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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 배경

□ 사람과 사물이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超연결사회의 도래에 따라 

다양한 역할을 하는 차세대 스마트 디바이스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

o 디바이스는 개인 통신수단을 넘어 사물인터넷·5G 이동통신 등을 

통한 단말간 연동으로 이용자·사물·공간을 지능화하는 방향으로 발전

□ 디바이스 산업은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사물인터넷 시장 선점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국내 중소 디바이스 기업들의 경쟁력은 지속 저하

o 스마트폰 시장의 고도화로 대기업이 소형화·모듈화된 부품을 직접

생산·공급함에 따라, 많은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거나 시장 퇴출

※ 전자부품 통신장비 제조업체 수(중기청, 중소기업 실태조사, 개): (’07) 5,739 → (’11) 2,587

* ‘18년까지 IoT 솔루션의 50%는 3년이하의 스타트업에서 나올 것으로 전망(가트너)

□ 스마트폰 이후의 ‘2차 디바이스 혁명’에 선제 대응하고, 디바이스 

강국의 성과를 중소·중견기업도 공유하기 위한 국가 전략 필요

o 스마트폰의 성장세가 둔화됨에 따라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도할 

디바이스의 미래 먹거리 발굴과 핵심기술 경쟁력 제고 시급

o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고 세계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강화

< 창조경제와 차세대 스마트 디바이스 산업 >

◇ 창조경제타운 및 창조경제 혁신센터(대통령 신년 담화)의 주요 추진

분야로써 차세대 스마트 디바이스 산업이 부상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 실감·지능·융합형 서비스 패러다임을 이끌어 갈 미래 디바이스분야

중소·중견 글로벌 전문기업을 육성하여 창조경제 실현 기여



< 차세대 스마트 디바이스의 정의 >

□ 차세대 스마트 디바이스란?

o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환경에서 정보통신방송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지능형 단말을 포함하는 정보기기 

※ 웨어러블/플렉서블기기, 디지털사이니지, 커넥티드Car/가전, 고실감미디어디바이스등

o PC, 유선전화기 등 단순연결 위주의 디바이스 1.0, 스마트폰 등

서비스에 대한 위치제약을 극복한 디바이스 2.0에서

⇒ 다수의 디바이스와 주변 환경이 상호연동으로 통합(Integrated)

되어 실감·지능·융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바이스 3.0으로 발전

□ 차세대 스마트 디바이스 발전을 위해서는 부품 기술 확보가 필수적

o 플랙서블·웨어러블 등 다양한 형태의 차세대 스마트 디바이스 등장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반도체·센서 부품 등의 핵심기술의 중요성 배가

o 소형화·저전력화·모듈화되는 기존 스마트 기기용 주요 범용부품 

역시 차세대 스마트 디바이스의 성능향상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 차세대 스마트 디바이스 산업 발전 방향 >

□ 디바이스 산업은 앱세서리→ 웨어러블→ IoT환경으로 진화

o 향후 차세대 스마트 디바이스 산업은 초기 스마트폰을 보조하는 

앱세서리 형태에서 인체에 착용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발전하며,

o 궁극적으로 다양한 디바이스가 사물·환경으로 연결·융합되는 IoT

환경으로 진화하여 디바이스 개념이 전산업 영역으로 확대될 전망

□ 차세대 스마트 디바이스 시장은 글로벌 대기업이 주도하는 Mass

마켓과 창의적 중소·벤처 중심의 Long Tail 마켓이 공존할 전망

o 대기업은 소품종 대량생산이 가능한 분야에 집중하거나, 핵심 부품·

모듈의 공급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

o 중소·벤처기업은 참신한 아이디어 및 민첩한 트렌드 반영을 통해 

자본력과 기술력의 한계를 극복하여 새로운 틈새시장 형성

* Pebble사의 스마트 시계, DIY드론 사례와 같이 크라우드 펀딩, 집단지성을 활용한 빠른

혁신 등으로 최소의 비용으로 창업·생산하는 롱테일 비즈니스 모델 부상

□ 아이디어의 지속 유입을 위한 개방형 디바이스 생태계 구축이 관건

o 새로운 중소·벤처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도전할 수 있도록 기술·

자금·생산 등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

< 개방형 차세대 스마트 디바이스의 생산방식 >

출처 : KT경제경영연구소, 2014.01



Ⅱ 디바이스 시장 국내외 동향

1  디바이스 시장 현황과 전망

□ 세계 디바이스(PC 노트북 태블릿 피처/스마트폰) 시장은 ’13년 6,655억불

에서 ’17년 8,065억불(ICT전체의 18.9%)까지 매년 3.9%씩 성장할 전망 

※ 전세계 ICT시장규모(IDC ‘13, $): (’13) 3조 6,364억 → (’17) 4조 2,601억

o PC 피처폰 등 1세대 디바이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스마트 디바이스(2세대)가 확산 중 

- 중국 인도 등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중저가형 스마트 디바이스도 

’17년까지 성장세가 급격히 둔화될 것으로 전망

※세계스마트폰시장성장률(IDC ’13, %): (’11) 51.7 → (’13) 21.3 → (’15) 8.9 → (’17) 5.1

□ 국내 디바이스 시장은 ’13년 214억불(ICT시장의 31.6%)에서 ’17년 180

억불로 감소, ICT시장 내의 비중도 20.8%로 하락 전망

※ 국내 ICT시장규모(IDC ‘13, $): (’13) 672억 → (’17) 866억

o 이는 국내 디바이스 시장의 약 80%인 스마트폰 시장이 점진적으로

포화됨에 따라 ’13년 이후 하락세로 전환됨에 기인

< 글로벌 디바이스 시장 전망 > < 국내 디바이스 시장 전망 >

자료 : IDC, 2013.6 재구성



2  차세대 스마트 디바이스 관련 산업 동향

□ 웨어러블 디바이스, IoT 등 새로운 혁신가치를 제공하는 서비스와 

디바이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시장선점 경쟁 돌입

o 시계 안경 의복 등 신체 착용形 웨어러블(Wearable) 디바이스가 Post-

스마트폰으로 기대되나, 현재는 기술개발과 상품출시의 초기 단계

※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전망(IMS Research ’13, $): (’13) 14억 → (’16) 60억

o 주변환경(차량 가전 등)과 디바이스 간 연동이 확대되는 IoT 환경에

서는 디바이스가 핵심 분야로 부각될 전망(GSMA)

- IoT 기술보급으로 네트워크에 접속되는 기기가 늘어나면서 IoT

디바이스 시장의 빠른 성장을 예상

- 네트워크 중심(67%)의 기존 모바일(휴대폰 태블릿) 시장과는 달리, IoT 시장

에서는 디바이스가 중심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측

자료 : GSMA & Machina Research(2011), KT경영경제연구소(‘13.8) 재구성

< 주요 글로벌 기업 미래 차세대 스마트 디바이스 추진 동향 >

◇ (구글) ’12년 구글 글래스 출시 이후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모토로라를 통해

모듈형 스마트폰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등 다양한 방안 추진

◇ (애플) iWatch, iTV 등 다양한 분야의 디바이스를 개발 중으로 알려져 있으며,

’14년부터 iOS를 차량에 탑재할 것을 발표

◇ (삼성) 스마트 시계(갤럭시 기어), 플랙서블 디스플레이(갤럭시 라운드) 등을

출시하며 기술 및 시장 선점을 위한 노력 강화



3  부품 및 앱세서리 산업 동향 

□ 새로운 디바이스 등장과 중저가 스마트 디바이스 시장 확대로 핵심

부품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범용부품시장 성장세도 유지

o ‘12년 약 760억불인 디바이스 부품시장*은 디바이스의 성장세를

고려하면 ’20년까지 최소 2배 이상 성장할 전망(전자부품연구원(KETI))

* 고주파(RF칩셋, PA 등), 데이터처리(모뎀, AP, PMIC 등)과 입출력(디스플레이, 터치

패널), 센서(가속도, 자이로 센서, 지자기 센서 등), 기타(배터리 모듈)

o 센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가운데 물리·화학·바이오센서가 주목

받고 있으며, 센싱 데이터를 통합 처리하는 센서허브가 탑재되는 추세

※ 스마트기기 센서 시장 전망(Gartner ’13, $) : (’12) 22.5억 → (’17) 45.6억

※ 센서허브는 전력소모 감소 및 센싱능력 향상을 위한 별도의 프로세서로 ‘13년

부터 갤럭시S4, 아이폰5S 등에 탑재되기 시작하며 빠르게 확산될 전망

o 차세대 스마트 디바이스 핵심 기술로 부상하고 있는 플렉서블 소재·

부품(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무선충전 등에 대한 기술개발에 투자 중

※ (美) 국방부 중심으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센터 설립, 10년간 9,370만불 투자

(삼성전기)무선충전 사업 강화를 위해 뉴질랜드 PowerbyProxi에 400만불 투자

o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새로운 UI/UX

기술개발과 관련 핵심 서비스 발굴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

※ Sony 스마일셔터: 인체의 미세동작(웃음)을 감지하여 셔터가 자동으로 작동

o 5G 이동통신, 밀리미터파 근거리 무선통신 등 미래 초고속 이동통신

서비스의 등장이 예상되어 관련 핵심부품 시장이 새롭게 형성



□ 스마트 디바이스 연계형 제품군 확산으로 중소기업의 성장기회 확대

o 스마트 기기와 결합하여 특정 추가기능을 수행하는 다양한 종류의

디바이스(앱세서리: App+Accessary)*의 확산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

* 앱 기반의 서비스를 통한 추가기능 제공을 위해 스마트 기기에 연결되는 주변장치

- 앱세서리는 스마트기기의 기능을 단순 확장(카메라 펜 등)하는 주변

기기 수준에서 고유의 가치를 지닌 디바이스 수준으로 진화 중

※ 세계 앱세서리 출하량(Juniper, ‘13.8, 대): (‘13) 1,800만 → (’18) 1억 7,000만

< 주요 앱세서리 사례 >

결제: 스퀘어(Square) 건강:조본업(Jawbone Up)

- 이어폰 단자에 꽂아서 사용하

는신용카드리더기

- 수수료를 받는 수익 모델

- 손목착용형 ‘삶의 질 향상’ 제품

- 수면 패턴, 활동, 음식 등을

추적·기록·분석

o 중소기업을 위한 개방형 HW생태계의 조성을 통해 시장주도권 확보

- 오픈소스HW 기반의 디바이스 제작이 활성화됨에 따라 주요기업

들도 혁신의 수단으로 오픈소스HW의 가치와 활용성에 주목 

- 구글은 ‘11년부터 오픈소스 HW플랫폼인 아두이노(Arduino)를 기반

으로 표준 액세서리 개발 킷(ADK)을 발표, HW생태계 육성 추진

※ 텍사스 인스트루먼트(TI)의 비글보드, ARM의 mbed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도 오픈

소스HW 플랫폼 개발 및 개발자 생태계에 대한 지원 강화

< 오프소스 하드웨어(OSHW) >

◇ (정의) 각종 HW제작에 필요한 회로도, 관련 설명서, 인쇄회로 기판 도면

등을 개방하여 누구나 이를 활용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HW

◇ (특징) 부품을 직접 구매해 조립하기 때문에 완성형 제품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며, 새로운 형태로 변경한 전혀 다른 디바이스로도 제조 가능

◇ (효과) HW제품 제조에 대한 접근성 확대로 많은 사람들이 창의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산업에 새로운 아이디어 유입 활성화



Ⅲ  국내 디바이스 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1  핵심기술력과 R&D전략 분야

□ 미래 디바이스 시장선도를 위한 과감하고 전략적인 R&D투자 부족

o 디바이스 관련 핵심기술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미흡하나, ’13년

ICT R&D(5,291억원)중 디바이스와 관련부품 분야는 7.0%(371억원)에 불과

< 주요 디바이스 요소기술 최고국 대비 수준(‘12년 기술수준평가 KISTEP, %) >

기술분야 총괄 대 중소 기술분야 총괄 대 중소
감성인지 및 처리 78.7 78.9 71.6 감성공학적 디자인 77.3 76.2 70.2
초고속반도체디바이스 87.0 91.3 72.5 신개념 사용자 경험 82.8 85.5 73.8
지능형 인터렉티브 76.7 75.6 70.6 무선전력전송·무선충전 86.9 80.0 79.4

o 중국 등 후발국 추격도 거세지고 있어, 미래 디바이스 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 R&D전략 마련이 시급

※전자정보통신분야전략기술수준(’12년기술수준평가, KISTEP): 중국대비 1.2-3.8년선도

□ 일부 대기업 계열사 등을 제외하면, 전반적 주요부품 경쟁력은 취약

o 국산화된 부품군은 대부분 중국과 유사한 기술수준이나, 대기업(삼성

LG 등)에 대한 납품 의존증가로 일부기업으로만 기회가 제한 

o 차세대 스마트 디바이스 확대에 따라 다양한 센싱기술 및 관련부품

적용이 예상되나, 핵심기술(센서 고주파 무선전력전송 등) 경쟁력은 부족

※단가 인지도 인력 장비 등의 문제로 개발여건이 어려워 대부분 수입의존 중

o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 제품개발 시 특허 소송에 대한 대비가 취약

하여 추후 특허 관련 분쟁으로 피소될 경우 경영 위협에 노출

※특허소송의 절반은 IT산업에서 발생(HW SW 21%, 전기 전자 14%, 방송통신 12%)

※미국 내 한국기업 대상 특허분쟁(건) : (’08) 119 → (’13.7월) 222



2  창조적 중소 디바이스 기업 분야

□ 창의·혁신 아이디어가 디바이스 산업으로 유입되기 힘든 구조

o 대기업 중심으로 수직 계열화된 국내 디바이스 산업 생태계에서

협력사가 아닌 중소기업 아이디어·기술의 독자생존이 곤란

※ 전자부품통신장비제조업체 수(중기청 중소기업 실태조사, 개): (’07) 5,739 → (’11) 2,587

o 오픈 이노베이션이나 M&A 등을 통한 외부의 혁신 아이디어 흡수도

소극적이어서 벤처기업의 성장 한계 및 산업內 혁신 고갈 우려

< 참고 : 구글 Glass Collective 사례 >

◇ 구글은 구글 벤처스, KPCB, 안데르센 호로위츠 등 벤처캐피탈과 펀드를 조성

하여 ‘구글 글래스’의 HW·SW를 활용·개선할 아이디어가 있는 벤처기업에 투자

◇ 벤처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구글 글래스 시제품을 제공하고 개발툴

및 개발 가이드 등을 공개하여 향후 생태계로 확대 전망

□ 중소기업 아이디어의 제품화를 위한 자금·기술·생산 기반 미흡

o 리스크*가 높은 디바이스 제조 벤처기업의 특성상 아이디어가 

우수하더라도 창업 투자유치가 SW기업에 비해 어려운 여건 

* 시제품 제작과 제품관리에서부터 시장수요 개발, 공장부지와 건물 마련 등 소프트

웨어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창업과 기업운영에 상당한 부담

o 해외에서는 크라우드 펀딩, 3D프린팅, 오픈소스HW 등 아이디어 

제품화를 위한 수단이 확산되나, 국내에서는 초기 수준

< 참고 : Pebble社의 스마트시계 사례>

◇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스마트시계 아이디어를 통해 1달간

약 7만명으로부터 1,000만불 이상 크라우드 펀딩 성공

◇ ‘13년 1월부터 생산하여 11월까지 약 19만대이상 판매(대당

150불)하며 스마트 디바이스 기업으로 급성장



3  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산기반과 제품 제조 분야 

□ 생산기지 해외 이전 등 국내 생산기반 위축으로 산업기반 약화 가속

o 비용절감을 위한 글로벌 아웃소싱 전략으로 해외 생산비중이 급증

(’10, 70.4% → ’12, 82.4%, 휴대폰)하나 장기적 해외경영 전망은 밝지 않음

※ 생산성을 반영한 중국의 임금은 ’17년에는 한국의 88% 수준까지 상승할 전망이며 최근

중국 정부의 반독점 환경 규제 강화로 국내기업의 경영여건 악화

o 전자 통신장비 분야는 최우선 U턴 대상으로 지정(산업부 ‘13.1.9)

되었으며, 주요국도 경제회복을 위해 생산라인의 국내이전을 유도 중

※ (美) U턴 기업에 세제해택 확대, 산·학·연·관 협력 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 등 정부

주도의 제조 생산 기반 육성 정책 추진 (’12.1, 오바마 대통령, 연두교서)

□ 디자인 등 디바이스의 상품성 제고를 위한 지원 전략 미흡

o 디자인을 주요전략으로 활용하는 기업들이 글로벌 트렌드를 주도

하며 각국은 디자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차원의 지원* 강화

* (佛)국립디자인센터 설립, (日)정부內 디자인정책실 설치, (中)디자인 클러스터 추진

※ 제품판매의 영향 요인은 품질(31.1%), 디자인(29.7%), 가격(21.4%) 순

o 디자인 및 이를 구현하기 위한 금형기술 등 관련 지원 기반 부족

※ 전 산업에 걸친 중소기업 디자인 지원 센터(전국 6개)와 현재의 금형기술지원(생산기술연구원

1개) 수준으로는 확산되는 산업영역을 지원하기에는 한계

□ 제품의 적기 시장진출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시험 인증 인프라 부족

o 제품출시 기간 중 시험·인증 기간(6개월 중 1개월)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해외 현지 시험인증 등과 관련한 부담이 증가 

※ (유럽 미국) 시험인증을 별도산업으로 분류하고 육성하여 세계시장을 주도

※ (국내 시험인증 시장) 대기업자체시험 60%, 외국계시험소 36%, 공공기관 4%



4  글로벌 성장을 위한 시장과 인력 분야

□ 국내는 디바이스 시장 축소(‘13년 이후)로 중소·벤처의 판로 감소가 

예상되나, 글로벌은 중저가 시장의 성장으로 성공요인이 확대  

※ 국내 디바이스 시장규모(IDC ’13, 억불): (’13) 213 → (’17) 180 (연평균 3.3%감소)

o 중소 디바이스 기업의 대부분이 ‘국내성공 후 해외진출’의 단계적 

글로벌 전략을 추구함에 따라 실제 해외 진출 성공사례 미약

※해외진출유형(KAIT ’13, %): 미진출59.3, 단순수출23.0, 수출+직접진출11.0, 직접진출 6.7

o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은 주로 전시회·수출 상담회 참가 등에 집중,

글로벌 스타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자금·정보·인력 등이 부족

※ 해외진출 애로(KAIT ’13, %): 자금부족 26.6, 시장정보 부족 22.5, 인력 부족 15.7

□ 전문 인력 부족에 따른 중소 IT제조기업 생산성 향상 기반 약화

o 전자부품 통신장비 중소제조업 기술개발 전문 인력은 박사 석사

학사 순으로 부족(중기청, ‘11년 중소기업 기술통계 조사 및 통계청 자료)

- 부족인력 확보 애로요인으로는 임금조건(73.9%), 적합인력 부족(54.4%),

중소기업 근무기피(28.0%) 순으로 응답 

박사 석사 학사
보유인력 부족인력 보유인력 부족인력 보유인력 부족인력
605명 95명(13.6%) 3,743명 459명(10.9%) 13,531명 676명(4.8%)

- 전체 제조업 노동생산성은 증가(’10, 100 → ’13.2/4Q, 103)했으나, 전자

부품 통신장비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감소(’10, 100 → ’13.2/4Q, 92.7)

o 차세대 스마트 디바이스 산업에는 글로벌 융합 인재와 현장 맞춤형

전문 인력이 중요해질 전망으로 산학 연계형 인력양성과 지원이 필요



<참고: SWOT분석 및 해외동향 >

< SWOT 분석 >

Strength (강점) Weakness (약점)

∙ 세계 최초 CDMA, WiBro, LTE-A 상용화

∙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 세계 1위 휴대폰 수출국

∙ 세계 디바이스 시장 선도업체 보유

∙ 수준 높은국내소비자 기반 (Early Adopter)

∙ 반도체디스플레이등연관산업경쟁력확보

∙ OS 모바일콘텐츠 SW 글로벌경쟁력취약

∙ 일부 핵심부품 원천기술 경쟁력 부족

∙ 이동통신 부품 및 SW업체의 영세성

∙ 창의적 아이디어 기반의 기술을 보유한

중소 중견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 미흡

Opportunity (기회) Threat (위협)

∙ 세계이동통신산업의지속적성장과신흥국

통신 산업 발전 및 수요 확대

∙ 중국 스마트 디바이스 시장의 급속 성장

∙스마트폰등소비자니즈의다양화및고급화

∙ 고기능융복합단말수요및연계수요증가

∙ 구글 등 신규리더의 새로운 BM 출현

(구글 글라스, 애플 아이워치 등)

∙ 중국, 대만 등 후발국의 급속한 성장

∙ PC, SW 및 서비스등이종업체의디바이스

시장진입 및 M&A 확대와 경쟁 심화

∙ 스마트 디바이스관련 특허 침해 소송 심화

∙ 글로벌 부품업체들의 대형화․전문화

< CES 2014에 나타난 디바이스 산업 트렌드 >

◇ 다양한 디바이스의 등장으로 웨어러블/IoT 디바이스 확산의 원년으로 평가

▪삼성, 엘지, 소니 등 글로벌 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중소·벤처의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이 주목을 받으며, ‘14년 핵심 트렌드로 부상

▪또한 자동차, 가전 등이 스마트기기와 연동되는 IoT/M2M 기반의 융협형

기기 및 서비스가 대거 등장하며, 미래 사회의 청사진 제시

▪3D프린터의 가격하락 및 활용분야 확대로 제품 제작 방식의 혁신 및 융합

제품 출시 가속화 전망

LG 라이프밴드터치 갤럭시 기어+BMW 소니스마트아이글라스 3D프린터 Ro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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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주요 추진 과제

1  비전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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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 전략

 시장중심의 지속가능한 성장체계 구축으로 정책효과 민간역량 동시 제고

o 정부는 원천기술개발과 인력 등 산업기반 조성을 선도하고 범용

기술 부품, 중소기업 사업화 판로 등을 지원하여 시장기능을 보완

- Post-스마트폰, 플랫폼 등 글로벌기업 경쟁분야는 최대한 시장기능 발현

 글로벌 지향 스타트업과 강소기업 육성으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o 처음부터 국내보다는 글로벌 공급체인의 우선 공략을 유도 지원 

- 글로벌化를 목표로 다양한 場(창조경제타운, 제품사업화 등)을 통한 맞춤

지원으로 아이디어 발굴부터 사업화까지 도전 도약의 발판 마련

 범정부간 정책 연계와 결집을 통해 디바이스 산업 지원 최적화 

o 우리부의 ICT·창조경제 정책 뿐 아니라 다양한 부처의 창업·유통·

수출·홍보 등의 지원정책을 활용·연계한 협업에 집중

< 차세대 스마트 디바이스 코리아 2020 전주기 지원체계 >



- 15 -

3  주요 추진과제 

1  차세대 스마트 디바이스 기술 개발 

□ 차세대 스마트 디바이스 World-Best 기술 수준 확보

o 기술수준 중요도, CPND간의 연계강화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창조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부품 디바이스 플랫폼 R&D를 추진

< 차세대 스마트 디바이스 코리아 2020 R&D 로드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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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 추진 기본방향 >

◇ CPND의 통합기능을 고려, 13대 성장동력 각 분야에 포함된 차세대 

스마트 디바이스 관련 R&D와 성장동력과의 연계 협업을 강화

▪행복(웨어러블 웰니스) 안전(스마트카 등)은 미래성장동력 추진단을 통해 추진

▪미래성장동력 추진단만으로는 원활한 추진이 곤란한 창의(실감미디어)

소통(스마트공간)분야는 동 계획을 따라 별도 추진

◇ R&D투자효율의 최적화를 위해 역할분담과 연구협력 체계를 강화

▪(부품) 단기 R&D인 범용부품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전략 핵심 부품은 연구소 관련기업과 공동연구 추진

▪(디바이스) 단기 상용화가 가능한 제품은 중소기업에서 수행하며, 중

장기 R&D가 필요한 제품은 전략 핵심 부품과 연계하여 추진

▪(플랫폼) 공공분야에 적용 가능한 플랫폼을 대학·연구소 중심으로

개발하고 API를 공개하여 중소·벤처의 사업화를 지원 

o 현재는 초기 단계이나, 유망 서비스를 분석하여 미래 디바이스

핵심기술로 부각될 분야를「전략 원천기술」로 개발

- 국민을 위한 4대 서비스(행복 창의 소통 안전)를 ‘20년까지 제공하기 위해

주요 서비스 분야별 2단계(Phase 1: ‘15-’17년, Phase 2: ‘18-’19년) 전략을 추진

(웰니스) 착용/거치용 웨어러블 단말 등(Phase1), 스마트 반지 등(Phase2)

(고실감 미디어) HMD, 동글형수신기(Phase1), 렌즈형 오감인식 단말 등(Phase2)

(스마트 공간) 클라우드 STB 등(Phase1), 플렉서블 샤이니지 등(Phase2)

(지능형 교통 안전) 차량간 통신 단말 등(Phase1), 차량-교통인프라(도로,

신호 등)의 효율적 연동을 위한 플랫폼, 지능형 IoT CCTV 등(Phase2)

o 시장은 크나 국산화율이 낮거나, 국산화가 되었지만 경쟁력확보가 

필요한 부품분야를「주요 범용기술」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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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량 수입 중인 고주파부품의 핵심기술인 다중대역 FEM(Front-End

Module), 초저전력 전력증폭기(PA), RF칩셋(Mixed Signal Analog IC 포함)

등의 분야에 중점 지원

- 현재의 디바이스에도 공통 활용되는 부품군으로 ‘17년까지 1단계로 

추진하여 개발 완료하여 조속한 수입대체 효과 극대화

□ 창의 디바이스 개발을 위한 개방형 R&D 추진

o 기술발전 방향이 불확실한 미지의 디바이스 분야를「오픈 이노베이션

미래 디바이스 기술」로 개발

- 창의성 제한 우려가 있는 기존 R&D 기획방식에서 벗어나, ‘제기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또는 ‘유망 서비스 예측과 이에 따른

디바이스 개발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2원화하여 추진 

※ 특정 문제(예: 디바이스 전력소모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방안)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해결책을 제시한 주체에게 R&D자금 지원

< 참고 : 3DRobotics社의 DIY 드론 사례>

◇ ‘09년 소형무인비행로봇인 드론(Drone)을 집에서 제작

하는 DIY커뮤니티를 중심으로 3D로보틱스를 설립

◇ 5만명의 회원이 참여해 관련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연간

10만건 이상 제시하는 드론 아이디어 뱅크로 성장

<오픈 이노베이션 방식의 기술개발 방안>

구분 현행(As-Is) 개선(To-Be)

발굴
ㆍR&D 기술수요조사
(필요기술도출)

ㆍ미래 디바이스 개발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 발
굴(세부 기술 미제시)

기획
ㆍ전문가 기획반을 통한
기술개발 과제 도출

ㆍ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 (창조경제 타
운과 연계)

평가 ㆍ연구수행 능력을 평가
ㆍ아이디어의 참신성·실현가능성 등을 평가
ㆍ향후 사업화 및 확산 등을 고려

수행 ㆍ평가를 통한 수행기관 선정 ㆍ문제해결 아이디어를 제시한 주체(기업·학교 등)가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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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이디어 발굴 사업화 글로벌확산 지원체계(창의 디바이스 Lab) 마련 

□ 창의 아이디어 발굴‧제품화 지원으로‘디바이스 한류’의 발판 마련

o (연구) 글로벌 기업 기술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주도적으로 대응

하기위한 싱크탱크로 중소 벤처 및 창업자를 위한 정보를 제공

※ 창의 디바이스 Lab 주요 연구분야:: 신제품 기술개발 지원 및 컨설팅, 국가 R&D 과제

연계, 연구소 등 기술이전, NEX-D 세미나 진행(연1회), 미래 디바이스 정책 개발 등

o (발굴 기획) 차세대 스마트 디바이스 관련 창의 아이디어를 발굴 

사업화를 통해 생태계 확산을 지원하는 선순환 체계 마련

- 케이블방송 대학 등과 협력하여 스타디바이스 공모(Star Track) 진행

※ 자유공모와 제조사와 이통사 등의 수요를 반영한 지정공모로 추진하고, 상시

공모의 경우는 창조경제타운을 연계하여 활용

-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 사업화 가능성을 검증하여 지원대상을 선정

하고 기술·시장 등 사전 기획 지원

※ 기술자문, 시장성 경제성 법/제도 특허 분석 등을 통해 제품성공 가능성을 제고

o (제작) 아이디어 현실화를 위해 디자인부터 시제품제작까지 지원

- 디자인(HW, SW, UI/UX 등) → 프로토타입 → 테스트 → 시제품 제작 등 

디바이스 개발 전주기 지원 체계 및 기반 시설* 구축

* 3D프린터 등 제작도구, 오픈소스HW, 부품마켓 등울 구축 + 개발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

- 디바이스 IT 기업이 많은 수도권 대경권에 우선 설치 운영하고 지속적

으로 소요가 많은 지역 발생시 해당지역에 신규 구축을 검토   

- 旣구축 인프라(창업공작소, 시제품제작터), 지역 대학 TP 등과 시설 공간

장비등의 활용을 연계하여 지원의 효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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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마케팅 지원 등으로‘디바이스 한류’확산  

o (확산) 차세대 디바이스 확산을 위한 통합 마케팅 진행

- 차세대 디바이스 중소 공동 브랜드를 진행하고 SNS 미디어를 통한 

효율적 마케팅 전략을 통해 글로벌화까지 연계 지원 

- 온/오프라인 유통판매망 확보 및 지원하고 우수 아이디어 및 제품

기술의 홍보를 위한 박람회(NEX-D Fair)를 개최

※ CJ 등 유통대기업 및 삼성전자 등 협력으로 판매망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전용 매장

(HIT 500 PLAZA)에 ‘디바이스 명품관’ 설치 및 전용 홈쇼핑 등을 활용

o (글로벌 진출) 글로벌 名品 디바이스를 위한 우수 기업 지원

- ‘글로벌창업 활성화 계획’과 연계하여 지원대상 선정 시 가점 부여,

우선지원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해외창업 활성화 체계 마련  

※ I-Park 우선입주, 마케팅, 네트워킹, 기업설립 운영 컨설팅, 현지 설명회 등

- 수출 유망제품 발굴, 한류 콘텐츠 연계, 글로벌 홍보강화 등 시장성

제고를 통한 디바이스 중심의 차별화된 수출지원 전략 마련

※ 중기청 ‘글로벌 진출 지원 사업’ 및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등과 연계

- 대기업 협력사간 공동 전시관 운용 및 전시회 참가, 대 중소기업 

해외 동반진출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등 대 중소 동반진출 지원

< 창의 디바이스 Lab 주요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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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생태계 활성화 및 생산기반 강화 

□ 차세대 스마트 디바이스 생태계 기반 조성

o 차세대 스마트 디바이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소통·협력 체계 마련

- 가전·자동차 등 제조사 및 이통사 등 대기업이 혁신적인 아이디

어를 가진 중소·벤처기업과 협업할 수 있도록 API 공개 등 유도

- 부품, 디바이스, 서비스 등 중소기업간 협업 및 공동개발 추진을 

위한 관련 기업 리스트를 제공하고, 협업 커뮤니티 등을 활성화

- 산업동향 분석,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 업계와의 소통 강화로 다

양한 아이디어와 정책대안을 마련

※중소벤처창업자를위한기술정보제공, 컨설팅지원등으로중소 R&D 사업화기획역량제고

o 新제품 개발 활성화를 위한 오픈소스HW(OSHW) 개발·확산

- 기능·부품 모듈화에 따라 중소기업 간 협업을 통한 개발 활성화를 

위해 산업에서 활용 가능한 전문가용 OSHW플랫폼과 관련 SW개발

※ 일반인의 디바이스 제품개발 접근성을 제고를 위해 보급형OSHW 플랫폼도 개발 배포

- 대기업 통신사와 연계한 OSHW 활용 확대로 우수 국산 솔루션 수요 촉진

- 융합디자인 및 장비운용 교육 등 시제품 제작 단기 교육과정 운용 

※ 지속적인 교육 및 워크샵, 커뮤티니 활성화, Maker Fair 개최 등 저변 확대

o 시장창출 및 활성화를 위해공공성과 파급효과가 큰 분야의 미래 

디바이스 개발 시범사업 추진

- ‘국가정보화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사물인터넷, 3D프린팅 등 ICT

신기술을 공공부문에 적용하여 플랫폼과 디바이스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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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분야의 대표적 차세대 스마트 디바이스 수요 예상 분야>

구분 수요 분야

자동차 자동 비상 콜, 차량 도난 방지, 운임 지불 등의 텔레매틱스 등

원격 검침 가스, 물, 전기 등 사용량의 원격 검침, 실시간 과금 등

재난/환경 강, 대기오염도 등 기상변화 예측, 재난/재해 예측 및 관리 등

물류/유통 물류관리 시스템, 택배 및 배달 서비스 등

보안/안전 위치 추적 시스템을 통한 사물 및 사람 추적 등

에너지 건물 내 에너지 제어기기에 대한 원격 관리 등

교육 스마트칠판, 스마트강의실, 교육용태블릿, 교육용 OSHW 등

의료 원격진료용 스마트 헬스케어 단말 등

- 우수성과를 도출한 기업 제품에는 공공기관 납품에 인센티브 부여

※ 시범사업의 성과확산을 위해 공공기관 수요제기 실적과 제품 우선구매 실적을 공기업

경영평가, 지자체 합동평가 등에 반영 추진하는 방안 검토

- 공공기관의 구매조건부 기술 개발에 따른 제품은 계약방법을 개선

※우수제품 조기정착을 위해 별도의 성능검사 등과 무관하게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변경

□ 차세대 스마트 디바이스의 국내 생산 촉진을 위한 기반 마련

o 국내 생산여건 환경을 개선하여 디바이스 기업의 U턴 유도

- ‘유턴기업지원법(산업부)' 시행과 '유턴기업지원센터(Kotra)’ 지정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전 산업에 걸친 기업의 국내복귀 유도정책 추진 중

※ 조세감면 및 보조금 지원 제도와 인력, R&D, 입지 지원을 보완 강화하여 원활한

국내 정착을 지원할 계획(산업부, ’13.12.9)

- 유턴기업지원 제도 설명회 등 홍보를 강화하고, 애로사항 등 실태

조사를 통한 지원방안 모색

※ 중국진출 전자부품․통신장비 분야의 법인: 85개, 평균 580억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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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바이스 부품 제조기업의 복귀형태 별로 혜택을 차등화하고 다수

기업이 동반복귀 시 추가적 지원

※ R&D과제 가점, 출연연 원천기술 특허 선분양, 시험인증 비용 할인 등의 지원을 지역별

(수도권 비수도권), 복귀기업 수․규모․형태 등으로 구분하여 차등화

< 동반복귀 기업 지원 방안(안) >

◇ 일정 수 이상의 디바이스 기업이 동반으로 인접지역에 복귀 시, 경제파급효

과를 고려하여 클러스터 형성 및 산단 입주 등을 지원

◇ 형성된 클러스터에는 공동R&D시설 건설 및 연구인력을 지원하고, 해당

광역자치단체 내 대학을 대상으로 수요맞춤형 인력양성 추진

o 글로벌 수준의 체계적 시험인증 환경 조성과 제도 개선

- 이동통신(GSM, WCDMA, LTE) 및 근거리 통신 서비스(WiFi, Zigbee, NFC)

분야의 국제표준 인증획득을 위한 지원* 강화

* 국가별 시험인증 정보 수집 제공 시스템 구축, 기술개발 중 발생 가능한 오류검토

시뮬레이션을 위한 장비 기술 지원, 시장진입 시간단축을 위한 사전 인증시험 제공

- 주파수 자유구역을 확대하고 구미 모바일융합기술센터와 연계

하여 다양한 디바이스 제품의 최적화된 필드테스트 지원

※ 전파연구원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주파수 자유구역을 확보

- 차세대 이동통신 신기술(5G 등) 및 해외 사업자에 특화된 인증랩

(기술력 인력 장비)을 구축하여 글로벌 기업과의 유기적 협력 추진

※ 기존 인프라(구미전자정보기술원, 대구TP, TTA 등)와 연계하여 효율성을 확보하고 글로벌기

업(Verizon, AT&T 등)과협력체계를구축하여해외사업자인증시험대행지정

- 중소기업 디바이스 제품의 비용 절감을 위해 상호인정협정(MRA)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대상국가도 확대



- 23 -

4  세계 수준의 디바이스 특화 고급인재 양성과 현장 전문인력 지원  

□ 대학과 연계하여 디바이스에 특화된 고급 인재양성  

o 대학IT연구센터(ITRC; 23개대학, 31개연구센터)와 연계한 디바이스 산학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석·박사급 우수 인재양성

- ITRC지원 사업에 디바이스 핵심기술 분야 포함(센서, UI/UX 등)

- 'IT융합 고급인력과정 지원사업(C-ITRC)'의 자유공모 과제 선정 시 

차세대 스마트 디바이스 관련 기술 분야에 우선권 부여

※ 매년분야를변경(‘15 국방, '16 의료, '17 환경등)하여他산업-IT 융합 디바이스분야지원

o 디바이스 특화 대학원과정을 설치하여 통섭형 인재 양성

- 다양한 배경(전자 컴퓨터, 재료 화공, 디자인, 인문 사회과학)의 전공자를 

선발하고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융합효과를 극대화

※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공학 기술 관련 교육 및 패러다임 변화가 빠른 디바이

스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마케팅 등의 융합교육 등

- 디바이스와 관련 융합학문에 대해 우수 해외대학과의 공동 교육

과정 운영을 지원하여 글로벌 감각을 배양 

- 재학생 졸업생의 디바이스 관련 창업 유도를 위해 디바이스 개발

프로젝트 지원 및 창업 벤처 대학원 등과 연계 프로그램 신설

< 대학원과정 설치 방식 >

◇ (심사위원회) 관련분야 전문가, 기업체 임직원, 대학행정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선정 심의) 적합교원 확보계획, 교육과정 개발방향, 우수학생 선발방안, 해외

대학과의 연계방안, 창업 활성화 계획 등을 검토하여 결정

◇ (설치 지역) 광역경제권 별로 1개 대학에 대학원 과정을 설치하고 필요한

지역에는 별도의 대학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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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글로벌 인재유치를 위한 디바이스 부품 분야 해외인재 스카우팅

- ‘글로벌 한인인재 유치 사업’과 연계하여 우수 인력이 부족한 국내

중소 중견기업, 연구기관, 대학에 글로벌 인재 유치 활용

※ 현재 SW 및 시스템반도체 분야에만 한정되어 있으나, 디바이스 분야까지 확대

- K-Tech 등 주요 국제행사를 활용하여 해외인재 발굴 및 유치 

□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전문인력 지원과 실무인력 양성

o 연구기관-중소기업 간 맞춤형 인력교류 확대

- 연구기관의 정원을 일부 확대하여 해당인원만큼 중소기업과 

인력 교류하는 시범사업 추진

※ 선임연구원급을 파견(2년)하는 방식으로 ETRI부터 시범 시행하며, 업계 반응에 따라

KETI(전자부품연구원) 등 타 연구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은 디바이스 중소기업으로 파견되어 애로기술

해결 위주의 교육과 핵심기술 이전을 지원 

- 중소기업 소속 인력은 연구기관으로 파견되어 고급장비 활용방법 

등의 기술고도화 및 신기술 트렌드를 교육 

※ 연구기관 평가 등에 중소기업 파견실적을 반영하는 방안 검토

o 기업(수요자) 및 분야별 특성화 대학 전문대학(공급자)간 공동 교육

과정 운영으로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지원

- 복수기업과 복수대학이 연계한 산업 실무형 교육과정 개발 운영 

- 이트레이닝과 오프라인 훈련이 결합된 블랜디드 러닝(Blended learning)

기반의 산업훈련 프로그램 개발·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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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기대효과

□ 차세대 스마트 디바이스 기술 수준 제고 

o 핵심 기술수준 제고와 주요 부품의 국산화 등 차세대 스마트 디

바이스 관련 기술을 선도하여 디바이스 강국의 지위 강화 

- 융합센서, 차세대UI/UX, 무선전력전송, 웨어러블 등 핵심 원천

기술을 전략적으로 확보하여 기술 추격국에서 선도국으로 전환

- 수입에 의존 중인 범용부품의 국산화로 수입대체 효과 극대화

o 현장밀착형 기술지원 및 특허 지재권 보호, 인력 양성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 촉진

□ 새로운 시장에서의 도전과 성공을 통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o 새로운 실감 지능 융합형 서비스 패러다임을 선도할 글로벌창업 

(Born-Global)과 강소기업 지원으로 다양한 성공사례 창출

- 글로벌 시장 개척을 위한 정보를 제공 및 지원으로 아이디어를 실현

하고 디바이스 산업 육성을 위한 특성화 인력 양성 및 창업 유도

o 소수 대기업 중심의 스마트폰 시장에서 웨어러블/플렉서블, 앱세서리

등 다양한 디바이스 증가로 중소기업 생태계 활성화

- 미래 디바이스 및 서비스에 대한 창조적 아이디어 발굴 활성화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창출 및 관련 산업 확대 기대

o 교육, 국방, 의료 및 콘텐츠 등 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高 부가

가치 新 산업 창출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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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 스마트 디바이스 코리아 2020 예상성과 >

□ 유망분야에 대한 핵심기술 선정과 오픈이노베이션 기술개발을 

동시에 단계별로 추진하여 디바이스 시장선도의 구심점 역할 수행 

□ 향후 5년간 아이디어 발굴 1,500개, 사업기획지원 300개, 상용화

지원 200개 지원으로 글로벌 성공기업 100개 달성을 위한 기반 마련

□ 디자인, 시제품 지원 등으로 상품성을 제고하고 시험인증 기능도 

강화하여 신뢰성 높은 유망 앱세서리 등을 100개 확보 

 o 창의 디바이스 Lab을 통해 5년간 7,000여 중소‧벤처 수혜 기업 확보 

및 100여개 프로젝트를 통한 오픈소스하드웨어 저변 확대

※ 현재미국내진행되고있는 OSHW 프로젝트는로봇, 기계, 자동차등 300여건이상

 o 인증부문 세계시장 점유율 상승, 연평균 300억 이상의 인증수행비용 

및 필드테스트 비용 감소와 국내 U턴기업 활성화 유도

□ 디바이스 분야 우수인재 및 현장맞춤형 인력 5년간 약 1,000명 지원

 o ITRC와 특화대학원을 통해 석사이상 고급인력을 5년간 300명 육

성하고, 현장 중심의 인력을 연간 150명씩 5년간 750명 지원

□ 50개 이상 중소기업의 공공 시범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판로 개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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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요소기술

스마트

디바이스

스마트TV

게임, 이터렉티브 쇼핑 등

다양한 app 실행이 가능한 TV

스마트 TV용 OS: 스마트 TV 전용 앱에

최적화된graphic acceleration, OS kernel등지원

초대형 저전력 디스플레이 TV Ultra-HD, OLED 및Flexible display 구동기술

음성/동작 인식을 통한 스마트

리모콘 서비스 제공 TV

음성, 동작, 안구의 움직임, 음성 소스의 이

동등을인식하여제어할수있는기술

대화형 UI TV
사람과대화하며이터렉티브하게 콘텐츠를

제공할수있는 context 인식, UI 기술

주변 장치들과의 연동하는

IoT TV

다양한장치들과통신을최적화하는 ubiquitous

communication interface optimization 기술

제로
클라이언트
단말

손목덮개형, 손바닥형 등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단말

휴대용 대화면 display에 적합한 접기형,

두루마리형등플렉서블 display 기술

IoT-oriented communication

인터페이스 최적화 단말

다양한 communication interface들을최적화

하여 언제 어디서나 통신할 수 있는

ubiquitous communication interface

optimization 기술

초저전력, 초소형 소자 및

디스플레이 단말

skin형 interface등을가능하게 초저전력, 초

소형 processor, 배터리, 디스플레이기술등

무선 전력 전송 가능 단말
배터리 소형화에 의한 사용 시간 감소를

최소화할수있는무선전력전송기술

그래픽 가상화 기술 멀티유저 GPU 가상화기술

클라이언트 기술
고속전송 기술, 콘텐츠 동기화 기술, 저지

연접속기술

투명
디스플레이

자동차/항공기 전면 유리에

투영 가능한 투명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를 투명 유리창으로 전환하는

기술로 산화물 박막트랜지스터(TFT- Thin

Film Transistor)를 이용하는기술

건물 외벽, 상가 유리벽 등에

사용 가능한 초저전력,초대형화,

시인성 개선 디스플레이

초저전력, 초대형화가 가능한 산화물 TFT

기술, 시인성향상을위한고휘도기술

냉장고 등을 위한 3차원

투명 디스플레이

투명 냉장고 등이 가능한 큐브형 등 다양

한모양으로성형가능하도록 만드는기술

상황 인식,
3D

디스플레이
가 가능한
스마트
단말

목걸이형/안경형 통합 단말

음성 인식 기술: 음성 인식을 통한 제어가

가능한기술

3D 영상인식기술: 3차원영상인식을통

한 gesture 인식, 패턴 매칭기술

환경 인식 초소형, 초저전력 프로젝션 기

술: 어디서나 디스플레이가 가능한 3D 환

경인식디스플레이기술

이터렉티브프로젝션과영상인식기술

참고1  차세대 스마트 디바이스 세부 기술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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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감 지원
스마트
단말

실감 증강현실 서비스를 위한

영상 입출력 일체형

디스플레이 UI/UX 기술

영상입/출력일체형디스플레이기술, 상호

협력 작업을 위한 협업 프레임워크 기술,

영상입출력일체형 UI 지원 기술

3D 상호작용 지원

홀래그래픽 디스플레이

홀로그램환경사용자입력인식기술, 실감

햅틱 표현 장치 기술, 홀로그래픽 디스플

레이 3D 인터랙션기술

스마트 증강 교육 단말

플랫폼 및 UI/UX 기술

증강교육용 스마트 단말 기술, 증강교육

UI/UX 기술

형태 변형 기반

차세대 UI/UX 단말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기반 형태 변형가능/

인식단말기술, 형태변형기반상호작용기술

디지털
사이니지
단말

인터렉티브 사이니지 단말
사용자교감형사이니지단말, 사용자인식

기술, 추천광고기술, 사용자이동성기반광고

복합 상황인지 기술

다중객체영상인식기반상황 판단기술

센서기반상황 인지기술

다중그룹통신기반상황인지기술

가상화 기반 초경량

사이니지 단말 기술

적응형어댑터블스크린사이즈적용기술

모바일연계에이전트기술

실감미디어
용 단말

3D 실감 영상 단말
안구모방 3D 영상 캡쳐 기술, 홀로그래피

용 3DTV용부품기술, 패널기술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스트레쳐블 디스플레이, 웨어러블 디스플

레이, 양자점디스플레이기술 등

스마트
STB

I/O 고속 무선 전송 제어
다중(10개) 비디오/오디오 I/O 고속 무선

전송제어기술

부가장치 자원 브리지
UPnP 타입 부가장치(예: 카메라, 터치패널)

자원브리지기술등

스크린 허브 제어

에이전트 기술
스크린 허브제어에이전트기술등

초고속(1초 미만) 안면/인체

인식 기술

웹 카메라 기반 임베디드형 초고속(1초 미

만) 안면/인체인식기술등

HEVC 디코더(4K, 8K)기술 HEVC 디코더기술

방송 미들웨어 기술 서비스탐색및선택기술

실감형 UI/UX 기술 시선추적, 세밀한제스처인식

착용형
디바이스

액세서리형
웨어러블
디바이스

실감 증강정보 표현이 가능한

스마트 안경

초소형/정밀비전센서기술, 박막형

See-through 디스플레이기술, 시점·초점

기반 UI 기술, 디바이스협업및 UI/UX

기술, 초소형/고용량배터리기술, 저전력

SoC 기술, 소셜기반디바이스협업을

통한집단지성증강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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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안경을 위한 박막형

See-through 디스플레이 기술

박막형 See-through 디스플레이기술,

센서일체형디스플레이기술
작업환경 지원 스마트

헬맷/글러브 기술 개발
스마트헬맷기술, 스마트글러브기술

개인정보 기반 서비스 지원

스마트 워치

착용형개인정보 인증기술, 손목시계형

단말 UI/UX 기술, 초경량/초박형 Thin

웨어러블단말기술, 초소형/고용량배터리

기술, 저전력 SoC 기술

PAN 무선접속기술
HMD/AP 무선전송기술, HDMI over Wi-Fi

기술

형태 변형에 따라 기능이

변하는 착용형 단말 기술

형태변형단말기술, 형태변형인식기술,

형태변형기반 UI/UX 기술

신체
부착형
디바이스

무구속·무자각 신체 부착형

웨어러블 플랫폼 기술

고분자회로보드및플랫폼기술,

전자소자(MCU, 센서) 패키징기술, 안테나

및통신기술, 소재및탈부착기술

개인 의료 라이프로깅을 통한

건강 상태 모니터링 디바이스

정보수집을위한부착형단말기술,

웨어러블모바일사용자인지보조기술,

개인정보 보장을위한퍼스널데이터단말

기술, 개인의료라이프로깅을통한건강

상태모니터링및예측기술

스마트
의류

직물형 시스템(SoT: System-

On-Textile) 기반 스마트 의류

SoT 기술, 상황기반색/무늬변화기술,

모션인식의류기술, 의류디스플레이

전투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웨어러블 군용 디바이스 기술

병사생체신호센싱기술, 몸동작센싱

기술, 부상부위센싱기술, 스마트입출력

지원군복기술

HMD
PAN 무선접속기술

HMD/AP 무선전송기술, HDMI over Wi-Fi

기술

실감형 UI/UX 기술 시선추적, 제스처인식

차세대

초고속

방송/통신

디바이스

대용량
무선통신
디바이스

이종 무선망 접속 기술
Multi-RAT 무선접속처리 기술, 다중 주파

수처리기술

무선 MBS 처리 기술
다중주파수 기반 무선 멀티케스팅 기술,

콘텐츠동기기술

방송미들웨
어

모바일 방송 기술
서비스 탐색 및 선택기술, 핸드오버 기술,

스트리밍기술(VoD, Real TV)

방송망 구성기술
트래픽 속성기반 방송망 구성기술, SVC

레이어트래픽전송기술

비디오
압축전송

HEVC 비디오 인코더, 무손실

비디오 압축장치

HEVC 기반 고효율/고압축 비디오 부호화

기술, HD/UHD 비디오 실시간 HEVC 부호

화기술, Scalabe HEVC 비디오부호화기

술, 무손실비디오압축기술

오디오
압축전송

다채널/다객체 오디오 인코더

채널/객체, 음질 scalable 부복호화 기술

채널/객체하이브리드부호화기술

채널/객체오디오패킷화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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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각/후각
처리

촉각 획득 및 재생 장치, 후각

획득 및 재생장치

촉각 재현 디바이스 소형화 기술, 후각 획

득(전자코) 기술, 후각 DB 분류기술, 복합향

재현기술, 후각재생디바이스소형화기술

유무선
방송망
접속
디바이스

지상파망 접속 디바이스

지상파방송 접속 기술, 방송망 최적화용

고효율 변복조 기술, UHDTV 송중계 기술,

지상파 기반 재난방송 기술, 방통융합형

재난정보전달기술,

케이블망 접속 디바이스

케이블 융합 접속 기술, 케이블 통합 게이

트웨이 기술, 고효율 변복조 기술, 광대역

신호처리기술, 고속병렬처리기술

이동방송망 접속 디바이스

방통융합 게이트웨이 기술, 방통융합 스케

줄링기술, 소프트웨어기반헤드엔드/전송

기술, 전송효율 고도화 기술, 적응형 방송

망기술, 저전력소형단말기술

디지털
홀로그래피
단말

디지털 홀로그래피 획득 및

생성 장치, 수신 및

디스플레이 장치

홀로그래피 카메라, 고속 CGH 처리 기술,

고효율 홀로그램 부호화, 홀로그램 데이터

전송 및 스트리밍 기술, 디지털 홀로그래

피수신및디스플레이기술

차세대
통신 단말

광전융합 디바이스
광집적 플랫폼 기술, 광전융합 반도체, 초

고속광인터커넥션, 고출력레이저, 등

초고속 통신 디바이스 액세스망, 대용량광통신부품, SDN광부품

광무선 디바이스 초고주파 RF부품, 광무선소자기술

차세대 패키지 디바이스
3차원 패키지 기술, 초저가/고집적 패키지

기술, 방열기술, 반도체인터커넥션기술등

ICT 융합

디바이스

IoT

IoT / WoO 기반 단말 플랫폼
IoT기반 단말 플랫폼 기술, WoO기반 단말

플랫폼기술

이종네트워크 서비스용 IoT 보안 IoT 보안기술

저전력 초소형 IoT 모듈용 모뎀 IoT 모듈용모뎀기술, 고속변복조기술

IoT 기반의 Personal Care

Wellness 플랫폼
Personal Care Wellness 플랫폼

M2M

에너지 절감을 위한 미터링

IC 및 원격 관리 기술 개발

미터링 제어 기술, MTC(Machine Type

Communication) 기술, 원격관리기술

차량간, 차량과 인프라간

(V2V, V2I) 무선통신

차량내 디바이스간 통신 기술, 인프라간

통신기술, LTE상용네트웍기반 주변차

량과실시간통신을지원하는단말기술

저비용 보급형 에너지 미터링 에너지절갑형미터링기술

Plug-in 연결형 에너지

모니터링

에너지 모니터링 기술, 에너지 헬쓰 모니

터링기술

로봇간 고속 그룹 통신 그룹로봇통신기술

이동체 소속 그룹 통신 Flying object 고속그룹통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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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D

양방향 개방형 D2D 플랫폼
LTE기반단말디스커버리기술, 단말간 직

접통신기술, 단말간릴레이기술

D2D 기반 디바이스

자율협업 플랫폼
자율협업플랫폼기술

단말간
협업기술

D2D 기술
이기종 무선망간 연동기술, 동일 무선망간

연동기술

IoT 기술 웹기반 객체간연동기술

스마트
무선센서
단말

저전력 무선센싱 기술

에너지 하베스터 기반 저전력 무선센서기

술, 무선센서간 연동기술, 무선센서망/상용

무선망연동기술

커넥티드
홈

게이트웨이
단말

컨넥티드 Home 단말 기술
저지연 전용채널 구성기술, 단말간 콘텐츠

공유기술,

나노융복합
단말

전력 반도체 디바이스

차세대 전력반도체기술, 산화물 반도체,

유기반도체, 인쇄전자소자, 에너지발생기

술 (태양전지, 열전/압전소자, 에너지 하베

스트, 수소발생등)

에너지 저장 디바이스
에너지 저장기술(전지, 슈퍼캐패시터, 열저

장, 수소저장등), 전력에너지제어기술,

융복합 센서 디바이스 융복합센서/액추에이터, 혼성신호처리기술,

SW 융합

SW융합 신산업 부품
SW융합 복지/의료 부품, SW융합 자율 이

지/처리부품등

SW융합부품 인프라
SW-SoC융합플랫폼, 임베디드 프로세서,

고속I/O 등

체험형
엔터테인먼
트 단말

모션 플랫폼 기술

모션 제어기술, 모션과 콘텐츠 동기 기술,

실시간 시뮬레이션 기술, 사용자 반응 피

드백기술

오감재현기술
오감 요소 정보 획득기술 , 오간 모델링,

오감제어기술, 오감인터페이스기술

몰입형 가상현실 기술
입체영상/음향기술, 360도 디스플레이기

술, 사용자모션인식기술

다자간 체험기술
다자간 네트워크 기술, 다자간 체험 DB

연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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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주요 기술 및 디바이스 관련 용어설명과 사례

구분 역할 및 사례

동글형

수신기

• 메모리 스틱만한 작은 수신기로, 디바이스의 기능을 확장시키는 역할

ex) 일반 TV의 HDMI단자에 연결하여 스마트 TV로 확장 가능

지능형 스마트

정보가전

미들웨어

• 정보가전과 스마트폰이 서로 통신하여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

ex) 스마트폰이 냉장고와 연동되어 사용자가 냉장고 근처에 가면

건강상태 등을 체크하여 섭취하지 말아야될 음식 등을 알려줌

임베디드형

초고속

객체인식 플랫폼

• HMD, 스마트 글래스 등을 착용할 경우, 객체를 인식하여 정보제공

ex) 스마트글래스 착용자가 어떠한 사물을 볼 경우 대상사물에

대한 정보(제조사, 가격, 판매처 등)을 제공

월스크린

허브 단말

(차세대 STB)

• 하나의 STB로 월스크린에 여러 가지 화면을 제공

ex) 스크린앞의대상자에따라필요한정보, 또는선호하는채널등을제공

자율협업

플랫폼

• 디바이스간에 연동으로 서로 필요한 정보를 자율적 교환하여 디바

이스 활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기 위한 플랫폼

씬-제로 클라이

언트 단말

• (제로) 순수한 서버자원만을 활용하여 디바이스를 구동(PC의 경우

CPU, 메모리 등이 불필요

• (씬) 필수장비만 구축하고 확장기능은 서버를 통하여 제공

상황인식 기반

콘텐츠 재구성

플랫폼

• 스마트 스페이스 내에서 사용자의 상황을 파악(건강, 날씨 등)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위한 플랫폼

플렉서블

샤이니지

• 종이처럼 휴대할 수 있는 광고전단지 같은 것으로 일정한 장소에 붙

여 광고 등에 활용가능하며, 자율협업플랫폼에 따라 스마트폰과 연

동, 구매내역 등을 파악하여 의미있는 광고를 전달

커넥티드카

연동형 단말

(스마트 삼각대)

• 디바이스가 커넥티드카와 연동하여 일정한 상황에서 정보를 사용

자, 도로관리자 등에 제공

ex) 고속도로에서 차량 정지시 스마트 삼각대를 펼쳐놓으면, 자

동적으로 후방차량, 도로공사 등 관계자에 정보 제공

커넥티드카 연

동

V2I/V2V 플랫폼

• Vehicle to Infrastructure: 커넥티드카와 도로 등이 상호 정보를 교환

하여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확대시키기 위한 플랫폼

• Vehicle to Vehicle: 커넥티드카 간에 상호 정보를 교환, 정체구간에

서 차간 거리가 넓어지면 자동출발을 통해 정체완화, 차간거리가

좁아지면 자동 감속 등으로 통행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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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역할 및 사례

HMD

• Head Mounted Display의 약자로 머리에 착용하는 영상 출력 기구

를 의미. 눈 앞에 바로 영상을 보여주며 3D 재생이 가능하여 몰입

감이 매우 높음. 가상현실 서비스의 주요 단말이 될 것으로 예상됨

Sony HMD 오큘러스 리프트

스마트슈즈

• 신발 형태의 웨어러블 디바이스

• 구글은 신발을 신고 행동하는 패턴을 분석해 에너지 소모량, 운동

량을 측정하고, 필요한 운동을 권하는 코칭 기능을 제공하는 스마

트 슈즈 개발 시작

• 애플에서는 굽에 있는 센서가 신발의 교체시기를 알려주는 스마트

슈즈 특허를 신청하였음(2013)

구글 Talking Shoe 애플 스마트 슈즈

스마트지팡이

• 시각장애인과 노인의 걷기를 보조하는 디지털 지팡이

• 주변의 장애물을 감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장애물과 위험요소는

청각 신호를 통해 사용자에게 전달됨. 맥박, 혈압, 체온 등을 모니

터링 하는 센서 기능 제공

스마트 지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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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콘텍트렌즈

• 사람 눈에 착용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 구글은 사용자의 눈물 속에 있는 포도당 수치를 실시간으로 확인

하여 전송할 수 있는 스마트 콘텍트렌즈를 개발

• CES 2014에서 이노베가는 장거리는 물론이고 근거리 시야가 획기적향상

되는스마트렌즈를발표. 스마트안경과연동하여증강현실기능도제공.

구글의 스마트 콘택트 렌즈
이노베가의 아이옵틱

오감인식단말

• 인간의 감각을 모방하는 센싱 기술을 활용하는 디바이스

• 얼굴, 음성 인식 기술은 각각 사람의 표정과 음성의 뉘앙스를 인식

함으로써 사람의 기분 상태를 파악

• 촉각/후각/미각 센서에 대한 연구는 진행 중이나 아직 미흡한 수준

• 오감인식 기술은 기기가 인간의 의도를 미리 파악하는 맥락인식

기능을 앞당길 전망

• 지능형 음성 검색 기능을 갖춘 TV, 사용자의 시선에 따라 동영

상이 중지되거나 재생되는 스마트폰, 소비자가 선호하는 커피

취향을 기억해 자동으로 추출해 주는 커피머신기 등

도코모의 말하는 컨시어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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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로잔공대 인공 손(촉각 인식) 서울대 바이오  인공후각,
미각센서

ETRI 시선인식 기반 TV 제어

동글형

수신기

• 메모리 스틱만한 작은 수신기로, 디바이스의 기능을 확장시키는 역할

ex) 일반 TV의 HDMI단자에 연결하여 스마트 TV로 확장 가능,

• 구글 크롬캐스트의 경우 폰/태블릿/노트북의 콘텐츠를 무선으로 TV

로 즐길 수 있음

구글 크롬캐스트

월스크린

허브 단말

(차세대 STB)

• 월스크린은 Wall-sized tiled display이며, 하나의 스크린을 하나의

타일이라고 보면 그것이 벽면만한 사이즈가 되도록 다수의 스크린

을 배치하는 것을 의미

• 월스크린에 여러 가지 화면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수십대의 디스플

레이에 표시하기 위한 고해상도 이미지를 생성하고 디스플레이간에

동기화를 해주는 기능이 필요한데,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단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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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렉서블

사이니지

•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기술의 발전으로 벽면의 곡선을 따르는 대

형 사이니지 구성 가능해 질 것

• 종이처럼 휘거나 굽힐 수 있어 휴대가 가능하며 광고전단지처럼 일

정한 장소에 붙여 광고 등에 활용가능하며, 스마트폰과 연동을 통해

구매내역 등을 파악하여 의미있는 광고 전달 가능

벽면의 곡선을 따르는 플렉서블 사이니지 종이처럼 휘어지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클라우드 STB

• 원격의 클라우드 서버에서 구동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화면을 사

용자의 TV로 지연없이 전송하는 스트리밍 서비스

• STB와 비교해 고성능의 서버가 활용되기 때문에 저사양 STB도 고

사양 STB 이상의 화려하고 빠른 UI 구현이 가능. 콘솔 게임기에서

만 가능했던 고사양 게임도 구동 가능하여 사용자는 비싼 게임 콘

솔을 사지 않고도 게임을 즐길 수 있음

• 소니는 플레이스테이션 나우를 통해 PS3 게임을 스트리밍 형태로

PS4(차세대 기기) 뿐만 아니라 PS 비타(모바일 단말) 및 브라비아

TV에도 지원 계획

Sony PlayStation Now 스트리밍 게임

씬-제로

클라이언트

단말

• 데스크탑 가상화를 사용하기 위한 로컬 장치

• (제로 클라이언트) CPU나 메모리 등의 기본적인 부품을 내장하지

않아 단말기의 프로세싱 기능 없이 중앙 서버에 연결해 입출력을

처리하고 여러 작업이 가능한 장치

• (씬 클라이언트) CPU와 메모리 등의 최소한의 운영을 위한 부품만

을 탑재한 장치

커넥티드카

연동형 단말

• 디바이스가 커넥티드카와 연동하여 일정한 상황에서 정보를 사용

자, 도로관리자 등에 제공

ex) 고속도로에서 차량 정지시 스마트 삼각대를 펼쳐놓으면, 자

동적으로 후방차량, 도로공사 등 관계자에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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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MW는 삼성전자 갤럭시 기어를 통해 전기차를 제어(CES 2014)

• 메르세데스-벤츠는 페블 사의 스마트워치와 연동해, 차량에 탑재된

소프트웨어가 차량의 정보(연료량, 도어의 잠금 상태, 차량의 위치

정보 등)를 스마트워치로 전송하는 시스템을 선보임(CES 2014)

V2V/V2I

• V2V(Vehicle to Vehicle) 통신은 차량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차량간 통신 기술이고, V2I(Vehicle to Infra.) 통신은 차량과 노변 기

지국간 통신 기술을 의미

• 도로 노면 상태, 공사 상황 및 교차로 주변 차량의 위치, 주행 상

태 정보를 V2I, V2V 통신으로 주변 차량에게 전달하는 서비스 개

발 중(미국)

도로 상황 정보 제공 서비스    / 교차로내 차량간 위험 경보 서비스

지능형

스마트정보가전

미들웨어

• 정보가전과 스마트폰이 서로 통신하여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

ex) 스마트폰이 냉장고와 연동되어 사용자가 냉장고 근처에 가면

건강상태 등을 체크하여 섭취하지 말아야될 음식 등을 알려줌

• 가전 업계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가전을 작동시키고 조작하는 제품

군을 출시

• 디바이스 개별 제어와 멀티미디어 재생 등 단순 서비스 위주에서

디바이스간 협업, 콘텐츠와 디바이스 연동 등 유무선 네트워크를

통한 협업형 서비스 기반기술로 진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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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스마트홈 플랫폼
(CES 2014)

LG 홈챗(CES 2014)

AT&T Digital Life

임베디드형

초고속

객체인식 플랫폼

• 영상 내의 객체를 실시간으로 인식하고, 인식된 객체와 관련된 지

식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스마트폰, HMD, 스마트 글래스 등의 단

말을 이용시, 사용자는 사물을 보는 것만으로도 자동으로 객체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ex) 스마트글래스 착용자가 어떠한 사물을 볼 경우 대상사물에

대한 정보(제조사, 가격, 판매처 등)을 제공

• 구글이 제공하고 있는 goggle 서비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면

사진 안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인식하여 검색. 사진 안의 문자열,

관광지의 랜드마크, 책, 명함, 명화, 와인 브랜드 등의 정보를 제공

구글 gogg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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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협업

플랫폼

• 디바이스간에 연동으로 서로 필요한 정보를 자율적 교환하여 디바

이스 활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서비스를 위한 통신은 정보기기간에 일어남

• 헬스 및 웰빙 기기에서 측정된 사용자 정보가 사용자의 스마트폰/

스마트 시계를 인식하여 자동으로 스마트폰이나 시계에 저장되는

기능 제공

• 네트워크 환경에서 한 사용자가 공유 자원을 이용하여 작업을 수

행할 때, 주변의 여러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하여 협업함으로써

사용자의 작업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서비스 가능

ex) 스마트TV가 근처에 있는 스마트폰을 자동으로 인지하고, 스마

트폰을 세컨드스크린으로 활용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

디바이스간 자율 협업 플랫폼

상황인식 기반

콘텐츠 재구성

플랫폼

• 다양한 센서를 통해 수집된 상황 정보를 인식, 해석, 추론 등의 처

리 과정을 거쳐서 사용자의 상황을 파악한 후, 상황에 맞는 콘텐츠

또는 상황에 맞도록 콘텐츠를 재구성하여 제공하는 플랫폼

• 스마트 스페이스 내에서 사용자의 상황을 파악(건강, 날씨 등)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

스마트 스페이스의 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