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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융합선도사업
○ 추진배경
- 공공‧산업‧일상생활 등에 활용되는 다양한 IoT 제품·서비스를
발굴하고 이를 선도적으로 검증·확산함으로써 IoT전문기업
육성 및 수요 창출 기여
○ 추진기간 : ‘15 ~ 계속
○ 2020년도 사업비 : 12,850백만원
○ 주요내용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IoT 서비스 검증‧확산) ICT 유망기술이 접목된 지능형 사물인터넷
서비스의 수요처 적용을 통한 기술성·사업성 검증과 확산 추진
- (IoT융합제품 상용화) 사물인터넷 기반 융합제품·기기의 국내·외
시장진출을 위한 상용화 지원 추진
○ 추진경과
- 2014. 5 : 사물인터넷 기본계획 발표(정보통신전략위원회)
- 2015. 3 : K-ICT 전략 발표(미래창조과학부)
- 2015. 12 : K-ICT 사물인터넷 확산 전략(정보통신전략위원회)
- 2016. 5 : K-ICT 전략 2016 발표(정보통신전략위원회)
- 2017. 7 : 100대 국정과제 중 33에 ‘ICT융합 서비스 발굴·확산’
포함(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 2019. 4 : 혁신성장 실현을 위한 5G+ 전략(관계부처 합동)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사업수행자
(관련자 및

- 최초 입안자 : NIPA IoT산업팀 신명숙 팀장
- 최종 결재자 : NIPA 김창용 원장

업무분담 내용)

○ 사업 관련자

직급

수행기간

담당업무
(업무분담 내용)
본부사업 총괄

구분

성명

본부장

김득중

팀장

신명숙

팀장

‘20.1 ~’20.12

사업총괄

담당

방용주

수석

‘20.1 ~’20.12

실무담당

담당

이재경

수석

‘20.1 ~’20.12

실무담당

담당

김동희

수석

‘20.1 ~’20.12

실무담당

담당

박근하

책임

‘20.1 ~’20.12

실무담당

담당

김동현

선임

‘20.1 ~’20.12

실무담당

본부장 ‘20.1 ~’20.12

○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
다른기관 또는 ○ (유관기관) 한국지능형사물인터넷협회
민간인 관련자 ○ (과제수행기관) 사물인터넷 도입을 통해 업무 효율화 및 사업화
하려는 기업 및 단체 등
【2015년】
○ “창의 아이디어 + 개방형 플랫폼 + 스마트센서”기반 신 서비스의
성공모델 발굴 및 확산을 통해 산업 내 자생적 서비스 생태계
조성 지원(8개 서비스)
○ 사물인터넷 관련 중소·중견기업이 보유한 기술력‧시제품에
대해 시장이 요구하는 수준의 상용제품 제작 및 테스트 등
상용화 지원(11개 제품)
○ 국내에서 실증된 우수 제품‧서비스를 발굴하여 해외에서 요구
하는 기술보완, 성능개선, 커스트마이징 등 지원
○ 산업실태조사, 기술컨설팅 등 사물인터넷 활성화 기반조성
추진실적
【2016년】
○ 재난안전, 전시․관광, 스마트 팩토리, 헬스케어 등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 중소기업과 수요 기업간 기술성․사업성 검증
(14개 서비스)
○ 스마트 의료기기, 스마트 점자학습기, 스마트 택배보관함 등
일상생활에서 편익제공이 가능한 생활밀착형 융합제품 발굴
(10개 제품)
○ 사물인터넷 산업 실태조사 등 정책 및 현장애로 기술지원
【2017년】

○ 사물인터넷과 웨어러블, 블록체인 등 유망기술을 활용하여
산업현장 및 일상생활에 적용하여 기업효율성 제고 및 파급
효과가 큰 서비스 발굴·지원(11개 서비스)
○ 지능형 서비스와 결합되어 지속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융합
제품 상용화 과제를 집중 발굴(10개 제품)
○ 사물인터넷 시장현황 조사를 통한 동향분석 및 홍보 추진
【2018년】
○ 사물인터넷 기반 문화재 안전관리, 환자 통합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중소 IoT전문기업과 수요기업 간 기술성‧사업성
검증 및 확산(12개 서비스)
○ 중소형 매장 냉난방 에너지 절감, 스마트 피부분석 디바이스 등
일상생활에서 편익제공이 가능한 생활 밀착형 융합제품 발굴
(14개 제품)
○ IoT산업 실태조사, 성과분석, 대국민 홍보 추진을 통해 IoT
신기술 활성화 기반 조성
【2019년】
○ 사회안전서비스, 크레인 충돌방지 등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
중소기업과 수요기업간 기술성‧사업성 검증 및 확산(10개
서비스)
○ 반려동물 홈케어, 무인매장 관리, 반응형 사료공급 제어 등
산업 효율성 및 일상생활의 편익제공이 가능한 융합제품 발굴
(11개 제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