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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마트 팜 최근 동향과 시사점1)

스마트 팜 정의 및 필요성

빅데이터, AI, 무인자동화 등 융합기술을 온실･축사 등에 접목하여 원격･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관리할 수 있는 지능화된 시설농장 의미
농･축산 생산시설의 환경 및 생체정보의 계측과 판단을 통해 기존 관행적･경험적
농업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제어･처방
- 최소한의 노동･에너지 투입을 통해 생산성 극대화 및 고품질의 농업, 축산
제품 생산이 가능한 기술
< 스마트 팜 개념 >

※ 자료 : 농촌진흥청(2016) ‘RDA인테러뱅179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18.10) ‘스마트 팜 현장착근을 위한 기술
정책 제고 방안’, 언론보도종합

유럽 농기계위원회(2017)는 기술발달에 따라 농업의 발전과정을 구분, 녹색혁명을
통한 농업 생산성의 획기적 증가를 Agriculture 2.0, GPS를 활용한 맞춤형
정밀농업 기술의 등장을 Agriculture 3.0으로 정의
- 2010년대 초반 ICT기술 융합을 통해 정밀농업이 심화･발전된 형태인
스마트 팜은 Agriculture 4.0, 인공지능과 로봇을 활용한 무인･자율
의사결정 농업시스템은 Agriculture 5.0으로 정의
1)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박주혁 책임(jhp@iit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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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팜의 세대별 구분 >
발전 단계

시기

특징

Agriculture
1.0

1900년대 초반 ⦁노동 집약적이며 생산성이 낮은 관행농업
⦁식량제공에는 성공했으나 투입인력 소모가 지나치게 큼
(전통농업)

Agriculture
2.0

⦁비료, 농약, 농기계 활용 확대로 녹색혁명 이룸
1950년대 후반
⦁투입재 비용이 절감되면서 생산성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으며, 더불어
(녹색혁명)
농업의 규모를 대폭 증가

Agriculture
3.0

⦁GPS를 이용한 정밀농업 기술 등장
1990년대 중반
⦁정밀농업 기술의 성숙에 따라 비용절감은 물론 품질개선 및 다양화
(정밀농업)
등으로 목표가 확대

Agriculture
4.0

⦁ICT 기술과 농업용 기계와의 결합을 통한 정밀농업의 디지털화, 클라우드
기반 ICT시스템, 빅데이터 등 기술발전에 근거
2010년대 초반
⦁non-physical service, eco-system, cooperation의 중요성 증대,
(스마트 팜)
“Industry 4.0”의 농업 버전
⦁스마트 팜, 디지털농업, 데이터농업과 동일한 개념

Agriculture
5.0

현재

⦁Robotics 및 AI 기반의 무인/자율 의사결정 시스템

※ 자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스마트 팜 현장 착근을 위한 기술정책 제고방안”(2018)

국내는 농･축산업 인구 고령화와 젊은 층 유입 감소 및 생산면 축소에 따른
소득･수출･성장률 정체 등에 따른 관련 산업 지속가능성 위기
지난 10년간(2009~2019년) 농가 수 및 농가인구는 전년대비 지속 감소
* 농가 수 감소율(전년대비 %) : (’16)△1.9 →(’17)△2.5 →(’18)△2.0 →(’19)△1.3
* 농가인구 감소율(전년대비 %) : (’16)△2.8 →(’17)△3.0 →(’18)△4.4 →(’19)△3.0
< 농가 수 및 농가인구 추이 >

※ 자료 : 통계청 『농업조사』, 『농업총조사』(’00년, ’05년, ’10년, ’15년,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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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국가 전체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출산율 저하와 농가의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농업포기, 전업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
* 농가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율(%): (’16)40.3 → (’17)42.5 → (’18)44.7 → (’19)46.6

따라서 스마트 팜은 융･복합 기술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와 동시에 청년유입을
통한 농가의 다양한 연령대 확보 등의 핵심 수단으로 인식
- (생산성 향상) 최적화된 생육환경 제공으로 투입재, 노동력 절감 가능
- (수출 확대) 통제된 첨단시설을 통해 연중 안정적 생산 및 바이어 요구 대응
- (일자리 창출) 전문 재배사, 소프트웨어 개발자, 사물인터넷 서비스 기업 등
청년 일자리 창출
- (환경 친화적) 병해충･질병 감소, 악취 관리, 불필요한 양분 공급 감소 등
정부의 스마트 팜 확산을 위한 정책지원 확대 및 성과인식에 따라 스마트 팜 확산이
가속화되고 있음
- 스마트 팜 성과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산되면서 파프리카･토마토 등 시설채소
중심으로 스마트 팜 보급 면적이 급격히 증가 추세
- 축산분야에서는 최근 3년간 성과확산 및 홍보로 대상 축종 및 농가가 빠르게 확대.
특히 2022년을 목표로 정부는 축산농가의 스마트 팜 도입을 적극 권장
* 대상 축종 : (’14) 양돈 → (’15) 양계 → (’16) 한우, 낙농 → (’17) 오리, 사슴
< 연도별 정부의 스마트 팜 보급 물량 >
구분(누계)

’13년 이전

’14년

’15년

’16년

’17년

’22년 목표

시설원예(ha)

345

405

769

1,912

4,010

7,000

축산(호)

-

23

177

411

790

5,750

※ 자료 : 관계부처 합동, 스마트 팜 확산방안(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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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마트 팜 산업 동향 분석

(시장) 연 평균 9.8% 시장 확대로 지속적인 산업 외형 증대
2021년 전 세계 스마트 팜 시장 규모는 148억 달러로 추정, 앞으로 지속
증가하여 2025년에는 220억 달러로 연평균 9.8% 시장 확대
- 각 국의 스마트 팜 기술혁신과 정책이 뒷받침되어 경쟁력이 향상되고 있는
만큼 스마트 팜 시장의 성장세도 가파르게 증가
- 또한 스마트 팜은 화학물질 및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을
감소시키고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의 전환을 촉진시키는 핵심요소로 부각
< 전세계 스마트 팜 시장 전망 >

※ 자료 : MarketsandMarkets(2020, 재가공)

전 세계 스마트 팜 시장은 미주와 유럽시장이 각각 42%, 31%로 전체 시장의
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시아 및 그 외 지역은 27%의 비중
- 스마트 팜 시장의 주요기업들은 미국에 거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 향후에도
시장 형성 추세는 현재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
※ Deere & Company (US), Trimble (US), AgJunction (US), Topcon Positioning
Systems (US), Heliospectra (Sweden), and DeLaval (Swe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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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호주, 인도 등 인구가 급증하는 국가들은 스마트 팜의 시장 초기 단계에
있으며, 앞으로 아시아 및 그 외 국가에 비해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전세계 스마트 팜 지역별 시장 전망>

※ 자료 : MarketsandMarkets(2020, 재가공)

(정책) 지속가능한 스마트 팜을 향한 해외 농업주도국의 움직임 활발
(해외) 스마트 팜 관련 기술개발 및 생태계조성을 위해 각국은 정부차원 미래 성장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고 있으며 환경적 특성에 따라 스마트 팜 시장 조성
- (미국･호주)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 땅이 넓은 조방농업(Extensive Agriculture)
국가로서 노지농업이 특히 발달
- (네덜란드) 좁은 면적을 효율적으로 활용,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첨단유리
온실 및 차세대 식물 생산시스템 등의 식물공장에 대한 R&D 추진
- (일본) 국토가 좁은 특성상 효율적으로 토지를 활용하고자 네덜란드를 벤치마킹
하여 일본 환경에 맞는 식물공장을 개발, 식물공장을 통해 유기농 채소 및
과수원예 관련 분야 기술 특화
- (덴마크･독일) 축산･낙농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양돈･사료･도축 및 축유
등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물론 농장 관리 솔루션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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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농업 선진국의 스마트 팜 관련 정책 추진 현황 >
국가

주요 현황

미국

⦁스마트 팜 관련 오랜 R&D 추진으로 정밀농업, 처방농업 등 전 세계적으로 노지분야에서의
최첨단 농업 관련 기술 선도
⦁민간 중심 ICT분야에서의 강점을 다른 산업에 이식하고, 미국 농무부(USDA)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하며 대응

유럽

⦁‘EIP-AGRI’에서 농민, 전문가, 기업, NGO간의 스마트 팜 관련 협력연구를 진행
⦁EU 내 주요농업 선진국이 예산 상당 부분을 연구개발(R&D)에 할당하며 이를 통한 산업
발전 지속

네덜란드

⦁수출구조의 농업으로 생산성 제고, 기업과 대학이 주도하고 중앙･지방정부가 지원하는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육성하여 산업성장 및 수출견인
⦁첨단 유리온실 및 차세대 식물 생산시스템 등에 대한 R&D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글로벌
온실 솔루션시장에서 독보적 입지 확보

일본

⦁로봇 등 상대적 우위 기술을 이용한 국가혁신프로젝트를 전개
- 빅데이터 활용에 중점을 두고 4차산업혁명 선도 전략을 마련(2016)
- ‘로봇新전략’을 통해 2020년까지 무인농기계 실용화 방침

중국

⦁거대 내수시장 기반으로 한 정부･민간 공동 사업추진으로 전 세계 스마트 팜 시장을 빠르게
추격
⦁‘전국농업현대화계획(2016~2020)’발표에서 스마트 팜의 중요성 강조

※ 자료 :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2019)

(국내)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4.16.)를 통해 정부의 혁신성장 핵심 선도과제
중 하나인 「스마트 팜 확산 방안」을 발표
- 스마트 팜 확산･고도화를 위한 주요 정책 과제로 ①청년 창업생태계 조성,
②산업 인프라 구축, ③스마트 팜 혁신밸리 조성
- 정부는 ‘스마트 팜’을 혁신성장 선도 사업으로 선정하고 기존 농가 단위 스마트 팜
보급 전략을 보완, 정책대상을 청년 농업인 및 전후방 산업으로 확대하고
집적화된 확산거점 조성
- 2018년 4개 지자체를 선정하여 시설원예 농업을 위한 스마트 팜 혁신밸리를
구축, 농업인-생산, 기업-연구･개발을 담당하고 개발한 기술 및 신제품을 향후
농촌에 보급 방식으로 운영 예정
* 2018년 8월과 2019년 3월 1, 2차에 걸쳐 경북 상주시, 전북 김제시, 전남 고흥군,
경남 밀양시 등 총 4개의 혁신 밸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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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스마트 팜에 집중되는 투자자금과 농업분야 비즈니스 생태계 변화 심화
스마트 팜의 발전과 관련 시장 확대로 어그테크(Agtech)에 대한 국내･외 벤처
투자자들의 관심도 증가, 농업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
* 어그테크(Agtech)는 농업과 기술을 결합한 합성어(Agriculture+Technology)로 농업
생명공학기술, 정밀농업, 대체식품, 식품 전자상거래 등을 아우르는 분야

- 2010년부터 2019년까지 PE･VC･액셀러레이터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투자자가
스마트 팜 및 어그테크 분야 기업에 투자한 건수는 연평균 24.5% 증가
- 2019년 한 해 동안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건수는 495건으로, 이는 2010년
69건과 비교하면 약 7배 이상 증가
< 글로벌 스마트 팜 및 어그테크 관련 투자 추이 >

자료 : pitchBook(2019.2, 재가공)

(해외) 글로벌 투자자는 신규 농업시스템 관련 분야, 혁신 식품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에 투자하며 폭넓은 포트폴리오 구축
- 주요 글로벌 투자자가 2016년 부터 2019년 12월까지 투자한 농업관련 스타트업･
벤처기업은 농장･축사관리 SW･센싱･IoT 관련기업, 로보틱스･기계화･농업장비
분야가 가장 활발
- 특히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이 스마트 팜을 이루는 핵심요소로 대두. 투자자는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농장 및 농작물･축사관리 및 진단을 돕고 예측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농장･가축관련 솔루션 개발 기술기업에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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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세계적인 어그테크 투자열기에 힘입어, 국내 투자자 역시 친환경 먹거리
및 스마트 팜에 주목하고 활발한 투자 시도 지속
- 사모펀드 운용사를 중심으로 한 국내 주요투자자는 친환경, 건강식품업계에
투자를 추진하고 해외 진출을 통한 성장여력을 갖춘 국내 농업법인을 주요
투자처로 두고 물색 작업에 한창
- 현재 카카오 산하의 투자 전문회사 카카오 인베스트먼트는 2015년 만나CEA*에
100억원을 투자해 지분33%를 인수하며 주목
* 만나CEA는 물고기양식(Aquaculture)과 수경재배(Hydroponics)를 결합한 친환경 농법
아쿠아 포닉스(Aquaponics) 관련 솔루션 및 제어시스템을 공급하는 기업

- LG화학은 2016년 4월 ㈜동부팜한농을 인수, 작물 보호제･종자 중심으로
한 그린바이오 관련 사업을 자사 포트폴리오에 추가
* ㈜동부팜한농은 작물보호제, 비료제조, 종자개발･공급 관련 기술 보유 기업
< 국내 스마트 팜 및 어그테크 관련 주요 투자 동향 >
투자자

투자대상

주요내용

카카오
인베스트먼트

만나CEA

아쿠아포닉스 농법을 활용한 스마트 팜 솔루션과 제어시스템을 공급하는
만나CEA에 100억원(지분 약33%) 투자

IMM
인베스트먼트,
국순당

팜에이트

IMM 인베스트먼트는 2014년 농업펀드를 조성해 수직농법의 식물 공장
시스템으로 잎채소를 생산하는 팜에이트에 투자. 국순당도 팜에이트 지분
37% 인수

LG화학

동부팜한농

작물 보호제･비료 제조, 종자개발･공급 관련 높은 기술력과 시장 점유율
을 갖춘 동부팜한농 인수

앵커에쿼티
파트너스

대흥농산

2016년 대흥농산지분 77.8% 매입 후 2017년 대흥농산 지분 전량을 매입

만나CEA

만나CEA에 2015년(10억원), 2017년(보통주 80억원) 두 차례에 걸쳐 90
억원을 투자, 총 7.36%의 지분 보유

더파머스

2014년 농산물 도소매업, 이커머스 사업을 영위하는 스타트업을 설립,
온라인 식품플랫폼 ‘마켓컬리’를 운영중인 더파머스에 50억원 투자

DSC
인베스트먼트
유큐아이
파트너스 외

엔씽
KDB
산업은행
스톤브릿지
벤처스 외

더플랜잇

IoT을 활용한 컨테이너 형태의 모듈형 스마트 팜 솔루션 제조업체에 25.5
억원을 투자. 엔씽은 스마트 팜 단지 구축에 대부분 자금을 활용하며 향후
재배 농작물 수출을 위한 기반 마련
KDB산업은행은 엔씽에 20억원을 투자, 엔씽은 중국 엠파워 인베스트먼트
로부터 받은 50만달러, KDB산업은행의 투자금을 기반으로 모듈형 수경재
배키트(Kit) ‘플랜티스퀘어’를 개발
순식물성 대체 식품 관련 플랫폼 및 제품개발업체 더플랜잇은 스톤브릿지
벤처스, 롯데엑셀러레이터, 퓨처플레이-KDB캐피탈로 부터 15억원 투자 유치

※ 자료 : PitchBook, 언론보도종합, 삼정KPMG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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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마트 팜 D･N･A 활용 동향

(데이터) 오랜 기간 축적된 데이터는 예측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 요소
글로벌 농화학기업은 데이터 주권 확보를 위해 디지털 파밍(Digita lFarming),
데이터 농업 분야에서 기회 모색
- 디지털 파밍의 핵심요소는 단연 빅데이터로, 농업분야에서의 빅데이터는 작물
종류별 기상변수, 토양 영양소, 환경조건,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 GPS
데이터, 파종에서부터 수확에 이르는 농작업 기록, 수확량, 작물 보호제 및
비료양 등을 포함
- 각종 스마트시설과 장비에 데이터와 센서가 결합되어 농업의 패러다임이
첨단산업으로 변화되면서 농업생산성이 대폭 증가
(클라이밋 코퍼레이션) 2006년 구글 출신 엔지니어 2명이 만든 기업으로 미국
내 주요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 농가의 의사결정을
지원 서비스 제공
- 주요 농지의 과거 60년간 수확량 데이터, 1,500억 곳의 토양데이터, 250만 개
지역의 기후정보 데이터를 확보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농업인들이 리스크를
피하고 수확량을 높일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을 제시
- 클라이밋 코퍼레이션은 세계적인 종자기업 몬산토그룹이 2013년 10월, 9억
3,000만달러에 인수
※ 이 후 다국적기업인 바이엘이 몬산토를 630억 달러에 인수하면서 현재 클라이밋
코퍼레이션은 바이엘의 자회사
< 클라이밋 코퍼레이션의 FieldView 서비스 >

※ 자료 : 자사(클라이밋 코퍼레이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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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디어) 세계 최대 농기계 회사인 존디어社(미국)는 2017년 인공지능 벤처기업
블루리버 테크놀로지를 인수, 농업용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는 데
주력
- 블루리버 테크놀로지는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See & Spray
기술을 도입, 효율적으로 제초제를 분사하여 제초제 양의 90% 절감
- 레티스 봇(Lettuce Bot)은 경작지의 잡초를 찾아 제거하는 장치로 수백만
장의 식물 이미지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에서 식물과 잡초를 즉각적으로 구분･
선별 비료 살포
< 블루리버 테크놀로지의 레티스봇과 See & Spray 기술 >

※ 자료 : 자사(블루리버 테크놀로지) 홈페이지

(네트워크) 5G 기술 도입으로 농업 생산성과 품질 등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
(무인트랙터) 글로벌 기업은 인공지능(AI) 및 빅데이터를 트랙터에 도입하여
5G 기술을 접목한 완전 자율주행 무인 트랙터를 개발하여 상용화를 추진 중
- 경작면적이 넓은 미국과 영국에서는 대형 농기계를 주축으로 하는 존디어(미국)와
CNH(영국)의 점유율이 높으며, 중소형 농기계 시장에서는 구보타(일본)의
점유율이 높은 상황
- (미국) 존디어社는 완전 자율주행 트랙터에 가까운 트랙터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기계학습･딥 러닝 기능을 장비에 추가하였고, 최근에는 5G를 이용한 네트워크
기술을 접목시켜 보다 효율적인 무인트랙터 개발 중
- (일본) 농촌 지역 고령화 심화에 따른 작업능력 저하에 대처하기 위해 무인
자율주행 트랙터를 적극적으로 개발, 구보다･얀마 등 대형 농기계 브랜드에서
무인 자율주행 트랙터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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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얀마(Yanmar) 자율주행 트랙터 시연 운전 >

※ 자료 : 언론보도

-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는 이촌향도현상으로 농업 노동력이 크게 감소,
바이두 위성 항법시스템(중국에서 구축한 독자 위성항법 시스템)과 5G 기술을
접목시켜 자율 운행 트랙터를 개발･시범 운영 중
- (국내-LG유플러스) LG유플러스와 LS엠트론은 5G를 기반으로 한 트랙터 원격
제어 시스템을 개발 중으로 2019년 3월 직진 및 회전을 할 수 있는 ‘자율주행
트랙터’를 시험 운영하였으며 2022년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 중
* LG유플러스는 5G 기술과 미국 PTC사의 사물인터넷(IoT), 증강현실(AR) 기술을 접목한
트랙터 원격진단서비스(차량정보 수집, 운행 및 정비 이력 등) 개발 중

(드론) 드론의 특성상 5G의 개선된 속도와 초저지연 기술을 적용할 경우 수집된
정보의 실시간 통신이 가능해져 다양한 용도의 농업용 드론 활용 확대 예상
* 농업용 드론 주요 용도 : 토양상태 측정, 종자 파종, 비료 및 농약 살포, 작물 모니터링,
생육상태 측정 병충해 진단 등

- 드론 통신을 위해 사용되는 주파수 대역이 한정(2.4GHz/5.8GHz)되어 있어
드론 운용이 증가하면서 상호 전파 간섭이 발생,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동통신
망을 이용하여 드론을 조종하는 기술 개발
- 주요 업체는 서비스 중인 4G를 기반으로 한 이동통신망 활용 기술을 개발,
현재 구글, 인텔, 차이나모바일 등에서 5G를 적용한 드론을 개발 중
- 고흥군은 고흥 항공센터 일원에 2020년부터 2023년까지 164억원을 투입(5G
기반 드론활용 스마트 영농 실증･확산사업)해 5G통신을 기반으로 무인드론
운용시스템 설비와 드론 성능평가 장비 등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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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G기반 드론활용 스마트 영농 실증･확산사업 관련 시설 조감도 >

※ 자료 : 언론보도

(인공지능) 농업이 인공지능을 만나 농업이 안고 있는 많은 난제 해결
농업 시장에서 인공지능 기술은 농업 산업 생태계를 개발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기술이며, 기계학습, 컴퓨터 비전, 예측 분석 기술 등으로 분류
- 인공지능 기술을 로봇, 무인 항공기, 작물 관리 시스템 형태로 통합함으로써 농민들은
농작물의 수확량과 산출량을 증대시키고 농장 운영의 이익을 극대화 가능
(미국) 현재 농업 시장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작물
탐색 및 수확량 모니터링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 인공지능 활용이 미국 농업
시장을 주도
- 구글 모기업 알파벳 산하 구글 벤처스는 미국의 농업 스타트업인 파머스 비즈니스
네트워크*에 1500만 달러(약 177억원)를 투자, 관련 시장 선점 위한 준비
* 파머스 비즈니스 네트워크는 컴퓨터 시스템을 활용해 공공･민간 업체 작물 수확량, 날씨
패턴, 재배 방법 등 농업에 관한 제반 데이터를 평가･분석하는 업체

- MS는 2050년까지 전 세계 식품 생산량을 현재보다 70% 늘리는 계획인 ‘MS
팜비트’ 사업을 진행, 미국 스타트업 센스플라이와 정밀 농업을 위한 파트너십 체결
(네덜란드) 렐리(Lely)는 1992년 세계 최초로 로봇착유시스템을 상용화한 기업
으로, 한국을 포함 세계 60개국에 로봇착유기를 판매하는 축산분야 스마트 팜
대표 기업
- 세계 최초로 개발한 자동로봇 착유시스템이 주력상품으로, 대표제품인 로봇착유기
“Astronaut”은 우유 생산, 관리 등 전 과정을 자동화하여 시간과 노동력 절감하고
있으며, 이 외에 자동급이시스템, 축사청소로봇 등의 제품을 생산･판매
12

- 특히, 가축의 목에 스마트센서가 부착된 밴드를 착용시켜 건강상태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행동패턴을 분석하고 이상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
< 렐리의 가축 세척 브러쉬와 사료 자동 급이기 >

※ 자료 : 언론보도

(이탈리아) 수확량 개선 및 최적의 자원 관리와 수익성 및 작물 수확량의 증가
등을 위해 드론, 로봇 및 위성 항법 위성 시스템을 이용하는 등 인공지능 기술
적극 도입
- 이탈리아 기업 Omica는 IoT 기반의 무선 센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농부들에게 농업 정보 솔루션을 제공, 작물 생장 기간 동안의 물과 양분을
조절해 작물 수확량을 개선하는 역할 담당
(국내)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한국형 스마트 팜 기술은 소재기술과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복합에너지 최적관리 및 로봇과 지능형 농기계를 활용한 스마트 농작업
구현을 통해 농산업을 성장 동력화
-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작물의 재배환경과 생체정보를 클라우드의 인공지능
시스템이 분석 처방하고 재배환경 및 생체정보를 실시간 AI로 분석하여 의사결정
< 3세대 한국형 스마트 팜 기술 개요 >

자료 :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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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시사점

스마트 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제도 정비 및 우수 인력 양성 필요
우리나라가 스마트 팜 보급 확대에 중점을 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스마트 팜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및 인재양성 뒷받침 중요
- 특히, 산업+기술이 융합되면서 다양한 관련 부처(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가 정책에 참여함에 따라 법･제도 정비 등을 위한 부처
간 협업 등이 중요
- 스마트 팜 관련 시장동향, 국내･외 제도･정책변화, 기업 간 경쟁상황, 소비자
트렌드를 종합적으로 분석･반영한 커리큘럼 개발 등 인력양성 전략 필요
어그테크(AgTech)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및 M&A로 비즈니스 기회 모색
스마트 팜의 유망 하위 분야를 찾아 해당 분야의 성장가능성이 높은 투자
대상 기업을 선별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 투자를 통한 비즈니스 기회 모색
필요
- 국내 대기업 역시 스마트 팜 관련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외 기업을 지속 주목하고
적극적인 투자･M&A를 통해 비즈니스 기회 모색
- 기업 내 자사가 보유한 다양한 역량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어그테크 유망기업을
포착, 해당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투자 효용을 극대화를 위한 노력 필요
농업환경 전반에 걸쳐 데이터수집이 가능하도록 시스템･플랫폼 확보 선행
스마트 팜 환경에 필요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분석 역량을 솔루션에 담아내어
디지털 농업을 선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 필요
- 국내 표준화된 시스템 및 플랫폼 구축을 통해, 다양한 농가에서 쉽게 스마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 육종-채종-육묘 등 종자 산업에서부터 생육-수확-유통-소비에 이르는 밸류체인
각 단계에 필요한 적절한 IT시스템 및 플랫폼 구축을 개발, 스마트 농가를
만드는데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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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1

주요 동향(1) : 과학기술

미국, 에너지부 인공지능기술실 프로그램 계획안 발표

에너지부(DOE) 산하 인공지능기술실은 2021~2022 회계연도의 프로그램 계획을
제시한 보고서 발표*(’21.9.)
*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echnology Office (AITO) Program Plan, Q4 FY21 - Q4 FY22

에너지부(DOE)는 에너지, 환경, 원자력 관련 과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19년 9월 인공지능기술실** 신설
* Artificial Intelligence(AI), Machine Learning(ML)
**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echnology Office, AITO

- 에너지부는 범정부적인 AI 기술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미국 인공지능 이니셔티브*와 같은 정책의 일환으로 인공지능기술실 신설
* American AI Initiative

- 에너지부는 획기적인 과학기술 솔루션을 통해 에너지, 환경, 원자력 과제에
대응하여 미국의 안보와 번영을 보장하는 것이 임무이며, AI가 미국 역사에
가장 중요한 혁신적인 기술이 될 것으로 인식
- 인공지능기술실은 2021 회계연도 동안 다음과 같은 다양한 성과 달성
< 2021 회계연도 인공지능기술실의 성과 >
관련 부서

주요 내용

에너지부

⦁AI 익스체인지(AI Exchange, AIX): 에너지부 AI 프로젝트 투자 관리 시스템 개선
⦁퍼스트 파이브 컨소시엄(First Five Consortium): 산불 예측 시스템
⦁에너지부 AI 임원 훈련
⦁데이터 과학 캡스톤: 에너지 및 환경 정의
⦁대화형 AI 리스크 저감 분석
⦁에너지부 AI 녹색 일자리 원탁회의 및 의견 청취
⦁에너지부 국제 파트너십 프레임워크 (국립표준기술연구소, 국립과학재단, 인도, 네덜란드와
함께 출범)
⦁에너지부 AI 정보 브리핑

백악관

⦁AI 어플리케이션 규제에 대한 관리예산처(OMB)의 보고서(M-21-06)에 자문 서비스 제공
⦁연방 정부 내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에 대한 대통령 행정명령(EO 13960)에 자문 서비스
제공

15

인공지능기술실의 미션과 비전은 AI 포트폴리오와 프로그램 최적화와 AI 전략
및 파트너십의 발전 수행에 초점을 맞춰 달성
- 인공지능기술실은 AI 연구, 개발, 보급, 적용을 가속해 에너지부를 AI 기술을
활용하는 미국 정부의 선도 기관으로 변환하는 것을 비전으로 제시
- AI 포트폴리오 및 프로그램 최적화: 전략적 포트폴리오 분석과 AI/ML 투자의
조정을 수행하고, 국가 보안 우선 과제와 일관성을 유지하며, 지속적인 자문과
지원 서비스를 통해 에너지부 전체에서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을 촉진
- AI 전략 및 파트너십: 내외부, 국제적으로 강력한 파트너십과 사용자 서비스를
구축하고 보장하며 인공지능기술실을 위한 전략적인 소통에 대응하며, 근무
최적화와 성과 관리를 포함
인공지능기술실의 2021 회계연도와 2022 회계연도 계획을 다음과 같은 5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제시
< 인공지능기술실의 2021~2022 회계연도 목표 및 추진 내용 >
주요 목표

주요 추진 내용

신뢰할 수 있는
AI/ML

⦁인공지능 익스체인지(AIX) 시스템 개선
⦁AI 리스크 관리 플레이북 및 프레임워크 발표
⦁에너지부 및 다기관 참여 챌린지 추진
⦁대화형 AI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지침 마련

에너지부 AI/ML
전략

⦁현재와 미래의 AI 자산 및 투자 현황 분석
⦁AI 구조와 도구, 신뢰할 수 있는 AI, 데이터와 접근법에 대한 주요 우선 투자 부문
선정
⦁로드맵 및 시행 방안 제시
⦁산업, 정부, 학술 기관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의 조직

AI/ML 위원회
전략적 파트너십
프레임워크

⦁AI 위원회를 통한 정책 조율과 정보 공유
⦁정부 내 다양한 AI 위원회와의 소통과 교류
⦁국제적 AI에 대한 자문 제공 및 참여
⦁주요 동맹국과의 파트너십 촉진

⦁인공지능이 기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 보고서 발표
인력 교육, 훈련,
⦁AI 리더 및 실무자 훈련
역량 강화
⦁AI 그린 일자리 챌린지 수행

출처: 에너지부(2021.9.1)
https://www.energy.gov/ai/articles/artificial-intelligence-and-technology-office-aitoprogram-plan-q4-fy21-q4-fy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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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재생에너지정책 최근 동향 발표

경제산업성 종합에너지조사회 에너지절약･신에너지분과회 13회 회의에서 재생
에너지 관련 최신 동향 등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자료 발표(’21.9.)
’30년 재생에너지 도입량 전망(안), 재생에너지 가격 동향, 기술개발 동향
등 내용 포함
(1) ’30년 재생에너지 도입량 전망(안)
- ’19년 재생에너지 도입량은 1,853억 kWh으로, ’30년은 도입현황 등을
고려하여 각 부처의 정책 강화를 통한 최대한을 예상함으로써 실현목표는
약 3,130억 kWh(정책대응강화 사례)
- ’30년 온실가스 46% 감축을 위해서는 정책 등을 더욱 강화하여 그 효과가
실현된 경우의 적극적인 목표 수치로서 합계 약 3,360~3,530억 kWh(전원구성
에서는 36~38%)의 재생에너지 도입목표 설정
- 또한, 향후 현시점에서 상정할 수 없는 대응이 진행되어 빠른 시기에 목표를
달성하고, 재생에너지 도입량이 증가하면 목표 상향조정 가능
< 재생에너지원별 일본 도입량 전망(안) >
재생에너지

2019년 도입량

기존의 믹스 수준

강화된 믹스 수준

태양광

55.8GW

64GW

103.5~117.6GW

육상풍력

4.2GW

9.2GW

17.9GW

해상풍력

-

0.8GW

5.7GW

지열

0.6GW

1.4~1.6GW

1.5GW

수력

50.0GW

48.5~49.3GW

50.7GW

바이오매스

4.5GW

6~7GW

8.0GW

(2) 재생에너지 가격 동향
- 태양광 발전･풍력 발전 가격은 점차 하락하고 있으나, 세계적 수준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며, 가격 하락 속도도 둔화
- 국민 부담을 최대한 줄이면서 최대로 재생에너지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
비용 인하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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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과 세계 태양광, 육상풍력 발전 비용 추이 비교 >

※ BloombergNEF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원에너지청작성. 1$=110엔

- 태양광 발전･풍력발전 모두 매입가격 또한 비용 감축에 따라 지속 감소하고
있으나, 해외와 비교하여 높은 수준
< 일본과 세계 태양광, 육상풍력 발전 매입가격 추이 비교 >

※ 자원에너지청작성. 1유로＝120엔、1파운드＝150엔.

(3) 기술개발동향녹색혁신기금
’20.10월, ’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NEDO에 2조 엔의 녹색혁신기금을
조성, 10년간 연구개발･실증에서 상용화까지 지속 지원 실시
- 녹색성장전략 실행계획에 포함된 중점분야로 정책효과가 크고 상용화까지
장기간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중점 지원 실시
출처: 경제산업성(2021.9.7)
https://www.meti.go.jp/shingikai/enecho/denryoku_gas/saisei_kano/pdf/035_01_0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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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디지털 시대의 반도체 산업과 각국 정책 현황 고찰

국회도서관은 반도체 산업의 구조 및 과제, 각국의 반도체산업 관련 대응 및
향후 정책 동향을 정리한 보고서 발표(’21.9.)
’18년 이후 미･중 마찰과 ’20년 말부터 자동차용 반도체 부족 등으로 공급
부족과 편재가 전 세계적 문제로 대두
- ’20년 말부터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용 반도체 부족 현상이 발생한 가운데
반도체 생산능력이 큰 대만 당국에 증산 협력을 요청하고 있으나 기존 공장의
가동률이 이미 높은 수준으로 단기적 증산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
- 반도체는 고도의 기술을 보유한 한정된 기업만이 설계, 제조를 담당하고 있어
공급 능력을 지닌 국가 및 지역이 편중
- 반도체 제조 능력을 자국 내에 보유하는 것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특히
코로나 이후 각국에서는 중장기 산업정책으로서 반도체 공장의 유치나 설비
증강에 관한 정책투자계획 추진 중
한편, 이러한 사태로 반도체 공급망의 취약성이 부각되면서 세계 각국은 반도체의
안정적 조달 및 공급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정책 추진 중
- 이러한 정책은 중장기적 공급문제 해소뿐 아니라 국가 또는 지역으로서의
산업경쟁력 확보 및 경제안보의 관점도 중시
- (미국) ’20년 이후 미국 내 반도체 생산능력을 높이기 위한 움직임이 특히
활발해지며 ’21.6월 상원 통과한 혁신･경쟁법은 향후 5년간 약 520억 달러(약
5.7조엔)를 반도체 제조 공장을 건설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으로 투자
- (EU) ’21. 5월 발표된 신산업전략 개정판에서는 새롭게 반도체 산업 강화에
대해 개별적으로 언급하는 등 서서히 반도체 관련 정책 방침이 구체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각종 반도체의 연구･개발 및 공장 건설 등과 관련하여 예산
조치를 포함한 적극적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
- (중국) ’18년 이후 화웨이나 SMIC와 같은 주력 반도체 관련 기업이 미국의
규제 대상이 되어 첨단 제조장치 등의 외부 조달이 어려워지게 됨에 따라
국산화에 대한 정책지원은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
- (일본) 강화해야 할 분야에 특화하여 효율적으로 자본을 배분함으로써 국내외에서
안정된 공급 확보를 중요시하는 측면이 있고, 반도체･디지털 산업전략에서도
세계 공급망의 핵심이 되는 소재나 제조장치 분야 강화, 우방국 및 지역과의
협력 강화 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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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국･지역의 반도체 분야 주요 정책동향 >
국가

미국

EU

중국

한국

일본

연도

내용

’20.6-7

⦁연방의회에서 CHIPS for America Act 외 반도체의 미국 내 제조 강화를 위한
법안 제출

’21.1

⦁상기 법안의 취지가 반영된 국방권한법(NDAA 2021)성립. 반도체 생산설비 건설
1건당 최대 30억 달러의 보조금 출연 등 포함

’21.2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등 중점 4개 품목의 공급망을 100일 이내에 재검토하는
대통령령에 서명

’21.5

⦁미국 기술혁신･경쟁법안(United State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 제출.
통과될 경우 국방권한법(NDAA 2021)의 내용에 따라 향후 5년간 약 520억 달러
(약 5.7조엔) 자국 내 반도체 제조업체의 증산에 대한 보조금 지원

’20.12

⦁17개 회원국이 반도체의 설계･제조에 주력할 것 등을 기록한 공동선언에 서명.
’25년경까지 1,450억 유로(약 19조엔)를 투자할 전망

’21.3

⦁’30년까지 차세대 디지털산업을 육성하는 방침인 「디지털 나침반」 발표, 반도체
생산의 세계 점유율을 현재의 2배인 2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 설정

’21.5

⦁신산업전략개정판 발표. 프로세서 및 반도체 기술분야에서 ’21년 2사분기를 목표로
새로운 협의체(민관 협력체제) 발족

’14.6

⦁국가집적회로산업발전요강 발표

’14.9

⦁국가집적회로 산업투자기금 설립(자금규모:1,387억 위안(약 2.3조엔))

’15.5

⦁중국제조2025에서 향후 10년간 제조발전 로드맵 제시, 국산화율(국내 반도체 수요
중 국내 제조가 차지하는 비율)은 ’20년 40%, ’25년 70%를 목표

’19.10

⦁국가 집적회로 산업투자기금 2기 시작(자금규모: 약 2,040억 위안(약 3.5조엔))

’19.5

⦁시스템 반도체 비전과 전략 발표

’20.10

⦁인공지능반도체산업 발전전략 발표

’21.5

⦁K- 반도체전략 발표

’20.1

⦁차세대5G정보통신시스템기반강화연구개발사업설정（1,100억엔）

’21.1

⦁차세대5G정보통신시스템기반강화연구개발사업예산 증액（900억엔)

’21.6

⦁경제산업성 「반도체･디지털산업전략」 발표

출처: 국회도서관(2021.9.20)
https://dl.ndl.go.jp/view/download/digidepo_11723354_po_084902.pdf?content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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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21년 중대 분야 크로스 프런티어 방향 발표

저장대학 중국과학교육전략연구원 주도로 완성한 과학기술전략 보고서 「2021년
중대 분야 크로스 프런티어(Cross Frontier) 방향」 발표(’21.9.)
(추진배경) 지능화를 특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이 이미 본격적으로 가동,
컨버전스 기술이 배출되면서 각 분야의 혁신적인 약진을 선도
- 학제간 융복합은 이번 변혁의 핵심 구동력으로서 IT, 생명, 물질의 3대 학문
분야 간의 심도 있는 융합을 주로 구현하고, 결국 인류의 생산 생활에 심각한
변화가 발생하도록 견인할 전망
- 전 세계 과학기술의 발전 트렌드를 파악하고, 크로스 프런티어 영역을 겨냥해
포석을 가속화하는 것은 혁신 경쟁의 미래 고지 선점에 대해 중요한 의미
보유
당면한 세계 과기혁신의 이슈 화제에 겨냥해 신약 창조, 미래 컴퓨팅, 인공
합성생물, AI+게놈 편집, 뇌-의식-AI 융복합 등 5대 분야를 선정하고, 50개
크로스 프런티어 방향을 제시
< 5대 분야 50개 크로스 프런티어 방향 >
분야

신약 창조 분야

프런티어 방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①
②
③
④
⑤
미래 컴퓨팅 분야
⑥
⑦
⑧
⑨
⑩

관여 가능한 약물표적 발견
인공지능 기반의 약물 분자 설계 및 작용 예측
단분자 구조 및 단세포 척도 기반의 약물 연구
유전자 약물의 연구개발
신형 단백질류 약물의 연구개발
신형 질병 모델의 개발과 설계
약물 민감성 평가 및 예측
마이크로나노 기술의 신약 창조에서의 운용
디지털 약물
약용 신소재 연구
양자 효과와 머신러닝 기반의 감지 기술
반도체 집적 양자 광학 칩
무선 이동 엣지 컴퓨팅
복잡계 물리, 화학 및 생물 문제의 양자 시뮬레이션
뉴로모픽 컴퓨팅(Neuromorphic Computing) 칩 제조
양자컴퓨터 구축의 핵심 과학 및 기술 문제
실리콘 광자 기술 기반의 칩 연구개발
광학 네트워크 신경계통 딥러닝
Brian-like Computing
FPGA 기반의 머신러닝 하드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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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인공 합성생물
분야

프런티어 방향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상행식 화학과 재료의 설계 및 합성을 통해 생명세포와 유사한 합성세포 구축
합성세포 또는 마이크로나노로봇 간 군집지능 실현
합성세포(또는 마이크로나노로봇)와 생물세포 간 분자통신 실현
장기와 배아의 인공적 구축
복잡한 유전자 회로의 설계 및 프로그램 가능 세포지능
인공 다세포 체계와 인공 박테리아
생명 주조공장
신세포 유형의 인공 설계 및 합성
대규모･High-throughput 자동화 선별 시스템 개발
인공 합성생물 시스템의 이론모델과 정밀설계

①
②
③
④
⑤
AI+게놈 편집 분야
⑥
⑦
⑧
⑨
⑩

CRISPR-Screen 체계의 식물 육종에서의 운용
게놈 편집 신기술 신규방법 연구개발
편집 시스템 및 식물에서의 응용 유도
미토콘드리아 게놈 편집 기술 및 임상 응용
게놈 편집의 동물 육종에서의 응용
편집의 심층적인 이용
게놈 편집 기술로 눈병 치료
게놈 편집 기술로 희귀병 치료
게놈 편집 기술의 면역세포 종양 치료에서의 응용
CRISPR/Cas 유전자 편집의 종양 치료에서의 응용

①
②
③
④
뇌-의식-AI 융복합 ⑤
분야
⑥
⑦
⑧
⑨
⑩

뇌기능의 신경회로 해석
뇌과학 관측 신기술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
인공지능의 뇌질환에서의 응용
인간-기계 융합 기술 기반의 혼합-증강지능
빅데이터 구동의 인과 추정
멀티모드 인지지능
인공지능 윤리
“인공 의식” 또는 “생각 유사” 문제 연구
순수한 의식 연구

출처: 저장대학(2021.9.16)
http://www.news.zju.edu.cn/2021/0916/c24345a2422047/pag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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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4대 부문 범부처 혁신전략 제안

독일공학한림원(ACATECH)은 최근 발행한 정책보고서를 통해 4대 긴급 혁신
이행 분야를 정의하고 이를 위한 관련 정책 활동의 강화를 권고*(’21.9)
* Impulsen zur Innovationspolitik 2021

코로나19 위기 동안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보다 명확해졌고, 국가 전반의 현대화에
대한 필요성도 함께 제기
- 2045년까지의 기후중립국 목표 실현을 위해 경제성장의 개념에서 자원 소비의
비중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생산성과 국가 경쟁력의 향상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정치권의 강력한 혁신 추진을 강조
효과적인 기후 및 환경 보호
천연자원 사용의 근본적인 변화를 강조하고 이를 위한 대규모 혁신과 투자
프로그램을 제안하여 경제적 인센티브 및 지속가능･혁신형 순환적 비즈니스
모델 촉진
1) 기후 중립으로의 전환 및 에너지 시스템 확장
- 재생에너지, 전력망 확장, 에너지 효율 향상 관련 활동에 대한 행정적 장애요소
제거하고 탄소 가격 책정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디지털화를 통한 유연하고 스마트한 에너지 분산 시스템 구축
2) 순환 경제를 위한 혁신 강화
- 순환 경제 전략 구현을 위한 구속력 있는 목표와 이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 개발
- 순환형 혁신 제품 비즈니스 모델 개발하기 위한 리빙랩 구축
디지털 주권
독일과 유럽연합을 위한 디지털 전략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발전시키고,
유럽 가치 네트워크와 핵심 인프라의 장단점을 체계적으로 분석
1) 유럽 데이터 경제 역량 강화
- GAIA-X 이니셔티브 지속적으로 구현하고 미래 모빌리티, 헬스케어와 같은
뚜렷한 부가가치 실현 가능 영역을 위한 데이터 공간 프로젝트 추진
- GDPR(유럽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와 DGA(유럽 데이터 거버넌스 지침)에
의거, 산업과 소비자의 요구사항에 맞는 데이터 보호 및 규정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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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자 컴퓨팅으로 대표되는 미래 기술을 사전에 포착하고 지원
- 기존의 혁신 우위 영역을 강력한 혁신 생태계와 결합
- 지속가능한 상용화를 위한 혁신 기술 발굴 지속
- 산업용 애플리케이션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시나리오 테스트 역량 강화
모빌리티
대중교통 확충, 자전거/보행 이동 촉진, 디지털 혁신 및 이를 위한 사회 구조적
변화 추진
1) 운송 부문에서 기후 목표 달성
- 승용차/상용차 전동화 지속 추진 및 에너지 효율 향상
- EU 전체에서 수요 기반, 사용자 친화적 충전 인프라 확대
2) 개방형 기술혁신과 디지털화를 통한 미래 지향적 교통 설계
- 다중 모드 모빌리티 촉진 위한 디지털 교통 인프라 구축
- 자율주행, 커넥티드 드라이빙 도입 가속화
3) 기술/사회 구조 변화에 대한 사회적 수용 확대
- 지역별 역량 허브를 구축하여 사회 구조와 고용 변화 능동적 참여
- 미래 모빌리티 리빙랩 체험 기회 확대
보건 및 생명과학
현대 의학을 시스템 관점으로의 패러다임의 전환 요구하고, 경험 기반에서
지식기반 의학으로의 변환, 디지털화와 건강 데이터 적극 활용, 생명 공학
분야 혁신 강조
1) 유럽 데이터 공간 구축
- EU 공동 표준에 입각한 의료 시스템 디지털화 추진
- 유럽 단위의 전자의무기록 관리 체계 개발
- 의료 서비스를 위한 유럽 단일시장 구축
2) 바이오 부문 창업 촉진을 위한 자본 투입
- 의료 부문에서 생명공학 혁신 기술의 신속한 상용화 및 실용화
- 젊은 성장형 기업을 대상으로 한 충분한 자본 제공
출처: 독일공학한림원(2021.9.20.)
https://www.acatech.de/allgemein/acatech-fordert-ressortuebergreifende-innovation
sstrategie-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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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수소경제 가치사슬 구현을 위한 4개 분야 권고안 발표

독일 수소 연구 네트워크*는 수소경제 가치사슬과 연구개발 수요에 따른 전문가
그룹으로, 최근 4개 관련 부문 기술 및 산업정책 권고안을 제시(’21.9)
* 수소 연구 네트워크(Forschungsnetzwerk Wasserstoff)는 독일의 국가 수소 전략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으며, 수소 관련 개방형 융합형 포럼을 통해 다양한 정책 의견을 수렴

수소 및 부산물 기반 제품 생산, 관련 인프라 및 활용에 이르는 전체 가치사슬에
걸친 연구개발 수요를 정리하였으며, 미래 기술, 제도, 사회경제적 사안도 고려
수소 제품 및 부가 제품 생산
저 탄소 경제, 수소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제품 생산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시작이며, 다양한 생산 기법에 대한 검토와 적용이 필요
- (중점 연구개발 분야) 수소 가치사슬의 경제효과 및 환경 영향 분석, 수소
공정열, 촉매 및 관련 소재 통합, 운영, 관리, 수소･부가 제품 생산에 관련된
전체 생산 공정 최적화 등
< 촉매 기반 녹색수소 관련 세부기술 및 연구개발 중점사항 >
생산 원리

세부 기술

현황 및 연구개발 중점 사항
기술준비수준 높음, 안정성 높음, 대량 생산 최적화 가능
알칼리
고압 및 고온용 재료 및 구성 요소, 개조된 셀 설계 및 시리즈 및
전기분해(AEL)
대량생산을 위한 기술 개발 필요
기술 준비수준 낮음
음이온교환막
소형 전기분해 설비에 적합하기 때문에 해당 분야 안정성을 비롯한
촉매 기반 녹색 (AEMEL)
추가 연구 필요
수소
대규모 시장 진출 단계
PEMEL(수전해)
높은 유연성과 낮은 복잡성이라는 장점 크지만 고비용 및 핵심 소재
집약적이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필요
유망기술로 인식받고 있으나 재료, 확장성, 프로세스 자동화 관점에서
고온전기분해(HTEL)
연구개발 필요

< 수소 제품 및 부가 제품 생산 관련 주요 응용분야 >
생산 원리
대체 기술

바이오매스

현황 및 연구개발 중점 사항
광전기화학 촉매, 광촉매, 태양열 열화학 및 광생물 프로세스 등은 모두 태양 에너지를
수소 또는 관련 매개 물질로 변환한다는 점에서 동일
비용 효율적이며 녹색 수소 생산 잠재력 높지만 기술준비수준이 아직은 낮기 때문에 관련
기술의 효율성과 장기적 관점에서의 안정성 구현이 중요
생물학적 공급원 및 잔류물로부터 수소를 생산할 때 발효, 개질, 가스화 및 플라즈마
분석과 같은 공정 사용
고립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오히려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
탄소 포집, 저장 및 사용(CCS/CCU)등의 유관 기술은 온실가스 처리에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업스케일링, 가스 처리, 분리 기술에 대한 확장 연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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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원리

현황 및 연구개발 중점 사항
청색 수소는 화석 원료에서 CO2를 포집 및 저장하여 획득
청록색 수소는 화석 연료나 바이오매스에서 매탄 열분해를 거쳐 획득사용하여 생산 (열분해에
청색 및 청록색
필요한 에너지는 재생가능원에서 확보).
수소
두 방식 모두 생산 과정에서 에너지 소비가 적기 때문에 온실가스 저감 효과 높음
열분해 공정 규모를 늘리고, 탄소 포집/저장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한 공정 R&D 필요
탄소, 수소를 기반으로 하는 지속 가능한 합성 원료 및 연료의 생산은 기후 목표 달성
수소 기반 부가
메탄, 메탄올, 암모니아 등은 에테르와 같은 제품은 미래 화학산업과 연료 공급의 핵심
제품
요소 중 LOHC(액체 유기 수소 운반체)는 수소의 안정적이고 효율적 운송에 기여

인프라 및 시스템 통합
전기 수급 병목 현상 해소 뿐 아니라 기후 목표 실현 및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는,
전기-수소 시설 간의 원활한 전략적 통합이 절실
- (중점 연구개발 분야) 시스템 최적화, 수소 시스템 도입을 통한 수익 모델 구축,
공급망에서의 높은 수준의 안전성, 전세 시스템 지속 가능성 및 탄력성 강화
- (주요 응용분야) 지상, 해상, 철도 수소 운송 인프라, 파이프라인 운송 및
분배망, 파이프라인 가스 운송 및 대륙-국가간 운송 등
수소 사용
수소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 시나리오
별로 기술적 성숙도는 큰 차이를 나타냄
- (중점 연구개발 분야) 안전하고 효율적인 H2 연소를 위한 기술 개발: 버너
개발, 엔진 개발, 화염 모니터링, 배출, H2 대기 및 H2 연소로 인한 가스의
재료 적합성 연구 등
- (주요 응용분야) 소재, 공정열 및 중기 에너지 사용 등
안전, 수용성, 지속가능한 시장 도입
수소 가치 사슬은 생산, 인프라, 응용 시나리오를 모두 포함하지만, 이를 통합적인
관점에서 구현할 수 있는 각종 사회, 경제, 기술적 수용 조건을 마련해야 함
- (중점 연구개발 분야) 수소 기술 관련 안전 규정, (글로벌)표준 마련, 신기술
수용 및 지속가능성, 시장 도입에 따른 효과에 대한 전체론적 시각 필요
- (주요 응용분야) 안전 관련 우려 해소를 위한 각종 지식 전달 활동 및 수요
기반 컨셉트 추가 개발, 품질 기준 마련을 위한 표준 개발 등
출처: 연방경제에너지부(2021.9.10.)
https://www.bmwi.de/Redaktion/DE/Pressemitteilungen/2021/09/20210910-forschu
ngsnetzwerk-empfiehlt-naechste-schritte-fuer-den-schnellen-aufbau-einer-wassers
toffwirtschaf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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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021 전략예측보고서 발표

유럽연합집행위(EU)는 최근 연례 전략 예측 보고서를 채택하고, 다극화 현상과
경쟁 심화로 요약되는 글로벌 질서에서 취할 수 있는 전략적 자율성과 미래 지향적･
다학제적 관점을 제시*(’21.9)
* 2021 Strategic Foresight Report: The EU’s capacity and freedom to act

EU는 2050년까지 예상되는 4가지 글로벌 트렌드* 언급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10대 전략 영역을 정리
*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 ▲디지털, 초연결, 기술혁신 ▲ 민주주의와 보편적 가치에 대한
도전 ▲ 글로벌 질서와 인구통계적 변화

1)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보건 및 식품 체계
EU의 보건/의료 체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나 지속 가능성과 회복력은
개선 필요: 온라인 시스템, 모니터링, 적절한 환자의 자가 돌봄 체계 강화는
연간 1,200억 유로의 지출 감소 효과
- European Health Union 이니셔티브는 유럽연합의 새로운 보건 체계 도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될 전망임
2) 탈탄소화 및 저렴한 가격의 에너지 확보
2050까지 EU 내 에너지 소비는 저탄소원에서 생산된 에너지로의 전환을 목표
- 2050 기후 중립 목표는 에너지 외부 의존도를 15%에서 60%까지 감소 가능
- 에너지 부문 탈탄소는 지정학적 및 국제관계에서 전략적인 주도권 확보에도 기여
3) 데이터 관리, 인공지능, 첨단기술 역량 강화
디지털 리더십은 데이터 저장, 추출, 처리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신뢰성, 보안성,
인간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특별
- EU 본위 가치에 입각한 기술개발은 높은 수준의 사이버 보안, 데이터 보호,
연결성 등의 요구사항에서 높은 신뢰성 제공
- 반도체 수요에 맞서 유럽연합은 차세대 기술개발 및 생산 역량을 강화
4) 원자재 확보 및 공급원 다변화
핵심 원자재는 유럽연합의 디지털 전환에 필수 요소로, 태양광 발전, 에너지
저장소, 드론, 전기차용 배터리 등에 필요한 핵심 소재 수요도 꾸준히 증가
-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한 산업, 연구, 무역용 소재 조달원의 다변화는 공급
다변화 및 지속가능성 향상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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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각종 글로벌 표준 설정에서 선도(first mover) 위치 강화
EU는 우수한 기초 기술 수준을 토대로 글로벌 표준 제정에서 선도 위치 점유
- 국제 무역에서 유럽 단일 시장의 효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유도
6) 탄력성 높고 미래 지향적인 경제 및 금융 체계 구축
높은 회복력과 탄력성을 가진 경제는 유럽연합의 필수 요소
- 디지털 전환은 암호화폐와 디지털 통화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 필요
- 국제 무역, 서비스, 특히 에너지 시장에서의 유로의 지불수단으로서의 활용은
유럽연합의 전략적 우위 확보에 긍정적 효과
7) 가치에 부합하는 기술 및 스킬셋 개발･ 유지
인구 변화와 디지털 전환을 고려한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명확한 전략 제시
-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들로 하여금 과학기술 관련
전공 선택 및 경력개발 기회 지원
8) 안보, 국방, 우주 접근 역량 강화
우주 접근 기회를 확대해야 하며 이는 기후변화를 필두로 한 글로벌 도전과제
대응은 물론이고 국방력 및 산업경쟁력 향상에도 기여
- 우주 인프라는 첨단 기술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적 요소로서 활용
9) 평화, 안보, 번영 증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와의 협력
특정 국가와 지역과의 주제별 연합 및 파트너십 강화하고 개발
- 제3국의 강압적 조치나 무역 제재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 필요
- 기후변화 및 관련 행동을 주도할 수 있는 글로벌 연합을 주도할 수 있는 역량
충분함을 인식하고 각종 국제협력 활동 확대 추진
10) 전략 및 실무 기구의 탄력성 강화
정책 실행 이후 공공기관과 행정 서비스는 신속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함
- 향상된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 가능하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형태로의 변화로
이어져야 함

출처: 유럽연합집행위(EU)(2021.9.8.)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1_4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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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OECD, 인공지능 기술 관련 인적 자본 수요 분석

OECD는 미국과 영국 내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한 인적 자본에 대한 수요를 기업
수준의 온라인 구인 광고를 통해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21.9)
* Who develops AI-related innovations, goods and services? - A firm-level analysis

본 보고서는 버닝글래스 테크놀로지(Burning Glass Technology, BGT)의
데이터를 활용해 미국과 영국에서 2012년~2019년 사이에 인공지능과 관련해
포스팅된 온라인 구인 광고 내용을 분석
- 버닝글래스 테크놀로지(BGT)의 일자리 구인 공고는 미국에서 2010년 1,100
만 개에서 2019년 3,500만 개로, 영국에서 2012년 570만 개에서 2019년
700만 개로 증가
- 데이터에 포함된 인공지능 관련 일자리 공고 수는 2019년 현재 미국에서
222,000여 개(전체의 0.6%), 영국에서 28,000여 개(전체의 0.4%)를 찾을
수 있었으며, 201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
< 미국과 영국의 연도별 인공지능 관련 일자리 비중 >

2012~2019년 사이 미국에서는 파이썬(Python)과 머신러닝(ML)이 가장 많이
요구되는 인공지능 역량으로, 자바(Java)와 소통 기술, SQL이 가장 많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남
- 영국에서도 대체적으로 비슷한 경향이 나타났지만, 비인공지능 관련 기술
중 데이터 과학과 연구, SQL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감정적인 역량이 덜 강조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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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별 10대 인공지능 및 기타 기술, 2012-2019년 >

인공지능 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업은 국가와 기간과 관계없이 비슷한 기술을
요구하였으며, 이는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에도 요구 역량에는
크게 변화가 없음을 의미
- 인공지능 관련 근로자는 기술적으로 숙련된 노동자로, 업무가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것인지 적용하는 것인지와 관계없이 파이썬(Python), 머신러닝, 데이터마이닝,
클러스터 분석, 자연어처리, 로보틱스 등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을 요구
- 인공지능 개발(developing and advancing AI), 인공지능 응용(AI applications),
로보틱스(robotics)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남
< 미국과 영국의 10대 인공지능 관련 역량 >
미국
2013-2015
파이썬
머신러닝
데이터 마이닝
맵리듀스
클러스터 분석
자연어 처리
신경 네트워크
의사 나무
로봇
이미지 처리

영국
2017-2019
파이썬
머신러닝
인공지능
데이터 마이닝
자연어 처리
맵리듀스
딥러닝
로봇
텐서플로우
클러스터 분석

2013-2015
파이썬
머신러닝
데이터 마이닝
클러스터 분석
맵리듀스
자연어 처리
인공지능
이미지 처리
컴퓨터 비전
로봇

2017-2019
머신러닝
파이썬
인공지능
자연어 처리
딥러닝
로봇
클러스터 분석
데이터 마이닝
컴퓨터 비전
신경 네트워크

미국과 영국의 모든 지역에서 인공지능 일자리의 수가 증가하였지만, 대부분의
일자리는 미국의 캘리포니아나 영국의 런던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도 지리적 집중도에는 큰 변화가 없었음

출처: OECD(2021.9.22)
https://www.oecd.org/sti/the-human-capital-behind-ai-2e278150-en.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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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1

주요 동향(2) : ICT

韓 인공지능･플랫폼 기업, 기술･경험 축적해 해외 진출 활기

음성인식･자율주행 등에서 활약하는 국내 스타트업, 글로벌 시장 공략 박차
우수한 기술력과 노하우 및 창의적 아이디어로 국내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은
다수의 인공지능 스타트업이 새로운 기회확보와 수익창출을 위해 해외 시장 노크
- 중국･유럽 등에서 현지 서비스 출시, 법인 설립, 계약 체결 등을 기반으로
외연 확장
< 최근 인공지능 스타트업 해외 진출 개요 >
리턴제로

딥브레인AI

에이모

⦁눈으로 보는 통화앱(비토)의 중국어 ⦁중국 베이징 방송 등 2곳과 인공 ⦁유럽 사무소를 개소하며 자율주행
버전 출시
분야 현지 진출 본격화
지능 아나운서 개발

※ 자료 : 언론 보도 자료 정리

(음성인식 기술개발 스타트업, 리턴제로) 국내 최초 눈으로 보는 통화 앱 ‘비토
(VITO)’의 중국 버전 ‘수지바오’ 출시
- 국내 서비스 운영을 통해 쌓아 온 데이터셋과 한국어 음성인식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근 중국 버전을 출시하며 해외 시장 개척 포문
- 세계적으로 모바일 메신저 소통이 대세가 되었지만 중국은 문화･언어적 특성상
음성기반 커뮤니케이션이 여전히 활발해 관련 기업에게 많은 기회가 열려
있는 국가 중 하나
- 중국 버전 서비스명을 ‘빠르게 기록하는 보배(속기보)’라는 뜻의 ‘수지바오
(Sujibao)’로 짓고 지난 8월 텐센트 앱 마켓에 서비스를 등록, 중국 음성인식
시장 공략에 본격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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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토는 음성 데이터가 축적될수록 더욱 정교하게 진화하는 모델을 가진 인공지능
통화 앱으로 14억 인구의 중국 시장에서도 긍정적 성장 기대
(음성합성･대화형 챗봇 등 기술력을 보유한 딥브레인AI) 중국 메이저 방송사인
베이징방송, 칭하이 방송 총 2곳과 ‘인공지능 아나운서’ 기술공급 체결
- 딥러닝 기반의 영상합성, 음성합성 원천기술을 모두 보유한 딥브레인AI는
사람처럼 말하고 반응하는 실시간 양방향 소통 가능한 인공지능 휴먼 분야에서
독보적 기술 보유
- 국내 방송사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휴먼 기술을 공급하여 MBN 김주하, LG헬로
비전 이지애 아나운서를 완벽하게 구현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
- 이번 중국 방송국에 공급하는 인공지능 아나운서 역시 딥러닝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인공인간을 만들어내는 기술
- 실제 아나운서 영상･음성 데이터를 학습한 인공지능에게 텍스트를 제시하면
아나운서와 동일한 발음, 억양, 제스처 등으로 뉴스 제공
- 딥브레인AI는 인공지능 아나운서를 비롯한 인공지능 은행원･튜터･쇼호스트를
비롯해 키오스크, 커머스 등으로 서비스 확대 계획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가공 플랫폼 전문기업, 에이모) 영국 워릭셔에 위치한
MIRA 테크놀로지 파크에 첫 유럽 사무소를 개소(8.2)하며 현지 진출 본격화
- MIRA 테크놀로지 파크*는 글로벌 자동차 기업의 자율주행 연구를 지원하는
유럽 최고의 자동차 기술 클러스터
* MIRA 테크놀로지 파크에는 재규어, 랜드로버, 도요타, 혼다, 보쉬 등 글로벌 자동차
기업을 비롯해 1차 협력사, 자동차 OEM 기업, 핵심 부품 기업이 다수 입주

- 이미 국내에서 현대차･카카오모빌리티･경기도 자율주행센터 등과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하며 자율주행 분야 기술력 제고
- 이번 유럽 사무소 개소를 계기로 현지 자율주행 기업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협업을 통해 고품질 자율주행 데이터를 제공 계획
첨단 영상･판독기술 등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 분야에서도 두각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의료기기 시장규모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국내 의료 인공지능
기업도 글로벌 기업과 파트너십 체결, 대규모 투자 등 새로운 활로 모색
- 코로나19 출현과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신약개발, 의료영상, 정신건강, 보조로봇
등 의료 분야의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관심과 도입 논의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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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T나 MRI 같은 고가 의료장비 보급률이 낮은 개발도상국이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선진 의료기술 도입을 통해 보건의료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고자
하는 니즈 등이 맞물려 국내 기업 진출 촉진
(제이엘케이) 인공지능 기반 폐질환 분석 솔루션 JVIEWER-X에 대해 태국
인허가를 획득
- 폐질환 분석 솔루션은 인공지능 기반으로 흉부 X-레이를 분석해 이상 부위를
시각화함으로써 보다 면밀하고 신속한 영상분석을 제공하며 의료진의 폐질환
진단 보조
- 또한 인공지능 경량화 기술로 노트북에도 설치가 가능하고 휴대용 X-레이
장비에도 연동이 가능해 인터넷이나 전력 상황이 불완전한 개발도상국에서도
활용성 극대화
- 이번 인허가는 글로벌 보건의료 환경 개선에 많은 역량을 투입하고 있는
포스코인터내셔널과 체결한 전략적 협약의 첫 번째 결과물로 태국 인허가를
기점으로 양사는 우수한 K-의료의 밸류체인을 동남아 시장부터 구축한다는 전략
※ 현재 유럽･호주･뉴질랜드･동남아 등에서 약 40개 인공지능 솔루션 인허가 획득

(딥노이드) 노바티스･인텔･알리바바 등 글로벌 기업과 함께 인공지능 의료기기
상용화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해외 판로 개척
- 노바티스와 강직성 척추염 분야 솔루션 개발 및 사업화 프로젝트를 전개하고
있으며 알리바바와 중국 시장을 겨냥한 서비스 준비 중
- 인텔과 인도네시아 4개 종합병원 내 인공지능 원격진료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 현재 주력하고 있는 의료영상 판독 외 발병･재발 예측, 의료 빅데이터 등으로
의료 부문 영역을 확대하고 비 의료부문 진출도 속도를 낼 계획
(뷰노) 일본에 이어 대만 등에 해외 판로 개척에 성공하면서 코로나19 위기
상황의 다양한 의료 현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겠다는 구상
※ 국내 1호 인공지능 의료기기인 ‘뷰노메드 본에이지’를 필두로 △뷰노메드 딥ASR △
뷰노메드 딥브레인 △뷰노메드 체스트 엑스레이 △뷰노메드 흉부 CT AI △뷰노메드
펀더스 AI △PROMISE-I △뷰노메드 딥브레인AD 등 여러 개의 의료 인공지능 솔루션 보유

- 지난 2020년 소니 자회사인 엠쓰리와 인공지능 솔루션의 일본 내 판권 계약을
맺었으며 올 초 대만 종합 의료기업인 CHC 헬스케어 그룹과 의료 인공지능
솔루션 4종에 대한 총판 계약 체결
- 이어 지난 8.31일 인공지능 기반 흉부 엑스레이 영상 판독 보조 솔루션(뷰노메드
체스트 엑스레이)이 대만 식품의약품청으로부터 제조판매허가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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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계기로 현재 허가를 준비 중인 뷰노메드 흉부CT AI, 뷰노메드 펀더스AI,
뷰노메드 본에이지 등 뷰노메드 솔루션도 조만간 제조판매허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
- 글로벌 수준의 ICT 인프라를 기반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신규 헬스케어 솔루션
도입 방침을 통해 아시아의 디지털 헬스케어 강국으로 급부상하는 대만 시장
정조준
(루닛)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개발회사로 출발했으나 후지필름과의 파트너십
(’18년∼)이 좋은 성과를 보이면서 다양한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는 발판 마련
- 후지필름과 공동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흉부 엑스레이 분석 시스템 ‘CXR-AID’는
일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 인증 획득(8.12)
- 인도 인공지능 기반 건강검진센터에서도 루닛의 영상 진단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루닛 인사이트 MMG’를 판독에 활용
- 현재 영국･태국･베트남･터키･중동･아프리카 등 13개국 이상에서 코로나19
검사 및 결핵 검출을 위한 의료 장비 수출
우아한형제들･카카오웹툰･쿠팡 등 플랫폼 영향력도 확대
국내에서 탄탄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플랫폼 사업자가 동남아 등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하며 가시적 성과 창출
- 상업용 부동산 토털솔루션 기업인 ‘알스퀘어’를 비롯해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웹툰 플랫폼 ‘카카오웹툰’, 우아한형제들의 배달앱 ‘배달의민족’, 이커머스
플랫폼 ‘쿠팡’ 등이 대표적
< 최근 주요 플랫폼 사업자의 해외 시장 진출 현황 >
플랫폼 사업자

진출 시기
2021.3

쿠팡

진출 국가
미국
싱가포르

⦁뉴욕 증시 상장
⦁싱가포르 지사 인재풀 확보, 일반사원에서 임원급까지 대규모 채용

2021.6

일본

⦁신선식품, 생필품 퀵커머스 서비스 시작

2021.7

대만

⦁타이베이시 중산구 일대에서 퀵커머스 시범 서비스 시작

2019.6

베트남

⦁해외 법인 콜 3,500만 건으로 전년대비 6배 가량 증가
- 재치･유머 등 B급 감성 브랜딩과 베트남어 서체 개발 등
현지화 마케팅으로 현지 업체(그랩푸드 등) 추격

2021.1

싱가포르 등

⦁싱가포르와 합작법인 우아DH아시아 설립
- 아시아 14개국에서 음식배달, 공유 주방, 퀵커머스 등 서비스
구심점 역할

우아한형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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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플랫폼 사업자

진출 시기

진출 국가

주요 내용

알스퀘어

2021.6

베트남

⦁호치민, 하노이, 다낭 등 베트남 3대 도시 임대차플랫폼
서비스 시장 공략
⦁건물･공장･오피스 등 매물 정보 1만 건 DB 확보

태국

⦁앱스토어(구글･애플) 엔터분야 웹툰 플랫폼 중 다운로드 수
1위 달성
- 매월 20여 편 웹툰을 새롭게 출시 계획
- 태국, 대만, 국내 DB를 바탕으로 동남아, 북미, 유럽 등
으로 사업 영역을 더욱 확대할 예정

카카오웹툰

2021.6

※ 자료 : 언론 보도 자료 정리

출처: 지디넷코리아 (2021.9.28.) 외
https://zdnet.co.kr/view/?no=20210928091847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81713441511605
https://www.vuno.co/news/view/887
https://www.data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696
http://www.inews24.com/view/1396094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3544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7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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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클라우드 시장, 첨단 ICT기업 진출 봇물 이루며 경쟁 각축

한국정부,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클라우드 전환 속도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재택근무와 원격수업 등 공공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가 늘어나면서 공공 부문 클라우드 중요성이 높게 평가
- 클라우드는 서버를 쉽게 확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어 사용자(트래픽)가 몰리는
상황에 빠르게 대처가능하며 과도한 설비투자와 용량 제한 없이 데이터를
쉽게 저장･관리하고 분석･활용 용이
- 이를 기반으로 재택근무･원격수업을 비롯한 온라인 기반의 다양한 비대면
활동이 빠르게 확산
- 코로나 맵, 온라인 강의, 마스크앱, 콜센터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신규
서비스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신속히 개발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클라우드
인식과 역할 재조명
- 코로나19 이후에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이 급속도로
전개되어 클라우드는 각종 산업에서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전망
이에 우리 정부는 공공･산업 전 분야의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클라우드
예산 지원 확대
- 공공기관 및 지자체를 포함한 총 2,149개 정보시스템(서버, SW 등)의 클라우드
전환을 위해 2022년 예산으로 2,402억 원 투입 계획을 발표(기획재정부, 9.5)
- 클라우드 이전에 따른 △민간 클라우드 1년치 이용료 △클라우드 설치비 △상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컨설팅 비용 등을 지원
- 제3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을 통해 2024년까지 △공공 이용 디지털서비스
300개 창출 △국내 클라우드 전문기업 수 300개 달성 △클라우드 인재 1만 명
양성 계획을 발표(과기정통부, 9.6)
-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대상 클라우드 이용 바우처
확대 △SW기업 SaaS 전환을 위한 컨설팅 및 투자유치 등을 지원하여 SW
산업의 클라우드를 가속화하고 전 산업의 클라우드 이용 촉진
한편, 2021년 국내 공공(Public) 클라우드 시장은 전년(1조 6,539억 원) 대비
18.5% 증가한 1조 9,605억 원, 2024년 3조 원을 돌파하는 등 지속 성장할
전망(한국IDC,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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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클라우드 사업 속도내는 국내 ICT기업
코로나19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와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 트렌드로 인해
성장세가 높고 장기간 안정적인 먹거리인 기업･공공 클라우드 시장에 주목
- 통신 3사를 비롯한 국내 기업은 최근 개인용 클라우드 서비스를 종료하고
기업･공공 클라우드 사업에 집중하면서 공공 부문 클라우드 시장 경쟁 한층
가열
- KT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 네이버, 카카오 등은 기업용 클라우드 및 솔루션을
잇달아 출시하면서 시장점유율 확보에 나선 상황
< 최근 국내 주요 기업의 클라우드 시장 진출 현황 >
기업

현황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공공기관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 전용 클라우드
(G-Cloud) 기반 재택근무 시스템’ 개발(9.6)
⦁KT G-클라우드를 질병관리청 운영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과 예방접종 증명 시스템에
활용하여 안정화(8.11)
- KT G-클라우드는 상황에 따라 필요한 사용량을 신속, 유연하게 제공할 수 있어 사용량이
고정된 자체 인프라에 비해 긴급상황에 빠른 대처 가능
- 정보관리 시스템의 코로나19 환자감시, 역학조사와 블록체인 기반 코로나19 예방접종
인증 발급 및 검증 등 지원
⦁한편, G-클라우드를 통해 국내 공공클라우드 1호 사업인 서울시 따릉이를 비롯해 평창동계
올림픽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등 여러 사업을 담당
⦁금년 초 클라우드 사업개발 조직을 만들었으며 인공지능 기반 클라우드 관리 플랫폼
‘클라우드 레이다’ 출시(8.17)
- 클라우드 레이다는 고객의 클라우드 사용 내역을 학습해 클라우드 사용 비용 예측,
오류 발생 가능성 사전 탐지 및 원인 파악을 통해 최적의 자원 활용 방안을 찾아 고객의
클라우드 비용 절감을 돕는 서비스
- 현재 아마존 AWS, MS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구글GCP, 네이버 NBP,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거래할 수 있는 기업형 소프트웨어 온라인 거래 장터
‘5GX클라우드 마켓플레이스’ 오픈(3.31)
- 클라우드 마켓플레이스는 기업형 소프트웨어 온라인 거래장터
⦁B2B(business-to-business)고객을 위한 U+클라우드보안팩 출시(8.8)
- U+클라우드보안팩은 네트워크･보안 장비 등을 추가로 설치하지 않고도 보안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도입비용 부담이 적은 것이 특징
⦁현재 전국에 6개의 IDC를 보유하고 있으며 경기도 안양시에 2023년까지 총 3,181억 원을
투입해 신규 IDC를 신설할 예정
⦁네이버클라우드를 통해 클라우드 보안 인증을 받고(2017.2) 정부와 공공기관 500여 곳에
클라우드 플랫폼을 제공하는 등 공공 클라우드 시장 확장
- 공공･금융 시장 선점, 엔터프라이즈 시장 공략, 기술･인프라･인력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등 국내 시장 공략
- 자체 기술을 기반으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서비스형 플랫폼(PaaS), 서비스형
인프라(IaaS) 등 이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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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현황
-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네이버 클라우드 기술을 기반으로 초･중･고 학생 540만여
명을 대상으로 원격 학습 환경 구축
- 또한 NH농협은행의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로 선정되어 농협은행의 중요 업무를
클라우드에서 처리하는 등 금융권 공략 속도

⦁‘카카오 i 클라우드 공공기관용 인프라 서비스(IaaS)’의 정부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취득(2021.6)에 이어 ‘카카오워크 공공기관용(SaaS)’ 인증(2021.7) 획득
- ‘카카오 i 클라우드 서비스’는 다양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PaaS), 소프트웨어
(SaaS) 형태로 제공
- 높은 인지도와 여타 솔루션의 공공 공급 레퍼런스를 활용해 점유율을 높일 전망
※ 자료 : 언론 보도 자료 정리

글로벌 기업은 韓 개인용 클라우드 시장 겨냥
구글･AWS 등 글로벌 IT기업은 국내 기업과 협력해 개인용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에 박차
< 글로벌 IT 기업의 한국 개인용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현황 >
기업

현황

⦁국내 통신사 구독 상품과 자사 개인 클라우드 서비스 ‘구글 원’을 결합하며 사업 확장
⦁SK텔레콤의 월간 구독형 서비스 ‘T우주’를 통해 구독형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공공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 스타트업을 선정해 AWS 클라우드 일부를 무상
으로 제공한다고 발표하며 협력사 모색
⦁AI, 클라우드, 미디어 분야에서 KT와 전략적 협력 계약 체결(6.9)
- KT IDC 및 클라우드와 AWS를 연계한 최적의 클라우드 및 통합 관리 서비스 제공
⦁서비스형 애플리케이션 플랫폼(aPaaS) 솔루션을 한국에 출시(5.3)하며 라이브 스트리밍
환경을 빠르게 구축
⦁넥슨, 넷마블, 그래비티 등 한국 게임업계의 상위권 업체 중 20여 곳을 주요 고객으로
삼으며 한국 시장 점유율 확대
※ 자료 : 언론 보도 자료 정리

출처: 한국경제 (2021.10.5.) 외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1100566231
https://www.news1.kr/articles/?4424099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290246628953144&mediaCodeNo=257
https://www.etnews.com/20210906000111
https://www.ajunews.com/view/20210808085528849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8/17/2021081701999.html
http://www.kp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414
http://www.ddaily.co.kr/news/article/?no=22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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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수소동맹 출범…수소경제 선도를 위한 민간역량 결집

수소 경제시대를 앞두고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수소기업협의체’ 결성
한국판 수소위원회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 공식 출범
- 국내 수소산업 관련 발표와 전시가 이어지는 ‘수소 슈퍼위크(△하이드로젠
웨이브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 △2021 수소모빌리티+쇼)’가 지난 9월
7일부터 11일까지 개최
- 단연 주목받은 행사는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으로, 10여 개 대기업(현대차,
SK, 롯데, 포스코, 한화솔루션, GS 칼텍스, 현대중공업, 두산, 효성, 이수
등) 총수들이 모여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 논의
- 2050년까지 약 3,000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소시장 선점을
위해, 각 그룹의 대표들은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는 데 공감하며 ‘수소기업협의체’
공식 출범을 선언
H2 비즈니스서밋은 △회원사 간 수소사업 협력 △수소 관련 투자 촉진을
위한 글로벌 투자자 초청 ‘인베스터 데이’ 개최 △해외 수소 기술･파트너 공동
발굴･수소 관련 정책 제안･글로벌 수소 아젠다 주도 등을 통해 수소경제 확산과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
- 공급･수요･인프라 분야에서 다양한 기업들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가치사슬
전후방의 불확실성을 효과적으로 줄여 나가는 데 집중
- 또한, 해외수소 생산-운송 영역으로 진입해 주도적이고 안정적인 수소 공급망
확보에 주력하고, 장기적으로 수소 공급원의 다양화, 자립적 수소 공급망 구축을
궁극적인 대응전략으로 수립하고 추진
- 궁극적으로 개별 단위의 기업 경쟁력은 물론 기업･정책･금융 부분이 하나로
움직여 구성하는 산업생태계의 완결성과 경쟁력을 높여, 수소경제 활성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
전 세계적으로 수소 에너지 사용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필수 요건
2050년 탄소중립(Net-Zero)을 달성하기 위한 파리협정 목표에 맞춰 수소
에너지 사용이 필수적
- 태양광, 풍력 등과 같은 재생에너지는 생산의 간헐성 및 대용량 저장 문제
등으로 인해 전력 수급 불일치로 인한 손실이 크며,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해외나 먼 거리로 운송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인프라 투자 비용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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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수소는 다른 에너지 자원과 비교하여 부피 단위 당 에너지와 에너지
밀도 등에서 뛰어난 특성을 보일 뿐 아니라 저장 및 운송 측면에서도 이점
- 따라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신재생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수소 에너지가 가장 적합한 대안
수소 자체보다는 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 활용에 이르는 수소경제 벨류체인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
- 수소경제 벨류체인은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시스템에서 벗어나 수소를 에너지원
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만들어 내는 경제시스템
- 이를 위해서는, △수소차와 연료전지 등 활용수단 △친환경적인 수소 생산
기술 △안정적인 저장 및 운송 △생산→저장→운송→활용 등 수소경제 전주기에
걸친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이 필요
- 또한, 수소 에너지 전 과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빅데이터, AI 기술을
통한 공급과 수요 예측정보를 제공 △디지털 트윈 기술 기반 안전 이슈 점검
△AR･VR 서비스를 이용한 비대면 점검 등 ICT 기술 활용 필요
< 수소시범도시 포탈 서비스 메인화면 >

※ 자료 : 한전 KDN

세계적으로 수소 관련 프로젝트 및 투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
- 2021년 7월 기준 세계 30여 국가에서 ‘수소 로드맵’이 발표되었고 수소산업
벨류체인 전반에서 359개의 대형 수소 프로젝트가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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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2030년까지 글로벌 수소 프로젝트 및 투자 규모는 5,000억 달러 전망
※ ①공표된 프로젝트 직접투자 1,300억 달러 ②정부의 목표 달성을 위한 현 프로젝트에
투입된 추가투자 1,200억 달러 ③공표된 프로젝트 및 정부 목표달성을 위해 OEM
등을 통한 간접투자 2,500억 달러
< 주요 국가별 진행 중인 프로젝트 및 향후 계획 >
국가

주요 사항
소요 예산
⦁(대한민국)수소경제 로드맵 2040
⦁약 22억 달러
- 620만 연료전지 전기차 생산과 2040년까지 1,200개
(산업환경시스템 구축 예산)
수소연료 충전소 설치

⦁(일본)수소연료 개발 기본전략 2017
⦁6억 6,400만 달러
- 탈탄소화, 에너지 안정적 확보 위한 ‘수소사회’개념 수립 (2020년 정부예산)
⦁(호주)국가 수소개발 전략 2019
⦁2억 9,700만 달러
- 수소 수출방안 수립 및 가격경쟁력 제고
(R&D 및 시범 프로젝트 비용)
(H2 이니셔티브 : 킬로당 1.4달러 이하)
⦁(프랑스)청정 수소개발을 위한 국가전략 2020
- 그린 수소의 현지 생산성 및 전기 분해 역량 확대 ⦁약 85억 달러(2030년)
방안 마련
⦁(네덜란드)국가 수소전략 2020
⦁약 410만 달러
- CCS를 포함한 그린수소의 현지 생산성 및 전기분해
(그린 수소 개발금)
역량 확대방안
※ 자료 : SK증권

K-수소동맹을 바탕으로 수소에 공들이는 국내 기업
(현대차그룹) 수소 사업에 가장 적극적인 기업으로, 자동차는 물론 사회 각
영역에 수소연료전지를 보급해 ‘수소경제’를 구축하겠다는 청사진 제시
- 2013년 세계 최초 수소전기차 생산 이후 2030년까지 수소전기차 연간 생산량을
50만대로 늘리고, 수소연료 전지 시스템 70만기를 생산하겠다는 목표
- 기존 상용차 이외에도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에 자율주행을 적용한 무인 운송
시스템 ‘트레일러 드론’, 수소연료전지에 비행 드론과 소방용 방수총을 결합한
‘레스큐 드론’, 이동형 충전소 ‘H 무빙 스테이션’ 등 소개
< 현대차 수소 모빌리티 라인업 >

(가) 트레일러 드론

(나) 레스큐 드론

(다) H 무빙 스테이션

※ 자료 : 언론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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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수소 사업 전담 조직인 수소사업추진단을 신설하고 국내 수소 생태계
구축을 위해 향후 5년간 18조 5,000억 원 투자
- 에너지 계열사 SK E&S는 2023년까지 SK인천석유화학 단지에 세계 최대 규모의
액화수소플랜트를 완공하여, 2025년까지 총 28만t 규모의 수소를 생산할 계획
- 2025년부터는 연간 300만t 이상 수입하고 있는 액화천연가스(LNG)를 활용해
이산화탄소를 제거한 청정수소 25만t을 추가 생산할 계획
(포스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앞세워 약 40조 원 투자
- 수소환원제철 기술은 철광석으로부터 철을 생산할 때 석탄 대신 수소를 환원제로
넣는 방식으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철을 생산할 수 있는 친환경 기술
- 2050년까지 수소 500만t 체제를 구축하고 수소 사업에서 매출 30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청사진 제시
< 수소환원제철 공정 >

※ 자료 : 포스코그룹

(한화그룹) 신재생에너지로 수소를 생산하는 ‘그린수소’* 분야에 적극 투자
* 그린수소 : 전기화학반응을 이용한 수전해 기술로 물(H2O)을 분해해 생산하는 수소

-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물을 전기분해해 탄소 배출 없이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기술 개발 중
- 최근에는 기존 액화 천연가스(LNG)발전 터빈에 수소를 함께 태워 탄소를
저감하는 수소혼소 발전기술을 확보해 실증사업을 진행 중
- 한화솔루션 수소기술연구센터는 전력 소모가 많은 기존 수전해 기술의 단점을
보완한 차세대 ‘음이온 교환막 수전해 기술(AEMEC)’을 개발하여 그린수소의
생산과 저장･운송, 충전의 전 벨류체인에서 글로벌 경쟁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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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그룹의 그린수소 밸류체인 >

※ 자료 : 한화그룹

(두산그룹) 수소연료전지 분야를 중심으로 수소사업 역량 결집
- 두산그룹은 수소연료전지 연구개발(R&D) 전문회사인 두산에이치투이노베이션을
설립하여, 두산, 두산퓨얼셀 등 여러 계열사로 분산된 개발 역량을 한 곳으로 집결
- 두산중공업은 현재 풍력발전을 이용한 그린수소를 제주도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내년에 완공될 수소액화플랜트를 통해 제조공정에서 탄소배출을 최대한 줄인
‘블루수소’*를 생산할 계획
* 블루수소 : 수소 생산과정 중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대기로 방출하지 않고 포집 및
저장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수소

(효성그룹) 액화수소사업을 중심으로 수소경제 진입을 위한 초석 마련
- 액화수소는 기체수소보다 부피가 800분의 1 수준으로 저장･유통에 유리하고
충전소 필요 부지면적도 3분의 1로 줄어 도심지역 설치가 용이
- 효성중공업은 액화수소충전소 개소 시점에 맞춰 글로벌 가수･화학 전문기업인
린데와 합작법인 ‘린데수소에너지’를 설립해 2023년까지 1만 3000톤 규모의
액화수소 플랜트를 완공하여 전국 30여 곳에 대형 액화수소 충전소를 건립할
계획
(코오롱그룹) 핵심 소재･부품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소 벨류체인 구축
-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수소연료전지용 수분제어장치와 고분자 전해질막, 막전극
접합체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규모 증설도
추진 중
- 코오롱글로벌은 육상과 해상풍력발전 사업에 이어 풍력발전단지에서 발생하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사업을 진행 중
- 코오롱글로텍은 수소저장과 운송에 필요한 압력용기 사업을 추진 중
- 코오롱플라스틱은 수소전기차용 연료전지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하우징 부품
및 수소압력용기 국산화를 위한 소재개발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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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K증권 (2021.9.8.) 외
https://www.sks.co.kr/data1/research/qna_file/%BC%F6%BC%D2%BD%C3%B4%EB
%B8%A6%20%C1%D8%BA%F1%C7%CF%B8%E7.pdf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
geIndex=1&nIndex=64973&sSiteid=1
http://www.epj.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468
https://news.mk.co.kr/v2/economy/view.php?year=2021&no=924126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05396#home
http://www.inews24.com/view/1407793
https://www.koit.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882
http://www.ga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0967
http://news.bizwatch.co.kr/article/industry/2021/09/17/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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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韓･美･中, 차세대 이동통신 6G 주도권 확보 잰걸음

(중국) 2030년 6세대(6G) 이동통신 상용화 목표 위한 기술 연구 한창
2017년부터 6G 연구를 시작한 화웨이는 2030년 6G 제품 출시 계획 발표(9.15)
- 쉬즈쥔(徐直军) 화웨이 순환회장은 2030년경 기업과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는
6G 제품을 출시하고 향후 몇 년 내로 5.5G와 6G를 동시에 정의하겠다고
설명
- 다만, 6G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위해 5G보다 더 많은 관련업계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6G 정의 프로세스가 충분히 개방적인지 △6G 정의에 다양한
사람이 참여하고 소통이 충분한지 등을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
- 이는 만족스러운 6G 성과를 내기 위해선 다양한 시장 참여자 간 협의와 논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의미로 화웨이에 대한 미국 등 서방 진영의 제재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
- 앞서 중국 정부는 화웨이와 협력해 6G 연구를 위한 위성을 발사(8.24)하며
화웨이의 6G 테스트･실험과 연구 속도를 높이는데 지원
※ 중국 정부는 통신기술실험위성 7호, 융합실험01, 융합실험02 등 총 세 개의 통신 실험
연구 위성을 발사했으며 중국의 인터넷 기술과 위성 기술을 결합해 6G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풀이

중국 정보통신연구원(CAICT) 산하 6G 연구조직인 ‘IMT-2030(6G)’*도 6G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여 6G 글로벌 상황을 공유하고 6G의 비전, 핵심 기술
등 논의(9.16)
* IMT-2030(6G)은 2019.11월 37개의 산학연구기관이 참여한 6G 기술연구조직으로
통신 영역과 표준 조직을 통해 6G 관련 표준 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 포럼에서는 △6G 무선 융합 통신 및 신규 주파수 △6G 무선 신규 물리 차원
(physical dimension) 및 기술 △6G 아키텍처 및 기술 △무선 인터페이스
기술 △신규 물리 차원 무선 전송 기술 △통신 및 감지 융합 기술 △스마트
통신 네트워크 △신형 네트워크 아키텍처 △네트워크 보안 등을 논의
- 6G를 상용화할 경우 위성 네트워크와 드론 네트워크를 결합해 사각지대를
커버하고 더 나은 스펙트럼 효율이 가능하며 보안성과 원가도 개선 기대
- 앞서 IMT-2030은 2030년께 6G 상용화를 위한 ‘6G 전반적 비전과 잠재적
핵심기술’ 백서를 발표(6.6)하며 6G를 활용한 서비스 환경과 6G 관련 잠재적
핵심기술 등을 중점적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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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서에서는 △내생적 지능형 신형 무선 인터페이스 및 신형 네트워크 구성 △증강형
무선 인터페이스 기술 △신주파수 기술 △분산형 네트워크 구성 △시간확정형 네트워킹
등을 6G 시대 잠재적 핵심기술로 선정

- 또한 중국의 6G 개발 추이와 5G 기술 관련 보안점을 분석해 산업계에 명확한
지침을 제공
- 아울러 6G 추진 사업에서 외국 기업이 개발한 특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일 역시 주요 과제라고 강조
(한국) 해외 대학교와 6G 원천기술 공동개발 협력 및 투자 계획 발표
한국통신학회는 영국 서리(Surrey)대학교 ‘5G･6G IC(Integrated Circuits)
연구원’과 ‘비욘드(Byeond)5G･6G 이동통신 원천기술 공동 연구’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9.13)
※ 서리대학교는 5G 연구와 혁신을 전담하는 세계 최초의 학술 기관으로 5G IC를 출범
한데 이어 6G로 진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2020년 11월 6G IC 연구원을 출범

- 양 기관은 △비욘드5G･6G 연구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상호협력 강화 △5G･6G
테스트 플랫폼 개발 협력 증진 △미래 협업 프로젝트 지속적 발굴을 통한
상호 협력 범위 확대 △양국 간 연례 워크숍･세미나 개최와 정보 교류 등을
진행하며 6년간 협력할 계획
- 또한 학회 내 결성한 6G 리서치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실질적 교류와 협력을
진행할 예정
우리정부도 6G 이동통신 핵심 원천기술 개발에 금년 179억 원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총 2,200억 원을 투자해 2021년을 글로벌 6G 시장을 선도할
원년으로 만든다는 계획 발표(6.23)
- 계획에는 ‘세계 최고 6G 기술 강국’을 구현하기 위한 3대 전략 분야인 △차세대
핵심 원천 기술 확보 △국제표준･특허 선점 △연구･산업 기반조성에 대한
세부 실행 계획이 포함
- 우선 차세대 핵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당장 민간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저궤도 통신위성, 초정밀 네트워크 기술 등 ‘6대 중점분야 10대
전략기술’에 올해 179억 원(12개 과제) 등 2025년까지 총 2,000억 원을 투자
- 특히 6G 시대에 발맞춰 플라잉카･드론 등 비행체와 해상･재난지역 등에서도
초당 기가비트(Gbps)급 통신 이용이 가능하도록 위성망과 지상망의 통합을 추진
- 이를 위해 위성･지상 간 통합 접속기술을 개발하고 2031년까지 총 14기의
검증용･실증용 저궤도 위성을 발사하는 ‘위성통신기술 발전전략’도 병행해
추진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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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에는 6G 기술개발의 첫 해인 만큼 6G 핵심분야별 기술요구 사항을 정립하고
요소 기술을 설계하는 등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기틀을 닦고 핵심 장비 및
부품 국산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
- 또한 해외 주요국들과 공조체계 마련을 위해 국가 주도로 6G를 선제 연구
중인 미국(NSF), 중국(CAICT), 핀란드(오울루대) 등과 6G 핵심기술에 대한
공동연구 및 6G 주파수의 국제협력을 추진
- 이 외에도 미국 넥스트 G 얼라이언스(Next G Alliance) 등 글로벌 6G 민간단체와
국내 5G포럼 간의 공동협력을 위한 MoU 체결과 함께 6G 리더십 확보를
위해 금년 11월 ‘6G 글로벌’ 행사도 개최할 방침
(미국) 6G 연구 개발과 인프라 구축 위해 협력･동맹 강화
2020년 10월 동맹국 기업을 중심으로 ‘넥스트 G얼라이언스’를 발족한데 이어
금년 4월에 일본, 5월에는 한국과 ‘6G 동맹’을 체결하는 등 6G 시장 주도권
선점 경쟁 치열
- 넥스트 G 얼라이언스(Next G Alliance)는 5G 진전과 6G 및 그 이후(Beyond)
기술개발･정책 등 모든 관련 분야에서 미국 기업이 글로벌 기업과 협력해
영향력을 확대한다는 취지
- 첫 5G 상용화에 성공한 한국, 화웨이를 필두로 공격적으로 시장을 확대한
중국 등에 대응해 6G 시장에서는 광범위한 협업을 바탕으로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전략
- 미국 3대 이동통신사(AT&T･버라이즌･T모바일)를 비롯해 통신장비(에릭슨･
노키아 등), 반도체(인텔･퀄컴 등), SW･플랫폼(MS･페이스북 등) 등 다수 기업이
참여
- 나아가 금년 4월 일본과 2030년대 상용화를 목표로 6G 이동통신 연구개발에
45억 달러(약 5조 원)를 투입하겠다고 발표
- 또한, 금년 5월 한국과 오픈랜(Open-RAN) 기술 개발과 표준화 관련 협력을
맺고 35억 달러(약 4조 원)를 투입하는 등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
6G 핵심기술 특허 점유율은 중국이 40.3％로 1위 차지
전 세계 국가･지역 가운데 6G 핵심 기술 특허 출원을 가장 많이 낸 곳은
중국으로 약 40.3%를 차지하며 1위 선점(cybersoken, 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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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G 핵심 기술 특허 출원 분야별 Top10 기업 및 기관 >
순위

업체 및 기관

국가

순위

업체 및 기관

국가

순위

업체 및 기관

국가

1

국가
전력망공사

중국

1

퀄컴

미국

1

MS

미국

2

중국 항공우주
과학기술 공사

2

에릭슨

스웨덴

2

인텔

미국

중국

3

화웨이

중국

3

중국

4

삼성전자

한국

국가
전력망공사

3

중국전자
기술그룹

중국

5

LG전자

한국

4

화웨이

중국

4

IBM

미국

6

노키아

핀란드

5

AT&T

미국

5

화웨이

중국

6

퀄컴

미국

6

MS

미국

7

인텔

미국

7

IBM

미국

7

인텔

미국

8

AT&T

미국

8

삼성전자

한국

8

퀄컴

미국

미국

중국

일본

버라이즌

광저우전력

NTT(NTT
도코모 포함)

9

9

9

10

삼성전자

한국

10

중국전자
기술그룹

중국

(가) 구성요소 기술 부분

10

소니

일본

(나) 무선 통합 기술

(다) 고도화 기술

주) △구성 요소 기술: 테라헤르츠파, 위성 통합 통신, 全광통신, 양자 암호 통신, 시공간 동기화, 에지 컴퓨팅 등
기초 기술 포함 △무선 통합 기술: 기지국 및 MIMO･빔 포밍 기술 포함 △고도화 기술: 6G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및 가상현실 기술 포함
※ 자료 : cybersoken, 2021.9.17.

- 통신기술, 기지국 기술, 인공지능 등 9개 6G 관련 핵심 기술 특허로 등록･출원된
약 2만 건을 분석했으며 1위에 이어 2위는 미국(35.2%), 3위 일본(9.9%),
4위 유럽(8.9%), 5위 한국(4.2%)이 차지
- 중국은 기지국과 인공위성 등 인프라 면에서 우세를 보였으며 미국은 소프트웨어
에서 두각
- 기초기술 등 구성요소 기술 부분에서는 상위 20개 기업 중 절반 이상을 중국
기업이 차지했으며 기지국 등 무선통합기술 부분에서는 미국 퀼컴과 스웨덴
에릭슨, 중국 화웨이 등이 상위

48

출처: 지디넷코리아 (2021.9.10.) 외
https://zdnet.co.kr/view/?no=20210910091905
https://zdnet.co.kr/view/?no=20210831080612
https://www.ajunews.com/view/20210607113537545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607_0001467931&cID=10101&pID=10100
https://www.ajunews.com/view/20200806161450711
https://www.news1.kr/articles/?4347709
https://www.etnews.com/20210910000194
https://www.ajunews.com/view/20210524140722444
https://www.ajunews.com/view/20210419150710127
http://www.cybersoken.com/blog/topics/2021/09/17/2978/
https://www.nikkei.com/article/DGKKZO75838030X10C21A9MM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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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美-EU, 무역기술위원회 신설…반도체･AI 대서양 동맹 강화

글로벌 기술 및 무역 이슈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협력 체결
미국과 유럽연합(EU)은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처하고 반도체･인공지능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무역기술위원회(TTC)’ 출범(9.29)
- 무역기술위원회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금년 6월 유럽 방문 당시 반도체
등 핵심 부품에 대한 공급망 강화와 무역 분쟁 사전 대비 차원에서 설치하기로
합의한 기구
- 출범 당일 양측은 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반도체 공급난을 해소하고 핵심 국가
산업으로서 반도체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해 관련 협력을 강화할 것을 약속
- 잠재적으로 적대적인 외국인 투자 및 수출 통제 심사와 인공지능 및 반도체
공급망의 보안 확보 등 다양한 경제 분야 협력 방안을 제시
- 인공지능 등 신기술과 신산업 규제, 무역 분야 협력, 반도체 공급망 대처,
인권 문제 등을 주제로 한 10개의 실무그룹을 구성해 협력할 방침
< 미국･EU의 무역기술위원회 개요 >
⦁핵심 공급망 강화, 무역분쟁 차단
주요 목적 ⦁중국 기술굴기 도전에 대항
⦁대서양 동맹체 신뢰 관계 구축

⦁인공지능, 반도체, 기후변화
협력 분야 ⦁데이터 거버넌스와 기술 플랫폼
⦁안보 분야 투자 점검･수출 통제

※ 자료 : 언론 보도 자료 정리

- 불공정 무역 관행 중 특히 세계 무역 시스템을 약화시키는 관행으로부터 기업과
소비자,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계속해서 협력할 것을 명시
- 또한 투자 유형과 투자 주체 등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민감한 기술과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각종 리스크를 분석하는 등 기술 산업 투자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할 방침
- 특히 상호 소통을 강화해 반도체 공급망과 관련한 공통된 취약성을 파악하고
역내 기술 연구개발과 제조 생태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
- 반도체 공급망 협력과 관련하여 양측은 단기 공급망 이슈부터 다룰 예정이며
자국 내 반도체 생산 역량을 강화하는데 각국 정부가 적극 지원하기로 합의
- 이밖에도 미국과 EU는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는 인공지능 개발과 구현을
검토하고 관련 기술을 공동 연구하기로 합의했으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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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기술, 데이터 거버넌스, 기술 플랫폼, 인권 보호를 위한 기술 오용
방지, 기술 표준화 작업, IT 보안 등 10개 분야에서 협력
한편, 이날 성명에는 ‘중국’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중국에 대항해 서방 민주주의 국가들이 뭉쳐 협력하자는 취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평가
- 중국이 민감해하는 인권 침해나 불공정 무역 등에 대한 구절이 성명에 많이
포함되었으며 성명 곳곳에는 ‘비(非)시장경제(non-market economies)’라는
단어 사용
EU뿐만 아니라 일본･호주･영국 등 동맹국과 연합체 구성하며 대중 압박 지속
미국은 9.24일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의 쿼드(Quad,미국･일본･인도･호주로
구성된 연합체)의 첫 대면 정상회의를 열어 기술을 연결고리로 한 협력 강화
※ 쿼드 정상회의에서는 코로나19 대응, 기후변화, 사이버･첨단기술 등에서 나아가 5G
통신망, 우주 분야 협력도 포함시키며 중국 압박 강화

또한 영국･호주와 새로운 3국 안보협력체 ‘오커스(AUKUS)’를 출범(9.15)시키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견제 강화
- 미국과 영국은 향후 18개월간 호주의 핵잠수함 기술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외교안보와 관련된 사이버 공격 대응, 인공지능 같은 첨단기술 분야의 협력과
관련 정보의 공유에도 합의
- 미국이 대중국 공동 전선 확대에 나선 것으로 남중국해 일대에서 중국 견제를
강화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
아울러 미국 의회는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가 결성한 ‘파이브 아이즈
(Five eyes)’ 첩보 동맹을 한국･일본･인도･독일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중
미국의 대중 압박이 확전되면서 중국은 강력 비판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미국･영국･호주 3국이 이데올로기로 선을 그어
새로운 군사집단을 만드는 것은 지정학적 긴장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
쿼드 정상회의에 대해선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중국과 역내 국가들
사이 불화를 조성하는 일을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언급
출처: 뉴시스 (2021.10.3.) 외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001_0001600555&cID=10101&pID=10100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1001/109502663/1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9300913523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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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본 자동차 기업, 자율주행･eVTOL 등 모빌리티 영역 확장

(도요타) 자율주행 자회사 설립 후 공격적 투자 가속페달
인공지능 기술을 보유한 미래 이동수단 개발 등 자율주행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올 1월 자회사 우븐 플래닛(Woven Planet Holdings) 설립 후 공격적
투자 단행
- 우븐 플래닛은 ‘사랑스런 이동수단, 생활 안전성(Mobility to Love, Safety
to Live)’이라는 자율주행차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세계에서 가장 잘 프로그래밍
되는 차량을 만드는 것이 목표
- 즉, 안전과 보안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차량 SW 개발을 단순화하고 배치
빈도를 높여 모든 사람에게 차량 프로그래밍을 개방하는 것
- 출범 9개월 만에 세 번째 자율주행 관련 기업을 인수하며 기술력 확보에 박차
(#1) 리프트의 자율주행차 사업부 ‘레벨5’를 현금 5억 5,000만 달러에 인수
완료(7.20)
※ 리프트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핵심 사업인 차량공유
서비스 사업에서 큰 손실을 입었고 이후 전체 사업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자율주행
사업 매각 결정

- 도요타는 자율주행 사업 부문에서 선제적으로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를 차단하며
경쟁우위를 점하고 종합 모빌리티 서비스 확립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방침
- 우븐 플래닛은 레벨5가 축적한 10만 건 이상 자율주행 기록을 인계받을 뿐
아니라 향후에도 리프트가 차량공유를 통해 축적하는 자율주행 기록을 지속적으로
제공받는데 합의
(#2) 고화질(HD) 지도 제작회사인 카메라(CARMERA, Inc.) 인수 완료(8.18)
- 카메라는 이미 오랫동안 도요타와 신뢰를 쌓아온 파트너로 뉴욕･시애틀에
위치한 카메라 사무실 및 사업을 즉시 이어받는 데 합의
※ 2018년부터 도요타 연구소(Toyota Research Institute-Advanced Development) 와
협력해 HD 지도 구축 및 업데이트 프로젝트 공동 진행

- 카메라는 우븐 플래닛의 AMP(Automated Mapping Platfrom) 팀으로 통합돼
개방형 SW 플랫폼 우븐 시티(Woven City)* 및 아린(Arene) 같은 혁신 프로젝트를
인큐베이팅할 예정
* 우븐 시티: 도요타 자동차가 로봇공학･자율주행･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접목해 건설
중인 스마트시티로 시즈오카현 스소노市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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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 업데이트 및 변경 사항 관리 등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우븐 플래닛이 개발한 정밀 지도 플랫폼을 보완하고 확장 가능
- 합류 도로와 차선을 포함한 글로벌 규모의 정밀 지도 플랫폼으로 발전을 가속화해
각 지역에 적합한 정확･정밀 지도 보급을 확대하며 안전한 자율주행 지원
(#3) 미국 자동차용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레노보 모터스 인수 발표(9.28)
- 인적 자원과 노하우를 습득하고 SW 개발을 가속화해 우븐 플래닛의 비전인
‘Mobility to Love, Safety to Live’ 실현과 개방형 차량 플랫폼 아린(Arene)
개발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
- 2010년 실리콘밸리에 설립한 레노버 모터스가 강점을 지닌 차량 상태와 고객
데이터를 분석하고 차량 설계에 반영하는 SW 기술을 적극 활용 예상
(혼다) 전동수직 이착륙기(eVTOL)에서 소형 로켓까지 미래 신사업 청사진 발표(9.30)
자동차･제어 및 로봇공학 분야 기술을 포함해 혼다가 축적한 핵심 기술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기존 영역에서 더욱 진전된 새로운 분야로의 도전 선언
- 기존 자동차 사업의 견고함을 추구하면서 환경오염 제로 사회, 교통사고 제로
사회 실현 등 환경과 안전을 고려한 선행기술연구와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는 이동수단, 나아가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독창적인 기술연구 진행
(#1) 하늘을 나는 자동차인 ‘전기수직이착륙(eVTOL) 항공기’ 개발하며 도심항공
모빌리티 사업 속도
- eVTOL 시장이 향후 30조 엔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며 2030년대에는
하이브리드 기술을 접목해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eVTOL를 상용화할 계획
- 혼다기술연구소가 개발하고 있는 eVTOL은 가스터빈과 전기 배터리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형태로 항속거리가 400km 이상으로 도시 간 이동도 가능할 전망
- 하이브리드 방식을 선택한 것은 아직 비행 거리 제약이 따르는 순수 전기
배터리 기술 개발 속도를 감안한 것
< 혼다 eVTOL >

※ 자료 : Ho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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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상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아바타 로봇’ 개발
- 시간･장소･공간 제약없이 인간의 능력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아바타 로봇
실증 테스트를 2024년 3월까지 완료하고 2030년대에는 상용화한다는 목표
- 이미 사람의 삶을 제약 없이 더욱 즐겁게 만들기 위해 2족 보행 로봇 아시모
연구와 개발 등 로봇 연구에서 경험 보유
- 차세대 로봇공학 일환으로 개발 중인 독창적인 아바타 로봇은 원격으로 물건을
다루는 현실감, 사용자가 현장에 없어도 작업을 수행하고 사물을 경험하며
제2의 ‘나’처럼 행동할 수 있는 것이 특징
- 이러한 아바타 로봇 구현의 핵심 기술은 인공지능 기반 원격 제어 기능을
활용해 개발한 다지 로봇 손으로, 인공지능이 지원하는 직관적인 사용자 제어를
기반으로 복잡한 작업을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하며 인간이 사용하도록 설계한
도구를 최대한 활용 가능
- 현재 손가락 끝으로 작은 물체를 섬세하게 집는 능력과 단단한 항아리 뚜껑을
사람 손 수준으로 여는 힘을 갖춘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여러 손가락을 사용하여
일련의 동작으로 물체를 부드럽게 잡고 힘을 정밀하게 제어하여 도구를 다룰
수 있도록 발전시켜나갈 계획
< 혼다 아바타 로봇 >

(가) 다지 로봇 기술 시연

(나) 아바타 로봇

※ 자료 : Honda

(#3) 재생에너지 인프라, 우주에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공지능 원격 제어
로봇, 재활용이 가능한 로켓 등 제시하며 우주사업 진출 표명
※ NTT데이터 경영연구소에 따르면 2040년 세계 우주산업 시장은 약 120조 엔 규모로
향후 20년 간 약 3배에 달하는 비약적인 성장 예상

-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수소연료전지 기술을 활용하고 일본우주항공
연구개발기구(JAXA)와 파트너십을 체결해 달 표면을 구축할 탐사 기지의 에너지
자급 방안 등을 연구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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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동안 축적한 연료전지기술과 고압물전기분해기술을 기반으로 달의 순환형
재생 에너지 시스템 구축 목표
- 달에서 얼음 등 물의 흔적 일부가 남아있을 가능성을 감안해 물을 활용한
발전 계획도 검토해 궁극적으로 달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는
구상
- 2023년 달 극지방 탐사를 추진하고 2024년에는 JAXA와 함께 화성 탐사선까지
보낼 계획
< 혼다 우주사업 계획 >

※ 자료 : 혼다, 2021.9.30.

- 또한 우주에서 각종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인공지능 원격 제어 기능과 토크
제어 기술을 활용용해 섬세한 작업까지 수행하는 로봇 연구도 진행
- 이와 관련한 제반 연구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진행하여 2024년부터 프로토
타입 테스트를 시작하고 2030년 상용화할 방침
- 통신･지구관측 가능한 소형 인공위성 개발도 진행하고 있는데 로켓 구성 요소
일부를 다시 지구로 귀환시켜 부품을 재활용하는 방식 연구
- 이에 더해 자율주행과 자동항법장치(GPS) 관련 기술을 접목해 발사체 안전성도
높일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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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 탐사하는 인공지능 기반 원격 제어 로봇 >

※ 자료 : 혼다, 2021.9.30.

출처: Honda (2021.9.30.) 외
https://global.honda/newsroom/news/2021/c210930beng.html
https://global.toyota/en/newsroom/corporate/35682170.html
https://www.woven-planet.global/en/news-release/20210818/3cWJ1PIcMLj
89S0WJDTYDt
https://www.honda.co.jp/news/2021/c210930b.html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UC280T30Y1A920C2000000/
https://www.thedaily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84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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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단신 동향

1. 해외
※ 제목 클릭 시 원문 링크(URL)로 연결됩니다.
국가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 조너선 캔터 미국 법무부 차관보는 미국의회 청문회에서
거대 IT 기업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10.6)

법무부 차관보, 거대
IT 기업의 반독점법
적용 강화 선언
(로이터 / 2021.10.7)

※ 조너선 캔터 차관보는 미국연방거래위원회(FTC)에서 경쟁부문
담당 변호사로 재직했으며 그후 최근까지 반독점 관련 소송 담당

- 빅테크 분야에 적극적으로 반독점법을 적용할 예정이며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MS 등 거대 IT 기업들의 시장
이익 독식과 불공정 경쟁 환경 조성 등을 집중적으로 차단할 방침
○ 반독점법 규제 강화로 거대 IT 기업의 각종 소송과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
○ 2021년 9월 24일 바이든 대통령은 스캇 모리슨(Scott
Morrison) 호주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일본 총리,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사상 최초로 쿼드 정상회담을 갖고, 다양한
글로벌 현안에 대해 논의함

미국

쿼드 정상회담 중
과학 기술 관련
논의 내용
(백악관 / 2021.9.24.)

- COVID와 글로벌 보건: 쿼드 가입국은 12억 회 이상의
백신을 기부하기로 하였으며 인도와 일본은 헬스케어 부문에
1억 달러(약 1,200억원)의 투자를 수행하기로 함
- 인프라시설: 쿼드 인프라 협력 그룹(Quad Infrastructure
Coordination Group)을 창설하여 인프라에 높은 표준을
개발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인프라 투자를 확대
- 기후: 그린 선박 네트워크(Green Shipping Network),
청정 수소 파트너십(Clean-Hydrogen Partnership)을 신
설해 탈탄소화를 촉진하고 기후 적응, 대응, 역량 강화
- 이 외에도 쿼드 펠로우십(Quad Fellowship) 제도를 통한
인적교류와 주요 및 유망 기술에 대한 협력, 쿼드 고위 사이버
그룹(Quad Senior Cyber Group)을 창설하여 사이버 보안에
힘쓰고, 지구 관측 위성 데이터를 공유 논의

인프라 투자 및
○ 의회조사국(CRS)은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안(Infrastruct
일자리 법안의 도로
ure Investment and Jobs Act, IIJA) 중 도로 교통 탄소
교통 탄소 배출 관련
배출과 관련한 조항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함
항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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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 2019년 현재 미국 내 탄소 배출 중 도로 교통이 차지하는
비중은 29%로,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5년에 비해서는 5%
줄어들었으나 2012년에서 2018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음

(의회조사국 / 2021.9.10.)

-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안(IIJA)은 도로 교통 부문에서
배출되는 탄소량을 줄이기 위해 대중 교통을 강화하고, 기존
고속도로의 탄소 배출을 줄이며, 전기차 관련 인프라 확대 포함
-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안(IIJA)은 대중 교통 부문에 2021
회계연도 126억 달러(약 14조 7,000억원)에서 2026 회계
연도 178억 달러(약 20조 8,000억원)까지 증가하는 예산
권한을 제공함
○ 정부 전문 매체 넥스트고브(NextGov)는 백악관 산하 관리예
산실(OMB)과 사이버보안 및 인프라 보안국(CISA)이 제로
트러스트(Zero-trust)와 관련한 지침을 발표한 사실을 알리는
기사를 보도함

연방 정부 제로
미국 트러스트 지침 발표
(넥스트고브 / 2021.9.7.)

-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정부의 사이버 보안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으며, 해당 지침은
이를 추진하는 일환으로 제공된 것임
- 백악관 산하 관리예산실(OMB)은 연방 기관이 2024년 9월
까지 달성해야 할 제로 트러스트(Zero-trust) 보안 목표를
신원, 기기,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 데이터의 5가지
분야로 제시하고, 관련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사이버보안 및 인프라 보안국(CISA)은 관리예산실(OMB)의
지침에 맞춰 제로 트러스트 성숙도 모델(Zero Trust
Maturity Model, ZTMM)을 공개하고 연방 기관의 피드백 요청
○ 과학전문지 사이언스(Science)는 미국 하원이 준비 중인
450억 달러(약 52조 4,000억원) 규모의 연방 기관 연구
예산안을 분석한 기사를 보도함

미국 하원의 연방
기관 연구 예산안
분석
(사이언스 / 202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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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하원은 3조 5,000억 달러(약 4,000조원) 규모의 예산
조정안(budget reconciliation)을 논의 중으로 과학, 우주,
기술 위원회(House Committee on Science, Space,
and Technology)는 450억 달러의 연방 기관의 예산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임
- 과학 위원회가 논의할 법안은 에너지부(DOE), 국립과학재
단(NSF), 상무부(DOC), 항공우주국(NASA)에 향후 5년
이나 10년 간의 예산 권한을 제공해주는 것으로, 1조 달러
(약 1,170조원) 규모의 인프라 법안이나 6월 통과된 에너지부
(DOE)와 국립과학재단(NSF)에 대한 예산법과 다른 것임

국가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세금 감면 및 일자리 법안(Tax
Cuts and Jobs Act, TCJA)의 R&D 상각 비용 조항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함
- 2017년 제정된 세금 감면 및 일자리 법안(TCJA)은 2022년
1월 1일부터 기업이 R&D 투자를 첫 해 R&D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고 5년에 걸쳐 상각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

미국

세금 감면 및 일자리
법안의 R&D 비용
상환 조항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정보기술혁신재단 /
2021.9.7)

- 시간에 따른 이자율을 고려할 경우 새로운 조항은 기업에
더 많은 R&D 비용을 지불하도록 만들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 R&D와 GDP,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 우려됨
- 현재 미국이 제공하는 R&D 인센티브의 수준은 34개 OECD
및 BRIC 국가 중 24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2022년부터
법안의 효력이 발생할 경우 미국의 순위는 32번째로 더욱
낮아질 것임
- 미국의 R&D 세금 공제는 비용에 비해 최적의 효과를 제공하는
수준의 39%에 불과하며, 세금 감면 및 일자리 법안(TCJA)의
R&D 상각 비용 조항이 적용될 경우 이는 18%로 더욱
낮아질 전망으로 중국과의 R&D 세금 공제 격차도 5.7배
수준으로 벌어지게 될 것임
○ 일본 정부는 9.1 디지털청을 발족시키고 9.6 개최한 1회
디지털사회 추진회의에서 회의운영 등 새로운 추진체제 및
향후 디지털개혁 추진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자료 공표

일본 향후 디지털개혁
추진방안
(디지털청 / 2021.9.6.)

- 국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디지털화 추진(코로나대책 등
긴급시 행정서비스의 디지털화)
- 일상생활에서 디지털화 촉진(의료, 교육, 재해방지, 모빌리티,
계약･결제 등 분야에서 디지털화나 데이터 연계를 추진하는
체제 구축)
- 산업 전체의 디지털화와 이를 뒷받침하는 인프라 정비(5G,
포스트 5G 추진, 반도체 전략 구체화)
- 한 사람도 도태되지 않는 디지털사회 실현(ICT 기기･서비스
관련 상담체제 강화)
○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중앙선전부 등 9개 기관은 인터넷
정보 서비스 업계를 상대로 알고리즘 관련 규제 강화

인터넷 알고리즘
중국 관련 규제 강화
(월스트리트 저널 /
2021.10.5.)

- 알고리즘을 사용한 여론 개입, 경쟁업체 방해, 네티즌 권익
침해 등 남용 행위를 방지할 계획
- 알고리즘 모니터링, 평가 등 과정에서 발견된 위반 사항,
네티즌이 신고 및 검증한 사항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
- 아울러 인터넷 정보 서비스 기업들이 알고리즘 보안 문제
해결에 집중할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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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 <중국과기포럼>은 베이더우위성항법시스템의 확산 특징 및
혁신 대행경로 연구를 발표 (9월호)
- 베이더우위성항법시스템의 혁신 속성 및 요소 특징, 확산
특징, 혁신 대행 특징 소개

베이더우위성항법
시스템의 확산 특징
및 혁신 대행경로 연구
(중국과기포럼 /
2021.9.15)

- (요소 특징) 배치 규모가 선두이고 기술 성능이 강하며,
미국 GPS 단말기와 호환, 개발도상국가 자주혁신의 가치
트렌드를 유도, 조작하기 용이한 항법 칩/보드카드는 사용자
수용도 향상을 지원, 비용이 저렴한 시범사용과 맞춤형
솔루션 제공, 매체 확산 및 응용 시나리오의 건설
- (확산 특징) 인지단계에서 직접 실시와 확인 단계에 진입,
사용자 수량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 S형 곡선의 신속한 성장
구역에 처함
- (혁신 대행 특징) 혁신 대행자는 중국 정부이고, 중국을
상대로 베이더우시스템의 응용과 산업화를 발전, 해외를
향해 국제협력교류 적극 촉진
○ 최근 국무원 협동방제 메커니즘은 여러 차례 브리핑을 개최
하고, 중국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자를 위한 효과적인 보호
방법, 연구개발 성과를 발표 (9.14)

중국
중국 코로나19 백신
연구개발 성과
(광명일보 / 2021.9.14.)

- 3종의 불활성화 백신, 1종의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백신이
조건부 출시 승인 획득
- 2020년 초 중국은 이미 코로나19 백신 연구개발의 5개
기술 로드맵 배치, 목적은 성공률 확보
- 현재 서로 다른 기술 로드맵 백신의 순차 면역 연구 전개
중,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과학을 존중하는 원칙 아래 전개
- 코로나19 발생, 특히 변종주 발생 후, 중국은 각종 변종주
백신 연구개발 사업 전개
○ 최근 공업정보화부는 <신형 데이터센터 발전 3년 액션플랜
(2021-2023년)> 발표 (9.8)

공업정보화부,

- 전문가는 중국의 디지털경제 급성장에 의해 데이터센터가
광범위한 발전전망에 직면했다고 지적

<신형 데이터센터
- 차이나텔레콤 국가 일체화 빅데이터센터 노드와 국가 베이더우
발전 3년 액션플랜
내비게이션 위치서비스 데이터센터 닝샤 분센터가 동시에
(2021-2023년)> 발표
개소식 개최
(인민일보 해외판 /
2021.9.8)

- 13.5기간 중국 빅데이터센터 규모는 2015년의 124만개
에서 2020년의 500만개로 증가
- 중국은 세계 빅데이터 응용이 가장 활약하고 잠재력이 최고
이며 환경이 가장 우수한 국가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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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 중국통신연구원의 예상결과, 2020년 중국 데이터센터 건설
투자는 3,000억 위안, 향후 3년 데이터센터 산업투자는
1.4조 위안 달성
- 14.5계획 요강에서는 중국 일체화 빅데이터센터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고, 국가 중추 노드와 빅데이터센터 클러스터를
구축할 것을 명확히 제시
○ 과기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베이징시 정부 및 공업정보화
부가 공동 주최한 2021년 세계 5G 대회가 베이징에서 개최,
5G 발전현황 및 6G 방향 언급 (8.31-9.2)

중국 5G 발전현황
및 6G 발전방향
(중국고신기술산업도보 /
2021.9.6)

- 2021년 7월 공업정보화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10개
부처는 <5G 응용 ‘양판’ 액션플랜(2021-2023)>을 공동
발표하고, 5G의 발전목표, 융합 미디어를 중요한 응용영역
으로 확정
- 5G는 전체 과정, 홀로그래피, 전원, 전체 효과의 미디어
발전을 가속화 및 향상시키고, 미디어 융합은 단말 융합에서
기구 융합으로 이어짐
- 3GPP 조직은 2023년 6G 연구를 전개하고, 2025년 하반기
부터 6G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

중국

- 2028년 6G 표준이 나타날 것이고, 6G 단계에서 더 감지하고,
더 커넥티드하며, 더 스마트한 네트워크가 있게 될 전망
○ 중국과학원은 3년간 노력 끝에 세계 최초 지속가능발전
과학위성 1호 (SDGSAT-1) 연구제작 수행, 후속 기회를
봐서 발사 예정 (9.6)
- 이날 지속가능발전 빅데이터국제연구센터 설립대회 및
2021년 지속가능발전 빅데이터 국제포럼이 개막

중국과학원, 세계
최초 지속가능발전
과학위성 연구제작
수행
(중국뉴스망 / 2021.9.6)

- 지속가능발전 빅데이터국제연구센터의 5대 임무 중 하나가
지속가능발전 과학위성 연구제작 및 운영
○ 지속가능발전 과학위성
- 낮과 밤 전천후로 다중 하중을 통해 협동 관측을 진행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지표 모니터링과 평가를 위한 개방공유의
선진 데이터 자원을 제공
- 열적외선, 미광, 다중분광 영상기기의 3가지 하중을 보유
- 폭 300km의 데이터 획득능력 보유
- 11일간 전 지구 커버 실현 가능하여 지구상 ‘인류활동 흔적’에
대한 세밀한 묘사가 가능
- 인간과 자연 간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지속가능성 지표에
강력한 전속 데이터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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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 UKRI는 새로운 세계적인 코로나바이러스 연구 및 혁신
네트워크가 동물에서 인간까지 이르는 코로나바이러스 공동
체의 연구원들을 한자리에 모으기 위해 출범 소식을 전함

세계적인
코로나바이러스 연구
및 혁신 네트워크의
출범
(UKRI / 2021.9.17.)

- 이 네트워크는 중요한 바이러스군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강화하고 미래의 발생에 대해 준비하고 대응 전략을 알리기
위한 것임
- 영국 국제 코로나바이러스 네트워크 (UK International
Coronavirus Network, UK-ICN) 는 4년에 걸친 50만
파운드 (한화 약 8억 953만원) 의 자금과 함께 협력적인
과학 연구와 지속되는 장기 단일 건강 (One Health) 접근
방식을 위한 전반적인 조정을 제공하고 지원할 것
○ UKRI는 생명공학 및 생명과학 연구 위원회 (Biotechnology
and Biological Sciences Research Council, BBSRC)가
지원하는 영국 연구 기관인 로탐스테드 리서치 (Rothamsted
Research) 는 데프라 (Defra) 로부터 일련의 유전자 편집
밀 실험의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을 전함

영국

유전자 편집 실험에
청신호를 킨 정부
(UKRI / 2021.9.10)

- 이 밀은 빵을 구울 때 발암성 처리 오염 물질인 아크릴아마이
드로 전환되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아미노산인 아스파라
긴의 양을 줄이기 위해 편집됨
- 이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표는 초저가의 유전자 변형
(genetically modified, GM) 되지 않은 밀을 생산하는 것임
○ CRISPR와 GM 간의 게놈 편집 차이에도 불구하고 게놈
편집 식물은 현재 EU 규정 하에서 GM과 같은 방식으로
취급되고 있으며 본질적으로 세계의 많은 다른 지역에서
공식적으로 승인을 얻은 기술의 사용을 차단하고 있음
- 희망은 이 문제에 대한 현재 영국 정부 협의가 영국의 새로운
법률의 제정으로 이어지는 것임
- 이는 조심스럽게 규제된 게놈 편집 식품들을 소비자들이
이용 가능하도록 허용할 것

코로나 후기 증상
독일 연구
(연방교육연구부 /
202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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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교육연구부는 코로나19의 장기적 결과에 대한 연구
강화
- 코로나19 후기 증상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수집, 종합,
추가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함
○ 카를리첵 연방교육연구부 장관은 높은 백신 접종률에도 불구
하고 젊은 층에서의 확진자 수 증가 및 코로나 감염 이후
치료 및 예후에 대한 과학적인 기초 지식 확대 필요성 강조

국가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 코로나19 감염자의 10%는 수 주 또는 수 개월 동안 피로,
두통, 집중력 저하, 호흡곤란, 후각/미각 상실 등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치료 및 사후관리를 위한 폭넓은
통찰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
- 자금 지원은 연구를 위한 환자나 데이터 샘플 활용을 통한
학제간 연구 프로젝트에 집중될 예정이며, 치료나 회복에
대한 연구 및 각급 보건/의료기관간의 협력에 큰 활기를
불어넣을 전망
○ 독일, 포르투갈, 슬로베니아는 <성공적인 암 연구 환자 참여
원칙(Prinzipien für eine erfolgreiche Patientenbeteili
gung in der Krebsforschung)> 을 공식적으로 채택

암 연구 참여 원칙
제정
독일

(연방교육연구부 /
2021.9.7)

- 환우 단체, 연구원, 의료 서비스 제공자, 관련 업체, 펀딩
기관 등이 참여하여 작성된 이 원칙은 연구 활동이 환자의
요구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는 환자 중심 암 연구가 필요
하다는 점을 강조
- 암 환자의 체계적인 연구 참여는 연구 행위의 문화적 변화와
개방성을 요청하지만 환자의 삶의 질 문제 부각
- 따라서 암 연구 과정에서 환자와 과학연구 간 새로운
협력방법이 절실
- 특히 종양학의 영역을 넘어서 건강 지향적인 연구로의 범위
확대를 의미하며, 환자 참여가 연구활동의 표준이 되어야
함을 강조
○ 연방경제에너지부는 우주 산업의 목표 지향적 강화와 관련
부문 첨단 기술력 향상을 위한 “새 우주, 소형 인공위성
이니셔티브*” 제안
* New-Space-Kleinsatelliten-Initiative

소형 위성 개발
이니셔티브 제안
(연방경제에너지부 /
2021.9.6)

- 기존의 “새 우주 소형 발사장치(New Space Mikrolauncher)”
사업을 보완한 형태
- 알트마이어 장관은 작은 위성에 대한 필요성이 늘어나고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미래 우주 산업 경쟁력을
위한 새로운 기회로 인식해야 함을 강조
- 독일 기업들로 하여금 세계 수준의 혁신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임을 언급
○ 특히 개인 우주여행에 대한 수요 발생과 이를 통한 사업화
가능성을 내다보고, 소형 로켓과 발사장치가 미래 항공우주
시장의 전략적 목표로 추진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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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 실제로 연방경제에너지부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향후 10년
동안 15,000개의 위성이 발사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90%는 소형 위성

독일

- 이러한 시도는 독일 항공우주 산업의 중요한 성장 기회가
될 것임을 확인한데서 출발
○ EU 반독점 당국은 2022년 애플페이 정책과 관련해 반경쟁적
행위를 적시한 이의통지서를 애플에 송부할 예정

애플페이 근거리
EU 무선통신 기능
반독점금지법 조사
예정
(로이터 / 2021.10.7)

- 애플은 2014년 애플페이를 도입하면서 자사 모바일 기기에
NFC 칩을 탑재했으며 이 과정에서 애플이 경쟁사의 무선
결제 서비스를 부당하게 차단했다고 EU 당국은 주장
- NFC 칩을 활용해 애플페이만으로 결제하도록 하는 부분을
비롯해 가맹점 앱과 웹사이트에서 애플페이를 사용할 때
적용하는 조건 등에 대해 조사 진행
○ 일각에서는 애플이 NFC 문제로 EU의 독점금지법을 위반
했다는 혐의를 받고 거액의 과징금을 납부할 가능성 농후한
것으로 분석
○ 반도체 공급망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미국은 글로벌 주요
제조사에게 공급망, 고객사, 제조, 주문 정보 등을 11월
중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

TSMC, ‘미국 공급망

- TSMC,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대상

대만 정보 요구’에 유연한 ○ TSMC는 일부 판매, 재고, 제품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으나
고객사 등 민감한 데이터는 제외할 것이라는 입장
대처 시사
(로이터 / 2021.10.7)

- 관련 사항을 검토하면서 투자자의 불만과 대만 국민 정서에
반하는 결정을 하지 않겠다고 강조
- 아울러 현재 반도체 공급망 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량을 늘리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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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 제목 클릭 시 원문 링크(URL)로 연결됩니다.
분류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관계부처와 ‘2050 탄소
중립위원회’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 제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 제시
(과기정통부 / 2021.10.8.)

-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전환, 산업･건물･수송･농축수산･폐기물 등 부문별
감축량 산정
※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6.3%(기존) → 40%(상향)
감축, 2018년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 정점으로서 감축목표
수립을 위한 기준연도로 활용

- 이는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최근 「탄소
중립녹색성장기본법」의 입법 취지, 국제 동향 등을 고려한
설정
○ 4차 산업혁명 기반인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성장과 혁신 성과를 보여주는 ‘2021년 4차 산업혁명 지표’
공표

주

※ 동 지표는 ’19년부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지표를 발굴･

무
부

선정하는 것으로 이번이 3번째

처 4차 산업혁명 지표 발표
(과기정통부 / 2021.10.6.)

- 각 부처 관련 기관 협조를 기반으로 국민이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선정
- ①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반(인프라) 구축 ②디지털 전환기
유망산업의 성장 ③디지털 전환에 따른 혁신 성과로 분류
하고 총 43개 지표로 구성
- 전년대비 공공데이터 개방 건수 확대(63.4%),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활용 횟수 증가(15.4%) 등 디지털 전환기
주요 변화상 발표
※ 디지털 전환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의
확장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 논의
착수
(과기정통부 / 2021.10.6.)

○ 정부 연구개발 30조 원 시대를 맞이해 미래 기술･사회 변화에
선제 대응 및 국가 과학기술혁신 경쟁력 확보를 위한 거시적
관점에서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 투자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
‘연구개발 중장기 투자 전략(’23∼’27)’ 수립에 착수
- 반도체･인공지능･양자･6G･바이오 등 첨단전략 분야를 중심
으로 기술이 전략무기화되는 기술패권경쟁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가 주도권 선점을 위해 국가 차원 전략 마련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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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 이에 산업계･학계･연구계와 인문사회 분야 전문가 130여명
이 참여하는 전략수립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회는 정책 및 기술 분석, 중장기 미래전망, 현장조사
등을 통해 국제환경 변화를 고려한 전체적인 전략 방향과
투자 목표, 주요 전략을 제시할 방침
○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한 ’21년 경제협력개발기구 각료이사회
에서 국제정보통신 정책 협력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
※ 우리나라는 이번 각료의사회의 부의장국으로서 미국(의장국)･
룩셈부르크(공동부의장국)와 함께 핵심 역할 수행

인공지능 및 포용적
디지털 전환을 위한
국제 지도력 강화에
나서
(과기정통부 / 2021.10.7.)

- 특히 디지털 격차 해소와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 등 디지털 기술 혜택을 전 계층에 공평하고
포용적으로 분배하기 위한 정책 협력방안 논의 주도
- 아울러 각료이사회 직전 개최한 ‘경제협력개발기구 인공
지능 원칙 이행: 진전과 향후 상황’ 토론회에서 신뢰할
수 있고 인간 중심적인 인공지능 정책 필요성 강조
- 이번 협력 논의를 통해 한-프랑스 양국은 인공지능, 5G,
양자기술 등 신기술･신산업 협력 강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수 연구기관 간 협력 필요성 등 의견 수렴

주
무

○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인 수소경제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국제표준 선점 행보 박차

부
처

- 수소경제 선도기술 3건을 연내 국제표준화기구에 신규
국제표준(NP: New Proposal)으로 제안하여 ’30년까지
국제표준 18건 제안을 목표로 하는 ‘수소경제 표준화 전략
로드맵’을 착실히 이행 중

수소경제 선도기술,
국제표준으로 착실히
진입 중
(산업통상자원부 / 2021.10.7.)

※ ①굴삭기 연료전지 ②노트북용 연료전지 ③재생에너지 연계
수전해 설비의 3건은 국제표준 제안 완료. 올해는 ④수소차
비상시 안전요구사항 ⑤이동식 수소충전소의 성능･안전 평가
기술 ⑥연료전지 시스템의 고장 진단 평가기술 등 3건을 추가
계획

- 최근 3년간 총 6건의 국제표준 제안으로 세계 수소기술
국제표준 제안의 20% 선점 예상
- 정부는 우리나라가 국제표준 선점을 통해 수소경제 선도국
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산학연 표준화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

관계부처･지자체가
함께 모여 반도체
투자 지원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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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는 10.7일(목) 반도체 기업 투자 지원을 위해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지자체가 참여하는
‘반도체 투자 점검회의’를 개최

분류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 회의시 참석자들은 반도체 기업의 주요투자와 관련된 각종
인허가,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해소방안을 논의함

(산업통상자원부 /
2021.10.7)

- 이날 회의를 주재한 산업부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우리나라
대표산업인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유지 및 종합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결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 “반도체 기업의 투자가 적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가 적극행정의 자세로 관련 인허가, 규제 합리화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줄 것”을 당부
○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6일(수) 에너지경제연구원 및 에너지
분야 각계 전문가들과 ‘탄소중립 에너지 정책포럼’을 구성･
출범하고, 제1차 포럼을 개최
- 이번 포럼은 상향 검토 중인 2030년 NDC 목표 달성과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광범위한 에너지 정책과제를 발굴,
논의하고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됨

산업부 2차관,
탄소중립 에너지
주
정책포럼 출범식 개최
무
(산업통상자원부 /
부 2021.10.6.))
처

○ 박기영 산업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오늘 출범한 정책포럼을
통해 전문가와 공공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연말까지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을 마련하고 ‘중점 기술개발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힘
- 포럼 참석자들은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에너지
공급･시장･인프라 등 각 분야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병행되
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며 정책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갔음
- 한편, 산업부는 올해 연말까지 탄소중립 에너지 정책포럼을
5~6차례 개최하여,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분야 대･내외
동향 모니터링과 함께 지속적으로 에너지 탄소중립 정책
대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독일 기업과 백신
원부자재, 첨단소재
투자 유치 협력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
2021.10.5)

○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백신 원부자재,
산업용 핵심소재에 대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확대 및 세일즈
통상외교를 위해 10.4(월) 독일 다름슈타트 지역에 위치한
MERCK社와 루트비히스하펜 지역에 위치한 BASF社를 방문
- MERCK社는 백신 원부자재를 생산하는 주요 기업중 하나
이며, BASF社는 전자 산업용 첨단소재 등을 공급하는 글로벌
석유화학 기업임
- 여 본부장은, MERCK社 Life Science 부문 CEO 마티아스
하인젤(Matthias Heinzel)와 BASF社 Performance
Materials 부문 CEO 마틴 융(Martin Jung)을 만나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과 협력을 강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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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 산업부는 9월 30일(목) 경제부총리 주재 “제4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뿌리･중소
기업 분야 산업현장 숙련인력 감소 대응방안”을 발표

인구절벽에 따른
고용충격,
뿌리･중소기업 분야
숙련인력 확충으로
극복한다
(산업통상자원부 /
2021.9.30.)

- 본 대책은 인력 고령화 및 생산성 저하에 대한 현장애로가
지속 제기되는 뿌리(업종) 및 중소기업(규모) 중심으로 “제2차
숙련기술 장려 기본계획*(’18~’22 . 고용부)” 추진체계를
바탕으로 과제를 발굴하였음
- 주요 정책과제는 숙련기술 전수･활용 촉진, 청년 숙련인력
양성, 인식개선 등을 통한 숙련기술 분야 유입촉진, 생산성
제고 및 인프라 확충 등
○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장년층 숙련기술인력이 조만간 은퇴
하고 젊은 층의 숙련기술 분야 진입이 계속해서 감소할
경우 산업 기반이 급격히 훼손될 우려가 크다.”며, “숙련기술
습득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험과 학습이 필요한 만큼 보다
장기적인 시각으로 숙련인력 확충과 산업 생산성 재고를
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9.30(목) 방한한 티에리
브르통(Thierry Breton) EU집행위 역내시장(Internal
Market)담당 집행위원(장관급)을 면담하고, ▴반도체 등
공급망, ▴디지털 파트너십, ▴산업 디지털 전환 등의 분야
에서 한-EU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함

주
무
부
처
한-EU 공급망･디지털
분야 협력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
2021.9.30)

- EU는 최근 인도-태평양 전략을 채택(9.16)하고 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경제통상 협력 확대를
추진 중이며, 동 집행위원의 금번 방한도 그 일환임
- 양측은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차기 한-EU 산업정책대화에서 반도체, 미래차 등 양국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 협력 방향을 논의해 가기로 함
- 우리측은 EU가 한국을 포함하여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디지털 협력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힌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향후 실무 협의를 통해 양측 간 협력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함

10월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
(기획재정부 / 202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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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인 추진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10월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배포,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지역균형 뉴딜의 3가지 분야에
대한 추진계획을 담고 있음
- 디지털 뉴딜 주요사업으로는 해운물류의 패러다임을 바꿀
‘자율운항선박 분야의 선제적 규제 혁신 로드맵’을 10월

분류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중 발표 예정이며 ‘디지털 뉴딜 2.0’의 핵심 기술인 메타버스
(Metaverse)를 직접 체험 할 수 있는 ‘메타버스 플레이그
라운드’를 개최할 예정(10.13, 코엑스)
- 그린 뉴딜 분야는 미래차 메가스테이션 조성시범 사업에
본격 착수하는 동시에 친환경 경비함 건조 등 해양 부문
친환경도 본격 추진 예정, 아울러 여러 기획 공모전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와 친환경 건축 보급 가속화를 추진 중임
- 지역균형 뉴딜 분야는 ’21~’22년 중점 추진사업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지역별 우수 사업으로 홍보 가능한 사업을 선정하여
중점 추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및 성과관리 예정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신개발･희소의료기기 허가
신청 시 ‘대면･화상회의’ 개최 요청 절차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10월 25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함

주 신개발.희소의료기기
무 신속 제품화 지원
부 확대
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1.10.5)

- 이번 개정안은 환자 치료기회 확대를 위한 신개발･희소의료
기기의 신속한 제품화 지원 등 현행 의료기기 허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신개발･희소의료기기 허가
관련 ‘대면･화상회의’ 절차 신설, ▴품목허가 예비심사 제도
(자료 요건 신속 검토) 정비, ▴기존 제품과 멸균･포장방법만
다른 의료기기를 1개 허가증으로 관리, ▴변경보고 대상인
경미한 변경사항 범위 확대 등
- 식약처는 이번 고시 개정이 허가 신청자가 심사자료 작성
시 시행착오를 줄임으로써 신개발･희소의료기기의 신속한
제품화로 환자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 과학적 관점에서 의료기기 허가 제도를 지속
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갈 것임을 발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온라인 토론회 개최
(국무조정실 / 2021.10.8)

○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관계부처와 2050 탄소
중립위원회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NDC*) 상향
안을 제시
* 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기후변화 파리
협정에 따라 당사국이 스스로 발표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 이번 NDC 상향안은 기존보다 대폭 상향된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전환,
산업,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등 부문별 감축량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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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주
무
부
처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 최근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른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
법」의 입법과 국제 동향 등을 고려하여 국내 NDC 수립
이후 처음으로 대대적인 목표 상향을 하였으며 18년 대비
40% 감축은 매우 도전적인 것으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반영
○ 관계부처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10월 8일 NDC 상향안에
대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하여 각계 의견수렴을 거친 후,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10.18)에서 NDC 상향안을
심의･의결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
- 정부는 11월에 계획된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
26)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NDC 상향안을 국제사회에 발표
하고, 12월 중 UN에 최종 제출할 계획

70

Ⅳ
1

주요 통계

과학 기술

｢미국, 대학 기관의 R&D 수행 현황｣ 주요 내용
국립과학공학통계센터(NCSES)는 2022년 과학 공학 지표(Science and Engineering Indicators, SEI)의
일환으로 미국 내 대학 기관의 R&D 수행 현황을 살펴본 보고서* 발표
* Academic Research and Development
※ 국립과학재단(NSF) 산하 국립과학공학통계센터(NCSES)는 매년 과학 공학 지표(SCI)를 통해 의회에
미국의 과학 공학 부문의 현황을 보고하게 되며, 본 보고서는 미국 내 대학 기관의 R&D 수행 현황을
다루고 있음

대학 기관은 미국 내 기초연구 중 절반 정도를 수행하고 미국 전체 R&D
중 10~15% 정도를 담당해왔으며, 2019년 현재 837억 달러(약 100조 원)
정도의 R&D를 수행
- ’18년 미국 전체 응용 연구에서 대학 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18%, 실험
개발 연구 중 대학의 비중은 2%로 기초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은 적었으나
최근 10년 동안 비중이 증가
- ’19년에 대학 기관이 수행한 R&D 중 2/3 정도(62.1%)가 기초연구에 해당하였
으며, 응용 연구(28.1%)와 실험 개발(9.1%)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10년 이후 꾸준히 증가
< 유형별 미국 내 R&D 중 대학 기관의 비중, 1953-2018년 >

연방 정부는 대학 R&D의 가장 큰 예산 제공 기관으로 ’19년 수행된 대학
R&D 중 절반 이상의 예산(약 450억 달러, 53%)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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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HHS), 국방부(DOD), 국립과학재단(NSF), 에너지부(DOE), 항공
우주국(NASA), 농무부(USDA) 등 6대 연방기관이 연방 R&D 예산의 90%를 차지
- ’10년 대학 기관이 수행한 R&D 중 약 20% 정도에서 ’19년 약 25%로 증가
< 예산 출처별 대학 기관 R&D, 2019 회계연도 >

OECD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18년 기준 미국은 조사 대상 44개
국가 중 가장 높은 대학 기관 R&D 지출액을 기록하였으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비중으로 살펴볼 경우 44개국 중 23위로 순위가 하락
- 미국 내 대학 기관의 R&D 지출액은 747억 달러(약 90조 원)로 세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그 뒤를 중국(347억 달러, 약 41조 5,000억 원), 독일(248억 달러, 약 29조
6,000억 원), 일본(198억 달러, 약 23조 7,000억 원), 프랑스(140억 달러,
약 16조 7,500억 원) 등이 차지
< GDP 대비 대학 R&D 지출 비중, 2008-2018년 >

출처: 국립과학공학통계센터(2021.9.14)
https://ncses.nsf.gov/pubs/nsb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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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ICT 품목별 수출액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금액
정보통신방송기기
ㅇ전자부품
ㅇ컴퓨터 및 주변기기
ㅇ통신 및 방송기기
ㅇ영상 및 음향기기
ㅇ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 가정용 전기기기
- 사무용 기기
- 의료용 기기
- 전기 장비
⦁일차전지 및 축전지
주) P : Preliminary(잠정치)

2021년p

2020년
증가율 비중

183,509
131,075
13,907
13,677
2,627
22,222
4,197
341
2,041
10,435
7,614

3.8 100.0
3.4 71.4
53.0
7.6
-5.3
7.5
-40.8
1.4
0.5 12.1
16.5
2.3
3.9
0.2
-4.3
1.1
-0.8
5.7
1.0
4.1

8월 당월
금액
증가율

1~8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20,271
15,019
7.6
1,406
178
1,977
433
45
178
946
702

142,802
103,100
10,548
10,380
1,581
17,194
3,624
298
1,606
7,935
5,862

100.0
72.2
7.4
7.3
1.1
12.0
2.5
0.2
1.1
5.6
4.1

33.2
36.9
1,691
59.7
-23.0
9.8
14.4
92.2
28.6
15.5
11.2

24.2
25.8
11.9
29.2
-13.3
24.8
46.0
25.8
29.1
22.1
22.9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9.

주요 ICT 품목별 생산액
(단위: 억 원, %)

구

분
금액

정보통신방송기기

2021년

2020년p
증가율

비중

6월 당월p
금액
증가율

1~6월 누적p
금액
증가율 비중

3,320,840

2.9

69.3

315,069

15.0

1,745,348

8.5

69.7

2,046,771

2.4

42.7

196,797

16.7

1,075,460

9.6

42.9

ㅇ컴퓨터 및 주변기기

149,785

44.4

3.1

14,777

11.3

78,853

3.3

3.1

ㅇ통신 및 방송기기

374,177

2.1

7.8

31,536

2.7

183,256

-2.5

7.3

ㅇ영상 및 음향기기

83,124

-5.5

1.7

7,391

3.6

41,812

-2.3

1.7

666,983

-0.4

13.9

64,568

19.2

365,967

14.1

14.6

808,327

3.4

16.9

70,809

5.2

424,713

6.3

16.9

ㅇ통신서비스

370,695

1.7

7.7

31,033

0.5

186,233

1.0

7.4

ㅇ방송서비스

196,387

2.9

4.1

16,804

2.2

102,586

3.5

4.1

ㅇ정보서비스

241,245

6.7

5.0

22,971

15.0

135,893

17.1

5.4

664,477

7.2

13.9

56,704

4.7

335,678

10.2

13.4

ㅇ패키지SW

131,326

7.7

2.7

11,386

4.8

65,948

11.0

2.6

ㅇ게임SW

141,106

17.2

2.9

11,365

-3.9

69,992

0.4

2.8

ㅇIT서비스

392,045

3.9

8.2

33,953

8.0

199,738

13.8

8.0

4,793,643

3.6

100.0

442,582

11.9

2,505,739

8.3

100.0

ㅇ전자부품

ㅇ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정보통신방송서비스

SW

ICT 전체
주) P : Preliminary(잠정치)

※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KAIT･KEA, 2021.9

73

과학기술 & ICT 정책･기술 동향

과학기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전략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과

Tel：(044) 202-6735

Tel：(044) 202-6222

E-mail：ghgh0244@korea.kr

E-mail：kimhs5023@korea.kr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과학기술정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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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산업분석팀

Tel：(043) 750-2367

Tel：(042) 612-8241

E-mail：jshong@kistep.re.kr

E-mail：lee@iitp.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