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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관련
SW 기업의
R&D 동향
최근 자동차 제조사의 SW 신기술 적용이 가속화

미국 시장 조사 기관인 Allied Market Research1)는 전

되고 있다. 미래의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세계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이 2019년 54.23억 달러(한화 약

순위

2017년

2018년

2019년

자율주행자동차는 차량의 센서 및 전자 장치가 지

6조 6천억 원)에서 연평균 성장률 39.5%로 성장하여 2026

1

Ford

GM

Waymo

능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점차 SW의 역할이 커

년에는 시장 규모가 556.67억 달러(한화 약 67조 5천억 원)에

지고 있다.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 자율주행 자동차 경쟁력 비교 (상위 10위 비교) >

2

GM

Waymo

GM Cruise

3

Renault-Nissan

Daimler-Bosch

Ford Autonomous Vehicles

4

Daimler

Ford

Aptiv

5

Volkswagen Group

Volkswagen Group

Intel-Mobileye

6

BMW

BMW-Intel-FCA

Volkswagen Group

7

Waymo

Aptiv

Daimler-Bosch

에서 SW 기업의 위상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8

Volvo-Autoliv-Zenuity

Renault-Nissan Alliance

Baidu

네비건트 리서치(Navigant Research)가 시장 진출 전략, 비

9

Delphi

Volvo-Autoliv-Ericsson-Zenuity

Toyota

10

Hyundai Motor Group

PSA

Renault-Nissan-Mitsubishi Alliance

이와 같이 높은 시장성이 예상되는 자율주행자동차 분야

전 등 10가지의 기준2)을 토대로 매년 발간하는 자율주행 시스
템 경쟁력 조사 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다. 지난 3년간의 경쟁
력 순위를 비교해 본 결과, 2017년 기준으로 10위권 내 SW
기업이 1개이나, 2018년에는 자동차 업체와의 연합한 인텔을
포함하여 2개, 2019년은 총 3개의 SW 기업이 상위 10위 안
에 포함되었으며, 그 순위 역시 점차 상위권으로 이동하고 있
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2019년에는 웨이모(Waymo)가 전
통적인 자동차 회사들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였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기술공학연구실

서영희 선임연구원

1) Autonomous Vehicle Market, Allied Market Research, 2018.05.
2) 각 제조사의 비전, 시장 진출 전략, 파트너쉽, 생산 전략, 기술, 영업, 마
케팅 및 유통, 제품 품질 및 신뢰성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중 가장
대표적인 SW 기업인 구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생산보다는

발을 주도하고 있으며 자율주행 관련 선두권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 서비스나 관련 기술을 제공하는 자율주행자
동차 관련 플랫폼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구글은 2009년부터

인텔은 2017년 3월에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va nced

자율주행자동차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현재 최장거리의 시범

Driver Assistance Systems, 이하 ADAS) 기업인 모빌아

운행 거리를 기록하였다. 또한 자율주행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이 인수를 통해서 자율주행 솔루션을 SoC(System on Chip)

있는 기업 중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형태의 반도체로 구현하는 방안을 시도하고 있다. 모빌아이

평가된다. 2016년 12월에는 자율주행 자동차 프로젝트를 웨

는 현재 세계 ADAS 프로세서의 약 70% 가량을 점유하고 있

이모로 독립시키고 본격적인 사업화에 착수하였다. 2017년

다. 2018년에 ADAS 프로세서 ‘아이큐(EyeQ)4’를 출시하였

에는 세계 최초로 레벨 4수준의 완전 자율주행을 시연하고 자

고, 2020년에 완전주행을 지원하는 ‘아이큐5’를 출시할 계획

율주행자동차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 웨이모는 자동차 제조

을 밝혔다. 모빌아이는 2017년에 약 9백만 개의 칩을 판매하

업체인 도요타, 혼다 등과 함께 협력하여 자율주행자동차 개

였고, 아우디 A8, L3 시스템 등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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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뿐만 아니라 27개의 자동차 업체와 30건 이상의 설계를 진행하였고

가장 가까운 주차공간을 식별하여 최적의 주차를 할 수 있는

술 수준 레벨4에 해당한다. xDM은 Extended definition

ADAS 솔루션 경우, 약 2천 4백만 대의 자동차에 탑재된 것으로 예측된다.

기술 구현이 가능하다. 2017년 9월에 이스라엘 라이더 업체

& dimension map의 약자로, 맵핑(mapping), 지역화

인 이노비즈 테크놀로지스(Innoviz Technologies)에 글로

(localization), 네비게이션(navigation) 관련 기술과 고정밀

중국 IT기업인 바이두 역시 2018년 7월에 개방형 자율주행 플랫폼인

벌 전장기업과 함께 6,500만 달러(약 728억 원)를 공동 투

데이터를 통합하였다.

‘아폴로(Apollo) 3.0’을 공개하였다. 아폴로 3.0의 아키텍처에서 소프트

자하는 등 자율주행 기술 개발 및 투자를 적극적으로 진행하

웨어 계층인 Open Software Platform은 안전 관련 가디언스(Guardian)

고 있다3).

자율주행자동차 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은 이미 시작
되었다. 웨이모, 인텔 등 글로벌 SW 기업은 자율주행자동차

모듈을 처음으로 추가하였다. 가디언스는 감시 시스템인 모니터와 긴밀하
또한 네이버랩스는 2018년 5월에 만도와 ‘자율주행기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이러

술 공동 연구개발’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 만도

한 플랫폼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전통적인 자동차 업체와의

는 ADAS 분야에서 레이더, 카메라 등 센싱 기술과 데이터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국내의 SW

국내 기업 중에서는 네이버가 자회사인 네이버랩스를 통해 자율주행

를 바탕으로 주요 영역에서 독자적인 위치를 구축하고 있다.

기업들도 점차 커지고 있는 자율주행자동차 시장에서 주도권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하고 있다. 네이버의 자율주행 플랫폼은 레이저 스

이어 네이버랩스는 2018년 10월에 사람과 자율주행 머신

을 강화하기 위해 자사의 기술력을 활용한 연구개발 뿐만 아

캐너 기술을 바탕으로 GPS 정보 수신이 불가능한 지하, 터널 등에서도 주

을 위한 위치(location)와 모빌리티(mobility)를 통합한 솔

니라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 기업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변 지형지물을 인식하며, 이를 기반으로 가장 효율적인 선택, 즉 출입구와

루션인 ‘xDM platform’을 공개하였으며, 이는 자율주행 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4)

게 상호 작용하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계층에서 나타날 수 있는 치명
적 오류에 대해 다양한 모듈의 신호를 수신한다.

3) 네이버, 이스라엘 자율주행차 센서 업체 ‘이노비즈 테크놀로지스’에 728억원 투자, 조선비즈, 2017.
4) 이 동향은 월간SW중심사회 2019년 6월호(2019년 6월 18일 발간)에 수록된 내용의 요약입니다.

[그림1] 인텔 Go 개발 플랫폼

CAR

CONNECTIVITY

[그림2] 아폴로 3.0의 아키텍처

[그림3] 네이버랩스의 xDM Platform 구조

xDM
Platform

Apollo 3.0 : Upgraded Architecture

CLOUD
Turnkey
Solution

Mass Production Low·Speed Close Venue Solution
Minibus
Minbus

Valet Parking

API/SDK
Cloud Service
Platform

HD Map

Map
Engine

Data
Platform

Simulation

Localication

Perception

Security

OTA

Planning

Guardian

DuerOS

Control

Mass Production
Service
Components

End-to-End

HMI

NAVIGATION

Open
Software
Platform

AR walking navigation

ADAS

Location

Hybrid HD map

Smartphone

Autonomous vehicle

※ 출처 : Intel GO Automated Driving Solutions, 인텔

Robot

Realtime perception, turn-by-turn navigation,
path planning/control, traffic prediction

Computiong
Unit

GPS/
IMU

Camera

LiDAR

RADAR

Ultrasonic
Sensor

LOCALIZATION
HMI
Device

Black
Box

Wifi positoning system, visual (VIO/VSLAM)/ sensor-fusion localization

Sensor Unit

Self-updating map
MAPPING

Open Vehicle
Certificate
Platform

Automomous
robot platform

Runtime Framework
RTOS

Hardware
Development
Platform

AUTONOMOUS MOBILITY

WAYFINDING

Duer Car
System

Delivery Robot

certified Apollo Compatible Drive-by-wire Vehicle

Open Vehicle
Interface standard

※ 출처 : Apollo 3.0: Entering the New Era of Autonomous Driving, 아폴로 오토, 2018.

Indoor HD, Aerial 3D, Hybrid HD mapping
MMS vehicle, Aerial, Autonomous mapping robot, Mapping trolly

※ 출처 : 네이버랩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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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기술로
혁신하는 리테일 테크
서론

▶ 현재 대표적인 리테일 테크 기술은 O2O(Online to Offline,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
합하는 현상)서비스, 제품 추적 기능,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서비스, 실감형 VR 스토

▶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기술이 발전하면서, 유통산업에 기술을 더한 유통 4.0시대가

어, 무인 쇼핑 등임.

도래했음.

가구, 화장품, 쥬얼리, 패션, 신발 등 소매 유통업에서 브랜드 인식, 상품 탐색,
▶ 기업들은
▶ 유통

4.0은 유통산업에 인공지능, IoT, 증강현실 기술 등을 활용해 초지능, 초실감, 초연
결화 유통 서비스를 구현한 새로운 패러다임임.
▶ 새로운 패러다임 안에서 인공지능 기술 등을 접목한 리테일(소매업) 테크 또한 주목받고 있음.

구매 등에 증강현실을 활용해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스토
어 방문 유도 및 구매욕구를 끌어올리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 인공지능

기술은 쇼핑하는 사람들의 관심과 제조와 공급 체인 최적화, 직원 관리나 판촉
영역 등에서 사용되고 있음.

리테일 테크 국내 시장 도입

▶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국내 홈쇼핑 기업인 KTH,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은 각각 IT와 협
업해 증강현실 기술 기반 쇼핑 서비스를 데이터홈쇼핑에 도입했음.

▶ 리테일

테크는 거래비용이 크게 절감되는 등 효율성 증대와 제조사와 고객 간의 정보 비
대칭성을 완화하는 장점이 있다고 평가받고 있음.

▶ 이들은 기술 도입을 통해, 실시간 방송 중인 홈쇼핑 상품을 3D 콘텐츠로 구현하고 TV와
모바일을 연동해 입체적으로 체험하는 실감형 커머스 서비스 AR 쇼룸을 마련할 계획임.

▶ 최근

국내외 유통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의 기반 기술들을 선도적으로 도입하면서 리테
일 테크 기반의 유통 환경을 구현하고 있음.

▲ 현대홈쇼핑 AR 쇼룸
※ 출처: 현대홈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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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GS25에서는 안면 인식 출입문 개폐, 이미지 인식 스마트 스캐너, 자동 발주 시
스템 등 스마트 스토어 솔루션 기술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음.

결론 및 시사점
▶ 글로벌 기업들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뤄지던 리테일 테크 기술 개발에 국내 기업들도 발
빠르게 참여하면서, 국내 유통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릴 것으로 전망됨.
▲ K쇼핑의 AR 쇼룸 시연

▶ 유통업체들은 매출 상승과 충성 고객 확보를 위해 모객, 판매, 피드백을 원활하게 할 수 있
는 리테일 테크에 집중 투자하고 있으며, 서비스 적용을 확대하고 있음.

※ 출처: 서울경제

▶ 앞으로는 신기술을 접목한 점포의 진화와 쇼핑 서비스 개발을 위한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
▶또
 현대백화점은 아마존웹서비스와 ‘미래형 유통 매장 구현을 위한 전략적 협력 협약’을 맺고 스
마트 스토어를 구축하고 있으며 2020년에 이러한 기술을 활용한 무인 매장을 선보일 예정임.

질 것으로 전망되며,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기업들의 지속적인 투자와 정책
적 지원이 필요함.

▶ 롯데는 온오프라인을 연결하는 O2O를 넘어 오프라인 매장을 위한 온라인 서비스
O4O(Online For Offline, 오프라인을 위한 온라인)에 집중하고 있음.
▶ 롯데백화점에서는 인공지능 채팅 봇 ‘로사’를 통해 백화점 전반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
해 고객들의 편의 향상에 집중하고 있고, 롯데마트에서는 인공지능 서비스 안내로봇
등 차세대 스마트 기술을 대거 도입해 점포 효율화를 꾀하고 있음.
▶ 이 외에도 세븐일레븐은 스마트편의점에 이어 무인편의점에 핸드페이 기술을 도입했으
며, GS리테일은 서울 마곡 사이언스파크에 ‘스마트 GS25’ 테스트 점포를 오픈했음.

2019년 관련 ICT기금사업
실감콘텐츠전문인력양성(정보통신산업진흥원)
실감콘텐츠인프라 구축(NIPA)(정보통신산업진흥원)
실감콘텐츠인프라 구축(부산)(부산광역시)
혼합현실콘텐츠 실증확산((재)대구테크노파크)

참고문헌
▲ 마곡 사이언스 파크 ‘스마트 GS25’
※ 출처: GS리테일

[1] 한상기, 리테일 산업의 미래를 이끄는 인공지능 기술, 한국인터넷진흥원 (2018년)
[2] 유통에 IT 기술을 입힌 ‘리테일 테크’, 국내 시장 도입 가속, 과학기술&ICT 정책·기술 동향, 과학기술정보
통신부(2019년)
[3] 증강현실을 활용한 리테일 마케팅 혁신 트렌드, 주간기술동향, 정보통신기획평가원(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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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해지는 모빌리티
서비스 시장
서론
▶ 모빌리티

서비스란 교통수단 연계를 바탕으로 최적 이동 경로, 비용정보, 호출 및 결제서
비스 등 이동 관련 전 과정을 단일 플랫폼으로 구축해 서비스로 제공하는 일종의 복합이

모빌리티 서비스의 상용화 확대
▶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정보제공부터 요금정산까지 한 번에 서비스하는 통합교통 서비스로
미래의 모빌리티 서비스가 각광받고 있음.

동 시스템임.
▶ 최근 차세대 모빌리티들이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상용화에 가장 근접한 새로운 탈
▶ 최근

이러한 모빌리티 서비스 시장을 겨냥한 국내 IT 기업들의 행보가 활발한 상황임.
▶또
 글로벌 기업들이 차세대 모빌리티를 선보이는 등 상용화 경쟁을 펼치고 있어 모빌리티

것은 비행자동차임.
▶ 비행자동차 중에서도 회전 날개를 통해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eVTOL이 주목받고 있음.

서비스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eVTOL은 에어 택시나 하늘의 라이드 공유 개념으로 도시 근교의 단거리 이동이 가능
할 것으로 전망되며, 상용화 이후 이용자가 급증하고 시장이 단숨에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표1. 2019년~2020년 출시 예정인 주요 비행자동차

구분

Transition

PAL-V Liberty

Switchblade

제조업체

Terrafugia

PAL-V

Samson Sky

출시 예정 시점

2019년

2020년

2019년

예상 가격

40-50만 달러

40만 달러 이상

시계비행(VFR) 모델
12만 달러
(키트 가격, 직접 조립 필요)

특징

접고 펴는 고정형 날개

회전날개를 이용하는
자이로콥터

지상 주행 시속
200Km 이상

모델

※ 출처: 정보통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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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웨이모가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모빌리티 서비스의 시대가 열렸다고
볼 수 있음.

015

▶ 제주도를 시작으로 향후 각 지자체들과 논의를 통해 서비스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

▶ 국내에서도

이 같은 상황에 맞춰 카카오 모빌리티가 법인택시 100여 개사와 함께 대형 택

▶ 네이버도 지도에 전국 주요 대중교통 수단과 도보 지역 등에 내비게이션 기능을 추가할

시 서비스인 ‘라이언 택시(가칭)’를 하반기 내 출시할 계획임.

예정임.

▶ 카카오 모빌리티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카카오프렌즈의 대표

▶ 이를

통해 이용자가 주차장, 버스 정류장 또는 지하철역 하차 후 마지막 도보 이동까지

캐릭터 ‘라이언’으로 꾸며진 대형택시 800여 대를 운행할 계획임.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라이언택시는 기사가 승객 목적지에 따라 승차거부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고 배차하는 강제 배차 시스템을 도입하고, ‘카카오 T’의 서비스 운영 노하

결론 및 시사점

우와 인공지능 배차 시스템을 활용해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음.
▶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가 상용화 되면서 향후 서비스의 효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생태
▶ 해외에서는

최근 수년 사이 자율주행차, 비행자동차 등의 차세대 모빌리티 기업들이 연이

계가 조성되어야 함.

어 등장하며 상용화 경쟁을 펼치고 있음.
▶ 실제 서비스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술의 고도화와 함께 시장의 신뢰 확보가 필요
하며, 자율호출, 자율셔틀, 자율배송 등 모빌리티 서비스 모델을 다각화해 소비자 편익을
증진해야 함.
▶ 미래의 모빌리티는 한 두 가지의 차세대 교통수단에 의해 운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향후
모빌리티 서비스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새로운 모빌리티 기술의 연구와 상용화에 지
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함.

▲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택시’
※ 출처: 중앙 SUNDAY

▶ 차세대

모빌리티 서비스 확대와 함께 인프라 정비도 활발해지고 있음.
▶ 수시로 급변하는 교통 수요 공급에 대응할 수 있는 데이터를 분석, 처리해 정확한 위치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양질의 모바일 지도 서비스 확보 등의 인프라 정비가 중요해
지고 있음.
▶ 카카오는

카카오맵에 제주 시내 버스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추가하는
등 위성항법 시스템을 활용해 버스의 실시간 위치를 지도상에서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실
시하고 있음.

참고문헌
[1] 하늘·땅·바다에 등장한 차세대 모빌리티, MaaS의 한 축을 담당할 전망, 정보통신기획평가원(2019년)
[2] 모빌리티 서비스 시장을 겨냥한 국내 IT 기업 행보 활발, 정보통신기획평가원(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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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배송 서비스
로봇의 상용화 동향
서론
▶ 제4차

산업혁명의 주요 동력 중 하나로 꼽히는 로봇에 인공지능이 더해져 새로운 제품과
시장이 탄생하고 있음.
▶ 특히,

로봇의 상업적 활용 방안 중 하나인 물류 로봇, 배송 로봇 등이 안전성 논란으로 표
류 중이었으나 정부의 의지, 기술의 발전, 대기업 자체적인 항공관제에 대한 투자 등으로

배송 등 서비스 로봇의 상용화
▶ 최근 노동 인구 감소와 생산성 혁신에 대한 사회적 요구 등에 의해 물류로봇, 배송로봇 등
의 서비스 로봇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
▶ 호주의 투자은행 Macquarie는 2017년 전문서비스로봇 중에 물류로봇, 배달로봇, 의료
로봇, 접객로봇 등이 가장 유망할 것으로 예상했음.

최근 상용화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음.
▶ 물류로봇은 창고나 공장에서 물건을 옮기는 작업을 수행하는 로봇으로, 물류로봇의 기능
은 로봇이 직접 이동하며 물건을 원하는 위치까지 이송하는 주행기술과 로봇팔을 통해 물
건을 집어 적재나 집하, 분류, 포장을 하는 조작 기술로 구분할 수 있음.
▶ 물류로봇은 아마존에 의해 시장의 큰 주목을 받기 시작했음. 아마존은 2012년에 물류이
송로봇 스타트업을 인수해 자사의 대형 물류창고에 적용하여 비용의 약 80%와 시간을
크게 단축했음.
▶ 아마존의 물류로봇 적용 성공 소식 이후, 중국 Hikvision의 물류로봇 HIKRobot도 등장했음.
▶ HIKRobot은 현재 중국 1위의 택배회사인 신통택배에 적용되어 하루 20만 개의 택배
를 처리하고 있음.
▶ 물류로봇과 유사한 배송로봇은 주어진 물건을 원하는 장소까지 옮기는 미션을 수행하고 있음.
▶ 배송로봇은 건물을 벗어나 원거리의 다른 건물까지 물건을 옮기는 실외 주행을 하며,
2013년에 아마존이 프라임에어라는 드론 배송 컨셉을 세계 최초로 영상으로 대중들
에게 제시한 이후 많은 사례가 등장하고 있음.
▶ 글로벌 기업들은 안전성 논란과 항공법 등의 제약을 해결하기 위해 드론의 안전성과 항공
관제체계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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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존 물류이송로봇
※ 출처: SBS 뉴스 화면 캡쳐

▶ 아마존과

구글은 자체적으로 투자해 수백피트 상공 저고도용 항공교통 관제 시스템을 개
발하고 있음.
▶ 이외에도

스타트업들이 관련 기술을 활발하게 개발하고 있음.
▶ 에스토니아 스타트업인 Starship Technologies는 미국, 영국의 6곳에서 모바일 로봇을
이용한 물품과 식자재 배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3만 건의 배달을 완료했음.
▶ 또 실리콘벨리의 스타트업인 Marble은 3차원 정밀지도를 활용해 복잡한 도심환경에
서 동작 가능한 기술을 보이고 있음.
▶ 국내에서는 우아한 형제가 2018년에 글로벌 스타트업들과 유사한 실외 배송로봇의
컨셉을 공개하기도 했음.

결론 및 시사점
▶ 앞으로는

드론의 활용성이 광범위하게 확대되며 물류로봇, 배송로봇 등이 다양한 영역
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 이를

위해 안전한 드론 기술의 규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장을 확대하는 원동력이
될 것임.

2019년 관련 ICT기금사업
고성능 컴퓨팅 지원(정보통신산업진흥원)

참고문헌

▶또
 상용화를 위해 기술의 보안과 함께 사회적으로도 해결해야 할 부분들에 대한 고민
이 필요하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민간과 정부가 협업해야 함.

[1] 드론의 상업적 활용에 대한 전망, 주간기술동향(2018년)
[2] 최성록 외 9인,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물류/배송로봇의 동향 및 시사점, 한국전자통신연구원(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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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주요국
양자정보통신 연구 활발
서론
▶ 양자정보통신은 양자의 물리학적 성질을 직접적으로 정보처리와 통신에 이용하는 기술을 말함.

주요국 양자정보통신 연구 정책 동향
▶ 양자정보통신은 인공지능을 비롯한 ICT 산업뿐만 아니라 우주, 헬스케어, 금융 등 타 산
업 전반에서의 활용이 가능함.

▶ 정보통신기술에

구현한 차세대 기술로 기존 기술의 한계를 해결하고 새로운 ICT 시대의
도약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글로벌 주요국과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개발에 나
서고 있음.
양자컴퓨터

▶ 각국은

머지 않은 미래에 양자정보통신이 기존 기술을 넘어설 수 있는 신기술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음.

양
자
정
보
통
신

양자통신

양자센서

신속한 연산이
가능한 AI

복잡한
유전자배열 분석

보다 정교한
기상예측

위성-지상간
장거리 통신

금융개인정보의
암호화 전송

도·감청이 불가능한
국가 보안망 구축

세포수준 초정밀
의료영상 장비

보다 정확한
양자 네비게이션

미세 중력 탐지
기반 지하자원 탐사

▲ 양자정보통신의 응용사례
※ 출처: ICT의 새로운 진화, 양자정보통신을 향한 주요국의 도전, 정보통신기획평가원

▶ 세계 양자정보통신 시장 규모는 연평균 41.2% 성장해 2025년에는 약 319억 달러에 이
를 것으로 전망됨.
▶ 이에 글로벌 기업들이 양자컴퓨터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주요국은 양자정보
통신 조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음.
▶ 주요국은 대규모 예산 투입 등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으로 양자정보통신 원천기술 선점
에 나서고 있음.
▶ 미국은 2008년 12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양자정보과학의 연방비전을 발표한 후
2018년 12월에 양자이니셔티브법이 통과되어 5년간 약 12억 달러 예산을 가진 종합 정
책을 펼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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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글로벌 기술 초강대국으로 양자정보통신에 주목해 범정부적 지원을 지속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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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시사점

있으며 기초과학, 에너지, 안보, 우주, 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자정보통신 응용연구
를 추진하고 있음.

▶ 국내는 주요국들에 비해 아직까지 양자정보통신 시장규모가 작고, 정책도 소극적인 편이
지만 ICT의 새로운 진화를 이끌어나가기 위해서 양자 관련 핵심기술 개발 및 연구 저변확

▶ 유럽은 EU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는 10억 유로 규모의 과제로 발전시켜 2018년 10월부

대에 주력하고 있음.

터 1단계 사업을 시작했음.
▶ 국내에서 연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방향성을 잘 확립하고 규모 있는 연구비 지
▶ 1단계

사업은 EU가 공동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2018년~2027년 기간 중 대학을 위주

원과 연구역량을 강화해 나가야함.

로 양자정보통신 기술 개발을 진행하며, 2, 3단계부터는 기업의 참여가 확대될 예정임.
▶ 양자정보통신은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만큼 양자정보통신 혁신을 이끌 전문 인재를 확보
▶ 중국 정부는 양자 분야에서 주요국과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중장기 과학기술정책을 통

하는 것이 중요하고, 연구가 진행될 수 있는 전담 연구기관의 마련이 필요함.

해 양자제어 기초 연구를 지원하고 있음.
▶ 중국은 허페이에 2020년까지 약 10만 평 규모의 양자정보국가연구소를 건설하고 잠
수함용 양자네비게이션, 암호해독용 양자컴퓨터 등을 개발할 예정임.
▶ 캐나다는 양자정보통신 분야의 선두주자로서 정부가 대규모 투자를 지속하고 있음.
▶ 캐나다 정부는 약 10년에 걸쳐 양자연구에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연구역량을 지속
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대학을 양자분야 혁신거점으로 적극 육성하고 있음.
▶ 우주항공, 국방, 보안 등 양자기술을 적용해 시너지 효과 창출이 예상되는 분야에 연구
를 집중하고 있으며, 대학을 양자분야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폭으로 지원하
고 있음.
▶ 국내는 기술, 인력, 인프라 등 국내 양자정보통신 생태계 전반이 취약한 현실을 고려해 산
업전반의 기초체력 확충을 위한 포괄적 지원에 착수했음.
▶ 정부는 양자컴퓨팅 등 차세대 ICT 원천기술개발 추진을 본격화하기 위해 2019년 1
월에 양자컴퓨팅 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했으며, 2019년~2023년까지 445억
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임.

참고문헌
[1] 박성수 외 1인, 양자정보통신기술 현황과 전망, 한국전자통신연구원(2019년)
[2] 김지소, ICT의 새로운 진화, 양자정보통신을 향한 주요국의 도전, 정보통신기획평가원(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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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RESSO
# IoT

# 융복합소재

# 클라우드

# 차세대자동차

치매 노인에게 IoT 기기 무상 지원

펜드로잉 방식의 디스플레이 제작기술 개발

미래 먹거리 ‘클라우드 에지 플랫폼’ 우리 손으로 만든다

포드자동차, 미국 오스틴에서 자율주행차 테스트 시작

치매 노인의 수가 증가하며 실종 사고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한국연구재단은 경기대 주상현 교수 연구팀이 퀀텀닷 소재와 투

올해 4월 프로젝트에 돌입해 기본 플랫폼 모델링을 완료했다. 향후

미국 자동차 회사 포드는 텍사스 오스틴에서 자율 주행차 테스트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는 실시간 위치확인 서비스를 이통사가 보급

명전극 용액을 하나의 펜 속에 탑재시킨 펜드로잉 방식의 디스플

빠른 시장 성장이 기대되는 ‘에지 컴퓨팅 플랫폼’ 기술개발 국산

를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포드는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및

해 눈길을 끌고 있다.

레이 제작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화에 나서면서 국내 에지 컴퓨팅 발전에 거는 기대가 크다.

워싱턴 DC에 이어 세 번째 자율 주행차 시장을 확보하게 된다.

원문보기 : http://www.koit.co.kr/news/articleView.html?idx

원문보기 : http://www.gnnews.co.kr/news/articleView.ht

원문보기 :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


원문보기 : https://smartcitytoday.co.kr/2019/10/03/%ED

# 디지털콘텐츠

# 스마트디바이스

# 차세대의료

# 지능정보

“VR·AR 주도권잡기 앞으로 2년이 중요”

웨어러블 브레인 머신으로 휠체어 제어한다

‘스마트병원’의 진화…새 의료시대 열다

범죄 예방·수사에 접목되는 AI 기술

“이용자 저변을 넓히고 규제를 개선한다면 5세대(5G)를 기반 삼

뇌전도(EEG)신호로 휠체어를 조정 하는 등 장애를 극복 할 수 있는

AI(인공지능), 빅데이터, IoT(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 최첨단 IT

범죄 수사 및 사고 예방 분야에서 인공지능(AI)의 중요성이 날로 커

아 한국이 글로벌 시장 주도권을 쥘 수 있습니다.” 구현모 한국가

연구가 발표됐다. 과학자들은 장애인들이 전기 휠체어, 컴퓨터 또는

가 의료와 융합되는 스마트 헬스케어가 병원업계의 혁신을 주도

지고 있다. AI 기술은 그동안 기업의 경쟁력과 서비스 가치를 높이

상증강현실산업회장(KT 회장)은 이같이 강조했다.

소형 로봇 자동차를 무선으로 조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나노섬브

하고 있다. 5G 기반의 다양한 의료서비스와 정밀·맞춤의료를 통

는 데 주로 활용되었으나, 최근에는 범죄를 예측하고 사이버 공격을

원문보기 : https://m.sedaily.com/NewsVIew/1VOAM6MZ

레인 전극, 플렉시블 전자장치, 심층 학습 알고리즘을 결합했다.

해 환자 중심의 새로운 의료 환경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탐지하며 금융 사기를 차단하는 데까지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

원문보기 : http://www.aitimes.co.kr/news/articleView.html

원문보기 :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9

원문보기 :http://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

# 정보보안

# 5G

# 기후변화

# UHD

“홈 IoT 노리는 사이버 공격 잡는다” KISA-LH, 보안강화 맞손

“한국인 10명 중 4명이 5G폰 구매”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인공지능이 도움될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스마트홈

국내 5G(5세대) 스마트폰의 시장 점유율이 6월 한 달 빠르게 성

기후변화 문제가 인류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됐다. 인공지능은 이러한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장하면서 전체 스마트폰 판매량의 40%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

위기 상황을 역전시킬 열쇠를 쥐고 있을까? 9월 20일 금요일(현지

KAIST 신소재공학과 정연식·전덕영 교수와 전기및전자공학부

월패드(인터폰)나 스마트도어락 등 가정 내 설치되는 IoT(사물인

다. 스마트폰을 구매한 한국인 10명 중 4명 이상은 5G 스마트폰

시간), 세계적으로 4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기후 변화 시위에 참

장민석 교수, 김건영·김신호·최진영 연구원팀은 퀀텀닷에 스펀지

터넷) 제품이 확산되면서 보안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

을 구매한 것이다.

여하였고, 영국에서는 30만 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세계의 지

나 팝콘처럼 내부에 구멍이 가득 나 있는 고분자 물질을 융합시킨

원문보기 :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

도자들이 수수방관하는 태도에 분노를 표출했다.

새로운 발광 소재를 개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원문보기 : http://www.ciokorea.com/news/132422#csidx


원문보기 :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9


원문보기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92


# 빅데이터

# SW

# 스마트시티

빅데이터 분석…시민 일상 속 다양한 문제 해소

우리 사회 구석구석, SW 가치를 전한다

스마트도시 서비스와 기술을 한눈에…

대구시가 ‘빅데이터를 활용한 입지분석 실증사업’ 완료보고회를 개

정부가 소프트웨어(SW) 인재 양성을 위해 도입한 SW중심대학

최했다. 27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시청 별관 스마트시티지원센터

사업이 시행 5년차를 맞으며, 관련 산업계는 물론 사회·지역문화

스마트도시의 서비스와 기술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전시관

에서 전날 열린 이번 보고회에서는 빅데이터 실증사업을 시작으로

영역에서까지 톡톡한 성과를 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내년 3월 서울시청 시민청에 들어선다. 인공지능(AI), 빅데이

앞으로도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여러 문제들을 빅데이터 분석을 활

대학 내 4차산업혁명 대응 SW 인재 파워를 확산, 강화하는 데 일

터, 사물인터넷(IoT)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행정에 접목해 시민

용해 해소하겠다는 계획들이 발표됐다.

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의 삶을 혁신적으로 바꾸는 서비스를 VR(가상현실)·AR(증강현

원문보기 : http://www.segyelocalnews.com/news/newsvie

원문보기 : http://www.etnews.com/20190924000226


실) 등을 통해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게 된다.

스마트서울 전시관 내년 3월 개관

원문보기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sid1=all


국내 연구팀, 차세대 디스플레이 ‘퀀텀닷’
발광 21배 증가 새 소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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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

ICT기금사업(비R&D)
우수성과 국문사례집 발간 안내
목적

PC용 및 모바일용 e-book 활용방법

ICT기금사업의 성과 활용을 확대하고 지원을 받은 기관·기업의
우수성과 홍보를 위해 우수성과사례집(책자, e-book) 발간

01

02

03

04

사례집 발간 경과

STEP1.

STEP2.

STEP3.

STEP4.

우수성과 사례
추천서 접수

우수성과 사례
1차·2차 선정평가

우수성과 사례
방문 인터뷰

우수성과 사례
원고작성

STEP5.
우수성과 사례집 발간
※ 우수성과 영문사례집은 10월 발간 예정입니다.

KCA 홈페이지(주요사업>기금사업관리>기금사업성과관)
e-Book 보러가기 클릭
https://www.kca.kr/boardList.do?boardId=RESULT&pageId=www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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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린더

10

캘린더
알림 Talk

<알림 Talk>에서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SUN

MON

기금사업관리본부의 ICT기금사업 관련 행사 일정을 공유합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WED

THU

FRI

SAT

1

2

3

4

5

● KCA
2019년 과학기술
인 협동조합 공모
전 접수 마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6

7

8

DIP
ICT융합스포츠콘
텐츠 실증 플랫폼
구축 사업 기업 모
집 마감

NIPA
2019년도 공개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유공자 표창
모집 마감

●

’19년도 ICT기금사업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교육 실시

TUE

’19년도 ICT기금사업 실태조사

13

14

9

●

15

10

11

KISA
제14회 블록체인
TechBiz 컨퍼런
스 개최

대구테크노파크
제8회 대구국가혁
신융복합단지 혁
신플러스 세미나
개최

●

● KEA
2019년 VR/AR
산업전망 세미나
개최

16

17

12

●

● NIA
AI허브 데이터 활
용 우수사례·아이
디어 공모

18

19

KISIA
Security Show
2020 수출컨소
시엄 신청 마감
●

내용 : ’19년도 ICT기금사업 수행·참여·위탁기
관의 참여인력 대상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관련 방문교육 실시
대상 : 2019년도 ICT기금사업 수행기관 등

내용 : 추진계획대비

실적, 관련 법령 및 규정준수
여부 점검
대상 : 205개 사업(수행사업 170개, 참여사업 35개)
일정 : 2019년 8월 26일 ~ 10월 22일

● NIPA
2019년 지역 S W
산업발전 유공자
포상 및 공모전
신청 마감

일정 : 2019년 8월 ~ 11월

20

21

22

● NIPA
2019년도 SW품
질혁신 대상 공모
마감

● KISIA
제18회 K-ICT 정보
보호대상공모마감

KCA
다큐멘터리 분야
기획개발 지원 사업
신청 마감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KCA #ICT기금사업

● KOEF
2019년 제6회 기
업가정신 교육 우
수사례 경진대회
참가자 모집 마감

23

24

2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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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예방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안내문

ICT기금 소개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즉시 보조금이 환수되며, 최고 5배 까지

ICT기금은 콘텐츠·방송 산업의 성장동력 확보, ICT
신사업 육성·추진 및 네트워크 인프라 격차 해소, 창업·
성장할 수 있는 벤처 생태계 조성과 정보통신 관련 표준
개발 등 정보통신·방송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다.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해당 보조사업의 수행이 배제 됩니다.

보조금을 용도와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보조금은 반드시 해당 사업의 교부 목적 및 용도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목적)로 사용하면 제재(환수, 수
행배제, 제재부가금)대상이 됩니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ICT기금의 설치 목적 및 근거
보조금을 부정으로 사용하면 보조금을 반환(환수)합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
(설치목적) 연구개발, 표준화, 인력양성, 서비스 활성화 및 기반조성 등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

보조금을 용도(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 일부

(설치근거)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4조(방송통신발전기금의 설치)

또는 전부를 환수합니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정보통신진흥기금
(설치목적) 연구개발, 표준화, 인력양성, 산업기반 조성 등 정보통신의 진흥을 지원
(설치근거)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41조(정보통신진흥기금의 설치)

보조금을 부정으로 사용하면 제재부가금을 부과합니다.
제재부가금은 위반행위 등에 따라서 환수되는 보조금의 최고 5배 까지 부과하여 징수하게 됩니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ICT기금의 용도
구분

※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기준 등)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44조

·방송통신 연구개발 사업, 표준의 개발, 제정 및 보급, 인력 양성 사업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및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위반 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율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00%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공익·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통신 지원

·정보통신 연구개발 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00%

·방송통신콘텐츠 제작·유통 및 부가서비스 개발 등 지원

·정보통신 표준의 개발·제정 및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0%

주요 ·시청자 프로그램 및 미디어 교육지원
내용 ·시청자와 이용자의 피해구제 및 권익증진 사업
·방송통신광고 발전을 위한 지원
·방송통신 소외계층의 방송통신접근을 위한 지원
·방송통신 국제 교류·협력 및 남북 교류·협력 지원
·주파수회수·재배치에 따른 손실보상금 등

보급사업
·정보통신 인력 양성사업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보조금을 부정으로 사용하면 보조사업 수행에서 배제됩니다.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 환수명령을 받은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배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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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itation

대구영상미디어센터

1인 미디어 교육
1. 교육 개요
- 모집기간 : 2019년 10월 2일 ~ 각 교육 시작 전 까지 (선착순 마감)

Better Software Testing
Conference 2019

- 모집인원 : 각 16명 이내
- 모집대상 : 1인 미디어 창작활동에 관심이 있는 제작자 등 (대구시민 누구나)
- 교육기간 : 2019년 10월 18일(토) ~ 11월 30일(토), 총 14차시(45시간)
- 교육장소 : 대구영상미디어센터 디지털 교육실 (대구시 동구 동대구로 471 대구콘텐츠센터 6층)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E-mail 제출 (dgmedia@dip.or.kr)

안전 확보를 위한 「제6회 국제 품질·테스팅 콘퍼런스」

※ 수강생 모집은 E-mail 선착순으로 접수하되, 전 교육일정 참여가능한 수강생을 우선으로 함
- 수 강 료 : 전액 무료

2. 교육 내용
교육명
1인 미디어 생활을 위한 지침서

있어 보이는 1인 미디어 촬영법

1인 미디어 편집 기본기 Premiere Pro CC와 After Effect를 한 번에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귀 쫑긋 사운드 기법

3. 교육 문의
-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사업담당자 T) (053)951-8971

차수

시간

일시

1

3

10.21(월) 18시 ~ 21시

1

4

10.18(금) 18시 ~ 22시

2

3

10.19(토) 10시 ~ 13시

3

4

10.25(금) 18시 ~ 22시

4

3

10.26(토) 10시 ~ 13시

1

3

11.08(금) 19시 ~ 22시

2

3

11.11(월) 19시 ~ 22시

3

3

11.13(수) 19시 ~ 22시

4

3

11.15(금) 19시 ~ 22시

5

3

11.18(월) 19시 ~ 22시

6

3

11.20(수) 19시 ~ 22시

7

3

11.22(금) 19시 ~ 22시

1

4

11.29(금) 18시 ~ 22시

2

3

11.30(토) 10시 ~ 13시

(목)

일시 : 2019년 10월 17일

장소 : coex 1층 그랜드볼룸

주최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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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해외 한국어방송인 대회

2019년 해외 한국어방송인 대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수행기관 채용정보

035

ICT기금 수행기관 채용정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019년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지구촌 곳곳에서 한국어방송을 통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지키고,

직원(일반계약직) 채용 공고(10.2-10.16)

아래와 같이 모시고자 합니다.

2019년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직원(육아휴직대체

방송발전에 기여하고 계신 해외 한국어방송사 관계자 여러분을

ISSUE 2019.10.10 NO.31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일반계약직 및 위촉계약직) 채용 공고 (10.2-10.1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계약직행정원 채용공고 (09.27-10.14)

>>행사명

2019년 해외 한국어방송인 대회 및 초청연수

>>행사기간

2019. 10. 29(화)~11.01(금), 4일간

>>행사장소
>>주최·주관
>>주요행사

서울 드래곤시티 호텔(용산)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개회식, 시상식,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 워크숍, 국내 방송사 콘텐츠 송출 및 협업

상담, 방송프로그램 발전방향 세미나, 방송전문가와 함께하는 이야기 토크쇼, 연수교육
개회식 프로그램(10월 29일 (화))
16:00~16:30

참가자 등록 입장

16:30~16:50

축하공연

16:50~17:00

개회선언 및 내빈소개

17:00~17:15

개회사, 환영사, 축사

17:15~17:18

심사경과보고

17:18~17:55

시상식 및 수상작 상영

17:55~18:00

해외 한국어방송 자체제작지원 작품 상영

18:00~19:30

환영만찬

채용정보 원문을 보고싶다면

"Click"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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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정책 및 뉴스

일자리 정책

1

지역주도! 성과중심! 2020년
지역 고용정책 방향 논의

037

일자리 뉴스

2

진로와 취업이 고민인 청년,
우리동네 대학일자리센터에서 해결하세요

3

고용 회복 중인 조선업에
직업훈련 투자를 강화합니다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9월 23일(월) 오후 2시, 울산에서 열린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재흥)은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고용정책 종합워크숍” 에 참석하여 “지역 주도·성과 중심”의

9월 26일(목) ~27일(금) 부산에서 “전국 대학일자리센터 관

(이사장 김동만)이 주관하는 “동남권 조선·기계·철강 채용

내년도 지역고용정책 방향을 논의하였다.

리자 및 고용센터 담당자 합동 업무협의회” 를 개최했다.

박람회”가 9월 23일(월) 오전 10시, 한국방송공사(KBS)
울산홀에서 개최되었다.

- 이번 종합워크숍은 지난 9월 3일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지

- 대학일자리센터가 그간 다양한 진로, 취창업 프로그램 제공,

역고용정책 개선방안” 의 연장선상에서 마련한 것으로, 전국 17개

교과목 및 상담 확대 등을 통해 저학년부터 체계적인 서비스

- 최근 들어 조선업황과 고용상황의 회복이 뚜렷이 가시화

시·도 및 기초자치단체 등 지역 고용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주요 지

를 제공하고 대학의 취창업 지원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등의

되고 있다. 조선업이 불황으로 고용위기를 겪을 때, 정부는

역 일자리 유관기관과 함께 새로운 지역고용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성과를 거뒀다.

2016년부터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여(4
차례 연장) 지원하는 등 조선업의 위기를 함께 극복해 왔

자 개최되었다.
- 그럼에도 청년은 학교의 진로, 취창업 지도가 더욱 강화되어

다. 다행히, 조선업은 최근 4개월 연속 수주량 세계 1위를

-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는 지난 “지역고용정책 개선방안” 에서 발표

야 한다고 요구하고, 대학일자리센터가 지역 청년에 대한 지

달성할 정도로 업황이 회복되고 있고, 조선업 분야 인력은

한 “고용위기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명

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현장의 목소리를

지난 4월, 39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된 후 증가폭이 확대되

하고 토론하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듣고 대학일자리센터의 우수 사례 공유와 발전 방안 논의를

고 있다.

위해 이번 업무협의회가 마련됐다.
- “고용위기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은, 고용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 이러한 조선업의 고용 회복 분위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

이 주도적으로 ‘중장기 일자리 사업’을 추진,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 대학일자리센터는 2015년 10월 대학 내 분절된 취창업 지원

대응할 수 있도록 중앙이 재정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

기능을 연계하는 통합(원스톱)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대학의

노동시장에 고용위기가 발생한 후 고용위기지역을 지정하는 사후적

역량 강화와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대응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신설하였다.

시작됐으며 현재 전국 105개 대학에 설치·운영되고 있다.

어갈 수 있도록 이번 채용박람회가 마련되었다.
- 박람회에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조선·기계·철강 분
야의 9개 공동훈련센터와 9개의 협약기업이 참여한다.

- 동 사업은 그 간 중앙정부 주도 지역일자리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 이번 업무협의회에서 고용노동부는 대학일자리센터 사업 활

- 공동훈련센터는 전년대비 4배 이상 증가한 1,560명의 훈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성화 방안을 발표했으며 한국고용정보원은 대학일자리센터의

련생 모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채용박람회를

것으로, 해당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 경제 주체들이

지역 연계 현황과 우수 사례, 정책연계 지원 우수 사례를 소개

통한 취업지원 이전부터, 조선업 분야의 인력양성을 적극

지역 노동시장 권역을 고려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역일자리

하고 연도별 성과지표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원하여 왔다.

사업을 계획한다.

※ 출처: 고용노동부(2019.09.23)

※ 출처: 고용노동부(2019.09.26)

※ 출처: 고용노동부(2019.09.23)

원문보기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
enewsView.do?news_seq=10332

원문보기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337

원문보기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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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2019.10.10 NO.31

ICT기금사업 맞춤형 일자리매칭

이번에 채용하는 회사는?
기업명

채용분야(주요업무)

㈜비엔웍스

채용분야별 전공 매칭
관련학과

영상기획

영상 컨텐츠 기획 및 시나리오 구성
홍보영상 촬영 및 편집
사진촬영 및 편집

● 

● 

방송영상학

● 

공고기간

2019.09.16.~ 2019.10.16.

디지털방송영상학
채용공고 홈페이지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
view?isMypage=no&rec_idx=36917416&reco

039

방송영상미디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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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2019.10.10 NO.31

ICT기금사업 맞춤형 일자리매칭

이번에 채용하는 회사는?
기업명

채용분야(주요업무)

㈜두잉랩

채용분야별 전공 매칭
관련학과

iOS

iOS 서비스 개발
근무부서 : S/W 개발팀

● 

● 

공고기간

채용공고 홈페이지

전기/전자공학

컴퓨터/시스템공학

IT소프트웨어공학

스마트소프트웨어

2019.09.24. ~ 채용시 마감

http://www.saramin.co.kr/zf_user/jobs/relay/
view?isMypage=no&rec_idx=3697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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