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CT Brief❘2019-32 ] _ 2019.8.22

ICT Brief

목

차

ICT Brief 2019-32

Ⅰ. 주요 이슈 ········································································· 1
1. 국내 ICT 업계, 차세대 결제 수단 ‘가상화폐’ 사업 탄력 ·················· 1
2. 5G·AI·클라우드 등 첨단 ICT와 융합한 로봇 기술개발 활기 ············ 5

Ⅱ. 주요국 동향 ······································································ 8
1. 인도 스마트폰 시장, 중국 업체 강세 속…삼성전자 선전 ·················· 8
2. 일본, ’20년 경제산업 중점 정책…‘성장’과 ‘안보’에 역점

············· 11

Ⅲ. ICT 부문별 모니터링 ······················································ 14
Ⅳ. 주요 ICT 행사 일정 ······················································· 17

Institute of 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y Planning & Evaluation

2019-32 ICT Brief

I. 주요 이슈
1

국내 ICT 업계, 차세대 결제 수단 ‘가상화폐’ 사업 탄력

o 카카오,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과 연동되는 가상화폐 지갑 ‘클립(Klip)’ 공개(8.12)
¡ 카카오는 금년 하반기 자체 가상화폐 지갑 ‘클립’의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

‒ ‘클립’은 카카오가 개발 중인 가상화폐 ‘클레이(KLAY)’를 비롯한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
(Klaytn)’ 기반의 가상화폐를 보관하는 지갑
※ 단, 비트코인 등 시중에 이미 통용되는 가상화폐는 미보관

‒ 사용자는 각종 게임·금융·콘텐츠 이용을 통해 보상 받은 가상화폐를 다시 여러 온라인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현금처럼 지급 하는 등 ‘클립’에서 한 번에 관리 가능
‒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지 않아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내 지갑 기능을
추가하여 카카오가 확보한 5,000만 명의 국내·외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인 것이 특징
‒ 또한 거래정보를 저장한 블록을 모든 구성원이 네트워크를 통해 분산 저장하고 일정 시간마다
암호화 후 체인 형태로 연결하여 저장하는 ‘클레이튼’의 기술로 높은 보안성을 보장
‒ 이 외에도 ‘클레이튼’의 초당 거래량(TPS)은 8,000건※으로 다른 블록체인 플랫폼보다 빠른
거래 처리 속도를 자랑
※ 이더리움(Ethereum)보다 400배 가량 빠른 것으로 파악

‒ 향후 ‘클레이’ 외에도 ‘클레이튼’ 기반으로 발행하는 다른 파트너사의 가상화폐도 지원할 것이라는
관측 다수
※ 클립 티징 페이지(카카오톡 더보기 탭 안에서 확인 가능)에서는 클레이튼 파트너사인 에어블록, 피블, 스핀
프로토콜 등 로고 노출
그림 1

카카오의 가상화폐 지갑 ‘클립(Klip)’

출시 시기
탑재 플랫폼
제작사
활용 가상화폐

(가) ‘클립(Klip)’ 실행 화면

• 2019년 하반기 예정
• 카카오톡
• 그라운드X(Ground X)
• 클레이(KLAY)

주요 기능

• 가상화폐 보관·송금·거래

주요 특징

• 카카오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Klaytn)’ 기반으로
높은 보안성을 보장
• 카카오톡 내 지갑 기능을 추가하여 접근성 향상
• 다른 플랫폼보다 빠른 처리 속도
(나) 클립(Klip) 특징

자료 : 카카오톡, 언론 보도 자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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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삼성전자·네이버 등 주요 기업도 가상화폐 사업 추진
¡ 국내 ICT 기업들은 데이터 보안·편의·연결성을 보장하며 거래 효율·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결제‧송금‧투자 서비스 개발에 분주
표 1

국내 ICT 기업의 가상화폐 사업 현황

기업

현황
• 갤럭시S10 시리즈에 ‘삼성 블록체인 키스토어’를 탑재했으며 디앱(DApp) 생태계 확장에 주력
• ‘삼성 블록체인 키스토어’에 ‘비트코인(BTC)’과 ‘클레이(KLAY)’를 추가 지원
• ‘링크체인(LINK Chain)’을 지원하는 가상화폐 지갑 ‘링크미(LINK ME)’를 출시할 계획
• 블록체인 개발자회사를 통해 동영상·게임·쇼핑·결제 등 광범위한 분야의 디앱을 개발할 예정

자료 : 언론 보도 자료 정리

¡ (삼성전자) ’19.3월 출시한 갤럭시S10 시리즈에 처음으로 가상화폐 지갑 ‘삼성 블록체인

키스토어’를 탑재하며 블록체인 기반 분산애플리케이션(DApp·디앱) 생태계 확장
‒ 갤럭시S10 사용자는 ‘삼성 블록체인 키스토어’를 통해 스마트폰에 가상화폐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마다 지인에게 송금하거나 가상화폐로 결제가 가능한 상점에서 물건 구매 가능
‒ 최근 △운동하는 만큼 코인이 쌓이는 ‘림포’ △위치 정보를 공유하면 코인으로 보상 받는 ‘리빈’,
△소셜미디어에서 좋아요를 받은 만큼 코인이 주어지는 ‘포레스팅’과 ‘피블’ 등 신규 디앱 4종을
추가 하며 ‘삼성 블록체인 키스토어’와 연계된 디앱은 20여 개로 증가
※ 출시 당시 제휴 디앱은 엔진 지갑(가상화폐지갑), 크립토키티(게임), 코스미(소셜미디어), 코인덕(결제) 등 4개

‒ 또한 ‘이더리움(ETH)’ 기반의 가상화폐만 지원했던 ‘삼성 블록체인 키스토어’에 ‘비트코인(BTC)’과
‘클레이(KLAY)’를 추가(8.14)하며 협력체계를 구축
‒ 한편, 디앱 개발자 앱에서 ‘삼성전자 키스토어’를 훨씬 쉽게 연동할 수 있도록 ‘삼성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SDK)’를 공개(6.27)
¡ (네이버) 금년 10월 일본 자회사 라인의 블록체인 플랫폼 ‘링크체인(LINK Chain)’을 지원

하는 가상화폐 지갑 ‘링크미(LINK ME)’를 출시할 계획
‒ 링크미 사용자는 개인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소셜 로그인 방식으로 실명인증(KYC)을 거쳐
코인을 거래
‒ 블록체인 개발자회사 ‘언블락’과 ‘언체인’을 통해 동영상·게임·쇼핑·결제 등 광범위한 분야의
디앱을 개발할 예정
‒ 또한 자체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개발자 키트(SDK)를 공개하여 개발자가 키트를 활용하여 디앱을
만들 수 있도록 개발 환경을 구축할 방침
‒ 특히, 기존의 라인 메신저 사용자가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지 않아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라인 메신저 내 지갑 기능을 추가할 계획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기술정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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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삼성전자·네이버의 가상화폐 서비스 화면

(가) 삼성 블록체인 월렛 내 코인덕 구동 화면

(나) 링크미 베타 서비스 화면

자료 : 브릿지경제, ’19.8.18 / LINK ME

o 한편, FATF은 가상화폐 규제 권고안 발표하며 인프라 정비 박차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한국 등 37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자금 세탁 방지 의무

등의 규제를 골자로 한 가상화폐 관련 최종 규제 권고안을 발표(6.21)
‒ 권고안은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에
대한 규정을 제공하며 각국에 인·허가제 도입을 권고
‒ 또한 거래 시 △이름 △계정정보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송·수신자의 정보를 상호 보유하도록 규정
‒ 이는 가상화폐가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을 모으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
¡ FATF 권고안이 확정되면서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규제당국도 이를 준수하기

위한 제도 개선, 새로운 가이드라인 마련 등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

o 디지털 경제 시대의 새로운 거래수단 ‘가상화폐’…효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준비 필요
¡ 최근 국내 ICT 기업은 자사 블록체인 플랫폼 내에 가상화폐 기반 결제‧송금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비즈니스를 적극 발굴하기 시작
¡ 이에 가상화폐 투기 과열과 불법자금 세탁 문제점 등을 해결하는 동시에 거래 투명성·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은 중요
¡ 세계적으로 가상화폐 규제 권고안을 확정하는 등 제도 확립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바,

국내 업계도 글로벌 시장 및 정부 정책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서비스 개발을 이어갈 필요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기술정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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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AI·클라우드 등 첨단 ICT와 융합한 로봇 기술개발 활기

o 글로벌 주요 기업, 스스로 학습하며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로봇 팔·다리’ 개발
¡ 로봇산업은 과거 기계공학 등 하드웨어 중심에서 최근 AI․클라우드․빅데이터․IoT 등과

접목해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플랫폼으로 진화
‒ 특히 딥러닝 등 AI 기술 진보와 5G 상용화 등으로 이를 활용한 원격 제어가 가능한 로봇
개발이 이어지고 있으며 구글·페이스북은 AI 솔루션을 적용한 로봇 팔·다리 등을 공개해 주목
¡ (구글) 프린스턴대·MIT·컬럼비아대 등 연구진과 협력해 비정형의 물체를 집어 다른 상자에

던져 넣을 수 있는 ‘토싱봇(TossingBot)’을 개발(4.25)
‒ 기존의 빈 피킹(bin picking) 로봇이 물건을 집어 다른 곳으로 옮기는 방식(pick and place)
이라면 토싱봇은 물건을 집어 원하는 공간에 던지는(pick and throw) 방식
‒ 물건을 던지는 것뿐만 아니라 딥러닝을 활용하여 물체의 종류, 주변 환경을 인식해 서로 다른
공간에 물체를 집어넣을 수 있는 소팅(Sorting)이 가능하며 85%의 정확도를 구현
그림 3

구글 ‘토싱봇’과 페이스북 ‘데이지’

(가) 토싱봇

(나) 데이지

자료 : 언론 보도 자료

¡ (페이스북) 6개의 다리를 갖고 있는 보행 로봇 ‘데이지’가 빠른 시간 안에 보행 동작을

습득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5.21)
‒ 6족 보행 로봇에게 보행하는 방법을 학습하기 위해 각 관절에 센서를 부착하고 ‘자기 지도 방식
(self-supervised)’의 강화학습 방식을 채택
‒ 기존 방법으로 6족 보행 로봇을 걷게 만들기 위해선 수일 또는 수주가 걸리는데 비해 이 기술은
몇 시간 안에 보행 습득이 가능
‒ 한편, 이에 앞서 페이스북은 뉴욕대학과 공동으로 로봇 팔을 이용해 동작하는 방법을 습득하는 인공
지능 기술, 캘리포니아대학과는 로봇이 터치감과 촉각을 느낄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19.4)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기술정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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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국내 업계도 5G·클라우드를 활용한 로봇 기술 혁신에 박차
¡ (네이버랩스) 퀄컴과 함께 로봇 팔 ‘엠비덱스(AMBIDEX)’※를 활용해 세계 최초로 ‘5G 브레

인리스 로봇(5G brainless robot)’ 기술 시연에 성공(1.9)
※ 엠비덱스는 2.6kg의 와이어 구조로 사람과 자연스러운 상호작용과 정밀 제어가 가능한 로봇 팔

‒ ‘5G 브레인리스 로봇’ 기술은 로봇을 제어하는 고성능 컴퓨터를 본체 밖으로 분리해 자세·
운동 제어를 5G로 연결된 모바일 에지 컴퓨팅 서버와 클라우드를 통해 구현
‒ 이 기술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여러 로봇을 동시 제어가 가능하며 클라우드의 고성능 컴퓨터를 여러
로봇이 함께 사용해 제작·유지비가 절감
‒ 또한 고성능 프로세싱 파워를 외부로 분리해 로봇 전력 소모 감소와 로봇의 물리적 크기와 무관한
고성능·고정밀 제어가 가능
¡ (SKT·LG전자) ‘5G 클라우드 기반의 로봇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5G

클라우드 로봇 개발을 추진(6.25)
‒ 양사는 5G와 ICT를 집약한 초저지연 로봇 클라우드, 물리 보안 및 안내 로봇, 하이퍼 스페이스
플랫폼(eSpace)※ 제작 로봇 개발에 나설 계획
※ 현실을 정밀하게 복제한 가상공간을 만든 후 가상공간에서 한 활동을 그대로 현실 세계에 반영하는 것

‒ 통신 지연시간을 줄이는 모바일 에지 컴퓨팅을 통해 통신의 저지연성을 높이고, 양자 암호 기술을
적용해 해킹으로부터 로봇을 보호할 예정
‒ 5G를 통해 로봇과 클라우드를 연결해 이용자가 원격으로 로봇 이용에 필요한 기능을 다운로드
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에는 로봇 구조를 단순화할 방침

o 첨단기술과 융합해 발전하는 로봇 산업, 글로벌 경쟁에 대비한 연구·투자 강화
¡ 과거 하드웨어 중심의 로봇 공학은 최근 5G 이동통신, AI 기술 진전 등과 맞물려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서비스 플랫폼으로 영역을 확장
‒ 글로벌 기업은 AI 기술 기반의 로봇 팔․다리를 개발하는 등 로봇과 첨단기술을 접목해 스스로
학습하며 유연하게 움직이는 로봇 기술개발을 선도
¡ 5G·AI·클라우드 등 우수한 ICT 기술력을 갖춘 국내 기업도 빠르게 진전하는 로봇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 강화
‒ 딥러닝·머신러닝을 비롯한 AI, 빅데이터, 컴퓨터과학, 로보틱스 등 분야가 기초연구 단계부터
상호 융합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와 연구를 이어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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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동아일보, ‘이제 뇌 아닌 팔다리 개발… 세계 IT기업들 로봇 산업 판도 바꾼다’ (2019.8.15)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816/96984087/1
2) 조선비즈, ‘구글, 사람보다 물건 잘 집어던지는 토싱봇 공개…AI로 정확도 85% 구현’ (2019.4.25)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25/2019042502318.html
3) 로봇신문, ‘페이스북, 인공지능 로봇 기술 확보에 매진한다’(2019.5.21)
http://www.irobo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45
4) 아주경제, ‘[아주 쉬운 뉴스 Q&A] 5G 시대, 왜 로봇 산업이 주목받나요?’ (2019.7.23)
https://www.ajunews.com/view/20190722144817131
5) 네이버랩스, ‘5G 브레인리스 로봇’
https://www.naverlabs.com/5gbrainlessrobot
6) 연합뉴스, ‘SKT, LG전자와 5G 클라우드 로봇 개발 추진’ (2019.6.25)
https://www.yna.co.kr/view/AKR2019062507320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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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주요국 동향
1

인도 스마트폰 시장, 중국 업체 강세 속…삼성전자 선전

o 여전히 큰 폭의 성장을 이어가는 인도 스마트폰 시장
¡ ’19년 2분기 세계 스마트폰 시장은 전년 동기대비 2.3% 감소하며 7분기 연속 하락세를 보인

반면 인도 시장은 3,690만 대의 출하량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대비 9.9% 상승(IDC, 8.13)
¡ 이 중 샤오미가 28.3% 점유율로 1위를 수성했으며 △삼성전자(25.3%) △비보(15.1%)

△오포(9.7%) △리얼미(7.7%) 순으로 집계
※ ’19년 1분기 점유율 순위는 △샤오미(30.6%) △삼성(22.3%) △비보(13.0%) △오포(7.6%) △리얼미(6.0%) 순

‒ (샤오미) ‘홍미6A’와 ‘홍미노트7 프로’ 판매량이 호실적을 거두면서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 동기대비
4.8% 증가한 1,040만 대를 기록하며 8분기 연속 선두
‒ (삼성전자) ’19년 2분기 중저가 스마트폰 ‘갤럭시A 시리즈’ 출시에 힘입어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
동기대비 16.6% 증가한 930만 대를 기록하며 샤오미를 바짝 추격
‒ (비보) 139 달러 (약 17만 원) 이하의 가격대에서 ‘Y91시리즈’가 강세를 보이며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 동기대비 31.6% 증가한 560만 대를 기록하며 3위 차지
‒ (오포) 저가 스마트폰 ‘A5S’, ‘A1K’의 판매 증가로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 동기대비 41.0% 증가한
360만 대를 기록
‒ (리얼미) ‘리얼미 C2’, ‘리얼미 3’, ‘리얼미 3 프로’를 출시해 온라인 시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할인
혜택을 진행하며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 동기대비 602.4% 급증한 280만 대
그림 4

인도 스마트폰 시장 업체별 점유율(출하대수 기준)

자료 : IDC, ’19.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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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스마트폰 ‘평균판매가격(ASP)’은 159달러(약 18만 원)로 중저가 제품이 시장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 200달러(약 23만 원) 이하 모델의 판매 비중은 78%로 인도 스마트폰 시장의 3/4 이상의 비중을 차지
‒ 200~300달러(약 23~35만 원)의 모델은 전년 동기대비 105.2% 성장하며 가장 높은 성장세를 기록
‒ 이어 400~600달러(약 46~69만 원)의 모델이 전년 동기대비 16.3% 성장했으며 이 중 ‘원플러스
7시리즈’가 63.6%의 점유율 차지

o 삼성전자, 중저가 라인업 강화·현지화 마케팅 등으로 샤오미 맹추격
¡ 삼성전자는 인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중국 샤오미와의 점유율 격차를 ’18년 4분기 10.2%p

→’19년 1분기 8.3%p→’19년 2분기 3.0%p까지 축소시키며 약진
※ 삼성전자의 인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18년 4분기 18.7%→’19년 1분기 22.3%→’19년 2분기 25.3%를
차지하며 점진적으로 상승
¡ (중저가 라인업 강화) 중저가 스마트폰을 ‘갤럭시A 시리즈’로 통합하고 온라인 전용 ‘갤럭시

M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인도 시장 공략을 강화
‒ 중저가 스마트폰을 위한 별도의 기능을 개발하거나 신기술을 우선 적용해 차별화
‒ 특히, ‘M시리즈’는 삼성전자가 인도 시장을 겨냥해 내놓은 제품으로 주로 온라인 유통망을 활용
함으로써 비용을 절감
‒ 향후 ‘갤럭시A 시리즈’와 ‘갤럭시M 시리즈’의 넘버링을 개편하고 기능을 한층 끌어올려 다양한
가격대·서비스를 제공할 방침
¡ (현지화 마케팅) 오프라인 매장을 확대하고 현지 문화에 특화된 기능과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하는 등 각종 마케팅 진행
‒ 인도 전역에 20만 개의 오프라인 매장과 3,000여 개의 서비스센터 등을 오픈하며 오프라인
유통 채널을 대거 확보
‒ 주(州)마다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는 휴대전화 시스템을
개발했으며 독특한 영어 억양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는 빅스비 서비스를 제공
‒ 또한 △유튜브 등 동영상을 감상하면서 채팅창을 통해 채팅이 가능한 ‘챗온 비디오(Chat on
Video)’ △오토바이가 멈추면 전화 연결을 해주는 ‘S-바이크 모드’ 등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기능을 제공한 것도 주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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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인도 스마트폰 시장우위 확보를 위해 끊임없는 노력과 새로운 전략 모색
¡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은 둔화되고 있는 반면 인도 시장은 지속 성장하며 제조사

간 점유율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는 양상
¡ 8분기 연속 1위를 수성하고 있는 샤오미, Top5 순위를 장악한 중국 제조사에 대응해

점진적으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행보는 고무적
¡ 이에 중저가 스마트폰 수요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인도 시장에 특화된 중저가

라인업을 다변화하고 현지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기술과 서비스 발굴 등 노력 경주
¡ 아울러 인프라 장비공급, 통신망 구축, 적극적인 마케팅 등을 통해 인도 스마트폰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지속 고민
참고자료
1) IDC, ‘India Smartphone Market Registers Highest Second-Quarter Shipments in 2Q19, IDC India Reports’ (2019.8.13)
https://www.idc.com/getdoc.jsp?containerId=prAP45442419
2) IDC, ‘India Smartphone Market grew by 7% despite the Global Market falling by 6% YoY in 1Q19, IDC India Reports’ (2019.5.13)
https://www.idc.com/getdoc.jsp?containerId=prAP45070519
3) Gadgets 360, ‘Indian Smartphone Market Sees Record Shipments in Q2, Vivo and Realme Show Strong Growth: IDC’ (2019.8.13)
https://gadgets.ndtv.com/mobiles/news/indian-smartphone-market-sees-record-shipments-in-q2-vivo-and-realme-show-strong-grow
th-idc-2084643
4) 매일경제, ‘삼성전자, 인도 문화·관습까지 제품 반영…현지 밀착경영 빛났다’ (2018.7.19)
https://www.mk.co.kr/news/special-edition/view/2018/07/453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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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20년 경제산업 중점 정책…‘성장’과 ‘안보’에 역점

2

o 글로벌 정세 변화와 디지털 경제 진전에 대응해 일본의 전략을 구체화
¡ 세계적으로 미·중 무역분쟁 등 글로벌 시장 혼란이 야기된 가운데 산업·경제 분야에서는

기존 비즈니스 모델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하며 혁신을 가속
※

¡ 이에 경제산업성은 제25회 산업구조심의회

총회(8.9)에서 일본 산업계가 부가가치를

제고하며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이어갈 수 있는 2개의 중점 정책을 선정
※ 4차 산업혁명 기본 전략과 방향을 제시하며 관련 정책을 논의하는 경제산업성 산하 자문기구

‒ (새로운 성장 모델 창출) 한 기업이 개발에서 생산까지 자체적으로 해결하던 폐쇄적인 경영방식에서
벗어나 오픈형·연계형 운영 시스템으로 전환해 새로운 가치 창출
‒ (안보와 일체가 된 경제성장 강화) 세계 최고의 소재·부품 경쟁력을 유지하고 기술투자 관리
등을 최적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공조를 통해 사이버 보안 강화
표 2

경제산업성 산업구조심의회, ’20년 경제산업 중점 시책

중점 정책

주요 내용
• 폐쇄형 조직문화를 개방형·연계형으로 전환
- 고용형태 개선: 경력자 채용 확대, 겸업제도 도입 등
- M&A 활성화, 대기업의 벤처기업 투자 촉진

I. 새로운 성장 모델
창출

• 새로운 가치를 생산하는 플레이어
- 로봇·신생에너지·방재 등 일본의 강점을 살린 분야에서 국제표준화 주도
- 산업혁신기구(JIC) 등을 설립하여 인재육성 등 과감한 투자 추진
- 신흥국 현지 업체와 일본 기업의 연계를 확대하여 새로운 디지털 비즈니스 견인
• 경제안보보장정책 추진
- 소재·부품 등 일본 필수 산업 경쟁력을 유지·강화하는 방안 검토
• 투자관리·기술관리 최적화
- 미국 등 선진국의 기술관리 강화 움직임을 모니터링
- 기술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새로운 기술 규제 방향을 검토
- 민관 중요 기술에 대한 정보 수집과 보안 역량을 제고하며 적절한 투자·기술 관리체제 구축

II. 안보와 일체가
된 경제성장 강화

• 보안 강화
- 글로벌 공급망을 고려한 사이버보안 강화
- 산업 분야별 사이버 보안 지침을 수립하고 보안 검증 기반을 구축
- 세계 각국과 사이버 공격 공동 대응체계 마련
- 사이버 공격 피해를 입은 기업의 상황 파악과 재발 방지책 책정
- 모의 훈련 등을 통해 사이버 보안 인식 함양 등
- 국제적으로 자유로운 데이터 유통 촉진
- 반도체와 같은 국가 핵심 산업 역량 유지를 위한 새로운 정책 검토

자료 : 經濟産業省,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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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개의 중점 정책을 지탱하는 인프라 정비 방안도 제시
¡ (① 대변혁을 구현할 수 있는 인재육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유망 인재 발굴을

위해 조기 교육 제도를 확충하고 커리큘럼 개선, 새로운 학습 기회 부여 등
¡ (② 인구감소 시대의 지역·중소기업 정책) 지역 현안을 해결하며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유망

기업과 산업에 투자 강화
¡ (③ 이노베이션을 창출하는 환경정비) 연구자 역량을 강화하며 초연결 스마트 사회로의

이행을 가속화하는 연구개발 집중 지원

표 3

2개의 중점 시책을 지탱하는 인프라 정비 방안

중점 정책

주요 내용
• 4차 산업혁명을 가속화하는 인재육성
- 초중등교육에서 EdTech 도입을 확대
- 과학·기술·공학·수학 교육 강화를 위해 산·학·관과 연계한 콘텐츠 개발·보급

① 대변혁을 구현할 수
있는 인재육성

- 인재육성을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으로 삼아 철저한 전략 수립
- AI 등 첨단 IT를 도입하는 기업에 새로운 교육 기회 부여
- 산업계와 전문학교·공업고등학교가 연계하여 교재 개발과 교원 지원
• 사회보장개혁
- 개인의 건강증진, 사회보장담당자 확충, 성장산업 육성 등에 따른 경제사회 활성화
- 새로운 의료 서비스와 사업을 지원하며 건강 데이터 표준화 추진
• 기업 성장을 철저히 지원
- 비즈니스 다각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 지원 확대
- AI·로봇·블록체인 등 첨단기술 도입에 따른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독려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와 인력에 대한 투자 지원 강화
- 해외 크라우드 펀딩 등 새로운 투자 활로 개척

② 인구감소 시대의
지역·중소기업 정책

• 지역경제 창출 능력 강화
-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핵심 기업과 유망 스타트업을 중점 지원
- 전문가 컨설팅, 기업·대학 연계를 통한 연구개발과 사업화 지원 등
- 지역과 기업의 상생발전을 촉진하며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
- 모바일 결제를 활성화하며 지역 생산성 향상
- ’25년 오사카 간사이 엑스포를 기회로 일본의 저력을 알리고 외국인 유치
• 연구자 자질 향상과 연구역량 강화
- 일본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망한 신진 연구자 발굴·육성

③ 이노베이션을

- 민관이 협력하여 기술과 시장의 중개자 역할을 담당하며 유망 기술기업 상장까지
이어질 수 있는 체계적 지원

창출하는 환경정비
• Society 5.0 실현을 위한 연구개발
- 첨단 모빌리티 실현, 노동력 부족 해소, 건강한 장수 사회 실현, 에너지 환경 문제
극복 등 미래 스마트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혁신기반 기술 집중 지원

자료 : 經濟産業省,’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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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글로벌 경제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혁신창출을 이어갈 수 있는 전략 중요
¡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 확산, 첨단기술 발전에 따른 트렌드 변화에 대응해 지속성장을

위한 중점 시책을 마련하고 세부 추진 과제를 확정한 일본 정부의 행보 주목
¡ 우리 정부도 경제활력 제고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차기 정책 방향과 구체적 실행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이행에 만전을 기할 필요
‒ 미·중뿐 아니라 최근 한·일 양국도 여러 가지 경제 마찰이 이어지고 있는바,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미래 전략을 다각적으로 검토·논의
‒ ’20년뿐만 아니라 다가올 미래에 집중적으로 추진·대비할 과제를 우선 발굴·선정하고 실행력을
강화하여 혁신의 토대 강화
참고자료
1) 經濟産業省, ‘第25回 産業構造審議会總会’ (2019.8.9)
https://www.meti.go.jp/shingikai/sankoshin/sokai/025.html
2) 經濟産業省, ‘令和２年度 經濟産業政策の重点_主要施策集’ (2019.8.9)
https://www.meti.go.jp/shingikai/sankoshin/sokai/pdf/025_02_02.pdf
3) 經濟産業省, ‘令和２年度 經濟産業政策の重点(案)’ (2019.8.9)
https://www.meti.go.jp/shingikai/sankoshin/sokai/pdf/025_02_01.pdf
4) 燃料油脂新聞社, ‘經濟産業省は９日、令和２年度の經濟産業政策の重点案をまとめた’ (2019.8.15)
http://www.nenryo.co.jp/kiji?kijiid=19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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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ICT 부문별 모니터링
구분

품목

주요 이슈

영향

스마트폰 제어, ‘키보드’에서 ‘모션․음성’으로 이동 예상

유럽 벤처투자사인 맹그로브 캐피탈 파트너스에 따르면 향후
5~10년 내 키보드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8.16). 이를 ‘키보드의
종말’이라고 표현하며 화면을 터치하는 탭핑·손동작·음성이 키보드를 중립적
대체할 것이라고 설명. 실제로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 모션·
음성 등 소통 수단의 적용이 확대 추세. 삼성은 갤럭시노트10에 S펜
움직임을 인식해 카메라를 제어하는 기술을 적용했으며 구글도
‘픽셀4’에 모션 인식 기능을 적용할 계획
’19.2분기 유럽 스마트폰 시장, 삼성전자 점유율 1위 기록

시장조사업체 캐널리스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유럽
스마트폰 1,830만 대를 출하, 시장 점유율 40.6%로
이동통신 스마트폰 시장에서
1위를 기록(8.13).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출하량은 약 20%, 시장 중립적
점유율은 6.7%p 상승한 수치. 삼성의 갤럭시A 시리즈가
1,200만 대를 넘는 판매량을 기록하며 점유율 상승 견인. 2위는
화웨이로 작년보다 3.6%p 하락한 18.8%의 점유율을 기록
日 3대 통신사 화웨이 스마트폰 판매 재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화웨이의 제품의 판매를 금지했던
일본이 다시 화웨이 스마트폰 판매에 돌입. KDDI와 소프트뱅크의
화웨이 스마트폰 ‘P30 라이트 프리미엄’ 판매를 재개(8.8)한데 이어 중립적
NTT도코모도 화웨이의 ‘P30 프로’ 스마트폰 예약 구매 시작(8.20). 이는
미국 정부가 화웨이에 대한 제재 90일 유예 조치를 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G 보안협의회 발족(8.19)

네트워크

5G

‘5G 보안협의회’는 과기정통부를 포함해 학계·통신사·제조사·보안
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50여 명으로 구성. 회의를 통해 긍정적
주요 선진국의 5G 보안 정책, 5G 핵심 네트워크 보안위협 및
대응기술, 5G 보안 국제 표준화 동향 등 특정 주제별로 심층
논의할 계획이며 정책방향 및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할 방침
토종 OTT ‘웨이브’ 9월 출범

디지털
콘텐츠

OTT

공정거래위원회가 SKT와 지상파 3사의 OTT 기업 결합을 조건부로
승인(8.20). 이에 따라 SKT의 ‘옥수수’와 지상파 3사의 ‘푹(POOQ)’은
9월 웨이브(wavve)로 출범될 예정. 다만 공정위는 독과점 방지를 중립적
위한 콘텐츠 차별거래 금지 방안과 경쟁제한성 완화를 위한 시정
조치 부과. 이 같은 시정 조치 이행 기간은 기업결합 완료 시점부터 3년
동안이며 기업결합 완료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정조치 변경 요청 가능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기술정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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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품목

주요 이슈

영향

SKT, 스마트 점자학습 시스템 개발

SK텔레콤은 점자학습기 ‘탭틸로’를 개발한 오파테크와 AI 스피커
‘스마트 점자학습 시스템’을 개발(8.19). 스마트 점자학습
스마트 AI스피커 기반
시스템은 AI 스피커 ‘누구’와 탭틸로를 연동해 시각 장애인이 음성 중립적
서비스
만으로 점자 학습이 가능한 환경을 구현. 이 시스템은 점자학습기
블록 위에 점자를 입력해 AI 스피커로부터 단어 확인이 가능. 또한
단어를 얘기하면 AI스피커가 이를 점자학습기로 표현해주는 양방향
학습이 가능
공인인증서 대체 브라우저 인증서 상용화

정보보호

보안

금융결제원은 행정안전부와 공공 웹사이트에 브라우저 인증
서비스를 적용(8.14). 이 서비스가 적용된 은행은 국민·우리·하나·
기업·새마을금고·수협·부산·대구·경남·전북 등 총 10개 은행이며 중립적
올해 안으로 5개 은행에 추가 적용할 예정. 플러그인 설치 없이
PC나 스마트폰에서 인증서 발급·이용 가능. 주요 공공 웹사이트에
적용 후 ’20년까지 전체 웹사이트로 범위를 확대할 방침. 또한
유효기간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KT-안랩, 보안협업…와이파이 ‘세이프존’ 서비스 출시

KT는 안랩과 와이파이 ‘세이프존’ 서비스 출시(8.19). 세이프존은
KT 보안 와이파이인 ‘기가 와이파이 시큐어’를 안랩 ‘V3 모바일
플러스’와 연동해 스마트폰·태블릿을 보호해주는 서비스. 기가 중립적
와이파이 시큐어가 설치된 세이프존에서 V3앱을 탑재한 단말이
와이파이에 접속 시 실시간 데이터 수집·분석해 유해사이트 접근을
차단. 또한 악성코드를 자동검색·검출해 이를 선택적으로 제거 가능
경찰,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스마트 치안’ 구현

공통

경찰청은 생활안전·수사·교통 등 기능별로 분산돼있는 각종 빅데
이터의 통합 관리 내용을 담은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정보화
수립, 기획재정부에 예산 심의 신청(8.18). ’20년부터
빅데이터 전략계획’을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과 포털 시스템 개발에 착수해 ’24년까지 중립적
단계적으로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진행할 방침. △기능별 빅데
이터 통합적 관리·분석해 지역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치안 활동 지원
△범죄 활동 실시간 모니터링·분석 결과의 신속한 제공이 목적
美, 중국산 수입품 ‘10% 관세’ 일부 연기

기타

일반

미국 정부는 휴대전화, 컴퓨터 등 일부 중국산 IT 제품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 조치를 12.15일로 연기(8.13). 대상 품목은 휴대 중립적
전화·노트북·비디오 게임 콘솔·PC 모니터 등 이며 장난감과 신발·
의류도 특정 대상에 포함. 하지만 피트니스 트래커·스마트 스피커·
블루투스 헤드폰에 대해서는 9.1일부터 10%의 추가 관세 부과 예정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기술정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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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품목

주요 이슈

영향

韓, 日 화이트리스트 제외 때 ‘기술 교류’도 제한

정부는 대(對)일본 수출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지식과 기술 교류 제한을 결정(8.12). 중립적
군사 전용 우려가 있는 기술을 수출할 경우 기존과 달리 건마다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 공동연구나 위탁 연구뿐 아니라 기업의
본점 및 지점간의 기술 이전 등도 통제 대상
韓, ‘유튜브세’ 본격 논의…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 검토

정부는 한국법제연구원에 유튜브세를 포함한 디지털세의 해외
동향 및 국내 적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 과제 수행을 요청(8.15).
또한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법정 분담금 제도를 개편해 중립적
유튜브를 비롯한 OTT 업체도 부과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 방송광고 수요의 상당한 비중이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방발기금 부과 대상도 바뀌어야 한다는 논리
‘삼성페이’, 미국에서 특허소송

기타

일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미국의 솔루션 기업 다이내믹스가 삼성
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에 대해 조사에 착수(8.18). 삼성이
’15년 특허 등록한 MST 기술을 통해 무선으로 마그네틱 신용카드 중립적
정보를 전송시켜 결제하는 시스템을 다이내믹스는 ’08년 ‘다기능
에뮬레이터가 포함된 모바일장치’라는 명칭으로 먼저 특허 출원
했다고 주장. 이에 삼성전자 스마트 디바이스 11개의 수입과
판매 금지를 요청
정부, 日 수출규제 피해 기업 지원단 가동

정부는 이론 수출 규제와 대응해 우리 기업 애로를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기 위한 ‘일본 수출규제 애로 현장 지원단’을 본격 가동(8.18).
현장지원단은 △일본 대체 수입처 발굴을 통한 수입국 다변화 중립적
△수입의존 탈피를 위한 소재 부품 국산화 △일본 KOTRA 무역관의
일본 자율준수기업 활용·연결 지원 △피해기업 자금애로 해소를
위한 운영자금·수입보험 등을 중점 지원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회사 잇따라 인수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서울 법인택시 업체인 중일산업 인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해 실사를 진행 중(8.16). 또한 카카오모빌리티는 앞서
택시면허 90여 개를 보유한 진화택시와도 인수 계약을 체결(8.1). 중립적
이는 카카오가 택시 가맹 사업 진출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향후에도
추가로 인수를 진행할 것으로 관측. 더불어 자본력 우위를 바탕으로
택시 가맹 사업 선점에 나서기 위한 것으로 풀이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기술정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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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주요 ICT 행사 일정
8/12

8/13

• IJCAI(International
Joint Conference on
Artificial Intelligence)
2019
-홍콩 마카오(10~16日)
•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ICT분야 영향
점검회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8/14

8/15

8/16

• US-Korea
Conference 2019
-미국 시카고(14~17日)

8/19

8/20

8/21

8/22

8/23

• 인공지능(AI)
디바이스와 서비스를
위한 디자인 트렌드
및 실무 가이드
-서울 잠실역
한국광고문화회관
• INAIT'19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dustry 4.0 And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ies)
-영국
케임브리지(19~20日)

• 2019 월드 로봇
콘퍼런스
-중국 베이징(20~25日)

• 2019 대만 타이베이
국제 로봇전시회
-타이베이(21~24日)

• 전기차/생태계 및
신사업 확대 방안과
차세대 배터리 최신
분석 세미나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 리테일 & 로지스틱스
월드 비전 2019
-서울 잠실역
한국광고문화회관
• 서울 인공지능 정책
컨퍼런스 2019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8/26

8/27

8/28

8/29

8/30

• 퀄컴 테크 업데이트
2019 Fall
-서울 포스코타워 역삼
• 2019
동아재테크·핀테크쇼
-코엑스(26~27日)
• 2019 국제 광융합
비즈니스 페어
-코엑스(26~28日)
• ITS 2019 (제20회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
-코엑스(26~28日)

• 미래형 자동차의
고기능/친환경 부품을
위한 소재 및
공정기술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 ESS 및 배터리 최신
분석과 IoE 기반 ESS
융ㆍ복합 시스템
사업모델 세미나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 제12회
국제자원순환산업전
(Re-Tech 2019)
-킨텍스(28~30日)
• 소프트웨어 개발자
컨퍼런스 2019
-서울 The K 호텔
• 어드밴스드 컴퓨팅
컨퍼런스 플러스
2019
-잠실 롯데호텔

• 제1회 법률 인공지능
컨퍼런스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 if kakao 개발자
컨퍼런스 2019
-코엑스(29~30日)
• 5 th Security World
-서울 엘타워
• CLOUDSEC Korea
2019
-코엑스
• World Artificial
Intelligence
Conference 2019
-중국 상해(29~31日)

• 디지털 제조혁신을
통한 AI 스마트팩토리
구축방안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9/2

9/3

9/4

9/5

9/6

• 제2차
인공지능(AI)기반
차세대 컨택센터 도입
및 구현 사례 세미나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 2019 하반기
디스플레이 공정기술,
소재 국산화 이슈
대응 전략 세미나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 2019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
-그랜드하얏트인천웨스
트타워(4~5日)
• 2019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킨텍스(4~6日)

• 2019 이러닝코리아 :
에듀테크페어
-코엑스(5~7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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