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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영국의 탄소중립 정책과 한국의 시사점1)

1차 산업혁명의 발원지 영국의 녹색 산업혁명을 유도하기 위하여 저탄소 분야
투자에 대한 정부 정책과 세부 추진내용을 발표함에 따라 이에 대한 분석 필요
’19년 선진국 중 최초로 2050 탄소중립 의무를 법적으로 선언한 후속 조치로
’20년 녹색 산업 혁명을 위한 10대 계획*(이하 10대 계획) 발표
* Government of the UK, “The Ten Point Plan for a Green Industrial Revolution”
(’20.11.)

- 1개월 후, 10대 계획의 목표를 구체화한 내용을 담은 백서*를 발표하고 에너지의
세부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량, 고용 지표 등을 제시
* UK 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 Industrial Strategy, “Energy White
Paper: Powering our Net Zero Future” (’20.12.)

본 고에서는 EU보다도 앞서는 영국의 탄소중립 정책의 경로와 성과 등을
검토하고 한국의 탄소중립 정책과 비교한 조망과 시사점을 도출
- 이를 위해 최근 영국이 발표한 10대 계획과 백서를 분석하고 하기 위하여
영국의 탄소중립 정책에서의 맥락과 의미를 파악
- 에너지산업 민영화 등 과거 에너지정책을 선도하던 영국의 역량이 브렉시트
단행(’20.1) 이후 EU 체제보다 의사결정 기간이 단축되고 이해관계 조정
과정이 단순해지면서 탄소중립 정책의 후속 조치들이 타 국가보다 속도감
있고 전략적 강점을 갖고 진행

1

영국의 기후변화법 이행에 따른 탄소중립 정책의 성과

영국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세계 최초 법제화,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의
탈동조화(decoupling) 등 탄소중립에 대한 모범사례로서 리더십 확보
영국 의회는 2050년 탄소 감축 제로를 목표*로 ｢기후변화법｣을 개정(’19.6),
주요 선진국 중 최초 탄소중립 목표 법제화2)
* 2050년 탄소 감축 목표를 1990년 대비 100%로 강화
1)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장한수 책임연구원(jjang@kfe.re.kr)
2) 이혜경, 2021. 영국 ｢기후변화법｣의 이행현황 및 국내적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외국입법･정책 분석
제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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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년에 제정된 ｢기후변화법｣에서 ’20년까지 ’90년 대비 26%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하고, ’50년까지 ’90년 대비 최소 80% 감축하는 목표를 제시,

｢기후변화법｣ 제정은 실정법에 최초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명문화
영국의 GDP는 ’90년 대비 ’18년 75% 성장하지만, 온실가스 배출은 43%
감축하여 경제 성장과 에너지소비 간의 탈동조화 달성
- 같은 기간 다른 G7 국가의 GDP 성장은 69%로 영국과 6% 정도의 차이를
보이지만 G7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은 2%에 그침
<영국과 G7 국가의 GDP 성장과 온실가스 배출 추이 비교>

출처 : UK BEIS, 2020

- ’19년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은 전년 대비 13% 감소하였으며 이는 ’90년
대비 72%에 달함
- 전력망에 연계된 재생에너지는 ’09년 8GW에서 ’20년 48GW로 증가하였으며
저탄소 전원에 의한 발전량은 ’09년 37%에서 ’19년 54%로 증가

2

영국의 탄소중립 정책 방향과 10대 계획

영국 탄소중립 정책의 핵심은 넷제로 전환 비용이 공정하고 수용 가능한 수준이
되도록 에너지시스템을 탈탄소화하면서 소비자의 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진행
’19년 대비 ’50년에는 석탄은 전혀 소비하지 않고 석유 소비는 같은 기간
1/4 수준으로 감축, 전력은 3배 가량 증가, 수소 소비의 대폭 증가 등을 목표
2

<2019년 대비 2050년 최종에너지 소비(TWh) 목표>

출처 : UK BEIS, 2020

녹색 산업혁명 달성을 위한 10대 분야*를 설정하고 보급 확산에 주력할 5개
분야와 연구개발 투자에 주력할 5개 분야를 제시하는 계획 마련
* ①해상 풍력 고도화, 저탄소 수소개발, ③원자력 연구개발, ④무탄소 이동수단 가속화, ⑤
대중교통 친환경화, ⑥항공 및 선박 저탄소화, ⑦건물 에너지효율 향상, ⑧CCUS 투자,
⑨자연보호, ⑩혁신기술 투자3)이며 보급 확산과 연구개발 투자로 구분은 본 고에서 편의상
시도한 것으로 원문에는 없음

에너지 기술에 대한 투자를 성숙된 기술의 보급･확산 측면과 상용화하기에는
미성숙한 기술의 연구개발 투자로 크게 구분
- 보급 확산과 연구개발의 두 가지 관점에서 10대 계획은 다음 표와 같이 분류
<영국의 녹색산업혁명을 위한 10대 계획과 주요 내용>
구분

보급･확산
주력

10대 계획

주요 내용

①해상 풍력 고도화

’30년 40GW까지 해상풍력 설비 확충

④무탄소 이동수단

내연기관 자동차 ’30년부터 판매금지

⑤대중교통 친환경화

전기버스, 자전거도로, 철도 노선 등 확대

⑦건물에너지 효율 향상

’28년까지 매년 60만 대 히트펌프 설치

⑨자연보호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홍수 등 위험 대비

3) 원문은 ①Advancing Offshore Wind, ②Driving the Growth of Low Carbon Hydrogen, ③
Delivering New and Advanced Nuclear Power, ④Accelerating the Shift to Zero
Emission Vehicles, ⑤Green Public Transport, Cycling and Walking, ⑥Jet Zero and
Green Ships, ⑦Greener Buildings, ⑧Investing in Carbon Capture, Usage and Storage,
⑨Protecting Our Natural Environment, ⑩Green Finance and Innovation
3

구분

연구개발
투자

10대 계획

주요 내용

②저탄소 수소개발

’30년까지 저탄소 수소 생산능력 5GW까지 확대

③원자력연구개발

SMR과 차세대 원자로를 2030년대 최초 실증

⑥항공 및 선박 저탄소화

수소 등 저탄소 연료 활용 해양, 항공 운송 도입

⑧CCUS

’30년까지 온실가스 천만 톤 포집역량 보유

⑩혁신기술 투자

넷제로 혁신 포트폴리오 펀드로 R&D 투자

① (해상풍력 고도화) 현재 10GW 수준인 해상 풍력설비를 ’30년 40GW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여기에는 부유식 해상 풍력 1GW 용량이 포함
- 이전까지 다른 에너지원과 함께 전력시장 입찰 경쟁에 참가하던 해상풍력의
입찰을 올해부터 단독 시장에서 가능하게 함
② (저탄소 수소개발) ￡2억 4천만 규모의 ‘넷제로 수소펀드*’를 조성하고, 연구개발
투자로 ’30년까지 저탄소 수소 생산능력을 5GW까지 확대
* Net Zero Hydrogen Fund

- 가정용 난방에도 수소 및 수소혼합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개발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향후 4년간 300가구에 수소혼합물을 난방용으로 시범 공급할 예정
- 이를 통해 가정에서 사용되던 천연가스를 대체할 경우, 온실가스가 최대 7%까지
감축될 것으로 전망
③ (원자력 연구개발) 원자력 발전을 확대하고, ￡3억 8,500만 규모의 ‘차세대
원자력 펀드*’를 조성하여, 소형･차세대 원자로 연구개발에 투자할 계획
* Advanced Nuclear Fund

- 소형원자로* 연구개발에 최대 ￡2억 1,500만, 차세대 원자로 연구개발에 ￡1억
7,000만 배정하여 2030년대 초반 SMR과 차세대 원자로 최초 실증 목표
* Small Modular Reactor, SMR

④ (무탄소 이동수단 가속화) ’35년으로 예정된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금지
연도를 ’30년으로 앞당겨 전기차 산업을 장려
- 영국은 최초 설정한 ’40년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목표를 10년 앞당기게 되었으며,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는 예외적으로 ’35년까지 허용
⑤ (대중교통 친환경화) 전국적으로 최소 4,000대 이상의 전기 버스를 도입하기
위해 ￡1억 2천만 투자 계획이며 자전거도로 건설을 통해 시민의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고, 철도 노선을 확대하는 등 친환경 대중교통 투자
- ’21년 4천 대의 무공해 버스 운행, ’25년까지 자전거 이용을 ’13년 기준의
두배 수준까지 확대 추진
4

⑥ (항공 및 선박 저탄소화) 수소 등의 지속가능한 연료를 해양 및 항공 운송에
도입하기 위한 연구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
- 수소항공기 개발을 활발하게 진행 중이며, ’20년 9월 첫 번째 상업용 수소항공기
시험비행에 성공
⑦ (건물 에너지효율 향상) ’28년까지 매년 60만 대의 히트펌프 설치를 통해
가정 및 공공부문의 난방 에너지효율을 개선하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
- 히트펌프 대신 수소 난방, 전기 난방, 두 방법의 혼합 등에 대한 대안 선택의
여지를 남겨둔 상태에서 정책 추진
⑧ (CCUS 투자) ’30년까지 천만 톤의 CO₂ 포집 능력을 갖추기 위해 탄소포집,
저장 및 활용* 클러스터 구축 계획에 투자할 예정
*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CCUS

- 2020년대 중반까지 2개, ’30년까지 총 4개의 산업클러스터에 CCUS 설비를
구축해 산업 현장에서의 매년 천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
⑨ (자연보호) 장기적인 탄소 포집효과 향상을 위해 자연경관 복구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30년까지 토지 회복률 30% 달성에 기여
-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 향상을 위해, 홍수 위험이 있는 해안 지역에 약
￡52억 투입하여 홍수 위험성 감소를 위한 기초 공사도 진행할 예정
⑩ (혁신기술 투자) ’27년까지 GDP의 2.4% 수준으로 R&D 투자를 강화, 넷제로
혁신 포트폴리오 ￡10억 조성하여 ESS, 바이오에너지, 수소, 가정부문, CCUS,
산업부문의 연료 전환, 에너지 분야 AI 등의 파괴적 기술에 투자
- ’40년까지 세계 최초의 상용 핵융합 발전 R&D 사업에 ￡2억 2,200만 투자하였
으며 ￡1억 8,400만 추가 투입하여 핵융합 분야 혁신의 글로벌 허브가 되기
위한 설비와 인프라를 갖출 예정

3

영국 에너지 백서의 넷제로를 위한 발전부문 계획

영국 정부는 ‘에너지백서’*를 발간(’20. 12)하여, ’20년 11월에 발표한 10대
중점계획의 구체적 시행방안을 제시
* Energy White Paper

‘에너지백서’에는 소비자, 발전, 에너지시스템, 건물, 산업에너지, 석유･가스*
등 총 6개 분야에 대한 계획 제시
5

* Consumers, Power, Energy System, Buildings, Industrial Energy, Oil and Gas

- 11월의 10대 계획은 부문별 구분 없이 보급･확산과 연구개발 투자에 필요한
분야를 각각 발표한 내용이며 12월의 백서는 10대 계획의 내용을 가정(소비자),
산업, 건물로 구분한 부문 또는 용도별, 발전과 석유･가스로 구분한 공급 부문별로
나누고 세부적인 계획 발표
상기 6개 분야 중 특히 발전 부문은 적정 비용의 탈탄소를 추진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부문으로 본 고에서 세부적으로 다룸
- 발전 부문의 탈탄소를 추진하되 적정한 가격의 전력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재생에너지, CCUS, 원자력, 넷제로 혁신투자, 바이오에너지, 에너지모델링
등 세부 부문으로 제시
가. 재생에너지
’30년까지 40GW의 해상 풍력을 보급(1GW 부유식 해상풍력 포함)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해 2년마다 정기적인 CfD 경매를 시행할 계획
- 영국의 CfD*(장기차액거래)는 저탄소 발전설비에서 생산되는 전력에 일정
수준 이상의 가격을 보장해 가격변동성을 줄이고, 수익 불확실성을 개선하여
투자를 촉진하는 지원방식
* Contract for Difference

-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효과적 증가를 위한 CfD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CfD 설계와 전력시장 재편에 있어서 균형을 유지할 예정
기술적, 경제적 평가를 바탕으로 조력과 파력에너지의 역할을 검토하고, 수소와
해상 풍력간 시너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할 예정
나. CCUS
CCUS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을 촉진할 상업적 체제를 마련할 예정이며,
’30년까지 최소한 한 곳 이상의 CCUS 발전소 지원 예정
- CCUS 목표는 ’30년까지 매년 천만톤(CO₂ 기준) 온실가스 포집･저장
- North East, Humber, North West, Scotland and Wales 등 4대 공업지구에
CCUS의 ‘Super Places’를 만들기 위해 ￡10억 투자
- 우선적 과제로 ’21년 5월 공급망(supply chain)을 식별하여 사업기회 기술적
역량, 국내외적 공급망 배치 현황 등을 파악4)
4) UK 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 Industrial Strategy, 2021. CCUS Supply Chains:
a roadmap to maximise the UK’s pot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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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US 공급망에 대한 ① 혁신과 효율화로 성장과 국내외의 상용화 기회를
포착하고 ② 개방과 경쟁으로 생산성, 기술력, 고용 강화를 유도하고 ③ 기업가정신
강화로 영국의 국제적 선도 추진
다. 원자력
원자력에 대한 투자는 대규모 원전 건설에 대한 투자와 소형원자로를 비롯한
차세대 원자로 개발로 나누어져 발표
- 대규모 원전 건설의 경우 기존 원자력 발전소들이 향후 10년 내로 수명을
다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에서 필요성이 제시되었으며, 우선 ’20년 중반까지
Hinkley Point C의 상업가동을 시작하여 영국 전력수요의 7% 가량을 공급
- 원자력 발전은 건설기간 중 1만여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므로 건설비용
절감 *과 함께 건설공기 및 예산을 준수한다면 향후 추가 건설에 개방적
입장 유지
* ’30년까지 신규 원전건설사업의 비용 30% 절감

- 소형원자로(SMR)을 비롯한 차세대원자로 개발 투자에 2030년대 초반까지
차세대 원자력 기금을 통해 최대 ￡3억 8,500만 투자 추진
- 차세대 원전 기술의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4천만 투자해 영국
공급망에 대한 규제 체계를 개발하고 ’21년 SMR에 설계 평가 공개
- 장기적으로 에너지 생산의 탈탄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는 핵융합에 대해서는
’40년까지 세계 최초의 핵융합 발전소 건설을 위해 ￡4억 투자하였으며 ’20년
12월 발전소 부지 선정을 위한 지역 공모 시작
라. 넷제로 혁신투자
10대 계획에서 이미 밝힌 ￡10억 조성하여 부유식 해상 풍력, 차세대모듈원자로,
바이오에너지 등에 투자
- 주요한 실적으로 ① Tata Chemicals에 건설 중인 최초의 CCUS(￡1,700만),
②세계 최대의 “Cryogenic” 에너지 저장장치(￡7,000만), ③ 영국 최대의
히트펌트(750가구, ￡1,500만), ④ 청정기술에만 투자하는 영국 최초의 벤처
캐피탈 펀드 조성(￡4,000만) 등을 꼽음
마. 바이오에너지
바이오매스가 경제 전반에 거쳐 탄소배출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22년 바이오매스 전략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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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CCS와 결합된 바이오매스의 이용 및 연구개발을 장려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임
- ’22년 발표될 전략에는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의 가용 규모, 2050 넷제로
목표 달성을 위하여 경제 전체에서 어떻게 바이오매스 자원을 활용할 것인가
등의 문제 검토 예정
- 바이오매스 CCS는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포집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배출량을 나타내고 공급망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현저히 낮아지므로 수소생산,
발전, 폐기물 처리, 공정열 공급 등 활용범위가 넒음
바. 에너지 모델링
에너지모델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장기적 탈탄소에 따른 전략, 정책의 실제
집행에 따른 영향분석 등으로 탈탄소화를 위한 정책 마련에 기여
- 특히 탈탄소화를 위한 정책의 실제 집행에 따른 영향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성
향상 등에 기여
- 넷제로 달성이라는 도전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연료비, 특정 기술의 시장
진입시기, 새로운 난방 방식 도입을 요청받을 경우 소비자의 대응 등 다양한
불확실성을 반영한 에너지 모델 적용 필요
- 모델 결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활용은 불확실성의 반영, 적절한 가정
(assumption), 모델의 입증 등이 제대로 이루어짐을 의미
- 이러한 모델의 결과는 에너지시스템에 대한 통찰, 정책에 대한 신뢰 등을
강화하기 때문에 모델 결과인 McKay 탄소계산기 등을 웹에 게시하여 일반
소비자의 이해 증진을 도모
- McKay 탄소계산기 중 “my2050”* 버전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수단의 기술수준을 변화시키면 우측의 온실가스 메터가 변화하면서 넷제로
달성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 이해를 도움
* 실제로 my2050은 수송(여객, 승용, 화물), 건물(반응형, 효율, 난방), 산업(탄소집적도,
CCS, 수소), 저탄소전력(원자력, 풍력, 태양광, 조력/파력), 토지･바이오(삼림, 바이오
에너지) 등으로 구분하고 세부 기술 조합과 기술 수준을 택하면 우측에 ’90년 기준
’50년 탄소중립 목표가 얼마나 달성되는지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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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Kay 탄소 계산기 “my2050” 버전>

출처 : https://my2050.beis.gov.uk/

4

한국의 탄소중립 정책 현황

한국은 신흥국가로서 유례가 없는 경제 성장을 이루었으나 온실가스 배출은 지속적
으로 증가세를 나타내 2050 탄소중립 달성에 더 많은 자원 소요 전망
한국은 ’10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여 영국과 유사한 정책을 추진
하였으나 영국과 달리 온실가스 배출이 지속적 증가5)
- ’90년에 영국과 달리 신흥국가인 한국은 ’17년 GDP가 ’90년 대비 4배 가량의
괄목할 경제 성장을 달성했지만, 온실가스 배출은 2.5배 가량 증가
- 온실가스 원단위(온실가스 배출량 / 국내 총생산)는 ’90년 이래 전반적인 감소추
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97년까지는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과 국내총생산
증가율이 비슷한 수준으로 온실가스 원단위의 큰 변화가 없음
- ’98년 이후 온실가스 증가율보다 GDP 증가율이 더 높아 지속적으로 온실가스
원단위가 감소했으나 ’17년 전년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2.4% 증가
5) 대한민국정부, 2020.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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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의 절대적인 감소세가 나타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상대적 탈동조화
현상은 실현했으나 절대적 탈동조화 현상은 미달성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온실가스 총배출량과 원단위(1990∼2011년)>

출처 : 대한민국정부, 2020

-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16년 기준 전세계 11위로 추정되며 가장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중국 배출량의 5.7%, 미국 배출량의 10.7% 정도를 배출
- 온실가스 배출량 중 연료연소 부문 CO₂ 배출 비중이 높아(전체 국가 총배출량의
86%), CO₂ 배출량 기준으로는 전세계 7위, OECD 회원국 중에서는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4위인 것으로 추정
한국은 제조업 중심의 수출 주도형 경제구조를 가진 국가로서 ’17년 기준
GDP 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2.1%, 수출의존도는 35.3%로 높음
- 한국은 세계 8위의 대표적 에너지 다소비 국가(GDP 12위)로서 최종에너지
소비는 ’00년 대비 53%(’17년)가 증가하였으며, 부문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
(60% 이상)은 ’00년 대비 68%(’17년) 증가
- 다만, 한국의 산업 구조상 제조업의 비중이 높고 특히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반도체 등 에너지 집약적 업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에너지 원단위
(GDP 대비 1차 에너지소비)는 ’17년 기준 OECD 국가 중 33위로 낮은 편
한국은 ’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17년 대비 24.4% 감축하는 것으로 제시하였
으며 ’30년 예상 배출량은 5백만 톤 CO₂eq.
- 분야별로는 전력, 산업, 건물, 수송 등 부문별 감축과 함께 산림흡수원, 국외
감축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감축 목표를 달성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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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출처 : 대한민국정부, 2020

한국은 탄소중립 정책 목표는 제시되어 있으나 부처별, 기술별 세부전략은 수립
중이이므로 기술분류 등을 근거로 현재 상황을 검토
탄소중립 관련 전략은 산업통상자원부 1건6),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2건7)이며
부문별 기술별 분류는 산업부를 기본으로 따르되, 일부 기술 추가
- “탄소중립 R&D 전략”은 2월에 최초로 수립계획을 논의하였으며 ’50년을
대상 기간으로 로드맵을 수립하고 단계별 기술확보 일정을 제시(’21년 3분기
완료 예정)
-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은 10대 핵심기술을 제시하고 사업기획에 착수한
다는 것이 주요 내용
- “탄소중립 연구개발 투자전략”은 10대 핵심투자분야를 제시하고 전체 정부
부처 수준에서 연구개발 예산 배분에 대한 방향을 제시

6) 산업통상자원부, 2021. 2050 탄소중립, 산업･에너지 R&D로 실현해 나간다, 2월 4일 보도자료
7)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2021.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 연구개발 투자전략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2021.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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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영국의 탄소중립 관련 정부계획의 부문별 투자 비교>
한국
부문

공급

기술

기술혁신
추진전략

연구개발
투자전략

태양광

●

●

●

풍력

●

●

●

●

바이오에너지

●

●

●

●

수소

●

●

●

●

전력망

●

●

●

효율화

●

●

●

●

●

●

●

●

ESS
핵융합

●

원자력

산업

수송
건물

공통
기반

영국

중장기 R&D
전략

●

철강

●

●

●

석유화학

●

●

●

시멘트

●

●

●

*

●

정유

●

●

반도체･디스플레이

●

●

산업일반

●

●

자동차(친환경차)

●

●

조선

●

냉난방 및 효율향상

●

●

●

●

CCUS

●

●

●

●

자원순환

●

●

●

적응 및 흡수

●

●

에너지시스템 모델링

●

●

●
●
●

●
●

* 석유화학과 정유부문을 별도로 구별한 산업통상자원부(2021)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

연구개발 투자전략은 전체 부처를 아우르는 기술을 포괄하고 중장기R&D
전략과 기술혁신 추진전략은 부처의 성격에 따라 투자 대상을 차별화
- (공급부문) 태양광, 풍력, 바이오, 수송, 전력망, 효율화, 핵융합, 원자력이
포함되며 산업부는 재생에너지로 포괄하여 분야를 표시하였으나 태양광, 풍력,
바이오를 포함하는 것으로 가정
※ 공급기술에서 태양광, 풍력, 바이오, 수소, 효율화는 모든 전략에 포함되나 핵융합은
중장기 R&D 전략과 연구개발 투자전략에서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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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망, 효율화, ESS는 한국, 영국의 경우 모두 해당기술을 특정한 것이 아닌 효율화,
디지털, 네트워크, 에너지시스템의 구성 기술로 포함됨

- (산업부문) 한국은 제조업 중심 수출국가이므로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에 대하여 부처 공통적으로 포함
- (수송부문) 전기차와 수소차를 포괄하는 친환경차 뿐만 아니라 조선에 대해서
한국, 영국 모두 포함되어 있어 향후 육상, 해상 부분의 친환경적 수송수단
전환은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됨
- (건물부문) 건물부문 에너지의 효율화는 대부분 국가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으로 한국, 영국뿐만 아니라, EU, 미국 등에서도 강조됨
- (공통기반) CCUS는 모든 국가에서 강조되고 있는 기술이며 자원순환, 적응
및 흡수 역시 환경 측면에서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짐
연구개발 투자전략을 기준으로 한국과 영국을 비교하면 각 부문별로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나타남
- 영국은 지리적 특성상 태양광을 제외하고 풍력, 바이오, 수소는 한국과 동일하게
포함시켰으나 핵융합, 원자력을 모두 포함시킨 것은 한국과 다르며 ESS는
발전기술이 아닌 에너지시스템 차원으로 포함
- 한국과 달리 영국은 북해 원유에 의한 석유화학 분야와 산업일반 분야 외에
산업 부문에 대한 강조점이 확인되지 않음
- 한국은 에너지시스템 모델링과 관련해 연구개발 투자전략에서 필요성이 반영
되었고 영국은 해당 분야에 대한 활용을 강화하여 사회적 수용성에 대한 기여도
큰 것으로 파악됨

5

한국과 영국의 탄소중립 정책 조망

영국과 한국의 탄소 감축 목표설정, 산업구조, Taxonomy, R&D 포트폴리오,
사회적 수용성 등에서 탄소중립정책 수립의 핵심 요소 비교 논의
탄소중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30년과 ’50년의 감축 목표설정은 국가별
경제성장이나 산업의 상황에 따라 결정
- ’30년과 ’50년의 탄소 감축 목표설정은 핵심요소인 기준년도와 감축량(비율)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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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30년 목표를 ’17년 대비 24.4%로 설정하였으므로 나머지 75.6%를
’50년에 달성하기에 무리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직 ’50년 목표를 명확히
하지 않은 점에 아쉬움은 있으나 경제 성장이나 산업구조 등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판단
- 또한 기준년도도 영국은 ’90년, 한국은 ’17년이며 EU는 ’90년(’30년 55%
감축 목표 설정), 중국은 ’05년(탄소중립은 ’60년), 일본은 ’10년 등 국가별로
경제성장의 추이에 따라 각각 다른 기준년도를 선택하고 있으므로 한국도
증가세가 둔화되는 최근의 해를 기준년도로 선택했다고 보여짐
온실가스 감축량을 결정하는데 최우선 고려요소는 개별 국가의 산업구조이며
한국의 에너지 집약적 산업구조는 온실가스 감축에 소극적인 이유
- 향후 한국 인구가 증가할 확률은 매우 낮으므로 내수 시장을 통한 경제성장을
추구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제조업 중심 수출국가로 경제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
- 다행스럽게도 최근 한국의 증시에서 시가총액 10대 기업이 속한 산업군이
반도체, 인터넷 플랫폼, 이차 전지, 자동차(전기/수소차), 바이오 등 미래유망
업종인 점은 향후 한국이 첨단 제조국인 독일과 같은 역할을 추구하여 성장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전망 가능
- 다만, 첨단 제조국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온실가스 집약적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지 않으면 탄소국경세 등 다양한 탄소중립 장벽에 가로막혀
산업경쟁력 하락과 함께 경제 성장에 어려움 예상
- 일례로 유럽에서 수소환원철 등의 혁신적인 제철 기술을 도입하려는 이유는
이미 가격경쟁력을 상실한 유럽의 철강산업을 저탄소 체질로 변신시키고 탄소국
경세 등으로 중국, 한국산 수입철강 가격경쟁력을 낮추려는 경제･산업적인
고려도 크게 작용했다는 점을 고려 필요
- 더욱이, 코로나19 이후로 필수 제조업을 비롯한 적정 수준의 제조업 공급망을
자국 영토 또는 부근의 경제권역에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공급망 내재화와
특정 자원이나 기술공급망 유지 전략에 대한 공통 인식 강화8)
- 이러한 상황에서 특정 경제 권역의 제조업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해당
권역의 탄소중립 장벽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들이 절실
보통 중요성이 간과되는 탄소중립 기술분류(Taxonomy)는 특히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하여 특정 기술의 포함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야
8) 이정민, 2021. 美 의회 對中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 동향,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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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는 단순히 금융투자를 위한 분류 등으로 제한적인 논의를 하고 있으나
EU에서는 탄소중립 실행에 있어서 특정 기술을 포함할 것인가의 여부로 연결되기
때문에 논의를 거듭
- 최근 기술분류를 도출하되 천연가스와 원자력을 포함하지는 않고 추후 논의를
다시 하기로9) 하는 등 신중한 접근 중
- 이러한 논의는 단순히 해당 기술의 투자나 시장진입에 국한된 것이 아닌
taxonomy 포함에 따라 탄소국경세 부과 기준이 달라짐
- 뿐만 아니라 특정 기술의 중장기 투자와 연계한 시장진입 시기 변화에 따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시스템 전반의 구성을 변화시킴
- 실제로 탄소중립과 관련된 한국의 3개 정부 전략 모두 부문별, 기술별 분류와
범위가 각각 다른데, 정책 집행의 효과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서는 국내에서
통용될 taxonomy 개발과 활성화 필요
영국을 비롯한 주요국은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CCUS, 수소, 운송부문의
전력화, 차세대 원자력, 핵융합 등 다양한 R&D 포트폴리오 구성 투자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탄소중립은 10년 이상의 국가 중장기적 에너지시스템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이므로 특정 기술에 집중되지 않는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 강화 필요
- 모든 에너지 기술은 각각의 장단점을 갖추고 있으므로 특정 기술에 치중하는 것은
에너지시스템의 건전성 내지는 견지성(robustness)을 약화시킬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함
에너지 부문의 사회적 수용성 문제는 경제, 사회, 문화적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차원의 해법을 고민해야 하는 탄소중립 정책 문제의 고차원 방정식
- 사회적 수용성은 에너지 부문에서 가장 대처가 어려운 부분으로 가정, 산업
등 부문을 불문하고 에너지 소비자의 경로 의존성*이나 경제, 사회, 문화적
이해관계에 따른 탄소중립 정책 해법은 매우 다양하게 전개 가능
* 에너지 관련 재화나 용역 선택에 있어서 경로 의존성(path dependency)은 소비자가
일단 특정 에너지를 선택한 후에, 비효율성이 존재한다하더라도 다양한 사회 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다른 에너지로 전환하지 못하고 해당 경로에 고착되는 현상

-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투명성은 기본적인 요소이므로 논의를
제외하더라도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과 이해도가 높아진 최근 상황을
적극 활용하여 사회적 수용도10)를 높일 필요가 있음
9) Euractive, 2021. EU spells out criteria for green investment in new ‘taxonomy’ rules,
https://www.euractiv.com/section/energy-environment/news/eu-spells-out-criteria-forgreen-investment-in-new-taxonomy-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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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례로, 영국의 탄소계산기 중 ‘my2050’과 같이 다양한 에너지 기술과 기술
수준의 조합에 따른 탄소중립 정책 도구의 구현이 에너지시스템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넷제로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확인하게 하는 작업은 현명한
소비자의 이해도 증진과 투명성을 높이는 바람직한 수단으로 평가
- 위와 같은 탄소계산기가 가능하려면 한국에서는 에너지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투자도 빈약하고 정책을 위한 보조적 역할로만 인식되어온 “에너지 시스템
모델링”에 대한 인력양성과 투자 강화 필요
<영국의 MacKay 탄소 계산기 초기화면>

- ‘my2050’은 단순히 에너지 기술별 온실가스 감축 추정량을 조합하여 소비자가
단순 시뮬레이션하도록 구성된 것이 아닌 영국 에너지시스템을 모델링하여
다양한 에너지 기술의 조합에 따른 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량 변화를 기저에
두고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발
- 또한, 상세한 시뮬레이션도 별도로 확인11)할 수 있어서 부문별 구체적 온실가스
감축 경로와 잠재량이 궁금한 일반인과 전문가 모두의 수용성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음
10) 장한수 외, 2020. 미래에너지의 사회적 수용성에 대한 행동경제학적 접근: 프레임효과에 대한 네트
워크 분석 사례, 한국기술혁신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장한수 외, 2020. 재생에너지의 사회적 수용성에 대한 행동경제학적 해석: 태양광 사례 분석, 한국
에너지기후변화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제주
11) https://mackaycarboncalculator.beis.gov.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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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탄소중립 또는 넷제로 관련 정책과 이슈는 중장기적, 거시적 국가 “百年之大計”
차원의 접근이 필요한 문제로 계획 수립과 이행 추진 필요
단기적이거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노선을 변화시켜서는 안 되는 중장기적,
거시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한 문제
- 단기 대증요법(對症療法)적인 접근이 아닌 중장기적이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세부적인 계획 수립과 이행
- 실제로 10대 계획 발표 이전인 연초에 영국의 인구구성을 근거로 108명의
시민이 온오프라인 토론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고 이를 반영해 계획 작성
한국은 탄소중립 선언 등이 다소 늦어지면서 산업별, 기술별 세부적인 전략
수립도 주요국 대비 지연되나 이러한 상황을 역으로 활용 필요
- 감축 목표설정, 산업구조, Taxanomy, R&D 포트폴리오, 사회적 수용성(에너지
시스템) 등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계획과 이행 추진 필요
- Taxonomy는 “영국정부(UK Government)” 명의로 통합된 계획을 제출한
반면 한국은 부처별 기술분류와 세부 내용이 상이하여 조정 필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 영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는 경제 발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경제 및 산업 전반의 다양한 방안을 추진
영국 등 주요국은 해당 국가의 상황을 고려하되, 재생에너지, 수소, CCUS,
원자력, 핵융합 등 최대한 다양한 기술 대안 확보를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
- 한국도 특정 기술의 선호나 배제는 나중에 시장의 선택에 맡기고 현재 투자가
가능한 한 연구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비용을 낮추고 효율적으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우리나라도 그간 소홀하게 다루어진 에너지시스템 등도 반영할 필요
- 에너지 시스템 모델링을 활용한 수용성 강화는 최근 현명해진 소비자의 이해도
증진에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전체 시스템 차원에서 조망하고 최적화
한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함
- 에너지시스템 모델링은 IEA에서 권고12)하는 탄소중립 경로를 제시할 수 있게
하는 방법론으로써 과학적인 정책 결정의 기본 도구임
12) IEA, 2021. Net Zero By 2050 : A Roadmap for the Global Energy
17

Ⅱ
1

주요 동향(1) : 과학기술

미국, COVID-19 백신의 신속한 개발 요인 분석

맥킨지앤컴퍼니(McKinsey&Company)는 COVID-19 백신의 신속 개발 가능
요인 분석과 제약 산업의 향후 신약 개발 방향을 제시*(’21.5.)
* Fast-forward: Will the speed of COVID-19 vaccine development reset industry
norms?

COVID-19 백신의

신속한 개발은 전세계적으로 과학, 산업,규제, 보급

측면에서 역사에 남을 성과로 이를 가능하게 했던 5대 요인을 도출
- 기존 백신 과정은 임상 시험의 시작에서 승인까지 거의 10년이 필요하지만,
COVID-19 백신의 경우 1년 내 신속 개발 완료
<일반적 백신 개발 기간과 COVID-19의 사례>

1) COVID-19의 특수성에 기인한 규제 요소
- 인체 실험 신청 과정이 1주일 이내에 완료되고, 임상 개발이 이전 단계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 절차 착수 및 긴급사용승인 사전검토
- 인도주의적인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적 절차가 간소화되고 여러 임상
단계가 동시에 시행되는 등 규제적 지원 제공
2) 질병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전염병의 빠른 확산
- COVID-19의 유전자 서열이 ’20년 1월 11일 이미 발표되어 질병대처에 대한
중요한 데이터가 과학계 전체에 빠르게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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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염병의 빠른 확산으로 임상시험을 위한 샘플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
3) 신기술 활용
-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은 이전에 승인된 의약품을 개발하는데 사용된 적이
없는 mRNA 기술을 사용하고 있으며, J&J, 아스트라제네카, 칸시노, 스푸트니크
V 등은 에볼라 백신 외에는 사용된 적이 없는 바이러스 벡터 기술을 활용
- mRNA와 바이러스 벡터를 활용하는 새로운 기술이 수년 동안의 투자를 거쳐
임상시험을 앞둔 상황에서 COVID-19에 맞게 전환･대응법 개발
４）리스크를 감수한 투자
- COVID-19 백신의 개발은 순차적이 아니라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어 정보의
불확실성에서 기업의 과감한 투자 결정 추진
- 제품의 효과성, 물리적 특성 등 여러 고려 요소가 생략된 최대한 빠른 시장
출시를 목표로 신약 추진
5) 기업 임원진의 우수한 운영과 혁신
- 의사결정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와 컨트롤 타워를 통한 임상시험
관리, 공공-민간 협력 등을 통해 백신 개발과 생산, 운송, 보급, 접종 가능
<5대 요인이 COVID-19 백신의 개발 시간 단축에 미친 영향>

향후 COVID-19 백신 개발에 있어 의사결정 과정 단축 및 예측모델･자동화
기술 적극 활용, 리스크가 높은 치료법 투자, 신약개발 패스트트랙 지정 프로그램
및 신속 평가 방안 등 정책적 방안 고려 필요
출처: 맥킨지앤컴퍼니(2021.5.13)
https://www.mckinsey.com/industries/pharmaceuticals-and-medical-products/our-insights/
fast-forward-will-the-speed-of-covid-19-vaccine-development-reset-industry-n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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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에너지부의 바이오 연료 기술 투자 방안

에너지부(DOE)는 바이오 연료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감소시키기 위한
투자 방안을 발표*(’21.5.)
* DOE Invests $35 Million to Dramatically Reduce Carbon Footprint of Biofuel
Production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재생 가능한 바이오 연료의 양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신기술 개발에 3,500만 달러(약 395억원)의 자금을 투자할 계획
- 낭비되는 탄소 폐기물을 줄여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의 방출을 막고, 재생에너지
연료의 산출량을 극대화해 할 수 있는 바이오 연료 전환 과정 개발 필요
* 바이오 연료는 유기적 소재인 바이오매스를 가공해 만드는 에탄올, 바이오디젤, 기타
제품을 지칭하며, 발효 과정에서 탄소가 부산물로 생성되고 있으며, 일부 공정에서 탄소의
1/3 이상을 CO2 배출로 낭비하고 있음

- 바이오 연료는 청정에너지로서 선박과 항공사에 탄소배출이 전혀 없는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
바이오 경제를 위한 에너지와 탄소의 최적 합성(ECOSynBio) 프로그램에 15개
과제를 선정하고 관련 방법으로 바이오 연료 제조를 최적화할 예정
<ECOSynBio 프로그램 선정 프로젝트 목적>
국가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 억제

경제산업 발전

CO2 형태의 탄소 낭비를
방지하여 동일한 공급
원료에서 회수 가능한 제품을
증가함으로 새로운 바이오
전환 플랫폼 촉진

이산화탄소를 생성하지 않는
탄소 최적화된 바이오 전환
경로를 개발하는 최첨단 기술
연구 지원

10억톤의 바이오 매스 생산으로
매년 500억 갤런 연료 생산 가능
단위 투입물 당 연료 생산을
50%이상 증대시켜 바이오 연료
생산령을 750억 갤런으로 확대

- 이산화탄소 폐기물을 생성하지 않는 탄소 최적화된 발효 균주
- 다양한 종류의 에너지와 탄소의 생성에 사용되는 유기체의 유전자 편집을
통한 이산화탄소의 배출 방지
- 바이오매스의 내부 이산화탄소 재활용을 이용한 포도당과 산화탄소 가스 발효
- 탄소 최적화된 무세포 생촉매 바이오매스 전환과 이산화탄소 활용
- 다양한 부문에 활용 가능하며 막대한 탄소 배출 감소 잠재력을 가진 탄소
최적화된 바이오 전환 기술

20

9개 주의 대학과 국립연구소에서 수행될 연구 프로젝트는 에너지, 교통, 농업
부문의 바이오 정제 과정을 탈탄소화하고 바이오 연료 생산을 최적화하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게 될 전망
- 바이든-해리스 행정부가 우선시하는 기후변화를 중시하고, 탄소 배출을 감소시키고
재생 가능한 바이오 연료의 산출량과 효율성을 개선해 2050년까지 탄소 제로와
청정에너지 100%를 달성
- 대체 연료개발 효율성 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국가재생에너지 실험실’은 청정 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에 세계 최고의 연구소로
평가
<ECOSynBio 프로그램 참여기관>
범주

주요 내용

델라웨어대학교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미네소타대학교
참여 기관 스탠퍼드대학교
오하이오주립대학교
워싱턴대학교
위스콘신대학교 매디슨 캠퍼스

캘리포니아대학교 데이비스캠퍼스
캘리포니아대학교 어바인캠퍼스
국립재생에너지실험실
하버드대학교 부설 와이스연구소(Wyss)
Invizyne 테크놀로지(캘리포니아주)
LanzaTech(일리오니주)
ZymoChem(샌프란시스코)

출처: 에너지부(2021.5.14)
https://www.energy.gov/articles/doe-invests-35-million-dramatically-reduce-carbon
-footprint-biofuel-production
https://arpa-e.energy.gov/technologies/programs/ecosynb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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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Better Buildings 이니셔티브의 성과와 추가 정책 발표

에너지부(DOE)는 Better Buildings 이니셔티브의 현재까지 성과를 정리하고
건축물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추진할 정책을 소개*(’21.5.)
* 2021 Better Buildings Progress Report

에너지부(DOE)는 주거용･상업용 건물, 제조 공장 등을 보다 에너지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지난 2011년부터 Better Buildings 이니셔티브* 추진
* Better Buildings Initiative

- 시장 리더십, 보다 나은 정보, 인력 개발, 혁신 및 유망 기술을 중심으로 투자
촉진과 우수 사례 공유
<Better Buildings 이니셔티브의 4대 주요 부문>

- 현재 Better Buildings 이니셔티브에는 다수의 기업, 공공기관, 연구소 등*이
참여하여 증명된 에너지 효율 전략을 공유
* 포춘 100대 기업 중 30개 이상, 미국 내 25대 고용 기업 중 12개, 미국 제조업 에너지
소비의 12%, 전체 상업용 공간의 13%, 17개 연방기관, 8개 국립연구소, 80개 이상의
주 및 지방 정부를 포함해 950개 이상의 기업, 공공 기관, 산업조직, 주택 기업 등

- Better Buildings 솔루션 센터는 실제로 증명되고 비용 효과적인 에너지,
수자원, 폐기물 효율성 개선 솔루션*을 문제별, 건물 유형별, 분야별, 기술별
등으로 제공
* 온라인 공간에 3,000개 이상의 솔루션이 참여 기업 등에 의해 공유

- Better Buildings 이니셔티브를 통해 총 135억 달러(약 15조 원)의 에너지
비용을 절약하고 자동차 2,820만 대가 배출하는 탄소량과 같은 1억 3,300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과 102억 갤런의 물 소비량 절감 성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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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ter Buildings 이니셔티브의 주요 성과>

- 현재까지 360개 이상의 Better Buildings 파트너가 Better Buildings, Better
Plans 챌린지에 참여해 900만 가구가 1년 동안 소비하는 것과 같은 760조
BTU 혹은 60억 달러(약 6조 7,000억 원)의 에너지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음
<Better Buildings 이니셔티브의 4대 주요 부문>

2021년 에너지부(DOE)와 파트너는 탄소 배출 저감 시범사업, 에너지 산업
인력양성, 주요 기술 개발 및 보급 분야에서 다양한 프로젝트 추진 예정
- 아울러 건축물 에너지 절감을 위해 저탄소 시범사업* 추진, L-Prize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1,200만 달러(약 134억 원) 투자 방안 발표
* Low Carbon Pilot

** L-Prize incentives

출처: 에너지부(2021.5.17)
https://betterbuildingssolutioncenter.energy.gov/sites/default/files/attachments/DOE
_BBI_2021_Progress_Report.pdf
https://www.energy.gov/articles/does-better-buildings-initiative-saves-135-billionenergy-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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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미션지향형 과학기술혁신정책 조사

과학기술진흥기구 연구개발전략센터(CRDS)는 「미션지향형 과학기술혁신(STI)
정책」의 배경 및 기본적 요소, 추진현황, 과제 등을 조사(’21.5.)
전지구적 과제 해결을 위한 트랜스포메이션 혁신이 요구되는 가운데, 산학민관의
다양한 활동을 연계하는 미션지향형 STI 정책이 요구
- 지구온난화 및 해양오염 등 전지구적 과제, UN 지속가능한개발목표(SDGs) 달성,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응 등장기적 대응이 요구되는 사회적 과제 해결 요청
- 미션지향형 STI 정책은 장기적이고 종합적 대응이 필요한 사회적 과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체계적 접근방식임(OECD)
- 주요 특징으로 구체적 미션 설정, 포트폴리오식 접근, 다양한 정책수단 활용
등을 들수 있음
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야심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미션) 설정 ② 사회경제
시스템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의 변혁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프로젝트나 대응의 일괄적
추진
③ 연구개발에서 상용화에 이르는 혁신프로세스 전반에 걸친 다양한 정책수단 활용 ④
정부 부처 및 지자체간 연계
<미션지향형 STI정책과 그 특징>
미션의 요건
∙ 야심적이고 구체적인 목표
∙ 이해관계자가 주인의식을 갖고,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장려하는 내용
∙ 명확한 시간축과 진척 파악을 위한
마일스톤 등

③ 혁신프로세스 전반에 걸친

그랜드 챌린지

다양한 정책수단 활용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처가 필요한 사회적 과제

종합조정담당부처

정부조달

미션

미션

데이터 활용
연구개발지원
컨소시엄 구축

①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분야 담당부처

참여하여 자신의 프로 세
스를 통한 미션 설정

②다양한 프로젝트로 구성된

표준화

포트폴리오 설계 및 관리

프로젝트

규제・기준

대기업

분야 담당부처

税制
지자체

관련단체 등

대학・연구기관

시민・지역 커뮤니티

이노베이션 에코시스템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연계

분야 담당부처

보조금

프로젝트
프로젝트

중소기업・ 벤처

V C ・펀드・금융

연구개발담당부처

언론
지식・기술・인재 등

実証実験

분야 담당부처

④부처간 연계

미션지향형 STI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과제로 전략 설정, 정책 조율, 정책
실시 등이 핵심임

24

1) 전략적 방향설정
- 일본의 장기적 비전을 반영하면서 산학민관의 이해관계자를 고무시킬 수
있는 구체적 목표 설정 방법
2) 정책 조율
- 미션 달성을 위한 추진체제 구축, 관계부처 간･조직간 연계체제 구축 및
사업 포트폴리오 설계 및 구체적 달성 목표 설정, 진도 관리 등이 요구
3) 정책 실시
- 산･학･민･관의 이해관계자의 참여 및 연계, 참여를 장려하는 시스템 구축, 민간자금을
포함한 다양한 자금 참여 유도
<미션지향형 STI정책 추진과제>

<※참고 : 해외 각국의 국가 차원에서의 미션지향정책 추진현황>
국가/조직

EU

영국

독일

기본전략

Horizon Europe(HE)

산업전략
(Industrial Strategy)

하이테크전략 2025
(HTS2025)

미션 설정

∙ 미션의 범위는 정치적 으로 ∙ 그랜드챌린지는 Topdown방식
결정
으로 결정
∙ 원탁회의 중심으로 각 관계자
∙ 미션의 구체화는 미션 위원회 ∙ 미션의 구체화는 UCL 위원회가 와의 협의 등을 통해 결정
중심으로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 대화 프로세스를 통해 설정

부처 정책 간
∙ 검토중(’21.6월 공표예정)
연계

∙ 챌린지별로 구축

∙ 관계부처 차관 및 국장급원탁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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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조직
이해관계자
연계

EU

∙ 검토중(’21.6월 공표예정)

영국

∙ 챌린지별로 구축

∙ 다양한 수단 활용(미션은 각
연구개발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에 걸쳐 ∙ 챌린지별기금 활용
설정)

기타

독일

∙ 산학관민 관계자에 의한 하이
테크 포럼
∙ 각 미션 관련 펀딩기관이 지원

∙ 유럽 그린딜에 의한 가속화
∙ 결속정책(EU역내에서 지역발전
∙ 연구개발 로드맵에서 야심찬
∙ 기술주도형과 과제주도형 혼재
정책, EU예산의 1/3)과의 연계
목표(문숏) 추구 표명
및 활용
∙ 각국 정책과 연계 유도

출처: 과학기술진흥기구 연구개발전략센터(2021.5.14)

https://www.jst.go.jp/crds/pdf/2020/RR/CRDS-FY2020-RR-08.pdf
26

5

일본, 수소 관련 프로젝트 연구개발･상용화계획

경제산업성은 녹색혁신기금으로 실시할 예정인 수소 관련 프로젝트의 내용을
정리한 연구개발･상용화계획 발표*(’21.5.)
’50년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에
’19년 3차 추경예산 중 2조엔의 녹색혁신기금(그린 이노베이션기금)을 조성
- 민관이 구체적인 목표를 공유하고 관련 기업에 10년간 연구개발실증에서 상용화
까지 지속적으로 지원
- 수소사회 실현을 위해 대규모 수소공급망 구축과 수요창출 동시 추진
- 국제수소시장 확대가 예상되므로 일본이 세계 최초로 액화수소 운반선 건조
등 기술면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것이 필요
- 기금은 「대규모 수소공급망구축」프로젝트와 「재생에너지 등 유래 전력을
활용한 수전해를 통한 수소제조」프로젝트 연구개발･상용화 계획으로 구분
1) 대규모 수소공급망 구축(국비부담액: 최대 3,000억엔)
① 국제수소 공급망 기술 확립 및 액화수소 관련 기기 평가기준 정비(’21년~’30년
까지 최대 10년간 추진)
(목표) ’30년 수소공급비용 30엔/Nm3, ’50년 20엔/Nm3 이하(화석연료와 동일한 정도) 달성

- 수소수송기술 등 대형화･고효율화 관련 기술개발･실증[(보조율 2/3→1/2 )+(인센
티브 1/10)] (예산 상한 2550억엔)
* 액화수소의 경우 공급비용 30엔/Nm3 실현을 위해서는 현행 실증에 비해 최대 32배 각
설비 대형화 필요

- 액화수소 관련 소재평가기반 정비[위탁(기업의 경우는 인센티브 1/10)] (예산
상한 30억엔)
* 소재의 기계적 특성(강도, 파괴 인성, 피로 등)및 열특성(선팽창, 열전도, 비열 등) 등
평가 방법을 국내에서 확립하는 것이 중요

② 수소발전기술(혼소, 전소) 실현을 위한 기술 확립(’21년~’30년까지 최대 10년간 추진)
(목표) 대규모 수요를 창출하는 수소 가스터빈 발전기술(혼소, 전소)을 실현하기 위한 기술 확립

- 수소수송기술 등 대형화･고효율화 관련 기술개발･실증 (예산 상한 2,550억엔)
* 수소는 천연가스와 비교하여 타기 쉬운 특성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스터빈에 공급시
역화나 연소진동, 질소산화물값의 상승을 일으키므로천연가스 화력발전과 동등한 발전 효율
실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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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수소 공급망>

- 따라서 본 프로젝트에서는 ①기존에 개발한 수소 혼소율(부피 비율 30%) 및
②현재 개발중인 수소 전소 연소기를 화력발전소에서 상용화하여 실제 기기를
이용한 실증을 통해 연소 안정성 검증 등 필요
2) 재생에너지 등 유래 전력을 활용한 수전해에 의한 수소제조(국비부담액：최대
700억엔)
① 수전해 장치의 대형화 기술 등의 개발 및 Power-to-X 대규모 실증(’21년~’30년
까지 최대 10년간 추진)
’30년까지 알칼리형 수전해장치 설비비용 5.2만엔/kW, PEM형 수전해장치 설비 비용 6.5만엔
/kW를 달성할 수 있는 기술 실현

- 수전해장치 대형화 및 모듈화 기술개발
- 우수한 신소재 장비 구현기술 개발
② 수전해장치의 성능평가기술 확립
- ’25년까지 수전해장치의 성능평가기반 정비

출처: 경제산업성(2021.5.18)
https://www.meti.go.jp/press/2021/05/20210518003/20210518003-2.pdf
https://www.meti.go.jp/press/2021/05/20210518003/20210518003-1.pdf
https://www.meti.go.jp/press/2021/05/20210518003/20210518003-6.pdf
https://www.meti.go.jp/press/2021/05/20210518003/20210518003-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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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4.5 중점연구개발계획 지침 발표

과기부는 14차 5개년 기간 국가중점연구개발계획 중점전문프로젝트 2021년
지침을 발표 (’21.5.)
과기부는 「국가중점연구개발계획 “수학 및 응용연구” 등* 14.5기간 중점전문프로
젝트 2021년도 프로젝트 신청 지침」을 발표(2021.5.10)
* ‘줄기세포 연구 및 장기 회복’, ‘나노 프런티어’, ‘생물 대분자 및 미생물군집’, ‘물적 통제’,
‘촉매과학’, ‘공학 및 종합 교차’, ‘거대과학장치 프런티어 연구’

1) ‘3개 공동’* 메커니즘 구체화
* 2019.9.3.일 시진핑 주석이 G20 ‘비즈니스 서밋(B20)’ 연설에서 ‘3개 공동’이라는
메시지로 G20이 정상회의 공감대를 행동으로 이행할 것을 제안

-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국제환경을 공동 수호
- 협력 윈윈의 글로벌 파트너십 공동 구축
※ ① 공통점을 집결시키고 이견을 해소하여 협력 윈윈의 신형 국제관계를 공동 구축,
② 거시경제정책 조율메커니즘을 구축, ③파트너십을 이용해 각 분야 실무협력 강화

-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를 공동 개선
※ (4개 구조 공동 구축) ① 공정한 고효율 글로벌 금융 거버넌스 구조, ② 개방적이고
투명한 글로벌 무역과 투자 거버넌스 구조, ③ 그린 저탄소의 글로벌 에너지 거버넌스
구조, ④ 포용 연동의 글로벌 발전 거버넌스 구조

2) 과학연구 투자 실적 향상과 중대 혁신성과의 ‘실전성’을 강화를 위한 ‘공개책임’
프로젝트 실시
- 국가 전략의 시급성, 명확한 응용 방향, 최종 사용자가 확정된 연구임무에
초점
- 프로젝트 신청과 참여기관에 대한 등록시간 제한이 없고, 프로젝트(과제) 책임자에
대해서는 연령, 학력 및 직급 요구 없으며 예산 편성 간소화
- 반면 최종 사용자의 역할을 부각시켜 군령장, 이정표 심사 등의 관리 방식을
체결하여 실시하고 책임자 이직 불가, 불성실 임무 실패의 책임 추궁 등 책임관리
3) 청년 연구자에게 더욱 많은 기회를 주고자 청년과학자 프로젝트 확대
- 14.5 중점전문프로젝트 2021년 지침에서는 80%의 전문프로젝트가 청년과학자
프로젝트 설정할 계획으로 2021년 230여개 청년과학자단체 지원 예정
- 기초 프런티어 전문프로젝트는 남성 35세 이하, 여성 38세 이하, 기타 전문프로
젝트는 남성 38세 이하, 여성 40세 이하 연령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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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와 전문프로젝트의 특성에 따라 청년과학자 프로젝트를 설정하거나 프로젝트
산하에 청년과학자 과제를 전문 설정하는 등 다양한 방식 채택
- 청년과학자 프로젝트는 예산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산하에
과제를 설정하지 않음
4) 일부 전문프로젝트 임무는 국가의 중대 전략적 배치와 지역 산업 발전의 중대한
수요를 결합하여 부문/성 연동방식을 채택해 중점전문프로젝트 실시
- 부문과 지방이 공동으로 수요를 간소화하고, 공동 투자하며, 협동 관리
- 지방은 전문 정책을 출범하여 프로젝트 실시 중 중대 과기성과 산출과 정착
이전을 통합 추진
5) 중점프로젝트 ‘고객 프로젝트 관리(client project management)’ 제도 적용
- 프로젝트 책임기관은 고객 프로젝트 관리 기관을 선정하여 프로젝트 팀과의
중개 역할을 부여
- 고객 프로젝트 관리기관은 사업 주관기관과 프로젝트 팀간의 역할을 조율하고,
프로젝트 관련 컨설턴트, 엔지니어와 계약자를 입찰을 통해 선정하여 추진
- 사업 입찰시 계약 조건을 공식화하여 사업 주관기관의 위험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
6) 기술성숙도(TRL) 관리 도입
- 프로젝트에 대한 수량화 관리를 통해 프로젝트 실시와 관리 제반 과정의 표준화와
정확화를 추진하여 프로젝트의 순조로운 실시를 일조

출처 : 과기일보(2021.5.12)
https://www.thepaper.cn/newsDetail_forward_12690895
https://www.docin.com/p-1077896350.html
https://mp.weixin.qq.com/s/M5lFE6elN7f2vbrEEDDL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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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국가수소전략의 중점분야와 기업 동향 발표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는 독일의 수소이용 촉진을 위한 정책 및 기업 동향
등을 발표*(’21.5.)
* Horizon Europe's first strategic plan 2021-2024: Commission sets research
and innovation priorities for a sustainable future

작년 6월 독일 연방정부는 EU의 유럽 그린딜 정책에 따라 ’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 달성의 국가수소전략을 발표한 바 있음
- (목적) ① 수소 관련 비용절감으로 경쟁력 제고 ② 수소 관련 독일 내 시장
개발* ③ 수소 수송･유통 인프라 강화 ④ 국제 수소시장 및 국제협력체제 확립
* ’30년까지 수소 수요가 공업 분야(화학, 석유화학, 철강) 및 교통 분야에서 증대될 것
으로 보고 그린 수소의 비율 증대 목표

- 코로나 위기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해 투입하기로 한 총 1,300억 유로 중 기후변화에
투입하는 400억 유로에서 90억 유로를 수소에 투자
- 수소 전략의 8대 중점분야를 선정하고 이에 따른 중점 추진 방향을 제시
<수소전략의 중점분야>
중점 분야

세부 내용

수소생산

∙ 수소기술의 시장 도입 및 수출이 가능하려면 국내시장 확대가 필수적이며, 수소를
지속가능하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려면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의 계획적 확대 필요

공업 분야

∙ 화학공업에서의 기존 수소인프라를 철강 등 다른 용도로 확대

교통 분야

∙ 버스, 철도 등 대중교통, 일부 화물 수송에서는 연료전지가 배터리형 전기자동차
보완

열 이용

∙ 장기적으로 여전히 가스형태 연료에 대한 수요가 있음

유럽 공동
∙ 북해의 풍력 발전과 유럽 남부의 태양광 발전을 이용하여 장기적으로 그린수소를
프로젝트로서의 수소 생산할 기회가 있으며, 유럽의 가스 인프라도 수소 수송에 이용 가능
국제무역

∙ 독일이 기후변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의 수입에 의존하게 되므로,
수소와 파생제품의 국제무역이 중요

독일 안팎에서의
수송･유통 인프라

∙ 가스 인프라를 장기적으로 수소용 인프라에 이용하는 것 외에 수소 전용 수송 네트
워크 건설

연구･교육･혁신

∙ 중요한 기술이나 수소의 가치망에 전체에 따른 새로운 대응에 대하여 연구자금
제공

수소전략에서는 지원 프로그램 및 보조금 제도로 수소･연료전지 혁신 국가
프로그램과 함께 에너지기후기금의 수소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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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소･연료전지 혁신 국가 프로그램(NIP)
- 수소와 연료전지에 대한 각종 지원정책을 통합하여 ’07년부터 추진된 프로그램
으로 ’16~’26년까지 2단계(NIP2)로 10년간 연장 결정
- ’08년에는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국가수소연료전지기술기관(NOW) 설립, 학계,
산업계, 정관계가 공동 참여
- 실용화 이전 수소･연료전지 기술 연구개발과 함께 적절한 인프라 구축, 초기
제품･기술 시장 투입 지원도 대상
2) 에너지기후기금(EKF: Enerugie-und Kilmafonds)
- ’11년에 마련되어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화, 국내외 기후 보호, 환경 관련
프로젝트 및 연구, 전동 모빌리티를 대상
- 연방 재무부(BMF)가 관리하나, 프로젝트 대부분은 연방 경제에너지부(BMWi)
하에서 관리되며, ’12년 8,000만 유로 규모에서 ’19년 45억 유로로 확대
독일을 비롯한 EU에서는 수소 인프라 및 모빌리티 분야에서 주요 기업의
참여가 확대될 전망
1) 수소 인프라
분야

에너지
생산
공급

사업자

개요

폐쇄가 결정된 석탄 화력발전소(함부르크)부지에서 그린수소
스웨덴 바텐팔, 쉘,
생산 계획. 100MW 수소생산시설의 건설과 더불어 수소 가치망
함부르크열공급공사,
실현을 위해 ’21.1월 쉘 함부르크열공급공사, 미쓰비시중공업이
미쓰비시중공업
제휴에 합의. ’25년부터 수소 생산을 시작할 전망

2) 모빌리티
분야

연료전지

사업자

보쉬
(자동차 부품)

개요

’20.12월 고체 산화물형 연료 전지(SOFC) 기술에 기반한 정
치용 연료전지시스템의 본격 생산을 ’24년에 시작한다고 발표.
보쉬는 영국 세레스파워와 ’18.8월부터 연료전지 개발 관련 협력
실시중

출처 : 일본무역진흥기구(5.14)
https://www.jetro.go.jp/ext_images/_Reports/01/a31db630cadce992/2021000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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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High-Risk High-Return’연구 촉진 정책 조사

OECD는 High-Risk, High-Reward(HRHR) 연구를 지원을 위한 국가별 예산
제공 메커니즘과 관련 요인을 조사*(’21.5)
* Effective policies to foster high-risk/high-reward research
** 관련 사전 연구를 살펴보고, 예산 제공 기관에 설문 조사를 수행하고, 예산 제공 담당자와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고, 전문가 그룹과의 미팅을 수행

국가별로 해당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설계된 연구 예산 제공은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대부분 경쟁을 거쳐 연구 예산이 지원되는 정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다양한 평가 및 예산 배분 메커니즘이 활용됨
<High-Risk/High-Return(HRHR) 연구 촉진 정책 분류>
범주

정책 예시

HRHR 연구를 위해
설계

미국 국립보건원(NIH) HRHR 프로그램
프랑스 국립연구청(ANR) OH 리스크 프로그램
스위스 국립연구재단(SNRF) 시너지 프로그램
독일 연구재단(DFG) 라인하르트 코젤렉(Reinhart Koselleck) 프로젝트

HRHR 연구가 주요
목표 중 하나인 경우

일본 문샷(Moonshot) R&D 프로그램
미국 국립과학재단(NSF) 범학제적 과학공학 연구(RAISE) 프로그램
캐나다 뉴프런티어 연구펀드(NFRF) 탐사 프로그램
아일랜드 과학재단(SFI) 미래를 위한 프런티어 프로그램

HRHR 연구가 부수적
목표인 경우

유럽연구위원회(ERC) 연구 지원 프로그램
미국 국립과학재단 탐색적 연구를 위한 초기 컨셉 지원금(EAGER) 프로그램
폴란드 MAESTRO 프로그램

HRHR 연구가 분명한
요건은 아니나 장려됨

체코 EXPRO 프로그램
포르투갈 실험 연구 프로젝트
한국 연금술사 프로젝트

- 크게 제안서의 동료 검토 및 평가 방식*과 담당자 검토 모델**이 활용
* 프로젝트 선정과 연구 예산 지원 과정에서 자주 활용되어왔으며, 하이리스크/하이리턴
(HRHR) 연구만을 다루는 프로그램을 신설하거나, 협력적이고 범학제적이며 획기적인
연구를 요구하거나, 신진 연구자를 포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관련 연구를 촉진함
** 동료 검토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예산 제공 기관 담당자의 판단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담당자가 자주 바뀌고 프로젝트 기간을 단기간으로 한정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 장치를
갖고 있음

HRHR 연구는 정책 근거와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음
- 일부 국가에서는 금융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기간의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의 잠재력을 확인한 뒤 정규 연구 지원금을 제공하는 대안이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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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 심사 과정을 통해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경우 최대한 유연성을 보장해주기
위해 불간섭주의를 채택
- 프로그램 담당자, 책임자의 권한으로 연구 프로젝트가 선정된 경우 적극적인
프로젝트 관리를 수행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High-Risk/High-Return(HRHR) 연구 프로젝트 관리 및 기간>
관리 방식

근거

장단점

정책 사례

장점: 즉각적 성과에 대한 부담
단기적 성과보다 리스크를
국립보건원(NIH) HRHR 프로그램
경감
장기 지원 감수하도록 평균적인 3년보다
독일 연구재단(DFG) 라인하르트
단점: 예산 제공 기관의 대규모
긴 5년 지원 제공
코젤렉 프로젝트
자원 필요
단기
리스크 제거와 정규 과정으로의 장점: 탐사적 연구 지원
네덜란드 오프로드 프로그램
지원이나 진행을 위해 6개월에서 2년간 단점: 성공적일 경우 추가 자금이
UKRI 전환적 연구 기회
필요함
시드 펀딩 지원함
불간섭
주의

장점: 연구자가 연구에 집중하게
성과 보고서 등 행정 부담을
함
국립보건원(NIH) HRHR 프로그램
덜고 연구자에 유연성을 제공함 단점: 연구자가 적극적 관리를
필요로 할 수 있음

적극적
관리

장점: 아이디어 발전과 문제점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
치열한 토론과 지속적인 소통
해결에 도움
일본 문샷 R&D 프로그램
단점: 시간과 자원이 소요됨

HRHR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연구기관은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
- 의사 결정자는 연구자가 과학적인 리스크를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 시행을 추진
- 예산 지원 기관은 연구 프로그램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공유해 이를 보다
전통적인 방식의 프로그램과 비교 진행

출처: OECD(2021.5.18)
https://www.oecd-ilibrary.org/science-and-technology/effective-policies-to-foster-h
igh-risk-high-reward-research_06913b3b-en;jsessionid=zm8xwluxhNbheN_fD9TdfzV
d.ip-10-2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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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1

주요 동향(2) : ICT

韓, 2025년까지 AI 신뢰성 확보 위한 전략 단계적 추진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딥페이크 악용 등 ‘AI 윤리’ 문제 재점화
인공지능이 모든 산업과 사회에 빠르게 도입･확산하며 혁신을 창출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유출, 인권 침해, 인종 차별 등 논란도 공존
- 금년 초 국내에서 AI 챗봇 ‘이루다’가 개인정보 유출과 성소수자 혐오, 성희롱 등
논란으로 출시 3주 만에 서비스를 중단했으며 2018년 6월 MIT가 반사회적･반인류적
데이터로 훈련된 ‘사이코패스 AI’를 개발
- 또한 딥페이크 기술을 통해 미국 대통령 얼굴을 합성한 허위 연설을 하는 등 유명인
얼굴을 합성한 가짜뉴스, 불법영상 제작 범죄에 빈번하게 사용되며 사회적
이슈로 대두
※ 딥페이크(Deep fake)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이미지 합성 기술

이에 정부는 안전한 AI 사회 구현을 목표로 윤리적 원칙, 신뢰･책임 등을
고려한 지침 마련･논의 지속하는 등 AI 기술발전과 함께 윤리･책임 등을 포함한
가이드라인 정립
인공지능 기술･제도･윤리 측면 고려한 가이드라인 마련
우리 정부는 성차별과 개인정보 유출 논란을 일으킨 AI 챗봇 ‘이루다’ 사태 등 AI의
부정적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 전략’ 발표(5.13)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전략의 비전･목표･추진 전략>

※ 자료 : 정부 보도자료, 202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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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AI 서비스 구현을 정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이용자가 믿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며 사회 전반에 건전한 인공지능 윤리를 확산하는
것이 중점 방향
- 2025년까지 책임있는 인공지능 활용 세계 5위, 신뢰있는 사회 세계 10위, 안전한
사이버국가 세계 3위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
-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전략에 담긴 기술･제도･윤리 측면의 3대 전략과
10대 실행 과제를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전략 주요 내용>
추진 전략

내용

∙ 인공지능 제품･서비스 구현 단계별 신뢰 확보 체계 마련
- 민간에서 인공지능 제품･서비스를 구현하는 단계(개발 → 검증 → 인증)에 따라 기업,
개발자, 제3자 등이 신뢰성 구현을 위해 참조할 수 있는 신뢰 확보 기준과 방법론 제시
- (개발단계) 구체적인 개발 가이드북을 제작해 보급, (검증단계) 신뢰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는 검증체계 마련, (인증단계) 검증단계를 통과한 제품･서비스에
대하여 민간 자율 인증과 공시 추진
신뢰 가능한
∙ 민간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 지원
인공지능
- 기술･재정 상황이 열악한 스타트업도 신뢰성 높은 인공지능을 구현하도록 데이터 확보와
알고리즘 학습･검증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플랫폼 운영
구현 환경 조성
- 학습용 데이터와 컴퓨팅 자원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허브(AI Hub)’ 플랫폼에서 검증체계에
따른 신뢰 속성별 수준을 분석해주며 실제 환경과 같은 형태로 테스트도 지원

∙ 인공지능 신뢰성 원천기술 개발
- 2026년까지 총 650억 원 이상을 투입해 인공지능의 설명가능성, 공정성, 견고성 제고를
위한 원천기술 개발 추진
- 이를 통해 기존 시스템에 설명가능성 기능을 추가하고 AI가 스스로 편향성을 진단하고 제거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신뢰성 제고
- 민관이 AI 학습용 데이터 제작공정에서 준수해야할 신뢰 확보 검증지표 등 표준 기준을
민간과 함께 마련
- ‘데이터 댐’ 사업에서는 구축 전 과정에서 저작권, 개인정보보호와 같은 법･제도 준수
여부 등 신뢰성 확보 고려사항 선제적으로 적용
∙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 확보 추진
- 국민의 안전에 잠재적 위험을 미칠 수 있는 고위험 AI의 범주를 설정하고 서비스 제공
전 해당 AI의 활용 여부를 이용자에게 고지
안전한 인공지능
고지 이후, 해당 AI 서비스에 대한 ‘이용 거부’나 AI의 판단 근거에 대한 ‘결과 설명’
활용을 위한
및 ‘이의제기’ 등 제도화를 중장기적으로 검토
기반 마련
∙ 인공지능 영향평가 실시
- 사회적 영향평가를 통해 안정성･투명성 등 신뢰성 요소를 토대로 AI 영향력을 종합
분석해 AI 정책이나 기술･관리적 조치방안 수립 시 활용할 계획
∙ 인공지능 신뢰 강화 위한 제도 개선
- 2020년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을 통해 발굴된 과제 중 ▲업계 자율적
알고리즘 관리･감독환경 조성 ▲플랫폼 알고리즘 공정성･투명성 확보 ▲영업비밀 보장을
위한 알고리즘 공개기준 마련 ▲고위험 기술기준 마련 등 관련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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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전략

내용

∙ 인공지능 윤리 교육 강화
- AI 윤리교육 총론을 마련하고 연구･개발자, 일반시민 등 맞춤형 윤리 교육을 개발･실시
사회 전반 건전한 ∙ 주제별 체크리스트 마련･배포
인공지능
- 연구･개발자, 이용자 등이 윤리 준수 여부를 자율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개발･보급
의식 확산
∙ 윤리 정책 플랫폼 운영
- 윤리 정책 플랫폼을 운영해 학계･기업･시민단체･공공 등 구성원이 참여해 AI 윤리에
대해 심도있게 토의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 마련
※ 자료 : 정부 보도자료(재정리), 2021.5.13.

한편, 세계 주요국도 AI 윤리적 가이드라인 연구 한창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미국･프랑스･영국･일본･중국 등 글로벌 주요국도 AI 시대를
맞아 AI 서비스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적･윤리적 가이드라인 제정 논의･공개
활발
- 유럽은 사람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험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제도 정립을
선도 중
- 미국은 2019년 국가 AI 연구개발 전략으로 ‘기술적으로 안전한 AI 개발’을
채택했고 IBM･MS･구글 등 주요 기업은 AI 개발원칙을 마련해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등 기술개발과 민간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성
확보 추진
- 프랑스는 기업, 시민 등 3,000명이 참여한 공개 토론을 통해 ‘인간을 위한
AI’ 구현에 필요한 권고사항을 도출했으며 영국은 5대 윤리 규범, 설명 가능한
AI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한 상태
<글로벌 주요국의 AI 원칙, 가이드라인 연구 현황>
국가

현황

∙ 기술을 윤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위험을 해결하고 EU를 신뢰할 수 있는 세계적 AI
중심지로 변모시킬 수 있는 새로운 AI 규제안 공개(4.21)
- 인간 생명과 생활에 위협을 미칠 수 있는 모든 AI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기본권을
해칠 수 있는 AI 서비스 출시 전 사전 평가 등 의무 사항을 지켜야한다는 것이 핵심
- ①용인할 수 없는 위험 ②고위험 ③제한된 위험 ④최소한의 위험 등 4단계로 구분하여
AI 기술사용 시 충족시켜야할 요건 제시
∙ 민간 신뢰성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보급(2020.7)
∙ 신뢰가능한 인공지능 3대요소 제시(2019.4)
- 신뢰할 수 있는 AI의 필수 3대 요소로 ①적법성 ②윤리성 ③견고성 제안
∙ 2016~2017년 무렵부터 민간부문에서 자율 윤리규범 마련
- 2017년 1월 비영리민간기관인 미래생명연구소(FLI)가 아실로마 AI원칙(연구 이슈, 윤리와
가치, 장기 이슈 등) 발표

37

국가

현황
- 2016년 구글･페이스북･아마존･IBM 등으로 구성된 AI협의체(Partnership on AI)는 AI
개발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
∙ 미국 하원, AI 윤리적 발전을 위한 10개 목표 제시(2019.2)
∙ AI 규제원칙 10가지 발표 후 AI 활용 범위와 위험 가능성 등을 추가한 AI 활용 지침서
완성 단계(2020.1)
∙ 연방거래위원회(FTC), AI와 알고리즘 이용에 대한 지침 공개(2020.4)
- 소비자 보호와 권리 보장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며 투명성 제고,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
결과의 공정성 보장, 데이터와 모델의 타당성 보장, 책임 등

∙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수립(2020.5)
∙ 인공지능 기술 개발의 국제적 경주에서 선두에 서기 위해 세계 최초로 ‘데이터윤리혁
신센터(Centre for Data Ethics and Innovation)’ 설치(2018.11)
- 데이터와 인공지능 이용의 윤리적, 경제적 영향에 대한 연구 및 분석을 의뢰하고 취합
- 데이터와 인공지능의 이용과 규제에 대한 사회적 반응의 범위를 이해하기 위해 시민과
소비자 참여
∙ ‘인공지능 윤리와 안전의 이해(Understanding Artificial Intelligence Ethics and
Safety)’ 지침서 발간(2019.6)
- AI시스템이 사회에서 윤리적으로 책임있게 개발되기 위한 원칙과 프레임워크를 세
부적으로 제시
∙ 기업･시민 등 3,000명이 참여한 숙의적인 공개 토론을 통해 ‘인간을 위한 인공지능’ 구현에
필요한 권고사항 도출(2018.3)
∙ 인간 중심의 AI 사회 구현을 위한 원칙 발표(2019.3)
- AI 사회적 원칙: AI 사회에 대응해 실시해야 할 사회적 틀과 원칙
- AI 개발 원칙: 연구 개발자가 고려해야할 AI R&D 원칙
- AI 활용 원칙: 이용자가 고려해야할 AI 활용 원칙 정리
∙ 인공지능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유의해야 할 7대 기본 원칙을 담은 ‘인간 중심의
인공지능 사회 원칙’ 발표(2018.3)
∙ 과학기술부 산하 국가 차세대 AI관리특별위원회가 8가지 항목의 차세대 AI 관리 원칙 수립(2019)
- ①화합과 우호 ②공평과 공정 ③포용과 공유 ④프라이버시 존중 ⑤제어 가능한 보안
⑥공동의 책임 ⑦개방과 협력 ⑧민첩한 관리 등 8개로 구성
※ 자료 : 언론 보도자료 정리

출처: 과기정통부 (2021.5.13.) 외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13&mPid=112&pageIndex=&
bbsSeqNo=94&nttSeqNo=3180239&searchOpt=ALL&searchTxt=
https://zdnet.co.kr/view/?no=20210513153827
http://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375
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library/proposal-regulation-european-approac
h-artificial-intelligence
https://zdnet.co.kr/view/?no=20210422153232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0102702100551607001
https://www.sedaily.com/NewsView/1YXTNHEJQ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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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반도체 전략, 민관 합동으로 글로벌 종합 반도체 강국 구상

2030년 세계 최대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 목표
우리 정부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K-반도체 전략보고 대회를 개최(5.13)하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주도하고 패권경쟁에서 승기를 확보하겠다는 ‘K-반도체 전략’
발표
(수립 배경) 체가 ‘산업의 쌀’이자 ‘전략무기’로 중요성이 배가하면서 기업
중심에서 국가 간 반도체 경쟁이 심화･확전되었으며 민･관 공동 대응 필요성
대두
- △반도체 수출은 우리나라 총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경제 버팀목 △AI･IoT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부품으로 수요가 증가해 제2의 슈퍼사이클 진입 △주요국은 반도체
기술･제조기반 확보에 나서며 新공급망 구축에 나서는 등 반도체가 기술경쟁의
핵심인 반도체 퍼스트 시대 맞이
(세계 현황) 각국은 자국 內 반도체 공급망 강화, 미래기술 확보 속도전 진행, 주요기업은
M&A와 대규모 투자를 통한 미래시장 선점에 집중
(국내 현황) △메모리반도체 강국 위상을 유지하고 있으나 경기 변동에 불안정 △시스템반
도체 경쟁력은 전반적으로 열위 △종합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의 실질적인 1위
등극은 요원(遙遠)
K-반도체 벨트 조성, 인프라 지원 확대 등 4대 전략과 세부 과제 제시
(전략1)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K-반도체 벨트’ 조성
- ①소부장 특화단지(용인) ②첨단장비 연합기지(화성･용인) ③첨단 패키징 플랫폼(중부권)
④팹리스 밸리(판교)를 중심으로 메모리를 넘어 시스템반도체･소부장을 결합한
종합 반도체 벨트 완성
(전략2) 반도체 제조 중심지 도약을 위한 인프라 지원 확대
- R&D 및 시설투자 세제 인센티브 대폭 강화, 금융지원 확대, 온실가스 배출권 규정
등 규제개선, 전력 인프라 구축 및 공공폐수처리 지원 등 기반 구축 강화
(전략3) 인력･시장･기술 등 반도체 성장기반 강화
- 반도체 산업의 성장은 기초체력(인력양성), 성장환경(연대･협력), 학습･개발(R&D) 등을
뒷받침하는 역량강화 생태계 조성
(전략4) 국내 생태계 보호를 위한 반도체 위기대응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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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반도체 특별법 제정, ②차량용 반도체 부족, ③반도체 기술의 해외 유출, ④탄소중립
등 반도체 현안에 적극 대응하며 기업 활동을 전방위 지원하는 ‘안정적 반도체 공급
국가’ 지향
<K-반도체 전략>

※ 자료 : 정부 보도자료, 202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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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과제 중 △R&D 비용 최대 50% 세액공제 △10년간 3만 6,000명의
반도체 인력 양성 △반도체 특별법 제정 등 과감한 투자 지원 방안 주목
-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기 위해 ‘핵심전략기술’ 항목을 신설하여
이 항목에 해당할 경우 R&D는 최대 50%(대기업･중견기업 30∼40%, 중소기업
40∼50%), 시설투자는 최대 20%(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투
자 증가분 4%)까지 세액공제 추진
※ 2021년 하반기∼2024년 투자분 적용, 현재 R&D 대기업은 최대 30%, 중소기업은
최대 40% 수준

- 반도체 관련학과 정원 상향 조정, 학부에 시스템반도체 전공트랙 도입, AI 등과
연합전공, 반도체 계약학과 확대, 석･박사 반도체 고급인력 양성사업 등으로
인력 배출･양성
- 미국 등 주요국은 반도체 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법령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우리
정부도 국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특별법 제정 검토
※ 규제특례, 용수･전력 등 기반시설, 신속투자, R&D 가속화 방안 등을 종합 고려

(민간 투자) 반도체 업계 향후 10년 간 510조 원 이상 투자 발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 153곳은 ’21년 41.8조 원을 시작으로 향후 10년 간
510조 원 이상의 대대적인 투자에 나설 계획
- 삼성전자는 시스템반도체 주도권 확보를 위해 ’30년까지 171조 원을 투자하여 파운드리
공정 연구개발 및 생산라인 건설 확대에 속도를 내 TSMC를 추격한다는 전략
※ 2019년 시스템반도체 비전 2030 발표 당시 계획(133조 원)대비 약 38조 원 확대

- 아울러 세계 최대 생산 공정으로 조성 중인 평택 3라인(P3)을 2022년 하반기까지
완공하여 처음으로 초미세 5나노 공정 기반 시스템반도체 양산을 시작할 계획
※ 2015년 평택단지 기공부터 2030년까지 창출될 생산유발 효과는 550조 원 이상,
고용유발 효과는 130만 명 이상으로 예측

- SK하이닉스도 글로벌 반도체 수급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증설 또는
M&A까지 고려해 현재 두 배 수준의 8인치 파운드리 생산능력 확보 검토
<삼성전자･SK하이닉스 투자 계획 세부 내용>
삼성전자

∙ 2030년까지 시스템반도체 171조 원 투자
∙ 2022년 하반기 평택 P3 공장 완공 및 가동
∙ 반도체 생태계 육성 위한 상생협력 및 지원

SK하이닉스

∙ 파운드리 생산 2배 확대
∙ 8인치 파운드리 사업 투자로 국내 팹리스 기업 개발･
양산 지원
∙ M&A 등 전략 검토

※ 자료 : 동아일보, 202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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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일본도 자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에 속도
미국 상원은 자국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향후 5년 간 520억 달러(약 59조 원)를
투입하는 법안을 곧 발의 예정(로이터, 5.15)
- 이 법안은 미 의회가 지난해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통과시킬 때 반도체
생산 촉진을 위해 연방정부가 지원에 나설 수 있는 조항(Chips for America
Act)을 담은 데 따른 후속 조치 차원
※ 국방수권법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면 이번에 상원에서 추진되는 법안은 구체적인
지원 규모를 정해 예산을 배정하는 절차에 해당

- 반도체 지원 예산안에는 상원이 중국과의 경쟁을 위해 기술 연구에 1,100억
달러 이상을 지출하는 내용을 포함할 전망
-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반도체에 대한 대대적 투자를 공언하며 미국의
반도체 역량을 확대하는 동시에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일환
일본 집권 자민당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한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의원연맹 출범(5.13)
- 조직의 최고 고문으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와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이, 회장은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세제조사위원회 회장이
취임하여 5.21일 첫 회의 개최 예정
- ‘반도체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라고 언급하며 반도체는 경제
안보의 중요한 기반이 되기 때문에 일본의 권위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새로운 조직 설립을 설명
- 미국 등 우방국과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 제휴･협력하는 방안, 일본이 경쟁력을
유지하는 반도체 제조 장치･소재 분야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논의하고 정책
제언을 정리해 나간다는 구상
한편 지난 4.12일 백악관 주재로 온라인 개최했던 글로벌 반도체 1차 회의에
이어 5.20일 상무부가 주재하는 2차 반도체 회의를 앞두고 업계의 추가 투자
계획도 주목
- 1차 회의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천명한 만큼,
이번 2차 회의에서는 보다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투자 요구를 제안할 것으로
관측
- 참석 기업은 삼성전자를 비롯해 TSMC･인텔･구글･아마존･제네럴모터스･포드 등
1차 회의와 거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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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회의에서 인텔은 200억 달러의 미국 투자를 약속했으며 회의 직후에는
차량용 반도체 제조까지 나서겠다고 발표
- TSMC도 미국 애리조나에 건설하려는 파운드리 공장을 3년 내 5개를 추가하는
등 투자 확대를 선언했으며 그 중 1개 공장은 3나노 공장이 될 것으로 관측
- 주요 기업의 미국 내 투자 계획이 이어지면서 삼성전자도 미국 내 반도체
공장 증설 투자 계획을 공식 발표할지 이목 집중

출처: 관계부처 합동 (2021.5.13.) 외
https://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seq_n=16409
8&bbs_cd_n=81&currentPage=1&search_key_n=&cate_n=&dept_v=&search_val_v=
https://www.reuters.com/technology/exclusive-us-senators-expected-announce-52
-bln-chips-funding-deal-sources-2021-05-14/
https://www.asahi.com/articles/ASP5F6F8RP5FUTFK00R.html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10514/106915026/1
https://biz.chosun.com/it-science/ict/2021/05/17/4EKLK3Y47RFIBNSMVUJKNH7HWI/
https://www.sedaily.com/NewsVIew/22MDSXXK5H
http://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46588
https://www.etnews.com/20210517000233?mc=em_001_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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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韓, 자율주행･자연어 연구 등 첨단기술 지원하는 데이터셋 구축

네이버랩스, 실내외 고정밀 지도 및 측위 데이터 등을 모은 ‘오픈 데이터셋’ 공개
이번에 공개한 데이터셋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공개했던 네이버랩스의 자체
데이터셋과 새롭게 구축한 데이터셋까지 모두 한 곳에 통합한 일종의 종합
데이터 공간
- 자율주행차, 모바일 로봇, 증강현실(AR)･혼합현실(XR) 등 다양한 연구에 활용
가능한 고정밀 지도와 실내･외 측위 데이터셋 포함
※ 항공사진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독자 매핑 기술 ‘하이브리드 HD 매핑’을 기반으로 구축한
마곡･판교･상암･여의도 지역 실외 고정밀 HD맵과 모바일 매핑 시스템 R1을 통해 스
캔한 3D 라이다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 등

- 특히 첫 공개한 실내 측위 데이터셋은 백화점･복합공간 등 일상공간 그대로
구현한 세계 최대 규모의 정밀 데이터라는 점에서 주목
- 실내 고정밀 지도 제작 로봇 M1X, 백팩 타입의 모바일 매핑 시스템 COMET
등 네이버랩스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구축했으며 모바일 로봇, AR 및 XR 등
다양한 연구 분야에 활용 가능
<네이버랩스 오픈데이터셋 공개>
하이브리드 HD 매핑&측위 데이터셋

실내 측위 데이터셋

∙ 낮은 천장, 복잡한 구조, 인파 등 실제 생활환경의 요소를
∙ 도심 단위 대규모 지역의 항공사진, 모바일 매핑 시스템의
반영한 데이터
데이터를 유기적으로 결합
∙ 실내 자율주행 서비스 로봇, AR･XR 및 다양한 위치
∙ 자율주행차 성능･안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
기반 서비스 시작점에 있는 중요 기술
※ 자료 : 네이버랩스

자체 축적해온 연구결과물을 학계 및 연구기관과 공유하며 데이터셋 구축 사업에서 노하우를
축적한 네이버랩스는 광범위한 연구활동 지원과 성장에 이바지한다는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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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근력증강로봇 기술을 응용한 에어카트 특허 무상 공개 △2018년
KAIST 전공교과목 공동개발 △2019년 국내 기업 최초로 자율주행용 고정밀 지도(HD맵)
무상 공개 △2020년 측위 기술 향상을 위한 연구 챌린지 개최 등 다양한 기술
공개
- 데이터셋 구축에는 대규모 투자와 시간이 필요한 만큼 이를 활용해 국내
다양한 연구기관･스타트업의 기술 연구를 지원하며 더욱 빠르게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나아가 독자 기술력을 더욱 발전시키는 동시에 이 기술을 근간으로 구축하는
데이터셋을 지속 공유해나가며 국내 학계와 연구자 커뮤니티가 한 단계 더
성장하도록 지원할 방침
- 해당 분야에 관심있는 학계･연구기관･스타트업 등 누구나 데이터셋 신청이
가능하며 연구 및 기술개발 목적에 맞추어 활용 가능
- 이번 데이터셋은 프랑스 그르노블에 위치한 네이버 인공지능 R&D연구소
‘네이버랩스 유럽’ 등이 자체개발한 독자 기술로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의
방대한 데이터를 결합한 고정밀지도 기술 경쟁 촉발
네이버랩스 데이터셋에 공개한 하이브리드 HD 매핑 기술은 항공사진을 활용한
3차원 고정밀 지도제작 기술로 최대 오차범위 16cm를 더욱 줄이는데 성공
※ 통상 자율주행은 20cm 정도의 오차 허용

- 차선위치, 건물 높낮이, 노면 기호 등 주변 환경의 미세한 부문까지 거의
똑같이 3D로 그려낼 수 있다는 것이 강점
글로벌 빅테크 기업도 데이터와 첨단 기술을 결합한 차세대 지도 ‘매핑 기술’ 개발
한창
<최근 주요 기업 디지털 지도 기술 개발 행보>
기업
네이버
구글(웨이모)
화웨이
소프트뱅크

주요 내용

∙ 인공위성･항공사진 데이터로 오차범위 16cm 고정밀 지도
∙ 실내외 증강현실(AR) 내비게이션, 자율주행･로봇 적용
∙ 라이다 기반 고정밀 지도 미국 전역 25개 도시로 확대
∙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웨이모 드라이버)에 결합
∙ 2020년 베이징･상하이･광저우･선전 4개 도시에 고정밀 지도 서비스 제공
∙ 2021년 톈진･충칭･항저우 등 20개 도시로 확대 계획
∙ 화웨이 자율주행 전기차에 탑재 예정
∙ 사물 위치 오차범위 3cm 이내 위치정보 서비스
∙ 일본 내 지상 측위 거점 3,300개 자체 확보

※ 자료 : 네이버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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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핑 기술에 주목하는 이유는 로봇･자율주행차･메타버스 등 미래 서비스는 위치
정확성이 높은 디지털 지도 위에서 구현 가능하며 더욱 시너지를 발휘하기 때문
- (구글) 자율주행 회사 웨이모가 라이다 기반 고정밀 지도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맵 활성 범위를 미국 전역 25개 도시 이상으로 확대하는 프로젝트 진행
- 웨이모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인 ‘웨이모 드라이버’에 결합하는 고정밀 지도를
자체 제작 중
- 웨이모 드라이버는 고정밀 지도를 기반으로 특정 도로에 대한 지형 데이터
등을 누적해 보행자, 차량 등 움직이는 물체와 관련한 데이터 처리를 고도화하며
돌발 상황에 대비 가능
- (소프트뱅크) 인공위성과 지상 측위 거점을 활용해 사물 위치 오차를 3cm 이내로
줄인 위치 정보 서비스 개발 진행, 하반기 자율작업 가능한 건설장비에 적용하고
자율주행차에 도입 목표
- 정밀 지도 개발을 위해 일본 기업이 주로 이용하는 일본 국토지리원 측위
거점(1,300개)의 2.5배에 달하는 측위 거점 3,300개 확보
- 앞서 2017년 미국 디지털지도 스타트업 맵박스(Mapbox)에도 투자했으며
자회사 야후재팬은 디지털 지도에 맵박스 기술을 적용
- (화웨이) 2019년 정부 허가를 받아 고징밀 지도 개발에 착수, 2020년 내에 중국
전역 고속도로와 베이징･상하이･광저우･선전 등 4개 도시 일반도로 고정밀
지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국내 스타트업의 ‘한국어 자연어 이해 평가 데이터셋’ 구축도 주목
세계적으로 자연어 처리･이해 연구가 지속 진행되어 왔지만 연구 기반이 되는
공개 데이터셋은 대부분 영어로 이루어져 한국어 고유 특성을 고려한 연구가
어려웠던 실정
이에 인공지능 스타트업 업스테이지가 공신력을 갖춘 ‘한국어 자연어 이해
평가 데이터셋(KLUE: Korean Language Understanding Evaluation
Benchmark)’을 구축해 공개(5.17)
- KLUE는 한국어 언어모델의 공정한 평가를 위한 목적으로 8개 기준(△개체명
인식 △관계 추출 △문장 주제 분류 △문장 유사도 비교 △자연어 추론 △의존
관계 분석 △기계 독해 이해 △대화 상태 추적)이 포함된 데이터 집합체
- 영한 번역문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한국어 원문으로만 제작해 한국어의
정확한 이해와 추론 능력을 평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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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다양한 한국어 언어모델이 동일한 평가선상에서 정확하게 비교될 수
있는 평가기준과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앞으로 한국어 자연어처리 분야의
발전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
- 또한 KLUE는 누구나 데이터에 접근, 활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받은 국내
최초 오픈 데이터셋이라는 점에서 의의
- KLUE 이전에도 자연어 이해와 관련된 데이터셋은 있었지만 다양한 작업을 집대성해
산업계와 학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CC-BY-SA 라이선스(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특정 조건에 따라 저작물 배포를 허용하는 저작권 라이선스)로 공개한 것은 이번이 최초
- 접근제한 없는 라이선스로 개방된 한국어 자연어 이해 평가 데이터가 없어
고전했던 산업계 및 학계의 고민을 해결한 것
- KLUE 프로젝트는 NYU, KAIST, 서울대, 연세대, 경희대, 서강대, 한밭대
등 학계와 네이버 클로바,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스캐터랩, 뤼이드 등 기관에서
공동연구기관 및 개인 연구자 자격으로 참여한 31명의 자연어 처리 전문가가
약 7개월에 걸쳐 긴밀하게 협업한 성과
-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부족에 시달려온 국내 연구기관과 기업, 학계를 위해
클루 개발에 쓰인 벤치마크 데이터를 민간에 모두 개방할 예정
- 재배포･재가공뿐만 아니라 상업적 이용도 자유롭게 허용하여 ‘클루2’ ‘클루3’를
개발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포부
<KLUE의 인공지능 8대 평가 항목>
분야
개체명 인식
관계 추출
문장 주제 분류
문장 유사도 비교

주요 내용

∙ 문장 속 이름, 기관 수량 등을 인식하고 속성 판단
∙ 문장 속 두 개체 간 관계 예측
∙ 문장 주제 예측
∙ 두 문장 사이의 의미 유사도 측정

자연 언어 추론

∙ 한 문장을 바탕으로 다른 문장을 추론할 수 있는지 여부

의존 관계 분석

∙ 문장 구성 성분의 의존 관계 예측

기계 독해 이해

∙ 지문을 읽고 주어진 질문에 답하는 능력

대화 상태 추적

∙ 지시사항을 달성하기 위해 대화 속 정보를 추출하는 능력

※ 자료 : KLUE

출처: 매일경제 (2021.5.24.) 외
https://www.mk.co.kr/news/it/view/2021/05/495761/
https://www.naverlabs.com/datasets/dataInfo/1
http://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8607
https://github.com/KLUE-benchmark/K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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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주도권 확보를 위한 주요 기업과 국가 간 대립 주목

애플, 데이터센터 통제권 中 정부에 양도하며 앱 검열･감시에 적극 협조
애플은 중국 현지에 설립하고 있는 구이저우(貴州)성 구이양(貴陽)의 데이터센터와 네이멍구
(內蒙古) 데이터센터 통제권을 중국 정부에 이관 예정(뉴욕타임스, 5.17)
- 2017년 6월 사이버보안법을 제정한 중국이 자국 내에서 수집한 개인정보와 중요 데이터를
반드시 중국에 보관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배경
- 이미 애플은 중국 본토에 등록된 아이클라우드 계정 운영을 중국 국영회사로
이전(2018.2)한데 이어 새로운 데이터센터 법적 소유권도 중국 정부 소유의 ‘구이저우
클라우드 빅데이터(GCBD)’로 이전을 결정하며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우선시 하던
글로벌 행보와 상반된 선택으로 주목
※ 구이저우 클라우드 빅데이터는 구이저우성 산하 구이저우경제정보기술위원회(중앙 정부의
국가경제정보기술부 소관) 소유로 등록된 중국 국영 기업

- 암호화된 고객 데이터를 풀 수 있는 ‘디지털 키’ 만큼은 미국에 두려고 했으나
중국 정부가 ‘디지털 키’도 중국에 보관해야 한다는 요구에 이를 수용
- 중국 정부는 자국 내 애플 제품 이용자의 데이터 소유권과 물리적 제어권을 갖게 되면서
원하면 언제든지 애플 제품 이용자의 이메일, 사진, 문서, 연락처, 위치 정보
등에 접근 가능
- 아울러 애플은 자체 조직을 구성해 톈안먼 사태, 티베트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 등 중국 관련 뉴스 주제와 관련된 앱을 자발적으로 검열하여 삭제했으며
아이폰에 탑재된 대만 국기 이모지(그림문자)도 삭제
※ NYT가 앱 데이터 회사 센서타워와 함께 분석한 결과 2017년 이후 중국 앱스토어에서 삭
제된 앱은 5만 5,0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대부분이 다른 나라에서 문제없이
이용할 수 있는 앱으로 확인
<애플과 중국의 핵심 타협 내용>
내용

∙ 고객 데이터 중국 정부 소유 기업 서버에 저장
∙ 고객 데이터 법적 소유권 중국 국영 기업에 이전
∙ 중국 공산당 비평하는 앱 금지
∙ 2017년 이후 5만 5,000개 앱, 중국 앱스토어에서 삭제

※ 자료 : 언론 보도자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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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애플은 전체 매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중국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풀이
※ 2020년 1분기 애플의 중국 내 매출은 177억 2,800만 달러(약 20조 원)로 애플 전체
매출의 19.8% 차지

- 중국 정부의 압박, 애플의 중국 시장 비즈니스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영향을 미치며
결국 애플은 데이터센터 통제권을 중국 정부에 양도를 결정한 것으로 분석
애플의 이번 행보는 구글, 아마존웹서비스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다른 행보로 업계
이목 집중
※ 2006년 1월 27일 중국에서 처음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구글은 중국의 검색 결과 검열을
거부하다가 2010년 사업을 접고 철수했으며 아마존웹서비스도 외국 기업이 클라우드
시설을 운영할 수 없다는 중국법에 따라 2017년 일부 자산을 매각

페이스북, 유럽연합(EU) 사용자 데이터 미국 이관 불가능성 확대
아일랜드 고등법원은 EU 역내에서 미국으로의 개인데이터 이관을 금지하는
명령에 불복한 페이스북 상고 기각(5.14)
-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PC)가 페이스북에 대해 이용자 정보 전송 관행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도 좋다고 판결
- 앞서 2020년 7월 유럽 최고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가 미국과 EU간
데이터 전송합의인 ‘프라이버시 쉴드’를 무효화한 후 DPC는 페이스북이 EU
지역 사용자 개인 정보를 미국으로 전송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예비 명령했으며
페이스북의 이용자 정보 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
◉ (참고) 프라이버시 쉴드(Privacy Shield) 협정 무효 판결
-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지난 2016년 체결한 유럽과 미국 간 데이터 전송
합의인 ‘프라이버시 쉴드’ 협정을 무효 판결(2020.7.16)
-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소비자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요구할 수 있으나 페이스북 등 미국
기업이 유럽 사용자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미국의 유럽 사용자 개인정보
침해 우려
- 규제기관은 유럽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어떠한 새로운 데이터 전송에 대해서도 유럽의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법 기준에 따라 심사가 가능하며 해외로 데이터 전송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

- 이에 페이스북은 DPC가 페이스북을 겨냥한 공정성이 결여된 조치라고 주장하며
더블린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DPC의 이용자 정보 관행 조사 일시 중단
- 하지만 아일랜드 고등법원은 DPC의 조사와 임시명령을 중단할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페이스북의 상고를 기각 판결함에 따라 DPC의 페이스북
조사가 본격 시작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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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결과 유럽 이용자 정보를 미국으로 전송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할 경우 페이스북은 유럽에서 미국으로 데이터 전송이 까다로워져 기업 활동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 앞으로 미국 기업이 유럽에서 제 3국으로 개인정보를 전송할 때 유럽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보를 보호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 필요
-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국 기업은 유럽으로 데이터 센터를 이전하거나 유럽에서의 사업을
철수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
- 한편, 이번 조치는 페이스북에 대해 이뤄졌지만 향후 구글･애플･아마존 등
다른 미국 IT 기업에게도 비슷한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는 우려 확산
페이스북 메신저 서비스 ‘왓츠앱’, 독일 내 개인 데이터 처리 금지명령 처분
함부르크 정보보호위원회(HmbBfDI)는 페이스북이 3개월 동안 자체적인 목적을
위해 모바일 메신저 왓츠앱(WhatsApp)의 개인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을 금지
(5.11)
- 5월 15일부터 전 세계 왓츠앱 사용자는 페이스북이 개인 데이터에 접근하도록
허용할 것을 요구하는 새로운 이용약관에 동의해야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일부 기능에 사용 제한
- 이에 독일 정부 기관은 사용자가 어쩔 수 없이 페이스북의 접근 권한을 허가해야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왓츠앱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다는 문제를 공개적으로 비판
한편, 인도와 브라질 규제당국도 왓츠앱에 대한 소비자 권리와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조사 착수

출처: The New York Times (2021.5.17.) 외
https://www.nytimes.com/2021/05/17/technology/apple-china-censorship-data.html
https://www.yna.co.kr/view/AKR20210518030600072?input=1195m
https://www.cnbc.com/2021/05/14/irish-regulator-to-probe-facebook-data-transfers.html
https://news.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2105150947265186b5d04
8c6f3_1/article.html?md=20210515095704_R
https://www.dataguidance.com/news/hamburg-hmbbfdi-prohibits-further-processing
-whatsapp
https://news.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2105121039524562f67c3f
c824_1/article.html?md=20210512111324_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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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개발자회의(I/O 2021) 통해 진일보한 인공지능 기술 공개

◉ 구글 I/O
- 2008년부터 개최된 구글의 연례 개발자 회의.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행사가 취소되었고,
올해는 5월 18일부터 20일(현지시각)까지 미국 캘리포니아 마운틴뷰의 쇼라인 앰피시어터에서 온라인
으로 개최
- “I”와 “O”는 Input/Output과 “Innovation in the Open”을 의미

가장 큰 많은 관심을 모은 기술은 대화형 AI 언어모델 ‘람다(LamDA)’
구글 I/O 2021에서는 AI 기능을 강화한 서비스가 다수 발표되었는데, 특히 사람의
대화 방식을 이해하고 정답이 없는 질문에도 자연스런 대화가 가능한 람다에
관심 집중
※ LamDA는 대화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언어 모델(Language Model for Dialogue
Applications)을 의미하며, 트랜스포머(Transformer) 오픈 소스 신경망 아키텍처에
람다를 구축

- 행사에서는 람다가 명왕성에 대한 기본 지식을 학습해 명왕성과 종이비행기를
주제로 1인칭 시점에서 사용자와 대화하는 모습 공개. 구글의 한 엔지니어가
인공지능 대화 모델 람다를 적용한 행성 명왕성에게 “너를 찾아가면 뭘 볼 수
있냐”고 질문하자 “날 찾아오면 거대한 협곡과 약간의 빙산, 간헐천과 분화구를
볼 수 있다”라며 람다가 자신이 명왕성인것처럼 자연스럽게 답변
<구글 람다 시연 화면>

※ 자료 : 구글 홈페이지

구글 CEO 피차이는 “람다는 미리 정의된 답변을 학습하지 않아 자연스러운 대화를 할 수 있으며,
어떤 대화도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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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람다는 아직 개발 중으로 모든 것을 제대로 하지는 못할 뿐 아니라 때로는 말도
안 되는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고 솔직하게 고백
- 현재 구글은 새로운 상호작용을 탐구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람다를 사용하고 있으며,
조만간 제3자 테스트를 위해 개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 구글은 검색엔진, 음성비서, 워크스페이스 등에 람다 통합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람다의 답변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감각적인지 그리고 람다의 반응이 통찰력이 있는지
(insightful), 예상 밖인지(unexpected), 위트있는지(witty) 등에 대해서도 관찰 중

멀티태스크 통합모델인 ‘MUM’과 머신러닝 플랫폼 ‘버텍스 AI’도 주목
람다의 기능이 텍스트로 제한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구글은 멀티태스크
통합모델인 MUM(Multitask Unified Model)을 개발
- MUM은 75개 이상 언어로 동시에 학습된 언어모델로서, 텍스트 외에도 이미지,
비디오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동시에 이해 가능하여, 인간의 질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검색을 개선. MUM은 구글이 2018년 발표했던 자연어 모델인
BERT보다 훨씬 대규모의 뉴럴 네트워크로서, BERT보다 1,000배 이상 강력하다고
구글은 주장
- 즉 MUM은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검색하는 방법을 단순화하기 위해 AI로
구동되는 도구로서, 검색 질의에서 암묵적인 비교를 이해하도록 고안. 예를
들어 “내년 가을 후지산으로 하이킹을 가고 싶은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라고
질문하면 ‘준비’에 내재된 의미가 날씨 외에도 체력훈련이라는 것을 파악하고
사용자를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나 기사, 사진, 영상 등에서 관련 주제에 대해
찾아 대화를 전개
- 또 사용자가 등산화 사진을 보여주며 “이걸 신고 내년 가을 후지산에 가도
될까?”라고 질문하면 MUM은 적절한 대답을 찾기 위해 스스로 후지산 공식
블로그를 서핑하는 등 사진 속 내용과 질의 의도를 파악. 또한 다른 언어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은 다음 해당 정보를 다시 가져와 검색 결과를 보다
정확하게 만드는 것도 가능
- 구글은 MUM에 편향(bias)이 개입될 다양한 가능성을 파악 중에 있으며, 모델의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
- 순다르 피차이 CEO는 “이미 구글은 람다에 이어 내부적으로 MUM을 활용한
시범 프로젝트 착수했다”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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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MUM 발표 장면 및 개념도>

※ 자료 : 구글 홈페이지

효율적인 AI 개발･운영을 지원하는 관리형 머신러닝 플랫폼 ‘Vertex AI’
- 데이터 과학자들이 데이터 품질 문제와 솔루션의 방대함으로 인해 AI 모델
개발과 실험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글은 기존보다 80% 가까이
적은 코드 라인으로 AI모델 훈련이 가능한 머신러닝 플랫폼 버텍스 AI를 개발
- 버텍스AI는 통합 UI와 API를 통해 AI용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를 결합함으로써
고객이 단일 환경에서 머신러닝 모델 구축뿐만 아니라 훈련과 배치를 한번에
진행하고, 모델을 실험에서 생산으로 이동시키는 사이 패턴에 이상을 발견하거나
미리 오류를 예측하는 것도 가능
- 또한 구글에서 내부적으로 사용되는 MLOps※ 툴킷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고,
실험 속도를 높이는 버텍스 비지어, 실무자가 머신러닝 기능을 서비스･공유･
재사용하도록 지원하는 버텍스 피처 스토어, 모델 선택에 도움이 되는 버텍스
실험, 셀프 서비스 모델 유지와 반복성을 지원하는 정점 연속 모니터링과 정점
파이프라인 등의 기능을 제공
※ Machine Learning과 Operations의 약어로, 기획에서 개발, 운용까지 비즈니스 속도에
맞춰 고속으로 처리하는 기법

- 시장조사기관 가트너는 버텍스AI 같은 관리형 서비스의 등장으로 2021년
클라우드 시장이 18.4% 성장할 것으로 전망. 가트너는 2021년 11월 “기업이
모빌리티, 협업, 기타 원격 작업 기술과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늘림에 따라
퍼블릭 클라우드는 2024년까지 고속 성장할 것”이며, 2025년에는 MLOps의
가치만 약 40억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
구글과 삼성의 스마트워치 OS 통합 전격 발표
구글 ‘웨어OS’+삼성 ‘타이젠’, 스마트워치 OS 통합
- 그동안 스마트워치용 OS로 삼성은 타이젠, 구글은 웨어 OS를 사용하여 왔으나,
이번 구글 I/O 2021을 통해 전격적으로 양사의 OS 통합 계획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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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드로이드 기반 통합 플랫폼은 아직 명칭이 미정이며, 현재 양사 협력 하에
개발 중. 이번 OS 통합으로 배터리 수명 등 성능이 향상되고, 앱 개발자들에게
더 확장된 생태계를 열어줄 수 있으며, 안드로이드 OS 기기와의 매끄러운
연결성 제공 등을 기대
※ 삼성전자는 그동안 생태계 확장의 걸림돌이었던 타이젠 OS의 앱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구글과 삼성의 통합 OS 플랫폼은 이들 양사 외 다른 단말기 제조사에도 개방할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삼성전자의 차기 스마트워치가 될 ‘갤럭시워치4(가칭)’
에서 첫 통합 OS 탑재 예상
※ 삼성전자는 5월 19일 자사 뉴스룸 기고문을 통해 ‘기존 타이젠 OS 기반의 갤럭시
스마트워치 사용자에게는 제품 출시 후 최소 3년의 소프트웨어 지원을 제공’한다고 공표

- 삼성전자는 2015년부터 자체 생산하는 모든 스마트 TV에 타이젠 OS를 적용하고
있는데, 스마트워치 OS 통합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TV에는 기존대로 타이젠
OS를 계속 적용할 방침
※ 시장조사기관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삼성 타이젠 스마트TV 플랫폼의
2020년 이용 기기 수는 1억 6,230만개로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해 경쟁자들과
격차를 벌이며 선두 유지. 타이젠의 점유율은 12.7%이며 뒤이어 LG 웹OS(7.3%),
소니 플레이스테이션(6.4%), 파이어OS(6.4%) 순

안드로이드12 베타 공개
- 구글은 사용자가 맞춤형으로 외관을 설정할 수 있는 머터리얼 유 디자인
(Material You design)이 적용된 구글의 새로운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12’
베타 버전을 공개
- ‘머터리얼 유’는 구글의 새로운 개인 맞춤형 디자인 언어로서, 안드로이드폰
사용자는 위젯을 손쉽게 추가할 수 있고 홈화면 설정도 간단하게 바꿀 수
있는 등 앱과 운영체제를 자유롭게 구성 가능
- 구글은 안드로이드12에서는 일부 픽셀폰과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이 UWB와 NFC
무선 통신 기능 지원을 통해 디지털 자동차 키로도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 또한 안드로이드12는 광고 사업자가 사용자의 사전동의 없이 단말기 사용자의
데이터를 추적할 수 없도록 하는 기능도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등 프라이버시
기능을 강화
- 구글은 오는 8~9월 중 안드로이드12 정식 버전을 공개할 예정이며, 개발자용
베타 버전은 이번 행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
클라우드 기반 업무용 소프트웨어 플랫폼 ‘워크스페이스’ 업데이트

54

- 구글은 클라우드 기반 업무용 소프트웨어 플랫폼인 워크스페이스 사용자들을
위해 스마트 캔버스(smart canvas) 기능을 도입
- 구글은 완전히 새로운 제품을 내놓는 대신 워크스페이스 스마트 캔버스라는
개선된 협업 기능을 이용해 기존의 앱에서 ‘새로운 제품 경험’을 제공하는
전략을 선택. 이는 2020년 4월 기준 유료 사용자 600만 명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사용자가 급격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면서 시장을 주도해
나가기 위한 것
- 스마트 캔버스는 워크스페이스를 구성하는 제품들이 잘 맞물려 돌아가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둠. 다른 워크스페이스 앱에 연결할 수 있는 스마트 칩스(Smart
Chips)가 적용되어 사용자들은 구글독스･구글시트･구글 슬라이드에서 바로
구글 미트 화상 통화 가능. 또한 빌딩 블록 기능을 통해 애플리케이션 사이에서
정보를 자동으로 업데이트하고 사용자가 주기적으로 화면을 전환하지 않아도 됨
- 현재 스마트 캔버스 기능은 워크스페이스 앱을 중심으로 집중돼 있지만 구글은
서드파티 플랫폼을 통합할 수 있도록 API를 공개할 것으로 알려짐
3차원 영상 대화 ‘스타라인’ 공개
- 스타라인은 구글이 코로나19 환경에 대응해 개발한 3차원 온라인 영상대화
서비스로, 실물 크기에 손에 만져질 듯 생생한 입체 상태로 온라인 대화가 가능
- 이를 위해 구글은 고해상도 카메라와 뎁스(depth) 센서로 촬영한 이미지를
결합한 뒤 100배로 실시간 압축 전송하는 방식을 사용. 여기에는 컴퓨터 비전,
머신러닝, 공간형 오디오, 실시간 압축 기술과 더불어 유리를 사용한 디스플레이나
헤드셋이 없이도 실물 같은 사실감을 전달하는 ‘라이트 필드 디스플레이 시스템’
기술 등이 적용
- 스타라인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첨단 장비가 적용돼야 하므로 현재 단계에서는
구글 내 일부 사무실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실정이며, 상용화 과정을 통해
몇 달 뒤 의료 및 미디어 분야에 적용할 계획
출처: aitimes (2021.5.21.) 외
http://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8626
http://www.tech42.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5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52416504110531
https://www.reviewgeek.com/83526/googles-lamda-tech-will-bring-casual-convers
ations-to-google-assistant/
https://www.blog.google/technology/ai/lamda
https://www.itworld.co.kr/news/19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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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동차 운행 데이터 수집 통제 본격화…데이터 관리 강화

중국 정부, 자동차 운행 데이터 수집 통제 규제안 공개
중국 인터넷 감독･규제 기구인 국가인터넷판공실은 ‘자동차 데이터 안전에
관한 규정(汽车数据安全管理若干规定)’ 초안 공개(5.12)
<자동차 데이터 안전에 관한 규정 초안>
∙ 차량 위치, 운전자 또는 탑승자의 음성 및 주행
데이터를 활용할 때마다 매회 개인 허가를 받아야
하며 운전자가 이에 대한 삭제를 요청할 경우
데이터를 2주 이내로 삭제
주
요 ∙ 운전자와 탑승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와
내
차가 도로위에서 수집한 정보가 차 외부로 넘어갈
용
때는 반드시 익명으로 처리
∙ 개인정보와 중요정보는 모두 중국에 보관되어야 하며
해외 제공이 필요할 경우 국가 인터넷정보화부 등
감독당국으로부터 안전성 평가를 받는 것이 필수
※ 자료 : 언론 보도 자료 정리

- 자동차 제조업체가 차량 운전이나 조작을 통해 얻어지는 운전자의 개인 정보를 함부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골자
- 자동차 소유주와 운전자, 탑승자와 차량 블랙박스 등에 촬영된 행인의 행동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가 개인 정보에 포함
- 특히 자동차로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 중 군사 구역 등 민감 지역에서 촬영된 영상, 전기차
충전소 관련 정보, 도로 위 교통량, 차량 번호판, 행인 얼굴, 각종 음성 등은
‘중요 데이터’로 분류
- 자동차 제조사와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등은 ‘개인 정보’와 ‘중요 데이터’를
개별 차량 운행 목적으로만 한정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규정
- 자동차 제조사가 제공받은 이 같은 정보를 차량 밖으로 넘길 때는 반드시 익명화해야하며
익명화된 정보도 최소한의 한정된 목적에만 활용 가능
- 개인 정보와 중요 데이터는 중국에서만 보관할 수 있으며 외국 회사가 이를 중국 이외
지역으로 가져가려면 중국 인터넷 감독 당국으로부터 안전성 평가 의무
- 또한 고객 수가 10만 명이 넘거나 규모가 이에 미치지 않아도 ‘중요 데이터’를
취급하는 회사는 매년 당국에 데이터 안전 관리 상황 보고 의무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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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정부는 6.11일까지 초안과 관련한 의견 수렴 후 이번 규정을 최종 확정할 방침
이번 조치는 최대 자율주행 전기차 기업 ‘테슬라’를 겨냥한 것으로 분석
중국 정부의 자동차 운행 데이터 수집 통제 규제는 민감한 정보를 미국으로 유출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테슬라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
<중국의 테슬라 견제 움직임>
일시

내용

2월 ∙ 중국, 테슬라 소환하여 법･규정 준수 요구
3월 ∙ 중국, 주요시설 내 테슬라 이용 금지
4월

∙ 상하이모터쇼에서 테슬라 사고 항의 시위
∙ 중국, 테슬라는 도로 위 보이지 않는 살인자라 비난

∙ 테슬라, 중국 고객에게 주행데이터를 제공하는 플랫폼
연내 구축계획 발표
5월
∙ 테슬라, 상하이공장 증설 계획 철회
∙ 중국, 자동차 수집 정보 해외 유출 금지
(가) 상하이 모터쇼 현장에서 시위하는 테슬라 차주

(나) 2021년 중국의 테슬라 견제 주요 일지

※ 자료 : 언론 보도자료 정리

- 중국 정부는 테슬라 차량에 장착된 카메라가 민감한 정보를 촬영하여 미국으로 전송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군과 국영회사 임직원의 테슬라 차량 이용을 금지
- 또한 차량 브레이크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주장해온 중국 테슬라 차주가 금년 4월 상하이
모터쇼에서 기습 시위를 벌이면서 테슬라 비난 여론이 확산
- 중국인 테슬라 차주는 브레이크 이상으로 사고가 발생해 주행 데이터를 요구했지만
테슬라가 사고 원인 규명 외에 대외적 공개 등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없다는 조건을
우선시 하며 데이터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주장
- 중국 내 여론이 급속히 악화하자 테슬라는 중국인 차주 차량의 주행 데이터를 전격 공개
- 아울러 중국 고객들이 접속해 자기 차량 운행 데이터를 자유롭게 검색해 내려받을
수 있는 인터넷 플랫폼을 구축해 올해 안에 가동하겠다고 발표
- 테슬라는 중국 정부의 자동차 운행 데이터 규제 초안 발표 직후 성명을 통해
자동차 산업의 건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위한 규제를 환영한다며 혁신을 위해 중국
정부와 협력할 것을 약속
이번 조치는 표면적으로 특정 업체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업계 전반에 적용되는
것이지만 중국에서 큰 인기를 얻으며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는 테슬라에
영향을 미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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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테슬라의 판매량 30% 가량은 중국에서 발생하며 미국 다음으로 큰 시장으로
평가

- 이번 규제가 시행되면 테슬라는 중국에서 주요 데이터를 획득하기가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이를 미국 본사로 가져가 세계 다른 지역 데이터와 통합하여 연구개발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출처: 중국 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 (2021.5.12.) 외
http://www.cac.gov.cn/2021-05/12/c_1622400511898266.htm
https://www.yna.co.kr/view/AKR20210513078600089?input=1195m
https://www.sedaily.com/NewsVIew/22MCFLDZYH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1051310191
https://www.sedaily.com/NewsView/22M97NDF1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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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단신 동향

1. 해외
※ 제목 클릭 시 원문 링크(URL)로 연결됩니다.
국가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 미국 재무부는 1만 달러(약 1,130만 원) 이상의 가상화폐 거래를
국세청(IRS)에 신고하도록 하는 지침 발표
- 가상화폐와 가상자산 거래소, 가상화폐를 허용하는 결제
서비스 계좌를 국세청 신고 시스템에 포함하는 것이 필수

1만 달러 이상
가상화폐 거래 보고
의무화
(CNBC / 2021.5.20)

- 또한 현금 거래와 마찬가지로 공정 시장가치가 1만 달러
이상인 가상자산을 수령하는 사업자도 국세청에 신고할
것을 명시
- 한편, 재무부는 가상화폐 거래를 이용한 탈세 등 불법행위가
매우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가상화폐의 거래가
탈세 등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
※ 재무부는 기존 거래나 소득에 비해 암호화폐의 자산 규모가 최근
2조 달러에 달할 정도로 갑자기 커졌으며 이는 향후 10년간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고 지적

미국

○ 정부는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큰 성과를 거두진 못했음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따른 배터리
폐기물 처리 이슈의
대두
(사이언스 / 2021.5.20)

- 2018년 중국은 전기자동차 배터리 부품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정책을 시작하였고, 유럽연합(EU)은 첫 규제 요건이 올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되며, 미국은 주별로 자체적인 규제 방안이
만들어지고 있음
- 미국 에너지부(DOE)는 배터리 재활용 관련 연구를 위한
ReCell Center에 1,500만 달러(약 170억원)를 투자하고,
영국의 경우 ReLiB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등 연구 지원
정책 또한 수행되고 있음
- 중국의 BYD는 2018년 재활용을 염두에 두고 설계한 블레이드
배터리(Blade Battery)를 개발하였으며, 중국은 나머지 세계
전체가 재활용하는 것보다 많은 배터리를 재활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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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 미국 일자리 계획(American Jobs Plan)은 주 및 지방 정부가
사이버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2,000만
달러(약 226억원)의 에너지 인프라 투자(Energy Infrastructure
Investment)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임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미국 일자리
계획 내용
(사이언스 / 2021.5.18)

- 에너지 인프라 투자 예산은 그리드 회복력, 청정 발전, 사이버
보안 방안을 지원하는데 사용되며, 예산 지원의 조건에 사이버
보안 요소를 포함할 것임
○ 미국 일자리 계획(American Jobs Plan)은 브로드밴드와
송신 시설, 그리드망 등 사회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이를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할 것임
-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고, 고속의 브로드밴드 네트워크를
보급하고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1,000억 달러(약 113조원)를
투자함
○ 미국 일자리 계획(American Jobs Plan) 이외에도 미국
구호 계획(American Rescue Plan) 또한 기술 현대화와
보안 모니터링 및 사고 대응을 위한 10억 달러(약 1조 1,300
억원)의 예산을 포함하고 있음

미국

○ 바이든 정부는 미국 일자리 계획(American Jobs Plan)에서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해 브로드밴드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함

바이든 대통령의
브로드밴드 전략의
개선 방안
(정보기술혁신재단 /
2021.5.12)

소니, TSMC와
일본 협력해 합작 반도체
공장 설립 추진
(일간공업신문 / 202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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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일자리 계획(American Jobs Plan)은 1,000억 달러(약
113조원)를 들여 미국 전역에 미래에도 활용될 브로드밴드
기술을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음
- 계획은 민간 기업보다는 지방정부나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네트워크 기업을 우선적으로 예산을 제공할 의지를 나타내었음
○ 본 보고서는 브로드밴드를 전통적인 인프라 시설과 같은
방식으로 보급하는 것은 운영 보수의 문제와 과소 투자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경쟁적인
접근법을 통해 브로드밴드를 보급할 것을 제안함
○ 경제산업성 주도로 소니그룹과 대만 TSMC가 합작해 구마
모토현에 반도체 공장 건설을 연내 추진할 계획
- 새로 설립할 공장은 자동차･기계･가전 등 제품에 사용할
20~40나노 웨이퍼를 생산할 것이며, 일본의 첫 40나노 이하
웨이퍼 제조 공장이 될 것으로 예상
- 소니･TSMC뿐 아니라 다른 일본 기업도 출자･참여가능하며
정부 보조금 등을 기반으로 1조 엔 이상 투입할 계획

국가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 소니는 이미지 센서 등에 사용하는 반도체 대부분을 파운드리
에서 조달하고 있어 향후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조달 가능할
것으로 관측
- 또한 자동차용 등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하는 르네사스에도
호재가 될 것으로 전망
○ 문부과학성 혁신적 미래우주수송시스템 실현을 위한 로드맵
검토회는 향후 10년에서 20년에 걸쳐 가능한 한 연구개발에서
상용화까지의 로드맵 및 그 실현방법을 제시한 중간보고서
(안) 공표

혁신적
미래우주수송시스템
일본 실현을 위한
로드맵검토회
중간보고서(안)
(문부과학성 / 2021.5.12)

- ’40년을 목표로 고빈도 수송을 실현하기 위해 가장 많은
운송량이 전망되는 시장 중 하나로 연간 5.2조엔의 시장
규모 예상
- 국가는 저･정지 궤도, 달 표면 등을 대상으로 한 미션에
대응하기 위해 ’30년경 첫 발사를 목표로 대폭적인 저비용화
(H3 로켓의 1/2 정도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기간로켓발
전형」 개발 추진
- 우주여행, 두 지점간 고속수송 등 미래의 대형시장 확보를
통해 근본적 저비용화(H3로켓의 1/10 이하를 상정)를 ’40년대
초반에 실현하는 ‘고빈도 왕복비행형 우주수송시스템’관련 연구
개발 프로젝트를 민관이 새롭게 추진

○ 중국 국유 에너지 기업 스테이트그리드(State Grid) 계열사가
제안한 국제 표준 ‘P3218 블록체인 기반 탄소 거래 응용 표준
(Standard for Using Blockchain for Carbon Trading applications)’이
국제전기전자학회(IEEE)-표준협회(SA) 표준으로 등록
※ 세계 최초의 탄소 거래 영역 블록체인 국제 표준

중국 ‘블록체인+탄소거래’
세계 표준 등록
(차이나뉴스 / 2021.5.26)

- 블록체인 기반 탄소 거래는 블록체인의 탈중앙화, 위조 및
변조 불가, 추적 가능, 기록 유지 등 특징을 활용한 것
- 탄소 이력 전 주기를 기록하면서 탄소 배출 요소 전반을
신뢰할 수 있게 관리하는 동시에 탄소 거래를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이면서 경제적으로 운영
- 블록체인 기반 탄소 거래를 통해 여러 거래 주체의 인증
효율을 높이면서 데이터 확보 권리 문제도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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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 최근 중국 우주정거장 톈허(天和) 핵심모듈이 발사에 성공,
국제 언론이 중국 우주과학기술의 발전을 보도하는 붐을
조성 (5.10)

우주정거장,
‘중국제조’의 새로운
자랑
(인민일보 / 2021.05.10.)

- 중국은 2022년에 톈궁 우주정거장을 구축할 전망이며, 국제
우주정거장이 2024년에 퇴역하면서 톈궁 우주정거장이 인류
지구 저궤도에서 유일하게 운행하는 우주정거장이 될 것임
- 중국 우주정거장의 최초 모듈 발사는 중국이 인류를 영구적으로
우주로 보내는 야심찬 이정표라고 프랑스 통신사가 보도
- 중국은 매년 수십 차례의 궤도 발사를 진행
○ (톈허) 우주정거장의 중추로, 우주인이 장기간 머무는 생활
장소이자, 우주정거장의 관리통제센터로 장기간 자주적 비행
능력 확보
○ CCID 신소재산업연구센터는 14.5기간 중국이 신소재 산업화를
전면 가속화할 것이라고 발표 (5.17)
- 14.5기간 신소재 산업화는 6대 특징 구현

중국 14.5기간 신소재
산업화 전면 가속화
(CCID / 2021.05.27.)

- 중국의 신소재 산업 규모는 2010의 0.65조 위안에서 2019
년의 4.08조 위안으로 증가, 연평균 20%의 증가율 유지
- 선진 기초소재, 핵심 전략적 소재와 프런티어 신소재 생산액
비중은 57.4:39.1:3.5로 최적화
- 13.5기간 국가급 신소재산업 시범기지, 제조업혁신센터,
기술혁신센터 및 각급 단지 등을 주요 매개체로 하며, 시장수요를
지향하고 기업을 혁신주체로 하며 대학 및 연구기관과 협동
혁신하는 혁신체계를 구축
○ 중국과학기술발전전략연구원은 중국의 ‘탄소중립’ 약속 아래
기술 생태화 발전에 대한 전략적 구상을 발표 (5월호)

중국 ‘탄소중립’ 약속
아래 기술 생태화
발전에 대한 전략적
구상
(중국과학기술발전전략연구원
/ 202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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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기후 거버넌스는 중국･미국･유럽연합(EU)으로 대표
되는 대국 게임의 단계로 접어들면서 중국의 역할은 참가자･
기여자에서 선도자로 전환
- 중국은 2060년 전에 탄소중립의 전략 목표 달성 제시로,
기술 생태화 혁신 발전을 가속화할 것이며, 저탄소･제로탄소
산업은 발전 기회를 맞을 전망
- 이를 계기로 과학적이고 실행 가능한 탄소중립 실시 로드맵을
제정하고, 14,5계획 및 중장기 계획에서 지표와 조치를
강화하는 등 과학기술혁신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기후변화에
공동 대응할 것을 건의

국가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 Nature는 패널리스트들의 기관 제휴는 특히 생명 과학 분야
에서 유럽 연구 위원회의 결정을 왜곡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발표

권위있는 유럽
영국 연구비가 편파적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
(네이처 / 2021.5.21)

- 이 효과는 분야별로 다르게 나타났으며 연결된 지원자의
성공 확률이 생명 과학의 평균보다 약 80%, 사회 과학과
인문학에서는 40%가 더 높았음.
○ 또한 핀란드, 스웨덴, 이탈리아, 독일, 영국을 포함한 특정
국가에 국한되었으며 여성보다 남성한테 더 일반적이었음.
○ 하지만 가장 우수한 지원자들은 특정 기관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가까운 패널리스트 효과는 편애의 증거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음
○ 독일 연방하원은 일반도로 상의 특정 고정구간에서 ‘완전
자율주행’ 단계인 4단계 자율주행을 허용하는 도로교통 관련법
개정안을 의결

2022년부터
일반도로에서
완전자율주행 허용
(테크크런치 / 2021.5.25.)

※ 자율주행 4단계에서는 운전자의 감시없이 컴퓨터가 완전히
자동차 제어 권한을 넘겨받으며 운전자 개입이 불필요

- 현재 독일에서는 안전요원이 탑승한 자율주행 시험을 허용
하고 있으며 법안이 연방상원까지 통과할 경우 안전 요원이
탑승하지 않은 무인 주행 차량이 2022년 주행할 예정
- 독일 교통부는 이 기술이 셔틀버스 운행이나 화물 운송
차량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한편 이번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독일이 일반 도로에서
완전 자율주행차를 운행하게 하는 첫 국가가 될 전망

독일
○ 연방교육연구부는 정부가 편성한 20억 유로(2조 7천억원)
규모의 경기 및 미래 패키지에서 양자 컴퓨팅 부문에 11억
유로(1조 5천억원)를 투자하기로 결정

2025년까지 양자
컴퓨팅 R&D에 11억
유로 투자
(연방교육연구부 /
2021.05.11.)

- 독일과 유럽에서 양지 기술의 개발과 적용을 통해 기술 주권을
확보하고 첨단 기술에서도 메이드 인 저머니의 브랜드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이번 결정의 배경
- 이를 위해 향후 5년 내 독일에서 경쟁력 높은 양자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기술 생태계와 사용자층을
확보하고자 함
○ 이미 2018년 부터 시작한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양자기술
기초연구에서 시장까지의 연장선이지만 투자 규모나 범위 면에서
더욱 높은 수준의 투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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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 연방경제에너지부는 향후 4년간 총 8억 8,800만 유로(1조
2천억원)를 편성, 양자기술 및 양자 컴퓨팅의 실질적인 개발
및 활용을 위한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

양자기술 및 양자
독일

컴퓨팅 실용화
사업에 8억 8,800만
유로 투자
(연방경제에너지부 /
2021.5.11.)

- 알트마이어 연방경제에너지부 장관은 에너지 수요와 트래픽
제어, 신소재/물질 테스트 등과 같이 경제와 산업 부문에
양자 컴퓨팅이 실질적인 기여 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양자
컴퓨팅의 실용화와 경제/사회 잠재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산업 기반 구축에도 긍정적임을 언급
- 예산의 대부분인 7억 4,000만 유로(1조 125억원)는 독일항공
우주센터(DLR)에 투입, 중소기업, 스타트업 및 파트너 연구
기관과 함께 양자 컴퓨팅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2개 컨소시움을 구성할 예정
- 그 밖에 독일항공우주센터 내 산업혁신센터 설립을 지원,
민간 기업, 중소기업, 신생 기업에 양자 기술의 가능성을
확대할 예정이며, 예산의 80%는 협력 기업과 스타트업에
배정될 전망
○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양자기술
잠재력에 대한 인식 확대 시도

○ 세계 각국은 양자 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적인 전략
이나 정책을 마련해 관련 기술과 산업을 육성하고 있음

캐 양자 기술에 대한
나 글로벌 정책 분석
다

(CIFAR / 2021.4.7.)

- 2021년 1월 현재 17개 국가가 양자 기술 R&D를 지원하는
국가적 이니셔티브나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3개 국가가
양자 전략을 개발 중이고, 12개 국가는 국가 전략은 없으나
정부 예산 지원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으며, 14개 유럽
국가는 유럽연합 수준의 전략만을 가지고 있음
- 양자 기술 전략은 크게 전문 센터나 혁신 허브의 건설,
연구 제안 및 경연 발표, 특정 분야에 대한 직접 예산 지원,
정부 투자와 벤처캐피털의 제공의 4가지 방식으로 수행됨
- 국가 전략이 지원하는 주요 우선 과제는 양자 센싱, 양자
통신, 양자 컴퓨팅으로 단기적으로는 양자 통신 기술을,
중기적으로는 양자 컴퓨터의 개발을 강조함
- 일부 정부에서는 기술적인 연구 뿐만 아니라 양자 기술의
윤리적, 사회적, 법적, 경제적 시사점을 살펴보는 연구에도
관심을 갖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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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제목
(발간처 / 발간일)

러 금지 콘텐츠 미삭제
시 구글･페이스북에
아 벌금
(로이터 / 2021.5.25)

주요내용

○ 러시아 모스크바 법원은 자국 내에서 영업하는 미국 IT
기업 구글과 페이스북에 대해 불법 콘텐츠 삭제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
- 페이스북에 2,600만 루블(약 3억 9,000만 원), 구글에 600만
루블(약 9,100만 원)을 지불할 것을 명령
○ 한편, 러시아는 이미 미국 트위터에 대해 금지된 콘텐츠를
삭제하지 않았다며 통신속도를 제한하는 등 미국과 유럽의
IT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자국의 인터넷 주권 강화를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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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 제목 클릭 시 원문 링크(URL)로 연결됩니다.
분류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 ‘초고성능컴퓨팅 강국 도약으로 4차 산업혁명 대도약(퀀텀
점프) 실현’을 비전으로, 2030년까지 ▲컴퓨팅파워 5위,
▲선도기술 24개로 확대, ▲신서비스 10개 창출을 목표로
설정하고

국가초고성능컴퓨팅
혁신전략 발표
(과기정통부 / 2021.5.29.)

- 이를 달성하기 위해 초고성능컴퓨팅 전략 분야* 중심의 기반
(인프라)–기술–활용 간 발전적 연계체계를 ‘전략적 틀’로
하는 3대 전략과제와 8대 실행과제를 마련
*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파급효과가 큰 ①소재･나노, ②생명･보건,
③정보통신기술, ④기상･기후･환경, ⑤자율주행, ⑥우주, ⑦
핵융합･가속기, ⑧제조기반기술, ⑨재난･재해, 국방･안보 분야

- 초고성능컴퓨팅센터를 국가센터–전문센터–단위센터로 체계화
하여, 이를 기반으로 신규 기반(인프라)을 구축하고, 자원의
공동활용도 강화하는 전략적 기반(인프라) 확충을 추진
- 관련 기업을 연구개발(R&D)사업에 초기부터 적극 참여시키고,
기술사업화를 위한 초기수요 창출 및 기술지원 등을 통해
독자적 기술력 확보 및 산업화 기반을 마련

주
요

○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석･박사 양성을 위한 인공지능 대학원

부

(’19년~, 현 10개)과 지역 산업계와 인공지능 기술 및 인재
협력을 위한 인공지능 융합연구센터(’20년~, 현 4개)를 신설
하여 확대하는 등 최고급 인공지능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옴

처
인공지능 혁신 허브
사업 본격 추진
(과기정통부 / 2021.5.27.)

- 대학에서는 자체 인공지능 연구기관 설립을 통해 인공지능
연구와 인재양성에 나서고, 최근 국내 주요기업들도 국제
경쟁력 확보와 미래 유망분야 선점을 위해 대규모 차세대
인공지능 연구 등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 또한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혁신 중심지(허브) 사업 공고가
5.28.(금)부터 시작되어 30일 간 신청기간을 거쳐 오는 7월말
최종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힘

○ 과기정통부와 외교부는 미국 국무부 및 상무부 우주기반
한-미 위성항법 협력
PNT 국가조정사무소와 한-미 위성항법 협력 공동성명 서명
식을 실시하였다고 밝힘
공동성명 서명식

실시
(과기정통부 / 2021.5.27.)

66

-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 인프라로서 초정밀 위치･항법･시
각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을
추진 중임

분류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 정부는 ｢제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18.2.)에 위성항법
시스템 구축 계획을 반영하여 사업 착수를 준비해왔으며,
그 간 지구관측위성은 개발경험이 있으나 항법위성은 처음
개발에 나서는 점을 고려하여, 위성항법분야의 기술과 경험이
가장 풍부한 미국과의 협력을 추진해옴
- 이번 한-미 위성항법 협력 공동성명은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와 위치확인시스템
(GPS)의 공존성 확보를 위한 신호설계 협력 등 한-미 간
위성항법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
○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않은 복합･대형 위기를
한 발 먼저 예측하고 이에 선제 대응하는 ‘복합･대형위기(X이벤트) 대응전략’ 논의에 착수한다고 밝힘

과학기술기반 복합
대형위기(X-이벤트)
대응연구 착수
(과기정통부 / 2021.5.27.)

- 본 전략은 과학기술을 통해 미래 발생가능성이 있는 위험을
체계적으로 예측하고 극단적 사건에 대응할 수 있는 선제적
혁신방향을 제시하여, 예기치 못한 위기에 대한 회복력
(resilience)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립
※ ’20.8월 발표된 ｢미래전략 2045｣의 후속연구로 위기 관점에서
과학기술을 통한 미래 대응 취지

- 전략의 본격적인 수립에 나서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5월
27일(목)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복합･대형위기(X이벤트) 총괄위원회(위원장 : 홍성욱 서울대학교 교수)’를
출범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미국 항공우주청(청장 Bill Nelson
(빌 넬슨), 이하 ‘나사(NASA)’)은 대한민국이 아르테미스
약정(Artemis Accords) 추가 참여를 위한 서명을 실시하였다고
밝힘

한미 주도
아르테미스 약정
가입
(과기정통부 / 2021.5.27.)

- 이번 서명은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서, 임혜숙 과기
정통부 장관이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서명하였으며, 미(美)
나사(NASA)의 빌 넬슨 청장이 영상축사를 전달해왔고,
양국 간 합의에 따라 오늘 동시에 공개
- 우리나라는 아르테미스 약정의 10번째 참여국이자,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첫 번째 아르테미스 약정 서명국이 됨
- 한-미 양국 간 우주분야의 협력이 더욱 확대될 예정이며,
향후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및 후속 우주탐사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분야에 참여할 수 있게 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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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 미래 핵심기술인 양자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21년도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양자암호통신 기반(인프라)
시범구축’ 본격 추진

양자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양자암호통신
시범사업 본격 착수
(과기정통부 / 2021.5.26.)

- 양자암호통신 시범사업은 양자암호통신과 양자난수발생기,
양자내성암호 등 양자 관련 기술을 민간･공공 영역에서
실증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응용서비스를 발굴하고자
’20년~’21년 총 290억 원 투자
- 금년 공공기관 행정･시설보안(대전시청, 대전상수도본부,
정수사업소), 의료기관 간 원격협진(순천향대병원 서울･부천)
등 15개 수요기관에 19개 서비스를 개발･실증 예정
- 본 사업을 통해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우수한 시범
사례도 적극 도출하여 양자산업이 실험실에서 더 나아가
산업계로 확산되는 생태계 조성이 목표
○ ㈜LGU+가 2세대(2G) 이동통신 서비스 폐업을 위해 과기
정통부에 신청한 “2세대 이동통신(2G) 사업폐업 승인 신청”
건에 대해 이용자 보호조건을 부과하여 최종 승인

2세대 이동통신(2G)
서비스 폐업 승인
(과기정통부 / 2021.5.25.)

- LGU+는 KT, SK텔레콤이 2012년, 2020년 2세대 이동통신
(2G) 사업을 조기 종료하여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2G
서비스를 제공 중
- 이번 승인에 따라 2세대(2G) 주파수 할당기간이 만료되는
6월말까지 망을 철거할 전망
- 아울러 4세대 이동통신(LTE) 이상으로 서비스를 전환해야
하는 14만 명(’21.5.22일 기준, LGU+ 전체 이용자의
0.82%) 잔존 이용자를 위해 이용자 보호방안 마련
※ 단말기 구매 지원, 요금제 할인 등 전환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는 5.25일(화)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7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6건의
안건을 논의･확정하였다고 밝혔음

제 7차
소부장경쟁력강화위
원회 개최
(과기정통부 / 2021.5.25.)

➊ 차량용반도체, 희토류 등 최근 글로벌 공급망 이슈가 대두된
품목에 대해 수요-공급기업간 협력을 통한 대응방안
➋ 소부장 산업의 당면 현안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특화단지
육성, 으뜸기업의 글로벌 벨류체인 진출 지원, 미래 연구개발
(R&D) 이행안(로드맵) 등 미래 글로벌 공급망 선도를
위한 선제적 전략도 심도 깊게 논의함
➌ 소부장 특화단지･으뜸기업, 핵심품목 연구개발(R&D)방안
등 「소부장특별법」 및 「소부장2.0대책」에 근거한 주요
정책이 완결성을 갖추게 된 것을 평가하고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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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동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를 통해 ㈜셀리드
사의 위탁을 받아 센터 최초로 코로나-19 백신 임상시료(임상
시험용 백신)를 생산하는 성과를 도출

백신공공지원
인프라로 코로나-19
국내 백신개발
가속화
(산업통상자원부 / 2021.6.2.)

- 백신산업 육성과 국내기업의 백신 임상시료 생산 지원을
위해 2017년부터 선제적으로 안동과 화순에 국제 규격의
시설을 갖춘 백신생산 위탁대행시설 및 장비를 구축해 옴
- ㈜셀리드사가 개발 중인 백신은 1회 접종하는 백신으로서
얀센백신과 동일한 플랫폼인 바이러스벡터 방식으로 현재
임상 1상 및 2a상 단계 개발이 진행 중이며, 이번 안동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에서 위탁생산한 백신은 신속하게
셀리드의 임상 2b-3상 진행을 위하여 사용될 시료임
- 현재, 센터는 백신을 개발 중인 국내 기업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전임상 및 임상시료 생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21년말까지 계획된 시설들이 완비되면 코로나19 백신을
포함하여 다양한 백신 개발 기업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
지원할 것으로 기대
○ 산업통상자원부는 「제6차 미션이노베이션 장관회의(5.31~6.6일,
칠레 산티아고)」(이하 MI-6) 3일차인 6.2.(수)에 개최된 「제2기
미션 이노베이션」(이하 MI 2.0) 온라인 출범식에 참여하였다고
밝힘

「제2기 미션
이노베이션(MI 2.0)」
출범
(산업통상자원부 / 2021.6.2.)

- ’15.11월 COP21 파리총회를 계기로 공공부문의 청정에너지
R&D 투자 확대와 정부･공공기관･기업 등의 국제협력 촉진을
위해 출범한 미션 이노베이션은 ’20년에 제1기(MI 1.0)가
마무리됨
- 향후 10년간 존속할 MI 2.0은, 파리협정 목표달성을 위해
저렴한 청정에너지 솔루션을 도입할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각 회원국이 청정에너지 기술혁신을 위한 전략인
‘국가혁신경로’를 개발하는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출범
- 한편 이번 출범식이 포함된 MI-6에는 회원국 장관급 라운드
테이블 및 CCS확산･청년활동가포럼 등 청정에너지 기술혁신
관련 다양한 사이드 이벤트가 마련

6월부터 고해상도
항공사진 서비스
‘국토정보 플랫폼’
순차 제공 예정
(국토부 / 2021.5.18.)

○ 국토지리정보원은 6월부터 고해상도 항공사진 서비스를
국토정보플랫폼*을 통해 순차적으로 제공한다고 발표
* 항공사진, 국가기본도 등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구축하는 모든 공간
정보를 한 곳에서 검색 및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공간정보 통합
플랫폼(http://map.ngii.go.kr)

- 고해상도 항공사진은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 구축에 필요한 공간정보 핵심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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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 지상･지하･실내･공중 등 현실 국토를 가상세계에 똑같이 묘사한
가상 국토

- 이에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하고,
민간의 신산업 창출, 기술개발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서비스 예정
- 특히, 고해상도 항공사진을 보정한 정사영상은 기존보다
3개월 이상 빠르게 제공하고, 전년도 촬영 항공사진을 이용해
왔던 국가기본도에도 당해연도 고해상도 항공사진을 활용
하여 최신성을 대폭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그린리모델링･제로에너지건축물 확대 위한 중장기 전략
마련 , 공공부문은 의무화, 민간에는 다양한 지원으로 자발적
참여 유도를 시행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녹색건축 활성화
방안 발표
(국토부 / 2021.6.3.)

- 글로벌 쟁점인 탄소중립에 우리 정부도 강안 의지를 표명하고
중장기 전략을 설립하고 있으며, 그 중 건물부문은 지난 해
12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갱신안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30년까지 14.4% 감축과 ’50년 탄소중립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세부 정책과제를 검토 중임
- 이러한 글로벌 환경 및 정부의 적극적 정책 변화에 맞춰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녹색건축을 사회 전반으로
확대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함.
- 추진 목표 및 전략 : 녹색건축을 위한 핵심 정책 수단인
그린리모델링 사업 확대(기축)와 제로에너지건축물 보급
(신축) 등을 중심으로 4개 전략, 8개 추진과제를 마련
○ 학교의 디지털 수업환경 개선을 위해 통계청과 협력하여
휴대용 스마트 기기(태블릿 컴퓨터) 11,250대를 국립 초･
중등･특수학교(38개교)에 보급 예정

교육부-통계청
협업으로 국립학교
디지털 수업 환경
개선
(교육부 / 2021.5.26.)

- 이번에 보급하는 태블릿 컴퓨터는 원격수업, 소프트웨어
교육 등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수업에 사용 계획
- 특히 디지털교과서뿐만 아니라 교육용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수업 진행, 인공지능(AI) 수업 도입, 전자도서 이용 등 학교별
실정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 가능
- 원격수업 시행의 일상화 등 학교 내에서의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수업이 대폭 증가된 점을 계기로, 교육부와 통계청이
디지털 자원의 공동활용 차원에서 협력 성사
- 향후 학교의 필요와 수요를 반영한 디지털 기기 보급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한 데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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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제목
(발간처 / 발간일)

주요내용
○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데이터･인공지능 혁신전략」(이하
혁신전략)을 수립하여 6.3.(목)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126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힘

보건의료
데이터･인공지능
혁신 생태계 만든다
(보건복지부 / 2021.6.3.)

- 정부는 이번 혁신전략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바이오헬스
경쟁력 확보와 미래의료 혁신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이를 위해 데이터 생산, 집적, 활용의 전 주기에 걸친 3대
분야 9대 핵심과제를 추진하는 한편, 보건의료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법제와 거버넌스 등 정책 기반도 강화한다는
계획
- 이번 혁신전략의 주요 내용은 ①양질의 데이터 생산 개방
②고부가가치 데이터 플랫폼 완성 ③데이터 활용 혁신으로
성과 가속화 ④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으로
구성
- 보건복지부는 중장기 관점에서 수립된 이번 혁신전략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과 자원을 집중할 예정임.
○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플래시 및 SSD 영업양수, AMD의
자일링스(Xilinx) 합병 등 2건의 기업결합 사안을 심사 결과,
관련 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 신속 승인

주요 반도체
기업결합 2건 승인
(공정거래위원회 / 2021.5.27.)

- (SK하이닉스의 인텔 사업양수) 양사 모두 낸드플래시와
SSD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으나, 결합 후 점유율 수준,
1위 사업자 존재, 대체거래 용이성 등을 종합 고려해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
- (AMD의 자일링스 합병) 미국 기업 간 기업결합으로
양사의 주력 사업이 서로 다르고 직접적인 경쟁관계가
없는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어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최종 결정
○ 한국은행은 6.3.(목) 「2020년 기업경영분석 결과(속보)」를
발표
- 2020년 법인기업의 성장성이 전년대비 악화된 반면 수익성은
개선됨

2020년
기업경영분석 결과
(한국은행 / 2021.6.4.)

- (성장성) 매출액증가율 하락폭이 확대(-1.0%→-3.2%)됨.
- (수익성) 매출액영업이익률(4.8%→5.1%) 및 매출액세전순
이익률(4.1%→4.3%)은 확대됨
- (안정성) 부채비율(97.6%→97.4%) 및 차입금의존도(28.3%
→28.2%)는 전년보다 소폭 하락하였음
- (현금흐름) 영업활동 현금흐름 유입 증가 등으로 현금흐름보
상비율(49.4%→61.3%)은 상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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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1

주요 통계

과학 기술

｢※ OECD, High Risk,High Return 연구의 정량적 지표｣ 주요 내용
OECD는 하이리스크/하이리턴(high-risk/high-reward, HRHR) 연구의 특성 중 참신성을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고, 논문별, 국가별, 연도별 연구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
* Quantitative indicators for high-risk/high-reward research

참신성 지수*가 세계 상위 10%인 논문의 비중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네덜란드가
13%로 1위 차지
* 매우 참신한 발견을 뜻하는 지수로, 잠재적으로 과학기술이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스위스, 덴마크, 미국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한국은 27위 차지
<국가별 참신성 지수 세계 상위 10% 논문의 비중>

- 평균 참신성 지수는 ’09~’11년 사이 빠르게 증가한 후 ’15년까지 감소
- 대학 R&D 지출(HERD)과 비교할 경우 평균 참신성 지수가 3~4년의 시차를
두고 대학 R&D 지출(HERD)의 증감 패턴을 따름
<연도별 대학 R&D 지출 비중 및 평균 참신성 지수>

출처: OECD(202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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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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5.

4월 당월
금액
증가율

4월 누적
금액
증가율

비중

17,064
12,009
1,122
1,499
206
2,228
469
34
204
995
733

66,022
46,950
4,494
5,439
779
8,360
1,694
122
778
3,824
2,805

100.0
71.1
6.8
8.2
1.2
12.7
2.6
0.2
1.2
5.8
4.2

32.6
30.5
3.9
79.1
55.7
37.6
82.3
-2.9
39.0
25.9
27.3

18.0
18.0
1.9
34.9
-14.7
22.4
50.5
-7.6
23.4
15.3
17.9

주요 ICT 품목별 생산 규모
(단위: 억 원, %)

구

분
금액

정보통신방송기기

2020년

2019년
증가율

p

비중

12월 당월
금액
증가율

1∼12월p
금액
증가율

비중

3,227,288 -12.3

69.7

303,580

10.3

3,320,840

2.9

69.3

1,999,287 -16.0

43.2

189,454

13.7

2,046,771

2.4

42.7

ㅇ컴퓨터 및 주변기기

103,758 -14.9

2.2

11,406

5.2

149,785

44.4

3.1

ㅇ통신 및 방송기기

366,591 -11.8

7.9

33,308

8.3

374,177

2.1

7.8

ㅇ전자부품

ㅇ영상 및 음향기기
ㅇ정보통신응용기반기기
정보통신방송서비스

87,943

-9.9

1.9

6,530

-11.2

83,124

-5.5

1.7

669,709

0.9

14.5

62,881

5.4

666,983

-0.4

13.9

781,574

1.9

16.9

71,088

8.9

808,327

3.4

16.9

ㅇ통신서비스

364,622

-2.2

7.9

31,721

7.6

370,695

1.7

7.7

ㅇ방송서비스

190,915

2.0

4.1

17,178

4.7

196,387

2.9

4.1

ㅇ정보서비스

226,037

9.3

4.9

22,189

14.4

241,245

6.7

5.0

619,750

8.5

13.4

74,665

-9.9

664,477

7.2

13.9

ㅇ패키지SW

121,895

18.2

2.6

17,999

2.1

131,326

7.7

2.7

ㅇ게임SW

120,374

1.5

2.6

15,132

13.5

141,106

17.2

2.9

ㅇIT서비스

377,482

8.0

8.2

41,534

-20.0

392,045

3.9

8.2

ICT 전체
4,628,612 -7.7 100.0
주) P : Preliminary(잠정치)
※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KAIT･KEA, 2021.5.

449,333

6.1

4,793,643

3.6

100.0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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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 ICT 정책･기술 동향

과학기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전략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과

Tel：(044) 202-6735

Tel：(044) 202-6222

E-mail：jhjh04@korea.kr

E-mail：kimhs5023@korea.kr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과학기술정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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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융합정책팀

Tel：(043) 750-2325

Tel：(042) 612-8217

E-mail：haseo@kistep.re.kr

E-mail：lee@iitp.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