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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최근 융합산업으로 부상되고 있는 산업을 심으로 제도개선  융합R&D지원 측면에서 

융합산업의 시장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지원 방안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는 융합산업 이슈분석, 융합산업 

경쟁력 강화 방향성 설정, 방향성 기반의 경쟁력 강화 방안 도출 순으로 진행되었다. 융합산업을 시기에 따라 도입, 

확산, 발  단계로 구분하 으며, 지원방안으로 문가 참여형 융합R&D, 개방형 융합R&D, 맞춤형 융합R&D, 시장

진입 제도개선, 공공구매 지원방안을 제시하 다. 이는 융합신제품  서비스의 시장 진입 애로 을 해결하고 융합

역량강화  경쟁우  확보하여 융합신시장 진입 유도, 시장 정착 안정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그 목 이 있다. 

• Key Words : 융합산업, 시장 경쟁력, 제도개선, 융합 R&D, 융합역량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bring supportive ways to reinforce the market 

competitiveness of fusion industry based on the rapidly arising fusion industries considering system 

improvement and fusion R&D support. The research has proceeded in the order of setup for 

competitiveness reinforcing way of fusion industry and deduction for competitiveness reinforcing way 

based on directivity. It classified the fusion industry into introduction, diffusion and development by time, 

and suggested expert fusion R&D, open type fusion R&D, customized fusion R&D, system improvement 

of market entrance and supportive way for public purchase as the supportive way. It’s purpose is to lead 

the entrance into the new fusion market, stabilize to settle into the market and create high value products 

by resolving difficulties for the market entrance of the new fusion products & service, reinforcing the 

fusion capability and securing the competitive advantage.

• Key Words : Convergence Industry, Market Competitiveness, Improve the System, Convergence R&D, 

Convergence Cap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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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기존 산업 내에 존재하는 기술은 산업 명 이후 진

, 선형  신을 통해 발달해왔다. 그러나 21세기의 산

업 트 드는 산업 내 혹은 산업 간 경계에서 다양한 기술

의 신을 생성하고 있다. IT, BT, CT, ET 등 다학제

(multidisciplinary)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융합기술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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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기술의 이 과 가치를 융합하여 새로운 수요와 시장 

창출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융합기술은 기존의 지식을 

토 로 새로운 시각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 [Fig. 1]과 같이 학제 간 결합을 통해 기술융합

화가 이루어진다.

한 편의성, 오락성, 욕구의 다양성 등 소비자 니즈는 

빠른 속도로 복잡화, 다양화, 고도화되어 소비패턴의 변

화가 기업의 기술 융합화를 가속시키고 있다. 

[Fig. 1] Development stage of convergence technology 

이러한 융합은 우리나라 산업을 새로운 형태의 부흥

기로 발 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기술·산업간 융합으로 

새로운 산업 등장  제품·서비스가 결합된 융합 신시장 

창출이 가능하다[1]. 

그리고 기존 통산업에 융합이 목되어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속하게 진행되어 기업 보다 유연성을 지닌 

소· 견기업들에게 융합은 신  성장의 기회  신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로

벌 다국  기업들은 융합을 통해 시장 주도권 경쟁을 하

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산업융합에 한 공감  확산  

산업융합 진을 한 기반조성 사업[산업융합 진법제

정(‘10)]이 진행 이다. <Table 1>은 세계 각국의 융합 

략을 나타내고 있다. 

<Table 1> Convergence strategies worldwide

Section Convergence 
Strategy

Convergence 
System

USA

NBIC('02)(Promote 

15 convergence 

industries)

American Compete Act

(Support BT, NT and 

R&D)

EU

CTEKS('04)(Promote 

9 convergence 

industries)

Framework Program 

7(CIP)

(Support Healthcare 

and R&D)

Japan

FOCUS 

21('04)(Promote 14 

convergence 

industries)

Small and medium 

business new industry 

promotion act

(Support business 

alliances)

하지만, 국내 소· 견기업들은 융합신제품  신기

술의 확보가 기업경쟁력 강화를 해 요하다고 인지하

고 있지만, 오히려 품질, 안  등 련 규격, 인증제도 부

재, 부처간의 칸막이로 제품의 상용화  시장출시에 애

로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법·제도·인증 과 융합R&D 

지원 에서 융합 생태계 활성화 방안과, 이를 통한 

소· 견기업의 시장 경쟁력 강화에 해 살펴보았다.

2. 융합산업의 제도·R&D 지원 동향
21세기 들어 융합이란 화두는  세계 인 트 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통산업의 융합화는 주로 주력사업

과 IT 간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공   

홈네트워크, 텔 메틱스, 모바일뱅킹, 원격의료서비스, 

력선통신(PLC), 스마트그리드 등 기존 통산업과 IT

산업과 융합화를 통해 사업 역이 확장되거나 새로운 산

업이 창출하는 것을 볼 수 있다[2]. 새로운 행 주체의 출

과 네트워크의 확장으로 산업 내 가치사슬구조가 달라

짐에 따라 체 산업구조가 과거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3]. 기술간 융·복합  이종 산업간 융합의 

가속화로 인하여 기존에 통산업으로 분류된, 여러 산

업에서 새로운 경쟁체제 도래가 상되고 있는 것이다. 

첨단기술 개발에 집 하기보다는 소비지향 인 과학기

술의 목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형태의 제품과 서비스를 

구 하기 한 기술의 타 산업으로의 용하는 소비자 

심의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기술, 산업간 융합화 역

에서 기존 사업방식의 무력화가 야기되며, 새로운 사업

기회의 창출 가능성이 넓어지게 되었다[4].

이 듯 융합된 기술, 산업  시장이 새롭게 생성되고 

발 되는 데 극 이고 능동 으로 응하기 해 정부

에서도 융합의 요성을 강조하고, 융합을 산업  차원

으로 확 하기 한 융합 련 연구개발사업의 폭 확

  규제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개하고 있다[3]. 기술

개발 지원 측면에서 살펴보면, 2008년 국가융합기술발
계획이 수립된 이후, 정부 연구개발 사업  융합 분
야의 지원규모는 지속 으로 확 되고 있다. 제도  지

원 측면에서는 ｢산업융합 진법｣과 ｢정보통신 진흥  

융합 활성화 등에 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융합을 본격

으로 추진하기 한 법  근거를 마련하 다. 이 듯 

각 부처들은 산업융합 활성화를 주도하고자 부처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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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역량과 IT등 첨단기술  타산업 융합을 통해 보다 

스마트하고 감성 심의 신산업을 개발하여 융합경쟁력

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을 하고자 힘을 기울이고 있다

[5, 6, 7]. 

심 섭(2013)은 융합시 를 맞아 융합기술의 발달로 

융합제품  서비스가 빠르게 발 하고 있으나, 련 법

령의 규정이나 기 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거나 오히려 

장애가 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언 하고 있다. 따

라서 산업융합의 역을 할하기 해서는 제도  장치

가 필요하며, 융합기술 발달에 따른 진입규제 재정비, 각

종 규제의 네거티  시스템으로 환, 시장경합성을 높

여나가는 환경 조성, 실제 시장에서 실행되는 행을 바

꾸는 등 산업활동과 비즈니스의 경계를 지나치게 구분하

여 진입을 가로막는 유효하지 않는 규제들의 재 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8]. 

장병열 외(2010)는 제품과 서비스융합 상의 부상으

로 기술과 제품 심에서 서비스R&D의 지원활성화까지 

고려한 연구개발정책의 필요를 다루었다[9]. 강홍렬

(2012)은 연구에서 스마트상태계의 확산과 SW산업의 패

러다임이 산업 심에서 생태계(혹은 랫폼)의 차원으로 

환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10], 황석원 외(2011)의 

연구에서도 과학기술 신에 기반한 모바일생태계 발

략을 ICT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범정부  차원의 발

략이 요구된다고 주장하는 등 산업기반에서 랫폼기

반의 제도  체계 환을 주장하는 정책연구의 트 드가 

형성되었다[11]. 한 인증과 련되어 인증 획득 소기

업에 한 인센티  지원 설계에 한 연구도 다수 진행

되고 있다[12].

R&D 기술개발 략에 있어 연구자들 간 응집성이 높

을수록 과업의 효율  목표달성을 유도하고, 극  의

사소통으로 창조  문제해결을 유도하게 된다[13]. 이는 

인  네트워크의 긴 한 계 조성이 연구개발 수행에 

있어 유의한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윤진호 외

(2006)는 IT산업  BT 산업의 기술 신 략과 업그

이드 략을 사용하여 기업의 성과에 향을 미치는지 

분석하 다[14]. 기술개발 략 차원은 기술의 진화와 환

경에 민감한 첨단 기술기반 기업을 심으로 기술개발

략을 수립함에 있어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략  방

안으로 기술 신 략, 제품의 업그 이드 략, 외부자

원 활용 략을 활용할 수 있다[15]. 분석 결과, IT산업 

 BT산업의 경우 기술의 신성에 집 한 신제품 개발 

혹은 신공정 개발 략이 보다 유효한 략으로 나타났

으며, 이는 R&D 산업 특성에 따라 합한 정책을 수립,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14]. 

앞서 문헌에서 살펴보듯, 21세기는 연구개발사업의 지

원정책에 있어 기존 단일, 통산업의 융합화에 따라 새

롭게 창출되는 융합산업에 걸맞게 도약을 해야 할 시

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융합신산업 분야의 사례를 분

석하여 이슈 분석  미래상을 설정하고, 융합산업에 있

어 시장 경쟁력을 갖추기 해 정부지원 측면에서 제도 

개선  융합 R&D 지원 방향 모색을 통한 융합신시장 

경쟁력 향상 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3. 융합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3.1 융합산업의 미래 방향 설정

융합산업 시장경쟁력 향상, 신시장 창출 활성화를 

해 제도 , 융합R&D 지원 측면에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도출하 으며 융합산업 이슈분석, 융합산업 경쟁력 강화 

방향성 설정, 융합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도출 순으로 연

구를 진행하 다.

[Fig. 2] Competitiveness reinforcement process of 

        convergence industry

U-healthcare, 의료기기, 스마트카, 디자인융합, 3D

린 , 로 서비스 분야 등 융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산업을 심으로 산업별 융합요소, 참여주체, 제도개선 

 융합R&D 지원에 한 이슈를 분석하 다. 제도개선 

측면에서는 신제품의 인·허가 조건으로 인한 시장출시 

제한, 행 제도 용 상인지 불명확, 제품의 기능  

성능에 한 평가기  미비 등의 이슈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융합R&D 지원 측면에서는 기존 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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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Convergence 
Element

Issue
Participation

System Improvement Support Convergence R&D

U-healthc

are

Existing medical 

appliances+

IT system

- Main agent of telemedicine, 

scope and responsibility 

- Copyright of medical 

information and public 

concern 

- Limit market release under 

the condition of licensing 

U-health care product and 

medical appliance clinical test 

- Expand service up to life care 

through treatment, welfare 

service, sports/health 

management and etc. 

- Main service providers such as 

medical institution, 

telecommunication provider and 

government create value 

- Medical 

- Industry 

- Citizen 

- Civic Group 

Medical 

Appliance

Existing medical 

appliances+

IT·BT·NT..

- Market entry is difficult for 

extension of medical 

appliance license evaluation 

process and period 

- Limit of information use and 

conservative restriction on 

health management device 

- Procure active R&D and original 

technology with new technology 

and convergence investment 

resource 

- Procure original technology 

through active R&D with strong 

character of small quantity batch 

production and short term life 

cycle 

- Medical 

- Industry 

- Citizen 

- Civic Group 

Smart Car 

Existing 

automobile+telecomm

unication/automobile 

interface technology 

+Signal Detection 

technology  

+Artificial 

Intelligence/

Autonomous 

navigation technology

- Restriction applied to smart 

car service 

- Problems of standardizing 

smart car technology 

- Apply wireless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various contents 

in accordance with application of 

IT technology such as electronic 

equipment and HMI (human 

machine interface) technology to 

automobile 

- Smart car 

Developer 

- Wireless 

telecommunicati

on Operator 

- Main agent of 

automobile 

management/in

spection and 

service 

Design 

Converg-

ence 

Existing product’s 

design+Consumer’s 

sentiment+Business 

- Protecting legislation about 

violation of design 

intellectual right and 

securing creator’s profit is 

inadequate 

- Connect to high value creating 

business manufacturing design 

convergence including 

manufacture technology and 

consumer’s emotional experience 

- Manufacturer

- Design 

Developer 

- Consumer 

Psychology 

Research 

Institution 

3D 

Printing 

Printing Equipment+ 

Material+S/W+ 3 

Dimension Design 

Map

- Absence of responsibility to 

products and legislation of 

gun&arm related, and illegal 

reproduction 

- Absence of right relations to 3 

dimension blueprint and 

printed out products 

- Support government investment 

and finance in accordance with 

character of high priced  

products 

- Structure supporting system for 

overseas market expansion and 

establishment 

- Support skilled labor 

- 3D Printer 

Manufacturer 

- 3D Printer Using 

Institution 

Robot 

Service 

Electronic+Machine+

Control+IT

- Lack of positive policy in case 

of health/senior service 

  (Restriction in connection of 

long-term recuperation 

insurance and local 

government welfare system)

- Not only provide manufacture, but 

education, medical, national 

defense and agriculture that can 

expand to various industries 

- Robot 

Manufacturer 

- Contents 

Provider 

- Common Carrier 

<Table 2> Issue derivation through convergence industry cas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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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에서 차 확장되어지면서 새로운 가치 창출 산업으

로 발 될 수 있는 지원 방향, 첨단기술 융합으로 극  

R&D 추진, 인간 심 다양한 컨텐츠 확보 등의 이슈들을 

찾아볼 수 있다. 융합신시장의 활성화를 해서는 각 산

업분야에서의 융합신제품 혹은 서비스가 제도나 규제로 

인해 발생되는 시장 진출 애로 을 악하고 기술표 , 

인증  합성 검사, 지식재산권 권한 규정 등 제도개선 

뿐 아니라 우호 정책 마련 등 극 인 해결방안을 마련

하여야 한다. 

한 융합R&D 지원에 있어서 기존의 단일기술, 단일

산업에서 추진되었던 지원내용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 인 역량과 IT 등 첨단기술 

 타 산업 융합을 통해 보다 스마트하고 감성 심 신산

업을 개발하여 융합경쟁력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Fig. 3] Growth of convergence industry

제도개선 부문과 융합R&D 부문의 이슈들을 심으로 

2×2 Matrix를 그려서 경쟁력 강화를 한 지행해야할 미

래상을 도출 할 수 있다. 

융합산업을 시기에 따라 도입, 확산, 발  단계로 구분

하 으며, 도입단계는 단일 산업 역으로 기존 산업에

서 융합산업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이다. 따라서 융합신제

품에 한 진입규제로 인해 시장 장벽이 발생할 수 있으

며 해당산업 분야 융합신기술의 원천기술 확보를 해 

R&D 집  지원한다. 확산단계는 컨버 스 산업 역으

로 융합신제품의 공공조달 지원을 통해 신시장 진출 확

를 유도할 수 있다. 한 타 기술, 타 산업이 융·복합되

면서 제3의 산업이 등장되는 시기로써 기존 보유하고 있

던 역량 기반으로 타 분야를 융합하면서 신시장을 창출

하는 시 이라고 볼 수 있다. 타 분야 지원을 해 여러 

유  기 과 업을 통해 융합신제품·서비스를 개발하고 

문제해결능력  기존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다. 발 단

계는 리미엄 산업 역으로 제도에 한 인·허가 문제

가 해결되고 공공조달 등을 통해 시장 진출이 확 된 융

합신제품의 진  신이 일어날 수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R&D지원의 경우 개별 으로 지원되는 것을 일

원화하여 제품 연구에서 시장출시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

원을 통해 융합신시장에 원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추진

할 수 있으며, 해외진출을 한 제도 지원  문제해결능

력 강화로 로벌 경쟁력을 배가시킬 수 있다.

3.2 융합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도출

융합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한 미래 방향을 설정하

고 이를 기반으로 제도지원, 융합R&D 지원 측면에서 경

쟁력 강화 방안을 도출하 다. 지원 단계별로 문가 참

여형 융합R&D 지원, 개방형 융합R&D 지원, 맞춤형 융

합R&D 지원, 시장진입 제도개선 지원, 공공구매 제도 지

원 방안, 해외 로를 한 제도 지원 등 여섯 가지 방안

을 제시하 다.

[Fig. 4] Competitiveness reinforcement plan of 

        convergence industry 

첫째, 문가 참여형 융합R&D 지원으로 융합원천기

술 확보할 수 있다. 산·학·연 기반의 문가들 간 공동연

구 기술개발을 통해 다양한 과제 발굴을 시도하고 첨단 

융·복합 원천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융합R&D 기술을 

지원한다. 지원 상의 핵심기술, 국내·외 환경 변화, 수

요자 타켓 시장, 기업 보유 역량 등을 고려하여 융합산업 

기술로드맵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산·학·연 

문가들에 의해 담 을 구성하여 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보유 역량을 가지고 있던 기

업은 타 분야 문가 pool의 융합지원을 통해 융·복합기

술 개발의 역량 강화  융합신제품 개발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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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Supporting 
System 

Support 
Convergence R&D Scope

I

Induce market 

release with 

settlement of 

license and 

legislation as 

qualification for 

market entry 

Core ability+Procure 

convergence original 

technology through 

help of up-to-date 

convergence 

technology professional 

Core 

ability 

industry 

II

Procure competitive 

price with public 

procurement and 

expand new market 

entry 

Expand convergence 

market through 

network structure with 

other businesses and 

technologies and open 

oriented support 

Converg

ence 

industry 

III

Procure 

standardization for 

overseas expansion 

and reinforce global 

capability 

Connect to global new 

value creating industry 

through various 

support of technology 

and system 

Premium 

industry 

<comment: I=Introduction, II=Propagation, III=Development>

<Table 3> Developmental stage of convergence industry

둘째, 개방형 융합R&D 지원으로 력 네트워크 형성 

 융합신시장 확 를 기  할 수 있다. 융합산업 기술 

지원에 있어 동 분야  타 분야 유 기  간 연구 력체

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분야를 바탕으로 조합된 융·복합 

기술 특성에 따라 기획, 개발 수행 시 력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이종 분야 기  간 융합 임을 통해 

사업화 기획, 정책지원, R&D 공동 수행 등의 지원을 받

을 수 있으며 시장진입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융합신제

품·서비스의 생존  성장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개발된 융합신제품·서비스 상품화  로개척에 있어 

타 분야 기  력체계를 통해 시연, 시, 국내·외 수요

연계 네트워크 구축  유통망 확보, 홍보마  등 확  

지원으로 극 인 사업화를 유도할 수 있다. 

셋째, 맞춤형 융합R&D 지원으로 다각도 문제해결 지

원체계 확립  로벌 경쟁력 강화할 수 있다. 융합기술

지원  사업화 지원을 강화하기 해 융합신제품·서비

스의 연구개발부터 사업화까지 각 단계별로 추진 략을 

수립하여 융합R&D 지원체계 문성을 확보하고 구조  

환경을 조성한다. 과제 발굴  기획 단계부터 융합 정도

와 상용화를 고려하여 정부R&D 지원  타 분야 유 기

 연구 력체계를 활용하여 다각도 문제해결이 가능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으로 융합신제품·서비스의 제품화, 

상용화에 집 하고 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한 기술 심  근 뿐 아니라 사회 ·산업  가치 창

출이라는 측면에서 융합R&D 연구를 기획하고 개발  

지원 체계 구축으로 확장시켜 거시  차원에서 신가치 

창출의 융합신시장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 

넷째, 시장성장형 융합신제품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지원 인 라 확보  체계 구축할 수 있다. 융합산업

의 본격 인 활성화를 해서는 제도  애로사항이 해결

되어 시장에 본격 으로 안착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지

원이 필요하다. 융합신제품은 타 산업, 타 기술과 연계되

어 있어 행 법/제도 체계의 용에 있어 애매하거나 기

 자체가 없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제품의 개

발·상용화·시장진출 등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단계별 체계  제도지원 방안 수립, 융

합산업 규제개선 활성화, 합성 인증제 확산 등을 정책

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공공구매제도를 지원함으로써 시장 진입을 유

리하게 하며 안정화를 유지시킬 수 있다. 신 인 제품

의 경우,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여 first mover로써 역할

을 담당하기도 하지만 신시장 진입에 성공했다하더라도 

기존 유사 제품과의 가격경쟁에 실패하거나 시장수용성

이 확보되지 않아 안정 으로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해 공공구매제도를 활용하여 

기존 제품과 비교우 에 있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유럽  미국 등 신선도국의 경우 공공구매정책

을 기술 신정책의 일환으로 용하고 있으며 공공구매

를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일자리 창출 등 거시  차원에

서 극  정책 활용 행보를 보이고 있다[3]. 

여섯째, 제도에 한 인·허가 문제가 해결되고 공공조

달 등을 통해 시장 진출이 확 된 융합신제품의 해외 진

출의 제도  지원이 필요한 시 이라 볼 수 있다. 해외 

로개척을 한 표 화, 인·허가 기  마련 등을 통해 

경쟁력 강화  융합산업의 로벌화에 응할 수 있다.

4. 결과
본 연구에서는 최근 융합산업으로 부상되고 있는 

산업을 심으로 제도개선  융합R&D지원 측면에 있

어 재 시 에서 이슈를 정리하고 발  미래상을 설정

하 다. 한 설정된 미래상에 기반하여 융합산업의 시

장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지원 방안들을 도출하 다. 

융합산업의 진행에 따라 도입, 확산, 발  단계로 구분하

으며 문가 참여형 융합R&D 지원, 개방형 융합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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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맞춤형 융합R&D 지원, 시장진입 제도개선 지원, 

공공구매 제도 지원, 해외 로를 한 제도 지원 등 여

섯 가지 방안을 제시하 다. 

도입 단계는 핵심역량 산업 역으로 기존 단일산업

에서 융합산업으로 넘어가는 과도기로 볼 수 있다. 제도

개선에 있어서는 시장진입 자격요건 지원을 통해 인·허

가 제도 해결을 통해 시장 진출을 유도할 수 있다. 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핵심역량을 보강하거나 융합신기

술·제품을 연구, 개발하고자 융합산업 기술로드맵을 수

립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산·학·연 문가들에 의해 

담 을 구성하여 융합원천기술을 확보, 제품에 용할 

수 있다.

확산 단계는 컨버 스 산업 역으로 타 기술, 타 산업

이 융·복합되면서 제3의 산업이 등장되는 시기로 기존 

보유역량에 타 분야가 융합되면서 신시장이 창출되는 시

이라고 볼 수 있다. 제도개선에 있어서는 공공구매제

도를 활용하여 새롭게 등장하는 융합제품의 시장성 경쟁

력을 높이고 유 기 과 네트워크 구축 등 개방형 융합

R&D 지원을 통해 융합신시장을 확 시키고 극  진

출을 꾀할 수 있다. 

발  단계는 리미엄 산업 역으로 제도에 한 인·

허가 문제가 해결되고 공공조달 등을 통해 시장 진출이 

확 된 융합신제품의 해외 진출의 제도  지원이 필요한 

시 이라 볼 수 있다. 한 제도, 융합기술 지원 등 개별

 지원들을 일원화시키고 맞춤형 지원을 통해 로벌 

경쟁력 강화  로벌 가치창출 산업으로 연계시킬 수 

있다. 

5. 결론 및 시사점 도출
융합산업은 범 하고 다양하게 발 되고 있으며, 기

술·산업 간 융·복합화를 통해 제3의 산업 등장  신부가

가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 단일산업의 핵심기술로 제

품을 생산하던 시 에는 유효했으나 융합의 부흥기인  

시 에 다양한 제도들에 한 재 검이 필요한 시 이다. 

한 새로운 행 주체의 등장, 유 기 과 네트워크 확

장으로 융합신제품 생산구조가 재편되고 있어 이에 걸맞

는 시장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로벌화에 응할 수 있는 

제도지원, 개발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융

합원천기술 확보하고, 융합신시장 창출  확 , 나아가 

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 으로 융합신제품  서비스 

시장진입 제도개선, 공공구매 활용 유도, 해외진출을 

한 표 화, 인·허가 제도 지원, 문가 참여형 융합R&D 

지원, 개방형 융합R&D 지원, 맞춤형 융합R&D 지원 등

을 제시하 다. 이는 크게 제도  지원, 수요지향  융합

R&D기술 지원으로 축약될 수 있으며 융합신제품  서

비스의 시장 진입 애로 을 해결하고 융합역량강화  

경쟁우  확보하여 융합신시장 진입 유도, 시장 정착 안

정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그 목 이 있다.

향후 융합산업은 지속 으로 발 하고 있는 분야인 

만큼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분야 외, 다양한 융합산

업의 사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 제도지원 

 R&D지원의 정부차원에서 정책  근 뿐 아니라 수

요-공 자 간 이해 계자 측면 고려, 아이디어 단계에서 

구 가능성  가치 진단을 포함하는 등 보다 다양한 

에서 잠재고객 확보 가능성, 시장성을 심으로 융합

신제품  서비스가 시장에 제 로 정착 할 수 있도록 지

원 방안을 다양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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