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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

개요

개념과 범위

● (개념) 신체증강휴먼 기술은 신체에 부착하거나 신체의 일부분으로 결합시켜 인체의 능력을 증강
보완하고 인간의 의지에 따라 조절이 가능한 모든 기술을 의미함

이(Teeth)
연골(Cartilage)

타액선
(Saliva glands)

피부
(Skin)
심근조직

간(Liver)

방광
(Bladder)

뼈(Bones)

<‘신체증강휴먼’ 기술 적용분야>

6

유방
(Breast)

요도
(Urinary t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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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 구분) 인체의 손상된 조직이나 기능을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해 나노기술을 응용한 생체
친화성이 우수한 생체재료나 인공 근 골격, 인공 장기, 체내의 장기를 대체하기 위한 인공 장기의
에너지를 제공하는 바이오 연료전지 등을 포괄함
PART 1 미래유망기술 프로그램

Printing cell-laden dECM gels
with polymeric framework
Fat

Deceliuiarization &
Solubilization of ECM

Heart

pH adjusted
pre-gel solution

Cartilage

Tissue Engineering

Fabrication of
3D structure
layer-by-layer

Gelled
cell-printed structure

Drug screening
3D cell printed structure

Incubation of cell
printed structure
at 37℃ for gelation

In-vitro disease model

<인공 조직 제작 과정>

● (범위) 생체 조직 대체 물질 개발 및 인공 장기, 인공 감각기 개발을 위한 전지, 광원 등의 신체 증강
기술을 총괄함

1-2

핵심 기술

(1) 인공 뼈의 대체 물질로 사용 가능한 나노세라믹 재료
인체의 손상된 조직이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나노 기술을 응용, 인공적으로 이식이 가능하고 생체
친화성이 우수한 생체 재료를 만드는 기술
세부기술명
생체 재료 기술
생체 조직 재생 기술
생체 적합 재료 미세조직 제어 및
강화기구 제어 기술

기술 정의
생체 친화성이 우수한 생체 재료 개발 기술
손상 조직 및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조직 재생 기술
이식한 생체 적합 재료 및 기구를 자의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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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공 근골격
사람이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외부 자극(압력, 온도 등)에 감응하여 생체근육과 유사한 수축/이완 운동
및 회전 운동을 하는 인공 근골격 기술
세부기술명
외부 자극 감응 인공근골격 기술
수축/이완 운동 및 회전 운동 기술
생체 정보 조절 및 구동 기능

기술 정의
외부자극에 감응하여 반응하는 인공 근골격 개발 기술
인공근골격의 자유로운 수축/이완, 회전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
사용자의 생체 정보에 적합하게 인공 근골격을 제어하고 구동할 수 있게
하는 기술

(3) 인공 장기용 바이오 연료전지

인공
장기의 전력 공급을 목적으로 인체에서 대사 작용으로 생산되는 에너지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연료전지
세부기술명

기술 정의

생체 연료전지 최적화를 위한
생체 물질 유동해석

체내에 부착되는 바이오 연료전지의 최적 구현을 위한 생체 물질 유동
해석 기술

미세영역 접점형성 및
극소형전지 생체적합성 기술

바이오 연료전지 구성 요소의 생체 적합성 확보 기술

바이오 연료전지 나노재료 기술

바이오 연료전지를 구성하는 나노 재료 개발 기술

(4) 인공 청각, 인공 와우

생체와
비슷한 미세 섬모를 센서에 붙여 사람 피부처럼 누르거나 당기는 자극을 감지할 수 있는 초감도
센서 등과 감각 신경세포에 직접 전기 자극을 주기 위한 필름,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여 인공 감각을 개발
하는 기술 등
세부기술명

기술 정의

초저전력 및 자체전력 활용 기술

인공 청각 및 인공 와우 동작 시 소모되는 전력에 대한 효율성을 증대
시키는 기술

뇌-인공 감각기 제어 인터페이스

인공 청각 및 인공와우가 사용자의 뇌와 원활한 상호작용을 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기술

청각, 시각, 촉각 등 인공 감각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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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 와우 등 외부 자극을 처리할 수 있는 인공 감각계 개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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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국내외 트렌드 변화

트렌드 변화

● (사회 환경) 의학의 발전, 생활수준 향상으로 인한 인간의 평균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의 건강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
- 자연적으로 모든 생물은 노화가 진행되어 기관 또는 조직의 퇴행성 변화가 현저하게 나타남. 때문에
기능이 감소하여 항상성 유지가 어려워지고 몸이 쇠약해지며, 외부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하여 신체적
기능의 손실이 발생
- 손실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기존에는 장기이식과 같은 방법 등을 사용하였으나,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문제가 발생함
- 인공적으로 신체의 기능을 회복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인공 생체 이식 재료가 이슈
- 신체증강기술은 현대의학의 난제를 극복할 수 있는 돌파 기술로 부상하고 있음

● (과학 기술) 인간의 수명 연장과 더불어 생체적합성이 뛰어난 신체증강휴먼 기술을 통해 다양한 기술
분야의 융합 유도
- 나노 세라믹 재료는 실제 조직의 표면 특성을 그대로 모방하여 일반 재료에 비해 우수한 세포 적합성,
기계적, 전기적, 광학적, 자기적 특성, 촉매특성을 나타내어 다양한 조직 성장기술을 개선하는데 활용
- 바이오 연료전지는 두 개의 전극을 이용해 글루코오스로부터 전자를 빼앗아 산소와 수소 분자에게 이동
시켜 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전기가 발생하는 구조로, 바이오 센서 기능을 지닌 다른 장비에 전력을 제공
하여 다양한 인공 장기의 전원 공급원으로 사용 가능
- 생체모사 인공 와우는 인공 기저막과 압전 특성을 가지는 나노 섬모를 통해 전원 소모를 극소화하여
체내에 완전 이식이 가능하며, 청각 장애인이나 난청 환자에게 삶의 질을 높여 줄 수 있음

● (산업 시장) 인구 구조의 변화로 신체증강휴먼 관련 시장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전망
- 세계 조직공학 및 조직재생 제품 시장은 2011년 약 60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후 연평균 성장률
8.4%로 성장함
- 전원시스템을 필요로 하는 이식형 의료기기의 전 세계 시장규모는 2015년 2천억 달러

● (정책활동) ‘High risk-High return’ 태동기 미래유망기술로 정부 역할 증대
- 우리나라는 2026년에 20%의 고령화가 진행되는 등 고령화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보건 의료 수요 증가로
재활공학, 인공 감각기 및 바이오 인공 장기, 의료생체 정보 기술의 필요성 또한 증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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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노 바이오 산업은 건강 지향적이고 환경 지향적인 사회를 위해 기여하고 있는 핵심 글로벌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음
- 정부의 바이오 에너지 기술에 대한 투자는 연평균 64.7%가 증가하여 2008년 215억 원 수준에서 2010년
580억 원을 상회하였으며, 이후에도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2-2

국가 아젠다 이슈

● 국가과학기술 중장기 발전전략에서 제시된 54개 미래사회 아젠다를 대상으로 유사도를 계산하여
매핑한 ‘아젠다 맵’ 상에서 신체증강휴먼 기술을 확인
- 자연적 및 인공적 수단을 통한 영구적으로나 일시적인 인간의 신체적 한계를 뛰어 넘게 하는 포괄적
기술. 신체 기능을 유지 또는 향상시키고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일상적 생활을 지원하는 특성이
강조됨
※ 아젠다: 인간의 신체 기능 보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생활 지원 기술, 지능화된 생산 및 정보 시스템 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

- 인체 손상 부위에 대한 대체 소재(대체 골격, 안구, 팔·다리 등), 신체능력 향상 약물, 특정 기능을
증폭하는 보조물(구글글래스, 인공와우, 특수렌즈 등)까지 포괄적 적용 특성에 따라 첨단 기능 소재
및 에너지 소재에 대한 혁신을 주도하고 타산업과 융합·확산을 통해 신시장 창출 강화
※ 아젠다: 첨단 기능 소재, 친환경 에너지 기술, 국가 선도 산업의 신부가가치 창출산업

- 생체 기능 증강 기술의 구현은 나노/생체공학/IT 등의 융복합 기술 개발 특성이 매우 강하며, 기술 확보
이후의 진입장벽이 높은 기술임. 특히, 국경 보호, 항만 검사 및 보안, 수색 및 구조 등의 국가 안보 및
국방력 강화에 크게 적용될 수 있음
※ 아젠다: 나노/생명/IT/인지과학 간의 융합 기술, 국가 안보 및 국방력 강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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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저감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광물 및 생물자원 개발, 활용

유전자 변형작물의 신뢰성 확보

조력, 풍력 등 기타 대체 에너지

에너지 저장
친환경 소재

첨단 기능 소재
건축, 산업, 교통, 가정 등에서의 에너지 저감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도시환경 구축 차세대 원자력, 핵융합

폐기물 처리, 재활용

유해 동식물, 미생물, 신물질 관리 및 대응

선도산업의 신부가가치 창출

PART 1 미래유망기술 프로그램

태양에너지

석유, 가스에너지 등 자원 확보

물질의 미세구조 규명

나노/생명/IT/인지과학간의 융합

에너지 재활용

교통 수단의 발달

물류 및 교통 시스템의 고도화

기후 변화에 의한 생물/자연 재해 예방

우주감시 및 탐사
국가안보, 국방력 강화
생물 다양성 보존

자연재해 감시/대응

신종 질병, 전염병 대응 시스템

시공간상의 원활한 정보교환
의료 서비스 고도화

사이버 안전 및 정보보호

지능화된 생산 및 정보시스템

언어장벽의 극복

성인병 예방, 노화지연 등 기능성 식의약품 개발

교육, 문화, 과학기술 등 디지털 미디어/컨텐츠 구축 및 활용

뇌 기능 규명 및 뇌 질환 예방, 진단 치료

편안하고 지능화된 생활/업무 환경

인간의 신체 기능 보완

난치성, 노인성 질환 등의 예방, 진단, 치료
성인병 예방, 노화지연 등 기능성 식의약품 개발
가상지능공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생활지원기술

수자원 오염방지/정화
대채 수자원 확보

<‘신체증강휴먼’ 기술 대응 아젠다 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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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유망기술 시나리오

부록

3

3-1

국내외 R&D 현황

기술개발 동향

● (해외) 미국, 일본 등 신체증강기술 선도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개발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 중
- (미국) 캘리포니아대(UCLA)연구팀은 CNT(탄소나노튜브)를 이용해 인간의 뇌처럼 학습하고 기억할
수 있는 인공시냅스를 개발
※ 지름이 1나노미터(nm=10억분의 1m)인 CNT를 무작위로 배열해 얇은 층을 만든 후 나노 크기의 티타늄과
금을 곳곳에 코팅한 뒤 수소 이온이 함유된 폴리에테르 화합물을 얹어 소자 개발

- (EU) 독일의 Fraunhofer 연구소에서는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 인공혈관을 만드는 데 성공하였으며,
이탈리아와 스웨덴 연구팀이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인공 팔을 최초로 개발
- (일본) 일본 연구팀은 기능화된 CNT를 Dorsal Root Ganglion(DRG) Neuron Culture에 이용하여 세포
내 ERK signaling pathway를 활성화시킴으로써 neurite outgrowth를 증가와 CNT에 의한 neurite
outgrowth의 세포학적 메커니즘을 연구
- (중국) 중국 과학원 쑤저우 나노 기술과 나노 시뮬레이션연구소의 장틴 연구진은 유연성을 갖춘 착용
가능한 신형 생체모방 촉각 센서, 인공 생체모방 전자 피부 개발

● (국내) 국내 신체증강기술은 연구소 및 대학을 중심으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
- (한국세라믹기술원) 생체 흡수성, 나노 구조형 복합코팅 임플란트 생체활성 극대화 기술 개발
- (한국기계연구원) 국내 최초 3차원 조형법을 적용한 생체 세라믹 지지체 제조 관련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식 부위별 맞춤형 3차원 지지체 제조의 원천기술 확보

3-2

연구개발 투자 동향

● (미국) 신체증강휴먼 관련 기술에 대해 NSF에서 최근 3년간(’13~’15년) 총 432개 과제에 약 1억 6천만
달러 투자
● (유럽) 신체증강휴먼 관련 기술에 대해 EU에서 최근 3년간(’13~’15년) 총 133개 과제에 약 2억 3천만
유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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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_NSF
구분

연도
2013

2014

2015

연도

Total

2013

2014

2015

투자액 (억 원*)

1,849

646

638

565

2,806

1,239

573

995

과제 수 (건)

432

127

159

146

133

55

32

46

1.20

50

1.15
1.10
2013

2014

1.25
50
1.20

2013

2014

2015

YEAR

<NSF 과제수 현황>

<NSF 투자액 현황>

EU 과제 수

EU 투자액

1.20
EU 2013년도 전체 과제 수
대비 비율(%, 막대)

1.30

YEAR

100

1.15
1.10
1.05

50

1.00
0.95
0.90

0

100

0

2015

2013

2014

2015

EU 2013년도 전체 투자총액
대비 비율(%, 막대)

0

1.35

1.15

1.20
100

1.15
1.10
1.05

50

1.00
0.95
0.90

0

2013

2014

연도별 EU 전체 투자총액 대비
해당 기술의 투자율 비율(%, 꺾은선)

1.25

NSF 2013년도 전체 투자총액
대비 비율(%, 막대)

1.30

100

NSF 투자액
연도별 NSF 전체 과제 수 대비
해당 기술의 과제 수 비율(%, 꺾은선)

1.35

연도별 EU 전체 과제 수 대비
해당 기술의 과제 수 비율(%, 꺾은선)

NSF 2013년도 전체 과제 수
대비 비율(%, 막대)

NSF 과제 수

연도별 NSF 전체 투자총액 대비
해당 기술의 투자율 비율(%, 꺾은선)

* 기준 환율(1$=1,160원, 1€=1,222원)에 따라 환산한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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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유럽_CORDIS

2015

YEAR

YEAR

<EU 과제수 현황>

<EU 투자액 현황>

* NSF 과제의 연도와 투자액은 Award year, Award amount에서 산출하였으며, EU 과제의 연도와 투자액은 Start year,
ec_max_countribution 에서 산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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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3

기술 경쟁력

● (논문 분석-Web of Science, Thomson Reuters)
- 분석 대상 기간(’06~’15)의 신체증강휴먼 기술에 대해 발표된 논문은 전체 9,354편으로 연평균 증가율
(CAGR)은 9.58%로 계상되고, 저자 국적을 분석한 결과 세계적으로 106개 국가에서 관련 연구 수행
- 국가별 논문의 수준지수 분석 결과, 미국(Q=1.300)의 해당 기술분야 질적 수준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며, 캐나다(Q=1.288), 호주(Q=1.272), 영국(Q=1.157), 이탈리아(Q=1.151), 프랑스(Q=1.128), 독일
(Q=1.071) 등이 세계 평균 이상의 연구 수준을 보유(※ 참고: 한국의 Q=0.844)

1400

World

Korea

Number of Papers

1200
1000
800
600
400
200
0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YEAR

1.4

USA

R&D Level(Q)

Canada
1.2

UK

Australia

2,419

Italy

France

Germany

China

1.0

Japan
Korea

0.8

0.7

0.8

0.9

1.0

1.1

1.2

1.3

1.4

1.5

R&D Activity (α)

<연도별 논문발표 현황(상) 및 연구 활동도와 수준(하)>

논문 수준 지수(Q)
- 정의: 특정 기술 분야 전체 논문의 평균 피인용 수에 대한 특정 국가 발표 논문의 평균 피인용 수의 비로서 피인용 수에 기반을 둔
질적 수준 평가 지표
- 의미: 수준 지수가 1.0인 경우 특정 국가가 발표한 논문의 평균 피인용 수가 해당 분야 전체 논문의 평균 피인용 수와 같음을 의미
하며, 1.0을 초과하는 경우는 해당 분야 평균 피인용 수에 비해 높음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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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분석-미국 등록 특허)
- 분석 대상 기간(’06~’15)의 신체증강휴먼 기술에 대한 전체 미국 등록 특허는 4,594건으로 연평균 증가율
(CAGR)은 5.51%로 계상되며, 출원인 국적 기준으로 미국이 전체 특허 중 53.2%(2,444건)를 보유

해당 기술 분야를 선도하고 있으며, 캐나다(Q=0.0.917), 호주(Q=0.653) 등으로 산출됨(※ 참고: 한국의
Q=0.118)
700
World

Korea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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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인 국적별 특허 수준지수 분석 결과, 미국(Q=1.245), 프랑스(Q=1.137)의 특허 질적 수준이 높아

Number of Pa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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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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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6

Avg. Patent Family Size

<연도별 특허 출원 현황(상) 및 특허 패밀리 크기 및 수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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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특허 수준 지수(Q)
- 정의: 특정 기술 분야 전체 특허의 평균 피인용 수에 대한 특정 출원인 발표 특허의 평균 피인용 수의 비로서 피인용 수에 기반을
둔 문헌의 질적 수준 평가 지표
- 의미: 특정

출원인의 수준 지수가 1.0인 경우 해당 출원인이 발표한 특허의 평균 피인용 수가 해당 분야 전체 특허의 평균 피인용
수와 같음을 의미하며, 1.0을 초과하는 경우는 해당 분야 평균 피인용 수에 비해 높음을 의미함
특허 평균 패밀리 크기
- 정의: 동일한

내용의 발명이 복수의 국가에 출원된 경우 이들 특허를 패밀리(대응) 특허라고 하며, 패밀리 특허가 출원된 국가의
수를 패밀리 크기로 정의
- 의미: 다수의 국가에서 보호 받을 가치가 있는 특허의 경우 패밀리 크기가 커지게 되며, 특허의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될
수 있으며, 본 분석에서는 분야 평균 대비 평균 패밀리 크기로 나타냄

3-4

R&D 지식맵

● Cluster Map 분석
➌ 인공 장기용 바이오 연료전지

➋ 인공 근골격

➍ 인공 청각, 인공 와우

➊ 인공 뼈의 대체 물질로 사용 가능한 나노세라믹 재료

<‘신체증강휴먼’ 기술의 주요 연구영역 Cluster Map>

- ‘신체증강휴먼’ 기술은 생체 조직 대체 물질 개발 및 인공 장기, 인공 감각기 개발을 위한 전지, 광원
등의 신체 증강기술을 총괄하는 것으로 주요 키워드 Cluster 분석 결과 다음 4개의 Cluster를 보여줌
① 생체 조직 (피부, 장기) 및 인공 뼈의 대체 물질로 사용가능한 나노 세라믹 재료
② 머신러닝과 인공 신경망을 이용해 생체 근육과 유사한 수축/이완 운동 및 회전 운동을 하는 인간
신경과 감각 기능을 갖춘 인공 근골격
③ 사람의 몸에서 생산되는 글루코스와 산소를 이용해 전기를 발생시키는 인공 장기용 바이오 연료전지
④ 인공 시각, 인공 청각, 인공 와우 등 인공 감각기 개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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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b of Science DB(구, Thomson Reuters)에서 검색한 ‘신체증강휴먼’ 관련 논문 총 9,354건
(’06~’15년)에서, 제목과 초록데이터에서 핵심 키워드 추출(관련도 점수 상위 60% 이상)하고 동시출현
※ 클러스터링은 세분화를 억제하여, 최대한 상위 수준 영역을 확인하도록 설정
※ 키워드 간 거리가 가까울수록 유사성(관련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
※ 논문검색을 위한 검색식 : (TI=((artificial* or substitut* or prosthet* or prosthes* or bionic*) and (musculoskelet* or muscle* or bone or blood* or eye* or auditory* or skin* or organ* or vision* or hear*
smell or nose or viscera* or kidney* or heart* or hemodialyzer* or liver* or pancreas* or cartilage*
or dental* or hand* or leg* or ear* or stent* or arm* or lung* or foot* or printing)) or TI=(“powered
exoskeleton*” or “cochlear implant*” or neurostimulator or “BCI implant*” or “retinal implant*”) or
ts=(“human enhanc*” near technolog*) or TI=(bioaffinity or bioceramic* or “biosynthetic materials“) or
ti=(biofuel cell) or (biofuel and (enzyme or glucose oxidase) or ti=((medicaltherapy* OR treatment* OR
cure* OR remedy* OR diagnosis* OR surgic*) AND (photodynamic* or photosensitizer)))

PART 1 미래유망기술 프로그램

기반 유사도에 따라 매핑 및 클러스터링 수행(네덜란드 CWTS 연구소의 VOSviewer 툴 활용)

● Overlay Map 분석

<‘신체증강휴먼’ 기술의 키워드별 출현년도 평균 Overlay Map>

- 키워드의 출현년도 평균값으로 본 최신성 면에서, 인슐린, 유기태양전지, 연료감응형 태양전지
(dye-sensitized solar cell), 발, 발목, 무릎, 손과 함께 기계 학습, 인공 신경망, 인공 근육이 가장 주목
받는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음. 뼈 형성 단백질, 골 형성, 3D 프린팅 등 뼈 재생, 피부 대체 물질, 뼈 대체
물질, 인공 신경망, 패턴인식, OLED가 최근 떠오르는 키워드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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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nsity Map 분석

<‘신체증강휴먼’ 기술의 키워드 출현빈도에 따른 Density Map>

- 다빈도 키워드 Density Map에서는 인공 와우, 음성 인식과 같은 감각 기능 강화와 관련된 기술, 뼈
대체물(bone substitute), 뼈 재생(bone regeneration), 골 접합 대체 물질(bone graft substitute), 인공
근육, 치아 임플란트, 인공 기관 삽입(prosthesis), 뼈의 기본적인 미네랄 성분인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
(hydroxyapatite), 생체 조직 등의 재생, 재건뿐만 아니라 피부, 인공 뼈 대체 물질에 관한 재료 기술이
두각을 보임. 인공 신경망, 센서, 움직임, 메카니즘, 구조와 같은 인공 근골격 관련기술도 다수 출현

● R&D 지식맵 분석으로 살펴 본 기술의 궁극적 달성 목표
- 신체증강휴먼 기술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체의 손상된 기능을 회복하고, 인간의 신체능력을
강화시키는 것임. 현재는 인체의 손상된 기능을 평균 수준까지 회복시키는 기술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신체증강휴먼 기술은 바이오 시스템 분야, 로봇 시스템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며, 의료
분야에서 퇴화되거나 손상된 생체 근육을 보완, 대체하는 새로운 시술 형태를 제시할 것임
- 가장 대표적으로 연구되는 증강기술의 주제는 몸에 착용할 수 있는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를
만들거나 기계장치를 인체에 이식·부착하는 것임. 몸에 혼합형 보조 팔다리를 부착하거나 착용형
로봇을 입어 신체를 보강하게 되면 마비된 사지를 움직이거나 아주 무거운 물건을 쉽게 들 수
있음. 기계를 사용해 인간의 손상된 기능을 회복시키려는 노력 외에도 인공 장기, 인공 뇌, 메모리
임플란트 등을 만들어 인체와 결합하려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음. 이러한 기술이 안전하게 사용
될 수 있을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머지않아 인간의 몸으로 극복하기 어려웠던 많은
장애를 기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게 될 날이 올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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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시장 전망

● (해외) BCC 리서치에 따르면, 신체증강휴먼 관련 시장인 세계 조직공학 및 조직재생 제품 시장은
2011년 약 60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후 연평균 성장률(CAGR) 8.4%로 성장
<조직공학 세계 시장 동향(2009-1016)>

PART 1 미래유망기술 프로그램

4-1

시장 전망

SUMMARY FIGURE
GLOBAL MARKET FOR TISSUE ENGINEERING AND REGENERATION PRODUCTS, 2009-2016($ MILL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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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CC Research

- 장기 이식 대기자 수 및 장기 손상에 대한 의학적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장기 이식용 제품 시장은 2016년 700억 달러로 전망

● (국내)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IT-BT 융합기술 시장규모는 2015년 11.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공 와우 기술 국내 시장 규모는 2010년 약 400억 원에서 2015년도엔 국내
시장 규모 1천 300억 원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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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국내외 기업 동향

● (해외) 신체증강휴먼 기술과 관련된 생체 세라믹스 시장의 대부분은 미국이나 유럽 업체를 중심으로
일본 업체 등이 포진
- 미국의 Zimmer, Stryker, Howmedica, Johnson & Johnson, 영국의 Smith & Nephew 등 미국이나
유럽계 업체들이 장악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Kyocera, NGK 등 일본의 업체에서 제품을 생산

● (국내) 국내 생체 세라믹스 기업은 일부 벤처 업체들이 생산 판매하고 있는 실정
- (주)오스코텍은 골다공증 치료제, 관절염 치료제 등의 신약 개발, 뼈 관련 유전체 사업, 뼈 이식 재료를
포함한 신소재 및 생체 재료의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개발 중심의 뼈 전문 생명공학업체로서
송아지의 해면골을 이용하여 만든 분말이나 과립 등으로 치과용이나 정형외과용 골 대체 재료를 개발
<국내 생체 세라믹스 기업 현황>
기 관

회사명

상품명

웹주소

오스코넥

BioCera, BBP
OrthoChip, Orthoblo ck

www.oscotec.com

태산솔루젼스

TS-GBB, TS-GBP

www.tsol.co.kr

뼈

20

지지체

리젠바이오텍

치과용 도재

알파덴트

www.regenbiotech.com
CeraMax

www.alphaden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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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정책 현황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 투자를 지원하고 있음
국 가

주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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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은 정부의 주도 하에 신체증강휴먼 관련 기술개발 및 활용을 위해

•미국의 경우 Aurimmune, Genexol 등 나노입자를 이용한 진단, 치료제가 임상시험단계에
진입하였거나 미국 식약청에 의해 승인됨

•일본 동경대학 연구팀은 CNT와 고무를 이용하여 열과 압력을 감지할 수 있는 로봇의
인공피부(e -skin)를 개발

•영국은 나노 기술을 국가 전력 기술로 채택하고 그중에서도 인간 조직 재생공학 등을 중점
분야로 연구 중
•프랑스국립과학연구센터(CNRS)는 체내당으로 가동하는 바이오 연료전지를 개발하여
현재 임상실험 중

•Shanghai Institute of Biological Sciences를 중심으로 생체 연료전지 관련 연구개발 수행

● (한국)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2012년 정부가 연구중심병원을 위해 2조 4,000억 원 규모의 지원
전략을 발표함
- 포항공과대학교는

조직재생을 위하여 3차원 정밀 바이오 지지체 제작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서울대학교는
쾌속조형 기술을 이용하여 인공 뼈, 지지체, 약물 전달 장치를 제작 하는 등 연구 개발 단계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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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정책 제언

프로그램의 목표

● (R&D 및 사업화)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 중심으로 진행하며 개발 기술의 결과를 수요처 요구
(기술이전 또는 창업)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고도화
● (인력)

원천기술 확보 연구는 대학을 통해 수행하여 기초기술 연구 고급 인력을 양성하고, 기술 고도화
연구는 연구소를 통해 수행하여 실용화 연구 고급인력 양성
● (제도·인프라) 생체 조직 대체 물질 개발 및 인공 장기, 인공 감각기 개발을 위한 전지, 광원 등 신체
증강기술 개발에 따른 평가 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실용화를 위한 인증제도 및 실증용 인프라 구축
● (가격 경쟁력) 개발 대상 생체조직 대체 물질, 전지, 광원 선정 시 생산성과 가격 경쟁력을 고려한
전략 수립

6-2

R&D 상세 기획 시 참여할 핵심 전문가·기업

● (국내 산학연)
- 광주과학기술원 환경공학부 장인섭 교수
-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이병택 교수
- 한국기계연구원 나노융합기계연구본부 김완두 박사
- 경상대학교 나노신소재공학부 안효준 교수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기·정보공학부 서종오 교수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박윤정 교수
-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소홍섭 교수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노화제어연구단 박성섭 박사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바이오마이크로시스템연구단 윤의성 박사
- ㈜ 오스템임플란트, ㈜ 오스콘텍, ㈜태웅메디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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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 산학연)
- 미국 Clarkson University, Department of Chemistry and Biomolecular Science, Evgeny Katz 교수

- 일본 Osaka University, Division of Materials and Manufacturing Science, T. Nakano 교수

6-3

기존 사업과의 차별화 전략 마련

(R&D 및 사업화) 선택과 경쟁을 통한 원천기술 개발과 BM 모델에 의한 사업화의 연계성 강화 필요
●

PART 1 미래유망기술 프로그램

- 영국 University of Southampton, School of Engineering Sciences, F.C. Walsh 교수

- 장기적인 융복합 연구가 전제 되어야 하는 전형적인 High Risk High Return 분야로서 실용화에 적합한
연구 주제를 선택하고 선택된 주제에 대해 경쟁을 하는 선택과 경쟁방식의 R&D 추진
- 대학 및 연구소를 통한 연구개발을 통해 지속적인 원천기술 확보와 사업화를 위한 전략 제시(특허
포트폴리오 및 BM 설계 반영)

● (인력) 바이오 연료전지, 전지, 광원 등 요소기술에 해당하는 분야의 고급 연구개발 인력 양성은
물론이고, 요소기술을 시스템화할 수 있는 융복합 연구인력 양성이 필요
- 융복합 연구를 통한 인력 양성 프로그램과 연구 결과를 시스템에 적용하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커리큘럼 개발

● (제도·인프라) 연구 성과물을 적기에 실용화시키기 위한 실증용 인프라 구축과 인허가 절차 간소화가
필요
- 요소기술별 실증 장치가 집중되어 시너지효과를 창출시킬 수 있는 융복합 Fab Lab. 설치
- 기술개발 완료 후 적기에 실용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 간소화

● (가격 경쟁력) 향후 대량 생산에 대응 가능한 비용 절감형 시스템 설계 전략 필요
- 에너지 생산, 저장, 제어 등의 기능을 하나의 칩 형태로 설계하여 제조 공정을 단순화, 가격 경쟁력 확보

6-4

신규 프로그램 기획 시 고려사항

(R&D 및 사업화) 원천기술 확보 단계와 실용화를 위한 기술 고도화 단계를 연계한 프로그램
●
- 원천기술 개발에 머무르지 않고, 그 기술을 실용화할 수 있도록 원천기술 개발 단계부터 특허포트
폴리오, BM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설계
- 원천기술 개발 연구단계와 기술 고도화 단계 간의 연계를 강화시키기 위한 전문가 활용 방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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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인프라) 원천기술 확보 단계와 기술 고도화 단계의 연속성 확보에 필요한 제도 및 인프라 확보
- 개발된 원천기술이 조속히 실용화 될 수 있도록 원천기술 개발 후 고도화단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 도입
- 원천기술의 실증을 위한 융복합 Fab Lab. 인프라 확보

● (가격 경쟁력) 유사한 응용분야에 다양한 기술이 개발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실용화 성공 여부에
대한 가격 경쟁력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
-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소재 선택과 공정 선택 전략 수립
- 치료용 기술의 특성을 반영한 가격 경쟁력 확보 방안 수립

6-5

사업 추진 시 기대효과

● 신체증강휴먼 기술에 대한 원천기술 확보 및 실용화
● 신체증강휴먼 기술 분야 고급 인력 양성
● 바이오 시스템 분야, 로봇 시스템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고, 퇴화되거나 손상된 생체 근육을 보완,
대체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 제시
● 인공 장기, 인공 뇌, 메모리 임플란트 등 인체와 결합되는 의료기기 산업 창출
● 효율적인 질병 치료를 통한 인류의 기대수명 향상 및 삶의 질 향상
● 신체증강휴먼 기술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신산업 창출 및 고용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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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유망기술 시나리오 도출 프레임

01

▶

신체증강휴먼

Overview of Future Technology

•자연적 및 인공적 수단을 통한 영구적으로나 일시적인 인간의 신체적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포괄적 기술

Value of Life

Future Technology

Demand Pull

Technology Push

● 건강한

생체조직 대체물질 개발 및 인공 장기, 인공 감각기
개발을 위한 전지, 광원 등의 신체 증강기술

삶에 대한 욕구
살고 싶은 욕구
● 강해지고 싶은 욕구
● 자아실현의 욕구
● 오래

미래사회 ISSUE

●기술의 궁극적 목표

편리

ICT기반 디바이스 활용 확대
기술 발전으로 인한 생활패턴 변화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

건강

초고령화 사회
의료산업의 고도화
평균 수명 증가
노동인구 부족
실버산업 성장

인체의 손상된 기능을 회복하고, 인간의 신체능력을 강화
시키는 것임. 현재는 인체의 손상된 기능을 평균 수준까지
회복시키는 기술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신체증강휴먼 기술은 바이오시스템 분야, 로봇시스템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며, 의료 분야에서 퇴화되거나 손상된
생체근육을 보완, 대체하는 새로운 시술형태를 제시할 것임

●미래 삶의 가치가 반영된 Basic Scenario

●시나리오에 반영된 미래 세부기술

이미 급속하게 평균수명이 늘어난 한국의 경우, 초고령화
사회가 코앞으로 다가왔음. 고령인구의 비율 증가는 건강
보호 및 장기 요양 등의 노인 부양에 따른 사회적 부담 증가를
의미함

•1-1 생체조직(피부, 장기) 및 인공 뼈의 대체물질로 사용
가능한 나노 세라믹 재료

이제는 노인들을 사회 참여의 적극적인 주체로 인식하고
노년층이 독자적으로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고민해야 할 시점임. <다시 꽃피는 나이, 황혼>
에서는 각각 89세, 86세인 노부부를 주인공으로 하여, 기술의
도움으로 3, 40대와 같은 신체 컨디션을 가지고 취미활동은
물론 새로운 직장생활로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장년층들의
모습을 그려봄

•1-2 인공 장기용 바이오 연료전지
•1-4 감각기능을 갖춘 인공 근골격
•1-5 인공 시각, 인공 청각, 인공 와우 등 인공 감각기 개발
기술
•2-3 건강 모니터링을 위한 인체이식 나노칩
•12-2 인공지능 기반 웰빙 하우스기술

Scenario

다시 꽃피는 나이, 황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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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꽃피는 나이, 황혼

“인류 역사상 가장 용감한 사람이 누군 줄 알아? 바로 생굴을 처음 입에 넣어본 사람이라구….”

연미 씨(89세)는 수술을 앞두고 불안해하던 자신에게 어느 유명한 소설가가 한 말이라며 안심
시키던 성철 씨(86세)의 모습이 떠올라 가만히 웃음 지었다.
연미 씨는 2년 전 약물로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는 개방각녹내장 때문에 수술을 받았다. 당시
의사는 더 이상 다른 방법으로 안압을 내릴 수가 없으므로 인공 안구1)를 삽입해야 실명을 피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남편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겁이 없다고 자부해 온 연미 씨였다. 하지만
처음 의사의 말을 들었을 때도 태연했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이다.
“기존 녹내장 환자의 90퍼센트가 인공 안구를 이식했고, 실패율은 1퍼센트 미만이니 마음 푹
놓으셔도 됩니다.”
주치의의 설명도 두근거리는 가슴을 완전히 가라앉히지는 못했다. 그때 수술을 받을 각오를
다진 건 남편 성철 씨가 두 손을 꼭 잡고 해준 그 말 덕분이었다.
분명 그랬던 성철 씨였지만, 막상 자기 일이 되고 나니 어쩔 수 없는 모양이다. 며칠 전 교통
사고를 당해 정강이뼈가 으스러지고 근육이 파열되어 성철 씨는 그렇게 싫어하던 병원신세를

1) 1-5 인공 시각, 인공 청각, 인공 와우 등 인공 감각기 개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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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 되었다. 담당의사는 성철 씨 나이로는 자연 회복을 바랄 수 없을 만큼 심한 복합골절이라는
진단을 내리고 인공 근육과 인공 뼈 이식을 권했다. 평소 병원이라면 질색을 하던 성철 씨는 당연히

“무빙체어(Moving Chair)가 아무리 인공지능으로 움직인다고 해도 이동할 수 있는 건 평지뿐
인데, 그래도 괜찮아요? 등산은 두 번 다시 꿈도 못 꾸는데?”
“……”
“나 눈 수술할 때 당신이 그랬잖아요. 용감한 사람이 결국 생굴의 맛을 즐길 수 있다구요.”

PART 2 미래유망기술 시나리오

기겁을 했고, 연미 씨는 장난기 어린 눈으로 남편을 채근했다.

성철 씨는 그 말을 듣고 나자 겸연쩍은 듯 희미하게 웃었다. 성철 씨의 친구들은 이미 대부분
관절염을 치료하기 위해 인공 관절2)을 이식하고 야외 활동을 즐기고 있었다. 연미 씨의 친구들도
중증 골다공증으로 손상된 뼈 조직을 나노 세라믹3)으로 보강해 활동의 자유를 누리고 있었다.

연미 씨는 치과 입구에서 발을 떼지 않는 어린아이처럼 바짝 긴장한 남편의 두 손을 잡고, 잔뜩
장난기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수술 안 받으면 따로 나가서 살 거예요. 시중 들어줄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말아요.”
물론 농담이었다. 하지만 성철 씨는 눈을 크게 뜨고, 후우~ 숨을 내쉬더니 침대에서 몸을 일으
켰다. 연미 씨는 간호사와 함께 남편을 부축해 무빙체어에 앉혔다. 무빙체어는 마치 스스로 의지가
있는 것처럼, 성철 씨의 신체 사이즈에 따라 구조를 조절하면서 간호사의 뒤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

성철 씨는 침대에서 눈을 뜨자마자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텐더베드(Tender Bed)4)가 기상을
감지하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주었지만 그때까지 기다릴 생각은 없었다.
성철 씨는 연미 씨가 주방에 서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밖으로 들리지 않게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오른쪽 팔걸이에 팔을 얹었다. 팔걸이 안에 장착된 센서들이 혈압과 맥박을 체크
하기 시작했다. 물론 그의 몸속에도 수명이 1년인 텐더셀(Tender Cell)5)이 들어 있다. 텐더셀은

2) 1-4 감각기능을 갖춘 인공 근골격
3) 1-1 생체조직(피부, 장기) 및 인공 뼈의 대체물질로 사용 가능한 나노 세라믹 재료
4) 혈류, 콜레스테롤 수치, 혈당, 혈압 등을 검사하는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침대
5) 2-3 건강 모니터링을 위한 인체이식 나노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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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류, 콜레스테롤 수치, 혈당, 혈압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한다. 하지만 바이오 센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텐더베드와 텐더셀은 체크한 수치를 비교했다.
비교가 끝나자 팔걸이는 침대 옆면에 있는 트랙을 따라 아래쪽으로 이동했다. 성철은 인공
근섬유와 인공 뼈를 이식한 오른쪽 다리를 팔걸이 쪽으로 조금 옮겼다. 팔걸이는 다리 점검에
적합하도록 형태를 바꾸고 검사를 시작했다.

현재 성철의 오른쪽 정강이는 피부를 포함해 대부분 인공물로 바뀌어 있는 상태다.
우선 부서진 뼈는 나노 세라믹을 주 소재로 한 인공 뼈6)로 대체되었다. 인공 뼈는
별도의 장소에서 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시뮬레이션과 계산을 통해
설계를 완성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3D 프린팅 기법으로 완성된다.
이 뼈는 나노 머신을 통해 혈액 및 호르몬 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신체와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나노 머신
역시 3D 프린팅이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인공 뼈 구조에 포함된다. 인공 근섬유
역시 마찬가지다. 성철 씨는 큰 수술을
결심한 참에 퇴행성관절염이 있던
오른쪽 무릎 관절까지 인공물7)로

대체했다.

수술이 끝나고 3개월이 지난 지금, 성철은 그야말로 30대와 다르지 않은 무릎관절과 다리를 갖게
되었다. 연미 씨는 남편이 기상해 심혈관계와 다리를 점검하는 모습을 보며, 남편에게는 보이지
않도록 짓궂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조금 전 아파트 단지 공동 식당에서 배달한 도시락의 태그를 쳐다보았다. 작은 글씨로
빼곡하게 오늘의 메뉴와 영양소 정보가 적혀 있었지만 연미는 아무 불편함 없이 내용을 또렷이
확인할 수 있었다. 연미 씨가 등산용으로 주문한 그대로였다.

성철 씨가 다리뼈뿐 아니라 관절까지 인공물로 대체한 것처럼, 연미 씨도 단순히 정상 시각을

6) 1-1 생체조직(피부, 장기) 및 인공 뼈의 대체물질로 사용 가능한 나노 세라믹 재료
7) 1-4 감각기능을 갖춘 인공 근골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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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찾는 인공 안구만 이식한 게 아니라 이른바 ‘브라운아이즈
(Brown Eyes)’8)를 눈에 설치했다. 브라운

브라운아이즈는 수정체를 둘러싼 근육을
조종하는 제어장치와 부가 기능을
갖춘 박막필터로 구성된다. 나노
센서가 주변 빛을 감지하면

PART 2 미래유망기술 시나리오

아이즈는 수정체를 대체하는 인공 기구다.

그 결과에 따라 박막필터가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인공
안구를 보호해준다.
원근감을 계산해 정보
영상의 부자연스러움을
해결한 것은 물론이고 눈에
필요 이상의 피로를 주지
않는 것까지 모두 염두에 두고 개발된

시각 장치가 바로 브라운아이즈

였다. 브라운아이즈는 필요한 에너지를 전부 몸 안의 바이오 셀(Bio Cell)9)에서 공급받기 때문에
별도 충전 없이 반영구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조리 기구 옆, 연미의 눈높이에 맞춰 벽에 부착한 모니터에는 성철의 아침 진단 결과가 떠올랐다.10)

·나노 커뮤니케이션 : 정상
·우측 인공뼈 경도 : 정상
·관절 구성물질 농도 : 정상
·최종 점검 결과 : 정상

8) 기능이 추가된 인공수정체. 직접적인 시력 향상 외에 자동 자외선 필터 등 시력을 보호하는 기능도 추가되어 있다
9) 1-2 인공 장기용 바이오 연료전지
10) 12-2 인공지능 기반 웰빙 하우스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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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연미 씨와 성철 씨가 오늘 청계산 정상에 오르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이었다.
지금은 회복을 위해 쉬고 있지만 성철 씨는 스마트 실버타운 단지에 있는
공동 식당의 수경 재배 농장에서 일했다. 회복기간이 끝나면 즉시 복직할
예정이었다. 성철 씨는 그곳에서 인공지능과 로봇들이 재배하는 야채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포장과 배달을 모니터링했다. 작업의 난이도는 높지 않았
지만 세심한 신경을 필요로 하는 일이었다. 그곳에서 생산한 야채는 스마트
실버타운에서 운영하는 공동 식당에서 소비되었다.

반면에 연미 씨는 한동안 일에서 손을 놓고 있었다. 하지만 인공 안구를
이식해 시력을 1.0 수준으로 되찾은 지금, 다시 일을 시작해볼까
고민하고 있었다.
산을 오르는 동안 성철처럼 인공 근골을 이식하지 않고
새로 나오기 시작한 근력슈트 ‘버트리스(Butress)’11)를
하반신에 장착한 사람들이 잔뜩 눈에 띄었다. 등산객
중에는 성철 씨 부부의 아래층에 사는 최경환 씨도
있었다. 최경환 씨는 갓 쉰을 넘었지만 심장 관련
지병이 있어 최근에 ‘나노 하트’12)라는 지능형 인공
심장을 이식한 바 있었다.
“심장이라는 게 그 자체만으로도 살아 있는
생명이나 마찬가지라는구먼. 튼튼한 건 기본
이고, 뇌나 다른 기관에서 수시로 다양하게
요구하는 피의 양을 전부 맞춰줘야 한대. 그래야
감정 상태까지 안정시킬 수가 있다나봐.

11) 휴먼 증강 스마트 웨어러블 로봇 기술의 응용. 자이로, 균형 유지 기술,
위치 센서 등의 기술을 활용해 근력이 약한 사용자의 보행과 활동을 돕는다
12) 나노머신과 결합된 인공 심장. 불수의근인 심장 자체에 혈액 필요량
조절 기능 등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추가해 심폐 기능을 더욱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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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노 하트라는 건 나노머신이라고 하는 작은 기계들이 잔뜩 붙어 있어서
정밀하게 조정이 된다지, 아마. 그런 걸 3D 프린터로 뚝딱 만들어낸다니, 이거

성철 씨는 자신이 의사라도 된 것처럼 자랑스럽게 설명하던 최경환 씨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리고 버트리스를 장착한 사람들에게 다시 눈을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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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대단한 세상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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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객들이 주로 착용하고 있는 버트리스는 얇은 금속으로 만든 세 개의 고리와 고리를 잇는
두 줄의 케이블로 구성되어 있었다. 슈트는 소음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착용자의 다리에 옷처럼
달라붙어 있었다. 근력 슈트를 장착한 사람들의 표정은 하나 같이 밝았다. 오늘 청계산 하늘이
유난히 푸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픈 몸이나 체력의 한계 때문에 인상을 찡그릴 일이 적었기
때문이다. 10년 전만 해도 90이라는 숫자와 고령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요소를 잔뜩 암시했다.
하지만 인공 근골, 인공 감각기, 근력 슈트 같은 장비 덕분에 90은 가벼운 노동과 함께 삶의 여유를
더 누릴 수 있는 숫자가 되었다.

연미 씨와 성철 씨는 청계산 매봉의 아래쪽에 도달했다. 버트리스나 인공 근골 운용에 필요한
바이오 셀이 오작동 할 경우 긴급히 사용할 수 있는 무선 충전대가 늘어서 있었다. 그보다 더 높은
곳은 암벽 등반을 즐기는 사람들의 몫이었다. 성철 씨는 편평한 바위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다.
연미 씨가 조금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자 성철 씨가 손사래를 쳤다.
“다리는 멀쩡해. 걱정하지 말아요.”
정강이를 주먹으로 두드려 보이려다가 멈칫하는 성철 씨를 보며 연미 씨가 웃었다. 두 사람은
공동 식당의 보증 마크가 붙은 도시락을 열고 먹기 시작했다.
연미 씨는 산 아래에 펼쳐진 풍경을 감상했다. 찬 기운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봄바람이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고 지나갔다. 두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 스마트 실버타운이 눈에 들어왔다.
실버타운은 연미 씨와 성철 씨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었다.
연미 씨와 성철 씨는 그 네트워크의 최소 단위였다. 성철 씨의 오금 속에 삽입되어 인공 관절과
인공 근육의 상태를 끊임없이 확인하는 텐더셀도 그 네트워크에 단단히 연결되어 있었다.

근래 들어, 연미 씨는 다시 그 안에서 제 역할을 분명히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슬슬
생겨나기 시작했다.
“일을 다시 해보려고요. 자격증도 유효하니까 실버타운 도서관 평생교육사에 자원할 거예요.”
“무슨 일을 한다고 그래요? 생활비가 부족한 것도 아닌데.” 반 년 전만 해도 성철 씨는 그렇게
대꾸하고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원하는 대로 해요. 도울 수 있는 건 도울 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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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미 씨는 웬일이냐고 물으려다가 눈치 없다는 말이나 듣겠다 싶어 웃음으로 답했다. 이식 수술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나 봐. 연미 씨는 그렇게 생각하고 긍정적인 대답을 고맙게 받아들였다.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갈 수도 있는 나이였다. 오랫동안 사용해 삐걱거리는 육체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연미 씨와 성철 씨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손을 포개고, 유난히 쾌청하게 보이는 산 밑 실버
타운의 모습을 여유롭게 바라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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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여든은 경사가 급한 내리막이 아니었다. 40대 같은 생활을 유지하는 건 당연했고 작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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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기술서 요약
1-1

생체조직(피부, 장기) 및 인공 뼈의 대체물질로 사용 가능한 나노 세라믹 재료

기술 개요 및
정의

● 인체의 손상된 조직이나 기능을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해, 나노기술을 응용하여 인공적으로
이식이 가능하고 생체친화성(bioaffinity)이 우수한 생체재료를 제조하는 기술
● 인체 적합 재료의 미세조직 제어, 강화기구 제어 등을 통해 생체 재료의 기계적/물리적
성능을 확보하고 환자 맞춤형 인체 구조물을 개발함

기술 이미지

BNNP 강화 질화규소 나노복합
분말과 나노복합소재 [1]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티타늄 두개골

바이오세라믹 소재 [2]
보정물[3]
[1] 한국과학기술원, 2016.07.04.
[2]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바이오세라믹 소재, ceramic Korea, 2013.02.
[3] 3D프린팅을 이용한 환자 맞춤형 티타늄 두개골 보정물

기술 실현의
장애요인

● 인산칼슘계 나노바이오 세라믹의 체내 분해 및 재흡수에 관한 연구가 필요함
● 생물학적 반응에 적합할지, 인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등 규명이 필요
● 인체 경조직과 유사 또는 동등 수준의 물성, 무게 확보 및 기계적/물리적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환자 맞춤형 인체 구조물의 3D공정기술 확보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국내>
● KAIST, 2차원 나노 소재와 세라믹의 합성 기술을 개발하여 인공 치아, 인공 뼈, 우주항공용
고온 소재로 응용연구를 계획(2016.07.)
● 한국기계연구원은 생체 세라믹 소재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경조직 재생용 3차원 지지체 신규
조형기술법을 개발(2011.05.01.~2016.04.30.)
● 생체 고분자 소재를 사용한 새로운 제조공정과 시험방법 등이 국내 서울대, 고려대 병원에서
인공 뼈나 인공 장기에 적용중이며 향후 금속고분자 소재의 생체 개발 확대를 위한 동물의
임상실험을 계획 중
<국외>
● 일본 이와타니산업주식회사는 생체친화성 재료인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 나노 입자를 금속
표면에 결합시킨 복합화 기술을 개발
● 영국 맨체스터 & 리버풀대학교는 나노 기술을 통한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인공 힘줄을 개발
● 의료기기 제조기업인 Stryker社 등은 향후 5년 이내 인공 경조직, 골절편 고정용 의료기기,
인공 관절 등을 모두 3D프린팅 제조공정을 활용하여 환자 개별 맞춤형 제작이 목표

기대효과

38

● 나노 기술을 이용한 바이오 세라믹 융합시스템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
● 생분해성 생체 세라믹스 개발을 위한 나노세라믹 재료연구 초기 단계 마련 및 생체친화성
재료를 환자 맞춤형으로 제작하기 위한 3D프린팅 공정기술 개발
● 골재생용 혹은 골대체용 기능성 환자 맞춤형 골이식재 제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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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인공 장기용 바이오 연료전지

● 바이오 연료전지는 생체 에너지원인 포도당을 산화시켜 발생한 전자를 수확함으로써 전기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차세대 에너지 생성방식임
● 효소를 이용하여 체내 포도당을 산화시키는 효소형 바이오 연료전지는 생체 내에서 안정한
생체적합성 물질을 사용하므로 체내 응용에 적합함
● 반복적인 수술, 교체 및 충전이 필요한 기존 인공 장기용 배터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체 내 포도당을 이용하여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인공 장기용 바이오 연료전지
연구가 필요

PART 3 부록 _ 세부기술서 요약

기술 개요 및
정의

기술 이미지

기술 실현의
장애요인

● 현재 개발된 바이오 연료전지는 짧은 수명과 낮은 전력 생산 성능 등의 한계점이 있어
현존하는 인공 장기용 배터리를 대체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효소 반응을 촉진시키는 핵심 성분인 금속성 산화환원 매개체는 독성이 있어 체내 유출 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
● 기존 개발된 디스크 또는 평판 형태의 바이오 연료전지 전극은 부피가 크고 단단하여 체내
이식 시에 큰 공간을 차지하고 다양한 장기 응용에 한계가 존재함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 프랑스의 Zebda 그룹에서는 바이오 연료전지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평판 디스크
형태의 바이오 연료전지를 개발하여 쥐의 복강에 이식하는 연구를 진행

기대효과

● 외부 전력장치에 의존하지 않고 체내의 에너지원을 이용하여 스스로 구동시키는 기술로,
재충전 및 반복적인 수술/교체 없이 반영구적으로 에너지를 생성하는 인공 장기용 바이오
연료전지를 구현할 수 있음
● 에너지원이 불필요하므로 인공 장기의 경량/소형화가 가능하여 비외과적인 수술로도 쉽게
이식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 신축 및 유연성을 가지는 섬유형 바이오 연료전지가 개발된다면 치료용 나노 로봇 등 나노
메디컬 분야 등 다양한 연구에 응용 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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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인체삽입형 광원 기술

기술 개요 및
정의

● 기존 광역동 치료(photodynamic therapy) 기술은 외부 광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빛의 세기가
낮고 투과성이 떨어져서 치료 효율이 낮음. 인체에 삽입 가능한 광원을 이용하여 암세포
근처에서 빛을 조사함으로써 광역동 치료의 효율을 높이는 기술임
※ 광역동 치료 기술: 광감작제(photosensitizer)를 인체에 주입하면 암세포에 도달하여
쌓이는데, 이 때 특정 파장의 빛을 조사하여 생성된 활성 산소 혹은 반응성 산소종을
이용하여 암세포를 파괴시키는 치료방법

기술 이미지

인체삽입형 유연 광역동 광원 [1]

근적외선 광을 이용하는
심부 암 치료 프로세스 [2]

[1] 미래유망 8대 암치료 전기기술, 한국전기연구원, 2013.04.04.
[2] Novel use of nanoparticles target non-invasive treatment for deep cancer, PHYS,
2012.09.17.

기술 실현의
장애요인

● 인체에 삽입 가능한 작은 크기의 광원 시스템 구현이 어려움
● 광원 시스템은 전력 소모가 크기 때문에 내부 전원을 사용하기 어려워 무선 전력 전송 등의
기술을 사용하여야 하나, 아직까지는 효율이 낮음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국내>
● 국내 일부 대학에서 특정 신체기관의 생체 신호검출용 광원으로 유연 LED 광원 연구 추진 중
● 한국전기연구원은 유연 LED광원을 피부질환 치료에 적용하는 연구 기획 수립
● 국립암센터 최용두, 조영남 박사팀은 나노 그라핀 산화물을 이용해 암세포에서만 강한 형광을
발생시켜 암의 위치와 경계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표적 광역학 치료를 가능하게 해주는
암 진단치료 원천기술을 개발
● 한국과학기술원은 광역학 치료용 플렉서블 광소자 제조방법 및 이에 따라 제조된 플렉서블
광소자를 개발
● 2, 3세대 광감작제를 사용한 광역학 치료와 항암제를 같이 사용했을 때 약 복용량이 줄고
재발을 방지함을 발견
<국외>
● 미국 일리노이대 로저스 그룹은 LED 기반의 유연 광원 개발을 지속적으로 진행 중
● 미국, 아시아, 유럽에서 여러 광감작제들이 임상적 사용을 위해 승인되고 있음
● 캘리포니아 주립대는 광역동 항암치료에 사용될 수 있는 새로운 광감작화합물을 개발
● 싱가포르 국립대학 연구진은 나노 입자를 이용하여 심부 암을 치료할 수 있는 비침습형
근적외선 광치료 방법 개발
● UCD 연구진은 폴리머로 만들어진 새로운 나노 입자의 치료적 기능과 조영제로서의 기능을
결합하는데 성공
● 건강한 조직들보다 더 낮은 산소를 포함하는 종양 치료를 위한 일중항 산소를 방출하는
나노 입자를 개발

기대효과

40

● 암 억제 맞춤 치료, 피부질환, 안과질환, 심장질환, 감염질환 등 다양한 질환에 적용
● 다각적인 광학 영상 정보를 통하여 광감작제의 광학적 특성분석과 같은 기초연구 뿐 아니라
암 검진 및 치료의 정밀도 향상 가능
● 휴대성 강화로 일상 속 치료, 외과적 수술 최소화로 부작용 없는 치료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
● 절개 없이 수술을 시행하거나 인체 내부의 종양을 관찰하여 암을 진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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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기능을 갖춘 인공 근골격

● 사람이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외부 자극(압력, 온도 등)에 감응하여 생체근육과 유사한 수축/
이완 운동 및 회전 운동을 하는 인공 근골격 개발
● 외부 제어 시스템이 없이 생체 정보로 조절 및 구동 가능한 인공 근골격 개발
● 생체 골격근보다 우수한 강도와 인성을 갖춘 인공 근골격 개발

기술 이미지

기술 실현의
장애요인

PART 3 부록 _ 세부기술서 요약

기술 개요 및
정의

● 생체 근골격과 유사한 구동력, 운동속도 및 수축/이완 정도를 가지는 생체 적합성 소재 개발이
필요함
● 인공 근골격을 구동하기 위한 에너지원에 대한 연구가 미비함
● 생체 근골격과 유사한 20%의 수축/이완을 하며 100배 구동력을 가지는 고성능/고효율 인공
근골격들이 개발되었으나, 이러한 인공 근골격들은 고온, 고전압 등의 자극원을 필요로 하여
생체 인공 근육 활용이 제한됨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 현재까지 국내외 타 연구기관에서 수행한 인공 근골격 관련 연구는 생체 근골격과 같은
부드러운 수축/이완 운동이 아닌 굽힘(bending)운동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생체 근골격 세포를 배양하여 생체신호로 구동하는 인공 근골격 개발은 아직 기초연구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생체 정보와 연계된 인공 근골격 시스템은 다양한 연구 분야가 일체형 시스템으로 이루어
져야 하지만 아직까지는 미비함

기대효과

● 인공 근골격은 각종 바이오 센서나 MEMS, 마이크로 로봇, 바이오 로봇 등의 구동기로 응용
가능하므로 바이오 시스템 분야 및 로봇 시스템 분야 발전에 기여
● 인공 근골격은 의료 분야에서 퇴화 및 손상된 생체근육을 보완, 대체하는 새로운 시술 형태를
제시할 것
● 인공 근골격의 제조 및 이를 응용한 치료에 관한 원천기술을 확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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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 시각, 인공 청각, 인공 와우 등 인공 감각기 개발 기술

기술 개요 및
정의

● 인공 감각기 개발 기술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등의 감각기관을 인공적으로 모방하여
고감도 및 초소형, 초저전력 감지 소자를 만들어 기존에 손상되었거나 기능이 약화된 감각
기관의 기능을 대체하는 기술

기술 이미지

인공 망막과 인공 와우 [1]

인공 눈 [2]

[1] 미래인간은 사이보그 인간?, 과학쟁이 2011.12.
[2] 생체 공학적 ‘인공 눈’ 곧 시판 예정, 1억 원이 넘는 가격이 걸림돌, kbench, 2013.02.06.

기술 실현의
장애요인

● 초저전력을 사용하거나 혹은 장착된 인공 감각기주변의 조직으로부터 직접 에너지 전력을
받아 구동되어, 한 번 장착 시 반영구적 사용이 가능한 핵심 기술개발이 요구됨
● 인간의 뇌를 인공 감각기에 연결하여 인공 감각기에서 얻어진 신호를 실시간 해석하고 이에
따른 인공 감각기를 제어할 수 있는 뇌-인공 감각기 제어 인터페이스 개발이 이루어져야 함
● 인공 감각기 기술개발은 생명과학(BT), 나노기술(NT), 전자공학(ET), 정보기술(IT)등의
신기술이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얻는 융합이 절대적으로 요구됨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국내>
● 미래창조과학부의 미래유망융합기술 파이오니아사업으로 생체모사 인공 와우를 연구개발
중에 있음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휴먼인지환경사업본부는 현재 인공 후각센서 및 미각센서, 인공 망막칩
등을 개발 중
● AB코리아는 세계 최초 완전 방수형 인공 와우 넵튠(Neptune)을 출시
● 서울대학교 병원 안과는 보건복지부의 지원으로 임상의학연구소 내에 나노 인공 시각 개발
센터를 개설하여 인공 시각 연구를 추진
● DGIST 연구팀은 마찰 전기 발생 원리를 이용해 달팽이관 기능을 모사한 인공 기저막을 세계
최초로 개발(2016)
<국외>
● Cleveland Veterans Affairs 메디컬 센터와 Case Western Reserve 대학의 연구진들은 손의
20개 지점으로부터 촉각을 전송할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인공 기관 인터페이스를 개발
● 미국 세컨드사이트(Second Sight)사는 생체공학 인공 눈인 컴퓨터 칩(임플란트) 개발 후,
이를 망막 시신경에 이식하여 시각 장애인이 점으로 이뤄진 사물을 보게 하는데 성공
● University of South California는 사람보다 민감한 촉각 센서를 개발
● 일본은 세계 최초로 황반변성 환자에게 iPS 세포로 만든 망막 세포를 이식하는 방법을
연구 중
● 이탈리아 MHOX는 자연 안구보다 시력을 좋게 하거나 이식자가 원하는 대로 영상필터를
사용할 수 있는 고능력안구(Enhance Your Eye)를 개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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