 Guardian XO 외골격은 무거운 작업을
가볍게 수행하여 작업자가 피로나 긴장
없이 최대 200파운드(90kg)를 안전하
게 들어올리고 조작
 Get-out-of-the-way" 제어 시스템은
로봇 통합 센서를 사용하여 대기 시간
을 제거
 핫 스왑 가능한 배터리 설계로 작동 가
동 시간 및 유연성 확장(6시간)
 갑작스러운 정전 시 중복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제한 정지
 작업자의 힘을 최대 20배(최대 페이로
드 최대 200lb)로 증폭
 suitX는 어깨, 등 및 다리를 지원하기
위해 함께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된 3
개의 개별 외골격 모듈을 제공
 각 모듈은 개별적으로 또는 조합하여
고객의 특정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7
가지 다른 구성
 LegX : legX는 오래 쪼그리고 앉는 것
과 같은 어려운 활동의 차이를 인식하
여, 무릎 근육활동 감소 최대 250lbs를
지탱
 BackX : 허리(L5/S1 디스크)에 가해지
는 긴장을 평균 60%까지 줄임(장치 무
게 : 3.2kg)
 ShoulderX : 사용자가 올린 팔과 도구
의 하중을 지지(장치 무게 : 3.17kg)

 이동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직립하고
제품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
소개  사용자가 독립적으로 각 부품을 착용하
고 제거할 수 있는 모듈식 외골격
 무게 : 12.25KG(27LBS)
주요  속도 : 1.1마일/시간의 보행 속도(최대
속도는 개별 사용자에 따라 다름).
스팩
 배터리 : 연속 4시간 또는 간헐적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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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TOYOTA

제품명

WW-2000

기업명

Vandervilt

제품명

Indego

기업명

Cyberdyne

제품명

HAL 의료용
치료프로그램

기업명

Cyberdyne

제품명

MTX Neuro HALFIT

제품
소개
및
주요
스팩

 환자에게 맞는 어시스트량 조정 기능 : 적
절한 어시스트를 통해 초기부터 자연스
러운 걷는 방법으로 걸음 연습을 할 수
있어 치료사의 부담 경감
 환자의 이상 보행을 자동 감지 : 복수의
센서에 의해 이상 보행을 자동 검지해,
보행의 정량적인 지표를 리얼타임에 제
시. 이상 보행에 대한 개선에 도움이 되
는 방법을 제시
 환자의 동기를 부여하는 피드백과 게임
기능 : 보행자세나 걸음수에 따라 모니
터나 음성에 의한 피드백이나 게임기능을
즐길 수 있어 환자의 동기부여의 유지
 풍부한 데이터 관리 : 보행 상태를 실시
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객관적인 정량
데이터의 기록, 재생도 가능

제품
소개
및
주요
스팩

 부분적으로 손상된 뇌졸중 생존자와 같
이 하지 쇠약이 있는 환자에게 효과적
인 보행 요법을 제공하도록 설계
 임상의가 예측 가능한 안내 보행 패턴
을 통해 환자와 함께 작업별 보행 요법
을 연습
 임상의에게 운동 학습 원리를 기반으로
하는 혁신적인 보행 요법 옵션을 제공
하여 각 고객에게 맞춤형 치료가 가능

제품
소개
및
주요
스팩

 척수 손상이나 뇌졸중, 신경 근육 난
치병 질환의 환자에게 치료목적으로
실시
 HAL은 "생체 전위 신호"를 읽고 파워
유닛을 제어함으로써 사람과 일체가되
어 관절의 움직임을 지원
 HAL와 사람의 뇌·신경계와 근계 사이
의 인체 내외를 경유하여 대화형 바이
오피드백이 나타나면서 운동기능을 개선

제품
소개
및
주요
스팩

 뇌신경·근계의 퍼포먼스의 향상, 근육
의 수축과 이완의 최적의 타이밍의 파
악, 신체의 밸런스 조정 등에 있어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선수나 주니어
용의 프로그램
 힘을 넣어야 할 타이밍을 극대화함으
로써 운동성능과 신체제어 능력을 향상
 사용하고 싶은 근육을 정확하게 사용
해, 힘을 넣을 필요가 없는 근육은 탈
력하는, 근출력의 최적화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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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Cyberdyne

제품명

가정용 Neuro HALFIT
제품
소개
및
주요
스팩

 일상적이고 집중적으로 HAL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립도를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
 개인의 손님에게 HAL렌탈해, 집에서
사용해, 뇌신경·근계의 기능의 향상을 촉진
 전화 및 웹 이용 및 로보케어 센터 방
문을 통해 직원이 진행 상황을 확인하
여 신체 상황에 맞는 메뉴와 계획을
수립 지원
 일상적으로 HAL에 임하는 것으로, 건
강 유지·향상을 목표

- (국내) 정부 및 기업이 웨어러블 로봇 관련 핵심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성숙
단계에 진입하였고, 최근 대기업도 시장 진출을 준비중이기에 시장이 보다 성장할 것으
로 예상
기업명

제품명

주요제원

엔젤 로보틱스

 엔젤렉스 M10
 워크온 슈트
 엔젤슈트 라이트









하지 부분 마비 재활/보행보조 로봇
착용 부위 : 하지
자체무게 : 18.5 kg
구동기/동력원 : 모터/배터리
무저항 정밀 토크 보조 가능
일상생활 보조 가능
보행상태 분석 및 상체 기울어짐을 통한 보행 의도 분석
(선택)목발에 장착된 스위치를 이용하여 모드 변환






하지 완전마비 보행보조 로봇
착용 부위 : 하지
착용자 : 165~185cm, 60~100kg
자체무게 : 약 30kg
(대용량 배터리 포함)
구동기/동력원 : 모터/배터리
마비된 감각을 보완하기 위한 로봇 햅틱기술 적용
장애인용 외골격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보행속도 4.0km/h 달성
보조 토크 250Nm






 뇌줄중 환자 일상생활 보행보조 로봇
 착용 부위: 하지
 자체무게: 1.5kg
(대용량 배터리 포함)
 구동기/동력원: 모터, 보우덴케이블/배터리
 직렬탄성구동기 이용한 정밀 힘 제어 구동
 보조력 150N
 현재 연구개발 중

246

부 록

기업명

제품명

주요제원

현대자동차

 H-MEX
 VEX
 CEX








경미한 척수 손상 사용자를 위한 외골격
착용자의 체중 40kg까지 지원
충전용 배터리팩
12km/h 주행 속도
조정 가능한 프레임
지상에 연결되는 금속 프레임
온보드모션 제어시스템을 기반으로 조정 가능한 보조 토크







상향 작업용 웨어러블 로봇
착용 부위 : 상지
제품 무게 2.5kg
멀티 링크 원리
길이조절 18cm








작업자 슬관절 보조
착용 부위 : 하지
제품 무게 1.8kg
길이 및 각도 조절
허리 및 하반신 근육 활성도 40% 감소
최대 150kg 하중 지지

기업명

제품명

주요제원

기술난이도
기업명

제품명

주요제원

삼성전자

 GEMS







보행 교정, 근력 강화 보조 기기
착용 부위 : 고관절, 슬관절, 족관절
고관절 착용형 : 걷는 속도 20% 증가
슬관절 착용형 : 30kg 이상의 체중 경감 효과
족관절 착용형 : 걷는 속도 10% 증가
워킹목업만 제작된상태 기술난이도 측정불가
LG전자

 클로이 수트봇

 하체 근력 지원 산업용 로봇
 다양한 관절 사용 움직임을 실시간 예측하여 사용자의 허리 힘 보조
 일정 이상 허리를 굽히면 다시 펼 때 사용자의 허리를 쉽게 펼 수 있도록
작동
 착용 시 40kg 무게의 보조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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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제품명

주요제원

LIG 넥스원

 LEXO

 병사용 웨어러블 로봇
 인체 적합 구동 메커니즘 적용 : 총 16자유도, 계단 보행, 앉아 쏴 대표
동작 가능
 저소음 소형 유압장치 적용
 액츄에이터 : 고관절(복동), 무릎(단동)
 허용무게 : 90kg
 자체무게 : 40kg(배터리제외)
 운용시간 : 3시간 이상

기업명

제품명

주요제원

엔티로봇

 Robowear 10L-OP










기업명
제품명

주요제원

기업명

제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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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용 착용형 보행 로봇
다리 벌림 기구로 휠체어 접근 용이
손목 착용형 기기로 동작 모드 제어
앉기, 서기, 걷기, 보행정지
보행 최대속도 : 1.28km/h
허용무게 : 90kg
자체무게 : 28kg
운용시간 : 3시간 이상
엑소 아틀래트

 ExoAtlet Ⅰ






환자의 재활을 위한 의료 외골격
작동 모드 (보행속도, 폭, 높이 조절기능) : 서기, 제자리 걷기, 걷기, 앉기
보행기록 및 패턴 분석 무선시스템
자체무게 : 20kg
운용시간 : 6~8시간
현대로템

 HUMA
 HWR

부 록

주요제원






노약자 및 장애인 보행보조
착용 부위 : 하지
로봇 다리 관성 최소화 구조 구동 메커니즘 적용
고속보행 및 계단 승강/하강 지지 보행 보조력 제어








고하중 작업 전신 착용형 보조
착용 부위 : 전신
유압 동력 구동
최대 80kg 부하 보조
하중이 가해질 시 자세 안정화
착용자 행동 편의 양팔 동기화

기업명

제품명

주요제원

헥사시스템즈 한국

 HEXAR-WA20
 HEXAR-CR50
 HEXAR-HL35








노약자 등 하지 허약자를 위한 보행보조 기기
착용 부위 : 고관절
자체무게 : 5.5kg
구동기/동력원 : 모터/배터리
보행 의도를 파악, 속도 및 보폭 자동 변환
허리/어깨 벨트 등을 이용하여 무게 분산
사용하기 쉬운 버튼형 인터페이스








하지 근력증강용 외골격 로봇
착용 부위 : 하지
자체무게 26kg, 가반 하중 40kg
이동속도 : 최대 6.5 km/h,
구동기/동력원 : 모터/배터리
작동시간 : 6시간







상지 근력증강용 외골격 로봇
착용 부위 : 상지
자체무게 26kg, 가반 하중 40kg
구동기/동력원 : 모터/외부전원
하지 외골격 로봇 또는 호이스트와 같이 로봇의 무게를 지지할 수 있는
장치에 부착하여 운영

기업명

제품명

에프알티

 Step-Up X1
 Step-Up X2
 Step-Up X3
 하지 근력 지원 웨어러블 로봇
 무동력 Type X1
 스프링 메커니즘을 이용한 허리 요추 근력 보조

주요제원

 하지 근력 지원 웨어러블 로봇
 무동력 Type X2
 스프링 메커니즘을 이용한 하지 근력 보조 및 허리 요추 근력 보조





하지 근력 지원 웨어러블 로봇
동력 Type(X3)
착용자 동작 기반 가변식 근력 보조 메커니즘(X3)
스프링 메커니즘을 이용한 하지 근력 보조 및 허리 요추 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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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급 효과
(경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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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경제적) 경제적 가치 창출 효과
- 근력지원 웨어러블 신시장 창출에 따른 전후방 파급효과는 국비 투자(950억원) 대비
생산유발 2,062억원, 취업유발 효과 1,055명, 부가가치 유발 617억원 전망
- 근력증강 웨어러블은 향후 노약자 생활지원시장 및 국방, 사회안전을
포함하는 공공시장, 스포츠 레저시장까지 확대 가능
ㅇ (사회적) 사회적 가치 창출 효과
- 근력지원 웨어러블 로봇은 인간(지능)과 기계(근력)의 장점을 결합한 형태로 근력을 사
용하는 산업 근로 분야만 아닌 여러 가지 사회문제 해결 가능
- (초고령화) 한국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노령사회에 대한 사회적 과제를 해
결해야 하는 R&D가 시기적으로 매우 필요
* 한국은 2000년에 이미 65세 이상 고령 인구비율이 7.2%로 ‘고령화 사회’
로 진입(출처: 통계청)
- 신체의 움직임에 장애를 갖는 저소득 홀몸 어르신들의 근력 지원
을 통한 일상생활 및 사회복귀를 도움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부 록

후보 분야명

분야 정의

핵심기술

서비스로봇
ㅇ (서비스로봇) 제조용로봇 외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과 관련된 산업으로 크게 전문서비
스 로봇과 개인서비스 로봇으로 구분
- (전문서비스 로봇) 상업적 목적으로 서비스 제공 및 물류, 의료(수술·재활), 국방, 순찰·
방역 등 전문화 된 작업을 수행하는 로봇
- (개인서비스 로봇) 개인이 비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로봇으로 홈서비스, 돌봄(정서
케어, 노인보조), 여가 및 교육 등의 작업 수행
기술분야

내용

로봇지능

인식과 판단을 위한 인공지능, 제어 및 알고리즘, 휴먼인터페이스 등과
동작을 위한 구동 매커니즘 등을 포함

기구 및 부품

감지, 조작, 이동, 보행 등을 위한 센서 및 엑츄에이터 등
시스템통합과 네트워크 처리 등 플랫폼 기술

로봇응용 및
서비스

가사지원, 헬스케어, 교육용, 농축산, 건설, 교통, 수중 등 다양한 로봇
응용기술

ㅇ (CUVIS-spine) 큐렉소社 척수 수술로봇. 척추관절 사이에 삽입하
는 나사못을 정확한 위치에 삽입
- 고정밀도 로봇암, 실시간 위치추적센서, 네비게이션 소프트웨어
기술 탑재
분야
개요
주요 제품

ㅇ (VEX) 현대로템社 농업용 웨어러블 로봇. 윗보기 작업 및 팔들기
작업 시 팔과 어깨 및 허리 보조

ㅇ (딜리) 우아한형제들社 자율주행 배송로봇(라스트마일)
- Lidar Slam 방식의 자율주행, 도심지 주행 가능

ㅇ (수술로봇) 단순 최소침습 복강경 수술을 넘어,
척추수술, 두개악안면수술, 치과치료 등에 확대 적용

주요 서비스

ㅇ (웨어러블 로봇) 근골격계 질환 예방 목적의 근로 보조용도로 물류센터, 돌봄노동자, 건
설노동자, 농업용으로 활용
- 의료기기로 인증받는 경우 착용형 재활로봇으로 상지·하지 재활로봇 활용
ㅇ (물류로봇) 물류센터자동화를 위해 팔레트 단위의 물품 단순이송부터 직접 물품을 피킹
하여 상하역
- 라스트마일 서비스에 활용되는 자율주행 배송로봇의 경우 편의점, 식당 등 다양한 물
품 배송 서비스 진행

시장
성장
가능성

시장 전망/
시장 규모

ㅇ (해외 전망) 세계 서비스로봇 시장 규모는 ‘20년 약 301억 달러이며, ’21~‘26까지 연평
균 성장률은 23.3%로 예상되어 ’26년 세계 시장규모는 1,03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Markets&Markets, 2021)
ㅇ (국내 전망) 국내 서비스로봇 시장은 초기 형성단계로 20년 시장규모는 약 9천 억원 규
모(2020 로봇산업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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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현황

기술분류

국내외 현황

로봇
지능

• 전반적으로 미국은 로봇의 지능 기술의 기반이 되는 인공지능의 핵심 기술을 보
유 (Google, Amazon 등)하고 있으며 관련 상용화기술이 압도적으로 뛰어남
• 중국의 전반적인 기술수준은 현재 미국, 유럽 다음인 것으로 보이나‘ 최첨단 기
술’만 고려한다면 미국과 동등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음. 중국 정부의 공격적인 투
자(중국 제조2025, 로봇산업에의 보조금 폭탄)로 인해 인공지능 분야와 마찬가지
로 로봇지능 기술 분야 역시 미국을 빠른 속도로 따라갈 것으로 예상

기구
및 부품

• 부품 기술의 경우 일본이 모터, 감속기 등의 정밀 제조 기술에서 리드하고 있으
며 유럽은 구동 부품 및 제어부품에서 우수한 기술을, 미국은 센싱부품에서 리딩
하고 있음

로봇
응용 및
서비스

• 전반적으로 미국이 뛰어나며, 일부 기술*은 일본, 한국, 유럽이 가장 높은 기술수준
을 보유
* 헬스케어 로봇과 건설 로봇은 일본, 교육용 로봇은 한국, 제조로봇은 일본과
유럽이 우수
• 중국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료 공개 정도가 낮아 실제 보유한 기술
수준보다 저평가될 가능성 있음

종합
분석

• 로봇지능 기술은 결국 인공지능 기술과 그 맥을 같이함. 인공지능 관련 선도기업
(Google, Amazon 등)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이 압도적으로 뛰어나지만 중국이
중국 정부의 공격적인 투자로 빠른 속도로 미국을 쫓아가는 중
• 그 외 로봇 기술에서는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유럽 등 각 국이 특화해서 리딩하
고 있는 기술이 있으며, 한국의 경우 ‘교육용 로봇’ 응용 기술에서 우수한 기술수
준 보유
• 한국은 시장규모가 작고 원천·상용화 기술력이 부족하여 성장이 다소 지체되고
있는 상태

※ (기술 격차) 지능형 로봇 관련 분야의 국내 기술수준은 세계 5위로, 최고기술 보유국 미
국(100%) 대비 기술수준 80.6%, 기술격차는 2.7년으로 평가
- 미국(100%) → 유럽(97.5%) → 일본(94.9%) → 중국(81.0%) → 한국(80.6%)

전략적 중요성

ㅇ (로봇산업 특성) 주력산업의 혁신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핵심요소이자, AI와 융합되어
다양한 서비스 분야의 기반이 되는 산업
- 물류·의료·돌봄 분야 서비스 현장의 스마트화가 가능하며, AI 융합으로 분야별 파급효
과가 큰 산업
ㅇ (성장 가능성) 로봇시장은 성장 중이며, 서비스 로봇의 상용화 진행 중
- 물류(+58%), 의료(+35%) 및 가정용로봇(+43%) 수요 증가가 전망되어 시장 성장을
견인
ㅇ (적시성)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로봇을 통한 온라인·비대면 서
비스 수요 확대가 가속화될 전망
- 고령화, 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생활편의 향
상을 위한 필수 산업
ㅇ 전문 스타트업 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로봇산업 진출이 두드러지는 추세이며 얀덱스(러시
아), 푸두로봇(중국) 등 해외 기업들의 국내시장 진출 빈도가 높아지고 있음

산업
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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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현황

아마존
로보틱스
(미국)

전자상거래 산업의 세계적 강자인 아마존은 물류센터 효율향상 및 비
용절감을 위해 키바 로봇 활용 중

얀덱스
(러시아)

KT와 협업하여 국내 실외 배달로봇 시장 진출, 가격 경쟁력이 있고 라
이다 기반의 도심 운행 서비스 제공

푸두로봇
(중국)

브이디컴퍼니, 우아한형제들 등 국내 진출 서비스 플랫폼 기업에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자사 서빙로봇 대량 판매

부 록

CJ대한통운

종합물류연구원에서 자율주행 물류로봇(최대 500kg, 1m/s)을 개발

현대로봇틱스

보스톤 다이나믹스 인수 후 웨어러블, 서빙로봇, 사족보행로봇 등 다양
한 로봇분야 진출 시도

LG전자

파급 효과
(경제, 사회)

자사 개발 제품인 서빙로봇 클로이 중심으로 로봇산업 진출

ㅇ (경제적) 로봇산업은 수출주도형, 고용창출형 산업으로 고부가가치 신시장 창출 및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상가, 병원, 공원, 식음료 매장, 기타
실외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기반의 무인화‧자동화 서비스 수요가 급격히 증가
ㅇ (사회적)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 방안으로 서비스로
봇이 활용될 것으로 기대
- 인간이 하기 싫거나, 할 수 없는 일을 대체하여 인간이 단순반복 노동에서 자유로워지
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 마련
- 로봇은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인류가 직면한 폭발적 비대면 서비스 수요
를 감당하기 위한 해결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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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분야명

스마트시티

분야 정의

ㅇ 데이터 수집·분석·활용 체계 기반 지능화된 도시 운영 체계를 구현함으로써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도시 모델과 관련된 산업

핵심기술

ㅇ (Connectivity) 스마트시티 연결성의 기반이 되는 5G와 IoT가 핵심, 향후 각각 6G와
AIoT, IoB(행동인터넷) 등으로 발전할 전망
ㅇ (Visualization) 디지털 트윈 기술의 정교성·신뢰도가 향상되는 추세
ㅇ (Intelligence)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기술의 응용 분야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생성적 인공지능(Generative AI)로 발전할 전망
ㅇ (Computing) 대규모 데이터의 안정적 실시간 처리를 위한 탈중앙 Cloud와 Edge
Computing 기술의 발달이 고도화 되고 있는 추세
ㅇ (Domain) 교통/환경/안전/에너지 등 도시서비스 분야별로 (교통의 경우 자율주행/멀티
모달/스마트주차 등) 다양한 특화기술 발전 중
ㅇ (IoT 데이터 플랫폼)
- 다양한 Domain의 IoT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여 지능화된 도시
운영 서비스를 지원하는 플랫폼, Cisco Kinetic, Microsoft
CityNext 등

분야
개요

주요 제품

ㅇ (디지털 트윈 솔루션)
- CPS에 3D, XR, Simulation을 더해 실세계와 거의 유사한 가
상도시를 구현, 예측 기반 도시 운영을 지원하는 기술 플랫폼,
Dassault, GE, Siemens 등
ㅇ (지능형 도시관제 시스템)
- 지능형 CCTV와 시각 인공지능 기반 영상분석 솔루션을 적용한
도시 관제 시스템, Honeywell, ObjectVideo, Hitachi,
Hikvision, Dahua 등
ㅇ 디지털 트윈을 적용한 도시 재난안전관리 서비스
- 디지털 트윈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활용하여 재난을 비롯한 다
양한 상황에 따른 건축물 안전 등을 시뮬레이션함으로써 예측적
도시 안전관리

주요 서비스

ㅇ 스마트 톨 등을 활용한 스마트 교통 서비스
- 비접촉식 결제를 통한 요금징수 비용 감축, 동적 통행료 징수
및 이동 패턴 분석을 통한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으로 지능화된
교통량 관리
ㅇ 스마트 도로조명을 활용한 스마트 에너지 관리
- 차량이 지나갈 때만 켜지는 스마트 도로조명을 통해 에너지 최
적화 및 도로 위 주차공간이나 쓰레기통 상태 등을 식별하여
지능적 도로 관리

시장
성장
가능성

시장 전망/
시장 규모

ㅇ (해외 전망) 스마트시티의 융복합적 본질로 인해 기관마다 시장 규모 산정의 기준이 조
금씩 다르고 예측치도 차이가 큰 편이나, 공통적으로 향후 10여년간 빠르게 시장이 확
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세계시장 : 보수적으로는 ‘21년 4,570억 달러에서 ’26년 8,737억 달러로 CAGR
13.8%(Martkets&Marekts,‘21), 낙관적으로는 ’20년 7,146억 달러에서 ‘26년 2
조5,000억 달러로 CAGR 22.5%(Reportlinker,’21) 성장 전망
ㅇ (국내 전망) 국내시장의 경우 정부 주도로 스마트시티가 이루어지고 있어 정부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으나 빠른 성장이 전망되고 있음
* 국내시장 : ‘19년 8조 3천억원에서 ’23년 26조 9천억원으로 CAGR 34% 성장할 것
으로 전망(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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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기술 현황

전략적 중요성

ㅇ 스마트시티는 통신 인프라부터 서비스 도메인까지 다양한 Layer의 기술이 적용되므로
기술마다 편차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개별 기술들의 상용화가 상당 수준 진행되었으며,
개별 기술들의 Integration을 통한 시민 체감 도시문제 해결 모델 구현을 목표로 민-관
-산-학 협업체계 기반 응용기술 개발 및 사업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 (해외) 미국, 독일, 영국 등 해외 스마트시티 기술 선도국의 경우 디지털 트윈, 인공지능, 5G, 오
픈데이터 등 주요 기술이 민간 주도적으로 개발되어 상용화 단계에 있으며, 중국도 지능형
CCTV, 인공지능 및 초개인화 분야에서 기술 개발 및 상용화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음
- (국내) 정부 주도하에 기업, 대학, 연구소 등과의 협업으로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디
지털도시 플랫폼(에코델타시티) 등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상용
화가 진행되고 있고, 세종 및 부산 에코델타 국가시범도시 지역에 디지털 트윈 기반 증강현실
플랫폼을 구현하는 기술 개발 및 상용화도 진행중임
ㅇ (기술 수준) 우리나라 스마트시티 기술 수준은 기초와 응용의 경우 80%, 사업화는
78% 정도로, 선도국인 미국 대비 1.4년 정도, 유럽 대비 1.1년, 중국 대비 0.1년 정도
의 기술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됨(정보통신정책연구원, ‘19)
ㅇ (분야 활성화 시기) 선도국의 경우 이미 활성화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국내의
경우 향후 10년, 후발국을 포함한 세계 시장을 고려하면 향후 10~20년간 지속적으로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
ㅇ 스마트시티는 다양한 Layer와 다양한 Domain의 기술이 종합적으로 활용되고 융복합되
는 분야로, 국내외 사회경제적 파급력이 폭발적
- 스마트시티는 시민체감형 생활서비스와 직결되며 광범위한 기술이 총망라되어 활용되
는 분야로서 해외 후발국 대상 수출 시장이 방대하며 지속 성장이 예상됨
ㅇ 미국, 유럽의 ICT 기업이 글로벌 스마트시티 산업 및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국내 기
업의 영향력은 아직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음
- (해외) 해외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기술 상용화 및 양산화 진행

산업
생태계

산업 현황

Cisco
(미국)
Microsoft
(미국)
IBM
(미국)
Dassault
(프랑스)
Schneider
(프랑스)
Siemens
(독일)

스마트시티 데이터 플랫폼 Kinetic에 있어 스마트시티를 위한 클라우드
Cisco Edge Intelligence를 출시하여 서비스 제공중
스마트시티 종합 솔루션 CityNext을 중심으로 서비스 Domain 확장하
며 서버나 데스크톱 관리 툴까지 광범위한 솔루션 제공
클라우드 플랫폼부터 다양한 애플리케이션까지 광범위 스마트시티 솔루
션 제공하며 뉴욕 등 대도시 대상 레퍼런스 확장중
디지털 트윈 기술로 구현한 Virtual Singapore 성공에 힘입어 스마트
시티를 위한 디지털 트윈 기반 도시관제 솔루션 고도화
EcoStruxure 등 에너지 관리를 중심으로 조명, 주차, 보안 등 다양한
분야의 포괄적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음
다양한 스마트시티 제품군을 보유하며 근래 디지털 트윈 기반
MindSphere를 출시하여 산업과 안전 분야를 강화하고 있음

- (국내)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기업은 존재하지 않으나, 일부 통신 및 ICT
선도기업에서 스마트시티 플랫폼 및 디지털 트윈 관련 제품 개발
LG CNS
KT
SKT

파급 효과
(경제, 사회)

도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스마트시티 플랫폼인
Cityhub와 스마트팩토리 플랫폼인 Factova 구축
디지털 트윈 솔루션 AI 기가트윈 개발, 도시 인프라를 모니터링하고 데
이터를 통해 예측하는 서비스 제공 가능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스마트시티 성장동력 프로젝트를 통해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및 서비스 Use Case 개발

ㅇ (경제적) 스마트시티 성장동력 프로젝트에 투입된 국가재정 1,622억원 기준으로 생산유
발계수 1.42, 부가가치유발계수 0.90, 취업유발계수 9.54명/십억원의 경제적 효과 예
상(국회예산정책처, ‘20.10)
ㅇ (사회적) 안전과 복지 증진, 생활 편의 개선, 환경 보전, 도시 효율 향상 등으로 주민 삶
의 질 개선, 커뮤니티 강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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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분야명

분야 정의

우주비행체 (재사용 우주비행체 중심)
ㅇ 대기권 및 우주에서 비행하며 국방 (우주 보급 등) 및 민수 (우주 관광) 분야에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재사용 비행체와 연관된 산업
※ 사용한 발사체를 다시 사용하는 우주비행체 관련 산업
※ 터보제트, 램제트, 스크램제트 등 엔진 혹은 로켓 추진기관을 활용하여 우주궤도 진
입, 대기권 재진입, 활주로를 이용한 이륙 혹은 착륙이 가능함
기술분야
기체 설계/생산

핵심기술

추진 기술
임무 운용기술
재진입/착륙
기술

내용
기체 시스템, 배터리 등 제작자들이 기체의 개발·생산 제반 활동에
필요한 기술
대기권 및 우주 비행을 위한 복합 추진 시스템 기술
보급, 우주물체 제거, 감시/정찰 등의 임무 운용 기술
고속으로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우주비행체를 목적지에 정확하고도
안전하게 하강 및 착륙시키는 기술 (역추진 혹은 활강 이용)

ㅇ (Orbital 우주 비행체, X-37B, Boeing) 발사체를 이용해
우주 궤도에 진입, 우주 보급, 감시/정찰, 우주 물체 제거
등의 임무 (추정) 수행 후 지구로 재진입하는 재사용 비행체
- 우주 보급, 감시/정찰, 우주 물체 제거 등의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추정
분야
개요
주요 제품

ㅇ (Orbital 우주 비행체, Dream Chaser, Sierra Nevada)
발사체를 이용해 우주 궤도에 진입, 우주 보급 임무 수행 후
지구로 재진입하는 재사용 비행체
- 최초 유인 버전으로 설계, 무인 버전으로 전환해 운영 예
정, ISS 재보급 임무
ㅇ (Suborbital 우주 비행체: VSS Unity, Virgin Galactic) 활
주로에서 이륙하여 준궤도 (Suborbital) 비행을 하며 각종
임무를 수행한 후 지구로 재진입하는 재사용 비행체
- 우주 관광을 위한 유인 우주비행체로, 80-100km 고도까
지 도달 가능한 Suborbital 비행체임
ㅇ 우주 보급 서비스 (Space Logistics)
- 우주정거장을 비롯하여 우주 궤도에서 장기간 임무를 수행 중인 우주시스템에 필요한
물자를 지상에서부터 보급하는 서비스

주요 서비스

ㅇ 우주 물체 제거 서비스 (Active Debris Removal)
- 지구 혹은 우주 자산에 위협이 되는 우주물체와 Rendezvous 후 능동적으로 제거하
는 서비스
ㅇ 우주 관광 서비스 (Space Tourism)
- 민간인이 Orbital 혹은 Suborbital 비행을 하며 우주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는 서비스

시장
성장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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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전망/
시장 규모

ㅇ (해외 전망, Space Tourism) 이제 형성되기 시작한 시장으로, Blue Origin사와
Virgin Galactic사 등의 회사가 선두주자임
* 세계시장: ‘28년까지 USD 3.4B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 (Source: Northen Sky
Research)

부 록

ㅇ (국내 전망, Space Tourism) 아직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이는 기업 없음
* 국내시장: 미형성
ㅇ (해외/국내 전망, 우주보급, ADR, 감시/정찰 등) 이 문서의 관심 대상인 우주비행체 기
반의 시장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정보를 찾을 수 없음

기술 현황

전략적 중요성

ㅇ [Orbital 우주비행체] 시험기를 제작하여 필요 기술들을 테스트해 나가고 있는 상황임
- (해외) 현재까지 두 기의 X37B (Boeing) 비행체가 다섯 차례의 Orbital mission을
수행하며, 궤도상에서 약 8년간 머물렀음. Dream Chaser Cargo는 2022년 첫 번째
Orbital Flight 계획 중임
- (국내) Orbital 우주비행체에 대한 의미 있는 연구/개발 결과 없음
ㅇ [Sub-Orbital 우주비행체] 작년에 승객을 태운 비행을 시작하였음
- (해외) VSS Unity(Virgin Galactic)는 20여 회의 시험 비행을 거쳐 2021년에 Fully
Crewed 비행에 성공하였음
- (국내) Sub-Orbital 우주비행체에 대한 의미 있는 연구/개발 결과 없음
ㅇ (Orbital 우주비행체) 늘어나는 우주 활용의 중요성과 우주 안보 관점에서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국가 차원에서 확보되어야 할 기술임
- 점점 다양한 우주 시스템이 우주공간에 위치하게 되면서, 이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재사용 우주비행체가 필요함
- Space Debris의 위협은 증가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이 위협을 낮추기 위해서 ADR의
중요성 또한 증가
- 해당 기술을 확보하고 있을 경우, 기술 선도국들과의 협상력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ㅇ Boeing, Virgin Galactic, Sierra Nevada, Blue Origin 등이 참여 중이고, 일부 회사
는 테스트 기간을 거쳐 상용 서비스 준비 중임

산업
생태계

산업 현황

Boeing
Virgin
Galactic

X-37 프로그램, 다섯 차례 궤도 임무 완료, 여섯 번째 임무 중임
VSS Unity 20여회 시험 비행을 거쳐 Full-Crew 비행 수행 예정임

- (국내)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이는 국내 기업 없음
파급 효과
(경제, 사회)

ㅇ (사회적) 우주 자산 보호를 통한 안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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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전기/전자 분야
후보 분야명

분야 정의

메타버스(Metaverse)
ㅇ 가상과 현실이 융합된 공간에서 사람·사물간 다층적 상호작용을 통해 경제·사회·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세계(플랫폼)과 관련된 산업
※ 메타버스는 가상세계, 거울세계, 증강현실, 라이프로깅 등 4가지 요소로 구분되기도
하며, 기술 발전과 새로운 서비스 및 산업과의 연계, 시대적 환경 변화 등에 따라 계
속 진화하며 더욱 광범위한 의미로 확장 중
기술구분
XR
(확장현실)
디지털트윈
블록체인

핵심기술
인공지능
데이터
네트워크
클라우드

핵심내용
현실과 가상세계의 연결 및 공존을 촉진하고 VR/AR/MR 등 실감기술을 포
괄하여 몰입감 높은 가상융합 공간과 디지털휴먼/아바타 구현
가상세계에 현실세계를 3D로 복제하고 동기화한 뒤 시뮬레이션·가상훈련 등
을 통해 지식의 확장과 효과적 의사결정 지원
메타버스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관리, 사용자 신원확인 및 데이터 프라이버
시 보호, 콘텐츠 이용내역 모니터링 및 저작권료 정산 등을 지원하고 메타버
스 생태계 내에서는 NFT 형태로 활성화
메타버스 내 데이터 및 사용자 경험 학습, 실시간 통·번역, 사용자 감성 인지
및 표현 등을 통해 현실-가상세계 간 상호작용 촉진
실세계 데이터 취득 및 유효성 검증, 데이터 저장·처리·관리 등을 수행하고
온/오프 데이터 통합 및 연계 및 상호활용 구현
초고속·초저지연 5G/6G 네트워크, 지능형 분산 컴퓨팅(MEC) 등을 통해 대
규모 이용자 동시 참여, 실시간 3D·대용량 콘텐츠 서비스 제공
이용자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컴퓨팅 자원을 유연하게 배분

ㅇ 메타버스 플랫폼
- 커뮤니티형성 및 공동체 활동 중심 플랫폼(로블록스, 마인크래
프트, 제페토 등), 디지털 자산 및 상품거래 중심 플랫폼(디센트
럴랜드, 어스2, 더샌드박스 등) 등이 활성화되고 있고, 다양한
산업 과 사회적 수요에 따라 신규 플랫폼들이 구축중

분야
개요

ㅇ XR 디바이스
- HMD형태의 장치에서 VR디바이스와 AR디바이스로 진화하고
있고, 메타버스 활성화에 필요한 몰입감과 현장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글래스(안경)나 렌즈 형태의 차세대 폼팩터 출현이 예
상되며, 경량화 및 고효율 배터리가 Key Factor로 대두.

주요 제품
ㅇ 디지털 휴먼 개발 도구
- 가상세계의 개인화 캐릭터 또는 부캐릭터가 메타버스 활동 주체
이고 초기적 형태의 단순한 2D아바타를 넘어서는 개인화된 아
바타와 실체적 개인과 동기화가 가능한 디지털 휴먼의 출현과
이로 인한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서 보다 빠르고 쉽게
(Low-code, No-code) 이를 생성할 수 있는 개발도구들이 글
로벌 선도기업(에픽게임즈, 엔비디아, 언리얼엔진, 유니티)들을
중심으로 발표되고 있고, 로커스, 자이언트스텝 등 국내기업들
도 자사의 인하우스솔루션으로 해당 도구와 기술을 구축하여 활
용중이나 중소기업과 개인이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상용화
된 국산 저작도구는 아직 부각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집중개
발이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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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회관계 형성 및 집단 활동
- 놀이, 모임, 공연 등을 통해 여가활동 및 사회관계 형성하고 이
용자가 플랫폼의 제작도구를 활용해 콘텐츠를 제작하여 수익
창출도 가능하며, 이벤트 등 새로운 광고시장으로 확장중
- 로블록스, 제페토, 마인크래프트, 포트나이트
주요 서비스

ㅇ 디지털 자산 및 상품 거래
- 가상공간이나 가상건물, 가상상품 등을 거래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가상부동산 산업 및 NFT기반 창작상품 거래 등의 신산업 등장
- 디센트럴랜드, 어스2, 더샌드박스 등
ㅇ 원격협업 및 소통 지원
- 현실을 가상화하여 교육, 훈련 등의 원격 의사소통 및 업무진행이
가능하며, 실시간 원격협업 및 시뮬레이션 지원 등으로 활성화
- 메시(MS), 옴니버스(NVIDIA) 등

시장 전망/
시장 규모

ㅇ (해외 전망) 글로벌 투자시장에서는 메타버스 산업의 미래 성장가능성을 매우 높게 평가
하며 관련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새로운 웹 3.0의 확장으로 전세계를 통
합하게 될 것이라 예측되고 있음
* 세계시장규모 :
‘21년 630.8억달러 → ’26년 4,066.1억달러(Emergen Research, '21.11)
‘21년 460억달러 → ’25년 2,800억달러 (Strategy Analytics, '21)
ㅇ (국내 전망) 초고속인터넷인프라와 코로나팬데믹으로 인한 뉴노멀, 교육,광고,공연 등 사
회적 수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스마트 산업화 등 정책적 수요에 힘입어 산업과 일
상 전 분야에 걸쳐 메타버스 붐이 형성되고 플랫폼기업간 경쟁 심화 및 정부지원에 힘입
은 중소기업들의 관심 증폭 등 한류기반 글로벌 시장 확보 및 국내 시장 선점을 목표로
하는 다방면의 시도와 경쟁이 심화될 전망
* 국내시장규모 :
‘21년 8.7억달러 → ’26년 70.5억달러 (Emergen Research, '21.11)
- (한국의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 점유율) '21년 12위(추정)
* 출처 :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관계부처합동, ’22.1.20)

시장
성장
가능성

기술 현황

ㅇ 해외 현황 : 국가정책적 지원과 글로벌 빅테크 기업중심으로 기술경쟁
- 스마트폰 시대를 거치며 플랫폼 선점을 통한 경쟁우위 확보 효과를 경험한 글로벌 빅
테크 기업들은 메타버스 시대의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며 메타버스가 가져올 ICT 생태계
의 경쟁 구도 재편 가능성에 대비해 신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플랫폼 선점
시 가질 수 있는 방대한 이용자 데이터 확보, 결제 수수료 수익 등의 이점을 활용해 시
장 지배력 강화를 모색 중
ㅇ 국내 현황 : 주요 플랫폼 기업과 디스플레이 대기업 중심으로 추진
- 메타버스 가치사슬 관련 주요 기술 개발에 정책적 지원체계 구축
(메타버스 5대 핵심기술) 미래의 메타버스 서비스 실현을 위한 5대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중장기 메타버스 R&D 로드맵 마련(‘22)
* ①광역 메타공간 ②디지털휴먼 ③초실감미디어 ④실시간 UI/UX ⑤분산·개방형 플랫폼
- (홀로그램 실증) 기술 수요처*를 중심으로 홀로그램 원천기술의
사업·상용화 촉진을 위한 실증형 기술개발(‘22~’27, 937억원)
- (콘텐츠 IP 활성화) 이미 창작된 콘텐츠 IP를 메타버스에서 다양한
형태로 활용하기 위한 지식그래프 구현 기술개발(‘23~, 과기정통·문체부)
- (가상공연 기술) 메타버스 내 고품질 가상공연 제공을 위한 입체영상
제작, 대규모 관객(10만명) 참여 및 쌍방향 소통 기술개발(‘22~, 문체부)
- (상호운용성 연구) 서로 다른 메타버스(멀티버스) 간 아바타, 디지털
자산(Asset) 등의 상호운용을 위한 메타버스 프레임워크* 연구(’22~‘24)
ㅇ (분야 활성화 시기) ‘22년부터 5년 후
* 글로벌 시장규모 예측시기 및 국내 관련 전략목표 달성시기(’26년)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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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중요성

ㅇ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시장지배력 강화를 위한 경쟁 심화
- 스마트폰 시대를 거치며 플랫폼 선점을 통한 경쟁우위 확보 효과를 경험한 글로벌 빅
테크 기업들은 메타버스 시대의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며 메타버스가 가져올 ICT 생태
계의 경쟁 구도 재편 가능성에 대비해 신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 모색 중
- 플랫폼 선점 시 가질 수 있는 방대한 이용자 데이터 확보, 결제 수수료 수익 등의 이
점을 활용해 시장 지배력 강화 필요
ㅇ 첨단 기술의 융합적 산물이자 ICT와 IP등 연관산업 후방효과 지대
-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6G,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등 다양한 기술들이 결합하고 그
기반 위에서 디자인, 디지털휴먼, 공연, 음악 등 콘텐츠 IP가 격돌하게 되는 차세대 인
터넷이 될 전망이므로 메타버스를 차세대 사회구조와 소통의 플랫폼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음
ㅇ 한국의 수출지향 경제구조와 K-Contents 붐의 새로운 글로벌마켓
- 현재 콘텐츠 붐에 힘입은 K브랜딩 산업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물류, 팬데믹, 시간, 이념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메타버스의 출현과 활성화는 무엇보다 큰 기회임, 메타버스
를 실현하는 다양한 기술영역과 구현역량을 내재화하여 기술종속을 탈피하고 나아가
글로벌 선도주자로서의 포지셔닝이 매우 절실함

ㅇ (해외) 미국의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메타버스 시대의 주도권을 놓고 경쟁중.
- 유럽, 일본은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의 영향권 내에 있어 상대적으로 부각되는 기업이 없고, 중국의 경
우 폐쇄적 정책에 따라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고 자체적인 플랫폼을 구축중이
며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어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음
분야/기업
메타

주요 동향
o 회사명을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변경, 소셜(SNS) 플랫폼 기업에서 메
타버스 플랫폼 기업으로 정체성 전환(Connect 2021, ‘21.10)

마이크로소프트 o 사티아 나델라 CEO, “디지털과 물리적 공간을 통합하는 새로운 협업구
조 필요” → 포괄적 메타버스 솔루션 제공(MS Ignite 2021, ‘21.11)
ICT 분야

산업 현황

기타

엔비디아

o 젠슨 황 CEO, “우리는 그래픽칩(GPU), 인공지능(AI)을 뛰어 넘는 종합컴
퓨팅 회사” → 기술 인프라 중심 메타버스 기업으로 도약(GTC, ’21.11)

애플

o HMD(Head Mounted Display) 관련 특허 다수 출원(‘21.8 기준
15개 이상)

퀄컴

o 크리스티아노 어몬 CEO,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해 초경량·저전력
AR 글래스 맞춤형 칩 개발 계획 발표(CES 2022, '22.1)

나이키

o 메타버스 세계에서 아바타들이 신고 입을 수 있는 운동화, 의류 등 7개
로고(저스트 두잇, 조던, 점프맨 등) 상표권 출원 추진(‘21.11)

디즈니

o 밥 차펙 CEO, "물리적 세계와 디지털 세계를 연결해 경계 없는 스토리
텔링을 제공하는 독자적인 디즈니 메타버스 구축 검토 중“(‘21.11)

- (국내)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기업은 존재하지 않으나, 기존 플랫폼 및 엔터사 등 대기
업을 중심으로 독자적 메타버스 생태계 형성 추진 중, 국내 중소기업·스타트업들은 각자
의 영역에서 기술과 아이디어는 있으나 여건이 취약해 새로운 플랫폼 사업화에 어려움
경험, 기업 간 협업 파트너십 모색,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활성화 등을 통한 메타버스
생태계 형성 노력 중
* 메타버스 공동사업 발굴, 기술 협력을 위한 민간주도-정부지원 방식의
연합체(’21.5월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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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플랫폼을 이용자 참여형으로 고도화*, AI· 로봇· 클라우드 ·5G·
증강현실 등 다양한 기술을 융합한 생태계 구축
* 제페토 스튜디오 내 이용자가 게임을 개발‧판매하는 기능 추가 예정
카카오 공동체(블록체인, 엔터테인먼트, 금융, 모빌리티 등)서비스를 기반
으로 가상경제와 실물경제의 융합* 시도
* 블록체인 플랫폼(클레이튼), NFT지갑(클립), BaaS(카스), 한국은행
디지털화폐 시범사업

네이버

카카오

정의선 회장, 로봇공학과 메타버스를 결합해 새로운 차원의 이동 경험
을 제공하는 ‘메타모빌리티’ 청사진 제시(CES 2022, '22.1)

현대차

<메타버스를 준비하는 국내 기업 협력 모델 사례>
기업
엔씨소프트,
CJ ENM
두나무,
JYP엔터테인먼트

파급 효과
(경제, 사회)

주요 이슈
o 엔씨소프트는 자회사 클랩을 설립해 K-Pop 팬 플랫폼 ‘유니버스’를
출시하고 CJ ENM과 콘텐츠 사업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21.1)
o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 기업 두나무와 JYP엔터테인먼
트의 전략적 제휴(‘21.7) → K팝 기반 대체불가토큰(NFT) 플랫폼
사업 공동 추진

하이브,
네이버

o 하이브의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와 네이버의 영상·팬 플랫폼
‘브이라이브(V-LIVE)’ 통합 추진(‘22 예정)

카카오엔터,
넷마블

o 카카오엔터는 넷마블에프앤씨 자회사인 메타버스엔터테인먼트와 전략
적 파트너십 구축(‘21.10) → 가상 아이돌 캐릭터 개발 및 활동 협
력 추진

ㅇ (경제적) 기술력 바탕의 메타버스 플랫폼 경제 창출
- 글로벌 수준의 메타버스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일상과 산업에 메타버스가 융합되며
국내 ICT 산업의 새로운 단계 도약 기대
- 메타버스가 만드는 무한한 디지털 경제 영토 개척 선도
- 다양한 기술의 융합발전을 통해 TaaS(Tech as a Service) 산업을
활성화하고 연관.후방산업의 연계발전 기대
•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 점유율) '21년 12위(추정) → ‘26년 5위 도약
• (국내 전산업 GDP 대비 ICT 산업 비중) '21년 11.7% → '26년 16.0%
ㅇ (사회적) 누구나 혁신을 꿈꾸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통로 확대
- 전 국민이 메타버스에 손쉽게 접근하여 활용하고 메타버스에서 경제·사회·문화적 활동
을 하며 가치 창출
- 메타버스를 통한 공동체가치 실현과 사회문제 해결, 국가 균형발전 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며 국민 삶의 질 향상 기대
- 과거 ICT 생태계가 PC에서 스마트폰 중심으로 전환되었듯이 가상 융합공간으로 확장
하는 웹3.0으로 발전하며 차세대 인터넷으로서 새로운 플랫폼으로의 메타버스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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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분야명

디지털트윈

분야 정의

ㅇ 현실 세계를 3D 모델로 가상화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연계·시각화하여 실시간 자동관제
및 시뮬레이션 기반 분석·예측·최적화를 구현하는 융합기술 기반의 산업
- 물리적 대상과 이를 모사한 디지털 대상을 시･공간으로 동기화하고, 다양한 목적에 따라
상황을 분석하고 모의결과를 기반으로 예측하여 물리적 대상을 최적화하기 위한 융합
기술
- 현실 세계의 문제해결을 위한 시간, 비용, 공간, 정보의 한계를 극복 가능케 하는 미래
지향적 신 비즈니스 모델

핵심기술

ㅇ 디지털 가상화 기술 : 대상 현실세계를 구성하는 사람, 사물, 공간 등 구성요소의 디지
털 정보화 및 객체화 기술
ㅇ 디지털 트윈 동기화 기술 : 현실세계에 존재하는 객체와 가상세계에 존재하는 객체가 정
적요소(객체, 공간, 시각)와 동적 요소(행동, 프로세스, 예측)에 대해 실시간 상호 반영하
기 위한 기술
ㅇ 디지털 트윈 모델링 & 시뮬레이션 : 가상화된 유무형의 객체정보를 기반으로 사람, 사
물, 공간 등의 정보를 분석, 예측하는 기술
ㅇ 연합 디지털 트윈 기술 : 디지털 트윈 간 상호연합 및 협업을 위한 기술
ㅇ 지능형 디지털 트윈 서비스 기술 : 서비스 전주기 관리를 위한 지능형/자율형 공통 요소
기술 및 관련 플랫폼 기술
ㅇ 모사 및 관제 시스템
- 현실세계 디지털 모사 : 2D 또는 3D로 모델링되어 시각화된
현실
- 실시간 관제：행동 및 역학 모델 없이 프로세스 논리가 적용되
어 운영

분야
개요

주요 제품

ㅇ 모델링 & 시뮬레이션
- 디지털 트윈 모의결과를 적용한 물리대상 최적화
- 현실 대상에 대한 동작 모델기반 시뮬레이션 및 현실에서 발생
하는 데이터를 통해 문제를 재현하고 원인을 분석
ㅇ 연합 및 자율 트윈 시스템
- 이종 도메인이 상호 연계되는 디지털 트윈 간의 연합적 동작
모델
- 사람의 개입이 불필요하고 디지털 트윈 간 실시간, 통합적, 자
율/자동 동기화 동작
ㅇ 도시 내 교통 체계 지능화와 연계하여 교통 흐름 개선 및 사고
모니터링, 도로 정비 등 시뮬레이션 기반 도시 교통 정책 수립 활용
* 중국 선전시는 디지털 트윈으로 고속도로 설계

주요 서비스

ㅇ 건물, 유동인구, 기후 등 종합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해 다양한 도
시문제를 해결하는 지능형 행정트윈 서비스
* 싱가포르, 핀란드, 아일랜드는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

ㅇ 환자데이터를 활용하여 디지털 트윈을 구현하고, 가상환경내 가
시화를 통해 가상수술·시뮬레이션 등 의료현장 적용
* 오클라호마대는 디지털 트윈으로 종양표적 약물전달 효율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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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시장 전망/
시장 규모

ㅇ (해외 전망) 디지털 트윈 세계시장 규모는 글로벌 IT 기업의 주도하에 북미, 유럽 중심으
로 시장이 형성되어 연평균 57.6% 수준으로 성장 중
* 세계시장 : `20년 3.15 → `26년 48.27 billion (Markets and Markets, ‵20)
ㅇ (국내 전망) 디지털 트윈 국내 시장규모는 약 690억 원 규모로 미약하나(‵20), 해외 주
요국 대비 가장 높게 성장(연평균 70%)할 것으로 예측
* 국내시장 : ‵20년 0.06 → ‵26년 1.53 billion (Markets and Markets, ‵20)

기술 현황

ㅇ 초기 제조업 중심의 디지털 트윈 기술은 다양한 산업 분야로 기술개발 및 적용을 확대되
고 있으며, 민관이 기술 확보 및 적용 확대를 위해 공동 노력중
- (해외) 해외 주요기업들은 디지털 트윈 생태계 선점을 위해 차별화된 제품을 출시하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은 관련 국가전략을 수립하여 지원중
* 미국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는 미국
첨단 제조업 리더십 확보전략(‵18)을 통해 빅데이터 분석, 첨단 센서 및 제어기술,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등의 디지털 트윈 5대 전략목표를 수립하고 핵심 기술 개발중
* EU는 지구 시스템과 관련된 대규모 데이터와 딥러닝을 통해 극한 환경과 사회에 미
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모니터링하는 ExtremeEarth 프로젝트 추진
* Siemens(독일)과 Bentley Systems(미국)은 플랜트의 실시간 운영 상황을 3D 시
각화 모델으로 제공되고 고신뢰 데이터를 제공하는 PlantSight를 공동개발
- (국내) 정부는 디지털 트윈 활성화 전략(‘21.9)을 발표하고 4대 전략 11대 추진과제를
제시하여 핵심기술 개발 지원을 가속화하고 있음
* KT는 디지털 트윈기술로 복제된 교량 및 시설물에 대해 센서와 IoT 기술을 적용하
여, 교량의 하중 저항력(내하력)을 예측함으로 시설물의 이상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
기 위해 자체 디지털 트윈 기술인 ‘기가트윈(GiGAtwin)’을 개발하여 적용
* 건설기술연구원은 BIM/GIS 기반 디지털 공간 구축, 실내 설비 또는 소방시설 개체
를 구축하여 화재 시 SOP 기반 대응 기술을 개발
*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고정밀 3D 공간정보 디지털 트윈의 기반기술 및 도시 내 사
람, 사물, 공간의 연결과 재구성을 통해 도시 현상을 표현하는 도시 지능화(Dr.IC)
핵심기술개발 중
ㅇ (기술 수준) 우리나라의 디지털 트윈 기술수준(‵18)은 82.3%로 경쟁국 대비 기술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 (자료: ICT 기술수준조사 보고서 (’19, IITP))
- 기초/응용/사업화 전 단계에서 기술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며, 최고기술국(미국)
대비 17.7%(1.4년)의 기술수준 격차가 있음
- 국가별 기술수준 격차는 유럽(7.0%), 일본(13.0%), 중국(16.7%) 순으로 한국이 가
장 큰 기술 수준 격차를 보임
- 미국과 유럽의 양강 구도 체제로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며 일본, 중국, 한국의 디지털
트윈 기술격차는 1.3~1.4년으로 거의 대등한 것으로 분석

시장
성장
가능성

전략적 중요성

산업
생태계

산업 현황

ㅇ 디지털 트윈은 한국판 뉴딜 대표과제로 경제적 파급력이 크고 국가 혁신을 선도하는 디
지털 전환의 종합기술로써 정부 투자 필요
ㅇ 국내 기업들은 센싱, 데이터 수집·분석 등은 자사의 특화 부분을 활용한 자체 디지털 트
윈 솔루션을 개발 중이나, 시뮬레이션 엔진, 모델링 엔진 등은 외산에 의존
ㅇ 디지털 트윈의 핵심 원천기술인 모델링 ·시뮬레이션 등 핵심 기술을 조기 확보를 통해
기술 격차의 가속화 경감 및 기술 자립화 실현
ㅇ 초기 제조업 중심에서 자동차 및 운송, 에너지 및 전력, 가전, 항공 및 국방 분야 순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헬스케어, 농업 등에서도 수요 증가 전망
* (‵19년) 자동차·운송 8,030억원, 에너지·전력 5,390억원, 항공·국방 5,280억원(Markets
and Markets, ‵20)
- (해외) 글로벌 디지털 트윈 솔루션 기업인 미국 GE, 독일 Siemens, 프랑스 Dassault
는 헬스케어, 자동차, 에너지, 항공 등 산업 전반의 다양한 분야로 디지털 트윈 시장을
확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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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

Siemens

Dassault
System

Microsoft

Ansys

∙ 기계에서 발생하는 대규모의 데이터를 분석 수집하고 사물인터넷으로 연결해
디지털 트윈을 구현해주는 통합 IIoT(Industrial Internet of Things) 플랫폼
프레딕스(Predix) 공개
- GE가 제조·판매하는 모든 장비에 센서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모아 분석하고,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하여 가상 모니터링･컨트롤 등의 서비스 제공
- 가스, 증기, 풍력 터빈 등을 클라우드(Microsoft Azur 플랫폼 활용)에서 가
상화하고 제어
∙ 제조공정 디지털화에 필요한 각 영역별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전체적인 제조 디지털 트윈 서비스 구축
- 공정 시뮬레이션, 가상 시 운전, 생산라인 동기화, 라인 모니터링, 통합 메카
트로닉(메카닉/전기/제어) 설계 플랫폼 제공
- 생산설비, 제어시스템 및 산업용 소프트웨어 등 거의 모든 산업 분야의 제조
및 공정 자동화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동화 및 디지털화 영역 중심의
폭넓은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을 확보
∙ 지멘스 강점분야인 에너지 효율화와 빌딩관리,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에서 다양
한 솔루션 분야를 통합, 지능형 인프라를 구성하여 서비스 제공
∙ 혁신, 학습 및 생산의 경계를 넘어 실제 세계를 구현하고 가상 경험을 창출하
는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과 애플리케이션 개발
- 설계·엔지니어링, 시뮬레이션 기반 제조생산 지원 통합 디지털 트윈
∙ 심장의 물리적 기능에 대한 디지털 트윈기술 개발로 구조적 시뮬레이션이 가능
- 의료영상(MRI)과 ECG(Electrocardiogram)를 이용하여 심장의 구조적 모델
링 및 기능성 시뮬레이션
∙ 항공기 및 부품 디지털 트윈을 통한 구형 공군 항공기 운용 연장
- Wichita 주립대와 협력하여 3D스캐닝과 Reverse 엔지니어링을 활용하여 항
공기 및 개별 부품의 디지털 트윈 구현
∙ 인도네시아, 중국 광저우 시 등 디지털 트윈 시티 사업 추진
- 인도네시아 빠당빠리아만 市, 중국 광저우 市 등 지하철, 배수관 등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지하 디지털화 프로젝트를 추진
∙ 클라우드 컴퓨팅 Azure에서 디지털 트윈을 만드는 IoT 솔루션 빌드인 Azure
Digital Twins 제공
- 가상 표현인 공간 인텔리전스 그래프에서 빠르고 간편하게 물리적 세계의 사
람, 장소 및 디바이스 간 관계를 모델링하여 모니터링과 조건적 예측을 통해
물리적 환경 개선과 효율적 기회 제공
∙ 3D 설계, 공학분야의 구조/물리 해석 및 시스템 모델링 시뮬레이션을 제공
- 여러 물리모델을 연계하여 시스템 단위의 디지털 트윈 제작하고 관련 서비스
를 지원하는 ANSYS Twin Builder 제공

- (국내) 글로벌 기업과 같은 디지털 트윈 솔루션 및 플랫폼은 부족하나, IoT, 3D 모델링,
공간정보, 데이터 분석 등 각 기술기업이 자사의 특화 역량을 활용해 디지털 트윈으로
비즈니스 영역 확대 시도
녹원정보기술

∙ 물류 디지털 트윈 솔루션을 개발하여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인도
네시아, 스페인 등 해외 항만 진출 성공
* 두바이에 시범 적용한 결과 항만 생산성 65% 향상, 안전사고 감소 성과

원프레딕트

∙ 디지털 트윈 기반의 설비 고장 및 잔여수명 예측 솔루션을 개발, 국내외 상
용화에 성공하고 150억 원 투자유치 등 급성장
* 서부발전 풍력발전기에 디지털 트윈을 적용하여 5건의 고장 사전 예측

GS 칼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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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랜트 운영 효율성 개선 및 최적 생산관리를 위해 원유 입고, 분별증류, 제
품출하까지의 과정을 디지털 트윈으로 구축.
- 2018년부터 여수공장에 시범적용, ’30년까지 확대 계획

LG CNS

∙ 물류센터의 최적화 된 운영을 위해 물류 IT 전문조직 ‘Logistics DX LAB
‘을 구성하고, 디지털 트윈, IoT 등 R&D에 연간 30억 원 투자

두산중공업

∙ MS, 벤틀리시스템즈와 MOU 체결을 통해 풍력 부문의 국내 첫 디지털 트윈
솔루션 개발하고, 전기생산 효율성 향상 효과 검증

부 록

파급 효과
(경제, 사회)

ㅇ (경제적) 디지털 트윈은 미래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의 핵심 견인 핵심 요인으로 생산 효
율성 증대, 생산 비용 감소, 의협요인 예측, 의사 결정 지원 등 경제적 비용 감소에 기여
하고 인력 구조 변화를 가속화
ㅇ (사회적) 디지털 트윈를 통해 산업 및 국가 전체 운영 등의 비용감소, 효율적 의사결정,
이로 인한 공익의 증가, 국가생산성 향상, 더 나은 위험관리, 새로운 시장가치 창출, 자
원의 효율성 증가 등과 같은 혜택 등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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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분야명

분야 정의

핵심기술

자율주행 모빌리티
ㅇ 운전자의 조작 없이 스스로 목적지를 찾아가는 자율주행 자동차 등의 무인이동체 및 이
에 기반한 서비스 체계 관련 산업
※ 자율주행 자동차 등 무인이동체의 개발, 제조, 인프라 및 이를 활용한 교통, 물류 등
의 TaaS (Transport as a Service)를 포괄
기술분야

내용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주위 환경을 인지하고 운행 상황을 판단하여 차체 제어 결정을 내림으로써
자율주행을 수행하는 신호처리,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기술 등

자율주행
하드웨어

레이더, 라이더, 비전 등 차량 센서, 고정밀 고신뢰 주행/조향/제동 모듈 등
자율주행 차량을 구성하는 하드웨어 설계 및 제조 기술 등

통신, 네트워크
보안 기술

차량-사물간 통신 기술, 차량 내 고속 네트워크 기술, 하드웨어 보안 모듈,
해킹 침입 감지 시스템, 보안 SW/프로토콜 기술 등

자율주행
응용서비스

차량 공유 서비스, 무인 배달 서비스, 화물차량 군집 주행, 무인 순찰 서비
스, 과금 및 보험 서비스 등 각종 자율주행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술

ㅇ (자율주행 자동차) 운전자 개입 없이 스스로 인지, 판단, 제어를
수행하여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 SAE Level 2는 테슬라가 상용 적용하고 있으며 Level 3 이상은
웨이모, 테슬라, 벤츠, 폭스바겐, GM 등이 상용화 직전 단계임

분야
개요

주요 제품

ㅇ (자율주행 물류로봇) 물류 또는 배달 시스템과 연계되어 자동으로
운송하는 무인이동체
- 알리바바는 배달로봇으로 100만건 이상의 소비자 배달을 달성
하였으며 아마존은 20만대 이상의 물류로봇을 풀필먼트 센터에
서 운영 중임
ㅇ (자율주행 화물트럭) 군집 주행으로 효율적인 장거리 화물 운송을
수행하는 자율주행 트럭
- 구글 웨이모는 운송업체 JB 헌트와 자율주행 화물 운송 서비스
를 계약하였으며 자율주행자동차보다 먼저 상용화에 도달할 것
으로 예측됨
ㅇ 서비스형 운송
- 자율택시, 공유자동차 등으로 기존 교통망을 대체하는 TaaS
(Transport as a Service). 이동시간 단축, 교통사고 감소뿐
만 아니라 도시 기능 효율화, 인구 분산 등 사회 구조의 변화
가 예상됨

주요 서비스

ㅇ 무인 배달 서비스
- 자율주행 물류로봇이 음식, 택배, 우편, 화물 등을 무인 배달하
는 서비스. 승객이 없어 상용 서비스가 용이하며 인건비 절감,
배달 시간 단축, 대면 범죄 방지 등의 효과가 높음
ㅇ 화물차량 군집 주행
- 여러 대의 화물차량이 선행차량을 자동으로 뒤따르며 하나의 차
량처럼 운행하여 운전자 피로도, 연비 및 오염을 감소시킴. 미
국처럼 장거리 물류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에서 필수적임

시장
성장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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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전망/
시장 규모

ㅇ (해외 전망) 테슬라, 벤츠, GM 등 완성차업체와 아마존, 알리바바 등 물류 업체를 중심
으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각종 연관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더욱 막대한
시장을 형성할 전망임
* 세계시장 : ‘25년 1,549억 달러, ’35년 1조 1,204억 달러로 연평균 41%로 성장할

부 록

것으로 전망됨 (삼정KPMG, ‘20)
ㅇ (국내 전망) 국내는 기술 개발 및 투자 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나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업
체를 중심으로 급격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배달 플랫폼 등 연관 서비스 산업도 활
성화될 것으로 보임
* 국내시장 : ‘20년 1,509억원, ’35년 26조 1,794억원으로 연평균 40%로 성장할 것
으로 전망됨 (삼정KPMG, ‘20)

기술 현황

전략적 중요성

ㅇ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은 거의 개발이 완성되었으나 안전성과 신뢰성 이슈 때문에
완벽한 검증을 거쳐서 상용화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 (해외) SAE Level 3 이상의 자율주행 자동차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요소
기술의 대부분을 개발 완료하였으나 승객 탑승 시 안전을 100% 보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이에 따라 승객 안전 부담이 없거나 적은 자율주행 물류로봇과 자율주행 화물
트럭이 먼저 상용화에 들어설 것으로 보임
- (국내) 자율주행에 필요한 기술의 상당수를 개발 확보하고 있으나 핵심 반도체, 센서,
소프트웨어 등은 여전히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임
※ (기술 격차) 기술개발 산업경쟁력을 한국을 100으로 할 때 선도국가인 미국은 대부분
의 분야에서 140~160정도를 보이고 있음
- 미국의 기술개발 산업경쟁력은 HW 기술 개발이 142.3, SW 기술 개발이 160.8, 연
구개발 인적자원이 165.2, IT/전장 산업이 110.3, 자동차 산업이 108.5, 플랫폼 산
업이 160.4, 인공지능 산업이 150.1 등으로 나타남
- 한국은 IT/전장 산업, 자동차 산업 등 제조 산업 분야에서는 미국과 비교적 대등한 산
업경쟁력을 가지고 있음
ㅇ (분야 활성화 시기) ‘25년부터 초기 제품 및 서비스가 상용화되고 2035년까지 폭발적으
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ㅇ 단순히 자율주행차 및 서비스 시장의 경제적 성장을 넘어서 국가 및 사회의 전반적인 변
화를 일으키고 국가적 지원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전략적 중요성이 매우 높음
- 서비스형 운송, 무인 배달 등 서비스 산업을 무한히 확대하며, 교통사고 감소, 이동 시
간 감소 등 교통 안전과 사회적 비용을 개선하며, 탄소 배출 저감과 환경 오염 감소가
가능하며, 거주 공간의 확대로 도시 집중을 완화하는 등 사회 구조와 생활 방식을 변
화시킬 정도로 매우 큰 파급력을 가지고 있음
- 초기 개발 비용이 매우 크고, 여러 영역의 기술과 산업이 연관되어 동반 성장해야 하
고, 법•제도적 정비와 규제 완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투자와 지
원이 절실히 필요함
ㅇ 많은 기업이 시험 차량을 운행하고 시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뚜렷한 강자는 없는 상황임
- (해외) 웨이모, 테슬라, 벤츠, 폭스바겐, GM, 인텔, NVidia, Aptiv 등 미국, 유럽, 일
본의 완성차 회사, 소프트웨어 회사, 반도체 회사 등이 합종연횡으로 기술 개발 및 상
용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산업
생태계

Tesla
(미국)

- Level 2 자율주행 시스템인 Autopilot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여 자사 차량에
탑재하였음
- 가장 넓고 큰 규모의 상용화를 이룩하였으며 지속적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수행하고 있음

Google
Waymo
(미국)

- 25개 도시의 공공 도로에서 2,000만 마일 이상을 주행하고 200억 마일 이상
의 주행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음
- 아리조나에서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시
범 서비스를 시작하였음
- 운송업체 JB 헌트와 자율주행 화물 운송 서비스를 계약하였으며 곧 정식 서비
스를 시행할 것으로 보임

산업 현황

Mercedes- - Level 3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하여 ‘21년에 UN-R157 국제 표준을 통해
Benz
공식적으로 인증받음
(독일)
- ’22년에 Level 3의 자율주행 자동차를 정식으로 출시할 예정임
GM
(미국)

- MS, 퀄컴, 혼다 등 다수 기업과 협력하여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 중
- ‘22년에 Level 3의 자율주행 자동차를 정식으로 출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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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l
Mobileye
(미국)

- 자율주행 자동차의 핵심 기술인 Computer Vision 분야에서 독보적인 수준의
소프트웨어 및 반도체를 개발, 제공하고 있음

NVidia
(미국)

- 자율주행 자동차용 인공지능 연산에 필수적인 GPU 분야에서 독보적인 수준의
소프트웨어 및 반도체를 개발, 제공하고 있음

Aptiv (미국)

- 세계적인 전장 부품회사인 Continental의 자율주행 부문이 독립한 회사로 높
은 기술력을 갖추고 있음
- 자율주행차량으로는 가장 긴 거리인 5,472킬로미터 미 대륙 횡단에 성공함

Honda
(일본)

- ‘21년 Level 3 자율주행 자동차를 정식으로 출시하였으나 아직은 최대속도 등
의 기술적 제한이 걸려있는 상태임

Amazon
(미국)

- 20만대 이상의 자율주행 물류로봇을 풀필먼트 센터에서 운영 중임

Alibaba
(중국)

- 자율주행 배달로봇으로 100만건 이상의 소비자 배달을 달성하였음

- (국내)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기업은 존재하지 않으나 현대자동차그룹을 중심으로 자
율주행자동차 기술과 제품을 개발 중임
현대자동차

파급 효과
(경제, 사회)

- 세계적인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보유한 미국 Aptiv와 합작 회사를 설립하
였고 2025년까지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위해 41조원 투자를 계획하고 있음

ㅇ (경제적) ’35년 26조 1,794억원 시장 규모가 예상됨 (삼정KPMG, ‘20)
- 국내 산업 특성상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 자체보다 이를 활용한 공유 자동차, 무인 배달,
퍼스널 모빌리티 등의 연관 서비스 산업이 훨씬 빠르고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ㅇ (사회적) 환경, 안전, 삶의 질 등 개선 및 도시 집중 완화
- (교통사고 감소) 인간 운전자에 비해 훨씬 안전한 운행으로 교통사고에서 인적 요인이
제거되어 80~90%의 사고 감소7)
- (도로 용량 및 주차 공간 개선) 서비스형 운송 (TaaS)을 통해 자동차 보유 대수가 감
소하여 도로 용량 및 주차 공간에 여유 발생1)
- (통행시간 절감) 1400만대•시/일의 통행시간 절감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저감 및 편익
증대8)
- (이동 형평성 개선) 대중교통의 수익성이 나쁜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 등에 양질의 교
통 서비스 제공1)
- (환경 오염 개선) 자율주행으로 인한 연비 향상으로 탄소 감축 및 대기 오염 저감1)
- (운전기사 과로 방지) 화물차, 버스 등 장시간 열악한 환경의 운전을 피하기 어려운 운
전기사의 과로 방지
- (도시 집중 완화) 거주공간이 도시 외곽으로 확산되는 스프롤 현상으로 도심 인구 분산1)

7) 박지영 외,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의 파급효과와 대응전략”, 한국교통연구원 연구보고서 기본-RR-18-01, 2018.11
8) 고용석 외,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으로 인한 교통 네트워크 용량증대 효과 분석”, 국토연구 93권, 2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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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후보 분야명

자율지능형 보안

분야 정의

ㅇ 인공지능과 같은 스마트기술 기반의 보안데이터 분석을 수행하여 보안위협을 선제적으
로 예측·식별하고, 자율적으로 대응하는 기술 및 서비스 산업(= 위험관리 기반의 자율적
보안을 추구하는 면역회복력 기술, 위험대응을 위한 인간의 면역체계 적용(Immune
System))

핵심기술

ㅇ 실시간 사이버공격 분석과 대응기술, 정보유출 행위분석 및 예측기술, 이상행위(사기거
래) 탐지와 분석기술, 탄력적인 보안사고 복원기술 등
ㅇ 지속적인 위협 탐지를 위한 자동화된 인공지능 사이버 보안기술
(Cognito Detect, Vectra)
- 지속적인 네트워크 모니터링을 통해 메타데이터, 로그, 클라우
드 이벤트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과 분석, 저장
- 누적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위협을 신속하게 탐지하고, 보안사고
발생 시 신속·정확하게 보안서비스를 연결

주요 제품
분야
개요

ㅇ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 클라우드 보안기술(Threat
Graph, Crowd Strike)
- End Point에서 원격 측정하여 클라우드 규모의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
-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학습을 통해 보안이슈를 빠르게 탐지하고
최적화된 방법을 통해 해킹 방어 및 정보 유출 방지
ㅇ 실시간 위협 대응을 위한 Deep Learning 기반 신제품
악성
코드 위협대응 기술(Threat Inside, East Security)
- 신/변종 악성코드의 패턴과 유형을 파악하고 악성행위를 하는
함수의 호출 패턴을 학습
- 탐지된 악성코드를 식별 및 분류하고 이에 적합한 대응 가이드
를 신속·정확하게 제공
ㅇ IOC 지능화된 서비스(Threat Intelligence Platform)
- 수집된 데이터로부터 위협침해지표를 생성
- 사용자가 의심한 URL에 대해 Sand Box 방식으로 다차원 행
위 분석을 진행
- AI기반 악성코드 분석, 약점, Forensic 결과 등에 대한 리포트 제공

주요 서비스

ㅇ Phishing 탐지 서비스(Phishing Eyes, 인피니그루)
- 사용자로부터 피싱이 탐지될 경우 사용자 주거래 금융사에 피
싱탐지 데이터를 전송하고 금융사에서 보이스피싱을 원천차단
하도록 유도
- Rule기반 기존 패턴탐지 및 AI기반 새로운 유형을 식별하는
하이브리드(Rule+AI) 피싱탐지 서비스

시장 전망/
시장 규모

ㅇ (해외 전망) 디지털전환 확대에 따라 빠른 성장이 전망되는 거대한 시장으로 관련된 보
안기업들이 선점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력을 높이는 중에 있음
* 세계시장: 2019년 88억 달러에서 2026년 382억 달러로 연평균 23.3% 성장 전망
(Markets&Markets, 2019)
ㅇ (국내 전망) 국내는 아직 초기 단계이기는 하나, 이글루시큐리티와 안랩 등의 일부기업
이 관련 제품을 개발하고 있음
* 국내시장 : 2019년 4억 6,850만 달러에서 2026년 20억 3,450만
달러로 연평균 23.3% 성장 전망(Markets & Markets, 2019)

기술 현황

ㅇ 최근 인공지능기반 보안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국내·외 사이버 보안 업체에서 인
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를 활발하게 출시
- (해외)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데이터 수집을 자동화하고, 악성코드 및 이벤트를 탐
지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위협으로부터 정보를 보호하는 제품을 공급(Symantec,
McAfee, IBM 등)

시장
성장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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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활용하여 이상 행위 탐지 기술, 악성코드 위협 대응 솔루
션, 인공지능기반 클라우드보안 관제 서비스 제공 중
ㅇ 외부로부터의 사이버공격(위협)에 대한 보안기술에 비해 내부로부터의 유출방지를 위한
지능화된 보안기술 개발은 매우 낮은 미진한 상태임

<그림> 보안위협별 자율지능형 보안기술 수준
(출처: “Emerging Technologies: Emergence Cycle for AI in Security”, Gartner, 2021)

전략적 중요성

ㅇ 보안대상의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보안기술에 대한 고도화와 지능화를 요구하고 있음
- 기존 공공영역을 넘어 민간산업에 대한 사이버공격이 확대되고, 산업별 디지털 대전환
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지속가능성 확보가 중요한 상태임
- 보안위협은 쉼 없이 새로운 형태로 발행되고 있으며, 보안사고에 관한 先발생 後대응
방법으로는 지속가능성 확보가 어려운 상태임
- 보안위협에 관한 다양한 데이터를 축적·학습하여 선제적인 보안 사고에 대한 예지능력
을 높이고, 보안사고 발생에 따른 신속한 복원능력 확보가 중요함
ㅇ 미국, 영국 등의 주요한 보안 기업들은 인공지능 기반 예측·탐지·대응을 통한 보안제품
관련 산업과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특히 사이버 공격 탐지 영역에서 인공지능 활용도
가 가장 높은 상태임. 국내의 경우 본격 투자하는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으나 아직 영향
력은 부족한 상태임
- (해외) 해외 선도 기업을 중심으로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진행

국내외
산업 현황

Dark Trace
(영국)
Obsidian
Security
(미국)
Onfido
(영국)

네트워크 침입탐지, 사물인터넷 보안침해와 같은 사이버
비할 수 있는 기술개발

위험에 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보안서비스를 지원
인공지능기반 얼굴 생체인식 기능을 통해 사용자 대상의
정부발급 신분증에 대한 진위여부를 평가

- (국내) 현재 일부 보안 기업을 중심으로 기초적 수준의 보안제품을 개발하여 서비스화를
진행
이글루시큐티
파급 효과
(경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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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보안관제 시스템 개발

ㅇ (경제적) 선제적인 보안대응과 조치를 통해 유지보수비용 절감을 비롯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감소(실시간 모니터링(관제) 자원관리를 자동화)
ㅇ (사회적) 자율지능형 보안기술 및 서비스 등을 통해 경제안보체계 조성

부 록

후보 분야명
분야 정의

AI (인공지능)
ㅇ 인간의 지적능력을 컴퓨터로 구현하는 기술과 관련된 산업으로 상황을 인지하고 이성적·논
리적으로 판단·행동하며, 감성적·창의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능력을 포괄
기술분야
시각

핵심기술

주요 제품
분야
개요

내용
이미지 및 영상에서 물체를 사람 수준으로 정확하게 인지하는 기술

청각

소리를 듣고, 그 내용에 있는 말과 문맥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기술

행동

수 많은 학습데이터에 기반하여 최적의 행동을 학습하는 기술(예, 알파고)

언어

사람의 대화에서 학습하여 중요한 내용을 인식하고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기술

생성

새로운 이미지, 영상, 음성, 대화등을 생성하는 기술

ㅇ 자율주행 AI 시스템
- 벤츠의 레벨3 자율주행 시스템(Drive Pilot) 유럽경제위원회 표
준에 따른 주행 허가.
- 국내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율주행차가 일반도로 주행

[시각AI 자율주행]

ㅇ AI의 생성기술 기반 메타버스 에이전트 및 생성
- AI 기반의 지능형 NFT, 앨리스는 47만 달러에 거래됨
- 메타버스 세계에서 AI는 디지털 트윈을 더 정교하게 구현하는
데 역할을 함

[AI 에이전트 엘리스]

ㅇ AI기반 투자 로보어드바이저
- AI기반 투자 시스템인 로보어드바이저가 기존 투자 시스템에
비하여 향상된 수익을 거둔 경우가 많아짐
- 전세계 로봇 어드바이저 시장 규모는 18년 604조 원에서, 23년
2,838조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ㅇ AI기반 클라우드 모델 학습 서비스
- 적은 양의 이미지, 영상, 문서를 기반으로 고도화된 AI 모델을
학습하고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서비스
- 국제적으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
내에서도 네이버 클로바 서비스가 제공
주요 서비스

[구글의 AutoML]

ㅇ AI기반 언어 인식 및 대화 서비스
- OpenAI는 트랜스포머 기반의 향상된 언어모델 GPT-3를 출
시, 마이크로소프트는 “애저 오픈AI 서비스”를 통해 언어 서비
스 출시

[MS의 언어 서비스]

ㅇ AI기반 동적 가격 시스템
- 우버, 카카오택시 등 온라인 모빌리티 서비스는 고객 수요 및
서비스 공급자에 맞춰 다른 가격을 추천하여 매칭

[MS의 언어 서비스]

시장 전망/
시장 규모

ㅇ (세계 시장) 인공지능 기술은 2032년까지 8,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AI의 활
용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최대 15.7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
* 세계시장: 금융, 의료, 제조, 유통 등에서 인공지능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21년
2,048억 달러, 23년 3,769억 달러, 25년 5,791억 달러로 급격한 증가가 예상됨
ㅇ (국내 전망) 2018년 국내 AI 시장 규모는 세계 시장의 0.9%에 불과하여, 국내 AI 기업들
이 내수보다 해외 진출에 집중하고, 글로벌 경쟁력 있는 AI기술이 필요
* 국내시장 : 국내 시장은 21년 4.1억 달러, 23년 6.4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기술 현황

ㅇ AI의 활용(AI+X)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서, 각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AI R&D 예
산을 확대하고 관련 연구를 선도하며, 월드클래스급 연구자 유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
으며, 국내에서도 AI 기술개발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 (해외) 미국은 기초AI연구 인간-AI협업연구에 장기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EU는 신
뢰할 수 있는 AI/인간 중심 AI R&D 투자에 유럽적 가치를 반영

시장
성장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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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기업) Google은 자율주행과 의료, Apple은 헬스케어, Amazon은 유통, 금융
등 AI선도기업이 타 산업분야로 진출하기 위한 AI핵심 원천 기술개발 및 스타트업
M&A 지속 추진
- (국내)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 인공지능, 사람중심 AI 강국 실현을 위한 차세대 인공지
능 핵심원천기술개발등 국가 R&D 추진을 통하여 아직 뚜렷한 주도국 및 주도기업이
없는 차세대 AI 기술에 선제 투자
- (국내 기업) AI 연구 조직을 연구소로 모아 연구 개발 및 인재 유치를 추진함

전략적 중요성

ㅇ 인공지능은 기존 사업에 적용할 경우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큰 혁신기술로, 인공
지능 그 자체로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이자, 기존 산업의 경쟁구도를 근본
적으로 바꾸는 원천
- 딥러닝등 AI분야 핵심기술 및 이를 활용한 서비스들을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
트 등 글로벌 AI 플랫폼 대기업이 독점할 가능성이 높고,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전략적으로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산업을 육성할 필요성이 증대
ㅇ 글로벌 IT기업 뿐만 아니라, 창업기업 등이 국내외에서 AI 핵심기술 및 응용 기술 개발
이 활발함
- (해외) 글로벌 IT기업 중심의 개발 및 미-중 기술 패권경쟁 심화

산업
생태계

산업 현황

Google
(미국)
Microsoft
(미국)
SenseTime
(중국)

이미지 인식, 강화학습, 클라우드 기반 AI 학습, 단백질 합성 등 세계
최고의 기술력 보유
OpenAI 투자 및 자체 개발을 통한 언어 인지 및 이해 서비스 출시
얼굴 인식분야 세계 최고의 기술로 얼굴 인증 등 다양한 응용

- (국내) 인공지능 기술을 제조, 금융 등 산업에 적용하여 활용처를 찾는 상황
네이버
포스코
딥브레인

파급 효과
(경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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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반 회의 속기록 시스템 클로바노트는 수 시간의 회의 녹음을 수초
에 변환
AI기반 스마트고로의 생산 효율 증가(240톤/일)
가상 인간 기반 키오스크형 ‘AI 은행원’ 개발

ㅇ (경제적) AI 기술은 국내 경제에 630조 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신규 지능화 산업에서 240조 원, 기존 산업활동 개선으로 390조 원의 파급 효과가 있
을 것으로 예상
- 산업별로는 의료와 제조가 150조 원, 도시가 105조 원, 금융이 80조원의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ㅇ (사회적) 글로벌 IT 기업 및 스타트업(유니콘) 기업중 AI 기업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AI가 일자리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 국내에서 AI를 통해 2030년까지 약 73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700만개
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세계적으로도 AI를 통해 2030년까지 약 5.5억~8.9억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4
억~8억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부 록

후보 분야명
분야 정의

반도체
ㅇ 정보를 저장하거나 논리적으로 계산하여 처리하도록 설계된 부품을 생산하는 산업
- 기존 메모리반도체의 데이터 저장기능과 함께 인공지능 연산처리, 초저전력, 초소형
구형이 가능하게 하는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 외부로부터 입력된 정보(데이터)의 처리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반도체
ㅇ
ㅇ
ㅇ
ㅇ
ㅇ
ㅇ

핵심기술

메모리 설계 기술: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메모리 및 제어회로기술
PIM SW 기술: PIM 반도체 구동을 위한 컴파일러 및 알고리즘 SW
인터페이스 기술: 칩간의 고속통신을 위한 고속인터페이스 기술
뉴런과 시냅스, 전달신호 구조 및 특성을 소자로 구현 기술
새로운 구조의 소자 적용을 위한 고신뢰성 초미세 공정 기술
패키징 기술: 칩간의 초소형 고속 연산이 가능한 패키징 기술

※ [최신 기술]
ㅇ 성능 및 효율 최적화를 위해 Beyond DDR6 및 SCM(Storage Class Memory) 메모
리와 적층 기술등을 통한 연산기능이 통합된 메모리 소자, 설계, SW, 인터페이스, 웨이
퍼 레벨 패키징 기술
ㅇ 자율차, 항공, 우주 등의 핵심 첨단 시스템 반도체 및 클라우드 서버와 엣지 장치에서
인공지능 기반의 데이터 처리와 연산을 통해 인지, 판단, 제어 역할의 반도체
- 자동차, IOT‧가전, 바이오‧헬스케어, 기계‧로봇, 에너지 등의 주력산업분야에 모두
적용이 가능한 고성능 및 경량화 반도체 설계 기술
ㅇ 10나노 이하의 메모리 및 2나노 이하의 파운더리 공정을 위한 초미세 in-situ 기능을
지원하는 원자층 레벨 증착, 식각 및 공정 분석을 위한 소재, 부품 장비 기술
ㅇ 이종의 공정을 웨이퍼 레벨에서 통합하는 Chiplet/SoIC, Hybrid Bonding
NAND/HBM, Fan-Out SiP 등의 첨단 패키지 기술
ㅇ 서버용 인공지능 프로세서
- 고성능 대용량 프로세서의 PIM기술적용을 통한 소모전력 감
소, 연산속도 향상을 기대

분야
개요

ㅇ 모바일 디바이스의 프로세서
- 로봇, IoT,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PIM 반도체로 고효율의 초소
형 디바이스 개발이 가능
ㅇ 자율주행용 차량용 프로세싱 반도체
- 고속의 고지능의 PIM 프로세서를 통한 보다 안전하고 정확한
자율주행기능의 적용가능
주요 제품

ㅇ (NPU, Neural Processor Unit) 자연어, 영상, 소리, 빅데이터
분야에서 CNN, Transformer의 네트워크 학습과 실행에 필요한
연산 가속기
- 미국 애플, 테슬라가 자사의 반도체를 탑재한 제품을 사용중이
며, 국내 다수의 기업이 개발중
ㅇ (Neuromorphic Chip) 뉴런과 시냅스, 전달신호 구조를 반도체
소자 및 회로로 구현하는 기술
- 미국 IBM, 인텔이 시제품 발표, 국내 원천연구가 진행 중
ㅇ (AI framework) NPU와 GPU의 반도체를 활용하여 학습과 실
행을 담당
- 미국의 구글 Tensorflow, 페이스북 Pytouch, MS ONNX 등
이 오픈 프레임워크로 활용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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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초미세 공정을 위한 원자층 레벨 반도체 전공정 장비

ㅇ 초미세 공정을 위한 웨이퍼 레벨 후공정 장비

ㅇ 실시간 음성, 영상기반 인식서비스
- CCTV, 비디오에서 실시간 객체 인지 및 판단
ㅇ 고성능 의료용 진단 서비스
- 초음파, 전기등의 신호기반 건강상태 진단

ㅇ 자율주행 서비스
- 스스로 운전하고 위험을 회피하는 무인이동체

주요 서비스

ㅇ (스마트단말) 인터넷 검색엔진과 스마트단말을 통한 사용자 인터
페이스에서 자연어처리를 통한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

ㅇ (자율주행차) 영상 및 LADAR, LiDAR등의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처리하여 상황을 인지, 판단, 제어의 서비스

ㅇ (헬스케어) 광 또는 신소자 기반의 생체신호 측정용 센서 신호를
융합하여 혈압, 당뇨, 감정, 스트레스 등의 새로운 건강 실시간
모니터링 서비스

시장
성장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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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전망/
시장 규모

ㅇ 우리나라는 메모리반도체 분야 약 540조원 규모의 세계시장 점유율 70%로 1위를 차지
ㅇ AI칩 시장은 2018년 66억4천만 달러 규모에서 매년 45.2% 성장이 예상되어 2025년
911억8천만 달러 규모로 성장 예상(출처: 얼라이드마켓리서치, 2019)
ㅇ GPU 등의 AI 반도체 시장은 2025년 글로벌 13조 달러에서 2030년 15조 달러로 성
장이 예상되어 5G 이동통신 기술과 유사 규모 예상(출처: 맥켄지, 2019)
ㅇ AI칩 기술은 기존 CPU 기술을 탈피하려는 변화가 뚜렷하며 PIM 기술 기반의 ASIC 기
술이 대세가 될 것으로 전망 (출처: Techworld, 2020)
ㅇ 첨단 반도체 수요는 급증하여 ’19년 약 70억 달러에서 ’30년 약 1,179억달러로 연평균
26.5% 증가할 전망(Gartner 2020)
-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 AI 반도체 비중은 ’20년 8.0% → ’30년 31.3%로 약 3.9배
성장 전망
ㅇ 반도체 장비시장은 ’18년 474억 달러 규모로 ’23년까지 연평균 2.7% 성장할 것으로
전망(Gartner 2019)
- 2019년 지역별 장비시장은 한국이 132억 불 규모, 중국은 반도체 투자 확대로 견조한

부 록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대만은 파운드리 분야의 강세로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
* 한국 비중 ’17년 32%, ’18년 28%, ’19년 22%, ’20년 26% 수준

기술 현황

ㅇ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은 클라우드 및 데이터 센터에서 엣지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활용을 위한 아키텍처 혁신을 가속중이며 데이터 센터에서 클라우드 기반 대규모 데이터
를 활용한 추론・학습을 위해 CPU를 지원하는 고성능 가속기 칩 기술이 발전중
- 데이터 센터에서 데이터 이동 및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높은 대역폭을 지원하는 메모
리 반도체 칩을 활용
ㅇ [PIM 설계 기술] 프로세서 내부에 메모리를 탑재한 그래프코어(Graphcore)의 IPU 개
발에 성공하였으며 인텔, 삼성, 퀄컴 등의 글로벌 반도체기업으로부터 4억5천 달러 이
상의 자금 펀딩을 완료. 국내의 경우 PIM 기술개발은 초기로 프로토타입을 개발중에 있음
- 메모리를 내부에 내장한 IPU 기술은 PIM 기술의 한 종류로서 기존의 GPU 기술 대비
성능이 뛰어나고 및 에너지 소모가 적은 것이 특징
- DRAM에 로직을 추가하여 CPU의 연산을 가속하는 DPU(Data Processing Unit)
PIM 기술 개발하여 성능 제한을 극복 (UPMEM, 2019)
ㅇ [PIM 인터페이스 기술] 칩 또는 Chiplet 단위의 연결을 위한 고속 인터페이스 기술 표
준화 활동이 활발히 전개중이며 미국의 Synopsys, cadence 사가 세계적으로 기술 선
도중이며 국내의 경우 대부분 IP의 외부에서 도입에 의존중임
- HBM, CPU 및 GPU 사이를 고대역으로 연결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기술이 PCIe,
CCIX, Gen-Z, OpenCAPI, CXL 등의 이름으로 표준화 작업으로 진행되고 있음
ㅇ AI-X 첨단 반도체의 응용분야의 다양화를 위한 구조 및 알고리즘 개발과 더불어 연산을
경량화하고 고성능화 할 수 있는 반도체 기술 개발이 진행 중
- (해외) 인터넷 서비스, 스마트단말, 자율주행차의 분야에서 응용에 특화된 인공지능 반
도체를 글로벌 기업 중심으로 발표 됨 현재 제품에 적용되어 부분적인 상용화가 진행
되었으며, 응용 서비스의 확대를 위한 기술개발 이 진
- (국내)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 반도체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나, 국내 메모리
반도체 대기업이 독자적인 사업확장 및 성과창출은 한계
* 반도체 대기업은 그간 핵심사업인 메모리 반도체(Cash-cow) 부문에서 선도적 지위
를 확보・유지하기 위한 존속적 기술혁신에 집중하고 있으나, 시스템 반도체분야인
지능형반도체는 품목의 특성상 대기업의 반도체 기술력으로만 경쟁하기에는 한계가
존재
ㅇ (기술 수준) 선도국인 미국 대비 약 80%, 3년 미만의 기술 수준의 격차(‘21년 과기정
통부 기술수준 조사
* 미국, 유럽, 일본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선도국 대비 84%)이며, 고신뢰 기술
을 제외하고는 중국보다도 열위
* 인공지능 반도체 HW 부문은 세계 최고수준 대비 지능화 기술은 81.3%, 저전력 기
술은 86.9%, 고신뢰기술은 83.0%로 1~2년의 기술격차를 가짐
- (분야 활성화 시기) 현재 애플, 구글, 테슬라의 기업에서는 시제품 발표이후, 부분 상
용화가 진행 중이며, 본격화되는 시기는 ‘23년 이후 부터일 것으로 전망
ㅇ [패키징 기술] 삼성전자는 3차원 적층기술‘엑스큐브(X-Cube)’를 적용한 시스템반도체
설계 테스트칩 생산에 성공 (2020년 8월)
- 'X-cube' 기술은 전 공정을 마친 웨이퍼 상태의 칩 여러 개를 위로 얇게 쌓아올려 하
나의 반도체로 만드는 기술로, 로직과 SRAM(Static Random Access Memory)을
단독으로 설계⋅생산해 위로 적층하기 때문에 전체 칩 면적을 줄이면서 고용량 메모리
솔루션을 장착할 수 있어 고객의 설계 자유도를 높일 수 있음
ㅇ 전공정 장비 중 증착 일부 세정 열처리장비는 경쟁 가능한 수준이나, 노광장비, 이온주
입장비 및 측정장비는 기술기반이 매우 취약, 후공정 장비 중 조립장비는 경쟁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되나, 테스트 장비는 여전히 취약
ㅇ 계측/검사 장비는 최근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국산화 개발 시도 되고 있으나 기반기술
이 취약하여 선진업체와의 기술 간극이 매우 큰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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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중요성

ㅇ 메모리 시장 세계 점유율 1위인 우리나라의 경우 메모리 기반 컴퓨팅이 가능한 PIM 사
업은 전략적으로 세계 시장 선도에 유리한 품목이며 인공지능 반도체의 활용성을 고려
할 때 타 산업간의 시너지 및 확장성이 큰 품목으로 기대됨
ㅇ 항공, 우주 및 자율차와 같은 첨단 반도체 기술이 생활, 산업, 경제,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응용 분야를 온전하게 실현하기 위해 관련 시스템 반
도체 기술이 필수
- 디지털전환의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은 A.I, Big Data, IoT(Internet of Things)
이며, 해당 기술에 기인하여 초지능화 및 초연결화 사회가 구현될 전망이를 위한 프로
세서, 메모리, 센서, 통신 등 반도체 기술 발전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
ㅇ 미국을 중심으로 2019년부터 PIM 기술개발을 진행하였으며 초기 프로토타입을 공개
후 양산계획중
Panasonic
(일본)
MYTHIC
(미국)
UPMEM
(미국)

RRAM 기반의 AI프로세서 개발 (4MB 집적도)
FLASH 메모리기반 PIM기술개발 통해 고효율의 인공지능반도체 개발
DDR4기반의 PIM 기술개발후 관련 HW/SW 제공 (현재 프로트타입)

- 국내의 경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PIM 개발을 자사 공정을 이용하여 프로토타입
을 개발하였으며 적용 메모리 종류 및 응용 제품의 확대를 진행중에 있음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양사

산업
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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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현황

PIM적용 ‘GDDR6-AiM’ 반도체 샘플 공개 (ISSCC ‘22학회)
세계 최조 HBM-PIM을 개발하여 기존 HBM보다 성능 2배 향상 (‘21)
세계에서 2번째로 Isosorbide 모노머 생산기지 설립 (1만톤/년)

ㅇ `16년 구글의 TPU발표를 시작으로 `18년 애플의 A10에 NPU를 탑재함으로써 지능형
반도체의 개발이 가속화됨. `19년 테슬라의 경우 자율주행(FSD)을 위한 독자적인 AI 반
도체를 발표하였으며, `21년 로봇용 D1 AI 반도체를 발표
* 초기 딥러닝 기반의 가속기를 위한 반도체를 통해 일부 서비스에 제한적으로 적용되
던 기술에서 최근 새로운 구조의 인공신경망 기술간의 협력 및 보완을 통해 서비스
분야의 다양화와 가능성을 확보하고 있음
* 기존 응용분야 이외에도 엔터테인먼트, 금융, 빅데이터 분야의 서버형 반도체와 동적
비젼 센서, 웨어러블 장치 등과 같은 엣지 영역으로도 확장되고 있음
- (국내) 퓨리오사, 딥엑스, 리벨리온과 같은 10여개의 중소 스타트업 기업들이 독자적인
NPU제품을 발표하고 시장에서 경쟁 중이며, SKT는 SAPEON의 NPU를 발표하고
`22년 연내 상용화를 진행할 예정
* 응용 분야의 다양화를 위한 개발이 진행중이며, 아직까지는 반도체의 연산 성능의
홍보를 통해 사업화를 위해 노력 중
ㅇ 주요국은 자국 內 반도체 공급망 강화, 미래기술 확보 속도전 진행 중, 주요기업은
M&A와 대규모 투자를 통한 미래시장 선점에 집중
- (미국) 반도체 제조·R&D·공급망 진단 등 전방위적 육성 도모
* 바이든 행정부, 반도체 산업 지원에 500억 불(약 56조 원) 투입, 반도체 기술연구
및 프로토타입 개발, 스타트업 지원, 인력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을 수행하는 국가반
도체기술센터 설립
* 인텔, MS·IBM과 파운드리 시장 재진출, 22조 원 투입해 애리조나 공장 신설
- (유럽) 반도체 생산 거점 및 제조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책 준비
* 10나노 이하 초미세공정을 이용한 반도체 생산거점 마련을 위한 프로젝트(IPCEI
:Important Project of Common EU Interest) 지원 예정
* 반도체 기업 투자금액의 20∼40% 수준의 보조금 지원 등
* 2030년까지 180조 원 투자, 반도체 생산량 전세계 20% 달성 목표
- (중국) 반도체 펀드, 중국제조 2025 등 반도체 산업 발전정책 시행, 미국정부의 對中
제재 이후 자립 가속화

부 록

* 반도체를 집중육성하는 총 55조원 규모 국가 반도체 펀드 조성
* 파운드리업체 SMIC 등 집중육성, 선전 파운드리 신공장 내년 가동 목표
- (일본) R&D·제조환경 조성을 위한 민관사업 3.9억 불 투자 예정
* 경제 산업성을 중심으로 TEL, 캐논 등 장비사가 중점 역할 수행, TSMC(臺), Intel
(美) 협력을 통해 2나노 공정기술 개발 목표
- (대만) 미국 일본과 파운드리 공장 증설, 올해 설비투자 31조 원 투입
* 최근 TSMC는 향후 3년간(’21-’23년) 1,000억 불 투자 발표, 미국 內 6개 Fab 신
설에 360억 불, 중국 난징에 28억 불 투입 예정

파급 효과
(경제, 사회)

ㅇ (경제적) 국내 반도체산업 분야 경제적 파급효과는 한국은행 산업연관 계수를 활용한 산
출한 결과, 생산유발효과는 약 1조 6,157.6억 원이며,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7,013.8억
원으로 기대됨
- 인메모리 프로세싱 기반 메모리 반도체 기술을 통한 인공지능 프로세서 설계 기술 및
SW 등 핵심기술의 국산화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IP 및 지식재산 수입에 의한
외화 유출의 감소가 기대됨
- PIM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스템SW, 성능평가, 설계 Tool 등 기반기술을 확보함으로써
반도체 산업구조 전체의 혁신역량을 높이고, 선진국 수준의 인프라를 확보
- 첨단 반도체를 통하여 국가 전체 수출의 20%에 달하는 반도체 산업의 시장 규모 확장
및 기술적 주도권 확장 유지를 위한 계기 마련
ㅇ (사회적) 국제적 기술무기화가 진행되고 있는 반도체 산업에서 지능형 반도체 산업 발전
및 주도권 확보를 통하여 세계 1위 반도체 강국으로 발돋움할 발판을 마련
- 팹리스・SW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과 수요기업이 모두 참여하는 기술네트워크 방식으
로 추진함으로써 밸류체인 상의 전주기에 걸쳐 이해관계자가 상호 협력하여 Death
Valley를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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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분야명

양자정보

분야 정의

ㅇ 양자의 고유한 특성(양자얽힘, 양자중첩)을 정보 분야에 적용하는 차세대 정보통신 기술
관련 산업
-양자컴퓨팅･양자통신･양자센싱 등의 응용 기술 포함

핵심기술

ㅇ 양자 이론 : 양자 신호 특성 분석 및 모델링, 양자컴퓨팅 알고리즘, 양자통신 프로토콜 등
ㅇ 양자 신호 생성/제어/측정 기술 : 양자신호를 효율적으로 생성하는 기술, 장시간 양자
상태 유지 및 정제 기술, 고효율 양자 측정 기술
ㅇ 양자 소재/소자/부품/시스템 : 양자정보 응용 기술을 실현하기 위한 소재/소자/부품/시
스템 개발 기술
ㅇ 양자컴퓨터
- 초전도, 이온덫, 광자, 고체점결함, 양자점 큐비트 소자를 이용
하여 양자 연산을 수행하는 장치

주요 제품
분야
개요

ㅇ 양자키분배 시스템
- 보안통신에 사용하는 비밀키를 양자 신호의 특성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분배하는 장치
ㅇ 양자 자기장 센서
- 양자의 특성을 이용하여 극미세 자기장을 측정하는 장치

ㅇ 양자컴퓨팅 클라우드
- 양자 컴퓨터 기반 양자 연산 서비스를 제공

주요 서비스

ㅇ 프리미엄 보안통신
- 양자키분배 기반의 프리미엄 보안 서비스
ㅇ 정밀 측정 서비스
- 고전 센서가 측정 하지 못하는 신호를 양자 센싱을 이용하여
감지하는 정밀 측정 서비스

시장
성장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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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전망/
시장 규모

ㅇ (해외 전망) 양자컴퓨팅, 양자암호, 양자센서로 구성된 양자정보 세계시장은 ’22년
16.78억 달러에서 ’27년 55.94억 달러로 연평균 22.8% 성장 전망 (2020 IITP 기술
로드맵 참조)
* 세계시장 : 양자컴퓨터 - ’22년 3.12억 달러 / ’27년 14.54억 달러
(연평균 42.6% 성장 전망)
양자암호 - ’22년 1.59억 달러 / ’27년 21.08억 달러
(연평균 50.5% 성장 전망)
양자센서 - ’22년 12.07억 달러 / ’27년 20.32억 달러
(연평균 10.4% 성장 전망)
ㅇ (국내 전망) 국내시장은 ’22년 1,067억 원에서 ’27년 3,516억 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
* 국내시장 : 양자컴퓨터 - ’22년 46.8억 원 / ’27년 276억 원
(연평균 51.0% 성장 전망)
양자암호 - ’22년 105억 원 / ’27년 1,540억 원
(연평균 57.0% 성장 전망)
양자센서 - ’22년 910.5억 원 / ’27년 1,699억 원
(연평균 12.6% 성장 전망)

부 록

ㅇ 양자컴퓨터 분야는 미국, 유럽이 양자 시뮬레이터 연구를 주도하고 있으며, 원자 플랫폼
의 양자 다체문제 해결, 광자 플랫폼의 보존샘플링 기반 양자 화학 에너지 레벨 문제해
결 등에 주력
- (해외) 1QBit, Xanadu 등의 SW벤처가 생겨나고, IBM, 구글, Rigetti, D-Wave의
클라우드 서비스 출시로 HW, SW 시장 및 서비스 시장의 3개의 시장 형성
- (국내) HW, SW의 개발단계이므로 연구개발용 장비, 재료 등에 대한 시장이 형성되는
정도로 광부품, 측정장비 및 관련 반도체 재료 등이 혼재해 있음
ㅇ 양자암호 분야는 ITU-T의 Y.3800 표준 승인 이후 키관리, SDN 기반 QKD 네트워크,
QKD 네트워크 제어/관리 등 장비 중심에서 네트워크 중심으로 기술개발 트랜드 전환
- (해외) 세계 각국의 정부뿐 아니라 도이치텔레콤, AT&T, BT 등 글로벌 대기업들의
R&D 투자가 증가하면서 향후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경쟁 치열
- (국내) 통신사를 중심으로 양자암호통신 장비 개발 및 사업화 추진, ㈜우리로, EYL 등
중소기업은 통신사와 연계하여 핵심부품 개발 및 수출
기술 현황
ㅇ 양자센서 연구는 기술개발을 위한 부품 · 장비 중심으로 성장하였고, 향후 전자기센서,
중력센서, 초정밀 이미징센서 등 정밀 제어계측 영역으로 확대 예상
- (해외) 대기업(미국 Lockheed Martin, 독일 Bosch), 스타트업(스위스 Qnami) 등이
양자자기센서 시제품을 개발해 시장 진입 준비 중
- (국내) 국내 양자센서 연구는 초기단계에 있고 학교 및 연구소를 중심으로 기본 특성
연구에 집중
※ (기술 격차) 미국과 유럽의 기술수준이 매우 높고 중국이 정부의 전폭적인 R&D 지원을
통해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 축소 (ICT R&D 기술로드맵, IITP 2020)
양자컴퓨터- 선도국(미국) 대비 3년 격차
양자암호- 선도국(미국) 대비 2년 격차
양자센서 – 선도국(미국) 대비 2.7년 격차
ㅇ (분야 활성화 예상 시기) ‘22년부터 10년 후
ㅇ 데이터의 폭발적 증가(`22년 44ZB 데이터 생산 예상)와 고성능 반도체 제조 기술 한계
도달(수 nm)에 따라 양자컴퓨터 도입이 유력한 대안
- 중·단기적으로 NISQ 하드웨어 및 NISQ 알고리즘 기반 문제해결 플랫폼에 의한 실용
적 양자 시뮬레이터 개발 및 양자우위 실현될 전망
- 향후 에러정정 기술 성숙에 따른 논리 큐비트 기반 결함허용 양자컴퓨팅 실용화와 양
자메모리(QRAM) 개발 등으로 양자인공지능 구현 전망

전략적 중요성

ㅇ 양자통신은 현재 암호기기의 메시지 암·복호화에 필수적인 비밀키 교환에 집중되고 있지
만 향후 양자기기 간 양자상태 정보전송으로 확장
- 초기에는 단거리 응용 분야 적용을 위한 상용화 기술 개발을 통해 암호화가 필요한 금
융, 의료, 연구, 행정, 국방망 등에 사용되어 점진적인 시장 확대 전망
- 궁극적으로는 양자중계기 기반 장거리 광섬유 및 위성 링크를 기반으로 하는 안전한
글로벌 양자 통신 네트워크로 발전
ㅇ 양자센서는 고전적인 측정한계를 극복해 고정밀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의료, 국방, 자
율주행, 측량 등 다양한 분야의 비약적인 발전에 기여
- 광자, 원자, 점결함 등의 양자상태를 활용하기 위한 양자소자 기술이 소형화, 집적화하
여 양자센서 기술을 실용화 단계로 이끌 것으로 전망
- 가속도 및 각속도, 시간, 자기장, 이미지, 물질분석 등 다양한 물리량의 측정기술을 제
공하며 양자정보통신의 전반적인 기술수준 향상에 기여

산업

산업 현황

ㅇ 양자컴퓨터는 IBM, MS, 아마존 등 글로벌 IT기업이 주도하고 있으며, 양자컴퓨팅 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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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드 서비스를 출시하여 기술 접근성 및 자사 플랫픔으로 유입을 확대
- (해외) IBM-Q는 11개 산업파트너, 13개 허브, 30개 벤처, 34개 대학 등 총 106개
기관이 유료사용 중으로 초기 시제품에 의한 이윤창출/재투자의 선순환 구조 마련
(`20.6), MS는 IonQ, QCI, 허니웰의 양자컴퓨터를, 아마존은 D-Wave, 리게티, 이온
큐의 양자컴퓨터를 클라우드 서비스로 출시
IBM
(미국)
Google
(미국)
Microsoft
(미국)
Amazon
(미국)
Intel
(미국)
Ion-Q
(미국)
Alibaba
(중국)
PsiQuantum
(미국)

생태계

IBM-Q Hub와 같은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다임러, 웰스파고, 델타항공 등에
사례 연구 및 응용 기회 제공 및 총 15 개 이상의 양자컴퓨터 시스템 제공
을 통한 미래 고객 발굴
알고리즘 개발 및 연구자들의 넓은 연구기회 제공을 위한 다양한 플랫폼 제
공 및 하드웨어 개발과 클라우드 서비스 준비 병행
기존 클라우드 서비스의 양대 강자중 하나인 Azure 서비스를 이용한 양자컴
퓨팅 연구의 클라우드 서비스화 개시 예정 및 서비스 플랫폼 개발과 공개
세계 최대 클라우드 서비스인 AWS(Amazon Web Service)를 통해 양자컴
퓨팅 서비스의 제공 준비 및 이를 위한 양자 프로세서 제작업체들과의 협력
본격화
반도체 기반 양자 프로세서의 개발에 집중함과 동시에 QuTech(네덜란드)와
공동으로 개발한 양자 프로세서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준비 및 관련 연구자
들에게 오픈 소스 개발 툴 및 서비스 제공
Trapped Ion 기반 양자프로세서를 이용한 실제 연산 서비스를 양대 클라우
드 서비스 제공사인 Microsoft의 Azure와 Amazon의 AWS에 제공
자체 Alibaba Cloud 서비스를 통해 2018년부터 연산을 직접 실행해볼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Google 및 IBM과 같이 동작하는 양자컴퓨터 구현을 위해 광자를 이용한
양자프로세서 하드웨어 및 SW 개발 진행

- (국내) HW, SW의 개발 단계이므로 연구개발용 장비, 재료 등에 대한 시장이 형성되는
정도로 광부품, 측정장비 및 관련 반도체 재료 등이 혼재해 있음, 삼성은 미래기술육성
센터 프로그램 내“양자컴퓨팅 실용화를 위한 원천기술 개발 과제”를 통한 기술 개발과 해
외벤처(Aliro, IonQ) 투자를 통해 기술 확보 시도
ㅇ 양자암호는 미국, 유럽, 중국, 스위스의 다양한 글로벌 양자통신 기업들이 산업 및 시장
을 주도하고 있음
- (해외) 세계 각국의 정부뿐 아니라 도이치텔레콤, AT&T, BT 등 글로벌 대기업들의
R&D 투자가 증가하면서 향후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경쟁 치열
ID Quantique
(스위스)
AT&T
(미국)
BT
(영국)
Huawei
(중국)
Deutsch Telekom
(독일)
Toshiba
(영국)
Quintessence Lab
(호주)
QuantumCTek
(중국)
Quantum
XCHANGE
(미국)
Qutools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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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 통신 부품 및 QKD 시스템 제공, 유럽 일대의 다수의 금융정보
백업 및 클라우드 망에 양자암호통신 상용 시스템 적용
업계, 학계, 정부기관을 포함한 양자경제개발컨소시엄 합류, 2020회계
연도에 4억 4,000만 달러 투입 예정 (양자통신, 센싱, 컴퓨터 총괄)
UKQN(UK Quantum Network) 프로젝트로 125km 상용등급 양자
네트워크 테스트베드 구축
2018년 안전한 통신 서비스를 위해 상용 광통신망에 양자암호를 적용
하는 필드 시험을 수행함
도이치텔레콤 네트워크 시험망에 양자암호통신 시스템 적용
Cambridge Research Laboratory을 설립하고 고성능 QKD 시스템,
Quantum device 연구 선도
기업용 안전한 부호화 모듈, 진정 양자난수발생기 제공, 캘리포니아 일
대의 NASA 연구망(560km)에 자사 기술로 QKD network 구축
양자암호통신 장비 및 양자 신호 생성 및 검출 관련 상용 제품을 개발
하여 자국 내에서 판매 중
미국 뉴욕 금융망에 양자 보호화된 네트워크 기술 제공 발표
광자 검출기 및 양자난수생성기 등의 상용 제품을 출시하였고 QKD 상
용 장비 개발 진행

부 록

- (국내) 통신사를 중심으로 양자암호통신 장비 개발 및 사업화 추진, ㈜우리로, EYL 등
중소기업은 통신사와 연계하여 핵심부품 개발·수출
* 일부 유선구간 시범 서비스 기술은 확보했지만, 생산성, 기존 인프라 연동, 장거리 양
자전송, 유무선 채널 등 추가 연구를 통한 시장 확대가 필요한 시점
ㅇ (양자센서) 미국과 유럽에서 산업 및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기술개발을 위
한 부품·장비 중심으로 성장하였고, 향후 전자기센서, 중력센서, 초정밀 이미징센서 등 정
밀제어계측 영역으로 시장의 확대 예상
- (해외) 대기업(미국 Lockheed Martin, 독일 Bosch), 스타트업(스위스 Qnami) 등이
양자자기센서 시제품을 개발해 시장 진입 준비 중
Lockheed Martin
(미국)
Bosch
(독일)
Qnami
(스위스)
MuQuans
(프랑스)
AOSense
(미국)
Honeywell
(미국)
GWR
(영국)
M Squared
(영국)
Sparrow Quantum
(덴마크)
Microsemi
(미국)
Teledyne
(미국)
Oscilloquartz
(스위스)

양자 레이더, 양자 자기장 센서 이용 항법 시스템 개발 중
휴대용 NV 기반 양자 자기장 센서 개발
나노스케일 이미징 시제품 상용화
레이저냉각 이용 원자시계, 양자 중력장 센서 상용화
휴대용 중력계 상용화
초소형 원자 가속도계 개발 중
초전도 기반 중력계 상용화
단일파장 레이저, 초고속 안정화 레이저, 3D 용량 이미징 등 상용화
단일광자 광원 상용화
초소형 원자시계, 내장 원자시계 상용화
초소형 원자시계 상용화
네트워크 동기화 세슘 원자시계 상용화

- (국내) 국내 양자센서·계측 연구는 초기단계에 있고 학교 및 연구소를 중심으로 기본특
성 연구에 집중, 원자시계, 양자자기센서, 단일광자검출기 등 활용분야 넓고 시장이 큰
영역에서 국내 기업 육성 필요

파급 효과
(경제, 사회)

ㅇ (경제적) 신시장 창출, 에너지 산업 발전에 기여, 자원 비용 절감, 상용화 비용 절감 등
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됨
- (신시장 창출) 양자시뮬레이터, 양자암호, 양자센서에서 파생되는 신시장 창출 효과
- (에너지 산업 발전에 기여) 신소재 개발을 통해 수소기술은 물론 배터리 등 에너지 산업
전반의 발전 견인
- (자원 비용 절감) 희귀금속 대체소재 발견을 통한 자원에 드는 비용 절감, 다중 양자
상태를 생성하고 분배함으로써 양자 컴퓨팅 구현에 소모되는 비용 절감
- (상용화 비용 절감) 광 직접소자 기반 얽힘 광원 모듈 및 양자 상태 전송 및 양자측정
모듈 개발을 통한 유선 양자 네트워크 및 양자 인터넷 상용화 비용 절감
ㅇ (사회적) 자원 공급망 다각화, 인력 창출 효과, 기후변화 대응 등의 사회적 파급효과가
예상됨
- (자원 공급망 다각화) 희귀자원에 대한 대체 소재 발견으로 해당 원자재의 수입의존도
를 줄여 공급망 다각화 추진
- (인력 창출 효과) 소재개발 관련 양자시뮬레이터 분야 시장 개척, 대규모 유선 양자 네
트워크 및 양자 인터넷 개발 관련 양자정보기술 분야 시장이 개척되어 고급 인력 고용
창출 효과 예상
-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 청정에너지인 수소 기술의 발전을 견인하여 기후변화에 효과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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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분야명

분야 정의

휴먼증강
ㅇ 인간의 신체･인지･감성 능력의 저하를 예방, 증강 또는 장애 극복을 통해 지속적인 건강
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기반의 산업
- 신체 및 외부 환경을 실시간으로 감지하여 건강과 활동상태를 모니터링하며, 사용자
의도에 따라 신체능력(근력, 지구력, 시청각 등) 및 인지능력(기억, 판단 등) 등을 증대
시키는 제품
기술분야

핵심기술

내용

신체 능력 증강

신체의 감각 능력, 운동 능력 및 근력 능력 보완 및 강화

인지 능력 증강

뇌에 물리적 자극을 통해 인지능력(집중력, 기억력, 집행능력 등) 향상

감성 능력 증강

소통 능력 향상 및 이상 감정 제어

관련 기술

(정보통신･전자공학) 인공지능, 감성･인지컴퓨팅, 디지털트윈, 행동인터넷 등
(뇌공학) 뉴로피드백, BCI/BMI, 마인드리딩 등
(바이오･생명공학) 시･청각 등 인공감각, 인공장기 바이오 칩･센서 등
(로봇·기계공학) 근력증강 웨어러블 로봇 기술, 3D 프린팅 기술 등

ㅇ 자율 소프트 슈트
- 지능형 능동형 의복으로 근력증강 및 위험요인에 대응하여 자
율적 신체보호 및 인공 신체기관 자율제어
*신체 보호: 혈액순환, 체온, 수분 유지, 통증 완화 등
분야
개요

주요 제품

ㅇ 디지털 인공감각/감각대체 기기
- 뇌/신경과 연결되어 반영구적으로 손실된 신체감각을 대체하여
정상 부위와 동일한 수준으로 신체 기능과 감각 복구
ㅇ BCI 디바이스
- 뇌파를 통해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고 스트레스 해소를 도와주
는 헬스케어 시스템
ㅇ 감각 트랜스포머 서비스
- 감각 능력이 상실된 사람들의 감각기능을 대체·보완 및 신속한
회복지원

주요 서비스

ㅇ 심리스(Seamless) 정신건강 케어 서비스
- 디지털-에이징, 웰-에이징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정신
건강을 모니터링하고 치료법을 제공
ㅇ 브레인 디코딩 서비스
- 사람의 뇌에 기억된 정보를 읽어서 생각만으로도 기억된 정보를
이미지로 재구성하는 서비스

시장
성장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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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전망/
시장 규모

ㅇ (해외 전망) 글로벌 전체 휴먼증강 시장 규모는 ‘19년 709억 달러에서 연평균 23.9%
증가하여 ’24년 2,069억 달러로 성장 전망
- 웨어러블의 의복형 시스템의 연평균 성장률이 34.2%로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
- BMI 제품 및 서비스 시장이 ‘19년 30억 달러에서 ’27년에는 176억 달러로 약 6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 (Juniper Research)
ㅇ (국내 전망) 국내 휴먼증강 시장 규모는 2019년 32억 달러에서 연평균 28.8% 증가하
여 2024년 8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출처: IITP 전략품목보고서 - 트랜스휴먼

기술 현황

ㅇ (해외) 미국, 유럽, 일본 등 휴먼증강기술 선도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개발이 활발하
게 진행 중
ㅇ (국내) 국내 휴먼증강기술은 연구소 및 대학을 중심으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부 록

아직은 연구 초기 단계임
※ (기술 격차) 선도국(미국) 대비 3~5년 격차
ㅇ (분야 활성화 시기) ‘22년부터 5~10년 후

전략적 중요성

ㅇ ‘High risk-High return’ 태동기 미래유망기술로 기술패권 경쟁에서 기술의 선점을 위
한 정부 역할 증대와 전략적 투자가 시급
- 장기적인 융복합 연구가 전제되어야 하며 실용화에 적합한 주제를 선택하여 지속적인
원천기술 확보와 상용화를 위한 전략 제시 필요
ㅇ 다양한 영역에서 휴먼증강 기술이 활용되면 이종간의 기술융합으로 활용분야 및 영역이
확장되고 관련 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
- 나노/생체공학/IT 등의 융복합 개발 특성이 매우 강하며, 기술 확보 이후의 진입장벽
이 높은 분야로 융합·확산을 통해 신시장 창출 가능
ㅇ 미국, 유럽, 일본 등 휴먼증강기술 선도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진
행 중이며, 관련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의 영향력은 매우 낮은 수준
- (해외) 신체증강 분야에서 외골격 로봇은 상용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연소재를 기
반의 소프트 슈트 개발을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며, 인공보철은 근전도 기반으로 단순
한 동작을 제공하는 수준이며, 인공감각 역시 특정감각에 대한 신경코드를 검정하는
초기 연구단계임. 인지증강 분야는 웨어러블 신경인터페이스 기기들이 상용화를 위해
여러 기업에서 개발되고 있으며 헤드밴드형과 모자형이 대표적인 웨어러블 뇌파 측정
기기가 개발되고 있음

신체
증강

산업
생태계

산업 현황
인지
증강

감성
증강

eksoBIONICS
(미국)
SUIT X
(미국)
Lockheed
Martin
(미국)
Cyberdyne
(일본)
Rex Bionics
(영국)
se/sm/c
(미국)
Flow
Neuroscience
(미국)
Vielight
(호주)
Neuroelectrics
(스페인)
Virtually
Better
(미국)
Interaxon
(캐나다)
Neurowear
(일본)
Philips
(네덜란드)

노동자의 부상 방지, 피로도 감소, 지구력과 건강 향상을 역할을 수
행하는 상지 외골격 로봇 EVO 등 개발
산업/근로용으로 어깨, 등, 다리를 보조하여 노동에서 오는 피로도를
감소하는 shoulderX, backX, legX 제품을 판매
근력과 지구력 강화하여 경사 및 험한 지형 이동과 장거리 무거운
짐을 운반할 수 있는 외골격형 ONYX 판매
HAL 제품은 웰빙 생활을 위한 외골격 로봇과 산업 현장에서 노동
자를 위한 외골격 로봇을 판매
거동 장애 환자의 재활 훈련와 가동능력을 향상하는 REX 개발
속옷처럼 옷에 입을 수 있는 직물형태의 근력보조 옷으로 일상생활
뿐만 아니라 근로 현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컨셉 제시
헤드밴드 형태의 경두개직류자극(tDCS) 시스템으로 우울증을 조절하여
기분장애 치료용으로 활용되나 인지기능 개선을 위해서도 활용 가능
광생체조절(PBM) 기반의 뇌기능 증진 장치를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음
다양한 형태의 전기자극이 가능한 다채널 경두개 전류자극 시스템 개
발 및 판매
VR을 의료분야에 활용하는 기업으로 공포증, PTSD, 중독 치료와 심
신 안정과 수면질 향상 등을 위해 기술을 개발
웨어러블 신경인터페이스 기기의 가장 대표적인 헬스케어 응용 사례
로, 헤드밴드형 뇌파 측정기 muse는 뇌파를 앱에서 실시간 분석하여
사용자의 심신안정도를 바탕으로 소리 형태의 피드백을 제공
뇌파를 이용하여 고양이 귀 모양의 헤어밴드로 감정을 표현하는 웨
어러블 신경인터페이스 기기 네코미미 개발
슬립 헤드밴드라는 웨어러블 뇌파 측정기기를 통해 수면 단계를 인
식하여 더 깊은 수면을 유도하는 소리 자극을 제공하여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서비스를 제공

- (국내) 신체증강 분야는 근력을 보조하는 외골격형 웨어러블 로봇 제품을 기업에서 개
발하여 현장에 적용중이나, 큰 시장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음. 인지증강 분야는 초음파
및 전기로 뇌를 자극하여 뇌기능을 향상시키는 기술이 개발 중이며, VR기술과 연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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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성장동력 발굴･선정 방법론 연구

여 의료분야와 교육분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신체
증강

인지
증강

감성
증강

관련
규제 현황
(국내)

관련 법·제도
(국내)

파급 효과
(경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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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프알티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작업에 필요한 근력을 현장작업 맞
춤형으로 지원하는 웨어러블 로봇 개발, 소방관, 산림청 등에 적용

엔젤로보틱스

하지 불완전마비, 선천성 보행장애 대상자의 부족한 근력을 보조하는
개인맞춤형 로봇 보행 보조기 개발

LIG넥스원

근력증강로봇으로 사용자의 상/하지 근력을 증강시켜 인명구조, 소방
관, 산업/의료 근로자, 개인병사 등 근력지원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
에서 사용

LG

산업현장이나 상업, 물류 공간에서 사용자의 허리 근력을 보조하는
하체근력 지원용 웨어러블 로봇 CLOi 개발

삼성

사용자의 필요에 고관절, 무릎, 발목 근육을 덜어 주며, GEMS
Hip, GEMS Knee, GEMS Ankle 개발

뉴로소나

저강도 지속초음파 기기를 활용, 임상 분석 결과가 전두엽 기능 중
심의 뇌기능 향상. 주요 우울증 장애 치료에도 효과

와인브레인

인지재활 및 우울증 치료에 활용 가능한 경두개 직류자극 장치인
‘마인드 스팀’을 출시하여 식약처 시판 허가를 취득

소소

뇌파 웨어러블 기기인 Brainno 개발, 뉴로피드백 훈련을 통한 전두
엽·두정엽 개발, 좌우뇌 균형개발, 학생들의 학습태도 개선

싸이큐어

VR을 이용하여 환자 또는 일반인들의 두려움을 완화시키고 환자들
이 치료 동안 겪는 사회적·심리적 안정을 주는 데 활용

옴니핏

헤드밴드형 뇌파 측정 및 뉴로피드백 기기인 옴니핏브레인을 통해
뇌파를 측정·분석하여 사용자의 컨디션에 맞는 명상 및 힐링 뮤직
서비스 제공

ㅇ 휴먼증강 관련 규제는 따로 없으며 현재는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 적용
- 기술개발 완료 후 적기에 실용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와 다른 인허가 절차 필요
- 생체 조직 대체 물질 개발 및 인공 장기, 인공 감각기 등 개발에 따른 평가 기준과 실
용화를 위한 인증제도와 인프라 구축 필요
ㅇ 현재 휴먼증강 관련 법·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뇌 신경신호 등 인체정보 사용과 관련된 법·제도·규제 마련 필요
ㅇ 인간 대상 기술로 연구개발 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 필요
- 연구개발을 위해서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를 필수로 받아야 함
ㅇ 안전성 기준과 평가체제 등 규제 마련 필요
ㅇ (경제적) 초고령화 시대 글로벌 국가 경쟁력 유지
- 인간의 신체 기능 보완으로 의료비 및 부양비 감소
- 경제활동인구 유지 및 잠재성장률 하락 방지
- 휴먼증강 기술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신산업 창출 및 고용 증대
ㅇ (사회적) 디지털 포용을 통한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생활 지원 기술로
- 취약계층 (고령자, 장애인 등)의 자립생활 지원과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로 사회적 고립
문제 해소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