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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마트 물류 최근 동향과 시사점1)

개요

국내 물류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무역 규모 및 의존도에 비해 열세
한국 경제는 무역규모 세계 9위(’20년 기준), 무역 의존도(GDP vs 수출입 규모)
63.51%

(’19년 기준, G20 국가 중 2위)로써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

※ 주요 경쟁국 무역의존도 : 독일 70.82%, 미국 19.34%, 일본 28.08% (한국경제, ’20.10월)

- 반면, 한국의 글로벌 물류 성과 지수(Logistic Performance Index)는 23위
(’18년 기준)로 경쟁력은 취약
- 주된 원인은 통관, 인프라, 국제 선적, 물류의 질과 역량, 물류 추적 및 이력,
정시성 등이고 특히 화물 해외 운송 부분이 취약
< 주요 국가별 LPI(Logistics Performance Index) 지수 순위(’19 기준) >

⁞

Mean LPI (평균 물류성과지표) : 점수 범위는 1 - 5이고, 6문항에 대해 무역 및 물류 전문가들이 주요 거래국가의
물류 환경에 대해 답변한 값을 기초로 응답자의 평균을 산출
Customs : 세관을 포함한 국경 통제기관의 업무 처리에 대한 효율성
Infrastructure : 무역 및 운송에 관련된 기반 시설에 대한 것으로 항만, 철도, 육상운송, 정보통신 등이 포함
International Shipment : 가격 경쟁력 있는 국제 운송의 용이성
Logistics Quality and Competence : 물류의 질과 역량
Tracking and Trace : 화물의 추적 및 이력관리
Timeliness : 계획된 화물 도착의 정시성
※ 자료 : Connecting to Compete 2018 Trade Logistics in the Global Economy(World Bank), 교역 상대국의
물류성과지표가 한국 무역에 미치는 영향(한국항만학회지, 35집 1호, 2019)
1)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권요안 수석(schnabel@iit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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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간 물동량 대비 컨테이너 항만의 인프라 수준은 글로벌 대비 열세
해운은 국내 수출입 물동량을 90%이상 담당하고, 세계 7위의 컨테이너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나 항만의 인프라 수준(무인화, 친환경 등)은 중국 및 싱가포르에
비해 미흡
< 글로벌 주요항만의 기술 추이 및 컨테이너 처리 실적 >

※ 자료 : 부산항 스마트 해운항만 물류시스템 구축방향(연정흠, ’20.11), 해사신문(’21.2)

물류 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스마트 물류의 도입은 필수
스마트 물류는 운송, 보관, 하역, 포장, 시설, 장비 및 물류시스템 등 물류의
전 분야에 걸쳐 ICT 기술, 센서, 정보통신 및 제어기술을 접목함으로써 물류
운영의 효율화와 물류비용의 절감을 목표로 하는 시스템
- 도로, 철도 등 운송 인프라가 경제의 혈관이라면, 물류는 혈액에 해당하고 국가
경제의 근간 중에 하나
- 스마트 물류의 지향점은 Data, Network, AI 등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유통
및 물류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은 최소화하고, 물류의 신뢰성은 최대화하는
운송 시스템
본 보고서는 스마트 물류의 DNA(Data-Network-AI) 기술 관점에서의 활용
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정부 및 산업계가 대비해야 할 방안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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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마트 물류에서의 DATA 기술 활용 동향 분석

데이터 흐름에 따라 IoT/블록체인/클라우드/디지털트윈으로 분류
IoT를 통해 물류의 상태 및 흐름에 대한 정보가 생성되고, 네트워크틀 통해
데이터는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블록체인, Digital Twin, AI 등으로 처리
- 소비자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유통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주문하고, 관련 제조업체는
관련 상품의 원료, 부품 조달을 통해 상품을 완성하고,
- 완성된 상품은 해운, 항공, 트럭 등을 통해 운송되고, 운송수단에 따라 항만,
물류센터, 트럭 등에 설치된 IoT 및 플랫폼을 통해 상품의 위치 및 환경,
운반 수단의 상태 정보 등이 클라우드, 디지털 트윈, AI 등에 의해 최적의
물류 환경을 도출
< 물류에서의 핵심기술 및 데이터 흐름 >
기술

내용

비고

IoT

컨테이너 온도, 물류 창고에서의 재고 여부 등 물류 전반에 대한
상세 데이터 기원

데이터 생성

클라우드

블록체인의 노드, IoT에서 획득된 데이터의 AI 학습 및 판단, 물류
데이터 저장, 변환, 처리
데이터 저장

블록체인

물류 데이터의 투명성, 안전성, 신뢰성, 절차의 간소화 등을 제공

디지털 트윈

물류의 흐름을 가상의 공간에서 동일하게 구성해서 선제적 문제 예측
등으로 활용

데이터 처리
데이터 처리, 변환

※ 자료 : DHL 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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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 물류의 가시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IoT, 블록체인 등을 도입
(IoT) 머스크, DHL, FEDEX, UPS 등 물류의 위치 및 환경 등 물류 상태
파악을 위해 활용
- (Maersk/MSC/CMA - CGM) 트락센(Tranxens)의 IoT 디바이스를 활용,
컨테이너의 위치, 온도, 습도, 충격, 진동, 도어 개폐 여부 등에 대한 정보의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컨테이너 솔루션 구축
- (Hapag-Lloyd) Globe Tracker와 협업, 냉동 컨테이너 100,000대에 온도
및 위치 정보 추출을 위한 IoT 적용(’20.2)
-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SAP, IBM 등 자사의 플랫폼으로 물류의 IoT 플랫폼 시장 선점
< 주요 IoT 물류 플랫폼 활용사례 >
기업명

IoT 플랫폼

Amazon

AWS

Microsoft

Azure IoT

SAP

HANA

IBM

Watson IoT

Intel

CLP

대표적인 응용 사례
Deutch Bahn : 열차 모니터링에 활용
Carrier : 자체 콜드체인 플랫폼 Lynx
Maersk : 380,000개 냉동 컨테이너 모니터링
Danfoss : 식품 유통 IoT 플랫폼 Alsense
Wipro : 콜드체인 솔루션 개발에 활용
함부르크 항 : 항만 내 차량 관제에 활용
로테르담 항 : 항만의 선석 가용성, 조류, 기온, 풍속 정보 수집
Curry & Company : 블루베리 수확 및 배송에 블록체인과 결합/활용

※ 자료 : 언론 자료 종합

(Cloud) 물류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 분석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
- (아마존) 빅데이터 기술을 통해 소비자가 남긴 평가와 구매 데이터를 분석해
상품 공급망에 반영하고, 소비자 반응을 통해 상품을 개선
- (오라클) 퓨전 클라우드 SCM(Fusion Cloud SCM)은 자재 요구 사항, 구매,
양도, 작업 주문 실행에 대한 공급 계획의 최적화, 공급망 계획에 탑재된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기능을 통해 생산 중단에 사전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계(인더스트리 뉴스)
- (FEDEX/UPS) FEDEX는 MS 클라우드 Azure를 활용 실시간 데이터 분석
기반 물류 환경을 구축하고, UPS는 구글 클라우드(GCP)로 배송 드라이버에게
최적 경로 서비스 제공
※ 페덱스 서라운드는 페덱스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통해 여러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된
데이터는 마이크로소프트 Azure 클라우드, AI와 머신러닝 시스템, 다이내믹스365 등을
통해 분석(디지털투데이)

- 함부르크항은 화물중개업자, 항만 컨테이너 터미널 관리 등 항만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데이터를 SAP의 클라우드 HANA를 통해 통합 관제
4

(블록체인) 블록체인 개발 전문업체와 제휴, 해운 및 유통 회사 위주로 추진 중
- (머스크) IBM과 협력하여 운송정보의 파이프라인 및 페이퍼 리스에 중점을
둔 블록체인 플랫폼 트레이드렌즈(TradeLens)를 구축
※ 캐나다, 프랑스, 터키 등 10개국 이상, 글로벌 물동량 60%에 해당하는 선사들이 참여(CMA-CGM,
MSC, ZIM 등)하고 최근 Hapag-Lloyd, 중국 옌텐항(Yantian Port) 참여(’21.6)

- (월마트) IBM 식품 이력 관리 블록체인 푸드트러스트(Food Trust)에 참여하고,
유통 음식의 안전, 제조이력, 상품 추적 등에 활용하며, 의약품 이력관리 블록체인
메디레저(MediLedger)*에도 합류(코인데스크코리아,

’19.6)

* 메디레저(MediLedger) : 화이자(Pfizer), 맥케손(McKesson), 아메리소스버겐(AmerisourceBergen),
카디널헬스(Cardinal Health) 등 대형 제약회사와 의약품 관련 업체들이 가입

- (UPS) 전자상거래 기술업체 Inxeption과 공동으로 블록체인 플랫폼 Inxeption
Zippy을 출시하고, 소매상들이 제품 목록에서부터 납품까지 전체 공급망을
감시(코인프레스,

’19.3)

- 물류의 투명성을 위해 UPS, FEDEX 등 물류 운송 기업들은 운송 플랫폼
연합 BiTA를 결성하고, 의약품, 식품 등 물류 종류별 특성에 맞는 블록체인
서비스 기업들이 시장을 공략 중
< 물류 관련 블록체인 서비스 기업 및 단체 >
기업

국적

BiTa
미국

내용
운송 연합 플랫폼
* BiTA: BLOCKCHAIN in TRANSPORT ALLIANCE으로 UPS, FedEx,
Uber Freight, Union Pacific Railroad, project44, Salesforce 등이 참여

Chronicled

AI, IoT를 블록체인과 연결하여 물류 운송의 환경적인 요소와 이에 따른 이력
관리 등을 통해 제품의 인증에 활용. 주요 시장은 제약 산업 분야

Shipchain

물류 전반의 정보(화물 정보, 화주, 운송업체, 중개인 등)를 블록체인에 연결

MODUM

스위스

Provenance

영국

Koopman

주로 의료 약품 물류에 스마트 계약서, 실시간 온도 등 정보를 블록체인에 적용
식료품의 생산자 정보를 블록체인에 연결하여 정보의 투명성을 확보

네덜란드 자동차 선적 전반에 블록체인을 적용, 페이퍼리스를 구현

※ 자료 : builtin.com

(Digital Twin) 물류처리를 위한 자원 투입 계획, 물류의 효율적인 처리, 물류
현장의 실시간 모니터링과 보안 감시, 물류 적재 공간의 최적화와 경로 가시성
확보 등을 위해 항만과 보관 창고에서 디지털 트윈을 추진
- 로테르담 항만은 완전 무인방식의 컨테이너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IBM의
AI 및 IoT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트윈 구축 진행 중
- (DHL) 스웨덴 종이용기 생산업체 Tetra Pak의 싱가포르 물류창고에 사물
인터넷 기반의 디지털 트윈 창고를 도입
5

(국내동향) 글로벌 대비 다소 뒤처진 물류 분야의 ICT 기술 도입
(IoT) 해운의 IoT는 도입 초기 단계, 유통은 주로 계열사와 협력 기술을 개발
- (HMM) 선박에 적재된 화물과 항로, 위치, 해상 날씨, 선박 상태 등을 육상과
연계해 선박의 안전을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는 ‘스마트십 컨트롤 센터(Smart
Ship Control Center)’를 구축(메가

경제, ’20.9)

- (남성해운) 밸류링크유 (국제물류 디지털 플랫폼 회사)와 IoT 스타트업 에스위너스와
협력하여 냉동 및 일반 컨테이너에 IoT 장비를 부착 컨테이너 위치 추적 및 관제에
활용(쉬핑뉴스넷,

’20.12)

- (GS 리테일) LG전자와 협력하여 LG전자의 홈 IoT 제품에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 홈 IoT 쇼핑 서비스로 구축된 데이터의 오프라인 적용, GS리테일
오프라인 매장의 인프라 개선 등을 진행하는 데 협력
- 해수부는 지능형 항만물류 기술개발사업에 IoT 기반의 항만 자동화 기술을
개발 진행 중
※ 항만용 IoT 데이터 프로세싱 기술, 항만용 IoT 실시간 데이터 수집 등 관련 기술을 개발

(클라우드) 국내 물류회사는 ICT역량을 가진 국내외 회사와 기술제휴로 클라우드
시스템을 도입
- (HMM) 오라클과 협력, 컨테이너 및 벌크 운영을 위한 해운물류시스템
‘NewGAUS 2020’(가칭) 등 전사 모든 데이터와 주요 어플리케이션의
클라우드 전환 작업을 진행(매일일보,

’20.6)

- (FSK L&S*) 클라우드 시스템 케롤(Kerol) 전반에 정형･비정형 데이터 분석과
IoT(사물인터넷), 블록체인을 통한 표준화, 물류 절차 간소화와 효율화 등
디지털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접목하고 아마존 클라우드 AWS를 활용(아주경제,
’20.8)

* FSK L&S : SK C&C와 대만 홍하이 그룹의 융합물류 합작회사로 ICT 기반 물류 플랫폼
개발 회사

- (CJ대한통운) 휴렛패커드(Hewlett Packard) SimpliVity HCI 솔루션으로
프라이빗 클라우드 구축(데일리시큐,

’20.5)

- (하나로 티엔에스) 오라클 클라우드 기반으로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IoT,
모바일/엣지 컴퓨팅을 아우르는 종합물류체계 구축(FA저널,

’21.4)

- (KT) 과기부 주관 클라우드 플래그쉽 프로젝트 지원사업에 참여, 우림 인포텍을
포함 13개 물류 기업에 대해 SaaS 사업화를 완료(’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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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삼성, LG, SK 등 대기업이 물류 및 유통 분야의 블록체인 시장을 선도
- (삼성SDS) 물류 서비스 플랫폼 Cello와 연계한 Cello Trust를 개발하여 공공기관,
인증기관, 비영리단체 등 신뢰성 있는 기관 및 단체를 블록체인 망의 합의
노드에 참여시켜 블록체인 생태계의 중립성 및 지속성을 보장하는 서비스 출시
※ 원자재/완제품 원산지 증명, 유통상태 정보 증명, 소비자용 유통이력 등을 제공하고,
수산물, 생수, 와인 유통에 활용

- (LG CNS) 다양한 산업영역에 적용 가능한 기업용 블록체인(모나체인)을 개발하고
식자재 유통에 활용
※ 축산물과 가공식품 등 먹거리 생산･가공･물류･유통･소비의 전 과정을 추적

- (CJ대한통운) 의약품 물류과정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 개발 추진,
의약품 유통과정 정보의 위/변조와 해킹을 차단, 수송과정 개선 등에 활용
(dongA.com, ’21.7)

- 부산시는 수산물 생산지에서 소매점까지 유통되는 모든 과정의 정보를 블록체인
으로 기록, 소비자가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해양
물류 플랫폼 서비스 실증을 추진(서울경제,

’20.9)

- 국토부는 신선식품 및 의약품 콜드체인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 개발 추진
※ 해당 프로젝트는 제조-공급-유통-고객 간 신선식품 및 의약품에 대한 온도 안정성을
확보하고, 콜드체인 공급망의 데이터를 투명하게 확보(Coldchain news, ’21.1)

- 부산항은 항만 물류 정보 시스템 구축에 선사, 운송사, 운송기사 간 블록체인
기반 운송 지원 시스템 개발 추진
※ 블록체인 기반의 물류포탈 시스템 체인포탈(Chain Portal)은 항만 디지털화 우수사례
(세계은행 주관)에 선정(부산일보, ’21.1)

(디지털 트윈) 물류전반의 도입보다 물류센터와 항만 중심으로 화물 처리 생산성
향상을 위해 도입 추진 중
- LG CNS는 판토스 물류센터 모니터링에 디지털 트윈 시스템을 구축
- 부산항은 선박 입출항 최적화 서비스, 컨테이너 터미널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항만 디지털 트윈 개발 착수
- 녹원정보기술은 두바이 항만의 각종 장비와 차량위치, 상태정보 등을 3차원
GIS에 실시간 맵핑하는 항만 관제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시범 적용하여 생산성
65% 향상
- 플럭시티(Pluxity)는 세방물류센터에 인력, 장비, 설비에 대한 위치 및 운영상황을
3D로 가시화 및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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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물류에서의 NETWORK 기술 활용 동향 분석

물류의 통신 네트워크의 중심은 무선으로 확장될 전망
정적인 물류(물류 창고의 모니터링, 물류 배송을 위한 기초 인프라 등)는
ethernet, 동적인 물류(배송)는 무선을 활용
- 물류에서의 무선은 통신거리 및 목적에 따라 LAN, WAN, LPWAN 등이 있으나
물류산업 전반은 저전력 및 통신 범위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 LPWAN의 적용이
확대될 전망
- LPWAN은 LoRa, NB-IoT, LTE-M, Sigfox 등 송출 파워, 데이터 속도,
통신 거리 등에 따라 다양한 표준들이 존재
< 무선 표준별 물류 응용 >
구분

종류

근거리 통신
(Short Range
Network)

RFID

의류 및 신발용, 근거리 및 중거리 화물정보 등

NFC

데이터 로거와 결합하여 온도, 습도, 압력 센서 계측용

LAN
WAN
LPWAN
GAN

Bluetooth

용도

AGV 비컨, 센서가 통신, 컨테이너 내 상자에 부착 선적여부 확인(Roambee)

WIFi

AGV 컨트롤용, AR, VR, Scanner

UWB

작업자 동선의 화물 및 화물 인프라간 충돌 방지를 위한 실내 위치 추적

5G

저지연 통신이 요구되는 크레인 컨트롤, 고해상도 증강현실, 디지털 트윈 등

Lora, NB-IoT, 화물 추적, 컨테이너 장치장 운영, 배송루트 최적화, 라스트마일 배송,
Sigfox, LTE-M 보관 창고 용량 최적화 등
kepler, hiber,
해상의 화물 위치, 상태 정보 등
Skylo

※ 자료 : DHL 자료 재구성

- 통신속도와 범위, 실시간성 등 데이터 양이 적은 정적인 물류(파이프 이송,
고정물 위치 정보 등)는 NB-IoT, 대량의 물류량 및 자산 추적, 실시간 물류
인프라 모니터링 등은 LTE-M이 유리
- 북미와 한국은 LTE-M과 NB IoT를 둘 다 활용하나 중국과 러시아는 주로
NB-IoT를 활용
- DCSA*는 스마트 컨테이너의 IoT 네트워크 표준을 수립(’20.5)
* 선사 기반 해운물류 디지털화 협회로 Maersk, MSC, Hapag-Llyod, One의 주도로
결성, CMA-CGM, HMM 등이 추가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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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동향) 화물의 이동거리, 다양한 물류 인프라 특성에 따라 5G, LPWAN 등이 활용
물류센터 내 근거리는 RFID, WiFi 등이 활용되고 장거리 저지연성이 요구되는
로봇 및 드론 분야는 5G가 활용
- (UPS) 버라이즌과 협력, 4G/5G를 활용한 드론 배송을 추진
- (DHL) NB-IoT 기술을 통해 GPS 없이 화물의 위치를 파악하고, 위치 데이터를
수집하며, 4시간마다 위치데이터를 송출
- (아마존) 풀필먼트 센터의 무인 로봇 KIVA에 WiFi를 적용하고, 무인매장 Amazon
Go에서는 결재 시스템에 RFID를 활용, 계산대 없이 자동 결재 시스템을 적용
- (REWE*) 물류센터 관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실시간으로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RFID 솔루션 ‘스타시스템’을 도입하고, 상품 입고 이력, 실시간 위치
등을 파악하는데 활용
* 독일 3대 할인점 REWE, RIDL, ALDI

광역의 화물의 상태 및 위치 추적, 재고 여부 등 전반의 데이터 전달 네트워크로
LPWAN을 활용
< LPWAN 물류 적용사례 >
구분

내용

LoRa

⦁도이치 반(Deutche Bahn)은 열차 ICE의 브레이크 윤활유 등 차량 부품 재고의 상시 모니터링에 활용
* 도이치 반(Deutche Bahn) : 독일의 국영 철도회사
⦁로테르담 항은 하이퍼 스마트 컨테이너 42(Hyper-Smart Container 42)* 프로젝트에 컨테이너의
진동, 기울기, 온도/습도 등 컨테이너 정보 수집에 활용
* 하이퍼 스마트 컨테이너 42 프로젝트: 2년간(’19~’21) 전세계 컨테이너 운송에 관한
데이터 수집을 위한 프로젝트로 IBM, Intel, Cisco 등이 참여
⦁아일랜드 코크(Cork)항은 컨테이너 문 개폐여부, 온도에 민감한 화물, 컨테이너의 위치 추적
등에 활용

SIGFOX ⦁DHL은 택배물 롤 케이지의 정확한 위치 및 이동 정보 모니터링을 위해 활용

⦁AT&T는 Sony 반도체(이스라엘)와 협력, LTE-M 기반의 배송 추적이 가능한 스마트 라벨을 개발
LTE-M
* mobileworldlive.com(’21.5)
⦁SCT Logistics(호주)는 철도 컨테이너에 Telsta의 LTE-M 센서를 활용, 위치 정보 추출
※ 자료 : Semtech, Sigfox, Telsta

글로벌 선진 항만은 고용량 데이터 및 실시간성이 중요한 시설에 5G 도입 중
- 도이치텔레콤과 노키아는 ’18년 1월부터 함부르크항에서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적용한 5G로 테스트 베드로 시범사업(5G-MoNArch) 수행
- 싱가폴 항은 파시르 판장(Pasir Panjang) 터미널에서 시범적으로 30개의
AGV 제어에 5G(M1, Singtel)를 활용하고 향후, 건설 중인 투아스(TUAS)
항에 300~400개 AGV 동시 제어에 활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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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동향) 국내 물류에서의 무선 인프라 활용은 초기 단계
실시간 통신 수요가 있는 자율차, 크레인 등에서 5G의 우선 적용 추진
- (SKT) 해수부와 협력, 5G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시험용 5G 통신모듈, 지능형
항만 전략 추진, 5G 기반 항만물류 산업 생태계 육성 지원 등을 추진(’20.10)
- (KT) KT서부 물류센터에 5G 자율주행 운반카트를 도입하여 작업자 이동거리
47% 감소(THEELEC, ’20.5) 및 현대건설기계와 협력하여 5G 기반 무인지게차
원격관리 제어 기술을 시연(뉴데일리

경제 ’20.9)

- (LGU) 경기 반월･시화 단지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사업에 5G
기업전용망, 무인지게차, 물류 로봇 실증 등 참여(e4ds.com,

’20.11)

< 5G 물류 적용 사례 >
통신사

내용

SKT

우아한 형제들과 협력, 건국대 서울캠퍼스에서 자율주행 배달로봇 딜리드라이브에 5G 기술을
탑재하여 테스트 진행 및 광교 주상복합 아파트 엘리웨이에서 시범서비스 실시

KT

서부물류센터의 단말기 입출고 작업에 트위니와 공동개발한 5G 이동통신 기반 자율주행 운반
카트를 도입, 작업자의 이동 거리가 47% 감소, 작업자간 접촉도 최소화

LGU+

⦁항만크레인 자동화 시스템 기술 및 5G 통신 기반 초저지연 영상전송 솔루션을 바탕으로
세계최초로 5G 상용망을 이용한 하역장비 크레인의 원격조종 시스템을 구축하고, 생산성
40% 향상
⦁5G기반 자동화 물류장비와 초정밀 위치정보 솔루션(5G RTK)를 활용, 부산신항 배후단지에
자율주행 무인지게차와 무인 운반차에 적용

※ 자료 : FA저널, 조선비즈, 한국경제, Newsis

- (에스위너스) GSM, WCDMA기술을 적용, 컨테이너 위치와 상태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에 활용하는 기술 개발(테크월드,

’18.12)

국내 이통3사는 ’16년부터 전국 IoT 망을 구축하고 물류 분야에 이를 활용
- (SK텔레시스) 차량내 온습도와 충격을 모니터링하는 IoT 기반의 운송차량
모니터링 솔루션(TMS)과 온습도･진동 데이터로거 서비스를 출시(’20.2)
※ 화물칸에 부착하는 센서와 운전석에 설치하는 게이트웨이로 구성되며, 블루투스와
Cat M1 방식의 무선으로 연결

- (통신사) IoT 서비스를 위해 SKT는 Lora 및 LTE-M 전국망을 구축(’16.3)하고,
KT와 LGU+는 LTE-M과 NB-IoT망을 구축
※ KT는 LTE-M 기반의 GiGA IoT 플랫폼을 활용한 콜드체인 서비스 출시(’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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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마트 물류에서의 AI 기술 활용 동향 분석

스마트 물류에서의 AI 역할은 예측/자동화/분석으로 대표
수집된 데이터 패턴을 통해 상태를 감지 및 분석하고, 자율주행차, 로봇 및
드론 등의 자율 이동을 조정하고, 항만, 풀필먼트 센터, 물류센터 등 물류
전반의 프로세서에 대해 이상 유무의 진단 및 예측하고, RPA와 협력하여
물류 관련 사무 자동화 등이 주요 역할
< 스마트 물류에서 AI의 대표적 역할 >
구분

항목

예측

계획
자동화 창고

자동화

자동화
분석
사무지원

분석

마케팅

활용내용
수요 예측 및 공급량 계획
창고 내 로봇, 결함 감지, 예지 보전
화물 분류, 자율 주행 및 드론
가격책정, 배달 경로 최적화
자동화 사무, 고객 응대를 위한 챗봇
영업, 자동 이메일, 영업 및 마케팅 분석

※ 자료: research.aimultiple.com/logistics-ai/

< 풀필먼트 센터의 AI활용 예시 >

※ 자료: D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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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 물류운송의 생산성 및 원가 절감을 위해 선제적으로 AI 도입 중
특송업체는 화물 동선 최적화, 리스크 관리, 해운선사는 선박 운항의 스케줄링,
이커머스 업체는 수요량 예측 및 관리에 활용
- (Maersk) logistic Hub 솔루션을 통해 과거 정보 및 GPS 데이터를 활용하여
선박 입항 시간을 계산, 선박의 다음 목적지 도착 시간을 45%~60% 정확도 향상
- (DHL) 클라우드 기반 공급체인망 관리 플랫폼 “Resillence360” 내에 AI(ML*,
NLP*)를 활용하여 30만개 이상의 온라인 소스를 분석하여 위험 요소를 사전에
인지하여 리스크를 관리
* ML : Machine Learning(기계 학습), NLP: Natural Language Processing(자연어 처리)

- (UPS) 프랑스 고생(Gaussin)과 협력하여 자율주행 전기트럭과 물류 창고
내 스왑바디용* 자율주행차 도입 테스트

(AI 타임즈, ’20.3)

* 차량 적재함을 서로 교체 가능한 자동차

- (Fedex) 마이크로소프트 Azure AI를 활용, 택배 전달의 최적 경로 도출에
활용하고, 릴라이어블 로보틱스(Reliable Robotics)와 협력하여 자율비행을
적용한 비행기 개발을 추진(’20.9)
- Amazon, Starship technologies, Marble 등은 인도 배송, Nuro, Gatik
등은 도로 배송 로봇을 개발
< 해외 배송 로봇 주요 사례 >
구분

인도배송
(Sidewalk)

제조사
Amazon
Starship Technologies
Marble
Robby Technologies
OTSAW

도로배송
(On-road)

Nuro
Gatik
JD
Tesla

자율주행 트럭

협력 및 수요 회사
Doordash
Yelp, Caterpilar
Pepsico, Doordash,
Instacart, Postmates
Domino Pizza,
Kroger, Walmart
Walmart, Loblaw
Walmart, UPS 등
19개 회사

음식배달
식료품 배달
신선 식품 및 생필품 배달
식료품 배달
택배
class8(14.9톤이상) 트럭

Tusimple

UPS, Volkswagen

아리조나 노게일스(Nogales)
오클라호마까지 수박 배달
24시간→14시간으로 단축

Waymo

Torc Robotics 인수,
Waymo와 협력

class8 트럭, SAE4 시험 중

Daimler

※ 자료: 제조사 홈페이지, Future Bridge, 삼성증권, 인터넷 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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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택배
음식배달
음식배달, 원자재 배송

(국내동향) 물류에서 AI도입은 해운은 태동기, 주요 적용은 유통 분야
대량 물류 처리의 원가절감이 필요한 대형 해운사 및 대기업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2PL업체 위주로 도입 시작
- (HMM)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와 협력, 해상 운송을 의뢰한 고객의 챗봇 등을
통해 선박예약, 화물선적, 선박도착 알림 등의 정보전달 체계 추진(전자신문, ’20.5)
- (CJ 대한통운) 네이버 AI 클로버 포캐스트(CLOVA forecast)를 적용, 물류수요의
예측 및 주문처리량 최적화에 활용하고, 카고트랙킹 시스템에 AI를 적용하여
화물선 도착시간의 정확도를 기존 40% → 85%까지 향상(물류

매거진, ’21.2)

- (현대글로비스) 라온피플과 협력하여 세계최초 자동차 외관 검사에 AI를 활용
추진(헬로 T산업경제, ’21.3)
- (쿠팡) 로켓배송에 AI를 활용하여 입출고를 예측하고, 상품 배송을 위한 적재
순서 및 근로자 배치에 활용(IT조선,

’20.11)

- (G마켓) 소비자가 서로 다른 판매자의 상이한 제품을 주문하더라도 AI 알고리즘을
통해 물류 피킹의 최적의 동선 도출로 스마일 배송 강화(중앙일보,

’19.11)

- (마켓컬리) AI ‘멍멍이’를 활용 실시간 주문건수, 매출, 재고량을 30분 단위로
추출하고, 이를 토대로 예측 주문으로 신선식품 폐기율 1% 미만 달성

(한국경제, ’19.2)

- (삼성 SDS) Brightics AI를 활용하여 휴대폰 판매량 예측을 통해 프로모션
가격을 최적화하고, 매장별 판매데이터와 재고정보를 분석 및 수요 예측에
활용하여 재고 처리 비용 50% 감소 (삼성 SDS, 동아닷컴)
- (LG CNS) CJ, 판토스 등의 물류센터에 입고되는 단계에서 AI 이미지 인식
기술을 통해 화물을 분류하는 화물분류 솔루션과 AI이미지 인식기술의 정확도를
99.8%까지 확보하여 화물의 분류, 화물 피킹, 물품 최종 검수 등의 영역까지
적용(매일경제,

동아닷컴, ’20.11)

배송 로봇 개발은 대기업이 선도하고 있으나, 틈새시장에서 기술력있는 스타트업이 자생
< 국내 배송로봇 사례 >
구분
인도배송
도로배송
자율주행 트럭

제조사
우아한 형제들
LG전자
로보티즈
네이버랩스
현대기아
마스오토

수요 회사
GS 리테일
-

비고
배달의 민족 음식 배달
실내외 통합 배송
마곡동 일대 직장인을 위한 음식 배달
택배
자율 군집 주행 시연, SAE3

우체국, 로지스퀘어 택배, 화물

※ 자료: 전자신문, 중앙일보, 로봇신문, 인터넷 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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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시사점

물류 산업 데이터에 공급사슬이 반영된 통합 데이터 플랫폼 및 관리 기구가 필요
국토교통부는 기업의 원활한 물류활동 도모 및 물류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나, 공급사슬 구조가 반영된 데이터
체계로 확장 필요
* www.nlic.go.kr

공급사슬 관련 산업 분야별로 담당 부처가 산재 되어있어 글로벌 공급사슬
위기대응을 위해 데이터 관리 전담 조직 및 기구가 필요
※ 데이터 기반 공급사슬 관리 체계의 확립은 코로나 위기에 따른 마스크 부족, 백신 수송을
위한 콜드체인,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 등 사전 대응이 가능

증가일로에 있는 국내외 수출입 물동량에 대응하는 물류 인프라 확충과 신기술
도입을 위해 제도 개선 필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뿐만 아니라 도심 물류 인프라도 공적인 시설로써의
인식 전환과 라스트마일 배송, MFC(Micro Fulfilment Center) 대응을 위해
인프라 건설 및 정책적 지원이 필요
※ 일본은 정부 주도로 도심 친화형 고층물류센터를 개발 중(BeyondX, ’21.1)이고, 도심
물류 인프라는 국내 제조 산업의 가격형성, 이커머스, 코로나19에 의한 비대면 산업의
확대로 사회 기반 시설로써 필요

비대면 산업의 확장 대응을 위해 자율주행 로봇 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선제적
제도 개선이 필요
※ 도로교통법, 생활물류법, 공원녹지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저촉되고, 규제 샌드
박스를 통해 테스트가 가능한 실정(전자신문, ’21.7.14)

스마트 물류는 소형에서 대형 기계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미세 컨트롤을 요하는
ICT 첨단 기술의 집약체로써 정부 합동 종합 R&D 및 인프라 지원을 통해 물류
산업 경쟁력 확보 필요
한계 비용에 직면한 국내 물류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디지털 전환을 위해
정책적 지원과 관련 R&D 및 기술지원 사업이 필요
※ 현장은 20kg이상 택배는 오히려 기계보다 사람이 분류하고, 농작물 분류 및 배송에도
기계가 인력의 효율성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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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1

주요 동향(1) : 과학기술

미국, 수소 내연기관이 탄소 중립에 미치는 영향 분석

맥킨지앤컴퍼니는 수소 내연기관 기술과 다른 저탄소 자동차 기술의 특성을 살펴보고,
특히 대형 트럭 부문에서 수소 내연기관 기술이 탄소 중립에 미치는 영향 분석*(’21.6.)
* How hydrogen combustion engines can contribute to zero emissions

세계의 주요 시장에서 도로용 트럭에 대한 탄소 배출량 감축 관련 규제는
점차 강화
- 전통적으로 규제의 강도가 적었던 비도로용 트럭의 경우에도 고객으로부터의
탈탄소화 압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
< 도로용 대형 트럭에 대한 탄소 배출 표준과 전기화 일정 >

도로용 대형 트럭과 비도로용 트럭의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4가지 파워트레인
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며 각각의 기술은 서로 다른 장단점을 가지고 있음
* 배터리 전기자동차(BEVs), 수소연료전지 자동차(FCEVs), 수소 내연기관(H2-ICEs),
바이오연료 및 합성연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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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저탄소 파워트레인 기술의 장단점 >

수소 내연기관(H2-ICEs)은 광산용 덤프 트럭을 포함해 다양한 상황에서 경쟁력
있는 옵션 제공 가능
- 수소 내연기관 기술은 아직 개발 초기에 머물러 있지만, 큰 자본 투자나 공급
사슬, 인프라의 변화 없이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수소
내연기관만의 장점이 있는 틈새시장 존재
- 수소 내연기관 기술은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FCEVs)와 경쟁 관계에 있다기보다는
같은 생태계를 공유하는 상호보완적인 기술로 개발할 필요

출처: 맥킨지앤컴퍼니(McKinsey&Company, 2021.6.25)
https://www.mckinsey.com/industries/automotive-and-assembly/our-insights/howhydrogen-combustion-engines-can-contribute-to-zero-emi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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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DARPA 모델의 광범위한 적용에 대한 우려 제기

네이처는 국내외 여러 기관이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의 기술 혁신 촉진
모델을 무분별하게 적용하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우려 제기*(’21.7.)
* The rise of ‘ARPA-everything’ and what it means for science

바이든 정부는 다양한 분야에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의 기술 혁신 촉진
모델을 적용하여 기관을 신설*하는 방안 발표
* 의학과 제약 부문의 혁신을 촉진하는 의료고등연구계획국(ARPA-H)과 기후 변화를 막을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는 기후고등연구계획국(ARPA-C)

- 국방고등연구계획국은 초기 컴퓨터 관련 연구는 물론 GPS나 무인 항공기와
같은 기술의 개발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미국 외 국가에서도 비슷한
모델 도입 시도
< DARPA 연혁 및 DARPA 모델의 도입 사례 >
연도

세부 내용

1958년

⦁훗날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이 되는 고등연구계획국(ARPA)이 설립되었으며, 초기에는
우주, 미사일 방어, 핵무기 감지에 초점을 맞춤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의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트랜싯(Transit)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
1963년
하여 미 해군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고 훗날 GPS로 발전하는 기술의
초석을 닦음
1966년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이 원격에서 보안을 확보하며 컴퓨터를 연결하는 ARPANET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으며, 수년 후 이는 인터넷 기술의 발전으로 이어짐

1988년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과 미 해군의 협력 프로젝트로 38시간 이상 비행할 수 있는 최초의
무인 비행기 앰버(Amber)를 개발함

2002년

⦁미 의회가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의 모델을 도입한 첫 기관인 국토안보고등연구계획국
(Home Security ARPA)을 설립함

2007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저탄소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에너지고등연구계획국(ARPA-E)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미국 경쟁력법안(America COMPETES Act)에 서명하였으며, 이후
오바마 대통령이 에너지고등연구계획국(ARPA-E)을 정식 출범시켰음

2013년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이 mRNA 기술을 개발하도록 모더나와 화이자에 연구 지원금을
처음으로 제공하였고 이는 이후 COVID-19 백신 개발에 필요한 기술의 발전 기반을 제공하였음

2018년

⦁일본이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 모델을 사상 최대 규모로 적용한 Moonshot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첫 5년 동안의 예산으로 1,000억 엔(약 1조 원)을 제공함

2019년

⦁독일이 연방 파괴적 혁신 기관(SPRIN-D)을 신설하고, 10년 동안 10억 유로(약 1조 3,500억 원)의
예산을 제공함

2020년

⦁영국은 첨단연구발명기관(ARIA)을 신설할 계획을 발표하고, 초기 몇 년간의 예산으로 8억
파운드(약 1조 2,600억 원)를 제공함

2021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첫 예산 계획에 의료고등연구계획국(ARPA-H)과 기후고등연구계획국
(ARPA-C)의 신설안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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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의 모델을 연구한 과학자들은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
- 기관의 지원금 프로그램 운영 관리자가 연구진을 조직할 자유를 제공하고
유망 기술 분야 내에서 전통적인 산업 연구나 개발 프로그램에서 무시되어
온 위험한 아이디어를 추구할 수 있어야 함
- 국방고등연구계획국 모델은 프로그램 관리자가 실패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면
잘 작동할 수 없으며*, 성공적인 고등연구계획국(ARPA) 모델은 개발된 기술을
구매할 소비자 필요**
* 2002년 국가 안보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신설된 국토안보고등연구계획국(Homeland
Security ARPA)은 이러한 환경을 제공하지 못해 실패
**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은 국방부(DOD)가 유망한 기술을 구매할 준비가 되어 있었으며
2009년 신설된 에너지고등연구계획국(ARPA-E)은 지원 초기부터 상업화 방안을 개발하도록
지원해 해당 과제를 극복

- 에너지고등연구계획국(ARPA-E)은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충분한 독립성과
예산을 갖추고 있어 1,200여 개의 프로젝트에 28억 달러(약 3조 2,000억 원)를
투자
- 그 결과 54억 달러(약 6조 1,600억 원)의 민간 자본을 유치하고 92개의 창업
성과 창출
과학계 일부에서는 적극적인 참여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연구로 대표되는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의 접근법 반복이 성공을 보장하지 않음을 지적
- 기후고등연구계획국은 기존 에너지고등연구계획국(ARPA-E)과의 유사성이
의료고등연구계획국은 국립보건원(NIH)에서의 독립성에 의문 제기

출처: 네이처(Nature, 2021.7.8)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21-01878-z
18

3

미국, 탄소 제거 기술에 대한 과대평가의 문제점 분석

MIT 테크놀로지 리뷰는 탄소 제거 기술이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과대평가하는
것의 문제점 분석*(’21.7.)
* Carbon removal hype is becoming a dangerous distraction

최근 들어 많은 기업과 정부가 기후 변화 대응과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지나치게 탄소 제거 기법에 의존해 비현실적인 목표를 제시
- 지난 2월 석유 대기업 셸(Shell)은 천연가스, 석유, 석탄의 비중을 높게 유지하는
가운데 2100년까지 지구 온난화를 1.5도 이내로 유지하는 방안 발표*
* 이는 발전소에 대규모로 탄소 포집 시설을 설치하고 브라질 국토 넓이의 숲을 조성하는
것을 통해 수십억 톤의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것에 의존

- 이탈리아의 탄화수소 공사(ENI)나 셸 등 석유 가스 기업뿐만 아니라 아마존,
애플, 유니레버, 유나이티드 항공사 등 타산업 기업과 정부도 이와 비슷하게
재삼림화, 토양 관리 등 탄소 제거 기술에 크게 의존하는 탄소중립 계획 발표
탄소 제거 기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과학계가 모두 공감하고 있으나 기대하는
탄소 제거량이 비현실적이라는데 문제
- 관건은 얼마나 탄소를 제거해야 하는지로, 2050년까지 지구 온난화를 1.5도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 매년 13억~290억 톤의 탄소를 제거해야 할 것으로 추정
- 2017년 UN의 보고서는 지구 온난화를 2도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 2050년까지
매년 100억 톤*, 2100년까지 매년 200억 톤의 탄소 제거가 필요하다고 분석
* 매년 100억 톤은 미국의 연간 탄소 배출량의 두 배에 이르는 막대한 양

- 직접 공기 포집, 이산화탄소 흡수 광물 활용, 재삼림화, 바이오 에너지와 탄소
포집 저장 기법의 결합 등 어떤 방안도 이렇게 대규모 탄소를 제거할 수 없음
1) 직접 공기 포집
- 비싸고 에너지 집약적이며, 바이오 에너지는 증가하는 인구의 부양에 필요한
식량 재배 등 다른 용도에 필요한 토지를 소비한다는 점에서 한계*
* 브라질 국토 면적에 삼림을 조성한다고 말하기는 쉬우나 실제 토지는 주택, 농업, 축산업,
광업, 풍력 발전소, 태양광 발전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며, 탄소 제거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넓은 경작지가 있어야 하는 바이오 연료의 생산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삼림 조성과
바이오 연료를 모두 활용한다는 계획에는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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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탄소 회계(Carbon accounting)
- 숲의 조성이나 보전에 대한 탄소 감축 효과를 지나치게 높게 추정하거나 벌목될
염려가 없는 숲을 보전하는 것에 대한 탄소 크레딧 제공 가능
3) 삼림 상쇄(Forest Offset)*
- 직접 공기 포집에 비해 비용이 저렴**다고 하나 삼림에서 배출되는 탄소 수준을
모니터링하는 비용과 나무가 죽으면서 배출되는 탄소를 제거하는 비용이 반영될
경우 실제 삼림 조성을 통한 탄소 제거 비용은 많이 증가할 것이며, 저렴한
비용으로 탄소 절감 목표 달성할 수도 없을 것임
* 나무가 대기 중에서 빨아들이는 탄소나 숲이 벌목되지 않고 보전됨으로써 탄소를 흡수하는 것
** 비용은 톤당 5-15달러로 설정된 반면, 최근 온라인 결제 기업 스트라이프(Stripe)가 직접
공기 포집 기술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데 제공한 비용은 톤당 775달러로 설정

목표를 분리하고 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한 투자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
- 탄소 제거 기술의 효과에 대한 과대평가는 기후 변화 대응에 중요한 기술에
투자를 활성화하는 등의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비용 효율적인 기술 옵션에
관한 관심 분산과 비현실적인 기대를 만드는 등의 문제점 발생
- 기업이 지나친 탄소 중립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탄소 배출 감소를
강제하거나 청정 기술로의 전환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공격적인 기후 법안에
쉽게 대응하기 위해 탄소 제거 기술 과대평가를 방지할 필요
- 탄소 제거(negative emission)가 탄소 배출 감소(emission reduction) 목표에
포함되지 않도록 별개의 목표를 설정하여 석유 기업 등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사업 모델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법제 무력화도 방지 필요
- 유럽연합(EU)은 유럽 기후법*을 통해 탄소 제거 기술의 역할을 전체 목표의
2% 정도인 2억 2,500만 톤으로 제한하는 동시에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55% 감소시킨다는 목표를 제시
* European Climate Law

출처: MIT 테크놀로지 리뷰(MIT Technology Review, 2021.7.8)
https://www.technologyreview.com/2021/07/08/1027908/carbon-removal-hype-isa-dangerous-distraction-climate-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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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태양에너지 정책 현황 및 기술보급 촉진 방안 분석

RAND 연구소는 미국 태양에너지 기술보급 및 관련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기후
변화 대응 태양광 발전 기술보급 촉진 방안 제시*(’21.7.)
* Incentivizing Solar: Catalyzing Solar Energy Technology Adoption to Address
the Challenge of Climate Change

태양에너지*는 미국 내 전체 발전 용량의 3%만을 차지하고 있지만, 2021년
새롭게 추가된 발전 용량의 39%가 태양에너지일 정도로 빠르게 증가
* 태양광과 태양열 모두 포함

- 태양에너지 산업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49%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급성장*
* COVID-19에도 불구하고 2020년 19.2GW의 태양광 발전 직류 용량 추가 기록 경신

- 유틸리티급 태양광 발전 비용은 메가와트시(MWh) 당 29-42달러(약 3만 3,000원
-4만 8,000원)로, 석탄이나 천연가스와 같은 다른 에너지원과 경쟁가능한 수준
< 태양광 발전 설치 용량 및 가격 변화, 2010-2020년 >

연방 정부는 다양한 정책 인센티브로 태양에너지 기술의 발전과 보급을 촉진*
* 1970년대 석유 파동 이후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태양에너지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제공해왔음
< 기후변화 저감과 태양 에너지 보급을 위한 정책 인센티브 >
인센티브 범주

인센티브 방식

시행 범위

환급 불가능
세액 공제

⦁프로젝트 소유자의 납세액에 대해 요건을 갖춘
재생에너지 기기에 지원금을 제공함

연방/주

환급 가능
세액 공제

⦁요건을 갖춘 재생에너지 기기에 지원금을 제공함

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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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범주
청정에너지 표준
탄소 가격제

인센티브 방식

시행 범위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의 최소 비중을 설정함
⦁온실가스 관련 단위당 가격을 설정함

주
주/지역

재생에너지 크레딧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에 단위당 발전 인증
크레딧을 제공함
(Renewable Energy Credits, RECs)

주

순에너지 측정
(Net Energy Metering, NEM)

⦁발전 회사에서 구입한 순전력에 대한 발전 결제
프로그램 (일반적으로 전기 소비량에서 소비자의
발전량만큼을 차감)

주

발전차액지원제도
(Feed-in Tariffs, FITs)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해 정해진 기준 가격을 보장해
지원함

주

태양에너지 인센티브 제도의 비용과 혜택은 기후 및 에너지 정책 목표 달성,
신뢰성과 복구성, 고용 창출, 공정성, 접근성의 측면에서 고려 가능
- 기후 및 에너지 정책 목표: 인센티브 제도*는 태양광 에너지 보급과 비용 하락에
크게 기여했으며, 탄소 중립을 위해 에너지 비용을 단순히 경쟁가능한 수준을
넘어 기존 시설을 대체할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더 많은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 태양에너지 세금 공제, 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 표준(RPS) 등

- 신뢰성과 복구성: 태양에너지만으로는 에너지 수요변동 대응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통합적인 저장 솔루션과 상호보완적 재생에너지가 요구되며, 쌍방향으로
에너지가 공급되는 그리드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
- 고용 창출: 태양에너지 기술의 보급은 고용 창출이라는 혜택을 제공할 수
있으며, 특히 2010년에서 2019년 사이 설치와 프로젝트 개발 부문의 고용이
269% 성장하는 등 태양에너지 산업의 고용자 수는 25만 명으로 증가
- 공정성: 인센티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시장 참여자와 그렇지 못한 참여자
간의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으며, 더욱 공정한 시장을 보장하기 위해 보완적
제도를 더불어 시행하여야 함
- 접근성: 가정용 태양에너지 인센티브가 주택 소유주나 상업적 태양광 개발업자에
혜택을 주도록 설계되는 등 서로 다른 가정에 다른 혜택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이를 보완할 대책이 필요

출처: RAND 연구소(RAND Corporation, 2021.7.14)
https://www.rand.org/content/dam/rand/pubs/perspectives/PEA1300/PEA1372-1/
RAND_PEA137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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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본, 대학펀드 설립을 위한 관련 법 개정 국회 논의

일본 참의원 상임위원회 특별조사실은 대학펀드 설립 관련 법안* 제출 경위 및
대학펀드 개요와 향후 검토 방향 및 논의사항 등 발표(’21.7.)
* ’20년 3차 추경예산 관련 법안으로 204회 국회에서 제출, 가결된 「국립연구개발법인 과학
기술진흥기구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

각료회의(국무회의)에서 「종합경제대책」*을 채택(’20.12.8)하고, 이를 위한
근본적인 연구기반 강화를 위한 대학 펀드의 개요 제시
*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지키는 안심과 희망을 위한 종합경제대책」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성장모델 확립 등을 위해 생산성 향상 및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는 불연속적 혁신 창출을 위한 연구기반 강화
- 10조 엔 규모의 대학 펀드를 창설하여 운용수익을 활용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연구개발 대학의 공용시설이나 데이터 연계기반 정비, 박사과정 학생 등
신진연구자 육성 등을 추진함으로써 일본의 혁신 에코시스템 구축
- 펀드 참여를 위해서 자율 경영, 책임있는 거버넌스, 외부자금 획득 증가 등
대학개혁 약속이나 펀드에 대한 자금갹출과 관련 기존 사업 재검토 필요
- 기초자금은 당분간 정부 자금을 활용하면서 참여 대학이나 민간 자금을 순차적
으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참여 대학의 자금으로 기금 운용이 목표
< 대학펀드의 구조 >

- 이후 정부는 4.5조 엔의 대학펀드 운용원금을 포함한 법률 개정안을 각료회의에서
결정하고, 같은 날 국회에 제출(’21.1.18)
23

국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논의되었으며, 대학펀드의 구체적 제도 설계는
향후 CSTI 하에서 검토 예정
(1) 대학펀드 설립 취지
- 연구력 상대적 저하 요인으로 일본의 연구 대학이 미국이나 유럽과 같이 대규모
펀드 운용 미흡* 제시
* 유럽의 주요 대학은 기부금 등을 원금으로 한 수조엔 규모의 대학 펀드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수익을 인재나 연구설비에 투자하고 있다는 점 제시

- 자산운용 관리체제 현황이나 기부문화 차이 등을 고려할 때 각 대학에 조기에
독립적 펀드설립은 어려우므로 정부 자금으로 대학펀드를 창설, 운용수익으로
연구기반 강화 및 젊은 인재육성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설명
- 연구력 저하나 신진연구자 부족 등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립대학법인 운영비
교부금 등 기반경비 확충 등이 필요한데, 정부 스스로 대학 기반경비 삭감,
운용손실 등 리스크를 대학에 전가하는 대학펀드 창설 추진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
(2) 대학펀드 운용
- 리스크를 가능한 한 억제하면서 확실한 수익을 목표로 특정 자산에 치우치지
않고 국내외의 다양한 종류의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을 문부과학성 장관이
정하는 기본지침에 포함시키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고 언급
- 10조 엔 규모로의 확대*에 대해 문부과학성 장관은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가능한 조기에 10조 엔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
* 종합경제대책에 대학펀드는 10조엔 규모로 명시되어 있으나, 금번 금액은 4.5조엔
** 향후 국내외 투자환경, 재정융자자금 상각 상황, 운용수익에 의한 원금 강화 및 대학
마련 조성금과의 균형 등

(3) 대학펀드 지원대상 대학
- 세계 최고 수준 연구자들이 모여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성과를 낼 수 있고,
그 연구 성과로 민관 불문 다양한 자금 유입과 혁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달성하는 대학을 세계적 수준의 연구대학으로 상정
- 지원대상은 운용 당시에는 상당히 수가 한정될 수 있으나, 신진연구자 지원에
의욕적으로 동참한 대학에 대해서는 보다 폭넓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
출처: 참의원(7.8)
https://www.sangiin.go.jp/japanese/annai/chousa/rippou_chousa/backnumber/2021
pdf/2021070803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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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코로나19 관련 연구동향 국제비교 분석

딜로이트는 코로나19 관련 국가와 지역별 대응을 주력 분야 및 중요 연구 분야를
분석하고, 국가별 비교를 통한 일본의 과제 제시(’21.7.)
코로나19 관련 연구를 분야별 주제별로 분류하고 데이터사이언스를 활용하여
국가별 주력도*와 주목도**를 분석하고 차이를 파악하기 쉽게 가시화
* 인구 차이에 따른 영향을 없애기 위해 각국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관련 논문 수를 산출
** 코로나 관련 논문 수에서 차지하는 코로나19 관련 논문의 피인용수 누계를 산출
< 연구주제 분류 >

관련 논문 수는 누계 12만 8,952편으로 신규 논문 투고는 ’20.3월에 급증하여
5월 이후는 매월 1만 개 안팎
- 미국･영국은 논문수가 증가하여 코로나 관련 연구의 허브가 됨
- 중국의 경우 주목도가 높은 감염확대 초기에 투고가 이루어져 다수의 논문 보유
연구주제별 논문이 그 국가의 전체 논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해 각국이
주력하고 있는 연구주제를 추정하고, 연구주제별로 각국의 주력도를 순위화
- 미국의 경우 「디지털헬스」와 「교육」 등에서 선진국 31개국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백신」 「PCR」을 비롯한 많은 연구주제의 주력도가 중간 정도로(10위
수준) 다양한 연구주제를 균형 있게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일본과 한국의 각 연구주제별 주력도는 유사성이 높으며 「의약･바이오」 및
「공중위생」에서 비교적 상위에 위치
- 「디지털 헬스」 「인포매틱스」 등은 코로나19 외 연구분야에서 주목도가 높은
분야로 코로나 이후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연구 분야가 될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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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별 연구주제의 주력도 순위 >

< 국가별 연구동향 >
국가

연구동향

미국

⦁증례 수, 전체 사망자수는 전세계 기준치보다 높으나 백신 접종을 조기에 시작하여 최근에는
증례수, 사망자수 모두 감소
⦁논문수 1위, 피인용수 2위로 코로나19 관련 연구를 선도하고 있으며, 여러 분야를 고루 연구
하고 있는데, 특히 「차별･평등」 「디지털헬스」에 대한 주력도가 매우 높음.

중국

⦁데이터의 신뢰도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으나, 누적 증례수, 사망자 수는 적고, 백신 접종도 진행 중
⦁코로나19 환자의 임상적 특징에 관한 초기 논문군이 세계 연구기관으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

영국

⦁전체 증례수, 사망자수는 전세계 기준치보다 높으나 백신 개발에 주력하여 백신접종 조기 시작,
최근 양성률은 세계 하위 5위로 사태가 수습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

일본

⦁현재 증례수, 사망자수는 비교적 낮으나, 백신 연구가 진행되지 않고 접종도 늦어지고 있어
적극적 감염 수습을 위한 대응은 늦은 편
⦁또한, 「정보기술」 연구에 대한 주력도가 낮은 점도 과제로 코로나 이후를 목표로 한 연구투자
재검토 필요

한국

⦁조기에 「접촉추적」 연구에 주력하여 안정적으로 증례수를 억제하였으며 최근의 양성율은 2.3%로
비교적 낮은 값
⦁일본과 비교하여 「정보기술」 분야의 주력도가 높은 것이 특징

출처: 딜로이트(7.16)
https://www2.deloitte.com/jp/ja/pages/public-sector/articles/covid-19-aritcle-datascienc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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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중국, 원자력 안보 기술 발전전략 발표

중국공정원은 원자력 안보 발전전략 연구와 원자력 안보 기술발전 최상위 계획
발표(’21.7.)
중국의 원자력 기술은 꾸준히 성장했고 앞으로 원자력 안보 기술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장기적으로 원자력 과학기술 강국으로 발전이 목표
- 원자력 에너지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이고, 안전기록이 양호하며, 주요 운영실적은
선진국 수준 유지, 일부 안전지표는 선진국 수준 도달
- 자체 개발한 3세대 선진 원전 ‘화룽 1호’ 설비 국산화 비율 85% 이상, 원자로
압력용기, 증기발생기, 전압 안정기, 내부 구조물 등 설비 모두 중국 내 제조
- 원전 선진국에 비해 원자력 안보 기술 시작이 늦고 기반이 취약, 최근 관련
사업을 전면 배치하는 등 조속히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려고 경주
- 꾸준한 정책･법규 정비, 원자력 안보의 국가 총체적 안보체계 편입, 「중국
국가안전법」에 기입, 「중국 핵안전법」 발표, 「중국 원자력법(의견수렴안)」의
입법 심의 추진
- 원자력 안보 분석 소프트웨어 연구개발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중국산
원전 장비의 ‘해외진출’을 위한 중요한 지원을 제공
원자력 안보 기술은 표준체계 구축,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고급･정밀･첨단장비
자립 측면에서 도전 과제 해결 필요
- 원자력 안보 표준체계 책임기관이 확정되지 않고, 관리가 분할되어 핵안보
기술 발전 체계성 취약, 교차 및 프로젝트 부족 문제가 공존
- 원자력 안보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총괄 계획과 알고리즘, 현상 등 기초연구
취약, 심각한 사고, 메커니즘, 분석 모델 등에서 선진국 수준과 격차 존재
- 산먼 원전의 경우, 품질 문화 부족으로 1기 AP1000 일차계통 주요 설비에
많은 품질문제 발생, 설비제조공사 및 가격 등에 불리한 영향 조성
원자력 안보 기술의 발전단계별 중점방향은 표준체계 구축,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고급･정밀･첨단장비 자립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됨
(1) 원자력 안보 표준체계
- (2025년) 소형 원자로 관리 등 중점방향의 표준을 개선하여 체계를 구축,
표준 품질 향상, 자주･통일･조율･선진 원자력 안보 표준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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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5년) 원전 무역국의 양자간･다자간 메커니즘 구축 지속적 추진, 표준화
과학연구, 연구성과 이전 확산, 원전 강국과 표준 상호인정/표준 공동수립/기술
협력교류 안정추진을 통해 중국의 국제 표준 제정 분야의 발언권 향상 촉진
- (2050년) 원자력 안보 표준체계는 전면적으로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고, 중국과
해외 시장의 원전 안보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확보
(2) 자주화 원자력 안보 분석 소프트웨어
- (2025년) ① 원자력 안보 분석 소프트웨어 국가급 실험실을 설립하고, 핵안보
소프트웨어 개발전략 및 정책연구를 전개
② 연구기관, 대학, 기업의 역량을 집중해 기초연구 분야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창출하여 원자력 안보 분석 소프트웨어의 자주화를 뒷받침
③ 자주화 소프트웨어 시범응용 실시, ‘테스트-피드백-개량’의 선순환 발전
및 진화 향상을 실현하여 중국산 원전의 ‘해외진출’ 촉진
- (2035년) 소프트웨어 완전 자주화 실현, 선진국 수준에 도달 및 일부는 초월하며,
실험검증플랫폼의 능력을 꾸준히 개선하고, 일부 핵심플랫폼은 국제 인정 획득
- (2050년) 자주화 소프트웨어는 충분한 응용 및 공정 검증을 획득하고, 전반적으로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며, 국제시장을 향해 광범위한 응용 추진
(3) 핵심 원자력 안보 장비
- (2025년) 중국내 원전 운영기관과 공급업체는 장기적 지속가능한 협력모델
조성, 원전 안전 운행 보증 전제 아래 국산 설비 점진적 도입
- (2035년) ① 설비 연구개발기관과 원전 운영기관이 협동해 국산화 설비의
고품질 발전을 유지하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원전설비 공급사슬 형성
② 연구개발･생산능력을 축적해 중국내 납품업체의 시장경쟁력을 제고하며,
국제시장 경쟁과 협력에 참여하는 것을 권장
③ 원전 건조 비용 대폭 하락 추진, 국산화 원전설비 국제시장 인정 획득
- (2050년) 핵심 설비, 부품 및 재료 선진국 수준 도달 및 일부 추월, 원전
건설비용을 낮추고, 국산화 원전설비는 국제시장에서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

출처 : 중국원전정보망(2021.7.2)
http://jzsunrui.heneng.net.cn/index.php?mod=news&action=show&article_id=6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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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국경조정제도가 경제와 탄소배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유엔 무역개발회의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세계 각국의
경제와 탄소 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21.7)
* A European Union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Implications for
developing countries
※ 유럽연합(EU)이 톤당 44달러 혹은 88달러의 탄소 가격을 부과하는 경우 가정

유럽의회는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을 준수하여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 ’23년부터 도입 과정을 시작해 ’26년
이전에 모든 제품으로 확대할 계획 제시(’21.3)
*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 국내 제품과 해외 수입 제품의 탄소세
격차를 없애기 위한 제도로, 탄소세 제도의 시행으로 제조 산업이 기후 규제가 약한
지역으로 이전하는 탄소 유출(carbon leakage)을 막기 위해 고안되었음

탄소 집약적인 공정을 덜 사용하는 선진국보다는 탄소 집약적인 산업의 비중이
높은 개발도상국의 수출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
- ’23년까지 EU 내 산업 탄소 배출의 94%를 차지하는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석유 정제, 제지, 유리, 화학 및 비료 등 포함
- ’19년 수출 총액을 기준으로 EU에 탄소국경조정제도에 적용되는 제품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를 살펴보면 러시아, 중국, 터키 순으로 나타나며, 한국도
철강 제품을 중심으로 6위 차지
- 상대적으로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모잠비크 등 개발도상국이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
< 탄소국경제도(CBAM) 대상 제품 수출액 상위 20개국, 2019년 >

톤당 44달러의 탄소세 제도가 시행될 경우 EU의 탄소 배출량은 4억 3,400만 톤
또는 1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 중 일부인 5,800만 톤의 탄소 배출량이
기타 국가에서 증가하여 13.3%의 탄소 유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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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톤당 44달러의 탄소세와 함께 시행될 경우 탄소 집약적인 산업 중 일부가
다시 EU로 돌아오면서 900만 톤의 탄소 배출량이 증가하고 탄소 유출이
13.3%에서 5.2%로 감소
- 톤당 88달러의 탄소세가 적용될 경우 15.1%의 탄소 유출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시행될 경우 6.9%로 줄어들어 탄소 유출을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점이 확인
< 시나리오별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 (단위: 100만 톤) >
국가 그룹
유럽연합
기타 국가
전체
선진국
개발도상국
전체
최빈개발도상국(LDCs)
군서 개발도상국(SIDS)

기본 44
-434
58
-376
-409
33
-376
0.6
0.5

CBAM 44
9
-36
-27
-4
-22
-27
0.2
0.2

기본 88
-704
106
-598
-658
61
-598
1.0
0.9

CBAM 88
13
-59
-45
-10
-35
-45
0.4
0.4

탄소국경제도는 EU 국가와 타 지역 국가의 국제 무역과 소득, 고용 등 기타
경제 부문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
- 개발도상국에서 EU로의 탄소 집약적 제품의 수출은 톤당 44달러의 탄소세와
탄소국경조정제도가 함께 적용될 경우 1.4%, 톤당 88달러의 탄소세가 적용될
경우 2.4% 감소할 것으로 전망
- EU의 수출은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시행될 경우 0.21-5.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탄소세 부과의 부정적 경제 효과를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일부
상쇄함으로써 소득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시나리오별 소득 변화 (단위: 100만 달러) >
국가 그룹
유럽연합
기타 국가
전체
선진국
개발도상국
전체
최빈개발도상국(LDCs)
군서 개발도상국(SIDS)

기본 44
-52,847
2,652
-50,195
-51,370
1,175
-50,195
16
25

CBAM 44
4,591
-7,973
-3,382
2,485
-5,867
-3,381
332
76

기본 88
-111,046
6,578
-104,467
-107,070
2,603
-104,467
39
61

CBAM 88
5,929
-14,200
-8,271
1,937
-10,208
-8,270
628
151

출처: 유엔 무역개발회의(UNCTAD, 2021.7.14)
https://unctad.org/system/files/official-document/osginf2021d2_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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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1

주요 동향(2) : ICT

韓, 데이터 경제･사회로 진입 위해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

(데이터 성과) 디지털 뉴딜 1년…데이터 산업의 근간 마련
’20.7.14.일 첫 발을 뗀 디지털 뉴딜은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넘어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 국가･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범부처 차원의 국가 혁신 프로젝트
금년 7.22일 추진 1주년을 맞아 그 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해야할
과제를 새롭게 포함시키며 ‘디지털 뉴딜 2.0’으로의 이행 속도
특히 디지털 생태계 근간이 되는 데이터 분야는 방대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사회 각 영역에서 다양한 데이터와 똑똑해진 인공지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경제･산업 전반의 혁신을 촉진
- 금융･교통･문화･의료 등 4,300여종, 약 10억 건 이상 분야별 다양한 데이터가
구축･개방･활용되기 시작하면서 국내 데이터 시장은 16.9조 원(’19년)→
19.3조 원(’20년)으로 14.3% 성장
※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170종, 빅데이터 플랫폼(16개) 4,036종, 공공데이터 10.5만 개 개방

- 기존 소프트웨어･시스템통합 기업이 데이터댐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면서
데이터 공급기업은 2.9배(’19년 393개→ ’21년 1,126개), 인공지능 공급 기업은
4.5배(’19년 220개→’21년 991개) 증가
- ‘데이터컨트롤타워’ 가동을 시작으로 통신･카드･유통사 등이 모인 ‘민간 데이터
얼라이언스’, ‘금융 데이터 댐’ 등 데이터 연계를 위한 기업 간 자발적 협력 진행
< 디지털 뉴딜, 데이터 부문 성과 지표 >

(가) 국내 데이터 산업 시장규모(조 원)

(나) 데이터 공급기업 수(개)

※ 자료 : 정부 부처 자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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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딜 2.0에서는 DNA 기반 조성을 넘어 全산업･국토의 DNA 활용을
가속화한다는 목표
- ‘데이터 댐’ 구축을 향후에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구축된 데이터를 산업
각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가명정보 결합, 분야별 활용 경진대회 등을
통해 민간 활용을 촉진할 계획
- 2025년까지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1,300종 구축,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
31개 구축 등
(공간 데이터 활용 본격화) 220개 공공기관 공간정보 목록 개방
국토교통부는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 220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간정보
목록을 조사･취합하여 7.20일부터 국가공간정보포털(www.nsdi.go.kr)에 개방
- 2016년부터 국가공간정보포털을 통해 보유 기관, 작성기준, 갱신주기, 활용분야
등 공간정보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 목록을 제공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0조(공간정보 목록정보의 작성)에 따라 공간정보를 생산하는
기관이 보유한 공간정보의 목록을 매년 조사하여 발표

- 공공과 민간업계에서는 제공 정보 목록을 바탕으로 필요한 공간정보를 확인한
후 해당 공간정보를 보유한 기관을 통해 개방 데이터를 제공받거나 생산기관
API 서비스 이용
- 지난 3월 조사를 마친 공간정보 목록을 기반으로 보유 기관 간 업무협약을 별도로
체결(6.7)하였으며 이를 통해 농경지정보, 교량터널정보 등 39건 정보를 추가
- 이번에 공개하는 공간정보 목록은 2020년 67,278건 대비 17,921건(26.6%)이
증가한 85,199건으로 목록조사를 시작한 2011년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
< 공간정보 종류별 현황 >

※ 자료 : 정부 부처 자료 정리

32

- 공간정보 목록의 유형은 국토관리･지역개발 분야 50.6%, 도로･교통･물류
16.6%, 지도관련 8.9%, 일반공공행정 8.3% 순
- 공공과 민간업계에서 공공기관이 생산하고 관리하는 공간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관련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는 데 의의
- 특히 처음 개방하는 공원･골목길･문화재 정보목록을 활용하여 국민 휴식처･관광지
선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공간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개발) 공간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5건 선정･발표
공간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은 행정기관 정책･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표준화한 분석모델
- 타 기관에서 유사업무 수행 시 참조･활용할 수 있어 비용절감 및 데이터 기반
과학적 의사결정 지원이 가능하다는 이점 내재
그간 우리정부는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사회현상･환경 및 다양한 상호 관계를
분석하고 과학적 정책･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행정기관 등과
함께 생활SOC 분석 등 총 39건 표준분석모델을 개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 공개
올해도 다양한 수요 발굴을 위해 국토교통부(소속･산하기관 포함)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21.4.19~’21.5.4.)를 진행하여 최종 5건 선정
※ ①(서울특별시) 골목길 정보를 활용한 안전한 골목길 환경 분석 ②(경상북도) 농업용
미세 기상관측시설 설치를 위한 기상공백지역 입지 분석 ③(서울특별시 동작구청)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 분석 ④(충청남도)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한
입지 및 수요 분석 ⑤(지자체 공통) 주차난 해결을 위한 민간 주차장 공유 서비스 구축

개발한 표준분석모델은 향후 인터넷(공간빅데이터 분석플랫폼, www.kobigs.molit.go.kr)을
통해 공개 계획으로 유사 업무 수행 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또한, 전문가만 활용할 수 있었던 기존 ‘공간빅데이터 분석플랫폼’을 개선하여
올해 말부터는 전문지식이 없는 이용자도 개발된 표준분석모델에 자신이 보유한
데이터를 적용하여 쉽게 융･복합 활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
우리 정부는 디지털 뉴딜의 핵심인 D.N.A 생태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을 적극 개발해 나갈 계획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7.23.) 외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13&mPid=112&pageIndex=&
bbsSeqNo=94&nttSeqNo=3180517&searchOpt=ALL&searchTxt=
http://m.molit.go.kr/viewer/skin/doc.html?fn=31a9a1a90cefd13fe0d89c573d27474c
&rs=/viewer/result/20210711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4&id=95085798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6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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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5G 단독모드(SA) 상용서비스 제공국 대열에 합류

KT, 국내 최초 5G 단독모드(SA) 상용서비스 개시

(2021.7.15.)

2019년 4월 3일, 세계 최초 상용서비스 개시 이 후 2년 3개월 여 만에 KT가
5G 단독모드(Stand Alone, SA)를 사용하는 5G 서비스를 개시
※ KT는 상용서비스 준비를 위해 올해 1월부터 KT 주요 사옥 및 도심지역에서 시범서비스 실시

- 현재 서비스되는 5G 비단독모드(NSA ; Non-Standalone)가 데이터 통신은
5G망, 단말기 제어는 LTE망을 쓰는 데 비해, 5G SA는 데이터와 제어 모두
5G망으로만 처리
- 이번 5G SA는 삼성전자 갤럭시S20, S20+, S20 울트라 등 3개 단말에서
제공하며, 추후 제조사와 협력해 적용 단말을 확대할 계획
※ 단말 메뉴에서 ‘설정-소프트웨어 업데이트-다운로드 및 설치’ 후 재부팅 하면 SA로 전환 가능

세계이동통신공급자협회(GSA)가 5G SA 네트워크에 투자하고 있는 38개국
68개 사업자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적어도 5개 국가･지역의 7개 통신사가
5G SA 서비스를 개시한 것으로 파악
- 중국 : 차이나모바일, 차이나텔레콤, 차이나유니콤은 모두 5G SA 서비스 개시
(China Telecom과 China Unicom은 일부 네트워크 공유)
※ 차이나모바일은 40만 개의 기지국을 구축 또는 업그레이드하여 5G SA 서비스를 지
원하였고, 차이나텔레콤은 300여 개 도시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출시

- 미국 : T-모바일은 600MHz 스펙트럼을 사용하는 5G SA를 전국에 출시
- 남아프리카공화국의 RAIN은 케이프타운 일부 지역(5G FWA-Fixed Wireless
Access), 콜롬비아의 DIRECTV는 보고타 일부 지역(5G FWA), 차이나모바일
홍콩은 2020년 말 5G SA를 출시
※ 지난 5월 에릭슨은 스위스 1위 통신사업자인 ‘스위스컴’의 5G SA 전환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고, 유럽 1위 이동통신사업자 보다폰은 지난 6월 영국에서 런던, 맨체스터, 카디프
등 세 도시에 5G SA 상용화 시범 서비스에 착수하였으며, 호주 Telstra는 5G 코어망을
구축하는 등 5G SA가 확산되는 추세

LTE 병용 대신 5G 네트워크만 단독 사용한 서비스로 다양한 소비자 효용 기대
5G 망의 특징인 초저지연과 네트워크 슬라이싱* 특성을 활용한 자율주행･스마트
팩토리 등 B2B 서비스 개발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
* 네트워크 슬라이싱(Network Slicing) : 하나의 물리적인 핵심(코어) 네트워크 인프라를
서비스 형태에 따라 다수의 독립적인 가상 네트워크로 분리해 각각의 슬라이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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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 하드디스크를 C드라이브, D드라이브로 구분지어 쓰는
것처럼 서비스 요구사항(핸드셋, IoT 등)에 따라 필요한 네트워크 구성요소만 조합해
전용 네트워크를 별도 구성

정교한 재난문자 서비스
- LTE 기반의 재난 문자는 불필요한 인근 지역 정보까지 수신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SA에서는 사용자의 현재 지역 정보만 제공해 재난 상황을 효과적으로 전파
가능. KT는 연말부터 SA를 활용한 한층 정교한 재난 문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 5G 기지국의 구조상(안테나-장비 일체형) LTE 기지국(안테나-장비 분리형)에 비해 위치와
방향 구분이 정확해 보다 정교한 재난문자 발송이 가능

배터리 사용시간 연장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갤럭시 S20+로 SA와 NSA의 배터리 사용 시간을
비교한 결과 SA(13시간 38분)는 NSA(12시간 32분)보다 최대 1시간 6분(8.8%)
더 오래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
5G 비단독모드(NSA) 대비 이론적 최고속도 저하 논란 등 통신3사 신경전
KT의 경쟁사들은 5G SA 방식이 기존 5G+LTE 병합 방식보다 체감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고 지적
- KT가 밝힌 5G SA(3.5GHz 대역)의 최대 속도는 1.5Gbps로, 이통 3사가
2019년 밝혔던 5G+LTE 병합 최대 속도인 ▲SK텔레콤 2.7Gbps ▲KT
2.4Gbps ▲LG유플러스 2.1Gbps 보다 낮은 실정
- 특히 이용자가 많이 몰리는 장소에서는 이용 속도가 크게 느려질 수 있고,
5G 커버리지 면적이 LTE보다 좁기 때문에 음영지역에서는 신호가 약해져
통신 품질이 저하될 우려 표명
SK텔레콤은 초저지연 등 SA의 장점을 필요로 하는 B2B 사업장에는 KT와
동일한 SA(Option2)*를 적용해 서비스 중이지만, B2C 고객 대상으로는 5G
NSA 대비 속도가 느려질 가능성이 있어 해당 이슈의 해소가 가능한 차세대
SA(Option4)** 도입을 검토
* SA(Option2) : 5G 시스템만으로 독립적인 5G 서비스 제공
** SA(Option4) : 5G Core가 도입되고 여전히 LTE와 연동하나, 독립적인 5G 통신이
가능

LG유플러스도 SA 기술 검증을 완료했기 때문에 고객들의 수요가 있으면 언제든
상용화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SA는 이용자가 많이 몰리는 장소에선
통신 품질이 떨어질 우려와 투자 대비 수익을 고려 시 현 단계에선 SA 도입에
소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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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이론적으로는 최대 속도가 기존보다 떨어지는 건 맞지만 고객이 체감하는
전송속도의 차이는 없고, 배터리 이용시간 증가는 큰 장점이며, 정교한 재난문자로
재난상황의 효과적 전파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
< 5G 단독방식(SA)와 非단독방식(NSA) 비교 >
5G SA

구분

5G NSA

⦁5G망 만으로 데이터 송수신과 단말기 제어
※ 5G 음영지역은 LTE 사용

구조

⦁데이터는 5G망, 단말기 제어는 LTE망 사용

⦁배터리 사용량 감소
⦁초저지연, 네트워크 슬라이싱 등 특성으로 자율
주행, VR･AR 등 신기술에 유리

장점

⦁LTE망 효율적 사용
⦁현 시점에서 가장 빠른 속도 구현

⦁이용단말기 제한 → 전 세계 7개 통신사만 도입
(’21.3월말 기준)
⦁5G 전국망 구축 필요

단점

⦁5G 최대 성능 구현에 어려움
⦁복잡한 네트워크 구조로 과부하 우려

※ 자료 :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714/107959780/1

역대 모바일 통신 중 가장 빠른 도입속도를 기록 중인 5G*
* ‘Ericsson Mobility Report’ 2021 2분기 보고서(2021.6월)

5G 가입자 수는 ’21년 말 5억 8천만 건, ’26년에는 35억 건에 달할 전망
-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160개 이상의 통신사들이 5G 상용화를 진행하고
있어 5G 가입건수는 ’21. 1분기 7천만 건이 증가해 약 2억 9천만에 이르고
있으며, 연말에는 5억 8천만 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
- 이에 따라 5G 가입건수는 4G보다 2년 일찍 10억 건에 도달하고, ’26년
말에는 세계 모바일 가입건수의 40%를 차지하는 35억 건에 이를 전망
※ 4G는 ’21년 1분기에 1억 건이 증가하여 누적 가입 46억 건, 점유율 58%로 가장
보편적인 서비스인 상황이며, 48억 건까지 증가 후 ’26년에는 39억 건으로 줄어들
전망

- 인구 커버리지 측면에서는 ’21년 말 5G망은 10억 명을 초과하여 약 15%
수준이며, ’26년에는 인구 대비 60%를 커버할 것으로 예상
- 보급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우리나라･중국 등이 포함된 동북아시아(North
East Asia)이며, 북미, GCC(걸프협력회의), 서유럽의 순
※ 동북아시아는 ’26년까지 14억 건의 5G 가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할 전망.
5G 보급률은 북미(84%)와 GCC(73%)가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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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세대)별 모바일 가입건수 추이 및 전망 >

※ 자료 : GSA

출처: KT (2021.7.16.) 외
https://corp.kt.com/html/promote/news/report_detail.html?rows=10&page=1&datNo=16610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715_0001514533&cID=13001&pID=13000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714/107959780/1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5&oid=031&
aid=0000611865
https://gsacom.com/paper/5g-standalone-2021-member-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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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기술개발 위한 국내 정부･업계 행보 활기

영업용 자율주행차, 10월부터 서울 상암동에서 운영 시작 예정
서울시는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을 위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7.20일 시행
-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관련법에 따라 각종 규제 특례가 적용돼 국토부
임시운행허가 등을 받으면 지자체로부터 영업면허(한정운수면허)를 발급받아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유상운송 서비스 가능
- 조례에는 자율주행차를 이용한 유상운송 면허발급 절차 및 기준과 함께 자율주행차
유상운송 사업자를 위한 다양한 행정･재정 지원책 포함
- 상암 일대에서 대중교통처럼 시민이 요금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다양한 영업용
자율주행차 서비스가 가능해지면서 민간 사업자 모집을 거쳐 10월 경에는
동 지역을 순환하는 자율주행버스, 앱으로 호출하는 자율주행차 이동 서비스
등이 시작 예정
- 서비스에 앞서 서울시는 전용주차구역, 정류소 표지판, 결제시스템 같이 자율주행
유상운송 서비스를 위한 핵심적인 인프라 구축 등을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며
준비한다는 구상
- 또한 민관협업으로 하나의 모바일 앱에서 상암 일대의 모든 자율주행차를
호출･이용 가능한 모빌리티 플랫폼도 구현할 방침
- 이번 조례 제정은 전국 지자체 최초라는 상징적 의미뿐 아니라 자율주행차가
시민 누구나 이용하는 필수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의의
- 나아가 자율주행차 유상운송이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로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국내 자율주행 기술과 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기여한다는 목표
국내 정부부처･373개 기관, ‘자율주행 레벨4+’ 기술개발 위해 역량 결집
자율주행기술개발 사업을 총괄･기획･관리하며 사업성과의 보급･확산을 위해
지난 3월 출범한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이 ‘레벨4+’ 자율주행 기술개발
사업에 본격 착수(6.28)
*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은 자율주행 레벨 4+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2027년까지
예산 1.1조 원을 투입해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의 총괄 기획･관리를 맡으며 자율주행
상용화 기반 완성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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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합형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 기반 완성을 목표로 △차량융합 신기술 △ICT
융합 신기술 △도로교통융합 신기술 △서비스 창출 △생태계 구축 등 5대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세부과제를 지원할 방침
※ 레벨4 자율주행은 차량 스스로 상황을 인지･판단해 비상 시에도 운전자 개입이 불필요한
고도의 자동화 수준으로 융합형 레벨4+는 자율주행 기술뿐 아니라 인프라와 사회 서비스
까지도 모두 레벨4 이상으로 혁신한다는 의미

- 이 일환으로 6.28일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 관련 53개 세부 과제를
선정하고 올해 정부예산 850억 4,000만 원을 투입해 안전하고 완벽한 자율주행이
가능한 ‘레벨4+’ 자율주행 기술개발 시동
- 이번에 선정한 53개 기술 개발 세부 과제에는 373개 자율주행 관련 기관의
석･박사급 연구 인력 1,524명을 포함한 3,474명이 참여해 레벨4+ 상용화
연구개발을 진행 예정
※ 특히 레벨4+ 상용화 연구개발에서는 KT, 모라이, 스트리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
생산기술연구원, 서울대 등 총 92개 기관의 연구인력 903명(석･박사 316명)이 참가

- 아울러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은 국내 7개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서울
상암･경기 판교･충북･세종･광주･대구･제주)와 완성차 업체 등을 방문해 자율주행
레벨4+ 기술개발을 위한 협력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
<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부처별 레벨4+ 상용화 연구개발 진행 역할 분담 >
기관
산업통상자원부

내용

⦁차량 융합 신기술 개발과 자율주행 생태계 구축 등 2개 전략 분야 담당
⦁자율주행 차량의 인지･판단･제어를 위한 자율주행 차량부품 개발을 주도

⦁ICT융합 신기술, 차량융합 신기술, 자율주행 생태계 구축 등 3개 전략 분야 담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 수집･가공 자동화 기술, 차량통신･보안, 클라우드･엣지 연계 자율주행 인공지능
(AI) 소프트웨어(SW), 시뮬레이터 개발 등 추진
국토교통부

⦁도로교통융합 신기술 개발, 자율주행 서비스, 자율주행 생태계의 3개 전략분야 담당
⦁도로교통융합 신기술 개발, 도로-교통기술, 동적지도, 법･제도 개선, 모빌리티 서비스
실증 등을 주도

경찰청

⦁도로교통융합 신기술, 자율주행 생태계의 2개 전략분야 담당
⦁교통안전과 소통 확보를 위한 도로교통법 등 법･제도 개정 검토, 자율주행차의 운전능력
사전검증 및 운행 지원체계와 교통사고 분석기술 개발 등을 추진

※ 자료 : 과기정통부

자율주행차 상용화 위한 국내 ICT업계 움직임도 활기
만도, 삼성전자, 포티투닷, 카카오모빌리티, 롯데정보통신 등 국내 ICT기업은
자율주행 기술개발 및 시범운행 착수, 자회사 법인 신설 등 상용화 준비 한창

39

< 최근(6~7월) 국내 ICT 업계의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움직임 >
기업

현황

⦁임시주주총회에서 무인 순찰 로봇, 무인 전기차 충전기 등 모빌리티 사업을 포함한 자율주행
사업 부문의 물적 분할 계획을 승인(7.20)
- 금년 9월 1일 신설 법인 ‘만도 모빌리티 솔루션즈(MMS)’ 출범 계획
- 만도 모빌리티 솔루션즈는 우선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 사업 확장을 추진할 방침
- 물적 분할로 사업별 투자와 운영을 최적화해 주력 사업의 양대 축인 자율주행과 EV솔루션
부문 전문성 강화 기대
- 국내는 물론 북미･중국･인도 등 해외 거점 투자를 통해 전문 인력과 첨단기술을 확보하고
글로벌 마케팅에 적극 나설 계획
⦁최첨단 기술을 적용한 자율주행차 이미지센서 ‘아이소셀 오토 4AC’ 출시(7.13)
- ‘아이소셀 오토 4AC’는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도로와 주변 환경의 시인성을 높이고 정밀한
물체 식별이 가능
- 어두운 터널이나 지하주차장 출구처럼 밝기 차이가 큰 환경에서도 잔상 없는120dB의
HDR 고화질 영상을 제공하며 ‘LED 플리커(미세한 떨림) 현상’을 완화해 LED 전조등
및 신호등에서 표현하는 교통 정보를 정확하게 인식
- 올해 하반기 출시될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 신차의 서라운드 뷰 모니터와 후방 카메라에
‘아이소셀 오토 4AC’를 탑재할 예정
⦁한편, 자율주행차의 핵심 부품인 차량용 이미지센서를 통해 전장 사업을 강화하는 동시에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풀이
⦁모든 움직이는 이동수단에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해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서비스 ‘aTaaS(autonomous
Transportation-as-a-Service)’ 공개(7.20)
- 2019년 3월 설립한 포티투닷이 연구하는 기술과 방향성을 외부에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
- 이번에 공개한 기술은 도심형 통합 솔루션 ‘유모스(UMOS)’를 통해 스스로 움직이는 자율주행
기술과 최적의 이동을 제공하는 모빌리티 플랫폼 분야
- 유모스는 자율주행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도로에 움직이는 사물의 종류･위치를 판단하며
자율주행차가 신호대기 중인 보행자를 인식하고 우회로를 서행
- 또한 경량화된 매핑(3차원 공간인식) 장비를 탑재한 차량을 통해 차로주행 구간, 교차로
구간, 차로변경구간 등을 구분해 ‘차로 단위의 실시간 맵’을 만드는 자율주행 지도 기술도
공개
⦁금년 내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판교에서 시범 서비스 개시 계획
- 카카오모빌리티의 자율주행 시범 서비스 2,400만 명이 가입한 카카오 T 플랫폼을 통해 자율주행
기반의 모빌리티 서비스를 바로 접목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별점
- 카카오 T에서 ‘호출-탑승-이동-하차-결제’까지 이뤄지는 자율주행 기반의 모빌리티 서비스를
실생활에 가장 빠르게 접목해 상용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판교에서 시범 서비스를 진행할 경우 자율주행 기반 서비스 상용화에 핵심이 되는 △도로,
차량 및 보행자, 신호등 주행 환경에 대한 ‘인지 기술’ △차로 유지, 차선 변경, 갓길 정차
등 주행 방법을 결정하는 ‘판단 기술’ △조향, 가속, 감속 등 정교한 ‘차량 제어 기술’
등을 검증 예정
⦁세종시에서 운전석 없는 자율주행셔틀 임시운행허가를 국내 최초로 취득(6.16)했으며 시범 운행을
진행할 예정
※ 2021년 3월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개정 후
허가를 취득한 첫 번째 사례
- 롯데정보통신의 자율주행셔틀은 좌식 4명, 입식 11명 등 총 15명이 탑승가능하며 미국자동차
공학회(SAE) 기준 레벨 4의 고도화된 주행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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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현황
- 또한 도심 내 실제 공공도로 주행을 위해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셔틀에 C-ITS(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 기술을 적용해 신호 정보 등 실시간 교통 정보를 인지･판단하고 차량을 제어
- 이 외에도 차선 유지, 차로 변경, 끼어들기와 같은 다양한 도로 상황은 물론 보행자, 자전거
등 돌발상황 주행 테스트 완료

※ 자료 : 언론 보도 자료 정리

출처: 서울시 (2021.7.20.) 외
https://news.seoul.go.kr/traffic/archives/506154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13&mPid=112&pageIndex=&
bbsSeqNo=94&nttSeqNo=3180411&searchOpt=ALL&searchTxt=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5718
https://www.yna.co.kr/view/AKR20210719137100004?input=1195m
https://biz.chosun.com/it-science/ict/2021/07/20/TJBH3JN34RAJBN3ZP7Q4KJY3JY/
?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71310371334279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7201320001&code=920501
http://www.thelec.kr/news/articleView.html?idxno=1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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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중, 개인정보 보호･국가 안보 이유로 데이터 패권 경쟁 심화

(미국) 다자간 협력 및 보안정책 강화 등 중국 영향력 견제
(동맹국과 ‘디지털 무역협정’ 검토) 한국･일본 등 아･태 지역 동맹국과 함께
역내 데이터 이동 및 신기술 표준화를 촉진하는 디지털 무역협정 체결 논의
- 디지털 무역협정은 인터넷･ICT 상품･서비스･데이터의 교역 관련 규정과 지침을
통일하고 무역 절차를 간소화하며 인공지능 사용기준 확립과 같은 디지털
경제 전반에 대한 다자협정
- 앞서 2020년 칠레･뉴질랜드･싱가포르 등 3개국와 맺은 디지털 무역협정 ‘디지털
경제동반자협정(DEPA)’을 출발점으로 아･태 지역까지 범주를 확장한다는 구상
- 현재 아･태 지역 국경을 넘나드는 데이터 이동, 개인정보 보호, 인공지능
사용 표준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
- 이는 중국을 겨냥한 반도체 등 첨단기술 통제와 마찬가지로 디지털 데이터
분야에서도 중국을 고립시키는 동시에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한다는 취지
- 디지털 무역협정 추진 가능성이 알려지면서 구글･애플 등을 필두로 글로벌
서비스 교역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 동맹국과 디지털 무역 규칙을 규합할
필요성 측면에서는 찬성 분위기
- 반면 무역대표부(USTR)는 상대적으로 느슨한 개발도상국 노동 조건 등으로
인해 미국 노동계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신중히 접근해야한다는 입장
< 최근(6∼7월) 미･중 데이터 주도권 다툼 >

※ 자료 : 언론 보도 자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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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 강화를 위해 도입한 앱 추적 투명성(ATT)*에
우회적으로 접근하려는 중국 ICT 기업의 앱 업데이트를 차단하며 응수
* ATT(App Tracking Transparency): 맞춤형 광고 허용 또는 차단 여부를 iOS 및 iPadOS
기기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정책 및 그에 동반한 소프트웨어로 iOS
14.5부터 도입

- 애플은 앱 이용자들이 허락하지 않으면 개인정보를 추적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있는데 틱톡･텐센트･바이두 등은 이용자 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CAID’ 프로그램을
개발해 이를 우회
- 이에 애플은 CAID 기술을 적용한 앱이 자사 앱스토어에 오르거나 업데이트가
불가능하도록 조치
(중국) 디디추싱 뉴욕 증시 상장 후, 보안 심사 강화하며 미국에 맞대응
(해외증시 상장 기업의 통제 강화) 사이버보안관리국(CAC)*은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디디추싱에 이어 플랫폼 기업 3곳에 대해 데이터 보호 규정 위반 조사에
착수(7.5)
* 중국 최고 인터넷규제기관으로 최근 중국 기업의 해외 증시 상장을 총괄하는 권한 부여

- 6.30일 중국 최대 자동차 호출 회사 디디추싱이 뉴욕 증시에 상장하자 안보
심사에 착수했으며 중국 내 모든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디디추싱 관련 앱
삭제를 명령
- CAC는 디디추싱이 사용자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는 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밝히며 국가 안보와 개인 프라이버시에 위협을 가했다고 설명
- 앞서 6.11일 나스닥에 상장한 보스지핀 모기업인 칸준(Kanzhun), 6.22일
뉴욕 증시에 상장한 훠처방 모회사 만방그룹도 조사 대상으로 조사 진행 동안
신규 가입자를 받을 수 없다고 언급
※ 조사 대상 플랫폼 기업: 온라인 구인･구직 플랫폼 보스지핀(Boss Zhipin), 온라인
트럭 호출 플랫폼 윈만만(Yunmanman)･훠처방(Huochebang)

- 이들 업체 조사는 국가 데이터 안보 위협을 차단하고 국가 안보를 유지하며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
- 그 이면에는 중국 기업이 보유한 민간 정보가 미국 증권감독 당국이나 주주에게
넘어가는 것을 차단하고 자국 기술기업이 당국의 통제권을 벗어나 있는데
대한 대응 조치로 풀이
(해외증시 상장 규제 강화) 미 증시 상장 기업에 대한 일련의 조치와 함께
한층 강화된 중국 기업의 해외증시 상장 규제를 담은 인터넷안보심사방법규정
개정안 공개(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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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 명 이상 고객, 회원을 확보한 IT기업이 해외 증시에 상장할 경우, 중국
정부의 보안 승인을 사전에 얻어야 한다는 것이 골자
- 15억 명의 인구를 감안하면 100만 명 이상 회원 기준은 해외 상장을 검토하는
거의 모든 중국 기업에 해당하는 셈
-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외 증시에 상장하려는 중국 IT기업은 신고서와 함께
국가안보 영향에 관한 보고서와 기업공개(IPO) 자료 등을 당국에 제출 의무
- 규제 당국은 이를 근거로 중요 데이터와 대량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외국
정부에 의해 통제･악용될 위험은 없는지 사전 심사
- 심사를 위해 사이버보안관리국에 전담 부서가 신설되며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국가안전부, 재무부, 상무부, 인민은행, 국가시장감독
관리총국 등 13개 기관이 공동으로 심사 체계를 구축
- 이로써 중국 기술기업의 해외 상장이 사실상 허가제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미국 증시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홍콩･상하이 등 자국 증시 상장을 권장하는 분위기
(홍콩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추진) 지난 5월부터 특정인을 위협･협박하거나
상해를 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온라인상에서 ‘신상털기’를 저지르는 사람에게
최대 5년의 징역형 또는 100만 홍콩달러(약 1억 4,500만 원)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
- 이는 지난 2019년 반정부 시위 당시 홍콩 경찰의 개인정보 노출을 계기로
당시 중국 당국이 개인정보법 개정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 가시화
- 개정안을 폭넓게 해석할 경우 사람이 나온 공공장소 사진도 ‘개인정보’로 분류돼
악의나 피해를 줄 고의를 가지고 이를 온라인에 게재했다고 판단하면 처벌
가능
- 사실상 구글･애플･트위터･아마존 등 홍콩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글로벌 빅테크
현지 법인과 직원이 수사･기소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 선의의 정보 공유나
표현 자유 위축 가능성도 대두
출처: 매일경제 (2021.7.21.) 외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1/07/703367/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107217318i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1/07/649345/
https://biz.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1/07/05/5WE3XMJIKVE
3RBUJXXSPY5TY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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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계 주요 통신업계, 5G･6G 시장 우위 확보 위한 공략 속도

글로벌 통신장비회사, 5세대(5G) 이동통신 계약 수주 경쟁 치열
세계적으로 5G 네트워크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장비
계약을 수주하기 위한 움직임 활기
- 미국과 다수의 동맹국이 중국산 장비 배제에 나서면서 화웨이･ZTE 공백을
차지하려는 에릭슨･삼성전자 등이 공격적 투자에 나섰으며 중국 기업은 내수
시장에 집중하는 모습
< 주요 장비 기업, 최근(6~7월) 글로벌 통신장비회사의 5G 계약 수주 현황 >
기업

내용

⦁버라이즌과 사상 최대 규모인 83억 달러(약 9조 4,700억 원) 5G 계약 체결(7.16)
⦁말레이시아 정부와 26억 달러(약 3조 원) 규모의 5G 네트워크 계약 체결(7.1)
⦁차이나모바일과 중국라디오텔레비전네트워크(중국광전)가 공동으로 추진한 700㎒ 5G
기지국 설비 공개 구매에서 약 60% 공급 물량 수주(7.20)
⦁최근 2년 동안 세 차례 진행된 5G 무선통신 장비 입찰 전적을 종합한 결과, 화웨이가
총 56만 6,024개의 기지국 수를 가져가 59% 점유율 차지
⦁영국 보다폰의 5G 가상화 기지국(vRAN) 분야 핵심 공급사로 선정(6.14)
⦁인도의 5G 개화를 앞두고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중국 장비 기업을 철저히 배제하면서
삼성전자의 수주 기대감 확산
※ 자료 : 언론 보도 자료 정리

(에릭슨) 최근 미국 이동통신사와 5G 계약을 체결하고 말레이시아 정부와도
5G망 설계 및 구축 계약을 체결하며 시장공략 가속
- 이동통신사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즈(Verizon Communications)와 사상
최대 규모인 83억 달러(약 9조 4,700억 원) 5G 계약을 체결(7.16)
- 버라이즌은 계약에 따라 에릭슨의 5G C-밴드 다중입출력장치(Massive MIMO),
저대역(low-band), 밀리미터파(mmWave) 등 솔루션을 자사 5G 초광대역
(Ultra Wideband)에 적용해 네트워크 성능과 사용자 환경을 개선하고 확장할 계획
- 또한 말레이시아 정부와 26억 달러(약 3조 원) 규모의 5G망 설계 및 시공
계약을 체결(7.1)하는 등 5G 사업 가속
(화웨이) 중국 최대 이동통신사 차이나모바일과 새로운 이통사 중국라디오텔레
비전네트워크(중국광전)가 공동으로 추진한 700㎒ 5G 기지국 설비 공개 구매에서
약 60% 물량을 수주(7.16)하며 자국 통신장비 시장에서 여전히 경쟁사들을
압도하는 독보적 지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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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나모바일과 중국광전은 공개 입찰을 통해 총 48만 개 기지국 설비를 구매할 계획
으로 이는 금년 중국 이동통신사 최대 규모의 기지국 설비 구매 금액
※ 화웨이에 이어 중국 통신장비 업체인 ZTE가 31%의 물량을 확보했으며 그 외에 노키아
(4%), 중국 국유 통신기업인 DT모바일(3%), 에릭슨(2%) 등이 각각 소량의 공급권을
획득

- 그동안 미국 정부가 화웨이 장비가 주축이 된 네트워크가 중국에 악용될 수
있다면서 우방국에 ‘화웨이 보이콧’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화웨이의 해외 5G
네트워크 사업은 크게 위축
- 또한 미국 내 설치된 화웨이 등 중국 통신 장비를 제거하는 작업에 19억
달러(약 2조 1,000억 원)의 예산을 배정(7.14)하는 등 ‘화웨이 퇴출작전’ 가속
- 하지만 화웨이는 차이나모바일과 중국광전의 5G 물량을 대부분 수주하는
등 미국의 고강도 압박에도 건재함을 과시했으며 이번 신규계약을 통해 약
383억 위안(약 7조 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
- 한편, 최근 2년 동안 세 차례 진행된 5G 무선통신 장비 입찰 전적을 종합한
결과, 화웨이가 총 56만 6,024개의 기지국 수를 가져가 59% 점유율을 차지(퉁신
찬예바오, 7.20)
※ ①차이나모바일이 진행한 5G 무선장비 구매 프로젝트(2020.3) ②차이나텔레콤-차이나
유니콤 연합이 진행한 5G SA 장비 구매 프로젝트(2020.4) ③차이나모바일-중국광전
연합이 진행한 700㎒ 5G 기지국 설비 프로젝트(7.16)

- 화웨이 뒤를 이어 ZTE가 29만 585개로 30%를 차지했으며 화웨이와 ZTE를
합하면 중국 통신장비시장 점유율의 89%에 이르는 것으로 사실상 자국 장비
기업 중심의 5G 장비 시장 구축
< 최근 2년 간 진행된 중국 5G 무선통신 장비 입찰 전적(2021년 7월 기준) >
순위

기업

기지국 개수

점유율

1

566,024

59%

2

290,585

30%

3

58,710

6%

4

28,006

3%

5

19,215

2%

※ 자료 : 퉁신찬예바오(지디넷 코리아 인용), 202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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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영국 다국적 통신사업자인 보다폰의 5G 장비 공급업체로 선정(6.14)
되며 유럽 시장에 첫 진출
※ 보다폰은 1985년 설립된 세계 5위, 유럽 1위 이동통신사업자로 세계 69개국에 3억
1,500만 명의 가입자 확보

- 영국 보다폰의 5G 가상화 기지국(vRAN) 분야 공급사로 선정되었으며 삼성전자가
유럽에서 5G 상용사업을 수주한 것은 이번이 처음
- 노키아, 에릭슨, 화웨이 등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유럽 통신장비 시장에서
유럽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
- 삼성전자는 영국 내 다양한 가상화 기지국 솔루션과 다중입출력 기지국을
포함한 4G･5G 솔루션을 공급
- 5G 시장 최대 경쟁자인 중국 화웨이가 미국 정부의 제재를 받고 있는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 앞서 삼성전자는 2020년 9월 미국 1위 통신사업자 버라이즌과 공급 계약을
맺은데 이어 금년 3월 일본 최대 이동통신사업자 NTT도코모와도 5G 이동통신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일본･북미 시장에서도 본격 세 확산
- 한편, 2022년 1분기 5G 주파수 경매를 실시하는 거대 신흥 시장인 인도의
5G 개화를 앞두고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중국 장비 기업을 철저히 배제하면서
삼성전자의 수주 기대감 향상
-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무선통신 시장인 인도는 전통적으로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의 주요 매출원으로 릴라이언스지오 등은 4G망 구축 당시 삼성전자
장비 공급 계약 체결
6G 우위 확보 위한 글로벌 이동통신사업자 간 협업도 활기
(LG 유플러스-KDDI*) 5G 신사업 발굴 및 6G 공동 대응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
체결(7.15)
* KDDI는 매출액 기준 일본 최대 규모 통신사업자로 2020년 기준 연간 매출은 약
494억 달러(약 56조 원)에 이르며 6,000만 명 이상의 이동통신 가입자 보유

-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국제 통신사업자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네트워크
기술 및 솔루션, 유무선 사업 혁신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5G 신사업을 발굴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방침
- 나아가 5G 이후 상용화될 차세대 네트워크 6G 기술 개발 및 향후 국제 표준
제정에 함께 나서며 유무선 사업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사업화에도
협력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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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향후 다른 국가의 주요 통신사업자와 협업 관계를 확대하고 글로벌
협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
(일본 통신사-노키아)일본 최대 이동통신사 NTT와 NTT도코모, KDDI, 소프트
뱅크, 라쿠텐 모바일 등 일본 주요 통신사가 참여한 ‘비욘드 5G 추진 컨소시엄’에
노키아 참여(6.8)
- 6G 연구 단계부터 핀란드와 일본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표준규격을
마련하는 등 6G 연구개발 박차

출처: 지디넷코리아 (2021.7.21. 외)
https://zdnet.co.kr/view/?no=20210721093523
https://biz.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economy/2021/07/02/RSZIJTNRYJ
DYHMP2EVVIGEYKBE/
https://www.yna.co.kr/view/AKR20210720052300089?input=1195m
http://www.nvp.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297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615_0001477555&cID=13001&pID=13000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107152993g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60814135001657
https://www.theguru.co.kr/news/article.html?no=21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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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단신 동향

1. 해외
※ 제목 클릭 시 원문 링크(URL)로 연결됩니다.
국가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 제너럴모터스(GM), 포드, 스텔란티스 등 미국 자동차 업체
3개사는 백악관과 함께 핵심 차종을 배터리･플러그인하이
브리드･연료전지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발표할 예정

2030년 신차 절반
전기차로…내연차
연료효율 개선도
속도
미국

(CNBC/ 2021.8.5)

※ 스텔란티스는 금년 1월 미국･이탈리아 합작사인 피아트크라이슬러
(FCA)와 프랑스 푸조(PSA)가 합병해서 출범한 회사

- 2030년까지 미국 시장에서 판매하는 신차 중 40~50%를
전기차가 차지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골자
- 현재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 비중이 금년 5~6월
기준 3%밖에 되지 않은 것에 비하면 이들 3개사가 제시한
전기차 판매 목표는 상당히 도전적 수준
○ 또한, 환경보호청과 교통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때
약화시킨 자동차 연료효율･배출가스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발표할 예정
○ 미국 국세청 IRS(The Internal Revenue Service)는 2021년
회계연도에 12억 달러(약 1조 3,000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압수

美 국세청, 2021년
12억 달러 상당
암호화폐 압수
(CNBC/ 2021.8.4)

- 상당수가 다크웹(불법 거래 사이트)에서 사용된 자금으로 확인
- 2019년에 70만 달러(8억 원)였던 암호화폐 압수 금액은
2020년 1억 3,700만 달러(약 1,563억)로 200배 가까이
증가
- 특히 회계연도 마감이 9월 말까지인 것을 고려하면 올해
압수될 암호화폐는 더욱 증가할 전망
- 또한 암호화페를 이용한 사이버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미국
정부의 암호화폐 압수액도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

미국과 독일의 기후
및 에너지 부문
파트너십 발표
(백악관/ 2021.7.15)

○ 바이든 대통령과 메르켈 총리는 백악관에서 미국-독일 기후
및 에너지 파트너십을 발족하고, 기후 목표를 강화하고 글로
벌 탄소 중립을 가속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 지속가능한
기술을 위해 깊게 협력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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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1) 기후 정책
- 장기적인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로드맵과 정책을 개발하고,
기후 및 무역 어젠다를 조율하며, 지속가능발전 금융을
활용함
- 산업별 탈탄소화와 단기 기후 오염원 문제에 대응하고,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나 G20, G7 등 다자 모임에서
공통의 이익을 위해 협력함
(2) 에너지 기술 전환
- 재생 에너지 기술과 에너지 저장을 통해 다양한 재생 에너지의
그리드 통합을 발전시키고 지속가능한 수소 기술을 위해
협력함
- 건축물 에너지 효율 척도 개발에 협력하고, 전기자동차의
도입과 기술 상업화를 촉진하며, 신뢰할 수 있고 복구력이
우수한 에너지 체제와 공급 사슬을 구축함
(3) 신흥국의 에너지 전환
-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중부 및 동유럽에 투자하고,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등의 지속가능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에너지 법제를 개발하고, 주요 신흥국의 기술 지원을 추구함

미국

○ 에너지부(DOE)는 10년 내에 풍부하고, 저렴하며, 신뢰할
수 있는 청정에너지 솔루션을 위한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 어스샷 이니셔티브(Energy Earthshot Initiative)를
추진 중임

에너지부, 두번째

- 에너지 어스샷 이니셔티브(Energy Earthshot Initiative)는
바이든-해리스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돕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청정 경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짐

에너지 어스샷
○ 에너지 어스샷 이니셔티브(Energy Earthshot Initiative)의
첫 대상으로 수소에너지를 선정한 데 이어 두번째로는 에너지
이니셔티브 대상으로
장기 저장 기술을 선정하였음
에너지 장기 저장
기술 선정
(에너지부 / 2021.7.14)

- 에너지 장기 저장 어스샷(Long Duration Energy Earthshot)은
10시간 이상 에너지를 저장하는 그리드 규모의 에너지 저장
비용을 10년 내에 90% 감소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저렴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장기 저장 기술은 태양광과 같이
가변적인 에너지원이나 에너지 수요가 낮은 경우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정에너지 활용을 촉진할 수
있음
- 아울러 에너지 장기 저장 기술은 양질의 일자리와 인프라의
복구성 향상을 통해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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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 과거의 판데믹은 질병에 대한 이해에서 전염의 매개에 이르기
까지 당시까지의 과학자와 물리학자의 지식을 모두 재고하게
만들었음
- 페스트의 유행은 이후 역학과 공중 보건의 등장을 야기하였고
현재도 사용되는 격리된 병원, 거리두기, 접촉 추적 기법
등이 14-16세기에 개발됨

과거 판데믹이
과학의 변화에 미친
영향 분석
(사이언스 / 2021.7.13)

- 1800년대 뉴욕 등지에서 일어난 콜레라는 새로운 위생
관행은 물론 국제적인 공중 보건 기구의 탄생으로 이어졌고
질환을 도덕적, 영적 문제의 결과로 이해하기보다 세균과
곤충을 매개로 한 문제임을 인식하게 되었음
- 1980년대 에이즈 바이서르(HIV/AIDS)의 등장은 신약 승인
과정의 신속화 등 관련 정책을 변화시키는 원인이 되었음
○ COVID-19는 다른 질병과 같이 건강에 대한 사회적 불평등과
임상 시험의 폐기물, 공공 보건에 대한 부족한 투자 등 불편한
진실을 노출하게 만들었으며,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수십 년 동안의 과학계를 형성해 나갈 것임
○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은 바이오공학 자원으로의
환경 미생물 프로그램(Environmental Microbes as a
BioEngineering Resource, EMBER)을 통해 미생물을 통해
희토류를 추출해내는 방안을 개발하기로 함

미국

- 바이오 채광(biomining)은 미생물을 이용해 금이나 구리와
같은 목표 금속을 추출하거나 분리하는 기술로, 희토류 원소에
대한 기법은 아직 개발되어있지 못함

희토류 원소 국내
공급 사슬 강화를
위한 바이오 공학
기술 개발
(국방고등연구계획국 /
2021.7.13)

○ EMBER 프로그램은 국방부의 취약한 공급 사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4년 동안 두 가지 기술 분야에 3단계로
나뉘어 추진될 것임
- 첫 번째 기술 분야는 희토류(REEs)를 위한 바이오공학으로,
극한 상황에서 희토류를 결합하는 유기체나 생체 분자를
활용하는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두 번째 기술 분야는 희토류 바이오 채광으로, 실제 원석에서
개별적인 희토류를 정제하는 바이오 채광 공정을 개발하고
시험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프로그램은 희토류 분리에 적합한 미생물과 생체 분자를
개발하는 1단계, 실제 원석에서 희토류를 대량으로 분리
하고 효율성을 개선하는 2단계, 보다 공격적이고 대규모의
시연을 추진하는 3단계로 나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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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 본 기사는 지난 3년 사이 미국의 과학, 기술, 혁신 정책과
관련해 출판된 보고서 10편을 살펴보고, 공통된 주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함
- 성과에 대한 강조: 최근 발표된 보고서는 공통적으로 새로운
지식의 창출은 물론 그 지식을 인간의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활용하는 것까지 모두를 강조함

향후 75년 동안 미국
과학 혁신 정책의
핵심 이슈 전망
(과학기술이슈 /
2021.7.12)

- R&D에 대한 예산 확대: 많은 보고서는 연방 정부가 R&D에
너무 적은 예산을 제공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확대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 국제 연구의 리스크와 혜택 간의 균형: 미국은 개방적이고
국제적인 과학 협력을 통해 많은 혜택을 얻어왔다는 점에서
국가 안보와 국제 협력 연구 간의 적절한 균형을 맞추어야 함
- 21세기 STEM 인재 양성: 종합적인 정책 방법론을 통해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방안을 제공하여야 함
- 대중의 연구 참여: 지식 창출과 활용이 복잡하게 상호 연결됨에
따라 시민의 참여가 중요해졌으며, 국민 참여를 위한 과학
활용도 개선, 시민위원회, 연구실 오픈 하우스, 정부 기관의
홍보 등의 노력이 요구됨

미국

○ 본 보고서는 원격 의료에 대한 RAND 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COVID-19 시기의 원격 의료, 약물 중독에의 활용, 의료
서비스 확대, 의료 불평등에 대한 대응 등으로 정리함
- COVID-19 시기의 원격 의료: COVID-19 이후 첫 한 달
동안 30%의 환자가 화상 의료 서비스를 받았으며, 이는
2019년의 4%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임

RAND 연구소의
원격 의료 정책에
대한 연구 결과 정리
(RAND연구소 / 2021.7.8)

- 약물 중독에의 활용: COVID-19 이후 약물 중독 치료자의
과반 이상이 원격 진료로 전환하였으며, 대부분의 서비스
제공자가 원격 의료를 사용할 경우 보다 쉬운 접근과 원활한
소통을 경험하였음
- 의료 서비스 확대: 군 의료시설에서 40마일(64km) 이상
떨어진 군인이나 일정 시간마다 아기에 모유수유를 제공
하여야 하는 경우 등에 원격 의료와 혁신적 서비스가 활용될
수 있음
- 의료 불평등에 대한 대응: 많은 원격 의료 이용자가 화상없이
음성만으로 소통하였다는 점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음성
원격 의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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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전기자동차 기술
현황 및 경쟁
트렌드의 변화
(클레리베이트/ 2021.7.8)

주요내용
○ 전기자동차와 관련한 논문 수는 1990년대 중반부터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2011-2020년 사이 출판된 논문이 전체의
74%를 차지함
- 지난 20년 동안의 전기자동차와 관련한 발명 활동은 비용,
신뢰성, 안전 부문에 집중해왔으며, 상대적으로 충전 시간을
줄이거나 배터리 용량을 개선하려는 활동은 저조하였음
- 배터리 용량과 충전 기술은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막는 주요
과제로, 상표권 연구 데이터는 충전기와 충전소 관련 출원이
2017년 이후에서야 빠르게 증가하였음을 시사하고 있음
○ COVID-19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인구의 70%가 백신 접종을
마쳐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110억 회의 백신 접종이 필요
하지만, 7월 4일 현재 백신 접종 수는 32억 회에 불과함

미국

- 국제통화기금(IMF)은 현재의 접종 추세가 계속된다면 올해
말까지 60억 회의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함

COVID-19 백신의
글로벌 보급 현황
(네이처/ 2021.7.4)

○ 대부분의 백신 접종은 고소득 국가나 중고소득 국가를 중심
으로 이루어졌으며, 저소득 국가의 국민 중 1% 정도만이
최소 1회 이상의 백신 접종을 마쳤음
- 미국은 8,750만 회의 백신 제공 외에 G7 회의에서 2022년
말까지 중저소득 국가에 5억 회의 백신을 기부하기로 하였
으며, 영국은 1억 회, 프랑스, 독일, 일본이 3,000만 회의
백신 제공을 약속하였음
- 중국도 최소 59개 국가에 3,000만 회 정도의 백신을 제공해
왔으나, 저소득 국가의 본격적인 백신 접종은 2023년에야
이루어질 예정임
○ 일본 항공우주공업회는 ISO에서 우주관련 규격을 개발하고
있는 TC20/SC14의 국제규격 수립 과정에 대해 소개한
보고서 공표

우주시스템 관련 ISO
일본
국제규격 개발
(일본항공우주공업회/
2021.7.13)

- TC20은 항공기 및 우주시스템을 취급하는 전문위원회로
그 산하에 11개의 분과위원회 및 2개의 WG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중 TC20/SC14 우주시스템 운용분과위원회는
TC20 내에서도 가장 큰 분과위원회임
- 일본 국내위원회에는 현재 120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국제규격의 개발 및 심의업무 담당
- 개발된 규격이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어 시장확대, 무역
촉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규격개발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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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 건강･의료전략추진본부 글로벌헬스전략추진협의회는 7.9 1회
회의를 개최하고 글로벌헬스전략 관련 정책 관련 검토 실시
-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설치하기로 하고 9월에는 개요,
12월에 중간보고서, 내년 6월에 전략 수립 추진

일본

글로벌 헬스에 관한
정책
(건강의료전략추진본부/
2021.7.9)

- 일본은 지금까지 인간 안보의 개념으로 모든 국민이 적절한
비용으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유니버설 헬스
(UHC)의 중요성을 다양한 국제회의 등에서 강조해옴.
- 동 협의회는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코로나19는 물론 코로나
이후를 목표로 일본이 글로벌 헬스에 더욱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논의 실시 예정
- 외무성,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후생노동성 등 각 부처별
글로벌헬스 관련 정책 추진내용
* 글로벌헬스전략추진협의회 구성: 의장-총리 보좌관, 회원-내각관방
내각심의관, 외무성 국제협력국장, 외무성 지구규모과제심의관, 재무성
국제국장, 후생노동성 총괄심의관)

○ 텐센트는 미성년자의 게임 접근과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

텐센트, 국영미디어
중국 비판에 자사 게임
미성년자 이용 제한
강화
(CNA / 2021.8.3)

- 미성년자의 평일 하루 이용시간을 1.5시간에서 1시간으로,
휴일 이용시간을 3시간에서 2시간으로 각각 줄이고, 12세
미만(초등학생)은 게임 도중 지출을 금지
- 또한 미성년자가 성인을 사칭하는 경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의심 계좌는 모두 재인증 절차를 진행
- 아울러 업계와 당국에 게임중독 방지 시스템 강화와
게임 적령기에 대한 연구, 12세 미만의 게임 접속을
전면 금지하는 산업규정 도입을 제안
○ 앞서, 국영 신화통신 계열 경제지에 따르면 10대 청소년이
온라인게임 중독에 빠져 성장에 큰 악영향을 받고 있다며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중독 문제를 지적

진로 제공에 있어
영국 박사 과정 교육에
향후 투자를 발표한
MRC
(UKRI/ 202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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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KRI는 MRC가 박사 교육 파트너쉽 (Doctoral Training
Partnership, DTP) 경쟁을 통해 향후 3년간 박사 과정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7900만 파운드를 약속했다는 것을 발표
○ 의학 연구 위원회 (Medical Council Research, MRC)는
2022년 이후 입학하는 학생들을 위해 영국 연구 기관
(Research Organisations, RO) 에서 17개의 DTP 를 지원
할 것이라 발표
- DTP를 위한 MRC의 비전은 과학적 우수성, 긍정적인 연구
문화 및 폭넓은 연구 기회에 집중하는 학생 중심적 접근 방법을
가진 양질의 박사 과정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임

국가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 DTP는 MRC의 소관으로 매년 약 200명의 학생들에게 박사
교육을 제공할 것임
- 이러한 투자는 박사 지원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영국을 위한
세계적이고 숙련된 인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폭넓은 전문적인
개발 교육 기회를 제공 할 것
○ MRC DTP는 3년 (2022-2024년) 동안 주어지며 추가적
2년 (2025-2026년)은 중간 심사 조건이 있음

영국

○ 영국 정부는 자국 반도체 설계 회사 ARM을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인수･합병하면 국가 안보가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를 막는 방안을 검토 중

엔비디아의 ARM
인수 차단 검토
(포춘/ 2021.8.4)

- 칩 설계에 필요한 반도체 지식재산권(IP) 제공 업체인 ARM
소유권이 미국 반도체 기업에 넘어갈 경우 공평하게 모든
팹리스에 IP를 지원해야 하는 ARM의 사업 모델이 흔들릴
수 있는 데다 영국 제조업에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둔 것으로 관측
○ 앞서 엔비디아는 2020년 9월 일본 소프트뱅크로부터 ARM을
400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번 인수는 미국, 영국,
중국, 유럽연합(EU) 등의 경쟁당국 승인이 필요
○ 연방 내각은 내무부가 제출한 연방정부의 개방형 데이터
전략(Open-Data-Strategie)을 승인, 범 부처 대상 개방형
데이터 생태계를 확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5년에 걸쳐 실행될 이 전략은 아래 6가지 지침을 제시
- 데이터를 활용한 경제적, 사회적 잠재력을 크게 확대하고
세계 동향과 국가 발전에 유연하게 대응

개방형 데이터 전략
독일 공개
(연방내무부 / 2021.7.7)

- 국가 개별 행위자와 각종 사업, 민간 조직 및 데이터 사용자
간 강력한 네트워킹과 상호 학습에 기여
- 정책, 시민사회, 기업에 증거기반 의사 결정 문화를 촉진,
민주주의 안정에 기여
- 행정부의 효과적인 데이터 개방 문화를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
관련 기술 개발 및 데이터 세트 제공을 위한 담당 인력 개발
- 데이터 보호 및 데이터 주권을 기반으로 한 책임감 있고
공익 지향 활용 촉진
- 정부의 개방형 데이터 정책 및 글로벌 데이터 헌장과의
일관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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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 독일 글로벌 변화 자문기구(WBGU)는 전 세계 국가들이
<기후 중립> 목표를 넘어서 장기적인 기후 보호 전략의 개념인
<기후 안정화>로 조정할 것을 제안

화석연료 사용 중지
및 탄소 제거를 위한
장기적 전략 촉구
(연방교육연구부 /
2021.7.6)

- 이 제안은 최근 연방교육연구부와 환경부 장관이 승인한
보고서 <기후 중립 이상의 숙고(Über Klimaneutralität
hinausdenken)>의 핵심 메시지
- 장기적인 관점에서 탄소 배출 저감 뿐 아니라 대기 내 탄소
제거에 대한 실질적인 준비도 촉구
○ WBGU의 방향은 추후 글래스고에서 개최될 세계 기후 회의
에서 공식적으로 제출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더 많은
국가에서 온실가스 중립 전략의 도입 및 심도높은 협력을
강조할 전망
○ 최근 카를리첵 연방교육연구부 장관은 라이프니츠 감염연구
광자센터(LPI) 설립을 발표

독일

- 광학기술과 인공지능의 활용은 전염병 진단과 치료에서
높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강조

광학-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감염병 퇴치 연구
지원
(연방교육연구부 /
2021.7.7)

- 2027년 까지 1억 2,400만 유로(1,650억 원) 예산을 편성
하여 독일 예나에 연구소 건립 추진할 예정이며, 세계 최초의
광학-인공지능-전염병 분야 융합형 연구소가 될 전망
○ 이 연구 센터는 전통적 의미의 연구 기관이 아닌, 기초 연구와
실용 연구 및 상용화 단계까지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연구개발 플랫폼 성격을 가지게 됨
- 가령 실험실에서 개발한 진단 및 치료 기법을 신속하게
자체 자원으로 임상 실험으로 전환할 수 있음
- 이러한 의미에서 감염병 연구, 민간 기업, 의료 부문의 연구자
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을 전망

베
10대 글로벌 데이터
트
남 센터로 부상
(베트남넷/ 2021.8.2)

○ 리서치앤마켓(ResearchAndMarkets)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 ‘데이터센터 마켓’은 세계 데이터센터 시장의
10대 신흥시장 중 하나로 평가
- 2020년 8억 5,800만 달러에 달했던 베트남 데이터 센터 서비스
시장은 2026년까지 연간 약 15%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
- 베트남 정부의 디지털화 추진 정책이 전국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
- 또한 기업 데이터의 클라우드 플랫폼 전환 추세도 베트남
데이터 센터 시장의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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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 EU는 많은 나라들과 같이 온실 가스를 줄이기 위해 새로운
건물에 관한 NZE 규정을 도입

EU

순수 제로 에너지
정착을 촉진하는
협력적 접근 방법

- NZE 건물들은 건물 통합 에너지 관리 전략과 재생 가능한
에너지 생산 시스템의 조합 덕분에 0에 가까운 혹은 긍정적인
연간 에너지 균형을 달성할 수 있음
○ NZE 건물들의 실행과 관련한 이점에도 불구, 건설 초기
단계에서의 높은 자본 비용와 같은 장벽은 전 세계로 확산되는
것을 막고 있음

(유럽연구개발정보서비스 /
○ 초점을 단일 건물에서 전체 정착으로 바꾸면, 외부 커뮤니티
2021.7.9)

영역과 단일 건물 모두를 위한 실외 미세 기후 조건 개선과
같은 추가적 이익을 활용할 수 있음

- 이러한 이익은 도시 열섬 효과 및 다른 기후 변화 관련
현상의 완화와 건물 에너지 수요와 관련된 이산화탄소 방출의
줄임에서 기인함
○ 36개 파이오니어 도시를 대상으로 최근의 스마트 시티 거버넌스
트렌드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특성이 나타남

G20 글로벌 스마트
시티 연합의 정책
개발 현황
(세계경제포럼 /
2021.7.13)

- 36개 도시 중 두 도시 만이 5대 원칙 부문에 대한 정책을
모두 제공하고 있었으며, 한 도시만이 모든 부문의 정책을
성공적으로 시행 중임
- 대부분의 도시가 시민 프라이버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17%만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기 전에 프라이버시
영향 평가를 시행하였음
- 절반 이하의 도시만이 조달하는 새로운 기술에 노인이나
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보유함
- 오픈 데이터 정책은 대부분의 도시가 어느 정도의 성과를
올린 유일한 분야지만, 이마저도 15%의 도시만이 오픈
데이터를 도시 데이터 인프라에 통합해 운영하고 있었음

국제
기구

○ 보고서는 인간 유전자 조작 기술의 거버넌스와 감독과 관련
하여 9대 주요 부문을 선정하고, 각 부문별로 권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인간 유전자 조작에
대한 권고 사항 발표
(국제보건기구 /
2021.7.12)

- 세계보건기구(WHO)와 사무총장은 인간 유전자 조작에
대한 기회와 과제를 숨기지 않고 윤리적인 문제를 명백하게
밝혀 과학적이고 윤리적인 리더십을 보여야 함
- 세계보건기구(WHO)는 효과적인 인간 유전자 조작 기술
거버넌스와 감독을 위해 국제적인 협력을 추진하여야 함
- 인간 유전자 조작 등록부를 마련하고 적절한 연구 윤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생식계열 인간 유전자 조작 임상
시험을 등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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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 생식계열, 비생식계열 인간 유전자 조작 연구가 국내 정책
및 감독 메커니즘이 있는 관할 구역 안에서만 수행되도록
할 것
- 불법적이고, 등록되지 않으며, 비윤리적이거나 안전하지
않은 인간 유전자 조작 연구와 다른 활동을 보고하는 협력
메커니즘을 개발할 것

국제
기구

- 국제연합(UN) 사무총장에 인간 유전자 조작을 포함한 혁신
적인 기술의 시사점을 논의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포용적인 기술 활용을 위한 우수 사례 모델을 개발할 것
- 세계보건기구(WHO)는 공공 보건 목표와 우선 과제를 공식적
으로 정의하는 인간 유전자 조작 기술의 윤리적 가치와
원칙을 제공할 것
- 세계보건기구(WHO)는 권고 사항 발표 3년 내에 상기된
권고 사항의 시행 결과를 검토하는 작업을 시작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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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 제목 클릭 시 원문 링크(URL)로 연결됩니다.
분류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 이탈리아 트리에스테에서 대면과 비대면 병행으로 개최(8.5)한
G20 디지털 장관회의에서 각국 대표는 디지털 기술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 논의
※ G20 디지털 장관회의는 G7과 신흥시장 12개국 등 주요국가

주요 20개국(G20)
장관이 모여 디지털 경제 관련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
- △경제회복을 위한 디지털 전환 △디지털 경제에서의 사회
장관회의에서 인간
△디지털전환 촉진 △디지털 정부 등을 주요 의제로 논의
중심의 포용적 디지털
전환 촉구
(과기정통부 / 2021.8.6.)

- 임혜숙 장관은 디지털화를 통한 포용적인 경제회복과 디지털
환경에서의 소비자와 아동 보호, 신뢰 구축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과 활용의 중요성 등을 강조
- 아울러 디지털 뉴딜 2.0,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 연결성
격차 해소를 위한 농어촌 통신망 구축 지원 사업 등 우리나라
주요 정책 소개
○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랜섬웨어 대응 강화방안’을
수립･발표(8.5)

주
무 금품 요구
부 악성프로그램(랜섬웨
처 어) 대응 역량 결집,
안전한 디지털 전환과
뉴딜지원
(과기정통부 / 2021.8.5.)

민간주도의
혁신기술로
스마트시티를 더
똑똑하게
(국토교통부/2021.7.26.)

- (국가중요시설-기업-국민 수요자별 선제적 예방 지원) 튼튼한
국가중요시설 관리 체계 구축, 중소기업 보안역량 지원
강화, 대국민 랜섬웨어 면역력 향상
- (정보공유-피해지원-수사 등 사고대응 전주기 지원) 랜섬웨어가
탐지되거나 해킹사고 피해 발생 시에 ‘정보공유-피해지원범죄수사’ 등 사고대응 전주기에 걸친 대응 체계 필요
- (진화하는 금품요구악성프로그램에 대한 핵심 대응 역량
제고) 끊임없이 진화하는 랜섬웨어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핵심 기술력 확보와 체계적인 사이버보안 생태계
조성 필요
○ 국토교통부는 미래의 스마트시티 서비스의 근간이 되는
혁신기술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스마트시티 넥스트 혁신기술 실증사업」공모를 7.26.
(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힘
- 이번에 공모하는「스마트시티 넥스트 혁신기술 실증사업」은
민간에게 스마트시티 혁신기술에 대한 실증사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며, 총 4개 기술에 8억원 규모(기술당
2억원 내외)의 예산을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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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 기업은 단독 또는 수요처(실증 대상지를 제공할 수 있는
지자체 등)와 함께 공동 응모할 수 있으며, 단독으로 응모한
경우에는 실증 대상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수요처-신청기업
간 연결도 지원할 예정임.
- 실증기술은 스마트시티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지 않은 기술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기술의 도전성, 혁신성, 실현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할 계획임
○ 산업통상자원부는 7.30(금)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 수립을
위한 제1차 총괄분과위원회를 개최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 수립
본격화
(산업통상자원부/2021.7.30.)

-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하여 비대면으로 진행된 금번
제1차 위원회에서는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총괄분과
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
작업반 운영 계획 및 주요 과제에 대해 논의
-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은 지난해 12월 범정부 차원
에서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의 후속 분야별
이행전략 중 하나로 에너지 분야의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산업부는 총괄분과위원회 및 7개 분야별 분과위원회(①전력
시스템, ②수요･효율, ③재생에너지, ④수소, ⑤에너지기술,
⑥산업혁신, ⑦투자･제도)를 구성하여, 연말까지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을 수립해 나갈 계획
○ 산업통상자원부는 7.29일(목) ’21년 제3차 산업융합 규제
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실내･외 자율주행 로봇’, ‘이동형
ESS’, ‘V2G 서비스’, ‘수소열차용 수소충전소’, ‘휴게소
공유주방’,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업데이트’(2건) 등
7건의 안건을 승인하였다고 밝힘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21년 3차
규제특례심의위 개최
(산업통상자원부/2021.7.28.)

- 이번 특례위는 최근 코로나 19 확산 추세를 감안하여
서면으로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旣 승인과제와 유사･동일한
안건을 대상으로 신속히 승인
-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는 이번에 승인된 7건을 포함하여
’21년에만 42건, 총 144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하였으며,
규제 샌드박스(5개 부처) 전체 승인건수는 총 509건으로
제도시행(’19.1~) 3년 만에 500건을 돌파
- 또한, 산업부는 규제 신속확인을 통해 323건을 처리완료
하였으며, 44건은 ‘규제없음’을 확인한 후 신청기업에 통보
함으로써 즉시 사업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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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 산업통상자원부는 스마트제조 데모공장 개소식과 액화수소
플랜트 착공식에 참석한 후, 에너지산업(풍력발전, 가스터빈)
현장을 방문하였다고 밝힘

지능형 제조공장과
액화수소로 산단의
첨단화와 친환경화
촉진
(산업통상자원부/2021.7.28.)

- 이날 개소한 스마트제조 데모공장은 스마트그린산단 1호
사업으로 디지털 트윈 등 첨단 ICT기술을 이용해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하는 산단 스마트화의
핵심 인프라임
- 창원산단의 주력업종인 기계･항공･방산 분야 기업들의 시제품
생산과 공정개발을 위한 디지털트윈 기반 가공･조립･검사
모듈라인이 구축되어 기업과 산단의 디지털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 산업부는 액화수소플랜트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관련
안전 규정을 올해 중으로 마련할 예정이며, 중소･중견업체의
액화수소 R&D 지원 등 국내 액화수소생태계가 조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계획임
○ 산업통상자원부는 삼성전자가 함께한 기술나눔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99개사에
172건의 특허기술을 무상양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힘

산업부-삼성전자,
99개 중소기업에
디지털･그린 기술나눔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
2021.7.28.)

- 이번에 무상양도되는 삼성전자 특허기술에는 디지털, 인공
지능(AI), 에너지 절감･공정 등 4차 산업과 그린뉴딜 분야의
기술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향후 기업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친환경 기업으로 전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특히, 이번에 이전 받는 많은 기업들이 3D 기술 기반의
가상 환경･콘텐츠 제작, 빅데이터･AI 기술 기반 서비스
제공 및 에너지 공정 효율화 등 다양한 혁신제품 개발과
공정개선 활용계획을 제안하였음
- 산업부에서는 기술나눔을 받은 기업들이 양도받은 기술의
후속 상용화 기술개발이 필요할 경우 차년도 ‘R&D 재발견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가 가능토록 지원할 계획임
○ 초･중등 교원 500여 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관련
현장교원 역량 강화 하계 연수’를 8.6∼8.13일까지 비대면
(실시간 쌍방향 연수)으로 실시

인공지능(AI) 교육,
현장교원 역량 키운다
(교육부 / 2021.8.6.)

※ 이번 연수는 단위학교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을 선도할 핵심
교원 1만 명 양성을 위한 국정과제 중 하나

- 우선 ‘소프트웨어･인공지능 핵심 교원 연수’는 중등 교원
대상 ‘인공지능 기초’ 과목의 내용체계 및 핵심개념 등을
중심으로 담당 교원의 교육과정 이해 및 수업 구성 역량
강화를 위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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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 ‘인공지능 기본역량 강화 연수’는 초･중등 모든 교원 중
인공지능 교육에 관심 있는 희망 교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개념과 원리 이해, 인공지능 적용 사례 및 체험 등을 통해
인공지능 기초 소양 함양을 목표로 진행
- 앞으로도 교육부는 학교 중심의 인공지능 교육이 성공적으로
안착･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
○ 중기부와 관계부처･지자체가 함께 협력해 향후 3년간 우리나라
창업정책 방향과 전략을 담은 최초의 종합계획 수립

세계 최고 창업국가를

- (추진 배경) 최근 민간 노력으로 도래한 제2벤처붐과 창업열
기를 미래 경제 혁신과 일자리 창출 원동력으로 삼기 위해
혁신 스타트업 역할이 매우 중요

위한 창업정책 청사진
발표

- (추진 과제)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혁신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총 6개 전략 제시

(중소기업벤처기업부 /
2021.8.4.)

- ①혁신･신산업분야 창업 활성화 ②협력과 상생 기반 혁신창업
육성 ③지역기반 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 ④교류 및 기술창업
저변 확대 ⑤창업정책 총괄･관리 강화 ⑥창업 친화적 제도 기반
마련
- 정부도 현장 스타트업과 소통하고 다양한 창업지원기관과 협력해
우리나라를 세계 최고의 혁신 창업국가로 만들어나갈 계획
○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1･2차 정시 출자사업을 통해 총
약 1조 8,627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중에 있으며, 이번
2차 추경을 통해 역대 최대의 벤처투자 열기를 이어갈 계획

모태펀드 추경 등
2,700억원 출자,
벤처펀드 6,100억원
조성
(중소벤처기업부 /
2021.7.29.)

- 모태펀드 4차 정시 출자사업을 통해 총 2,700억원을 출자해
청년창업펀드, 스케일업펀드, 지역뉴딜벤처펀드, 글로벌
펀드 등총 약 6,1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
- 모태펀드의 700억원을 활용해 해외 우수 벤처캐피탈이
국내 중소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도록 하는 ‘해외 벤처캐피탈
(VC) 글로벌펀드’도 추가 조성할 예정
- 중기부는 올해 상반기에 모태펀드 750억원을 출자해 9,000억원
규모 이상의 글로벌펀드를 최종 선정했으며, 이번 출자를 통해
한국기업의 해외진출과 글로벌 유니콘기업으로의 성장에 더욱
힘을 보탤 예정
- 글로벌펀드는 우아한형제들, 컬리, 직방 등 국내 유수 스타트업
들의 후속 투자 유치를 지원해 유니콘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제공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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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제목
(발간처 / 발간일)

2021년 제1차
‘창업지원정책협의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 /
2021.7.29.)

주요내용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정책협의회’에서는 창업지원 3
개년(2021~2023) 계획 등 정책관련 사항을 관계 중앙부처
및 창업지원기관 등과 협의
- 정부의 적극적인 창업정책과 민간의 혁신 노력으로 제2벤처붐이
본격 도래한 가운데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혁신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향후 3년간(’21~’23) 창업정책 방향과 전략을 담은 계획
수립
- 중기부는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과제별 추진현황을 매월 점검･관리
할 계획임
○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그동안
인류가 기후변화라는 현상을 어떻게 인식해왔고, 대응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으며, 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노력이 무엇인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

기후위기 원인
빅데이터와 전문가
집단지성 활용해
분석, 미래전략 모색
(행정안전부 / 2021.7.27.)

-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기후변화
대책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6개 분야 13가지 미래전략
방향도 제시
- 6개 분야로는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협력 강화를 위한
선도적 역할 수행,▲기후변화 관련 정책 정비를 통한 정책의
우선순위 및 연계성 강화, ▲대중이 체감할 수 있는 기후변화
대응 문화 조성, ▲기후변화 이해관계자 역할의 명확화
및 참여형 거버넌스 구축,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투자
불확실성 최소화 및 경제발전과 온실가스 감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기반 마련 등임
○ 행정안전부는 ‘행정･공공기관 정보자원 클라우드 전환･통합
추진계획’을 7월 27일 발표하고, 올해부터 5년 동안 행정
기관과 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모든 정보시스템(10,009개)을
클라우드로 전면 전환･통합한다고 밝힘

2025년까지 모든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 현재,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약 83%가 기관별로
운영 중이며, 대부분 운영 규모가 작아 설비가 미흡하고
전담 인력도 부족하여 보안에 취약한 상황이다.

클라우드로 전환

- 행안부는 전문성 있는 공공･민간 클라우드센터 이용을 통해
보안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고 기술력도 높여나갈 계획임

(행안부 / 2021.7.27.)

- 아울러, 급변하는 디지털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공공부문 클라우드 전환 시 공공 업무시스템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SaaS)를 우선 활용
63

분류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 해양수산부는 7월 26일(월) 열린 평택항 탄소중립항만 비전
선포 행사(비대면 온라인)에서 평택 당진항을 2040년까지
탄소중립 항만으로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 체결
- 해양수산부는 국가항만인 평택 당진 항을 수소 기반 탄소중립
항만으로 육성하고자 정부, 지자체, 공공기업, 민간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

항만 에너지 소비,
수소 기반으로
전환한다
(해양수산부 / 2021.7.26.)

- 첫 번째 업무협약 체결 대상인 평택 당진항은 부산, 광양,
울산, 인천항에 이어 국내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양의 화물*을
처리하고 있으며, 자동차의 경우 2020년 기준으로 국내
최대 규모인 126만 대를 처리하는 등 국내 주요 수출입
거점 항만으로서 역할을 함
-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 수소기반 탄소중립
항만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부터 ▲ 평택 당진항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 ▲ 항만 수소차량 확대 보급 및 실증사업
추진 ▲ 그린수소 수입 계획 수립 ▲ 수소선박 및 항만
수소설비 실증사업 추진 ▲ 수소 관련 인력 양성 등을 위해
협력해 나갈 계획임
○ 정부가 ‘인공혈액’을 생산하기 위해 관련 연구개발 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함

인공혈액 생산기술
확보
집중지원…2030년대
중반 실용화 추진
(보건복지부 / 2021.7.29.)

- 인공혈액 기술은 실험실에서 줄기세포 등을 이용해 혈액의
구성 성분인 적혈구와 혈소판 등을 만드는 것으로, 현재
기초연구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연구 성과가 임상 연구로
이어져 실제 쓰일 수 있도록 관련 연구를 지원
- 정부는 2023∼2027년 1단계로 다부처 공동사업을 통해
임상용 인공혈액 생산 기술을 확보하고 2단계로 2027년
부터 임상연구･시험을 지원해 3단계로 2032년부터는 수혈용
인공혈액 대량생산 기술 확보 사업을 마련할 방침
- 보건복지부는 29일 열린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인 담긴 ‘첨단 재생의료 기반기술을 활용한
인공혈액 개발 R&D 및 생산역량 확보 방안’을 발표

무인 농업시대 성큼,
‘자율주행 트랙터’
나온다
(농촌진흥청 / 202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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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영상인식 기반 트랙터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농기계 업체와 함께 고정밀 측위시스템
(RTK-GPS)을 활용해 주행 기술을 고도화하는 등 자율주행
트랙터 산업화 기반 마련
-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고가의 위성 항법 시스템(GNSS)을
대체할 인공지능 기반 영상인식 트랙터 자율주행 기술

분류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 이 기술은 경운할 때 생기는 흙 부수기(쇄토) 작업 여부를
트랙터 앞에 장착한 카메라로 찍어 심층학습(딥러닝) 기술로
분석해 경운된 구간과 그렇지 않은 구간 경계를 검출한
후, 미리 정해진 주행 기준선과 비교해 발생한 오차만큼
트랙터를 조향 제어하는 기술
- 또한 농기계 업체와 함께 고정밀 측위시스템을 활용해 설정
경로에 따라 직진 주행과 선회를 할 수 있는 트랙터 자율주행
고도화 기술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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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1

주요 통계

과학 기술

｢※ 미국, 2019 회계연도 대학에 대한 정부의 과학 공학 지원 분서｣ 주요 내용
국립과학공학통계센터(NCSES)는 2019 회계연도 미국 내 대학 기관의 과학 공학 활동에 대한 연방 기관의
연방 의무 지출(federal obligations)의 분포 현황을 분석*(’21.7)
* Growth in Federal S&E Support to HBCUs Continues to Lag Behind Increases to All
Institutions in FY 2019

2019 회계연도 대학 기관의 과학 공학 활동에 대한 연방 기관의 의무 지출은
총 381억 달러(약 43조 9,000억 원)로 집계
- 명목 달러를 기준으로 2018 회계연도보다 8% 높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
- 전년보다 6% 증가하였으며, 미국 경제회복 및 재투자법(ARRA)으로 연방
기관이 많은 예산 확대를 경험하였던 2009 회계연도보다 10% 낮음
< 대학의 과학 공학 활동에 대한 연방 의무 지출, FY2001-FY2019 >

총 12개 연방 정부 부처와 8개 독립 기관을 통해 제공되었으며, 전체 중 97%가
보건복지부(HHS), 국립과학재단(NSF), 국방부(DOD), 에너지부(DOE), 농무부
(USDA), 항공우주국(NASA) 등 6대 연방 기관에 의해 제공
- 보건복지부(HHS)의 의무 지출이 226억 달러(약 26조 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국립과학재단(NSF)은 61억 달러(약 7조 원), 국방부(DOD)는 47억 달러(약
5조 4,000억 원)로 그 뒤를 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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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 기관별 대학의 과학 공학 활동에 대한 연방 의무 지출 비중, 2019 회계연도 >

대학 중 의무 지출액 기준 상위 20대 기관은 총 137억 달러(약 15조 8,000억 원)의
의무 지출을 기록해 전체의 36%를 차지
- 상위 20대 대학에 제공된 137억 달러 중 95%는 R&D에 사용되었으며, 4%가
장학금과 훈련 지원금(FTTGs)에 제공되었고, 나머지 R&D 플랜트, 시설, 일반
지원, 기타 등의 부문에는 1% 미만이 배정
- 나머지 대학의 경우 R&D에 전체 의무 지출 중 91%가, 장학금과 훈련 지원금
(FTTGs)에 5%, R&D 플랜트에 2%, 기타 R&D 활동에 2%가 분포
< 상위 20대 대학교 연방 의무 지출 내역, 2019 회계연도 >
대학명
전체 대학 기관
존스홉킨스대학교
워싱턴대학교
미시건대학교
UCSF
UCSD
컬럼비아대학교
펜실베이니아대학교
듀크대학교
스탠퍼드대학교
조지아공과대학교
피츠버그대학교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 채플힐
UCLA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학교
콜로라도대학교 볼더캠퍼스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교
예일대학교
하버드대학교
노스웨스턴대학교
미네소타대학교
기타 대학 기관

전체

R&D

38,085 35,125
1,892 1,856
899
727
787
746
718
675
709
680
687
653
658
625
644
629
633
613
630
620
617
582
586
536
573
555
565
535
550
512
548
520
548
531
507
486
494
471
467
427
24,372 22,148

R&D
플랜트
594
3
1
7
0
9
0
1
1
0
0
1
16
0
8
3
0
0
1
1
3
537

시설
6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6

장학금 및 훈련 일반
지원금
지원
1,803
96
30
1
167
0
27
3
40
3
19
1
27
1
30
1
13
1
19
2
7
0
31
0
31
0
18
0
17
4
35
0
14
3
16
1
19
1
15
2
25
0
1,203
72

기타
활동
461
2
5
4
0
0
5
0
0
0
3
3
3
0
0
0
11
0
0
6
12
406

출처: 국립과학공학통계센터(2021.7.15)
https://ncses.nsf.gov/pubs/nsf2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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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CT

주요 ICT 품목별 수출 규모
(단위: 백만 달러, %)
p

2021년

2020년

구 분
금액

증가율 비중

정보통신방송기기
183,509
3.8 100.0
ㅇ전자부품
131,075
3.4 71.4
ㅇ컴퓨터 및 주변기기
13,907
53.0
7.6
ㅇ통신 및 방송기기
13,677
-5.3
7.5
ㅇ영상 및 음향기기
2,627 -40.8
1.4
ㅇ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22,222
0.5 12.1
- 가정용 전기기기
4,197
16.5
2.3
- 사무용 기기
341
3.9
0.2
- 의료용 기기
2,041
-4.3
1.1
- 전기 장비
10,435
-0.8
5.7
⦁일차전지 및 축전지
7,614
1.0
4.1
주) P : Preliminary(잠정치)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7.

6월 당월
금액
증가율

1~6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19,301
14,138
1,488
1,099
208
2,367
480
49
228
1,093
823

103,040
73,865
7,310
7,776
1,177
12,911
2,658
212
1,212
5,912
4,363

100.0
71.7
7.1
7.5
1.1
12.5
2.6
0.2
1.2
5.7
4.2

29.1
32.9
18.1
2.4
-15.6
37.2
44.7
80.2
34.9
38.1
39.1

21.5
22.0
6.2
29.8
-10.4
27.9
55.9
14.6
28.9
22.0
23.6

주요 ICT 품목별 생산 규모
(단위: 억 원, %)

구

분
금액

정보통신방송기기

2021년

2020년p
증가율

p

비중

5월 당월
금액
증가율

1~5월 누적p
금액
증가율 비중

3,320,840

2.9

69.3

298,576

13.5

1,430,278

7.1

69.3

2,046,771

2.4

42.7

182,741

14.5

878,663

8.1

42.6

ㅇ컴퓨터 및 주변기기

149,785

44.4

3.1

14,055

5.4

64,076

1.6

3.1

ㅇ통신 및 방송기기

374,177

2.1

7.8

30,978

0.6

151,720

-3.5

7.4

ㅇ영상 및 음향기기

83,124

-5.5

1.7

7,183

1.3

34,421

-3.5

1.7

666,983

-0.4

13.9

63,618

21.9

301,399

13.0

14.6

ㅇ전자부품

ㅇ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정보통신방송서비스

808,327

3.4

16.9

72,088

7.4

353,904

6.5

17.2

ㅇ통신서비스

370,695

1.7

7.7

30,859

0.1

155,200

1.1

7.5

ㅇ방송서비스

196,387

2.9

4.1

17,343

4.1

85,782

3.7

4.2

ㅇ정보서비스

241,245

6.7

5.0

23,886

21.9

112,922

17.5

5.5

664,477

7.2

13.9

56,453

9.2

278,974

11.4

13.5

SW
ㅇ패키지SW

131,326

7.7

2.7

11,382

16.8

54,562

12.4

2.6

ㅇ게임SW

141,106

17.2

2.9

11,560

-4.5

58,628

1.3

2.8

ㅇIT서비스

392,045

3.9

8.2

33,510

12.2

165,785

15.1

8.0

ICT 전체
4,793,643
3.6
주) P : Preliminary(잠정치)
※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KAIT･KEA, 2021.8

100.0

427,116

11.9

2,063,157

7.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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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 ICT 정책･기술 동향

과학기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전략과

ICT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과

Tel：(044) 202-6735

Tel：(044) 202-6222

E-mail：ghgh0244@korea.kr

E-mail：kimhs5023@korea.kr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과학기술정책센터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산업분석팀

Tel：(043) 750-2367

Tel：(042) 612-8241

E-mail：jshong@kistep.re.kr

E-mail：lee@iit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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