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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드밴드
해외사업 진출을 위한 제언

|
기술사업화정보실 선임연구원 성태응 Tel 02-3299-6172 e-mail ts322@kisti.re.kr

최소 4Mbps의 다운로드와 1Mbps의 업로드 데이터 전
송속도를 제공하는 ‘초고속 인터넷’, 브로드밴드

ISDN(Integrated Services Digital Network)의 1차군 접속보
다 더 빠른 전송용량’으로 브로드밴드를 정의한다. 미국의
National Broadband Plan 역시 이와 비슷하게 속도를 기

일반적으로 브로드밴드는 초기 다이얼업 방식보다 적게

준으로 브로드밴드를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기본적인 브

는 5배, 많게는 2,000배 빠른 데이터 전송속도로 인터넷을

로드밴드(Basic Broadband)는 최소 4Mbps의 다운로드와

연결해준다는 의미에서 ‘초고속 인터넷’이라고 불리나 국가

1Mbps의 업로드 데이터 전송속도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정

나 기관마다 쓰이는 의미가 조금씩 다르다.

의하여 그 기준은 ITU와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는 특정 속도나 특

여기에서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서비스 개념과 속도 개

정 서비스를 지칭하는 것이 아닌, 연결 가용량(connection

념 및 기기와 네트워크를 포괄하는 생태계 개념으로 접근

capacity)과 속도를 결합한 것으로서, ‘초당 1.5~2.0Mbps의

하였다.
구체적으로 브로드밴드 기술은 크게 유선과 무선 기
술로 나눌 수 있다. 유선 솔루션은 물리적인 망을 통해
고객과 서비스 공급자 간에 직접 ‘선으로 연결된(wired

▶ 브로드밴드의 생태계 구조 ▶

connection)’ 방식이고, 무선 솔루션은 고객과 망 관리자 간
에 전파나 마이크로파와 같은 주파수를 통해 연결하는 방
식이다.
대표적인 유선 브로드밴드 기술은 DSL(Digital Sub-

애플리케이션

scriber Line)4, 케이블 모뎀, BPL (Broadband Power Line),
FTTH(Fibre to the Home)/FTTC(Fibre to the Curb) 등을
들 수 있다. DSL은 전통적인 전화 시스템(POTS)의 음성 서
비스에서 사용된 구리선을 활용한 방식이고, 케이블 모뎀
은 HFC(Hybrid Fiber Coax) 케이블 TV망을 활용한 것이며,
네트워크

기기

BPL은 브로드밴드 신호를 전송하기 위해 가입자까지 설비
된 전력선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반면 FTTH나 FTTC망은
지역교환설비로부터 가입자까지 직접 혹은 근접하게 광전
송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망 구축비용은 최근까지도 높은

자료：FCC, The National Broadband Plan

편이다.

Vol. 2 Issue 6 KISTI MARKET REPORT_3

차세대 무선통신

『브로드밴드 기술 표준으로
ADSL과 케이블 인터넷이 주류를 이루지만,
상용화된 새로운 기술인
VDSL과 가입자 선로의 광접속,
FTTP/FTTC 등을 통한
비용 대비 효과적인 장거리 전송 기술이
각광받고 있다』

이탈리아, 러시아, 스페인, 영국의
가입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미국은 8,000만 명 수준의 규모다』
세계 시장 규모를 권역별로 살펴보면, 아시아, 유럽, 미
주 순이며 특히 아시아에서는 중국의 성장세가 가장 두드
러진다.
구체적으로 아시아는 중국 시장이 2010년 기준 1억

브로드밴드 기술 표준으로 ADSL과 케이블 인터넷이 주

2,000만 명 수준으로 절대적으로 큰 규모이며, 중국, 인도,

류를 이루지만, 상용화된 새로운 기술 중 VDSL과 가입자

일본, 한국의 유선 브로드밴드 가입자 수가 전체 아시아·

선로의 광접속 등이 있고, 광통신의 경우 최근 FTTP(Fibre

태평양 지역 가입자 수의 86.8%를 기록할 정도로 지역 격

to the Premises)와 FTTC 구조가 동축회선 기술보다 비용

차가 나타나고 있다.

대비 효과적인 장거리 전송 기술로 각광받고 있다.

유럽은 2010년 기준 1억 6,000만 명 수준으로 유선 브

▶ 브로드밴드 시장 규모 전망 ▶
(단위 : 백만 명)

시장 규모

년도
개요

2011

2012

2013(E)

2014(E)

2015(E)

연평균성장률

세계 시장

529

571

617

666

720

8%

국내 시장

17.8

18.3

19

19.6

20.3

3.4%

자료 : ITU, 2011.1 ; Analysis Mason, 2011, KISA ISIS(인터넷 통계정보검색시스템)

2011년 기준 5억 2천만 명 수준에서 2015년 7억 2천만
명 수준으로 유선 브로드밴드 시장의 성장과 8% 수준
의 견고한 성장세 예상

로드밴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프랑스, 독일, 이탈리
아, 러시아, 스페인, 영국의 가입자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미주도 미국이 8,000만 명 수준의 가입자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뒤이어 멕시코와 브라질의 가입자 비중이 높게 나

ITU는 2011년 1월 발표를 통해 2003년 유선 브로드밴드

타났다.

가입자 수가 1억 370만 명에서 2010년에는 5억 2,960만 명

반면,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의 2010년 유선 브로드밴드

에 이른다고 보고한 바 있다. 현재 선진국은 유선 브로드밴

가입자 수는 불과 1,260만 명으로 소득 격차와 유사하게

드 시장이 포화상태에 달했으나 중국이나 인도 같이 거대

시장 규모도 지역별로 크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규모의 신흥 시장에서는 브로드밴드 가입 비율이 낮아 향

현재까지 브로드밴드 시장은 국가 경제 성장과 고용창

후 이들 시장을 중심으로 유선 브로드밴드 시장이 성장할

출 수단으로 공공재적 역할이 강조되어 대다수 국가에서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정책적 개입 아래에 소수의 사업자들이 참여하고

향후 세계 시장 규모는 2011년 기준 5억 2,000만 명 수

있는 특징을 나타낸다. 또한 트렌드 측면에서 초고속 인터

준에서 2015년 약 7억 2,000만 명 수준으로 성장이 예상되

넷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각국 통신 사업자

며, CAGR도 약 8% 수준으로 견고한 성장세가 예상된다.

및 정부의 FTTH 구축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

『세계 시장 규모는 아시아, 유럽, 미주 순이며,
이 중 아시아는 중국 시장이
1억 2천만 명 수준으로 절대적으로 크다.
유럽은 1억 6,000만 명 수준으로 프랑스, 독일,

4_KISTI MARKET REPORT

브로드밴드

▶ 브로드밴드 시장의 권역별 시장 규모 ▶

tions, 영국), France Telecom(프랑스), DT(독일) 등의 선도적
(단위 : 천 명)

중동 아프리카
12,672

인 사업자들이 신흥 시장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국내 시장은 KT가 780만 명 규모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고, SK브로드밴드가 330만 명 규모, LGU+와 종합유선
방송이 각각 280만 명 규모의 비중을 차지한다.

미주
133,768
아시아·
태평양
218,037

2011.1

▶ OECD 15개국 브로드밴드 기술별 가입자 비율 ▶
유럽
165,105

기타 0.6%

Fibre+LAN
13.1%

자료 : ITU, 2011.1.

OECD 가입국을 중심으로 LTE 등 차세대 무선 네트워크
도입을 통해 유선 브로드밴드 시장 대체 현상 진행 중

Cable
Modem
29.5%

2011.6

DSL
56.8%

OECD에 따르면, 2011년 OECD 가입 국가의 브로드밴드
가입자 56.8%가 DSL 기반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료 : OECD Broadband Portal

것으로 발표됐으며, 케이블 모뎀 기반 서비스는 29.5%, 광
랜 기반 서비스는 13.1%로 기술적 측면에서 DSL의 비중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LTE 등의 차세대 무선 네트워크의 도

IT분야의 비중이 30% 이상을 차지하는 우리나라에게
세계 브로드밴드 시장은 새로운 기회의 영역

입과 함께 유선 브로드밴드 시장이 대체되는 현상도 진행
중이다. 일례로 독일의 Vodafóne은 2011년 8월 독일 자회

비록 브로드밴드 시장은 각국의 정책과 지역 사업자가

사인 Vodafóne Germany가 기존의 DSL 기반 유선 브로

주도하지만 전체 수출에서 IT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30%

드밴드 서비스를 LTE 네트워크를 통해 유무선 통합 브로드

이상인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브로드밴드 시장은 새로운

밴드 서비스 제공으로 대체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다시 말

기회의 영역일 수 있다.

해 국가별, 지역별 통신정책의 흐름과 표준에 대한 차이가
존재하는 점을 비즈니스 차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전술한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기본적으로 신규 시장
을 중심으로 새로운 기회요인을 발굴하는 것이 유효한 전

각 지역의 주요 사업자를 살펴보면, 미주의 AT&T, Veri-

략일 수 있으나 국내 업체의 독자적인 진출이 가능한 사업

zon(Verizon Wireless), 유럽의 BT(British Telecommunica-

영역은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다. 실제로 국내 브로드밴드

▶ 독일 Vodafóne 브로드밴드 비즈니스 모델의 전환 ▶
독일 Vodafóne

매년 약 5억 유로 지불

DSL
유선 브로드밴드

자사 네트워크

LET
무선 브로드밴드

인터넷 서비스

TV 서비스
독일 Vodafóne

인터넷 서비스
번들링 서비스

전화 서비스

자료：Veyond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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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해외 시장 직접 진출은 르완다에 광케이블망 구

원책의 일환으로 우리 정부와 공동으로 접근할 수 있다.

축사업(와이브로 포함 약 1,000억 원) 외에 전무한 실정이

또한 패키지 진출을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와 국가 간

며, 수단, 알제리, 콩고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업 역시 해

공조체계 확립 및 자금 지원을 통한 진출 장벽을 해소

외 원조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이다. 이러한 현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예를 들어, ‘네트워크+운영 서비스

실적인 측면을 고려해 해당 시장에서 확고한 위치를 점유하

(Managed Service)’의 패키지 형태 수출을 위한 지원책을

기 위해서는 국내 브로드밴드 관련 업체들만이 가지고 있

마련한다든지 브로드밴드 구축 시 단품 수출의 가능성은

는 역량을 진출 시장별로 차별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희박하므로 중소기업의 부품 및 단말과 대기업의 장비 및
운영 서비스를 결합하여 초기 비용을 줄임으로써 가격 경

『국내 브로드밴드 사업자는
시장별 유형을 분류해 장비 업그레이드,
정부와 협력 관계 유지 등의 시장별
맞춤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가격 경쟁력 확보와 국가 간 공조체계 확립 및
자금 지원을 통한 진출 장벽 해소 등의
전략도 필요하다』

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 차원에서는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같은 방식을
통한 국내 기업과의 공동사업 기획이,
기업 차원에서는 해당 진출국 유력 사업자와의
제휴 및 공동사업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시장별로 유형을 분류해 시장별 맞춤 전략을 마련

마지막으로 브로드밴드 진출 유망 국가 정부와의 공조체

한다. 정부의 브로드밴드 확대 정책은 강하지만 브로드밴드

계를 통한 진출 장벽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보급률이 높아 상대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낮은 국가는 장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PPP(Public-Private Partnership)와

비 업그레이드 수요에 대응한다. 보편적 서비스 확대를 위해

같은 방식을 통해 국내 기업과의 공동사업을 기획할 필요

유선 브로드밴드 보급률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 있으며, 개별 기업 차원에서도 해당 진출국 유력 사업자

국가는 각국 정부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다양한 지

와의 제휴 및 공동사업에 대한 노력이 필수적이다.

자연에서 배우는 아이디어 세계

빠르게 이동하는 바퀴벌레의 비밀
▶ 바퀴벌레 ▶

텐트나방이라고도 하는 천막벌레나방(Malacosoma) 애벌레는 매실, 복숭아, 자두, 앵
두, 벚나무 등 여러 종류의 장미과 식물 잎을 먹고 산다. 이 애벌레는 부화한 뒤 애벌레들
이 공동으로 실을 뽑아내기 시작하여 나무에 수직방향으로 자신들이 살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의 텐트를 만들어 가는데, 매일 실을 추가해 계속 다른 층을 만들어 다층 구조의 텐
트를 완성한다. 이 완성된 텐트는 마치 온실처럼 텐트 안에 태양광을 모아 애벌레의 체온
을 섭씨 30~35도로 유지시키고, 방수성을 갖도록 하여 비나 살충제 등도 막아 준다. 따

▶ 바퀴벌레형 로봇 DASH ▶

라서 이 텐트는 애벌레의 몸을 보호하는 동시에 방수 기능을 하고, 햇빛을 모으는 안전한
피난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애벌레는 체온을 올릴 때 텐트 벽면에 몸을 고정하여 햇빛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체온
을 내릴 때는 텐트의 중앙으로 이동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체온을 더 내리고 싶을 때는
그림자 부분에서 공중에 매달려 바람을 이용, 몸을 식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런 온도조
절 기능은 각종 건축물 설계에 활용될 수 있고, 애벌레가 만드는 실의 성분 규명을 통해

자료 : J-Net21, 2010 ;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 연구소

6_KISTI MARKET REPORT

실크처럼 강하고 방수성을 갖고 있는 신소재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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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S 센서
차세대 센서의 미래

|
기술사업화정보실 선임연구원 홍동숙 Tel 02-3299-6257 e-mail hongds@kisti.re.kr

MEMS 센서는 나노 스케일의 초고속 고감도 센서로,
외부 환경 모니터링을 위한 도구로 활용
MEMS(Micro-Electro-mechanical System)는 초소형 정밀

방향과 움직임을 포착하는 스마트 기기,
안압의 변화를 측정하는
스마트 콘택트렌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시스템을 뜻하며, MEMS 센서는 마이크로 혹은 나노 스케일
의 초고속 고감도 센서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감지를

자동차, 항공, 스마트 모바일 기기 등이 MEMS 센서의

통해 외부 환경에 대한 감시, 검출 및 모니터링을 위한 도구

대표적인 응용 분야다. 그 예로 브레이크 제동 시 가속도

로 활용되고 있다. 센서의 유형으로는 가속도 센서, 압력 센

계가 감속 속도를 빛으로 표현해 오토바이 운전자의 안전

서, 자이로스코프 센서 등이 대표적이며 향후 다양한 산업

성을 향상시켜 주는 보조 경고등이 있다. 또 가속도 센서

분야에 적용되어 활용 범위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민감한 제스처 및 방향을 감지하고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는 스마트 기기도 늘어나는 추세다.

『MEMS 센서는
브레이크 제동 시 감속 속도를
빛으로 표현해주는 경고등,

최근에는 안압의 변화를 측정 및 관찰할 수 있는 압력 센
서 기반의 스마트 콘택트렌즈 등 헬스케어 같은 다양한 분
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 MEMS 센서 주요 응용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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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S 센서 탑재 제품 예시 ▶
◀ 스마트폰

▲ STMicroelectronics사의 MEMS 센서가 탑재된 자동차

▲ 콘텍트렌즈

자료：STMicroelectronics社

MEMS 센서 관련 주요 기술로 초소형화을 위한 기술,

것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MEMS 센서 시장은 국내

다양한 요소를 하나의 센서로 통합 센싱하는 기술, 3D

외 차세대 센서 시장을 견인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MEMS 기술 등이 요구된다. 최근 반도체 미세가공 기술의
발전에 따라 패턴스케일이 수 nm에서 수십 nm 영역으로

『제품 유형별로는 압력 센서가
약 39%(유럽시장, 2009년 기준) 정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이크로폰 센서의 시장 비중은
약간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진입했으며, 이러한 나노 기술을 기반으로 NEMS 센서가
연구·개발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NEMS 센서를 위한
나노 진동자의 진동 측정 기술, 3차원 나노구조 및 나노기
계 진동자 제작 기술, 고성능 센싱을 위한 기술 등이 필요
하다.

MEMS 압력 센서 세계 시장의 약 40%를 점유하고 있

국내 MEMS 센서 시장은 2010년 760억 원에서 2017년
2,010억 원으로, 세계 시장은 2010년 38억 달러에서
2017년 약 99억 달러 규모로 성장 전망

는 유럽의 경우, 제품 타입별로는 압력 센서의 비중이 약
39%(2009년 기준)로 가장 높으며 향후에도 이 비중이 가
장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압력 센서와 가속도 센

국내 MEMS 센서 시장은 2010년 760억 원에서 2017년

서의 비중이 감소하면서 상대적으로 자이로스코프 시장과

2,010억 원으로 성장이 예상되며, 세계 시장도 2010년 38

마이크로폰 시장의 비중은 약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억 달러에서 2017년 약 99억 달러 규모로 매년 꾸준한 성

마이크로폰 센서의 경우 CAGR이 19.2%(2009~2016년 기

장이 전망된다. 이는 작은 크기, 경제적인 가격의 고성능

준)로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이 예상된다.

센서에 대한 수요의 증가, 관련 기술의 진화, 다양한 소비
재로의 적용 확대 등에 따라 그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 MEMS 센서 국내외 시장 규모 전망 ▶
(단위 : 억 달러, 억 원)

시장 규모

년도
개요

2010

2015(E)

2017(E)

연평균성장률

세계 시장

38

76

99

14.9%

국내 시장

760

1,520

2,010

15.0%

자료 : “World Emerging Sensors Markets”, Frost & Sullivan, 2011 기반으로 KISTI에서 추정(환율 1,000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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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타입별 유럽 시장 분포 추이 ▶
마이크로폰
6%

자이로스코프
25%

마이크로폰
10%

가속도
26%

가속도
30%
자이로스코프
29%

2009

2016

압력
35%

압력
39%

자료 : “Strategic Analysis of the Sensors Market in Europe”, Frost & Sullivan, 2010을 기반으로 KISTI 재구성

『MEMS 센서의 응용 분야별로 보면
자동차 센서가 72%(2010년 기준)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약 27%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재 부문은
CAGR 23%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2015년에 전체 MEMS 센서 시장의
37%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 MEMS 센서 도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
다. 그 외 의료 부문이 12%, 산업 부문이 10%, 소비재 부문
4%, 군사/항공 부문이 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0년, 2011년 매출 기준으로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인 분야는 소비재 분야이며, 2015년까지 CAGR 23%로
전체 MEMS 시장의 CAGR인 14.9%와 비교하여 다소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전체 MEMS 센서 시장의 약 27%를 차지하던 소

유형별 시장 비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압력

비재 부문은 2015년 약 37%까지 그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센서 시장을 응용 분야별로 살펴보면 자동차 부문이 전체

보고 있다. MEMS 센서 시장에서 소비재 분야가 높은 성장

시장의 72%(2010년 기준)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세를 보일 수 있었던 주요 성장 동력은 MEMS 센서를 탑

MEMS 압력 센서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

재한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증가이다.

차 부문에서는 미국, 유럽, 중국 등의 TPMS 규정 의무화

▶ 세계 MEMS 압력 센서 시장 응용 분야별 시장 점유율 ▶

▶ 소비재 부문 MEMS 시장 현황과 전망 ▶
(단위 : 억 달러)

Consumer
4%

Millitary & civil, Aerospace
2%

80
전체
소비재

Industry
10%
Medical
12%

60

: CAGR 14.9%
: CAGR 23%

40

2010
Automotive
72%

20
0

자료 : “MEMS

Market Brief Volume 4, Issue 9”, iSuppli, 2011
기반으로 KISTI 재구성

2010

2015

자료 : “Consumer MEMS to See Highest Growth Yet This Year at 37 Percent”,
iSuppli, 2011 ; “World Emerging Sensors Markets”, Frost & Sullivan, 2011
기반으로 KISTI 재구성

Vol. 2 Issue 6 KISTI MARKET REPORT_9

차세대 센서 네트워크

10대 주요 기업이 소비재 분야 세계 MEMS 시장의
86% 차지, 1위 기업 STMicroeletronics가 전체 시장의
30% 점유

소비재·자동차 분야가 유럽의 인기 시장, 통합형
MEMS 센서로 기술의 진화와 응용 분야의 확대 예상
향후 MEMS 센서 시장은 분야별로는 휴대전화와 노트

소비재 분야 세계 MEMS 시장은 10대 주요 기업이 전체

북을 포함하는 소비재 분야와 자동차 분야가 가장 경쟁력

시장의 86%를 차지하고 있으며, 1위 기업인 STMicroelec-

있는 시장이 될 것이며, 다음으로는 국방/항공 분야 및 의

tronics(프랑스-이탈리아)가 전체 시장의 약 30%를 점유하

료/헬스케어 분야가 뒤를 이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 있는 독과점 시장이다.
STMicroelectronics사는 모션 센서를 지원하는 핸드셋,

『자동차 분야에서는
ESP, ESC, TPMS 기반의 센서가
시장을 견인하고, 소비재 시장에서는
다양한 MEMS 센서가 탑재된 스마트폰이
시장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헬스케어/의료 부문 등에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의 등장도
기대되고 있다』

태블릿, 랩탑, 게임기 등을 공급하는 업체로 연 81%(2010
년, 2011년 기준)의 높은 매출 성장을 보였으며, 애플의
iPhone, iPods 제품과 관련된 매출이 2011년 전체 매출의
50%에 달했다.

▶ 소비재 분야 세계 MEMS 시장 점유율 ▶
Analog Devices
3%

자동차 분야에서는 정책적 규제에 힘입어 ESP, ESC,

Kionix
3%

TPMS 기반의 센서가 시장을 견인할 것이다. 소비재 시장

기타
12%

TriQuint
4%

는 스마트폰이 시장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단일 MEMS 센서에서 통합형 MEMS 센서로 진화가 예

2011

Bosch
6%

Invensense
7%

에서는 다양한 MEMS 센서를 탑재해 기능이 확장되고 있

STMicroelectronics
30%

Panasonic
4%

상되고, 현재 자동차, 휴대폰 중심의 시장에서 헬스케어,
Avago
9%

Knowles
13%

날씨 예보 등 다양한 응용 분야로의 확대, 제품의 솔루션
화가 전망된다. 또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범용 설계는

Texas Instruments
9%

향후 특정 애플리케이션과 고객에 대한 맞춤형 설계로 변
화할 것이 그려진다.

자료 : “STMicroelectronics is Undisputed Leader in Consumer and Mobile MEMS”,
iSuppli, 2012.

▶ MEMS 센서 시장 ▶
Market Attractiveness Grid(Europe), 2009
High

Consumer
Electronics :
Cellular Phones · Notebooks
Automotive : ESP · ESC · TPMS

Revenue and Market Growth
Attractiveness

Low

Aerospace and Defense

Industrial,
Test and Measurement
Significant Barriers

자료：“Strategic Analysis of the Sensors Market in Europe”, Frost & Sullivan,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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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care : Medical

Most Attractive
Attractive
Least Attractive

Market Barriers to Entry

Minimal Barriers

MEMS 센서

▶ MEMS 센서 제품 및 기술 트렌드 ▶
...From

...To

Single

Features

Increasing Levels of Integration

Standalone Component

Product Differentiator

Solution

Analog

Output

Digital

In-house(IDM)

Design and Manufacturing

Fabless (Outsourced Manufacturing)

ASIC

Design Types

Monolithic CMOS MEMS

Automotive, Cell Phones

End-user Focus

Healthcare, Industrial and Weather Forecasting etc.

General

Design

Application Specific or Customer Specific

Single

Product

Clusters (several types of MEMS sensors)

자료：“Strategic Analysis of the Sensors Market in Europe”, Frost & Sullivan, 2010.

자연에서 배우는 아이디어 세계

천막벌레나방 애벌레가 만드는 방수텐트는
새로운 환경개선 기대
▶ 애벌레가 만든 텐트 ▶

물체가 균형 있는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정지하기 위해서는 3곳 이상
의 지지점이 필요하며 그 지지점 내에 물체의 중심이 있어야 한다. 물체
이동에도 이 같은 원리는 똑같이 적용된다. 곤충은 6개의 다리 가운데 반
드시 3개의 다리를 지면에 접촉한 상태에서 이동하는데, 바퀴벌레도 예
외는 아니지만 대단히 빠른 속도로 이동한다.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 연구팀에서는 초고속 카메라로 바퀴벌레 보행을 분석해 지면에서
받는 힘을 다리 끝뿐 아니라 다리 전체를 사용하여 유지하고 있다는 것
을 밝혀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바퀴벌레의 주행 방법을 모방해 초속
1.5m로 빠른 이동이 가능한 6족 소형로봇(DASH-Dynamic Autonomous
Sprawled Hexapod)을 개발했다.
이러한 이동로봇의 개발은 사람이 들어가서 활동하기 어려운 좁은 장
소인 재해현장 인명 구조 작업에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 튼튼한
카본 소재의 바디에 카메라를 탑재한 바퀴벌레형 로봇 구급대를 만들 수
도 있을 것이다. 이 이동로봇에 여러 가지 센서를 탑재하면 각종 설비나
기계의 좁은 공간에 들어가 위험한 가스 누출, 방사능 누출, 기름 누출 등
을 검지하거나 사고 장소를 찾아내는 센서 로봇으로의 활용도 기대할 수
있고, 위험한 폭발물을 찾아내거나 제거하는 로봇을 개발하여 사람의 위

자료 : J-Net21, 2010

험작업 요소를 크게 줄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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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분해성 고분자 생체재료
시장 전망 및 생체재료 응용 가능성

|
기술사업화정보실 선임연구원 어진원 Tel 02-3299-6079 e-mail jweo@kisti.re.kr

생체분해성이 우수해 생체재료로 각광받는 폴리락트산
(PLA)

자는 생체 내에서 분해되고 대사와 배설로 축적이나 잔류
물이 생기지 않아 바이오 의료 분야에서 폭넓게 응용되고
있으며 바이오와 임상 의학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폴리락트산(Polylactic acid, PLA, 이하 PLA)은 세계적

생체분해성 고분자 생체재료는 생체 내에서 염증반

으로 상용화되어 있는 바이오 플라스틱 중 하나로 바이

응을 일으키지 않아야 하고 고분자뿐 아니라 분해된 산

오매스를 원료로 한 젖산(Lactic Acid)을 중합하여 제조

물도 인체에 무해해야 하며 적당한 가공 특성과 강도

한다. PLA는 포장, 텍스타일, 농업, 수송, 일렉트로닉스에

를 가져야 한다. 자연계에서 만들어지는 생체분해성 천

이르기까지 응용 영역이 광범위하고, PE(Poly ethylene),

연 고분자는 천연물질, 동물, 인체에서 유래한 고분자

PVC(Polyvinyl chloride) 등을 대신해 여러 가지 친환경 플

로 생체 적합성이 매우 우수해 생체에 이식한 후에도 염

라스틱 제품을 제조할 수 있어 발전 전망이 밝다. 또한 생

증 반응이 적고 뛰어난 생체 기능성과 생체분해성 등을

체분해성이 우수하여 생체흡수성 수술용 봉합사, 약물전달

제공한다. 하지만 분해속도를 조절하기가 어렵고 기계

체계용 소재, 골 굴절 치료용 기구, 인공피부 등의 생체재

적 강도가 낮아 뼈나 연골 등 큰 하중을 견뎌야 하는 조

료로도 각광받는 생체분해성 고분자 생체재료이다.

직에는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
기 위해 생체재료로 생체분해성 합성 고분자가 많이 사

『천연 고분자는 뛰어난 생체 기능성과
생체분해성 등을 제공하지만
분해속도를 조절하기가 어렵고
기계적 강도가 낮기 때문에
생체분해성 합성 고분자가
생체재료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용되고 있다. 의료용으로 공인된 생체분해성 고분자는
Polyglycolic acid(PGA), Poly-L-lactic Acid(PLLA), PolyD,L-Lactide(PDLLA), Poly-ε-caprolactine(PCL), Poly1,4-dioxane -2-one(PDO), Polytrimethylenecarbonate(P
TMC), Poly-β-hydroxybutyrate(PHB)가 있다. 이 중 활용
도가 가장 높은 폴리글리콜산(polyglycolic acid, PGA)과
폴리락트산(polylactic acid, PLA)은 봉합사 등의 의료제품

생체분해성 고분자 생체재료(Biodegradable or Bioabsorbable polymers biomaterials)란 생체 내에서 스스로 분
해되는 생체재료용 고분자의 총칭이다. 바이오와 의학 기
술이 발달할수록 새로운 기능을 보유한 생체분해성 고분
자에 대한 시장 니즈가 확대되는 추세다. 생체분해성 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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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로 상품화되었고 응용 연구가 확대되고 있어 다른 소
재에 비해 중요성이 매우 크다.

생체분해성 고분자 생체재료

▶ 생체재료용 생체분해성 고분자의 특징 및 용도 ▶
고분자 종류

조됐으나 강도가 급격히 감소하

특징 및 응용

여 실제 응용에는 부적합했다. 그

Polylactic acid(PLA)

•가장 먼저 임상사용이 승인된 생체분해성 합성 고분자

Polyglycolic acid(PGA)

•수술용 봉합사, Drug-delivery system, 정형외과용 이식 및 혈관이식재료
•PG나 PL보다 매우 느린 생체분해 속도를 나타내는 폴리에스테르필름

Polycaprolactone

Polydioxanone

이루어져 Interference screws,

•포말형태로 인공피부로 사용

Suture anchor, Anastomosis

•이식재료나 피임제로서 제1상 임상시험이 완료된 상태

clip, Anastomosis ring, Dental,
Pins and Rods 등에 적용된다. 봉

•흡수 가능한 결찰용 클립

합사를 대신해 손상된 조직을 접

•AbsolokR이라는 상품명으로 판매되고 있음
•Drug-delivery system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표면부식 고분자

Polyanhydrid

후 분해 강도를 높이는 연구가

합시키는 조직 접착제와 체내에서

•뇌암 등의 치료를 위한 이식용 delivery system

서서히 분해되는 고분자 막에 약

•제3상 임상시험 진행 중

물을 둘러싸서 서서히 방출시키는
방법으로 약물을 전달하는 의약전

Polycyanoacrylates

•Bio adhesive로 사용됨

Polyorthoester

•Drug-delivery system을 위해 개발돼 탐색 중인 고분자

달시스템 등에도 적용되며, 최근

Poly(γ-ethylglutamate)

Pseudo-poly
(Amino acids)

에는 조직공학용 세포배양 지지체

•분해되는 봉합재료와 drug-delivery를 위해 연구 중

로 응용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합성 polyamino acid에 기초

진행되고 있다.

•일반적인 poly(amino acid)의 기본골격에 nonamino 결합을 끼워 넣음으
로써 얻어진 고분자군
•polyester와 polyiminocarbonate

LA와 PLA의 세계 시장은 연평
균 18.7% 성장해 2015년에는
32억 2,800만 달러, 국내 시장
은 연평균 20.11%의 성장률을
보여 98억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

•고강도의 정형외과용 이식재료, drug-delivery system 및 면역활성 보조
제로의 응용이 제안

생체재료용 PLA는 수술용 봉합사, 정형외과용 고정제
품, 의약전달시스템 등에 활용

SRI(Stanford Research Institute) 보고서에 따르면 생체
PLA는 생체에 적용하는 용도에 따라 섬유, 필름, 막대,

재료용 고분자 세계 시장은 2010년 19억 6,500만 달러로

튜브, 스캐폴드 등의 형태로 만들어진다. 현재 상처의 봉

추정되며, Marketsandmarkets 보고서에 따라 2015년까지

합 치료에 사용되는 수술용 봉합사로 가장 많이 활용된다.

연평균 18.69%로 성장하여 2015년에는 46억 2,800만 달러

1970년대 초 미국의 American Cyanamid사에서 폴리클리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이후에는 노령화가 더욱

콜산(PGA)을 사용, 최초로 합성해 흡수성 봉합사를 상품화

가속화되면서 생체재료용 고분자 시장도 더 성장할 것으

한 이후로 미국의 Ethicon, 일본의 메디칼서플라이, 우리나

로 예상된다. 미국이 세계 시장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

라의 삼양사가 생산하고 있다.

고 유럽의 점유율이 높은 편이다. 일본 시장은 미국 바이

생체재료용 PLA의 또 다른 큰 수요는 정형외과용 고정
제품이다. 기존에는 골절된 뼈를 고정하기 위해 금속 제품

오산업 규모의 25% 정도 수준임을 감안하면 2010년 약 2
억 2,100만 달러 수준의 시장을 형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을 사용하였으나 재료가 부식될 수도 있고 치료 후 제거

Marketsandmarkets 보고서에 따르면 Lactic acid(LA)

수술이 필요하며, 또 부러진 부위를 과잉보호하므로 뼈가

와 Poly lactic acid(PLA)의 세계 시장 규모는 2010년 북미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지역이 전체 시장 점유율의 35.8%를 차지하였고, 유럽이

이에 비해 생체분해성 고분자인 PLA는 부식되지 않고

29.9%, 아시아·태평양이 29.2%의 점유율을 차지했으며

상처 회복과 함께 서서히 분해되어 제거 수술이 필요하지

세계 시장은 연평균 18.7%로 성장하여 2015년에는 32억

않기 때문에 고정용 지지체로 활용성이 높다. PLA를 이

2,8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용한 뼈 고정용 지지체는 1971년 Kulkarni에 의해 처음 제

국내 시장은 기반기술의 수준과 경제성 부족 등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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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당분간은 세계 시장의 성장만큼은 성장하지 못하지만

계에 머물러 선진국에 크게 뒤처져 있다.

기반기술이 확보되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확대되면 이

『생체재료용 고분자 재료로서 PLA 등의
생체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할 수 있는 기술을 선점한다면
고부가가치 산업인 조직공학 시장까지
선점할 것으로 전망된다』

후에는 세계 시장 성장률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
다. 2012년까지는 기존 고분자의 5~10%가 바이오 플라
스틱으로 대체될 것이며,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까지 포함
하면 기존 고분자 시장의 30% 이상 대체가 가능할 것으
로 보인다.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 대부분은 산업용으
로 사용되는 환경 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이며, 생체의료
용 바이오 플라스틱 시장은 상용화되기까지 기술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상용화된 이후에는 기존 합성 고분자

생체재료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바이오매스 유래 바이

를 이용한 생체재료용 고분자가 바이오 플라스틱을 이용

오 플라스틱은 현재 초기 개발단계이므로 시장 규모가 작

한 생체재료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 가격이 높아 상용화되지 않았다. 그러나 2010년 지식경
제부가 산업발전법에 기초해 의료바이오 융합 분야의 인
체 이식용 바이오/인공장기 제조 나노 구조체를 첨단기술

생체재료용 바이오 플라스틱은 시장 규모나 가격 면에
서 경쟁력이 부족하지만 기업의 기술 개발 및 시장 진
출 모색, 정부 지원 등이 맞물려 시장 활성화 기대

및 제품으로 선정함에 따라 재생 가능한 생분해성 물질인
바이오매스 유래 고분자물질을 이용한 표준형 스캐폴드의
제작 및 응용 시장은 앞으로 더욱 성장할 전망이다. 국내
기업들은 바이오매스 유래 바이오 플라스틱과 기능성 바

다른 바이오산업과 마찬가지로 생체재료용 고분자 분

이오 소재를 중심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내

야 역시 사업화 초기단계에 진입하면 고수익의 기회를 잡

에서 수급 가능한 바이오매스가 충분하지 못하여 현재는

을 수 있지만 기술 개발을 완료해도 상품화하기까지 각종

연구개발 초기단계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방법을

시험 및 인증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우리나라는

통해 기술 개발 및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바이오 플

2000년대부터 기술 개발 중이지만 투자환경기반 형성단

라스틱 소재 생체분해성 스캐폴드는 기존 전통적인 약물

▶ 생체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LA & PLA) 세계 시장 규모 추이 ▶

▶ 생체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LA & PLA) 국내 시장 규모 추이 ▶

(단위 :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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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Global Lactic Acid & Poly Lactic Acid(PLA) Market by Raw Materials, Types, Applications and Potential Opportunities(Forecast to 2016)”, MarketsandMarkets, 2011 ; “World
Bioplastics”, Industry Study 2548, 2009 참고 KISTI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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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분해성 고분자 생체재료

요법, 수술 등을 동원해도 만족스럽게 증상이 해결되지 않

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은 상용화되기까지 초기 연구개발

는 환자들의 치료에 새로운 돌파구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투자비용이 소요되기는 하지만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할

이용한 치료법과 시술법은 고령화 사회로의 진행과 만성

수 있는 기술을 선점한다면 고부가가치 산업인 조직공학
시장까지 선점할 것으로 전망된다.

질환자의 급증으로 노화, 불치병 치료 등에 적용되어 사회
전반적인 건강지수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생체

자연에서 배우는 아이디어 세계

홍합의 접착성을 의료분야에 활용 기대
홍합은 바다의 바위나 배 밑바닥 등에 달라붙어 서식하고 있는데 한 번 달라붙으면 아무리 심한 풍랑에도 쉽게 떨
어지지 않는다. 이는 홍합이 갖고 있는 접착성 단백질 성분의 족사라는 가늘고 짧은 콜라겐 섬유로 접착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홍합은 고분자 기반의 인공접착제보다 접착력이 강하고 유연하다. 또한 물속에서 접착력이 유지되며
금속, 플라스틱, 유리, 생체표면 같은 다양한 물질에 접착되는 특성을 보인다. 동물의 피부나 세포를 잘 부착시킬 수 있
다는 점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1980년대 캘리포니아 주립대의 연구팀이 홍합 족사 단백질의 다이하이드록신 페닐엘라닌(DOPA)이 접착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혀낸 이후 fp-1에서 fp-6까지 6종의 단백질이 규명되었다. 특히 의료분야에서는 생체 내에서 인간세포
공격성이나 면역 거부반응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의료용 접착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기대를 준다. 다만 값이 비싸고
수량이 한정적이어서 자연 채취 단백질이 아닌 대량 생산을 위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국내의 포스텍 화학공학과에
서 국산 양식 홍합을 통해 접착 단백질 추출,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도입하고 대량 생산에 성공함으로써 기능성 세포
접착제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그리고 KAIST 연구팀에서는 족사 구조를 응용한 초고강도 섬유를 개발했는데 이는 향후
수술용 접착제, 인공근육, 방탄 소재, 스텔스 소재 등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 바위에 붙은 홍합 ▶

▶ 홍합 족사 ▶
활용 분야 무궁무진한 홍합
의료용 접합제
인공뼈
탄소나노튜브
(방탄소재, 인공근육…)
2차전지
(노트북, 전기차)

홍합

홍합 족사

자료 : Google Image ; 『조선일보』, 201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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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_ 첨단의료기기

RNAi Deliver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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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A 간섭은 이중가닥 RNA가 표적 mRNA를 선택적으
로 분해해 표적 유전자의 전사와 단백질 합성을 중단시
키는 과정

은 dsRNA가 mRNA를 절단하는 메커니즘 및 RISC(RNAinduced silencing complex)의 존재가 확인되었다. 또한
2001년에 Elbashir이 포유류 세포에서도 siRNA에 의한 서열
특이적인 발현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 RNAi 기술을

RNA 간섭(RNA interference, RNAi)은 이중가닥 RNA

이용한 연구가 활기를 띠게 되었다. 국내에서는 서울대학교

(double stranded RNA: dsRNA)가 그 RNA의 염기서열에 해

김빛내리 교수 연구팀이 RNAi 연구를 활발히 진행해 국제

당하는 표적 mRNA(messenger RNA)를 선택적으로 분해하

수준의 연구성과를 거두고 있다.

여 표적 유전자의 전사와 단백질 합성을 중단시키는 과정
이다. 이때 표적 mRNA의 분해는 긴 dsRNA가 Dicer RNase

암을 비롯한 각종 질병 치료제로 연구 개발되고 있는
RNA 간섭과 siRNA을 이용한 유전자 억제 기술

III에 의해 분해될 때 생성되는 siRNA(small interfering RNA)
를 통해 이루어진다.
1998년에 Andrew Fire와 Craig C. Mello 연구그룹이 선충
에서 dsRNA가 서열특이적으로 유전자 침묵(silencing)을 일

siRNA를 사용한 RNA 간섭은 원하는 유전자를 선택적으

으키는 것을 발견한 이후, 21~23 염기쌍으로 이루어진 짧

로 억제할 수 있게 한다. siRNA 기술은 기존의 안티센스 올

▶ siRNA 작용 메커니즘 ▶
RNA helicase

RNase III

1234아미노산

dsRNA
PAZ

dsRNA 결합 도메인

Dicer
반복

siRNA
합성

목표 mRNA
발현 벡터

RISC
(RNA-induced
Silensing Complex)

"Selective gene sile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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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NA 분해

RNAi Delivery System

리고 뉴클레오티드나 리보자임을 사용한 유전자 억제보다

siRNA가 암 등의 질병 치료제로서 작용하기 위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유전자를 억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는 억제하고자 하는 표적 유전자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하

획기적인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는데 일반적으로 표적에 도달하기 전에 리보뉴클라아제

siRNA를 이용한 기술이 매력적인 이유 중 하나는 다양하

(Ribonuclease) 등을 통해 분해된다. 이처럼 최적의 치료 효

고 탁월한 응용 가능성이다. siRNA 기술은 역유전학 기술로

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 siRNA 전달 용도의 나노입자를 이

서 기존의 방법보다 손쉽게 유전자를 억제할 수 있으므로

용하여 특정 부위로 전달시키기 위한 방법이 개발되었다.

개별유전자 및 제놈 기능연구에 활용될 수 있다. 뿐만 아니

이는 전달하고자 하는 물질(siRNA, 약물 등)의 생체 내 불필

라 siRNA는 유전자 치료와 암을 비롯한 각종 질병의 치료

요한 분포를 억제하여 비표적 부위를 보호하고 표적 부위

제로 직접 개발할 수 있다.

로만 전달하는 방법이다. 특히 나노입자의 응용 범위는 입
자 자체의 크기뿐만 아니라 입자의 고기능화에 연구의 초
점이 맞춰지고 있다. 제조방법에 따른 나노입자를 살펴보

siRNA Delivery System은 siRNA 전달 용도의 나노입
자를 이용하여 특정 부위로 전달시키는 방법

면, 자가유화 확산법을 이용한 고분자성 나노입자, 이온성
고분자의 결합반응을 이용한 고분자 나노입자, 친수·친유

▶ siRNA를 사용한 임상시험 사례 ▶
후보화합물

개발기업

표적

적용

임상시험

ALN-RSV01

Alnylam

RSV유전자(Nucleocapsid gene)

폐이식환자의 Respiratory syncytial virus(RSV)
감염

Phase II b

ALN-RSV02

Alnylam

RSV유전자(Nucleocapsid gene)

소아 RSV 감염

Phase I

ALN-VSP

Alnylam

VEGF와 kinesin spindle protein의 siRNA

간암

Phase I
Phase I
Phase I

ALN-TTR01

Alnylam/Tekmira

Transthyretin(TTR)

TTR개재 아밀로이도증

-

Benitec

HIV RNA(DNA-directed RNAi in stem cells)

AIDS림프종

CALAA-01

Calando

rebonucleotide reductace M2 subunit

고형암(정맥 내 투여)

-

Gradalis

furin(bi-functional shRNA)

암(GM-CSF병용)

Phase I

CEQ508

Marina

β-catenin

FAP

Phase I/II

PF-4523655

Pfizer/Quark

RTP-801

당뇨병성황반변성증

Phase II

QPI-1022

Quark

pro-apoptotic gene, p53

심장수술을 받은 환자의 급성신부전

Phase I/II

QPI-1007

Quark

pro-apoptotic protein, Caspase 2

비동맥성 전부

Phase I

Atu-027

Silence(England)

protein kinase PKN-3

고형암

Phase I

SYL040012

Sylentis(Spain)

adrenergic receptor β-2

녹내장

Phase I/II

ApoB SNALP

Tekmira(Canada)

apolipoprotein B

고콜레스테롤혈증

PLK1 SNALP

Tekmira(Canada)

polo-like kinase 1(PLK1)

고형암

Phase I

TD101

TransDerm

mutated gene encoding keratins

상염색체우성피부질환

Phase I

Excellair

ZaBeCor

kinase Syk

SPC3649*

Santaris

miRNA122(안티센스)

C형간염

Phase II

EZN2968

Santaris/Enzon

HIF-1α

암

Phase I/II

EZN3042

Santaris/Enzon

Survivin

암

Phase I/II

Phase I
중지

Phase I
중지

Phase II

* miRNA 표적 안티센스
자료 : 岡田弘晃, 新しいバイオ素材オリゴ核酸による創薬と革新的DDS, Drug Delivery System, 25-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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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기기

성 그룹을 갖는 블록 공중합체(Block copolymer) 등으로 마

면 약물전달시스템(Drug Delivery System) 전체 세계 시장

이셀을 형성, 나노입자 및 덴드리머를 이용한 성상중합체

은 CAGR 5%로 성장하여 2011년 1,379억 달러에서 2016년

(Star-like polymer)의 합성 그리고 인지질을 이용한 친수성

1,756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캡슐 형태의 나노 리포좀 등이 있다.

『R&D장비, 진단, 치료,
농업으로 분류되는 RNAi 시장은
2013년까지 5년간 CAGR 83.4%에
이를 것이라고 보고된 바 있다.
또한 RNAi Delivery System 세계 시장은
2015년까지 약 240억 달러 규모를
기록하는 등 연간 27.9%의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약물전달시스템 전체 세계 시장은 CAGR 5%로 성장하
여 2016년 약 1,756억 달러 달성 예측
RNAi 시장의 급성장이 전망되는 가운데 많은 기업이 연
구 개발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BCC Research에 따르

▶ siRNA를 사용한 임상시험 사례 ▶
Delivery systems
Liposomes

Property

Targeted gene

Polymers

Others

HBV vector-based mouse

i.v.

Cationic liposome

Bd-2

Liver metastasis mouse model

i.v.

Cationic liposome

Intergrin ∝v

Prostate cancer xenograft

i.t.

Cationic liposome

CD31

Prostate cancer xenograft

i.v.

Cationic liposome

Bd-2

Prostate cancer xenograft

i.t.

Cationic cardiolipin liposome

Raf-1

Prostate cancer xenograft

i.v.

Cationic cardiolipin analogue-based liposomes c-raf

Breast cancer xenograft

i.v.

Neutral liposomes(DOPC)

EphA2

Ovarian cancer xenograft

i.v./i.p.

Neutral liposomes(DOPC)

FAK

Ovarian cancer xenograft

i.p.

Neutral liposomes(DOPC)

ADRB2

Ovarian cancer xenograft

i.p.

Neutral liposomes(DOPC)

IL-8

Ovarian cancer xenograft

i.p.

Liposome-polycation-DNA

EGFR

Lung cancer xenograft

i.v.

Lung metastasis

i.v.

Immunoliposome

Her-2

Breast cancer xenograft

i.v.

CaCO3nanopartide

VEGF

Gastric cancer xenograft

i.t.

Chitosan-coated nanoparticle

RhoA

Breast cancer xenograft

i.v.

Folated lipid nanopartide

Her-2

Nasopharyngeal cancer xenograft

i.t.

PEI

Her-2

Ovarian cancer xenograft

i.p.

PEI

PTN

Orthotopic glioblastoma

i.c.

Poly(ester amine)

Akt1

Urethane-induced lung cancer

Inhalation

Atelocollagen

HPV18 type E6 and E7

Cerival cancer xenograft

i.t.

Chemical modification

HBV

HBV vector-based mouse

i.v.

Carbon nanotube

TERT

Lewis lung tumor

i.t.

Cyclodextrin-containing polycation

EWS-FLl1

Metastatic Ewing's sarcoma

i.v.

Fusion protein(Protamine, HIV-1 envelop Ab)

c-myc, MDM2, VEGF

Subcutaneous B16 melanoma tumor

i.t./i.v.

Electroporation

EGFP

Subcutaneous B16F10 expressing EGFP

i.t.

i.v. : intravenous injection, i.p. : intraperitoneral injection, i.t. : intratumoral injection, i.c. : intracerebral injection.
자료 : Yu-Kyoung Oh, Tae Gwan Park, siRNA delivery systems for cancer treatment, Advanced Drug Delivery Reviews, 6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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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ute

HBV

Cationic immunoliposome
Nano partides

Animal model

SNALP

RNAi Delivery System

세계 시장은 크게 미국, 유럽과 기타 지역으로 나뉜다.

와 전달체 개발 연구 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포스텍 김원종

특히, RNAi 시장은 크게 R&D장비, 진단, 치료, 농업으로 분

교수, 서울대학교 오유경 교수, 한양대학교 이상경 교수, 한

류되어 있으며, 2008년 보고된 BCC Research에 따르면

국과학기술연구원 권익찬 박사 등 많은 국내 연구진이 전

2013년까지 5년간 CAGR이 무려 83.4%에 이를 것이라고

달체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1)

보고되었다. 이 중 RNAi 치료 산업은 향후 5년 내에 주요
약물이 런칭될 전망이며 2013년 시장 규모는 23억 달러에

1) 이
 상필, 이동기, “질병치료를 위한 RNA 간섭기술”, KISTI 미래유망기술 분석보고서,
2011.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RNAi Delivery System의 경우 세계 시장 규모는 2010년
7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2015년에는 약 240억 달러 규모
로 연간 27.9%의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siRNA 전달체 개발을 위해 국내외적으로 많은 기업들
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

▶ 약물전달시스템(Drug Delivery System) 세계 지역별 시장 규모 ▶
(단위 : 백만 달러)

120,000

RNAi 치료는 일반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모든 유전자
에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약물 부작용을 최소

U.S.

Europe

Rest of the World

100,000

화하고 효능은 최대화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따라서 제

80,000

약 산업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잠재적 표적(질병의 원인이 되

60,000

는 유전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RNAi 신
약 개발에서 siRNA 등과 같은 치료제를 생체 내 작용(표적)
부위까지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전달체 개발이 선결돼
야 한다. 최근 미국 및 일본의 주요 제약회사는 전달체 개
발 기술 선점을 위해 벤처기업과의 협력, 합병, 제휴, 계약

40,000
20,000
0

등을 체결하는 등 기술 확보를 위한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
고 있다. 국내에서는 삼양사가 2011년 초 일본의 다케다사

▶ RNAi 시장 분야별 규모 ▶

2009

2010

2011

▶ RNAi Delivery System 세계 시장 규모 ▶
(단위 : 백만 달러)

2,500
1,000

R&D tools

Diagnostics

Therapeutics

Agriculture

(단위 : 백만 달러)

25,000
20,000

750

7,500

500

5,000

250

2,500

0

2006

2007

2016

자료 : Advanced Drug Delivery Systems: Technologies and Global
Markets, BCC Research, 2011.

2008

2013

자료 : RNA Interference in the Post-Genomic Era: Markets and
Technologies, BCC Research, 2008.

0

Nanoparticle delivery
Nucleic acid delivery
Aptamer delivery

2009

2010

2015

자료 : RNAi Drug Delivery: Technologies and Global Markets, BCC
Research,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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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 로봇
스마트러닝 시대에 대응한
진화가능성

|
기술정보분석실 선임연구원 이준영 Tel 02-3299-6044 e-mail road2you@kisti.re.kr

교육용 로봇에 대한 연구는 세계적으로 초기 단계로,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

Invention Company의 Pico Cricket 등이 세계적인 명성을
갖고 있는 제품이다. 국내에서는 SRC, 로보티즈, 카이로
봇 등 10여 개 업체가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점차 해외

교육용 로봇은 로봇을 학습활동에 활용하는 방식에 따

수출도 확대하고 있다. 교구 로봇은 특성상 제품 판매 이

라 크게 교구 로봇(창작형), 교사 로봇(지능형)으로 분류된

외에 교육 커리큘럼을 통한 교육 서비스 시장이 연계·발

다. 창작형 교구 로봇은 과학적 사고력과 창의적 문제해

전하고 있는데, 국내 시장은 제품 매출액의 약 4배 정도

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과정에 활용되는 조립키

(조혜경 외 2008) 규모로 알려져 있다.

트형 로봇이다. 최근 미국이 제안·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한편, 지능형 교사 로봇은 의인화된 형태로 물리적 상

교육 아젠다인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호작용이 가능하고, 인간처럼 비언어적 메시지 교류로 사

and Mathematics)1) 통합교육 프로그램은 로봇교육을 적

회적 관계도 형성하며, 디스플레이를 통해 증강현실도 제

극 결합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교구 로봇의 활용

공할 수 있는 융합매체 성격을 갖고 있다2). 이러한 특성

과 관련 커리큘럼의 개발 필요성이 세계적으로 더욱 증

을 활용하여 기존 교육매체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개

가하는 추세다. 우리나라에서도 지식경제부 시범사업 등

념인 로봇기반학습(r-learning)에 대한 논의가 전 세계적

으로 ‘방과 후 교실’에 로봇교과 운영이 크게 확대되었

으로 활발히 진행 중이다. 세계 각국은 지능형 로봇을 활

고, 현재 초등 정규교육과정 도입을 검토 중이다. Lego

용하여 언어교육(미국 RUBI, 일본 ATR), 자폐증 치료(미국

의 Mindstorms, Innovation First의 Vex Robotics, Playful

Bandit, Keepon, Nao) 등의 영역에서 효과를 시험하는 단
계에 있다.

1) 과
 학, 수학, 공학, 기술에 대한 흥미와 기술적 소양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여러 교과
에서 활용 가능한 맥락적 지식 및 실생활에서의 문제해결력 증진을 지향하는 개념임

2) 한
 정혜(2011), “선진국의 연구사례를 통한 창의적 미래학교의 로봇기반학습
(r-Learning) 정책방향”, 교육정책포럼 216권, p.23~30

▶ 교육용 로봇의 분류 ▶
대분류

소분류

내용

교구 로봇
(창작형)

로봇 기술교육

로봇 기술을 교육하는 것이 목적

통섭교육

수학, 과학, 미술 등 타 교과 교육에 활용

교사 로봇
(지능형)

교사보조

교사를 보조해 일대다 학습자와 상호작용

동료교수

친구로서 정보를 알려주거나 가르쳐주는 개인용

자료 : 조혜경 외(2008), “교육+로봇 : 비전과 액션 플랜”, 정보과학회지 제26권 제4호, p.5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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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의 역할

기타 분류 기준

수동적 객체

로봇 소양교육
(learning about robots)

능동적 주체

로봇 활용교육
(learning with robots)

교육용 로봇

▶ e-러닝, u-러닝, r-러닝의 관계 ▶

Internet

Desktop

WBI

Hand-on

Embedment

Mobile

Ubiquitous

스타브랜드 대우를 받으며
각급 교육기관에 보급되었다』
Autonomous

정부의 ‘선제적’인 노력은 서비스 로봇 분야의 고질적

Robot-assisted

문제인 초기시장 형성의 어려움을 교육 분야에서 정책적
으로 해소했다는 데 우선 의의가 있다. 분명 이러한 노력
CAI

WBT

m-Learning u-Learning Robot Assisted Learning

의 결과로 시장 규모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향후 시
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1)로봇으로 대체되기
에 적당한 용도 발굴, 2)발굴된

▶ u-러닝과 r-러닝의 구분 ▶
교수-학습활동 차원

용도에서 소비자의 기대 수준을
u-러닝

r-러닝

지원자의 실재성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의 도
구적 활용

의인화된 매체가 자율적으로 지원

공간의 편재성

가상공간에서의 편재성

텔레프레즌스를 통한 물리적 공간의 편재성

매체활용의 주체성

사용자에게 전적으로 의존

로봇의 자율적인 권유 가능

비언어적 의사소통

없음

상황인지 및 직접 접촉을 통한 비언어적 메
시지 제공

매체와의 관계

도구적 관계

감정 교류 형성이 가능한 사회적 관계성

학습활동과정 기록

활동결과 위주 기록

관찰자 시점의 과정 기록

충족할 수 있는 적절한 기능의
기술적 구현 등 원천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펼

자료 : 한정혜·조미헌(2009), “r-Learning에서의 로봇보조학습”, 한국정보교육학회논문지 제13권 4호, p.497~508

쳐야 한다.

교육용 로봇 시장의 지각 변동
작년 발표된 「2011 로봇산
업실태조사 결과보고서」는 로
봇 산업에 상당히 의미 있는 신

r-러닝 교육용 로봇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용
도 발굴, 기능에 맞는 기술적 구현 등 문제 해결 노력 필요

호를 많이 담고 있다. 제조업용 로봇 시장의 절대 규모가
2009년 대비 약 70% 증가해 전체 시장 규모를 크게 늘린
것이 일단 주목되지만 중요한 점은 전체 시장에서 비중은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초기연구 단계에 있는 r-러닝

2009년 81.6%에서 2010년 79.1%로 오히려 줄었다. 즉, 전

개념을 정책의제로 적극 내세우고 교육과정에 직접 결합

문서비스용은 비중이 2009년 1.47%에서 5.57%로, 개인서

하는 사업들을 지난 몇 년간 선도적으로 실행해왔다. 이

비스용은 2009년 5.89%에서 9.62%로 상승하여, 서비스

러한 조치들은 2009년에 수립된 「제1차 지능형 로봇 기본

로봇 분야의 성장세가 훨씬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개인

계획」에 바탕을 둔 것으로 이 계획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서비스용 로봇의 세부분류 기준으로는 소비자의 기대 수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한 선제적 수요 확산’이었다. 대표적

준에 어느 정도 충족된 기능을 갖추기 시작한 것으로 평

으로 교육과학기술부는 R-러닝 사업을 통해 유치원에 주

가받는 청소 로봇(가사) 분야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나

제학습, 영어, 놀이 등 교육콘텐츠를 탑재한 로봇을 2009

머지 분야는 정부의 시장 창출 정책이 주도한 것으로 파

년부터 보급해 2013년까지 전국 8,000개 유치원에 보급

악된다.

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영어교사 보조 로봇 또한 시범사

교육용 로봇 분야는 2010년에 전년대비 40%가량 급증

업 이후 일정한 효과(말하기, 자신감, 흥미의 향상)를 확인

하였는데, 이는 2010년부터 본격 추진된 시범보급사업과

하고, 향후 3년간 초등학교에 3,000대를 보급하는 계획을

그에 따른 연계확산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시범보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급사업 종료 이후에도 STEM개념의 교과편제 확대, 공공
영역의 신규 보급사업 기대, 스마트러닝환경 또는 디지털

『우리나라는 지난 3년간 서비스 로봇 분야에서
이른바 ‘선제적 수요 확산’을 위한
각종 시범사업을 펼쳐왔고,
교사 보조 서비스 로봇은

교과서 등의 변화에 대응한 신규 틈새영역의 확대 등을
고려하면, 연평균성장률 30% 수준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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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 분야별 세계·국내 시장 규모 ▶
(세계 - 판매액 기준, 단위 : 백만 달러 ; 국내 - 생산액 기준, 단위 : 억 원)

구분/비중

세계

’15(E)

예측
CAGR(%)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제조업용

5,597

5,305

5,839

6,219

3,795

5,709

50.43

0.4

6,823

2

전문서비스용

1,821

1,229

1,688

2,579

2,754

3,158

14.67

11.64

5,656

12

353

300

544

560

388

538

38.66

8.79

916

10

7,771

6,834

8,071

9,358

6,937

9,405

35.58

3.89

13,395

5.6

제조업용

-

6,272

6,410

7,016

8,323

14,111

69.5

22.5

22,064

15

전문서비스용

-

124

88

122

150

995

563.3

68.3

4,766

50

개인서비스용

-

323

353

361

601

1,717

185.7

51.8

4,811

45

부품/부분품

-

478

691

769

1,128

1,026

-9

21

2,466

20

총계

-

7,197

7,542

8,268

10,202

17,848

74.9

25.5

34,107

16.8

개인서비스용
총계

국내

전년대비
연평균
증감률(%) 증감률(%)

’05년

자료 : 세계 - World Robotics 2011, IFR(예측 CAGR 적용구간은 2005~2015년) ; 국내 - 2011 로봇산업실태조사 결과보고서, 로봇산업진흥원(예측 CAGR 적용구간은 2006~2015년)

▶ 개인서비스 세부분야별 국내 시장 규모 ▶
(생산액 기준, 단위 : 억 원)

구분/비중

전년대비 연평균
예측
’15(E)
증감률(%) 증감률(%)
CAGR(%)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09

94

109

251

1,137

352.99

79.71

2,252

40

생활지원

0

0

0.4

77

56

-27.27

-

-

-

여가지원

18

124

24

19

96

405.26

51.97

692

50

가사

봇기반교육에서 핵심인 콘텐츠는 학
습자에게 ‘전달’하는 것에 중점을 두
기보다는, “교사, 학습자, (나아가 로
봇의 상호작용성과 연계한) 공동체적

118

130

228

255

357

40.00

31.89

1,251

30

관계 속에서 교수전략에 따라 콘텐츠

기타

78

5

0

0

71

-

-

-

-

를 재구성하고 창의적으로 변형하여

합계

323

353

361

601

1,717

185.69

51.84

4,195

33

활용할 수 있는”4) 방향으로 개발되어

교육 및 연구

자료 : 2011 로봇산업실태조사 결과보고서, 로봇산업진흥원(예측 CAGR 적용구간은 2006~2015년)

지능형 로봇에는 지능형 콘텐츠 탑재, 다양한 수요 개
발 노력 등이 이루어져야 발전 가능
교육용 로봇 분야에서 정부의 시장 창출 노력이 향후
지속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초기 노력이 안고 있는
일부 한계점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교육용 로봇의
‘용도’와 ‘기능’에 대한 다소 제한된 관점에서 비롯되는 문

야 할 것이다.

『적극적인 보급정책 결과
시장 규모 자체는 일정 부분 확대되었으나
차별화가 부족한 콘텐츠의 탑재,
다양한 수요 개발 노력의 상대적 부진 등으로,
급부상한 스마트러닝 같은 신규 트렌드의
콘텐츠 디바이스와 간섭현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

제로,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습효과를 지나치게 강조해 로
봇의 기능을 학습콘텐츠 중심으로 가져간 것을 지적할 수

지능형 로봇에 탑재할 고유한 콘텐츠 개발 중요성을 강

있다. 여기에는 역사적인 맥락, 즉 현재 유아교육용으로

조하는 것은 최근 교육용 디바이스의 발전 및 확대 보급

보급되는 로봇 두 제품은 2005년에 이미 한차례 ‘국민로

에 따라 e-러닝/u-러닝과 r-러닝 영역 간 간섭이 증대될

봇’으로 개발되었던 제품에 ‘교육’ 기능을 강화한 것이라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스마트폰, 태블릿PC가 확산되

는 사실도 일정 부분 기여한다. 내장된 콘텐츠를 대폭 늘

고, 이와 연동된 출판사·교육사업자 등의 콘텐츠사업자

려야 하는 상황에서 지능형 로봇 의미에 걸맞은 콘텐츠3)

간 제휴, 정부의 디지털교과서 사업 적극 추진은 이른바

의 체계적 구축보다는 기존 e-러닝의 멀티미디어 콘텐츠

‘스마트 러닝’ 시장의 본격 등장을 예고하고 있다. 여기서

와 크게 차별화되지 못한 내용이 많이 탑재된 것이다. 로

교육용 로봇이 ‘또 하나의 콘텐츠 소비용 디바이스’로 전
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교육용 로봇에 e-러닝, u-러닝용

3) 한
 정혜·조미현(2009) “로봇이 제공하는 멀티미디어 정보 또는 감성표현이나 신
체(몸짓언어)활동뿐만 아니라 외부환경과 상황을 인식해 의사결정을 하고 감성표
현과 물리적 행위를 제공하기 위한 시나리오형 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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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정욱 외(2011), “로봇기반교육(r-Learning) 실행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성에 대한
탐색, 유아교육연구”, 제31권 제6호, p.353~378

교육용 로봇

콘텐츠가 거의 그대로 탑재되는 것이 아니라, r-러닝용 특

도의 정밀한 숙련 기술이 필요한 곳을 대체하는 ‘전문서비

화 콘텐츠가 적극 개발되어야 하고, 이러한 노력에 정부가

스용’으로 분류되지 않고, 인간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일종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

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편익을 창출하는 개인서비
스용 로봇에 분류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또한 선
진국에서 이미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는 학습장애아, 학습

스마트러닝 트렌드 시대를 맞아 지능형 로봇은 u-러닝
관련 디바이스와의 융합 등을 통해 대응 방향 모색

부진아, 발달장애아를 대상으로 한 로봇 연구, 아이들의
정서와 심리 안정을 위한 로봇 등도 적극 개발해야 할 것
이다. 다양한 용도를 탐색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

2011년 출시되어 교육용 로봇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야 수요 및 기술 개발이 촉진되기 때문이다.

있는 유아대상 교육용 로봇 ‘키봇’(아이리버·KT 개발)은
점차 확대되는 u-러닝 시장과 아직 제대로 피어나지 못
한 r-러닝 시장과의 틈새를 효과적으로 공략한 결과로 평
가할 수 있다. r-러닝의 완전한 구현에는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이상적인 교육효과를 위한 기술적 완성도도
현재 최고 수준이 아니다. 그렇더라도 현 수준에서 구현된
지능형 로봇기술이 역으로 u-러닝 관련 디바이스와 융합

『지능형 로봇 기술을 u-러닝과
융합시킨 새로운 틈새영역의 창출,
지능형 로봇에 특화된 콘텐츠 및
원천기술 개발을 통해 시장의 규모는
’10년 357억 원에서 ’15년 1,251억 원대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틈새 영역이 계속 확대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World Robotics 2011」 또

아울러 r-러닝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로봇이 사용자 의

한 “PC, 스마트폰, 홈엔터테인먼트기기와 로봇 기술이 융

도를 판단하고, 적합한 반응과 행동을 수행함으로써 인간

합된 새로운 사업영역이 계속 창출될 것”으로 예상한 바

과의 의사소통 및 상호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인식-판단-

있다. 키봇이 그 한 예이며, 스마트폰을 로봇의 두뇌로 활

표현 기술”5), 즉 인간로봇상호작용기술(HRI)의 기술적 난

용하는 ‘스마트 로봇’(SK 텔레콤 개발, 출시 예정)도 융합

제 해결과 원천기술 확보가 시급하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의 또 다른 형태다. 교구 로봇도 다양한 기기 간 연결·연

서비스 로봇 시장이 제대로 열리지 않은 이유는 제품의

동이 더욱 확장될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국내 기업 로보

기능이 소비자의 기대 수준을 충족할 수 있는 기술적 수

티즈가 로봇 동작프로그램을 편집할 수 있는 스마트폰용

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HRI는 서비

앱을 제작한 것도 좋은 사례다. 최근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스 로봇의 상용화와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확보해야 하

논의되는 클라우드 로봇(로봇 스스로 극복하기 어려운 작

는 필수적 기술인만큼 적극적인 투자, 관련 기술의 공급자

업을 클라우드 환경을 통해 극복) 또한 소형, 경량화, 저가

와 수요자 간 밸류체인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를 실현할 뿐 아니라 새로운 교육용 로봇의 형태를 창출
할 원천으로 기대되고 있다.

5) 이
 상무(2011), “인간로봇상호작용(HRI) 기술의 현황과 발전방향”, 한국산업기술평
가관리원

▶ u-러닝과의 틈새영역에서 새롭게 창출된 로봇의 형태 ▶

새로운 수요의 개발과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정부의 역할
계속 강조되어야

◀ 로보플러스 태스크 모바일

한편, 교육용 로봇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과정
과 연계된 학습’ 이외의 용도를 공공적 차원에서 적극 창
출하고, 개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개별적 지식 학습
이외에 “로봇을 활용하여 아이들과 교사 간 물리적 상호
작용과 협동뿐만 아니라 다자 간 상호작용을 풍부하게 지
원하는 사회관계형 교육프로그램(한정혜 2011)”의 개발이
필요할 수 있다. 교육용 로봇은 특수한 위험 작업이나 고

▲ SKT의 스마트 로봇

▲ 키봇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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