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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시대, 첨단제품 개발 트렌드와 시사점

요 약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주요국들의 주도권 쟁탈 경쟁
◦ 다양한 산업이 초연결성(Hyper-Connected), 초지능화(Hyper-Intelligent) 기반으로
융복합된 새로운 기술로 기존 산업 구조의 대변혁 전망
- 2016년 1월‘제 46차 세계경제포럼’이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 주목
◦ 선진산업국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주도권 선점을 위해 정부 차원의 중장기
첨단산업 육성전략 수립
- 세계적 경제침체, 인구구조 변화, 기술의 변화 등 현실적 한계 극복 필요
- 미국혁신전략(미국), 新산업구조비전(일본), 新하이테크전략(독일), 중국 제조 2025(중) 등
기업 · 정부 · 학계 간 연계 플랫폼으로 첨단 기술 개발 생태계 구축
◦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상용화간 간극을 줄이고, 정부 지원정책과 규제 완화 등 빠른
피드백이 가능한 모델 개발 중
- 제조업혁신센터(MII, 미국), 4차 산업혁명 민관회의(일본), 첨단 재생산 및 기술센터
(ARTC, 싱가포르), Industry 4.0 플랫폼(독일), Field Lab(네덜란드) 등
◦ 정부의 역할은 예산 지원 및 규제 완화 등 제도 지원에 한정하고, 민간 부문이 플랫폼
운영 및 기술 개발로 자율성 보장
- 연구 및 혁신 분야 산학 협력, 연구 기관의 고도의 효율성과 독립성 보장
첨단 산업 기술 개발을 위한 혁신적 규제 완화 제도 도입
◦ 자율 주행차, 드론, 의료, 금융 관련 법령 제도화 및 규제 완화
- 2016년 미국 11개 주 ‘자율주행차’ 법안 마련, 독일 ‘E-헬스법’ 등
◦ 기존 규제 재검토 및 일시적 규제 미적용 제도 등으로 첨단 기술 개발 저해 요소 제거
- 규제 샌드박스 제도, 그레이존 해소 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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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중점 육성 산업(타겟 산업)
◦ 세계 각국은 자국 산업의 강점 및 환경적 특징에 따른 중점 육성 산업을 중심으로
기술 개발 및 상용화 추진 중
국가명
미국
일본
독일
중국
영국
네덜란드
스위스

중점 육성 산업
첨단 제조업(센서 등), 정밀의학, 두뇌 이니셔티브, 첨단 자동차, 스마트시티,
청정에너지, 교육용 기술, 우주산업, 고성능 컴퓨터
유통·소매, 자동주행, 금융, 의료·건강, 스마트 하우스, 교육, 농업, 관광, 미디어
컨텐츠, 스마트 보안
산업생산기술, 항공우주, 의료, 기후·환경, 에너지, 정보통신, 자율주행, 인공지능,
고령화 대응
반도체, 정보통신, 고정밀 수치제어, 로봇, 항공우주, 해양장비, 교통설비, 에너지,
전력설비, 농업 기계, 신소재, 의료
로봇 자동화, 빅데이터, 항공우주, 의료
계장산업,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낙농업, 스마트 원예
제약 및 화학, 핀테크, 미래형 자동차

호주

광업, 제조업, 의료

핀란드

IoT, 빅데이터, 5G

러시아
싱가포르
인도

무인항공기, 인간-기계 통신, 스마트 에너지, 무인자동차, 스마트 해양기술, 의료,
보안 시스템, 식품 스마트 솔루션, 금융 시스템
첨단 제조 및 엔지니어링, 의료, 도시공학, 서비스, 디지털 경제
바이오 헬스, 드론, 산업용 로봇

시사점
◦ 산업구조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전략 수립 및 전담 기구 설치
◦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과감한 ‘규제 완화’ 제도 마련
◦ 국가간 적극적인 교류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 첨단 부품 소재 개발이 승패를 좌우
◦ 기존 일자리 위협, 노동자 재교육 및 사회 안전망 강화 제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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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1

4차 산업혁명 시대, 글로벌 환경의 변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2016년 다보스 포럼을 통해 전 세계 확산
◦ 2016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제 46차 세계경제포럼(WEF), ‘제 4차 산업혁명의
이해’라는 주제로 논의,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
- 1차 산업(1830년대) : 증기기관 기술의 발명으로 기계식 생산
- 2차 산업(1870년년) : 전력 기술을 활용한 대량 생산체계 구축
- 3차 산업(1960년대) : IT 기술 발달에 따른 자동대량맞춤 생산
◦ 4차 산업혁명은 다양한 산업이 초연결성(Hyper-Connected), 초지능화(Hyper-Intelligent)
기반 하에 상호 연결된 지능화 사회로 변화시킴
- 디지털, 바이오, 물리학 등 영역이 ICT 기술과 융복합된 새로운 기술로 인류 삶의
방식 변혁 전망
4차 산업혁명 시대, 4가지 융합 기술이 핵심
◦ 사물과 ICT의 융합 : 사물인터넷(IoT)
* 센서 기술, 스마트 홈 서비스, 공장자동화, 3D 프린팅 등

◦ 사람과 ICT의 융합 : 사람과 장치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
* 인터넷과 연결된 센서 부착 의류와 안경 등

◦ 운송수단과 ICT의 융합 : 자율주행차
* Google 자율주행차 등

◦ AI(인공지능)과 Bigdata의 융합 : 딥러닝
* IBM ‘왓슨’ 등, Bigdata 정보를 AI가 스스로 분석해 스마트한 의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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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국의 치열한 주도권 쟁탈전 돌입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산업 생태계 주도권 확보 경쟁

◦ 세계적 경제침체, 인구구조변화, 기술의 변화, 제조 강국 세대교체라는 현실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첨단 산업 육성 필요성 대두
◦ 주요국들은 4차 산업혁명이 모든 산업의 혁명적 변화를 수반하므로 세계 시장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전략 추진
- AI·빅데이터 등을 통한 혁신·데이터 활용으로‘사회적 구조적 문제=고객의 진정한
니즈’에 대한 본질적인 대응 가능, 누가 발굴·획득하느냐에 성패 좌우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국가

주요 정책
- 첨단 제조 파트너쉽(Advanced Manufacturing Partnership, AMP)

미국

- 국가제조혁신네트워크(National Network for Manufacturing Innovation, NNMI)
- 미국 혁신전략(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

일본

독일

중국
영국
네덜란드

- 新 산업구조비전
- 제 4차 산업혁명 민관회의
- 국가기술발전 종합계획 2020(High-Tech Strategy 2020)
- Industry 4.0
- 중국제조 2025(Made in China 2025)
- 인터넷 플러스(Internet +)
- The National Innovation Plan
- Smart Industry

스위스

- Digital Swiss

러시아

- 2035 국가기술 이니셔티브(National Technological Initiative)

대만

- 5+2 혁신산업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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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국별 대응

II

국별 산업 육성 정책

1

미국
첨단 제조 파트너십(Advanced Manufacturing Partnership, AMP)
◦ 기업, 학계 및 정부 협력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2012년 7월 공식 입안(AMP 1.0)
- 2014년 12월 오바마 대통령이 ‘Revitalize American Manufacturing Act’ 서명으로
법제화(AMP 2.0)
<첨단제조파트너십(AMP) 정책 주요 내용>
분야

AMP 1.0

AMP 2.0

첨단제조업 정책 수립

신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적 전략 마련 및
자금 조성

첨단 기술 R&D 자금 확대
혁신

제조업 혁신 국가 네트워크 구축
첨단 제조업 연구를 위한 산학 협력 강화

첨단 제조 자문 컨소시엄 구성
공공/민간 R&D 인프라 조성

첨단 제조 기술 상용화를 위한 환경 조성

제조 기술, 소재, 프로세스, 보안관련 기준
및 절차 마련을 통한 상호 호환성 준비

국가 첨단 제조 포털 구축

국가제조혁신네트워크(NNMI) 설립

제조업에 대한 오해 불식
재향군인을 전문가 풀로 확보
재능
파이프라인

지역 대학 교육 투자
자격증 제도를 위한 파트너십 구축
첨단 제조업 대학 프로그램 강화 및 제조업
연구 및 인턴십 제도 발족
세제 개혁

비즈니스
환경 개선

전국적 캠페인을 통한 제조업에 대한 오해
불식

국가 공인 기술 자격증 실시 확대 및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술 관련 정보 흐름 및 중소기업에 대한
시장 공급 체인 향상

규제 정책 정비
무역 정책 개선

스타트업을 위한 투자 펀드 조성 및 세금
혜택

에너지 정책 개선

자료원 : 백악관 ‘Capturing Domestic Competitive Advantage in Advanced Manufacturing(2012)’,
‘Accelerating US Advanced Manufacturing(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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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조업 육성 정책(Manufacturing USA)
◦ 2012년 오바마 전 대통령은 10억 달러를 투자해 15개 제조업혁신센터(Manufacturing
Innovation Institute, MII)를 신설하고 이들을 연결하는 국가 제조혁신네트워크
(National Network for Manufacturing Innovation, NNMI) 구축 계획 발표
- MII는 기업, 학계, 정부가 참여하는 연구소의 역할을 수행하며 연구 성과를 국가
전체적으로 공유함으로써 국가 R&D 투자와 기술 상용화의 간극 축소가 목표
- 2017년 3월 현재 9개 MII가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10년간 45개 기관으로 확대 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음
<제조업혁신센터(MII) 운영 현황>
연구소

육성 분야

America Makes
(The National Additive Manufacturing Innovation Institute)

3D Printing

DIMII
(Digital Manufacturing and Design Innovation Institute)

디지털 제조 및 디자인

LIFT
(Lightweight Innovations for Tomorrow)

경량화 금속 제조

PowerAmerica
(The Next Generation Power Electronics Manufacturing Innovation Institute)

광대역 밴드 갭 반도체

IACMI
(The Institute for Advanced Composites Manufacturing Innovation)

첨단 합성 제조

AIM Photonics
광학집적회로 (Photonic
(American Institute for Advanced Composites Manufacturing Innovation) Integrated Circuit) 공정 기술
NextFlex
플렉서블 하이브리드(Flexible
(America’s Flexible Hybrid Electronics Manufacturing Innovation Institute)
Hybrid) 전자 기기 기술
AFFOA
(Advanced Functional Fabrics of America)

섬유 재료 및 제조공정,
기능성 섬유

SMLC
(Clean Energy Smart Manufacturing innovation Institute)

클린 에너지

자료원 : manufacturing.gov

미국 혁신전략(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
◦ 2015년 10월 미국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가 경제 유지와 당면한 국가적
과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새로운 미국혁신전략’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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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발표된 미국 혁신전략(A 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 Driving
Towards Sustainable Growth and Qulity jobs)과 2011년 발표된 미국 혁신전략(A
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 : Securing Our Economic Growth and
Prosperity)을 계승
- 주요 전략은 ① R&D 투자 및 장기적 경제 성장의 토대 마련 ② 9대 전략 분야 집중
투자를 통한 국가적 우선 과제 해결 및 공동 번영 창출 ③ 정부성과 개선 및 민간
주도 혁신 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 혁신 역량 제고
<미국 혁신전략의 9대 전략 기회 분야>
분야

첨단 제조업

정밀 의학

비전

정책

▷혁신제조 기술개발을 위한 민관협력
기업과 국민들에게 보다 많은 경제적
기관인 NNMI를 15개로 확대(현재 9개)
편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첨단 제조업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 구축,
육성
창업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환자의 상태를 보다 잘 이해하고
효과적인 치료법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지원

뇌세포 작동 원리, 신경회로 상호작용
두뇌 이니셔티브 규명 등 인간의 뇌를 이해하기 위한
기술의 촉진

▷정밀의학계획(PMI)에 ’16년 2억 1,500만
달러를 투자하여 NIH, NCI, FDA 등의
신약 및 의료 데이터 공유 기술을 연구
▷’16년 3억 달러를 투자하여 NIH, NSF,
DARPA 등의 연구 지원

첨단 자동차

무인자동차 개발을 통해 교통사고
90% 절감

▷운행 및 안전기준 관련 연구에 투자
확대, 기술적용을 위한 규제 개선 등

스마트시티

교통, 범죄 등 도시정보를 수집,
활용하여 삶의 질 개선

▷스마트시티 계획에 따라 안전, 에너지,
교통 등의 연구 진행, 20개 이상 도시가
참여하는 기술 활용 연구 진행

재생에너지, 청정에너지 개발 및 고
청정에너지 및
효율화를 통해 탄소배출 절감 및
에너지 효율 기술
에너지 안보 강화
교육용 기술

우주
고성능 컴퓨팅

브로드밴드, 클라우드 등을 활용한
혁신적 교육법 개발로 교육의 질과
성과를 향상

▷’16년에 76억 달러를 청정에너지,
지속가능 교통기술 등에 투자
▷’18년까지 99%이 학생을 고속 인터넷에
연결하는 ConnectED사업 추진,
고등교육연구계획국(ARPA-ED) 설치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우주비행 비용의 ▷NASA 상업 유인 우주운송에 ’17년까지
획기적 감소, 민간항공산업 성장 촉진
60억 달러 투자계획
슈퍼컴퓨터(HPC) 개발로 공공서비스 질 ▷국가전략컴퓨팅계획(’15)에 따라 HPC
향상, 경제성장, 건강 및 안전 등 확보
개발을 국가적으로 지원

자료원 : 백악관 ‘A 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2015)’,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7 -

Global Market Report 17-014

국가 빅데이터 R&D 이니셔티브(The National Big Data R&D Initiative)
◦ 2012년 3월 오바마 행정부는 빅데이터 기술개발 및 활용, 차세대 데이터 과학자
양성을 위해 6개의 연방 정부기관이 참여, 2억 달러 투자 규모의 빅데이터 R&D
이니셔티브(Big Data Research and Development Initiative)를 발표
- 2011년 美 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원회(PCAST)가 빅데이터 관련 기술투자의 필요성을
대통령에게 건의
- Big Data Interagency Working Group은 2016년 연방 빅데이터 R&D 전략 계획
(The Federal Big Data Reserarch And Development Strategic Plan)을 통해
7가지 전략과 18가지 세부 과제를 제시
- 동 사업의 일환으로 2015년 미국 국가과학재단(NSF) 산하 National Network of Big
Data Regional Innovation Hubs(데이터 솔루션 이해 관계자들은 연결하고 파트너십
활동 지원), 2012년 미국 국립보건원(NIH) 산하 Big Data To Knowledge Initiative
(산하 생물의학 분야 디지털 연구개발 촉진 및 지원) 출범
<연방 빅데이터 R&D 전략 계획 주요 내용>
[전략1] 새로운 빅데이터 R&D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능력 형성
▷세부과제 1: 데이터의 크기, 전달 및 처리 속도, 복잡성에 맞춘 기술 개발
▷세부과제 2: 미래에 요구되는 새로운 빅데이터 기술의 방법론 개발
[전략2] 데이터의 신뢰성을 탐구하여 이해하고, 더 나은 의사 결정을 내려 획기적인 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R&D 지원
▷세부과제 1: 데이터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시켜 더 나은 결과 도출
▷세부과제 2: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도구 개발
[전략3] 각 기관의 빅데이터 혁신을 통한 임무달성을 위한 사이버 연구 인프라 구축 및 강화
▷세부과제 1: 국가 데이터 인프라 강화
▷세부과제 2: 빅데이터 응용과학 사이버 인프라 역량 강화
▷세부과제 3: 유연하고 다양한 인프라 자원 구축
[전략4] 데이터 공유 및 관리를 촉진하는 정책을 통해 데이터 활용가치 향상
▷세부과제 1: 데이터 투명성과 효용성을 증가시키는 메타데이터의 모범사례 개발
▷세부과제 2: 데이터 자산에 효율적이고 지속적이며 안전한 접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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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5] 개인정보보호, 보인/윤리에 관한 빅데이터 수집, 공유, 사용에 관한 이해
▷세부과제 1: 올바른 개인정보 보호
▷세부과제 2: 안전한 빅데이터 사이버공간 구축
▷세부과제 3: 데이터 거버넌스를 위한 정보윤리의 이해
[전략6] 광범위한 분야에서 빅데이터 분석 능력 및 역량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빅데이터 교육
및 훈련에 대한 국가적 환경 개선
▷세부과제
▷세부과제
▷세부과제
▷세부과제

1:
2:
3:
4:

데이터 과학자의 양성
데이터 영역 전문가 커뮤니티 확장
데이터 사용이 가능한 인력 확충
공공 데이터 활용 역량 개선

[전략7] 국가적인 빅데이터 혁신 생태계의 연결 고리를 강화 (정부기관, 학계, 산업계, 비영리 단체)
▷세부과제 1: 기관 간 빅데이터 협력 장려
▷세부과제 2: 빠른 대응과 영향력 측정이 가능한 정책과 정책추진 프레임워크 구축
자료원 : 미국 NITRD,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일본
2016년 4월 4차 산업혁명 선도 전략으로 ‘新산업구조비전’ 제시
◦ 4차 산업혁명을 인구감소라는 사회적 과제 해결, 소비자의 잠재적 수요를 환기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부가가치의 원천으로 활용
일본 4차 산업혁명의 사령탑‘제4차 산업혁명 민관회의’설치
◦ 2016년 6월, 일본의 새로운 성장 전략인 ‘일본 재흥전략 2016’의 일환으로 ‘제4차
산업혁명 민관 회의’ 설치
- 아베 총리가 의장으로 2016년 9월 출범한 ‘미래투자회의’(기존 ‘미래 투자를 향한
관민 대화’와 ‘산업 경쟁력 회의’통합) 산하
◦ ① 유망 성장 시장의 창출 ② 인구 감소와 일손 부족을 보충할 생산성 혁명 ③ 산업
구조를 지탱하는 인재 강화를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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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하에 정책목표별 세부 회의를 설치, 체계적인 전략 추진
- 인공지능 기술 전략 회의 : 연구 개발·산업화 전략의 구체화
- 제 4차 산업혁명 인재육성 추진 회의 : 인재육성·교육 관련 시책의 구체화
- 로봇혁명 실현회의 등
<일본의 제 4차 산업혁명 실현 시책>

자료원 : 도쿄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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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개혁 철저추진 회합’에서 산학관의 주요 논점 발굴
- ‘미래투자회의’ 산하 ‘구조개혁 철저추진 회합’에서 주요 정부, 단체, 기업 의견을
취합한 ‘제 4차 산업 혁명(Society5.0)·혁신 분야’ 주요 논점 발굴
<구조개혁 철저추진 회합의 ‘제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요 논점>
1. 제 4차 산업혁명 추진
(특히 빅데이터 활용 환경정비가 중요)

3. 새로운 사회에 맞지 않는 분야별 규제개혁
사항

(1)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 정비·운용 상황 검토
정비 중인 가이드라인 등 긴급점검
경계 초월 데이터의 유통 확보
(2) 행정 데이터의 오픈화
(3) 데이터 거래환경 정비
데이터 거래시장 등에 관한 규칙 정비
(4) IT인재 두 배 증인
IT교육 바우처
(5) 그 외

(1) 공유 경제
민박, 라이드 쉐어
(2) 데이터 활용를 위한 신 서비스와 규제
Fintech, 헬스테크(의료·건강), 교육과
기술혁신, 자동주행, 자동배송, 인프라
관리 등
(3) 새로운 일하는 방식
재택근무 등
(4) 공적부문의 민간개방

2. 사이버 보안 대책 강화

4. 새로운 도전과 혁신 추진

사이버 보안 보험 본격 도입
중요 인프라에 관한 제도 정비

Sandbox형 특구

자료원 : 구조개혁 철저추진 회합(2016.11.9.) 자료를 바탕으로 도쿄무역관 재구성

독일
국가기술발전 종합 계획(High-Tech Strategy)
◦ 2006년 ‘하이테크전략(High-Tech Strategy)’ 이후 범정부 차원의 혁신기술발전 마스터플랜
(정부, 연구소, 산업계 전문가 참여) 추진
◦ 2010년 7월 ‘하이테크 전략 2020’ 발표
- 기후/에너지, 건강, 영양, mobility 안전, 통신 5대 분야 과학 기술 선도 국가 목표
◦ 2012년 10월 Industry 4.0이 ‘High-Tech Strategy2020’ 10대 미래 프로젝트의 하나로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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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미래 프로젝트>

자료원 : www.hightech-strategie.de

◦ 2014년 9월 ‘新 하이테크전략(New High-Tech Strategy)’ 발표
<New High-Tech Strategy 5대 우선 과제>
주요 과제
디지털경제 및 사회
지속가능 경제 및 에너지
혁신적인 일터

세부 실행 과제
스마트 서비스, 스마트 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디지털 네트워킹,
디지털 과학, 디지털 교육, 디지털 생활환경(Industry 4.0 연관 분야)
에너지 연구, 녹색 경제, 바이오 경제, 지속 가능한 농업 생산, 원자재
공급 보장, 미래 도시, 건설 미래, 지속 가능한 소비
디지털 세상에서의 작업, 미래 시장을 위한 혁신 서비스, 역량 구축

건강한 삶

주요 질병 퇴치, 개별화 된 의학, 예방 및 영양, 치료 분야의 혁신, 약물
연구 강화, 의료 기술 혁신

스마트 모빌리티

혁신적인 이동성 개념 및 네트워킹, 전기 이동성, 차량 기술, 항공, 해상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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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스트리(Industry) 4.0 추진 기구 설치
<추진기구 Industry 4.0 Platform>

◦ 설립
- 2013년 4월 하노버산업박람회에서 Bitkom(독일정보통신미디어기술협회), VDMA(독일
기계설비제조산업협회), ZVEI(독일전기전자산업협회) 3개 산업협회 공동 이니셔티브로
조직됨.
- 2015년 플랫폼 조직 운영권이 독일경제에너지부(BMWi)로 이관되었다가, 현재는
연방교육연구부와 연방경제에너지부가 공동 관리
◦ 참여 : 정부, 학계, 산업계 108개 기관
◦ 주요 업무
- 중소 제조기업 스마트팩토리 생산체제(4차산업혁명)로의 이행 지원
- 기술, 표준, 비즈니스 모델 개발, 테스트 베드 운영
◦ 조직 구성
- 공동 의장 : 연방교육연구부 장관, 연방경제에너지부 장관
- 개 분야 실무 연구그룹(Working Group) 운영
◦ 웹사이트 : www.plattform-i40.de
자료원 : Industry 4.0 Platform 웹사이트 및 관계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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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y 4.0 Framework 및 연관 디지털 기술>

자료원 : PWC

<Industry 4.0 Platform 운영 조직 구조>

자료원 : 독일연방경제에너지부(BM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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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기술혁신정책 5대 핵심 요소>
① 도전 우선 과제 설정(가치창조, 삶의 질)
ㅇ 新 High-Tech Strategy는 미래 번영 자원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
ㅇ 연방 정부는 과학, 기술적인 모멘텀을 기초로 형성되는 기술혁신에 초점
ㅇ 기술혁신을 통한 국제경쟁 우위 확보
② 네트워킹, 기술이전(Knowledge grows through sharing)
ㅇ 산학연간 다양한 협력 채널을 통해 공동 연구개발(R&D)
ㅇ 참여자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 공동연구 성과물은 눈사람 효과 창출
ㅇ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정보 공유
③ 산업계 혁신 보조
ㅇ 산업계 기술 투자는 매년 증가, 2012년에는 1,370억 유로 규모
ㅇ 대기업이 투자를 이끌고, 중소기업 투자는 최근 수년간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어, 연방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투자 지원에 포커스를 두고 있음
④ 혁신 친화적 프레임워크
ㅇ 국가의 중요한 임무는 혁신에 도움이 되는 구조와 조건을 제공하는 것임
ㅇ 좋은 구조를 통해서만 혁신적인 아이디어 개발 및 경제적 성공으로 연결
ㅇ 좋은 아이디어 개발 및 혁신 구현의 열쇠는 열린 시장, 적절한 자금 조달 수단 및
지적재산권 보호임
⑤ 투명성 및 참여
ㅇ 학계,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촉진 열쇠는 투명하게 문서화하고, 연구 및 혁신 개발
자금을 지원
ㅇ 투명성은 대화를 촉진하고, 기회와 도전에 대한 균형감을 높이며, 새로움에 대한 개방성을
도전하고 강화시킴
자료원 : www.hightech-strategie.de

- 15 -

Global Market Report 17-014

<Industry 4.0 핵심 독일 연방부처 개요>
분류

독일연방교육연구부(BMBF)

독일연방경제에너지부(BMWi)

설립연도

1955년

1917년

소재지

베를린(Berlin)

베를린(Berlin), 본(Bonn)

장관명

방카(Johanna Wanka)

지프리스(Brigitte Zypries)

직원 수

약 1,000여 명

약 1,500명

홈페이지

www.bmbf.de

www.bmwi.de

기초연구(R&D)지원 및 인력양성에 중점
주요업무

하이테크 전략 및 실행계획 수립
신기술개발을 위한 미래 프로젝트 지원
총괄
첨단클러스터(Spitzen Cluster)지원

항공우주개발 연구 지원
지역경제 구조개선 지원
중소중견기업 혁신 기술연구 및 창업
지원(ZIM 프로그램)
에너지 대전환 정책에 따른 에너지기술
(효율, 저장 등) 개발지원

총 176억 유로(2017)
BMWi : 76억 2100만 유로(2016)
※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에너지 대전환 실행지원에 초점
독일항공우주연구소(DLR) : 14억 2천만 유로
이중 · 유럽항공우주국 ESA 협력 프로젝트 예산 7억 5,500만 유로
· 항공우주산업연구 : 1억 5,200만 유로
· 민간항공산업연구 : 1억 3,400만 유로
연간
총예산

지역경제구조개선(GRW) : 6억 2,400만 유로
혁신 중소기업 연구 및 컨설팅 지원 : 5억 4,800만 유로
구 동독지역에 약 40% 배정
6차 에너지연구프로그램(에너지효율, 신재생에너지, 핵안전): 4억 3,000만 유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촉진 : 2억 3,000만 유로
상품화 이전 기술 & 비영리 연구 지원 : 2억 1,000만 유로
Digital Agenda : 1억 7,400만 유로(디지털 기술 개발)
중소기업 및 일반 가정 에너지효율 개선 : 4,100만 유로
우라늄광산 복구 프로그램 : 1억 3,600만 유로
New Mobility : 9,800만 (해양기술 5,300만, 자동차 및 시스템 : 4,500만)
기술이전 및 혁신 프로그램(TuiT Umbrella) : 2,900만 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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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국, 뉴노멀 시대 진입으로 경기 둔화, 고령화 등으로 성장 잠재력 약화, 새로운 성장 모멘텀
필요
◦ 제조업 부문 글로벌 1위(2015년 M/S 23.0%)이나 스마트 산업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핵심 기술력 부문에서 선진국과 간극이 큼
◦ 독일 ‘Industry 4.0’을 벤치마크 한 ‘중국제조 2025’전략과‘인터넷+(플러스)’ 전략으로
4차 산업혁명 대비
- 리커창 총리, “독일의 Industry 4.0과 중국제조 2025는 같은 개념”(′15.10월)
‘중국제조 2025(Made in China 2025)’ 전략으로 글로벌 제조강국 대열 진입 목표
◦ 중국은 13차 5개년 계획(2016~2020)의 제조업 산업정책으로 「중국제조 2025(Made in
China 2025)」를 발표(2015.5)
- 5대 중점 프로젝트 계획 및 10대 육성산업 명시
◦ 제조 강국 도약의 3단계 발전단계를 설정, 뚜렷한 비전과 전략 제시
- (2025년) 제조강국 국가 진입 → (2035년) 세계 제조강국 중 중간 수준 도달 →
(2049년) 세계 제조 강국 중 최상위 수준으로 도약
<중국제도 2025의 주요 지표 계획>
구분

지

표

달성목표

혁신
역량

제조업체(매출 2천만 위안 이상) 매출액 대비 R&D 지출 비중(%) 0.88%(2013년)→1.68%(2025)
일정규모 이상 제조업체 매출 1억 위안당 발명특허수(건)
0.36(2013년)→1.1(2025)

질적
성과

제조업 품질경쟁력지수
제조업 부가가치 증가율 제고
제조업 노동생산성 증가율(%)

83.1(2013)→85.5(2025)
2015년대비 4%p 증가(2025)
6.5%(2020~25년간 평균)

IT제조업 인터넷 보급률
융합
핵심공정 컴퓨터 수치제어 공작기계 비중
친환경
성장

산업생산량 단위당 에너지소모 감축비율(%)
산업생산 단위당 CO2배출 감축 비율
산업생산량 단위당 수자원 사용 감축 비율(%)

자료원 : 중국제조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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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013년)→82%(2025년)
27%(2013년)→64%(2025년)
2015년대비 34% 감축
2015년대비 40% 감축
2015년대비 41%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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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ICT와 경제사회 각 분야의 융합을 위한‘인터넷 플러스(Internet +)’ 전략
◦ 산업구조 전환 및 업그레이드, 산업플랫폼 확장을 통해 2025년까지 신경제 생태계
구축 목표
◦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4개 목표와 7대 행동 계획 제시
- (4대 목표) 경제 및 사회 발전, 기초인프라 육성, 환경 조성 등
- (7대 행동계획) IT와 제조업의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첨단 스마트 설비 및 관련 기술
국산화 수준 제고, 인터넷 인프라 개선 등
<인터넷+의 4대 목표>
구분

발전목표

경제발전

인터넷을 통한 제조업, 농업, 에너지, 환경보호 산업분야의 업그레이드와
노동생산성 제고.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 금융 육성

사회발전

헬스의료, 교육, 교통 등 민생분야에서의 인터넷 응용 확대
공공서비스의 온오프라인 통합 및 서비스 다각화

기초인프라
환경조성

광대역, 차세대 이동통신망 구축. IoT, 클라우드 컴퓨팅 등 신형 인프라 시설 구축.
인공지능기술의 산업화 촉진
인터넷 융합 혁신에 대한 인식 제고
관련 기준, 규범, 신용체계, 법률 및 법규체계 완비

자료원 : 인터넷플러스

영국
4차 산업혁명 전략‘The National Innovation Plan’발표 준비 중
◦ 당초 2016년 발표 예정이었으나, 2017년 3월 기준 아직 분석 단계로 파악
-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들에 비해 국가적 대응 늦은 편이라는 지적
◦ 그러나, 2010~2015년 산업전략 정책보고서에 집중 투자 대상 선도 기술 8가지* 선정
및 지원 중
* 빅데이터, 인공위성, 로봇 공학 및 자동화, 합성생물학, 재생의학, 농업 과학, 신소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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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기초과학 강점, 개별 혁신기술 연구·개발 적극 지원
◦ 4차 산업혁명 역량 구축을 위해 자동화(Automation)와 커넥티드카, 인공지능 등 기술
개발 지원
- 커넥티드카 지원센터(CCAV: Centre for Connected and Autonomous Vehicles) 신설
- R&D부터 실제 도로 주행 테스트까지 커넥티드카 개발 프로젝트 지원
◦ 각종 혁신기술(disruptive technology)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해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전용 지구에 대한 재정지원 제도 마련 계획
- 의료, 생명과학, 에너지, 컴퓨터 공학 등 혁신연구를 주도하는 17개의 캐터펄트
센터(Catapult Network)에 약 9천만 파운드(한화 약 1,350억 원) 투자
* 이 중 2천 8백만 파운드는 의약 및 화학제품 특화 연구센터 설립에 투자

- 캠브리지 주변 첨단기술기업 밀집지역인 실리콘 펜(Silicon Fen)에 ‘Catalyst Fund’
지원
* 농업, 바이오의료, 신재생에너지 등 혁신기술 연구개발 전용 정부 자금 지원

◦ 런던 동부에 테크시티(Tech City) 조성, 스타트업 성장 기반 마련
- 영국 정부, 2010년 7천 6백만 달러 투자
- 매년 ‘Future 50’라는 이름으로 영국 50대 유망 기술 기업 선정
* 영국의 인공지능 개발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 알파고(AlphaGo)와 스위프트키(Swiftkey)의 개발사
모두 영국 출신 스타트업 기업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개입 보다는 규제 최소화를 통해 지원
◦ 복잡하고 엄격한 기술규제 시스템 탈피해 기업 친화적인 시장 환경 조성 도모하고
이를 위한 투자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
◦ 고급 기술인력 대상 비자 Tier1 발급규모 확대 및 발급절차를 간소화
◦ 2013년부터 특허박스(patent box) 제도 도입으로 연구‧개발을 장려
- 매년 지적재산에 부여하는 조세 감면 혜택으로, 지적재산권으로 수익을 창출할 경우
일반 법인세보다 낮은 별도 세율을 적용시키는 제도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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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 혁명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정부의 참여 강조
◦ 영국은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부작용 및 위험성에 대한 대책 마련 및 정책적 수단
적극 활용 예정
◦ 신규 인력 양성 및 실직 노동인구 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수요와 공급 간 격차
최소화를 위해 4차 산업혁명 연계 교육 강화
- 향후 5~10년 내 도매, 단순 서비스직, 행정직 중심의 대량 실직 예상 인력 대상
재취업 기술 교육 실시

네덜란드
2014년 4차 산업혁명 국가 로드맵 ‘Smart industry’ 발표
◦ 네덜란드 경제부, 정보통신기술이 전 산업의 생산 공정에 융합되는 디지털 시대에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 산업 액션 어젠다 발표
- 스마트 산업의 핵심 목표로 공장 자동화를 통한 불량률 제로, 유연한 생산, 연계
협력, 고객 밀착 소통, 빅데이터 기술 기반 가치창출, 3D 프린터 산업 육성
<Smart Industry 구조도>

자료원 : Smart Industry Action Ag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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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연구소·정부 등 각 계층 협업으로 4차 산업혁명 주도
- 경제부(the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응용과학연구소(TNO), 경제인 연합회
(VNO-NCW), 상공회의소(Chamber of Commerce), 하이테크 산업조합(FME) 등 주체로
핵심 어젠다 제시
‘Smart Industry’의 3대 정책
◦ (Action Line❶) 보유 기술·지식(knowledge)의 상용화
☞ Capitalizing on existing knowledge
- 네덜란드 국영응용과학연구소(TNO) 및 국가표준원(NEN)을 중심으로 기존 산업공정
및 지식 기술 표준화
- 상공회의소(Chamber of Commerce) 주도의 산업정보 전파
* 2014년 14% 수준의 스마트 인더스트리형 기업을 2018년까지 40%로 증가 목표

◦ (Action Line ❷) 필드랩(Field Lab)을 중심으로 산업 생태계 조성
☞ Acceleration in Field Lab
- 샘플 필드랩 : 비즈니스 계획을 바탕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초기 10개 필드랩 개관,
각 연구실은 해당 지역·중소기업과 협력하여 제조 공정혁신 가속화
* 2015년 샘플 필드랩 10곳에서 2017년 현재 필드랩 약 29개로 증가

- 필드랩 별 활동,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정책 담당자와 이용자와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정보 교류 확대
◦ (Action Line ❸) 지식(Knowledge), 기술(Skill), 정보통신(ICT) 기반 강화
☞ Strengthening the foundation
- (지식) 필드랩을 넘어 장기적으로 새로운 기술에 대한 투자 필요성 대두. 빅데이터 등
신생분야에 대한 장기 연구 어젠다 설정
- (기술) 산학연계를 통해 지역-산업-노동시장의 연결고리 확대, e-learning 기반으로
MBO(기술학교)와 HBO(직업대학)에게 노동시장이 원하는 인재 양성
- (정보통신) 빅데이터 사용 및 신뢰 확보를 위한 솔루션과 비즈니스 모델 개발, 공급
사슬 협력 등 소프트웨어 개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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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UBS 4차 산업혁명 준비도 1위 국가로 선정, 직접적 지원보다 경쟁력 제고위한 기반 조성에
주력
◦ 슈나이더 장관, “정부의 역할은 주도가 아니고 기반조성”
◦ 2016년 UBS,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쟁력 평가에서 스위스를 종합 1위로 평가
- ⓛ노동 유연성, ②인력 수준, ③혁신, ④인프라, ⑤법‧제도 등
스위스 중장기 경제발전을 위한 ‘신성장 정책 (Neue Wachstumspolitik)’추진
◦ 노동 생산성 및 기업 경쟁력 제고, 지속 발전을 위한 산업‧ 시장 인프라 발달, 통상 환경
개선 등을 목표로 14개 방안을 제시
- 시장 확대(EU 협력, FTA 체결), 시장 자체 혁신 유도(시장개방, 수입장벽), 인프라
개선(조세제도 개선, 에너지 ‧ 교통 인프라 정비) 등 전반적 여건 개선
<‘2016-2019’ 신성장 정책 주요 내용>
구분

생산성 향상

경제 건전성
향상

경제발전
부작용 상쇄

세부내용
EU와 통상 협력 확대
FTA를 통한 해외시장 확대
‘디지털 경제’ 프레임워크 수립

비고
통상 환경 개선
통상 환경 개선
ICT 융합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
전력시장 개방을 통한 경쟁 확대,
전력시장 민영화 및 가스시장 규제 개선
이를 통한 혁신 및 효율 증대 유도
기업 행정‧규제 부담 완화
제도개선을 위한 31개 과제 설정
수입장벽 완화로 내수시장 경쟁 유발,
수입장벽 완화
효율 증대 유도
농업분야 생산성 증대 통한 시장왜곡 해소,
농업정책 2022~2025
전방산업 경쟁력 향상
금융기관 관련 규제 개선
금융사태 재발방지
재정안정프로그램 2017~2019
정부 부채 관리
부동산 담보 대출 등 가구부채 관리를
조세제도와 가구부채 연관성 검토
위한 조세정책 개선안 수립
배기가스 감축, 에너지 소비 감축 및
에너지 전략 2050 2차 세부계획 실행
효율화 등
2020년 이후 대비한 환경정책
배기가스 감축, 지구 온난화 방지 등
주택 시장 규제 개선으로 주택 부족 해소
가격 상승 요인 분석, 대책 수립 등
교통 인프라의 활용도 개선
인구 상승으로 인한 mobility 문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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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디지털 경제를 위한 프레임워크’ 발표
◦ 스위스 산업부, ‘디지털 스위스’화를 위한 정책 방향 제시
- Subletting 관련 거주자 보호 강화('17년 내)
- 차량, 운송 등 이동성 서비스 간의 융합 촉진 방안 검토('17년 내)
- 소형 인터넷 플랫폼 인수 방지법 도입 필요성 검토('17년 내)
- 시장 의견을 반영한 디지털화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 확인('18년 내)
- 디지털화가 교육과 R&D에 끼칠 영향과 필요조치 분석('17년 내)
- 디지털화 관련 국제 규제 동향을 분석, 도입 필요성 분석('18년 내)
교육연구혁신부, 교육‧연구 ‧ 혁신 진흥을 위한 4개년 지원계획 수립
◦ 직업교육, 대학 및 응용학문대학, 연구펀드, 연구기관, 연구 국제협력 관련 예산 지원
(2017~2020년 263.87억 프랑 배정)
◦ 특정 기술과 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 Top-Down 식의 적극적인 개입 지양
- 연구 및 혁신 분야 산학 협력 중시, 연구 기관의 고도의 효율성과 독립성 보장(bottom-up)
- 세분화된 규정보다 핵심적이고 포괄적인 기반 마련이 목적
- 기존 연구기관과 기업 간의 중개‧ 지원하는 기술혁신 위원회(Kommission fuer Technologie
und Innovation, 정부조직)을 공기업인 Innosuisse로 전환 추진

호주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호주 4차 산업(Industry 4.0)’ 전략 추진
◦ 산업용 기기 및 센서의 빅데이터 수집, 로봇 및 3D 프린팅 활용을 통한 제조업의
자동화 및 선진화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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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4차 산업 혁명 정책의 중점 육성 방향
① 데이터 볼륨(양), 계산력 및 연속성의 증가
② 분석 및 기업 정보 수집 기능의 출현
③ 접촉식 접속(Touch Interfaces) 및 증강현실과 같은 새로운 형식의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
④ 로봇 및 3D 프린팅과 같은 디지털 지시 및 명령의 물질계 이동
총리실 산하 4차 산업 전담반 설치(Prime Minister's Industry 4.0 Task force)
◦ 산업, 정부, 과학, 교육 및 비즈니스 분야별 대표들로 구성된 4차 산업 전담반을
총리실 산하에 설치, 향후 호주정부의 방향성 및 기회 발굴을 위한 자문 요청
- 의장은 Jeff Connolly(Siemens CEO)로 민간 출신
- 신소재 기반으로 글로벌 엔지니어링 및 제조 플랫폼 역량을 키워 호주 중소기업들의
접근이 용의토록 지원 목표
<총리실 산하 4차 산업 전담반(자문단) 멤버 구성>
기관/기업명

이름

직위

Siemens Australia and New Zealand

Mr Jeff Connolly

Chair and CEO

SAP Australia and New Zealand

Mr Bruce McKinnon

Vice President and Head of
Service and Support

AMGC Ltd (The Advanced
Manufacturing Growth Centre)

Dr Jens Goennemann

CEO

Standards Australia and MTP
(The Medical Technologies and
Pharmaceuticals Growth Centre)

Dr Bronwyn Evans

CEO of Standards Australia
and Chair of MTP Connect

CSIRO

Dr Keith McLean

Manufacturing Director

Bosch Australia

Mr Gavin Smith

President

Swinburne University of Technology

Professor Aleksandar Subic

Deputy Vice-Chancellor
(R&D)

Australian Advanced Manufacturing
Council

Mr John Pollaers

Chairman

Engineers Australia

Mr Stephen Durkin

CEO

Business Council of Australia

Ms Jennifer Westacott

CEO

자료원 : 호주 산업혁명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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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실무단(Working Group)으로 구성, 독일의 4차 산업 시스템을 벤치마크 및 합작
개발이 가능토록 지원
* 호주 일반 기업들의 접근이 가능한 ‘시험 연구소(Test Laboratories)’를 통해 4차 산업 네트워크
개발 주력

캐나다
캐나다는 전반적인 4차 산업 관련 육성 정책 보다는 개별 산업별 지원 정책 개발
자율주행차(AV, Autonomous Vehicles) 분야 지원정책
◦ 연방정부는 자율주행차를 포함한 첨단자동차 연구개발과 제도 수립을 위해 2016-17년
연방예산 중 C$ 7.3억을 지원
- 연방 교통부(Transport Canada)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앨버타 대학교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프로젝트‘ACTIVE-AURORA’에 C$ 130만 지원
◦ 2016년 1월 온타리오 교통부, ‘도로교통법(Highway Traffic Act)’ 개정으로 모든 도로에서
자율주행차 운행을 5년 간 허가
- 일반 운전면허증(Class G)을 소지한 운전자가 승용차에 자율주행(AV) 스티커를 부착하면
운행 가능
- 자율주행차 연구가 활발한 미국보다도 완화된 규제
◦ 온타리오 주정부는 2020년까지 자율주행차(AV)의 조기 상용화 추진
- 교통부 산하 온타리오 혁신센터(Ontario Centres of Excellence)는 2014년부터
커넥티드카(Connected Car) 및 자율주행차에 보조금 지원
◦ 앨버타 주 경제개발통상부(Economic Development and Trade)는 2016년 9월 중국
전기차 제조사 BYD와 C$ 600만 규모의 양해각서(MOU) 체결
- 2017년부터 2년 간 무공해차량, 자율주행차(AV) 상용화를 위한 공동 연구 및 친환경
전기버스 확대운행 구매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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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분야 지원정책
◦ 연방정부,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 세제 혜택 지원
- 일정 기준 이상 개발업체에게 인건비, 간접비 등 개발비용의 15%를 세액 공제 또는
세액 환급 지원
- 온타리오와 브리티쉬 컬럼비아(BC) 주는 가상현실, 게임 등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의
인건비 일부 세액 공제(온타리오 40%, BC 17.5%)
◦ 2013년, 캐나다 연방 이민부(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는 세계 최초
스타트업 이민제도(Stat-up Visa Program) 시행 중
- 이민부가 지정한 벤처캐피털, 엔젤투자가, 액셀러레이터 및 인큐베이터의 투자지원을
약속받은 경우에 한해 영주권 신청 가능
◦ 연방 외교부, 캐나다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CTA,
Canadian Technology Accelerator) 운영
- CTA 프로그램은 유망 스타트업 업체를 선별, 해외 사무실 단기임차, 멘토링 서비스
및 네트워킹 등 3개월 간 무료 제공
드론(Drone) 분야 지원정책
◦ 연방정부, 대학교 드론 R&D 프로젝트에 보조금 지급
- 대학교 R&D 프로젝트에 연간 C$ 2,700만 보조금을 지원

핀란드
핀란드 정부‘디지털화(Digitalization)’를 주요 정책 방향으로 설정
◦ 2015년 출범한 핀란드 現정부는 다섯 개의 주요 정책과제 中 하나로 ‘디지털화’를 선정
- 2015년부터 2025년까지 디지털화와 불필요한 규제 철폐를 통한 공공서비스, 민간부분의
생산성 성장이 주요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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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회복을 위해 독일, 스웨덴 등 대비 높은 인건비를 낮춰 생산성 향상
- 삼림, 기계 등 핀란드의 전통산업은 인구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과 높은 인건비를
극복하기 위해 설비자동화 추진 필요
◦ ‘디지털화’ 추진을 위해 ① 공공서비스의 디지털화, ② 디지털 성장환경, ③ 법조항개선,
④ 실험문화, ⑤ 관리 및 실행, 등 5가지 주요 프로젝트 설정
- IoT, 교통시스템(무인자동차, 교통량 관리 등), 정보보안, 로보틱스, 빅데이터 등 분야
포함
- 기술혁신지원청(TEKES)를 통해 연구 프로젝트 예산 지원
<핀란드 정부의 디지털화 정책 방향>

자료원 : 핀란드 총리실

러시아
‘2035 국가 기술 이니셔티브(National Technological Initiative)’
◦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한 러시아의 기술개발 로드맵
- 2016년 로드맵 추진을 위해 정부예산 80억 루블(약 1.3억 달러) 배정
2014년 푸틴 대통령지시, 2015년 7월 발표, 2016년 4월 공식 승인
- 대통령실 산하 상임위원회와 산하 실무그룹 중심으로 로드맵 작성
각 정부부처와 산하 공기업이 로드맵을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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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이니셔티브’추진 체계>

<‘국가기술이니셔티브’ 추진 주체>
추진주체

성격 혹은 역할

러시아 경제 현대화 및 혁신을
위한 대통령 상임위원회
(총리주도)

전체 로드맵 총괄, 부서간 실무그룹 조율, 실무그룹 대표 선임,
로드맵 승인, 로드맵 내 프로젝트 승인, 정부 관계자 지정 등

상임위원회 산하 실무 그룹
(대통령비서실장 및 부총리 주도)

관련 정부부처 모니터링 및 조율, 로드맵 개발 스케쥴 승인 등

신규 프로젝트 추진 전략기구
(자치 기반 비상업적 조직)
러시아벤처공사
(Russia Venture Company)
실무그룹
(Workign Group)
주요 정부부처

장기계획 수립, 전문가 회의 주재, 로드맵 개발과 수행참여
프로젝트사무소(project office)로서 프로젝트 관리 및 각
프로젝트별 조직, 정보, 금융 지원
12개 분야 12개의 실무그룹. 각 실무그룹의 대표는 저명한 기술
기업인과 담당 차관. 각 그룹에는 기업인, 기술자, 학자로 구성
에너지부, 산업통상부, 교육과학부 등 관계부처 관계자이며
실무그룹에 참가

자료원 : 국가기술이니셔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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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지식기반경제로 도약하기 위한‘RIE* 2020 Plan’추진
* Research, Innovation and Enterprise(RIE)

◦ 연구 협력 강화, 가치창조, RIE 인력 강화
- 다양한 주체 간 협력으로 기초연구 및 특정 연구에 대한 전략적 투자 장려
- 스마트네이션 구축을 위해 민관 연구 협력, 기업들의 신기술 역량 강화 지원
- 민간 및 공공 부문 내 혁신 우수(국, 내외) 인력 유지
◦ 우수한 팀과 아이디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펀딩 규모 확대
- 퍼블릭펀딩 및 화이트 스페이스 펀딩(S$16억/RIE 2015에서 S$25억/RIE 2020)
◦ 1990년대부터 지식기반경제(knowledge-driven economy)로 거듭나기 위한 연구개발
(R&D) 프로젝트를 5개년 계획으로 추진
기간(연도)

프로그램명

예산(S$)

1991∼1995

National Technology Plan 1995

20억

1996∼2000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Plan 2000

40억

2001∼2005

Science & Technology 2005 Plan

60억

2006∼2010

Science & Technology 2010 Plan

135억

2011∼2015

Research, Innovation and Enterprise(RIE) 2015 Plan

160억

2016∼2020

Research, Innovation and Enterprise(RIE) 2020 Plan

190억

자료원 : 싱가포르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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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E2020 Portfolio>

자료원 : RIE 2020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Industry Transformation Map(ITM)’ 프로그램 추진
◦ 경제여건 악화, 글로별 경쟁 심화 등 외부요인과 국토 및 인력 제한이라는 내부 요인
극복을 위해 산업별 성장 및 경쟁력 강화
- 2016년 싱가포르 정부 S$ 45억 투자 발표
◦ 총 23개 산업을 선정. 2017년 2월 현재까지 23개 산업 중 6개 산업 전략 발표하고
17개 산업 전략은 올해 안 발표 예정

대만
기존 산업·경제 성장모델 전환을 위한‘5+2 혁신산업’전략
◦ 사물인터넷, 녹색에너지(태양광), 바이오테크, 스마트기계, 방위(항공우주), 신농업,
자원순환 등 7대 신산업 대상
◦ 2017년 3월 현재 사물인터넷, 스마트기계, 태양광 세부발전 계획 발표, 기타 산업은
향후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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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혁신산업’전략 세부발전계획>
구분

내용
ㅇ 아시아 · 실리콘밸리 추진방안(亞洲 ‧ 矽谷)
- (추진배경) IT(정보기술)에서 IoT(사물인터넷)으로의 구조조정
- (시행기간) 2016년∼2023년(8년간)
- (전략 ․ 정책) 산업발전환경 조성(인재유치·양성, 법규 제·개정, 자금지원 등), R&D

사물인터넷

기지화 추진(국내외 산학협력 ·교류 강화), 사물인터넷(IoT)가치사슬 구축(H/W · S/W
상호보완성 강화), 스타트업 활성화 플랫폼 구축(스마트화 시범단지 마련 등)
- (주요목표) 대만의 글로벌 IoT 시장점유율 확대*, 글로벌 기업의 對대만 투자유치
2건 달성, 국가차원의 시스템통합기업 3개사 육성 · 설립, 대만 내 R&D센터 설립
또는 창업성공사례 100건 달성, IoT산업지식 사이버강좌 플랫폼 구축
* 3.8%(’15년) → 4.2%(’20년) → 5%(’25년)
ㅇ 스마트기계산업발전방안(智慧機械產業發展計畫)
- (추진배경) 타이중(台中)을 거점으로 공급사슬 수직통합을 강화해 스마트 기계의
산업화와 산업의 스마트 기계화 촉진
- (추진경과) 전담반인 스마트기계추진사무실(智慧機械推動辦公室)을 설치*, 2017년

스마트 기계

50억 예산을 편성해 재정적 지원 예정
* 인재양성네트워크 구축, 산업혁신연구개발 가속화, 판로확대 지원 등 노력
- (전략 ‧ 정책) 반도체․항공우주 산업을 우선 대상으로 추진하고 향후 중국 ‧ 동남아
지역에 턴키방식 수출로 글로벌 경쟁력 향상*
* 대만기계산업협회는 시범 스마트팩토리를 기존 6곳에서 12곳 확대 목표
ㅇ (태양광) ‘태양광 발전기 설치확대 2개년(2016.7∼2018.6) 프로젝트’로 내수확대 및
산업발전 촉진 계획

태양광

- (설치목표) 2018년까지 1,520MW, 2025년까지 20GW
- (기대효과) 투자유치 : (2018년) 912억 NTD, (2025년) 1조 2천억 NTD, 고용창출 :
(2018년) 약 9천 명, (2025년) 약 10만 명

※ 과거 마잉주 前 총통 시절 독일 Industry 4.0을 벤치마킹해 만든 ‘생산력(生産力) 4.0’은
정권 교체 후 유명무실한 상황
◦ 9년간(2016∼2024) 제조업‧서비스업‧농업 등 3대 산업 업그레이드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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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Digital India(디지털 인디아)’ 정책
◦ 디지털 인프라의 확충, e-거버넌스의 구축 목표
- 모디 정부의 제조업 육성전략 ‘Make in India’의 세부 정책
* 디지털 인프라 구축, 디지털 임파워먼트, 수요 맞춤형 정부 서비스 제공, 산업진흥 부문 등 세부
대책 발표

◦ 특히, ‘IoT 정책’을 발표, 세제·금융·개발 생태계·마케팅 등 지원책을 통해 국가
차원의 IoT산업 적극 육성
- 현재 56억 달러 규모에서 2020년 150억 달러(전 세계 비중 20%) 목표
* 섬유, 보석, 기계, 장비, 우주 항공 등 25개 중점 육성 산업 부분과 연계

‘New Design, Innovation and R&D’, Start-up India
◦ 창업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Start-up India 정책 추진
◦ 인도 스타트업 기업 수를 2015년 4,300개에서 2020년까지 11,500개 확대

멕시코
2013~2018 혁신 프로그램(Programa de Desarrollo Innovador 2013~2018)
◦ 現엔리케 페냐 니에토(Enrique Pena Nieto) 멕시코 대통령은 5대 국정 과제 중 하나로
멕시코의 산업발전을 위한 ‘혁신 프로그램’을 제시
- 산업 육성을 통해 대외경제에 취약한 내수경제 강화 목표
- 4차 산업을 별도로 규정한 산업 정책은 없으나, 전체 산업 육성의 틀 안에서 지원
가능하도록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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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경쟁력 및 생산성 향상 프로그램(PPCI)
◦ El Programa para la Productividad y Competividad Industrial
정부의 기업 지원활동으로 기업 당 최대 100만 페소 지원 가능
프로그램 개요 기업이 생산력 향상 프로젝트 진행 시 정부가 비용의 50%를 100만 페소 내에서 지원
기업이 정부를 방문해 프로젝트에 관해 설명하고 정부가 타당성 판단
직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지원
제품에 대한 인증 및 재인증 지원
지원방안

기업 간의 협업을 증진해 생산성을 향상
제품 차별화 방안 지원
부문별 제품 향상 전략 추진
혁신센터 설립
한시적인 정부 보조금 지급 사업
프로젝트는 1년 이내(12개월)에 완료되어야 함

특징

한번 지원한 프로젝트에 재 지원하지 않음
지원금은 프로젝트에만 사용해야함
지원금은 채무 상환, 관리비, 건설비, 출장경비, 식비 등으로 지출할 수 없음
회사 당 1년에 1번 밖에 지원할 수 없음

IT 산업지원 프로그램(Prosoft)
◦ El Programa para el Desarrollo de la Industria de Software
프로그램 개요

멕시코 경제부 주도로 운영, IT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
프로젝트 당 1,500만에서 5,000만 페소까지 지원
기업이 혁신센터 등 준 공공기관 건립 지원
4차 산업 기술 및 산업모델을 받아들이고 발전시킴
* 산업발전을 위한 스마트 센서 기술

지원방안

*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다양한 사물의 결합을 통한 생산성 및 물류기능 향상
* 사물인터넷을 통해 축적된 정보를 빅데이터로 활용
정부가 벤처기업의 신용 보증
IT산업의 부가가치 창출 증진을 위한 각종 지원
소프트웨어 개발 및 통합 소프트웨어 재생산 지원
영상산업 및 미래 서비스 산업 지원

특징

애니메이션 창작 활동 지원
비디오 클립 등 영상관련 활동 지원
호스팅 서비스 및 전자 데이터 처리 서비스 지원
컴퓨터 서비스 시스템 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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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스타트업 칠레(Start-up Chile)’
◦ 2010년부터 전세계 혁신 창업가 유치 및 경제적 지원을 통해 칠레가 ‘혁신주도경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전자상거래 19%, IT 및 기업용 소프트웨어 17%, 모바일 및 Wireless 9%로 대부분
ICT 기업이 차지
<칠레Start-up 참가기업>

자료원 : 칠레 경제진흥관광부 보고서, 2016년 기준

‘디지털 어젠다 2020 : 모두를 위한 디지털 칠레’
<디지털 어젠다 2020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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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방침

조치 / 추진기관 / 예산(‘16년 기준) / 지원 대상

진행률

SIDRA(보건네트워크 정보시스템) 의료기록 전자화(공공보건 시스템에
등록된 환자 80%의 의료기록 전자화, 환자의 5% 의료기록 공유화)
- 추진기관 : 보건부 보건네트워크차관실
- 규모 : (US$) 미공개
- 대상지역 : 전국

52%

공공보건 시스템 내 원격의료 강화(‘신장학’과 ‘뇌혈관사고 CVA’
2020년까지 20개 보건기관에서 실시)
- 보건부 보건네트워크 차관실
- (US$) 미공개
- 대상지역 : 전국

10%

칠레가 비교우위 혹은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는 광업,
농업, 수경재배, 운송 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 산업 강화
- 경제개발관광부 생산진흥청(CORFO)
- (US$) 737,500
- 대상지역 : 전국

55%

스마트시티를 위한 로드맵 구상(Car sharing, Bike Santiago,
지진모니터링시스템 및 지문 · 안면인식 시스템 도입 구상, Do Smart
City Santiago 2016 개최 등)
- 내무·공공안전부 산티아고지역정부(GORE)
- (US$) 미공개
- 대상지역 : 산티아고

69%

ICT 부문 발전
촉진

'창의산업전략프로그램(Programa Estratégico de Industrias
Creativas)'의 지원 하에 디지털 컨텐츠 제작 및 진흥을 위한 Work
Desk 개최
- 국가문화예술위원회
- (US$) 10,332
- 대상지역 : 전국

84%

디지털 혁신과
기업가 정신
육성

‘디지털혁신및기술이전센터’ 3곳을 북부, 중부, 남부 핵심 지역의
대학교와 연계하여 설립
- 경제개발관광부 생산진흥청(CORFO)
- (US$) 미공개
- 대상지역 : 전국

41%

기술 이용을
통한 정부
부문별 정책
지원

기업의
디지털화

칠레‘과학기술부 창설’
◦ 바첼렛 대통령, 2017년 1월에 개최된 ‘제6회 칠레미래회의’에서 과학기술부 신설 법안에
서명할 것을 공표
◦ 원자재 수출 의존 경제에서 탈피한 새로운 생산 모델의 개발과 교육 시스템 강화를
통한 과학기술의 사회적 공고화가 국가적으로 매우 시급한 과제임을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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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2016년 11월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 행동계획(Action Plan) 발표
◦ 4차 산업혁명 기술 개발을 위한 법적 제도와 규제 장치 마련
- 민관협력 기반 새로운 시장 조성, 범세계적 공조 등이 주요 골자
◦ 6개의 핵심 과제는 2016년 11월 두바이에서 개최된 세계미래위원회(Global Future
Councils, WEF 산하 회의)에서 공개됨
① (과제 1) 4차 산업혁명위원회(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ouncil) 구성
- 정부, 공공기관, 민간부문을 포괄하며 UAE 내각이 운영
② (과제 2) 프레임워크 구축
- UAE정부는 WEF와 협력하여 4차 산업혁명 구현에 필요한 법적근거 마련, 새로운
기술과 제품에 대한 새로운 시장을 조성 목표
③ (과제 3) 4차 산업혁명위원회 운영 통한 기술구현 이행책 마련
- 동 위원회를 통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경제와 지식관련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기술 구현 대책 마련
④ (과제 4) 걸프지역 정부, WEF 참여국과의 지식 교류 프로그램 마련
- 5,000여명의 학자, 민관전문가 등이 참여할 예정
⑤ (과제 5) 기술 실험, 시범운영에 있어 테스트 베드로서의 UAE 역할 강조
- 4차 산업혁명 관련 시장형성과 상품개발의 가속화를 위한 UAE 내 신기술 도입과
시범운영 노력을 강조
⑥ (과제 6) UAE의 국가비전에 4차 산업혁명 준비 포함, 지원 노력 경주
- WEF와 협력하여 UAE 장기 국가경영 이념인 ‘비전 2021’*의 일부로 4차 산업혁명
준비를 포함
* UAE는 건국 50주년인 2021년까지 경제구조 다변화와 신산업 육성을 통한 선진 경제 진입을
목표로 하는 ‘비전 2021(Vision 2021)’ 발표(2010년), 지식기반 경제 구현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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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국가 주도 정책 및 전략은 없으며, 대학 연구소 등 통한 논의 시작
◦ 이스라엘 테크니온 대학 기술정책연구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정책마련 연구
개시
- 교수진, 정부 관계자 등 30여 명 회의 참가, 4차 산업의 중요성과 향후 혁명 시대를
대비한 진출전략, 관련 교육 강화, 정부 정책 등의 주제로 논의
◦ 이스라엘 경제지 ‘The Marker’, 이스라엘의 4차 산업육성 정책이 시급, 현 정부의
조속한 관련 정책 마련 필요 역설

- 37 -

Global Market Report 17-014

산업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

2

일본
IoT Lab Selection : 공모를 통한 우수 IoT 프로젝트 지원
◦ 경제산업성의 ‘IoT 추진 연구소’ 주관으로 IoT를 활용한 우수 프로젝트를 선정,
표창하는 프로그램
- 2017년 2월 말까지 3회 실시, 150개 이상의 프로젝트가 참가 신청
◦ 선정된 프로젝트는 자금, 멘토 파견, 관련 규제 재검토 및 표준화의 관점에서 민간
금융 기관과 벤처 캐피탈 등 민관 협조로 지원
- 제 1회 그랑프리를 수상한 고속 지문 매칭 기술의 리퀴드 社는 동 프로그램을 통해
방일 여행객의 호텔 투숙 인증 원활화 실현
* 이케부쿠로 프린스 호텔에서 지문 인증을 통한 방일 관광객 환대 프로젝트 시작

<리퀴드의 지문확인을 통한 방일 관광객의 개인 인증>

자료원 : IoT 추진 컨소시엄 자료 등

리커런트(recurrent) 교육 추진
◦ OECD가 1970년대에 제창한 평생 교육의 한 형태
- 정규 교육을 마친 사회인이 필요에 따라 교육 기관으로 다시 돌아와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순환·반복적인 교육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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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IT 인재가 부족해 제 4차 산업혁명 대응 어려운 실정
- 2016년 경제산업성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이 되면 최대 37만 명의 관련 인력 부족
전망, 특히 미국에 비해 고급 인재가 부족한 상황

독일
최고 클러스터 경연대회(독일연방교육연구부, BMBF)
명칭

Spitzencluster Wettbewerb (영문, Leading-Edge Cluster Competition)

연혁

2007년부터 총 3회 개최되어 지금까지 총 3억 6,000만 유로 지원
- 지원 규모 : 클러스터 당 5년간 최대 4천만 유로 지원

내용

- 선정 방법
외부 전문심사위원단이 1～2년 동안 최대 5개 클러스터
해당 산업 분야의 장래성 및 혁신역량
- 지역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이해 관계자간 긴밀한 협력을 통한 혁신 역량 향상

효과

- 경제, 사회적인 도전 과제 공동 해결을 통한 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
- 제조 중심지로서의 입지 강화
- 현재까지 3차에 걸쳐 총 15개 첨단 클러스터가 선정되었음

참고 정보

- 2,000명의 전문가 및 기업인이 약 1300개의 프로젝트에 참여
* 예 : it's OWL, Software-Cluster, MicroTEC Sudwest, Electric Mobility South-W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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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내 Spitzen Cluster 분포도>

자료원 : 독일연방교육연구부 BMB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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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첨단 클러스터>
 Digitisation, production and communication
Cool Silicon (Dresden)
it’s OWL. Intelligent Technical Systems OstWestfalenLippe (Paderborn)
MicroTEC Sudwest (Freiburg)
Software-Cluster (Darmstadt)
 Energy and resource efficiency
BioEconomy Cluster (Halle, Saale)
Forum Organic Electronics (Heidelberg)
Solarvalley Mitteldeutschland (Erfurt)
 Health
Biotech Cluster Rhine-Neckar (BioRN), (Heidelberg)
Cluster for Individualized ImmuneIntervention (Ci3) (Mainz)
Medical Valley EMN (Erlangen)
Munich Biotech Cluster m4 (Muenchen)
 Mobility and logistics
EffizienzCluster LogistikRuhr (Mülheim an der Ruhr)
Electric Mobility South-West (Stuttgart)
Hamburg Aviation (Hamburg)
MAI Carbon (Augusburg)
* 주 : 괄호안은 클러스터 본부 소재 도시

◦ Industry 4.0 핵심 클러스터 : it's OWL (OstWestfalenLippe)
- 2011년 설립되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174개 회원 보유
주요 기업

Beckhoff, Claas, DMG Mori, Harting, Lenze, Miele, WAGO 등

연구분야

생산자동화, 기계 drive solution, 에너지효율 창고 물류, 자원절약 산업 세척(Industrial
Cleaning), 스마트그리드 에너지관리 등

홈페이지

www.its-owl.de/home

참고정보

it's OWL은 독일연방교육연구부가 주관하는 최고 클러스터 경진대회에서 2012년 2월
최고 클러스터로 선정됨. 최고 클러스털 선정되면 최대 4,000만 유로 지원받음

정부 조달 시, 혁신 제품 및 솔루션 구매 우대
◦ 공공 기관 및 정부 부처 조달 구매 시 기업들의 혁신 제품 및 IT 솔루션 구매를
촉진으로써 기업들의 적극적인 R&D 및 기술혁신 참여 유인 제공
- 독일 정부 조달 규모는 연 3,000억 유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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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 제품 조달 촉진을 위한 센터 설립, 연방 자재관리 구매물류협회가 운영
센터명

Centre of Excellence on public procurement

홈페이지

http://en.koinno-bmwi.de

Industry 4.0 플랫폼 산하 법적 프레임워크 연구팀 운영
◦ 혁신에 도움이 되는 법적 기반과 여건 제공을 위한 연구 진행
- Industry 4.0 플랫폼 산하 5개 실무 연구 그룹(Working Group)내 법적 프레임워크
(Legal framework) 연구팀 운영
◦ Industry 4.0의 핵심 법적 이슈 중의 하나는 데이터 관련 이슈임
- 데이터 보안 및 책임, 데이터 이용, 소유권, 보호 문제 등
<Industry 4.0 플랫폼 Working Group>
그룹명

주제

Working group 1

참조, 아키텍처, 표준, 규범(Reference architectures, standards and norms)

Working group 2

연구, 혁신 (Research and innovation)

Working group 3

네트워크 시스템 보안(Security of networked systems)

Working group 4

법적 프레임워크 (Legal framework)

Working group 5

일, 교육, 훈련 (Work, education, training)

중소기업 기술개발 프로젝트 지원(독일연방경제에너지부, BMWi)
명칭

Central Innovation Programme for SMEs (독일어 약칭 ZIM)

목적

기업의 혁신 역량 향상 및 경쟁력 강화

대상

- 혁신적이고 시장성 있는 R&D project 4,500건/年
- 기술 및 연구 분야에 특별한 제한이 없음.
- 기업 내 연구 프로젝트, 기업 및 국내외 연구기관과 공동 연구 프로젝트

효과

- 산학연간 네트워킹을 통한 기술협력 촉진
- 기술 혁신을 통한 시장성 있는 제품 개발, 프로세스 및 서비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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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양성
◦ 이론 및 실습을 병행하는 이원 교육(dual training scheme)
- 중소기업과 공립 직업학교 간 협력
- 1969년 직업훈련법(Vocational Training Act) 제정, 2005년 개정
- 독일상공회의소가 교육 및 이수 자격증 관리
- 현재 330개의 직종에서 표준화된 교육, 시험, 자격인증
◦ 독일 연방교육연구부, 2013년 12월 Spain, Greece, Portugal, Italy, Slovakia, Latvia
등과 업무협정(MOU) 체결
자율주행차량 연구 인프라 지원
◦ 연방 내각, 2015년 6월 자율주행 라운드테이블(Automated Driving Round Table)에서
‘자동화 & 네트워크 운전 전략’ 입법안 통과
- 자율주행 라운드테이블은 연방교통부, 정부 부처, 산업협회, 소비자협회, 보험 업계
및 관련 연구단체 등이 참여해 공감대 형성
◦ ‘Digital Test Field’가 Holledau 인터체인지(Autobahn A9, A93 교차 지역)에 2015년
8월부터 시험구간운영
- 기업, 연구소는 실제 상황에서 자율주행 차량 시스템 및 기술 시험(센서, Car to Car
통신, 측정기 등) 가능
◦ 시험구간 내 차량 흐름, 통행량, 속도, 운전행태 정보를 실시간 입수할 수 있는 레이더
센서 설치 예정
◦ 자동화 및 네트워크 운전 전략은 인프라, 법률, 혁신, 네트워킹, 사이버 보안 및
데이터 보호의 5가지 영역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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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Holledau 인터체인지>
* 뮌헨 북쪽 62km, Ingolstadt 남쪽 36km지점)
- 뮌헨은 BMW, Ingolstadt는 Audi 본사 소재

<자율주행 시험구간 도로표지판>
* 이미지원 : Merkur 신문

중국
4차 산업 혁명에 대비한 시범단지 및 산업단지 선정
◦ 국내외 ICT관련 기업의 입주 지원 및 R&D투자, 지식재산권 관리, 정부 주도의 국제
컨퍼런스 개최 등
- 사물인터넷(IoT) 시범기지(우시, 충칭시), 전자상거래 시범도시(항저우, 상하이 등),
미래 혁신산업 기지(선전시) 등
- 2015년 중국의 특허 출원 건수(2.98만 건)는 미국(5.74만 건), 일본(4.42만 건)에
이은 세계 3위 수준
◦ 인재육성 및 스타트업 장려. 2020년까지 1.8억 명의 산업인재 육성 목표, 베이징
중관춘을 비롯한 주요 대도시에 벤처단지 육성 등
- 해외유학 인력의 기업설립 시 소득세 감면, 400억 위안의 국가신흥산업 창업투자
인도기금, 엔젤투자 리스크 보상 관리 등 지원
- 2015년 창업기업은 443.9만 개, 2016년에는 552.8만 개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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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차원의 해외 M&A 장려
◦ 선진기업의 기술과 특허 취득, 해외진출을 위한 교두보 활용
- 대외무역발전 ‘13.5규획’에서 해외 M&A를 통한 핵심기술 확보 장려
- 2016년 3분기까지 M&A 규모는 1,739억 달러로 전년대비 68% 증가, 세계 최대
M&A국으로 부상
* 중국 가전기업 MIDEA는 독일 산업용 로봇 회사 쿠카(KUKA)의 지분 38.6% 확보, 최대 주주로 등극

영국
혁신 바우처 제도(Innovation Voucher)
◦ 이노베이트 UK는 중소기업 혹은 스타트업 기업에 아이디어 상품화,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연구 ‧ 개발, 시제품 개발 등에 5천 파운드 지원
- 첨단 ‧ 기반 기술, 인프라, 보건 및 생명과학, 제조 및 원료 등에 지원
- 아이디어 상품화 컨설팅, 시제품 개발, 제품 테스트, 전문기관 조사 ‧ 연구 의뢰 등에
사용 가능하며, 기기 구매, 웹사이트 개선 등의 용도로는 사용 불가
고급기술 비자제도(Tech Nation Visa Scheme)
◦ 테크시티 UK는 고급기술 인력에 발급되는 Tier 1 Exceptional Talent 비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 세계 우수 인재들의 영국 유치 장려
- 취업 확정 전이라도 테크시티 UK로부터 ‘전문 인력’ 인증을 받으면 비자 발급 신청
가능
◦ 발급 대상 분야는 데이터 전문가, 인공지능/머신러닝, 사이버 보안 등 26개로, 체재
가능 기간은 최대 5년 4개월, 만기 후 5년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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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지역 생태계를 중심으로 한 개방형 혁신 플랫폼 구축
◦ 네덜란드는 9개의 선도 산업을 국가 미래산업으로 지정, 첨단 산업 중심산업간 기술
융합 추진
- 농식품, 원예, 첨단기술(HTSM), 에너지, 물류, 창의산업, 생명 과학(LS&H), 화학, 물 산업
◦ (동부) HTSM 전문 연구기관이 다수 포진, 기업과 연구소별 워크샵 및 공동 프로젝트
등 스마트 산업에 대한 정보 교류 및 혁신 주도
* 북브라반트 주 메인터넌스 벨리(Maintenance Valley)는 첨단기술 제조업 클러스터로, 네덜란드 내
관련 직업의 7% 창출

◦ (북서부) 암스테르담, 레이든 등 대규모 집합도시 중심으로 헬스밸리를 조성하여 첨단
생명과학 산업 발달
* 레이든 바이오사이언스파크(Bio Science park Leiden)는 네덜란드 최대 생명과학 클러스터인 헬스
벨리로 93개의 생명과학 관련 의료 기업 및 기관 입주

◦ 연구개발(R&D) 단계에서 컨소시엄을 구성, 실질적인 연구 프로젝트 수행으로 이어져
스마트 인더스트리 정책 현실화
- 네덜란드 첨단기술 산업은 2019년까지 80억 유로 규모의 R&D 투자 유치와 2025년
까지 746억 유로 수출, 관련 일자리 46만 개 달성을 목표
<네덜란드 지역별 산업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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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협동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 기관, 스타트업 델타(Startup Delta)
◦ 2014년부터 정부기관, 국내외 기업과 연구소를 연결한 오픈이노베이션 스타트업 생태계
- 모바일(암스테르담), 스마트항구(로테르담), 보안기술(헤이그) 등 네덜란드 13개 도시별
특화산업을 지정하고, 에라스무스 기업가정신 센터(ECE)를 중심으로 필립스, ING,
KLM 등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10개 기업이 참여한 혁신 환경을 조성
◦ 스타트업 관련 종사자 간 연결을 통한 정보 교환, 전 세계 스타트업 생태계(실리콘
벨리, 텔아이브 등)와도 제휴
- 미국 스타트업 인큐베이터인 ‘와이콤비네이터(Y combinator)’와 네덜란드 인큐베이터
‘예스델프트(YES!Delft)’간 네트워크 연계로 정보 교류

호주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대비한 인재 육성
◦ 호주 정부는 2016년부터 5년간 5,100만 달러 예산을 지원해 초등 학교 5학년과 중학교
7학년에 온라인 컴퓨팅 프로그래밍 코딩과목, 9학년과 10학년에게는 ICT 여름방학
수업 개설
- 4~12학년 대상으로 ‘Cracking the Code’라는 전국 대회를 개최해 IT 역량을 배양하고,
교내 IT 수업 강화를 위한 교사 육성
◦ 2016년부터 4년간 정부는 8400만 달러의 예산을 들여 호주 내 디지털 및 과학 능력과
기술, 그리고 생명공학 분야 지원 확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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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 확대
◦ 2017년 1월, 캐나다 과학부는 2018~20년, 3년간 각 대학에서 추진하는 94건의 R&D
프로젝트에 C$ 5천만 지원 예정
- 추진 분야 : 자율주행차, 5G 이동통신, 신재생에너지, 무인잠수정 등
◦ 주요 은행 및 대기업 주도로 NEXT Canada(인공지능분야 비영리 연구기관)가 추진하는
기술 개발 프로젝트 ‘NextAI’에 C$ 500만 투자
- 유망 인공지능 스타트업에 각 C$ 20만을 지원하고 연구개발 멘토십 및 교육 프로그램
도입
◦ 연방정부, 캐나다 대학의 R&D 프로젝트에 연 C$ 2,700만 보조금 지원
* 2015년 뉴브런스윅 대학교의 ‘드론 리서치 프로젝트’에 약 C$ 10만 지원 등

핀란드
핀란드 기술혁신청(TEKES), 5th Gear(5G 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램) 지원
◦ 5세대 통신 네트워크 시장의 입지 강화를 위해 2014년 4분기부터 5년 간 총 1억 유로의
예산 계획, 5천만 유로를 TEKES 기금 활용
- 기업, 대학, 연구기관들이 참여, 다양한 연구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 2017년 3월까지 총 68개(연구과제 및 기업 프로젝트)의 프로젝트가 진행 중
◦ 5G 테스트 네트워크 핀란드(5GTNF)를 통해 범국가적인 5G 플랫폼 개발
- 핀란드에 세계최고의 5G 연구 환경 제공 목적
- 노키아, 에릭슨, 화웨이, 인텔 등의 다국적 제조업체들과 오울루대학교, 헬싱키대학교,
알토대학교, 탐페레 공대 등 대학 연구기관, VTT와 같은 정부 연구기관이 공동 사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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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테스트 네트워크 핀란드 개요>

자료원 : TEKES

산업별 혁신 클러스터 운영
◦ 민간기업과 연구기관 간 공동 연구
참여 기관

CLIC
(http://clicinnovation.fi/)

RYM
(http://rym.fi)
Salwe
(http://www.salwe.fi/)

공동 연구 분야
- 분야 : 바이오경제, 클린테크
- 에너지 회사(Neste, Fortum, Gasum 등), 삼림 회사(Stora Enso,
Metsä, UPM 등), 기계회사(ABB, Andritz 등) 30개 기업과 17개
연구기관(알토대학교, 헬싱키대학교, 탐페레 공대, 라페란타 공대,
VTT 등) 참여
- 분야 : 건축
- 43개 기업과 4개 도시, 6개 연구기관들 참여
- 분야 : 헬스케어
- 33개 회사와 14개 연구기관들이 참여

DIMECC
(http://www.dimecc.com/)

- 분야 : 디지털, 인터넷, 소재, 엔지니어링 등
- 70여개 회사와 연구기관들이 참여

FIIF
(핀란드 산업인터넷 포럼,
http://www.fiif.fi)

- 분야 : 산업인터넷
- 272개 회사와 연구기관들이 참여, 공작기계, 운송 장비, 엔진,
전자기기, 의료, 에너지 분야의 산업 인터넷 육성 연구

ROSE Project
(http://roseproject.aalto.fi/en/)

- 분야 : 의료, 건강분야의 로보틱스
- 알토대학교 등 6개 대학과 V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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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Bharat Net 프로젝트  Wifi 보급
◦ 2017~18 연방정부 예산(안)에 Wi-Fi 보급을 통해 고속 광대역 연결망 구축을 위한
Bharat Net 지원 계획 발표
◦ 도시지역 스마트폰의 폭발적인 보급에 따른 통신수요에 대응하고 상대적으로 소외된
농촌지역에 고속 광대역 연결망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인도 전체의 디지털화 및
보급을 목표
BHIM, Aadhar 결재 시스템 사용 촉진
◦ BHIM은 National Payments Corporation(NPCI)에서 제공하는 UPI(Unified Payments
Interface)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지불 솔루션
- 휴대 전화번호와 연결되어있는 은행 계좌에서 UPI 기반 결제에 가입한 경우, BHIM
앱을 사용하여 디지털 거래 가능
◦ Aadhar는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유사한 기능을 하며, AEPS(Aadhaar Enabled Payment
Service)는 Aadhaar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결제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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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규제 개혁 및 해소 사례

3

미국
‘자율 주행차’관련 법제화 및 규제 완화
◦ 미국 11개주와 워싱턴 DC는 2016년 자율주행차에 대한 법령 마련
- 미시간 주는 2016년 12월 9일 미국 최초로 자율주행차의 주문형 네트워크 사용(예 :
우버) 및 판매 등을 허용하도록 규정 완화
* 11개 주 : 앨라배마,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루이지애나, 미시간, 네바다, 노스다코타, 펜실베이니아,
테네시, 유타, 버지니아

◦ 애리조나와 매사추세츠 주,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허용 행정명령 발동
핀테크 기술 및 디지털 거래 활성화를 위한 혁신 정책
◦ 금융기관 및 회사가 새로운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가 합법인지에 대해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를 통해 소비자 금융 보호국에 사전 질의하면 합법 여부를 결정해
통보토록 결정
◦ 소비자 금융 보호국은 전통적 선불카드, 전자지갑, 개인 간 지불 상품, 기타 전자
계정을 포함하는 선불 금융상품에 대한 최종 규칙 마련, 2017년 10월 1일 발효될 예정
* 전자기금이체법(Electronic Fund Transfer Act)에 의거 소비자에게 추가적인 연방 정부 차원의 보호
목적으로, 제3자 벤더 업체 감독에 중점을 둔 규제

일본
‘그레이존 해소 제도’와‘기업 실증 특례 제도’로 규제 완화
◦ 2014년 일본 경제산업성은 기업 스스로 정부 규제의 재검토를 제안 할 수 있는 미니
규제 완화제도로서 ‘그레이존 해소 제도’와 ‘기업 실증 특례 제도’ 도입
- 그레이존 해소 제도 : 법률적으로 규제 여부가 불확실한 사업에 대해 감독 관청으로부터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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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실증 특례 제도 : 기업 스스로가 규제 완화를 제안, 예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
◦ 상기 제도는 엄격한 규제가 남아있는 의료·보육 및 교통 등의 분야에서 스타트업의
기업 설립과 대기업의 업무 확대에 활용
- 동 제도가 시작된 2014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총 103건의 사례가 신청되었고,
이 중 90%(92건)가 ‘그레이존 해소 제도’
- ‘기업 실증 제도’의 경우, 규제 완화 방안을 기업이 스스로 발굴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정부의 판단
* 개선 방안으로 법률이 정하지 않는 혁신적인 비즈니스에 대해 규제 적용을 일시 정지 시키는
‘레귤라토리 샌드박스 제도’ 검토 중
(참고) 기업 실증 특례 제도 및 그레이존 해소 제도의 활용 실적
http://www.meti.go.jp/policy/jigyou_saisei/kyousouryoku_kyouka/shinjigyo-kaitakuseidosuishin/r
esult/release.html

‘샌드박스형’ 특구 창설
* 샌드박스(Sandbox) : 컴퓨터 보안 기술로 보호된 영역 안에서 프로그램을 작동시킴으로써 그 외의
영역에 악영향이 미치는 것을 방지하는 보안 모델

◦ 일본은 2013년 국가전략특구를 창설하였으나 현실적인 제약이 상존하여, ‘샌드박스형’
특구로 재편하는 방안 마련 중
- 자동주행·자동비행 등 분야에서 일정한 성과를 올리기도 했으나, 특구 내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복잡한 절차 등으로 부족하다는 평가 받아옴
- 실제 일본 핀테크 기업이 자국의 규제를 피해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등으로 자유도가
높은 싱가포르로 진출하기도 했음
◦ 도쿄도, 하네다 공항 주변을 ‘자동운전 기술실험’ 위한 ‘샌드박스 특구’로 정비해 2025년
완전 자동 운전 실용화 지원
- 코이케 도쿄도지사 “2020년 도쿄올림픽까지 자동 운전 실현 목표”
- 특구에서는 ‘사람이 관여하지 않는 원격 조작’ 실험도 가능하도록 현행 규제 완화
- 또한, 일본 경시청은 ‘17년 중 특구 이외에서도 “원격으로 제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운전자가 타고 있지 않아도 자동 운전 실험이 가능하다”는 지침 마련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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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E-헬스법(Das E-Health-Gesetz)
◦ 보건 분야의 안전한 디지털 정보교환을 위한 증진법
- 의료보험 가입자의 온라인 행정데이터 업데이트(예: 이사) 공유
- 2018년부터 전자 의료보험카드 내 입력된 개인 진료 데이터(의사 진단서, 긴급 구조를
위한 개인 데이터, 의약품 정보 등) 제공
* 긴급 상황 발생 시 생명 구조 지원
- 의약품 복용 계획(최소 28일 이상 복용하는 의약품 관련) 데이터
* 위해한 의약품 부작용 방지
주요
내용

- 알러지 및 환자의 질환 정보 제공
* 예 : 일일 혈당 수치 기록
- 텔레메디슨(Telemedicine)을 통해 활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 지원
- 환자에 대한 진단 및 치료법의 용이한 정보 제공
* 2017. 4.1부터 온라인상으로 엑스레이 결과 통보 가능
* 2017. 7.1부터 온라인 비디오 의료 상담 가능
- 전자 의료보험카드 정보에 대한 접근은 의료 진료 제공 목적 하에만 사용 가능하며,
접근 권한도 법적으로 규정된 자(특히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만 허용
* 환자의 동의 하 개인 정보를 전자 보험카드에 저장 가능
- 2017년 3월 스마트폰 및 모바일 기기 활용 관련 사용자의 온라인 진찰 기록 정보 접근

시행
계획

권한 테스트 및 의료분야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테스트 결과 연방의회에 제출 예정
- 2018년 중반 이후 개인 및 종합병원의 텔레매틱(Telematic) 인프라 네트워크 연계 작업
완료 전망

2017년 1월, 자율주행법 도입 결정
◦ 이미 자율주행자동차의 테스트용 주행은 가능, 일정 고속도로 구간에 한정, 특별 허가
필요
* 2015년 독일 교통부장관, 독일 바이에른주 A9 고속도로 내 무인자동차 주행 테스트 허용

- 2016년 4월 발효된 빈 협약상 보완 규정은‘언제든 운전자가 자율주행을 조정 및
차단시킬 수 있다'는 조건 하에 자율 주행 허용
◦ 주요 내용
- 운전자와 컴퓨터의 동등한 법적 지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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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자동화 주행시스템은 자율 주행 가능
* 단, ‘운전자는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자율주행 기능을 감독하고 중대한 상황에서는 직접 운전 작동을
해야한다’는 조건 명시

2017년 1월, 전자정부법(E-Government-Gesetz) 개정
◦ 독일 내각, 오픈 데이터 활용 제고를 위한 전자정부법 개정안 가결
* 일명 오픈-데이터-법(Open-Data-Gesetz)

- 목적 : 디지털화 시대 오픈데이터 자원의 활용도 제고
- 주요 내용 : 오픈데이터 접근 및 활용을 위한 기존 규정을 보완해 행정기관을 통해
수집된 특정 데이터를 적극 활용 가능
◦ 기대 효과
- 행정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개선
- 활용 가능한 행정 관련 오픈 데이터량 확대
- 교통, 날씨, 지리정보 및 각종 통계 자료 등의 무료 제공에 따른 스타트업, 중소기업의
혁신 및 신사업 모델 구축 효과

영국
차량 기술 및 항공법(Vehicle Technology and Aviation Bill)
◦ 2017년 2월 자율주행차 연관 사고 시 책임 소재 판단 기준 확립을 위해 차량 기술 및
항공 법안 발의
- 자율주행차의 경우 운전자가 없고 탑승자만 있기 때문에, 운행 중 사고 시 책임 소재
규명 및 보험 처리 어려움 해소
◦ 자율주행차 상용화는 10년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나, 기술 개발 및 시범 운영 과정에서
기업이 직면할 제약 최소화 목적
- 자율주행차 기술 선도국으로 위상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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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 2015년 영국 금융 감독청은 자유로운 금융혁신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Regulatory Sandbox)’ 도입
* 규제 샌드박스 제도 : 일정 기간(3∼6개월) 기존 금융 규제 면제 또는 변경

- 핀테크(FinTech), 블록체인(blockchain) 등 혁신적인 금융 상품 및 서비스가 규제
부담 없이 시범적용 및 평가 가능
- 2016년 24개사가 신청해 최종 18개사 시범 적용, 2017년 대상 기업 선정은 3월 중
발표 예정
◦ 기존 금융업체는 신규 사업에 적용될 금융규제에 대한 개별지도, 금융규제의 적용 면제
또는 변경을 받을 수 있는 특례 적용
- 시험운영 기간 중 감독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비조치의견서(no enforcement action
letters)’발급

이스라엘
이스라엘 정부, 스마트 교통 촉진 계획 승인
◦ 2017년 1월 자율주행차를 포함한 스마트 교통시스템 구축 계획 승인
- 자율자동차 실험 센터 설립, 연구 예산 지원, 스마트 교통 관련 중소기업 지원 등 총
3개의 핵심 과제 및 규제 검토 안 포함
- 동 계획은 5년 간 진행될 예정으로 예산 규모는 40억 NIS(10억 달러)

- 55 -

Global Market Report 17-014

III
1

주요국의 집중 육성 산업 및 제품 개발 동향
미 국

집중 육성 산업
타겟 산업

비전

정책

첨단 제조업

기업과 국민들에게 보다 많은
경제적 편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첨단 제조업 육성

▷혁신제조 기술개발을 위한 민관 협력
기관인 NNMI를 15개로 확대(현 9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 구축,
창업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정밀 의학

환자의 상태를 보다 잘 이해하고
효과적인 치료법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지원

▷정밀의학계획(PMI)에 2016년 2억 1,500만
달러를 투자하여 NIH, NCI, FDA 등의
신약 및 의료 데이터 공유 기술을 연구

뇌세포 작동 원리, 신경회로
상호작용 규명 등 인간의 뇌를
이해하기 위한 기술의 촉진

▷2016년 3억 달러를 투자하여 NIH, NSF,
DARPA 등의 연구 지원

첨단 자동차

무인자동차 개발을 통해 교통사고
90% 절감

▷운행 및 안전기준 관련 연구에 투자
확대, 기술적용을 위한 규제 개선 등

스마트시티

교통, 범죄 등 도시정보를 수집,
활용하여 삶의 질 개선

두뇌 이니셔티브

▷스마트시티 계획에 따라 안전, 에너지,
교통 등의 연구 진행, 20개 이상 도시가
참여하는 기술 활용 연구 진행

청정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기술

재생에너지, 청정에너지 개발 및 고
효율화를 통해 탄소배출 절감 및
에너지 안보 강화

▷2016년에 76억 달러를 청정에너지,
지속가능 교통기술 등에 투자

교육용 기술

브로드밴드, 클라우드 등을 활용한
혁신적 교육법 개발로 교육의 질과
성과를 향상

▷2018년까지 99%의 학생을 고속 인터넷에
연결하는 Connect ED사업 추진,
고등교육연구계획국(ARPA-ED) 설치

우주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우주비행
비용의 획기적 감소, 민간항공산업
성장 촉진

▷NASA 상업 유인 우주운송에 2017년까지
60억 달러 투자계획

슈퍼컴퓨터(HPC) 개발로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 경제성장,
건강 및 안전 등 확보

▷국가전략컴퓨팅계획(’15)에 따라 HPC
개발을 국가적으로 지원

고성능 컴퓨팅

자료원 : 백악관 ‘A 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2015)’, 과학기술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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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제품

CityIQ
미국

센서
Current, powered by GE 社

√ 스마트 시티 IoT 플랫폼에 활용되는 센서로 충격 감지, 인구 밀집도 측정, 차량 속도
제품 특징

측정 등의 기능
- 설치 지역 내 교통 및 주차 최적화, 공공안전 및 환경의식 개선과 같이 전반적인
거주 환경 향상에 활용
√ Current는 GE 社 내 스타트업으로 LED, 태양열과 같은 첨단 에너지 기술을 네트워크
센서 및 소프트웨어와 결합하여 상업용 건물과 산업 설비를 에너지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만드는 디지털 엔진 기업
- CityIQ 센서는 2017년 7월에 출시되고 올해 3분기에 CityiQ Sensors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가 활용 가능해질 예정

회사 소개

- 2017년 2월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이고 시에서 3천만 달러를 투자해 도시 내
3,200개의 가로등에 CityIQ 센서를 설치하고 전구를 Current의 LED 등으로
교체하기로 합의
- 2017년 말 추가적으로 3천개의 센서를 설치할 예정이며 샌디에고시의 연간 에너지
비용을 최대 2,400만 달러 절감하는 효과가 예상됨
* 샌디에이고 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데이터캐리어는 미국 주요 통신기업 AT&T로
선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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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dle
미국

로봇
Boston Dynamics 社

√ 6피트 6인치 크기의 몸통, 팔, 바퀴가 부착된 다리로 구성되어 인간과 비슷한 형태의
휴머노이드 로봇
- 48인치 수직 점프가 가능하고 속도와 민첩성을 갖추어 바퀴가 달린 2개의 다리로
제품 특징

시간당 9마일까지 움직일 수 있음
- 로봇이 균형을 잡으며 자유롭게 이동 할 수 있어 장애물을 피하거나 뛰어넘고
방향을 바꾸는 동작 가능
- 한 개의 손이 100파운드까지 들어 올릴 수 있어 무거운 짐을 운반 가능
√ Boston Dynamics의 창립자 Marc Raibert가 실리콘벨리 투자자들에게 Handle 로봇을

회사 소개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영상이 사전에 유출되어 큰 관심을 받은 바 있음
- Macr Raiber는 Handle 로봇 프리젠테이션에서 ‘악몽을 꾸게 할
(nightmare-inducing) 로봇의 데뷔 무대’라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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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Hoo
미국

IoT
Smartbeings 社

√ 스마트홈 허브로 스마트홈 자동화(조명, 실내온도 조절 등), 온라인 쇼핑, 화상통화,
일정관리 등 개인 비서 역할을 수행함
- 제어방식은 스크린 터치 외에도 음성인식 기능을 통한 명령, PC와 스마트폰
제품 특징

소프트웨어로 가능
- 안면인식이 가능한 360도 회전카메라, 스피커, 온도센서, SD카드, HDMI, USB,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음
- 와이파이, 블루투스, Zigbee, Zwave, 4G LTE 통신시스템 지원

회사 소개

√ 실리콘벨리 스타트업기업으로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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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ymo
미국

자율주행 자동차
Alphabet Inc. 社

√ 기능 및 성능 테스트
- 운전대나 페달이 없는 100% 자율 주행 프로토 타입
- 일반 도로 주행(2015년 시작), 총 2백만 마일(2016년 말 기준) 주행
- 현재 정부의 법규 정비를 기다리고 있으며 동시에 낙엽 등 작고 무해한 물체 식별,
제품 특징

교통 경찰 수신호 감별 등 몇 가지 보완 사항을 진행
- 폭우, 폭설, 사막 등 다양한 날씨 적응을 위해 아리조나 등으로 테스트 지역을 확장
* 자율주행차 핵심 3대 기술은 센서, 디지털 지도(Google Map/Maze), S/W로 구글이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
- 자율 주행차를 이용한 차량 공유 서비스 형태로 2017년 말에 서비스 제공 예정
√ 웨이모는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의 자율 주행차 부문이 독립한 자회사로 자율 주행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
-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캘리포니아주에 60만대의 자율주행차를 투입해

회사 소개

미국 내 최고 기록인 63만 5,868마일 시험 주행 실시
- 2016년 말 시각장애인이 동반자 없이 자율주행차를 단독으로 시험 운행하는데 성공
- 자율 주행차를 직접 개발하기보다 웨이모의 자율 주행 기술을 크라이슬러 퍼시피카
하이브리드 미니 밴과 같은 기존 자동차에 탑재하는 방식으로 운영
√ 상용화 현황 및 전망
- 자율 주행차는 최근 기반 기술 발전과 축적된 시험 운행으로 근시일내에 상용화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

비고

-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기는 향후 최대 20년 이내로 전망
√ 스탠포드 자동차연구소 크리스티안 제르데스 소장 인터뷰
- “우리는 3년 내에 자율주행차를 거리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단, 모든 위험요소를
고려할 수 없기에 노인전용타운(Senior town), 대학캠퍼스 등 제한적 구획에서 우선
상용화가 시작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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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l X
미국

3D 프린팅
Markforged 社

√ 2017 CES에서 공개된 제품으로 Markforged社 최초의 금속 3D프린터
- 원자 분산 적층 가공(ADAM: Atomic Diffusion Additive Manufacturing)방식을 통해
결과물을 출력해 냄
- Marforged의 ADAM은 많은 3D 프린터가 채용하는 주파수 분할 다중화(FDM: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방식과 비슷하게 한층씩 적층함
- 사용하는 소재는 금속분말을 플라스틱으로 감싼 금속 필라멘트
제품 특징

- 출력 과정에서 플라스틱 소재는 녹아서 사라지고, 금속분말은 소결됨
- 출력물은 클라우드 기반의 프로그램인 Eiger를 통해 레이어별로 레이저 검사를
진행할 수 있음
- 출력가능한 금속류는 17-4·303 스테인리스 스틸, 6061·7075 알루미늄, A-2·D-2
공구강, 인코넬 625, 티타늄 Ti-6Al-4V임
- Metal X가격은 기존에 출시된 금속 3D프린터에 비해 낮은 가격대로 주목받고 있음
- 동 제품은 웹사이트를 통해 주문을 받고 있으며, 제품 배송은 2017년 9월경이 될
것으로 예상

회사 소개

√ 매사추세츠주 캠브리지에 본사를 두고 있음
√ 향후 특성/습성의 자가변환(Self-Assembly)가 가능한 4D 프린팅으로 진화 예상
- MIT Self-Assembly Lab과 3D 프린팅 선두기업 스트라타시스(Stratasys) ⇒ TED에서

비고

4D 프린팅 발표
- 미국 정부 지원 아래 미국 대학연구소 3개 대학 (하버드/피츠버그 스완슨/일리노이
공대) 연구 추진 중

- 61 -

Global Market Report 17-014

Willow wearable breast pump
미국

웨어러블
Willow 社

√ 웨어러블 유축기로 브래지어 안에 착용한 채 사용함
- 일반 유축기와 달리 착유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없고, 양손이 자유로워 워킹맘도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함
제품 특징

- 유축기에는 최대 120ml까지 모유를 저장할 수 있는 일회용 팩이 들어있음
- 블루투스가 삽입되어 있어 스마트폰과 연동할 수 있으며, 모유량과 유축일자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
- 제품은 충전식으로 한 번 충전 후 최대 이틀까지 사용이 가능함

회사 소개

√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기업으로 2014년 존 장(John Chang)이 설립
√ 상용화 현황

비고

- 제품은 2017 CES를 통해 처음 공개되었음
- 제품은 Willow 웹사이트를 통해 2017년 봄부터 판매될 예정임
- 가격은 유축기 세트가 429달러이며, 일회용 팩은 개당 50센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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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spry Drone 2s
미국

드론
Kespry 社

√ 상업용 드론으로 건설, 채광, 보험 업계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는 용도로
제작됨
- 무게는 약 2kg로 한번 충전으로 30분간 비행이 가능하며, 시속 35마일의 강풍에도
사용할 수 있음
제품 특징

- 장애물 탐지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으며, 좁은 공간에서도 쉽게 비행이 가능한 장점이
있음
- 20메가픽셀 고해상도 카메라를 탑재해 고화질 촬영과 지리 공간 데이터 채취 및
분석 가능
- 5GHz WiFi와 LTE 장비를 갖추고 있어 촬영한 사진과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인터넷
클라우드 센터로 전송함
√ Kespry는 드론을 이용한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기업대상으로 판매하고 있음

회사 소개

- 2017년 1월 발표된 드론 2s와 이를 이용한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료는 연간 3만 달러
정도이며, 서비스에 따라 비용은 증가할 수 있음
√ 미국 내 드론 산업은 드론 제조 자체보다는 이를 이용한 서비스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아마존 드론 배송 서비스뿐만 아니라 월마트, DHL 등 여러 대기업들이 드론을 이용한
서비스를 준비 중
- 아마존 에어: 처음 발표 당시 센세이션과 논란을 동시에 일으켰으며 미 연방

비고

항공국에서 테러, 사고,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까다로운 드론 비행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은 상태
- 아마존 에어는 영국에서 2016년 12월 첫 상업 배달에 성공했으며 규제 부분이
해결되기를 기다리는 상황
- 복잡한 도심 서비스를 위해 드론이 직접 착륙하는 대신 자석과 낙하산을 이용,
박스만 떨어뜨리는 기술 특허를 최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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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타 제품 및 기술
가상현실(VR), 전기차, 태양광 에너지, 차세대 항공산업
√ VR은 지난해 실리콘 밸리 지역에서 가장 주목을 끈 분야임
- 게임, 영화 등 IT가 쉽게 적용될 수 있는 카테고리를 주로 공략하면서 개인
엔터테인먼트 기기로 크게 각광
√ 오큘러스: 삼성과의 협업으로 탄생한 Gear VR과 함께 고성능의 본격 VR 기기 Rift를
생산
- 스타트업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아 페이스북으로 인수된 기업
- 현재 동작 인식 기능이 강화된 컨트롤러와 연동하여 게임, 영화 등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구축하고 있음

가상현실
(VR)

- PC 제조사들과 협력하여 고사양의 Oculus Ready PC를 지정, 관련 산업 전반에
기여하고 있으나 여전히 가격이 높고 응용도가 낮음

√ 전기차는 70년대 오일 파동을 겪으면서 관심이 대두되었으나 기술력의 한계로
2000년도가 넘어서 대중화 시작
- 특히 환경, 에너지, 세금 정책 등과 맞물려 짧은 주행거리, 부족한 충전소 등의
문제에도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크게 각광
√ 테슬라 : 2012년 모델S를 시작으로 2015년 모델X, 현재 출시 예정인 모델3 까지
성능과 스펙 면에서 우수한 전기차 생산
- 에너지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회사 특성으로 전기차 부문에 시너지를 내고 있음
- SUV 스타일의 모델X는 제로백 3초 이내, 1회 충전에 470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어
전기차

8만불이 넘는 가격에도 승승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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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 에너지 산업은 높은 설치 비용과 낮은 에너지 효율로 오랫동안 대체
에너지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으나 2010년을 넘어서면서 기술 개발과 정책적인
혜택에 힘입어 크게 성장
- 특히 태양광 패널 설치 비용을 정부가 보조하고 설치비 자체도 1/3 수준으로 급감
- 여전히 동량의 에너지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은 화석 연료 대비 높으나 지속적인
대체 에너지 수요 증가로 성장세
- 최근 트럼프 정부들어 환경 위기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기후 협약에도 발을 빼려는
모습을 보여 다소간의 불확실성이 존재
√ 테슬라 : 현재 대부분 대규모 태양광 패널 업체는 중국 회사들이며 미국은First solar
정도만 살아남은 상황.
- 테슬라는 에너지 기업으로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최근 파워월(power wall)과 솔라루프
태양광
에너지

(solar roof)는 큰 호응을 얻고 있음
- 파워월은 벽에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여 이를 저장하는 일종의 배터리 역할을 수행
및 솔라루프와 연동하여 기능
- 특히 태양광 패널의 주된 단점이던 복잡한 설치, 약한 내구성, 미관상 문제점, 높은
비용 등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차세대 제품으로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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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잉 등 대표적인 항공 사업자들과는 별도로 실리콘밸리에서 항공 우주 산업에 대한
연구 개발과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실제 기술 성과뿐만 아니라 미국의 침체된 우주 산업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높이고
연관 투자를 이끌어내는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음
√ 스페이스 X(Space X) : 테슬라의 엘론 머스크가 진행하는 우주 프로젝
- 개인 투자가들이 모여 저렴한 우주 여행과 화성 거주지 건설이라는 다소 황당한
목표로 시작
- 재활용이 가능한 우주선을 개발하고 위성으로 인터넷망을 확장하는 사업이 궤도에
오르고 있음
- 최근 2018년 달로 2명의 여행객을 보내는 계획을 발표
√ 블루 오리진(Blue Origin) :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추진하는 우주 사업
차세대
항공 산업

- 스페이스X와 마찬가지로 개인 투자가들이 지원하며 수직 상승과 낙하를 통해
우주선을 재활용
- 저렴하고 대중적인 우주 여행을 목표로 하며, 이미 우주선 기체에 손상 없이 발사 후
착륙하는 실험이 성공하였으며 플로리다 대규모의 발사 기지를 건설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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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본

2

집중 육성 산업
타겟 산업

내용

장인정신
(모노즈쿠리)
혁신 · 유통 ·
소매

(현재) 데이터를 활용한 제조 공정의 생산성 향상, 구매 정보의 실시간 분석을 통한
수요 예측 정교화 및 공급망 간의 공유화 등 공급면에서 효율성 향상, 사후관리까지
포함한 제품 제조 서비스화, 금융 등의 서비스업 진출 움직임.
소비자의 구매 정보 등 고객 데이터 활용 상품 개발 등 수요 측면에서 새로운 시도도
일어나고 있음. 플랫폼 지배로 더욱 많은 고객 데이터를 획득 움직임
(향후 전망) 제조 · 물류 · 판매 데이터 연계로 파악한 소비자 니즈를 글로벌 규모의
저렴한 커스터마이즈 제품과 신속한 공급(대량 맞춤생산)의 움직임. AI와 로봇에 의한
완전 자동화 진전, 드론을 이용한 물류 본격화. 또한, 기업 간 소비 데이터의 공동
이용으로 소비자의 취미·기호를 정확히 파악한 새로운 상품, 서비스 개발 및 정밀한
마케팅이 보급

자동주행 ·
모빌리티

(현재) 자동 주행에 필요한 지도를 협조 영역화해 자원을 집중, 중복 투자 피함. 또한
도로 · 실제 환경을 이용한 자동 주행 실증 실험도 국내외에서 진행 중
(향후 전망) 대열 주행 실현에 따라 물류업의 간선 수송 효율성 향상, 완전 자동
주행이 가능해지면 다양한 산업(물류, 이동 서비스 등)에서 활용 가능한 운전 중
광고나 차내 시간 활용 서비스 등이 등장하며 고효율의 공유도 실현. 교통 약자나
교통사고, 교통 체증 및 환경 문제 해소

금융

(현재) 금융과 IT의 융합인 핀테크 기술 혁신을 활용한 선진적 금융 서비스 확대 중.
금융 기관 고유의 업무로 여겨졌던 결제, 금융, 자산운용, 보험 등 영역에 특정
서비스에 특화된 핀테크 기업이나 전자상거래 사업자 등 이업종이 참가, 전통적인
금융 기관의 사업을 대체할 정도로 서비스가 진화하고 있음
(향후 전망) 기존에 활용되고 있지 않았던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한 유연한 여신 및
위험 판단에 따라 대출 등의 서비스 제공 대상이 더욱 확대. 간편한 결제 수단의 보급
등으로 편리성 향상과 동시에 개별 맞춤형 다양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음. 또한 소액
자금 거래가 원활화되어 자금 조달 및 결제 송금 등의 측면에서 기업·사업의 장애물
저하

의료 · 건강

(현재) 웨어러블 장치 등에 의한 데이터 취득, 지속적으로 건강 데이터를 기록 · 관리 ·
분석하여 개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움직임. 진단 지원
시스템의 AI 활용 등 최신 기술 활용에 따른 생산성 향상. 의료비 청구서 · 특정 건강
진단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효율적인 보험 사업 등 활용
(향후 전망) 건강 · 의료 관련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 등으로 건강 무관심층 포함 예방 ·
건강 증진 서비스 등 신 시장이 확대. 개인에 맞는 건강 서비스 제공 움직임이 더욱
진행. 또한 AI에 의한 인식 · 제어 기능을 향상시킨 의료 · 간호 로봇 등 최신 기술
구현이 진행되어 현장의 부담 경감. 생체 정보 분석 시스템을 구축 · 이용하여 각
환자에 맞는 부작용이 적고 약효가 높은 의약품의 디자인이나 질환의 조기 발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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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겟 산업

내용

(현재) 가정 내 기기의 IoT화로 기기의 고부가가치화 및 기기와 서비스의 융합이 진행.
또한 전력 사용량을 가시화하고 부하 제어를 더욱 세분화함으로써 전력 소비 최적화를
실현. 이러한 가정 내 IoT 디바이스 주택 · 재생 에너지 장치 · 전기 자동차 등의 연계가
스마트 하우스· 진행. 절전 전력량을 집계하는 수집기도 등장
스마트
(향후 전망) 지역 특성에 따라 종합적인 에너지 수급을 관리하는 스마트 커뮤니티
커뮤니티 ·
실현, IoT를 활용해 수요 측 자원을 전력 수급 조정에 활용하는 에너지 자원 통합이
스마트 에너지 더욱 전개. 에너지 데이터에 그치지 않고 가정 · 지역 사회 내의 다양한 데이터가
장비와 서비스의 경계를 넘어 취득·활용되어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해짐. 이러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집약하는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경쟁 우위를 차지하는 사업자가 출현할
가능성도 존재

교육

(현재) AI 등을 활용해 실력에 맞는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적응형 학습이 사교육
분야에서 충실, 학교 교육과의 연계가 진행 중. 한편, 새로운 인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경을 넘은 온라인 재학습 환경 및 다양한 학습 니즈에 대응하는 고등 교육
기관이 출현하기 시작
(향후 전망) 적응형 학습 등의 진전에 따라 어린이 개개인의 성취도와 학습의 어려움,
강점 분야 등 개인에 맞는 학습이 가능. 사회인도 교육 콘텐츠 오픈화 및 인터넷
수업을 활용해 특정 니즈 및 직업에 필요한 능력과 지식에 쉽게 접근하는 학습이
확대

농업

(현재) 생산 현장에서 고령화, 노동력 부족이 진행되는 가운데 로봇 기술과 ICT 등의
기술 개발 · 도입 등의 움직임이 활발. 생산 현장 외에서도 가공·물류 판매의 연계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움직임이 보임
(향후 전망)로봇 및 자동 주행 시스템 등의 도입에 의한 소인화 및 AI(딥러닝) 등을
활용하여 생산 현장 암묵지의 형식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이 가능. ICT 활용 생산 ·
가공 · 물류 · 판매의 효과·효율적인 연계가 가능. 그 결과, 생산 · 가공 공정에서 자동
관리 도입 및 이력관리 확보를 통한 고급 품질 관리를 실현, 세계적인 ‘음식 시장’
획득. 판매 실적 등 데이터 활용을 통해 다양한 소비자 니즈(기호, 안전성, 가격 등)에
치밀하게 대응한 농작물 제공 가능

관광

(현재) 위치 정보 및 결제 데이터 등을 수집, 분석해 관광 서비스 제공에 활용하는
움직임. 또한 로봇 등의 활용과 빅 데이터 분석에 근거한 운영 개선 업무의 소인화 ·
소력화를 추진 호텔, 음식점 등장
(향후 전망) 숙박 관광객의 행동 데이터를 수집·활용하여 개개인의 취미·기호에 맞는
맞춤형 관광 제공 사업자가 경쟁 우위를 획득. 또한 공유와 CtoC 매칭 서비스 확산에
따라 개인 서비스 제공자의 관광 산업에의 참여도 이루어짐

(현재) 온라인화에 따른 장소 불문 콘텐츠 제작 및 글로벌 규모의 유통 채널 다양화 ·
양방향화가 진전.
미디어 컨텐츠
(향후 전망) 고객의 취향에 맞춰 최적의 콘텐츠 제공 가능. AI와 로봇에 의한 콘텐츠
자동 생성과 가상현실의 활용 등 더욱 다양한 컨텐츠 생성이 가능.

스마트 보안

(현재) 빅데이터 수집, AI 분석을 통한 이상·전조의 조기 감지, 적시 · 적절한 경보
(향후 전망) 사업장 상시 감시 보안 실현으로 안전성과 생산성 대폭 향상. 또한 일본의
강점인 현장 운용 기술이 스마트 보안 시스템으로 통합·명확화 되어, 숙련 인재 부족
등 일본과 같은 과제를 안고 있는 외국에 시스템·인프라 수출

자료원 : 일본 경제산업성 산업구조심의회 신산업구조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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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제품

Sound Table
일본

음악재생 IoT 가구
KAMARQ 社

√ 스피커 부분이 별도로 없고, 진동으로 소리 내는 기술로 상판 전체에서 소리 연주
제품 특징

- 테이블 상판 측면에 전원과 USB 단자를 구비, 휴대폰 충전 및 조리 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전원으로 활용 가능
- 어플리케이션에 거주지 정보를 등록하면 날씨에 어울리는 소리도 연주 가능
√ 가구 벤처기업 KAMARQ는 본사가 싱가포르에 있지만, 창업자가 일본인으로 일본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음
- 2017년 1월 홈페이지를 통해 ‘SOUND TABLE’ 판매 시작

회사 소개

√ 가전 브랜드 ‘amadana’ 및 유명 디자이너 테이 슈와가 감수
√ 대형 가구 업체의 생산을 맡아 가구 제조로 정평이 나있는 인도네시아의 일본계
공장에서 제조
- 유명 가구업체 제품과 동일한 품질이면서 가격은 1/3 수준
√ 마치노 켄 사장 인터뷰
- 첫 번째 상품을 테이블로 한 이유는 인테리어 제품 중 가장 많이 팔리는 상품이며,
세계 어디서든 사용
- 스피커는 사지 않지만 PC나 스마트폰을 사용해 집에서 음악을 듣는 사람은 많으므로
스피커가 붙어있는 세련된 테이블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할 수 있다면 기뻐하지

비고

않을까 생각함
- 물건을 최소한으로 소유하는 ’미니멀리스트‘ 주의의 확산으로 복수 기능 결합이
인테리어 업계에서 새로운 가치 창출로 이어짐
- 테이블이 소리를 연주한다는 새로운 경험도 창출
√ 시사점
- ‘미니멀리스트 열풍’이라는 트렌드를 기반으로 상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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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RG03 시리즈 & JC-VRR01 시리즈
일본

VR안경, 블루투스 리모콘
ELECOM 社

√ VR안경 ‘P-VRG03’은 10mm 두께의 6인치 스마트폰까지 고정할 수 있는 고정밴드
포함, 아크릴 렌즈 사용
- 입문기와 고급기의 중간 가격대에 초점 조절 기능과 눈 폭 조절 기능 탑재
제품 특징

- 장착성도 양호해 가격 대비 성능을 중시하는 사람에게 인기
√ 블루투스 리모콘 ‘JC-VRR01’은 VR 유리에 스마트 폰을 장착한 채 원격 조작이 가능
- 동영상 재생 및 일시 정지 등의 조작, 게임 버튼 입력 등을 행할 수 있고, 리모콘
모드와 게임 패드 모드를 전환하여 이용 가능

회사 소개

√ PC 주변기기 대기업 엘레컴은 롤러코스터 혹은 스카이다이빙과 같은 영상을 유사
체험 할 수 있는 VR 기기 사업에 진출
√ 시사점
- 저렴한 가격임에도 VR콘텐츠를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본격적인 기능을 보유, 헤드

비고

밴드로 고정 할 수도 있는 제품 사용의 편리성 고려
- VR의 문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소비자가 많은 현 시점에 VR세상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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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NR01
일본

커피 로스팅 기계(IoT)
파나소닉 社

√ 전용 앱으로 원두 생산지 등 정보를 읽으면 로스팅 기계가 자동으로 원두를 볶아,
집에서도 본격적인 커피를 즐기고 싶은 소비자를 타겟팅
√ 한 달에 세 종류의 원두가 배달되는 코스(월 5,500엔) 또는 두 종류의 콩이 배달되는
제품 특징

코스(월 3,800엔) 중 하나를 연간 계약하는 것이 로스팅 기계 구입 조건
√ 2017년 4월부터 서비스 시작 예정으로, 우선 자사의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만 판매
- 발매 첫 해 최대 2,000대 판매 목표, 커피 콩 수입으로 유명한 이시미츠 상사와 신규
제휴해 커피콩 조달
√ 파나소닉은 2017.1.19 가정용 커피 로스팅 기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커피 서비스
‘The Roast’ 를 발표

회사 소개

- 로스팅 기계는 영국의 벤처 기업 IKAWA(이카와, 세계 최초의 디지털 마이크로
로스팅 장치를 개발한 것으로 유명)와 기술 제휴, 섬세한 온도, 풍량 제어에 의한
최적의 로스팅을 실현
√ 파나소닉 어플라이언스 사업개발센터 소장 이와이 토시아키 인터뷰
- ‘The Roast’ 커피의 맛은 콩과 로스팅이 90%를 결정, 자사는 10%를 차지하는 ‘추출‘
밖에 기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IoT를 적극 도입함
- 파나소닉의 조리 가전, 엄선 재료, 전문 장인의 기술과 IoT를 결합한 것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도전, 엄선된 재료와 장인 기술을 살려 마지막 작업은 파나소닉의
조리 가전이 담당, 그 결과 최상의 것이 완성되는 것으로 제2탄, 제3탄을 검토하고

비고

싶음
- 기계 판매 가격이 10만 엔으로 높으므로 시장에서 받아들여질 지 판단하기 위해
우선 직판 사이트에서만 취급하기로 결정
√ 시사점
- IoT×전문작업기계×장인
- 지금까지 사람의 감각 및 경험에 의존해온 부분을 IoT로 범용화 시키는 아이디어
- 커피 맛의 핵심인 콩도 제공함으로써 확실한 소비자 만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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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형 웨어러블 시스템
일본

웨어러블
군제 社

√ 가슴 아래에 웨어러블 단말기 장착, 가속도 센서와 Bluetooth Low Energy (BLE)를
이용한 통신 기능 탑재
제품 특징

- 센서에서 얻은 데이터는 BLE를 통해 스마트 단말기로 자동 전송, 전용 앱으로 자신의
생체 정보를 확인 가능
- 웨어러블 단말과 데이터를 축적하고 분석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는 전기전자 대기업
NEC가 개발 중
√ 일본의 내의·속옷 대기업 군제가 의류형 웨어러블 시스템을 개발

회사 소개

- 착용하는 것만으로 자세 및 소비 칼로리, 심박 등의 생체 정보 측정 가능, 전도성
섬유와 NEC의 웨어러블 단말을 이용하여 속옷으로 가공
√ 군제 신규사업 추진실 코노 카츠마사 인터뷰
- 일부러 입어야 한다는 점에서 장애물이 높기 때문에 군제 스포츠 및 직원 관리를
시작으로 실증 예정
- 보통 티셔츠과 비교해 위화감이 없는 착용감의 장점을 체험하면 다양한 용도로 보급
가능하다고 생각

비고

- 보급을 고려할 때 가격도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선행 기업보다 낮은 가격대로 예정,
양산화가 진행되면 수천 엔 대 수준으로 판매 희망
- 웨어러블 단말기로 생체 정보를 알 수 있는 것은 당연하므로 어딘가 신축되는
부분을 감지하여 사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 시사점
- IoT를 통한 업종 연계, 단말기 소형화를 내다본 웨어러블이라는 전례 없는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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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oCar MV2 2017
일본

자율주행자동차
ZMP 社

√ 동 차량은 ZMP가 2012년부터 판매한 ‘RoboCar MV2’의 최신형으로 도요타자동차의
초소형 전기 자동차 '콤스'에 기반한 ZMP의 독자적 제어 컨트롤러, 자동 조타 시스템,
자동 브레이크 시스템을 탑재
- 차량 속도 및 브레이크, 핸들 조작 등을 제어 가능한 라이브러리를 갖추고 있어,
제품 특징

사용자는 직접 개발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장애물 회피 및 자동 운전, 원격 조종
등의 다양한 기능의 연구개발을 진행할 수 있음
√ 최고 속도는 시속 60km, 충전 주행 거리는 약 50km, 플러그인 충전(AC100V)에 대응
가능함
- 차량 크기는 길이2.4×폭1.1×높이1.5m, 차량 무게 약 410kg
√ 2017년 2월부터 1인승 초소형 EV 기반으로 한 자동 운전 기술 개발 실험 차량
‘RoboCar MV2 2017’ 판매 개시

회사 소개

√ 미래에 완성차 업체가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객 사업을 하며(현재 일반 택시가
상용 자동차를 개조해 사용하는 것처럼) 자동차를 자동 운전 차량으로 개조해 자사의
자회사인 로봇 택시 회사에 판매하는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취할 것
√ ZMP 타니구치 히사시 사장 인터뷰
- 1차 목표는 2020년 올림픽 개최에 맞춰 자동 운전 ‘레벨 4’(운전자가 없는 상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

비고

- 자동 운전에 필요한 기술은 이미 논문 등을 통해 알려져 있어 현재는 정확도 향상
및 센서 비용 절감이라는 실용화 단계로 이동 중
- 자동차 제조업체의 고객은 운전자이므로 운전자가 안심, 안전 운전이 가능하도록
자동 운전 기술을 사용하는 한편, 동 사의 고객인 고령자, 어린이, 장애인, 외국인
관광객 등 교통 약자를 위한 로봇 택시에 자동 운전 기술을 사용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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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네트워크 모듈 개발 키트
일본

센서
알프스전기 社

√ 동 제품은 IoT의 실험을 위한 것으로, 6축센서(가속도 + 지자기), 기압센서, 습도센서,
제품 특징

UV/조도센서를 탑재하고 블루투스 통신, 동전 전지로 구동이 가능
- 태블릿 PC의 응용 프로그램에서 데이터 표시 및 설정 등의 작업 가능
√ 종합 전자 부품 업체 알프스전기는 ‘센서 네트워크 모듈 개발 키트’를 2015년

회사 소개

10월부터 판매, 호평을 받고 있음
- 소형 경량으로 어디든지 부착·설치할 수 있다는 점이 호평의 포인트
- 약 200개 기업·단체에서 600개 이상의 판매 실적을 보유
√ 알프스전기 영업본부 민생 · 신시장업무부 IoT담당 이나가키 카즈야 인터뷰
-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한 이유는 사용자의 요구 때문
- 기존의 환경 센서 모듈 개발 키트는 모자 기계를 합쳐 세금별도 2만 엔이었으나,
센서 네트워크 모듈 개발 키트는 가격을 세금별도 9,800엔으로 낮춤
- 당초 예상했던 활용은 농업, 개호, 피트니스·헬스 케어 등의 영역이나

예상외로

제조업에서의 이용이 많음
비고

- 제조 공정의 디지털화, 즉 IoT를 본격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전단계의 실험으로
알프스전기의 센서 네트워크 모듈 개발 키트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 시사점
- 공장 및 자동차, 가전 등 IoT 기술이 탑재되는 가운데 전자부품의 역할도 광범위하게
그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
- 전자부품의 기술로 인한 혜택은 크므로, 전자 부품을 IoT의 주역으로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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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X 솔루션
일본

공장 생산성·보안 향상 솔루션
신닛테츠스미킨 社

√ 현재 두 곳의 제철소에서 단독 작업 직원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IoX 솔루션’의
작업자 주시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실증실험을 실시 중
- 태블릿 PC의 응용 프로그램에서 데이터 표시 및 설정 등의 작업 실시가 가능
제품 특징

- 작업자는 손목시계 형의 활동량계 및 안경형 디스플레이 등 휴대 기기를 장착
- 기기를 통해 보내지는 대량의 데이터(GPS, 온도계 · 습도계, 가속도계 등)를 바탕으로
위험 정보를 작업자에게 전달
- 심박 수로 열사병의 위험도 예견 가능

회사 소개

√ 2012.10.1 일본 최대 철강 기업 신일본제철과 3위의 스미토모 금속공업 간 주식
교환을 통해 발족한 기업
√ 시사점
- 경제산업성과 일본화학공업회(화학업체 등 180개 업계 회원)도 IoT의 콤비나트 조업 ·

비고

보안에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실증 실험을 시작
- 광범위하면서도 위험한 분야·환경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IoT가 적극 활용 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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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san DAX04
일본

농약 살포용 멀티로터 드론
㈜TEAD 社

√ 농약 공중 살포를 관할하는 일본 농림수산항공협회로부터 최초로 농약 살포 가능
무인 항공기*로 인증 받음
* 일본의 경우 농지 약제 살포는 지침에 따라 기체 성능 확인이 이루어져야 함
제품 특징

- 가격은 255만 엔 내외로 농업용 드론이 등장하기 전 주로 쓰였던 농약 살포
헬리콥터의 약 1/4 가격임
- 농업용 드론으로 1만 m²의 농장에 10L의 농약을 뿌리는 데 필요한 시간은 불과
8분으로 사람이 동일한 작업을 하면 2시간이 걸리는 것과 효율성 격차가 큼
√ 동 사 모기업 요코야마코퍼레이션은 군마현 타카사키시 소재 기업으로 직원 약 30명
규모의 중소기업
- 1963년 창업, 기타, 식품 · 음료 도매유통업으로 시작한 기업으로 회사 내 드론사업부를
설치하여 사업을 추진하다 2016년 초 TEAD주식회사로 분사시킴
- 일본 국내 최고 수준의 무인 항공기 개발 기술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현재는 기체의 판매뿐 만 아니라 드론 활용 농약 공중 살포 교습소 개교, 약제 살포

회사 소개

관련 시장 전개도 추진 중
- 현재 농약 살포용 멀티로터 드론 기체 제작 및 판매 중이며, 그 외 영상촬영 및
제작용 드론, 태양열 패널과 교량 점검용 드론도 제작, 판매 중임
- 2017년 1월에는 NEDO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저진동 가솔린 엔진을 탑재하여 장시간
비행시키는 기술을 개발
- 현재 배터리의 비행시간은 20분 정도이지만, 해당 엔진 탑재로 1~2시간 비행시키는
것이 가능할 전망, 농약 살포와 측량 용도까지 염두에 둬 내년 중 상용화를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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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기반 자동운전 건설기계
일본

자율주행 중장비
고마쓰 제작소 社

제품 특징

√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연결을 통해 지도상에서 상세한 차량 위치 정보
파악이 가능
- GPS와 건설기계에 장착한 센서를 통해 건설기계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불도저
블레이드 상태, 지상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함으로써 건설기계에 장착된 컨트롤
박스에서 작업을 지시
- 기본 조작을 위해 운전 요원은 필요하지만 숙련된 작업자가 아니더라도 노면의 요철
상황 등을 자동 파악하여 설계대로 작업 가능
√ 2015년부터 IoT 및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 건설 솔루션을 선보임
- IoT 및 드론을 통해 3D로 파악한 건설 현장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주행
건설기계가 공사 진행
- 코마츠에 따르면 스마트 건설 솔루션 도입 이후 공사 기간 및 인력을 20~30%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음

회사 소개

√ 미국 캐터필라 뒤를 잇는 세계 2대 건설기계 제조기업
- AI를 포함한 차세대 기술 개발에 연구개발비의 15~20%를 충당
- 조기에 AI로 제어하는 전자동 건설기계 실현을 목표로 도쿄 공업대학 및 MIT와
협력하여 신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 중
√ 고마쓰 제작소는 1998년 건설기계 정보 원격관리 시스템인 KOMTRAX를 개발,
2001년부터 표준 장비화를 추진함
√ 2013년부터는 자동운전 건설기계를 차세대 전략 상품으로 선정 및 발매

비고

√ 제품 개발 배경
- 일본 건설 현장은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음
- 2025년에는 고령화 및 인구 감소로 건설현장에서 부족한 인력이 1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
- 이러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2012년부터 건설현장에서도 IoT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시공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시도를 추진 중
- 업계에서도 종합 건설 회사를 중심으로 자동운전 건설기계, 드론 등이 활용되면서
정보화․무인화 바람이 불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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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M Play
일본

IoT 칫솔
썬스타(Sunstar) 社

√ 가속도 센서 및 Bluetooth 무선 기술이 내장된 ‘G․U․M PLAY’를 칫솔에 장착함으로써
양치 동작을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에 전송 및 기록 가능
- 입안의 위치를 16개 구역으로 분할, 치과 위생사의 칫솔질과 얼마나 비슷한지를
평가하는 MOUTH CHECK’, 양치 시간 및 움직임 등을 기록하는 ‘MOUTH LOG’
기능을 기본적으로 제공
제품 특징

- 기계적으로 대충 하기 쉬운 일상 활동인 양치질 활동을 앱을 통해 가시화하여
관리함으로써, 구강 건강관리에 도움
- 앱에는 칫솔의 움직임으로 악기를 연주하는 ‘MOUTH BAND’, 세균 몬스터를
양치질로 처치하는 ‘MOUTH MONSTER’ 등이 있음
√ 2016년 4월부터 발매, 11월 기준 계획보다 1.5배 많은 매출 기록
- 소비자로부터 반응도 호의적으로, 영어 및 중국어 버전 앱도 개발 중
√ 매출액 : 467억엔(2015년)
√ 종업원 : 915명

회사 소개

√ 홈페이지 : http://jp.sunstar.com
√ 1950년 설립된 오사카 소재 구강용품 및 일용품 제조 기업
√ 2009년 스위스에 글로벌 본사 설립, 이후 독일 Interbros GmbH, 스위스 Degradable
Solutions AG 등을 매수, 구미 시장 공략 강화 중
√ 제품 개발 배경
- 후지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소비자의 구강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로 고기능 ․
고부가가치 제품이 잇달아 출시되며 시장 확대 중

비고

- 시장 규모는 2013년 3,573억엔에서 2017년 3973억엔까지 확대 전망
- 썬스타의 개발 담당자 마츠도미 노부하루(松富信治)는 개발 배경에 대해 “치과 위생사의
이상적인 이 닦는 방법을 많은 사람이 즐겁게 실천하게 하고 싶었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힘
- 양치질을 싫어하는 아이들에게 양치 습관을 길러주는 것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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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 Qube
일본

IoT 기반 고령자 돌봄 서비스
Qualica INC.

Care Qube 고령자 돌봄 서비스 개요

제품 특징

√ Qualica는 Care Qube라는 브랜드로 수도 계량기에 IoT 단말기를 설치하여 수도
이용량을 모니터링함으로써 고령자 돌봄 서비스로 활용 중
-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 중
√ IP 카메라, 전자제품에 부착된 센서 등은 고령자를 감시한다는 느낌이 있어,
효과적이지만 고령자에게는 스트레스가 될 수 있음
√ 고령자와 함께 살지 못하는 가족 및 보호자는 수도 사용 데이터를 인터넷 상에서
수시로 확인할 수 있어, 고령자에 대해 항상 신경을 쓸 수 있음
√ Qualica는 수도 사용 패턴 등에 대한 정보 분석 서비스도 제공하기 때문에 고령자의
생활 리듬 분석 및 위험 예측 가능

회사 소개

√ 설립 : 1982년
√ 종업원 : 861(2015년 기준)
√ 매출액 : 186억엔(2015년 기준)
- 일본 최대 건설기계 제조기업 코마츠의 소프트웨어 개발 부문에서 독립한 기업
- 생산 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안전관리 시스템, 재고 및 유통 관리 시스템 개발

비고

√ 제품 개발 배경
- 일본은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령화 국가로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3,342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6.7% 차지
- 고령화 진전으로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간병
- 일본에서는 연간 10만 명이 간병을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면서 ‘일과 간병의 양립’이
사회 문제로 대두
- 이에 따라 간병 휴직 요건을 완화하려는 정부 및 기업의 움직임과 함께 개인
차원에서는 가능한 한 휴직 및 퇴직을 피하면서 부모님을 돌볼 수 있는 제품 및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음
- 발달된 IoT 기술을 통해 고령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면서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이 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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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설 작업자 지원 시스템 등
일본

스마트 시스템
동일본 고속도로(NEXCO) 社

제설 작업자 지원 시스템 개념

동결방지제 최적 자동살포 시스템(ISCOS)

√ GPS 차량 위치 정보를 활용한 제설 작업자 지원 시스템
- 기존 GSP 차량위치감시시스템에 음성 안내를 통한 주의환기 지원 기능을 추가하여
제설차량 운전이 미숙한 작업원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2013년에 개발
제품 특징

- 위치 정보를 바탕으로 주의가 필요한 지점에 오면 “속도를 줄여 주세요.”등 음성
안내가 나오며, 도로 전광판에 “XX~XX 구역 제설 작업 중” 등 정보를 자동으로 제공
- 동일본 고속도로 그룹에 따르면 동 시스템 사용으로 작업속도가 약 50%
향상됨(시간당 15km에서 22km로 빨라짐)
√ 설립 : 2005년 10월 1일

회사 소개

- 2004년 도로관계공단민영화 관계법 공포
√ 종업원 : 2,216명(2016년 기준)
√ 홈페이지 : www.e-nexco.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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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개발 배경
- 동일본 고속도로 그룹이 관리하는 약 3,800km에 달하는 도로 중 60%에 해당하는
2,200km는 연간 강설량이 1m를 초과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고속도로 확보가
매우 중요한 과제
- 고속도로를 장기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동결방지제에 따른 도로 부식 및
손상에 대한 대응도 필요한 상황
-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제설작업원의 고령화에도 대응 필요
- 제설 작업은 적설량과 노면 상태에 따라 제설 삽의 각도와 높이, 동결방지제 살포량
결정 등 복잡한 노하우가 필요하여, 일본에서는 베테랑이 되기 위한 훈련 기간을 3년
이상으로 보고 있음
- 동 그룹 소속 제설작업원 약 6,500여 명 중 3분의 1은 50세 이상으로 고령화가
진전되고 있으나, 야간작업을 꺼리는 젊은이가 많아 신규 채용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
비고

- 10년 후에는 베테랑 작업원의 은퇴와 맞물려 인력 부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향후 계획
- 동 그룹은 제설 삽이나 동결방지제 살포 기계를 자동으로 조작하는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
- AI가 학습한 베테랑 제설 작업원의 작업 패턴 및 위치 정보를 바탕으로, 대형 차량
운전면허만 있으면 버튼 하나만 눌러 베테랑처럼 작업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2017년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2018년부터는 450억 엔을 투자하여 약 900대의 제설차량을 동 프로그램 탑재
차량으로 교체할 계획
- 동 그룹은 AI를 활용한 제설작업 효율화가 필요인력 감소 및 자재비 절감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
- 기존에는 제설차량 1대당 2명의 작업원이 필요했으나, 1명만 있어도 될 것으로
기대되며, 동결방지제 사용도 균일화하여 자재비 절감으로 연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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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 일
집중 육성 산업
타겟 산업

산업생산기술
(3D프린터, smart
censor actuator 등)
항공우주산업

내용
세계적인 산업용 솔루션, 자동화기계 제조 기업 다수
- EOS, Siemens, Festo, Wuerth Electronik, Lenze 등
- 스마트 센서, actuator, embedded system, EMS
독일항공우주연구소(DLR)는 물론 MTU 등 항공기 엔진 제조 기술 보유 기업
다수

제약, 화학, 의료산업 발달
보건연구 및 제약
- Bayer, Boehringer Ingelheim, Hoechst
(개인화된 의료,
Helmholtz 등 세계적인 연구소, 대학, 실험장비 보유
Personalized Medicine)
개인맞춤형 면역치료(CI3), Bio 뮌헨 등 클러스터 발달
기후변화, 환경
에너지
(에너지저장, 효율,
Zero emission,
스마트 그리드)

화석연료 대체에너지 개발
- 바이오 연료 생산공정 연구(헬름홀츠 칼스루에 연구소)
2020년 원전 완전가동중단에 따른 잉여 신재생에너지의 저장 및 에너지 효율
향상 기술 연구 개발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
- Power to gas 기술 적용 Test Project(클릭)

정보통신
경제 및 사회의 디지털화 가속
(클라우드, 사이버보안, Industry 4.0의 핵심 성공 열쇠인 데이터 안전 및 사이버 보안(암호화 기술 등)임
모바일인터넷)
프라운호퍼 (Fraunhofer) 연구소 등 세계적인 연구기관 및 관련 대학, 기업 다수

자동차산업
(자율주행,
Intelligent Mobility)

인공지능

고령화 대응

자동차산업 발달
- Bosch, Continental 등 세계적인 자동차부품사와 BMW, Benz 등 완성차
메이커 보유
SAP 등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기업, 대학, 연구소 다수
전문 클러스터 발달(Electric Mobility South-West 등)
세계적인 인공지능연구소(DFKI) 보유
SAP 등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기업, 대학, 연구소 다수
- Smart Factory 실험실 운영(Kaiserlautern 소재)
인구고령화에 따른 치료기술 개발, 노인 서비스개발
의료, ICT 기술 발달
- 원격진단, 건강데이터 관리(Telemedicine)
- 노인 간병 솔루션, 기기, 용품, 서비스)
전문전시회 발달(Altenflege)

자료원 :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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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제품
독일

3D 프린팅

분야별 대표기업 및 기술
EOS 社, Leuze Electronic Sensoren 社, Continental AG 社
√
√
√
√
√
√
√

기업명 : EOS
설립연도 : 1989
본사 : Krailing(Bayern)
연매출 : 2억 6100만 유로
직원수 : 960명
https://www.eos.info/en
주요기술: 산업용 레이저신터링(laser sintering 3D printer)

√ 제품특징
- EOS사 레이저 신터링 3D프린터는 항공우주, 자동차, 의료산업 등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음(항공기 엔진 제조기업 MTU, 자동차 업체BMW등)
-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치과 보철물 제작용으로 3D 프린터가 공급
* CEO는 회사 설립 전 Max Planck 플라즈마 연구소에서 20여년 근무
√ 기업명 : Leuze Electronic Sensoren

공장자동화

√
√
√
√
√
√

설립연도 : 1963
본사 : Owen
연매출 : 158억 3,100만 유로
직원수 : 1,000명
www.leuze.de
주요기술: 산업 자동화용 센서 및 공장 내 물류 관리 센서 개발

√ OPC UA Sensor 제품 특징
- OPC 통합 구조(OPC Unified Architecture: OPC UA)는 산업용 자동화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통신 프로토콜
* 전 세계 18개 지사, 40개국 이상의 판매점

자율주행

√ 기업명 : Continental AG
√ 설립연도 : 1871
√ 본사 : Hannover
√ 연매출 : 392억 유로
√ 직원수 : 212,000명
√ www.conti-online.com
√ 주요기술: 고선명 플래시 리다(Hi-Res 3D Flash Lidar)
√ 제품특징
- 플래시가 켜지는 것처럼 한 번에 모든 방향으로 광선을 조사해 돌아오는 레이더를
인식하는 방식
- 차량 주변 상황(360도)을 야간은 물론 악천후 상황에서도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성능 보유
- 2021년경 상용화 예정
* Continental사는 이 기술을 보유한 미국 Santa Barbara 소재, ASC사(Advanced
Scientific Concepts, Inc.)를 인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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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에너지
저장

분야별 대표기업 및 기술
Exytron GmbH 社, Blue Yonder GmbH 社, SAP 社, Osram 社
√ 기업명 : Exytron Gmbh (https://www.exytron.com/)
√ 설립연도 : 2013
√ 본사 : Rostock
√ 직원수 : 15명
√ 주요기술 : Power to Gas
√ 기술특징
- 스타트업 Exytron사는 라이프치히 촉매연구소(LIKAT), 로스톡 대학교(University of
Rostock)와 공동 기술 개발
- 전기분해장치를 이용해 신재생에너지 잉여 전력을 수소로 변환, 촉매장치에 이산화
탄소를 주입, 메탄(CH4)으로 변환 저장하거나 가스발전기로 열 또는 전기를 생산
- Exytron사는 이러한 Power to gas 기술을 활용, 세계 최초로 이산화탄소배출 제로
시범 주거단지(25 세대)를 라인란트 팔츠(Rheinlandpfalz)주 Alzey시에 건축 중이나
부지 오염 문제로 공사가 지연
- 독일 전역에서는 현재 20여개의 Power to gas 테스트 프로젝트가 진행 중
√ 기업명 : Blue Yonder GmbH (https://www.blue-yonder.com)
√ 설립연도 : 2008

인공지능
비즈니스
서비스

클라우드

모바일
인터넷

√ 본사 : Karlsruhe
√ 연매출 : 510만 유로
√ 직원수 : 150명
√ 주요서비스 : 기계학습 기반 소매가격 및 공급물량 최적화 솔루션
√ Weiss Software system
- Otto, Kaufland 등 독일 유통기업에 솔루션 공급
- 유럽입자물리 연구소 (CERN) 과학자인 미하엘 파인트(Michael Feindt)교수가 설립
√ 기업명 : SAP(www.sap.de)
√ 설립연도 : 1972
√ 본사 : Walldorf
√ 연매출 : 208억 유로
√ 직원수 : 82,400명
√ 주요서비스 : SAP HANA –클라우드, 빅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솔루션
√ 제품특징
- 프로축구팀 Bayern Munchen은 Allianz Arena 경기장에서 SAP HANA 클라우드
솔루션을 활용, 관람객에게 모바일 편의 정보 제공 예정
- 출입구별 입장 현황, 경기장 주변 교통 상황, 경기 종료후 빠져나가는데 지루하지
않도록, 경기장내 편의 시설 안내 등
√
√
√
√
√
√

기업명 : 오스람(www.osram.de)
설립연도 : 1918
본사 : Munich
연매출 : 37억 8,500만 유로
직원수 : 24,600명
주요제품 : 홍채 인식 스캐닝용 ‘적외선 LED’ Oslux SFH 4780S 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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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국

4

집중 육성 산업
타겟 산업
반도체
차세대
정보기술

고정밀
수치제어
및 로봇

내용
반도체 설계수준을 향상.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한 핵심 설계 설비 확대. 국가 정보
및 인터넷 보안 유지, 전자제품 산업 발전에 필요한 핵심 칩 국산화 사용 확대

정보통신

신형PC, 초고속인터넷, 첨단메모리, 체계적인 보안시스템 등의 핵심 기술을
개선하여 5세대 모바일 통신기술, 첨단 라우팅기술, 초고속 대용량 스마트
광전송 기술 등을 개발

고정밀
수치제어

첨단기술 및 설비 R&D 강화. 고정밀 수치제어. 주요 기능성 부품과
어플리케이션의 개발 및 상용화. 사용자 프로세스 인증 역량 강화

로봇

특수용 로봇의 개발 확대. 로봇 응용범위 확대. 로봇 본체, 감속기, 서브 모터,
제어기, 센서, 구동기 등 핵심 부품 및 시스템 통합설계 제조 발전

항공장비

대형 항공기 및 기체 확장형 기종의 연구·생산. 중형 헬리콥터 생산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간선 및 지선 항공기, 헬리콥터, 무인기 등의 상용화. 자체
생산이 가능한 항공 산업 가치 사슬 구축

우주장비

차세대 탑재로켓, 중형 우주발사체 개발 등 우주 비행산업 경쟁력 제고.
우주비행기술의 상용화 및 우주기술 응용을 확대

항공우주
장비

해양장비 및
첨단기술선박
선진 궤도 교통설비

심해탐사, 자원 개발 · 이용, 해양 안전장비 및 시스템 발전을 추진. LNG선박 등
최첨단 선박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보조 장비 통합, 지능화, 모듈화 관련 기술
확보
신소재, 신기술, 신공법을 응용. 궤도 교통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개발

에너지절약 및
신에너지 자동차

자동차의 저탄소 · 정보화 · 스마트화 기술 보유. 동력전지, 모터드라이브, 고효율
내연기관, 첨단 변속기, 경량소재, 스마트제어 등 핵심 기술 상용화 추진. 핵심
부품 등을 포함한 완성차 생산시스템을 완비. 중국산 에너지절약 및 신에너지
자동차 수준을 글로벌 수준으로 제고

전력설비

대규모 고효율 · 청정 화력발전의 상용화 및 시범응용을 추진. 고성능 전력전자
부품, 고온 초전도 소재 등 핵심 소자 및 부품의 응용기술 향상 및 상용화

농업 기계장비

대형 트랙터, 복합 작업기, 대형 수확기 등 첨단 농업기계장비 및 핵심 부품의 발전

신소재

특수금속 기능성소재, 기능성 고분자소재, 특수무기질 비금속재료, 첨단복합소재
중점 발전. 최첨단 정련 · 응고 · 성형기술, 기상증착, 소재가공, 고효율 합성 등
신소재 생산에 필요한 기술 설비 개발. 초전도소재, 나노소재, 그래핀, 바이오
기초소재 등 전략적 최첨단소재를 개발하여 기초소재 경쟁력 강화

바이오 의약 및
고성능 의료기기

중증 질환자 대상 화학의약품, 중의약품, 바이오의약품을 개발. 영상장비 ·
의료용 로봇 등 고성능 진료장비 및 혈관 내 완전 분해 스텐트 등 고부가가치
의료용 소모품 개발. 바이오 3D 프린터 등 첨단 기술 개발 및 응용 확대

자료원 : 중국제조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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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제품

BMW 3시리즈 GT, 체리EQ, 창안 자율주행차
중국

자율주행 자동차
바이두 社, 창안자동차 社

√ BMW 3 시리즈 GT
- 다양한 카메라와 센서, 레이저가 달려 있으며, 이 카메라와 센서는 도로 위의
자동차는 물론 보행자와 교통시설까지 정밀하게 스캔
- 29km 구간의 일반 도로에서 시행된 테스트에서 U턴과 좌우회전, 차선 변경 등을
성공리에 마침 (최고 속도 100km/h 기록)
√ 자율주행 전기차 체리EQ
제품 특징

- 출발 · 정차 · 가속 · 감속 · 차선변경 · 유턴까지 모두 자연스럽게 이뤄져서 일반 승용차와
다른 점을 느낄 수 없음
- 최고 시속 52km/h, 옆의 차선으로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앞으로 끼어들면 자동으로
감속하면서 앞 차와 안전거리 확보
√ 창안 자율주행 자동차
- 창안자동차는 2016년 4월 자율주행 테스트 차량 모델에 탑재된 자율주행 기술이
현재 상용화된 테슬라의 기술과 견줄만한 수준이라며, 앞으로 3년 내에 이 같은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할 계획이라고 밝힘
√ 중국 자동차 생산업체는 네트워크 업체와 합작해 개발하고 있음
√ 바이두, 자율주행차 개발에서 중국 선두
- 바이두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2015년 12월 BMW와 개발한 무인자동차를 도시,
순환도로, 고속도로 등에서 시범 운행한 바 있음

회사 소개

- 바이두 자율주행차량 연구 개발팀은 2017년 4월 상하이 모터쇼에서 바이두 시스템을
탑재한 BAIC 차량 공개 계획일정 발표
- 올해 안 자율주행차량 3단계에 해당하는 테스트를 지정된 도로에서 시행할 계획
√ 창안자동차, 향후 3년 내 상용화 계획
- 2016년 4월 본사인 충칭에서 베이징까지 2,000km에 달하는 도로 자율주행 테스트 진행
√ 최근 동향

비고

- 중국 공신부 부부장 천자오슝(陣肇雄)은 2020년 쯤 무인자동차가 상용화될 것이라고 전망
- 중국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자율주행차 기술을 연구해왔으며, 현재 바이두, 텐센트(등신),
러스(樂視), 알리바바(阿裏巴巴), 화웨이 등 인터넷 기업이 모두 이 시장에 진출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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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과(松果) 시리즈
중국

서비스 로봇
심양 시아순(Siasun) 社

√ 판촉 · 안내 로봇 송과1호(松果Ⅰ号, 왼쪽 그림)
- 안면 및 음성 인식, 고객 응접, 운반(적재량 8킬로인 트레이 갖춤, 제품 전시
캐리어로 사용 가능) 등 기능을 갖추고 있음.
제품 특징

- 네비게이션을 장착하여 장애물을 회피하고 2개 이상의 미션 입력 가능
√ 공공장소 고객 안내용 로봇 송과3호(松果3号, 오른쪽 그림)
- 안내, 정보 검색, 인도, 설명, 촬영 등 기능을 갖추고 있음.
- 안면 인식 기능이 있어 VIP를 알아보고 인사할 수 있으며 음악에 맞춰 춤도 선보일
수 있음
√ 중국 로봇기업의 선두주자
- 2000년 4월 설립, 2009년 10월 상장
- 2015년 현재 매출은 16억 9천만 위안, 순이익 3억 9천만 위안
- 종업언 수 3,097명 가운데 기술자가 2,033명(전체의 66%)
- 총 143건의 특허 보유

회사 소개

√ 핵심 기술 역량 : 산업용 로봇 제어 기술, 스폿 용접 로봇 기술, 아크 용접 로봇 기술,
운송·조립형 AGV 기술, 레이저 가공 로봇 기술, 클린룸 로봇 기술, 지능 측량 모델링
가공 일체화 기술, 지능 서비스 로봇 기술, 직접 구동 진공 로봇 기술 등
√ 산업용 로봇 종류 : 용접, 조립, 연마, 팔레타이징, 도장, 프레스 등 영역을 담당
- 클린룸 로봇은 주로 반도체 제조용으로 공급. 서비스 로봇은 공공 기관, 은행,
레스토랑, 호텔 등에 필요한 전시 및 접수 로봇과 의료 지원 로봇 등
√ 최근 동향
- 2012년 말 기준, 중국은 세계 시장점유율 15%로 한국을 제치고 일본에 이어 세계
2대 로봇시장이 됨

비고

- 2015년 현재기준 중국 로봇산업단지 수가 40개 상회, 로봇 생산기업 수도 2,000개
초과(중국 제외한 세계 로봇기업 총수량보다 많은 수치)
- 핵심 기술의 부재로 중국 로봇시장의 90% 이상이 외자기업이며, 중국산 로봇
점유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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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퍼
중국

AI 로봇
알리바바(阿里巴巴) 社

√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탑재한 로봇 페퍼(Pepper)는 최초의 감성인식 로봇으로 탑재된
카메라와 터치 센서 등을 통해 인간의 생활습관을 습득함
제품 특징

√ IoT시스템을 통해 여러 스마트 하드웨어를 연결하고 클라우드 서버에 데이터를
축적시키며 클라우드 서버를 통해 기타 로봇의 학습 성과도 습득하고 분석하는
특징을 지님
√ 총경리 : 마윈
√ 설립연도 : 1999년
- 15년 알리바바와 대만의 폭스콘은 각각 1180만 달러를 투자, 소프트뱅크와 함께
JV인 소프트뱅크 로봇홀딩스(Softbank Robotics Holdings Corp.) 설립

회사 소개

√ 주소(본사) : 浙江省杭州市余杭区文一西路969号
√ 홈페이지 : www.alibabagroup.com/
√ 주요사업(경영범위) : 컴퓨터 및 인터넷 소프트웨어 개발 · 판매, 컴퓨터 관련 제품
디자인 제작 · 가공, 컴퓨터 관련 기술 서비스 · 컨설팅, 전자상거래 및 전자결제
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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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푸터 공업 로봇
중국

공업용 로봇
안후이 아이푸터(安徽埃夫特:Efort) 社

√ 아이푸터 공업 로봇
제품 특징

- 스팟 용접, 쏘잉, 샌딩, 운반 등 공업 기능을 갖춤
- 로봇팔 수평 길이는 2600MM, 적재량은 165킬로그램 이상으로 “중국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음
√ 중국 산업용 로봇 업계 선두업체
- 중국 자동차업체인 ‘치루이자동차(奇瑞汽車 : Chery)’에서 독립해 도장 · 금속 가공
분야에서 강점을 갖고 있음
- ’07년 8월 설립. 종업원은 500명 정도, 이 가운데 기술자가 300명(외국인 100명)
- ’15년 이탈리아 도장전문기업인 CMA를 인수, ’16년 이탈리아 EVOLUT 인수

회사 소개

- 핵심 기술 역량과 로봇의 종류 : 주요 기술 영역은 범용 로봇, 도장 로봇, 금속 가공
로봇 및 자동차 자동화 장비 등
- 중국 기업 최초로 165kg 반송이 가능한 로봇 개발에 성공
- 해외 로봇 기업을 합병하면서 이탈리아에 지능형 도장 로봇 R&D센터와 지능 로봇
응용 센터 보유
- 중국 하얼빈공업대학 로봇 연구소와 공동 연구 개발 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로봇 제품라인은 주로 산업용 로봇, CMA 제품 및 자동화 장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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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05 지능 로봇
중국

서비스 로봇
캉리유란(康力優藍:Canbot) 社

√ U05 지능 로봇
제품 특징

- 안면 및 음성 인식, 감정 인식 등 기능을 갖추고 있어 인간과 음성 교류, 신체 접촉
등이 가능하며 인간과 교류할 때 눈동자 색 변화
- 평지에서만 이동할 수 있지만 장애물 자동 회피
√ 2006년 설립, 본부는 북경에 위치
- 2015년 기준 동사 주력 제품인 서비스 로봇 아이러유(愛樂優) 판매량은 4만~5만대
기록

회사 소개

- 중국 커뮤니케이션 로봇의 선두주자, 유아 교육, 지적 발달, 교육 ․ 오락 ․ 접수 안내,
노인 보호 등 지능 로봇의 연구 개발 ․ 생산 ․ 판매 사업에 집중
- 핵심 기술 역량과 로봇의 종류 : 로봇 제품군은 데스크톱 완구용 로봇인
'카피캣(Copycat), 일상 회화 ․ 유아 교육 ․ 가전 제어 ․ 원격 제어 등 기능을 갖춘 가정용
지능형 로봇 '소우(小優)', 업무용 서비스 로봇 '우우(優友)‘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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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 1s(Alpha 1S) 로봇
중국

홈 엔터테인먼트 로봇
유비쉬안(UBTech) 社

√ 홈 엔터테인먼트 로봇 Alpha 1S
- 교육 ․ 오락용 로봇으로 대화, 노래, 춤, 화상 채팅 등이 가능
제품 특징

- 원하는 각도를 표현할 수 있는 16개 ‘서보 모터’ 장착, 프로그래밍이 가능
- 3D 가시화 자동 프로그램 기능과 모바일 백 체크 기능을 탑재
- 인간의 ‘양족 이동 방식’을 참고하여 디자인, 체격이 작고 정교하며 재빠르게 이동
√ 2012년 3월 설립. 본부는 심천에 있으며 미 캘리포니아주에 거점을 갖고 있음
-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 플랫폼의 연구개발 기업, 독자적인 디지털 서보(Digital
Servo)기술을 무기로 가격 대비 높은 성능의 제품을 출시

회사 소개

- 10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평가받는 중국 로봇산업계의 유니콘으로 알려져짐
- 핵심 기술 역량과 로봇의 종류 : 휴머노이드 로봇에 활용되는 자사 고유의 디지털
서보 기술과 70여개의 특허를 보유. 제품 라인은 휴머노이드 로봇, 블록 조립 로봇
등 보유
√ 주력 제품 알파 시리즈

비고

- 동 제품은 2016년 음력 설날 중국 CCTV 춘절 특집 프로그램에서 540대가 등장해
10억에 달하는 중국 시청자들에게 군무 댄스를 선보여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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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오아이(小i)
중국

채팅, 메신저 로봇
샤오아이로봇(Xiao I) 社

√ 이야기 상대를 해주는 ‘채팅봇’ 샤우아이(小i)
제품 특징

- 인간과 메신저 상 교류는 물론 음악, 영화, 별자리에 관한 대화도 가능한 메신저
로봇, 현지 SNS 상 언어를 구상할 수 있음
- 정보검색 기능 보유, 날씨, 호텔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2009년 설립. 직원 수 300명, 이 중 200명이 기술자
- 지능 로봇 기술과 플랫폼 제공업체이며, 높은 수준의 지능을 가상 채팅 로봇과 실제
로봇에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로봇을 결합한 로봇 생태계를 구축해 가정용 로봇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회사 소개

- 핵심 기술 역량과 로봇의 종류: 제품 라인은 기업의 가상 지능 서비스 로봇인 ‘iBot
엔터프라이즈’ 시리즈, ‘iBot 스탠다드’ 시리즈가 있음
- ’16년 10월 베이징에서 열린 세계로봇대회에선 지능 대화로봇 개발 플랫폼으로 ‘Bots
Development Platform’이 선정
- 지능 대화 로봇 개발과 관련해 SDK 개발자 포털, Bots 디렉토리 자연 언어 처리 API
등이 공개되어 주목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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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오(哇欧)
중국

생활도우미 로봇
Krund(克路德) 社

√ 2016년 8월에 발표 된 가정용 지능형 로봇 와오(哇欧)
제품 특징

- 실내 환경 안전 확인(온도·습도, 어린이 및 노약자 유무 등), 가전 제품 관리(TV ·
에어컨 · 냉장고 등 각종 가전 제어), 통신(대화 및 자율 학습), 생활 도우미(실시간으로
각종 클라우드 정보 제공) 등 기능을 갖추고 있음
√ Krund는 가전 업체인 하이얼 그룹 산하 로봇 전문기업
- 2016년 6월 설립. 본부는 청도에 있으며 북경과 곤산에 거점을 두고 있음
- ‘AI Born for Love’이라는 이념 아래, 가정용 로봇, 업무용 로봇, 특수 로봇 등 다양한
로봇을 내놓으면서 로봇 산업계 신예로 주목받고 있음

회사 소개

- 하이얼, 화웨이, 북경이공대학, 바이두(Baidu) 등 중국 국내 기업 및 기관과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탈리아, 일본 등의 해외 기업 및 기관과도 제휴 관계를
맺고 있음
-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 플랫폼의 연구개발 기업, 독자적인 디지털 서보(Digital
Servo) 기술을 무기로 가격 대비 높은 성능의 제품을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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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ntom 시리즈, Ghost, 이항 184 등
중국

드론
다장촹신(DJI) 社, 이항지능기술유한공사, 광저우지페이 전자과학기술유한회사

√ 중국 무인기 산업 시장의 뜨거운 관심에 급성장 중
- 2016년 6월 17일 선전에서 개최한 ‘제5차 국제 스마트 교통 및 위성 네비게이션
서비스 전시회’에서 무인기 전시관의 인기가 가장 많았음
최근 동향

√ 중국 무인기 시장의 중심 ‘선전’
- 선전市는 중국 무인기 기업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도시로서 300여개 무인기 기업의
연 매출액은 200억 위안 초과, 2015년 무인기 수출규모는 전년대비 무려 7.2배 증가
- 세계 무인기 기업 중 1위를 차지하는 다장혁신테크놀로지유한공사(DJI)가 선전에 있음
√ 다장촹신(大疆創新 · DJI) : 세계 최대 무인기 제조사
- 2006년에 설립, 처음에 상업용 비행제어시스템으로부터 시작해 무인헬기 등의 기기를
연구개발, 무인기 대중화에 크게 기여
√ 이항(億航)지능기술유한공사

회사 소개

- 이항의 주력 제품은 고스트 시리즈로, 조종이 쉬움
- 지난 2016년 최초의 유인 드론인 ‘이항 184’를 출시, ‘날으는 자동차’라는 별명이 붙은
1인승으로 직접 조종을 하지 않고 자율운항 시스템이 탑재돼 스스로 목적지 도달
√ 광저우지페이(極飛)전자과학기술유한회사
- 농업관련 무인기를 주로 생산, XPlanet-‘极飞农业P20无人机’시스템은 2016년 출시한
스마트 농업 무인기 시스템
√ 현황 및 향후 전망
- 전망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2015년~2020년 중국 무인기 산업 시장수요 예측 및
투자전략 규획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12월까지 중국의 무인기 연구개발,

비고

생산기업은 400개를 넘어섰고, 연구개발, 제조, 판매, A/S시스템이 구축
- 2015년 무인기 시장규모는 66.6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48% 증가하며 세계 시장규모의
15% 차지
- 2016년에 고속성장세를 유지하여 96억 위안, ’18년에는 190억 위안에 이를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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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버 카메라 드론
중국

무인드론(무인 카메라)
링링우셴(零零無限) 社

√ 접이식 모형 및 그물형 보호상자는 안정성을 높이고 사용자들의 조종 및 제어가 용이
- 접이식으로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주요 응용기술
- SLAM(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 : 주변 3D지도를 인식하여 동시 위치
추적 및 지도 작성 기능 탑재
제품 특징

- 4K 1300만 화소 카메라 탑재
- 자체 카메라를 통해 안정적인 조종 및 제어가 가능
- EIS(Electronic Image Stabilization) : 영상 및 사진 보정, 선명도 향상 기술
- 안면 및 지면인식 : 안면 및 지면인식을 통해 사용자 추적 가능
- 비행경로 알고리즘 : 자체 연구개발한 센서와 비행경로 알고리즘을 통해 조종 없이
이동 가능
√ 총경리 : 왕멍추 (王孟秋)
√ 설립연도 : 2015년
√ 주소(본사) : 北京市海淀区北太平庄路18号15层B1506室

회사 소개

√ 홈페이지 : gethover.com/
√ 주요사업(경영범위) :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기술과 통신 기술 개발 등
- 16년 10월 링링우셴은 호버카메라(중문명 : 小黑侠)를 출시하며 새로운 유형의 드론을
선보이며 SNS상에서 큰 반향을 일으킴
√ 제품 포지셔닝

비고

- 대표인 왕멍추는 세계 1위 드론기업인 DJI는 주로 원격조종 무인기 시장을 공략한
반면, 호버카메라는 근거리조종 촬영을 전문으로 하는 드론으로 포지셔닝 자체가
다르다는 점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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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오두
중국

AI 로봇
바이두(百度) 社

- 샤오두(小度)빅데이터 분석 및 이해능력, 음성센서 등 각종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사용자와의 정보, 서비스, 감정 등 관련 교류를 진행
제품 특징

- 2017년 1월 샤오두는 중국 리얼리티 TV쇼인 ‘슈퍼브레인’에 참가하여 인간 참가자와
음성 및 얼굴인식, 암기력 등 관련 대결에서 모두 압도적으로 이겨 놀라게 함
- 자체 검색엔진의 빅데이터를 토대로 데스크톱 버전의 샤오두 프로그램을 출시하여
사용자들에게 제공하였으나, 로봇제품은 생산 및 판매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임
√ 총경리 : 리옌홍(李彦宏)
√ 설립연도 : 2000년

회사 소개

√ 주소(본사) : 北京市海淀区上地十街10号百度大厦
√ 홈페이지 : www.baidu.com
√ 주요사업(경영범위) : 검색엔진,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 등
√ 향후 계획
- 2017년 2월 20일 바이두의 공식발표에 의하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바이두를

비고

선두로 기술학습 및 국가공정응용 관련 연구실, 기술학습 및 컴퓨터 시각 인식기술,
컴퓨터 청력기술, 생물특징 식별기술, 신형 인간과 컴퓨터간의 커뮤니케이션기술,
표준화 서비스, 지식재산권 학습 등에 더욱 힘쓸 것이라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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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샤오(云骁) 등
중국

무인자동차
바이두 社

√ 초정밀 지도, 로케이션, 감지능력, 스마트 결책 및 컨트롤 총 4개의 모듈이 포함됨
– 자체 개발한 초정밀 지도 및 수집정보를 통해 완전한 3D 로드정보를 기록할 수
있으며, 센티미터 단위의 범위로 차량의 위치를 측정 가능함
- 국제 선진 수준의 트래픽 신 물체 식별기술 및 환경 감지 기술에 의거하여 정확하게
차량 탐측, 식별, 추적, 거리와 속도의 예측범위, Pavement image segmentation,
Lane recognition이 가능하고 무인 운전의 스마트 정책에 관련 근거를 제공함
√ 동 사 무인자동차는 스마트화가 상당한 수준에 다다른 것으로 평가
- 2016년 중국 우전(烏鎭) 인터넷 대회 기간에 복잡한 도시 도로에서 주행 테스트를
진행, L4등급을 받음
- 미국 NHTSA(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의 표준에 따르면, L4급은
제품 특징

완전 자동화, 스마트화가 가장 높은 수준이며 인공 조작이 전혀 없다는 것이 특징임
- 대회에 전시된 "윈샤오(云骁)" 바이두 무인자동차는 치루이EQ, 베이치 EU260,
비야디를 포함하여 모두 중국에서 자체개발했으며, 똑같은 바이두 무인 운전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음
√ 운행절차
- 수동으로 자율주행 모드 돌입 시 자동차 루프의 lidar(64E) 및 좌중후의 3개 lidar(16E)를
통해 실시간으로 초정밀 지도를 그리며 자동차 주위에 환경 관련 데이터를 수집
- 주변 환경을 스캔한 뒤, 지도 데이터뱅크 내의 지리 정보와 결합하여 차량 위치를
확정하고 장애물을 발견함
- Lidar, 카메라, millimeter-wave radar는 주위의 환경 및 장애물을 탐측하면서 지리
정보와 운동물체를 표시하고 추적
- 자신과 주변 차량의 위치를 확정하고 교통 규칙과 결합하여 운전 노선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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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두(百度)
- 총경리 : 리옌홍(李彦宏)
회사 소개

- 설립연도 : 2000년
- 주소(본사) : 北京市海淀区上地十街10号百度大厦
- 홈페이지 : www.baidu.com
- 주요사업(경영범위) : 검색엔진,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 등
√ 전망 : 장기적 플랜을 갖고 진행 중인 시장
- 중국 전문 시장조사기관인 iiMedia Research에서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2016년
전세계 무인자동차 시장규모는 4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향후 2021년 전세계
시장규모는 70.3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
- 현재 바이두, 구글 등 그룹이 무인자동차 관련 기술연구를 개시하였으나, 중국내
법규제한 및 내부실험 단계에 그치고 있어 단기적 시장 규모의 변화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
- 중국 내 무인자동차 산업에 투자한 기업은 바이두, 훙치, 창안, 상치, 광치, 베이치 등
대형기업임
√ 타 무인자동차 업체 현황
치루이
- 총경리 : 인퉁웨 (尹同跃)
- 설립연도 : 1997년
- 주소(본사) : 安徽省芜湖市经济技术开发区长春路8号
- 홈페이지 : www.chery.cn
- 주요사업(경영범위) : 완성차/자동차부품 제조, 관련 서비스 등

비고

- 참고 : 2016년 중국 500위 기업 중 450위, 9년 연속 판매량 1위
베이치(北汽)
- 총경리 : 쉬허이(徐和谊)
- 설립연도 : 1994년
- 주소(본사 ): 北京市顺义区双河大街99号
- 홈페이지 : http://www.baicgroup.com.cn/
- 주요사업(경영범위 ): 완성차/자동차부품 제조, 자동차 관련 서비스 및 무역, 연구개발,
교육, 금융투자 등
- 참고 : 2016년 세계 500위 기업 중 160위, 중국 5대 자동차그룹에 속함
BYD(比亚迪)
- 총경리 : 왕촨푸 (王传福)
- 설립연도 : 1995년
- 주소(본사) : 深圳市坪山新区比亚迪路3009号
- 홈페이지 : www.bydauto.com.cn
- 주요사업(경영범위) : 완성차제조, 충전배터리, 태양광발전소, 에너지저장발전소, LED
및 전동지게차를 포함한 기타 신재생 에너지제품
- 참고 : 전동자동차의 자체 연구개발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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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라 에어컨
중국

태양광 에어컨
거리(格力) 社

√ 태양광 직접구동식 기술을 탑재
- 에어컨의 전기 사용 특성과 태양광 발전 특성을 결합하여 에어컨의 정상운행 및
태양광발전의 사용을 확보함
제품 특징

- 절약하여 남긴 전기는 거꾸로 일반 전기망에 전송 가능하기 때문에 고효율적인 순환
사용모드를 형성하여 실질적인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실천이 가능함
- 솔라 에어컨은 시중판매가 이뤄지긴 하였으나 설치환경과 시장발전 등 제한으로
인해 아직은 널리 보급되지 않는 상황임
√ 총경리 : 둥밍주 (董明珠)
√ 설립연도 : 1989년
√ 주소(본사 ): 广东省珠海市前山金鸡西路
√ 홈페이지 : www.gree.com.cn

회사 소개

√ 주요사업(경영범위) : 수화물 기술의 수출입, 제조업 판매, 가전, 전자제품 및 부품 제조,
소매 등
√ 참고 : 2016년도 중국 특허발명 순위 7위, 가전 기업 1위
- 중국 가전업체인 거리(格力)는 태양광을 활용한 가전제품(Solar Multi-Split Vrf Air
Conditioner)을 출시하여 ’15년 국제 성취상을 수상함(RAC Magazine 주최 산업 수상식)
√ 업체 현황 및 전망
- 신에너지는 중국정부가 추진하는 중점산업 분야 중 하나이며, 관련기업들은 대규모의

비고

R&D를 진행하고 있음
- 향후 신재생에너지 산업 및 태양광제품의 보급과 발전을 토대로 큰 시장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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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의료진단 시스템
중국

AI
하이훙(海虹企业) 社

√ 하이훙 인공지능 시스템은 IBM 왓슨 로봇을 벤치마킹한 제품
√ 인공지능 의료항목
- 진료 보조도구 : 의학 인공지능기술로 의사에게 최적의 치료방안 추천
- 의사의 기술 및 능력 제고 : 임상지침서, 투약 설명 및 제품지도, 전문적인 학술문서
등 임상자료를 망라하고 있어 학습에 도움
- 관리도구 계약 : 보험가입자와 의사간 장기적인 서비스 계약 관계를 맺고 의료보험
관련 가정의사 계약 서비스 추진
제품 특징

√ 환자제공 맞춤형 서비스
- 개인건강 알람 : 개인이 제출한 진료정보 및 건강기록부에 근거하여 인공지능 건강
관련 파일을 제공, 이 외 의료규칙 및 의사의 지시를 토대로 하여 개인건강에 대해
개입 진행
- 인공지능 진찰 어시스턴트 : 개인의 건강상태, 복지특징, 의료자원 획득성분,
치료선호도에 따라 우선적인 의사선택이 가능하며 진찰루트 추천
- 건강복지 컨설턴트 : 개인의 의료보험 유형 및 납부기수, 건강상태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상업보험, 보조약품, 제약기업의 CSR활동 등 복리관리방안 제공 가능
√ 총경리 : 자옌옌(贾岩燕)
√ 설립연도 : 1986년

회사 소개

√ 주소(본사) : 海南省海口市文华路18号君华海逸大酒店
√ 홈페이지 : www.searainbow.com
√ 주요사업(경영범위) : 의약품 전자상거래, 의료복지관리 등
√ 의료서비스의 인공지능 탑재 의지 표명
- 국무원의 승인을 거친 ≪제13차 5개년 위생 및 건강 계획≫에서는 추후 인터넷을
분급 진료제도를 시행하는 수단중의 하나로 사용할 것임을 밝힘

비고

- 분급진료란 큰 병원으로 환자들이 몰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작은 병원에서 우선
진료를 실시하도록 하되, 큰 병원과 작은 병원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순회 진료를
하도록 하는 제도
- 특히 인터넷 및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한 스마트의료 체계가 구축되면 분급진료
제도가 더욱 빠르게 정착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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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HomeOS
중국

스마트홈 플랫폼(IoT)
하이얼(海尔) 社

√ 2016년 11월, 하이얼의 세계 첫 스마트홈 플랫폼인 ‘UHomeOS’을 출시
- 전통적인 가전업계의 비즈니스 모델형태에서 벗어나 ‘하드웨어 + 소프트웨어 + 서비스’
로의 신형 가전제품 생태로 전환
- 하이얼 UHomeOS는 계정 시스템, 상호관계와 소통, 인공지능, 빅 데이터, 안전
제품 특징

시스템, 생태자원 등 6대 핵심능력을 구비하여 인간, 가전제품, 서비스의 연결고리
역할을 함
- 자아적응, 학습, 복원, 발전 등 4대 특징을 보유, 상호 소통을 통해 사용자 맞춤형
모델 생성이 가능하며, 원격 진단을 통해 운영 시스템의 결함을 수복하고 원격으로
제품기능의 업그레이드가 가능함
√ 총경리 : 저우윈제(周云杰)
√ 설립연도 : 1984년

회사 소개

√ 주소(본사) : 青岛海尔路1号海尔工业园内
√ 홈페이지 : www.haier.com/cn
√ 주요사업(경영범위) : 가전, 통신, IT상품, 가구, 물류, 금융, 부동산, 바이오제약 등
√ IoT산업과 스마트가구의 발전
- 리커창 총리는 2016년 3월 전인대 정부업무보고에서‘중국제조 2025’를 강조하며
‘인터넷 플러스’, ‘행동계획’을 제정하였으며 이동 인터넷망, 클라우드 컴퓨팅, IoT 등
산업과 제조업을 결합, 추진할 것임을 언급
- 2016년 12월, 중국 공신부, 재정부에서 연합제정한 ≪스마트 제조 발전규획(2016~

비고

2020년)(智能制造发展规划2016-2020)≫에 따르면, 2025년까지 스마트 제조기술을
추진하여‘두 단계 전략(两步走)’전략을 실시할 방침임
- 첫째 단계 : 2020년까지 스마트제조의 발전기반을 닦고, 전통 제조업 중 중점분야는
디지털화 제조를 달성, 기반이 조성된 중점산업의 스마트화 전환의 현저한 발전
- 둘째 단계 : 2025년까지 스마트제조 기본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점산업의 스마트화
전환을 초보적으로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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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otek-T시리즈
중국

3D 바이오 혈관 프린터
Revotek(蓝光英诺) 社

√ 운행원리
- 열감응성 히드로겔 프린트(온도는 약 4℃)
제품 특징

- 줄기세포 바이오벽돌(Biosynsphere)을 프린팅하고 3D바이오혈관 내 막 형성
- 복합형 혈관 조립
- 37℃ 내 3D 혈관 바이오 프린터 완성
√ 총경리 : 캉위젠(康裕建)
√ 설립연도 : 2014년
√ 주소(본사) : 四川省成都市高新西区迪康大道1号
√ 홈페이지 : www.revotek.com.cn
√ 주요사업(경영범위) : 3D바이오 프린터, 의료영상플랫폼, 3D바이오프린팅기술시스템 등

회사 소개

- 2015년 10월 25일, Revotek는 세계최초의 3D 혈관 바이오 프린터 출시 발표
- 3D 바이오 프린터의 핵심기술은 바이오벽돌(Biosynsphere), 신형의 초정밀 줄기세포
배양 시스템으로 종자세포(줄기세포, 분해한 세포 포함)를 포함한 그로스 팩터 및
영양성분으로 구성된 “바이오잉크”임
- 기존의 3D 혈관 바이오 프린터와는 달리 해당제품은 혈관 특유의 빈 공간(Hollowed
areas), 다양한 종류의 세포를 프린트가 가능하고, 기타 재료층을 결합하여 프린트 →
처리 → 생물학적 기능의 조직구조 형성함
√ 중국 국가전략사업화 아이템 3D 프린터
- 2015년 2월 28일, 공신부(工信部), 재정부(财政部) 공동으로 ≪국가증재제조산업발전
추진계획(2015~2016년)(国家增材制造产业发展推进计划)≫을 발표, 3D 프린터를
국가전략사업화 아이템으로 선정함

비고

- 2017년 기준, 중국 3D프린터 시장규모는 206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며, 향후
5년간(2017~2021년) 연성장률은 약 47.65%에 달하여 2021년 시장규모는 979억
위안에 이를 전망
- <중국제조 2025>는 3D프린터산업 분야의 명확한 발전목표 구축 및 자금투입과
정책적 지원을 제공 등 방침을 명확히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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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 국
집중 육성 산업

타겟 산업

내용
영국 정부는 동 분야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음. 이노베이트 UK는
2013년 영국 기술전략위원회(Technology Strategy Board) 및 지식이전네트워크

로봇, 자동화

(Knowledge Transfer Network)와 함께 산학협동 기관인 ‘로봇 및 자율시스템
전문가그룹(Robotics and Autonomous Systems Special Interest Group)’을 발족,
로봇 및 자동화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음
2013년 국가데이터전략수립에 대한 셰익스피어 보고서(Shakespeare Review)에서
미래 중소기업의 온라인 활동 지원 등 온라인 경제 진흥과 데이터 산업 성장 전략
방안을 제시

정보,
빅데이터

- 영국 오픈데이터연구소(Open Data Institute)와 영국 국립과학기술예술재단
(National Endowment for Science, Technology and the Arts)은 오픈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에 120만 파운드를 지원
- 영국 기술전략위원회(Technology Strategy Board)는 기업, 연구소 및 학계가
풍부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개발할 수 있도록 5천만 파운드 이상의 기금을
지원하는 ‘디지털연결경제 캐터펄트(Connected Digital Economy Catapult)’신설
영국의 항공우주산업은 2015년 기준 270억 파운드 규모로 세계 2위, 유럽 1위
시장이며, 영국 항공우주국(UK Space Agency) 주도로 항공우주 관련 정책 및 규제를
담당하며 관련 사업을 시행 하고 있음.
동 분야 혁신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 이노베이트UK는 위성 응용기술 캐터펄트

항공 우주

(Satellite Applications Catapult)를 2013년 설립, 다양한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인공위성 응용기술 활용을 목표로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지원분야로는 스마트 교통, 청색경제*, 정부서비스 등이 있음.
이 외에도, 2011년 4억 파운드를 투자해 하웰(Harwell)에 국제우주 혁신센터
(International Space Innovation Centre)를 설립해 항공우주분야 연구 ‧ 개발 진행
영국 보건부와 기술·에너지·산업전략부는 의료·보건 기술의 발전을 위해
생명과학연구기관(OLS: Office for life Sciences) 공동운영 계획
- 영국 보건부는 ‘생명과학 산업전략’을 세우고, 신 의료기술 및 의약품의 보급

의료/생명과학

확대를 위해 ‘보급가속 보고서(AAR: Accelerated Access Review)’를 발표,
생물약제학 및 의료기술학, 유전학, 데이터 ž 디지털 의료 개발 주력
- 기술 · 에너지 · 산업전략부는 생명과학 산업 전략을 세우고, 생명과학진흥회(LSO :
Life Sciences Organisation)와 함께 영국 내 생명과학 관련 기업의 해외진출 및
해외투자유치 지원

자료원 : 런던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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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제품

InControl
영국

커넥티드 카(Connected Car)
재규어 랜드로버(Jaguar Land Rover) 社

√ 차선이탈경고시스템(LDW), 전ž후방차량감지, 자동긴급 제동, 지능형 속도 제한 등의
안전 시스템 제공
- 인컨트롤 앱을 통해 스마트폰과 차를 연결하면, 내비게이션, 음악, 날씨, SNS 등의
제품 특징

서드파티(Third party) 앱을 사용 가능
- 리모트(Remote) 스마트워치 기능으로는 사용자가 외부에서도 차의 엔진, 온도,
주행경로 계획, 차량 잠금 ž 해제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애플 워치와 안드로이드
웨어에서 모두 이용 가능
- 손목에 찰 수 있는 방수기능의 웨어러블 스마트키(Activity Key) 개발

회사 소개

√ 영국 내 커넥티드카 선두기업으로, 첨단 안전 시스템과 인포테인먼트* 서비스 제공
* 인포테인먼트(Infotainment) : 운전 관련 정보와 오락거리 기능 통합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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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Care 서비스
영국

항공우주 관련 IoT 기술
롤스로이스(Rolls-Royce) 社

√ 마이크로소프트(MS)의 클라우드 플랫폼인 애저 IoT 스위트(Azure IoT Suite)와 MS의
음성인식 프로그램 코타나(Cortana) 기술 활용
제품 특징

- 엔진 내부에 부착되어 있는 수백 개의 센서를 통해 엔진 상태, 항공 교통량, 항공
경로, 연료 상태 등에 대한 정보를 지상에서 실시간으로 수집 가능하며, 이미
발생했거나 잠재적으로 발생 가능한 결함 진단도 가능
- 수집된 정보를 활용해 연료 효율성 증대, 교통량이 적은 경로로의 수정 가능

회사 소개

√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기술 협약을 통해 유럽 항공사 에어버스(Airbus)의 A350기 용
‘스마트’ 비행기 엔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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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zIR Ambient Air CO2 센서
영국

IoT 센서
GSS (Gas Sensing Solutions) 社

√ 기존 보유하고 있던 박막(thin-film) 특허기술을 바탕으로 전력 효율성은 높이되 고속
정보처리가 가능한 이산화탄소(CO2) 센서
- 낭비되는 에너지를 거둬들여 재활용하는 EH(Energy Harvesting) 기술을 활용해
제품 특징

저전력으로 작동이 가능해 IoT용 센서로 적합
- UWS(University of the West of Scotland)와 함께 실내 불빛을 에너지원으로 하는
자율센서 모듈을 개발하고 있음
- 스마트 빌딩, 병원, 원예, 식품 포장 등에 응용 가능
√ 저전력, 초고속의 비분산적외선(NDIR) 가스 센서를 개발 및 제조

회사 소개

- 빌딩서비스 산업에 해당 기술 적용
- 혁신적인 기술과 고객서비스로 인정받아 전 세계 46개국으로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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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n IoT
영국

IoT 커넥티드 기기
RFMOD (RF Module Optical Design Limited) 社

√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CO2) 측정 센서가 내장된 45x18mm 정도 크기의 콩
제품 특징

모양(Bean) 휴대용 커넥티드 기기
- 2016년 4분기 상품 및 앱 출시 예정이었으나, 아직 출시 전인 것으로 파악됨
- 스마트빌딩, 농업, 리테일, 스포츠 분야 등에 응용 가능
√ 해당 개발사는 약 25년의 제품 소형화 및 무선통신장치 개발 경력 有

회사 소개

- 2016년 여름, 영국 캠브리지셔(Cambridgeshire)에 위치한 한 농가의 사일로(대형
곡식 저장고)에 시제품을 넣고 저장고 내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측정 테스트 시행
계획을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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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kie Monster
영국

클라우드 서비스
AISEEDO (React AI ltd) 社

√ 사스(Saas) 인공지능(AI) 시스템 개발
- 실시간 머신러닝(machine learning)이 가능하며, 클라우드 기반의 사스(Saas)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용이 용이
- 보건 분야에서의 활용이 기대되고 있는데, 노인 혹은 장애자 등 실시간 모니터링 및
제품 특징

개별 케어가 필요한 환자의 행동 패턴, 습관 등을 시스템이 학습해, 온도나 조도 등을
조절하는 등 개개인의 특성에 맞춰 스스로 조치
- 미래에는 오일/가스 산업 및 데이터 집약 산업 등에서도 활용 가능하며,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원격 조사 작업 등에서도 활용될 전망
- 보건 서비스, 게임 디자인 작업에 응용 가능

회사 소개

√ 자동화 시스템을 위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머신러닝 기능) 개발업체
- 특화 분야로는 로봇공학(커넥티드카,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 응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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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od Event Model
영국

빅데이터(Big Data)
노우나우 인포메이션 (KnowNow Information) 社

√ 기상, 지리 등에 대한 정부의 오픈데이터를 종합하여 만든 85%의 정확도를 발휘하는
홍수사태 예측모델
- 이변적인 기상 조건에 대비 및 대응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를 분석한 정보를 긴급
제품 특징

구조대에 제공
- 구조대, 고속도로공사, 철도공사, 지역사회, 기업 등이 홍수사태에 대비하여 계획 및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지역주민과
보험사에 유용할 것으로 전망

회사 소개

√ 영국 과학 ž 기술장비 위원회(STFC) 산하 연구소 하트리 센터(Hartree Centre)의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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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ll Vi
영국

IoT 기반 헬스케어
턴스톨 헬스케어 (Tunstall Healthcare) 社

√ 노약자, 장애인을 원격으로 보살필 수 있는 다양한 제품군 및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품 특징

지역 병원, 사회복지기관 등에 제공
- 사용자의 혈압, 맥박과 같은 기본진단뿐만 아니라 일산화탄소 등 유독 가스, 홍수
감지기능과 같은 케어시스템 등 사용자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서비스 제공

회사 소개

√ 텔레헬스, 텔레케어, 일상 모니터링 등의 종합 서비스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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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ium
영국

IoT 기반 헬스케어
센시움 헬스케어 (Sensium Healthcare) 社

√ 저전력 웨어러블 시스템으로 환자의 증상을 확인할 수 있는 기기
- 환자들의 맥박, 호흡, 체온 및 혈압 등의 정보를 2분마다 기록하는 기기
제품 특징

- 내 ž 외과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상태가 악화되기 전에 사전 진단이
가능
- 사전 진단이 가능해 환자 산태의 호전이 빠를 것으로 기대되며, 치료비용 절감에도
효율적
√ 환자의 활력징후 모니터링이 가능한 초저전력, 경량 무선기기를 개발

회사 소개

- 동 사는 환자 관리시스템 향상, 헬스케어 비용 절감 및 재원기간 단축에 초점을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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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조명제어 솔루션 등
영국

스마트 빌딩 / 스마트 시티
언모듀스 (enModus) 社

√ 전력선통신(PLC) 기술을 활용한 건물 제어 솔루션
- 사물인터넷 활용을 통한 스마트 조명제어(SLC)와 클라우딩 시스템을 통한 건물
에너지관리(Building Energy Management) 서비스로, 건물의 세부전력정보를 감시 ž
제어 가능
- 에너지 절약 및 공급 안정화가 가능하며, 기존의 통신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장비
설치비용 및 시간 절감
√ 汎 도시 IoT화
- 사물인터넷을 활용해 영국 최초 스마트 시티 시범 운영
- 주요 기술 적용 대상은 교통, 에너지, 수자원 공급 부문
제품 특징

- 시내에 15개의 데이터 스테이션(data station)을 설치, 각 센서로부터 수집한 정보로
구성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실시간 서비스 제공
- (교통) 2017년부터 제공될 예정인 모션맵(Motion Map)은 실시간으로 교통상황,
주차공간 등의 정보를 제공해 교통으로 인한 불편 해소
- (에너지) 시내 전기차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충전소 등 관련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급증. 현재 태양열을 활용해 집에서 충전 가능한 기술 연구 ‧ 개발 중
- (인프라) 쓰레기 수거함에 센서를 부착, 수거함이 가득 차면 구청으로 신호를 보내
수거차를 보냄으로서 비용 및 시간 절약 가능
- 영국 통신기업 BT와 캠브리지 대학교, IoT 스타트업 Neu 등 13개 기관이 협업하고
있으며, 제휴 파트너에는 삼성도 포함되어 있음
√ 사물인터넷을 통해 건물 내 전력 상태를 감시 및 조절할 수 있는 스마트빌딩 기술

회사 소개

개발 및 서비스 제공
- 스마트 조명제어 및 건물 에너지관리 솔루션의 기반이 되는 전력선통신 기술
‘왓웨이브(Wattwave)’ 개발
√ 개발 배경

비고

- 밀튼 케인즈(Milton Keynes)는 1981년 이래 인구가 100% 이상 증가한 도시로서,
급증한 인구로 인한 인프라에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강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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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네덜란드
집중 육성 산업

타켓 산업

내용

지역

계장 산업

네덜란드 서부는 여러 대학과 교육기관이 위치하며 계장 산업
(instrumentation industry)이 발달
계장산업은 고성능 위성, 혁신적인 의료기기, 가공공업(processing
industry)을 위한 제어시스템이며 연구소, 선박건조 업체들을 위한
장치를 개발하는 프로젝트 수행

서부
North Holland/
Utrecht

스마트팩토리

북부 네덜란드에 위치한 회사들과 교육기관들은 ‘스마트팩토리
혁신지역(Region of Smart Factories, RoSF)’으로 불리며 제조
혁신과 능률향상을 위한 연구에 중점
Fokker, Philips와 같은 세계적인 대기업과 지역중소기업, SRON과
ASTRON&IBM Center for Exascale Technology, Groningen
대학교와 같은 연구기관들로 구성됨

북부
Friesland

스마트 낙공업

기업, 연구기관, 낙농가들이 협력하여 실시간 모니터링과 데이터
공유를 통한 지속가능한 낙농업 발전 연구
농가들이 소들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게 돕는 센서, 지표,
decision models 그리고 보조제 등이 있음
낙농가의 효율적 경영관리는 동물들의 기대수명 연장으로
이어지며 이는 지속가능한 낙농생산이 가능함

동부
Gelderland

스마트 원예

NEVAT(하이테크, 자동화 그리고 농산품 분야에 걸친 20여개의
핵심공급업체 네트워크) 주도로 혁신 중소기업, 연구기관들 그리고
금융기관들이 서로 시장지식과 기술을 공유
동 프로젝트는 로봇이 식물들로부터 효율적으로 진액을 추출하는
기술을 연구함

동부
Limburg

자료원 : 암스테르담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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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제품

Delft Hyperloop
네덜란드

미래형 열차
Delft Hyperloop 社

√ 하이퍼루프란 진공튜브 안에 자기력으로 띄운 캡슐을 열차로 이용하는 시스템
- 공기저항이나 마찰이 거의 없어서 기존보다 효율적이고 적은 비용으로도 음속이동이
가능한 기술
- 이 시스템의 개발을 위해 일론 머스크의 회사 Space X사는 하이퍼루프 대회를
열었음
제품 특징

- Space X에서 설치한 캘리포니아 실험용 저압튜브 안에서 캡슐의 이동 경쟁을 펼침
- 델프트팀이 계발한 pod(캡슐)은 지난 2016년 캘리포니아 대회에서 실험됐으며,
주행시작 1.2km안에 시속 200km돌파했고 더 긴 튜브 안에서는 시속 1200km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파리에서 암스테르담까지 30분에 주파, 비행기보다 저렴한 가격에 이동 가능
* 정해진 레일 위에 운행하며 날씨의 영향을 안받기 때문에 안전함
*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하게 된다면 하이퍼루프는 친환경이동수단이 될수도 있음
√ Delft 하이퍼루프*는 최근 테슬라 창업자 일론 머스크가 주최한 하이퍼루프 대회에서
우승해 언론의 주목을 받음. 델프트공대 30명의 학생들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운영,
소프트웨어, 파워트레인, 설계 총 4개의 부서로 이뤄짐

회사 소개

* 하이퍼루프(Hyperloop) : 민간 우주개발업체 스페이스X의 창업자 엘론 머스크
(Elon Musk)가 2012년 처음 구상한 것으로, 진공에 가깝게 조성된 지름 3.2m
터널을 만들고 28인승 기차 1량이 그 안을 달리는 시스템
- 민간 우주개발업체 SpaceX 사가 주최한 대회 우승
√ 상용화 현황

비고

- 현재 개발단계이며, 최초 하이퍼루프는 UAE와 두바이 사이의 구간에서 처음 건설될
예정임(1시간 30분 거리를 15분으로 단축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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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y Rescue 등
네덜란드

드론
Avy 社

√ 재난, 응급상황에서 의약품 제공 등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조용 드론
- 수직이착륙 가능, 자동비행, 빠른 속도와 늘어난 주행가능거리(기존의 드론보다 80%
빠른 최대200 km/h 속도로 운행가능하며, 400km거리까지 운행 가능함)
- 다른 제품들과 차원이 다른 10kg 중량운송이 가능하고, 손쉽고 빠르게 드론을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는 click on, click off 시스템 존재
- Avy사는 5개의 드론 모델을 가지고 있으며 각 모델은 특별한 디자인과 기능이
존재함
① Avy Rescue : 위급한 상황에 각종재난으로부터 생명을 구하는 목적으로 설계되어
극한 상황에서 운행하기 위해 견고한 설계와 강력한 센서와 통신장비를 갖춤
제품 특징

② Avy Life : 장기이식을 위해 병원 간 이송업무를 주로 하며 드론 내 냉장설비가
장착되어있어 장기를 완벽한 상태로 이송 가능
③ Avy Spector : 산업시설이나 설비(고압전선 케이블, 철도, 파이프라인, 수도)
천연자원(풍력발전단지나 석유단지) 부품 수송 가능. 장거리 수직주행능력과 중량
운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성능 통신장비나 컴퓨터를 탑재해 복합적인 임무 수행
가능
④ Avy Green : 농업용 드론으로 작물재배 현황파악을 통한 관개시설과 농약의
효율적인 배포와 같은 임무를 수행함. 그 외에도 오염도 관측, 천연자원 파악 및
관리와 같은 자연보호 임무 수행
⑤ Avy Carry : 우편이나 택배 배송 드론으로 장거리와 무거운 중량 운송이 가능하여
시간, 비용 모두 절약 가능

회사 소개

√ 2015년 9월 설립, 두바이의 ‘Drones for good’ 대회 결승 진출
√ 개발 배경
- 생명과 직결되거나 산업분야에서 많은 수요가 있는 분야에 기존보다 혁신적으로

비고

빠르고 보다 많은 중량을 이송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함
- 개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사정을 듣고 이들에게 보다 신속하게
응급지원을 할 수 있는 제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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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ly Astronaut
네덜란드

가축 관리 시스템
Lely 社

√ 우유추출 및 축산 관리 시스템
- 축산 농가의 성공여부는 가축 관리와 사료관리 효율적인 기계와 시스템을
사용하느냐가 관건
제품 특징

- 우유추출 장치에 장애물들을 제거했기 때문에 소들이 거부감 없이 스스로 기계를
이용함
- 소들은 다른 가축들보다 사교적인 동물이라 무리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싫어함
- 이 시설 내에서는 소들이 우유추출 과정 중에도 서로를 볼 수 있으며 소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 우유생산량에 차질이 없도록 설계함

회사 소개

√ 1948년 창립, 약 2,000여명의 직원, 6개의 생산 공장, 7개 R&D부서, 2,550개 특허 보유
(2016년 5억200만 유로 매출)
√ 개발 배경

비고

- 농가들과 동물들에게 더 유연한 시간을 제공하고 최상의 우유를 추출해냄
- Lely사의 자동화 추출기계는 소들의 건강과 행복을 생각하며 이는 더 나은 우유품질
개발을 위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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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ion Stabilizer
네덜란드

로봇 지원 의료수술 시스템
Microsure 社

제품 특징

회사 소개

√ Microsure 로봇 보조 마이크로수술은 숙련된 외과의사들의 신체적 한계를 뛰어 넘는
정확한 제어가 가능해져 일관성 있는 수술결과를 보장함
√ Microsure는 Eindhoven 공과대학과 Maastricht 대학병원 에서 분리되어 2016년에
세워진 의학기계 전문기업으로 마이크로수술(microsurgery)과 로봇 기술을 접목함
√ 상용화 현황

비고

- 첫 구동안정화 로봇은 2016년에 Maastricht 대학병원에서 인간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처음 사용되었고, 그리고 2018년에는 상용화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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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amic, Nano-porous, Micro-needle arrays
네덜란드

바이오 헬스 기술
My Life Technologies 社

√ 두 가지 주요 기술로 ceramic과 nano-porous, micro-needle arrays가 있으며,
nano-porous는 백신과 같이 활성화된 화합물을 밴드에 저장해서 후면 부에 있는
마이크로-바늘을 통해 주입하는 기술임
- 피부와 접촉이 이뤄 진 후, 백신은 나노-분사구 에서 분출되어 피부 겉면의
제품 특징

수지세포에 전달됨
- 마이크로-바늘은 각질층을 뚫고 표피와 진피로 들어가게 됨
- 이 기술의 장점은 기존의 근육에 주입되는 백신보다 5 배에서 100 배 더 적은
양으로 체내 주입이 가능해짐
- 미세 바늘이 신경과 핏줄을 건들이지 않기 때문에, 고통 없이 백신 주입이 가능해짐
- 미세 바들은 또한 쉽고 안전한 방식으로, 환자들도 스스로 사용할 수 있음
√ MyLife Technologies사는 Twente 대학교와, MESA+, 그리고 Institute for

회사 소개

Nanotechnology 에서 2012년에 분리되어 설립된 회사임
- 2015년 Leiden, BioScience Park 에 연구소를 세움
√ 상용화 현황
- 현재 제품 개발 및 시험 단계이며 백신밴드가 시장에 2021년에 판매될 것으로 예상

비고

√ 개발 배경
- 기술 개발자는 바늘을 두려워하는 환자들을 위해 또 피부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술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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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quidseal
네덜란드

식품 코팅 시스템
Liquidseal Holding BV 社

√ 장미나 단단한 껍질을 가진 과일의 표면을 보호해 신선도를 지속시키는 코팅시스템
- 작물 수확시기에 따라 다른 가루를 적용하며 이 가루는 꽃이나 과일에 씌워지는
제품 특징

막은 수분증발을 막는 역할을 하며 이는 농약 사용률 감소 기여
- 온라인으로 판매중이며, 화훼산업에서만 알려져 있었으나 최근 열대과일에도 이를
적용시키고 있음

회사 소개

비고

√ 2005년 설립, 2016년 네덜란드 혁신 중소기업 100위에서 4위 기록
* 웹사이트 : www.liquidseal.nl
√ 개발 배경
- 더 신선한 식품과 꽃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식품폐기 비율을 낮추고자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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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lisk Concrete
네덜란드

바이오 콘크리트
Basilisk-Contracting BV 社

√ 마이크로 미생물을 이용한 자가치유 콘크리트 기술
- 델프트 공대는 2006년부터 미생물학자인 욘커스(Jonkers) 교수 등과 함께 콘크리트에
균열이 발생할 때 콘크리트 속에 넣어두었던 캡슐 안의 박테리아가 작용해 방해석을
제품 특징

만들어냄
- 콘크리트 속 박테리아의 화학작용으로 균열 주위에 방해석 침전이 만들어져
콘크리트 틈새를 채워줘 이물질이 침투하는 것을 막아줌
- 이 틈새를 접착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외부적인 개보수 없이도 지속해서 콘크리트
구조물이 강도를 유지하면서 지탱할 수 있게 됨

회사 소개

√ 2015년 델프트공대에 의해 설립(SME innovation Top 100에서 3위 기록)
* 웹사이트 : www.basiliskconcre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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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enza
네덜란드

건축 소프트웨어
Numdata 社

√ Ivenza는 2000년 Numdata사가 개발한 설계-제조 소프트웨어로 제조사들이
고객들에게 맞춤제품을 제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웹 기반 소프트웨어임
제품 특징

- Ivenza는 주거 및 사무용 제품의 설계, 프리젠테이션 및 생산시 표준화된 건축 설계
소프트웨어를 제작하고 소프트웨어 자동화로 설계 오류를 줄여줌
- 모든 디자인은 웹 인터페이스 dashboard로 통제되고 관리되며 장소에 제한받지 않고
디지털 디자인 시제품 활용이 가능함

회사 소개

√ 고객이 원하는 맞춤 제조(가구 등)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 시스템 개발
* 웹사이트 : www.ivenza.com
√ 개발 배경

비고

- 고객맞춤디자인과 대량생산을 동시에 생각하는 제조사들을 위해 개발
- 가구산업의 상황을 개선하고 미래가구디자인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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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스위스
집중 육성 산업

타겟 산업

내용
신약 제약회사 중심 성장, 총 수출의 약 40% 비중
- Novartis, Roche 등 글로벌 리딩기업 다수 존재, 지속적 성장
- 바이오테크 분야, 개발업체(Developer) 중심으로 지속 성장 추세

제약 및 화학

* (기업수) ’06 → ’15년 기준 공급업체 72개사 → 60개사, 145개사 → 219개사
* (종사자) ’13년 총 14,1131명에서 2015년 총 14,890명으로 5.4% 증가
* (자본투자) ’06년 779백만CHF에서 907백만CHF로 16.4% 증가
* (매출) ’13년 총 4,744백만CHF에서 5,133백만CHF로 8.2% 증가
* (R&D) 2013년 총 1,351백만CHF에서 1,586백만CHF로 17.4% 증가
스위스 전체 GDP의 11% 차지, 2015년 기준 자산 규모 6.5조 CHF
- 약 270개 은행, 200개 보험회사, 2천개 연금기금이 운영 중이며, 20대 금융 센터

금융(핀테크)

중 취리히, 제네바가 각 6위, 13위로 포함됨
- 금융허브 경쟁국 중에서 상대적으로 금융시장 진입 장벽이 낮은 편
- 핀테크에 대한 업계와 정부의 기업의 관심이 높아 관련 규제 완화, 스타트업
활성화 등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완성차 기업의 부재로 통신 등 타 산업의 기관이나 연구기관이 주도
- 로잔공대(EPFL) : 프랑스기업 Induct사와 협력, 캠퍼스 내 무인차 운행 실험
(’12.12월)
- Swisscom(스위스 통신기업) : 스위스 내 첫 자율 주행차 도로 시범운행(’15.5월)

미래형 자동차

- Swisspost(우체국) : 지온(Sion)시 내 자율주행버스 시범운행 중(’16.6월~17.10월)
- 취리히공대(ETH) : EU 연구 프로젝트 ‘V-Charge’의 일환으로 옥스퍼드 등 해외
대학과 Bosch, VW 등 기업과 승용차의 무인 주차 시스템 개발 중(’11.6월부터)
- Bestmile(스타트업) : 무인자동차의 운영 ‧ 최적화를 위한 클라우드 플랫폼
* 다수의 자동차 상호작용 관리/단순 비교 : 엘리베이터 운영 시스템

자료원 : 취리히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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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제품

TOBY-L2 시리즈 등
스위스

무선통신 반도체 솔루션
u-blox 社

√ 무선통신 및 위치추적용 내장형 반도체 솔루션
제품 특징

- 자동차 운행거리에 따라 자동차 보험 차등 부과를 용이하게 함
- Industrial 어플리케이션, 차량용 네비게이션, Automotive 어플리케이션, 개인용
건강모니터링 시스템 등 소비재 어플리케이션에 적용 가능한 내장형 반도체 솔루션
√ 1997년 설립, 매출 3.4억 CHF, 무선통신 솔루션 개발 업체

회사 소개

- 1997년 창업이래 1억개 이상 GNSS 솔루션 모듈을 판매, 30여개국에 5,700여 고객사
확보
- 홈페이지 : www.u-blox.com
√ 개발 배경

비고

- 보험업계, 기존처럼 나이, 경력, 병력 등 전통적 요소에서 벗어난 개인 맞춤형 상품
개발을 위해 IoT 활용 기술에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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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N-DRIVE conveyor
스위스

자동화 장비
Middlesex Industries 社

√ 클린 및 수퍼클린 제조 시설 장비
- 특허를 취득한 독자적인 컨베이어 모듈 시스템을 공급
제품 특징

- 해당 모듈을 통해 3차원 컨베이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음
- IT 비전문가도 사용할 수 있는 pre-programmed embedded S/W를 탑재해 스마트
공장화에 용이
√ 1930년 설립, 매출 미공개, 자동화 컨베이어 제조업체
- 총 2만 미터 길이의 컨베이어 시스템이 반도체, 하드디스크드라이브, 제약회사 등에

회사 소개

설치
- HP, 현대, 제록스 등이 주 고객사
- 홈페이지 : www.midsx.com

비고

√ 개발 배경
- 제조 분야의 고도화에 따른 클린, 지능형 로봇 수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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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ntryRobot, roboLoop 등
스위스

자동화 솔루션
Güdel 社

√ 자동화 리니어모션 모듈, 로봇 트랙모션 유닛
제품 특징

- full-automation, 커스터마이징 가능, 로봇 관절(arm module) 작업 최적화를 위한
동선을 소프트웨어로 산출 및 제어
√ 1954년 설립, 매출 3.4억 CHF, 정밀기계부품 및 생산 자동화 솔루션
- 현재 약 1,200명의 노동력을 가지고 전 세계 30개 이상의 지점과 영업사무소 운영

회사 소개

- 1994년 한국 Güdel이 설립되어 한국에서도 활발한 영업활동을 시작 함
- Güdel 한국은 자동차 엔진, 정밀 부품 생산공정, 물류, 주물, 프레스, 전자 등의
각종라인에 적합한 자동화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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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eam Triaxial MEMS 등
스위스

가속도 측정 센서
kistler 社

제품 특징

√ 힘센서, 가속도센서, 토크센서, 압력센서, 신호조절 등
- 측정, 물리적 공정 분석, 산업 공정 관리 및 생산 최적화를 위한 측정 솔루션
√ 1944년 설립, 매출 3.6억 CHF, 측정 시스템 및 센서
- 동 사는 세계 58개 분야에서 약 1,600명의 직원들이 로컬 레벨에서 개별적인

회사 소개

응용기술 지원을 통해 새로운 측정 솔루션 개발 진행
- 2016년 매출액의 약 10%를 혁신과 연구에 재투자, 약 300명의 연구 인력 보유
- 홈페이지 : www.kistler.com
√ 개발 배경

비고

- 광범위한 응용 기술과 품질에 대학 헌신을 통해 경량화, 운행안전, 배출감소,
인더스트리 4.0과 같은 영역에서 혁신을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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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B Decathlon Service
스위스

측정 시스템 및 센서
ABB 社

√ ABB Decathlon Service(DCIM : data center infrastructure management)
제품 특징

- DCS, MES, ERP 등을 통합한 빅데이터 관리 ‧ 분석 기능을 지원하여 효율적 의사결정
기반 제공
- 측정, 물리적 공정 분석, 산업 공정 관리 및 생산 최적화를 위한 측정 솔루션
√ 1988년 설립, 매출 338억 USD, 측정 시스템 및 센서
- IT 분야기업들과 제휴 확대, 통합 솔루션 고도화

회사 소개

- 2015년, Ericcsson(모바일)와 전략적 제휴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관리 모니터링, 제어,
자동화
- 2016.4월, TSO Logic(자동화SW)과 제휴, 통합 솔루션 공개
- 2016.12월, FNT(integrated SW)와 제휴, 통합 솔루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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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active Service Model
스위스

측정 시스템 및 센서
Walter Meier AG 社

√ Pro-active Service Model(smart-guard, TeleButler 등)
- 난방 시설의 원격 관리‧조정 기능을 제공하는 스마트 홈 서비스
제품 특징

- smart-guard를 통해 히트 펌프에 대한 정보가 항시 기록되고 분석되어 문제 발생 시
즉시 대처가 가능하며 효율적 운영을 위한 세부 조정이 이루어짐
- “Telebutler”는 모바일로 연결, SMS를 통해 간단 조작 가능

회사 소개

√ 1937년 설립, 매출 26억 CHF, 냉난방 제품‧부품/서비스 개발
- 홈페이지 : www.waltermei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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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Bin/Label, Bossard Inventory Managment 등
스위스

물류 관리 시스템
Bossard Group 社

√ SmartBin/Label 등 HW와, 물류 관리 시스템 Bossard Inventory Management(BIM) 등
SW를 통한 생산 공정에서의 재고 관리 효율 극대화
- SmartBin: 재고 부품 보관용 고정 또는 이동식 트레이로서 무게 감지 센서와 무선
제품 특징

통신을 통해 실시간 재고 물량을 파악, 필요 작업장(workstation), 생산 라인으로
이동하여 부품 전달
- SmartLabel: 용기 내용물을 표시하는 전자 명패. 보관된 부품의 내역과 양, 보충
예정량 및 시점 등 실용적인 정보를 포괄 제공
- BIM : 위 체계의 실현화에 필요한 데이터 관리 시스템

회사 소개

√ 1831년 설립, 매출 6.6억 USD, 철물 및 수공구 도매
√ 개발 배경
- 총 구매 비용에 있어 단순부품의 관리 비용의 절반을 차지하는 반면, 부품 자체의

비고

가치는 5%에 불과하므로 관리 효율화를 통한 비용 절감 가능성이 다대함
- 개별 맞춤형 대량 생산 요구가 확대됨에 따라 생산 공정의 자동화,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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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lanning Navigator
스위스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설치 서비스
Schindler Group 社

√ The Planning Navigator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고객사에게 건설 기획 단계부터 엘리베이터 ‧ 에스컬레이터
관련 데이터를 제공
제품 특징

- 고객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자사의 제품 노출 ‧ 홍보 확대
- 동 플랫폼은 고객사 뿐만 아니라 자사의 세일즈 컨설턴트 및 대내외 홍보 및
영업툴로 사용됨
- ‘14년부터 운영 중
- 제품 홈페이지: http://www.planungsnavigator.ch

회사 소개

√ 1874년 설립, 매출 355억 USD, 엘리베이터 ‧ 에스컬레이터
- 홈페이지 : www.schindl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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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호 주
집중 육성 산업

타겟 산업

내용
안전하고 빠른 지질 탐사 및 정확한 매핑(Mapping) 작업을 위해 최신 기술의 드론을
사용하는 광산 기업의 수 증가. 호주 대형 광산 기업 BHP와 Rio Tinto사의 경우 이미

광업

드론을 이용해 프로젝트 진행 지역의 지형, 지역 사진촬영, 매핑 작업 등을 추진.
디지털 인프라 구축 및 IIoT(Industrial Internet of Things)에 대한 투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 이는 광산 운영, 관리, 안전 및 보완 시스템의 효율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
호주 정부는 주요 분야의 제조업 활성화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현지 관련
기관 및 글로벌 기업들 역시 독자적 또는 합작을 통한 로봇, 3D 프린팅, IoT와 같은

제조업

신기술 개발과 이를 통한 제조 역량 고도화에 주력.
AMCG(Advanced Manufacturing Growth Centre)는 호주의 의약, 바이오 생약, 광산,
방산, 농축산 산업 등의 제조 분야를 지원하고, 관련 기관 또는 기업의 R&D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호주 정부는 헬스 산업을 겨냥한 3D 바이오 프린터 연구에 주목. 해당 연구는 인간의
세포, 장기, 뼈 등을 구현해 낼 수 있는 3D 프린팅 개발 작업으로 호주 Invetech사와
미국 Organovo사의 합작으로 세계 첫 상업용 3D 바이오 프린터 NovoGen을 생산한
바 있음. 호주 정부는 해당 사례를 Industry 4.0 정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종의

바이오 헬스
및 의료

성공 사례로 소개하고 있음.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신체 상태를 손쉽게 확인 가능한 스마트 폰 의료 앱(Medical
Check-up, Medihis 등) 제품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앱은 호주 의료보험
시스템인 메디케어(Medicare) 연동 서비스로 질병 예방 및 관련 치료법, 체질 별 추전
식단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매일 걷는 속도, 구간, 심박 수 체크 등 움직임에 대한
정보도 소비자에 전달하고 있음.

자료원 : 시드니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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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제품

TopoDrones
호주

광산현장 정보 수집 드론
Scientific Aerospace 社 / Dronemetrix 社

√ 제품 소재
- 수직 이륙 및 착륙이 가능한 해당 드론의 경우 3D 프린팅을 통해 나일론 재질로
제작되어 견고할 뿐 아니라 노출된 날이 없어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
√ 기능
- DroneMetrix 사에 의해 개발된 소프트웨어 ‘PPK Direct Georeferencing Solution’이
제품 특징

탑재되어 지상 통제 없이도 정확한 지도 작성, 처리 시간 단축, 세계 최고 수준의
사진 촬영, 매핑 등 높은 품질의 결과를 제공
- 복잡한 설정 없이도 사용 가능하며, 최소한의 교육으로 도심 지역에서도 안전하게
사용 및 운송할 수 있음.
√ 시장성
- TopoDrones은 호주 퍼스(Perth) 지역에 제조 공장을 설립하여 첫 해에만 2,0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대
√ Scientific Aerospace는 2006년 설립된 기업으로

회사 소개

- 호주 최초로 무인 동력기 허가를 받은 바 있음. Dronemetrex는 자체적으로 정확한
지도 설계 및 제작이 가능한 ‘TopoDrones’ 시스템을 개발한 호주 회사임
√ 제품 상용화 현황
- 대형 광산 기업인 BHP와 Rio Tinto는 이미 드론을 광산 현장에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Goonyella 탄광(퀸스랜드州 중심부 대규모 노천 광산)의 경우, 현장 진행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안전 준수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약 1년 동안 드론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남

- 132 -

4차 산업혁명시대, 첨단제품 개발 트렌드와 시사점

OptiCool 기술
호주

IoT 활용 건물 에너지 효율 솔루션
Building IQ 社 / 호주연방과학기술연구원CSIRO (기술제휴)

√ 입주자에게 온라인을 통해 실내 온도와 관련된 메시지 및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 탑재
- 해당 기술은 Building IQ 사에 의해 상용화되었으며 빌딩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킨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제품 특징

- OptiCOOL 기술은 또한 기존 HVAC(냉난방환기장치) 컨트롤 시스템에 장착 가능
- 기존 정보와 함께 현재 날씨, 에너지 시장 가격 및 동향 등의 파악으로 에너지 소비,
온실가스, 비용 등을 절감하고, 생산성 향상에 기여
- 해당 기술은 빌딩 소유주들이 에너지 소비량을 12-30%까지 줄일 수 있도록 지원
√ Building IQ는 건물 소유자 또는 운영자를 위해 사물 인터넷 기술을 사용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호주 기업
√ 호주연방과학기술연구원은 1916년 설립된 호주 최대의 종합 연구 기관으로 농업,
환경, 정보통신, 보건, 에너지, 우주 등 광범위한 산업분야에 걸쳐 제품 개발 및
연구에 힘쓰고 있음

회사 소개

- Argonne National Laboratory(미국 국립핵물리학연구소)의 실험에 따르면 해당
기술의 사용으로 HVAC 에너지 소비를 최대 45%까지 감소시킴
- 2009년, CSIRO의 OptiCOOL 기술의 상용화 후 2013년 벤처 자금 9백만 달러를
지원하여 기술 도입을 가속화 함
- CSIRO 뉴캐슬(New Castle) 지역 에너지 센터에의 경우, 해당 기술을 사용하여 최대
30%의 에너지 절감을 달성하였으며 뉴욕의 록펠러 센터에서도 동 기술이 사용되고
있음
√ 개발 배경

비고

- 일반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분의 1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IPCC(유엔산하 국제협의체)에 따르면 건물 관리를 통한 에너지
감소가 비용절감효과가 가장 높은 방법인 것으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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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oGen MMX Bioprinter
호주

3D 바이오 프린터
Organovo 社 / Invetech (기술제휴)

√ 세계 최초의 상업용 3D 바이오 프린터 NovoGen
제품 특징

- 2개의 로봇식 정밀 인쇄 헤드로 형성되어 있음. 기본적으로 지방과 골수에서 추출된
줄기세포를 전구물로 사용하여 환자에게 이식 가능한 조직 및 장기를 제작
- 운영자는 인터페이스를 통해 컴퓨터 화면에 구축할 장기를 그릴 수 있음
√ Organovo社는 혁신적인 3차원 생물학 기능을 연구 및 제공하고 있으며 외과에서
필요한 조직들을 제작하는 기업
√ Invetech는 제약 제조분야 및 맞춤형 자동화와 관련된 신제품을 개발하여 글로벌
혁신을 이끄는 호주기업

회사 소개

- Organovo사에 의해 개발된 3D 바이오프린터 NovoGen은 인체의 모든 조직 및
장기를 구현해 낼 수 있는 제품
- 해당 제품은 이미 동맥혈관을 만들어 내어 손상된 신경을 치료하기 위해 수술용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향후 5년 내 임상시험 완료 후 바이패스 수술에서
이식용으로 사용 될 혈관제작 또한 가능 할 것으로 기대
√ 개발 배경
- 수 년 동안 조직(Tissue) 연구원들은 2차원적 세포 배양을 넘어 3차원적 장기를
만드는 것이 목표였으나, 기존 기술은 구조적 결점이 있어 개개인 인체와의
상호작용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개발에 어려움을 겪었음
- 글로벌 재생의학기업 Organovo 사와 호주 Invetech 사의 제휴를 통해 개발된

비고

NovoGen 바이오프린팅은 세계 최초의 3D 바이오프린터라는 점과 상업용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음
- 2009년, CSIRO의 OptiCOOL 기술의 상용화 후 2013년 벤처 자금 9백만 달러를
지원하여 기술 도입을 가속화 함
- CSIRO 뉴캐슬(New Castle) 지역 에너지 센터에의 경우, 해당 기술을 사용하여 최대
30%의 에너지 절감을 달성하였으며 뉴욕의 록펠러 센터에서도 동 기술이 사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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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Feel
호주

소셜미디어 기반 감정 진단 기술
The Black Dog Institute 社 / 호주연방과학기술연구원CSIRO (기술제휴)

√ ‘We Feel’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용자의 감정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 및 파악이
가능하도록 돕는 기술임
제품 특징

- 평균 1분당 32,000개의 트윗(Twit)을 언어(처리)화 하는 기술을 활용하여 분석, 감정과
관련된 단어를 감정의 계층(hierarchy)에 따라 분류시켜 진단하는 방식임
- We Feel은 분 단위의 감정을 시각적으로 파악이 가능하며 성별과 국가 등 다양한
검색 기준을 설정하여 결과를 더욱 세분화 시킬 수 있음
√ The Black Dog Institute는 2002년 설립되어 정신질환의 식별, 예방 및 치료 등을

회사 소개

제공하는 호주 연구기관
- The Black Dog Institute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용자의 정확한 감정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아마존 웹서비스의 지원을 받아 개발에 착수 함
√ 개발 배경

비고

- 해당 기술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용자의 정신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추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한 사례로 분류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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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epresence Robot
호주

원격 서비스 지원 로봇
호주연방과학기술연구원CSIRO / 호주 국립 박물관 National Museum of Australia

√ 원격 방문자를 위한 텔레프레젠스 로봇
– 텔레프레젠스 로봇은 박물관 내 교육담당 직원과 동반하여 박물관과 멀리 떨어져
제품 특징

있는 원격 방문자들에 고속 광대역을 사용해 가상 투어가 가능하도록 지원함
- 원격 방문자는 해당 기술을 통해 박물관 내 전시된 대상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객관식 질문 또는 투표와 같은 다양한 방법의 상호 의사소통이 가능
- 텔레프레젠스 로봇 기술은 고속 광대역 연결이 가능한 모든 학교에서 사용이 가능
√ 호주국립박물관은 2001년 완공된 박물관으로 건축물 그 자체의 예술적 가치로 인해
화제가 되었음

회사 소개

- 호주 5만년 전의 원주민 유물 등을 보관하고 있으며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
- CSIRO와 호주 국립 박물관은 호주 정부의 지원을 받아 모바일 텔레프레젠스
로봇(Telepresence Robot)을 협력 개발
- 현재 캔버라에 위치한 호주 국립 박물관 내 7개의 갤러리에서는 해당 로봇 사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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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운반 시스템(AHS) 등
호주

자동채굴 트럭
Caterpillar 社(미국 채굴장비 생산기업) / 카네기멜론 대학(기술제휴)

√ GPS를 이용해 위치를 확인하고 라이더 센서나 레이저 센서를 이용하여 주변의
장애물을 인식
제품 특징

- 내장된 로봇 드릴 장비로 스스로 채굴까지 가능
- 무인 채굴 트럭을 통해서 사람이 직접 트럭을 운전하는 것보다 15% 저렴한 비용으로
운행 가능
- 24시간 쉬지 않고 운행가능하며, 행동 예측이 가능하여 안전함
√ 1925년 설립된 기업으로 건설, 채굴 장비를 제조하는 글로벌 기업
- 포춘 500대 기업 중 59위에 랭크된 대기업
- 채굴회사 Rio Tinto(금속, 광물 자원을 개발하는 영국-호주의 다국적 기업)에서는 동

회사 소개

사의 무인채굴트럭 73대를 도입하여 채굴에서 운반하는 과정까지 모두 자동화
(2017년 대대적 실험 후, 2018년 전체 적용 예정)
- 세계 최대 광물회사 BHP Billiton(호주의 글로벌 광산기업) 에서도 자동화된 채굴
트럭을 사용
√ 개발 배경
- 카네기 멜론 대학의 Herman 박사는 채굴 산업이 이미 완전하게 통제된 환경이라

비고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하기 수월하기 때문에 채굴 산업에 자동화가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이라 예측함
- 많은 채굴 회사들이 중앙 집중식 컨트롤 시스템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투자
중이며, 자동화가 급격히 일어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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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핀란드
집중 육성 산업
타겟 산업

내용
핀란드는 기계, 조선, 산림산업 등 전통산업이 높은 인건비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 현상 심화, 이에 주요 기업들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 생산공정과 제품에
사물인터넷의 결합을 추진 중

IoT 및 빅데이터

- 노키아를 중심으로 구축된 IT 생태계는 노키아 휴대폰 부문의 매각 이후 IoT,
스마트기기, 빅데이터와 관련된 스타트업 출현으로 연결
핀란드는 GDP 대비 R&D 지출이 2.9%(약 61억 유로) 수준으로 EU 내 4위를
차지하는 등 높은 R&D 투자에 따른 높은 기술 경쟁력 보유

자료원 : 헬싱키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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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제품
핀란드

IoT 기반 시스템 및 서비스
Kemppi Oy 社, 핀란드 교통국(Maas Global 社 협업), Enevo 社

용접품질 관리시스템 개요

반타 무인버스 운영

Enevo의 솔루션

√ 용접품질관리 시스템(Welding Quality Management)
- Kemppi Oy(www.kemppi.com)는 산업인터넷을 활용한 용접 품질관리시스템을
2012년부터 공급
- 무선인터넷과 클라우드 시스템을 활용, 작업자의 정보를 포함한 모든 생산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함으로써 불량률을 낮춤
- 핀란드 Outotec과 Premekon, 덴마크의 Welltec 등에 시스템 공급
√ 대중교통 서비스 시스템
- 핀란드교통국(http://www.liikennevirasto.fi/)은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을 통해 자가용
운행을 감소시키고자 다양한 실험을 진행 중
- 월 정액제 결제방식을 통해 고객들에게 대중교통 등 모든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 원하는 교통수단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함
시스템 및
서비스
특징

- 핀란드의 Maas Global(http://maas.global/)사는 '16년 10월 헬싱키에서 테스트를
진행완료, 2017년 중 영국 웨스트미들랜드에서 파일럿 서비스를 시작 예정
- 2015년 7월과 2016년 7월 반타(Vantaa)시와 헬싱키(Helsinki)시에서는 일반도로에서
무인버스를 시범운영
- EU의 Citymobile2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프랑스 이지마일(www.easymile.com)사의
9인승 EZ10 무인버스를 도입
- 티에토(Tieto), 심비오(Symbio), 피코닉솔루션(Piconic Solutions) 등 무인자동차
시스템에 필요한 IoT, 무선연결, 센서, 위치정보시스템 개발사들이 다수 존재
- 핀란드 수출진흥기관인 Export Finland의 무인자동차 관련 프로그램에 60여개사 참가 중
√ 쓰레기 수거경로 관리 솔루션
- Enevo(www.enevo.com)은 센서를 통해 최적의 쓰레기수거 경로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발
- 사용자가 설정한 기준값에 맞춰, 센서가 부착된 쓰레기통들을 자동으로 분석하고
네비게이션을 통해 최적의 수거경로를 제시
- '85% 이상'을 설정하면, 용량의 85% 이상이 찬 쓰레기통만 수거할 수 있는 경로를 표시
- 핀란드, 네덜란드, 영국 일부 지역에서 Enevo의 솔루션을 적용한 시스템을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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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품
핀란드

밸브 컨트롤러, 테이블 버튼
Metso 社, The Button Corporation 社

Intelligent Valve Controller

IoT 기반 BTTN

√ Intelligent Valve Controller
- Metso(www.metso.com)는 IoT를 활용한 밸브 컨트롤러를 생산
- 밸브가 작동하는 동안 밸브의 성능을 분석, 저장함으로써 설비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효율적인 설비점검 일정을 계획할 수 있게 함
- 2015년 현대중공업에서 건조한 노르웨이 Eni Norge사의 FPSO(부유식 원유 생산 및
저장설비)에 최초로 납품
√ BTTN(원격호출ž명령장치)
- The Button Corporation(https://bt.tn/)에서 개발한 IoT단말기
- 인터넷에 연결된 BTTN 버튼을 누르면 사전에 지정한 동작(문자발송, 제품주문,
전원작동 등)을 자동으로 실행하는 장치
제품 특징

- 한국의 식당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주문벨과 같은 것을 인터넷과 연결, 다방면의
서비스에 이용
- 택시예약, 시설보수요청, 배송신청, 귀가알림 등 산업용, 개인용으로 다양하게 활용
- 주문할 때 종업원이 테이블로 오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을 줄이는 것에서 제품
아이디어가 시작됨
- 창업자는 붐비는 술집에서 주문을 하지 못해 '종업원을 부를 수 있는 편리한 방법'을
고민하다가 BTTN 개발을 결심함
- 제품개발 과정에서 할머니가 긴급한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하고 싶은데 전화기를
잃어버렸거나, 전화번호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손떨림으로 전화번호를 정확히 누르지
못하는 때에도 BTTN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확신(비상호출벨)
- 2014년 출시 이후 100여개국에 수출

- 140 -

4차 산업혁명시대, 첨단제품 개발 트렌드와 시사점

10

러시아

집중 육성 산업
타겟 산업

로드맵명

무인항공기

AeroNet

인간-기계 통신

NeuroNet

내

용

무인항공기 시스템과 소형 우주항공체 분야에서 2035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육성
2035년까지 10개의 우수한 수준의 러시아 회사 육성, 세계
시장의 2.5% 점유율 차지
2035년까지 관련 장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분야 러시아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

EnergyNet

회사들의 연매출액 400억 달러까지 확대
2035년까지 세계시장 점유율 우위 점유(그리드 분야 : 10~12%,
스마트그리드 : 3~6%, 소비자서비스 : 3-6% 시장점유율 목표)
무인 혹은 부분 무인 자동차 시장 구축

무인자동차

AutoNet

스마트시스템 구축 자동차 개발
다용도 화물 및 승객용 로봇 운반체의 국내생산 시작
2020년까지 스마트카 분야 세계시장 점유율 0.05% 점유
전자항법시스템(e-navigation), 해양자원개발 및 조선분야 혁신

스마트 해양기술

MariNet

2020년까지 8개의 글로벌 수준 회사 육성
2020년까지 관련분야 수출 600억 루블 달성하고 전자
항법시스템 분야 세계시장 점유율 12% 달성

개인의학 솔루션
(Solutions for
personified medicine)

개인보안시스템

HealthNet
(작성 중)

의료 IT, 스포츠헬스, 예방의약품, 의료신물질, 인공장기,
노화방지 등의 분야에서 2035년까지 글로벌 수준의 5개
러시아 회사 육성하고, 국산화율 70% 달성

SafeNet

통신보호채널(콴텀 통신 등), 바이오인증 시스템 등의 분야

(작성 중)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 3~5% 달성

식품 분야 스마트

FoodNet

솔루션

(작성 중)

금융 시스템 및 개인

FinNet

네트워크 금융 서비스

(작성 중)

식품바이오 부문 자동화 및 로봇화 추진
개인 영양, 유전공학, 농업분야 대체 원료 개발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시장 5~15% 점유
분산원장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스마트 금융
시스템 및 클라우드 기술 도입

자료원 : 모스크바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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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제품

러시아

무인자동차
Kamaz 社, Skolkovo 과학기술단지 등

√ 러시아 정부는 2020년까지 스마트카와 자율운행로봇시스템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패키지 설계 완료 목표
정부 계획

- 2017년에 자율운행로봇시스템 설계를 위한 입찰을 추진하며, 2018년까지 기본
테스트를 완료한다는 계획
- 2018년에 운전자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목표로 현재 스마트카 실험을 위한 장소를
선정하였으며 2018년에 완비할 예정
√ 러시아 최대 과학기술단지 Skolkovo는 2016년 11월 러시아 최초로 무인 전기버스를
개발
- 최대 시속이 30킬로미터이고, 완전히 충전했을 경우 4시간 동안 운행이 가능함
- 2018년 내에 일반 도로 상에서 무인 버스 운영을 시도한다는 목표

회사 소개

√ 민간분야 에서는 2015년에 러시아 최대 트럭 제조사인 KAMAZ사가 인공지능,
로봇시스템 분야의 유력 기업인 ‘Cognitive Technologies’ 사와 협업하여 무인트럭을
최초 개발, 현재 시험 운영 중
- KAMAZ는 오토로봇(AutoRobot)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 이 프로젝트는 스마트파일럿(운전자 지원시스템), 에어파일럿(자동차 원격조정시스템,
개발기간 5년), 로보파일럿(완전한 형태의 무인자동차, 개발기간 10년)으로 구성됨
√ 자율운행로봇시스템에 필요한 핵심 기술
- 빅데이터 : 극한 상황에서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 시스템

비고

- 인공지능 : 의사결정시스템(ASIL D ISO 26262), 시각시스템(ISO26262 ASIL B) 등
- 센서, 로봇부품 등 : 운전자 상태를 모니터하는 모바일 시스템) 등
- 기타 : 200미터 이하 거리에서 안정적인 무선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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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무인항공기(드론)
Geoscan 社, Kronstadt Group, Unmanned Systems Group, Aerob 社

√ 러시아에는 무인항공기 제조, 운영과 관련된 회사가 약 200개사가 있으며 그 중
29%가 시스템 제조 및 판매, 41%가 수입 기업임
시장 현황

- 전체 50%의 기업이 5명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주로 항공촬영, 드론판매 분야
- 전체 러시아 기업중 1년 미만의 신생 기업이 전체 15%이며, 8년 이상된 회사는
10%로, 신생기업이 증가하는 추세
√ Geoscan: 드론 설계 및 제조, 항공사진 SW 및 다차원 데이터 시각화 SW 개발

회사 소개

√ Kronstadt: 드론 및 로봇 제작
√ Unmanned Systems Group: 항공 촬영 및 비디오 감시용 드론 분야
√ Aerob: 드론 제작 스타트업
√ 무인 항공기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
- 빅데이터: 한정된 장소에서 300개 이상의 드론 비행 자동 조정시스템(드론 간 거리

비고

100미터 이내), 착륙 안정성 분석을 위한 시각 시스템
- 인공지능: 0.9999의 데이터 정확도를 보유한 자동 저공비행 네비게이션 시스템, 착륙
환경(거친 표면, 모래밭, 물, 늪 등) 평가 시스템
- 기타: 인공지능, 콴텀기술, 이동가능한 전원, 센서, 로봇부품, 무선통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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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echKit
러시아

음성인식 기술
얀덱스(Yandex) 社

러시아 포털사이트 시장 점유율

얀덱스 음성인식 기술 정확도

√ 얀덱스가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기술로는 음성인식, 자연어이해(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 화자인식(Speaker Recognition), 음성합성, 대화관리(Dialogue
Manager)가 있음
- 자동음성인식 기술의 경우 기계학습을 통해 지속적으로 신경망을 훈련시키고 있으며,
약 40억개의 단어가 언어모델(Language Model)에서 활용됨
- 위치검색 명령의 경우 전반적인 음성인식 정확도는 95%이며, 다양한 화제에서 짧은
구(Phrase)에 대한 인식 정확도는 88%, 단순 문장의 경우 82%의 정확도를 보이고
있음
제품 특징

- 자연어이해기술’은 일상대화에서 주소, 이름, 날짜와 시간, 그 외 대화 주제를 인식할
수준까지 연구가 진행 중임
- 음성합성 기술은 텍스트의 음성 변환을 가능케 하는 것으로, 남녀 목소리 선택, 감정,
특정인 목소리 등을 만드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 향후 인간과 기계간 대화에서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는 기술임
√ 어떤 언어이든 3개월이면 해당어의 음성인식 기초 프로그램 구축이 가능함
- 얀덱스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어, 영어, 불어, 우크라이나어, 터키어의 음성
인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러시아어 인식의 경우 구글 보다 인식 정확도가
높음
√ 러시아의 음성인식 기술은 러시아 최대 포털사이트인 Yandex가 선도하고 있음

회사 소개

- Yandex는 번역, 네비게이션 등의 기능에서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단순 음성인식에서 나아가 인간과 기계간 대화 기능까지 연구개발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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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스마트 그리드
Tavrida Electric 社, Yanta Energo 社, Profotech 社, Entels 社

√ 러시아 정부는 ‘EnergyNet' 로드맵을 통해 220KV급 이하 스마트 그리드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 스마트그리드의 주요 기술은 플러그앤 플레이 디지털 변전소, 분산네트워크시스템,
전자센서, 다용도 측정기, 관리 소프트웨어 등으로 구성됨
√ 러시아 정부는 EnergyNet 로드맵에 따라 2017년에서 2020년까지 세바스토폴,
정부 계획

모스크바, 카잔, 블라고베쉔스크,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스마트그리드 핵심 솔루션
설계를 위한 연구소를 설립할 계획
- 2018년까지 디지털 변전소의 효율성을 테스트하기 위한 3개의 파일럿 프로젝트 추진
계획
- 2018년까지 ‘공중 케이블 네트워크의 분산 자동화’를 위해 10개의 파일럿 프로젝트
추진 계획
√ 로드맵에 참여하는 대표적인 회사로는 ‘Tavrida Electric’가 있는데, 10~35KV급
변전소에 플러그앤플레이 등의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그리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음
- Tavrida Electric사의 스마트 그리드 관련 제품은 현재 70개국에 수출되고 있음
- Tavrida Electric사는 2014년부터 시범 사업으로 러시아 칼리tk닌그라드에서 지역

회사 소개

배전사인 Yanta Energo사와 공동으로 스마트그리드를 구축하고 있음
- 스마트미터링 기술을 통해 배전소 내 오류를 파악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2016년
6월에 1단계로 배전 자동화 시스템이 구축 되었으며, 2단계 스마트 미터 시스템
구축을 앞두고 있음.
- 이 밖에도 스마트 그리드용 기술 플랫폼을 설계하는 Profotech, 자동화 시스템의
엔지니어링을 담당하는 Entels사가 활동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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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사물인터넷
QIWI 社, Rotek 社, MTS 社, Starnet 社, Rostelecom 社

√ 산업 부문의 사물인터넷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데, 국가 스마트그리드 구축 로드맵인
‘EnergyNet'의 하위 프로젝트로 최종 전력 소비자들에 대한 서비스 제고를 위해
정부 계획

사물인터넷을 활용 한다는 계획임
- 러시아에는 약 1천만개의 사물인터넷 장비가 운영되고 있으며 2017년에는 그 수가
약 4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QIWI사는 CIS 최대 인터넷·모바일 결제 기업으로 149천개의 터미널과, 1,670만개의
가상지갑(휴대폰결재)을 운영하고 있음
√ 국영회사인 Rotek사는 2012년부터 550만달러를 투자하여 발전소 원격 통제 시스템
‘Prana'를 개발, 운영하고 있음
- Prana가 일반 통제 시스템과 다른 점은 사고나 고장을 2-3개월 미리 예측하는 경고
기능이 있다는 점으로, 2015년에 운영을 시작한 이후 30건의 경고 신호가 발생됨
√ 러시아 이동통신사인 MTS는 M2M 서비스 분야의 선두기업으로 평가되는데, 2016년
3분기 기준 전체 MTS 심카드의 43%가 M2M 서비스에 사용되고 있음
- 동 사의 스마트카보험 서비스는 차량에 설치되는 IOT 장치를 통해 운전통계와
운전자의 운전 패턴을 보험사와 공동으로 분석하여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산정하는데

회사 소개

도움을 주는 서비스로 큰 인기를 얻었음
√ 모바일 네트워크 장비를 제조하는 스타트업인 Starnet사는 사물 인터넷 네트워크
구축에 매우 유리한 통신기술인 LPWAN을 구축하고 있음
- Starnet사는 기지국(base stations), 부품, 관리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는데,
러시아 전역에 5,000∼6,000개의 기지국을 설치 한다는 계획임
- 세계 최초로 433 MHz와 868.7 MHz 2개의 대역의 디바이스를 개발하였는데
경쟁사에 비해 가격이 매우 저렴한 수준임
√ 러시아 최대 국영 통신사인 Rostelecom사는 사물인터넷 분야의 유력기업과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산업인터넷컨소시엄’ 컨소시엄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 2017년 2월 ‘가즈프롬네프트’ 사와 MOU를 체결, 미터기와 센서를 통해 수집된 기술
자료를 분석해 시각화하는 기술 개발을 파일럿 프로젝트로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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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uroPharma
러시아

신경계통 의약품 프로젝트
ChemRar High-tech Center 社, Severny 社

ChemRar High-tech Center

Severny

√ 러시아 정부는 인간과 기계간 통신 로드맵인 ‘NeuroNet'의 일환으로 신경계통 의약품
개발을 위해 ‘NeuroPharma' 프로젝트를 추진 중
√ 총 440억루블(약 7.6억달러, ’17.3월)이 투입되는 ‘NeuroPharma' 프로젝트는 2035년
까지 알츠하이머, 파킨슨, 트라우마뇌손상, 우울증 등의 질병에 대한 조기진단 및
정부 계획

치료, 예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최종 목표
기술

NeuroPharma 로드맵 필요기술

빅데이터

중앙신경계에서 바이오마커(Bio Marker), 바이오 물질 등을 찾는 알고리즘

인공두뇌 환자의 진료 데이터에 기반해 최적의 지료방법을 찾는 신경 네트워크 알고리즘

√ ChemRar High-tech Center는 생명과학 연구소와 제약사들이 협력하여 만든 센터로
제약부분 하이테크 기업들의 인큐베이팅 역할
- 임상 전후 등 신약 개발 전 과정이 가능(바이오타겟, 바이오스크리닝, 신분자 합정 및
회사 소개

테스트, 중앙신경계통 치료약 개발 등)
√ Severny는 바이오 및 의약 분야의 제조사, 연구소 등이 밀집된 바이오 클러스터로,
모스크바물리기술연구소에 의해 설립
- Avineuro, Sotex, Xi Ventures, Altonika, Lekareks, Neurocom, Bitronics 주로 신경의학
분야 의료기기, 의약품 관련 회사들이 입주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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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avigation
러시아

전자항법장치
Tranzas 社, Morinformsystem-Agat 社

√ 전자항법장치는 정부의 스마트 해양기술 발전 로드맵인 ‘MariNet'의 일환으로 개발이
지원되고 있음
√ 로드맵 ‘MarinNet’ 중점 추진 분야
분야

정부 계획

로드맵 주요 내용

자동항법
장치

기술 표준 및 상용 솔루션 도입
수로, 기상 및 항법 정보에 대한 접근성 확보
통신 연계 (선박 대 선박, 선박 대 해안, 다른 사용자)
선박 모니터링 및 관리. 생태 모니터링
항만 인프라 스마트 관리시스템
무인 선박 인프라 구축

해양자원
탐사

수중 파일럿 로봇 설계
수중 통신 및 위치확인 시스템 통합 설계
조력 발전소 시범 프로젝트 실시

조선 혁신

북극 선박을위한 드릴 설계
얼음에서의 승무원 구조 장비 설계
대용량 선박 항해를 위한 빙하 채널 제공 기술 및 쇄빙 기술 개발

√ Tranzas는 해양 분야 첨단 장비,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통합 분야 유력 기업으로 현재
약 130개국에 제품 수출
회사 소개

- 디지털지도 및 내비게이션 분야 세계 시장 점유율 35%, 선박 조종 제어 및 관리 25%,
시스템 설치 및 시뮬레이터 시장의 45% 차지
√ Morinformsystem-Agat는 주로 국방 분야의 정보 시스템 및 기술, 군함용 IT 솔루션,
시스템 엔지니어링, 무선 전자 장치 솔루션 등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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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집중 육성 산업
타겟 산업
첨단 제조 및
엔지니어링
보건 및
바이오메디컬
도시공학 및
지속가능성
서비스 및
디지털 경제

내용
제조 및 엔지니어링 분야의 성장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기술적 역량 개발
인간의 건강 및 보건을 증진의 중심 국가로 개발, 싱가포르 및 싱가포르인들을
위한 경제적 가치 창출 도모
통합 솔루션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활기찬 도시 개발
생산성 향상, 주요 서비스 지원, 지속가능한 경제 기회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싱가포르의 디지털 혁신 역량 개발

자료원 : 싱가포르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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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제품

싱가포르

분야별 로봇 개발
건축, 교육, 병원 보조 지원

√ 로봇 건축 검사원(building inspector)
- 싱가포르 주롱도시공사(JTC), 난양기술대(NTU) 및 스타트업 컨트롤웍스(CtrlWorks),
사람보다 더욱 빠르고 정확한 건축 검사 작업을 실시하는 ‘퀴카봇(QuicaBot, Quality
Indspection and Assessment Robot; 품질 검사 및 평가 로봇)’ 공동개발
건축 검사

- 퀴카봇(QuicaBot)을 이용하면 건축검사에 필요한 인력을 줄이고 좀 더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검사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2017년 초 주롱도시공사(JTC)에서 개발하고 있는 새로운 산업단지인 JTC Space@Gul의
건축검사를 시범시행 후, 성공적일 경우 싱가포르 건설청(BCA)의 인가를 받아 빠르면
2017년 말 상용화를 목표로 함
√ 로봇을 활용한 유아교육 (Robots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 싱가포르 정보통신개발청(IDA), 소프트뱅크(Softbank)사 및 난양기술대(NTU), 로봇을
활용한 유아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16년 4월, 소셜로봇인 페퍼(Pepper)와

유아 교육

나오(Nao)를 유치원에 선생님으로 파견
- 소극적인 아이들도 소셜로봇과 함께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선생님들도 아이들
케어에 더욱 신경 쓸 수 있게 되어 반응 좋음
- 향후 소셜로봇이 유아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조사하고 소셜로봇 활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정식 도입 예정
√ 병원 보조 간호사
- 창이종합병원(Changi General Hospital, CGH), 2015년 초 로봇 간호사 호스피(Hospi)

병원 보조

도입
- 호스피(Hospi)는 파나소닉(Panasonic)사에서 개발한 로봇으로 자율적으로 취급주의
물품 및 환자 진료기록, 실험보고서와 같은 문서를 운반하여 간호사들의 루틴업무
소요시간을 줄이고 생산성 향상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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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3D 프린팅 활용
분야: 자동차, 의료

√ 싱가포르 최초 3D 프린팅 기술 적용 자동차 Venture 8
- Venture 8은 NTU 학생들이 개발한 전기자동차로 많은 부분 3D 프린팅 기술을
자동차

이용한 부품이 사용됨
- 차체와 같이 규모가 큰 부분도 3D 프린팅을 이용하여 만들어짐
- 향후 차체나 운전자석 등을 고객이 원하는 대로 맞춤 제작하는 3D 프린팅을 활용한
미래자동차의 가능성을 확인함
√ 치과 치료용 치아본

의료

- 싱가포르 스타트업 Structo사, 치과 치료용 치아본 3D 프린터 Orthoform 개발
- 치아본 1개를 프린팅하는데 3분 소요. 기존 3D 프린터들보다 빠른 속도로 차별화
- 현재 난양기술대(NTU)와 협력하여 혈관과 같은 조직 3D 프린팅 기술 개발 중
√ 난양기술대(NTU), 3D 프린팅 전문 연구센터 오픈
- 싱가포르 국립연구재단(NRF)로부터 S$4천2백만, 업계와 기타 정부기관으로부터
S$4천1백만을 후원받아 2016년 5월, 싱가포르 첫 3D 프린팅 전문 연구센터인
‘Singapore Centre for 3D Printing(SC3DP)’을 오픈함

비고

- ST Engineering, Keppel Offshore & Marine Technology Centre(KOMtech),
Sembcorp Design and Construction, Emerson Process Management 등 4개사와
공동 연구개발 협약을 맺음
- 난양기술대(NTU)는 SC3DP를 통해 3D 프린팅 기술 개발, 업계 적용 지원 및 3D
프린팅 전문 엔지니어 양성에 주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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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도

집중 육성 산업
타겟 산업

내용
낮은 소득수준으로 인해 GE와 같은 기업을 중심으로 저가 의료기기가 개발되어
왔으며, 대표적으로 장거리 이동이 용이한 소형 초음파 장치, ‘the Lullaby+’

바이오 헬스

이라는 이름의 신생아용 체온유지 장치 등이 있음. 인도 저가 의료기기
시장규모는 80억 달러를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인도 정부는 휴대폰의 빠른 보급을 바탕으로 농촌지역의 원격진료를 활성화하고자
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있음
인도의 무인 항공기 시장은 대테러 및 안보 수요 증가, 국방예산의 확충과 방산
분야의 외국인 투자허용 확대 등에 의해 확대되어 왔음
컨설팅 업체인 6Wresearch에 따르면, 2021년까지 인도 무인항공기(UAV) 및

드론

드론의 시장 규모는 4억2100만 달러로 전망
인도 국방연구 개발기구(DRDO)는 국내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무인 항공기인
Rustom-II를 개발하고 있지만, 낙후된 기술력과 선진기술 도입 난항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음
Make in India 정책에 따라, 제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산업용 로봇 개발 중으로

산업용 로봇

아직까지는 글로벌 기업 주도로 로봇이 사용되고 있으나, 일부 현지 대기업을
통해 현지 산업용 로봇 생산도 추진 중

자료원 : 뉴델리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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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제품
인도

산업용 로봇

√ 파누크(Fanuc India)는 20만대의 설비시설을 갖추고 있는 세계적 규모의 산업용
로봇제조업체
- 일본으로부터 주요 유닛을 수입하며 통합수준의 일정 제조과정만을 인도공장에서 진행
- 파누크는 인도 내 4700대가 넘는 산업용 로봇을 제조하면서 국내 주요
제조업체로서의 입지를 다짐.
- 파누크 로봇은 자재관리, 스폿용접, 아크용접, 기계 및 프레스관리, 다이캐스팅 추출
Fanuc India

및 스프레이, 레이들링, 샌드코어핸들링, 공장관리, 페틀링, 초음파용접,
플라즈마스프레이, 플라즈마커팅, 레이저커팅, 디버링, 실런트분배, 조립, 페인트 및
검사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 다양한 마운팅구성(플로어마운트, 셀링마운트, 레일(셔틀) 마운트 및 오버헤드
갠트리마운트 등)과 함께 0.5kg에서 1200kg에 이르는 화물적재 용량을 갖춘
광범위한 로봇을 제공
- 도장로봇, 워시다운(IP67)형로봇, 아크용접 로봇 및 스폿용접 로봇 등 용도별 로봇을 제공
√ ABB는 산업용로봇, 모듈 제조시스템 및 서비스 분야에서의 주요 공급업체
- 제조업체로 하여금 생산성, 제품 품질 및 안전성 향상을 이끌어냈고, 세계적으로
20만 대가 넘는 산업용 로봇을 제조
√ ABB는 다음과 같은 로봇 및 서비스를 제공

ABB India

- 산업용 로봇 : 소형, 대형, 페인트 및 특수 로봇,
- 산업용 소프트웨어 제품 : 프로그래밍, 시뮬레이션, 생산 모니터링, 어플리케이션
- 장비 및 보조용품 : 표준 글로벌 셀& 솔루션
- 응용 분야 : 자동차, 주조 및 단조, 금속제조, 플라스틱, 포장및적재, 태양력, 목재,
전기및전자제품(3C)
√ TAL Manufacturing은 30만 루피(US $ 4615)에서 60만 루피 사이의 저렴한 로봇
솔루션을 통해 중소형 기업들과의 경쟁을 목표함

TAL
Manufacturing
Solutions

- Tata Motors의 TAL 제조 솔루션이 Tata Brabo Robot(인도 최초의 산업용 관절형
로봇)과 함께 출시됨. 약1억 루피(150만 달러)의 예산으로 만들어진 Brabo는 6명의
엔지니어로 구성된 팀에 의해 제작됨
- Barbo의 디자인은 TAL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스타일링은 Tata Elxi에서, 일부 부품의
제조는 Tata AutoComp에서, 예산 지원은 Tata Capital를 통해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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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13

QNX S/W 탑재 자율주행차
캐나다

소프트웨어
블랙베리 社

√ 2016년 1월, IT 기업인 블랙베리(BlackBerry)는 자사의 운영체제(OS)인 QNX를
기반으로 자율주행차 시장 진입을 발표
- QNX는 이미 지난 20년간 포드, 폴크스바겐 등 여러 완성차 기업들의 차량용
제품 특징

인포테인먼트(Infotainment・차안에서 즐길 수 있는 정보시스템)를 구축하는데
사용되고 있음
- 블랙베리는 이러한 QNX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데모 자율주행 차량을 선보임
- 동 자율주행 차량은 장애물을 인식하고 고속도로 차선 이탈을 방지하며, 사고를
피하기 위해 인접 차량들과 무선 교신이 가능함
√ 2016년 11월, 블랙베리는 온타리오 주 내 도로에서의 자율주행차 시험 운행 허가를
받음

회사 소개

- 저스틴 트뤼도 총리가 직접 연구소를 방문하는 등 동사의 자율주행차 개발을 적극
지원
- 블랙베리는 자율주행 기능을 장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해 고객 확보에 나설 예정
- 2016년 블랙베리는 포드와 협력해 QNX 소프트웨어를 장착한 차량을 선보임
√ GM, 포드, 크라이슬러, 도요타, 혼다 등 주요 완성차 업체들은 자동차 생산시설이
밀집된 온타리오 주를 자율주행차 개발의 거점으로 지정

비고

- GM 연구소는 승용차가 앞 차량과의 간격 및 차선을 인식해 스스로 달리는 ‘슈퍼
크루즈’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해 2017년 출시 예정
- 도요타는 온타리오 주 내 13개 자율주행기술 개발업체들과 협업해 연구개발 및
시범차량을 제작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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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드론 분야

√ 2014년 캐나다 민간용(상업용 및 레저용) 드론시장은 U$ 1~2.6억임
- 상업용 드론을 구매하기 전 특수운항증명서(SFOC)를 발급받아야하는데, 2014년 연방
교통부가 발행한 증명서는 총 1,672건으로 지난 4년 간 234% 증가
- 한편 레저용 드론은 고화질 카메라가 부착되어 있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한
기종이 인기를 끌고 있으며, 미국산과 중국산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
√ 캐나다 무인비행시스템협회(USC)에 따르면 캐나다 내 드론 관련 업체 수는 2008년
88개사에서 2013년 301개사로 242% 증가
제품 현헝

- 지역별로는 캐나다 동부 온타리오 주에 122개(41%)의 업체가 있고, 뒤를 이어
앨버타, 브리티쉬 컬럼비아, 퀘벡 주 등 IT 산업이 발달된 지역에 집중됨
√ 에리온 랩스(Arion Labs)는 2011년 범죄자나 스파이를 추적할 수 있는 드론을
개발했는데, 현재는 620g 무게의 초소형 드론을 개발해 건축 및 에너지, 교통
모니터링 등 다방면에 활용 중
√ 2014년 연방정부는 브리칸 플라이트 시스템즈(Brican Flight Systems Inc.)가 개발한
TD100 드론을 북극지역 고래 생태조사에 활용
- TD100 드론은 최고 시속이 190km에도 불구하고 소음이 거의 없고 비행시간이
4시간에 달해 야생 동물의 움직임을 관찰하는데 장점을 갖고 있음
√ 드론 활용 서비스 동향
- 미국 아마존(Amazon)은 드론을 활용한 배송서비스 개발을 위해 캐나다 서부
브리티쉬 컬럼비아 주를 테스트 베드(Test Bed)로 선택
- 아마존이 실험하고 있는 배송서비스(Amazon Prime Air)는 고객들이 주문한 상품을
30분 이내에 배송하는 신개념 서비스로, 상품 크기, 경로 탐색 및 착륙 지점 등
다양한 실험을 진행 중
- 미국은 매달 드론 비행 관련 세부정보를 연방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등 상대적으로

비고

캐나다보다 승인 발급 조건이 까다로움
기업명
Cordon Media VR
Sulon Technologies
Occupied VR
CFC Media Lab
Bubi Technology
Felix and Paul Studios
Quantum Capture
AMD

관련 분야
Smartphone VR headset
VR Headgear competing with Oculus
VR for advertising
VR Hardware and Content creation
VR Content creation
VR Content creation
Specializing in digitizing humans
PC processors, Content cre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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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브(VIVE)
대만

VR
htc 社

√ PC 기반의 가상 현실(VR) 디바이스*
- 높은 정밀도, 빠른 속도, 고화질 그래픽으로 스마트폰용 VR HMD보다 현실감 넘치는
VR 콘텐츠를 즐길 수 있음
- 구성품은 헤드셋(HMD), 컨트롤러, 베이스 스테이션 등
- 샤오미, 구글 등 저가 제품과 다른 하이엔드 제품
제품 특징

- 눈과 렌즈 사이 거리 설정 등 개인별 맞춤형 기기
* 특수한 안경과 장갑을 사용해 인간의 시각, 청각 등 감각으로 컴퓨터의 S/W
프로그램 내부에서 가능한 것을 현실처럼 유사 체험하게 하는 인터페이스 기술
√ 베이스 스테이션 2대로 방 안에서 사용자의 모든 움직임을 감지
- 바이브를 착용하고 방 안을 돌아다니면 VR 세계에서도 방 안을 걸어 다니는 모습을 구현
- 컨트롤러는 다기능 트랙패드가 있어 보다 섬세한 컨트롤 가능
√ HTC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14만 대 이상 판매량 기록
√ 안드로이드 OS를 탑재한 최초의 스마트폰을 선보인 전문 제조 기업
- 1997년 설립초기 ODM(제조업자 개발생산)과 OEM 방식으로 노트북 컴퓨터 설계 ‧
생산 업체로 출발

회사 소개

- 1998년부터 노트북보다 휴대 기기 생산에 집중하기 시작
- HTC는 S/W개발실을 별도로 미국에 두고 자체 인터페이스를 개발, 임직원의 4분의
1을 R&D 인력으로 충당하는 등 기술개발에 투자
- 왕쉐홍(王雪紅) 창업자 겸 CEO “VR이 스마트폰보다 중요”하다고 밝히는 등 향후
VR사업에 무게 실을 예정
√ 대만 게임업체, 콘텐츠 부족 해결할 게임S/W 개발에 박차
- VR게임기 출시를 앞두고 대만 게임업계 게임S/W 개발에 분주
- 업계 최대 규모인 XPEC사는 VR게임개발팀을 별도 구성해 이미 소니 PS VR로부터

비고

공식 인증 받은 게임도 보유한 상태
- 이 외에 IGS과 SoftStar도 올 연말경에 VR게임을 선보일 계획
* 세계 VR 산업규모는 지난해 67억 달러에서 2020년 700억 달러에 달하고 VR
헤드셋 보급화에 따라 S/W 비중이 60%(전체 VR산업규모 대비)까지 확대될 전망

- 156 -

4차 산업혁명시대, 첨단제품 개발 트렌드와 시사점

스마트 팩토리(Smart Factory)
대만

IoT 기반 공정 운영 시스템
벤큐(BenQ), 어드밴텍(Advantech), 폭스콘(Foxconn) 社

스마트 팩토리 시범부스

벤큐
(BenQ)

스마트 물류 시스템

√ 스마트 팩토리 종합 솔루션 개발
- 기업내역 : 전자통신제품 전문 생산업체로, 공업4.0 추세에 맞춰 진출
- 제품용도 ․ 특징 : 단일 항목인 아닌 자동화설비 관리감독(SCADA), 스마트 제조(MSE),
스마트 운송(AGV), 스마트 창고(WMN), 스마트 환경안전 제어관리(SES) 등 종합 무인
팩토리 시스템 제공
- 상용화현황 : 자동화제조시스템(Guru MES)은 중국에서 기 출시했으며, 2017년 대만에서
처음으로 타오위앤 퀴스타(Qisda)사 공장에 종합 솔루션 서비스 시범 운영 예정
- 기대효과 : 인력 절감 효과, 팩토리 공간 절약, 창고 작업효율 증가 등. 특히 인력이
필요한 작업은 정확도 99.7% 달성

√ 사물인터넷 통합 솔루션으로 4차 혁명 주도할 것”(허준성<何春盛> 어드벤텍 부회장)
- 기업내역 : 산업용 컴퓨터 전문기업으로 기존 HW에 국한됐던 사업에서 벗어나 최근
IoT 분야 사업에 집중*
* 자동화 · 시스템 · 임베디드 · 서비스 등으로 나눠져 있던 조직을 인더스트리얼 IoT ·
임베디드 디자인 인·스마트시티 등 3개 조직으로 개편
어드밴텍
(Advantech) - 제품특징 : 센서 · 디바이스 및 보안관리, 산업 자동화, 인터랙티브 멀티미디어,
네트워크 관리 등 다양한 IoT 서비스를 제공
- 상용화현황 : 와이즈 파스 얼라이언스 프로그램* 서비스 중
* 사물인터넷 개발을 쉽게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SDK) 제공과 기술 지원 ·
마케팅 협업이 이뤄지는 서비스로 인텔, ARM 등 60개 이상의 기업들이 협력해 진행

폭스콘
(Foxconn)

√ 스마트 팩토리 운영 진출
- 2014.7월, 3,809억 원을 투자해 한국 SK C&C의 지분 4.7% 취득
- SK C&C와 협력해 폭스콘 충칭(重慶) 팩토리에서 스마트팩토리 시범 구축사업에
착수, 자체 생산라인에 IoT 도입
- 지난해 4월, 홍콩 IP카메라업체 TeleEye의 지분 취득(50.07%). 업계는 IoT 사업
전략으로 풀이
* IP카메라는 사물인터넷과 인더스트리 4.0 분야에서 응용성이 높은 품목
- 2020년까지 대만 내 사물인터넷 디바이스 1억 개 설치를 1차 목표로, 향후 해외
확대 계획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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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iety
멕시코

어플리케이션
Longiety 社

√ 제품의 용도 및 특징
제품 특징

- 사진을 이용해 통관 정보를 제공하는 유사한 앱이 있다고 함
- 인공지능을 이용해 통관 정보를 제공하는 앱은 동 사 제품이 유일
- 통관정보를 확인하는 데 시간을 절약해 무역이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
√ 생산기업 내역
- 2016년 설립된 어플리케이션 개발 회사
- 특정제품의 사진을 찍으면 인공지능을 이용해 수출입시 어느 정도의 관세를

회사 소개

지불해야 하는지 등 통관정보 확인 가능
√ 제품 상용화 현황
- 현재 테스트 버전을 운영 중이며 2017년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 홈페이지를 통해 테스트버전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으며 멕시코 관세 협회(CAAAREM)에
제품을 홍보중이라고 함
√ 상품 개발 관련 비하인드 스토리
- 개발자들은 Veracruz 주에 위치한 항구의 관세 전문 에이전트에서 약 2년 반 동안

비고

근무하며 관세와 관련된 사업에 많은 기회가 있다고 판단
- 제품의 이미지를 통해 통관 정보를 알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으면 좋겠다고
판단해 회사를 그만두고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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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and
멕시코

스마트밴드
Coatl 社

√ 휴대전화를 직접만지지 않고 음악을 재생하거나 볼륨을 조절할 수 있음
제품 특징

- 스마트 폰으로 사진 촬영 시 스마트 밴드를 이용해 간편하게 촬영가능
- 스마트 폰 알람기능을 설정해, 전화, 문자, SNS 업데이트를 확인할 수 있음

회사 소개

√ 스마트 밴드를 생산하는 멕시코 스타트 업 기업
- 2016년 설립된 신생기업으로 직원 수는 8명
√ 개발 배경
- 현대 시중엔 많은 종류의 스마트 밴드들이 존재하지만 대부분 사용자의 건강정보

비고

(수면, 만보기 등)만을 제공
- 스마트 밴드를 이용해 스마트 폰 등 기존에 사용자가 보유하고 있던 기기의 효용을
높이는 경우는 없어 이에 제품을 개발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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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my
멕시코

IoT 의료지원 시스템
Thermy 社

√ 원격 의료지원
- 기존 고가의 진단 장비를 구비할 수 없는 농촌 지역 등 낙후지역에 값싸고 휴대가
편한 스마트 폰, 컴퓨터를 이용해 유방암을 진단
제품 특징

- 개발자의 말에 따르면 진단엔 약 1분이가량이 소요되며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것이
특징
-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거의 상용화가 완료됐다고 함
- 진단기기이기 때문에 멕시코 식의약청(COFEPRIS)에서 인허가 과정을 거쳐야하는 등
향후 상용화까지 최소 1~2년은 소요될 것으로 예상

회사 소개

√ 유방암 진단기기 생산 회사로 총 4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개발 배경

비고

- 멕시코는 지역 간 경제적 수준차가 심하고 의료복지 또한 차이가 심함
- 인터뷰에 따르면 유방암 사망자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매년 약 15,000명이 이 질병에
걸리고 약 5,000명이 사망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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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pi
멕시코

인공지능 활용 어플리케이션
Alpi 社

√ 구인, 구직 활동 지원 어플리케이션
- 현재까지도 멕시코 식당들은 입구에 구인광고를 붙여 사람을 구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나 동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 인공지능이 구직자와 거리, 근무시간 등을
제품 특징

고려해 적합한 업체를 자동으로 매칭
- 업체와 매칭 후에도 팔로우업을 통한 피드백도 주고받고 있다고 함
- 약 8개월 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으며 현재 약 2,500명의 구직자가 동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남
- 20,000여 명의 구직자 정보와 250개 이상의 업체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함

회사 소개

√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구인,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 온라인을 통해 구직자가 지원하면 1차적으로 Alpi사가 면접을 진행
√ 개발 배경

비고

- 여러 음식점들과 의사소통을 하며 멕시코 내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당이
많다는 점에 착안하여 사업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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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 Robotic Sampler 등
칠레

광업용 로봇
MIRS(Mining Industry Robotic Solutions) 社

√ MI Robotic Sampler는 트럭, 기차, 수송용 자루 등에 적재된 광물에 대한 샘플링
전문 로봇
- 100% 전자동으로 작동되며 트럭 1대당 2분, Maxibag(광물 수송용 자루) 1자루 당
1분 정도 무작위로 샘플을 채취하여 품질 검사를 실시하므로 매우 정확하고
신속하게 샘플링 작업 후 출고가 가능함
- 현재 칠레 내 Molymet, Molynor, Sierra Gorda, Molyb, Potrerillos 광산 등에서
이용되고 있으며 앞으로 수출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음
√ Robotic Cathod Stripping Machine은 판 위에 붙어 있는 구리 음극(Cathode)에
진동을 줘 벗겨낸 다음 컨베이어 벨트로 전달하고, 이어 다른 로봇이 구리 음극의
샘플링 및 주름화(Corrugation) 작업을 한 후 적재하여 곧바로 수송이 가능토록 함
- 본 로봇은 Pampa Camarones, Mantos Blancos와 같은 칠레 광산뿐만 아니라 최초로
제품 특징

미국에 수출되어 현재 텍사스 Amarillo의 Asarco 기업에서 사용 중
- 시범 동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cLm4wsf3MlU
√ Robotics Starting Sheet Stripping Machine은 순(純)구리의 종판(Starting Sheet)을
신속하고 정밀하게 떼어내 개수에 맞게 쌓아서 정리해주는 로봇
- 2011년에 칠레국영구리회사(CODELCO) 소속 Ventanas 광산에서 시범 운영되었음
- 2016년에는 성능이 업그레이드되어 동 광산에 재설치 되었으며, 이 성과를 바탕으로
조만간 칠레 내 다른 광산에도 판매할 예정
- 시범 동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GhmrF7ww1WY
√ Robotic Handler of Trommel Plates는 Trommel(광석을 거르는 회전식 원통의 체) 내
Palmeta(체판)의 탈부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하는 로봇
- 제품의 상용화 현황 : 현재 칠레 최대 구리광산 Escondida에서 사용 중이며 수출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음
- 시범 동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2Nc-5Ll0SHc

회사 소개

√ 2007년 칠레구리공사(CODELCO)와 민간 기업(HighService 등)이 합작하여 설립한
대표적인 칠레 광업용 로봇 개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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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산업별 개발 현황

세계 최초의3D 프린팅 공법 건물

비자발급 안내로봇(FuRo)

스마트 몰

자율주행차

√ 두바이 정부는 2030년까지 두바이 교통의 25%를 자율 주행차로 전환, 연 224억
AED(61억 USD 상당)의 경제적 효과 발생 기대(2016년 4월)
- UAE 표준측량청(Emirates Authority for Standardization and Metrology, ESMA)은
전기자동차에 대한 신규 기술규제 제정 계획을 발표(2017년 1월)
- 두바이 도로교통청인 RTA(Road Transportation Authority) 또한 200여대의 자율주행
전기차 택시 운영계획을 발표(2017년 4월)

3D 프린팅

√ 두바이 정부는 3D 프린팅 허브로 거듭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는 두바이 3D 프린팅
전략(Dubai 3D Printing Strategy)을 발표 (2016년 4월), 2030년까지 두바이 건물의
1/4을 3D 프린팅 공법으로 건설하고자 함
- 2016년 5월에는 세계 최초의 3D프린팅 공법 건물을 준공, 관련기술을 의료기기,
소비재 부문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임을 발표
- 아울러 아부다비의 에티하드항공(Etihad), 스트라타(Strata Manufacturing), 독일
지멘스(Siemens)는 MENA 최초의 3D 프린팅 항공기 부품제작을 위한 파트너십
(2017년 1월) 체결을 발표

사물인터넷
(IoT)

신재생
에너지

√ 사물인터넷 기술은 스마트 도시(Smart City)구축을 위한 필수요소로 각종 정책에 적용
- 원격 진료 로봇(Robo Doc), 두바이 공항의 비자발급 안내로봇(FuRo), 각급
메트로역에 설치된 스마트 몰(Smart Mall)등이 주목할 만함
√ UAE 정부는 비전 2021을 통해 대체 에너지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신재생 에너지
활용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
- 두바이 또한 통합에너지전략 2030(Energy Strategy)과 청정에너지 전략 2050(Dubai
Clean Energy Strategy)*를 연이어 발표,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대한 의지를 확인
* 2050년까지 두바이내의 에너지원의 75%를 청정에너지로 대체
- 아부다비 정부는 2006년 아부다비 미래에너지공사인 마스다르(Masdar)* 설립과 국제
재생에너지 기구인 IRENA** 유치를 통한 정책 장려 본격화
* 마스다르(Masdar)는 아랍어로 ‘원천’ 이라는 의미
** IRENA(International Energy Agency) : 2009년 재생에너지 채택 및 지속사용
전파를 위해 설립. 본부는 아부다비 마스다르 시티 안에 위치. 회원국은 UAE와
한국을 비롯 미국, 영국, EU, 일본 등 149개국.
- 마스다르는 MIT대학과 협업을 통해 고효율의 태양열 집열기 개발에 집중
- 세계 최초로 재생에너지만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마스다르 과학기술대학원(Masdar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을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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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시스템
이스라엘

자율주행 자동차
Saips 社 / Mobileye 社

√ Saips 제품
- Saips사의 시스템은 자율주행 기계 학습 컴퓨터 비전으로 자율주행 기술에 필요한
기계학습 및 이미지와 비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을 제공함
- 자동차에 장착된 센서가 입수한 데이터를 분석해 자율운전 시스템이 가능
제품 특징

√ Mobileye 제품
- 개발시스템은 자동차 앞에 설치된 카메라로 도로를 스캔해 운전 중인 차량 전방의
장애물(자동차, 보행자, 출발차선, 자전거, 오토바이 등)에 대한 정보를 시각 및
오디오 경보로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시스템
- 도로 스캔을 통해 필요시 비상등, 후진 등의 자동 작동 가능
√ Saips
- 2013년도에 설립된 이스라엘 스타트업 기업으로 지난 2016년 Ford사에 인수, 2021년
포드의 자율주행 자동차로 출시될 전망

회사 소개

- 홈페이지 http://www.saips.co.il/
√ Mobileye
- 1999년도에 설립된 이스라엘 스타트업 기업이며 뉴욕증권거래소 상장 기업
- Mobileye사는 시스템 개발 관련 현재 볼보, BMW, 현재 등 다수의 자동차 기업과
계약 체결
√ 시장 환경

비고

- 이스라엘은 약 150여개의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 개발 스타트업 기업 존재, 최근
4년간 투자유치 금액 약 10억 달러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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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less Smart Meter, OmGate
이스라엘

누수방지 솔루션, 스마트 홈 키
Aqua Rimat 社, OmGate 社

OmGate

Flowless

√ Aqua Rimat의 솔루션
- 수도 누수 등의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으로 휴대폰으로 수도 시스템
관리가능
제품 특징

- 2016년부터 상용화되어 현재 이스라엘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아 신기술상 및 친환경 건축상 수상
√ OmGate 시스템
- 리모콘 대신 스마트폰을 활용해 가정집에서 사무실 Gate 등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시스템 개발
√ 누수방지 솔루션 업체 Aqua Rimat
- 2011년도에 설립된 스타트업 기업으로 수도 관련 솔루션 개발
- 관계자인 Mr Moshe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물 부족 국가인 관계로 수도 누수 방지

회사 소개

시스템이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휴대폰으로 문제를 확인하고 방지가 가능한
상품을 개발하게 됨
√ 스마트홈키 업체 OmGate
- 2014년에 설립된 스타트업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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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론, 헤르메스900
이스라엘

군사용 무인기 UAV
IAI 社, Elbit Systems 社

√ IAI – 헤론
- IAI사의 드론 헤론은 중고도 장시간 체공 무인 경찰기로 목표물 획득과 포병의
방향조정이 가능
- 200km 떨어진 지상통제소와 실시간 데이터송수신이 가능하며 직접 가시거리
제품 특징

통신모드 또는 항공기나 인공위성을 통한 데이터 송수신 가능
√ Elbit Systems - 헤르메스900
- 헤르메스900은 길이 8.3, 날개 길이 15m, 이류 중량 1.1t의 제원에 최고 속도 시속
220km의 성능을 탑재
- 최고 높이 9.14km 상공에서 최대 30시간 비행이 가능한 중고도 장기 체공 드론으로
육상 및 해상을 동시에 정찰이 가능하고 미사일 발사 및 타격 플랫폼 사용이 가능
√ 이스라엘 국영 방위산업체 IAI
- 1953년도에 설립된 이스라엘 최대 방산 기업으로 군사용 드론, 전투기, 민간 항공기,
미사일, 항공 전자 시스템 등 군수 분야 총괄 국영 방위산업체

회사 소개

- IAI는 세계 50여 개국에 군사용 드론을 수출하고 있으며 한국도 주요 수출 대상국에
해당
√ 방위산업체 Elbit Systems
- 1966년도에 설립된 이스라엘 최대 방산 기업으로 군사용 드론 외, 전투기, 미사일,
항공 전자 시스템 등 군수 분야 방위산업체
√ 시장 환경

비고

- 이스라엘은 군사용 드론 분야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아 전 세계 군사용 드론 시장
점유율 90%를 차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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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시사점

산업 구조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전략 수립 및 전담 기구 설치
◦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승자독식 구조로 산업주도권 확보를 위해 정부의 혁신 전략
수립과 전담부처 설치로 일관성있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 필요
- 미국 혁신전략(미국), 新산업구조비전(일본), 新하이테크전략(독일), 중국제조2025/
인터넷 플러스(중국), 新성장정책(스위스), 2035 국가기술 이니셔티브(러시아) 등
- 과거와 같은 Fast Follower 전략으로는 새로운 산업혁명 시대 도태 불가피
◦ 정부는 전폭적인 예산 및 제도 지원에 중점을 두고, 운영 및 기술 개발은 민간의
자율성에 맡기는 것이 효율적
- 정부는 벤처기업 기술 혁신 자금 지원, 규제 완화, 세제 혜택을 통해 민간 기업의
능동적 기술 개발 측면 지원
- 기업, 연구소, 학계와 동등한 입장에서 법과 제도 등 인프라 정비
◦ ‘산학관 협력 플랫폼’ 개발을 통해 공동 연구개발 역량 강화
-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민첩하게 상용화하는 혁신적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효과적
정책 모델로 활용
- 기술 개발 현황에 따른 정부 지원정책, 규제완화 등 빠른 피드백 가능
- 제조업혁신센터(MII, 미국), 첨단 재생산 및 기술센터(ARTC, 싱가포르), Industry
4.0 플랫폼(독일), Filed Lab(네덜란드) 등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과감한‘규제 완화’제도 마련
◦ 정부-기관-기업 간 협력 플랫폼을 통해 기업이 규제 재검토를 제안하고 정부는
적극적으로 규제를 풀어주는 시스템 구축
- 그레이존 해소제도(일본), 샌드박스 제도(일본, 영국) 등 해외 규제 철폐 사례 적용
가능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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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레이존 해소제도 : 규제 여부가 불확실한 사업에 대해 해당 관청으로부터 규제 미적용을 보증
받는 제도
* 샌드박스 제도 : 일정 영역에서 규제 적용을 일시적으로 면제

-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및 규제프리존 제도 적극 도입
◦ 단,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불공정한 경쟁 방지, 시장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규제는 보호해야 함
국가간 적극적인 교류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 (공동 연구 협력) 중장기 프로젝트 공동 연구 및 혁신 성과 공유, 현지시장 진출 기반
마련
- 사례) 중-독 스마트 제조 및 상호연계 생산공정 협력 구축
* 중국, 독일 산업클러스터와 2015년 MOU 체결, 스마트 제조 로봇, 표준 제정, 무선통신, 산업용
소프트 웨어 등 공동 연구, 공동 심포지엄 개최(2016)

◦ (벤처투자유치) 해외 기업의 IoT·AI 벤처 투자 펀드 유치 및 해외 진출
- 소니, NEC 등 해외 글로벌 기업, 생산성 개선 및 제품 개발 등을 위해 AI 분야 투자
확대 및 벤처 투자 펀드 조성 중
◦ (해외인재유치) 고급 기술인력에 대한 비자 발급 확대 및 절차 간소화
- (영국) 고급 인력 유치를 위해 비자 발급 완화, (캐나다) 스타트업 이민제도
첨단 부품 소재 개발이 승패를 좌우
◦ IoT 등 연결성(Connectivity)가 중추인 4차 산업혁명에서 ‘센서’등 기술 집약적
고부가가치 부품 소재 집중 개발 지원 필요
- 자동차, 항공우주, 방위 뿐 아니라 일상 생활의 스마트화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지속적인 수요 증가
- CityIQ(미), 센서네트워크 모듈개발 키트(일), 산업자동화 센서(독), CO2 센서(영),
가속도 측정센서(스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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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트업 기업-정부-대기업간 플랫폼을 통한 첨단 부품 소재 개발 기반 등 마련
- 산업별 첨단 제품 개발에 필요한 부품/소재 수요 정보 제공(대기업), 부품/소재 개발
경연대회 개최(정부 및 기관) 등
기존 일자리 위협, 노동자 재교육 및 사회 안전망 강화 제도 수립
◦ “향후 10~20년 간 9~47%의 일자리가 AI로 인해 없어지나, 그만큼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 실업률은 유사할 것(Joseph Schumpeter)”
- AI 기반 자동화에 의해 저임금, 단순노동 일자리가 위협을 받아, 저소득층의 임금
감소화 및 사회적 불평등 높일 것
◦ 노동자 직업 교육 강화, 실직 노동자들을 위한 생계 지원 등 사회 안정망 강화 필요
- 일본의 Recurrent 교육 등 해외 사례 벤치마킹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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