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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_ IT융합
Ⅰ. 개념 및 특성

01

개념

■ 의료·건강 안전, 에너지·환경문제 등 미래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신기술로서
BT, NT, ET 등 독립적인 기술들을 IT 기술 및 산업과 융합하여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산업의 고부가치화,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산업원천핵심기술
■ 기존의 산업에 IT기술을 접목함으로써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재화나 서비스를
창출하는 형태의 기술 진화 과정 중 하나
■ IT를 접목시킴으로써 IT산업 및 타 산업의 발전을 견인하여 생산, 고용, 부가가치 및 수출
유발 효과를 창출하는 기술

IT의 네트워크화, 지능화, 내재화의 특성을 통해 기존 기술 및 산업간 융합화
및 고도화
- IT산업과 기존산업의 융복합화 촉진을 통해 우리나라 산업경쟁력의 지속적 우위 확보 및
신성장동력화 추진
네트워크화
조명
의료

에너지
IT

IT

IT융합화
기계

조선
국방

화
지능

건설

조선

섬유

섬유

자동차

자동차

건설

국방
기계
조명

내재
화

의료

에너지

■ IT는 융합시대의 원천기술로 IT의 네트워크화, 지능화, 내재화의 특성을 통해 기술 및
산업간 융합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수행
■ IT산업과 기존산업의 융복합화 촉진을 통해 우리나라 산업경쟁력의 지속적 우위 확보 및
신성장동력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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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 제조업과 IT 융합을 통해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IT산업의 신시장
창출분야 : ① 자동차IT, ② 조선IT, ③ 건설IT, ④ 기계IT,
IT 융합을 통해 미래유망 산업의 新성장동력화 창출 분야 : ⑤ 섬유IT ⑥ 의료IT
⑦ 조명IT ⑧ 국방IT ⑨ 에너지 및 기타 IT융합 분야

02

특성
IT융합

■ IT 융복합을 통한 전통 산업의 구조 개편
● 녹색 기술 및 비즈니스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따른 전통산업과의 융합에 의한 신규 수익모델이
속속 소개되고 있으며 산업간 융합은 피할 수 없는 흐름으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고 있음

■ IT융합 기술 기반 수출 경쟁력 강화 추진
● 국내외 IT융합 분야 시장 규모는 크게 성장하고 있으나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엔지니어링,
친환경, 에너지 절감, 지능화, 사회안전 및 국방 부분 등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IT 융합 가속화로 주력 수출 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임

■ 환경ㆍ에너지 접목 기술 연구 개발 가속
● 더욱 더 강화될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 및 적용과 관련한 유연성을 갖추어야
하며, 기술력이 곧 경쟁력으로 IT, BT, NT 등 전산업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혁신 기술을 파악하고
접목하는 신기술을 준비해야 함

■ IT융합화를 통한 생산시스템의 지능화, 고도화 및 통합화
● 시스템 복잡화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문제 방지 및 표준화/범용화를 위한 소프트웨어/하드웨어
플랫폼 개발을 위하여 엔지니어링 아키텍처 및 전자 플랫폼 기술역량 강화 필요
● 최근 들어 제조기술과 나노기술(NT) 및 정보기술(IT)의 융합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기존 생산시스템
지능화 및 고도화와 더불어 분산된 단위모듈의 기능 통합화에 대한 제조업체의 필요성 인식 확대

■ 소재~생산~유통 등 산업 전주기에 IT 기술 접목을 통한 신산업 출현
● 소재의 IT화, 생산공정의 IT화 및 산업자체의 IT화 측면에서 고부가가치화 및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및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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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

자동차 IT

조선 IT

건설 IT

섬유 IT

의료 IT

기계 IT

조명 IT

국방 IT

에너지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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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성
IT 기술을 이용한 차량의 눈(레이다, 영상, 초음파 센서 등), 귀(차량간 통신, 차량-인프라간
통신), 뇌(상황인지/판단/예측)를 가진 생각하는 자동차
- 첨단 IT 신기술을 기반으로 운전자, 차량, 주행상황을 지능적으로 인지·판단하여 차량을 제어
함으로써차량,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성, 편의성, 안락성 및 효율성을 향상시켜 주는 신 자동차
기술 분야
IT 기술을 활용한 선박/해양구조물 건조 및 운항 시스템의 최적화를 위한 IT 융합 주도형
산업으로 진화
- 조선해양산업은 국가 주력산업으로서 2000년대 한국 조선해양산업은 세계 1위 고수
- IT 기술의 융합으로 국내 조선해양산업의 경쟁력 증대 필요
전통적인 건설 산업에 첨단 IT를 선택적으로 융합하여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기술집약적인
산업으로 부가가치를 높이는『스마트 건설 산업』
건설기술과 IT·BT·EET 기술과의 융합화·복합화 혁신을 통해 사회기반시설(SOC) 및 도심
메가 빌딩에서 발생할 수 있는『에너지, 환경, 수송, 통신』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 시스템
IT융합 섬유는 지능형 스마트 섬유소재, 스마트 의류(입는 컴퓨터), 섬유패션 IT융합 공정 등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형성
- 첨단 섬유패션기술과 IT가 융합되어 인간 친화적 지능형 디지털 서비스 제공과 함께 입는
컴퓨터로 새로운 문화 형성
기존의 섬유에 IT기술과 문화, 정보를 접목시켜 고부가가치의 지식산업구축
융·복합 기술로 새로운 Bio 융합칩에서 맞춤형 의료 서비스 영역까지 이르는 미래형 의료
서비스 신산업 창출
급증하는 의료비의 예산 절감(약 1.5조원, 전체 의료비의 7.2%이상)과 세계적 메가트랜드인
고령화로 급성장하는 헬스케어 서비스 시장의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여“신성장 동력”
을 창출
IT의 네트워크화, 지능화, 내재화의 특성을 통해 기존 기술의 Value-Up과 타산업의 생산
인프라를 제공하는 장비 및 융 복합 원천기술 창출형 IT융합 산업
- IT기술과의 융합화를 통하여 Hi-tech 기술기반의 Top Brand화로 고부가가치화 창출 및
시장지배력 확대
조명산업과 IT산업간의 융합을 통하여 조명시스템의 혁신적 에너지절감 및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신시장을 개척
- 차세대 조명과 IT 기술의 융합을 통하여 인간중심의 지능형 조명환경 구현
- 건설, 의료, 자동차, 디스플레이, 농생명, 해양 등과의 응용함으로 고부가가치의 신산업 창출
IT국방은 국가의 존속과 인간의 생명을 지키고, 나아가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의 해결, 인류의
지적ㆍ신체적 활동의 보장을 위한 IT 기반의 융합기술
- 각종 정보통신 체계와 병사의 생존 가능성과 공격력 증강에 대하여 국내 IT기술 적용 및 고도화
- IT 신기술들을 신안보시장 진출에 적극 활용하여 무인감시 및 대테러 치안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로 안보 IT분야를 국가적인 전략산업으로 육성
환경, 자원, 에너지 문제 해결에 직·간접적으로기여하고 새로운 시장과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
IT 제품 및 서비스의 라이프 사이클 전반을 녹색화하고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IT 부문
녹색화(Green of IT)와 IT 융합으로 에너지/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극대화하여 저탄소 사회
전환을 촉진하고, 실시간 환경 감시 및 조기 재난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 기후 변화 대응력을
강화하는 IT 융합에 의한 녹색화(Green by IT)를 포괄하는 IT 기반의 융합 기술

Korea Evaluation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IT R&D 발전전략
www.mke.go.kr
www.keit.re.kr

(1) 자동차 IT
■ IT-자동차 융합 산업은 첨단 IT 신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차량 주변 정보 및 주행상황을
인지, 판단하여 차량을 제어함으로써 차량,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성, 편의성, 안락성
등 다양한 서비스 및 제품을 창출하는 산업임
● IT-자동차 융합 산업은 통신, 인프라, 서비스, 지리정보, 반도체, 임베디드 SW, 센서, 액추에이터,
제어, HF 등 다양한 분야가 융합된 산업이며, 기존 IT 산업뿐만 아니라 ITS 등 타 산업과의 연계
시너지 효과가 매우 높음
IT융합

● 최근 휴대폰, 인터넷 산업과 같은 기존 IT 산업은 시장포화로 인하여 성장이 주춤, 신규 시장 발굴이
절실한 시기임. 자동차에 정보통신 기술을 융합한 IT-자동차 융합 산업은 IT 산업 전체에 새로운
블루 오션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음
● 한편 IT-자동차 산업은, 보수성이 높아 신기술의 진입장벽이 매우 높고, 긴 Life Cycle을 갖는
자동차의 특성 상 제품 수명주기가 일반 IT 제품보다 월등히 긴 특징을 가진 반면, 가격 민감도가
낮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 기존의 IT 산업과는 매우 상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
● 자동차의 개발 비용 중 SW가 전체 생산비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SW 품질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신뢰성 있는 코드 생산을 위해 인간의 손수 코딩에서 모델링 도구를 통한 자동 생성 기능을
이용함으로써 기 검증된 코드를 재사용하여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SW가 개발되고 있음

(2) 조선 IT
■ 조선-IT 융합 기술은 전통 조선해양 산업에 IT 기술을 융합하는 기술을 총칭함
● 조선해양 산업은 전방산업인 해운산업, 방위산업 그리고 후방산업인 기계산업, 철강산업, 전자산업
등과의 연관 효과가 큰 자본 및 노동, 그리고 기술 집약적 산업이며 전후방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매우 큼
● 조선해양 산업에 IT 기술을 융합하여 첨단 기술 집약적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그 시너지 효과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주도
● 조선해양 산업에서의 IT 융합 분야는 선박 및 해양구조물의 설계, 생산 및 관리 측면에서의
IT 융합(조선 IT 융합)과 선박 및 해양구조물 그리고 여기에 탑재되는 기자재에 대한 IT 융합(선박
IT 융합)을 포함
- 조선 IT 융합기술은, 주력산업인 조선해양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기술 경쟁력 강화 및 고부
가가치 시장의 선점을 위한 표준화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 기술임
- 선박 IT 융합 기술은, 선박의 무인화나 안전항해를 지원하며 선박내의 각종 장비 상태정보를 수집
하고 육상 및 선박 간의 상호 통신 기술을 통해 선박운항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e-Navigation 표준안 관련 핵심기술임
- 또한 여기에는 선박 IT 융합 분야에 대한 대부분의 기술이 포함되어 IT조선기자재 산업 부흥을
도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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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융합
(3) 건설 IT
■ 국민의 라이프스타일을 변화시키고, 新성장동력의 고부가가치 산업을 견인하는 건설
IT 융합 산업
● 기존의 건설 산업에 IT 기술을 융합하여 건설 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지향하며, 다양한 응용 시장을
보유한 산업임
● 건설 IT 융합 분야는 전통적인 건설 산업 전반에 걸쳐 IT 기술과의 융합도(融合度)를 높여 건설
인프라, 지능형 건설 서비스 및 에너지절감/친환경 성능을 높이는 기술로서, 전문 건설회사 및
IT 전문 기업 간의 유기적인 기술적 및 비즈니스적인 연계가 필수적임
● 건설 프로세스는 일반적으로 설계, 시공, 운영 및 유지관리 단계에서 고유의 기업들이 산업郡을
형성하고 있으며, 각 공정마다 IT 기술을 융합하기 위해 유기적으로 연계함
● 건설 시장은 도로, 교량, 철도, 터널 등과 같은 대규모 네트워크의 사회기반시설(SOC)에서부터
생활형 시설(주거용 건축물, 아파트 등)과 초고층빌딩에 이르기까지 시장규모의 스펙트럼이 매우
넓어 다양한 기술이 사용되고 있으며, 수요자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하므로 적용 기술 또한 다양성,
안정성, 경제성 등을 요구하고 있음
● 따라서, 기존의 전통적인 건설 기술에서 첨단화, 복잡화 및 고급화를 추구하는 미래적인 건설 기술로
발전 중이며, 이를 위해 IT융합 첨단 유지관리 및 건설 엔지니어링, 친환경, 에너지 절감, 신소재
및 지능화 기술을 접목한 건설 기술 고도화를 통한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음

■ 글로벌 경기침체의 대책으로 스마트 SOC 사업을 적극 추진 중
● 발전 속도가 건설 기술보다 상대적으로 빠른 IT 기술을 효과적으로 융합하는 기술이 필요한 시점
이며, 이를 통해 전통적인 SOC 관리에서 미래적인 지능형 능동 SOC 기술로의 진화는 필연적임
● 글로벌 트렌드인 그린 분야에서는 저탄소 녹색 건설 기술로서 IT 기술과의 융합을 더욱 주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부가 가치 기술을 확보하고자 노력중임
● 세계적인 흐름에 부합하는 지능형 능동 SOC에 대한 기술 개발로, 우리의 건설 산업에 대해서도
미래지향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됨
● 지능형 능동 SOC는 도로, 교량, 터널, 댐, 건물 등과 같은 건설 SOC에 첨단 센서, 통신, 로봇,
소프트웨어 등 IT 기술을 융·복합하여 공공 시설물의 지능형 모니터링, 자기제어 및 대응 등 현장
에서 대응하는 능동형 SOC 시스템을 개발하여 사회 인프라의 운영 안전성 향상, CO2 저감, 유지
관리비 절감을 지향하는 기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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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섬유 IT
■ 전통적인 전략산업이 섬유산업에 IT기술이 융합되어 섬유소재의 IT화, 섬유공정의 IT화
및 서비스의 IT화를 통해 노동집약적 산업구조에서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견인하여
궁극적인 섬유산업의 IT화 견인하고 신성장동력 창출
● 현 Well-being 트렌드와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의류 기술 융합형의 스마트 섬유에 대한 관심 및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IT융합

- IT섬유 융합산업은 단순 생활·의류 개념에서 벗어나 지식, 문화, 서비스가 접목된 정보생활 필수품
으로 유비쿼터스 디지털 라이프스타일을 제공함으로써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및 고부가가치화 창출
● 기존의 섬유산업에 IT 기술을 융합하여 섬유 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지향하고 다양한 서비스 및 응용
시장을 개선 또는 창출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
● 섬유산업은 다양한 스트림(Stream) 주체간의 협력을 통해 완제품이 만들어지는데 IT 기술과의
융합도(融合度)를 높이기 위해 섬유소재의 IT화, 섬유공정의 IT 및 서비스의 IT화를 통한 유기적인
연계를 바탕으로 섬유산업의 IT화가 이루어져야 함

(5) 의료 IT
■ IT기반의 의료산업의 총칭
● 의료IT융합산업은 의료산업과 IT산업의 이종간 융합산업으로 신기술의 융합을 통하여 창출되는
고부가 가치 산업이며 IT기반의 의료산업을 총칭함
● 의료IT융합산업의 종류에는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첨단 생명의료서비스분야와
고령화에 따라 급증하는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뉴-에이징 산업, 그리고 현사회인의 만성질환
및 성인병 질병을 대비한 라이프스타일 산업으로 분류
● 의료IT융합산업은 주력산업인 의료산업의 경쟁력확보와 글로벌 시장확보를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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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융합
▼ 의료 IT융합 산업의 분류 ▼
중분류

소분류
u-hospital

첨단 생명의료서비스

IT융복합 첨단의료영상진단시스템
IT융복합 첨단치료시스템
기타
노령질환 모니터링 시스템
홈 재택 의료

뉴-에이징

실버케어
기타
생활질병 조기진단
성인병 예방관리

라이프스타일

바이오센서 및 칩
라이프케어
기타

(6) 기계 IT
■ 기계산업의 설계, 생산공정, 제품, 서비스 분야에 IT기술/부품/기기를 수용하여 기계의
지능화 및 새로운 순기능을 창출함으로써, 편의성, 안전성, 서비스 향상 및 비용 절감 등을
이끄는 활동
▼ 기계산업의 IT융합 ▼
S/W 융합 제조

인간친화 조작

작업 감시센서

햅틱 원격제조
자동오차보정

고장진단/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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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적 의미로는, 기계에 IT를 활용하여 기계에 지능을 부여하고, 기계와 기계 혹은 인간간의 효율적
인터페이스로 기계의 효율을 높이는 기술을 뜻함
● 일반기계(KSIC #29)에 정보통신산업이 융합되는 것을 총칭하며 일반기계에 IT 기기/부품, IT 서비스,
SW가 내재되고 실현되는 것임
● 기계산업의 IT융합 형태는 IT기술 융합 분야에 따라 분류
- 제품 IT융합(product IT convergence) : 기계적 성능(가공 등)을 수행하는 시스템 혹은 단일기계에
IT기술 융합
IT융합

※ 예시 : 유비쿼터스 공작기계, 공작기계와 메인 서버 연계 등을 통한 대용량 데이터 실시간 수집 및 정보
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한 플랫폼, 시뮬레이션 등

- 부품 IT융합(component IT convergence) : 기계부품, 모듈에 IT기술 융합
※ 예시 : 센서, 전자식 액츄에이터, 컨트롤러(ECU) 등 완제품의 지능화 및 복합기능을 위한 부품의 메카트
로닉스화 및 RFID 등 부품 자체의 결함 검출/생애 추적 목적의 IT 융합화

- 생산공정 IT융합(process IT convergence) : 생산공정의 기계설비 및 장치에 IT를 융합하여
생산공정을 자동화·무인화
※ 예시 : 텔레매틱스 e-Machine, USN/M2M 기반 생산기계, 미들웨어 기술 등 생산설비간 자율 통신 및
연결 추진(동기화/협업화)

- 서비스 IT융합(service IT convergence) : 판매된 기계의 사후관리를 위해 IT를 활용
※ 예시 : 건설기계, 섬유기계 등의 원거리 실시간 모니터링(유비쿼터스 관리), 진단/보수, 사고예방(도난 방지),
제품관리 서비스 등

(7) 조명 IT
■ 조명산업과 IT 산업의 융합을 통하여 환경, 사람, 공간, 상황, 감성 등을 인식하여 혁신적인
에너지 절감 및 인간친화적인 최적의 조명환경을 구현하여 고품격 생활주거 공간을 제공
하는 New-IT 융합산업임.
● 조명산업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 축으로 기후협약, 저탄소 사회 구현을 앞당길 미래 산업
● 조명기기의 에너지절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 장소 및 목적에 따라 광출력 및 광색, 색온도
등의 조절 및 감성, 환경, 통신 등의 IT 정보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불필요한 에너지소비를 최소화
하는 지능형 신조명 산업
● 조명 IT 융합산업과 교통, 디스플레이, 건설, 의료, 농수산업과 접목을 통하여 기존 산업의 고부가
가치화 및 동반성장이 가능하게 할 산업간 융합 산업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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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 IT 주요 응용분야 ▼
감성형 실내분위기

첨단 도시경관 연출

고품격 자동차

아름다운 거리조성

반도체조명

의료기기

전시·인테리어

가시광 통신

농수산 수확 증대

(8) 국방 IT
■ 국방분야는 미국 등 선진국 등의 기술주도로 기술격차가 크고, IT분야는 인도, 중국 등의
발전으로 지속적 성장에 애로가 예상됨
● 세계 최고수준의 IT기술과 국방분야의 접목을 통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의 국방-IT 융·복합 신산업
창출 및 국방분야의 기술 주도
● 안보를 중시하는 한반도의 특수성에 따라 첨단 IT기술을 안보에 접목함
-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분야 : 군 전투력 향상 및 게임시장 신산업 창출
- 무인감시 분야 : 감시경계능력 강화 및 방산수출 확대
- 국토안전 분야 : 대테러 및 치안 및 재난방지 능력 확보
● NCW는 첨단 IT가 반영된 차세대 총체적 전쟁 개념으로, Sensor-to-Shooter로부터 육·해·공과
위성 통신, 사이버전을 모두 활용하여야 함
- 무기체계가 첨단화 및 네트워크화됨에 따라 무기체계 내장형 소프트웨어의 역할과 비중이 증가되고
있으며, 신뢰성 및 안전성이 높은 무기체계 내장형 소프트웨어에 대한 요구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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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기술의 현대화 차원에서 군 자체의 위성탑재체가 발사되어 운용을 시작하고 있는 단계로,
지상의 군위성통신 장비의 개발 필요성이 대두
- 이동수신 능동안테나 기술 및 위성단말 기술을 보유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최초의 이동형
광대역 위성전송기술을 확보함과 동시에 전세계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기회임
● 각종 정보통신 체계와 병사의 생존 가능성과 공격 및 대응 능력 증강에 대하여 국내 IT기술 적용
및 고도화
IT융합

- GPS는 현재 국방에서 사용하는 보병용 항법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지만 미 국방성에서 개발/
관리하는 위성항법시스템으로 전쟁 시 미국의 의도에 따라 가용성 및 정확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병용 항법시스템의 자립도를 위해 Self-Contained 항법기술이 요구되며 다양한 인프라를
복합 활용하는 기술이 필요함
- 새로운 전략/전술 및 무기 기반의 훈련을 KCTC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안전성 및 다양성이
떨어지므로 증강현실(AR : Augmented Reality) 기반 가상으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기술/시스템
개발이 필요함. 이 기술에는 군 전략/전술 및 무기에 대한 기술을 IT 기술에 접목하여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을 생성하는 것이 요구됨

(9) 에너지 IT
■ IT-에너지 융합 분야는 전통적인 에너지 기술에 전자 및 정보통신 기술이 융합되어 생성된
새로운 산업분야
● IT-에너지 융합 산업 분야는 신재생에너지 분야, IT 산업의 효율 향상 분야 전통 산업의 효율 향상 분야
및 저탄소형 녹색생활혁명 분야로 구성되고, 에너지의 Life-Cycle 측면에서는 에너지 생성 분야,
에너지 보존 분야 및 에너지 절감 분야로 구성됨
● 에너지의 IT 융합은 신재생에너지, 효율 향상 기술, 온실 가스 처리 기술을 통한 CO2 절감을 목표로
나누어 추진되고 있으며, 건물에너지 효율향상, 전기에너지 효율향상, 고효율 설비·기기, 수송에너지
효율향상 등 4분야로 구분되는 에너지 효율향상 분야가 빠르게 확대 진행 중임
● 에너지 효율 관련 산업은 2006-2007년 사이 다른 산업 분야 보다 두 배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에너지 효율 관련 산업은 크게 산업 분야 에너지 운용 효율
관리 분야, 빌딩 에너지 관리 분야, 그린 데이터 센터 시스템 분야로 구성되어 있음
● IT-에너지 융합 산업은 초기 발전 단계 수준으로 그에 따른 R&D 투자 규모나 관련 법 제정이
미비하므로, 세계 수준의 에너지 고효율 IT 기술 확보 및 다양한 관련 법 제정을 통해 에너지 IT
기술 확산 촉진이 필요함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915

＞＞IT융합
▼ IT융합 기술범위 ▼
중분류

주력제조업 IT융합기술
(IT convergence for
main manufacturing ind.)

소분류

요소기술

자동차 IT
(Automobile+IT)

안전맵 기반의 능동 안전 시스템 기술, HF 기반의 통합
안전 시스템 기술, V2I 기반 횡방향 통합제어 시스템
기술, 실시간 3D 디지털 안전맵 기술, 센서 네트워크
기반 센서 퓨전기술 등

조선 IT(Ship+IT)

시뮬레이션 기반의 선박 및 해양구조물 생산기술, 선박
생애주기 관리 기술, e-Navigation 기술(e-navigation
technology), 능동형 자율제어 무인선 기술, 선박통합
모델기술(Ship data modeling tech.) 등

건설 IT
(Construction+IT)

인프라 패치/삽입형 자기 진단 기술, 도로 이용 에너지
생산기술, 안전취약구간 지능형 사고 인지, 악천후 상황
인지 기술, 능동형 피해 저감/충격 완화 기술, 능동형
시설물 원형 치유 기술 등

상황 인지 보전 기술, U-기반 지능 협업 기술, Built-in
기계 IT(Machine+IT) 자율 보정기술, 지식진화형 공장운영 S/W 및 플랫폼
기술, 증강현실 기반 공장운영 가시화 기술 등
섬유 IT(Textile+IT)

신호전달 원사제조기술, 신호전달사를 이용한 섬유제품화
기술, 위기대응 지능형 섬유제조기술, IT기기 내장가능
Fabrication 기술 등

고령자 생활 상황인식 환경지능기술, 전자기 센싱의
생체조직 진단기술, 약물대사 질병감지 자동 측정기술,
의료 IT(Medicine+IT)
하이브리드 기반 유비닥터(Ubiquitous-doctor) 시스템,
고령자 독립 생활능력 향상기술

신성장 IT융합기술
(IT convergence
for new ind.)

양방향 정보교환형 스마트 조명시스템 기술, 환경제어
식물농장 LED 시스템 조명 기술, LED 조명 통신 연동
조명 IT(Lighting+IT)
기술, 인텔리젼트 에너지원-조명 융합 기술, 스마트 해양
LED 조명 시스템 기술 등
적응형 미래 보병용 항법기술, 증강현실 기반 가상훈련
참여기술, ALL IP 기반의 유무선 통합 네트워크 기술,
국방 IT(Defense+IT)
시나리오기반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기술, 상황판단을
위한 융합정보처리기술 등

에너지 및 기타 IT
(Energy&ET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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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현황 및 전망

01

국내외 시장현황 및 전망

■ IT와 전통산업 등 개별산업의 단선적 혁신으로는 신시장 창출과 기술진화에 한계
● IT산업의 성장률이 점차 정체되면서 新시장 확보 시급
IT융합

※ IT산업은 그간 국가주력산업으로 경제성장을 견인했으나 통신 인프라 및 HW제품에 편중되어 성장한계에 직면

▼ 글로벌 IT시장 및 한국 IT산업 연간성장률 ▼

글로벌 IT 시장 연간 성장률
한국 IT 산업 생산 연간 성장률

31.1%
25.8%
15.1%

19.0%

15.6%

15.6%

7.8%

10.7%
1.5%
1998

1999

2000

2001

7.8%

7.0%
9.9%

-0.8%

5.3%

2002

2003

2004

6.9%

3.6% 7.5%
2005

2006

11.3%
5.7%
2007

7.7%
6.0%
2008

-11.6%
(출처 : 대한상공회의소, 2009.12)

● IT융합 시장은 친환경, 안전, 편리성 등 기능을 토대로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전통산업을 급속하게
대체할 전망
▼ 세계 IT융합시장 규모 ▼

(단위 : 억불)

자동차+IT 조선+IT 건설+IT 섬유+IT 의료+IT 기계+IT 조명+IT 에너지+IT 국방+IT
2010년

1,200

140

2,640

1,545

1,600

1,600

356

1,411

1,726

CAGR(’
10~’
12) 22.47

5.56

4.63

7.43

15.38

12.64

23.62

7.15

21.00

2012년

1,800

156

2,890

1,783

2,130

2,030

544

1,620

2,527

CAGR(’
12~’
15)

3.57

4.30

3.07

3.62

15.24

12.62

23.71

7.15

23.93

2015년

2,000

177

3,164

1,984

3,260

2,900

1,030

1,993

4,810

※ 세계 IT융합 시장규모는 ’
10년 1.2조불 규모에서 ’
15년 2.1조불 규모로 성장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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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융합
● 주요국은 IT를 핵심인프라로 구분하고, 전통산업 및 기간산업을 중심으로 세계적 주도권 확보를
위해 노력
※ 미국 : 국토안보부(DHS)는 선박용 데이터전송과 실시간 데이터 처리를 위해 DB를 구축하고 선박과 육상간의
지원체계인 ISIT 플랫폼을 구축완료, HSARPA(Homeland Security Advaced Research Project
Agency) 등을 통해 IT융합 안전 관련 첨단기술을 연구
※ 일본 : 안전한 도로 운행환경 구축을 위해 Smartway21 project(’
00~’
15)에 ITS 연구개발 부문 50%를 배정

● 중국, 대만 등과 LCD, PC 등 주력IT산업 경쟁이 심화되면서 특히, IT중소기업 등에서 주력산업과
IT융합의 필요성 제기
● 자동차, 조선, 건설 등의 주력산업에서 IT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부가가치 제고 수단으로 IT 중요성 증가
※ 자동차의 전장장치 비중은 ’
05년 약 20%에서 ’
10년 30%, ’
15년 40%로 증가하여 2천억 달러 규모의 세계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McKinsey, ’
09)
※ 중국은 선박건조 수주량에서 2009년 세계1위(44.4%)를 차지하여 조선산업의 경쟁이 격화 되고 있음
※ 중국 등의 추격으로 자동차, 조선, 가전 등 주력산업의 경쟁이 점차 격화, 자동차의 경우 2009년 상반기는
2008년 상반기 대비 41.88% 판매량이 급증하였고, 중국 자국 브랜드는 29.45%의 시장점유율을 보임

● 우리나라는 주력 제조업의 능력과 최고의 IT산업을 보유하고 있어 IT융합에 유리
※ IT융합의 핵심이 되는 유무선통신, 텔레매틱스(94%), 차세대이동통신(92%), BcN(91%) 등을 중심으로 기술
수준이 높음

● 자동차 및 조선산업 등을 중심으로 국내 IT융합 시장이 급 성장중

▼ 국내 IT융합시장 규모 ▼

(단위 : 천억원)

자동차+IT 조선+IT 건설+IT 섬유+IT 의료+IT 기계+IT 조명+IT 에너지+IT 국방+IT
2010년

18.0

5.3

34.0

31.0

15.0

91.0

0.03

105.0

52.0

CAGR(’
10~’
12)

26.9

6.4

11.8

20.5

23.8

14.8

143.6

5.1

20.9

2012년

29.0

6.0

42.5

45.0

23.0

120.0

0.2

116.0

76.0

CAGR(’
12~’
15)

11.3

5.8

11.9

10.1

23.2

15.1

143.8

5.2

30.3

2015년

40.0

7.1

59.5

60.0

43.0

183.0

2.6

135.0

168.0

※ 국내 IT융합 시장규모는 ’
10년 35조원 규모에서 ’
15년 70조원 규모로 성장 예상

● 단순ㆍ노동집약적 특성의 전통산업이 신기술/신개념 도입 및 사용 편의성 혁신 등을 통해 고부가
첨단 신산업으로 변화하는 추세
※ 지능형 자동차, 지능형 건설, 스마트 의류 등 기존 전통산업과 IT기술의 결합을 통한 고부가 제품 시장의
성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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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산업간 융합은 공통의 새로운 산업 영역을 개척함으로써 상호간에 Win-Win 할 수 있는
기회 창출
※ 차량용 소비자 가전(In-Vehicle CE)은 美‘CES 2008’
의 중요한 특징
※ 첨단 Cruise船은 IT가 35%이며, 입는(Wearable) PC인‘스마트 의류’등장

■ (자동차 IT) IT와 전통산업 등 개별산업의 단선적 혁신으로는 신시장 창출과 기술진화에
한계
IT융합

● 세계 수준의 완성차 부분과는 달리 부품 산업은 세계 100대 부품업체에 단 1개가 포함될 정도로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으며, 특히 고부가가치를 갖는 첨단 전장 부품/시스템 분야가 가장 취약한
상황임
- 2008년 자동차부품 수입구조는 과거 선진국의 핵심부품 수입에서 저비용 국가의 저가부품 수입
쪽으로 이행하고 있음을 나타냄. 그러나, 여전히 첨단부품 쪽에서는 일본에서의 수입액이 수입
전체의 30% 가량인 13.1억 달러를 차지할 정도로 의존도가 높음을 알 수 있음(2009년 자동차산업,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 반도체, 센서, ECU 등 첨단 전장부품에 대한 해외 의존 및 아웃소싱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
● 자동차부품업체간 수익성 양극화 현상
- 세계 자동차 부품 산업의 평균 마진율은 불과 4.3%대에 머물고 있음. 그러나 IT자동차융합 부품
및 시스템 분야 중심의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선진 부품업체들의 경우 20%대의 높은 수익률을
창출하고 시장을 주도
▼ 자동차부품 업계의 양극화 ▼
25%
20%
18.9%

19.2%

20.5%

21.4%

21.3%

15%

세계상위기업
= 혁신형 리더
= 지능형차 중심
사업구조

2001~2005 EBITA(이익율)
10%
5%

4.2%

4.2%

4.3%

4.3%

4.3%

2.1%

1.8%

1.6%

1.9%

2.0%

-3.0%

-2.7%

-2.0%

0.4%

0.7%

2001

2002

2003

2004

0%
-5%

세계업계 평균
국내업계 평균
세계하위 기업

2006

※ 출처 : 2015 Car Innovation, Oliver Wyman,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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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자동차부품업체의 경우 세계 평균을 밑도는 2.0%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한파(2009년 1월 자동차 내수 23.9%, 수출 47.9% 급감)로 2009년에는 상황이 악화
되었으나 2010년 이후에는 세계 경제 회복에 따라 성장율이 점차 증가할 것을 예상됨
- 도요타의 리콜 사태로 인해 도요타의 미국 내 시장 점유율은 줄어 들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반사
이익으로 현대자동차의 미국 내 점유율은 7%를 돌파하기 시작했으며 향후 10% 이상 돌파할 것으로
예상됨

■ (조선 IT) 조선해양 산업은 전방산업인 해운산업, 방위산업 그리고 후방산업인 기계산업,
철강산업, 전자산업 등과의 연관 효과가 큰 자본 및 노동, 그리고 기술 집약적 산업임
● 조선해양 산업에서의 IT 융합 분야는 선박 및 해양구조물 생산 및 관리 측면에서의 IT 융합
(조선 IT 융합)과 선박 및 해양구조물 그리고 여기에 탑재되는 IT 분야 기자재에 대한 IT 융합
(선박 IT 융합)을 포함
● 수주량 및 수주잔량 측면에서, 2008년 기준으로 중국에 근소하게 앞서 있지만, 2009년 기준으로
중국이 수주량에서 세계 1위로 올라서면서 향후 경쟁이 심화될 양상을 보임

▼ 조선산업 국가별 시장 점유율 ▼

45
40
35
■ 한국

30

■ 일본

25

■ 중국

20

■ 유럽

15
10
5
0
수주량

건조량

수주잔량

※ 출처 : Clarkson, World Shipyard Monitor, 2008.1/2009.1, 한국조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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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해양 산업은, 선주의 발주에 의해 선박 및 해양구조물을 건조하는 주문 생산 방식의 산업이며,
선박 및 해양구조물에 탑재되는 기자재에 대하여 선주의 영향이 크다는 특징을 가짐
● IT기술이 조선해양 산업에 채용, 융합되면서 조선해양 산업 및 IT기자재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
발생 가능
※ 세계 조선시장에서 조선IT 시장은 2009년 92억 달러에서 2018년 254억 달러로 증가할 전망이며, 이에 따라
조선IT 기자재 비율은 2009년 6% 수준에서 2018년에 20%까지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출처 : Clarkson,
2009.3)
IT융합

■ (건설 IT) 건설 산업에서 IT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부가가치 제고 수단으로 IT 중요성 증가
※ 우리나라 건설 산업은 국내 단일 산업으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건설 IT 융합 시장은 2015년 73조원에
도달할

● 전통적인 건설 산업은 신기술·신개념·편의성 혁신 등을 통해 고부가 첨단 건설 신산업으로 변화
하는 추세
※ 지능형 건설, 건설 IT 인프라, 에너지절감 및 친환경·신소재 등 기존의 건설 산업과 IT기술의 결합을 통한
고부가가치 시장의 성장 전망

● 2013년부터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이 될 가능성이 있고, 에너지 대외의존도가 높아 에너지 효율화
및 탄소배출 절감형 그린 SOC 및 그린홈/빌딩 기반 도시구축 필요
● 국내 건설기술은 선진국 대비 70% 수준으로 평가되나, IT와 건설융합기술을 통해 선진국 수준으로
진입 가능

■ (섬유 IT) 차세대 IT융합 스마트 의류는 인간 중심의 편리성과 휴대성을 극대화한 웨어러블한
형태와 유비쿼터스 시대의 공정상 IT 융합인 i-Fashion(3D 아바타-패션 쇼핑, 맞춤주문
양산형 의류) 등으로 발전 예상
● 고속통신, 시스템 저전력화/초소형화 기술, 다양한 센서의 융합 기술, 인터페이스 기술 등의 개발이 요구
● 유럽은 Textile/Electronics 기술, Bio 기술, Nano 기술 등과의 융합에 의한 Wearable
electronics 섬유 제품 개발이 중심
● 섬유소재에 IT를 활용한 의류제품 확대
- Wearable computer, MP3 플레이어 내장 의류, GPS 기능의류, 생체신호전송 의류 등
● 섬유패션 제품의 기획/디자인, 제조, 마케팅에 이르는 제품화 공정 및 유통과정 등에서의 신개념의
비용절감, 공정 효율화, 서비스 창출, 맞춤주문형 대량생산을 통한 신제품 등의 부가가치를 창출
- 의류패션, 생활용품 全 복종을 대상으로 거래에 연동되는 유비쿼터스 쇼핑 서비스 및 디지털 콘텐츠
- 의류패션, 생활용품 全 복종을 대상으로 IT기술을 활용한 맞춤 대량 제품 생산 실현
- S/W(가상현실, CG 등) 및 솔루션(스캐닝, RFID, PDM, ERP, PLM, 디스플레이, 전자상거래 등),
데이터 가공(CRM 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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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섬유-IT융합기술은 전반적으로 발전초기단계 : 선진국 대비 50~80%
※ 섬유 산업의 세계 시장규모는 2005년 132조원 (11,040억 달러)에서 2015년 201조원(16,821억 달러,
연 4.3% 성장)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2010년 이후 다양한 융합형 제품이 신규 수요를 창출하고 있음
자료출처 : 산업지원백서 (산자부, 2006), 임베디드 S/W 품목보고서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2008), GIA
(Global Industry Analysis 社, 미국, 2008), 섬유산업기술로드맵 (산업자원부, 2007), The Business of
Wearable Electronics (pHealth, 2006)

■ (의료 IT) 고령화 등으로 의료-IT 융합산업의 신규 수요 시장 등장
● 고령화, 저출산 등에 의한 인구구조와 생활양식 변화로 네트워크 기반의 IT융합 의료 서비스와
IT융복합 첨단 진단치료시스템 등 새로운 의료-IT 융합산업 등장
- 인텔, IBM, 필립스 등은 네트워크 기반의 IT융합 의료 시스템 분야에 새롭게 진출
- 의료서비스 패러다임이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서 예방과 관리로 변화하면서 IT기술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토탈 헬스케어 개념의 평생 건강관리로 의료산업이 변화하고 있음

■ (기계 IT) 기계산업의 디지털화, 전자화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IT 융합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분야의 시장 창출
● IT 융합은 자동화/자율화 기계에서 네트워크 기반 협업화 기계, 시스템 차원의 통합관리제어,
제조생산의 혁신뿐만 아니라 보수/유지 기술 혁신으로 전개되면서 향후 IT와 접목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
● 한국공작기계공업협회의 IT융합가공장비 산업기술 로드맵에 따르면 전 세계 IT융합 가공장비산업의
시장 규모는 2005년 400억달러에서 2015년이면 1000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 2004년 UN 세계무역통계에 따르면 독 미 일 3개국의 기계 수출액은 3,497 억불로 전 세계 수출액
8,016억불의 43.6%를 차지하여, 그 만큼 고성능 기계의 비중이 높음을 반증
● 건설기계 국내 총생산은 70억불(’
07년)이며 연평균 19.6%(’
01~’
07) 증가하는 등 시장 성장세가 강해,
IT융합에 의한 경제적 효익이 클 것으로 예상
● 플랜트 산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집약형 산업으로서 일반 서비스업과 제조업보다 2~3배 높은
산업연관 효과를 가지며, 세계 플랜트 시장은 2005년 기준 5,355억불 규모로 최근 3년간 연평균
13% 증가 [ENR 및 산업자원부]
● 냉동공조(Heating Ventilating Air Conditioning, HVAC) 산업은 세계시장 규모가 2006년
1,348억 달러로 연평균 5% 성장이 예상되며, IT 기술을 접목한 쾌적성, 고효율, 고안전, 고신뢰,
저소음, 저진동, 인공지능의 HVAC&R 제품과 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기술 제품 등이 향후 시장을 이끌어갈 것임

922

Korea Evaluation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IT R&D 발전전략
www.mke.go.kr
www.keit.re.kr

■ (조명IT) 조명IT 산업은 국내외 조명 보급사업 활성화와 친환경 제품으로 신조명의 도입이
다양한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
● LCD BLU, 자동차 및 조명용 조명 및 융합 신조명 시장이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이면서 전체 조명
IT산업의 성장을 주도할 전망
※ LED는 ’
15년 백열등·형광등 등 조명시장(약 1.6천억불)의 약 30%를 대체
※ 2012년까지 시장성장율은 조명 IT분야가 56%, LCD BLU분야가 35%, 차량분야가 26% 및 의료·농수산
분야가 25%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IT융합

(Im/W)

(시장규모)

140

1천억불

기
술
수
100
준
(제품)

가로등 대체형
평판 형광등 데체형
농수산, 의료용 차량 전조등

600억불

LED BLU, 가전응용
백역등 할로겐 대체형 문자간판

60

200억불
휴대폰용 교통신호등, 표시광원
(도입)

08년

(성장)

15년

(성숙)

● 차세대 조명의 원천기술을 보유한 美·日·獨 기업들이 전세계 시장의 약 67%를 점유한 가운데,
후발기업의 시장진입을 견제하기 위하여 선진기업간의 특허제휴, 전략적 M&A 등 추진
※ M&A 사례 : 오스람(조명)+지멘스(반도체) → 오스람 옵토디바이스(LED조명)
※ 특허제휴 사례 : 니치아+오르람+크리+루미레즈+도요다고세이 → LED특허 공유

● 미국, 유럽(독일), 중국, 대만, 일본에 대한 맞춤형 시장 진출 전략을 수립·추진 필요

■ (국방 IT) NCW 대비 다양한 기술이 적용되는 국방-IT 융합산업의 신규 수요 시장 등장
● 현재 USN 시장은 세계적으로 기술도입 단계에 있으며, 무궁무진한 적용 가능성으로 많은 기업들이
도입을 추진하거나 계획하고 있으며 관련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세계시장은 2007년 10.7억 달러에서 연평균 66%의 성장을 통해 2012년에는 127.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는 2007년 1.84억 달러수준에서 2012년 22.46억 달러로 연평균
68.4%의 고도성장이 전망 (RFID/USN협회의 산업실태조사, 200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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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장형 소프트웨어의 세계시장이 2010년에는 1,305억 달러 규모로 예상되며(Gartner, 2005),
무기체계 내장형 보안 소프트웨어 시장에 대한 선도개발 및 상품화로 수출시장 개척이 가능
- 국내 군수/항공 분야 소프트웨어의 약 40%가 내장형 소프트웨어를 적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향후 기술개발을 통해 군수/항공 분야에 탑재된 내장형 소프트웨어에 보안기술을 적용할 수 있으며,
무기체계 내장형 소프트웨어 보안시장은 2009년 약 5,900만 달러 예상
● 2006년 기준으로 전세계 위성산업 매출은 1,061억 달러이며, 연 평균 10.5%(2001년~2006년)의
성장으로 꾸준히 증가하였고(State of the Satellite Industry Report, Futron사, 2007. 6.),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위성통신방송시장은 연평균 5% 수요 증가가 예상됨(Satellite Services
Demand, Futron사, 2006. 6.)
- 전세계 이동위성서비스(MSS)시장은 2003년 ~ 2010년 동안 연 평균 36% 증가하여 2010년에
85.6억 달러로 전망(Broadband Satellite Markets, NSR, 2006.)
- 전세계 위성 재난복구 서비스 시장은 2006년~2010년 동안 연 평균 20% 증가하여, 2010년에
10억 달러로 전망되고(Disaster Recovery and Business Continuity via Satellite, NSR,
2006.), 정부 및 군용 위성통신 시장규모는 2007년 22억 달러에서 2015년 72억달러로 연 평균
● 저고도 정점 체공이 가능한 에어로스탯은 전 세계적으로 군 목적 및 국경감시 등 제한적 목적으로
일부 활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구)산업자원부 주도로 에어로스탯 플랫폼기술개발을 2005~
2007년에 추진하였으나 미실용화 단계임
● 항공기 등의 유지보수, 의료분야에서의 적용을 시작으로 2000년대 중반까지 연구수준에 머물렀던
AR기술은 디스플레이 및 컴퓨팅 기술의 발달로 게임, 쇼핑, e-Learning, 방송 및 광고 등 적용범
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
- 특히 최근 카메라와 고성능 컴퓨팅 능력, 무선통신, GPS를 갖춘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개인
사용자 중심으로 모바일 AR기술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10년 2백만달러 미만에서 2014년 7억 3,200만 달러 규모로 성장 전망(Juniper Research,
2009)

■ (에너지 IT)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 대응을 위한 녹색시장 성장에 따라 IT 에너지 융합
산업이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부상
● 선진국들은 경제 성장과 환경이 상호 시너지를 창출하는 녹색 성장 추진을 가속화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에너지 IT 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 중
● 국내 IT 기업도 그린 IT 제품 및 서비스 도입으로 새로운 수익 모델 창출 노력
● 전력 기술과 IT 기술이 융합된 스마트 그리드 산업은 효율적 에너지 관리를 통한 비용 절감, 신재생
에너지 생산 및 연계를 통한 저탄소 지향 등의 방향으로 각국에서 전략 사업으로 적극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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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세계 시장현황 및 전망
산업 분야

시장 현황
억불

2,000

2,000
1,800
1,500

자동차 IT

1,000

1,200

0

2010년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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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IT융합산업 시장 규모

억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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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150

조선 IT

140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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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IT융합산업 시장 규모

억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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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IT

2,890

3,164

2,640

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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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IT 융합 세계시장은 2010년 1,200억 달러에서
2012년 1,800억달러, 2015년 2,000억 달러로 증가할
전망(전자통신동향분석, 2008)
내비게이션, 안전 및 보안장치, 통신, 컴퓨터, 오락 등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시장 규모는 2005년 152억 달러
수준에서 2020년 827억 달러 규모로 성장 전망(Global
Insight, 2008)
자동차 반도체 시장은 2004년 139억 달러에서 2013년
253억 달러로 연평균 약 8%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IT SoC Magazine, 2007)
2008년 기준으로 선박건조 및 수주량에서 세계시장의
3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조선 IT융합에 대한 세계시장은
2010년 140억 달러에서 2015년 177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
(출처 : Clarkson, 2009.3)
선박 제품의 현재 포트폴리오가 LNG선, FPSO, 컨테이너선,
Tanker선 등이나 향후에는 고부가가치 선박인 크루즈선을
포함하여 LNG선, 드릴쉽, FPSO로 구성될 것으로 전망
되며, 이 경우 선박용 IT 장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전망
“조선 IT 융합”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는 조선용 시스템
(CAD, CAE, CAM, ERP, PDM, PLM 등)의 주요 시장은 한국
및 중국이며, 유럽 및 미국에서 거의 모든 기술을 선점하고
있음. 선박의 생산 및 건조 시뮬레이션을 위한 도구들은
대부분 자동차 및 건설 분야에서 개발된 제품들이 활용되고
있고 향후 조선 전용분야의 시장도 부각될 것으로 예상됨
향후 선박의 안전운항 및 유지보수 제어 등을 위한 eNavigation 시스템과 관련하여 약 50조원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
선박용 이동위성통신의 경우 최근 VSAT 서비스가 인마샛
서비스 시장을 추월하고 있는 추세임
건설 IT융합 세계 시장은 2010년 2640억 달러에서 2015년
3164억 달러로 증가할 전망(해외건설협회, 2007.12)
글로벌 건설 산업의 친환경ㆍ에너지효율화ㆍ지능화ㆍ
메가스트럭쳐화 추세로, 건설 IT 융합 시장은 생산성 향상,
유지관리 및 에너지 절감, 신재생에너지 창출, 기후변화
협약 대응, 친환경 기술이 앞으로 주도 예상
건설 IT융합의 논문/특허 추세는 건설 설계 정보 표준화
/공유기술, 건설 자재/환경 모니터링, 구조물계측, 건설
현장 무선통신, 에너지관리, 신소재 기술 분야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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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융합
산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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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섬유 IT 융합 산업 관련 전 세계 시장은 2008년
1,545억달러에서 2018년 2,209억달러 규모로 성장 전망
(In-Stat, 2005 ; Gartner, 2006 ; VDC Wearable
Electronics System, 2007 ;“Smart fabric and
interactive textiles”, 2008 로부터 추정)
IT 융합형 스마트 의류는 정보화기기가 장착된 입는 컴퓨터
플랫폼 제품군으로 현재 세계적으로 태동하고 있는 단계
생활용품의 정보처리와 지능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스마트 생활용품의 세계시장은 지속적인 고성장 추세
유지 전망
의료 IT융합 세계 시장은 2010년 1,600억 달러에서
2012년 2,130억 달러로 성장하고 2015년에는 3,26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출처 : 2008년도 BCC 보고서
에서 추산)
글로벌 고령화와 BRICS 등 신흥 경제권의 성장은 네트워크
기반 건강ㆍ의료 서비스와 실버 산업의 거대 시장 형성
고령화 시대의 삶의 질 향상 요구에 따라 첨단 진단 및
비침습 치료 신기술 시장이 형성

기계-IT융합 세계시장은 2010년 1,600억불 규모에서
2015년 2,900억불 규모로 성장할 전망(지경부, IT정책
연구보고서, 2009.12)
기계-IT 융합산업은 IT융합 가공장비, IT Convergency
GMS, 무인화 지능형 건설기계, 친환경 고효율 냉동공조
기계 등을 중심으로 시장 형성
※‘일반기계+IT기술’
만을 대상으로 산출

기계-IT융합산업 시장 규모
억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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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조명 시스템은 2010년 전세계 조명시장의 1%에
불과하나, 전 세계적 에너지 절감정책 시행에 따라 연평균
30%의 성장예상
2010년 356억 달러에서 2015년 1030억불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OIDA, Yano경제연구소, Displaybank, 2009)

800

조명 IT

544

600
400

356

200
0

2010년

2012년

2015년

조명 IT융합분야 시장 규모

926

Korea Evaluation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IT R&D 발전전략
www.mke.go.kr
www.keit.re.kr

산업 분야

시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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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9.11 테러영향과 IT기술의 발전으로 안보 IT
산업(사회안전감시, 국토안전기술 등)이 급속히 성장중
2018년 까지 세계 국방IT·SW시장은 약 9500억불이 될
전망임(NIPA SW Insight ’
08.9)
- 전통적인 군수시장인 지상/해상 분야에 비해, IT 비중이
높은 정보/전자전분야와 항공우주, 정밀유도분야 시장의
급성장이 예상됨

국방 IT융합산업 세계시장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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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풍력, 조력, 수소, 곡물, 연료전지, 폐기물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2007년 773억불에서 2017년
2,545억불로 급속하게 성장 전망(클린에지 보고서,
2009)
전 세계 스마트 그리드 시장 규모는 2010년 1,340억불에서
2030년 8,700억불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한전 KDN,
2010)
전 세계 그린 IT 시장 규모는 2008년 약 5억불에서
연평균 57% 이상 성장하여 2013년 약 48억불로 전망
(포레스터 리서치, 2009)
전세계 에너지IT시장은 2015년 1,993억불 규모로 성장이
예상됨(ETRI추정,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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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융합
나. 국내 시장현황 및 전망
산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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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동차산업은 전체 제조업 고용의 8%(22만 명),
생산액 11.1%(75조원), 부가가치의 10.9% (28조원)를
차지하며 세계 5위(07년)의 생산량을 점유하는 등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기간산업임(자동차공업협회, 2007)
국내 지능형 자동차 시스템 시장은 ITS 시스템 확산 및
통합 지능형 시스템 장착에 따라 2005년 6억 2천만
달러에서 2010년 17억달러, 2015년 28억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Global Insight, 2007)
자동차 수출액은 2005년 3억 6000만 달러에서 2010년
14억 5900만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Global
Insight, 2008)
자동차IT 국내 융합시장은 2008년 1.8조원에서 2018년
5.7조원으로 성장할 전망이고, 자동차제조사, 자동차부품사,
IT업체들 간의 융합기술 개발이 활발히 전개 중(전자통신
동향분석, 2008)
자동차IT 국내 융합시장은 2015년 4조원으로 성장할 전망

2009년 세계조선시장 277억불 중 국내시장은 13억불로
4.7%수준(Clarkson, World Shipyand Monitor, 2010)
국내의 조선 IT시장은 2010년 5,300억원에서 2015년
7,100억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국내 조선소에서는 현재 LNG선, Tanker선, FPSO,
컨테이너선 등을 주로 건조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크루즈선,
빙해선, LNG선 등 고부가가치 선종 및 FPSO, 드릴쉽 등
해양플랜트가 주력이 될 예정으로 IT 융합 기술이 더욱
필요하게 될 것임
국내 대부분의 조선소가 3차원 조선용 CAD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세계 1위의 조선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PLM 등의 관리 시스템을 도입 또는
도입 검토
국제적인 표준화가 진행중인 e-Navigation을 기반으로
국내 조선IT 산업의 부흥을 위해 관련 핵심기술 개발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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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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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IT융합 국내시장은 2010년 3.4조원에서 2015년
약 6조원에 도달할 전망(녹색성장을 위한 건설-IT융합
기술·시장 세미나. 2010)
세종도시, 혁신도시 등 약 40개 지자체(50여개 지구)에서
첨단도시 건설을 활발하게 추진 중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u-City를 선도하고 있으며 건설IT 융합시장은 향후 가속적인 성장 기대
u-City는 유비쿼터스 IT와 건설융합의 대표적 비즈니스
모델로 산업고도화 및 환경인식 확대에 따른 첨단화,
고급화 및 친환경 측면의 건설수요에 부응 기대
건설 IT 융합 산업은 저비용고효율, 에너지절약, 설계/시공
/유지관리 자동화, 지능화의 건설 IT 응용 시장으로 발전
우리나라 섬유산업은 4,786억불 규모의 세계 수출에서
2.7% (139억불)를 점유, 중국, EU, 터키, 미국, 인도에 이어
세계 6위의 생산국으로 섬유패션용 기초소재인 편직물
(15.6%) 세계 1위, 인조섬유직물(9.0%) 세계 2위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음(자료출처 : WTO)
선진국의 신소재 개발 및 제품화 기술 우위와 중국 등
개도국의 저가 시장 공략은 우리나라의 국제 시장 경쟁력을
약화 시키고 있어 소재-공정-서비스에 걸친 전방위적
IT융합 신규시장 창출을 통한 시장공략 및 선점이 필요함
섬유IT 산업의 국내 시장 규모는 2010년 세계 섬유IT
시장의 2% 점유로 추정하여 약 3.1조원, 2015년에는
세계시장의 3% 점유로 6조원 규모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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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IT융합산업의 국내시장은 2010년 1.5조원에서
2012년 2.3조원으로 성장하고 2015년에 4.3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 (참고자료 : 2009년 산업원천로드맵)
고령화에 특화된 첨단 비침습 진단, 비침습치료기술의
등장으로 성장률과 시장규모가 더욱 확대 될 것으로 전망
네트워크 기반의 의료 IT 융합 산업은 고도화된 IT인프라를
활용하여 경쟁력있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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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IT융합 국내시장은 2010년 91억 에서 2015년 183억불
규모로 성장 전망(지경부, IT정책연구보고서, 2009.12)
네트워크 기반 지능형 생산시스템, 상황인지 기반형
팩토리/플랜트, 무인화 작업 건설/농기계 등이 성장 주도
할 것으로 예상

기계-IT융합산업 시장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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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융합
산업 분야

국내 시장 현황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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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 및 다기능 조명보급 추세에 따라 2012년부터
본격적인 시장 형성되어 2015년 시장 확대 전망
국내시장은 2010년 30억원에서 2015년 2,580억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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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가. 기술개발 추진현황
■ 선진 각국은 아직 발전초기에 있는 융합기술 성장 가능성과 파급효과를 인식하고 자국의
강점을 활용한 융합기술 및 산업을 집중 육성 중
기술개발 추진 현황

IT융합

분 야

국내
- 자동차용 부품 생산은 AV 시스템 및 텔래매틱스 단말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차량용 전장
ECU는 거의 100% 지멘스, 보쉬, 델파이 등 세계적인 전장업체들로부터 수입되고 있는
실정임
- 현대 기아차가 Microsoft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차량용 인포테인먼트시스템, 텔레매틱스
등 차량용 서비스, 차량내 각종 인터넷 컨텐츠 활용 방안 등 차량IT 분야 중장기적 협력
프로그램에 나섬(2008.5.)
- ETRI에서 2008년부터“차량 전장용 통합제어 SW플랫폼 개발”과제를 통해 AUTOSAR
표준 플랫폼과 개발지원도구를 개발하고 있음
- 국내자동차 관련 산업계에서는 하이브리드 및 전기자동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충전인프라 구축 관련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음
- TTA PG 310, ITS Korea에서 차량통신 및 네트워킹 응용서비스 표준화 추진중
- GENIVI 중심으로 인포테인먼트 표준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으며 향후 전장과 통합한
인포테인먼트 플랫폼으로 발전할 전망임
자동차 IT

미국
- DARPA Urban challenge 대회를 통해 차량에 다수의 센서를 탑재한 차량 중심의 인지/
계획/제어 알고리즘 개발이 연구되고 있음
- 교통정보 제공 및 응급정보 전송을 위한 기지국-차량간 통신기술이 IEEE802.11p를 기반
으로 기술개발이 완료되어 상용 서비스를 준비 중에 있으며, 차량안전 지원을 위한 차량간
무선통신 기술 개발을 위해 WAVE(Wireless Access for Vehicular Environment)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 MS사는“윈도오토모티브”
라는자동차용OS를활용하여내비게이션과AV 보급에주력하고있음
- 델파이의 충돌방지예방시스템, GM은 Dual depth 에어백, 텔레매틱스 OnStar 상용화
- 미국은 운전자 주의분산을 줄이고 효과적인 충돌방지 경고를 위한 Save-IT 프로젝트
(’
03~’
06)에 6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
유럽
- 전장 SW 플랫폼 표준인 AUTOSAR를 기반으로 EB사의 tresos 전장 SW 플랫폼, Vector사의
DaVinci 전장 SW 개발지원도구와 전장 SW 플랫폼인 MICROSAR가 상용화됨
- 산학연 중심으로 지능형 자동차 사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DaimlerChrysler와 BMW는
차간거리제어, 차선이탈경보, Stop&Go는 충돌방지예방시스템 상용화
- 차량에 탤래메틱스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기 위한 개방형 구조의 플랫폼을 제공하는
GST(Global System for Telematics) 프로젝트를 주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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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IT

기술개발 추진 현황
- 지능화된 안전한 자동차 주행환경을 만들기 위해 PReVENT 1단계(’
04~’
08)에 5,500만
유로, CVIS(’
06~’
10)에 4,100만 유로의 연구개발 예산을 투입
- CarTALK2000 프로젝트에 아우디, BMW, 폭스바겐, 벤츠 등 자동차 제조사가 콘소시엄
으로 차량간 통신 기술 개발
- 친환경 수송체계 구현을 위한 전기자동차관련 표준화 추진중
- BMW는 2008년에 AUTOSAR를 적용한 모델을 양산하였으며 2011년에는 파워트레인
샤시 도메인까지 적용할 계획이고 GM과 도요타는 2010년에 AUTOSAR를 적용한 모델을
양산할 계획임-이상윤
일본
- 자동차 기업 중심으로 지능형 자동차 기술개발을 주도하고 있으며, 도요타는 주차도움, 충돌
예방, 차량제어시스템, 미쓰비시는 차선이탈, 닛산은 차선유지 시스템을 상용화
- 세계적인 가장 안전한 도로 운행환경을 구축하는 Smartway21 프로젝트(’
00~’
15)에
2000년도 ITS 연구개발부문 회계예산 중 50%를 배정하여 3단계로 진행 중
- 도요타자동차의 하이브리드카 프리우스 출시로 친환경자동차 개발을 주도함
- 표준화 단체인 JasPar를 통해 자동차관련 표준 규격 재정 및 보급

조선 IT

한국
- 2002년 이후 조선 1위국을 유지했으나, 2008년 세계 경기침체로 인해 크루즈선, 쇄빙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및 해양플랜트 위주로 전환중
- 조선기자재의 비용은 선가의 60~70%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해양구조물 등의 고부가
선박에서 국산화율은 30% 수준에 불과함
- 제조업체의 선박 건조능력 및 건조품목 비율은 다른 경쟁국가에 비해 우위를 차지하지만,
선박의 안전항해를 지원하기 위한 IT 인프라시스템은 해외 의존도가 높은 편임
- IT기술을 적용한 선박 설계 및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를 통한 경쟁국
으로의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선박 설계 및 생산에 사용하는 CAD, CAE, CAM, ERP, PDM 등 모든 소프트웨어가 외국산
으로 이에 대한 기술 개발 노력이 부족함.
미국
- NTIA에서 새로운 기술 기준을 만족하는 무선항법 레이더 기술 개발과 ITU-R 국제 표준을
주도하고 있음
일본
- Challenge 21계획이라는 선박해양기술 개발 정책에 따라 새로운 형식의 미래첨단형 선박
개발, 조선용 CIMS 등 핵심 요소 기술을 산학연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음
- 2차 대전 후 세계 1위 조선국으로 성장하면서 탄탄한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광범위하고도
높은 기술력을 갖춘 기자재 업체를 보유하고 있음
- 총무성은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WRC2007의 새로운 기술 기준 채택에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자동화를 통한 범용 선박분야에서의 고품질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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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기술개발 추진 현황
EU
- 크루즈선과 가스선 등 고부가가치 선종에 특화하는 전략을 추구하여 이들 시장에서 확고한
지위를 구축
- 지속적인 조선 산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박 설계 관련 프로그램 및 IT 기반 기자재 개발에
주력
중국
- 원가 경쟁력 기반 Low End 선박제조 역량 강화 모색
IT융합

미국
- 건설 산업을 6대 국가전략산업중 하나로 지원하고 있으며, CMS, CERF, FIATECH와 같은
건설 IT 융합 사업을 진행, 유지관리/에너지비용50% 감소, 생산성 30%향상, 공해 50% 감소
등의 국가 건설목표를 설정하여 추진
- 미국 NSF(National Science Foundation) 산하의 CMS는 IT 융합 가상 건설, 에너지 절감
/친환경, 지능형 건설 기술 개발 진행
- 미국 백텔(Bechtel) 건설은 u-컴퓨팅 기술과 건설 프로세스와 접목한 스마트 건설 기술 개발
- 세계적 IT 기업인 IBM은 Smart Utility 사업 분야를 유망 신사업분야로 설정하여 투자를
시작했고 세계 최대 네트워킹장비 업체인 CISCO 역시 CUD(Connected Urban Development)
프로젝트를 통해 건설 사업과 연계를 집중하고 있음

건설 IT

EU
- 미래 세계건설시장에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사회기반시설 혁신전략”
을 마련 IT와 나노
등 첨단기술과 융합한 건설 신자재 신기술개발 계획을 수립하였고 2030년까지 2,400억유로
투자 계획을 수립함
- 영국은 건설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지속가능한 건설 기술로서 ICT, 유지관리, 건설자재,
구조, 전기 등 8개 분야에 R&D투자
- 디지털 건설 선두 기업인 핀란드 YIT는‘3D 가상건설’기술인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을 활용하여 기존 2D 설계에 따른 비효율성과 재시공 문제를 해결
일본
- 건설성 산하 JACIC는 건설산업에 IT 기술의 융합을 통하여 기존 기술 혁신 및 국제 경쟁력
강화 추진
- 일본 정부는 기술개발과 전략수립 등 제도에 주력하고 민간은 실질적 기술개발 에 투자
- 국토교통성을 중심으로 공공사업 코스트 절감대책시행, 공사계획, 설계및 발주 효율화,
규제완화 등을 추진
국내
- 건설 분야에 있어 매우 중요한 IT 융합 기술에 대한 개발 요구가 이어져 왔으며, 이는 UCity 사업 및 기타 국내 구축된 IT 인프라를 이용한 융합기술 개발에 대한 요구를 통해
지속되고 있음.
- 국토해양부, 소방방재청, 환경부 등 주요 부처를 중심으로 2009년부터 시설물 자동계측장치
의무화 시행이 추진되고 있음
- 2008년 12월 정보화 추진 위원회에서 발표한“국가정보화 기본계획”
의 2대 엔진 중 하나인
“첨단 디지털 융합 인프라”
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첨단화와 지능화를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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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 IT

934

기술개발 추진 현황
미국은 원천 소재기술에, 일본은 복합가공기술 분야에, 이태리는 디자인 및 제품화 기술에
중점, 중국은 양산 체계화에 집중하고 있음
- 미 국 : 원천기술 1위, Super 섬유제품 시장점유율 3위
- 일 본 : 기능성 제품, 복합기술, 시장점유율 6위
- 이태리 : 세계패션주도, 시장점유율 2위
- 중 국 : 원가 경쟁력, 중저가 제품, 생산규모 1위
미국
- 조지아공대와 SensaTex사는 해군 후원으로 총탄 상처 감지 및 전쟁터에서 병사들의 생체
징후 관찰을 위한 스마트셔츠 개발
- 유비쿼터스형 의류패션 IT융합은 DAMA Project를 미국 에너지성(DOE)이 10여 개의
정부직할 연구소와 섬유관련 연구기관, 그리고 150개 기업이 공동으로 AMTEX(미국섬유
제조업공동체)를 설립하여 93년부터 연간 총예산(5,000만 달러)의 절반을 에너지성이 부담
하여 추진하고 있음.
- 섬유의 자동검사, 시스템 분석 및 시뮬레이션의 통합화, 정보통신 인프라, 섬유산업의
모델링화, 재단·봉제센서기술, 수요기동형 생산시스템 구축(QR화), 컴퓨터지원 직물 평가
시스템개발 등이 포함
- Levis, David’
s Bridal 등에서는 Intellifit 스캐너를 이용해서 소비자에게 의복의 치수
찾아주기 서비스 실시, Brooks Brother(맞춤정장), Bench Mark Clothers(맞춤정장),
Boston Manner(맞춤정장), 벤첼로(맞춤복의 40% 가격대), Landsend(토탈 의류)에서는
3차원 스캐너로 소비자의 인체를 계측한 후 맞춤 의복을 제공, NikeID의 경우 소비자의
발의 모양을 고려한 맞춤 신발을 제공
유럽
- 섬유, 패션 분야와 IT를 접목하는 스마트웨어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EU는 EURATEX를 중심으로‘E-tailor’
의 대과제에‘Integration of 3D Body
Measurement’
와‘Advanced CAD and E-Commerce Technologies in the European
Fashion Industry’
,‘Virtual Retailing of MTM Garments’
,‘European Sizing Information
Infrastructure’등의 세부과제를 수행이밖에도‘Fashion Shopping with Individualized
Avatars’
,‘e-T Cluster-Developing Common Standards for the Integration of 3D
Body Measurement, Advanced CAD, and Personalized Avatars in the European
Fashion Industry’등의 대형 Project가 수행 중에 있음.
- Bodymetrics(영국, 청바지), Corpus(독일, 맞춤정장), Figleaves(영국, 란제리/T-Bra),
Samson(프랑스) 등도 3차원 스캐너로 소비자의 인체를 계측한 후 맞춤 의복을 제공,
MiAdidas의 경우 소비자의 발의 모양을 고려한 맞춤 신발을 제공
일본
- NTT에서는 2005년 2월에 광 전계 센싱(photonics electric field sensing)을 응용한 인체
통신 네트워크(HAN, Human Area Network) 기술인 RedTacton을 발표함
- 일본정부는 산학관 협동사업으로 촉감발현기구 해명, 인체데이터 척도화와 쾌적한 의복설
계에의 응용, Virtual/Augment Reality를 응용한 인물 및 복장 표현방식의 개발, 의복 착
용감 평가시스템, 정보수집 의류의 개발, 인텔리전트 Apparel CAD 개발과 고속네트워크
에 의한 생산, 유통, 소비 시스템에의 응용 등의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종래의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Market) 중심체제로 전환하고 SCM(Supply Chain
Management ; 공급망 관리) 체제 구축에 힘쓰고 있음
- 3차원 스캐너로 소비자의 인체 계측 후 맞춤보정용 속옷 등에 활발히 사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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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MyVirtualModel(캐나다)은 현재 가장 많은 회원을 확보한 3차원 디지털 패션 서비스와
관련한 사이트로 2000년이후 전 세계적으로 약 회원수 1,500만명 확보하고, Lendsend,
Sears 등과 제휴하여 서비스 중에 있음.
- 이스라엘의 Browswear사는 3차원 의상 콘텐츠 저작툴인 V-Stitcher를 출시하여 상용화에
성공. 세계 최대 어패럴 CAD 회사인 Gerber Technology를 통하여 보급
IT융합

한국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는 독자기술로 고속전송용 디지털사를 개발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디지털밴드 생산기술, 회로설계를 위한 자수기술, 편직기술과 같은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있음
- 건국대학교는‘i-Fashion’프로젝트를 통하여 세계 최초로 3차원 아바타, 가상코디/피팅.
DTP(digital textile printing), RFID, DID(digital information display) 등을 이용한
유비쿼터스 쇼핑 기술, 맞춤복 생산기술 개발중. 현재 코오롱, 제일모직, 신세계 등 의류패션
/유통업체들과 시범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한국
- 국내에서는 신산업 가능성과 중요성을 인식하나 기술 난이성과 시장개척 위험성으로 투자 미진
- 삼성에서는 바이오칩, u-헬스 사업을 미래 지속성장을 위한 분야로 지정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연구 중이며, 모바일 제품에 탑재해 u-헬스케어 시장에 진입 예정
- KT에서는 분당 서울대 병원과 시범서비스, 조선대 병원과 u-Hospital 환경 구축, 경기도
u-건강지킴이 서비스 등 다양한 시범서비스에 참여
- LG에서는 감염바이러스 진단칩, 병원정보화 시장 비즈니스, RFID, 의료스마트카드, 원격
진료서비스 등 사업을 추진
- LG, SK, 삼성, 인성정보 등은 만성질환을 원격으로 관리하는 스마트케어 시범사업을 정부
과제로 추진
- 인성정보에서는 당뇨병 환자의 혈당관리를 원격으로 지원하는 원격혈당관리시스템을 구축
하고 시범서비스를 실시
의료 IT

미국
- GE Healthcare에서는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헬시매지네이션을 선언하고 2015년까지 100개
이상의 헬시매지네이션 프랜드상품 개발 생산을 계획
- IBM에서도 무선 헬스케어 플랫폼에 대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Intel을 중심으로
Motorola, Oracle, Cisco 등이 Continua Health Alliance 컨소시엄을 결성하여 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 표준에 적극 대응
- Viterion, Honeywell HomMed, Health Hero Network 등에서 가정에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는 홈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
EU
- Siemens Healthcare Diagnostics는 질병의 분석, 측정, 관리의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려고
준비 중
- Philips Medical System에서는 울혈성 심부전증환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원격모니터링
시스템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텔리스테이션 중앙제어장치를 이용하여 측정데이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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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추진 현황
- Roche Diagnostics에서는 Actionable Health Information을 이용하여 질병 치료전후의
관련된 모든 의학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특화된 테스트로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정기적 관찰은 물론 질병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진단 및 치료에 이르는 헬스
케어 프로그램을 제공
일본
- 일본은 고령자 복지 10개년 계획, New Gold Plan 등의 정책을 통해 고령친화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
- 마쓰시다전기는 체중, 체지방, 당뇨수치 등을 자동으로 측정하고 매일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건강 화장실 시스템을 개발
- 일본 고베시에서는 RFID 기술을 활용하여 시각장애인의 보행 안내시스템을 개발하여
시범운영
미국
- 2000년대 들어서 GM 엔진부서를 주축으로 연구한 MAP (Manu- facturing Application
Protocal), MMS(Manufacturing Message Specification) 연구 및 OMAC (Open
Modular Architecture Con- troller) Project 실시
- Saginaw Machine사는 일리노이 대학과 공동으로 IT 및 실시간 제어를 이용하여 캠 프로
파일을 고속 서보로 직접 가공하는 기술을 개발
- LAMB사는 미시건대학과 함께 마이크로프로세서와 레이저 및 피에조 소자를 이용 자동차
엔진 가공용 라인보링 장비의 처짐을 보상함으로써 라인보링공정을 M/C에 통합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

기계 IT

일본
- Hatamura(2000)의 열변형 보정 지능기계, Kakino(2003)의 적응제어형 지능기계 등 지식
기반 지능기계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며, 최근에는 Mitsubishi(2007)의 원격조작기계와
같이 IT 지식을 동적화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짐
- 캐논사는 IT 산업의 고집적화, 소형화 추세에 대응해 2010년에 해상 성능 50nm의 노광기
개발을 추진하면서 이를 위한 신규 광원 기술을 개발 중
- Yamazaki Mazak사는 MT(Manufacturing Technology)와 IT(Information
Technology) 융합 개념의 장비(Integrex e시리즈)를 개발하였으며, 열변형 보상, 방진기능,
안전기능에 지능형 제어기를 장착한 M/C를 출시함.
- 공작기계 및 생산자동화 업체에서는 MT와 IT 융합 개념의 원격제어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중
(FANUC, OKUMA 등에서 일부 서비스 중)
유럽
- 영국 Prolec사에서는 Angle Sensor를 이용한 자동화 굴삭기 제어기술을 개발해 2007년
독일 BAUMA건설기계 전시회에 출품했고, 현재까지 가장 선진화된 제어기술을 보유하고
있음. 또한 차세대 굴삭기의 위치 제어기술로 Digmaster Pro를 최근 개발해 굴삭시스템에
적용 중
- 독일 Siemens사는 원격감시에 따른 고장처리를 Telecommunication을 통해 지원하는
시스템 개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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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융합

국내
- 손에 잡히는 실시간 글로벌 생산공장, 작업자·사용자 편의적인 제조 환경 구현, IT
Convergency GMS, IT Contents Embedded CNC, 마이크로 생산기계 및 Factory
- 자율적 주행, 작업효율 및 편의성 향상, 위험 및 격오지역 무인화 작업, GYRO Sensor 및
GPS 기술을 이용한 작업위치 및 자세인식 기술, Load Sensing 및 Position Sensing
기술을 이용한 지형, 인식기술 동력 최적화 통합제어
- 수요에 따른 생산공정 최적화, USN 및 공정 자동화/무인화, 가상현실 기술, Embedded
S/W 플랫폼 기술
- 지구 온난화 대응 에너지 사용 저감 및 고효율화, 인간 감성 및 외부 기온 감지 냉동/공조,
USN 및 무선 네트워크 통신 기술
- 생산공정 상태 모니터링 및 실시간 제어, 실시간 설비 유지보수 시스템, 생산 공정간 제공품
물류 모니터링 및 최적화
미국
- DOE의 지원하에‘Next Generation Lighting Initiviative’프로젝트가 추진되며 신조명인
LED, OLED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함.
-‘Dual Use Application Project’
의 일환으로 DARPA, ONR 등울 통해 반도체 조명 개발에
연간 8천만달러이상의 연구비를 지원함.
일본
- 1998년부터 에너지절감 및 환경대책의 일환으로‘21세기 빛 프로젝트’
를 통해 차세대 조명
기술 개발 추진
-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의 개정에너지절감법에 따라 IT 연계 에너지절감형
조명 개발에 주력함.
- 2008년 6월 개최된 G8정상회담에서 백열전구의 퇴출방침 발표
조명 IT

EU
- 오스람, 필립스 등 선진사를 중심으로 EU FP7 프로그램을 통하여 차세대 조명과 IT 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시장선점을 위한 기술개발에 주력
- LED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독일은 정부차원에서 BMBF 프로그램을 통하여 조명산업
주도권 강화를 위한 차세대 기술 선점에 주력
- 유럽연합(EU)은 2006년 12월 에너지 효율화 방안의 일환으로 2012년까지 백열등을 점진적
으로 퇴출시키기로 함
중국
- 저가형 산업구조의 체질개선을 위하여 선진사의 기술도입 및 선진사와의 합작 회사 설립
등을 통하여 자국 산업체의 선진화를 위하여 정부지원 확대
-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재정부가고휘도 조명용 제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임시 시행방법을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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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USN 센서
·미국의 유비쿼터스 정책은 정부 주도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고, 유비쿼터스의 핵심적인 원천기술의 확보와 성공적인 사업 적용에 초점을 맞춤

- 무기체계 내장형 보안 소프트웨어
·NCW 환경을 고려한 보안구조를 정의하고, OS 레벨에서부터 보안 요소를 고려하여 실제 무기
체계에 적용하기 위한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

- 이동형 위성 광대역 멀티미디어시스템
·NASA의 ACTS, Boeing 등에서 항공기용 위성통신 안테나를, SeaTel사, KVH사 등은 해상,
육상용 이동 위성통신 안테나 개발 중임

- 무인 체공 플랫폼
·미국, 이스라엘 등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무인 체공 플랫폼 제작이 진행 중이며 군 목적으로 활용

- Self-Contained 항법 센서
·가속도계의 경우 IT 기기용으로 미국의 Analog Device 및 Kionix사에서 개발된 제품이 세계
시장의 48.7%(’
08년)를 점유

- 보행항법 기술
·미국의 경우 Honeywell에서 보행자용 DRM(Dead Reckoning Module)을 개발 판매하고 있으며,
대학 및 통신업체에서도 개발되고 있음

국방 IT

- 증강현실(AR) 기술
·현실세계에 실시간으로 가상정보를 결합하여 보여주는 AR은 1990년 보잉사에서 복잡한 항공기
전선조립에 도움을 주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여 용어를 최초로 사용

유럽
- USN 센서
·EU의 각국은 USN의 하드웨어에서부터 어플리케이션까지 광범위한 영역에서 연구개발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프로젝트는‘RFID 적용한 지능형 상점 구축’
,‘교통사고에 대처하기
위해 100% 안전한 자동차 실현’
, 그리고‘국가간 언어 장벽 해소를 위한 다언어 지원도구 실현’
등이 있음

- 무기체계 내장형 보안 소프트웨어
·영국은 국방분야에 국한된 내장형 소프트웨어를 연구하기 위한 독립적인 국방 임베디드 소프트
웨어센터를 설립, 운영

- 이동형 위성 광대역 멀티미디어시스템
·유럽 EC/ESA의 ACTS 등에서 항공기용 위성통신 안테나 개발 중임

- Self-Contained 항법 센서
·가속도계의 경우 프랑스의 ST가 31.8%를 점유하고 있음

- 보행항법 기술
·유럽의 경우 Blind Navigation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관성센서 기반 보행자 항법 기술이
개발되고 있음. 독일의 MRC, 핀란드의 노키아 등에서 신발 장착 또는 폰 장착용 보행항법 기술을
개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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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기술개발 추진 현황
한국
- USN 센서
·2005년부터 다양한 USN 센서노드, OS, 네트워킹, 미들웨어, 보안기술 등을 비롯한 USN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응용서비스 모델의 발굴 및 이에 대한 현장적용 검증을 위한‘USN 현장
시험’
을 추진하였음

- 보행항법 기술
IT융합

·국내의 관성센서 기반 보행자 항법기술은 일반 보행자의 위치추정 및 Map Matching 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나, 다양한 움직임에 대한 적응이 필요한 보병용 항법기술은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주로 대학에서 연구되고 있는 수준임

- 증강현실(AR) 기술
·ETRI를 중심으로 선박 및 자동차용 실감 내비게이션 외에도 e-Learning, 방송 및 광고 분야
등에서 활발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음

미국
- 차세대 브로드밴드 구축을 확대하여 전력망 지능화, 원격 근무 및 전자 의료 확산에 매진하는
한편 데이터 센터 효율성 향상에 주력
- 총무청(GSA)은 스마트 워크 센터를 구축하여 2010년까지 직원의 50%를 원격 근무로 전환
하는 등 공공 부문 원격 근무 확산 추진
- 에너지부(DOE)는“Save Energy Now”프로그램 일환으로 2011년까지 1,500개 이상의
데이터 센터 에너지 효율성을 25% 향상 추진

에너지 IT

일본
-“경제 성장과 환경 보전이 양립하는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사회”
를 국가 정보화 비전으로
제시하고 미래 국가 발전 전략으로 그린 IT 추진
- 총무성은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BEMS), 지능형 교통 시스템, 원격 근무에 중점을 두어
그린 IT 기반 정보화 사업 역점 추진
- 경제산업성은 데이터 센터, 통신 네트워크, 디스플레이 등 3대 분야의 전력 효율성 향상을
목표로 그린 IT 연구개발 프로젝트 추진
영국
- 정부가 솔선하여 2020년까지 정부 IT 전체 영역의 탄소 중립 추진
- 최고 정보 책임자 위원회 주도로 그린 IT 추진단을 설립하여 그린 IT 비전 및 목표, 그린 IT
가이드 라인, 그린 IT 성과표 등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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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IT) 최근 자동차에 장착되는 IT기기 센서, 소프트웨어 증가
● 전장부품 분야에서는 능동형/지능형 안전 기술의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또한 차량 탑재 기기
간의 데이터 통신량이 방대해짐에 따라 FlexRay 등 차량내 통신 기술 개발 및 적용이 확산되고
있음
● 차량 내의 멀티미디어 활용을 위해 MOST가 표준화되어 적용되고 있으며 2009년 12월에 발표된
AUTOSAR 4.0에는 Ethernet 지원이 포함되었음
● 센서기술과 통신 기술의 융합을 통해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차량 탑재 센서의 감지 범위
밖에서 발생되는 위험 요소를 상황인지 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주행을 보장할 수 있는 능동형 안전
시스템 개발을 시작함
● 인포테인먼트 분야에서는 운전자 통합 정보시스템(DIS), 멀티미디어 네트워크, 텔래매틱스 시스템
및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특히, 가전기기와의 연결 및 생활정보 입수 및 결재 등의
기술이 개발되고 있음
● 차량과 스마트폰의 연동 서비스를 통해 자동차 제어 서비스 등이 상용화 되고 있으며 스마트폰의
앱스토어 서비스를 차량 내로 가져오려는 시도가 이루어 지고 있음
● 친환경을 고려한 하이브리드 및 전기자동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충전인프라 구축 관련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음. 차체 경량화, 배터리 안정성, 충전 시간 등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음

■ (조선IT)해양환경 규제, 온실가스 저감, 에너지 절약 및 선박 안전성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박 및 해양구조물에 대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며, 특히 IT 등 첨단 기술의 융복합화를
통한 고기능성, 지능형의 선박과 해양구조물의 설계 및 생산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음
● IT, 컴퓨터 기술 등 연관 산업의 기술 진전으로 선박 설계 및 생산 전용 프로그램을 이용한 전산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으며, 생산성 향상 및 원가 절감을 위한 선형, 의장 등 제품/건조 공정의
표준화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선박 수주에서 인도시까지 전 과정을 통합 전산화하여 공정간 정보 교류를 원활히 하고 나아가
유지보수, 운항 및 검사, 폐선 등 선박의 전 생애(Life Cycle)에 걸쳐 관리하는 시스템에 대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음
● 현재 미국 및 유럽이 독점하고 있는 선박 위성이동통신 분야에서 유럽 EU는 우수한 성능과 서비스를
지원하는 VSAT 시스템이 선박의 안전운항 및 자동항해를 지원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광대역 위성이동통신 기술은 전화, 인터넷, TV 등 광대역 통방융합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지만, 핵심
시스템을 미국, 유럽의 제조사가 독점하고 있음
- 협대역 위성이동통신은 인마샛(Inmarsat), 이리듐(Iridium), 뚜라야(Thuraya) 등이 있으나, 음성,
인터넷 등의 광대역 통방융합서비스 제공에는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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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7월 53차 IMO의 NAV(Sub-Committee on Safety of Navigation) 회의에서 e-navigation
전략의 핵심 목적과 정의에 대한 초안이 마련되었고 2009년 7월 개최된 55차 NAV 회의에서는
선상 사용자 요구사항과 우선순위 설정에 대한 초안이 작성됨
- 조선IT 기자재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우리나라 기자재에 대한 국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이 분야에 대한 지원 및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음

IT융합

■ (건설 IT) 세계 건설 시장은 약 7.5조달러(’
08년) 규모이고(Global Construction
Perspectives, 2008), 이중 국내 건설 IT 융합시장은 2010년 약 36조원에서 2015년
73조원에 도달할 전망(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2007)이며, 건설 산업은 국가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반면, 부가가치 창출이 미흡한 전통적인 아날로그 산업으로
인식되어 그동안 기술투자와 IT융합이 미흡하였음
● 그러나 최근 건설 기술의 설계·시공·유지관리 분야에서 뚜렷하게 IT, 로봇, 자동차, 통신 등 첨단
기술의 융·복합 기술 개발을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 또한, 건설 기술은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과 맞물려, 건설과 IT 기술을 융합한 신성장 동력 기술에
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지능형, 친환경 에너지 절감을 위한 생활 밀착형 건설 기술과 SOC형 건설
기술에 IT를 융합한 고부가가치의 SOC 기술로 변화하는 추세임
● 기존의 SOC 건설 기술 고도화 및 지능화를 위해 최근 추진하는 대표적인 건설 IT 융합기술은
지능형 교통체계(ITS), 유비쿼터스 도시(u city), 차세대 공간정보(GIS) 등의 기술 개발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음
- 지능형 건설 인프라를 기반으로 기존 IT산업과 연계된 다양한 유비쿼터스 건설 서비스와 같은
신산업 창출을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
● 최근 건설산업 전 과정에서의 친환경, 에너지 절감, 지능화, 경비절감, 높은 정확도, 현장 안전도
향상 등에 IT융합을 확산하고 있음
- 선진국의 건설업체는 가상현실기술을 이용하여 설계/시공 시뮬레이션을 활발히 추진하고, 스마트
빌딩/주택 보급 및 상품화에 주력
- 도시 및 SOC 건설을 상품화하는 건설 IT 인프라 기술도 확산되면서, 도시의 설계/시공/운영 전반에
걸쳐 IT융합 기술이 폭넓게 활용되는 추세
- 첨단 그린도시의 설계/시공/운영 플랫폼 기술, 그리고 광, RFID, 무선 등 첨단기술을 이용한 지능형
SOC 유지관리기술이 각광을 받을 것으로 전망

■ (섬유 IT) 선진 각국은 아직 발전초기에 있는 융합기술 성장 가능성과 파급효과를 인식하고
자국의 강점을 활용한 융합기술 및 산업을 집중 육성 중
● 섬유산업에 신호전달 섬유(디지털 실), 센서, 유비쿼터스 개인미디어, 네트워크 통신 등의 IT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섬유/의류가 IT 기능을 직접 수행하는 섬유제품의 IT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신제품
(스마트/인텔리전트 섬유/의류, IT산업용 소재 등)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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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류패션산업에 3차원 기술(가상현실, CG, 스캐닝, 시뮬레이션, 등), 차세데 디스플레이, 디지털 염색,
전자상거래(인터넷, 모바일, TV 등), RFID, 고객관리시스템, 협업/전주기관리 시스템 등 IT기술을
적용하여, 의류패션 제품의 기획/디자인-설계-주문-생산-판매-유통/마케팅 등 전 공정의 IT화를
달성
● 또한 이를 통하여 유비쿼터스 패션 쇼핑 서비스, 디지털콘텐츠 등 제품에 부가되는 새로운 부가
가치와 맞춤 대량생산(mass customization)에 의한 새로운 패션제품 시장이 생성되고 있음
● IT 산업과 섬유 산업 기술의 융합 제품은 스포츠, 의료,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분야 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IT 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스마트 의류 분야는 국가주도로 학계와 군(軍)의 컨소시엄 형태이며, 일반적인 직조
기술에 정보, 바이오, 나노기술 등이 융합되어 군사 관련 Wearable Electronics 기술개발이 진행
되는 한편, 민간 주도하에 스마트 의류의 상용화와 관련된 연구개발이 진행
- 또한 IT 융합공정의 경우, 정부주도(DAMA 프로젝트)와 민간 위주로 진행이 병행하여 진행. 대개
글로벌 의류 브랜드(나이키, Brooks Brothers 등)에서 진행
● 일본의 경우 국가주도로 이루어지며, 전도성 섬유 등의 소재 자체에서 전기 또는 신호의 전달을
꾀하는 방법과 IT용 소재제조에 부가적으로 사용되는 섬유자재의 개발 및 판매가 진행되고 있음.
또한 IT 융합공정의 경우, 3차원 디지털 스캐닝을 이용한 맞춤 이너웨어, 신사복 등에 활용
● EU의 경우도 국가참여의 EU 연합체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음
- 섬유기반의 센서를 통해 호흡, 피부온도, 움직임 및 자세를 측정하고, 네트워킹 건강 모니터링을
위한 WEALTHY(Wearable Health Care System) 프로젝트를 수행중
- 스마트 의류(MP3 등)는 일부 개발되어 판매중
- E-Tailor Project를 통해 유비쿼터스 패션 쇼핑, 맞춤의류 등 IT 융합공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 (기계 IT) IT융합이 진행되면서 IT 부품 비중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기계 및 생산설비의 하드웨어 구조에도 큰 변화가 예상됨.
● 국내에서는 생산공정의 자동화, 실시간 상태 모니터링/제어, 생산물류 최적화 등의 생산시스템
전반의 자동화, 고도화 및 지능화 추구하는 방향으로 기술개발 진행.
● 일본의 경우, 2008년 공작기계 및 생산자동화 업체에서 MT와 IT 융합 개념의 원격제어 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Cool Earth Program (2008.3)에서 가정과 빌딩의 조명과 공조시스템의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할 수 있는 기술을 포함시켜 탄소배출량 10~15% 절감을 목표로 함.
● 미국의 NIST와 CII 주도로 40여개의 플랜트 전문기업이 참여한 민관공동 기술개발 기관
FIATECH에서 플랜트 분야 IT 융합기술 로드맵인 Capital Project Technology Roadmap 제시
● EU는 IMS, ESPRIT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지능기계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식 동적화와 관련,
독일 아헨공대 WZL을 중심으로 Mobile Production 연구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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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IT) 융·복합 기술 개발로 새로운 Bio 융합칩에서 맞춤형 의료 서비스 영역까지를
망라하는, 미래형 의료시스템 신기술 개발이 진행 중
● 국내에서는 IT를 접목하여 의료기기 산업강국으로 진입코자 디지털병원(IT+병원) 구축 및 uHealthcare 산업지원, 클러스터 활성화, 기술개발 등 의료기기 성장기반 확충 및 병원(수요)-의료
기기(공급) 산업간 협력 강화
- 디지털병원 테스트베드를 위한
「디지털병원」
구축 추진 (3개 병원 지정)
- 개발원조, 자원외교 등을 활용해 의료기기-병원 패키지형‘디지털병원’수출(’
12년까지 5건)
IT융합

- IT를 활용하여 안전하고·편리하고·건강한 삶 제공의 원격 건강관리 지원 기술개발 및 안전한
u-Life산업 산업화 지원 기술개발
● 미국의 경우 의료보험 개혁의 일환으로 의료정보시스템의 보급을 확대하려고 추진하고 있으며,
의료비의 급증을 막기 위해 다양한 의료-IT 융합 기술 개발을 추진
● EU에서는 필립스가 주도하는 My Heart 프로젝트 등 여러 국가가 참여하는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IT를 접목한 신개념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일본은 고령화에 따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친화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기술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조명 IT) 선진각국은 반도체조명 및 이를 이용한 응용산업에 대한 파급효과를 인식하고,
시장 접근성 확대 및 시장선점, 모든 단계의 특허 확보, 지능형 조명시스템 제공 능력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 집중
● 세계조명시장의 약 60%를 점유하고 있는 Osram, Philips, GE 등 3대 선진사는 LED 업체의
M&A를 통해 수직통합을 추진하며, 융합산업 확대를 위한 기술 개발을 추진함.
● 국내에서는 기존의 광소자 또는 광원기술과 NT, IT 및 유기반도체 기술 등의 새로운 기술이 융합된
고성능, 신기능, 감성화를 위한 요소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음.
● LED 조명은 이용하여 디스플레이, 수송조명, 농생물, 의료, 해양수산과 같이 전통산업에 응용되어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한 연구가 추진되고 있음.
● OLED조명은 국내 OLED 디스플레이 생산 인프라를 이용하여 조명응용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및
조기 상용화를 위한 연구가 정부의 지원하에 이루어지고 있음.
● LED 조명을 이용한 조명네트워크 및 가시광 통신기술개발과 표준화가 추진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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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융합
■ (국방 IT)
● 전통적인 국방/항공우주분야에 광범위하게 IT기술 적용이 확대되고 있음
- 항공우주전자(Avionics) 장비와 정보/전자전 장비, 각종 무인기와 위성개발에 있어서 IT 비중이
50%이상으로 확대
- 선진국들은 정보전과 전자전 체계, 신호정보체계, 지상과 우주에서의 우주감시체계, 국경선/공공
시설 경계자동화와 무인감시·정찰체계, 고해상도 정보기술 개발에 주력
● 첨단 안보 IT 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적인 지원 확대 추세
-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HSARPA (Homeland Security Advanced Research Project
Agency)와 HSCE(Homeland Security Centers of Excellence)를 통해 첨단기술 연구중
● 무기체계 내장형 보안 소프트웨어분야는 태동기 단계이며, 주요 선진국가에서 연구 진행중이나,
국방이라는 특성상 기술이전이 어려우므로, 조기 연구진행을 통한 기술확보 및 선진 기술과의
격차 해소 필요함
- 미국에서는 NCW 환경을 고려한 보안구조를 정의하고, OS 레벨에서부터 보안 요소를 고려하여
실제 무기체계에 적용하기 위한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
● 이동형 위성 광대역 멀티미디어시스템에 대해 미국, 캐나다, 유럽, 일본 등에서 이미 1995년부터
기술개발에 착수하여 기술 실용화 가능성을 검증하였고, 계속적으로 고도화 개발 추진
● Self-Contained 항법 센서
- 가속도계/자이로와 같은 관성센서는 Vehicle용 INS를 위한 센서로도 사용되지만 보행자용 항법
및 충격, 제스처 인식, 기울임 감지 등의 목적으로도 사용되며 MEMS 기술의 발달에 따라 고성능,
저가, 저전력 센서 개발이 이루어짐
● 증강현실(AR) 기술
- 야간 또는 안개등으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환경에서 실 환경영상에 경로를 중첩 제시하는 선박
및 자동차용 실감 내비게이션(미국의 LookSea, 독일의 INSTAR, 일본의 VICNAS, 한국 ETRI)
외에도 e-Learning, 방송 및 광고분야 등에서 활발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음
- 특히 최근 스마트폰의 활성화로 모바일 환경 하에서 위치정보와 연계된 증강현실 서비스들이
대거 등장(미국의 Wikitude, Layar, 일본의 Sekai Camera 등)
- 실세계와 가상객체의 정확한 매칭을 위해 AR 마커를 사용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커 없이
실제 3차원 환경을 인식하는 markless 기술이 시도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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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IT) 미국, 일본, 덴마크 등 IT 산업 강국들은 에너지 IT 기술 및 제품 개발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여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 삼성전자는 저전력 LED 노트북, 태양광 휴대전화 등 친환경 제품 개발 확대
- 친환경 공급망 구축을 위한“에코파트너 제도”
와 친환경·저전력 제품 생산 및 글로벌 환경 규제
대응을 위한“에코디자인 제도”도입
● 삼성 SDS는 현장 중심 업무시스템“Open Place”
를 개발하여 원격 근무, 원격 협업, 화상 회의
IT융합

등 지원
- IBS/BEMS 등 건물 에너지 관리 솔루션을 서초동 삼성타운에 적용하여 건물 유지비 절감 실현
- 직류 전원, 가상화, 클라우드 컴퓨팅 등 19개 그린 IT 기술 개발 프로젝트 추진 및 이를 적용한
그린 IDC 구축 확대
● LG CNS는 LED 전자 현수막, IP-인텔리 가로등, 온라인 완결 서비스, 통합 커뮤니케이션(UC), 환경
센서 등을 새로운 성장 사업으로 추진
- 기존 상암 IDC를 가상화, 냉각수 활용 등으로 그린화하였으며 새로 건설 중인 가산 IDC에도 첨단
그린 IDC 기술 적극 도입
- 상암 IDC에 그린 IT 전시관“On Green Space”개관
● KT는 ’
13년까지 ’
05년 대비 KT 탄소 배출량 20% 감축 및 IT 기반 국가 에너지 효율화 선도를
목표로“KT 그린 프로젝트”추진
- BcN, IPTV, 와이브로 등 첨단 IT 인프라를 기반으로 원격근무 및 화상회의 서비스 솔루션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
- 목동 IDC를 테스트베드로 그린 IDC 기술을 개발 및 적용하여 20% 이상 전력 소비 절감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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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표준화/특허/정책 추진동향
(1) 표준화 추진동향
■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 각국은 기존 전통 산업 분야에서 표준 및 특허의 주요 기술을
선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IT기술과 융합된 신산업 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표준화 활동 및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주요 관련 표준 : ITU/ISO/IEC, AUTOSAR, GENIVI, MiTS, W3C, IMO, OMG등 분야별 표준화
단체에 참여
- ITU에서는 Fully-Networked Car에 대한 개념정립을 시작으로 차량내 네트워크에 대한 표준화를
추진 중임
- AUTOSAR는 유럽 자동차 OEM 및 부품 회사 중심으로 자동차 전장 SW의 재사용성을 위해 표준
플랫폼 규격을 제정하고 있음
- GENIVI는 리눅스 기반으로 인포테인먼트 용 플랫폼을 개발하고 전장과 연계한 서비스를 위한
규격을 제정하고 있음
● 정책 : Smartway21, PReVENT, Sixth EU Framework, ILS/AAL, SLC 등
구 분

세계 동향
–유럽의 주도로 V2V/V2I 통신
중심의 안전 서비스(ETSI/IEEE)
및 스마트폰과 차량을 연계한
각종 IT자동차 기술(ISO
TC204)의 표준개발 본격화

국내 동향

대응전략

–TTA PG310, ITS Korea에서 –ISO TC204에의 적극적인 표준화
–친환경 수송체계 구현을 위한
차량통신 및 네트워킹과 응용 참여 및 선도를 통해 유럽 주도의
전기자동차 관련 북미(SAE)와
서비스에 대한 표준화 추진중
교통 인프라 기술 견제
유럽(ISO/IEC)간 표준화 경쟁
–스마트그리드협회 산하 표준 –국내 실증사업 및 연구개발의
자동차 IT 시작
WG에서 전기차 충전 형상, 결과를 기반으로 특허와 연계
–유럽의 주도로 차량 전장 분야의
통신에 대한 국내 표준 개발중
된 표준화 추진
AUTOSAR 표준 플랫폼 규격
–AUTOSAR
및
GENIVI
대응
–국내
전장 및 인포테인먼트
개발
기술 개발 중
업체 중심의 협의체 구성 필요
–유럽 및 미국 주도로 인포테인
먼트 분야 GENIVI표준 플랫폼
개발
–안전성 및 고신뢰성 차량 개발을
위한 ISO26262 규격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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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세계 동향
–환경, 에너지, 온실가스 등에
대한 국제적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개발이 시도되고 있음
–미국은 선박내의 데이터 통신
표준(NMEA2000) 제정 완료

–IMO산하 NAV를 통하여 eNavigation 표준안이 진행중에
있으며, 2012년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음

대응전략

–조선소의 생산성 향상 및, 선박의
성능향상, 그리고 신개념 선박
/해양구조물 설계를 위해, IT
기술의 적극적 도입방안 검토
–세계 1위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필요
위한 생산성 향상 및 우수한
선박/해양구조물 설계기술 확보에 –국내외적으로 조선-IT 융합
표준화의 시작 단계이므로 관련
주력
산업계 및 국내 표준화 협력
–단체표준인 한국조선공업협회 체계를 통해 국제 표준화 흐름을
규격(KMS)을 제정, 심의를 통해 조기에 파악하고 국내 기술의
한국산업규격(KS)으로 재·개정 국제 표준 반영을 위한 적극적
되도록 추진중
참여가 필요함

IT융합

조선 IT

–EU는 선박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다양한 항해 기기들
사이의 데이터 통신 표준인
MiTS(Maritime Information
Technology Standard) 제정

국내 동향

–특히, e-Navigation 표준화에
우리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내외 활동이 요구됨

건설 IT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제도 등 다양한 인증
–건설 IT 융합 분야의 표준화 –국제표준에 준하되, 우리나라가
제도 도입(미국 LEED, 영국
분야는 초기 단계
선점 가능한 분야(예 : U-city,
BREEAM, 일본 CASBEE 인증
IT기반 SOC 부재, 센싱기술 등)는
–U-city분야의
경우,
각
지자체별
제도)
사업 표준화 시도중(예 : 서울시 표준화 추진 및 국제표준화
–ISO TC184 SC2 : 산업로봇
선도 필요
2010년부터 추진)
표준화 그룹, ISO TC204 :
ITS 표준화 그룹 등에서 표준화
활동 진행

기계 IT

–현재 공작기계 관련 ISO 규격은
90개, 공작기계 부품 관련 규격은
11개가 있지만, 일반 절삭/연삭 –ISO에 P회원국으로 가입되어
공작기계 등에 대한 규격으로 2002년도부터 관련 전문가
–관련 선진국과의 전략적 제휴를
아직 고기능/생산성 혁신형 파견
통해 선도적으로 표준 제안
공작기계에 대한 규격은 제정
–ETRI는 OSGi의 VEG에 3개의 전략 필요
되어있지 않은 상태
RFP (Request For Proposal)를
–제안 내용의 표준 채택을 위해
–OSGi의 VEG(Vehicle Expert 제안
활발한 활동 추진
Group)에서 텔레매틱스 단말
–인터넷을 이용한 e manufacturing
및 차량 인터페이스 기술의
기술 개발
해당 규격을 개발 중에 있으며,
BMW, 지멘스 VDO, IBM,
AMI-C, ETRI 등에서 주로 참여
하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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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 IT

–섬유산업 관련분야인 ISO/TC
221와 ISO/TC 38에서 IT섬유
융합산업과 결부할 만한 내용은
전무하며 하위 소위원회인
–국제 표준화 활동은 2000년
ISO/TC 38/SC 1, ISO/TC –국내에 구축된 IT산업과 섬유
이후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를
38/SC 2, ISO/TC 38/SC 산업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하여
보유하고 있음
20, ISO/TC 38/SC 23, 점차적으로 연구개발 산출물이
–아직 국제 규격이 없는 상황과
ISO/TC 38/SC 24도 전무 소개되고 있음
ISO TC 133에서 의류치수표준화 –IT산업과 섬유산업 간의 유기 국내의 경험을 고려할 때, IT
분야에 대한 국제표준을 정의 적인 협업시스템을 구축을 섬유 융합산업과 관련된 표준화
사업이 추진되면 세계시장에
하고 있음
통해 성능평가법개발, 표준화
서의 선점 및 시장점유율 증가가
–다만 의복의 착용대상자인 전략 수립 및 실천을 실행에
가능
인체에 대한 표준화 연구가 옮겨야 할 중요한 시점임
ISO/TC 159에서 일부 취급되고 –현재 IT 융합공정상 분야(3D –표준화 기술개발 성과에 따라
ISO내 TC의 의장직 또는 사무국
있음
의상, 3D 휴먼 등)에 대하여
등의 유치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IT섬유 융합섬유산업으로 ISO내에 새로운 TC와 SC 설립
통해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일
분류할 수 있는 제품들의 연구 구상안이 제안중에 있으며,
수 있으며, 이는 선진국의 독점과
개발은 주로 미국, EU 및 수 십종의 ISO 규격발의가 계획
개도국의 추격을 견제할 수
일본과 같은 선진국들을 중심 중에 있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조만간
이들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표준화 전략이 준비될 것으로
사료됨

의료 IT

–병원정보시스템의 mobile 환경
–2006년에 ISO/IEEE 11073
에서 연계가 필요하고, 건강
PHD WG가 구성되어 personal
정보의 획득, 전송, 저장시 정보의
health device에 대한 표준을
무결성과 안전성을 위한 건강
–2008년 TTA에 u-Health 정보 표준화가 필요
개발
–2006년에 인텔이 중심이 되어 Project Group이 구성되어 –응용서비스 인터페이스 표준화를
삼성전자, IBM, GE헬스케어 국내 u-Health 표준화 활동을 통하여 신규 서비스를 창출
등 20여개의 정보통신기업, 시작하여 1채널 심전도 신호 하려는 기업의 진입 문턱을
헬스케어 및 피트니스 기업들이 전송 규약 등 3건의 TTA 표준을 낮추어 관련 기술발전을 촉진
개인 의료 및 피트니스 제품과 채택
시켜 산업 활성화
서비스의 에코시스템을 구축 –ETRI 등 국내 u-Health 관련
–국내개발기술을 최대한 표준에
하게 될 회원제 협력체인 연구기관 및 기업에서 적극적인
반영하여 대응력과 경쟁력을
Continua Health Alliance를 u-Health 표준화 활동을 시작
마련
결성하고 IT의료기기간 상호
–국내 산업계에서 우선 적용할 수
운용성 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있는 표준을 집중 개발하여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 중
산업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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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C TC34에서 차세대 조명
(LED, OLED) 표준화 추진중

조명 IT

– IEEE 802.15.7 TG-VLC, –LED조명 표준 진행중,
PHY, MAC 기술 표준화 준비
–조명 IT 분야 국내외 표준안
–OLED 조명 표준 WG 활동
단계임
선도 전략 필요
–(미) 에너지스타 인증기준 도입 –TTA 가시광 통신 PG402활동
IT융합

–(EU) EN60 598 전기조명 검열
기준 적용
–ITU-T는 2009년 4월에 TSAG
회의에서 SG5를 기후 변화
이슈의 LSG(Lead Study
Group)로 지정하고, 명칭을
‘Environment and Climate –TTA는 2008년에 정보통신표준화
Change’
로지정하여관련활동의 로드맵 Ver.2009의 36 개 중점 –스마트 그리드에 관한 표준은
ToR(Terms of References)를 기술에서 u-Environment를 ITU-T 및 ISO 표준에 적극 참여
도출하여 표준화 로드맵을 발
추가함
하고, SUN 관련 표준은 IEEE
에너지 IT
표하고, 2008년 12월에 전략
–ISO TC 207은 1993년에 설치 계획위원회(SPC) 산하 ICT 표준에 적극 참여하며, TTA에서
되어‘환경 관리’
를 목표로 &CC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그린 IT 전반적인 국내 표준화
환경 관리 도구 및 시스템 측면의 본격적인 그린 ICT표준화 활동을 추진
표준을 개발하여 ISO 14000 추진 중
시리즈 표준으로 발간하고,
기업과 제품에 대한 환경적
대응 및 기능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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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자동 유도 기술 관련하여
주행 상황 인지를 위한 센서
종류 및 센싱 정보 가공 기술에
특허 출원 증가
–HVI기술 관련하여 센싱기술은
점유율이 높은 상태임
–모델링 기술은 점유율이 떨어
지는 편이나 꾸준히 특허출원이
증가
자동차 IT
–운전부하 관련 특허는 현재
연구 개발 및 특허 출원이 미비한
상태임
–인터페이스관련특허는점유율이
낮으나 연구 개발 및 특허출원이
증가
–차량 통신을 이용한 차량안전을
증대시키는 시스템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이 많은 상태임

–국내 특허도 세계 특허 동향과 –차량 자동 기술을 이용한 서비스
같이 주로 센싱 정보 가공 기술이 기술 및 안전성을 확보하는
핵심 특허 확보
집중되어 있음
–센싱
기술의 인식률 및 신뢰성
–출원 방향은 센싱 기술, 모델링
향상으로
기술을 차별화
및 분석 기술에 집중되어 있음
–인터페이스 관리 기술 및, 운전 –모델링 및 분석 기술은 실용성을
부하 기술은 출원 수에 있어서 확보하여야 함
센싱 기술, 모델링 및 분석 –운전부하기술 관련하여 핵심
기술에 비해 미진함
IPR을 선점하해야 함
–추돌 방지 및 차량 안전 서비스 –인터페이스 관리 기술 관련하여
등 지능형 자동차의 통신망 핵심 IPR 조기확보와 실용화를
기술 특허 출원 증가
추진함
–추돌 방지 및 차량 안전 서비스 –차량 통신기술을 이용한 라우팅
등 지능형 자동차의 통신망 및 서비스 특허를 발굴하여
기술 특허 출원 증가
대응

–미국은 원격유지보수기술, 선박
통합모델기술, 지능형 선교 기술
등에서 우위
–일본은 원격유지보수기술, 선박
통합모델기술, 선박종합정보
인프라기술, 선박기자재 DB
표준기술, 지능형 선교 기술
등에서 우위
–조선소에서의 운송대상에 대한
위치추적 기술이 미국을 중심
으로 다양하게 출원되었고,
운송대상도 다양하게 분포됨
–조선소에서의 무선망과 관련된
그룹통신기술은 미국을 중심
으로 다수 출원되었고, 그룹
제어기술, 이동성 지원기술
또는 QoS 제공기술이 다수를
이루고 있음
–일본은 선박내부기기들의 네트
워크 기술에 대해 특허건수가
월등하며, 미국은 네트워크
품질에관련된특허에서우월성을
가짐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분야에서
특허 활동이 부진하나, 지능형
선교기술 분야, 시뮬레이션
기반의 선박생산기술 분야에서 –선행특허 등으로 특허진입 장벽이
최근 특허 증가추세를 보이고 높은 분야를 피하기 위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며, 특허개발이
있음.
상대적으로 용이한 분야에 대한
–선박조립의 가장 주요객체인 투자확대 필요.
선박블록에 대한 위치추적 관련
–조선소에서의 선박건조 생산성
특허는 국내에서만 제출됨
향상에 필요한 핵심 운송체에
–미국과함께그룹통신기술분야에 대한 위치추적기술 또는 작업
선두그룹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룹제어에 대한 특허 확보
이동성기술이나 QoS기술에 필요
집중적으로 출원됨
–선박외부 장비들과의 네트워크를
–선박내부 네트워크 분야에서 구성하고 기기를 제어할 수
일본과 함께 가장 활발한 연구가 있는 분야에서의 IPR 확보 필요
진행되고 있지만, 선박외부
기기와의연동기술에대한특허는
미흡함

조선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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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 IT

–미국의 등록 특허는 2003년
–소재-공정-서비스에 걸친 다양한
부터 증가세를 보이고 있었으며
IPR 확보를 적극 권장하여 IT
2008년까지 계속적인 증가세를
섬유 융합산업분야 시장선점
–한국의
출원
특허를
살펴보면
보이고 있음
2000년 초기부터 특허 출원이 추진
–전체핵심기술각각의출원인수와 시작되어 2000년 중반에 특허
–논문인용수와 기술순환주기
특허건수를 비교하여 보면, 출원건수가 증가하고, 최근
(TCT)가 높은 기술 분야는 후발국
생체신호 센싱기술이 가장 많은 2006년~2009년에는 다출원을
입장에서 진입이 어려우므로,
특허와 출원인을 보유 하였으며,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상기 두 지수의 값이 작은 화학적
화학적 대응기술 및 Textile
대응기술에 대한 투자를 긍정
Circuit기술이 적은 특허 건수와
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 있음
출원인수로 조사되었음

의료 IT

–나노 바이오센서 분야의 경우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급격한
성장세를 보임
–나노 바이오센서 분야의 경우
–미국은 ’
90년대 후반까지 꾸준히 한국도 2000년대부터 폭발적인
증가하다가 ’
98~’
99을 정점 증가세를 보임
으로 2000년대부터 조금은 –고령친화형 체질진단 및 치료 –핵심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해외
감소하는 추세
기술은 다소 기복이 있기는 하나 출원을 통해 기술권리 확보
–고령친화형 체질진단 및 치료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2000년대 및 해외 시장 점유 전략 강화
기술은 미국의 경우 2000년에 급상승하는 경향
급상승한 후 2001년 이후 감소 –한국은 국내 특허활동이 왕성
하는 경향
하나 국외활동은 미흡
–미국, 일본은 상대적으로 해외
출원에 적극적임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IT융합

건설 IT

–특허 경쟁력은 미국, 일본, 핀란드,
스웨덴, 오스트리아, 캐나다
–실용화를 위주로 한 U-city,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독일과
센싱 기술 및 응용기술 등에
영국의 2000년대 특허 경쟁력
순위가 상승(우리나라의 경우 –U-city, 첨단IT 기반 센싱기술, 대한 특허를 주도하므로써 향후
건설 IT 분야 특허의 질적 수준 유지관리 체계, IT기반 시공기술 건설 IT 분야의 국제적 주도권
점유
6위권으로 평가)
등과 관련한 특허 증가 추이
–일본의 경우, 센서를 이용해 –미국, 일본에 비하여 특허출원 –SOC 부재의 지능화 구현 프로
구조물을 진단하고, 무선통신을 증가 추세(국가별 점유율에서, 세스를 중심으로 한 특허 확보
이용해 구조물을 감시하는 기술 한국 48%, 일본 38%, 미국 및 주도권 확보 필요
개발 활발
14% 등임)
–친환경, 그린홈/빌딩 분야 및
에너지 관리 분야 IPR 확보
–건설 선진국에서는 IT 기반의
필요
IBS 및 빌딩에너지 관리 기술에
대한 특허가 초기 출원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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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세계 동향

국내 동향

대응전략

기계 IT

–논문은 다수 조사된 것으로
보아 기술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우선적인 특허권
–논문
중심의
학술적인
동향이
확보가 중요
–미국(US)은 초정밀 피니싱 공정
주임
고능률화 기술 분야, 일본(JP)은
–파워/엔진모듈 가공용 초고속
파워/엔진모듈 가공용 초고속 –유연셀 대응 차세대 모듈러 복합 가공시스템, 융합공정 대응
복합 가공시스템, 초정밀 피니싱 가공시스템 및 파워/엔진모듈 지능형 분산제어, 초정밀 피니싱
공정 고능률화 기술 및 특수/ 가공용초고속복합가공시스템이 공정 고능률화 기술 및 유연셀
나노공정 융합 고능률 가공 역점 분야
대응 차세대 모듈러 가공시스템의
시스템 기술 분야, 독일(GE)은
경우, 특허건수가 상대적으로
하이브리드융합공정대응지능형
적고, 출원인수 또한 적은 분야
분산제어 기술분야가 역점 분야
로서 향후 발전의 여지가 큰
분야로 파악

조명 IT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미·일·독을 중심으로 특허 –제어IC, 스마트조명기기, 통합
방어를 위한 전략적 특허 확보에 제어시스템 등이 선진사의 –세계수준의 국내 IT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디바이스-컨텐츠
70~80%수준
주력
연계 특허 확보
–지능형 조명시스템 특허 출원 –생산/응용기술을 특허출원 증가
중가

국방 IT

–군사표준의 완화와 민수표준
채택 증가 등 군사/비군사 기술
영역의 구분이 점차 불확실하고,
기술이 융합되어가는 추세

–증강현실을 이용한 설계 및
제품 평가 기술 분야의 특허
장벽은 낮게 나타났음

–민수 전자기술의 고성능화
(디지털화 소형화 고속화 대용량
–IT기술을 국방기술에 융합 할수
화)로 이를 기술/부품으로 채택
있는 특허 확보 전략 필요
하는 군용장비 비중 확대하는
추세

–가정 외부의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특허는 다수 출원
–스마트 그리드와 가정을 연계
–스마트그리드와 지능형 홈을 –스마트그리드와 가정이 연동
시키는 기술에 대해서는 특허
에너지 IT
연동시키는 인터페이스 특허 하는 인터페이스, SUN 및
준비 단계임
준비 단계
AMI에 대한 특허 확보
–기기들에게 제공되는 전원을
AC에서 DC로 직접 제공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 출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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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국의 정책 추진동향 및 시사점
▼ 선진 각국 융합기술 및 산업 추진 전략 ▼
국가

전략

주요 내용

미국

NBIC (2002)

강점인 나노기술을 활용한 NT 기반 융합기술개발 전략

유럽

CTEKS (2004)

다양성을 바탕으로 각 분야에 걸친 융합기술개발 전략

일본

Focus21 (2004)

7대 신성장산업 집중지원을 위한 신산업 창조 전략
IT융합

● 각 선진국은 IT융합의 성장 가능성과 파급효과를 인식하고,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전 산업에서 IT
비중 확대 중
※ 월마트는 RFID 적용 유통혁명 주도, 현재 모든산업에 시스템반도체 활용 중

● 주력산업 업종별로 특화된 IT융합 전략을 수립하고, IT융합이 유망한 분야는 적극적·차별화 지원
추진 중

■ 미국 : NNI(National Nanotechnology Initiative)
● 나노, 바이오, 정보, 에너지 및 환경, 우주기술 등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나노기술을 차세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로 설정(2000년)
● 5년간(’
96~’
00)의 기획단계를 마치고, 2006년부터 신기술의 상용화를 목적으로 하는 제2단계
신융합기술 사업(’
07년 예산 : 13억불) 추진 중
※ 이 사업은 American Competitiveness Initiative의 핵심사업으로 선정
※ 나노현상과 공정에 관한 기초연구, 나노소재, 나노소자 및 시스템, 나노기술 관련 기기, 나노제조공업 등
7가지 분야에 중점 투자

■ 일본 : Innovation 2025
● 평생 건강한 사회 등 2025년 일본사회의 5대 목표 제시(2007)
※ ① 평생 건강한 사회, ②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사회, ③ 다양한 인생을 보낼 수 있는 사회, ④ 세계적
과제 해결에 공헌하는 사회, ⑤ 세계에 열린 사회

● 5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생명과학, 정보통신, 환경, 나노·재료, 에너지, 생산, 사회기반, 프런티어
등 8대 중점기술 분야별 기술 개발 로드맵을 작성하여 추진 중

■ 유럽 : 제7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2007~2013)
● FP7은 협력(Cooperation), 창의(Idea), 인력(People), 역량(Capacities)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협력 프로그램 중 ICT 기술 및 건강 관련 기술의 비중이 가장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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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 11차 5개년계획(2006~2010)
● 중국은 2006년부터 세 차례의 5개년 계획을 통해「소강(小康) 사회건설 추진 중
● 11차 5개년계획의 7대 목표 중 하나인“
「제11차 5개년계획」
기간에 선진 제조 산업을 중점 추진”
의
일환으로
- 정보, 바이오, 신재료, 신에너지, 우주항공 등 첨단기술 산업을 대폭 발전시켜 새로운 경제 성장점
육성 계획

■ 대만 : 첨단산업육성전략
● 융합신산업에 국가적 역량을 모으고 특히, 나노기술에 중점 투자
●’
06~’
10년까지 나노기술, 로봇, RFID, 전자종이, 자동차 전장부품, 홈오토메이션 등 6개 산업에
약 10억불을 투자
※ 지원금의 60%가 넘는 6억 1,500만불을 나노기술분야에 최우선 투자

■ 인도 : 제1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2007~2012)
● 제1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통해 IT 분야의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제조업 동반성장, 물리적 인프라
확충 등 강조
● 바이오기술부(DBT)는 바이오기술 발전전략을 수립(’
07.11)하고 IT와 함께 BT 분야의 투자와 혁신
역량 강화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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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IT
국가 글로벌 포지셔닝 전략

미국

산학연이 연합하여
EU 자동차 핵심기술 개발
추진

일본

중국

인도

초저공해 및 저연비 자동차 개발을
위한 Super Car Project 추진
충돌방지 경고를 위한 Save-IT
프로젝트 추진
애플, 구글, MS사 등의 거대 SW
기업의 자동차 시장공략

교통사고 사망자 50%절감 목표로
eSafety 프로젝트 추진
초연비자동차 개발을 위한 3L
CAR Program 추진
전장 SW 아키텍처인 AUTOSAR
표준화 주도

정부와 민간 주도로
지능형 자동차 기술
개발 추진

안전한 도로 운행환경을 구축하는
Smartway21 프로젝트 추진
JasPar를 통한 차량관련 표준
규격 제정 및 보급 추진
도요타의 하이브리드카 프리우스
출시 등 친환경자동차 개발 주도

선진자동차 R&D 센터
유치로 자국 자동차
산업 육성

선진자동차 R&D 센터 유치로
기술력 확대
다국적기업과의 합작을 통해 시장
확대

소형차 시장을
발판으로 한 자동차
산업 육성

초저가차 중심으로 자동차 시장
확대
스즈끼 등 일본 소형자동차업체의
진출이 활발함

시사점

막강한 SW 기술력을
기반으로 자동차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우위 확보
IT융합

자동차 업체의 경쟁력
강화 노력을 토대로
정부가 정책적 지원

정책 동향

MS 및 SW 업체와
전략적 제휴

첨단 자동차 부품 개발을
위한 전장 SW 기술 확보
AUTOSAR 표준 등
표준화 활동 적극 참여

전장 SW 기술력 확보 및
부품업체 육성
전장 SW 개발 전문
인력 및 업체 육성

중국 소비자를 겨냥한
독자적 자동차 모델 개발
R&D 센터를 통한
전략전 진출
저가차 개발을
통한 시장 진출
친환경 소형차 개발을
통한 시장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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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 IT
국가 글로벌 포지셔닝 전략

미국

EU

일본

중국

956

정책 동향

선박운항 시스템의
글로벌 리더
선박 안전운항 및
관제플랫폼의시스템
주도

선박과 육상간의 지원체계인
ISIT 플랫폼 구축
NMEA2000을 통한 선내 장치
들의 통신 표준화 추진

세계 선박운항의
글로벌 리더
선박관리 및 운항
분야의 표준화 주도

선박과 육상간의 통신 지원
체계를 통한 선박안전운항을
위한 MarNIS (Maritime Navigation
and Information Services)
플랫폼 구축
미국과 공동으로 IMO에 eNavigation에 대한 계획 제출

세계 선박 건조 및
운항 시스템의
글로벌 리더
선박과 선박건조 및
운항분야의 표준화
주도

선박전자장비의 고도화 추진을
통한 세계시장 확보 전략
선박과 IMO의 e-navigation
표준화 활동에 적극 참여

세계 선박건조의
글로벌 리더
선박과 선박 건조
시스템의선진화주도

선박과 정부의 정책적 금융적
지원에 따른 선박 수주 주도
선박과 선박 수주에 따른 건조
공정의 선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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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IT기술을 활용한 선박 운항
안전 및 친환경화 추진
조선/선박 IT 기술 개발
전문업체 육성

선박안전운항의 선진화를
위한 e-navigation 추진
e-navigation을 통한
IT기자재 시장 진출

선박/해양구조물
설계 기술 고도화 추진
조선/해양구조물
설계기술 고도화

선박/해양구조물
생산 기술 고도화 추진
조선/해양구조물
생산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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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 IT
국가 글로벌 포지셔닝 전략

미국

일본

미국 NSF 산하에 토목기계
시스템(CMS)를 두어 NT/IT/ET
육성

EU 차원에서의
Global한 수준의
정책 추진
국가연구기관 중심의
건설 IT 성장 추진

Sixth EU Framework 프로그램
기반 R&D 추진
이동로봇 중심의 연구개발
추진 (건축과학기술센터(CSTB)
주도)

요소기술 중심의 건설
IT 분야 성장 추진

자동화시공 및 IT활용 중심(센싱
기술 위주) 기술 개발 정책 진행
저탄소 녹색 건설기술 개발 정책을
중점적으로 진행
2008년 1월, 2010년 U-Network
사회 실현을 목표로『신IT개혁
전략』발표 및 추진

시사점
국가적 차원의 성장 가능
⇒ 정부 수요창출
대형 국책사업
추진 유도

IT융합

EU

국가적 차원의 건설
IT 분야 성장 유도

정책 동향

정책 적용의 글로벌화 및
국책연구기관 연구주도
활성화
국가연구소 중심
개발 추진

민간 주도 실증 기술
개발을 통한 실용화 촉진
산-연 공동연구
활성화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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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융합
■ 섬유 IT
국가 글로벌 포지셔닝 전략

미국

EU

일본

958

국가주도의
학계·군의 컨소시엄

범 EU주도의
산학연 컨소시엄

국가주도의
산학연 컨소시엄

Korea Evaluation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정책 동향
일반적인 직조기술에 정보,
바이오, 나노기술 등을 융합화
군사관련 Wearable Electronics
기술개발 진행되는 한편, 민간
도의 스마트 의류 상용화과련
연구개발
3D 스캐너 기반의 맞춤의류와
글로벌 브랜드 업체의 민간
IT 공정 융합이 추진

섬유기반의 센서를 통해 호흡,
피부온도, 움직임 및 자세를 측정
하고 네트워킹 건강 모니터링을
위한 Wearable Health Care
System Project 추진
섬유·패션 분야와 IT를 접목한
스마트웨어 연구
E-Tailoring 프로젝트를 위시한
공정상 IT 융합을 추진

전도성 섬유소재 및 IT용 섬유소재
제조 등과 같은 소재분야 육성
NTT는 Photonic Electric Field
Sensing을 응용한 Human
Area Network 기술인 RedTacton
발표
IT융합을 통한 소비자중심형
의류패션 산업 지향

시사점
세계 최고의 군사력과
SW기술의 접목을
기반으로 한 상용화
글로벌 패션 브랜드를 활용한
IT 공정융합 선점
자국의 강점을 정확하게
IT섬유 융합 전략에 적용

패션산업과 의료산업에서의
강점을 접목한 상용화

자국의 강점을 정확하게
IT섬유 융합 전략에 적용

세계 최고의 소재산업 기반을
활용한 IT산업과의 접목

자국의 강점을 정확하게
IT섬유 융합 전략에 적용

IT R&D 발전전략
www.mke.go.kr
www.keit.re.kr

■ 의료 IT
국가 글로벌 포지셔닝 전략

미국

고령사회에 대비한
복지 및 헬스케어에
집중 지원
대형병원 집중 현상
탈피 정책 추진

EU 전역에 걸친 광대역
네트워크를 통해
EU
보건 정보화 추구
e-Europe 2005를
기반으로 추진

시사점

IT를 활용한 정부 주도 의료
개혁 정책 추진

국가주도 의료정책 및
의료정보화 강조

국가적 차원에서 연구개발과
기업의 참여를 지원

의료 IT 미국
신시장 공략

IT를 이용한 의료구조 개혁을
최우선 목표로 정부지원 확대
의료정보화를 통해 1차의원이나
가정에서 진료가 가능하도록
지원

TIDE 프로그램과 Telematics
Phase 프로젝트로 고령화 인구와
원격 진료 중심으로 신기술 개발
지원

IT융합

일본

정부 주도
의료정책으로
세계시장 견인
국가수준의 의료
정보화 정책 추진

정책 동향

고령인구에 대한 복지 및
대형병원 탈피 정책
고령친화 산업
틈새시장 공략

EU 전역에 걸친 네트워킹
및 원격진료
네트워크 기반
헬스케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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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융합
■ 기계 IT
국가 글로벌 포지셔닝 전략

민관공동 혹은 기업간
기술개발 기관/연구소를
미국
설립하여 핵심기술
개발 추진

플랜트분야의 Capital Project
Technology Roadmap 제시,
핵심기술 개발 추진
건설, 자원 및 폐기물 산업
대응 토공기계의 핵심기술(자동
제어, 센서, 유도기술 등) 개발
연구소(CTCT) 설립/추진

주력산업(자동차,
금형)과의 혁신강화
전략 추진 및
중견기업 육성

중견기업(100∼500명 이하)이
공작기계산업 주도(생산점유
90%이상)
IT+기계 융합기술 및 서비스
콘텐츠 투자가속화 (IT산업 비중
60% 이상)
수요 공급자간의 상생 협력을
통한 토탈 솔루션 기술제공

제조업(ものづくり)
일본 기반기술의 진흥시책
추진

전문기업간 M&A (Hitachi精
機-Mori精機 등) 및 기술제휴
전략추진
가공장비분야 중 IT부문 투자
액이 매년 40%이상 확대
GPS, 네트워킹 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 및 Cyber Factory
개발 주도

EU

BRICs
AS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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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동향

자국의 내수경기
부양책과 개발
인프라 구축 등에
투자 확대

Korea Evaluation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5개년(’
06∼’
10) 개발계획 추진
으로 공작기계산업의 구조개혁
및 성장 실현
-’
09년 5.6조 위안 투자
다국적기업과의 합작을 통해
시장 확대

시사점
막강한 자금력과 기술력을
기반으로 건설기계/플랜트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우위 확보
출연(연)주도의 산학연
컨소시움 설립

Hi-Tech기계 개발을 위한
임베디드 SW 기술개발 확대
수요산업과 연계한
전문기업 육성 및
개발전략

IT 및 SW 부문 투자 확대 및
부가서비스 시장 창출
SW 투자 확대를 통한
애프터세일 마켓 선점

기술-서비스가 결합된
Biz모델 개발 및 수익창출
모델 개발
패키지형 R&D센터를
통한 전략전 진출

IT R&D 발전전략
www.mke.go.kr
www.keit.re.kr

■ 조명 IT
국가 글로벌 포지셔닝 전략

정책 동향

시사점
원천기술 확보 주력

미국

중국

일본

정부주도의 R&D투자를 통한
지속적 수요 확대

정부 주도의
R&D투자가 견인

보유원천기술을 바탕으로 정부
주도로 R&D투자지원 확대
백열등 사용금지 규정과 더불어
정부차원의 보급확대 지원

정부 주도의
R&D투자가 견인

민간 기술의 독점적
우위를 정부의 대형
R&D투자가 견인

국가가 대대적인 지원으로 선진사
유치 및 합작 회사 설립 추진
고효율 조명제품 보급 지원금
관리 임시시행법 발표 등 보급
지원
5민간의 기술우위 유지를 위한
정부의 R&D 지원
개정에너지절감법 (2009.4)에
따라 대기업의 에너지절약형
조명 의무 교체 시행 등 다양한
신조명 교체사업 및 기술 개발
추진

신수요 발굴과
신시장 창출
IT융합

EU

정부의 대형
R&D투자가 견인

자동차산업 등 경쟁력 있는
타산업과의 융합으로 통한
시장 확대 주력
조명융합시장 강화
산업체의 선진화를 위한
적극적 기술도입
선진화 추진

기술선도업체의 해외주요
산업체와의 기술동맹 추진

기술동맹 추진

■ 국방 IT
국가 글로벌 포지셔닝 전략

세계를 대상으로
치안국가
미국 - 육해공, 우주, 사이버
사이버 공간까지
포함하는 NCW 주도

정책 동향
정부주도의 R&D투자를 통한
지속적 수요 확대
국방, SOC에 투자확대
국토안보부(DHS)는 HSARPA
(Homeland Security Advanced
Research Project Agency)와
HSCE (Homeland Security
Centers of Excellence)를
통해 첨단기술 연구중

시사점
- 국방에 적용이 가능한 핵심
기술 위주의 개발
- 향후 국방에 접목하여 첨단
체계 구축 유도
신수요 발굴과
신시장 창출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961

＞＞IT융합
■ 에너지 IT
국가 글로벌 포지셔닝 전략

정부 차원의 그린 IT
미국 관심 고조 및 연구
활동 추진

경제성장과 환경이
양립하는 유비쿼터스
일본 네트워크 사회를 차기
국가정보화 전략
비전으로 제시

에너지와 정보자원의
대형 소비자로서
영국 정부의 솔선수범을
강조하며 정부 주도로
정책 추진

IT와 ET 부문의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덴마크 그린 IT를 신성장동력
으로 육성하여 세계
시장 선점 추진

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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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동향
정부주도로 신연료 및 자동차,
재생전력, 에너지 효율화의 3개
분야에 집중적으로 R&D 지원
에너지국은 10년 이내 20%의
석유소비량 감소를 목표로 산업
분야별 기술개발 지원
총무성은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지능형 교통시스템, 원격근무에
중점 추진
경제산업성은 데이터센터, 통신
네트워크, 디스플레이의 전력
효율성 향상을 중점 추진

2010년까지 정부 ICT 전체
영역에 대해 탄소중립 확보 선언
최고정보책임자 위원회 주도로
그린 IT 추진단을 설립하여 그린
IT 비전, 목표, 가이드라인 및
성과표 수립

보다 친환경적인 IT 사용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IT 솔루션
개발

시사점
IT 기기 효율성,
그린 IDC 초점

국가 에너지 전략 연계

국가 이미지 쇄신, 글로벌
IT 패권 확보, 녹색정보화
산업 육성 및 시장 선점
국가 미래 성장 전략
연계

명확한 성과 목표 제시와
관리를 통하여 녹색 정보화
정책을 기후변화 정책과
연계 추진

기후 변화 전략 연계
IT와 환경 분야의
앞선 기술력으로 그린
IT 기술 및 시장 선점
국가 산업 전략 연계

IT R&D 발전전략
www.mke.go.kr
www.keit.re.kr

03

기술발전 및 미래전망

■ 산업별 기술 발전 전망
산업 분야

기술 발전 전망

차량 내 멀티센서 융합

운전자 상태
감지/제어

Proactive
idle Stop

개별센서기반
적응형 자동차 IT

자동차 IT

2009~2010
차량 센서 및 SoC 기술
ASIL-B 등급 AUTOSAR
V2L V2V 차량통신 기술
자율 스마트 발렛 기술
IT 융합 공회전 방지 기술
운전부하 최적화 지능형 HI
플랫폼 기술

보행자
/사각지대 감지
돌발상황
예측제어

센서-통신
융합
차량추돌
방지/예방

복합센서/통신기반
적응형 자동차 IT

2011~2013
융복합 센서 및 SoC
ASIL-C 등급 AUTOSAR
심리스 V2L 멀티홈 V2V
자동차 주행 유도 기술
Automotive p-CDM
차내 기기 연동 통합 플랫폼

IT융합

스마트
블랙박스
자율조향 배출가스 친환경 소재/
최소화 부품 재활용/
추적관리
제어
지능형
자율 주행

친환경 자율형
자동차 IT

2014~2015
안전/편의/친환경 통합센서
ASIL-D 등급 AUTOSAR
IVN/V2V/V2l 융합플랫폼
상황인지 Smart 내비게이션
안전/친환경 S-블랙박스
경제운전/친환경운전 자동
제어 HVI 플랫폼

자동차IT 융합 기술은 개별센서 기반 안전/편의/친환경 기술에서 복합센서 및 차량통신
기반의 적응형 기술 단계를 거쳐 친환경 자율형 자동차IT 기술로 발전할 전망
차량 내 센서 기술, 새시 제어 기술, 위험 판단 기술 등을 통하여 충돌이나 사고 위험을 미리
회피하는 적응형 안전 기술로 발전하고 궁극적으로는 차량의 자율 주행 기술로 발전할 전망
센서 및 통신망을 통해 수집되는 정보를 수집/융합하고, 주행 공간과 운전자의 상황을 종합적
으로 인지하여, 적응형 안전/인포테인먼트 서비스와 자동 주차 서비스 등의 운전 편의성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됨
차량 전장 제어 정보와 인포테인먼트, 차량 간 통신 정보가 연계된 기술로 운전자에 대한
정보 제공 기술로 발전 전망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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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분야

기술 발전 전망
VSAT 전송

원격제어
위치/상태

통합 모니터링

Smart Ship
장비/기자재 상태분석 선박내 장비 네트워킹

선박 통신 네트워크 기술

실시간 항해 모니터링
및 원격 유지보수 기술

선박 건조 기술

조선 IT

2009~2010
3D 선교 가시화 기술
비접촉식 도장두께 측정
기술
유무선 연동 디지털 통신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기술

2011~2013
SAN(Ship Area Network)
및 통합 선박 Surveillance
시스템 기술
이동형 VSAT HUB 및
단말기술

2014~2015
이동형 위성 Backhaul
기술
지능형 항해 정보시스템
지능형 선박 원격 유지보수
시스템

전통적인 조선해양산업에 IT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기술개발을 통하여, 조선해양산업의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며, 또한 선박 및 해양구조물의 기능이 고도화될 것으로 전망됨
첨단 운항 솔루션 개발과 선박 유지보수 글로벌화 기술을 통해 선박의 부가가치가 증대되고
조선해양산업의 초일류화가 추구될 것임
IT 기술 기반의 선박내 장치들의 전장 SW 기술 개발과 장치간 통합 네트워크 구축에 의한
실시간 통합 제어기술이 개발될 것임
해상 이동위성통신 기술에 의한 선박-육상, 선박-선박간 고품위 데이터 통신으로 선박건조의
효율 증대와 전세계적인 선박 운항 관리 및 유지보수의 효율 증대가 예상됨
IMO에서 추진되고 있는 e-Navigation 정책에 따라 선박 안전과 연계된 조선 기자재 시스템에
대한 핵심기술들이 개발되고, 이에 따라 조선IT기자재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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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분야

기술 발전 전망

무선센싱

USN센서노드/모듈
스마트빌딩
4D 가상건설
/SoC 통합관리

건설용 로봇

자가치유 신소재
스마트
국토통합관리

그린빌딩 건설

설계/시공자동화

RFID 태그

도심메기빌딩/
SoC 스마트 유지관리

IT융합

센서
고내구성학

스마트 국토건설기술
스마트 빌딩/도시건설기술
지능형 건설 기술

건설 IT

2009~2010
설계/시공/관리/리모델링
지능화 기술
에너지 인지기반 그린빌딩
에너지 관리 기술
Micro-grid기반 DC 전력
공급기술
SoC용 센서 장수명화 기술
지능형 시공관련 플랫폼
기술

2011~2013
스마트 빌딩/도시 통합운영
관리기술
4D 가성관리 S/W기술
SoC용 RFID 및 센서 기술
SoC 부재 인텔리전트화
기술
도심 메가빌딩/SoC 스마트화
기술

2014~2015
스마트 국토 통합관리 기술
친환경 초고층/지하/해양
건설기술
도심 메가빌딩 및 스마트
SoC용 친환경 신소재 기술
자가진단 자유형 SoC 설계
/시공 기술

건설기술은 지능화, 친환경화, 초고층화 건설 기술로 진화
초기에는 건물 단위의 스마트 건설 기술 개발에서부터 시작하여 최종적으로는 인텔리젼트
SOC 설계/시공기술, 도시 단위의 스마트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지속적으로
진행 전망
빌딩분야는 에너지 인지, 스마트 빌딩, 리모델링 분야와 IT융합기술 개발이 지속적으로 진행
전망
SOC분야는 유지관리와 관련된 센싱응용기술, 구조부재 인텔리전트화 기술, 진단 및 치유형
신소재와 IT융합기술 개발이 지속적으로 진행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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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융합
산업 분야

기술 발전 전망
Fabric 소자

Smart Fabrics
웨어러블 마더보드

디지털 사 기반의
휴대하는 전자비서

섬유 IT

2009~2010
액세서리형 컴퓨터
센서기반 액세서리형
접속장치
상시 쾌적성 보존 섬유
고기능성 디지털 전자
섬유

전자 섬유 기반의
입는 전자 도우미

2011~2013
의류형 입는 컴퓨터
직물기반의 웨어러블
센서
Intelligent 생활용품
햅틱(촉각) 재현 인터
페이스
스마트 의복 쾌적성
지원 시스템
직물형 기능성 입출력
플랫폼

SoT(System-onTextile) 컴퓨터

2014~2015
SoT 컴퓨터
SoT 기반의 area
디스플레이
생체신호 기반 감성
인지센서
사용자 주변 환경
쾌적성 지원 시스템

SoT 기반의 u-헬스,
u-life 서비스 플랫폼

2016~2018
광전섬유(Optoelectro)
지능형 에이전트 미들
웨어
SoT 기반의 u-헬스,
u-life 서비스 플랫폼
Autonomous 생활
용품
직물기반의
Multipurpose 센서
상황 기반 실시간
사용자 환경 쾌적성
지원 시스템

IT 융합 기반 차세대 생활·섬유 산업은 기존 생활 섬유 전통산업을 지식, 문화와 정보를
접목한 지식집약 첨단산업으로 전환하여 고부가가치의 부품, 시스템 및 콘텐츠의 수요를 촉
발하여 전통 생활용품 및 섬유 산업분야에 새로운 시장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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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분야

기술 발전 전망

바이오
센서 칩

휴대형
생체신호
측정기

일상생활
모니터링
시스템

현장진단
바이오센서
칩

개인맞춤형
라이프케어

상황인지 기반
퍼스널 케어

IT융합

스마트 활동·의료지원

맞춤형 모바일
개인 건강관리

만성질환 재택관리

의료 IT

2009~2010
만성질환 재택 관리 기술
가정용 건강 측정 단말
휴대형 심전도 측정 기술
착용형 심전도 측정 기술
암진단 바이오센서 칩
유헬스 플랫폼 기술

2011~2013
스마트 개인 활동 지원 기기
일상생활 모니터링 시스템
피트니스 라이프케어 시스템
현장진단용 바이오센서 칩
배뇨분석 바이오센서 칩
위급상황 모니터링 기술

2014~2015
모바일 맞춤형 건강의료
시스템
개인 맞춤형 라이프 케어
시스템
상황인지 기반 퍼스널 케어
시스템
스마트폰 기반 바이오센서 칩
원격 가상 외래 진료/치료
시스템

의료IT 융합 기술은 가정에서 휴대형, 착용형 측정기기를 이용하여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만성질환 재택관리를 시작으로 개인활동 지원, 일상생활 모니터링, 위급상황 모니터링 등
스마트 활동 및 의료지원 서비스로 전개되고, 개인특성에 맞춘 맞춤형 모바일 개인 건강
관리로 발전하여 언제 어디서나 건강을 관리하는 u-인프라를 활용한 헬스케어 서비스로
진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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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융합
산업 분야

기술 발전 전망

Unmanned
무인화 기계

Intelligent
지능적인 기계

Human-Centered
인간중심 기계

Sustainable
환경친화 기계

기계 IT
2009~2010
원시간 통합관리
기계간 자율 협업
Agent 기반 시스템

2011~2013
무인주행 작업시스템
지형, 위치 자동판단
고장진단 인공지능화

2014~2015
에너지 고효율화
작업/기계공간 최소화

2016~2018
편의적 제조환경 실현
사용자 편의성 향상
인간 감성 모니터링

지능화, 무인화, 환경친화, 인간중심 기계의 방향으로 IT융합 기계산업이 발전해 감. 자율
협력, 무인주행 작업시스템, 에너지 고효율화, 인간 감성 모니터링 기술 개발 등이 필요한
산업으로 IT융합을 통해 점차 성장하고 있음

자동차용 조명

의료용 조명

조명통신
인텔리전트 조명
기반조성

조명 IT 융합 기반 확보

감성
인식
조명

조명-통신 충돌방지

정보교환형 조명

인터엑시브 조명

조명 IT 융합 지능화

유연 조명

솔라-조명

인간친화 조명 IT 융합

조명 IT
2010~2011
네트워크기반 에너지 절감형
제어 기술 개발
농생명, 자동화, 디스플레이
분야 응용 핵심 기술 개발
조명-IT융합 기반조성

2012~2014
초절전, 편의성, 안정성을 고려한
원격 통합제어 시스템 기술
친환경·고효율 신기능 조명 기술
조명 IT 융합부품 시험/인증
지원을 통한 기술지원

2015~
감성인지형 인간친화 조명 기술
에너지생성-절감일체형 솔라조명 시스템 기술
New IT 및 융합신산업 분야의
적극연계를 통한 친인간화

에너지절감, 친환경, 지능화, 인간친화의 방향으로 IT융합 조명산업이 발전해 감. 친환경 조명,
에너지 고효율화, 환경센싱 제어, 감성인식 제어, 통합제어 기술 개발 등이 필요한 산업으로
IT융합을 통해 점차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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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분야

기술 발전 전망

GPS 기반
보병 위치추정

USN/통신 인프라
기반 보병 위치추정

국방 IT

2009~2010
GPS 기반 보병 위치
추정 기술
USN 기반 보병 위치
추정 기술
통신 인프라 기반
보병 위치추정 기술

MEMS기반
보병 위치추정

복합센서/다중인프라
기반 보병 위치추정

복합센서/다중인프라
기반 적응형 보병 IT

2011~2013
MEMS 센서 기반
보병 동적 움직임 검출
및 위치추정 기술
보병의 상태 추정
기술
복합센서/다중인프라
기반 보병 위치추정
기술
HMD 장치 기술
Markerless 환경인식
기술

AR 기반 가상 훈련 시스템

센서/통신/인프라 일체형
안전지원 보병 IT

2014~2015
재밍 신호검출 및
재밍에 독립 적인
Self-Contained
보병항법 기술
센서 통신/인프라
일체형 복합 항법 기술
시선인식기반 Seethrough 디스플레이
기술
시뮬레이션 기반 안전
훈련 지원 AR 기반
기술

IT융합

GPS 및 USN 기반
적응형 보병 IT

GPS/GNSS기반
보병 위치추정

AR 기반 안전성, 생존성이
향상된 보병 지원 IT

2016~2018
적응형, 유비쿼터스
복합 보행항법 시스템
보병 위치 기반 상황
인식 및 위치기반 정보
제공 기술
3차원 AR 기반 생존성
향상을 위한 안전 훈련
시스템 기술
Multi-User 상호
협력형 AR 구축 기술

센서 네트워크 기반의 감시정찰기술은 UAV 원격감시체계와 연동되는 기술로 발전할 전망
으로, 이미 군에 보급된 다양한 전술망과의 연동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함
또한, 무기체계에 내장되는 각종 소프트웨어와 이에 따른 보안기능은 점차 임베디드화 될
것으로 예상하며, 관련된 각종 체계에도 적용될 것으로 전망함
보병 위치추정 기술은 MEMS 센서 등 복합센서 기반 보병 동적움직임 및 상태, 위치추정
기술 개발에서 센서/통신/인프라 일체형 안전지원 기술 단계를 거쳐, 상황 적응형, 유비쿼터스
복합 보행항법 및 상황인식 기술 개발을 통해 보병IT 기술로 발전할 전망
AR 기반 보병의 가상훈련 참여기술은 HMD 장치 기술, Markless 환경인식 기술에서 시선
인식기반 See-through 디스플레이 기술, 시뮬레이션 기반 안전 훈련 지원 AR 기반 기술
단계를 거쳐, 3차원 AR 기반 생존성 향상을 위한 안전 훈련 시스템 기술 및 Multi User 상호
협력형 AR 구축 기술 개발을 통해 보병IT 기술로 발전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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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분야

기술 발전 전망

스마트 그리드
태양 전지

신재생 에너지기반
에너지 IT

에너지 IT

BEMS

나노 이차 전지

2009~2010
박막 태양광 발전 기술
실리콘 박막 태양전지 기술
화합물 반도체 태양전지 기술
친환경 자가충전 전원장치
전기활성 고분자를 이용한
신재생 에너지 기술
무전원 SoC 기술

IT산업/전통산업의
효율향상기반 에너지 IT

2011~2013
그린 컴퓨팅 기술
그린 네트워킹 기술
일반 조명용 고휘도 LED 기술
그린 빌딩 에너지 관리 기술
스마트 그리드 기술
원전 계측제어시스템 기술

그린홈
에너지 관리

온실가스
모니터링

저탄소형 녹색생활혁명
기반 에너지 IT

2014~2015
그린홈 에너지 통합제어 시스템
USN기반 강하천 수질감시
및 재난 예측 시스템
온실가스 모니터링 기술
탄소 관리 프레임워크 기술

에너지IT 융합 기술은 신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 생성 기술에서 IT 산업 및 전통 산업의
에너지 효율향상 기술 단계를 거쳐 생산 및 소비생활 전반에서 에너지와 탄소를 절감하는
저탄소형 녹색생활혁명 기반 에너지IT 기술로 발전할 전망
태양 전지 기술, 나노 이차 전지 기술을 통하여 에너지를 생성하고, 스마트 그리드 기술,
BEMS 기술을 통하여 에너지를 보존 및 절감하며, 그린홈 에너지 통합제어 기술, 온실가스
모니터링 기술을 통하여 에너지를 절감하고 환경을 보존하는 기술로 발전할 전망
스마트 그리드 기술을 통하여 전력의 분산화, 전력 정보의 양방향 통신으로 전력 효율을
최적화시키고, 긍극적으로 원자력 IT 기술을 이용하여 원전의 생산성, 효율성, 편리성, 안전성을
극대화시킬 것으로 예상됨
저탄소형 녹색생활혁명 기반 에너지IT 기술은 의료, 교통, 물류, 건물, 오락 등 생산 및 소비
생활 전반에서 에너지를 절감하고, 탄소를 감축하며, 환경을 감시하고 보존하는 기술로 발전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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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내 경쟁력분석 및 핵심발전 동인

01

국내 R&D의 평가 및 경쟁력 분석

■ 국내 IT융합기술은 전반적으로 발전 초기단계로 선진국의 최고기술 수준 대비 60~80%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낮은 편임
IT융합

※ 우리나라의 강점기술인 IT분야에서도 융합기술 수준은 기술 우위국 대비 61.7%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
(IITA, IT기술예측 2020)

■ 전문인력의 양적인 부족과 함께 질적인 수준도 낮음
※ 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0∼80%는 융합기술 분야의 R&D인력이 부족하고, 응답자의 50∼60%는
융합기술 분야 R&D인력의 질적인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 (KIET, 설문조사)

■ 산업별 기술수준 및 경쟁력 평가
산 업

주요내용
지능형자동차 : 일본/독일 100%, 미국 90%, 한국 80% 수준(자부연, 2005)
- 국내 출시 지능형 안전제품은 기초수준, 에어백 개발이 주류
- 국내 자동차 부품업계는 R&D 능력이 취약하여 일본 부품업계 대비 80% 수준
- 국산차 브랜드는 강한 중저가 이미지와 취약한 자동차 내부품질
자동차 IT 부품의 선진기술 대비 수준은 65~80% 수준이며, 기술격차는 2~4년 정도임
- 지능형 사고 방지 및 회피 기술 : 기술격차(2년), 상대수준(80%)
- 차내 상황인식 및 센서융합 기술 : 기술격차(2년), 상대수준(75%)

자동차 IT

- 자동 주행 기술 : 기술격차(3년), 상대수준(75%)
- 네비게이션 기술 : 기술격차(3년), 상대수준(75%)
- 멀티미디어 네트워크 기술 : 기술격차(3년), 상대수준(75%)
- 텔레매틱스 기술 : 기술격차(3년), 상대수준(70%)
- 차량 SW 플랫폼 기술 : 기술격차(4년), 상대수준(65%
- 차량통신분야는 미국 100%, 일본 90%, 한국 80% 수준임
- 인포테인먼트 플랫폼 : 기술격차(3년), 상대수준(10%)
- ISO26262 안전성 기술 : 기술격차(3년), 상대수준(5%)
※ 출처 : IITA,“Automotive IT 부품 로드맵”
, 2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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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업

주요내용
2000년 이후 한국이 세계 조선시장의 점유율 40% 수준으로 선도국으로 부상
- 한국 : 선박/해양구조물 설계 및 생산능력 및 건조품목 비율에서 비교우위

조선 IT

- 일본 : 자동화를 통한 범용 선박분야에서의 고품질 및 생산성 향상 추구
- EU : 호화여객선, 고속선박 등 고부가가치, 친환경 선박관련 기술 우위
- 중국 : 뛰어난 원가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Low End 선박제조 역량 강화 모색
국내 건설업체의 기획능력은 독일/일본 등 선진국 대비 59%, 설계능력은 63% 수준(대한
건설협회 민간건설백서, 2008)
- 국내 건설업체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2007년 2.3% 수준이나 고부가가치 건설 엔지니어링
세계시장 점유율은 0.21% 수준
- 국내 기술경쟁력은 선진국 대비 71% 수준
건설 IT 분야의 선진기술 대비 수준은 55~80% 수준이며, 기술격차는 2~4년 정도임
- 시설물 패치/삽입형 변형 진단 기술 : 기술격차 3년, 상대수준 75%

건설 IT

- 안전취약구간 지능형 사고인지, 악천후 상황 인지 기술 : 기술격차 3년, 상대수준 70%
- 능동형 피해저감/충격 완화기술 : 기술격차 4년, 상대수준 55%
- 능동형 시설물 원형 치유기술 : 기술격차 4년, 상대수준 70%
- 능동형 정보 안내/관리시스템 플랫폼 기술 : 기술격차 3년, 상대수준 75%
- 친환경/에너지 절감 건설 신소재 기술 : 기술격차는 5년, 상대수준 60%
- 빌딩자동제어 및 에너지관리 기술 : 기술격차는 3년, 상대수준 65%
- 지능형 로봇 건설 장비 기술 : 기술격차는 4년, 상대수준 70%
※ 출처 : ’
09년 IT 산업원천기술 수준조사 보고서

세계 5위의 섬유 수출·공급기지로서 제품생산까지 균형있는 산업구조 보유
- 미국 : 전도성 섬유, 센서네트워크 등 다양한 원천기술 1위 및 시장 점유율 3위
섬유 IT

- 일본 : 기능성 제품과 복합 기술위주로 시장 점유율 6위
- 유럽 : 스마트웨어 연구에 중점, 디자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점유율 2위
- 중국 : 중저가 제품 위주로 시장 및 생산규모면에서 점유율 1위
- 한국 : IT 융합공정의 경우 국내 기술이 세계 1위 수준으로 선진국의 벤치마킹 대상
의료IT융합기술은 선진국 대비 50∼80%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기술수준이 낮으나, IT 강점을
살리면 경쟁력 확보가 가능

의료 IT

- u-헬스관련 세계적인 IT기업들이 정보인프라, 바이오 칩 센서, 헬스케어 서비스 등에 진출
(HP, IBM, 인텔, 필립스 등)
- 국내 IT업계는 u-헬스 시범서비스, EMR 등 병원 정보화 등에 진출
- 의료IT분야는 시장형성 단계로 산업화를 위한 노력이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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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업

주요내용
국내 IT 융합기술의 경쟁력이 해외에 비해 열위에 있어 고부가가치 창출에 미흡하며, 해외
기술 도입 등 수입 의존도가 높아 비용 절감·이익 창출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짐(지경부,
IT정책연구보고서, 2009.12)

기계 IT

- 우리나라의 기계IT융합 경쟁력은 선진국 대비 78% 수준, 중국은 64% 수준
- 선진 기술보유국와의 기계 IT융합기술 격차는 ’
09년 현재 3.5∼5년으로 추정
- Mid-Tech 기술 분야에서 기술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 IT와 융합하여 Hi-tech 기술로
성장 가능성 높음
IT융합

조명IT융합기술은 선진국대비 70~80%로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
- 조명관련 선진기업을 중심으로 인텔리젼트 조명 기술 개발 및 상용화 추진 (오스람, 필립스,
GE, CREE 등)
조명 IT

세계수준의 IT기술/인프라, 상용화 기술 확보
신기능 조명, 제어IC, 통합제어시스템 기술력 등 부족 → IT연계 주도권 미약
신기능 조명 기술, 인텔리젼트 제어, 감성 제어 기술 등 서비스 연계 전주기적 기술 확보 필요
세계적 수준의 민간 IT 기술/제조능력 보유
- 그 동안 무기체계개발 경험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 국방에 IT가 적용되는 분야 -전술망용 부품, 센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등- 에서의 격차는 큼

국방 IT

IT와 국방/국토안전분야 융합이 민수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진
- 재래식 군사력 분야에서도 신속/기동/경량화를 위한 최신 IT기술과의 융합이 가속화 되고
있음
- 선진강대국 위주의 안보시장 독과점으로, 국제적으로 기술이전이나 기업간 협력이 크게 제한
에너지 IT 기술은 선진국 대비 40∼80%로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

에너지 IT

-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유럽이, 스마트 그리드 분야는 미국이, 빌딩 에너지 관리 및 IT 산업의
에너지 효율 향상 분야는 일본이 세계 최고 수준임
- 국내 IT 업계는 신재생에너지, 스마트 그리드, 그린 IDC 등에 진출하고 있으나 적극적인
투자는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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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SWOT 분석 및 Supply chain상 경쟁현황

가. SWOT분석
■ IT융합 전통 산업의 SWOT 분석
강 점

OECD 국가 중 IT제조업 경쟁력, 광대역 인터넷
보급율, 초고속 인터넷 사용자수 1위국
휴대폰 디스플레이, 메모리 반도체 산업 세계
시장 주도
소비자 니즈의 다양화, 유연화됨에 따라 테스트
베드, 테스트마켓으로 부상
조선, 자동차, 건설, 가전 등의 전통산업 세계적
경쟁력 확보
기 회

반도체, 디스플레이, 정보시스템 등 IT기술의
지속적인 발전
융합연구 및 융합기술 발전 초기단계
자동차, 조선, 섬유, 건설, 의료, 안전, 기계,
가전산업에서 IT 활용 증가

약 점

Fast follower 전략 위주의 기술개발
중소, 벤처기업의 자체 연구개발 활동 및 마케팅
능력 취약
기술, 마케팅, 창의적 제품 창출 능력 갖춘 IT
기반 융합 전문인력 부족
기술간 융합, 산업간 융합 사례 미비
Risk taking 결여로 인한 기업가정신 부족
전통산업의 낮은 부가가치 창출
위 협

아웃소싱의 확산으로 인한 국내 IT 주력제품의
해외 생산 확대
플랫폼 선점으로 인한 시장 진입장벽
고급인력의 해외유출로 인한 R&D 역량 약화
원자재 가격급등 및 고유가로 인한 생산비용
증대
중국, 인도 등 신흥제조 강국의 추격

■ 자동차IT SWOT 분석
강 점

세계 5위 자동차 생산국, 세계 3위 IT 산업 경쟁력
보유국
모바일 플랫폼의 독자 표준기술 보유 (WiBro,
DMB)
세계 최고의 통신 인프라와 이상적인 테스트
베드 시장 구비
기 회

IT기술 융/복합화로 차량 안전성 고도화
자동차시장의 경쟁 심화, 환경 규제 강화에 IT를
접목하여 차별화 수단 활용
교통 혼잡도 증대로 소비자들의 다양성 충족을
위한 IT기술 요구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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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점

자동차의 高신뢰성, 내환경 전자부품 등의
원천기술 부재 및 전문인력 미확보
자동차업계의 신규기기 및 서비스 도입 규제
장벽
강화되는 배기가스규제에 대한 대응 미흡
위 협

중국, 미국, 유럽의 협공 및 고품질/저가 외산
수입차의 국내시장 점유율 증가
자동차 핵심 기술 IPR 및 요소부품의 높은 대외
의존도
국내 자동차 업계의 국제표준화 참여 미흡으로
해외시장 진출기반 확보 곤란

IT R&D 발전전략
www.mke.go.kr
www.keit.re.kr

■ 조선IT SWOT 분석
강 점

풍부한 다종 다량의 선박 건조 경험
유연한 설계 기술 보유
·방대한 요구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설계 반영 능력
확보

기 회

고부가가치 핵심 선박 솔루션 부재
·고부가가치 항해 장비 등 해외 의존

선박 가자재 국산화율 미흡
·유럽, 일본의 기자재 의존도 높음

수주량에 비해 현저히 낮은 국제활동
·표준화 등 선도적 역할 미흡

IT융합

규모의 경제실현이 가능한 건조설비 구비

약 점

위 협

일본과 중국의 전략적 협공
수주 잔량 존재
·전세계적 심해 원유 탐사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규분야 진출 예상
·해상구조물, FPSO, 무인선 등

자체 기술개발 역량 증대

·값싼 인건비,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바탕으로
중국의 추격
·일본의 기술력 + 중국의 노동력

향후 세계조선시황의 불안정성
·공급과잉으로 인한 생산성 악화 우려

업체간 과도한 가격경쟁

■ 건설IT SWOT 분석
강 점

초고층, 지능형 빌딩건설 시공 분야 국제 경쟁력
확보
세계적 수준의 정보기술 및 통신관련 인프라 보유
u-City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을 통한 건설IT융합
노하우 축적
기반 모니터링 분야 원천기술 확보
기 회

아시아 및 중동지역 해외시장 진출기회 확대
전망
친환경, 에너지 문제, 쾌적한 공간 등 미래 건축
수요 증가
u-City등 건설IT융합에 대한 수요 급증

약 점

첨단건설 설계기술 부족 (선진국의 63% 수준)
글로벌 스탠다드 생산체계 미흡
해외 시장에서의 지역편중
건설IT접목을 통한 기술혁신 인프라 취약
(특히 응용 분야)
위 협

기술력은 선진국, 가격 경쟁력은 중국, 동남아가
비교우위 (세계 10대 건설사에는 중국 기업이
4곳 포함)
브랜드가치 경쟁, 세계시장 경쟁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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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융합
■ 섬유IT SWOT 분석
강 점

약 점

세계 5위의 섬유수출 공급기지로서 제품생산
까지 균형 있는 산업 구조

고부가가치용 생활ㆍ섬유 소재 및 부품 기술
부족에 따른 높은 해외 기술 의존도

세계적 수준의 IT 인프라와 빠른 제품 검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보유

생산인력 고령화 및 전문 인력 부족으로 세계
트랜드 및 수요변화에 대한 대응 저하

기 회

U-health, U-sports, 스마트홈 등 유비쿼터스
산업 발전으로 IT 융합 생활ㆍ섬유 제품 니즈
발생
IT융합 생활ㆍ섬유 제품의 세계적인 독점기업이
없으며, 선진국 수준의 생활ㆍ섬유 기술 확보
및 표준 선도 가능

위 협

전통 생활ㆍ섬유 산업의 성장 감소 및 중국,
대만 등 후발국의 기술 추격으로 인한 경쟁 심화
선진국의 고성능 복합기능 섬유기술개발 집중
화로 고부가가치 기술 격차 증대

■ 의료IT SWOT 분석
강 점

세계 3위 IT 산업 경쟁력 보유국

국내 의료IT 산업의 낮은 글로벌 브랜드 이미지

세계적 수준의 의료기술 및 임상조건

국내 산업체의 영세성과 기술 개발력의 한계

기 회

글로벌 메가트랜드인 고령화로, 의료IT분야의
신시장 생성 및 진입 장벽 감소
진단 및 치료에서 예방 및 관리로의 의료서비스
패러다임 변화로 의료 IT 필요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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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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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협

선진국의 원천기술지적재산권 선점
국내 의료관련 법제도 때문에, 시장 활성화 제한
가능성

IT R&D 발전전략
www.mk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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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IT SWOT 분석
강 점

세계수준 IT인프라 및 관련 산업 확보
R&D, 시설투자 확대, 가공·조립 기술인력 풍부
부문별 기술영역 및 생산경쟁력 확보
IT기술의 Convergency 지향 연구기반
수요국 인접 IT 모듈공급 및 A/S 유리

H/W에 비하여 S/W응용 연계 부족
표준화 인식 및 IT 관련 역량부족
융·복합 연계기술 경험 및 축적 부족
전주기적 설계엔지니어링 역량 취약
국산 설비 신뢰성 확보기반 부족

IT융합

세계 최고 수준의 개발 속도

약 점

기술 인력의 고령화 급진전
신규설비 도입에 대한 보수적 성향

기 회

위 협

융합 기술 패러다임의 도래

글로벌 리딩 기업의 IT융합 기술선점

BRICS 등 신규 수요시장의 확대

중국 등 개도국의 추격

기계산업의 IT활용도 증가

국내기업의 가격경쟁력 약화

정부의 융합기술 지원 확대

고급 인력 이탈 현상 심화

플랫폼 및 S/W 융합제조 필요성 증대

IT융복합시 보안 문제

■ 조명IT SWOT 분석
강 점

약 점

세계수준 IT인프라 및 관련 산업 확보

국가별 기준에 대한 대응 부족

대기업의 적극적 참여로 경쟁력 강화

융·복합 연계기술 경험 및 축적 부족

세계 최고 수준의 개발 속도

선진국대배 원천기술 부재

정부의 R&D 지원 의지

전문인력 수급 어려움

기 회

위 협

세계 최고수준의 IT 인프라 확보

글로벌 리딩 기업의 IT융합 기술선점

에너지절감 대책 확대

중국 등 개도국의 추격

국제 표준 시작단계로 선도 가능성 높음

국내기업의 개발 투자 한계

정부의 융합기술 지원 확대

가격경쟁력 약화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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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융합
■ 국방IT SWOT 분석
강 점

세계수준 IT인프라 및 관련 산업 확보
대기업의 적극적 참여로 경쟁력 강화
세계 최고 수준의 개발 속도
정부의 R&D 지원 의지
기 회

약 점

국방용 IT기술은 민수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진
무인감시/국토안전관련 민군겸용기술 개발 부족
비군사/대테러안전 관련 신안보시장 출현에 대한
전반적인 대비가 미흡
위 협

9.11 테러이후 세계적으로 비군사/대테러안전
관련 신안보산업이 급속히 신장되고 있음

선진강대국 위주의 안보시장 독과점으로, 국제
적으로 기술이전이나 기업간 협력이 크게 제한

재래식 군사력 분야에서도 신속/기동/경량화를
위한 최신 IT기술과의 융합이 가속화 되고 있음

무인감시기술과 국토안전기술의 채택을 위해서는
수요처인 군과 보안기관의 적극적 협조가 필수적

■ 에너지IT SWOT 분석
강 점

세계 상위 수준의 과학 역량
IT·BT·NT 분야의 세계적 기술 보유국
의무 감축 참여 관련 당사국 의사 존중 원칙
기 회

978

약 점

선진국과의 에너지 IT 기술 격차
선진국 대비 에너지 IT 기술 투자 규모 열세
온실 가스 배출량 세계 10위
OECD 평균보다 에너지 효율성 낮음
위 협

녹색 기술 선점 경쟁의 초기 단계

주요 선진국의 환경 규제 강화

국제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세계 시장 확장

세계 시장 진입 장벽 증대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절감 및 온실 가스 감축
기술 개발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기업의 온실 가스 감축 비용 증가로 인한 국가
경쟁력 저하

환경 산업 육성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

온실 가스 의무 감축 참여 전망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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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Supply chain상 경쟁현황
■ 자동차IT

주행상황 인지 센서

주행상황 인지
스마트 모듈 및 시스템

주행상황 인지
스마트 자동차

IT
융합

탑승자 센서, 레이더,
비젼, 노변센서, DSP

IVN, 노변 네트워크,
SOC, 임베디드 SW/HW,
액추에이터

정보제공 시스템,
경고시스템, ECU, HMI, HF

Denso, Continental, TRW,
BOSCH, Aisin Seiki,
Hitachi, Magna Int. Delphi

Benz, BMW, Volvo,
NissanToyota, Honda,
Mazda, Fiat, Jaguar, VW

Mitsubishi Elec., Raytheon,
Thales, Celsius

해외

OMRON, Texas Instrument,
Analog Devices

IT융합

분야

TRW, Continental, Freescale

LG이노텍, 코모텍, 센싱테크,
엔알디테크

국내

삼성전기, 에디티솔루션

SL, 대성엘텍, 대성전기,
세인시스템, 한국오므론전장,
한국델파이, 덴소풍성

현대기아자동차, GM대우,
르노삼성자동차

만도, 모비스

● IT를 활용한 전장기술은 자동차 산업의 승자를 결정하는 핵심 기술이 될 것이며, IT 기술에 따른
전장 부품 산업의 분업화 및 전문화가 가속화되고 있음
● 자동차에 장착되는 IT 기기 센서, SW가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MS사, 애플 등의 거대 IT 기업의
자동차 시장 공략이 본격화 되고 있음
● 자동차 ECU에 탑재되는 전장 SW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전장 SW 플랫폼 및 전장 SW 개발
지원도구를 개발하는 업체간의 주도권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임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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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융합
■ 조선IT

분야

선박 설계 지원 시스템

선박 관리 지원 시스템

선박 탑재 시스템

IT
융합

CAD,CAE, M&S AR

ERP, BPM, PLM,
SCM, SRM

AMS, IBS, VDR,
운항제어, 통합항해

NAPA Group,
MSC Software

해외

SAP, ORACLE, Siemens

AVEVA, Intergraph, Dassault

C-MAP,
Imtech Marine Group
Kongsberg

DNV, ABS

대양전기공업,
삼영이엔씨

이지그라프
리얼웹

국내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
한국선급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 선박 및 해양구조물의 설계기술 고도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선박 설계 및 생산 시스템, 관리지원
시스템 분야에서는 외국 기술이 전반적으로 경쟁력이 있으며, 국내에서는 조선해양 전용 시스템
개발로 이에 대응하고 있음
● 선박의 안전운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조선기자재 및 부품, 특히 전자장비에 대한
신기술 개발 및 선박을 원격 유지보수하기 위한 IT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항해에 관련된 선박 기자재의 대부분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기자재의 국산화를 지원
하고 안전항해 지원 시스템 개발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이 필요함
● 미래형 선박에서는 무인화 및 지능형 항해 관련 시장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므로, 이와 관련된
첨단 솔루션 개발 분야에 국내외 업체간의 경쟁이 가속화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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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IT
분야

IT융합

계획/설계

시공

4D가상설계,
첨단자재관리,
임베디드센서,
에너지하베스팅

임베디드 기술,
인텔리전트
메가 빌딩/SOC,
자동화 시공 로봇

유지관리

자가진단 플렛폼,
자가치유/원상복구기술,
스마트 통합관리
IT융합

Hochtief, Bechtel, FIATECH

해외

Alien, Intermec,
Matrics

SKANSKAAB, Vinci,
Kajima, Shimizu

Cisco, Sun, IBM, HP,
Micron optics

현대건설·삼성건설

국내

유컴테크, LG산전,
커스컴, 손텍

헤스본, 두산인프라코어,
현대중공업

KT, SKT, 현대통신,
삼성SDS, LG CNS

한국유지관리, 이제이텍, 지오넷

● 건설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 서비스 단계에서 첨단화, 지능화를 위한 IT 융합 기술 개발이 향후
건설 기술 경쟁력 확보에 관건이 될 것임
● 건설 설계 분야에서는 2D, 3D 기반의 설계를 통한 가상건설이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에는 시간을
기반으로 건설 공정에 따른 가상건설 설계 기법을 통한 비용 및 기간 최적화를 적용하고 있음
● 건설 시공 분야에서는 초고층, 초정밀 등 시공환경이 고도화됨에 따라 건설 로봇 장비, 구조물 진단
및 관리, GPS 기반의 토목공사 등을 통한 시공이 활성화 되고 있어 첨단 시공을 위한 기술 경쟁력
확보가 필요
● 첨단 IBS 빌딩을 중심으로 건물 관리에 유무선 네트워크, 환경 및 에너지 센서, 에너지 관리 시스템
등 첨단 IT 기술 개발에 대한 국내외 업체간 기술 개발 경쟁이 더욱 가속화 될 전망임
● 지능형 능동 SOC 분야에서 인프라 네트워크의 융합센서, 핵심부품 등은 선진국의 기술력을 뒤따르는
추세이며, 센서를 건설 인프라에 융합하는 분야는 세계적으로 아직 보편화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
● u-City를 중심으로 도시의 다양한 인프라에 대한 감시, 보안, 관리를 위한 통합 관제 서비스가
혁신도시에 광범위하게 적용될 것이므로 IT업체와 건설업체간 긴밀한 기술개발 체계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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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유IT

1-Dimension

분야

원사/사가공

IT
융합

신호전달
원사제조기술

2-Dimension

제직/편직

염색/가공

지능형 섬유제조기술, Textile Circuit제조기술,
IT기기 내장가능 Fabrication기술,
지능형 임베디드 기술 및 섬유기반 라우팅 기술

3-Dimension

Products

디자인/봉제

신호전달사를
이용한
섬유제품화 기술

Elektex, Sensatex, Patria, Pharad,
Wearable Antenna Technologies
Burton Snowboard, O’neill, Levi Strauss, Crag Hoppers,
Kenpo, Dope+Drakkar, Koyono, Spyder, Ermenegildo
Zegna, O’neill, Norrona, Urban Tool, Westcomb, Bagir,
Thaler+Protective, Pearl Izumi, Marks & Spencer,
Bergans, G-Tech by Goodhope Bags, Belkin

해외

Phillips(Vosafone, Nokia, Medtronics), Infinion Technologies

국내

세올, 에이엠오

제일모직(삼성전자), FnC 코오롱

● 섬유산업은 기술, 소득수준 및 감성적 요소가 복합된 발전 트렌드를 갖고 있으며 소재 및 물류
중심의 가장 오래된 Global Sourcing 산업으로 중소기업, 중견기업 및 대기업에 이르는 다양한
스트림(stream) 주체간 상생협력형 산업임
● IT섬유 융합산업은 PLC(Product Life Cycle) 상에서 도입기에 위치하고 있으며, 엔터테인먼트용
디지털 의류를 시작으로 의류용 헬스케어(Health-care) 의류 및 i-fashion 기술 등 원천요소기술
에서 제품 응용에까지 선진국과 비교하여 기술격차 거의 없음
● 개발에 있어 기술적인 난이도는 궁극적으로 IT와 섬유가 워낙 상이하므로 파트너의 산업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협업을 하느냐가 중요한 관점으로 특히, 파이(π
)형 연구인력 확보가 중요함
● VDC(Venture Development Corporation, USA)社는 에서 IT섬유 응용분야를 아래와 같이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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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DC社의 시장 세분화 ▼
소분류

소비자/소매업자시장

스포츠웨어, 캐주얼/패션웨어, 악세서리(장갑, 모자, 스카프), 소비자
전자제품(모바일폰, PDA, MP3플레이어, 게임), 기타

산업/상업부문시장

산업장비(여과지, 통신장비), 내구재(텐트, 전열담요), 상업/주거 건설재
(인테리어 가구, 안전관리시스템, 구조보강재 등), 제조분야

의학적/응급반응/공중보건 분야

생물학적 모니터링 시스템(심박수, 호흡, 혈당 등 측정), 환자추적장치
(환자관리, 임상시설), 의료시설 물품(밴드, 환자복, 담요, 침구 등)

운송분야

자동차내장재, 하중감지 안전벨트, 대중교통/개인운전자를 위한 인식정도
모니터링, 도로표지판

정부/방위산업

IT융합

대분류

방한용 전투복, 부상감지 전투복, 경찰복, 교도소 등

※ 자료출처 : Wearable Electronics Systems : Third Edition, 2007

■ 의료IT
분야

IT융합기술

해외

국내

고령친화 형 진단 부품
Bio Chip, Bio-Sensor, Hand-Held
Device/ Tele-medicine Device,
POCT, 노인성 질환(심혈관, 심장,
성인병 등)

고령친화 의료시스템

고령친화 의료서비스

U-healthcare System,
Emergency Healthcare,
Patient Monitoring System,
Tele-Health Care System

U-healthcare Service,
Emergency Healthcare
Service, Patient Monitoring
Service, Home Medical Service

Corixa, BAYER

Roche
Diagnostics

GE Healthcare

Consumer Genetics

Life
Technologies

Siemens Healthcare
Diagnostics

Envitec
Sonosite

메드트로닉스, B. Braun

오스코텍
뉴로텍

인포피아

중외제약

길병원/KT

바이오니아

바이오 스페이스

크리스탈
지노믹스

이수 유비케어

Philips Medical System

● 제조사
- 기존 의료기기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센서 및 측정기기가 부착된 가전, 의류 등이 개발되면서 다양한
산업군의 시장참여자들이 활발히 참여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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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루션 제공자
- 통신기기 제조업체는 통신기능이 있는 단말기의 장점을 이용하여 센서 및 측정기기를 부착, 언제,
어디서나 측정이 가능하고 측정된 데이터를 즉시 전송할 수 있는 단말기 개발 및 제조에 주력
- 기존 영역에서 솔루션 개발 및 장비 제조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의료분야로의
사업 확장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
● 의료서비스 제공자
- 의료솔루션 제공과 더불어 의료기관의 제휴를 통해 서비스를 직접 제공, 이용자의 편의성을 증진
시킬 수 있는 솔루션 개발 진행

■ 기계IT
분야

IT 융합

부품, 모듈
지능형 센서류,
RFID, Embedded
SW, HMI 등

공정

재품

서비스

ERP/MES, 가상현실,
USN/M2M 디바이스,
감시/진단, 자동보정 등

마이크로 생산기계,
무인화 건설기계,
IT 융합 GMS 등

BEMS, IEQ,
HVNC&R, 원격관리,
무선통신 등

Fanuc, Okuma
Nissan, IBM

Rockwell, ABB, Emerson

해외
Komatsu, Mazak, Caterpillar, Prolec
Simens GE

위아, 화천

삼성엔지니어링
두산인프라코어, 현대중공업

국내
SDS, ACS

두산중공업, 한국전력

● 조선,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기계IT의 전방산업은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고 있음
● 공작기계, 건설기계, 플랜트,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등 기계산업은 해외 선진사 및 개도국 후발
업체와 경쟁하고 있으며, IT융합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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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기술의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나, 기계IT 맞춤형 기술은 개발이 미진해, 관련 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이 필요
● 기계IT의 후방산업은 영세한 산업구조를 갖고 있으며, 체계적인 정부의 육성정책이 필요함
● 기계가공 분야의 기피 현상으로 전문가들이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전문가들의 가공 Recipe의
D/B화, 지식정보화 작업이 시급함

■ 조명 IT
IT융합

● IT기술과 융합한 조명시스템 산업은 정부주도하에 에너지 절감형 조명보급확대 정책에 따라 시장이
형성된 후 시장이 확대될 전망
- 국제적으로 탄소배출권과 제도화에 따라 정부주도로 에너지절감형 조명 설치가 추진되는 정부
주도형 시장 형성
● IT융합형 조명산업은 광원에서 시스템, 서비스까지 수직 계열화를 통한‘규모의 경쟁구조’확산
- 국외 선진사는 전주기적인 가치사슬을 수직계열화하는 추세임.
※ 필립스, 오스람 등은 광원, 모듈, 시스템, 네트워크 산업체의 통폐합 및 전략적 제휴 추진

- 국내 조명업체는 10여개 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 영세한 수준이며, LED산업은 일·미·EU에 비해
기술이 뒤쳐져있고, 중국, 대만에 가격경쟁력이 열시임.
- 삼성, LG사가 LED, OLED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요구되는 차세대 조명의 시장진출에 따라
대기업 중심으로 재편되는 추세임
▼ 조명IT 산업의 Supply Chain ▼

해외
기업

광원

모듈

시스템

네트워크

Lumileds

Genlyte

Philips Lighting

Philips

Osram OS

Osram LS

Osram Sylvania

Osram

Nichia

GE Lumination

GE Lighting

GE
Intel, Ziemens

삼성그룹
삼성LED

국내
기업

삼성LED

삼성전기

삼성전자/삼성전기

LG이노텍/LG화학

LG이노텍/LG화학

LG전자

LG전자

효성, 옵토웰
서울옵토디바이스

서울반도체, 화우

금호전기, 알토조명

현대, 대우조선,
기아, 금호

LG그룹

● 조명IT 융합산업은 고기능의 광원을 기반으로 한 조명 시스템의 지능화로 부가가치의 원천이 될
것으로 기대
- IT기술과 접목된 조명은 사회적 Needs와 부합하여 고부가가치의 신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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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 IT
● IT를 활용한 국방기술은 NCW 환경에서 국가의 존속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기술로, IT가 적용된
Military 규격의 부품산업, 강인성과 전문화가 가속화되고 있음
● 각종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IT센서, SW가 증가하고 있으나, 국방의 특수성으로 IT가 활용될 수
있는 분야를 중점 선정하여 국방과 접목이 요구됨
- 보행기법 위치인식과 AR 기반의 Display 기술, 전투환경 시뮬레이션 기술 등을 신속하게 개발하여
병사의 전장에서 생존가능성을 높이고, 공격력 강화에 노력함
● 경찰국가로서 미국의 주도로 한국의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IT가 활용될 분야를 적극 모색
하여 향후 적용 가능성을 확보하여야 함
▼ IT국방 산업의 발전방향과 모듈화 ▼

지휘체계
핵심 기술 및 모듈
소재 및 부품

- 센서
- 음성통신용 부품
- 영상 표시용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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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기법 위치인식 기술
- AR 기반 Display 기술
- 전투환경 시뮬레이션 기술

- 병사의 생존 가능성 강화와
공격력 증강
- NCW 대비 통합 지휘체계와의
연동

Analog Device, Murata,
Kyocera, TI, Sharp

Crossbow, Honeywell,
Rockwell-Collins, General
Dynamics

Cisco, LG Communications,
Nortel, NTT

LG전자, 삼성전자, 삼성전기,
단암전자

LG전자, 삼성전자, 삼성전기,
한양네비콤

두산D&T, LIG Nex1, 삼성탈레스,
현대로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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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IT
에너지 생성
원자력

원자력

기타
자연
에너지

원자력 IT
한국원자력연구원,
웨스팅하우스

태양에너지

스마트 그리드

삼성, LG, 현대중공업,
샤프, 교세라, EP Solar,
Shell Solar, Q-Cell

한국전력공사, LS산전,
SK텔레콤, GE, IBM, Intel,
Cisco, Google

신재생에너지

이차 전지

유니슨, 한신DNP, Ooms
International Holging,
Gala Wind, Fellow
Research Group

삼성 SDI, LG화학, 산요,
파나소닉, NEC, 미쯔비시,
히다찌

에너지 절감
BEMS
삼성SDS, 나라 컨트롤,
덕산메카시스, 하니웰,
존슨컨트롤즈, 지멘스

IT융합

태양
에너지

한국전력공사, GE, 웨스팅
하우스, 아레바, 도시바,
히다치, 미쯔비시

에너지 보존

HEMS
누리텔레콤, 옴니패스,
도요타, Brink Climate
Systems

온실가스처리
Alstom Ltd, New Earth
Renewable Energy Inc

● 에너지 IT 의 주요 에너지 생성 산업은 원자력, 태양전지, 신재생에너지 분야이고, 주요 에너지 보존
산업은 원자력 IT, 스마트 그리드, 이차 전지 분야이며, 주요 에너지 절감 산업은 BEMS, HEMS,
온실가스처리 분야임
● 세계 태양전지 시장이 군웅할거의 시대에서 점차 상위 몇 개 기업이 과점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음
● 유럽 및 미국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하여 태양열, 풍력, 바이오 가스, 조력, 폐기물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음
● 스마트 그리드 기술은 서비스 플랫폼 분야, 표준화 분야, 보안 통신 인프라 분야, 홈에너지 정보
플랫폼 분야로 분업화 및 전문화가 가속화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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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핵심발전 동인분석

가. 자동차 IT분야
■ 견인 요인
● VMC(Vehicle Multihop Communications) 기술 개발로 차량통신을 이용한 서비스 기술 제공
여건이 성숙됨. 스마트 하이웨이, U-City 등 지능형 차량통신기술을 적용할 대상이 증가하고
있음. 아울러 지자체에서는 ITS 센터 구축을 통한 긴급상황 등 교통정보 제공 및 교통 흐름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있음
● 소비자들은 자동차에 대해 단순한 이동 수단에서 벗어나 재미, 흥미 등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자동차에 요구하고 있음
● 전장 부품의 자동차 총 제조원가 비중이 20%이고, SW 비중이 2005년 10%에서 2015년 20%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해외 선진 업체들의 IT 융합 지능형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이
요구됨

■ 저해 요인
●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 및 부품업체들은 AUTOSAR, GENIVI 등 자동차관련 표준화를 적극 주도
하고 있으나, 국내 기업들은 표준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한 실정임
● 원천기술 및 전문인력 부족, 제도 및 융복합 인프라 구축 미비 등 독자기술 경쟁력 확보가 어려움
● 중국, 인도 등 자동차 산업 후발국의 추격으로 전통적 자동차 기술의 수익성 악화가 증가하고 있음
● 자동차 제조업체의 시스템기술 적용 기피로 새로운 시장이 조기에 형성되기는 어려운 실정임.
또한 법제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자발적인 시스템 설치와 차량과 연계한 무선통신 환경 조성이
쉽지 않을 수 있음.
● 국내 자동차 업체들은 국산 기술의 확보보다는 이윤추구에 중점을 두다 보니 무분별한 해외 기술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위험성이 높은 신기술에 대한 투자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음

■ 잠재 요인
● 차량 안전과 관련한 기술은 인명과 직결되는 기술이므로 철저한 시험과 검증이 필요함. 따라서 사용
차량에 탑재되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세계 5위의 자동차생산국, 세계 3위의 IT 산업 경쟁력 보유국으로서 지능형자동차 산업의 기술적용
및 서비스 테스트 환경 수월함
● 자동차 IT 융합 산업의 성장률은 17.4%로 타 산업을 압도하며, 미래 성장 잠재력이 큰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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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 세계적인 추세는 지능형 차량으로 차량 안전을 증진시키려고 하고 있으며 이 중심에는 차량통신
기술의 뒷받침이 필요함
● 신성장동력 기술의 일환으로 IT기술 접목을 통한 지능형 그린 자동차 기술 개발로 녹색 성장의
교두보 역할 수행
● IT를 활용한 차량안전 및 인포테인먼트 등 편의성 증대, 공해 절감 등 친환경 하이브리드 및 전기
자동차 개발 및 판매로 새로운 수요 증대 도모
IT융합

● 최근 휴대폰이 HW 기기 중심에서 SW가 주도하는 스마트폰으로 이동하는 바와 같이, 향후 자동차
산업도 전통적 HW 기계 중심 산업에서 SW의 기술이 주도하는 산업으로 이행하고 있음

나. 조선 IT분야
● 우리나라의 수주 잔량은 2008년 기준으로 세계 1위를 고수하고 있으며, 국내의 대형조선소 및
기자재 업체간의 연계협력 강화를 통해 Blue Ocean을 개척하고 있음
● 국내 조선해양산업의 강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선박 설계 및 생산기술과 IT 기술의 접목으로
설계 및 생산성 향상 극대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저해 요인
● 선박 및 해양구조물의 설계 및 생산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SW가 외국산이며, 또한 조선해양 전용
제품이 아니라 타 분야에서 활용되는 범용 SW임. 이러한 SW를 조선해양 전용으로 Customizing
하는 과정에서, 국내의 조선해양기술이 외국으로 유출되고 있음
● 국내 선박기자재산업은 선박건조의 세계적인 1등국의 위치에 비하여 국내 생산비중이 매우 미흡하고,
해외 선진국에 비해 제품 생산기술이 낙후되어 있음
● 조선해양분야 고부가가치 산업에서의 국산 핵심 솔루션이 부재하고, 조선관련 국제 활동이 제한적
이며 역할이 매우 미약한 상태임
● 이러한 조선해양산업기술 개발을 국가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국책연구기관 등의 기능이 미약함

■ 잠재 요인
● 세계시장 1위를 고수하기 위해 국가적인 연구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선박 및 해양구조물의
설계/생산/운항에 세계적인 IT기술을 접목하여 세계제일의 경쟁력을 보유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 연구기관 등의 기업기술 지원강화로 산학연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조선 R&D 기반 구축을 위한
국가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e-Navigation 정책에 부응하여 세계1등 조선기자재업체를 육성하고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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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 조선해양산업기술 개발을 국가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국책연구기관 등의 기능 강화 필요
● 국가적 연구지원제도의 활용을 통하여 부품, 소재 등의 원천기술의 확보와 제품의 통합화에 따른
해양플랜트, 해양레저, 조선해양기자재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킴
● 연구기관, 학교, 전문기업체 등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을 통한 산학연의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조선/해양의 R&D 기반 강화 및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인력개발체제를 구축함
● IMO 등 국제기구 활동 강화로 국제표준 및 기준의 제정활동을 주도하여 글로벌 조선해양 리더
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고, IT 기술을 활용하는 제품차별화 및 신개념 선박 개발을 통한 고부
가가치화를 추진함

다. 건설 IT분야
■ 견인 요인
● 건설 산업은 설계, 시공, 유지관리 단계에서 건설회사, IT 회사 등 개별적으로 시장을 형성하고
있었으나, 건설과 IT 기술 간의 융합으로 건설 산업의 첨단 융합적 니즈가 점차 증가하면서 건설
회사의 IT 기술 융합에 대해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특히, 유지관리 단계에서의 산업에서 IT융합은 활발하게 시도되고 있으며, 점차 설계와 시공에
관련한 시장으로 융합기술의 산업 전이가 예상되고 있음. 향후 발전추세는 RFID/USN, NT 및 IT
융합기능을 건설 산업에 임베디드하는 방향으로 기술을 개발할 것으로 예상됨.
● 건설 수요자 입장에서 전통적인 건설 상품만으로는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할 것이고, IT 융합
기술이 시장에서 반응하고 있는 추세임.
● 일례로 주택 건설 산업에서는 가격의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고급형 IT 기술을 적극적
으로 융합한 고가 주택과 보급형의 IT 기술을 적용한 보급형 주택으로 IT의 적용 범위에 따라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는 스펙트럼을 넓혀가고 있는 실정임.
● 공공 시설물의 경우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설물의 성능을 유지하거나 고도화하기 위해 최신
기술 또는 고도의 IT 기술을 적용하는 추세임.

■ 저해 요인
● 전통적인 건설만으로는 시장확대에 한계가 있고, 기존 건설업계의 수주 경쟁이 매우 치열하며, 과열
경쟁으로 수익률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임.
● 건설 산업에서 건설자재의 수급과 신소재 개발에 있어 선진국에 비해 뒤쳐져 있어, 핵심 자재와
공법은 선진국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 주택 산업에서는 IT 제품이 국산화되어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나, 공공시설물의 중요
자재나 핵심 공법 분야에서는 경쟁력을 갖춘 대체품이 미흡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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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재 요인
● 선진국은 녹색 건설 산업으로 시장을 확대하려는 추세이며, 녹색 기술에 관한 안전규제, 국제표준
등 자국의 기술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음.
● 전통적인 건설기술은 저렴한 인건비와 공정 개선만으로는 수익률과 중국, 인도와 같은 강력한
인건비 경쟁력을 갖춘 국가와 경쟁할 수 없는 실정이며, 기술 우위의 전략이 필요한 시점으로 IT
융합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필요함.
IT융합

● 인도 및 중국과 같은 후발국은 높은 생산력으로 경쟁력을 갖추었으나, 인력 의존도가 높은 실정이며,
건설 산업에 IT 융합 기술을 확장하여 다양한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확보하는 것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임

■ 시사점
● 향후 자재 분야의 국내 기술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선진국의 독점적 시장인 자재와 공법과
같은 핵심 기술에 대해서도 공급 경쟁력을 갖추어야 함.
● IT 경쟁력을 건설 자재 및 공법 등의 시장에 융합하여 이러한 부품 및 공법 등과 같은 원천적이고
소프트웨어 산업에 공급자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며, 전통적인 시공에 의한 경쟁에서 공법이나 부품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통해 고부가 가치를 추구해야 함
● 건설 산업 중에서 특히 주택 분야는 IT기능을 융합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건축 자재를
중심으로 IT 융합 제품을 적용하고 있음
● 공공시설물의 자가 진단, 자가 치유를 위한 임베디드형 IT 융합 기술은 선진국도 준비 중인 분야임

라. IT 섬유 분야
■ 견인 요인
●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섬유수출 공급기지로서 제품생산까지 균형 있는 산업 구조를 갖고 있으며,
세계적 수준의 IT 인프라와 빠른 제품 검증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보유하고 있음
● 주요 경쟁국에서 아직 혁신적 기술적 발전을 보이고 있지 않아 세계 최고 수준의 IT 기술 및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섬유강국인 우리나라가 집중 육성해야 할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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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해 요인
● 고부가가치용 생활ㆍ섬유 소재 및 부품 기술 부족에 따른 높은 해외 기술 의존도가 높으며 생산인력
고령화 및 전문 인력 부족으로 세계 트랜드 및 수요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지고 있음
● 전통 생활ㆍ섬유 산업의 성장 감소 및 중국, 대만 등 후발국의 기술 추격으로 인한 경쟁 심화와
선진국의 고성능 복합기능 섬유기술개발 집중화로 고부가가치 기술 격차 증대하고 있어 우리의
강점을 활용한 추진전략 마련과 실천이 필요함
● IT 공정 융합의 경우, 인프라 산업에 속하므로 기업단위의 IT 융합만으로는 상용화가 어려움. 따라서
섬유의류-IT 기업간 인프라 구축에 대한 선행투자가 사업 성공의 열쇠임.

■ 잠재 요인
● 개발에 있어 기술적인 난이도는 궁극적으로 IT와 섬유가 워낙 상이하므로 정확한 협업 포인트의
설계 및 다양한 용도전개를 통한 기술선도형 전략 필요

■ 시사점
● U-health, U-sports 및 스마트홈 등 유비쿼터스 산업 발전으로 IT섬유 융합제품에 대한 시장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IT섬유 융합제품의 세계적 독점기업이 없어 기술 및 표준 선도 가능
● 전기·전자관련 업체뿐만 아니라 섬유패션관련업체에서 마케팅이 가능하며 의류용, 산업용 및
생활용 소재 또는 제품으로 용도전개가 가능하여 파급효과는 대단히 클 것으로 사료됨
●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환경 분위기 유지하면서 시장접근 초입부터“New Life Style”
이라는
통일된 마케팅전략으로 시장에 접근해야 함
● IT 공정융합을 통한 글로벌 패션 브랜드 기업과 3차원 디지털 휴먼(아바타), 3차원 의상 콘텐츠 등을
이용한 IT Service Providing 기업의 탄생이 가능

마. 의료 IT분야
■ 견인 요인
● 고령사회로의 진입, 수명연장, 저출산 등 인구구조의 변화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는 고효율
저비용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일으키고 있음
● 만성질환에 의한 의료비의 급증은 커다란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IT를 활용한 의료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음
● 의료서비스의 패러다임이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서 예방과 관리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재택
만성질환 관리, 일상적인 건강관리, 생활관리 등에 대한 요구가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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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해 요인
● 재택진료 등 통신망을 이용한 의료정보의 송수신에 대한 의료법 및 제도가 아직 마련되지 않아
서비스에 한계가 있음
● 보수적인 의료계에서 새로운 형태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용도가 낮아 의료 IT 신 서비스 활성화에
어려움이 예상됨
● 의료계와 의료산업계가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이 불확실하여 적극적인 사업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IT융합

● 다양한 건강 및 질병 정보를 신뢰성있게 측정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술이 아직 확보되지 않아
다양한 사업모델 구성에 어려움이 있음
● 개인 의료정보의 누출, 손실, 조작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환자의 의료정보 침해 가능성이 있어
개인의료정보 보안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잠재 요인
● 의료 IT 분야는 급증하는 의료비와 고령화 사회에서 등장하는 다양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 분야로 잠재 시장이 매우 큰 분야임
●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IT와 의료기술을 융합함으로써 경쟁력있는 신산업 분야로 육성이 가능
하고 국가 성장동력화가 가능
● 세계적인 IT 인프라를 활용하여 다양한 의료 IT융합 서비스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영세한 의료
기기 산업을 견인할 수 있음
● 삼성, LG, SK, KT 등 대기업과 비트컴퓨터, 인성정보, 인피니트 등 의료 솔루션 기업들이 차세대
먹거리로 의료 IT 분야를 고려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유헬스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등 의료 IT 산업 육성 의지가 강함

■ 시사점
● 다양한 의료 IT 융합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건강 및 질병 정보를 간편하고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생체정보 측정 기술과 일상생활을 관리하는 라이프케어 기술 개발이 필요
● 의료계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수익성이 보장되는 의료 IT 융합 비즈니스 모델 발굴이 필요하며, 의료
IT 융합 서비스의 효용성 및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범사업 추진이 필요
● 현재의 의료법과 제도 내에서 가능한 건강관리 및 건강 증진에 대한 다양한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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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기계 IT분야
■ 견인 요인
● 기계산업 세계시장을 이끌고 있는 독일, 일본 등의 선진국은 신흥개도국의 기술추격을 뿌리치기
위해 IT융합을 통한 서비스 차별화, 사용자 편의성 향상 등에 치중
● 선진국의 기계 IT융합 제품 발굴과 시장진입의 활성화는 IT융합 기계제품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견인
- 선진국은 기계 제품과 부품, 모듈의 IT융합에 집중
● 기계산업은 고용유발 효과가 타 산업에 비해서 높은 편이고 전후방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산업
분야임
● 특히, 기계산업은 수요견인형 기술혁신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타 산업의 IT융합은 기계산업 IT
융합을 촉진

■ 저해 요인
● 기계분야 핵심 원천기술의 미확보로 IT융합에 한계
- 기계IT융합은 부품 및 모듈, 제어장치 등의 세부 메카니즘과 연계하기 때문에 기계분야 핵심기술의
자립화 필요
● IT융합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초기투자 및 리스크 부담 상존
- IT융합 기술 실현을 위한 업종별 컨텐츠 개발, 현장 데이터 획득 및 분석 시스템 구축 등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 기계 업체 CEO, R&D팀, 영업팀, AS팀 등에서 IT분야의 기술흐름 및 응용에 대한 지식과 인식 부족
- 특히, 현장에서 IT융합 기계를 가동한 IT기반 인프라 미구축

■ 잠재 요인
● 세계 IT 강국으로서 보유한 관련 기술과 인프라를 기계분야와 융합할 경우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잠재역량 보유
● 국내 기계산업이 세계시장을 개척하고, 틈새시장으로 진입하고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IT융합을 주목
● 국내 기계분야 산업계 또한 향후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IT융합이 중요한 돌파구로 인식하고
있어 향후 잠재적인 성장 예상
- 자체 조사(200개 업체) 결과 업체의 98%가 그렇다고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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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 미래 잠재성이 높은 IT융합 기계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천기술 개발 선행
- 기계-IT융합을 위해 일반기계 부품기술의 선진화 동반
- IT융합 기계의 하드웨어 개발과 소프트웨어 개발을 패키지 형태로 진행함으로써 HW와 SW 업체간
상승 유도

IT융합

● IT융합 기계산업 육성을 위한 총체적 방향 설정과 초기단계 리더를 위한 Hub 구축 필요
- IT융합 기계산업 육성을 총괄하고, 관련 규제, 표준화, 기초적 데이터 등을 제공하고 지원하는
IT Machinery-Hospital 성격의 센터 운영
- 기존 기계 산업체 중 기계-IT융합 전문기업으로 육성 가능한 업체를 선별하여 지원
● IT융합 기계산업 발전의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인프라 구축
- 현재 기계산업 업계의 IT융합 마인드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 보급 및 기존 인력의 IT기술
재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 IT융합 기계 수요의 지속적인 생성을 위해 제조업 생산공정에 IT 인프라 구축을 지원

사. 조명 IT분야
■ 견인 요인
●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전 세계 에너지 소비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
조명의 고효율화를 위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에 부합하는 LED, OLED와 같은
반도체 조명을 이용한 조명의 고도화 및 타산업과의 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 신시장 창출 요구 급증

■ 저해 요인
● R&D 환경이 부족한 중소기업 중심의 현재 국내 조명산업 상황으로는 신기술 선점/신시장 창출을
위해서는 정부주도의 기술개발

■ 잠재 요인
● 조명의 지능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조명과 IT의 융합으로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부가가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등이 폭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 증대

■ 시사점
● 조명 산업와 IT 기술과의 융합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초기단계에 있으므로 인텔리젼트 조명의
구현을 위한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선점할 경우에 차세대 조명 분야의 경쟁력 향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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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국방 IT분야
■ 견인 요인
● 9.11이후 전 평시, 전 후방 구분도 없고 군인 시민의 구분도 없이 국지전 테러전 위협이 커지는 등
안보환경 변화
● 국가간 대규모 전쟁이 사라진 대신 테러나 국지전이 빈발하면서, 군사위주의 전통적 안보만으로는
국가안전보장 곤란

■ 저해 요인
●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안보시장을 독과점하고 있고, 국가 전략산업으로 통제가
심하여 기술도입도 곤란
- 안보시장 육성을 위해서는 핵심기술의 개발은 물론 외교적 노력과 미사일협정, 생화학무기협정
등에 참여해야 함
- 범부처적 협력과 국가적인 중장기 지원 육성이 없이는 국방/항공우주/국토안전과 같은 전략산업
확보는 불가능
● 거대 산업분야로서 막대한 R&D 자금이 필요하고 정부가 주된 수요처이므로, 기업 단독으로 국내
개발/마케팅하기 곤란
- 안보 및 공공분야는 정부에 의해 수요가 창출되는데 수요가 제한적이어서 기업에서는 투자를
꺼리고 있음

■ 잠재 요인
● 미 국방성(DoD)도 안보환경변화에 따라 무인정보화 시스템을 강화한 형태의 미래전투체계(Future
Combat System) 획득을 추진 중
● 세계 최고수준의 IT 기술과 보행항법 기술, 보행항법 기술을 국방, 국토안전 및 사회안전 영역에
접목하여 관련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 시사점
● 국방분야는 미국 등 선진국 등의 기술주도로 기술격차가 크고, IT분야는 인도, 중국 등의 발전으로
지속적 성장에 애로가 예상됨
● 전쟁 양상이 NCW 로 진행되는 바, 이에 대비한 각종 정보통신 체계와 병사의 생존 가능성과
공격력 증강에 대하여 국내 IT기술 적용 및 고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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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에너지 IT분야
■ 견인 요인
●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을 기반으로 그린 IT 제품 및 서비스가 신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고,
기술 개발, 생산, 활용, 기반 구축 등 그린 IT 전 범위를 연계한 국가 전략을 수립하였음
● 세계 최고 수준의 IT 기술을 기반으로 IT 부분 녹색화와 IT 융합에 의한 녹색화를 통하여 에너지
IT융합

IT 산업의 국내외 시장 선점이 요구됨
●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 및 에너지 문제 대응이 당면과제로 떠오르면서 에너지 IT 제품 및 서비스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그린 IT는 저탄소 사회 전환 촉진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서 에너지 효율화, 교통·물류·전력망 등
SOC 지능화, 원격근무, 생활환경 녹색화 등으로 저탄소 사회를 촉진시킴

■ 저해 요인
● 에너지 IT 기술은 선진국 대비 40~80%로서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임
● 에너지 IT 기술 투자 규모는 선진국에 비하여 적은 수준
● 우리나라의 ’
07년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6.2억 CO2 톤으로 세계 10위 수준이고, 에너지 효율도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임
● IT 제품의 설계, 구성 물질, 사용 및 폐기와 관련하여 선진국의 다양한 환경 규제가 제품 원가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함

■ 잠재 요인
● 세계적으로 에너지 IT 기술 선점 경쟁은 초기 단계이고, 에너지 IT 기술이 보편화되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UN,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 문제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에너지 IT 의 세계 시장이
급속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아랍에미리트연방 원전 수출국 및 세계 3위의 IT 산업 경쟁력 보유국으로서, 환경과 연관하여
지속가능한 그린오션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큰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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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 세계적인 추세는 신재생에너지 분야, 그린 IT 분야, 탄소 배출량 감소 분야 가운데 각 국가별로
강점을 살려서 선택 및 집중적으로 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 세계적 수준의 IT 인프라와 ET(에너지/환경 기술) 융합을 통한 녹색성장 전략으로 한국의 강점을
살리고 해외에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는 신성장동력 육성이 필요함
● 선진국이 추진하는 녹색성장 전략을 답습하지 않고, IT 기반의 독창적인 녹색성장 모델을 개발
하여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가 선점가능한 분야인 IT+BT+NT 등을 활용한 융합녹색기술 개발로 선진국과의 에너지
IT 기술 격차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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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비전 및 전략

01

비전 및 목표

비전
목표

2013

2015

IT기반 융합 전통산업
인프라 구축 및 시장선점

IT기반 융합 전통산업 세계시장
주도 및 국가 경제성장 견인

1천 200조원

1천 900조원

10%

12%

시장규모
국내점유율

자동차

지능형자동차
통합시스템

조선

건설

첨단 디지털 지능형 건설
선박/조선 자동화 시스템

기계

지식신화형
u-팩토리

의료

섬유

국방

개인 맞춤형 u-라이프스타일 안전한 항법 및
의료 시스템
패션
가상훈련 기술

IT융합전통산업 규제개혁

조명

에너지

인텔리젼트
조명 시스템

저탄소고효율
에너지시스템

IT융합

목표

전산업에 IT를 융합하여『주력산업의 르네상스』실현

IT융합 고급인력 확보
IT융합 전통산업 기반조성

■ 분야별 세부목표
산 업
자동차IT

목 표
IT융합을 통한 눈과 귀를 지닌 생각하는 자동차 개발로 세계 4위 자동차 강국 진입
2015년 세계 시장 점유율 15% 달성

조선IT

조선해양산업과 IT산업 융합으로 향후 2050년 이후까지 세계 1등 시장 수성을 위한 조선해양
산업의 초일류화 달성
2015년 세계 시장 점유율 40% 달성

건설IT

IT융합 기술 기반 세계 5위 지능형 그린 건설 기술 선진국 진입
2015년 세계 시장 점유율 15% 달성

섬유IT

세계 3위 차세대 생활 섬유산업 달성
2015년 세계 시장 점유율 7% 달성

의료IT

개인맞춤형 의료IT 융합기술로 급증하는 의료비 절감 및 세계시장 선점
2015년 세계 시장 점유율 7%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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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업
기계IT
조명IT
국방IT
에너지IT

02

목 표
세계 최고의 IT 융합 기계 기술 창조 [신성장동력화]
2015년, 기계IT 융합산업 세계시장 점유율 10% 달성
세계 최고 수준의 IT 융합 조명 기술 확보
2015년, 세계시장 점유율 20% 달성
안전한 보병을 위한 항법 및 AR 기반 가상 훈련 기술 구축
2015년 세계 시장 점유율 3% 달성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고효율 IT 기술 확보 [신성장동력화]
2015년 세계 시장 점유율 5% 달성

달성목표 및 시나리오

■ 자동차 IT 융합
목표

자동차
IT

2010~2011

2012~2014

2015년 이후

개별센서 기반 적응형 자동차IT

복합센서/통신기반 적응형 자동차IT

친환경 자율형 자동차IT

자동차 개별 센서 부품/모듈 및 신호
처리 SoC
ASIL-B 등급을 만족하는 AUTOSAR
기반의 차량안전 시스템
비대칭 멀티코어 기반의 경량 자동차
제어 엔진 플랫폼
V2X 차량통신시스템
Smart CBB(Car Black Box) 시제품
IT융합 공회전스탑 제어시스템
HUD, Smart Handle, Smart
Audio, Night-Vision 시스템
운전부하 최적화 지능형 HMI 플랫폼
방통융합 텔레매틱스 컨텐츠 업데이트
자동차 부품 라이프사이클 관리 시스템
전자제어정보 및 인포테인먼트 연계형
통합 플랫폼
차량-IT 융합 플랫폼 개발
IT 융합 기반 차량자동유도 기술 개발
자동발렛파킹을 위한 센서기반 공간
인지 및 자동주행기술개발
운전자 친화형 지능형 HVI(HumanVehicle Interface)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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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융복합 센서 및 통합 신호
처리 SoC
ASIL-C 등급을 만족하는
AUTOSAR 기반의 차량안전시스템
대칭형 멀티코어 기반의 고신뢰
자동차 제어 엔진 플랫폼
V2X Mesh 네트워킹 시스템
V2X 통신 프로토콜 및 라우팅 기술
V2X 통신에서의 인증 및 보안 기술
심리스 V2I 차량통신 시스템
멀티홉 V2V 차량통신 시스템
다중무선 접속 플랫폼
인프라기반 자동차 주행 유도시스템
인프라 기반 상황인지 엔진 기술
자율 주차 스마트발렛시스템
Eco-Driving 지원 및 관리 시스템
Automotive p-CDM 사업 모니터링
및 검증 시스템
멀티모달 융합 HVI 장치 시제품
차내 정보기기 연동 통합 HVI 플랫폼
헤드유닛 기반의 전자제어 정보 차량
간 통신 연동 플랫폼

자동차 안전/편의/친환경 통합
퓨전 센서, 전용 구동모듈 및 고성능
MCU
ASIL-D 등급을 만족하는
AUTOSAR 기반의 차량안전시스템
미래 자동차 전장 시스템용 분산
자동차 플랫폼
IVN/V2V/V2I 간 서비스 융합 플랫폼
100 Mbps 급 Mesh 네트워킹 시스템
V2/V2I 기반 안전 시스템
Cooperative Driving 시스템
이더넷 기반 IVN 시스템
상황인지 기반 Smart내비게이션 시스템
자율 주행시스템 시제품
Automotive CDM 사업을 위한
M&V 자동화 시스템
차량용 차세대 디스플레이/Haptic장치
경제운전 및 친환경운전 자동제어
HVI 플랫폼
V2V/V2I 통신에서의 인증 및 보안 기술
V2/V2I 안전 시스템
V2V/V2I 통신 Soc
헤드 유닛 통합 정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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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 IT 융합
2010~2011
목표

시뮬레이션 기반 선박 및 해양구조물
생산기술 개발
WiBro기반 현장 통신 기술
선박용 통신 네트워크 시스템 기술
디지털 조선선박용 통신 네트워크
시스템
NMEA2000 기반 단말 기술
지능형 유지보수 기술
증강현실 영상 가시화
비접촉식 도막측정
항해정보 감시/분석기술

2015년 이후

선박/조선용 IT 융합기술 개발 선박/조선용 IT 융합기술 확보
조선 PLM 기술 개발
자율운항 무인선 설계 및 운영기술
개발
선박 기자재 및 전장 SW 기술
실시간 항해 모니터링 및 시뮬레이션
기술
선박용 첨단 센서 네트워크 기술
증강현실기반 항해지원시스템 개발
선박용 이동위성통신 기술
선교 시뮬레이터
이동형 위성 Backhaul기술
관제/항로정보 구축 기술

선박용 추적 통신 기술
e-Navigation 연동 및 최적화 기술
실시간 항해 모니터링 및 시뮬레이션
기술
선박용 첨단 센서 네트워크 기술
선박 표면 최소 두께 최적화 기술
지능형 항해 유지보수 기술

■ IT 건설 융합
목표

건설
+
IT

2010~2011

2012~2014

2015년 이후

IT건설 융합 기반 확보

스마트 도시 건설 기술 및
그린 건설 서비스

스마트 국토 건설 기술 및
인간 친화형 서비스

건설자재 Life Cycle 관리 기술
친환경 지능형 주거/건물 서비스
기술
4D 가상설계 기술
지능형 무인감시 및 u-city용
센서네트워크 기술
Micro-grid 기반 DC 전력공급
기술
시설물 진단 및 평가 기술
SOC용 센서 장수명화 기술

스마트 빌딩 통합운영 관리 기술
스마트 녹색 SOC 및 자가진단·
치유기술
SOC 부재 인텔리전트화 기술
도심 메가빌딩/SOC 스마트화
기술
첨단 안전시설관리 기술
친환경/에너지 절감 및 에너지
창출 기술
건설 자동화 로봇 기술

스마트 국토 통합 관리 기술
친환경 초고층/지하/해양 도시
건설 기술
친환경 상황인지 기술
인간친화형 감성 공간 서비스
기술
도심 메가빌딩/SOC용 친환경
신소재 기술
자가진단 치유형 SOC설계/시공
기술
3차원 환경인지 건설로봇 제어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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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
IT

선박/조선용 IT융합
기반 기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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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유 IT 융합
목표

섬유
+
IT

2010~2011

2012~2014

2015년 이후

IT섬유 융합 기반 확보

전자 섬유 기반의 입는
전자 도우미 서비스

SoT 기반의 u-헬스,
u-life 서비스

센서기반 엑세서리형 접속 장치
상시 쾌적성 보존 섬유
고기능성 디지털 전자섬유
맞춤양산형 섬유제품 PLM
나노섬유 기술 기반 웰니스 의류
시스템 기술
3차원 기반의 i-Fashion 기술

의류형 입는 컴퓨터
직물기반의 웨어러블 센서
Intelligent 생활용품
스마트 의복 쾌적성 지원 시스템
직물형 기능성 입출력 플랫폼
u-라이프 환경 Medi-Textile
기술
3차원 기반의 B2B용 가상시제품
플랫폼

광전섬유
지능형 에이전트 미들웨어
SoT 기반의 u-헬스,u-life 서비스
플랫폼
Autonomous 생활용품
직물기반의 Multipurpose 센서
상황 모니터링 기반 실시간 사용자
환경 쾌적성 지원 시스템
증강현실을 이용한 u-Fashion
Life 플랫폼

■ IT 의료 융합
목표

의료
+
IT

2010~2011

2012~2014

2015년 이후

IT의료 융합 기반 확보

스마트 개인 활동·의료
지원 시스템

개인 맞춤형 이동 건강
관리 시스템

재택 만성질환 및 건강관리 시스템
휴대형 및 착용형 건강 측정 단말
암 예진 바이오센서 칩
헬스케어용 스마트웨어
표준 기반 유헬스 서비스 플랫폼

스마트 개인 활동 지원 기기
일상생활 모니터링 및 라이프 코칭
시스템
현장진단용 스마트폰 기반 바이오
센서 칩
배뇨 분석 바이오센서 칩
위급상황 모니터링 휴대 단말 및
시스템

모바일 개인 맞춤형 건강의료
서비스 시스템 기술
상황인지 기반 퍼스널 케어 시스템
인체 내장형 센서, 합성 시스템 기술
평생맞춤형 진단/치료 시스템

■ 기계 IT 융합
목표

기계
+
IT

2010~2011

2012~2014

2015년 이후

IT기계 융합 기반 확보

IT기계 융합 고도화

인간/환경친화 IT기계 융합화

네트워크 기반 협업 통합화 기술개발
광통신장비, 디지털 카메라, 지능형
시스템 핵심기술개발
산학연 및 민관 협력형 기계-IT융합
신성장동력 기획단 상시 운영
중위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해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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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성 안정성을 고려한 원격 통합
제어 시스템 개발
에너지절약 및 환경규제 대응 친환경
고효율 기술개발
그린 IT융합부품 시험/인증지원을
통한 기술지원
핵심원천 기술개발
- 네트워크 기반 협업
- 원격통합제어 시스템

학습친화형 IT융합 기술개발(제품
생애추적서비스, 실시간 원격보수
점검 등)
인간친화형 기계-인간 인터페이스
(HMI) 기술개발
New IT 및 융합신산업 분야의
적극 연계를 통한 친인간화
인간감성 모니터링 및 시스템
원격제어

IT R&D 발전전략
www.mke.go.kr
www.keit.re.kr

■ 조명 IT 융합
목표

조명
+
IT

2012~2014

2015년 이후

지능형 조명 IT 융합화

인간친화 조명 IT 융합화

센서융합 에너지절감형 제어 기술
개발
자동차, 디스플레이, 건설, 항만,
의료 분야 응용 핵심 기술 개발
조명-IT융합 기반조성

초절전, 편의성, 안정성을 고려한
유무선 제어 조명 시스템 개발
해양, 농생명 분야 생태제어 조명
기술 개발
조명IT융합부품 시험/인증지원을
통한 기술지원

감성인지형 조명 제어기술 개발
에너지생성-절감일체형 솔라-조명
시스템 기술 개발
New IT 및 융합신산업 분야의
적극 연계를 통한 친인간화

■ 국방 IT 융합
목표

국방
+
IT

2010~2011

2012~2014

2015년 이후

IT국방 융합 기반 확보

보병 안전 지원 서비스

안전성, 생존성이 향상된
보병 지원 시스템

MEMS 센서 기반 보병 동적 움직
임 검출 모듈
보병의 상태 추정 센서
HMD 장치

Jamming 신호 검출 기술
Jamming에 독립적인 SelfContained 보병항법 장치
적응형 복합 보행항법 장치
시뮬레이션 기반 안전 훈련 지원
AR 시스템

적응형, 유비쿼터스 복합 보행항법
시스템
보병 위치기반 상황인식 및 위치
기반 정보 제공 시스템
3차원 AR 기반 생존성 향상을
위한 안전 훈련 시스템
LVC 상호운영 기술

■ 에너지 IT 융합
목표

에너지
+
IT

2010~2011

2012~2014

2015년 이후

신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IT

IT산업/전통산업의
효율향상 기반 에너지IT

저탄소형 녹색생활혁명
기반 에너지IT

박막 태양광 발전 기술
실리콘 박막 태양전지 기술
화합물 반도체 태양전지 기술
친환경 자가충전 전원장치
전기활성 고분자를 이용한 신재생
에너지 기술
무전원 SoC 기술

그린 컴퓨팅 기술
그린 네트워킹 기술
일반 조명용 고휘도 LED 기술
그린 빌딩 에너지 관리 기술
스마트 그리드 기술
원전 계측제어시스템 기술

그린홈 에너지 통합제어 시스템
USN 기반 강하천 수질검사 및
재난 예측 시스템
온실가스 모니터링 기술
탄소 관리 프레임워크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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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업

2010년

2012년

차량 내
멀티센서 융합

자동차IT

사고원인
추적기술

proactive
Idle Stop

보행자/사각지대 센서-통신 융합
감지 돌발상황
차량추돌
예측제어
방지/예방

2014년

자율조향

개별센서 기반 적응형
자동차IT

충돌 방지/예방

나이트비전

보행자 감지/경고

자동 주차

Advanced ACC

차선이탈 방지/경보

친환경 소재/
부품 재활용/추적관리
배출가스
최소화 제어

운전자
상태감지/제어

2015년 이후

복합센서/통신 기반
상황인지 기반 자율형
친환경 자율형 자동차IT
적응형 자동차IT
자동차IT

조선IT
IT기반 선박/조선 통신 실시간 선박 시뮬레이션
기반 기술
/항해 모니터링

선박용 통신
네트워크/PLM

자율운항 원격제어
무인선

건설IT
IT-건설 융합
기반 확보

건물 에너지관리 시스템 및
스마트 빌딩/SoC 건설 스마트 도시/국토 건설
SoC 안전관리시스템
Fabrics 소자

Smart
Fabrics

섬유IT
웨이러블
마더보드

IT-섬유 융합
기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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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섬유 기반의 입는
SoT
전자 도우미
(System-on-Textile)

SoT 기반의 u-헬스
u-life 서비스 플렛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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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업

2010년

2012년

2014년

2015년 이후

IT-의료 융합
기반 확보

스마트 개인 활동
의료 지원 시스템

개인 맞춤형 이동
건강 관리 시스템

언제 어디서나
건강하게

IT-기계 융합
기반 확보

무인화·지식진화형
기계시스템

환경친화 및
자원재생형 기계

감성을 갖는
인간중신 기계

조명-IT 융합
기반 확보

환경감응 조명 IT
시스템

지능형 조명-IT
융합시스템

인간친화 연계
조명IT

의료IT

IT융합

기계IT

조명IT

GPS 기반
보병 위치추정

GPS/GNSS기반
보병 위치추정
복합센서/다중인프라
기반 보병 위치추정

국방IT
USN/통신 인프라
기반 보병 위치추정

GPS 및 USN기반
적응형 보병 IT

MEMS기반
보병 위치추정

AR 기반 가상 훈련 시스템

복합센서/다중인프라 센서/통신/인프라 일체형 AR 기반 안전성, 생존성이
안전지원 보병 IT
향상된 보병 지원 IT
기반 적응형 보병 IT

에너지IT

신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 IT

IT산업의 효율향상
기반 에너지 IT

전동산업의 효율향상 저탄소형 녹색생활혁명
기반 에너지 IT
지반 에너지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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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IT분야
● 눈과 귀를 지닌 생각하는 자동차에서 필요한 핵심 원천 기술과 국제 표준 기술을 초기에 선점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스템 개발을 추진
● 차량용 반도체 및 플랫폼 기술
- KASPAR 등 전장 개발 협의체를 구성하여 업체의 요구 사항을 도출 하고 AUTOSAR 실차 탑재
로드맵을 협의하여 의무 탑재토록 함.
-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만드는 하드웨어 업체,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자동차 회사 중심으로
GENIVI 협의체를 구성하여 GENIVI의 기술 동향 파악을 통한 국내 대응을 함
● 통신 및 인프라 기술
- V2V/V2I 통신 기술은 IEEE/ETSI/ISO 표준화와 연계하여 추진하여 미국과 유럽과 국제공동
연구를 통하여 국제 경쟁력이 있는 기술 확보
● 안전 및 편의 기술
- HUD기반 스마트 내비게이션 기술 등은 기존의 광학계 및 HUD H/W기술을 활용하여 실사기반
스마트 내비게이션 핵심 S/W 기술 개발 확보에 전념함
- 안전 운전 및 위험회피 기술은 추돌방지/차선이탈/사각지대/교차로 위험 등의 기반 요소 기술을
활용하여 고도화되고 통합된 시스템 형태의 기술로 개발함
● 친환경 기술
- 태양 전지 기술을 이용한 초소형 태양광 자동차 기술을 확보함
- 석유 에너지를 대체할 하이브리드카, 전기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의 핵심 기술 확보
- Green Driving 관련 기술은 차량정보수집/에코지수 산출 등의 요소 기술을 활용하여 운전자
성향에 따른 맞춤형 및 적응형 기술로 고도화 시킴
● 스마트폰 연동 기술
- 스마트폰을 이용한 원격 제어 및 원격 시동 등 운전자 편의를 위해 스마트폰과에 연동 핵심 기술
확보
- 아이폰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같이 운전자 측면에서 편하고 효과적인 HMI 기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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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IT분야

● 조선IT기술의 세계 일류화
- 국제적인 조선해양산업 기술을 선도적으로 기획하고 개발할 수 있는 국책연구기관의 기능 강화
- IMO에서 추진하고 있는 e-Navigation 정책에 부응하는 등 세계적인 조선 IT 기술 업체를 성장
시킬 수 있는 지원책 마련
- 국내 IT기술을 조선분야에 접목하여 선박/해양구조물용 전자장비, 첨단 솔류션 개발 등의 조선IT
산업을 육성함
- 조선기자재업체의 대형화 및 전문화와 공급체계의 국제규모로의 확장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
- 조선IT 분야 요구기술 변화에 따르는 인력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 인력양성 프로그램
또는 시스템을 운영

■ 건설IT분야
● 정부의 저탄소 사회 실현과 건설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위하여 건설 IT의 핵심 융합 기술 확보
- 전통적인 건설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이 IT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고부가가치의 상품과 기술력을
갖추도록 체계적인 기술적, 정책적 지원시스템 마련이 필요
- 건설 시장에 적합한 IT 기술의 변화와 발전이 요구되며, 현재의 IT 제품군으로는 건설 시장에
미흡한 기술이 많아 건설 산업에서 요구하는 성능의 IT 기술 및 제품군에 대한 인프라가 충분하도록
투자 필요
● 건설 분야에 융합하는 핵심 IT 기술을 개발하도록 벤처링 기업에 대한 지원과 투자 필요
- 건설 산업은 오래전부터 글로벌 시장에서 시공능력을 인정받아 해외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주력
산업이며, 앞으로 경쟁력 및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전략을 건설 시장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IT 기술과 높은 요구수준을 만족하는 기술 개발 필요
- 건설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IT 기술 시장을 분석하여, 건설 IT 수요 산업을 파악하여
집중적인 기술개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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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건조 생산성 향상 및 첨단 운항 솔루션 분야
- 선박/해양구조물의 생산 및 설계 공정에 IT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설계기술을 고도화하고,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시스템 개발
- 선박의 발주, 설계, 생산, 운영 및 유지보수, 폐선에 이르는 선박의 생애 전주기를 관리함으로써,
선박의 안전성 향상, 환경보호, 대선주 서비스 강화가 가능한 선박 PLM(Product Lifecycle
Management) 기술 개발
- 원격 자율운항형 무인선 등 미래형 선박에서의 지능형 항해 관련 시장의 확대에 대비하여 첨단
운항솔루션 국산화 및 유지보수 솔루션 개발을 위한 선박용 IT 솔루션 개발의 중소기업을 육성함
- 선박건조 현장의 이동통신 네트워크 구축과 관리시스템의 연동을 통한 생산효율화를 추진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개인 통신장치가 내장된 개인 착용 안전작업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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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건설회사 뿐만 아니라 기술개발에 집중하는 중소 IT 기업과의 연결과 기술적 수요를 상호
공유할 수 있는 건설 IT 융합 기술 거래 활성화 정책이 요구됨
● 건설-IT 융합 서비스 활성화 및 시장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
- 주력산업인 건설 시장에서 건설 IT 부문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과 수요가
증가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실질적으로 IT를 통해 건설 시장에 도움이 되는 기술로 인정받아야 함
- 건설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IT 기술은 성능측면에서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가격적인 면에서도
경쟁력을 갖도록 IT의 기술적 가격적 경쟁력을 높여야 함
● IT 융합 산업 분야 산학연 연구교류 활성화 및 공동 연구 클러스터 구축
- IT융합 기술 개발은 전문 연구기관이나 학교에서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산학연 연구교류를
통해 기술 공유와 기술실용화를 도모하고, 연구 분야 간의 공동 연구 또는 시너지 향상을 위해
연구 클러스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
- 지속적인 융합기술 활성화를 위해서는 건설 IT 융합 기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재교육하는 제도
필요

■ 섬유IT분야
● 섬유소재의 IT화
- 섬유산업은 원사, 제 편직, 염색 가공, 봉제 디자인 및 마케팅 세일즈에 걸친 다자간의 협업에
의해 물류가 흐르는 스트림협력형 산업임
- 1차원 구조를 갖고 있는 지능형 원사에 있어서는 크게 Interactive Smart Yarn(ISY),
Conductive Yarn 및 Integrated Yarn Finishing 분야의 기술 개발을 통해 센싱사, 신호감응사,
신호전달사, Power Generation Yarn, 전도사 및 지능형 원사 복합화 제조기술을 확보하고자 함
- 2차원 구조를 갖고 있는 지능형 원단에 있어서는 크게 Interactive Smart Fabrics(ISF), Self
Generation Fabrics (SGF), Textile-based Flexible Display 및 IT융합형 Bioinert 섬유소재
분야의 기술 개발을 통해 ISY 제직 제편 부직포 염색 가공 후가공, Fabric Modulation, Textilebased Flexible Antenna, Ubiquitous형 Textile Sensor, ISF SGF 응용, 축전용 마이크로 에너지
생산형 섬유소재, 축전용 마이크로 에너지 저장형 섬유소재, 축전용 마이크로 에너지 제어형 섬유
소재, 복합광전자 하이브리드 섬유소재, Textile-based OLED, Textile-based Data Storage
System, Textile-based 조명시스템, IT융합형 Bioinert 고분자, 표면제어 기능성 섬유소재 및
Nano web 기반의 Diagnosis Kit 관련기술을 확보하고자 함
- 3차원 구조를 갖고 있는 지능형 의류에 있어서는 크게 위기대응형 섬유제품과 소비자 맞춤형
스마트 섬유제품 분야의 기술 개발을 통해 군용 의류 및 장구류, 위치추적용 섬유제품, 환경제어형
섬유제품, SIDS 대응 섬유제품, 보안분석용 인테리어제품, Ubiquitous형 섬유제품, Sport
Smart Wear, u-Health Smart Wear, 디지털 지능형 섬유기반 X-Sports 제품, Smart
Footwear 제품, Silver Aged 대응형 지능형 섬유제품 및 영·유아용 지능형 섬유제품 관련기술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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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유산업의 IT화
- 섬유산업의 IT화란 IT융합형 섬유소재 또는 제품을 바탕으로 한 지능형 서비스를 말하는 것으로
디지털 지능형 섬유기반 Ubiquitous 서비스의 대의 명제 아래 위기대응 서비스, 원격제어 의료제어
서비스, Fitness Management 서비스, 디지털섬유기반 Ubiquitous형 서비스 플랫폼, 맞춤 주문형
패션제품 (Product Lifecycle Management, PLM) 관리 시스템 및 Green Garment
Manufacturing Service 등과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창출을 통한 산업간 교류, 부가가치
창출 및 일자리 창출을 함께 도모하고자 함

■ 의료IT분야
● 다양한 의료 IT 융합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건강 및 질병 정보를 간편하고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생체정보 측정 기술을 개발
- 신체변화 모니터링 관리 기술
- 현장 진단 바이오센서 칩 기술
- 배뇨 분석 바이오센서 칩 기술
- 지능형 세포 진단/처리 기술
- 맞춤형 어레이 패턴 분석 기술
- 인체내장형 센서, 합성 기술
● 질병진단 뿐만 아니라 건강 증진 및 일상생활을 관리하고 위급상황을 모니터링하는 퍼스널 케어
기술을 개발
- 생활 활동 증진 관리 기술
- 위급상황 모니터링 관리 기술
● 질병의 예방과 관리로의 의료서비스 패러다임 변화에 맞추어 평생 건강관리를 위한 기반 기술 개발
- 평생 맞춤형 진단 기술
- 질병감지 자동 분석 기술
- 상황인지 기반 퍼스널 케어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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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유공정의 IT화
- 초기 1세대형 IT산업과 섬유산업간의 융합의 틀에서 벗어난 IT 융합형 통합생산관리 시스템 구축
이라는 큰 틀에서 IT 융합형 섬유생산설비, IT 융합형 섬유생산공정, Made-to-Order 대응형 생산
및 맞춤 주문형 패션제품 (Made-To-Measure) 관련 제조기술을 확보하고자 함
- 생산인력 고령화 및 전문 인력 부족으로 세계 트랜드 및 수요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지고 있어
섬유기계 및 섬유공정에 실질적면서 광범위한 IT융합을 추진하여 산업경쟁력 확보
- 공정융합의 성공적인 글로벌 시장 진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3차원 디지털 휴먼,
3차원 의상콘텐츠 등 인프라를 구축하여 기업의 상용화에 필요한 초기 투자 리스크를 줄이고,
패션 브랜드 및 IT Service Provider 기업의 글로벌화를 지향함

＞＞IT융합
■ 기계IT분야
●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강화
- 기존 사업에 IT를 융합하여 시스템 완성도와 기능을 배가하는 (가칭) 기계-IT융합 Value-up 사업
추진
- 기존사업은 장비 및 단위시스템 개발에 집중, 기계-IT융합 사업은 부품 공정 서비스 개발에 집중
● 기계-IT융합 공통기술 개발과 특정 산업군 IT융합 기술 개발 병행
- 공작기계, 건설기계 등 기존시장에 일정수준 경쟁력을 확보한 산업군을 선정하여 IT융합 전략적
육성
- 기계-IT융합 기반 강화를 위해 부품(모듈), 공정, 서비스 단위에서 공통으로 활용하는 플랫폼 및
표준기술 개발
● 전통 기계분야의 HW와 IT분야 SW 기업간 상생 협력 유도
- 그동안 전략적으로 육성해 온 장비업체 및 단위시스템 업체와 함께 관련 SW 전문기업 육성
- 산업영역별 고유 생산시스템 개발과 관련 전문기업 육성 환경 구축
● 제어기 신뢰성 향상 및 상용화
- 기계IT의 핵심요소인 제어기를 국산화 되었지만 신뢰성이 검증되지 못 하고 사용자의 익숙함의
장벽을 넘지 못해 상용화 실패
- 신뢰성 평가를 통한 국산화된 제어기 안정화와 교육장비의 활용을 통해 사용자 저변확대를 통한
상용화

■ 조명IT분야
● IT기술의 융합으로 통한 기존 조명산업과 차별화 및 고부가가치화 추진
- 기존의 조명기술은 광원 및 모듈기술 개발에 집중, 조명-IT융합 기술은 시스템, 네트워크등, 서비스
연계 기술 개발에 집중
- 융합센서, 유무선 통신 기술 등의 IT 기술과 융합하여 에너지 절감, 감성제어 조명 기술 개발로
조명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추진
● 조명과 융합한 신수종 산업 창출
- 경쟁 우위산업인 디스플레이, 반도체 기술을 응용한 신수종 기술 선점
- 조명과 IT기술의 융합을 통하여 농생명, 해양생명의 생육제어 조명시스템 기술 개발로 신산업 창출
- 건설, 항만, 의료 산업과의 융합을 통한 기존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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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IT분야
● 시스템 요구사항 정의시부터 표준화를 고려한 개발추진체계가 될 수 있도록,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을 포함시킴으로써 개발결과물의 표준화가 용이하게 될 수 있도록 추진
● 개발 결과물의 상용화 가능성 및 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주요 연구개발 단계별로 시제품을
생산하여 성능을 검증하며, 기술완성도 평가를 통한 기업체로의 기술이전 추진
● 초소형 센서노드, 센서네트워크 보안, 센서 네트워킹 기술의 핵심 원천 기술은 과제 수행 초기 단계
에서 국제 특허를 출원하여 IPR을 조기 확보

● 적응형 알고리즘 기술, 전송기술, 탑재체 기술 분야 협력 및 핵심원천기술의 특허 추진
● 군용 기술과 민용 IT 기술의 효율적인 융합을 주도
- S/W, Display, 센서 신호처리, 3D 게임 산업 등 민용 IT 기술의 도입을 통한 민용 IT 기술의 빠른
군용 기술과의 융합
- 군용 기술과 민용 기술의 상호 보완적인 Feedback 및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에 적용하기 위해 공통
요구사항을 수렴
● 기술 및 시장 동향 분석을 통한 국내외 산업에 파급 효과가 높은 핵심기술을 선정, 집중 개발,
국내외 기술 경쟁력 확보

■ 에너지IT분야
● 신재생에너지 기술
- 박막 태양광 발전을 국가 신성장동력 산업화하여 2015년까지 70원/kWh 발전단가 달성
- Broadband Solar 사와의 국제공동연구를 통하여 나노 입자를 이용하여 더 많은 빛을 흡수하는
태양전지 개발
- 체계적인 소재 분야 기술 개발을 통하여, 초박형, 경량의 리튬 폴리머 전지 및 고용량, 장수명,
고효율, 저온 특성의 리튬 이온 전지의 이차 전지 개발
● IT 산업의 효율 향상 기술
- 한국전력공사, IT 출연연, 대기업, 중견/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스마트 그리드 독자
기술을 개발하고, 개발된 결과물은 스마트 그리드 제주도 실증 단지에서 검증 추진
- 원자력연구원, 한국전력기술, IT 출연연이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원전 계측제어 기술, 원전 통합
정보관리 기술 등의 원자력 IT 기술의 핵심 기술을 확보
- 기존의 컴퓨터 및 네트워킹 기술을 활용하여 에너지 절감형 그린 컴퓨팅 기술 및 그린 네트워킹
기술을 개발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1011

IT융합

● 무기체계 내장형 소프트웨어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기술 집중화 추진과 다양한
응용분야에 핵심기술 활용

＞＞IT융합

● 전통 산업의 효율 향상 기술
- 건설기술연구원, IT 출연연, 빌딩 관리 기업이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BEMS 기술을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 추진
- 한국광기술원, IT 출연연, 화합물 반도체 기업이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일반조명용 고휘도 LED의
에피 웨이퍼, 칩, 패키징, 모듈 등 전 과정을 개발
● 저탄소형 녹색생활혁명 기술
- 기존의 근거리 유무선 네트워킹 기술을 활용하여 그린홈 에너지 통합관리 시스템을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
- 기존의 USN 기술을 활용하여 강하천의 수질 검사 및 재난 예측 시스템을 IT 출연연, 건설 업체
등이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개발
-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감시하고, 감축 방법을 개발하며, 배출량을 검증하는 탄소 관리
프레임워크 기술을 정부 주도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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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세부 추진계획

01

기본 추진방향

■ 시장수요가 명확하고, 파급효과가 크면서 민간의 독자적 투자가 곤란하며 IT 융합으로
선도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부문 선별 집중 투자

● 주력기간 산업 융합 분야(4개 분야)
① 자동차 IT : 첨단 IT기술기반 자동차 주행안전성 및 탑승자와 보행자의 안전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신산업
② 조선 IT : 첨단 IT 기술 융합을 통한, 조선해양산업의 생산성 향상, 선박 및 해양구조물의 기능
고도화 등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및 국제경쟁력 유지
③ 건설 IT : 에너지 절감, 지능화, 친환경성, 안전성, 쾌적성, 편리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융합 건설 산업
④ 기계 IT : IT+기계산업의 융합으로 신시장 발굴, 주력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기술경쟁력 강화

● 미래유망 산업 융합 분야(5개 분야)
⑤ 섬유 IT : 유비쿼터스 디지털 라이프스타일을 제공하는 IT융합 차세대 생활 섬유 산업
⑥ 의료 IT : 새로운 바이오융합 칩에서부터 맞춤형 의료서비스 영역까지를 망라하는 의료-IT 융합
산업
⑦ 조명 IT : 조명산업과 IT산업간의 융합을 통하여 조명시스템의 혁신적 에너지절감 및 고부가
가치화를 통한 신시장을 개척
⑧ 국방 IT : 국가의 존속과 인간의 생명을 지키고, 나아가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의 해결, 인류의
지적·신체적 활동의 보장을 위한 IT 기반의 융합기술
⑨ 에너지 IT : 환경, 자원, 에너지 문제 해결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새로운 시장과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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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대 IT융합 산업별 핵심기술개발 및 산업육성, 제도개선, 인력양성, 표준·인증 등 종합적 지원(Total
Solution) 방식으로 산업화 촉진 및 시장창출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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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세부 기술개발계획

1

자동차 IT 융합 기술

■ 목표
● 차량용 반도체 및 플랫폼
- 차량의 전장 제어 정보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차량 간 통신 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기술 확보
●통신 및 인프라
- 차량 운전자가 자동차에서 집과 사무실을 접속하고, 차내망(In-vehicle network)과 V2V/V2I
통신망을 Seamless하게 접속할 수 있는 V2X Mesh 통신 네트워킹 기술 확보
- 도로 및 통신 인프라를 이용한 다중 센서융합 기반의 상황인지 기술 확보를 통한 차량의 상황인지
영역 확장 및 고도화
● 안전 및 편의 기술
- 차량 주행안전 성능의 고도화 및 최적화를 위한 능동형 통합 주행제어시스템 기술 확보
- 센서 기반 차량 주행 상황 인지를 위한 핵심 센서 및 제어 기술 확보
-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능형 안전운전 지원 기술 확보
- 안전운전 지원을 위한 HUD(Head-Up Display)용 스마트 내비게이션 기술 확보
- 실시간으로 변화되는 인프라의 위험 요소 정보를 시간과 공간적으로 확장하고 수집/분석/처리
하는 이동 공간 상황인지 기술을 개발하여 운전자 및 노약자, 보행자에게 최적화된 멀티모달 인터
페이스 방식의 상황 판단 의사 결정 지원 시스템 기술 확보
● 친환경 기술
- 차량의 친환경 주행 및 주행 안전성 향상과 향후 ITS 교통체계와의 연계를 위해 요구되는 실시간
차량 이력관리 및 자가진단 기술 확보

■ 중점 연구분야
테마명

주요내용

- 차량 전장 전용 MCU 및 반도체 디바이스 드라이버 개발
차량용 반도체 및
- 반도체 지원 임베디드 플랫폼 개발
플랫폼
-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기반의 전장 정보 및 통신 정보 연계 시스템 개발
통신 및 인프라

- V2X 실시간 Mesh 통신 시스템 개발
- V2X 차량 통신 인증 및 보안 기술 개발
- V2X 통신 칩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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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명

주요내용

추진기간

- 센서·통신 퓨전 맵 엔진 기술 개발
- 초정밀 사물 인식 및 위치 기술 개발
- 위급 상황에서의 차량 제어 기술 개발

’
11~’
15

- HUD용 스마트 내비게이션 기술 개발
친환경 기술

-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 엔진 기술
- CO2 배출량 감쇄 기술
- 태양광 축적 및 에너지 변환 기술

’
11~’
15

■ 추진전략
● 차량용 반도체 및 플랫폼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반도체 부품, 서비스 등 연구 결과물을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시스템개발 뿐만 아니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센서, SoC
등과 같은 핵심부품의 기술개발도 동시에 추진
● 통신 및 인프라 확보를 위해 인프라 기반 안전 이동 정보 제공 서비스 플랫폼 기술은 IT기술 연구
기관, 자동차 제조업체, 부품업체 및 테스트베드 관련 기술 업체 등으로 구성된 공동 협력 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 안전 및 편의 기술 확보를 위해 HUD용 스마트 내비게이션 기술 등은 기존의 광학계 및 HUD
H/W기술을 활용하여 실사기반 스마트 내비게이션 핵심 S/W 기술 개발 확보에 전념함
● 친환경 기술 확보를 위해 CO2 배출량 제한 등 법 제도를 강화하고 민간 기업으로 하여금 국제
규제 수준을 맞추도록 의무화를 추진하며 선진 기술을 도입한 후 조기에 국산화 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지원단을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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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IT 융합 기술

■ 목표
● IT 기술을 활용한 시뮬레이션 기반 선박/해양구조물 설계 및 생산, PLM 및 운항 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한 IT 융합 주도형 산업으로 진화
- IT 기술의 융합으로 국내 조선 산업의 경쟁력 증대 필요
● IT 기술을 활용한 선박 안전운항 기술, 무인선박 운영기술, 친환경 선박기술, 온실가스 저감 기술
등 녹색성장기술 확보
● 연구개발 이후 단기간에 제품화를 통한 상업화가 가능한 분야에 대한 기술 지원 확대 추진

■ 중점 연구분야
테마명

주요내용

시뮬레이션 기반
시뮬레이션 기반, 선박 및 해양구조물의 생산성 향상기술
생산기술
선박 생애주기
관리 기술

선박 생애주기 관리 기반의 협업시스템 개발

선박용 이동위성
국제 개방형 규격의 해상 이동형 VSAT 전송 기술 개발
통신 기술

추진기간
’
10~’
15
’
11~’
15
’
10~’
13

지능형 안전
운항 기술

위성통신 기반의 선박 안전운항 솔루션 개발

’
11~’
14

무인선 기술

원격통제 혹은 자율운항 기반의 무인선박 솔루션 개발

’
11~’
16

■ 추진전략
● 첨단 선박/해양구조물 IT 솔루션 국산화 기술 확보
- IT 기술을 활용한 선박 및 해양구조물의 설계 및 생산기술 고도화
- IT 기술을 국산화로 경쟁력 제고
·선박 관련 기자재 및 SW 솔루션의 국산화로 수입 억제, 해외기술유출 방지 및 고부가가치 창출

- 미래형 선박에서는 무인선 등 지능형 항해 관련 시장이 확대될 예정이므로, 첨단 운항 솔루션
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 창출
● 이동위성통신을 통한 선박 유지보수 서비스 산업 창출
- 세계적인 유지보수 서비스 체계 구축으로 실시간 유지보수 시장 창출 및 선점
- 선박 운항 모니터링 시스템과 육상의 선박 유지보수 센터와의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 구축을 통하여
선박 유지보수 시간 단축
- 원격 선박 진단 서비스 등 신규 서비스 산업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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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설 IT 융합 기술

■ 목표
● 시장 성장성·사업화 성공가능성이 크고 글로벌 시장선점을 위해 정부주도의 R&D 지원이 요구되는
건설-IT분야 접목 기반 핵심원천기술 개발
● 첨단 지능형 센서 기술, 교통사고 상황인지 기술, 자기 진단 기술, 교통량과 계측 데이터에 기반한 상태·
수명 판단 기술 등을 융합하여 자동화 및 첨단화된 SOC 관리 기술 개발
IT융합

● 센서 지능화를 통한 오류 값 처리기술 및 센서 네트워크 등을 통한 SOC 자기진단기술 개발
● 안전 취약구간 지능형 사고인지 및 제어기술 및 계측 데이터 기반 SOC 부재별 잔존수명 예측기술
개발
● 안전한 그린 건설 기술, 건축물 라이프사이클 관리기술, 에너지 절감, 친환경 건설 소재 등 에너지절감
그린 건설 기술 개발
● 건설공사 자동화 및 로봇 기술, 4D GIS 기반 친환경 가상건설, 지능형 u-건설 무선 네트워크 기술
등 u-건설 인프라 기술 개발
● 친환경 감성 주거환경 기술, 지능형 주거 서비스 기술, 친환경 도시 및 u-건설 인프라 기술 등 지능형
서비스 기술 개발

■ 중점 연구분야
테마명

주요내용

추진기간

고효율 건물에너지 감응형 EMM 플랫폼 기술
친환경 에너지 절감
그린건설 기술

건축물 라이프사이클 관리 기술

’
10~’
13

친환경 건설 소재 기술
안전한 건설 공사 기술
SOC 구조물 자기 진단 및 제어기술

u- 건설
인프라 기술

미래형 주거 및 도시환경 인프라 기술
’
11~’
15

건설공사 자동화 및 로봇 기술
4D GIS 기반 친환경 가상건설 기술
지능형 u-건설 무선 네트워크 기술
운송기반 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이동형 고정밀 영상탐지시스템 기술

지능형
서비스 기술

친환경 감성 주거환경 기술
지능형 주거 서비스 기술

’
11~’
15

친환경 도시 및 u-건설 인프라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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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전략
● 정부주도하의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지능형 SOC 및 도심 메가 융합 빌딩에 대한 안전성, 편리성,
사업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 민간기업의 지속적인 연구를 도모하고, 초기 시장 창출
● u-건설 인프라 기술에 대한 국제 표준화 추진으로 해외 첨단 건설시장 점유율 확대
● 지능형 건물 서비스, Green 도시 서비스 및 Green 국토 서비스로 단계적으로 개발하여 정부 주도의
시범서비스에 적용
● SOC 및 도심 메가 빌딩의 시공 및 유지 관리시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 원천기술 개발을 위해
우수 해외 R&D 센터를 국내에 유치하여 선진기술과 운영노하우를 전수 받고 국내 연구센터와
협력연구 실시
● 국내 산업의 경쟁력 수준과 시장 형성 시기에 따라 정부와 민간의 전략적 역할 분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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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섬유 IT 융합 기술

■ 목표
● IT기술과 기존 섬유제조공정을 접목한 고품질의 제품생산과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한 섬유산업의 경쟁력
확보 추진
- 소재~공정(기계)~서비스에 걸친 전 섬유산업의 의료, 문화, 정보는 물론 IT기술과의 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 지식산업화
IT융합

■ 중점 연구분야
테마명

주요내용

추진기간

맞춤형 섬유 공정 기술 맞춤양산형 섬유제품 PLM 시스템 개발

고감성 Interactive
섬유소재 및 서비스
플랫폼 개발

’
10~’
14

IT융합 고감성 Interactive 섬유소재 개발- 인체 및 환경 대응 통합
센싱 지능형 섬유제조 기술- 능동형 인텔리전트 SoT(System on
Textile) 섬유제조 기술- Textile Circuit, 지능형 임베디드 및 섬유기반
라우팅 제조 기술

’
11~’
15

Ubiquitous형 U-라이프환경 서비스 플랫폼 구축

■ 추진전략
● 세계 스마트 생활용품 국제표준화 동향을 분석하고 핵심 기술에 대한 개선 및 신기술 확보를 주도
하여, 국제사회에서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표준화에 대처
● 기술 선도 기관과의 기술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선진 기술 보유 해외 대학/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추진
● 스마트 생활용품의 핵심기술 선도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원천 기술 개발 계획을 정립하고,
조기 확보를 위해 국가적으로 적극 지원
● 다양한 응용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함으로써 미래 생활용품·섬유의 새로운 사용자 니즈를 분석하여
국제 기술개발 동향을 선도하고, 산학연간 협력을 통한 체계적인 국제 표준화 작업을 수행
● 빠른 상용화를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연구를 선행하고 이를 통한 시장 진입 전략 수립
후 최적화된 제품으로의 상용화 추진
● 다기능성 전자 섬유 기반의 사용자 중심 지능형 의류 원천 기술 확보 및 표준 단체와 연계하여 시장
표준화 활동을 수행하여 국제 경쟁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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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IT 융합 기술

■ 목표
● 미래 산업선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해외 선진국 및 경쟁국의 기술·산업 전망을 기초로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
● 고령화 추세 및 개인 맞춤형 의료산업 니즈에 적합한 기술 개발
● 신생분야 또는 융합분야 신산업 등 시장형성 시기 고려

■ 중점 연구분야
테마명
현장진단기술을
이용한 실시간
질병관리 기술
IT융합형 고령자
건강 증진 및
생활관리 기술

주요내용

추진기간

현장진단 및 배뇨분석 바이오센서 칩 기술 개발
상황인지 기반 실시간 신체상태 모니터링 기술 개발

’
11~’
15

질병 및 건강 정보 종합 분석 시스템 기술 개발
고령자 생활 모니터링 기술 개발
고령자 운동 관리 및 체력 증진 기술 개발

’
11~’
15

위급상황 모니터링 기술 개발

■ 추진전략
● 다학제간 연구와 국제 공동 연구를 주도하여, 현재 확보한 기술을 의료IT 융합형 기반기술로 개발
하며, 의료IT 융합 산업과 고령화 메가트랜드의 Needs를 반영한 기술 개발 추진
● 의료IT 융합산업은 발전 단계에 맞는 다학제간 개발 전략과 선도적 산업 제품화로 세계 시장 진출
추진
- 초기 단계부터 의료 기관, 서비스 산업, 제조 산업, 정부, 연구 기관이 협력하는 다학제간, 다기관간
기술 개발을 통한 종합적인 발전 전략으로, 시장 경쟁력을 가진 서비스와 제품화 기술의 조기 확보
- 의료IT 융합 기술의 신산업화 과정에 제한이 되는 법·제도와 정책을 개선함으로써, 새로운 IT 융합형
건강관리·의료서비스의 활성화와 국내외 표준화를 선도
-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최고 수준의 인체 융합형 IT 기술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의 IT 및 의료
인프라 영역의 산업체 전반에 의료IT 융합 기술 확산과 활용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신성장 동력화 추진
● 전략적 국제 공동 연구 개발을 통한 연구 개발 생산성 강화 및 의료IT 융합 기술의 해외 시장 진출
촉진
● 사업성 제고를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의료 IT 융합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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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IT 융합 기술

■ 목표
● 기계-IT융합 분야는 일반기계산업의 주력산업인 공작기계, 건설기계, 플랜트를 중심으로 ITMachinery시대 대응에 필요한 미래수요와 그에 따른 주요 부품 모듈, 생산공정, 제품, 서비스 영역
에서의 IT융합 원천기술개발 테마를 우선 선정하고, 타 산업분야와의 융 복합 기술개발로 확대 추진

테마명

주요내용

추진기간

기계 설비 모니터링 및 - 수주형 산업에서 생산설비의 지능형 자율제어 및 생애주기 관리 기술 개발
전주기 관리기술
- 동적/정적 객체 정보수집용 M2M 디바이스 및 미들웨어 기술
(공정 IT융합)
지식진화 IT융합
기계기술
(모듈/제품 IT융합)

’
12~’
17

- IT기반 능동형 스마트 방진시스템 및 Built-In 자율보정 기술개발

’
11~’
15

- 실시간 상황인지형 SAN 모션시스템 개발

’
12~’
17

- On Machine 측정 및 보정기술

’
10~’
14

인지기반 스마트 공장/
- 지식진화형 u-Factory 구현을 위한 서비스 플랫폼 및 시스템 기술
플랜트 기술
개발(수정)
(서비스 IT융합)
설비/구조 진단 및
자율보정 기술
(제품 IT융합)

’
10~’
14

- 실시간 통합 항공기 기체 구조건전성 진단시스템 개발

’
11~’
15

’
10~’
14

■ 추진전략
●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향상
-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한 HW & SW 패키지형 원천기술 개발
- 특정산업별 공동 서비스 컨텐츠 및 개발 플랫폼 기술개발 공유
- 그린 IT융합을 통한 녹색성장 견인
- 중위기술(Mid-tech)의 기술경쟁력 향상
- 현재의 단편적인 R&D 체제에서 기술간 상호 인터페이스 및 보완을 통한 융합시대의 R&D 체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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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 IT 융합 기술

■ 목표
● 환경-감성-조명간 상호작용을 제어하여 IT 기반 조명 기술 확보
● 타산업 분야와의 융합을 통한 그린 IT 기반 고부가가치형 조명 기술 확보
● 에너지생성-절감 융합형 신기능 조명의 핵심기술 확보
● 그린 IT 기술 표준화 및 기술 지원을 통한 IT 기반 조명 기술 확보

■ 중점 연구분야
테마명
인텔리젼트 조명
시스템 기술

생태제어 조명
시스템 기술
Lighting Harvest
System 기술

주요내용

추진기간

센서융합 초절전 조명시스템 기술 개발
양방향 정보교환 조명 시스템 기술 개발

’
11~’
15

감성인식형 조명제어 시스템 기술 개발
생육제어용 열/광제어 조명 시스템 기술 개발
병충해 피해 절감용 조명 시스템 기술 개발

’
11~’
13

해양 생물별 양방향 조명 시스템 기술 개발
태양광-조명 집적 기술
순환적 광수확 시스템 기술

’
12~’
15

■ 추진전략
● 조명 분야에 IT기술을 접목하여 에너지 절감, 지능화, 감성화 추진,
- 에너지절감형 조명, 그린 IT 기반 기술 확보 및 기술경쟁력 강화
● 건설, 의료, 디스플레이, 농수산업 등의 전통산업과 조명IT 기술을 접목하여 고기능화, 고부가가치화,
생산성 향상에 기여
● 산학연 협력하에 서비스를 연계한 전주기적인 기술 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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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IT 융합 기술

■ 목표
● IT기술의 Convergence 기술은 민간용 뿐만 아니라 군용에서도 그 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며 민·군
공통 수요와 요구사항이 제안되고 있으므로 국내 최고의 IT 기술을 국방 융합기술로 전환하여
안전하고 최첨단의 보병 IT화를 기대
● IT기술과 군용기술의 융합에 의해 미래의 전쟁터에서 병사들의 생존 가능성과 공격력이 높아질 것
으로 기대
IT융합

● 민용기술의 군용 응용과 군용 기술의 민간용 응용으로 분야의 상호 협력체계 구축

■ 중점 연구분야
테마명

적응형 미래
보병용 항법기술

증강현실 기반
가상훈련참여기술

주요내용

추진기간

보병이 위치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위치 및 보병의 상태를 모니터링
하고 추적할 수 있는 적응형(adaptive), 유비쿼터스 보행항법 기술개발
- Jamming 신호에 영향을 받지 않는 보병용 Self-Contained 보행
항법 기술개발
- 환경에 맞게 Flexible 복합구조를 갖는 복합 항법기술개발
- 센서 기반 보병의 상태 추정 기술개발
- 보병-Commander 간의 정보 전송 기술개발
위험한 훈련 상황을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 기반의 가상
훈련장에서 다양한 전투 환경 설정 하에서 안전하게 훈련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 다양한 전투환경 시뮬레이션 및 시나리오, GUI 기술개발
- HMD에 AR 기반 Display 기술개발
- 보병의 Motion 검출 및 시스템에 입력/반영 기술개발
- Multi User를 위한 네트워크 및 공동 훈련 참여 기술개발

’
11~’
15

’
11~’
18

■ 추진전략
● 다학제간 연구와 센서 및 3D 시뮬레이션 게임 관련 개발기업과 공동 연구를 수행하여 민간의
IT기술을 군용기술로 빠르게 전환하는 기술 개발 추진
● 군 미래병사 체계반영 및 향후 LVC(Live-Virtual-Constructive) 상호운영기술로 확장
● 군용시장뿐 아니라 민간용 시장에 확대 적용할 수 있는 Open 기술개발 추진
- 초기 단계부터 게임, 소방, 경찰, 스포츠 등에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요구사항 반영 및 기술
모듈화를 추진
- 기 개발된 민용 3D S/W기술의 도입으로 빠른 개발을 추진하고 도입기술 분야에 Feedback을
줄 수 있는 상호보완적인 기술개발 추진
- 빠른 상용화를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연구를 선행하고 기업들의 요구사항 반영을 통한
최적화된 제품으로 상용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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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IT 융합 기술

■ 목표
● 신재생에너지 기술
- 고효율 박막 태양광 발전 기술 확보
- 나노 입자를 이용하여 태양전지들이 흡수하는 빛의 양을 증가시키는 코팅 기술 확보
- 실리콘 및 화합물 반도체를 이용한 태양전지 기술 확보
● IT 산업의 효율 향상 기술
- 그린 IT 인프라 확산으로 에너지 인터넷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지능형 전력 시스템 자원 관리 기술 확보
- 원전의 생산성, 효율성, 편리성, 안전성을 극대화하고, 원전의 Life-Cycle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Green 원전 Life-Cycle 통합 관리 시스템 기술 확보
- 녹색 통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그린 모바일 네트워크 기술 확보
● 전통 산업의 효율 향상 기술
- 에너지 소비 및 공급량 관리 및 분석을 수행하고, 대용량 에너지 소비 및 공급 데이터를 수집하는
에너지 프로슈머 기술 확보
- 공장의 공정별, 시간별, 공간별 에너지 소비량을 감시, 조절 및 관리하는 플랜트 에너지 관리 기술 확보
- 기존 조명을 대체하기 위한 초절전형 고효율 LED 기술 확보
● 저탄소형 녹색생활혁명 기술
- IT를 이용한 Life Style의 변화 및 녹색생활혁명을 위한 그린홈 에너지 통합 제어 시스템 기술 확보
- 환경 감시 및 보존을 위한 USN 기반 강하천 수질감시 및 재난예측 시스템 기술 확보
-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 선점을 위한 탄소 관리 프레임워크 기술 확보

■ 중점 연구분야
테마명

주요내용

추진기간

- 박막 태양광 발전기술 개발
신재생에너지 기술

- 차세대 실리콘 박막 태양전지 기술 개발

’
11~’
15

- 초고효율 화합물 반도체 태양전지 기술 개발

IT 산업의
효율 향상 기술

- 지능형 전력 시스템 자원 관리 기술 개발
- Green 원전 Life-Cycle 통합 관리 시스템 개발
- 그린 모바일 네트워크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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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명
전통 산업의
효율 향상 기술

추진기간

- 에너지 프로슈머 기술 개발
- 플랜트 에너지 관리 기술 개발

’
11~’
15

- 초절전형 고효율 LED 칩 개발
- 그린홈 에너지 통합 제어 시스템 개발
- USN 기반 강하천 수질감시 및 재난예측 시스템 개발

’
11~’
15

- 탄소 관리 프레임워크 기술 개발

■ 추진전략
● 에너지 분야에 IT기술을 접목하여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고, 환경을 보존하며, 신산업을 창출
● 분야별로 국내 산업의 경쟁력 수준을 분석하여, 정부 주도 개발, 국제 공동연구, 산학연 공동개발,
산업체 독자개발 등의 개발 방법을 선별적으로 추진
● 확보하고자 하는 핵심 기술, 반도체 기술, S/W 기술, 시스템 등 연구 결과물을 검증할 수 있는 시범
단지를 구축하여 운영
● 시스템 개발뿐만 아니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소재, 칩 등과 같은 핵심 부품의 기술 개발도 동시에
추진
● 출연연,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외국기업의 공동기술 개발을 통한 유기적 연계 및 상생 발전 강화
● 에너지IT 기술 개발이 실제 상용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기술개발-표준화-시범사업’
을 연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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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11년도 중점추진 계획

■ 중점방향
● 자동차·조선·건설·섬유·기계 등 기존 주력산업에 IT를 융합하여 주력산업의 경쟁 우위를 확보
하기 위한 원천기술개발 추진
● 대국민 파급효과가 큰 Life-care 기술과 IT간 융합을 통한 공통 기반기술 확보를 통해 IT 융합 기술
경쟁력 확보 및 산업화 조기 추진

■ 전략목표
● 신성장동력 발전전략과의 연계한 주력산업과 IT간 융합 원천기술 확보
● 이종산업 간 융합과 IT 기술간 융합을 통한 차세대, 고부가 IT융합 신기술개발 병행 지원
● 주력산업 업종별로 특화된 IT융합 전략을 수립하고, IT융합이 유망한 분야는 적극적·차별화된
지원 추진
● 기존 주력산업에 선진국의 견제 및 후발 국가의 추격에 대응하여 기술경쟁력 우위의 전략으로
시장지배력 지속
- 도심 친화형 고안전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 개발
- 선박 및 해양구조물의 생산성 향상 및 기능 고도화 기술 개발
- 기능성, 편리성을 극대화한 인텔리전트 섬유 기술 개발
- 결빙, 안개 등 재해발생상황을 사전 인지 및 능동적으로 제거하는 건설 인프라 기반 기술 확보
- 제조공정에 IT를 융합하여 공정상황을 모니터링 및 제어할 수 있는 Intelligent Manufacturing
기술 개발
- IT의 융합에 의해 국방 분야의 기술향상에 의한 국방 경쟁력 증진과 민간 분야의 안전 및 IT 기술의
동반 향상을 위한 지원
● 대국민 파급효과가 큰 Life-care 기술과 IT간 융합을 통한 공통 기반기술 확보를 통해 IT 융합 기술
경쟁력 확보 및 산업화 조기 추진
- 스마트 폰, 휴대폰을 이용하여 서비스 확산이 용이한 IT 융합기술개발
- 개인맞춤형 My Doctor 시스템 및 환자 케어 시스템 기술
- 중강 현실 기반 운전, 항해, 모니터링 제어 기술 개발
- 제조 산업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능형 전원 절감 기술 확보 등
● IT융합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혁 및 기술혁신 협력 체제 구축
● IT융합 핵심 부품 산업 육성과 IT융합 고급 인력 확보 등 산업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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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추진 계획
구분

2

IT자동차

IT조선

연구과제명

연구내용(요약)

차량 전장용 통합제어
SW 플랫폼 개발

AUTOSAR SW 표준 플랫폼 구현 및 국제
표준화 추진

VMC 기술개발

고속 이동 차량에 차량 안전 및 컨버전스 서비스
제공, 차량간 멀티홉 통신(V2V) 등 개발

운전자 친화형 지능형
HVI 기술개발

안전운전을 지원하기 위한 지능형 휴먼-자동차
인터페이스 기술 개발

차량-IT 융합 플랫폼 개발

개방형 핵심 공통 컴포넌트 기반의 차량-IT 융합
플랫폼 개발

사고다발지역 인프라 연계
상황인지 기반의 능동형
통합주행제어 시스템 개발

도로 인프라에 설치된 센서를 통하여의 안전
운전을 능동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주행제어
시스템 개발

자동 발렛파킹을 위한 센서기반
공간인지 및 자동주행기술개발

차량 및 인프라 지능화 핵심기술 및 자동발렛
파킹 서비스 프로토타입 개발

고집적 CMOS
Multi-Radar Seneor 기반
차량안전시스템 개발

차량 전방 충돌 감지를 위한 CMOS기반
multi-radar sensor용 집적회로 기술 개발

E-Navigation 대응
IT-선박 융합핵심기술 개발

선박 및 육상 간의 효율적인 다중매체 통신채널
스위칭 서버시스템 설계 및 구현

IT 기반 선박용 토탈
솔루션 개발

SAN 기술을 기반으로 한 조선소와 선박의 통합
관리 및 통신 기술 개발

지능형 디지털선박의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디지털 선박추진체계 등 지능형 지털선박의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시뮬레이션 기반의 선박 및
해양플랜트 생산기술 개발

선박 및 해양플랜트 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통합 시뮬레이션 표준 프레임워크를 개발, 이를
기반으로 가상 디지털 시뮬레이션 응용시스템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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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점
연구분야

＞＞IT융합
구분

3

4

중점
연구분야

연구과제명

연구내용(요약)

전자파, 음향 및 건물
환경을 개선하는 지능형건설
IT융합신기술개발

건물내 전자파, 음향 등 환경 개선 융합 기술
개발

u-City용 센서네트워크
PHY/MAC 개발

센서 노드의 이동성과 QoS, 그리고 서비스의
확장성을 지원하는 절전형 대규모 센서 네트
워크를 위한 u-City용 광역 모바일 메쉬 센서
네트워크(3MSN : Metropolitan Mobile Mesh
Sensor Network) 기술개발 및 이를 활용한
핵심 응용 서비스 구현

u-City 기간 교통망을 위한
유무선 교통시스템 개발

교통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을 위해 운영 소프트
웨어 모듈 및 범용 통신을 위한 프로토콜을
탑재한 지능형 차량단말기 및 중계기 시스템의
개발

자기장 통신 기반 지중시설물
관리 통합시스템 기술개발

지중 환경에서의 무선 통신을 위한 자기장
통신 기술과 지중 복합 센서 인터페이스를
통한 복합 센서 정보 수집 기술을 융합한 지중
시설물 및 지반 관리 매립형 자기장 통신 노드
기술 등 개발

고효율 건물에너지 감음형
EMM(Energy Monitoring &
Management) 플랫폼 기술개발

빌딩 에너지 소비효율 개선 및 원격 빌딩 에너지
모니터링과 유지 관리를 위한 저비용 고효율
빌딩 에너지 원격 통합 관리 플랫폼 기술 개발

운송 기반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이동형 고정밀
투과영상탐지 시스템 개발

운송 기반시설물의 내부에 발생한 이상상태
여부를 3차원 비파괴 투과영상 기술을 이용하여
감지 및 경고하는 이동형 안전점검 시스템 개발

나노 섬유 기술 기반의
웰니스 의류 시스템 개발

나노섬유 기술과 IT기술을 융합하여 생체/생활
환경 신호를 측정, 처리, 전송, 분석하고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섬유 센서 기반의 웰니스 의류 및 시스템
개발

맞춤양산형 섬유제품
PLM 시스템 개발

선주문-후생산 방식의 의류제품 제조가 가능한
Custom-MTM용 PLM시스템 등 개발

IT건설

IT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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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6

연구과제명

연구내용(요약)

분광학 기반 생체정보
탐색용 신개념 레이저 연구

비절개적 방식, 고분해능의 생체 내부 영상획득이
가능한 초고속, 광대역, 고출력 세계 최초 광섬유
레이저 개발

주파수빗 기술 기반
Terahertz/NIR 복합
고속 분광 내시경

초기암의 분자영상학적 진단을 위하여 고속의
분광 영상화를 할 수 있도록 THz/광학 복합
분광 내시경 개발

사이버컴퓨팅 기반
e-organ 시스템 개발

세포-조직-장기에 이르는 인체 생리기능 단위들을
컴퓨터에서 구현하여, 약물 스크리닝 시스템
등 개발

바이오닉 인터페이스
기반 신경정보 제어기술

신경자극용 신개념 LCP 전극 및 신경자극 시스템
등 개발

신체변화 모니터링 맞춤형
사이버 주치의 정밀 건강관리
시스템 개발

체액 및 혈관(blood vessel)의 생체반응을
실시간으로 정밀 관찰하고 모바일 기반의 관리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정밀 건강관리
시스템 개발

IT융합형 고령자
건강 생활지원 기기 및
시스템 개발

고령자의 건강생활을 지원하는 실내 생활 지원
및 운동능력 향상을 위한 보조기기 핵심 원천
기술 개발 및 상용화

항공기 임베디드 시스템 개발

항공기 임베디드 시스템을 개발, 실제 항공기에
탑재하여 최종 성능 확인

수주형 산업의 실시간
생산운영 및 설비·생산
통합관리 기술 개발

다품종 수주기업간 분산·협업형 생산체계에
적합한 IT기반의 기업간 설비·생산 실시간 네
트워킹 및 모니터링을 통한 통합 생산운용 시
스템 개발

3차원 투과 영상 기반
제품 검사 플랫폼 기술 개발

3차원 투과 영상을 이용한 생산 라인에 융합
된 실시간 제품 검사용 플랫폼 개발

IT의료

IT기계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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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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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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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9

중점
연구분야

IT공통

융합부품

연구과제명

연구내용(요약)

차세대 전술 국방통신
원천기술 개발

시속 300km 이상 이동하는 환경에서 고속,
광대역 무선전송 및 자동망구성/복구 기술 등
개발

대규모 지능형 협업
무인 감시 시스템 원천 기술 개발

광범위한 지역에 다중 복합 센서기반의 지능형
무선 메쉬 센서네트워크 설치하여 사건발생을
자율적으로 인지 판단하는 무인감시 기술개발

USN 기술을 활용한
원예작물의 품질 향상 기술 개발

고부가가치 작물의 품질향상 및 생산량 증대를
위해 저전력 생장환경 센싱 및 최적제어 기술,
생장(숙성) 정보 통합 처리 기술 등 개발

실감 휴대단말용 프로젝션
입ㆍ출력 광플랫폼 개발

실감 휴대단말용 프로젝션 입·출력 광 플랫폼
개발

휴대 단말용 잔류농약
검출 일회용 생화학 센서

농산물의 잔류 농약을 실시간으로 검지가능한
휴대단말기 부착용 일회용 센서칩 및 전송 기술
개발

나노 플라즈모닉
집적회로 (NPIC)

나노 플라즈모닉 입출력 소자, 전송소자, 감지
/처리 소자가 서브 밀리미터 크기의 한 칩에
집적된 NPIC 제작

광ID(Optical ID) 기술 개발

홀로그램 기술기반의 보안성과 정보 저장 능력이
우수한 광ID 시스템 개발

자율이동성 센서노드
협력통신 및 네트워크
로봇적용 융합기술개발

자율 이동성을 가지는 센서 노도의 협력적 상황
인지 및 통신 기술 개발

LED조명 실증 및 광·융합
지식정보 인프라 개발사업

LED조명 실증센터 구축 및 LED조명 실증평가
기술 개발지원을 통해 국가선도사업의 중심인
LED조명업체 육성

LED-IT 융합산업화 연구센터

LED산업과 LCD, 자동차, 조명산업 등과 융합한
LED-IT 융합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LED-IT
융합산업화 연구센터 설립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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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9

연구과제명

연구내용(요약)

차세대모바일융합
부품·단말시험·인증 및
제품화지원 인프라구축

차세대 융·복합 단말 시험인증 인프라 구축,
이동통신 TDD 방식의 시간동기 부품 개발

실생활환경 그린IT 기술
실증테스트 및
산업활성화 기반구축

에너지 사용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그린IT
기반 요소 기술의 성능 검증 등 상용화 지원을
위한 테스트 및 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그린IT시스템을 위한 고전압
고성능 아날로그 소자 및
공정기술개발

그린IT용 아날로그칩 및 고전압 IC 및 검증
시스템 개발

해양LED융합 기술지원 기반구축 및
상용화 기술개발

해양 LED 융합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 및 지원
시스템 운영

산업용 레이저 핵심부품
모듈 기술지원 기반구축

국내 레이저+IT융합산업 강국실현을 위한 레이저
핵심부품 기술국산화 및 지원체계 구축

차세대 음향 핵심기술 개발
및 산업활성화 지원센터 구축

다채널 오디오 변환/표현 기술, MIA 기술 등
차세대 오디오 핵심기술 개발 및 지원 센터
구축

IPTV 기반 문화관광
글로벌 방송기반 구축

IPTV기반 문화관광 콘텐츠의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송센터 구축

인프라

기타

대형과제(기획예정)
* 기반구축과제는 차년도 예산 추가확보시 정부출연금 추가지원 가능
* 연구과제명은 예산심의결과 및 분야별 예산 등에 따라 변동 가능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1031

IT융합

10

중점
연구분야

＞＞IT융합
Ⅵ. 기대효과

01

기술적 기대효과

■ 산업융합기술은 궁극적으로 산업간 서비스간 융합을 유발하여 경제 산업 전 분야에 걸쳐
막대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
● 전통산업의 IT활용 융합기술, 한계극복 융합기술의 개발을 통한 IT융합 전통산업 경쟁력 극대화 가능
● 신기술간 융합으로 기업 개인의 비즈니스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신성장 분야 창출을 수반
- 부품소재와 최종재 산업의 융합, 마이크로 공장의 출현, 블록버스터급 신약, 혁신적 신소재 기반
제품 등 신산업 성장기회 존재

■ 국내에 뿌리를 둔 기초연구성과의 세계최초 사업화를 통한 신산업을 창출하여 한국형
신산업창출 모델을 창조
- 신산업 창출 성공사례의 생산으로 창조형 기술혁신 문화 조성
- 기술중심 R&D사업 추진에서 산업 성과목표 중심 R&D 사업 추진으로 성과지향형 R&D사업 추진
역량 확보 가능
▼ 세부 분야별 기술적 파급효과 ▼
산업구분

파급효과
자동차와 IT기술 결합으로 인한 융복합 부품 및 전장 S/W기술 발전으로 미래기술 선점 및
유관산업으로 시너지 효과 극대화

자동차

강력한 IT기반 기술 중심의 자동차IT 융합 기술 개발을 통해 차량 간 통신, 자율 주행 및 주차
기술, HMI 및 친환경 부문의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산업전반의 기술력 제고와 수출 자동차의
경쟁력 강화
IT기술을 활용한 선박 및 해양구조물의 설계 및 생산기술 고도화로, 조선해양산업의 기술집약
산업화, 고부가가치화 및 국제경쟁력 확보

조선

e-Navigation 대응 첨단 항해장비의 개발로 차세대 항해관련 기술 개발 선도 및 지능형
선박 자율 운항 시스템 기술 구현 기반 구축
실시간 원격 유지보수를 위한 광대역 통신/미들웨어 기술 개발 견인 및 원격 모니터링에 의한
예방정비 기술 선도
IT 기술을 통한, 원격통제/자율운항 무인선 개발 등, 신개념의 선박 및 해양구조물 개발로
Blue Ocean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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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구분

파급효과
세계 수준의 건설 시공 기술에 IT 기술을 접목함으로 건설 기획, 설계 능력, 건설 엔지니어링
등의 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도약

건설

초고층 건축물 건설, 미래 도시 구축, 서비스, 관리에 필요한 요소기술 조기 확보를 통한 국제
표준 경쟁력 확보
친환경, 에너지절감, 지능형 서비스 등의 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 기술 경쟁력 확보
유비쿼터스 시대의 핵심 매개체인 웨어러블 컴퓨터, 스마트 생활용품 , IT공정융합 산업의 핵심
원천 기술 확보
홈네트워크,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NT/BT 등 타 산업과의 기술 융합 추진의 통합 모델로서
미래 전략산업 기반 제공
전도성 섬유, WBAN, 소형화, 저전력, 지식기반 서비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 생활섬유IT 융합
분야의 기반기술 연구 활성화
조명과 IT 기술의 접목을 통하여 지능형 조명의 핵심 기술 확보

조명

IT 융합형 조명기술 개발로 국내 조명 기술의 경쟁력 확보 및 고부가가치 조명기술 확보
농생명, 해양수산, 자동차, 에너지 등 다양한 응용분야 기술 확산/발전
LBS의 군적용을 위한 핵심기술인 보병의 Ubiquitous 위치정보 추정 기술의 핵심 기술 확보

국방

Live 훈련을 통한 위험성을 Virtual 환경에서의 훈련을 통한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AR
및 Wearable Sensing 핵심 기술 확보 및 해당 분야 기술경쟁력 강화
민간 분야에서 시각장애인용 Blind Navigation 및 소방관/경찰관의 안전 작전 수행을 위한
지원 시스템 핵심 기반 기술 확보

의료

고령 친화형 실버 산업 원천 기술과 웰빙 건강·의료 서비스 기반 기술 확보
인지과학, 기초과학, 감성공학, HCI, 로봇 등 다양한 기초·응용 분야 기술 확산/발전
IT를 기반으로 하는 프리미엄급 기계 산업 육성

기계

IT 융합을 통한 기계 산업분야 체질개선 및 기술도약
작업자 친화형 컨텐츠 및 사용자 서비스의 혁신(Innovation in Contents and Services) 추구
저탄소,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생산기술 개발로 Clean & Green 에너지의 핵심 원천 기술 확보

에너지

스마트 그리드 핵심 기술 및 표준화 선도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통 산업의 그린 IT 기술 융합에 의한 녹색 기술 경쟁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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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기대효과

■ 전통산업의 IT활용 융합기술, 한계극복 융합기술의 개발을 통한 IT융합 전통산업 경쟁력
극대화 가능
● 주력기간 융합 전통산업의 발전을 통한 IT제조 산업과 주력기간 전통산업의 동반성장
● 미래유망 융합 전통산업의 발전을 통한 미래유망 전통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의한 세계시장 진입
및 IT제조 산업의 성장
● 플랫폼 중심의 IT기반 융합전통산업 기술개발을 통한 세계시장 진입 및 지속적 경쟁우위 확보

■ IT융합 전통산업에 대한 국제경쟁력 확보
● 주력기간 융합 전통산업의 표준화 주도 및 경쟁력 있는 연구기관과의 전략적 글로벌 협력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 미래유망 융합 전통산업의 IT기반 다학제적 융합연구를 통한 IT융합기술 확보 및 세계시장진입을
통한 국제경쟁력 확보

■ IT기반의 산업 융합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및 기술·산업간 융합 가속화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 세계시장 선점
▼ IT기반 산업융합기술 생산전망 및 파급효과 ▼
주요지표

2013

2018

세계시장규모(조원)

179

2,274

한국점유율(%)

19.3

28.6

생산액(조원)

227

650

고용창출 효과(천명)

877

1,795

※ 출처 : IITA, IT기술로드맵(2008.12)

■ IT-BT-NT 융합기술산업 육성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큰 융합서비스 및 제품시장 선점으로
차세대 성장동력을 창출
-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R&D 투입도를 높이고 IT, BT, NT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제품 서비스 개발
- 개도국의 추격을 뿌리치고 선진국과 차별화가 가능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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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적 기대효과

■ 산업융합기술은 고령사회의 건강문제, 환경안전문제 등 미래 사회 문제를 해결할 Key
Technology가 될 것으로 기대
- 고령자와 장애인의 자립, 안전한 생활, 에너지 확보, 쾌적한 환경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요
충족기술로 작용
- 재택진료 치료확대, 재해 재난 예방 복구, 친환경제품 출현 등
IT융합

■ IT융합화 촉진으로 고용효과 창출
- 주력기간 융합 전통산업의 지속적인 전문 IT융합인력 양성지원 및 산업체 프로그램을 통한 고용
창출 극대화
- 미래유망 융합 전통산업의 성장을 통한 벤처 및 중소기업 활성화와 신규 고용창출
▼ 세부 분야별 정성적 파급효과 ▼
산업구분

자동차

파급효과
첨단자동차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통한 고급차 수출증대로 자동차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 확보
- 기술개발로 인한 수입대체 효과 및 부품 수출, 부품의 고부가가치화, 완성차업계의 차량단가
경쟁력 제고, 모듈의 수출 증대 등의 파급효과
- 자동차, 이동통신, 단말, GPS, S/W, 콘텐츠, 방송 등 다양한 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기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규 수익창출 및 국가 경제성장 견인
IT기술을 활용한 선박 및 해양구조물의 설계 및 생산기술 고도화로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생산성 향상 효과 가능

조선

e-Navigation과 관련되어 직접적으로 형성되는 50조원 시장 선점 가능
수입에 의존하는 첨단 항해장비 국산화로 인한 수입 대체 효과
선박 유지보수 및 원격관리 기술의 산업화로 지속적 수익 모델 창출
실시간 유지보수 서비스, 실시간 선박 텔레매틱스 산업 등 고부가 신산업 창출
고부가가치 건설시장 창출을 통한 고용 확대, 에너지 및 친환경 건설 부품·신소재 산업 활성화
효과 기대

건설

에너지 절감 및 친환경 건설, u-건설 인프라, 지능형 서비스 기술을 기반으로 편리하고 안전
하며 쾌적한 주거환경 관련 u-서비스 제공 및 관련 기술 개발 성장 촉진
도심 메가 융합 빌딩 기술 개발을 통해 국내 국토개발 사업, 해외 도심복합 개발 사업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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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구분

파급효과
원천기술 보유를 통한 기술우위를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여 국제 시장 점유율
확대

섬유

대량생산을 기반으로 물량공세를 벌이는 중국이나 기타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경쟁력 강화
IT 융합 기반의 생활섬유 제품의 세계적인 독점기업이 없어 핵심기술 확보를 통한 기술선점
및 시장 주도권 확보 가능
물류, 유통산업 및 국방, 의료, 기계 등 연계 산업의 동반 성장 견인
조명의 지능화로 국가 총에너지의 약 6% 절감효과 및 탄소배출량 절감 효과 기대

조명

IT 융합을 통한 조명의 부가가치화로 녹색 신성장 산업 창출
농생명, 해양수산, 자동차, 디스플레이 산업과의 동반 성장 견인
국방산업 관련 산업 활성화 및 국제 경쟁력 확보

국방

국방 IT 분야 신규 서비스 및 시장 창출
민간 IT 산업의 동반 활성화 및 고도화를 촉진하며 관련 시장 확대
고령친화 활동, 건강관리 융합 산업 분야에서 경쟁력 확보로, 새로운 실버 산업 창출 및 세계
시장 경쟁력 확대

의료

의료IT 결합형 실버 융합산업의 높은 성장 가능성 및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사업화 지원을
통해 미래 국가 성장 동력 창출
투약 효능의 최적화 과정 및 신약 검증 과정의 IT화로 진료비 절감 및 제약 산업의 비용 절감
효과
고부가가치 제품 및 핵심부품의 진입장벽 타개 : IT융합장비산업, 고부가가치 그린 IT 산업 등의
육성

기계

융합에 따른 고효율화, 친환경화로 녹색성장 견인
에너지기계분야 원천기술 및 핵심기자재 확보를 통한 선진화 추구
인간과 기계, 기계와 기계간 언제 어디서나 가능한 통신 시대 실현

에너지

IT 강점을 적극 활용하여 신재생 에너지 증대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등의 지속가능 녹색
성장 기반 구축
에너지 프로슈머 등장에 따른 전력 거래 서비스 시장의 활성화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고효율 IT 기술 확보 및 IT 에너지 분야 신시장 창출

1036 Korea Evaluation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IT R&D 발전전략
www.mke.go.kr
www.keit.re.kr

[붙 임] 참여 전문가 명단
소속

직위(급)

성명

비고

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장

박종현

연

2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장

임동선

연

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팀장

박기태

연

4

한국섬유소재연구소

본부장

김종훈

연

5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팀장

김승환

연

6

한국기계연구원

실장

송준엽

연

6

한국기계연구원

팀장

박주형

연

7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팀장

추혜용

연

8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그룹장

정교일

연

9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팀장

박상준

연

10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선임연구원

조성윤

연

1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장

정명애

연

1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PD

한만철

위원장, 전담기관

13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선임

조용곤

전담기관

14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선임

김남훈

전담기관

15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임

이철주

전담기관

16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임

장윤림

전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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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주요용어 및 약어해설
[A]
● AR : Augmented Reality
● APS : Air Pad Sliding System

[D]
● DHS :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 DoD : Department of Defense
● DRM : Dead Reckoning Module

[E]
● ETRI : Electronics &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 EAI : Enterprise Application Integration

[G]
● GPS : Global Positioning System

[H]
● HF : Human Factors
● HLA : High Level Architecture
● HMD : Head Mounted Display
● HSARPA : Homeland Security Advanced Research Project Agency
● HSCE : Homeland Security Centers of Excellence

[I]
● ITS :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 IMO :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 IEEE :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 INS : Inertial Navigation System
● IT : Information Technology

[K]
● KCTC : Korea Combat Training Center

[L]
● LVC : Live-Virtual-Constructive
● LBS : Location Based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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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 MOST : Multimedia Oriented System Transport
● MEMS : Micro-Electro-Mechanical Systems
● MES :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 M&S : Modeling & Simulation

[N]
● NCW : Network Centric Warfare
IT융합

[R]
● RTI : Run-Time iInfrastructure

[U]
● USN : Ubiquitous Sensor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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