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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목
2021년도 성장동력 기획·관리 및 운영

Ⅱ. 연구 배경
유망 신산업 발굴·육성을 위해 추진되는 혁신성장동력은 최근 산업질서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정책 환경을 맞게 되며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정책적 변곡점에 위치
혁신성장동력은 이전 정부의 미래성장동력 등 기존의 성장동력 정책을 계승하며 신산업 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을 추진 중
2019년 전후 시점부터 자국중심주의, 코로나19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와해되기 시작하고, 기존
성장 모델의 한계가 지적되면서 신산업 정책은 새로운 변화에 당면하게 됨
- 그간 경제발전 위주 성장동력 관점의 기술정책을 확대해, 국제질서의 역학관계까지 고려하
는 경제·외교·안보 통합적 기술전략 마련 필요
- 전세계적으로 양적 성장 이에도 환경·사회적 가치를 포괄하는 대안적 성장의 개념이 대두

Ⅲ. 성장동력 정책기획 및 성과점검
성장동력 정책 개념 정의
성장동력 정책의 일관성 및 연속성 유지를 위해 성장동력 정책의 개념을 정의하여,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 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할 필요
- 성장동력 정책의 목표와 방향성을 규정하여 5년 이상의 장기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토록
성장동력의 개념을 정의
기존의 성장동력 개념에는 공통적으로 경제 침체 및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과학기
술 기반의 성장동력을 제시
- 성장동력 정책의 공통적인 목표는 신산업을 창출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 기술준비도(TRL)는 협의로는 5~8단계에 해당하나 원천기술 등 중장기적 관점을 포함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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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단계를 추가 고려할 수 있으며, 기술수명주기 및 산업수명주기를 고려하면 기초연구 성과
의 산업적 활용을 기대할 수 있는 기술성장기~산업태동기에 해당
- 해외국은 제품·서비스 개발 및 주요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공통기술(Cross-cutting
Technologies, CCT), 또는 범용목적기술(General-purpose Technologies, GPT)에 집중
여러 문헌 및 전문가 논의 등을 통해 성장동력 정책에서 활용 가능한 성장 및 성장동력의 정의를
설정
- (성장의 정의) 부가가치 창출, 신산업 성장 등 경제성장을 우선으로 하고, 사회적 가치*는
보완적으로 고려
* 탄소중립 등 난제 해결이 신산업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분야 고려

- (성장동력의 정의(안)) 기술 발전을 통해 향후 5~10년 내에 경제·사회 분야 혁신을 주도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제품 및 서비스
※ 미래 신산업, 융합적·다부처적 속성, 민간 주도 등 성장동력의 속성을 고려

성장동력 기술사업화
신산업 분야로 산업 전반의 체질이 변화함에 따라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의 사업화
방안 검토 추진
- 정부의 맞춤형·전주기 지원체계를 바탕으로 민간의 혁신성·창의성을 적극 활용, 신산업 분야
(우주, 바이오, 인공지능)에서 민간 중심의 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 검토
- 기술분야별 전문가 회의(3회) 및 창업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간담회 (2회)
개최를 통해 의견수렴 및 신산업 분야 기술창업 정책 방향 도출

성장동력 추진현황 이행점검
13대 분야 소관부처 대상으로 시행계획 추진목표 대비 현재 수준, 21년 대표성과, 향후 계획
및 시행계획 로드맵 추진과제별 세부 추진현황 중심으로 조사
- (빅데이터) 연관분석 지식베이스 생성 및 이종 및 다종 정보 연계를 위한 정보 검색 기술
개발, 빅데이터·AI 기반 혁신 과제 지원 등
- (차세대통신) 6G 관련 R&D, 표준화, 글로벌 협력 강화, 지능형 IoT 기술 활용 실증 수행,
5G 시험인프라 조성 등
- (인공지능) 언어·음성·시각 지능 R&D 및 실증, 사업화 수행
- (맞춤형헬스케어) 정밀의료기술개발 및 유전체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
보급·확산 등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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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신약) 복합적 장기모사체 구축, 면역항암제 및 위식도염류 질환 치료제 기술 이전 등
- (자율주행차) 주요 부품, 센서들의 기술개발 완료 및 자율주행 기반 서비스 실증 등
- (지능형반도체) 영상처리 통합 프로세서 개발, 시냅스 소자기반 패턴인식 하드웨어 시스템
개발, 5nm급 이하 차세대 Logic 호자 원천요소기술 개발 등
- (스마트시티) 디지털트윈 모델 실증 서비스, 데이터허브 통합 플랫폼 구축 등
- (신재생에너지) p-PERC 양면 태양광 모듈 상용화 및 양상화, RPS 의무공급비율 상확 확대를
위한 법률개정 완료 등
- (지능형로봇) 산업 난제 해결을 위한 알키미스트 로봇분야 본연구 수행, 제조 로봇, 서비스
로봇 보급 확산 등
- (AR/VR) AR광학모듈 개발, 산업·안전 가상훈련 시스템 실증 등
- (드론)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 지정, 드론 실명제 도입, 국내 최초 드론 활용 배송 서비스 시작 등
- (첨단소재) 친환경 자동차 내장 부품 및 소재 개발, 센서 SoC 기반 통합구동모듈 고집적
시리즈화 기술 개발, 국가 소재 데이터 스테이션 플랫폼 구축 및 서비스 오픈 등

성장동력 성과확산 지원
(목적) 성장동력 정책 추진 성과를 신기술·신산업, 혁신 기반 전략기술 등으로 연계·확산
- 성장동력 및 연관 신산업(국가필수전략기술 등) 정책의 비전 및 현황, 주요 성과 등을 정책수요자
및 국민 대상 공유를 통해 지속적인 성과 확산을 지원
(주요내용) 2021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과 연계하여 성장동력 및 연관 신산업(국가필수전략기술)
관련 정책의 비전 및 육성 전략 소개, 주요 성과 공유를 통한 대국민 인식 제고
- 성장동력 주요 분야를 포함하는 필수전략기술 육성의 필요성 및 정부의 육성·보호 정책을
소개하고 기술패권시대 선도를 위한 전략기술 육성의 중요성을 공유
- 반도체, 인공지능, 로봇, 이차전지 등 성장동력 주요 분야별 시연·체험 가능한 핵심성과를
발굴하고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하여 대표 성과를 전시

Ⅳ. 성장동력 민간 협의체계 구성
혁신성장동력 특위 개편 및 운영
민간위원 중심으로 혁신성장동력 특별위원회(4기) 구성 및 운영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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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공동위원장 2명(과기혁신본부장, 민간위원장) 및 민간위원 9명으로 민간 중심 위원회
구성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관련 전문가 참석 요청하여 의견수렴 활성화
- (역할) 성장동력 분야 신규 발굴·기획 및 R&D, 실증, 규제개선 등 성장동력 발전시책 수립
성장동력 관련 정책의 평가·조정, 기타 성장동력 발굴·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
* 성장동력 추진체계를 정비하여 실효성 있는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범부처 사업화까지 연계 → 범부처 성
장동력 정책 총괄· 조정 기능 강화

성장동력 산학연 현장 의견수렴
첨단소재 분야 민간기업 의견 수렴
- (배경) GVC 재편에 따른 공급망 불안정화 해소를 위해 미래 첨단소재 민간 기업의 R&D
수요 조사 필요
- (목적) 첨단소재 분야 수요기업·공급기업 간 기업간담회를 통한 R&D 수요 조사
- (주요내용) ① 미래선도품목에 대한 수요·공급 기업 의견 청취, ② 기업 입장에서의 기초과학
인력 확보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소재 데이터 분석·활용의 필요성 논의
성장동력 주요 분야 기업 간담회
- (목적) 국가 차원의 전략기술 육성‧지원을 위한 관련 정책방향에 대한 산업계 의견 수렴
- (인공지능) 초거대 인공지능 모델 개발을 위한 데이터 획득 및 테스트 관련 규제 개선, 숙련된
시스템 엔지니어를 양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 필요
- (5G‧6G) 통신망 구축을 위한 국가의 투자, 경쟁력 확보를 위한 내수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첨단바이오) 현재 고성장중인 분야의 육성, 백신 및 신약 개발의 구조 개선을 위한 선제적인
규제 방식 도입 필요
- (반도체‧디스플레이) R&D 세제 혜택 확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필요
- (이차전지) 국가 차원의 표준화 작업,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장기적인 지원 및 지원금 확대 필요
- (첨단로봇‧제조) 대‧중소기업 협력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 주도의 플랫폼 구축,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고민과 제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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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시사점
그간의 성장동력 정책 추진의 성과를 검토하고, 향후 성장동력 정책의 전략적·중장기적 대응
방향을 제시함
신흥기술 모니터링을 통한 신속 대응, 민간 투자 확대를 위한 산업생태계 육성 방안 마련,
향후 정책 방향의 구체화, 정책성과의 종합적 분석 등을 통해 정책 추진의 일관성 및 효과성
확보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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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 배경

혁신성장동력 정책은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및 혁신성장 실현의 일환으로 미래 유망 신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정책으로 2017년 12월에 5년간의 추진계획을 발표
당시 국내 경제 환경은 반도체 등 특정 산업 의존도 심화, 지속적인 수출 감소 등의 문제를 안고
있었으나, 신기술·신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어 성장동력을 통한 위기 극복 가능성에 주목
-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 증가, 스타트업 생태계 형성 등과 함께 기술기반 신산업의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며 기업·정부의 신기술·신산업 투자가 확대되기 시작
우리 정부는 과학기술 기반의 신산업을 창출하고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장동력 정책을
지속 추진 중에 있음
- 현 정부는 지난 정부의 19대 미래성장동력과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를 통합·계승하여
13대 혁신성장동력으로 재편하고 혁신성장동력 추진계획을 수립(’17.12)
- 성장동력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조기상용화, 원천기술 확보 분야로 맞춤형 전략 추진 중1)
2019년 전후 시점으로부터 자국중심주의 확대,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로 국제교역 및 산
업의 질서가 무너지고, 기존의 성장에 대한 가치 변화 등 경제·산업 환경이 급격히 변화
첨단기술의 경쟁력이 국가 경제와 직결되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국가 간 이권과 기술력 확보
경쟁이 첨단기술의 무기화, 전략화 등 안보 관점의 현상으로 작용
국제적으로 기존 성장 모델의 한계가 지적되며, 탄소중립 실현, 에너지 전환, 사회적 안정 및
격차 해소 등이 수반되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국가적·전인류적 당면과제라는 인식이 확대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하고, 지속적인 성장의 구심점을 제공하기 위해 성장동력 정책 역시
새로운 전략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음
- 2019년 및 2020년의 소부장 대응 전략 이후, 2021년 정부는 공급망·통상, 국가안보, 신산업
육성 관점의 기술 주도권 확보를 목표로 하는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보호 전략을 제시
- GDP 중심의 경제성장에 한정되지 않고, 환경, 복지, 삶의 질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는 ESG*
관점의 성장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제기
*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1) 혁신성장동력 추진계획(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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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 목표 및 내용

1. 연구 목표
성장동력 정책수립 지원, 기술현황 분석, 혁신성장동력 특위 운영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과학
기술 혁신에 기반을 둔 성장동력 육성

2. 연구 내용
성장동력 정책기획 및 성과점검
성장동력 개념에 대한 법률상 정의가 부재한 관계로 성장동력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 신산업 정책의 추진 기반 및 정책 추진 방향성을 정립
혁신성장동력 시행계획(’18.5)에 대한 분야별 ’21년 이행실적 및 ’22년 추진계획을 조사하여
성장동력 로드맵 이행 현황을 점검
성장동력의 정책성과를 국가필수전략기술 등 연관 신기술·신산업으로 연계·확산하여, 향후 신
산업 정책의 비전 및 현황 등을 정책수요자 및 국민 대상으로 공유

성장동력 민간 협의체계 구성
성장동력 정책의 총괄 조정기구인 혁신성장동력특별위원회를 민간위원 중심으로 개편하여, 민간
의 의견이 정책에 연계·반영될 수 있도록 의사결정 체계 내 민간의 역할을 강화
GVC 재편 및 글로벌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소재,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첨단로봇
등 주요 분야 산업계 의견 수렴 추진

4

제2장

성장동력 정책기획 및 성과점검

제1절 성장동력 정책 개념 정의
제2절 성장동력 기술사업화
제3절 성장동력 추진현황 이행점검
제4절 성장동력 성과확산 지원

제2장. 성장동력 정책기획 및 성과점검

제1절

성장동력 정책 개념 정의

배경 및 개요
그간 성장동력에 대해 법률 등에서 명확한 정의가 없고, 기술·산업이 혼재되어 체계화가 필요하며
성장동력 분야의 잦은 변경으로 연속적·지속적 지원에 한계
※ 미래성장동력(‘14, 미래부), 산업엔진프로젝트(’14, 산업부), 국가전략프로젝트(’16, 미래부), 혁신성장동력
(‘17, 과기정통부), 혁신성장선도사업(’17, 기재부) 등

- 기술개발의 결과가 제품·서비스 개발, 신시장 정착까지는 10년 단위의 장기 지원을 필요로
하나, 그간 성장동력 정책은 5년 단위로 지원이 이뤄져 성과 창출에 한계
- 5년 단위의 시행계획 이후 상황 변화를 반영한 시행계획의 수정·보완 미흡
중장기적으로 흔들림 없는 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성장동력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 신산업 정책의 추진 기반 및 정책 추진 방향성을 정립
- (성장동력 개념 정의) 성장동력 정책의 목표와 방향성을 규정하여 5년 이상의 장기적인 정책
추진을 가능토록 성장동력의 개념을 정의
- (차기 성장동력 방향 설정) ’22년 혁신성장동력 추진 계획(’18~‘22) 완료 예정에 따라 차기
성장동력 육성 정책 추진을 위한 방향 설정

논의 방향
성장동력 개념의 정의
- (성장의 정의) GDP 중심의 성장은 서비스, 환경 이슈 등을 반영하지 못하며, 이를 반영할
수 있는 포괄적인 성장의 개념 도입을 검토
※ 지속가능 성장, 녹색GDP, 국가총행복(GNH), 유엔 인간개발지수(HDI) 등

- (성장동력 개념 설정) 미래 신산업, 공통핵심기술, 융합적·다부처적 속성, 민간 주도 등 성장동력
정책의 속성을 고려한 개념 정의
※ (예시) 향후 10년 내외 근미래 시점에 새로운 시장·일자리 등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은 물론, 지속가능
한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미래 신산업 분야

차기 성장동력 목표 설정
- 목표 시점을 설정한 후, 대내외 환경 분석·진단을 기반으로 정책 방향성을 설정하고, 최종적으로
정책 목표 도출
※ (예시) 2030년까지 산업, 사회, 경제 분야에서의 디지털 전환을 완료하고, 탄소배출량을 2017년 대비
24.4%를 감축하여 탄소중립 사회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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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동력의 개념 설정
기존의 성장동력 개념에는 공통적으로 경제 침체 및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과학기술
기반의 성장동력을 제시
- 성장동력 정책의 공통적인 목표는 신산업을 창출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 성장동력의 일반적인 개념은 과학기술, 경제, 기업, 사회문제 측면에서 구분 가능함
(오준범 등, 2018)
<표 2-1> 성장동력의 일반적 개념
구분

개념

과학기술적 측면 존재하지 않는 첨단기술, 혹은 유망기술,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
경제학적 측면
기업 측면
사회문제 측면

부가가치 확대와 경제적 파급 효과를 이끌어 내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룰 신산업
기업의 기존 사업 분야와 연관되면서 대규모 이익 창출이 가능한 분야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의 역할을 기대하는 기술 혹은 산업

- 다수의 문헌에서 성장동력 정책은 공통핵심기술, 과학기술과 산업의 연계, 다부처 관점의
속성을 제시
<표 2-2> 기존 문헌 내 성장동력의 개념
구분

개념

나경환(2007)

기초·원천기술개발과 주력산업 고도화를 상호 연계하여, 원천기발기술의 제품화를 촉진하는
연결고리 역할

장석인 외(2014)

첨단기술, 유망기술, 또는 핵심기반기술이 중장기적으로 확산·적용되면서 새로운 시장 및 산
업 창출과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

정은미 외(2017)

장기적으로 미래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신산업으로 발전, 부가가치나 일자리 창출에 크
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핵심기술 또는 제품(소재, 부품, 장비, 설비)과 서비스 등

신동평(2019)

향후 5~10년이라는 근미래의 시점에 기술개발 및 기술사업화 등을 통해 신산업으로 이행
가능하며, 경제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분야를 선정·육성하는 정책

- 그간 성장동력 정책은 5~10년 근미래 시점에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전제하는 미래
신산업 관점에서 추진
<표 2-3> 역대 성장동력 정책 내 성장동력의 개념
구분

개념

차세대 성장동력 향후 5~10년 생산, 수출 등을 통해 Cash Cow 역할을 담당하고 일자리 창출을 선도할 수
(’03)
있는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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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동력
(’09)

세계적 자원·환경 위기 및 경제침체에 대비한 녹색성장 및 새로운 경제성장 도약을 위한 유
망 산업(10년 내 성장동력화)

미래성장동력
(’14)

대중소기업이 어우러진 창조적 산업생태계를 기반으로 `20년경 경제성장을 선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산업·서비스

혁신성장동력
(’17)

비전: 혁신성장동력으로 손에 잡히는 4차 산업혁명의 구현
* 개념 정의는 이뤄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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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준비도(TRL)는 협의로는 시작품, 실용화 단계에 해당하는 5~8단계에 대응하며 원천기술
확보 등 중장기 관점을 고려했을 때에는 3~4단계까지 확장이 가능
- 기술수명주기 및 산업수명주기를 고려하면 기초연구 성과의 산업적 활용을 기대할 수 있는
기술성장기~산업태동기에 해당
<표 2-4> 성장동력 정책에 해당하는 기술준비도(TRL)
TRL

내용

기초연구 단계
실험 단계
시작품 단계
실용화 단계
양산 단계

1단계

기초실험

2단계

개념정립

3단계

기본성능 검증

4단계

부품/시스템 성능 검증

5단계

부품/시스템 시제품 제작

6단계

시제품 성능평가

7단계

시제품 신뢰성 평가

8단계

시제품 인증

9단계

사업화
<표 2-5> 성장동력 정책과 기술수명주기

단계

기술의 발전 정도

특허 수

기술의 영향력

기술의 적용률

누적 특허 수

당해 특허 수

도입

낮음

낮음

서서히 증가

급속히 증가

성장

높음

낮음

증가율 급격히 증가

완만히 증가, 최댓값 도달

성숙

높음

높음

증가율 감소

최댓값 이후 급속히 감소

쇠퇴

낮음

높음

임계점에 수렴

완만히 감소, 0에 도달

<표 2-6> 성장동력 정책과 산업수명주기
단계

시장 특성

태동기

신제품, 높은 투자비용, 손실가능성, 소비자의 낮은 수용, 경쟁 낮음

성장기

소비자의 수용 증가, 매출 신장, 높은 수익, 진입의 용이성, 경쟁증가

성숙기

낮은 매출 성장, 초과 가동률, 가격과 이익의 하락, 경쟁심화

쇠퇴기

대체품 등장, 매출액 성장률 감소, 생존을 위한 합병압력, 철수전략

해외국은

제품·서비스

개발

및

주요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공통기술(Cross-cutting

Technologies, CCT), 또는 범용목적기술(General-purpose Technologies, GPT)에 집중
- (EU) Key Enabling Technologies(KETs): 다양한 제품·서비스, 산업 및 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해 공통 적용할 수 있는 주요 기술
- (독일) ‘하이테크 전략’에서는 주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통으로 적용 가능한 CCT에 국가적
역량을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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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Society 5.0과 Connected Industries: 인간과 사물, 시스템, 기업을 상호 연결을
통해 새로운 BM 창출 및 문제 해결의 원천을 제공함에 있어 초연결 기술을 활용

[그림 2-1] 핵심공통기술(Key Enabling Technologies, KETs)
※ 자료: EC(2011).

[그림 2-2] 독일 High-Tech 2020의 기본 원칙
※ 자료: BMBF(2010).

‘성장동력’ 개념 설정 시 고려사항
- 그간의 성장동력 정책 및 관련 문헌에서는 5~10년의 근미래 시점에 기술혁신의 성과가 산업으로
형성되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가능케 하는 신산업 관점에서 성장동력을 제시
- 성장동력의 문제는 여러 분야 간 융합적 연구 특성, 과학기술혁신의 산업으로 발전 단계를
고려하면 다부처 속성을 가짐
- 신산업의 투자 및 이행 주체는 민간으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이 아닌, 민간이 아젠다를
주도하는 정책 추진
논의 결과
(성장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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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동력의 정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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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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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성장동력 기술사업화

추진 개요
국내외 산업여건·기술변화를 고려한 핵심 분야의 전략적 투자와 기술패권에 대응한 신산업 분야
및 기술에 국가적 역량 집중
- 2022년도 R&D 예산은 한국판뉴딜 2.0 고도화, 2050 탄소중립 실현, BIG3 육성, 기술패권
경쟁 대응을 위한 신산업 분야에 선제적 투자
< 2022년도 정부 신산업 분야 R&D 투자 >

◆ (총규모) ‘22년 29조7,770억원, ’21년 27조4,005억원 대비 8.7% 확대
◆ (신산업분야*) ‘22년 10조3,600억원, ’21년 8조3,600억원 대비 23.9% 확대
* 한국판뉴딜(디지털, 그린), BIG3, 소재·부품·장비, 우주·항공

전문가 회의 개최 및 의견 수렴
우주, 바이오, 인공지능 등 3개 기술 분야의 기술·정책 및 창업 생태계 현황 전반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회의 결과에 대한 의견 및 건의사항 수렴을 통한 정책 반영 검토
※ (우주) ’21.12.28.(화) 14:00~15:30 / 토즈 강남컨퍼런스점
※ (바이오) ’21.12.30.(목) 10:00~11:30 / 과기정통부(세종) 회의실
※ (인공지능) ’21.12.30.(목) 14:00~15:30 / 과기정통부(세종) 회의실

기술분야별 전문가 회의 결과에 대해 특위위원 및 엑셀러레이터 2차 의견 수렴 추진
※ (특위위원) ’22.1.7(금) 16시~17시 /온나라 영상회의
※ (엑셀러레이터) ‘22.01.26.(수) 14:00~16:30 / 상연재 서울역점

신산업 분야 정책 및 기술창업 현황
(현 정부 기술창업 정책 현황) 정부는 그간 혁신성장을 실현할 창업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시장기
회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
- (계획) 창업 단계별(예비-초기-도약), 분야별(BIG3, DNA 등), 특성별(청년, 지역 등) 특화 지원
추진하며 창업기업 전주기 지원 체계를 확립 노력
- (투자·사업) 정부 각 부처는 소관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화 지원, R&D, 교육, 시설 공간
등 분야별 지원
※ 정부 창업지원 통합공고 예산 역대 최대(‘16년 5,764억원 → ’21년 1조5,179억원)

- (제도) 부담금 면제, 세제부담 완화 등 창업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창업환경 개선
※ (부담금 면제) 제조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종류 및 기간 확대
※ (세제부담 완화) 창업기업에 대한 엔젤투자 시 공제비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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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모태펀드가 벤처투자 시장에 마중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민간 투자를 견인하고 있으며,
기술 혁신기업 맞춤형 복합금융 지원 확충
※ (펀드결성) ’20년 벤처펀드 신규결성은 6조 5,676억원으로 역대 최대
※ (실리콘벨리식 복합금융) 투자-융자-보증간 융복합 지원제도 마련 (中위험-中수익)

(신산업 분야 기술창업 현황) 특정 연령(청년) 및 분야(신기술 중심)를 중심으로 창업 열기가
고조되고 있으며, 신산업 분야에서의 기술 스타트업 비중 확대
- 벤처투자 ’19년 4조원 돌파(’16년 이후 급등 매년 최고치 경신), 기술기반 청년 창업기업은 약
8.9만개(‘20년 기준, ’16년 약7.6만개)로 역대 최고치
※ 우리나라 기업가정신 순위(글로벌기업가정신모니터, GEM) : (‘19) 15위 → (’20) 9위
※ 20대 창업의향(창업·벤처정책인식실태조사, %) : (‘16) 58.3 → (’18) 65.5 → (‘20) 72.0

기술창업 정책수단별 현황 검토·분석
1) 실험실창업
(개요) 정부에서 지정한 10대 국가 필수전략기술 분야는 탄탄한 기반기술과 우수한 인력이
수반되어야 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술창업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대학주도의
민관 협력이 필요
- 4대 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대학發 창업활성화 전략’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실험실 창업, 연구성과 실용화 등을 확산하기 위해 ‘대학發 기술기반
창업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 중
(대학發 기술 창업활동 현황) 디지털 전환시대, 대학의 실험실기술 기반 창업은 신산업 분야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혁신의 원천으로 핵심 역할을 수행
- 디지털 전환에 따른 경영환경의 변화로 신기술*을 빠르게 도입해 산업구조를 혁신하는 기술기반
창업기업의 중요성 대두
*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블록체인, 로봇, 나노 등

- 정부의 적극적인 R&D 지원과 창업지원예산 증가에 힘입어 대학 창업여건이 개선되고 있지만
대학 실험실 기반 창업은 여전히 제자리 수준
※ 대학의 기술이전율(2020년 공공 기술이전사업화 현황조사, %) : (‘17) 27 → (’18) 31 → (‘18) 30

- 정부에서는 실험실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을 통하여 실험실 창업에
대한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 중
* 연구성과와 창업지원역량이 우수한 대학을 선정하여 실험실 창업 인프라 조성, 창업 준비부터 후속성장까지
연계 지원하는 관계부처(과기부-교육부-중기부) 융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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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과학기술원의 창업활동 현황) 4대 과기원의 창업 기업 수는 `11년 이후 크게 증가하였으며,
창업 주체별로는 대학원생(301개), 교원(146개), 학부생(137개), 연구원(21개) 순
- (생애주기별 창업 지원 프로그램 현황) 4대 과기원은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생애주기별 3단계
(Stand Up, Start up, Scale up)로 구분하여 운영‧지원 중
(現 지원체계의 개선 필요사항) 現 창업 지원체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문화 및 제도 개선,
물적‧인적 자원 확충, 창업 생태계 선순환 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
- (창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문화‧제도) 창업에 소극적인 대학 內 문화,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와 제도, 소속 대학에 일정 지분을 의무적으로 기부하는 지분 기부 제도 등 창업
활동을 저해하는 제도 개선 필요
- (초기 창업기업의 생존·성장을 위한 지원 부족) 기술개발 결과를 사업화로 연결할 수 있는
후보군(TRL 4~7 수준)에 대한 R&D 지원, 창업 초기단계를 지원하는 전문적인 창업 보육센터
및 지원 조직‧인력 등 부족
- (창업 생태계 선순환 체계 필요) 지역 산업체와 연계한 ‘창업 → 성장 → 재투자 → 생태계
확장’의 선순환 구조, 단계별 창업 지원을 위한 창업 지원 관련 부서 간 연계 및 체계적인
전략 필요
(추진전략 및 과제)
-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 창업에 도전하려는 교원, 학생들은 누구나
창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원의 학사, 인사 시스템 전환
※ (~’23) 과학기술원 창업 기업 30개, 유니콘 기업 3개 달성

- (초기 창업기업의 생존·성장 지원) 초기 창업기업의 팀빌딩과 사업화(전략, 자금) 지원을 강화
하여 생존률 개선
※ (`20) 3년차 39.1%, 5년차 27.5% → (`23) 3년차 45%, 5년차 35%

- (지역 산업과 연계한 창업 생태계 거점 조성) 과학기술원의 특허·기술을 활용한 지역 산업
연계 창업 활성화
※ (~`23) 과학기술원 특허·기술 포트폴리오 활용 창업 기업 00개 달성

2) 엑셀러레이터
(개요) 액셀러레이터는 법적으로 ‘초기 창업자’의 선발 및 전문 보육과 투자를 수행하는 ‘창업
기획자’를 의미하며, 2016년 11월 30일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의 개정으로 근거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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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근거법률인 창업지원법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로 바뀌면서, 액셀러레이터가 벤처
투자 시장의 주요한 구성원으로 인정
- 2021년 11월 30일 기준으로, 국내에 등록된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는 357곳으로, 등록
주소지 기준 서울이 188곳(52.7%)으로 가장 많음
(액셀러레이터 현황) 중소벤처기업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6년 이후, 4년간 총 1,703개 사에
2,253억 원(기업 당 1.3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남

※ 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그림 2-3] 엑셀러레이터 현황 (2017~2020)

(정부의 제도적 지원 현황) 2018년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액셀러레이터는 개인투자조합
결성을 통해 투자한 경우에 발생하는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한편, 액셀러레이터라는 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보다는 액셀러레이터와 함께 스타트업 육성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 사업의 대표적 사례인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가
있음
* 팁스 프로그램은 액셀러레이터나 벤처캐피탈 등 팁스 운영사로 지정된 민간 스타트업 보육 기관이 먼저 투자한
기업을 추천하면 정부가 연구개발(R&D) 및 사업화 지원, 후속 투자 등에 최대 10억 원을 매칭하는 사업

(액셀러레이터의 변화) 액셀러레이터의 업이 다변화되고 발전됨에 따라 배치 프로그램의 변화,
특정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지원하는 액셀러레이터가 등장함
- 최근에는 액셀러레이터의 투자가 배치 프로그램 운영에만 국한되지 않고, 상시 투자의 형태로도
다수 진행되고 있음
- 소셜 벤처 특화 액셀러레이터(소풍벤처스), 기술 창업 분야 특화 액셀러레이터(블루포인트파트너스,
퓨처플레이),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특화 액셀러레이터(디지털헬스케어파트너스) 등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토대로 초기 스타트업들의 성장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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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필수전략기술 분야의 액셀러레이터 현황) 국가 필수 전략 분야에 대한 액셀러레이터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스타트업이 얼마나 활발하게 등장하고, 성장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함
- 해당 분야에서 투자를 활발히 할 수 있는 액셀러레이터는 기술 분야에 대한 강점을 보유하고,
연구계 및 산업계와 접점이 있어 연구 역량을 창업으로 끌어낼 수 있는 기업이어야 함
※ 대표적인 액셀러레이터는 블루포인트파트너스와 네이버 D2스타트업 팩토리로, 블루포인트파트너스의 경우
카이스트, 화학연구원 등과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네이버 D2SF의 경우 네이버와 협력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술 기업들을 다수 발굴하는데 특화되어 있음

- (인공지능 분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애드테크 스타트업 ‘몰로코’, SaaS 스타트업 ‘센드버드’,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 스타트업 ‘퓨리오사AI’ 등은 인공지능을 적용하여 자신들의 프로덕트를
고도화하고 두각을 나타내는 사례라고 볼 수 있음
- (반도체 분야) 국내 스타트업의 움직임이 저조한 분야로 ‘퓨리오사AI’를 비롯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퀄리타스’ 등이 있음
- (5G‧6G 분야) 스타트업이 접근하기 어려운 인프라 영역으로 5g 시대 엣지컴퓨팅 서버
시장을 공략하는 스타트업 ‘엑세스랩’이 있음
- (이차전지 분야) 이차전지 관련 스타트업도 흔하지는 않지만, 교수 창업 사례인 ‘솔라비스’,
대기업 출신 창업 사례인 ‘그리너리’ 등이 있음
(액셀러레이터 주요 사례) 액셀러레이터는 크게 배치형 액셀러레이터, 버티컬 분야에 강점을
보이는 액셀러레이터로 구분되며, 해외 대표 액셀러레이터는 액셀러레이터라는 업을 만든
‘와이콤비네이터’가 있음
- (국내 주요 사례) 국내 배치형 액셀러레이터로는 국내 1호 액셀러레이터로 알려진 ‘프라이머’,
해외 네트워크를 강점으로 내세우는 ‘스파크랩’이 있으며, 버티컬 분야에 강점을 보이는 액셀러
레이터로는 ‘블루포인트파트너스’와 ‘퓨처플레이’ 등이 있음
※ ‘프라이머’는 긴 업력과 인터넷 서비스 분야 강점 등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사의 성과를 창출한 덕분에 국내
O2O 분야 스타트업들의 선호도가 높은 액셀러레이터
※ ‘스파크랩’은 배치 프로그램 이후의 데모데이 무대가 화려한 것으로 인지도가 높아 소비자를 직접 만나야
하는 B2C 스타트업의 경우, 대중을 상대하는 무대에 서는 것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스파크랩에 지원하는
경우가 많음
※ ‘퓨처플레이’의 경우 자체 컴퍼니 빌딩을 통해 퓨처 키친(요식업), 퓨처 살롱(미용업) 등을 창업하기도 했으며,
‘블루포인트파트너스’의 경우 대전 연구인력과 학생들의 창업을 더욱 증진하고자 대전에 창업 육성 공간을
런칭하여 운영하는 등 각자의 장점을 살리며 기술 분야 초기 창업을 장려

- (해외 주요 사례) 해외 액셀러레이터의 대표적 사례는 ‘와이콤비네이터’와 미국의 ‘테크스타즈’,
‘500startups’, ‘플러그앤플레이’ 등이 있음
※ 액셀러레이터라는 업을 만든 회사라고도 볼 수 있는 ’와이콤비네이터‘는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으로 배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한 배치 당 400곳의 스타트업을 선발, 최근 기본 투자 금액 또한 증액하면서 더욱 많은 글로벌 초기
창업자들을 끌어모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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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및 문제점) 초기 스타트업 투자에만 액셀러레이터의 역할을 제한하는 제도, 클럽딜
LP 49인 제한, 무늬만 엑셀러레이터인 브로커형 액셀러레이터 등장, 국가 필수 전략기술과
스타트업 생태계의 체질적 차이점에 대한 대안 부재 등 다양한 이슈 및 문제점 존재
- 국내 액셀러레이터와 해외 액셀러레이터가 가장 다른 점이라면 국내 액셀러레이터는
법적으로 ‘초기 투자’에 역할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점으로 벤처투자법상 창업기획자는
자본금의 40%, 개인투자조합의 50%, 벤처투자조합의 40% 이상을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자에게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됨
- 자본시장법에 따라 6개월 내 투자한 동일 라운드의 투자에 있어서 벤처투자조합은 물론 개인투
자조합에 출자한 LP를 각각 카운트하여 49인을 넘지 않아야 하는데 이 경우 좋은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LP 인원 수 제한으로 투자가 어려운 경우가 많음
- 액셀러레이터가 많아지고 스타트업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많아지면서, 투자는 집행하지
않으면서 정부 보조금을 얻어 내기 위해 창업 컨설팅만으로 연명하는 무늬만 액셀러레이터,
‘브로커형 액셀러레이터’가 여전히 창업 생태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음
- 국가 필수전략기술은 분야의 특성 상 빠르게 시장에 대응하는 것이 주된 목표인 스타트업
창업 분야와는 체질적으로 차이점을 갖고 있어 교수, 연구원 등 전문 인력이 창업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인데 이를 위해서는 전문 인력들의 전문성을 이끌어내 적합한
시장에서 창업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액셀러레이터의 역할이 필요
(개선방안 및 정책 제언) 정부 차원에서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지원을 해온 덕분에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모두 높은 수준의 벤처 이해도를 가지고 유망 스타트
업이 성장하는 밑받침을 만들 수 있었으나,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존재
- 스타트업이 자신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투자자를 고를 수 있도록 액셀러레이터/벤처
캐피탈에 대한 법적인 구분과 의무 투자 비중, 출자자 제한 규제 등을 대폭 감소 및
완화해야 함
- 국가 필수전략기술의 경우 원천기술 역량이 부족한 스타트업이 곧장 창업하기에는
어려운 분야가 대부분이므로 스타트업 창업과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더욱 활발한
산학연 협력이 필요
※ 기업, 연구계와 학계 등 원천 기술을 보유한 곳들이 내부 임직원의 역량을 토대로 자유롭게 창업할 수 있는
사내 벤처 혹은 기술 이전, 창업 겸임들의 진로를 폭넓게 보장해주면서, 동시에 기술 전문성은 물론 기술
사업화에 전문성이 있는 액셀러레이터 등이 이들과 협력하여 숨겨진 주요 연구개발 결과물을 창업으로 이끌어내어
신성장 동력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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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금융
(개요) 기술금융은 술이 갖는 위험*을 인지하지만, 기술의 미래가치에 대한 기대를 기준으로 기술과
시장을 연결하기 위해 투입되는 도전적 자본으로 시장 확보, 성장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필요
- (기술금융 3요소) 기술금융의 성숙을 위해서는 자산, 자본, 인프라 등의 중심축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관련 전문인력의 활동이 중요
<표 2-7> 기술금융의 3요소
기본 축

개요

참고

자산(Asset)

양질의 거래 가능한 기술

기술성/시장성/권리성 갖는 기술
모방이나 유출에 따른 손실위험으로 부터의
보호 필요

자본(Money)

기술에 내재된 경제적 가치에 기반한
자금조달(지분 equity, 담보 debt)

기술과 시장에 대한 이해,
스타트업이 갖는 불확실성에 대한 이해 필요,
자본과 컨설팅 병행 역량

인프라(Infra)

전문가, 기술거래 활성화 유인: 세제,
가치협상 등

기술과 시장의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네트워크/정보망

자료: 손수정(2019) 수정인용

(정부 주도 기술금융) 기술이 갖는 위험은 필요자본의 적정규모 형성을 어렵게 하는 시장실패
상황을 초래하여, 공공자금의 개입을 필요로 함
※ 1974년 한국기술진흥금융주식회사(Korea Technology Advancement Corporation: KTAC) 설립으로 국내 첫 벤처캐피
탈 모델이 도입
※ 2000년 중기청은 500억원 출자하여, 모태펀드의 모태인 ‘다산벤처’(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 제4조의 3) 설립
※ 2005년 한국벤처투자(KVIC: Korea Venture Investment Corporation)로 단일화(모태펀드)하고, 벤처기업특별육성법에
근거를 반영

- (유형) 기술금융의 유형은 융자, 보증, 투자 등이 있으며, 모두 기술평가를 기반으로 금융 지원
※ (융자) 기술평가 기반 자금을 공급하고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는 형태로 대표적인 사례로 ‘기술담보대출제도’, 기술평가서를
기반으로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지원사업’, 산업은행의 ‘기술력담보대출’ 등이 있음
※ (보증) 기업이 보증기관에 보증을 신청하면 보증기관은 기술평가를 통해 금융기관(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해당
보증서를 매개로 대출을 제공하며, 대표적인 정부 보증기관은 신용보증기금(1987)과 기술보증기금(1989)이 있음
※ (투자) 기술 기반 기업의 주식 및 채권을 구입하는 직접금융 형태로 공공의 대표적인 기술금융 투자는 ‘한국모태펀드’가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의 ‘개발기술사업화자금’, ‘TIPS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직간접 모델 존재

- (투자현황) 한국벤처투자의 모태펀드 규모는 5조 6,282억(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출자자*가
모태조합에 출자(LP)하고, 모태조합은 투자조합에 출자하고, 투자조합이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방식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영화진흥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
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국민체육진흥공단, 교육부, 환경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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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한국모태펀드 출자분야
계정

개요

관광계정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

스포츠계정

스포츠산업진흥법 상 스포츠산업 산업에 투자하는 펀드

영화계정

한국영화 등에 투자하는 펀드

특허계정
과기계정

발명진흥법에 의한 발명활동의 진작과 발명성과의 권리화 촉진,
우수 발명의 이전알선과 사업화 등 특허기술사업화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근거한 방송, 인터넷멀티미디어,
전기통신역무제공 및 서비스 등 방송통신사업분야에 투자하는 펀드

보건계정

보건산업에 투자하는 펀드

환경계정

미래환경산업, 미세먼지관련 기업 투자 펀드

해양계정

해양신산업 관련 기업 투자펀드

도시재생계정

구도심 도시재생을 목표로 관련 기업 투자펀드

국토교통혁신계정

국토교통혁신산업 기업 투자 펀드

교육계정

대학창업, 학생창업 기업 투자펀드

자료: 한국벤처투자 홈페이지(https://www.kvic.or.kr/business/business1_1_1)

(시장 중심 기술금융)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 VC)와 엔젤투자가 존재하며, 기술창업
생태계 기반 마련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 (VC) 대표적인 위험금융(risk financing)으로, 하이테크 또는 혁신기업의 사업화 및 하이테크 스타트업들을 지원하는 ‘발
명의 돈(money of invention)’으로 불리며, 펀드 관리자와 투자자 사이의 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해 관리자의 기회주의 행
동을 제약하고 투자자에 대한 일정 수익 보장하는 방안에 대한 장치 마련이 필요
※ (엔젤) 공식영역과 비공식영역의 중간 단계에 위치하며, 최근에는 비즈니스 엔젤 네트워크(BAN) 결성을 통해 투자자와 창
업가를 연결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대체로 자금은 개인자본을 직접 투자하며, 창업 발아단계부터 성장초기 단계까지
비교적 광범위한 성장 단계에 투자

- (투자현황) 은행권에 의한 기술금융은 ’14.1월 도입 이래 기술력·미래성장성 높은 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며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VC시장은 한국벤처투자 설립 등 정부 주도
로 시장수요를 반영한 자본의 투자와 회수 기반이 조성
※ ’21.9월말 기술금융대출 잔액은 310.9조원으로, 매년 40조원 이상 높은 증가세
※ ’18년말 163.8조원 → ’19년말 205.5조원 → ’20년말 266.9조원 → ’21.9월 310.9조원
※ ‘20.6월말 기준 (일반‧특수은행 중기대출 : 약 799조원, 기술금융대출 : 약 240조원)2)

(시사점) 정부의 기술금융에 대한 인식 확대되고 있지만, 혁신지원 주요 3개 부처(과기부,
산업부, 중기부 등) 뿐 아니라 금융지원 관련 정책 수단 또는 제도를 갖는 금융위, 특허청
또한 관련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 확대 필요
- 민간 분야에서는 은행 내부 절차를 거쳐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기술금
융 취급이 가능하도록 설계 추진 필요
2)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0.12.18.), “｢기술금융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혁신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금융 지원체계가 한 단계
도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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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부지원사업
(개요) 문재인정부는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건설’을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 혁신 및 신산업
창업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에 창업정책 역량 집중
※ 주요 혁신·신산업 창업 대책·발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17.11월), 혁신모험펀드 조성·운영계획(’18.1월), 혁신창업
붐 조성방안(‘18.5월), 제2벤처붐 확산 전략(’19.3월), 10대산업분야 규제혁신방안(‘20.4월), K-유니콘 프로젝트(’20.4월),
기술기반 벤처·스타트업 복합금융 지원방안(‘21.1월) 등

-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고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응이 가능한 ‘혁신·신산업 기반 스타트업`
육성 정책의 중요성이 증가
(지원범위) 「창업지원법」 제12조에 따라 ‘창업지원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따라
수행되는 창업지원사업 전체를 의미하며 성장단계별, 연령별, 분야별 맞춤형 지원
※ 창업기업 등의 발굴·육성,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판로개척 및 해외진출 지원, 창업교육, 창업기반시설 확충, 해외인재 또는
해외기업 유치, 민관협력 등을 통한 창업기업등의 지원, 창업정책 및 창업기업등과 관련한 데이터의 축적·가공·공유·활용 등
창업지원 기반·생태계 조성, 창업 촉진 및 창업기업의 성장 등에 관한 지원사항 전반을 포괄

- (성장단계별) 창업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창업기업등은 성장단계에 따라 ‘예비(재)창업
자’, ‘초기 창업기업’ 및 ‘(재)창업기업’으로 구분
<표 2-9> 성장단계별 창업자(기업) 유형
창업기업
예비창업자
재창업기업
예비재창업자
초기창업기업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법인, 개인사업자 포함)
창업을 하려는 개인 등
재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재창업을 하려는 개인 등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창업기업

- (연령별) 창업기업등은 연령에 따라서도 지원대상이 구분되며, 39세를 기준으로 ‘청년(39세
이하)’과 ‘중장년(40세 이상)’ 창업기업등으로 구분
<표 2-10> 연령별 창업 유형
청년창업기업

창업기업 대표자의 연령이 39세 이하인 창업기업

예비청년창업자

창업을 하려는 39세 이하의 개인 등

중장년창업기업

창업기업 대표자의 연령이 40세 이상인 창업기업

- (분야별) 창업기업등은 분야에 따라 신산업 분야 창업을 한 ‘신산업 창업기업’과 기술 기반 창
업을 한 ‘기술 창업기업’으로 구분
<표 2-11> 분야별 창업 유형
신산업창업
기술창업
신산업·기술
창업기업

기존 산업을 융복합하거나 시장성, 파급효과, 성장 잠재력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신산업)을 기반으로 하여 창업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하여 문화 등 다양한
부문과의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하거나 도전하는 창업
신산업·기술 창업을 한 창업기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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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추진 현황) 신설법인 수, 벤처투자 금액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유니콘기업이 급증하는
등 양적·질적 성장을 동반한 ‘제2벤처붐’이 도래했다 평가
- (신설법인) ‘제1벤처붐’ 시기인 ‘00년 기준 신설법인 수 61,456개에서 ‘20년 기준 123,305개
로 약 2배 가량 증가
- (벤처투자)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불구, ‘00년 기준 신규 벤처투자 금액 1조 9,705억 원에서
’21년 기준 7조 6,802억 원으로 증가하여 역대 최고치 경신
- (유니콘기업) ‘16년 기준 2개였던 국내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 비상장기업)은
’21년에 15개로 급증
- (창업생태계) 美 글로벌 창업생태계 분석·평가 기관 ‘스타트업 지놈(Startup Genome’은 ‘21년
서울의 창업생태계 순위를 16위로 평가(조사대상: 전세계 100개국, 280개 도시)해 역대 최고
순위 기록
- (혁신기업) CES2022에서 국내 벤처·창업기업 74개사(국내기업 제품 중 83.2% 차지)가 혁신
상을 수상
(사업 추진 현황)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창업 지원 예산 및 사업은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
- (지원예산)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중소벤처기업부가 출범(’17)하고 ‘혁신 창업국가 건설’을 핵
심 국정과제로 설정함에 따라 창업지원 예산규모*는 매년 증가하여 ‘22년 통합공고 기준 3조
6천억 원을 상회하여 역대 최대규모
* ‘16년 5,764억 원 → ’21년 14,623억 원 → ‘22년 16,243억 원(융자사업 포함 시 36,668억 원)

- (지원기관) 창업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정부부처 및 지자체도 확대되면서 ‘22년 기준 14개 중
앙부처, 80개 광역·기초지자체 등 총 94개의 지원기관*이 참여
* ’16년 6개 기관 → ‘21년 31개 기관 → ’22년 31개 기관(융자사업 포함 시 94개 기관)

- (지원사업) 통합공고 대상이 되는 창업지원사업도 ‘16년 기준 65개에서 ’22년 기준 378개로
크게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규모를 달성
* ‘16년 65개 사업 → ’21년 193개 사업 → ‘22년 247개 사업(융자사업 포함 시 378개 사업)
<표 2-12> 연도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현황 (단위 : 개, 억원)
구분
지원기관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대상사업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지원예산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6
6
65
65
5,764
5,764
-

7
7
62
62
6,158
6,158
-

7
7
60
60
7,796
7,796
-

14
14
69
69
11,181
11,181
-

16
16
90
90
14,517
14,517
-

31
14
17
193
89
104
14,623
13,812
811
-

94
14
17
63
378
100
152
126
36,668
35,578
885
205

* ‘21년까지는 기초지자체와 융자사업이 제외(’22년 통합공고부터 기초지자체 및 융자사업 최초 포함)
20

‘21 기준*
31
14
17
247
97
150
16,243
15,398
8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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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창업 지원 현황) ’09~‘20년 간 중기부 지원을 받은 창업지원기업의 기술창업 업종
별 기업 수는 지식서비스업이 32,524개(59.1%), 제조업이 22,533개(40.9%)이며, 혁
신분야 창업지원기업 비중은 ’13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다 ‘14년 이후 증가 추세로
전환하여, ’19년에는 최저점인 ‘13년 대비 143% 수준 도달
※ 창업지원기업의 ’20년 고용인원은 평균 7.94명이며, 지식서비스업의 평균 고용인원은 8.82명으로 전체 평균 및 제조업 평균
(6.87명)보다 높음
※ 창업지원기업의 ‘20년 매출액은 평균 9.23억원이며, 제조업의 평균 매출액은 10.44억원으로 전체 평균 및 지식서비스업 평
균(8.23억원)보다 높음
<표 2-13> 혁신 기술 및 품목 분야 기준
구 분

기반기술

응용품목

혁신분야

인공지능, 빅데이터, 적층가공, 사물인터넷 등

바이오·헬스케어, 핀테크 등

일반분야

소재·부품·장비, 일반소프트웨어, 에너지 등

홈라이프, 식품·음료, 교육, 환경 등

* 혁신성장 공동기준(’17~’20)의 신기술, 중소기업 기술로드맵(’11~’19)의 신기술과 첨단기술, MIT,
맥킨지, 가트너 등의 유망기술을 기초로 혁신분야와 일반분야를 구분
(자료: 중기부(2021.4.26.). 한국 창업 생태계의 변화 분석.)

(이슈 및 문제점) 정부의 규제혁신 노력 지속에도 불구, 국내 창업기업 진입규제 환경은 글로벌
기준 대비 미흡하며, 신산업·융복합 분야의 창업기업은 해당 분야에 대한 규제저촉 여부나 규제
관련 법령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낮음
- 새로운 사업모델 창출과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 필요성은 현장에서 지속 제기*되고 있으
며, 승차공유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의 ‘타다금지법’ 적용 등 실제 신산업 출현을 제한하는
사례도 발생
* 무인이동체·신재생에너지·ICT·바이오헬스·핀테크 등 5개 신산업분야 기업 절반, “지난 1년새 규제 때문
에 사업차질을 경험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실태조사, ‘17년)

- 이미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산업분야 제도권과의 갈등으로 인해 규제 그레
이 존(Gray Zone)이 블랙 존(Black Zone)으로 전환돼, 진출한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
도 발생
(개선방안) 신산업·융복합 창업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상시 규제 지원·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함께 창업지원사업 추진의 효율성·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부주도형 사업 체질 개편 필요
- (상시 규제 지원체계 구축) 신산업·융복합창업 분야 특화 창업지원사업에 ‘규제 예보·
해소 지원기능’을 신설, 창업지원 프로세스 全단계에서 창업기업의 규제 점검 및 개선
을 상시적으로 지원하는 일원화된 체계 마련
- (성공불 환원제도 도입) 국가필수전략 분야에 선별적으로 창업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동시에 성공불 환원제도 도입을 통한 재투자(지원) 등 환류체계를 강화하여 안정적 지
원재정 확보 및 창업지원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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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분야별 기술창업 현황(우주)
◆ 정부·미션 중심에서 민간·상업 중심으로 산업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기술 및 산업 규모는 선진국 대비 미비

일반현황 뉴스페이스(new space)* 시대가 도래하며, 세계적으로 민간 중심의 산업 생태계가
확대·조성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기술 자립화를 위해 지속 노력 중
* 실패를 용인하는 도전적 실험(민간기업의 고비용 발생)을 통해 최적의 기술확보 후 대량생산
영역으로 진행되는 우주개발사업

하며 민간

- (시장규모) 미국을 중심으로 민간의 상업 분야가 확대되며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3조원 규모를 유지
※ (글로벌) 2020년 약 523조원(4,470억달러)로 전년 대비 4.4%, 2015년 대비 55%, 2005년 대비 176% 성장.
우주예산 중 미국57.4%, 중국14.8%, 유럽6.5%, 일본3.4%, 러시아2.7% (Spacereport,2021)

세계

※ 민간 운영 상업 부문(GPS,위성TV 등 인공위성 기반 상품·서비스) 비중은 전체 시장에서 79%(3,566억 달러)
※ (국내 우주산업 활동금액*) 4.15조(‘17) → 3.93조(‘18) → 3.89조(’19) → 3.43조(‘20)년(우주산업실태조사,2021)
* 기업 매출액, 연구기관 예산, 대학 연구비 등 합산 금액

- (산업현황) 군집위성 성장, 민간의 우주개발 참여 등으로 인해 제작비용이 적은 소형위성(600kg
미만) 시장이 빠르게 성장*
* 2010~2020년 기간 동안 연평균 29%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10년간 513억 달러(약 59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 (Euroconsult,2020)
※ 국내에서도 산·학·연·관이 협력하여 소형위성 개발 추진(항공우주산업-KAIST 소형위성 개발·사업화, 대
한항공 소형 위성 발사체 시장 진출, 과기부 초소형위성 개발로드맵 발표, 우주부품시험센터(KTL)-경
남도-진주시-경상국립대 협력 초소형 위성 발사 예정 등)

- (기술수준) 우주 분야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는 발사체·관측·탐사 분야에서 주요국 대비 후발 그룹
으로 분류되고 있음
<표 2-14> 우주 분야 부문별 주요국 대비 기술수준

국가

우주발사체 기술수준

우주환경 관측ㆍ감시ㆍ
분석 기술수준

우주 탐사 및 활용 기술

수준(%)

격차(년)

수준(%)

격차(년)

수준(%)

격차(년)

한국

60.0

18.0

55.5

10.0

56.0

15.0

중국

85.0

8.0

75.0

7.0

82.5

6.8

일본

85.0

8.0

79.0

5.0

84.0

5.0

EU

92.0

1.5

87.5

3.0

90.0

3.0

미국

100.0

0.0

100.0

0.0

100.0

0.0

자료 : 2020년 기술수준평가 우주·항공·해양, KI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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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현황) 우리나라 우주 분야 창업기업은 45개로 파악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매출이 발생
한 기업은 27개(60%)(우주산업실태조사,2021)
- (분야별 현황) 위성을 활용한 서비스 분야가 가장 큰 비중(45%)을 차지하고 있으며, 발사체 및
위성체 제작 분야 등이 분포
※ (위성활용서비스·장비)19개, (지상장비)10개, (발사체 제작)10개, (위성체 제작)7개, (우주탐사)2개, (과학연구)1개

- (창업지원 인프라) 항공우주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우주 관련 시험 인프라*가 존재하지만,
스타트업 기업은 활용이 어려움
* 궤도환경, 발사환경, 전자파환경, 발사체 시험 등을 지원

- (인력) 국내 우주분야 인력은 최근 10년간 3배 이상 증가했지만, 2020년 현황은 전년 대비 4.6%
감소한 8,969명으로 조사됨(2020우주산업실태조사)
※ (조직별) 기업체 6,305명(70.3%), 대학 1,529명(17.0%), 연구기관 1,135명(12.7%)
※ (분야별) 위성활용 서비스 및 장비 분야 인력 4,515명(50.3%), 위성체 제작 분야 1,476명(16.5%), 발사체 제작분야 1,194명(13.3%)

(자본 및 금융) 우주 분야 창업기업 중 ‘자기자금’을 활용해 자금 조달을 한 기업이 가장 큰
비중(73%)을 차지하며, 정부 및 민간 금융 활용 비중이 매우 낮음 (우주산업실태조사,2021)
※ (창업시 자금조달 출처) 자기자금 73%, 정부출연금·보조금 8%, 정부융자·보증 8%, 은행 대출 5%, 엔젤·VC투자 3%, 개인간 차용 3%
※ (창업이후 자금조달 출처) 자기자금 34%, 정부출연금·보조금 26%, 정부융자·보증 17%, 은행대출 13%, 엔젤·VC투자 8%, 개인간 차용 2%

(정책·제도) 신산업 창출을 통한 우주시장 성장·혁신을 목표로 창업 분야를 지원하고 있지만,
예산 및 규모가 매우 미비한 수준
※ (STAR Exploration사업) 우주기술 기반 예비창업자 지원 사업, 창업 아카데미 등을 통해 창업교육, 컨설팅 및 시제품 제작 지원
(‘21년 예산 2억, 3개팀 지원)
※ (대학생 창업 캠프) ) 항공우주기술 최신동향과 경영 특강, 비즈니스 모델 멘토링(‘21년 예산 6천만원, 34명 수료)

- (정부R&D) ‘21년 우주·항공 분야 R&D예산이 전년 대비 29.3% 증가한 0.85조원이 편성되었지만,
여전히 주요국 대비 미비한 수준*
<표 2-15> 우주개발 예산 및 GDP대비 비중(2020년 기준)
분야

한국

미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

독일

영국

우주개발 예산(억 달러)

7.2

476.9

88.5

40.4

37.6

33.2

24.1

10.6

GDP대비 비중(%)

0.14

0.21

0.04

0.14

0.20

0.06

0.06

0.04

자료 : 우주 탐사 및 개발의 국제협력 동향과 시사점(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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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분야별 기술창업 현황(바이오)
◆ 고학력·고경력 창업자 중심으로 창업 및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장기적 관점

에서 축적된 연구기반이 필수적

(일반현황) 정부·민간 투자를 기반으로 바이오 분야 기술수준 및 기술수출이 향상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 진출 본격화
- (시장규모) 코로나19로 인해 진단·치료 수요 증가가 반영되어, 국내·외 바이오 분야의 산업
규모는 지속 성장세를 나타고 있음
※ (글로벌) 전세계 바이오산업 시장 규모는 2020년 5,041억 달러이며, 2027년에는 2020년 대비 2배 수
준인 9,114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2021)
※ (국내) 국내 바이오산업 시장 규모는 바이오산업 매출 규모는 2020년 13조 5,806억 원에서 2024년
20조 6,749억 원으로 확대될 전망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2021)

- (산업현황) 국내 바이오산업은 바이오시밀러*, 체외진단 의료기기 생산 분야 해외시장 진출 확대,
CMO** 등을 통해 급격한 성장이 이뤄짐
* (Biosimilar) 특허가 만료된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복제약
* (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 바이오 의약품을 아웃소싱을 통해 위탁 생산하는 사업
※ 코스닥 시총 상위 100대 기업 중31개가 바이오 기업 (키움증권)

- (기술수준) 바이오 분야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가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기술수출 또한 증가 추세를
나타냄 (2020년도 기술수준평가 결과)
※ (기술수준) (2018)75.2%→(2020)77.9% / (기술격차) (2018)3.5년→(2020)3.1년
※ (기술수출) 제약분야 2019년 8.7조원 → 2020년 11.1조원으로 27% 증가

(창업현황) 2000년 닷컴 버블(1차), 2015년 한미약품 성과(2차)를 계기로 투자 시장이 활발해
지며 창업이 지속 증가 추세를 보임
- (분야별 현황) 2023년까지 의약 분야가 높은 구성비를 나타내고 있으나, 점차 서비스가 비중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
※ 의약품(21%), 식품(21%), 화학(15%), 지원서비스(13%), 진단의료기기(10%) 순(국내바이오 중소·벤처기업 현황통계,2019)

- (창업지원 인프라) K-바이오 랩허브 구축 추진(중기부 창업지원계획), 기술사업화 전주기 지원을
위한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지역거점6개소, ‘22.1월) 및 전략센터(총괄, ’22下) 신설
- (인력) 창업가 중 90% 이상이 박사급 및 고경력 인력이며, 시장에서는 여전히 경력직 인재가
부족한 상황
※ 창업자 중 기업 출신이 45.5%를 차지하였으며, 대학·연구소·병원 창업자는 15.9%, 청년 창업은 1.5% 수준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2021)

(자본 및 금융) 2014년 이후 바이오·의료분야의 투자가 급속도로 성장했으며, 2019년 바이오
R&D에서 민간투자가 정부투자를 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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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6> 바이오R&D 부문 정부·민간 투자 비중(2015년~2019년)(억원)
분야
정부(억원)
정부 비중(%)
민간(억원)
민간 비중(%)

2015
33,019
55
26,927
45

2016
33,341
59
22,796
41

2017
34,946
56
27,165
44

2018
35,494
53
30,907
47

2019
36,717
48
39,545
52

자료: 내 손 안의 바이오 통계(국가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2021)

- 2016년* 이후 바이오 초기 펀드가 증가하였고, 바이오 전용 펀드가 확산되며 2021년 기준 약
1.2조원 규모로 VC투자가 이뤄짐
* 2016년 ‘바이오 산업 생태계 확충 방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통령 보고 이후, 중기청 바이오헬스케
어산업육성펀드(정부300억 출자), 산업부초기바이오펀드(정부100억 출자) 조성
<표 2-17> 벤처캐피탈(창투사)의 업종별 투자액(2012-2021, 억원)
분야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9
바이오/의료 1,052 1,463 2,928 3,170 4,686 3,788 8,417 11,033 11,970 12,032
전체
12,333 13,845 16,393 20,858 21,503 23,803 34,249 42,777 43,045 52,593
자료: 한국벤처캐피탈협회(2016.12; 2021.9), Venture Capital Market Brief

(정책·제도) 산업육성, 글로벌화, 창업 활성화 등 바이오 산업 생태계를 위해 다수의 정책 발표되
며, 국가적 역량이 집중 지원
- (정부정책) 특정 기술·산업 분야에 한정해 범부처 창업 정책이 발표된 것은 바이오 분야가 유일하
며, 이후 정책에서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 추진
<표 2-18> 바이오 창업 관련 정부 정책 추진 현황
정책명

추진전략

2021년도 제약산업
육성․ 지원
시행계획(안)(2021)
「바이오산업 정책방향
및 핵심과제」(2020)

제약바이오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창업 활성화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2019)

바이오 생태계 조성 및 해외진출
지원(바이오 창업·수출 지원)
바이오헬스 생산활력 제고 및
동반성장 지원(선도기업과
창업·벤처기업 협력체계 구축)
R&D·사업화 지원 강화

「바이오 창업 활성화
방안(안)」(2017)

투자회수 방식 다양화
바이오 인프라 구축 지원
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

과제
⦁제약바이오 기술창업․사업화 지원체계 구축
⦁창업기업에 대한 오픈 이노베이션 지원
⦁바이오산업 기반조성 및 해외진출 지원
⦁바이오 클러스터 재정비를 통한 지역거점 육성
⦁해외투자자 등 대상으로 선도기업과 벤처‧스타트업
기업 공동 투자 IR 개최 지원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를 통한 사업화 전주기 지원
강화 및 TIPS 운영사 선정 시 바이오 분야 우대
⦁병원 發 창업 생태계 조성
⦁창업기업 지원 R&D투자 확대
⦁바이오 전문VC 육성
⦁바이오 M&A 및 상장 활성화
⦁창업 공간 확충 및 연구시설 지원
⦁전문보육조직 설치·운영
⦁창업 붐 조성
⦁창업 규제 개선 및 규제 서비스 강화

- (R&D투자) 미래유망신기술(6T) 분야 총 투자액 중 BT분야*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바이오
분야의 투자는 매년 증액
* (2019년) 3.67조(19.1%), (2018년) 3.54조(19.2%), (2017년) 3.49조(19.3%)

- (기술특례상장) 바이오 중소·벤처기업 상장사는 총 165개이며, 2013년 이후 매년 기술성장 기업
특례 상장이 이뤄지고 있음
※ (최근 5년 현황) 5개(2017), 15개(2018), 14개(2019), 18개(2020), 12개(2021)(한국거래소 공시채널 K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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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분야별 기술창업 현황(AI)
◆ 전세계적으로 AI를 국가 경쟁력의 동력으로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핵심기술·기업 육성 및 투자가 지속 확대 추진 중

(일반현황) AI는 다양한 산업과 시너지 창출을 통해 일반목적기술*로 인정되며, 시장은 매년 확대
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AI 기술·기업 빠르게 세계 추격·성장 중
* (GPT, general purpose technology) 산업 및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

- (시장규모) 2021년 기준 전년 대비 16.4% 성장한 3,275억 달러로 전망하였고, 2024년까지 5,543
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통계청,2021)
※ 국내 AI시장의 협소한 규모(글로벌 대비 1.3%)는 자생적 AI생태계 형성을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

- (산업현황) 美(기업)·中(정부)을 중심으로 글로벌 AI 생태계가 구축되어 빠르게 성장 중이지만,
국내 AI유니콘 기업은 미출현(수출입은행,2021)
※ (미국) 전 세계에서 AI 유니콘기업을 가장 많이 보유(51%)
※ (중국) AI 유니콘 중 기업가치 1,2위 기업 보유(TikTok 서비스 기업 Bytedance $1,400억, 이미지인식 전문기업 SenseTime $120억)

- (기술수준) 다양한 AI서비스 확산과 함께 응용·사업화 부문 기술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으나, 여전
히 주요국 대비 격차 존재(전경련,2021)
※ (기술수준(‘20)) 미국 100%, EU 89.5%, 중국 85.8%, 일본 81.0%, 한국 80.9%(‘18년 대비8.8% 증가)
※ (기술격차(‘20)) EU 1.0년, 중국1.3년, 일본 1.7년, 한국 1.8년(‘18년 대비 0.9년 감소)

(창업현황) 다양한 응용분야에서 혁신 AI 스타트업의 등장과 IPO 성공사례 증가 등 협소한
국내 투자 회수시장의 한계 점진적 개선
- (분야별 현황) 산업*은 AI 플랫폼 31.4%, 기술*은 시각인식 29.4%로 각각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NIA,2021)
* AI 플랫폼·서비스(31.4%), 헬스케어(16.3%), 보안(9.2%), 유통·물류(8.5%)
** 시각인식(29.4), 언어이해(25.5%), 학습·추론(23.5%), 상황인식(15.0%), 응용분야(6.5%)

- (창업지원 인프라) AI 창업에 필요한 컴퓨팅 파워, 산업 클러스터, 공공데이터 개선 등
양한 정부의 지원 사업 활발히 추진(NIA,2021)

다

※ (컴퓨팅파워) (‘19) 200개 기업, 총 60PF*→ (‘20) 800여 개 기업, 총 240PF로 확대
* 연상능력 단위 : PF(페타플롭스) : 1초당 1,000조회(TF의 1,000배)
※ (AI혁신허브) 그랜드 컨소시엄을 통해 개별기관이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고위험· 도전형 대형 AI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수행
※ (공공데이터)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언어, 이미지, 영상 등) 구축·개방, 데이터 가공 촉진(중기부 창업지원계획)

- (인력) 전문 인력의 수급 불균형이 유지되는 가운데, 국내→해외 유출, 국내 기업 간(AI스타트업→
대기업) 유출 또한 심각(NIA,2021)
* AI 부문 인력 규모는 총 1만4천736명, 부족 인력은 1천609명으로 약 10% 수급 불균형 상황
** 전세계 AI 전문인력 22,400명 중 미국(46%), 중국(11.3%), 영국(6.6%) 순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내 AI
전문인력 비중은 1.8%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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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및 금융) 민간·정책 금융을 통해 급격히 증가하는 투자

규모 및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주요국 대비 양적·질적 투자 열세
- (민간금융) 시장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투자를 촉진하고 있으나, 연속성 확보가 어려운 생태계
구조*는 여전히 한계
* 시리즈A 투자 쏠림 현상, VC평균 투자금액(미국 154억, 한국 24억) (NIA,2021)

- (정책금융) 신기술 분야(AI 포함)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화 및 전용 펀드 조성을 통한
정책자금 공급 및 우대보증 강화
※ KIF펀드를 활용한 인공지능 전용펀드 5,095억원, ‘스마트 대한민국 펀드’ 중 비대면 분야(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포함) 약 5,800억원 조성(‘20)
※ 뉴딜펀드의 인공지능·데이터 분야 자펀드 조성방안 및 펀드 결성·운영(’21~)

- (주요국 비교) 주요국 대비 투자규모가 국가 경제규모에 비해 미비한 수준이며, 세계 AI 100대
기업에 우리나라 기업은 미포함
<표 2-19> 국내 AI 분야 VC투자 현황과 주요국과의 투자규모 비교(‘18년 기준, 억원)
구분

2017년

2018년

증가율

VC전체 투자액

23,803

34,249

43.9%

AI전체 투자액(투자기업 수)

408(39개)

1,369(66개)

235.5%

AI비중

1.7%

4.0%

-

구분

GDP

VC투자

AI VC투자

미국

12.7배

43.6배

65.7배

중국

8.3배

23.5배

57.5배

한국

1

1

1

자료 : 인공지능 분야 VC투자 특성과 시사점(ETRI,2019)

(정책·제도) 내수시장 중심의 AI 산업육성과 스타트업의 투자금 확대에 초점을 맞춘 지원되고
있으며, 창업 지원 제도는 점차 개선
- (정부정책) AI 스타트업 지원이 연계된 정책과제는 74%(46개)이며, 분야별로 기술경쟁력(11%),
산업육성(54%), 인프라(35%)로 구성
※ AI, 스타트업 등 키워드가 포함된 총 5개 범부처 정책*에서 기술경쟁력, 산업육성(투자활성화, 산업촉진), 인프라(핵심자원, 인재, 규제) 등 3개 분
야로 구분하여 62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검토

- (R&D투자) ’22년 전체 R&D예산 중 AI 분야 주요 R&D예산은 약 3.2%(9,440억원), AI창업
관련 R&D예산은 5.9%(1조 7,422억원)
- (규제) 의료 등 사업화 수요가 많은 분야의 공공데이터 공유·개방을 확대하고, AI분야 관련 규제
지속 논의
※ ‘미래기술마당(ETechS)’ 개편을 통한 공공기술 데이터 대폭 확대(‘22), 정부, AI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 확정(’20) 등

- (기술특례상장) 2014년 첫 특례 상장 되었으며, 2021년에는 AI 분야 기업이 바이오 분야 기업
비중을 넘어섬(한국거래소 공시채널 KIND)
※ (상장기업수, 비율) (2017)2개,16%, (2018)6개,28%, (2019)8개,36%, (2020)7개,28%, (2021)19개,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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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진단 및 개선방안
현재 정부는 기술분야별 창업 지원 전략은 미비한 상황으로,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전략 마련 필요
☞ 신산업 분야에 대해 ’기술·산업성숙도‘와 ’기술경쟁력‘을 기준으로 유형화(선도형, 경쟁형, 추격
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창업 분야와 연계성이 부족하여 창업 정책 관점에서 10대
분야를 유형화하여 기술 분야별 맞춤형 기술창업정책* 마련
* 공공 지원이 필요한 분야(우주 등), 민간이 잘하는 분야(인공지능 등) 등

정책 수단별 지원체계는 Step-by-Step으로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으나, 수단별 연계성이나,
창업을 기점으로 전·후방 연계 지원 부족
☞ 기술창업 아이템 발굴(준비단계)부터 회수시장까지 기술창업 전주기 관점*에서 단계별·정책 수단
별 연계된 부처·기관과 협력하여 체계적으로 지원
* 아이템·창업자 발굴(공개모집,기관협력)→아이템·창업자 육성(R&D,멘토링)→사업화(창업교육)→
IR(Investor Relations)·투자활동(금융지원)→성장지원(기술보증 등 제도적 지원)
<표 2-20> 분야별 전문가회의 주요의견(참고)
구분

우주

바이오

일반현황

- 뉴스페이스 도래
(민간 분야 우주산업 활성화)
- 창업규모는 작으나 최근 민간의 관
심 증가

- 창업과 투자가 지속적 증가
- 박사급 고학력자 창업이 많지만 경
력직 인재 부족

- 데이터 기반 산업으로 기술
력 있음
- 전세계적으로 인재 부족

- (글로벌 진출 지원) 해외 핵심 지역
전진 기지 설립

- (인프라) 공공데이터 고도화 및 국
가 인프라 활용 확대·개선
- (인력양성) 장기적 관점에서 산업
현장 즉시 활용 가능한 인력 양성
정책 개편
- (제도) 데이터 관련 법률 개선

분야별 의견

공통내용

- (금융) 우주 전용 펀드 신설
- (인프라) 발사비용, 발사장,
테스트베드 등의 지원
- (R&D) 도전·혁신적 사업 우대

AI

◾정부R&D사업, 금융 제도 등이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투자 및 기간에 대한 조정 필요
- (정부R&D사업) 선택과 집중(가능성있는 기업 선별 집중(대규모)지원), 장기적 운영, 도전적 사업 우대 등 검토
- (금융) 펀드기간 연장을 통해 장기적으로 지원 가능한 금융 조달 환경 조성
- (제도) 창업자 지분 축소 및 폐지(현 상장심사시 대주주 지분 20%), 스톡옵션(변호사 등 자격 보유자만 대상) 및 과
세 기준 검토, 예수보호기간·기술특례상장 제도 등의 창업자 친화적 개선

향후 계획
간담회(1~2회)를 통한 의견수렴, 신산업 분야 기술창업 정책 방향 도출(예정)
- (필요시) 혁신성장동력 특위 민간위원 간담회 개최
※ 필수전략기술(신산업) 분야의 창업생태계 고도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 수렴

차기 성장동력 정책 수립 시, 분야별 기술사업화 추진방향 시 검토 결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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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성장동력 추진현황 이행점검

추진 방안
(목적) 혁신성장동력 시행계획(’18.5) 관련 해당 부처의 ’21년 이행실적 및 추진계획 조사 등
성장동력 분야별 로드맵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성장동력 정책 수립에 활용
※ (추진근거) 「혁신성장동력 시행계획」 추진과제 중 ‘혁신성장동력 분야별 주기적 점검 및 평가 추진’

(대상) 혁신성장동력 시행계획(’18.5)에 제시된 13대 분야 추진과제 소관부처
(방법) 시행계획에 제시된 13대 분야 추진과제 소관부처에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과학기술
혁신본부에서는 부처 자체 점검결과에 대한 확인 등 기본점검 실시
- (조사 항목) 시행계획 추진 목표 대비 현재 수준, 대표성과, 향후 계획, 시행계획 로드맵
추진과제별 세부 추진 현황 중심으로 조사

조사 결과
빅데이터(D)
- (연구개발) 워드 기반 연관 분석 방법을 이용한 연관분석 지식베이스 생성 및 이종 및 다종
정보 연계를 위한 정보 검색 기술 개발
· Co-Location, Information-Gain, Mutual Information, CHI Square 등의 연관
도를 산출하는 연관도 분석기 개발
· 관광 도메인에 적합한 이종정보(관광 관련 유투브, 워드넷) 및 다종정보(한국관광공
사 TourAPI 3.0) 연계 정보 검색 기술 개발
- (시범사업) 기업·기관이 데이터를 분석·활용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서비스 창출
및 사회현안 해결 등 국민생활 향상에 기여
※ 차량 데이터 실시간 분석 안전 예측 모니터링 서비스 구축 등 빅데이터·AI 기반 12개 혁신 과제 지원

- (인프라 구축) ‘데이터 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1년 음성·자연어, 자율주행 등 산업 파급효
과가 큰 190종(5.8억건)을 추가 구축
※ (’17∼’19) 21종 / 4,650만건 → (’20) 170종 / 4.8억건 → (’21) 190종(추경 40종 포함) / 5.8억건

- (규제개선)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SK, 더존비즈온, 한국데이
터산업진흥원, BC카드 등 총 5개 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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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 부처별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지정현황 (총22개)
개인정보위(6)

과기정통부(5)

복지부(4)

통계청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건강보험공단
삼성SDS
SK
심사평가원
롯데정보통신
더존비즈온
보건산업진흥원
KCA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국립암센터
지역정보개발원
BC카드
한국정보인증(주)

국토부(1)

교육부(1)

산업부(1)

금융위(4)

도로공사

학술정보원

한전KDN

금융보안원
신용정보원
국세청
금융결제원

- (기타) 청년 및 산업계 재직자를 대상 실무형 프로젝트 기반 전문 교육을 통해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융합형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 데이터 청년인재 양성 : (’19) 600명, (’20) 541명, (’21) 558명
재직자 전문인력 양성 : (’19) 281명, (’20) 281명, (’21) 251명

차세대통신(N)
- (연구개발) 6G 연구 착수 및 IoT 활용 실증 인프라 구축
· (6G R&D) 6G R&D 전략(‘20.8월)의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는 이행을 위한 실행
계획 수립 및 민·관 합동 6G R&D 전략위원회 출범(’21.6월), 6G 중점분야별
R&D 본격 착수*(’21.4월)
* 6대 중점 분야(초성능·초대역·초정밀·초공간·초지능·초신뢰) 기술개발(164억원) 및 국내 대학원 내 6G
연구센터(RC) 설립을 통한 석·박사 인력양성 및 기초연구 강화(3개, 18억원)

· (6G 표준화) 국제 표준화기구에서 국내 전문가 의장단 선출, 국제표준 제안·개발 활
동, 국제 공동연구 추진(5월~) 등 표준 경쟁력 확보
* ’21~’25년 5년 간 총 1,917.75억원 / ’21년 172.04억원

· (6G 글로벌 협력) 한-미 정상회담(5월) 후속조치로, 양국 민간기관 간 MOU 체결(11월)을
통해 6G 교류협력을 약속하고, 차세대 이동통신 협력을 위한 ‘한-유럽 Beyond 5G
워크숍’(6월) 및 ‘6G Global 2021’ 행사 개최(11월)
※ (한) 5G포럼 - (미) Next G Alliance 간 공동협력 MOU체결(11월, 6G Global 2021)

· (IoT 산불감지 인프라 구축) 초소형 Disposable IoT PoC 서비스 수행을 위해
실증지(강릉 솔향수목원) 환경 기반 초소형 Disposable IoT 인프라 구축
- (실증·시범사업) 지능형 IoT 기술을 활용한 “다중이용시설 스마트 통합관제 서비스”
실증으로 에너지 절감
· 다중이용시설 스마트 통합관제 서비스 실증시설 충북연구원의 전력사용량 32% 감
소 및 전기요금 27% 절약
- (인프라구축) 5G 시험인프라 조성을 통한 시험·인증 기반 확보
· 28GHz 방사성능 분야 국제공인 시험 인프라 신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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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
- (언어지능 기술개발) 초거대 AI 기반 기술로 언어이해에 기반하여 언어를 생성하는 최첨단
딥러닝 언어모델 기술 개발
· Base 규모 한국어 이해,생성 언어모델(ET5) 공개(’21.11)
※ 구글(모델)대비 문장유사도 추론(7.12%), 기계독해(1.40%), 형태소분석(1.43%) 우수 평가

- (음성지능 기술개발) 세계 최초 트랜스포머 기반 실시간 스트리밍 음성인식 기술 개발
· 스트리밍 기반의 고속, 실시간 종단형 음성인식 기술
※ 음절/단어 발성 후 0.5~1초 이내 결과 출력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반응속도

- (시각지능 기술개발) 비정형 자세에 강인한 사람 상태 이해 기술 개발 및 실환경 적용을 위한
실시간 비디오 행동인식 기술 개발
- (언어지능 실증 및 사업화) 엑소브레인 챗봇 및 질의응답기술 실증 적용
· 엑소브레인 행정문서QA 기반 규정봇 실증 수행(~‘21.12)
※ 한글과 컴퓨터 사내 그룹웨어 적용

· 엑소브레인 심층질의응답 기술 지능형 응용서비스로 도입 확정(’21.11)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데이터포털’ 서비스 도입

- (음성지능 실증 및 사업화) 음성인식기반 자막시스템 및 회의로 지원 사업화
· 국회 인터넷 의사중계 시스템에 세계 최초 실시간 음성인식 기반의 자막 송출 기술
적용 및 전국10여개 교육지원청 AI회의록 도입
- (시각지능 실증 및 사업화) 쓰러진 사람 실시간 탐지 기술 지자체(대전시) 실증
· CCTV 영상에서 쓰러진 사람을 실시간 탐지하여 골든타임 확보 및 도심 안전사고 예방
맞춤형헬스케어
- (연구개발) 정밀의료기술개발 및 유전체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완료
· 전이성 암환자 1만명에 대한 유전정보 확보를 위한 암 유전체 프로파일링 및 정밀의
료 기반 임상시험 실시
※ 대장암, 유방암 등 호발암 환자데이터를 포함한 암종별 유전체 프로파일링 10,158건 완료(‘21.12월 기준)

- (실증)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P-HIS) 개발 완료 및 보급·확산
· 고려대의료원 3개 병원(안암병원 :‘21.3월, 구로병원 :‘21.7월, 안산병원 :‘21.9월)을
포함한 국내 88개 병·의원에 보급·확산 완료
· 태국, 일본, 영국의 현지 의료기관과 병원정보시스템, 심혈관 및 만성질환 모듈 등
P-HIS 적용 관련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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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프라 구축) 의료인공지능·용어표준·보건의료데이터 활용지원·유전체 정보분석·의료정보
분석 등 분야별 전문 교육 플랫폼 운영(15과정)
혁신신약
- (연구개발) 3D 생체조직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고도화된 미세환경 컨트롤에 기반한 다양한
조직의 복합적 장기모사체 구축
- (실증) 면역항암제 ‘지속형 인터루킨-7(GX-I7)’ 글로벌 기술이전* 및 위식도역류 질환 치료
제 ‘펙수프라잔’ 글로벌 기술 이전**
* 인도네시아 KG BIO에 기술이전(정액기술료 1조 2,185억원, ‘21.7.)
** ‘20년 글로벌 기술수출 2건(정액기술료 약 76억)에 이어 ’21년 총 4건의 글로벌 기술이전 계약 추가
달성(정액기술료 약 5,428억원)

- (규제개선) 뇌은행의 지정 및 운영지원 규정 신설 & 뇌은행의 지정 취소 규정 신설
- (기타) 아일랜드 NIBRT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 선진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신약 등 바이
오의약품 생산 전문인력 양성
자율주행차
- (인지센서) 도로 주행환경에서 대상 물체 인식이 가능한 핵심 인지센서 3종 (레이더, 라이다,
카메라) 기술개발 완료
- (시스템 부품 분야) 자율주행 시 운전자 상황판단, 사고데이터 저장, 통합 제어를 위한 핵심
시스템 부품 개발 완료
- (커넥티드 부품 분야) 자율주행 시 주행정보 업데이트, 통신, 지도정보 융합을 위한 핵심 커넥티
드 부품 개발 완료
- (실증) 자율주행 기반 수요응답형 로보셔틀 서비스 실증*, 미니버스 기반의 자율주행 수요응답
서비스 실증**, 자율주행 시스템 적용한 CNG/수소 버스 실증 실시***
* ’21.8~9, 세종청사-세종수먹원 구간
** 6.1km 구간, 약 20개 정류장 수요응답형 운영
*** 세종시 BRT 노선 중 일부 구간(세종테크노파크~예양교차로, 총 9km) 실증

- (인프라 구축) 스마트 도로 구축, 정밀도로지도 구축, K-city 고도화
· (스마트도로) C-ITS 인프라(노변기지국, 신호제어기, 검지기, 단말기 등) 구축을 지원하여
고속도로 및 지자체 실증사업 시설구축 완료
· (정밀도로지도) 수도·강원·전라·경상권 일반국도 및 광주․울산 C-ITS 실증사업 구간을
포함하여 13,886km 구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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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ty 고도화) 악천후·통신음영 등 3종 가혹환경재현시설* 구축 완료 및 자율차
연구개발지원 시설인 혁신성장지원센터 구축 추진
- (규제개선) 「자율주행자동차법」개정으로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체계 구축․운영에 대한 상위
법적 근거 마련(’21.7월)
- (산업생태계) 미래형자동차 산업을 선도할 전문 인력 양성
※ 자동차산업 지속 발전을 위한 미래형 자동차 핵심기술 개발 관련 석박사급 고급인력 양성사업(’17
년~’21년, 총사업비 24,920원)을 통해 5년간 전문인력 910명 양성

지능형반도체
- 국재 최초 영상 화질 개선 기술(ISP)이 적용된 영상 처리 통합 프로세서 개발 및 Automotive
분야적용을 위한 개발 완료
- ’멤리스터 산포 기반 고신뢰성 하드웨어 보안 기술 개발‘ 상위 1% 국제학술지에 논문 게재
※ SCI급 논문 1건 (Chaos, Solitons and Fractals, IF=5.944, JCR Physics, Mathematical 분과
ranking 상위 0.91%)

- 시냅스 소자기반 패턴인식 하드웨어 시스템 개발
· 교통표지판 인식 뉴로모픽 시스템 구현으로, Back-propagation 알고리즘 기반 교통
표지판 인식률 90% 달성
※ 시냅스 소자 Array 8K bit 달성, 특허 12건(출원 7건, 등록 5건), SCI 15건 게재

- 5nm 급 이하 차세대 Logic 소자 원천요소기술개발
· (GAA) FET소자의 핵심 원천기술 개발 및 기술적·과학적 성과 획득
※ 특허 54건(출원 38건, 등록 16건), 논문 137건(국내 43건, SCI 94건) 게재

- 모바일 부품의 에너지 저감기술 개발
· 수평형 열전냉각 단위소자 및 열분석 기술 확보
※ n-type power factor 37uW/K2cm 달성, 특허 2건, 논문14건(SCI 6건, 국내 8건) 게재

- 파워반도체 연구플랫폼 지원을 위한 파워반도체 상용화센터 구축·운영
· 일괄공정 28종 장비 구축 및 기업지원 체계 구축
스마트시티
- (연구개발) 실증도시 디지털트윈 모델 및 실증서비스 use case 구현
· (에너지 Use Case) 시흥 에코센터(‘21.7) 및 서울대 시흥캠퍼스(‘21.11) BIM 구축 및 에너지
데이터 연계를 통한 Use Case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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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Use Case) 화재 및 홍수 데이터 연동(‘21.8) 및 3차원 물리 시뮬레이션 기반 개략예측
수행 및 검증(21.12)
- (실증·시범사업) 대구시 데이터허브 통합플랫폼 구축 및 데이터셋 연동 완료
· 데이터허브 완성도 90% 이상 달성(추가적인 지자체 요구사항 반영) 및 대구시 스마트시티센
터 완공(‘21.10)
· 데이터허브 118개 서비스 데이터셋 중 109개 연동 완료(‘21.11)
- (인프라 구축) 대중교통 비접촉 단말기 및 실시간 수집데이터 추적 기술 개발
· 결제단말기 태깅없이 이용 가능한 비접촉 결제 단말기 개발과 모바일카드와 결제단말기
연동 가능한 연동장비 설계
· 연계 데이터별 모니터링, 수집이력정보, 위치기반 데이터 등 실시간 수집데이터 추적기술
개발
신재생에너지
- (연구개발) 고효율·저단가의 태양전지 및 모듈 연구개발을 추진하여 p-PERC 양면 태양광
모듈 상용화 기술 확보 및 양산화를 통한 사업화 성공
· 양면 태양광 모듈 개발 및 국내 최대 양면 모듈 생산시설(750MW급)을 구축하여 `21년에
1,000억원 이상의 매출액 발생
- (실증) 수상 태양광 상용화 기술개발을 통해 국내기술로 해외시장 진출에 성공하고, 진출국
최대규모의 수상태양광 건설사업에 참여
· 대만 우산토댐에 설치하는 대만 최대 규모(13.7MW)의 수력발전용댐 수상태양광 건설사업
에 부력시스템을 구축(`21.6월, 매출액 약 400만달러)
- (제도개선) RPS 의무공급비율 상환 확대를 위한 법률개정 완료
· 공급의무자의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의 상한을 ‘10% → ‘25%’로 상향하는「신재생
법」개정안 마련 및 시행(‘21.4.20)
- (보급 확대) ’21년 재생에너지 보급묙표(4.6GW, 국정과제) 달성
※ 당초 ‘재생에너지 3020’ 목표 2.8GW에서 ‘그린뉴딜’을 반영해 4.6GW로 상향

- (클러스터 구축)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센터 개소(’21.12, 충북 진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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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로봇
- (연구개발) 산업의 난제 해결에 도전하는 고난도 기술개발을 통해 파급력이 높은 기술을 확보
하는 알키미스트 로봇분야 과제의 본연구 돌입
· 노화와 장애 등으로 인해 저하된 인간의 근력과 운동속도를 로봇기술로 보완하고자 하는
로봇슈트* 기술 개발
* 액체질소 기반의 고출력 인공근육을 구동원으로 하여 100m를 7초에 주파하는 소프트 웨어러블 로봇 슈
트를 개발

- (시장창출) 로봇기반 제조공정 스마트화* 및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로봇 보급**
* 공정 맞춤형 표준모델 개발 및 개량형 표준모델 개발을 통한 로봇 보급으로 방산, 친환경차 부품 등 다
양한 공정에 협동로봇 24대 보급(’21)
** 물류, 웨어러블, 의료, 돌봄로봇 ‘21년 총 1,385대 보급

- (실증) 제조로봇기술센터 기반조성을 통해 다양한 로봇활용 공정 연구와 시험/인증을 지원하여
지역 로봇 산업생태계 활성에 기여
· 기존 제조로봇기술센터의 유휴부지를 활용, 실증지원동을 증축 준공(2021. 2. 24.) 하고,
물류이송표준시험장비, 협동로봇실증라인 등 실증시험 환경 확대 구축
- (인프라구축) 물류로봇(실내 배송로봇), 이동로봇 승강기 탑승 안전기준 등의 시장 수요를
반영한 핵심 아젠다 도출 및 국가표준 개발 수행
※ 서비스로봇 제품 관련 국가표준(KS B 7307, KS B 7308) 제정 완료 (`21.11월)

- (규제개선) 로봇 규제혁신 로드맵(‘20.10월) 후속조치로 제3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및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 안건상정(‘21.4월)
ㆍ개최 목적 : 기재부 장관 주재 혁신성장전략회의를 통해 ‘20년 발표된 로봇산업규제혁신 로드맵 이행을
위한 ’21년 실행계획 발표
ㆍ주요 내용 : 경제동향 점검 및 ‘21년 로봇산업 규제 혁신 로드맵 실행계획 발표 등 현안 논의
ㆍ참석자 : 기재부 장관, 산업부·금융위·중기부 등 장관 참석

AR/VR
- (연구개발) 실시간 용접가이드 기술 및 용접공정용 AR 광학모듈 개발스테레오 카메라 기반
AR트래킹 기술 및 실시간 3차원 공간 조밀 복원기술 개발
· TIG 용접변수 가이드 증강 기술, 열변형 예측 및 처리방법 가이드 모듈, 용접변수 증
강 가이드 저작도구 개발
· 3차원 AR 구현을 위한 트래킹 위치 정밀도 및 해상도, 연산속도, 트래킹 거리 등 핵
심원천기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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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증) 산업안전 가상훈련 시스템 실증
· 고위험ㆍ고비용 현장훈련 대신, 실제와 유사한 가상 환경에서 안전ㆍ효과적으로 교육
ㆍ훈련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및 생산현장 실증
- (인프라 구축/세제지원) KMF2021개최하여 온·오프라인 참관객 11,130 방문
- (인력양성/규제개선) 기술 및 시장 변화에 따라 XR전문기업 간담회, 수요조사 및 관련 협회
등을 통해 메타버스 이슈 신규 과제 16건 발굴
드론(무인기)
-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전국 15개 지자체의 33개 구역을 ｢드론법｣에 따른 드론 전용 규제특구
로 최초 지정 완료(‘21.2)
· 드론 비행 관련 사전규제(특별감항증명, 안전성 인증, 특별비행승인 등) 및 전파 관련
사전평가(적합성평가)를 면제·간소화하여 실증 소요기간 단축
- (규제 합리화) 위험도‧성능 등을 기준으로 드론 분류기준 합리화(4단계) 및 드론 실명제 도입
을 통해 기체신고‧관리* 강화
* (드론 실명제)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 시 기체신고 의무화(’21.1.1 시행)

- (드론배송 상용화) 국내 최초로 드론 활용 해상 물품배송을 시작(‘21.2~)하고, 도심 내 드론
활용 피자배송 서비스*(’21.8)도 개시
* 드론 규제 샌드박스 참여업체(피스퀘어)와 도미노피자 협업 추진

- (활용시장 육성) 글로벌 선두주자가 없는 드론 활용시장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드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21.12, 관계부처 합동)
* 제2회 드론산업협의체(위원장: 국토부장관)를 통해 확정·발표

- (인프라 구축) 수도권 드론기업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비행시험, 기체성능 테스트가 가능한
전용비행시험장 추가 구축(화성, 21.7)
- (UAM) K-UAM(한국형 도심항공교통) 핵심기술 확보, 상용화 서비스 운용전략 등을 포함한
기술로드맵(‘21.3) 및 운용개념서 발표(‘21.9)
· K-UAM 상용화에 대한 단계별 운용전략,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책임, 정상 및 비정상
상황에서의 운용시나리오 등 상용화를 위한 점검·준비사항 제시
첨단소재
- (소재부품기술개발) 내구성 및 냄새·VOCs가 개선된 친환경 자동차 내장 부품 및 소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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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공정이 복잡한 가황고무 대체소재로 냄새, VOCs 등이 크게 개선된 원천소재 기
술 및 자동차 도어씰링 부품기술 확보
※ 국내특허 등록 5건 및 관련 제품 판매로 10억원 매출 발생

- (소재부품기술개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센서 SoC 기반 통합구동모듈(감속기-모터-센
서) 고집적 시리즈화(50W~400W급) 기술 개발
· 센서 SoC가 적용된 다중 센서모듈을 단축/2축 구동모듈에 통합 및 능동 안전 기술 개발
· 선진국 독일 schunk 제품과 동등수중의 기술력 확보 및 1축, 2축 구동모듈의 부품 국산화율
100% 달성
※ 국내 특허 출원 4건, 등록 6건, SCI급 해외논문 3건

-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 미래차, 항공기 등의 미래산업을 이끌어갈 티타늄 항공부품 개발과
자동차용 알루미늄 판재 제조 기술 개발
· 티타늄 온간단조 및 온간전조 성형공정 및 금형설계 기술 확립
· 공용 Ti합금 중간재(봉재 및 선재) 개발 및 항공인증 취득 추진을 통한 국내 납품실적
(Track Record) 확보
※ 8.4억원 매출발생(‘20년), KOLAS 및 NADCAP 인증취득

- (수송분야비배기관미세먼지저감사업) 자동차 비배기관 마모 저감 소재·부품 기술 및 미세먼지
감축 플랫폼 구축
· 차량 실주행 모사 조건 시 브레이크 배출 PM10 이하의 미세먼지 포집·분석 기술 확보
및 검증
· 브레이크 미세먼지 측정·평가 시스템 운용을 통한 국내 관련 산업계 지원
- (i-Ceramic플랫폼구축사업) 세라믹 제조공정의 빅데이터화 및 시법라인 구축 등을 통한
플랫폼 개발을 통해 세라믹기업 지원
· 세라믹 대표 공정 시범라인 구축 및 빅데이터 수집
· 빅데이터 학습, 공정 최적화 인공지능 모델 개발
※ 2개 공정 대상 공정 최적화 기간 50% 단축, 공정 예측 정확도 90% 이상 인공지능 모델 개발

- (미래소재 연구데이터 플랫폼 구축) 소재 연구데이터를 구축‧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국가 소재
데이터 스테이션, K-MDS) 구축 및 서비스 오픈(’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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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점검 결과(안)
※ 향후 기본점검 결과에 대한 소관부처의 보완 등을 통해 이행점검 결과 확정 예정
빅데이터(D)
- 시행계획 로드맵에 따라 연구개발, 시범사업, 인프라 구축, 규제개선 분야 등 추진과제가 정
상 추진중. 데이터산업 시장규모와 데이터 전문인력 관련 ‘21년 현재 이행수준은 시행계획상
추진목표를 달성하였으며, 빅데이터 분야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도 ’22년까지 목표달성을 완
료할 것으로 예상
차세대통신
- 시행계획 로드맵에 따라 연구개발, 실증·시범사업, 인프라 구축 분야 등 추진과제가 정상 추
진중이며, 5G 상용화 이후 정책적·제도적 지원이 적기에 잘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됨. IoT
연결기기 확대 관련 ‘21년 현재 이행수준은 시행계획상 추진목표를 달성하였으며, ’22년까
지 10기가 인터넷 전국 85개시 50% 커버리지 구축을 위한 향후 계획 보완 필요
인공지능
- 시행계획 상 로드맵에 따라 연구개발, 실증 및 사업화 분야 추진과제가 정상 추진중이며 연
구개발 성과에 대한 실증 연계를 통한 성과가 발생중. ‘22년까지 AI전문기업 확대와 인공지능
기술수준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이행수준(‘20년 기준)은 AI전문기업은 2018년 대비 2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기술수준도 2018년과 비교할 때 세계 최고 국가와 기술격차가 단축되었음
맞춤형 헬스케어
- 시행계획 상 로드맵에 따라 연구개발, 실증, 인프라 구축, 규제개선 등 과제를 진행중에 있으며,
’22년까지 통합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 구현을 목표로 정밀의료, 인공지능, 데이터 등 분야
별 기술개발을 확대 추진중에 있음. 또한, 의료기기 국내외 시장 진출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임상연구와 신의료 기술 인증을 지속 지원하고 있음
혁신신약
- 시행계획 상 로드맵에 따라 연구개발, 실증, 인프라 구축, 규제개선 등 과제를 진행중에 있으며, ‘22
년까지 신약 후보물질 발굴 확대,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액 확대, 바이오생산시스템 기술 수준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바이오 헬스 산업 수출액 관련 현재 이행수준(‘20년 기준)은 시행계
획 상 목표를 달성하였음. 또한, 혁신신약 후보물질 지속 발굴을 위해 ’21년 7월에 국가신약
개발사업을 신규로 착수하였음
자율주행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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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계획 상 로드맵에 따라 연구개발, 실증, 인프라 구축, 산업생태계 조성 등 분야 추진과제를 정
상 추진중이며 자율주행 핵심부품 3대 분야의 핵심 인지 센서, 시스템, 커넥티드 부품 등 레벨
2~3 자율주행차에 대응 가능한 9대 핵심부품의 국산화 기술 확보 및 서비스 실증을 통한 다양한
track record 확보
지능형 반도체
- 시행계획 상 로드맵에 따라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분야 추진과제를 정상 추진중이
며 ‘22년까지 초지능, 초전력 지능형반도체 개발과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능형반도체 연산성능과 전력효율 관련 현재 이행수준은 미국 V100 보다 성능과전력효율이
우수한 국산 지능형반도체 AB9을 개발(’19년)하였으며 세계시장 점유율도 18년 대비 상승
스마트 시티
- 시행계획 상 로드맵에 따라 연구개발, 실증, 인프라 구축, 규제개선 등 분야 추진과제를 수행중이
며, ‘빅데이터 기반 예측 시뮬레이션’ 과제의 경우 로드맵상 ‘21년까지 완료 예정이었으나 ‘20년
연차평가 결과 연구 성과의 실증 완료를 위해 추가 연구 기간이 필요하다는 평가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 기간을 연장하여 수행할 예정임
신재생 에너지
- 시행계획 상 로드맵에 따라 연구개발, 실증, 제도개선, 보급확대 등 분야 추진과제를 수행중이며, ’재
생에너지 각종 규제 개선‘ 과제의 경우 로드맵상 ’20년 까지 완료 예정이었으나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은 완료(’21.12월)되었으나 국유재산 임대료 인하를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 추진은 관계 부처 협의 중에 있음
지능형 로봇
- 시행계획 상 로드맵에 따라 연구개발, 시장창출, 실증, 인프라 구축, 국제협력 등 분야 추진과제를
수행중, ‘22년까지 지능형 제조로봇 개발 및 확산과 서비스로봇 개발 및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21년에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방산, 친환경차 부품 등 다양한 공정에 협동로봇 87대 보급하
고 물류, 웨어러블, 의료, 돌봄로봇 등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로봇 총 1,385대를 보급하는 등 지능
형로봇 확산 및 서비스 활용을 정상 추진중
AR/VR
- 시행계획 상 로드맵에 따라 연구개발, 사업화, 실증, 인력양성, 규제개선 등 분야 추진과제를 수행
중, ‘22년까지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과 다양한 VR/AR 융복합 서비스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음.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관련 현재이행 수준은 연매출 100억원 이상 강소기업 5개(’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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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를 육성하였고, AR기반 수술용 개발 툴킷 및 응용시스템 개발, 산업안전 가상훈련 시스템
개발 및 실증 등 다양한 분야에 VR/AR를 활용한 연구개발 및 실증이 진행중임 또한, 가상증
강현실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규제개선 과제 35개 중 13건 이행을 완료함
드론(무인기)
- 시행계획 상 로드맵에 따라 연구개발, 수요창출, 인프라 구축 등 과제를 수행중이며, 국내사업
용 무인기 시장 규모는 ‘18년 약 700억원에서 ’20년 약 5,000억원으로 확대되었음. ’국가종합
비행시험장 구축‘ 과제의 경우, ’20년까지 완료 예정이었으나 인·허가 관련 지연 사항 발생에 따른
일정 순연으로 사업 종료기간을 ’22년으로 조정하였으며, ‘22년까지 완료될 것으로 기대
첨단소재
- 시행계획 상 로드맵에 따라 시행계획 상 로드맵에 따라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분야 과제를 수행
중. 첨단소재․융복합 소재 20대 핵심기술 개발을 정상 추진 중이며, 세라믹 제조공정의 빅데이
터화 및 시범라인 구축 등 플랫폼 개발을 통해 세라믹 기업을 지원하고 국가 소재 데이터 스테이
션(K-MDS) 서비스 오픈(’21년 11월)을 통해 소재연구 활성화 기반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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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성장동력 성과확산 지원

추진 개요
(목적) 성장동력 정책 추진 성과를 신기술·신산업, 혁신 기반 전략기술 등으로 연계·확산
- 성장동력 및 연관 신산업(국가필수전략기술 등) 정책의 비전 및 현황, 주요 성과 등을 정책수요자
및 국민 대상 공유를 통해 지속적인 성과 확산을 지원
(내용) 2021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과 연계하여 성장동력 및 연관 신산업(국가필수전략기술 등)
관련 정책의 비전 및 육성 전략 소개, 주요 성과 공유를 통한 대국민 인식 제고
- 성장동력 주요 분야를 포함하는 필수전략기술 육성의 필요성 및 정부의 육성·보호 정책을
소개하고 기술패권시대 선도를 위한 전략기술 육성의 중요성을 공유
- 반도체, 인공지능, 로봇, 이차전지 등 성장동력 주요 분야별 시연·체험 가능한 핵심성과를
발굴하고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하여 대표 성과 전시
◇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 개요
∘ (목적) 과학기술 분야별 국가 연구개발 성과 전시 및 포럼·과학문화 체험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개최
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 (주요내용) 문재인 정부가 이뤄낸 혁신적 과학기술 성과를 집대성하고, 과학문화‧강연‧포럼 등 대국
민 소통 프로그램 운영
∘ (주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관)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창의재단
∘ (후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추진 결과
(특별관 기획) 성장동력 관련 분야의 주요 성과를 특별관에 전시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시연체험 가능한 아이템 발굴 및 연구성과 전시 방안 기획
- (정책 소개) 성장동력 주요 분야를 포함하는 필수전략기술 육성의 필요성 및 정부의 육성·
보호 정책을 소개하고 기술패권시대 선도를 위한 전략기술 육성의 중요성을 공유
※ (인트로존) 패널을 활용하여 정책 소개, (중앙홀) 3면 LED타워를 통한 영상 상영

- (성과전시) 반도체, 인공지능, 로봇, 이차전지 등 성장동력 주요 기술 분야별 대표 성과를
발굴하여 관련 기관 협조를 통한 연구성과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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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 특별관 구성도

<표 2-22> 성장동력 분야별 대표 전시 성과
구분(분야)

콘텐츠 주요 내용

참여기관

AI반도체 기반 자세인식 가상 주행 프로그램을 통해 AI 이미지 검출 시연

퓨리오사

AB9기반 서버 및 모바일 모듈 시연

ETRI

초거대 AI ‘하이퍼클로바’ 시연

NAVER

인공지능 오디오 솔루션 체험

㈜슈퍼톤,

메타버스 활용 국방 시뮬레이터

내비웍스

5G MEC기반 실감 홀로그램 시연

㈜더블미

5G 클라우드 기반 응급의료시스템 시연

연세의료원

반도체

인공지능

5G/6G

첨단로봇

6G의 전송속도(140㎓) 테스트 시연,
6G 혁신기술 홍보 영상 상영
6G 테라헤르츠 모뎀 등 주요 구성 소개,
Thz 테스트베드 시스템 실증 영상

LG전자
삼성전자

도로 교통 CCTV AI 영상분석 기술

KT

4족 보행 로봇, 협동로봇 시연,
웨어러블 로봇 전시, 4족 보행 로봇 연구실 소개 영상

KAIST

차세대 나트륨이온 이차전지 작동시연, 이차전지 소개 영상

KIST

한번 충전 600~700km 주행, 전기차용 이차전지 양극재 전시

한양대

이차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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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 특별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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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자료 제작) 성장동력 및 연관 신산업 관련 영상자료 제작을 위한 스토리보드, 시나리오 및
실영상자료 제작
- (스토리보드) 성장동력 및 연관 신산업 정책 기획의 배경 및 상세 사항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스토리보드 제작
- (시나리오) 스토리보드에 기반하여 성장동력 및 연관신산업 정책의 효과적인 소개를 위한
인트로-바디1(기술패권 경쟁 심화)-바디2(전략기술 육성 필요성)-바디3(전략기술 소개)-바디4(맞춤형
육성보호 전략)-아웃트로 형식의 시나리오 제작

- (영상)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2021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에 활용할 정책 소개 영상 제작

[그림 2-6] 영상자료 스크린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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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특별관 성과 전시 주요 아이템 현황
분야

주요내용



비고

(의의) AI반도체(NPU)를 활용하여 운전자의 자세와 주변 환경을 인식, 분석
하여 이미지를 검출하며, 美 NVidia의 제품 대비 우월한 성능 달성
※ 참여기관 : 퓨리오사



(내용) AI반도체 기반 자세인식 가상 주행 프로그램으로, AI를 활용한
이미지 검출 결과 시연



(의의) 국내 최초의 고성능 고효율 부동소수점 NPU(Neural

Processing Unit)

반도체와 반도체 기반 고성능 인공지능 서버로서 거대한 인공신경망의 학습과

반도체

고성능 추론을 실행하는 K-인공지능 서버 기술
※ 참여기관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내용) 국내 최초로 개발한 고성능 고효율 부동소수점 NPU 반도체(“AB9”,
칩)를

150개/랙당 병렬 연결한 고성능 저전력 인공지능 서버 시스템, K-

인공신경망 컴파일러, 라이브러리를 포함한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 시연
및 전시



(의의) 한국어 전용 자연어 처리 거대모델의 부재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최
대 한국어 거대 언어모델 구축 및 융합서비스 출시
※ 참여기관 : 네이버



(내용) 초거대 언어모델인 “하이퍼 클로바”와 이를 활용한 융합서비스(음
성합성서비스(클로바 더빙), AI램프(클로바 램프)) 등 시연



(의의) 세계 최초로 상업용 콘텐츠 제작에 활용되는 인공지능 오디오 솔루션
으로 생성된 가창합성, 다국어 더빙 등의 콘텐츠 청취 체험
※ 참여기관 : ㈜슈퍼톤



(내용) 전설의 가수들 목소리로 듣는 새로운 노래, 오징어 게임의 주인공
이 여러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다국어 더빙 영상 등 인공지능 오디오 솔루

AI

션을 통한 서비스 시연



(의의) AI, 메타버스 등을 활용한 국방 시뮬레이터로 작전 브리핑, 가상
합동 전술 훈련 등이 가능
※ 참여기관 : 내비웍스



(내용) VR, 홀로그램 등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가상의 장비(전차, 장갑차,
헬기)를 구현하고, AI 기반 대항군을 구성하여 합동 훈련



(의의) 한 대의 3D카메라만으로도 복잡하고 고가의 볼류메트릭 비디오캡
쳐 기술을 대체하고 5G MEC기반의 사용자 생성 실감 홀로그램 공유서
비스 제공
※ 참여기관 : ㈜더블미



(내용) 3D 카메라 앞에서 홀로그램 촬영시작 → 현실세계 메타버스, 트윈
월드에서 실시간 생성된 홀로그램 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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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주요내용



(의의) 중증응급환자의 다양한 정보를 5G-클라우드 기반 응급의료 통합
분석 플랫폼으로 전송하여 최적의 치료 준비
※ 참여기관 : 연세의료원



(내용) 표준 응급처치 매뉴얼 제시, 구급활동 일지 자동 작성, 치료 적합
병원 선정, 최적경로 이송 과정 등 재연



(의의) 차세대 통신인 6G의 혁신기술 소개
※ 참여기관 : LG전자



(내용) 현재 주력 연구개발 진행 중인 6G 테라헤르츠 기술의 초광대역
(10GHz) 무선 송수신 및 Full Duplex Radio 기술의 핵심 솔루션에 대
한 테스트 시연 및 홍보 영상

5G/6G



(의의) 차세대통신 분야의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위해 진행중인 6G 기술
개발 모습 참관
※ 참여기관 : 삼성전자



(내용) 6G 기술개발 현장과 Thz 테스트베드 시스템 실증 영상을 시청하
고, 테라헤르츠 모뎀 등 장비의 주요 구성 소개



(의의) 통신망을 활용한 신속․정확한 도로상황 분석을 통해 교통 신호 제
어 및 교통 혼잡 개선 시스템
※ 참여기관 : KT



(내용) 도로 교통 CCTV AI 영상분석 기술, 신호 최적화 제어 기술 등에
대한 영상 및 포스터 전시



(의의) 험지를 보행하며 다양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제작된 4
족보행 로봇(HOUND) 기술의 이해

※ 참여기관 : KAIST



(내용) 감시, 정찰, 수색 임무를 위해 고속주행, 고경사도 보행, 장애물 등
판 등의 능력을 가지는 4족보행 로봇 시연



(의의) 몸에 착용해 착용자의 신체 능력을 향상시켜 주는 웨어러블 로봇
기술로 보행 재활 등에 활용

첨단로봇

※ 참여기관 : KAIST



(내용) 하반신 마비 장애인의 보행보조용과 환자의 재활치료용, 비장애인
의 이동능력 증강을 위한 웨어러블 로봇, 일상에서 옷처럼 입을 수 있는
소프트 웨어러블 로봇 기술 전시



(의의) 국내 기술력으로 자체 개발한 6축 협동로봇으로 산업현장·제조현
장·서비스, 물류·농업현장 등에 다양하게 활용 가능

※ 참여기관 : KAIST



(내용) 사용자의 작업환경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협동로봇 기술을 소개하고
충돌방지 기능 등 협동로봇 RB5 기술 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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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주요내용



비고

(의의) 세계 최초로 소금의 전기화학적 활성화 기술 개발
※ 참여기관 :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내용) 바닷속 무한 자원인 소금을 이용한 차세대 나트륨이온 이차전지 전
극소재 개발, 성과 설명 포스터, 성과물(전극 소재, 전지 등) 전시, 소개
영상, 전지 작동 시연

이차전지



(의의) 고 에너지밀도 전지 제조를 위한 핵심원천 기술 개발 및 지식재산
권 확보
※ 참여기관 : 한양대학교



(내용) 한번 충전으로 600~700Km 주행이 가능한 전기차용 이차전지 양
극재 소개 영상 관람, 배터리 시제품 및 배터리를 분해하여 내부에 있는
분해 구성물질 전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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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혁신성장동력 특위 개편 및 운영

혁신성장동력 특별위원회 설치 배경
범부처･민간이 협력하여 기술개발에서부터 사업화에 이르는 성장동력 전체 정책 영역을 지속적으
로 수행하기 위한 총괄 조정기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내 특별위원회로 설치

혁신성장동력 특별위원회 주요기능 및 역할
성장동력 분야 신규 발굴·기획 및 R&D, 실증, 규제개선 등 성장동력 발전시책 수립, 성장동력
관련 정책의 평가·조정, 기타 성장동력 발굴·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
- (신산업 분야별 성장동력 발전전략 마련) 성장동력 분야별 맞춤형 추진전략 등 세부시행계획
검토·심의 및 성장동력 관련 사업 추진 방향 조정
- (현안이슈 선제적 대응) 글로벌 기술동향 모니터링을 통해 현안 이슈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추진과제 발굴

[그림 3-1]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내 혁신성장동력특별위원회 위상
※ 자료: 과학기술자문회의(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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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동력 특별위원회 운영 경과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산하 미래성장동력 특별위원회 설치 심의･의결(’14.4.23, 국과심 본회의)
1기 미래성장동력 특별위원회 구성･운영계획 마련(’14.6.12)
1기 미래성장동력 특별위원회의 민간위원 임기 종료(’14.6~’16.6)에 따라 위원을 재구성하여 2기
미래성장동력 특별위원회 출범(’16.6)
2기 미래성장동력 특별위원회의 민간위원 임기 종료(’16.6~’18.6)에 따라 위원을 재구성하고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여 3기 혁신성장동력 특별위원회 출범(’18.7)
3기 혁신성장동력 특별위원회 민간위원 임기 종료(’18.7~’20.6)에 따라 민간 위원 중심으로 위원
회를 재구성하고 4기 혁신성장동력 특별위원회 출범(’21.7)

4기 혁신성장동력 특별위원회 개편
(구성) 공동위원장 2명(과기혁신본부장, 민간위원장) 및 민간위원 9명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관련 전문가 참석 요청하여 의견수렴 활성화
- 인문·사회·경제, 벤처 투자 전문가, 여성 과학기술인 등 다양한 목소리가 수렴될 수 있도록
민간 중심의 논의와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위원회를 구성
(소위원회) 현안에 따라 세부 기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필요 시 설치하여 비상설
운영(ex. 발전전략 마련을 위한 특정분야 전문가 소위)

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심의회의)

혁신성장동력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과기혁신본부장, 민간위원장)
KISTEP
(운영지원)
ㅇㅇ분야 소위

ㅇㅇ분야 소위

ㅇㅇ분야 소위

⋯

※ KISTEP 미래성장전략센터(舊미래성장정책센터)에서 특위 운영 지원
[그림 3-2] 혁신성장동력 특별의원회 운영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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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4기 혁신성장동력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
구 분
공동위원장
간사위원

위촉직
민간위원

소속기관

직 위

위원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경수

한미약품연구센터

연구소장(부사장)

서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 조정관

오태석

(주)퓨처플레이

대표이사

류중희

삼성전자

상무

이윤경

서울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

정은혜

국민대학교

신소재공학부 교수

이현정

차의과학대학교

신경과학과 교수

문지숙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기획조정본부장

석현광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지능화융합연구소장

김형준

CJ 미래경영연구원

연구기획팀장(부사장)

최석준

LG경제연구원

원장

김영민

제20회 혁신성장동력 특별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 ’21.7.9(금) / 서울 버텍스코리아 버텍스홀
참석자: 공동위원장(과학기술혁신본부장, 서귀현 연구소장), 민간위원(9명) 및 정부위원(간사위원 1명),
KISTEP 등
상정안건
- [제1호, 심의] 혁신성장동력 특별위원회 운영세칙(안)
※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구성(제2조)과 역할(제3조), 회의 개최 조건(제4조),
안건의결 방법(제6조~제9조) 등을 규정

- [제2호, 토의] 성장동력 정책 추진방향(안)
※ `03년 이후 성장동력 주요 분야가 조정되며 변화·발전된 내용을 소개하고, 그간 정책 현장에서 발생한
목소리들을 정리, 토의를 통해 향후 성장동력 정책의 방향성을 재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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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제20차 혁신성장동력 특별위원회 상정 안건 주요 내용
1호 심의 안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혁신성장동력 특별위 운영세칙 제정(안)｣

□ 구성(제2조)
ㅇ 특별위원회는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명하는 전문가가 공
동의원장이 되며,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ㅇ 안건을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
□ 역할(제3조)
ㅇ 혁신성장동력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성장동력 분야 신규 발굴·기획 및 발전시책 수
립, 성장동력 기획·발굴 관련 범부처 협의체 구성·운영, 신산업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기
획·지원·관리 시스템 개선, 성장동력 관련 정책의 평가·조정 및 기타 성장동력 발굴·육성
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 할 수 있음
※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특위에서 정한 사항 중 일부를 실무위에 권한 위임할 수 있음

□ 회의(제4조)
ㅇ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함
- 위원장은 특위에서 논의할 사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
원이나 관련 공공기관 연구자 혹은 민간전문가를 특위에 참석시킬 수 있음
□ 간사(제5조)
ㅇ 특별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지명함
□ 안건(제6조)
ㅇ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논의 사안 중 성장동력 분야 관련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실무
적 자문 및 위임받은 사안에 대한 심의를 수행함
ㅇ 상정안건의 종류
- 사전 검토안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실무적
자문을 위한 안건
- 심의안건: 심의회의에서 위임받은 사안으로서 특위의 심의를 요하는 안건
- 보고안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위에 보고를 요청한 안건
- 토의안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위의 의결 없이 의견 청취를 위하여 상정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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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심의 안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혁신성장동력 특별위 운영세칙 제정(안)｣

□ 안건제출(제7조)
ㅇ 안건은 필요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위원장, 또는 간사위원이 특위 관계부처 협의
를 완료하여 공휴일을 제외한 개최 14일전까지 제출함
- 필요 시 관계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
* ICT․융합 전문위원회 등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안건검토를 위해 구성된
분야별 산하위원회(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제9조제1항)

□ 안건의결(제8조)
ㅇ 보고안건은 접수한 것으로 처리하고 사전 검토·심의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과 같이 의결함
안건종류

사전 검토
안건

의결내용
원안 상정

설명
상정안건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심의회의에 상정

수정 상정

상정안건의 일부 내용을 회의 중에 직접 수정한 후 심의회의에 상정

조정 후 상정

안건을 상정한 행정기관 혹은 위원이 위원들의 의견에 대하여 추가 검토하여
안건을 보완한 후 심의회의에 상정

재검토

안건 내용에 대해 위원간의 이견이 크고 쟁점이 쉽게 조정되지 못하는 경우
추가 협의·조정 후 보완하여 특위에서 재검토

원안의결
수정의결
심의 안건

상정안건을 수정 없이 원안으로 의결
상정안건의 일부 내용을 회의 중에 직접 수정하여 의결

조정 후 의결

안건을 상정한 행정기관 혹은 위원으로 하여금 위원들의 심의의견에 대하여 추가
검토하여 안건을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의결

재상정

안건 내용에 대해 위원간의 이견이 크고 쟁점이 쉽게 조정되지 못하는 경
우 추가적 검토와 협의·조정 후 재상정

□ 서면의결(제9조)
ㅇ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어렵거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할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
가능함
□ 직무윤리, 위원의 제척·회피(제10조, 제11조)
ㅇ 민간위원 위촉후보자는 직무윤리 사전진단 후 직무적합성에 문제가 없을 경우 위촉되며, 직
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특정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 불가능함
- 특위 의결로 제척 또는 스스로 회피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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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토의 안건

혁신성장동력 정책 추진방향(안)

□ 성장동력 정책
ㅇ 차세대성장동력(`03)을 시작으로, 신성장동력(`08), 미래성장동력(`14), 혁신성장동력(`17)
등으로 변화
구분

차세대성장동력

신성장동력

미래성장동력

혁신성장동력

추진시기

16대 정부

17대 정부

18대 정부

19대정부

목표

차세대 주력산업 기술력
확보

녹색성장, 서비스 산업
육성

과학기술과
ICT 융합

기술혁신 기반 맞춤형
전략

분야

10대

17대

19대

13대

책임부처

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미래창조과학부

과기정통부

선정기준

시장추이·전망, 국내역량,
파급효과 등

시장성, 파급효과,
녹색시장 연관성

성장성, 산업생태계,
경쟁력, 파급효과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 등

분야

① 바이오신약·장기

① 바이오제약·의료기기

① 스마트바이오생산

① 혁신신약

② 지능형 로봇

② 로봇응용

② 지능형로봇

② 지능형 로봇

③ 차세대 반도체

③ 첨단그린도시

③ 지능형반도체

③ 지능형 반도체

④ 차세대 이동통신

④ 탄소저감에너지

④ 5G 이동통신

④ 차세대 통신

⑤ 미래형 자동차

⑤ LED응용

⑤ 스마트자동차

⑤ 자율주행차

⑥ 차세대 전지

⑥ 신소재·나노융합

⑥ 융복합소재

⑥ 첨단 소재

⑦ 디스플레이

⑦ 글로벌 헬스케어

⑦ 맞춤형웰니스케어

⑦ 맞춤형헬스케어

⑧ 디지털 TV·방송

⑧ 방송통신융합

⑧ 빅데이터

⑧ 빅데이터

⑨ 지능형 홈네트워크

⑨ IT융합시스템

⑨ 실감형콘텐츠

⑨ 인공지능

⑩ 디지털콘텐츠
·SW솔루션

⑩ 고부가 식품

⑩지능형사물인터넷

⑩ 드론

신재생에너지

심해저해양플랜트

⑪ 스마트시티

고도 물처리

신재생 하이브리드

⑫ 신재생에너지

그린수송시스템

첨단소재가공시스템

⑬ 가상증강현실

⑭ MICE·관광

⑭ 착용형스마트기기

글로벌 교육서비스

가상훈련시스템

녹색금융

고기능무인기

콘텐츠·소프트웨어

직류송배전시스템
초임계CO2발전시스템
재난안전관리
스마트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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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토의 안건

혁신성장동력 정책 추진방향(안)

□ 그간 정책에 대한 현장 목소리와 대안
< 현행 >
- 성장동력 범위 모호
(기술, 산업이 혼재)

< 대안 >
▶

- 정의 명확화

- 각 분야를 일괄 선정·발표
상황 변화 반영 어려움
- 연속적·지속적 지원의 한계

▶

- 범부처 대응책 마련
- 생태계 점검을 통한 졸업 또는 연속적 지원
체계 마련

- 기술개발에 치중

▶

- R&D, 인력, 스타트업 육성 등
생태계 개선을 지원하는 전략마련

ㅇ (성장동력 범위 모호) 성장동력에 대해 법률 등에서 명확한 정의가 없고, 기술·산업이 혼
재되어 체계화 필요
ㅇ (상황변화 미반영) 정권 초기 새로운 성장동력 분야를 일괄 선정·발표하였고, 이후 상황 변
화를 반영한 탄력적 운영이 부족
- 또한, 성장동력의 잦은 변경으로 연속적·지속적 지원의 한계
ㅇ (기술개발에 치중) 성장동력화를 위해서는 기술개발 뿐만 아니라 성장동력 분야별 생태
계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책 마련 필요
□ 향후 추진 방향(정부의견)
ㅇ 전략적 중요성, 파급효과 등을 고려, 성장동력 후보 분야 상시 발굴
ㅇ 후보 분야 중 특위 논의를 거쳐 특정분야 선정 및 발전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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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성장동력 산학연 현장 의견 수렴

1. 성장동력 주요 분야 기업 간담회
기업 간담회 개요
목적: 전략기술 육성‧지원을 위한 관련 정책방향에 대한 산업계 의견 수렴
일시 및 장소: ’22. 1. 20(목) 10:00, 엘타워 골드홀
대상기관 : 20개 기업
※ SK텔레콤, KT, 한미약품,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두산퓨얼셀, 라온테크, LX세미콘, 한국항공우주산업,
안랩 등

참석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관련 기업 등 총 18명

[그림 3-3] 기업 간담회 개최 사진

주요 논의사항
인공지능
- 현재 인공지능 모델은 사회적 난제 및 의료 문제 해결에 대한 부분은 많이 부족한 수준으로
해당 기능의 강화를 위해 의료계, 학계, 산업계가 협력해 초거대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데이터 획득 및 테스트 관련 규제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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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 기술에서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숙련된 시스템 엔지니어가 매우 필요한 상황으로
학교, 기업, 정부는 협력해 해당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 필요
5G·6G
- 통신망 구축은 민간이 단독으로 진행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커 경제성이 낮아 국가가 투자하고,
민간이 수행하는 방식의 사업모델이 필요
- 기업이 지속적으로 도전적 R&D를 할 수 있는 토대 마련과 함께 내수 시장에서 먼저 경쟁력을
확보하여 이후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내수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첨단 바이오
- 현재 국내에서는 백신 개발에만 기술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으로 첨단 바이오의 전반적인 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고성장 중인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분야의 육성 필요
반도체·디스플레이
- 반도체 분야는 대규모 연구개발과 지속적인 설비투자가 필요하고, 제품의 생명 주기가 짧아
끊임없는 기술혁신만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분야이므로 정부의 R&D 세제 혜택 확대,
인력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 필요
- 현재 디스플레이 분야는 중국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시장으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필요
이차전지
- 우리나라는 국제시장에서 이차전지 분야를 주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준이나 시험 인증이
부족해 해외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국가 차원의 표준화 작업이 필요
- R&D단계에서는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장기적인 지원 및 지원금 확대, 양산 단계에서는 신규
물질 등록 시 비용 지원, 안전 환경 소재 지원 등에 대한 정부의 검토가 필요
첨단로봇·제조
- 로봇 분야는 플랫폼 산업이며, 대·중소기업이 협력하는 생태계 조성이 절실한 상황이므로
우선적으로 개방성을 강조하여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정부 주도의 플랫폼 구축 필요
- 산업용 로봇은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로 현재 국내 로봇 기술은 우수한 수준이나, 주요국에
비해 전방위적 지원,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대기업의 퇴직 인력을 다시 활용하고,
중소기업에 배치하는 방식 등에 대한 고민과 제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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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재·부품·장비 분야 민간기업 의견 수렴
추진 개요
(배경) GVC 재편에 따른 공급망 불안정화 해소를 위해 미래 소재·부품·장비 분야 민간 기업의
R&D 수요 조사 필요
(목적) 소재·부품·장비 분야 수요기업·공급기업 간 기업간담회를 통한 R&D 수요 조사
(범위) 세부 분야별로 관련 기업들 간 간담회 개최

추진 결과
1) 수요기업 간담회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라 미래 공급망 선점을 위한 미래선도품목에 대한 수요기업의 의견 청취
일시: ‘21.3.24(수), 26(금)
대상기관: 15개 수요 기업
※ SK하이닉스,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LG에너지솔루션, 삼성전기, 현대차, 현대모비스, 한화솔루
션, 두산공작기계, 두산중공업, 현대로보틱스, KT, SCM생명과학, 마크로젠, 가스공사

주요 논의사항
- 미래선도품목에 대하여 기업 수요 관점에서 일부 품목에 대한 조정·보완 의견 제시
- 특정 분야에 한정된 인력양성을 넘어 다양한 응용 분야로 활용이 가능한 기초과학 분야의
인력 확보 필요성 제기
- R&D 단계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소재 데이터 분석·활용 필요성
논의

2) 공급기업 간담회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라 미래 공급망 선점을 위한 미래선도품목에 대한 공급기업의 의견
청취
일시: ‘21.3.24(수), 26(금)
대상기관: 17개 공급 기업
※ 동진쎄미캠, 원익IPS, 라온텍, 이그잭스, 삼화콘덴서, LG전자, 현대케피코, 효성기술원, 두산인프라코어,
모비어스인벨류체인(주), ㈜카네비컴, 오이솔루션, 알에프에이치아이씨, 유한양행, 삼양바이오팜, 신성이엔
지, 두산퓨어셀

주요 논의사항
- 미래선도품목 중 조정·보완된 품목에 대한 공급 기업 관점에서의 의견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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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간기업 의견 수렴을 통한 소재부품장비 미래선도품목 발굴
추진 배경
코로나19, 미·중 기술패권 경쟁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GVC)가 재편되는 추세에 맞춰 그간
시장 공략이 어려운 분야·지역에 대한 국내 소부장 산업의 시장 진출 기회로 활용
첨단 소부장 분야의 기술 경쟁이 가속화 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소부장 국산화 전략을 넘어
미래 공급망을 창출·선점하기 위한 차세대 소부장에 대한 기술 확보가 중요

미래선도품목 개요
(개념) 향후 미래 유망 제품·서비스 구현의 핵심적인 위치가 예상되어 선제적 기술 선점이 필요한
품목
- 기존에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매우 높은 혁신성으로 차별성이 강한 품목

발굴 프로세스
(수요 발굴) 세부 분야별 산·학·연·관 TF를 구성하여 분야별 미래선도품목 수요 발굴
- 성장동력* 6개 분야, 기타 신산업** 3개분야에 대하여 산학연 전문가 119명으로 구성하여
122개의 후보군 발굴
* 반도체, 자동차, 비대면 디지털, 바이오, 그린에너지, 미래소재)
** 전기전자, 디스플레이, 기계금속

(후보품목선별) 분야별로 총 68명의 산학연 전문가를 별도 구성하여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 정부지원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70개의 후보품목 선별
<표 3-2> 미래선도품목 평가지표
판단 기준

주요 내용

미래 유망성

‣ 미래유망분야의 핵심 기능 구현 여부, 고부가가치 기여 등

기술 혁신성

‣ 기존 품목 대비 성능 혁신(소재, 메커니즘의 패러다임 전환 등)

실현 가능성

‣ 기존 품목과의 대체 난이도 비교, 핵심 고도기술 수반 여부 등

(수요·공급 매칭) 국내 소부장 기업 대상으로 9개 분야별 후보품목에 대하여 2단계 의견 수렴을
통한 미래선도품목 도출
- 미래선도품목에 대하여 산업계 수용성 확보를 위해 수요·공급기업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추가 조정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65개의 미래선도품목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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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기업 간담회 현장 목소리
분 야

반도체

현장 목소리

▪ 장비에 종속된 소재라 할지라도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 시간이 지나서 시작하
면 추격하기 어려움
▪ 특히, 개발이 성공되기 위해 수요기업의 평가 병행이 중요
▪ 새로운 디스플레이가 기술에서 시장까지 나오는데 10년이 소요되는 만큼, 긴 호흡을 가
지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

디스
플레이

▪ 기술변화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서는 광학 등 기초과학 역량을 보유한 우수 인력이 필요
▪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R&D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도 필요

전기전
자

▪ 리튬이온전지의 한계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게임 체인저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 고급 인력들이 해외기업으로 나가는 문제 해결이 필요

자동차

▪ 운송수단은 전기차 뿐 아니라, UAM・로봇 등 다양한 수단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공통으로 활용가능한 소부장 공급망 기술 확보 중요

기계
금속

▪ 선진국이 앞서있는 분야(예시 : 3D 프린팅, 액체수소 저장소재 등)가 다수 있는 분야로
서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긴 호흡을 가지고 R&D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

비대면
디지털

▪ 통신 분야에 있어서는 글로벌 1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 목표를 공격적으로 가져가
서 R&D를 진행할 경우, 실패해도 남는 건 있음
▪ 미중 갈등에서 틈새를 노리는 시장이 될 수도 있음

바이오

▪ 재생 의료 관련 품목은 충분히 추격이 가능한 미래 유망분야로서
정부 지원이 반드시 필요.
▪ 바이오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수인력이 필요함

그린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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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태양광 벨류체인을 보면 관련 소재부품은 수입에 상당히 의존
국내 제품의 효율 저감 문제 해결이 우선되어야함
▪ 선진국에서 한발 앞서가고 있는 분야(예시 : 풍력)에서 보다 도전적인 R&D 지원을 하
지 않으면 2050년에 경쟁력이 도태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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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선도품목
(성장동력 분야) 반도체, 자동차, 비대면 디지털, 바이오, 그린에너지, 미래소재 6개 분야에
대하여 총 48개의 품목 선정
- (반도체) 인공지능・빅데이터 처리 등에 대응한 차세대 반도체 구현에 필수적인 초고집적화(초
미세화, 고적층화) 공정 관련 품목 선정
기술 트렌드 (현재 → 5년후)
회로 선폭 초미세화
(5nm → 1.5nm 이하)
반도체 소자 고적층화
(176단 → 400단 이상, 낸드기준)

미래선도품목
① 초고해상도 BEUV 포토레지스트
② 차세대반도체용 ALD(원자층 증착) 전구체 및 장비
③ 3차원 웨이퍼간 직접 본딩 장비
④ 펨토초 레이저 다이싱 장비
⑤ 이종 집적 방열 소재(Heterogeneous Integration)

- (자동차) ICT 융합, 환경 규제 강화에 따라 △완전 자율 주행(Lv 4～5) △친환경・경량화(전
기・수소차 등) 관련 품목 선정
기술 트렌드 (현재 → 5년후)

완전 자율 주행
(Level 2~3 → Level 4~5)

친환경・경량화
(전기차 연비 6km/kWh → 7km/kWh 이상)

미래선도품목

① 융합 센서의 통합 신호 처리용 AP(MCU 통합)
② 4D 센싱용 라이다 모듈(위치+속도, FMCW 방식)
③ V2X 통신 반도체 소재(vehicle to everything)
④ 차량 구조 전지 시스템
⑤ 무윤활 환경 저마찰 고내구 구동 모듈
⑥ 고전압 전력반도체용 방열기판(Si3N4 : 질화규소 기반)

- (미래소재) 국내 산업(완제품)의 기초 체질 강화(소재)를 위해 향후 10년 이상의 장기 미
래를 대비하는 차차세대 소재 개발
기술 트렌드 (10년 이후)

차세대 ICT 소재
(홀로그램, 양자 컴퓨터 등)

미래선도품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홀로그램용 메타소재(실시간 광제어)
3D AR용 메타렌즈 소재(무색수차 구현 등)
미래차용 섬유형 OLED 소재
양자컴퓨터용 상온 동작 능동 소재
초분광 영상용 적외선 센서 소재
극한환경용 다이아몬드 반도체 소재
차세대 통신용 강유전체 광소재
차세대 통신용 초고주파 소재(AlN HEMT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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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트렌드 (10년 이후)

미래선도품목

차세대 제조용 소재
(초고강도 소재, 초미세 제조)

⑨ 나노구조 알루미늄 합금
⑩ 멤리스터용 나노복합소재

차세대 에너지용 소재
(차세대 이차전지, 수전해 등)

⑪
⑫
⑬
⑭
⑮
⑯
⑰

듀얼 이온전지용 전지 소재
베타전지용 질화물 반도체 소재
암모니아 연료전지용 나노 촉매 소재
차세대 전고체전지 소재(산화물계)
고밀도 수소저장용 경금속 수소화물
친환경 페로브스카이트 소재(Pb-free)
저온형 수전해용 세라믹 소재

차세대 바이오 소재
(휴먼증강, 인체 적합성 소재 등)

⑱
⑲
⑳
21
◯

소프트 웨어러블 인공근육 소재
휴먼증강용 인체감각 모방형 전자 소재
체내 주사용 생분해성 형상기억소재
바이오 인터페이싱 소재(면역반응 제어)

- (비대면 디지털) 화상회의, 인공지능 등 비대면 디지털 수요에 따라 △초고속 통신, △인공지능
반도체 관련 품목 선정
기술 트렌드 (현재 → 5년후)

미래선도품목

초고속 유무선 통신
(5G → 6G, 저궤도 위성통신 등)

①
②
③
④
⑤
⑥

6G 통신용 전력 증폭기 GaN 집적 회로
테라비트급 데이터 전송용 광통신 부품
대용량 코히어런트 광통신 부품
저궤도 위성통신용 통합 단말 모뎀(위성+이동)
고정밀 디지털 레이더 모듈
양자 인터넷용 양자 중계기 부품 및 모듈

인공지능 확산
(GPU기반 → NPU, 뉴로모픽 등)

⑦ 인공지능용 PIM 반도체

- (바이오) 글로벌 보건 긴급 상황 대응, 탄소 중립 추세 등에 대응하여 △재생 의료 고도화
△그린 바이오 관련 품목 선정
기술 트렌드 (현재 → 5년후)

미래선도품목

재생 의료 고도화
(유전자치료제 검증 → 난치성 질환 치료)

① 유전자 치료용 핵산 및 바이러스 벡터 소재
② 인체이식용 지지체 및 인공 장기 생체 소재
③ 초병렬적 DNA 합성 장비

친환경 바이오
(동물고기/일반사료 → 배양육/친환경사료)

④ 대체육 원료
⑤ 친환경 사료 소재

- (그린에너지) 전세계적인 탄소 중립 추세에 대응하여 △고효율 재생 에너지, △그린 수소
생산 분야의 품목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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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트렌드 (현재 → 5년후)

미래선도품목

고효율 재생에너지
(실리콘 태양광 → 페로브스카이트)

① 건식 공정용 페로브스카이트 소재
② 초대형 풍력발전용 분리형 블레이드
③ 고강도 복합 나노 섬유 및 공정 장비

그린 수소 생산
(그레이 수소 → 그린 수소)

④ 고안정성 음이온 교환막 수전해 스택
⑤ 초고성능 세라믹 전해 전지

(기타신산업 분야)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기계금속 3개 분야에 대하여 총 17개 품목 선정
- (디스플레이) 현재 OLED 디스플레이 경쟁력을 이을 △초고해상도(마이크로LED) △다축 플렉
서블 디스플레이 관련 품목 선정
기술 트렌드 (현재 → 5년후)

초고해상도・초실감 디스플레이
(OLED → 초미세 마이크로LED)
여러번 접히는 디스플레이
(1축 폴더블 → 多축 폴더블)

미래선도품목
①
②
③
④

초미세 마이크로LED 소재부품
마이크로 LED 화소공정 장비
3차원 표시 광학 소재부품
AR・VR 디스플레이 소재・부품

⑤ 자유곡면 플렉서블 기판 및 유기소재
⑥ 폴더블 윈도우용 하이브리드 소재

- (전기전자) 모바일 ICT 기기, 전기차 확산 등에 따라 △고에너지(전고체전지) △고전압・비접
촉 관련 품목 선정
기술 트렌드 (현재 → 5년후)
고용량・안정성 높은 배터리
(리튬이온 → 전고체전지)
고전압・비접촉 환경
(400v/접촉식 → 1,000v/비접촉식)

미래선도품목
① 전고체전지용 고체전해질
② 리튬 금속 음극 소재
③ 촉감 재현용 초음파 생성기
④ 초고전압 MLCC(적층세라믹콘덴서)
⑤ 고주파용 단결정 기판 소재(반절연 SiC 기반)

- (기계금속) 극저온 등 극한 환경(수소 생태계 등), 스마트 제조 확산 등에 따라 △극한 환경
소재 △스마트 기계 관련 품목 선정
기술 트렌드 (현재 → 5년후)

미래선도품목

극저온・초고온 등 극한 환경
(LNG → 액체수소 저장 등)

① 액체수소 저장용 금속 소재 (내수소취화)
② 가스터빈용 내열 소재(희소금속 함유량 저감)

스마트 기계(맞춤형・생산성 향상 등)
(저탄소강 3D 프린팅 → 고탄소강)

6 3D 프린팅용 금속 분말(소결기반 고탄소강)
④ 건설기계용 정밀 위치 인지 장비
⑤ 비정형 실내외 자율주행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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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결론 및 향후 계획

제1절

결론

그간 성장동력 정책의 추진을 통해 이뤄진 성과를 검토하고, 향후 정책 추진의 기반을 조성하
기 위한 정책 개념 정의
그간의 성장동력 정책 문건, 관련 문헌 등을 고려하고 성장의 개념에 대한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하여 성장동력의 개념을 설정
- (성장의 정의) 부가가치 창출, 신산업 성장 등 경제성장을 우선으로 하고, 사회적 가치*는
보완적으로 고려
* 탄소중립 등 난제 해결이 신산업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분야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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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동력 로드맵 이행현황의 점검을 통해 향후 정책 추진 및 계획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
로 성장동력 분야별·부처별 추진실적을 검토
- (빅데이터) 연관분석 지식베이스 생성 및 이종 및 다종 정보 연계를 위한 정보 검색 기술
개발, 빅데이터·AI 기반 혁신 과제 지원 등
- (차세대통신) 6G 관련 R&D, 표준화, 글로벌 협력 강화, 지능형 IoT 기술 활용 실증 수행,
5G 시험인프라 조성 등
- (인공지능) 언어·음성·시각 지능 R&D 및 실증, 사업화 수행
- (맞춤형헬스케어) 정밀의료기술개발 및 유전체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
템 보급·확산 등
- (혁신신약) 복합적 장기모사체 구축, 면역항암제 및 위식도염류 질환 치료제 기술 이전 등
- (자율주행차) 주요 부품, 센서들의 기술개발 완료 및 자율주행 기반 서비스 실증 등
- (지능형반도체) 영상처리 통합 프로세서 개발, 시냅스 소자기반 패턴인식 하드웨어 시스템
개발, 5nm급 이하 차세대 Logic 소자 원천요소기술 개발 등
- (스마트시티) 디지털트윈 모델 실증 서비스, 데이터허브 통합 플랫폼 구축 등
- (신재생에너지) p-PERC 양면 태양광 모듈 상용화 및 양상화, RPS 의무공급비율 상확 확대를
위한 법률개정 완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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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형로봇) 산업 난제 해결을 위한 알키미스트 로봇분야 본연구 수행, 제조 로봇, 서비스
로봇 보급 확산 등
- (AR/VR) AR광학모듈 개발, 산업·안전 가상훈련 시스템 실증 등
- (드론)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 지정, 드론 실명제 도입, 국내 최초 드론 활용 배송 서비스
시작 등
- (첨단소재) 친환경 자동차 내장 부품 및 소재 개발, 센서 SoC 기반 통합구동모듈 고집적
시리즈화 기술 개발, 국가 소재 데이터 스테이션 플랫폼 구축 및 서비스 오픈 등
성장동력의 정책 성과를 관련 신기술·신산업으로 확산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적 차원의 전략적
대응 방안을 확립하기 위해 신산업 관점의 정책 비전 및 현황을 공유
- 성장동력 및 연관 신산업 내 정책 현황 및 주요 성과의 제시를 통해 지속적인 정책 성과
확산을 지원
- 성장동력분야의 연구개발성과가 효과적으로 사업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창업생태계를
진단하고 활성화 방안 검토 추진

성장동력 민간 협의체계 구성
성장동력 정책 내 민간 소통기능을 강화하고 민간 중심의 정책 아젠다를 주도할 수 있도록 민간과
긴밀한 논의를 위한 협의체계를 구성 및 운영
- 성장동력 정책의 총괄 조정기구인 혁신성장동력특별위원회를 민간 중심으로 개편하여, 민간의
의견이 정책으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의 기능을 강화
자국중심주의 및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 현상에 긴밀히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한 민간
기업 간담회 개최
- 코로나19, 미·중 기술패권 경쟁 등으로 첨단 소부장 분야의 기술 경쟁이 가속화 되는 상황에
서, 국내 소부장 기업 대상으로 9개 분야별 후보품목에 대하여 2단계 의견 수렴을 통한
미래선도품목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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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향후 계획

국내외 신흥기술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조사‧분석
기술 성숙, 산업적 활용성·유용성 부상 등으로 전략적 육성 필요성이 증가하는 신흥기술을 사전
포착하기 위한 신흥기술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현황을 조사·분석
성장동력의 신규 발굴 시 활용 가능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통해 정책 대응의 신속성
확보

성장동력 산업생태계 육성 방안 마련
성장동력 정책이 효과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민간분야에서의 혁신을 위한 투자가 확대되
어야 하며, 산업생태계 및 창업생태계가 자생력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
성장동력의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조세, 기술창업, 인프라 등 민간 중심의 신산업 생태계
고도화 전략 마련

성장동력 정책의 주요 방향성 마련
과학기술예측 조사 등 미래예측을 기반으로 차기 성장동력 정책이 추구해야 할 방향을 모색하여
중장기 신산업 정책의 기틀을 마련할 필요
성장동력의 중장기적 육성·지원을 위해 차기 정책의 방향성과 주요 정책지표 도출

성장동력 정책 이행점검
성장동력 정책의 효율적 추진 및 이행력 강화를 위해 분야별 현황 및 성과를 점검하여 향후
정책 추진에 활용
혁신성장동력 시행계획(‘18~’22) 로드맵에 따른 R&D 투자, 실정, 사업화, 규제개선, 인력양성
등 주요 정책수단에 대한 분야별 이행현황 점검

혁신성장동력 특위 운영·지원
혁신성장동력 특별위원회 운영 활성화 및 성장동력 정책자문을 위한 민간전문가 회의(간담회
등) 운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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