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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력산업 반의 환경분석과 인공지능 기술수   동향 분석을 통해 력AI 비즈니스 모델 선정방안

을 도출하고 해당 솔루션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선정하기 한 기술가치 평가기 을 수립하고자 

한다.

1. 서론

   구  알 고의 등장 이후 세계 시장은 인공지능에 

한 심을 넘어, 4차 산업 명  AICBM 트 드에 한 

극 인 응책의 마련을 해 노력 에 있다. 이로 인

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군이 형성

되고 있으며, AI를 신 인 서비스 변화의 핵심기술로 

인식하고 도입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향후 상되는 

시장변화를 고려해 볼 때, 력산업에서 인공지능기술의 

용방법은 다양성을 지니고 있으며, 력산업의 발 을 

해서 력인공지능 도입을 한 솔루션  기술의 연구

개발은 꾸 히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

내 력산업 환경  력인공지능 기술 황을 분석하고 

“ 력AI 비즈니스모델 선정방안”과 해당 솔루션의 개발을 

한 “기술가치 평가기 ”을 수립하여 국내 력산업에 

용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솔루션 도출 방안에 

해 기술한다. 

2. 본론

  2.1 력산업의 인공지능기술 용을 한 시장환경 분석

   2.1.1 비즈니스 환경

  2018년 기  인공지능 국내 시장은 체 7.5조원 규모로 

2020년까지 11.1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분석되며, S/

W  알고리즘 3.4조원, 상처리  상인식 3.5조원, 

음성인식  통변역 분야에서 4.2조원 규모로 망된다.   

(그림 1) 인공지능 국내 시장규모 망 (KT경제경 연구소) 

 2018년 세계 AI 련 시장은 지난해(6920억달러)보다 7

0%성장한 1조2000억달러(약 1296조원) 규모이며, 2022년

까지 매년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여 2018년보다 3배 

이상 증가한 3조9000억달러(약 4210조원) 규모에 이를 것

으로 상된다. 가트 는 AI는 연산능력, 규모, 속도, 데이

터 다양성, 심층신경망(DNN) 발  등으로 향후 10년간 

가장 괴 인 기술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며 2017-2022년 

기업들이 AI 기반 제품과 서비스를 해 가장 주목할 부

분은 한가지의 기능에 특화돼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솔루

션으로 분석했다.

(그림 2) 세계 인공지능 기술/시장 망 (Gartner)

 한국IDC의 보고서에 따르면 AI의 활용분야는 자동화된 

고객 서비스 에이 트, 세일즈 로세스 추천  자동화, 

지식 노동자를 한 디지털 도우미 등 3가지가 주요사례

로 분석 으며, 빠른 시일 내에 로 의 최  사용과 인지 

가능한 로세스  산업 애 리 이션을 제공하는 자동

화된 고객 서비스 에이 트가 이 질 것으로 망했다.

  2.1.2 AI 련 규제  정책

  정부는 인공지능 분야 규제 신을 해 ‘지능정보사회 

장기 종합 책’을 세우고 제4차 산업 명에 응해 행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하

다. 한 데이터 재산권의 보호와 가치 분배 등 지능정보

기술 기반 확보를 한 조항을 추가하고, 인공지능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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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사고 시 법  책임 주체, 기술개발 윤리 등 인공지능 

확산에 따라  세계 으로 논의되고 있는 법제도 이슈와 

련하여 각계 의견을 수렴해 규제정비 방향을 제시할 계

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학연 문가로 구성된 

“뭘키울까” TF를 통해 신성장동력 13개 분야를 선정(인

공지능 포함)하고 5년간 7조 9600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

하 다. 

  국외시장은 국과 미국이 자국 내 기업이 극 으

로 인공지능 련 기업을 인수 합병할 수 있도록 차 간

소화  제도  지원 그리고 투자환경 조성에 극 이다. 

국은 AI를 'Made in China 2025 계획'의 주축  하나

로 삼고 2030년까지 인공지능 기술 분야에서 세계 정상이 

되겠다는 목표도 세워놓고 있다. 미국도 인공지능 분야에 

막 한 투자와 기술개발을 통해 인공지능 서비스의 고도

화에 집 하고 있다.

  2.2 국내 인공지능기술 황

  국내 인공지능 기술은 미국에 비해 사업화 부문에서 가

장 큰 기술격차가 났으며, 기 연구, 응용개발 순으로 차

이가 크다. 2016년 기  국내 인공지능 련 기술 수 은 

미국과 2.2년의 격차를 보이며 국과 비슷한 기술수 으

로 분석되었다. 

  2.2.1 서비스 / 랫폼

  국내에서는 삼성 자, KT, 카카오, 자동차 등 다양

한 기업에서 인공지능 제품  서비스가 출시되었으나, 인

공지능 기술은 국외 선진기업과 기술 격차가 존재하여(미

국의 AI S/W 기술 비 75% 수 ) 해외에 비하면 규모

나 서비스 수 이 낮은 편이다. 국내 인공지능 기술은 챗

서비스(질의응답 분야) 주로 발  에 있으며, 국내 

AI 선진업체 AI 랫폼  IBM 왓슨을 활용한 공서 민

원상담, 융상담, 홈쇼핑, 호텔 약 등에 챗 서비스 형태

의 도입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국내 인공지능 랫폼은 SK C&C의 "에이 릴(Aibril)", 

삼성SDS의 " 리티(Brity)", LG CNS의 "답(DAP)", 마인

즈랩의 "maum.ai" 등이 자체 랫폼을 출시하고 사업화를 

추진 이며, 네이버는 AI 랫폼 “클로바”  음성합성, P

APAGO(번역), NLP, 추천서비스 등을 출시하고, 인공지능

에 상당한 투자를 통해 기업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재 

국산 오  AI 범용 랫폼은 아직 없으나, 조만간 통합된 

표  오  AI 랫폼 등장이 상된다. 

  2.2.2 R&D

   2013년부터 언어지능(엑소 인)을 시작으로 인공지능 

분야의 국가 R&D가 시작되어 진행 이며, 4차 산업 명

시 의 국가발 과 신성장동력 확충에 결정 인 향을 

미치는 인공지능분야의 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해 2017

년 인공지능 국가 략 로젝트 사업단(이하 AI사업단)이 

설립되었다. ETRI에서는 사용자와 의사소통을 통한 지식

공유  지능 진화가 가능한 엑소 인 SW 기술개발  

규모 실시간 상 이해 기반의 시각 지능 랫폼(딥뷰), 

언어학습을 한 자유 발화형 음성 화처리 원천기술 개

발 등 AI 핵심 요소기술을 연구 이며, UNIST와 

KAIST는 설명 가능한 인간 수 의 딥 기계학습 추론 

임워크를 개발하고 있다. 서울 학교도 비디오 튜링 테

스트(Video Turing Test)를 통해 인간 수 의 비디오 이

해 지능  검증 기술 개발 등 차세  AI 기술 연구를 진

행하고 있다. 자가학습 공통 랫폼에 한 연구는 국책 

연구기   공공기  주도로 인공지능 랫폼 오  소스

화 추진을 해 노력하고 있다.

2.3 력시장의 환경 변화

  2.3.1 력산업의 기술 략

  인공지능 기술은 기존 통 력산업을 신하고, AR, 

VR, ROBOT 등 미래 유망기술을 앞당기는 기반기술로서 

에 지 근본 인 변화와 새로운 서비스 창출에 기여하는 

핵심으로 작용할 것이다. 에 지 주요 분야는 속히 발

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미래 경쟁력 확보 움직임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력산업은 비용 감  생산성 향

상, 합리  소비를 해 4차 산업 명의 핵심기술인 인공

지능, 빅데이터, IoT 등을 활용하여 설비를 디지털화하고, 

데이터 기반의 력설비 효율화  최 화를 수행하고 있

다.

구분 사업방향

연결과 통합
(Connectivity 
& Integration)

·IoT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력 설비에 양방
향 커뮤니 이션 시스템 도입
·에 지 생산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집약,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이를 분석

효율과 지능화
(Efficiency & 
Intelligence)

·인공지능과 자동화를 통해 에 지효율을 극 화하
고, 화석연료 의존도를 축소

설비 최 화
(Capacity 

Optimization)

·분산 자원 확산에 합한 송배 망 설계  재정비
·스마트그리드, AMI, SCADA 등 송배 망에 인공지
능 기술을 결합하여 설비 지능화  최 화

<표 1> 력산업의 기술 략

 2.3.2 국내 력AI 기술 동향

  력AI 주요 도입  연구분야는 데이터기반 의사결정, 

고장 시 회복력 개선, 고객서비스 개선, 실시간 리스크 

리, 송배 망 모니터링/제어 강화 등이 있다. 발 분야의 

인공지능 용은 력그룹사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발 설비의 험 측·진단·모니터링 련 솔루션을 연구개

발되고 있다. 기설비의 성능진단  상시감시, 상태기반 

정비/성능평가를 통한 측정비가 가능한 한국 력공사의 

“IDPP(Intelligent Digital Power Plant) 랫폼”, KT의 태

양 발 소의 력생산 상황을 실시간으로 리하는 기가 

에 지젠(GiGA energyGen)-태양 O&M(Operation&Man

agement)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송변   배 계통은 

변압기와 송배 선로의 상태분석/ 측 인공지능기술이 주

요 도입 분야이다. 변압기 수명과 험 리, 진단  감시

를 수행하고, 설비상태와 이력데이터를 기반으로 유지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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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체 정, 수명 등을 리하는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

다. 분산자원이 복잡하게 연결된 배 망의 효율  운 , 

분산자원 출력 변, 부하변동으로 인한 문제를 측/ 응

하는 한국 력의 “배 그리드 상태추론기술”, AI 학 상 

분석기술을 용하여 애자, 피뢰기 등 배  력설비를 자

동으로 검출 후 상에서 설비 상을 확 해 열화상태를 

자동으로 진단하는 “ 상인식 기반 배 설비 리 시스템”, 

자산의 교체  리, 데이터를 분석하여 불량 유형과 장

애시기를 분석하는 “지능형 자산 리시스템”이 개발 에 

있다. 국내는 발 , 송변   배 , 력지원업무 등 다양

한 서비스에 AI기술 용을 시도하고 있다.

 2.3.3 국외 력AI 기술 동향

  미국 GE는 력망의 효율성을 높이기 해 력 장

장치의 입출력과 기 소비시 을 최 화하는데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며 최  유틸리티 기업 Exelon은 AI

기반의 디지털 비서를 활용하여 고객의 청구서  정  

등의 문의에 응 한다. 호주 석유  가스회사인 WoodSi

de Energy는 IBM 왓슨을 용하여 실시간 생산 이미지

의 결함을 찾고 이를 분석하여 품질 리 개선, 가동 단 

시간 단축, 산업 로세스의 속도를 향상하고, 과거데이터 

 기상데이터를 이용하여 발   수요에 한 공  패

턴을 측하여 스마트그리드의 운   유지 보수 최 화, 

최 의 부하 리, 실시간 가격 결정 등에 활용하고 있다. 

도쿄 력(TEPCO)은 Via Science와 력하여 력선의 유

지보수 업무지원( 력선의 설치 치, 검사 내역 등의 자

산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시간 상태 분석)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용하고 있다. 국외는 문가 지원, 음

성비서, 행정업무 등 다양한 서비스로 AI기술 용을 확

하고 있다.

2.4 력 AI 비즈니스 모델 선정 방안 

  국내 환경에 합한 력AI 비즈니스 모델을 도출하기 

해서는 합한 기  수립  이에 한 객 인 평가

를 통해 산업환경과 내부역량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검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내 시장의 변화는 측하기가 쉽

지 않으므로 이러한 가변 인 요소들을 고려하여 선정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요한 것은 인공지능 시스템의 구축

보다도 이를 선정하는 과정이며, 객 이고 정확한 평가

는 결과를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일 수 있으므로 신 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력AI 

비즈니스모델의 선정 방안을 제시한다. 

  2.4.1. 기업 내외 환경 진단  분석

  첫째, 기업 내부환경  역량을 분석한다. 기업의 업무 

역에서 사업화가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도출을 해서

는 기업 내부의 환경 진단이 우선되어야 한다. 국내 력

시장을 고려한 기업의 사업 역, 보유 솔루션을 분석하고 

내부 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다. 

  둘째, 기업 외부환경을 분석한다. 력산업의 험요인

은 재 력산업의 데이터 활용에 제약이 있다는 과 

AI기술의 속한 변화, 국외 선진업체 랫폼 시장 선  

등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력산업  유사 련 산업의 기

, 기업 등의 AI 기술발  동향을 악  AI 련 법/규

제/정책에 한 황 분석이 우선되어야하며 력/비 력

분야 사례 분석  외부 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업의 

외부환경에서 인공지능서비스가 성공 으로 활용될 수 있

는지 결정하여야한다. 

  2.4.2 력AI 용 역 우선순  평가

  내외 환경에 한 진단/분석 수행 이후 력AI의 

용 역을 선정하기 하여 업무요인과 기술요인에 해 

동일한 가 치를 부여하여 우선순  평가기 을 수립하

다. 먼 , 업무요인은 용 효과성과 정책 부합성을 토

로 고려하여야 한다. 솔루션의 용 이후 기술 인 효과를 

충분하게 얻을 수 있는지, 기업내부  외부 정책에 부합

하는 솔루션을 도출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기술

요인으로 기술  실  가능성, 기술 효과, 내부 기술

역량을 평가하여야 한다. 기술 인 구  가능성과 함께 필

요한 정보를 제 로 확보할 수 있는가에 한 고려가 이

루어져야 성공 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림 3)  AI 용 우선순  평가

 업무·기술요인을 고려한 AI 용 우선순  평가를 수행한 

결과 력계통ICT 서비스지능화, 력경 업무 서비스지

능화, 력AI 서비스 랫폼 3가지 분야로 구분하고 력

설비감시/상태추론/ 험 측을 포함한 10가지 사업화 가

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자체 선정하 다.

  2.4.3 문가 그룹인터뷰(FGI)

  력산업에 인공지능 기술 활용을 한 기 도출된 력

AI 솔루션 검증  신규 유망 분야를 도출하고자 학계 

문가 6인( 력분야 3인 + AI 분야 3인)으로 구성된 Focus 

Group Interview를 수행하 다. 그룹토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요 측  설비수명 측, 에 지 효율화  

근 등 8개 항목의 력AI 용분야  방향을 도출하

고, 기 도출된 력AI 솔루션 용가능성을 확인하 다. 

 2.5 비즈니스모델 개발을 한 핵심기술 선정 시 고려사항 

  국내 환경에 합한 력AI 비즈니스모델의 개발에 필

요한 핵심 기술의 선정을 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술가치 평가기 ”을 제시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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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의 가 치

기업 강 과의 
시 지 

핵심기술 확보 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강 의 활용도

0.3

용가능성
AI 등 지능정보기술을 해당 업무나 
서비스에 용하기 용이한 정도

0.2

시장성
핵심기술이 용되는 제품의
2025년까지 상매출 규모

0.2

시 성
시장에서 해당 기술이 요구되는 
시 의 긴 한 정도

0.1

기술  효과
용 AI기술이 해당 업무나 서비스

이외에 타 업무나 서비스의 용이나 
확산 가능성

0.1

<표 2> 기술가치 평가기

먼  기업 강 과의 시 지를 고려한다. 핵심기술 확보 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강 (Field Test 수행력, 다양한 계

통 솔루션간 integration)의 활용도를 고려한다.

  다음으로는, 용가능성과 시장성을 고려한다. AI 등 지

능정보기술을 해당 업무나 서비스에 용하기 용이한 정

도를 악한다. 핵심기술의 선정은 력산업  유사 련 

산업의 기 , 기업, 수용가 등에서 범용 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활용성이 높은가에 한 평가로, 새로운 시장의 창

출을 가능하게 하고 시장성과 함께 서비스의 생명력을 결

정짓는 요인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 성을 고려한다. 시장에서 해당 기술이 

요구되는 시 의 긴 한 정도를 결정한다. 기술의 제공시

기가 한가에 한 평가와, 선정 기술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는가에 한 평가를 통해 구  시 에의 가

치도 평가할 수 있다. 이외에도 기술  효과 등 핵심

기술 선정을 한 다양한 기 들을 고려해야 한다.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 력시장의 인공지능 도입을 한 

“ 력AI 비즈니스모델 선정방안”을 도출하 으며 이를 

한 비즈니스 환경분석과 AI 련 법/규제/정책을 분석하고, 

국내 인공지능 기술수 을 진단하기 한 서비스/R&D 

황과 국내 력시장의 동향에 해 기술하 다. 력AI 

비즈니스모델의 선정은 국내 시장의 변화와 새로운 인공

지능 기술의 등장 등의 가변 인 요소와 기업 내부역량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업무와 기술요인으로 분류한 AI

용 우선순  평가 기 을 바탕으로 솔루션을 도출할 수 

있다. 이후 내부  외부 문가 인터뷰를 통한 도출된 솔

루션의 용 가능성을 확인하여 정확한 기 과 수치를 바

탕으로 비즈니스모델을 선정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비즈니

스 모델 선정 이후 해당 솔루션의 개발을 한 핵심기술

의 선정도 고려하 으며 이를 한 기술가치 평가기 을 

수립하 다.  기 을 바탕으로 핵심기술을 선정하여 교

육  문 인력의 확보, 공동연구  력의 강화, AI 실

무 능력 강화 등의 기술력의 제고 방안과 핵심기술의 확

보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

인다. 인공지능은 4차 산업 명의 핵심으로 꼽히는 만큼 

기술 경쟁의 주도권을 잡기 해 국가 인 차원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하며, 최우선 으로 제도의 정비와 인재 육성

을 한 투자가 실하다. 비즈니스모델 선정방법과 핵심

기술 확보를 한 기술가치 평가기 의 수립을 통하여 성

공 인 인공지능 솔루션의 구축  국내 력시장의 경쟁

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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