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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사

국가와 국민을 위한 데이터 생태계 중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은 최근 기술사업화 관련 

이슈에 대해 폭넓은 조사와 분석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중소기업 사업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 수립 및 

대응방안을 제공하고자 본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창간호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넥스트 노멀 시대가 가져올 패러다임 변화를 제시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10대 유망 기술사업기회를 선정하여, 기업이 코로나19 위기에서도 부상하는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한국 경제중추인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저희 KISTI가 그동안 구축해온 데이터 기반 지식인프라 및 분석역량을 바탕으로 앞으로 지속적인 발간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9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원장  최 희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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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팬데믹으로 국내 총생산 성장률(–3.3%)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2년만에 최저치를 
보이는 등 한국 경제가 역성장하고 있다. 장기적 경기침체로 인한 영업타격으로 부실징후의 중소기업이 
급증하고 있고, 앞으로 경영위기에 직면할 기업의 증가 또한 예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언택트 문화의 확산과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의 COVID-19가 
가지고 올 패러다임의 변화는 넥스트 노멀 시대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사업 지형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들의 생존을 위해 기존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을 통해 기업 
역량을 강화시켜야 할 시점이다.

▍�본 고에서는 넥스트 노멀 시대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COVID-19가 가져올 패러다임의 변화와 그에 
따른 10대 기술사업기회를 선정한 후,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COVID-19와 관련한 국내외 뉴스, 경제지, 산업시장 데이터, 지식기반의 위키데이터와 함께 
KISTI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망기술 관련 아이템 약 97,000개와 관련 문서 약 26만개 및 전문가 
리뷰를 통해 패러다임 변화 이슈와 비즈니스 기회 후보군을 도출하였다. 최근 시급성이 높고, 
확장성과 시장성 측면의 파급효과가 큰 비즈니스를 10대 기술사업기회로 선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넥스트 노멀시대, 10대 기술사업기회는 다음과 같다. ① 접촉자 추적 시스템 
(Contact tracing system), ②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③ 디지털 헬스(Digital Health), 
④ 서비스 로봇(Service robot), ⑤ 바이오보안(Biosecurity), ⑥ 무인운반차(Automated guided 
vehicle), ⑦ 현장진단기기(Point-of-care testing device), ⑧ 전자회의시스템(Electronic 
meeting system), ⑨  클라우드 스토리지(Cloud storage), ⑩ 디지털 교육 플랫폼(Digital learning 
platform)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개별 기술사업기회에 대해 데이터 기반으로 팬더믹 이후 신규 부상성을 분석하고,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주요 10대 기술사업기회를 중심으로 확장가능한 상위 응용 아이템들과 시장성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분석 결과는 기업, 정부, 연구기관 등에서 향후 유망 기술사업기회의 신성장동력화와 사업화 전략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사업화 분석 리포트
KIS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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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01 CHAPTER

지난해 12월 31일 중국 우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환자 발생이 처음 
보고된 이후 현재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는 약 1,700만 명(2020년 8월 1일 기준), 사망자는 
67만 명을 넘어서는 등 COVID-19 사태는 세계 각국의 사회와 경제에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2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 역시 전 분기 대비 –3.3%를 보이는 등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최저치를 나타내면서 한국 경제가 역성장하고 있다. 장기적 경기침체로 인한 영업타격으로 
부실징후의 기업들이 급증하고 있고, 경영위기에 직면할 기업의 증가세 또한 예상되고 있다. 

내부자원이 부족한 우리 중소기업들은 더욱 경영상의 곤란을 겪고 있다. 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수출 중소기업의 65.8%가 부정적 영향에 직면하고 있고, 관련 대응 전략을 시행 중인 
기업은 9%에 불과한 실정으로 기업 경영조건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들은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위축과 공급망 혼란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그러나 언택트 문화의 확산과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인식 변화 등 
COVID-19 이후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새로운 산업과 기술 영역이 부상하고 있고, 신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빅데이터 분석을 거쳐 포스트 코로나 시대, 넥스트 노멀(Next 
normal)에 대비할 수 있는 전략적 기술사업기회를 예측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코로나 사태와 같은 국가적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불확실한 환경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분석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는데 빅데이터 기반의 지식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본고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넥스트 노멀(Next Normal)’에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가 
가져올 패러다임의 변화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급성, 확장성, 시장성 측면에서 파급효과가 큰 
10대 기술사업기회를 선정하고 분석하였다. 

이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COVID-19 위기에서 부상하는 비즈니스 기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신성장동력의 다변화를 통해 기업의 경쟁우위를 높이는 전략적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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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 ‘Next Normal’

02 CHAPTER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pandemics, 팬데믹)이 인류의 문화와 역사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보다도 크다. 그 동안 사람들이 면역력을 갖고 있지 않은 새로운 질병이 예상 이상으로 전 

세계에 퍼지는 팬데믹에 의해 인류의 삶과 사회〮경제〮산업이 크게 변해 왔다. 

미국 국무장관을 지낸 헨리 키신저는 “COVID-19 팬데믹이 끝나도 세계는 그 이전과 전혀 

같지 않을 것이며 COVID-19가 세계질서를 영원히 바꿔 놓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궁극적으로 현재의 사회〮경제적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화함으로써 새로운 사회〮경제 질서가 중심이 된 '넥스트 노멀'이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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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01

➡ 	 		 COVID-19는 발생한지 9개월이 지난 현재에도 여전히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으며, 팬데믹을 

막기 위해 많은 국가에서 엄격한 이동 제한을 실시하자 글로벌 경제 활동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우리는 COVID-19 확산 사태가 안정되기 전까지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가기 어렵고, 길게는 최악의 

경제 불황을 거치게 될 수도 있다. 

	 		 국제 금융기관들은 COVID-19로 인한 연간 GDP 손실을 6~8%p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1968년 

홍콩독감 당시 경제적 충격(-1%p 중반)을 크게 웃돌 뿐만 아니라 역대 최악의 팬데믹으로 일컫는 

1918~1920년 스페인독감의 경제적 충격(-6%p 중후반)을 상회하는 수치이다.

	 		 세계은행 (World Bank)은 6월 8일 발표한 ‘World Economic Prospects’ 보고서 (전 세계 

183개국을 대상으로 조사)에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 1월 전망치(2.5%) 보다 무려 

7.7%포인트나 떨어뜨린 -5.2%로 전망했다. 

	 		 세계은행은 주요 국가들의 전례 없는 정책 지원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들의 봉쇄조치로 인한 

수요둔화와 공장폐쇄, 국제 교역량 감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불황이자,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3배가량 가파른 경기침체가 될 것으로 평가한 것이다. 

<표 1>  Real GDP (Percent change from previous year)

2017 2018 2019e 2020f 2021f 2020f1 2021f1

 World 3.3 3.0 2.4 -5.2 4.2  -7.7  1.6

 United States 2.4 2.9 2.3 -6.1 4.0  -7.9  2.4

 Euro Area 2.5 1.9 1.2 -9.1 4.5 -10.1  3.2

 Japan 2.2 0.3 0.7 -6.1 2.5  -6.8  1.9

 China 6.8 6.6 6.1  1.0 6.9  -4.9  1.1

 Russia 1.8 2.5 1.3 -6.0 2.7  -7.6  0.9

 Brazil 1.3 1.3 1.1 -8.0 2.2 -10.0 -0.3

 India 7.0 6.1 4.2 -3.2 3.1  -9.0 -3.0

Source: World Bank

Note1 : Percentage point differences from January 2020 projections



넥스트 노멀(Next Normal)시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찾다 - 유망 기술사업기회 10선

09

	 		 세계은행은 일인당 소득이 3.6% 감소하여 수백만 명이 극도의 빈곤에 빠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자료 분석 시점인 1870년 이래 가장 많은 국가가 일인당 생산의 감소를 경험할 것으로 보았으며, 

COVID-19 대유행이 가장 심각한 나라, 무역과 관광, 상품 수출, 대외 금융에 많이 의존하는 나라의 

타격이 가장 심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코로나 사태는 국내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OECD는 6월 10일 발표한 경제 전망에서 

한국의 2020년과 2021년 실질 GDP 성장률을 각각 -1.2% 및 3.1%로 예상했으며,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 2.1%에서 2.3%p 하락한 –0.2%를 제시하며, 22년 만의 역성장을 예고했다.  

	 		 7월 23일 한국은행은 2분기 실질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3.3%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IMF 시기인 1998년 1분기에 -6.8%를 기록한 뒤 22년 만에 최저치이며,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2.9%로 1998년 4분기(-3.8%) 이후 최저치다. 교역 조건 등을 감안한 실질 

국내총소득(GDI)는 -2.0%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3분기(-3.4%)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KDI 경제동향(2020.7)에 따르면 최근 우리 경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생활 속 거리두기로의 

방역체계 전환으로 소비가 소폭 회복되고, 설비투자도 증가세를 유지하며 내수 부진이 일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COVID-19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른 대외수요 감소로 경기 

위축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당분간 성장세가 큰 폭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가 글로벌 가치 사슬에 미치는 영향02

➡ 	 		 지난 40년 동안 세계화의 진전으로 글로벌 가치 사슬(GVC, Global Value Chain)이 확산됨에 따라 

중간재 교역 비중이 크게 증가해 왔다. ADB에 따르면 세계 GDP 중에서 GVC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이며, 세계 무역에서 GVC가 차지하는 비중은 74%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COVID-19 팬데믹에 의해 가속화된 최근의 추세는 국가와 기업으로 하여금 그 동안의 국제적 

연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것은 기존의 사업 방식을 바꾸고 여러 나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COVID-19로 인한 작업장 폐쇄 또는 수송난(輸送難)은 

중간재 조달을 어렵게 하여 제조업 생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불가피하게 GVC 구조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글로벌 경제체계는 효율성과 저비용을 중시하던 GVC에서 벗어나 

안전과 위기관리 능력 그리고 복원력을 중시하는 체제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COVID-19가 무역, 		생산 및 금융 시장에 대한 충격을 증폭시킬 수 있는 글로벌 가치 사슬에 

큰 영향을 미침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지역화 및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심화되어 자국 산업 및 고용 창출을 위한 주요 국가의 리쇼어링이 본격화되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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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중국에 거점을 둔 다국적기업 가운데 리쇼어링을 검토하는 곳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Next Normal의 도래03

➡ 	 		 세계 경제가 혼란에 빠질 때마다 우리는 단순히 다시 과거의 정상 상태로 돌아가 균형을 되찾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에 의해 촉발된 패러다임의 변화가 너무 커서 이전 

방식으로의 복귀는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Accenture의 연구보고서는 소비자의 태도, 행동 그리고 구매습관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많은 

새로운 방식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도 그대로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오히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적인 온도 측정, 마스크 착용, 재택근무 또는 교대 근무, 관중이 없는 

스포츠 이벤트 등이 정상(표준)이 될 수도 있다. 

	 		 ‘넥스트 노멀’은 McKinsey & Company의 Kevin Sneader와 Shubham Singhal의 금년 3월 

“Beyond coronavirus: the path to the next normal”이라는 글에서 “우리 시대가 COVID-19 

이전 시기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나타날 뉴 노멀, 즉 넥스트 노멀로 나뉘게 될 것이란 점이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오늘날의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등장할 넥스트 노멀로 가기 위해서는 문제 해결(Resolve), 회복 (Resilience), 회귀(Return), 

재구상(Reimagination) 및 개혁(Reform)의 다섯 단계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데서 비롯되었다.   

	 		 ‘뉴 노멀(New Normal)’이 2007–08년 세계 금융 위기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이어진 

경제 침체 기간 동안 만들어진 새로운 경제적 기준으로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가 지속되는 것이 

특징(위키백과)인데 비해 ‘넥스트 노멀’은 코로나19가 가져온 패러다임의 변화에 의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세계경제와 사회질서의 기준을 말한다.  

	 		 언택트 및 비대면 문화의 확산, 디지털 경제 및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 등이 넥스트 노멀 시대를 

선도할 것으로 보인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펼쳐질 넥스트 노멀은 지금까지 우리가 겪었던 위기와는 전혀 다르게 전개될 

것이며, 그동안 비즈니스와 사회가 전통적으로 운영해 왔던 경제〮사회 질서의 급격한 변화를 동반하는 

엄청난 변화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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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t Normal 시대, 
패러다임의 변화와 비즈니스 기회

03 CHAPTER

COVID-19의 급속한 확산을 막기 위한 세계 각국의 국경 폐쇄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되고, 학교가 닫히고, 공연과 스포츠 경기가 중단되고, 많은 사람이 집에 

머무르는 등 경제〮사회의 교류가 멈추어진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면서 삶의 중심이 현실에서 가상의 세계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으며, 이는 곧 4차 산업혁명을 앞당기고 디지털 경제화를 촉진시킬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언택트 문화의 일상화, 그에 따른 디지털 경제와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로 경제, 사회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일상을 인식하는 생활 방식의 

변화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기업은 기존의 성장시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생존시대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통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넥스트 노멀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넥스트 노멀 시대에는 COVID-19에 의한 이러한 사회〮경제적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수백만 

개의 새로운 사업이 만들어질 것이고, 수백만 개의 신제품이 출시될 것이며, 수백만 개의 새로운 

서비스가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3장에서는 넥스트 노멀 시대의 새로운 사업 지형 변화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COVID-19가 가져올 패러다임의 변화와 그에 따른 기술사업기회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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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택트 문화의 확산과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01

➡ 	 		 COVID-19의 대유행을 계기로 그동안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성장세를 보여 온 비대면 서비스나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경제·산업·교육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0년 2월 이후 COVID-19가 확산되면서 외부 활동이 크게 둔화되고 레저 활동도 제약을 받고 

있으며, 타인과의 접촉을 최대한 피하려는 언택트 문화가 새로운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 게임 서비스, 온라인 푸드 마켓, 배달중개 플랫폼의 성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대면 산업이 

COVID-19를 시발점으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COVID-19 이후에도 이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COVID-19 발발 이후 비대면 산업이 더욱 더 큰 기회를 맞음에 따라 디지털 플랫폼에 

생소했던 사람들이 급작스런 환경의 변화로 새로운 상황을 학습, 경험하게 되었고, 익숙했던 소비자들 

또한 디지털 채널을 더욱 자주 이용하게 되어 디지털 경험이 고도화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COVID-19 이후의 넥스트 노멀 시대에도 언택트 문화와 디지털 경제가 결합한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❶	 소비 패러다임의 변화

➡ 	 				 COVID-19 발발 이후 소비자 행동이 크게 바뀌고 있다. COVID-19 위기는 우리가 일상에서 더 

광범위한 디지털화를 수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가 일하고 소비하고 교류하고 즐기고 배우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다.

	 		 이동 제한과 격리가 필수적인 COVID-19의 영향으로 언택트 소비문화가 확산되고 있으며, 

오프라인에서 모바일을 포함한 온라인으로의 소비 패턴 이동이 가속화되고 있다. 비대면 소비의 

확산은 온라인 유통 및 소비가 가능한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진다. 온라인 소비시장의 확대에 따라 

수요와 공급을 연계하는 플랫폼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1) 온라인 소비시장의 확대

➡ 	 		 COVID-19와 함께 가장 먼저 주목받은 언택트 산업은 e-커머스 부문이다. e-커머스란 인터넷 

웹사이트 상에 구축된 가상의 상점을 통해 제품과 서비스를 사고파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e-커머스 

플랫폼의 후방산업에는 데이터 수집·저장·분석 기술, 빅데이터·인공지능 기술 및 제조·유통업이 

있으며, 전방산업에는 유통 가능한 전제품 관련 산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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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VID-19 이후 e-커머스 산업은 식품〮생활용품과 같은 필수 소비재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유통산업의 구조까지 변화시키고 있다. 

	 		 국내 e-커머스 거래금액은 2017년 1월 7.3조원에서 2020년 4월 12.0조원으로 64.2% 증가하였다. 

특히, 2020년 1분기 COVID-19와 언택트 문화 확산으로 e-커머스 시장규모 확대가 가속화되고 있다. 

국내 유통업체 매출은 금년 3월 오프라인의 경우 17.6% 감소했지만 온라인의 경우는 16.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COVID-19 이후 유통산업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급격히 변하고 있다.  

<그림 1> 국내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 추이

	 	 	 	 출처: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특히 COVID-19 발생 이후 비대면 소비가 부상하면서 홈쇼핑, 인터넷쇼핑과 같은 온라인 쇼핑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고, 간편식, 신선식품, 배달음식 등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온라인 푸드 마켓, 배달중개 플랫폼 등이 급증하고 있다. 금년 2월 음식료품 

거래액이 전년 동월 대비 71.1% 증가했고, 농축산물과 음식 서비스 거래액도 각각 103.7%, 82.2% 

증가했다. 

	 		 직접 배달은 바이러스 방지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많은 배달 회사와 식당은 비접촉식 

배달 서비스를 시작하여 물품을 사람의 손대신 또는 손에 넣지 않고 지정된 위치에서 수거 및 

반출한다. 중국 전자 상거래 거대 기업들도 배송 로봇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온라인 소비는 비접촉〮비대면 문화의 영향으로 향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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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독 경제의 확산

➡ 	 		 소비 패러다임이 ‘소유’에서 ‘공유’로, 다시 ‘구독’ 형태로 변하고 있으며, COVID-19가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구독경제는 비용을 지불하고 정기적으로 상품을 제공받거나 일정기간 콘텐츠와 서비스를 

무제한 이용하는 새로운 경제 모델이다. 소비자에게는 편의성과 폭넓은 선택권, 비용절감이라는 

혜택을 줄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일회성 판매에 그치지 않고 고객을 구독자로 전환시킴으로써 

반복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구독 경제에 대한 수요와 공급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COVID-19로 인한 온라인 중심의 비대면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업계가 구독 서비스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가트너에 따르면 현재 구독 서비스를 도입했거나 고려 중인 전 세계 기업이 70% 

이상이며, 2023년에는 75%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구독 서비스에는 음원 스트리밍과 OTT가 대표적인 무제한 이용형(음악, 영화〮드라마, 전자책, 게임 

등의 콘텐츠), 생활용품, 화장품, 식료품 등 일상 속에서 주기적으로 소모하는 품목들 중심인 정기 

배송형, 비교적 고가 제품 중심인 렌탈형(정수기 등 생활가전, 의류〮잡화, 가구, 자동차, 명품 백 등)의 

3가지 유형이 일반적이다.     

	 		 최근에는 COVID-19 여파로 헬스장이 폐쇄되면서 운동기구와 온라인 콘텐츠를 결합해 집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돕는 구독형 홈트레이닝 콘텐츠 서비스가 각광을 받고 있다. 미국 홈트레이닝 업체 

펠로톤은 2020년 5월 6일 1분기 매출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66% 급증한 5억2,460만 달러(약 

6,400억 원)에 달했으며, 가입한 구독자수도 작년 1분기보다 배(94%)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COVID-19로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PT (personal training)’도 인기를 끌고 있다. 온라인 PT는 

스마트 기기를 기반으로 이뤄지는 개별 헬스 코칭 프로그램으로 홈트레이닝 영상과 달리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하고 운동과정에서 궁금한 점 등에 대해 PT강사로부터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점이 인기를 

끄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3) 간접 체험 서비스 증가

➡ 	 		 COVID-19의 영향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외출이나 매장 방문 없이도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과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 기술을 통해 직접 상품을 둘러보고 고르는 듯한 

체험을 제공하는 소비 트렌드가 확대되고 있다. 소비는 물론 체험도 언택트로 하는 시대인 것이다. 

AR은 현실 공간과 사물에 가상의 디지털 콘텐츠를 추가한 상태인 데 비해, VR은 환경과 사물이 모두 

현실이 아닌 가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패션업계의 경우 가상 피팅 시스템을 통해 의류산업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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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FXMirror’는 혁신적인 증강현실 기술 기반 3D가상 피팅 시스템으로, 빠른 시간 안에 

다양한 의상을 가상으로 입어 볼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한국패션산업협회가 운영하는 

‘위드인24’는 3D 가상 피팅 시스템을 이용해 고객이 직접 옷을 입어보지 않은 채 원하는 색과 소재, 

디자인 등을 선택하여 주문하면 24시간 내 제작해 고객에게 전달하는 체험형 패션디지털 매장이다. 

	 		 가구 업계의 경우 COVID-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2017년에 출시한 자체 개발 AR앱 ‘이케아 

플레이스’를 운용중인 이케아를 비롯한 업체들이 증강현실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AR 기반 앱을 통해 

소비자는 가구의 질감과 크기 등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구매하기 전에 가구가 공간에 어떻게 

보일지 간접체험 할 수 있다. 

	 		 화장품 업계에서는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소비자 경험 변화 역시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예를 들어 모바일 앱을 통해 다양한 메이크업 제품을 시연해 볼 수 있는 기술이나 AI를 통해 그날의 

피부 상태, 날씨 등의 환경을 반영해 제품을 추천하는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화장품 

브랜드 ‘맥’이 운영하고 있는 ‘AR 뷰티트라이온’이다. 셀카 형식으로 휴대폰 화면을 보며 경험하는 

가상체험이다. AR 기술을 접목해 시청자가 립스틱을 바른 스스로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한 것이다. 

하단에는 해당 립스틱을 온라인 몰에서 바로 살 수 있도록 연결하는 버튼을 두고 구매로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있다. 이처럼 오프라인에서 직접 이루어졌던 경험과 체험도 언택트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들이 강구되고 있고 향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VR, AR, 홀로그램 등 실감 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콘텐츠는 공공서비스와 제조, 농업, 도시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❷	 일하는 방식의 변화

➡ 	 		 COVID-19는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 큰 변화를 가져왔다. 산업화 이래 정착돼온 정상출퇴근제로부터 

벗어나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고, 자율출근, 

순환근무 등 다양한 근로 형태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COVID-19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가정의 사무실화와 이를 둘러싼 IT 인프라의 개선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온라인 교육도 

탄력을 받아 관련 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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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격근무 수요 증가

➡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유연하게 근무하는 원격(재택)근무 시스템은 근로자들로 하여금 

통근 시간과 교통비를 절약하고 교통 체증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순기능을 갖고 있다. 

이처럼 원격근무는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새로운 기회가 될 전망이다. 

	 		 COVID-19는 업무 방식까지 강제로 변화시킴으로써 기존에 도입이 어려웠던 유연근무제가 확대되고, 

화상회의가 증가하며, 재택근무(원격근무) 또한 늘어나고 있다. 이를 위한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ERP)을 비롯한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보급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주목해야 할 소프트웨어 부문은 

기업 커뮤니케이션 & 협업 플랫폼, 계약체결 디지털 관리 & 전자 문서화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기반 

서버, 애플리케이션 가상화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기반 사이버 보안 등이다.

	 		 실시간 화상 커뮤니케이션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기술이고 서비스였으나 COVID-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문화 확산으로 그 수요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향후 화상커뮤니케이션에 

AR/VR 기술의 접목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더 완성도 높고 만족감 높은 

화상커뮤니케이션 솔루션이 제공될 것이다. 

	 		 원격작업에는 VPN (Virtual Private Networks), 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 가상 회의, 

클라우드 기술, 업무 협업 도구 및 안면 인식 기술 등이 필요하다.    

	 		 COVID-19 이후 재택근무가 확산되면서 직장인은 노트북과 스마트폰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학생들은 노트북과 태블릿PC로 교사의 수업을 듣는다. 또한 재택근무가 전 기업으로 확산되면서 홈 

오피스 구축 사업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IT 기업들이 주로 도입하고 있는 원격업무 솔루션이 새로운 사업 분야로 성장하고 있다. 개인 정보 

등 민감 데이터를 보유한 통신사, 금융권 콜센터에도 원격 솔루션이 도입되는 등 전통 산업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웍스모바일(네이버 자회사)의 원격업무솔루션 ‘라인웍스’ 도입 기업 수는 3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10배 이상 증가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COVID-19의 확산을 제한하기 위해 집에서 일하면서 직장 커뮤니케이션 

도구(workplace communication app)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 해지고 있다. Microsoft는 

동사의 Teams 일일 활성 사용자 수가 2019년 11월 2천만 대에서 2020년 3월 말 4,400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그로부터 6주 만인 5월초에는 매일 7,500만 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Teams를 통하여 하루 2억 명 이상이 회의에 참가하고 41억 회 이상의 회의록이 생성되고 있는 

것이다.

	 		 COVID-19로 연이어 계획됐던 행사들이 취소 및 연기되고 있는 가운데 Webinar가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소통 창구로 인기를 끌고 있다. 웨비나는 웹과 세미나의 합성어로 웹 사이트에서 

행해지는 양방향 멀티미디어 프리젠테이션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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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격 수업의 확대

➡ 	 		 UNESCO에 따르면 2020년 4월 21일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학교를 폐쇄한 국가가 191개국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최소 15억 명의 학생(10명 중의 9명에 해당)과 

6,300만 명의 초등 및 중등 교사가 등교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이러한 현상이 다소 

완화되어 8월 3일 현재 105개 국가에서 총 학생 수의 60.5%인 1,058,547,236명이 등교하지 못하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금년 3월부터 각 대학이 자체 학습플랫폼 및 ZOOM, 

Youtube 등을 활용하여 원격 강의를 실시했고, 초중고의 경우 공공 플랫폼인 EBS온라인클래스, 

KERIS e학습터를 통해 온라인 수업을 진행했다. 4월 9일 중〮고교 3학년부터 순차적으로 원격수업 

방식의 온라인 개학을 사상 최초로 실시하였으며, 4월 16일에는 초〮중〮고생 400만 명이 원격 수업을 

받기도 했다. 이후 5월 20일 고3 학생을 시작으로 순차적 등교 개학에 들어갔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시공간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1억 명 이상이 원격수업을 받고 

있으며, 13,500개 이상의 과목이 개설되고 있다. COVID-19 사태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학들은 

불편 없이 모든 과목을 온라인으로 무리 없이 진행했고, 이미 온라인 석·박사도 배출하고 있는 등 

원격수업은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 Global monitoring of school closures caused by COVID-19

Source: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database,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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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트 COVID-19 시대에는 온라인 수업이 더 보편화되고, Blended learning (온〮오프라인 교육 

혼합)이나 Flipped learning(온라인 선행학습 후 오프라인에서 토론)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맞춤형 

수업도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원격수업을 위해서는 데이터 통신환경이 갖춰져야 하고, 학생들이 노트북, 태블릿, PC와 같은 

스마트기기를 보유해야 하며, 콘텐츠 및 플랫폼이 갖춰져야 한다. 원격수업과 관련된 기술은 원격작업 

기술과 유사하며 가상현실, 증강현실, 3D프린팅 및 AI 기반 로봇 교사도 포함된다.

3) 디지털 금융의 활성화

➡ 	 		 국내에서 금융권의 대면거래 수요는 기조적으로 축소되어 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8년 

국내 19개 은행의 비대면 거래 비중은 91.2%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미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지폐나 동전 등의 현금 사용 비중은 크게 줄었다. 여기에 COVID-19의 확산으로 비대면 및 비접촉 

거래가 급증하면서 현금사용에 대한 비중은 앞으로도 계속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COVID-19 사태는 

금융권이 정책적으로 디지털 은행으로의 변신을 촉진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COVID-19 사태로 인해 온라인 구매가 확대되고, 지폐와 동전의 바이러스 전파 우려(홍콩대 

연구팀, COVID-19는 지폐에서 4일 동안 생존)가 확산되면서 카드나 전자 지갑 형태의 비접촉식 

디지털 결제가 권장되고 있다. 그 중심에 디지털 화폐가 있다. 중국 인민은행은 세계 최초의 CBDC 

발행을 목전에 두고 있다. Bain & Company는 2025년까지 디지털 결제의 채택이 COVID-19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5%에서 10%(전체 결제의 67%) 가속 될 것으로 추정했다. 

	 		 사실 전부터 비접촉 결제 서비스는 다방면에서 활용되고 있었으나 COVID-19로 인해 온라인 소비가 

증가하면서 간편결제서비스 시장도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중앙 서버를 거치지 않고도 사용자의 신원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인 

DID(Decentralized Identifier)가 부상하고 있다. 직접 접촉이나 대면 없이 신원을 검증할 수 있고, 

블록체인을 활용해 데이터에 대한 위·변조 가능성도 낮춰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에 적용 가능하다. 

	 		 금융 서비스에 DID 서비스를 접목하면 신용대출과 보험금 정산, 계좌 개설 등의 과정에서 신원증명 

절차를 보다 간소화할 수 있게 된다. DID 서비스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기에 사회적 기능 및 생산성을 

향상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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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마트 행정의 실현

➡ 	 		 COVID-19가 가져 온 비대면 접촉 증가는 스마트 행정의 실현을 촉진시킬 것이다. 공무원과 

민원인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비대면 민원 행정 수요가 확대되고, 개인정보 보호 및 인증 절차가 

간소화될 것이며, 이미 AI, IoT,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이 접목되고 있다.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블록체인 기반 지역화폐 도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영국에서는 부정 수급을 

방지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복지수당 결제 시스템 실증사업을 펼치고 있다. 

	 		 AI가 비대면 행정서비스에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서울 강남구의 ‘강남봇’은 주정차 단속 상담이 

가능하며, 세계 최초의 민원상담공무원이자 자문관인 인공지능 채팅봇인 런던 엔필드의 ‘Amellia'는 

시의회 서비스 지원, 주민 민원 대응, 각종 허가 및 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❸	 여가〮운동 방식의 변화

 1) 홈 루덴스 문화의 확산
 
➡ 	 		 COVID-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맞물리면서 

사람들이 멀리 밖으로 나가지 않고 주로 집에서 놀고 즐기는 ‘홈 루덴스(Home Ludens)’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집 안에 갇혀 있다는 사실에 스트레스를 받기보다 나만의 안전한 공간에서 영화감상과 운동, 요리 등 

취미를 즐기려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 같은 문화의 확산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포함한 서비스산업 전반의 변화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COVID-19로 인해 동영상 위주로 데이터가 집중되면서 동영상 콘텐츠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OTT 

가입자가 대폭 증가했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는 2020년도 1분기 매출 57억7000만달러(7조1149억

원)에 영업이익 9억6000만달러(1조1839억원)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8%, 109%

씩 증가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0년 국내 OTT 시장 규모를 전년(6345억 원) 대비 약 22% 	

늘어난 7801억 원으로 전망했다. BCG는 2020년 세계 OTT 시장 규모가 2019년(930억 달러)보다 

20% 가까이 성장한 11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COVID-19로 인해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가정간편식과 간편대체식품의 매출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장기 보관 가능한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구매가 증가하고 있으며, 배달음식, 

음식 배달 플랫폼 및 음식 배달 플랫폼의 ‘비대면’ 배달 서비스의 수요 성장 또한 가속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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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택트 문화의 확산

➡ 	 		 물리적 접촉을 최소화하는 언택트 문화는 직접적인 대면을 피하는 것이지만 접촉 공간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겼다는 의미가 더 크다. 오히려 온라인 상 연결이 더욱 중요해지면서 

‘온택트(온라인 접촉)’가 관심을 끌고 있다.

	 		 온택트 시장이 커지면서 소비자의 수요에 맞춰 즉각적으로 맞춤형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디맨드 기술이 부각되고 있다. 박물관, 미술관 등이 AR, VR 등의 기술로 재탄생하는 전시 관람이 

대표적인 사례다. 직접 오프라인 현장에서 보는 것보다 더 생생하고, 다채로운 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자 경험을 확대하고 있다.

	 		 온라인 공연은 기존의 무대와 관객의 거리를 없애고, 실시간 쌍방향 소통과 아티스트의 빈번한 

‘클로즈업’ 연출 등으로 문화콘텐츠 생산 방식과 소비자들의 문화 소비 방식에 일대 대전환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 이벤트의 취소와 무관중 경기, e-스포츠 활성화 등이 나타남에 따라 온라인 중계나 

VR(가상현실) 중계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Newzoo에 따르면 e-스포츠의 2020년 글로벌 매출 

규모는 110억 달러가 될 것으로 보이고, 2023년까지 연평균 15% 성장해 155억 달러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e-스포츠의 열혈 시청자들은 2023년에 약 3억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시청자 증가에 따라 관련 소비문화도 함께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포스트 COVID-19 시대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영상 체험으로 여행의 

오감을 대신 느끼고자 하는 여행〮레저 관련 VR 및 AR 콘텐츠가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3) 온라인 게임시장의 성장

➡ 	 		 Newzoo에 따르면 전 세계 게임시장은 2018년 1,387억 달러였고, 2018년〜2022년까지 CAGR 

9%로 성장하여  2022년에는 1,960억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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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Spending on media and entertainment

출처: NYT, April 11, 2020

	 		 COVID-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될수록 게임업체들의 전반적인 실적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 앱애니에 따르면 2월 한 달간 중국의 게임 다운로드는 전년 평균 대비 80% 증가했다. 

앱스토어의 2월 평균 게임 다운로드 수 또한 1월 대비 25% 증가했다. 미국 통신사 버라이즌의 트래픽 

증가 추이에서도 게임 트래픽 증가율이 75%로 확인되었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COVID-19 이후의 게임시장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사용 시간이 증가할 

전망이다. 기존 모바일 게임이 전용 어플 다운로드 전제 하에 가능했다면, 5G 통신에서 클라우드 

게임이 가능하여 모바일 게임 가치가 높아진다. 클라우드 게임은 게임 소프트웨어를 서버에서 

스트리밍으로 실시간 재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게임 데이터를 기기가 아닌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하기 

때문에 모바일 접속으로 온라인 게임 유저와 동시에 Play를 할 수 있으며 모바일에서 다수의 유저가 

동시 접속할 수도 있다. 

 4) 비대면 교통수단의 증가 

➡ 	 		 COVID-19 확산으로 세계 여러 국가에서 이동이 제한적인 가운데, 비대면 교통수단 이용이 

확대되고 있다.  

	 		 퍼스널 모빌리티(전기 자전거, 전동 킥보드, 전동 휠, 세그웨이 등)가 비대면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기로 움직이기 때문에 환경 친화적이고, 혼잡과 정체로 인한 손실도 적으며, 혼자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 장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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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용차 공유는 팬데믹 발생 시 운전자와 탑승자 모두에게 위험이 노출되지만, 자율주행차량은 

안전하고 저렴한 이동성 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자율주행차는 교통사고의 93%를 초래하는 

오류를 제거하도록 설계되고 있다. 따라서 COVID-19 이후 비대면 시대의 교통수단으로서 자율주행차 

채택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가디언에 따르면 지난 3월 시드니의 대중교통 이용은 75% 급감한 대신 자전거 이용자는 일부 

지역에서 79% 늘었다. NPD Group의 소매 추적 서비스에 따르면 미국의 자전거 판매량은 2020년 

3월 급증했으며 일부 품목은 전년 대비 100% 이상 성장했다. 성인용 레저 자전거가 특히 잘 팔렸다. 

미국인의 85%가 COVID-19 발생 시 자전거가 대중교통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응답자의 

63%는 대유행과 관련된 스트레스/불안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전거 붐이 일고 있는 것은 대중교통 대신 자전거를 이용하면 '사회적 거리'도 유지할 수 있고 

운동도 되기 때문이다. 사회적 접촉을 피하기 위해 상당수의 운동시설이 문을 닫은 상황에서 

세계인들은 자전거로 이동도 하고 체력 관리도 하는 것이다. WHO는 COVID-19 시대 이동수단으로 

"실현 가능하다면 자전거나 걷기가 좋다"고 권고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인식 변화02

❶	 건강 및 위생에 대한 관심 고조

1) 생활 방역의 일상화

➡ 	 		 COVID-19 시기에 크게 각광받던 손소독제(또는 휴대용 손 소독제)가 이제 생필품의 반열에 

올랐듯이 COVID-19 이후 생활 방역이 일상화됨에 따라 관련 제품들(손 세정제, 체온계, 열감지기, 

니트릴 장갑, 인공호흡기, 면대면 접촉방지용 칸막이 등)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마스크 착용은 스킨케어와 메이크업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 마스크를 쓰면 피부표면의 

온습도가 높아지면서 피부는 자극을 받게 되고 부직포로 제작된 마스크로 인해 트러블 발생 확률도 

높아진다. 따라서 '포스트 COVID-19' 스킨케어는 저자극·안티트러블·안티폴루션(오염) 의 3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다. 마스크에 묻어나지 않는 베이스 메이크업, 립 틴트 제품이 

개발되고 눈을 강조할 수 있는 마스카라, 아이라이너, 글리터 등 아이 메이크업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신체접촉에 대한 우려로 염색키트, 네일‧헤어케어 등 DIY제품의 온라인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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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보건 마스크의 시장규모는 2019년 미세먼지가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되면서 전년 대비 

114.5% 증가한 2,456억 원이었고, 올해에는 COVID-19의 영향으로 전반기에만 전년 시장규모의 

2배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문 스캔과 같이 다수의 사람들이 동일한 표면을 반복해서 접촉해야 하는 기술을 사용할 경우 

전염병을 확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생체인식 기술을 최소한 공항, 국경 횡단 및 

공공건물 출입 시 적용하면 대면 검사의 위험성을 줄이고 여행 위험지역에서 돌아오는 여행객을 

효과적으로 검사할 수 있다. 생체인식 기술은 기존에도 사용되어왔지만,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구축비용 때문에 최신 보안 솔루션 업데이트를 꺼려왔다. 하지만, COVID-19 바이러스 확산으로 

비대면 터치리스 생체인식 기술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최근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 혈관 내 피의 

흐름에 따라 생기는 열점을 인식해 개인을 구분하는 안면인식 기술이 등장하는 등 보안성과 편의성, 

그리고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한 홍채, 정맥, 안면인식과 같은 터치리스 생체인식 보안 솔루션 도입이 

피할 수 없는 ‘시류’가 되고 있다. 

   

2)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 	 		 COVID-19 관련 효과적인 치료제와 백신이 부재한 상황에서 면역력을 키워주는 건강기능식품과 처방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OTC)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포스트 COVID-19 시대에도 언택트 

문화의 확산과 온라인 소비 활성화로 이들 제품에 대한 소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기능식품산업은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한 건강 중시 트렌드, 20〜30 세대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 증가, 제품의 기능 다변화 등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COVID-19를 위한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면역력 개선이 주요 화두가 됨에 따라 홍삼, 프로폴리스와 같은 면역력 관련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COVID-19로 인해 건강 및 위생의 중요성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이 높아져 건강, 웰빙, 행복 등의 

가치가 중시되면서 웰니스 산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COVID-19는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건강을 모두 추구하는 웰니스 관광 시장을 점차 확대시킬 것으로 보인다. 

	 		 COVID-19의 확산에서 오는 심리적 불안감과 우울한 감정을 비대면 힐링 서비스를 통해 해소하는 

모습도 많아지고 있다. 신한카드에 따르면 SNS상에서의 명상 앱 언급량은 작년 1분기 대비 65% 

증가했고, 국내 대표 명상앱 ‘코끼리’의 경우 3월 첫 주에만 가입자가 1만 명 늘었다고 한다. 

	 		 COVID-19 사태, 대기질의 악화, 삶의 질에 대한 관심 고조 등으로 건강가전이 필수가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특히 스팀 살균 기능을 갖춘 건조기, 의류관리기, 식기세척기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내 건강가전 시장은 최근 3년간 평균 46% 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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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VID-19로 가속화되는 디지털 헬스케어

➡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기존 헬스케어 제품과 서비스에 디지털 기술이 접목되어 확장된 시장과 

새롭게 생겨난 시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의료공급자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직접 디지털기기와 

소프트웨어의 도움을 받아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 및 저장하고 공급자들은 그 데이터를 

환자관리 및 새로운 치료법과 치료제 개발에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포함한다.  

<그림 4> 디지털 헬스케어의 영역

출처: 최윤섭, “Healthcare Innovation”

	 		 COVID-19 확산을 계기로 비대면 진료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등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의료 산업의 디지털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보건 의료 

시스템을 쇄신하고, 초고령화, 대규모 재해, 감염증 등의 다양한 과제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보건 의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시기이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ICT를 활용하여 예방, 진단, 치료, 사후관리 등과 관련된 지능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건강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및 관리하여 최적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Statista 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모바일 헬스케어 시장은 2015년 이후 연평균 40% 이상 성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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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2025년에 3,3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5G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과 IoT 

활용으로 이러한 성장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 헬스케어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은 모바일 피트니스 시장으로 관련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시장규모는 2019년 2억 달러에서 2024년 18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용 피트니스 서비스 플랫폼인 핏비트(FitBit)은 웨어러블기기와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인 서비스로 ① 걸음 수, 거리, 하루 소모 칼로리 등 일일 건강관리 목표 체크, 

② 수면 목표 설정 및 취침/기상 관리, ③ 지도 트래킹 및 운동 통계 정보 제공, ④ SNS를 활용한 

운동 활동 공유, ⑤ 동기 부여 및 커뮤니티 활동, 목표 달성 배지 획득, 친구와 경쟁(FitbitChallenge), 

⑥ 신체 데이터 관리(몸무게, 영양, 수분 측정 등)가 있다. Fitbit의 제품군은 스마트와치를 포함한 

웨어러블기기부터 스마트 체중계까지 신체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다양한 기기들이 있다. IT기기 

이외에도 Fitbit 브랜드를 활용한 제품군(의류, 브랜드 콜라보레이션 등)도 출시되고 있다. 

 

4) 원격의료 시장의 개화

➡ 	 		 대부분의 경미한 질병의 환자는 입원할 필요가 없다. 집에서 치료를 받으면 된다. 그래야 심각한 

환자가 의료 시스템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다. 

	 		 COVID-19 확산으로 인해 대면 접촉이 ‘위험’으로 인식되면서 환자 간 혹은 환자와 의료진 사이의 

감염 위험을 낮춰줄 수 있는 원격의료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병원 방문 없이 증상을 체크하고 

온라인으로 약을 처방받을 수 있는 원격의료 서비스는 맥박 측정기와 디지털 온도계 등을 통해 COVID-19 

감염 가능성을 보이는 환자를 가려낼 수 있다. 증상이 악화하면 신속한 추가 치료를 할 수 있다. 

	 		 의료 접근성이 낮은 미국이나 의료자원이 부족한 중국 등은 원격진료를 허용해 스마트워치뿐 

아니라 다양한 개인 건강 데이터를 갖고 원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국내에서 원격진료는 엄격히 

금지되고 있으나 COVID-19로 인해 병원을 통한 2-3차 전염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면서 2020년 

2월부터 전화 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원격의료가 허용되면서 의료계가 강력히 

반대해 온 국내 원격의료 서비스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챗봇은 환자가 식별한 증상을 바탕으로 초기 진단을 내릴 수도 있다. AI를 통해 의료영상을 판독하고 

진단하게 될 경우 많은 환자를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어 의사들의 진단 시간이 단축되고 

의료비용이 절감되며, 오진율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AI 영상진단 솔루션이 빠르게 보급될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워치의 헬스케어 기능이 끝없이 확장되고 있다. 스마트워치에는 이미 단순 시계를 넘어 

혈압은 물론, 심전도, 심박동 체크 기능이 속속 탑재되고 있다. 조만간 당뇨병 환자를 위한 혈당 

체크나 우울증 환자를 위한 정신 건강 검사 기능도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리서치앤마켓은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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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7만대였던 스마트워치 출하량이 2024년 1억891개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같이 COVID-19 발발 이후 AI를 이용해 질병을 진단하고 모니터링 하는 새로운 플랫폼들이 

속속들이 출현하면서 AI 관련 의료산업이 향후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5) 진단기술의 발전

➡ 	 		 체외 진단 의료기기(IVD, In Vitro Diagnostics Devices)는 다양한 제품군으로 구성되며, ICT 등과 

연계되어 시장이 확장되는 추세에 있다. TechNavio에 따르면, 글로벌 체외 진단 의료기기 시장은 

2018년 약 600억 달러에서 연평균 6.73%로 증가하여 2023년에는 약 83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COVID-19 팬데믹은 체외 진단용 의료기기의 파이프라인을 현장진단(POC)과 신속 진단으로 

전환시키는 등 헬스케어 산업의 지형을 흔들고 있다. 

	 		 COVID-19 진단에 사용되는 테스트는 RT-PCR 기반 분석이었으나 최근 수개월 과도한 수요로 인해 

RNA 추출 키트 등 테스트 과정에서 핵심 단계에 필요한 시약의 부족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Abbott가 

5분 만에 COVID-19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현장진단(POC) 검사키트를 FDA로부터 긴급사용 

승인을 받는 등 국내외 관련 기업들이 더욱 정확하고 빠르게 감염병을 진단할 수 있는 첨단 제품을 

계속해서 선보이고 있다. 또한 검진 전문가 없이도 소형 자동화 기계로 테스트가 가능하고, 진단 결과 

확인 시간 단축 및 휴대 가능한 PCR 테스트 등의 진단 기술  개발도 기대되고 있다. 

❷	 지구 환경을 생각하는 삶의 복원

➡ 	 		 기후변화에 이은 COVID-19와 같은 전염병 대유행은 일종의 자연의 역습이다. 난개발로 야생동물 

서식지가 무너지면서 동물에게 기생했던 균과 바이러스가 인간의 생명과 인류 공동체까지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COVID-19를 계기로 공장이 멈춰서면서 미세먼지나 공해 없는 하늘을 보게 되고, 

대표적인 탄소 배출국인 중국과 인도의 대기가 깨끗해졌으며,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운하는 하늘이 

비칠 정도로 맑아졌다. 

1) 의료 폐기물처리 사업의 부상

➡ 	 		 최근 COVID-19 영향으로 중국 등지에서 의료 폐기물 처리 산업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의료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COVID-19 같은 전염병 확산의 원흉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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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졌기 때문이다. 중국은 오는 2022년 6월까지 모든 성곽 도시에서 의료 폐기물 처리 설비를 

갖추도록 해 당분간 관련 투자는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환자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폐기물을 운반해주는 로봇이 현장에 도입되고 있다. 

자율주행 기능이 있는 운반 로봇은 마스크와 환자복 등 바이러스가 묻어있을 가능성이 있는 

의료폐기물을 운반하는 데 이용된다. 

2) 식물성 식품의 부상

➡ 	 		 식물성 식품(Plant-based food)이 기후변화와 건강 등의 이유로 각광받고 있다. 식물성 식품이란 

고기, 계란, 생선, 유제품과 같은 동물성 식품의 직접적 대체제가 되는 식품으로 보통 대체육, 식물성 

우유, 식물성 계란과 같은 제품이 포함된다. 

	 		 육류 제품 수요는 향후에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목축업은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식물성 식품 소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림 5> 육류 버거와 식물성 버거의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 비교

	 	 	            출처: Beyond M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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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축업은 인간 활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이산화탄소의 13%, 메탄의 44%, 이산화질소의 81%를 

차지하며, 이 중 대부분은 소와 양 때문이다. Our World in data에 따르면 식품군별 단백질 1g 당 

온실가스 발생량은 소와 양이 221.6 g CO2e로 두 번째인 채소의 37.2 g CO2e에 비해 6배 이상 많다. 

또한 식품군별 칼로리 1g 생산 당 사용되는 평균 물 사용량도 소가 타 식품군에 비해 거의 2배 이상 많다. 

따라서 소와 양 생산이 타 식품군 대비 자원 비효율적이고 기후변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 및 캐나다의 육류가공 공장에서 COVID-19 집단 감염이 발생하여 글로벌 육류 유통구조에 

차질이 생겼고, 비건주의 및 채식주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일반인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어 최근 ‘대체육’ 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또한 박쥐 등 야생동물 고기와 바이러스 간 연관성이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아시아에서 식물성 단백질 식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미국의 식품기술 

스타트업인 ‘저스트’는 중국에서 식물성 원료로 만든 인공 계란 제품의 매출이 COVID-19 발병 이후 

30% 증가했다고 밝혔다.

3) 전기차 수요 확대

➡ 	 		 COVID-19의 글로벌 확산으로 자동차 수요가 급감하고, 자동차 업계의 실적이 급전직하하면서 

각국 정부들이 자동차 산업의 부양을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미국은 연비규제를 완화하고, 

중국은 보조금 지급을 연장하지만 축소 기조는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은 가장 강력한 환경규제를 

지속하고 있다. 

	 		 하나금융투자에 따르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2019년~2025년까지 연평균 25% 성장하면서 2025년 

기준으로 860만대(시장침투율 9.0%)를 기록할 전망이다. 비록 COVID-19에 따른 글로벌 자동차 수요의 

급감과 일부 지역의 보조금 축소로 2020년에는 정체되겠지만, COVID-19의 완화와 글로벌 자동차 

수요의 회복, 그리고 전기차 만의 차별적 성장 동인들(정부 규제와 경제성 확보, 그리고 기술적 진전)로 

인한 시장침투율 상승에 기반하여 2021년부터 다시 성장 동력이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COVID-19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고전하는 가운데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만 순항하고 있어 

주목된다. 테슬라는 1분기에 8만8400대를 팔아 지난해 1분기(6만3000대)보다 판매량이 무려 40%나 

증가했다. 

	 		 전기차 대중화를 위한 필요조건은 배터리 가격 하락이다. 배터리 팩 가격은 2010년대 초반 kWh당 

700달러 수준에서 2019년 150달러 수준까지 하락했다. 자동차OEM과 전지업계가 제시하고 있는 

배터리 장기 목표 가격이 100달러 내외이다. 향후 약 30%의 추가적인 가격 하락이 필요하다.

	 		 고용량 양극 활물질 양산이 배터리 대량 생산으로 이어지며 단위당 제조원가 및 가격 하락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배터리 가격은 향후 5년간 연평균 8% 하락하여 2025년에 kWh당 91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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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글로벌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시장 규모 및 배터리 가격 전망

출처: 하나금융투자

산업 구조적 변화와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03

➡ 	 		 포스트 COVID-19 시대에는 IT 서비스 및 플랫폼 중심 비대면 산업의 서비스 고도화 및 효율화를 

위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등의 소프트웨어 기반 기술이 거의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고, 디지털에 기반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의 중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COVID-19가 4차 산업혁명을 통한 디지털 경제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더욱 가속화시켜 

주는 트리거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❶	 언맨드 문화의 확산

➡ 	 		 COVID-19 확산 이후 잠재적 감염 위험이 있는 사람 간 접촉이 비접촉으로 바뀌면서 사람이 하는 

일을 기계나 소프트웨어가 대체하는 업무의 자동화나 무인화(무인 편의점, 무인 주문기, 로봇 카페 

등)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향후 감염병의 일상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감염병의 방역과 치료에서 의료진의 감염 위험과 

인력 부족을 로봇이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원격 로봇 및 무인 로봇 시장이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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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분야를 제외한 기타 서비스 분야에서도 직접적인 접촉 대신 로봇을 활용하는 사업이 폭발적인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1) 자동화의 확산

➡ 	 		 COVID-19로 선진국의 제조업 리쇼어링 정책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공장 자동화와 로봇 도입의 

확산으로 업무 환경 개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공장의 자동화와 스마트팩토리가 확산되면서 향후 

15~20년 후 저숙련, 저임금 노동의 일자리 14%가 감소할 전망이다. 

	 		 언맨드 산업의 대표적 분야는 스마트공장이다. 많은 기업이 단순·반복 업무에 대해 속속 자동화를 

도입하고 있으며, 스마트팩토리 구축을 통하여 불량률 감소, 원가절감, 납기단축, 생산성 향상을 

거두고 있다. 특히 COVID-19와 같은 전염병 확산이 일어나기 쉬운 회사나 공장 등에서 스마트공장의 

도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Markets and Markets에 따르면 글로벌 스마트팩토리 시장규모는 2020년 1,720억달러에서 

2022년 2,050억달러로 꾸준히 성장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삼성에스디에스의 인텔리전트 팩토리는 1) 전세계 모든 제조 현장의 데이터를 확보하여 

빠르게 정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2) 전 생산공정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품질문제의 

원인을 파악함으로써 저비용ㆍ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하며, 3) 다양한 센서로 수집한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작업 환경 안정성을 보장해 준다.

	 		 COVID-19가 촉발한 비대면 트렌드로 재택근무와 자가 격리가 증가하고, 그로 인해 화상회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업 현장에서도 자동화 로봇 투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COVID-19로 

심각한 경제 위기가 닥치며 기업이 고강도 비용 절감에 나서야 하는 상황인 데다 업무에서도 비대면 

체제가 확산되면서 디지털 혁신도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반복적이고 

단순한 업무 프로세스에 소프트웨어를 적용해 자동화하는 RPA(Robot Process Automation) 도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RPA는 초기에 인사·재무, 단순반복 업무 등 사무 지원 영역에만 제한적으로 도입됐지만, 영업이나 

고객 응대 같은 서비스 영역으로 도입이 확대되고, 최근에는 COVID-19로 인해 제조·생산 현장에도 

적극 투입되고 있다. 

	 		 RPA는 사람이 수행할 때보다 시간과 비용뿐 아니라 업무 실수도 줄일 수 있고, 로봇이 정형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인력은 창의성을 요구하는 업무에 배치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챗봇 기능이 탑재된 RPA가 도입된 후 콜센터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보안과 고객 서비스 때문에 

유연근무가 어려웠던 금융권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실제로 2019년 RPA를 일부 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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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했던 한 금융사는 효과가 검증되자 2020년 로봇사원 채용 규모를 1000~2000명까지 늘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년 안에 `1인 1로봇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맥킨지는 "2025년까지 전 세계 기업의 85%가 900개 이상의 업무에 RPA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2020년 1000억 원 규모인 국내 RPA 시장이 매년 큰 폭으로 성장해 2022년에는 

4000억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 무인화의 진전

➡ 	 		 언택트 시대에 근거리, 비대면, 식품 소비 수요 증가로 인해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전통적인 

오프라인 매장보다는 무인점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아마존 고와 같은 무인점포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은 긍정적으로 변하는 중이다. 또한,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셀프 계산 시스템도 확대되고 

있다. 

	 		 휴대폰 문자, 모바일 앱을 사용하여 배송원〮판매원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비대면〮비접촉 방식의 

상품 수령 및 구매가 증가하고 있으며, 점원이 없는 무인편의점 및 마트, 자동판매기를 이용한 소비, 

무인운반차, 무인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배송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무인으로 도시를 관리해 

주는 스마트시티 사업은 여전히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3) 서비스 로봇의 부상

➡ 	 		 COVID-19로 '언택트‘가 트렌드로 부상하면서 인간을 대체하는 서비스 로봇이 차세대 혁신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향후 몇 년간 유통 및 서비스 분야에서의 로봇 수요량은 자동차와 

IT산업에서의 수요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비스 로봇은 물류, 배송, 전문서비스 로봇으로 

구분되며, 전문 서비스 로봇은 의료, 서빙, 요리 등 다양한 인간의 활동영역에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식당에서 로봇이 요리를 하고, 서빙을 해주는 시대가 되었다. 국내에도 이미 로봇이 40여종 

커피를 주문받고 제조하고 픽업까지 해주는 무인로봇카페가 수십 개 운영되고 있다. 

	 		 아마존과 월마트는 이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로봇들을 사용해 왔으며, 동료들과의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수 없다고 말하는 창고 근로자의 불만을 줄이기 위해 분류와 운송, 포장 업무를 수행하는 

로봇의 사용을 늘릴 계획이다.   

	 		 로봇은 초기 비용이 들어가지만, 일단 가동되기 시작하면 직원을 채용하는 것보다 대체로 발생 

비용이 적다. COVID-19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면서 로봇이 일자리를 대체하는 속도 역시 빨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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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염병 관리와 의료 서비스 로봇

➡ 	 		 COVID-19 방역 기간에 서비스 로봇이 공공위생·서비스사업(안내방송, 살균, 발열감지, 원격 검진 

등)에 투입되면서 배송, 방역소독, 순찰 등의 분야에서 시장의 관심이 급상승하고 있으며, 전염병이 

확대됨에 따라 로봇의 잠재적 역할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다.

	 		 로봇은 소독, 약물 및 음식 제공, 활력 징후 측정 및 통제 지원을 위해 배치될 수 있다. 로봇 과학 

자들은 전염병 대유행에 필요한 로봇의 역할을 크게 임상진료(원격 진료, 오염 제거 등), 물류, 

감시(자가 격리 모니터 등) 등으로 보고 있다.  

	 		 덴마크의 자외선 살균 로봇 제조업체인 ‘UVD Robots’사의 자외선 살균 로봇은 자외선을 이용해 

일정 거리 내 바이러스를 멸균함으로써 병원 내 확산을 막아주고 부족한 의료 인력을 대신해 

방역기능 수행 가능한 로봇으로 2018년 개발돼 COVID-19로 인한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본격적으로 현장에 투입되었다. 이 자외선 살균 로봇은 단파장을 가지고 있는 ‘자외선 

C’ 광선을 발사해 바이러스 RNA 및 박테리아의 DNA를 99.99%의 확률로 멸균할 수 있다. 자외선 

광선이 인체에 직접 노출될 시엔 유해한 영향을 끼치나, 그런 상황에 맞닥뜨릴 필요 없이 모바일 앱을 

통해 손쉽게 원격 조종 가능하고 또한 주변에 사람이 인식될 경우 작업을 멈추는 기능 또한 탑재돼 

있어 이중적으로 안전하다. 병실당 약 10분 내의 신속한 작업 수행 가능하며, 한 번의 충전으로 

최대 9~10개의 병실 관리가 가능한데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이동 및 작업 수행이 

가능하다는 점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 

	 		 UVD Robots사의 자외선 살균 로봇은 중국 병원으로 부터 많은 주문을 받고 있고, 중국 내 최소 

2,000곳이 넘는 병원에 공급 계획 중이며,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한, 영국 

가디언이 3월 25일 자 발표한 COVID-19를 막기 위한 10가지 발명품 중 하나로 선정했으며 2020년 

EU 로봇기술 시상식에서 1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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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UVD Robots-Workflow 

	 	 	 	 Source: www.uvd-robots.co

❷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

➡ 	 		 COVID-19는 글로벌 공급망에 혼란을 야기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및 격리 조치로 인해 일부 공장은 

완전히 폐쇄되었다. 식품 및 개인 보호 장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자 일부 국가에서는 해당 품목에 

대한 수출을 금지했다. 종이 기반 기록에 대한 강한 의존성, 데이터에 대한 가시성 부족, 다양성 및 

유연성 부족으로 인해 기존 공급 망 시스템이 모든 유행병에 취약해졌다.

	 		 빅 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IoT 및 블록체인과 같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통해 데이터의 

정확성을 높이고 데이터 공유를 장려함으로써 미래에 보다 탄력적인 공급망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COVID-19 영향으로 서비스 산업이 전반적으로 큰 타격을 입고 있으나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은 

오히려 COVID-19가 트리거가 되어 그 수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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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oT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미래 전염병의 모니터링 

➡ 	 		 빅데이터를 활용한 COVID-19 감염 현황, 감염 경로 등의 정보는 신속하고 정확한 예방과 대처를 

가능하게 했다. 이 경험을 통해 우리는 IoT와 빅 데이터를 사용하여 미래의 전염병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았다. 국가 또는 글로벌 앱은 누가 발병 증상을 보이는지 보고하고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었다. 그런 다음 GPS 데이터를 사용하여 노출된 

사람의 위치와 접촉한 사람을 추적하여 전염 상황을 보여줄 수 있다. 

<그림 8> COVID-19 접촉 추적앱을 출시했거나 개발 중인 국가 현황(2020년 7월 21일 기준) 

Source: MIT Technology Review

	 		 접촉자 추적앱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데이터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신중한 구현이 

필요하고, 많은 사용자 기반 (전문가들은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국가 인구의 약 60%가 접촉 

추적에 참여해야한다고 제안)을 필요로 하며, 국가가 앱을 개별적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국가 간에 

호환성이 없다는 약점이 있다. 

	 		 그러나 접촉자 추적 앱은 바이러스 추적 확률을 높이고 감염 경로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전염병을 보다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해결할 수 있는 큰 이점이 있다. 

	 		 MIT Technology Review에 따르면, 2020년 7월 21일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추적 앱을 개발 

중이거나 출시한 국가는 지금까지 1,400만 명이 앱을 설치한 독일을 비롯하여  50개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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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클라우드로의 전환 가속화 

➡ 	 		 COVID-19로 인해 비대면 문화가 일상화되면서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에 접속하기만 하면 데이터의 

접속, 교환, 저장이 가능한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란 자신의 컴퓨터가 아닌 클라우드에서 기업이 수집한 데이터를 보관, 정비, 

분석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추진할 수 있도록 각종 IT 기술과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클라우드는 기업의 활용방법에 따라 퍼블릭(Public) 클라우드, 프라이빗(Private) 클라우드, 

하이브리드(Hybrid) 클라우드로 구분된다. 퍼블릭 클라우드는 불특정 기업이나 개인에게 서버, 

스토리지 등의 컴퓨팅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기업 자체적으로 내부에 서버, 

스토리지 등을 구축하는 것이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퍼블릭과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연계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IDC에 따르면 세계 기업의 60% 이상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다.

	 		 Gartner에 따르면, 세계 클라우드 시장규모는 2020년 2,400억달러, 2023년 5,000억달러, 한국 

클라우드 시장규모는 2020년 2.8조원, 2022년 3.7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 

에스디에스는 국내 4개 데이터센터와 해외 13개 데이터센터를 기반으로 스토리지, 서버, 네트워크, 

백업 등 150개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HPC(High Performance Computing) 데이터센터를 

통해 AI와 빅데이터 분석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 영역은 클라우드 인프라를 대여해주는 서비스(IaaS)에서 점차 인프라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플랫폼 서비스(PaaS), 애플리케이션이나 데이터 등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주는 서비스(SaaS)로 확대되고 있다.

	 		 COVID-19로 인한 데이터 폭증은 향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 시대에는 폭발하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 경쟁력이 가장 중요하며, 클라우드가 COVID-19로 더욱 

각광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에서 클라우드 

수요가 775%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COVID-19가 몰고 온 비대면 문화 확산과 재택근무 등의 기업 운영 방식 변화는 클라우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속화하는 트리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3) AI 기반 의료 체계의 시작 

➡ 	 		 감염병 위기가 갈수록 전 세계로 확대되면서 이를 예측하고 방어할 수 있는 기술로 AI가 급부상하고 

있다. 인공지능 플랫폼이 2020년 초 COVID-19 팬데믹을 예상한 현재 시점에서는 의료분야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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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연적으로 AI를 중심으로 새로운 체계가 마련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블루닷(캐나다 AI 의료 스타트업)은 2019년 12월31일, AI 연산을 통해 처음으로 COVID-19 

확산을 경고했다. 이는 WHO 진단보다 2주 이상 앞선 것이다. '블루닷(BlueDot)'은 전 세계 65개국의 

뉴스, 병원 시설 현황, 지역 이동 데이터, 가축 및 동물의 데이터, 해충 현황, 국제 항공 이동 데이터, 

실시간 기후 변화 관련 대규모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인공지능 기술로 분석한 후 해당 결과를 

의학·역학적 검토를 거쳐서 각국 정부 및 공공 보건 분야 전문가들에게 전달하는 인공지능 플랫폼 

기업이다.

	 		 COVID-19 또는 미래 발생될지도 모를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백신과 효과적이고 안전한 치료제를 

빨리 개발하여 보급하면 할수록 해당 바이러스의 확산을 더 빨리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인공 지능은 

신약 개발을 가속화 시키고 인간의 노력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과 이상적인 파트너이다.

	 		 신약개발과 질병 예방 분석에 인공지능 기술 중 하나인 딥러닝을 사용하는 미국 스타트업 기업 

'인실리코 메디슨(Insilico Medicine)'은 딥러닝 기술인 'GENTRL'을 이용해 수천 개의 분자구조를 

검토하고 코로나19에 대항하기에 적합한 분자구조를 추려, 관련 의견을 고객인 제약회사들에 제공해 

백신개발에 기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구글에서는 '알파폴드(Alphafold) ' 시스템을 이용해 코로나19의 단백질 구조를 분석해 

바이러스의 기전과 치료법을 연구하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증상, 위험요인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인공지능 기반 헬스케어봇을 출시해 Azure 플랫폼을 기반으로 코로나19 대응 

탬플릿을 제공하고 있다. 

4) 3D 프린팅의 활용

➡ 	 		 포스트 COVID-19 시대에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고 개인 보호 장비에 대한 수출 

금지에 대응하기 위한 3D프린팅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3D프린터는 동일한 프린터가 다양한 디자인 

파일과 재료를 기반으로 다른 제품을 생산할 수 있으며, 긴 조달 프로세스 없이도 선적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현장에서 간단한 부품을 신속하게 만들 수 있다.

	 		 일부 병원은 이미 3D 프린터를 활용해 인공호흡기 밸브를 제작하고 있다. 이런 기술이 생명을 

살리고 있는 것이다. 폼랩스(Formlabs)는 COVID-19 검사에 사용되는 3D 프린팅 면봉에 대한 FDA의 

승인을 준비 중에 있다.

	 		 덴마크 남부대학(SDU) 로봇공학 연구진은 코로나 검체 채취 로봇을 개발하고 세계 최초로 

목구멍에서 코로나바이러스를 채취할 수 있는 완전 자동 로봇을 개발해 검체 채취 과정에서 의료진을 

감염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을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로봇은 3D 프린터로 특수 

제작된 일회용 검사 도구에 면봉을 끼워 목구멍 내 검체 지점에 정확히 닿게 해 채취 작업을 수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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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취 후 면봉을 유리에 넣고 채취 샘플을 밀봉하는 작업까지 자동으로 수행한다. 상용 로봇 출시는 

하반기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2020년 6월 이스라엘의 스타트업 ‘리디파인 미트(Redefine Meat)’는 3D 프린터를 사용한 식물성 

스테이크 ‘Alt-Steak’를 출시했다. 동사는 식물성 재료들로 만든 ‘지방’,  ‘혈액’, ‘근육’을 이용하여 

대체육을 제조하며, 특정 맛을 구현하기 위해 그 비율이 조정된다. 동사의 3D 프린터를 사용하면 

1시간 동안 6.5kg의 대체육을 생산할 수 있다. 리디파인 미트의 스테이크는 올해 레스토랑에 

런칭하고, 2021년에 산업용 3D 프린터를 육류 유통업자들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5) 5G 네트워크의 진전

➡ 	 		 COVID-19로 인해 비대면 활동이 사회 각 영역으로 확대되고, 데이터 사용량이 증가할수록 더 

빠르고 용량이 큰 5G 서비스 필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5G 네트워크 장비 및 단말, 첨단 디바이스·보안, 

융합서비스 등 5G 주요 관련 산업이 연평균 43% 성장하여 5년 후인 2026년에 1,161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장비·단말 분야에서는 2026년 330조원 규모 시장 창출이 예상된다. 5G 연관 

보안시장은 2026년 139조원 규모 신규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됐다.

6) 다시 주목 받는 블록체인

➡ 	 		 COVID-19로 인해 비대면 의료, 온라인 수업/회의/거래 등이 활발해지고, 디지털 세상이 더 발달하게 

되면서 가장 각광받게 되는 기술 중의 하나가 블록체인이다. 블록체인은 분산된 디지털 원장을 생성하여 

여러 당사자가 중개자 없이 물리적으로 접촉하지 않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거래 기술이다. 

	 		 kotra의 ‘코로나19 시대 유통망 재편과 블록체인의 역할’에 따르면, COVID-19 환자 데이터 관리를 

위한 솔루션 개발 및 COVID-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의 재구성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쏟아지면서 

공급망 관리의 핵심이 될 블록체인 기술 도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외부 환경의 변화로 공급망 분열이 일어날 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빠르게 획득한 기업은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공급원, 유통 경로, 새로운 사업 모델을 신속하게 발굴함으로써 위기에 대응하는 

사업의 다변화를 꾀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기업은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 

	 		 COVID-19로 인해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곳은 헬스케어와 식료품 산업이었다. 

식료품점에서는 수요 급증으로 연일 우유 가격이 올랐지만 식당에 우유를 납품해오던 축산 농가는 

식당들이 문을 닫자 팔 곳을 찾지 못해 생산한 우유를 하수구에 흘려보냈다. 의료 분야 역시 

마찬가지였다. COVID-19로 의료용품의 수요가 폭발하자 기존의 의료용품 조달 프로세스 이외에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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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마스크, 가운 및 필수 물자를 생산하기 위해 나섰다. 그러나 이를 구매해야 하는 

병원, 정부, 약국 등은 각 업체의 생산 능력을 한 눈에 파악하기란 불가능하다. 

	 		 실제로 COVID-19 팬데믹 기간 필요한 곳에 의료장비 공급업체를 연결해주는 IBM의 ‘Rapid 

Supplier Connect’의 활약이 돋보인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연방·지방정부의 조달부서, 

의료기관, 약국 등 바이어와 의료장비 공급망을 연결해 주는 솔루션으로 필요한 곳에 빠르게 

의료장비와 개인 보호구를 공급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그림 9>  IBM의 Rapid Supplier Connect

Source: newsroom.ib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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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Next Normal 시대, 패러다임의 변화(종합)

대 분 류 중 분 류 소 분 류

언택트 문화의 확산과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

소비 패러다임의 변화
• 온라인 소비시장 확대  
• 구독 경제의 확산  
• 간접 체험 서비스 증가  

일하는 방식의 변화

• 원격근무 수요 증가  
• 원격수업의 확대  
• 디지털 금융 활성화  
• 스마트 행정 실현

여가〮운동 방식의 변화

• 홈루덴스 문화 확산  
• 온택트 문화의 확산
• 온라인 게임 시장의 성장  
• 비대면 교통수단 증가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인식 변화

건강〮위생에 대한 관심 
고조

• 생활 방역의 일상화  
• COVID-19로 가속화되는 디지털 헬스케어 
•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 원격의료 시장 개화 • 진단기술의 발전  

지구 환경을 생각하는 
삶의 복원

• 의료 폐기물처리 사업의 부상 
• 식물성 식품의 부상  
• 전기차 수요 확대

산업 구조적 변화와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

언맨드 문화의 확산

• 자동화 확산  
• 무인화 진전  
• 서비스 로봇의 부상
• 전염병 관리와 의료 서비스 로봇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

• IoT/빅데이터를 활용한 미래 전염병의 모니터링  
• 클라우드로의 전환 가속화  
• AI기반 의료 체계의 시작  
• 3D 프린팅의 활용  
• 5G네트워크의 진전  
• 다시 주목받는 블록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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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다임 변화 대응 유망 기술사업기회 
발굴 프로세스

04 CHAP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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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기반 유망 기술사업기회 발굴 프로세스01

전 세계적으로 COVID-19로 인한 장기화가 예상되면서 사회적, 경제적, 산업적으로 비즈니스 패러다임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언택트 문화의 확산과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인식 변화, 

산업구조적 변화와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 등 COVID-19가 가져올 패러다임 변화 이슈에 따른 유망 

기술사업기회를 발굴하고 데이터 기반의 기술사업기회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림 10> Next Normal 시대, 유망 기술사업기회 발굴 프로세스

 

 

 

 

 

 

 

 

 

 

 

 

 

 

42page 

❶	 [Phase Ⅰ] 주요 패러다임 변화 이슈 도출 및 분석

➡ 	 		 COVID-19와 관련한 국내외 뉴스, 경제지, 산업데이터, 투자 데이터, 지식기반의 위키데이터 조사와 

분석, 전문가 리뷰를 통해 글로벌 측면과 국내 측면에서 사회경제적, 산업별 영향을 분석하였다. 

관련 분석에 따라  COVID-19가 가져올 패러다임 변화를 크게 “언택트 문화의 확산과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인식 변화” 및 “산업구조적 변화와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로 

전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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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주요 패러다임 변화 이슈 도출 및 분석 방법

언택트 문화의 확산과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인식 변화 

산업구조적 변화와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 

 국내외 경제, 산업, 기업, 투자, 위키데이터 조사 및 전문가 리뷰 

43page 

❷	 [Phase Ⅱ] 유망 기술사업기회 후보군 도출

➡ 	 		 내외부 전문가 인터뷰 및 검토를 통해 넥스트 노멀시대 패러다임 변화 이슈에 우선적으로 

대응해야할 기술사업기회 후보군들을 발굴하였다. 특히, 코로나 이후 수요 부상성 및 시급성이 높고, 

확장성 측면의 파급효과가 큰 비즈니스 기회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KISTI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망기술 관련 아이템 약 97,000개와 위키데이터 기반 관련 문서 

약 26만개를 상기 기술사업기회와 매칭하여 데이터 기반 기술사업기회 분석을 위한 데이터셋을 

마련하였다. 이후 후보군들의 중복성 및 범위를 조정하는 과정을 수행하였다.

❸	 [Phase Ⅲ] 넥스트 노멀시대, 10대 유망 기술사업기회 선정

➡ 	 		 코로나 시대 패러다임 변화 이슈에 우선적으로 대응해야할 10대 유망 기술사업기회를 내외부 전문가 

평가를 통해 선정하였다. 평가 항목은 하기와 같이 시급성, 활용성, 시장성 측면으로 평가하였다. 

시급성은 넥스트 노멀시대에 발생하는 주요 이슈에 대응 필요성을 의미하고, 확장성은 해당 기술 

사업기회가 타 분야로의 확대 가능성을 의미하며, 시장성은 코로나 이후 수요의 부상성에 해당한다.

<표 3>  유망 기술사업기회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평가 항목  내용
시급성 넥스트 노멀시대에 발생하는 주요 이슈에 대응필요성
확장성 해당 비즈니스가 타 분야로의 응용〮확대 가능성
시장성 코로나 이후 시장수요의 부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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❹	 [Phase Ⅳ] 데이터 기반 유망 기술사업기회 분석

➡ 	 		 선정된 개별 기술사업 기회에 대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위키데이터 기반의 신규 수요공급 부상성,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응용분야 및 확장성, 국내외 시장데이터 기반의 트렌드를 살펴보았다. 

<그림 12> 데이터 기반 유망 기술사업기회 분석 방법  

▒  위키 데이터 기반 신규 수요‧공급부상성 분석

➡ 	 		 급변하는 사회환경과 신규 기술제품 개발의 가속화로 인해 미래 비즈니스의 유망성과 수요 예측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COVID-19와 같이 예상하지 못한 국가적 중대 이슈가 갑자기 발생할 경우, 

이러한 이슈를 반영하지 못한 데이터나 예측 모델은 지속적인 유효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슈가 반영된 최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절차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분석 결과의 효과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선별, 적합한 지표 선정, 문제 해결 목표에 부합하는 분석모델의 적용이 중요하다. 

	 	전 세계 사람들이 집단지성으로 지식의 축적 및 편집에 참여하는 웹기반 백과사전인 Wikipedia 

데이터를 활용하여 각 기술사업기회별 최신 부상성을 분석하였다. 정보 공개에 수개월에서 년도를 

넘어서는 논문이나 특허와 같은 연구 데이터와는 달리, Wikipedia 데이터는 COVID-19와 같은 

신종재난 등 최근 이슈에 대해 최신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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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Wikipedia Statistics 개요 및 특징

개요 및 특징

▪	Wikipedia는 전 세계의 편집자들에 의해 초당 1.9개 이상의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현재 영어 

Wikipedia는 약 6,108,227개의 기사, 50,674,092개 페이지와 959,670,057개 편집 등을 포

함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597개의 새로운 기사를 게재하고 있다. Wikipedia 데이터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석할 수 있는데 관련 통계(수치)분석 활용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서조회수

(Pageview)

▪	Wikipedia의 Pageview는 다른 사람이 페이지를 얼마나 자주 보는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컨

텐츠 소비 지표이다. Pageview data의 표준 원본은 WikiMedia1) 의 Hadoop클러스터에 저

장된 시간별 개인 Pageview 데이터 세트로, 이를 활용하여 특정 기간 동안 문서를 방문한 사

람의 수를 알 수 있다. 즉, 이 수치는 해당 페이지를 얼마나 자주 보았는지 관심과 수요를 파악

하는데 도움이 되는 통계치이다. 

문서편집수

(Edits)

▪	Wikipedia의 편집수(Edits)는 각 편집자가 페이지의 변경 사항을 의미한다. 가장 간단한 집

계는 단일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지 다수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지에 상관없이 1로 계산할 수 

있다. 관리자용 서버에 있는 편집수를 집계할 땐 예를 들어 편집자가 태그가 달린 문서를 편집

하다가 빠르게 삭제해도 서버에는 편집 내용이 계속 반영된다. 즉, 편집수(Edits)를 활용하여 

해당 분야의 지식 공급성 파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Wiki 데이터 기반의 신규 부상성이란 해당 기술사업기회가 최근 이슈 아이템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서, 해당 아이템 문서의 전체 조회수(Pageviews) 및 편집수(Edits)를 COVID-19 팬데믹 이전과 

이후 건수의 변화를 비교하는 것이다. 즉, 팬데믹 전후 수요부상성(View Prominency)은 팬데믹 이전 

월별조회수(VPM-Before2020)와 팬데믹 이후 월별조회수(VPM-2020)의 비율로 계산되고, 팬데믹 

전후 공급부상성(Edit Prominency)은 팬데믹 이전 월별편집수(EPM-Before2020)와 팬데믹 이후 

월별편집수(EPM-2020)의 비율로 계산된다. 두 수치가 높을수록 해당 기술에 대한 관심과 지식수요/

공급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EPHV(Edits per 100 Views)2) 는 조회 100건 당 편집 

수로 정의되며, EPHV가 낮을수록 지식수요 대비 지식 공급이 부족하고 기술적으로 성숙기에 접어든 

아이템일 가능성이 높고, EPHV가 높을수록 지식 수요 대비 지식 공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아이템으로 볼 수 있다.  

1) 	Wikimedia는 Wikipedia, Wiktionary, Wikiquote 와 다른 Wiki 관련 프로젝트 그룹을 총칭하는 집합적 개념으로 관련 
프로젝트는 상호보완적이다. Wikimedia 서버라는 용어가 종종 사용되는데 이는 모든 Wikimedia 프로젝트가 호스팅되는 
컴퓨터 하드웨어를 가리킨다. 

2) 	EPHV (Edit per 100 View) : KISTI에서 개발한 위키데이터 기반 문서 조회수 100건당 편집수로 정의됨. EPHV가 낮을수록 
기술적으로는 성숙기에 접어든 아이템일 가능성이 높아 시장니즈가 높으면 기술도입을 통한 진입이 비교적 용이한 특성을 
가진다. EPHV가 높을수록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아이템으로 초기 시장 선점을 위한 필수적 기술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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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Wiki 데이터 기반의 신규 부상성 지표 개요 

▒  네트워크 분석 기반 확장성(응용분야) 분석

	 		 각 기술사업기회는 다양성 관점에서 타 분야 연관 아이템(기술/제품)으로 확장이 가능하고 이는 

새로운 응용분야에서 사업화 아이디어로 연계가능하다. 따라서 도출된 기술사업기회와 관련 기술/

제품간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확대 가능한 응용 아이템을 파악하고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우선 기술사업기회 상호 관계도에서 인접 기술사업기회 탐지를 위한 네트워크를 설계하고 문서 간의 

유사도를 계산하여 키 페어링(key pairing)를 진행하였다.  

  	 		 본 확장성 분석에서는 Wikipedia 데이터를 네트워크 분석 기반으로 응용 가능한 기술사업기회를 

도출하였다. Wikipedia 데이터 기반 확장성(응용분야) 분석이란 특정 기술사업기회 문서로 Link된 

page로 정의되며, 다른 비즈니스 기회들과 얼마나 많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이다. 

기술사업기회간 연결성이 높을수록 기존 아이템과 함께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타 산업으로 

높은 확장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네트워크 분석 시 PageRank 기법3을 활용하여 

중요도가 높은 키워드를 분석하였고, 대상노드 기준 전/후방 3-depth 관련 아이템군을 파악하여 

수요부상성 기준 상위 20개 키워드들을 제시하였다.

3) 	PageRank는 구글 엔진에서 검색 결과 나타나는 웹페이지의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Wiki 분석이 웹 
문서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점을 감안할 때 하이퍼링크 구조를 가지는 문서 간 상대 중요도를 파악하는데 적합함. 특히 일반적인 
네트워크 중심성 분석과 다르게 중요도가 높은 노드와 연결될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중요도를 나타내게 되므로, 타 중심성 
지표보다 중요도에 대한 분석에 유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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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네트워크 분석 기반 확장성(응용분야) 분석 예시 

	 		 수요 부상성은 월 평균 Pageviews 횟수를 고유한 측정값으로 집계한 후, 정규화를 수행하였다. 

이렇게 산출된 값을 활용하여 기술사업기회별 클러스터를 구성하거나 순위를 매기는데 적용하였다. 

이후 최종적으로 전문가 검토를 통해 시장 성장성이 높고 응용 활용이 가능한 사업화 아이템을 

도출하였다.

▒  국내외 시장 데이터 기반 트렌드 분석

	 		 각 기술사업기회에 대한 시장의 트렌드를 파악하는 것은 비즈니스 기회를 선점하기 위한 중요한 

의사결정 관점 중 하나이다. 현재와 미래의 시장규모 및 성장률은 시장 트렌드 분석을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이며 정량적으로 예측 가능하다. 본 보고서에서는 최신의 세계 시장 데이터 및 기업 

데이터를 활용하여 현재 및 향후 5년 후 시장 규모와 성장률을 분석하고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 및 

관련 제품들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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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세계 시장규모 및 성장률 분석 예시

KISTI 선정, 주목해야 할 10대 유망 기술사업기회02

➡ 	 		 넥스트 노멀(Next normal)시대의 주요 패러다임 변화와 이슈 전망을 바탕으로 시급성, 확장성, 

시장성을 고려하여 10대 유망 기술사업기회를 도출하였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10대 기술사업기회는 

다음과 같다. ① 접촉자 추적 시스템(Contact tracing system), ②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③ 디지털 헬스(Digital Health), ④ 서비스 로봇(Service robot), ⑤ 바이오보안(Biosecurity), ⑥ 

무인운반차(Automated guided vehicle), ⑦ 현장진단기기(Point-of-care testing device), ⑧ 

전자회의 시스템(Electronic meeting system), ⑨ 클라우드 스토리지(Cloud storage), ⑩ 디지털 

교육 플랫폼(Digital learning platform) 이 선정되었다.

 <표 6> 10대 기술사업기회 

No. 기술사업기회 No. 기술사업기회

1
접촉자 추적 시스템

(Contact tracing system)
6 무인운반차(Automated guided vehicle)

2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7 현장진단기기(point-of-care testing)

3 디지털 헬스(Digital Health) 8
전자회의 시스템

(Electronic meeting system)

4 서비스 로봇(Service robot) 9 클라우드 스토리지(Cloud storage)

5 바이오보안(Biosecurity) 10
디지털 교육 플랫폼

(Digital learning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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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I 선정 10대 유망 
기술사업기회 분석

05 CHAPTER

1  접촉자 추적 시스템(Contact tracing system)

2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3  디지털 헬스(Digital Health)

4  서비스 로봇(Service robot)

5  바이오보안(Biosecurity)

6  무인운반차(Automated guided vehicle)

7  현장진단기기(Point-of-care testing)

8  전자회의 시스템(Electronic meeting system)

9  클라우드 스토리지(Cloud storage)

10  디지털 교육 플랫폼(Digital learning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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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자 추적 시스템 (Contact Tracing system)01

기술사업기회 요약

▚	 	(개요) 접촉자 추적 시스템은 COVID-19 등 감염병 확산 예방을 목적으로 전염병 감염자가 누구와 

접촉했고, 어느 곳을 방문했는지 IT기술을 기반으로 역추적하여 전염병 감염자와 접촉자를 식별하

는 시스템이다. 지방자치단체나 보건 담당기관은 접촉자 추적 결과를 바탕으로 전염병 감염자의 방

문장소 및 주소 정보를 즉각 공개를 하고, 감염자와 동시간대 같은 장소에 있었던 접촉자를 일정기

간 동안 물리적 공간 격리를 통해 감염 관리에 대처하게 된다. COVID-19는 현재까지 치료제나 백신

이 없는 비약물적 상황으로 접촉자 추적 시스템은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주요한 방법이다.

▚	 	(시장성) 세계 접촉자 추적 시스템 시장규모는 COVID-19 확산세에 따라 올해 43억달러에서 달

하고 향후 연평균 18%이상 성장하여 2025년에는 약 98억달러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5> 접촉자 추적(Contact tracing) 시스템의 세계 시장규모 및 성장률 예측

출처 : IDC market report, 2020

▚	 	(응용분야) 접촉자 추적 시스템 개발은  COVID-19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응용될 수 있다. 네트

워크 기반 비즈니스 기회의 확장성(응용분야) 분석에 따라 디지털 접촉자 추적 시스템 응용분야는 

1)조류 독감과 같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확산(Global spread of H5N1)모니터링 시스템, 2)감염

병의 수리적 모델 개발(Mathematical modelling of infectious disease)을 기반으로 감염전파 

조기 경보대응 솔루션, 3)동물 질병 모니터링 시스템 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

CAGR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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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접촉자 추적(Contact tracing)시스템의 신규 부상성 분석

➡ 	 			 접촉자 추적(Contact tracing)시스템 관련 Wiki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당 문서의 전체 

조회수(Pageviews) 및 편집수(Edits) 측면에서 COVID-19 팬데믹 전후를 비교분석한 결과, 팬데믹 

이후 본 아이템과 관련하여 기술 및 지식의 수요가 146배 증가하였고 61배의 지식 공급이 이루어져 

최근 관심도가 높은 신규 부상 아이템으로 분석되었다. 

<표 7> 디지털 접촉자 추적(Contact tracing) 시스템의 신규 부상성 분석 

※ Wiki 기본 문서 URL : https://en.wikipedia.org/wiki/Contact_tracing

	 		 월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식수요는 2020년 2월 이후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지식 공급은 2020년 

4월부터 증가추세이다. EPHV 값은 월별 수렴의 추세이면서 다소 감소하고 있으나 이는 접촉자 

추적(Contact tracing) 관련 기존 기술은 초기 단계가 아니지만 정보보안 기술과 같은 신규 기술이 

추가되어 시장 수요의 확대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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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접촉자 추적(Contact tracing)시스템의 네트워크 기반 확장성(응용분야) 분석

➡ 	 			 접촉자 추적 시스템과 관련한 기술/제품간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COVID-19 팬데믹 이후 확대 

가능한 수요부상성 기준 상위 20개 확장(응용) 키워드를 도출하였다.

	 	특히 네트워크 분석 시 PageRank 기법을 활용하여 중요도가 높은 키워드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 

감염병의 수리적 모델링(Mathematical modelling of infectious disease)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질병 모니터링 시스템과 공중보건을 위한 조기 경보시스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6> PageRank 중심성 기반 접촉자 추적시스템(Contact tracing system)의 확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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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수요부상성 기준 상위 20개 키워드 리스트

	 		 COVID-19 팬데믹 후 접촉자 추적(Contact tracing)와 관련성이 높으면서 수요 부상성이 높은 상위 

20개 키워드들을 상기 표에 나타내었다. 1위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확산(Global spread of H5N1), 

2위 감염 리스크와 속도(Transmission risks and rates) 3위 감염병의 수리적 모델링(Mathematical 

modelling of infectious disease) 순이다. 이러한 키워드를 클러스터링하여 타 감염병 질환에 적용, 

감염 경로 예측을 위한 모델링, 동물 감염에 활용, 신규 재난 대응을 위한 조기경보 시스템 개발 등이 

확장 가능한 아이템으로 분석되었다. 

<표 9>  접촉자 추적 시스템의 응용아이템 리스트

No. 응용 아이템 No. 응용 아이템

1
조류독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모니터링 시스템 

(Influenza virus monitoring system)
4

실시간 위치추적 시스템
(Real-Time Location Systems)

2
신종감염병 예측 플랫폼

(Emerging Infectious Disease Prediction 
platform)

5
동물 질병 모니터링 시스템

(Veterinary Infectious Disease monitoring 
system)

3
감염전파 조기 경보 플랫폼

(Infectious Disease Early Warning and 
Response System)

6
의료용 IoT 기반 감염 관리 솔루션

(IoT-based)Infection control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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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강현실 (Augmented Reality)02

기술사업기회 요약

▚	 	(개요)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는 사용자가 눈으로 보는 현실 세계에 3차원 가상 사물이

나 정보를 합성하여 원래의 환경에 존재하는 사물처럼 보이도록 하는 컴퓨터 그래픽 기법이다. 

최근에는 가상 세계와 실제 세계의 결합이 더욱 자연스러워지는 혼합현실이 등장하면서 현재의 

시각기반의 가상정보가 오감으로 확장되고, 기기당 단일 사용자 환경에서 복수의 사용자가 거리

에 제약없이 같은 가상공간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다중 사용자 환경으로 이용자의 몰입경험

을 극대화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AR 산업은 크게 하드웨어, 플랫폼, 콘텐츠, 서비스 분야 등

으로 구성되며, 최근에는 하드웨어 중심에서 콘텐츠 제작과 서비스 부문으로 확장되고 있다.

▚	 	(시장성) 증강현실은 기술의 발전과 콘텐츠의 증가로 엔터테인먼트 분야 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제조, 마케팅 등 다양한 비즈니스 분야로 활용 영역을 빠르게 넓혀가고 있다. 세계 증강현실 시장

규모는 2020년 486억 달러에서 연평균 47.4%씩 성장하여 2025년에는 3,381억 달러 규모에 이

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7>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의 세계 시장규모 및 성장률 예측

출처 : PwC(Seeing is Believing) 2019, KISTI 재작성

▚	 	(응용분야) 증강현실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유비쿼터스 컴퓨팅(Ubiquitous 

computing),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등 다양한 기술융합을 기반으로 차세대 컴퓨

팅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트레이닝 시뮬레이터, 디지털 치료제, AR 광고, 가상피팅룸 공연〮

스포츠용 3D영상 컨텐츠 등과 같이 몰입감 높은 현실 세계로 확장하여 다양한 분야에 응용이 확대

되고 있다. 

CAGR : 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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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의 신규 부상성 분석

➡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관련 Wiki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당 문서의 전체 

조회수(Pageviews) 및 편집수(Edits) 측면에서 COVID-19 팬데믹 전후를 비교분석한 결과, 팬데믹 

이후 본 아이템과 관련하여 기술 및 지식의 수요가 3.2배 증가하고 지식 공급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최근 관심도가 높은 신규 부상 아이템으로 분석되었다.

<표 10>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의 신규 부상성 분석

※ Wiki 기본 문서 URL : https://en.wikipedia.org/wiki/Augmented_reality

	 		 월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식기술 수요는 2020년 1월에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는 비대면 라이프 

트렌드를 이끄는 언택트 기술로 지속적인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식공급과 EPHV 값은 

2020년 3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데, 성장 단계인 증강현실 기술과 관련하여 AR 이미징을 

표시하는 콘택트 렌즈와 같은 최신 기술 개발 동향, 포스트 COVID 19 시대에서 디지털 액세스로 

예술을 경험하는 방식을 시도한 AR 적용 최초 사례 등이 추가되며 응용분야의 확장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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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증강현실 (Augmented Reality)의 네트워크 기반 확장성(응용분야) 분석

➡ 	 				 증강현실과 관련한 아이템(기술·제품)간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COVID-19 팬데믹 이후 

확대 가능한 수요부상성 기준 상위 20개 확장(응용) 키워드를 도출하였다. 특히 네트워크 분석 

시 PageRank 기법을 활용하여 중요도가 높은 키워드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 유비쿼터스 

컴퓨팅(Ubiquitous computing), 컴퓨터 매개 현실(Computer-mediated reality), 웨어러블 

컴퓨터(Wearable computer) 기술 등을 기반으로 이동성, 경량성, 간편성을 확보한 스마트 

글래스(Smart glasses), AR 기반 실감형 교육 솔루션(educational technology) 및 홈 

오토메이션(home automation) 분야로 확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8> PageRank 중심성 기반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의 확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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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수요부상성 기준 상위 20개 키워드 리스트

	 		 COVID-19 팬데믹 후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와 관련성이 높으면서 수요 부상성이 높은 

상위 20개 키워드들을 상기 표에 나타내었다. 1위는 AI+AR 컨버전스 콘텐츠(Artificial intelligence), 

2위 혼합현실 기반 콘텐츠(Mixed reality), 3위 HCI(Human–computer interaction) 순이다. 

이러한 키워드를 클러스터링하면, 증강현실은 인공지능, 혼합현실(MR), 3차원 가상 이미지·영상을 

구현하는 홀로그래피, 증강현실 체험에 필요한 디바이스들을 기반으로 트레이닝 시뮬레이터, AR 

광고, 가상피팅룸, 디지털 치료제, 3D 영상컨텐츠 등 실감형 콘텐츠들의 수요가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2> 증강현실의 응용아이템 리스트

No. 응용 아이템 No. 응용 아이템

1
AR 의료 트레이닝 및 교육용 소프트웨어

(Medical training and education software)
7 AR  광고(Advertising campaing)

2 헤드업 디스플레이(Head-up display) 8 가상 피팅룸(virtual fitting room)

3
헤드마운티드 디스플레이 

(Head-mounted display)
9

E-learning 소프트웨어
(E-learning software)

4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Holographic Display)

10
기업용 트레이닝 시뮬레이터

(Enterprise training simulator)

5 AR 네비게이션(Navigation) 11 디지털 치료제(Digital Therapeutics)

6 홈 오토메이션(Home automation) 12 공연·스포츠용 3D 영상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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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헬스(Digital Health)03

기술사업기회 요약

▚	 	(개요) 디지털 헬스는 개인 의료정보의 수집, 관리, 분석, 활용 등 의료보건정보의 이용과 교환, 

인터넷을 통한 원격진료에서 의료정보의 활용, 실시간 의료정보 제공 등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한 

보건의료서비스 체계와 서비스로, 전자의무기록, 원격의료, 모바일 헬스, 개인맞춤형 의료와 같

은 범주가 포함된다. 최근에는 IoT, 자동화, 데이터분석, 인공지능 등 기술들과 융합되어 더욱 스

마트화가 진행되고 있다.

▚	 	(시장성)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부담 증가, 질병 예방 및 일상 건강관리의 중요성의 증대, 코

로나로 인해 비대면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전 세계 디지털 헬스 시장 규모는 2020년 1,420억 달

러에서 연평균 28.5%로 성장해 향후 2025년에는 4,976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9> 디지털 헬스(Digital Health)케어의 세계 시장규모 및 성장률 예측

출처 : 	Global Market Insights(Digital Health Market 
Size By Technology, By Component, Industry 
Analysis Report, Regional Outlook, Application 
Potential, Price Trends, Competitive Market 
Share & Forecast, 2020-2026), 2020, KISTI 재작성

▚	 	(응용분야) 디지털 헬스는 다양한 분야에 응용될 수 있다. 네트워크 기반 비즈니스 기회의 확장

성(응용분야) 분석에 따르면 1) 클라우드 기반 의료정보시스템, 2) 진료 부문별 원격건강관리시

스템, 3) 원격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Remote Patient Monitoring), 4) 개인용 긴급 대응 시스템

(Personal Emergency Response System), 5) 개인용 디지털 자가진단기기 등에 확장 가능한 것

으로 분석되었다.  

CAGR :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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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디지털 헬스(Digital Health)의 신규 부상성 분석

➡ 	 		 디지털 헬스(Digital Health) 관련 Wiki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당 문서의 전체 조회수(Pageviews) 

및 편집수(Edits) 측면에서 COVID-19 팬데믹 전후를 비교분석한 결과, 팬데믹 이후 본 아이템과 

관련하여 기술 및 지식의 수요가 2.4배 증가하여 최근 관심도가 높은 신규 부상 아이템으로 

분석되었다. 

<표 13> 디지털 헬스(Digital Health)의 신규 부상성 분석 

※ Wiki 기본 문서 URL : https://en.wikipedia.org/wiki/ehealth

	 		 월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식수요는 2020년 1월 이후 급격히 증가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지식 공급은 2020년 2월부터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EPHV 역시 2월부터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디지털 헬스 관련 기존 기술은 제품개발과 이미 연계가 일어나고 있어 기술 

지식적 측면보다는 시장적 측면의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원격 의료 서비스의 필요성으로 수요의 확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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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네트워크 기반 비즈니스 기회의 확장성(응용분야) 분석

➡ 	 		 디지털 헬스와 관련된 기술/제품간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COVID-19 팬데믹 이후 확대 가능한 

수요부상성 기준 상위 20개 확장(응용) 키워드를 도출하였다. 특히 네트워크 분석 시 PageRank 

기법을 활용하여 중요도가 높은 키워드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 클라우드 기반 의료정보시스템, 

당뇨병, 순환계 등의 진료 부문별 원격건강관리시스템, 헬스케어용 AI, 모바일 헬스 앱, 원격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0> PageRank 중심성 기반의 디지털 헬스(Digital Health)의 확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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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수요부상성 기준 상위 20개 키워드 리스트

	 		 COVID-19 팬데믹 후 디지털 헬스(Digital Health)와 관련성이 높으면서 수요 부상성이 높은 상위 

20개 키워드들을 상기 표에 나타내었다. 1위는 진료 부문별 원격건강관리시스템(Telehealth), 2위는 

광학 심박수 측정기기(Photo plethysmogram), 3위는 개인용 건강 측정 및 관리 앱(Quantified 

self) 순이다. 이러한 상위 키워드를 요약하면, 클라우드 기반 의료정보시스템, 당뇨병, 순환계 등의 

진료 부문별 원격 건강관리시스템, 원격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 등과 같은 의료 부문의 IT관련 솔루션과 

개인용 긴급 대응 시스템, 모바일 헬스케어 앱, 개인용 디지털 자가 진단 솔루션 등 개인 중심의 

헬스케어 서비스 영역의 아이템 등이 확장 가능한 분야로 분석되었다.  

<표 15> 디지털 헬스의 응용아이템 리스트

No. 응용 아이템 No. 응용 아이템

1
진료 부문별 원격건강관리시스템 

(Remote health management system for each 
treatment section)

7
클라우드 기반 의료정보시스템

(Cloud medical Information system)

2 광학 심박수 측정기기(Photo plethysmography) 8 디지털 바이오마커(Digital biomarker)

3
개인용 건강 측정 및 관리 앱 

(Personal health check and management App)
9

임상 의사결정지원시스템
(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

4
AI 기반 신약개발 인포메틱스 소프트웨어 

(AI based Drug discovery Informatics SW)
10

피트니스용 웨어러블 컴퓨터
(Fitness wearable computer)

5
개인용 응급 대응 시스템 

(Personal Emergency Response System)
11

원격 정신과진단용 소프트웨어
(Telepsychiatry SW)

6
원격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

(Remote Patient Monitoring System)
12

AI 기반 베드 모니터링 시스템
(AI based bed monitor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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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로봇 (Service Robot)04

기술사업기회 요약

▚	 	(개요) 서비스 로봇(Service robot)은 기업과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는 전문 서비스 로봇과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개인 서비스 로봇으로 구분된다. 전문 서비스 로봇은 물류·배송용, 방호용, 농

업용, 상업서비스용, 의료용 등에서 활용되고, 개인 서비스 로봇은 가정용, 교육용, 엔터테인먼트

용, 간호용 등으로 서비스 로봇의 응용 분야는 전산업으로 확장되고 있다. COVID19 확산이 불러

온 공공보건 위기 속에서 사람들의 건강와 안전을 보장하는 언택트 기반 제품들이 급부상하면서,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여 전염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음식배달, 의료용품 배송, 소독 작업용 서

비스 로봇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	 	(시장성) 세계 서비스 로봇 시장규모는 2020년 370억 달러에서 연평균 22.6%씩 성장하여 2025

년에는 1,02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COVID19 장기화로 비대면, 언택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촉발되면서 기존 로봇 업체들은 영역확장을 위해 협업하고, 로봇업체 외에 통신, 가전, 자

동차, 유통 회사들은 로봇사업 진입을 가속화하고 있다. 

<그림  21> 서비스 로봇(Service robot)의 세계 시장규모 및 성장률 예측

출처 : 	MarketandMarket(Service Robotics Market) 
2020, KISTI 재작성

▚	 	(응용분야) 네트워크 기반 비즈니스 기회의 확장성(응용분야) 분석에 따르면, 서비스 로봇의 응용

분야는 청소, 가사 등을 제공하는 지능형 가정용 로봇, 사람과 교감하고 상호작용하는 인터랙션(대

화형) 로봇, 배달 및 안내 서비스용 자율주행 로봇, ROS 기반 로봇 개발 플랫폼 등이 있으며 특히, 

COVID19 이후 비접촉 배송, 서빙, 방역소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율주행 로봇 활용이 주목

받고 있다. 

CAGR :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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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서비스 로봇 (Service Robot)의 신규 부상성 분석

➡ 	 		 서비스 로봇(Service robot) 관련 Wiki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당 문서의 전체 조회수(Pageviews) 

및 편집수(Edits) 측면에서 COVID-19 팬데믹 전후를 비교분석한 결과, 팬데믹 이후 본 아이템과 

관련하여 기술 및 지식의 수요가 3.4배 증가하여 공급이 이루어져 최근 관심도가 높은 이슈 

아이템으로 분석되었다.

<표 16> 서비스 로봇(Service robot)의 신규 부상성 분석

※ Wiki 기본 문서 URL : https://en.wikipedia.org/wiki/Service_robot

	 		 월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식수요는 2020년 1월부터 급격히 증가한 후 꾸준한 수요가 있는 

추세이며, 지식 공급은 2020년 2월부터 증가하였다. EPHV 값은 2월 이후 다소 감소하였으나 이는 

서비스 로봇의 기반기술은 성장 단계에 접어들어 있어 기술 개발 자체에 대한 지식보다는 시장 수요에 

따른 응용 분야의 탐색의 니즈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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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서비스 로봇(Service Robot)의 네트워크 기반 확장성(응용분야) 분석

➡ 	 		 서비스 로봇과 관련한 아이템(기술·제품)간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COVID-19 팬데믹 이후 

확대 가능한 수요부상성 기준 상위 20개 확장(응용) 키워드를 도출하였다. 특히 네트워크 분석 시 

PageRank 기법을 활용하여 중요도가 높은 키워드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 서비스, 프로세스 등의 

질적 변화를 의미하는 4차산업혁명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혁신의 비용을 극단적으로 

줄여주는 오픈소스 하드웨어(Open-source hardware), 신속조형(Rapid prototyping) 등의 

기술들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로봇 접근을 가속화 할 수 있는, 수요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쉽고 빠르게 맞춤형 로봇을 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DIY 로봇 디자인 도구와 같은 

custom robot 제작 분야로 비즈니스 기회가 확장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22> PageRank 중심성 기반 서비스 로봇(Service robot)의 확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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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수요부상성 기준 상위 20개 키워드 리스트

	 		 COVID-19 팬데믹 후 서비스 로봇(Service robot)과 관련성이 높으면서 수요 부상성이 높은 상위 20개 

키워드들을 상기 표에 나타내었다. 1위 생활가정용 로봇(Home appliance), 2위 소셜 로봇(Social robot), 

3위 AI 로봇(Artificial intelligence) 순이다. 이러한 키워드를 클러스터링하면, 청소, 가사 등을 제공하는 

지능형 가정용 로봇, 사람과 교감하고 상호작용하는 인터랙션(대화형) 로봇, 배달 및 안내, 방역 등 서비스 

제공 자율주행 로봇, ROS 기반 로봇 개발 플랫폼 등이 확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8> 서비스 로봇의 응용아이템 리스트

No. 응용 아이템 No. 응용 아이템

1
환경소독 방역로봇

(Environmental disinfection Robot)
8 도우미 로봇(Companion robot) 

2 검사로봇(Inspection robot) 9
엔터테인먼트&장난감 로봇

(Entertainment & toy robot)

3
교육용 텔레프레전스 로봇

(E-learning telepresence robot)
10 가사 로봇(Household work robot)

4
노인 및 장애인 지원 로봇

(Elderly & handicap assistance robot)
11 청소 로봇(Cleaning robot)

5
배송 자율주행 로봇

(Delivery Autonomous  mobile robot)
12

기업용 바닥청소 로봇
(B2B Floor Cleaning Robots) 

6
개인용 수송 로봇

(Personal transportation robot)
13

실용 로봇 소프트웨어 플랫폼 
(Open Software Platform)

7
헬스케어용 텔레프레전스 로봇

(Healthcare telepresence robot)
14

ROS 기반 로봇 개발 플랫폼
(Robot Opera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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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보안(Biosecurity)05

기술사업기회 요약

▚	 	(개요) 바이오보안(Biosecurity)이란 감염병의 전파, 격리가 필요한 유해 동물, 외래종이나 유전

자변형생물체의 유입 등에 의한 위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련의 선제적 조치 및 대책을 의미한

다. 생명과학 실험실에서 생물학적 물질의 도난이나 유출을 막고 잠재적 위험성이 있는 생물학적 

물질이 잘못 사용되는 상황을 사전 방지한다는 협의의 실험실 생물보안 개념부터 검역, 식품 안

전, 감염병 팬더믹, 환경 보안, 바이오테러리즘 등이 포함된다.

▚	 	(시장성) 코로나 이후 바이오보안 및 안전과 관련 제품에 대한 시장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전 세

계 바이오보안 관련 시장규모는 2020년 1,536백만 달러를 기록하고 연평균 11.5%로 성장하여 

2025년에는 2,653백만 달러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림  23> 바이오보안(Biosecurity) 세계시장규모 및 성장률 예측

출처 : MarketsandMarkets, KISTI 재작성

▚	 	(응용분야) 바이오보안은 다양한 분야에 응용될 수 있는데, 네트워크 기반 비즈니스 기회의 확장

성(응용분야) 분석에 따르면 1)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검역 관련 기기, 2) 식품안전시스템 컨설팅 서

비스, 3) 식품포장 자동화 기기, 4) 실험실 생물안전을 위한 생물안전관리장비 등으로 확대 될 수 

있다.  

CAGR :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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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바이오보안(Biosecurity)의 신규 부상성 분석

➡ 	 		 바이오보안(Biosecurity) 관련 Wiki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당 문서의 전체 조회수(Pageviews) 

및 편집수(Edits) 측면에서 COVID-19 팬데믹 전후를 비교분석한 결과, 팬데믹 이후 본 아이템과 

관련하여 기술 및 지식의 수요가 6.0배 증가하였고 6.4배의 지식 공급이 이루어져 최근 관심도가 높은 

신규 부상 아이템으로 분석되었다. 

<표 19> 바이오보안(Biosecurity)의 신규 부상성 분석

※ Wiki 기본 문서 URL : https://en.wikipedia.org/wiki/Biosecurity

	 		 월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식 수요는 2020년 1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하여 3월에는 수요가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의 장기화가 예상되고, 각 국의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바이오보안에 대한 니즈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지식 공급은 2020년 3월부터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5월에는 급격히 증가하였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완전히 퇴치되지 

않고 ‘엔데믹’이 될 수 있으며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라고 발표하면서, 바이오보안 관련 

각국 이슈 및 수요처 별 대응 내용들이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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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바이오보안(Biosecurity)의 네트워크 기반 확장성(응용분야) 분석

➡ 	 		 바이오보안과 관련된 기술/제품간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COVID-19 팬데믹 이후 확대 가능한 

수요 부상성 기준 상위 20개 확장(응용) 키워드를 도출하였다. 특히 네트워크 분석 시 PageRank 

기법을 활용하여 중요도가 높은 키워드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 식품안전(Food safety) 컨설팅 

서비스와 식품 포장(Food packaging) 자동화 기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검역기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4> PageRank 중심성 기반 바이오보안(Biosecurity)의 확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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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수요부상성 기준 상위 20개 키워드 리스트

	 		 COVID-19 팬데믹 후 바이오보안(Biosecurity)와 관련성이 높으면서 수요 부상성이 높은 상위 20개 

키워드들은 다음과 같다. 1위는 AI 기반 팬더믹 예측시스템(Pandemic,), 2위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검역기기(Quarantine), 3위는 생물안전도 측정기기(Biosafety level) 순이다. 이러한 상위 키워드를 

요약해보면, 바이오보안은 최근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전염병 예방을 

위한 격리/검역 관련 기기, 실험실 생물안전을 위한 생물안전관리장비, 생물안전성 정보 시스템 등에 

응용분야가 확장 가능하다.

<표  21> 바이오보안의 응용아이템 리스트

No. 응용 아이템 No. 응용 아이템

1
열화상 카메라

(Thermal scanner) 
5 식용곤충 활용 식품(Edible Insects food)

2
클라우드 기반 실험실 정보관리 시스템

(Cloud based Laboratory Information system)  
6

백신/치료제 개발용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 기구
( For Vaccine & Therapeutics Development 

Biological safety testing equipment) 

3
미생물 식품안전 검사 기기

(Food safety testing equipment for 
Microbiological Analysis)  

7

장기요양센터 용 환자 안전 및 리스크 관리 
소프트웨어 

(Patient Safety And Risk Management 
Software for Long term care center)

4
나노기술기반 안티바이러스/항균 코팅 필름 
(nano technology based Antiviral and 

Antimicrobial Coating film)
8

블록체인 기반 여행자 디지털 신원 시스템 
(Airport Security-Known Traveler Digital 
Identity System Powered by Block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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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운반차(Automated Guided Vehicle)06 

기술사업기회 요약

▚	 	(개요) 무인운반차는 과거에 제조 산업 분야에서 유선유도(wired guidance)형 주행 로봇

(mobile robot)을 의미하였으나, 20세기 후반에는 무선유도(wireless guidance)형 로봇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물류 시스템에 IoT와 AI 기술이 접목된 자율주행 무인운반차로서 공장이

나 차고에서 자재를 이동하거나 객실이나 쇼핑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점차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	 	(시장성) 코로나 이후 언택트 사회로 진입하면서 온라인 유통시장이 확대되어 무인운반차의 수

요는 더욱 증가될 전망이다. 세계 무인운반차 시장은 2020년에 22억달러 규모에서 연평균 7.8%

씩 증가하여 향후 2025년 31억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5> 무인운반차의 세계 시장규모 및 성장률 예측

출처 : 	Markets and Markets(Environment, Health & Safety (EHS) 
Market, Global Forecast to 2024) 2020, KISTI 재작성

▚	 	(응용분야) 무인운반차는 다양한 분야에 응용될 수 있다. 네트워크 기반 비즈니스 기회의 확장성

분석에 따라 유선에서 무선 주행으로의 기술 고도화를 위한 다양한 차종의 무인운반차에 대한 개

발과 이에 따른 주행 제어 및 통제 시스템 관련 소재·부품·장비 등에 확장 가능하다.  1) 무인운반

차(ACV)	제어 시스템, 2) 헬스케어용 무인운반차, 3) 무인운반차 충전 시스템 4) 항공우주용 무인

운반차 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

CAGR :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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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무인운반차(Automated Guided Vehicle)의 신규 부상성 분석

➡ 	 		 무인운반차 관련 Wiki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당 문서의 전체 조회수(Pageviews) 및 편집수(Edits) 

측면에서 COVID-19 팬데믹 전후를 비교분석한 결과, 팬데믹 이후 본 아이템과 관련하여 기술 및 

지식의 수요가 3.3배 증가하여 최근 관심도가 높은 부상 아이템으로 분석되었다. 

<표 22> 무인운반차의 신규 부상성 분석

※ Wiki 기본 문서 URL : https://en.wikipedia.org/wiki/Automated_guided_vehicle

	 		 월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식수요는 COVID-19가 급증하기 시작한 2020년 2월까지 급격히 

증가하다 하향세로 돌아섰고 이와 반대로 같은 시기 지식공급은 가파르게 감소하다 COVID-19 가 

전세계로 확산된 3~4월까지 증가하다 다시 감소세를 보였다. EPHV 값은 지식 공급 그래프와 비슷한 

양상을 띄었다. 무인운반차의 경우 기술 개발에 대한 연구가 팬데믹 이전부터 이루어져 비교적 기술 

성숙기에 진입한 아이템으로 팬데믹 이후 다시 기술에 대한 관심이 급부상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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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무인운반차(Automated Guided Vehicle)의 네트워크 기반 확장성	
(응용분야) 분석

➡ 	 		 무인운반차 관련한 기술/제품간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COVID-19 팬데믹 이후 확대 가능한 

수요부상성 기준 상위 20개 확장(응용) 키워드를 도출하였다. 특히 네트워크 분석 시 PageRank 

기법을 활용하여 중요도가 높은 키워드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 Autonomous car(자율주행차),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지능형 운송 시스템), Guided bus(궤도버스), Vehicular 

automation(차량자동화 시스템), Rubber-tyred trams(고무타이어 트램), Automated guideway 

transit(자동 가이드웨이 수송), Battery electric vehicle(배터리전기차)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6> PageRank 중심성 기반의 무인운반차의 확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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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수요부상성 기준 상위 20개 키워드 리스트

	 		 COVID-19 팬데믹 후 무인운반차(Automated Guided Vehicle)와 관련성이 높으면서 수요 

부상성이 높은 상위 20개 키워드들을 상기 표에 나타내었다. 1위는 자동차 안전시스템(Automotive 

safety), 공동 2위 전기차 배터리(Electric vehicle battery,) 및 수소 자동차(Hydrogen vehicle), 

순이다. 이러한 키워드를 클러스터링하면, 다양한 차종의 무인운반차에 대한 개발과 이에 따른 주행 

제어 및 통제 시스템 관련 소재·부품·장비 등에 확대될 수 있다.

 

<표  24> 무인운반차  응용아이템 리스트

No. 응용 아이템 No. 응용 아이템

1 무인운반차 (AGV) 제어 시스템 4
무인운반차 Lidar 센서
(AGV LiDAR sensors)

2
E-commerce 무인운반차

(E-commerce AGV)
5

무인운반차 충전 시스템
(AGV Battery Charging System)

3
항공우주용 무인운반차

(Aerospace AGV)
6

헬스케어용 무인운반차
(Healthcare AG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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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진단기기(Point-of-care testing device)07

기술사업기회 요약

▚	 	(개요) 현장진단기기(Point-of-care testing device)이란, 환자가 처치 받는 위치와 근접한 곳에

서 실시하는 임상병리검사를 위한 기기로, 환자 가까이에서 원심분리 등 검체의 전처리 없이 신

속하게 시행하여 진단 및 치료에 이용할 수 있다. 최근 COVID-19로 인해 감염병 진단에 대한 관

심이 증가하고, 팬더믹으로 인해 전 세계의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신속한 예방과 진단이 

요구되어, 현장진단기기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	 	(시장성) 이환율과 사망률 증가로 연결되는 만성 질환 유병률 증가, 고령자 인구 증가, 소형화 디

바이스와 무선 기술과의 융합, 재택 검사키트 등이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 세계 현장진단기기 

시장규모는 2020년에 193억 4,020만 달러에서 연평균 6.6%씩 성장하여 2025년에는 266억 

2,250만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7> 현장진단기기(Point-of-care testing device) 세계시장규모 및 성장률 예측

출처 : 	Fortune Business insights(Point of Care (POC) Diagnostics 
Market Size, Share and Industry Analysis By Product, By 
End User and Regional Forecast 2019-2026), 2019

▚	 	(응용분야) 현장진단기기의 개발은 다양한 분야에 응용될 수 있다. 네트워크 기반 비즈니스 기회

의 확장성(응용분야) 분석에 따르면 1) AI 기반 질병 예측 플랫폼, 2) 나노기술 기반 다중 진단 키

트, 3) 동물용 진단키트 등으로 응용질환별(혈당, 심장마커, 콜레스테롤, 핼액응고, 약물남용, 종

양마커 등), 최종 사용자별(병원, 연구소, 재택 등)에 따라 다양한 분야로의 확장이 가능하다.

CAGR :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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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현장진단기기(Point-of-care testing device)의 신규 부상성 분석

➡ 	  		 현장진단기기(Point-of-care testing device) 관련 Wiki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당 문서의 전체 

조회수(Pageviews) 및 편집수(Edits) 측면에서 COVID-19 팬데믹 전후를 비교분석한 결과, 팬데믹 

이후 본 아이템과 관련하여 기술 및 지식의 수요가 3.6배 증가하여 최근 관심도가 높은 신규 부상 

아이템으로 분석되었다. 

<표 25> 현장진단기기(Point-of-care testing device)의 신규 부상성 분석

※ Wiki 기본 문서 URL : https://en.wikipedia.org/wiki/Point-of-care_testing

	 		 Wiki 데이터의 월별 페이지뷰 결과에 따르면 기술 및 지식수요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이며 특히 

‘20년 3월에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3월부터 미국 등 세계 각국에서 COVID-19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확진자 진단을 위한 현장진단기기에 대한 관심도 증가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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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현장진단기기(Point-of-care testing device)의 네트워크 기반 확장성	
(응용분야) 분석

➡ 	 		 현장진단기기와 관련된 기술/제품간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COVID-19 팬데믹 이후 확대 가능한 

수요부상성 기준 상위 20개 확장(응용) 키워드를 도출하였다.

	 	특히 네트워크 분석 시 PageRank 기법을 활용하여 중요도가 높은 키워드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 AI 

기반 질병예측 시스템, 모듈형 유전자 바이오칩 개발 플랫폼, 나노기술기반 다기능 진단키트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8> PageRank 중심성 기반 현장진단기기(Point-of-care testing device)의 확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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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수요부상성 기준 상위 20개 키워드 리스트

	 		 COVID-19 팬데믹 후 현장진단기기(Point-of-care testing device)와 관련성이 높으면서 

수요 부상성이 높은 상위 20개 키워드들을 상기 표에 나타내었다. 1위는 비상 인공호흡기 

보조장치(Mechanical ventilation), 2위는 비침습 태아 기형아 검사 기기(Prenatal testing) 

3위는 신속진단검사키트(Rapid diagnostic test) 순이다. 이러한 상위 키워드를 요약해보면, 

현장진단기기는 AI를 기반으로 하는 의료진단 보조 소프트웨어 및 질병 예측 플랫폼, 나노기술 기반 

다기능 진단 키트, 모듈형 유전자 바이오칩 개발 플랫폼, 동물용 진단키트 등 다양한 분야로의 확장이 

가능하다. 

<표  27> 현장진단기기의 응용아이템 리스트

No. 응용 아이템 No. 응용 아이템

1
웨어러블 혈당 모니터링 기기 

(Wearable Blood Glucose monitoring device)
5

광학기술기반 poc 검사용 혈액응고분석기
(Optical technology based poc testing 

Hemostasis/Coagulation Analyzer) 

2
비상 인공호흡기 보조장치

(Emergency Mechanical ventilator)
6

동물용 신속진단키트
(Rapid diagnostic kit for Animal)

3
스마트 주사기

(Smart syringe) 
7

모듈형 유전자 바이오칩 개발 플랫폼 
(Genetic testing biochip platform)

4
신속항체검사키트

(Rapid Antibody Test Kit)
8

고온성 미생물 배양기
(Microbiological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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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회의 시스템 (Electronic meeting system)08

기술사업기회 요약

▚	 	(개요) 전자회의 시스템(Electronic meeting system)은 기업 내부 또는 외부에서 창의적인 문

제해결 및 의사 결정을 용이하게 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이며, 스마트기기 기반 공동작업을 위한 

일련의 응용 프로그램들로 구성된다. 전자회의 시스템은 클라우드 컴퓨팅과 스마트기기의 확산

으로 플랫폼화되고 있으며 단순한 회의 서비스에서 다양한 기능들을 통합 제공하는 방향으로 확

대되고 있다. 전자회의 시스템은 UI/UX, 타사 SW/HW 호환성 등이 주요 경쟁요소이다.

▚	 	(시장성) COVID-19로 촉발된 재택근무 시행, 기존 해외 바이어 대면 회의에서 디지털 수출 마케

팅 전환으로 비대면 방식의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을 위한 통합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수요가 증가

하고 있다. 세계 전자회의시스템 시장규모는 2020년 81.6억 달러에서 연평균 10%씩 성장하여 

2025년에는 131.5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9> 전자회의시스템(Electronic meeting system)의 세계 시장규모 및 성장률 예측

출처: 	MarketandMarket(Unified communications as a 
Service market) 2020, KISTI 재작성

▚	 	(응용분야) 네트워크 기반 비즈니스 기회의 확장성(응용분야) 분석에 따라 전자회의시스템은 원

격근무 지원을 위해 공동작업에 최적화된 기능을 통합 제공하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단순 

회의뿐만 아니라 제품 개발을 포함한 R&D 협업 결과물 도출이 가능한 고도화된 형태로의 전자회

의시스템 수요가 부상하고 있고, 최종 수요자(기업, 정부, 교육)에 따라 다양한 아이템으로 확장

이 가능하다.

CAGR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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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기회의 신규 부상성 분석

➡ 	 		 전자회의시스템(Electronic meeting system) 관련 Wiki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당 문서의 전체 

조회수(Pageviews) 및 편집수(Edits) 측면에서 COVID-19 팬데믹 전후를 비교분석한 결과, 팬데믹 

이후 본 아이템과 관련하여 기술 및 지식의 수요가 3.8배 증가한 최근 관심도가 높은 신규 부상 

아이템으로 분석되었다. 

<표 28> 전자회의시스템(Electronic meeting system)의 신규 부상성 분석

※ Wiki 기본 문서 URL : https://en.wikipedia.org/wiki/Electronic_meeting_system

	 		 월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식 수요는 2020년 1월과 3월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지식 공급과 

EPHV값은 감소 추세이다. 이는 3월 COVID19 확산으로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재택근무, 디지털 수출 마케팅 등이 확대되면서 전자회의시스템의 시장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식 공급 측면에서는 기존 화상회의 시스템 기술이 제품 개발 수준으로 개발되어 있어 

기술수요보다는 시장수요가 높은 아이템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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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네트워크 기반 비즈니스 기회의 확장성(응용분야) 분석

➡ 	 		 전자회의 시스템과 관련한 아이템(기술·제품)간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COVID-19 팬데믹 이후 확대 

가능한 수요부상성 기준 상위 20개 확장(응용) 키워드를 도출하였다. 특히 네트워크 분석 시 PageRank 

기법을 활용하여 중요도가 높은 키워드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 협업 소프트웨어(Collaboratvie 

software), 스마트기기 기반 공동작업 솔루션(Computer-supported cooperative work),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 및 집단적 협업(Mass collaboration) 솔루션과 같이, 여러 

명이 상호협동적인 참여와 소통을 통해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한 스마트기기 기반 협업 플랫폼으로 

응용분야가 확장되고 있다.

<그림  30> PageRank 중심성 기반 전자회의 시스템(Electronic meeting system)의 확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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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수요부상성 기준 상위 20개 키워드 리스트

  

	 		 COVID-19 팬데믹 후 전자회의 시스템(Electronic meeting system)과 관련성이 높으면서 

수요 부상성이 높은 상위 20개 키워드들을 상기 표에 나타내었다. 1위는 개방형 협업 개발 플랫폼4 

(Open-design movement), 2위 하이브리드 이벤트 플랫폼5 (Hybrid event), 3위 원격근무지원 

시스템(Telecommuting) 순이다. 이러한 키워드를 클러스터링하면, 전자회의시스템의 고기능화, 

가용성을 높이는 모바일 앱 개발, 기반 환경 구축, 수요자별 활용 분야 확대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즉, 전자회의시스템은 원격근무지원을 위해 다양한 기능들을 통합 제공하여 공동작업 수행을 

최적화하고, 단순 회의뿐만 아니라 제품 개발을 포함한 R&D 협업 결과물 도출이 가능한 고도화된 

형태로의 전자회의시스템 수요가 부상하고 있고, 최종 수요자별로는 기업, 정부, 교육 관련하여 

다양한 아이템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4) 	오픈 디자인 무브먼트는 공개적으로 공유된 설계 정보를 사용하여 실제 제품, 기계,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으로 무료·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오픈소스 하드웨어 제작이 포함되며, 일반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공동제작(co-creation)하는 형태로 프로세스가 
이루어진다.

5) 	하이브리드 이벤트는 비디오 스트리밍이나 온라인 챗 등과 같은 ‘가상’의 온라인 구성요소가 ‘실시간’ 생생한 이벤트와 결합한 
전시회, 컨퍼런스, 세미나, 워크샵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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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0> 전자회의 시스템의 응용아이템 리스트

No. 응용 아이템 No. 응용 아이템

1
통합 커뮤니케이션&협업 플랫폼

(Unified Communication&Collaboration 
platform)

5
소프트웨어개발자용 관리 툴

(task and code management tool for 
software developers)

2
소셜 협업 플랫폼 

(Enterprise Social Collaboration platform)
6

근무시간 및 근태관리 시스템
(time and attendance system)

3
프로젝트&팀 관리 소프트웨어

(Project and Team Management software)
7

허들룸 화상회의 디바이스
(Huddle Room Video Conferencing Device)

4
몰입형 회의 솔루션

(Immersive conferencing solution) 
8

가상 데스크톱 환경(VDI) 솔루션
(Cloud-based virtual desk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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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스토리지(Cloud Storage)09

기술사업기회 요약

▚	 	(개요) 클라우드 스토리지(Cloud Storage)는 다양하게 분산되고 연결된 리소스에 인터넷을 통

해 데이터를 저장하고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스토리지 형태이며,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제공업체는 데이터 스토리지를 관리하고 운영하며, 데이터 백업 및 복구, 데이터 공동작

업 서비스를 제공한다.

▚	 	(시장성) 세계 클라우드 스토리지 시장은 2020년 575억 달러에서 연평균 23.7%씩 성장하여 

2025년 1,671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사물인터넷의 급성장, 저비용 데이터 스토리지, 

고속 데이터 액세스 니즈 증가, 다양한 업계에서의 클라우드 도입 확대, 클라우드 보험 증가로 인

한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위험 완화 등이 시장의 주요 성장 요인이다.   

<그림  31> 클라우드 스토리지(Cloud storage)의 세계 시장규모 및 성장률 예측

출처: 	MarketandMarket(Cloud storage market) 2018, 
KISTI 재작성

▚	 	(응용분야) 네트워크 기반 비즈니스 기회의 확장성(응용분야) 분석에 따라 클라우드 스토리지는 

네트워크 엣지 단에서 데이터를 처리해 네트워크 부하 감소, 빠른 데이터 처리, 보안 위협 최소화

하는 등으로 클라우드와 연동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데이터 처리가 필요한 의료분야, 자율주행차 

분야 등의 응용 서비스, 보안 위협에 대응하는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 등으로 응용 확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CAGR :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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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클라우드 스토리지(Cloud Storage)의 신규 부상성 분석

➡ 	 		 클라우드 스토리지(Cloud Storage) 관련 Wiki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당 문서의 전체 

조회수(Pageviews) 및 편집수(Edits) 측면에서 COVID-19 팬데믹 전후를 비교분석한 결과, 팬데믹 

이후 본 아이템과 관련하여 기술 및 지식의 수요가 2.35배 증가한 최근 관심도가 높은 이슈 아이템으로 

분석되었다.

<표 31> 클라우드 스토리지(Cloud Storage)의 신규 부상성 분석 

※ Wiki 기본 문서 URL : https://en.wikipedia.org/wiki/Cloud_storage

	 		 월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식수요는 2020년 1월부터 급격히 증가한 후 꾸준한 수요가 있는 

추세이며, 지식 공급은 2020년 3월부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식 공급 측면에서는 COVID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업무로 클라우드 스토리지 수요가 증가하면서 클라우드 스토리지 관련 이슈 중 

데이터 보안(Data security)에 대한 지식 공급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클라우드 시대의 보안 

위협에 대응하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보안 시장의 수요 확대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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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클라우드 스토리지(Cloud Storage)의 네트워크 기반 확장성(응용분야) 분석

➡ 	 		 클라우드 스토리지(Cloud Storage)와 관련한 아이템(기술·제품)간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COVID-19 팬데믹 이후 확대 가능한 수요부상성 기준 상위 20개 확장(응용) 키워드를 도출하였다. 

특히 네트워크 분석 시 PageRank 기법을 활용하여 중요도가 높은 키워드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을 기반으로 엣지 컴퓨팅(Edge computing), 협업 스토리지 

클라우드(Cooperative storage cloud) 등이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클라우드 스토리지 운용 환경이 분산형 엣지 컴퓨팅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많은 양의 데이터를 네트워크 엣지 단에서 처리해 네트워크 부하 감소, 빠른 데이터 처리, 

보안 위협 최소화 등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데이터 처리가 필요한 의료분야, 홀로그램 분야, 로봇, 드론, 

자율주행차 분야 등에서 응용 확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 PageRank 중심성 기반 클라우드 스토리지(Cloud Storage)의 확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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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수요부상성 기준 상위 20개 키워드 리스트

	 		 COVID-19 팬데믹 후 클라우드 스토리지(Cloud Storage)와 관련성이 높으면서 수요 부상성이 

높은 상위 20개 키워드들을 상기 표에 나타내었다. 1위 엣지 컴퓨팅기반 데이터 스토리지(Edge 

computing), 2위 네트워크 가상화 솔루션(Virtual private network), 3위 파일 시스템(File system) 

순이다. 이러한 키워드를 클러스터링하면, 클라우드 서비스 구축 환경이 중앙집중형 아키텍처인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분산형 아키텍처인 엣지 컴퓨팅으로 시장 관심이 이동하고 있으며, 보안에 

민감한 기업의 사설망(엣지)을 통한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글로벌 기업들의 시장 주도로 진입장벽이 높은 클라우드 스토리지 관련 아이템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환경과 연동되는 신속한 데이터 처리가 필요한 의료분야, 자율주행차 분야 등의 응용 

서비스, 보안 위협에 대응하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보안 솔루션 등으로 응용 확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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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응용아이템 리스트

No. 응용 아이템 No. 응용 아이템

1
클라우드 백업 솔루션

(Cloud backup solution)
6

클라우드 시스템 운영 관리 소프트웨어
(IT Operations Management software)

2
클라우드 스토리지 게이트웨이

(Cloud storage gateway)
7

클라우드 서비스 관리 소프트웨어
(IT service management software)

3
클라우드기반 블록체인 플랫폼
(Blockchain Cloud Service)

8
데이터 아카이빙 솔루션

(Data archiving solution)

4
클라우드 암호화 소프트웨어

(Cloud encryption Software)
9

자동차용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Cloud based solutions for automotive)

5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 

(Cloud security solution)
10

병원용 전자의무기록(EMR) 솔루션
(Hospital EMR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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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교육 플랫폼(Digital learning platform)10

기술사업기회 요약

▚	 	(개요) 디지털 교육 플랫폼(Digital learning platform)은 웹 서비스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상

호참여적인 거대규모의 교육 지원 시스템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는 수업을 온라인으로 접속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솔루션을 의미한다. 원격수업의 바탕이 된 ‘개방형 온라인 수업'(Massive 

open online course)은 저소득층과 저개발국가의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줄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세계 유수 대학들에서도 새로운 수익원으로 부상하고 있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COVID-19 이후 비대면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디지털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ICT

의 발전으로 교육자체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의 기술을 접목하여 기존 서비스 개선 

및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듀테크 분야가 크게 성장하고 있다.

▚	 	(시장성) 전 세계 디지털 교육 플랫폼 시장 규모는 2020년 7,566백만 달러에서 연평균 40.1%씩 

크게 성장하여 2025년에는 4억 820백만 달러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33> 디지털 교육 플랫폼(Digital learning platform) 세계 시장규모 및 성장률 예측

출처: 	MarketsandMarkets(MOOC Market Global 
Forecast to 2023), 2018, KISTI 재작성 

▚	 	(응용분야) 디지털 교육 플랫폼은 다양한 분야에 응용될 수 있는데, 네트워크 기반 비즈니스 기회

의 확장성(응용분야) 분석에 따르면 1) VR·AR기반 가상학습환경 시스템, 2) 적응형 학습관리시스

템, 3) 블록체인기반 프라이버시 보호 솔루션 등의 아이템으로 확장 가능하다. 

CAGR :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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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디지털 교육 플랫폼(Digital learning platform)의 신규 부상성 분석

➡ 	 		 디지털 교육 플랫폼(Massive Open Online Course) 관련 Wiki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당 문서의 

전체 조회수(Pageviews) 및 편집수(Edits) 측면에서 COVID-19 팬데믹 전후를 비교분석한 결과, 

팬데믹 이후 본 아이템과 관련하여 기술 및 지식의 수요가 1.7배 증가하여 최근 관심도가 높은 신규 

부상 아이템으로 분석되었다. 

<표 34> 디지털 교육 플랫폼(Digital learning platform의 신규 부상성 분석

※ Wiki 기본 문서 URL : https://en.wikipedia.org/wiki/Massive_open_online_course

	 		 월별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식 수요 및 공급은 코로나 이후 2020년 1월부터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발병 및 장기화 되면서 세계 각국 

학교들이 휴교로 인한 온라인 강의로 대체함에 따라 디지털 교육 플랫폼에 대한 관심도의 증가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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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디지털 교육플랫폼(Digital learning platform)의 네트워크 기반 확장성	
(응용분야) 분석

➡ 	 		 디지털 교육 플랫폼과 관련된 기술/제품간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COVID-19 팬데믹 이후 확대 

가능한 수요부상성 기준 상위 20개 확장(응용) 키워드를 도출하였다.

	 	특히 네트워크 분석 시 PageRank 기법을 활용하여 중요도가 높은 키워드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 

VR·AR기반 가상학습환경 시스템, 적응형 학습관리시스템, 블록체인기반 프라이버시보호시스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4> PageRank 중심성 기반 디지털 교육 플랫폼(Digital learning platform)의 확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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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수요부상성 기준 상위 20개 키워드 리스트

	 		 COVID-19 팬데믹 후 디지털 교육 플랫폼(Digital learning platform)와 관련성이 높으면서 

수요 부상성이 높은 상위 20개 키워드들을 상기 표에 나타내었다. 1위는 비디오 화면녹화 소프트 

웨어(Screencast), 2위는 온라인강의 플랫폼(Online lecture), 3위는 적응형 학습관리 시스템 

(Learning management system) 순이다. 이러한 상위 키워드를 요약하면, 디지털 교육 플랫폼은 

적응형 학습관리시스템, VR·AR기반 가상학습환경 시스템, 블록체인기반 프라이버시보호 강화 시스템 

및 소프트 웨어 개발 등이 확장 가능한 아이템으로 분석되었다. 

<표  36> 디지털 교육 플랫폼의 응용아이템 리스트 

No. 응용 아이템 No. 응용 아이템

1
적응형 학습관리시스템

(Adaptive Learning management system)
5

교육부문용 도용 방지 소프트웨어
(Anti-plagiarism Software)

2
VR·AR기반 가상학습환경 제공 플랫폼 

(Virtual learning environment platform)
6

학습 컨텐츠 관리 시스템
(Learning contents management system) 

3
디지털 교과서

(Digital textbook)
7

블록체인기반 프라이버시 보호 강화 시스템 
(Privacy-enhancing technologies(PET) 

system by blockchain)

4
혼합형 이러닝 시스템

(Blended e-learning system) 
8

AI 기반 개인화 학습 시스템
(AI based Personal learn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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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말에 발생한 COVID-19의 종식시기와 대응책에 대해 올해 초만 하더라도 세계 각 기관마다 

단기, 중기, 장기별로 구분하여 이른 종식을 기대하며 대응 시나리오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는 계속 확산되고 있고 백신과 치료제의 부재로 인해 장기화는 현실로 

다가오면서 기업들은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위축과 공급망 혼란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절실해졌다. 특히 내부자원이 부족한 우리 중소기업들은 더욱 경영상의 곤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코로나 이후 외부 시장환경 변화에 대해 막연한 경제적 위협요인 뿐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성장을 모색할 수 있는 부상 영역들도 동시에 고려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뉴노멀 사회에서 비대면 생활패턴의 증가, 온라인 교육의 확대, 재택근무에 따른 스마트 일터 혁신, 

디지털 헬스케어 증대, 스마트 바이오 응용분야 증가, 디지털 보안 기술 개발 확대 등은 앞으로 언택트 

시대 글로벌 시장에서 각광받을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기 떄문이다.

	 		 따라서 우리 기업의 매출 실적의 악화 등과 같은 우려에 대한 해소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현재 

사업포트폴리오에 대한 재편과 사업매력도가 높은 스마트 헬스케어와 디지털 혁신과 같은 분야 등의 

신사업 진출 강화는 기업이 재도약하는데 매우 중요한 전략이 될 것이다. 즉, 기업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검토하여 성과가 부진한 비핵심사업은 정리하고 최근 시장 니즈에 

부합하는 사업은 재조명하여 기업 역량을 강화시켜 나아가야 한다. 

	 		 본 고에서는 COVID-19가 가져올 패러다임 변화와 넥스트 노멀시대, 10대 기술사업기회를 

선정한 후 데이터 기반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고, 이는 기업 뿐 아니라 정부, 연구기관 등의 향후 유망 

기술사업기회의 신성장동력화와 사업화 전략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앞으로 코로나와 같은 재난, 재해, 금융위기 등 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돌발 상황이 새로운 

국가 난제로 발생하더라도 기업이 불확실한 환경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적인 

데이터 기반의 위기 대응 체제 구축에 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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