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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 2020을 통해 바라본
우리 제조업의 현황과 과제

2020.03.12.

눈에 띄는 혁신적 제품이 비교적 적었던 것으로 평가된 CES 2020에서는 사용자경험이
대폭 강화된 제품들이 증가하여 혁신의 일상화가 성큼 다가온 것을 확인
● 존재하지 않던 신개념 제품보다는 전반적으로 기존 제품 및 서비스에 기능을 추가하거나
고급사양을 적용하는 등 개량·개선 측면의 성과가 주류

IT Korea의 위상이 재확인되었으나, 중국의 추격 속도가 한층 빨라졌으며 미흡한 협업
수준과 중소·스타트업의 산업화는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지적
● 미국을 제외하고 최다 혁신상을 수상했으며,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스타트업도 동시에

요약

약진
● 아직까지 미투(Me Too) 수준에 머물러 있으나 중국제품의 모방 속도가 한층 빨라진 것이
확인되었으며, 개방형 혁신의 질적 측면에서 한국은 경쟁국 및 기업에 비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

중국의 추격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초격차 기술 우위 지속을 위해 가치사슬 분석에 기반한
혁신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
● 더불어 기업 간 초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업 간 협업사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
하고, 대중소 기업 간 공생적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대기업의 혁신 투자자 역할을 재정립하고,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여 책임있는 산업 생태계 참여자로서 위상을 제고
● 중소·스타트업의 혁신 성과를 산업화로 연결하기 위해 혁신성과와 시장 사이의 혁신 간극을
줄이기 위한 정책 조합을 강화하고, 규제합리화를 통해 신산업에 대한 여론 수용성을 제고
하여 산업화를 촉진

* i-KIET의 i는 industry 4.0, AI, IoT 등을 상징하는 말로 산업연구원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산업 전문 연구를 선도한다는 의미를 담음.

1. CES 2020; 숨 고르기에 들어간 혁신의 속도 그러나 손에
잡히기 시작한 미래
눈에 띌만한 혁신 제품이 두드러지지 않았던 CES 2020
CES 2020에서는 플라잉카(Personal Air Vehicle, PAV), AI 로봇(Ballie 등) 등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다수의 제품이 출시
●

최근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혁신의 성과가 집약되고 있는 모빌리티, 스마트홈, 스마트시티 등에서

소비자 접근성과 친화성이 강화된 제품들이 대거 등장

그러나 CES 2020은 인공지능(AI), 5G 네트워크, 모빌리티 융합, 바이오·헬스 등 지난 CES
2019를 장식했던 주요 기술 트렌드가01] 아직까지 주요 흐름으로 지속되고 있는 것이 확인
●

인공지능 및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한 미래형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스마트시티 등을 구현한 획기적

제품 및 서비스 등에 대한 기대가 높았으나 아직까지 제품 개념 및 가능성의 재확인 수준에 그친 것으로
평가02]
●

존재하지 않던 신개념 제품보다는 전반적으로 기존 제품 및 서비스에 기능을 추가하거나 고급사양을

적용하는 등 개량·개선 측면의 성과가 현저

AI와 빅데이터를 통한 사용자경험(User Experience, EX)이 강화되면서
기술혁신의 성과가 보편적으로 일상화
(사용자경험) 개인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의 경쟁력을 좌우
●

성별, 나이, 금융거래 내역 등 전통적 개인정보는 물론 마우스, 스마트폰 터치 패턴 등 가용한

모든 데이터를 활용하여 전자상거래(e-commerce), SNS 플랫폼은 물론 물리적 제품까지 개별
사용자를 위한 최적화 서비스 제공03]
(소비자 - 제품 간 친화성) 개인정보를 활용한 온라인 마케팅을 넘어 생활가전, 모빌리티, 사물
인터넷 영역으로 소비자와 제품 간 친화성이 강화
●

LG전자 및 Brunswick Corp(보트 제조사)와 같은 다양한 기업들은 소비자의 사용자경험

축적을 통해 스스로 학습·진화하는 제품 출시

01] CES 2019: The Biggest Trends, Demystified, CNET, 2019.01.15.
02] CES 2020: More Show than Substance at This Year’s Concept-Heavy Event, The Verge, 2020.01.05.
03] 이러한 측면에서 CES 2020 기간 중 진행된 데이터 3법 통과는 국내 기업들의 데이터 활용 및 제품·서비스 융복합화 진전에 고무
적인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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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개인 맞춤형 케어로봇 ‘볼리(Ballie)’는 사용자의 행동 및 공간을 모니터링한

데이터를 인공지능 기술과 결합해 AI와 인간의 친밀한 공존 가능성을 제시

산업·기술 간 경계의 붕괴 : 異種 기업 간 협업과 제휴를 통해 새로운
제품과 비즈니스 모델을 가시화

w w w. k i e t . re . k r

●

5G 및 AI 기술 기반의 전자·플랫폼 기업이 본업의 경계를 넘어 모빌리티 등 융합 비즈니스
영역에 대거 진출
●

소니(Sony)는 강점 영역인 이미지 센서와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활용한 완성차 프로토타

입인 비전S를 공개하였으며, 퀄컴은 5G 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차 시스템과 전용 클라우드
플랫폼, 자동차-도로 간 통신망 솔루션을 제시
●

아마존(Amazon)은 로보택시, 클라우드 시뮬레이션, 모빌리티 엣지 컴퓨팅, 커넥티드 차량

솔루션 등 AWS(Amazon Web Services)를 활용한 자율주행 솔루션과 다양한 비즈니스 모
델을 출시
완성차 기업은 항공 및 스마트시티 등 기존 주력산업의 범위를 훨씬 넘어선 미래 사업 방향을
제시
●

현대차그룹은 도심 항공 모빌리티(UAM: Urban Air Mobility, 컨셉 S-A1)-PBV(Purpose

Built Vehicle, S-Link)-Hub(S-Hub) 솔루션을 제안하고, 미래사업 비중의 30%까지 관련
분야를 확장할 목표를 제시
●

도요타(Toyota)는 사람, 건물, 자동차가 상호 연결되는 AI와 IoT 기반 스마트시티 개념인

‘우븐시티(Woven City)’를 공개하는 한편, 미국 에어택시 스타트업 조비에비에이션에 3억
9,400만 달러를 출자하는 등 기존 자동차 제조업을 넘어 종합 모빌리티로 사업 모델을 확장하는
비전을 제시
미래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 간 협업 및 전략적 제휴 가속화
●

차량공유업체 Uber는 Toyota, Denso, SoftBank와 함께 자율주행차 기업 Advanced

Technologies Group을 결성하여 미래차 시장 선도를 위한 기술개발 및 상용화 비용을 공유
●

중국의 디디추싱 역시 엔비디아와 자율주행기술 적용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있으며, 다임러

(Daimler)는 경쟁사인 BMW와 자율주행 기술개발 및 차량공유서비스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
하는 등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한 기업 간 제휴를 가속화
●

현대자동차는 도심 항공 교통사업 진입을 위해 Uber와 제휴한 결과물을 제시하였으며, 자율

주행 기술 확보를 목적으로 미국 Aptiv와 합작 법인을 설립하여 자사의 부족한 기술·사업
영역을 보완·강화

03

2. IT KOREA의 위상을 재확인한 CES 2020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우리 기업의 혁신 성과,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스
타트업도 가세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혁신상(Innovation Awards) 수상 실적
●

총 31개 분야에 걸쳐 519개의 제품에 수여한 CES 2020 혁신상 중 주최국 미국(183건)에

이어 우리나라는 29개 분야, 118개의 제품이 혁신상을 수상
●

이 중 31개 제품에 수여된 최고 혁신상(Best Innovation Awards)의 경우 11개 제품이 수

상한 미국에 이어 우리 제품이 7개를 수상하는 등 IT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높은 위상을 확인

그림 1 ] 국가별 CES 2020 혁신상 수상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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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CTA 발표 통계를 바탕으로 산업연구원(KIET) 작성.

그림 2 ] 기업 규모별 혁신상 수상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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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기업·품목별 다분야 중복 수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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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
●

한국 업체가 수상한 118건의 혁신상 중 삼성전자(46건)와 LG전자(16건) 등을 포함한 대

기업이 총 71건(60%)을 수상하여 아직까지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기술혁신 구조의 단면을
시사
●

w w w. k i e t . re . k r

우리나라의 성과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스타트업에도 골고루 분포되어 혁신의 저변이

고무적인 것은 중소·스타트업기업 또한 40%에 달하는 47건의 혁신상을 수상하고 수상 범

위도 전 분야에 골고루 분포된 것으로 나타나, 혁신 생태계의 저변과 역동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

기술력 격차를 과시한 우리 대기업은 미래산업 비전도 제시하면서 산업의
흐름을 선도
CES의 전통적 분야인 가전, IT, Smart Device 등의 분야에서 경쟁국 기업과의 현저한
기술력 격차를 과시
●

주방가전, 영상가전, 에어가전, IT 디바이스 등 각 부문에서 AI와 IoT가 결합되고 동시에 소

비자 연결성이 한층 강화된 소비자 맞춤형 제품을 대거 출시하면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선보임.
●

우리 제품을 모방한 중국 가전업체들의 카피제품이 빠른 속도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확인

되었으나 아직까지 하위 기술 수준의 모방에 그친 것으로 평가04]
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영역의 경계를 초월·확장한 제품 및 서비스를 통해 향후 업계 흐름을
선도할 수 있는 미래 방향을 제시
●

삼성전자는 기존 AI 비서를 초월한 인공인간 네온(Neon)을 시연하면서 차세대 AI 플랫폼을

선보였으며, 5G 기반 ‘디지털 콕핏 2020’을 통해 스마트카와 스마트홈 간 연결성을 극대화하는
미래 전장분야를 제시
●

현대자동차는 기존 지상에 머물러 있던 모빌리티의 개념을 항공까지 연계한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을 선보이면서 개인의 이동성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결합하는 미래 비전을 제시

중소·스타트업 기업까지 확산된 기술혁신 성과, 산·관·학·연의 협력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에서 가능성 확인
스타트업 전용관인 Eureka Park에 참여한 한국 중소·스타트업 기업은 총 179개사로 미국

04] 중국 가전기업인 하이센스, TCL, 스카이워스 등은 작년에 삼성이 선보인 ‘더세로’ TV의 카피제품을 선보였는데, 소비자경험을 극
대화할 수 있는 핵심기술인 원터치 ‘탭뷰’와 같은 기술은 아직 구현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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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 CES 2020 국가별 스타트업 참가기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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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산업연구원(KIET) 정리.

(320개사)과 프랑스(207개사)에 이어 세 번째 규모
●

혁신상을 수상한 중소·스타트업의 47개 기술과 제품은 기존 대기업 주력 분야가 아닌 헬스

케어, 웨어러블, 스마트시티, 지속가능성 등 글로벌 트렌드와 부합하는 성장 유망 부문에 골고루
포진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가능성을 확인
혁신제품을 출시한 다수의 스타트업은 서울, 경기, 대구, 경북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대거 참여
●

그간 중소·스타트업의 CES 참여에 핵심 플랫폼 역할을 하던 Kotra의 위상이 여전한 가운데

서울, 경기, 대구, 경북, 대전 등 지자체의 노력이 배가되면서 우리 중소·스타트업의 CES 참여
기회가 크게 확대
●

특히, 서울시는 Eureka Park 내 자리잡은 ‘서울관’에 디지털 시민시장실을 시연하면서 해외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20여개 스타트업 기업을 동반하면서 지자체 차원의 지원 의지를 선보임.
●

뿐만 아니라 대구·경북·경기·대전 등의 지원을 받은 중소·스타트업들은 CES 2020 전시를

통해 업무 협약, 의향서, 해외 전시 초청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
서울대, KAIST 등 대학과 KIST 등 출연연은 소속 연구진이 창업한 스핀오프 스타트업의 기술
성과와 시제품을 시연함으로써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제품화의 성공 가능성을 타진
●

KAIST는 연구실 단위 창업기업 10개 사가 참여했는데, 그중 TEGway는 혁신상을 수상

하는 쾌거를 이뤘으며, LiBEST는 플렉서블 배터리로 해외업체들과 CES 현장에서 계약 실적을
기록하는 등의 성과를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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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산업기술 추격이 한층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 확인
미·중 무역분쟁의 여파로 인해 중국의 CES 참가 규모가 예년에 비해 크게 축소된 것은 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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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 제조업의 잠재 위협요인

2018년 1,500여 업체에 달하던 중국의 CES 참여기업 규모는 2020년에 1,300여개로 감소

하였으며05] 참여한 기업도 출품 제품과 전시 규모를 대폭 축소06]
●

중국의 참여 수준 축소로 인해 중국 IT산업의 전반적인 수준을 CES 2020만 가지고는 예단

하기 조심스러운 상황
다만, 여전히 미투(Me Too)에 그친 수준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카피 및 제품화 속도가 예년에
비해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07]
●

CES 2020에서는 예년에 선보인 우리 혁신제품을 모방한 중국 가전기업의 미투제품이 대거

출시
●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각광받고 있는 마이크로LED는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의 콩카08]

및 TCL에서도 선보였으며, LG의 롤러블 TV 역시 중국 TCL의 자회사인 ‘광동주화’가 비공개
부스를 통해 유사 개념의 제품을 선보임.
●

중국 업체들은 제품 규격을 전시 현장에서 직접 측정하는 등 공격적으로 우리 제품을 모방

●

우리 기술인력의 공격적인 영입과 중국 정부의 막대한 자금지원 및 거대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카피제품 개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추세

‘범위’와 ‘깊이’ 측면에서 여전히 미흡한 협업의 수준
CES 2020은 혁신의 효율성 제고와 미래 시장에서의 생존을 위한 기술연합 시대가 도래
했음을 시사09]
05] Trade War Dents China’s Attendance at World’s Biggest Electronics Show, Wall Street Journal, 2020.01.05.
06] 미중 기술패권 경쟁 및 통상마찰의 여파로 알리바바, 샤오미 등 중국의 대표 IT기업이 대거 불참하였으며, 화웨이는 축소된 전시공
간에서 스마트폰 일부 모델만 전시(조선비즈, “퍼스트 무버 코리아 날다, CES 5대 트렌드”)
07] 실제로 KISTEP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중점과학기술 역량은 한국과의 격차를 빠르게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주요국 간 중점과학기술 수준 비교
기술수준(%)
기술격차(연)

한국
76.9
3.8

중국
76.0
3.8

일본
87.9
1.9

EU
94.8
0.7

미국
100
0

자료 : 2018년도 기술수준평가 결과(안) 120개 중점과학기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2019.02.

08] 콩카는 중국 내 상위 5위 TV 제조사로서 마이크로 LED 기술 및 장비 개발에 약 25억 5,000만 위안을 투자하여 사용화할 계획임.
09] 특히, SK 텔레콤의 박정호 사장은 CES 2020에서 국내 주요 ICT기업 간 ‘초(超)협력’을 제안하면서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국내
기업 단독의 힘보다는 결합된 힘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함(MBN, “적과의 동침이 살길, 손잡아야 생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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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적 산업경계가 허물어지고 제품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기존의

제품개발 효율성에 초점을 맞춘 수직적 형태의 기업 간 관계가 상호 간 주력 분야를 보완하면서
미래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수평적 제휴관계로 대거 변화되고 있는 것이 확인
●

특히, 제품 생태계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업의 생존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쟁사와도 협업을

확대하는 등 무한 경쟁과 협업이 혼재된 미래 산업환경의 단면을 제시
* 그간 특허 분쟁으로 인해 갈등을 빚어온 삼성과 애플은 CES 2020에서 삼성 스마트 TV에 애플의 솔루
션을 탑재하는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으며, 애플은 LG 스마트 TV와도 제휴를 발표

우리 기업의 활발해진 협업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기술 내재화 경향으로 인해 깊이
있는 개방형 혁신 참여가 미흡
●

글로벌 기업들은 기업 간 비교우위에 기초한 가치사슬상의 상호 보완을 통해 효율성과 경쟁

력을 제고하고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자본·인력 투자가 소요되는 신기술 개발 및 신시장 개척에
수반되는 위험을 분산
●

반면, 우리 기업들은 내부통제 및 수직계열화를 통해 성장동력을 강화해왔던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어 異種企業 간 협력은 물론 해외기업과 전략적 제휴 및 개방형 혁신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평가10]
* 삼성전자의 Harman 그룹 인수, 현대자동차의 영국 전기차 업체 Arrival 인수 등 우리 대기업은 지분
투자형 기술 내재화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픈소스’로 대표되는 기술혁신 전략 관점에서 협업의
범위 축소가 우려되고 있음.

중소·스타트업의 다양한 기술혁신 성과에도 불구하고 산업적 성과는
아직까지 미흡
CES 2020에서 보인 산업적 성과는 대부분 대기업 제품에 집중
●

혁신상 수상 118건 중 71건이 기존 대기업의 주력 사업 분야인 TV·디스플레이, 생활가전,

스마트폰 등에 집중되어 산업적 성과로 바로 구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이에 반해 중소·스타트업 제품은 개념 및 시제품 수준에 그쳐 혁신의 결과를 안정적으로 제품
화하는 데 지난한 과정이 예상
●

CES 2020에 출품한 다수의 우리 중소·스타트업은 기술혁신과 제품화 아이디어를 통해 그

10] 실제로 한국의 기업 간 기술협력지수는 OECD 평균(0.550)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0.289)이며, 최근 5년간 그 수준은 하락하고
있는 추세임(IMD, 2019). 아울러 국내 전체 제조업 제휴 건수는 연평균 8.8% 감소하고 있는데, 특히 자동차 및 통신기기산업은 각각
14.5%와 11% 감소하여 평균 수준 이상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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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

핵심 원천기술 혹은 상품성을 지닌 제품을 가지고 있더라도 양산화 및 판로 확보에 실패하여

내재적 한계인 영세성을 극복하지 못할 경우 생존이 불투명한 것이 사실
●

중소·스타트업 기업 성장 환경이 투자여력, 위험분산 등의 측면에서 대기업에 비해 척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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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을 인정받았으나, 개념 및 시제품 수준에 그쳐 산업적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른

현실을 고려할 때 CES 2020에서 가능성을 선보인 혁신적 기업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

4. 우리 제조업의 미래를 위한 과제
중국의 추격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초격차 기술 우위 지속을 위해 가치
사슬 분석에 기반한 혁신전략을 지속 추진
현재 우리 IT산업의 초격차 경쟁력은 상당 부분 완성품의 제품화(생산기술) 역량과 부품 - 완성
품으로 이어지는 공급망 효율성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
●

생산기술 및 공급망 효율성을 통해 확보된 점유율 우위를 기반으로 차세대 제품에 대한 선

제적이고 과감한 R&D·설비 투자를 통해 기술과 시장의 초격차 우위를 유지
●

다만, 원천적인 개념 설계 역량이 미흡한 편이며,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높은 해외 의존도,

그리고 상대적으로 빈약한 제품 저변은 가치사슬상의 취약점으로 평가
가치사슬상의 취약점을 보완·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춘 혁신전략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경쟁우위
분야를 수성할 수 있는 투트랙 전략 필요
●

현재 경쟁우위를 보이는 가치사슬 영역이 부품 - 완제품으로 이어지는 조달 - 생산 활동인 만큼

해당 핵심기업이 차세대 제품에 대한 국내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핵심 인력공급 체계를 혁신
하고 법·제도적 환경을 기업 수용성이 높은 방향으로 개선하는 전략 필요
●

반면, 우리가 취약한 부문으로 평가되는 소재·부품·장비는 조달다양성 및 기술역량 등을

고려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통해 기술과 품목을 확보하는 전략을 추진할 필요
●

특히, 수요기업과의 연계가 중요한 소재, 부품, 장비의 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요기업이

국내 소재·부품·장비기업과 협업할 수 있는 협력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
* 전략적으로 반드시 육성이 필요한 핵심 품목의 경우, 수요기업과 연계 및 집적화를 통한 협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투자세액 공제 및 규제 특례 등을 강화하고 초기시장 활성화를 위해 민·관 협력을 강화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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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변동성 확대, 보호무역 기조 강화 등 급변하는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가치사슬 전체의 경쟁력을 유지·강화할 수 있는 전략수립 필요
●

보완적 관계에서 경쟁관계로 변모한 중국시장의 위상을 재정립함으로써 우리 산업의 위협

요인과 시장확대 전략을 수립
●

소재·부품·장비의 글로벌 조달 효율성과 안정성을 글로벌 가치사슬 관점에서 평가하여 우리

가치사슬의 경쟁력과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

기업 간 수평적·수직적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 생태계 환경을 조성
산업 패러다임 변혁의 시기를 맞아 우리 기업 생태계를 일신하기 위한 기업 간 협력 환경을
조성
●

삼성, LG, 현대 등 대기업은 Google, Amazon, Microsoft, Uber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

전략적 제휴 및 적극적 M&A 등 대외적 개방형 혁신 노력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해외 플랫
폼에 대한 종속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
●

최근 국내 제조 대기업과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간 협업은 발아 단계인 상황으로 각

자의 핵심역량과 인재들이 경계를 넘어 자유롭게 혁신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인사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
●

기업 간 초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업 간 협업 사업에 대한 금융 및 조세지원 등을 담은

시범사업을 통해 기업들의 협업 사업에 대한 확신과 투자 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저감할 필요
산업 생태계의 저변 확대와 강건성 제고 관점에서 대 - 중소기업 간 공생적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책임있는 생태계 참여자로서
위상을 제고
●

대기업의 혁신 투자자로서의 역할과 보상체계를 재구조화하여 기업의 참여 유인을 효과적

으로 제공할 필요
●

산학협력 체계 및 출연연 기업지원 기능을 중소기업 혁신체계 관점에서 재정립하여 양방향

으로 혁신을 촉진하도록 개편

중소·스타트업의 혁신적 성과를 산업화로 연결하기 위한 정책 강화
혁신기술을 보유하였으나 양산기술 미확보, 판로개척, 마케팅 미흡 등으로 장기간 수익이 나지
않고 있는 ‘죽음의 계곡’ 단계의 기업에 대하여 효과적인 R&D, 금융 및 판로 지원 정책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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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성공 이후 제품 양산화 사이에 발생하는 일종의 혁신간극(Innovation Gap)을 줄일

●

리스크가 높은 유망신산업 분야에 정책펀드와 민간자금이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프로그

램을 확대하고, 분산되어 있는 정부 기관별 지원체계를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연계 확대
* 선진국과 비교 시 국내 초기 단계의 유망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제도 및 인프라는 안정적으로 마련되어

w w w. k i e t . re . k r

수 있는 사업화 R&D를 강화할 필요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으나, 본격적인 사업화 등 비즈니스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어 실패하는 기업들이 많은
것으로 평가

신산업에 대한 여론 수용성을 제고하고 규제 합리화를 통해 시장에 진입하지 못해 중도 사장되
는 혁신기업을 보호할 필요
●

혁신 신산업에 대한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통해 민간의 규제 불확실성을 낮추고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한 경험도 제고를 통해 여론의 수용성을 높일 필요
●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규제, 데이터, 금융, 인력 등 혁신 생태계 핵심 이슈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함으로써 혁신환경을 개선
혁신 중소·스타트업의 국내외 판로 개척 지원을 강화
●

개별 기업의 판로 확보 역량수준과 비용 능력을 감안하여 기업의 유통·판로 개척을 위한 이슈

진단 및 준비상태를 점검하고, 제품의 타깃 시장분석, 비즈니스 모델 컨설팅 등의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판로 확보 역량을 강화
●

글로벌 시장에 초점을 맞춘 수출형 혁신기업에 대해서는 수출 제반비용 금융지원을 통해 조기

수출 산업화를 촉진

경희권

윤자영

이준

(부연구위원·신산업실) · (연구원·시스템산업실) · (연구위원·소재산업실)
khk880718@kiet.re.kr jyyoon@kiet.re.kr
jlee@kiet.re.kr
044-287-3288
044-287-3928
044-287-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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