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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비대면·비접촉 기술에 대한 니즈가 급증하여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를 필두로 한 기술 패러다임의 전환 촉발
 코로나19 이전에는 활동범위 확장과 효율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빅데이터, 클라우드,

IoT, 인공지능 등의 기술개발 촉진
 사용자들이 감염병으로 인하여 생존의 위협을 느끼면서, 생산 및 소비 활동을 지원

하는 기술보다 위생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니즈가 급증
 나아가 대인 접촉을 기피하기 위한 비대면·비접촉 기술의 도입으로 코로나19 이전과

달리 원격화와 가상화를 키워드로 하는 기술 패러다임의 전환 촉발
 코로나19 전후의 기술혁신 동향과 패러다임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세계 최대의

가전 전시회 중 하나인 CES 2020과 CES 2021 비교
 CES 2021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참가 기업이 디지털 공간에 전시 공간을 구축하고 동

시에 기조 발제 세션도 지원하여 가상 전시회의 청사진을 제공
 CES 2020의 주요 기술 키워드 중 5G, 모빌리티, 로봇기술, 헬스케어는 유지되었으나

CES 2021에서 디지털전환과 스마트시티 등이 신규 선정
 CES 2021는 코로나19와 기술과 사회의 공존을 위한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아젠다가

두각을 보임
<CES 2021 주요 아젠다>
① 코로나19가 기술혁신뿐만 아니라 기술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여, 패러다임의 전환을 촉진
 디지털 전환을 기반으로 하는 전자제품 의료기기 개발 기업의 기술개발이 폭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제도의 미비로 인해 상용화 한계
 코로나19로 비대면·비접촉 기술의 도입이 시급해지면서 관련 기술·서비스 개발 중심의 기업의 성장세의
가속화와 사회적 수용성의 증가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발생
② 코로나19로 인한 홈코노미와 가상공간의 확대
 비대면·비접촉 기반의 일상생활 문화가 형성되고 5G 기술의 발달로 사회가 초연결화되면서 배달, 대여,
구독서비스 등의 형태로 집안에서 상품을 소비하는 문화 형성
 5G와 AR/VR의 상용화로 스포츠·전시회·공연 관람 및 가상현실 동물원 등 집에서 즐길 수 있는 여가와
문화생활 콘텐츠의 확대
③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기술 윤리 함양
 인공지능 기술 등이 고도화되지만, 기술을 이롭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윤리적으로 기술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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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S 2021로 본 7대 트렌드) 디지털 전환 기조가 유지되기도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이슈로 새롭게 부상한 트렌드가 공존
주요
트렌드
원격경제의
부상
물아일체의
시작

공간의
제약이
없는 여가

세부 트렌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비접촉 트렌드에 맞춰 늘어난 원격
일상생활을 위한 그리고 위생과 안전을 위한 기술 개발 가속화
 홈코노미에 따른 산업생태계 변화
 인공지능기술과 센서 기술의 발달로 사람과 제품, 제품과 제품 간
상호작용이 가능한 형태로 변화
 인간과 사물의 상호작용이 확대되면서 전통 산업에서 인공지능이
접목된 다양한 서비스가 확대될 전망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엔터테인먼트 이용을 위한 인포테인먼트
기술의 진화로 화면·음향 기술이 중점적으로 고도화
 인포테인먼트 플랫폼 개발 추진 및 새로운 산업 생태계 형성

코로나19 전후 비교
 (신규) 위생, 안전,
원격화, 가상화 부상
 (유지)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와 인공지능
기술 응용 확대
 (유지)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 이후의
콘텐츠 개발 추진
 (신규) 비대면·비접촉
트렌드로 활용처 확대
 (유지)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산업 간
경계의 붕괴 가속화

사라진
경계

 기술 분야의 경계가 사라지면서 새로운 기술의 조합 발생
 파트너십 구조의 변화 및 산업 간 융합 활상화

사물의
지능화

 제품이 지능을 가지는 AIoT화
 디지털 전환의 과도기적 제품의 AIoT화 지원을 위한 모듈형 제품
출시

 (유지) IoT 지원을
위한 기술개발 가속화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친환경 기술 도입 제품의 확대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는 ESG(Environment, Society,
Governance) 기조 강화

 (유지) 친환경분야
기술 개발 추진
 (신규) 기술과 기업의
윤리와 역할 관련 이슈

 플랫폼
확대
 사용자
부각
 효율성
 사용자

 (유지) SW 기업 간
경쟁 심화
 (신규) 제조기업 간
플랫폼 및 서비스 경쟁

함께
살아가는
사회

플랫폼
대전의
시작

경쟁이 SW 개발 기업 간 경쟁에서 제조기업 간 경쟁으로
경험 데이터를 가공하여 인식하는 AI 플랫폼의 중요성
향상을 위한 하드웨어 플랫폼 경쟁 심화
편의성 증진을 위한 플랫폼 개발 및 도입 추진

 (시사점 및 정책제언) 팬데믹 위기로 인하여 첨단기술의 확산과 지속가능한 발전이 화두가

되고 있으며, 국내 기업과 산업에서도 민첩한 대응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
 2020년과 2021년 주요 기술 키워드 간 변화는 거의 없으나, 사용자를 위한 혁신의

확산으로 주요 트렌드 변화
 팬데믹 위기로 감염병·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이 강조
 기술 패러다임과 글로벌 산업 생태계 변화에 따른 기술경쟁력 확보와 국내 기업과 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노력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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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 1.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기술적 수용성 증대를 위한 제도 개선
 기술의 사회적 수용성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안전하게 기술을 이용하기 위한 제도 마련

필요
- 스마트홈, 원격의료, 모빌리티 등과 같은 유망 분야의 경우, 사용자가 기술을 이해
하고 윤리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교육 체계 마련 필요

제언 2. 초융합화에 따른 분야 간 경계 재정립
 기술 간, 산업 간 융합이 활발해지고 디지털 기술 기반으로 생태계가 재편되는 환경

에서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산업 분류 체계의 재편 필요
- 로봇, 자동차, 인공지능 등과 같은 융합 기반 제품이 다수 출시되면서 기술·제품·
산업 분류 체계에 대한 고민과 개선 필요

제언 3.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플랫폼 개발 지원
 SW플랫폼과 HW플랫폼을 연결할 수 있는 허브 플랫폼의 개발지원 필요

- 향후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고려할 때, 국내 제조기업의 제품들을 엮을
수 있는 핵심 OS 플랫폼의 개발 지원 필요

제언 4. 인공지능 윤리적 규범 제도화
 인공지능 기술 분야를 구체화하고 표준화하여 중립적인 가치판단을 위한 학습 데이터

및 의사결정 로직의 윤리적 규범 제도화
- 학습 데이터부터 의사결정 알고리즘에 이르기까지 윤리적 규범 명시 필요

제언 5. 지속가능한 성장 기업 지원 정책 확대
 기업의 사회적·윤리적 책무 강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 인센티브 마련

- 기업이 지속가능성을 추구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인센티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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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를 필두로 한 기술 패러다임의 전환 촉발
 코로나19 이전에는 활동범위 확장과 효율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빅데이터, 클라우드,

IoT(Internet of Things),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등의 기술개발 촉진
 코로나19 이후, 기술 수용자들이 감염에 의한 생존의 위협을 느끼면서 위생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기술과 대인 접촉을 피하기 위한 비대면·비접촉 기술에 대한 니즈가 급증
 기술개발과 소비자의 니즈의 변화로, 원격화와 가상화를 중심으로 기술 패러다임 전환

 비대면·비접촉 기술 시장의 성장과 상용화 지원 추진
 원격교육과 원격업무활동을 위한 화상회의 플랫폼과 소비·유통분야 온라인 플랫폼 개발의

개발과 시장 확장
 비대면·비접촉 이동과 배송을 위한 자율주행 시스템과 UAM(도심형 항공 모빌리티, Urban

Air Mobility)의 상용화 추진
- 정부에서는 2025년부터 UAM 상용화를 목표로 하며 2024년에 완전자율주행차 일부
상용화 목표1)로 사업 추진
 코로나19 전후에 나타난 글로벌 기업의 기술혁신 동향을 파악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기술 패러다임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 마련
 CES(소비자 가전 전시회, Consumer Electronics Show)는 매년 1월 초에서 열리는 세계

3대 가전 전시회2)로 코로나19 전후의 트렌드 변화와 미래 기술의 청사진 제공
- CES 2020은 코로나19 확산 전, CES 2021은 코로나19 이후에 개최되었기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기술혁신 동향을 파악하기에 적합
 CES 2021 리뷰를 통해 코로나19 이후의 기술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산업·

제도적 정책 방향 제시

1) 관계부처 합동(2020.10.),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
2) IFA(국제가전박람회, Internationale Funkausstellung), MWC(Mobile World Con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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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코로나19 전후의 CES
1. CES 2020과 코로나19의 영향
가. CES 2020 개요 및 주요 기술
 CES 2020에는 전 산업 분야 4,500개 이상의 제조업체, 개발자 및 공급업체가 참여하며

250개 이상의 컨퍼런스 세션으로 구성
 161개국에서 약 17만 명의 참가자가 참여하였으며, 미국 1,933개, 중국 1,368개, 한국

390개, 프랑스 279개, 일본 73개 기업 등이 참가
 1,200여 개의 스타트업3)이 참가하여 해외 거래처 확보를 통한 판로 개척

 CTA는 CES 2020의 주요키워드로 ①5G, ②AI, ③스마트 모빌리티, ④헬스케어, ⑤

재난대응기술, ⑥로봇기술 등을 제시
 CES 2019와 달리 기술 컨셉보다 비즈니스 모델과 활용처가 주요 키워드로 선정되었으며,

디지털 기술을 포함한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에 주목
- CES 2019의 주요 키워드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5G, 디지털 헬스, 회복 가능 기술,
스마트홈, 8K TV, AR(증강현실, Augmented Reality)·VR(가상현실, Virtual Reality)
 CES 2020는 현대자동차의 플라잉카, 소니의 자율주행 전기차 등 모빌리티 관련 전시가

주목을 받음
- 최근 5년간 주목받은 기술은 VR(2016년), 자율주행차(2017년), 스마트시티(2018년),
인공지능 및 5G(2019년), 모빌리티(2020년)

3) 미국 343개, 프랑스 240개, 한국 200개, 중국 84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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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전환 가속화
 코로나19의 여파로 비대면·비접촉 및 디지털 전환 트렌드 강화
STEPI Insight |

 감염병으로 인한 생존의 위기와 안전성의 염려로 이동을 축소하면서 오프라인 활동이

급격히 감소
- 코로나19 이전의 경우, 목적지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수단이 선호되었으나,
코로나19 이후에는 다소 느리더라도 목적지까지 감염의 위험없이 이동할 수 있는 이동
수단 선호
- 대표적인 오프라인 활동인 여행이 제한되면서 국외여행뿐만 아니라 국내 관광객의 수가
급감
[그림 1] 이동수단 이용 시 고려요소 변화

자료: McKinsey(2020)을 수정하여 작성한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20) 재인용

 오프라인 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비대면·비접촉 기반의 서비스가 부상하여 소비자의 트렌드의

변화 야기
- 온라인 쇼핑 이용이 급격히 늘면서 물류 및 배송과 관련된 산업의 성장이 두드러졌으며
온라인 쇼핑을 지원하기 위한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가 확대
- 해외의 이동제한령(Lock down)과 국내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식품 및 음식 배달
서비스와 밀키트(Meal Kit) 서비스가 급격히 성장
- 실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고 여가 활동이 감소하면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서비스
제공관련 산업이 호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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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코로나19 전후 앱 이용량 비교

자료: 앱마인더(2020)

 안전한 활동의 자유를 누리기 위한 시스템과 서비스 개발 가속화
 코로나19로 인하여 방역·위생 관련 기술의 수요가 급증하였으며 해외의 경우, 마스크뿐만

아니라, 공기청정기 등의 위생관련 제품의 판매량 증가
- 국내의 경우, 대기오염 이슈로 마스크와 공기청정기 등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였으며 그로
인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된 상황
- 해외의 경우, ‘마스크포비아’를 이유로 마스크 수요가 낮고 실생활에서의 대기오염이 크게
이슈화되지 않았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수요가 급증
 안전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율주행 기술 개발 및 상용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산업 성장 촉진
- 빅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기술분야의 급격한 성장에 힘입어 사물 및 사람 인식과
프로세싱 기술이 중요한 자율주행 기술 개발이 가속화
- 실시간으로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는 방역기술(방역로봇) 개발과 이를 장착한 자율주행
셔틀의 상용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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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CES 2021의 특징 및 주요 아젠다
STEPI Insight |

 세계 3대 가전 전시회 중, 최초로 가상 전시회를 개최하여 온라인 전시회의 청사진 제공
 2021년 1월 11일부터 14일까지 주최 측에서 기업별 전시 공간을 제공하고, 일부 기업은

개별적으로 구축한 웹페이지에 제품 전시
 세계 각지의 참가자들이 온라인으로 전시회를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2021년

2월 15일까지 디지털 전시관을 열어두어 전시회 확산 촉진
- 기술 구매기업(바이어)과 판매 기업 간 소통이 어려워 계약체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는
가상 전시관의 운영 기간 연장을 통해 해소
* KOTRA는 89개의 국내기업으로 구성된 한국관(Korea Pavilion) 운영 및 참가기업 지원 추진4)
 참가기업 수와 등록인원 수는 감소하였으나, 웨비나 형태의 컨퍼런스 특성 상 더 많은

인원에게 기술 트렌드 동향 제공
 167개국에서 약 8만여 명의 참가자가 참여하였으며 48개국에서 1,943개의 기업이 전시관을

운영하였으며, 그 중 681개의 스타트업이 참가
- 예년보다 참가인원수는 약 9만 명 감소하였으며 참가업체의 경우 약 2,500개 기업이 감소
- 그러나 컨퍼런스 프로그램의 조회수는 3백만 건 이상으로 오프라인 참가자 수에 비해
약 40배에 달하는 확산효과 발생할 것으로 추정
 CES 2021의 기술트렌드로 ①5G, ②디지털전환, ③모빌리티, ④디지털헬스, ⑤로봇 및

드론, ⑥스마트시티 등이 선정됨
 (5G) 최근 전 세계적으로 5G가 도입되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하여 도입시기 단축 예상
 (디지털 전환) 피트니스, 교육, 법 분야의 디지털 전환 기술이 적용되어 코로나19로 인한

원격화 지원
 (모빌리티) CES 2020의 ‘스마트 모빌리티’5)에 인포테인먼트(Infotainment)6) 기술과 관련

콘텐츠 서비스 부상
4) AI타임스(2021.1.19.), 「[CES2021] 89개 기업 부스 '한국관' 성과는?…KOTRA, "이후 한달간 기업 지원"」,
http://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5783, (검색일: 2021.1.26.)
5) MaaS(Mobility as a Service), 자율주행, 전기차, C-V2X(Cellular Vehicle-to-everything) 등
6) 차량 및 주행정보(Information)와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의 통합시스템을 의미하는 합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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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헬스) 웨어러블 디바이스, 로봇 트리아지 헬퍼(Triage Helpers)7), AI 기반 진단,

XR(Extended Reality) 의약 등 원격의료 서비스 모델과 활용처가 구체화
 (로봇 및 드론)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역 및 위생관리, 배송, 소매점 관리, 원격

클리닉 등과 관련된 기술 개발
 (스마트시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이동 제한령 등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네트워크 센서, 스마트 키오스크,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데이터, 접촉자 추적 서비스 개발
 (아젠다 1) 코로나19가 기술혁신뿐만 아니라 기술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

하여 패러다임의 전환을 촉진
 디지털 전환을 기반으로 하는 전자제품 의료기기 개발 기업의 기술개발이 폭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제도의 미비로 인해 상용화에 한계
- IT 기반의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과를 창출하였으나, 오프라인 활동에 기반을 둔 비즈니스
모델의 성장에 밀려 성장세가 부진
 코로나19로 비대면·비접촉 기술의 도입이 시급해지면서 기술·서비스 개발 중심의 신산업

기반 기업의 성장세가 가속화
- 이커머스(e-Commerce), 원격의료, OTT(Over-the-top) 서비스, 원격교육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 수용 속도 가속화
- 오프라인 매장보다 온라인 유통 서비스 이용 비중이 급증하였으며, 비대면·비접촉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기업의 주가가 급등

[그림 3] 글로벌 기술 수용 속도 가속화

자료: Meet the Next Normal Consumer, McKinsey(2020.4.)를 인용한 Koenig and Rohrbaugh(2021.1.) 재인용
7) 환자의 상태(중증도 등)에 따라 환자 치료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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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적된 기술변화와 사회적 수용성의 증가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발생

-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이전 5년 동안 겪어온 기술적 변화가 완전히 전환
- 메가트랜드는 가속화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방역 기술과 비대면·비접촉 지원 기술 도입의
STEPI Insight |

시급성으로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짐
- 기업의 연구개발 전략이 변하고, 신기술을 수용하는 사용자의 장벽이 급격히 낮아져
패러다임의 전환이 발생
 (아젠다 2) 코로나19로 인한 홈코노미(Home+Economy)와 가상공간의 확대
 비대면·비접촉 기반의 일상생활 문화가 형성되고 5G 기술의 발달로 사회가 초연결화되면서

배달, 대여, 구독서비스 등의 형태로 집안에서 상품을 소비하는 문화 형성
- 집에서 일, 학습, 쇼핑 등 모든 경제생활을 하며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전이 진화
- 홈코노미를 지원하기 위한 지능형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의 확장과 원격화·가상화를 지원
하는 비즈니스 모델 다수 소개
 5G와 AR·VR의 상용화로 스포츠·전시회·공연 관람 및 가상현실 동물원 등 집에서 즐길

수 있는 여가와 문화생활 콘텐츠 확대
 (아젠다 3)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기술 윤리 함양
 인공지능 기술을 비롯해 기술이 고도화되지만, 기술을 이롭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윤리적으로 기술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함
- 최근 ‘솔라윈즈 사건’은 대표적으로 기술이 악용된 사례로, 기술로 인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제협력과 사건예측 및 분석을 위한 정보 공유가 필요8)
- 인공지능이 다량의 학습을 거치는 과정에서 편향된 정보를 학습하여 편견이 섞인 결론을
낼 수 있음
- 인공지능을 활용한 윤리적이고 양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 기술업계 종사자의 통제 하에
기술 고도화 필요9)

8) CES 2021의 마이크로소프트 기조발제 中
9) CES 2021의 마이크로소프트 기조발제, 모빌아이(Mobileye) 암논 샤슈아(Amnon Shashua) 회장 대담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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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CES 2021로 본 7대 트렌드
1. 원격경제의 부상: 생존을 위한 대응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 가속화
 원격화 관련 기술은 가정에서 가장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수용성이 가장 높은 기술로 프로세서,

디스플레이, 스피커, AR·VR, 5G 기술 등이 있음
<표 1> 원격화 관련 기술 개발 사례
기술
프로세서
디스플레이
스피커

사례
(인텔(Intel)) 원격근무용, 교육용, 모바일 게임용 등 기능별로 특화한 프로세서
(삼성전자) 자연의 색상 및 4분할 화면을 지원하는 110인치 마이크로 LED
(소니(Sony)) 보컬, 코러스, 악기 등 음원을 위치 정보와 매핑하여 무대의 소리 구현

AR

(레노버(Lenovo)) 3D시각화 및 증강현실을 지원하는 스마트 안경

5G

(버라이즌(Verizon)) 5G로 구현된 가상·원격 스포츠, 전시회, 공연, 디지털 트윈

자료: CES 2021 홈페이지

 위생과 안전을 위한 기술이 부상
 감염병 위기로 방역과 위생이 화두가 되면서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방역로봇, 공기청정기,

원격의료장비 등 개발
<표 2> 위생 관련 기술 개발 사례
기술
방역기술



(클린 모션(Clean Motion)) 사용 후 자동으로 소독 살균되는 문손잡이

비접촉 기술



(콜러(Kohler)) 비접촉식 물내림 양변기



(LG전자) UV-C 자외선 램프를 이용해 50cm 거리 안에 있는 99.9% 각종 세균을
제거하는 클로이(CLOi) 살균봇





(LG전자) 전자식 마스크 퓨리케어 웨어러블 공기청정기
(레이저(Razer)) 내장 마이크 스피커와 필터가 장착된 스마트 게이밍 마스크
(HD메디컬) 심전도, 심박수, 산소포화도, 폐음, 체온, 호흡수, 혈압 등을 통합
모니터링하는 장치(헬시유(HealthyU™))
(필립스(Philips)) 임산부/태아 모니터링을 위한 일회용 패치 ‘Avalon CL Fetal
Maternal Pod and Patch’, 구강 스캐닝이 가능한 ‘필립스 소니케어 9900 프레스티지’,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3D 안면 스캔 솔루션인 ‘필립스 마스크 셀렉터’

살균로봇
공기 정화

의료장비

자료: CES 2021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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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코노미에 따른 산업생태계 변화
 (홈코노미) 스마트홈이 중점적으로 발달하고,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산업 발달

- 코로나19이후 가정 전기 요금이 두 배로 증가, 앞으로 전기자동차 사용만으로도 전력
STEPI Insight |

소비 40% 증가 예상, 전체 에너지의 30% 이상은 집에서 사용될 것으로 전망10)
* (삼성전자) 일정관리부터 가사까지 도와주는 스마트홈 플랫폼 소개
(슈나이더 일렉트릭(Schneider Electric)) 다양한 소스의 에너지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에너지 관리
솔루션 ‘스퀘어 D(Square D)’ 소개

[그림 4] 삼성전자의 스마트홈 제품

자료: CES 2021 홈페이지

 (비대면 물류) 자율주행 기반 배송과 드론 배송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의 상용화 추진

- (자율주행 기술과의 결합) GM(제너럴모터스, General Motors)은 자율주행 기반 배송용
전기트럭 ‘브라이트 드롭(BrightDrop)’ 서비스 개발
- (드론 배송 확대) UPS는 버라이즌과 스카이워드(Skyward)와 협업하여 ‘UPS Flight
Forward’를 통해 드론 배송을 포함한 배송서비스 확대 지원

10) 슈나이더 일렉트릭(Schneider Electric)의 CEO Manish Pant의 발표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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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아일체의 시작
 인공지능기술과 센서 기술의 발달로 사람과 제품, 제품과 제품 간 상호작용이 가능한

형태로 변화
 온 디바이스(On-Device) AI 분야가 확대되어 다양한 제품에서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 및

학습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 삼성의 도우미 로봇 삼성 봇케어(Bot Care)는 사용자의 행동과 습관을 학습하여 사용자
맞춤형 일정관리, 헬스케어 등의 서비스를 제공
- 일본 퍼스트 어센트(FIRST ASCENT)의 수면 훈련기기 아이넨(ainenne)은 AI를 통해
아이의 수면 습관과 우는 패턴을 분석하여 맞춤형 기상 시간 추천, 밝기 조절 기능을 제공
[그림 5] 삼성 봇케어와 퍼스트 어센트의 아이넨
삼성 봇케어

퍼스트 어센트의 아이넨

자료: CES 2021 홈페이지

 인공지능 기술과 사물인터넷 기술의 결합으로 제품과 제품이 상호 연결되어 스스로 인지

및 작동하는 서비스도 확대
- 삼성 '스마트싱스 펫(SmartThings Pet)' 서비스는 삼성 제트봇 AI와 연동되어 애완동물
케어서비스를 제공하고, 맞춤형 음악 컨텐츠를 재생하거나 에어컨, 공기청정기 등을 원격
제어하는 기능을 제공
 차량과 주변 사물 및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C-V2X(Cellular vehicle-

to-everything) 기술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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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나소닉이 공개한 HUD(Head Up Display) 시스템은 시선 추적 기술, 3D 이미징 기술,
레이더, 진동 제어 기술 등을 적용하여 운전자의 앞 유리에 감지속도, 이동 경로, 날씨
STEPI Insight |

정보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

[그림 6] 파나소닉의 HUD 시스템

자료: CES 2021 홈페이지

 인간과 사물의 상호작용이 확대되면서 전통 산업에서 인공지능이 접목된 다양한 서비스가

확대될 전망
 가전, 헬스케어, 뷰티 등의 전통 산업에서 AIoT(Artificial Intelligence of Things) 기술을

접목한 맞춤형 서비스가 빠르게 확대
- 세계 1위 자동차 부품 업체 보쉬는 AI와 IoT를 결합한 AIoT 시장 선도를 위한 비전 제시
- 삼성의 스마트싱스 쿠킹(SmartThings Cooking) 기능은 식재료 구매부터 식단 관리,
조리까지 개인의 성향에 맞춰 관리
- 아모레퍼시픽은 AI가 립스틱의 색을 추천해주고 즉시 제조주는 맞춤형 립 메이크업
기술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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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간의 제약이 없는 여가
 비대면·비접촉화와 자율주행 기술의 고도화로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 없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되면서 주변 기기의 고도화뿐만 아니라 생태계 재편
 코로나19 이후, 이동수단의 용도가 출·퇴근 등과 같은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것보다 놀이를

즐기기 위한 수단으로 변화
 자율주행의 도입과 콘텐츠 기술의 발전으로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시간에 여가를 즐길

수 있게 되어 이동수단의 의미 변화뿐만 아니라 놀이 문화의 패러다임 변화
 기술 패러다임뿐만 아니라, 산업 생태계의 구성요소를 변화시켜 생태계 재편 야기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엔터테인먼트를 지원하기 위한 인포테인먼트 기술의 진화
 자율주행 기술이 점차 고도화되면서 이동수단에서 여가를 즐기기 위한 기술이 고도화되는

추세
- 시네모(Cinemo)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의 카플레이 기반의 차량 엔터테인먼트
지원 앱 서비스를 제공
- 메르세데스-벤츠는 운전자와 동승자가 개별적으로 인포테인먼트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MBUX(MBUX(Mercedes-Benz User Experience)의 하이퍼스크린을 제공
[그림 7] 시네모의 엔터테인먼트 솔루션
스마트폰 앱 기반 콘텐츠 설정

자료: CES 2021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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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비접촉화에 따라 휴대성, 동시성, 현실성 고도화가 중요해지면서 디스플레이, 스피커,

GPU(Graphics Processing Unit) 등 주변기술의 첨단화
- 일루미나리움(Illuminariums)은 영화관 전체를 가상현실 공간으로 구성하는 서비스 제공
STEPI Insight |

및 VR 동물원 소개
 인포테인먼트 플랫폼 개발 추진 및 새로운 산업 생태계 형성
 인포테인먼트는 스마트폰 OS, 인포테인먼트 지원 하드웨어, 콘텐츠 및 앱 기반 서비스 기업

등으로 구성된 새로운 산업 생태계 형성
- 기존의 C-V2X에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강조하여 산업 생태계가 통신사, 완성차 업체,
주요 부품업체에서 콘텐츠 제공 기업까지 확대
- 완성차 업체가 기존의 협력사(네비게이션 개발 업체)에 의존하기보다, 디스플레이 및
전장의 고도화에 집중하며 차량 운행과 업데이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

[그림 8] 벤츠와 볼보의 생태계 확대
메르세데스-벤츠의 C-V2X 컨셉

SK텔레콤과 볼보 협력 체계

자료: CES 2021 홈페이지, 팍스넷뉴스(2020.5.11.)11)

11) 팍스넷뉴스(2020.5.11.), 「SK텔레콤, 볼보에 모빌리티 생태계 심는다」, https://paxnetnews.com/articles/60309 (검색일:
20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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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라진 경계
 기술 분야의 경계가 사라지면서 새로운 기술의 조합 발생
 디지털 전환 기술의 도입으로 3D 산업 작업자들의 안전성과 효율성 확보

- 세계 최대의 건설/광산 장비 제조 기업인 캐터필러(Caterpillar)는 굴삭기, 광업용 트럭
등에 자율주행 기술을 도입하여 경제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
- 특히, 캐터필러는 ‘Why is Caterpillar at CES?’라는 제목의 세션을 열어 자사 제품의
디지털화를 위한 노력과 협업 현황 강조12)

[그림 9] 캐터필러의 자율주행 특장차

자료: CES 2021 홈페이지

 파트너십 구조의 변화와 산업 간 융합 활성화
 기존의 비즈니스 플랫폼에 서비스를 추가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

- GS칼텍스는 주유소의 강점인 넓은 부지와 물류차량 이동 및 주차 편의성을 강점으로 드론
배송 추진

12) 30년 전부터 자동화(autonomy) 개발을 추진하여, 20% 비용 감소, 30% 생산성 향상을 이루었으며 최근 20억 달러의 자율주행
R&D 투자틀 추진하여 16,000개 이상의 특허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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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GS칼텍스의 주유소 활용 드론택배 서비스

STEPI Insight |

자료: CES 2021 홈페이지

 모빌리티 산업의 경우, 배터리 산업과 물류서비스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용자 서비스 지원 촉진
- 메르세데스-벤츠는 MBUX 하이퍼스크린에 LG디스플레이의 P-OLED(Plastic Organic
Light-Emitting Diode) 패널 탑재
- GM은 페덱스(FedEx)와 협력하여 전기 트럭 기반 물류 사업에 대한 청사진 확보
 파트너십 변화의 경우, ‘어제의 적군이 오늘의 아군’이 되면서, 경쟁력 강화의 근거로 활용

- AMD는 경쟁업체 인텔과 협업해온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력 관계를 과시하고 HP,
루카스필름, 레노버 등과의 파트너십 강조

[그림 11] 산업 간 협력 관계 변화
GM과 FedEx의 협력

AMD-마이크로소프트 협력 관계 강조 장면

자료: CES 2021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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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물의 지능화
 제품이 지능을 가지는 AIoT화
 다른 기술, 더 많은 사물과 연결하여 개인에게 최적화

- 사용자의 움직임을 인식하여 건강관리 지원
* (비트센싱) 카메라나 웨어러블 디바이스 없이 사용자의 건강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미니-H 개발

- 음성 인식 AI비서와 결합, 가정 내 물 사용을 제어하고 통합 관리
* (모엔(Moen)) 물 용량, 온도까지 음성으로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수전과 샤워기 개발
(콜러) ‘Konnect App’으로 사용량 통합 관리
 손목 중심에서 전신으로 인간부터 반려동물까지 확장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 바이오인텔리센스(BioIntelliSense)는 몸에 붙일 수 있는 동전 크기의 장치인 바이오버
튼(BioButton)으로 체온, 호흡, 심장박동 체크해 코로나19 증상을 조기 감지
- 너울정보의 반려견 목걸이 펫펄스(Petpulse)는 개의 음성을 인식해 AI 기반으로 반려견의
감정 상태를 감지, 분석하여 주인의 반려견 돌봄 지원
 디지털 전환의 과도기적 제품의 AIoT화 지원을 위한 모듈형 제품 출시
 자동차의 자율주행 고도화를 위한 솔루션과 C-ITS에 편입시킬 수 있는 모듈형 제품 출시

- 오로라랩스(Aurora Labs)는 차량의 소프트웨어를 실시간 업데이트 하는 OTA
(Over-the-air) 솔루션을 개발
- 에어게인(Airgain)은 에어게인커넥트(Airgain Connect)를 소방차나 경찰차 등의 공공
차량에 장착하여 차량 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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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지능화 지원 모듈형 제품 예시
오로라랩스 OTA 솔루션

에어게인의 에어게인커넥트 작동 방식

STEPI Insight |

자료: CES 2021 홈페이지

 이륜차나 퍼스널모빌리티의 헬멧에 디스플레이와 음성장비를 지원하고 스마트 제품과 연동

- 아이라이츠(EyeLights)는 헬멧에 부착하여 HUD(Head-Up Display), GPS, Intercom,
전화, 음악재생 등을 지원하는 아이라이드(EyeRide) 개발
- 앱테너(Aptener Mechatronics)는 헬멧에 부착할 수 있는 스마트 공기정화기인
‘Bluarmor’를 개발하여 음성인식기능 및 음성통화 기능, 이륜차 네비게이션과 연동
[그림 13] 헬멧의 지능화 사례
아이라이드 장착 모습

아이라이더 구성품

자료: CES 2021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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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함께 살아가는 사회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친환경 기술 도입 제품의 확대
 글로벌 주요 자동차 업체의 전기차 전환 가속화

- GM, 아우디(Audi), 지프(Jeep) 등은 신규 전기차 모델을 공개하고 시장 출시 계획을 밝힘
* GM의 트럭 부문 브랜드 GMC는 전기 트럭 ‘험머EV’를 공개했고, 아우디는 양산기반의 고성능 차량
아우디 e-Tron, 지프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랭글러 4XE 등을 공개

- 소노모터스(Sono Motors)는 차체에 태양광 패널을 부착한 태양광 전기차 시온(Sion)을
개발하여 2022년 출시 예정

[그림 14] 친환경 자동차 예시
소노모터스 태양광 전치가 시온

FCA의 지프 랭글러 4XE

자료: CES 2021 홈페이지

 태양광, 수력 등 재생에너지를 가전제품에 적용한 친환경제품의 확대

- 삼성전자는 충전식 배터리와 태양전지 패널을 부착하여 실내조명으로 충전할 수 있는
리모컨을 공개
* 삼성전자는 충전식 배터리를 통해 향후 7년간 약 9,900만 개의 배터리 사용이 감소 할 것으로 예상

- 스타트업 암페어(Ampere)는 샤워기에 소형 수력발전기가 부착되어 샤워기의 수력으로
전기를 충전하는 방식의 수력 샤워 스피커를 공개
- 스타트업 고썬(GoSun)은 태양열로 구동되는 휴대용 태양열 정수기와 살균시스템을 공개
 폐기물 감소를 위한 업사이클링 프로그램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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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는 ‘삼성 갤럭시 업사이클링’ 프로그램을 공개하며 폐기물 감소를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
* 삼성은 제품 포장재에 플라스틱과 비닐대신 종이 등의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하고 포장재를 소형가구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에코패키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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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은 사용하지 않는 갤럭시 단말기를 스마트싱스 앱을 통해 가정에서 전자제품 제어나 아이나 반려
동물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모니터링 기기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갤럭시 업사이클링 앳 홈
(Galaxy Upcycling at Home)’ 프로그램을 공개

[그림 15] 재생에너지와 폐기물 감소를 위한 친환경 제품·서비스 확대
암페어(Ampere)의 수력 샤워 스피커

삼성전자의 에코패키징

자료: CES 2021 홈페이지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는 ESG(Environment, Society, Governance) 기조 강화
 글로벌 대기업은 키노트 연설에서 신기술만큼 중요하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친환경에

대해 언급
- 마이크로소프트의 최고법률책임자(CLO)인 브래드 스미스는 올해 키노트에서 AI 기술에
대한 기업의 책임에 대해 강조하며 경제 사회적 도움을 주는 동시에 기본권을 훼손할
수 있는 기술의 이중성을 언급
- GM의 CEO 배라는 기조연설에서 GM의 미래 비전을 ‘탄소배출, 교통 사고가 제로, 교통
체증 제로인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향후 5년간 전기차와 자율주행 분야에
30조원의 투자계획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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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플랫폼 대전(大戰)의 시작
 플랫폼 경쟁이 SW 개발 기업 간 경쟁에서 제조기업 간 경쟁으로 확대
 코로나19 이전의 플랫폼 경쟁은 IoT 지원 OS 플랫폼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SW 개발

기업 간 경쟁
 코로나19 이후, SW의 확장성에 따른 SW 개발 기업 간 경쟁뿐만 아니라 생산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HW의 플랫폼화로 제조 기업 간 경쟁 심화
 사용자 경험 데이터를 가공하여 인식하는 AI 플랫폼의 중요성 부각
 스마트홈, 디지털 헬스 제품의 상용화로 사용자 경험 데이터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

면서 더 많은 제품의 IoT화를 지원하기 위한 SW 플랫폼 기술 경쟁 심화
- 이전의 SW 플랫폼 경쟁은 스마트폰 OS 플랫폼 경쟁과 중개 플랫폼 경쟁이 중심
- 사용자 경험 데이터 확보가 중요해지면서 IoT 플랫폼에 더 많은 서비스를 포함시키기
위한 경쟁으로 확대
- LG전자는 ThinQ홈을 스마트홈 매니지먼트 시스템으로 진화시켜 가전제품의 사용자
경험 데이터 수집·분석을 통한 활동 지원
- 삼성전자는 가전제품의 IoT를 지원하는 스마트싱스에 펫 케어 서비스와 쿠킹클래스
서비스를 추가하여 사용자 경험 데이터의 외연 확장
 자율주행 고도화를 위한 모빌리티 SW개발과 관련 플랫폼의 확산을 위한 경쟁 심화

- 테슬라가 OTA 업데이트를 지원하면서 SW플랫폼 확보 및 다수의 운전자 데이터 확보에
강점을 보이면서 전통차 업체들도 SW플랫폼 개발 추진
- 전통차 업체는 ADAS(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진화의 연장선상에서 지원 SW 고도화를 추진하면서 SW플랫폼 경쟁 심화
- BMW는 iDrive, 메르세데스-벤츠는 MBUX를 개발하여 운전자뿐만 아니라 탑승자의
경험 데이터까지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
- GM의 크루즈(Cruise)는 운전자가 집중하고 있는지 인식(Tension System)하고 소프트
웨어 업데이트를 지원하는 VIP(Vehicle Intelligence Platform)을 2023년까지 22개
차량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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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성 향상을 위한 하드웨어 플랫폼 경쟁 심화
 완성차 업체에서 차량 연구개발 효율성 향상과 사업성 확대를 위한 전기차 플랫폼 개발이

화두가 되면서 플랫폼 개발 경쟁이 가속화
STEPI Insight |

- 신차 플랫폼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 불필요한 공정을 줄여 경제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하여 완성차 업체에서 전기차 플랫폼 개발 추진
- 전기차가 자율주행과 인포테인먼트를 모두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장되면서, 완성차 업체가
서비스 제공 기업의 소요에 맞추어 차량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방식으로 비즈니스 모델
확장
- 완성차 업체들이 ‘애플카’ 수주와 같은 B2B(Business to Business) 사업으로의 확대를
위해 전기차 플랫폼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으로 변화
 사용자 편의성 증진을 위한 플랫폼 개발 및 도입 추진
 완성차 업체에서 이동의 편의성을 위하여 차세대 이동수단 간 연계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 차원의 플랫폼 구상
- GM은 전기 셔틀과 수직이착륙 항공기 ‘VTOL(Vertical Take-off and Landing) 콘셉트’를
연계하는 청사진을 제공하여 온디맨드(On-demand) 기반의 서비스 소개
[그림 16] GM의 전기차 플랫폼 및 차세대 이동수단 연계 플랫폼 컨셉
GM 전기차 플랫폼

GM 전기 셔틀-VTOL 콘셉트 연계

자료: CES 2021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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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시사점 및 정책 제언
1. CES 2021 시사점
 2020년과 2021년 주요 기술 키워드 간 변화는 거의 없으나, 사용자를 위한 혁신의 확산

으로 주요 트렌드 변화
 2020년 1월부터 급속도로 확산된 코로나19의 여파로 비대면·비접촉 기술이 급격히 부상

하였으며, 실제 현장에 도입
 점진적인 기술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동시에 사용자의 편의성과 혁신의 확산 추구

<표 3> 7대 트렌드의 코로나19 전후 변화 비교
주요 트렌드

트렌드 유지

신규 트렌드

원격경제의 부상

 가상화 관련 기술 개발 확대

물아일체의 시작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와 인공지능 기술 응용 확대

-

공간의 제약이 없는 여가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 이후의 콘텐츠 개발 추진

 비대면·비접촉 트렌드로 활용처 확대

사라진 경계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산업 간 경계의 붕괴 가속화

-

 IoT 지원을 위한 기술개발 가속화

-

사물의 지능화

 위생, 안전, 원격화 부상

함께 살아가는 사회

 친환경분야 기술 개발 추진

 기술·기업 윤리와 역할 이슈 부상

플랫폼 대전의 시작

 SW 기업 간 경쟁 심화

 제조기업 간 플랫폼 및 서비스 경쟁

자료: 연구진 작성

 팬데믹 위기로 감염병·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이 강조
 코로나19 이후, 기후 변화로 인한 새로운 바이러스의 발생과 확산 염려가 존재
 위생과 안전, 비대면·비접촉화에 따른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하여 환경오염이 가속화되면서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환경 문제 제기
 감염병 위기와 환경 문제 극복 방안으로 기업들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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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패러다임과 글로벌 산업 생태계 변화에 따른 기술경쟁력 확보와 국내 기업과 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노력 시급
 급변하는 산업생태계에서 국내 기업의 기술경쟁력은 매우 우수한 수준으로 판단되며 앞으

STEPI Insight |

로의 발전 가능성이 높음
- 스마트홈 분야의 경우,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이 선도적인 입지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
- 다수의 완성차 업체들이 LG화학과 LG디스플레이 등과 협력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국내 대기업은 환경 분야의 관점에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많은 노력과 성과를

보여주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

2. 정책제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기술적 수용성 증대를 위한 제도 개선
 기술의 사회적 수용성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안전하게 기술을 이용하기 위한 제도 마련 필요

- CES 2021에서 발표된 첨단기술들이 상용화 첨단기술을 탑재한 다수의 제품이 소개되
었으며, 이중 일부는 이미 상용화 단계에 있는 상황
- 사용자가 사용 경험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보상책 마련 필요
- 스마트홈, 원격의료, 모빌리티 등과 같은 유망 분야의 경우, 사용자가 기술을 이해하고
윤리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교육 체계 마련 필요
 초융합화에 따른 분야 간 경계 재정립
 기술 간, 산업 간 융합이 활발해지고 디지털 기술 기반으로 생태계가 재편되는 환경에서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산업 분류 체계의 재편 필요
- 기술 간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신기술 개발 및 도입 시에 따라야 할 법·제도가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
- 최근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경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특허분류코드와 산업 분류 코드의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 로봇, 자동차, 인공지능 등과 같은 융합 기반 제품이 다수 출시되면서 기술·제품·산업
분류 체계에 대한 고민과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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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대 중반 전기차가 전자제품인지 자동차인지에 대한 논쟁부터, 최근 2020년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모형 로봇이 자율주행차인지 로봇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음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플랫폼 개발 지원
 SW플랫폼과 HW플랫폼을 연결할 수 있는 허브 플랫폼의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필요

- 국내 기업이 SW플랫폼과 HW플랫폼 모두에 기술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핵심 플랫폼이
되는 스마트폰 OS와 같은 플랫폼 개발은 부족한 상황
- 삼성전자가 타이젠(Tizen) 개발을 추진하였으나, 현재 안드로이드 OS를 활용하는 상황
- 국내 플랫폼으로는 삼성전자의 스마트싱스와 LG전자의 ThinQ, 현대모비스의 인포테인
먼트 플랫폼 등이 있으나, 제조기업의 제품을 지원 역할 수행에 한계
- 향후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고려할 때, 국내 제조기업의 제품들을 엮을 수 있는
핵심 OS 플랫폼의 개발 지원 필요
 인공지능 윤리적 규범 제도화
 인공지능 기술 분야를 구체화하고 표준화하여 중립적인 가치판단을 위한 학습 데이터 및

의사결정 로직의 윤리적 규범 제도화
- 인공지능 윤리는 전 세계적으로 논의가 되어왔으며 2020년 12월 과기부에서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발표
- 그러나 편향된 정보에 의한 학습으로 인공지능이 편견을 가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드러
나면서 인공지능의 윤리기준의 구체화 필요성 제기
- 인공지능이 중립적이고 윤리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습 데이터부터 의사
결정 알고리즘에 이르기까지 관련 기술의 윤리적 규범 명시 필요
 지속가능한 성장 기업 지원 정책 확대
 친환경 기술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윤리적 책무 강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

하는 인센티브 마련
- 정부의 그린뉴딜 기조와 국내 대기업의 친환경 기술 도입으로 환경 측면의 지속가능성은
다소 확보가 된 상황
- 기업의 사회적·윤리적 책무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업이 지속가능성을 추구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인센티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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