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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의 사이버보안 정책 동향: 입법규제를 중심으로1)

개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보안 이슈가 국가 대응 의제로 부상하면서, △데이터의
국가 간 이동 △ 개인정보 보호 등이 주요 이슈로 등장하면서 주요국들은 관련
입법을 정비
EU는 2018년 회원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도입하여 데이터의 국가 간 이동 및 개인정보의 보호기반을 마련
- 2019년에는 EU 사이버보안법(European Cybersecurity Act)을 발표하여,
디지털 단일시장을 구축을 통해 회원국의 권리를 보호
미국은 2015년 사이버보안법(Cybersecurity Act of 2015)을 발표하고, 2020년
에는 동맹국을 중심으로 클린 네트워크 프로그램(Clean Network Program;
CNP*)을 추진
- CNP는 5G 통신망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apps), 해저 케이블, 클라우드
컴퓨터 등 미국이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한 중국 기업 제품을 배제하는 정책
* CNP는 데이터 프라이버시(data privacy), 안보(security), 인권(human rights)을 보장

중국 역시 사이버공간 침해에 대한 예방 및 대응뿐 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을
보호할 수 있는 법 제도를 정비하기 시작
그동안 중국은 2017년 발표된 ‘사이버보안법’을 통해 사이버 보안 관련 주요
이슈에 대응
- ‘사이버보안법’에서는 △ 사이버보안 표준체계 구축 △ 사이버공간운영 안정
△ 핵심 정보 기반시설 보호 △ 온라인 실명제 △ 개인정보 보호 △ 사이버공간의
정부 통제 강화2)에 대해 규정
최근 중국 정부는 주요국의 디지털 통상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통해
데이터 국외 이전 및 역외적용에 관한 명확한 관리체계를 구축
- ‘사이버 보안법’은 중요 정보 핵심 기반시설 관련 개인정보 및 중요한 데이터의
중국 현지 서버 저장을 의무화(사이버보안법 제37조)
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민숙 전문연구원(mspark@kiep.go.kr), 이효진 전문연구원( hyojinlee@kiep.go.kr)
2) 박민숙, 이효진(2020), 「중국의 사이버보안 정책 연구」, 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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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보안법’은 중국 내에서 수집 및 생성한 중요 데이터의 역외 이전 제한을
명시(데이터보안법 제25조)
-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조건을 충족 시 개인정보의 이전을
허가하며 역외 개인정보를 보호(개인정보보호법 제38조)
중국은 디지털 거버넌스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사이버보안 관련 입법규제와 관련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
현재 중국의 디지털 거버넌스 핵심은 데이터의 활용 및 관리이며, 이를 위해
△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인프라 건설 △ 핵심정보 인프라 및 데이터 보호
△ 빅데이터를 통한 통제 및 감시를 추진 중
또한 중국은 사이버 보안 법체계를 갖추기 위해 ‘사이버보안법’을 시작으로,
사이버보안, 데이터보안,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제도적 보장이 가능한 법적
토대가 되는 관련 법령을 제정하여 시행을 준비 중
- ‘데이터보안법’(’21.9)과 ‘개인정보보호법’(’21.11)을 통해 시장질서를 확립
하고 유형별 데이터 제도를 통해 사이버 안전과 국내 디지털 산업의 발전
기반을 마련
중국 정부가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디지털 분야 입법규제 움직임은 대내외 환경변화에 기인
(대내적 요인) 정보와 데이터가 새로운 형태의 전략적 자원으로 부상함에 따라
디지털 경제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법률 및 지침의 필요성 대두3)
- 데이터 분야 관련 단일법률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었으며, 첨단 산업발전에
따른 데이터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데이터 보호의 중요성도 증대
※ 중국은 정부 주도하에 각종 정책의 시행을 통해 빅데이터 산업을 육성해 오고 있으며,
2014년 발표된 “빅데이터산업 발전규획”에서 보안 역량강화를 통해 데이터 거래 및
데이터 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4)

3) 빅데이터 소유 및 이용은 인공지능 개발에 관건임. 따라서 데이터의 집중도와 다양성은 인공지능
기술개발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 이에 주요국은 데이터의 활발한 거래를 통한 첨단산업의 발전을
위해 제도를 시행하여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음. 한편 중국은 데이터 거래를 위한 가이드
라인이 부재하고 데이터 산업을 증진시킬 법적장치가 부족한 상황임.
4) 2014년 9월 중국 국무원은 “빅데이터 발전 로드맵(促进大数据发展行动纲要)”에서 데이터 강국을 목표로
제시하고 빅데이터의 효율적인 개발 및 활용을 통해 첨단산업, 지능형 산업, 신흥산업 발전의 새로운
생태계 육성을 5대 목표로 제시하고 데이터의 공유 및 개방을 재차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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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빅데이터 규모 현황>

<중국 정부의 주요 데이터 정책>

자료: 빅데이터산업생태연맹(大数据产业生态联盟(2020)), p.20 자료원: http://www.cac.gov.cn 참고 저자작성

- 또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급성장한 빅테크 기업에 대한 데이터 보안 규제의
필요성 대두
※ 2021년 8월 23일 중국 정부는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알리
클라우드에서 과거(2019년 11월) 사용자 등록정보를 제3자 협력업체에 유출한 사례를
적발하고, 사이버 보안법 제42조에 근거하여 시정 명령조치를 시행5)

(대외적 요인) 최근 미국의 대중 첨단기술 기업에 대한 규제가 전 방위적으로
확대되면서 ∆데이터 국지화 ∆소스코드 공개 ∆기술 이전 강요 등 사이버
보안 관련 이슈가 부각
- 미국은 기술 안보를 내세워 중국 첨단기업의 수출입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무역 활성화에 장애 요소인 데이터 국지화를 반대
※ 2019년 6월 G20 정상회의에서 ‘오사카 트랙’이 제안, 일본･미국 등을 포함한 선진국은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신뢰있는 데이터의 자유 이동)에 대해 동의

- 반면 중국은 ‘데이터 주권론’으로 자국 데이터 관련 산업의 육성과 국내 정치적
안정을 위해 ‘초국적 데이터 이동’을 반대하며 미국과 경합6)
※ 2013년 스노든이 미 정보당국의 전 세계 감청활동을 폭로7)한 것을 계기로 중국, 러시아 등
일부 국가에서 국민의 국가안보와 국익보호를 위해 데이터 국지화(Data Localization)를 시행
5) 新浪财经(2021) 「阿里云回应“用户注册信息泄露”事件：对违规行为严肃处理 积极整改人员管理不足」
https://baijiahao.baidu.com/s?id=1708868495476219878&wfr=spider&for=pc
6) 데이터의 해외이전에 대한 제한은 주요국별로 상이함. 중국, 러시아, 베트남 등은 국가 내 데이터가
저장되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요구함으로써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에 반해 미국, 일본 등은
사실상 데이터 현지화 의무가 없음. EU의 경우도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을 법령으로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데이터 현지화를 준수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는 국외 이전할 수 없는 정보의 종류를 지정하거나
정보의 국외이전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요함으로써 부분적으로 제한하고 있음. “DATA LOCALIZATION:
A CHALLENGE TO GLOBAL COMMERCE AND THE FREE FLOW OF INFORMATION”,
Sep.2015, p.5
7) 미 국가안보국(NSA)에서 근무한 에드워드 스노든(Edward Joseph Snowden)이 2013년 6월 NSA의
무차별 개인정보 수집 등의 내용을 담은 기밀문서를 폭로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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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고에서는 최근 중국의 사이버 보안전략을 살펴보고, 중국의 데이터 보안 관련
입법규제 동향에 대해 살펴볼 예정
중국은 데이터 이용 환경 개선과 데이터 보안 관련 법제화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하고 국제규칙 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수호
- 시진핑 정부 이후 새롭게 등장한 사이버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 ‘데이터 보안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통해 중국의 데이터보안 관련 입법규제 동향을
분석

2

중국의 사이버보안 전략

시진핑 정부의 사이버 보안전략은 기존 사이버보안 정책을 재정비하고, 담당부처를
일원화하는 등 효율적인 정책 시행을 위한 환경 조성과 국제규범 준수를 위한
관련 입법 및 제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변화
중국 사이버보안의 개념은 사실상 정보통제의 개념으로 시진핑 정부에서 새롭게
사이버 공간을 정의
그동안 중국은 ‘총체적 국가 안전관(2013)’을 통해 사이버 공간을 국가 주권의
영향력 범위로 확대했으며, ‘국가 사이버공간 보안전략(2016)’을 통해 사이버
공간을 전면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정책을 시행
‘총체적 국가 안전관’에서는 국가 안보 영역을 비전통적인 안보 범위까지 포괄8)
했으며, ‘국가 사이버공간 보안전략’을 통해 사이버 보안을 관리
- ‘국가 사이버공간보안전략’에서는 최초로 사이버 보안을 전면에 내세웠으며,
사이버 보안을 4대 원칙과 9대 임무를 통해 국가 차원에서 관리
※ 4대 원칙: ①사이버 공간 주권 존중 ②사이버 공간의 평화 수호 ③법에 따른 사이버
공간 관리 ④사이버 공간 보안 및 발전
※ 9대 임무: ①사이버 공간 주권 수호 ②국가 안전 보장 ③핵심정보인프라 보호 ④건
전한 사이버 문화 형성 ⑤사이버 테러 및 위법 행위 엄벌 ⑥사이버 공간 관리 체계
보완 ⑦사이버 보안 강화 ⑧사이버 공간 방어 능력제고 ⑨사이버 공간 국제협력 강화

또한 사이버보안 전략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최고 결정기구에서 실무부서로
정책이 전달되는 이원구조를 구축
최고 정책결정기구인 ‘중앙 인터넷 안전 및 정보화 영도소조’가 실무부서인
‘국가 사이버보안 사무소’에 정부 지침을 전달하면 각 부처가 이행하는 구조
8) 중국의 정치적 특성상 국가안전관은 한국의 국가 안보관과 동일한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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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사이버보안 사무소’는 2011년 설립되었으며 중국 정부의 사이버 공간
관련 정책 수립 및 법제화를 추진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
< 중국 사이버 보안 추진부서 >

자료: 중국 국가 사이버보안 사무소, http://www.cac.gov.cn 참고 저자 작성

동시에 2014년부터 ‘세계 인터넷 컨퍼런스’(World Internet Conference)를
개최하며 글로벌 사이버 거버넌스에 적극적으로 참여
2017년 3월 시진핑 주석은 사이버 공간에 대한 최초의 대외 전략인 ‘사이버공간
국제협력 전략’을 발표9)하여 사이버 공간의 주권을 강조하고, 향후 관리와
사이버 기술의 표준화를 통해 사이버 거버넌스를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
- 중국 정부는 표준수용자에서 표준제정자가 되기 위한 ‘중국표준 2035’전략10)을
발표, 5G, AI분야 국제표준을 선점하기 위해 준비 중
※ 중국 정부는 2018년 3월 ‘중국제조 2025’의 2단계 종료 시점인 2035년까지 중국 내
첨단산업의 기술표준을 국제표준으로 만들겠다는 ‘중국표준 2035’ 전략의 시행을 발표

한편 미국의 첨단기술 기업에 대한 대중국 기업 제재에 대해 중국정부는 직접
조치 대신 데이터 보안정책 발표 및 관련 법규의 제정으로 간접 대응
미국의 대중 첨단기업 제재가 사이버보안 분야로 확대되면서, 중국 기업에
대한 영업제한 조치가 수시로 발동
9) 기본 원칙은 △평화 공존 △주권 수호 △다자 관리 △보편적 이용으로 유엔헌장 취지와 원칙을 준수
하여 사이버 공간의 평화와 안전 확보, 주권평등, 사이버 패권 장악 지양, 내정불가침, 규범 공동
제정, 다자관리 등을 통해 유엔과 국제 사회가 2030년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의
사회를 건설
10) 2020년 1월에는 ‘국가표준화발전전략연구’(National Standardization Development Strategy
Research) 프로그램을 시작하였으며, 2020년 3월에는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5G, 인공지능(AI) 분야 표준 개발에 중점을 둔 ‘2020년 국가표준화 작업의 주요 내용’을 발표함.
国家标准化管理委员会关于印发《2020年全国标准化工作要点》的通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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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례로 2020년 8월 미국은 자국민의 개인정보가 중국 공산당에게 유출되는
것을 우려하여, 국가안보를 근거로 중국의 메신저 ‘위챗’과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사용 금지 및 미국 내 영업제한 조치를 발표
- 이에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 대응조치(‘수출 금지･제한 기술목록’)를
발표하여, 자국 기업을 간접적으로 보호11)
※ 2020년 8월 12년 만에 「수출 금지･제한 기술목록(中国禁止出口限制出口技术目录)」을
조정하여 발표, 향후 기술의 해외이전 시 중국 당국의 승인을 의무화

또한 ‘글로벌 데이터 안보 이니셔티브(全球数据安全倡议)’12)통해 미국의 클린
네트워크 프로그램(Clean Network Program; CNP)13)에 대응하는 데이터
보안 강화 정책을 발표
< 중국의 글로벌 데이터 안보 이니셔티브 >
⦁데이터 안전 처리에 있어 객관적인 보안문제 검토, 개방･안전･안정의 글로벌 공급망 유지
⦁정보기술을 이용한 타국의 중요 인프라 파괴, 중요 데이터의 절취 및 국가안보 와 공익을 위협하는
행위 반대
⦁개인 정보 침해 금지
- 정보기술을 이용한 타국에 대한 대규모 감시, 불법적인 타 국민의 개인정보 수입 금지
⦁기업이 현지 법률 존중 요구
- 본국 기업이 해외 생산 및 취득한 데이터의 본국 내 저장 요구 금지
⦁타국의 주권･사법관할권과 데이터에 대한 권리 존중
- 필요시 법적 효력이 있는 다자간, 양자 간 합의를 통해 데이터 획득(기업이나 개인을 통한 데이터
획득 금지)
⦁IT제품과 서비스 공급기업은 상품과 서비스에 백도어(back door) 설치 금지, 불법적으로 사용자의 데이터를
획득 금지
⦁IT사업자는 강제적으로 이용자의 시스템 업그레이드 또는 업데이트 요구 금지

뿐만 아니라 데이터 관련 정책 및 관련 제도를 꾸준히 제정하여 시행하거나
시행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
11) 새롭게 조정된 목록에서 ‘기술 수출’은 특허권 양도, 특허 출원권 양도, 특허 실시 허가, 영업 비밀
(技术秘密) 양도, 기타 방식에 의한 기술 이전 등을 포함함. ‘목록’ 중 수출 제한 항목에는 △ 유전자
공학 △ 3D 프린팅 △ 항공 ･ 우주 △ 드론 △ 정보 보안 ･ 암호 △ 인공지능 등과 관련된 첨단
기술이 새롭게 추가됨. 자세한 내용은 박민숙, 김영선(2020), “중국 「수출 금지･제한 기술목록」
조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참고
12)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2020), 「全球数据安全倡议」 https://www.fmprc.gov.cn/web/wjbzhd/t18
12949.shtml
13) CNP는 중국 통신장비 및 인터넷 기업 규제 정책임. CNP는 데이터 프라이버시(data privacy),
안보(security), 인권(human rights)에 대한 침해 행위로부터 자유로운 세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중요한 데이터와 네트워크의 안전을 지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The Clean Network, https://www.state.gov/the-clean-network/
6

< 최근 데이터 관련 입법 제도 추진동향 >
일자

법규

주요내용

’17.04

⦁네트워크 운영자가 중국 역내에서 수집 및 생성된
개인정보 및 중요 데이터
개인정보 및 중요 데이터는 중국 역내에 저장
역외 전송 안전평가 방법
⦁역외 전송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본 방법의
(의견수렴안)14)
규정에 따라 안전평가를 실시

’17.08

정보안전기술
데이터 역외 전송
안전평가 지침
(의견수렴안)15)

⦁개인정보 및 중요 데이터의 역외 전송 시 실시하는
안전평가의 프로세스, 평가 항목 및 방법을 명시
⦁네트워크 운영자가 개인정보 및 중요 데이터 역외
전송 자체 안전 평가 실시하는 경우, 국가네트워크
정보부문 및 산업 주관기관이 외부 안전평가를 실시
하는 경우에 적용

’19.05

데이터 안전관리 방법
(의견수렴안)16)

⦁중요 데이터 및 개인정보의 안전 이행을 위한 법률
⦁데이터의 수집, 저장, 전송, 처리, 사용, 안전관리 및
감독 등 단계에서 네트워크 운영자의 의무를 규정
⦁개인정보, 민감정보 및 중요 데이터에 대한 관리
방법을 제시
⦁미성년자의 개인정보 관리, 개인정보 제 3자 제공
시의 준수 사항을 포함

’20.07

데이터보안법

⦁첫 심의(제13차 중국 전인대 (전국인민대표대회,
입법의 최고기관) 의 20차 회의)

’21.06

데이터보안법

⦁2021년 9월 발효

’12.12

인터넷
정보보호강화에
관한 결정

⦁전자정보 보호 및 불법행위 금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한, 수집한 개인정보 안전 조치 등

’13.09

통신 및
인터넷 이용자
개인정보보호규정 17)

⦁개인정보는 통신 서비스 사업자 또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제공 중 수집한 사용자의 이름, 생일,
신분증 번호, 주소, 전화번호, 계정번호, 비밀번호
등 단독 또는 결합 시 특정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또는 사용자의 서비스 사용 시간, 위치 등의
정보로 정의
⦁통신 서비스 사업자 또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사용 정책을 수립하고 영업장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함. 또한 사용자에게 개인정보
사용 목적, 방식, 범위 등을 알려야 하고 불법 또는
정책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사용할 수
없음

’17.04

개인정보 및 중요 데이터
역외 전송 안전평가 방법
(의견수렴안)18)

⦁본 방법은 개인정보 역외 전송 안전평가 실시에
필요한 절차, 서류, 평가 항목을 제시하고, 네트워크
운영자 및 역외의 개인정보 수신자 의무와 책임
등을 규정

사이버보안법

⦁외국기업에 대한 데이터 중국내 저장 의무화, 개인
정보 수집･제한 및 유출판매 규제, 네트워크 제품
및 서비스 보안심사 의무 등

데이터
이동

개인정보보호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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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법규

주요내용

⦁프라이버시 정책, App 개인정보 수집 및 사용, App
앱(App)
’19.03
위법 수집사용
운영자의 사용자 권한 보장 행위의 대분류 하에 총
32개 항목이 포함.
개인정보 자가평가 지침19)

’19.04

인터넷 개인정보
안전보호 지침20)

⦁인터넷 상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 메커니즘,
보안 기술 조치 및 업무 프로세스를 제시
⦁인터넷 서비스 제공 기업 및 기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진행하는 조직 및 개인에 적용

’19.06

정보안전기술
개인정보
안전규범
(의견수렴안)21)

⦁개인정보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수집, 저장, 사용, 위탁, 공유, 양도, 공개 등 개인
정보 취급 및 처리 전체 과정에서 준수해야하는 원칙
및 안전 요구, 적용 방식을 제시

’19.06

개인정보
역외 전송
안전평가 방법
(의견수렴안)22)

⦁2017년 4월 11일 발표된 <개인정보 및 중요 데이터
역외 전송 안전평가 방법(의견수렴안)>의 개정판
⦁네트워크 운영자가 중국 경내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역외로 전송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안전평가를 받아야 함.
⦁해당 개인정보를 역외로 전송 시 국가안전, 공공
이익에 영향이 있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심사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개인정보 역외
전송이 불가능

’19.10

어린이
개인정보
인터넷 보호
규정23)

⦁만 14 세 이하 미성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제정
⦁중국 국내에서 인터넷을 통해 만 14세 이하의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저장, 사용, 전달, 공개 등에 본 규정이
적용

’20.10

정보안전기술
개인정보
안전규범24)

⦁개인정보의 수집･저장･사용･공유,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수집･남용･유출을 방지하고 개인정보 관련 모든 단계의
표준을 제시

’21.8

개인정보보호법

⦁2021년 11월 발효 예정

14) 个人信息和重要数据出境安全评估办法（征求意见稿）
15) 信息安全技术 数据出境安全评估指南（征求意见稿）
16) 数据安全管理办法（征求意见稿）
17) 电信和互联网用户个人信息保护规定
18) 个人信息出境安全评估办法（征求意见稿）
19) App违法违规收集使用个人信息自评估指南
20) 互联网个人信息安全保护指南
21) 信息安全技术 个人信息安全规范（征求意见稿）
22) 个人信息出境安全评估办法（征求意见稿）
23) 儿童个人信息网络保护规定
24) 信息安全技术个人信息安全规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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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국정부는 국제규칙 제정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RCEP)’*
협정을 참고하여 사이버 보안체계 완성을 위한 데이터 보안 관련 법률을 제정
*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는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이 속한 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한 총 15개국의
역내 무역자유화를 위한 협정(2020년 11월 15일 정식 서명)

특히 글로벌 이슈로 부상한 데이터 국가 간 이동이 디지털 통상에 주요한
이슈로 제시되면서 국가 간 데이터 이동과 개인정보에 관한 정책을 보완
- ‘국경간 데이터 이동보장’,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의무 관련 조항은 RCEP
협정을 준용하여 재정비
< 중국의 데이터보안 관련 법률과 RCEP 협정 비교 >
구분
개인정보 보호
국경간
데이터
이동 보장

중국의 법률

⦁개인정보보호법(2021.11)에 따라 보호

RCEP협정

⦁의무 규정(제12.7조, 12.8조)

⦁(데이터 보안법) 중국 내에서 수집 및 ⦁제한 가능
생성한 중요 데이터의 역외 이전 제한 ⦁회원국은 전자적 정보안전 관련 규제
(제24조, 제31조)
요구가 가능함. 특정 상업 목적을 위한
⦁체결 또는 가입한 국제 조약 및 협정에 국경 간 정보이전을 금지할 수 없음.
따라 데이터 제공(제11조)
(제 12 .15조)

자료: RCEP 협정문, 중국 개인정보보호법, 중국 데이터보안법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빅테크 기업이 성장하면서 데이터 보안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체계적 관리감독 및 보호 필요성에 따라 ‘데이터 보안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정
※ 기존 사이버 보안법에서 다루었던 데이터 국지화,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 데이터 보안법
(제 25조)과 개인 정보보호법(제 38조)에서 구체적으로 규정

한편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 48조)에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시 필요 요건을 명시
- 한국의 경우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시 △개인정보호 보호를 위한 안정성 확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조치 등 준수
※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안점은 개인보호 보호 차원에서의 개인정보 범위 규범화와
익명 및 가명 정보 처리

9

3

최근 중국의 데이터보안 입법 규제

인터넷 보급과 정보통신의 발달로 디지털 경제에 진입하면서 데이터보안과 개인
정보가 새로운 권리로 인정되기 시작하면서 주요국들은 이미 관련 사안을 보호할
수 있는 단일법률을 제정하여 시행 중
중국은 2015년 ‘국가 안전법’을 통해 국가안보의 영역을 전통적 안보 영역에서
사이버 영역으로 확장한 이후 ‘사이버보안법’에서 사이버 영역의 안보를 구체화
2017년부터 시행된 ‘사이버보안법’에서는 사이버보안과 네트워크 운영자의
안전보호 의무를 규제
- 사이버 보안법에서는 네트워크 안전과 정보보안에 대해 규제하고 있으나,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데이터 보안 관련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 보호
규정이 미흡
사이버 보안 법체계를 갖추기 위해 ‘사이버보안법’(’17.6)25)을 시작으로, 사이버보안,
데이터보안,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제도적 보장이 가능한 법제도 마련을 준비
중국정부는 자국 내 데이터보안 정책의 필요성과 함께 주요국과 데이터 안보
관련 갈등 해결을 위해 ‘데이터보안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추진26)
- 데이터의 효과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데이터 보안법’을 제정하여 시행(’21.9)
- 형법을 비롯하여 소비자보호법, 민법27)등 법률의 개별 규정에서 보호하던
개인정보를 위해 구체적이고 통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을 준비 중(’21.11)
중국의 ‘데이터보안법’28)은 △국가안보 및 이익에 관련된 데이터 이동 금지 △중국
내에서 수집 및 생성한 중요 데이터의 역외 이전 제한을 명문화
주요 내용으로는 △데이터 안전 분야 및 주관기관 지정 △데이터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수준 향상 △전자 정부 수립 추진 △법적 책임 등
25) ‘사이버보안법’은 일부 데이터 보안 조항을 유보하고 2017년 6월부터 시행되었으나 2019년 1월부터는
전면 시행되고 있음.
26) 한국에는 이와 상응하는 법률은 없으나 전자정부법과 데이터 3법에서 각 분야의 데이터 안전에 대
해서 다루고 있음.
27) 2021년부터 시행된 민법전 제 4편 제 6장에서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보호’에서 기본적인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내용을 명시
28) 「中华人民共和国数据安全法」, http://www.npc.gov.cn/npc/c30834/202106/7c9af12f51334a73b
56d7938f99a788a.shtml를 이용하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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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안과 비교시 최종안에서는 △교통 부문 데이터 관리 추가 △중요 데이터에
대한 보안 의무 강화 △위법 행위에 대한 과징금 대폭 인상 등이 추가되면서
데이터 관리를 강화
< 중국의 ‘데이터 보안법’의 주요내용 >
구분

제 1장 총칙

제 2장
데이터 보안 및
개발

주요 내용

관련 조항

⦁자율주행차량 보급 확대 및 차량 세대 교체에
따른 데이터 수집량 증가에 대응하여 데이터
⦁중국 내의 데이터 처리; 데이터의
보안 강화
수집, 저장, 사용, 처리, 전송, 제공
⦁산업, 통신, 교통, 금융, 천연자원, 보건, 교육
및 공개에 적용
및 과학기술 분야 데이터 관련 보안 책임
기관 지정(제 6조)
⦁데이터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수준
향상
⦁각 단계별 데이터 처리의 표준화를 통한
⦁데이터 보안 표준 제정 및 시스템
데이터 자산화(제 19조)
구축, 데이터 거래 시장 육성 및
관리
⦁국가 안보 및 이익에 관련된 데이터 이동
금지(제 25조)
⦁중국에 대한 차별적 조치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제 26조)

제 3장
데이터 보안 체계

⦁중요데이터29) 이동 제한

제 4장
데이터 보안 의무

⦁중국 내에서 수집 및 생성한 중요
데이터의 역외 이전 제한
⦁중국 내에서 수집한 데이터의 중국 내 저장
⦁체결 또는 가입한 국제 조약 및 원칙(제 31조)
협정에 따라 데이터 제공

제 5장
정부 데이터 개방

⦁전자 정부 수립 추진

제 6장
법적 책임

제 7장 부칙

⦁정부 및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 의무(제 42조)

⦁데이터 보안 의무 미이행, 국가의
주권, 안보 및 개발 이익을 위협 ⦁중요 데이터 침해는 최고 1,000만 위안(약
하는 데이터 유출, 불법적인 데이터 18억 원)의 과징금 부과되고 영업정지, 영업
거래 중개 활동, 중국 사법기관의 허가 취소 등 제재를 받는 등 과징금이 초안과
데이터 제공 요청 미이행 등에 따른 비교하여 2~10배 인상
과징금, 영업정지, 영업취소
⦁군가 기밀 관련 데이터는 중국
공산당 군사위원회에서 결정

29) 중요 데이터는 국가안보, 경제 발전 및 사회 공공의 이익과 밀접하게 관련된 데이터를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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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개인정보보호법’30)은 △ 민감정보 정의 △ 개인정보 역외적용 △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특별 의무 부여 △ 법률책임 등에 관해 규정
초안과 비교시 최종안에는 개인정보 이전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여 개인정보보호를
더욱 강화
‘개인정보보호법’은 2018년에 발효된 EU GDPR*을 참고하여 민간 기관과
공공 기관의 의무와 책임을 통합하고, 개인정보의 보호와 사용을 고려하여
중국에 적합한 방식을 채택하여 제정31)
* EU의 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은 EU
회원국 간 자유로운 개인정보 이동과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통합 규정
(2018년 5월)
< 중국의 ‘개인정보보호법’ >
구분

제 1장 총칙

제 2장
개인정보처리 규칙

주요 내용

⦁제정목적, 적용 범위, 개인정보
정의32), 개인정보 처리 방식
⦁개인정보 처리 원칙(적법성･
정당성･필요성원칙, 최소사용원칙,
공개･투명원칙, 정확성원칙, 안정성
보장)

⦁중국 국외에서 중국내 자연인의 개인정보를 처리
하는 활동이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제 3조)
(1) 중국내 자연인에게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중국내 자연인의 행위를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한 경우
(3)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기타 상황

⦁일반규칙, 민감 개인정보 처리
⦁민감정보 정의를 명문화했으며, 금융정보를
규칙, 국가기관이 개인정보 처리시
민감한 정보에 포함(제 28조)
특별규정33)

제 3장 개인정보
역외이전 규칙

⦁개인정보의 역외전송을 위해서는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제 38조)
⦁개인정보 역외 제공 요건, 개인 (1) 안전성 평가 획득
정보의 국내저장, 역외제공 불가 (2) 개인정보 보호 인증
사항 등
(3) 계약 체결 및 개인정보 처리 행위가 개인
정보 보호 표준에 부합하는 경우
(4) 이외 국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 4장 개인정보
처리 행위에 관한
개인의 권리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거절, 삭제
및 보완요청, 사용원칙 설명 요구
등

제 5장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

⦁정보보호, 관리, 정부 정기감사,
⦁온라인 플랫폼기업에게 개인정보 처리시 추가
리스크 점검, 기록보완, 누설 후
부과된 특별 의무(제58조)
조치 등

30) 「中华人民共和国个人信息保护法」, http://www.npc.gov.cn/npc/c30834/202108/a8c4e3672c74
491a80b53a172bb753fe.shtml를 이용하여 정리
31) 专家解读｜个人信息保护法的深远意义：中国与世界http://www.cac.gov.cn/2021-08/25/c_16314
9154289665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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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특히 역외 개인정보처리자의 중
국내 전문기관 설립 혹은 대표자
지정

(1) 국가 규정에 따라 개인 정보 보호 준수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하고 개인 정보 보호를 감독하기
위해 주로 외부 구성원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조직의 설치 의무가 있음.
(4) 또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 보고서를 정기적
으로 발간

제 6장 개인정보 ⦁국무원 관련 부처, 인터넷 안전과
정보화 부처
보호직무 담당 부처

⦁중국 국가사이버보안사무소(国家互联网信息办
公室, 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
에서 담당

제 7장 법률적
책임

제 8장 부칙

4

⦁위법시 처벌 및 배상 규정

⦁법률적 책임조항(제 66조)
(1) 서비스 제공 중단 또는 중단 명령
(2) 시정 거부 시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 부과
및 정보보호 책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3) 심각한 위반의 경우 5천만 위안 이하의 벌금
또는 전년도 매출의 5% 이하의 벌금 및
정보보호 책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개인
정보 처리자의 관련 업무의 정지 또는 시정을
위한 업무 정지, 해당 영업 허가 취소 등

⦁용어 정의, 본 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명기

시사점

중국 정부는 디지털 경제 발전의 기본이 되는 법률의 시행을 통해 기업이 합리적
으로 데이터를 수집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계획34)
‘데이터보안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으로 데이터 보안관련 입법규제가
강화될 것이며,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은 중국 내 빅테크 기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개인정보 처리 활동 관련 강력한 통제력과 지배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은 향후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강력한 법적 책임이 부과35)
32) 개인정보는 전자(电子) 또는 기타 방법으로 기록한 이미 식별되거나 식별가능한(已识别或者可识别)
개인과 관련된 각종 정보임.(익명 정보는 불포함) 개인정보처리에는 수집, 저장, 사용, 가공, 전송,
제공, 공개 삭제 등을 포함.(제4조)
33) 국가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에 대해 사실을 알리고 동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가기관이 법으로 정한 직무를 수행하는데 장애가 되는 경우 예외
34) 专家解读｜个人信息保护法：为数字社会治理与数字经济发展构建基本法http://www.cac.gov.cn/2021
-08/25/c_1631491548474109.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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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로 ‘개인정보호법’에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게 특별 의무를 부여함으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중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제재 수위가
한층 강화될 전망
또한 중국 내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업종에서 광범위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금융, 전자상거래, IT서비스, 교통운수 등 업종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클
것으로 판단
- 특히 중국의 ‘개인정보보호법’에는 EU와 한국과 달리 금융정보가 민감한 정보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하며, 중국에서 개인금융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이나 항공사 및 여행사, 의료기관 등은 대응 요망
중국 정부의 사이버 보안정책은 당분간 강력한 데이터 통제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관련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중국의 ‘데이터 보안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은 EU의 ‘GDPR’과 비슷한 구성으로
개인정보보호에 엄격
-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이나 중국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은 반드시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사전준비와 대응이 필요
- 우리기업은 해외기업들의 GDPR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대응안을 모색
※ 한국인터넷진흥원은 GDPR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및 위반 사례를 게시하고
자문을 제공 중
※ 대중국 진출 중소영세 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플랫폼 구축이 필요

또한 이번 중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소재지역과 무관하게 중국 내 자연인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기업에게 적용되는 법이라는 사실도 주지 필요
- 중국 내 자연인의 개인정보 처리가 중국 밖에서 진행되더라도 제품 및 서비스
제공이 목적인 경우 동 법에 적용
- 특히 개인정보의 역외 취급시 중국내 전문기관 및 대표 지정을 의무화하고
있는 점도 대비
다만 사이버보안법과 유사하게 ‘개인정보보호법’의 실제 법 집행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도 존재
- 중국 정부는 2017년 6월 사이버보안법을 전면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당시
IT 기업의 반대로(데이터 이전 관련 내용) 일부 조항은 유보한 채 시행
35) http://www.cac.gov.cn/2021-08/21/c_163114167765532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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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15개 국가가 체결한 RCEP 협정에 데이터 국지화
금지,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제한 금지 등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향후 중국이
국별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존재
- RCEP에서 컴퓨팅 설비의 지역화 요구 금지 조항은 의무규정이나,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예외적으로 면제가 가능하다고 명시하여 중국 ‘데이터보안법’을 위배
하지 않음.
- 또한 중국은 ‘데이터보안법’에서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을 제한하고 있으나
상호주의에 따른 국제협약에 근거하여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어
RCEP과 같은 협약에 따른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향후 중국 정부가 디지털 경제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데이터의 가치화, 디지털
거버넌스 구축 등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한중 양국은 정상급 회의에서
데이터 보안 관련 논의를 지속적으로 시도함으로써 협력을 모색
2020년 11월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한국은 중국의 <글로벌 데이터 안보
이니셔티브>를 적극적으로 연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36)
- 이에 정부 차원의 협의를 통해 데이터 수집 및 저장 분야에 대한 양자 간
협력안을 발굴
2021년 4월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도 중국 측은 5G·빅데이터·녹색경제·AI·
집적회로·신에너지·건강의료산업 등 분야 협력 강화를 통한 협력동반자 관계를
제안37)
한편 데이터 국지화에 따른 중국 정부의 관리·감독 및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의
심사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며 또한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을 추구하는
국가들 간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
- 미국과 일본은 데이터의 초국경 거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중국이 11월부터
시행을 준비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은 데이터의 국지화를 명문화
-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처음으로 명문화된 역외 적용 역시 강력한 입법규제로
작용 가능

36) 「王毅同韩国外长康京和举行会谈」 https://www.fmprc.gov.cn/web/wjbzhd/t1835752.shtml
37) 「王毅同韩国外长郑义溶举行会谈」 https://www.fmprc.gov.cn/web/wjbzhd/t1866751.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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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1

주요 동향(1) : 과학기술

미국, 2023 회계연도 연방 기관의 R&D 우선 과제 제시

백악관 산하 관리예산처(OMB)와 과학기술정책실(OSTP)은 2023 회계연도 R&D
예산 기획 시 연방 부처와 기관이 고려할 다기관 R&D 우선 과제 제시*(’21.8.)
* Multi-Agency Research and Development Priorities for the FY 2023 Budget

연방 부처와 기관이 2023 회계연도 R&D 예산을 관리예산처(OMB)에 제출할
때 고려하여야 할 다기관 R&D 우선 과제에 대한 개요를 제공
- 연방 부처와 기관은 2023 회계연도 예산안을 작성하면서 기관별로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R&D에 충분한 자원을 배정하는 한편,
- 하나의 기관이 대응하기 힘든 다음과 같은 주제에 대한 다기관 R&D 활동에
자원을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1) 팬데믹 대비 및 예방
- COVID-19 팬데믹의 피해 경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미래의 팬데믹에
대응하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생물학적 위협에 대응하는 조기 경보 시스템,
진단, 치료, 백신 개발과 제조와 관련한 R&D 투자** 지속 필요
* 미국 내 60만 명 이상의 사망자와 피해 비용 수조 달러
** 우선 분야는 (1) 대량 생산이 가능한 플랫폼 조절제(modulator)에 초점을 맞춘 백신
설계, 시험, 생산, 분배, 관리의 가속, (2) 빠르게 개발할 수 있고 사용하기 쉬우며 저렴한
진단 기술, (3) 단백질 억제제, 중화 항체, 면역기능 조절제를 포함한 항바이러스성
치료제, (4)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 바이러스 변이 추적, 환경 감시 등 조기 경보와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데이터와 기술 투자를 포함

- 연방 기관은 특히 농어촌 지역과 낙후 지역, 전역 군인과 군 보건 체계에
초점을 맞추어 미국의 공공 의료 체계를 강화하고,
- 데이터 인프라와 제조 및 배송 역량, 인력 양성, 기초 과학에 대한 예산 지원
등의 부문에도 정책적 노력을 제공하여야 함
(2) 기후 변화 대응
- 미국과 세계는 심각한 기후 사태에 직면하고 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기후 오염을 줄이고, 기후 회복성을 강화하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범정부적인 대응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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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 부처와 기관은 기후 변화에 대한 이해를 향상하고 기후 변화 저감 및
적응을 도울 우선 R&D 투자 부문을 파악하여야 하며, 관련 우선 과제는 다음과
같음*
* (1) 기후 과학, (2) 청정에너지 기술 및 인프라 혁신, (3) 기후 적응과 회복, (4) 자연
기반 기후 솔루션(nature-based climate solutions), (5) 모니터링과 측정

(3) 주요 유망 기술
- 연방 기관은 인공지능, 양자정보과학, 첨단 통신,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고성능
컴퓨팅, 바이오기술, 로보틱스, 우주 기술 등 주요 유망 기술 부문에서 미국
산업을 지원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협력하여야 함
- 연방 기관은 주요 유망 기술과 다양한 연방 정부 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해
대규모 데이터 분석, 세밀한 고해상도 모델링과 시뮬레이션을 공공 보건이나
기후 과학, 재난 대응 등에 활용하는 노력을 조율하고 21세기의 포용적 디지털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함
- 연방 기관은 인공지능 부문에서 강력하고, 안전하고,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머신러닝 기술을 추구하는 정부의 정책과 일관된 기초 및 중개 인공지능 연구를
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양자정보과학 부문에서는 현재 직면하고 있는 가장
어려운 과학, 공학적 과제를 해결하는 연구를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함
그 외 공정성을 위한 혁신, 국가 안보와 경제적 복구성 등에 대한 우선과제
제시
이번 발표에서 연방 부처와 기관이 고려하여야 할 5가지 다기관 R&D 우선
과제와 함께 과학기술 R&D의 포용성, 신뢰 구축, 다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내 제조와 공급사슬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명시
- 아울러 연방 기관이 2023 회계연도 예산안을 작성하면서 학생들의 STEM에
관한 관심과 동기 부여, STEM 교육 환경, 미래 STEM 인력의 훈련과 인재
양성 고려를 요구

출처: 백악관(2021.8.27)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1/08/FY23-Multi-Agency-RDBudget-Priorities-Memo.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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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양자도약챌린지연구소 추가 신설 방안 발표

국립과학재단(NSF)은 양자 바이오센싱과 양자 시뮬레이션 연구에 초점을 맞춘
양자도약챌린지연구소* 두 곳을 신설하는 방안 발표(’21.9.)
* Quantum Leap Challenge Institutes, QLCIs

양자도약챌린지연구소(QLCIs)는 양자 정보 과학과 공학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대규모 범학제적 연구 프로젝트로 2020년부터 시작
- 국립과학재단(NSF)은 2016년 양자 도약(Quantum Leap)을 10대 빅아이디어
중 하나로 선정
- 양자 특성을 이용, 원자 수준에서 분자와 에너지의 움직임을 관찰, 조작, 통제하여
차세대 센싱, 컴퓨팅, 모델링, 통신 기술을 발전시키겠다는 목표 제시
- 양자도약챌린지연구소(QLCIs)는 양자 정보 과학과 공학의 최첨단을 선도하는
대규모 범학제적 프로젝트 연구는 물론,
- 교육, 훈련, 인력 개발, 연구 조율 및 지역 활동 참여, 협력적인 파트너십과
인프라 발전 등의 분야에서 활동 수행
양자도약챌린지연구소(QLCIs) 지원은 양자도약챌린지연구소(QLCIs)를 건설
하기 위한 개념화 지원금*과 챌린지 연구소** 지원금 프로그램으로 구성
* Conceptualization Grant, CG
** Challenge Institute, CI
< 양자도약챌린지연구소의 지원금 유형 >
지원금 유형

지원 내용

개념화 지원금

1차 사업(2019-2020)에만 제공됨
선정될 경우 12개월 동안 10만-15만 달러 제공
선정된 프로젝트는 2차 사업의 챌린지 연구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음

챌린지 연구소

1차 사업(2019-2020)과 2차 사업(2020-2021)에 모두 제공됨
선정될 경우 5년 동안 최대 매년 500만 달러 제공

국립과학재단(NSF)은 양자도약챌린지연구소(QLCIs)의 1차 사업으로 개념화
지원금(CG) 프로그램에 13개의 프로젝트를, 챌린지 연구소 지원금(CI) 프로
그램에 3개의 프로젝트를 선정한 바 있음
- 양자도약챌린지연구소(QLCIs) 1차 사업의 개념화 지원금(CG) 프로그램에
선정된 13개 프로젝트는 양자 센싱과 바이오 과학, 소프트웨어, 소재, 기기
등 다양한 연구 분야의 양자 연구소를 설립하는 방안에 최대 15만
달러(약 1억 7,500만 원)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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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자도약챌린지연구소(QLCIs) 1차 사업의 챌린지 연구소(CI)로 선정된 3개
프로젝트는 양자 센싱과 양자 프로세서, 양자 컴퓨팅과 관련한 연구를 수행하며,
총 16개 핵심 학술 기관과 8개 국립연구소, 22개 산업 파트너가 참여
2020년에 설립된 세 곳의 양자도약챌린지연구소(QLCIs)에 더해 설립되는
두 곳의 양자도약챌린지연구소(QLCIs)는 기존의 연구소와 같이 최대 2,500만
달러(약 29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수년간 운영 예정
(1) 로버스트 양자 시뮬레이션 연구소*
* NSF Quantum Leap Challenge Institute for Robust Quantum Simulation

- 메릴랜드대학교 칼리지파크*가 주도하는 연구소로 양자 연산을 가능하게 만드는
양자 시스템과 대규모 양자 시뮬레이터를 위한 기법과 도구 개발
* University of Maryland, College Park

- 해당 연구소는 모건주립대학교*와 노스캐롤라이나센트럴대학교**의 두 흑인대학
(HBCUs)과 협력적인 파트너십 구축 예정
* Morgan State University
** North Carolina Central University

(2) 생물물리학과 생물공학 부문의 양자 센싱 연구소*
* NSF Quantum Leap Challenge Institute for Quantum Sensing in Biophysics
and Bioengineering, NSF QuBBE

- 시카고대학교*의 주도로 새로운 생물학적 양자 센싱 시스템과 관찰과 탐사를
위한 차세대 도구 개발
* University of Chicago

- 연구소는 시카고 공립학교와 파트너십을 맺고 양자 과학의 기초를 가르치는
양자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제공 예정

출처: 국립과학재단(2021.9.2)
https://www.nsf.gov/news/special_reports/announcements/09022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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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 문부과학성의 연구설비･기기 공용화 관련 정책 논의

문부과학성은 대학 등 연구설비･기기의 공용화 관련 문부과학성 주요 사업 및
가이드라인 수립 등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자료 공표(’21.8.)
문부과학성은 대학 등 연구설비･기기의 공용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등 수립에
관한 검토회 1회 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주요 사업 및 가이드라인 수립 등에
대해 논의
(1) 연구설비･기기 공용화 관련 문부과학성 주요 사업
교육연구설비 운용인력 부족에 대한 대응으로서 설비지원센터를 마련하여
적극 운영하는 대학에 대한 지원 실시
- 교육연구설비는 대학 등의 양질의 교육 연구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반으로,
설비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매니지먼트 등을 담당하는 전문 인재나
유지보수 등을 실시하는 기술자 등의 연구 지원인력이 필요
- 그러나 현재 이들 인력은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이러한 업무는 교수가 담당하고
있으며 설비의 노후화 등으로 일상적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 발생
- 일본의 연구자 1인당 지원인력 수는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
< 주요국 부문별 연구자 1인당 업무별 연구지원인력 수 >

※ 자료 : 과학기술지표 2020(’20.8 일본 과학기술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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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반적 교육연구설비의 공동이용화 및 중고 설비의 개량 등을 통한 재사용
촉진 및 설비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전문인력 및 연구지원인력 강화 및 육성
- 3기에서는 전국적 관점에서 모델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에 의한 운영을
지원
개별 대학이 정비할 수 없는 대규모 시설이나 설비, 대량의 데이터･귀중한
자료 등을 제공하면서 국내외에서 대학이 틀을 뛰어넘는 공동연구 촉진 체제
지원
- 노후화되고 있는 공용장치의 전략적 갱신, 기술직 직원의 조직적 육성 및
확보, 교수의 부담 경감 등 과제 해결을 위해 연구설비 및 기기를 전략적으로
도입･갱신･공용화하는 시스템 강화
- 주요 지원내용은 연구설비 등 재배치, 폐기 등, 공통관리시스템 구축과 전문직원
(기술직, 사무직, URA, RA 등) 배치 및 전문직원 육성(연수 등)
- 이를 위해서 경영에 관여하는 자(예를 들어 이사급)를 대표로 하여 재무･인사관리
부서와 연계하여 상황에 맞게 총괄부서 설치
- 학내의 공용시설을 네트워크화하여 통일적 공용규정 및 시스템 정비
- 지원대상기관은 대학 및 연구기관이며 사업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
- 사업 규모는 연간 최대 5천만 엔(약 8개 기관, ’21년 채택), 최대 6천만 엔(약
5개 기관, ’20년 채택)
(2) 대학의 연구설비･기기 공용화를 위한 가이드라인(가칭) 등
각 기관이 공용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도입 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침서로
12월경 가이드라인 본문 심의 및 공표 추진
- 연구활동을 뒷받침하는 기반적 연구설비 및 기기가 경영자원의 하나로서 전략적
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기관 전체에서 전략적으로 도입･갱신･공용 등을
추진하는 시스템 강화
- 연구설비 및 기기의 공용화에 대해 각 기관의 선행사례를 집약･관리하여 공통의
토대(표준화 등)를 마련하고 부족한 논점 등을 보완

출처: 문부과학성(2021.8.26)
https://www.mext.go.jp/content/20210826-mxt_kibanken01-00001764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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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 2022 과학기술 관련 예산 제출

일본의 각 부처가 재무성에 ’22년 예산(안)으로 제출한 정부 전체의 과학기술
관련 예산(안)은 3,290억 엔(7.9%) 증액된 4조 4,704억 엔(’21.8.)
이노우에 신지 과학기술장관은 「6기 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에서 제시한 5년간
총액 30조 엔 목표 실현을 위해 향후 편성될 가능성이 있는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언급
- 전체 예산은 111조 6,559억 엔으로 ‘21년 예산(안)에 비해 5조 462억 엔
증가하여, 4년 연속 사상 최대 갱신
< ’22년 예산 중 과학기술 관련 예산 (억 엔) >
’22년 예산액 (요구액 + 요망액**)
구분

이 중 「새로운
성장전략」 요망액

[참고] 전년대비

[참고] ’21년
당초 예산액

총액

증감율(%)

과학기술관련예산*
(A + B)

44,704

9,737

41,414

3,290

7.9%

일반회계 (A)

35,744

7,767

33,515

2,229

6.7%

특별회계 (B)

8,959

1,970

7,899

1,060

13,4%

주1) 현재 집계에서는 과학기술관련예산 집계를 위한 예산사업 분류에 대해 정부 내부에서의 조율이 남아있는 사업이
있으므로 상기 수치는 잠정적 집계에 해당
주2) 본 집계는 현시점에서 미확정인 공공사업비의 일부 등을 제외하고 예산편성과정에서 공공사업비 관련 정부사업･
제도 등 혁신화의 검토를 반영하여 해당 예산을 향후 추가･집계할 예정
* 「과학기술관련예산」이란 과학기술진흥비 외에 국립대학 운영비 교부금･사학조성 등 과학기술 관련, 과학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사업화에 대한 대응, 신기술의 실제 사회에서의 실증 시험, 기존 기술의 실제 사회에서의 보급
촉진 대응 등에 필요한 경비를 의미
** 요구액 : 상한선을 의미하며, 각 부처별로 전년도 예산의 90%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음.
요망액 : 상기 요구 범위의 30%(전년도 예산액의 30%가 아님)를 「새로운 일본을 위한 우선과제」로서 예산의
중점화를 위한 확대분으로 요구할 수 있는 범위

과학기술관련예산 4조 4,704억 엔 중 문부과학성이 2조 3,912억 엔으로 가장
비중이 높으며 그다음으로는 경제산업성이 7,658억 엔
- ’22년 문부과학성 예산(안) 총액은 전년 대비 11.7％ 증가한 5조 9,161억 엔으로
그 중 과학기술예산 총액은 2조 3,912억 엔으로 전년 대비 16%(3,317억엔)
증액 요청
- 두 번째로 과학기술관련예산이 높은 경제산업성은 중소기업지원정책을 착실히
추진하면서 환경, 경제안보 등 과제를 해결하여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과
「사회과제해결」을 동시에 실현하는 산업구조로 전환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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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생노동성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극복과 향후 신흥 감염증 등 발생
대비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감염증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의료 등 제공체제
확보, PCR 검사 등 검사체제 확보, 보건소･검역소 등 기능 강화, 백신접종체제
구축 등을 추진하는 동시에 백신･치료제를 비롯한 연구개발 추진
< ’22년 과학기술 관련 예산(부처별, 억 엔) >
’22년 예산안 총액 (요구액 + 요망액)
부처

[참고]
’21년 예산(안)

이 중 「새로운 성장전략」 요망액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

국회

12

0

12

0

0

0

12

0

12

내각관방

860

0

860

276

0

276

653

0

653

부흥청

0

282

282

0

0

0

0

275

275

내각부

1,545

0

1,545

527

0

527

1,163

0

1,163

경찰청

23

0

23

0

0

0

23

0

23

소비자청

33

0

33

3

0

3

30

0

30

총무성

1,343

0

1,343

289

0

289

1,232

0

1,232

법무성

12

0

12

0

0

0

12

0

12

외무성

298

0

298

50

0

50

156

0

156

재무성

12

0

12

0

0

0

11

0

11

1,374

23,912

5,026

325

5,350

19,506

1,088

20,595

문부과학성 22,538
후생노동성

1,810

160

1,970

486

0

486

1,609

178

1,786

농림수산성

2,403

0

2,403

308

0

308

1,949

0

1,949

경제산업성

2,224

5,434

7,658

496

1,576

2,072

1,713

5,045

6,757

국토교통성

769

99

867

212

0

212

3,904

75

3,979

환경성

416

1,610

2,027

93

69

163

403

1,238

1,642

방위성

1,445

0

1,445

0

0

0

1,139

0

1,139

합계

35,744

8,959

44,704

7,767

1,970

9,737

33,515

7,889

41,414

주1) 현재 집계에서는 과학기술관련예산 집계를 위한 예산사업 분류에 대해 정부 내부에서의 조율이 남아있는 사업이
있으므로 상기 수치는 잠정적 수치에 해당
주2) 본 집계는 현시점에서 미확정인 공공사업비의 일부 등을 제외하고 예산편성과정에서 공공사업비 관련 정부사업･
제도 등 혁신화의 검토를 반영하여 해당 예산을 향후 추가･집계할 예정
주3) 디지털청의 과학기술관련예산은 내각관방에 포함

출처: 내각부(2021.8.31.)
https://www8.cao.go.jp/cstp/budget/r4gaisan.pdf
문부과학성(8.31) https://www.mext.go.jp/a_menu/yosan/r01/1420668_00003.htm
https://www.mext.go.jp/content/20210827-mxt_kouhou02-000010167_10.pdf
경제산업성(8.31) https://www.meti.go.jp/main/yosangaisan/fy2022/index.html
후생노동성(8.31) https://www.mhlw.go.jp/wp/yosan/yosan/22syokan/dl/01-0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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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연구비 관리 개혁방안에 대한 지침 제시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개최한 정례 브리핑에서 재정부 장관 보좌관이 연구비 관리
개혁 이슈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구체적인 실행방향 제시(’21.8.)
국무원 판공청이 발표한 「중앙재정 연구비 관리 개혁･개선 방안」 이슈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내용을 정리하여 공개
- 연구자의 창조성과 혁신활력을 불러일으키고 과학기술사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무원 판공청이 「중앙재정 연구비 관리 개혁･개선 방안」(’21.8)을 공개
- 이번 개혁을 거쳐 연구자의 경비사용 자주권이 커지고, 연구프로젝트 자금관리의
인센티브 역량 강화, 허례허식 감소, 연구자들이 일하고 창업하는 환경 개선,
열의가 더욱 커졌다고 평가
1) 예산 과목은 9개 이상*에서 설비비, 업무비, 용역비 등 3개로 간소화 이후
예산 편성 보고 방법
* 설비비, 재료비, 테스트화학실험가공비, 연료동력비, 출장비, 회의비, 국제협력교류비,
출판/문헌/정보전파/지식재산권사무비, 용역비, 전문가자문료, 관리비 및 기타 비용

- 비용 추산 설명을 간소화하고, 50만 위안 이상의 설비비를 제외한 기타 비용은
기본 추산 설명 제공만 필요
2) 예산을 조정 승인받기 위한 보고 대상
- (설비비 조정권) 기존에는 프로젝트 관리부문에서 심사했으나 현재는 프로젝트
담당기관으로 이양
- (설비비 이외의 기타 비용 조정권) 전부 프로젝트 담당기관이 프로젝트 책임자
에게 이양
3) 중앙재정 연구프로젝트 여유자금의 새로운 변화 내용
- 기존의 여유자금 사용기간이 2년뿐이라는 것을 취소
- 프로젝트 여유자금 전액을 전부 프로젝트 담당기관에 남겨 계속 사용하도록
하고, 기관이 연구 활동에 사용하는 직접 지출을 총괄적으로 배분하되, 원
과제팀의 과학연구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고 확정
4) 간접비 비율 규정 변화
- 500만 위안 이하의 부분은 간접비 비율이 20% 미만에서 30% 미만으로 증가,
500만 위안에서 1,000만 위안의 부분은 15% 미만에서 25% 미만으로 증가,
1,000만 위안 이상의 부분은 13% 미만에서 20% 미만으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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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수 이론적인 기초연구 프로젝트에 대해 간접비 비율은 60% 미만으로 증가
- 프로젝트 담당기관은 간접비 전액을 성과급 지출에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혁신성과가 뛰어난 단체와 개인에 우선할 수 있음
5) 중앙급 대학, 연구기관, 기업의 성과급 총량 변화
- 중앙급 대학, 연구기관, 기업이 성과급 배분 시, 국가 연구 임무를 비교적
많이 담당하고 성과가 뛰어난 연구자를 우선해야 함
- 업계가 인정하며 실적이 뛰어난 극소수 고급 인력에 대해서는 연봉제 도입을
모색
6) 예산이 공식적으로 승인된 후, 재무부의 연구비 하달 시간
- 「예산비」의 요구사항에 따라 예산이 공식적으로 승인된 후, 재무부는 20일
이내에 연구비를 하달해야 함
7) 프로젝트 임무서가 체결된 후, 프로젝트 관리부문이 프로젝트 담당기관에
경비 지불 소요 기간
- 프로젝트 관리부문은 프로젝트 임무서 체결 후, 30일 내에 프로젝트 담당기관에
경비를 지불하여 연구 활동의 실제 수요를 실질적으로 보장
8) 프로젝트 관리부문의 연구비 실적 관리 강화 방법
- 과정 중시에서 결과 중시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연구법칙을 존중하며, 서로
다른 유형의 연구 프로젝트 특징에 따라, 분류 평가를 진행
- 평가결과는 후속 지출의 중요한 근거로 간주
9) 개혁방안 출범 후, 규정 정리 개정 방안
- 현재 개혁방안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모두 개정해야 함
- 예를 들면 국가중점연구개발계획, 국가자연과학기금 등 중앙재정 과학기술계획
자금 관련 관리방법 그리고 사회과학류 연구프로젝트 자금관리방법
- 프로젝트 담당기관의 내부 관리방법도 포함, 예를 들면 간접비 관리, 연구
재무 보조원 제도 등

출처: 과기일보(2021.8.19)
https://mp.weixin.qq.com/s/AIBdV5DJ80wcSmrx_OkN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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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5개 신규 COVID-19 백신 연구 프로젝트 지원

영국연구혁신기구(UKRI)는 총 400만 파운드 이상을 지원하는 5개의 새로운
코로나 연구 프로젝트를 발표*(’21.8)
* Five new COVID-19 vaccine research projects announced

코로나 백신 반응의 내구성, 건강 상태와 연결된 반응, 추가 접종의 효과를
연구할 계획
- 특히 1) 비만인 사람 2) 약해지는 면역 체계를 가진 질병*을 가진 사람들
3) 의료 종사자 4) 일반인들과 비교해 약해지는 백신 반응을 가진 사람 등
다양한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 면역 반응의 강도와 내구성 진행
* HIV, B세포 림프종, 염증성 대장 질환 및 만성 골수성 백혈병 등

본 연구는 백신의 면역력이 얼마나 지속되는가와 백신 반응으로 위험에 처한
사람 그룹을 식별하고, 백신 부스터 필요 여부 및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 시행
- 프로젝트를 통해 코로나19의 단기적, 장기적 대응을 위한 정보를 구축
- 세계 최고의 건강 데이터 및 미래를 위한 연구 인프라를 설립하기 위한 진전을
가속화
1) 구축된 영국 의료 종사자 코호트에서 SARS-CoV-2 변이를 돌파하기 위한
백신 연구: SIREN 컨소시엄 및 PITCH Plus 경로 – 157만 파운드
- (목적) 45,000명의 의료 종사자를 추적하는 가장 큰 국제 코호트 연구를 통해
면역 반응 내구성을 포함한 COVID-19 백신 접종 이후에 대한 면역성을 연구
- 추가 지원은 컨소시엄이 백신 접종 후 돌파 감염에 대한 상세한 임상적, 실험실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할 것임
- 감염과 연관된 유전적, 면역학적, 바이러스적 요인을 식별할 수 있게 할 것이며
백신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고 향후 정책을 알릴 것임
2) 부스터샷의 필요성을 안내하고 SARS-CoV-2 백신 반응에서 면역 실패를
방지하기 위한 면역 유전자 접근법 – 98만 파운드
- (목적) 메커니즘을 이해함으로써 낮은 COVID-19 백신 반응 위험에 있는
개인을 식별하는 능력을 개선
- 연구자들은 백신에 대한 항체 반응성이 다양한 일반 영국 인구에 접촉하기
위해 국립 COVID-19 감염 점검/조사*와 협력 예정
* National COVID-19 Infection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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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데이터를 위험에 처한 개인과 인구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유전적
표지를 Mapping 하는 데 사용 예정
- 유전적 분석을 보완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백신 반응이 낮은 사람들에서 부스터
샷의 영향도 별도 연구에서 조사 예정
3) SARS-CoV-2 및 변이에 대응하는 백신 면역 반응에 대한 내구성* – 78만
파운드
* 영국, 남아프리카, 브라질에서 SARS-CoV-2 감염에 대한 면역성을 연구할 것이며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변종을 포함할 것임

- (목적) 백신 접종 및 자연 감염 후 내구성 및 COVID-19로부터의 면역 보호의
특성, 재감염에 대한 민감성 및 돌파성 감염 (특히 변종)을 이해
- 염증성 대장 질환 혹은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가진 면역이 억제된 사람들에서의
백신 반응 손상 여부, 그리고 어떻게 손상되는지 연구할 것임
- 연구자들이 건강한 성인과 면역이 억제된 사람에서의 백신 촉진제의 필요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게 함
4) 비만에 있어서 SARS-CoV-2 백신 반응* - 75만 파운드
* SARS COV2 vaccine ResPonse In Obesity – SCORPIO 연구

- (목적) 백신 반응과 연관된 영양, 대사체 지표를 알아내고 체중 감소가 비만인
사람들의 백신 반응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시험하는 것이 목적
- 연구자들은 과체중, 비만, 중증 비만 전체 범위에 걸쳐 BMI와 백신 반응
사이의 고리를 연구하기 위해 기존 영국 연구에서부터 5만 명의 사람들을
메타 분석 예정
5) 약화된 SARS-CoV-2 백신 결과에 대한 면역학적 근거 결정 – 42만 파운드
- (목적)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는 HIV와 면역 세포의 암인 B세포 림프종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COVID-19 백신 반응의 강도와 내구성을 확고히 할 것임
- 면역 체계의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두 조건이 백신 반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비교하고 경미한 정도에서 심각한 영향까지 심각도를 비교
- 이러한 사람들이 백신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면역 체계가 얼마나 심각하게
타협되었는지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

출처: 영국연구혁신기구(UKRI)(2021.8.26)
https://www.ukri.org/news/five-new-covid-19-vaccine-research-projects-annou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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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수소경제 실현을 위한 R&D 및 협력 방안 발표

독일 연방교육연구부(BMBF)는 최근 <지속가능･인프라 호환형 수소경제를 위한
헬름홀츠 클러스터(HC-H2)>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나미비아와 최근 수소
파트너십 체결을 위한 공동 의향서에 서명(’21.8)
지속가능한･인프라 호환형 수소경제를 위한 헬름홀츠 클러스터(이하 HC-H2)는
혁신적인 수소 기술을 대규모 형태의 연구개발 및 시연 사업의 형태로 확장하기
위한 시도
- 에너지 전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독일로 하여금 글로벌 관점에서
수소 에너지 시장을 통한 잠재력을 확대하고 기후보호 목표도 함께 달성할
가능성을 가진 기술을 포착하고자 함
- 이 과정에서 경제성과 적용 가능성에도 무게를 실어 상용화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수소 부문 연구 참여중인 헬름홀츠 연구센터 현황 (자료원: 율리히 연구센터) >

율리히 연구센터(Forschungszentrum Jülich)를 주축으로 구성된 이 사업은
중앙 정부의 지역 산업구조 변화와 맞물려 있음
- 연구 중심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표방한 이 사업은 <석탄지역투자법(Coal
Regions Investment Act)>에 근거를 두고 예산을 편성
- 산업구조 변화로 인해 성장 동력을 상실하고 있는 주요 지역의 산업 구조
변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안된 법으로, 향후 17년 동안 연방교육연구부는
8억 6천만 유로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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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지자체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도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HC-H2
개발에 참여
나미비아의 수소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경제･ 미래 패키지를 통해 향후 5년간
4천만 유로를 제공하고, 녹색 수소경제를 위한 높은 잠재력을 보유한 나미비아를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협력 사업을 추진
- 독일 연방교육연구부는 <아프리카 녹색 수소 잠재력 지도*>사업의 일환으로
아프리카 대륙에서 녹색 수소 생산에 적합한 지역을 탐색
* Potenzialatlas Grüner Wasserstoff in Afrika
< 아프리카의 풍력, 태양광, 수소, 담수자원 파악을 위한 H2Atlas 프로젝트 >

- 첫 번째 국가로 포착된 국가는 나미비아로 풍력 및 태양광 발전을 통한 녹색
수소 생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분석
- 나미비아는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 가장 건조한 국가로, 독일에서 제공할 수
있는 해수 담수화 및 수소 생산 솔루션의 성공으로 국내 수요 해결 가능
- 독일 국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수소의 1kg당 가격은 1.5유로 (한화 약 1,376원)
에서 2유로 (한화 약 2,752원)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수출은 2025년
이전에 시작될 것으로 추정
- 협력의 한 부분으로 독일은 나미비아에서 친환경 수소 생산을 위한 용량 구축
및 시범 프로젝트에 4천만 유로 (한화 약 549억 4,840만 원) 투자 예정

출처: 연방교육연구부(BMBF) 외 2
https://www.bmbf.de/bmbf/shareddocs/pressemitteilungen/de/2021/08/020921-HC-H2.html
https://www.bmbf.de/bmbf/shareddocs/pressemitteilungen/de/2021/08/250821-NamibiaWasserstoff.html
https://sciencebusiness.net/news/namibia-and-germany-join-forces-green-hydrogen-race
29

8

EU, NextGenerationEU 프로그램을 통한 재건사업 추진

유럽연합집행위(EU)는 최근 독일에 시설회복재건(RRF)* 계획에 의거 22억 5천만
유로를 사전 보조금(grant) 형태로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독일은 이를 근거로
녹색 전환, 디지털 전환, 경제･사회 회복력 분야에 투자 가능(’21.8)
* 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의 약자로 NextGenerationEU에서 제시한 목표임

NextGenerationEU* 사업의 핵심으로, 2026년까지 코로나19 위기 이후 독일의
주요 부문에 대한 투자와 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평가
* 코로나19로 이후 유럽의 회복을 지원하고 보다 친환경적이고 디지털적이며 탄력적인
유럽의 건설을 목적으로 제안된 전략적 방침으로, 2021년 상반기 기준 약 8천억 유로
(110조 원)의 재원을 자본시장(채권 등)을 통해 조달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EU 차원의 조치*의 일환으로, 녹색 전환과 디지털
전환, 경제/사회 회복력 강화, 단일 시장을 위한 응집력 강화를 추진할 예정
* unprecedented coordinated EU response to the COVID-19 crisis

녹색 전환
예산의 42%가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한 투자와 개혁에 할당되었으며, 구체적으로는
아래 3개 분야로 구분
- (수소 혁신: 15억 유로) 독일 경제 전반 탈탄소화를 촉진하기 위해 녹색 수소
가치 사슬 전체에 대한 투자 시행
- (전기차 구매 지원: 25억 유로) 80만대 이상의 전기차 구매 직접 보조금 지급에 사용
- (주거용 건물 대상 에너지 효율 향상: 25억 유로) 대규모 예산의 건물 개보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에너지 효율 향상 기대
- 이러한 사업은 6개 환경 목표의 직･간접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함: ▲기후
변화 적응 ▲기후 변화 완화 ▲담수 및 해양 자원 ▲순환경제 촉진 ▲오염
방지 및 통제 ▲생물 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
디지털 전환
예산의 52%를 디지털 부문 투자와 개혁에 할당되었으며, 구체적으로는 아래
3개 분야로 구분
- (전자 및 통신 기술 투자: 15억 유로) 관련 부문 대규모, 범 유럽 이니셔티브
지원을 통해 유럽연합의 반도체 설계 역량을 강화하고, 차세대 저전력 프로세서를
통한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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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 클라우드 인프라 및 서비스: 1억 7,500만 유로) 관련 부문 대규모, 범
유럽 이니셔티브 지원을 통해 혁신성, 보안성, 에너지 효율성 보장 및 유럽연합의
데이터 보호 철학에 부합한 스마트 클라우드와 엣지 컴퓨팅 솔루션 확대
- 5G 인터넷 확대, 기가비트 인터넷 연결성 강화, 교육 제도 개혁을 통한 디지털
스킬 강화, 새로운 디지털 도구를 통한 공공 서비스의 가용성과 효율성 증대
독일 경제･사회 회복력 강화
투자 병목 해결을 위한 국가 및 지역 단위 공동 프로그램 개발
- (아이 돌봄 지원 강화 사업: 5억 유로) 탁아 시설 9만 개소 추가 설립 및 시설 보수
- (산업 견습생 지원 강화: 7억 2,500만 유로) 산업 견습생 제도 통한 고용 유지
- (병원 현대화 프로그램: 30억 유로) 병원 디지털 인프라 현대화, 응급 의료
부문 역량 강화, 원격 의료 확대, 로보틱스, IT 및 사이버 보안 부문 강화
- (초중고 학생 교육 지원) 코로나19로 발생한 취약 그룹을 대상으로 한 추가
수업 마련 및 멘토링 프로그램 제공
예산 투자가 10개 컴포넌트와 6개 주제별 영역에 기여하는 비중은 다소 다를
수 있으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이 요약
< NextGenerationEU 와 RRP* 목표 및 기여도 조건 >
● NextGenerationEU 발 투자와 개혁이 컴포넌트에서 정의한 목표에 충분히 기여
○ NextGenerationEU 발 투자와 개혁이 컴포넌트에서 정의한 목표에 부분적으로 기여

컴포넌트

1.1.
1.2.
1.3.
2.1.
2.2.
3.1.
4.1.
5.1.
6.1.
6.2.

재생 수소를 활용한 탈 탄소화
환경 친화형 모빌리티
환경 친화형 개보수 및 건축
미래 원자재로서의 데이터
경제 디지털화
교육 디지털화
사회적 포용력 강화
대유행에서 회복력 있는 보건 시스템 강화
공공 행정 현대화
투자 장애요소 제거

녹색
전환

스마트/ 사회 및
디지털 지속가능 국경 간
전환 /포괄적 응집력
성장
강화

●
●
●
○
○

○

●
●
●
○
●
●
○

●
●
○
●
○
●
○
●
○
○

보건,
경제,
차세대를
사회,
위한
제도적
정책
회복력
강화
○

○
○
●
●
○
○
●

○
○
○
●
●
○

○
●
●

○

* RRP: National Recovery and Resilence Plans

출처: 유럽연합집행위(EU)(2021.08.19.)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1_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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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1

주요 동향(2) : ICT

데이터 기반 디지털경제 시대 맞아 플랫폼 사업자 규제 강화

비대면 활동 증가･디지털 전환 등으로 ‘데이터’ 둘러싼 독과점 이슈 확산
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모바일 상거래가 증가하고 재택근무･원격교육 등
사회 전반에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면서 데이터 기반 경제로 이행 본격화
- 배달 서비스 이용, 피트니스 기록, 유튜브･SNS 등 영상 시청 정보 등 개인의
생활 패턴과 활동 데이터가 급속히 증가하며 플랫폼 기반 데이터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사업자 영향력 확대
- 이에 데이터를 보유한 거대 플랫폼 기업 등 전기통신사업자의 시장 독점이
우려되고 있으나 현행 제도로는 이용자나 타 사업자가 데이터 접근･활용이
어려운 실정
- 이용자가 자신과 관련한 데이터를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직접 제공받기 어렵고
대다수 중소 사업자는 데이터에 대한 적시 접근성 확보가 쉽지 않은 환경
- 만약 이용자가 생성한 데이터를 한 기업이 독점할 경우, 다른 기업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소비자 선택폭은 축소 불가피
- 금융당국, 국회･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부처는 플랫폼 사업자 규제를 위한
다양한 논의와 법안 발의 등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 한창
< 최근 국내 플랫폼 사업자 규제 논의와 법안 발의 >
정부 기관

주요 내용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제5차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 개최(9.7)
-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금융･보험 상품 서비스가 ‘단순 광고대행’이 아니라 ‘중개
행위’에 해당, 위법이라고 해석

공정거래
위원회

국회

⦁검색 알고리즘의 공정성･투명성 관련 토론회 개최(9.10)
- 검색 알고리즘과 경쟁 이슈에 대한 주요 현안 및 정책 대안 논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마련 속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변재일 의원 외 10명)은 데이터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생태계 선순환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9.10)
- 이용자 수, 매출액, 제공 서비스 등이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우,
보유한 특정 데이터에 대한 이용자 및 사업자의 접근을 의무적으로 허용, 위반 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사실조사 착수를 위한 근거 마련 등

※ 자료 : 언론 보도 자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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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금융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 ‘중개행위’로 해석
그 동안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에 대해 현장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중개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논란 지속
* 사전에 등록하지 않은 업체가 금융상품의 판매 및 판매 대리와 중개, 자문 등을 금지
하는 법으로 ’21.3.25일 시행(9.24일까지 계도기간)

- 금융상품을 중개하는 금융플랫폼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금융사처럼 금융위에 등록하거나 인허가 필수
- 하지만 금융플랫폼에서는 관련 서비스가 ‘단순 광고대행’에 불과하므로 금소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영업 활동 영위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금감원은 ‘제5차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를 개최(9.7)하고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를 미등록 중개행위로
판단･시정 요구
※ 그 동안은 계도기간이라 제재는 미시행

- 핀테크 업체가 금융플랫폼에서 금융상품을 소개하는 영업 행위 대부분을 ‘광고’가
아니라 ‘중개’로 봐야한다고 해석
- 구체적으로 금융상품 정보제공, 금융상품 비교추천, 맞춤형 금융상품 제공(보험
상담/분석)사례에 대해 중개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 즉 네이버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 자회사인 카카오페이 등이 제공하는
펀드･보험 상품 등은 인허가 없이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므로 법령 위반이라는 판단
※ 카카오페이를 통한 펀드 가입자는 ’21.7월 기준 189만 명으로 집계. 또한 ’21년 상반기
기준 금융서비스(펀드･대출･보험 중개 등)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사업 매출의 32%

- 금융플랫폼을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할 경우 금소법에 따라
엄격한 판매규제가 적용되고 위반 시 징벌적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어
영업에 제한 불가피
- 이에 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기간이 끝나는 9.24일까지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
페이, 토스, 뱅크샐러드 등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서비스를 대폭 수정하거나
일시 중단해야하는 상황
⦁카카오, 사회적 책임 강조･상생기금 마련 등 근본적인 변화 방향 제시(9.14)
- 지난 10년간 추구해온 외형 중심의 성장 방식을 탈피해 IT 기반 혁신과 골목상권 보호 및 소비자
중심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는 사업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구상
- △케이큐브홀딩스, 미래교육･인재양성 등 사회적 가치 창출 집중 △5년간 파트너 지원 확대를 위한
기금 3,000억 원 조성 △골목상권 논란 사업 철수 및 혁신 사업 중심으로 재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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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융위･금감원은 현행 금융법령상 진입규제로 인해 중개업 등록이 어려운
경우, 향후 추가 검토를 거쳐 정책방향이나 후속 조치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
(공정거래위원회) 네이버･카카오 독과점 남용행위 제재･감시 기능 강화 예고
‘검색 알고리즘의 공정성･투명성과 경쟁이슈’라는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개최
(9.10)하며 최근 온라인 플랫폼의 주요 현황과 정책 대안 논의
- 주요 플랫폼 상 우선노출 상품은 매출액이 급증하고 하위노출 상품은 반대로
매출액이 급감하는 등 검색 노출순위가 중소 입점업체의 사업성과를 좌우할
수 있다고 설명
- 더 나아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스스로 승자가 되기 위해 자사에 유리한
방식으로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
- 이에 핵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상품･서비스를 우대하기 위해 규칙을
인위적으로 조정･왜곡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계획
- 다만 업계에서는 정부의 검색 알고리즘 검색 관련 규제가 기업의 영업기밀
침해에 해당한다며 부정적 입장
또한 지난 1월 국회에 제출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전자상거래법
개정 등 법제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
-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가 계약을 체결할 때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한 중개거래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 금지 등이 골자
-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플랫폼이 고의 과실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책임을 지도록 하고 검색결과･노출순위･맞춤광고 등에 대한 정보도 제대로
제공하도록 한다는 내용
(국회) 데이터 독점 차단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9.10)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속 국회의원 10명이 발의

개정법률안은 전기통신산업자의 데이터 독점이 다른 사업자의 시장 진입과
혁신을 저해한다고 판단, 이용자가 생성한 데이터를 독점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골자
- 이용자 수, 매출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보유한 특정
데이터에 대해 이용자 및 사용자의 접근을 허용해 데이터 경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다는 취지
※ 단순집계 정보부터 위치정보, 통신 서비스의 품질관련 정보, 이용자별 검색순위, 상품･
콘텐츠의 소비･이용 순위 등 법이 규정한 데이터에 대한 접근 규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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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데이터 의무제공사업자로 규정하며
네이버･카카오뿐만 아니라 SKT･KT･LG유플러스 등 포함 예상
- 개인 소비자는 자신의 데이터 트래픽 활용추이를 확인해 통신비 절감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SNS･OTT 등 플랫폼 서비스 간에 데이터를 이전해 서비스
선택권이 넓어지는 혜택 예상
-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는 자신과 관련된 거래, 광고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을
가질 경우 상품 등 판매를 증대시킬 수 있는 데이터 확보가 가능하며 명확한
광고 효과 측정을 통해 인터넷 내 광고 협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한편 데이터 의무 제공 사업자가 데이터 접근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두되,
정보접근 허용 및 거부와 관련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방침
이번 법안은 개인정보 취급 민감성을 고려해 데이터 접근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
법을 준수하도록 했고 저작권자 권리 보호 등과 관련해서도 저작권법에
따르도록 해 개인 및 저작권자 권리보장과 데이터 경제활성화 간 조화를 고려한
점도 의의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데이터 규제 등 입법화 움직임은 세계적 흐름
(EU) ’20년 12월 빅테크 기업이 반독점 행위를 겨냥해 새로운 디지털규제법안
(디지털시장법･디지털서비스법) 발표
- 디지털시장법(DMA)은 플랫폼 기업이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반독점 위반 행위를
명시, 이를 위반하면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 벌금과 기업 분할 등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경쟁 기업의 인수합병을 막기 위해 인수 보고도 의무화
- 디지털서비스법(DSA)은 이용자 4,500만 명이 넘는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불법 콘텐츠 대책과 이용자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서비스 규제가
골자. 순위 결정 알고리즘에 사용되는 데이터 등을 공시 의무화
(미국) 민주당 데이비드 시실린(David Cicilline) 하원 법사위 반독점소위
위원장과 켄 벅(Ken Buck) 공화당 간사를 비롯한 양당 의원들이 함께 반독점
규제 법안 5개 제출(6.11)
※ △플랫폼 독점 종식 △플랫폼 반독점 △플랫폼 경쟁과 기회 △서비스 전환 허용하며
호환성 및 경쟁 증진 △M&A 수수료 현대화

- 이 패키지 법안 명은 더 강한 온라인 경제: 기회, 혁신, 선택(A Stronger
Online Economy: Opportunity, Innovation, Choice)이며 상하원 모두
통과 시 강력한 독점규제입법이 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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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거래 조건, 운영 방침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규정한 ‘특정 디지털
플랫폼 투명성･공정성 제고 법안’ 마련(’20년 5월) 후 국회통과를 거쳐 금년
2.1일 전격 시행
- 디지털 플랫폼 규제 법안의 기본 방향을 명확히 하고 플랫폼 사업자 정의,
규제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기술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한다는 복안
(중국) 정부 부처와 규제 당국이 빅테크의 독점적 지위 남용, 무분별한 금융업
확장 등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며 제재 강화
- 공업정보화부는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트댄스, 바이두, 샤오미 등을 소환(9.10)해
각 기업이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다른 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것을 압박
-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빅테크 기업이 사용자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더 엄격한 규칙을 설정한 개인정보보호법 통과(8.20), 올 11월
시행 예정
※ △개인정보 불법 수집･사용･가공･제공･매매 금지 △생체인식･의료건강･금융계좌 등을
수집 시 별도 승인 절차 진행 △개인정보와 연관된 응용프로그램 위법 운용 시 강력
처벌 등이 주요 내용

-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향후 5년간 실시할 경제 규제안 ‘법치 정부
건설 실시 강요(法治政府建设实施纲要 2021~2025년’에 처음으로 반독점 관련
입법 강화를 추가하며 빅테크 기업 압박 예고(8.11)

출처: 금융위원회 (2021.9.7.) 외
http://www.fsc.go.kr:8300/v/pJahouacBfb
https://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
https://ssl.pstatic.net/imgstock/upload/research/industry/1631151751794.pdf
https://vip.mk.co.kr/newSt/news/news_view2.php?t_uid=6&c_uid=51439&sCode=110
https://www.lawtimes.co.kr/Legal-Info/LawFirm-NewsLetter-View?serial=170998
https://www.koit.co.kr/news/articleView.html?idxno=88779
https://zdnet.co.kr/view/?no=2021091417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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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A 모빌리티 2021, 전기･수소･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방향 제시

70여 년 역사를 지닌 유럽 최대 자동차 전시회 ‘IAA’, 모빌리티 영역으로 확장
IAA(Internationale Automobil-Ausstellung) 모빌리티는 세계 4대 모터쇼인
프랑크푸르트 모터쇼가 모빌리티로 영역을 확장한 행사로 유럽 IT거점인 뮌헨으로
옮겨 개최(9.7~12)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모빌리티의 길’을 주제로 700여 개 자동차･모빌리티
관련 업체가 참가
※ 현대자동차그룹, 폭스바겐, BMW, 메르세데스 벤츠 등 글로벌 완성차기업이 참가
했으며 현대모비스, 보쉬, ZF, 덴소 등 주요 자동차 부품기업도 참가해 미래 모빌리티
신기술 발표

- 그 동안 개최한 모터쇼에서는 내연기관차 중심의 엔진과 부품, 외관 디자인
등이 주를 이루었다면 이번 행사는 자율주행･전기차･수소전기차 등 친환경
스마트 모빌리티 기술에 초점
- 자율주행, 인공지능, 전동화*, 사이버 보안, 지속가능성 등을 주제로 각 사
최고경영자(CEO), 전문가 등 500여 명이 참여하는 콘퍼런스도 진행
* 전동화는 전기차뿐 아니라 내연기관에 전기 모터를 더한 하이브리드 자동차까지 포괄
하는 개념

- 전기･수소차와 자율주행차가 전면에 나서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촉매제가
된 것으로 평가
한편, 르노와 푸조시트로엥, 볼보, 닛산, 도요타 등 주요 완성차 브랜드가
모빌리티로 재편되는 산업 트렌드를 쫓아가지 못하는 데다 비용 대비 홍보
효과 또한 크지 않다는 판단에 프랑크푸르트모터쇼 ‘불참’을 선언한 것이 IAA
모빌리티로 탈바꿈한 배경
- 프랑크푸르트모터쇼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85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등 높은 위상을 보여줬지만 2015년 93만 명, 2017년 81만 명,
2019년 56만 명으로 방문객이 줄며 부진
- 특히 약 2만 명의 친환경주의 시민이 전시장 앞에서 시위하면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SUV를 강력히 비난하고 전시장 입구를 차단(2019.9)하는 등 국제모터쇼를
기존 포맷으로 지속할 수 있는지 의문 제기
- 이에 독일 자동차산업협회는 모터쇼가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 개최지
변경 계획을 발표(2020.1)
37

- 독일 수도인 베를린과 함부르크, 뮌헨 등 7개 도시가 개최 의사를 밝혔으며
△세계 IT 기업 핵심 거점 △교통 인프라스트럭처와 뛰어난 접근성 △‘옥토버
페스트’와 연계 흥행 등으로 뮌헨이 최종 낙점
친환경차 대거 공개･무인 자율주행 로보택시 눈길
글로벌 자동차 기업은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았던 전기차 모델을 최초로 공개하고
친환경 모빌리티에 대한 비전 제시
< IAA 모빌리티 2021에서의 글로벌 완성차 업체 주요 내용 >
기업

내용

⦁전기 럭셔리 세단 EQE 등 5개 모델 공개
⦁대중화 대신 럭셔리 전기차 시장 공략 발표
⦁2022년부터 모든 차종에 전기차를 출시할 계획이며 2025년부터 모든 신차는
전기차로 개발 예정
⦁순수 전기 모델 iX와 i4, MINI 쿠퍼 SE 등을 전시
⦁향후 10년 동안 1,000만 대 전기차 보급 계획 발표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소재로 만든 ‘i비전서큘러’ 공개
⦁전기차 ID. 패밀리의 첫 번째 소형 세그먼트 콘셉트 모델 ‘ID. 라이프’ 최초공개
⦁자율주행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중요성 강조
⦁실시간 생중계 통해 미래형 콘셉트카 ‘미션 R(Mission R)’ 공개
⦁미션 R은 최첨단 기술에 천연섬유 강화 플라스틱과 같은 지속가능한 소재가
결합된 점이 특징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 전기차 ‘그랜드스피어’ 공개
⦁2026년부터 신차를 순수 전기 구동 모델로만 출시할 계획
⦁2033년까지 내연기관 엔진 생산을 순차적으로 중단하고 완벽한 탄소중립 달성
목표
⦁2045년 탄소중립 선언 발표
⦁세계 최초 자율주행 택시 아이오닉5 로보택시 공개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와 같은 다양한 친환경 차세대 모빌리티 플랫폼을
개발하고 상용화할 계획
※ 자료 : 언론 보도 자료 정리

(메르세데스-벤츠) ‘전동화를 선도하다(Lead in Electric)’라는 주제로 전기차
신모델 대거 공개
- △더 뉴 EQE △콘셉 EQG △메르세데스-AMG EQS △콘셉 메르세데스-마이바흐
EQS 등 순수 전기차 모델과 고성능 하이브리드 모델 △메르세데스-AMG
GT E 퍼포먼스 등 브랜드 전반의 다양한 전동화 라인업을 세계 최초 공개

38

- 메르세데스-EQ 라인업의 확대는 물론 고성능 AMG와 프리미엄 브랜드 마이바흐
까지 전동화 대열에 합류
- 2025년부터 메르세데스-벤츠의 신차를 순수 전기차로만 출시하고 2030년까지
전 차종을 순수전기차로 전환해 전기차 시대에도 고급차와 고성능차 시장을
선도할 계획
- 아울러 전기차 대중화 대신 럭셔리 전기차 시장을 공략하고 럭셔리 전기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전 세계 파트너사와 협력해 8곳의 기가팩토리를 설립할 방침
< 벤츠 전기차 주요 라인업 >

(가) 더 뉴 EQE

(나) EQG 콘셉트카

(다) 메르세데스-마이바흐 EQS

※ 자료 : 언론 보도 자료

(BMW) ‘순환 경제(Circular Economy)’를 주제로 순수 전기 모델 iX와 i4, MINI
쿠퍼 SE 등을 전시하고 첨단 혁신 기술 시연
- 자사 첫 수소 전기차 모델인 ‘iX5 하이드로젠’도 공개해 현대차와 도요타가
주도하는 수소차 시장에 도전
- 아울러 2025년 출시 예정인 ‘i비전서큘러’를 공개했는데 이 제품은 차체부터
재활용이 쉬운 알루미늄으로 제작됐으며 배터리와 그 외 부품도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를 사용
- 한편, 전기차 생산과정에서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80% 감축하고 향후 10년
동안 약 1,000만대의 순수 전기차를 공급하겠다는 목표
< BMW 전기차 주요 라인업 >

(가) i비전 서큘러

(나) BMW i4

(다) BMW iX

※ 자료 : 언론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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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전기차 ‘ID.패밀리’의 첫 번째 소형 세그먼트 콘셉트 모델인 ‘ID.라이프
(ID. LIFE)’를 최초 공개
-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긴 2025년까지 ‘ID.패밀리’의 소형 세그먼트 모델
‘ID.라이프’를 출시할 계획
- ‘ID.라이프’는 실내에 게임기과 프로젝터가 탑재돼 있으며 대시 패널에서 확장되는
프로젝션 스크린은 실제 스크린의 역할을 담당하는 등 다양한 종류의 디지털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
- 한편, 헤르베르트 디스 폭스바겐그룹 최고경영자는 진정한 게임 체인저는
소프트웨어와 자율주행이라며 자율주행을 포함한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강조
< 폭스바겐의 ID.라이프 >

※ 자료 : 언론 보도 자료

(포르쉐) 실시간 생중계를 통해 순수 전기 레이싱 콘셉트 카 ‘미션 R(Mission R)’을
공개
- ‘미션 R’은 예선 모드에서 최고출력 1088 마력(PS)을 발휘하는 두 개의 전기
모터와 80kWh 용량의 배터리를 탑재했으며 이를 통해 1100마력에 가까운
출력을 발휘하고 제로백(정지 상태에서 100km/h 가속에 걸리는 시간)은 2.5초
- 진화된 배터리 전기 구동 외에도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두었으며 차량 곳곳에는 아마섬유로 만들어진 천연섬유 강화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등 친환경을 위한 노력 가속
< 포르쉐의 미션 R >

※ 자료 : 언론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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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 미래 전기차 비전을 제시하며 운전자 개입이 필요 없는 자율주행
레벨4의 순수 전기차 ‘아우디 그랜드스피어 콘셉트’ 공개
- 아우디 그랜드스피어의 최대 핵심은 800V에 달하는 충전 기술로 고속 충전소에서
매우 짧은 시간에 배터리를 최대 270kW 충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특징
- 한편, 2026년부터 글로벌 시장에 선보이는 신차는 순수 전기 구동 모델로만
출시할 계획이며 2033년까지 내연기관 엔진의 생산을 순차적으로 중단하고
늦어도 2050년까지는 완벽한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
< 아우디의 아우디 그랜드스피어 >

※ 자료 : 언론 보도 자료

(현대자동차) 자동차 생산부터 운행, 폐기까지 전 단계에 걸쳐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청사진을 발표했으며 세계 최초로 개발한 자율주행 차량 아이오닉5
로보택시 공개
- 2040년까지 차량 운행, 공급망,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2019년
대비 75% 줄이고 이와 더불어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등을 도입해 2045년
까지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들 방침
- 이를 위해 세계에서 판매하는 완성차 중 전동화 모델의 비중을 2030년까지
30%, 2040년까지 80%로 끌어올리고 2040년까지 모든 판매 차량의 전동화를
완료할 계획
- 또한 다양한 친환경 차세대 모빌리티 플랫폼을 개발･상용화하고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려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
감소 노력을 본격화할 예정
- 아울러 도시 환경적 관점에서 효율적인 운영으로 교통 체증을 해결할 수 있는
레벨4 자율주행 기술이 탑재된 아이오닉5 로보택시도 공개
- 아이오닉5 로보택시는 2023년 미국 차량 공유 업체인 리프트에 공급해 승객을
원하는 지점까지 이동시켜주는 ‘라이드 헤일링(ride-hailing)’ 서비스에 투입될 예정
- 실내에 카메라 센서를 장착해 탑승자의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탑승자의
행동을 감지해 필요 시 알림을 전달하는 기능이 대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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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미래 모빌리티가 보여줄 실내 공간의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 외부와 내부가
끊김없이 이어지는 ‘심리스(Seamless)’한 공간으로 탑승자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
<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5 로보택시 >

※ 자료 : 언론 보도 자료

한편, 세계 주요국은 내연기관차 퇴출하며 100% 전기차 전환 속도
글로벌 완성차 업체가 잇따라 전동화 계획을 발표하는 이유는 유럽･미국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목표 시기가 계속 빨라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
- EU 집행위원회는 2030년까지 유럽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핵심 12개 법안 패키지를 담은 ‘피트 포 55(Fit for 55)’를
발표(7.14), 2035년부터 EU 내 휘발유･디젤엔진을 장착한 신차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2030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신차의 절반을 전기차로
전환하는 목표를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8.5)
- 중국자동차공정학회도 ‘에너지절감 및 신에너지차 기술로드맵 2.0’을 발표
(2020.10)하고 2035년 이후 순수 내연기관 신차 퇴출 표면화
출처: IAA MOBILITY 2021 홈페이지 외
https://www.iaa.de/en/mobility/for-visitors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1/09/864007/
https://news.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20013109305578949a1f
309431_1/article.html?md=20200131104143_R
https://www.sedaily.com/NewsView/22RFQFE25P
https://www.news1.kr/articles/?4426307
https://www.fnnews.com/news/202109070844425851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1/09/880204/
https://www.ajunews.com/view/20210906164856776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1/09/864133/
http://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0558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906_0001573755&cID=13001&pID=13000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806_00015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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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느새 일상 속으로 성큼 다가온 스마트시티

‘월드 스마트시트 엑스포 2021’, 가까이 다가온 스마트시티를 알려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LH공사 등이 주관하는, 올해로
5회 차를 맞이하는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2021이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
(9.8~9.10)
- 부천시, 강릉시, 대전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전국 시･도에서 참여해 각
지역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진척 상황 등을 공유하고 홍보
중소도시들은 교통개선, 안전 서비스 등 지역사회 특화 프로젝트를 시도
(고양시) 미래세대의 자원･공간을 비축하는 도시 구현을 위해 IoT 융복합
시범단지를 통해 스마트 방역과 안전 서비스, 에너지 관리 등 추진
- (스마트방역)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방문객 방역 서비스와 해충(모기) 감소
솔루션 도입 등 일상 친화적인 방역 프로젝트 추진
※ (공간소프트) 체온측정-방문객 정보등록-출입증 발급 원스톱 KIOSK (이티엔디) 스마트
모기 유인 및 포집기 설치 등

- (스마트안전) 치매환자, 노약자 등의 위치추적 서비스, 일방통행로 등의 교통안전
문제 해결 추진
※ (스마트메디칼디바이스) GPS 기반 위치추적 깔창 (아이에스앤로드테크) 디지털 교통
유도 사이니지 및 차량감지 시스템 (아이티에스뱅크)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한 가시성 높은 디지털 알림판 등 프로젝트 LED알림판

- (에너지 관리) 가정용 태양광 보급을 통해 탄소배출 저감 및 에너지 안정화를
도모하고, 다수의 태양광 모듈을 모니터링하고 통합 관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 차원에서 에너지 관리 용이성을 증진하고자 노력
※ (솔라테라스) 가정용 미니 태양광 패널과 IoT 솔루션 개발 (에너닷) 미니 태양광 통합
모니터링 및 관제 시스템
< 고양시 프로젝트 사례 >

(가) GPS 내장 위치추적 신발 깔창

(나) 스마트 모기 유인･포집기

(다) 가정용 미니 태양광 솔루션

※ 자료 :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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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대도시 수준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방 중소도시형 통합 MaaS
체계 구축 중이며, 관광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예약･결제 등 인프라 개선도
추진
- (이동권 보장) 지능형 대중교통(MaaS) 서비스와 손쉽게 결제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 마련 등 프로젝트 추진하여 관광객 및 거주민의 이동권을 개선
※ (씨엘) 다이나믹라우팅(DRT) 자동배차 버스 및 자율경로 생성 솔루션 (로카모빌리티)
호스트카드에뮬레이션(HCE) 기술 기반 모바일 광역교통 결제 솔루션

- (관광 인프라 개선) 교통 인프라와 지역 매장의 통합 결제 플랫폼 도입과
디지털 관광 안내 시스템,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통해 관광객･거주민 모두의
편의성 증진
※ (KST인텔리전스) 교통 인프라, 매장 이용이 동시 가능한 강릉 파인패스 개발 (한국투어
패스) 강릉관광 인프라 연동형 디지털 스탬프 (마크애니) DID(분산신원증명) 기반 모바일
신분증 및 스마트 CCTV 관제 서비스
< 강릉시 프로젝트 사례 >

(가) 강릉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나) 강릉 파인패스

(다) DRT 수요응답형 버스

※ 자료 :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2021

(창원시) 수소 에너지 선도 도시로서 수소연료전지 기반의 전기자전거 서비스를
도입
- (에너지 인프라 개선) 소형 그린수소 생산공급 설비를 기반으로 수소연료전지
전기자전거를 마이크로 모빌리티 공유시스템으로 제공해 시민 이동 편의성
제고
※ (이플로우) 그린수소 생산기술 및 수소연료전지전기자전거 개발

(부천시) 시내에 위치한 공단의 미세먼지 등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일대(오정동,
부천동, 중동, 상동)를 스마트 미세먼지 클린 특화단지로 조성
- (스마트 미세먼지 클린) △우리 동네 미세먼지 정보제공 서비스 △공업단지
비산 먼지 해결 서비스 △통학로 청정 안심공기 제공 △지하철역 미세먼지
저감 서비스 등 프로젝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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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자치도는 지역 공사･기관 등과 연계하여 주차 인프라의 디지털 전환 등
상대적으로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
(대전광역시) 슬로건인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를 위한 주차공유서비스,
무인드론 안전망 구축 등 추진
- (주차공유서비스) 민간주차장을 개방하고 공공주차장과 주차정보를 연계하여
주차편의를 제공
※ (DICIA･CNCITY･연무기술) 주차공유 서비스 플랫폼 개발 (에어포인트) 저전력 광역
IoT 솔루션 기술 (파킹클라우드) 무인정산기, 차량차단기, 디지털사이니지 등 주차정보
모니터링 솔루션

- (무인드론안전망서비스) 자율항행 무인드론으로 시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실시간 현장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 (한컴인스페이스) 무인 드론 스테이션 기반 플랫폼 서비스(드론상태 및 영상 모니터링
솔루션, 기상데이터 등 자동 인지 및 실시간 데이터 처리기술, 객체 추적) 개발
< 대전광역시 프로젝트 사례 >

(가) 민관 주차장정보 통합 플랫폼

(나) 공유주차장 결제･정산 로봇

(다) 무인드론 스테이션

※ 자료 :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2021

(부산광역시)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들의 대중교통 불편해소를 위한 배리어
프리 스마트 교통과 대표 관광도시로서 관광객 편의 지원 프로젝트를 중점 추진
- (배리어프리 스마트교통) 장애인 대중교통 탑승 보조를 위한 전용 안내 서비스와
편의가 보장되는 정류장, 응용서비스 등을 도입하여 장벽 없는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 (dot.) 시각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길 안내, 발권, ATM 기능 등이 통합된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 (엔컴) CCTV, 비상벨, 체온측정카메라 등 통합관제가 가능한 대중교통
정류장 (협동조합 이유) 교통약자를 전용으로 하는 승차공유, DRT, 무상카풀 서비스
App ‘이동의 자유’

- (관광 지원) 실내･외를 모두 커버하는 디지털 기술 기반으로 길 안내, 지역안내
서비스를 제공하여 관광객 편의를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
※ (제로웹) 실내 측위 장비를 기반으로 복잡한 지하철 역 3D맵 제공 및 이동･환승 경로
안내 서비스 (플럭시티) 3D 지도를 가시화하고, 일반인･장애인에 따라 특화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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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프로젝트 사례 >

(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나) 배리어프리 정류장

(다) 수요응답형(DRT) 교통 플랫폼

※ 자료 :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2021

(대구광역시) 안전한 대구광역시 조성을 위해 통신관로, 전기선로 등 지하매설물
관리 시스템과 상하수도 디지털 관리 프로젝트, 청소년 안심귀가 플랫폼 등 추진
- (MR(혼합현실)기반 지하 매설물 관리) 5G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지하 매설물
점검 MR시스템 적용을 통해 통신관로 등 도시 인프라 관리를 효과적으로 관리
※ (AR미디어웍스) 3차원 공간인식 솔루션･매설물 점검 및 정보공유･원격지원 플랫폼

- (상하수도 관리) 상･하수도 상태 등 지하 시설물을 모니터링하고 관리 할
수 있는 ‘스마트맨홀뚜껑’을 도입하여 안전성과 편의성 제고를 도모
※ (이엔아이씨티) 무선통신 모듈, 태양전지를 탑재한 맨홀뚜껑과 관련 솔루션 개발

- (청소년 안심귀가) 귀가자를 인식하고 관제망에서 동선 등을 추적, 관리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한 청소년 귀가 길 조성
※ (엠제이비전테크) 엣지형 AI 기술이 탑재된 CCTV 기반 스마트 관제 솔루션
< 대구광역시 프로젝트 사례 >

(가) 지하매설물 관제 MR 플랫폼

(나) 스마트 맨홀뚜껑

(다) 객체인식 관제 CCTV 솔루션

※ 자료 :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2021

(제주특별자치도)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그린도시 구축, 친환경 모빌리티
서비스 등 탄소중립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
- (에너지 인프라 개선) 신재생 에너지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에너지 불균형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시스템(EMS), 에너지 거래플랫폼 등 디지털
기술들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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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플러스) 도시에너지통합정보플랫폼(TEMS) 구축 (메티스정보) 신재생에너지 직접거래
솔루션 (KAIST) 잉여에너지 분산 허브 개발

- (전기차 충전 및 인프라) 전기차 확대에 따라 부족한 인프라 확충･보완을
위해 신개념 에너지 충전소 도입, 전기차 충전기 성능 개선 등 프로젝트 추진
※ (GS칼텍스) 내연･전기차를 통합 지원하는 에너지 충전소 (진우소프트이노베이션) 충전용
인프라를 통합 운영･관리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 (마이크로 모빌리티 사업) 전동 공유 킥보드 사업 ‘이브이패스’ 통해 친환경
관광 편의성 증진
< 제주특별자치도 프로젝트 사례 >

(가) 제주형 에너지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

(나) 에너지 통합관리 플랫폼(TEMS)

※ 자료 :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2021

출처: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2021 공식 홈페이지 및 디렉토리북 (2021.9.10.) 외
https://www.worldsmartcityexpo.com/home/main/home.do
https://www.sedaily.com/NewsView/22RDVFAH9X
http://mbnmoney.mbn.co.kr/news/view?news_no=MM100443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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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 유럽에 대규모 투자…美 정부의 반도체 생산기지 유치도 적극적

인텔, 유럽 반도체 공장 2곳 신설…950억 달러 투자
코로나 19에 따른 수급 불균형으로 컴퓨터･자동차･가전 등 반도체 품귀 현상이
지속되면서 반도체 기업은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며 공급망 확보와 주도권
강화에 전력
특히 인텔은 인공지능･자율주행 등 신산업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파운드리 기술개발 로드맵을 새롭게 제시하는 등 승부수
- 2021년 7나노미터(1nm=10억 분의 1m, 이하 나노) 반도체를 선보인 뒤 2023년
3나노, 2024년 2나노, 2025년 1.8나노 반도체를 생산하는 로드맵 제시(7.26)
이어 유럽 지역 2곳(독일･프랑스･폴란드 등 거론)에 신규 차량용 반도체 생산
공장 건립을 위해 950억 달러(약 110조 원) 투자 계획을 발표(9.7)
※ 겔싱어 인텔 최고경영자(CEO)는 향후 10년간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두 배 성장할
것으로 예상. 특히 프리미엄 신차의 경우 재료비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
4%에서 향후 20% 이상으로 상승 예측하며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적극 대응 시사

- 금년 3월 200억 달러를 들여 미국 애리조나주에 공장 두 곳을 신설하고 뉴멕시코주
공장에 35억 달러를 투자해 증설하겠다고 공언한 이후 불과 6개월 만
- 이미 지난 4월 겔싱어 CEO가 유럽을 방문해 대규모 투자를 동반한 반도체
공장 건립을 논의하며 80억 유로(약 10조 7,500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 어필
- 유럽 반도체 공장 신설 계획은 현재 2곳에서 향후 8곳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히며 유럽 고객사 확보에 적극 나설 계획
삼성전자･TSMC도 각각 대규모 투자 계획을 지속적으로 공개･확대하면서
반도체 시장을 둘러싼 글로벌 주도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
< 2021년 반도체 ‘Big3’ 반도체 투자 행보 >
기업

행보

⦁향후 3년간 파운드리에 1,000억 달러 투자 발표(4월)
⦁미국 애리조나주에 반도체 생산 공장 5개 추가 건설 발표(5월)
⦁일본 이바라키현에 R&D센터 구축 결정(6월) 및 구마모토현에 반도체 공장 설립 추진
⦁대만 가오슝에 6나노･7나노 첨단공장 건설 계획 공개(9월)
⦁미국 반도체 공장 증설에 170억 달러 투자 계획 발표(5월)
⦁2030년까지 파운드리 등 시스템 반도체에 171조 원 투자 발표(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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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행보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 신설 및 애리조나주에 200억 달러 투자하여 공장 2곳 건설
발표(3월)
⦁유럽 신규 공장 건설에 200달러 투자 논의 및 80억 유로 보조금 요청(4월)
⦁온라인 기술 로드맵 발표 행사(Intel Accelerated, 7.26)에서 초미세공정 로드맵 업데이트
(2025년 1.8나노 생산 목표)
⦁유럽에 반도체 공장 2곳 건설 발표(9월)
※ 자료 : 언론 보도 자료 정리

미국 정부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 유치 적극적…국내 기업 진출 여부 주목
미국 행정부는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5년간 520억 달러(약 60조 원)의
보조금*을 외국계 기업에도 지원하는 방안 검토 중
* 미국을 위한 반도체(CHIPS for America) 발의 법안 내용 중 하나

- 미국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공급망이 붕괴하고 여러 산업이 피해를
입은 가운데 특히 반도체 분야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높다고 판단, 연방 예산으로
520억 달러의 지원 법안 마련
- 금년 5월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170억 달러(약 19조 원) 규모의 미국 현지
파운드리 투자를 공식화한 삼성전자가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이목 집중
※ 상원에서 처리된 법안에는 미국 기업과 해외 기업을 차별하는 내용이 없지만 하원
심사 과정에서 소수 의원이 미국에 본사를 둔 자국 기업에만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도체 보조금 지원 대상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

한편, 텍사스주 윌리엄슨 카운티와 테일러시는 삼성전자 미국 법인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회의를 열고(9.8) 삼성이 제안한 세금 인센티브를 만장일치로
통과
- 2026년 1월까지 170억 달러를 투자해 600만 평방피트(0.5㎢)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짓고 정규직 1,800개를 제공할 경우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
- 윌리엄슨 카운티는 첫 10년간은 재산세의 90%를, 이후 10년은 85% 환급
방침
- 테일러시는 삼성전자가 사용할 토지에 대해 첫 10년간은 재산세의 92.5%,
이후 10년간 90%, 추가로 10년간 85%를 보조금 형태로 지급 계획
- 삼성전자는 공장 설립 지역을 결정하면 동 지역 거주자(청소년 등)를 매년
인턴으로 채용해 반도체 공장 등 산업 현장에서 교육받을 기회 부여 등 지역사회
공헌활동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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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일보 (2021.9.8.) 외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90810490001182
http://m.koreatimes.com/article/20210912/1380069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1/09/868173/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7/687849/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72914045195842
https://biz.chosun.com/it-science/ict/2021/09/09/BSUWW6XAJBE3TDSARI6MO6ZDMQ/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912508578?OutUrl=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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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본, 코로나19･비대면 등으로 주목받는 무인점포 확산일로

편의점업체 ‘패밀리마트’ 무인점포 약 1,000개 설치 예정
지난 3.31일 무인점포 1호점을 오픈한 패밀리마트는 2024년 말까지 약 1,000점
출점 계획을 밝히며(9.10) 비대면 시대를 맞아 무인점포 시장 선도 구상
- 전용 게이트를 통해 입장 후 구입을 원하는 상품을 집어들면 천장의 인공지능
카메라와 선반 센서가 이를 감지하고 결제 단말기 모니터에 상품명･가격이
자동 표시･결제되는 방식
- 해당 무인점포에 적용한 인공지능 무인 결제 시스템 ‘TTG(Touch To Go)
SENSE MICRO’는 JR동일본 철도회사와 IT기업 사인포스트가 함께 개발
- 미국 아마존고처럼 소비자가 집어든 상품을 카메라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실시간 인식하고 쇼핑을 마친 소비자가 결제 구역에 들어서면 화면을 통해
자동으로 상품과 가격 표시
- 3차원 정보와 상품 이미지를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로 파악･인식하는 48대의
인공지능 카메라를 매장 천장에 설치해 점포 운영･관리
※ 상품 인식률은 95% 수준

- 바코드 리더기에 상품을 일일이 접촉할 필요가 없으며 스마트폰 전용 앱을 설치하거나
생체인증 등을 할 필요도 없다는 점에서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일본 소비자
성향과 니즈 충족
< 패밀리마트 무인점포 이미지 >

(가) 패밀리마트 무인점포 운영 방식

(나) 천장에 48대 AI 카메라를 설치한 내부 모습

※ 자료 : 일본경제신문, 202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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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매장과 마찬가지로 약 3,000개 품목을 취급하며 원격으로 연령 확인
시스템을 도입해 주류･담배 판매도 가능
- 기존 편의점은 결제와 상품 진열을 위해 2명 이상 직원을 상시 배치해야하지만
무인점포는 상품 정리 등을 위해 1명을 필요에 따라 투입･운영 가능하다는
점에서 효율적
현재 패밀리마트는 일본 내 점포 수가 약 1만 6,000개이며 연간 출점 수는
200∼500개에 이르는데 향후 무인점포를 주축으로 매장을 늘려나간다는 계획
계산대 없는 완전 비접촉식 스마트 스토어 속속 등장하며 실용화 속도
유통기업 다이에이(Daiei)는 NTT데이터와 협력해 스마트폰 인증으로 계산대를
거치지 않고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매장 ‘Catch&Go’를 NTT데이터 사내에
오픈(9.2)
- 음료･과자･도시락 등 약 600개 품목을 취급하는 큰 규모에 속하는 매장으로
계산대를 두지 않고 스마트폰 전용 앱으로 결제하는 방식
- 내점 고객은 사전에 ID를 등록하고 입점 시 발행되는 QR코드를 게이트에
비추면 점포 내 인공지능 카메라와 센서가 움직임과 구입 상품을 파악해 출구
게이트에서 자동으로 구매 처리
< Catch&Go 운영 방식 >

※ 자료 : 일본경제신문, 2021.9.10.

IT기업 후지쯔는 ’20.2.26∼5.25일까지 편의점 로손과 협력해 계산대 없는
매장을 실증 실험했으며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21년 내 점포를 오픈･확장할
계획
- 미국 스타트업 지핀(Zippin)의 무인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입점 시 스마트폰으로
인증하면 자동으로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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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지쯔는 지핀의 인공지능 무인결제 시스템에 자사 얼굴･정맥인증 기술을
더해 스마트폰이나 결제수단 없이 맨몸으로 상품을 결제하는 시스템도 개발할 계획
- 나아가 소비자 행동 분석을 통해 무인점포의 부가가치를 높인다는 전략
< 후지쯔･로손이 협력한 무인점포 >

(가) 계산대 없는 출입구

(나) 카메라가 설치된 매장 모습

※ 자료 : 일본경제신문, 2021.9.10.

도쿄 인근 사이타마현 후지미노市 복합 쇼핑몰에도 내점 고객이 스마트폰
앱으로 상품 코드를 읽기만하면 결제 가능한 계산대 없는 식료품점을 8월 말
오픈
- NTT동일본이 개발한 ‘스마트 스토어’ 앱을 미리 다운로드받아 결제에 사용할
신용카드를 등록 후 입점
- 앱에 표시되는 QR코드를 게이트에서 인증절차를 마치고 입장 가능하며 진열
상품 바코드를 스캔 후 퇴점 시 결제 버튼을 누르면 한꺼번에 구입
- 매장 내 설치한 인공지능 카메라를 활용해 향후 고객의 구매 행동, 표정 등을
분석하고 제품개발까지 이어간다는 구상
< 후지미노市 쇼핑몰 내 무인점포 >

(가) 계산대 없는 출입구

(나) 바코드를 인식한 화면

※ 자료 : 일본경제신문, 2021.9.1

53

NEC도 사내에 계산대 없는 매장을 ’20.2월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노하우
등을 축적해 향후 시스템 판매에 나설 계획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거래 선호, 규제 완화 등은 무인점포 촉진 배경
코로나19 확산으로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는 비대면 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저출산･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한 일본 사회의 일손부족 등을 해결 가능하다는
점에서 무인점포 수요가 빠르게 증가
- 운영･관리 비용이 저렴하고 소규모 출점에 가능하다는 점에서 소외 지역과
지하철 역 등 협소한 공간에서도 오픈 가능
- 초기 출점 비용은 기존 유인 점포대비 약 20% 높다는 분석이지만 인건비
절감을 고려하면 이를 상쇄시킨다는 분석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인건비는 영업비용의 60%
차지

음식･주류 등을 판매하는 소매점에 식품위생 책임자 상주를 의무화했던 법안을,
무인점포의 경우 상품 진열･확인하는 직원을 필요에 따라 배치해 위생관리자
역할을 대신할 수 있도록 완화(후생노동성, ’20.6)하며 시장 진입이 용이한
환경 조성

출처: 일본경제신문 (2021.9.10.) 외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UC257OL025082021000000/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UC264KK026082021000000/?unlock=1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CC26BV20W1A820C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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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단신 동향

1. 해외
※ 제목 클릭 시 원문 링크(URL)로 연결됩니다.
국가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 애플은 일본 공정거래위원회(JFTC)와 합의에 따른 조치로
콘텐츠 구독 앱 내부에서 외부 웹사이트 링크를 허용
- 앱스토어에 등록된 디지털 잡지, 신문, 책, 오디오, 음악,
비디오 콘텐츠 구독 서비스 앱에서 외부 웹 사이트와 곧바로
연동하는 링크를 통해 계정을 설정 및 관리 가능

애플, 콘텐츠 구독
앱 외부결제 허용

- 이 같은 변경사항을 2022년부터 전 세계 앱스토어내 모든
리더 앱(콘텐츠 구독 서비스 제공앱)에 적용할 방침

(로이터 / 2021.9.2)

- 그동안 앱스토어 이용자는 앱 안에서 본인 계정을 관리하거나
멤버십을 변경할 수 없었으며 해당 웹사이트로 이동해
진행하라는 안내 문구를 받았지만, 앞으로 해당 안내문구
및 관련 링크가 동시에 노출
- 한편, 콘텐츠 구독 서비스 개발사는 애플 인앱결제 수수료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

미국
○ 안보유망기술센터(CSET)는 중국과 러시아 간의 인공지능
분야 내 협력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함
- 본 보고서는 중국과 러시아 간의 인공지능 부문 내 협력
현황을 연구 논문과 투자 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봄

중국과 러시아 간의
인공지능 협력 현황
(안보유망기술센터 /
2021.8.26)

- 2010년에서 2019년 사이 중국과 러시아의 연구자가 인공
지능 부문에서 협력해 발표한 영문 논문은 296건으로,
중국의 인공지능 논문 중 0.1%, 러시아의 논문 중 2%
미만이었음
- 양국 간의 연구 협력 2016년 이후 빠르게 증가해 2019년에
발표된 협력 논문 수는 2010년의 14배에 달했으며, 주로
패턴 인식, 알고리듬 개발, 컴퓨터 비전, 머신러닝, 리모트
센싱 등의 부문에서 협력이 이루어짐
- 2016년에서 2021년 사이 중국과 러시아의 인공지능 기술
투자 규모는 증가하였으나 대부분은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향한 것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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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 양국 간의 협력은 미국-중국 간의 협력이나 미국-러시아
간의 협력에 비하면 규모가 매우 적다는 점에서 아직 연구
성과는 크지 않으나 빠르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
○ 국립과학재단(NSF)은 국가 혁신 네트워크를 육성하기 위해
i-corps(Innovation Corps Hub) 5곳을 건설하는 방안을 발표
- I-Corps은 기초 연구 및 공학 성과인 딥 테크를 시장화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과학자와 공학자, 기업가, 창업가
등이 국가 혁신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줌
○ 국립과학재단(NSF)은 I-Corps Hub을 건설해 다음과 같은
i-corps를 통한
5대 부문의 국가적 수요에 대응하게 만듦
국가 혁신 네트워크
- 도구와 자원, 훈련 활동을 만들고 시행해 국가의 혁신
촉진
(국립과학재단 /
2021.8.25)

역량을 향상함

- 유망한 연구를 파악, 개발, 지원하여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함
- 지역적, 국가적 i-corps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에서 얻은
데이터와 인사이트를 수집, 분석, 평가, 활용함
- 다양한 혁신가의 커뮤니티에 기회를 제공함
- 국가적 규모에서 효과적인 혁신 기법을 공유하고 활용하여
국가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

미국

○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은 차세대 바이오 제조 역량
강화를 위한 단백질 제조의 재구성(Reimaging Protein
Manufacturing, RPM) 프로젝트를 추진함

차세대 바이오 제조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 추진
(방위고등연구계획국 /
2021.8.25)

- 현재 의료 대항책(MCMs)의 생산을 위한 대응 시간은
수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이를 취약 인구로 배분하는데
다시 추가적인 시간이 더욱 필요함
- 분산형 제조 패러다임은 특히 접근이 거부되거나, 어렵거나,
차질이 생긴 작전 환경에서 국방부(DOD)가 대응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음
-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의 단백질 제조의 재구성
(RPM) 프로젝트는 완전히 분산화되고 수요에 대응하는
바이오 기반의 의료 대항책(MCMs)이나 관련 소재의 제조에
기반이 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에너지부(DOE)는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의 에너지 효율성을
에너지부,
향상시키는 기술 개발 프로젝트에 5,400만 달러(약 630억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위한 투자
(에너지부 / 202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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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를 투자하는 방안을 발표함

- 에너지부(DOE)의 과학실(Office of Science)은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의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킬 8개 국립연구소의
10개 프로젝트를 선정함

국가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 에너지부(DOE) 산하의 아르곤국립연구소(ANL), 페르미
국립가속기연구소(FNAL), 로렌스버클리국립연구소(LBNL)
등의 국립연구소와 학술 기관, 민간 기업이 다학제적 연구진을
구성해 반도체 설계 및 제조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기술을
연구하게 됨

미국

- 연구는 (1) 신소재, 화학, 합성, 제조, (2) 새로운 컴퓨팅
패러다임과 구조, (3) 통합 센싱, 에지 컴퓨팅, 통신의 3가지
연구 분야에서 이루어짐
- 선정된 프로젝트는 과학실(Office of Science)의 첨단과
학컴퓨팅연구(ARCR), 기초에너지과학(BES), 핵융합에너지
과학(FES), 고에너지물리(HEP)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향후 3년 동안 총 5,400만 달러(약 630억 원)를 투자받게 됨
○ 경제산업성은 ’20년 중소기업실태조사사업의 일환으로
「새로운 지역경제산업정책의 방향성 검토를 위한 조사보고서」
작성〮
공표(일본종합연구소 작성)

새로운
지역경제산업정책의
방향성 검토를 위한
조사
(경제산업성 / 2021.9.1)

일본

- 지역기업 및 산업의 디지털화(DX) 촉진 (중소기업의 DX
추진현황 및 DX를 둘러싼 환경 등 일본의 현황, 중소기업의
DX 추진시 과제)
- 지역의 사업재편, 혁신, 스타트업 촉진(지역발 혁신을 견인
하는 주체, 중소기업의 사업재편 및 M&A 동향, 스타트업
에코시스템 구축 촉진, 지역 혁신의 과제)
- 지역기업 및 산업을 뒷받침하는 인재육성 및 확보 촉진(중소
기업의 채용 및 육성, 퇴직 등 과제, 중소기업의 부업 및
겸업인재 활용, 해외 각국의 인재관련 데이터 비교(인재유
동성 및 인재의 도시부로의 집중, 노동시간 등))
- 해외 관련정책(프라운호퍼 연구소의 연구거점 배치, EU의
스마트 스페셜라이제이션 전략)

○ 경제산업성은 ’20년 신에너지 등 보안규제고도화사업의
수소 연료전지 드론
일환으로 「수소 연료전지 드론 등 관련 기준작성 검토 등에
대한 조사보고서」작성 공표(accenture 작성)
등 관련 기준작성

검토 등에 대한
조사보고서
(경제산업성 / 2021.9.1)

- 스마트 보안기술을 도입하고 있는 여러 국가의 규제･제도
및 변천 조사
- 첨단기술을 도입한 플랜트 보안체제의 기본방향, 리스크
평가 및 안전대책 실시방법, 직면한 과제 등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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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 금번 조사한 영국을 비롯해 신기술이 도입된 해외 각국에서는
국가 규제를 단순화하는 대신 프로세스 안전관리를 중심
으로 한 자주적 안전관리체제 구축을 의무화하고, 사업자
스스로가 플랜트 보안의 책임을 완수하도록 하여 플랜트
보안 확보

일본

- 일본의 플랜트 보안체제는 영국이나 싱가포르와 마찬가지로
자주적인 프로세스 안전관리 체제로 바꾸어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근거하여 점검하는 체제를 구축, 운용하는 것이 중요
○ 전망산업연구원은 2021년 중국 바이오매스 발전 산업의
시장현황, 지역구조 및 발전전망 분석 (9.1)
- 2020년 중국의 바이오매스 발전량 누계는 1,326억kWh로,
전년대비 19.4% 증가, 안정적인 증가세 유지

2021 중국
바이오매스
발전산업 시장현황,
지역구조 및
발전전망 분석
(전망산업연구원 /
2021.9.1)

중국

- 농림 바이오매스 발전량은 510억kWh로, 산둥, 안후이,
헤이룽장, 광시, 장쑤 등지에 집중
- 메탄가스 발전량 누계는 37.8억kWh로, 발전량은 광둥,
산둥, 저장, 쓰촨, 허난 등지에 집중
- 중국의 바이오매스 발전량 중 상위 5위 성이 중국 전체의
절반을 차지
- 2020년 중국 바이오매스 발전에서 건설 중인 용량은
1,000만kW
- 2050년 신재생에너지가 1차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전 사회 전기사용량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로 예상, 향후 바이오매스 발전
전망이 밝음

중국과학기술협회
사업발전 14.5계획
발표
(중국과학기술협회 /
202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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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 쓰레기소각 발전 누계 발전량은 778억kWh, 발전량이
많은 성은 광둥, 저장, 장쑤, 산둥 및 안후이 등

○ 중국과학기술협회 제10차 전국대표대회에서는 <중국과학
기술협회 사업발전 14.5계획(2021-2025년)> 심의 통과
(8.31)
- 전국 과기협회 시스템의 중점임무 확정, 각급 과기협회
조직 및 산하 학회의 행동지침으로, 연차 사업계획 제정의
근거
- 13.5기간 과기협회 사업은 중대한 성과를 거두고, 중국
공민의 과학자질 보유 비중은 2015년의 6.2%에서
2020년의 10.56%로 향상

국가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 (주요목표) 중앙정부가 과학기술사업자와 연계하는 교량
역할 부각, 과학기술사업자의 혁신･창업･창조 능력 증강,
대외 민간 과학기술 인문교류 신규 국면 개척
○ LOG Research는 2021년 중국 저탄소 공급사슬 혁신발전
보고서를 발표 (8.31)
- 세계자원연구소(WRI)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전에
세계 49개 국가가 이미 탄소 정점에 도달하고, 세계 배출량의
36% 차지

2021 중국 저탄소
공급사슬 혁신발전
보고서 발표
(LoG Research /
2021.8.31)

- 130개 이상의 국가와 지역은 ‘제로 탄소’ 또는 ‘탄소중립’의
기후 목표를 제시
- 중국은 2030년 탄소 정점 도달, 2016년 탄소중립 실현의
목표 제시
- 중국의 에너지 구조는 점진적으로 조정, 2060년 전면적
청정에너지 사용, 에너지구조에서 석탄에너지 완전 퇴출,
태양에너지(광)와 풍력에너지가 주된 에너지로, 합계 비중은
78% 차지 전망
- 국가는 공급사슬 물류의 지속가능한 그린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을 잇달아 출범

중국

- 화웨이는 ‘녹색 비트’ 구축, 탄소배출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순환경제 촉진의 3개 분야에서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여
○ 공업정보화부는 전국정치협상회 위원의 <중국에서 나트륨
이온 전지 집중발전에 관한 제안>에 회답 (8.25)

공업정보화부,
나트륨이온 전지

- 가격대비 성능이 높은 나트륨이온 전지가 리튬이온 전지의
중요한 보충이 될 전망

전면적 상업화 추진

- 특히 고정식 에너지저장 분야는 양호한 발전전망 보유

(공업정보화부 /
2021.8.26)

- 관련 부문은 성능이 뛰어난 조건부 나트륨이온 전지의
신에너지 발전소, 교통도구, 통신 기지국 등 분야에서의
응용을 가속화하도록 지원하여 나트륨이온 전지의 전면적
상업화를 추진

전기자동차백인회:2 ○ 전기자동차백인회는 2021년 중국 전기자동차 발전 회고
및 미래 전망 (8.25)
021년 중국
전기자동차 발전
회고 및 미래 전망
(전기자동차백인회 /
2021.8.25)

- 글로벌 교통 분야 전기화 과정에서 중국, 미국 및 유럽은
전기승용차 분야의 누계 시장 점유율이 90% 상회, 이에
따라 해당 3개국의 전기자동차시장에 대한 세계적인 귀추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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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 (중국) 10년간 세계 최대 전기자동차시장 및 세계 최다
전기자동차 발전 선진 도시를 육성
- (미국) 증가율이 중국과 유럽에 비해 낮고, 누계 판매량이
가장 적지만 보다 많은 도시의 전기자동차 판매가 활약

중국

- (유럽) 시장의 증가율과 누계 판매량이 장기간 중국과 미국
사이였으나 2020년 1-8월간 증가율이 8%로 상승하여
중국을 초월

세계 최대 로봇
망원경을 지원하는
영국
(UKRI / 2021.9.1)

○ UKRI는 세계에서 가장 큰 로봇 망원경에 대한 영국의
기여는 과학기술 시설 위원회 (Science and Technology
Facilities Council, STFC) 의 4백만 파운드 (한화 약
64억 원) 의 자금 덕분에 진행될 수 있다는 소식을 발표.
- 2,400만 파운드 (한화 약 383억 8,800만 원), 직경 4m인
망원경은 이전의 기록보다 4배 더 민감하고 10배 더 빠름
- 이 로봇 망원경은 폭발적이고 빠르게 사라지는 천문학적
사건에 빠르게 반응할 것이며 천문학자들에게 우주를 이해
하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임
○ UKRI는 Innovate UK와 협력을 통해 제공되는 새로운
Ofgem 전략 혁신 자금은 에너지 네트워크 변화를 위한
혁신적이고 야심찬 아이디어를 찾고 있다는 소식을 발표.

영국
가스 및 전기
네트워크의 혁신을
해금하기 위한 4억
5천만 파운드의
자금
(UKRI / 2021.8.31)

- 새로운 자금이 열리면 에너지 네트워크 혁신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보다 친환경적인 여행 및 가정과
산업에서의 난방과 전력 공급을 해금할 수 있음.
- 4억 5천만 파운드 (한화 약 7,197억 7,000만 원) 는 향후
5년 동안 이 자금을 통해 제공되고 혁신가들이 강력한
계획을 내놓을 경우 필요에 따라 옵션이 증가할 수 있음.
- 네트워크 기업, 시스템 운영자, 세계를 이끄는 사업과 연구자
들이 함께 이 자금을 다음과 같은 큰 아이디어를 견인하는데
사용할 것:
- 배출에서 자유로운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가속화
하고 영국을 에너지 혁신의 세계적인 리더로서 자리잡게
도와준다는 아이디어임.

독일

보건의료 산업,
독일 경제에서 비중
확대
(연방경제에너지부 /
2021.9.1)

60

○ 연방경제에너지부는 2020년 국민 보건 계정결산(Gesund
heitswirtschaftliche Gesamtrechnung, GGR)를 통해
독일 의료 산업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음을 확인
- 2020년 기준 의료 산업이 창출한 가치는 약 3,640억
유로로, 독일 총 부가가치의 12%를 차지하였으며, 매일
10억 유로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효과

국가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 관련 부문 종사자 수는 740만 명으로, 전체 근로 인구
중 1/6이 이에 해당
-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보건 경제 전체는 3.7%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지만 부문별로는 다소 상이
- 보건 산업은 -9% 성장을 기록한 반면 의료 부문은 -1.4%로
상대적으로 적은 감소 보임
○ 연방경제에너지부는 2019년 부터 <비즈니스 모델 및 선구형
솔루션을 위한 혁신 프로그램 (Innovationsprogramm für
Geschäftsmodelle und Pionierlösungen, 이하 IGP)>을 추진

독일
비 기술형 혁신
프로그램 중간 평가
성공적
(연방경제에너지부 /
2021.8.31)

- 이 사업은 혁신 플랫폼이나 미래 지향적 혁신을 추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영업자 및 스타트업 포함) 및 이들과 협력
하는 연구기관 지원
- 디지털화 및 데이터 기반 혁신, 문화 사업, 창의 산업과
같은 사회적 영향력이 큰 교육과 정보 접근 관련 혁신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
- 2021년 4월에 부터 다양한 조사(자금 지원 기업에 대한
온라인 조사, 인터뷰, 워크샵, 문헌/문서 분석 포함)를 거쳐
펀딩 컨셉트와 경제 효과 등을 분석하고 있으며, 중간
결과는 긍정적
- 특히 당장 가시적인 효과가 크지 않더라도 일자리 창출
및 지속 가능한 노하우의 꾸준한 개발을 통해 시장 현대화와
같은 장기적인 면에서 긍정적 변화 기대

○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반도체 의존도를 낮추고 자급을
이루기 위한 ‘유럽 반도체 법’(European Chips Act) 제정
추진

반도체 법 제정
EU 추진…생산자립
선언
(테크크런치 /
2021.9.15)

- 금년 3월 발표한 ‘2030 디지털 컴퍼스’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EU 차원의 법･제도적 지원 정책 마련에 나선 것
※ 2030 디지털 컴퍼스 계획은 향후 10년 안에 세계 반도체
제품의 최소 20%를 EU 내 공장에서 생산한다는 내용이 골자

- 유럽의 반도체 법은 생산 시설, 연구･개발(R&D)의 세제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
- 또한 법을 통해 ‘유럽반도체기금’(European Semiconductor
Fund) 설립도 검토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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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 유럽연합(EU)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
로드)’에 대항하기 위한 대외 인프라 투자 사업 ‘글로벌
게이트웨이(Global Gateway)’ 발족

EU판 일대일로
EU ‘글로벌
게이트웨이’ 추진
(파이낸셜 타임즈 /
2021.9.15)

- 글로벌 게이트웨이는 EU가 독자적으로 창설한 무역, 인프라
투자 사업으로 전 세계적으로 ‘연결 고리’를 만드는 것을
의미
- 전 세계 국가들과 글로벌 게이트웨이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파트너들에게 투명성과 좋은 거버넌스를 제공할 방침
- 글로벌 게이트웨이가 중국의 일대일로를 넘어 저소득 국가에
가치 기반의 투명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인도 반독점 조사 기관인 인도경쟁위원회(CCI)는 구글이
제조사를 상대로 자사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

구글의 시장 지배적
인도 남용 혐의 반독점
조사 보고서 공개
(로이터 / 2021.9.20)

- 구글이 안드로이드의 대안 버전용 기기를 개발･판매하려는
제조사의 능력을 제한했고 구글 애플리케이션을 기기에
사전 탑재하도록 강요했으며 제조사를 상대로 부당한 조건을
도입했다고 지적
- 또한 구글이 자신의 지배력을 보호하기 위해 플레이스토어
(안드로이드의 콘텐츠 구매 프로그램) 지위를 지렛대로
활용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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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 제목 클릭 시 원문 링크(URL)로 연결됩니다.
분류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 새로운 개념의 3차원 전자소자를 개발하여 세계적인 과학
권위지 ‘네이처’ 표지 논문에 게재
※ 김봉훈 교수(숭실대학교) 연구팀이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존 에이 로저스(John A. Rogers) 교수 연구팀과 국제 공동
연구 결과

세계 최초 씨앗의
구조를 모사한
3차원 전자소자
개발
(과기정통부 /
2021.9.23.)

- 식물의 씨앗이 바람을 타고 들판에 퍼지는 원리를 이용하여
넓은 지역에 퍼질 수 있는 마이크로(초소형) 사이즈의 3차원
전자소자는 세계 학계에서 최초로 제시되는 개념
- 이는 3차원 전자소자의 경우 바람의 에너지를 사용하여
날아가는 무동력 타입의 수동형(passive-type) 비행체
이며, 소자의 크기를 수십~수백 마이크로미터까지 축소 가능
- 이러한 3차원 전자소자를 산과 들판에 뿌리게 되면 자연
오염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IoT 소자를 손쉽게 제조
- 연구진은 후속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처럼 산지가 많은
지형을 대상으로 새로운 형태의 환경오염 감시･관측이
가능한 차세대 로봇/비행체를 개발해 나갈 계획

주

○ UN 총회가 개최되고 있는 미국 뉴욕에서, 9월 21일(화)
오전 10시 30분(현지시각) 한미 양국 백신 기업 및 연구
기관간 협력 강화를 위한「한미 백신 협력 협약 체결식」과
「한미 글로벌 백신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이 개최됨

무
부
처

세계 보건위기
극복을 위한 한미
민간 백신 협력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1.9.22.)

- 이번 「한미 백신 협력 협약 체결식」에서 백신 원부자재
등을 생산하는 글로벌 생명과학 기업인 싸이티바(Cytiva)가
한국 내 고부가 세포배양액 등의 생산시설 설립 투자를
내용으로 하는 투자신고서를 제출하였다.
-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전세계 유행) 이후 글로벌 원부자재
기업이 한국에 생산시설 투자를 신고한 첫 번째 사례로서,
백신 원부자재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가 글로벌 백신 허브로 도약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또한, 「한미 백신 협력 협약 체결식」에 한국과 미국의
17개 백신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 대표들이 참석하여,
원부자재 공급, 백신 공동개발, 위탁생산, 감염병 대응
연구협력에 관한 4건의 기업간 MOU(양해각서)와 4건의
연구기관 간 MOU 체결이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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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주관으로 극지(그린란드)에서 빙하
관측을 위한 비행 시험 수행(’21.9.10~’21.9.14)

국내 소형무인기를
이용하여
극지(그린란드)
빙하가
지구온난화로 인해
녹는 현상 관측
성공
(과기정통부 /
2021.9.17.)

- 이번 연구는 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을 주도하는 극지
(그린란드)의 빙하가 녹는 현상 관측을 위해 기존 위성
및 소형드론 관측 기술의 한계(낮은 해상도, 매우 긴 재방문
주기 등)를 보완하는 준광역 관측 및 데이터 분석 기술
개발을 목표
- 구체적으로 기상측정전문 드론을 활용해 빙하 상공 기상
데이터(고도별 온도･습도･풍향･풍속)를 측정하여 위성
으로는 관측이 불가능한 빙하 상공 기상정보의 통합적
분석을 목표
- 이번 비행시험은 극지환경 무인기 운용 특성 분석, 빙하지형
맵핑 영상 획득, 항법성능시험 등을 수행하며 극한환경
에서 국내 무인기의 성능을 입증하는데 큰 의미
○ 한국사회에 발생 가능성이 있는 극단적 미래위험을 선정
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방향 수립 등 향후 연구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제3회 X-이벤트 연구 총괄위원회’ 개최

주
무
부
처

미래 사회에
발생가능성이 있는
복합･대형위기
대응전략 마련 추진
(과기정통부 /
2021.9.17.)

- 예상치 못한 위기에 회복력(resilience)이 강한 국가 실현을
목표로 ①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X-이벤트를 예측하고
②사건의 전개양상을 보여주는 예상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③이를 바탕으로 위험의 대응-회복-예방에 걸친 전주기
과학기술 정책 방향을 제시
- 과학기술적 해결가능성이 높아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심층
분석 이슈로 △슈퍼바이러스의 역습에 의한 인류생존 위협,
△1,000년에 한 번 발생하는 초대형 가뭄 및 홍수의 발생,
△통제할 수 없는 인공 초지능의 갑작스러운 등장이 선정
- 과학기술적 해결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사회적 파급효과가
높아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미래 이슈로는 △영화 ‘매트
릭스’와 같은 가상융합세계의 현실화 △역대 최대 규모의
백두산 화산 폭발 △노후 위성 및 우주정거장 파편의 도심
지역 추락 등 7개 선정

7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고체
우주발사체 기술
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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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과학연구소(ADD)는 7월 29일 국방과학연구소 종합시
험장에서 우주발사체용 고체추진기관 연소시험을 성공적
으로 수행함
- 이번에 시험한 고체추진기관은 향후 소형위성 또는 다수의
초소형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릴 수 있는 우주발사체의
추진기관으로, 국방과학연구소는 그동안 고체연료 추진체
연구를 통해 축적해 온 기술력과 노하우를 이번 시험에
적극 활용

분류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 지금까지 한미 미사일지침에 따라 개발이 제한되었던 고체
우주 발사체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국방
우주전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대한민국은 액체 우주발사체 누리호 개발을 통해 확보된
기술과 더불어 고체 우주발사체 기술을 단기간내 확보함으
로서 7대 우주강국*을 향하여 한발짝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임
* 7대 우주강국 :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 일본, 인도, 대한민국

○ UN산하기구인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21.9.20일
발표한 글로벌 혁신지수(Global Innovation Index)에서
대한민국이 역대 최고인 5위를 차지, 아시아 지역에서는
싱가포르･중국･일본 등을 넘어 혁신최강국으로 발돋움

혁신지수 세계 5위,
아시아 1위 차지

- 132개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평가에서는 스위스･스웨덴･
미국･영국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1위부터 4위, 아시아
에서는 한국에 이어 싱가포르가 8위, 중국과 일본이 각각
12위, 13위 차지

(산업통상자원부 /
2021.9.22.)

- 우리나라는 작년보다 5계단 상승하며, 상위 20개국 중
혁신역량이 가장 많이 개선된 국가로 평가

한국, 글로벌

주

※ 한국 순위: (’12)21위→(’15)14위→(’18)12위→(’19)11위

무
부

→(’20)10위→(’21)5위

- 좋은 평가를 받은 이유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투자 지속 △이러한 투자가 무형자산의
창출, 확산으로 활발히 이어졌기 때문으로 분석

처

○ 방위사업청과 로봇･방산분야 유관기관･방산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방위산업분야 로봇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과
간담회를 개최하며 향후 계획 공개

방위산업분야에도
로봇보급 본격 착수
(산업통상자원부 /
2021.9.17.)

- 전차, 장갑차 부품제조 기업인 대립과 한국알앤드디는
전술차량 현수장치, 궤도차량 휠, 전차 엔진부품의 용접,
가공 등 공정에 로봇을 활용 계획
- 유도무기 제조사 LIG넥스원과 군용전지 제조사 비츠로
밀텍은 각각 연소관 사상, 열전지 조립 등에 로봇을 도입할 예정
- 탄약 제조사인 풍산은 탄약제조에 사용되는 납･화약 등
유해물･위험물 취급공정에 로봇을 도입하여 작업자 안전
등 작업환경 개선도 적극 추진

제1차 韓-獨
산업협력대화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
2021.9.16.)

○ 산업통상자원부는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BMWi*)와
9.16일(木) ｢제1차 한-독 산업협력대화｣를 화상으로 개최
- 한독 양측은 최근 산업계의 주요 화두인 탄소중립･디지털
전환과 반도체 공급망 등에 대한 정부정책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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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 (탄소중립) 양측은 다른 국가에 비해 튼튼한 제조업 기반을
갖춘 한국과 독일에게 있어 탄소중립은 ‘달성하기 어렵지만
꼭 가야할 길’이라는 점에 동의하고, 탄소중립 정책과
추진계획을 공유
- (디지털전환) 양측은 산업부분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개방적이고 안전한 디지털 생태계가 전제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추진 현황을 공유
- (반도체공급망) 2월 이후 지속되고 있는 차량용반도체
공급차질에 대한 대응경험을 공유하며,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 구축을 위한 양국간 협력방안 모색
○ 산업통상자원부는 9.9.(목) ’21년 하반기 수소･연료전지
분야 신규 기술개발 과제를 공고하고 추진할 계획임.

’21년 하반기
주
무
부
처

수소･연료전지 분야
R&D, 국내
청정수소 생산 및
활용 기술 확보에
초점
(산업통상자원부 /
2021.9.9.)

소부장 6大분야,
수요-공급기업간
협력강화 2차사업
개시
(산업통상자원부 /
202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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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과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시스템 기술개발 사업 내 9개 과제이며, 1차 년도에는
총사업비 720억 원 중 128억 원이 지원될 예정임
- 하반기 신규 과제는 청정수소 기반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기술 확보를
목적으로 기획되었음.
- 수전해를 통한 수소 생산 방식 중 하나인 음이온교환막
수전해(AEM: AnionExchangeMembrane) 기술을 확보
하고 암모니아로부터 수소를 대량 추출하는 기술을 개발
하여 대규모 청정수소 공급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함.
- AEM 기술은 전극 소재로 귀금속을 사용하지 않고 재생
에너지 부하변동 대응이 쉬워 차세대 그린수소 생산 방식
으로 부상 중이며, 특히 아직 전세계적으로 상용화 초기
단계이므로 국내 기술 확보시 세계 수전해 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됨
○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양산성능
평가 사업’ 2차 년도 대상으로 소부장 6大분야 136개 품목을
8월말 선정완료하고 본격 지원에 나선다고 밝힘
- 同 사업은 지난 ’19년 일본수출규제 이후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2개 분야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거쳐, ’20년 정규
신규사업(1차 년도)부터 총 6개 분야*로 확대하여 시행 중임
- 금년에는 ①차량용 반도체 등 시급성･전략적 측면을 중점적
으로 고려하고, ②사업신청 시 수요기업 구매의향서를
제출토록 하여 사업화 가능성을 제고하였으며, 소부장
관련 정책과 연계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

분류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 산업부는 간담회를 통해 사업전담기관(산업기술진흥원)과
함께 금년 12월 중 1차 년도 사업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를
완료하여 구체적 성과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사업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힘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제7회 지방자치단체 정보보호
발전방향 연찬회｣를 9월 16일 오후, 온라인을 통해 개최
한다고 밝힘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정보보안,
지자체와 논의한다

- 이번 연찬회는 사회 전반이 비대면 디지털 환경으로 급격
하게 변화함에 따라 정보보호 신기술 및 발전방향을 지방
자치단체와 공유하기 위해 마련

(행정안전부 /

- 연찬회에 참석하는 전문가들은 “급격한 디지털 전환과
함께 비대면 업무 환경의 취약점 등 새로운 보안 위협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자체는 선제적인 정보보안 조치와 침해
대응 역량 강화에 더욱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2021.9.15.)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올해 10월 1일(금)부터 10월 7일
(목)까지 6급 전문 심사인력을 26명 모집한다. 상반기 6급
심사관 21명을 채용함에 이어 두 번째 경력경쟁채용을
진행하는 것임

주
무
부
처

첨단기술 분야 전문
심사인력 충원
확대!
(특허청 / 2021.9.15.)

- 이번 채용으로 최근 특허출원량이 증가하는 바이오헬스
케어･인공지능･디스플레이 기술 분야와 친환경 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차세대 전지 및 환경 기술 분야에
전문성과 리더십을 가진 인력을 충원함
- 구체적으로는 의료용 로봇･인공지능･머신러닝, 유기발광
다이오드(OLED), 전지 기술 분야 등 첨단 기술 분야에
신속한 심사인력 충원으로 고품질 심사서비스를 제공
하고자 함
- 특허청 심사관은 연구자나 기업이 창출한 특허, 디자인,
상표 등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
하여 무형의 권리를 부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됨

미이용
산림자원(산림바이
오매스) 제도개선
착수
(산림청 / 2021.9.9.)

○ 산림청은 ’18년부터 시행해 온 미이용 산림자원(산림바이오
매스) 제도를 올해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는 목재수확이나 숲가꾸기
등 산림경영활동과정에서 활용가치가 낮아 산림에 방치
되거나, 산불▲병해충 등의 피해를 입어 용도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목재 산물과 부산물로 목재 압축연료(펠릿)과 목재칩
으로 제조하여 재생에너지원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 산림청
에서 도입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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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 산림바이오매스는 석탄 등 화석에너지를 대체하는 바이오
에너지로서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적극 활용해 오고 있다.

주
무
부
처

- 산림청은 지난 6월부터 현행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의
이행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착수함
- 이와 함께 산림청▲지자체▲국립산림과학원▲한국임업
진흥원과 합동으로 현장 점검반을 구성해 8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생산현장 및 제조시설
운영 실태를 점검하였음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수집▲유통▲제조 등 전반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내▲외부 관계자,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개선방안을 하반기까지 마련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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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1

주요 통계

과학기술

｢일본, 대학 팩트북 2021｣ 주요 내용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일본경제단체연합회는 대학과 산업계와의 협력 실적 등의 데이터를 가시화하여
「대학 팩트북 2021」 공표(2021.9)
※ ’16년 공표된「산학관 연계를 통한 공동연구강화를 위한 지침」 관련 대응상황 등을 점검하고, 기업이
협력 상대를 모색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18년 처음 작성한 후 매년 개정판 발표. 올해는
‘대형 공동연구’에 대해 게재

(대형공동연구 실시건수) ’16년 918건에서 ’21년 1,451건으로 증가하는 등
최근 급격하게 성장 중인 것으로 나타남
< 대형 공동연구 실시건수 추이 >

(대학 등과 민간기업의 공동연구 연구비 규모별 내역) 대형 공동연구는 건수로
볼 경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작은 수준이나, 금액은 전체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여 대학의 공동연구 수입액에 끼치는 영향이 큼
< 대형 공동연구 실시건수 추이 >

대학의 산학연계본부에서 민간 기업에 대한 공동연구의 「기획･제안」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은 실시하지 않는 대학에 비해 대형 공동연구 실시율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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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민간 기업 공동연구 ‘기획･제안’ 실시 추이 >

민간기업과의 공동연구 수입액 및 1,000만엔 이상 실적건수를 내는 대학은
도쿄대, 오사카대, 교토대 순으로 나타남
- 반면 민간기업과의 연구에 따른 1건당 연구비 수입액은 성마리안나의과대,
후지타의과대, 준텐도대 순으로 높게 나타남
<민간기업과의 공동연구 수입액>

<1,000만엔 이상 실적 건수>

<1,000만엔 이상인 연구비 수입액>

<민간기업과의 연구에 따른 1건당 연구비 수입액>

출처: 일본 경제산업성(2021.9.2)
https://www.meti.go.jp/policy/innovation_corp/daigaku_factbook.html
70

2

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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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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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P : Preliminary(잠정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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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전자부품

ㅇ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정보통신방송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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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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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 전체

주) P : Preliminary(잠정치)
※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KAIT･KEA, 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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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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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산업분석팀

Tel：(043) 750-2367

Tel：(042) 612-8241

E-mail：jshong@kistep.re.kr

E-mail：lee@iitp.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