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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연구 배경
□ 체계적·효율적인 신성장산업 육성추진을 통해 전주경제를 선도하는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지속성장이 가능한 지역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그림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필요성
□ 「전주시 신성장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따라 신성장산업을 체계
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신성장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
∘ 지역특성과 여건을 감안한 실현가능성 있는 계획 수립과 지역산업과
연계한 융복합산업 발전전략 계획수립이 필요
∘ 신성장산업을 중심으로 지역경제를 보다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다각도의 조사·분석을 통해 다양한 변수를 감안한
실효성 있는 신성장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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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연구 필요성

제 2절 연구목적 및 방법
1. 연구목적
□ 체계적·효율적인 신성장산업 육성추진을 통해 전주경제를 선도하는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지속성장이 가능한 지역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 미래유망 신성장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전주시 차원에서 구체화하여
전주시 발전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전주시 발전의 새로운 미래상
을 제시
∘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속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한
체계적·효율적인 종합계획 수립

2. 연구범위
□ 전주시 신성장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2017년~2021년, 5개년)
＊

① 탄소산업, ② 3D프린팅산업, ③ 사물인터넷(IoT)산업, ④ IT/CT융합산업,
⑤ 항공우주산업(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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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산업 환경 변화, 전주시 산업의 입지여건과 실태
∘ 신성장산업별 현황 및 성장전망, 추진방향, 전략 및 육성시책
∘ 전주시 미래산업 비전 및 단기·중장기 구체적 실행계획, 예산확보
계획 수립
∘ 5대 산업외 기타 전주시 신성장산업 육성에 필요한 융합산업분야 선정
∘ 기술개발 및 기술의 실용화 촉진,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 연구방법
□ 주관기관과의 협력·협의를 통한 체계적인 사업 기획 추진체계 수립 및
사업 수행
∘ (전주시) 본 사업 주관기관으로 전주시 신성장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전체적인 조율 및 방향 설정, 주요 안건 등에 대한 심의 및 결정을
담당
∘ (전문가 위원회) 사업 추진방향 및 비전·목표 설정, 추진전략 수립
등 신성장산업 육성방안 마련과 상세기획을 담당
∘ (더비엔아이) 기획 관련 조사⋅분석과 전문가 위원회 운영 및 기획
사업 전반에 대한 실무지원을 담당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효율적 운영·지원

[그림 1-3] 추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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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추진 프로세스는 환경분석, 비전 및 목표·전략수립, 육성방안
마련까지 총 3단계로 구성되며, 각 단계별로 전문가위원회의 유기적인
협력·협의로 실효성있고,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확립
PHASE

STEP

TASK

신성장산업 동향
조사·분석

미래 트렌드 및 성장전망 분석
신성장산업 국내외 동향 및 사례조사
ü 국내외 선진 사례의 벤치마킹 요소 분석
Ÿ 중앙부처 정책 및 투자동향 조사
Ÿ
Ÿ

전주시 신성장산업분야 주요 현황 및 여건 분석
ü 전주시 신성장산업분야 산업생태계 조사
ü 지역(특화)산업과의 부합성·연계성, 산업유망성 분석
Ÿ 신성장산업별 유관 기업 현황조사(업체수/종사자수 등)
Ÿ 신성장산업별 전문인력 현황 조사
Ÿ

[Phase 1]

전주시 신성장산업
현황 조사·분석

신성장산업
환경분석

Ÿ
신성장산업 산업 전문가 인터뷰 진행
ü 신성장산업의 현황 및 미래 트렌드 분석
ü 신성장산업의 특징 및 추진 방향
Ÿ 인터뷰 결과정리 및 분석
Ÿ
전문가 인터뷰
자문의견 수렴

Ÿ
신성장산업 환경분석 시사점 도출 및 사업 추진 방향성 설정

[Phase 2]
신성장산업
비전 및 목표

신성장산업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수립

전주시 신성장산업 발전비전 및 목표 설정
신성장산업 단계별·연차별 추진전략 및 지표 설정
신성장산업 단기·중장기 실행계획 수립

5대 신성장산업 육성방안 마련
5대 신성장산업외 기타 전주시 신성장산업 육성에 필요한
융합산업분야 발굴
Ÿ 신성장산업 사업운영 방안 마련
ü 산업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ü 산업분야별 기술개발 및 기술실용화 촉진방안
ü 산업분야별 기업활동 지원(자금, 기술, 입지 등)
Ÿ
Ÿ

[Phase 3]
신성장산업
육성방안

Ÿ
Ÿ
Ÿ

신성장산업
육성방안 마련

[그림 1-4] 추진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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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절 국내외 신성장산업 시장동향 분석
제 2절 국내외 신성장산업 정책동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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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 국내외 신성장산업 시장동향 분석
1. 드론산업
가. 국외 시장동향
□ 세계 드론 시장 규모가 ’15년 40억 달러(약 4조 8,000억원ㅍ)에서 ’24
년 147억 달러(약 17조 7,000억원) 규모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
∘ (전세계) 소형 드론시장은 급성장해 전체 시장 규모가 ’24년까지
연평균 15%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

[그림 2-1] 글로벌 드론 시장규모

∘ (국가별) 2012년 기준 국가별 드론 시장 점유율은 미국 71%, 유럽
13%, 중동 7%, 아시아·태평양 8%에서, 2021년에는 미국의 지배력이
약화되어 미국 49%, 유럽 17%, 아시아·태평양 22%, 중동 9% 등으로
과점시장에서 경쟁시장으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

[그림 2-2] 주요 국가/대륙별 드론 점유율 현황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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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 시장동향
□ 국내 드론 산업은 대한항공과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KAI) 등 전통적인
항공산업체가 군 수요를 바탕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정찰이나
군사 위주로 전개
∘ 상업용 드론 시장은 아직 시작단계 수준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항공촬영 등에 쓰일 수 있는 소형 드론의 경우는 소수의
업체만이 개발을 진행
[표 2-1] 국내 민간 드론 기업 사업추진 현황
기업명

주요 사업추진 현황
Ÿ

대한항공
Ÿ

한화

Ÿ
Ÿ

항공우주연구원과 공동으로 틸트로터형 무인기 개발(TR-60) 성공 및 상용화 추
진 노력중*
ü 다만 최근 틸트로터 무인기 사업인 ‘고속수직 이착륙 무인항공기 시스템 개
발’ 상용화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미시행 판정을 받으면서 상용화 사
업이 언제 재개될지 불투명한 상황
美 보잉사와 MOU를 통한 무인헬기사업(500MD*를 무장형 무인헬기로 개조하
는 사업 추진) 추진
군사분야 초소형 무인항공기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 참여
초소형 무인항공시스템인 크로우(CRAW)를 제작한 마이크로에어로봇社 인수(’10년)

∘ 국내 드론시장 규모는 글로벌 호크의 도입 및 국내 연구개발 사업 등
군용 무인기 획득 시장의 성장세로 인하여 2022년까지 연평균 22%의
시장성장률이 예상됨
단위 : 백만불

[그림 2-3] 국내 드론 시장 전망
출처 : Tea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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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탄소산업
가. 국외 시장동향
□ 세계 탄소소재 원료시장은 현재 카본블랙 및 흑연 시장이 전체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으나 탄소섬유 및 탄소나노튜브 등 높은 성장성이
기대되는 소재로 인해 2025년에는 시장판도의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
□ 세계 탄소섬유 수요는 2009년 이후 전반적으로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으며
세계 탄소섬유의 수요량은 2013년 46,500톤에서 2014년 약 53,000톤으로
2013~2014년까지 14%의 연평균성장률로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 연평균
12%의 성장률이 예상됨
∘ 2020년에는 탄소섬유 수요량이 100,000톤을 넘을 것으로 전망됨
∘ 금액기준으로는 2014년 기준 탄소섬유 매출액이 약 20억 달러에 이르
므로, 11%의 성장률을 가정하면 2021년에는 43억 달러의 규모를 달성
할 것으로 전망함(AVK & CCeV, 2015)

[그림 2-4] 글로벌 탄소섬유 수요량(단위: 1,000톤)
출처 : AVK & CCeV,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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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 시장동향
□ 국내 탄소소재의 경우 소재 자체를 생산하는 상용화 시설 자체가 없어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여서 탄소소재를 사용하는 국내업체의
경우 소재확보에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음
＊

수입비율 : 탄소섬유(100%), 흑연(92.5%), 활성탄(78.4%) 등

∘ 특히 국내 탄소섬유 관련 업체 중 직접 탄소섬유를 수입하여 사용하는
업체는 약 45개 업체 정도이고 나머지 150여 개 社는 한국카본과 SK
케미칼에서 생산되는 카본 프리프레그를 사용하여 낚시대, 골프채,
건축재료, 구조재 등으로 사용
□ 탄소섬유 복합재 산업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국내 대기업들이 탄소섬유
산업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며 ㈜효성이 양산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연구개발 중에 있음
□ 국내 탄소복합재 시장은 2013년 시장규모가 4.3억 달러에서 2019년에
6.6억 달러, 그리고 2023년에는 9억 달러로 전망된다. 연평균 성장률은
2013년부터 2023년간 약 7.7%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이는 세계시장 성장속도보다 높아 중국, 인도와 함께 타 국가보다
빠르게 시장이 확장 될 것으로 예상

[그림 2-5] 탄소섬유 국내시장 전망(2013-2023
출처 : Visiongain,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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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D프린팅
가. 국외 시장동향
□ 세계시장 규모는 ‵15년 6.2조원 규모로, ‵19년까지 약 19조원 규모로
고속성장(CAGR 31%) 전망함
[표 2-2] 3D프린팅 시장 규모 및 성장률
연도
(단위: 억 원)

`14

`15

`16

`17

`18

`19

CAGR(%)

시장 규모

49,236

61,980

81,387

100,540

138,586

189,468

30.9%

출처 : Wohlers Associates(‘15∼’16)

∘ 3D프린팅 관련시장은 ‘09년 이후 큰 성장을 경험하고 있으며, 최근
5년 동안 시장크기가 4배로 성장하여, 2015년에 약 53억 달러 규모를
기록하였으며 2018년에는 125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임

[그림 2-6] 세계·국내 3D프린팅 시장 전망

∘ (산업용) 산업용 3D프린터 제조업체 중 2015년 판매량에 따른 시장
점유율은 스트라타시스(5,166대), 3D시스템즈 양사가 전체 판매량의
65% 이상을 차지하며, 매출액 기준으로도 50% 내외(약 14억 달러) 점유
∘ 개인용 3D프린터 판매량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으며, 2015년에도 전년도
대비 69.7% 성장한 278,385대가 판매된 것으로 추정되며, 최근 3년간
급속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2년부터 4년간 판매량 평균 성장
률은 87.3%에 이름

13

전주시 신성장산업육성 종합계획

나. 국내 시장동향
□ 국내 3D프린팅 시장규모는 ’15년 2,230억원 규모에서 ‘21년에는 7,600
억원 규모로 연평균 23% 성장할 것으로 예상함
[표 2-3] 3D프린팅 시장 규모 및 성장률(%)

구분
(단위: 억 원)

국내

`14

`15

`16

`17

`18

`19

`20

‘21

CAGR
(%)

1,814

2,230

2,740

3,366

4,136

5,082

6,244

7,671

22.9%

* 출처 : 국내 3D프린팅 산업 실태조사(’14～‘15, NIPA)

[표 2-4] 2015년 국내 3D프린팅 분야별 해외의존도 현황

구분

장비

소재

SW

해외의존도(%)

80.5

87.4

87.7

* 출처 : 국내 3D프린팅 산업 실태조사(’14～‘15, NIPA)

□ 국내 3D프린팅 분야별 매출 현황
∘ 2015년 실시한 국내 3D프린팅 산업 실태조사 결과 2014년도 국내 3D
프린팅산업 총매출액은 1,562억원으로 조사됨

[그림 2-7] 2014년도 국내 3D프린팅 산업 분야별 매출액

□ 국내 3D프린팅 장비 판매 현황
∘ 2013년도 대비 2014년도의 장비 판매량은 국산장비의 경우 192%
성장, 외산장비는 858% 성장을 보임에 따라 평균 235%의 성장률을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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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CT 융복합
가. 국외 시장동향
□ 가트너(Gartner)에 따르면 2015년 IT시장은 통신서비스, 기기 및 IT서비스
부문의 침체로 인해 전년대비 4.9% 하락한 3조 6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나, 2016년에는 기업 SW 및 IT서비스의 상승세에 힘입어 1.7%
반등할 것으로 전망함
∘ 2015년에는 미국 달러의 환율변동에 의한 영향으로 미 달러기준 부품을
이용하는 제품 및 서비스 가격이 상승하여 소비자나 기업의 구매지연
으로 이어짐

[그림 2-8] 2015 IT시장지출 부문별 성장률 전망

◦ 통신서비스 지출은 IT시장에서 여전히 가장 큰 규모를 유지하겠지만
서비스 가격 하락 및 경쟁심화로 인해 가장 큰 성장 하락폭을 보일
전망임
◦ 데이터 센터는 IT시장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로 2016년에 전년대비
1.5% 증가한 1천 7백억 달러에 이를 전망인데, 이 부문 또한 미 달러화
강세로 인해 성장률 침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함
◦ 기기는 전 세계적으로 PC 및 태블릿 성장세가 이미 하락세에 들어선
가운데, 스마트폰 판매 성장률도 둔화되기 시작하였으나, 중국내 애플
아이폰의 성장세에 힘입어 기기 성장률 하락세는 크지 않을 전망임
∘ 기업 소프트웨어 지출은 2016년 6.2% 증가해 총 3천 32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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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 시장동향
□ 국내 산업발전과 수출을 주도해 왔던 정보통신기술(ICT)산업의 성장세가
급속히 둔화되고 있음
∘ 여전히 성장은 유지하고 있지만 성장세가 약화되는 추세가 뚜렷함

[그림 2-9] 국내 ICT 산업 생산 및 수출 연도별 추이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국민계정·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지난 2001년 42조 7967억원이었던 국내 ICT 산업 생산규모는 2005년
70조 1677억원, 2010년 110조 3698억원, 2013년 139조 4597억원으로
성장은 지속하고 있지만, 성장률은 확연하게 하락하고 있음
∘ 2001년 국내 ICT 산업 생산의 전년대비 성장률은 14.6%, 2005년은
11.7%, 2010년은 8.6%, 2013년은 7.7%로 12년새 절반 가까이 성장률이
하락하였음
∘ ICT산업 수출 역시 성장세가 하락하고 있으며 전년과 비교해 2001년
에는 22.5%의 수출 성장률을 기록했던 ICT 산업은 2005년 21.9%로
전년대비 성장률이 줄어들더니 2010년에는 15.9%로 성장세가 꺾임


2013년에는 11.1% 성장에 그치며 ICT 산업의 수출성장세도 12년
새 절반 이상 하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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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물인터넷(IoT)산업
가. 국외 시장동향
□ 커넥티드 홈(Connected Home), 스마트 미터(Smart Meter), 커넥티드
자동차(Connected Car), 스마트그리드(Smart Grid), 및 사물인터넷 생태계가
성장함에 따라 많은 회사들이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플랫폼과 서비스를
개발 중에 있음
∘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전자기기들의 개수와 온라인 연결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세계 사물인터넷 시장은 2014년 6600억 달러에
서 2020년 1조 700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조사기관 가트너는
예측함
∘ 또한, 사물인터넷의 영향을 받는 각종 전자기기 및 사물들의 개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2014년 100억 개의 사물에서 2020년까지 300억
개의 사물들이 인터넷과 연결돼 쓰일 것으로 전망됨

[그림 2-10] 세계 인터넷 디바이스 보급 전망
자료 : Business Insider

∘ 전자기기, IT 서비스 분야 등이 2020년 세계 사물인터넷 시장의 약
31.8%를 차지할 것이라고 가트너 조사기관은 전망했으며,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다양한 플랫폼, 데이터 저장소, 보안시스템, 새로운 소프트웨어
등이 개발될 것으로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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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 시장동향
□ 2020년까지 세계 사물인터넷(IoT) 시장은 연평균 28.8%, 국내 IoT 시장은
연평균 38.5%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함
∘ 현대경제연구원이 12일 발표한 '사물인터넷(IoT) 관련 유망산업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IoT 시장 규모도 3조 3천억 원에서
17조 1천억 원으로 연평균 38.5%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

[그림 2-11] 국내외 IoT 시장 전망
자료 : Machina Research, STRACORP

□ 현재 사물인터넷은 다양한 콘텐츠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대기업들과 스타트업 회사들이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영역 중 하나임

[그림 2-12] 국내 사물인터넷 시장 규모 전망
자료 : KT 경제경영연구소, Special Report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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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국내외 신성장산업 정책동향 분석
1. 드론산업
가. 국외 정책동향
□ 유럽연합은 ‘비전 2020’이라는 이름 아래 민간영역에서 드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정책 및 진흥정책을 2014년 9월 이래 진행하고 있음
□ 유럽연합 규제기관인 유럽항공안전국(European Aviation Safety Agency)이
발표한 ‘비전 2020’은, 항공 관련 규제 정책의 혁신 필요성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위험 카테고리(risk category)’에 따라 3개의 드론
영역을 구별하고 영역별 차별화된 규제정책을 제시함
∘ 모델 비행기 등 저전력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드론의 경우 라이센스
등 어떤 사전 허가를 요구하지 않음
∘ 나아가 촬영, 농업, 택배 등 드론을 용도에 따라 구별하고 서로 다른
규제를 적용함
□ 미국 과학재단(NSF), 향후 5년 동안(2020년까지) 드론 연구개발(R&BD)에
3,500만 달러(약 420억 원) 투자 UAS를 지능적이고 효과적으로 디자인
하고 제어하는 방법을 연구해 이를 UAS에 적용하고, 미국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최적의 UAS 애플리케이션을 신속하게 찾고자 함
□ 미국 교통부(DOT)와 연방항공청(FAA)은 2015년 2월 15일에 ‘상업용 소 형
UAS 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UAS 규제권고안(NPRM,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을 마련함
∘ 2015년 10월 아마존, 구글X, 월마트, 고프로, DJI, 인텔 등 사업자를
포함해 관련 연합, 단체, 담당 공무원 등 총 26개 기관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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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 정책동향
□ 우리나라 정부 또한 드론 기술발전 및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 가능성
증대로 드론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의 하나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3년간 5000억을 투자할 계획임
∘ (미래부) 원천기술개발 중심 연구 추진, (국토부) 드론을 항공 분야의
일부로 파악하고 사업화 매진,(산업부) 고기능·중대형 등 첨단 드론
육성 추진
∘ (부산시) 사물인터넷(IoT) 테스트베드를 운영 중이고, 드론의 이동성을
융합한 도시관리시스템을 단계별로 구축할 계획
∘ (대구시) 무인항공기 집적단지 조성 및 스마트 드론 기반 구축사업
추진
∘ (수원시) 드론 강소기업 육성 및 드론 실외 테스트베드, 장거리 옥외
테스트베드 조성 예정
□ 무인기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원천 선도기술개발 지원을 강화 하고,
국방 해외 등 수요와 연계하여 항공기 기술개발 지원
∘ 미래시장 창출이 기대되는 차세대 무인이동체* 선도기술개발과 무인기
운영의 기반이 되는 인증체계, 안전운항 기술개발 지원
＊

자율협력형, 극한형, 융복합형, 개인형 무인이동체 등

∘ 무인기 시장 서비스 창출을 위해 수요부처가 참여하는 다부처 협력을
통한 국방·재난·치안 등 공공분야 문제해결형 무인기 기술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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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탄소산업
가. 국외 정책동향
□ 세계 탄소시장은 항공기, 수송기기, 풍력, 연료전지 등의 사용에 대한
수요에 따라 물량은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고 선도기업들의 적극적 생산
설비 투자 및 응용제품 생산 확대로 인하여 소재에 대한 가격인하와
응용품은 꾸준히 개발되고 있는 실정임
∘ 일본은 도레이, 테이진, 아사히카세이, 미쯔비시레이온, 쿠라레 등
세계 고기능 섬유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범용
섬유에서 산업용 등 첨단소재 부문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 일본 후지경제의 ‘고기능 섬유시장 실태조사 2008’에 따르면 일본의
고기능성 섬유시장은 일상생활품에서 산업용으로 그 축을 점차 넓혀
가고 있으며 일본 화학섬유 생산기업들은 세계시장에서 범용 저가
제품과의 차별화를 도모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

나. 국내 정책동향
□ 정부는 탄소소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지난 20여 년간 탄소산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R&BD를 약 1,354억 원을 부품소재나 IT 등 다양한
분야에 지원함
∘ R&BD 역량은 향상되었으나 그러나 실제로 상용화된 사업은 극소수로
그 성과가 아직 미미한 상황임
∘ 탄소소재별 정부 R&BD 성과를 보면, 나노탄소분야인 경우 논문,
특허 같은 과학기술적 성과는 비교적 높은 편이나 흑연 및 활성탄소
등에서는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산업연구원, 2015)
□ 지식경제부는 미래 핵심소재인 C-소재의 자체 개발능력과 이를 활용한
수요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C-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가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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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D프린팅
가. 국외 정책동향
□ 3D프린팅산업이 가진 잠재력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각국은
국가 차원에서 3D프린팅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고
있음
∘ 미국은 저임금 국가로 이전된 제조업의 부활을 위한 투자 대상으로
3D프린팅산업을 선정하고, 2012년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으며,
과거 제조업의 중심지였던 오하이오에 3D프린팅 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기관(National Additive Manufacturing Innovation Institute·NAMII)을
설립
∘ 중국은 과학기술부의 ‘국가발전 연구계획 및 2014년 국가과학기술
프로젝트 지침’에 3D프린팅을 포함시킴
 3D 프린터 기술의 산업화 등을 목표로 설립된 중국의 기술산업
연맹은 2016년 중국 3D 프린터 시장규모가 100억 위안(1조 6,455억원)
에 달함

나. 국내 정책동향
□ 우리나라는 3D프린팅산업에 대한 인식 제고 요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
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공동으로 ‘3D프린팅산업 발전 전략’을 국가과
학기술심의회에서 의결함
∘ 범 부처 3D프린팅산업 발전협의회를 구성했다. 3D프린팅산업 발전
전략에서는 ‘2020년 3D프린팅 국제적 선도 국가로의 도약’을 비
전으로 제시하고, 세계적 선도 기업 5개, 독자 기술력 확보를 통한세
계 시장점유율 15% 달성을 목표로 함
 ① 수요연계형 성장 기반 조성 ② 비즈니스 활성화 지원 ③ 기술
경쟁력 확보 ④ 법제도 개선을 4대 전략을 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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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CT 융복합
가. 국외 정책동향
□ 미국 오바마 정부는 2기에 들어서도 미국이 ICT 글로벌의 중심을 유지
하도록 정보보호 및 사이버 보안 역량강화에 적극 대처하여 추진 중임
□ EU는「Digital Agenda for Europe」을 기본방향으로 EU 전체를 포괄하
는 ‘FP 7' 전개, 국가별 특성에 맞는 정책은 별도 추진
∘ (FP 7) '13년에 2대 부문에 약 12억 유로를 투입, 유럽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ICT 리더로 도약을 기대
 2대 도전과제: ICT 인프라 강화, ICT를 통한 사회적·경제적 도전
과제 해결
∘ (독일) 강점산업의 국제경쟁력 지속 유지 및 효율적인 공공사회 서비스
제공을 위해 ‘ICT연구혁신전략(ICT2020)’ 채택 및 ICT융복합 기반의
Industry 4.0 프로젝트 추진

나. 국내 정책동향
□ ICT R&BD 및 인프라 구축에 집중 투자하여 新 선장동력으로 세계 IT
산업을 선도하고 있음
□ 정부는 ICT산업 육성을 위해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ICT 정책을 수립하
였으며, ICT 성과확산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함
∘ 정부(‘13~’17)는 성장원천이자 융합의 핵심원천인 ICT자체의 고도
화와 국가적 기대역할 수용을 위한 ICT R&BD 전략 전개
 (SW·콘텐츠산업 육성)
 (플랫폼과 네트워크 기반 강화)
 (ICT신산업 육성 및 균형발전 도모)
 (ICT R&BD, 창의인재 육성, 중소․벤처 창업 및 국제협력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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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물인터넷(IoT)산업
가. 국외 정책동향
□ 미국 정부의 사물인터넷 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종합적인 사물인터넷
국가 전략보다는 해당 부처나 기관별로 필요한 실무정책을 수립해 추진함
∘ 국가정보위원회(NIC: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는 2025년까지 국가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혁신적인

파괴적

기술(Disruptive

Civil

Technology)’ 중 하나로 사물인터넷을 선정함
 기술로드맵을 수립하고 공공과 민간부분으로 구분하여 연구개발을
추진하며 기존의 센서나 RFID와의 끊김없는(seamless) 연결을 가정
하고 있지만, 스마트 라이프(Smart Life)는 사업자의 몫으로 고려함
□ EU는 사물인터넷 연구와 혁신 촉진을 위해 ‘Horizon 2020’ 프로그램을
통해 2016～2017년 IoT 연구개발에 1억 3,900만 유로를 투입하고, 사물
인터넷 구축을 목표로 14대 액션플랜을 수립․추진
∘ EU는 다수의 사물인터넷 관련 R&BD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M2M을
확대함으로써 상황인지, 실시간 대응 등 스마트 라이프 서비스 구현에
주력하고 있음

나. 국내 정책동향
□ 미래창조과학부는 K-ICT 전략 및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사물
인터넷(IoT : Internet of Things) 전문 벤처․스타트업 및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세부 지원과제 67개를 선정함
∘ 67개의 선정된 과제를 통해 미래부는 창의적 아이디어 사업화를 가능
하게 하는 벤처․스타트업 육성, 사물인터넷 확산의 토대가 되는 스마트
센서, 기존 전통산업과 사물인터넷의 동반 성장, 유망 서비스․제품의
조기 확산 및 해외 진출 등 창업에서 해외 진출까지 사물인터넷 산업
육성 및 확산을 위한 전주기적인 지원을 본격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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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OT 전략분석
∘ SO전략(강점-기회전략)
 전통과 문화를 중심으로 스타일산업과 연계하는 녹색경제 전략을
기조로 하는 한편, 취약계층-노후주택 에너지효율화 사업을 통해
불평등을 완화하고, 기본권을 강화하는 ‘양날개 전략’을 전개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ST전략(강점-위협전략)
 전주시의 제조업 산업구조(조립금속/전기전자/섬유의복/목재종이)와
취약한 대중교통 인프라, 그리고 제도․재정․인프라 미비 등 구조적
취약성을 중장기적인 과제로 설정하고, 우선적으로 시민의 참여를
통해 전통문화와 슬로시티, 그리고 사회자본(교육/시민사회) 연계와
소통을 통한 민관 협치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기초를 다지는 ‘단계적
접근 전략’을 선택할 수 있음
∘ WO전략(약점-기회전략)
 대중교통과 자전거 활성화 등을 전통문화․관광산업과 연계하고,
제도를 정비하고, 국가와 전북도의 정책을 시정과 연계하여 ‘정책
통합’을 통해 취약계층 주택에너지효율화와 영세상가 에너지효율화
사업에 집중하는 ‘기회활용 전략’을 검토할 수 있음
∘ WT전략(약점-위협전략)
 교육․홍보와 캠페인을 강화하여 신생과 기성을 구분하여 기업․건물․
자동차 등의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대중교통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급격한 사회변동과 기후변화 등 내외적 요소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는 ‘위기관리 전략’을 고민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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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미래트렌드 조사·분석
1. 메가트렌드 조사·분석 개요
가. 분석절차 및 방법론
□ (STEEP 분석) 메가트렌드 도출을 위해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STEEP 분
석을 활용
□ 미래유망 신성장산업 관련 주요 메가트렌드 도출
[표 3-5] 미래유망 신성장산업 관련 10대 메가트렌드
분류
저출산·고령화
인구 구조 변화
세계 도시화 및 이머징 시티
삶의 질 중시 문화 및
소비패턴 변화
개인화 및 전통적 가족개념
변화
ICT 융합의 보편화를 통한
제조업 혁신과 디지털
컨버전스
바이오 융합과
생명자본주의 활성화
나노 융합을 통한 재료, 의약,
에너지 분야의 신산업 창출
지속 가능한 성장
경제적 양극화를 해결하는
포용적 성장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의 등장
남북 평화 경제를 통한
신성장동력
환경오염 및 생태계 압박
보건 및 안전 위험성 증대
에너지/ 자원의 고갈 및
국가간 경쟁
극한 기상현상 및 재난
대형화

주요트렌드
가상지능형공간
네트워크 사회

라이프스타일,
인구구조 변화

기술의 가속화 및
융복합화

인공지능 및 로봇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의
가속화
글로벌 경쟁심화
및 지속가능성장
경제 저성장 및
양극화 심화

정치적 대외 불확실성 증가
정치 및 외교 허브를 통한
다자간 협력확대
민족, 종교, 국가간 갈등위기
비국가 권력 및 국제적
규제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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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문제

기술발전에 따른
부작용

트렌드 이슈
글로벌화에 따라
다양한 가치관이
공존
상대적으로 우월한
기술을 보유한
국가의 경쟁력 강화
소프트웨어 중심의
기술발달
지식 및 정보 교환을
위한 상거래
출현/모바일중심의
산업재편
개인 중심의
네트워크 형성으로
소셜네트워크 발달
사이버, 자동화 등
로봇이 대신할 수
있는 사회 출현
네트워크와 IT,
인간과의 융합
출현/인간생활을
IT기기가 대체
기술에의한 통제 및
기술중심의 사회
출현
기후변화로 인한
온난화와 자원순환형
경제 등장
대체에너지 출현 및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기술 등장
개인정보 보호
중요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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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출된 미래유망 신성장산업 관련 10개 메가트렌드에 대해 미래유망
기술 관련 보고서 및 정책자료 등을 활용, 각각의 트렌드와 관련된
키워드를 추가적으로 도출하여 정리
[표 3-6] 미래유망 신성장산업 관련 10대 메가트렌드 및 키워드
10대 메가트렌드

글로벌 경쟁심화
및 지속가능성장

가상지능형공간

네트워크사회

미래유망 신성장산업 관련
키워드 종합

관련 키워드
- 동조화, 다양화. 가치 다원주의, 탈세계
화, 도시화, 신유목민, 글로벌화, 기술패권
주의, 경제의 글로벌화, 글로벌 노동시장,
자원문제, 무역장벽, 글로벌 금융위기, 보호주의,
지역통합, 지역주의
- 가상현실, 제4의 공간, 익스트림 리얼리티,
유비쿼터스, 인지감각, 오감/감정/실감, 메가
버스, 경험경제, 능동형소비, 가상공간거래,
네트워크(가상) 국가, 사이버 민주주의
- 개인, 부가가치, 사회적 통합 약화, 사
생활 침해, 가상세계와 현실세계 융합, 소
셜 네트워킹, 보안기술, 스마트폰, 여성의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 사이버 테러, 네트
워크 지식국가, 네트워크 권력 집중, 민간
대형포털

라이프스타일,
인구구조 변화

- 노령화, 교육, 인구감소, 멀티플레이어,
재택근무, U-Work, U-Home, 생명연장,
인공지능 로봇, 의사소통, 여성인력(노동
력), 실버산업(신산업)

기술의 가속화 및
융복합화

- 인간 IT 융합, 라이프스타일 미디어,
e-book의 대중화, IT컨버전스, 생체나노머
신, 텔레메틱스, 나노소재, 지능형 홈,
wearable PC, 지능형 로봇, 지식정보형 신
서비스 산업, R&BD 서비스 아웃소싱, 토
털 솔루션, 디지털 융합

인공지능 및 로봇

- 교육, 인지경계, 지능형 인프라, 퍼스널라이
프 로그, 군 무인화, 첨단 의료기술, U-서비스
로봇, 신체정보 모니터링, 원격 수술, 인체로
봇화, 인공지능 로봇시장, 스마트 신소재, 청
정나노기술, 나노의료기술, 감시사회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의
가속화

- 기후변화, 에너지절감, 환경보호운동, 녹색화,
자원순환형 사회, 환경모니터링, 환경 친화적 인
프라, 환경 위해성 평가, 수소경제, 물 비즈니스,
리스/렌탈/부품교환/수리서비스 발달, 환경안보,
국가간 갈등

Ÿ

기술교류 등의 목적으로
국가간 또는 기업간 협력
강화

Ÿ

단순 기술을 넘어, 인간의
오감을 만족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필요하며, 체험
장등의 시설 또한 필요

Ÿ

개인의 역량 및 개인 활동
을 위한 기술개발 필요
더불어, 개인 사생활 보호
기술 함께 개발

Ÿ

Ÿ

노령층과 여성 대상의
및 서비스업이 발달할
예상되며, 이데 대한
으로 ICT를 활용한
성 등이 필요

Ÿ

인간생활의 편의를 제공하
는 부분에 대해 ICT등의 신
기술을 적용하여 대체할 수
있는 기술 확보 필요

Ÿ

로봇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능력을 대신하는 산업이 발
달할 것으로 예상

Ÿ

신 기후환경 대응과 새로운
산업 발달에 대비해야 하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ICT
등과의 융복합을 통해 해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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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메가트렌드

관련 키워드

경제 저성장 및
양극화 심화

- 경제적 양극화, 차별화, 지식근로자, 공
간분리, 부정합, 소비의 양극화, 서비스 해
외 구매, 인구 과밀화, 사이버 공동체, 이
익단체화

에너지문제

기술발전에 따른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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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수요, 에너지 사용쿼터, 신재생/
대체에너지, 신소재, 에너지 인터넷, 스마
트 그리드, 자원순환형 경제, 청정에너지,Home service aggregator, 수소경제, 지속
가능한에너지체제, 폐자원 재활용, 자원 무
기화
- 사회적 통합 약화, 인간소외문제, 인체
장기의 부품화, 지식 소멸 주기, 자기복제
로봇, 기술 독점, 실업난, 숙련편향적기술
혁신, 생태계 불균형, 생물다양성, 도시화,
기술패권주의, 기술/지적자산 분쟁, 디지털
기술 편익, 양극화

미래유망 신성장산업 관련
키워드 종합
Ÿ

기술개발을 통해 경제 저성
장 및 양극화 해결

Ÿ

네트워크를 통한 에너지 수
요관리 방안 모색 필요

Ÿ

인간과 기술의 공존을 위한
정책등 수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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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정부 R&BD 중장기 투자전략(`16~`18)
1. 제1차 정부R&BD 중장기 투자전략(‘16~’18)
□ 추진배경) 우리나라는 GDP 대비 R&BD 투자비중이 4.29%로 세계 1위
(’14)이나, 절대규모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
□ (추진목표) 우리의 투자환경과 기술역량에 적합한 중점투자 분야 도출
및 중장기전략에 근거한 예산배분·조정 실시
□ (대상기간) 제1차 전략은 3년(ʼ16~ʼ18)을 대상으로 하고 차기에는 ‘과학
기술기본계획(‘18~‘22)’ 주기에 맞추어 5년 단위 전략으로 수립
□ (적용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기술개발을 주목적으로 하는 R&BD사업
(‘15년기준 7.1조원 규모)
[표 4-7] 9대 기술분야별 중분야 구성

9대 기술분야

중분야

ICT‧SW

①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② 통신·방송 및 네트워크 ③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④ 사물인터넷 ⑤ 빅데이터 및 클라우드 ⑥ 정보보안

생명·
보건의료

① 의료기기 ② 신약 ③ 뇌과학 ④ 유전체 ⑤ 줄기세포
⑥ 바이오융복합 ⑦ 임상·보건

에너지·자원

① 신재생에너지 ② 자원탐사 ③ 온실가스처리 ④ 원자력발전 ⑤ 방사선
⑥ 원자력안전 ⑦ 핵융합 ⑧ 전력 ⑨ 에너지저장

소재·나노

① 금속 ② 세라믹 ③ 고분자·화학·섬유 ④ 나노소자 및 시스템 ⑤ 탄소‧나노
소재 ⑥ 나노 바이오 보건 ⑦ 나노기반

기계·제조

① 자동차‧철도차량 ② 로보틱스 ③ 조선해양‧플랜트 ④ 제조기반기술
⑤ 공정장비‧산업기기

농림수산·식품

① 농산 ② 농생물‧환경 ③ 수산 ④ 축산‧수의 ⑤ 식품 ⑥ 농업공학
⑦ 산림

우주·항공·해양

① 인공위성 ② 발사체 ③ 항공 ④ 우주환경 ⑤ 해양‧극지

건설·교통

① 국토 공간 ② 사회기반구조물 ③ 건축구조물 ④ 물류 ⑤ 도로교통
⑥ 철도교통

환경·기상

① 기상 ② 기후‧대기 ③ 물관리 ④ 토양 및 생태계
⑥ 환경보건 및 예측

⑤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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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기술분야별 중점투자분야
분야
ICT‧SW

생명‧보건의료

에너지‧자원

소재‧나노

중점투자분야

분야

ㆍ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ㆍ사물인터넷
ㆍ신약
ㆍ의료기기
ㆍ에너지저장
ㆍ신재생에너지
ㆍ탄소·나노소재
ㆍ금속

기계‧제조

중점투자분야
ㆍ제조기반기술
ㆍ로보틱스

농림수산‧식품

ㆍ식품
ㆍ축산·수의

우주‧항공‧해양

ㆍ항공
ㆍ인공위성

건설‧교통

ㆍ철도교통
ㆍ도로교통

환경‧기상

ㆍ기후·대기
ㆍ환경보건 및 예측

2. 9대 기술분야별 중점투자전략
[표 4-9] 국가 기술분야별 투자전략(요약)

기술분야

‘17년도 투자 및 효율화 방향
ᄋ(투자방향) 미래성장동력산업 등 신시장 창출 가능 분야 중점지원 및 ICT
R&BD인프라 기반구축, 고급전문인력양성 등 생태계 활성화 지원

ICT·SW
ᄋ(효율화) ICT R&BD 인프라 효율성 향상 및 유사‧중복성이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 연계․협력 강화 또는 사업개편 추진
ᄋ(투자방향) 글로벌 성과 창출을 위한 신약, 의료기기 분야 투자 확충,
감염병 등 보건의료 위기대응, 국민복지 증진을 위한 공공기술 투자 강화
생명·보건의료
ᄋ(효율화) 부처협력체계 강화, 민간투자 촉진, R&BD 인프라 활용도 향상
및 사업구조개편, 수행주체 간 역할체계 조정 추진

에너지·자원

ᄋ(투자방향) 신기후체제 대응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저장분야에 중점 투자하고, 방사선 등은 민간 참여도‧성숙도에 따라 효율적
투자
ᄋ(효율화) 다수 부처에서 R&BD를 추진하는 분야는 중장기 추진계획의
연계를 강화하고, 사업목적 명확화를 위해 내역사업 개편 추진
ᄋ(투자방향) 미래 산업수요 대응소재 및 시장선도 소재‧나노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수요 산업과의 연계 및 연구성과 산업적 활용 지원 강화

소재·나노
ᄋ(효율화) 소재기술개발 유형별 효율적 지원으로 경쟁력 제고 및 소재전문
기업 육성, 인프라 활용도 제고로 중복 방지 및 중소기업 등 서비스 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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ᄋ(투자방향) 미래산업 대비 첨단기술, 핵심원천기술‧공통 기반기술 투자
강화 및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제조업 스마트화 지원
기계·제조
ᄋ(효율화) 지역전략산업과의 연계 강화와 인프라 효율적 활용을 통한 중복
구축 방지, 제조업 스마트화 및 생태계 체질개선 추진

농림수산·식품

ᄋ(투자방향) 농축수산물의 안정적 생산기술 및 부가가치 창출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미래성장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ICT·BT 등 첨단 기술의 융‧복합
연구 투자 강화
ᄋ(효율화) 농림수산식품 ICT 융‧복합 분야의 부처 및 기관 간 역할 분담
으로 중복성을 최소화하고, 상호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우주·항공·해양

ᄋ(투자방향) 무인기 시장선도와 위성․발사체 기술자립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선박교통관리체계 첨단화․표준화 및 해양 분야 대형 연구인프라
활용 연구 촉진
ᄋ(효율화) R&BD사업의 목적성 강화 및 성과활용 촉진을 위해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하고, 위성 산업화 촉진을 위해 산업체 주도의 위성개발 확대

건설·교통

ᄋ(투자방향) 자율주행자동차, 철도 등 미래유망교통 시스템 구축․운영 분야
투자를 강화하고, 시설물 설계․엔지니어링 및 유지관리 기술 개선에 투자
지속
ᄋ(효율화) 자유공모형 사업을 정책목표, 시장수요 등을 고려하여 목적성을
강화하고, 장기․대형․실증 연구중심에서 소규모․단기 목적성 연구 확대

환경·기상

ᄋ(투자방향) 기후변화 대응 및 청정 환경 조성에 핵심적인 기후‧대기, 환경
보건 및 예측 분야에 투자를 강화하되, 분야별 민간역량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내실화
ᄋ(효율화) 세부사업의 정체성 강화를 위해 세부 분야별 지원사업의 역할을
명확화하고, 단계적으로 단일 분야 사업구조로 분리‧통합 추진

ᄋ(투자방향) R&BD 중장기 투자전략에 따른 기술분야의 기초연구를 투자
확대 하고, 창의ㆍ선도적 기초연구를 지원 확대하며, 대형인프라 구축을
효율적으로 지원
기초연구
ᄋ(효율화) 학문 분야별 특성 반영 및 사업 간 기능차별화를 통한 투자효율
성을 제고하고, 기초연구(성) 사업 간 정보공유 확대 및 상향식 공모방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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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
□ 정부는 지난해 5월 국가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육성계획을 종합하여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을 수립
＊

2020년까지 약 5.6조원을 투자하여 ‘24년까지 수출 1천억달러 규모의
신산업을 육성할 계획

∘ 이번 2016년 실행계획은 성장동력의 조기 성과창출에 역점을 두고,
▲맞춤형 투자전략 추진 ▲ 민간투자 활성화 촉진 ▲국민체감도 제고
등 중점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을 담음
∘ 각 산업분야를 담당하는 9개 부처에서 핵심 공통기술 발굴, 초기시장
창출 등을 위해 ‘16년 약 1조원(9,736억원)을 지원할 예정임
[표 3-10] 미래성장동력 분야별 추진과제 및 투자계획
분야
5G 이동통신
스마트자동차
실감형콘텐츠
착용형스마트기기

지능형사물인터넷

지능형반도체

고기능 무인기

지능형 로봇

빅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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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전략

Ÿ

평창올림픽 시범서비스 제공을 위한 Pre-5G
시범망 구축 등

Ÿ

자율주행차 실도로 시범구간 구축 등

518

Ÿ

대화면(10인치) 디지털 홀로그래픽 콘텐츠 제작
시스템 실용화 등

645

Ÿ

패션·안전·의료 등 타산업과 접목 확대 등
(ex : 생체정보 기반 본인인식 기술 개발)

207

Ÿ

공공주택 소셜 IoT, U-City 체험 등 스마트시티
실증서비스 제공 등

768

Ÿ

국내 자체개발 CPU를 적용한 시스템반도체 기반
제품개발 등

738

Ÿ

전력설비점검, 무인기 물품 배송 등

499

Ÿ

병원 물류로봇, 복강경 수술로봇 등 의료·건강
관련 로봇 시제품 생산 등

743

Ÿ

공공·민간 데이터를 수집·가공하여 판매하는 데이터
중개사업 모델 개발(ex : 데이터스토어) 등

243

1,015

법·제도
개선 및
시범사업
추진지원

원천·실증
R&BD
선제적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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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3D프린팅 활용 항공기, 자동차 등 부품화 기술
개발(ex : 티타늄 소재) 등

866

심해저/극한환경
해양플랜트

Ÿ

북해 유전 및 서호주 가스전 해저·해상 공정모델링
등

505

가상훈련시스템

Ÿ

가상훈련 몰입형 요소기술(코어엔진 등) 개발 등

66

Ÿ

의료기관에서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 및 웰니스
IT기기 개발 등

583

스마트바이오
생산시스템

Ÿ

일회용 세포배양시스템 개발 및 바이오의약품
후보 물질 확보 등

384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Ÿ

태양광·풍력·연료전지 하이브리드 도심형 충전
시스템 개발 등

878

재난안전관리

Ÿ

강우 및 해안 침수·범람 예측기술 개발 등

598

직류송배전

Ÿ

중급 전압(MVDC급) 직류배전 시스템 기초연구 등

157

초임계CO2발전

Ÿ

초임계 CO2 발전 핵심기기 및 설계 기술개발 등

124

첨단소재가공

Ÿ

탄소섬유기반 복합재 설계·가공 원천기술 개발 등

199

융복합소재

맞춤형웰니스케어

총

계

민간기술
개발 및
사업화
속도 지원

중장기
R&BD 및
실증
지속지원

9,736

4.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
□ 저성장 뉴노멀 시대에 직면한 우리현실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이 절실한 상황임
□ 정부는 부처와 과학기술계 의견수렴을 통해 후보pool을 발굴하고 국과
심 위원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위원회에서 후보사업을 선정하였음
∘ 선정된 후보사업에 대해 주관부처, 관련기업 및 전문가들이 참여해
상세기획 및 기술성 평가를 거쳐 국가전략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수립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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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제 4절 종합분석
□ 미래 유망 신성장산업 도출
∘ 전주시의 여건 및 현황과 메가트랜드를 정부 R&BD 중장기 투자전략,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 국가전략 프로젝트(9대 분야)와 각각 매
칭하여 신성장산업관련 키워드를 도출

[그림 3-14] 정부정책 및 투자전략 중점영역 및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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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미래유망 신성장산업 키워드 도출

 그림 3-15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경량화, 문화관광/문화체험, 드론,
로봇, 헬스케어, 가상 공간, 오감/인지, 신소재, 스마트시티, 3D프린팅
과 같은 신산업관련 키워드로 도출
 이와 함께 미래 유망신성장산업을 발굴하여 전주시의 성장동력
기반으로 육성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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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전주시 신성장산업육성
종합계획

제 1절 전주시 신성장산업 육성전략
제 2절 전주시 5대 신성장산업 육성 중점사업 선정
제 3절 전주시 5대 신성장산업 육성계획 산업별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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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 전주시 신성장산업 육성전략
1. 사업추진 전략
가. 비전 및 목표
1) 현재 현황 분석 및 미래 성장형 전주시 발전 방향 분석
□ 현재 전주시의 여건 및 현황 분석과 함께 미래에 전주시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신성장산업을 추진·확대 할 수 있는 비전 및 목표 설정이 필요
□ 현재와 미래를 아우를 수 있는 전주시의 비전 및 목표설정을 제시

2) 전주시 신성장산업육성 비전 및 목표

[그림 4-1] 전주시 신성장산업육성 비전 및 목표, 전략, 예산(안)

□ 미래 융복합 트렌드 기반확립과 함께 신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 및 목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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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진방향 설정
1) 전주시 지역 여건 및 신성장산업의 추진 필요성에 대해 분석
□ 전주시는 문화･관광 중심의 전통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어 향후 전주시의
새로운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산업 필요
□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정부에서도 이와
관련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어, 전주시에서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외적대응이 필요

2) 기존산업의 성장 한계와 외부대응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 후
전주시 신성장산업 육성에 대한 방향 설정
□ 전주시는 문화･관광 중심의 전통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어 향후 전주시의
새로운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산업 필요
∘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R&BD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기업 유치
및 기술개발을 위한 종합 인프라를 구축함

[그림 4-2] 전주시 신성장산업 육성 추진방향(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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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BD 기반 확립 및 육성 방향 설정
□ 전주시가 미래 성장동력의 확보를 위해 단순한 신성장산업을 추진하는
방안이 아닌 기존산업과 신산업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통해 고부가
가치 산업육성 및 환경조성을 마련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R&BD 기반
확립 및 육성이 필요함

4) 종합 테마파크 구축
□ 종합 테마파크 구축은 신성장산업의 육성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형 인재육성의 장으로 활용하여 단순한 신성장산업이 아닌 사람과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발판의 계기임
∘ 또한, 종합 테마파크는 상품의 가격 및 품질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민간기업의 신성장산업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지역 Needs를 충족과 함께 지역발전의 연계시너지효과를 기대
할 수 있음
∘ 따라서 종합 테마파크는 신성장산업 육성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의
단순한 시설이 아닌 전주시의 미래를 위한 기반으로 조성하여 활용
해야함

가) 종합테마파크 지원센터 구축
□ 전주시 신산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한 산업역량강화를 위해 R&BD 기반
확립과 종합테마파크 구축 필요
∘ R&BD 환경(인프라)조성,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시험, 평가, 분석, 인증
장비 구축을 통한 기업성장지원, 전주시 특화산업 및 신성장산업간의
연계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종합테마파크 구축이 필요함
∘ 또한 종합테마파크는 전주시 5대 신성장산업 중 탄소산업, 드론산업,
3D프린팅 등 연계 가능한 사업들을 적극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발판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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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장산업 지원과 함께 전문인력 양성과 집적화 산업생태계 조성 필요
∘ 전주시의 성장동력 확보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개발
및 투자도 중요하지만 그에 맞는 전문인력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역중소·연구기관의 Value chain 형성을 통한 동반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에서 필요한 미래형 전문인력의 배양이 필요함
∘ 따라서 종합테마파크는 기업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해 신성장산업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교육하는 인재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음

나) 종합테마파크 운영계획(안)
□ 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종합테마파크 운영
∘ 전주시의 산업구조를 집적화 산업생태계로 조성하기 위해 종합테마
파크를 활용하여 증 및 테스트, 홍보, 체험을 동시에 아우를 수 있는
대규모 종합테마파크를 조성함

[그림 4-3] 종합지원센터 및 테마파크 운영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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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추진 과제발굴
가. 전주시 미래유망 신성장산업 발굴
□ 총 8개 산업분야, 17개 단위과제, 43개 세부추진과제
∘ 중점사업 : 3개 산업분야 / 3개 단위과제 / 9개 세부추진과제
∘ 일반사업 : 8개 산업분야 / 14개 단위과제 / 34개 세부추진과제
[표 4-1] 전주시 미래 유망 신성장산업 분야별 과제 도출(중점사업)

산업분야

단위과제


드론산업

1. 드론
레저스포츠
산업육성

드론 레저스포츠의
대중화 및 보편화

2. 전주
맞춤형
스마트시티
구축

스마트 라이프 서비스,
대중교통, 주차장 관리,
물류 관리, 커넥티드
관광 서비스 등 소비자
맞춤형 스마트 서비스
제공

3. AR/VR 및
전통문화
기반
문화체험공
간
구현

AR/VR + 전통문화 기반
교육·게임 어플,
관광정보서비스


사물인터넷
(IoT) 산업

 ICT융복합
산업
(IT/CT)

주요내용

세부추과제
① 1-1. 드론 축구교실 운영
② 1-2. 전주 드론스포츠 체험관 운영
③ 1-3. 전주 드론 월드컵 개최
④ 2-1. 스마트 주차 서비스 제공
⑤ 2-2. 스마트 라이프 서비스 제공
⑥ 2-3. 전주투어 셀프관광지도 앱 개발
⑦ 3-1. 실감미디어밸리 조성
⑧ 3-2. AR/VR 전주액션로드 조성
⑨

3-3. 실감미디어밸리 소프트웨어 및 게임
개발·지원

[표 4-2] 전주시 미래 유망 신성장산업 분야별 과제 도출(일반사업)

산업분야

신성장산업
종합

단위과제

주요 내용
①

1. 신성장산업
활성화·육성지원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전주시 신성장산업의
육성·지원 기반 마련
드론산업 역량강화 및
기술, 인력, 창업의
복합적 지원

④ 2-1. 드론 기술개발 Test-Bed 구축 사업

2. 드론
테마파크 구축

드론산업

세부추진과제
1-1. 융복합 아이디어 컨퍼런스
개최
1-2. 고부가가치 융복합산업
②
해외진출 지원사업
③ 1-3. 융복합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⑤ 2-2. 드론산업 기술.인력창업지원
⑥ 3-1. 정보수집 드론 개발

3 전략수행형
드론 개발

드론을 활용한
정보·수집·전달·분석 등
전략수행형 드론 개발

⑦ 3-2. 방범 및 구조용 드론 개발
⑧

3-3. 드론 활용(정보수집, 방범 등)
시범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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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프린팅
산업

4. 3D프린팅
산업 활성화

지역 거점 3D프린팅
운영 관리를 통한
기업지원 및 활성화
추진

5. 3D프린팅
창업 지원

창업지원 및
기업역량 강화

6. 3D프린팅
콘텐츠 상품화


사물인터넷
(IoT) 산업

7.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8. 사물인터넷
전문기업 육성


ICT융복합
산업
(IT/CT)

9. 전주 신성장
스마트미디어
산업육성

10. 생활밀착형
탄소소재 개발
 탄소산업
11. 탄소복합재
신뢰성 시험평가
기반 구축

12. 전주형
스마트팜 구축

농생명 산업
13. 전략적
농생명 클러스터
구축


신재생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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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CO²제로단지
조성

산업 및 스포츠, 레져,
엔터테이먼트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
상품화
사물인터넷
기술연계를 통한
스마트 헬스 케어,
정밀의료 서비스 제공
사물인터넷
연구,기술,사업화 등
전방위 지원방안 마련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한
미디어파사드와
스마트 사이니지 홍보
K-ICT전북스마트
미디어센터 활용
신성장산업 홍보 연계
이동식 컨테이너, 캠핑
트레일러 등
탄소소재를 활용한
생활밀착형 제품
개발지원
신제품 개발,
시장확대를 위한
DB구축 및 인증평가
기반 마련
전주특화작물의
생산성 향상 및
고품질 작물 수확
일거리 창출

4-1. 전주 거점 3D프린팅
허브센터 구축
4-2. 3D프린팅 전문인력 양성 및
10
◯
지원
⑨

11 5-1. 3D프린팅 창업클러스터 조성
◯
12 5-2. 창업지원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6-1. 콘텐츠 상품화 서비스센터
구축
6-2. 교육용․유아용 3D프린팅
콘텐츠 개발
7-1.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개발
7-2. 정밀의료 서비스 기반 구축
7-3. 생활환경 기반 스마트 컨디션
서비스
8-1. R&BD연구기반 사업화 지원
8-2. 프로젝트 발굴 국제 컨퍼런스
개최

20
◯

9-1. 소셜네트워크 활용 스마트
미디어 광고 홍보물 제작

21
◯

9-2. 사이니지, 미디어파사드를 활용한
전주시 신성장산업 기업홍보 지원

22 10-1. 조립형 탄소소재 제품개발
◯

23
◯

10-2. 탄소소재 레저스포츠 용품
개발 지원사업

24 11-1. 탄소복합재 인증기관 구축
◯
25
◯
26
◯
27
◯
28
◯

농생명 산업의
역량고도화 및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인 농생명
클러스터 구축

29
◯

신재생에너지 자립화
산업단지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및 R&BD

32
◯

30
◯
31
◯

33
◯
34
◯

11-2. 탄소복합재 기업 및
제품인증화 사업
12-1. 전주특화작물 스마트 팜
시스템 시범사업
12-2. 전주특화작물 DB 구축 및
신종품목 개발·연구
12-3 개도국 스마트팜
기술지원사업
13-1. 산․학․연 유치를 위한 기반
마련
13-2. 전략적 특화산업 투자 유치
지원사업
13-3. 농생명 융복합 기술개발
사업화 지원
14-1. 종합테마파크 탄소제로
단지조성
14-2. 신재생에너지 Test-Bed 구축
14-3.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DB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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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주시 미래유망 신성장산업 로드맵
□ 신성장산업 종합

[그림 4-4] 신성장산업 종합 중장기 로드맵

□ 드론산업

[그림 4-5] 드론산업 중장기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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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D프린팅 산업

[그림 4-6] 3D프린팅산업 중장기 로드맵

□ 사물인터넷(IoT)산업

[그림 4-7] 사물인터넷(IoT)산업 중장기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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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융복합산업

[그림 4-8] ICT융복합산업 중장기 로드맵

□ 탄소산업

[그림 4-9] 탄소산업 중장기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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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생명산업

[그림 4-10] 농생명산업 중장기 로드맵

□ 신재생에너지

[그림 4-11]신재생에너지 중장기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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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전주시 신성장산업 육성 중점사업 선정
□ 전주시의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어야 할 사업을
선정하여 신성장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함
∘ 전주시의 드론축구 및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 미래 소비자를 위한 맞춤형 스마트 서비스 사업
∘ 문화·관광·전통산업과 함께 AR/VR 기반의 미래형 신성장산업

[그림 4-12] 드론 레저스포츠 산업 중장기 로드맵

[그림 4-13] 맞춤형 스마트시티(서비스) 중장기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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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전통문화 기반 AR/VR 산업 중장기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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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드론 레저스포츠산업 육성
1-1. 드론축구교실 운영

드론
레저스포츠산업 육성

1-2 전주 드론스포츠 체험관 운영
1-3 전주 드론 월드컵 개최

□ 사업목적
드론은 군용·산업용 또는 개인적인 용도
에서 그 활용도가 점차 주목받고 있으며 일
반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드론축구
교실 운영, 드론스포츠 육성, 드론체험관 및
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대중화 및 보편화를
꾀하여 드론산업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 2022년
∘ 위 치 : 종합테마파크 내 드론테마파크 조성 단지 확보 필요
∘ 추진주체 : 전주시
∘ 총사업비 (5개년 : 2018 ~ 2022년) : 105억 원
∘ 사업내용
 드론축구교실 운영 : 전주월드컵경기장, 드론테마파크 내 부지 활용
 드론스포츠 체험관 운영 : 드론테마파크 내 체험관 건립
 드론 월드컵 개최 : 전주월드컵경기장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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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드론 축구교실·스포츠 체험관 및 드론 월드컵 운영방안(예시)
드론 축구교실 운영
운영시기
운영 프로그램

운영 효과

n 상시 개방

Ÿ

단체 관람 예약제

n 드론 축구 영상 관람
n 드론 축구 조작법 및 룰 교육
n 드론 축구 체험

Ÿ

단체 관람객 대전
모드
초·중·고 리그전 개최

n 학생들의 관심도 유발
n 부모님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레저
n 드론 축구 활성화

Ÿ

Ÿ

Ÿ

드론을 활용한
교육의 장
관광효과 기대

전주 드론스포츠 체험관
체험 프로그램
비행 시뮬레이션
드론 레이싱
드론 이어 달리기

n 프로그램 내용
n 전투 · 곡예 모드 시뮬레이션
n 센서를 활용한 대전 모드

Ÿ

VR을 활용한
드론체험

n 코스별 드론 레이싱 대전
n 드론 장애물 타임어택

Ÿ

SNS를 활용한 개인별
랭킹 시스템

n 바톤 이어받기 형식의 드론 이어 달리
기 체험

Ÿ

단체 관람객 대전
방식

Ÿ

개인·단체 참가

Ÿ

드론스포츠 종목
육성 필요

전주 드론 월드컵 개최
운영시기

종목

운영 효과

n 매년
드론
드론
드론
드론
드론

n
n
n
n
n

축구
레이싱
이어달리기
장애물 경기
전투

n 드론스포츠 홍보 및 도시 이미지 제고
n 드론스포츠 활성화 기대
n 신성장산업으로써 드론산업 성장 기대

∘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

주요내용

1차년도(2018)

Ÿ
Ÿ
Ÿ

드론축구교실 기획·운영 계획 추진
드론축구단 및 아마추어 축구단 창단 및 활성화
드론스포츠 체험관 건립 추진계획 마련

2차년도(2019)

Ÿ
Ÿ
Ÿ
Ÿ

드론 축구, 레이싱 등 종목별 대회 추진
드론스포츠 체험관 건립
드론 레저스포츠 종목 연구·개발
드론축구교실 운영 및 홍보, 만족도 조사

Ÿ
Ÿ
Ÿ

드론 레저스포츠 월드컵 추진
드론스포츠체험관 운영 및 홍보
드론축구교실 운영 및 홍보

3차년도(2020)
4차년도(2021)
5차년도(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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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별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합계

1,500

3000

2,000

2,000

2,000

10,500

1500

800

800

800

3,900

1,500

1,200

1,200

1,200

6,600

국비
도비

-

시비

1,500

기타

-

□ 세부 추진과제

1.1 드론축구 교실 운영
∘ 사업기간 : 2018 ~ 2022년
∘ 위 치 : 드론테마파크 단지 내
∘ 총사업비 (5개년 : 2018 ~ 2022년) : 25억 원
∘ 사업개요(내용)
 드론 축구에 대한 관심과 기대치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민들과 관광
객을 대상으로 드론 축구교실을 운영하여 드론테마파크의 매인
관광사업으로 육성
 지역 시민, 초·중·고등학생 및 단체 관광객 유치를 통해 드론
축구 홍보효과와 함께 관광효과 기대
 또한 초·중·고 팀 육성을 통해 리그전 활성화를 도모하여 드론
축구의 인적 인프라 확보
∘ 기대효과
 드론축구의 저변확대와 드론을 활용한 레저·스포츠산업 육성 계기 마련

1.2 전주 드론스포츠 체험관 운영
∘ 사업기간 : 2018 ~ 2022년
∘ 위 치 : 드론테마파크 단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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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사업비 (5개년 : 2018 ~ 2022년) : 40억 원
∘ 사업개요(내용)
 드론 전시, 조작, 조립 등 일반적인 체험이 아닌 축구, 레이싱,
비행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레저·스포츠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체험관을 통하여 드론에 대한 흥미를 유발
 전주시민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드론축구에
대한 홍보가 필요함
 전국적으로 드론체험관의 신설되고 있으나 전시, 조작, 조립 등
드론에 대한 교육·홍보 위주임
∘ 기대효과
 드론 레저·스포츠의 대중화 및 보편화 기대
＊

드론축구의 대중화를 통해 드론을 활용한 다양한 레저·스포츠 영역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는 레저스포츠산업의 육성 계기가 될 것임

1.3 전주 드론 월드컵 개최
∘ 사업기간 : 2018 ~ 2022년
∘ 위 치 : 드론테마파크 단지 내
∘ 총사업비 (5개년 : 2018 ~ 2022년) : 40억 원
∘ 사업개요(내용)
 향후 드론 레저스포츠가 세대를 넘나드는 여가활동으로 자리 잡기
위해 드론스포츠 종목을 개발하고 드론스포츠 대회를 개최하여 지
역성장사업을 넘어서 국가성장사업으로 육성이 필요함
 드론레이싱 대회는 이미 국제적으로 큰 규모로 열리고 있으며 2016년
12월에는 국제 드론스포츠 컨퍼런스 및 대회가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됨
 드론 축구 및 드론 레저 스포츠가 전국민의 스포츠 문화로 거듭나기
위해 지역내 소규모 행사부터, 국내대회, 국제대회 개최를 통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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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는 드론산업 및 드론축구의 활성화를 위해 드론축구 선수단
실무회의, 드론축구공 전국시판을 위한 MOU, 드론축구협회 설립
등을 추진하고 있음
∘ 기대효과
 드론 레저스포츠 대회 및 체험을 통한 관광자원 확보
 드론의 개발, 생산부터 체험까지 드론의 산실로써 전주시의 이미지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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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주 맞춤형 스마트시티 구축
2-1. 스마트 주차 서비스 제공

전주 맞춤형
스마트시티 구축

2-2. 스마트 라이프 서비스 제공
2-3. 전주투어 셀프관광지도 앱 개발

□ 사업목적
편의성을 제공하며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
상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도시 인프라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스마트화 추진을
통해 ICT/IoT 융복합 산업 육성과 기업의
자발적 참여 및 투자를 유도하는 전주 맟춤
형

스마트시티 서비스 구현

□ 추진배경(필요성)
∘ 현재 한국은 스마트시티를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고 있으나 이에
앞서 스스로 스마트시티를 구축할 능력이 있는지 심층 점검 필요함
∘ 전주시는 스마트 시티 롤 모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도시 인프라의
스마트화 기반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시민들과 관광객들을
위한 ICT/IoT 융복합 스마트 시티 구현을 통한 미래형 첨단도시로써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함
 전주시의 전통문화, 관광, 신성장산업을 아우를 수 있는 맞춤형 실
증도시 구현을 목표로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하고, 스마트주차, 스
마트 물류, 스마트 라이프 등의 활용을 위한 서비스 솔루션을 제공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 2022년
∘ 추진주체 : 전주시
∘ 총사업비(5개년 : 2018 ~ 2022년) : 94억 원
∘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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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주차 서비스 제공
 스마트 라이프 서비스 제공(앱 개발)
 전주투어 셀프관광지도 앱 개발
∘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

주요내용

1차년도(2018)
2차년도(2019)
3차년도(2020)
4차년도(2021)
5차년도(2022)

Ÿ
Ÿ
Ÿ

스마트 주차 서비스 지역 선정 및 시스템 구축 기획
스마트 라이프 서비스 제공 방안 마련
전주투어 셀프관광지도 앱 개발

Ÿ
Ÿ
Ÿ
Ÿ
Ÿ

스마트 주차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스마트 라이프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전주투어 셀프관광지도 앱 제작 및 배포
스마트 서비스 홍보 및 서비스 만족도 조사
문제점 개선방안 마련

∘ 연차별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합계

800

5,300

2,300

500

500

9,400

5,000

2,000

300

300

국비

7,000

도비
시비

800

500

500

2,400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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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스마트시티 서비스 개발(예시)

전
주
스
마
트

분류

서비스명

방범

스마트 존

Ÿ

골목길, 우범지역 위주 드론 정찰 및 음성인식장치 설치

생활
편의

스마트
라이프

Ÿ

마트, 공원, 대중교통 등 인구밀집 지역에 대한 실시간 정보
제공을 통해 불편함 해소

스마트
횡단보도

Ÿ
Ÿ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 스마트 볼라드 및 안전펜스를 통해
차량 정지선 위반, 무단횡단 시 경보(전광판/음성)

스마트
교통시스템

Ÿ

실시간 교통흐름, 돌발정보, 버스위치정보 등 실시간 정보
제공

Ÿ

주차장 빈공간 위치추적, 실시간 주차상황, 자동 결제 시스템
도입

Ÿ

불법주차단속을 위한 센서를 통해 일정시간 후 차량 정보
전송 및 알림서비스

Ÿ

빌딩에서 화재 발생시, 화재 발생 위치에 따라 각 층 및
공간에서 최적의 대피로 및 행동 요령을 음성으로 안내

도로
교통

시
티

스마트 주차
주차

서
비
스

스마트 라인
재난/
재해

스마트
세이프

서비스 개요

□ 세부 추진과제

2.1 스마트 주차 서비스 제공
∘ 사업기간 : 2018 ~ 2022년
∘ 위치 : 전주시
∘ 총사업비(5개년 : 2018 ~ 2022년) : 75억 원
∘ 사업개요(내용)
 전주시의 교통·안전 분야에서 도시정보와 교통정보를 결합한 스마트
파킹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교통체중을 줄이고, 비상상황에 신속
대응이 가능한 지능형 관리체계 구축
∘ 기대효과
 유연한 교통정보 서비스 제공
＊

혼잡한 상황을 사전 예방하며,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지

＊

비상 상황 시 신속한 대처를 가능토록 지원

2.2 스마트 라이프 서비스 제공
∘ 사업기간 : 2018 ~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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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사업비(5개년 : 2018 ~ 2022년) : 7억 원
∘ 사업개요(내용)
 전주시민들이 이용하는 대형 마트, 백화점, 버스정류장 전주역 등
인구밀집도가 높은 시설물 위주로 CCTV와 연계하여 앱을 통해
사용자를 추정한 데이터를 제공하여 시설물 사용에 대한 혼잡함을
억제시킴
∘ 기대효과
 시민들의 일상생활 편의 극대화
＊

사용자를 추정한 데이터를 제공하여 시설물 사용에 대한 혼잡함을 억제시킴

＊

원활한 시설 사용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들의 편의 제공

2.3 전주투어 셀프관광지도 앱 개발
∘ 사업기간 : 2018 ~ 2022년
∘ 총사업비(5개년 : 2018 ~ 2022년) : 12억 원
∘ 사업개요(내용)
 문화관광도시 전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위해 출발지점부터 숙소,
이동수단, 열차시간 등 사용자가 원하는 최적의 관광코스를 제공
하여 만족도를 높이고 관광객 증진 효과를 유도함
 주요 관광단지와 맛집 숙소현황 등을 스마트 라이프 앱과 연계하여
실시간으로 관광코스를 수정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스마트 라이프 시스템과 연계하여 혼잡 시설 실시간 확인

＊

출발지점부터 도착지점까지 원활한 이동수단 및 길안내 서비스 지원

＊

주요 편의시설에 대한 현황정보 서비스

∘ 기대효과
 숙소, 맛집, 관광지 등 이용혼잡을 최소화 함
 최적의 관광코스를 제공하여 만족도를 높이고 관광객 증진 효과를
유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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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R/VR·전통문화 기반 문화체험공간 구현
3-1. 실감미디어밸리 조성

AR/VR·전통문화 기반
문화체험공간 구현

3-2. AR/VR 전주액션로드 조성
3-3. 실감미디어밸리 소프트웨어 및 게임 개발·지원

□ 사업목적
‘포켓몬 고’의 열풍으로 인해 VR/AR 산
업의 확대가 예상되고 있으며 이러한 여건
을 바탕으로 전주시는 한옥마을, 유적지,
공연

등

다양한

전통문화를

활용하여

VR/AR 기술 등 IoT산업을 통한 문화·관광
콘텐츠와 이를 시현할 수 있는 체험관을 마
련하여 지역특색을 살린 산업으로 육성
□ 추진배경(필요성)
∘ 2010년 이후 세계 AR/VR 시장이 빠르게 성장해왔으며, 2020년까지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
∘ 정부는 2016년부터 AR/VR 산업에 올해부터 5년간 약 4,05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으며 이를 통해 미국에 비해 약 2년가량 뒤처진 기
술격차를 6개월로 단축시키겠다는 목표를 설정함
∘ 전주시는 원도심 중심의 ‘아시아문화심장터 100만평 도심재생프로젝
트’에 발맞추어 4차산업혁명 신성장동력분야인 VR(가상현실)서비스
기반으로 전통문화유산의 디지털 복원 및 활용한 지역 헤리티지 융합
플랫폼으로서‘VR미디어밸리’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 이러한 여건을 바탕으로 전주시는 한옥마을, 유적지, 공연 등 다양한
전통문화를 활용하여 AR/VR 기술 등 IoT산업을 통한 문화·관광 콘
텐츠와 이를 시현할 수 있는 체험관을 마련하고 지역특색을 살린 산
업으로 육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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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 2022년
∘ 추진주체 : 전주시
∘ 총사업비(5개년 : 2018 ~ 2022년) : 278억 원
∘ 사업내용
 실감미디어밸리 조성
 AR/VR 액션로드 조성
 실감미디어밸리 소프트웨어 및 게임 개발 지원
∘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

주요내용

1차년도(2018)

2차년도(2019)

3차년도(2020)

4차년도(2021)
5차년도(2022)

Ÿ
Ÿ

문화체험마을, AR/VR 액션로드 조성계획 추진
연계 교육용 소프트웨어·게임 개발 추진

Ÿ

VR기반 테마파크, AR기반 게임콘텐츠, MR기반 체험 스튜디오
구축, 종합지원센터, 미디어아트 갤러리 조성
AR/VR 액션로드 시범 운영
센서를 활용한 대형 스크린, 모바일 앱과 연계 방안 추진

Ÿ
Ÿ
Ÿ
Ÿ

AR/VR 액션로드 운영 및 관리
문화체험공간, 액션로드 연계 AR/VR 교육용 소프트웨어·게임
출시 및 운영

Ÿ
Ÿ
Ÿ
Ÿ

문화체험마을 운영 및 관리
액션로드 추가 콘텐츠 개발 및 아이디어 공모
모바일 전용 앱 출시 및 콘텐츠 확대 추진
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문제점 개선방안 마련

∘ 연차별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합계

900

11,000

12,500

1,700

1,700

27,800

7,000

8,500

4,000

4000

국비

15,500

도비
시비

900

1,700

1,700

12,300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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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추진과제

3.1 실감미디어밸리 조성
∘ 사업기간 : 2018 ~ 2022년
∘ 위치 : 전주 원도심 일대(*총3,300㎡/1천평 규모)
∘ 총사업비(5개년 : 2018 ~ 2022년) : 223억 원
∘ 사업개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가상현실(VR·AR)산업육성&투자

(519억 원), 문화체육관광부-‘가상현실(VR) 콘텐츠산업육성’ 발표
(16년) 등 VR산업은 『미래를 책임질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이자, 전주시 신성장동력분야로서 제4차산업혁명 선도형 미래산업
생태계 구축이 필요함
 대표관광지로 주목받는 전주시 원도심 권역 ‘아시아문화심장터
100만평도심프로젝트’인 지역의 풍부한 전통문화의 복원 및 창조적
재생을 통해, 한옥마을의 연간방문 1천만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역
특화형 기반시설인 전주 VR밸리로서 융합플랫폼 거점 기능
 전통문화유산(Heritage)기반 VR팩토리(제작지원 + BI공간 + VR스쿨 등
특화인프라) + 드론공연과 미디어아트(미디어파사드)를 결합한 융복합
플랫폼으로서‘VR미디어밸리’구축
 전주시 원도심 아시아문화심장터 일대 VR미디어밸리 구축 사업과
연계하여 AR/VR, 스마트미디어, 드론산업까지 연계하여 문화·미디어·
체험마을 조성을 추진함
∘ 기대효과
 융복합 문화도시 전주의 이미지 제고
＊

신성장산업과 전통문화산업이 어우러진 미래형 도시 전주로써 이미지 상승
효과 기대

 전통문화·놀이·역사를 배우고 신성장산업의 콘텐츠를 함께 체험
하는 교육의장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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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AR/VR 전주액션로드 조성
∘ 사업기간 : 2018 ~ 2022년
∘ 총사업비(5개년 : 2018 ~ 2022년) : 32억 원
∘ 사업개요(내용)
 전주의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하여 AR/VR 게임·미션형 액션로드를
조성하여 해당 지점 별 게임·미션 해결 방식을 통한 다음지점 안내
유도
 일반적인 문화·관광 체험이 아닌 액션로드 체험과 클리어 보상 등을
통해 흥미를 유발
∘ 기대효과
 AR/VR 액션로드를 활용한 교육 및 홍보 효과
＊

문화·역사·전통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효과 기대

＊

전주시의 다양한 관광자원에 대한 콘텐츠를 추가하여 홍보효과 기대

 ` 소비자의 즐거움을 유발하는 관광지 역할 수행

3.3 실감미디어밸리 소프트웨어 및 게임 개발·지원
∘ 사업기간 : 2018 ~ 2022년
∘ 총사업비(5개년 : 2018 ~ 2022년) : 23억 원
∘ 사업개요(내용)
 전주의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하여 AR/VR 게임·미션형 액션로드를
포함한 인터넷·모바일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지원
 역사·문화 등을 보다 쉽게 제공하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캐릭터 기반의 게임 개발·지원
＊

액션로드와 연계하여 관광자원으로도 활용 가능

＊

전통 놀이를 연계한 AR/VR 게임·미션 개발

∘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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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적인 측면뿐만이 아닌 교육적 가치 기대
＊

신성장산업 육성 목표와 함께 역사·문화 교육적 측면에서 역할 기대

 과거, 현재, 미래를 잇는 체험학습효과 기대
＊

역사, 전통문화 등 과거의 모습, 전주의 현재 모습, 신성장산업 및 AR/VR을
통한 미래의 모습까지 포함한 관광지로써 이미지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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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전주시 신성장산업 육성계획 산업별 추진과제
 신성장산업 종합
1. 전주시 신성장산업 활성화·육성 지원
전주시 신성장산업
활성화·육성지원

1-1. 융복합 아이디어 컨퍼런스 개최
1-2. 고부가가치 융복합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1-3. 융복합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 사업목적
전주시의 성장동력 확보의 시급성과 4차
산업혁명 등 외적 부분에 대한 대응이 필요
한 상황이며 전주시의 특화산업과 연계하기
위한 신성장산업 육성·지원 기반을 확보해
야함
□ 추진배경(필요성)
∘ 전주시는 문화·관광 중심의 전통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최근
탄소산업 유치를 통해 특수산업에 대한 기반을 확보
∘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정부에서도 이와
관련된 정책을 추진중에 있어, 전주시에서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외적대응이 필요
∘ 따라서 전주시가 미래 성장동력의 확보를 위해 신성장산업의 육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융복합산업 기반을 마련하여 산업간 정보교류를
지원하여 동반성장의 기회를 마련해야 함
 융복합 산업은 소프트웨어가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등 모든 단계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

산업간의 적극적인 정보교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주기적인 연구회의,
컨퍼런스, 워크샾을 활용

＊

민간에서의 창의성을 줌심으로 아이디어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이
마련되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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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 2022년
∘ 총사업비 (5개년 : 2018 ~ 2022년) : 69억 5천만 원
∘ 추진주체 : 전주시
∘ 사업내용
 융복합 아이디어 컨퍼런스 개최
 융복합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융복합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

주요내용

1차년도(2018)

2차년도(2019)

3차년도(2020)
4차년도(2021)
5차년도(2022)

Ÿ
Ÿ
Ÿ

신성장산업 융복합 네트워크 구축
융복합산업 아이템 발굴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방안 마련

Ÿ
Ÿ
Ÿ
Ÿ
Ÿ

신성장산업간 융복합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수출 전용 R&BD, 사업화 지원
융복합 제품 및 서비스 해외 마케팅 지원
기간별 연구모임, 컨퍼런스,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신성장산업 간
정보·기술 교류 추진
융복합 컨퍼런스 개최 및 자료집 발간·배포

Ÿ
Ÿ
Ÿ

해외진출 지원기업 해외시장 진출 추진
신성장산업간 융복합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융복합 컨퍼런스 개최 및 자료집 발간·배포

∘ 연차별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합계

350

2,250

1,450

1,450

1,450

6,950

350

2,250

1,450

1,450

1,450

6,950

국비
도비
시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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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추진과제

1.1 융복합 아이디어 컨퍼런스 개최
∘ 사업기간 : 2018 ~ 2022년
∘ 규 모 : 지역 및 전국 신성장산업 관련기관 및 기업
∘ 총사업비 (5개년 : 2018 ~ 2022년) : 2억5천만 원
∘ 사업개요(내용)
 3D프린팅, ICT 융복합, 탄소산업, 사물인터넷 등 융복합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Test-Bed를 활용한 기업 역량강화
 융복합 컨퍼런스 개최를 통해 신성장산업 간의 유기적인 기술개
발·교류를 극대화시킴
 3D프린팅을 활용한 탄소소재 제품 개발, 드론 경량화 및 교육용 제
품개발, 유아용 완구 제작, 의료융 기기 등 다양한 분야와의 접목
을 통한 기술개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

1.2 고부가가치 융복합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8 ~ 2022년
∘ 규 모 : 지역 및 전국 신성장산업 관련기관 및 기업
∘ 총사업비 (5개년 : 2018 ~ 2022년) : 58억 원
∘ 사업개요(내용)
 신성장산업간의 기술·개발 교류와 역량강화를 통한 국내 시장창출
과 활성화 및 해외진출 지원 방안 마련
 탄소소재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산업 진출부터 3D프린팅을 활용한
콘텐츠 까지 해외지역 여건에 맞춰 기획·추진함
＊

신성장산업간 융복합산업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방안 마련

＊

신성장산업 기업 제품 및 서비스 해외마케팅, 글로벌 쇼핑몰 활용, 수출연계형
기술사업화 등 역량강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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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융복합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 사업기간 : 2018 ~ 2022년
∘ 규 모 : 지역 및 전국 신성장산업 관련기관 및 기업
∘ 총사업비 (5개년 : 2018 ~ 2022년) : 9억 원
∘ 사업개요(내용)
 전주시의 신성장산업 간의 교류를 위한 융복합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함
＊

지역특화산업과 융복합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신성장산업간의 동반성장을
기대하며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하여 국내 규모의 융복합 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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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산업
2. 드론테마파크 구축
드론테마파크 구축

2-1. 드론 기술개발 Test-Bed 구축 사업
2-2. 드론산업 기술·인력·창업지원

□ 사업목적
드론 기술개발 Test-Bed 구축과 드론산업
융복합 컨퍼런스 개최 등을 통해 드론산업
역량강화 및 기술·인력·창업지원을 복합
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드론테마파크 구축
추진

□ 추진배경(필요성)
∘ 2015년 전세계 드론시장의 규모는 약 14억 달러 이며, 2018년까지 67억
달러로 매년 36.7%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함. 국내시장 또한
2016년 278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2018년 까지 1,163억 원으로 매년
43%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함
∘ 우리나라 정부 또한 드론 기술발전 및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 가능성
증대로 드론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의 하나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3년간 5000억을 투자할 계획임
∘ 따라서 드론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드론 Test-Bed와 같은
관련 기반시설의 구축과 드론스포츠공원, 드론체험관 등 다양한 체험
시설을 마련하여 드론산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드론테마파크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 2022년
∘ 총사업비 (5개년 : 2018 ~ 2022년) : 10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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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치 : 종합테마파크 내 드론테마파크 조성 단지 확보 필요
∘ 추진주체 : 전주시
∘ 사업내용
 드론테마파크 조성계획 추진
＊

테마파크 부지확보, 드론기술개발 Test-Bed 구축 추진, 드론산업 기술·
인력·창업지원, 테마파크 참여기업 유치

 단지 조성 재원 조달 방안 마련

[그림 4-15] 드론테마파크를 활용한 Test-Bed 구축(안)

∘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
1차년도(2018)

주요내용
Ÿ
Ÿ
Ÿ

드론 Test-Bed 구축 및 장비 구입
드론산업 및 신성장산업 융복합 네트워크 구축
아이디어 창업기회 제공 및 기업 역량강화 지원

Ÿ
Ÿ
Ÿ
Ÿ
Ÿ

Test-Bed 구축 및 운영·관리
융복합 컨퍼런스 개최 및 자료집 발간·배포
아이디어 창업기회 제공 및 기업 역량강화 지원
드론산업 전문인력 양성교육 및 지원 실시
연차별 창업지원 확대 추진

2차년도(2019)
3차년도(2020)
4차년도(2021)
5차년도(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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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별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합계

2,000

4,600

1,200

1,300

1,400

10,500

국비

1,000

3,000

1,000

1,600

4,000

도비
시비

1,200

1,300

1,400

6,500

기타

□ 세부추진과제

2.1 드론기술개발 Test-bed 구축 사업
∘ 사업기간 : 2018 ~ 2022년
∘ 위 치 / 규모 : 드론테마파크 단지 내 약 2,500m²
∘ 총사업비 (5개년 : 2018 ~ 2022년) : 70억 원
∘ 사업개요(내용)
 드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드론 개발자들이 시험·검증 테스트 및
시범운전 가능한 공간 확보
＊

드론테마파크 내 Test-Bed 구축을 통해 기업들의 드론 성능 테스트를 지원
하여 드론 연구·개발 및 상용화 지원

＊

Test-Bed 활용을 위한 드론관련 기업 유치가 가능

2.2 드론산업 기술·인력·창업지원
∘ 사업기간 : 2018 ~ 2022년
∘ 총사업비 (5개년 : 2018 ~ 2022년) : 35억 원
∘ 사업개요(내용)
＊

드론뿐만 아니라 신성장산업간의 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 지원시스템
구축

＊

아이디어 창업 및 기업 역량강화를 위해 융복합 컨퍼런스, 드론기술개발
Test-Bed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드론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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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략수행형 드론 개발
3-1. 정보수집 드론 개발

전략수행형 드론 개발

3-2. 방범 및 구조용 드론 개발
3-3. 드론 활용(정보수집, 방범 등) 시범사업 추진

□ 사업목적
군사용으로 활용되었던 드론은 점점 그 효
용가치가 높아지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따라서 개인용, 상업용
드론의 발전과 함께 공공기관 등에서 활용
할 수 있는 인명구조, 스마트시티 정보수
집, 응급의료, 도로·교통 정보, 방범 등 전
략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드론개발이
필요함

□ 추진배경(필요성)
∘ 드론은 농업, 물류, 에너지,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산업에서 모니터링,
정보 수집, 운송, 촬영 등의 형태로 이용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활용이 기대되고 있음
[표 4-5] 드론 활용 사례

기능

구체적인 이용

형태
개발조사, 측량

Ÿ

광산 채굴 조사, 문화재조사, 토지 측량, 농경지 정밀측량

설비 점검 유지

Ÿ

관수로, 댐, 도로 등의 점검, 건축물의 진도, 공정 파악

Ÿ
경비, 감시

보고
기록

중요 시설의 경비(경비회사), 불법투기 감시, 용의자 및 테러리스
트 감시, 송전선, 철탑

Ÿ

감시(독일), 화재 및 교통 감시 등 네덜란드 소방서(2014년 7월
15일 공식 채용

환경보전, 재해,
농업 정보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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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산림청, 국립공원, 희소동물의 모니터링, 산사태 및 태풍 피해
등 재해 파악 및 분석, 작물

Ÿ

모니터링, 논밭 작물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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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용
공중 촬영, 취미,
오락

엔터테인먼트 및 PR, 홍보용 동영상 및 사진의 촬영 및 녹화

Ÿ

의료 물자, 긴급물자의 수송(DHL사)

Ÿ

일용품, 식품의 택배, 배달(Amazon.com사)

농지보전

Ÿ

농약살포 등의 농지 보전

구조, 포획

Ÿ

수해지역 등의 구조, 용의자의 체포

에너지 인프라
공급

Ÿ

공중에서 특정 지역의 인터넷 접속 제공(Google, Facebook)

운송
운반

운동
보조

Ÿ

∘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의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외 드론
활용 사례 등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수행형 드론 개발이 필요함
[표 4-6] 국내 드론산업 활용 업체 및 활용내용
업체명

사업 내용
Ÿ

항공우주연구원과 공동으로 틸트로터형 무인기 개발 성공 및 2020년 세계
최초로 상용화 계획

한화

Ÿ
Ÿ

군사 분야 초소형 무인항공기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 참여중
초소형 무인항공시스템인 크로우(CRAW)를 제작한 ‘마이크로에어로봇’ 인수

LG CNS

Ÿ
Ÿ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융합한 자체 무인헬기 토탈 솔루션 개발 추진중
무인헬기 제조사인 원신스카이텍 인수

LG 유플러스

Ÿ

LTE 망을 이용한 드론 제어 기술 확보(기술시연 성공)

KAI

Ÿ

군단급(송골매)/차기군단 무인기 개발

유콘 시스템

Ÿ
Ÿ

무인기 전문 업체
청찰용 무인기 리모아이(RemoEye)개발, 국내최초로 UAE에 지상통제장비
수출

바이로봇

Ÿ

완구용 비행로봇인 ‘드론파이터’를 시작으로 산업용 비행로봇 개발 진행중

성우
엔지니어링

Ÿ

농업용 무인 방제헬기 상용화 성공(REMO-H)

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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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 2022년
∘ 추진주체 : 전주시
∘ 총사업비(5개년 : 2018 ~ 2022년) : 72억 원
∘ 사업내용
 정보수집 드론 개발(스마트시티 및 기업 활용)
 방범 및 구조용 드론 개발(공공기관 활용)
 드론활용(정보수집, 방범 등) 시범사업 추진
∘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

주요내용

1차년도(2018)
2차년도(2019)
3차년도(2020)
4차년도(2021)
5차년도(2022)

Ÿ
Ÿ
Ÿ
Ÿ

정보수집 용 드론, 방범 및 구조용 드론 개발계획 추진
활용 및 연계 방안 마련
스마트 시티 활용 드론 개발
순찰·보안·구조·지원 등 활용 드론 개발

Ÿ
Ÿ
Ÿ

스마트 시티 및 기업 드론활용 시범사업 추진
보안·방범·순찰·구조 등 시민안전을 위한 세이프가드 시범사업 추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마련 및 활용지역 확대 추진

∘ 연차별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합계

500

3,100

700

1,200

1,700

7,200

국비

2,400

2,400

도비
시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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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정보수집 드론 개발
∘ 사업기간 : 2018 ~ 2022년
∘ 총사업비(5개년 : 2018 ~ 2022년) : 29억 원
∘ 사업개요(내용)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의 활용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향후 비용 절
감 및 인력대체 등 드론의 장점을 살려 향후 지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음
＊

드론산업과 ICT융복합, 탄소산업 등 기업과 전주시와의 협력을 통해 도시,
교통, 지역 정보 등을 수집할 수 있는 드론개발을 추진함

3.2 방범 및 구조용 드론 개발
∘ 사업기간 : 2018 ~ 2022년
∘ 총사업비(5개년 : 2018 ~ 2022년) : 29억 원
∘ 사업개요(내용)
 보안·방범 분야에서 일본의 드론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며 보안·경
비업체에서도 드론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국내에서도 순찰용 드론을 활용한 모의 훈련 및 안심귀가 지원 드
론 해수욕장 인명구조 드론 등이 개발되고 있음
＊

전주시의 인프라·네트워크를 활용한 방범 및 구조용 드론 개발은 기업들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여 스마트 시티와 연계하여 방범 및 순찰, 구조, 지원 등 세이프
가드 드론의 역할을 수행함

3.3 드론 활용 시범사업 추진
∘ 사업기간 : 2018 ~ 2022년
∘ 총사업비(5개년 : 2018 ~ 2022년) : 14억 원
∘ 사업개요(내용)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7대 신산업인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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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인 드론 시범사업에 전주시가 선정
＊

전주시의 드론산업과 신성장산업간의 융복합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드론을 활용한 정보수집·방범·보안·구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드론을 개발

＊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기관 및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드론 개발과 함께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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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D프린팅산업
4. 3D프린팅산업 활성화

3D프린팅산업 활성화

4-1. 전주 거점 3D프린팅 허브센터 구축
4-2.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 사업목적
전주의 K-ICT센터, 인쇄전자센터와의 기술
교류를 통해 3D프린팅의 기술 제고와 지역
별 특화산업의 3D프린팅 기술을 보급하여
전북 3D프린팅 허브를 구축하여 3D프린팅
소재 개발·연구소 투자 유치 및 사후관리
강화,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을 통한 3D프
린팅 산업 활성화 추진
□ 추진배경(필요성)
∘ 3D프린팅 관련시장은 ‘09년 이후 큰 성장을 경험하고 있으며, 최근
5년 동안 시장크기가 4배로 성장하여, 2015년에 약 53억 달러 규모를
기록하였으며 2018년에는 125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임
∘ 네덜란드는 프린팅 커뮤니티의 활성화가 지역 발명가들의 혁신을
도모하고 있으며 소형 및 가정용 3D 프린터가 발달한 이유로는
FabLab과 같은 프린팅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꼽을 수 있음
＊

FabLab은 제작(fabrication)과 연구소(laboratory)의 합성어로 3D 프린터,
디지털 기기와 같은 실험생산 장비를 구비해 기술적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실제로 제작해볼 수 있는 공작소를 일컬음

＊

현재 네덜란드에는 16개의 팹랩이 존재하고 있어 네덜란드가 아이디어 강국
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발판을 제공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3D프린팅산업에 대한 인식 제고 요청에 따라 산업통상자
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공동으로 2014년 ‘3D프린팅산업 발전 전
략’을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의결함
 3D프린팅산업 발전 전략에서는 ‘2020년 3D프린팅 국제적 선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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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의 도약’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세계적 선도 기업 5개, 독
자 기술력 확보를 통한 세계 시장점유율 15% 달성을 목표로 함
∘ 전주시의 3D프린팅 산업 확대에 중점을 두기 위해 3D프린팅 관련기
업은 물론 지역 및 각 분야별 전문인력을 활용한 기술 및 아이디어 교
류, 소재 개발, 연구소 투자 유치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주를 중심으
로 3D프린팅 허브 구축이 필요함
 전주의 K-ICT센터, 인쇄전자센터, 3D프린팅 제조혁신 지원센터와
기술교류를 통해 3D프린팅의 기술 제고
 지역별 특화산업의 3D프린팅 기술을 보급하여 전북 3D프린팅 허
브를 구축, 3D프린팅 중심지로 부상

[그림 4-16] 3D프린팅 허브구축(예시)

∘ 또한 탄소산업, ICT 융복합산업, 드론산업과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융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산업간의 정보교환 및 기술교류를
확대하고 국내 시장 창출 및 확보, 중소기업 역량강화 지원을 통해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을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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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 2022년
∘ 추진주체 : 전주시
∘ 총사업비(5개년 : 2018 ~ 2022년) : 32억 원
∘ 사업내용
 3D프린팅 허브센터 구축
 3D프린팅 융복합 네트워크 구축
∘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

주요내용
Ÿ
Ÿ

1차년도(2018)

2차년도(2019)

Ÿ
Ÿ
Ÿ
Ÿ
Ÿ

3차년도(2020)
4차년도(2021)
5차년도(2022)

Ÿ
Ÿ
Ÿ
Ÿ

기존 인프라 통합 허브센터 구축방안 마련
3D프린팅 허브센터 구축을 위한 지역 기업 및 계열사, 전문인력
회원제 관리방안 마련
창업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창업아카데미 운영
중소기업 전문인력 지원방안 마련
아이디어 기반 3D프린팅 사업화 아이템 DB 구축
3D프린팅 허브센터 구축
컨퍼런스 등 연구회의를 개최하여 3D프린팅 산업의 활성화를 지
원
온라인 허브센터를 활용한 민간 아이디어 및 기술교류 공유 추진
창업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창업아카데미 운영
중소기업 전문인력 지원방안 마련
아이디어 기반 3D프린팅 사업화 아이템 DB 구축

∘ 연차별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합계

400

700

700

700

700

3200

400

700

700

700

700

3200

국비
도비
시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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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전주 거점 3D프린팅 허브센터 구축
∘ 사업기간 : 2018 ~ 2022년
∘ 총사업비(5개년 : 2018 ~ 2022년) : 22억 원
∘ 사업개요(내용)
 K-ICT 3D프린팅 전주센터, 인쇄전자센터, 3D프린팅 제조혁신 지
원센터 등 기존 인프라를 통합하여 안정적인 3D프린팅 산업 확대
에 중점을 둠
 기존 구축된 인프라를 통합하여 전주를 비롯한 군산, 순창 등 지역
산업체와 각 분야별 전문인력 회원제를 실시하여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술교류 활성화 지원
＊

전주를 중심으로 한 지역의 허브센터에서 국내를 아우르는 3D프린팅 산업의
기반 역할을 수행하며,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재정, 장비 및 전문인력 양성
을 확대 지원함

4.2 3D프린팅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 사업기간 : 2018 ~ 2022년
∘ 총사업비(5개년 : 2018 ~ 2022년) : 10억 원
∘ 사업개요(내용)
 창업과 관련된 전문지식 교육 및 기술·재정지원을 통해 적극적인
창업을 유도
 전문인력 양성 후 중소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인력지원
 창업 아카데미를 활용한 전문지식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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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D프린팅 창업 지원

3D프린팅 창업 지원

5-1. 3D프린팅 창업클러스터 조성
5-2. 창업지원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사업목적
전주시는 3D프린팅 산업, 탄소 등 지역특
화산업 중심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미래형
3D프린팅 융복합 소재부품 기술개발 지원
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안정적인 창업지
원을 기반으로 전주시의 신성장산업으로
육성
□ 추진배경(필요성)
∘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3D프린팅을 제조혁신의 핵심수단으
로 집중 육성중이며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하고 있음
 (미국) 다양한 분야에서 3D프린팅을 활용하고 있으며 자동차 Body
제작, 인공 간세포, 이식용 기관지,

캐릭터 미니어처 등에 활용

 (캐나다) 전투기용 티타늄 부품, 정밀기계 제작 등에 활용
∘ 2015년 실시한 국내 3D프린팅 산업 실태조사 결과 2014년도 국내 3D
프린팅산업 총매출액은 1,562억 원으로 조사되었으며 분야별로는
다음과 같음
 (장비) 국산 제조사와 외산제품 판매사로 구분되며, 국산 제조사는
48개사 정도로 추정됨. 이 중 25개사 정도가 지속적인 제품판매를
진행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기술개발 및 시장상황을 관망하는 것으로
조사됨
 (소프트웨어) 인텔리코리아, 로이비즈, 3D TADA와 같은 국산 소프트
웨어 개발사와 외산 소프트웨어 판매사로 구분됨
∘ 전주시는 전국 유일의 탄소소재를 기반으로 한 탄소밸리 구축과 기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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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의 특화산업화로 3D프린팅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탄소기반 융
복합 신소재 기술개발에 최적의 여건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
∘ 또한 2016 한·중 3D프린팅, 드론 산업박람회 개최, 전주 3D프린팅
제조혁신 지원센터 운영 등 3D프린팅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
고 있음
[표 4-7] 전주 3D프린팅 제조혁신 지원센터 주요 역할
구분
장비구축
기술기반조성
기술상용화
특화인력양성

사업내용
 센터 특화사업과 연계한 장비 및 시스템 구축
예> 지역별 특화장비 및 설비 도입으로 구축 지원
 지역 특화사업 기술의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
예> 산학연 연계 포털, 포럼 등 온·오프 정보공유기반 조성
 지역 특화사업 기술 관련 제품화 및 사업화 지원
예> 지역별 특화사업(시제품제작/제품화/사업화) 지원
 지역 특화사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예> 지역별 대학과 연계한 특화인력 전문교육 지원

∘ 또한 3D프린팅은 적용 가능한 소재가 다양하며 음식재료, 항공기부
품, 차랑용 부품, 완구재품 등 전 산업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함
∘ 따라서 탄소소재 및 신소재 3D프린팅 산업화 및 창업을 위한 기반
마련과 다양한 아이디어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등을 통해 전주시의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그림 4-17] 3D프린팅 기술의 활용분야
출처 : Wohlers Report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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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 2022년
∘ 추진주체 : 전주시
∘ 총사업비(5개년 : 2018 ~ 2022년) : 49억 5천만 원
∘ 사업내용
 3D프린팅 창업클러스터 조성
 창업지원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

주요내용

1차년도(2018)

2차년도(2019)
3차년도(2020)
4차년도(2021)
5차년도(2022)

Ÿ
Ÿ
Ÿ
Ÿ
Ÿ

창업클러스터 조성계획 추진
인프라 조성 및 정부지원 방안 검토
3D프린팅 소재 및 제품 등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아이디어를 활용한 창업기회 제공 및 기업 사업화 지원
3D프린팅과 신성장산업간 교류 및 사업화 추진

Ÿ
Ÿ
Ÿ
Ÿ
Ÿ
Ÿ

창업클러스터 운영 및 종합 지원
융복합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기업교류 확대
창업기업 역량관리 및 지원확대 방안 마련
3D프린팅 소재 및 제품 등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아이디어를 활용한 창업기회 제공 및 기업 사업화 지원
3D프린팅과 신성장산업간 교류 및 사업화 추진

∘ 연차별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합계

250

1,550

1,050

1,050

1,050

4,950

250

1,550

1,050

1,050

1,050

4,950

국비
도비
시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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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3D프린팅 창업클러스터 조성
∘ 사업기간 : 2018 ~ 2022년
∘ 총사업비(5개년 : 2018 ~ 2022년) : 47억 원
∘ 사업개요(내용)
 주변 신성장산업과 교류가 수월하도록 종합테마파크 내 3D프린팅
산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클러스터 조성
 창업과 관련된 전문지식 교육 및 기술·재정지원을 통해 적극적인
창업을 유도하고, 기존의 기업들 또한 클러스터 참여를 통해 혜택
을 받아 기업의 역량강화 모색

5.2 창업지원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사업기간 : 2018 ~ 2022년
∘ 총사업비(5개년 : 2018 ~ 2022년) : 2억5천만 원
∘ 사업개요(내용)
 I&D(상상실현)을 바탕으로 창업 기회 제공 및 사업화 지원
 아이디어 및 기술공모전을 통해 민간·연구소·대학·기업 등 참여
대상을 확대
 3D프린팅 산업에 대한 관심 증폭과 기업간의 경쟁력 확보
 3D프린팅을 활용한 다양한 소재 및 제품 아이디어 공모
＊

케릭터 상품, 유아용품, 휴대폰 케이스, 의자, 테이블 등 아이디어 공모를
통한 창업 및 사업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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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3D프린팅 콘텐츠 상품화

3D프린팅 콘텐츠 상품화

6-1. 콘텐츠 상품화 서비스센터 구축
6-2. 교육용·유아용 3D프린팅 콘텐츠 개발

□ 사업목적
3D프린팅산업에

대한

창업지원·기업

역량강화와 함께 허브센터, 융복합 네트
워크 구축, 해외진출 지원 등 다양한
육성·지원을 통해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으
나, 서비스 측면에서의 시장가치가 높아짐
에 따라 콘텐츠 상품화를 통한 소비자 수요
를 확보가 필요함
□ 추진배경(필요성)
∘ Wohlers Report(2016)에 따르면3D프린팅 기술의 주요 활용분야는
산업용 기계(19.9%), 항공우주(16.6%), 소비재/전자제품(13.1%), 자동차
(13.8%), 의료산업(12.2%) 등으로 나타남
∘ 3D프린팅 산업은 제품 시장에서 서비스 시장의 성장세가 커지고
있으며 다양한 서비스산업으로의 확장이 기대됨
[표 4-9] 글로벌 3D프린팅 시장 성장률(2011년∼2015년)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3D프린팅 시장

29.4

32.7

33.4

35.2

25.9

제품시장

28.0

28.8

41.3

31.6

18.4

서비스시장

30.7

36.4

26.3

38.9

33.0

출처 : Wohlers Report 2016

∘ 국내 3D프린팅산업은 선진국과 대비하여 기술경쟁력은 부족하지만,
수요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
∘ 따라서 다양한 3D프린팅 콘텐츠 개발을 통해 서비스 산업 육성이 필
요하며 교육·레저·스포츠 용 콘텐츠 개발을 통해 일반인들의 3D프
린팅 서비스 접근성을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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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 2022년
∘ 추진주체 : 전주시
∘ 총사업비(5개년 : 2018 ~ 2022년) : 46억 원
∘ 사업내용
 콘텐츠 상품화 서비스센터 구축
 스캐닝 기반 3D프린팅 맞춤형 상품 개발
 교육용 스포츠 용품, 유아용 완구 등 3D프린팅 콘텐츠 개발
∘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

주요내용

1차년도(2018)

2차년도(2019)
3차년도(2020)
4차년도(2021)
5차년도(2022)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콘텐츠 상품화 서비스센터 구축 계획 수립
초·중·고등학교 대상 교육용 콘텐츠 기획
3D프린팅 콘텐츠 체험학습관 계획 추진
콘텐츠 상품화 서비스센터 구축
온라인 홈페이지를 활용한 서비스센터 지원·홍보
미술, 음악, 체육 분야 용품 3D프린팅 활용 제작·지원
콘텐츠 상품화 서비스센터 운영 및 관리
콘텐츠 아이디어 모집 및 평가, 홍보 지원 등 창업기회 제공
아이디어 공유 정보 제공
초·중·고등학교 대상 교육용 콘텐츠 시범사업 실시
3D프린팅 콘텐츠 체험학습관 운영 및 관리
문제점 및 개선방안 마련
시범사업 확대 추진

∘ 연차별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합계

300

2,500

600

600

600

4,600

300

2,500

600

600

600

4,600

국비
도비
시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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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콘텐츠 상품화 서비스센터 구축
∘ 사업기간 : 2018 ~ 2022년
∘ 위치 : 전주시
∘ 총사업비(5개년 : 2018 ~ 2022년) : 12억 원
∘ 사업개요(내용)
 3D프린팅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가 요청하는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아이디어 기반 상품화 지원
 3D프린팅 입문자부터 숙련자까지 3D프린팅에 대한 정보를 공유 및
콘텐츠 평가 등을 위한 장소로 활용
 서비스센터는 소비자가 제공한 콘텐츠에 대하여 기획·SNS 홍보·
제작을 지원하여 콘텐츠 제작 창업기회 제공

6.2 교육용·유아용 3D프린팅 콘텐츠 개발
∘ 사업기간 : 2018 ~ 2022년
∘ 총사업비(5개년 : 2018 ~ 2022년) : 34억 원
∘ 사업개요(내용)
 고가의 악기, 스포츠·레저 용품 등을 대체하여 유아·초·중·고
등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용 3D
프린팅 콘텐츠 개발
＊

일반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고가의 악기, 스포츠 용품 등을 3D프린팅을 활
용하여 교육용 자제로 활용

＊

3D프린팅 콘텐츠 체험학습관을 운영하여 쉽게 접하지 못했던 여가·취미·
교육 서비스를 제공

 영·유아용 완구 및 케릭터 제품 등을 공모전 참여를 통하여 직접
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상품화까지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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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물인터넷(IoT)산업
7.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7-1.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개발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7-2. 정밀의료 서비스 기반 구축
7-3. 생활환경 기반 스마트 컨디션 서비스

□ 사업목적
의료와 ICT의 융합인 스마트 헬스케어는
의료 서비스를 넘어 스포츠 활동 기록,
개인 식생활 등으로 서비스와 생태계 범위
가 확대되고 있으며 Wearable Computer와
같은 헬스케어에 적합한 기술의 발전과
함께 지속 성장할 전망이며 이러한 흐름에
맞춰 전주시의 의료 인프라를 활용한 국내
스마트 헬스케어 선도도시로 육성
□ 추진배경(필요성)
∘ 치료에서 예방 중심으로 의료 서비스 패러디임의 변화, 건강수명
연장을 통한 삶의 질 개선 등의 이유로 헬스케어 사업이 글로벌 핵심
비즈니스로 급성장하고 있음
∘ GSMA에 따르면, 글로벌 스마트 헬스케어(e-헬스) 시장은 연평균
12%~16%의 성장률을 보이며 2010년 960억 달러에서 2015년 1,60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 전주시는 의료부분에 대한 평가가 높으며 풍부한 의료기관 및 의료
인력 인프라와 사물인터넷(IoT) 기술연계를 통한 헬스케어 서비스
산업 육성이 필요함
 고령화 사회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노인 맞춤형 의료 서비스(실버
헬스케어)로의 지역 경쟁력 확보
 3D프린팅과의 융합을 통한 의료기기 제조, IT와의 융합을 통한 간
호(간병)로봇 활용 등을 연계한 실버 헬스케어 서비스 고도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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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 2022년
∘ 추진주체 : 전주시
∘ 총사업비(5개년 : 2018 ~ 2022년) : 129억 5천만 원
∘ 사업내용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개발
 정밀의료 서비스 기반 구축
 생활환경 기반 스마트 컨디션 서비스
∘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

주요내용

1차년도(2018)

2차년도(2019)

3차년도(2020)
4차년도(2021)
5차년도(2022)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개발 계획 추진
정밀진료 시범사업 추진 계획 마련
스마트 컨디션 서비스 추진 계획 마련
스마트 헬스케어 전용 의료기기, 응급지원 방안, 모니터링 기술
개발
정밀의료의 기반을 갖추기 위한 R&BD 투자
정밀의료 전담 조직 구성
스마트 컨디션 서비스 앱 개발
스마트 헬스케어 모바일 앱 제작
스마트 헬스케어 장비 도입·시범사업 추진
정밀진료 시범사업 시행
스마트 컨디션 서비스 시행
정밀의료 코호트 구축 및 3대암 정밀의료 시범서비스 추진
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문제점 개선방안 마련

∘ 연차별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합계

850

4,200

2,300

2,800

2,800

12,950

국비

800

800

도비
시비

850

3400

2300

2800

2800

12,150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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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개발
∘ 사업기간 : 2018 ~ 2022년
∘ 위치 : 전주시
∘ 총사업비(5개년 : 2018 ~ 2022년) : 28억 5천만 원
∘ 사업개요(내용)
 전주시의 의료·신성장산업 인프라를 활용하여 모바일 헬스케어,
사물인터넷 헬스케어, 웨어러블 헬스케어의 방식을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융복합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을 개발
＊

환자의 이상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헬스케어 전용 의료기기 개발

＊

3D프린팅을 활용한 의료기기 제작, 드론을 활용한 응급지원 방안 마련

＊

네트워크 서버 활용 데이터 수집·분석 및 모니터링 기술개발

＊

모바일 앱을 활용한 실시간 진단상태 알림 서비스 구축

7.2 정밀의료 서비스 기반 구축
∘ 사업기간 : 2018 ~ 2022년
∘ 총사업비(5개년 : 2018 ~ 2022년) : 75억 원
∘ 사업개요(내용)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중 하나로 선정된 정밀의료 서비스를 전주
시의 의료인프라와 함께 기반구축을 추진
 세계최고수준의 ICT 인프라를 활용하여

다량의 유전 정보와 건강

및 생활정보를 분석하고 의미를 발견하기 위한 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한 정밀의료 분석 추진
＊

정밀의료를 위한 DB 구축 필수

＊

헬스케어 분야에 있어서 빅데이터의 적용은 올바른 생활습관의 선택, 근거기반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 임상 효과를 높여줄 의료제공자의 선택,
의료비용의 절감, R&BD 생산성 강화 등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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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생활환경 기반 스마트 컨디션 서비스 개발
∘ 사업기간 : 2018 ~ 2022년
∘ 위치 : 전주시
∘ 총사업비(5개년 : 2018 ~ 2022년) : 26억 원
∘ 사업개요(내용)
 스마트 컨디션 서비스는 사용자의 전신 상태를 체크하고 활동량,
수면정보, 운동량, 날씨, 습도 등 종합적인 생활환경 정보를 바탕으
로 사용자의 질병정보를 분석하여 진단정보를 제공함
＊

스마트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활용한 상황별 행동요령 정보 제공할 수 있는
질병관리 앱 개발

＊

기온, 습도, 미세먼지, 황사 등 다양한 정보와 신체 정보 진단 분석 앱 개발

＊

헬스케어와 피트니스 산업 연계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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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물인터넷 전문기업 육성지원
사물인터넷 전문기업
육성지원

8-1. R&BD 연구 기반 사업화 지원
8-2. 프로젝트 발굴 국제 컨퍼런스 개최

□ 사업목적
사물인터넷 시장 창출을 위해 IoT오픈플랫
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서비스 융합 서비
스 기술개발 함께 디바이스, 플랫폼, 정보
보호, 네트워크관련 R&BD 연구 등 한국사
물인터넷협회와 연계하여 협력기회를 제공
하고 지원·교류의 장 역할을 수행
□ 추진배경(필요성)
∘ 2015년과 2016년 CES의 중심에 사물인터넷(IoT)이 있으며 인터넷을
기반으로 사물과 사물을 연결한다는 개념의 사물인터넷이 전체 소비재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커넥티드 홈(Connected Home), 스마트 미터(Smart Meter), 커넥티드
자동차(Connected Car), 스마트그리드(Smart Grid), 및 사물인터넷
생태계가 성장함에 따라 많은 회사들이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플랫폼과
서비스를 개발 중에 있음
∘ 우리나라도 IoT 기본계획(‘14.5), K-ICT 10대 전략산업(‘16.5) 등을
수립하며 초연결 디지털 혁명의 선도국가 실현을 비전으로 제시한
만큼, 관계 부처, 지자체, 민간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정책 업데
이트와 지원 강화가 필요한 상황임
∘ 한국사물인터넷협회의 현황을 보면 약 151개사로 운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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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한국사물인터넷협회 회원 현황
기관회원

특별회원

합계

디바이스

플랫폼

네트워크

서비스&솔
루션

유관기관
대학 등

개인회원

151
개사

50개사

9개사

16개사

65개사

11개사

300명

∘ 전주시는 한국사물인터넷협회와 연계 가능한 탄소산업, 3D프린팅,
ICT융복합 등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사물인터넷 기업들과의 교류채널
역할을 수행하고 융복합 발전을 위한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사물인터넷 기술상담회 개최 지원


IoT관련 R&BD 및 표준개발 지원

 회원사간 사업협력 및 관련기관과의 교류지원
 해외 IoT관련기관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
 글로벌 기업과 국내 중소기업 간 공동 해외진출 지원(연중 2~3회)
 해외 (중국 심천) IoT전시회 참가 지원(2017년 8월)
∘ 전주시와 한국사물인터넷협회가 협력하여 전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인프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신성장산업과의 연계·교류·협력을
적극 지원하고 국내 사물인터넷산업을 주도하여 신성장산업으로 성장
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수행해야 함

97

전주시 신성장산업육성 종합계획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 2022년
∘ 추진주체 : 전주시
∘ 총사업비(5개년 : 2018 ~ 2022년) : 25억 원
∘ 사업내용
 R&BD 연구기반 사업화 지원
 프로젝트 발굴 국제 컨퍼런스 개최
∘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

주요내용

1차년도(2018)
2차년도(2019)

Ÿ
Ÿ

3차년도(2020)
4차년도(2021)

Ÿ
Ÿ

IoT산업 R&BD 연구 발굴 및 개발 지원
전주시 융복합 네트워크 활용 기업 정보교류 및 컨소시엄을 통한
사업화 지원
사물인터넷 관련 R&BD · 프로젝트 발굴
IoT 기반 융복합 국제 컨퍼런스 유치

5차년도(2022)

∘ 연차별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합계

500

500

500

500

500

2,500

500

500

500

500

500

2,500

국비
도비
시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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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R&BD 연구 기반 사업화 지원
∘ 사업기간 : 2017 ~ 2021년
∘ 총사업비(5개년 : 2017~2021년) : 15억 원
∘ 사업개요(내용)
 타 산업과 융합을 통한 사물인터넷 시장 창출을 위해 IoT오픈플랫
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서비스 융합 서비스 기술개발 지원과 함께
디바이스, 플랫폼, 정보보호, 네트워크관련 R&BD 연구에 대해 IoT
기업간, 신성장산업 기업과 IoT기업간 사업 협력 파트너 발굴 및
협력 기회를 제공하여 사업화 지원함
＊

IoT산업 R&BD 연구 발굴 및 개발 지원

＊

융복합 네트워크 활용 기업간 컨소시엄 추진 및 정보교류 활성화를 통한
사업화 지원

8.2 프로젝트 발굴 국제 컨퍼런스 개최
∘ 사업기간 : 2018 ~ 2022년
∘ 총사업비(5개년 : 2018~2022년) : 10억 원
∘ 사업개요(내용)
 R&BD·프로젝트 사업화를 위한 국제 컨퍼런스를 유치하여 국내외
기업간의 정보 교류의 장을 제공함
 컨퍼런스를 활용하여 선도기업과의 기술 및 서비스 교류 추진과 함
께 수요자를 위한 서비스 적용 방법, 사업화 지원 상담, 기술개발,
시험인증 등에 대한 기술상담을 추진
＊

IoT 산업 선도국·선도기업 협력 네트워크 구축

＊

기술 및 서비스 교류 추진, 사업화 지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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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융복합산업(IT/CT)
9. 전주 신성장 스마트미디어산업 육성

전주 신성장 스마트미디어
산업육성

9-1. 소셜네트워크 활용 스마트미디어 광고·홍보물 제작
9-2. 사이니지, 미디어파사드를 활용한 전주시 신성장산업
기업홍보 지원

□ 사업목적
영상소리산업의 중심지로 영상산업과 ICT
산업의 기반 인프라가 구축된 지역으로 미
래 정보·광고산업인 디지털사이니즈 산업
활성화 지역으로 최적화 되어있으며 K-ICT
스마트미디어센터를 중심으로 미디어파사드
와 스마트 사이니지 산업을 육성함
□ 추진배경(필요성)
∘ (시장 동향) OTT를 비롯한 5대 스마트미디어 분야의 시장규모는
연평균 28.4% 증가하여 ’20년 4,270억 달러(’13년 723억 달러)에
이를 전망(가트너, IDATE 등 재구성)
∘ (정책 동향) 미국, 일본, EU 등 주요국들은 스마트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적 지원 등을 검토 중
 (미국) 최소 규제, 사업자 자율규제로 신규 사업자들이 시장에 진출
하기 유리한 환경 제공
 (일본) 차세대 방송 서비스, 디지털사이니지 등을 범국가적 사업으로 육성
∘ 국내에서는 플랫폼사와의 연계를 통한 아이디어 제안·개발·상용화 를
네트워크, 콘텐츠, 디스플레이 기술 등 강점을 활용하여 스마트미디어
산업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 필요
 성장정체 위기에 놓인 방송산업 발전의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고,
디지털사이니지 등 신시장 창출·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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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 K-ICT스마트미디어센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아이디어 창출
기회를 제공하고 전문인력 육성을 통한 기업역량강화와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제공해야 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 2022년
∘ 추진주체 : 전주시
∘ 총사업비(5개년 : 2018 ~ 2022년) : 39억 원
∘ 사업내용
 소셜네트워크 활용 스마트미디어 홍보물 제작
 사이니지, 미디어파사드를 활용한 전주시 신성장산업 기업홍보 지원
∘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

주요내용

1차년도(2018)
2차년도(2019)
3차년도(2020)
4차년도(2021)

Ÿ
Ÿ
Ÿ
Ÿ
Ÿ
Ÿ
Ÿ

5차년도(2022)
Ÿ

디지털 사이니지 전용 체험거리 조성 계획 추진
스마트미디어 지원기업 선정·아이디어 공모
스마트미디어홍보물 공모전 개최
디지털 사이니지 전용 체험거리 운영
전주시 문화·관광 자원 스마트미디어 홍보 활용
사이니지, 미디어파사드와 기업 제품을 활용한 기업홍보물 제작
지원
소셜네트워크 홈페이지 개설을 통해 스마트미디어산업 기업 소
개 및 콘텐츠 홍보의 장으로 활용
디지털 사이니지 전용 체험거리 운영

∘ 연차별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계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300

900

900

900

900

3,900

300

900

900

900

900

3,900

국비
도비
시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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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소셜네트워크 활용 스마트미디어 홍보물 제작
∘ 사업기간 : 2018 ~ 2022년
∘ 총사업비(5개년 : 2018 ~ 2022년) : 26억 원
∘ 사업개요(내용)
 스마트미디어의 활성화를 위해서 일반인부터 기업까지 참여할 수
있는 스마트미디어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여 스마트미디어산업에
대한 홍보물로 활용함
 스마트미디어산업의 홍보효과를 통해 타 분야와의 융합 및 신산업
창출 기반으로 활용함
＊

스마트미디어홍보물 공모전 개최

＊

디지털 사이니지 전용 체험의 거리 조성

＊

소셜네트워크 홈페이지 개설을 통해 스마트미디어산업 기업 소개 및 콘텐츠
홍보의 장으로 활용

9.2 사이니지, 미디어파사드를 활용한 전주시 신성장산업 기업홍보 지원
∘ 사업기간 : 2018 ~ 2022년
∘ 총사업비(5개년 : 2018 ~ 2022년) : 13억 원
∘ 사업개요(내용)
 전주시 스마트미디어센터를 중심으로 스마트미디어산업과 신성장산
업간의 교류를 추진하고 전주시의 문화·관광상품과 신성장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기업홍보물 제작을 지원함
＊

전주시 신성장산업 육성 홍보물 제작

＊

사이니지, 미디어파사드와 기업 제품을 활용한 기업홍보물 제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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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산업
10. 생활밀착형 탄소소재 제품 개발
생활밀착형
탄소소재 개발

10-1. 조립형 탄소소재 제품개발
10-2. 탄소소재 레저스포츠 용품 개발 지원사업

□ 사업목적
전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탄소산업 인프라
및 개발 소재를 적극 활용하여 탄소소재를
다양한 산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3D프린팅
과 연계하여 기존의 탄소소재 활용분야를
포함하여 생활밀착형 아이템의 탄소소재 활
용 기획 및 개발을 통해 탄소소재 산업을
확대함
□ 추진배경(필요성)
∘ 최근 탄소소재는

골프채․자전거 등 레저용품에서 상용화를 시작, 현재

자동차 항공, IT, 신재생에너지 등 활용범위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임
∘ 탄소산업 세계시장 규모는 2015년 기준 약 4조 8,000억 원이고 2025년
에는 9조원까지 확대될 전망으로 연평균 6.5%의 성장이 예상하며 탄소
복합재는 2015년 기준 약 26조원, 2025년에는 48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탄소섬유 시장은 풍력․자동차 등 산업수요 확대로 크게 증가추세로,
日 Toray 등 메이저 3社가 전세계 시장의 80%를 장악
 메이저사(‘10년) : Toray 18.9천톤, Teijin 13.9천톤, 미쓰비시 7.4천톤
∘ 일본․미국 등 선진국은 ‘00년대 초반부터 탄소섬유복합재(CFRP)에
대해 정부 주도로 기술개발 집중 지원
 (일본) 경량 자동차용 탄소섬유복합재 개발 프로젝트 추진
 (미국) 자동차용 탄소섬유 및 복합재 개발 프로젝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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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는 이미 탄소소재 응용제품 개발을 위한 교육 및 지원을 위해
2016년 탄소복합재 신상품개발 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였음
 이를 활용하여 Cost down, 양산기술개발, 용도제품 개발 등에 대한
기업들의 역량강화에 기여하고 소재기업 탄소산업에서 소재기업과
수요기업이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함
∘ 전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탄소산업 인프라 및 개발 소재를 적극 활용
하여 탄소소재를 다양한 산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3D프린팅과 연계
하여 경량화 소재 개발이 필요함
 활용가능분야 확대를 위해서는 탄소복합재 신상품개발 지원센터의
시험·평가·분석·인증 센터, 실증(Test Bed)센터, 공동 R&BD
장비를 적극 활용하여 창업 및 기업 지원을 통해 참여를 유도함
 기존의 탄소소재 활용분야를 포함하여 생활밀착형 아이템의 탄소
소재 활용 기획 및 개발을 통해 탄소소재 산업을 확대함
[표 4-12] 탄소섬유를 활용한 생활밀착형 아이템 개발(예시)
탄소섬유 활용방안
품목

아이디어 소재

Ÿ

주요내용
수명이 지난 소화기 내용물을 교체할 수 있
도록 보관용기와 소화기 내용물 분리 제작
하여 탈착식으로 개량하여 유지보수의 편의
도모
기존의 무거운 소화기를 대체할 수 있는
보관용기를 탄소소재 활용 제작
장비용품의 무게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탄소소재 활용으로 경량화
기존의 컨테이너의 단점인 무게의 경량화와
열전도로 인한 피해 예방
경량화를 통한 이동형 컨테이너 개발

Ÿ
Ÿ

부패가 심한 부품의 탄소소재 활용
저장탱크의 경량화와 재난/재해 시 피해 감소

Ÿ
Ÿ

무게 경량화를 통한 이동시 차량 에너지 절감
조립식 트레일러를 활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형태의 구조물 전환 가능

Ÿ
소화기

Ÿ

가정용 및 주요 지점
비치용 소화기 경량화
Ÿ

장비 용품
조립식
컨테이너

저장탱크

캠핑
트레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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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가정용 및 영업용 장비
경량화

Ÿ

컨테이너 경량화

Ÿ

상시 교체 장비 및 탱크
경량화
소모기간이 짧은 부품
대체

Ÿ
Ÿ
Ÿ

구조물 경량화
경량화를 활용한 트레일러
조립식 개발

Ÿ
Ÿ
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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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 2022년
∘ 추진주체 : 전주시
∘ 총사업비(5개년 : 2018 ~ 2022년) : 114억 원
∘ 사업내용
 조립형 탄소소재 제품개발
 탄소소재 레저스포츠 용품 개발 지원
∘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

주요내용

1차년도(2018)

2차년도(2019)

Ÿ

생활밀착형 아이템 조립형 제품 개발 계획 추진
탄소소재 레저스포츠 용품 개발 지원사업 계획
아이디어 기획, 창업 및 기업 참여 유도
탄소산업·레저스포츠산업·3D프린팅산업 합동 기술개발 및 정보교류
지원
시험·평가·분석·인증 센터, 실증(Test Bed)센터, 공동 R&BD 장비 지원

Ÿ
Ÿ
Ÿ

시제품 개발 지원
창업·참여기업 해외 진출 지원
시제품 상품화 홍보 및 수출화 지원

Ÿ
Ÿ
Ÿ
Ÿ

3차년도(2020)
4차년도(2021)
5차년도(2022)

∘ 연차별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합계

400

2,000

3,000

3,000

3,000

11,400

400

2,000

3,000

3,000

3,000

11,400

국비
도비
시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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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조립형 탄소소재 제품 개발
∘ 사업기간 : 2018 ~ 2022년
∘ 총사업비(5개년 : 2018 ~ 2022년) : 57억 원
∘ 사업개요(내용)
 탄소소재 활용분야를 포함하여 생활밀착형 아이템의 탄소소재 활용
기획 및 개발을 통해 탄소소재 산업을 확대
 시험·평가·분석·인증 센터, 실증(Test Bed)센터, 공동 R&BD 장
비를 적극 활용하여 창업 및 기업 지원을 통해 참여를 유도함
＊

경량화를 통한 이동형 컨테이너, 캠핑 트레일러 등 조립형 재품 개발

10.2 탄소소재 레저스포츠 용품 개발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8 ~ 2022년
∘ 총사업비(5개년 : 2018 ~ 2022년) : 57억 원
∘ 사업개요(내용)
 캠핑용 트레일러, 텐트, 요트, 서퍼보드 등 차량을 이용한 이동형
레저용품의 경량화 제품 개발
＊

탄소산업과 레저스포츠산업 합동 기술개발 및 정보교류 지원

＊

시험·평가·분석·인증 센터, 실증(Test Bed)센터, 공동 R&BD 장비 지원
및 3D프린팅산업 연계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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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탄소복합재 신뢰성 시험평가 기반 구축
탄소복합재
신뢰성 시험평가 기반 구축

11-1. 탄소복합재 인증기관 구축
11-2. 탄소복합재 기업 및 제품인증화사업

□ 사업목적
탄소복합재를 활용한 제품개발, 시장확
대를 위해서 단기적으로 탄소복합재 제품
에 대한 체계적인 DB구축과 신뢰성있는
탄소소재의 인증 및 성능평가 지원체계가
조속히 구축되어 중장기적으로 국가 및 민
간차원의 인증체계를 확립하여 탄소산업의
기반을 강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함
□ 추진배경(필요성)
∘ 탄소복합재는 항공기 소재로서 최근 들어 각광받고 있으며, 향후
시장확대가 예상되는 항공용 복합재 산업의 발전을 우리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복합재 생산 및 설계 등의 기술개발, 보잉 및 에어
버스와의 협력체계 강화 등 선결조건들이 존재함
 이러한 정책과제 외에 산업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인프라로는 시험
평가 시스템을 꼽을 수 있음
 항공용 복합재는 최근 들어 사용이 확대된 새로운 소재라는 점과
그 대상이 항공기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시험평가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함
 개별기업 특히 중소기업 입장에서 시험평가를 위한 별도의 인력과
충분한 설비를 갖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표 4-13] 항공기별 탄소복합재 적용 현황
보잉
탄소복합재
적용비율

에어버스

B777

B787

A380

A350

10%

50%

22%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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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복합재를 포함한 국내 탄소소재 평가, 인증 및 표준화 체계 미흡
으로 탄소소재를 활용한 제품개발 및 신시장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탄소복합재 개발 제품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대외적으로
신뢰성 있는 시험․성능평가를 통한 산업화가 필요하나 국내 시험
평가/인증/표준화 체계는 미흡함
 국내 산업계, 학계에서는 탄소소재 시장진출 확대 등을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인증‧성능평가 지원체계가 조속히 구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음
[표 4-14] 국내 주요 항공복합재 생산기업 및 생산품
상위업체

주요 생산 구성품

대한항공

보잉, 에어버스 등

B787 Wingtip, A320
Sharklet 등

한국항공우주

보잉, Vought,
후지중공업(FHI) 등

B787 PBH, B767
FTE, B787 SEC11 등

∘

국내 협력업체
도하인더스트리, 데크,
수성기체산업 등 12개 업체
한국화이바, 영진C&C, S&K항공,
한국복합소재 등 25개 업체

선진국 대비 매우 취약한 탄소산업분야 시험평가 및 인증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

∘ 유럽의 경우 항공복합재 시험평가 시장의 확대에 따라 공공부문이
축적한 인프라를 민영화하여 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단계적이고
안정적인 경로를 따름
∘ 우리나라는 해당분야에 대한 축적된 발전경험이 없기 때문에 민간
부문의 자생적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공공기관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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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 2022년
∘ 추진주체 : 전주시
∘ 총사업비(5개년 : 2018 ~ 2022년) : 130억 원
∘ 사업내용
 탄소복합재 인증기관 구축
 탄소복합재 기업 및 제품인증화사업
∘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

주요내용

1차년도(2018)

Ÿ
Ÿ
Ÿ

탄소복합재 성능시험 평가장비 구축
탄소복합재 시험평가센터 구축
제품인증화 사업 계획

2차년도(2019)

Ÿ
Ÿ

탄소복합재 기술기준·가이드라인 및 평가인증제도 마련
해외 사례조사를 통한 국내추진방향 설정

Ÿ
Ÿ
Ÿ
Ÿ
Ÿ

기술기준·가이드라인 및 평가인증제도 검증
기술기준·가이드라인 적용, 제픔인증화 도입
시험평가센터 운영 및 관리
시험평가기반 기술개발 지원, 탄소복합재 기술개발 사업 추진
성능시험 평가장비 확대 추진

3차년도(2020)
4차년도(2021)
5차년도(2022)

∘ 연차별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합계

3,400

2,400

2,400

2,400

2,400

13,000

국비

1,400

1,200

1,200

1,200

1,200

6,200

도비

1,000

600

600

600

600

3,400

시비

1,000

600

600

600

600

3,400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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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탄소복합재 인증기관 구축
∘ 사업기간 : 2018 ~ 2022년
∘ 총사업비(5개년 : 2018 ~ 2022년) : 90억 원
∘ 규모 : 건물 연면적 2,000㎡, 장비 30종
∘ 사업개요(내용)
 세계시장에서 탄소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탄소복합재
인증기관을 구축하여 신뢰성 있는 시험평가 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공공부문이 축적한 인프라를 민영화하여 기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단계적이고 안정적인 방향으로 추진이 필요
＊

민간기업의 자생적 발전에는 한계가 있음

 국내 탄소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탄소복합재 성능시험 평가장비
구축 및

제품인증도입을 위해 탄소복합재 시험평가센터를 구축

11.2 탄소복합재 기업 및 제품인증화사업
∘ 사업기간 : 2018 ~ 2022년
∘ 총사업비(5개년 : 2018 ~ 2022년) : 40억 원
∘ 사업개요(내용)
 탄소복합재 신뢰성 시험평가 기반을 활용하여 탄소복합재 기업의
기술기준 및 가이드라인 설정을 제시
＊

탄소복합재 제품의 품질수준 평가 및 인증제도 마련

＊

객관적 기술개발 촉진과 품질향상을 위한 기준정립을 마련해 탄소산업의
수요창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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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생명산업
12. 전주형 스마트팜 구축
12-1. 전주특화작물 스마트팜 시스템 시범사업

전주형
스마트팜 구축

12-2. 전주특화작물 DB 구축 및 신종품목 개발연구
12-3. 개도국 스마트팜 기술지원사업

□ 사업목적
농식품산업과 ICT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농업의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 선진화된 농식품 유
통체계 및 경영지원시스템 보급 등을 통해
농가 소득 증진 및 고부가가치 농업화 구현

□ 추진배경(필요성)
∘ 우리나라의 농업관련 현황은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곡물자급률
하락, FTA체결이후 나타난 농가의 소득정체현상, 기후변화 심화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ICT기반의
스마트 팜(Smart Farm) 산업에 대한 투자와 관심이 필요한 시점임
∘ 국내 농업관련 산업은 쌀 위주로 생산되고 있으며, 곡물에 대한 자급
률은 낮은 편이고 소규모 자작농 위주로 경작되고 있는 특징으로
인해 ICT 기술과의 융합이 지금까지는 쉽지않은 상황임
∘ 스마트팜 분야의 선두국가는 미국, 일본, 네덜란드 등을 꼽을 수 있으며
특히 일본의 경우 후지쯔, NEC, NTT 등의 대기업들이 농업분야에서
ICT기술을 접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후지쯔의 농업관리 클라우드 서비스, NEC의 M2M 기반 생육 환경
감시 및 물류서비스 등이 주요 사례이며 2014년 일본의 핵심 농업
종사자는 약 168만명(평균연령 66세)으로 나타남
∘ 국내에서 적용되고 있는 스마트 팜 분야별 모델은 스마트 온실, 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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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원, 스마트 축사가 일반적이며 PC 및 모바일을 통해 온실과 과수원,
축사의 온도, 습도, CO²등을 모니터링하고 자동 원격제어하는 형태
임
[표 4-15] 스마트팜 분야별 적용사례
분야

내용

스마트 온실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온실의
온도, 습도, CO2등을 모니터링하
고, 창문 개폐,
영양분공급 등을 원격 자동으로
제어하여 작물의 최적 생장환경을
유지 관리

스마트
과수원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온도, 습
도, 기상상황 등을 모니터링 하고
원격,
자동으로 관수, 병해충등을 관리

스마트
축사

ㆍ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온도,
습도, 등축사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사료 및 물
공급시기와 양 등을 원격자동으로
제어 유지 관리

∘ 우리나라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7년까지 시설원예 4,000ha(시설현
대화 면적의 40%), 축산농가 700호(전업농의 10%), 과수농가 600호(과
원규모화 농가의 25%)에 스마트 팜 솔루션 및 서비스를 보급할 계획
 전주시 또한 농생명 산업과 ICT융복합을 통해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 6차 산업의 선도 지역으로서 입지를 선
점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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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 2022년
∘ 추진주체 : 전주시
∘ 총사업비(5개년 : 2018 ~ 2022년) : 101억 원
∘ 사업내용
 전주특화작물 스마트 팜 시스템 시범사업
 전주특화작물 DB 구축 및 신종풍목 개발 지원·연구
 개도국 스마트팜 기술지원사업
∘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

주요내용
Ÿ

1차년도(2018)
Ÿ
Ÿ
2차년도(2019)

3차년도(2020)
4차년도(2021)
5차년도(2022)

Ÿ
Ÿ
Ÿ
Ÿ
Ÿ
Ÿ
Ÿ
Ÿ
Ÿ

전주특화작물 육성·재배를 위한 기후변화요인 분석 및 적합 원예·
작물 선별
전주특화작물 DB 구축 추진
전주특화작물 육성을 위한 원예·작물 스마트 팜 시스템 시범사업
추진
원예·재배 관련 정보 DB화
연차별 스마트 팜 시스템 성과 분석
전주특화작물 육성을 위한 DB 구축
시범사업 확대 추진
축적된 DB를 통한 개도국 스마트 팜 기술지원사업 추진
비슷한 환경에서 재배 가능한 품종 도입 및 개발연구
개도국 스마트팜 기술지원사업 실시
개도국 원예·작물 DB 구축
관련 기업 해외진출 지원

∘ 연차별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합계

1,100

1,700

2,300

2,500

2,500

10,100

1,100

1,700

2,300

2,500

2,500

10,100

국비
도비
시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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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전주특화작물 스마트 팜 시스템 시범사업
∘ 사업기간 : 2018 ~ 2022년
∘ 총사업비(5개년 : 2018 ~ 2022년) : 24억 원
∘ 사업개요(내용)
 전주시의 기상·기후변화 정보와 함께 미래작물재배 전망을 파악
하고 전주특화작물로 육성하기 위해 스마트 팜 시스템 시범사업을
통해 신성장산업 기반으로 활용함
＊

전주시의 생육도일과 유효적산온도는 모두 전라북도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21세기 중반 전주시의 생육도일 및 유효적산온도의 변화로 벼와
포도의 재배에 적합하다고 전망함(전주시 기후변화 상세 분석보고서 참조)

12.2 전주특화작물 DB 구축 및 신종품목 개발·연구
∘ 사업기간 : 2018 ~ 2022년
∘ 총사업비(5개년 : 2018 ~ 2022년) : 22억 원
∘ 사업개요(내용)
 미래 기후변화전망과 함께 전주시의 전주특화작물로 육성·재배를
위해 시범사업을 통한 작물의 재배상황·성장 등 DB 구축을 통해
최적의 스마트 팜 시스템 개발
＊

축적된 DB를 통해 향후 개도국 스마트 팜 기술지원사업을 추진함

12.3 개도국 스마트 팜 기술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8 ~ 2022년
∘ 총사업비(5개년 : 2018 ~ 2022년) : 55억 원
∘ 사업개요(내용)
 전주시 스마트 팜 시범사업의 성과와 DB 자료, 관련 노하우 등을
개도국의 스마트팜 기술지원사업으로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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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전략적 농생명 클러스터 구축
13-1. 산·학·연 유치를 위한 기반 구축

전략적 농생명 클러스터
구축

13-2. 전략적 특화산업 지원 및 투자 유치
13-3. 농생명·융복합 기술개발 사업화 지원

□ 사업목적
5대 신성장산업 육성과 함께 전주시의 지
역특화산업인 농생명산업의 역량 고도화,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육성 및 농업 경쟁력
재고 등을 위한 전략적인 농생명 클러스터
구축이 필요함
□ 추진배경(필요성)
∘ 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은 더욱 높아진 가운데 각 지자
체에서는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클러스터 조성을 효과적인 정책수단
으로 인식하고 있음
∘ 현재 전국에 있는 지자체 대부분이 R&D를 강조한 산·학·연 복합
단지 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100여개가 넘어선 상황
임
 대구광역시는 최근 몇 년 새 지역 국회의원들과 지자체장들이 "특
화 산업을 키우는 R&D 특구를 만들겠다"며 6개의 정부 출연 연구
소 분원을 유치함
 하지만 '특화 산업을 키운다'는 취지와 달리 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한의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한국
전자통신연구원·기계연구원 등으로 서로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연구 기관들만 모임
∘ 전주시는 국제 Agro-Bio 미래기술 융합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
으며 농생명산업과 미래기술산업간 융합 생태계 조성을 통한 신산업
발굴 및 육성을 목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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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지역의 농생명 분야 혁신 기관 유치와 미래기술산업과의 융복
합 플랫폼 구축으로 Agro-Bio 산업의 건강한 생태계인Agro-Bio 미
래기술 융합클러스터 구축 실현하고자 함
∘ 따라서 안정적인 농생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국내외 주요 성
공·실패 사례 등을 분석하여 클러스터 내의 산·학·연 유치 및 연
계방안 모색, 전략적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안정적 투자 유치 방안 마
련, 농생명·융복합 기술개발의 사업화 지원 등이 필요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 2022년
∘ 총사업비 (5개년 : 2018 ~ 2022년) : 102억 원
∘ 추진주체 : 전주시
∘ 사업내용
 산·학·연 유치를 위한 기반 구축사업
 전략적 특화산업 투자 유치·지원사업
 농생명·융복합 기술개발 사업화 지원사업
∘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
1차년도(2018)
2차년도(2019)
3차년도(2020)
4차년도(2021)
5차년도(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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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클러스터 구축 계획 수립
전략적 특화산업 선별
클러스터 구축 계획 추진
산학연 유치를 위한 클러스터 홍보 및 지원방안 마련
전략적 특화산업 선정을 통한 기업 유치 및 지원방안 마련
농생명 클러스터 구축
클러스터 내 산학연 유치를 위한 ‘삶의 질’ 제공 방안 마련
농생명·융복합 기술개발을 위한 아이템 분석
기술개발 사업화 설명회 및 컨퍼런스 워크숍 등 개최
전략적 특화산업 육성계획 추진 및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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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별 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합계

200

1,000

5,000

2,000

2,000

10,200

2,000

500

500

3,000

3,000

1,500

1,500

7,200

국비
도비
시비

200

1,000

기타

□ 세부추진과제

13.1 산·학·연 유치를 위한 기반 마련
∘ 사업기간 : 2018 ~ 2022년
∘ 위치 : 전주
∘ 총사업비 (5개년 : 2018 ~ 2022년) : 13억 원
∘ 사업개요(내용)
 기업과 함께 성공적인 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수준높은
교육·연구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기반 마련
 클러스터 내 ‘수준 높은 삶의 질’을 제공하기 위한 라이프
시스템 구축을 통한 생활여건 충족

13.2 전략적 특화산업 투자 유치·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8 ~ 2022년
∘ 총사업비 (5개년 : 2018 ~ 2022년) : 44억 원
∘ 사업개요(내용)
 농생명 클러스터를 이끌어가기 위한 전략적 특화산업을 선정하여
집중 투자·지원을 통해 육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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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형태의 수직농장, 실내 농업, 주방의 스마트화 등 최근 각광받고 있는
푸드테크 등을 고려함

 성공적인 특화산업 육성을 통하여 투자·지원을 확대하여 지속가능
한 농생명 클러스터를 목표로 함

13.3 농생명·융복합 기술개발 사업화 지원
∘ 사업기간 : 2018 ~ 2022년
∘ 총사업비 (5개년 : 2018 ~ 2022년) : 45억 원
∘ 사업개요(내용)
 전략적 특화산업과 함께 농생명 클러스터를 이끌어가기 위한 농생
명·융복합 기술개발을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함
 농업용 3D프린팅, 웨어러블 기기, 로봇, 무인 트랙터 등 농생명산업
의 실질적 지원을 위한 아이템을 고려함
＊

다양한 아이디어 및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류 추진

＊

융복합 네트워크 활용 기업간 컨소시엄 추진 및 정보교류 활성화를 통한
사업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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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
14. 전주 CO²제로 산업단지 조성
14-1. 종합테마파크 탄소제로 단지 조성

전주 CO²제로
산업단지 조성

14-2. 신재생에너지 Test-Bed 구축
14-3.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DB 구축)

□ 사업목적
전주시의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테
마파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는 미래
전주시의 성장 동력의 초석으로 활용될 것
이며 산업테마파크의 이미지를 탈피하여
신재생에너지로 구성된 단지를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추구함
□ 추진배경(필요성)
∘ 2015년 12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파리협정이
채택되어 전 세계는 이제 신기후체제로 들어서게 됨
∘ 결국 신기후체제는 장기적으로 기존 에너지정책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며 고효율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의 시대의 시발점이
될 것임
∘ 우리나라는 2035년까지 1차에너지 대비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11%,
전력 대비 13.4%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였으며 태양광과 풍력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음
∘ 종합테마파크를 태양열, 태양광, 풍력, 소수력, 지열,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한 에너지 자립화와 함께 미래지향형 탄소제로
단지로 구축하여 신기후체제에 대비하는 전주시의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종합테마파크 전체를 신재생에너지 Test-Bed로 구축하여 신재생
에너지기업의 연구·기술개발·DB구축 등을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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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테마파크 내 건물, 산업단지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여
각 신재생에너지원별 DB를 수집하고, 효율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기술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지원센터 내 신재생에너지
센터가 필요함

태양광 기술 개발·효율 개선

풍력 기술 개발·효율 개선

연료전지 기술 개발·효율 개선

지열발전 기술 개발·효율 개선

[그림 4-18] 신재생에너지 Test-Bed를 활용한 원별 기술 개발·효율 개선(예시)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 2022년
∘ 추진주체 : 전주시
∘ 총사업비(5개년 : 2018 ~ 2022년) : 228억 원
∘ 사업내용
 종합테마파크 탄소제로 단지 조성
 신재생에너지 Test-Bed 구축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DB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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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별 사업 내용
연도

주요내용

1차년도(2018)
2차년도(2019)
3차년도(2020)
4차년도(2021)
5차년도(2022)

Ÿ
Ÿ
Ÿ

종합테마파크 탄소제로단지 조성 계획 추진
신재생에너지보급 정부지원사업 검토
탄소제로단지 투자 및 참여기업 유치

Ÿ
Ÿ
Ÿ

종합테마파크 탄소제로단지 조성
신재생에너지 시설물(운송수단) 구축
신재생에너지 전시관 구축

Ÿ
Ÿ

탄소제로단지 운영·관리
만족도 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합계

500

600

10,200

10,100

1,400

22,800

6,000

6,000

4,200

4,100

국비

12,000

도비
시비

500

기타

-

600

1,400

10,800

14.1 종합테마파크 탄소제로 단지 조성
∘ 사업기간 : 2018 ~ 2022년
∘ 총사업비(5개년 : 2018 ~ 2022년) : 176억 원
∘ 사업개요(내용)
 전주시 탄소산업, 드론산업, 3D프린팅, 등 신성장산업을 위한 종합
테마파크 구축과 신재생에너지를 접목시켜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종합테마파크 탄소제로단지”를 조성
＊

산업테마파크의 이미지를 탈피하여 신재생에너지로 구성된 단지를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추구하여 전주시의 성장 동력의 초석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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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테마파크 구축을 위해 친환경·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전제로
구체적인 수립계획을 추진
＊

종합테마파크 내 연료전지,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지열발전을 적용 가능한
시설물 위주로 구성

＊

단지 내 연료전지를 활용한 운송수단, 신재생에너지 발전 신제품 전시관,
체험학습관 등을 활용하여 초·중·고교생의 교육의 장으로 활용

14.2 신재생에너지 Test-Bed 구축
∘ 사업기간 : 2018 ~ 2022년
∘ 총사업비(5개년 : 2018 ~ 2022년) : 47억 원
∘ 사업개요(내용)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산업단지이나 단지 자체를 Test-Bed로
구축하여 참여기업들의 다양한 기술개발·연구에 활용
＊

종합테마파크의 종합지원센터 내 신재생에너지센터(가칭)을 마련하고 테마파크
내의 모든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관련된 정보를 DB로 구축함

＊

탄소제로단지 Test-Bed를 구축하여 참여기업들은 각각의 신재생에너지원을
바탕으로 기술개발·연구에 필요한 실험·검증을 직접 탄소제로단지를 통해
데이터를 확보함

14.3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DB 구축)
∘ 사업기간 : 2018 ~ 2022년
∘ 총사업비(5개년 : 2018 ~ 2022년) : 5억 원
∘ 사업개요(내용)
 신재생에너지 Test-Bed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종합지원센터 신재생
에너지센터를 CO²제로단지 내의 전 시설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단지 전체를 Test-Bed로 활용)
 신재생에너지 효율 등 상황별 정보 DB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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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절 전주시 신성장산업 육성계획 기대효과
□ 신성장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하여 단기적으로 전주시의 지역균형
발전을 기대하며, 중장기적으로 지역 문화권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며
전통문화·미래신산업을 포함한 신성장산업 거점역할을 수행 할 것으로
기대됨
∘ 전주시의 기 구축된 인프라, 소재, 지역네트워크 등의 지역적 특성을
살려 신성장산업의 기반 고도화를 통해 단기적으로 전주시의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
∘ 또한 4차산업혁명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통 산업과 신성장산업의
융복합산업 육성을 통해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미래지향형 도시로써
국가전체 및 타 지역의 본보기 역할을 기대함
∘ 신성장산업의 인프라/기술을 기반으로 전주시를 중심으로 지역문화권
신성장산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그림 4-19] 신성장산업 육성 기대효과(단기 및 중장기적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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