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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캐나다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가상현실 등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스타트업

생태계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서, 하드웨어와 혁신기술 상용화에 강점을 가진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중요한 동시에 국내 혁신기업의

북미 진출 교두보로서 적합

□ 4차 산업혁명 조기 실현과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정부 예산 및 지원 확대

◦ 전담기관(Innovation Canada)을 설립하고 혁신기술 생태계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R&D) 보조금 확대와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 투자 증가

* 인공지능(AI) 분야를 집중 육성하여 디지털 정보처리 선도국가로서 위상확보 전략

◦ 온타리오 주 자율주행 집중육성, 퀘벡 주 항공우주 혁신지원, 앨버타 주 에너지

효율화 등 지역별 주력 산업 위주로 4차 산업혁명의 조기 실현을 위한 주정부

차원 지원 집중

* 산 학 연 협력과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 성장기반 확충 진행

□ 1차 2차 3차 산업 전반에 걸쳐 혁신기술 도입과 융 복합 고도화 진행

구 분 내 용 특 기
농 축산 수산업 센서기술 및 빅-데이터 기반 지능화 추세 무인탐사차량 항공기 잠수정활용

광업 에너지산업 채굴 시추 장비 작동감지 및 위험방지 활동 스마트그리드 에너지저장장치확대

제조업 생산 자동화 및 유통 물류 지능화 확산 인공지능 탑재 로봇 수요 증가

서비스업 프로세스개선및신개념비즈니스모델도입 제조업-서비스 융 복합 심화

□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자율주행, 로봇 등 연구개발 활성화

◦ 토론토大(인공지능), 맥길大(로봇), 워털루大(자율주행) 등 가시적 성과 창출

* 캐나다 로봇연구연합은 감정인식 로봇, 오지 심해 탐사 장치 개발 등 진행

◦ 세계적 인공지능 연구기관인 ‘Vector Institute’ 토론토에 설립 결정(’17.3.)

* 동 분야에 축적된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 주도권 확보 기대감 고조



□ 제조업 지능화, 빅-데이터 활용, 정보보안 강화 관련 제품개발 노력

◦ 소프트웨어 등 강점을 보유한 기술을 응용한 제조업 지능화 추세

* 데이터 처리 분석 활용 관련 솔루션 개발 위주로 업계 활동 집중

◦ 가상현실(VR) 응용제품과 사물인터넷(IoT) 아이디어 제품 개발도 활발

* IoT의 경우 스마트휠체어 등 의료 보건 분야 및 생활가전 제품개발이 두드러짐.

◦ 빅-데이터, 인공지능 체제 유지에 필수적인 데이터 보안 솔루션 개발

* 랜섬웨어(Ransomware) 등 해킹 고도화에 대응한 정보보안 강화노력

◦ 스타트업 창업촉진 등 혁신기술 제품개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 관 공조강화

* 4차 산업혁명 유관분야 전문 인력 확보 및 유휴인력 지원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

□ 4차 산업혁명 관련분야 스타트업 정부지원 및 민간투자 활성화

◦ 첨단기술 연구개발(R&D) 활동에 대한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 확대

* 중소 중견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및 스타트업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 강화

◦ 토론토 등 온타리오 주에 벤처캐피탈, 엑셀러레이터 등 스타트업 지원기관 집중

* 외국인에 대한 첨단기술 분야 투자 창업을 지원하는 ‘스타트업-비자’ 제도 운영

□ 한-캐나다 혁신기술 클러스터 생태계 교류 협력 촉진

◦ 양국 혁신기술 스타트업간 기술 투자 파트너십 강화(진행)

* 유망분야(AI VR 정보보안) 국내 스타트업에 대한 맞춤형 진출지원(바우처 연계)

◦ 온라인 혁신기술 쇼케이스 구축 및 운영(검토)

* 국내 외 4차 산업혁명 관련분야 스타트업 간 기술교류, 투자협력 등 매칭 강화

◦ 클러스터 차원의 교류 협력 증진 및 공동 프로그램 확대(제안)

*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 (온타리오주) Technology Triangle 파트너십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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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 동향

□ 연구개발(R&D) 및 스타트업에 정부지원 집중

◦ 4차 산업혁명에 특정된 정책은 없으나 혁신기술의 개발과 상용화와 관련한

연구개발(R&D) 보조금과 스타트업 투자촉진에 적극적

◦ 연방 과학 혁신부(Innovation, Science and Economic Development)는 오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주요 대학이 추진하는 94건의 인공지능(AI), 가상

현실(VR)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연구개발(R&D) 프로젝트에 대해서

C$ 5천만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

* 2017년 2월 발표된 이 계획에 따르면 과학기술위원회(Natural Sciences and

Engineering Research Council of Canada)가 프로젝트의 선정과 자금 지원 담당

◦ 연방 교통부(Transport Canada)는 앨버타 대학교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하고 있는 자율주행차 기술개발(프로젝트명: Active-Aurora)에 보조금

C$ 130만 지원

◦ 2017∼2018 연방 예산안은 혁신 기술 개발에 대한 정부의 투자 확대가 핵심기조

* 인공지능(AI), 스마트시티(Smart City) 등 첨단기술 융 복합 도입에 국가재정 집중

<2017∼2018 연방예산안(Innovation and Skills Plan) 4차 산업혁명 관련내용>

구 분 내 용 비 고

전담기관 Innovation Canada 설립 스타트업 등 혁신기업 지원

클러스터 워털루(Waterloo) ICT 생태계 성장촉진 C$ 9.5억 투자 (’17∼’21)

기금조성 Impact Canada Fund (C$ 810만) 스마트시티 투자지원

금융지원 보조금 및 융자금 집행 수출개발공사(EDC)

출처 : 캐나다 연방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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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전략(Pan-Canadian Artificial Intelligence Strategy)

◦ 캐나다 정부가 특히 관심을 가지고 전폭적인 지원을 추진하는 4차 산업혁명

분야는 인공지능(AI)으로서 C$ 1억의 재원을 투입하여 관련 전략 실행에 착수

◦ 동 인공지능 전략은 대학교, 연구소, 기업체 간 연구개발(R&D) 협력 프로젝트

추진을 촉진하여 캐나다가 디지털 정보처리 부문에서 선도국가로 발돋움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첨단기술원(Canadian Institute for Advanced Research)이 산 학 연 협력 주도

□ 스마트시티계획(Smart Cities Challenge Initiative)

◦ 연방정부는 2017년 3월 주요 도시의 정보통신(ICT) 네트워크 확장 심화를

골자로 하는 스마트시티 계획(Smart Cities Challenge Initiative) 발표

◦ 이 계획은 2018년부터 2028년까지 실시간 교통정보 체계 구축, 자율주행 인프라

확충, 에너지 절감 시스템 도입 등에 C$ 3억 투자 예정

* 각 프로젝트 별 경쟁(입찰) 절차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

☞ 캐나다 스마트시티(Smart Cities) 추진방향

- 토론토, 몬트리올, 밴쿠버 등 주요 도시의 교통, 전력 등 공공행정 서비스의

정보화를 통해 효율성을 증진하고 도시 거주자의 편의성 제공

- 데이터의 수집 분석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도시별 구성원 간 네트워크 구축과

실시간 작동성을 개선하는 데 정책 집중

□ 온타리오 주정부 자율주행 규정정비

◦ 캐나다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인 온타리오 주에서는 자율자동차 관련 기술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는 데 4차 산업혁명 유관 정책이 집중되고 있음.

◦ 온타리오 주(Province) 교통부(Ministry of Transportation)는 2016년 1월 1일

도로교통법(Highway Traffic Act)을 개정하여 자율주행 자동차 운행을 향후

5년 간 전면 허용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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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차의 조기(2020년) 상용화를 목표로 주정부 산하 온타리오 혁신센터

(Ontario Centres of Excellence)는 교통정보 수집 전파, 사고예방 체계강화,

오작동 대응 분석 등에 관한 연구개발에 대해 보조금 지원

□ 퀘벡 주정부 항공우주 혁신지원

◦ 세계 3대 항공 클러스터 발달 지역인 퀘벡 주는 2016년 4월 항공우주 분야

혁신기술 개발 등과 관련하여 C$ 7억 규모의 지원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완제기 제조社인 Bombardier의 인공지능 관련기술 연구개발(R&D)에 대해

C$ 540만을 지원한 바 있으며 항공 협회(Aéro Montréal)가 주도하는 공급망

효율화사업(MACH Initiative) 보조금 지급 등 진행

◦ 2017∼2018 퀘벡 주정부 예산에는 몬트리올 지역을 인공지능(AI) 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해 2022년까지 총 C$ 1억을 투자한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음

<캐나다의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 핵심내용>

구 분 내 용

방 향
-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재정 지원과 규정 정비 역할 분담

- 정부·기업·학계 네트워크 구축 및 협업 활성화 도모

비 전
- 국가 산업 정책의 일환으로 디지털혁신(Digital Innovation) 도모

- 2017년 ‘Pan-Canadian Artificial Intelligence Strategy’ 정책 추진

특 징

- ICT와 제조업이 밀집된 온타리오 주와 퀘벡 주가 성장 견인

- 연구개발(R&D)과 스타트업·벤처기업 육성위주 진행

- 자동차, 항공우주, 자원 에너지 등이 주요 적용대상 산업

제 약

- 일원화된 4차 산업 관련 육성 정책 부재

- 내수시장과 경제규모가 작아서 자체 기술 제품 개발에 한계

- 미국과 비교해서 전문 인력의 공급과 기업 활동 부족



- 4 -

2  혁신기술 도입 및 개발 동향

가. 전 후방 여건 및 추진 배경

□ 인공지능(AI) 및 가상현실(VR) 기술개발 역량축적

◦ 캐나다 정보통신(ICT) 업계는 하드웨어 보다는 소프트웨어 위주로 발달했으며

데이터 처리기술에 기반 한 인공지능(AI)과 가상현실(VR)이 개발에 특화 발전

◦ 인공지능 분야는 현지 대학 등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꾸준히 연구되어 왔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개막됨에 따라 연구개발과 상용화 노력이 집중되고 있음.

◦ 가상현실 관련 기술은 게임 등 기존 엔터테인먼트에 응용되던 한계를 넘어서

마케팅, 교육, 의료, 관광, 방송 등으로 응용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

□ 산업간 융 복합 촉진 및 파생 수요 증가

◦ 또한 로봇, 드론, 사물인터넷(IoT), 3-D 프린팅, 자율주행차 등 소위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 기술과 제품이 기존 1차, 2차, 3차 산업에 도입

되고 융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관련 수요 증가에 따라 혁신 기술 개발 및 서비스 제공 스타트업의 창업과

활동이 빈번해지고 있으며 통신, 센서, 보안 등 유관 분야의 파생 수요 역시

확대되는 추세

□ 자율주행차 연구 및 물류 유통 자동화 양상

◦ GM은 2016년 7월 토론토에 연구센터(Mobility Campus)를 설립하고 자율

주행차와 전기자동차 연구개발에 주력하는 등 온타리오 지역에 소재한

자동차 제조업계의 관련 연구개발 및 제품개발 가속화 추세

* 기후 변화에 따른 자율주행 성능변화 실험을 목적으로 소프트웨어센터도 병행 운영

◦ 토론토 인근 워털루에 소재한 Clearpath Robotics 사는 인공지능과 센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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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재한 화물운반 로봇인 ‘OTTO’를 개발하여 창고 등 물류 시설에 보급 시작

* 태블릿 PC로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고 소형에도 불구하고 최대 1톤 화물 운반 가능

◦ 자동차부품 유통회사인 NAPA Canada는 Drone Delivery Canada와 공동으로

무인 배송 서비스를 개발하여 새로운 방식의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나. 산업별 혁신기술 도입동향

□ 농 축산 수산업

◦ 농 축산 분야에서는 생산에서 유통과 소비에 이르기까지 밸류 체인 전반에

첨단 기술을 접목한 지능형농장(Smart Farm) 확산 추세

◦ 사물인터넷(IoT) 등 정보통신 기술에 기반 하여 농작물 경작과 축산물 생육에

적합한 기후 조건을 수집 분석하고 빅-데이터 기술을 도입하여 소비자 구매

패턴을 예측하고 생산량을 조절하는 활동 확산

* 농축산용 무인항공기(Drone)을 도입하여 농약 사료를 살포하거나 농축산물의 생육

환경에 관한 정보를 모니터링 하는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음.

◦ 수산업 분야에서도 무인 원격 조정 잠수정(Remotely Operated Vehicle)을

도입하여 어류의 이동경로 파악과 수온 수질 검사 등을 수행

* 정부 차원에서는 불법조업 등을 단속하기 위해 무인항공기 활용 확대

<캐나다 농 축산 수산업 혁신기술 도입현황>

구 분 기업명 소재지 내 용

농 업 SemiosBIO
Vancouver

(BC)

‣ 클라우드 기반의 농장 관리, 재해예방

시스템을 제공하는 업체

‣ 온도, 해충, 위험 감지 등 모니터링 기능

‣ 해충의 이동경로를 10분마다 관리자에게

전송하며, 모든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저장

축산업
Agriculture

Canada

Ottawa

(ON)

‣ ING Robotic Aviation의 적외선 센서가

부착된 드론을 활용해 가축의 생육상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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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50도의 온도, 120m 상공에서 최대 시속

72km로 30분까지 비행 가능

‣ 지리위치시스템(GPS)을 참고하여 관리자에게

문제가 발생한 위치를 정확히 제공

Deerpath

Breeding and

Development

Puslinch

(ON)

‣ 말(馬) 사육농가 Deerpath는 SeeHorse의

웨어러블 기기를 도입

‣ 말의 심박수, 호흡, 움직임, 건강 및 스트레스

등을 실시간으로 측정

‣ 클라우드에 저장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적정

온도, 사료량 등을 설정

수산업

AgriMarine

Holdings

Toronto

(ON)

‣ 양식업체 AgriMarine Holdings는 Deep

Trekker의 원격 무인 잠수정(Remotely

Operated Vehicle)을 도입

‣ 270° 회전 카메라를 부착하여 수질 검사를

진행하고 어류의 성장률과 체조성을 관찰

‣ 도입 후, 그물 속 어류의 생존율 향상과

함께 번식력 배양

Canadian Coast

Guard, Transport

Canada 등

Ottawa

(ON)

‣ 일부 연방정부 부처는 호주의 Schiebel

Camcopter S-100 드론을 도입해 불법조업

등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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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사례 : 로봇과 농업이 만나는 ‘애그리테크(Agritech)’

‣ 캐나다 동부의 뉴펀들랜드 래브라도(NL) 주에 소재한 Pure Holsteins는 낙농목장을 운영 중

으로 약 200여 마리의 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함

‣ 동사는 네덜란드 IT기업 Lely의 A4 로봇을 구매해 뉴펀들랜드 래브라도(NL) 주 최초로 로봇

착유기를 도입해 목장 관리의 자동화를 성공적으로 시행

‣ 로봇 착유기는 자유 개체 이동이 가능하여 소의 스트레스 감소, 원유 생산성 증가 등 효과

‣ 로봇 착유기에 탑재된 센서는 원유의 성분뿐만 아니라 젖소의 생육 상태에 대한 정보까지

수집 가능하며, 모든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저장

‣ 관리자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로봇 착유기가 수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

‣ 소의 건강에 이상이 있을 시 로봇이 관리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언제

어디서든지 농장을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 제공

‣ Lely의 로봇 착유기는 도입 전 대비 유량이 증가하고, 착유와 관련된 근로 시간이 60%

가까이 감소하는 등 낙농목장의 노동력 감소와 함께 생산성 향상의 대안으로 부상

<Pure Holsteins 로봇 착유기 주요사진>

출처 : Farm Credit 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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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업 에너지 환경

◦ 광물 채굴, 석유 시추 등 광업 분야에서도 센서 기술을 사용하여 장비의 작동

여부를 실시간 감지하고 오작동 등 위험을 방지하는 프로세스 스마트化 진전

* 3D 프린팅 기술을 응용해서 오일샌드 시추방식을 개선하는 노력 진행

◦ 화력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등 전력 생산 부문에서도 정보통신 기술을 융합한

효율화 솔루션 도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스마트 그리드 도입,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등이 대표적인 분야이며 연방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시티(Smart Cities) 계획과 연동되어 진행되고 있음.

<캐나다 광업 에너지 환경 분야 혁신기술 도입현황>

구 분 기업명 소재지 내 용

광업

New Gold
Vancouver
(BC)

‣ 캐나다 소프트웨어 업체 RtTech Software의
센서 기술을 도입

‣ 각 기계 및 장비를 관리하여 제품의 결함
또는 오작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

‣ 각 기계의 에너지 소모율 등 모니터링이
가능해 에너지 효율성 최적화

Barrick
Toronto
(ON)

에너지

TransCanada
Corporation

Calgary
(AB)

‣ General Electric(GE)의 사물인터넷 플랫폼인
‘프레딕스(Predix)’를 도입

‣ 프레딕스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해
비상상황을 사전 예측

‣ 발전기와 프레딕스를 연결한 이후 출력이
도입 전 대비 5% 이상 증가

Sigit Automation
Calgary
(AB)

‣ 엔지니어링 업체인 동사는 GEOTrac의 트럭 등
운송수단에 부착된 추적기를 도입

‣ 수집된 정보가 실시간으로 운수업체에게
전달되어 운전사의 근무태도를 감독하고
화물의 안전 유지·관리 가능

‣ 운송수단의 고장, 경로 이탈, 제한속도 초과
등을 미연에 방지해 사고 발생률 감소

기타
(환경)

Government of
Canada

Ottawa
(ON)

‣ 2014년부터 Brican Flight Systems의 TD 100
드론을 이용해 북극지역 고래 생태조사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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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

◦ 캐나다를 대표하는 제조업인 자동차, 항공우주, 생명과학, 식품가공 분야에

로봇도입 등 생산자동화와 빅-데이터를 응용한 생산관리 시스템 확산

* 제조업 전반에 걸쳐 무인화 자동화를 추구하는 지능형(Intelligent) 공장에 대한 수요증가

◦ 온타리오 주 자동차 업계의 경우 특히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한

연구개발 노력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온타리오 주정부는 규정정비와 더불어 보조금 지원과 재정 투자 확대

◦ 세계 3대 항공 클러스터 중 하나인 퀘벡 주에서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3D 프린팅 등 4차 산업혁명 관련기술을 도입하여 기획 설계, 시뮬레이션,

유지 보수 등 항공우주 산업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불량 결함을 축소

하려는 움직임 가속

◦ 생명과학 분야에서는 원격진료와 응급처치 위주로 혁신기술 도입이 진행되고

있으며, 식품가공 부문에서는 로봇 등 자동화 설비 도입이 지속되는 상황

<캐나다 제조업 혁신기술 도입현황>

구 분 기업명 소재지 내 용

자동차

Volkswagen

Canada

Ajax

(ON)

‣ 사물인터넷(IcT) 개발업체 Sierra Wireless의

레가토(Legato) 플랫폼을 커넥티드 카에

장착하기로 결정

‣ 레가토 플랫폼은 무선 차량 액세스, 긴급

출동, 진단 및 정비, 속도 지정, 차선 경보 등

차량 내 인터넷 기반 서비스를 제공

‣ 동 4G 기술은 2018 폭스바겐 모델에 장착돼

시판될 예정

Magna
Aurora

(ON)

‣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Magna는 자율주행차에

탑재될 ‘스마트 시트’를 연구개발 중

‣ 쿠션과 등받이에 내장된 센서는 생체

인식 데이터를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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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서는 운전자의 심전도를 모니터해

피로도를 측정한 뒤 자율 운전모드로

전환하여 졸음운전을 예방

AZ Automotive
London

(ON)

‣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동사는

Motoman의 산업용 로봇 32대를 구입

‣ Motoman의 로봇에 사용되는 통합 케이블은

최대 24,000시간 지속

‣ 기존 케이블보다 6배 더 길기 때문에

유지비용을 연간 C$ 1만~2만 절약

항공우주

Pratt & Whitney

Canada

Longueuil

(QC)

‣ 항공기 엔진 부품을 조립하는 로봇을 도입

(Durr AG, Fanuc Robotics, RedViking과

협력)

‣ 6시간 연속으로 일하는 로봇은 노동력

절감, 생산성 향상 등에 효과적

L-3 MAS
Mirabel

(QC)

‣ 항공부품 제조업체인 동사는 3D 스캐너를

이용해 부품을 스캔 한 뒤 제품 결함을

파악해 2차 사고예방에 기여

‣ 또한, ‘Technician Companion’ 태블릿

PC 전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항공기

유지·보수 작업에 적용

생명과학

First Nations

Community

Pelican

Narrows

(SK)

‣ 원주민 보호구역 등 의료진이 부족한

지역에 ‘닥터 로봇’을 배치하여 원격

의료서비스 제공

‣ 의료진은 로봇에 청진기와 초음파 등

장비를 연결하여 환자를 진단할 수 있음

Royal University

Hospital

Saskatoon

(SK)

‣ 동 병원는 구급차로 이송 중 환자 상태를

진단하는 InTouch Health의 ‘닥터 인 어

박스(Doctor in a Box)’를 도입

‣ 닥터 인 어 박스는 휴대용 모니터로,

의사가 화상으로 환자의 상태를 살펴보고

긴급 처방을 내리는 등의 조치 가능

‣ 골든타임인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환자들의 사망률 감소

식품가공 Furlani's Food Mississauga ‣ 제빵제과 기계 제조업체 Unifiller의 데코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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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ion (ON)
이팅로봇을도입해 비스킷등 제조

‣ 에어 컴프레서를 에너지로 사용하여

작동방법이 비교적 간단함

‣ 대량의 컵케이크 등을 기계로 생산 가능해

비용과시간을절약할수있음

Gizella Pastry
Vancouver

(BC)

기타

Parliament Hill
Ottawa

(ON)

‣ 캐나다 연방정부는 Kuka Robotics 및

New Age Robotics와 협업하여 낙후된

연방정부 건물을 로봇으로 복원

‣ 특히, 로봇은 조각상을 복원하는데 사용

될 계획

Paradigm

Electronics

Mississauga

(ON)

‣ 스피커 제조사인 Paradigm Electronics는

Universal Robots의 UR 로봇을 도입

‣ 로봇은 정확한 각도와 신속한 속도로

제품을 연마 처리

‣ 도입 후 동사 생산율 50% 증가

Etalex
Montreal

(QC)

‣ 선반제조 랙시스템 제조업체인 Etalex는

덴마크 로봇 기업 Universal Robots의

로봇 팔(Robot Arm)을 도입해 머신 텐딩

(machine tending, 반복 작업)을 시행

‣ 평균 8시간씩 수동으로 기계를 작동

해야하는 번거로움을 줄여 근로자의

안전성 제고 및 사고 발생률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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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사례 : 의료용 로봇 뉴로암(neuroArm) 뇌수술 성공

‣ 서부 앨버타 주 최대 규모의 병원인 Foothills Medical Centre는 2008년 5월 신경외과 수술

로봇인 ‘뉴로암(neuroArm)’을 사용해 신경 섬유종증(신경계통에 종양이 발생하는 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뇌수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현재까지 연구개발이 진행 중

‣ neuroArm은 캘거리 대학교와 캐나다우주국(Canadian Space Agency) 등이 6년간(2002∼

2007) 약 C$ 2,700만을 투자해 공동 개발(neuroArm의 모태는 우주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

등에서 사용되는 로봇 팔)

‣ neuroArm은 햅틱(haptic)*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로, 실시간 영상 제공 장치와 초정밀

외과기구가 결합된 이 로봇을 사용하면 대부분의 의사들이 1~2mm 단위의 정밀한 수술 가능

‣ 특히, neuroArm은 사람 머리카락 직경 절반 정도에 불과한 50㎛(미크론) 크기 절개도 가능

‣ 외과의사는 여러 대의 모니터를 사용해 눈으로는 수술 전 스캔 내용과 수술 진행 상황을

참조하고 손으로는 조종간을 조작해 neuroArm을 조종

‣ 현미경에 부착된 고해상도 카메라 2대가 의사의 통제 스테이션으로 영상 전송

‣ neuroArm은 일반 로봇과 달리 세라믹 등으로 만들어져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안에서도

자기장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작동 가능

‣ neuroArm은 센서, 소독장비, 12개의 미세 해부용 기구, 흡입관, 미세가위, 수술 부위 봉합용

바늘 등 장착

* 주) 햅틱(haptic) 장치는 인공 촉감을 출력하는 시스템으로, 사용자의 움직임이나 위치를 입력

받는 기능, 가상현실 속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상응하는 촉각과 힘을 사용자에게 출력

하는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특징

<Foothills Medical Centre의 neuroArm 주요사진>

출처: neuro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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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혁신기술 도입동향

◦ 금융, 교육, 관광, 소매 유통 등 서비스 분야의 경우 소프트웨어 기술과 융합한

프로세스 개선과 신개념 비즈니스 모델 도입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남.

* 북미지역에 널리 보급된 에어비앤비, 우버 등과 같이 모바일 소프트웨어 기술을

응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플랫폼을 도입하려는 노력이 서비스업 전반에 걸쳐 진행

◦ 제조업과 연계해서는 연구개발(R&D), 설계 디자인, 홍보 마케팅, 물류 유통

등 부가가치 창출을 가속화하는 ‘서비스화’ 추세가 두드러짐.

* 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라 제조업-서비스업 간 융 복합 현상이 심화될 전망

◦ 금융 부문에서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도입과 온라인 무인 서비스 확산 추세

* 보안 솔루션을 강화하여 비대면 인증과 실시간 상담 등이 확대되고 있음.

◦ 방송, 공연 등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도 인공지능(AI)과 가상현실(VR)을 응용한

시범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프로그램 제작기법 첨단화, 증강현실(AR) 체험관 도입 등 진행

<캐나다 서비스업 혁신기술 도입현황>

구 분 기업명 소재지 내 용

금융
Bank of

Montreal(BMO)

Montreal

(QC)

‣ BMO 은행은 ’16년 1월부터 로보어드바이저

(robo-advisor) 플랫폼 ‘SmartFolio’ 서비스운용

‣ 로봇(robot)과 전문가(advisor)의 합성어인

로보어드바이저는 알고리즘과 빅데이터를

사용해 은행원 대신 온라인으로 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자산관리서비스

교육
Sick Kids

Hospital

Toronto

(ON)

‣ 이비인후과를 전공하는 의대생을 위해

OtoSim Inc.의 ‘오토심(OtoSim)’을 도입

‣ OtoSim 소프트웨어는 환자의 귀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주는 이경검사기

Seneca College North York ‣ Seneca College 전문대학은 가상현실(V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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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콘텐츠를 학생들이 직접 제작·시범하는

과목 개강

Canada Science

and Technology

Museum

Ottawa

(ON)

‣ 캐나다 건국 150주년을 맞아 가상현실

(VR) 업체 SimWave과 협업하여 오타와를

관광하는 가상현실 콘텐츠 제작

Canadian War

Museum

Ottawa

(ON)

‣ 비미리지전투(Battle of Vimy Ridge)의

100주년을 맞아 가상현실(VR) 업체

SimWave와 협업해 비미리지 전쟁터에

대한 가상현실 콘텐츠를 제작

‣ 비미리지 전투는 세계 1차 대전에서 캐나다가

연합군으로서 참전한 첫 전투를 뜻함

관광

Destination British

Columbia

Vancouver

(BC)

‣ 2014년 브리티쉬 컬럼비아(BC)주 관광청은

BC주 관광을 장려하기 위해 가상현실(VR)

콘텐츠를 공개

‣ 미국 가상현실(VR) 관련 업체 오큘러스

VR(Oculus Rift)의 Oculus Rift 헤드셋을

통해 콘텐츠 전달

Town Inn Suites
Toronto

(ON)

‣ 동 호텔은 Sensorsuite의 솔루션을 도입

하여, 객실 225개의 HVAC(난방, 환기,

공기정화)를 실시간으로 조절

‣ 불필요한 보일러 가동 또는 전력사용이

인터넷을 통해 관리자에게 전달

‣ 연간 에너지 소비 C$ 23,000 이상 절감

유통 Bell Mobility
Mississauga

(ON)

‣ 통신사 Bell은 GPS 기술을 이용한 차량관리

(Fleet management) 솔루션 개발

‣ 실시간으로 운송 트럭의 위치를 추적,

트럭의 연비, 성능, 경로 등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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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은 실시간으로 차량의 위치 추적 가능

Western

University

London

(ON)

‣ 캐나다 사물인터넷 개발업체 blueRover는

사업운영 솔루션 제공

‣ 냉장고, 오븐, 가스레인지 등에 각각 센서를

부착해 적정온도를 실시간으로 조정·모니터링·

유지해 음식부패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

‣ 과열 또는 화재 예방 가능

Hayter’s Turkey

Farm

Dashwood

(ON)

리테일

Hudson’s Bay
Scarborough

(ON)

‣ Hudson’s Bay 백화점은 미국 OPEX의

‘퍼펙트 픽(Perfect Pick)’ 시스템 도입

‣ 소비자가온라인으로제품을결제하는즉시 30초

내로재고에서 포장, 운송 준비까지 완료

Shop.ca
Toronto

(ON)

‣ 장애물과 사람을 인지해 원하는 곳까지

안전하게 운반하는 Think Logistics의

물류 운반로봇을 도입

‣ 운송비용과 시간 모두 절약 가능

교통
Region of

Waterloo

Waterloo

(ON)

‣ 사물인터넷 개발업체 Miovision와 협업해

교차점, 교통량 및 도로 교통량 조사에

사용되는 카메라를 교통관리 시스템으로

연결해주는 솔루션을 제공

‣ 교통 체증, 사고 등 감소 효과 기대

치안 Draganfly
Saskatoon

(SK)

‣ 드론 제조사 Draganfly는 3D 맵핑 전문

업체 Pix4D와 협업하여 드론으로 촬영한

범죄현장을 3D 맵핑화(다각도 분석을

통해 정교하게 만든 영상이미지)

‣ 보안, 치안 및 구조 등의 이유로 야간

비행이 가능하도록 드론이 설계됨

기타 Purple Forge
Nepean

(ON)

‣ IBM 인공지능 ‘왓슨(Watson)’을 기반으로

도시 정보를 제공하는 휴대전화 어플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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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사례 : 인간형 로봇 페퍼(Pepper), 은행 취업에 성공

‣ 캐나다 앨버타 주정부 소유의 금융 은행 ATB Financial은 인간형 로봇 Pepper를 2017년 4월

캘거리 지점에 배치

‣ Pepper는 고객 안내에서부터 직접 금융상품을 영어로 설명하는 업무를 맡음

‣ ATB Financial은 고객들이 금융상품 판매 등 영업에 대한 부담 없이 편안하게 금융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일본 Softbank사의 Pepper는 클라우드, 음성 인식, 시각 인식, 인공 지능 기술을 탑재한

인간형 인공지능 로봇

‣ 로봇에 입력된 모든 데이터는 클라우드로 저장됨

‣ 최장 12시간 연속 사용할 수 있는 리튬이온배터리, 10.1인치 액정모니터, 마이크 4개, 터치

센서 5개, 카메라 2개, 중력센서 2개 탑재

‣ 신장 1.2m, 무게 28kg, 이동속도 시속 3km으로, 모터 20개가 장착되어 손가락, 머리, 어깨,

팔꿈치 등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음

<ATB Financial 인간형 로봇 Pepper 활동모습>

자료원 : ATB Financial

‣ 동 어플은 음성인식이 가능하고, 특정

도시의 법규, 교통상황, 관광지, 세법 등에

대한 세부정보 제공

Port Credit Yacht

Club

Mississauga,

ON

‣ 사물인터넷 개발업체 Terepac의 기술 도입

‣ 습도, 위치등을측정하는센서를요트에장착해

선착장에 정보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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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연구개발(R&D) 동향

□ 토론토 대학교 인공지능 연구동향

◦ 토론토 대학교는 인공지능 관련 인큐베이터(Creative Destruction Lab)를 운영

하고 있으며 50여 개 스타트업 입주

* 의료보건, 환경보호, 공정혁신 등에 적용이 가능한 실용적 연구개발 활성화

◦ 2015년 12월에는 문맥에 적합한 번역이 이루어지도록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한 바 있으며 현재 의역과 요약에 대한 심화 연구 진행

□ Vector Institute 토론토 설립추진

◦ 2017년 3월 31일 인공지능 연구기관인 ‘Vector Institute’ 설립 계획이 발표

되었으며 연방정부와 온타리오 주정부가 총 C$ 9천만 규모 보조금 지원 예정

◦ Magna, Loblaws, Shopify 등 캐나다 주요 기업들도 이 기관의 인공 지능

연구에 향후 10년 간 총 C$ 8천만 자금 지원 계획

◦ 현지에서는 전통적으로 인공지능 연구에 강점을 보유한 토론토가 4차 산업

혁명을 주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음.

* 토론토 대학교와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공동으로 관련 연구를 진행할 예정

□ Deep Learning 융 복합 연구동향

◦ 캐나다 혁신기술연구소(Canadian Institute for Advanced Research)는 데이터

분류 예측 시스템 연구에 집중하고 있으며 인공신경망 개발 선도

* Royal Bank of Canada와 공동으로 인공지능을 금융업계에 도입하는 기술개발 진행

☞ 캐나다 금융산업 인공지능(AI) 프로젝트(NextAI) 추진동향

- 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은 비영리 연구기관(NEXT Canada)에 총 C$ 5백만을

지원하여 인공지능 스타트업 20개 사의 기술개발 활동촉진

◦ 데이터연구센터(Institute for Data Valorization)에서는 인공지능 기불을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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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 접목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대학 및 스타트업과 공동으로 맞춤형 진료 서비스 제공 소프트웨어 개발 추진

□ 정보통신(ICT) 기업 가상현실(VR) 공동연구

◦ 2016년 캐나다 IT 기업들은 가상현실(VR) 응용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 프로

젝트에 착수

* CFC Media Lab, OMERS Ventures, Nordicity 등 ICT 기업들은 파트너십을 구축해

가상현실(VR) 분야 스타트업과 협력 추진

□ 로봇연구연합(Canadian Field Robotics Network) 구축

◦ 연방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환경 보호, 재난 방지, 노약자 지원 등에 응용이

가능한 로봇 개발을 목적으로 워털루 대학교를 비롯한 8개 대학이 참여하는

연구 네트워크 구축과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 각 대학교 연구소 별로 내륙, 해상, 수상, 항공 등 4가지 영역 중에서 전문

분야를 선택하여 자동화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모임 활성화

* 연방정부의 보조금과 현지 주요 기업들이 분담하는 지원금으로 연구비용 충당

<2017년 캐나다 로봇연구연합 세부연구 동향>

구 분 내 용 비 고
워털루 대학교 혹한기 가동 가능한 자율 주행차 개발 재난방지, 인명구호
맥길 대학교 원격조정 드론 촬영 기술 개발 조정자 (손)동작 동기화
요크 대학교 감정 인식 및 표현 가능 로봇 개발 심리치료, 마케팅
메모리얼 대학교 심해장애물(빙산) 인지우회무인잠수정개발 해저탐사, 자원개발

출처 : Canadian Field Robotics Network

□ 맥길 대학교 로봇관련 연구동향

◦ 몬트리올 시에 위치한 맥길 대학교에서는 지난 1981년 설립된 로봇연구센터

(Centre for Intelligent Machines)가 주축이 되어 로봇 관련 엔지니어링, 인지

기술 등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구글, 휴렛패커드, GM 등 글로벌 기업과 공동으로 지능형 로봇 연구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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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외에도 항공우주, 생명과학 등 첨단산업과 인공지능 기술을 융 복합한

자율주행 스마트휠체어 등 혁신기술 제품개발에도 적극적

* 무인항공기와 자율주행차가 상호 교신하고 공동 작업하는 신개념 알고리즘 개발 추진

□ 워털루 대학교 자율주행 연구동향

◦ 캐나다의 대표적 혁신기술 교육 연구 기관인 워털루 대학교에서는 정보통신

(ICT) 기술을 응용한 자율주행차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졸업생 다수가 창업을 통해서 혁신기술의 상용화에 적극 참여

◦ 대학 측은 창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체 인큐베이터인

벨로시티(Velocity) 운영하여 창업자금(최대 C$ 25,000) 보조, 사무실 임대,

운영자문 등 지원

* ’17.4. 현재 62개의 스타트업을 배출(졸업)했으며 신생 회사 77개사 입주

◦ 특히 워털루 대학교 자동차 연구소(WatCAR)에서는 학생과 기업이 공동으로

자율주행차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Blackberry의 소프트웨어(QNX)를 탑재한

무인차량 개발에 성공한 바 있음.

* 기타 주행 경로탐색, 장애물 회피, 주행속도 제한, 차량 간 교통정보 교환 등 자율

주행 시스템 구축을 위한 GPS·통신, 제어시스템 등에 관한 연구 진행

라. 혁신기술 융 복합 제품개발 동향

□ 제조업 지능화, 빅-데이터 확산, 정보보안 강화 트렌드

◦ 캐나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제품개발은 인공지능(AI), 소프트에어 등 강점을

보유한 기술을 응용하여 제조업을 지능화하고 데이터 처리 분석 활용 기술을

산업 전반에 확산함과 동시에 정보보안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

◦ 가상현실(VR) 기술의 마케팅, 교육, 엔터테인먼트 응용 제품의 개발과 센서

기술을 고도화한 다양한 사물인터넷(IoT) 제품개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사물인터넷(IoT) 분야는 스마트휠체어 등 의료 보건 분야와 가정용 생활기기 등과

관련된 제품 개발에 주력하는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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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클라우드 플랫폼에 저장하고

빅-데이터 기술로 분석하여 제반 산업에 응용하는 서비스의 개발도 활발

◦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체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데이터 보안과 관련된

정보보안 소프트웨어 등 관련 제품의 개발도 활성화

* 전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랜섬웨어(Ransomware) 등 해킹의 예방과 대응을

통해 데이터 보안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노력 진행

□ 스타트업 창업 촉진 등 혁신기술 생태계 조성

◦ 혁신 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대한 정부의 정책 지원이 강화됨에 따라서 관련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스타트업이 증가하고 있음.

* 조세 감면, 보조금 지급 등 재정 지원과 더불어 인큐베이팅, 네트워킹 등 생태계

조성 등 정부 지원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용

◦ 혁신 기술 도입을 추진하는 주요 기업들도 관련 제품 개발을 현지 스타트업과

공동으로 추진하고나 위탁(Outsourcing) 움직임 확산

* 현지 산업계는 혁신 기술 개발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캐나다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협력에 적극적인 모습

◦ 대학 졸업생 등 고급 인력의 혁신기술 스타트업 유입도 증가하고 있으며 현지

정부에서도 이를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 정비

* 전문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 인력의 유입에도 적극적

◦ 한편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실업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고 있음.

* 정부 차원의 중 장기 인력 수급 대책마련과 혁신기술 전문인력 양성 비중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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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혁신기술 제품개발 대표사례>

구 분 주요 내용

제품명(혁신기술)

Brightmatter(로봇)

제품 특징

‣ 인간의 뇌를 지도처럼 제작하여 정확한 부위를 치료하는 뇌수술 로봇

‣ 뇌신경 3D 영상 데이터와 이미지를 이용해 기존의 CT, MRI 등보다

정밀하게 문제 부위를 집어냄

‣ 카메라가 부착된 로봇 팔로 뇌수술을 집행하여 의사의 손떨림 등으로

다른 신경부위를 건들일 수 있는 위험요소를 줄임

회사 소개

‣ 회사명: Synaptive Medical

‣ 설립연도: 2012년

‣ 소재지: Toronto, Ontario

‣ 특이사항: 동 제품은 국내외 대학 연구소 및 병원에 납품되고 있음

구 분 주요 내용

제품명(혁신기술)

Ludwig(로봇)

제품 특징

‣ 인공지능 기반의 치매 진단 로봇 ‘루드비히(Ludwig)’

‣ 영어와 프랑스어를 이해하는 루드비히는 치매 환자들과 대화를 통해

환자의 감정과 집중도, 기억력 등을 분석하여 현재 상태를 진단함

‣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캐나다 내 인공지능을 접목한 생명과학 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학교 소개

‣ 학교명: 토론토대학교(University of Toronto)

‣ 설립연도: 1827년

‣ 소재지: Toronto, Ontario

‣ 특이사항: 토론토 요양원에 시범운영 중이며 상용화는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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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요 내용

제품명(혁신기술)

DataBioniX(빅데이터, 데이터 처리, 인공지능)

제품 특징

‣ 인공지능 기반의 실시간 데이터 처리 자동화 플랫폼 제공

‣ 인공 신경망을 활용하여 필요한 데이터와 불필요한 데이터를 자동으로

구분하는 솔루션

‣ 필요한 데이터를 플랫폼에 저장하고, 연관성이 있는 일련의 데이터를

그룹으로 묶는 등 빅데이터 분석을 시행

회사 소개

‣ 회사명: Intellect Dynamics

‣ 설립연도: 2015년

‣ 소재지: Markham, Ontario

‣ 특이사항: IBM社의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졸업한 스타트업

구 분 주요 내용

제품명(혁신기술)

Tax Foresight(인공지능)

제품 특징

‣ 변호사와 판사에게 세금 분쟁 관련 해결방안을 제공하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 세금 분쟁 관련 기존 판례와 광범위한 법규를 빠르게 파악하여 재판부의

결정을 미리 예측할 수 있음

‣ 혁신기술을 통해 소비자는 변호사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변호사는

기존 판례를 빠르게 파악하여 전반적인 분쟁 횟수를 줄일 수 있음

회사 소개

‣ 회사명: Blue J Legal

‣ 설립연도: 2014년

‣ 소재지: Toronto, Ontario

‣ 특이사항: 토론토대학교 법학교수들이 설립한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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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요 내용

제품명(혁신기술)

Knockri(인공지능)

제품 특징

‣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고용주와 채용담당자가 기업 인재상에

부합하는 지원자를 빠르게 선별함

‣ 인터뷰 중 지원자의 표정과 행동, 말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지원자가

해당 직무에 적합한지 평가함

‣ 기업은 채용과정에 따른 비용과 소요시간 단축 가능

회사 소개

‣ 회사명: Knockri

‣ 설립연도: 2016년

‣ 소재지: Toronto, ON

‣ 특이사항: IBM社의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에 가입한 스타트업

구 분 주요 내용

제품명(혁신기술)

Banking Chatbot(인공지능)

제품 특징

‣ 은행의 창구업무를 24시간 대행해주는 로봇 ‘챗봇(Chatbot)’

‣ 챗봇은 자유로운 계좌이체는 물론 고객의 자금상황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주는 프라이빗 뱅커 역할을 수행

‣ 특이한 점은 페이스북, 라인, 인스타그램 등 주요 SNS 채팅창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

회사 소개

‣ 회사명: Finn.ai

‣ 설립연도: 2014년

‣ 소재지: Vancouver, British Columbia

‣ 특이사항: 정보보안 강화 이후 상용화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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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요 내용

제품명(혁신기술)

Autonomous(자율주행차)

제품 특징

‣ 캐나다 최초의 자율주행차로, 레이더, 초음파, 라이다(LiDAR), 시각

센서를 사용해 주행 경로를 계획함

‣ 악천후 등 다양한 기상조건의 공공 도로 주행 테스트 진행 중

‣ 현재는 운전자의 전방감시가 필요한 자율주행 2단계에 진입했으며,

연구팀은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5단계를 목표로 하고 있음

학교 소개

‣ 학교명: 워털루대학교(University of Waterloo)

‣ 설립연도: 1956년

‣ 소재지: Waterloo, Ontario

‣ 특이사항: 자율주행차에 대한 연구개발은 워털루대학교 산하 자율주행차

연구소(WatCAR)가 진행 중

구 분 주요 내용

제품명(혁신기술)

Liberty 360°(가상현실)

제품 특징

‣ 기업용 가상현실(VR) 콘텐츠를 제작해 가상 투어 서비스 제공

‣ 주요 대상은 호텔, 미술관, 박물관, 콘서트, 모델하우스 등 ‘체험형

홍보’가 필요한 고객사

‣ VR 기기를 착용한 고객들이 기업의 행사나 사무실에 있는 듯한 느낌을

체험할 수 있어서 차별화된 마케팅 효과 제고 가능

회사 소개

‣ 회사명: Liberty 360°

‣ 설립연도: 2016년

‣ 소재지: Toronto, Ont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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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요 내용

제품명(혁신기술)

HiNT(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제품 특징

‣ HiNT는 뇌졸중 등 중병의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머리띠를 맨 환자가

수면 중 뇌졸중이 발생하면 경보가 울려 환자가 깨어나는 기능

‣ 머리띠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담당 병원으로 전달되어 뇌졸중 전조

증상을 모니터링하고, 긴급사항을 가족과 병원에 전달

‣ 중장기적으로 환자의 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회사 소개

‣ 회사명: Healthcare Innovation in NeuroTechnology

‣ 설립연도: 2016년

‣ 소재지: Hamilton, Ontario

‣ 특이사항: 임상실험을 통해 안정성을 강화할 계획. 상용화는 2018년 예정

구 분 주요 내용

제품명(혁신기술)

Cubicon 3D Printers(3D 프린팅)

제품 특징

‣ 어린이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사용할 수 있는 교육용

3D 프린터

‣ 3D 프린터의 원리와 기술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장난감

등 입체적인 물건을 직접 출력하여 흥미를 돋구는 것이 목표

‣ 무소음, 무취의 출력물을 얼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며, 일반적으로

장난감을 출력하는데 걸리는 소요시간은 2∼6시간

회사 소개

‣ 회사명: InkSmith

‣ 설립연도: 2015년

‣ 소재지: Kitchener, Ontario

‣ 특이사항: 온타리오 주요 교육청에 납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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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요 내용

제품명(혁신기술)

Nanoleaf Aurora(사물인터넷)

제품 특징

‣ 스마트 홈의 일환인 LED 조명으로, 핸드폰 어플로 조명의 색과 밝기

등 소비자 취향대로 변경 가능

‣ 세모 모양의 패널은 탈부착이 가능해 원하는 모양과 크기대로 스타일링

할 수 있음

‣ 또한 음성인식 기능이 있어 원할 때마다 조명 색상을 바꿀 수 있으며,

조명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추듯이 움직임

회사 소개

‣ 회사명: Nanoleaf
‣ 설립연도: 2012년

‣ 소재지: Toronto, Ontario

‣ 특이사항: 현재 중국에 진출했고,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자금 조달

구 분 주요 내용

제품명(혁신기술)

Tecla(사물인터넷)

제품 특징

‣ Tecla는 뇌졸중 등으로 인해 상체 이동이 제한적인 장애인들이 손을

사용하지 않고 컴퓨터와 스마트홈 등을 사용할 수 있는 보조장치

‣ 발로 휠체어를 톡톡 치거나, 머리를 좌우로 움직이고, 안경을 올리는

등 원하는 동작을 미리 설정하여 컴퓨터나 스마트홈을 작동할 수 있음

‣ 보조장치는 블루투스로 8개의 기기까지 연동할 수 있고, 최대 48시간동안

배터리가 지속됨

‣ 동 장치는 장애인들의 독립성을 확대하고, 사생활 보호가 가능함

회사 소개

‣ 회사명: Tecla
‣ 설립연도: 2014

‣ 소재지: Toronto, Ontario

‣ 특이사항: 2017년 7월부터 판매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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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캐나다 스타트업 컨퍼런스 주요내용

◦ 2017년 5월 15일과 16일 양일 간 토론토에서 개최된 캐나다 최대의 스타트업

컨퍼런스(OCE Discovery)에 400개 이상의 업체가 참가해 혁신기술 홍보

*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전문가 강연과 토론 병행

◦ 지능형 로봇, 가상현실(VR) 응용제품, 사물인터넷(IoT) 제품, 무인 항공기 등이

주목을 받았으며 금융기관, 주요기업 등과 해당 스타트업 간 파트너십 논의

* 경기도 소재 IoT, VR 등 스타트업 10개사도 한국관을 구성하여 참가

<캐나다 스타트업 컨퍼런스 세미나 발표내용>

강연명 연사 주요 내용

혁신기술 개발동향

‣ Linamar Corporation
‣ Ericsson Canada
‣ Lockheed Martin
‣ OpenText

‣ 지능화, 자율화, 빅데이터 등이 제조업
생태계의 핵심기술로 부상

‣ 스마트 공장은 기존 생산 설비에 사물

구 분 주요 내용

제품명(혁신기술)

PetBot(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제품 특징

‣ PetBot은 스마트폰이나 태플릿 PC와 연결해 주인과 반려동물이

실시간으로 교감을 나누고, 훈련을 실행할 수 있는 기기

‣ PetBot은 반려동물의 울음소리를 인식하여 주인에게 사진을 보낼 수 있고,

주인은 음성메시지를 보내거나, 버튼을 눌러 먹이를 공급할 수 있음

‣ 2017년 1월부터 48개국에 동시다발적으로 제품 판매 시작

회사 소개

‣ 회사명: PetBot

‣ 설립연도: 2015년

‣ 소재지: Toronto, Ont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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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lisDon Corporation

인터넷과 인공지능, 로봇 기술을 융합해
유휴자원 절감

‣ 공장의 자율화는 에너지 절감은 물론
노동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장점이 있음

‣ 혁신기술과 더불어 공유경제 등 소비
트렌드 변화에 빠른 대응이 필요함

캐나다 온타리오 주

창업 생태계 동향

‣ Axonify Inc.
‣ Tulip Retail
‣ Top Hat

‣ 토론토, 워털루, 오타와 등 온타리오
남부에 스타트업 대거 소재

‣ 창업가들은 대학 내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 중

‣ 해외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인큐베이터
및 액셀러레이터가 다수 존재함

‣ 유망 스타트업들은 국내 및 해외기업들과
인수합병 추진

‣ 온타리오 창업가들은 투자자와 전문 인력
유입을 위해 미국 진출을 목표로 함

‣ 엔지니어 등의 연봉은 높은 편이라서
전문 인력이 대거 유입되고 있음

‣ 유럽, 아시아 등 해외진출은 경험이
부족한 스타트업에게는 위험 상존

인공지능 도입동향
‣ Creative Destruction Lab
‣ Vector Institute
‣ Next AI

‣ 캐나다는 인공지능 상용화보다는 R&D에
집중해 있는 양상이며, 특히 Vector
Institute는 캐나다 최초의 인공지능 전문
인력 육성기관

‣ 토론토와 몬트리올에서 활발한 연구
개발 진행 중

‣ 토론토대학교 Geoffrey Hinton 교수는
인공지능 딥러닝 개념을 창안해 ‘인공
지능의 대부’로 불림

‣ 힌튼 교수가 연구개발한 딥러닝 기술은
구글의 음성인식, 번역, 페이스북의 사진
인식 등에 활용되는 기술

‣ 인공지능 접목이 가능한 캐나다의 유망
산업은 생명과학, 자율주행차, 제조업 등

‣ 향후 해결해야할 과제는 인공신경망을
사용해 직관력과 분석력을 기르는 비지도
학습(Unsupervised learning)

‣ 인공지능만큼 중요한 기술은 빅데이터와
이를 분석할 수 있는 컴퓨터의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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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혁신기술 스타트업 인센티브

□ 정부지원 프로그램

◦ 연방정부가 기업의 첨단기술 연구개발(R&D) 활동에 대해서 부여하는 조세

감면 프로그램으로는 ‘Scientific Research and Experimental Development

Tax Incentive Program(SR&ED)’이 대표적

*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은 전체 R&D 비용 중 최대 35%(한도 C$ 300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감면 혜택 부여

◦ 연간 1만여 개 이상의 기업들이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향유하고 있으며 약

75%가 중소 중견 기업

* 해외에서 진행하는 연구개발(R&D)에 대해서도 최대 10%까지 법인세 감면

◦ 온타리오 주정부는 추가로 법인세를 최대 31.5% 감면하고 있으며 퀘벡 주는

30%,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는 10% 인센티브 각각 제공

◦ 이 외 연방정부는 ‘Industrial Research Assistance Program(IRAP)’을 통해서

정보통신(ICT), 항공우주, 생명과학 등 첨단 분야 중소 중견 기업에게 보조금과

컨설팅 지원

* 지원 대상은 상시 고용 500명 이하 기업의 기술 및 제품 개발 활동

◦ 한편 중소 중견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담당하는 국영은행인 ‘Business

Development Bank(BDC)’는 창업기업(Start-up)에게 최대 C$ 50만 사업자금

융자를 비롯해서 시장조사 및 창업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이 은행은 정보통신(ICT), 생명과학, 청정에너지 등 분야에 연간 약 100 건의 벤처

투자도 수행하고 있으며 민간 펀드에 참여하는 등 간접 방식 스타트업 지원 확대

◦ 스타트업 해외진출과 관련해서는 ‘Canadian Technology Accelerators(CTA)’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최대 6개월 간 무상으로 사무실 임차, 자문

(Mentoring), 인턴채용 등을 지원

* 대상 지역은 미국, 영국, 인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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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타리오 주정부는 스타트업 등 중소기업이 추진하는 혁신기술 개발 프로젝트

비용의 최대 40%를 저리 융자하는 ‘New Economy Stream’ 프로그램 운영

□ 민간투자 활성화 추세

◦ 정부의 직 간접 자금 지원이 증가하고 있지만 캐나다 스타트업 자금 조달은

주로 벤처캐피탈, 엔젤투자가 등 민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캐나다 벤처캐피탈협회(Canada Venture Capital Association)에 따르면 2016년

530여 건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진행되었는데 온타리오 주 200 건, 퀘벡 주

71 건,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 71건 등 3개 주에 집중

* 온타리오 주의 경우 토론토 인근 워털루 지역이 대표적인 스타트업 투자처이며,

이곳에 인큐베이터와 엑셀러레이터 등도 밀집되고 있음.

<캐나다 연방정부 공인 창업지원기관>

구 분 기업명
앤젤투자가 Angel One Network Inc.

Canadian International Angel Investors

First Angel Network Association

Golden Triangle Angel Network

Oak Mansion Investments Inc.

TenX Angel Investors Inc.

VANTEC Angel Network Inc.
벤처캐피탈 BDC Venture Capital

Blackberry Partners Fund ll LP

Celtic House Venture Partners Inc.

DRI Capital Inc.

Extreme Venture Partners LLP

Golden Opportunities Fund Inc.

iNovia Capital

Lumira Capital

New Brunswick Innovation Foundation Inc.

Pangaea Ventures Fund III, LP

PRIVEQ Capital Funds

Real Ventures



- 31 -

출처 : 캐나다 연방정부

Rho Canada Ventures

Summerhill Venture Partners Management Inc.

Tandem Expansion Fund

Top Renergy Inc.

Vanedge Capital Limited Partners Ltd.

Version One Ventures

Wellington Financial LP

Westcap Management. Ltd.

Yaletown Partners Inc.
인큐베이터 및

엑셀러레이터
Alacrity Foundation

Agrivalue Processing Business Incubator

Food Processing Development Centre

Bioenterprise Corporation

Canada Accelerator Co.

Communitech

The DMZ at Ryerson University
Empowered Startups Ltd.
Extreme Innovations Inc.

Genesis Centre
INcubes Inc.
Innovacorp

Innovate Calgary
Innovate Niagara
Invest Ottawa
Istuary Idea Labs
Planet Hatch
Launch Academy
LaunchPad PEI Inc.
NEXT Canada
FounderFuel

Ryerson Futures Inc.
Spark Centre
Spring Activator

Toronto Business Development Centre
Waterloo Accelerator Centre

York Entrepreneurship Develop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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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트업 비자(Start-up Visa)

◦ 2014년 캐나다 이민부(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는 정보

통신, 첨단기술 등 유망 업종에 종사하는 창업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 도모

* 캐나다는 2019년까지 182,000여개의 IT 관련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현재 전문 인력 부족으로 수요·공급의 불균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 스타트업 비자신청 자격요건

① 벤처캐피털, 엔젤 투자, 액셀러레이터 등 투자지원이 확정된 경우

② 신청자의 경영·소유권

③ 영어(또는 불어) 능력평가 : IELTS 5.0 이상

④ 최소 정착자금 : C$ 12,300(1인) ∼ C$ 32,550(7인)

◦ 스타트업 비자취득은 약 16개월이 소요되며 창업 아이디어만으로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각 신청서마다 창업자를 최대 5명까지

포함할 수 있음.

* 동 프로그램은 쿼터 제로 운영되며 매년 2,750 건으로 신청 건수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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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및 협력방안

□ 시사점

◦ 캐나다는 온타리오 주와 퀘벡 주를 중심으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자율

주행 등 3개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상용화에도 박차

* 1차 2차 3차 산업 전반에 걸쳐 4차 산업혁명이 진전되고 있으며 관련 기술 제품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 혁신기술 도입에 따라서 제조업 부문의 생산, 유통, 소비 밸류 체인의 가동 양식에

변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며, 서비스업의 경우 비즈니스 모델과 패러다임에 변화

* 對 캐나다 수출 진출 기업은 동 양상을 모니터링 하고 수요 변화 대응 필요

◦ 지역별 혁신기술 클러스터와 스타트업 생태계가 확장되고 있으며 대외개방을

통한 경쟁력 강화 정책기조가 유지되고 있음.

* 한-캐나다 클러스터 생태계 차원의 교류 협력 촉진 수요증가

◦ 해외 스타트업 투자지원 및 외국 전문인력 문호개방 등 진출여건 양호

* 비용 제도 측면에서 소프트웨어 기반 혁신기술 북미진출 교두보로서 입지여건 적합

□ 협력 방안

◦ 양국 혁신기술 스타트업간 기술 투자 파트너십 강화(진행)

* 유망분야(AI VR 정보보안) 국내 스타트업에 대한 맞춤형 진출지원(바우처 연계)

☞ 스타트업 캐나다 진출 맞춤형지원(안)

- 대상 : 인공지능, 빅-데이터, 가상현실, 정보보안 등 현지 유망분야 스타트업

- 지원 : 시장조사(1단계)→화상데모(2단계)→컨퍼런스(3단계)→인큐베이팅(4단계)

- 협업 : 온타리오혁신센터(Ontario Centres of Excellence)

◦ 온라인 혁신기술 쇼케이스 구축 및 운영(검토)

* 국내 외 4차산업 관련분야 스타트업 간 기술교류, 투자협력 등 매칭 강화

◦ 클러스터 차원의 교류 협력 증진 및 공동 프로그램 확대(제안)

*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 (온타리오주) Technology Triangle 파트너십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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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캐나다 정보통신(ICT) 산업개황

□ 시장 규모

◦ 2015년 기준 캐나다 ICT 시장은 국내총생산(GDP)의 C$ 713억을 기록하여

전체 GDP의 4.4% 차지

* ICT 시장은 크게 제조, 유통, 소프트웨어(서비스 포함) 및 통신서비스로 구성됨

* 캐나다 정부의 ICT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 육성정책, 민간투자 활성화 및 연구

개발(R&D) 허브 구축 등이 꾸준한 성장 동력으로 작용

◦ 2015년 소프트웨어 분야가 ICT 시장 국내총생산(GDP)의 42.3%를 차지

* 2011년 이후 통신서비스 및 제조 분야의 비중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소프트웨어 분야의 성장이 두드러짐

<캐나다 정보통신분야 생산(GDP) 추이>

(단위: C$ 십억)

출처 :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

◦ 같은 기간, 캐나다의 ICT 시장의 매출액은 C$ 1,722억으로 지난 5년

(’10~’15)간 연평균 3.7% 성장

* 특히, 소프트웨어 관련 매출액은 2015년 C$ 615억으로 집계되어 가장 크게 성장

했고, 뒤를 이어 통신서비스, ICT 유통, 제조 분야 순

* 지역별로는 온타리오 주, 퀘벡 주, 브리티쉬 컬럼비아 주, 앨버타 주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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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보통신분야 매출액 구조 및 추이>

(단위: C$ 십억)

출처 :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

□ 시장 구조

◦ 소프트웨어 개발 및 무선통신 등 서비스 부문이 제조(하드웨어) 부문보다

발달됨

*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사이버 보안 솔루션, 사물인터넷

(IoT) 등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소프트웨어 개발에 주력 중

* 한편, 캐나다에 진출한 제조업체들은 대부분 판매법인 또는 연구기관 등이 대부

분이며, 제조업은 높은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발달이 어려운 편

* 통신서비스는 Rogers, Bell, Telus 등 주요 3사가 전체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

하여 진입장벽이 매우 높은 편

◦ 자체 제조기반이 미약하여 수출보다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반면, 서비스 분야는

내수 시장에서 벗어나 서서히 수출을 확대하고 있음.

* 2015년 ICT 수출액은 C$ 22억 규모로 70.1%는 미국에 수출

* 주요 수출품은 컴퓨터 및 전자 부품, 통신설비기기 등

◦ 2015년 ICT 시장에 대한 R&D 투자 규모는 약 C$ 46억으로, 캐나다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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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민간투자의 약 29.8%를 차지

□ 정보통신(ICT) 클러스터

◦ 캐나다의 정보통신 산업은 밴쿠버, 캘거리, 토론토, 몬트리올 등 대도시에

집중

* 밴쿠버는 디지털 미디어, 컴퓨터 디자인, 데이터 프로세싱 및 반도체 분야의 연구

개발이 두드러지며, 캘거리는 컴퓨터 디자인, 지리정보학 등이 집중됨

* 온타리오 주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 디지털·모바일 미디어, 무선정보통신

등이며, 퀘벡 주는 컴퓨터 디자인, 디지털 미디어, ICT 제조업 등을 개발 중

◦ 토론토 외곽 워털루, 북부의 오타와 등 온타리오 주에 다수의 기업들과 연구

기관들이 밀집되어 있음

* 참고로, 온타리오 주는 캐나다 국내총생산(GDP)의 약 38%를 차지해 캐나다 경제를

견인하는 주요 지역(州) 중 하나

◦ 캐나다 내 약 37,400여개의 관련 업체가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영세, 신규 창업이 주류를 이룸

* ICT 관련 종사자는 약 58.5만 명으로 이중 62.0%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에 종사

하고 있으며, 통신서비스(22.4%), 유통(9.5%), 제조(6.1%) 분야 순

* 종업원 수가 10인 이하의 소규모 스타트업·벤처 기업이 전체 업체 수의 85.8%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100인 이상의 중견·대기업은 1.5%에 불과

◦ 캐나다에 소재한 글로벌 기업은 아마존, 블랙베리, 시스코, 페이스북, IBM,

Microsoft 등

<캐나다 주요 정보통신(ICT) 기업>

연 번 기업명 소재지 분야
1 20-20 Technologies Laval, QC 컴퓨터 시스템 설계
2 3M Company London, ON 반도체, 통신기기 제조
3 Accenture Mississauga, ON IT 기술 컨설팅
4 Agfa HealthCare Waterloo, ON 의료 산업 소프트웨어
5 Amazon.com Toronto, ON 전자상거래
6 Autodesk Toronto, ON 클라우드
7 BlackBerry Waterloo, ON 무선통신기기, 정보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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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캐나다 투자청(Invest in Canada)

8 BridgeWays Toronto, ON 리스크 관리 솔루션
9 CGI Group Montreal, QC 시스템 통합 및 컨설팅
10 Cisco Systems Toronto, ON 통신 및 네트워크 솔루션
11 Constellation Software Toronto, ON 소프트웨어 솔루션
12 Computer Modeling Group Calgary, AB 에너지산업 관련 소프트웨어
13 Corel Corporation Ottawa, ON 소프트웨어 솔루션
14 Coveo Solutions Québec, QC 소프트웨어 솔루션
15 DOSarrest Internet Security Richmond, BC 클라우드 기반 정보보안
16 BeyondTrust Halifax, NS 정보보안
17 Facebook Toronto, ON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18 Foster Moor Toronto, ON 기업용 소프트웨어
19 Fujitsu Canada Toronto, ON 소프트웨어 솔루션
20 Google Canada Kitchener, ON 어플 개발, 네트워크 보안
21 Hootsuite Media Vancouver, BC 소셜 미디어 마케팅
22 HP Enterprise Services Mississauga, ON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23 IBM Markham, ON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24 Intel Corporation Vancouver, BC 반도체 집적회로
25 LGS Group Consulting Montréal, QC 리스크 관리
26 Microsoft Mississauga, ON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28 Mitel Networks Kanata, ON 통신 솔루션
29 MphasiS Wyde Mississauga, ON 소프트웨어 플랫폼
30 OpenText Kingston, ON 기업용 소프트웨어
31 Oracle Markham, ON 컴퓨터 부품 및 소프트웨어
32 Q1 Labs Saint John, NB 정보보안
33 QNX Software Systems Ottawa, ON 어플 및 소프트웨어
34 Radialpoint SafeCare Montréal, QC 정보보안
35 Salesforce.com Toronto, ON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36 Shopify Ottawa, ON 전자상거래 서비스
37 Samsung Electronics Co. Mississauga, ON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38 SAP AG Toronto, ON 빅데이터 관리
39 Thales Group Toronto, ON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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