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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 혁신이 본격화되면서 일자리를 둘러싼 경제·산업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 규모의 경제나 물적 자본이 중시되는 시대는 저물어가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개방적인 가치사슬의 생태계 조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산업구조의 근본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스마트팜, 바이오헬스, 스마트공장, 핀테크, 에너지신산업, 스마트시티, 드론, 

미래자동차 등 혁신성장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직업 세계를 둘러싼 혁신적인 변화는 우리 사회의 발전과 퇴보는 물론 청년들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위기 요인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인공지능 및 로봇과의 협업 

시대에는 어느 때보다도 자기 주도적으로 삶을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기술을 익히려는 

사람들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이처럼 급변하는 직업 세계의 변화에 청년층이 이를 잘 이해하고 

스스로 준비하는 것을 돕고자 <청년층 혁신성장 직업전망>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서에는 혁신성장 8대 분야의 대표적인 직업과 관련하여, 국내외 산업 동향, 하는 일, 

교육 및 자격, 필요역량 등 직무 탐구, 관련기업, 현직자 인터뷰, 관련 정보로 알차게 

구성하였습니다. 

<청년층 혁신성장 직업전망>은 직업과 진로에 고민하는 청년층과 평생 직업능력을 

개발하려는 근로자 및 사업주, 진로지도와 취업알선을 담당하는 진로·직업상담원과 

고용서비스 정책담당자에게 미래의 직업세계를 조망하는 데 새로운 등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청년층 혁신성장 직업전망>의 발간 과정에서 조사에 협조해 주신 

현장 종사자들과 자문해 참여해주신 전문가들, 그리고 주어진 여건에서 노력을 아끼지 

않은 연구진과 집필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9년 12월

한국고용정보원 원장 이 재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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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청년의 일자리 문제가 국가적 현안으로 등장할 정도로 악화하고 있습니다. 청년기는 자신의 

진로를 개발할 수 있는 결정적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진로를 제대로 개발하지 못해 정체되거나 퇴행하면 

개인의 경제·사회적 발달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 국가의 경쟁력과 재정 건전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청년층의 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성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청년층 혁신성장 직업전망>에서는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의 보완으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성장과 관련된 

대표적인 8대 분야의 산업 동향과 핵심적인 직업(직무)을 분석하여 알기 쉽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요구되는 인재에 관한 종합적인 

안내서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책에서는 혁신성장 분야의 산업 및 일자리 전망과 직무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수요자의 입맛에 맞도록 

청년층이 직접 참여한 요구분석을 통해서 구성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최근 기술혁신을 통해 새롭게 

등장하는 일의 세계를 다양한 각도에서 전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이공계와 관련된 기술 분야는 물론이고, 인문·사회·예술계열 청년들이 진출 가능한 분야와 관련된 

정보를 담아 다양한 배경의 청년들이 진출 가능한 미래 일자리를 소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청년들이 

다양한 진로모색을 통해 균형감 있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는 데에 일조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청년층 혁신성장 직업전망>은 혁신성장 분야의 일자리 구조와 산업 직업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09~2017년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DB)를 분석하였습니다. 고용보험 데이터가 노동시장 전체를 대표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  혁신성장 분야의 특성을 현실에 

기초해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여기에서 제시한 혁신성장 산업은 스마트팜 등 8개 업종으로 이들과 관련된 ICT업종 분류는 박가열 

외(2019)에서 제시한 내용을 토대로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 업종의 주요 직종과 성별에 따른 주요 

직종, 개별업종의 지역집중도도 함께 실어 입체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관련기업은 

기본적으로 ‘혁신성장포털’(기획재정부)을 참고하였습니다. 

혁신성장 각각의 분야마다 전문지식을 보유한 대표적인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각 분야의  특성과 동향, 

각각의 직무와 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필요역량 등에 관하여 의견을 모았고, 이를 이해하기 쉽도록 

진로가이드 형태로 재구성하였습니다. 현장실무자들의 일터 현장을 스케치하기 위해 생생한 인터뷰도 함께 

담았습니다. 

<청년층 혁신성장 직업전망>이 청년층 여러분들이 8대 혁신성장 분야의 주요 직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미래를 도전적으로 준비해 나가는 데에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생
 명

비
 즈

이
 동

주
 거

혁신성장
선도사업
(2009~2017)

박가열	외(2019),	ICT업종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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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신산업

바이오헬스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미래자동차

핀테크

드론

혁신성장 8대 선도 사업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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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농업은 글로벌시장 개방화에 따른 국내 농산물 수요 감소와 농업 인력의 

고령화, 농업에 진출하려는 청년층의 부족 등으로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디지털 혁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은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청년들의 농업 진출을 촉진할 수 있는 효과적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스마트팜 구축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연중 안정적인 생산을  

바탕으로 구매자의 요구에 대응해 수출을 확대하는 한편 전문재배사·소프트 

웨어 개발·사물인터넷서비스 기업 진출 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스마트팜 

생  명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의 ICT를 활용해 농업생산시설의 생육환경을  

원격 또는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스마트팜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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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팜은 ICT 기술을 접목한 지능화 농업”

한국형 스마트팜은 기술수준에 따라 3단계 구분

스마트팜이란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의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농업생산시설의 

생육환경을 원격 또는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정밀장비, 사물인터넷 

센서(Internet of Things Sensor), 액추에이터(Actuator), 지리위치확인시스템, 빅데이터, 

무인항공기, 로봇공학 등의 기술을 통합적으로 적용해 보다 정밀하고 자원 효율적인 접근법을 

통해서 사람과 식물, 환경에 초점을 맞춘 미래 농업기술을 의미하기도 한다.

농촌진흥청에서는 한국형 스마트팜을 기술수준에 따라 3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원격 

모니터링과 제어가 가능한 1세대, 지능형 정밀 생육관리가 가능한 2세대, 농작업의 생력화와 

통합제어가 가능한 3세대이다.

국내 스마트팜 보급면적 3년 새 10배 증가

스마트팜산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처리, 그와 관련된 정보통신 및 소프트웨어산업과 ICT기기 

제조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스마트팜 관련 사업체들 중 농가에 스마트팜을 

보급하고 있는 사업체는 360여 개인데 대부분 ICT기기 제조업이거나 시설통제와 관련한 간단한 

소프트웨어를 생산하는 업체들이다. 

스마트팜산업  상세보기!

산업 현황

국내 동향

1세대

원격 모니터링 및 제어 가능

•	원격관리를	통한	농가의	편의성	

향상을	목적으로	개발

•	현재	개발된	ICT와	자동화시설을	
농가의	시설수준에	맞춰	

선택적으로	적용가능한	보급형	

모델로	개발

2세대

지능형 정밀 생육관리 가능

•	식물의	생육시기별	온도,	광,	CO2	

농도	등	환경변화에	따라	생장,	수확	

시기	및	수확량을	예측할	수	있도록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기별	

최적의	환경관리와	양분	및	수분의	

정밀한	관리	가능

•	토마토,	파프리카	등	일부	작물에	

대해서는	현재	충분한	데이터	확보

3세대

농작업의 생력화 및 통합제어 가능

•	2세대	생산성	기술에	더해	소요	에너지	
최소화	

•	로봇	및	자동화기술	융합

스마트팜의 세대별 분류

스마트팜컨설턴트 스마트팜구축가

•	강원대	미래농업융합학부·도시농업학과

•	공주대	교육대학원	농업교육전공

•	대구대	도시농업학과

•	서울대	대학원	농업교육과

•	서울여대	스마트농업공학전공

•	전남대	산업대학원	농업개발학과

•	경북대	농업생명융합대학원	농업공학전공	등

시설원예	및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사물인터넷

등	ICT를	활용해	스마트팜의	설계,	구축,
운영	등에	관해	조언	및	지도를	한다.

스마트팜	설치를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하고	비닐하우스,	축사,	과수원

등에	ICT를	접목,	원격	또는	자동	제어
할	수	있는	스마트팜	설치와	장비	및

소프트웨어	개발을	한다.

•	스마트팜	설계,	구축,	운영

•	고객	요구사항	분석

•	컨설팅	범위	및	예산,	기간	산정

•	통신방식	및	서비스	형태	분석	및	도출

•	스마트팜의	효과	분석

•	모니터링을	통한	개선방안	수립

•	ICT활용	장비	및	소프트웨어	개발
•	작물의	생육환경과	생육상황에	대한	측정

•	수집한	자료	분석

•	농가의	작물재배와	경영활동에	대한	컨설팅

•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	스마트팜	교육

1
스마트팜

생명

핵심직업

하는 일

필요역량

관련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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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는 5인 미만의 기업이 대부분이며 30~100인 기업이 15곳, 100~200인 기업은 두 

곳뿐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국내 스마트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내 시설원예 스마트팜의 

보급면적을 보면 2014년 405ha에서 2017년 현재 4,010ha로 10배 가까이 증가했고 

축산농가는 2014년 23호에서 2016년 411호, 2017년 790호로 매년 크게 증가했다.

해외에선 노동력과 생산비 절감 효과 커 적극 도입, 활용

오래 전부터 스마트팜을 활용해오면서 농업 생산성이 향상되고 노동력과 생산비 절감을 경험한 

해외 선진국에서는 스마트팜이 활성화돼 있는 편이다. 특히 네덜란드는 스마트팜이 발달한 

나라로 꼽히는데 원예작물에 스마트팜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스마트팜과 관련한 직업은 미국의 정밀농업기술자(Precision Agriculture Technicians)를 

꼽을 수 있다. 조사에 따르면 이 직업이 포함된 생명, 물리, 사회과학 기술자의 평균임금은 

2014년 기준 시간당 21.47달러, 연봉 4만 4,650달러 수준이고, 2012년 종사인원은 6만 

4,000명으로 조사됐는데 2012년부터 2022년까지 평균 8∼14%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수요인원은 약 3만 1,600명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직업 종사자의 학력 분포를 보면 43%가 대학학사 수준이고, 25%가 전문대학 졸업자, 약 

11%가 고등학교 졸업 후 직업훈련이수자였다. 종사자의 교육적 배경은 생물학과 생명공학 관련 

기술교육이 제일 많았고 주로 교육서비스 분야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분야에 근무하고 

있었다.

해외 동향

연도별 스마트팜 보급 물량

역할과 업무

시설원예, 축산농가 대상 스마트팜 활용 지원

스마트팜 구축 지도, 사후관리 등 최적의 맞춤 컨설팅

스마트팜컨설턴트는 시설원예 및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주로 활동한다. 사물인터넷 등 ICT를 

활용해 농가시설을 현대화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스마트팜 설계에서부터 구축·운영과정에 대해 조언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한다.

스마트팜컨설턴트의 주요 업무는 고객과의 인터뷰를 통해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컨설팅 

범위나 기간, 예산 등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인터뷰 후에는 내용을 정리해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한다.

세부사업계획서에는 인터뷰, 워크숍, 벤치마킹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농가의 특성(작물, 

가축종류 등)과 시설(비닐하우스, 축사 등), 재정상태 등의 여건을 고려해 분석·도출한 

최적의 스마트팜 구축 방법, ICT 융·복합 도입장비, 통신방식 및 서비스형태 등을 담는다. 또 

정보통신기술자와 협업해 스마트팜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시스템 구축 지원 후에는 스마트팜 

활용방법 등을 농가에 조언한다.

농가 방문 컨설팅 후에는 사전컨설팅, 시설설치컨설팅, 시설점검컨설팅 등의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해야 한다. 스마트팜시스템을 활용하면서 생긴 수익의 변화 등을 

모니터링해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일도 한다. 또 구축된 스마트팜시스템에서 수집한 정보를 

분석하고 정보활용방법 등을 연구하며, 스마트팜의 필요성과 효과 등에 대해서 농민과 관련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기도 한다.

직무탐구스마트팜
컨설턴트

345
0

2013년	이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3

411
790177405

769

1,912

4,010
시설원예(ha)

축산(호)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8.4.16.	‘스마트팜	확산	방안’.	관계부처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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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맞춤형 농장 설치 및 기술 개발

농가 맞춤형 스마트팜 구축, 연구개발, 사이버교육 등 담당

스마트팜구축가는 스마트팜과 관련한 연구개발에서부터 농업인 교육, 컨설팅을 담당한다. 

이들은 ICT를 비닐하우스·축사·과수원 등에 접목, 원격제어를 통해 작물과 가축의 생육 

환경을 자동으로 적절히 제어할 수 있는 농장(스마트팜)을 설치하고, 필요한 장비나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또 스마트팜 설치를 희망하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장비, 품목에 적합한 스마트팜 시설 설계를 지원하고, 시설 설치 후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컨설팅 및 관련 교육을 추진한다. 

농가마다 시설구조와 형식, 재배시스템, 재배품목, 구동기 등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스마트팜구축가는 컨설팅을 통해 농가의 현장조건에 최적화된 맞춤형 스마트팜을 설계하고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공한다. 이때 농가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설치토록 하고,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시설장비를 설치하지 않도록 조언해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기존 영농컨설팅은 정기적으로 농가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 시간적, 공간적 제약요건이 많아 

한 사람의 컨설턴트가 담당할 수 있는 농가가 10개소 내외였지만 스마트팜 시대의 스마트팜 

구축가는 기상정보, 생육정보, 이미지정보 등을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컨설팅할 수 있어 더 

많은 농가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교육, 컨설팅 등에서 이들에 대한 역할과 기대가 커지고 있다.

직무탐구스마트팜
구축가

아직은 시작단계, 진입기회 ‘활짝’

진로가이드

역할과 업무

대학 융합전공, 농진청 교육과정 통해 수학 가능

현재 스마트팜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개설된 별도의 대학 학과는 없다. 

그러나 강원대의 시설농업학과, 경북대의 생물산업기계공학전공 등 농업과 

기계, 전기, 전자 등의 융합전공을 통해 관련 내용을 배울 수 있다.

농촌진흥청에서도 각 도의 농업기술원을 통해 스마트 농업에 관심 있는 

대학 졸업생 및 졸업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스마트팜 관련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이곳에서는 작물의 생육환경과 생육상황에 대한 측정요령, 수집한 자료의 

분석방법, 분석결과를 활용한 농가의 작물재배와 경영활동에 대한 

컨설팅기법 등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업인 실용교육,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농업 분야별 스마트팜 교육 등을 수시로 진행한다. 스마트팜 관련 자격에는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수의사, 회계사, 변리사, 농화학기술사, 시설 

원예기술사, 종자기술사, 축산기술사, 정보처리기술사 등이 있다.

교육 및 자격정보

필요역량

농사기술 ‘기본’, ICT이해 ‘필수’, SNS마케팅능력 ‘금상첨화’ 

스마트팜은 ICT 기술이 적용되는 만큼 원격제어가 되지 않거나 오작동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도록 ICT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농작물 수확 이후 판로계획을 수립하고, 소비자와의 직거래를 위해 

블로그와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SNS 마케팅 방식을 익혀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스마트팜은 초기 육성사업이다 보니 정부도 아직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참여자 스스로 더 많은 준비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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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 지원사업 및 기술자문 적극 활용을

스마트팜 사업을 위해서는 초기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충분한 

경험 없이 토지를 먼저 구입하거나 시설에 투자하기보다는 임대를 통해 

시설원예나 과수원예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쌓는 것이 초기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다.

보통 비닐온실의 경우, 원격제어시설 설치 시 평당 25만원 수준의 설치비가 

필요하고 유리온실은 1ha당 30억원 수준의 시설비가 소요된다. 초기 

투자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 등의 시설지원사업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스마트팜 육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사람은 지자체 해당 부서(시·군 농정과)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지 상담하여 신청하면 된다.

스마트팜 사업을 시작했다면 이웃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지역농업 

기술센터 등 지역농업 관련 공공기관을 통한 기술자문 및 지원, 고가 

농기계 임대 여부 등을 확인해 활용하는 것도 좋다. 최근에는 스마트팜 

투어 등 스마트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귀농과 접목해 스마트팜을 

알리는 박람회도 개최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해볼 만하다.

국내 스마트팜은 아직은 시작단계이다. 그러나 정부와 지역에서 관련 

사업을 활발히 추진할 계획이어서 앞으로 스마트팜 진입기회는 늘어날 

전망이다.

스마트팜 진입정보

스마트팜 운영에 앞서 스마트팜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돼야 하고, 

농사품목 선정, 지역 선정 등 창농(농업으로 창업하는 형태)에 대한 기본 

적인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스마트팜이 기존 농장과 다른 것은 농업에 

IT를 접목해 노동생산성을 보다 높일 수 있다는 점이지만 기본적으로는 

농업의 한 분야이므로 농작물에 따른 농사법을 익히고 경험을 쌓는 것은 

기본이라 하겠다.

관련기업

태곡농원

경남 합천의 가야산 국립공원에 자리잡은 태곡농원은 10년 넘게 파프리카를 재배해 온 농원이다. 그런 아버지의 

농장에 IT를 전공한 아들인 노 대표가 합류하면서 스마트팜을 시작했다. 파프리카는 스마트팜에서 재배하는 

대표적 작물로 꼽힌다. 처음 파프리카를 네덜란드에서 수입해올 때 재배 기술과 설비환경을 함께 들여왔기 

때문이다. 수입 당시의 설비는 온도에 따라 온실의 창이 열리고 닫히는 컨트롤러 수준이었다. 그러나 현재 

태곡농원의 스마트팜은 온도는 물론 습도, HD(습도 부족분) 등까지 복합적으로 고려해 창을 여닫을 정도로 

발전했다.

파프리카 성장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온도와 물이다. 태곡농원에서는 현재 이들을 ICT 장비로 모두 

조절한다. 온도와 물뿐 아니라 습도와 이산화탄소 농도 등 여러 변수를 적용해 성장환경을 제어하고 있다. 가령 

예전에는 햇빛의 양에 따라 물을 주었다면 지금은 흙이 물을 얼마나 머금고 있는지 흙에 심어 놓은 센서가 이를 

측정하고 수집한 정보를 컴퓨터로 보낸다. 컴퓨터는 이를 분석해 메인 패널로 넘기고 분석 데이터를 받은 메인 

패널은 미리 설정해 놓은 값을 기준으로 물의 양과 공급 여부를 판단해 실행하는 방식이다.

태곡농원 스마트팜에는 수분 측정 센서 외에도 온도 측정 센서, 일조량 측정 센서, 이산화탄소 농도 측정 센서 등 

여러 센서가 각자의 일을 한다. 각 센서가 측정한 값들이 컴퓨터로 모이고 컴퓨터가 종합적으로 분석한 데이터가 

메인 패널로 모이면 이를 종합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방식이다. 1만 1,220㎡의 3개 농장을 가진 태곡농원의 

농사를 이처럼 각종 센서가 짓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고 거대한 설비를 갖춘 것은 아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 한 대로 이 모든 작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현재 

규모보다 더 커진다 하더라도 현재의 인력으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 스마트팜의 장점이다.

태곡농원은 약 1억원의 비용을 들여 지금과 같은 ICT설비를 갖추었다. ICT 기술을 고도화하면서 데이터 활용 

기술이 발전했고 덕분에 기존의 원시적인 스마트팜 시절보다 생산성이 15% 향상됐다.

노 대표는 “스파트팜의 경우 시설보다는 그것을 어느 정도 활용하느냐에 따라 성공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라며 “정부에서 스마트팜 시설뿐 아니라 온실 운영 소프트웨어도 보급·교육하고 있으니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잘 활용한다면 ICT 기기에 익숙하지 않더라도 스마트팜의 성공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ICT로 파프리카 재배, 기술고도화로 생산성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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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팜 분야에 종사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적합한 성향은 어떤 것일까요?

A 농업분야는	종합적인	역량을	필요로	하는	분야입니다.	활발한	성격이	농업분야에	맞다고도,	그렇다고	꼼꼼한	성격이	

맞다고만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농업은	장기적인	사업분야이므로	꾸준함과	성실함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도	

회사생활과	같습니다.	회사에서도	동기들과	같이	입사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중간에	퇴사하는	사람,	이직하는	사람,	

‘만년대리’에	머무는	사람,	팀장·임원까지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농업에서도	비슷합니다.	꾸준한	노력과	자기개발은	

필수이며	지역활동과	인간관계	부분에서는	회사생활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Q5

A 귀농은	저를	수동적인	사람에서	적극적인	사람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농업은	제가	결정하고	책임도	스스로	져야	하기	때문에	

열심히	했습니다.	회사생활	때보다	귀농	후에	더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개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농업을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노동이라고	하는데	저는	반대로	말합니다.	하루도	똑같은	날이	없습니다.	햇살이	다르고	바람이	다르고	

농작물의	상태가	다르고	매번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농업은	씨앗에서	열매를	맺도록	생명을	주는	최고의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그동안 느꼈던 애환과 보람은 무엇입니까?Q6

스마트팜 분야는 어떤 변화에 직면하고 있나요? 혹은 규제 변화로 인해 사업 진행에 어려움은 없으신지요?Q7

A 스마트팜은	농업에	조금	도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컴퓨터가	농사를	지어준다는	말들도	하는데	큰	착오입니다.	농부는	

끊임없이	재배기술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스마트팜과	함께	내	온실에	맞는	최적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갈	수	

있어야	한국	농업이	선진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빅데이터를	매뉴얼화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은	

사계절이	있고,	날씨가	변화무쌍하며	재배환경이	각기	다르기에	내	환경에	맞는	재배기술과	데이터	매뉴얼을	구축해야	

합니다.

스마트팜 분야에서 일을 시작하려는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A 스마트팜을	운영함으로써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이	가능해졌고	외부활동이	자유로워	교육이나	견학,	자기개발	시간도	

충분해졌습니다.	재배기술을	기본으로	스마트팜을	함께	운영한다면	성공적인	농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이자면,	재무제표를	꼭	작성하시길	권합니다.	모든	결정은	스스로	하기에	책임도	따릅니다.	농사	짓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기업을	운영한다고	생각하고	1년	단기,	5년	중기,	10년	장기계획을	세워	내실	있는	농업을	통해서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Q8

참고 사이트

•	농촌진흥청:	www.rda.go.kr	
•	세종시	농업기술센터:	adtc.sejong.go.kr	
•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ccei.creativekorea.or.kr/sejong/main.do

현재 하는 일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Q1

A 귀농	8년	차로	31살에	귀농해	현재	39살인	열혈	청년농부입니다.	2011년	600평	비가림하우스로	시작해	2019년	현재	

7,000평	스마트팜	토마토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송국에서	카메라감독으로	일할	때	선진농법으로	성공한	농부들을	

만났는데	농사로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면서	귀농을	결심했습니다.

스마트팜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A 보통	스마트팜이라고	하면	흔히	‘온실자동환경제어’,	그것도	사람이	직접	작동하는	반자동	환경제어장치를	운영하는	

농가를	생각합니다.	스마트팜은	ICT를	활용만	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입니다.	스마트팜은	ICT를	통해서	토마토	

생육데이터와	온실의	환경데이터	등	모든	값을	데이터화해	작물재배를	계획하고	작물의	이상현상에	대해	역학조사를	통해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년간	데이터	축적	시	영농일지가	자동형성돼	온실에	맞는	데이터를	매뉴얼화할	수	있고,	

최적의	정밀제어를	통해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과	수량성	향상을	꾀할	수	있습니다.

Q2

이 직업을 위해 필요한 학력수준, 전공, 자격수준은 어떻게 됩니까?

A 특별한	학력,	전공,	나이	제한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재배기술에	대한	기본지식은	있어야	프로그램에	제어값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재배기술을	키워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	스마트팜을	시작할	때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꺼리는	

경향이	있는데	컴퓨터	활용과	별개로	스마트팜은	교육을	통해	제어할	수	있습니다.

Q3

이 일을 하면서 추가로 필요한 교육이나 훈련과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작물재배	기술교육은	기본이되	이후에는	마케팅,	유통분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스마트팜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지속적인	

교육도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쓰던	기능만	쓰게	되고	잘	사용하지	않는	기능은	잊어버리게	돼	나중에	정밀제어가	

아닌	원격제어만	하는	반자동화	재배가	되어버립니다.	100%	스마트팜	복합환경제어를	활용할	수	없게	되면	스마트팜만의	

장점들을	놓치게	됩니다.	경영관리나	재무회계	교육도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재무나	회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농사를	포기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Q4

현장 INTERVIEW

김창호 대표	농업회사법인	햇살짱토마토(주)

끊임없는 재배기술 향상 노력 필요
중소기업 대표의 마음으로 정진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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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산업은 생명공학, 의·약학 지식에 기초해 인체에 사용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제조업과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등 의료·건강관리 서비스업을 포함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와 건강 관련 수요증가로 바이오헬스의 세계시장 규모는 빠르게 

확대될 전망이며 미래 성장가능성과 고용효과가 큰 유망 신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제약·의료기기 등 제조업과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에서 최근 5년간 17만 

개의 일자리가 증가해 고용기여도 또한 높은 산업이다.

바이오헬스

생  명

생체 또는 생물학적 시스템을 활용하는 바이오기술과 정보를 활용하여

질병예방, 진단, 치료, 건강증진에 필요한 유용한 물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의약·의료산업을 말한다.

바이오헬스산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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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을 이해하고 건강한 삶을 추구한다”

국내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 세계 2위

국내 바이오헬스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ICT 기반 의료·병원시스템, 의·약학 인재, 첨단산업 

경험 등에서 국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바이오헬스산업 전체 기술력은 최고기술국인 

미국 대비 78% 수준으로 약 3.8년의 기술격차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제약분야에서는 

바이오시밀러 세계시장 석권, 세계 2위 규모의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 신약 기술수출 증가, 

특허 보유, 줄기세포치료제 세계 최다 보유 등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 같은 바이오의약품 경쟁력을 기반으로 현재는 선도기업군, 중견기업, 바이오벤처로 

산업구조가 재편 중이다. 그러나 글로벌 거대 바이오의약품사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국내 선도기업들조차 해외 임상을 진행할 수 있는 자금력이 부족해 신약개발 대신 중간단계의 

기술수출에 주력하는 경향이다. 실제로 의료기기는 생산 대비 수출 비중이 62%로 높은 편이며 

산부인과 초음파영상진단기기 수출 세계 1위, 치과임플란트 수출 세계 5위 등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바이오헬스산업 상세보기!

국내 동향

국내 바이오헬스산업 특징

2017년 우리나라 의료기기 주요 수출품목

생명과학연구원 스마트헬스케어전문가

•	가천대	바이오메디컬전공

•	강원대	BT특성화학부	바이오산업공학부
•	건양대	나노바이오화학과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바이오-메디컬융합

•	동의대	대학원	스마트바이오헬스학과

•		서울과학기술대	일반대학원	

바이오IT소재융합협동과정	
•	성균관대	글로벌바이오메디컬공학과

•	세명대	바이오헬스마케팅학과	

•	안동대	일반대학원	바이오ICT융합공학과	
•	차의과학대학	바이오공학과

•	한국외국어대	바이오메디컬공학전공	등

생물학,	의약,	식품,	농업	등	생명과학분야의	

이론과	응용에	관한	연구를	통해	다양하고	

복잡한	생명현상을	탐구하는	일을	한다.	

연구수행을	위한	실험,	분석,	보고서	

작성업무를	수행한다.

건강측정기	등	액세서리나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해	개인	스스로	운동량,	심전도,	

심장박동	등을	체크해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헬스케어서비스를	기획,	운영하거나	건강관리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일을	한다.

•	생명체에	대한	기초	원리	및	응용연구

•	연구수행에	필요한	실험,	분석,	보고서	작성	

•	안전수칙	준수

•	운동량,	심전도,	심장박동	체크	및	관리

•	헬스케어서비스	분석

•	건강관리	애플리케이션	개발	

•	빅데이터	분석

•	헬스케어서비스	운영

•	개인의	생활습관,	신체	검진,	의료이용	정보,		

유전체	정보	분석

•	의료지식

•	IT,	컴퓨터에	대한	기본	지식
•	관련	전문가들과의	협업

•	의사소통	능력

2
바이오헬스

생명

핵심직업

하는 일

필요역량

관련학과

기술력 

최고기술국 대비 

78% 수준

전 세계  

바이오 시밀러 

(레미케이드 등 4개)의 

2/3 생산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 

세계 2위

1999~2018 

국산 신약 

총 30개 개발

줄기세포치료제 

세계 최다 보유 

(전 세계 8개 중 4개)

(단위	:	억원)

1
초음파

영상진단

6,236

6
의료영상

획득장치

1,103

3
조직수복용

생체재료(필러)

2,127

8 치과용CT

860

2
치과용

임플란트

2,292

7
감염체면역

검사시약

972

4 콘택트렌즈

1,726

9 개인용온열기

807

5
체외진단

검사시약

1,503

10
혈관내진단용

초음파프로브

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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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바이오헬스산업 현황

세계 각국, 글로벌 바이오헬스시장 선점 경쟁 중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은 글로벌 바이오헬스시장 선점을 위해 경쟁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미국은 국가 R&D 우선과제로 건강 분야의 

투자를 확대했고, 영국은 미래기술 트렌드를 활용한 세계시장 선도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일본도 R&D 실용화 촉진 및 재생의료·데이터 분야의 투자를 확대했다. 중국 역시 바이오 

의약품, 첨단 의료기기를 10대 육성 분야로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박가열 외(2019)는 바이오헬스산업 관련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연계해 다음 표와 같이 

8개의 업종으로 구성했다. 각 업종별 주요 사업내용이 해당 산업의 핵심 사업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IT·정보통신, 경영 관련 비즈니스 인력수요 커

고용보험 DB를 활용해 2017년 국내 바이오헬스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남성의 주요 직종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개발전문가, 경영지원 및 행정 관련 사무원, △컴퓨터 시스템 

설계 전문가, △정보통신 관련 관리자, △제조 관련 단순 종사자,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으로 

구성돼 있다. 바이오헬스산업임에도 바이오 생산 및 기술개발 인력뿐 아니라 IT 및 정보통신, 

경영 관련 비즈니스 인력 수요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여성 종사자의 주요 직종은 △경영지원 및 행정 관련 사무원, △제조 관련 단순 종사자, 

△소프트웨어 개발전문가, △컴퓨터 시스템설계 전문가, △경영지원, 행정 및 금융 관련 

관리자, △정보통신 관련 관리자로 구성되어 있다. 여성 역시 남성과 유사하게 바이오 생산 및 

기술개발 인력뿐 아니라 IT 및 정보통신, 경영 관련 비즈니스 인력 수요가 컸다. 

해외 동향

직종분석

건강	분야를	국가R&D		
우선과제로	채택

R&D	실용화	촉진	및	재생	
의료·데이터	분야	투자	확대

미래	기술	트렌드를	활용한	

세계시장	선도전략	수립

중국제조	2025	통해	
바이오	분야	집중	육성

•	2015	바이오	경제	청사진,	
정밀의료	이니셔티브	발표

•	2016	21세기	치유	제정
•	2019	5대	R&D	중	하나로	
건강	분야	투자	확대

•	2014	의약품	조건·기한부	
승인제도	도입	등	R&D	
실용화	촉진

•	2017	미래투자전략에서	
‘건강수명	연장’을	5대	
신성장전략	분야	중	하나로	

제시하고	투자	확대

•	2017	바이오헬스	분야를	
포함한	미래산업전략을	

발표하고	기초과학	지원,	

창업	및	기업성장	지원,	

혁신적	치료와	기술	적용을	

위한	정책	추진	

•	세계	최대	규모	빅데이터	

(500만명	규모)	구축	추진

•	바이오의약품,	첨단	의료	

기기를	10대	육성	분야로	
선정·지원

•	중증	질환용	의약품,	의료	

용	로봇,	웨어러블	기기,		

3D프린터	등	R&D	투자

미국 일본영국 중국

바이오헬스산업의 주요 업종 및 사업 내용

표준산업

분류 코드
업종명 핵심 사업 내용

21101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천연	동·식물성	물질	또는	광물성	물질	등에서	비타민과	그	혼합물,	호르몬과	그	유도체,	

글리코시드	및	그	유도체,	식물	알칼로이드	및	그들의	염,	에테르,	에스테르와	기타	유도체	

등의	의약용	화합물을	추출	또는	합성하는	산업활동과	원료상태의	항생의약	물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동물의	분비선과	기관,	분비물의	가공품	및	추출물,	해파린과	그	염	및	기타	의료용	동물성	

조제품,	미생물	및	그	배양액으로	만들어지는	박테리아,	바이러스	또는	기타	미생물을	

함유한	항혈청,	세균	백신,	독소	및	유사	제품을	제조하거나	동식물	세포	배양액	등으로	

만들어지는	생리활성물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치과,	내과	및	외과용	등	사람의	각종	질병치료·진단	및	예방을	위해	직접	사용하기	적합한	

완제품	형태(알약,	캡슐,	시럽,	주사제,	연고,	용액	등)의	의약제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

70113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인간	의학,	약학	및	보건학	분야에	관해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산업활동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재료를	불문하고	내과용,	외과용,	치과용	및	수의과용	등	의료적	처치에	사용될	수	있도록	

살균,	부패방지	등	특수처리된	각종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활동	포함

22299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개인,	가정,	식탁	및	주방용	플라스틱제품,	플라스틱	모자,	플라스틱	의복	및	기타	플라스틱	

성형제품,	구입한	1차	플라스틱제품을	절단·접합	및	기타	가공하여	기타	플라스틱	

가공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

27111 방사선	장치	제조업
의료용	또는	기타	용도의	방사선	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촬영용,	진단용,	치료용	

포함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내과,	외과,	치과용의	전기	및	전자식	진단장치,	신체기능	검사	및	생리적	변화를	검사하는	

기기,	자외선	또는	적외선을	응용한	기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

자료	:	박가열	외(2019),	통계청(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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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바이오헬스산업 남성 종사자의 주요 직종

국내 바이오헬스산업 여성 종사자의 주요 직종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

컴퓨터	시스템	

설계	전문가

경영지원	및	

행정	관련	사무원

정보통신	

관련	관리자

제조	관련	

단순	종사자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

경영지원	및	

행정	관련	사무원

컴퓨터	시스템	

설계	전문가

경영지원,	행정	및	

	금융	관련	사무원

제조	관련	

단순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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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명과학 관련 전문가 및 시험원 등 전문인력 성장세 뚜렷

바이오헬스산업의 일자리는 경기·서울, 특히 경기 성남과 서울 강남지역에 집중해 있고 

대전과 청주지역에도 일부 바이오산업 일자리가 모여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바이오헬스산업 

내 주요 직종 중 대표적인 3개 직종인 △자연과학, 생명과학 관련 전문가 △자연과학, 생명 

과학 관련 시험원 △의료장비 및 치과 관련 기술 종사자의 성장률 추이를 보면 자연과학, 생명 

과학 관련 전문가 및 시험원의 성장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과학, 생명과학 관련 

시험원의 경우 2013년에 전년대비 114.5% 급격히 증가했으며, 이후로도 매년 약 20%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신규 직종인 ICT 관련 전문가들도 지속 증가했는데 건강, 보건업의 바이오전문가의 

증가속도가 매우 빠른 것으로 파악됐다. 바이오헬스산업 분야는 전통적인 직종이나 신규 

부상 직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업종과 직종에서 전문인력이 증가하는 전형적인 확대 경향을 

보였다.

바이오헬스산업 주요 직종 성장률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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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판매대행업 확대 및 고도화 예상

바이오헬스산업 마케팅 분야의 변화가 눈에 띈다. 바이오의약품의 까다로운 제조공정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분업화가 심화하면서 마케팅판매대행기업 확대가 불가피해 보인다. 관련 

업무로는 마케팅 전략 수립, 소비자 맞춤형 바이오헬스 제품 소비 정보 제공, 글로벌시장 개척 

등이 있다. 

법률서비스 및 일자리 지속 확대 예상

의약품은 물질특허를 통해 시장독점력을 행사할 수 있어 특허권 관련 상담·특허출원 지원 등 

전문 법률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오헬스산업은 의료와 의약품 등 인간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생명윤리와 관련한 법적 분쟁 발생 시 법률서비스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조 분야도 향후 지속 성장해 일자리 역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전망

바이오헬스산업의 마케팅 관련 업무내용

바이오헬스 제품 

마케팅 전략 수립

•	외부환경	변화(고령화,	개인맞춤형	바이오의약품	생산	등)에	따른	바이오헬스	제품	소비	데이터	수집·분석

•	소비자가	개인뿐	아니라	정부,	병·의원임을	감안할	때	마케팅	전략	고도화	예상

생산자·유통자의 

의사결정 지원

•		소비자	맞춤형	바이오헬스	제품	소비	정보,	소비자유형별	주요	바이오의약품	소비패턴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	맞춤형	바이오의약품	소비	구현

글로벌 시장 개척
•		국내	바이오헬스산업의	시장규모가	매우	작고,	국외	기업의	산업경쟁력이	높은	것을	감안하면	마케팅을	통한	

글로벌시장	개척의	필요성	불가피

자연과학, 생명과학 관련 전문가

의료장비 및 치과 관련 기술 종사자

자연과학, 생명과학 관련 시험원

자료	:	고용보험	DB(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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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 통해 다양한 생명현상 탐구

생명과학 분야 이론과 응용 연구

바이오헬스산업에서 생명과학연구원의 역할은 지배적이다. 생명과학연구원은 생물학, 의약, 

식품, 농업 등 생명과학 분야의 이론과 응용에 관한 연구를 통해 다양하고 복잡한 생명현상을 

탐구한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생명체나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현상을 이해하고 규명하는 

생명과학연구원과 그 연구내용을 활용해 갖가지 물질을 생산하거나 조작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생명공학연구원으로 구별된다. 

하지만 최근 들어 생명과학도 응용적인 측면을 부각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공학(BT : Bio 

Technology)연구원으로 많이 불리고 있다.

생명체에 대한 기원, 발달, 해부, 기능관계 등 연구

생명과학연구원의 연구영역은 매우 세분화돼 있는데 연구대상을 중심으로 보면 크게 인체, 

동물, 미생물, 식물 분야로 나눌 수 있다. 각 영역에 따라 업무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생명체에 

대한 기원, 발달, 해부, 기능관계 등에 관한 기초 원리 및 응용을 연구한다. 연구 수행을 위해  

실험, 분석,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도 수행한다. 중점 연구 분야에 따라 생물학연구원, 

의약학연구원, 식품과학연구원, 농업연구원 등으로 구분된다.

직무탐구

생명과학연구원

역할

연구영역

실험 특성상 근무시간 길고 실외에서 연구 수행도

근무시간은 보통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이지만 연구 특성상 실험결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연구가 많아 연구실에서 야근하거나 새벽에 출근해야 하는 경우도 잦다. 연구는 

대부분 연구실이나 실험실 등 실내에서 진행하지만 생물이나 에너지, 자원, 농업, 해양 등의 

분야에 종사하는 생명과학연구원은 실외에서 연구를 수행하기도 한다. 연구 수행 시 유독성 

물질을 다루는 경우도 있어 실험 시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향후 10년 다소 증가 예상

바이오헬스산업 발전을 고려할 때 생명과학연구원의 고용은 향후 10년간 다소 증가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근무환경과 업무

향후 전망

진로가이드

자연과학·의약학계열 석사학위 필요, 연구 경력 도움

자연과학	및	의약학계열	등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다.	대학교	저학년	때는	주로	

자연과학과	관련한	기초지식을	쌓는	학과목을	중심으로	학습하며,	고학년이	되면서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게	된다.	대학원	과정에서	자신이	관심	있는	세부전공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연구원이	된	후에도	석사과정의	세부전공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학생	시절	다양한	연구에	참여해	관련	논문을	저널에	제출하는	등	연구	경력을	쌓는	것이	필요하며,	

연구보조원으로	일해보거나	일부	정부출연연구소에서	시행하는	현장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면	관련	

기관에	입직할	때	많은	도움이	된다.

필요 교육 및 역량

지적 호기심, 정보 분석, 논리력 필요

동물,	식물,	미생물	등의	생성과	성장,	소멸과	같은	생명현상에	호기심을	가지고	관찰하는	것을	

즐기며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정보를	분석하거나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생물학과	자연과학	전반에	걸친	지식이	필요하다.	또	실내외에서의	실험이	업무의	상당부문을	

차지하므로	이런	업무환경에서도	지적	호기심과	흥미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장기	프로젝트가	

많기	때문에	본인이	맡은	연구과제를	끝까지	연구할	수	있는	계획성과	꾸준하고	성실한	마음가짐도	

필요하다.	팀을	구성해	연구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다른	연구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소통하는	원만한	

대인관계능력도	필요하다.

적성요소

지적 호기심과 전문 지식 습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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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기술로 개인 건강관리 지원

건강 관련 서비스와 IT 융합해 종합의료 서비스 제공

스마트헬스케어는 건강 관련 서비스와 의료 IT가 융합된 종합의료 서비스로, 개인의 건강과 

의료에 관한 데이터와 디바이스, 시스템, 플랫폼을 다루는 신산업 분야이다. 개인의 모바일 

기기나 웨어러블 기기, 클라우드 병원정보시스템 등에서 확보한 생활습관, 신체검진, 

의료이용정보, 유전체정보 등을 분석해 개인맞춤형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웨어러블 기기는 몸에 

부착하거나 착용해 사용하는 전자기기로, 주변 환경에 대한 상세 정보나 개인의 신체변화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제공해 준다.

스마트헬스케어전문가는 전문 분야에 따라 건강측정기 등 액세서리나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해 

개인 스스로 운동량, 심전도, 심장박동 등을 체크해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헬스케어 서비스를 

기획하거나 건강관리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일을 한다. 빅데이터를 분석해 실제 헬스케어 

서비스를 운영하기도 한다. 일하는 곳은 주로 스마트헬스케어 기기 개발·생산 업체, 빅데이터 

분석 전문업체,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의료기관, 의료 관련 공공기관 등이다. 

2020년 14조원 규모, 연평균 20% 성장 전망

국내 스마트헬스케어 시장 규모는 2014년 3조 4,000억원에서 2020년 14조원으로 연평균 

20%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를 비롯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대기업이 병원·제약회사 등과 제휴해 헬스케어 시장에 활발히 진출하고 있다.

직무탐구스마트헬스케어 
전문가

역할 및 취업분야

시장규모

관련 장비·서비스산업, 잠재 성장가능성 무궁무진

스마트헬스케어는 병원에 가지 않아도 헬스케어 웨어러블 기기와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건강관리를 할 수 있어 관련 시장이 점점 커지는 추세다. 실제로 스마트헬스케어 

기기가 심장맥박이나 혈당 수치, 섭취 칼로리 등을 자동으로 기록해줘 개인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고, 병원에 가지 않아도 의사의 원격진단을 받을 수 있다. 또 의료 데이터가 실시간 

으로 수집·축적되면서 이를 활용한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도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 

헬스케어는 국민의 의료비를 줄이고, 건강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 국내외로 성장가능성이 

무궁무진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 장비 및 서비스산업도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직업전망

관련기업

㈜루닛은	독자적인	딥	러닝기술을	바탕으로,	조기	진단용	영상과	병리	영상에	AI를	접목한	AI	솔루션을	통해	의료진의	

진단과	치료과정에	혁신을	추구한다.	조기	진단용	영상은	폐암,	유방암과	같은	중요	질환의	조기	발견에	사용되지만	매우	

제한적	정보만	포함하고	있어	인간의	시각	인지능력이	병변을	정확히	찾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다	보니	선별검사에서	

20~30%의	암	환자들이	발견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루닛은	최신	딥	러닝	기술이	적용된	‘Lunit	INSIGHT’를	개발했다.	AI가	의사의	판독을	보조해	선별검사에서	놓치는	환자의	

비율을	크게	낮추는	것이	목표다.	누구나	간단한	회원가입(https://insight.lunit.io)만으로	사용할	수	있는	AI	의료영상	

분석	소프트웨어로	폐	결절(Nodule)	검출에	대해서는	2018년	8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	제조허가를	얻었다.

㈜루닛 AI 접목해 중요질환 선별검사 정확도 향상기술 개발

진로가이드

스마트헬스케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공학,	컴퓨터공학,	생명공학,	의학,	약학,	의공학,	통계학,	수학	등	

전공지식을	쌓고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유용하다.	적성요소로는	의료	지식과	더불어	 IT,	컴퓨터에	대한	기본	지식,	관련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위한	의사소통	능력,	빅데이터	분석	능력	등이	필요하다.	

의료·IT 지식+의사소통, 빅데이터 분석능력 필요

한미약품은	바이오의약	분야의	대표적인	기업이다.	미국,	프랑스,	독일	등	다양한	국가에	포지오타닙(다중표적	항암제),	

HM71224(면역질환	치료제),	퀸텀프로젝트(당뇨치료제)	등	다양한	제품과	기술을	수출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기술권을	

가지고	있다.	이	중,	포지오타닙(다중표적	항암제)은	여러	암종에서	관찰	중인	HER단백질을	표적으로	하는	표적항암제로	

국내에서	임상	2상이	실시될	예정이며,	폐암과	유방암	등의	적응증에	대해	한국과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전용	

실시권을	가지고	있다.	

한미약품 다양한 기술권 보유한 바이오의약 분야 대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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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하고 계시는 일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Q1

A 동물세포	배양을	이용한	바이오의약	생산을	위해	원료의약품을	생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포	배양과	항체의약품	등	

단백질	정제를	담당·관할하며	원료의약품	생산을	위한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시스템을	운용합니다.

바이오의약품 분야에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 있습니까?Q4

A 관련	전공	분야와	GMP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나	실질적인	경험	없이	공부만	해서는	

체득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습,	인턴십	등을	통해	직접	경험해	보고	협업을	통해	성과를	이루어	내는	업무가	많은	

만큼	도전적이면서도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사회성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의 직업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Q2

A 바이오의약품산업은	살아있는	생명을	이용해	인간의	질병치료에	유용한	물질을	만들어내는	산업입니다.	복잡한	

메커니즘으로	인해	기존의	화학적	제약기술로는	난치성으로	여겼던	치료	분야에서	바이오의약품은	의료계의	핵심기술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블록버스터	의약품의	과반수를	차지하며	바이오의약품시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 전문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학력과 교육수준, 추가로 필요한 교육은 무엇인가요?Q3

A 마이스터고나	폴리텍대학	출신들은	기술	분야로	진출할	수	있고,	학사부터	박사	학위자는	연구개발부터	기술이전,	생산,	

품질관리,	품질보증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학위가	올라갈수록	연구개발	분야로	진출하기가	쉽지만	그만큼	

경쟁도	치열해집니다.	전공	분야로	보면	바이오	분야는	태생부터	융복합적	성격을	가집니다.	질병을	진단하는	기술에선	

화학과	생물학이	만나고,	각종	의료	기기에서는	의학과	공학기술이	접목됩니다.	IT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결합하면	다양한	

헬스케어산업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기초	과목으로는	화학,	생명과학,	물리,	수학	등	이공계	기초과목이	필요하고,	생화학,	

미생물학,	면역학,	발효대사학,	생리학	등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	분야	지식을	쌓는	데에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에서	실시하는	

GMP	교육이나	바이오의약품	전문가양성	교육과정,	한국바이오협회에서	주관하는	바이오제조	GMP기술인력	양성프로그램	

등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장 INTERVIEW

오종현 책임연구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바이오의약생산센터	원액생산팀장

오랜 연구작업 이겨낼 체력, 지구력 필수,
새로운 미래 꿈꾸며 일할 수 있어 행운!

생산 분야에 근무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적합한 성향은 무엇입니까?Q5

A 바이오생산	분야에서	일하기	위한	능력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체력과	지구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무균	작업실이나	GMP	

작업소는	클린	지역으로	2중	3중의	작업복을	입고	많은	시간	서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체력적으로	강한	사람이	

업무수행에	유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성에게	유리하고	여성에게	불리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생산팀	

인원의	절반이	여성들인데	어려움	없이	훌륭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찰력이	필요합니다.	살아있는	생물과	정교한	기기장치를	다루고,	무균	관련	작업을	많이	수행하다	보면	쉽게	

놓치는	미세한	부분에	주목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업무를	능숙히	빨리	진행하는	사람보다	세밀한	부분까지	꼼꼼히	업무를	

수행하는	꼼꼼한	성격을	가진	사람의	문제해결능력이	더	뛰어난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또	팀을	이뤄	일을	하고	팀	간의	교류가	중요한	업무이므로	소통	능력이	중요합니다.	내	의견을	정확하게	이해시키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정확히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어떠한	성향의	사람이든	좋은	인재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경험상	긍정적인	성격의	소유자가	소통과	협업을	통해	좋은	성과를	이루어낸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야에 근무하시는 동안 느꼈던 애환과 보람은 무엇입니까?Q6

A 살아있는	생명체를	다루는	배양공정과	변형되기	쉬운	단백질	용액을	다루는	정제공정이	주요	업무이다	보니,	일단	일이	

한번	시작되면	40~50일간	끝날	때까지	공정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설날이나	추석에도	일하게	되고,	밤에도	

문제가	발생하면	회사로	달려와야	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여	전문가가	됩니다.	

보통	다른	산업들은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면	도태되기	쉬운	환경인데,	이	분야는	GMP라는	특수한	환경과	결합되어	긴	시간	

동안	쌓아온	경험들이	큰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행복하고	보람된	일이라면	이러한	좋은	분야에서	좋은	사람들과	새로운	

미래를	꿈꾸며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바이오헬스산업은 어떤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고 보십니까?Q7

A 요즘	바이오제약산업이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올해	문재인	대통령님이	우리	재단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바이오제약산업은	이제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차세대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체기에	이르고	있는	대한민국의	

산업에	아직도	성장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분야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바이오헬스 분야에 입직하길 원하는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Q8

A 요즘은	융합이	대세입니다.	바이오	또는	IT만	가지고	일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모든	학문과	산업이	경계를	허물고	서로	

협업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도	열린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관심	분야를	넓혀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분야에 근무하면서 느끼는 아쉬움이 있다면 무엇입니까?Q9

A 바이오의약품	분야는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국내	주요	기업도	위탁생산을	통한	제조에	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의약품은	화약의약품과	달리	자동화시스템을	갖춰도	생산과정에서	GMP적으로	사람이	직접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늘	

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제약산업은	바이오기술	외에도	경험에	많이	의존하는	GMP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제품허가를	

받을	때도	경험이	크게	도움이	됩니다.	바이오의약품은	R&D에서	개발한	것을	기술이전해	생산현장에	도입할	때도	

생산과정에서	‘배양기’를	다뤄본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국내	대학	교육과정에서는	실습,	실험에	대한	경험이	적어	

직무	적합성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실습,	실험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다양한	교육	기회가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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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Q1

A 바이오헬스	분야는	의약품,	건강	및	질병관리,	보건환경	개선	등을	목표로	광범위한	사업	분야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경제수준의	향상,	인구의	노령화에	대한	대책	요구	증대,	혁신적인	치료제	출시	등의	경제적	변화에	따라	바이오헬스	분야는	

향후	혁신적	성장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도약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실제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접목돼	다양한	직업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현재 직무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Q2

A 의약품은	크게	합성의약품,	바이오의약품,	천연물의약품,	생물학적제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생물체를	활용해	

제작하거나	세포	등의	생물체를	활용한	의약품을	바이오의약품이라고	합니다.	국내	기업	중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의약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바이오의약품은	항체의약품,	재조합단백질의약품,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등	다양한	의약품	종류를	포괄합니다.	저는	

다양한	바이오의약품의	개발	관련	업무를	20년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직장	초기에는	항체의약품,	재조합단백질의약품의	

초기물질	발굴과	최적화하는	업무를	했고	최근	7년은	세포치료제를	포함하는	바이오의약품	전반의	생산공정을	개발하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학력 및 교육훈련, 자격 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입직 후 필요하다고 느낀 교육은 무엇인가요?Q3

A 의약품	개발업무는	유효한	물질을	찾는	업무부터	의약품의	안전성,	약물성,	보관안정성,	생산성	등	의약품으로의	가치를	

확보하기	위한	여러	업무가	필요합니다.	저는	생명과학	분야에서	석사	이후	7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다가	연구분야의	리더가	

되려면	박사학위가	필요하다고	느껴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5년간	박사	후	연수과정을	수행했습니다.	

바이오헬스	분야는	다양한	직종이	있어	학위,	교육	및	자격에	대해	일반적인	요구사항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의약품	개발	분야를	중심으로	보면	생명과학	계통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시길	권장합니다.	의약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분야가	요구되니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원하시는	분야를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기업에서	의약품을	개발하는	업무와	유사한	연구를	수행하는	대학원	연구실을	선택하길	권장합니다.	기업에서는	

입사	후	최소한의	추가	교육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재를	원합니다.	박사학위는	입사	이후	재직하면서	취득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현장 INTERVIEW

최원석 책임연구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신약개발최적화지원부	부장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수요 증가 전망,
희망분야 있다면 연구포트폴리오 쌓길

바이오헬스 분야 전문가가 되기 위해 업무 외에 어떠한 개인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Q4

A 저는	바이오헬스	분야의	전문영역을	확장하고자	의약품	분야의	기술가치평가	및	사업화	영역에	대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화에	적합한	의약품	기술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수립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술거래사	자격	등을	취득하고	관련	공부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바이오헬스 분야에 근무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적합한 성향은 무엇일까요?Q5

A 바이오헬스	분야에는	다양한	직종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양한	역량과	성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의약품	

개발에는	연구	개발,	생산,	임상시험	관리,	인허가	관리,	문서	관리,	사업화	추진	등	여러	분야의	직종이	있습니다.	본인이	

사람을	만나고	활동적인	것을	즐기는가,	차분하게	앉아	꼼꼼하게	일	처리하는	것을	좋아하는가	등	본인의	성향에	맞는	

직종을	선택하시는	것이	향후	업무를	더	즐겁고	잘	수행할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이오헬스 분야에 입직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며 그동안 느꼈던 애환과 보람은 무엇입니까?Q6

A 제가	대학에	입학할	때도	지금과	같이	생명과학	분야가	향후	유망직종으로	꼽히는	분야였습니다.	그러나	대학	졸업	때는	

기업활동과	투자가	아직	활발하지	않았고	IMF	등의	경제위기로	취업이	어려웠습니다.	

드디어	생명과학의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바이오기업의	성공	사례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또	향후	

바이오	분야의	확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오	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결실을	

보게	되고,	중요	선도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긍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바이오헬스 분야는 어떤 변화에 직면하고 있나요? 혹은 규제 변화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은 없으신지요?Q7

A 바이오헬스	분야도	4차	산업혁명이	적용될	주요	분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개인	맞춤형	치료	등	방대한	보건	데이터를	

활용하고,	고도화된	분석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질병분석	데이터들을	접목한	다양한	연구	분야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정보	활용의	제한적	요소에	대한	많은	논의와	해결책들이	나오고	있어	바이오헬스	분야의	4차	산업혁명	

속도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이오헬스 분야에 입직하길 원하는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Q8

A 바이오헬스	분야는	국내	인프라가	아직	부족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바이오의약품의	기반시설을	구축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바이오의약품은	위탁생산을	통한	제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바이오의약품	R&D	

분야에서	요구하는	학력	등의	자격요건을	가진	인력은	많으나	정작	기업에서	필요한	실용화,	제품화,	상용화를	진행할	

수	있는	연구인력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연구에서	효능,	안전성,	약물의	안정,	생산성	확보,	품질에	대한	관리체계	등이	

필요한데	현실은	약효에	대한	연구에	집중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바이오의약품	분야는	정부의	지원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스타트업	등의	수요가	많아	전망이	밝습니다.	취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바이오헬스	분야의	다양한	직종	중	어떤	직종이	경쟁력이	높은가	그리고	해당	직종에	취업하기	위해	어떠한	자격	

요건과	경력을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또	전통적인	바이오헬스	분야와	접목된	4차	산업	적용에	대한	급격한	

수요	증가가	있으니	이에	대한	준비를	하시면	향후	바이오헬스	분야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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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Q1

A 대표직을	수행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1인	다역으로	기획업무부터	영업,	마케팅,	무역	등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설계를	전공해	설계에서부터	해외부동산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후에	대기업	헬스케어팀에서	병원개발사업	

관련	근무를	한	것이	이	직무를	시작하게	된	계기라	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Q2

A 저희	회사는	국내와	해외	두	개	업체로	운영됩니다.	국내	법인은	해외	의료바이어의	니즈를	파악해	국내	유수한	

바이오헬스업체와	상품을	발굴해	해외시장으로	진출시키는	업무를	하고,	해외	법인에서는	의료기기의	상품과	품질의	

T-FDA	승인을	위한	자료	코디네이팅과	스케줄	관리를	합니다.	승인	후에는	해당	국가의	대학병원	등	의료현장에	

영업마케팅을	추진하고	납품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이오헬스 분야 전문가에 적합한 인재상은 무엇입니까?Q3

A 어학에	대한	기초가	되어	있으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진출을	원하는	해당	국가나	해당	사업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내재화하기	위해서는	해외	바이어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출	희망	국가나	문화	특성,	

해당	사업을	이해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능동적이고	세심하고	사교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이	

업계에	적합한	인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이오헬스 분야 전문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관련 전공과 자격은 무엇입니까?Q5

A 저의	경우	최종학력은	석사로	대만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일본에서	석사	및	박사과정을	마쳤습니다.	원어민	정도의	

중국어와	한국어를	구사하며,	일본어	그리고	중간수준의	영어를	구사합니다.	

헬스케어	직무를	수행하면서	특별한	자격증이나	교육을	받지는	않았으나,	기존에	헬스케어사업을	진행하면서	

헬스케어개발사업의	Value	Chain의	전반적인	이해를	충분히	했고,	항상	관련	정보에	관심을	가지고	국내외	헬스케어	

트렌드와	네트워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업	특성상	많은	고객	확보가	최우선이고	고객들의	니즈	파악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상품이어도	고객사나	

고객이	원하는	제품이	아니면	최종적으로	판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경쟁사와의	차별화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새로운	상품이	무조건	좋은	상품은	아니지만	상품의	구성이나	트렌드,	주요	이슈를	미리	알고	대처한다면	성공적인	

비즈니스로	연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장 INTERVIEW

김민성 대표

사업특성상 고객 니즈 파악이 가장 중요
세심함, 능동적·사교적 성향 소유자 적합

바이오헬스 분야 전문가로서 업무상 보람되거나 힘든 점은 무엇입니까?Q4

A 모든	비즈니스가	그렇듯,	결국엔	End-User가	내가	판매하는	제품을	원하고	필요로	해야지만	업무(사업이)가	진행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아이템	발굴부터	네트워크	확장,	인허가,	바이어	발굴	등	사업까지	연결되는	모든	과정이	다	어려운	

과제인데	결국	이	모든	것은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상대방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비즈니스의	성패를	가를	수	있기에	이	부분에	있어서	항상	보람과	애환,	두	가지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바이오헬스 분야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나 역량강화 방안은 무엇입니까?Q6

A 국내를	비롯해서	세계적으로도	바이오헬스	분야의	사업	규제는	날이	갈수록	엄격해지고	진입	장벽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빨리	대응하고	적응하는	것이	이	업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바이오헬스 분야 전문가가 되려는 후배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Q7

A ‘요즘	트렌드,	미래지향적인,	유망직종	사업’	등과	같은	수식어가	붙은	직종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습니다.	현재	바이오헬스	

분야는	‘미래지향적인,	유망직종’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직업을	선택할	때	최소한	한	번쯤은	내가	이	분야에	얼마나	

흥미와	관심을	갖고	있는지	고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없지만	자신만의	기준을	확고하게	세우고	입직을	

위해	준비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사이트

•	대한헬스케어협회:	www.nhaasia.com
•	한국글로벌헬스케어협회:	www.nhaasia.com

관련 동영상

•	신	직업의	발견-발의	고통을	감싸주는	헬스	케어	전문가,	페도티스트:	www.worktv.or.kr/prog/preProgramVodView.
do?progKey=53509&contentCid=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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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화에 따른 각종 도시문제가 심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도시 인프라를 

확충하는 대신 기존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저비용으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접근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최근 부각한 스마트시티는 

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지능형 인프라, 자율차·드론 등의 이동체, 가상현실, 

신재생에너지 등 혁신기술을 활용해 도시문제를 개선하고 효율화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 역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스마트시티 

정책을 추진 중이며 교통, 에너지, 환경분야에서 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마트시티

주  거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 건설·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해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말한다.

스마트시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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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도시문제 해결책이자 미래 신성장동력

전 세계적으로 ICT 신기술 활용, 도시 개선 및 효율화 추진

전 세계적으로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자원과 인프라 부족, 교통 혼잡, 에너지 부족과 같은 

각종 도시문제가 심화하고 있다. 2015년 UN이 제시한 바에 따르면 2015년 도시화율은 한국 

82.5%, 일본 93.5%, 미국 81.6%, 영국 82.6% 등으로 매우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도시 인프라를 확충하는 대신 기존의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저비용으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접근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그중 글로벌 저성장 추세, 첨단 

ICT의 급격한 발전, 증가하는 도시개발 수요를 바탕으로 전 세계 각국에서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스마트시티 전략이다. 도시문제의 효율적 해결은 물론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신기술을 활용, 도시를 개선하고 효율화하는 것이다.  

스마트시티는 최근 이슈가 되는 신기술인 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지능형 인프라, 자율차· 

드론 등과 같은 이동체, 가상현실, 신재생에너지 등 혁신기술을 체감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교통, 에너지, 환경 등 파급효과가 큰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으로 기대하고 있는 분야다.

스마트시티산업  상세보기!

산업 현황

스마트시티 목표 및 구성요소

도시계획가 및 교통전문가 컴퓨터보안전문가

•	강남대	도시공학과

•	경상대	도시공학과

•	서울대	스마트도시공학전공

•	서울시립대	대학원	스마트시티학과

•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	

•	영산대	스마트시티공학부

•	연세대	도시공학과

•	중앙대	도시공학과

•	한세대	대학원	스마트시티안전융합학과

•	한밭대	도시공학과

•	홍익대	건설도시공학부	등

•	도시계획가는	도시	기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도시계획	및	설계를	하고	부동산	개발,	

도시재생사업	등을	관리하거나	컨설팅을	

한다.	

•	교통전문가는	도로	설계,	교통시스템	설계	

및	구축,	교통수요	분석,	도로교통	안전	

연구,	교통사고를	분석하는	일을	한다.

도시의	다양한	개인,	공동체,	지방자치단체,	

경찰,	병원	등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개인용	

PC,	프로그램	소스코드	분석,	시스템	접근	
권한에	이르기까기	보안	취약점을	분석해	

최적의	시스템을	설계·제시하는	일을	한다.

•	도시계획	및	설계

•	부동산	개발	및	도시재생사업	컨설팅

•	도로	설계

•	교통시스템	설계	및	구축

•	교통수요	분석

•	도로교통	안전	연구

•	교통사고	분석

•	도시에서	취합된	각종	영상	및	정보데이터	관리

•	센서	및	매체,	신호	관리

•	프로그램	소스코드	분석

•	보안	취약점	분석

•	최적의	보안시스템	설계

•	도시와	인간,	자연에	대한	종합적	이해

•	정책	기획	

•	표준화	전략	및	환경정책	수립

•	전산,	기술	분석

•	기술	설계

•	도시	및	교통	분야의	미래상을	제시할	수	있는	창의력

•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상	및	의사소통	능력

•	혁신적,	탐구적	성향	

3
스마트시티

주거

핵심직업

하는 일

필요역량

관련학과

경
제

력
증

가

지속가능성 제고

환경적	측면

경
제
적
	측
면

사
회
적
	측
면

기술 거버넌스 혁신성을 수단으로 

도시 내 각 부문별 문제 해결과 

일자리 창출

스마트 도시는 궁극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측면을 포괄하는 

삶의 질 향상, 경쟁력 증가, 

지속가능성 제고를 목표로 설정

거버넌스
(Governance)

민·관	혹은	부처	간	
거버넌스

•	부처	간	협력

•	정책	및	제도

•	민관	협력

혁신성
(Innovation)
혁신성을	가진
시민/기업

•	교육

•	인적자원

•	스타트업

•	사회적	자본

•	생산성

기술·인프라
(Technology)

정보통신	기술	등의
융복합	인프라

•	물리적	인프라

•	스마트기술

•	통신망

•	빅데이터	등

삶
의

 질
 향

상

스마트 행정 스마트 복지스마트 의료 스마트 교육스마트 에너지환경스마트 경제스마트 교통스마트 방범·방재

자료:	이미영	외(2018).	스마트시티	유형에	따른	전략적	대응방안	연구.	세종: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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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에 민간·지자체 아이디어 도입 확대

우리나라는 2009~2013년 15개 지자체에 231억원의 국비 지원을 통해 우수한 정보통신 

기술과 신도시를 접목한 U-City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우수한 ICT를 신도시 개발과 접목해 

공공인프라를 확대하는 등 성과를 거두면서 우리나라는  스마트시티 선도국으로 각광을 받았다. 

그러나 수요를 반영하지 않은 보급형 방식 때문에 시민 체감도가 떨어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후 정부는 국가시범도시 조성을 본격 추진하고, 도시문제 해결 및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데이터 기반 모델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 스마트시티 확산을 위해 세종시와 부산시에 

국가시범도시를 조성하고 민간과 지자체의 아이디어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시티 

챌린지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스마트시티 연구개발을 위해 기존 도시(대구, 시흥)를 대상으로 데이터 허브를 구축하고, 교통, 

안전, 도시행정, 환경, 에너지, 생활복지 등 다양한 분야와 연결된 각종 서비스 연계 실증 

모델도 개발 중이다. 민간과 시민의 의견이 도시설계와 운영에 반영되는 열린 도시를 지향해 

도시계획 초기부터 지자체와 민간 등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팀 챌린지, 리빙랩 방식 등의 기법도 

도입하고 있다. 

박가열 외(2019)는 스마트시티산업과 관련 있는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연계해 7개의 

업종으로 구성했다. 각 업종별 주요 사업내용이 해당 산업의 핵심 사업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공계뿐 아니라 경영지원, 행정 관련 일자리 규모 상당 

한국고용정보원 분석(박가열 외, 2019)에 따르면 국내 스마트시티산업의 경우 남성, 여성 

종사자 모두 주요 직종은 △건축 및 토목 관련 기술자 및 시험원, △경영지원 및 행정 관련 

사무원, △건설 및 생산 관련 관리자, △전기 및 전자공학기술자, △기계공학기술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력 비중은 건축, 전자, 기계 등 이공계 인력 비중이 큰 편이나 상대적으로 경영 

지원 및 행정 관련 사무원의 일자리 규모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시티, 도시혁신의 새로운 모델로 각광

해외는 선진국, 신흥국 모두 도시혁신의 새로운 모델로 스마트시티를 추진하고 있다. 싱가포르, 

바르셀로나 등 대표적인 스마트시티의 경우 민관협업을 기반으로 데이터 중심 플랫폼을 

구축해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싱가포르의 경우 2025년까지 스마트네이션 건설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하고 정부가 주도(총리직속 조직)하되, 민관 파트너십(국영통신사 Singtel 

사업주관)을 통해 투자를 촉진하고 있다. 바르셀로나는 22@Barcelona를 ICT 기업 집적 

클러스터로 조성하고, 글로벌기업이 파트너로 참여해 24개 스마트솔루션을 도시 곳곳에 구현, 

바르셀로나시티 OS 등 플랫폼을 개발 중이다. 

아시아 등 신흥국가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주도의 스마트시티 정책을 추진, 급격한 

도시화 문제해결과 경기부양을 도모하고 있다. 중국은 2015년 ‘지혜성시(智慧城市, Smart 

City) 500개 구축계획’을 발표했고, R&D에 500억 위안을 투자했다. 인도는 2022년까지 

100개의 스마트시티 건설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총 19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최근에는 도시 여건에 따라 도시 플랫폼(데이터 허브), 리빙랩, 시범도시 구축 등 다양한 전략과 

콘텐츠를 가진 스마트시티가 등장하고 있다. IBM, Cisco, Google 등 글로벌기업들도 AI, 

빅데이터, 자율주행 등 첨단기술 분야를 선점하면서 세계시장을 선도 중이다. 이들 기업들은 

기존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 제공(IBM 등)뿐 아니라 신도시에 신기술을 테스트(Google 

Sidewalk Lab)하는 방식도 추진하고 있다. 

국내 동향

직종분석

해외 동향

스마트시티는 도시 특징에 맞는 콘텐츠를 도입하고 도시 성장단계와 여건을 고려한 맞춤전략 

수립과 적절한 솔루션의 접목이 중요해지고 있다

표준산업

분류 코드
업종명 핵심 사업 내용

62021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통신	기술을	통합하는	컴퓨터	시스템을	기획,	설계하는	

산업활동	

62022 컴퓨터시설	관리업

고객	사업장의	컴퓨터	시스템	및	자료	처리시설을	관리하는	산업활동으로	이러한	관리활동은	

고객의	사업장	또는	관리	사업체에서	온라인으로	수행할	수	있고	관리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관련	소프트웨어의	설계	및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음

63112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웹	호스팅	서비스,	서브	호스팅	서비스,	콜로케이션(Colocation)	서비스,	스트리밍	서비스	
등의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2121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도로,	철도,	교량,	터널,	항만,	댐,	상·하수도	시스템,	통신	및	전력선,	옥외	운동장	및		

휴양시설,	산업시스템	등의	토목	건설에	관련된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활동으로	건물에	대한	엔지니어링	서비스도	포함

72122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대기,	수질,	소음,	진동,	폐기물	처리	등	환경과	관련된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	환경과	관련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사,	측정,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컨설팅	활동도	포함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기계,	전기,	전자,	해양,	교통	부문	등과	관련한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4232 통신	공사업 통신	케이블	및	통신	배선공사,	통신	장비	및	전화	등의	설치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

스마트시티산업의 주요 업종 및 사업 내용

자료:	박가열	외(2019),	통계청(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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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스마트시티산업 남성 종사자의 주요 직종 스마트시티산업 주요 직종 성장률

국내 스마트시티산업 여성 종사자의 주요 직종

건축	및	토목	관련	

기술자	및	시험원

건축	및	토목관련	

기술자	및	시험원

건설	및	생산	관련	

관리자

건설	및	생산	관련	

관리자

경영지원	및	행정	

관련	사무원

경영지원	및	행정	

관련	사무원

전기	및	전자	공학	

기술자,	연구원	및	

시험원

전기	및	전자	공학	

기술자,	연구원	및	

시험원

기계공학	기술자,	

연구원	및	시험원

기계공학	기술자,	

연구원	및	시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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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학기술자’ 일자리·성장세 가장 높아 

스마트시티 관련 일자리의 지역집중도를 보면 경기, 서울지역이 가장 높았고, 경기 성남과 서울 

강남, 경기 안양 지역에 폭넓게 분포해 있었다. 서울과 경기지역을 제외하면 대전과 경남, 전북, 

경북 지역에도 모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스마트시티산업 내 주요 직종 중 대표적인 3개 직종, △건축 및 토목 관련 기술자 및 시험원, 

△컴퓨터 시스템 설계 전문가, △환경공학기술자, 연구원 및 관련 시험원의 성장률 추이를 보면 

환경공학기술자와 연구원 및 관련 시험원의 성장세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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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및 교통전문가 고용 증가 예상

세종시와 같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신도시의 경우는 처음부터 스마트시티를 만들려는 시도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서울처럼 낡고 비효율적인 지역이 많은 오래된 도시의 경우 오래된 지역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스마트시티로 거듭나게 하려는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도시화의 비효율성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시티 전문가가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마트시티의 발전에 힘입어 도시계획 및 교통전문가의 고용도 향후 10년간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16-2026 중장기인력수급전망’(한국고용정보원, 2018)에 따르면 도시 

및 교통설계전문가는 2016년 5만 6,000명에서 2026년 6만 2,000명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기술 이용 스마트시티 계획 및 구축 지원

스마트시티 전문가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정보를 수집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스마트시티를 계획한다. 도시지역의 교통, 에너지, 수도, 하수, 폐기물, 학교, 병원 등에 관한  

전반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일도 한다. 또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기술을 적용해 

도시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내놓으며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해 필요한 각종 설비나 시스템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일을 한다.

향후 전망

주요 직무

컴퓨터 시스템 설계 전문가

건축 및 토목 관련 기술자 및 시험원

환경공학기술자, 연구원 및  관련 시험원

자료:	고용보험	DB(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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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 도시를 디자인한다

도시 기능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도시계획 및 실행

스마트시티에서 가장 중요한 직무는 도시를 계획하고 이를 실행하는 업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도시계획가 및 교통전문가의 주요 역할이다. 도시계획가는 도시 기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도시계획 및 설계를 하고 부동산개발, 도시재생사업 등을 관리하거나 컨설팅한다. 

교통전문가는 도로 설계, 교통시스템 설계 및 구축, 교통수요 분석, 도로교통안전 연구, 교통 

사고 분석 등을 한다. 주요 직무는 스마트시티의 근본 목표가 기술을 활용해 도시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므로 도시계획단계부터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또 도시가 공간적으로 확장되고, 문화, 행정, 산업, 교통, 교육, 환경 등 각종 기능이 도시로 

집중되면서 제한된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도시계획, 교통계획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내·외근 병행, 이해관계자 소통, 설득 필요

도시계획가와 교통전문가의 업무가 계획 및 설계, 보고서 작성에 집중해 있다고 해서 

사무실에서만 근무하는 것은 아니다. 도시설계 또는 교통설계를 진행하기에 앞서 대상 지역을 

방문해 현지조사하거나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협의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아울러 기술적인 요소와 교통 인프라와의 연계를 위한 기획과 연구를 병행한다. 스마트시티 

계획을 수립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다른 분야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각기 다른 의견을 듣고 조율·설득해야 하므로 그에 따른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도시계획가  도시의 효율적 개발·정비를 위한 토지이용계획 수립·설계

도시계획가는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경제성 등을 고려해 국토와 도시의 효율적 개발 및 

정비를 위한 주거, 상업, 레저, 교통 등의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설계한다. 이들의 업무는 

전체 국토에 대한 계획, 시·도의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및 도시·군 관리계획을 

비롯해 신도시, 주택단지, 산업단지, 관광단지 등 신시가지 개발, 도시의 미관 향상 및 

기능회복을 위한 도시경관계획, 도시재생사업 등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매우 넓다.

교통전문가  각종 교통상황 및 영향요인 분석, 교통체계 기본설계

교통전문가는 도로 설계, 교통체계 연구, 교통운영 시스템 설계 및 구축, 교통수요 분석, 도로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연구 및 개선, 교통사고 분석, 대중교통 등 교통물류체계에 대한 연구 및 

기획 등의 일을 한다. 도로망이나 교통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해 대상 지역의 인구 추이, 교통량 

변화 추이, 경제성장 추이 등에 대한 문헌조사나 관련 통계자료를 수집하며, 교통량, 속도, 

신호의 효율성, 신호체계 등의 적절성 및 기타 교통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이러한 자료수집과 연구를 통해 교통체계에 관한 기본계획과 기본설계를 수행하는 

것이 교통전문가의 주된 역할이다. 

이외에 도로교통을 효율화하고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해 교통영향평가 및 분석을 하고 교통 

수요관리방안을 마련한다. 첨단교통체계(ITS :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를 

연구하고 교통 지리정보체계 구축도 한다. 물류표준화 및 공동화 추진방안 수립, 화물통행 

형태에 대한 조사·분석, 교통세수의 추정 및 인상효과 분석 등 교통경제 및 행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기도 한다.

직무탐구도시계획가 및 
교통전문가

역할과 직무 근무환경

주요 업무

진로가이드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도시계획	및	교통전문가가	되는	길은	대학교에서	도시공학이나	교통공학	전공	후	활동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학부	과정에서	건축학이나	조경학,	토목학	등을	전공하면서	도시계획	또는	교통설계	관련	과목을	이수하거나	

도시	및	교통공학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도	있다.	건축,	토목,	환경,	도시	및	교통공학	등을	통합해	하나의	학부제로	운영하는	

학교도	있다.

적성,	흥미는	IT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도시와	인간,	자연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도시와	교통의	

미래를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도시	및	교통	분야의	미래상을	제시할	수	있는	창의력도	요구된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당사자를	설득하고	의견을	조율해야	하므로	의사소통능력과	협상능력	또한	필요하다.

도시, 인간, 자연에 대한 이해, 창의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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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속 정보를 안전하게 지킨다

정보자산 보호 및 보안시스템 운영

스마트시티에서 중요한 직무 중 하나는 도시에서 취합한 각종 영상과 정보데이터를 

처리·관리하고, 보안을 담당하는 것이다. 컴퓨터를 포함해 다양한 센서, 매체와 신호 등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도시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에는 컴퓨터보안전문가의 직무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컴퓨터보안전문가는 조직의 정보시스템이나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조치를 

계획·실행해 내·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정보자산을 보호한다. 이를 위해 정책수립부터 시스템,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애플리케이션 등 관련 시스템을 점검하고 다각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도시의 다양한 개인, 공동체, 지방자치단체, 경찰, 병원 등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보안하는 

중요한 역할도 한다. 개인용 PC의 백신 사용 여부, 바이러스 침투 여부,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 프로그램 소스코드 분석, 시스템 접근 권한에 이르기까지 보안 취약점을 분석해 고객의 

환경에 적합한 최적의 보안시스템을 설계해 제시한다. 도시민의 동의 아래 모의 해킹테스트를 

하기도 한다. 

또 자체 개발한 스크립트, 상용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보안상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도 

제시한다. 설계된 보안시스템이 적절히 구현되도록 감리하고, 보안점검과 문제점을 해결하고 

나면 보고서를 통해 그동안의 상황과 테스트 결과, 해결된 문제점, 비상대책 방침, 향후 조치 

등을 고객에게 알린다. 주기적으로 보안시스템의 유지·보수를 담당하기도 한다.  

야간·교대·파견근무 등 다양한 환경에서 근무

근무환경은 매우 다양할 수 있다. 도시마다 설치된 보안관제센터는 365일 24시간 운영되므로 

야간근무나 교대근무 등도 이루어진다. 보안컨설팅, 취약점 진단 등의 중장기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는 의뢰한 회사에 몇 개월간 상주하면서 근무하기도 한다. 크고 작은 해커의 공격이나 

해킹시도 등의 보안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긴장을 늦출 수 없으며, 

업무시간을 피해 야간에만 수행해야 하는 작업도 종종 발생한다.

직무탐구컴퓨터보안 
전문가

역할과 직무

근무환경

진로가이드

도시의	안전을	책임지는	컴퓨터보안전문가의	경우	적절한	컴퓨터	보안업무를	하기	위해	각종	운영체제(OS)와	하드웨어	

(HW)는	물론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데이터베이스	등	다양한	컴퓨터	관련	지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전문대학이나	대학교의	

컴퓨터나	정보보호	관련	학과	등에서	IT	분야	전반에	대한	지식을	쌓은	후	진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정보보호	관련	동아리에서	

활동한	경력이나	각종	보안	관련	대회	수상경력도	도움이	된다.	컴퓨터	보안과	관련된	사설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도	좋다.	취직	후에도	업무	분야나	IT	환경변화에	따라	꾸준한	자기계발이	필수다.	적성,	흥미	요소로는	정보자산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	시스템,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애플리케이션	등	관련	시스템	점검이	기본	업무이므로	분석적으로	사고할	

수	있어야	하며,	혁신적이고	탐구적인	성격의	사람에게	적합하다.	전산,	기술분석,	기술	설계	등의	능력이	요구되며,	컴퓨터와	

전자공학,	통신공학과	기술,	의사소통과	미디어	등의	지식을	갖춘	사람에게	적합하다.

분석적 사고, 혁신·탐구적 성격에 적합

관련기업

대표적인	스마트시티		관련기업인	㈜한컴은	소프트웨어(SW)를	기반으로	안전장비,	드론	등의	하드웨어(HW)로	사업을	

확장하는	한편,	금융서비스사업에도	진출해	스마트시티	시장에	대응할	종합역량을	구축하고	있다.	스마트시티를	이루는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블록체인,	드론,	로봇,	자율주행차,	사회안전기술	등	관련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2013년	

유니맥스,	2014년	MDS테크,	2015년	한컴핀테크,	2017년	산청	등과	공격적	M&A를	추진했다.	소프트웨어,	금융,	

하드웨어	분야의	시너지를	발휘해	스마트시티	시장에	대응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한컴 SW기반 HW, 금융서비스 사업 진출, 시너지 확대

 

3D	솔루션	전문기업인	㈜다쏘시스템은	1981년	프랑스에	설립된	CAD(컴퓨터	지원	설계)소프트웨어	회사로	모든	제품을	

가상에서	제조·시험해	볼	수	있는	3D	DMU(Digital	Mock-Up)와	3D	PLM(Product	Lifecycle	Management)	

솔루션을	개발했다.	2000년대	스마트시티가	글로벌	트렌드로	부상한	후에는	스마트시티	영역	안에서	자사가	보유한	역량을	

종합해	플랫폼화에	성공했다.	기계,	화학,	바이오,	지질,	열,	유체,	전기	등	영역에서도	시뮬레이션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2012년에는	현실	도시를	그대로	‘버추얼	시티’에	복제하는	스마트시티	플랫폼	‘3D	익스피리언시티(3D	EXPERIENCity)’	

개발에	성공했다.

㈜다쏘시스템 3D 시뮬레이션을 통한 도시계획·개발 기술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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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Q1

A 2005년	전기직	정보통신	분야로	입사해	아파트,	택지	관련	시공업무	및	임대주택	시설관리	업무를	주로	맡아했습니다.	

4년	전	공동체	활성화,	공공주택과	복지서비스가	결합된	지원주택	추진	등	주거복지기획	업무를	담당하다가	최근	

스마트시티사업단으로	부임해	근무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기획부는	2019년	4월에	신설된	부서로,	초기에는	단장을	

포함해	4명으로	시작했고,	8월에	스마트시티사업부가	신설돼	현재는	토목,	조경,	건축,	전기	등	다양한	직렬로	구성돼	

9명이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분야 전문가가 되기 위한 관련 전공과 필요 자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Q3

A 기본적으로	도시계획	및	설계,	ICT	계획	및	설계,	신재생에너지(전기,	지열,	태양광,	ESS	등),	데이터	분석	및	통계에	대한	

지식이	요구됩니다.	특정	분야의	자격이라면	개발지구(단지)로	들어오는	리소스	중	소비되는	패턴을	읽을	수	있고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분야인	에너지,	데이터	분석	및	통계,	BC	또는	ROI분석	관련	자격이	가점으로	인정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시티 분야와 국내 동향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Q2

A 스마트시티는	요소	기술들의	융복합을	통해	완성하는	것으로	국가,	지자체,	기업의	추구	방향이	다르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도시를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운영했던	U-City와	스마트시티는	유사하면서도	

다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스마트시티는	U-City를	좀	더	시민이	편리한	방향으로	진화시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시티의	안정적인	정착에는	기술적인	부분의	개선과	보완,	진화가	필요하므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내에서는	국가시범도시로	지정된	부산EDC와	세종	5-1지구에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	기술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와	기대수준은	상당한	수준인	반면,	현	기술수준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정	요소	기술은	일부	구현이	가능하나,	도시	전체의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도입은	분명	한계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은	주로	조그마한	프로젝트를	다양하게	시도해보는	리빙랩(Living	Lab)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캐나다	토론토는	구글이라는	거대	기업자본이	투입돼	상당한	기술력을	토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정보	이슈가	

발생해	프로젝트가	잠시	중단되었으나	최근	제3의	섹터를	설립하는	솔루션을	제시해	시민단체	등과	타협하는	등	무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분야 전문가에 적합한 인재상은 무엇입니까?Q4

A IT,	교통,	기후	환경,	건축,	재난,	토목	분야	등	도시	전반에	걸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요구됩니다.	도시계획가와	

IoT센서	기반	데이터플랫폼	기획자는	역할	수행에	있어	필수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기업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스마트시티	전문가로	국한해	채용하지는	않습니다.	기존	시스템에서	또	다른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성을	

찾고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스마트시티에	대한	정확한	지표가	정해져	있지	않고	만들어가는	단계이다	보니	다양성에	

대한	수용력과	융합능력이	높은	사람이	현재의	인재상에	부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주로	엔지니어	중심의	스마트시티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으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사람과	

도시의	구조를	알지	못하면	적용기술의	활용도가	극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도시	전반적인	흐름을	볼	수	있는	

도시계획적	안목과	인구사회학적	식견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시적인	시야를	갖고	있는	다양한	업무를	경험한	사람들은	수용력이	높아	현장에서	두각을	보이며	앞서나가는	경향이	

뚜렷해	보입니다.	특정	분야의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전문가들	중에는	융합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경우가	있어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인문학	및	과학철학	분야의	전문가는	사고의	깊이감이	있어	도시를	구상하는	초반에	주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스마트시티는	융복합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최소	6개월	이상,	전문지식에	대한	충분한	학습을	거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스마트시티 분야 전문가로서 업무상 보람되거나 힘든 점은 무엇입니까?Q5

A 전문가라기보다는	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도시계획,	미세먼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네트워크	범주가	

확대되면서	거시적인	시각으로	접근을	하게	되고,	발전과	개선을	위한	고민을	지속하는	과정이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보람은	끊임없이	고정관념을	파괴하고	융합적	사고를	통해	더디지만	조금씩	발전해나가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있고,	이를	설득하기	위해	상당히	많은	시간을	들여	노력해야	하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공기업	특성상	실패할	경우	예산낭비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많은	부담감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분야의 전문성 향상 노력과 역량강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Q6

A 공사에서는	시민들의	생각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시민주주단을	구성해	예산편성과	의사결정에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공사	스스로	시민중심에서	제도를	바라보고	생각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영방식에	부합하기	

위해선	조직이	민첩하고	탄력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는데	공조직에서는	실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조직	내에서는	직무	단위	교육보다는	다양한	직렬이	모여	수평적인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시야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고	상호	교차검증하면서	최종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해커톤(Hackathon)의	상시적인	운영방식이	효율성과	효과성	

면에서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시티 분야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후배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Q7

A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	해법을	찾는	전통적	전문가를	넘어,	다양성을	가진	분야에	대한	관심과	융합적인	사고,	높은	

수용력으로	플러스	알파(+a)가	될	수	있는	인재가	요구됩니다.	지역에	대한	관심과	시와	지자체의	역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장 INTERVIEW

이성재 팀장	서울주택도시공사	스마트시티사업단	스마트시티기획부

고정관념 파괴, 융합적 사고 필요
높은 수용력으로 +α 인재가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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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Q1

A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이며	스마트시티연구센터는	2018년	4월에	신설되었습니다.	건축물이나	교량,	

상하수도	분야와	달리	도시는	다양한	인적	구성을	통해	완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건축전공자,	도시전공자,	교통전공자,	

정보통신전공자	등	11명의	다양한	조직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저는	도시계획	전공자로	스마트시티의	계획부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분야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Q2

A 국내	동향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2008년	유비쿼터스도시법이	제정됐고,	2017년	스마트도시법으로	법이	개정됐습니다.	

대부분	조직의	스마트시티	관련	부서들이	이	시기를	전후해	형성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스마트시티법을	제정한	만큼	정부차원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어	기업과	지차제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8년에	U-City법	제정을	토대로	2기	신도시들이	대부분	U-City로	

조성되었습니다.	수도권의	성남	판교신도시,	파주	운정신도시,	화성	동탄신도시,	김포	한강신도시와	지방에	흩어져	있는	

혁신도시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들은	신도시	중심의	스마트시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도	스마트시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북촌	한옥마을의	경우	화재,	침입,	방범	등의	분야에	IoT	기술을	적용한	사물인터넷	실증단지로	이미	해외에도	

소개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U-City사업을	통해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통합관제센터와	같은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한	스마트시티	사례가	많습니다.	동탄신도시와	같은	2기	신도시가	이에	해당합니다.

해외사례를	보자면,	유럽은	EU의	지원	하에	체계적인	스마트도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총	98개	이상의	스마트도시가		

있고	218개	정도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U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시티인포메이션	

시스템(SCIS	:	Smart	Cities	 Information	System)에는	유럽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스마트시티	사업의	성과와	

현황들이	경험과	지식의	형태로	축적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스마트시티	특징은	신도시가	아닌	구도시	중심이라는	점입니다.	

이미	안정된	도시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인데	대표사례로	북유럽	국가들,	영국의	런던,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오스트리아의	빈을	꼽을	수	있습니다.	11월	19~21일	스페인	바로셀로나에서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가장	큰	행사인	‘2019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SCEWC)’가	개최됐는데,	올림픽의	오륜기처럼	5개의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이	5개의	

주제는	스마트시티가	추구하는	방향을	의미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공유경제입니다.	공유경제의	개념에	대한	인식은	

스마트시티	전문가에게	중요한	요소로	경영학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우리나라는	스마트시티	활성화를	

위해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습니다.	현재는	정보통신에	매몰되어	있으나	‘지속가능한,	쾌적하고	깨끗한	친환경	도시에서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스마트시티의	근본적인	취지를	다시	한	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시티 분야 전문가에 적합한 인재상은 무엇입니까?Q3

A 스마트시티는	분야가	굉장히	넓습니다.	스마트시티의	정책개발이냐,	계획·조사	업무냐,	스마트시티의	개별	서비스를	

개발·적용하는	업무냐에	따라	직무	특성이	다릅니다.	스마트시티를	시작하게	된	원인	중	하나가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해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스마트시티가	산업	활성화와	연계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책개발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사업화	모델,	컨설팅	능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조성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도시계획,	건축계획,	교통계획,	모든	토목·건설	분야의	계획	업무에	대한	소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	서비스를	개발하는	분야에서는	IoT(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빌리티·모바일을	

칭하는	지능정보기술(ICBM)에	대한	지식적	소양을	갖춘	사람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각	기관의	산업군이나	직무에	

따라	요구하는	인재상이	다를	수	있겠지만,	스마트시티	엑스포의	오륜기처럼	공유경제에	대한	개념	인식과	경영학적	사고는	

공통적	요구	사항으로	보입니다.

스마트시티 분야 전문가가 되기 위한 관련 전공과 필요 자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Q4

A 스마트시티	분야는	크게	정책,	계획(도시),	서비스(IT,	정보통신기술)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	직군의	

업무특성에	맞춰	트랙(Track)	전공을	통해	세부	전공이	구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정책기획,	사업화	모델	

구성능력,	계획	관련	지식이	요구되는데	스마트시티	관련학과	정보를	살펴보니,	서울시립대의	국제도시과학대학원,	서울대	

스마트도시공학전공은	정책과	대외협력,	지속가능한	도시	등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교과목으로	교과과정이	잘	구성돼	

있다고	생각됩니다.

스마트시티	분야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자격으로는	도시계획기술사,	도시계획기사,	MBA가	있다고	봅니다.	스마트시티	

분야	전문가라고	해서	새로운	자격을	신설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중요성에	비해	수요가	적은	도시계획기술사에	

스마트시티와	관련한	과목을	추가	개편해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시티 분야 전문가로서 업무상 보람되거나 힘든 점은 무엇입니까?Q5

A 스마트시티	분야가	융복합적이다	보니	적합한	인력을	채용하고,	배치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영학적	사고가	요구되나	

스마트시티를	접목한	경우가	드물고,	기존의	교육들도	정보보안과	 IT쪽에	집중돼	있어	스마트시티	정책이나	프로세스	

등	거시적인	관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과목과	과정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지원이	

뒷받침돼야	스마트시티의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기본적인	본질을	뒤로	하고,	부분적인	것을	중시해	큰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것은	오류라고	생각됩니다.

스마트시티 분야의 전문성 향상 노력과 역량강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Q6

A 스마트시티는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부터	해오던	도시계획을	친환경	중심으로	설계하고,	기술을	

접목시켜가는	것입니다.	새로움을	더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새로운	것들과	융합하면서	상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시티에	대한	공공과	민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역할이	구분되기	때문에	스마트시티는	

중소기업,	스타트업	기업의	발판을	마련하는	희망을	제시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스마트시티에	도입하고,	이를	기반으로	홍보효과와	외부의	기술인증을	통해	중소기업	활성화와	성장을	

돕는	‘스마트도시	서비스	인증제’사업을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사업에	참여해	서비스를	개발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기술에	대한	인증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현장 INTERVIEW

정승현 수석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스마트시티연구센터

스마트시티는 새로움을 더하는 과정,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할 돌파구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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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Q1

A 건원엔지니어링은	2015년	스마트시티	부서를	신설해	5명의	조직원을	두고	있으며,	저는	건설사업관리	전문분야의	

PMIS(Projec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사업통합관리시스템)업무를	총괄	담당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분야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Q2

A 스마트시티는	도시관리의	정량화와	효율화에	목적을	가지고	있고,	건설사업의	전	공정에서	기계화,	전문화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U-City와	스마트시티는	차이가	있는데,	U-City는	기본적으로	도시를	형성하고	있는	주요	인프라적인	관점에서	

유비쿼터스를	적용하는	것이고,	스마트시티는	U-City의	인프라와	더불어	지속적인	도시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인	도시를	의미합니다.	

세종시는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제로에너지단지	조성,	전력중개판매	서비스	등으로	주거비용	절감과	지속가능한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율주행	정밀지도,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등	스마트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특화도시	

콘셉트가	적용되고	생활·안전	분야에서는	미세먼지	모니터링,	재난대응	AI시스템	등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국내뿐	아니라	

에스토니아	‘e-Estonia’,	싱가포르	‘스마트네이션	프로젝트’,	핀란드	‘칼라사타마’	등	다양한	나라들이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분야 전문가에 적합한 인재상은 무엇인가요?Q3

A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가능한	사람,	도시적	관점으로	사회현상에	관심이	많은	사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협업에	능통한	

사람,	ICT	기술의	종류와	도시	적용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시재생·계획에	

대한	이해도를	토대로,	접목되는	요소	기술에	대한	수용력을	갖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분야 전문가가 되기 위한 관련 전공과 필요 자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Q4

A 도시계획	및	재생사업,	ICT	기술과	도시공간	구조의	관계에	대한	지식과	석사	이상의	학력,	도시계획,	도시설계,	GIS기술이	

요구됩니다.	스마트인프라	계획,	도시정보	모델링,	국토	및	지역계획,	도시계획론,	도시설계	및	단지계획,	도시개발,	

도시법규	관련	과목을	토대로	한	도시정보전문가와	같은	자격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시티 분야 전문가로서 업무상 보람되거나 힘든 점은 무엇입니까?Q5

A 기업	내부적으로는	건설사업관리	업무가	점차	전문화,	기계화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비용	부담이	발생돼	인력감축도	예상	

됩니다.	이에	퇴직	등을	통해	자연	감소되는	인원	보충을	최소화하고,	신규	인력을	채용할	때	스마트시티에	대한	능력을	

보유한	인재를	선발하고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실제	도시에	적용했을	때의	관리와	운영면에서	

시민들이	인식하는	수준과	기술	수준의	차이가	크다는	점은	늘	가지고	있는	고민입니다.

스마트시티 분야 전문가가 되려는 후배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Q6

A 첨단	ICT	기술의	적용보다	도시와	사람	자체의	존재가치와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돼야	합니다.	ICT는	메인이	아니라	

하나의	서브가	되어야	함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현장 INTERVIEW

엄정대 부사장	㈜건원엔지니어링	건설사업관리	프로젝트팀

도시·사람의 존재가치 이해가 우선,
ICT는 부가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야

관련 단체 및 기관

•	스마트도시협회:	www.smartcity.or.kr
•	세종스마트시티	체험존:	www.sejong-smartcity.com
•	인천스마트시티:	www.ismartcity.co.kr

관련 동영상

•	행복을	위한	혁신,	스마트시티(Smart	City)	국가	시범도시:	www.youtube.com/watch?v=JIq16TiNEZk&feature=you
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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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들어 급성장한 에너지신산업은 기후변화대응, 에너지 보안, 수요관리 

등 에너지 분야의 주요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문제해결형 산업이다. 

시장 흐름에 맞춰 가용가능한 신기술 및 정보통신기술 등을 신속하게 활용해 

사업화하는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사업군이기도 한다. 에너지의 이용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를 삶의 질 제고에 활용하기 위해 기존 에너지산업에 ICT, 자동차 

등 제조업, 농업, 금융 등 다른 산업과 융합해 미래사회를 변혁할 혁신모델을 

적용하고 있다. 

에너지신산업

주  거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한 에너지 공급 중심의 산업에서 벗어나 

에너지의 이용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활용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말한다. 

에너지신산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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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산업에 새 비즈니스 모델을 입히다

에너지신산업은 새로운 에너지 기술을 개발하기보다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시장을 

확장하고, 일자리 창출에 효과를 내는 것이 특징이다. 이미 에너지신산업의 주요국들은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달성한다는 목표로 자국 특성에 맞는 에너지·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 신성장동력 창출에 주력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셰일가스 혁명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경기부양 동시달성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기후변화 글로벌 리더십을 주도하고 있다. 유럽연합도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부문에 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있는데 에너지효율펀드(EEEF)를 조성해 에너지 효율과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에너지신산업의 주요 분야로는 스마트그리드, 바이오가스·태양광 등 분산전원, 건축물 관련 

패시브·액티브 설계 기술, 화력발전소 효율 향상, 차세대 송전망, CCS(Carbon Capture 

and Storage,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기술) 초고압 직류송전, 초전도 케이블, ESS(Energy 

Storage System, 에너지저장시스템) 등을 들 수 있다.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위해 과감한 혁신 추진

우리 정부는 신기후체제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2015년 11월에 ‘2030 에너지신산업 

확산전략’을 발표했다. 4차 산업혁명, 미래의 에너지 트렌드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선 과감한 혁신과 산업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2016년 7.0%이던 

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을 2022년 10.5%, 2030년 2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또 에너지 

신산업 육성범위를 시장접근이 용이한 분야에 집중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술분류를 조정· 

변경해 기존의 태양광, 풍력, 바이오, 연료전지, 수소, 열에너지, 신재생 융합 등 7개였던 기술 

분야를 태양광, 풍력, 이차전지 3개 분야에 집중 지원한다. 태양광, 풍력 분야 국내 기업이 

초기시장을 창출하고 이행실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확대 등 제도 개선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연구개발은 2022년까지 약 8,2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기반의 건축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에너지신산업 상세보기!

국내 동향

에너지공학기술자 신재생에너지전문가

•	건국대	미래에너지공학과

•	경북대	일반대학원	수소	및	신재생에너지학과

•	경상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그린에너지공학전공

•	목포대	스마트에너지시스템학과

•	서울대	에너지자원공학과

•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환경대학원	

신에너지공학과	

•	숙명여대	일반대학원	기후환경에너지학과

•	영남대	일반대학원	그린에너지융합공학과

•	연세대	대학원	

기후변화에너지융합기술협동과정

•	이화여대	기후에너지시스템공학전공

•	전남대	미래에너지공학융합전공

•	창원대	그린에너지대학원	수소	및	

바이오에너지전공

•	한림대	일반대학원	기후에너지협동과정

•	한양대	공학대학원	에너지자원공학과	등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연구하고	

개발하며	에너지의	비용을	줄이거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고안해	관련	

시스템을	개발,	관리하며	에너지	효율과	

관련된	업무를	기획·평가하는	일을	한다.

태양광,	태양열,	풍력,	지열,	수력,	수소,	

연료,	전지,	바이오,	폐기물	등	전문	분야에	

따라	에너지기술을	연구하고	시스템	및	모듈,	

부품,	태양광	패널	등	소재	개발,	축전지,	

에너지	최적화를	위한	제어시스템	등을	

개발하는	일을	한다.

•	신재생에너지	기술관리	및	설치

•	새로운	연구에	대한	호기심

•	연구기획	능력

•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추진력

•	데이터	분석을	위한	논리적인	사고	능력

•	공정하게	연구를	수행하는	공정성	및	책임감

•	조직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사회성

•	안전규정	준수

•	전기,	화학,	기계	관련	전문기술

•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열정

•	논리력

•	협업	능력

4
에너지
신산업

주거

핵심직업

하는 일

필요역량

관련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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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는 2020년 공공 건축물(연면적 3,000㎡ 미만)에서 2025년 

민간·공공 건축물(연면적 5,000㎡ 미만)로 확대하고 2030년에는 모든 건축물에 적용할 

예정이다.

또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2016~2020년까지 총 30조원을 투자해 석탄화력(500MW) 

26기(13GW )에 해당하는 1,300만kW 규모의 신재생발전소를 대대적으로 확충한다. 

이를 위해 2018년부터 발전소가 생산한 전력 중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신재생공급의무화 제도(RPS : Renewable Portfolio Standard)상의 신재생공급의무 

비율을 당초 계획보다 0.5~1.0%p 상향조정했다. 

2018년부터 총 2.3GW(석탄 5기 수준) 규모의 태양광, 해상풍력 등 ‘8대 신재생 프로젝트’도 

추진 중이다. 특히 해상풍력 사업을 통해 조선기자재업체의 일감 수요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또 그동안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 설비 780건, 석탄화력 1기 분량의 신재생 투자의 경우 

계통접속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1MW 이하의 소규모 신재생 

투자에 대해서는 무제한 계통접속이 가능해진다.

에너지신산업을 에너지 분야 성장동력으로 육성

자가용 태양광의 경우 그간 연간 생산전력의 50%만을 전력거래소에 판매할 수 있었으나, 

100%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건물 전기요금의 상계에 활용할 수 있는 태양광 

설비의 용량을 50kW(17가구 수준) 이하에서 1,000kW(300가구 수준) 이하로 확대함으로써 

대형건물의 전기요금 경감 폭이 확대된다. 28kW의 태양광 용량을 가지고 있는 울산 W학교의 

경우 제도개선을 통해 전기요금이 전월 187만원에서 121만원으로 줄었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탈석탄 정책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목표 

상향조정(2030)으로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을 도모하고 있으며,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계기로 에너지신산업을 에너지 분야 성장동력으로 육성해가고 있다.

박가열 외(2019)는 에너지신산업과 관련 있는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연계해 6개의 

업종으로 구성했다. 각 업종별 주요 사업내용이 해당 산업의 핵심 사업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제조 관련 단순 종사자’ 일자리 비중 가장 커

한국고용정보원의 분석(박가열 외, 2019)에 따르면 국내 에너지신산업에 종사하는 남성의 주요 

직종은 △제조 관련 단순 종사자, △전기 및 전자공학 기술자, △전기 및 전자부품 기계 조작원, 

△경영지원 및 행정 관련 사무원, △전기, 전자부품 및 제품 조립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전기·전자, 제조 분야 비중이 컸으나 경영지원 및 행정 관련 사무원의 일자리도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의 규모를 유지하고 있었다. 

여성 종사자의 경우는 △제조 관련 단순 종사자, △공예원, △전자부품 및 제품 조립원, △전기 

및 전자부품 기계 조작원, △경영지원 및 행정 관련 사무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제조 분야 

비중이 큰 것이 가장 큰 특징이며 경영지원 및 행정 관련 사무원 일자리도 상당수 존재했다. 

글로벌에너지기업들 통합플랫폼 제공 기업으로 탈바꿈 시도 중

미국, 유럽, 일본 등은 신재생에너지와 ICT 기술 등을 접목한 에너지신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주요 선도국의 글로벌에너지기업들은 전통적인 전력인프라 제조업을 탈피해 

고부가가치 통합플랫폼을 제공하는 솔루션(SI)기업으로 사업을 재편하고 핵심역량을 집중하는 

추세다. 이들 주요 기업들은 ICT 융합 통합서비스 제공 기업으로 변화를 시도 중이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위해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한 조사기관에 따르면 대표적인 에너지 

신산업 인프라인 AMI(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지능형검침인프라)의 경우 

2020년까지 195억 달러(22조원) 규모로 연평균 14.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해외 동향

직종분석

표준산업

분류 코드
업종명 핵심 사업 내용

28119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정지형	변환기	및	기타	유도자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	건전지	충전장치	제조,	배터리	

충전기	제조업	등이	있음	

28202 축전지	제조업
리튬	이차전지	등	각종	규모와	용도의	축전지와	그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	

축전지의	일반적	특성은	재충전성을	가짐

20129
기타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

무기화학	원소,	무기산	및	금속·비금속	산화물(무기염료용	금속산화물	제외),	알칼리	

및	기타	기초	무기	화합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	우라늄,	토륨	등의	방사성	물질을	

혼합·배합·농축하는	산업활동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전기	모터,	발전기	장치,	회전	변환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

2890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전기	저항체를	갖춘	신호	발생기,	광맥	탐지기,	전기	도금용	또는	전기	분해용	기기,	

운송장비용(자동차용	제외)의	제무기,	제상기	및	전기적	기능으로	작동되는	기타	전기	또는	

전자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

35119 기타	발전업 풍력,	조력	및	기타	에너지원으로	전기를	직접	생산하는	산업활동

에너지신산업의 주요 업종 및 사업 내용

자료:	박가열	외(2019),	통계청(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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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산업 주요 직종 성장률국내 에너지신산업 남성 종사자의 주요 직종

국내 에너지신산업 여성 종사자의 주요 직종

제조	관련

	단순	종사자

제조	관련	

단순	종사자

전기,	전자	부품	

및	제품제조	기계	

조작원

전기,	전자	부품	및	

제품	조립원

전기	및	전자공학	

기술자,	연구원	및	

시험원

공예원,	세공원	및	

악기제조원,	기타	

기능	종사자

경영지원	및	

행정	관련	사무원

전기,	전자	부품	및	

제품제조	기계	조작원

전기,	전자	부품	및	

제품	조립원

경영지원	및	행정	

관련	사무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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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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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

4,00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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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경기 일부지역에 일자리 집중, 발전·배전장치 조작원 성장세 뚜렷 

에너지신산업의 일자리는 경기 일부 지역에 집중돼 있는 경향이 뚜렷한데 경기 성남과 경기 이천 

지역에 많은 일자리가 분포해 있다. 

에너지신산업 내 주요 직종 중 대표적인 4개 직종의 성장률 추이를 보면 △발전 및 배전장치 

조작원과 △전기 및 전자공학 기술자, 연구원 및 시험원의 성장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해당 

직무의 경우 2013년 이후로 10%대 이상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화학공학기술자, 연구원 

및 시험원의 성장세는 최근 2년간 둔화 추세이다. 

(단위	:	%)

정부 정책 맞물려 에너지공학기술자 등 전망 ‘맑음’

에너지신산업 발전 전망에 비춰 에너지신산업의 대표 수혜직종으로 예상되는 에너지공학 

기술자의 경우, 향후 10년간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에는 신재생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보다 비싸다는 단점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기술 발전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전기 

생산 시 비용이 많이 낮아지고 있는 것도 긍정적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우리나라 에너지의 20% 정도를 태양광, 풍력 등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로 

늘려 생산한다는 계획이며 앞으로도 원자력은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리는 정책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신재생에너지전문가의 미래 전망은 밝다고 하겠다.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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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및 전자공학 기술자,연구원 및 시험원

기계공학 기술자, 연구원 및 시험원

화학공학기술자, 연구원 및 시험원

발전 및 배전장치 조작원

자료:	고용보험	DB(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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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비용은 줄이고 효율을 높이는 연구·개발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의 효율적 활용 연구

에너지신산업에 있어 이를 연구하고 조사, 분석, 실행하는 에너지공학기술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에너지공학기술자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연구·개발하며, 에너지 

비용을 줄이거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관련 시스템을 개발, 관리하고 에너지 효율과 

관련된 업무를 기획하고 평가한다.

에너지공학기술자는 에너지 구분에 따라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바이오에너지 등과 관련된 

신재생에너지공학기술자와 원자력 및 핵융합 등과 관련된 기존의 에너지공학기술자로 구분할 

수 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비용을 저감하기 위한 각종 진단과 분석, 컨설팅을 하는 

서비스 직업도 포함한다. 

세부 직군을 살펴보면 ‘태양광발전연구 및 개발자’는 광전효과를 통해 태양광으로부터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발전방식을 연구하고 개발한다. 구체적으로 태양전지 셀(어레이), 

태양전지에서 발전한 직류를 교류로 변환하는 전력변환장치인 PCS(Power Conditioning 

System), 전력저장기능의 축전장치, 시스템 제어 및 모니터링에 대한 실험 및 연구를 

수행한다.

직무탐구에너지공학
기술자

역할 및 업무

실험장비 활용 많고 현장방문 시 안전사고 대비 필요

에너지공학기술자의 경우 근무환경은 전문 분야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에너지 분야의 

연구·개발업무를 담당하면 연구실이나 사무실 등 실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실험을 위해 

실험 장비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에너지시스템 현장연구 및 시스템 구축 시에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야 하므로 외부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많으며,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특수보호장비를 

착용할 필요가 있다. 

근무환경

진로가이드

에너지공학기술자는	대학교에서	에너지(자원)공학과,	화학공학과,	기계공학,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등을	졸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연구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석사	이상의	학위가	필요하며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으면	취업에	유리하다.

에너지공학기술자에게는	새로운	연구에	대한	호기심과	연구기획	능력,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추진력이	요구된다.	또	

데이터분석을	위한	논리적인	사고	능력,	공정하게	연구를	수행하는	공정성,	책임감이	필요하다.	협업으로	진행되는	에너지자원	

개발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사회성	또한	중요하며	실험을	진행할	때에는	안전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연구기획력, 추진력, 논리적 사고력, 책임감 등 필요

‘풍력발전연구 및 개발자’는 풍력발전을 위해 바람에너지를 회전력으로 변환시키는 블레이드, 

회전력을 전력으로 전환하는 발전기, 모터에 대해 연구한다. 풍력발전기를 지탱하는 각종 

구조물, 시스템을 운영하는 자동화, 제어시스템 및 ESS(에너지저장장치)시스템과의 결합 등에 

대한 연구도 수행한다.

‘연료전지연구 및 개발자’는 연료의 화학에너지를 전기화학반응을 통해 전기에너지로 직접 

변환시키는 장치를 연구·개발한다. 이를 위해 연료전지 스택(Stack), 연료변환장치, 

BOP(Balance Of Plant) 및 제어기술에 대한 실험 및 연구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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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부족’ 인류의 숙제를 풀어가는 직업

에너지기술 연구, 소재·제어시스템 등 개발

지난해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기사용량이 급증해 전국 곳곳에서 정전 사태가 발생했다. 에너지는 

한정돼 있는데 사용량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이러다가는 머잖은 미래에 에너지가 부족할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컸다. 이에 대한 대비방안이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태양광, 풍력, 지열, 

폐기물 에너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이다. 신재생에너지는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새로운 에너지란 뜻으로 화석연료에 비해 깨끗하고 환경친화적이다.

신재생에너지전문가는 태양광, 태양열, 풍력, 지열, 수력, 수소, 연료전지, 바이오, 폐기물 등  

전문 분야에 따라 에너지기술을 연구하고, 시스템 및 모듈, 부품, 태양광 패널 등 소재 개발, 

축전지, 에너지 최적화를 위한 제어시스템 등을 개발하는 일을 한다. 신재생에너지설비 

업체에서 기술관리 및 설치업무를 담당하기도 한다.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개인 등에게 기술자문도 한다.

신재생에너지산업 성장 불가피, 관련 인력수요 증가 기대

세계 경제는 화석연료에 의해 급속도로 발전해왔다. 그러나 지구온난화와 에너지 고갈위기가 

국제적 문제로 등장하면서 인류의 지속적인 발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됐다. 이에 따라 

국제기후변화협약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마련·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5년 

채택된 파리기후협정에 따라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안을 발표했다. 

직무탐구신재생에너지
전문가

업무 및 전망

세계 각국은 앞으로도 지구온난화와 에너지 비용 상승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산업은 성장할 것이고 관련 연구자와 기술자에 대한 수요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진로가이드

신재생에너지전문가는	전기·화학·기계	관련	전문기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열정,	논리력,	협업	능력	등이	필요하다.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	및	대학원에서	에너지공학과,	화학공학과,	기계공학과,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등	전공을	하고	

관련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전문기술 기본, 관심, 열정, 논리력, 협업 능력 필요

관련기업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과	핵발전소의	위험성	등을	깨닫고	대안에너지로서	태양광	햇빛	발전에	

대한	인식을	넓혀	안산지역공동체	중심인	시민참여형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을	창립했다.	주요사업은	발전소	건립으로	

시민(조합원)들로부터	출자를	받아	공공기관이나	교육시설	건물	등을	임대해	시민참여형	발전소를	건립한다.	2013년	

5월	안산시민햇빛발전소	1호인	중앙도서관	시민햇빛발전소	준공을	시작으로	2018년	현재	약	1.5MW	설비용량의	12개	

햇빛발전소를	운영하며	연	187만	2,591kwh의	발전량을	생산하고	있다.

지역에너지	안내자	및	환경강사를	활용한	에너지	안내자	‘그린리더’	양성교육을	통해	지역에너지와	자원의	소중함을	알리는	

재생에너지교육사업도	진행한다.	‘에너지-투어’사업과	연계해	시민의식을	증진시키고	에너지의	생산,	소비,	절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에너지	교육을	전개하고	있다.	

신규	사업으로는	전기설치공사업을	등록해	태양광	설치를	원하는	조합원과	지역시민에게	투명하고	믿을	수	있는	태양광	

설치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지역사회공헌형	사회적기업으로	협동조합수익금의	일부를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자립을	위한	‘햇빛기금’으로	조성해	매년	기부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2017년	안산시	에너지	

취약층에	약	1,5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시민참여형 12개 발전소 운영, 연 187만㎾/h 생산

해외기업인	SunEdison은	폴리실리콘,	태양광	모듈,	태양광발전시스템	등의	재생에너지	장비	생산부터	태양광발전소,	

풍력발전소	등의	건설	및	운영까지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태양광패널을	설치·보유하고,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한다.	관련	비용을	융자해주기	때문에	건물주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Mosaic은	주택	소유주나	사업자에게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모인	자금을	대여해주고,	그	과정에서	수수료로	수익을	얻는	

기업이다.	가정에서	쉽고	편하게	태양광	시설을	설비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SunEdison/Mosaic 태양광 시설 설치 비용 융자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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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을 하면서 추가로 필요한 교육이나 훈련과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Q4

A 다른	직종과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배운	전공을	바탕으로	실무를	하면서	익히는	방식이	전문가로	성장하는	일반적인	형태	

입니다.	다만	에너지신산업은	국가에서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기회가	많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이나	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환경공단	등	에너지	관련	국가기관에서	종종	시행하는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활용해	이	분야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학졸업자들이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특성화대학원도	여러	대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에너지신산업 분야에 종사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적합한 성향은 어떤 것일까요?Q5

A 에너지신산업은	비교적	최근에	시작되었고	기술의	진보	속도도	빠릅니다.	또한	다양한	기술이나	지식이	조합되는	형태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것에	대한	흥미와	왕성한	학습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기의	고유한	전문분야를	바탕으로	

다양한	종류의	지식을	조합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협업하기를	즐기는	성향이	필요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잘	설명할	수	있는	자질도	

중요합니다.	

에너지신산업 분야는 어떤 변화에 직면하고 있나요? 혹은 규제 변화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은 없으신지요?Q6

A 에너지신산업은	화석에너지를	절약하고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이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기업들에게는	규제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일자리가	출현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있어	세계	각국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우리나라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과거에	없던	형태의	산업일	경우	기존	

산업정책과	조화가	되지	않을	우려도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에너지신산업 분야에서 일을 시작하려는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Q7

A 우리나라와	지구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일을	한다는	것은	직업으로서	중요한	장점입니다.	더구나	이	분야의	산업들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미래	유망직종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술	경쟁력도	충분합니다.	다양한	전공을	필요로	하는	분야인	만큼	누구나	자기의	전공과	특성에	

맞는	일을	찾아서	경력을	쌓아	간다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회에	필요한	일을	하면서	전문가로	입지를	다지고	

싶은	분들의	많은	도전을	바랍니다.	

현재 하는 일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Q1

A 에너지공학엔지니어로서	에너지를	친환경적으로	생산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분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와	

관련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에너지를	절약하고자	하는	기업을	지도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합니다.	특히	

소프트웨어적인	기법을	활용하여	생산공정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물질의	흐름을	최적화하는	기술에서	최고의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신산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Q2

A 에너지	분야	산업은	광범위한데,	크게	에너지를	생산하는	분야와	사용하는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최근	에너지	절약	

필요성이	높아지고	 IT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과거에	없던	형태의	산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너지	생산에	있어서는	

석탄이나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	대신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분야가	매년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사용하는	분야는	에너지	저장기술이	보편화되고	IT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산업	형태가	훨씬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전기가	남을	때	저장했다가	부족할	때	사용하는	기술,	공장	내	각	설비별	전기	사용량을	면밀하게	감시하여	

급작스럽게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기술	등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발전사들이	일정량의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생산해야	하고,	그	의무량이	부족하거나	남을	경우	서로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을	분석하고	거래를	

주선하는	산업	분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직업을 위해 필요한 학력수준, 전공, 자격수준은 어떻게 됩니까?Q3

A 에너지산업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관련	직업의	종류와	관련	전공의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과거	대형	발전소를	대신해	

소규모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가	다수	보급되면서	필요한	엔지니어의	숫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공학과나	

전기공학과,	기계공학과	등	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엔지니어가	필요합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나	컨설팅과	같은	분야는	공학	이외에	다양한	전공자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IT기술도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의	공급과	수요를	정밀하게	연계하는	부분,	생산기계가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기술은	최근	

보급되고	있는	스마트팩토리의	핵심	기능들입니다.	성능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해서	에너지	분야에서도	IT	

인력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업무	난이도의	폭도	넓습니다.	연구개발이나	전략개발과	같은	업무는	대학교육까지	필요하겠지만	현장근무나	일상적인	관리	

업무는	고등교육을	받지	않아도	충분히	수행이	가능합니다.	

현장 INTERVIEW

은종환 대표	(주)테크다스

지구의 미래를 위해 일하는 분야!
성장속도 빠르고 중요성도 커질 것

관련 단체 및 기관

관련 동영상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www.kier.re.kr
•	신재생에너지센터:	www.knrec.or.kr
•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www.knrea.or.kr

•	바이오에너지	생산	시스템	기술자	인터뷰	-	대우건설	기술	연구원	유영:	www.career.go.kr/cnet/front/web/movie/
catMapp/catMappView.do?ARCL_SER=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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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은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무선전파의 유도에 따라 비행하는 비행기 

혹은 헬리콥터 모양의 비행물체를 말한다. 처음엔 군사용 목적으로 개발돼 

발전해왔으나 최근에는 의학, 재난, 예술, 취미 분야에서 수요가 증가하면서 

상업용 드론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드론은 특히 여러 산업 분야와 융합이 

가능해 다양한 기능으로 발전이 가능한 하드웨어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해 비약적 변신이 기대되는 분야다. 

드론

이  동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무선전파로 조정할 수 있는 비행물체로 

카메라, 센서, 통신시스템 등을 탑재하고 있다.

드론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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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비행으로 세상을 바꾼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하늘을 나는 ‘올림픽 오륜기’, ‘마스코트 수호랑’을 연출해낸 

것은 무려 1,218대의 드론이었다. 이 드론들이 반딧불이처럼 날아올라 무수한 별이 쏟아지듯 

유연한 움직임으로 하늘을 수놓았다. 평창올림픽 드론쇼에 투입된 1,218대의 드론 콘트롤을 

담당한 조종사가 단 한 명이었다는 점은 놀라운 일이다. 셀 수 없이 많은 드론이 공중에 떠올라 

춤을 추듯 움직이면서도 충돌하지 않고 안전하게 정밀한 이미지 표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GPS센서 및 5G 기반의 실시간 빅데이터 수집을 활용한 통신기술이 적용된 설계 덕분이었다. 

드론 역사는 100여 년 전 ‘파일럿 피해 줄이기’에서 시작

드론의 연구역사를 살펴보면 100년 이상을 거슬러 올라간다. 1900년대 초반, 사람이 타지 않은 

무인비행기의 기초이론을 설립한 사람은 크로아티아 출신의 전기공학자 니콜라 테슬라이다. 

그는 레이더와 무선통신의 원리를 활용한 원격조종 기능으로 무인비행기를 활용해 공중에서 

싸우는 조종사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당시 무인기 연구는 실제적인 효용을 

얻지는 못했지만 이 연구를 바탕으로 이후에 미국 정부에서 정찰기를 개발했다. 이 정찰기는 

전쟁 중 적군의 진영을 파악하는 데 톡톡한 전과를 올렸다.

드론(Dron)이라는 이름의 유래는 1930년대 초 영국에서 대공포 훈련용 비행체의 이름을 

Queen Bee(여왕벌)라고 붙였는데 미국에서는 이와 반대되는 Dron(수벌)이라 이름 붙였다는 

흥미로운 설이 있다.

군사적 목적이었지만 현재는 다양한 산업과 융합 발전

드론의 시작은 군사용 목적으로 개발돼 발전해 왔지만 최근에는 의학, 재난, 예술, 취미 

분야에서 수요가 증가하면서 상업용 드론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실제로 드론은 응급구조, 산불 

모니터링, 교통안전, 범죄 감시 등 다양한 곳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발전하고 있다. 

특히 인간에 해로운 살충제와 비료를 뿌려주는 농업용 드론을 개발해 실제 활용하면서 산업화를 

모색하는 드론의 미래 모습을 시사하고 있다. 

프랑스의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 때는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드론이 투입돼 

화재현장을 찍어 소방관에게 전달하는 등 활약이 컸다. 글로벌 기업인 구글, 아마존, 

DHL에서는 드론을 활용한 상업적 비즈니스를 선언하고 드론 관련 회사와의 합병을 통해 

드론산업 상세보기!

산업 현황

드론전문가 드론콘텐츠전문가

•	강원도립대	ICT드론과
•	포항대	국방드론항공과

•	인제대	드론	IoT시뮬레이션학부
•	배재대	드론·로봇공학과

•	부산과학기술대	드론공간정보과	

•	창원문성대	드론공간정보과

•	서해대	드론과

•	영상대	드론교통공학과

•	마산대	드론로봇공학과

•	한국영상대	드론영상정보과

•	초당대	드론학과

•	충북도립대	컴퓨터드론과	등

설계	및	개발을	위해	컴퓨터통신,	영상	등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3D모델링,	지상통제장치,	
임무	탑재체,	데이터링크,	이·착륙장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임무를	지원하는	

응용장치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일을	한다.

사진,	영상,	VR제작,	문화공연,	스포츠,	축제	
등에서	활용가능한	다양한	콘텐츠의	주제를	

발굴하고	기획하는	일을	한다.

•	지상운용

•	내부운용

•	촬영운용

•	이송운용

•	살포운용

•	드론	관련	항공법규	해석

•	비행원리	이해

•	자동비행경로	운용

•	드론	화물	적재

•	방제장비	운용

•	구조물	정비

•	엔진	정비

•	드론시스템	구조에	대한	이해

•	공구,	장비의	사용	

•	부품	교환

•	프로그램	조작

•	기술과	다양한	정보분석을	통한	콘텐츠	제작	

능력

5
드론

이동

핵심직업

하는 일

필요역량

관련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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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용 드론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 기반의 IT기업인 아마존은 2019년 6월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드론이 사람과 개, 빨랫줄을 발견하는 능력을 갖추었고 

2.3㎏ 이하의 택배 상자를 들고 25㎞까지 이동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드론은 여러 산업 분야와 융합이 가능해 다양한 기능으로의 발전이 가능한 하드웨어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한 비약적 변신이 기대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이 풀어나가야 할 과제도 

많다. 글로벌 수준의 인프라 구축 및 운항, 안전, 사고방지 민수용(민간기업이나 일반인 대상) 

드론 도입에 따른 사생활 보호 등 드론 활용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및 드론 특성 및 활용도를 

고려한 정책 및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드론 분야 규제혁파 로드맵 확정

우리나라 국토교통부는 2019년 10월 드론산업의 성장을 위한 과감한 규제 혁신의 필요성과 

향후 신기술(지능화, 자동화, 초연결)접목에 따른 새로운 규제 이슈를 전망하면서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논의·확정했다. 로드맵 중 안전에 대응하는 인프라 영역에서는 

35개의 규제 개선내용을 밝히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항공기 항로와는 다른 드론전용 공역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이를 통해 

저고도·고고도 등에서 드론택시, 택배드론 등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자동비행 경로를 

설정하고 충돌회피, 교통량 조절 등 자유로운 드론비행의 환경을 조성해 드론의 활용수준을 

높인다. 또 안티드론 도입 제도를 마련, 불법드론의 침입으로부터 국가의 중요시설을 보호하고 

수도권 지역 등 전국의 비행금지 공역을 위주로 드론 공원 조성을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일반인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드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드론운용자가 기체 등록이나 

비행승인 요청을 할 때 한 곳에서 신청하고 허가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의도치 않은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계획이다. 

공공서비스 분야로 비행특례 확대, 드론택배 촉진 

드론으로 가능한 수색구조, 산림조사, 인공강우, 통신용, 해양생태 모니터링 등 공공서비스 

분야로 비행특례를 확대해 공공수요를 창출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 모니터링 

등에 활용되는 드론의 임무 수행으로 의도치 않게 촬영되는 불특정 다수의 영상과 위치 정보 

등의 정보 수집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드론을 활용한 다양한 모니터링 

사업의 영역을 확대한다. 드론택배 시대를 위해 우선적으로 도서지역 배송을 위한 기준을 

마련, 주택과 빌딩 등의 밀집지역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물품배송 등이 가능하도록 특성에 맞는 

배송·설비기준을 도입해 실용화한다. 

드론시장 주도권 선점 경쟁, 상업용 드론 규정 제·개정 활발

미국 연방항공청(FAA, 2016)은 6월 미래성장동력으로서 상업용 드론 상용화를 위한 운행 

규정을 확정·발표하면서 향후 10년간 상업용 드론으로 인한 미국 내 경제효과는 820억 달러, 

일자리 창출은 10만개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중국에 빼앗긴 상업용 드론시장에서의 

주도권을 되찾으려는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보인다. 

드론전담조직 신설, 드론택시·레저드론 실용화 준비

드론이 취미·레저용에서 사업용으로 급격하게 발전하고 향후에는 에어택시로 대변되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활용될 것에 대응해 2019년 8월 미래드론교통담당관이란 전담조직을 신설했다. 

이 조직에서는 드론택시와 레저드론의 실용화를 준비한다. 이처럼 기업투자 촉진, 미래유망 

신모델 창출, 전후방 산업확산, 국민안전의 확보 내용을 담은 로드맵을 통해 정부는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향후 2028년까지 약 21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17만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 동향 해외 동향

국가별 드론 규제 수준 비교

구분 한국 미국 중국 일본

기체 신고·등록
사업용	또는

자중	12㎏	초과
사업용	또는

250g	초과 7㎏	초과 200g	초과

조종자격
12㎏	초과	사업용	기체

*만	14세	이상

사업용	기체

*만	16세	이상
자중	7㎏	초과 200g	초과

비행고도

제한
150m	이하

*지면,	수면	또는	구조물	기준

120m	이하

*지면,	수면	또는	구조물	기준

120m	이하

*조종사·관측원	기준

150m	이하

*지면	또는	수면	기준

비행구역

제한

서울	일부(9.3㎞)
공항(반경	9.3㎞)
원전(반경	19㎞)
휴전선	일대

워싱턴	주변(24㎞)
공항(반경	9.3㎞)
*워싱턴공항(28㎞)
원전(반경	5.6㎞)
경기장(반경	5.6㎞)

베이징	일대,

공항	주변,

원전	주변	등

도쿄	전역

(인구	4천명/㎢	이상	
거주지역),	

공항(반경	9㎞),	
원전	주변	등

비행속도제한 제한	없음 161㎞/h	이하 100㎞/h	이하 제한	없음

가시권 밖, 

야간 비행

원칙	불허,	예외	허용

*시험비행,	시범사업	공역	내		

비행	허용

원칙	불허,	예외	허용

*Waivable	규정을	통해	건별로	
허가

원칙	불허,	예외	허용

*클라우드시스템	접속	또는	

별도	보고	필요

원칙	불허,	예외	허용

군중 위

비행

원칙	불허,	예외	허용

*위험한	방식의	비행금지
원칙	불허,	예외	허용

원칙	불허,	예외	허용

*클라우드시스템	접속	또는	

별도	보고	필요

원칙	불허,	예외	허용

*사람,	차량,	건물	등과		

30m	이상	거리	유지

드론 활용

사업범위

제한	없음

*국민의	안전·안보에	위해를	

주는	사업	제외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출처:	국토교통부(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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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차량 및 기계 관련 조립, 광고·홍보 관련 종사자 다수

드론 분야는 드론을 설계하는 엔지니어, 조종, 정비 등으로 핵심직무를 구분할 수 있다. 드론은  

비행체, 항법 장비, 송수신기, 가시광선 및 적외선 센서 등의 하드웨어를 활용해 지상에서 

원격조종을 통해 수동 혹은 자동으로 드론의 움직임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2017 

고용보험DB 분석에 따르면 국내 드론산업에서 남성이 주로 종사하는 직종은 △운송차량 및 

기계 관련 조립원이며 △제조 관련 단순종사자, △생산 관련 사무원이 그 뒤를 따랐다. 드론의 

콘텐츠 사업이 각광을 받으면서 △광고, 홍보, 조사, 행사기획 관련 전문가도 주요 직종으로 

분류됐다. 여성 종사자의 주요 직종은 △광고, 홍보, 조사, 행사기획 관련 전문가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제조 관련 단순종사자, △회계 및 경리 관련 사무원 순으로 나타났다.

‘기계공학 기술자, 연구원 및 시험원’ 규모 1년 새 2배 성장

드론 분야에 근무하는 주요 직종의 종사자 규모 추이도 함께 분석하였다. △선박, 항공기 조종 

및 관제 관련 종사자, △기계공학 기술자, 연구원 및 시험원, △운송차량 및 기계 관련 조립원,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로 구성된 주요 직종을 분석한 결과 이들 직종의 종사자 규모는 

2016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드론의 연구·개발이 주요 직무인 △기계공학 기술자, 연구원 및 시험원의 종사자 규모가 

2016년 대비 2017년 두 배로 증가했다는 점에서 향후 이 분야에서의 인력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여기에서 종사자 규모는 고용보험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산정했다는 점에서 

노동 시장 전체를 대표할 수 없다는 한계는 있지만 종사자 규모의 변화를 보는 데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뿐 아니라 일본, 유럽 등 여러 국가에서도 상업용 드론 규정을 제·개정하는 중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 7월에 드론의 사업범위를 완화하고 비행승인 및 기체검사 면제범위를 

자체 12kg 이하에서 최대 이륙중량 25kg 이하로 확대하는 등 법령을 개정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일본 등에 비해 드론 규제가 보다 완화된 

수준이다.

직종분석

국내 드론산업 남성 종사자의 주요 직종

운송차량	및	기계	

관련	조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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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

선박, 항공기 조종 및 관제 관련 종사자

기계공학 기술자, 연구원 및 시험원

운송차량 및 기계 관련 조립원

2026년까지 17만 4천명 고용유발 예상

2017년 국토교통부의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6년까지 약 17만 4,000명의 

고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중 운영 분야가 15만 8,000명으로 제작 분야의 1만 

6,000명에 비해 약 9.9배 높을 것으로 예측한다. 특히 운영 분야 내에서는 농·임업(7만 

6,000명, 47.7%), 건설, 측량(4만명, 25.2%), 영상(1만 9,000명, 12.2%) 분야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경제적 파급효과로는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생산유발 

효과로 약 21조 1,00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약 7조 8,000억원을 예측하고 있다. 

향후 전망

출처:	고용보험	DB	원자료	분석

자료:	고용보험	DB(2017)



생
명

이
동

주
거

비
즈

이동 2020 청년층 혁신성장 직업전망 Ⅰ 드론2020 청년층 혁신성장 직업전망

80  81

드론과 함께하는 새로운 세상 조명
드론콘텐츠

전문가

‘로봇과 공존하는 인간’을 위한 미래 콘텐츠 발굴·제작

드론콘텐츠전문가는 흥미롭게 부상하는 미래의 직업이라고 할 수 있다. 드론콘텐츠전문가는 말 

그대로 드론을 활용해 스포츠, 문화, 여가 등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하고 개발하는 일을 한다. 

빠른 스피드를 요구하는 레이싱, 넓은 공간을 쉴 새 없이 뛰어다니는 축구경기 등에서 드론을 

활용한다고 상상해보자. 미국의 로봇공학자 한스 모라벡(Hans Moravec)은 “인간에게 쉬운 것은 

컴퓨터에게 어렵고, 반대로 인간에게 어려운 것은 컴퓨터에게 쉽다”는 역설을 말했다. 

로봇으로 대체되는 인간의 역할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계속해서 발전하는 기술력으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전혀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미래 세상은 이미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지 

모른다. 로봇으로 대체되는 인간의 역할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로봇과 함께 공존하는 인간의 

모습을 창의적으로 고민해 보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업무 및 향후 전망

진로가이드

드론콘텐츠전문가는	사진,	영상,	VR	제작,	문화공연,	스포츠,	축제	등에서	활용	가능한	다양한	콘텐츠의	주제를	발굴하고	

기획한다.	현재	드론콘텐츠전문가는	항공사진	촬영,	영상과	방송	제작,	VR(가상현실)	영상	제작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드론콘텐츠전문가는	드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해하고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기술과	다양한	정보를	모아	분석하고	

콘텐츠로	만들어내는	역량이	필요하다.	관련학과로는	항공	관련	전공,	ICT드론과,	디지털문화콘텐츠과,	방송문화콘텐츠과,	

드론	IoT시뮬레이션학부	등이	있고,	관련	자격은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가	있다.

다양한 사진·영상·VR 제작, 콘텐츠 기획 역량 필요

직무탐구

드론 개발에서 조종, 정비까지 
드론전문가

사람의 수고를 대신할 드론 운용

드론전문가의 직무는 매우 다양하다. 응급환자 탐지 및 수송, 기상관측과 실시간 기상변화 

감시, 멸종동물의 지역적 분포 이동 경로 확인, 지리적 특성 파악과 더불어 접근이 어려운 

지형의 정밀한 지도제작, 화재, 원전 사고지역 등의 시찰 및 시설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이 가능하다. 여러 사람의 수고를 대체할 드론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드론전문가의 활약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역할과 업무

진로가이드

드론개발자는	설계	및	개발을	위해	컴퓨터	통신,	영상	등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3D모델링,	지상통제장치,	임무탑재체,	

데이터링크,	이·착륙장치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임무를	지원하는	응용장치를	연구하고	개발한다.	더불어	드론	조종·개발	

분야의	교육,	요구분석,	정비	등	설비	및	인력을	지원하는	직무도	있다.	

조종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상운용,	내부운용,	촬영운용,	이송운용,	살포운용	등의	역량이	중요하며	드론	관련	항공	

법규,	비행원리	지식,	데이터	통신장비	지식,	촬영장비	운영방법	지식,	이송계획	지식,	살포장비운용절차	지식이	필요하다.	

갖춰야	할	기술로는	자동	비행경로	운용능력,	촬영장비	운영능력,	드론	화물	적재능력,	방제장비	운용	수행능력	등이	있다.	

정비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구조물	정비,	엔진	정비역량이	중요하며	드론시스템	구조에	대한	이해,	엔진의	구조와	종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공구·장비	사용능력,	부품교환능력,	프로그램	조작능력	등도	요구된다.

관련학과로는	무인항공학과,	무인기공학과,	항공	관련	전공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들	학과에서는	드론의	기본적인	이해와	

구조물의	구성요소	숙지,	드론	구조물의	정비,	탑재	전자장비,	엔진	분야,	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명제(국가자격증)를	시행하며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격증을	발급한다.	

설계·개발, 조종, 정비 등 직무, 광범위한 지식 필요

직무탐구



생
명

이
동

주
거

비
즈

이동 2020 청년층 혁신성장 직업전망 Ⅰ 드론2020 청년층 혁신성장 직업전망

82  83

관련기업

유콘시스템은	군사용	소형무인기	개발	전문업체로	군용뿐	아니라	산업·농업용	무인기를	제작한다.	MEMS항법기술,	

자동제어	유도항법기술,	무인체계기술(UAV/UGV/USV),	실시간	정보전송기술,	실시간	통제기술	등의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유콘시스템은	2001년	주식회사	법인으로	설립한	이후,	무인시스템이라는	한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하며	기술력을	

키워왔다.	덕분에	회사	설립	불과	3년	뒤	아랍에미레이트(UAE)	공군에	약	480만	달러	규모의	무인항공기	지상통제장비를	

수출하며	사업은	더욱	날개를	달았다.	이후	무인항공기	장비	국산화에	더욱	박차를	가한	결과,	2008년에는	육군	정찰용	

무인항공기	개발에	성공하고	우리	기술로	만든	군사용	무인항공체계를	우리	군에	두	번째로	공급하는	성과를	거뒀다.	군용	

무인기	대표작인	‘리모아이-002B’는	장시간,	장거리를	정찰하고	감시할	수	있으며,	산악과	도심	등	장애물이	많은	국내	

지형에서도	수직에	가까운	이착륙이	가능해	정찰·감시용으로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드론의	활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유콘시스템은	산업용	드론	연구에도	나섰다.	2009년	농업용	무인방제헬기	개발을	완료한	

데	이어,	2016년에는	농업용	방제드론을,	2017년부터는	공간정보용	드론을	각각	출시해	민수	산업용	드론	시장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공간정보용	맵핑	드론인	‘리모엠’은	군용	무인기인	‘리모아이-002B’를	사업용으로	상용화한	

드론으로,	세계	최장의	비행시간을	자랑한다.	덕분에	맵핑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	군용으로	개발된	드론의	우수한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무센서를	탈부착해	교체할	수	있도록	효용성	등을	강화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중이다.	한	

예로,	LX	국토정보공사와	협업해	아프리카	국토측량지원사업에	활용하기도	했다.

유콘시스템은	무인기	제조·공급	외에도	지상통제	및	정보	네트워크	시스템	체계	구축에도	주력하고	있다.	소방방재	

상황중계	및	통합	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도청과	시청	등	도심의	재난·안전을	위해	드론영상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시스템을	완성했다.	한국	전력과	협업으로	전력설비	항공진단을	완료하는	등	다양한	분야와	기관의	지상통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형	발사체(KLSV)	지상제어시스템	개발사업에	참여,	항공우주	분야	발전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유콘시스템 군사용 무인기 개발전문업체, 산업·농업용 무인기 제작도

성우엔지니어링은	무인항공기	비행시험,	무인항공기	유지보수,	정비,	성능개량,	무인항공기	부품	등	무인항공기와	관련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농약살포	및	항공방제용	무인헬기(REMO-H)의	상용화	개발에	성공해	국내에	보급	

중이다.	

1993년	설립	당시	기체제작에	주력한	성우엔지니어링은	이후	기술력을	보완해	현재	주력제품인	농업용	무인헬기	국산화에	

성공했다.	항공기를	생산하기	전	크기를	축소한	다양한	시제품을	연구기관과	손잡고	개발해	온	경험이	산업용	무인항공기	

개발에	큰	효과를	발휘했다.	농약을	뿌리는	데	드는	시간과	인력을	크게	줄인	무인헬기는	국내를	넘어	중국과	미국,	호주로	

수출되는	성과를	거뒀다.	현재는	방제용	무인헬기를	이용하면	2~3명이	하루	걸리는	면적을	단	25분	만에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성능이	발전했다.	

특히,	성우엔지니어링은	해양환경	측정과	오염	감시에	특화된	드론을	개발하는	등	민간	활용을	위한	R&D(연구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해	동체	제작을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는	게	목표다.	최근에는	태양광을	

이용해	14km	정도	성층권을	비행할	수	있는	무인기	개발에	참여해	기체제작	등의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성우엔지니어링 비행시험, 유지보수, 정비 및 무인헬기 상용화에 주력

관련기업

바이로봇은	국가출연연구소	비행로봇팀	연구원	출신들이	지난	2011년	공동	창업한	드론	전문회사다.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한	취미·레저용	드론	개발에	주력하며	최첨단	로봇기술	연구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13년	드론에	‘배틀’이라는	콘텐츠를	접목해	완구용	배틀	드론	‘드론파이터’를	출시한	이후,	바이로봇은	해마다	100%	이상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국내외	유명	기업의	투자와	공급계약이	이어지며	취미·레저용	드론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연이어	내놓은	상품들도	드론의	대중화와	콘텐츠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코딩	교육용	드론	‘코드론’,	축구	드론	‘스카이킷’,	

레이싱	드론	‘라이트론’	등은	놀이와	기술을	접목해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세계	최대	가전쇼인	미국	CES에	배틀	

드론인	드론파이터,	페트론	등을	출품하면서	인지도를	쌓아	미국,	일본,	러시아	등	국가에	수출하는	성과도	거두고	있다.	

한편,	솔린	엔진을	탑재한	덕티드	팬(Ducted-Fan)	타입	비행로봇의	자율비행	시스템	개발에	성공한	바이로봇은	비행제어	

및	운영시스템	관련	국내외	지식재산권과	임베디드	시스템,	무선통신,	센서퓨전,	컴퓨터	비전	등	로봇	관련	주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바이로봇 취미·레저용 드론 개발 주력, 완구·교육용 드론에서도 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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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현재의 교육원에서 교육업무를 담당하게 되셨나요?Q1

A 2017년도	6월에	20년	넘게	근무했던	직장(LED조명업체)에서	퇴직	후	후반기	인생을	위한	직업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그때	

매스컴에서	4차	산업	관련	방송을	보고	드론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어	자격증	취득	후	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하시기 위해 어떤 준비와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Q2

A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해	퇴직	전	틈틈이	시간을	내서	이론공부를	하고	퇴직	이후에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	후	지도	

조종자(교관)	및	실기평가	조종자	과정을	이수하고	시간이	될	때마다	능력향상을	위해	항공촬영,	방과후지도사,	코딩지도사	

등	드론과	관련된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현재는	항공	분야	책을	내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힘든 점과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있다면 언제인가요?Q3

A 힘든	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실기훈련을	밖에서	하다	보니	가장	추운	겨울과	가장	더운	여름이	힘듭니다.	또	다양한	

성향의	교육생에	맞춰	교육을	해야	한다는	점이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람을	느끼는	순간도	많은데	연세	많으신	

교육생이	열심히	노력해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와	자격증	취득	후	동종업종에	취업하거나	사업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앞으로 드론 분야의 직업 전망은 어떨까요?Q4

A 현재	많이	활성화된	직업군은	항공방제,	항공촬영,	모니터링(재난,	안전),	교육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위험이	

존재하고	사람이	직접	할	수	없는	재난,	안전,	감시	등의	분야에서	많이	적용되리라	생각합니다.	또	운송(드론택시),	

물류(드론택배),	모니터링(위험시설물	점검)	등의	드론이	다른	분야보다	빨리	적용돼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것	같습니다.

드론 분야의 직업을 선택하려는 후배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Q5

A 이	분야의	직업을	선택하고자	한다면	우선은	이론,	조립,	수리와	같은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워가면서	포털사이트,	SNS	등	

다양한	정보채널을	통해	방향성을	모니터링하고,	이	분야	선배들과	만남을	통해	본인의	영역을	넓혀간다면	남들보다	빨리	이	

분야	전문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장 INTERVIEW

박인순 수석교관	청주드론교육원

퇴직 후 제2의 직업으로 '드론' 선택,
위험분야에 드론 대체산업 발전할 것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Q1

A 국토교통부	비영리	사단법인	한국드론산업협회장으로	드론을	포함한	무인이동체	연구	및	교육	회원,	회원사의	의견개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현재 이 일을 하게 되셨나요?Q2

A 평소	헬리콥터,	고정익	비행을	취미로	20년	넘게	했고,	공직에	있으면서	드론이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을	거쳐	빠르게	

융복합되고	있는	무인이동체산업에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하시기 위해 어떤 준비와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Q3

A 무인이동체의	발전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어	해외사례나	국내	우수기술을	찾아가서	직접	제작에	참여하면서	저	

자신의	기술로	숙성시키고	있습니다.

힘든 점과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있다면 언제인가요?Q4

A 대부분의	무인이동체	부품은	중국(외산)산으로	이뤄져	있어	국산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하나	

국산화에	성공해	시제품을	출시하고	상용화하는	기업을	지원했을	때	보람을	느낍니다.

앞으로 드론 분야의 직업 전망은 어떨까요?Q5

A 드론을	포함한	무인이동체	분야의	전망은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잘못	사용하면	흉기가	되고	잘	사용하면	

훌륭한	도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드론 분야의 직업을 선택하려는 후배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Q6

A 조종기술의	발전은	한계가	있습니다.	콘텐츠를	생산하는	기술이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운용하는	기술을	

개발·발전시키는	것이	드론의	미래를	밝힐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장 INTERVIEW

박석종 협회장	사단법인	한국드론산업협회

무인이동체 직업 전망은 '매우 맑음' 
콘텐츠, SW·HW기술 개발에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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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분야에 입직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며 그동안 느꼈던 애환과 보람은 무엇입니까?Q6

A 아주	멋있는	영상에	반해서	드론을	시작했고	촬영과	교육을	위해	훈련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인기	때문에	교육시장이	포화상태가	된	것이	어려움	중에	하나이지만	교육생이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임무특화교육을	받고	

취업해	감사의	마음을	전할	때의	보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드론산업	발전을	위한	인재를	길러내고	있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끊임없는	연구와	투자를	통해	드론교육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드론 분야는 어떤 변화에 직면하고 있나요? 혹은 규제의 변화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은 없으신지요?Q7

A 드론교육시장은	포화상태가	돼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드론은	날아다니는	로봇처럼	기술이	진화해서	

조종보다는	프로그래밍과	새로운	임무장비에	대한	장비사용	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드론분야는	항공기	분야처럼	

분업화하는	상황이어서	고급수준의	조종기술,	정비기술과	프로그래밍	기술이	필요합니다.

규제가	풀리고는	있지만	특별비행승인에	대한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500m	이상	멀리	보내거나	

야간에	비행할	때	어떻게	하면	제대로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드론 분야에 입직하길 원하는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Q8

A 드론은	SF영화의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신기술을	받아들이는	오픈	마인드로	접근하되	안전을	고민하고,	끊임없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한다면	전문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상했던	것들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드론세상,	좋은	의도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드론 분야에 근무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적합한 성향은 어떤 것일까요?Q5

A 기본적으로	안전에	대해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걱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행동이	미칠	수	있는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또	드론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배우겠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현재 맡고 계시는 직무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Q2

A 제이드론교육연구소	무인항공교육원의	원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드론	국가자격증	취득교육을	주	업무로	하고	있으며	

드론정비와	드론촬영	교육,	드론축구,	드론게임	등	드론을	통한	레크레이션	특강을	진행합니다.

드론 분야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Q1

A 이제까지	드론이	할	수	있는	일은	임무장비를	장착해서	촬영을	하고,	방제	관련	약제를	살포하는	등	국한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드론	기술은	나날이	발전해서	날아다니는	로봇으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드론이	택배를	배송하고,	

군대의	정찰업무와	전투를	수행하고,	1,000대	이상의	드론이	군집비행으로	공연을	하게	될	것입니다.	미래에	필요한	드론	

관련	인재는	드론관제사,	드론정비사,	드론프로그래머	등입니다.

본인의 학력 및 교육훈련, 자격 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입직 이후 필요하다고 느낀 교육은 무엇입니까?Q3

A 4년제	대학교를	졸업했고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조종자	자격증(국가자격증),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교관자격(교통안전공단	공인),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실기평가	조종자(교통안전공단	공인)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드론관련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산업전반으로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추세여서	프로그래밍,	영상,	

토목·건설·측량학과를	졸업한	사람이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교관자격을	취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론 분야 전문가가 되기 위해 업무 외에 어떠한 개인적인 노력을 하고 있나요?Q4

A 드론	분야는	조종한다는	개념으로	출발했지만	이제는	너무나	다양한	분야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조립,	정비한	기체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드론조종에	공을	들이고	있고	드론촬영기술,	기획,	편집	등의	기술도	

꾸준히	습득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다양한	드론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드론관련	전시회에	참여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현장 INTERVIEW

이장욱 원장	제이드론교육연구소

상상했던 것이 현실이 되는 드론세상!
분야 세분화, 끊임없는 자기개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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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분야에 입직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며 그동안 느꼈던 애환과 보람은 무엇입니까?Q4

A 다른	대표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애환과	보람을	느끼는	날은	월급날입니다.	직원들	월급을	다	주었을	때	보람을	느끼고	

애환을	느낄	때는	내	월급이	없을	때입니다.	그	외에는	제	제품을	구입한	고객이	만족하고	좋아하시면	당연히	보람을	

느낍니다.

드론 분야는 어떤 변화에 직면하고 있나요? 혹은 규제 변화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은 없으신지요?Q5

A 현재	생산단계에	대기업	진출을	규제하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초기에	대기업	진출을	열어놓아야	시장규모가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진입로는	열어놓되	독점은	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산업	전반적으로	운영과	관련한	규제는	지금보다	더	강화하고	제도적인	규제는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미국,	

중국에	비해	규제가	덜한	데도	오히려	규제가	더	심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부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250g이	넘어가는	드론은	모두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2kg	미만은	안해도	

됩니다.	네팔은	신고	없이	드론을	날리면	징역이고,	영국은	250g	기준을	사용합니다.	규제가	까다로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등록번호를	받거나	신고	과정이	굉장히	간편하게	간소화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심한	경우	허가를	

받는	데만도	한	달	반이	소요됩니다.	이렇게	변화가	빠른	분야에서	허가	등의	행정절차는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드론 분야에 입직하길 원하는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Q6

A 드론	분야	중에서	자기가	잘	하는	것이	어디에	사용될	수	있는지만	정확히	알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야를	생각하기	

이전에	자신이	잘	하는	것을	찾고	그것이	어느	분야에	쓰일	수	있을지를	생각하면	실패가	없습니다.	드론	분야가	뜬다고	

해서	무작정	입직한다면	제	길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과	잘	하는	것을	잘	따져봐야	하고,	잘	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고	좋아하는	것은	취미로	삼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현재 맡고 계시는 직무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Q2

A 드론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보니	기술과	시장	트렌드를	2~3년	빨리	파악해서	어떻게	생존해야	할지	기획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떤	것을	만들어야	하는지	그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지	구분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은	빠르게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다른	회사와	협업을	한다든지	살아남기	

위한	노력을	지속합니다.	총괄·기획이	주요	업무라	할	수	있고,	제작에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드론부터	

시작했지만	판매를	위해서는	서비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는	시장에서	어떤	서비스를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파악한	후	

거기에	맞는	드론을	거꾸로	설계하는	단계로	회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드론 분야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Q1

A 드론은	과거에는	전투용	무인항공기를	의미했지만	현재는	그	의미가	매우	다양해져서	로봇	개념에	가까워졌습니다.	‘비행할	

수	있는	로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용,	민간용처럼	용도도	다양합니다.		

최근에는	유인드론	분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람이	타는데	왜	드론이냐고	할	수	있는데,	조종사가	탑승해야	했던	예전과	

달리	유인드론은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승객만	탑승해도	운항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조종사가	없어도	로봇이	알아서	

임무를	수행하는	형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이	집중돼	있습니다.	

드론시장은	중국이	가장	큰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유인드론으로	넘어오면서	특이한	것은	기존의	드론	관련	회사가	

아닌	자동차,	항공기	관련	회사들이	유인드론시장에	대거	진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현대자동차가	시작했고,	

해외에서는	GM,	포드,	아우디,	폭스바겐	등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이	유인드론	분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이나	

자율비행이나	비행을	할	수	있다면	드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래의	자동차들이	유인드론	형태로	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자동차	시장의	상당부분을	유인드론이	차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드론 분야에 근무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적합한 성향은 어떤 것일까요?Q3

A 학습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야에	미쳐있다고	표현될	정도의	열정을	가진	사람,	프로그래밍,	제작뿐만	아니라	

자동차,	자전거	등을	잘	아는	사람이	이쪽	분야에서	시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집중력과	끈기,	이	분야에	대한	열정과	

관심,	실무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관련	분야는	다양하다고	봅니다.	주변의	드론	분야	개발자를	보면	간호학을	전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의료현장에	드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인디밴드를	하는	사람은	드론	아트	분야를	개발합니다.	드론	

분야는	아이디어	싸움입니다.	창의성이	중요합니다.

현장 INTERVIEW

문창근 대표	얼티밋드론

의료·아트드론 등 활용 분야 다양, 
자신이 잘하는 분야 먼저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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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미래에 우리가 경험할 자동차는 단순히 탈 것을 넘어 스마트폰과 같이 

동작하는 일종의 디바이스(Device)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는 완전자율주행,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수소연료자동차, IoT 기술기반의 원격제어기능까지, 자동차 하나로 모든 

것을 다 하고 이동도 할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다. 미래자동차로 대변되는 

스마트자동차는 환경문제에 대응하고 사람의 편의성을 높이며 안정성을 갖춘 

지능형 산업으로 발전해가고 있다.

미래자동차

이  동

자동차와 ICT의 융합에 따라 안전성과 편의성이 향상된 차로 

’친환경화‘, ‘지능화’로 표현할 수 있다.

미래자동차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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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화, 지능화’, 자동차의 스마트한 진화

미래자동차의 패러다임으로 스마트자동차(또는 스마트카)라는 신개념이 등장했다. 

스마트자동차는 자동차와 ICT의 융합에 따라 안전성과 편의성이 향상된 차로 ‘친환경화’, 

‘지능화’로 표현할 수 있다. 

‘친환경화’는 기존의 화석연료를 주 연료로 사용하는 기존 자동차와는 다른 방식의 연료를 

사용함으로써 전 지구적인 환경문제에 기술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기존의 자동차는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나 질소산화물이 대기오염과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때문에 화석연료와 배터리를 함께 사용하는 방식, 전기를 사용하는 방식 

등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방식의 연료·구동방식을 채택해 자동차의 친환경화를 

이루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미래자동차산업 상세보기!

산업 현황

동력원리에 따른 자동차별 특징

동력원리 핵심 사업 내용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방식

•	일반적인	엔진과	변속기를	사용하는	자동차로	휘발유,	경유,	LPG	등	화석연료로	동체가	움직이는	방식	
•	전	세계적으로	경유자동차에	적용	중인	 ‘유로6(EURO6)’와	같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규제하는	

환경규제로	인해	현재	배출가스	저감기술을	지속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종류>

•	휘발유,	경유,	LPG	사용	자동차	등

화석연료와 

배터리를 함께 

사용하는 방식

•	엔진,	변속기,	화석연료를	사용하지만	배터리와	모터를	탑재해	구동을	보조하거나	단독	사용이	가능한	

방식	

<종류>

• 일반 하이브리드(Hybrid) 자동차	:	주행	중의	자동차	동력으로	배터리가	충전되는	방식으로	충전된	

배터리만으로	주행이	가능하지만	이동가능	거리가	짧아	엔진과	함께	구동을	보조하는	방식	

•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자동차	:	배터리	충전구를	통해	별도로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어	내부	배터리	

완충	시	엔진	구동	없이	배터리	사용만으로	이동가능	거리가	길어짐

전기를 

사용하는 방식

•	일반적으로	전기자동차로	부르는	배터리	전기자동차(BEV)와	수소연료전지자동차(FCEV)가	있음	

<종류>

• 배터리 전기자동차	:	차량	하부나	트렁크	부분에	리튬이온폴리머배터리를	팩	형태로	병렬연결해	외부	

전원으로	충전해	달리는	자동차

• 수소연료전지자동차 : 구동	방식은	배터리	전기자동차와	동일하지만	배터리	충전을	외부의	전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탑재한	수소를	분해할	때	발생하는	전기로	배터리를	스스로	충전해	움직이는	자동차

신소재개발연구원 무인자동차엔지니어

•	가천대	기계·자동차공학과

•	강원대	일반대학원	기계자동차공학과	

•	경북대	일반대학원	미래자동차·	

IT	융합학과	
•	국민대	기계자동차학부

•	군산대	기계융합시스템공학부	

(미래형자동차공학전공)

•	부경대	기계자동차공학과

•	서울과학기술대	기계·자동차공학과

•	안동과학대	미래자동차공학과

•	울산대	기계자동차공학전공

•	전남대	기계·자동차공학부

•	조선대	대학원	기계시스템·	

미래자동차공학부

•	창원문성대	스마트기계자동차공학부

•	한양대	미래자동차공학부

•	호남대	미래자동차공학부

차량의	배터리를	만드는	핵심소재,	차량에	

사용되는	각종	전장부품의	소재,	디스플레이	

관련	소재	등을	개발하는	일을	한다.

운전자의	개입이나	통제	없이	차량이	스스로	

도로	환경을	인식·파악해	주행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기술을	결합해	무인자동차를	

설계하고	만드는	일을	한다.	

•	자동차	구조의	이해,	기술	수행과	첨단	기술의	융합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	방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분석	능력

6
미래자동차

이동

핵심직업

하는 일

필요역량

관련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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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화’는 이동통신 및 정보통신망과 융합해 ‘스스로 운전하는’ 자율주행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AI와 결합된 형태로 발전할 전망이다. 현재는 레이더 및 각종 센서를 

통합한 기술로 ‘제한적인 상황에서의 자율주행’ 즉, 운전자의 피로도를 경감시켜주는 수준으로 

발전하는 과정이다. 자율주행은 단어 뜻 그대로 자동차 스스로 운행한다는 뜻이다. 어느 단계 

(상황)까지를 자동차의 자율주행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다. 현재는 미국도로 

교통안전국(NHTSA)의 자율주행단계를 따르는데 운전자의 개입정도에 따라 Level 0~4로 

구분해 표준화하고 있다. 각 자동차 제조사들과 부품개발업체 등은 이 기준을 가이드로 개발을 

진행 중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 중인 일부 자율주행차에는 HDA(HighWay Driving Assist)라는 

레벨 2의 자율주행기능이 장착돼 있다. HDA는 스마트크루즈컨트롤(SCC)과 차로이탈방지 

시스템(LKAS)이 동시에 작동하며 종방향과 횡방향의 차량 움직임을 제어한다. 여기에 

네비게이션과 연동해 고속도로의 지정속도와 터널 등의 지점을 인식해 최고속도를 넘지 않도록 

속도를 조절하거나 터널 진입 시 차량 창문을 닫는 등의 기능을 추가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자율주행은 레벨 2의 단계이며 이 단계는 전적으로 자동차의 제어권이 운전자에게 

있고 운전자의 운행을 보조해주는 역할에 그쳐 본격적인 자율주행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미국도로교통안전국의 자율주행 단계별 개념

수준 정의 핵심 사업 내용

Level 0
비자동

(No	Automation)
•	운전자가	항상	브레이크,	속도	조절,	조향	등	안전기능을	제어하고	교통	

모니터링	및	안전	조작에	책임을	가짐

Level 2
조합	기능	자동

(Combined	Function	Automation)
•	두	개	이상의	자동제어기능이	조화롭게	작동함.	단	운전자가	여전히	

모니터링	및	안전에	책임을	가지고	자동차	제어권을	소유함	

Level 3
부분	자율주행

(Limited	Self-Driving	Automation)
•	특정	교통	환경에서	자동차가	모든	안전기능을	제어하되,	운전자	제어가	

필요한	경우	경보신호를	제공해	간헐적으로	운전자가	제어함

Level 4
완전	자율주행

(Full	Self-Driving	Automation)
•	자율주행시스템이	모든	안전	기능을	제어하고	상태를	모니터링함

Level 1
기능	제한	자동

(Function-Specific	Automation)
•	운전자가	정상적인	주행	혹은	충돌	임박	상황에서의	일부	기능을	제외한	

자동차	제어권을	소유함

출처:	미래자동차	권력의	이동	p18,	삼정KPMG	경제연구원

2030년 ‘완전 자율주행’ 실현 목표

사실상 미래자동차산업의 중심이 될 자율주행차는 운전자의 조작 없이 자율주행시스템의 

판단만으로 주행 중의 모든 상황을 대처해야 하는 수준이 될 것이다. 따라서 기술의 발전과 함께 

정부 정책 방향의 일치도가 자율주행차산업의 발전 속도를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자율주행차량의 기술개발 및 보급 지원을 위해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 간 합동으로 자율주행차량 추진과 지원 방향 및 부처별 역할분담 

방안을 발표하는 등 중점을 두고 추진 중이다. 

선진국에 비해 뒤처진 자율주행차량 기술개발 제도와 기반시설을 조기에 구축해 2020년 레벨 

3의 부분적 자율주행 수준의 자율주행자동차를 상용화하고 2030년에는 완전 자율주행을 

실현한다는 목표도 가지고 있다.

단계적 법제화 및 지원 체계 수립해 자율주행 고도화

미국은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에서 이미 2014년 사고방지 및 감소 등의 이유로 승용차와 

소형트럭에 V2V(Vehicle-to-Vehicle)기능을 의무화하는 방안의 입법을 예고하였고, 

2016년 2월에는 미국 교통국(DOT)산하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에서 구글 자율차의 

컴퓨팅시스템을 운전자로 인정하기도 했다. 

2017년에는 총 33개 주가 자율주행차량 주행을 법적으로 허가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미국정부는 2020년까지 첨단 운전자보조시스템(ADAS)을 장착한 완성된 자율주행차량 기술로 

제한적인 주행을 계획·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유럽에서는 자율주행차량 로드맵을 통해 2018년까지 기술검토를 마치고, 2021년까지 파일럿 

테스트, 2022년 법제도 마련 후 2025년에 상용화를 계획 중으로 2025년이면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럽 교통안전위원회는 자율주행차량 관련 권고사항을 명시하며 

안전성 강화 로드맵에 따라 자율주행차량 기술을 평가항목으로 추가하고 있다. 또 상용화를 

위해 교통안전 규제와 교통법의 주요 원칙에 대한 협약인 비엔나협약을 개정해 부분적 

자율운행이 가능한 상태다.

영국은 2015년 9월부터 법제화를 추진 중이며 자율주행차량과 도로 간 정보 수집, 도시 정보, 

음성 인식서비스 등 자율주행 관련 8개 프로젝트에 약 2,000만 파운드를 투자하고 있다. 독일은 

자율주행 및 주행보조 시스템에 약 840만 유로를 지원하고 독일연방교육연구부는 이를 위해 약 

5,000만 유로의 지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프랑스는 2016년 미래를 선도할 9개 유망산업 중 

하나로 자율주행차량을 선정하고 국가차원에서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 중이다.

국내 동향

해외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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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가열 외(2019)는 미래자동차산업과 관련 있는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연계해 7개의 

업종으로 구성했다. 각 업종별 주요 사업내용이 해당 산업의 핵심 사업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제조 관련 종사자가 가장 많고 여성은 공예, 세공 분야도 다수

국내 미래자동차산업에 종사하는 남성의 주요 직종을 살펴보니 △제조 관련 단순종사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자동차산업의 특성상 기계장치 및 제조업이라는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로봇의 자동화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노동이 필요한 조립 및 단순 생산의 직종 종사자는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성 종사자 역시 남성과 비슷한 직종에서 인력 분포를 보이는데 차이점이라면 협력 및 

부품생산업체의 종사자는 여성 종사자도 많으나 부품조립의 경우 남성에 비해 비율이 적었다. 

그리고 섬세함을 요구하는 공예, 세공 분야가 많은 것도 남성과의 차이로 볼 수 있다. 국내 

미래자동차산업의 지역 집중도를 보면 울산 및 서울 지역에 주로 집중된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울산에 있는 현대기아차 생산공장과 서울에 위치한 현대기아차 본사 종사자의 영향으로 보인다.

직종분석

표준산업

분류 코드
업종명 핵심 사업 내용

27211
레이더,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	

기구	제조업

레이더	기기	및	방향	탐지,	유도,	항해,	항공용	기기와	사진	측량용을	포함한	토지,	

수로,	해양,	수리	측량	기기와	기상	관측기,	지구물리학용의	기구	및	측거의(Distance	
Measuring	Instrument,	관측자의	위치에서	목표물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전기	모터,	발전기	장치,	회전	변환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

30122
화물	자동차	및	특수	

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화물	자동차,	세미	트레일러	견인용의	도로	주행식	트랙터	등	화물	운송용	완성차,	각종	특수	

목적용	완성차를	제조하는	산업활동

30320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자동차	차체를	구성하는	각종	신품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

30392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제조업
자동차용	브레이크	등	신품	제동장치	및	관련	부속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

30110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도로	주행용	차량,	트랙터,	작업	트럭	및	장갑	차량용의	내연기관을	제조하는	산업활동

28202 축전지	제조업 리튬	이차전지	등	각종	규모와	용도의	축전지와	그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

미래자동차산업의 주요 업종 및 사업 내용

자동차가 이동수단을 넘어 문화공간으로 부각될 것

미래자동차 관련 주요 직무는 신소재개발연구원, 자동차음향전문가, 자동차디자이너, 

콘텐츠개발기획자 등이 있다. 관련직업으로는 나노공학기술자, 나노소재연구원, 노재기술자, 

무기소재연구원, 섬유 및 염료시험원, 섬유소재개발기술자, 환경소재연구원 등이 있다. 

참고로 미래자동차에서 각광 받을 분야 중 흥미로운 직무로 음향 전문가를 주목할만하다. 

단순히 ‘탈 것’이라는 ‘이동’ 수단을 넘어, 자율주행이 가능해지는 미래자동차는 이동하는 동안에 

다양한 콘텐츠를 소비하고 문화를 즐기는 공간으로써 자동차 자체가 엔터테인먼트 디바이스가 

될 것이다.

향후 전망

국내 미래자동차산업 남성 종사자의 주요 직종

국내 미래자동차산업 여성 종사자의 주요 직종

제조	관련	단순	

종사자

제조	관련

단순	종사자

생산	관련

사무원

공예원,	세공원		

및	악기제조원,	

기타	기능종사자

자동차	및	자동차	

부분품	조립원

자동차	및	자동차	

부분품	조립원

공예원,	세공원		

및	악기제조원,	

기타	기능종사자

생산	관련

사무원

경영지원,	행정	및	

금융	관련	관리자

경영지원,	행정

관련	사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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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고용보험	DB(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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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자동차를 실현할 신소재 개발
신소재개발

연구원

새로운 소재 개발로 스마트자동차를 더 스마트하게

신소재부분은 스마트자동차의 시작과 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한 분야이다. 

스마트자동차 부문에서 신소재는 차량의 배터리를 만드는 핵심 소재, 차량에 사용되는 각종 

전장부품 소재, 디스플레이 관련 소재 등 다양한 부분에서 사용될 것이며 향후 무궁한 발전이 

예상된다. 신소재개발연구원은 이러한 신소재 개발 업무를 한다. 

한 예로 현재 전기자동차 배터리는 단위 배터리의 충전량과 무게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배터리의 부피를 최대한 줄이고 충전량은 늘리며 그에 따른 무게는 줄일 수 있는 신소재 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역할과 업무

진로가이드

소재분석을	하려면	화학,	물리,	수학과	같은	기초과학과목에	흥미가	있어야	한다.	다양한	소재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신소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과학기술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실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소재에	대한	원리를	잘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다.	관련학과로는	나노시스템공학부,	

신소재공학부,	기계·신소재공학과(기계공학심화트랙),	시스템디자인공학과	등이	있으며	관련자격으로는	금속기사,	

반도체설계기사,	비파괴검사기사,	섬유물리기사,	세라믹기술사	등이	있다.

소재에 대한 관심, 새로운 과학기술 인지력 중요

직무탐구

스스로 알아서 주행하는 무인자동차 개발
무인자동차
엔지니어

‘완전 자율’ 자동차 실현 위해 기술 개발 및 분석

우리가 흔히 부르는 미래자동차란 무엇일까? 미래자동차를 이야기할 때면, 커넥티드카, 무인 

자동차(자율주행차) 등을 떠올린다. 운전자의 조작 없이 목적지까지 길을 찾아 주행하며 

표지판을 인식, 파악하고 도로에서의 다양한 상황을 스스로 판단하는 무인자동차의 자율주행을 

실현하는 직업이 무인자동차엔지니어이다. 이미 운전자가 탑승해 소극적 개입만으로도 

자동차가 주변 환경을 판단해 스스로 주행하는 방식의 조건부 자동화가 구현돼 있기도 하다. 

무인자동차엔지니어는 자율주행차의 ‘완전 자율’을 실현하기 위하여 기술을 개발하고 분석하는 

일을 한다. 자동차의 주행 자동화를 위해서 도로의 위치 및 환경을 정확히 인식(GPS, 레이더, 

카메라 등) 하는 것 외에도 돌발상황 대처방법의 학습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방대한 양의 

빅데이터를 첨단 기술과 융합(통합 설계·개발)해 기술로 구현해내는 역할도 한다. 

역할과 업무

진로가이드

무인자동차엔지니어는	무인자동차를	개발하는	업무에	종사한다.	무인자동차에	필요한	첨단	센서	및	소프트웨어	기술을	토대로	

자동차	개발을	한다.	관련학과는	인공지능	관련학과,	빅데이터분석	관련학과,	소프트웨어공학과,	나노시스템공학과,	물리학,	

컴퓨터공학,	자동차공학,	기계공학,	전기·전자공학	등이	있다.	무인자동차엔지니어는	자동차가	운행하는	데	필요한	전반적인	

정보를	모두	취합해	통합처리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다양한	정보를	유사한	유형으로	묶어	처리하는	통합적인	사고력과	

시야를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자동차의	운행환경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통합적인 시야와 사고력을 소유하는 것이 중요

직무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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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업 관련기업

현대자동차는	1998년	수소전기	연료	개발에	투자를	시작,	2006년	수소전기차의	독자개발에	성공했으며	2013년	비로소	

세계최초로	수소전기차의	양산에	성공했다.	2030년까지	수소자동차	사업에	투자하고	수소	경제를	실현하겠다고	발표한	

현대자동차는	2025년까지	글로벌	전기차	및	수소차	시장에서	3위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선포하고,	2030년부터	가솔린	

및	디젤	등의	내연기관	기반의	신차	출시는	최소화하는	등의	미래	친환경	전략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공식화했다.	또	

‘블루드라이브(Bluedrive)’라는	친환경	브랜드를	출시하면서	오염물질(이산화탄소	등)이	전혀	배출되지	않는	자동차를	

만들어	내기	위한	친환경	전략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현대자동차 2013년 수소전기차 양산 성공, 2025년 세계시장 3위 목표

삼성전자는	자동차	전장사업	진출을	위해	2015년	12월	‘전장사업팀’을	신설하고	자동차	전장사업을	신사업으로	키우기	

위해	노력해왔다.	2017년에	오디오	사업진출을	위해	미국의	전장	전문기업인	하만을	인수했는데	삼성그룹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이다.	그	해,	홍콩에서	개최한	‘삼성	인베스터즈	포럼’에서	2025년까지	커넥티드카와	자율주행	분야에서	

업계	리더가	되겠다는	‘커넥티드카	2025	비전’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하만은	일반	소비자에는	오디오	브랜드로	유명하지만,	

주력하고	있는	사업은	커넥티드카와	관련한	차량용	전자장비	분야이다.	

2018년	1월	CES에서	삼성전자는	하만과	공동	개발한	차량용	‘디지털	콕핏’을	공개했는데	이는	IoT로	연결되는	사물들을	

집	안	기기,	모바일뿐	아니라	자동차까지	확장한	것이다.	디지털	콕핏에	적용된	UX는	기존	갤럭시	시리즈	스마트폰의	UX를	

동일하게	적용해	갤럭시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익숙하게	조작할	수	있다.	운전석과	조수석	디스플레이를	OLED	2개와	

QLED	1개로	구성하고,	소프트웨어	측면으로는	‘빅스비’를	통해	차량	내	에어컨,	음량,	조명	등을	조절할	수	있다.	또	

삼성전자	통합	IoT	서비스인	‘스마트싱스’를	통해	집안의	기기	제어도	가능하게	하였다.	

2018년	8월에는	인공지능(AI),	바이오,	전장부품,	5G	통신사업을	‘4대	미래	성장	사업’으로	제시하고	해당	사업에	

집중적인	투자를	거듭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글로벌	통신회사와	인수계약을	체결하는	등	글로벌	시장확대	전략을	

펼치고	있다.	2019년	5G	점유율은	23%로	2위를	차지,	30%의	시장점유로	1위를	기록한	중국기업	화웨이와의	경쟁을	

예고했다(2019년	3분기	기준).	

2020년에는	국내를	비롯해	많은	국가에서	5G	상용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어	삼성전자의	이러한	추세가	더욱	추진력을	얻을	

전망이다.	글로벌	산업조사	전문업체인	IBIS는	세계	5G	시장	규모가	올해	378억	달러(약	45조	2,400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2년	뒤에는	4배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렇듯	삼성전자의	전장부문	투자는	미래자동차	분야에서	전장부품을	4차	산업혁명에서	중요한	신성장동력으로	

인지했으며,	가전에서	다진	탄탄한	기반을	자동차	전장부문에서	구현해,	사물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초연결시대의	기술을	

고객에게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전장	분야는	자동차의	전기장치부품을	의미한다.	현재는	

전통적	자동차	제조에	필요한	부품을	가리키는	‘자동차	부품’의	영역에	전장	분야를	포함해	부르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	

분야가	확연히	구분될	정도의	규모로	분야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전장부품의	발달은	자동차의	역할을	재조명하게	

했는데,	1차적	역할인	‘이동’에서	탑승자가	이동시간을	‘여가’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	흥미롭다.	

삼성전자 자동차 전장부문 진출하고 2018년 ‘디지털 콕핏’ 공개

아우디는	자동차	제조업체	중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Bardt,	2017)	아우디는	2017년부터	

부분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한	A8(차량모델명,	이하	A8)을	시장에	선보였는데	운전자의	지속적	개입이	필요하지	않은	레벨	

3수준의	자율주행차다.	현재까지	상용화된	자율주행	기술	중	가장	진보한	수준의	기능을	갖추었다고도	할	수	있는	A8은	

차가	막히는	고속도로에서	60㎞/h	이내의	속도로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운전석	전면에는	‘버추얼	콕핏	플러스’를	탑재하여	운전자가	차량의	정보를	파악하기	쉽게	했으며,	‘듀얼	터치	스크린	

네비게이션’을	장착해	사용자로	하여금	직관력을	높이면서,	‘교감’하는	모빌리티	파트너의	기능과	엔터테인먼트적	디자인을	

적용했다.

아우디 2017년 레벨 3수준의 부분자율주행 기능 탑재한 A8 출시

구글의	자율주행	자동차	등장	배경에는	2000년	중반	미국	DARPA(국방과학연구소)의	막대한	투자가	있었다.	미국의	

국방성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DARPA에서	차량의	무인화	연구를	진행하면서	기술의	노하우를	축적하고	관심을	높여왔다.	

이러한	과정이	발전해	2009년	자율주행차의	개발을	도모하는	셀프	드라이빙	카(Self-Driving	Car)	프로젝트를	

시작하기에	이르렀다.	2015년	5월부터는	매달	자율주행테스트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그	후로	자율주행	담당부서는	2016년	웨이모(Waymo)라는	회사로	분사했다.	2019년에는	캘리포니아주가	웨이모의	

‘자율주행차	시범	승객	서비스’라는	시험사업	참여를	승인하면서	자율주행차로	승객을	수송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안전상	

문제로	운전사가	반드시	탑승해야	한다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최근	웨이모는	택배	운송	시험에도	적극	나서면서	운전자가	필요	없는	완전	자율주행차의	상용화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구글의 웨이모 2016년 유인자율주행차 실현, 무인완전자율차 상용화 박차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선도하고	있는	테슬라는	2014년부터	반자율주행	기능	및	주차기능이	탑재된	자동차의	상용화에	

투자하고	있다.	테슬라의	최고경영자인	엘론머스크(Elon	Musk)가	최초	‘오토파일럿(자율주행)’	기능의	자동차	장착에	대해	

언급했을	때만	해도	자율주행이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했으나,	2014년	10월	테슬라는	오토파일럿이	장착된	차량을	세상에	

내놓았다.	

2003년	창립	이래	차별화된	기술개발에	도전하고	있는	테슬라가	가진	특허	중	70%가	배터리	기술이다.	시장에서는	이	

점과	함께	미래자동차	실현을	위해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테슬라의	정신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테슬라는	최고경영자	엘론	

머스크(Elon	Musk)를	축으로	완전주행자동차	상용화에	있어	다른	회사와의	경쟁을	뛰어넘어,	인간이	상상하는	것의	

실현을	위한	연구개발에	집중하는	것으로	업계에서의	존재감을	각인시키고	있다.	

테슬라 2014년에 반자율주행·주차기능 탑재차 상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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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자동차 분야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Q1

A ‘자율주행자동차’란	운전자나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합니다.	마치	스마트폰이	우리	

삶에	변화를	준	것처럼	자율주행자동차	역시	스마트폰처럼	서비스플랫폼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 맡고 계시는 직무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Q2

A 현재	카네비컴의	기술연구소	자율주행개발실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라이더센서	개발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에	필요한	핵심	센서는	3가지가	있는데	카메라센서,	레이더센서,	라이더센서입니다.	카메라센서와	레이더	

센서는	기존에도	있던	기술인데	반해	라이더센서는	새롭게	개발된	기술입니다.	

자율주행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3차원으로	거리정보를	아는	것인데	라이더센서는	앞차와의	간격	유지나	목적물이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를	파악해	차선	변경	등을	할	때	쓰이는	기술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듯합니다.

어떤 자격이나 성향을 갖춘 사람이 적절한가요?Q3

A 자율주행자동차는	분야가	넓기	때문에	직접적인	기술	개발에	있어서는	전자공학	분야,	소프트웨어	분야,	물리학	분야의	

전문가가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인공지능	쪽의	연구자나	개발자들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프로그래머,	

센서개발자	등	엔지니어만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게임을	봐도	프로그래머뿐	아니라	사람의	심리를	활용한	스토리를	작성하는	스토리작가나	디자이너가	필요하듯이	

이	분야	역시	휴먼인터랙션(Human-Interaction),	즉	사람과	자동차가	소통하는	방식이나	형태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단순한	공학적	지식뿐	아니라	인문학적	배경,	미적	소양	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반	자동차가	아닌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사람이	운전하지	않기	때문에	계기판	등이	불필요하게	되므로	실내	공간을	집	인테리어	하듯	꾸미는	

일도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필요한	성향으로는	기술	동향	등을	빨리	캐치할	수	있는	민첩성과	인내심입니다.	영향력이	큰	기술일수록	근본적인	것에서	

출발하는데,	이러한	지식	등을	축적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또	호기심	있는	

사람이	창의성이	있으므로	정형화된	일을	하기보다는	새로운	일을	찾아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창조적인	일을	즐겨하는	

사람이	유리할	듯합니다.

현장 INTERVIEW

조성주 박사	㈜카네비컴	기술연구소	자율주행개발실

자율주행차가 인간 삶을 변화시킬 것,
로봇대체가 불가능한 창조력 키워야

본인의 학력 및 교육훈련, 자격 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입직 이후 필요하다고 느낀 교육은 무엇입니까?Q4

A 라이더란	분야는	레이저라는	빛과	빛을	받을	수	있는	망원기술,	이	두가지의	결합입니다.	저는	레이저	물리를	전공했고,	

망원경을	통해	하늘의	별을	보는	일을	좋아해서	자연스럽게	입직하게	되었습니다.	라이더란	학문적으로	레이저	

분광학(Laser	Spectroscopy,	Laser	分光學)이라는	분야에	속하는	장비로	해당	분야에서	변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의 직업 선택 계기와 애환과 보람은 무엇입니까?Q5

A 1960년대	초반	레이저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달까지의	거리	측정이었습니다.	이것이	라이더	기술의	

시초인데	현재는	그것이	소형화되고	가격이나	여러	측면에서	자동차에	적용시킬	수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저는	그런	

라이더를	개발하는	일을	합니다.	2000년대에	기상청에서부터	시작해	대기와	황사,	오존층	파괴	등과	같은	환경	측정을	

위한	원격탐지	일을	하는	등	약	19년	정도	관련	일을	했습니다.	

가장	힘든	점은	첨단	분야이다	보니	종사자가	많지	않고,	기존	연구자료가	없어	기술적인	부분이나	신기술의	상용화로	인한	

수익	창출,	시장	개척	등이	모두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국민들	삶의	변화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	보람됩니다.	

미래자동차 분야는 어떤 변화에 직면하고 있나요? 혹은 규제 변화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은 없으신지요?Q6

A 자율주행자동차는	안전	분야에	있어서	인간이	운전하는	것보다	안전하고,	공유경제와	관련	경제부분에서도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자원의	효율적	사용으로	과도한	환경파괴도	줄고	삶에도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법적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시	운전자가	없으니	차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제조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등의	문제,	노약자	우선을	지켰는지	여부	등	윤리도덕적인	문제에서부터	다양한	변수가	

많습니다.	장기적	안목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합니다.	

자율주행자동차 분야에 입직하길 원하는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Q7

A 현재는	어느	직장을	가느냐가	중요하게	생각되겠지만	남이	한다고	무작정	따라하면	경쟁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주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전문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율주행자동차는	바퀴달린	

로봇입니다.	창조적이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일을	가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로봇이	대체할	만한	일들만으로는	경쟁력을	

가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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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자동차 분야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Q1

A 미래산업	변화의	주요	요인	중	하나는	인간들의	편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역시	소비자들의	편익을	위해	

휴대폰의	기능을	자동차에	구현하려는	연구들을	지속하고	있고	실제	구현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일부	주를	정해	

자율주행을	시범시행	중인데	우리나라에서도	법적인	문제	등이	해결되면	현재의	반자율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현재 맡고 계시는 직무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Q2

A 한국BMW코리아	자동차	판매A/S센터에	있는	근로자들에게	자동차정비	관련	지식과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5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4차	산업과	관련해서	미래자동차,	우리가	쉽게	말하는	전기·하이브리드·플러그인	자동차	

등	차량	관련	테크니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신차가	판매되기	전에	판매	후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와	관련,	

대비교육도	합니다.	

미래자동차 분야 전문가가 되기 위해 업무 외에 어떠한 개인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Q4

A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아침	해외뉴스부터	증권뉴스,	자동차	주요	소비층의	요구나	

의견	관련	리포트,	해외	유튜브,	경제신문을	봅니다.	특히	해외	유튜브에서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수많은	정보들을	알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미래관련	산업	분야의	모든	직무에서	앞서가기	위해서는	외국어	능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학력 및 교육훈련, 자격 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입직 이후 필요하다고 느낀 교육은 무엇입니까?Q3

A 기계공학	학사로	졸업했습니다,	본	테크니션	교육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기계	관련	전공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외에	추가적인	

교육과	자격은	종사하는	업종에	따라	조금씩	다를	것	같습니다.	자격은	회사에서	업무에	필요한	교육스킬과	자격취득	관련	

교육을	통해	취득했습니다.	이는	의무사항인데	첫째가	트레이너	인증훈련과정입니다.	업무가	교육이다	보니	참여자들의	

동기부여,	교육내용	전달	등의	교수법	등을	4주	동안	4단계까지	훈련받고	시험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둘째는,	독일	본사에서	실시하는	차량	관련	지식과	스킬	등의	교육을	받은	후	시험을	거쳐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본	자격은	

사내자격으로	교육수준이	높아	다른	자동차업계에서도	동일업무	수행	시	자격으로	인정하는	수준입니다.	본사에서는	신차	

출시	등	상품	주기에	따라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실제	자동차	정비나	설계가	아닌	저처럼	미래자동차테크니션	교육을	

원하시는	분들은	같은	자동차는	아니지만	관련	분야	교육이나	실무경력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장 INTERVIEW

전봉수	매니저		BMW	트레이닝	아카데미

빠른 기술변화에 흥미와 호기심 가지고
꾸준한 자기개발 의지가 있다면 도전을

미래자동차 분야에 근무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적합한 성향은 어떤 것입니까?Q5

A 교육이	주	업무다	보니	일단	교육생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관찰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대의	

수준과	니즈를	파악하는	것부터	소통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입식	교육을	피하고	눈높이를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또	

교육생	한	명	한	명	꼼꼼히	관찰하고	성향에	맞는	피드백과	칭찬을	통해	동기부여를	해주려고	합니다.	적합한	성격은	내향,	

외향이	따로	없다고	봅니다.	재미를	추구하는	강의가	아니라	전문직업훈련교육에	가깝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추고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자기개발능력과	교육	및	진행을	잘	하기	위한	프로세스	관리능력이	필요합니다.	또	빠른	변화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탐구하는	것에	흥미를	가지고	있어야	이	일을	재미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래자동차 분야에 입직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며 그동안 느꼈던 애환과 보람은 무엇입니까?Q6

A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미래기술을	빠르게	접목하려는	제품이	자동차가	아닐까	합니다.	이러한	빠른	변화를	알아가고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것이	매우	즐겁습니다.	특히	기계공학을	전공한	것이	자동차	분야의	교육업무와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자동차에	관심이	많고	생활수준도	높아졌기	때문에	앞으로	자동차시장은	더욱	커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비전	있는	분야에서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어서	매우	만족합니다.

미래자동차 분야에 입직하기 원하는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Q7

A 어떤	산업이든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종사자들에게	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스킬을	제대로	전파해야	해당	

직무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제도와	함께	교육담당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설계나	기계를	만지는	기술	인력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업무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단기적인	노력과	경험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중장기적으로	회사와	

같은	가치를	가지고	서서히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은	사람을	성장·변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성장시키는	것에	행복과	만족을	추구한다면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입직에	성공했다고	공부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	경제,	산업의	변화가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자발적으로	고민하고	이를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참고 문헌

•	한국자동차산업협회(2019),	자동차산업	동향	및	향후	전망,	한국자동차	산업협회
•	이항구,	윤자영(2018),	전기동력·자율주행자동차산업의	현황	및	전망,	산업연구원
•	삼정KPMG경제연구원(2018),	미래자동차	권력의	이동,	삼정KPMG	
•	김경유(2015),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미래	제조업의	발전전략,	산업연구원	보고서

참고 사이트

•	국토교통부	신산업	육성:	www.molit.go.kr/7works/content/main.jsp
•	무인이동체	미래선도	핵심기술개발	사업단:	www.uvarc.re.kr	
•	진로정보망	커리어넷:	www.career.go.kr/cnet/front/main/main.do
•	한국첨단자동차기술협회	:	www.kaata.or.kr
•	한국자동차	산업협동조합	:	www.kaica.or.kr
•	한국정보산업연합회	:	www.fkii.org
•	한국항공	우주연구원:	www.kari.re.kr/kor.do
•	K-ICT	디바이스랩	:	www.devicelab.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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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자동화와 정보화의 결합을 스마트공장이라고 본다. ‘공장자동화’는 

컴퓨터 시스템이나 산업로봇을 활용해 생산관리의 자동화를 행하는 것이고 

‘스마트공장’은 공장자동화에서 생성되는 생산데이터와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해 

더 똑똑하고 최적화된 생산체제를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스마트공장화 

추세에 맞춰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산업의 성장도 예견되며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분석가나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자는 스마트공장 발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공장

비  즈

제품의 기획부터 판매까지 모든 생산과정을 ICT(정보통신)기술로 

통합해 최소 비용과 시간으로 고객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사람 중심의 첨단 지능형 공장을 말한다. 

스마트공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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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의 지능화로 생산성, 품질을 높인다

스마트공장 상세보기!

설계·개발, 생산, 유통·서비스 단계별로 스마트공장화 추진

스마트공장은 제조산업에 ICT를 결합한 형태를 말한다. 개별공장의 설비나 장비, 공정을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모든 생산데이터와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활용함으로써 최적화된 

생산운영체계를 유지하고, 공장 간 협업이 가능한 생산체계를 이룬다. 설계·개발, 제조, 

유통·물류 등 생산 전체 과정에 디지털자동화솔루션이 결합된 선진적 ICT를 적용해 생산성과 

품질,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지능형 유연생산공장이라고 할 수 있다. 스마트공장의 추진  

부문은 설계 및 개발 부문, 생산 부문, 유통·비즈니스 부문으로 구분하며 각 단계별로 

스마트공장화가 추진되고 있다.

산업 현황

자료	:	스마트제조혁신	추진단	홈페이지

자료	:	박문수	외,	뿌리산업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활성화	방안,	중소기업중앙회	연구보고서

모든 제조과정이 똑똑해집니다

스마트공장 추진 현황

스마트공장의 발전 과정

생산

설비-자재-시스템	간		
실시간	정보교환

다품종 대량 생산, 에너지 
설비효율 제고

유통·판매

생산	현황에	맞춘		
실시간	자동	수발주

재고비용 감소, 품질-물류 등 
전 분야 협력

기획·설계

가상공간에서	제품	제작	전	
시뮬레이션

기간 단축, 맞춤형 제품 개발

분 류 기계 + 전기 디지털 + 아날로그 정보 + 사이버

특  징 기계와	전기	하드웨어	중심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결합 물리적	세계와	가상	세계의	융합

종  류 기계화	공장 자동화	공장 스마트	공장

주요기술 기계	+	릴레이를	이용한	제어 PLC	및	네트워크를	이용한	제어 IoT,	증강현실을	이용한	제어

활  용 단품종	대량	생산 다품종	대량	생산 다품종	최적	생산

기  타 1910~1970년 1980~2010년 2010년~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분석가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자

•	강남대	IoT전자공학과
•	경북대	산업대학원	산업공학과	

컴퓨터공학전공	

•	단국대	응용컴퓨터공학과

•	동국대	IT학부	컴퓨터공학전공
•	서울대	대학원	전기·컴퓨터공학부

•	성균관대	일반대학원	구조	및	

시스템설계공학협동과정	

•	세종대	광전자공학과

•	전남대	전기·전자통신·컴퓨터공학부

•	충북대	산업대학원	전기전산공학과

•	한양대	공학대학원	

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

•	홍익대	대학원	전자전산공학과	등

이용자의	요구사항과	사용환경,	기술특성	등을	

분석하고	최신	정보기술을	이용해	시스템을	

설계하며,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이후부터	

사용할	때까지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일을	

한다.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과	공급,	소프트웨어의	

유지,	보수	등과	관련된	활동을	기획하고	지휘,	

조정하는	일을	한다.

•	전산	설계

•	기술	설계

•	기술	분석

•	전산	능력

•	논리적	문제해결능력

•	차분하고	꼼꼼히	탐구하는	성격

•	개발·설계에	필요한	프로그래밍	언어,		

각종	OS,	장비의	전자신호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력

•	분석적인	사고

•	진취적인	성격

7
스마트공장

비즈

핵심직업

하는 일

필요역량

관련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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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차원에서 스마트공장 확산 및 고도화 대폭 지원

우리나라는 정부가 스마트공장 확산 및 고도화를 위해 보급사업과 함께 관련 제도개선 및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해 5년간 

총 3,785억원(정부 2,891억원, 민간 894억원)을 투입하고, 스마트공장 R&D에 총 352억원을 

지원했다. 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부분 자동화와 일부 

정보화에 치우쳐 있고 일부 대기업만이 해외기업 수준의 통합 자동화와 지능화 수준에 올라가 

있다. 우리나라는 기업에 따른 스마트공장의 단계별 추진전략이 시행되고 있는데 정부는 

기초단계에서 고도화단계까지 관련 내용이 충실히 진행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국내 동향

제조업 강국 독일을 선두로 제조업 변화 도모 중

전 세계적으로는 제조업 강국인 독일을 중심으로 스마트공장이 발전하고 있다. 유럽은 제조업이 

대거 포진해 있는데 특히 증기기관을 발명해 제1차 산업혁명을 촉발한 영국과 독일을 필두로 

제조업 강국들이 많이 포진해 있다. 시장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역할은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2010년에는 전체 사업자 중 9.8%가 제조업을 운영했고, 전체 일자리 중 22.6%가 제조업 관련 

직종이었다. 또 총 매출의 27.1%가 제조업에서 발생했다. 

그러나 국제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제조업의 매출하락과 고용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됐고 이러한 제조업의 위축현상으로 유럽 국가들의 위기의식이 고조됐다. 

해외 동향

박가열 외(2019)는 스마트공장과 관련 있는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연계해 4개의 업종으로 

구성했다. 각 업종별 주요 사업내용이 해당 산업의 핵심 사업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직종분석

자료	: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홈페이지

자료:	박가열	외(2019),	통계청(2008)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이 제시한 기업에 맞는 스마트공장 구축 단계

수준 정의 표준 IoT 대상 특성 조건(구축수준)

생산정보의	모니터링이	실시간	

가능

주요 도구

기초

Level	1 점검 자재
식별

(Identified)
부분적	표준화	및	데이터	관리 바코드	RFID

Level	2 모니터링 작업자,	설비,	자재
측정

(Measured)
센서

수집된	정보를	분석해	제어	가능중간1 Level	3 제어 작업자,	설비,	자재
분석

(Analysed)
센서+분석도구

공정운영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전	대응	가능
중간2 Level	4 최적화

작업자,	설비,	자재,	

운전조건

최적화

(Optimized)
센서	제어기	

최적화	도구

모니터링부터	제어,	최적화까지	

자율	진행
고도화 Level	5 자율운영

작업자,	설비,	자재,	

운전조건+환경

맞춤	및	자율

(Customized)
인공지능,	AR/
VR,	CPS	등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으로 꼽히던 독일이 가장 발빠르게 제조업의 혁신을 시도, ‘Industry 

4.0’이라는 이름으로 제조업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Industry 4.0’의 핵심은 임베디드 시스템 

(Embedded System, 특정한 제품이나 솔루션에서 주어진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가로 

탑재되는 솔루션이나 시스템)의 전통적인 글로벌 강자로서 임베디드 시스템에 각종 IT기술을 

융합하여 리더로서의 입지를 건실히 하겠다는 데 있다. 더불어 사이버물리시스템(Cyber-

Physical System, CPS)을 적용해 네트워킹을 이용하여 공장을 제어하는 이른바 

사물인터넷을 중심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독일은 시맨틱 테크놀로지 

(Semantic Technologies),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등을 적용하고 각종 

보안문제, 기계조작, 숙련공 교육 등에 활용할 것이다.

스마트공장의 주요 업종 및 사업 내용

표준산업

분류 코드
업종명 핵심 사업 내용

27216
산업	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산업	처리공정에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재료	및	기타	조건들이	일정하게	유지,	조정될	

수	있도록	압력,	유입량,	습도,	유입되는	가스	및	액체의	배합	상태,	온도,	위치,	빈도,	

밀도,	비중,	기계적	적합성	및	기타	변수를	계속	측정해	이들	변수를	최상의	조건으로	자동	

조정하는	산업처리	제어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

62021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통신	기술을	통합하는	컴퓨터시스템을	기획,	설계하는	

산업활동으로	이	사업체는	시스템	통합	서비스를	위해	구성	요소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개발,	판매,	시스템	설치,	시스템	이용자	훈련을	부수적으로	수행	가능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및	서버	등	하드웨어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유기적으로	작동시키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산업활동으로	하드웨어	운영체제(OS)	기능	중	파일	관리,	
메모리	관리,	바이러스	예방,	파일	압축	등의	기능을	보완하는	유틸리티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산업활동도	포함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특정	고객의	요구에	의해	주문형	소프트웨어를	자문,	개발	및	공급하는	산업활동

산업안전 및 에너지, 기타 공학기술자 등 10% 이상 성장세

스마트공장의 주요 직무는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분석가,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자 등으로 

구분된다. 스마트공장산업 내 주요 직종 중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와 △산업안전 및 에너지, 

기타 공학기술자, 연구원 및 시험원은 10%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컴퓨터시스템 설계 전문가의 성장세는 최근 5년간 감소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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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산업 주요직종 성장률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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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시스템 설계 전문가

산업안전 및 에너지, 기타 공학기술자, 연구원 및 시험원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

스마트공장 활성화, 로봇시장 다변화로 일자리 전망 ‘맑음’

향후 스마트공장과 관련해 공장에서 쓰이는 로봇시장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지능형 로봇은 더욱 발달해서 의료, 간병, 교육, 공연 등의 

분야에도 진출할 수 있다. 미국, 일본, EU, 중국 등 주요국은 각국 상황에 맞게 로봇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공장에서 필요한 로봇을 만들던 기업들이 사업 분야를 다양하게 

확대하고, 중국시장에도 진출하고 있다. 최근에는 글로벌 정보통신 대기업들도 적극적으로 

로봇산업에 뛰어들고 있다. 

이렇게 로봇산업의 발전과 제조업 자동화를 위해 로봇이 필요한 곳이 많아지면서 로봇공학 

및 제조 자동화 기술자의 일자리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공장 및 제조 자동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직무가 제조 관련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직업 전망을 

고려할 때 스마트공장 활성화 등에 발맞춰 향후 10년간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자의 고용은 다소 

증가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전망

정보시스템 구축부터 완료까지 총괄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분석가

스마트공장 전반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역할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분석가는 스마트공장을 운영 관리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장에서는 이들을 시스템디자이너, 혹은 시스템 아키텍트로도 부르는데 컴퓨터시스템 

설계를 의뢰한 기업체에 파견돼 시스템 구축이 완성될 때까지 일하는 경우가 많다. 규모가 큰 

시스템통합(SI)업체에서는 공공부문·교육·제조·금융·의료서비스 등 분야별로 전문인력이 

나뉘어 담당 분야의 설계와 분석을 담당한다.

구축 단계별 업무를 살펴보면 먼저 시스템 설계 단계에서는 고객의 요구사항을 회의, 면접, 

조사, 업무관찰 등을 통해 면밀히 파악한다. 그리고 컴퓨터프로그래머, 데이터베이스관리자, 

컴퓨터보안전문가 등과 긴밀히 협의해 높은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최적의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

실제 시스템 구축작업 단계에서는 데이터베이스개발자와 컴퓨터프로그래머들과 명세사항에 

대해 협의하면서 시스템 설계서 안에 제시된 기능이 제대로 구현되도록 하는 것과 동시에 정해진 

일정에 맞춰 시스템 구축이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고 최적의 

컴퓨터시스템 환경이 되도록 소프트웨어 튜닝도 실시한다. 

개발이 완료된 단계에서는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각종 검사를 수행하고 오류의 

수정작업, 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기술교육·자문·지원 등의 역할을 한다.

역할과 업무

직무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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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은 스마트공장에서 주로 활용되는데 이용 목적에 따라 ERP(전사적자원관리, 

기업자원관리시스템), SCM(전략적기업경영시스템), CRM(고객분석 및 관리시스템), 

SEM(전략적기업경영시스템), B2BI(기업 간 통합시스템), 전자입찰시스템, HRMS(인적자원 

관리시스템), KMS(지식관리시스템), LMS(온라인교육운영관리시스템) 등 매우 다양하다. 

정보시스템설계가 잘 이루어져야 추후 효율적인 운영도 가능하다. 때문에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분석가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다양한 분야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진로가이드

스마트공장	전문가로서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분석가가	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컴퓨터	운영체제(OS)를	비롯해	서버,	

프로그래밍	언어,	데이터베이스,	보안	등	컴퓨터	전반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갖춰야	한다.	전문대학	및	대학교에서	컴퓨터나	

정보통신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진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수학	등	자연과학	전공자도	많다.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컴퓨터시스템이	도입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영학,	경영정보학,	산업공학	등을	전공한	후	진출하는	사람도	있다.

적성으로는	컴퓨터시스템을	설계	분석하기	위해	기술설계,	기술분석,	전산능력이	기본적으로	요구되며,	컴퓨터와	전자공학,	

통신공학과	기술	등	컴퓨터시스템과	관련된	배경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차분하고	꼼꼼하게	

탐구하는	성격이	적합하다.

정보통신뿐 아니라 경영학 전공자 진출도 많아

진로가이드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자로	일하려면	개발·설계에	필요한	프로그래밍	언어뿐	아니라	각종	OS,	장비의	전자신호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따라서	전문대학이나	대학의	컴퓨터공학과,	전산(공학)과,	전자·통신공학과	등	관련	학과에서	

시스템소프트웨어	설계에	필요한	프로그래밍	언어,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공학이론,	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지식을	쌓은	후	

진출할	수	있다.	비전공자는	정보통신	관련	사설교육기관이나	직업훈련학교	등에서	임베디드전문가	양성과정	등을	통해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관련	적성	요소로는	분석적인	사고와	꼼꼼하고	진취적인	성격이	필요하다.	

분석적 사고, 꼼꼼하고 진취적인 사람에게 적합

컴퓨터 생산시스템에 생명을 넣다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자

기업에 맞는 새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

기업의 생산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맞는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어야 한다.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자는 시스템소프트웨어의 개발과 공급,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 등과 

관련된 활동을 기획, 지휘,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시스템소프트웨어는 컴퓨터를 작동하게 

하거나 컴퓨터시스템의 구성요소들을 조정하고 컴퓨터하드웨어와 응용소프트웨어를 중재하는 

기능을 한다. 즉 컴퓨터시스템의 일부로 공급되는 소프트웨어이자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해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소프트웨어로,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소프트웨어이다. Window, Unix, Linux, MS-DOS, 모바일 OS(WIPI, VM 등) 등의 컴퓨터 

운영체계(OS), 컴파일러, C언어, 베이식(Basic) 등의 언어번역프로그램, 백신프로그램 등의 

시스템유틸리티소프트웨어 등이 시스템소프트웨어에 해당한다. 

역할과 업무

직무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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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업

세미산업㈜은	식품용·의학용·산업용	포장재를	만드는	회사다.	나일론,	폴리에스터	등	0.012㎜	두께의	얇은	필름에	

인쇄와	합지과정을	거치고	절단해서	각	제품을	만든다.	식품공장에서	내용물을	담고	마감,	유통하기	전	단계를	책임진다고	

할	수	있다.

‘3S	팩토리	:	스마일	팩토리,	스토리	팩토리,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하고	있는	세미산업은	2013년	(주)대상과	동반성장	

협약을	맺고,	B2B	업계	최초로	소비자중심경영	우수기업인증(CCM	:	Consumer	Centered	Management)을	받았다.	

CCM이란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CCM	재인증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표창을	받고,	불량률	제로	달성을	위한	품질의식을	고취하며	싱글PPM도	인증	

받았다.	싱글PPM이란	단기적으로는	제품이나	서비스	100만	개	중	불량품	개수를	한	자리	숫자로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불량률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	구성원	전원이	참여하는	품질관리운동이다.	이	외에도	경영닥터제에	참여하고	

(주)대상GWP클럽	일원으로	중소기업청장	표창을	수상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내왔다.

세미산업(주) 스마트팩토리 구현 중인 포장재 회사

㈜에이패스는	자동차용	수공구	및	결합용	금속	파스너(Fastener)를	생산하는	업체로	연	매출의	70%를	국내에서	창출하고	

있다.	회사창립	전,	외국계	회사	자동화시설	팀장을	역임했던	서재형	대표가	자동화에	관심을	가지고	설비에	과감히	

투자	중이다.	2016년에	제조실행시스템(MES,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을	구축했고	2017년	4월에는	

스마트공장	사업에	참여했다.	이를	통해	설비와	전산	연동,	생산현장	모니터링,	전산시스템	고도화에	박차를	가했다.	

스마트공장	구축	후	㈜에이패스는	자재입고,	멀티포밍,	열처리,	도금,	검사·선별	포장,	출하과정을	거치는	동안	

생산실적	및	설비정보를	자동으로	집계해	자재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됐다.	또,	공장운영모니터링을	통해	

정확한	품질분석과	원활한	데이터	공유가	가능해지면서	자체	경쟁력	확보는	물론	빠르게	변화하는	고객	니즈를	충족하는	

생산현장시스템을	완성했다.	

이를	통해	생산작업자는	공정별	진행내용	파악이	수월해졌고	영업	담당자는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	일일이	생산현장을	

찾지	않아도	돼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게	됐다.	이메일,	전화	등으로	협력업체들과	자료를	주고받던	

수입검사담당자는	MES와	연동된	VAN시스템(거래기업	상호	간	데이터를	축적·공유할	수	있는	통신서비스망)을	활용해	

외주·구매승인	프로세스를	통해	간편한	입고·수불	관리가	가능해져	업무	효율이	향상됐다.	재고관리	또한	용이해져	

재공품재고액이	10억원에서	7억	5,000만원으로	절감됐고,	수입부터	출하검사,	설비점검에	이르기까지	실시간	전산등록이	

이뤄져	업무의	간소화가	실현돼	퇴근시간이	1시간가량	앞당겨졌다.	스마트공장	구축으로	편리하고	효율적인	근로환경이	

마련된	셈이다.

㈜에이패스 스마트공장 구축 후 업무편의성 대폭 향상, 근무시간도 단축

본인의 학력 및 교육훈련, 자격 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입직 이후 필요하다고 느낀 교육은 무엇입니까?Q2

A 저는	현재	스마트장비의	R&D를	위한	기술기획을	맡고	있는데	대학교(학사)를	졸업하고	자동화장비의	제어엔지니어,	

기술영업	등의	실무를	거치면서	다양한	기술지식을	습득했습니다.	저의	스마트장비	분야	자격은	6수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데,	입직	시	요구되는	자격수준은	5수준	정도입니다.	학력수준은	4년제	이상,	전공은	전기·전자공학,	전자계산,	

통계,	정보통신,	컴퓨터,	SW공학	등	제어(디지털	기술)관련	전공이	유리합니다.

스마트공장 분야 근무에 필요한 역량과 적합한 성향은 무엇입니까?Q3

A 자기의	업무는	끝까지	완수한다는	끈기와	책임감,	성실함을	지니고	있으면서,	동료와의	공동작업	수행을	위한	협조적이고	

적극적인	자세와	부서	간	이해조정과	결정사항을	수용하려는	자세	등	조직적응역량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떤	

일이든지	자발적으로	나서서	수행하고	혁신적인	사고와	고객	마인드를	보유하면	금상첨화입니다.

스마트공장 분야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Q1

A 우리	회사는	기존	자동화장비에	AI,	빅데이터,	머신러닝	등의	요소기술을	결합해	자동화장비를	지능화하고,	장비효율을	

극대화하는	장비의	스마트화를	통해	스마트공장	구축에	기여하며	사업품목의	고부가가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장 INTERVIEW

하해동 수석부장		㈜에스에프에이

스마트·제조장비에 대한 공학적 지식과 
국내 주력산업에 대한 사전학습 필요

스마트공장 분야에 입직하길 원하는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Q4

A 스마트장비	분야는	장비에	대한	도메인지식을	기반으로	스마트공장을	구현하기	때문에	반도체산업,	디스플레이산업,	2차	

전지산업	등	국내	주력산업의	특성과	제조장비에	대한	공학적	지식에	대해서도	사전학습이	필요합니다.

참고 사이트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www.nipa.kr
•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www.itsa.or.kr
•	한국소프트웨어기술진흥협회:	www.kosta.or.kr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www.kait.or.kr
•	한국정보화진흥원:	www.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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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는 기존의 다양한 금융서비스가 IT, 모바일 기술의 발달로 새롭게 진화한 

것으로 금융의 파이낸스(Finance)와 기술의 테크놀로지(Technology)의 

합성어이다. 모바일 이용이 증가하고 전자상거래시장의 급성장, 비현금 

지급수단 이용이 확대되면서 기존의 금융서비스를 대체하는 핀테크산업도 

크게 발전하고 있다. 미국 포브스는 핀테크 산업에서 가장 진화하고 있는 최신 

기술로 모바일 테크놀로지, 인터넷 전문은행, 바이오 인식 기술, 블록체인 기술, 

인공지능을 꼽았는데 이와 관련한 일자리 창출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핀테크

비  즈

Finance(금융)와 Technology(기술)의 합성어인 핀테크(FinTech)는 기존 

금융기법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기반 금융서비스를 말한다.

핀테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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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서비스가 IT, 모바일 기술과 만나다

핀테크산업 상세보기!

핀테크(FinTech)란 금융의 ‘파이낸스(Finance)’와 기술을 뜻하는 ‘테크놀로지(Technology)’의 

합성어이다. 예금, 대출, 자산관리, 결제, 송금과 같은 기존의 다양한 금융서비스가 IT, 모바일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데 넓은 의미에서 이러한 기술의 발달에 

따라 나타나는 금융업이 핀테크이다. 금융서비스뿐만 아니라 관련된 소프트웨어나 솔루션,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한 기술과 의사결정, 위험관리, 포트폴리오 재구성, 성과관리, 시스템 

통합 등 금융시스템 개선을 위한 기술도 핀테크의 일부라 할 수 있다. 포브스(2018)에 따르면 

핀테크산업에서 가장 진화하고 있는 최신 기술은 아래 5가지로 정리된다.

산업 현황

2014년 이후 핀테크 급성장, 지급·결제분야 기업 다수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경부터 핀테크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당시에 한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는데 중국인들이 드라마 주인공이 입었던 코트를 온라인으로 구매하려고 

해도 공인인증서 때문에 구입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면서 간편결제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페이팔, 애플페이 등 해외의 핀테크사업 성공스토리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국내 동향

핀테크산업의 최신 기술 5가지

기술 내용

모바일 테크놀로지
모바일	기기의	상용화로	금융서비스	역시	모바일화하고	있고	실제	많은	소비자가	모바일	뱅킹을	통해	

자산관리를	하고	있음	

인터넷 전문은행

(Digital-Only Banks)

모바일뱅킹이	활발해지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이	성장하기	시작했고	소비자들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산을	관리하고	있음.	국내	카카오뱅크가	이에	해당

바이오 인식 기술

디지털	시대에	금융서비스산업의	보안문제는	핀테크산업의	최우선	과제로,	그	방안	중	하나가	바이오	

인식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으로	꼽힘.	이	기술은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을	보다	쉽고,	빠르게	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됨	

블록체인 기술
블록체인을	개발한	첫	분야가	금융서비스산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블록체인의	장점은	산업의	투명성	

확보와	금융거래의	자동화라	할	수	있음

인공지능
인공지능이	업무	자동화를	통해	업무	소요시간을	줄이고	소비자	행동패턴을	분석해	사전에	금융사기를	

방지하는	등	가까운	미래에	인공지능이	핀테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소프트웨어개발자 정보보안전문가

•	국민대	경영대학원	

디지털금융·핀테크MBA전공	
•	계명대	글로벌창업대학원	

핀테크비즈니스학과	

•	동국대	대학원	핀테크블록체인학과

•	부산대	일반대학원	핀테크공학과

•	서강대	정보통신대학원	핀테크전공

•	숭실대	정보과학대학원	핀테크융합학과	등

정해진	시간과	비용	안에서	소프트웨어의	

성능	및	디자인	결정,	사용자의	요구	분석,	

기존	소프트웨어의	오류를	수정하며	새로운	

하드웨어와의	호환성을	높이고	성능을	

개선하는	일을	한다.

컴퓨터	파일이	훼손되거나	비인가	사용	

등으로부터	정보를	안전하게	지키는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서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방화벽을	설치하거나	정보전달	과정에서	

정보를	암호화해	정보화하는	과정에서의	위험	

분석	등을	수행한다.

•	적극적인	자세와	분석적	사고,	혁신,	책임감과	진취성,	창의력,	전산,	기술	설계,	기술	분석	

등의	능력

•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점검하는	꼼꼼함

•	여러	사람과	원활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	등

8
핀테크

비즈

핵심직업

하는 일

필요역량

관련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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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금융당국에서는 핀테크 육성계획을 발표하기에 이르렀고, 국내에도 핀테크 열풍이 불기 

시작했다. 이 때까지만 하더라도 핀테크 열풍은 ICT 관련기업들을 중심으로 일기 시작했고 

이후에 국내 주요 시중은행이 전담부서를 만들며 대응에 나서게 됐다. 

2017년 국내 핀테크 관련 업체는 223개로 2016년에 비해 56개소 증가했다. 2013년에 

62개소였던 것에 비하면 매우 빠른 성장 속도이다. 국내 핀테크 기업의 분야별 비율을 살펴보면 

지급·결제 41%, P2P(개인 간 거래) 금융 39%,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자산관리 

13%, 크라우드펀딩 4%, 소액해외송금 4% 등의 순이었다. 

모바일 이용 늘면서 금융서비스 대체현상 가속화

이와 같은 핀테크산업 성장배경은 1차적으로 모바일, 빅데이터, 클라우딩 컴퓨터 등 IT 

기술발전에 따른 모바일 보급과 이용이 급증한 데에서 기인한다. 전자상거래시장의 급성장과 

비현금 지급수단 이용확대도 핀테크산업의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기존 금융서비스의 대체를 위해 과거 지점(Branch)의 역할이 ‘모바일’로 대체되고, 사람이 했던 

프로세스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알고리즘(Algorithm)’ 형태로 변화됐으며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플랫폼(Online Platform)’에서 모든 서비스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미국, ‘소프트웨어개발자, 정보보안전문가’ 가장 유망세

해외 주요국은 핀테크산업을 신규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인식한다. 이에 따라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통해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등 핀테크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있다. 미국은 다양한 혁신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핀테크산업과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중국은 

낙후된 금융인프라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핀테크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인 EY의 ‘2017년 핀테크 도입지수’ 분석결과에 따르면, 핀테크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주요 20개국의 핀테크 평균 이용률은 33%이다. 우리나라는 평균에 근접한 

32%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국가는 자국의 취약한 금융인프라의 

대안으로 핀테크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있어 핀테크 이용률이 높은 편이다. 이에 반해 캐나다, 

일본 등 금융 선진국은 기존의 금융인프라와 금융규제가 핀테크 활성화에 상당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금융·보험업에서 향후 10년간 가장 유망한 직종과 해당 직종이 창출할 일자리 예측값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핀테크 성장과 관련해서 가장 유망세를 보이는 직종은 소프트웨어개발자와 

정보보안전문가로 나타났다. 특히 소프트웨어개발자는 업종 내 비중이 10%로 낮은 

수준이지만, 일자리 창출이 가장 빠르게 진행될 직종으로 분석됐다. 

해외 동향

박가열 외(2019)는 핀테크산업과 관련 있는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연계해 7개의 업종으로 

구성했다. 각 업종별 주요 사업내용이 해당 산업의 핵심 사업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핀테크 

산업이 ICT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확장되고 있는 만큼, 핀테크 산업의 주요 업종은 ICT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직종분석

국내 핀테크 기업의 연도별 규모
(단위	:	업체	수)

2013년	이전 20142013 2015 2016 2017
0

250

200

150

100

50

59 62 70 108 167 223

33 88
3838

5959

5656

국내 핀테크 기업의 분야별 비율
(단위	:	%)

소액해외송금

로보어드바이저·자산관리

P2P금융

크라우드펀딩

지급·결제

4

13

39

4

41

자료:	금융감독원(2018)

자료:	금융감독원(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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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산업

분류 코드
업종명 핵심 사업 내용

55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운영체계(OS),	시스템관리(SMS)	S/W,	DBMS,	보안	프로그램,	프로그램밍	언어,	
임베디드용	시스템	S/W	개발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통계처리	프로그램,	사무용	S/W,	회계용	S/W,	기업관리용(ERP)	S/W,	임베디드용	

응용	S/W	개발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주문형	응용소프트웨어	제작,	주문형	컴퓨터소프트웨어	분석·설계

62021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시스템통합(SI)	구축	설계,	시스템통합설계	자문,	근거리통신망(LAN)	컴퓨터	시스템	

통합	설계,	사무자동화	컴퓨터시스템	통합설계,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	통합설계

62090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
컴퓨터	장애	복구,	소프트웨어	설치

63112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웹호스팅	서비스,	서브호스팅	서비스,	IDC	센터,	콜로케이션	서비스

63999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정보를	제공하는	기타	서비스	

핀테크산업의 주요 업종 및 사업 내용

정보시스템 운영 전문가 등 핀테크산업 새 일자리 부상

한국고용정보원이 고용보험DB를 활용해 핀테크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요 직종 추이를 

분석해 보니 2017년 핀테크산업의 주요 직종은 △소프트웨어 개발전문가, △경영지원 및 행정  

관련 사무원, △컴퓨터시스템 설계 전문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소프트웨어개발전문가의 비중이 2009년 0.59%에서 2013년 8.39%, 2017년 

17.5%로 현저히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는 핀테크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해당 업종의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2017년에 핀테크산업의 주요 직종에서 5위와 9위를 차지한 △안내접수, 고객응대, 통계조사 

관련 사무원과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시스템 운영 전문가는 9년 전인 2009년 당시에는 해당 

업종의 상위 20위권에도 없었던 직종으로 핀테크산업의 발전이 만들어낸 직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비록 최근 들어 핀테크산업에서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지만 △문화, 예술, 디자인 및 영상 

관련 관리자와 같이 ICT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직종도 핀테크산업에서 중요한 일자리로 꼽힌다.

통계조사 관련 여성 일자리 비중도 다수 예상

핀테크산업 종사자의 성별 비중은 2017년 기준으로 남성이 23만 7,130명으로 전체의 70.3%를 

차지하고 있는 데 비해, 여성은 9만 9,518명으로 전체의 29.7% 수준으로 나타나 남성의 비중이 

높은 업종으로 분석됐다. 이 중 핀테크산업 내 남성의 주요 직종은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 

△컴퓨터시스템 설계 전문가와 같은 전문가뿐 아니라 △경영지원 및 행정 관련 사무원이나  

△ 정보통신 관련 관리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여성도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나 △컴퓨터시스템 설계 전문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경영지원 및 행정 관련 사무원이나 △안내, 접수, 고객응대, 통계조사 관련 

사무원의 비중도 높았다. 객관적인 자료가 요구되는 핀테크산업의 특성상 안내, 접수, 고객응대 

보다는 통계조사 관련 사무원의 일자리가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직종 2009 2013 2017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 0.59 8.39 17.50

경영지원	및	행정	관련	사무원 6.32 8.39 13.89

컴퓨터시스템	설계	전문가 23.63 18.09 12.38

정보통신	관련	관리자 0.70 3.42 7.46

안내접수,	고객응대,	통계조사	관련	사무원 - 3.95 4.33

컴퓨터하드웨어	및	통신공학기술자 4.94 4.80 3.99

경영지원,	행정	및	금융	관련	관리자 5.58 4.68 3.80

문화,예술,	디자인	및	영상	관련	관리자 4.83 4.32 3.42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시스템	운영	전문가 - 1.72 3.37

회계,세무	및	감정평가	관련	전문가 9.70 6.58 2.48

고용보험 DB로 본 핀테크산업에서 차지하는 업종 비중
(단위	:	%)

자료:	박가열	외(2019),	통계청(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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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

컴퓨터	시스템

설계	전문가

경영지원	및	

행정	관련	사무원

정보통신	관련

관리자

컴퓨터	하드웨어	및	

통신공학	기술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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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핀테크산업 남성 종사자의 주요 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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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고용보험	DB(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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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산업 지역집중도는 성남시가 가장 높아

2017년 현재 핀테크산업 지역집중도를 살펴보면 경기도 성남시(13.1%)의 집중도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서울시내 9개 자치구(59.65%)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 유성(2.0%), 경기 

안양(1.8%), 경기 용인(1.3%)도 순위 내에 있기는 하지만 성남시 등 주요 지역에 비해서는 그 

규모가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다. 특정 지역으로의 산업집중이 공간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장기적 안목에서 국토균형발전과는 배치되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기업·과학·산업용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 개발
소프트웨어

개발자

소프트웨어의 오류 해결, 호환성 등 성능 개선 작업

소프트웨어개발자는 기존 소프트웨어의 오류를 수정하고, 새로운 하드웨어와의 호환성을 

높이며, 그 성능을 개선하는 일을 주로 한다. 이를 위해 주어진 시간과 정해진 비용 안에서 

소프트웨어의 성능과 디자인을 결정하고 사용자의 니즈를 분석하는 일을 병행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시스템분석가나 엔지니어, 컴퓨터프로그래머 등과 협업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 협력직종의 일자리도 상당수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회계, 유통 등 기업용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활발

소프트웨어는 컴퓨터시스템을 특정 응용분야에 사용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시스템 

소프트웨어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구현된다. 일반사무용 소프트웨어, 기업관리 소프트웨어, 

과학용 소프트웨어, 산업용 소프트웨어 등이 있는데 회계, 제조, 유통, 인사, 영업 등 

기업용 응용소프트웨어 분야를 중심으로 개발이 활발한 편이다. 기업관리소프트웨어인 

전사적자원관리(ERP), 고객관계관리(CRM), 공급관리시스템(SCM) 등은 대표적인 

응용소프트웨어이다. 전자결재프로그램, 항공권, 열차표 등의 예매에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 특정 용도를 위해 사용하는 것들도 응용소프트웨어에 해당한다. 

역할과 업무

직무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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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교육기관에서 C언어, 델파이 등 학습도 가능

소프트웨어개발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전문대학	및	대학교의	컴퓨터공학과,	전산(공학)과	등의	관련학과를	졸업해야	한다.	

비전공자는	사설	교육기관에서	C언어,	자바,	비주얼스튜디오,	델파이,	파워빌더	등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고	진출한다.	

최근	대학에서는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별도의	학과들이	개설되고	있다.	이들	학과에서는	소프트웨어공학,	프로그램언어,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	자료구조를	비롯해	실제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실습을	한다.	관련학과로는	소프트웨어공학과,	

소프트웨어개발과,	컴퓨터공학과,	전산(공학)과,	경영학과,	공학교육학과,	교육학과,	물리과학과,	수학과,	응용소프트웨어	

공학과,	전자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제어계측공학과,	통계학과	등이	있다.	

관련	자격은	국내와	국제	자격으로	구분된다.	국내	자격에는	정보처리기능사·기사·산업기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전자	

계산기조직응용기사(이상	한국산업인력공단)가	있고,	국제자격에는	MCSE(마이크로소프트사),	SCJP(썬마이크로시스템즈사),	

OCP(오라클사)	등이	있다.	

창의력, 기술분석·의사소통능력 필요 

끊임없이	변화하는	신기술을	습득해야	하므로	자기계발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와	함께	분석적	사고,	혁신,	책임감과	진취성이	

필요하다.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창의력,	전산,	기술설계,	기술분석	등의	능력이	

요구되며,	소프트웨어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점검하고	해결하는	꼼꼼함이	필요하다.	여러	사람과	원활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하다.	

소프트웨어개발자는	주로	SI(시스템통합)업체,	소프트웨어개발업체,	금융권	등	기업체의	전산실	등에서	근무하는데,	채용	시	

학력보다는	경력이	더욱	중요한	편이다.	대다수	업체에서는	공개채용을	하지만,	소규모	기업은	학교	또는	인적	네트워킹을	통해	

채용하기도	한다.	비교적	단순작업을	수행하는	코더(Coder)로	시작해	차츰	개발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경력이	쌓이면	단위업무의	프로젝트리더(PL	:	Project	Leader)를	거쳐	하나의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프로젝트매니저(PM	:	

Project	Manager)로	승진할	수	있다.	응용소프트웨어개발자로	경력을	쌓은	후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자로	옮기기도	하며,	

숙련자는	IT컨설턴트로	진출하기도	한다.

컴퓨터·전산 관련 전공 필요, 신기술 습득 위해 자기개발 지속해야

응용소프트웨어개발자는 개인이나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응용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 

기존에 출시된 응용소프트웨어에 대한 시장조사, 소프트웨어의 용도 파악, 고객의 요구 수렴 

등을 거쳐 전체적인 개발계획을 세운다. 

이후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설계작업을 수행한다. 이를 토대로 C, C++, 자바, 

비주얼스튜디오, 델파이, 파워빌더 등을 사용해 개발언어로 바꾸는 코딩작업을 거친 후 

베타버전을 만든다. 소프트웨어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지 테스트 후 오류가 발견되면 

수정·보완 작업을 거쳐 완제품을 출시하고, 이용자 의견을 수집해 다음 버전의 소프트웨어 

개발에 반영한다.

최적 보안시스템 설계해 외부공격 철통방어
정보보안전문가

컴퓨터 보안점검, 문제점 해결, 시스템 유지·보수 등 정보지킴이

정보보안전문가는 컴퓨터 파일이 훼손되거나 비인가 사용 등으로부터 정보를 안전하게 지키는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서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방화벽을 설치하거나 정보전달과정에서 

정보를 암호화하며, 정보화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분석하는 등의 일을 수행한다. 

정보보안전문가는 개인용 PC의 백신사용 여부, 바이러스 침투 여부 및 데이터베이스 접근권한, 

프로그램 소스코드 분석, 시스템 접근 권한에 이르기까지 보안 취약점을 분석해 고객의 환경에 

적합한 최적의 보안시스템을 설계하여 제시한다. 또 고객의 동의 하에 모의 해킹테스트를 

하기도 하며, 자체 개발한 스크립트, 상용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보안상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또 설계된 보안시스템이 적절히 구현되도록 감리하며, 보안점검과 문제점 

해결이 끝나면 보고서를 통해 고객에게 그동안의 상황과 테스트 결과, 해결된 문제점, 비상대책 

방침, 향후 조치 등을 알린다. 주기적으로 보안시스템의 유지·보수를 담당하기도 한다. 

근무처에 따라 보안, 정보보호, 보안제품 개발 등 업무

업무는 근무하는 곳에 따라 조금씩 다르며, 규모가 큰 회사일수록 보안 관련 업무가 세분화, 

전문화돼 있다. 

역할과 업무

직무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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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관련 동아리 활동 경험, 취업 경쟁력 높여

컴퓨터	보안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각종	운영체제(OS)와	하드웨어는	물론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데이터베이스	등	다양한	

컴퓨터	관련	지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전문대학이나	대학교의	컴퓨터나	정보보호	관련	학과	등에서	IT분야	전반의	지식을	

쌓은	후	진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정보보호	관련	동아리에서	활동한	경력이나	각종	보안	관련	대회	수상경력도	도움이	된다.	

컴퓨터	보안과	관련된	사설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도	좋다.	취직	후에도	업무분야나	IT	환경변화에	따라	꾸준한	

자기계발이	필수적이다.	

관련	학과로는	정보보호학과,	정보보안공학과,	정보보안해킹과,	사이버경찰과,	통계학과,	컴퓨터공학과,	수학과,	

응용소프트웨어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등이	있다.	

관련	자격은	국내와	국제	자격으로	구분되며	국내	자격에는	개인정보보호사(벤처기업협회),	정보보안기사·산업	

기사(한국인터넷진흥원),	국제	자격은	CISSP(ISC),	CISA(ISACA)	등이	있다.	

정보보안 중시 분위기, 고급인력 수요 증가 예상

정보자산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	관련	시스템	점검이	기본	업무이므로	분석적으로	사고할	수	있어야	하며	혁신적이고	탐구적인	

사람에게	적합하다.	전산,	기술분석,	기술설계	등의	능력이	요구되며,	컴퓨터와	전자공학,	통신공학과	기술,	의사소통과	

미디어	등의	지식을	갖춘	사람에게	적합하다.	

정보보안전문가는	중요한	국가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과	보호대책	수립을	지원하는	정보보호컨설팅	전문업체를	

비롯해	바이러스백신개발업체,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	보안시스템개발업체,	기업체의	정보보호	부서,	국가기관	

등에서	일한다.	규모가	큰	업체나	정보보호	컨설팅업체	등에서는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자에	한해	채용하는	곳도	많으며	

신입직원보다	경력직원을	우대해	채용하는	편이다.

이	분야	고용은	디지털	혁신에	따른	정보보안	중시	분위기와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등	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고도의	

정보보안기술을	보유한	고급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로	향후	지속적으로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IT분야 전반적 지식 필요, 분석적·탐구적인 사람에게 적합

정보보호 전문업체에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컨설팅, 시스템, 네트워크, DBMS(DataBase 

Management System), 애플리케이션 등의 취약점 분석, 모의해킹 및 대응방안 제시, 

보안관제, 침해사고 분석·대응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한다. 

보안제품 개발업체에서는 제품개발, 품질관리, 설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정부기관이나 

기업체의 보안 관련 부서에서 근무할 경우 보안정책 등 정보보호 계획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보호, 보안제품 도입 및 운영, 보안교육, 보안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관련기업

㈜페이콕은	결제	전용단말기가	아닌	스마트폰	결제시장	솔루션인	‘페이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이다.	페이콕	서비스는	

기존의	카드결제기나	POS(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장비와는	달리	카드리더기가	필요하지	않고,	애플리케이션으로	

QR코드,	바코드	결제뿐	아니라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기존의	POS	단말기가	영세자영업자	입장에서	가격과	관리	비용이	부담스러웠다면	페이콕	서비스는	사용자인	자영업자들이	

초기	비용	3만	5,000원만	지불하면	별도의	관리비용	없이	스마트폰을	통해	카드결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매월	통신비	결제나	카드결제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위해	수십에서	수백만원을	사용해야	했던	영세자영업자와	배달업체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도	이용	가능한	‘페이콕	월렛’도	출시했으며	서울시	전통시장	결제단말기	

보급업체이기도	하다.	

㈜페이콕 페이콕 서비스, 스마트폰만 있으면 간편결제 OK

2017년	7월	처음	영업을	개시한	C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으로	같은	해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의	‘올해의	앱’을	

수상했다.	2018년	1월	500만	계좌를	돌파하는	등	폭발적	성장세를	보였고	전월세보증금	대출,	26주	적금,	체크카드,	

해외송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2019년	채용정보에서	주목할	점은	온라인	기반의	은행답게	금융사무원	채용이	없다는	것이다.	기술,	서비스,	비즈니스,	

경영	등이	중심을	이루고	특히	안드로이드	개발자,	서버	개발자,	데이터	플랫폼	아키텍트	등	총	11개	직무의	개발자	채용을	

진행했다.

인터넷전문은행 C뱅크 2018년 500만 계좌 돌파한 인터넷 전문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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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산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에게 필요한 성향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Q1

A 최근에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한	국내	핀테크업계의	상징적인	업체	대표와	만남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치과의사를	뒤로하고	

치열한	핀테크시장에	뛰어든	대표인데	그는	핀테크시장에	뛰어든	이유가	“국내	금융시장을	잘	몰랐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금융을	너무	잘	알았더라면	오히려	성공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많이	공감되는	내용이었는데	

특별한	전문지식보다는	생활	속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이를	IT기술로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적합한	사람일	

거라	생각합니다.

신입으로 입직이 가능한 분야인가요?Q5

A 네,	신입으로	입직이	가능한	분야이며,	4~5년	이상의	경험을	쌓는다면	분명	그들이	새로운	핀테크산업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핀테크 전문가가 되기 위해 업무 외에 어떠한 개인적인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Q6

A 과거	금융기관에	재직	시	핀테크산업보다는	유통,	제조,	서비스업	등	전통적인	산업과의	금융교류가	많았습니다.	처음엔	

핀테크산업이	전통적인	산업과	별개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산업별	다양한	경험이	새롭게	성장하는	핀테크기업에	

통찰력을	줄	수	있었기에	인더스트리	융합을	위해	현재는	핀테크산업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핀테크 기대효과는 무엇인가요? 성공적인 운영사례가 있나요?Q7

A 실제	쿠콘은	기업이	원하는	정보를	수집해	연결시키고,	API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지금은	국내뿐	아니라	전세계	

30개	국가	2,000여	해외기관의	글로벌	금융정보까지	기업에	제공해	크로스	보더(Cross	Border)의	경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핀테크의	기대효과가	아직	어디까지인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해당업무를 선택한 계기가 있나요? 관련업무를 하며 보람되거나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Q8

A 글로벌은행에	근무하면서	선진금융기법에	눈을	뜨게	됐습니다.	특히	국내은행에는	생소한	Transaction	Banking이라는	

부서에	근무하면서	금융의	기반인	채널과	무역업무를	담당했는데	바로	이	업무가	지금	핀테크	기업으로	이전되고	있음을	

발견했고	핀테크기업으로	이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경험했던	금융지식의	노하우를	미력하나마	새롭게	진출하는	

핀테크기업에	같이	공유하면서	일부	훈련도	지원했는데	이때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물론	국내	핀테크산업	규제에	의해서	

힘들어	하는	스타트업	기업을	볼	때는	안타까운	마음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진출하길 희망하는 후배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Q9

A 핀테크산업에	진출하면	많은	역경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이를	두려워한다면	당연히	성공의	과실을	가져가기	힘들	

것입니다.	역경을	이겨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의	성공과정을	거쳤을	때	스타트업	시절의	초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가끔	성공에	취해	초심을	잃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았는데	이럴	때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영원한	것은	없으니	스스로를	경계하고	항상	새로운	도전의	준비와	마인드를	견지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핀테크산업에 적합한가요?Q2

A 당연히	금융	전반을	이해하고	 ICT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또	관련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많으나	이를	적용·확대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한	경우를	종종	보곤	하는데	이러한	경우	개개인의	가치	차이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근무 중인 기업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Q3

A 제가	근무하고	있는	쿠콘은	금융과	ICT가	결합된	전형적인	핀테크	기업입니다.	작년,	150개	이상의	Open	API를	가지고	

정보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을	리딩하고	있는	쿠콘과	금융의	채널네트워크를	연결해	다양한	기업에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KIBnet이	합병해	정보와	결제가	결합된	지금의	쿠콘이	되었습니다.	2019년	현재	직원은	150명,	연매출	400억원,	

관리이익	60억원	규모로	성장했고	2021년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핀테크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며 어떤 전문 분야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Q4

A 최근	기업마다	IT기술을	가진	능력	있는	직원을	확보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기술로	

완성된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금융은	IT기술을	통해	하나의	상품이나	과정을	완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를	

받쳐줄	수	있는	신뢰와	안정성이	중요합니다.	핀테크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IT보안,	컴플라이언스	등의	경험과	

역량을	갖춘	전문가가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현장 INTERVIEW

김희성 전무이사		쿠콘

산업 전반을 보는 통찰력 키우고 
새로운 도전자세, 초심 유지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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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맡고 계시는 직무와 이력을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Q1

A 2008년에	SWIFT에	입사해	현재	SWIFT	한국담당으로서	국내	모든	커뮤니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융	쪽	경력이	대략	

20년인데	초기	6년은	IT	분야에서	시스템,	네트워크,	보안	및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담당했고	이후	6년은	정보	금융권	대상	

SWIFT	기술지원	팀장을	수행했습니다.	

핀테크 분야에 입직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며 그동안 느꼈던 애환과 보람은 무엇입니까?Q5

A SWIFT는	큰	관점에서	핀테크	영역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금융기관뿐	아니라,	여러	핀테크	회사를	

수용하면서	시장의	여러	니즈에	맞게	점진적으로	서비스와	상품영역에서	큰	발전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SWIFT에	입사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다양한	IT영역에서의	경험과	함께	금융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이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서비스는	단순하지만	그	내부를	보면	여러	요구사항과	복잡한	환경,	전	세계	금융서비스	생태계	환경	및	국가별	

청산시스템	환경	등이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고	국내	많은	핀테크	회사들과	미팅을	통해,	이러한	지식을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국내	핀테크	회사들이	무조건적인	차별화만으로	접근하고	

있는	게	아쉽습니다.	

핀테크 분야는 어떤 변화에 직면하고 있나요? 규제변화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습니까?Q6

A 전	세계	핀테크	분야는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초기	핀테크가	금융시장에	대두할	때	언급된	급격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환경을	보면	전통적	금융기관	대비	차별화된	서비스	아래	명확한	위치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국내는	여러	핀테크	회사가	국내	관점에서	획기적	서비스	기반의	고객	서비스	차별화와	간편함을	통해	그	위치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확대	관점에서는	큰	두각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기존	금융기관	대비	차별화	

채널	기반만을	고집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존	금융기관의	글로벌	환경을	명확히	이해하고	그	안에서	차별화된	

핀테크	기술을	가지고	글로벌	확대를	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	상황은	핀테크	분야를	무조건	다른	환경으로	보고	

접근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핀테크 분야에 입직하길 원하는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Q7

A 핀테크	분야는	신선하고,	개방적인	문화,	벽이	없는	업무	환경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	가장	중요한	

능력은	간결하고,	명확한	의사소통능력이며,	영어	능력	또한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는	하나의	업무	환경	속에	있습니다.	전	세계	트렌드를	이해하기	위해	국내외	많은	관계자와	만남의	기회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극적	자세로	자신의	생각을	명료하게	공유하고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	역시	매우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나의	사고와	접근	방식을	공유와	소통을	통해	좀	더	논리적으로	탄탄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학력 및 교육훈련, 자격 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입직 이후 필요하다고 느낀 교육은 무엇입니까?Q2

A 전자공학과를	졸업했고	2020년	2월에	성균관대의	SKKGSB	MBA	석사	졸업	예정입니다.	교육은	IT영역과	관련해	다수를	

이수했습니다.	기본적으로	SWIFT	및	핀테크	영역에서	요구되는	교육	또는	필요	자격을	본다면	영어	말하기	실력	중급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트렌드를	직·간접적으로	이해하고	미팅을	위해	기본적인	금융산업계의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한	직·간접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나	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핀테크 분야 전문가가 되기 위해 업무 외에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Q3

A 핀테크	적용	분야의	서비스	영역은	매우	광범위합니다.	주요	금융서비스	영역의	핀테크의	경우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그	본질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SWIFT는	전	세계	금융통신망협회이자,	전	세계	금융산업계	금융커뮤니티를	

대상으로,	기존	코어	각	업무영역별	글로벌	표준기반	아래	금융네트워크서비스	제공과	함께	다양한	핀테크	회사에게	

SWIFT를	이해시키고	SWIFT를	활용한	글로벌	확대	전략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핀테크	회사의	

본질적	차이	및	트렌드	이해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	핀테크	포럼	참석을	통해	이해도를	높이고	내부	마케팅팀과	주기적	

접촉을	통해	접근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핀테크 분야에 근무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적합한 성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Q4

A 기본적으로	전	세계	금융거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금융기관	간	청산시스템의	이해,	상금융거래를	위한	필요정보,	

컴플라이언스	이해	등	가장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IT지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핀테크는	기본적이고	전통적인	금융서비스	주체에	 IT기술을	접합해	차별화되고,	간소하고,	이용하기	편한	금융서비스	

영역으로서	시장에	대두됐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금융서비스	이용자	관점에서의	서비스	및	접근	전략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핀테크	분야에	입사하거나	직무수행에	있어	Out-of-Box	관점의	사고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장 INTERVIEW

이정길 이사		SWIFT

금융거래에 대한 기본적 이해 필수,
명확한 의사소통능력, 적극성 키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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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청년층 혁신성장 직업전망
혁신성장 직업전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혁신성장은 무엇이고  혁신성장산업과 관련한 정책 방향,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소개한다. 

• 혁신성장 개요

• 한눈에 보는 8대 선도 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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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이란 시장으로 이야기하면 창조적 파괴를, 국가경제로 이야기하면 구조개혁을 의미한다. 민간주도로 

기술, 자본, 인력 등 생산요소의 원활한 연결을 통해서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도모하는 

것이다. 아울러 노동시장을 개선하고 규제 재설계, 사회적 자본 확충 등 경제와 사회 전반의 제도 혁신이 병행돼야 

한다. OECD는 혁신을 ‘모든 경제의 성장과 역동성을 뒷받침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원천’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8대 선도사업을 선정한 정부는 그간 분야별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성장기반을 마련해 왔다. 2019년에는 

재정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창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우리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성장잠재력 하락, 고용창출력 약화 등의 누적된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산업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구조의 전환이 가속화하고 있다. 세계경제의 패러다임도 크게 

바뀌어 21세기 세계경제는 산업화 모형에서 지식경제로 이행 중이다. 기업의 투자방식도 물적 자본에서 아이디어와 

혁신기술로 이동했다. 

이러한 변화와 도전 요인에 직면하면서 우리는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에 걸친 근본적 혁신을 요구받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로서 혁신성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신산업을 혁신성장의 핵심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7년 12월, 스마트공장, 바이오헬스 등 8대 선도사업을 선정해 육성하고 있다.

혁신성장은 우리 경제·사회의 구조와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사람중심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성장전략입니다.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돌파구로서 

혁신성장이 필요합니다.  

혁신성장이란?

왜 혁신성장이 필요한가?

혁신성장 개요 한눈에 보는 8대 선도 사업 현황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창출에 집중!

직종 내용

스마트팜 •	초기	자금이	부족한	청년	농업인의	창업을	돕기	위해	‘청년	스마트팜	종합자금*’	신설	및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추진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에	대해	가능성(경영관리,	가능성)	위주로	대출	심사

바이오헬스 •	바이오산업	활성화의	모멘텀을	레드바이오(보건·의료)	분야는	물론	그린(식량·자원),	화이트	

바이오(환경·에너지)	분야	등	전	분야에	걸쳐	혁신	추진

스마트시티 •	시범도시*	입지	선정(세종	5-1,	부산	에코델타시티)	및	데이터	기반의	도시운영을	위한	기술개발	
·실증	지원

*시범도시	내	드론·자율차	등의	시험운행ㆍ활용	특례	규정	도입	추진

에너지신산업 •	국유재산	사용요율	인하(5%→1%)	및	기간	장기화(최장	20년→30년),	부담금	감면*	등으로	안정적	
수익	확보	지원

*태양광	발전사업에	농업인이	참여하면	농지보전부담금	50%	감면

드론 •	중장기	공공부문	구매수요	발굴(2017~2021년	4,000대),	야간·비가시권	특별비행승인제	도입	
등	규제	완화,	전용비행시험장	구축	중(2018년	3개소)

미래자동차 •	민간구매	촉진을	위해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지급(전기차	1,400만원,	수소차	2,750만원),	
자율주행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	및	테스트베드(K-City)	구축	추진

스마트공장 •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및	관련	R&D	지속	지원,	공급기업	자격요건	완화

핀테크 •	도입	가능	여부	등에	법적	불확실성이	있는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해	사업	

추진상의	불확실성	해소

*	새로운	서비스	도입	시	금융법	위반	여부를	사전에	심의하여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이를	확인해	주는	

제도

8대 선도사업 정책추진방향

8대 선도사업

스마트팜 핀테크미래자동차 스마트공장드론에너지신산업스마트시티바이오헬스

자료	:	혁신성장포털,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자료	:	혁신성장포털,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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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팜 스마트시티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산업

온실, 축사 등 보급 확대 및 생산성, 상품성 증가 얼라이언스 참여기업 및 수출계약실적 확대 

수출실적 연평균 17% 성장, 87만명 일자리 창출 보급목표 1.7배 초과달성, 점유율·수출 증가

성과 성과

성과 성과

시설원예 중심 → ‘스마트 농·축산업’으로 확장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핵심시설을 2021년까지 완공하고 스마트 축사와 축산단지, 스마트 

노지재배 등을 추진하는 등 스마트 농·축산업으로의 확장을 꾀한다. 또 2022년까지 지역별 

50명 규모의 청년 스마트농업인을 육성할 방침이다. 농기자재, 농업소프트웨어, 기자재의 

표준화를 통한 후방산업 육성에도 나선다.

향후 계획

국가시범도시 조성 본격·가시화 + 생태계 조성 강화

2019년 12월, 국가시범도시에 구현할 기술과 콘텐츠 등의 서비스로드맵을 수립한 정부는 

2020년 상반기에 민간기업 공모를 통해 국가시범도시 조성을 본격화한다. 연내에 부산과 

세종 시범도시 착공에 나설 계획이다. 또 전문인력 양성, 청년 예비창업자 지원 등 민간 

중심의 스마트시티 혁신 생태계 조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향후 계획

국가적 역량 집중 → ‘Post 반도체化’ 추진

정부는 2025년까지 R&D에 4조원을 투자하고 신약분야의 원천기술개발과 바이오산업 

핵심기술개발에 집중할 방침이다. 또 2019년 12월 마련한 바이오헬스 규제개선 로드맵을 

이행하는 한편 2020년까지 2,000명 규모의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향후 계획

재생에너지 확산 + 신서비스(수요관리, 전력거래 등) 창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전체의 20%로 확산하고 실시간 자동수요 관리, 수요자원 

거래, P2P·전력중개시장 등 민간주도의 전력거래제도 마련 등 신서비스 모델을 창출해 나갈 

방침이다. 또 2020년까지 지능형 서비스 확산을 위해 원격 전력 검침이 가능한 스마트미터를 

2,250만호에 보급할 계획이다.

향후 계획

스마트팜 보급 얼라이언스 참여기업 수스마트팜 도입후 성과 수출계약실적

온실(ha)
’17 ’17’18 ’18’19 ’19 노동단위당

생산량

생산성 상품성 고품질	

생산축사(호)

0 0

6,000 50%
4,010 4,900 5,017 31% 21.05% 31.62% 39.13%801 1,425 2,150

4,000

40%

20%
2,000

30%

10%

(2016~2018	연평균	17.1%	증가)

목표치	2,939MW

82.8억달러
 5,031MW(2019.上) 

의약품, 의료기기 수출(2018)

재생에너지 보급규모

약 1.7배 초과

의료기기 생산실적 국산 태양광 모듈 국내시장 점유율(용량기준)

일자리 규모 태양광 셀 수출

전년대비	

12%↑

전년대비	

4.9%↑

5.8조원

82.9만명 87만명

6.5조원

2017

73.5%

2017

98,266천달러

2017

72.5%

2018

79.8%

2019상반기

2017

2018

2018

전년대비	

1.4%↑

113개 400여개
1,077억원

2019.2(출범당시) 2019.10
2019.10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2019.9) 계기

2018

158,170천달러

2019상반기

126,474천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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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스마트공장

미래자동차 핀테크

2016년부터 연평균 60% 성장, 3,500억원 규모 시장 형성 5G 기반 스마트공장·산단 확산 및 생산성 제고

2년간 전기차 보급 3배 증가, 83만km 자율주행 데이터 축적 핀테크 이용액 및 도입지수 대폭 확대

성과 성과

성과 성과

산업생태계 확장 및 강화 + 드론서비스산업 육성

정부는 2020년 상반기에 드론산업생태계 확장을 위한 ‘드론교통로드맵’을 마련하고 연내에 

석·박사 전문인력 160명을 양성할 방침이다. 또 드론 융합 얼라이언스 확대, 2021년까지 

영월, 고성 등에 비행시험장을 순차적으로 구축한다. 드론 택배, 5G 기반의 스마트 영농 등 

드론서비스산업 육성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향후 계획

스마트공장·산단 보급 + 데이터·AI 기반 지능화

반월·시화, 창원 두 곳이던 스마트산단을 2020년에는 구미와 남동에도 추가로 추진하고 

시뮬레이션센터, 혁신데이터센터 등을 통해 산단의 제조혁신을 꾀한다. 제조데이터 

센터·플랫폼 구축 등을 통한 데이터·AI 기반의 지능화, 고도화에 집중할 방침이다. 물류-

판매-사후관리를 연계한 스마트서비스, 스마트상점 등도 추진한다.

향후 계획

자율차 미래시장 선점 + 미래차 생태계 조기 전환

친환경차 확산 및 충전인프라 구축 확대 등에 주력해 온 정부는 2024년까지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등에 대한 자율주행 관계법령 전수정비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미래자동차로의 

생태계 전환을 위해 2조 1,000억원의 자금을 투자하고 수요연계형 R&D 지원, 슈퍼엔지니어 

500명 양성 등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향후 계획

‘핀테크 스케일업(Scale-up) 전략’ 추진

핀테크 기업 특화 임시허가제(스몰 라이센스) 도입 등 진입규제를 정비해 핀테크 신규진입을 

확대하고 국내 수요발생이 예상되는 글로벌 핀테크 서비스의 허용 여부를 검토하는 등 

규제를 혁신한다. 3,000억원 규모의 핀테크 혁신펀드 조성 등을 통해 투자를 확대하고 

인터넷전문은행도 추가로 인가할 방침이다.

향후 계획

전국도로 누적 83만km주행

(지구둘레 20배)

전기차(대)

충전소(기)

* 스마트산단 2019년 2곳(반월·시화, 창원), 2020년 2곳(구미, 남동) 추진

조종자격 취득자사용사업체

’13

2017 2019.9

’14 ’15 ’16 ’17 ’18 ’19.10
0

3,000
131 383

25,108

2,145

80,902

5,390

697 1,030 1,501 2,195 2,861

2,500

2,000

1,500

1,000

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

6,000

4,000

2,000

500

’13

생산성

원가

납기준수

’14

30%

-43.5%

-15.90%

15.50%

’15 ’16 ’17 ’18 ’19.10

52 667 872 1,326 4,254 15,671 27,840

0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60%

40%

20%

0

-20%

-40%

스마트공장 보급규모(누적)

2018 2019.8

7,903

11,935

0

13,000

11,000

9,000

7,000

5,000

3,000

일평균 간편결제, 송금이용액(억원) 핀테크 도입 지수(%)

2017 2019

32 67

0 0

1,500 80

1,000
60

500

40

20

송금액(억원)

355 1,045

결제액(억원)

677 1,260
전기차, 충전소 보급

×20

스마트공장 도입후 성과

불량률

(단위:개) (단위:명)

201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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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모델링

•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데이터로	저장되며,	3차원	모델은	일반적으로	렌더링	과정을	

통해	실제	물체와	비슷한	모양과	질감을	가질	수	있음

간편결제

•	신용카드나	계좌	정보를	스마트폰	앱	등에	미리	등록해	지문인식이나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돈을	지불하는	서비스

디지털 헬스케어

•	정보통신과	의료를	연결하여	언제	어디서나	예방·진단·치료·사후	관리를	할	수	있는	서비스

딥러닝

•	심층	학습	또는	딥	러닝은	여러	비선형	변환기법의	조합을	통해	높은	수준의	추상화를	시도하는	

기계	학습	알고리즘의	집합으로	정의되며,	큰	틀에서	사람의	사고방식을	컴퓨터에게	가르치는	

기계학습의	한	분야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

•	로봇(Robot)과	전문	자산운용가를	의미하는	어드바이저(Advisor)의	합성어로,	컴퓨터	

인공지능으로	이루어진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통해	투자자가	맡긴	자산을	대신	운용하거나	

투자자	자산운용을	자문해	주는	서비스

무인항공기(UVA, Unmanned Aerial Vehicle)

•	드론이라고도	불리며,	실제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은	채	비행할	수	있는	기체

바이오시밀러(Biosimilar)

•	동등생물의약품이라고도	불리며,	특허가	만료된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복제약’만을	칭함.	

바이오시밀러라는	용어는	‘바이오(Bio)’에	‘유사한(Similar)’이	결합된	것으로써,	기존	

바이오의약품과	비슷하기는	하지만	같지는	않은	제품이기에	새로운	이름이	지어짐

바이오인식(Biometrics)

•	생체인식(生體認識)이라고도	하며,	지문·목소리·눈동자	등	사람마다	다른	특징을	인식시켜	

비밀번호로	활용하는	것.	즉,	개인의	독특한	생체정보를	추출하여	정보화시키는	인증방식	

블록체인(Block Chain)

•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장부에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여러	대의	컴퓨터에	이를	

복제해	저장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기술이며,	여러	대의	컴퓨터가	기록을	검증하여	해킹을	

막음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	각종	사물에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하여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	즉,	무선	통신을	통해	

각종	사물을	연결하는	기술을	의미

사이버물리시스템(CPS, Cyber-Physical System)

•	모든	사물들이	서로	연결되어	정보를	교환하는	사물인터넷(IoT)에서	컴퓨팅을	이용한	사이버	

세계와	물리	세계가	발전된	IT	기술을	통해	유기적으로	융합되어	사물들이	서로	소통하며	

자동적,	지능적으로	제어되는	시스템.	무인자동차	및	제조공정	등	자율적인	물리시스템	

제어가	목표

수소에너지

•	수소	형태로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는	대체에너지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	전기의	생산,	운반,	소비	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공급자와	소비자가	서로	

상호작용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인	지능형	전력망시스템

스마트크루즈컨트롤(SCC, Smart Cruise Control)

•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며	운전자가	설정한	속도로	주행하도록	도와	주는	기능으로	장시간	

주행에서	운전자	피로를	줄여주는	데	효과적

시설원예

•	유리온실이나	비닐하우스를	이용하여	채소·꽃·과수	등을	재배하는	원예

알고리즘(Algorithm)

•	어떤	주어진	문제를	풀기	위한	절차나	방법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기술함에	있어	실행	

명령어들의	순서를	의미

에너지저장시스템(ESS, Energy Storage System)

•	원하는	시간에	전력을	생산하기	어려운	태양광·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미리	저장했다가	

필요한	시간대에	사용할	수	있는	저장	장치

에어택시

•	하늘을	나는	택시의	의미로	최근	사용	되고	있음.	본래	여객	운송을	목적으로	공항과	공항	

사이를	부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소형	항공기를	의미.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드론을	이용한	

이동	서비스라는	것이	특징

연료전지

•	연료와	산화제를	전기화학적으로	반응시켜	전기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장치

원격조종

•	멀리	떨어진	곳에서	수동	또는	자동으로	신호를	보내어	조작부를	동작하는	일

웨어러블 기기

•	안경,	시계,	의복	등과	같이	착용할	수	있는	형태로	된	컴퓨터

Key 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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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 전지

•	외부의	전기에너지를	화학에너지의	형태로	바꾸어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에	전기를	만들어	

내는	장치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

•	가상현실(VR)의	한	분야로	실제로	존재하는	환경에	가상의	사물이나	정보를	합성하여	마치	

원래의	환경에	존재하는	사물처럼	보이도록	하는	컴퓨터	그래픽	기법

지능 정보 기술

•	인공	지능(AI)의	‘지능’과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모바일의	융합을	의미하는	

ICBM(IoT,	Cloud	Computing,	Big	Data,	Mobile의	약자)의	‘정보	기술’이	결합된	용어

초연결(Hyper-connected)

•	미국	시장조사업체	가트너가	기업들의	새	트렌드를	강조하기	위해	2008년	처음	사용한	용어로	

모바일	시대를	맞아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이	연결된	상황을	일컬음

커넥티드카

•	주변의	차와	사람,	모든	사물과	초고속	통신망으로	연결된	자동차

크라우드펀딩

•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해	소규모	후원을	받거나	투자	등의	목적으로	인터넷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개인들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행위

크로스보더(Cross Border)

•	세계무역기구의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정의되어	있는	것으로,	서비스	무역에	관한	

서비스	공급	형태의	하나.	생산이	완료된	서비스	제품이나	생산	요소인	노동과	자본이	국경	간	

이동을	통하여	공급되는	것을	의미

클라우드 컴퓨팅

•	서버,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및	광범위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인터넷을	통해	간단하게	

액세스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

폴리실리콘

•	태양전지에서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는	작은	실리콘	결정체들로	

이뤄진	물질.	고순도의	다결정	분자구조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	활동을	모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즉,	인간의	지능이	할	수	있는	

사고·학습·모방·자기계발	등을	컴퓨터가	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컴퓨터공학	및	정보기술	

분야

API(Application Prgramming Interface)

•	운영체제와	응용프로그램	사이의	통신에	사용되는	언어나	메시지	형식

DBMS(DataBase Management System)

•	컴퓨터에	수록한	자료들을	쉽고	빠르게	추가·수정·삭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소프트웨어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정보통신기술)

•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IT)과	통신	기술(Communication	Technology,	CT)의	

합성어로	정보기기의	하드웨어	및	이들	기기의	운영	및	정보	관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기술과	

이들	기술을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	생산,	가공,	보존,	전달,	활용하는	모든	방법을	의미

P2P금융

•	‘개인	대	개인	간의	금융’을	뜻하는	말로,	온라인을	통해	대출-투자를	연결하는	핀테크	서비스

RFID

•	주파수를	이용해	ID를	식별하는	방식으로	일명	전자태그로	불림.	RFID	기술이란	전파를	

이용해	먼	거리에서	정보를	인식하는	기술을	말하며,	전자기	유도	방식으로	통신

U-City(Ubiquitous City)

•	첨단	IT	인프라에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통신환경인	유비쿼터스	정보	

서비스를	도시	공간에	융합한	개념.	체계적인	도시	관리로	안전보장과	시민복지	향상,	새로운	

산업	창출	등	도시의	제반	기능을	혁신하는	정보화	도시

V2V(Vehicle-to-Vehicle)

•	차량	간	무선통신의	약자.	차량	대	차량이	서로	통신할	수	있도록	전용	단거리	통신(DSRC)을	

위해	설계된	자동차	기술이며,	정보를	주고	받음으로써	차량	간	위치와	속도	정보	공유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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