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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주요 이슈
1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의료 서비스’ 확대 논의 탄력

o 비접촉 진단·치료 등을 통해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는 ‘비대면 의료’ 논의·검토에 촉각
¡ 코로나19 사태로 교육·유통·금융 등 광범위한 업계에서 사람 간 접촉 없는 비대면 서비

스가 급증하면서 국민과 의료기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의료 서비스 논의도 급물살
‒ 의사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상담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원격 의료를 허용(보건복지부, 2.22)
※ 2.22일 이후 5.10일까지 진행한 전화 상담 횟수는 총 26만 2,121건으로 집계

‒ 이어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재유행 등 감염병 대비 차원에서 비대면 진료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범위·대상을 구체화해 제도화한다는 구상
‒ 즉 코로나19에 대응해 전화 진료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향후 이 같은 긴급재난으로 격리 상황에
대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체계화하겠다는 취지
‒ 세계 최고의 유무선 인프라와 ICT 역량 및 검진·진단 기술을 축적한 것도 비대면 의료 서비스
도입 가능성을 높이는 배경
‒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도래하면 과거 의료체계로는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국내 ICT 역량을
접목할 경우 경쟁력 있는 신사업 분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작용
¡ 반면 책임 소재, 보험 수가, 의료 서비스 양극화·영리화 등 여러 가지 우려를 이유로

비대면 진료를 포함한 원격진료에 대한 의료계 반대 입장은 여전
‒ 우리나라 현행 의료법은 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려면 의료기관을 개설해야하고 환자가 병원을 방
문해서 직접 마주하고 진료하는 것이 원칙
‒ 이에 의료계는 초기 진단 지연으로 치료 기회를 놓칠 수 있고 전화상담 후에도 그 결과에 따라
약국을 방문해 약을 조제해야 하는 등 완전한 비대면은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는 입장
‒ 즉 단순히 모니터링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오진 가능성이 크고 이 결과에
대한 책임소재도 불분명하다는 것
‒ 이에 원격진료는 환자의 의료 이용 편의성 또는 편리성 기준이나 비용·효과 기준으로 평가돼서는
안 된다며 제도화에 촉각
‒ 코로나19가 비대면 진료에 이어 원격의료 제도화 가능성까지 대두시키면서 대한의사협회는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전화 상담과 처방을 5.18일부터 중단할 것을 권고
※ 현재까지 이루어진 약 26만 건의 비대면 전화 상담은 전체 진료·처방 수와 비교할 때 극히 미미한 일부에
불과하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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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원격의료(비대면 진료)에 대한 상반된 견해

찬성
⦁벽지·오지 병원 확충 불가피
⦁이동 불편 환자, 노약자 등에 의료 서비스
제공 가능

항목

반대
⦁오진 가능성 높아 환자 건강권 침해

의료

- 의료 사고 시 책임소재 불분명

접근성

⦁인구밀도 높은 국가에서 비효율적
- 주치의 통한 해결안 모색
⦁의료기기·IT기기 구입비 등 과다한 비용

⦁동네병원 중심으로 단계적 원격진료 허용
- 대형병원 참가 사실상 불가능
⦁해외 진출 및 新성장동력으로 활용 가능

지출 가능성, 관련 대기업의 이윤보장

의료
상업화

수단으로 전락 우려
⦁대형 병원 중심으로 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동네의원 도산 우려

⦁PC·스마트폰 등 기존 단말기로 활용 가능,
개인적 비용 수용이 가능한 수준

의료

⦁다양한 의료기기 필요. 예산책정 필요

비용

⦁사회적 비용이 개인에게 전가될 가능성

자료 : 보건복지부 / 세계일보, ’20.5.17

o 글로벌 주요국은 원격의료 인프라 정비 잰걸음…코로나19 계기로 속도
¡ 미국·중국·일본 등은 방역 차단에 효과적인 의료 서비스에 주목하며 공적 보험 적용 확대,

AI 앱을 활용한 진단 등 원격의료 서비스 증가
‒ (미국) 공적 의료 보험의 적용 범위 확대, 식품의약국(FDA)의 새로운 원격의료 지침 발표 등
원격의료 서비스를 촉진하는 인프라 정비에 가장 적극적
‒ (영국) 국민건강보험(NHS) 주도 하에 AI 앱을 활용한 경증환자 대상으로 원격진료 서비스 시행
‒ (중국) 의료 인프라·인력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온라인 진료를 적극 장려한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업계 참여 활발
‒ (일본) ’15년부터 의사 환자 간 원격의료를 전면 허용한 가운데 ’19.6월 온라인 진료 가이드라
인 개선, 금년 4월 원격 진료 대상을 초진 환자까지 확대하는 등 규제 완화

표 2

국가

글로벌 주요국 원격의료 주요 정책 및 현황

주요 내용

⦁지난 3월 노인의 공적 의료 보험 ‘메디 케어’로 온라인 진료의 보험 적용 범위 확대
⦁미국 3대 민간보험사 ‘유나이티드헬스케어’는 환자가 집에 있는 동안 수행되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의료 사업자가 청구할 수 있도록 원격의료 서비스 정책 개선
⦁FDA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적용하기 위해 의료장비의 사용과 관련한 원격의료 지침을
개선·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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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의료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특정 모니터링 장치에 대한 사전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
⦁보건당국은 코로나19 유행 기간에 스카이프나 아이폰 페이스타임 등 통신기술을 활용한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
⦁포레스터리서치에 따르면 미국의 ’20년 온라인 진료는 약 10억 건으로 코로나19 확산 전
예상했던 약 3,600만 건 대비 약 28배 급증할 것으로 전망
⦁영국 국민건강보험(NHS)이 자국 기업 바벨론 헬스가 개발한 온라인 진단 응용 프로그램에
보험 적용
- 이는 AI를 적용해 증상 분석과 온라인 진료의 2가지 기능을 서비스
- 가벼운 경증 환자 진단은 AI가 의사를 대체하고 본격적인 진단과 약물 처방은 온라인 진료를
통해 대응
- 원칙적으로 NHS에 가입한 환자라면 진료비는 무료

⦁’14년 ‘의료기관 원격의료 서비스 추진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며 구체적인 원격의료 개념을
수립하고 사실상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18년 ‘인터넷+ 의료건강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에서 온라인 진료 관리방법, 온라인 병원
관리방법, 원격의료 서비스 관리 규범 기준 추가 발표
⦁코로나19 사태로 알리페이, 바이두 등 11개 업체가 ‘온라인 의사 상담 플랫폼’을 공동 구축.
알리바바헬스는 해외 거주 중국인 대상으로 무료 진료 서비스 제공

⦁’15년 전 지역으로 원격진료 확대 발표
⦁원격수술을 허용하는 ‘온라인 진료 가이드라인’ 개정안 확정(’19.6.10)
- 특히 로봇을 활용한 원격 수술 허용을 포함해 주목
⦁코로나19 사태로 금년 4.13일부터 온라인 진료 대상을 재진에서 초진 환자로 한시적 확대,
의약품 택배배달도 허용
- 스마트폰·태블릿PC 등을 이용한 화상 온라인 진료 외에도 전화를 이용한 초진도 허용
자료 : 언론 보도 자료 정리

o 전염병 팬데믹에 대응해 신속·안전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조성 필요
¡ 세계 전역에서 코로나19를 겪으며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도입하는 등 환자와 보호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 활발
¡ 전염병 특성을 고려해 비대면 진료가 빠르게 확산되었으나 인간의 판단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모두 갖춘 대면진료 수준까지 이르기에는 많은 과제 산적
¡ 전염병과 같은 국가긴급 재난 시 일선 의료 현장에서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치료·진료가 가능하도록 이해 관계자 간 충분한 준비·협의 필요
‒ 코로나19 종식 이후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과 효과 및 문제점 등을 철저히 검증, 실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이해 관계자 간 충분한 준비·협의를 통해 미래 의료 인프라 정비에 만전
¡ 세계 최고 수준의 ICT 인프라와 의료 수준 등을 활용, 코로나19로 관심이 급증하는

비대면의료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회로 활용 필요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기술정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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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MC, 美에 생산거점 마련…화웨이 제재 강화 맞물려 업계 촉각

o 세계 최대 파운드리 회사 대만 ‘TSMC’, 미국 애리조나에 반도체 생산 공장 설립 예정
¡ 애플·퀄컴 등에 반도체를 납품하는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는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미국 애리조나州에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겠다고 발표(5.14)
※ TSMC는 세계 파운드리 시장에서 압도적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으로 애플·퀄컴·엔비디아 등 많은 미국
기업이 TSMC에 반도체 생산을 주문
그림 1

TSMC의 글로벌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 예상 점유율 및 미국 공장 건설 개요

지역
착공 시점

2021년

가동 시점

2024년

월별 생산량
투입액
고용 인력
(가) ’20년 1분기 글로벌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
예상 점유율

애리조나州

웨이퍼 2만 장
120억 달러(약 14조 7,000억 원)
1,600명

(나) TSMC 미국 공장 건설 개요

자료 : TrendForce, ’20.3.19 / 언론 보도 자료 정리

‒ 미국 연방정부와 애리조나 주정부가 모두 참여하는 이번 공장 설립은 ’21년 착공하여 ’24년
부터 제품을 양산할 계획이며 한 달에 2만 장의 웨이퍼를 생산하는 것이 목표
‒ TSMC가 미국 공장에서 생산할 제품은 스마트폰과 5G 이동통신 장비 등에 들어가는 ‘5나노미
터(㎚) 트랜지스터※’ 반도체 칩
※ ‘5나노미터(㎚) 트랜지스터’는 현재 반도체업계에서 가장 미세한 공정의 제품으로 가장 빠르고 에너지 효율도
최고 높은 제품

‒ 이번 공장 설립으로 고급인력 고용 효과가 1,600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간접적으로
수천 개 일자리를 창출하여 미국 내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할 것으로 전망
‒ 특히 미국에 초미세 공정이 가능한 팹(실리콘웨이퍼 제조 공장)이 들어서면 퀄컴, AMD 등 미국
주요 반도체 회사 밀착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 확장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앞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중국·한국 등 아시아 국가에 대한 미국 반도체 제조

의존도를 줄이기 위하여 TSMC의 미국 공장 건설을 적극 추진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기술정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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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첨단 산업의 핵심 부품인 반도체의 안정적인 공급사
슬이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며 자국 내 반도체 생산의 필요성 강조
‒ TSMC는 워싱턴주에서 소규모 공장을 가동할 뿐 주로 대만 생산 기조를 유지했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첨단 산업의 핵심 부품인 반도체의 아시아 공급망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자 미국
공장 설립 추진을 급격히 진전시킨 것으로 풀이

o 中 반도체 굴기 겨냥해 화웨이 제재 조치 강화한 미국…TSMC 등 업계 행보 촉각
¡ 미국 상무부는 자국 반도체 관련 기술을 일부라도 사용하는 기업이 특정 제품을 화웨이에

공급하려면 반드시 미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 발표(5.15)
¡ 이 후 TSMC가 화웨이로부터 신규 주문을 중단할 것이라는 뉴스가 전해지는 등 미국의

새로운 규제가 반도체 업계 미치는 영향에 이목 집중
※ 이에 대해 TSMC는 공식적 언급 자제
¡ 화웨이는 그동안 미국이 자국 기업 퀄컴의 통신반도체 공급을 제한해도 TSMC를 통해

반도체를 조달 받아왔기 때문에 TSMC로부터의 공급 물량이 차단될 경우 리스크 불가피
‒ 화웨이는 신형 스마트폰의 핵심 반도체 제조 대부분을 TSMC가 담당했으며 TSMC 역시 전체 매
출에서 화웨이 비중이 높기 때문에 TSMC가 화웨이 공급을 중단할 경우 양사 모두 영향 예상
‒ 화웨이는 TSMC를 대체할 공급로 확보를 위해 자국 파운드리 업체인 SMIC로부터 공급받고 한국과
다른 대만 반도체 업체도 물색할 것으로 예상
¡ 한편 중국 정부는 화웨이의 반도체 공급 차질을 우려해 자국 반도체 기업인 SMIC 주식

발행 작업※에 참여하며 22억 5,000만 달러를 투자(5.15)하는 등 반도체 굴기에 속도
※ SMIC는 상하이 증권시장에서 주식발행을 통한 30억 달러 이상의 자금 조달을 계획 중

‒ 자금조달 후 SMIC의 등록 자본은 기존 35억 달러에서 65억 달러로 늘어났으며 한 달에 6,000
개의 14나노 칩을 생산할 수 있던 생산능력이 3만 5,000개 수준으로 향상
‒ 또한 정부의 지원을 받아 금년 설비투자액(CAPEX)을 기존 전망치 대비 34% 늘린 43억 달러로
집행했으며 공장 확대와 신기술 개발에 투입할 계획
‒ 중국 각 지방정부는 SMIC의 본사인 상하이를 비롯한 중국 9개 공장에 보조금과 세제혜택을 제공
하며 자국 팹리스(반도체 설계전문)의 안정적 물량 확보에 주력
‒ 한편, 중국 정부는 금년 반도체 자급률을 40%로 높이고 ’25년에는 70%까지 끌어올릴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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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미중 반도체 무역갈등 재고조…국내 반도체 업체 긴장
¡ 미국 정부가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공급을 차단하는 초강력 제재에 나서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시장에서도 다양한 전망 제기
‒ 화웨이의 스마트폰 생산이 위축되면 국내 반도체 업체의 화웨이 매출 역시 일정부분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반도체 굴기의 한 축인 화웨이의 반도체 개발이 어려워
짐에 따라 국내업계 반사이익도 가능
‒ 특히 미국의 이번 수출 제한 조치는 비메모리 반도체(칩설계, 위탁생산)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체에 직접적인 영향은 낮을 것으로 예측
‒ 하지만 미국이 메모리 반도체인 D램과 낸드플래시 수출까지 규제할 경우 국내 메모리 업계도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
‒ 일각에서는 글로벌 D램, 낸드플래시 시장 점유율 3위, 4위를 차지하고 있는 마이크론이 미국
업체인 만큼 미국 정부의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압박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

o G2, 반도체 산업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갈등 심화…정책 변화 따른 적절한 대응책 모색
¡ 미국 정부는 화웨이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고 세계 최대 파운드리 회사 대만 TSMC의

생산 공장을 자국에 설립하는 등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갈등에서 압박 수위를 재차 높이며
양국 간 무역갈등이 첨예하게 대립
¡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강화되면서 중국 정부는 자국 반도체 기업인 SMIC 주식발행

작업에 참여하는 등 반도체 자국 생산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
‒ 특히 화웨이는 대만 TSMC 등에 위탁생산을 맡기는 방식으로 미국 기술 기반의 반도체를
공급받고 있어 핵심 반도체 조달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 우리 정부와 기업은 미국의 수출제한 조치, 중국의 반도체 굴기 등 대내외적 리스크를

상시 모니터링하며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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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주요국 동향
1

中, ‘한·중 국제협력시범구’ 구상… AI·반도체 등 첨단기업 유치

o 창춘시에 한국과 중국의 다양한 산업 분야를 교류할 수 있는 청사진 제시
¡ 중국 정부는 지린성 창춘시에 인공지능(AI), 5세대(5G) 이동통신,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의

한국 기업이 대거 참여하는 산업단지 조성 방안을 공개(5.5)
그림 2

중국의 ‘한·중 국제협력시범구’ 건설 방안

자료 : 언론 보도 자료 정리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발표한 ‘중한 국제협력시범구 총체 방안(中韩国际合作示范区总体方案)’에
따르면 중국은 창춘시 동북부에 한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36㎢ 면적의 산업단지를 건설하고
장기적으로 210㎢까지 넓힐 방침
‒ 협력 분야로는 AI, 5G, VR, 반도체와 함께 공업·서비스 로봇, 신재생에너지 자동차·지능형
자동차 및 주요 부품 등 첨단과학 분야가 대거 포함
‒ 이 외에도 한·중 관광 협력을 대폭 강화하여 시범지역 안에서 한국 관광기구가 지사를 설립하는
것을 지원하고 국경 간 관광을 적극 발전시킨다는 내용도 명시
‒ 중국 정부는 시범구를 통해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과 주변국을 연결하는 인프라 프로젝트)의
공동 건설과 낙후한 동북지역의 경제발전에 새로운 활로를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기술정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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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업계는 시범구가 아직 청사진 단계지만 한·중간 협력을 지정한 만큼 향후 구체적인 지원책이
나오면 국내 첨단 기업들의 진출이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

o 한·중 옌타이산업단지도 한국 첨단기업 유치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
¡ ’17.12월 조성한 한·중 옌타이산업단지는 ’25년 까지 한국 입주기업에게 20억 달러의 자금

을 투자하는 등 한국 첨단기업 유치에 총력
‒ 한·중 옌타이산업단지는 10대산업(△친환경자동차 △첨단장비 △인공지능 △전자장비 △제약 및
건강 △그린에너지 △신소재 △금융보험 △물류창고 △문화관광) 중심으로 발전시킬 전략
‒ 옌타이시는 한중산업단지에 입주하는 한국 첨단기업을 위해 공업 용지를 임대하고 공장 증축 시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연간 외국인 투자금이 5,000만 달러 이상인 신규 건설 프로젝트와
3,000만 달러 이상인 프로젝트를 시행할 경우 최대 1억 위안의 보조금 지원
‒ 또한 등록 3년 이내 기업이 500만 위안 이상 옌타이시 재정 수입에 기여할 경우 세금을
20~50%까지 감면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 추진
‒ 현재 옌타이시에는 LG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 포스코, 두산인프라코어 등 약 1,000개의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으며 이 중 한·중 옌타이산업단지에만 520여 개(’19.12월 기준) 기업이 입주

o 중국의 중요성과 리스크가 함께 증대하는 시기, 한·중 산업단지의 전략 활용 지혜 필요
¡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에 따라 AI·5G·보건·첨단장비·친환경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분야를 협력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며 관련국간 경제 협력을 가속화
¡ 최근 중국 지린성 창춘에 조성 중인 ‘한·중 국제협력시범구’의 총체방안이 금년 4월

중국 국무원의 승인을 받으면서 중국 중앙 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것으로 전망
¡ 중국 산업단지는 첨단산업 육성의 주요 거점으로 발전하고 있는 만큼 현지 기업과 비

즈니스 협력, 신사업 발굴 등을 모색하며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삼을 필요

참고자료
1) 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国家发展改革委关于印发《中韩（长春）国际合作示范区总体方案》的通知’ (2020.5.5)
http://www.gov.cn/zhengce/zhengceku/2020-05/15/content_5511862.htm
2) 中华人民共和国国家发展和改革委员会, ‘国家发展改革委关于印发《中韩（长春）国际合作示范区总体方案》的通知’ (2020.5.5)
https://www.ndrc.gov.cn/xxgk/zcfb/tz/202005/t20200512_1227855.html
3) 이데일리, ‘세금 깍고 땅주고 지원금까지…韓기업 유치에 목멘 中엔타이’ (2019.12.11)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48086622717536&mediaCodeNo=257&OutLnkChk=Y
4) 파이낸셜신문, ‘한중옌타이산업단지... 한국기업 유치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 (2019.1.14)
http://www.ef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8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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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코로나19 대응해 디지털 변혁 가속화하는 지역 보건소

o AI를 활용해 해외 귀국자 건강 상태 확인 지원
¡ 보건소 직원이 해외 귀국자에게 매일 전화(귀국 2주 동안)하며 건강상태를 확인하던 업무를

라인(Line)의 AI 기술로 대체
‒ 해외 귀국자에 대한 추적 조사에 활용하는 라인의 AI 기술은 3가지로 후생노동성과 협력하여
개발
‒ 첫 번째는 귀국 여행자가 입국 전에 검역소에서 작성한 설문지 필기 내용을 AI를 활용한 광학
문자판독기로 데이터화하는 작업
‒ 두 번째는 AI 채팅봇(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라인 앱 전용 계정에서 본인이나 동거자에 발열·
기침 등 증상 유무를 확인하는 서비스
‒ 세 번째는 음성응답 AI로 라인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에게 AI 자동 전화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 단 AI 자동 전화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종전대로 보건소 직원이 전화
¡ AI가 확보한 해외 귀국자 건강 데이터는 관할 지역 보건소에 제공하며 건강 상태에 따라

보건소 직원이 전화하여 의료기관의 진찰을 권유
¡ AI를 활용하면 보건소 직원의 방대한 업무를 경감시키는 동시에 긴급하고 중요한 업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

o 클라우드를 도입해 전화 상담 내용 등 방대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 바이러스 의심 환자의 전화 상담, 해외 귀국자 관리, 경증 환자 및 후속 감염 유무 조사,

감염 경로 추적이나 접촉자 파악 등 보건소의 코로나19 관련 업무는 매우 방대한 규모
¡ 세일즈포스닷컴(일본 법인)은 일본 전역의 보건소에 코로나19 업무 지원을 위한 클라우드

패키지를 9.30일까지 무료 제공한다고 발표(4.13)
¡ 이 클라우드 패키지를 활용하면 상담 기록과 유전자 증폭(PCR) 검사자와 추후 접촉자의

추적·관찰 결과, 행동 조사 기록 등을 용이하게 관리·분석 가능
‒ 코로나19 관련 방대한 업무와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상담 내용 유형과 PCR 검사 대상 환자
목록을 만들고 각 지자체와 중앙 정부에 보고하는데 필요한 집계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 실제로 지바현 후나바시市 보건소는 1일 약 300건에 달하는 전화 상담 내용을 클라우드 시스템을
도입해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상담 사안의 중요도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전문성 확보
¡ 또한 클라우드 시스템에 새로운 기능·항목 추가가 용이하기 때문에 시시각각 변화하는

코로나19 감염 상황과 대책에 따라 보건소에서 유연하게 대응 가능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기술정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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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세일즈포스닷컴(일본 법인)이 일본 지역 보건소에 제공하는 클라우드 시스템

주) LGWAN: Local Government Wide Area Network
자료 : 세일즈포스닷컴(일본 법인), ’20.4.13

o 감염자·격리자 스스로 스마트폰에 건강 상태를 입력하는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 클라우드·SW 개발회사 사이보우즈(Cybozu)는 클라우드 플랫폼 ‘킨톤(Kinton)’ 기반의

코로나19 대응 상황 관리 시스템을 오사카부와 연계해 개발
‒ 자택·숙박시설 등에서 격리 중인 감염자가 스마트폰에 체온과 건강 상태를 입력하고 오사카부
담당자와 보건소 직원 관계자가 클라우드에서 실시간으로 체크하는 시스템
‒ 이로써 보건소 직원이 격리중인 경증 환자에게 매일 전화하고 상태를 체크해 엑셀파일에 입력한
후 오사카부 담당 직원에 송부하던 업무 절차가 대폭 감소
‒ 또한 중증 감염 입원자 수, 병원의 여유 병상 수 목록 등도 연동가능하기 때문에 감염자의 상태가
악화될 경우 입원 조치를 신속하게 처리 가능

o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 ICT 활용은 디지털 변혁을 가속화
¡ 코로나19 감염 확대 방지의 최전선을 담당하는 보건소 업무 부담이 가중되면서 각 지

자체 보건소는 ICT 기업과 협력해 AI·클라우드를 활용한 지원에 나서기 시작
¡ 이미 국내에서도 클라우드 업계(KT·NBP 등)가 공적 마스트 판매를 알려주는 앱과 웹

서비스 개발 지원 플랫폼·인프라를 무상 제공하는 등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
¡ 코로나19 사태로 촉발한 관련 업계의 AI·클라우드 등 첨단 기술 도입과 활용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며 디지털 변혁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노력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기술정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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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Salesforce.com Japan, ‘セ-ルスフォ-ス·ドットコム、新型コロナ保健所業務支援クラウドパッケ-ジを全国の保健所向けに無償提供’ (2020.4.13)
https://www.salesforce.com/jp/company/news-press/press-releases/2020/04/200413/
2) 日本經濟新聞, ‘保健所をデジタル變革 激務のコロナ對應、支援相次ぐ’ (2020.5.14)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58632870Q0A430C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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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ICT 부문별 모니터링
구분

품목

주요 이슈

영향

SKT, 양자보안 5G폰 ‘갤럭시A 퀀텀’ 공개

SKT는 삼성전자와 함께 세계 최초로 양자난수생성 칩셋을
해킹으로부터의 보안성을 대폭 강화한 5G 스마트폰
무선통신 탑재하여
A 퀀텀’을 공개(5.14). 양자난수생성 칩셋은 ‘양자 중립적
시스템 ‘갤럭시
(Quantum)’의 특성을 활용해 예측 불가능하고 패턴이 없는
순수 난수를 생성함으로써 스마트폰 이용자가 특정 서비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이 특징
페이스북, 아프리카 일대에 해저 광케이블 구축 예정

통신
전파

페이스북은 중국 최대 이동통신사인 차이나모바일 등과 합작
아프리카에 3만 7,000km 길이의 해저케이블을 설치할
유선통신 하여
계획. 이 해저케이블은 세계에서 가장 큰 해저 케이블 프로 중립적
시스템 젝트로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 23개국을 연결. 프로젝트 비용은
최대 10억 달러(약 1조 2,000억 원)이며 ’24년 완공 예정.
케이블이 설치되고 나면 아프리카 인터넷이 보다 빨라질
것으로 기대
샤오미, ‘홍미노트9S’ 5월 말 국내 출시

샤오미는 보급형 스마트폰 ‘홍미노트9S’를 금년 5월 말 국내
계획. 홍미노트9S는 출고가 20만 원 대의 LTE모델로
통신 출시할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국내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단말/부품 제고할 예정. 아이폰SE와 갤럭시A51 5G 등 중저가 폰들이 중립적
잇따라 출시된 가운데 샤오미도 중저가폰 대전에 참전하며
업계 이목 집중. 한편, 샤오미는 금년 상반기 중 40만 원대
5G 스마트폰 ‘미10 라이트 5G’도 국내 선보일 계획
실감콘텐츠 제작 인프라 ‘K-실감 스튜디오’ 개소

방송
·
미디어

스마트
미디어
서비스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국 VR·AR콤플렉스(KoVAC)에 아시아
최대 수준의 실감콘텐츠 제작 인프라인 ‘K-실감스튜디오’ 개소
(5.13). 4K 고화질 카메라 60대가 설치되어 객체(인물 등)를 긍정적
모든 방향에서 동시에 촬영해 입체 실감 콘텐츠를 제작.
스튜디오를 통하여 인프라 구축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콘텐츠 제작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업계에서 요구
하는 실감콘텐츠 서비스 개발, 관련 콘텐츠 시장 탄력 기대
애플, VR 업체 ‘넥스트VR’ 인수 완료

넥스트VR을 최종 인수한 애플이 향후 AR·VR 서비스를 본격
전망.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넥스트VR은 스포츠와 중립적
입체 영상 강화할
엔터테인먼트를 VR로 융합하고 중계하는 서비스 제공. 종래
AR 시장에 관심을 보여온 애플이 VR 기업까지 인수하면서
AR·VR 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제품 개발에 나설 것으로 관측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기술정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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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품목

주요 이슈

영향

中 바이두, ‘공익 AI’ 프로젝트 공개

바이두는 AI 기술을 공익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추진하는 공
익 프로젝트 ‘바이두 싱천(星辰) 계획’을 발표. 프로젝트를
통하여 하나의 개방형 플랫폼을 만들고 개발자, 창업자 등이 중립적
사회적 책임 분야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
원. 또한 기술을 개방하여 공유하고 데이터, 소스, 자금 등
을 지원할 방침
소니, 세계 최초 AI 이미지 센서 개발

AI
SW
·
AI

소니는 세계 최초로 AI를 내장한 이미지 센서를 개발. 센서는
클라우드 시스템 등을 통하지 않고 이미지 센서에서 직접
다양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이 특징. 특히 클라우드 중립적
시스템 등을 활용하지 않고 직접 익명의 데이터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개인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보안을 높이는데 도움.
소니는 소매점에서 쇼핑객의 행동을 추적하는 데 이미지 센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AWS, 기업용 AI 검색 서비스 ‘켄드라’ 출시

아마존웹서비스는 AI 및 머신러닝을 활용한 기업용 검색
서비스 ‘켄드라’를 출시. 켄드라는 사용자가 질문하면 머신
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해 관련성 높은 결과를 도출. 또한 전문 중립적
지식 없이도 몇 번의 클릭으로 모든 내부 데이터 소스를 색
인화하고 해당 데이터 검색 가능. 한편 웹사이트와 애플리
케이션에 자연어 검색 기능을 접목해 사용자는 기업의 방대한
자료 속에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 장점
쏘카, 제주에서 자율주행 셔틀 첫 운행

자율주행 기술 스타트업 라이드플럭스와 협력해 제주에서
자율주행 셔틀 시범 서비스 시작(5.18). 운행 구간은 제주공항과
렌터카 차고지인 ‘쏘카스테이션’을 오가는 왕복 5km
자율주행 쏘카의
도로. 안전성 확보를 위해 라이드플럭스 측은 ’19.11월부터 중립적
약 6개월에 걸쳐 시험 주행. 운행 횟수는 1,600회, 누적 자율
주행 시간은 8,000분 이상. 교차로·신호등·횡단보도 등을 3
만 번 이상 통과하며 기술 완성도 제고
공인인증서 21년 만에 폐지…다양한 인증방식 시대 도래

차세대
보안

전자서명법 개정안 ‘공인인증서 폐지 법안’이 5.19일 법제사
거쳐 5.20일 열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시스템 및 법위원회를
공인인증서는 발급 과정 복잡함·번거로운 타행
암호보안 상정·통과.
인증서 등록 절차, 1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점 등으로 많은 긍정적
불편을 초래. 이에 개정안은 공인인증서 독점적 지위를 폐기
해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의 구별을 없애고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 수단이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포함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기술정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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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품목

주요 이슈

영향

심장 이상신호 알려주는 ‘메모워치’…의료혁신 신호탄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업체 휴이노(HUINNO)의 손목시계형
의료기기 ‘메모워치(MEMO Watch)’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의료기기로 행위 요양급여대상임을 확인. 심전도 이상
디바이스 웨어러블 부터
의심 환자가 처방 이후 손목에 기기를 착용하고 생활하다 중립적
심장에 이상이 왔다고 느끼는 순간 두 손목을 모아 심전도를
측정하면 이 정보가 자동으로 의료진에게 전송되는 방식.
비대면 의료기술과 대면의료기술을 도입한 의료기술로 국내
대표적인 혁신의료기술로 평가
네이버파이낸셜, ‘네이버 통장’ 출시 예정

네이버파이낸셜이 미래에셋대우와 함께 선보이는 네이버
블록체인
금년 5월 말 출시. 네이버통장은 CMA 통장으로
·
블록체인 통장이
예치금에 따른 수익이 제공. 또한 통장과 네이버페이를 중립적
연동해 네이버페이를 이용하면 포인트 적립도 할 수 있는
융합
것이 특징. 특히 네이버통장 가입자는 네이버페이 전월 결제
실적을 중심으로 최대 연 3% 수익률과 3%의 포인트 적립 가능
‘글로벌 ICT 미래 유니콘 육성사업 기업’ 선정 결과 발표

일반
기타

동 사업은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글로벌 성장 잠재력 높은
ICT 분야 유망기업을 발굴하여 해외진출, 자금(투·융자) 제공
등 종합 지원을 통해 미래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25년, 50 긍정적
개사)하는 것. AI 기반 수학 문제풀이 에듀테크 기업 ‘매스프
레소’, 산업설비의 고장 위험성과 잔여 수명을 예측·분석하는
‘원프레딕트’, AI 기반 반도체 설계자산(IP) 기업인 ‘오픈엣지테
크놀로지’ 등 ICT 분야의 혁신 기업이 포함
삼성전자, 포브스 기업순위 16위

기업

美 경제매체 포브스가 선정한 글로벌 기업순위에서 삼성
전자가 16위에 랭크.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100위권 안에
포함. 세부 항목별로는 매출 18위, 순이익 18위, 자산 121위, 중립적
시가총액 17위 기록. 상위권 업체 상당수는 미·중 금융업
체로 중국공상은행이 1위를 차지하였으며, 애플 9위, 인텔
38위, TSMC 108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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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주요 ICT 행사 일정
5/18

5/19

5/20

5/21

• 2020
한국금융미래포럼

• IT MEGA VISION
2020

- 서울 은행연합회 2층
국제회의실

- 온라인 진행

5/22

• 중국 양회(兩會) 개막
-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

5/25

5/26

5/27

5/28

5/29

• 2020 키플랫폼(K.E.Y
PLATFORM 2020)
- 서울 콘래드호텔 (5.28~29)

6/1

6/2

6/3

6/4

6/5

6/10

6/11

6/12

• 클라우드 2020
컨퍼런스
- 서울 드래곤시티

6/8

6/9

• Digital CX Summit &
Awards 2020
- 싱가포르, 더 풀러턴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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