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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기술 측은 략  연구개발 분야  미래 유망기술도출을 해 장기 인 과학, 기술, 경제, 사회 상을 

조사하기 한 과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 기술 측의 효과  추진을 해, 새로운 연구방법론으로 인간

사회에서의 공간과 행 , 사람의 육감을 기 으로 기술을 분류하는 FSS(Future Six Senses) 임 워크

를 체계 으로 용하 다. 한 미래 기술의 수용성과 측성, 참신성을 높이기 해, 새로운 형태인 인간

의 6감각을 기반으로 한 정보통신(ICT)분야 미래 메가트랜드 분석, 미래기술 발굴  선정, 미래시나리오 

작성 로세스를 통해 미래사회 주요 이슈  수요기반의 제품  서비스를 도출하 다.

■ 중심어 :∣기술예측∣인간의 육감각∣유망기술∣미래 시나리오∣정보통신∣
 

Abstract

Technology foresight is the process which investigate long term science, technology, economic 

and social effects to derive strategic R&D and future promising technologies. This study shows 

that new systematic framework based on technology classifications of space and action in human 

society, future six senses was employed as a new research method for effective process of future 

technology foresight. In addition, to increase the acceptance, forecasting, and uniqueness of new 

technology, we derived major issues of future society and demand-base products and services 

through the new process of ICT future mega trend analysis, the findings and selections of future 

technology, and future scenario based on human six s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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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들어서 정보통신(ICT), 바이오(Bio), 나노

(Nano), 기술 등 첨단기술의 융복합화가 진화하면서 

새로운 기술들이 다양하게 출 하고 도태되는 상이 

복잡하면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

통신 기술의 발  속도와 방향, 범  등에 한 과학

인 망을 통해 미래 유망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상

황과 향을 미치는 인자들이 반 된 미래사회에 한 

바람직한 해결 형 미래 시나리오 제시가 필요하다.

일반 으로 미래 기술 측이란 략  연구개발 분

야  미래 유망기술 도출을 해 장기 인 과학,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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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회 상을 조사하기 한 과정으로 정의된다

[1]. Ben Martin(1995)에 따르면 경제 , 사회 으로 커

다란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상되는 략  연구  

신기술을 알아내기 해 과학과 기술, 경제, 사회의 보

다 장기 인 미래를 조망하려는 체계 인 시도와 이와 

련된 과정을 기술 측이라고 했다. OECD(1996)의 

경우, 기술 측이란 최 의 경제 사회  이익이 올 것

으로 기 되는 연구 역의 선정을 해 장기 인 입장

에서 과학기술  경제사회의 미래를 통합 으로 검토

하는 과정으로 정의내리고 있다. 송 화 외(2013)는 기

술 측을 미래사회의 모습과 인간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술에 한 측을 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 과

거의 기술 측은 미래에 한 확정 인 태도와 정확성

을 추구하는 반면에 최근의 기술 측은 재의 선택에 

따라 미래의 공유된 비 을 만들어 가려는 과정으로 실

행, 합의형성, 경제사회  니즈반 을 강조하는 등 변화

하고 있다.

선진 주요 국가들은 연구개발(R&D) 투자의 불확실

성에 능동 으로 처하기 해 미래 기술 측을 통한 

유망기술을 발굴하기 해 지난 30여 년 동안 기술 측 

조사기법을 리 사용해 오고 있다[2]. 미국은 국가정보

원회(National Intelligence Council)에서 로벌 트

드 2030: 안  세계라는 미래 측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3]. 국은 과학기술청에서 국가경쟁력 제고, 산업

계, 과학계  정부 간 트 쉽 형성을 하여 10~20년 

후의 유망기술을 선정하고 있다. 한 일본도 문부과학

성 일본 과학기술 정책연구소(NISTEP)에서 1971년부

터 국가차원의 과학기술 측조사를 5년 주기로 실시

하고 있다[4].

우리나라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1994년부

터 5년마다 과학기술  분야를 상으로 과학기술

측조사를 정기 으로 실시하고 있다[5]. 미래창조과학

부에서는 과학기술  분야를 포 하는 새로운 장기비

을 제시하여 미래 환경변화에 한 응력을 높이고 

국가의 과학기술역량을 강화하고 있다[6]. 산업통산자

원부는 IT산업의 장기  발 방향 등을 고려하여 산업

기술 환경의 변화에 한 응을 해 측조사를 실시

하고 있다[7].

II. 이론적 배경 및 연구프로세스

본 연구의 목 은 미래 기술 측의 효과  추진을 

해, 인간사회에서의 공간과 행 , 사람의 6감각을 기

으로 기술을 분류하는 FSS(Future Six Senses) 임 

워크를 체계 으로 용하여 새로운 연구방법론을 제

시하고자 한다. 미래 유망기술에 한 정의는 추진목 , 

범 , 해석하는 주체  학자에 따라 그 의미가 조 씩 

차이가 날 수 있다[1]. 본 연구에서는 10년 이후의 미래 

측을 통해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를 구 하는데 필수

이고 기술 ·시장  효과가 큰 신기술로써 국가 

사회  문제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 되는 기술로 정

의한다. 

표 1. 주요 기술예측조사 기법([5][8]재정리)

기술 측조사 방법으로는 크게 규범 /당 , 탐색

, 정성 , 정량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세계 으

로 문헌고찰, 문가 패 , 시나리오 방법 등 정석 인 

측조사 방법론이 리 사용되고 있으며, 여러 가지 

방법론을 복합 으로 사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 으로 

측조사를 추진할 수 있다[9].

미래 기술 측조사  유망기술을 선정하기 한 기

본 인 임워크와 추진 차[10]는 정보통신(ICT)분

야를 범 로 정하여 1단계 미래 메가트랜드 분석, 2단

계 미래기술 발굴, 3단계 미래유망기술 선정, 4단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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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시나리오 작성으로 설정한다[11].

출처: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2016)

그림 1. 연구 프로세스

3단계인 ICT 미래유망기술 선정을 해서 문가 델

이 조사를 하 다. 델 이 조사는 미래사회에서 필요

로 하는 다양한 ICT 기술 니즈의 특성 악  ICT 미

래유망기술 도출을 하여 ICT 련 산·학·연 문가1)

를 상으로 수행하 다. 설문조사2)는 신뢰도 높은 결

과 확보를 하여 ICT 련 산·학·연 문가 1만 명을 

상으로 실시하 으며, 조사 기간은 `15년 10월 29일

(목)부터 11월 20일( )까지 총 4주간 수행하 다.

1) IITP 문가 DB에 등록된 6개 기술 분야(ICT 융합기술(공공, 산

업)(22.3%), ICT 융합기술(의료, 생활)(9.6%), SW콘텐츠(28.2%), 네

트워크/컴퓨 (16.2%), 로 /인공지능(9.6%), 정보통신 소재(14%)) 

산학연 문가 상으로 델 이조사에서 유효표본 1,068부를 회수

하 으며, 학계(43.9%), 산업계(35.5%), 연구소(20.6%)로 구성 

2) 설문조사는  연구 에서 기도출한 200개 미래유망기술별로 요

성, 출  시기, 효과를 5  척도, 선택형(국가선택, 연도선택 등), 

등간척도로 구성

III. 연구결과 분석

1. 미래 메가트렌드 분석
PESTEL 에서 상되는 미래사회의 주요 ICT 메

가트 드를 반 하여 미래사회에서 발생 가능한 사회

문제를 아래와 같이 도출한다.

표 2. 미래사회 메가트랜드와 사회문제 간의 관계

출처: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2016)

2. 미래 사회문제 해결 형 ICT유망기술 발굴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새로운 미래 기술 발굴을 해 

해외 보고서, 화DB, 토크콘서트 등을 수행하여 발굴

된 ICT 미래유망기술들을 핵심 문가 원회 검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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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최종 으로 총 200개의 미래 사회문제 해결 형 

ICT 유망기술 DB를 도출한다.

출처: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2016)

그림 2. ICT미래기술 선정 프로세스

기존  미래 측 보고서의 경우 CPND와 같은 기술 

심의 분류 체계를 활용하여 실제 사회 트 드와 매칭하

기에 한계 이 존재한다. CPND 개념은 과거 가치사슬

이 분명한 시 에는 유용했으나, 스마트 융복합 시 에

서는 일체화 된 상품으로 나타나는 한계가 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사람의 감각+공간+행 의 융합이 가

속화 되는 특성을 고려한  임워크 용이 요하

여, 기술 심 분류체계를 활용한 기존 연구와는 차별

화하여 FSS(Future Six Sense) 임워크에 따라 기

술을 발굴하고 분류, 평가, 선정한다. FSS는 [그림 3]과 

같이 인간 사회에서의 공간과 행 , 인간의 6감각을 기

으로 기술을 규명하는 임워크로써 미래 유망기

술에 한 인간으로서의 기술  수용도를 높이기 해 

도입한 체계이다.

출처: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2016)

그림 3. FSS(Future Six Sense) 스캐닝 체계

3. ICT 미래유망 기술 선정
시범 인 연구로써 정보통신(ICT)  ICT융합 분야

에 한 2030년까지의 미래 기술 측조사를 추진하

다. 미래사회 메가트랜드 분석  미래기술 도출 로

세스를 통해 총 200  미래기술을 발굴하 으며, FSS 

임워크에 따라 체계 으로 분류하 다.

그림 4. FSS(Future Six Sense)기반 미래기술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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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 분야별 ICT 미래기술 분포를 살펴보면, [그림 4]

과 같이 시각기술 69개, 느낌 59개, 각 35개 순으로 나

타났으며, 특히 주거공간과 업무/학습 공간에 많은 기

술이 요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5. CPND 및 6감 관점별 중요도 분석

ICT 미래 유망기술(200개)을 상으로 CPND  6감

각  별로 요도를 분석한 결과, CPND 은 콘

텐츠(C) 분야가, 6감 은 느낌 분야의 요도가 가

장 높게 나타났다. 콘텐츠(C) 분야의 경우, 타 분야에 

비해 기술 , 시장 , 국가 략  요도가 모두 높았

지만, 그에 비하여 랫폼(P) 분야는 타 분야에 비하여 

상 으로 시장 요도, 국가 략  요도 항목에

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6감각 별 요도 분석 

결과, 느낌 분야의 요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고, 느낌, 

미각, 시각, 청각, 각, 후각 등 6감 은 기술  요

도가 타 요도 항목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3. 10대 미래유망기술 선정안

200개의 미래유망기술을 산학연 문가 총 1,068명의 

델 이 설문조사3)를 통해 기술, 시장, 략  요성 

 시 성을 평가해본 결과, [표 3]과 같이 10  유망기

술을 선정하 다. 그리고 CPND별 미래 유망 기술과 6

감각 별 미래 유망기술은 참고문헌 뒤에 첨부하

다.

그림 6. 기술개발시기 및 시장 출시시기 분포

기술니즈의 국내실  시기는 기술개발시기4)  시장

보 시기5) 두 가지로 구분하여 조사하 다. 조사된 기

술의 약 80%는 2022년에 기술개발이 완료(164개, 

82.0%)될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에 기술개발 완료될 

것이라고 상된 기술은 48개(24.0%)로 가장 많았으며, 

조사된 니즈는 늦어도 2035년에는 100%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상된다. 반면에, 조사된 기술의 약 80%는 

2024년에 시장 출시(165개, 82.5%) 될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 시장 출시될 것이라고 상된 기술이 37개

(18.5%)로 가장 많았으며, 조사된 기술니즈는 늦어도 

2040년 내에는 100% 시장 출시가 완료될 것으로 상

된다.

3) 체 응답자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산학연별 문분야 의견이 고르

게 수렴된 것으로 단되며, 6  문기술분야별 응답 분포 역시 분

석하는데 있어 왜곡(Bias)되지 않는 표본수라고 사료됨

4) 해당기술이 상용화 가능한 수 까지 기술개발이 완성되는 시

5) 해당기술을 이용한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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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래 시나리오 작성
100  ICT, 미래유망기술과 련된 미래사회 문제, 

육감, 세부기술 등에 한 핵심 키워드를 선별하여 시

나리오를 작성하고 핵심 문가 그룹을 통해 시나리오

를 검증한다. 핵심 문가를 활용하여, 미래유망기술을 

FSS(감각, 공간, 행 )의 임워크를 응용, 단계 으

로 확  개하여 서비스 키워드를 도출 하고 시나리오 

 삽화 작가를 통해 구체 인 시나리오를 작성한다.

그림 7. 핵심 키워드 선별 및 시나리오 도출체계

출처: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2016)

그림 8. 미래 시나리오 전개 체계

마지막으로 FSS 기반으로 미래 유망기술을 발굴하

고 선정한 후 이를 토 로 2030년 의 미래사회 생활모

습을 [그림 8]과 같이 인간의 기술  수용도를 높일 수 

있는 미래 유망기술을 발굴할 수 있다. 미래는 인간의 

물리 ·신체  한계를 극복하게 하는 기술로부터 감성

 안정과 풍요로움까지 해주는 기술이 출  할 것으

로 망하고 있다. 한 재(시스템 )의 필요에 의한 

제공뿐만 아니라 지능화된 미래 측을 통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의 를 보장하는 기술로 발 될 것으로 

망된다.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첫째, 미래 기술 측의 효과  추진을 

해, 새로운 형태인 인간의 6감각을 기반으로 한 미래 

기술 측조사  미래 시나리오 연구에 한 임 워

크를 제공하 다. 둘째, 미래 기술의 수용성과 측성, 

참신성을 높이기 해, 인간의 6감각을 기반으로 한 정

보통신(ICT)분야 미래 메가트랜드 분석, 미래기술 발굴 

 선정, 미래시나리오 작성 로세스를 통해 미래사회 

주요 이슈  수요기반의 제품  서비스를 도출하

다. 셋째, 미래는 사람의 물리 (신체 ) 가각의 한계를 

극복하게 하는 기술에서부터 감성(느낌)  안정과 풍요

로움까지 해주는 기술이 출 할 것으로 망되며, 

재(시스템)의 필요(Needs)에 의한 제공뿐만 아니라, 지

능화된 미래 제품/서비스 구 이 필요하여 행복하고 건

강한 삶의 를 보장하는 기술로 발 될 것으로 측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기여도는 미래사회 

주요 이슈  수요기반의 제품  서비스를 도출함으로

써 련 이해 계자들의 략  분야  핵심기술개발

의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기업 등 민간차원에서 

응하기 어려운 산업  기술 측 연구를 통해 IT분야 

기술 측에 한 정보를 제공하고 R&D 방향 제시하고, 

일반인을 상으로 국가R&D 정책을 방향성을 설명하

고 R&D 투자의 당 성에 한 국민 이해도 증진하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한계는 인간의 6감각에 기반 한 기

술 측을 하고 유망기술을 발굴하고자 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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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ND와 같은 기술 심의 분류 체계를 활용하고 있어 

스마트 융복합 시 에서 발생하는 복 는 일체화 된 

상품으로 나타나는 한계가 있어 창의 인 새로운 기술

측이 어려운 이 부분 으로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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