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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회원사 임직원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에 희망과 활

기가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2021년은 유례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본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해를 넘기면서, 국경이 닫히고 

일상이 멈추었습니다. 여기에 미·중 갈등으로 전 세

계 공급망이 출렁였고, 탄소중립 선언과 ESG 확산 등 

연일 예기치 못한 새로운 이슈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기업의 도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수출은 6,400억 달러 규

모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경제성장률도 4.0%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혁신의 노력도 계속되었습니다. 산기협 조사에 따

르면, 다수의 기업이 새로운 R&D를 추진하며 불황 

속 돌파구를 찾으려 했으며,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위기를 또 다른 

도약의 기회로 삼는 우리 기업의 ‘혁신 DNA’가 발현

된 것입니다. 역경에 굴하지 않는 우리 기업인들에게 

존경의 박수를 보냅니다.

저는 2019년 2월 취임하면서 4대 추진과제로 ‘회

원 중심의 KOITA 실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대

응’, ‘개방과 협력의 확산’, ‘산업계 중심의 기술혁신 

체계 조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회원사 여

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에 힘입어 소기의 성과

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먼저 지난 6월, 회원사가 1만 개를 넘어서며 산기

기업의 기술혁신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있다    

신년사

협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이는 기존에 없

는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여 회원 만족을 위해 노력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해 자

사와 기술, 경쟁사의 정보를 제공하는 ‘IP R&D 서비

스’, 카카오톡으로 기술혁신 정보를 전달하는 ‘알지

요’, 클라우드 연구노트 등을 제공하는 ‘R&D 솔루션 

플랫폼’은 산기협이 자랑하는 신개념 서비스입니다. 

다음, ‘디지털 전환’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있

어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57개 리딩기업과 함

께 국내 최초로 DT 분야 기업 협의체인 ‘KoDTi(Korea 

DT Initiative)’를 3월에 발족하였습니다. KoDTi는 기

업을 대표해 정부와 정책논의를 하고 있으며, 독일 국

제데이터공간협회(IDSA)와 업무협약을 맺는 등 DT 확

산을 이끌어가는 중심축으로서 위상을 확보했습니다.

개방과 협력 문화의 확산 측면에서는 1만 개 회원

사를 연결하는 기반 구축에 집중했습니다. 연대감이 

약했던 CEO들을 묶는 ‘산기협 CEO클럽’과 ‘대구경북

기술경영인협의회’를 구성하였고, 기업 간 협력을 돕

는 ‘빅데이터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을 구축했습니

다. 또한 우크라이나 등 교류가 없던 동구권 기술 강

국들에 협력 루트를 개척하고, 독일의 대표 연구기관

인 프라운호퍼와 기술 매칭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기업이 직접 R&D 수요를 발굴해 정부 R&D 

투자 방향 수립에 반영하는 ‘민간R&D협의체’의 출범

은 기업이 국가 과학기술전략 수립의 중심에 서는 역

사적인 전환점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협회가 지속적으로 기업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한 

결과로 거둔 성과라고 자부합니다. 2019년에 기업을 

대표해 산업기술 장기 비전인 ‘산업기술혁신 2030’을 

제시한 데 이어, 지난해 20대 대선에 대비해 16개 기

술혁신정책과 10대 디지털혁신정책을 건의했습니다.

회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변화의 격랑을 건너고 

있습니다. 작년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구의 날

을 맞아 ‘과학이 돌아왔다(Science is back)’는 말을 

SNS에 남겼습니다. 팬데믹과 환경, 중국과의 갈등 

문제를 기술력으로 정면 승부하겠다는 명확한 메시

지였습니다. 이처럼 세계는 기술이 힘이자 자산인 기

술 패권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2~3년은 각국

의 국운을 결정하는 중대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부

존자원도 부족한 우리가 가진 무기는 오직 기술력뿐

입니다. 산기협은 이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올 한해 

혁신 이슈를 선도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우리 기업의 

기술 개발 노력을 뒷받침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우선 새로운 역점사업으로, 기술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탄소중립 대응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탄소중립

은 산업 전체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오므로, 산업

계가 균형감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사

회 저명인사와 함께 영향력 있는 ‘탄소중립 리더스 포

럼’을 결성해 기업 입장에서 이슈를 주도해 나갈 것입

니다. 또한 탄소 저감과 ESG 등의 문제에 디지털 전

환식 해법을 찾는 워킹그룹도 운영하겠습니다.

그동안 다져온 디지털 기반 서비스도 더욱 고도화

해나가겠습니다.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구

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고자 합니다. KoDTi를 주축

으로 DT 선도기업의 우수 사례와 전략을 공유하고, 

대·중소기업 매칭을 활성화해 새로운 디지털 비즈

니스 기회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IP-R&D 서비스도 특허 매입 동향 신규 분석, 전

문가 컨설팅 등 차별화된 프리미엄 서비스로 고도화

하고, 기존 서비스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활용성을 

높일 것입니다. ‘산기협 TV’ 등 비대면 소통 채널도 

강화해 기업의 활발한 의견 개진을 돕겠습니다. 

5월 출범할 새 정부의 기술혁신 정책 수립에 기업

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 직후 기업의 의견을 모아 건의하고, 지난해 출범

한 ‘민간R&D협의체’를 확대해 대표적인 민간 R&D 협

의 기구로 성장시키겠습니다. 꾸준한 정책 건의로 7만

8천 개 기술혁신기업을 대표해, 정부에 할 말은 하는 

진정한 민관 파트너십을 정착시키겠습니다.

이와 함께 시대적 요구에 맞춰 협회가 수행하는 정

부 사업과 공공기능을 대대적으로 개선하여 기업의 혁

신 노력을 지원할 것입니다. 과기부와 함께 기업연구

소 R&D 역량 강화 지원사업을 새롭게 수행하는 한편, 

기업의 성과를 발굴하고 연구자들을 격려하는 ‘기술진

흥의 날’을 제정하고 훈·포장을 확대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 글로벌 협력 환경 기반을 다

지는 한편 국내 네트워크도 강화하겠습니다. 지난해 

구축한 독일, 우크라이나 기술협력 네트워크를 기반

으로 체코와 이스라엘 등으로 협력대상을 넓혀나갈 

것입니다. 차세대 CTO를 위한 특화 교육을 연 2회 

운영하고, 지역별 회원사 교류 활동을 확대하여 기업 

간 기술협력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기술혁신 노력을 널리 알리고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분위기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언

론홍보 기능을 강화하고, 기술인들의 ‘혁신 정신’을 널

리 알리기 위해 IR52 장영실상 ‘명예의 전당’도 설치하

고자 합니다. 기술혁신의 주역들이 긍지를 갖고 당당

히 그 노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

니다. 그간 우리 기업이 뿌리 깊게 다져온 ‘기술’에 위

기를 타개할 해답이 있습니다. 금융 위기와 경제 불

황 속에서 우리 기업이 기술혁신을 포기했다면 지금

의 K-반도체와 K-바이오는 없었을 것입니다. 기술

혁신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야 할 

임무가 우리 기업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기협도 산

업기술 대표기관으로서 기업을 도와 정부 지원을 이

끌어내고, 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겠

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이 

모두 이뤄지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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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리딩기업의 
혁신과 도전

2022년 기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위드 코로나로 인한 불확실성 속에서 경쟁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는 바로 과학기술과 R&D가 주도하고 있다. 이에 맞서 지금 
기업들은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기 위한 기술혁신 전략을 새롭게 수립하고 있다.
「기술과혁신」에서는 2022년 1/2월호 특별기획 주제를 ‘대한민국 리딩기업의 혁신과 도전’으로 정했다. 
국내 주요 혁신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 주요 사업 계획과 연구개발 계획을 소개하고 디지털 전환, ESG 실현, 
위드 코로나 대응 등과 같은 산업계 현안 과제를 R&D 차원에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본 기획이 R&D를 통해 성장의 해법을 찾아야 하는 기업들에게 기술혁신 전략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탄소중립 시대, 전력산업 미래와 
한전의 기술개발 전략

01

한국전력공사 소개
한국전력공사는 전력 수급 안정과 국민경제 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법

인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

형 공기업으로 분류됩니다. 한전은 설립목적에 따라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송전·변전·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 연구 및 기술개발, 해외사업 투자 또

는 출연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전력산업은 6개의 발전자회사와 민간발

전사업자, 구역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생산하고, 한전은 

전력거래소에서 구입한 전력을 송배전망을 통해 전력

을 수송하여 일반 고객에게 판매하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전을 비롯한 전력그룹사는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제공하고, 더 쉽고 편리한 

전기 사용 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협력하고 있습니다.

Global 탄소중립 추진 동향
지구는 지금 기후변화가 아니라 기후 위기에 직면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속도와 피해가 더욱 빠르

고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어, 이제 탄소중립은 더 이

상 피할 수 없는 전 지구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 136개국은 탄소중립

을 선언하였으며, 글로벌 기업들도 재생에너지에 투 

자를 확대하고, 기후 기금을 조성하는 등 탄소중립 

대응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주요 선진국은 기후목표 상향 조정, 탄소국경세 

도입, 대규모 그린 투자, 석탄발전 폐지,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등 탄소중립 사회를 지향하며 대대적인 변

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2021년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우

리나라의 지위를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하였습

니다. 그만큼 국제사회에서 탄소중립에 대한 우리나

라의 책임이 더욱 막중해졌습니다. 특히,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

량의 37%를 차지하는 ‘전환부문’의 탄소중립 달성이 

필수적입니다.

한전의 탄소중립 비전
‘전환부문’은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뿐만 아니라, 에너지 소비의 전기화를 통해 산업, 

수송 등 다른 부문의 탄소 감축을 지원해야 하는 중

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한전과 전력그룹사는 

‘전환부문’의 탄소중립 달성을 선도해 나가고자, 대내

외 다양한 논의를 거쳐 전력산업 밸류체인 전반에 대

한 전력공기업의 역할을 정립하였고, 지난 11월 10일

(수)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BIXPO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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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막식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비전을 선포하였습니다.

한전과 전력그룹사의 탄소중립 비전인 『ZERO01 

for Green』은 에너지 생산(발전), 유통(전력망), 사용

(소비 효율화) 등 전력산업 밸류체인 전 과정에 걸쳐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과감한 혁신을 주도해 나가겠

다는 전력공기업의 강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Zero Emission’은 재생에너지, 수소 등 탄소배출

이 없는 발전원으로의 과감한 전환을 통해 발전 분

야 탄소배출을 Zero화 하겠다는 의미이며, ‘Reliable 

Energy’는 전력망의 선제적 보강과 최적 운영을 통해 

깨끗한 전기를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한

편, 효율적 전기화를 지원하여 국가 전반의 탄소중립

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On Time’은 

연구개발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탄소중립을 위

한 핵심기술을 적기에 확보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전력산업 미래상
2050 탄소중립이 실현된 전력산업은 전기화의  

확대로 전력 소비는 2배 이상 증가하며, 전력소

비자는 전기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프로슈머

(prosumer)로 변화할 것입니다. 또한, 재생에너지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청정한 에너지를 생산하고, 

전력 계통은 이러한 공급과 수요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지능형 전력 그리드로 진화할 것입니다.

탄소중립 기술개발 전략
한전은 이러한 전력산업의 탄소중립 미래상 구현과 

전력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에너지 효율화’, ‘재생에

너지 확대’, ‘연료 전환’, ‘지능형 전력 그리드 구축’, 이 

네 가지 방향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에너지 효율화는 이산화탄소 절감에 가장 효과적

인 수단이며, 그 기여도는 37%에 달하여 재생에너지

의 기여도보다 오히려 높습니다. 그래서 공급 측면에

서는 마이크로그리드와 같은 분산 에너지 시스템을 

현 재 미 래(2050) 달성 경로

소  비

• 전력수요: 575TWh
• 에너지 다소비·저효율
• 전기와 요금을 수용하는 소비자
• 전기·열·가스 개별 거래

• 약 1,200TWh(타부문 전기화)
• 에너지 자급형, 고효율 사회

- 제로에너지빌딩, 스마트그린산단 등
•  이웃 간 거래, VPP, DR 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프로슈머
• 에너지 통합 공급·유통·소비

• 전기화 확산
• 에너지 소비효율 향상
• 에너지 신사업 활성화
•  통합에너지 관리·거래 시스템 개발,  

보급

발  전

• 화석연료 기반 발전
- 석탄 및 LNG: 62%
- 신재생: 6.6%

• 온실가스 배출 Zero 발전
- 재생에너지(60.9~70.8%)
- 무탄소 가스터빈(13.8~21.5%)
- CCUS 활용(55.1~84.6백만 톤)

• 신재생 설비 확충
• 석탄·LNG 설비 감축
• 무탄소 신전원 개발
• CCUS 기술 상용화

전력망

• 단방향·집중형 전력망
- 원격지의 대규모 기저 전원
- 수요지로 장거리 송전

•  先결정된 전원을 수용 및 유통하는  
수동적 플랫폼

• 양방향·분산형 전력망
-  수요지 인근 분산전원 및 유연성 자원,  

소비자 간 상호 연계
•  분산E 확산 촉진, 공급과 소비를 연계하는 능동적  

플랫폼

• 재생E, 분산E 조기 수용
• 계통 안정성 확보
• 전력 생산, 수요 분산화
• 전력망 디지털화

I  표 1  I  전력산업 미래상 

01  ZERO는 ① Zero Emission, ② Reliable Energy, ③ On Time 앞글자에서 도출

구축하고 전력망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HVDC, 초전

도 등 고효율 저손실 기술을 개발할 것이며, 수요 측

면에서는 산업, 건물, 수송의 효율 향상을 위해 에너

지관리시스템, 수요관리, V2G 기술 등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것입니다.

해상풍력은 터빈을 대형화하여 발전량을 증대시키

고 대규모 단지 시공 및 경제적인 운영 기술을 개발

하여, 2030년까지 LCOE를 kWh 당 150원으로 낮

출 계획입니다. 태양광은 건물 창호형, 농업 공존형, 

염전형 태양광 등 설치 장소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

는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입니다. 또한, 재생

에너지의 잉여전력을 활용하여 그린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저장,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수전해 효율을 

현재 65%에서 2030년까지 80% 이상으로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수소 발전은 2028년까지 50% 혼소 기술을 개발

하고, 2030년까지 제조기업과 협력하여 전소 기술

을 상용화할 계획입니다. 암모니아 발전은 2023년에 

원천기술을 개발하여, 2027년까지 20% 혼소 발전

을 실증할 계획입니다. 연료 전환 완료 전까지 석탄

과 가스 발전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포집하여 

지하에 저장하거나 유용한 자원으로 재활용함으로

써 이산화탄소 배출을 ZERO화할 것입니다. CCUS 

기술은 2030년까지 석탄화력 500MW, 가스 화력 

I  그림 1  I  에너지 효율화 기술개발 전략

I  그림 2  I  재생에너지 확대 기술개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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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그림 3  I  연료전환 기술개발 전략

I  그림 4  I  지능형 전력 그리드 구축 기술개발 전략

150MW급으로 상용화하고, 포집 비용을 현재의 

50% 수준인 톤당 30불까지 낮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한전은 선제적으로 전력망에 투자하여, 재생에너

지를 적기에 수용할 것입니다. 재생에너지의 출력 예

측 정확도를 95% 이상으로 높여, 수용 능력을 증대하

고, 인공 관성, 유연 자원 기술을 개발하여 재생에너

지의 변동성 영향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안정적인 전

력 공급을 위해 차세대 SCADA(송변전망 원격관리시

스템), ADMS(차세대 배전망 관리시스템) 등을 고도

화하여 계통 운영을 디지털화하고 공급과 수요의 균

형을 맞출 수 있는 다양한 에너지 저장 기술을 개발하

겠습니다. 탄소중립의 근간이 될 지능형 전력 그리드

는 제주도에 적용하여 2025년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이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연대와 협력을 통한 기술개발
한전은 2030년까지 R&D 예산을 현재의 2배 이상

인 1조 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속한 

기술개발을 위해 한전과의 공동연구를 희망하는 국

내외 기업, 연구소, 대학 등과 함께 협력체계를 구축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술별 세부 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박흥근 상무
현대두산인프라코어㈜ 

건설기계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버츄얼기술 기반 솔루션 개발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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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및 버츄얼기술 부문 소개
현대두산인프라코어㈜(이하 현대두산인프라코어)

는 1937년 한국 최초의 대단위 기계공장 ‘조선기계제

작소’로 문을 열었습니다. 1958년 선박용 디젤엔진을 

생산하며 국내 최초로 엔진사업을 시작했으며, 1977

년에는 건설기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현대두산인프

라코어는 굴착기와 로더로 대표되는 건설기계, 디젤 

및 가스 엔진 등을 제조하며, 해당 사업 분야에서 글

로벌 선두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

께 혁신에 박차를 가하며 첨단 디지털 기술로 변화를 

이끌어가는 혁신 선도 기업으로 성장해 나아가고 있

습니다. 2018년에는 세계 최초 5G 통신 기반 국가 간 

건설기계 원격제어 시연에 성공했으며, 2019년 건설 

현장 무인 자동화 종합관제 솔루션 Concept-X를 세

계 최초로 시연했습니다. 위와 같이 현재 ICT 기술과 

연계한 스마트 장비, 솔루션 제공을 확대하고 고객 서

비스 프로그램을 강화하며, 고객에게 보다 나은 가치

와 편의를 제공하는 Total Solution Provider로 도약

하고 있습니다.

현대두산인프라코어 기술원의 버츄얼기술 담당 조

직은 버츄얼 제품개발, 버츄얼 기술개발, 신소재 개

발, 그리고 융합시스템 개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버츄얼 제품개발은 제품개발 과정에서의 프

론트로딩(Frontloading)을 통해 개발제품의 경

쟁력을 조기에 검증하여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VPD(Virtual Product Development) 프로세스

를 운영하고 CAE(Computer Aided Engineering) 

및 DMU(Digital Mock-Up)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 도입 이후 제품개발 프로세스에 반영되어 운

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신기종 개발 시 사전 검증

과 해석을 통한 제품 강건성의 선제적 확보를 통해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제

품의 내구/신뢰성 및 성능을 검증하고 개선하기 위

한 CAE 기술과 장비 조립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사

전에 발굴하고 개선하여 제조 효율을 높이기 위한 

DPA(Digital Pre-Assembly), 그리고 운전자의 작업

과 유지 보수의 편리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DMU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버츄얼 검증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2022년 주요 사업 계획 및 연구개발 테마(버츄얼기술 부문) 

- 친환경 동력 시스템 해석 역량 강화
- Virtual Proto & Virtual Proving Ground 개발
- 연비 향상을 위한 차세대 유압 시스템 가능성 검증
- AI(Artificial Intelligence)/ML(Machine Learning)을 활용한 융복합 주조기술 개발

현대두산인프라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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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검증의 기준이 되는 검증 방법론의 개발 및 표준

화, 검증 목표에 대한 합의를 위한 해석/시험/설계/생

산 등 유관 부문이 참여하는 협의체 운영을 통해 프론

트로딩을 더욱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버츄얼 기술개발은 버츄얼 제품개발의 기반이 되는 

새로운 해석 기술을 발굴하고 현대두산인프라코어 고

유의 검증 기술로 연결하는 축으로서의 중요한 역할

을 수행 중입니다. 기존에는 VPD 수행인력이 병행해

왔지만, 더 심도 있게 탐색하기 위하여 별개의 팀으로 

운영 중입니다. 

신소재 기술은 전통적인 소재 기술과 융복합기술의 

접목을 통해 건설기계에 특화된 부품과 소재 개발로 

고객 가치 극대화 및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

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수 열처리 재질 개발과 내마모 

부품 개발, 그리고 플라스틱 소재 및 친환경 도료 개

발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시험 위주의 개발 

방법론에서 해석 기술과 데이터베이스 활용 등 버츄

얼기술 접목을 통해 개발 효용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융합시스템 개발에서는 연비/성능 향상

을 위한 차세대 유압 시스템, 장비 가동 시간(Uptime) 

향상을 위한 PHM(Prognostics and Health 

Management) 기술개발을 통해 연비 향상, 탄소배출 

저감, 장비의 가동률을 제고하는 등 제품의 고객 가치

를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

는 환경과 고객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새로운 가치

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다양한 시뮬레이션 기술과 시

험 기술을 융합하여 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연구개발 계획 및 목표
버츄얼기술은 2022년에도 핵심기술의 고도화 및 

신규기술 발굴을 비롯해 지속적인 혁신을 통한 제품 

및 고객의 가치를 위한 Total Solution Provider로서

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자 합니다.

VPD의 가치는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프론트로딩 

강화를 통한 제품경쟁력 확보 및 제품개발 기간 단축

입니다. 이를 위해서 검증 영역의 확대 및 정합성 확

보를 위한 활동과 해석 자동화 등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 위기 대

응을 위한 전동화 장비의 개발 가속화에 따른 배터리 

팩, 모터, 연료전지 등 신규 동력 시스템에 대한 새로

운 개발 및 검증 방법론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입

니다.

CAE 기술은 건설장비에 VPD 프로세스가 적용되

기 이전부터 가상 시제품(Virtual Prototype) 개발이

라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으며, 제품에 대한 가상화

뿐 아니라 현장의 가상화를 더한 가상 검증장(Virtual 

Proving Ground)을 통해 다양한 지역과 사용자의 작

업환경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증기술에 인공

지능과 디지털 트윈을 접목한 신기술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신소재기술에서는 구조/형상/재질 최적화 및 원

가 절감을 위한 신공정-신기술을 개발하고 있으

며, 특히 AI(Artificial Intelligence)/ML(Machine 

Learning)을 이용한 융복합 주조기술 개발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부품의 정비/교환 주기

를 연장하고 점검시기를 일원화하여 TCO(Total Cost 

of Ownership) 관점에서의 고객가치를 높이기 위한 

Extended Maintenance 전략의 실행, 강화된 환경규

제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 도료 및 장수명 오일개발

도 중요한 목표입니다. 특히 자연모사 기술(Nature-

Inspired Technology)과 시뮬레이션 기술, 그리고 

3D 프린팅 기술의 융합을 통한 차세대 내마모 부품 개

발이 막바지 단계에 있으며, 양산성 또한 충분할 것으

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비는 과거에도 제품경쟁력의 핵심 지표 중 하나

였습니다. 특히, 최근의 기후환경 대응에 따라 그 중

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동화 장비로의 대

체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실제 현장의 인프라와 TCO

측면에서 기존 엔진탑재 장비의 시장은 당분간 지속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압 에너지 회

생 시스템을 적용한 Hydraulic Hybrid 시스템의 양

산화 및 차세대 유압 시스템인 MPS(Multi-Pump 

System)의 타당성 검증을 통한 추진전략 구체화가 중

요한 이유입니다.

현대두산인프라코어 버츄얼기술의 미래경쟁력 강화
를 위한 중장기 전략

2019년 버츄얼기술 부문에서는 기술의 적용대상

을 제품으로부터 시장과 고객으로 확장하고, 기술기

반 솔루션 제공을 통해 새로운 가치 창출 혁신 활동

을 진행하였습니다. 북미 건설업 주주딜러 및 주요관

계자 심층 인터뷰와 유럽 시장 분석, 제품 사용자의 

VOC(Voice of customer) 등 다양한 레퍼런스를 확보

하여 시장과 고객의 니즈 및 고충 사항을 도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근원적 문제를 정의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다수의 아이디어를 도출·병합하여 핵심 추

진항목을 발굴했습니다. 건설산업은 전 세계 GDP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한 시장임에도 타 산업대

비 디지털 변화가 느리게 진행 중인 산업입니다. 하지

만 공사 현장의 디지털화 역시 큰 흐름 속에서 진행 중

에 있기 때문에, 곧 다가올 미래의 공사 현장을 이미

지화하고 생산성 극대화라는 불변의 가치를 핵심 니

즈로 정의했습니다. 디지털화된 공사 현장은 모든 장

비와 정보가 연결되어 있는 자동화 공장의 모습일 것

이며, 이 현장의 생산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서는 개별 장비 역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

요합니다. 즉 장비의 가동시간(Uptime) 유지를 통한 

현장의 생산성 극대화를 지원하기 위한 3대 솔루션을 

핵심주제로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비의 상

태를 상시 모니터링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고장을 방

지하기 위한 PHM솔루션, 이상 발생 시 보다 신속하

고 정확한 대응을 위한 AR 정비지원솔루션, 그리고 

원격지에서의 원활한 부품 공급을 위한 3D 프린팅 기

술 기반의 디지털 인벤토리 솔루션입니다.

PHM기술은 데이터를 활용한 장비 전반의 상태 진

단뿐만 아니라, 고장 발생 시 수리 기간이 오래 소요

되는 핵심 부품에 대해 추가의 피지컬(Physical) 또는 

버츄얼 센서를 활용한 진단 방법론들을 개발하고 있

습니다. 특히,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전사 각 부문의 시

스템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통합하여 구축한 DI360 

시스템을 활용해 과거의 필드에서의 고장 이력을 토

대로 중요도와 발생 빈도 등을 파악하여 주요 부품을 

선정하였습니다. 진단/예측 방법론의 양산화 개발과 

더불어 기존 장비와 타사 장비까지 해당 솔루션을 탑

재하기 위한 리트로핏(Retrofit) 전략을 성공적으로 

수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AR 정비지원 서비스는 정비 인력의 고령화, 신규 

전문인력 확보 및 육성의 어려움, 그리고 장비의 전자

화 및 신기능 도입에 따른 정비 난이도 증가 추세에 맞

춰 딜러와 현장 대응력을 지원하기 위해 AR 기능을 

활용한 원격지 정비 및 정비 지원 솔루션으로 2021년 

말 출시되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세상의 큰 흐름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버츄얼기술 영역에서도 기술개발

의 효율성·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디지털 핵

심기술들을 접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AI와 ML을 활용

한 업무 고도화와 자동화는 추가적인 가치 발굴을 위

한 레버리지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버츄얼 모델과 실제 장비 간의 연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의 가치는 무궁무진합니다. 지금까

지는 실제 장비를 디지털화한 버츄얼트윈만으로도 장

비의 성능 검증 및 개선에 큰 가치를 만들어왔지만, 앞

으로는 디지털 자산을 실제 장비와 연결해 살아있는 

디지털트윈을 개발하여 더욱더 커다란 가치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IoT(Internet of Things)와 

1-D/3-D 시뮬레이션, AI, ML 등 관련된 핵심 기술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특정한 요소기술에만 몰입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소개한 혁신 활동 사례와 같이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여 새로운 가치를 발굴하는 활동을 지

속하고, 신기술의 도입과 융합을 통해 필요역량을 적

시에 확보하여 빠르게 구현해 나가는 것이 필수입니

다. 또한 새로운 시도를 함에 있어서도 자율성과 유연

성을 토대로 사고의 폭을 제한하지 않되 최종의 완성

된 이미지를 먼저 그려보고 단계별로 예상 산출물과 

기대 가치를 정의하는, 소위 Start with Outcome의 

철학을 견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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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준 원장
㈜SK이노베이션 
환경과학기술원

Carbon to Green 달성 위한 SK이노베이션의 
친환경 미래성장 R&D 혁신 추진

03 Special 
Issue 

기업 및 연구소 소개
㈜SK이노베이션(이하 SK이노베이션)은 1962

년 국내 최초의 정유회사인 ‘대한석유공사’를 시작으

로 국내 석유 사업 발전을 주도하고 국가 경제 발전

을 견인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2011년

에 사명을 SK이노베이션으로 변경하고 대한민국 대

표 글로벌 에너지/화학 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

리고 2021년에 사업 포트폴리오를 탄소중립 중심으

로 혁신하는 ‘Carbon to Green’ 전략을 통해 Green 

Energy & Materials Company로 새롭게 도약하겠다

는 선언을 하였고, 현재 SK이노베이션을 비롯한 SK

에너지, SK지오센트릭, SK루브리컨츠, SK인천석유

화학,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 SK아이이테크놀로지, 

SK온, SK어스온 등 8개 자회사가 ‘Carbon to Green’ 

전략 실행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1985년 울산에 ‘기술지원연구소’

를 설립하면서 연구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1995년

에는 R&D 조직을 확대하여 SK대덕연구단지가 출범

하였고, 기유 제조 공정기술, PX 공정기술, 리튬이온

전지 분리막(LiBS), ZIC 윤활유, 고순도 Specialty 제

품, 고성능 폴리에틸렌(Nexlene)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개발 성과를 현장에 적용하여 사업 경쟁력을 높

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Carbon to 

Green’ 혁신 달성을 위해 연구조직을 환경과학기술

원으로 확대 개편하고, 에너지/석유화학 사업을 통해 

축적한 촉매 및 무기 소재 역량, 유기합성 및 화학 기

반 솔루션 제공 역량, 분리 조성 등의 분석 역량, 공정 

해석 및 공정 설계 역량을 바탕으로 환경기술, 친환경 

제품 및 솔루션, I/E소재, 배터리 분야에서 세계 최고

의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2022년 주요 사업 계획과 연구개발 계획 및 목표
석유 수요 변동성 증대, 재생에너지의 수요/공급 확

장, 국가 규제 강화 등의 다양한 불확실성 및 Waste, 

CO2 등 환경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들이 증가하고 있

습니다. 이러한 경영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생존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였고, 

지난 7월 SK이노베이션 스토리 데이(Story Day)를 

통해 탄소 중심의 사업 구조를 그린 중심의 기업으로 

탈바꿈하겠다는 파이낸셜 스토리(Financial Story)

를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서 밝힌 핵심 전략은 배터리

를 중심으로 폐배터리 리사이클, 분리막 등 그린 포트

폴리오를 강화하는 그린 앵커링(Green Anchoring)

과 기존 사업을 플라스틱 리사이클 등 친환경 비즈

니스 모델로 전환하는 그린 트랜스포메이션(Green 

Transformation)의 2개 축입니다. 환경과학기술원은 

이러한 전략의 효과적 실행을 위한 혁신 조력자로 다

양한 연구개발을 추진할 것입니다. 

배터리 분야는 차별화된 높은 에너지 밀도와 안전

성 향상을 위한 차세대 배터리 기술 확보를 추진하

고 있습니다. 지난 11월에는 전고체 배터리 기술 선

도 기업인 美 솔리드파워(Solid Power)와 공동으로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대한 협약을 맺었습니

다. 환경과학기술원은 앞으로 전고체 배터리 기술 개

발 및 상용화를 위해 적극적인 오픈 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을 추진하여 기술 장벽을 해결해 나갈 예

정입니다.

전기자동차(EV) 시장의 성장에 따라 전기자동

차 배터리의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향

후 폐기되는 배터리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

에 따라 배터리 폐기로 인한 환경 오염, 배터리 제조

를 위한 원소재 수급 불균형 및 확보 과정의 불투명

성 등 사회적 문제들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러한 문제들을 극복하는 솔루션으로 환경과학기술

원은 폐배터리 금속 재활용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

 2022년 주요 사업 계획 및 연구개발 테마 

- 전고체 전지 등 차세대 배터리 신기술 확보
- 폐배터리, 폐플라스틱, 폐윤활유 등 Recycling Solution 개발
-  배터리 분리막, Display 소재 등 정보전자소재 사업 경쟁력 강화 및 신규  

성장 기반 마련
-  친환경/경량화 패키지 소재, 프리미엄 아스팔트, 바이오연료 등 Green 

Product 개발
- CO2 포집, 활용, 저장을 위한 CCUS 기술 개발

㈜SK이노베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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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석유화학 공정 운영을 통해 축적한 차별화된 유동

층 기술을 이용하여 수산화리튬을 직접 회수하는 기

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에 성공하였고, 현재 상업화 

(Commercialization) 연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기자동차의 보급에 따라 급속히 커지고 있는 배

터리 시장에서 주행거리 향상과 배터리 안전성이 핵

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초고강도, 초

고내열, 저저항 분리막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

다. 환경과학기술원은 습식 배터리 분리막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달성을 지원해 왔으며, 지속적인 기술혁신

과 배터리 및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 확장을 통해 정보

전자소재 사업 경쟁력 강화 및 신규 성장 기반 마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플라스틱은 가공이 용이하고 생산하기 쉬워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많은 양의 폐플라스틱이 제대로 관

리되지 않아 사회적 문제로 급격히 부상하고 있습니

다. 환경과학기술원은 이러한 폐플라스틱 이슈 해결

을 위해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하여 고부가 제품화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열분해 공정의 주요 도전

과제인 불순물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쌓았던 

촉매, 공정 분야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불순물 제거에 효과적인 최적 촉매를 확보하였습니

다. 현재 파일럿(Pilot) 성능 결과 기반으로 스케일업

(Scale-up) 검증 과정을 통해 ’24년 상용 공장 건설을 

목표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폐플

라스틱의 Mechanical/Chemical Recycling 기술, 플

라스틱 사용량을 저감할 수 있는 친환경 패키징 기술, 

EV 확대에 따른 자동차 경량화 소재 개발도 병행하여 

플라스틱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들을 적극 해결하고자 

합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로 인한 기후 변화는 

전 세계적 위기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제는 기업, 학

계, 정부 그리고 시민 사회단체 등이 협력하여 공동 

대응해야 합니다. SK이노베이션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CCS(Carbon Capture Storage, 이산화탄소 포

집/저장) 기술 개발을 위해 외부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한국석유공사와 함께 

동해가스전을 활용하는 CCS 실증 모델 개발 국책과

제 및 EU에서 진행 중인 REALISE Project에 참여하

고 있습니다.

2022년 주요 이슈 대응 전략
ESG 실현
당사의 주요 이슈인 ESG 실현을 위한 핵심 전략이 

바로 앞서 설명한 ‘Carbon to Green’ 전략이며, 이의 

성공적 실행을 위한 핵심 요소 중 하나는 바로 높은 수

준의 기술 역량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린 앵커링 및 

그린 트랜스포메이션 과제들의 성공적인 달성을 위해

서는 환경과학기술원의 축적된 역량에 더하여 새로운 

역량의 융합을 필요로 합니다. 기존에 축적된 역량은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내는 데 기반이 될 수 있

으나 모든 것을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역량의 도

입이 필요하고 이를 내재화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존 확보된 역량을 적극 활용하면서 신규 역

량을 효율적으로 축적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야 합

니다.

환경과학기술원은 전 세계 수많은 대학, 기관, 기업

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 검증 및 기술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픈 이노베이션 기능 강화 및 실행력 

제고를 위해 국내외 다양한 거점을 구축하고자 합니

다. 국내에서는 수도권 내 R&D 센터를 통해 R&D 기

능을 확장/강화할 예정이며, 더 나아가 글로벌 R&D 

조직 및 거점을 확대하여 혁신기술 발굴 기회 창출 및 

글로벌 우수 인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환경과학기술원은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 역량

을 축적해 왔고,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또 다른 성공 

스토리를 쓰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성공 스토리

를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박영호 CTO
㈜아모레퍼시픽

뉴 뷰티(New Beauty)를 향한 혁신의 현장 
아모레퍼시픽 R&I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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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및 연구소 소개
‘철저히 기술과 품질로 고객에게 인정받겠다’는 신념 

하에 ㈜아모레퍼시픽(이하 아모레퍼시픽)이 1954년 

국내 화장품 업계 최초로 연구실을 개설한 것이 지금

의 아모레퍼시픽 R&I 센터의 출발점입니다. 아모레퍼

시픽 R&I 센터에는 화학, 생물학, 의약학을 비롯해 기

계공학, 심리학, 정보기술(IT)까지 다양한 전공 분야의 

연구원 540여 명이 모여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긴

밀한 협업을 통해 연구개발에 임하고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에서 우위를 확보해야 세계 선두기업

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아모레퍼시픽 창업자 서성환 

선대회장의 신념이 오늘날 아모레퍼시픽의 근간이 되

고 있습니다. 이에 아모레퍼시픽 R&I 센터는 화장품, 

식품, 피부 연구를 통한 ‘신소재 개발’, 노화, 미백, 탈

모방지 효능을 탐구하는 ‘생명과학’, 안전성, 안정성, 

효능 등을 연구하는 ‘포뮬레이션’, 고객의 필요와 가치

를 발굴하는 ‘고객 감성공학’ 분야를 중점 연구 분야로 

두고 있습니다. 

제품별로 보면, 화장품의 경우 기초, 색조, 두발 등

에 관련된 분야에서 세계 최초, 최고의 제품 개발을 

목표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삼을 비롯

한 한방 소재 가공법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계면공

학, 생명공학, 물리화학, 기계공학, IT처럼 다양한 기

술을 응용해 화장품 제품과 소재를 개발합니다. 그리

고 생활용품은 물과 함께 배출되는 샴푸, 린스, 바디 

제품에 의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자 친환경 연구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으며, 식품 부문에

서는 심신의 안정을 위한 새로운 건강식품 영역을 창

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녹차에서 발견한 유산균

으로 한국인의 건강에 맞는 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

또한 아모레퍼시픽은 화장품 용기가 초래하는 환경 

문제에 깊이 공감하고, 불필요한 플라스틱 소비를 줄

이고자 획기적인 종이 용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

근 아모레퍼시픽 R&I 센터는 나노박막차단 기술을 접

목해 기존 종이 튜브보다 기밀성을 높여 최대 3년간 

사용할 수 있는 종이 용기를 개발했습니다. 이에 멈추

지 않고, 현재 유통기한을 보장하면서도 100% 퇴비

화할 수 있는 종이 용기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연구 활동을 통해 지속해서 친환경 포장재를 

 2022년 주요 사업 계획 및 연구개발 테마 

- 바이오/더마/헬스케어 카테고리의 초격차 상품 개발 및 성장
- 최초/최고의 기술과 제품 질적 고도화
- 지속 가능 개발 혁신
- 스마트 R&D

㈜아모레퍼시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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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보일 계획입니다.

세상에 없는 제품 탄생시키는 5가지 원칙
아모레퍼시픽에는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

답게’라는 소명과 다섯 가지 일의 원칙이 있습니다. 즉 

‘고객을 중심으로 행동한다’, ‘최초, 최고를 위해 끊임

없이 시도한다’, ‘열린 마음으로 협업한다’, ‘다름을 인

정하고 존중한다’, ‘스스로 당당하게 일한다’. 이런 원

칙에 따라 연구원들이 고객을 행복하게 해줄 제품을 

만들고자 노력하다 보면, 세상에 없는 새로운 제품이 

탄생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을 관찰함으로써 화장을 

하고도 덧바를 수 있는 자외선 차단제의 필요성을 파

악했고,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얇게 덧바를 수 있고 

휴대가 편리한 새로운 카테고리의 화장품 ‘쿠션’을 개

발했습니다. 쿠션은 선크림, 메이크업 베이스, 파운데

이션 등을 특수 스펀지에 복합적으로 흡수시켜 팩트

형 용기에 담아낸 제품으로, 전 세계 화장문화를 변화

시킨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 가전박람회(CES)에서 ‘2020년 혁신상’, 2021

년 타임즈에서 선정하는 ‘타임즈 베스트 인벤션 of 

2021’을 받은 ‘3D 프린팅 맞춤 마스크팩’도 아모레퍼

시픽 R&I 센터의 최근 작품입니다. 고객마다 얼굴 크

기와 모양이 다르고 부위별 고민도 다른데, 이를 충족

할 마스크팩을 개발하는 데 3D 프린팅 기술을 도입한 

것입니다. 먼저 회사가 자체 개발한 앱으로 얼굴을 촬

영해 사용자의 눈, 코, 입 위치와 이마, 볼, 턱 등의 면

적을 측정한 뒤 마스크 도안을 디자인하고, 이 정보

를 바탕으로 부위별 피부 상태에 적합한 기능성 성분

을 포함하는 하이드로겔을 선택한 뒤 이를 고속 3D 프

린터로 출력해 사용자 맞춤형 마스크팩을 실시간으로 

제조합니다.

아모레퍼시픽은 기업 성장 동력으로서 인재의 힘을 

믿기 때문에 인재 확보에 주력하고 기업 경영에서도 

인재를 가장 중시합니다. 또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

는 열린 기업문화를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02년부터 회사는 사장, 원장, 소장, 팀장 

같은 지위 호칭을 없애고 누구나 서로 ‘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임직원 간 수평적인 의사소통을 활성화하

기 위한 노력입니다.

창의성과 개방적인 협업을 중시하는 아모레퍼시

픽의 정신은 건물에도 담겨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은 R&I 센터를 지을 때 ‘공간이 생각을 지배한다’는 말

처럼 이곳에서 생활할 연구원들을 생각했습니다. 공

용공간은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을 주도록 자연채광

과 간접조명을 활용했고, 빈 공간을 많이 두고 예술작

품을 배치해 창의적 영감을 떠올릴 수 있도록 했으며, 

여러 팀이 자연스럽게 협업할 수 있도록 열린 공간으

로 디자인했습니다. 외부로 통창을 낸 덕분에 일하다

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면 자연을 느낄 수 있습니

다. 또한 건물 내에 피트니스센터, 안마실, 휴게실을 

두어 집중력이 떨어질 때면 언제든 리프레시 할 수 있

고, 넓은 잔디밭과 산책로를 두어 사내에서 자연을 즐

기며 건강을 챙길 수도 있습니다.

2022년 주요 사업 계획과 연구개발 계획 및 목표
아모레퍼시픽은 모든 고객들이 ‘뉴 뷰티(New 

Beauty)’를 통해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여 건강

하고 행복한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내/외면의 조화와 웰니스로 

이어지는 광의의 라이프 뷰티를 추구하고, 디지털 연

결을 통해 초개인화 솔루션을 제공하며, 다양성과 대

자연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새로운 비전을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연구개발 전략도 이러한 비전에 발맞추어 바이오/

웰니스 뷰티, 고객 경험을 위한 맞춤/개인화 솔루션, 

그리고 보다 적극적인 환경개선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바이오 테크의 진화와 맞물려 피부 과학 기술은 더

욱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67년간의 

피부 과학 연구 자산을 바탕으로 새로운 바이오기술

을 접목하여 더욱 진화된 화장품 소재를 개발하고 고

객이 실효를 체감할 수 있는 고기능성 화장품을 개발

하고자 합니다. 자사의 오랜 피부의약 개발 역량을 기

반으로 메디컬 수준의 피부 개선 화장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글로벌 환경규제가 가속

화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업의 책임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자사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책임에 공감

하며 환경영향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 생태계 보전 및 

복원을 위한 연구 투자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고객의 

안전/안심을 넘어 환경에도 유익한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R&I 센터 내부적으로는 스마트 R&D로 거듭날 것

입니다. 제품 개발과정에서 진행되는 품질, 안전성, 

안정성, 임상, 효능 등의 시험 시스템을 QR 코드 기

반으로 업무 시스템의 자율화와 효율화를 완성하고, 

2017년에 개발한 e-Lan note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여, 처방 개발의 리드타임을 단축시킬 수 있게 하였

습니다. 이런 연구시스템 구축을 통해 앞으로의 연구

생산성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객의 건강한 삶, 내면의 아름다움을 

위한 헬스케어 솔루션 개발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셀프메디케이션 트렌드는 더욱 확산되고 있으며 이러

한 니즈에 부합하기 위한 시장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

지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헤리티지 기능성 소

재와 자사만의 특화된 헬스케어 기술력을 근간으로 

가장 우수한 품질과 효능을 제공하는 건강식품 개발

을 더욱 가속화할 것입니다.

2022년 주요 이슈 대응 전략
디지털 전환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개인화된 뷰티 솔루션 개발

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피부진단, 맞춤 구

독 서비스, 가상(Virtual) 뷰티의 확대가 바로 그것입

니다. 자사는 바이오/디지털 융합 기술 기반의 새로

운 진단 서비스를 확대하고 이를 기반한 새로운 맞춤

형 화장품을 개발하여 새로운 고객 경험을 제공하고

자 합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로 맞춤형 마인드 링

크드 배스봇01과 맞춤 스킨케어 플랫폼 기술이 2022 

CES 혁신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연구소는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뷰티 솔루션을 개척하고 초개인화솔루션 개발을 위한 

도전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ESG 실현
지속 가능한 혁신 연구 강화를 위해 2021년 9

월 R&D 내 연구센터(Sustainable Life Research 

Center)를 설립하였습니다. 전사적 ESG 추진 전략

에 맞춰 브랜드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 기술 

개발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로서 종

이 포장재가 적용된 선케어 제품이 2021 대한민국 올

해의 녹색 상품 수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기술은 

종이 포장재의 한계를 개선하여 최장 36개월간 유통

이 가능하며 플라스틱 사용량을 70%까지 줄일 수 있

습니다. 연구센터는 외부 혁신기술의 적극 도입을 통

해 이러한 환경성 개선 연구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며,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환경 발자국을 개선할 수 있

는 솔루션 개발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01  마인드 링크드 배스봇: 뇌파 측정을 통한 고객 맞춤형 입욕제 즉석 
제조 로봇으로, 뇌인지과학과 로봇 자동화 제조기술을 접목하여 고
객에게 맞는 입욕제를 클린 공정으로 2분 만에 제조 가능

I  그림 1  I   아모레퍼시픽 R&I 센터 ‘미지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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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호 CTO
한국항공우주산업㈜

글로벌 항공산업의 
대한민국 위상을 높이다!

05 Special 
Issue 

기업 및 연구소 소개
기업 소개
KAI(한국항공우주산업㈜)는 1999년 국가 방위산

업 육성을 위한 ‘빅딜’ 정책으로 삼성항공, 현대우주

항공, 대우중공업 3사가 통합하여 설립되었습니다. 

1999년 설립 직후부터 항공산업의 불모지였던 대한

민국에서 KT-1, T-50 고등훈련기, FA-50 경공격

기, KUH 수리온 기동헬기 등 항공기 개발과 함께 다

목적 실용위성, 차세대 중형위성, 정지궤도 복합위성 

등 다양한 위성개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

다. 최근에는 한국형 전투기 ‘KF-21’을 개발하여 세

상에 선보이면서 글로벌 항공산업의 대한민국 위상을 

한층 높였습니다. 

현재 KAI는 5대 주력사업의 플랫폼 다각화와 파생

형 사업 창출로 지속적인 제품 업그레이드 및 시장의 

지배적 위치를 강화하는 한편, 도심항공교통(UAM) 

비행체 개발을 포함하여 유·무인 복합체계, 위성·

우주 발사체, 항공전자, S/W·시뮬레이션 등을 미

래사업의 5대 축으로 삼아 활발히 추진 중입니다. 지

난 20여 년간 대한민국이 자주국방·방산 및 항공산

업 선진국으로 가는 여정의 최전선에서 활약한 KAI는 

‘최고의 기술과 제품으로 고객에게 신뢰받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글로벌 기업’이라는 경영이념을 바탕으

로 국가공동체의 신뢰와 존경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구소 소개
KAI 기술혁신센터는 KAI가 글로벌 선진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R&D 혁

신센터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차세대 항공기 기술, 군 전력화에 핵심이 될 유무인 

복합 체계와 항공기 개발과정에서의 문제를 예측·예

방할 수 있는 PHM 기술 등 항공산업의 혁신을 불러일

으킬 신기술 선행연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외 항공산업에서는 데이터 분석 및 처리 

기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정부의 한국판 뉴

딜 2.0 발표의 영향으로 전 산업의 디지털화가 활발

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KAI 기술혁신센터 역시 이러

한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AI·빅데이터 부문에 대한 

 2022년 주요 사업 계획 및 연구개발 테마 

-  군/민수 사업의 유기적 성장: 성능개량 및 원가 혁신으로 견고한 펀더멘털 
구축과 전략적 협력 및 다변화로 성장 모멘텀 강화

-  미래사업 준비로 비약적 성장: 첨단 기술 R&D 및 사업화로 미래사업 영역을 
확장하여 차세대 주력 사업 확보

한국항공우주산업㈜

적극적인 투자와 전문인력을 지속 확대 중입니다. 이

러한 흐름을 이어나가며 향후 지속적인 혁신과 역동

적인 변화를 통해 KAI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2022년 주요 사업 계획과 연구개발 계획 및 목표
2022년 주요 사업 계획
2022년은 여러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포스트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는 시기임과 

동시에 외부환경 변화로 국내외 전반적인 분위기가 뜨

거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KAI는 국내 항공산업의 선두

주자로서 변화하는 시장환경과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기반으로 미래사업 구체화 및 경영 시스템 고도화를 

필두로 2022년 주요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하

여 TPNG(Turbo Prop Next Generation) 국제 공동

개발 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FA-50 사

업의 말련 수주, 일본 LCH 사업 수주 등 글로벌 기업

으로 가기 위한 국제 공동협력 사업들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초소형 위성, 한국형발사체, 차기

사단체계 개발 등 미래 핵심사업을 구체화하여 국내 

우주 사업의 단계적 발전을 위한 실속 있는 움직임을 

보여줄 계획입니다. 

최근 KAI는 산업부에서 주관하는 생산성경영시스

템(PMS) 평가에서 국내 최고 수준인 Level 8을 기록

한 만큼 경영 시스템 고도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

다. 2022년에는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경영관리혁신 

시스템을 한층 더 성숙하게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안정화된 경영 시스템을 활용하여 원가절감 및 

수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펼쳐나갈 것입

니다.

2022년 연구개발 계획 및 목표
국내 최대 규모의 국책 연구개발 사업인 KF-21은 

인도네시아와 국제 공동개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의 노후 전투기인 F-4, F-5를 대체하

고, 한국 공군의 미래 전장에 적합한 성능을 갖춘 한

국형 전투기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개발은 10년 6개월

의 기간이 소요되어 2026년 완료 예정입니다. KAI는 

KT-1 기본훈련기, T-50 고등훈련기, FA-50 경공

격기 등 국산 항공기의 개발 경험과 인프라를 기반으

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형무장헬기(LAH: Light Armed Helicopter) 사

업은 육군의 노후 공격헬기(500MD, AH-1S) 대체

를 목적으로 현대 전장에 적합한 첨단 무장헬기를 개

발하는 사업입니다. LAH 사업은 개발 예산 절감과 안

정적인 후속 지원을 위해 소형민수헬기(LCH: Light 

Civil Helicopter)와 연계하여 연구개발 중에 있습니

다. 2015년 체계 개발에 착수한 LAH는 최신 항전 장

비와 무장·사격 통제 시스템 등이 적용되며, 2023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KAI는 국내업체로서는 유일하게 1톤급 실용위성인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1호 사업을 시작으로 2호, 3

호, 5호, 3A호, 6호, 7호에 이르기까지 위성 본체 개

발 전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중·대형급 위성 

개발 기술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기업이 주

관하는 차세대 중형위성과 군 정찰위성 개발사업으로 

진출하며 우주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주

발사체 부문에서는 한국형 발사체(KSLV-Ⅱ) 체계 총

조립과 1단 추진제 탱크 개발 참여 등 발사체 기술 확

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KAI

는 위성에서부터 발사체, 발사 서비스까지 우주 산업

화를 주도하는 우주 전문 업체를 목표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2022년 주요 이슈 대응 전략
디지털 전환
KAI는 디지털 혁신을 위해 핵심 요소를 정의하고 

요소별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

여 기존 사업의 지속적인 영위와 혁신과제 수행으로 

신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핵심 요소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반 

기술을 담을 수 있는 인프라 전략입니다. ’21년까지 

일부 공장에 나누어져 있던 서버와 스토리지들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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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에 모으고 글로벌 데이터센터 안정성 평가 기준인 

TIA-942 Tier 3 수준의 면진, 화재 대응, 보안, 이중

화 시설과 설비를 적용한 통합 데이터 센터를 완공하

였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빅데이터, 디지털 트윈, IoT 기술 대응 목적의 사내 프

라이빗 클라우드(Private Cloud)를 구축하였습니다. 

더불어 협력사와 상생을 위한 사외 클라우드 구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 요소는 사무 자동화입니다. 구성원의 

업무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규칙적이고 단순반

복적인 업무를 줄이고 고부가가치 업무로의 집중 목

적인 RPA 솔루션을 도입하였습니다. RPA의 적용은 

단순 반복 업무의 자동화를 목표로 재무, 영업, 구매, 

생산 등 전 분야에 걸쳐 약 250여의 과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AI 기

술을 적용한 챗봇을 통해 구성원에게 인사/총무/보

안/재무/IT 부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각 시스템의 융합

을 통해 업무를 위한 각 시스템에 접속하고 로그인하

는 것이 아닌 챗봇과 자동화 툴(RPA)의 연계를 통해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개인비서 플랫폼을 구축할 계

획입니다.

세 번째 핵심 요소는 빅데이터입니다. KAI는 고등 

훈련기, 한국형 기동헬기, 소형 무장헬기, 한국형 전

투기 등 다양한 항공기의 체계 개발 및 운영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차세대 ERP 구축 및 고도화와 경

영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한 전사 영업-구매-생산-품

질-고객지원 영역을 아우르는 SCM(Supply Chain 

Management, 공급사슬관리) 데이터 또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들을 융합하여 빅데이터 클러스

터에 담고 기준정보 관리, 전처리 및 분석을 통해 밸

류를 찾아내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를 활용하여 구

매 자동발주 시스템과 AI 모델의 A350 생산공정 적용 

등의 생산성 혁신을 추진 중이고 관련 프로젝트의 결

과로 KAI의 효율성 증대와 기업가치 향상의 목적을 

달성하고 동시에 미래성장동력의 한 축이 되리라 판

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KAI는 전략적인 핵심 요소의 기술개발 및 

활용을 통해 디지털 전환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으

며, UAM, 유무인 복합체계, 위성과 발사체, 항공전

자, 소프트웨어 등 신사업 영역 확장과 스마트 팩토리

를 통한 원가 경쟁력 확보로 2030년까지 아시아를 대

표하는 항공우주 체계종합업체로 도약하겠습니다.

ESG 실현
국내외 정부/기관의 ESG 경영에 대한 의무 및 규

제가 강화됨에 따라 KAI 역시 ESG 실현을 위해 발 빠

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KAI는 ’18년부터 대외 기관 

ESG 평가에 대응하고 있으며, 주요 기업들과 마찬가

지로 ESG 경영을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사업 및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KAI는 활발한 지역 봉사 활동 및 취약계층 지

원 등 ESG 사회공헌 범주에서 우수기업으로 평가되

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ESG 경영체계 도입 사전검토

를 마쳤으며, 안정적인 체계 구축을 위해 단계별 추진

방안과 전략을 수립하여 ESG 경영체계 도입을 적극

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ESG 실현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KAI는 ESG 실현을 위해서 경영체계를 

새로 도입함과 동시에 단계적 발전 전략으로 지속적

인 성장과 도약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아직은 시작 단

계라고 보일 수 있지만, 빙산의 일각이 굉장히 거대한 

빙하를 품고 있듯이 KAI의 ESG 실현 행보는 이미 진

행되어왔던 훌륭한 성과들을 세상에 선보이는 작업이

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KAI의 ESG 실현

을 위한 태동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최성호 부사장
㈜만도

자율주행/섀시제어/전동화 신기술을 기반으로
미래의 자동차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

06 Special 
Issue 

기업 및 연구소 소개
㈜만도(이하 만도)는 1962년 창립 이래 자동차 기

술 개발의 선도자로 신기술 확보에 기여해 오고 있습

니다. 모든 기업들이 기술과 품질을 중시하지만, 만도

에게 기술과 품질은 향상의 ‘대상’이 아니라 기업의 ‘비

전’ 그 자체입니다. 자동차 부품 기술 불모지에서 이룬 

국내 유일의 독자 기술력 확보를 위한 만도의 도전과 

열정을 향한 노력은 이제 전 세계 시장에서 그 기술과 

품질을 인정받는 한국 자동차의 살아있는 역사가 되

었습니다. 만도는 우수한 인력 자원과 첨단 기술, 생

산시설과 앞선 품질 경쟁력을 바탕으로 자동차 안전

의 기반이 되는 핵심 부품부터 고부가가치 미래 첨단 

자동차 부품까지 아우르는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해 나

가고 있습니다.

’22년으로 만도는 창립 후 60년이 되는데, 회사의 

비전인 ‘Our Vision is Your Freedom’이라는 기치 아

래 ‘In our creation, your tomorrow will be safer, 

greener and easier’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을 추

진하고 있습니다.

비전에서 볼 수 있듯이, 창조적이고 시대를 넘어서

는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과 시장 적용을 통해 인

류에게 더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며, 편안하고 안락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성과 또한 거두

고 있습니다.

만도의 전문 사업 분야는 자동차 브레이크(Brake), 

스티어링(Steering), 서스펜션(Suspension)의 섀시

(Chassis) 부품과 ADAS 시스템(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입니

다. 최초 컨벤셔널 섀시(Conventional Chassis) 제품

의 국내 자동차 업계 공급으로 시작하였지만, 현재는 

EV, 자율 주행 핵심 부품인 IDB(Integrated Dynamic 

Brake), SBW(Steer By Wire), SDC(Semi Damper 

Control System), ADAS 시스템 등을 공급하는 시스

템 업체로 성장하였고, HKMC, GM, Volkswagen, 

BMW, Ford 등 글로벌 주요 OEM들에게 제품을 공급

하고 있습니다. 

이들 제품의 신기술 개발과 해외 고객 대응을 위해, 

판교 R&D 본사를 중심으로 중국, 북미, 유럽, 인도의 

글로벌 5개 지역에 18개 거점을 구축하여 연구에 매

 2022년 주요 사업 계획 및 연구개발 테마 

- EV 및 자율주행 시장 확대에 대응하는 선도 기술 및 제품 개발
- 미래 신규 시장에 대비하여 핵심 역량을 토대로 한 Non-Auto Business 확장
- 차량 편의성과 연결성 강화에 따른 SW 개발 강화와 시스템 통합 추진

㈜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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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1989년 이후 스웨덴에서 최초 진행된 차량 

동계 시험인 ‘Winter Test’는 만도만이 아닌 한국 자

동차 전자 부품 개발의 산실로, 현재는 스웨덴 외에

도 중국, 미국에서 확대되어 진행 중입니다. Winter 

Test에서는 차량 성능 평가 외에도 신기술/신제품 중

심의 라이드 세션(Ride Session) 운영을 통하여 글로

벌 OEM들에게 만도 독자 기술력을 소개하고 있으며, 

고객들이 직접 신제품 성능 확인을 통해 기술을 확인

함으로써, 시장 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2년에도 

EV, 자율 주행, 섀시 통합 시스템 신제품에 대해 글로

벌 총 120여 대의 차량과 130명의 연구원들이 참여하

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만도는 지속적인 연구 개발 

노력을 통해 자동차 산업의 성장과 미래 신기술 제품 

확보에 주력하고 있고, 이들 제품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 확대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주요 사업 계획과 연구개발 계획 및 목표
이미 익숙해져 버린 Covid-19 상황은 지겹기도 하

지만 산업 생태계에 많은 불안정성과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1년 당사에서도 반도체 수급 어려움과 원

자재 파동에 의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22년에도 

이런 불안전성이 유지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당사에

서는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기회 요소와 위험 요소에 

I  그림 1  I   비전에 따른 제품 포트폴리오

대해 충분히 분석하고 준비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이

뤄낼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아래와 같은 연구 전략을 

수립하여 진행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섀시 제품의 전자화와 신제품 개발 및 

시장 확대입니다. 기존의 내연 기관 차량에서 EV 차

량으로 전환되면서, 유압 시스템에서 전자화 섀시 제

품으로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 통

합에 의한 새로운 E-아키텍처(Architecture)가 도출

되고 있고 시장은 이를 대응하기 위한 플랫폼 개발을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브레이크, 스티어링, 서스

펜션의 신제품을 확대하고 시장 확대 또한 지속적으

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섀시 외 제품 시장에 대한 과감한 진

출입니다. 당사는 섀시 제품을 개발하며 축적된 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EV 및 자율 주행 시장에 신규로 적

용될 제품에 대한 개발과 로봇 등 신사업 분야에 대해 

적극적인 투자와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

해 자동차 시장뿐만이 아닌, 새로운 비즈니스 부분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SW 개발 분야에 대한 개발 역량을 집

중하고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근래에 들어 모빌리티 

기술이 자동차 기술과 접목되며 SW 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별도의 SW 개발 조직

인 SW 캠퍼스를 ’21년 출범시켰고, 이를 통해 기술적

Safer Easier Greener
• Mando ldentity

Chassis & ADAS EV + New

자율주행 및 편의 기능섀시 & 센서

• Eco-friendly• Comfortable &
Convenient

PdM 플랫폼
로봇 FDC

OBC

e-Drive SPM

BSG

인 발전과 자원의 육성을 일차적으로 추진하고, 최종

적으로는 만도 만의 SW 플랫폼 확보를 통한 비즈니스

까지 연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22년에는 구체

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기 계획의 실현을 통해 한 단계 발전된 성장을 이

루어 내는 ’22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2년 주요 이슈 대응 전략
디지털 전환
당사는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3P(Product, People, 

Process)를 진행하고 있고, 특히 Process 분야의 스마

트 팩토리, R&D 디지털 전환,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로보틱 처리 자동화)를 이용한 디지

털 작업 구축에 집중하고 있으며, 매년 과제를 도출

하여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21년 Next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전사적 자원 

관리)와 AI/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을 착수하였으

며, ’22년에는 완료함으로써 효율적 사업 운영의 토대

를 세우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글로

벌 현장에 수평 전개함으로써 IT 세계화를 통해 디지

털 혁신 기업으로의 면모를 갖출 것입니다.

ESG 실현
ESG 실현 부분은 ’20년부터 그룹/전사 차원의 ESG 

추진 전담 조직을 설립하여 추진하고 있고, ESG 3단

계 전략을 수립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20년 지속가

능경영보고서 발행을 통한 회사 전략을 공표하였고, 

환경, 기술혁신, 글로벌 공급망 운영, 사회 공헌 등을 

중심으로 하여 세부 실행 계획을 세워 ’20년 1단계 완

료 후, ’21년 2단계인 추진 조직을 정비하고 프로세

스 및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22년부터 3단계인 

ESG 목표를 기업 경영 전략에 반영하고,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최적화하여 지속적인 ESG 경영을 추진하려

고 합니다.  

위드 코로나 대응
당사는 ’20년 Covid-19 사태 이후 비상 상황실 운

영을 통해, 상황에 맞게 적절한 대응을 해오고 있습니

다. 특히, 연구 분야에서는 해외 고객과의 원활한 대

면 미팅이 어렵지만, 해외 거점 연구소와의 협력으로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여 극복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서, 일상으로 복귀하고 있지만 아

직도 상황이 종료되지 않은 만큼 상황에 맞는 개발 프

로세스 보완을 통해 사업 계획 목표 달성을 이루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선대 故 정인영 명예회장님이 강조하신 

‘학여역수행주 부진즉퇴(學如逆水行舟 不進則退)’라는 

말씀을 되새기게 됩니다. 배움은 강물을 거슬러 배를 

모는 것과 같아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되레 뒤로 밀

린다는 의미와 같이, 당사는 Covid-19 상황과 같은 어

려움 속에서도 퇴보하지 않고 끊임없는 연구와 혁신으

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I  그림 2  I   디지털 전환에 따른 3P전략(좌)과 만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우)

By Applying New Digital 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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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및 연구소 소개
㈜동국제강(이하 동국제강)은 1954년 부산에서 국

내 최초 민간 철강기업으로 창립되어 당시 국토 재건

에 필수적이었던 와이어로드의 국내 최초 생산을 시

작으로 민간 최초의 고로, 전기로 제강공장, 냉간압연

강판, 후판, 컬러강판 및 전기아연도금강판 등을 생산

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에 본사를 두고 부산지역 2개 공장(냉연

컬러강판, 도금강판, 소형형강), 당진지역 2개 공장

(후판, 냉연가공), 인천공장(제강, 봉강) 그리고 포항

공장(제강, 형강, 봉강)이 있으며, 연구소는 포항공장 

근거리에 위치해 있고 해외 사업장으로는 포스코, 발

레와 합작사인 CSP를 통해 브라질 세아라주 뻬셍 산

업단지에 연산 300만 톤 규모의 고로 제철소를 건설

하여 ‘일관 제철’을 실현하였습니다.

현재 동국제강은 다양한 철강의 제품을 연간 820여

만 톤 생산하고 있으며, 제품 포트폴리오는 후판, 철

근, 형강, 도금강판, 컬러강판이 있고 각각의 생산기

지에서 쉼 없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중앙기술연구소는 냉연제품에 대한 개발과 연구를 

담당하는 부산 연구소와 열연 제품에 대한 개발과 연

구를 담당하는 포항연구소가 있습니다.

포항 연구소에서는 제강, 봉형강, 설비기술 분야에

서 연구원들의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산

공장 부설 연구소에서는 소재 연구, 컬러강판 등 냉연

강판 분야의 연구원들이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원들은 냉연 소재 및 컬러강판, Steel making, 

봉형강, 설비기술에 대한 철강 분야의 지식과 정보를 

집약하고 제품개발, 신기술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전초기지로

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주요 사업 계획과 연구개발 계획 및 목표
당사의 비전인 ‘최고 경쟁력의 Global Steel 

Company’로 도약하기 위해 2022년에는 다음과 같은 

사업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첫 번째, 미래를 준비하는 신기술, 신공정, 신제품 

개발입니다.

동국제강 컬러강판 사업은 친환경 ‘그린’ 성장과 함

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컬러강판 제조 시 다양

한 외관과 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용도에 따라 수차

례 도료를 코팅하고 코팅된 도료를 건조시키기 위해 

고온에서 베이킹(건조)을 합니다. 즉, 페인트를 철판 

위에 굽는(경화)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이 공정 중 VOC(휘발성 유기화합물)가 배출되고, 

도료 건조 중 LNG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가 배출됩니

다. 당사에서는 이러한 유해물질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NO 코팅, NO 베이킹 컬러 강판 제품과 라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친환경 라인은 코팅 공정을 생

략하고, 가열(베이킹) 공정 없이 컬러강판을 만드는 

신개념의 공정으로 제품뿐만 아니라 제조공정까지 친

환경으로 구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동국제강만의 특화된 스마트 팩토리 환경 

구축입니다.

동국제강 연구소에서는 지난 수년간 공장 자동화를 

추진해왔습니다. 2022년에는 그간 축적해온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공정 지능화를 위한 초석을 다질 예

정입니다. 

빅데이터와 AI 기반을 통해 조업, 설비, 품질 예측 

시스템을 정착하고, 장기적으로는 전체 공정으로 확

대 적용하여 통합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엔지니어 기반의 실무적 관점과 연구원의 연구 성

과가 시너지를 이루어 최적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실무자와 연구원

의 합동 과제를 발굴, 실행하고 있으며 성과 창출 극대

화를 위해 정기적인 위원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이용 효

율화 기술 개발입니다.

임병문 상무(연구소장)
동국제강㈜

동국제강 미래 지속성장을 위한 담금질, 
연구소가 앞장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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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주요 사업 계획 및 연구개발 테마 

- 제조혁신 R&D: 신기술, 신공정, 신제품 개발
- 동국제강만의 특화된 스마트 팩토리 구축: 공정 자동화 & 지능화
- 탄소중립 실현 R&D: 에너지 이용 효율화 & Green Energy 도입

동국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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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전기로 업체로서 전기, LNG 등 이산화탄소 

간접배출이 주를 이루어 전기로에서 배출되는 이산화

탄소가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

니다.

따라서, 제강공정에서의 에너지 활용이 탄소 배출

량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전기로 에너지 이용 효율

화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장

기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립하고 단기적인 에너

지 이용 효율화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자가발전, 

신재생 에너지 및 탄소 저감형 전기로 기술 개발, 폐

열 활용 기술 개발, CO2 저감을 위한 친환경 전기로 

플랫폼 개발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2년 주요 이슈 대응 전략
디지털 전환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위해 2018년 SF위원회

(Smart Factory 위원회)를 발족하여 공정자동화에 초

점을 두고 3년간의 활동(SF 1.0으로 명명)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SF 1.0 활동을 통해 단순 반복작업 및 유

해 위험 작업을 로봇으로 대체함으로써 다수의 공정

에서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작업 안전을 확보하

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일례로, 철근 번들(Bundle, 포장단위, 2t)의 제품 

정보를 표시하는 태그(Tag, 제품 정보 라벨) 부착 인

력 작업을 국내 최초로 로봇으로 대체함으로써 근로

자의 작업환경 개선과 미래 노동인력 감소에 선제적

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머신러닝 기반의 후판 표면 품질 판정 시

스템, 스마트 물류 시스템, 제품 형상 측정기를 개발

하였고, 2021년부터 3개년에 걸친 SF위원회 2기 활

동을 통해 실시간 공정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등 디지

털 전환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ESG 실현
또한, 당사는 2021년부터 ESG 경영에도 본격적으

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ESG 경영을 실행하기 위해 전

담팀을 신설하고, 2022년부터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사업장, 산업안전 및 보건 분야에 전사 협의체를 구성

해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기후변화 대응 전

략 수립, 단기 및 중장기 실행과제 선정 및 추진 등을 

협의체에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2022년에는 전기

로 분야의 에너지 효율화 과제를 선정 진행할 것이며, 

기후변화 대응 로드맵을 수립하여 장기적인 대응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위드 코로나 대응
코로나 시대에 중앙기술연구소에서는 코로나19 바

이러스 99.9% 차단을 인증받은 항균 컬러강판을 개발

하였습니다. 이 제품은 우리 생활 밀접 공간에 내외장

재로 사용되며, 선별 진료소 및 수술실, 제약회사 등 

민감한 생활공간뿐 아니라 가전 외장재까지 확대되길 

기대하고, 지속적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에 각광받는 

제품개발과 양산에 매진하고자 합니다.  

기업 및 연구기술본부 소개
정보전자 소재 산업의 대표 기업 동우화인켐㈜(이

하 동우화인켐)는 1991년 스미토모화학과 동양화학

(현 OCI)의 합작 법인으로 설립되어 국내 반도체 소재 

사업에 첫발을 내디뎠습니다(2002년에 스미토모화학

의 100% 자회사가 됨).

독자적인 기술경쟁력으로 고순도 반도체용 케미컬

의 최초 국산화를 실현하였고, 첨단 디스플레이 소재 

시장으로 사업을 확대하여 한국의 우수한 고객 기업

과의 협업과 동반 성장을 통해 정보전자 소재 분야의 

Total Solution Provider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각종 

고순도/기능성 케미컬, 디스플레이 재료(터치센서, 

편광필름, 플렉시블(flexible) 소재), 디스플레이 색재

료(OLED, QD소재)를 공급하고 있으며, 다양한 신소

재의 개발 및 생산에 주력하며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약 2,700여 명의 임직원이 2조 9천억 원(2020년 말 

기준)의 매출 성과를 올리고 있는 동우화인켐은 평택

(본사/공장/연구본부)과 전라도 익산, 삼기에 거점을 

두고 있으며, 국내는 물론 일본, 중국 상해, 북경, 서

안 그리고 대만과 베트남 등 12개 해외거점에서 스미

토모화학과 함께 활약하고 있습니다.

김상태 CTO
동우화인켐㈜

정보전자 소재 분야의 Total Solution Provider
코로나의 파고를 넘어 2022년도 Level up!

08 Special 
Issue 

 2022년 주요 사업 계획 및 연구개발 테마 

- 차세대 반도체 소재 개발 확대
- 차세대 모바일 폼팩터 소재 개발 확대
- 신규 사업 기술 확보

동우화인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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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에 위치한 연구기술본부는 적극적인 기술개발

만이 기업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신념 아래 차세대 반

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재의 개발은 물론 2차전지 소재 

및 각종 센서와 차세대 통신 안테나 등 고부가가치 기

술과 제품 개발로 고객 가치 향상과 국가 경쟁력 강화

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그동안 쌓아온 풍부

한 경험과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소재, 부품 영역에

서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기업으로 도약함과 동

시에 지구의 환경 보전과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우선

의 가치를 부여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회사가 되

고자 합니다.

2022년 주요 사업 계획과 연구개발 계획 및 목표
사업 계획 및 추진 전략
2022년의 세계 경제는 백신과 치료제의 보급에 의

한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의 수습에 수반해 회복이 예

상되고, 우리나라의 경제도 교역조건 개선에 의한 수

출의 회복,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한 내수의 회복세가 

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원

의 무기화, 글로벌 물류 환경의 더딘 회복세, 각국의 

보호 무역주의 확대라고 하는 불안 요인과 함께 반도

체, 디스플레이 산업에 있어 중국의 거센 추격도 여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회사는 소재 부품 회사로서 고객과 함께 성장

하여 왔으며, ‘고객이 원하는 수량의 신뢰도 높은 제품

을 적시에 공급하는 것’을 비즈니스 영역의 기본 원칙

으로 하고 있으며 어떠한 어려운 외부 환경에도 고객

과의 신뢰 관계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당사의 공급망은 매우 단단한 편에 속하지만, 2022

년에 예상되는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기존 중국 내 공

급망을 확대 및 강화하고 일본 내에 비상 창구를 두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해나갈 것이며, 이미 이를 실행 중

에 있습니다.

정보전자 소재 분야의 Total Solution Provider로

서 각 제품군별로 경쟁력 향상 및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전략을 취하고자 합니다.

케미컬의 경우는 고객의 신규 라인 증설과 디바이

스 고도화로 신규 아이템 개발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

으로 예상되나 원료 가격 인상 또한 상당 폭 예상되

는 가운데 효과적인 제품을 믹스(Mix)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2022년 확보 예정 또는 확보 준비 중인 

EUV(극자외선), ArF(불화아르곤) 레지스트 제조 시

설은 이에 큰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디스플레이 소재 같은 경우는 중저가 모델의 M/S

는 계속 유지 또는 확대해 나가면서 끊임없이 프리미

엄 모델의 개발을 지속하여 제품 세대 간 자연스러운 

모델 체인지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

습니다.

연구개발 계획
연구기술본부의 핵심기술을 활용한 5G 투명 안테

나와 같은 신규제품 개발은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지

만, 안테나는 통신 시스템의 한 축이기 때문에 시스템

과의 호환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통신사, 세트 메이

커, 칩 메이커, 패널메이커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당사는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모바일 기업과 글로벌 네트워크(현지 관계사)를 구축

하고 있으며 디바이스 업체와 안테나 성능 평가에 대

한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개발과 측정 인프라를 구축, 

확대 중이고 2022년에는 충분히 원하는 수준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반도체용 기능성 케미컬은 향후 EUV 중심의 소재

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걸맞은 기술

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미 구축한 로드맵

을 기본으로 차근차근 개발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빠질 수 없는 반도체용 소재 중 하나가 CIS용 색 재료

인데 일본이 독점하다시피 한 시장을 우리 회사가 최

초로 양산 진입하는 데 성공한 바 있습니다. 우선은 

경쟁사와의 간극을 최대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면

서 특정 모델에서 당사가 공급할 컬러를 확보하는 것

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소재 개발에 있어 ‘통합’이라는 흐름은 

이제 자연스러운 것이 된 것 같습니다. 연구기술본부

는 터치센서, 필름류 소재, 플렉시블 재료 등 디스플

레이 소재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어 재료 내 통합

화 또는 이종 제품 간 통합화를 통해 차세대 모바일 폼

팩터 소재 개발을 확대하여 고객에게 가격/기능적으

로 메리트가 있는 소재를 지속 제공하는 것이 신년의 

개발 목표입니다.

디스플레이 업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퀀텀닷 소

재는 2013년부터 고객과의 협업을 통해 가능성을 검

토해 왔으며 일부 신규 방식의 제품을 양산한 바 있습

니다. 현재는 저전력 고효율을 목표로 새로운 소재를 

발굴하여 고객사와의 공정성 검토를 통해 양산화를 

위한 개선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 외 헬스케어 센서, 2차전지 소재 등의 개발도 

2022년에는 진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경제환

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이루는 데 

연구기술본부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계

획입니다.

2022년 주요 이슈 대응 전략
ESG 실현
ESG 경영은 이미 세계적인 흐름으로 정부는 탄소

중립 목표로서 2030년 40% 감축을 선언했으며, 당사

의 모회사인 스미토모화학은 ‘2050년 탄소중립 실현’

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탄소중립적 투자’와 ‘환경친화적 제품

설계’를 두 가지 축으로 환경과 사회에 공헌하고자 합

니다.

탄소중립적 투자란 사내 인프라 구축에 있어 모든 

투자의 방향은 탄소 저감과 그 목표치를 반영하여 실

행하는 것이며, 환경친화적 제품 설계는 당사가 생산

하는 제품 또는 개발하는 제품의 방향성에 환경 친화

의 콘셉트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연구개발 계획에서 전술한 소재 개발의 통합은 좋

은 예가 될 것입니다. 기존에 유리 2장을 사용했던 제

품을 한 장만 사용하는 것으로 개발한다든가, 각각 다

른 2종류의 제품을 하나의 제품으로 통합한다면 향후 

제품 수명이 끝나고 폐기될 시 폐기물의 수량이 줄어

드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 사업 포트폴리오에 2차전지 등 석유연료를 덜 

쓰고, 전력 소비를 아낄 수 있는 사업 군을 추가하고 

개발하는 활동을 실행 중에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대응
코로나는 앞으로 감기처럼 일상화될 것으로 생각됩

니다. 이러한 기본적 개념 위에 ‘코로나가 가져다준 변

화된 사회 프레임도 함께 갖고 간다’라는 개념으로 확장

하는 것이 진정한 위드 코로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은 현 상황에서도 위드 코로나 시

행 이후 확진자가 큰 폭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사람

들의 사회 활동 욕구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여 치료제

가 대중화되기 전에는 높은 수준의 방역과 위생 관리

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이미 우리의 일상

에는 많은 분야에서 디지털화가 진행되었습니다. 원

격회의로도 소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꼭 대면 

미팅을 통하지 않아도 비즈니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 그리고 회사 직원들의 Life style, 

Work style은 많은 부분에서 변화되었고 이는 어느 

선 안에서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당사는 사업 계획, 임직원과 그 가족과의 소통, 그

리고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변화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에 조직 전반적으로 모니터링과 함께 소

통과 의견 수렴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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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및 연구소 소개
㈜퓨런티어(FURONTEER)는 Pioneer of Future 

Frontier를 조합한 사명으로, ‘첨단기술 불모지의 기

술적 선구자’가 되자는 의미이며 기술개발에 대한 당

사의 목표 의식을 명확히 구체화한 표현입니다.

2009년 창업 이후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 장착

되는 카메라 제조라인의 자동화 장비를 지속 개발 및 

공급해 왔으며, 2015년부터는 글로벌 전장부품 제조

사에 자율주행/ADAS 센싱 카메라용 핵심공정 솔루

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장 카메라는 렌즈와 이미지센서로 구성됩니다. 

주요 공정으로는 렌즈와 이미지센서의 조립 공정, 화

상평가 공정, 보정(Calibration) 공정이 있습니다. 스

테레오 또는 트리플 카메라의 경우는 1개의 카메라를 

2개 이상 연결하는 공정이 추가됩니다. 당사는 전장 

카메라 제조라인의 핵심공정 일체를 공급할 수 있는 

Total Solution 기업입니다.

당사의 대표 및 임원진은 2000년 초 국내 휴대폰 

카메라 모듈 시장 태동 시부터 장비 기구개발, HW 개

발, SW 개발, 양산/제조 등 각 분야에서 경력을 쌓

아 온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임직원 중 

R&D 인력 비중은 60%이며, R&D 인력 중 10년 이상 

경력자 비중은 65%에 달합니다. 당사의 2020년 기준 

R&D 투자 비중은 매출액의 11.2% 수준으로 매우 높

습니다.

2022년 주요 사업 계획과 연구개발 계획 및 목표
현대기아자동차의 2022년도 신차 출시 계획에서 

전기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내연기관차보다 높고, 

미국 증시에 상장한 리비안의 기업가치가 GM과 포드

자동차를 추월하는 등 자율주행 및 전기자동차 시장

의 성장세가 예상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5년부터 전장 센싱 카메라 시장에서 

의미 있는 개발 및 납품 실적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명 카메라 모듈 제조사에 Active Align 장

비, EOL(End-of-Line, 후공정) 장비를 지속적으

로 공급하여 기술적인 안정성과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해외 고객사에 보정정밀도 

0.12%(10m 거리를 12mm의 오차로 계측) 수준인 

배상신 대표
㈜퓨런티어

㈜퓨런티어 – 차세대 첨단 자율주행 세상을 여는 
글로벌 공정장비 선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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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AS/자율주행 센싱 카메라 관련 핵심공정장비 글로벌 시장 진입
-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 추진

㈜퓨런티어

Intrinsic Calibration 장비를 납품하는 등 글로벌 최

고 수준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차량용 전장 카메라가 차량 주변의 화상 정보를 운

전자에게 단순 전달하는 뷰잉(Viewing) 카메라에서 화

상 정보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센싱(Sensing) 카메라로 

진화함에 따라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솔루션이 

전장 카메라의 핵심 공정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당사 전장 카메라 관련 장비 매출은 연평균 32.5%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글로벌 선도기업과 연계

된 매출 비중이 높아 해당 부문 매출의 수익성과 영업

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유명 자율주행 전기차의 경

우 차량 1대당 설치되는 총 카메라 수량의 절반이 당

I  그림 1  I   당사 핵심 경쟁력 및 주요 제품

초정밀/초고속 Active 
Align, Intrinsic Cal, 
Dual Align 및 다양한 
EOL 검사장비 등 
센싱카메라 핵심공정장비
를 선도개발

글로벌 No.1 자율주행솔루
션 공급사인 M사, A사, 
TA사 등 선도 자율주행
솔루션의 품질 수준을 달성

북미 T사 및 F사, EU B사, 
현대기아차, 중국 NIO 등 
글로벌  선도기업의 
전장카메라 제조라인에 
다년간 양산 적용한 
실적보유 

Lens MTF

Final Test / EOL

Pre-focus 이미지센서 검사

IPC / EPC

Active Align

Dual AlignLiDAR, 3D TOF 등  자율
주행 핵심센서 공정장비 
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국산화 기술개발 선도 기업

“국산화 선도기업”

I  그림 2  I   전장용 카메라 공정도 및 당사 주요 개발 실적

전공정

국내 전장카메라 핵심공정장비 선도 개발 

렌즈 해상력 검사 렌즈 체결 이미지 센서검사 Active Align EOL (후공정) Intrinsic 
Calibration Dual  Align 패키징

후공정

전장용 카메라 공정 프로세스

2012
국내 최초 Active 

Align 520A

2015
테슬라향 Active Align

A100

2016
국내 최초 Dual 
Align DA100

2017
광각 Active Align

A200W

2019
세계 최고 Intrinsic Cal.

IF-100GC

2020
국내 최초 솔더링

Active Align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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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장비로 제작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매출 성장

의 기반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는 2022년부터 매년 전장 카메라 관련 장비 매

출을 2배 이상 향상시키는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이

를 위하여 Active Align, Intrinsic Calibration 등 당

사 핵심제품의 고도화 개발을 진행 중에 있으며, 센싱

카메라의 계측정밀도를 검사할 수 있는 실거리 검사 

솔루션, 고해상도 센싱카메라의 고온/저온 신뢰성 검

증장비, 장영실상 수상제품인 솔더링 Active Align 장

비 등 시장을 선도하는 새로운 솔루션의 개발을 완료

하여 국내외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주요 이슈 대응 전략
국내 전장 카메라 시장은 글로벌 대비 매출 기준 

5%, 출하량 기준 8%에 머무르는 등 경쟁력이 취약한 

상황입니다. 국산화를 통하여 국내 유관산업의 경쟁

력을 제고하는 데 일조하되, 현재 중국과 대만에 운영 

중인 해외 대리점을 북미, 유럽에 확대하는 등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해외 대리점

과의 협업 및 현지 고객사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해외에 설치된 장비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어하

는 SW 기능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국내 정부 출연 연구기관, 대학, 중

견/대기업 등과의 연계를 통한 R&D를 적극 추진할 계

획입니다. 그동안 시장 선도 솔루션을 자체 개발해 왔

으나, 성장세가 본격화하는 자율주행 센서 시장을 공

략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들과의 협업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정부 출연 연구기관, 유명 

카메라 모듈 제조사와 협업하여 2022년부터 진행될 

150~200억 원 규모의 과제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통

하여 국내 고해상도 센싱 카메라 제품, 공정 및 핵심

장비 국산화를 추진함으로써 국내 산업의 글로벌 경

쟁력을 적극 확보하고자 합니다.  

I  그림 3  I   전장 카메라의 패러다임 변화 및 요구되는 미래 핵심 공정

전체영역에서 선명한 화면

뷰잉카메라
(보여주는)

센싱카메라
(계측하는)

운전자-차량-카메라
지향각의 일치

· 고해상도
· 초광각

· 멀티
· 초소형

· 환경특성
· EMI

· IR
· 3D TOF

전체영역에서 균일한 왜곡
카메라 고유한 특성값을
정확하게 추출하여 보정

Active Align Intrinsic Calibration Dual Align

기업 및 연구소 소개
㈜실리콘아츠(이하 실리콘아츠)는 차세대 그래픽

스 기술인 레이 트레이싱(Ray Tracing)을 통해 현

실과 같은 그래픽스를 구현하는 GPU 개발사입니

다. 당사는 관련 기술에 대한 원천 특허와 독자적인 

MIMD(Multiple Instruction, Multiple Data) 아키텍

처 기반의 설계를 바탕으로, 스마트폰, 노트북, PC, 

서버 등 전 영역에서 사용 가능한 고성능 저전력 중심

의 레이 트레이싱 전용 GPU IP와 RayChip을 세계 최

초로 개발하였습니다. 당사의 저전력 고성능 레이 트

레이싱 GPU 기술은 대용량 그래픽 데이터의 실시간 

저전력 처리 및 실감형 고품질 그래픽스 구현을 가능

하게 함으로써, MZ 세대의 최대 인기 앱인 게임과 같

은 3D 콘텐츠를 구현할 때 반드시 적용해야 할 요소

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2022년 당사는 차

세대 플랫폼인 메타버스용 GPU Chip을 개발하여, 초

실감형 3D 그래픽스를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

다. 그리고 당사는 Khronos 그룹의 멤버로서 관련 

소프트웨어의 글로벌 표준화에 참여하고 있으며, 인

공지능 반도체를 개발하며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주

력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인텔

의 파트너이자, APAC CIO Outlook의 ‘TOP 10 HPC 

solution Providers’에 선정된 바가 있고, 현재 미국 

실리콘밸리 지사를 통해, 글로벌 세일즈를 비롯하여 

세계적인 기업들과의 협력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

니다.

2022년 주요 사업 계획과 연구개발 계획 및 목표
모바일 이후 최대 플랫폼으로 여겨지는 메타버스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

라, 인공지능 서비스 및 실시간 실감형 3D 그래픽스

가 함께 주목을 받으며 성장 중입니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레이 트레이싱 GPU 탑재가 필

수이지만, 기존 제품은 고가일 뿐만 아니라, 높은 전

력 소모로 인해 수만에서 수십만의 동시 접속자를 처

리하는데 비용과 전력에서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사는 2022년 저전력&고성능 기반의 레이 트레이

싱 GPU가 내장된 메타버스용 GPU 칩을 개발하여 전

용 서버에 탑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GPU 

윤형민 CEO
㈜실리콘아츠

메타버스를 마치 현실과 같은 그래픽스로 
구현하는 GPU 개발사, 실리콘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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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버스 GPU SoC 개발 및 상용화
- 메타버스 및 PC(Desktop 및 Laptop) GPU 시장 진출

㈜실리콘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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칩은 현실과 같은 생생한 3D 그래픽스 화면을 실시간 

제공함과 동시에, 메타버스 내 봇이나 아바타가 사용

자의 행동, 감정을 분석하여 개별 사용자마다 특화된 

반응(Response)을 보이도록 하는 AI 기능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는 메타버스 내 상호 간 인터랙션을 강화하

여 이용자에게 더욱 흥미롭고 몰입감 있는 이용환경

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당사 메타버스용 GPU의 블록 다이어그램은 그림 1

과 같습니다.

메타버스용 GPU 칩에는 그래픽스와 AI에 관련

된 두 가지 주요한 IP가 탑재됩니다. 하나는 레이 트

레이싱 GPU인 RayCore MC로서, MIMD 구조의 레

이 트레이싱 렌더링 가속기(Accelerator)입니다. 입

체감과 원근감을 사실감 있게 표현하는 기능인 전역 

조명(Global Illumination)과 부드러운 그림자(Soft 

Shadow)를 지원함으로써 메타버스 속 가상 세계를 

실시간으로 실감나게 표현합니다. 또 하나인 RAIV는 

GPGPU(General-Purpose GPU)로서 SIMT(Single 

Instruction, Multiple Threads) 구조의 프로세서

입니다. AI 기반의 추론을 수행하여, 노이즈 제거

(Denoising), 해상도 복원(Super Resolution) 등의 그

래픽 후처리(Post Processing) 기능을 담당하고, 또한 

NPC(Non-Player Character)가 사용자의 행동이나 

감정을 추론하여 사용자에 대한 개별적 인터랙션을 

가능하게 하는 AI 기능을 제공합니다. 

당사는 2022년 당면 과제 중 하나로써, 메타버스 

관련 소프트웨어 툴과 콘텐츠 개발사와의 협업을 통

해 메타버스 플랫폼의 개발 환경과 에코시스템을 확

장 및 활성화하여, ‘현실과 같은 가상 세계에서 유저 

간 인터랙션이 활발해지는 메타버스 그래픽스 환경 

구축’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협업체계를 통한 결과물을 최적화하여, 당

사는 세계 최초로 클라우드 메타버스를 지원하는 서

버용 레이 트레이싱 GPU 칩을 개발, 공급하게 됩니

다. 현실과 같은 실사형 그래픽스를 클라우드 서버에

서 처리한 후, 사용자의 디바이스로 전송하는 클라우

드 서비스용 그래픽카드를 개발하여, 메타버스 서비

스(플랫폼, 콘텐츠) 기업 및 서버 제조사와 협력 제공

하는 메타버스 통합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일반 PC 및 노트북용 레이 트레이

싱 전용 그래픽카드를 개발, 출시하여 해당 시장에도 

본격 진출할 계획입니다.

2022년 주요 이슈 대응 전략
디지털 전환
당사는 코로나 시대에 맞춰 디지털 전환에 집중하

고 있습니다. 온라인 글로벌 전시회와 컨퍼런스 활동

을 추진하고, 소셜 미디어 및 관련 온라인 사이트를 

통하여 당사의 활동을 업데이트하며 고객과의 커뮤

니케이션을 유지,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

드 서비스를 이용하여 사내 및 외부 파트너와의 협업 

체계를 구축,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화상 회의나 채

팅부터 문서 협업 및 공유까지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

케이션 툴을 이용하여 사내 구성원이나 외부 파트너

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etaverse SoC DDR interface 

RAIV
SIMT processor

Post processing
-Denoising
-DLSS

RAIV
SIMT processor

Machine Learning
- Human Motion interaction
- Human Emotion detection 

RayCore MC
Ray tracing GPU

Path tracing rendering
- Random ray generation 
- Traversal & Intersection test
- Shading & texture mapping

PCle interface 

I  그림 1  I   실리콘아츠의 메타버스용 GPU의 블록 다이어그램

기업 및 연구소 소개
㈜딥바이오(이하 딥바이오)는 인공지능을 통한 의

료 사회 공헌을 목표로 의료데이터 분석 지능형 소프

트웨어 개발을 통해 의료진과 환자를 돕기 위해 설립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환자의 병리 조직 디지털 이미

지에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다양한 암종별 

암 영역 및 중증도를 분석하고, 의료진의 진단을 돕

는 제품군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중에

서도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방식

을 이용해 병리 조직 이미지 기반의 암 영역을 구분해 

내기 위한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CNN 방

식은 이론적으로 시각인식 분야에서 가장 발전된 기

술이지만, 상용화에 있어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일정 

수준을 넘어선 암 진단 시 정확도를 높이는 것, 그리

고 민감도와 특이도를 함께 고려해 알고리즘의 성능

을 향상시키는 것은 매우 복잡한 과정이었습니다. 딥

바이오는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뉴럴 네트워크(Neural Network)를 이용한 질병의 진

단 시스템 및 그 방법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여 암 진

단 시스템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암 진

단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개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

었습니다.

딥바이오가 암 조직 병리 진단에 불러온 인공지능 혁신
암 진단 시 조직 병리 진단은 종양의 악성도를 측정

하고, 이를 근거로 의료진이 향후 환자에게 적절한 치

김선우 대표
㈜딥바이오

국산 AI 암 진단 기술로 
전 세계 디지털 병리를 선도하다

11 Special 
Issue 

 2022년 주요 사업 계획 및 연구개발 테마 

- 전립선암 진단 모델 추가 개발
- 다양한 암종의 진단 모델 연구 및 상용화
- FDA 승인을 위한 노력

㈜딥바이오

I  그림 1  I   DeepDx®-Prostate Pro 슬라이드 분석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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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방침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세계적

으로 병리 전문의가 부족하고, 진단 과정에서 전문의

들 간 의견 차이가 발생하기도 해 진단의 정확도를 향

상시킬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의 첨단 의료기술이 필

요합니다. 딥바이오는 먼저 전립선암 조직 병리 진단 

분야에서 인공지능 솔루션을 선보이며 진단의 정확성

을 향상시키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했습니

다. 그 결과 2020년 4월 국내 최초로 식품의약품안전

처로부터 인공지능 기반 암 체외진단 의료기기 3등급

의 품목허가를 받은 후 이듬해 11월, 세계 최초의 인

공지능 기반 병리조직진단 보조 소프트웨어 ‘DeepDx

Ⓡ-Prostate Pro’의 식약처 허가를 획득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
해외의 기업들도 인공지능을 이용한 암 진단 모델

을 상업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

쟁 속에서 딥바이오는 지난 5년간 독자적인 인공지능 

암 진단 시스템을 개발하며 세계 대회에서도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2019년 초, 글로벌 유방암 림프절 전

이 AI 예측 대회인 ‘Camelyon17’에서 1위를 한 이후 

현재까지 이를 유지하고 있으며, 2021년 4월에는 미

국 최고의 혁신상이라 불리는 ‘에디슨 어워드’에서 은

상을 수상해 기술의 혁신성과 가치를 인정받았습니

다. 이러한 기술력에 힘입어 2019년부터 하버드 다

나-파버 암센터, 스탠퍼드 의대 등 해외 유수 연구기

관과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주요 사업 계획과 연구개발 계획 및 목표
전립선암 진단 모델 추가 개발
현재 딥바이오는 전립선암 진단과 관련해 식약처 

허가를 받고 국내 출시된 2개 제품과 해외에서 연구용

으로 사용되고 있는 제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 제

품 모두 전립선 침생검 조직을 분석하는 제품으로, 전

립선 침생검은 전립선암의 확진을 위해 시행하는 조

직검사 방법 중 가장 널리 사용됩니다. 2020년 4월 인

공지능 기반 암 체외 진단 의료기기로는 최초로 식약

처의 허가를 받은 DeepDxⓇ-Prostate는 헤마톡실린 

및 에오신(Hematoxylin & Eosin, H&E)으로 염색한 

전립선 침생검 조직의 디지털 슬라이드 이미지(WSI)

를 분석해 전립선암 유무를 분석하며, 지난해 11월 식

약처 허가를 획득한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 기반 병리

조직진단 보조 소프트웨어 DeepDxⓇ-Prostate Pro

는 글리슨 등급에 기반한 조직학적 중증도를 자동으

로 구분합니다. 당사는 침생검 외에도 전립선절제술,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TURP)을 통해 채취한 조직의 

분석 기술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절제술 검체

의 경우 면적이 넓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전

문가의 판독 시간과 업무 강도를 크게 줄이는 데 도움

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TURP 분석 모델

은 현재 전임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절제술 검체도 곧 

IND(임상시험계획 승인)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암종의 진단 모델 연구 및 상용화
딥바이오는 전립선암 외에도 다양한 암종의 진단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보건산업진흥

원이 주관하는 ‘디지털 병리 기반의 암 전문 AI 분석 

솔루션 개발 컨소시엄’의 참여 업체로 선정돼 삼성서

울병원과 함께 범용 암 AI 병리진단 솔루션 관련 연구

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으

로, 올해는 동결절편, mitosis(체세포 분열), 유방 생

검 및 난소암 진단 모델을 구축하는 데 집중할 예정입

니다. 

또한 내부에서는 유방암과 관련해 절제술 조직과 

주변 림프절의 생검을 통해 암의 진단을 보조하는 소

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DeepDxⓇ Breast는 

유방암 절제술 조직의 WSI를 분석해 침습적(ICD) 또

는 비침습적(DCIS) 영역을 자동으로 측정하며, 각 영

역을 다른 색으로 표시해 나타냅니다. 주변 림프절 전

이는 유방암의 예후에 큰 영향을 끼치는데, 당사는 감

시 림프절 생검의 WSI를 분석해 광범위한 정상 조

직에 숨겨진 작은 전이 영역들을 찾아내는 알고리즘

(DeepDxⓇ SLN)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방광암 분야

에서도 방광암 종양 절제술(TURBT) 조직의 WSI를 

분석해 암 유무를 구별하는 알고리즘을 연구하고 있

습니다.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해당 알고리즘의 성능

을 높이고 빠른 시일 내 상용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

습니다.

FDA 승인을 위한 노력
당사는 국내는 물론, 세계 최대 의료기기 시장인 미

국을 중심으로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등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외 진

출의 가속화를 위해 당사의 대표 제품인 DeepDxⓇ

Prostate의 FDA 승인을 위한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

행할 예정입니다. FDA가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분야에

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엄격하고 신중한 기준을 가진 

규제 기관인 만큼 체계적이고 공신력 있는 연구를 진

행할 수 있도록 명성 있는 해외 암 센터, 대학교 및 연

구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I  그림 2  I   DeepDx® Breast

I  그림 3  I   DeepDx® Bladder

2022년 주요 이슈 대응 전략 
디지털 전환
딥바이오는 디지털 병리 도입의 확대를 위해 국내

외 병원, 병리 연구 기관 및 관련 업체들과 네트워크

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병리과 업무량 증가와 전

공의 수 감소로 디지털 병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내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AI 암 진단 보조 솔루션의 데모 버전 

시범을 제공하며 병리 전문의와 AI 병리 솔루션의 접

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한되지 않고 디지털 

병리가 좀 더 활성화된 해외에도 AI 암 진단 솔루션

을 제공하기 위해 글로벌 파트너십을 다양화하고 있

습니다. 병리 플랫폼을 비롯해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

템(PACS), 디지털 병리 스캐너 업체와 협력해 전립선 

암 진단 모델을 연구용으로 서비스하고 있으며 서비

스를 개선,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대응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사회 각 분야에 비대

면 기술과 서비스가 확대됐습니다. 병리학 분야에서

는 진료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해결 방안으로 AI

가 탑재된 디지털 병리학이 지목되었고, 미국에서는 

FDA가 코로나19로 인해 현장에서 근무할 수 없는 병

리학자들을 위해 의료용 모니터가 아닌 일반 모니터

로 병리 솔루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적용한 사

례도 있었습니다. 백신과 치료제의 등장에도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코로

나19의 토착화 가능성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딥바이

오는 개인 맞춤형 정밀의학 실현과 의료환경의 효율

성을 높임과 동시에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암 진단 방

법을 제시하기 위해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해 나가겠

습니다. 나아가 AI 병리 솔루션의 활성화를 위해 국내

외 디지털 병리 관련 기업들과 협력을 확대할 계획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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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및 연구소 소개
㈜메디안디노스틱은 1999년도에 설립되어 21년간 

동물의 전염성 질병 진단키트를 전문적으로 개발, 생

산, 공급해온 업체입니다. 동물의 전염성 질병 중에

서도 발생 시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는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우결핵 

등 국가 재난형 전염성 질병을 진단하는 체외 진단 기

기를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체외 진단 기기

는 기기의 형태에 따라 현장에서 간편하고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신속 간이검사 키트(래피드 키트), 정

밀검사로 대상 병원체(세균 또는 바이러스)의 특정 유

전자를 검사할 수 있는 유전자진단키트(PCR, RT-

PCR, real time PCR), 다수의 감염된 동물이나 백신

을 접종한 동물의 혈액에서 대상 항체를 검사할 수 있

는 ELISA 키트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본사에서는 이 모

든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 유행에 따라 신종 코로나 신

속 간이진단키트를 개발, 산업화를 추진함으로써 본 

사업 영역인 동물의 질병 진단 분야에서 인체 질병 진

단 분야로 확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정 유전자를 

검출하는 유전자진단키트나 항원/항체 반응을 이용한 

간이진단키트는 적용 대상만 다를 뿐 기본 원리나 적

용 기술이 동일하기 때문에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사

업 영역으로 판단했으며, 저희 기술연구소는 20여 년 

이상의 진단키트 개발 노하우와 특히 진단키트에 사

용되는 원료(단클론항체, 코팅 항원)의 자체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종 질병 발생이나 유전자 변이에 

의한 변이주 발생 시에도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

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저희 기술연구소는 설립 초기부터 동물용 감염병 진

단키트 개발이 주 업무였으나, 최근 동물에서 유래하

여 사람으로 전파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나 신종 질병

이 유행하고 이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이러

한 질병들의 진단법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기술

연구소는 원료개발부와 제품개발부로 구성되어 있는

데, 원료개발부에는 원료 항체를 개발, 생산하는 항체

공학팀, 원료 항원을 개발, 생산하는 단백질공학팀, 개

발된 원료를 대량 생산하거나 순수하게 정제하는 공정

공학팀이 있습니다. 제품개발부는 제품의 형태에 따라 

현장용 신속 간이진단키트를 개발하는 나노센서팀, 항

체 및 항원 모니터링용 ELISA 키트를 개발하는 면역

진단팀, 특정 유전자를 검출하여 검사하는 유전자진단

키트를 만드는 유전자진단팀과 각 팀에서 개발된 키트

를 국가로부터 정식 품목허가를 받기 위해 제반 서류 

및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RA팀으로 구성됩니다. 

2022년 주요 사업 계획과 연구개발 계획 및 목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메르스, 지카바이러스, 

SARS, 신종 코로나와 같이 동물에서 유래하여 사람

에게 전파된 바이러스성 질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

어, 더 이상 사람과 동물의 전염병이 별개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One Health 개념을 우리 회사의 중요한 가

치이자 존재 이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주요 사업 계획은 기존 사업인 국가 재

난형 동물 질병(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진단사업 분야의 국내 및 해외 수출을 통

해 매출을 확대하는 것과 신규 사업인 COVID-19 진

단키트 사업 분야에 진출하는 것입니다. 특히 신규 

COVID-19 진단키트 사업분야와 관련해서는 후발주

자의 입장이지만 아직도 질병 전파가 진행 중이고, 새

로운 변이 바이러스 출현과 유행, 백신 접종과 먹는 

치료제 등이 보급되고 있어, 빠른 변화와 새로운 시장

의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에 발맞춘 제품 개발 및 개선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개발된 제품의 유통 및 판매를 담당할 수 있

는 파트너를 현재 다양한 루트를 통해 발굴 중에 있습

니다. 

연구개발 부분은 중국에서 새롭게 유행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형 1형에 대한 감별진단법 개

발과 근적외선 나노입자를 이용한 반려동물의 대사성

질환 진단키트 개발, 사람과 동물에 공통적으로 감염

되는 SFTS 진단키트의 산업화, 구제역 백신 국산화 

사업과 관련하여 국산화로 개발된 구제역 백신의 항

체가를 측정할 수 있는 항체 진단키트 개발,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현장 진단용 신속 항원진단키트의 획기적 

성능 향상 등이 주요 개발 과제입니다. 위 개발 과제

들은 KIST,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국가연구기관과 공

동연구로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입니다.

2022년 주요 이슈 대응 전략
디지털 전환
본사에서 신규로 개발하게 될 근적외선 나노입자

를 이용한 기술은 진단 결과를 리더(reader)기를 통

해 판독하고 그 결과를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특정 애

플리케이션에서 읽어 들이며 그 데이터를 전산화하

거나 이메일로 전송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응용이 가능

합니다. 따라서 본 기술을 이용한 진단법은 검사 결과

가 궁금하거나 필요한 사람(보호자, 방역기관, 수의사 

등)에게 다양한 형태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본 기술

은 기존 현장용 신속 진단키트의 장점인 휴대성, 사용 

간편성, 신속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단점인 성능의 한

계를 최대한 극복한 새로운 진단 플랫폼으로 평가하

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대응
위드 코로나와 관련하여 2021년부터 신규로 진출

하게 된 COVID-19 진단키트 사업은 우리 회사 입장

에서 매우 중요한 신규 사업 중 하나이며, 이와 관련

된 제품 개발 및 산업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먹는 

치료제가 보급되면 계절독감이나 신종플루와 같이 일

반 병원에서 간이진단키트로 검사하고 항바이러스제

를 처방받는 형태로 진단키트가 활용될 수 있을 것으

로 생각하고 있으며, 감염자의 경우 자택에서 자가격

리 치료를 진행하고 치료 후 자가 검사 키트(홈 테스

트)로 더 이상 일정량 이상의 바이러스가 배출되지 않

는다는 간이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본사에서는 이렇

게 활용될 신종 코로나 신속 간이진단키트의 안정적

인 제품 생산을 위해 모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체 

정기 검사와 행동지침 등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습

니다.  

강보규 상무이사
㈜메디안디노스틱

사람과 동물 모두의 건강(One Health)을 목표로 
20년을 걸어온 바이오 기업, ㈜메디안디노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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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주요 사업 계획 및 연구개발 테마 

-  국가 재난형 가축 질병(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종합 
진단시스템 구축 및 현장 적용

-  동물의 신종 유행 질병, 인수공통전염병(SFTS, ASFV 유전형 1형) 진단법 개발 및 
현장 적용

- 사람의 COVID-19 신속 간이진단키트(전문가용, 자가 검사용) 산업화 및 현장 적용

㈜메디안디노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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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및 연구소 소개
R&D로 다져진 독보적 기술력, 경쟁력이 되다
㈜에이치엘사이언스(이하 에이치엘사이언스)는 바

이오 헬스케어 신소재·신기술 연구 중심의 기술플랫

폼 기업으로, 식약처 개별인정 원료 CDMO(위탁개발, 

생산) 사업, 자사 원천기술의 식약처 개별인정 원료 및 

천연물 신약 연구개발, 이너뷰티 및 파마슈티컬 코스

메틱스 연구개발,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건강지향 

식품사업을 주업으로 지난 20년간 신소재, 신기술 개

발에 매진해 온 결과, 식약처 개별 인정형 원료 11건을 

개발하여 식약처에 등록하였으며, 현재 원천기술을 확

보한 2건의 천연물 신약과 4건의 신규 개별인정 원료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32건의 국

내외 특허등록 및 25편의 국내외 저명한 학술지에 혁

신적인 기술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수의 개별 인정형 원료 등록 현황에서 볼 수 있듯

이 에이치엘사이언스 중앙연구소는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위

해서 핵심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전문화된 높은 수준

의 외부 교육을 지속 병행하여 연구원의 능력을 향상

시키는 것은 물론, 제품의 핵심 기술 내부화를 통한 독

자기술 확보와 신속한 제품 R&D 체계를 구축하고 있

습니다. 또한 국내 최초 식약처 개별인정원료 CDMO 

사업에 진출하고 CDO(위탁개발), CRO(임상시험

수탁), CMO(위탁생산)의 원스톱 서비스(One Stop 

Service)를 제공,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 시키는 것을 

목표로 시장을 선도하는 기술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에이치엘사이언스는 연구개발(R＆D), 상품기획 및 

개발, 제조, 유통의 밸류체인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밸류체인 통합 시스템을 통한 기술력과 전

문성을 확보하고, 카테고리별 전문화된 자사 브랜드 

특히, 여성 갱년기, 이너뷰티, 퇴행성 관절 건강 분야 

및 대사질환까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여 40여 개의 다각화된 독자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니즈와 시장 변화를 파악하고 끊

임없이 시장과 소통하는 소비자 중심 경영(CCM)을 지

향하고 있습니다. 

에이치엘사이언스 제품의 우수성은 높은 브랜드 인

지도를 만들어 한국 소비자 포럼이 주최한 소비자들이 

직접 뽑은 2021 올해의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기술평가를 통해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특별상

을 수상하였을 뿐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2021 IR52 장영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2022년 주요 사업 계획과 연구개발 계획 및 목표
에이치엘사이언스는 2022년에도 천연물에 대한 체

계적이고 과학적인 R&D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

장에서 성장잠재력이 큰 시장을 목표로 경쟁력 있는 

원천기술의 바이오 신물질 개발을 위해 끊임없이 매

진하고 있습니다.

치주 질환 예방 및 치료 소재인 ‘HL-DENTI 100’의 

전임상연구 결과, 항염 및 항산화, 항균, 치주근 보호, 

조직재생을 통한 치은염 및 치조골 소실 억제 효능을 확

인하였으며, 특히 치조골 뼈 강화와 손상된 잇몸 조직의 

재생효능과 관련하는 작용기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뛰어난 효능평가를 기반으로 HL-DENTI 

100은 식약처 개별인정원료 및 천연물신약으로 개발 

중입니다. 2023년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을 

목표로 현재 국내 대학병원에서 인체 적용시험이 진

행되고 있습니다.

비만 또는 당뇨를 동반하는 대사증후군의 예방 및 

개선 소재인 ‘IB Complex’의 전임상 결과 IB Complex

는 췌장 리파아제의 효소 활성을 억제시켜 섭취한 지

방의 소화·흡수를 저해할 뿐 아니라 지방 합성 억제, 

지방 분해 촉진 및 에너지 대사를 조절하며 혈당 흡수 

조절 및 당 대사를 촉진하는 등 다양한 작용기전을 통

한 비만, 당뇨의 예방 또는 개선 효과를 갖는 물질로, 

2022년 식약처 개별인정을 목표로 현재 국내 대학병

원에서 인체 적용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로 퇴행성 뇌 질환자가 지속증가하고 있

으나 완벽한 치료제가 없는 현 시장에 차별화되고 경

쟁력 있는 ‘HL-BCRS’는 아밀로이드 베타 응집억제 

및 제거, 신경세포 보호, 타우 단백질 과산화 응집억제 

및 신경 전달물질 조절 효과를 갖는 복합기전에 의한 

인지력 및 기억력 개선 효과와 안전성이 확보된 신소

재로써 인체 적용시험을 거쳐 인지장애 개선목적의 식

약처 개별인정원료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자원을 활용한 
기술개발 K-헬스 세계화를 목표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식약처 개별인정원료의 지

난해 시장은 28.9% 성장하며 기업 간 개별인정원료의 

개발이 활발해지고는 있으나 식약처의 기준을 충족하

는 원료개발 표준화 작업에서 대부분의 기업이 전문성

과 시설 부족 등으로 상업화에 실패하고 있는 가운데 

에이치엘사이언스는 식약처 개별인정원료 CDMO 사

업에 진출, 단계별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에이치엘사이언스는 국내·외 연구기업과 연구자의 

신기술 개발을 빠르게 완성시키고 상업화를 지원하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더 넓은 글로벌 시장을 개척

하는 등 전 세계인이 신뢰하는 기술 플랫폼 기업으로

서 글로벌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에이치엘사이언스는 포트폴리오 혁신을 

통해 식약처 개별인정원료의 CDMO 사업에 진출하고,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CDO, CRO, CMO, 

Funding Service(금융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안정적인 통합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최적화하는 시스

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그림 1).

특히 에이치엘사이언스의 충주 CMO 공장은 제조

공정 표준화를 위한 실험실 규모(Lab scale)뿐 아니라 

GMP 기준의 임상시료 생산을 위한 파일럿 규모(Pilot 

김종래 연구소장(CTO)
㈜에이치엘사이언스

바이오 헬스케어 신소재·신기술 연구 중심의 
기술플랫폼 기업, 에이치엘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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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사 원천기술의 식약처 개별 인정형 원료 연구개발  
· 치은염 및 치주염 예방 신소재(HL-Denti 100) 개발 
· 대사성 질환(비만/당뇨) 개선 신소재(IB Complex) 개발
· 노화로 인한 인지력 및 기억력 개선 신소재(HL-BCRS) 개발

- 국내 최초 식약처 개별 인정형 원료 CDMO(위탁개발, 생산) 사업 
· CDO, CRO, CMO, One Stop Service를 통한 고객사의 신소재 개발

㈜에이치엘사이언스

국내 최초, 식약처 개별인정원료 CDMO회사

CDO
SERVICE

CRO
SERVICE

CMO
SERVICE

펀딩
서비스

Contract Development
Organization

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 Funding Service

I  그림 1  I   에이치엘사이언스의 CDMO 통합 프로세스



Special Issue46 47

scale) 및 상업적 생산 규모(Large scale)의 원료 전 공

정 시설을 구축한 에이치엘사이언스 CMO 시설은 기

술개발부터 상업 생산까지 가장 빠른 시간에 정확한 

품질을 공급할 수 있는 큰 경쟁력을 갖추었습니다. 

2022년 주요 이슈 대응 전략
ESG 실현
에이치엘사이언스는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기 위

해 ESG 경영은 선택사항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조

건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글로벌 수준의 품질관리, 투

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 조직 전체의 윤리경영 실

천을 통해 관리 리스크를 줄이고 사회적, 윤리적 책

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ESG 경영

의 지표라고 볼 수 있는 에너지경영시스템(국제표준 

ISO50001)을 충주공장에 추진, 지구환경을 먼저 생

각한 친환경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대응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위드 코로나 시대에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질병에 대한 치료보다는 예방을 

중요시하는 셀프 메디케이션(Self-medication) 트렌

드가 확산되고 있는 시대적 조류를 타고, 최근 5년간 

11.83%의 높은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

데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기능

식품은 법적, 윤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통제되

어야 합니다. 이에 에이치엘사이언스는 원료 입고부

터 내부 품질관리 프로세스에 의거, 높은 품질관리 규

정을 명문화하여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생산 후 출고 전 완제품에 대한 롯트별 공인시험분석 

및 자사 분석실험의 2중 품질관리를 통해 우수한 고품

질 정책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1M 2M 3M 4M 5M 6M 7M 8M 10M9M 11M 12M 13M 14M 15M 16M 17M 18M 19M 20M 21M 22M 23M 24M 25M 26M 27M 28M 29M 30M 31M 32M 33M

2M

3M

6M

필요시

3M

12M

6M

3M

CDO
Development organization
process : 7 Months

CMO
manufacturing
process :
3 Months

CRO
Research process
: 21 Months

임상프로토콜 개발 및 임상시료 생산 (Pilot, Large, scale)

IRB 승인/변경 (CRO업무지원)

제조공정표준화 / 효능평가 / 제제화
 (Lab, Pilot, Large scale) (in vitro, in vivo) (기전연구)

인체적용시험
 (CRO업무지원)

개별인정원료 신청/승인
 (식약처 대관업무)

원료표준화
(분석법 개발, Validation)

고객사 후보물질 스크리닝
(소비자Needs기반 시장분석, 마케팅전략제공)

안전성(독서)시험

원료 및 
완제품 생산

I  그림 2  I   식약처 개별인정 원료 CDMO의 ONE STOP SERVICE Timeline

기업 및 연구소 소개
㈜쎄보모빌리티(이하 쎄보모빌리티)는 국내 자동

차 기준에 없던 ‘초소형’이라는 새로운 차급을 알리고, 

2020년부터 해당 차급의 시장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초소형 전기차 전문 제조, 판매 

기업입니다. 스마트폰용 카메라 모듈 제조 중견기업

인 ㈜캠시스의 전기차사업부로 출발하여 2015년부터 

전기차 관련 원천 기술을 확보하였고, 2017년 서울모

터쇼를 통해 컨셉카를 처음 선보였습니다. 2019년 10

월 초소형 전기차 모델 ‘CEVO-C’ 1호차 출고를 시작

으로 2020년에는 초소형 전기차 판매 1위를 달성하였

습니다.

2021년에는 상품성을 보다 개선한 ‘CEVO-C SE’

를 출시함과 동시에 ㈜캠시스의 자회사로 독립하여 

현재 전남 영광에서 본사와 생산공장을 운영하고 있

습니다. 2022년에는 경기도 안성에 물류센터를 구축

하여, 부품 입출고의 효율성 제고 및 수도권과 중부지

역의 신속한 정비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쎄보모빌리티는 ‘융합 및 연결’이라는 전기

차 산업의 새로운 방향에 발맞추어 e-모빌리티 선도 

기업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비전 달성을 위

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목표로 하는 시장은 크

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라스트마일 모빌리티, 지속

가능한 배달 대행 솔루션’, 두 번째, ‘카셰어링, 공유서

비스 시장’, 세 번째, ‘업무용 차량 솔루션’입니다. 쎄

보모빌리티는 이 세 가지 타깃 시장에 전략적으로 진

입하고 회사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입

니다.

2021년 주요 연구개발 및 성과
2021년 5월, 기존 모델인 ‘CEVO-C’의 구동 배터

리를 국산화하고 배터리 용량을 기존의 8kWh급에서 

10.2kWh로 증대시킨 ‘CEVO-C SE’를 성공적으로 출

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주행거리가 UDDS(Urban 

Dynamometer Driving Schedule) 기준 75.4km로 개

선되었습니다. 동시에 전기자동차의 문제점 중의 하나

인 저온 주행거리도 상온 대비 85% 수준으로 향상시

켰습니다.

또한 국내외 연구기관 및 부품사와 협력하여 다수

박영태 대표이사
㈜쎄보모빌리티

초소형 전기차 시장 국내 1위 기업, 
세계시장을 향해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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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판매 시스템 강화
- 공유서비스 사업 본격화
- 해외 시장 개척 
- 2022년 하반기 신차 런칭 계획

㈜쎄보모빌리티

CEVO-C Emblem

CEVO-C Em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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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기차 관련 국책 연구과제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초소형 전기차 공용플랫폼 검증기술 개발’, ‘자

동차 전용도로 주행을 위한 고안전 초소형 전기차 개

발 실증’, ‘초소형 전기차 안전법규 대응을 위한 고전압 

제동시스템 개발’ 등의 과제를 통해 5건의 특허를 출원

하였습니다. 더불어 전기차에 필수적인 경량화 소재 

및 배터리 관리시스템(BMS: Battery Management 

System) 개발을 위해 SK지오센트릭, ㈜솔루엠 등 유

관 전문 기업과 MOU를 체결하여 협력, 상생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이러한 연구개발 및 협업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

고, 특히 전기차의 핵심인 EPT(Electric Powertrain)

를 비롯한 각 분야의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업무 경험

과 경력이 풍부한 전문 인력 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

울여, 쎄보모빌리티 연구소 엔지니어 중 30% 이상을 

자동차 개발 경력 20년 이상인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최근 환경 변화 및 전망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정책의 확대와 특히 국내에서 

디젤차 요소수 공급 사태 등을 겪으면서 국내외 전기

차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글

로벌 전기차 시장의 규모는 2021년 89% 성장한 608

만 대로 예상되며, 2022년에도 30% 이상 성장하여 향

후 4년간 연평균 30%의 고성장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

응하여 많은 업체가 다양한 전기차 모델 출시를 계획

하는 등 향후 전기차 시장의 경쟁 구도는 보다 치열해

질 전망입니다. 더불어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의 중

요도가 커지면서 자율주행과 모빌리티 플랫폼의 경쟁

도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의 경우 전체 자동차 판매에서 전기차가 차지하

는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 초

기에는 고급 브랜드의 중대형급 차종이 주를 이루었으

나 전기차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편리하고 저렴한 

유지비의 소형급 전기차 시장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전기차의 혜택은 상용차 시장에도 

적용되어 전기 트럭 및 밴 시장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

입니다.

2022년 주요 사업 계획과 연구개발 계획 및 목표
사업 계획
먼저, 국내시장 판매 1위를 달성하고 있는 

‘CEVO-C SE’의 글로벌 진출을 통해 해외 시장에서

도 입지를 다지는 첫걸음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특히, 

소득 수준이 점차 향상되고 전기차에 대한 정부와 소

비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내

연기관 이륜차의 대안으로 초소형 전기차의 수요가 높

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해외 시

장으로의 진출을 위해 네트워크 구축을 비롯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유서비스에 최적화된 차량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는 공유경제 내에서 사업 기회를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모빌리티 서비스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설립한 자회사(에프씨엠)

를 통해 공유서비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개시할 예정입

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활용하는 주거형, 주요 관광지

와 연계한 여행형, 기업체에서 활용하는 업무형 등 다

양한 유형의 셰어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전기차 모

빌리티 토탈 서비스 제공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하반기에는 Covid-19 상황을 맞아 더욱 증가하고  

있는 물류와 배달 시장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현재 개

발 중인 소형 전기 트럭의 신규 모델을 공개할 계획입

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물류 및 유통 기

업, 공공기관 등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1톤 이하 소

규모 물류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자 합니다. 

연구개발 계획 및 목표
2022년 쎄보모빌리티의 연구개발 활동이 추구하는 

핵심 키워드는 ‘고객 만족 최우선’입니다. 

먼저, ‘CEVO-C SE’에 대해서는 초소형 전기

차에 대한 소비자 요구사항인 안전성 강화를 위해 

‘CEVO-C SE’에 특화된 에어백, 브레이크잠김방지

(ABS), 차체자세제어(ESC) 등의 안전장치를 개발할 

계획이며, 더불어 전기차 핵심 부품의 국산화에도 중

점을 두어, 충전기(OBC: On-board Charger), 모

터제어기(MCU: Motor Control Unit), 가상엔진음

(VESS: Virtual Engine Sound System) 등의 국산화 

비율 향상과 함께 보다 완벽한 품질의 제품을 고객에

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2019년 초기 모델인 ‘CEVO-C’ 출시 이후 만 

2년이 지나면서 그동안 접수된 고객 불만 품질 문제점

들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

으로 하여, 당사 A/S팀을 비롯한 전국 정비 네트워크

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2022년에는 적시 적재에 고

객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고객들의 체감 품질 

수준을 크게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더불어, 차량 개발 완료 이후에도 다양한 요구사항

을 가진 고객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딜러 옵션(Dealer 

Option)의 추가적인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

입니다. 예를 들어 점차 확대되는 라스트마일 배달시

장용 차량에서 필요로 하는 적재 공간 확대, 신선도 유

지를 위한 편의장치 개발, 그리고 주행거리 증대 등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기술적 해결 방

안을 연구하고 실행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개발 중인 소형 전기 트럭의 경우에는, 부품 및 

시스템, 그리고 완성차 레벨의 시험을 통해 성능 검증 

및 국내 법규 인증을 진행할 예정이며, 동시에 해외시

장 진출이라는 사업전략에 맞추어 동남아 시장을 비롯

한 해당 국가 소비자 니즈에 부합하는 사양 개발 및 법

규에 맞는 차종을 개발할 것입니다.

한편, 2022년에는 차종 개발 로드맵에서 필수적인 

모듈러 플랫폼(Modular Platform Architecture) 개발

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부품 공용화를 통한 

차종 간 중복개발 방지, 플랫폼 개발 기간과 비용 감소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쎄보모빌리티의 연구소는 회사의 규모와 모델 수 등

의 현실에 맞게 시스템별 기능이 다수의 차량개발 프

로젝트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일종의 매트릭스형 

조직으로 운영하여 엔지니어들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

하는 한편, 인증을 비롯한 R&D 핵심 업무의 프로세스 

표준화를 통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중요 연구 성과물들이 많아짐에 따라 데이

터 보안시스템(DLP: Data Loss Prevention)과 설

계 데이터 관리시스템(PLM: Product Lifecycle 

Management)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아주자

동차대학교 등 자동차 전문 대학과 연계한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전기차 인재 육성 및 채용에도 적극

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2022년 주요 이슈 대응 전략
디지털 전환
초소형 전기차 시장은 미성숙 시장으로서 고객의 요

구 또한 다양하므로 유동적인 시장 상황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생산방식의 확보가 필수적

입니다. 따라서 제조 현장의 스마트화를 통해 부품의 

수급에서부터 완성차의 제조, 출고, 그리고 A/S까지 

전산으로 관리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를 위해 ① 진일보한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를 도입하여 원가와 생산성 관리 ② 로봇을 

활용한 자동 용접 설비의 도입 ③ 안전과 관련된 중요 

보안공정의 제조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TMS(Torque 

Management System) 구축 ④ 품질관리시스템을 통

해서 불량의 유출 방지 및 차량 제조 이력의 추적성

(Traceability) 제고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끝나면 차기 차종부터는 디지털 영광공장에서 

생산이 진행될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2022년 쎄보모빌리티의 운영 

방향은 해외시장 진출, 품질 향상, 그리고 제조 현장

의 스마트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지향점은 국내외 시장에서의 고객 만족 최우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 활동은 그러한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한 근간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국내시장

을 넘어 해외에서도 한국 전기차의 위상을 드높이는 

2022년이 되도록 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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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손진호 대표 
알고리즘랩스   

디지털 혁신

인공지능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데이터 전략과 내부 전문가 양성 
프로세스 구축의 중요성

최근 많은 조직이 데이터를 충분히 쌓은 뒤 인공지

능을 도입하겠다는 의사결정을 하며 인공지능의 도

입을 미루고 있다. 소위 말하는 빅데이터가 아직 구

축되지 않았으니, 인공지능을 도입하지 못할 것이라

는 관념을 인공지능 도입 절차에서 종종 마주하게 된

다. 조직의 의사결정자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필

연적으로 함께 가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

이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현재의 인공지능은 일반적인 모든 업무를 잘 해내

는 것이 아닌 특정한 업무를 양질의 데이터를 통하여 

기계학습하였을 때 사람 수준의 퍼포먼스를 발휘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공지능을 

도입하고자 하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비

즈니스 영역에 인공지능을 도입할지에 대한 의사결

정이다. 데이터의 양을 논의하기 전에, 먼저 어떠한 

업무를 인공지능화 시키고 개선할 것인지를 결정해

야 한다. 어떠한 영역에 인공지능을 도입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 없이 데이터를 무작정 쌓는 것은 목적

지를 정해두지 않고 길을 떠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인공지능의 도입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의사결정자

라면 먼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개선할 업무의 영역

을 구체적으로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

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을 적용할 수 있는 영역을 구체적으로 정

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

다. 첫 번째는 인공지능에 대한 활용 역량이며, 두 번

째는 도메인에 대한 산업 전문성이다. 두 가지 역량

이 결합되어야만 적절한 인공지능의 적용 영역을 정

의 할 수 있다. 글로벌 IT 컨설팅 기업인 가트너에서

도 데이터 과학자의 가장 중요한 역량으로 IT 스킬보

다도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도를 꼽고 있다. 따라서, 

비즈니스 이해도를 보유하고 있는 산업 전문가가 인

공지능 활용 역량을 효율적으로 습득하여, 위에 언급

된 인공지능의 구체적인 적용 영역을 정의하는 것이 

인공지능 도입에 있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

다. 인공지능의 구체적인 적용 영역이 정의된다는 것

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와 실무 적용을 위하

여 인공지능의 정확도가 어느 정도 목표치를 가질 것

인지, 해당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공지

능의 기술 접근 방법은 무엇이고 어떠한 데이터가 필

요한지가 정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정의되

는 시점부터 비로소, 데이터 관점에서의 목적지가 어

디에 있는지 알 수 있게 된다. 

데이터 관점의 목적지가 정해졌다면, 그다음 프로

세스는 현재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가 얼

마나 확보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인데 많은 경우

에 충분한 데이터가 없을 수 있다. 이 시점에서도 조

직의 의사결정자는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을 수 있

다. 한 가지는 필요한 데이터를 충분히 쌓기 위한 방

향의 의사결정이며, 다른 한 가지는 현재 보유한 데

이터 내에서 Proof of Concept(타당성 검증) 프로젝

트를 해보는 것이다. 필자가 권장하는 방향은 후자이

며, 그 이유는 구글 브레인의 총괄이었던 앤드류 응

(Andrew Ng)은 ‘어떻게 당신의 기업을 인공지능 시

대로 이끌 것인가?’라는 칼럼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와 맥락을 같이한다. “데이터가 수백 개에

서 수억 개 그 어느 지점에서도 유의미한 인공지능이 

만들어질 수 있다.”

실제 알고리즘랩스라는 기업에서 대표이사로 재직

하며 수많은 대기업의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총괄해

오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수백 개 수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인공지능을 구축해야 하는 상황도 있었다. 

실제 수백 개의 데이터로 만들어진 인공지능이 제조

업 현장에서 기존의 프로세스보다 약 3배 높은 수준

의 정확도 향상을 달성하며 성공적으로 실무에 적용

된 프로젝트를 직접 총괄한 경험이 있다. 앤드류 응

과 같은 수많은 경험을 보유한 인공지능 업계 전문가

의 조언과 실제 현장에서의 경험이 일치하는 것을 토

대로, 현재 보유한 데이터 내에서 타당성 검증 수준

의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도전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 과정에서 유의미한 인공지능의 성공 사

례가 도출될 수 있으며, 성공하지 못한 경우에도 부

족한 데이터를 보다 상세하게 채워나갈 수 있는 구체

적인 전략과 원동력이 생길 것이다. 

빅데이터가 없더라도 성공적인 인공지능이 도출될 

수 있는 기술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데이터가 적

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의 적합한 인공지

능 알고리즘이 존재한다. 소위 말하는 인공신경망을 

토대로 한 딥러닝의 경우에는 수많은 데이터가 있을 

때 일반적으로 좋은 성능을 발휘하게 된다. 하지만 

디지털 혁신은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 수립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I  그림 1  I  인공지능 실무 적용을 위한 전체 머신 러닝 워크플로우

I  그림 2  I  관계부처 합동에서 발표한 인공지능 국가 전략

<google>

인공지능 실무 적용 문제 정의 인공지능 실무 적용을 위한 
기술적/산업적 목표 정의 데이터 설계 및 수집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한 예측 모델의 전반적인 관리 및 
버전 관리 예측에 대한 모니터링

인공지능 모델 개발 및 
검증, 고도화

인공지능 모델 배포(deplay)

AI 난제 해결, 새로운 모델과 알고리즘 개발

AI 플랫폼, 시스템 개발

AI 소양(이용 역량, 윤리‧인문 소양) 

AI Tool, SW를 산업분야에 
응용(AI+X)



Innovation52 53

주어진 데이터가 많지 않을 때는 딥러닝과 같은 복잡

도가 높은 기술 외에 활용할 수 있는 트리 기반의 머

신러닝 알고리즘, 선형 회귀 계열의 알고리즘 등으로

도 충분히 의미 있는 성능의 인공지능이 도출될 수 있

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중요

한 것은 어떤 알고리즘을 쓰는지가 아닌, 주어진 데

이터로 최적의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접목하였을 때 

기존 프로세스 대비 효과가 뚜렷하게 있는지의 관점

으로 보는 것이다. 

많은 기업이 데이터 보유 상황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으로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현재 보유한 데이

터로 어디까지 인공지능이 활용될 수 있는지를 경험

하는 프로세스를 확보할 수 있다면, 그 어떤 조직보

다도 인공지능을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원동력

을 가지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적용 영역을 구체적으로 정

의할 수 있으며, 실제 워크플로우를 실행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무 인재 양성에 대한 관점에서의 방향성

을 제안하고자 한다. 

인공지능 기술은 최근 대중화되는 흐름에 있다. 대

중화된다는 것은 곧 인공지능을 뛰어난 개발자 혹은 

데이터 과학자만 활용하던 시기를 지나, 컴퓨터 공학

을 전공하지 않은 비전문가들도 활용할 수 있는 시기

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인공지능이 대중화

되는 시기에 맞추어 인공지능 실무 인재 양성 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4~5년 전만 하더라도 인공지능 

기술의 장벽이 높았고, 소위 말하는 코딩, 수학, 알고

리즘 등의 이해를 필수적으로 했어야만 했다면, 최근

에는 No-code AI 기법 등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상용

화되며 어려운 코딩이나 수학 지식 없이도 인공지능

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추어졌다.

따라서, 산업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도메인 전문가

에게 어려운 코딩이나 수학을 습득할 것을 강요하는 

것 보다, 위 AI 대중화 흐름에 있는 기술을 활용하여 

인공지능을 경험할 수 있다면 가장 효율적으로 인공

지능 적용 영역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실제 알고리즘랩스에서는 국내 100여 개 기업을 대

상으로 단기간 내에 인공지능 실무 인재를 양성하는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이 과정을 통하여 약 5천여 개 

이상의 구체적인 인공지능 적용 기획서를 도출한 경

험을 가지고 있다. 

가트너에 따르면, 2023년 인공지능이 계몽의 단계

를 지나, 생산 안정기 수준의 기술로 성숙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생산 안정기라는 것은 인공지능의 확산기

가 도래한다는 것이며, 인공지능의 확산기에는 조직

마다 수천, 수만 개의 인공지능 도입을 고려할 것으

로 판단된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인공지능 기술을 

조직의 생산성, 효율성 관점에서 적재적소에 활용하

는 기업이 인공지능 시대의 따라잡을 수 없는 격차를 

보유한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다. 실제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는 앞으로 10년 안에 AI 리더십을 쟁취한 국가

와 기업이 2100년까지 세계 AI 시장을 주도 할 것으

로 전망하고 있다. 내부 산업 전문가를 인공지능 실

무 인재로 양성하며 데이터가 쌓이길 기다리는 관점

의 소극적인 접근보다 현재 보유한 데이터로 적극적

인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다면 AI 리더십

을 쟁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손진호 알고리즘랩스 대표 
현재 AI 커스터마이징 플랫폼 기업 알고리즘랩스의 대표이사다. 빅데이터, AI 테크 전문가 손진
호 대표와 한국정보올림피아드 출신의 유능한 개발자들이 독자적으로 개발해 특허를 받은 핵심
기술 ‘AI 옵티마이저 플랫폼’ 구축 사업을 통해 전 산업 영역에 AI를 적용하고 있다.

I  그림 3  I  가트너에서 발표한 하이프 사이클 2018



Innovation54 55

기술혁신 성공사례

리튬
이온전지의 
한계 성능 
극복을 위한 
도전

대주전자재료㈜
분히 저장할 수 없거나 방출 효율이 떨어지면 무용지물

이기 때문에 음극재 역시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 음

극재는 흑연을 사용해왔고 지금도 흑연 음극재를 대체

할 마땅한 소재가 없는 상황이다. 

물론 이론상으로 훨씬 용량이 높은 대체 소재가 존

재하나 기술적 문제로 인해 이차전지에 실제 적용은 극

히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흑연은 1g당 350mAh

의 용량을 가지지만 이론상으로 리튬이나 실리콘은 

4,000mAh로 무려 11배 이상의 효율을 가질 수 있다. 

문제는 고용량임에도 불구하고 음극재에 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들이 심각하고 아직까지 기술적 해결

방안이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부작용은 충

전했을 때 소재의 팽창이 일어나 부피 기준으로 약 3배

가량 증가하는데, 그때 소재 입자가 깨져버려 전자들의 

이동 통로가 상실되는 문제가 있다(그림 1).

문제의 해결 방법은 실리콘 입자크기를 나노 사이즈

로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비표면적을 작게하여 전해질

과의 표면 반응을 억제할 수 있으나 소재의 상용화는 

10년 이상 수많은 연구개발을 통해서도 실현시키지 못

하고 있었다. 실리콘을 음극활물질로 상용화한 첫 시도

는 일본의 소재 기업이 식품 포장지의 가스 투과 방지용 

필름 등의 소재로 사용되었던 실리콘산화물(SiO)의 특

이한 현상(SiO가 Si나노 입자와 SiO2로 상분리)을 이차

전지에 적용하여 실리콘 음극재의 핵심 문제를 해결하

고용량, 고효율 이차전지 음극재 개발 성공의 기술적 
의미

요즘 전기자동차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전기

자동차가 내연기관 자동차를 대체하게 되면서 이차전

지 역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차전지의 기술 

발전 방향은 에너지 밀도와 충전 시간, 안전성에 초점

이 맞추어져 있고 전기자동차의 상품성을 좌우하는 중

요한 핵심 부품으로 인식되었다.

이차전지의 기술적 요소들을 단순화하면,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소재가 양극재이고 에너지를 저장하고 방

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음극재이다. 에너지 밀도

를 결정하려면 일단 충전 과정을 통해 전지 내부에 에너

지를 많이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담당하는 

것이 양극재이다. 그동안의 많은 연구개발이 양극재에 

집중되어왔지만 아무리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 내도 충

기술혁신 성공사례

기술혁신 성공사례는 기업의 혁신 기법 및 사례를 분석하고 미래의 사회변화상과 트렌드를 제시합니다.

휴대폰, 노트북, 전동 공구, 청소기 등의 소형가전부터 드론, 전기자동차, 로봇,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부
터 산업에 걸쳐 배터리가 없는 세상을 상상하기 힘든 사물 배터리(Battery of Things, BoT) 환경에 둘러싸여 살고 있다. 최근 
뉴스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앞글자 K는 화장품, 패션, 먹을거리를 넘어 영화, 드라마, 음악 등의 문화산업에까지 세계가 인지하
는 접두사처럼 되었는데, 이차전지 역시 K-배터리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세계시장 점유율 44.1%의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눈부신 이름 이면에 이차전지의 소재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차전지의 핵심 중간소재인 양극재는 에너지를 생성하는 역할이라서 매우 중요하고 기술적 관심도도 높다. 국산화율도 53%
로 비교적 높고 수입의존도도 47%인 반면, 다른 핵심 소재인 음극재는 양극재와 더불어 이차전지의 에너지 밀도에 직접적인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수입의존도가 80%에 달하여 K-배터리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은 상황이다.
대주전자재료㈜(이하 대주전자재료)는 전도성 페이스트와 태양전지 전극 재료 및 형광체가 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주
력 사업 아이템인 기업으로 10여 년 전 이차전지 음극재 개발에 뛰어들었고 최근 제품 출시 2년 만에 매출 비중 16%를 넘는 
기술사업화에 성공하였다. 개발 착수 당시 이차전지나 음극재에 대한 수요가 높지도 않았던 시기에 이런 과감한 결정을 내려 
개발 5년 차에 선진 기업들의 기술 수준을 따라잡았고, 다시 5년 후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음극재 개발에 성공하여 2021년 21
주 차 IR52 장영실상을 받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글. 이장욱 컨설턴트(씨앤아이컨설팅)

오성민 부사장
대주전자재료㈜ 나노재료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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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상용화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렇지만 초기 상용화

된 실리콘 음극재의 낮은 초기 충/방전 효율(75%이하) 

문제로 인하여 적용 확대가 안되고, 극히 일부의 기종

으로만 한정되어 저급 실리콘산화물(SiO) 시장이 형성

되었다.

적용에 문제가 있음에도 여전히 실리콘 음극재는 전

고체 등의 차세대 전지가 상용화되기 전까지 이차전지

의 성능 극대화를 위해 한계 성능을 돌파할 수 있는 대

안 기술로 인식되고 있다. 표 1에서 보듯이 흑연 대비 실

리콘 산화물을 음극재로 사용하면 에너지 용량은 3~5

배로 증가시킬 수 있다. 초기 충·방전 효율이 흑연과 

비교해 떨어지지만, 용량이 증가하는 장점이 있다.

대주전자재료에서 개발한 고용량·고효율 실리콘 복

합산화물 음극재가 갖는 기술적 의미는 1차적으로 이

미 상용화된 저급 실리콘 산화물 음극재와 비교해 초기 

충·방전 효율을 끌어올리고 팽창으로 인한 깨짐 문제

를 극복하여 기존 흑연 음극재와 저급 실리콘 산화물 음

극재 시장의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2차적인 의미

는 해외 기술 도입이나 설비 도입 등의 외부적 도움 없

이 순수 독자 기술로 개발부터 양산까지 성공시켜 본격

적인 상용화 시대를 열었다는 점이다. 

성능의 혁신과 기술 개발 과정의 혁신
개발된 실리콘 복합산화물 음극재는 2019년도부터 

흑연 음극재에 일부 혼합하여 사용함으로써 이차전지

라는 완제품 측면에서 보면 흑연 음극재만 사용한 제품

수 당시에는 실험 장비조차 없어 해외 특허 등에 나온 

개념적 내용만 가지고 장비를 만들다 보니 시행착오는 

필연적이었고, 학계나 전문가들도 양산 수준에서 실리

콘으로 음극재의 성능을 높이는 것에 회의적 반응을 보

였다고 한다. 모든 것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실험 장비

를 설계하고 실험을 통해 엔지니어링 데이터를 모으고 

다시 설계 수정을 반복하면서 양산설비 제작까지 온전

한 독자 기술을 완성하여 2019년 드디어 첫 매출을 올

리는 데 무려 10년이라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였다.

과정 없는 결과는 없다. 결과로 나타난 혁신에는 주

목하지만, 그 과정의 혁신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무관

심하다. 우리는 기술 발전 속도가 전례 없이 빠른 시대

에 살고 있지만 진정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술들은 짧게

는 10여 년, 길게는 수십여 년 전부터 수많은 시도와 실

패가 거듭된 결과가 오늘날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을 보고 있는 것일 뿐이다. 

기술혁신의 성공 요인과 향후 과제 
대주전자재료의 기술혁신 성공에는 특징적으로 강조

되는 한 가지가 있다. 바로 ‘현장’을 중심에 둔 접근이다. 

과 비교하여 초기 충·방전 효율의 손실 없이 에너지 용

량이 대략 10%를 웃도는 성능 개선을 달성하였다. 여기

까지는 기술혁신이라 보기엔 미흡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성능의 혁신은 개선의 정도가 얼마나 크냐에 따

라 혁신과 개선을 구분한다. 즉 개선의 정도가 크지 않

으면 개선에 그치지만 개선의 정도가 크면 혁신으로 볼 

수 있다. 대주전자재료에서 목표로 하는 개선의 정도는 

흑연 음극에 5wt% 첨가시 음극 용량의 약 10%의 성능 

개선, 10wt% 첨가시에 음극용량의 약 25% 성능 개선, 

향후 2025년에는 25wt% 첨가시에 약 70% 이상의 성

능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향후 충전속도를 획

기적으로 향상시켜 80% 충전에 소요되는 시간을 10분

이내로 단축시키는 혁신도 기대된다.

이러한 혁신을 가능케 한 핵심기술은 기상합성 공정

으로 온도, 압력, 농도 제어를 통한 소재의 조성, 입자

크기, 결정 구조, 형상을 최적화하는 기술이다. 개발된 

음극재의 성능 혁신보다 의미가 더 큰 것은 실험실 장비

부터 양산설비까지 모두 시행착오를 겪어가며 하나하

나 자체 설계 및 제작을 통해 수많은 실패를 딛고 양산 

공정을 모두 독자 개발했다는 점이다. 2010년 개발 착

I  그림 1  I  고용량 실리콘계 음극재의 부피 팽창으로 인한 3가지 성능 문제

고용량 실리콘계 음극재의  
성능 문제로 배터리 적용 한계
•  충전/방전 과정에서 급격한  

팽창/수축 반복
•  셀의 부풀음, 전극으로부터의  

탈리로 수명 단축
•  실리콘 표면과 전해질과의  

부반응으로 수명 급락

그림 1. 고용량 실리콘계 음극재의 부피 팽창으로 인한 3가지 성능 문제

고용량 실리콘계 음극재의 성능 문제로 배터리 적용 한계

-> 충전/방전 과정에서 급격한 팽창/수축 반복

-> 셀의 부풀음, 전극으로부터의 탈리로 수명 단축

-> 실리콘표면과 전해질과의 부반응으로 수명 급락

충/방전 반복충전
Si

Si

Cu 집전체

SEI

I  표 1  I  음극재의 종류와 에너지 용량 및 초기 충·방전 효율

이차전지 
음극재

Artificial 
graphite
(인조흑연)

Natural 
graphite
(천연흑연)

soft/hard 
carbon

Silicon based
(SiO/Si-C)

Shape/
structure

Capacity
[mAh/g]
(에너지 용량)

250-360 350-370 200 – 300 1000~1700

ICE[%]
(초기 충·방전 효율)

92~95 90~93 80~90 73~87

Price[$/kg] 6~12 4~8 6~12 30~120

SEI, 저항 증가
전해질 고갈

입자 깨짐
전자 통로 상실

전극 탈리
전자 통로 상실

300% 팽창

I  그림 2  I  대주전자재료의 실리콘 복합산화물 음극재 개발 로드맵 및 
생산량 목표

그림 2. 대주전자재료의실리콘복합산화물음극재개발로드맵및생산량목표

실리콘복합산화물 음극재(DMSO)

실리콘복합산화물+흑연 음극재

1450mAh/g
초기 충방전 효율

ICE 80%

DMSO 5wt%
400mAh/g
ICE 90%

1400mAh/g
ICE 82%

DMSO 10wt%
450mAh/g
ICE 90%

1350mAh/g
ICE 85%

DMSO 15wt%
500mAh/g
ICE 90%

1350mAh/g
ICE 90%

DMSO 25wt%
600mAh/g
ICE 92%

400M/T 1,000M/T 3,000M/T 10,000M/T

2020 2021 2022 2025  [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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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은 나노재료사업부 개발그룹장 오성민 부사장이 

강조하는 단어이다. 기업 연구소에서 일하는 사람을 연

구원 ‘Researcher’이라고 부르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

는 연구보다는 현실적인 가치를 창조하여 생산 현장을 

통해 구현해내는 역할을 담당하는 의미에서 ‘Engineer’

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오성민 부사장이 생각하는 

현장은 실험실에서는 되더라도 현장에서 구현할 수 없

다면 가치 구현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학과 대학원에서 

이공학을 전공했더라도 기업의 생산 현장을 이해하고 

현장을 통해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기술 인

재로 거듭나야 비로소 새로운 기술혁신에 도전할 수 있

는 전사들이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지난 10년의 기술 개발 과정을 되돌아보면 경쟁사의 

특허와 학술논문에 나온 개념적 내용만 가지고 실험 장

비와 양산설비에 사용할 부품과 모듈 하나하나를 직접 

만들기 위해 화학공학을 전공한 연구원들이 기계설비

와 씨름하고 동시에 소재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분석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면서 부분적으로 파악된 퍼즐 조

각들을 짜 맞추며 한발씩 앞으로 나가는 모습이 어렵지 

않게 머릿속에 그려진다. 자신의 전공 분야에만 국한된 

‘연구’로는 기술의 융복합이 복잡하게 이루어지는 현재

의 기술 경쟁 환경에서 분명한 한계를 가지게 됨을 누구

보다 체감한 오성민 부사장은 연구원들에게 항상 현장

을 강조한다.

대주전자재료를 창업한 임무현 회장은 지금까지도 

현장 중심, 기술 중심 경영의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다. 

최신 기술 트렌드와 글로벌 동향에 대해 누구보다 앞장

서 공부하고 직접 연구소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은 창업 

당시의 현장에 대한 열정을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성공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많은 전문

가의 의견을 듣고도 개발에 착수할 수 있게 하였고 결실

을 이루기까지 긴 시간을 기다려주며 연구원들과 함께 

공부하는 경영자는 많지 않다. 

2019년 음극재가 출시된 해에 37억 원, 2020년에 

130억 원으로 수직 상승하여 단숨에 회사 매출의 8%를 

넘기는 실적을 올렸고, 2021년에는 지난해의 2.5배를 

기대하고 있어 또다시 가파른 상승을 예고하고 있다. 

앞으로 실리콘 복합산화물 음극재는 리튬이온배터리의 

한계 성능을 돌파하는 핵심기술로 자리 잡을 것이다.

1988년 Ford에서 제시한 기술 전략의 범위는 기술 

획득, 기술 관리, 기술 활용의 3가지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대주전자재료의 기술혁신은 획

득과 활용에 있어 성과를 넘은 성공을 거뒀다. 향후 과

제는 아마도 기술 관리에 있다고 생각된다. 개발된 기

술은 그 자체로 매우 의미가 크지만 보다 효과적인 것은 

축적된 기술을 어떻게 다음 세대와 공유하고 새로운 기

술 개발의 레퍼런스로 작용할 수 있게 하는가의 숙제가 

남았다고 본다. 어렵게 노력해서 모은 우리 집 재산을 

아끼고 잘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집안에서 가장 효

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문제에 비유할 수 있다. 

오성민 대주전자재료㈜ 나노재료사업부 부사장
인하대학교 화학공학과에서 박사 학위 후 일본 NIMS와 AIST에서 기상합성공정 연구를 하였으
며, 대주전자재료㈜에 입사하였다. 1994년부터 현재까지 기상합성공정을 적용한 금속 및 세라
믹 나노 소재의 합성 연구개발을 진행하였다. 최근에는 세계 최초로 전기차용 파우치셀에 적용
되는 고효율 실리콘복합산화물 음극활물질을 개발하였으며, 대주전자재료㈜ 부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Question  
음극재 기술혁신 과정의 
가장 중요한 성공 요소를 

한 가지만 꼽는다면?

Question  
기술혁신에 있어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극복 방안은?

Q&A로 알아보는 '기술혁신 성공 요인'

1

2

Answer.
기술 개발 과정이 길어서 성공 요소를 한 가지만 말하기가 어렵지만, 개발 착수 당

시 우리는 이차전지와 관련된 제품도 없었고 기술 개발 역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
다. 당시에는 기상합성기술로 PDP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산화마그네슘 나노분말
의 양산에 성공하여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한 이후에 차기 신제품 개발을 기획
하려던 상황에서, 고객사의 연구원으로부터 기상합성기술이 이차전지용 실리콘산
화물 음극재 개발의 최신 기술 특허 내용과 유사하다는 말을 듣고 조사를 하게 되었
으며, 우리가 보유한 기술로 음극재 개발에 도전할 수 있는지, 더욱 차별화된 기술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하게 되었다. 기술이 진정한 차별화를 이루려면 실험
실 내 기술로는 의미가 없고 현장에서 양산에 성공해야 하는데 사실 우리 기술과 일
본 회사의 기술은 원리만 유사했지, 설비를 본 적도 없고 공정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초기 판단이 가장 어려웠다. 다행히 회장님께서 함께 공부
하면서 의지를 보여주셨고 그 개발 의지가 현재까지 꾸준히 이어진 결과로 성공할 수 
있었다. 요약하면 당시 우리 회사가 보유한 기술적 기반이 있었고 그 기술을 발전시
켜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해준 창업자이신 회장님의 과감한 결단과 오랜 
시간 변치 않는 꾸준한 의지가 있었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공 요인이다.

Answer.
현재도 여전히 어려운 점인데, 원하는 기술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 직

접적으로 우리가 개발에 성공한 제품과 공정에 대해 완성도를 더욱 높여줄 수 있는 
인재를 구하고 싶지만 찾기 어렵다. 소재나 소재 합성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지만, 공
정과 설비에 대해서도 알고 분석 결과까지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개발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하다. 이런 인재를 외부에서 확보하기도 어렵고 내부에서 양성하
기도 어렵다. 회사가 필요로 하는 현장을 잘 알고 개발을 주도할 수 있는 인재는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뚜렷한 극복 방안이 있다기보다는 회사 내부에서 최대한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 

또 한 가지 어려운 점은 엔지니어링 자료의 부족이다. 신소재를 합성하기 위해서
는 새로운 공정과 장치의 설계가 필요하지만, 기존에 구축된 엔지니어링 자료가 너무 
부족하여 수많은 실증 실험을 통해 공정 자료를 모두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점
이다. 결국, 앞서 기술 인재 확보와 연결되는 부분이다. 첨단 기술과 관련해서는 어느 
기업도 기술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회사가 하나부터 열까지 요소 기술들을 
확보해 나가야 하는데 이는 단지 전공지식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반대로 말하면 창
의적으로 접근하고 종합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과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크고 작은 
기술 노하우의 꾸준한 축적만이 기술혁신의 가장 큰 두 가지 열쇠라 말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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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R&D

이스라엘의 차세대 산업 성장 엔진, 
바이오 융합(Bio-Convergence)

바이오제약 산업계에 불어온 변화의 바람
코로나19는 전 세계 경제와 의료시스템을 마비시

키는 동시에 산업계에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켰다. 

바이오제약 산업의 경우, 원격 진료, 디지털 헬스케

어, 신약 개발 플랫폼, 의료 데이터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가 강화되었고,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맞춰 바이

오 융합(Bio-Convergence) 분야 정부 지원 정책 또

한 성숙기에 접어들었다. 또한, 빅데이터와 인공지

능, 자동화 기술 등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의 발전은 

유전공학과 생명공학 분야와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키며 약물 개발 패러다임에 혁신을 일으켰다. 

이스라엘은 기존에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정보

통신(ICT)과 의료지식자산 분야를 중심으로 바이오 

제약 산업을 발전시켜, 맞춤형 의약품 시장을 비롯

한 다양한 바이오 융합 분야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

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자국 내 하

이테크 창업을 육성하고 혁신 생태계 조성을 주관하

는 이스라엘 혁신청은 바이오 융합 분야 기업들을 지

원하기 위해 2020년 기준, 1억 5,000만 셰켈(한화 약 

56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집행했다. 혁신청은 ‘R&D

를 위한 국가인프라포럼(National Infrastructure 

Forum for Research and Development)’의 일환으

로, 바이오 융합 분야의 학계와 산업계 간의 연계 강

화를 목적으로 하는 ‘포괄적 국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스라엘 바이오 융합 분야 혁신사례 
① �나노로보틱스�

(Nanorobotics for drug delivery)
바이오제약 분야의 주요 난제 중 하나는 타깃 세포

를 대상으로 효율적이고 정밀하게 특정 약물을 전달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타깃 세포로의 약물 전

달을 위해 나노로봇은 세 가지 기능을 갖춰야 한다. 

이는 전달 약물을 자체적으로 저장하는 기능, 약물 

글. 최수명 팀장 
한국이스라엘산업연구개발재단 전략기획팀  

투여 신호를 감지할 수 있도록 외부 환경에 반응하는 

기능 그리고 적절한 시간과 위치에 제어된 방식으로 

약물을 방출하는 기능이다. 

이스라엘의 약물 전달 기술 개발 기업 나노고스트

(NanoGhost)는 줄기세포를 사용하여 특정 약물을 

종양 부위로 전달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쥐를 대상으

로 진행한 임상에서 췌장암, 폐암, 유방암, 전립선암 

그리고 뇌암 치료에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었으며, 

현재 한국의 진메디신과 항암 바이러스에 캡슐화 방

법을 융합한 유전자 세포융합 치료제를 공동 개발 중

이다. 약물 전달 기술을 개발 중인 또 다른 이스라엘 

기업으로는 나노로보틱스(NanoRobotics)가 있다. 

해당 기업은 약물 전달뿐만 아니라 암세포를 타깃팅

하고 파괴하며 내약성 박테리아 및 병원체를 변이시

키는 방식의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② �혁신적인 첨단 치료법�
(Therapeutics Discovery)

장기칩(organ-on-a-chip) 기술은 특정 신체 기

관의 기능을 갖춘 인체 조직을 플라스틱 칩을 통해 배

양시키는 혁신 기술이다. 장기칩 기술과 같이 미세생

리학 기술을 기반으로 질병의 진행 상황을 정밀하게 

예측하고 효율성을 갖춘 혁신 치료 리서치 모델을 개

발하는 기업들이 있다. 

글로벌 R&D는 첨단 기술 국가인 이스라엘의 기술 동향 및 한국 기업과의 협력 현황 등을 소개합니다.

애니마 바이오텍(Anima Biotech)은 단백질 번

역을 제어하는 신약 개발(Translation Control 

Therapeutics) 분야의 개척자이다. 당사에서 개발 

중인 플랫폼은 표적 단백질의 합성을 시각화하고 구

체적으로 제어할 수 있게 한다. 펜(Penn) 대학의 리

보솜 생화학 연구소와 8년간 협업하여 콜라겐 타입 I

의 합성 제어, 바이러스 단백질 합성 방해를 통한 바

이러스 감염 예방, 헌팅턴병의 단백질 번역 제어 등

에서 유효성을 입증시켰다. 차세대 장기칩 개발 기업

인 티슈 다이나믹스(Tissue Dynamics)는 조직 감지 

마이크로 센서를 통해 조직 기능의 변화를 실시간으

로 모니터링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의료진은 조직 모

니터링을 통해 위험 요소를 분별해내고, 치료법을 제

시할 수 있다. 

③ 재생의학(Regenerative Medicine)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재생의학 스타트업인 프레

사이즈 바이오(Precise Bio)는 세포생물학, 재료공

학, 물리학, 화학, 3D 프린팅 등 다양한 분야의 엔지

니어와 생물학자들이 모인 다학제간 인적 구성을 갖

추고 있다. 당사의 혁신적인 4D 바이오 프린팅 플랫

폼은 타 플랫폼 대비 높은 재현성을 바탕으로 복잡한 

조직을 생성하며, 특정 조직을 생성하면서 습득한 

패턴을 다른 조직을 제작하는 데 활용하는 자체적인 

I  그림 3  I   프레사이즈 바이오(Precise Bio)의 4D 바이오 프린팅 플랫폼I  그림 2  I   티슈 다이나믹스(Tissue Dynamics)의 조직 모니터링 플랫폼

I  그림 1  I   나노로보틱스(NanoRobotics)의 나노로봇 활용 세포 파괴 메커니즘

Nanobots Attack  

LIGHT 

Nanobots drilled holes in the cellCancer Cell 

Cell Death    

Necr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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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질, 세포 등과 같은 생체물질을 반도체와 같은 무

기물질과 조합해서 반도체 칩의 형태로 구현해낸 장

치이다. 반면 이스라엘의 테라니카(Theranica)처럼 

전자공학 기술을 신경학 분야와 융합하여 새로운 치

료법을 개발하는 경우도 있다. 2019년에 FDA 승인

을 받은 당사의 비침습적 전기치료 장치는 원격 통증 

조절 패러다임을 활용한 혁신적인 신경 조절 기술이

다. 당사 전매특허 기술인 칩은 C군 신경섬유에 파형

을 전달하여 뇌간에서 진통 메커니즘을 발생시킨다.

기대효과 및 전망
바이오 융합 분야의 성장은 장기적으로 2만 명 이

상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다학제 

연구 분야인 바이오 융합 분야의 특성상 광범위한 졸

업생들을 흡수하여 이스라엘 생물학 졸업생들의 취

업난이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이다. 고용 창출 외에도 

이스라엘 내 다학제간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기

업과 R&D 센터를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발생할 것

으로 기대된다. 이스라엘은 원천기술 강국다운 다양

한 공학 및 응용과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확

보하고 있으며, 이는 바이오융합 분야의 리더가 될 

수 있는 중추적인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또한, 이스라엘의 강점 중 하나인 정부 차원의 

R&D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우수한 다학제 간 역량을 

갖춘 국가와의 글로벌 협업을 추진하는 것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핵심 전략이 될 것이다. 한국

과 이스라엘 정부가 공동으로 설립한 한국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은 각국의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하

여 바이오 융합 분야와 같이 미래 유망사업 분야의 국

제 공동 R&D01를 지원하고 있다. 바이오 융합 분야의 

한 축을 담당하는 우수 기술을 보유한 한국 기업의 경

우, 공동 연구개발을 진행할 이스라엘 파트너 기업의 

첨단 기술에 대한 접근성과 정부지원금을 동시에 확

보할 수 있다. 

최수명 한국이스라엘산업연구개발재단 전략기획팀 팀장
한국이스라엘재단에서 사업기획, 기반구축, R&D, 기술사업화 등 R&D 전 과정을 두루 경험하
였고, 현재는 혁신기술을 가진 이스라엘 기업과 유망한 한국기업 간 R&D 및 기술사업화를 위한 
파트너링에 주력하고 있다. 

I  그림 4  I   미메드(MeMed)의 혈액 검사 플랫폼 MeMed BV

딥 러닝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는 기존의 3D 바이

오 프린팅 제조 기술이 갖는 한계를 극복해낼 것으로 

예상된다.

④ �바이오센서 및 진단�
(Biological Sensors and Diagnostics)

바이오센싱(Bio-sensing) 기술은 항체, 효소, 핵

산 등의 생체분자와 박테리아를 사용하여 타깃 물질

을 발견하고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박테

리아 감염과 바이러스 감염을 구별해내는 진단 플랫

폼을 개발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이스라

엘의 미메드(MeMed)가 있다. 해당 기업은 분자생물

학, 생화학, 데이터 과학 엔지니어 등으로 구성된 다

학제간 인적 구성을 바탕으로 스마트 알고리즘, 머신

러닝, 시스템공학, 분자생물학 등을 결합해서 면역체

계의 반응을 해독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⑤ 생체전자공학(Bioelectronics) 
생체전자공학은 화학, 생물학, 물리학, 나노기술, 

재료과학을 결합한 다학제간 연구 분야이다. 생물학

적 구조와 기능을 통해 밝혀낸 사실을 기존 전자공학 

기술에 접목시켜 생체 정보 처리 계를 분석하고 모델

화 등의 연구를 의미한다. 바이오 전자는 유전자, 단

들어가면서
기업의 특허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

기에 앞서 기업에서 특허 활용이란 어떤 의미인지 그 

내용을 먼저 정리하고자 한다. 특허권을 활용하는 유

형에는 크게 3가지, 즉 특허 수익화, 특허 사업화, 특

허 유동화로 나눌 수 있다. 특허 수익화는 말 그대로 

특허권을 활용하여 로열티(Royalty) 수익을 창출하

는 활동이다. 제3자에게 특허 실시권(License)을 허

여하면서 실시료 즉, 로열티를 받는 것이다. 특허 사

업화는 특허권을 제품화하여 신제품에 의한 신규 매

출을 일으키는 활동이다. 기존 제품의 개량일 수도 

있고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신제품에 의한 매출을 

창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특허 유동화는 최근

에 활성화되고 있는 유형으로 대표적으로 2가지 방법

이 있다. 즉, 특허권 자체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는 방법과 특허권을 매각과 동시에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유동화하는 소위, Sale & Lease-

back01에 의한 방법이 있다.

기업에서 특허권 활용이 잘 안 되는 이유와 해법
위와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특허권을 활용할 수 있

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기업 현실에서는 특허가 잘 활

용되고 있지 않다. 각각의 유형별로 활용이 잘 안 되

특허활용전략

기업에서 특허 활용이 잘 안 되는 
이유와 극복 방안에 관하여

는 원인을 살펴본다.

1-1. 현상 1 - 정서적 장벽  
기업 특히, 제조업을 하는 기업에서는 제3자에 로

열티를 요구하는 특허 수익화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

인 생각을 갖고 있다. 특히 경영층에서 그러한 경우

가 많은데 특허를 활용하여 제3자를 공격하고 로열

티 수익을 창출하는 활동은 자칫 잠재적 고객사에 의

도하지 않은 피해를 주거나 시장에서 싸움꾼으로 비

쳐 평판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와 더불어 향후 제

품 마케팅에 부작용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 등 때문

이다. 특허부서는 외부의 특허 공격으로부터 이를 잘 

방어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특허 분쟁의 방어적 활동

(무효화, 비침해, 회피 설계 등)만 하는 부서라는 선

입견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특허를 밝히

면 회사가 망한다는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경영자들

도 있다. 특허부서의 실무자조차 이러한 경영층의 우

려를 이유로 아예 특허 수익화를 시도해 보지 않거나 

스스로 수익화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

필자가 오랫동안 근무했던 모 기업에서도 처음에

는 특허 수익화 활동에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특허 

수익화를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

을 보여준 이후에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특허 수익화

를 추진하라는 지시가 내려오게 되었으며, 사업부장

들도 혹시 특허 수익화할 계획이 없는지를 물어볼 정

도로 관심이 높아졌다.

글. 김정중 대표
K2G 파트너스

특허활용전략은 기업의 IP-R&D 전략 수립을 돕기 위해 특허 분석을 통한 산업 기술 트렌드, 시장·제품 전망 등의 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01  일종의 환매조건부 채권
01  한국이스라엘산업연구개발재단 홈페이지(https://koril.org/en) 전략지원 프로그램(바

이오융합) 공고 참조(최대 지원액 3년 이내 300만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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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해법 - 하이브리드 라이센싱(Hybrid Licensing)
이처럼 제조업체의 정서적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

는 해법으로 하이브리드 방식의 수익화를 고려해 보

기를 제안한다. 특허 수익화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타사에 특허 클레임을 제기하여 특허료 수익과 같은 

현금 수익과 새로운 사업 기회 창출을 통한 현물 수익

을 같이 고려하는 소위 하이브리드 방식의 수익화 활

동을 추진한다면 경영층의 정서적 장벽과 우려를 극

복할 수 있을 것이다. 특허 실무진에서도 경영층의 

정서적 장벽을 핑계로 스스로 특허 수익화 활동에 소

극적인 입장을 정당화시키려 하기보다 적극적으로 

사업 기회를 찾으려는 방안의 일환으로 특허 수익화 

활동을 추진하려는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다. 다시 말

해, 특허 수익화를 단지 특허료 수익 창출만을 도모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하는 계기

로 만들 수 있도록 수익화 프로그램을 기획한다면 제

조업체 입장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특허 수익화 활동 자체를 부정적으

로 보거나 막연히 우려하는 것은 불필요한 기우에 지

나지 않을 것이다. 

2. 현상 2 - 수익화에 부적합한 특허의 유형
특허 실무를 오래 한 실무자 중에서도 권리화 과정

에서 많은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표적으로 

특허권 활용을 염두에 두지 않고 기술 자체 내용에 매

몰되어 권리화하는 경우이다. 다시 말해 특허 권리

화 시에는 그 특허권을 가지고 특허 클레임을 제기할 

때 특허침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지를 염두에 두고 권리화할 필요가 있다. 아이디어는 

좋았으나 권리화 과정에서 침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특허로 권리화되었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특허일 

뿐이다. 특허의 강약을 논하기 전에 최소한 특허 활

용에 부적합한 특허라면 그것이 수익화이든 유동화

이든 활용할 수 없는 특허이며 가치 없는 특허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하에서 수익화에 부적합한 특허 유형을 살펴본다.

2-1. 생산공정 특허
예를 들면 발명자가 생산공정에 관한 중요한 개선 

아이디어를 발명한 경우에 이를 어떻게 권리화하는 

것이 특허 수익화에 효과적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생

산공정에 관한 발명이므로 특허 실무자들은 너무나

도 당연하게 생산공정 그 자체를 대상으로 특허 청구

범위를 작성하게 된다.

생산공정 방법특허가 등록되고 이 권리를 경쟁사

에 침해 주장하고자 할 때 과연 경쟁사가 해당 생산공

정을 실시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인

지 생각해 보면 막연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경쟁사 

공장에 들어가 확인할 수도 없을 것이고 생산공정 자

료를 구할 수도 없을 것이다. 이처럼 생산공정에 관한 

발명을 생산공정 특허로 그대로 권리화하는 것은(공

연히 경쟁사에 좋은 발명 아이디어만 공개하고) 정작 

권리행사는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기

업의 특허 중 상당수가 침해를 입증할 수 없는 생산공

정 특허가 적지 않다. 비록 발명 아이디어 자체는 좋

았으나 정작 권리행사할 수 없는 특허가 되고 만 것이

다. 이를 소위 ‘선천성 불용특허’라고 한다. 수익화를 

위해서는 최소한 침해 입증할 수 있는 특허이어야 한

다. 그렇지 않으면 공연히 노하우만 공개하고 권리행

사할 수 없는 선천성 불용특허가 될 뿐이다.

실제 사례(그림 1)를 살펴본다.

그림 1의 사례는 국가 R&D 지원 프로젝트로 연간 

100억, 10년간 누적 1,000억 원이 투입된 매우 중

요한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특허권은 선천

성 불용특허가 되고만 사례이다. 제조공정 하나하나

를 일일이 단계별로 청구하고 있어 과연 이러한 권리

의 침해 여부를(실제 침해자의 공장에 들어가지 않

고)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 사뭇 궁금하다. 침해자

의 생산공장에 들어가 확인하지 않으면 침해 입증할 

수 없는 특허에 과연 누가, 어떤 가치를 부여할 것이

며 거래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 아무리 기술적으로

는 우수한 아이디어라 하더라도 이러한 생산공정 특

허는 특허출원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 차라리 노하

우로 관리하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생산

공정 아이디어를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

다. 다음의 해법을 제안한다.

2-2. 해법 - 발명 범주의 전환
생산공정의 개선과 생산설비의 개선이 동시에 이

루어진 경우에는 생산설비에 관한 특허로 즉, 장치 

특허로 권리화할 필요가 있다. 설비업체에 로열티를 

요구하거나 로열티 대신 설비의 공급가를 낮추는 데 

활용할 수도 있다. 장치 특허는 생산공정 특허보다는 

침해 입증이 훨씬 용이하기 때문에 해당 설비의 사용 

매뉴얼, 수리 매뉴얼 또는 설치 매뉴얼 등을 입수하

거나 생산설비 자체를 구입하여 침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는 생산공정에 의해 생산된 물건 즉, 생산물 특

허로 권리화하는 것 또한 좋은 방안이다. 비록 발명

의 시작은 생산공정에서 출발했지만, 생산공정이 개

선된 결과 생산물의 특성이나 형상이 개선되고 성능

이 좋아진 경우라면(방법특허가 아니라) 물건특허로 

권리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허권을 행사할 때도 생산

물을 구입하여 물성을 분석하거나 형상을 확인하면 

경쟁사의 침해 여부를 상대적으로 쉽게 입증할 수 있

다. 생산물의 물성 개선 효과가 크면 클수록 경쟁사

가 침해할 가능성이나 시장에서의 매력도는 그만큼 

김정중 K2G 파트너스 대표 
LG그룹에서 해외 특허소송 및 협상 담당 임원을 역임하였으며, 외국계 기업의 IP Licensing 담
당임원을 거쳐, ’18년 IP 컨설팅 업체를 창업하여 한국의 우수특허를 글로벌 시장에서 수익화·
사업화를 위해 활발히 활동 중이다. 한양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했고, KAIST에서 공학 석사 학위
를 받았다. 미국 노스웨스턴대 법학석사(LLM), 서울대 법학박사이며, 현재 한국산업재산권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클 것이므로 특허의 가치는 훨씬 높아질 것이다.

위와 같이 생산공정 발명(방법발명)을 생산설비 발

명(장치발명) 또는 생산물(물건발명)로 전환하는 것

을 특허 실무상 ‘발명 범주(Category)의 전환’이라고 

한다.

정리하면 특허의 강약을 논하기에 앞서 최소한 ‘선

천성 불용특허’로 권리화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선천성 불용특허로 출원하느니 차라

리 노하우로 관리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만일 생산공정 발명이 적용되면서 생산

설비의 성능이 개선되거나 제어 방식이 변경되었다

면 생산설비에 관한 장치 특허로 권리화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또한 생산공정의 개선으로 인해 생산된 물

건의 특성이 향상되었다면 이 역시 생산물 특허로 전

환하여 권리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처럼 자칫 선천

성 불용특허가 될 수 있는 생산공정 특허 대신 생산설

비 장치 특허, 생산물 특허로 전환하면 특허 활용도

와 매력도는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I  그림 1  I   선격자 편광자의 제조 방법

선격자 편광자의 제조 방법(Method of manufacturing wire grid polarizer) 

(국내등록 청구항) 일면에 복수의 돌출부를 가지는 스탬프를 준비하고, 상기 스탬프의 두께 방향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이방성 진공 증착을 진행하여 상기 복수의 돌출부 각각의 상부 표면과 상기 복수의 돌출부 사이의 오목한 표면에 마스
크층을 형성하는 단계; 기판 위에 금속막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마스크층 가운데 상기 복수의 돌출부 각각의 상부 표면에 위치한 마스크층을 상기 금속막 위로 전사하는 단계; 
상기 금속막 가운데 상기 마스크층으로 덮이지 않은 부위를 건식 식각으로 제거하여 상기 금속막을 금속선들로 패터닝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선격자 편광자의 제조 방법. 
(해외등록 청구항) A method of manufacturing a wire grid polarizer, the method comprising: 
preparing a stamp having a nanostructure body at one surface and forming a mask layer with anisotropic 
vapor deposition at the one surface; forming a metal film on a substrate; transferring the mask layer onto 
the metal film; and patterning the metal film into metal lines by removing a portion that is not covered 
with the mask layer with dry etching, wherein the nanostructure body comprises a plurality of protruding 
portions, the forming of a mask layer with anisotropic vapor deposition comprises forming a mask layer 
at an upper surface and one side surface of each of the plurality of protruding portions by performing 
anisotropic vapor deposition in a direction that is inclined in a thickness direction of the stamp, and the 
mask layer that is transferred onto the metal film comprises a flat portion with a constant thickness and a 
protrusion that contacts one side edge of the flat por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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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명강연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미래를 바라볼 때
최근 비즈니스 메가트렌드는 디지털 전환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디지털이 대세로 자리 잡는 계

기가 되었다. 2020년이 변곡점이었다면, 2021년

은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경계선에서 디지털이 본

격적인 에너지를 분출하기 시작한 때이다. 이로 

인해 CTO의 역할도 달라지고 있다. 익히 알려진 

CTO의 약자는 최고기술경영자를 뜻하는 ‘Chief 

Technology Officer’이다. 하지만 디지털 전환이 가

속화하는 지금, CTO의 ‘T’는 Technology는 물론 

Transformation뿐만 아니라 Trend를 아우르는 개

념으로 확장해야 한다. 

CTO의 주요 역할 중 하나는 기술과 사업의 연결이

다. 그러나 갈수록 단순한 접근으로는 비즈니스의 변

화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 실제로 세계적인 석학들

도 미래 예측에 실패하기도 했다. 왜일까. 기존 방식

으로 새로운 현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었다. 아무리 

좋은 인사이트가 주어져도 자기 입장만을 고수하면 

이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다. 

기술 중심으로 사회가 변화하면서 기존 관점으로

는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들이 쏟아지기도 한다. 실물

이 없는 가상화폐는 물론, 중고 운동화가 희소성을 

이유로 몇천만 원이 넘는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기

성세대 관점에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MZ세대들에

게는 익숙한 현실이다. 

1980년에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의 

유명한 저서 <제3의 물결>에서는 컴퓨터, 인터넷, 반

도체 등 정보산업이 태동하면서 유통, 미디어, 제조 

등의 기존 산업에 정보화 혁신을 일으킨다고 보았다. 

이 같은 관점을 디지털 시대에 접목해도 유효한 인사

이트를 얻을 수 있다.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플랫폼 

등 디지털 산업이 성장하면서 금융, 의료, 서비스 등 

기존 산업에 디지털 격변을 일으키는 것. 디지털 전

환 시대에는 기존의 사업모델도 재편된다. 과거에는 

전자, 전기, 기계, 화학 등 산업의 원재료와 생산방

식에서 분화된 사업 모델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디지털 전환 시대에는 인프라 공급자, 플랫폼 조직

자, 정보 제공자, 제품 제조자의 4가지 타입으로 분류

되고 있다. 그 가운데 제품 제조자는 익히 알려진 제

조기업들이 포함된다. 앞으로도 고객가치를 충분히 

창출할 수는 있지만, 디바이스를 만드는 수준에 머물

러 있으면 부가가치는 줄어든다. 

그렇다면 아날로그 기업은 어떻게 생존해야 할까. 

디지털은 중요하지만, 기존의 것을 모두 버리고 디지

털로 바꾸자는 구호는 무책임한 선동에 불과하다. 오

히려 아날로그 비즈니스가 지닌 ‘업의 본질’이라는 핵

심을 이해하고 여기에 디지털을 접목해 또 다른 비즈

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디지털 격변에서 살아남는 디지털 피보팅
농구 경기에서 피보팅(Pivoting)은 몸의 중심축을 

한발에서 다른 발로 이동하는 것을 가리킨다. 두 발

을 동시에 움직이면 파울이므로, 공을 잡았을 때 한 

발만 움직여 방향을 전환해 다른 선수에게 패스한다. 

산업계에서는 이 용어를 기존 비전은 유지하되 전략

을 수정해 사업 방향을 전환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

다. 피보팅은 아날로그 기업이 디지털로 전환하는 과

정에서 주요하게 고려해야 할 전략이다. 아날로그 업

의 본질에 디지털 기술을 융합해 새로운 고객가치를 

확보하는 것이 디지털 피보팅의 기본 개념이다. 

디지털로의 인식 전환은 요식업처럼 진입장벽이 낮

은 산업에서도 유효하다. 요식업 비즈니스 모델은 최

근 몇 년 사이 과거와 크게 달라졌다. 기성세대가 운

영하는 떡볶이 가게도 주문 플랫폼에서 이용자의 팬

덤이 조성되면 매출이 급증한다. 이처럼 디지털에 제

대로 접근하면 아날로그 비즈니스를 활성화할 수 있

다. 대표적인 사례가 도미노피자다. ‘주문하면 30분 

안에 배달한다’는 명확한 메시지로 급성장했지만, 진

입장벽이 낮아 후발주자들의 추격을 받았다. 이 때

문에 2008년에는 주가가 3달러대로 떨어지기도 했

다. 그러나 도미노피자는 2007년에 아이폰이 출시되

는 것을 보고 주문 프로세스를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

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고객 경험을 분석해 최적화 마

케팅에 나섰다. 그로부터 약 10년 후 도미노피자의 주

가는 20배 급증했다. 아날로그 비즈니스가 디지털을 

접목할 때 더 큰 폭발력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

다. 기타 판매회사 펜더(Fender) 역시 2000년대 이후 

악기 판매가 급감하면서 위기를 맞이했지만, 홈페이

지를 개설하고 고객의 의견을 듣는 간단한 시도를 통

해 매출 상당수가 초보자들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를 바탕으로 펜더 플레이(Fender Play)

라는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 유료 구독자를 확

보했다. 초보자 고객 유입은 제품 매출 확대로도 이어

졌다. 이처럼 흐름을 잘 보면 아날로그 비즈니스일수

록 디지털 전환에서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다. 

디지털 피보팅의 기회 영역은 어떻게 도출해야 할

까. ‘중요도’와 ‘시급도’, ‘파급도’를 구분해 우선순위

를 분류하고, 어렵지 않으면서도 파급도가 높은 데서

부터 디지털 전환을 시도한다. 디지털 기술을 핵심 

영역에서 먼저 시도했다 실패하면 타격이 크다. 그러

므로 지원 활동인 인사, 홍보, 경영지원 등에서 경험

을 축적한 후에 본원적 활동인 제조 등에 디지털을 접

목한다. 오피스 프로그램처럼 기술은 비용을 지불하

더라도 구매해서 쓸 수도 있다. 

이쯤에서 CTO의 개념으로 돌아가 보자. CTO는 기

술과 시장을 연결하는 미드필더이자, 연락장교이다. 

테크놀로지와 트랜스포메이션, 트렌드를 한 몸처럼 

여기며 더 넓은 시각을 가질 때, 진정한 디지털 전환 

시대의 혁신을 이룰 수 있다.  

2021년 11월 18일에 열린 제58회 산기협 조찬세미나가 엘타워에서 진행됐다(유튜브 생중계). 디지털 전환(Digital eXchange) 
시대, 돌덩이 취급을 받는 아날로그 사업을 금덩이로 만드는 전략적 개념과 실제 사례를 융합형 경영 전문가인 김경준 CEO스코어 
대표가 전했다. 

DX시대의 디지털 피보팅 전략
제58회 산기협 조찬 세미나

김경준 CEO스코어 대표  
서울대학교 농경제학과와 동 대학원 석사를 졸업했다. 딜로이트 컨설팅 대표이사 및 부회장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AI 피보팅’, ‘디지털 인문학’, ‘모바일 빅뱅’, ‘세상을 읽는 통찰의 순간들’ 등
이 있다.

연사: 김경준 대표 
CEO스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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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경영은 기업 기술경영 분야의 주요 사례와 방법을 소개합니다.

소재 산업이 직면한 신제품 개발을 위한 
R&D 역할과 과제    

기술경영

혁신의 대표기업 3M은 1902년에 헨리 브라이언을 

비롯한 5명이 함께 투자하여 창립했다. 초기에는 미

네소타 광산 제조 회사(3M: Minnesota Mining and 

Manufacturing Co.)로 시작하여 1910년대부터 사

포를 생산하였다. 1930년대에는 방수용 사포, 스카

치테이프, 마스킹 테이프, 탁상용 복사기 등 수많은 

제품을 다양한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 및 생산하였다. 

현재는 산업 및 안전 비즈니스 그룹, 운송 및 전자 비

즈니스 그룹, 헬스케어 비즈니스 그룹, 소비자 비즈

니스 그룹 등 4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있다. 가장 대표

적인 제품은 포스트잇과 스카치테이프이다. 3M은 현

재 51개의 기술 플랫폼을 사용하며 연 매출은 350억 

달러에 달하고 있고, 9만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

으며, 전 세계 고객과 소통하고 있다.

각 기업들의 세계화 및 현지 고객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에 맞추어 보다 강력한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고객 통찰력, 신속한 의사 결

정 및 고객 대응 속도와 서비스를 증대할 수 있도록 

글. 김성주 이사 
3M 운송 및 전자 사업부 아시아 R&D 담당 하기 위해 조직을 능률화하고, 리포트 라인의 단순화

를 통해 강력한 현지 역량과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시

장 전반의 강점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포트폴리오, 

혁신, 사람 및 문화는 장기적인 성장과 가치 창출을 

추진하기 위한 3M의 전략적 우선 순위이다. 비즈니

스 그룹 주도의 신제품 개발 강화와 고객 향상을 위한 

디지털화, 고객 경험 향상 및 공급망 관리 통합 비즈

니스를 통해 신규 계획 및 고객 데이터를 활용한 성장 

포착 기회를 찾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현지에 맞게 

새로운 수요를 글로벌 트렌드와 3M의 기술플랫폼 및 

혁신을 통해 선별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3M의 비즈니스 모델은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51개의 핵심 기

술 플랫폼들을 독창적인 방법으로 조합하여 신제품

으로 만드는 탁월한 제품 개발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폭넓고 깊이 있는 기술 플랫폼을 바탕으로 탄생한 

55,000종 이상의 제품들은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문

제들을 해결하고 있다.

51개의 기술 플랫폼은 크게 재료(Materials), 가공

기술(Process),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s), 기능

(Capabilities) 및 디지털(Digital)의 5분야로 나눌 수 

있으며, 가공기술 플랫폼의 경우 어떤 필름은 LCD 

디스플레이의 밝기를 향상시키고, 햇빛이 창으로 비

쳐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기도 하며, 건물 크기의 그

래픽을 만들거나 낙서를 방지하는 데 사용된다. 어떤 

것은 단순한 기능을 가진 단일 층 필름이고, 다른 것

은 특정 파장을 투과시키거나 반사시키도록 수백 층

이 결합되어 있다. 또 다른 필름은 산소와 습기 차단

율을 매우 높여주는데 이것은 차세대 전자 디스플레

이에 반드시 필요한 기능이다.

이처럼 다양한 응용이 가능하게 하는 제품들을 만

드는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따른다.

1단계: 아이디어 생성 및 내부 아이디어 도출 
2단계: 아이디어 심사 
3단계: 개념 개발 및 테스트
4단계: 마케팅 전략 개발 
5단계: 비즈니스 분석 (매출, 비용, 이익 예상) 
6단계: 제품 개발(프로토타입 개발 및 테스트)
7단계: 마케팅
8단계: 상용화

더불어 실제 신제품 개발 프로세스를 진행하기 위

해 3M은 새로운 신제품 플랫폼 ‘Grow’라는 것을 도

입했으며 그림 2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기존 신제품 관리 및 프로세스는 모두 신규 3M 

Grow 프로세스로 통합되었다. 실행을 위해 간소화

된 단계별 Gate 프레임 워크로 작업 중에도 문서화 

및 사실 확인을 위한 프로세스를 탐색하게 만들어 언

제나 상업화 기대치를 재설정하고 재설명할 수 있도

록 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방식을 통해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 아이디어를 한곳에 모아 만들고 문서화 및 

저장이 용이하게 하였으며, 가시성을 제공하고 새로

운 호퍼(Hopper)를 상용화 프로세스에 연결시켰다.  

새로운 제품의 호퍼들을 쉽게 신제품 상용화 과정에 

연결시켰고, 우선순위 지정 도구를 사용하여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과 연계가 가능하게 하였다.

결론적으로 새로운 신제품 프로세스인 3M Grow

I  그림 1  I  3M 테크놀리지 플랫폼

I  그림 2  I  프로젝트 관리, 포트폴리오 관리 및 보고 기능을 결합한 새로운 신제품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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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올바른 의사 결정을 보장하기 위해 공통의 언어 활

용을 제공하고, 전략적 연구 및 조치를 위해 모든 기

능에 새로운 제품들의 데이터를 제공한다. 적절한 조

치를 위한 사업부/비즈니스그룹 파이프라인 전략 등

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하였고, 실행을 위한 직원들

의 프로젝트들을 단계별 게이트 프로세스에 포함시

켰으며 중앙기술연구소 신기술소개(new product 

technology) 프로세스도 통합시켰다.

더불어 기술 관리자들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

으며 모든 프로젝트는 우선순위 프로세스를 통해 정

해지고 모든 프로젝트는 신제품 호퍼에 보관된다. 우

선순위에 선정된 프로젝트는 랜딩 프로세스(Landing 

process)를 거치게 된다.  

최고 기회의 우선순위와 선택은 사업부서에서 글

로벌로 이루어지며, 우선순위가 지정된 프로젝트의 

다음 단계는 비즈니스 사례 검토를 준비한다. 비즈니

스 리뷰를 준비하기 위해 프로젝트가 선택되었다는 

것은 사업부의 전반적인 글로벌 전략에 매우 중요하

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즈니스 사례 기대치는 명확한 Yes/No로 정해지

는 결정 지침이다. 오프라인으로 처리해야 하는 프로

젝트 보완이 아니며 사업부에서 주도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이다. 모든 리뷰는 글로벌팀 및 유관부서와 

함께 진행한다. 전사차원에서는 비즈니스 케이스 및 

게이트 리뷰(gate review) 템플릿을 제공하지만, 사

업부별로 게이트 리뷰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요구할 

수도 있고 자유롭게 추가할 수도 있다. 

팀장 및 팀원의 역할은 제안자의 스토리가 믿을 만

한 이유와 어떻게 결론을 내렸는지 설명을 요청하며, 

이점과 위험요인 등을 포함시켜 결국 프로젝트의 성

공을 위한 비전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소통한

다. 또한 승인자/리더의 역할은 3M Grow에서 프로

젝트 결과물을 검토하며, 게이트 리뷰 중에 적극적으

로 참여해 의미 있는 토론을 유도하며 본인의 지식을 

활용하여 팀 전략을 이끌어 주고 게이트를 통과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요청된 리소스를 이해하고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모든 리소스를 약속할 수 없는 경우 

게이트를 통과해서는 안 된다.

개발(Development) 목표는 주로 제품 및 프로세

스 검증이고, 시장 및 비즈니스 기회 개선, 약속을 재

확인하며 탁월하고 중요한 제품 및 프로세스 요소를 

확인하고, 제품에 대한 추가, 변경 또는 삭제에 대해 

평가한다. 또한 모든 준수 항목에 대한 실행 능력을 

확인하며 테스트 시장 및 규모 확대 계획을 포함한 시

장 도입 계획을 수립한다. 

상업화 목표(scale up)는 제품/프로세스 검증 및 

출시 준비를 목적으로 제품이 고객 요구 사항을 충족

하는지 확인하고 출시 계획을 수정하며, 제품에 대한 

추가, 변경 또는 삭제에 대해 평가하고, 출시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영업 및 마케팅 조직과 자료를 준비한

다. 출시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제조, 공급, 품질 및 

응용 프로그램 등을 확대한다.

결국, 최종목표는 기업이 신제품 아이디어를 찾고 

개발하는 방법을 이해하며 신제품 개발 프로세스의 

단계를 배우고 제품 수명 주기의 단계를 파악하는 동

안 마케팅 전략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이해하는 것이

다. 신제품 개발은 자체 R&D 노력을 통해 회사의 독

창적인 제품 개발, 제품 개선, 제품 수정 및 새로운 

브랜드 등이 포함되며, 신제품 개발 전략에는 새로

운 제품의 인수 또는 개발 등도 포함된다. 또한 신제

품만의 높은 실패율 및 실패 자체에 대한 설명도 포함

한다. 이외에도 기타 다양한 고객들과의 오픈 이노베

이션을 통해 3M의 기술과 솔루션들을 같이 해결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의 공동 목표는 3M, 

파트너사 및 고객들에게 혁신적인 가치를 협력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당사의 지속 가능성의 가치 약속은 지속 가능한 제

품을 만들고 고객이 자신의 지속 가능성 목표를 같이 

달성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파트너로서 역할을 계속

해 나갈 것이다.  

김성주 3M 운송 및 전자 사업부 아시아 R&D 담당 이사  
한국 쓰리엠 연구소에서 석사 후 입사하여 다양한 R&D 업무를 담당했다. 현재 3M 자동차 및 
전자사업부 아시아 R&D 기술연구소에서 기술담당 이사로 재직 중이다.

산기협 특허분석(IP-R&D) 서비스

서비스의 특징 및 장점

효율성
시간과 비용이 절감

되고 최신동향 파악에 
도움이 되었어요.

시의성
보고서 내 링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접근성
웹 뿐만 아니라 모바일
(스마트폰)로도 접속
할 수 있어 편리해요.

편리성
검색과 사용이 편리해
일반 연구원도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일반 연구원도 활용 가능한
특허 검색 기능 서비스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유럽
특허정보 제공

클릭
기반 

주요 5개 국
가

기업, 관심 기술 보고서 신청,
연 6회 무료 이용
(근무일 기준 7일 내외 제공)

심층분석 보고서, 
전문가(변리사) 자문 포함
(근무일 기준 21일 내외 제공)

기본
보고서

프리미엄
보고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는 
회원사의 기술전략 수립 및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비전문가 또는 일반 연구원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기반의 특허분석(IP-R&D)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동안 어렵고 힘들기만 했던 특허분석,
이제 산기협의 특허분석(IP-R&D) 서비스를 활용해 해결하세요!

프리미엄 
서비스 내용

프리미엄 리포트 1회당 100만원(근무일 기준 21일 내외 제공)
분석 내용에 대해 전문가(변리사) 개별 컨설팅(유선상담) 제공
신청분야에 대한 특허 동향(출원, 등록 등), 급성장·특화성키워드, 
전문가(변리사) 종합의견 등이 포함된 분석 리포트 제공

기본 서비스 
내용

KOITA 회원사 [회원전용 무료 서비스]
3가지 유형의 특허분석 보고서(자사, 경쟁사, 관심기업)
비전문가도 쉽게 활용 가능한 클릭기반의 검색기능 서비스

산기협 특허분석(IP-R&D) 회원지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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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없는 꿈의 신소재를 개발했다는 뉴스들을 자

주 접하게 되는데, 뉴스를 가만히 읽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이 신소재가 어디에 요긴하게 쓰일까 하는 재미

있는 상상을 절로 하게 된다. 신소재란 기존 소재의 결

점을 보완하거나 예상치 못한 효과를 극대화하거나 우

수한 특성을 창출해서 아주 높은 물성과 기능을 구현

한 재료를 말하는데, 신소재에 관한 상상이 재미있는 

것은 기존에 불가능하던 일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

라 그로 인한 응용 분야가 무궁무진하여 세상을 바꿀 

정도가 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규소로 만든 실

리콘 반도체 신소재는 기술혁명을 중심으로 새로운 첨

단 기술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였고, 어쩌면 영화 울버

린의 초능력 자가치유 소재는 생활 속 휴머노이드 로

봇 세상을 앞당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두근거림을 

갖게 한다.

연구 개발된 기술이 실험실을 떠나 세상과 연결되는 

시작점 중 한 곳인 공공기술의 기술사업화 조직에서 근

무를 하다 보면 이런 신소재 기술에 매료되어 찾아오는 

많은 기업가를 만나게 된다. 금속, 세라믹, 복합재료 등 

다양한 신소재 연구 개발자를 직접 만나보기도 전에 이

미 기업가들은 이 신소재를 사용할 곳에 대한 상상으로 

들떠있고 실제 이것이 가능할지 확인하고 싶어 한다. 

그런데 기대감 속에서 막상 기술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연구개발자와 기업가의 관점의 차이가 커 더 이상 기술

사업화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내에서 신소재가 실험을 벗어나 기업가를 만나는 

순간 가장 많이 받는 요구는 일단 개발된 신소재를 써

보고 싶으니 일정량을 받고 싶다는 것이다. 개발된 신

소재의 적용 가능성을 보기 위한 테스트를 하고 싶으

니 수 킬로그램의 샘플을 팔아달라고, 이후 샘플 테스

트 결과 진전된 가능성이 보이면 신소재를 독점 공급

받아 사업하고 싶다고들 요구한다. 즉 신소재에 관심

을 갖고 연락이 오는 기업가의 90% 이상이 소재를 사

용하여 부품이나 완제품을 판매할 소재부품, 완제품 

기업들이다. 이후 기술사업화가 단절되는 지점은 그

럼 이 신소재는 누가 만들어서 공급하는가 하는 부분

이다. 현재 국내 소재 기술사업화 밸류체인의 공공기

술사업화 조직에서 느끼는 가장 큰 공백은 소재를 직

접 생산해서 판매할 소재 제품 기업가가 없다는 점이

다. 신소재를 사용하고 싶어 하는 소재부품, 완제품 기

업들도 막상 소재의 직접 생산은 엄두를 내지 못한다. 

모든 기술이 상용화되기까지 수많은 난관이 있겠지만 

실험실을 떠난 신소재 기술은 시작부터 맞이하게 되는 

주된 어려움이 만만치 않기 때문일 것이다.

모든 기술의 개발과정에서 기술사업화의 필수라고 

할 수 있는 특허의 확보가 신소재 개발과 동시에 진행

이 된다. 신소재에 관한 발명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발명보다는 기존 물질의 조성에 관한 수치 한정 선택

발명(선행발명에 기재된 구성요건이 상위개념으로 기

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위개념에 포함되는 하위개

념을 구성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발명으로 선

행발명의 범주에 속하게 되나 선행발명이 인식하지 못

한 우수한 효과를 가진 하위개념이 이루어지는 특허로 

인정됨, 물질 수치 한정 발명은 일정 구성요건이 물질

의 함량 등 수치를 한정한 발명을 의미함)이거나 기존 

소재의 새로운 기능 발견을 통한 용도발명(물건, 방법, 

생산방법 등 특허법에서 인정되는 발명의 범주인 ‘기

술적 상상의 창작’이라기보다 ‘발견’에 기초한 발명으

로 실무적으로 특허를 부여하여 보호되고 있음)이 주

를 이룬다. 이러한 신소재 발명을 특허화하기 위해서

는 단순 아이디어로는 특허성의 입증이 부족하므로 반

드시 실험을 기반으로 하여 수치 한정 경계 범위에서 

다수 개의 실시 예와 비교 예를 제시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신금속 소재를 특허 출원하기 위해서는 금속 소

재를 녹이는 것부터 기초물성의 테스트, 가공성 및 장

기 내구성에 대한 실험을 필요로 하게 되고 이 과정만 

수개월이 소요된다. 이렇게 어려운 실험을 거쳐 조성

범위 수치 한정 특허를 취득했지만, 신소재 발명 특허

는 여전히 선행특허의 침해 가능성이 남게 되고 나아

가 수치 한정의 진보성에 관한 무효 가능성의 불안을 

안고 있다. 나아가 등록 특허의 구성 물질의 수치 범

위 경계-바깥 영역에서 등록 특허를 회피하여 사용하

고자 하는 위협에도 노출된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

제는 등록 특허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20년 이내에 

신소재 기술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이

다. 응용 기술이 아닌 원천소재 특허의 존재로 기술사

업화에 장애가 있다는 소식을 거의 들어 본 적이 없을 

만큼 신소재 특허가 산업 생태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보지도 못하고 존속 만료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신소재가 특허출원 후 20년 가까이 시장에 나오지 

못하는 것은 소재 자체의 시장성 결핍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주된 부분은 소재의 양산생산기술이라는 큰 

허들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영화 터미네이터에서 보

았던 형상기억합금의 일종인 니티놀 신소재는 그 성

능과 잠재적인 응용처가 1930년대부터 연구되었지

만, 소재의 제조기술 부족으로 1980년대가 되어서야 

상업적인 연구가 시작되고, 수십 년이 지난 오늘날 심

장 스텐트 기구로 널리 쓰이게 되었다. 실제 기술사업

화에서 사용되는 기술 성숙도(Technology Readiness 

Level)를 기준으로 실험실에서 연구개발진이 TRL 

5~6(시작품 단계)에 이르는 시점에 신소재 기술사업

화 파트너 기업을 찾게 되는데, 막상 파트너를 찾더라

도 소재의 양산생산기술이라는 새로운 영역에서 TRL 

3~4(소재 합성 및 배합 실험)로 다시 돌아가 연구개발

을 시작해야 할 때가 있다. 실험실에서 생각하는 소재

의 최적 구성과 생산 공정은 생산 규모 혹은 경제성 문

제에서 더 이상 대량생산공정에 적용되기 힘들거나 상

당 부분 변경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또 다른 전문 연

구개발 영역에 해당하며 이 기간이 수년이 걸리는 경

우가 빈번하다. 

산업 생태계를 바꿀 정도의 소재 기술 사업화가 국내

에서 더욱 어려운 점은 실험실을 떠난 이후에도 상용성 

글. 김민정 실장
한국재료연구원 기술사업화실 

Tech Issue

新소재 기술사업화 누가 할 것인가

I  그림 1  I  소부장 협력모델 예시와 설명

Tech Issue는 공공기관의 기술 이전 사업화 사례를 한국연구소기술이전협회(KARIT)와 공동으로 선별하여 게재하고 있습니다.

[협력유형 예시: 협동 연구개발+공급망 연계]

A사(공공연구소) 

분말소재

중간체

전자부품

원천기술 제공 분말 개발

분말 공급

성능평가, 피드백

중간체 제조 

중간체 공급 

피드백

성능평가

부품 제작

B사(공급) C사(수요공급) D사(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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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및 개발과정이 상당히 길고 복잡하고 많은 비용이 

들게 되는데 동시에 개발되어 생산된 소재를 사용할 수

요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며, 이로 인해 적용 가능성

이 보이더라도 국내에는 선뜻 신소재를 생산해 보겠다

고 나서는 소재 제품 기업가를 찾기 힘들다. 최근에 기

술사업화 시장에서 가장 활발하다고 할 수 있는 바이

오산업도 장기간 검증과 대규모 비용이 투입된다는 점

에서 유사한데, 바이오산업에는 초기 바이오 기술이 

신생 바이오 벤처를 통해 빅파마(Big Pharmaceutical 

Company, 대형 제약회사)로 유입되는 중간 기술 시장 

모델이 있다는 점이 다르다. 시장에 의해 중간 기술 시

장이 형성되지 못한 신소재 기술사업화를 위해 2020년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산업법 입법을 통해 수요-공급 기

업 간 ‘협력모델’(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수요기업 

사이 또는 공급기업 사이의 수평적 협력, 수요·공급기

업 사이의 수직적 협력 등 참여하는 기업 간에 상호 이

익을 위하여 구축한 협력체계)을 추진함으로써 소재 기

술의 사업화 밸류체인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다만 협

력 모델에서 공공기술 개발 주체는 여전히 기술 공급자

에 불과하고, 이 기술을 이전받아 소재 제품을 공급할 

국내 기업은 아직은 영세하고 전문 인력 확보가 어려워 

원천기술을 사업화할 능력이 아쉽다. 국내 소재 제품 

기업은 여전히 신소재를 개발하고 사업화하기보다는 

대부분 100년이 넘은 역사를 가진 일본의 소재 기업으

로부터 핵심 소재나 기술을 들여와 가공하는 수준에 머

무는 경우가 많아 생태계의 시발점이 상대적으로 약하

다고 볼 수 있다.

요즘의 공공기술사업화 영역의 화두는 기술 창업이

고 국내에 소재 제품 전문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좋은 

방안도 소재 전문 기술 창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아닐

까 생각한다. 바이오 기술 시장이 빅파마로부터 발생

하는 부가가치가 기술 시장 생태계 전반으로 확대되는 

중간기술 시장을 만들었다면 신소재 기술 시장은 국가 

산업 생태계를 바꿀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생태계 순환 

자금을 초기에 기술 창업기업에 공급하고 이 기술 창

업에 공공기술 개발 주체가 직접 뛰어들어 사업화 리

스크를 줄여보는 것은 어떨까. 최근 한국재료연구원에

서는 기존 마그네시아의 단점을 극복하여 알루미나 시

장을 대체할 고열 전도성 마그네시아 신소재 기술을 

출자하여 미래 전기차 배터리 부품 소재 생산 전문 업

체 ㈜소울머티리얼(정인철 대표)을 설립했다. 신소재

를 개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간 응용시장을 찾고 

추가 기술 개발에 힘쓴 연구개발진도 대단하지만, 기

술의 가치를 알아보고 어려운 신소재 기술의 창업을 

결심한 대표자가 없었더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5년이 넘는 개발과 사업화 노력을 거쳐 기업의 형태

를 간신히 갖추게 되었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다. 다

만 벤처 투자시장에서 비인기 업종인 신소재 생산기업

에 투자해 준 한국 과학기술 지주와 연구소기업 제도

를 통해 마그네시아 방열 세라믹 소재의 국산화·실용

화를 지원할 한국재료연구원이 ㈜소울머티리얼의 기

술사업화에 함께 할 것이다. 최근에 국내에도 많은 중

견·대기업들이 소재 제품-부품 시장으로 뛰어들고 

있어 신소재 기술 시장에도 기회가 열리고 있다. ㈜소

울머티리얼처럼 공공으로부터 시작된 소재 기술 창업

의 바람이 신소재 기술 시장에 기술과 기업을 공급함

으로써 소재 사업화 생태계 시발점의 기초를 시작하여 

신소재 기술 시장이 활짝 열리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I  그림 2  I  한국재료연구원 연구소기업 ㈜소울머티리얼

김민정 한국재료연구원 기술사업화실장
서울대학교 농기계학과를 졸업하고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현재는 한국재료연구원에서 지
식재산권 및 기술사업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5기 신지식전문위원
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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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역사 공기조화설비의 초미세먼지 저감용 
유전체 분리판 전기집진 시스템 기술

(공동)연속섬유 복합재를 활용한 	
경량화 카울 크로스바 제조 기술

iMT(intelligent Manual Transmission) 
시스템 및 제어로직 기술

Bike & e-bike용 무용접 슬라이딩 프레임 
제조·조립 기술

(공동)차량사고 시 탑승자 이탈 및 상해 방지를 
위한 선루프용 에어백 기술

전기차 히트펌프 시스템용 리시버 드라이어 일체형 
구조 수냉식 실외기 설계기술

㈜에코에너지기술연구소 현대모비스㈜, 현대자동차㈜, ㈜엘지하우시스

현대자동차㈜

㈜복용 현대모비스㈜, 인알파코리아㈜

한온시스템㈜

부문 기계·소재  

주 생산품 공기조화장치 및 냉동 장비 개발기간 2017. 7 ~ 2020. 4

부문 기계·소재  

주 생산품 자동차 모듈 및 부품/자동차/건축자재 개발기간 2019. 1 ~ 2020. 9

부문 기계·소재  

주 생산품 자동차 개발기간 2017. 11 ~ 2020. 7

부문 기계·소재  

주 생산품 접이식 전기자전거 개발기간 2018. 4~ 2020. 3

부문 기계·소재  

주 생산품 섀시, 칵핏 외 안전부품/차량용 선루프 개발기간 2016. 4 ~ 2020. 2

부문 기계·소재  

주 생산품 자동차용 열관리 시스템 개발기간 2017. 1 ~ 2019. 5

본 기술은 연속섬유 복합소재를 활용하여 전기자동차(EV)에 적합한 경량화 
카울 크로스바 제조 기술이다. 파이프 인너 압출, 연속섬유 45도/-45도 와
인딩, 파이프 아웃터 압출의 공정을 통해 멀티 레이어 파이프를 제작하고 
DRV/PASS부 금형 내 각각의 파이프를 삽입하여 기능성 브라켓을 성형하
는 기술이다.

특징
①  기존 스틸 카울 대비 동등수준의 성능을 확보하고 중량(2kg) 및 투자비

(12.5억/대) 절감 가능
②  저비중·경제형(PP+GF 50%) 소재를 적용하여 재질적 강성 해석을 통한 

구조적 최적화 및 강성 증대

본 기술은 수동변속(MT) 차량에 클러치 액추에이터를 추가하여 차량 코스
팅 주행 시 자동으로 엔진 동력을 차단함으로써 엔진 드래그 저감에 의한 
주행저항 감소 및 주행거리 증가로 인한 실도로 연비향상 기술이다. 

특징
①  지역별(인도/유럽) 교통환경 및 소비자 성향을 고려한 iMT 시스템 이원

화를 통한 운전 편의성 증대 및 클러치 페달 조작력 최적화 가능
②  기존 수동변속(MT) 클러치 유압 컨트롤 부품 활용을 위한 신규 전동 유

압식 액추에이터 적용

본 기술은 파노라마루프 어셈블리 전방에 조립되며 차량 전복사고 발생 시 
전개되어 루프 전 영역을 덮음으로써 탑승자의 외부 이탈 및 상해를 방지하
는 기술이다. 와이어 타입의 전개 가이드를 적용하여 어셈블리 내 메커니즘 
가이드 곡률에 관계없이 조립이 가능하며 가이드 후크 체결에 의해 원하는 
곡률 반영이 가능하다. 

특징
루프 에어백 쿠션이 전개 가이드를 따라 전방에서 후방으로 커튼과 같이 펼
쳐지며 루프 영역을 덮는 구조

본 기술은 전기차 구동계 및 배터리 폐열을 히트펌프 실외기 열원으로 활용
한 고효율 수냉식 실외기 설계기술이다. 800V 고전압 배터리 충전 시에도 
안정적 충전이 가능한 배터리 열관리 설계기술이 적용되었다.

특징
①  폐열 활용 극대화를 통해 히트펌프 냉방 시스템 효율이 향상되고 전장폐

열 칠러 삭제 및 리시버 드라이어 일체화를 통한 시스템 단순화 가능
②  기존 기술 대비 방열성능 개선(22%), 중량 절감(1.2kg)으로 800V 전력 

기반의 전기차 급속충전 대응 설계 가능

신기술(NET)인증 기술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인증한 신기술입니다.

New Excellent Technology

신기술 NET 인증 기술

신기술(NET, New Excellent Technology)인증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운영하는 인증 제도로서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자 도입되었다.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 발굴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 신청자격:  신기술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 대학, 연구기관의 대표(장)

• 신청안내
  - 신청기간: 연 3회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http://www.netmark.or.kr)
  - 문의: 인증심사팀 02-3460-9022~3, 9190

본 기술은 자전거 핸들 90도 접이·전개 방식, 폴딩 페달, 성인과 아동이 겸용
할 수 있는 신축조절방식, 2중 Lock 방식, 자전거의 속도를 높이는 증속 장
치 등이 구현된 기술이다. 경량화 및 내구성 강화를 위한 소재(고비강도소
재 Al, Mg, Ti 및 첨단복합소재)를 사용하고 무용접 제조·조립방식이 구현된 
기술이다. 

특징
①  축소 상태에서도 자전거의 원형을 보존, 앞바퀴를 360도 회전시킬 수 있

어 핸들만 잡고 이동 가능하여 원거리 이동이 용이함
②   자전거 축소율과 축소 시간 단축으로 자전거 교통수송 분담률 제고에 기

여 가능

본 기술은 지하철 역사의 실내공간으로 공급되는 환기용 외기공기와 내부 
순환 공기의 초미세먼지(PM2.5)를 제거하는 유전체 분리판 전기집진 시스
템 기술이다. 유전체 분리판을 이용하여 집진 면적 증가와 고전압 전극 간 
과전류를 방지하고 압력손실이 낮아 공기조화 설비에 동력설비 교체 없이 
적용이 가능하다. 

특징
집진효율(PM2.5/PM10)과 낮은 압력손실 등 성능을 보이며 세정·재사용이 
가능하고 유지관리비가 저렴하며 소형화·모듈화를 통한 기존 미세먼지 집
진기술의 한계 극복

유전체분리판
전기집진판모듈

매일 밤 12시, 
세척/건조 지시 

시스템 
가동정보 

시스템 
가동정보

전원 
On/Off

자동세정모듈

먼지대전부

오염공기 청정공기

물/고압에어

전원공급기 

자동제어모듈
(PC/PLC)

자동세정/건조모듈

먼지대전부
유전체분리판 

전기집진판모듈

전동 유압식
클러치 액추에이터(추가)

싱글 
클러치 변속기 본체 

ECU

[2페달] [3페달] 

클러치 페달 삭제 전자식 클러치 페달

인테션 센서

TCU(추가)

MT용 변속레버+
인테션 센서(추가)

MT용 
변속레버

①파이프: 충돌 성능
③기타: 내구 강성

⑤기타: 마운팅 강성 

④기타:조향 강성
②컬럼&센터부: NV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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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감 기립형 환기 공기 청정장치 점자핀 자기 유지력을 개선한 시각장애인용 
태블릿PC

유독 물질 사용 및 배출 저감형 에폭시 합성수지 
기술 적용 몰드 변압기

균등 밝기 구현을 위한 AC 직결형 전류 미러링 구조의 다채널 
제어방식 LED 조명등 기구(실내용 40W 이하, 실외용 100W 이하)

2중 분할된 응축기의 폐열을 이용한 3RT급 
제습기

실시간 CCTV 통신 구간 암호화 영상감시 장치

㈜힘펠 ㈜피씨티

제룡전기㈜

엘이디라이팅㈜ 한국공조기술개발㈜

㈜세오 

부문 전기·전자

주 생산품 환기시스템, 환풍기 인증기간 2021. 9~2024. 9

부문 정보·통신

주 생산품 시각장애인 보조기기, 인공지능암 인증기간 2021. 9~2024. 9

부문 전기·전자

주 생산품 LED 조명 인증기간 2021. 9~2024. 9

부문 전기·전자

주 생산품 LED 조명 인증기간 2021. 9~2024. 9

부문 기계·소재

주 생산품 제습기, 항온항습기 인증기간 2021. 9~2024. 9

부문 정보·통신

주 생산품 CCTV, 영상감시 장치 인증기간 2021. 9~2024. 9

본 제품은 급기부 소음저감 및 바이패스·실내순환 공기 청정 기능이 동시 
구현된 유로 기술이 적용되었다. 동절기 결로 저감 및 미세먼지 필터 수명 
알람 제어로직이 적용되었다. 

특징
①  이산화탄소를 외기 신선 공기와 치환하여 실내 산소농도 개선
②  환기장치가 없는 기축 다중이용시설에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초미세먼

지 및 온·습도 센서를 이용하여 공기 오염에 따라 환기 공기 청정 수행 
③  영하 10~15℃에서도 결로가 발생하지 않는 이슬점 제어로직 적용

본 제품은 초소형 점자핀·모듈 및 휴대형 점자 태블릿PC 설계·제작 기술이 
적용되었다. 점자핀(9.11㎜) 제작기술을 기반으로 초소형(14.5㎜) 점자 모
듈을 제작하여 점자와 점자 그림 동시 출력이 가능한 휴대형 점자 그림 출
력기 및 점자 태블릿PC 제작 기술이 적용되었다. 

특징
①  정상 시력인이 태블릿PC를 사용하는 것과 유사하게 시각장애인이 교육, 

인터넷, 게임, 도서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점자 형태로 접근·활용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용 휴대형 점자 태블릿PC

②  일정한 간격으로 다중배열된 초소형 점자 모듈 35개와 점자핀 2,240개
로 구성된 점자 디스플레이 사용

본 제품은 유독 물질 사용 및 배출 저감형 에폭시 합성수지를 적용한 유해
성 저감형 몰드 변압기 제작 기술이 적용되었다. 에폭시 합성수지의 최적 배
합을 통한 몰드 변압기 전기적 성능 증대가 가능하다. 

특징
①  화재 및 폐기(소각) 시 유독 물질 발생량 저감에 따른 유해성을 감소시키

는 몰드변압기 
②  권선의 효율화를 통해 에폭시 합성수지의 유독 물질을 감소시켜 몰드변

압기 성능 증대
③  합성 주제 공법을 적용한 몰드 변압기용 에폭시 합성수지 배합으로 유독 

물질 최소화

본 제품은 전류 미러링 기능이 구비된 스위칭 가능한 전류제어 소자가 장
착된 다채널 AC 직결형 구동회로 설계 기술이 적용되었다. 채널 간 전류
량이 입력전압에 따라 모두 균등하게 흐르도록 정전류 특성이 개선되었
다.

특징
①   다채널제어 AC 직결형 구동 회로에서 특정 채널에 전류가 과도하게 흐

르지 않도록 전류 미러링 기능을 갖는 전용 드라이버 IC를 개발·응용한 
AC 직결형 LED 전원회로 적용

②  AC 직결형 구동 회로에서 채널 간의 전류 편차 개선을 통해 대형 광원 개
발 시 균제도가 우수한 제품 구현 가능

본 제품은 실내·외 응축기 이중화를 통한 냉각 제습 사이클 구성 기술이 적
용되었다. 응축기를 이중화하여 제습 운전 시 재열로 버려지는 열원을 재활
용하여 실내 응축기에서 상대습도를 제어/관리가 가능하다. 

특징
①  냉각 제습에 필요한 재열을 전기히터 대신에 실외기에서 방열하여 버려

지는 응축열 활용
②   제습에 필요한 소비전력, 운전 비용 감소 및 제습 효과 향상을 통해 화재 

사고로부터 안전성 확보 및 온실가스 발생량 저감

본 제품은 CCTV 영상 유출 피해방지를 위한 실시간 CCTV 영상 암호화 기
술로 암·복호화 수행에 따른 전송지연 문제를 해결한 CCTV 암호화 영상감
시 장치이다. 전송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실시간 영상통신 구간 암호화 시
스템·방법 기술과 암호 검증을 위한 국가정보원 인증 암호 모듈 혼합이 적용
되었다.

특징
①  기존 표준 암호화 알고리즘 적용 시 발생되는 표준 암호화 알고리즘 지연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영상의 일부만을 암호화하여 영상 지연 발생 문제 
해결

②  전체 영상영역(모든 프레임)에 디코딩 없이 초고속 난수 발생기와 데이
터 셔플링 기법을 적용하여 암호화 수행 시간 최소화

New Excellent Product

신제품 NEP 인증 제품

신제품(NEP, New Excellent Product)인증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운영하는 인증 제도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인증하여 제품의 초기 판로를 
지원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고자 도입되었다. 
NEP 인증마크를 부여받은 제품에 대하여 
자금지원, 의무구매, 신용보증 등 
각종 지원제도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 신청자격:  신제품 인증을 받고자 하는  
중소, 중견 및 대기업의 대표

• 신청안내
  - 신청기간: 연 3회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http://www.nepmark.or.kr)
  - 문의: 인증심사팀 02-3460-9185~8

신제품(NEP)인증 제품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인증한 신제품입니다.

Ethernet 포트
LED 점멸 등 RESET 

전원 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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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키보드+기능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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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ker
(스피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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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액화천연가스 연료 공급시스템 자체 
설계·개발, 차별화된 품질 경쟁력 확보

무선청소기에 사용자 중심의 설계를 추가 
적용,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 확보

건설 분야 지능형 유지관리 기술개발로 
건설 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에 기여

전자여권 및 전자주민증에 
적용할 수 있는 보안 칩 개발

이호기 파트장
삼성중공업㈜

신진혁 연구위원 
LG전자㈜

신상수 연구소장
㈜오성테크 

이성진 연구소장
㈜시큐어셀 

이호기 파트장은 액화천연가스(LNG) 가치사슬(밸류체인) 분야에서 
제품개발을 주도하였으며 특히, 액화천연가스 연료 공급시스템을 
자체 설계·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신진혁 연구위원은 무선청소기에 사용자 중심의 설계를 추가 
적용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출 증대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신상수 연구소장은 국내 최초 폭발용접법을 통한 금형 냉각채널 
이종접합기술 개발에 성공하여 우리나라 금형 및 소재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이성진 연구소장은 전자여권 및 전자주민증에 적용할 수 있는 보안 
칩을 개발하여, 전 세계 매출 95%를 차지하는 유럽 업체와 경쟁하여 
수출에 성공한 공로가 인정되어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신청방법

• 신청대상: 기업의 엔지니어로서 최근 3년 이내의 공적이 우수한 자        
• 포상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및 트로피, 상금 500만 원

• 추천서 접수 기간 및 방법: 연 2회, 온라인 접수(http://www.koita.or.kr/month_eng/)        
• 문의: 시상인증단 02-3460-9026

전 세계 선박 연료배출가스 황 함유량을 기존 3.5%에서 0.5% 이
하로 제한하는 국제해사기구(IMO) 배출 규제가 2020년 발효됨
에 따라 황 함유의 근원적 해결이 필요하게 되었다. 고유황유를 
대체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LNG로 평가받고 있다. 따
라서 일반선에서도 LNG를 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LNG 연료공급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었다. 다만, 그동안 LNG 시스템의 경우 기
존 디젤유가 적용된 시스템보다 복잡하며 취급하기 어려워 일반
선으로의 확대 적용이 힘들었으며 국내 기술력의 한계도 있었다. 
삼성중공업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유 LNG 연료 공
급 시스템 패키지 개발을 추진하였다.
LNG 연료공급 시스템은 LNG 저장 탱크의 LNG를 기화시켜 선박
의 메인 엔진이나 발전기 등에 필요로 하는 일정 이상의 압력 및 
온도를 만들어 공급해 주고 제어해 주는 시스템이다. 이호기 파
트장은 2009년 입사 이후 최근 10년 동안 삼성중공업의 LNG 밸
류체인 분야에서 재기화, 재액화 등의 제품개발을 주도하였으며 
삼성중공업 주력 선종에 적용하고 있다. 2019년에는 일반선에도 
LN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엔진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맞추
어 줄 수 있는 LNG 연료공급 시스템을 자체 개발 설계하여 현재
까지 약 30여 척의 일반선에 적용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호기 파트장은 삼성중공업이 수주경쟁력을 갖도록 지속적으
로 선주/선급 및 장비 업체와 협업에 힘쓸 것이며, 차별화된 제품 
경쟁력을 통하여 삼성중공업이 LNG 추진선 시장을 선도하는 데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신진혁 연구위원은 유체‧입자유동 전문가로서 2005년 LG전자
㈜에 입사하여 청소기, 건조기, 에어컨 등의 핵심기술 개발을 다
수 수행하였으며, 특히 ’15년부터 현재까지 A9 핸디스틱 청소기 
시리즈(A9, A9 Mop, A9S, LG오브제컬렉션 올인원타워) 개발
을 통해, 성능‧사용성‧위생 관점에서 세계 최초‧최고 수준의 
신기술‧신기능을 발굴함으로써 청소기 제품‧기술 리더십을 주
도하여 무선핸디스틱 청소기 제품의 글로벌 매출 증대에 기여하
였다. 특히 ’20년 자사 기준 북미매출 1,150% 향상을 통한 수출 
증대에 기여하였다.
또한 신진혁 연구위원은 경쟁사들이 스펙 경쟁에 집중하고 있을 
때에 고객가치혁신 중심의 비대칭 차별화 전략 기반으로 지역문
화에 적합한 고객가치(전동맙, 먼지 압축, 자동‧위생 먼지 비움)
를 발굴하고, 기계공학 중심 설계에 인간공학 설계를 추가하여, 
청소 시작부터 보관까지의 토탈 클리닝 프로세스로 접근한 신기
술‧신기능을 발굴함으로써 고객감동 실현 및 청소기 사업의 고
속성장을 주도하였다.
글로벌 가전업체들의 도전이 더욱 심해진 최근의 경쟁 환경에서 
한국의 가전 사업이 글로벌 1위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제품의 본
질적 성능‧위생‧사용 편리성, 그리고 품질 등의 핵심 기술 개발
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신진혁 연구위원은 향후에 청소기를 
포함한 세탁기, 건조기 등 리빙 전 제품의 핵심기술 연구를 통한 
제품 경쟁력 강화로 한국의 가전산업의 지속 성장에 기여할 예
정이다.

신상수 연구소장은 고려대 석사를 졸업하고 2009년 한국생산기
술연구원에 입사하여 다이캐스팅 공정 관련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시기에 다이캐스팅 관련 주조공법, 합금설계, 금형 관련 기술 
및 표면개질처리법에 대한 기술을 습득하고 2013년 ㈜오성테크
에 입사하여 본격적으로 금형이종접합 소재 기술개발을 진행하
였다. 뿐만 아니라, 다수의 특허와 논문 그리고 국가과제를 수행하
였으며 그 결과 2018년도에는 이종접합 관련 신기술(NET)인증을 
받았다. 
다이캐스팅과 핫스탬핑 금형에서 냉각채널의 중요성을 깊이 인지
하고 냉각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에 대하여 골몰
하던 중 국외 선진기술인 고상확산접합법보다 경제적이고 제작공
정에 유리한 폭발용접법을 금형소재 및 냉각채널에 적용시키고자 
하였다. 다수의 폭발용접 전문가들은 판상형태와 달리 일측이 막
힌 실린더 형태의 냉각채널에서는 이종접합은 불가능하다고 판단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폭발용접 공정요소를 최적
화시켜 다이캐스팅 금형 냉각채널에 순동을 이종접합시키는 개발
을 완료하였으며, 이종접합시킨 부품 및 금형에 대하여 현장모니
터링을 실시한 결과 우수한 냉각효과 및 주조품의 형상정밀도가 
향상되는 결과를 검증하였다. 이러한 결과 본 기술을 적용한 금형
과 부품들이 상용화되고 있다.
신상수 연구소장은 “동 이종접합 기술을 적용한 고기능성 소재개
발을 통해 세계적인 금형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도약하겠다”라
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성진 연구소장은 보안용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스마트카드 
COS* 및 애플릿(Applet) 개발, USIM** 개발, 지문인식 모듈, 금
융 전자회로(IC) 카드 및 신용카드, IOT 보안 모듈 등 한 분야에서 
약 20여 년 동안 기술을 개발하고 꾸준한 연구활동을 하였다. 

* COS(Chip Operating System: 칩 운영 체제)
**  USIM(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 범용 가입

자 식별 카드)
국내 관련된 업무로는 보안 관련된 연구활동 및 실생활에 사용 
중인 케이티통신 및 에스케이텔레콤의 유심(USIM)을 개발하였
으며, 티머니카드(T-Money Card), 애플릿 개발, 스마트카드 COS 
개발 등 많은 업적을 남기고 있으며, 금번 수상을 하게 된 해외 주
요 업무는 전자주민증 관련된 기술 개발로 전 세계 매출의 95% 
정도의 유럽 업체들과 경쟁을 하면서 국가에 전자주민증 기술을 
수출하는 큰 쾌거를 이뤄냈다. 
최근에는 국내 금융 IC 품질인증을 받아 금융권 현금지급기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 개발에도 참여하였으며, 전국 호환 인증카드
(1회용 코레일 교통카드), 전자공무원증, 현재 시장에서 사용 중
인 선불카드(커피 선불카드 등)도 개발하여 전 국민이 사용하고 
있다. 
이성진 연구소장은 “보안 칩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분야뿐만 아
니라 더 많은 보안 분야에서 응용·이용될 것”이라며 “보안 제품
을 더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에 더욱 노력하
겠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대한민국 엔지니어상은 산업현장에서 기술혁신을 통하여 국가경쟁력 및 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우수 엔지니어를 발굴·포상하는 상입니다.

11월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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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나침반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어린이에게 옳고 그름을 
가르칠 시간

한 전 과정을 감사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법안이 등장하자 앤드류 젤프스트 데

이터앤드소사이어티 기술 법률학자는 

“훌륭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다양한 영역·분야의 기업·제품에 

포괄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규범적 선

언에 불과하다는 한계점도 있다. 무탈 엔

콘드 데이터앤드소사이어티 연구원은 

“예컨대 자동차나 가전제품을 규제하는 

기준과 공공계약을 규제하는 기준은 다

를 수밖에 없다”며 “규제의 관점에서 볼 

때, 알고리즘책임법은 다양한 제품·산업

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는 어려운 법안”이

라고 지적했다.

보다 포괄적인 법안이 등장한 건 유럽연

합(EU)에서다. 유럽집행위원회(EC)는 유

럽의회(EP)에 AI통일규범법(Regulation 

글. 문희철 중앙일보 기자 

<픽사베이>

학과 교수)는 “AI 규제나 AI 법률을 논하기

에 앞서, AI 윤리를 법으로 다룰 수 있느냐

가 첫 번째 질문이 될 것”이라며 “일단 사

람에게도 어떤 행위가 윤리적인지 말하기

가 어려운데, 윤리적 행위에 대해서 정의

하지 않고 AI에게 윤리라는 잣대를 대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말했다.

윤리적 잣대와 관련해서 가장 회자되는 

대표적인 논문 중 하나가 매사추세츠공

대(MIT) 미디어랩이 국제 학술지 네이처

(Nature)에 게재했던 논문이다. MIT 연

구진의 논문은 “AI도 결국 인간처럼 사고

해야 윤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며 “AI

가 학습해야 할 윤리는 결국 인간의 윤리

적 판단이 기반”이라고 설명한다.

이런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진

은 233개 국가의 230만 명을 대상으로 

R&D 나침반은 최신 과학기술의 이슈와 트렌드를 소개합니다.

지난해 이맘때쯤 전국을 들썩이게 했던 

이슈가 있다.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 

‘이루다’ 사태다. 이루다는 20세 여대생

의 인격을 기반으로 스캐터랩이 개발한 

AI다.

이루다는 당시 기준 출시 2주 만에 80만 

명의 소비자를 끌어모으면서 일약 스타

덤에 올랐지만, 곧바로 집중적인 비판의 

손가락질을 받아야 했다. 이루다가 성소

수자·장애인·인종 차별·혐오 발언을 하면

서다. 결국 개발사인 스캐터랩은 이루다 

서비스를 중단해야 했다.

이루다 사태가 벌어진 지 만 1년이 흘렀

지만 이 사태는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 이

루다가 우리에게 남긴 많은 숙제가 여전

히 풀리지 않고 있어서다.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디지털정

보위원회·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루다가 혐오적 표현을 썼

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

다. 하지만 진정을 받은 인권위는 해당 사

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국가인권

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인격체가 아닌 AI는 조사대상이 아니라

는 게 이유다. 

일단 정부 기관은 판단을 보류했지만, 이

루다 사태를 계기로 고민해 볼 문제는 명

확하다. 바로 AI 기술의 발전 방향이다. 

우리는 AI에게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윤

리를 가르쳐야 할까. 

AI가 우리의 삶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지만 AI 윤리와 관련된 법적인 제

도는 여전히 미비한 상태다. AI 관련 법

안이 가장 처음 등장한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 의회는 지난 2019년 알고리즘책임

법(Algorithmic Accountability Act)을 

발의했다. 미국 법안은 AI 관련 기업이 소

통을 통해 책임(accountability)지는 태

laying down harmonized rules on AI)

을 발의했다. 

이 법은 유럽연합(EU)에서 AI 관련 소프

트웨어나 알고리즘, 데이터를 개발·배치·

사용할 경우, AI의 윤리적 원칙과 법적 의

무를 기록한 서류 제출을 의무화했다. 또

한 AI 기술이 심각한 윤리 원칙을 위반할 

경우 AI가 스스로 지기 학습능력을 비활

성화하고, 인간이 완전히 통제해야 한다

고 규정했다. 나아가 비윤리적인 AI가 분

쟁을 일으키거나 사고를 칠 경우 책임 소

재도 최초로 규정했다. 

다만 이와 같은 법안들 중에서 각국 의회

를 통과한 법안은 없다. 더욱 근본적인 문

제는 이들이 정의하는 ‘윤리’의 개념이 일

반화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

최경진 개인정보보호법 학회장(가천대 법

I  그림 1  I   AI가 우리의 삶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AI 윤리와 관련된 법적인 제도는 여전히 미비한 상태다.

도를 견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미국 의회가 AI 윤리 법안을 발의한 건 당

시 미국에서 아마존의 AI 알고리즘이 차

별 논란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당시 

아마존 면접에 투입한 AI는 여성 구직자

나 여대를 졸업한 입사 희망자를 차별하

는 경향이 있었다. 흑인을 차별하거나 여

성 혐오적인 언어를 사용했던 아마존의 

과거 고용 관행을 AI가 포괄적으로 딥러

닝(deep learning·심층기계학습) 하면서 

벌어진 일이었다. 마치 AI 챗봇 서비스 ‘이

루다’ 사태가 성소수자·장애인·인종을 차

별·혐오하는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른 것

과 유사하다. 

때문에 이 법안은 AI가 편견·차별할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

다. 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나 생

체·유전정보 등 민감한 데이터를 AI가 학

습할 경우, AI를 활용하는 기업은 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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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철 중앙일보 기자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분석하는 데 흥
미가 있다. 현재 중앙일보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출
입하고 있다.

3,961만여 개의 윤리적 의사 결정 행위

를 조사·분석했다. AI가 운전하는 자율주

행차가 이른바 ‘트롤리 딜레마’ 상황에 접

했을 때, 어떤 행위가 보다 윤리적인지 분

석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딜레마 상황에서 윤리적이

라고 생각하는 행위는 공통점이 있었다. 

첫째, 동물보다는 인간의 생명을 구하는 

행위가 윤리적이라고 생각했다. 둘째, 소

수보다는 다수의 사람을 구하는 방식으

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셋

째, 상대적으로 나이 든 사람보다 젊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더 윤리적이

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AI 윤리나 정책 

입안자가 이와 같은 행위를 고려해야 한

다”고 에드먼드 어워드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MIT) 미디어랩 교수는 설명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다. 설문에 

참여한 사람들은 대체로 남성보다 여성

의 생명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뚱뚱

한 사람보다는 운동선수의 생명에 더 높

은 가치를 부여했다. 또 노숙자 대신 고위

직 임원의 생명을 지키는 것을 선호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엄밀히 성별이나 외모, 

직업을 기준으로 인간을 차별하는 비윤

리적 행위다. 독일 자율주행·커넥티드 드

라이빙 윤리위원회의 윤리 규정 9호는 

자율주행차량용 AI에 대해 ‘나이 등 개인

의 특성에 근거한 어떠한 구별도 금지한

다’고 명시한다. 

윤리적 행위의 기준도 제각각이었다. 성

별·종교에 따라 설문 결과를 구분하면, 

‘윤리적’이라고 생각하는 행위에는 상당

한 차이가 있었다. 예를 들어 여성보다 남

성 응답자는 ‘남자보다 여자를 먼저 구해

야 한다’고 응답하는 경향이 낮았다. 또 

종교에 귀의한 사람일수록 생명을 중시

하는 성향이 강했다. 

문화적 차이도 윤리적 행위 판단에 영향

을 미친다. 연구진은 도덕적 선호도를 기

준으로 응답자를 3개의 집단으로 분류했

다. 한·중·일 등 유교문화권 28개국을 ‘동

부’, 미국·영국 등 가톨릭·개신교 문화권 

67개국을 ‘서부’, 프랑스의 문화적 영향

을 받은 남미·아프리카 35개국을 ‘남부’

로 구분했더니 서로 다른 결과가 나왔다.

예컨대 ‘노인보다 어린이를 구하는 게 윤

리적’이라는 판단은 유교문화권(동부)에

서는 통하지 않는다. ‘애완동물 대신 인

간’이라는 판단은 남부 국가에서 상대적

으로 덜 윤리적인 행위다.

이 밖에도 국가의 경제적 수준이나 관대

함의 정도, 보행자가 교통신호를 준수했

는지 여부, 여성의 기대수명 등에 따라 각

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윤리’는 천차만별

이었다. 이야드 라완 독일 막스플랑크연

구소 인간개발연구소장은 “수백만 명을 

설문했지만 그럼에도 딜레마의 복잡성을 

모두 설명할 순 없었다”며 “우리의 연구 

결과가 각종 다양성을 보여줬다는 점을 

고려하면, AI 정책 입안자도 보편적인 합

의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80년대 미국 공상과학 영화 ‘백투더퓨처’

처럼 미래를 오갈 수는 없다. 하지만 적

어도 미래를 준비할 수는 있다. AI를 활

용하는 산업·기업이 확산하고 있지만 아

직 보편화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

황에서 우리가 지금부터 AI에게 어떤 것

이 윤리인지 학습할 준비를 한다면 적어

도 우리는 AI가 향후 일으킬 문제를 제어

하고 이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릴 수 있

는 세상에서 AI와 공존할 수 있을 것이다. 

NEW BOOKS

2021년 가을,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전 세계 94개국에서 1위를 했고, 1억 

1,100만 가구가 시청했다. 넷플릭스 사상 최다 시청이자 역대 최고 흥행작이다. 아카데미 

4관왕 ‘기생충’, ‘미나리 신드롬’에 이어, BTS, 블랙핑크 등 이미 빌보드 차트는 ‘K팝의 앞

마당’이 되었고, 축구, 양궁, 골프 등 스포츠 분야에서도 한국인의 활약이 눈부시다. 도대

체 이 ‘신묘한 나라의 놀라운 사람들’은 무슨 마법을 부리는 걸까? 

20년 넘게 세계 굴지의 기업들을 컨설팅해온 이 책의 저자 홍대순 교수는 흥과 끼로 무장

해 신명과 신기를 풀어내는 한국인의 성품, 기질, 문화적 유전자의 근원을 파헤쳤다. 홍 교

수는 한국인이기에 가능한, 한국인만이 할 수 있는, 한국인만이 가진 에너지를 ‘한국인 에

너지’라 명명했으며, 이 책은 바로 그 한국인 에너지가 무엇인지, 어디서 나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지를 생각해본다.

이 책은 새롭게 알려진 여러 자료를 통해 한국이 5,000년이 넘는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유산, 고매한 철학과 정신을 가진 나라이며, 자원 빈국이 아닌 정신 부국임을 증명한

다. 그리고 한국인의 대표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자유분방함의 에너지, 한 번 보고 전체

를 파악하는 우뇌형 창조성은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떻게 개발되어 발현되는지도 보여준

다. 더불어 우리의 역사, 문화, 철학에서 비롯된 정신 유산을 어떻게 국부창출로 이어갈지, 

제조업, 조선, IT, 관광, ESG까지 컬처노믹스 진검승부의 해법을 제시한다. 

개인이 인생의 고비마다 ‘나는 누구인가?’를 탐색하듯, 집단 역시 ‘우리는 누구인가?’로 정

체성을 찾는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너무 몰랐거나, 잘못 알았던 것을 바로잡음으로

써 위축된 마음을 일으켜 세우고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다. 그런 이유로 이 

책은 “아이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이 책을 읽혀라!”라는 등 정·재계, 문화·예술계 유력 인

사 29인의 추천을 받기도 했다. 

BTS, 오징어 게임, 손흥민… “도대체 이 나라 뭐지?” 
전 세계가 열공(!)하는 ‘한국인 에너지’를 파헤치다. 
출간 즉시 주요 서점 베스트셀러 행복한 리더가 끝까지 간다

지은이 김영헌
출판사 플랜비디자인

이 책은 자기 자신과 조직 전체의 행복을 
도모하는 ‘생존과 행복의 리더십’에 대해 
담고 있다. 리더에게는 조직과 구성원 전체
의 미래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의무가 
있다. 위기를 딛고, 조직의 행복한 미래를 
염원하는 모든 리더들에게 이 책이 작지만 
소중한 이정표가 되어 주기를 기대해 본다.

리더가 반드시 
갖춰야 할 생존전략

뇌과학으로 경영하라
지은이 	김경덕
출판사 피톤치드

저자는 뇌과학이 학자들만의 전유물이 아
니라 경영과 인사, 관리와 행정, 그 밖에 사
람을 직접 다루는 직업군에 있는 모든 사
람들이 자신의 분야에 바로 적용할 수 있
는 필수 공공재라고 주장한다. 직원들의 업
무분장과 위임, 인사와 경영을 결정하는 
한 기업의 CEO라면 한 번쯤 읽어볼 가치
가 있는 책이다.

도대체 왜 직원들은 
변하지 않는 거야?

2050 수소에너지 
지은이 	백문석, 김진수,  

이경북, 민배현,  
이준석

출판사 라온북 

이 책은 수소에너지가 가져올 미래는 무엇
이고 그 미래를 선점하기 위해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주력해야 할 의제는 무엇인지, 이
를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주력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준다. 수소경제와 
관련한 통찰을 얻어 내고 다가올 미래에 
맞는 전략과 대응책을 제시한다.

탈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에너지게임 체인저

북카페

한국인 에너지 
-  신묘한 나라의  

놀라운 사람들 

지은이 홍대순
출판사 쌤앤파커스

<네이처>

I  그림 2  I   자율주행차량의 브레이크가 갑작스럽게 고장 났다. 이 경우 이 차량을 주행하는 인공
지능이 기존 코스를 계속 유지하면 빨간불에 도로를 건너던 무단횡단자가 사망한다. 
인공지능이 차량의 방향을 틀면 이들을 살릴 수는 있지만, 대신 탑승하고 있던 승객
이 사망한다. 어떤 선택이 더 윤리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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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무비 바로미터는 영화 속 숨은 과학기술을 소개합니다.

과학은 미래를 알고 있다
SF무비 바로미터

체는 통계역학과 닮은꼴이다.

<파운데이션>에서는 심리역사학 이전에

도 사회 전체를 수학적으로 설명한다는 

아이디어가 이전에도 존재한 것으로 소

개한다. 그러나 아시모프는 이러한 아이

디어가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현실적으

로 실현하기 불가능해서 실용성이 없었

다고 묘사한다. 

물리학에서도 정확히 그러한 시도가 있

었다. 뉴턴이 정립한 역학(mechanics)

은 깔끔한 수학적 형식으로 정리된다. 모

든 변수는 초기 조건이 동일하면 항상 정

확하게 같은 결과를 내놓는다. 그래서 19

세기 초까지의 천문학자와 물리학자들

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분자의 초기 상

태만 정확하게 주어지면 미래를 오차 없

이 예견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당시에는 

어떤 천체도 뉴턴 역학에 따른 예측을 벗

어나지 않았기에, 천체에 대한 연구는 과

학자들에게 뉴턴 역학의 ‘예지력’에 대한 

확신을 심었다. 

그러나 이론상으로 유체 속 모든 분자의 

움직임과 상호작용을 수학적으로 표현

할 수 있지만 분자들의 움직임을 일일이 

추적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과

학자들이 이를 해결한 방법은 ‘묶어 생

각하기’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현상

은 분자들의 움직임에 의해 일어나지만 

수도관에서 물이 흐르는 양을 알아내거

나 열기구에 얼마나 불을 켜둬야 하는지 

계산할 때는 겉으로 보이는 현상만 관찰

할 뿐, 분자 하나하나의 움직임을 일일이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때 분자 수준의 움

직임은 미시적 상태, 물과 기체의 변화는 

거시적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과학자들은 

미시적 상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거시적 상태의 법칙을 따

로 연구했다. 

거시적 상태를 따로 생각하는 방법은 물

리학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유체역학, 

기체역학, 열역학 등 서로 연관성을 찾기 

어려웠던 다양한 현상들이 뉴턴역학을 

매개로 연결되어 새로운 학문 분야로 자

리 잡았다. 고전 역학적 관점에서 보면 미

시적 상태에 적용되는 뉴턴역학의 법칙

에 따라 거시적 상태의 미래도 결정됐기

에 새로운 역학들은 미래를 훌륭하게 예

측해냈다.

작중에서도 심리역사학이 비슷한 과정

을 거쳐 형성된다. 원래 셀던은 수학으로 

역사를 서술하는 데 회의적이었다. 그러

나 그는 파운데이션을 음지에서 돕던 제

국 재상, 에토 데머즐의 조언과 격려에 힘

은 뉴턴역학의 결정론과 마찰을 일으켰

고, 결국 양자역학을 탄생시키면서 물리

학을 완전히 바꾸어놓았다.

심리역사학도 비슷한 운명을 맞을지도 모

르겠다. 애플TV가 제작하여 독점 공개한 

<파운데이션> 드라마는 원작과 상당히 

달라졌기 때문이다. 우선 전체 줄거리를 

관통하는 심리역사학이 더 이상 전능한 

이론이 아니다. 드라마에서는 파운데이션

이 설립되지도 않은 상태에서부터 심리역

사학의 예측은 흔들리기 시작한다. 

드라마는 제국의 붕괴 과정에 초점을 맞

춘다. 이를 위해 황위 계승 과정을 비롯

하여 원작에는 없던 설정을 여럿 추가했

다. 셀던도 원작처럼 초반에 사망하지 않

고 죽은척하고는 터미너스로 이동했으

며, 심리역사학의 예측이 곳곳에서 삐걱

거리며 예기치 않은 위기상황을 계속 만

들어낸다.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던 원작

과는 전혀 다른, 우연과 가능성의 세계가 

된 셈이다.

파운데이션은 2021년 11월 19일로 시즌 

1이 마무리됐다. 드라마는 아시모프의 

파운데이션 연대기와 비슷한 듯 다르게 

흘러가며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불러일

으켰다. 원작을 그대로 옮겼다가는 자칫 

심리역사학이 학문보다는 전지전능한 신

적인 교리에 가깝게 묘사될 수도 있으니 

드라마적인 서사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

택인지도 모른다. 원작과는 완전히 달라

진 심리역사학이 두 번째, 세 번째 시즌

에서 어떻게 극을 이끌어갈지 기대와 우

려가 교차된다.  

미래를 예측하는 과학
미국의 SF 작가, 아이작 아시모프의 역

작인 <파운데이션 시리즈>는 ‘과학과 수

학으로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다

면?’이라는 가정에 대한 사고 실험이다. 

아시모프는 에드워드 기번의 <로마제국 

흥망기>에서 영감을 얻어 파운데이션을 

집필했다. 이야기는 쇠락하지 않을 것만 

같은 범주우적 문명인 은하제국의 수도, 

트랜터에서 시작된다. 트랜터는 로마처럼 

공화정에서 시작하여 제국의 수도로 성

장한 행성으로, 은하도서관과 대학이 있

어 인류 지성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트랜터 대학의 수학자, 해리 셀던은 인류

의 역사를 수학적으로 설명하는 학문인 

‘심리역사학’을 창시한다. 사람의 심리에 

대한 수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정치와 사

상, 문화 등 인류 역사의 모든 것을 수학적 

이론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역사를 수

학으로 서술하자 물리학이 그러했듯 인

류의 미래도 완벽하게 예측 가능해졌다.

셀던은 계산을 통해 은하제국의 멸망

사후에도 몇백 년 동안이나 그가 생전에 

계산해 둔 그대로 흘러간다. 셀던이 남긴 

홀로그램 영상은 그가 계산해 둔 미래의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돌파구를 제시한

다. ‘수학적 해석’이라는 부분만 빼고 보

면 마치 예언을 통해 사람들을 올바른 길

로 이끄는 선지자 같은 모습이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 
‘묶어서 생각하기’
아시모프가 초창기에 집필한 3권까지의 

파운데이션 시리즈는 단편 묶음에 가깝

다. 긴 시간을 다루는 대서사시의 특성상 

에피소드마다 주요 사건과 주인공이 다

르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관통하는 단 하

나의 키워드는 작중에서 전지전능한 학

문처럼 묘사되는 심리역사학이다.

아시모프는 심리역사학을 인간 심리의 

집단적인 모습을 수학적으로 해석한 학

문으로 묘사한다. 이와 가장 유사한 현실

세계의 학문이라면 사회심리학이라 할 

수 있겠지만, 심리역사학의 아이디어 자

글. 최혜원 칼럼니스트

과 수만 년에 이르는 인류 문명의 암흑

기를 예견한다. 어떤 방법으로도 멸망을 

피할 수 없음을 깨달은 셸던은 암흑기를 

1,000년 정도로 단축하는 방법을 찾아

내고 이를 위해 ‘파운데이션’을 설립한다. 

이름의 의미 그대로 멸망한 인류 문명을 

다시 일으켜 세울 기반이 될 조직이다. 파

운데이션은 제국의 눈을 피하고자 변방

의 행성인 터미너스를 테라포밍하고 이

곳에서 인류 문명의 모든 것을 백과사전

화하여 보관한다. 50년간 착실하게 미래

를 준비해 온 파운데이션은 제국이 무너

진 이후 새로운 제국으로 부상하여 인류 

문명의 보루 역할을 한다.

이후 파운데이션이 인류 문명을 복원하

는 과정이 1~3권의 줄거리를 이룬다. 총 

7권으로 이루어진 파운데이션 시리즈에

서 가장 빛나는 부분이다. 스토리가 진행

되는 동안 파운데이션의 설립부터 발전, 

외적의 침입까지 모두 셀던의 계산에 따

라 진행된다. 셀던은 작품 초반에 심장마

비로 사망하지만 인류의 미래는 셀던의 

최혜원 칼럼니스트
평범한 직장생활을 하다 영화와 소설의 매력에 빠져 글쓰
기를 시작했다. 일을 그만둔 후에는 프리랜서로 여러 매체
에 문화와 역사, 학문을 한데 엮은 폭넓은 주제를 다룬 칼
럼을 쓰고 있다.

애플TV의 독점 드라마, 파운데이션 시리즈. 세 시즌으로 제작된다. © Apple

입어 소규모 집단을 하나의 단위로 다뤄 

수식으로 표현하고 집단 간 상호작용을 

보조 변수로 도입한다는 아이디어를 떠

올렸다. 미시적 상태를 포기하고 거시적 

상태로 관점을 바꾼 것이다. 이 아이디어

가 돌파구가 되어 심리역사학은 강력한 

설명력과 예측력을 갖는 과학으로 자리 

잡았다. 이후 수천 년의 역사는 심리역사

학의 계산 위에서 흘러간다.

새로운 파운데이션, 
성공적인 실험일까?
거시적 관점으로 시야를 바꾸는 물리학

자들의 시도는 고전 역학의 지평을 넓혔

지만 한편으로는 통계역학이라는 전혀 

새로운 방법론을 잉태했다. 통계역학은 

분자들의 미시적인 상태를 현실적으로 

알기란 불가능하니 통계적인 관점에서 

경우의 수와 가능성으로 해석하자는 학

문이다. ‘하나의 확실한 답’이 아니라 ‘여

러 가지의 가능한 답’을 다루는 통계역학

파운데이션과 심리역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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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술 훈장, 과학기술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의 정

부포상 시상식을 진행하였고, 2020년 장영실상 최우수상 수상자

와 2021년 제18주부터 제52주까지 35개 제품과 4개의 기술혁신

조직을 시상하였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30년간 세계 최고ㆍ최

초를 지향하는 혁신성의 장영실상을 수상한 제품 하나하나가 우

리 경제성장과 수출 강국의 크나큰 원동력이 되어왔다”면서 “세

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으며, 대한민국의 국

제적 위상을 실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 경제 발전을 선도한 기술혁신의 발자취, IR52 장영실상 30

년 미래 기술 강국을 향한 원대한 발걸음, Beyond Innovation’

이라는 슬로건으로 IR52 장영실상의 비전선포도 개최하였다.

산기협 구자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IR52 장영실상의 30년은 

대한민국의 산업 역사를 빛낸 기술과 제품의 탄생을 응원하는 시

간이었다. 새로운 기술과 상품으로, 기업 성장에 기여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6,100명의 주인공을 발굴하고 그 성과를 

널리 알리는 데 주력했다”며 “이런 노력이 기술혁신 의지를 높여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고 자부한다”고 

밝혔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하 산기협)와 매일경제신문사가 주관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주최하는 IR52 장

영실상이 30주년을 맞이했다. 지난 12월 6일 그랜드 인터콘티넨

탈 그랜드볼룸에서는 기업 연구원들이 기술개발에 매진할 수 있

도록 촉매제 역할을 해온 IR52 장영실상 30주년 기념식이 개최

됐다. 이날 행사에는 과학기술 훈장, 포장 등 정부포상 및 IR52 장

영실상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아울러 30주년 기념 영상 

상영과 수상제품에 대한 특별전시회도 함께 진행되었다.

기념식에는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과 양향자 의원(무소속), 허

은아 의원(국민의힘)이 참석하였으며,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장이 영상으로 축사를 보내왔다.

또한, 공동 주관사인 매경미디어그룹 장대환 회장과 IR52 장영실

상 제1호 수상자인 이현순 울산과학기술원 이사장, 박승권 심사

위원장을 포함한 주요 인사들도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IR52 장영실상 3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 영상을 통해, 장영실상

의 주요 성과와 산업기술계의 최고의 상으로 자리매김하였던 30

년을 돌아보고, 대전환 시대에 신산업 창출과 기술혁신의 주역인 

기업 연구원들과 함께 미래를 열어나가는 상으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우리나라 과학기술진흥에 기여한 공로자들을 대상으로 과

“IR52 장영실상은
 우리 산업기술의 고도화와 경제성장에 기여한 상으로,
 기업 연구원이 가장 받고 싶어 하는 상이자
 산업기술계를 대표하는 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무대에서도 인정받는
 세계적인 IR52 장영실상으로 성장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IR52 장영실상 
30주년 기념식

현장스케치 01



News90 91

IR52 장영실상 30주년 영광의 얼굴들

대통령 표창
대통령 표창 기업 부문을 수상한 ㈜매일경제신문사는 IR52 장영실상 제정‧시상을 통해 국내 산업계와 과학
계가 산업을 선도할 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범국가적 기술혁신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였으며, 1991년 첫 
시상부터 30년간 한주도 빠짐없이 매주 수상제품과 연구원에 대한 집중 보도로 사기진작과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였다. 

국무총리 표창

과학기술포장
박승태 ㈜에이티이엔지 대표이사는 독창적인 연구와 기술개발을 통해 데시칸트 제습 건조 분야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높이고, 68회 이상 학술발표로 제습 건조 분야의 인재양성에 기여하였다. 하이브리드 제습기를 국
내 최초로 개발하여 냉각 제습과 데시칸트 제습 기술개발을 통해 에너지 절감 40%를 달성하였고, 이차전지 
제조용 트윈로터 드라이룸 제습기도 개발하였다. ※ 장영실상 수상(2011년)

대통령 표창
최우찬 동국제강㈜ 수석연구원은 세계 유일의 독점적 고부가가치 제품인 UV/3D 패턴 칼라 강판, 하이브리드 
세라믹, 항균 불연강판 등을 세계 최초 개발하여 상업화하였고, 개발제품 90%의 일본, 유럽, 미주, 러시아, 동
남아 수출 확대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였다. ※ 장영실상 수상(2015년)

박재홍  
삼성전자㈜ 부사장

㈜매일경제신문사

박승태 
㈜에이티이엔지 대표이사

최우찬 
동국제강㈜ 수석연구원

과학기술훈장 혁신장
박재홍 삼성전자㈜ 부사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Mobile AP 개발과 최고 성능의 고성능 컴퓨팅 및 모바일 
제품 개발용 설계 환경을 구현하고 IP 인프라, 협력 생태계 구축을 통해 시스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제고
에 기여해 왔다. 또한 국내 반도체 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여, 삼성 Foundry향 핵심 IP 개발 및 IP ECO 
SAFETM을 구축하고 국내외 시스템 반도체 분야 상생 협력을 위한 생태계 강화를 구축하였다. ※ 장영실상 
수상(2018년, 2020년)

이한기 현대자동차㈜ 책임연구원은 
세계 최고 자동차 내장 부품용 재료 
개발을 통해 자동차 산업의 대외적인 
경쟁력 향상과 내구 품질개선에 기여
하였다. ※ 장영실상 수상(2017년, 
2019년, 2020년)

이한기
현대자동차㈜  
책임연구원 

벤텍스㈜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항바이러
스 공기정화 소재, 차세대 K방역의 신물
질 및 태양광 증폭 자기발열 신소재를 개
발하여 국가 산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
였다. ※ 장영실상 수상(2011년, 2015
년, 2017년, 2020년)

벤텍스㈜

㈜아이로는 동물 운동 메커니즘을 구
현한 생체모방 물고기 로봇을 세계 최
초 개발하여 로봇 분야 국가 산업기
술 발전에 기여하였고, 국내 문화 및 
콘텐츠 산업 발전에도 기여하였다.  
※ 장영실상 수상(2017년) 

㈜아이로

디지털 혁신 
정책제안 

정책브리핑 

산기협, 차기정부에 10대 디지털 혁신 
정책과제 제안
산기협은 10월 27일(수), 디지털 전환이 가

속화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해 필요한 ‘10대 디지털 혁신 정

책과제’를 차기정부에 건의했다. 

산기협은 △컨트롤 타워의 부재 △3차 산

업혁명 시대에 머물러 있는 법‧제도 △기

업 투자 인센티브 부족 등으로 한국 기업

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DT)이 정체되어 있다고 분석하고, 이를 극

복하기 위해 ▲DT 거버넌스 확립 ▲DT 생

태계 조성 ▲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디지

털 문화 확산 등 4대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10개의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정책건의는 올 3월 국내 DT 리딩기업

을 중심으로 구성된 민간협의체 「Korea 

DT Initiative(KoDTi)」를 포함한 1,500여 

개의 기업 연구소와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

된 정책자문단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작성

되었다.  

(1) 우리나라 DT를 책임질 ‘DT총괄 컨트롤 타워’ 신설
• 국가 차원의 DT기획과 발전전략 수립, 현안 심의/조정 권한을 갖는 컨트롤 타워 신설
• 컨트롤 타워의 민간 파트너로서 산업별 핵심 기업 중심의 네트워크 기구 상시 구성/운영

(2)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도록 ‘현행 법제도의 전면 재검토’ 추진
• 현행 법제도가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지 전면 재검토하여 디지털 혁신의 걸림돌 제거
• 새로운 법/규정 도입 시 디지털 시대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는 특별 심사과정 도입

(3) 전향적인 ‘DT촉진 세액공제’ 도입
• DT관련 시설 및 설비 투자에 대한 과감한 세액공제 혜택 부여
•DT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등 추진

(4)  DT수요기업과 솔루션/장비 공급기업을 연계하는 ‘오픈형 매칭 플랫폼’ 구축
• DT수요-공급기업과 산·학 전문가가 참여하는 개방형 플랫폼 구축, 업종 및 규모별  

최적의 매칭 추진
• 온/오프라인 생애주기 서비스 제공으로 지속가능한 디지털 전환 지원기반 구축

(5)  ‘대-중소기업 DT협업 펀드’ 조성/지원 등 기업 간 협력채널 강화
• 대-중소 DT협업 펀드 조성 시 정부가 매칭펀드로 지원하고 기업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
• 디지털 전환 전 영역에 걸친 대-중소 협력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과제 발굴 및 추진, 인력양성, 기술확보 등 지원

(6) ‘디지털 인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중장기 종합대책 마련
• 중장기 비전 및 전략, 구체적 목표에 기반한 인재 양성, 재직인력 교육 추진
•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디지털 인재의 중소기업 유입 방안 마련

(7) 산업데이터 플랫폼 간 연계를 위한 ‘메타데이터* 표준’ 마련
• 산업 데이터의 특성을 반영한 ‘메타 데이터 표준’ 마련을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데이터 플랫폼 간 상호 호환성 확보
     *  데이터의 특성, 구조, 데이터들 간의 관계에 관한 정보를 설명하는 데이터로 기업 간 정보를 연

계하여 데이터 공유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

(8)  데이터 주권을 담보하는 ‘한국형 가이아X*’(데이터 공유/활용 시스템) 구축
• 산업 데이터의 안전한 거래를 지원하는 ‘전 산업 데이터 공유/활용 시스템’ 구축
• 데이터 활용 분야 국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기구 설립 및 글로벌 데이터 공동 활용 

추진
    *  아마존, 구글 등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 독점에 대항하여 데이터 주권 보장, 신뢰 기반의 데이터 

공유 등을 위한 범유럽 데이터 생태계 구축 프로젝트(’20년 출범)

(9) 디지털 ESG 경영지원을 위한 ‘ESG 데이터 플랫폼’ 구축
• 에너지, 탄소배출, 윤리경영 등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ESG 관련 핵심데이터의 생성, 

공유, 활용을 위한 데이터 플랫폼 구축
• 중소·중견기업의 디지털 ESG경영을 촉진하고, ESG에 의해 재편되고 있는 글로벌 밸

류체인 진입을 위한 맞춤형 지원 추진

(10)  디지털 시대, 새로운 가치체계 창출을 위한 ‘사회적 소통채널’ 구축
• 수요-공급기업, 대-중소기업, 경영진-노동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해결하

기 위한 새로운 방식의 사회적 협의체계 구축
• 산업재해 및 안전 등 산업현장의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도구로써 DT의 역할을 발전

시키고 이해관계자 간 합의 도출

DT 거버넌스 확립

DT 생태계 조성

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디지털 문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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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민관R&D혁신포럼 개최
현장스케치 02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하 산기협)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지난 11월 23일(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구자균 산기협 

회장, 이경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R&D협

의체 참여 70여 개사 기업의 CTO, 기술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민관R&D혁신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난 3월에 출범한 민간R&D협의체(탄소중립, 

스마트센서 2개 협의체로 구성)가 발굴한 R&D 수요를 발표하고 

이를 정부에 제출, 중장기 정부 R&D 투자 방향 설정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약 6개월에 걸친 본 협의체 활동을 통

해 민간 R&D 수요 94건(탄소중립 83건, 스마트센서 11건)이 발

굴되었으며, 관련 주요 정책 및 제도 개선 의견이 담긴 전략보고

서가 제작되었다. 산기협은 민간R&D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을 

총괄하는 사무국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식순에 앞서 인사말에 나선 산기협 구자균 회장은 “민간R&D협

의체는 국가 R&D 정책에 민간이 상시 참여하게 되는 중요한 계

기이고, 민·관이 ‘원팀’으로서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민관 협력을 강조하였고, 이어서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기술 패권 경쟁, 탄소중립 등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려

면 정부와 민간의 파트너십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며, “국가 

R&D 100조 원 시대에 맞도록 다양한 분야로 민·관 협업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체 발표에 앞서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기술혁신 협력 MOU 

체결식이 진행되었다. 산기협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연구

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및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 

5개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고탄소 산업 탄소배출 저감 기술개

발에 필요한 지식, 정보, 노하우 등 상호 교류를 촉진하고, 인적·

물적 네트워크 공유에 협력함으로써 민간 주도 관련 대규모 중장

기 R&D 추진에 기여할 계획을 밝혔다.

MOU 체결식 후 산기협 김상길 전략기획본부장의 민간R&D협의

체 추진 경과 발표에 이어 탄소중립, 스마트센서 2개 협의체의 분

과별 R&D 수요 제안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었다. 먼저 탄소중립

협의체 4개분과의 발표가 진행되었으며, 발표는 각 분과의 퍼실

리테이터가 진행하였다.

첫 번째로 산업공정혁신분과의 퍼실리테이터인 성균관대학교 

김칠성 교수의 발표가 진행되었다. 시멘트, 철강, 석유화학 부문

으로 구성된 산업공정혁신분과는 34개의 기술개발 과제를 제안

하였고, 이의 실현을 통해 2050년까지 8,166만 톤의 CO2 저감

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먼저 시멘트 분야는 석회석 대체

용 탈탄산 원료기술개발, 혼합재 사용량 10% 확대 적용, 신규 시

멘트 5종 이상 개발을 통한 1,868만 톤의 CO2 저감을 목표로 한 

R&D 수요를 제시하였으며, 철강 분야는 300톤급 상저취전로 

구축·실증, 제철가스 활용 그린탄산 제조 기술개발, 탄소 사용량 

30% 저감 및 수소환원철 기반 전기로 공정개발 등을 통해 CO2 

5,846만 톤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석유화학 분야 

수요로는 폐플라스틱 재활용, 고효율 수소생산 및 메탄올 열분해

를 통한 합성가스 생산 과제 등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발표를 이어간 CCUS 분과의 퍼실리테이터인 SBI컨설

팅 남태영 대표는 CO2 포집, 활용, 저장 분야의 기술 고도화 및 상

용화를 통한 기술경쟁력 향상 추진을 목표로, 대규모(150MW 이

상) CO2 포집 설비 운영 및 실증과 함께 CO2를 상업적 가치가 높

은 폴리올, 에틸렌 등으로 전환하는 기술 등을 전략과제로 제시

하였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성능평가와 양산성 검증 등이 요구

되는 만큼 기업과 연구기관 간 협력환경 조성에 정부의 역할이 

필요함을 호소하였다.

이어서 신재생에너지 분과의 퍼실리테이터인 H2리서치 남정호 

대표가 발표를 진행하였다.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기존 기술의 양

산효율 한계를 극복하고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개

발 및 대체에너지원 확보를 목표로 전략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저감형 탠덤 태양전지 기술 및 관련 응용 분야 개발을 통한 

2030 태양전지 효율 35% 달성으로 기술·경제성을 확보하고, 폐

배터리 재사용 ESS 및 대용량 장주기 에너지저장시스템 개발, 재

생에너지 수용성 확대를 위한 차세대 변전소 기술개발 및 실증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마련하였다. 남 대표는 이를 실현하기 위

해 양산성 검증 및 소재부품 등의 개발성과 검증 등을 위한 업계 

공유가 가능한 인프라(실증단지 조성 등) 투자 지원 등 정부의 적

극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탄소중립 협의체의 마지막 발표는 중소기업분과의 퍼실리테이터

인 한경대학교 엄병환 교수가 진행하였다. 중소기업 분과는 중소

기업이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술, 중소기업형 다운사이징 

기술, CCUS와 연계된 협동화 기술 등 3가지 측면에서 탄소 저감

에 기여 가능한 기술 수요를 검토하였으며, 석탄 대체 연료 활용

공정 및 유체로형 가스상 연료 전환 기술 등 8개의 중점 추진과

제를 제시하였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탄소중립 기술개발 

과제의 중소기업 참여요건 완화 등의 규제개선 등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함을 호소하였다.

마지막으로 스마트센서 협의체의 퍼실리테이터인 아카라코리아

의 김학용 CSO의 발표가 진행되었다. 스마트센서 협의체는 스마

트센서 응용산업별 핵심 관련 기술 R&D 지원을 통한 시장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추진과제를 선정하였다. 세부 추진과제로는 자율

주행차용 라이다 센서, 전기차 배터리 진단용 복합센서, 수소 센

서 등을 비롯해 앰비언트 컴퓨팅 시대를 위한 비접촉 고정밀 센

서 및 복합센서, 접촉·비접촉식으로 다양한 건강정보를 측정하는 

바이오센서, 테라헤르츠 센서, SPAD 이미지 센서 등을 중점 추

진 분야로 제시하였다.

향후 민간R&D협의체 지원 방향에 대해 발표한 과학기술정보통

신부의 오대현 연구예산총괄과장은 “민간수요 기반 R&D 예산 

반영 프로세스 정착을 통해 제안된 과제들이 중장기 정부 R&D 

투자 방향에 반영되어 각 부처별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

력하겠다”고 밝혔다.

민간R&D협의체는 향후 협의체 분야 확대를 통해, 정부 R&D 기

획 및 수행과정에서 기업의 실질적인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활

발한 R&D 수요 발굴 및 건의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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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나무 장학생’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무게를 
가슴에 새기고 끊임없이 노력”

6기 장학생 김재능 졸업생, 목표를 이루게 해준 산기협 회원사에 감사의 뜻 전해

산기협, 9년째 이공계 고교생에 
꿈나무 장학금 지원 

현장스케치 03

산기협은 11월 18일(목) 서울 양재동 산기협 회관에서「2021년 

산기협 꿈나무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고, 2021년 선발한 제9기 

장학생 49명을 비롯한 이공계 고교생 99명에게 총 2억 원의 장

학금을 전달했다.

구자균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들을 

위해 뜻깊은 장학금을 전하게 되어 기쁘다”라며 “이공계 학생들

이 새로운 세계를 향해 계속 도전하고, 미래를 이끌어 나갈 수 있

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장학증서 수여식에는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 1학년 김유빈 

학생과 서울전자고등학교 1학년 윤한수 학생이 9기 장학생 대표

로 참석했다. 

김유빈 학생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용접 자격증 취득을 위해 열

심히 노력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베풀며 장학금의 진정한 의미

를 실천하는 인재로 성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윤한수 

학생은 “게임 제작의 핵심이 되는 게임 기획, 소프트웨어 개발 등

의 학업 수행과 함께 프로-e스포츠 선수로도 성공하여 사회에 기

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산기협 꿈나무 장학사업」은 산기협이 미래 산업기술 인재를 

육성하고자, 2013년부터 매년 전국의 이공계 특성화고, 마이스

터고, 과학영재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수행하고 있는 장학사업이

다. 장학생은 대상 학교 1학년생 중에서 품행이 단정하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으로서 교육부 추천을 받아 선발된다. 장학금은 학생

당 200만 원이 지급되며, 연간 장학규모는 총 2억 원이다. 나아가 

장학생에게는 국내 우수 중소·중견기업 방문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활동 등도 지원하고 있다.

본 사업은 지난 9년간 총 449명의 학생을 지원했으며, 현재 300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졸업생의 약 43%가 기업, 연구기관, 공

공기관 등에 취업하였으며, 40%는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에 진

학하여 학업에 정진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마창환 상임부회장, 선배 장학생 ㈜케이티앤지 김재능 사원(6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구자균 
회장,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 김유빈 학생(1학년), 서울전자고등학교 윤한수 학생(1학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김정환 실장

이공계 특성화고, 과학영재고생 등 99명에 연 2억 원 지원

졸업생 인터뷰

Q.  자기소개를 부탁합니다.

김재능: 저는 삼척마이스터고등학교 자동화기계과를 졸업하고 

케이티앤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20살 김재능입니다. 현재 고졸 

예정자 특채로 합격해 천안공장에서 담뱃갑을 꾸미는 금박 업

무를 하고 있습니다.

Q. 학창 시절이 궁금합니다.

김재능: 마이스터고등학교에 입학한다고 해서 각종 혜택이 주

어지고 취업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생활과 함께 

자격증 취득, 취업 준비 활동을 병행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습니

다. 집을 떠나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 모든 걸 혼자 해결해야 

해서 외로운 싸움이기도 하였지만 주변에는 저를 도와줄 수 있

는 선생님도 계셨고, 언제나 든든한 지원군이신 부모님이 계셨

기에 주변에 감사함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Q. 산기협 꿈나무 장학생으로 지원받으며 달라진 점은 무엇인

가요? 

김재능: 책임감과 조금의 무게감이 생겼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

지만 이러한 책임감과 부담감이 저에게는 당근과 채찍으로 작

용하였습니다. ‘장학생’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무게를 가슴에 새

기고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분야의 최고

의 기술자를 꿈꾸며 학창 시절을 착실히 준비한 덕분에 용접기

능사, 특수용접기능사, 설비보전 기능사, 전기 기능사 등의 다양

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이러한 간절함이 통했

던 것인지 대기업 취업이라는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Q. 앞으로의 포부와 꿈이 있다면?

김재능: 대기업 취업이라는 지금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

인 공부와 배움을 통해 창조성과 협력성을 갖춘 기술인재가 되

는 것입니다. 우선은 현장직으로 일하면서 실력을 쌓은 뒤 군 

제대 이후 대학을 다니면서 학문적으로 더 깊이 이해하여 실무

에서 좀 더 깊이 있는 결과를 얻어내고 싶습니다.

현재는 어린 사원이지만, 미래에는 회사에서 모두에게 인정받

는 기술자, 혹은 회사에서 쌓은 경험을 토대로 한 관리직 임원

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

Q. 장학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조언은?

김재능: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책임감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

해야 한다’입니다. 여러분의 경쟁자는 여러분 옆에 있는 학교 

친구들이 아닌 현재 여러분과 동 나이대인 모든 특성화고, 마이

스터고 학생들입니다. 수많은 학생과의 경쟁에 앞서 원하는 곳

에 취업하시려면 진짜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Q.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회원사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김재능: 장학생으로 선정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국산업기

술진흥협회에서 과분한 도움을 주셨기에 제가 책임감을 가지

고 더 열심히 학교생활을 하였고, 덕분에 대기업 취업이라는 목

표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배움으로 지식과 기술을 적

용할 수 있는 실행력을 겸비하여 회사에서 모두에게 인정받는 

기술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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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개소, 명)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11

연구소 수      32,167      35,288      37,631      39,313      40,399      40,750       42,155       44,570

중견기업          268          375          470          592          762        1,000        1,244        1,431

중소기업      30,478      33,647      36,026      37,696      38,734      38,887       40,140       42,395

연구원 수     302,486     312,466     320,201     329,938     335,882     337,420     359,975     383,683

중견기업        8,477      12,196      15,305      19,107      27,436      34,140       42,593       46,792

중소기업     163,887     176,084     184,998     190,686     193,724     192,420     199,891     210,588

개관

(단위: 명)

구분 박사 석사 학사 전문학사 기타 총계

연구원 수          26,030           96,505          221,429           30,880            8,839          383,683

중견기업            2,255           15,102           28,323              947              165           46,792

중소기업            9,944           39,901          122,284           29,842            8,617          210,588

학위별 
연구원 

구분 건설 금속 기계 생명과학 섬유 소재

연구소 수            1,387            1,791            7,240            1,189              357            1,160

중견기업               48                90              374               31               13                59

중소기업            1,310            1,675            6,709            1,150              336            1,083

연구원 수            6,386            9,648           73,256            8,253            1,647            7,076

중견기업              546            1,452           14,050              580              186              983

중소기업            4,934            6,475           33,076            6,832            1,288            4,496

(단위: 개소, 명)

분야별
과학기술

(단위: 개소)

구 분 2~4인 5~9인 10~49인 50~300인 301인 이상 총계

연구소 수           27,350           12,789             3,737               597                97           44,570

중견기업                 0               515               677               228                11            1,431

중소기업           27,350           12,274             2,621               150                 0           42,395

연구원 
규모별 

면적별 구분 50㎡ 이하 50~100㎡ 100~500㎡ 500~1,000㎡ 1,000~3,000㎡ 3,000㎡ 초과 총계

연구소 수         25,196          7,604          9,325          1,211            790            444         44,570

중견기업             56            125            552            283            289            126          1,431

중소기업         25,130          7,458          8,616            813            337             41         42,395

(단위: 개소)

기업연구소 총괄현황 _ 2021년 11월 말 현재

(단위: 개소)

구 분 건물전체 독립공간 분리구역 총계

연구소 수                        471                     34,769                      9,330                     44,570

중견기업                         77                      1,354                          0                      1,431

중소기업                        279                     32,787                      9,329                     42,395

형태별

(단위: 개소, 명)

구분
수도권 중부권

제주
서울 인천 경기 소계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강원 소계

연구소 수   13,410    1,962   13,994   29,366     1,715      201    1,502    1,269      509    5,196      188

중견기업      302        66      521      889        29         5        98       81        13      226         1

중소기업   12,951    1,864   13,217   28,032     1,642      184    1,361    1,156      490    4,833      186

연구원 수   97,782   15,277  167,454 280,513    17,481    1,506   12,884    9,605    2,575   44,051      690

중견기업    8,783    2,129   22,888   33,800       882        96    1,935    1,742      275    4,930         8

중소기업   68,241    8,410   69,389 146,040     9,389      838    6,577    5,497    2,181   24,482      672

지역별

주 1: “연구원”은 연구전담요원을 가리킴(연구보조원과 관리직원은 제외함)
주 2: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가리킴             

구 분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 운수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출판, 영상, 방송 

통신 및 정보서비스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기타 총 계

연구소 수 191 44 2,287 6,867 15 41 10,276

중견기업 1 0 22 90 0 0 126

중소기업 190 43 2,251 6,724 14 41 10,076

연구원 수 721 252 10,738 49,129 64 140 64,667

중견기업 7 0 367 6,000 0 0 6,601

중소기업 714 242 9,835 38,723 49 140 53,009

구 분 교육서비스 금융 및 보험 도매 및 소매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부동산 및 임대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 숙박 및 음식점

연구소 수 221 14 387 69 5 124 11

중견기업 7 0 1 1 0 3 1

중소기업 214 14 384 68 5 118 10

연구원 수 923 49 1,677 340 18 534 82

중견기업 115 0 32 7 0 34 39

중소기업 808 49 1,607 333 18 448 43

(단위: 개소, 명)

분야별 
서비스구분

영남권 호남권 해외
(기타) 총계

부산 울산 대구 경남 경북 소계 광주 전남 전북 소계
연구소 수     1,786       587     1,414     1,950     1,495     7,232       794       805       980     2,579         9   44,570

중견기업        35        34        36        81        67       253        17        19        23        59         3    1,431

중소기업     1,739       525     1,367     1,826     1,393     6,850       773       775       944     2,492         2   42,395

연구원 수     8,511     4,378     7,546 15,717   10,388   46,540     3,642     3,321     4,747   11,710      179  383,683

중견기업       728       600     1,112     3,372     1,266     7,078       235       163       484       882       94   46,792
중소기업     7,531     2,145     5,920     8,072     5,973   29,641     3,157     2,818     3,768     9,743       10  210,588

구분 식품 전기·전자 화학 환경 산업디자인 기타 총계

연구소 수            1,348            9,009            3,178              841            2,569            4,225           34,294

중견기업                57              245              257                10                49               72            1,305

중소기업            1,249            8,589            2,800              826            2,500            4,092           32,319

연구원 수            7,833         128,629           34,968            3,349           13,335           24,636          319,016

중견기업            1,324            9,303            8,938              131            1,005            1,693           40,191

중소기업            5,042           46,164           17,589            3,140            9,855           18,688          157,579

	기업연구소는 「기초연구 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로부터 설립 인정을 받은 연구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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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4차 영남기술경영인협의회 
운영위원회
11월 12일(금) 2021년 영기협 제50회 정기모임 
개최 논의를 위한 2021년 제4차 영남기술경영
인협의회 운영위원회를 녹산용가든에서 개최했
다.

문의:  영남사무소 김삼식 차장 
051-642-2953

문의:  대전사무소 김영서 대리 
042-862-0146

문의:  회원지원팀 강명은 대리 
02-3460-9044

2021년 제4차 호남기술경영인클럽 
운영위원회
11월 9일(화) 제14회 정기(송년)모임 개최계획 
(안) 확정을 위한 2021년 제4차 호남기술경영인
클럽 운영위원회를 광주 김냇과에서 개최했다.

2021년 제4차 전국연구소장협의회 
운영위원회
11월 3일(수) 2021년 제4차 전국연구소장협의
회 운영위원회를 오스템임플란트㈜ 중앙연구소
에서 개최하여 운영위원회 회의 및 기업 탐방의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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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산기협 꿈나무 장학증서 수여식
11월 18일(목) 장래가 촉망되는 이공계 고등학생
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2021년 산기협 꿈나무 장학증서 수여식을 산기
협회관에서 개최했다. 

문의:  경영지원실 최성원 대리 
02-3460-9093

04

제58회 산기협 조찬 세미나
11월 18일(목) 엘타워에서 제58회 조찬 세미나
를 개최하여 CEO스코어 김경준 대표가 ‘DX시대
의 디지털 피보팅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문의:  교육연수팀 육소인 주임 
02-3460-9135

05

제1회 민관R&D혁신포럼
11월 23일(화) 민간R&D협의체 활동 결과 보고 
및 투자 방향 설정 논의를 위한 제1회 민관R&D
혁신포럼을 코엑스에서 개최했다.

문의:  전략기획팀 김아람 주임 
02-3460-9037

06

IR52 장영실상 30주년 기념식	

12월 6일(월) IR52 장영실상 30주년을 맞아 과
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산업현장 연구자와 기업 
포상을 위한 IR52 장영실상 30주년 기념식을 서
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개최했다.

문의:  시상인증단 김보미 주임 
02-3460-9020

07

2021년 신기술실용화 촉진대회 및 
신기술(NET)·신제품(NEP) 인증서 수여식
12월 7일(화) 신기술 조기 발굴, 상용화 지원 및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 시장 진출 기반 조성을 
위한 2021년 신기술실용화 촉진대회 및 신기술
(NET)·신제품(NEP) 인증서 수여식을 더케이호
텔에서 개최했다.

문의:  인증심사팀 박희윤 주임 
02-3460-9022

08

2021년 하반기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시상식
12월 15일(수) 산업기술인의 자긍심 제고 및 기
업과 사회에서 엔지니어를 우대하는 풍토 조성을 
위한 2021년 하반기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시상
식을 더케이호텔에서 개최했다.

문의:  시상인증단 양미현 선임과장 
02-3460-9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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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에서는 지난 2개월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활동을 소개합니다.koita 뉴스
News

• 조세지원, 자금지원, 인력지원 등 정부지원사업 정보

• 디지털 전환, 글로벌 트렌드, 특허 등 최신 정보

• 기술기획, 사업계획서 작성 등 연구소 운영 필수사항 정보

기업R&D에 관련된 핵심 정보만 선별해서 보내드립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고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R&D 소식 받아보세요!

 추가방법 

기업R&D 전문 카카오톡 채널

카톡 상단 검색창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검색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채널추가] 클릭
01 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