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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ICT 기반의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 기술시장은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빅데이터, SNS 및 스마트 센서 등

과 접목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통신 및 센서

기술 중심의 초기 단계를 넘어 데이터와 콘텐츠가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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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기반 영유아용 제품개발을 위한
요구도 분석

Analysis of Needs for Development of 
Young Child’s Products based on ICT 

이석재*, 고은미**

Lee, Seok Jae*, Ko Eun Mi**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ICT기반 영유아용 제품개발에 필요한 산업현장의 인식 및 요구도를 분석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의 스마트육아에 도움을 주는 ICT기반 영유아제품 개발업체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대구․경북 62개 관련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첫째, 공동활용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기관이나 센터

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수 기업들은 ICT기반 영유아 제품개발을 위한 장비활용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업지원에 대한 요구도는 정보제공, 장비활용, 기술지도 및 생체정보제공 등을

원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ICT기반 영유아용 제품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관련 인프라 확충

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 ICT 제품, 영유아산업, 요구도 분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erception and demand of industrial sites 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of ICT-based products for young child, to seek effective support plans for ICT-based young child 
product developers that help with smart child rearing in the era of low birthrate. To this end, first, it was 
found that various and active promotions of specialized organizations or centers that have jointly utilized 
equipment are necessary. Second, it was found that many companies were willing to use equipment for the 
development of ICT-based young child’s products. Third, the demand for corporate support was to provide 
information, equipment utilization, technical guidance and biometric information. Based on these results, it was 
proposed to expand related infrastructure that can efficiently support the development of ICT-based products for 
young child.

Key words :  ICT product, angel industry, Needs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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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시장성숙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1]. 급속도로 빠르

게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에서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은

의료비를 절감하고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요구에 부응

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세계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시장규모는 Allied

Market Research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960억 달러 규모에서, 이후 연평균 21.1% 성장률을 보

이며 2020년에는 2,060억 달러 규모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스마트헬스케어 의료

기기 시장은 매년 10% 넘게 성장하여 2020년에는 14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1,2]. 이처럼 스

마트 헬스케어 디바이스는 정보통신 기술과 의료서비

스에 대한 융합을 바탕으로 기존 헬스케어 산업의 변화

를 이끌고 있으며, 치료보다는 예방적 기능수행의 목적

에 맞춰 고령자나 질환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우선적인

수요자로 삼고 있다.

하지만 수요자중심의 헬스케어 제품 사용의향에 대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임산부․태아 모니터링에 대한

미래이용의향에 ‘매우 있음’으로 응답한 비율이 70.3%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임산부․태아 모니터링, 영유

아 관련 모니터링, 질병관련 정보제공, 만성질환자 모니

터링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3]. 이처럼 ICT 기반 헬스

케어 제품에 대해 보여주는 적극적인 사용의사는 스마

트 기기에 능숙한 디지털 네이티브 부모의 등장과 관련

있다. 이들은 유아의 안전, 교육에 관심이 높고 육아에

대한 지출을 아끼지 않는 특성을 보여줌으로써 국내 출

산율은 감소하지만 유아용품 시장은 2015년 기준 2.37

조원에서 2018년 3.80조원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4,

5]. 즉, 기존의 고령화에 대비한 의료기기 관점에서 다

변화되고 있는 ICT 기반 헬스케어 산업에서 영유아시

장은 구매력이 높은 소비자가 있을 뿐 아니라, 향후 중

국 및 동남아시아 등 수출시장에서도 중요한 기지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ICT 산업은 기술력이 중요시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다수의 창업기업들이 ICT산업으로 진입하

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한다. 그러나 기술력이 성장의

핵심요소인 ICT 중소기업들이 직면한 개품개발을 위한

연구장비와 개발된 제품의 성능 시험을 위한 연구인프

라의 부족은 기업의 제품출시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

로 작용한다[6]. 따라서 영유아용 ICT기반 헬스케어 제

품의 개발동향과 전망을 파악하고, 관련 기술력을 갖춘

기업의 제품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장비 인프라 및

요구도를 분석하는 과정은 매우 필요하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영유아용 ICT기반 제품의 개발동향 및 기술

현황을 살펴보고, 기업의 요구도를 분석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영유아 ICT 기술 현황

영유아 ICT산업의 발전은 저출산으로 유아의 감소

에도 불구하고 키즈시장 증대와 엔젤산업의 성장을 주

도하고 있다. ICT산업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수요에 맞

게 콘텐츠, 플랫폼, IoT 기술분야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

이다[4].

콘텐츠 분야를 선도하는 기업은 유튜브, 카카오, 넷

플릭스등이 있으며, AI기술과 VR/AR기술을 접목하여

학습, 음악등 테마별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플랫폼

분야도 커머스를 결합하여 영유아 고객의 네트워크와

커뮤니케이션의 장으로 발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IoT

분야는 영유아제품의 고도화와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기술로서 최신 개인정보통신기기의 발전과 더불어 빠

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동통신의 발전으로 영유아 산업에 파급되고 있는

ICT산업은 영유아 관련 콘텐츠와 정보를 사용자에게

편리하게 제공하고 보다 안전하게 영유아의 건강을 케

어하는 장비의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근거리 통

신망과 IoT 기술의 발전은 영유아의 사고방지 및 생활

속 건강 모니터링이 가능한 스마트홈의 구축으로 발전

하고 있다.

2. 영유아용 ICT제품 개발동향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ICT제품은 초소형화, 초경

량의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개발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

및 예방 중심의 헬스케어 제품으로 발전하는 추세이다

[7]. 이러한 제품은 센서, 통신 네트워크, 스마트 디바이

스 등의 하드웨어와 IoT 제품등에 적용되는 소프트웨

어 기술이 융합되어[8], ICT 기반의 제품 고도화를 추

구하고 있다. 현재 우리시장에서도 아기를 돌보는데 유

용한 사물인터넷은 이미 상품화되어 시판되고 있으며

대중매체에서는 스마트육아라는 용어를 친숙하게 사용

하고 있다[9].

ICT기반의 영유아용 제품을 기능측면에서 건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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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운동/안전, 교육/양육 제품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건강/성장 관련 제품은 ICT기술이 적극적으로 적용된

분야이다. 영유아의 건강과 성장을 위한 제품은 신체의

상태를 정확하게 모니터링하여 육아자에게 필요한 정

보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영유아의 신체정보를 정확하

게 측정하고 사용자의 스마트 기기로 연결시켜 주는 모

니터링 제품의 개발현황은 표 1과 같다.

*이미지출처 : 각 제품 제조사 홈페이지 참조

영유아용 신체정보 모니터링 제품의 특징은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과 개별정보 수집방식에서 디지털 센싱

방식과 데이터의 융합에 의한 종합정보의 제공으로 스

마트 헬스케어 시스템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확한 신체정보의 측정으로부터 수집된 정보는 영유아

의 건강상태, 질병예방, 성장상태 등을 육아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게 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구·경북 소재 기업 1,359개를 대상으로

이 중 영유아 관련 제품·용품, 스마트 헬스케어, 의료기

기, 정보통신 업종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122개 기

업을 1차 선정하였다. 이 중 ICT기반의 영유아제품 개

발 및 고도화에 관심이 있는 기업으로 설문에 동의한

68개 기업을 2차로 선정하여, 2020년 3월 19일부터 4월

14일까지 조사를 진행하였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메일

로 보낸 후 전화 등으로 재요청하였으며, 일부 불성실

한 설문지를 제외한 62개 응답이 최종분석되었다. 회수

율은 91.2%이며,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표 2.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 of Responders

구분 내용 사례수(n) 백분율(%)

주력업종

스마트 헬스케어 8 12.9

의료기기 29 46.8

정보통신 8 12.9

영유아 관련 기타 17 27.4

종사자수

10명 미만 36 58.1

10명 이상 20명 미만 10 16.1

20명 이상 16 25.8

설립기간

5년 미만 10 16.1

5년 이상 10년 미만 19 30.6

10년 이상 15년 미만 8 12.9

15년 이상 20년 미만 9 14.5

20년 이상 16 25.8

합계 62 100.0

2. 연구도구

ICT기반 영유아용 제품개발을 위한 요구도를 분석

하기 위해 ICT기반 제품개발의 기술현황과 필요장비

관련 선행연구 등을 고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공학박

사 및 이학박사로 구성된 전문가 5인의 자문을 통해 본

연구에 적절한 설문지를 1차 제작하였으며, 이를 다시

산업체 전문가 3인의 검증을 받음으로써 일부 장비의

사양 제시 방법을 수정하였다.

ICT기반 영유아용 제품개발을 위한 공용장비사용

표 1. 영유아 건강 모니터링 제품 현황
Table 1. Infant healthcare monitoring device

제품명 주요기능
Sproutling Baby Monitor 아기의기상을예측하는베이비모

니터: 심박수와체온, 운동외에실
내온도와 습도, 밝기 등 주위 환경
을 모니터하고, 스마트폰 앱을 통
해 알려줌

Owlet 신발형태의영유아모니터링장비
: 센서를통해아기의심박수, 혈중
산소농도, 체온, 수면상태, 자세 등
까지 측정

TempTraq
반창고형태의영유아체온모니터
: 몸에 스티커처럼 붙여서 실시간
으로 체온을 측정하고 체온 변화
기록을 파악

Mimo 웨어러블 스마트 모니터 : 아기전
용 스마트웨어로 세탁가능한 센서
로 아기의 호흡을 측정하고 피부
온도, 자세, 활동상태를 함께 모니
터링

Smart Diapers&Pixie Briefs
용변확인하는 기저귀 : 기저귀 안
쪽에 부착된 가로 8cm, 세로 5cm
정도의 회로가 온도, 압력, 습도를
측정해아기가용변을봤는지확인

safetosleep
호흡감지 아기매트 : 아기의 호흡
을 감지하여 불안정한 호흡 시 알
람이 작동하며, 스마트폰 앱으로로
모니터링 가능

Angelcare
모션감지시스템 : 아기움직임을 감
지하는패드, 말을주고받을수있
는 음성 모니터링 및 줌기능이 있
는비디오모니터링을결합한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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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과 인식문항, 제품개발과정에 해당하는 디자인 및

설계·제작장비, 측정장비, 시험·평가 장비 관련 총 24종

장비에 대한 사용경험과 사용의사 및 활용예상시간문

항, ICT기반 영유아용 제품개발을 위한 기업지원 요구

도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응답자의 생각

에 부합하는 번호나 정도 수준을 적도록 하였다.

3. 자료분석

ICT기반 영유아용 제품개발을 위한 요구도 분석을

하고자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을 구하

였다. 장비별 이용횟수 및 시간에 대해서는 평균을 구

하였으며, 연간활용시간을 구한 공식은 아래와 같다.

연간 활용시간(A) = {(α₁×β₁)+(α₂×β₂)+…+(αn×βn)}

α = 응답기업별 연 활용 횟수, β = 1회당 활용시간

* 연간 활용률(B) = A÷2000(Hr)

* 2000(Hr) = 8시간(1일)×5일(1주)×50주(1년)

Ⅳ. 결과분석

1. 공동장비활용 현황

ICT기반 영유아용 제품개발 등을 위해 지역 산업지

원센터나 전문기관에서 제품 개발, 시제품 제작, 시험인

증 및 성능평가의 목적으로 공동활용장비 이용여부, 이

용하지 않는 이유 및 정보획득 경로에 대해 조사한 결

과는 표 3과 같다.

공동장비를 현재 이용하는 기업은 8개(12.9%)이고,

또한 과거에는 이용했으나 현재는 이용하지 않는 기업

은 7개(11.3%,), 이용한 적이 전혀 없는 기업은 47개

(75.8%)이다. 즉, 현재 공동장비를 이용하지 않는 기업

은 총 54개(87.1%)로 나타나 사용하는 기업보다 7배 정

도 높게 조사되었다.

공동활용장비를 이용하지 않는 54개 기업에 대해 이

유를 물어본 결과, 장비에 대한 정보 부족 27개(43.5%),

행정절차의 복잡성 21개(33.8%), 접근성이 떨어짐 8개

(12.9%), 원하는 장비가 없어서 6개(9.7%), 장비관련전

문인력의 부족 4개(6.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공동활용장비에 대한 정보획득 경로에 대한 기업의

응답은 인터넷포털사이트검색 20개(32.3%), 지원기관의

배포자료 15개(24.2%), 지인의 소개 13개(21.0%), ZEUS

및 NTIS 9개(14.5%) 순으로 나타났다.

2. ICT기반 제품개발을 위한 장비활용 현황 및 요구도

1) ICT기반 제품개발을 위한 장비 사용경험 및 의사

ICT기반 제품개발 및 제작을 위한 관련장비의 사용

경험 및 향후 사용의사를 조사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우선 사용경험을 묻는 질문에 대해 설계제작장비에서

는 스마트폰 및 IoT단말 12개(19.4%)로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그 뒤로 멀티미터 7개(11.3%) 순이었다. 측정장

비에서는 족압측정 8개(12.9%), 생체신호측정 6개

(9.7%) 순이었으며, 시험평가장비로는 온습도시험기 12

개(14.5%), 고속카메라 4개(6.5%)순으로 응답하여 대체

적으로 관련장비사용의 경험이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향후 ICT기반 제품개발 및 제작을 위한 관련장비의

사용의사에 대해 설계제작장비에서는 하드웨어 설계툴,

멀티미터, 스마트폰 및 IoT단말 모두 43개(69.4%), 전원

공급기 39개(62.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스마트헬스케

어기기나 웨어러블 및 생체신호기기의 기반이 되는 인체

정보를 측정하는 장비 사용의사에서는 표정분석장비와

인체압력분포측정장비가 31개(50.0%)로 가장 높은 응답

을보였으며, 시선측정장비 28개(45.2%), 뇌파측정장비 25

개(40.3%), 수면분석장비와 열카메라 23개(37.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개발제품의 시험평가관련 장비에 대

해서는 정전기테스터 38개(61.3%)로 가장 높았으며, 유아

용더미 26개(41.9%), 음향진동분석기 24개(38.7%), 근육시

뮬레이션장비 23개(37.1%) 순으로 응답하여, 사용의사가

높은 장비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공동활용 장비의 이용현황 및 이유
Table 3. Current status and reason for use of shared
equipment *복수응답

구분 내용 사례수(n) 백분율(%)

활용
여부

현재 이용하고 있음 8 12.9
과거에는 이용했으나
현재 이용하지 않음

7 11.3

이용한 적 없음 47 75.8
계 62 100.0

이용
하지
않는
이유*

원하는 장비가 없어서 6 9.7
장비정보가 부족 27 43.5
장비이용료 부담 3 4.8
접근성 떨어짐 8 12.9

장비관련전문인력부족 4 6.5
행정절차의 복잡성 21 33.8

정보
획득
경로*

인터넷포털사이트 검색 20 32.3
ZEUS 및 NTIS 9 14.5
지원기관 배포자료 15 24.2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5 8.1
지인의 소개 13 21.0
e-tube 3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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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CT기반 영유아 제품개발을 위한 장비 예상활용률

ICT기반 제품개발을 위한 관련 장비의 예상되는 연

평균 사용횟수, 활용시간을 바탕으로 한 연간 예상활용

률을 조사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설계제작장비에서는 스마트폰 및 IoT단말 1,726시간

(86.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로 하드웨어설

계틀 1,597시간(79.9%), 멀티미터 1,413시간(70.7%), 3D

스캐너 1,384시간(69.2%) 순이었으며, 설계제작장비 9종

전체 연간활용률 평균은 71.7%로 나타나 매우 높은 예

상활용률 보였다.

측정장비에서는 생체신호측정장비 1,400시간(70.0%)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동작분석장비

와 열카메라 1,328시간(66.4%), 뇌파측정장비 1,288시간

(64.4%) 순이었으며, 측정장비 13종 전체 연간활용률

평균은 60.2%로 나타났다.

시험평가장비에 대해서는 정전기테스터 1,464시간

(73.2%)으로 가장 높았으며, 음향진동분석기 1,304시간

(65.2%), 근육시뮬레이션장비 1,256시간(62.8%) 고속카

메라 1,240시간(62.0%), 순으로 응답하여, 시험평가장비

10종 전체 연간활용률 평균은 64.3%로 나타났다. 즉

ICT기반 제품개발을 위한 설계제작장비, 측정장비, 시

험평가장비의 평균예상 활용률은 평균 6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 장비에 대한 요구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3. ICT기반 영유아 제품개발을 위한 기업지원 요구도

ICT기반 영유아 제품개발을 위한 기업지원 요구도

를 조사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우선 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원하는 내용을 물어본

결과, 정보제공을 35개 기업(56.5%)이 응답하여 가장

많이 원하고 있었다. 이어 장비활용 31개(50.0%), 기술

지도 및 이전 27개(43.5%), 공동연구 18개(29.0%) 순으

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또한 ICT기반 영유아 제품개발을 지원하는 전담센

터가 있다면 관심영역은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시제품

표 4. ICT기반 제품 개발 관련 장비 사용경험 및 사용의사
Table 4. ICT-based Product equipment use experience
and Intention to use *복수응답

구분 내용
사용경험 사용의사
n(%) n(%)

설계
제작
장비
(7종)

하드웨어 설계툴 6(9.7) 43(69.4)
전원공급기 12(19.4) 39(62.9)
멀티미터 7(11.3) 43(69.4)

스마트폰 및 IoT단말 12(19.4) 43(69.4)
3D스캐너 6(9.7) 24(38.7)
전신스캐너 6(9.7) 25(40.3)

생체시작품제작장비 2(3.2) 25(40.3)

측정
장비
(11종)

생체신호측정 6(9.7) 18(29.0)
뇌파측정 2(3.2) 25(40.3)
시선측정 3(4.8) 28(45.2)
표정분석 3(4.8) 31(50.0)
동작분석 1(1.6) 19(30.6)
행동분석 1(1.6) 21(30.9)
수면분석 1(1.6) 23(37.1)
족압측정 8(12.9) 20(32.3)

인체압력분포측정 2(3.2) 31(50.0)
지면반발력측정 1(1.6) 22(35.5)
열카메라 2(3.2) 23(37.1)

시험
평가
장비
(6종)

근육시뮬레이션 2(3.2) 23(37.1)
유아용더미 0(0.0) 26(41.9)
고속카메라 4(6.5) 20(32.3)
음향진동분석기 1(1.6) 24(38.7)
정전기테스터 1(1.6) 38(61.3)
온습도시험기 12(14.5) 23(27.7)

표 5. ICT기반 제품 개발 관련 장비 요구도
Table 5. Equipment requirements related to ICT-based
product development *복수응답

구분 내용
전체
연평균사
용횟수

전체
연간
활용시간

연간
활용률

설계
제작
장비
(9종)

하드웨어 설계툴 192 1,597 79.9
전원공급기 157 1,376 68.8
멀티미터 182 1,413 70.7

스마트폰및 IoT단말 165 1,726 86.3
3D스캐너 173 1,384 69.2
전신스캐너 150 1,200 60.0
시작품제작장비 168 1,344 67.2

평균 169.6 1,434.3 71.7

측정
장비
(13종)

생체신호측정 175 1,400 70.0
뇌파측정 161 1,288 64.4
시선측정 105 876 43.8
표정분석 122 991 49.5
동작분석 166 1,328 66.4
행동분석 140 1,120 56.0
수면분석 151 1,208 60.4
족압측정 156 1,248 62.4

인체압력분포측정 150 1,200 60.0
지면반발력측정 157 1,256 62.8
열카메라 166 1,328 66.4
평균 149.9 1,203.9 60.2

시험
평가
장비
(10종)

근육시뮬레이션 157 1,256 62.8
유아용더미 154 1,232 61.6
고속카메라 155 1,240 62.0
음향진동분석기 163 1,304 65.2
정전기테스터 185 1,464 73.2
온습도시험기 153 1,224 61.2
평균 161.2 1,286.7 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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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지원 25개(40.3%)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이어 시험평가 및 마케팅지원 15개(24.2%), 생체정보제

공 14개(22.5%), 제품개발 컨설팅 및 장비대여 12개

(19.4%)순으로 나타났다.

즉, 기업들은 ICT기반 영유아 제품개발을 위해 우선

적으로 정보제공 및 장비활용과 같은 지원을 원하고 있

으며, 관련 지원센터가 구축된다면 개발제품에 대한 시

제품 제작지원 등에 관심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저출산 시대 속 스마트육아를 돕기 위한

ICT기반 영유아제품 개발을 실질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ICT기반 영유아용 제품개발에 필요한 산업

현장의 인식 및 요구도를 분석함으로써,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의

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품개발 등을 위해 공동활용장비를 이용하고

있는 기업은 조사기업 중 12.9% 수준으로 매우 낮은 수

준이었다. 특히 공동장비를 이용한 적이 전무한 기업은

75.8%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로 장비에 대한 정보부족

이 가장 높은 43.5%로 조사되었음을 볼 때, 공동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기관이나 센터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ICT 중소기업은 정보력의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으

며[10],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는 과학기술 성장의

견인은 물론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켜 국가의 경제발전

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므로, 국가에서도 ZEUS 공동활

용 및 시설 집적화의 확산 등을 지원하며 효율성을 높

이고자 하고 있다[11]. 하지만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R&D를 넘어 산업현장으로 공동장비활용을 통한 제품

개발 및 고도화 성과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기업이

필요한 공동활용장비에 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

도록 포털사이트, 메일링, SNS, 블로그, 유튜브 등 다

차원의 홍보를 통해 장비정보를 우선적이고 주기적으

로 알림으로써 활용률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ICT기반 제품개발을 위한 설계제작․측정․

시험평가 관련장비 사용경험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조사대상장비 24종에 대한 사용경험은 최저 0%

에서 최대 19.4%로 나타나 저조한 편이었으나, 향후

ICT기반 영유아제품 개발을 위한 관련 장비사용의사에

대해서는 최저 27.7%에서 최대 69.4%로 전반적으로 높

게 나타났다. 즉, 관련장비의 인프라와 기회가 제공된다

면 많은 기업들은 ICT기반 영유아제품개발을 위해 장

비를 활용한 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경우에도 ICT 중소기

업에 대해 연구원이 기업에 방문하여 수행하는 기술지

원 활동, 고가의 연구장비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도

와주는 장비지원,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성능테스트

시험지원, 국내외 최신 기술동향 및 시장정보에 대한

정보의 제공과 같은 지원을 하고 있다[6]. 이처럼 ICT

제품개발을 위해서는 지원기관의 연구장비를 활용한

기술기원이 필요기업 근거리에서 원활히 제공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ICT기업들의 기술집약적 제

품개발을 위한 관련장비 사용경험 및 고가의 장비활용

률이 동반상승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기업의 경쟁력

도 향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ICT기반 영유아 제품개발을 위한 기업지원 요

구도를 조사한 결과 정보제공 56.5%, 장비활용 50%, 기

술지도 및 이전 43.5%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ETRI와

같은 국가기업지원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다수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서 느끼는 실제체감지수는

낮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중소기업

의 기술개발 실패 주요원인은 기술개발자금 및 전문기

술인력의 부족과 더불어 첨단시설 등 기술인프라 부족

표 6. ICT기반 제품 개발 관련 기업지원 요구도
Table 6. Demand for corporate support for the
development of ICT-based products *복수응답

구분 내용 사례수(n) 백분율(%)

기업
지원
내용

장비활용 31 50.0
교육연계 14 22.6
정보제공 35 56.5
기술상담 15 24.2

기술지도 및 이전 27 43.5
공동연구 18 29.0
창업지원 4 6.5
기타 2 3.2

지원
센터
관심
영역

생체정보제공 14 22.5
제품개발컨설팅 12 19.4
장비대여 12 19.4

시제품제작지원 25 40.3
장비교육 8 12.9
시험평가 15 24.2

제품사용성평가 11 17.7
마케팅지원 15 24.2
인력매칭 6 9.7
기타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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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볼 때[12], ICT기반 영유아 제품에 필요한 기술

및 장비, 시험지원이 수요가 있는 기업들이 필요할 때

비교적 근거리에서 상시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가 더

확충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같은 지원센터의 수행에 관심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시제품제작, 시험평가 및 마케팅 지원 등 전

통적인 항목이 우위로 나타났다. 그러나, ICT기반 영유

아 제품의 데이터 기반인 생체정보의 제공에 대해서도

기업이 관심이 많음을 볼 때, 영유아의 건강모니터링,

웨어러블 기기의 개발 및 고도화를 통한 육아부담의 경

감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영유아의 생체정보를 획득하

고 제공하는 전담센터가 필요하며, 또한 그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도 함께 다룰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한 기업은 대경권 소재 기업

으로 한정되어 있어, 향후 연구에서는 전국단위 ICT영

유아 제품개발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나 정성

평가 등을 고려한 실증적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좀 더

효과적인 기업 맞춤형 지원의 방안을 도출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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