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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New Healthcare

□ 헬스케어가 4차산업혁명을 만났을 때
ㅇ 의료부분과 ICT의 융합은 다양한 의료 기구 및 첨단 의료 장비의 개발 및 혁신
으로 IoT, 빅데이터는 의료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의료적 플랫폼의 발달로, AI와
로보틱스는 의료적 솔루션 개발로 이어져 예방 케어에 집중하고 있음
ㅇ 4차산업혁명의 메인스트림 기술인 AI와 로보틱스가 도입되어 병원 진료행위뿐
아니라 질병 발생 전 진단부터 치료와 예방 및 관련 전문 인력․장비까지 포괄
하는 헬스케어 전영역은 새로운 헬스케어 생태계로 전환되고 있음
■■■

헬스케어 동향

■■■

*출처 : PwC “What Doctor” 2017
□ New Healthcare의 특징
ㅇ 최근 전 산업영역에서 AI투자가 활발하며 이중 AI 투자가 가장 과열된 산업이
헬스케어로써, 질병에 관한 통찰 위기 분석, 영상 이미지 진단, 원격 환자 모니
터링, 약물 발굴, 종양학, 응급실 병원 운영, 가상지원, 정신건강, 연구, 영양
등을 중심으로 투자 자금이 몰리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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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 AI 시장 비교 (2014-2021)

■■■

의 료

ㅇ 헬스케어 로봇 시장 역시 눈에 띄는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음
- 헬스케어 로보틱스 시장 2020년까지 $11.4bn으로 성장 (Markets and Markets)
- 홈헬스 내 개인로봇시장(돌봄로봇): $17.4bn 2020년까지(Frost & Sullivan)
- 재활로봇시장(생체공학, 외골격, 차세대 웨어러블 로봇): $ 203M(2014), $1.1bn (2021)

< 美 주요 외과용 로봇 기업의 개발 및 투자유치 현황 >

기업명

세부내용

Verb Surgical

존스앤존슨의 Ethicon과 알파벳의 Verily와 외과수술 로봇 개발 중

Mazor Robotics
Renaissance

직감과 추측으로 진행해 온 척추수술을 150가지 유형으로 정형화 시킴
2015 Q4 매출이 $8.8M을 넘음

TransEnterix

최소절개 로봇수술 장비 ALF-X 시스템, 4개 팔과 로봇장치, 카메라
등 다기능 로봇수술시스템 SurfiBot 시스템 개발

Titan Medical

SPORT(Single POrt Orifice Robotic Technology) 수술시스템 개발
3D 비젼과 상호작용가능한 장치로 최소절개 수술
최근, CAD $15.1m 투자유치

Hansen Medical
Stereotaxis

체내 삽입할 도관의 위치, 조작 및 조절을 위한 로봇 개발
2016년 FDA 승인 획득
이상 심장박동 처치를 위한 로봇시스템 개발
2015년 $37.7M 총 매출 신고

□ New Healthcare Ecosystem
ㅇ 기존 헬스케어 에코시스템은 AI와 로보틱스 기술 도입으로 인간 활동 영역을
혁신적인 제품과 기술로 대체하고 있음
■■■

헬스케어 에코시스템

■■■

*출처 : PwC “What Docto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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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건강 유지 : 개인의 건강한 삶을 지원해주는 AI와 App
스마트 성능의류

생체정보측정, 개인맞춤형 프로그래밍, 스포츠 선수의 역량강화용 모니
터링 지원

삼성전자 헬스제품 스마트와치, 활동추척기 등 오픈소스OS기반 모바일 피트니스 관리 장치
자세교정을 위한 자세변화 모니터링 기기

Lumo Lift

Under Amour

IBM 왓슨을 활용 ‘인지적 코칭 시스템’애플리케이션으로 수면, 피트니스,
활동 및 영양상태에 대한 맞춤형 자문 제공. 리소스는 2억 명의 피트니스
커뮤니티 멤버 데이터와 IBM 왓슨 데이터 등

Pathway Genomics 사용자 특정 유전형질에 기초한 맞춤형 건강 자문제공

ㅇ 질병 조기발견 : 질병의 조기 발견을 위한 AI와 웨어러블 제품
Cyrcadia’s iTBraTM

초기 단계의 유방암을 추적할 수 있는 유방암진단브라
심박의 이상을 원격으로 모니터링하여 조기 추적

CardioDiagnostics

ㅇ 진단 : 질병의 초기 싸인 추적
- 2016년 영국 병원에서 구글 DeepMind를 사용하여 실명과 암에 이르는 질병의
초기 싸인을 추적할 뿐 아니라 전자환자기록에 연결된 임상 모바일 앱도 개발 중
ㅇ 의사결정 :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AI와 분석 플랫폼

3

Quest Diagnostics’
Quanum 플랫폼

헬스케어IT와 예방분석툴을 통합하여 초기 기억상실 및 치매 여부를 진단

VitreosHealth

재난적 건강 사고를 방지하지위해 건강의 변화 프로토콜이 손상되거나
개선되는 개인들을 확인하는 예방적 분석 플랫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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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AI 처치 및 치료
Innovaccer’s AI Assisted
Coordination Platform
Sentrian

환자 데이터 변화내용을 추적, 과거 긴급 요구사항을 모니터링하여
케어를 계획하고 케어와 연관된 이슈 관리
원격 환자 정보서비스로 복합적인 폐질환의 환자의 건강 계획을 모니터링
하고 분석한 정보를 제공

Royal Philips

재택 케어서비스로 원격으로 환자상태를 센서로 24/7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 제공

Google DeepMind

UCLH(Univ. College London Hospital 방사선치료과와 협업하여 치료가
어려운 머리와 목 암을 위한 방사성치료 플래닝 테스트 중

종양학에 관련
IBM 왓슨

중국, 태국 및 인도의 21개 병원 등 여러나라에서 사용되며 환자의 의료
기록에 기초하여 처리방법 제안

ㅇ 로보틱스 처치 및 치료
자폐아의 부모와 교사를 지원해주는 아동크기 인간모습 로봇
KASPAR the social robot

Giraff

만성적 환자와 외부 세계간 모바일 소통 지원 로봇, 원격조정 가능
손, 팔 사용이 불가능한 이들을 위한 식사지원 장치

Bestic

보행할 수 없고 균형을 잡을 수 없는 환자를 위한 헬스 로봇

Toyota

UV광선으로 감염균 살균하는 에볼라 방역 로봇
Xenex

병원 내 자재, 용품등의 이동 로봇
Aethos’s TUG

Veebot

채혈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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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생애 마지막 케어
상호작용이 가능한 동물모양 로봇으로 병원 등에서 환자의 스트레스 경감
Paro Therapeutic Robots

Robot Era
Zora Robotics

휴모노이드 바퀴 이동 로봇으로 실시간 센싱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전송
하여 자료 분석하여 노인의 치매를 미리 포착
병원 내 환자 돌봄 로봇으로 노인들과 소통 훈련됨

ㅇ 리서치
일본정부
BERG Health
Atomwise

스스로 학습하는 AI 개발을 위해 민관 협력 사업 중
약물 발굴 AI플랫폼으로 췌장암을 치료할 수 있는 약물 복합체 발굴에 관한
임상테스트 진행
AI로 약물을 발굴하는 기술로, 현재 에볼라 바이러스 퇴치 약 연구중

ㅇ 인력양성
- AI 컴퓨터는 최적의 학습 솔루션을 제공하고 VR과 AR은 정교함을 요구하는
스킬 트레이닝을 제공함에 따라 의사에 대한 역할과 기대가 달라짐
- 헬스케어는 단순히 임상적 의사결정, 환자 모니터링과 케어 및 외과적 지원 등
각 단계별 접근보다 통합된 인구를 위한 헬스케어로 접근하게 됨
- 질병이나 웰빙을 넘어서 헬스케어 전문가로서 적극적으로 질병 예방과 복지에
대한 통합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
□ New Healthcare는 어떻게 다른가?
ㅇ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가치 문제들, 장기적·만성적 질환, 치솟는 의료비, 인구
고령화 등 의료관련 문제들은 여전히 한정된 자원과는 상관없이 병원중심 시스템
변화에 포커싱되고 있으나,
ㅇ IoT의 보편화로 헬스케어는 언제 어디서든지 가능하며 이에 따라 AI와 로보틱스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음
ㅇ 생성 취합되는 헬스데이터의 양이 폭발적임

* 2013년 기준 헬스관련 데이터 4제타바이트를 초과함(4조기가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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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헬스케어의 IT융합은 제품에서 서비스로 서비스에서 솔루션으로 빠르게 이동

‘

’

하여서, 기존 헬스케어가 혁신적인 의료제품 개발에 주력하는 것에 비해 New

‘

’

‘

Healthcare는 실시간, 성과기반 의료플랫폼 에서 AI, 로보틱스, VR을 활용하는

’

의료 솔루션 을 지향함
- 이러한 솔루션은 결과적으로 정밀의료로 이어지고, 가족과 개인적 수준의 의료
맞춤화가 진행되어 질병의 예측 및 예방을 지향함
ㅇ 헬스케어의 기술 발달 효과는 기술 개발 그 이상의 의미로, 헬스케어 접근이
용이하여짐으로 보편적 헬스케어 보장이 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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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스마트 스텐트

□ 스텐트 시장
ㅇ 스텐트는 혈관 및 기관의 폐색 부위에 삽입하여 개통을 유지시키기 위해 80년대
부터 사용하는 기구로 사망률 높은 성인병인 심혈계 질환의 주요 치료법
- 혈관세포는 계속 자라기 때문에 스텐트 시술 후 정기적 혈관 상태 점검 필요(27%: 재발)
ㅇ 국내 혈관용 스텐트는 97%를 수입에 의존하는 만성적인 무역수지 품목
■■■ 국내

혈관용 스텐트 시술현황(좌), 세계 혈관용 스텐트 시장규모(2012-2020)

■■■ 국내

스텐트 수입액 비중(좌), 국내 연도별 스텐트 수출입현황 추이(우)

■■■

■■■

* (출처: KHIDI, Medical Devic Market Research Report Vol 52)
□ 국내 개발 스마트 스텐트
ㅇ POSTECH은 3D 프린팅과 화학반응을 통해 신개념 스마트 스텐트 개발 (2018.1월)
- 신소재공학과, 기계공학과, 창의 IT융합공학과로 구성된 연구진은, 생분해성
고분자를 이용해 3D 프린터로 스텐트 만들고, 탄산칼슘을 코팅함
- 탄산칼슘으로 코팅된 스텐트를 막힌 혈관에 삽입하면 스텐트 주변을 둘러싼
지방 찌꺼기의 낮은 산도 때문에 이산화탄소 거품발생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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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산화탄소 거품은 그 자체가 조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영제를 투여하지 않고도
체외 초음파 기기를 이용해 혈관 내부를 모니터링 가능
- 또한 거품에 의해 지방 찌꺼기가 제거돼 스텐트 시술의 부작용으로 알려진 혈전
생성과 반복되는 협착 증상도 예방
■■■

포스텍 개발 스마트 스텐트 작동 원리

■■■

* (출처:의과학연구정보센터, 포스텍, 2018. 1.23)
□ 해외 개발 스마트 스텐트
ㅇ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大(UBC)에서 스마트 스텐트 개발 (2018. 6. 19)
- 기존 스텐트에 초소형 마이크로 센서와 미니 안테나 장착, 혈관 문제 발생 시
무선신호로 알려주며, 현재 돼지 임상실험에 성공하였고 사람 대상 실험 준비 중
■■■

UBC 개발 스마트 스텐트 작동 원리(좌) 및 스마트 스텐트(우)

■■■

* (출처:Science Daily, June 19 2018)
참고문헌
[1]
[2]
[3]
[4]
[5]

KHIDI, Medical Devic Market Research Report Vol 23
KHIDI, Medical Devic Market Research Report Vol 52
Science Daily, June 19 2018
의과학연구정보센터, 포스텍, 2018. 1.23
Science Times 2018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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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의료) 로봇 외과수술 개발 현황

 다빈치 시스템(Da Vinci Surgical System)
ㅇ 美 Intuitive Surgical社의 로봇외과수술시스템으로 2000년 FDA 승인 획득

* 다빈치 외과수술시스템 대당 가격: ₤1.5M

ㅇ 복잡한 수술도 최소절개만으로 집도 가능하며 주로 전립선 절제술에 사용되며
최근 심장판막 수술 및 부인과 수술에도 적용하는 등 적용범위 확대 추세
ㅇ 2012년 전 세계 20만 건의 외과수술에 사용, 2017년 University College Hospital
in Central London에서만 한 해 600건의 전립선 절제술에 활용
ㅇ 2017년 전 세계 4,271기기 보급되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로봇외과수술시스템

* 권역별 보급현황: 美 2,770대, 유럽 719대, 아시아 561대 등

ㅇ 장시간 외과수술 후 외과의 어깨, 등 후유증 극복에 도움이 되고 3D VR시뮬레이션
효과로 수술 실습에 탁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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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빈치 외과수술 시스템

■■■

의 료

 Verb solution of Surgery 4.0: Digital Surgery
ㅇ 구글과 존슨앤존슨이 공동 설립한 실리콘벨리 스타트업인 Verb Surgical에서
개발 중인 디지털 외과수술 시스템, 현재 프로토타입 단계로 2020년 로봇 출시 목표
ㅇ 폭탄제거 로봇으로 개발된 Taurus (SRI Robotics) 기술 응용을 위해 라이센싱
계약 체결
ㅇ 전 세계 80억 인구 중 50억 인구는 외과수술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실 가운데,
합리적으로 시술비용을 개선하여 현재 전 세계 인구 5%만이 누리는 외과수술
기회를 75%이상으로 확대하고자하는 외과진료의 민주화를 기대
 Versius, CMR Surgical
ㅇ 英 CMR Surgical*에서 개발 중인 차세대 외과수술로봇으로 ISO 취득했고 2018년
1억 달러 투자유치

* CMR Surgical (캠브리지 메디컬 로보틱스 서지컬)은 영국 캠브리지 소재 스타트업
ㅇ 기존 외과수술 작업흐름에 잘 맞는 콤팩트한 사이즈로 인체공학적으로 디자인
되어 외과의의 육체적, 정신적 피로도를 낮추는데 효과적
ㅇ 기능적 특징
- 외과의 스스로 조작, 사용이 용이하며 유연하여 정밀 수술에 효과적
- 4개 축의 손목관절이 로봇팔 어느 부분이든지 연결되는 설계
- 오픈 설계된 콘솔에는 외과수술부위 정교하게 보여주는 3D HD 모니터가 부착
되어있고 외과의가 선호하는 수술자세에 맞춰 높이를 조절가능
- 다양한 기능의 로봇 손목이 부착되어있으며 5mm 포트를 통해 작동 가능
- 각각의 로봇팔은 모듈식으로 설계, 5개의 로봇팔을 동시에 부착조작가능
■■■

CMR Surgical

■■■

10

융합 동향_2018-04호

 기타 외과수술 로봇 제품
기업명

제품명

제품 기능

Sensei X2

로봇 도관 시술시스템

Magellan

로봇외과수술시스템

외양

Auris/Hansen
Medical

Stereotaxis

Epoch

TransEnterix

Senhance

Titan Medical

SPORT

Stryker

Mako Rio
Robot

Smith &

Navio

Nephew
Zimmer-Biomet
Medtech
ISTG

구성
- 로봇 팔을 사용하는 원격 네이게이션
시스템(Niobe)
- 로봇 진단과 레이저 절제 장치를 위해
설계된 로봇 네비게이션 시스템(Vdrive)
로봇 외과수술 플랫폼
햅틱기술 활용

로봇 외과수술 플랫폼
최소절개수술의 절개 부위를 줄이기
위해 1개 포트 사용

무릎, 둔부 등 부분 수술에 사용

무릎수술 시스템

Rosa Brain

최소절개수술을 위해 설계되었고

Rosa Spine

동일한 플랫폼을 사용함

참고문헌
[1] The Guardian,https://www.theguardian.com/technology/2018/jul/29/the-robot-will-see-you-now-couldcomputers-take-over-medicine-entirely
[2] Mass Device, https://www.massdevice.com/11-surgical-robotics-companies-you-need-to-know/
[3] CMR Surgical, https://cmrsurgical.com/versius/technology/
[4] The da Vinci surgical system, http://www.davincisurgery.com/da-vinci-surgery/da-vinci-surgical-system/
[5] verb surgical, http://www.verbsurgical.com/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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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 데이터를 활용한 국·내외 주요도시 사례

☐ 추진배경
ㅇ 선진 도시들은 공통적으로 오픈데이터 활용을 위해 시정부가 주도적으로 거버
넌스 체계를 마련하고 Dashboard(포털)을 구축함으로써 데이터 접근성 제고
및 지역경제 기여
ㅇ 우리의 경우 중앙 정부차원에서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활용도를 높이고는
있으나 양적 제공*에 비해 질적 활용은 미흡한 것이 사실
- 특히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 또는 지속적인 데이터 포털 운영은 미비

* ‘17년 기준 OECD 31개 국가를 대상 공공 데이터 개방 지수 1위(OECD 평균 0.55점, 한국 0.9
4점, OECD 발표 정부 백서)[1]

ㅇ 스마트시티 데이터 경제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오픈데이터 제공자, 사용자(시민,
개발자), 촉진자(Enabler)로 구성되는 민간 중심 생태계(Data Ecosystem) 형성이 중요
- 뉴욕, 런던 등의 해외 선진도시 및 국내 추진 프로젝트 주요 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시티 추진에 참고자료로 제공하고자 함
☐ 주요현황
1) 해외 선진도시 사례
ㅇ (뉴욕) 2015년 MODA(Mayor's office of data analytics)와 DoITT(Depart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Telecommunication)이 오픈데이터 포털(Open data for all)을 발의 하면서
체계를 구축[2]

<NYC 오픈데이터 포털, https://nycopendata.socrat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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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en Data dashboard를 구축함으로써 서비스 분류 별 현황을 조회 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

‘

’

- 또한 Open Data Law 를 발의하여 데이터 보존, 데이터에 대한 적절한 업데이트
등을 명시화
■■■

뉴욕市 오픈데이터 활용 대표 사례

■■■

<화재점검시스템 RBIS(Risk-Based Inspection System)>
ㅇ MODA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동 시스템 구축
- 시에서 생성하는 건물정보, 일선 소방관 조사 및 경험
정보, 민간 참여 등을 융합하여 화재 위험 구역 지정
및 실제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

* RBIS를 통해 25% 점검 시 화재 방지율이 21%에서 75%로 상향
<Tunnel Vision NYC>
ㅇ 지하철 map을 기반으로 하여 실시간으로 지하철 운행
시간을 확인하고 원하는 지역의 인구 붐빔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smart 교통 서비스

* 구글지도 맵에 매쉬업된 오픈데이터 교통정보 뿐 아니라
유동인구의 붐빔 정보를 종합적으로 확인 가능

‘

’

ㅇ (런던) 2010년 런던 데이터스토어 를 만들어 교통, 주거, 교육, 환경, 문화 등
1,000여종의 공공데이터를 시민, 기업 누구나 가공해 사용할 수 있도록 민간에
개방[3]

<런던 데이터 스토어 홈페이지, http://data.london.gov.uk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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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런던 교통국이 2015년 공개한 오픈데이터 통합 API 는 교통정보, 대기 질, 공공
자전거 대여 장소, 와이파이 접속 장소 같은 다양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

‘

’

- 런던시는 17년 오픈데이터를 전담하는 런던 데이터 분석실 을 신설하고 최고
디지털책임자(CDO)를 선임
■■■

런던市 오픈데이터 활용 대표 사례

■■■

<MunchDB>
ㅇ 영국에서 제공되는 오픈데이터(위생 정보)를 활용하여
Darian Moody & Liliana Kastilio가 개발한 App
ㅇ 해당 app을 통해 음식배달 업체들이 런던시 레스토랑의
위생 상태를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고려한 배달 서비스 품질 제고
<Citymapper>
ㅇ 2011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16년에 발표한
슈퍼라우터에서는 버스, 지하철, 우버, 택시 등을 연계
하여 새로운 복합 교통서비스 제공
ㅇ 전 세계 39개 주요 도시에서 관련 서비스 제공중

2) 국내 프로젝트 추진 사례

‘

ㅇ (서울시 서대문구) 14년 이후 구에 제기된 민원 10만 건을 분석해 민원지도
시스템*을 구축하여 구청 내부 전산망에서 활용[5]
- 민원이 발생하는 구역을 지도에서 지역별, 요일별, 시간대별로 확인이 가능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신속한 민원 대처 가능

* 시스템은 종합 상황판, 민원지도, 민원통계, 민원목록, 업무관리, 민원관리 카드 등의 6개 항목
으로 구성

<서대문 ‘민원지도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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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대구시) 모바일 빅데이터를 활용해 상주인구와 유동인구를 분석하는 대구

’

서비스인구분석시스템 구축, 운영[6]

- SK텔레콤 기지국 기반 모바일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상주인구뿐 아니라 관광,
쇼핑, 의료, 교육 등을 위해 지역을 방문하는 유동 인구를 분석
- 지도상에 원하는 지역(구군 및 읍면동)을 설정하고 분석기간 및 조건을 입력하면
원하는 정보를 획득

* (예시) 수성구 범물2동에서 외국어 학원 창업하기 좋은(경쟁 업종이 없는) 위치 확인 가능
ㅇ (부산시) 사물인터넷(IoT) 기반 서비스 실증사업(‘15년~‘17년)을 통해 수집 및
생성된 데이터를 오픈 플랫폼을 통해 민간에게 개방[7]

- 스마트 교통정보 및 파킹 정보 등의 데이터를 한글이나 엑셀 형태가 아닌 오픈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형태로 제공하여 활용이 용이
- 다양한 에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사용자 개발가이드도 함께 제공 중

<부산 스마트시티데이터 소개 사이트>

<오픈 API 사용자 가이드>

참고문헌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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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방) 육군, ICT융합기술 적용을 통한 軍스마트화

☐ 4차 산업혁명, 육군이 선도한다
ㅇ 육군, 국방에 ICT 핵심기술(IoT, Cloud, Bigdata, Mobile 등) 본격 적용 시도
- 육군 정보통신학교 내 ‘ 육군 ICT융합센터’ 를 개설하여 4차 산업혁명과 미래전에

‘

’

대비하는 초연결 육군 구축을 위한 ICT 軍 설계 구상

* ICT분과, 공중통신분과, EMP 방호분과로 구성되며 워리어플랫폼의 ICT 적용방안, 드론봇
운용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방안 등을 연구
- 초연결군(Hyper Connected Army) 구현에 대한 군 간부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

‘

육군 고급정보화 정책과정’ 을 개설하여 18년 7월까지 총 13회 교육 추진

* 인공지능, 빅데이터, 자율주행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과 융합방안, 정보화 진화에 따른
리더십 등 다양한 지식과 체험식 현장학습 진행
ㅇ 특히, AI+ICBMS*를 기반으로 하는 ‘ 5대 게임체인저’ 를 통해 제대별·기능별 역량이
실시간 초연결된 스마트한 육군으로 변혁하기 위해 노력

* ICBMS : IoT, Cloud, BigData, Mobile, Security

-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응해 전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최단시간 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지상작전 수행개념으로 전천후·초정밀·고위력 미사일 3종과
공지기동부대, 특수임무여단, 드론봇 전투체계 등이 핵심 구성요소
< 5대 게임체인저 >
ㅇ 전략적 수준
① 북한의 핵·WMD 및 수도권을 위협하는 스커드·장사정포를 조기에 제거할 수 있는 KTSSM,
현무-2, 4 등 ‘전천후·초정밀·고위력 미사일 전력’ 확충
② 전략적 기동을 위한 ‘기동군단·공정사단’을 임무에 최적화되도록 편성하고 전력을 구축
③ 북한 전쟁지도부 제거를 위해 창설된 ‘특수임무여단’의 조속한 임무수행의 완전성 제고
ㅇ 작전적 수준
④ 정찰 및 타격능력, 화생방오염지역 및 지뢰지대 등 고위험지역 작전수행능력을 갖춘 ‘드론봇
전투체계’를 편성하여 미래 육군을 유·무인 복합전투조직으로 탈바꿈
ㅇ 전술적 수준
⑤ 최첨단, 전투복, 방탄헬멧, 전투장비 등을 갖춘 워리어 플랫폼을 통해 개인의 전투 효율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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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장기 프로젝트와 최우선 사업으로 선정된 최첨단 전투체계 ‘ 워리어 플랫폼’
- 각개 병사의 전투피복, 전투장구, 전투장비 등을 최상의 전투력이 발휘되도록
통합한 전투체계로 ICT기술을 적용하여 전투 효율성과 편의성에서 완전함을 추구

* 낮은 출산율과 점차 단축되는 복무기간은 병력 감축에 심각성을 더해 육군의 전투력 유지를
위해서는 개인전투원의 압도적인 전투능력 발휘가 요구됨

‘

’

- 5대 게임체인저 중 ②공지기동부대, ③특수임무여단의 성공적인 작전 수행을
위해서도 업그레이드된 개인 전투체계의 우선적 확보가 필수
ㅇ 미국, 이스라엘 등 군사 선진국은 최고의 전투원 양성을 위해 워리어 플랫폼의
끊임없는 품질개선과 다양화를 추진하는 중

‘

’

- 미국은 Future Force Warrior 로 명명하며 2025년쯤 실전에서 활용할 예정
■■■

해외 기술동향 (미국)

■■■

* (출처) 국방과학연구소, 워리어 플랫폼 기반 드론봇 연계 발전 방안
-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등에서도 개인 전투체계를 개발하여 운용중이며 영국,
러시아, 인도, 싱가포르, 일본 등 20여개 국가에서 전력화/연구개발 추진 중
■■■

해외 기술동향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

* (출처) 국방과학연구소, 워리어 플랫폼 기반 드론봇 연계 발전 방안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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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우리나라 육군의 경우, 워리어 플랫폼을 3단계에 걸쳐 개발·공급할 예정
- 1단계는 개별조합형으로 현재의 장비를 보완하여 우선 보급하고, 2단계(Block-1)은
개인 전투체계를 통합하는 것으로 개발완료 후 시험용 제작 및 테스트 진행 중이며,
3단계(Block-2)은 일체형으로 전투 수행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첨단기술 적용 예정
■■■

워리어플랫폼 발전단계

■■■

* (출처) 육군 블로그, 압도적 전투력, 미래 대비하다
- 이러한 워리어 플랫폼을 통해 지휘통제·치명성·임무 지속성 등 극대화 도모
< 워리어 플랫폼 단계별 구성내용 >

치명성
기동성
생존성
지휘정보
임무지속

직접조준 공중폭발 화기
개별 소형화, 경량화
개별 방탄복·방독면·보호의
육성 및 육안
개별 전지

구분

1단계

개별조합형

간접조준 모듈형 개인화기
통합 소형화, 경량화
모듈형 생존 보호 시스템
분대급 스마트 정보처리기
BMS기반 충전식 통합전지
2단계

통합형

초소형 스마트무장
하지 근력 증강
일체형 생존 보호 시스템
네트워크 통합 정보처리기
하이브리드고효율연료전지
3단계

일체형

* (출처) 중앙일보, 육군의 게임 체인저, 한 벌 5000만원 ‘워리어 플랫폼’

ㅇ 육군, 워리어 플랫폼 아크부대 최초 보급 실시 (‘ 18.6월)
- 아랍에미리트(UAE)에 파병되는 아크부대 14진에 각종 첨단 개인 전투장구로

‘

’

구성된 워리어 플랫폼 최초 보급
■■■

아크부대 14진, 워리어 플랫폼 착용

■■■

* (출처) 중앙일보, 육군 최초 ‘워리어 플랫폼’ 아크부대가 입는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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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리어 플랫폼 활용 시나리오 >

▲ 스마트 차기 소총이 일체형 헬멧과 네트워크로
연동되어 정찰용 드론이 파악한 적의 정보를
헬멧의 영상전시기로 실시간 공유하고 소총이
표적에 자동으로 조준되어 발사된다. 또한
발사된 탄환은 표적을 향해 미사일처럼 유도된다.

▲ 방탄슈트는 가볍고 불에 잘 타지 않는 내구성에
화학탄과 생물학 무기에 대한 방호기능도
갖추게 된다. 또한 생체인식을 통해 주변 환경에
맞추어 위장이 가능하고 전투원의 생체신호를
모니터링해 건강상태까지 점검한다.

▲ 하지근력 증강체계, 즉 웨어러블 로봇 옷을 착용
하면 평소 자신의 근력보다 40~50kg 이상의 무게를
지니고 다녀도 부담이 없다.

※ 최근 아크부대 14진에 보급된 워리어 플랫폼은 성능이 개선된 방탄모, 전투복,
방탄조끼와 조준경 등 18개 장비로 구성되었으며 다만, 1단계 워리어 플랫폼이기
때문에 첨단 ICT기술 적용은 미비한 상태
※ 향후 ‘ 26년 3단계까지 첨단 ICT 기술적용을 통한 워리어 플랫폼 고도화로 최강의
육군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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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동체) 자율주행 무인배달로봇 개발 현황

☐ 앞으로 배달은 자율주행 로봇이?
ㅇ ICT 기술의 발전에 따라 자율주행 기술 및 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자율주행 서비스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 공공·산업·생활 등 사회·경제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
- 기존 이동체에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新서비스 발굴 필요
ㅇ 특히, 최근 발생한 사회문제 중 신도시 내 아파트와 택배회사 간 택배분쟁 논란이
큰 이슈로 떠올랐지만 별다른 해결방안 부재
- (입주민) 안전을 사유로 지하주차장 택배차량 출입금지, 택배회사 저상차량 사용
등을 요구하였으며, 일부 아파트에서는 상품의 분실·훼손으로 감정싸움까지
발생하는 중
- (택배회사) 이사차량, 오토바이 등 기타 물건배송차량은 단지 내 출입을 허용
하고 있는데 택배차량만 금지하는 것은 주민 이기주의라고 주장
■■■

택배 갈등 모습

■■■

※ 택배 年23억 건(1인당 택배 年 45회), 對面배송 20%뿐, 기사도 고객도 불만
ㅇ 또한, 온라인 결제 시장이 확대되어 배송 물품의 급증과 택배기사 부족이 택배
회사에게 많은 부담으로 다가오면서 곳곳에서 배송료가 인상되는 현상 발생
-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관련 기업들이 배송료를 올리고 있으며 국내 주요 택배
회사들도 연내 택배운임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측
ㅇ 택배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택배회사의 인력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
안면인식 등 ICT 新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 무인배달로봇 개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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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징동상청
ㅇ 중국 징동상청은 자율주행 무인배달로봇 서비스를 발표하고 현재 서비스 제공
중이며, 중국 공안으로부터 도로주행에 대한 감독을 받고 있음
- 자율주행 무인배달로봇 서비스의 관리시스템 개발을 통해 현재 1일 1~200건의
처리량을 1,000건까지 확대할 계획
- 징동상청 무인배달로봇의 속도는 최대 15km/h로 360도 카메라와 각종 센서를
통해 도로 노선 및 장애물 등 인식이 가능하며, 주문자는 얼굴인식, 피킹코드
입력, APP 링크 확인의 3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물품 수령이 가능
- 물품 주문자에게 직접 배달하는 것 이외에 각 거점에 있는 배달기사 간 배송
물품을 전달하는 역할도 가능하여 인력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
■■■

중국 징동상청

■■■

* (출처) 중국 징동상청
2) 미국, 뉴로
ㅇ 미국 버지니아 주와 아이다호 주는 무인배달로봇을 주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법규*를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배달로봇 시장의 활성화 도모
* 법규 주요내용 : 배달로봇의 최대 속도 10마일(약 16km), 본체 무게 50파운드(약 22kg) 이하

‘

’

- 최근 전 구글 엔지니어 출신이 만든 자율주행 무인배달로봇 뉴로 가 등장하면서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으며 약 1천억 규모의 벤처 캐피탈을 조달받는 등 미래가
유망
- 크기는 컴팩트 SUV 정도이며 무게는 1톤 이하로 디자인 보다 화물공간을 최대한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실용성을 바탕으로 설계되었으며 주문자는 PIN 코드,
얼굴인식, 생체인증 등을 통해 본인 확인 후 물품 수령 가능
- 뉴로는 미국 대형 슈퍼마켓 체인인 크로거와 파트너십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 70%가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크로거의 배달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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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뉴로

■■■

* (출처) 미국 뉴로
3) 영국, 스타십 테크놀러지스

‘

ㅇ 영국 스타십 테크놀러지스는 17년 피자 브랜드 도미노와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유럽 일부지역에서 시범운행 중에 있으며, 새로운 파트너십 체결을 위해 노력 중
- 무인배달로봇은 6개의 바퀴로 평균 6.4km/h 속도로 움직이며 내장된 지도와 GPS,
자이로스코프, 9대 카메라 등의 센서를 통해 장애물을 피하면서 목적지까지 이동
- 약 9kg까지 물건을 실을 수 있으며 주문자는 전용 App을 통해 실시간 배송추적이
가능하고, 주문자에게만 전송되는 PIN 코드를 통해 물품 수령 가능
■■■

영국 스타십 테크놀러지스

■■■

* (출처) 영국 스타십 테크놀러지스
4) 한국, 우아한형제들

‘

’

ㅇ 국내의 경우, 우아한형제들 에서 자율주행 음식배달 로봇 ‘ 딜리’ (1단계)를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최근 백화점 푸드코트 내에서 현장 테스트 진행

* (1단계) 실내 푸드코트 내 음식배달 → (2단계) 아파트 단지, 오피스텔, 대학 캠퍼스 등으로
확장 → (3단계) 일반 보행로를 원활하게 주행하여 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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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우아한형제들

■■■

※ 다만, 국내외 모두 주문자(사람)에게 직접 배달하는 완성형 배달로봇은 아니며
배송지 근처까지 주문자가 나와서 물품을 수령해야하는 번거로움은 존재

참고문헌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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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
•

7

(교육)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국·내외 대학 주요사례

☐ 추진배경
ㅇ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국·내외 대학들은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미래
경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치열하게 경쟁
- 스마트 팩토리, 자율주행차 등 관련 기업 및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차세대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해 노력중이며,
-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을 활용하여 스마트한 캠퍼스를 구축함으로써 미래 인재
양성 및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집중 투자 진행
ㅇ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신산업 육성 및 캠퍼스의 스마트화를 추진중인 국·
내외 대표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대학의 혁신활동 계획 수립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현황
1) 기술 경쟁력 확보 및 신시장 창출

미국
독일
핀란드
한국
국

가

미시간대
아헨공대
알토대
홍익대
대

학

ㅇ 무인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 M-시티 운영
ㅇ 스마트팩토리, 전기자동차 생산 시설
ㅇ 산업인터넷 캠퍼스
ㅇ 인공지능 캠퍼스
내

용

ㅇ (미시간대) 자동차 스스로 주변 상황을 인지해 주행하는 세계 최초 자율주행
미니도시(M-City)를 미시간주 앤 아버 캠퍼스에 구축, 운영[1]
■■■

미시간대 M-City 주요 내용

■■■

ㅇ 개관 및 규모 : 15년 7월, 13만m2(약 4만평)
ㅇ 투자 : 초기 투자금액 1,000만 달러 중 주정부 600만
달러, 400만 달러는 관련 기업 15개사 지원
ㅇ 내용 : 자동차 스스로 주변 도로 상황을 인지해 운전
가능 하도록 기존 도시와 동일한 형태로 구축
- 도로, 가건물, 교차로, 횡단보도, 지하차도 등의 도시부와
자갈길, 철도 건널목, 4차선 도로 등의 교외부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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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아헨공대) 인더스트리 4.0 기반 생산 라인을 실습-연구-훈련하여 실제 제품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Demonstration Factory 운영[2][3]
- 대학 내 260여개 연구소가 기업과 협력하며 기업이 원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학업과 연계하는 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

‘

‘

- 14년 설립된 이고(eGO) 모바일은 16년 아헨대학 지원을 통해 전기차 이고(eGO)
라이프를 개발하였으며, 아헨공대에는 하루 6대 생산할 수 있는 전기차 공장 보유[5]

<아헨공대 개최 ‘전기차 데이‘>

<아헨공대 ‘스마트 공장’>

‘

’

ㅇ (알토대) 창업 지원 프로그램 스타트업 사우나 운영, 5G 이동통신 테스트베드
및 산업 인터넷 캠퍼스 구축을 통한 기술 창업 지원[4]
- 학교 창고 건물을 개조해 창업을 위한 6단계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 (1단계) 창업 기본 지식 및 이론 전수, (2단계) 아이디어 구체화 및 상품성 검증, (3단계) 멘토
지원을 통한 아이디어 및 기술 배양, (4단계) 네트워킹을 통해 팀 구성, (5단계)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스타트업 사우나, (6단계) 투자자들 앞에서 창업 아이템 발표

- 산학 협력*을 통해 우수 기업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장비 등을 지원받고 있으며,
대학으로부터 지적재산권을 라이센스 형태로 제공(매출 발생시 저작권료 지급) 받아
창업 부담 해소

* 5G 캠퍼스(노키아), 산업인터넷 캠퍼스(지멘스, ABB, 노키아 등)

<알토대 ‘스타트업 사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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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토대 ‘산업인터넷 캠퍼스’>

교 육

ㅇ (홍익대) 경기도 화성에 로봇, 드론, 자율주행차 등의 테스트 시험환경을 갖춘
4차산업혁명 캠퍼스를 22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 예정[5]
■■■ 홍익대

4차산업혁명캠퍼스 주요 시설(안)

■■■

ㅇ 개관 및 규모 : 22년, 36만m2(약 11만평)
ㅇ 주요시설
- 자율주행파크 시험 주행로, 드론 시험장
- 농약살포, 잔디관리 등 필드로봇 시험장
- 농업용 및 임업용 로봇 시험장
- 비정형 환경 및 재난구조 로봇 시험장 등

2) 스마트 캠퍼스 구축을 통한 교육 혁신
국

가

대

학

애로조나주립대
노스케롤라이나주립대
옥스포드대
단국대학교

미국
영국
한국

내

용

ㅇ 학습자 맞춤형 교육 적용 및 MOOC 도입
ㅇ 지능형 도서관 구축, 운영
ㅇ 블록체인 캠퍼스 프로젝트
ㅇ 학사시스템에 인공지능 접목

ㅇ (美애리조나주립대)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적응학습 도입 및 MOOC 시스템 적극 활용[6]
- 수학, 생물, 미시경제학 등의 기초학문에 AI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평가
하고 수준에 맞는 학습 방법을 제시해 학습 성과 제고

* ‘16년 도입 후 수학과정 성적 평균이 28% 향상되었으며, ‘17년 미시경제학의 경우 C학점
미만 비율이 38%에서 11%로 낮아짐
- 대표적 무크 플랫폼 edX에서 대학교 1학년 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누구든지 애리
조나주립대 2학년으로 입학이 가능

* 학위과정 10만 명중 3만 4,000명이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으며, 1만 5,000여명의 학생이
온라인만으로 학위과정을 진행

ㅇ (美노스케롤라이나주립대) 인공지능(AI)를 접목한 지능형 도서관 신축에 1억 3,000만
달러(약 1,460억 원) 투자[7]

‘

’

- 엘리 라는 인공지능 북봇(bookbot)이 수백만 개의 도서와 자료를 관리하고, 철제
데크안에 보관되어 있는 로봇 팔들에 의해 주문도서 전달
- 주문자는 도서관에 설치된 모니터 또는 모바일을 통해 5분 안에 신청도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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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케롤라이나주립대 도서관>

ㅇ (英옥스포드대) 유럽 최초로 국경 없는 교육사회를 만들기 위해 블록체인 대학교
설립을 위한 프로젝트 추진 중[8]
-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대학 제공과목 및 개별 학생 맞춤형 과목을 결합한 온․
오프 과정, 대학 시스템* 등에 블록체인 기술 적용

* 학생 출석여부, 학점 및 논문 제출기한, 학업성적 위변조 방지 등
- 유럽연합(EU) 학위 수여 인증을 추진하여, 인도 학생이 뉴욕에 있는 교사에게
수업을 듣고 EU에서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예정

‘

’

ㅇ (韓단국대) 학사시스템에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AI캠퍼스 를 구축하여 21년까
지 완성 예정[9]

- 학사, 학과강의, 취업설계 등을 친구와 채팅하듯 AI에 문의하면 개인에게 최적화된
답변을 제공하는 챗봇 도입

* ‘18년 2학기부터 강의시간표 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교과목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 컨설팅, 자기계발 컨설팅, 학사정보 등의 기능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

참고문헌
[1] 미시간대 대학교 M-City 소개 사이트 (https://mcity.umich.edu/our-work/mcity-test-facility)
[2] 아헨공대 스마트 팩토리 소개 사이트 (https://www.fir.rwth-aachen.de/en/about-us/smart-logistics-cluster/dem
onstration-factory-reference-factory-industry-40)
[3] 한국경제, 캠퍼스에 전기차공장, AI․로보틱스 투자, 글로벌 대학은 ‘별천지‘(2018.02)
[4] 매일경제, 스타트업 시작은 기업가 정신 함양...산학 협동 모범사례(2017.10)
[5] 중앙일보, 화성에 4차 산업혁명 캠퍼스 첫삽(2018.4) 및 홍익대 화성캠퍼스 브로셔
[6] 중앙SUNDAY, 족집게 AI가 ‘수포자’ 지도하자 평균 성적 28% 뛰었다(2018.02)
[7] 한국경제, 1천억 빅데이터 연구소·1400억짜리 AI도서관...신산업 전사 키우는 미국 대학(2017.06)
[8] 아시아경제, 대학도 에어비앤비처럼? 英옥스포드대, ‘블록체인 대학’ 만든다(2018.06)
[9] 경향신문, 단국대 국내최초 ‘인공지능캠퍼스’구축 개인별 맞춤교육(2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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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

•
•

8

(사회문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능정보기술

☐ 추진배경

‘

‘

ㅇ 국내 등록 장애인 수는 17년 기준 약 2,546(천명)으로 11년부터 감소세를 유지

‘

하다가 16년부터 소폭으로 증가[1]

* ‘11년 2,519(천명) → ‘15년 2,490(천명) → ‘16년 2,511(천명) → ‘17년 2,546(천명)
** 유형별로는 지체장애(1,254, 49%), 청각·언어 장애(322, 12.6%), 시각장애(253, 9.9%)의 순(‘17년)

ㅇ 최근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의 지능정보기술 보유 기업에서 신규 비즈 모델
또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다양한 제품, 서비스 출시 중
-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내외 대표기업 제품 및 서비스 현황을 살펴보고자 함
☐ 주요현황
1) 해외기업
ㅇ (구글 딥마인드) 2016년 옥스포드대와 함께 사람 입 모양으로 어떤 말을 하는지
의미를 알아 낼 수 있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립넷(LipNet) 시스템 개발[2]
- BBC 둥 5000시간 이상 유명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사람의 입 모양과 음성
정보를 학습하여 의미를 파악하도록 AI에 학습

* 독순법 대결 결과 립넷 AI는 방송내용의 약 46%의 정확도를 기록해 인간 전문가 12.4%

보다 약 4배 높은 수치 기록

- 청각장애인을 위한 제품 적용 및 CCTV 등의 보안시스템, 시리 같은 AI제품에
입모양만으로 명령제어가 가능한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에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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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순법(입모양 읽기) 대결 BBC 방송 장면, 구글 딥마인드 연구보고서>

‘

ㅇ (마이크로소프트) 17년 파킨스 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손떨림을 완화시켜주는
손목 시계형 웨어러블 기기 엠마워치 개발[3]

‘

’

- 진동 모터를 사용해 뇌가 떨림을 유발하지 못하도록 신호를 보내 근육 떨림을
진정시키는 기술
- 파킨슨 환자의 근육 떨림 현상을 상쇄시키기 위해 신호를 뇌에 전달하고 엠마가
반대로 진동을 발생해 근육 떨림을 줄여주도록 개발

< 엠마워치 착용 사용 결과, MS >

‘ ’

ㅇ (日사이버다인) 웨어러블 로봇 할 을 개발하여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 획득
- 할은 사람이 몸을 움직일 때 다리 근육 또는 허리 등에 부착된 센서를 통해 뇌에서
근육으로 전달되는 생체 신호를 감지해 손발의 움직임을 도와주는 의료 장비
- 특히 작업지원용 Hall은 건설 현장이나 공항 등에서 적용되어 활용 중

* 건설 현장 적용시 노동자 작업 부담 지원(40Kg의 짐을 들 경우 최대 16Kg의 무게는
로봇이 분담하고 작업량도 1.5배 증가)
[4]

< 하네다 공항 Hall착용 시연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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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 오바야시구미 현장 작업 모습 >

사회문제

2) 국내기업
ㅇ (LGU+) 청각장애인, 중증장애인 3000기구에 가스잠금장치, 폐쇄회로 서비스
도어캠(카메라) 등의 홈 IoT 서비스 평생 무상 제공[5]

* 우리집 AI 시각장애가정 500가구 제공 및 시각장애인용 음성가이드 서비스 개발 중
■■■

1급 시각장애인 조현영씨 유투브 광고

■■■

ㅇ 인공지능 서비스가 장애인 가족의 삶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 지의 내용으로 LGU+가 올초 제작
- 시각장애인인 엄마가 AI서비스를 통해 음성으로
육아를 지원받는 홍보 영상

* 분유나 약 먹이기 알람, 가전제품 조작, 미세먼지나
날씨 확인, 아이에게 동화나 음악 콘텐츠 제공 등

ㅇ (삼성전자) 저시력자, 시각장애인 등의 독서, TV시청 등을 돕는 시각보조 솔루션

‘릴루미노’ 개발

[6]

- 삼성전자 벤처 육성 프로그램 C-Lab에서 저시력인들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개발
- VR기기에 스마트폰을 장착하고 앱을 자동시키면 후면 카메라가 눈앞에 펼쳐
지는 장면을 시각장애인이 인식하기 쉬운 형태로 이미지를 손질하여 전달

<릴루미노 서비스 개념 및 기능>

‘

’

ㅇ (스타트업 닷)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점차 스마트워치 닷 워치 를 개발하여
지난해 12월 미국 시장 진출
- 블루투스를 스마트폰과 연결하면 24개의 점자핀이 올라와 스마트폰의 메시지를
점자로 알려주며, 걸려오는 전화의 발신자 이름과 번호, 메시지 확인 가능
- 한국국제협력단(KOICA) CTS(Creative Technology Solution)의 일환으로 시각장애인

‘
’
* 도서 내용이 담긴 저장장치를 닷 미니에 장착하면 음성과 함께 점자 정보 표기

스스로 점자를 배우고 책을 읽을 수 있는 닷 미니* 를 만들어 케냐 등에 무상보급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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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셜벤처 토도웍스) 기존 수동 휠체어에 부착하면 전동 휠체어처럼 움직일 수

‘

’

있는 전동키트 토도드리이브 개발
- 조이스틱을 움직이면 원하는 방향으로 휠체어를 움직일 수 있으며, IoT 기술을
접목해 스마트폰으로도 휠체어 작동이 가능[8]

* 전동 휠체어의 경우 무겁고 부피가 커 이동성이나 대중교통 이용시 어려운 상황
- 사옥에 휠체어 전용 교육장을 마련하고 사회공헌 기관과 공동으로 장애아동
맞춤형 교육 실시

< 닷 워치 >

< 토도웍스 및 교육 모습 >

참고문헌
[1]
[2]
[3]
[4]
[5]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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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Tech) 개인비서 서비스, 챗봇에서 Voice AI로 진화 中

☐ 개인비서 서비스와 챗봇
ㅇ 음성인식, 머신러닝, 자연어 처리 등 인공지능 관련 기술은 사용자 맞춤형 생활
편의를 지원하는 가상 개인비서* 제품 및 서비스 시장을 창출

‘

’

‘

’

- 문자 기반 명령방식에 의한 챗봇 , 음성 언어 명령방식에 의한 음성인식봇 으로
분류됨

* 가상개인비서 :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여 다양한 업무와 사용자가 요구하는 서비스를 효율
적인 방식으로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가상

개인비서

분류>

ㅇ 이러한 가상 개인비서는 문자 기반 챗봇으로부터 탄생하였으며, 1960년대부터
관련 기술과 서비스 출현
- 챗봇은 1966년 MIT 교수인 Joseph Weizenbaum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사람의
대화를 흉내 내어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 개발
- 이후 Jabberwacky(1988), Dr.Sbaitso(1992) 등 다양한 챗봇 등장
<주요

년도

이름

1966

Eliza

1972
1988
1992
1995
2001

Parry
Jabberwacky
Dr.Sbaitso
A.L.I.C.E
SmarterChild

-

챗봇

현황>

내용
환자와 정신과 의사의 대화를 흉내 내는 방식으로 지능을 가지고
있는 것처펌 보이지만 간단한 패턴 매칭으로 구현
편집증적 정신 분열증을 앓고 있는 사람을 흉내 냄
인간 상호작용을 통해 AI를 만들어내는 최초의 시도였음
음성 합성으로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며 심리학자 역할 수행
자연어 처리 기술을 적용
SMS, MSN 메신저 사용자 친구리스트를 통해 배포됨

ㅇ 챗봇은 새롭게 나타난 기술은 아니지만 자연어 처리, 텍스트 마이닝 등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최근 많은 분야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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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딥러닝, 빅데이터 등의 기술 발전과 함께 대화가 축적될수록 자기학습을 통해
정확도를 높일 수 있어 개인맞춤형 서비스 제공
<쳇봇의

분야
대화형 커머스 및
O2O
개인비서 서비스
공공 서비스
엔터테인먼트
기업용 메신저

5대

활용

분야>

종류
쇼핑, 비행기 예약, 숙소 예약, 레스토랑
예약, 및 주문, 택시 호출 등
헬스케어, 뉴스피드, 날씨정보, 금융상담,
일정관리, 길찾기 등
법률상담, 세금납부, 부동산정보, 구인구직
광고, 미디어, 방송안내, 공연 등
정보검색, 파일공유, 데이터보관, 팀원정보
공유, 지동 사무화(OA), CRM

관련 기업
Amazon, eBay, FB, 카카오,
인터파크
Google, MS, Pancho, CNN,
샤오빙, Skype
법무부, 경기도, Mya
WeChat
Slack, CareerLark, Crowbot,
Wework

* (출처) 인공지능 기반의 챗봇 서비스 등장과 발전 동향, 한국정보화진흥원(2016.08)

ㅇ 특히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음성을 매개로 명령을 내리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인공지능 스피커가 빠르게 확산
- 2014년 Amazon이 최초의 음성인식 AI스피커 Echo를 출시한 후 Google, Apple,
MS, SKT 등 글로벌 IT기업들이 다양한 제품 출시
- 또한 가정용 가전제품, 자동차 등 기존 제품에 내장되어 서비스 제공
<Amazon

구분

Alexa

연동

기기>

주요 제품

가정용

자동차

스마트폰

* (출처) 음성인식 AI 비서 시장의 현황과 시사점,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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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icebot.ai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미국의 AI스피커 사용자는 약 4천7백3십만 명
으로 추정
- 이는 AI스피커 사용자가 겨우 3년 만에 5천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텔레비전이
13년 인터넷이 4년이 걸린 것과 비교하면 매우 빠른 속도
☐ Voice AI의 대두
ㅇ 올해 5월 Google은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AI스피커보다 한 단계 진화된

‘

’

음성 AI 구글 듀플렉스 공개
- 일방적으로 묻고 답하는 방식에서 특정한 약속을 잡기 위해 능동적으로 사람과
자연스럽게 대화 진행
< G o og l e

Duplex>

- 그러나 음성합성기술 발전을 고려하며 인간을 흉내 내는 것을 넘어서 인간을
속여 다른 사람과 이야기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윤리적 논란

* 미국 몬트리올에 위치한 Lyrebird사는 사람의 목소리를 복제하는 기술 보유
ㅇ 챗봇 → AI 스피커 → Voice AI로 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용자의 편의성 및 서비스의
정확도는 증가하지만 인간과 구분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점을 고려하면 윤리적
사용 가이드라인 등 검토 필요

참고문헌
[1] 지능정보기술연구원, 챗봇(ChatBot)기술과 서비스 사례 소개(2017.10)
[2]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음성인식 AI 비서 시장의 현황과 시사정(2017.05
[3] 한국정보화진흥원, 인공지능 기반의 챗봇 서비스 등장과 발전 동향(2016.08)
[4] DNA, Artificial Intelligence’s next invasion will(2018.08)
[5] THE VERGE, Google now says controversial AI voice calling system will identify itself to humans(2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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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Tech) 3D프린팅을 활용한 음식제조 혁신

☐ 3D프린터로 만든 맞춤형 음식, 맛이 있을까?
ㅇ 4차 산업혁명 등장 및 ICT 기술 발전과 함께 이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전 산업 분야로 확산되고 있으며, 맞춤형 제조에서는 3D프린팅이 핵심 기술
- 자동차·의료·금융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 확보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

* IoT 커넥티드카 기반 운전자 맞춤형 서비스, 카셰어링·카헤일링 서비스, 개인 맞춤형 의료 서비스,
개인 건강관리 서비스, 개인 맞춤형 금융 서비스 등
- 제조 분야에서는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하여 新비즈니스 모델 발굴과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부각
ㅇ 3D프린팅 기술이 발전하면서 의료·건축·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중이며
특히, 음식을 프린팅하는 식품 관련 분야까지 활용 가능한 영역으로 확대
- 3D프린팅 음식 시장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1조 5,000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3D프린팅 선도 국가 및 기업에서는 3D 음식 프린팅을 위한 원천기술 확보와
기술에 특화된 다양한 소재 개발을 위해 노력 중

* 초기에는 초콜릿, 치즈 등 디저트 정도만 만들 수 있었지만 현재는 제작과정이 복잡한 파스타,
피자, 햄버거 등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음식의 폭이 넓어짐
ㅇ 3D프린터로 음식을 만드는 과정은 모델링-3D프린팅-후가공의 단계로 구성
- ① 소비자가 원하는 모양으로 음식을 만들기 위한 3차원 디지털 도면을 제작하는
모델링, ② 식품에 특화된 소재와 출력이 가능한 3D프린터로 완성된 도면을 활용
하여 음식 제작, ③ 제작된 음식을 바로 섭취할 수 있도록 조리하는 후가공
■■■

3D 음식 프린팅의 기초공정

■■■

* (출처) “Extrusion-based food printing for digitalized food design and nutrition control." Journal of Food Engi
neering(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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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NASA)의 ‘ 3D쉐프’
ㅇ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스타트업 비헥스(BeeHex)와 함께 3D프린팅 기술을
이용하여 우주에서도 섭취할 수 있는 피자를 만드는 ‘ 3D쉐프’ 개발

* 우주선 내부는 무중력 상태로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환경이나 설비에 제약이 있어 우주인이
섭취할 수 있는 음식이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3D프린팅 기술이 부각

‘

’

- 3D쉐프 는 앱을 통해 반죽, 소스, 치즈 종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원하는 모양으로
단 6분 만에 맞춤형 피자 한 판을 만들 수 있음
- 가장 중요한 맛에서도 요리사가 직접 만든 피자와 견줄만하다는 평가가 있으며,

‘

’

테마파크, 쇼핑몰, 스포츠 경기장 등에서 3D쉐프 를 도입하여 활용할 예정
■■■

미국, 나사-비헥스의 ‘3D쉐프’

■■■

* (출처) BIZION, 피자를 3D 프린팅하다! ‘3D쉐프’
2) 영국, 3D프린팅 레스토랑 ‘ 푸드잉크(Food Ink)’
ㅇ 세계 최초로 영국 런던에서 팝업 스토어 형식의 3D프린팅 레스토랑을 선보였으며,
가구, 주방도구, 의자, 테이블, 포크, 나이프 이외에 음식까지 모두 3D프린터로 제작
- 음식 재료들이 3D프린터를 통과하면 잉크 형태로 모양이 바뀌고 이 재료들이 층층이
쌓이면서 요리가 되는 방식이며, 출력 후 요리사를 거친 후 고객에게 제공
- 임시로 운영되는 팝업 스토어 형식이었지만 많은 관심을 이끌었으며, 향후 3D
음식 프린팅이 사람에게 다양한 음식과 맞춤형 음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
■■■

영국, 3D프린팅 레스토랑 ‘푸드잉크’

■■■

* (출처) 푸드잉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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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 오픈 밀즈의 ‘ 픽셀 푸드 프린터’
ㅇ 일본의 오픈 밀즈는 3D프린터를 활용하여 식품을 만드는 연구를 하고 있으며
레고 모양의 맞춤형 초밥을 만들 수 있는 ‘ 픽셀 푸드 프린터’ 개발
- 초밥이라는 음식의 모양과 맛을 재현하기 위해 3D프린터 및 3D스캐너 등 활용

* 맛 센서를 통해 쓴맛·단맛·신맛·짠맛·매운맛 등 분석 → 음식모양과 색을 내기 위해 3D스캐너
기술 활용 → 식감과 밀도 측정을 위해 MRI 기술 활용 → 음식정보 DB저장 → 데이터를 3D
프린터로 전송 → 맛과 색깔, 식감을 반영한 큐브모양의 젤을 쌓아 올림

- 다만, 아직까지는 초밥 맛을 표현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으며 픽셀의 크기를 점차
줄여가는 등 계속 연구 중으로 향후 1~2년 내로 상품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오픈밀즈) 초밥 이전에 단무지의 경우, 실제 단무지와 거의 비슷한 맛이 났다고 소개
■■■

일본, 오픈 밀즈의 ‘픽셀 푸드 프린터’

■■■

* (출처) 오픈 밀즈
4) 독일, 바이오준(Biozoon)의 ‘ 스무스 푸드(Smooth food)’
ㅇ 스무스 푸드는 연하곤란 환자*와 치아가 약해 음식을 씹기 힘든 노년층을 위한
것으로 당근, 콩, 브로콜리 등을 분쇄하여 만든 배합물을 3D 음식 프린터로 출력
하여 제공

* 음식이 식도를 통과하다 지체되거나 중간에 걸려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등 식사 장애를 겪는 환자
- 기존에는 액체, 분말가루 형식으로 영양소만 주입하여 식욕을 저하시켰으나 3D
프린터를 통해 음식 외형(젤리)과 약간의 식감을 살리면서 식욕 증진 및 영양
흡수에 도움
■■■

* (출처) 나우뉴스, 바이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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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바이오준의 ‘스무스 푸드’

■■■

Tech

5) 한국, 이화여대 ‘ 음식의 미세구조 생성 플랫폼 개발’
ㅇ 3D프린팅 기술로 개인의 취향에 맞는 식감과 체내 흡수를 조절할 수 있는 음식의
미세구조 생성 플랫폼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통해 3D 음식 프린팅에서 가장 중요한
맛과 식감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입으로 들어온 음식을 미세하게 부수어 이와 혀로 섞어가며 느끼고, 삼키며,
소화하는 과정을 세밀하게 분석하였으며 3D프린터를 통해 실제 음식에서 관찰된
물리적 특성과 나노 규모의 질감을 모방한 미세구조를 가진 식품 제작
-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탄수화물, 단백질 및 음식 질감을 조절하여 다양한
식감이나, 맛, 다른 영양분도 첨가할 수 있어 개인 맞춤형 제작 가능
■■■

한국, 이화여대 ‘음식의 미세구조 생성 플랫폼’

■■■

* (출처) FOOD NEWS, 이진규 이화여대 교수
※ 3D 음식 프린터를 통해 개인의 건강상태나 상황에 맞는 최적화된 영양소를 배합하여
원하는 모양의 음식을 출력 후 섭취함으로써 개인 건강관리 및 음식 만족도 제고
※ 또한, 세계 식량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우주선, 군대 등 음식
조리가 불가능한 공간과 상황에 투입되어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

* 미군, 3D프린팅 기술로 병사들에게 맞춤 영양분과 전장에서 전투식량 보급 계획 중
참고문헌
[1]
[2]
[3]
[4]
[5]
[6]
[7]
[8]

농촌경제연구원, 세계 3D 식품 프린팅 기술 및 산업 동향과 미래 전망(2017.06.)
한국식공간학회, 외식상품 개발을 위한 3D 푸드 프린팅 활성화 방안 연구(2017.06.)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KB지식 비타민 : 미래 식생활의 변화 – 3D 음식 프린팅(2015.06.)
BIZION, 피자를 3D 프린팅하다! ‘3D쉐프’(2017.04.)
ZDNET Korea, 의자에서 음식까지...3D 프린터로 인쇄하는 레스토랑(2016.08.)
네이버 포스트, 이 8비트-참치초밥은 먹을 수 있습니다. 진짜에요.(2018.03.)
나우뉴스, “음~맛있어”...‘3D 프린터 음식’ 화제(2014.04.)
FOOD NEWS, 3D프린팅, 식량수급과 식문화 대변혁 예고(2018.05.)

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