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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케어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융합하여 개인 의료정보 활용 혁신 中

ㅇ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통화의 기반기술로만 여겨졌던 블록체인이 금융산업을 

넘어 헬스케어분야 혁신적 대안 기술로 부각

ㅇ 헬스케어분야가 직면한 어려운 문제는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통합·공유의 공존

- 기존의 의료정보는 3가지 모델로 운영되었으나 환자의 의료정보 통합 및 공유에는 미흡
< 의료정보 활용 모델 >

구분 세부 내용

Push 방식
• 의료정보를 한 공급자에게서 또 다른 공급자에게 보내는 개념으로 응급실 
  의사와 주치의사이에 암호화된 전송에 이용
• 두 주체간의 전송으로 다른 주체는 거래에 접근하지 못함

Pull 방식
• 한 공급자가 또 다른 공급자에게 정보를 요청하는 개념으로 심장병 전문의가 
  기존 담당 주치의에게 정보를 요청하는 유형

View 방식
• 한 공급자가 또 다른 공급자의 기록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개념으로 수술실의 
  담당의가 응급의료센터에서 찍은 사진을 보는 유형

- 이에 따라, 블록체인을 통해 데이터의 보관, 처리, 가공 등 새로운 방안 모색 중

ㅇ 최근 병원, 약국, 보험사 등에 분산되어 있는 개인의료 정보를 블록체인을 통해 통합

하려는 연구를 글로벌 기업 등에서 추진 중

- 이는 개인의 의료정보 통제 권한이 기관에서 환자로 이동

< 헬스케어분야 블록체인 융합 사례 > 

주체 대상 세부 내용
IBM과 
美FDA
(‘17.01)

EMR, 임상실험, 
게놈 데이터, 

헬스케어디바이스

• IBM 왓슨과 FDA는 환자데이터의 안전한 공유를 위해 블록
체인 적용 공동 연구

• 종양학 적용을 통해 데이터 교환의 책무성과 투명성의 정립 추진

구글(딥
마인드헬스)과 

英NHS
(‘17.03)

환자정보

• 구글의 딥마인드 헬스는 영국의 병원 및 NHS(국가보건의료
서비스)와 연계하여 환자 정보를 실시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에 
블록체인 적용 추진

• 데이터 공유를 위해서는 환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데이터의 
안정성, 보안 등을 위해 적용

美버클리와 
비트마크
(‘17.06)

공중 건강, 
의료 정보

• 버클리와 비트마크는 개인의 공중 건강 증진을 위해 자신의 
  데이터를 기증할 수 있는 방안 연구
• 개인의 건강정보(걸음수, 칼로리 소모량, 수면 주기 등)를 기부 
  받아 연구에 활용, 이런 정보 활용에 블록체인 기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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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우리나라는 망자의 의료기록에 블록체인을 적용하자는 제안은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적용 계획은 미흡

    * KT : 의료정보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우선 망자의 의료기록을 통해 파일럿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안정성 입증 후 일반인으로 확대 적용 제안

■■■ 블록체인의 기술적인 구조 ■■■

□ (개념) 블록체인은 P2P 네트워크에서 일정 시간마다 새로운 거래내역을 담은 신규 블록

(block)이 형성되어 기존 블록에 계속 연결(chain)되는 데이터베이스 구조

o 새로 형성된 블록의 거래정보는 직전 블록의 해시(Hash) 값을 포함하고 있으며 직전 

블록은 다시 그 이전 블록의 해시 값을 포함

o 작업증명(Proof of Work)을 도입하여 네트워크에 대한 공격을 예방하고 거래 위변조 

시도를 방지하는 암호 알고리즘으로 구현

< 블록체인상의 거래 기록 및 확장 메커니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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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로보 어드바이저 기반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 출시 본격화

ㅇ IT, 인공지능 등 기술발전에 힘입어 로보 어드바이저(Robo Advisor, RA) 자산

관리서비스가 빠르게 성장* 중

 * (미) $157억(`14.6) →$190억(`14.12) →$210억(`15.6) →$867억(`17, 예상), MyPrivateBanking

ㅇ 미국은 이미 ‘08년부터 본격 서비스되어 대형 금융투자회사들의 진입 증가 및 

다양한 서비스 출시

< 美 주요 로보 어드바이저 서비스 비교 >

회사 Vanguard Charles Schwab Betterment Wealthfront

서비스명

Vanguard
Personal
Advisor
Services

Schwab
Intelligent
Portfolios

Schwab
Intelligent
Advisory

Betterment
Digital -

주요 

투자대상
뱅가드 

인덱스펀드 ETF ETF ETF ETF

관리자산 520억달러
(57.8조원)

123억달러
(13.7조원) n.a. 74억달러

(8.2조원)
51억달러
(5.7조원)

최소가입금액 5만달러 5천달러 2만5천달러 없음 5백달러

보수율 0.3% 없음 0.28% 0.25% 0~0.25%

출시시기 ‘15.5월 ‘15.3월 '16.12월 ’08년 ’08년

 * 출처 : Business Insider('17.1.3), InvestmentNews('17.2.8), 각사 홈페이지

ㅇ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자문업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로보 어드바이저(RA)의

자문·일임업무 수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16.11)

<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

구분 세부 내용

RA 
허용업무

• 투자자 보호 요건을 갖춘 로보 어드바이저(RA)에 한해 투자자문 및 일임
재산 운용을 허용

투자자 
보호요건

① 로보 어드바이저가 직접 투자자 성향 분석 실시
② 투자 조언의 내용이 하나의 종목 또는 자산에 집중되지 않을 것
③ 분기별 1회 이상 투자자 재산 분석 후 리밸런싱 할 것
④ 해킹, 재해에 대한 예방 및 재발방지, 복구체계 갖출 것
⑤ 로보 어드바이저의 운영ㆍ보수를 책임질 전문 인력 1인을 갖출 것
⑥ 로보 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를 거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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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다만, 로보 어드바이저에 적합한 규율체계가 완비되지 못하여 로보 어드바이저의 

신뢰성 및 안정성 등에 대한 시장의 우려 제기

- 이에, 금융위는「서비스경제 발전전략」등을 통해 로보 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규제개선을 추진

    * 코스콤에서 수행하며, 분산투자, 투자자성향 분석, 해킹방지체계 등 투자자문ㆍ일임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율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

ㅇ 올해 5월 로보 어드바이저 1차 테스트에 28개 알고리즘이 최종 통과함에 따라 관련 

금융투자 상품 출시 가능

- 총 34개 업체가 신청한 42개 알고리즘 중 23개 업체의 28개 알고리즘이 테스트를 

최종 통과

ㅇ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이 국내 로보 어드바이저가 국내 금융시장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투자자 보호 정책과 로보 어드바이저의 신뢰성 제고 노력 필요

■■■ 로보 어드바이저의 개념 및 현황 ■■■

□ (개념) 알고리즘, 빅데이터 분석 등에 기반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동적으로 
포트폴리오 자문 · 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상의 자산관리서비스

□ (주요 특징)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한 자동화된 알고리즘과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자산관리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고

  ① 전통적인 자산관리서비스에 비해 낮은 수수료와 최소가입금액으로 일반 국민도 
큰 부담 없이 자문ㆍ일임서비스 이용 가능

  ② 온라인ㆍ모바일 기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서비스 이용이 가능  

  ③ 투자자 성향 분석 및 포트폴리오 산출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포트폴리오 
자문ㆍ일임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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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로 더 정확해진 번역서비스, 영어공부 필요할까?

ㅇ 구글이 신경망 기계 번역(GNMT・Google Neural Machine Translation) 기술을 도입해 

한국어-영어 번역 품질을 대폭 개선한 결과 이용량이 두 달 만에 50％ 증가

- 신경망 번역은 인공지능(AI) 기반의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적용한 기술로 문장을 

통째로 번역해 맥락까지 이해하며, 이용자가 늘수록 번역 실력도 향상

- 최근 구글 번역기는 매일 10억 개 이상의 문장, 1천400억 개 이상의 단어를 번역

하고 103개 언어를 지원해 전체 온라인 사용 인구의 99％를 커버

- 실 사용자수는 5억 명에 달하고 한영 서비스의 경우 안드로이드상 트래픽이 지난 

2개월 동안 50% 증가

ㅇ 네이버 통번역 앱 파파고가 시범서비스 4개월 만에 다운로드 수 100만 건을 넘기고 

곧 정식서비스 출시 예정

- 기존 통계기반 번역(SMT)이 구 단위로 쪼개 번역하는 것과 달리 문장을 통째로 

번역하고 AI가 전체 문맥을 파악한 뒤 문장 안에서 단어, 순서, 의미, 문맥을 고려해 

정확도 향상

■■■ 구글 번역 메커니즘 ■■■

• 기존 구글 번역시스템이 파란색 동그라미 부분만 있었다면, 빨간색과 연두색 동그라미가  

추가되어 동그라미가 하나의 뉴런이며 신경망이 촘촘해질수록 더 정교한 번역 가능

* 출처 : H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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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네이버 키보드 앱에 파파고를 결합하여 키보드 위에서 바로 파파고에서

제공하고 있는 언어를 선택하고, 문장을 입력하면 선택한 언어에 맞게 즉시 번역 

되며 채팅방에 바로 전송이 가능

< 번역 서비스 현황 >

개발사 구글 네이버 한글과컴퓨터·ETRI

서비스

출시일 2006년 2012년 2012년
NMT적용 2016년 11월 2016년 8월 2017년 2월

번역언어
• 영어, 중국어, 독일어 

등 103개
•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4개

•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등 29개

ㅇ 올해 2월 인간 번역사와 인공지능 번역기간 번역 대결에서 인간 번역사가 60점 

만점에 49점을 받아 우승 했지만, “구글 번역 놀랍다”평가

- 구글, 네이버, 시스트란*이 참여한 한국어-영어, 영어-한국어 번역 대결에서 

구글 28점, 네이버 17점, 시스트란 15점 획득

 * 시스트란 : 비즈니스 전문 번역 솔루션

ㅇ 번역서비스는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성능이 개선되는 구조로 지속적인 기계학습을 

통해 수년 내에 번역사 수준의 정확도 예상

ㅇ 그러면 인공지능 번역 기술 덕분에 우리는 더 이상 영어공부를 하지 않는 시대를 

맞이할까?

- 단순히 정보 전달만을 위한 번역은 가능하나, 언어 안에 내포된 문화와 사상,

뉘앙스, 유머 등 다양한 인간 지능 전달은 어려움

ㅇ 구글의 음성인식 총괄 연구원인 슈스터는 “인간이 언어를 학습하면 언어 이상의 

것을 배울 수 있다. 다른 분야를 학습할 때 도움이 되고 책도 많이 읽을 수 있다”

며 “기계 번역이 완벽해지려면 아직 멀었고, 인류는 미래에도 계속 언어를 학습

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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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 교통 분야

□ 자율주행차를 위한 스마트 자율협력주행 도로시스템(C-ARS*) 시범적용

   * C-ARS : Cooperative-Automated driving Roadway System

ㅇ 현재 자율주행차에 장착된 첨단 센서 인식 범위는 200m 안팎이며 그 이상 거리에 
대한 예측은 어려운 상태로 갑작스런 상황에 즉각 대처하기 어려움

ㅇ 한국도로공사는 경부고속도로(서울TG-신갈JC-마성IC) 등 14km 구간에 ‘스마트 자율
협력주행 도로시스템(이하 스마트도로)’ 시범 적용

- 도로에 설치된 검지기가 레이더를 이용해 도로 위 자동차의 속도ㆍ위치 및  장애물
여부 등을 측정하는 등 도로 상황을 교통센터에 실시간 전송

- 특정 지역에 고정된 GPS 장치를 통해 교통센터에 전송하고 차량에 장착된 GPS
신호와 대조 및 보완하여 오차범위가 최소화된 정확한 위치를 안내

- 검지기를 통해 수집된 교통 및 위치정보 등을 활용하여 동적 정밀 지도를 실시간 
생성하고 1km 간격으로 설치된 기지국을 통해 자율주행차에 제공

ㅇ 스마트도로 시범적용을 통해 고속도로 내 2차 사고를 예방하는 등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이동성 또한 제고될 것으로 전망됨

■■■ 스마트 자율협력주행 도로시스템 ■■■

* 출처 : 조선비즈,「자율車의 눈·귀 '스마트 도로'… 레이저·GPS로 1㎞ 앞 훤히 본다」(20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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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도시건설청, ‘첨단 스마트시티’ 구축 위한 2단계 2차 사업 추진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세종시 행정
중심복합도시에 스마트시티 2단계 2차 사업(인프라구축) 본격 착수

ㅇ `11년 추진한 도시통합정보센터 구축사업을 포함하여 생활과 밀접한 교통, 방범 등
다양한 서비스를 `30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

<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경과 >

구분 추진기간 예산

도시통합정보센터 2011∼2012년 68억원
스마트시티 1단계 1차 2011∼2013년 226억원
스마트시티 1단계 2차 2011∼2017년 168억원
스마트시티 2단계 1차 2014∼2017년 87억원
스마트시티 2단계 2차 2017∼2019년 90억원

ㅇ 다목적 방범 CCTV, 수배차량 인식 시스템, 무인 산불 감시 시스템, 돌발 상황 대응 
CCTV, 교통 신호제어 및 정보 수집, 버스정보 제공 시스템 등이 포함됨

ㅇ 약 90억원의 예산으로 ̀19년까지 2단계 2차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며, LH는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전담부서(스마트시티추진단, 스마트도시개발처) 신설

■■■ 미래 첨단 스마트시티 구축 개념 ■■■

* 출처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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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6 스마트홈 분야

□ 스마트홈 통합관리를 위한 ‘Synthetic Sensor’ 개발

ㅇ 미국 카네기멜론 대학교 크리스 해리슨 교수와 제라드 라풋, 장양 연구원은  ̀17.5월 
CHI 2017에서 스마트홈을 위한 통합형 ‘Synthetic Sensor‘ 개발 발표

ㅇ 소리 인식을 기반으로 물소리에 따라 물 사용량 모니터링, 페이퍼 타월 등 생필품 
사용량 측정 등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까지 관리 가능

- 소리 인식을 기반으로 운용됨에 따라 보안 등 영상 인식 기반 장치를 대체하여 
사생활 노출의 위험이 적으며, 유아 관리 등 다양한 분야 활용 가능

ㅇ 스마트 스피커 등 음성인식 및 출력장치와 결합할 경우 사용자 맞춤형 정보 제공,
가정 내 전자제품 및 환경 제어 등 개인 비서의 역할 수행 가능

- 내장된 다양한 센서를 통해 사용자의 활동을 모니터링, 데이터를 수집하고, 머신
러닝을 통해 생활 패턴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제공 가능

ㅇ ICT융합 제품이 아니어도 통합형 센서를 통해 스마트홈 구축이 가능하여, 상대적 
저렴한 비용으로 스마트홈의 대중화ㆍ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Synthetic Sensor 주요특징 ■■■

ㆍ 각각의 제품 및 장비에 개별센서를 부착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센서 한 개를 콘센트에 연결
하여 범위 내(방 1개) 모든 사물을 관리하고 머신러닝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 분석

ㆍ 기존 상용화된 스마트홈용 다목적 센서는 온도ㆍ동작ㆍ위치 센서만 통합된 수준이나, 개발된 
‘Synthetic Sensor’는 12개 센서가 통합되어 정확도가 높음

   * 전파간섭, 전자기 소음, 자기, 동작, 광색, 조명, 공기압, 습도, 비접촉 온도, 주변온도, 소리, 진동 등

* 출처 : Human Computer Interaction Institute, Synthetic Sensors Project Presented at CHI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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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상품과 IT 기술이 만나면? ···· 신개념 스마트 여행 서비스 구현

ㅇ 스마트 디바이스의 확산, ICT의 발전으로 예약, 고객경험, 관광 상품 개발 등  

관광산업에서도 융합 기술의 도입 및 진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음 

- 특히, 호텔·크루즈와 같은 숙박시설의 경우, 센서 기반의 자동화 시스템, 스마트 키,

스마트 결제 등 ICT를 활용해 고객에게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추세

ㅇ 미국의 세계 최대의 크루즈 운영사 카니발코퍼레이션에서 IT기술을 접목한 개인 

맞춤형 크루즈 서비스인 ‘오션* 메달리언’ 공개하여 화제

  * 오션(OCEAN : One Cruise Experience Access Network)은 한 번의 크루즈 여행으로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경험을 선사한다는 뜻 

- IC칩과 안테나로 구성된 오션 메달리언은 크루즈여행 상품을 선택하면   

탑승 전에 집으로 배달되어 개인 신상 정보 및 결제 정보를 입력, 승선한 후

별도의 지갑이나 신분증을 제시할 필요가 없음

■■■ 스마트 크루즈 주요특징 ■■■

*  크루즈 선박 내부에 약 7천개의 센서와 650개의 리더기가 설치되어 실시간으로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승선고객에게 서비스 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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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크루즈에 승선하는 순간 여행객의 관련데이터가 선원들의 태블릿으로 전송되어 

자동으로 본인 확인절차가 진행되고 객실 문 자동개폐, 쇼핑·음식 주문 등 대금 

결제, 카지노 칩 구매 등 모든 것이 메달리언 하나로 해결

- 그 외에 고객 아바타 만들기, 고객의 스테이크 굽기 정도 자동인식, 앱 통해 칵테일

주문하면 고객 자리를 파악하여 서빙해주는 등 승선고객에게 최고의 경험 선사

- 고객의 편의성 뿐 아니라, 메달리언을 통해 위치인식도 가능하여 승무원들은

승객 승선 여부 및 승객의 객실 등 위치파악으로 승객 관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에너지 절감 가능 

ㅇ 또한, 한 번의 탑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추후에 카니발 코퍼레이션의 다른  

크루즈를 이용할 때에도 여행 정보가 연계되어 서로 다른 취향을 가진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능 

ㅇ 위 사례와 같이 국내에서도 제주도, 인천 등 크루즈 관광 산업에 첨단 IT기술을 접목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및 외국인 관광객 다각화에 활용 필요

■■■ 스마트 크루즈 여행 서비스 ■■■

< 승선 시 자동체크인 > < 객실문 자동 개폐 >

< 여행정보 및 위치정보 파악 > < 음식 주문 및 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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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벤처 투자, 애그리테크(AgriTech)에 주목하다

ㅇ 최근 3년간(´14~´16년) 애그리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글로벌 벤처 투자는 102억달러로

이전 3년간(´11~´13년) 투자된 19억달러 대비 약 5.4배 증가

   * 애그리테크(Agritech) : ‘농업’(Agriculture)과 ‘기술’(Technology)이 융합된 개념

< 애그리테크 분야 글로벌 벤처 투자 추이 및 분야 >

< 애그리테크 글로벌 벤처 투자 추이 (단위 : 십억달러) > < 애그리테크 주요 투자분야 >

 * 자료 : Agtech Investing Report 2016 재편집, Agfunder 

- 주요 투자분야는 식품 전자상거래, 농업생명공학, 농장관리 SW·센서 순으로 전체 

벤처 투자의 73%를 차지 

- 미국을 중심으로 활발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으나 지난해에는 중국(10건, 427백만달러),
인도(53건, 313백만달러), 일본(4건, 8.9백만달러) 등 아시아 시장에서도 투자 본격화

< 아시아 지역 애그리테크 주요 투자 현황 (2016년) >

국가 기업명 분야 투자액 (백만달러)

Yiguo.com 식품 전자상거래 $200

Bigbasket.com 식품 전자상거래 $150

MissFresh e-commerce 식품 전자상거래 $36

FreshMenu 식품 전자상거래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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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애그리테크에 대한 투자가 급격하게 증가된 배경은 빅데이터, 로봇,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등 ICT 기술의 발전에 기인

- 가트너 하이프 사이클(´14~´16년)에 따르면 관련 기술들이 2단계(기술기대 충만단계,

Peeak of Inflated Expectation) ~ 4단계(확산단계, Slope of Enlightenment)에 위치

- 미국 내에서도 혁신적인 ICT벤처기업이 많은 캘리포니아州에서 투자가 활발

    * 캘리포니아(726백만달러), 뉴욕(324백만달러), 매사추세츠(315백만달러) 順  

ㅇ 미국, 유럽 등 농업 선진국에서는 생산-유통-가공-소비 등 각 가치사슬마다 ICT융합과

투자가 활발하지만 국내는 아직 애그리테크에 대한 기반이 미약

- 농업을 낙후 산업으로 낮춰보는 인식, 기업의 농업분야 진출에 대한 농업인들의

반감(동부팜한농, LG CNS 사례), 벤처 투자 생태계 및 M&A 시장 미활성화, 핵심기술

개발의 부재, 특정 분야(바이오벤처 등)에 대한 투자 편중, 단기 수익 위주의 프로젝트

투자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을 수 있음

- 최근 ‘만나CEA’를 비롯해 농·축산업 분야에 스타트업이 등장하고 있지만 식품

전자상거래, 관개, 농업용 드론 및 로봇 등 유망 분야에 대한 벤처 투자와 농업벤처·
스타트업의 발굴·지원 필요

< 국내 주요 농·축산업 관련 스타트업 >

기업명 사업 분야

만나CEA 수경재배에 센서, 빅데이터 등 ICT를 접목하여 재배 효율 개선

농사펀드 농부에게 투자하고 배당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받는 펀딩

미트박스 축산농가와 소비자를 앱을 통해 직접 연결하는 육류 직거래 서비스

팜패스 농장 경영지원 SW ‘애그리시스’로 출하량 관리

참고문헌
[1] 삼정KPMG 경제연구원,「스마트팜이 이끌 미래 농업」(2016.10.)
[2] 이코노미리뷰,‘농업과 ICT 만남, 차원 다른 농업 세상이 열린다’(2017.05.03.)
[3] 한국경제,‘스타트업 만난 장미농장, 2년새 27배 장밋빛 성장’(2017.06.13.)
[4] AgFunder,「Agtech Investing Report YEAR IN REVIEW 2016」(2017.01.31.)
[5] KBA Europe 브뤼셀지부,「유럽의 Agtech(농업과 ICT융합) 현황 및 전망」(2017.04.07.)
[6] the bell,‘어그테크, 실리콘밸리 들썩... 한국 걸음마’(201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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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9 에너지 분야

□ 4차 산업혁명 시대, 전봇대의 놀라운 변신

ㅇ 아마존, 전봇대를 드론의 중간기착지(도킹 스테이션)로 사용하는 특허 등록*(´16. 7월)

   * 美특허 9,387,928건 ‘Multi-use UAV docking station systems and method’ 

< 아마존의 다목적 드론 도킹 스테이션 특허 >

< 도킹 스테이션에서 배터리 충전 > < 중앙컨트롤시스템을 통한 드론과의 통신 >

- 전봇대, 가로등과 같은 수직 구조물 등을 기상악화, 재충전 및 재급유, 화물 수집처,

내비게이션 시스템 재설정, 추가 지시를 기다리는 곳으로 활용

- 드론의 중간기착지 용도 외에 도시의 공원, 빌딩 및 다른 공공지역에서 큰 인프라 

부담 없이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 가능

ㅇ 올해 초, AT&T는 전봇대를 통해 고속 인터넷을 제공하는 프로젝트 AirGig 솔루션

계획을 발표

- 기존 전봇대에 AT&T연구소에서 개발한 작고 저렴한 플라스틱 안테나를 설치하면 

전봇대에서 나오는 자기장이 인터넷 신호를 확대하여 송신함

- 인터넷 속도는 6GB/s로 세계 어느 지역에 있더라도 같은 속도로 인터넷을 사용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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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도국에 해당 기술을 보급한다면 인터넷 기반시설 구축 비용절감 및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AT&T는 미국과 미국 외 지역에 현장 테스트를 한 후, 올해 9월~12월경에 상업용

으로 확산 예정

ㅇ 국내에서는 한국전력이 전국의 전봇대를 활용한 드론 길 구축, 전봇대 등 전력설비와

ICT융합을 통한 에너지 인터넷망 전환 등 신사업을 육성 방안 고려

- 지난해 11월, 한국전력은 전라남도와 ‘전력ICT와 드론을 융합한 산업육성 협약’을 

체결하면서 전국 890만개 전봇대의 방대한 설비 좌표를 활용하여 드론 비행항로를

제공하는 드론 길 구축 발표

- 또한 한국전력은 전봇대와 같은 전력설비에 스마트 센서를 부착해 전력설비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를 전달하는 에너지 인터넷망으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발생되는

전력 빅데이터를 거래하는 ‘전력 데이터 마켓’ 구축도 향후 신산업으로 고려 중 

    * 한국전력이 보유한 전력 빅데이터는 3조 6000억개 수준

참고문헌
[1] 글로벌이코노믹,‘아마존, 가로등·전봇대를 드론 중간기착지로... 특허확보’(2016.07.21.)
[2] 아이티클,‘AT&T, 전봇대를 통해 고속 인터넷 AirGig 제공할 계획’(2017.02.01.)
[3] 조선비즈,‘조환익 대한전기협회장, 전봇대 900만개서 정보 수집... 인공지능이 발전소 가동’(2017.06.02.)
[4] 한국전력 보도자료,‘한전, 전력ICT와 드론을 융합한 신산업 육성’(2016.11.14.)
[5] USPTO Patent Full-Text and Image Database,‘Multi-use UAV docking station systems and methods’(2016.07.12.)

 < AT&T에서 개발한 AirGig용 안테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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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0 전통산업 분야

□ 수제화·봉제·자동차수리에 IT를 더해 전통산업 융복합 시도 

ㅇ 쇠락한 공장지대였던 서울 성수동에서 최근 수제화, 봉제산업, 자동차 수리 등  

전통산업과 IT기술, 벤처 등 첨단산업의 융복합이 시도 되고 있음 

- 서울시 도시재생 시범사업지구로 성수동 주변이 선정돼 4년간 100억 원이 지원

되어 IT와 핸드메이드 제품 등을 특화시켜 도심재생에 집중

- 인쇄공장·봉제공장·물류창고·자동차정비소 등이 곳곳에 포진해 있는 성수역 주변 

골목에 ‘성수IT산업개발진흥지구’와 맞물려 지식산업센터 10여 곳에 IT기업들이 

입주하면서 2~30대 신규인력이 대거 유입되면서 도시에 젊은 바람이 불고 있음 

ㅇ 성수동 전통산업과 IT 융합의 대표사례로, 수제화 산업에 IT를 결합하여 찾아가는 

맞춤 수제화 서비스를 런칭한 맨솔(Mansole)이 있음

- 처음에는 소비자가 직접 구두를 디자인하여 주문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런칭해 

구두사업에 진출 

- 그러나, 유명 제화 브랜드가 성수동 제화 공장을 장악하여 납품단가를 떨어뜨려 하청 

공장으로 전락하는 국내 구두산업 생태계를 목격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 ‘온라인 주문’ 방식을 통해 중간유통 마진을 과감히 없애고 구두 장인과 상생*

하는 사업모델 추진 

     * 30만원 구두의 경우, 약 15만원이 유통마진임(35%가 백화점, 10~15%가 매니저 몫) 

ㅇ 뛰어난 제조 기술을 지닌 국내 전통산업 제조 장인들의 오랜 노하우와 IT 기술을 

접목시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ㅇ 가격 경쟁력을 높여 그동안 소외되었던 전통 장인들의 신규 수익창출이 가능하도록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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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화장인과 IT의 만남 ■■■

* 구두 장인의 경우, 기존 백화점과 거래할 때보다 약 6배 이상 이익 창출 가능 

< 성수동 제화 장인 >  < 맞춤 수제화 스타트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