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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IoT 에지 플랫폼 장비를 통해서 다양한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수집 및 저장하고, 데이터 분석 (통계 분석,
기계학습 기반 분석 및 예측) 기능을 제공
멀티미디어, 센싱 데이터를 포함한 IoT 데이터를 요구하는 각 서비스 수준에 적합하도록 실시간으로
제어하면서 신뢰성 높게 IoT 데이터를 전달하는 서비스를 제공
* IoTivity를 포함한 IoT 플랫폼과 다양한 IoT 센서 프로토콜을 지원하며 글로벌 오픈소스 에지 컴퓨팅 플랫폼인 EdgeX를 기반으로
초연결 지식융합 인공지능 플랫폼과의 연동을 통하여 IoT 데이터 제어·전달의 실시간성 및 신뢰성 성능 향상

지능형 IoT 에지 플랫폼 기술
 다양한 IoT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초연결
지식융합 인공지능 플랫폼과 연동

시계열 IoT 센싱 데이터 분석 및 예측 기술
 데이터 수집, 학습, 추론, 융합서빙 기반 IoT 센싱
데이터 분석 및 예측

IoT 데이터 실시간 제어 기술
 현장 상황 및 네트워크 사용량 기반의 IoT 데이터
실시간 제어

고신뢰 IoT 데이터 전달 기술
 자원 제약, 고가의 통신 링크, 높은 전송 에러율
링크에서 목표로 하는 수준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IoT 데이터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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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IoT 디바이스들의 연결성 제공
• 스마트 시티, 스마트 건설 현장, 운송 물류 영역, 민간 보안 영역
등의 다양한 서비스 도메인에 있는 센서/디바이스와 연결

초연결 지식융합 인공지능 플랫폼 연동을 통한 지능 서비스
• 수집된 데이터 기반 다양한 IoT 서비스에 최적화된 학습 모델 개발
• 안전 / 보안 / 위험 탐지 등의 변화 추이 예측 기술 제공
• 클라우드나 서버로 전송되는 IoE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제어
(예: 데이터 플로우 제어, 데이터 볼륨 제어, 비디오 화질 제어 등)
• 다양한 IoT 환경(자원 제약, 고가의 통신 요금, 높은 전송 에러) 에서
서비스 목표 달성을 위한 고신뢰 데이터 전달

지능형 IoT 에지 플랫폼 기술

지능형 IoT 에지 시스템 특징 및 기능
• 비즈니스 도메인에 쉽고 빠르게 적용 가능
- 산업 IoT에 적합한 오픈 소스 EdgeX 기반으로 다양한
HW와 환경에서 구축 가능
- 비즈니스 도메인의 요구사항 변화에 따라 기능을 수정 및
추가 용이
• 높은 보안 / 신뢰성 기반 서비스 제공 가능
- 사용자와 디바이스에서 생성되는 중요한 데이터를 보안성이
약한 공용 네트워크나 클라우드로의 전송을 최소화 가능

시계열 IoT 센싱 데이터 분석 및
예측 기술

IoT 데이터 실시간 제어 및
고신뢰 전달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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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소스 형태(EdgeX)의 지능형 IoT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IoT 센서에서부터 발생하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 및 분석이 가능하게 하는 기술로써, 다양한 엣지
디바이스(라즈베리 파이 등)에 탑재 가능

기술 형태
• 에지 플랫폼, 데이터 분석 및 예측, 실시간 제어, 전달 기술 : SW,
알고리즘

개발 현황 (1단계 완료)

• 다양한 IoT 디바이스들의 연결성을 제공

초연결 지식융합 인공지능 플랫폼과의 연동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IoT 데이터를 빅데이터 처리 및 분석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 및 구현하는데
사용 가능
• 에지 플랫폼을 통한 실시간 데이터 처리 및 분석 서비스 지원

경쟁 기술 및 대체 기술 현황

확보된 기술 및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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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IoT 에지 플랫폼 기술

시계열 IoT 센싱 데이터 분석 및 예측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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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에지 컴퓨팅 솔루션을 위한 고려 사항

공공데이터 활용도 증가

• 에지 컴퓨팅은 IT 설계자가 빠른 의사 결정, 빠른 데이터 압축 및
정제, 로컬 운영을 위한 보안을 제공해야 함

• 스마트 시티와 같은 공공 서비스 도메인에서 다양한 IoT 센서
들로부터 발생하는 정보를 수집, 저장, 처리 등을 통하여 장기적인
빅데이터 처리

클라우드 중심에서 에지 컴퓨팅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변화
• IoT 지원 애플리케이션과 이에 따르는 저지연, 자율성, 보안
요건으로 인해 컴퓨팅 기능을 데이터가 생성되는 곳과 물리적으로
가까이 위치시키는 것이 더 중요해지고 있음

글로벌 기업들의 선제적인 기술 개발
• 에지 컴퓨팅은 작은 인공지능으로 불리며 많은 업체들이 시장
진입을 시도하고 있음

글로벌 에지 컴퓨팅 시장 현황
구글

구글 클립스 기기 출시. 네스트 통해 스마트홈 기기 확장

아마존

막강 클라우드 인프라, IoT로 확장. 에코 시리즈 급속 확대중

MS

4년간 50억달러 투자 계획 발표

삼성전자

스마트 씽스 플랫폼 가속화

인텔

에지 컴퓨팅 칩 개발. 드론쇼 통해 최초 시연

엔비디아

ARM과 협업 통해 AI IoT SoC 개발 발표

안전사고 예방 및 사회 갈등비용 억제
• 고신뢰 기반의 서비스가 필요한 스마트시티를 위한 서비스와 개발
기술을 적용 한다면, 비상상황을 실시간으로 예측하고 즉각적으로
관련자에게 제공

스마트시티 테스트베드와 연계 타깃 서비스 검증 및 시범
운용 후 상용화 추진

활용(적용) 가능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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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역할

2016

2017

2018

서비스 검증

1단계(원천기술 확보)

예) 스마트시티 사업 일정

•지능형 IoT 에지 플랫폼 기술
•시계열 IoT 센싱 데이터 분석 및 예측 기술
•IoT 데이터 실시간 제어 기술
•고신뢰 IoT 데이터 전달 기술
•엣지/포그 플랫폼 기반의 지능형 IoE 정보
프레임워크 등 특허 확보
2019

2020

국가사업 연계

. ...
. .

건설

고신뢰 IoT
서비스 검증/통합

고신뢰 IoT 시범
서비스 운영

2019

2020

2021

•계획수립

•설계

•인프라구축/서비스운영

건설, 공사 현장에서의 고신뢰 IoT 모니터링 기술 실용화
ex) 건설 회사, 중장비 운영 회사 등
효율적인 영상 공유를 통해 고신뢰 물류 서비스 실용화
ex) 물류 회사, 선박 회사 등

2021

2단계(기업참여/기술이전/실용화)

고신뢰 IoT
서비스 설계/개발

(확장 가능)

선박

•확보 기술 고도화/스마트건설, 운송/물류IoT 서비스 개발
•참여기업의 요구사항 반영한 실용화 연구 및 기술이전
•스마트시티 사업 참여, 서비스 적용 및 검증

운행 상황, 안전, 효율적인 운송 및 관리 서비스 실용화
ex) 운송회사, 버스/택시 회사 등
국가사업 연계 서비스 시범 적용 및 실증 시험
ex) 통신 회사, SI기업 또는 참여기업의 컨소시엄 구성 등

차량

참여기업의 실용화 시 필요한 요구사항을 2단계 연구계획에 적극 반영 (사전 협의)
기술이전 시 기술료 조건
• 경상기술료 방식: 착수기본료(원) + 매출정률사용료(%)
• 2단계 참여기업: 일반 기업보다 착수기본료 할인(예, 50% 할인), 기술실시 우선권 부여 (기술이전 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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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관리플랫폼
 MAS 기반 분산에너지관리 소프트웨어 플랫폼:
데이터 수집 및 에너지 기기 제어 기능

재실정보 모니터링 기술
 BLE method: 블루투스 이용 재실정보 모니터링
 Data-driven method: 기계학습 이용 재실자 추정

에너지 수요예측 기술
 Model-driven method: EnergyPlus 이용 부하예측
 Data-driven method: 기계학습 이용 부하예측

에너지 최적관리 기술
 Model-driven method: thermal model 이용 냉난방
제어
 Data-driven method: 기계학습 이용 냉난방 제어

클라우드 기반 에너지 수요관리 서비스
12

분산에너지관리시스템은 센서네트워크, 분산에너지관리 플랫폼,
클라우드 서비스 시스템으로 구성
• 센서네트워크: 구역별 온도, 습도, CO2, 조도, 외기정보, 소비전력,
재실정보 등을 측정

• 분산에너지관리플랫폼: 구역-건물-커뮤니티 단위의 데이터 수집,
에너지 기기 모니터링 및 제어
• 클라우드 서비스 시스템: 초연결 지식융합 인공지능 플랫폼이 구동되며,
기계학습을 통해 구역별 재실자 수 추정, 에너지 수요 예측, 에너지
최적관리, 지식베이스 구축 등의 기능을 수행

분산에너지관리플랫폼

구역단위 에너지 예측 모델

구역단위 에너지 최적제어 모델

• 강화학습모델(Reinforcement Learning Model)
Encoder Input

과거 168 시간 (휴일 유/무, 시간, 온도, 습도,
일사량, 재실자, 에너지 소비량)

Decoder Input

1시간 전 에너지 소비량 예측 결과값 (24개)

Target Output

24 시간 에너지 소비량 예측 결과값

Decoder
Auxiliary Input

미래 24 시간 (휴일 유/무, 시간, 온도, 일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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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 에이전트 기반의 분산에너지관리플랫폼

기술 형태

• Pub/Sub 방식의 Information Exchange Bus(IEB)를 통해 플랫폼의
확장성(scalability) 확보
• 구역-건물-커뮤니티 단위 건물에너지관리 확장 가능
• Kafka 분산 스트리밍 기능, 데이터 전처리 기능, Plug N Play

• 분산 에너지 관리 시스템: HW, SW, 기계학습 알고리즘

개발 현황 (1단계 시작품 단계 완료)

건물내 재실자의 에너지 소비패턴에 대한 학습을 통해 에너지를
자율제어 함으로서 에너지 비용절감과 함께 재실자가 편의성을
체감할 수 있는 지능형 BEMS 기술
• 실내외 환경 정보와 에너지 사용 정보로부터 구역별 재실패턴과
에너지 소비패턴을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구역별 에너지 최적관리
서비스 제공

경쟁 기술 및 대체 기술 현황

2단계: 클라우드 기반 커뮤니티 에너지수요관리서비스 개발 예정

확보된 기술 및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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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베드 및 HILS 구축/분석

분산에너지관리시스템 통합운전

Thermal model 기반 EHP 운전제어

구역단위 기계학습모델 학습, 추론

테스트베드

<Seq2Seq>

<Random Forest>
<에너지 수요예측 결과>

 에너지 비용15%
절감 시 0.82℃
온도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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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경우 대형건물 위주로 BEMS가 설치되고 있으며,
다국적 기업이 국내시장의 70%를 점유

사업화를 위해 기술을 단기 상용화와 중장기 상용화로 나누어
전략적으로 접근 추진

• 경제성 문제로 인해 중소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BEMS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은 아직 미흡한 실정
• 최근에 KT, SKT, LG U+, 나라컨트롤, 포스코ICT 등에서
사업참여가 활발해지고 있음

• 단기 상용화 기술: 분산에너지관리플랫폼, BLE 방식 재실자 수
모니터링 기술, 모델 기반 에너지 최적관리기술
• 중장기 상용화 기술: 기계학습 기반 에너지 최적관리기술

80년대부터 선진국을 중심으로 초기 시장이 형성되었으며,
하니웰, 존슨 컨트롤즈, 슈나이더 등이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스마트시티 테스트베드와 연계 시범운용 및 서비스 검증 후
상용화 추진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Smart BEMS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임

국내외 시장 규모 및 전망

활용(적용) 가능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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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역할

2016

2017

2018

서비스 검증

1단계(원천기술 확보)
• 자율형 커뮤니티 에너지 관리 시스템 3극 특허
• 딥러닝 기반 에너지예측, 최적제어 원천기술
• KIER 실 환경 기반 데이터 생산/기술 검증

2019

2020

국가사업 연계
예) 스마트시티 사업

분산건물에너지관리
요구사항 및 설계

2019
•요구사항/설계

분산건물에너지관리
검증 및 통합

2020
•개발/검증

분산 건물에너지 관리
시범 서비스 운영

2021
•현장설치/시범서비스운영

2021

2단계(기업참여/기술이전/실용화)
• 클라우드 기반 에너지수요관리서비스 개발 및 검증
• 참여기업과의 실용화 연구 및 기술이전
• 스마트시티 사업 참여 추진, 서비스 적용 및 검증

기술이전 및
상용화 개발/판매
분산에너지관리플랫폼/딥러닝 기반 에너지예측 및 최적제어 기술

참여기업의 요구사항을 2단계 연구계획에 반영 (사전 협의)
기술이전 시 기술료 조건
• 2단계 참여기업: 일반 비참여 기업보다 착수기본료 할인(협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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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마트센서 네트워크 및 모바일 감시를 이용하여 기존 플랜트의 감시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계학습/딥러닝 기술을 활용하여 미세누출, 설비 노후화를 정확히 진단/예측하여,
누출재난을 사전에 예방하는 플랜트 안전관리 서비스 제공
 최신 딥러닝 기술의 융복합적 적용을 통해 결함 판별 신뢰도 향상
 다양한 도메인에 적용가능한 적응형 학습/진단 모델 개발

데이터 정제변환 및 결함 특징추출 기술
 유무선 센싱 데이터 정제변환, 결함 특징추출 및
영상화

결함 진단 및 예측 기술
 기계학습/딥러닝 기반 미세누출/감육 진위판별,
누출위치 추정 모델

결함 감시진단 시스템 기술
 스마트센싱, 기계학습/딥러닝 기반 미세누출 및
노후화상태 감시/진단/예측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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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서비스 및 기능 종류

시스템/서비스/기능 특징

 지능형 미세누출 진단 서비스

• 플랜트 설비 이상상태 감시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스마트센서 및 이동형 누출진단모듈

• 미세누출 진위판별 및 조기경보
• 미세누출 위치 및 결함단계 추정

• 실시간 대용량 센싱 신호를 효율적으로
전송/분석하기 위한 데이터 정제변환 기술

 지능형 설비 노후화 진단 서비스

• 플랜트 잡음환경에서의 결함진단 신뢰도 향상을
위한 누출/감육 특징 영상화 기술

• 감육 진위판별, 감육단계 추정
• 균열 발생여부 및 위치 추정(2단계)

• 플랜트 현장의 다양한 결함 분석/예측에
적응적으로 활용가능한 전이학습 기반의 고성능
학습모델 기술

 잔여수명 예측 서비스
• 감육 잔여수명 예측(2단계)

정제변환 및 특징추출 기술

• 기계학습 기반 고성능 누출 위치 및 누출등급
추정 기술

결함진단 및 예측 기술

결함 감시진단 시스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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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트 소음환경에서의 설비 누출 탐지 가능

개발 현황 (1단계 완료)

• 누출탐지 진위판별 신뢰도 향상

• 1단계: 플랜트 누출예방 서비스용 원천기술 확보

하나의 센서를 이용한 배관 감육(두께 감소) 감시

• 2단계: 플랜트 누출예방 서비스 개발 및 시범적용

• 기존방법에 비해 신속하게 감육(노화) 감시 가능

다양한 산업 현장 환경에 적응적으로 적용 가능한 적응형
학습모델 개발

확보된 기술 및 성과

• 최신 딥러닝 기술 활용: Transfer Learning, Domain
Adaptation,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기술 등

경쟁 기술 및 대체 기술 현황

신속한 검사
어려움

충격음을
누출로
오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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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출특징 추출 및 영상화 기술

플랜트 누출 판별 모델 개발

스마트센서 및 이동형 누출진단모듈

플랜트 누출 위치/발생량 추정 모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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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신러닝/디지털트윈기반 상태기반정비 시장 성장

기존 기술의 단점을 극복한 상용제품 개발/판매

• GE Predix, Emerson AMS Suite와 같은 산업설비관리
플랫폼에 대한 연구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주로 고가의 장비가 장기간 운영되는 플랜트 분야는 기존
예방정비 단계에서 PHM(Prognostics and Health
Management) 기술을 적용한 예측단계로 전환 중

• 누출감시용 스마트센서
• 이동형 누출진단모듈
• 딥러닝 기반 플랜트 누출예방 전문가시스템

플랜트 결함진단 분야의 성장 가능성
• 플랜트 누출/배관감육과 관련한 스마트센서/기계학습
기반의 진단기술은 선진국에서도 연구/개발 단계
• 누출 및 이상상태 감시/진단 관련 알고리즘 개발 및 특허
선점 전략 필요

국내외 시장 규모 및 전망

2500만원대

700만원대

플랜트 누출사고 예방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
• 점차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향후 시장규모 증가 예상
• 센서모듈의 가격이 낮아지는 추세이고, 경제성 있는
IoT센서모듈의 국내 제작 가능

상태기반정비에 필수적인 요소 기술/서비스
• 불시정지 시, 몇십억원/일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발전/화학
플랜트를 중심으로 상태기반정비 관련 수요 확대 전망

활용(적용) 가능 분야

200만원대

Structural Health Monitoring Units

Solar Panels

IDT sensor

Control Box with Wireless
Communication Cap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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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역할

2016

2017

2018

1단계(원천기술 확보)
• 플랜트 누출/감육 특징추출 및 영상화 특허
• 지식전이 딥러닝기반 결함진단서비스 원천기술
• 테스트베드 구축, 실험 데이터 생산/기술 검증

2019

2020

국가사업 연계

누출예방서비스
설계/개발

누출예방서비스
검증 및 통합

누출예방 시범
서비스 운영

서비스 검증

2019

2020

2021

예) 스마트시티 사업

•계획수립

•설계

•인프라구축/서비스운영

2021

2단계(기업참여/기술이전/실용화)
• 플랜트 누출예방 서비스 개발 및 검증
• 참여기업과의 실용화 연구 및 기술이전
• 스마트시티 사업 참여 추진, 서비스 적용 및 검증

기술이전 및
상용화 개발/판매
스마트센서/이동형 진단모듈/결함진단서비스S/W 상용화

참여기업의 요구사항을 2단계 연구계획에 반영 (사전 협의)
기술이전 시 기술료 조건
• 2단계 참여기업: 일반 비참여 기업보다 착수기본료 할인(협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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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구조체, 이를 구비한 배관 감육 모니터링 장치 및
방법
배관의 노화 상태 감시 방법

10-1833371
2018. 6. 5

Apparatus and method for detecting anomaly in
plant pipe using multiple meta-learning

2016-0166617
15/950408

Apparatus and Method of Detecting Leak Sound
in Plant Equipment using Time- Frequency
Transformation

누출음의 시공간 특성을 이용한 미세누출 탐지 장치 및
이를 이용한 미세누출 탐지 방법

2017. 3. 29

2017-0040267

다중메타학습을 이용한 플랜트배관의 이상감지 방법

2017. 4. 11

2017-0046884

배관의 감육상태 감시 시스템 및 그 방법

2017. 5. 30

2017-0066781

시간-주파수 변환을 이용한 플랜트 설비의 누출음
탐지 장치 및 방법

2017. 9. 14

2017-0117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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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전, 보행, 수면 등 고령자의 일상생활 중에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심전도, 족압 등 생체신호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초연결 지식융합 인공지능 플랫폼을 통해 뇌졸중 발병 가능성 및 위급상황을 예측하여 고지·

신속 대처하며, 관련 의학지식 및 예방할 수 있는 어드바이스를 제공*해 주는 기술
*2 3 가지 형태의 각 시스템에서 필요로 하는 공통 기반 기술(기능)이나, 뇌졸중 발병 가능성 및 위급상황 예측에 필요한 디바이스
및 데이터 분석 및 추론·예측 알고리즘 등은 각 시스템 특성을 반영하여 개발됨

운전 중 뇌졸중 예측 시스템 1
 운전 중 측정 디바이스로 심전도, 호흡, 맥박,
밸런스 등 생체신호를 측정하여 뇌졸중 조기 예측
및 관련 지식·정보를 제공

보행 중 뇌졸중 예측 시스템 2
 보행 중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심전도, 족압 등
생체신호를 측정하여 뇌졸중 조기 예측 및 관련
지식·정보를 제공

수면 중 뇌졸중 예측 시스템 3
 수면 중 측정 디바이스로 심전도, 심부맥파, EEG
등 생체신호를 측정하여 뇌졸중 조기 예측 및 관련
지식·정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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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고)위험군 스크리닝 지원

진단/모니터링 시스템 특징 및 기능

• 건강검진 데이터 기반 기계학습 모델 (뇌졸중 위험인자 발견
및 뇌졸중 위험군 스크리닝, 정확도 84.5%)

• 실시간 수집되는 생체신호 데이터를 이용하여
뇌졸중 예측 및 모니터링 정보 가시화 제공

온톨로지 기반 뇌졸중 의학지식베이스 특징 및 기능
• 뇌졸중 의심 증상별 인체지식(뇌부위, 뇌혈관등) 제공
• 현 의학적 증상별 예견되는 증상정보 제공
• 뇌부위에 따른 질병정보 제공
• 의학적 증상 및 인체부위별 치료방법 및
헬스케어 가이드정보 제공
•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반 상황인지 정보
연계 기능 제공

운전 중 뇌졸중 예측 시스템 1

보행 중 뇌졸중 예측 시스템 2

- 관리자 기능: 실시간 생체신호 데이터 정보 수집
및 가시화 제공, 위험 단계 경고 메시지 및
이용자 현재 상태 파악, 응급상황 대처 매뉴얼
제공 및 유관기관 협조
- 이용자 기능: 뇌졸중 발생 가능성 지수, 건강관리
매뉴얼 및 건강 단계별 어드바이스 제공
•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 서비스 기능

수면 중 뇌졸중 예측 시스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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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측정된 생체신호와 빅데이터 이용 머신러닝 기반 질환
발병 가능성·위급상황을 예측·고지·신속 대처,
관련 의학지식 및 예방 가이드까지 제공하는 기술
• 멀티모달 생체신호 기반의 뇌졸중 발생 가능성 지수 및 해석학적
설명 정보 제공,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 정보 지원

기술 형태
• 운전 중, 보행 중, 수면 중 3 시스템: HW, SW, 알고리즘, 온톨로지

개발 현황 (1단계 완료)

위급시 병원, 보호자 등에게 알리고, 119 구급대 통해 후송
및 기상/환경/위치 등 상황정보와 연계하여 종합적인 라이프
어드바이저로 확장 가능
• 건강검진 데이터 기반 뇌졸중 위험인자 발견 및 위험군 스크리닝 지원
• 실시간 생체신호 데이터 기반 뇌심혈관계 질환(예, 뇌졸중)
모니터링, 발생 가능성 지수 등 정보 가시화 제공

경쟁 기술 및 대체 기술 현황

• 2단계 지능형 라이프 어드바이저 서비스 개발 예정

확보된 기술 및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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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신호 측정 및 데이터 구축/분석

뇌졸중 예측 모델 개발

* AUC: Area Under an ROC(Receiver Operating Characteristic) Curve

보행ㆍ행동ㆍ운동 측정 디바이스 개발

뇌졸중 관련 의학지식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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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세계시장 규모 급성장
• 전세계적으로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부담 증가로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며 저렴한 서비스 요구
• 구글, 애플, IBM, MS 등 세계적인 ICT 기업의 의료 빅데이터 활용
및 휴대용 건강상태 모니터링 서비스 기술 개발과 많은 투자

인공지능 헬스케어 분야의 국내 기술 취약
• 기술수준은 67.1%로 인공지능 기반 검사결과 분석 및 질병진단
기술, 인공지능 기반 건강관리 플랫폼 기술 등 취약

국내 기업/산업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 필요
• 거대 기업 투자는 국내 기술이 완성도를 높여 시장에 침투하기
이전에 내수시장을 잠식할 우려를 내포함에 따라 적극 대응 필요

국내외 시장 규모 및 전망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및 질병 사전예방에 대한 수요
급증으로 해당 서비스 사업화 가능성 높음
• 운전 중, 심뇌혈관 질환에 의한 갑작스런 마비는 심각한 장애,
대형사고 및 교통 혼잡 유발 등 즉시 조치 필수
• 고령 운전자 증가로 운전 중 위급상황을 사전에 예측하여 조치할
수 있는 서비스는 자율주행차에 적용 가능

스마트홈과 연계하여 스마트 침대 등에 활용
• 양질의 수면상태 유지를 위해 수면 중 생체신호 측정 및 건강상태
분석 기술 적용

스마트시티 테스트베드와 연계 타깃 서비스 검증 및 시범
운용 후 상용화 추진

활용(적용) 가능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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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역할

2016

2017

2018

국가사업 연계

서비스 검증
1단계(원천기술 확보)

예) 스마트시티 사업 일정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의한 생체신호 상시 측정
및 기계학습기반 뇌졸중 예측 서비스 원천기술 확보
•Stroke monitoring system 등 특허 확보

. ...
. .

운전

2019

2020

2021

2단계(기업참여/기술이전/실용화)
•확보 기술 고도화/최적화 및 지능형라이프어드바이저 개발
•참여기업의 요구사항 반영한 실용화 연구 및 기술이전
•스마트시티 사업 참여, 서비스 적용 및 검증

수면

보행

질환예측 타깃
서비스 설계/개발

(확장 가능)

질환예측 서비스
검증 및 통합

질환예측 시범
서비스 운영

2019

2020

2021

•계획수립

•설계

•인프라구축/서비스운영

운전자 생체신호 상시 모니터링 및 제어 기술 실용화
ex) 자동차시트 제조 회사, 자율주행자동차 회사 등
스마트홈 연계 건강/수면관리 스마트 침대 기술 실용화
ex) 침대 제조 회사, 홈케어 회사 등
중(대)규모 고객 대상 시스템 실용화 (참여기업 선호서비스)
ex) 통신회사, SI기업 등
국가사업 연계 서비스 시범 적용 및 실증 시험
ex) 통신 회사, SI기업 또는 참여기업의 컨소시엄 구성 등

참여기업의 실용화 시 필요한 요구사항을 2단계 연구계획에 적극 반영 (사전 협의)
기술이전 시 기술료 조건
• 경상기술료 방식: 착수기본료(원) + 매출정률사용료(%)
• 2단계 참여기업: 일반 기업보다 착수기본료 할인(협의 필요), 기술실시 우선권 부여 (기술이전 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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