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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막는 모든 물질을 통과해서 사람의 생체신호를 찾아낼 수 있을까?
여러 긴급한 상황에서 간단하게 작동하면서 일상생활에서도 착용할 수 있는
구명백을 만들 수 있을까?
선박이 뒤집히더라도 침몰하지 않을 수 있을까?
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주행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오감으로 빨리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악천후에도 항상 보이며, 교통 흐름에 따라 효율적으로 변경되는 차선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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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 환경재해인 녹조를 데이터를 활용해서 예측하고 제거할 수 있을까?
무인기술을 활용하면 환경의 변화를 알 수 있는 실시간 생태계 모니터링과
생명자원화를 위한 생체정보 채집 및 DB 구축이 가능할까?
황사,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을 공중에서 친환경적으로 정화하는 비행체를
만들 수 있을까?
고속 발효와 탈염, 성분별 분리 등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빠르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있을까?
도시 열섬현상을 에너지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까?
간단한 치료나 약으로 충치나 다른 요인으로 손상된 치아를 쉽게 재생시킬
수 있을까?
휴대기기로 처방받은 알약/캡슐약이 무슨 약인지 손쉽게 확인할 수는
없을까?
다수의 질병에 예방과 치료가 가능한 새로운 치료법이나 약이 있을까?
사물인터넷을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에 어떻게 활용할까?
뿌리면 바이러스를 쉽게 볼 수 있게 해주는 스프레이를 만들 수 있을까?
생체 내 영양소와 유해 오염물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조절하는 것이 가능할까?
내 몸의 미래 모습이나 상태를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구체적으로 볼 수 있을까?
다양한 에너지 수확(하베스팅, Harvesting) 기술을 이용해서 전기를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생명체의 에너지 효율에 근접한 고효율 동력기관의 개발은 가능한가?
핵폐기물을 처리하고, 신물질 개발도 가능한 핵 제어기술이 가능한가?
중력제어 기술은 가능한가?
통증이나 아픔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까?
인간의 오감을 확장/축소/상호변환 할 수 있을까?
분노를 적절히 배설하거나 조절할 수 있을까?
꿈, 기억, 감정을 측정 및 저장/제거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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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을 자지 않고도 뇌를 쉬게 해줄 방법은 없을까?
행복수면이 가능한 다양한 방법은 무엇일까?
미래의 컴퓨터는 어떠한 소재와 모양으로 만들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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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있든지, 마치 원하는 현장에 직접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을까?
신물질을 개발하여 한 가지 옷으로 여름엔 시원하게, 겨울엔 따뜻하게 지낼
수 있을까?
잘못된 습관이나 실수를 감지하여 나에게만 알려줄 수는 없을까?
무분별한 정보의 홍수시대에 어떤 정보가 믿을 만한지 체계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빅데이터를 이용한 인적자원의 역량 개발 및 지도 구축을 통해 구직자와
일자리의 매칭률을 높일 수 있을까?
농아나 뇌성마비 환자 등과도 대화를 쉽게 나눌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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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지식 사회를 위한 도시 공간구조의 개혁 방안은 무엇일까?
개인에게 특화된 도시 공간 서비스 시스템 구축이 가능할까?
과학기술을 도입하여 한국 국가청렴도를 높일 수 있을까?
대한민국에서 자살률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과학기술적 방안이
있을까?

32
33
34
35
36

42
43
44
45
46
47
48
49
50

노인과 아이들의 돌봄을 상생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떠한 기술이 필요할까?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버려지는 비개간 농토문제를 과학기술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무엇일까?
국민의 세금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국민 모두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술이 있을까?
게임중독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게임플레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빠져드는 대상을 바꿔 긍정적 몰입으로 유도 또는 전환하여 사회적인 중독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안전성과 편리성을 모두 갖춘 새로운 개인인증 방식이 있을까?
권위주의적인 분위기의 교실이나 회사 내에서 자유롭게 질문하거나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까?
사교육 없이도 만족스러운 공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한 과학기술적 방안은
무엇일까?

1
X문제

가로막는 모든 물질을 통과해서 사람의 생체신호를 찾아낼
수 있을까?

○ 인체에서 방출, 배출되는 물질이나 빛을 감지, 매몰 사고현장에서
관련 질문

사람의 위치와 생존여부를 알아낼 수 있는 기술이 있을까?

○ 물체나 벽을 통과할 수 없을까? (초중고 학생 질문)
▪물체나 벽과 같이 물리적으로 가로막힌 것을 통과할 수 없는지에
관한 의문은 누구나 어릴 적 한번쯤 가져봤을 과학적 호기심입니다.

▪X문제는 이러한 과학적 호기심과 관련된 초등학생의 질문을 매몰
사고 현장에서 사람의 위치와 생존여부를 알아낼 수 없는 지에 대한
질문과 접목하였습니다.

배경

- 현재 화재 진압 및 인명 구조에 열화상카메라(주변과 사물의 온도

차이에 의해서 화점이나 커져가는 불씨를 찾는 기능)와 소방 로봇이
쓰이고 있습니다. ((주)창성에이스산업. 적외선 열영상 화재감지기
및 이를 이용한 화재 감지방법. 1020110095013. / 주식회사 스맥.
방수

성능

및

무선

통신

능력이

우수한

소방

로봇.

1020150044600) 그러나, 화재시에만 사용 가능하며 뚜렷이 사람을

구별해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의복형을 비롯한 생체신호 모니터링 디바이스에 관한 연구 및 상용화는
다수 진행중이지만, 가로막힌 것을 넘어 감지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Kim, Dae-Hyeong, et al. "Epidermal electronics."
science 333.6044 (2011): 838-843./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생체신호

모니터링 디바이스 기술 및 개발 동향, 2014.8.27.)

선행연구

- 서울대학교 생체계측기술연구센터에서는 신체와의 접촉 없이 심전도,

호흡 등의 심신 모니터링을 하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심전도를
측정하는 전극과 체온을 측정하는 센서를 침대 시트에 삽입하고, 침대
다리에는 하중을 측정하는 장치를 장착하는 방식입니다.
(임용규 외. 2005. 침대에 부착된 용량성 전극배열을 이용한 수면

중의 심전도 측정. 전자공학회 추계 종합학술대회)

▪해당 X문제 연구를 통해 물질의 투시방법 및 다양한 생체신호 감지
기술이 연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대효과

- 다양한 재난ㆍ재해 상황에 대한 적확한 대응뿐만 아니라 땅 부족이나

환경오염으로 예상되는 미래시대의 지하세계 모니터링 등 다양한
활용방안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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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X문제

여러 긴급한 상황에서 간단하게 작동하면서 일상생활에서도
착용할 수 있는 구명백을 만들 수 있을까?

○ 배가 침몰할 때 100% 구조될 수 있는 개인용 구명보트를 만들 수
관련 질문

없을까?

○ 물속에서 에어백이 터지는 수영복은 없을까?
▪매해 여름철이면 물놀이로 인한 익사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상 선박사고 발생시, 발빠른 대처가 없을 시에는 인명구조에

배경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일상에서

겪는 수많은 위험들, 예컨대 교통사고, 범죄, 공사 현장,

등산시 낙상 사고 등에서도 손쉽게 자신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에어백이나 구명조끼 등이 있으면 좋겠다는 질문으로도 해석됩니다.

▪일반적인 구명조끼는 공기가 내장되어 있어 부피 때문에 일상생활용
으로 착용하기 어렵습니다.

▪일상생활용
선행연구

옷으로 입고 있다가 물에 빠졌을 경우 습도를 감지할

수 있는 습도 감지센서를 장착하여 습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자동으로 공기 내지 압축가스가 주입되는 구명조끼를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화여대. 수분감지 매커니즘을 이용한 압축 공기 팽창
식 구명용 스마트웨어. 1020090066952).

- 하지만, 센서와 같은 장치는 물이나 습기에 취약하여 실제 물에

빠졌을 경우 오작동이 일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물에 빠지는 등의 긴급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스스로 스위치를 작동
하여 공기를 불어넣는 방식의 구명조끼가 개발된다면 획기적으로

기대효과

안전하고 편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는 각종 사건과 사고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옷의 등장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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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X문제

관련 질문

선박이 뒤집히더라도 침몰하지 않을 수 있을까?

○ 뒤집혀도 안전한 유람선을 만들 수 없을까?
○ 세월호처럼 허무하게 침몰하지 않는 배 또는 그에 준하는 장치를
한 배(선박)를 만들 수 없나요?

▪전복

시에도 침몰하지 않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배를 만들어

▪본래

선박은 뒤집히지 않도록 설계가 되어 있으나, 풍랑이 너무

달라는 내용의 질문은 안타까운 재난 상황을 떠올리게 합니다.

배경

거세거나, 과적 등 설계시 고려하지 못한 특수한 상황에서는 뒤집
어질 수 있습니다.

▪선박 안전조치 및 시스템 설계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 중이며,

IT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선박 상태의 통합 모니터링과 원격 유지

ㆍ보수가 가능한 ‘스마트 선박 기술’도 등장하였습니다.

선행연구

(ETRI 웹진 2014.5.30.)

▪물

위에 떠다니는 배가 침몰하지 않으려면, 아예 물 속을 다니는

배를 만드는 것이 어떠냐는 엉뚱한 문제의식에서 잠수함이 탄생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본 X문제는 물이 반쯤 차있는 페트병 혹은 오뚝이처럼 해수면 위
에서 전복되지 않고 균형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뒤집히더라도

기대효과

가라앉지 않을 수는 없을까라는 다소 창의적인 아이디어에서 출발
합니다.

▪이 아이디어와

같이 선박 안전문제에 있어 선박의 새로운 형태를

고민한 획기적 시도는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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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X문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주행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오감으로
빨리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 신호등이 없는 짧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여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관련 질문

○ 자동화 기술과 바이오 센싱 기술로 교통사고를 통제 할 방법은
없나요?

○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더 나은 횡단보도는 없나요?
▪노인, 어린이,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운전ㆍ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DMB 시청, 이어폰 사용 등으로 인지능력과 주의력이 둔화된
상태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배경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4년 새 55% 증가”, TBS, 2015.8.18)
- 본 X문제는 주행자 중심의 사고 방지 시스템이 시각장애인 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보행자에게도 제공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합
니다.

▪국내외에서

환경센서, 정보통신, 지능제어의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내외부 주행 상황 인식과 정보제공, 위험경보, 능동제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안전 스마트카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은 정부와 자동차
업체와의 연계를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행연구

▪도로에 설치된 교통정보 수집제공장치와 자동차 통신단말, 그리고
스마트폰과의 긴밀한 상호 연동을 통해 안전성을 제고하고 이동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연구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Urban Traffic Information System(UTIS), 중앙교통정보센터 / 정

한유, 수라마다 토미 앗히야사, 응웬 호아 흥. 2014. 한국통신학회)

▪디바이스
기대효과

간 데이터의 연결, 사고 위험 센서 등 개별적으로 연구

되고 있는 교통사고 안전 연구에 오감을 모두 자극하여 효과적으로
위험을 알리는 알람 서비스를 결합한다면 국민 안전에 큰 도움을
주는 기술이 개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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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X문제

관련 질문

악천후에도 항상 보이며, 교통 흐름에 따라 효율적으로
변경되는 차선은 없을까?

○ 왜 비오는 날에는 차선이 안 보이는 걸까요?
○ 비오는 날 차선, 해결방안
○ 고속도로의 차선 개수는 왜 도로가 폐쇄될 때까지 일정한가?
○ 복잡한 도로 위의 차선들 정리할 방법은 없을까요?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2009~2013년)
비오는 날의 평균 사고는 20~24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발생 건수는 평소에 비해 10.3% 증가, 치사율은 4.3배에 달하는 것

배경

으로 나타났습니다.
- 젖은 노면에 따른 제동거리의 증가와 차선이 보이지 않는 등 전방

시야가 좁아진 것이 주요인으로 꼽혔습니다.

▪또한, 관련 질문을 보면 안전성, 교통체증 감소 등의 차원에서 차선
개수를 늘리는 것만이 해결책인지 묻고 있습니다.

선행연구

▪교통효율

향상 차원에서는 주행 속도의 억제, 과속방지턱 등으로

교통을 억제하는 교통평온화기법(Traffic Calming)이 제시되고 있습
니다.

▪교통안전과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모두 꾀할 수 있는 차선에 대한
통합적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기대효과

▪도로 환경에 따른 최적 차선 개수 분석 및 유동적 변경 시스템, 우
천시나 밤길에도 충분히 발광가능하는 차선 표시 방법 등과 같은
다양한 접근과 이를 융합하는 인프라 구축까지를 기대해 볼 수 있
는 X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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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X문제

예방의 문명 시대로 도약하는데 필요한 새로운 위기관리
프레임은 어떻게 구축해야 할까?

○ 세상에 모든 큰 사건사고에는 일정한 패턴이나 규칙, 비율이 있지
관련 질문

않을까?

○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범죄를 예방할 수 없을까?
▪과학기술의 발달,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욕구, 환경의 급격한 변화

배경

등으로 우리사회의 미래는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하인리히의
법칙처럼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300번의 신호와 29번의 경고가 있다면
이를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러나 신호와 소음을 구분하기도 어려울뿐더러, 경고가 수차례
있었음에도 사고가 일어나는 것에는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인간의
심리나 불합리한 사회 구조가 작용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위 X문제를 선정한 이유는 우리사회를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대응,

사고가 나도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목적지향적 태도에서 다소 늦더
라도 모든 구성원이 함께 결승선을 넘어보자는 과정지향적 태도로
바꾸는 것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병예방을 위해 노력한 의사들에게 보상하는 영국이나 개인이 예방
차원에서 자신의 건강관리를 한다면 일정한 적립액을 주어 55세
이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싱가포르의 사례는 눈여겨볼만 합니다.
(청년의사 2012.9.10.)

선행연구

기대효과

▪새로운

과학기술을 범죄 예방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미국 뉴멕시
코대 연구팀은 충동 조절과 감정에 관여하는 전대상 피질의 활동이
저조할수록 재범률이 높게 나타난다고 발표했습니다. (Aharoni,
Eyal, et al. "Neuroprediction of future rearrest."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10.15 (2013): 6223-6228.).

▪예방은 결과에만 보상하는 사회에서는 실현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예컨대 이미 발병한 병을 낫게 한 의사가 더 돋보이는 사회에서
아직 발병하지 않은 미병(未病)을 다스리는 의사는 칭찬받기 힘듭
니다. 미병을 다스리자면 더 높은 수준의 능력이 필요한데도 그렇
습니다.

▪다양한 접근을 통해 예방 문명의 초석을 놓아보는 것이 본 X문제의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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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X문제

관련 질문

전 세계적 환경재해인 녹조를 데이터를 활용해서 예측하고
제거할 수 있을까?

○

햇빛을 차단하고 수온을 조절하여 녹조의 번식을 막을 수 없을
까?

▪환경 문제 중 녹조 현상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2015년8월19일에는
배경

수도권의 최대 식수원인 팔당호에 조류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
팔당호는 수도권 2500만 주민의 식수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곳이
오염되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녹조는 수체의 착색뿐만 아니라 독소를 생성하여 건강상의 위협을
주고 어업에도 피해를 줍니다. 녹조가 퍼진 지역의 수중생태계가
파괴됩니다.

▪최근

₂

경기도에서는 발전소에서 나오는 배기가스(CO )를 이용해
미세조류를 배양, 녹조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기술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녹조현상을 이용해 농업용 비료나 새로운 에너지를 만
드는 기술도 연구중입니다. (KISTI. 녹조 현상, 없앨 수 있는 방법
은? 2012).

▪환경부는 칠곡보, 강정고령보, 창녕함안보 등 낙동강 3개보에 초분광
선행연구

센서를 장착한 드론을 띄워 조류발생 상황을 점검하는 조류감시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매주 일정지점의
조류값을 측정해 조류의 대량 발생이 예상되면 사전에 조치를 취
하는 방식으로 녹조에 대응할 것이라고 합니다 (news 1 뉴스,
2015.3.24).

▪현재 재해재난에서는 데이터를 접목하여 예측을 하고 있으며 생태
환경에서도 빅데이터를 접목한 분석/예측 시스템 기술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IoT기반 생태환경 감시 및 예측
기술 동향. 2014.)

▪본 X문제는 데이터를 이용해 녹조를 예측하고 제거해보고자 합니다.
기대효과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녹조의 예측뿐만 아니라 제거 등 녹조 관련한
문제가 해결된다면 전 세계적 환경 난제를 X-프로젝트가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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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무인기술을 활용하면 환경의 변화를 알 수 있는

X문제

실시간 생태계 모니터링과 생명자원화를 위한 생체정보
채집 및

DB

구축이 가능할까?

○ 왜 야생벌들이 줄어들고 있을까요?
○ 국내 농산물 재배 현황을 파종 전에

파악하고, 출하시기도 파악

하여, 폭락이나 폭등을 막는 방법이 있을까요?

관련 질문

○ 주위 환경오염 정도나 약이 되는 식물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
주는 개인 필수 장비가 있다면?

○ 나무나 꽃, 버섯 등 식물의 종류 및 특성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기후

변화로 매년 작물, 산림을 포함하는 거대 생태계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작물 다양성 및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광범위한
영역에서의 실시간 모니터링(개체의 분포,ﾠ외래종 유입 여부 등)ﾠ및

배경

단위 개체에 대한 직접적인 상태 모니터링ﾠ(작물의 건강상태 등)이
필요합니다.
- 이는 기후 변화로 작물의 품질 유지 및 공급에 불확실성이 증가
하고 있으며 작물 다양성도 훼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림 생태계는 지구 기후 시스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재생
가능한 자원/에너지를 제공해 인류의 보존에 중요합니다.

▪에어이노브(Airinov)는 무인기, 광학탐지 장비 등을 탑재한 드론을
선행연구

이용하여 적절한 비료의 양에 대한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농장에
피해를 주는 식물을 식별하는 등 경작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국가별 드론 기업과 특징.
2015.5).

▪다양한
기대효과

토종식물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면 작물 다양성이 감소할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신품종을 개량할 수도 있습니다. 높은 부가
가치의 의약원료 및 농산물을 개량할 때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생물계절(Phenology:

생태계 기능 변화모델의 중요한 파라미터로
이용) 등의 지표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단위개체 채집을
통해 토종 식물들의 유전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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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문제

관련 질문

배경

황사,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을 공중에서 친환경적으로
정화하는 비행체를 만들 수 있을까?

○ 황사 및 대기오염을 정화할 친환경 거대 비행선을 만들 수 있을까?
▪황사와

미세먼지 등과 같은 대기오염 관련 질문은 국민건강뿐만

아니라 사회ㆍ경제적인 면에서도 위협으로 인식돼 근본적인 해결
요구부터 다양한 아이디어까지 제기됐습니다.

▪미세먼지와

황사에 대한 대책은 다방면에서 연구되고 있습니다.

박해우 외 4인은 철 성분의 미세먼지 포집을 위한 자성 필터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국대기환경학회지, 2015).

- 하지만, 자성물질을 포함한 미세먼지는 자석 필터를 통해 효과적인

포집은 가능하나 모든 미세먼지에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선행연구

▪중국의 경우

스모그를 얼려서 땅에 떨어뜨릴 수 있는 화학물질을

실은 무인기를 이용해 한번 비행으로 반경 5킬로미터의 스모그를
없앨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2014.3.12.)

- 비행선 형태의 공기정화 기술에 대한 특허가 미국에서 등록되거나

출원된 바는 있습니다. (Mobile airborne air cleaning station : US
5147429 A (James Bartholomew, Dino M. Gentile, 1990), Flying
air purifier : US 8920537 B2 (Aya SEIKE, 2011)).

기대효과

▪국내에서는 비행선 등으로 공중에서 공기를 정화하는 기술이 거의
없습니다. 해당 기술이 활발히 개발된다면 기상과 지구환경 관련된
여러 분야로 확장하여 응용 및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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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문제

관련 질문

고속 발효와 탈염, 성분별 분리 등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빠르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있을까?

○ 음식물쓰레기의 양념속 염분을 제거한 후 배출해야 하는 이유는?
○ 모든 쓰레기를 쉽게 분해할 수 있는 효소는 없나요?
○ 쓰레기를 빠르게 분해할 수 있는 슈퍼 분해자를 발견할 수 있는가?
▪환경부에 따르면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는 전체 음식물의 약 7분의
1로 연간 20조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과 처리비용으로 8천억 원이

쓰입니다. 이러한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다양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배경

바꾸는 위대한 질문 선정 워크숍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

기술은 한국적인 문제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여 특정한 장소로
가져가는 방식이 아닌, 가정 또는 아파트에서 바로 처리가 가능한
기술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현재 상용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는 속도가 느리면서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건조 방식, 미생물로 처리하는 방식 등이 있습니다.

음식물을 분쇄하여 하수구로 버리는 방식은 현재 국내에서는 불법
입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 및 재활용에 대한 연구는 기존에 여러 연구
자에 의해 진행됐습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음식물 쓰레기의

선행연구

바이오 에너지화 현황과 발전방안. 2013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음
식물 폐기물의 연료화 시스템 및 그 방법. 1020130044444)
- 반면 많은 전문가들은 음식물 쓰레기를 이용해서 비료, 퇴비, 연료

등을 만드는 것은 현재 기술로는 상용화가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기대효과

▪해당 기술 개발을 통해 발효 속도 향상, 발효처리 과정에서의 악취
문제, 발효과정 이후 비료로의 재사용 등을 통한 국민 요구가 해결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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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

도시 열섬현상을 에너지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까?

○ 도시의 열을 이용할 수 있을까?
○ 도시열섬 현상을 인공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여름에 도시 중심부 온도가 변두리 지역보다 높아지는 현상인 도시
열섬현상은 기후변화 문제와 더불어 대안이 필요한 환경문제입니다.

배경

열섬현상을 완화하면 냉방시설 가동률도 낮추어 온실가스 배출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X문제는 열섬현상의 열을 에너지로 재순환시키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제기합니다.

▪도심 열섬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도시 내 물길과 녹지의 적절한 배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9), 도로 표면을 밝은 색으로 바꾸어

열 흡수를 감소시키는 시드니의 실험사업(세계도시동향, 2014.8.4.)

선행연구

등 도심녹화사업 추진과 같은 방법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녹지대 확장에는 여러 절차와 시간이 소요됩니다.

▪연중 늘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땅 속의 열을 전기에너지로 전환

ㆍ활용하고자 하는 지열 발전에 관한 연구(오마이뉴스 2014.3.13)가
진행되고 있으나, 국내 기술은 아직 시작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과학

법칙상 공기 중에 흩어져 있는 열을 모아서 다시 에너지로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도심의 에너지
흐름에 대한 심층 연구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더하면 해결할 수

기대효과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과다한 인공에너지 생산과 사용으로 생기는 도시 열섬현상의 열을
다양한 에너지로 재순환시킴으로써 열섬현상 완화부터 신재생에너지
생태계 구축까지 확장하는 것을 상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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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치료나 약으로 충치나 다른 요인으로 손상된 치아를
쉽게 재생시킬 수 있을까?

○ 충치나 기타 다른 요인으로 손상된 치아를 마데카솔처럼 이에 발라
관련 질문

재생할 수 있나요?

○ 치아가 계속 나게 할 수는 없나요?
▪세계보건기구 조사 결과에 의하면 충치로 고통 받는 전세계 인구가
23억명에 달하며, 노인층뿐만 아니라 초등학생의 최소 60%는 충치를

배경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 2015.1.27.)
- 비싼 충치 치료비용, 드릴을 사용하는 치료 방법에 대한 공포감이

질문을 통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연구로는 전기 자극으로 치아의 훼손된 무기질을 정상화하는
기초 기술을 개발한 영국의 사례(한겨레 2014.6.26), 치아뿌리를 생성

선행연구

하는 특수세포를 발견해 이를 조절하는 단백질을 알아내 치아 및
치주조직의 재생 실현에 밑바탕을 만든 국내 연구가 있습니다.
(Bae, C. H., Kim, T. H., Ko, S. O., Lee, J. C., Yang, X., & Cho,
E. S. (2015). Journal of dental research, 94(3): 439-445)

▪위

X문제는 충치를 포함한 치아 문제에 대한 지금까지의 대응적

치료 수준을 넘어서 생물학적 치유 및 재생 차원의 접근으로 확장

기대효과

하고자 합니다.

▪제시된 선행연구 이외에도 위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다양한 실험들이

진행되고 있을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치아 재생 연구 발전을
촉진할 다양한 방법이 제안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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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

휴대기기로 처방받은 알약/캡슐약이 무슨 약인지 손쉽게
확인할 수는 없을까?

○ 처방 받은 알약/캡슐약이 무슨 약인지 확인해주는 휴대기기를 만들
순 없을까요?

▪약국에서는

환자들에게 처방받은 약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하고

그 정보를 약 봉투에 인쇄해서 줍니다. 또 그림이나 사진과 대조
해서 어떤 약인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 그러나 노인들의 경우, 매우 많은 약을 복용하다보니 어떤 약이

배경

어떤 용도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복용하다 중단한
약들도 많아 빠르고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일반인들도 가정이나 학교, 직장에서 매우 손쉽고 정확하게 자신이
복용하고 있거나 보관중인 약이 무슨 약인지를 확인한다면 안전한
약 복용이 활성화되고 국민건강에도 매우 유익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www.kpis.or.kr)를 구축하여
의약품 정보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1년 스펙트론테크는 “NIR을 이용한 휴대용 다용도 약품분석기
개발” 연구를 통해 근적외선 분광분석법을 이용하여 비파괴적 방법
으로 각종 의약품의 성분을 분석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선행연구

▪2014년

이스라엘의 벤처기업 컨슈머 피직스는 근적외선 분광법을

이용하여 식품, 의약품 등이 어떤 화학물질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분석하는 화학분자 스캐너를 개발하였습니다. (KISTI 미리안

』, 2014.7.9.)

『글

로벌동향브리핑

- 이 스캐너는 식품, 의약품 등의 문자구조를 판독하고 이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해 사용자의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전송합니다.

▪위 X문제는 현존하는 기술의 창의적 융합을 통해 의약품의 정보를
소비자들이 손쉽게 파악하고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데 활용할 수

기대효과

있도록 하자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성분분석

결과를 통해 어떤 약품인지 제시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한발 더 나아가 함께 복용하면 안 되는 약품들을 함께 알려주는
등의 기술적 진보를 기대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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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

다수의 질병에 예방과 치료가 가능한 새로운 치료법이나
약이 있을까?

○ 모든 질병은 백신이 있을까?
○ 생체에너지를 이용한 예방 및 치료 백신 개발은 가능한가?
○ 새로운 질병이 생겨나기 전에 예상하여 새로운 유형의 백신들을
많이 만들어 두어 치사율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는 없을까?
(초중고 학생 질문)

▪모든
배경

질병을 치료하는 백신에 대한 요구가 많습니다. 이를 달리
해석하면 병이 생겼을 때 이를 치료하는 방법이 아닌, 병이 오기
전에 미리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묻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한의학에서는 미병(未病)연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떠한 질병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내 몸의 방어막을 만들 수 있느냐는 질문으로
본다면 건강유지의 획기적인 방법의 가능성을 제기하는 셈입니다.

▪염증이 만병의 근원이라는 이론을 근거로 염증을 조기에 발견하려는
연구가 있습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의 미병연구단은 2012년 미병의
한국적 개념을 정립하고 2014년 미병관련 국내 임상연구로 미병의
지표를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선행연구

▪만능백신(universal

vaccine)에 대한 연구는 최근 들어 시작되었고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에서는 바이러스에서 돌연
변이가 심한 머리 부분이 아니라 돌연변이가 별로 일어나지 않는
기둥 부분을 이용하여 백신을 만든 결과 여러 종류의 바이러스에
대항할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영국 가디언지 2015년8월24일)

▪신체적ㆍ정신적 균형이 깨지는 신호를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상태를
알려주는 방법을 넘어, 특정 질병 발생 이전 단계(미병)부터 관리해
모든 질병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라는 도전적 질문입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보면 생체는 기본적으로 전기화학적 반응에 의존
기대효과

하는 존재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생체에너지를 이용한 치료방법은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 실제로 최근 들어 에너지 의학(energy medicine)라는 이름으로 혁신
적인 진단 및 치료방법을 연구하는 활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백신이 특정 바이러스만 공격하는 것이라면 만능백신은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이를 방어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한 번의 접종만으로 여러 종류의 독감 변종에 대해 예방이 가능
하다면 독감에 심하게 걸리지 않고 치사율도 낮아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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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

사물인터넷을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에 어떻게 활용할까?

○ 전염병의 확산을 사물인터넷으로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 전염병에 걸린 환자 어플로 등록해서 반경 얼마쯤 있는지 알 수는
없을까?

▪2014년 라이베리아와 기니, 시에라리온 등 서아프리카에서는 에볼라
바이러스가 창궐해 2만 명이 넘는 감염자가 발생하고 1만 명이 넘는
사람이 희생되었습니다. (동아사이언스, 2015.8.9.) 올해 우리나라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36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이런 사회적 배경에서 전염병 대처방안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습
배경

니다. 조류독감, 신종플루, 에볼라, 중동호흡기증후군 등 국가적인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전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수집해 전염병의 예측ㆍ경보에 활용이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금강일보, 2015.4.20.)

▪이런

측면에서 요즘 한창 논의되고 개발되고 있는 사물인터넷을

활용해 전염병의 예방 및 확산을 막아달라는 질문은 시대에 적절
하고 필요해 보입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2015년7월24일 ‘ICT 기반 국가 감염병 대응
역량 제고 토론회’를 통해 ICT를 기반으로 한 감염병 위기대응 및

선행연구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습니다 (디지털타임스, 2015.7.23).

▪SAP코리아는 2015년8월13일 “하이퍼커넥티트 헬스케어 컨퍼런스”

에서 전염병 퇴치에 사용되는 ‘SAP의 질병추적 및 분석솔루션의
범례’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경향신문, 2015.8.14)

▪사물인터넷 분야의 전망에 대해서는 학계와 여러 매체에서 발표하고
있지만, 실제 활용 사례는 아직 극히 제한적입니다. 이런 점에서

기대효과

전염병 확산 예방에 사물인터넷을 활용하자는 아이디어가 실현된
다면 의료기술 및 공공보건 분야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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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

뿌리면 바이러스를 쉽게 볼 수 있게 해주는 스프레이를
만들 수 있을까?

○ 바이러스를 시각화 해주는 물질을 스프레이형으로 만들 수 있을까?
○ 공기를 볼 수 없을까? (초중고 학생 질문)
▪최근

우리사회는 메르스 사태로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과 바이러스 예방대책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배경

- 우리나라 공항의 경우에는 병원균을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해외여행과 출장 등으로 감염병의
국내 유입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의학신문,
2015.8.18)

▪미국

국립보건연구원의 국립관절염 및 근육골격피부질환연구소의

연구자들은 버블그램 접근법을 개발해 바이러스의 내부 구조를 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KISTI 미리안

선행연구

2012.1.15.)

▪독일

『글로벌동향브리핑』

루드위그 맥시밀리안스 대학교 화학과 크리스토프 브로슐레

박사 연구팀은 단일분자 형광 분광법이란 기법을 이용해 단일 바
이러스 입자들의 생체 세포 침투 과정을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시
각화하였습니다. (의학신문, 2011.12.1)

▪바이러스를 볼 수 있게 해주는 스프레이 개발에 관한 연구는 매우
기대효과

독창적입니다.

▪이러한 기술이 개발된다면 병원 등의 공공장소나 실험실에서 유용
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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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문제

관련 질문

생체 내 영양소와 유해 오염물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조절하는 것이 가능할까?

○ 사람의 신체 상태를 손쉽게 체크할 수 있는 키트나 센서는 없는가?
○ 우리 몸에 부족한 영양소나 충분한 영양소를 알려주는 장치는 없을까?
○ 건강 이상을 한 번에 알 수 있는 장치는 없을까?
▪현대인은 공기, 물, 토양, 인공품 등을 통해 다양한 유해물질에 노출
되어 있습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유해물질도 많습니다. 이러한
유해물질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건강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은 질문이
많습니다.

배경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체내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지 못해 생기는
비타민D 결핍환자가 2013년에는 1만8,637명으로 4년 동안 9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2013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지난 15년간
한국인의 칼슘섭취는 권장 섭취량 700mg 대비 70% 정도에 불과
했습니다. (아주경제, 2015.6.17)

▪환경부는

2007년 “제2차 국민 생체시료 중 유해물질 실태조사”를

통해 혈중 중금속 4종(납, 수은, 카드뮴, 망간)과 요중 중금속 2종

선행연구

(수은, 카드뮴)과 유사물질 대사체 2종(2-naphthol, cotinine) 조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상용화된 검사를 통해 간단한 무기질과
수분확인은 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몸에 있는 영양소와 유해 오염물질을 스스로
측정하고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며, 오염

기대효과

물질까지 저감시킬 수 있다면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에
획기적인 진전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 X질문은 몸의 면역
력을 측정하고 높이는 방법을 묻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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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문제

관련 질문

내 몸의 미래 모습이나 상태를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구체적으로 볼 수 있을까?

○ 노화를 시뮬레이션 할 수는 없을까?
○ 미래의 모습이 보이는 거울? (초중고 학생 질문)
▪2014년

배경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65세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 중

12.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4년 19%, 2034년엔 27.6%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처럼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노화를 늦추거나 대비
하려는 필요가 국민의 질문에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현재 노화를 예측하는 기술은 다양한 인물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통계적 표준모델을 제시하는 차원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얼굴 표본 DB 기반 1년 단위 얼굴변화를 보여주는 ‘3D

선행연구

나이변환 기술’, 조선닷컴. 2015.8.11)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발표한 ‘ICT 융합
바이오헬스 10대 미래유망기술’에서도 개인별 노화속도를 예측하고
진단하는 ‘퍼스널 노화속도계’의 개발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노화는 인간의 유전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요인에도 많은
영향을 받는 복잡한 현상입니다.

- 따라서, 현재 신체나이, 건강관리 상황, 주거 및 업무 환경 등을

기대효과

고려한 개인맞춤형 노화 시뮬레이션 서비스 개발이 필요합니다.

▪노인성 질환 발병 시기를 사전에 예측하고, 개인별 노화진행 속도를
분석한다면 적극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치매와
같은 뇌기능 퇴행까지 통합적으로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시스템을 개
발한다면 우리사회의 건강도를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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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문제

관련 질문

다양한 에너지 수확(하베스팅,
전기를 효율적으로 만들 수

Harvesting)
있을까?

기술을 이용해서

○ 진동(소리)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고 효율이 좋을까?
○ 간단한 운동에너지로 전력을 만들 수는 없을까?
○ 모든 전자제품이 전기를 사용한 후 변환된 에너지원들 중에서 스
스로 재사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이용하여 에너지 효율을 극
도로 끌어 올릴 수 있을까?

▪눈에 보이지 않는 소리, 소음, 진동, 압력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에

대해 많은 질문이 등록되었습니다. 이는 다양한 에너지원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배경

▪에너지 수집(하베스팅) 기술은 용어 그대로 버려지는 에너지를 수확
(harvest)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전기에너지로 변환하고 이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에너지 하베스팅의 주요 에너지원은 X문제에서 언급하고
있는 진동, 사람의 움직임, 빛, 열 등입니다.

▪「압전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개발 동향」(김재환 외, 공업화학 전망,

16(4), 2013)을 살펴보면, 나노구조 압전 에너지 하베스팅, 적외선을

선행연구

이용한 에너지 수확, 무선 센서용 압전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 등
다양한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개발 동향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 하지만, 아직까지 에너지 하베스팅은 출력 성능이나 내구성이 기존

배터리에 한참 못 미칩니다. (전자신문, 2015.8.11)

▪에너지 고갈이 점차 현실화된다는 세계 미래예측 보고서들을 인용
하지 않더라도 대체에너지나 새로운 에너지원의 개발은 우리사회에

기대효과

절실한 과제입니다. 고효율의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 개발을 통해
에너지 수입도 줄이고 배터리 없는 모바일폰처럼 국민의 생활형
요구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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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X문제

생명체의 에너지 효율에 근접한 고효율 동력기관의 개발은
가능한가?

○ 자동차 엔진이 가스를 기화하면서 폭발할 때 열이 나지 않을 수는
없나요?

관련 질문

○ 엔진의 효율을 어떻게 높일까요?
○ Why not more than 40% in engine and baseball?
▪자동차 엔진의 효율 향상은 전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연구하고 있
습니다.

배경

▪국민이 제기한 질문 “자동차 엔진이 가스를 기화하면서 폭발할 때
열이 나지 않을 수는 없나요?”는 열이 나지 않는 내연기관을 요구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엔진 효율을 높인다면 냉각수를 쓰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도요타는 고연비 신형 가솔린 엔진을 개발해 연비를 10% 이상 개

선한 연구결과를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관련 기술은 폭스바겐이
나 GM, 벤츠 등에서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압축착화-점화겸
용(HCCI) 엔진도 2015년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선행연구

2014.4.12).

▪ 또한 도요타는 엔진 마찰을 줄이기 위해 베짱이의 발바닥과 유사
한 작은 둥근 홈이 규칙적으로 배열된 구조를 자동차 엔진의 피스
톤과 실린더에 적용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LG 경제연구
원, 2012.9.9).

▪현재 자동차 엔진의 효율은 25~30%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반면,

생명체의 에너지 발생기관인 미토콘드리아의 효율은 40% 수준입
니다.

기대효과

▪만약 생명체의 에너지 활용 메커니즘을 응용하여 효율을 극대화한
동력 기관이 개발된다면 엔진의 효율을 혁신적으로 향상시킬 것입
니다. 이는 에너지 문제와 환경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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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문제

핵폐기물을 처리하고, 신물질 개발도 가능한 핵 제어기술이
가능한가?

○ 원자력 발전 후 나오는 핵폐기물을 처리할 좋은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관련 질문

○ 핵융합발전을 쉽게 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
○ 핵융합으로 희귀한 물질을 만들 수 있을까? (초중고학생 질문)
○ 핵발전소 주변에서 안전하게 생활하는 방법은? (초중고학생 질문)
▪러시아의

체르노빌 원전, 일본의 후쿠시마원전 사고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핵, 방사능 안전 문제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대처를

배경

요구하고 있습니다.

▪핵을 적절히 제어하는 기술, 이를 통한 신물질 생성 요구도 과학계
내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일본 오사카대 레이저에너지학연구소는 한·일
극한플라즈마 공동연구센터를 설립, 국내 최대 규모의 고에너지
레이저 시설을 이용해 핵융합 기초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뉴
시스, 2011.5.23.).

선행연구

▪한국과학기술원은 저에너지핵반응(Low Energy Nuclear Reaction)에
의한 원소변환과 에너지 생산기술을 검증한 사례도 있습니다.
(박선원, 2011, 한국과학기술원)

▪최근엔

핵융합 국제 학술회의가 대전에서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대전일보, 2015.2.25).

▪핵을 제어하는 기술은 분자차원의 나노기술을 넘어서는 원자 차원의
기대효과

기술로서 매우 도전적인 과제입니다.

▪이 기술을 이용하여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새로운 방법까지
제시된다면 이는 세계적으로도 커다란 반향을 일으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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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문제

관련 질문

중력제어 기술은 가능한가?

○ 과학에서 중력을 매개한다는 중력자의 작용 원리는?
○ 중력을 없앨 수는 없을까요? 중력에 밀어내는 힘은 없나요?
○ 중력을 줄여 장애인의 생활을 도울 수 없을까?
▪인류는 옛날부터 새를 보면서 하늘을 나는 것을 동경했고, 비행기를
개발하는 것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오늘날 인류는 우주를 탐험하면서
중력이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지, 중력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커졌으나, 아직도 제대로 아는 것이 없습니다. 국민들의

배경

중력에 대한 질문이 많은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중력을 제어하는 기술은 아직은 공상과학이나, 영화에서나 가능한
수준입니다. 최근 개봉한 영화 인터스텔라는 중력과 시간과 공간에
대한 물리학적 지식을 화려한 그래픽과 상상력을 통해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선행연구

▪중력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며, 2012년 유럽의 CERN
에서는 중력과 관계된 소립자, 힉스 입자를 발견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만일, 중력에 대한 연구를 통해 중력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
된다면 교통수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 중력을 10% 줄일 수만 있어도 교통수단의 에너지 효율은 더 높아

질 것입니다.

기대효과

- 중력의 발생 원리를 이해해 새로운 에너지 발생 장치를 개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중력 제어기술과 같은 혁신적인 기술에 대해 도전하여 연구
성과를 거둔다면 선진국 수준을 뛰어넘어 세계적인 과학기술 강국
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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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문제

통증이나 아픔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까?

관련 질문

○ 통증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마음의 병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기기는 없을까?
▪등록된 국민의 질문은 감각적 측면에서 통증을 제기했지만, 사람이
느끼는 아픔은 감각적 차원에서의 통증도 있고 정서적 측면에서의
고통도 있습니다.
- 특히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이 지나면 잊히거나 완화될 수 있는 고통이

배경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트라우마로 남아 그 사람의 몸과 마음, 인격과
행동, 사회적 관계 등 모든 삶의 영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갈수록 삶이 각박해지면서 타인의 아픔이나 고통에 무뎌지고 있으며,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공감하기 보다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선의를 악용하여 통증을 과장하는
경우도 가끔은 있습니다.

▪아직 통증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평가방법은 확립되어 있지 않습
니다. 다만 최근 뇌파나 다른 신경이미징 기법을 이용한 연구가

선행연구

일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외상후스트
레스증후군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에 대한 뇌과학적 연구
과제를 기획 공모하기도 했습니다.

▪타인의 아픔이나 고통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면 많은 분쟁을
줄일 수 있고, 아픔이나 고통이 트라우마로 남는 것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것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 질문을 좀 더 발전시키자면,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이 실재로
기대효과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좋은 주제가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또한 월드컵 경기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열렬히 응원할 때 국가대표 선수들이 엄청난 에너지를 얻듯, 타인에
대한 선한 마음들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더 큰 선의를 이루었을 때
사회적 고통과 현실적 난제들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좋은 연구 질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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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문제

관련 질문

인간의 오감을 확장/축소/상호변환 할 수 있을까?

○ 인간의 오감을 확장 및 축소할 수 있는 제품이 있었으면 합니다.
○ 시각 장애인에게 새로운 감각을 만들어주기 위하여 시각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감각을 형성해줄 수 있을까? (대학(원)생 질문)

○ 시각 장애인의 눈을 대신할 카메라가 생긴다면?
배경

▪감각과 관련된 기술들은 감각의 상호변환을 꾀하거나,

새로운 커뮤

니케이션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 일반인뿐만 아니라 소수/약자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히브리대 연구진은 시각 정보를 소리로 전환한다면 시각
장애인들도

선행연구

앞을

볼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Cerebral Cortex, 22(7), (2012): 1698-1709)

▪현재 인간의 감각을 복원할 수 있게 개발된 신경 보조 장치 중 가장
성공적인 장치로 알려진 인공 와우는 전기신호가 달팽이관을 자극
해서 소리를 전달하는 원리입니다 (국제신문, 2015.3.2) .

▪위와 같이 일부 감각 전달 및 변환과 관련된 기술 개발이 이루어
기대효과

지고 있지만, 다양한 감각을 통합한다는 관점에서 이 문제는 참신
합니다. 감각의 상호변환뿐 아니라 특정 감각을 확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면 인공감각기관의 다양한 개발을 촉진할 수도 있습니다.

- 25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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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

분노를 적절히 배설하거나 조절할 수 있을까?

○ 분노를 잘 조절하는 훈련법은 없을까?
○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상태를 미리 확인하여, 분노가
발생할 수 있는 상태로 진행되지 않도록, 스트레스를 간편하게
예방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풀리지 않는 대중의 분노는 각자의 내면에 누적되고 있으며, 분노를
적절히 해소하지 못해 발생하는 범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배경

▪따라서 분노 조절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다루어져야
하며, 사회적 차원에서 배설 기제를 통해 적절히 배설되거나 조절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분노 조절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은 적용 대상의 특성에
맞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서명옥, 장현아. 2014. 여자비행청소년을 위한 분노조절 프로그램

의 효과. 한국심리학회/ 서울시민 치유문화 조성 프로젝트. 2013.
누구에게나 엄마가 필요하다)

선행연구

▪최근 들어 분노 조절에 관한 온라인 프로그램 개발이나 사물인터넷
과의 접목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오서진, 장현아. 최지윤, 신민섭. 2013.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인터넷

기반 분노조절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검증. 소아청소년정신의학),
(박준영, 이지훈, 김준호, 노지영, 송승현, 구본창, 조준동. 2015. 분노

조절장애 완화를 위한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나리오 디자인. 한국
디자인학회)

▪우리사회의
기대효과

분노가 더 이상 확장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새로운

과학기술을 도입하여 분노의 측정부터 예방 및 관리까지

지원하는 참신한 방법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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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 기억, 감정을 측정 및 저장/제거할 수 있을까?

○ 행복했던 순간의 감정을 저장하여, 언제든 다시 느낄 수 있게 할
수는 없을까?

관련 질문

○ 잠잘 때 꾸는 꿈을 영상으로 저장 자료화 할 수 없나요?
○ 인간의 감정은 과학적으로 측정 가능한가?
▪꿈,

배경

기억, 감정에 대한 질문들이 X-프로젝트 홈페이지와 오프라인

활동 등을 통해 다수 도출되었습니다. 꿈, 기억, 감정 등에 관한
연구는 뇌와 관련되어 있으며, 뇌 관련 연구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매우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공과대학 연구팀이 인간의 두뇌활동을 지금보다

훨씬 더 정밀하게 기록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을 개발, 이를 통해
인간의 꿈을 읽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Cerf,
Moran, et al. "On-line, voluntary control of human temporal
lobe neurons." Nature 467.7319 (2010): 1104-1108.).

선행연구

▪한국과학기술원

생명과학과 김대수 교수 연구팀은 스트레스 저항

성이 있는 쥐와 저항성이 없는 쥐의 뇌를 조사해 스트레스 저항성
에 왼쪽 전전두엽 활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곳을 광유전학적
방법으로 자극하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음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Eumee Lee, et al. "Left brain cortical
activity modulates stress effects on social behavior", Scientific
Reports 5, Article number: 13342 (2015)).

▪과학기술적으로 꿈을 연구하는 국내 연구팀은 없다고 해도 무방합
니다. 국내에서 관련 기술 개발을 통해 꿈, 기억, 감정의 측정, 저장,

기대효과

제거가 가능하다면 획기적인 연구가 될 것입니다.

▪부모나 선생님은 아이들이 말하지 못한 아픔이나 고통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실현된다면 우리 아이들의 꿈부터 보고
싶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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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을 자지 않고도 뇌를 쉬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
관련 질문

창조적 인간화의 핵심인 뇌의 휴식을 매개로 한 사업화 모델은
왜 없을까?

○ 수면을 취하지 않아도, 잠을 잔 것 같은 효과가 나는 기계 또는
약은?

▪한 가지 일에 장시간 몰두하면 집중력이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지난 2008년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 연구팀의 논문에 따르면 잠깐의
휴식만으로도 일에 몰두할 수 있는 주의력과 집중력이 현저하게

배경

증가된다고 합니다. (코메디닷컴 뉴스, 2013.12.24)
- 또한 핸드폰 등 기기와의 접촉 없이 멍하니 있을 때 뇌 전체가

쉬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저장하는 곳, 창의력 부분이 활발해졌습
니다. (MBC 뉴스, 2014.8.8)

▪서울대학교 윤대현 교수는 뇌를 쉬게 할 수 있는 운동법으로 ‘사색
하며 걷기’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뇌는 자연스럽게 휴식을
얻고, 피로를 푼다는 것입니다. (웰빙라이프 2012년 7월호, 조아름)

선행연구

▪한국정신과학연구소 뇌과학연구실 박병윤 박사에 다르면 알파파는
수면과 활동의 중간에 위치해 있어 중매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
니다. 알파파가 나오지 않는 다는 것은 뇌가 휴식을 취하지 못해
정신적으로 긴장, 불안, 스트레스 상태라는 것입니다.(뇌파밴드별
상호 연관성에 따른 뇌기능 최적화 연구, 한국정신과학학회 2004
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103-108).

기대효과

▪바쁜 현대인에게 뇌의 휴식은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선행연구로 미루어 볼 때 잠을 자지 않고 뇌를 쉬게 해줄 방법의
개발은 기술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X질문은 기존에 있었던 수면을 통한 휴식이라는 근본적인 개념을
흔드는 접근으로써 획기적인 제안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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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문제

관련 질문

행복수면이 가능한 다양한 방법은 무엇일까?

○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없을까?
○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하여 조금만 자도

상쾌하게 하루를 보낼

수 없을까요?

○ 인공적으로 숙면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국민이 제기한 X문제 대표적 키워드 중 수면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나의 수면 체크, 최적의 수면 방법, 수면의 질 향상 등 행복하게

배경

수면을 하고 싶은 사람들의 바람이 적힌 글들이 게시판에 끊이지
않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사회가 수면 문제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문분야, 산업분야에서는 행복하게 잠을 잘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예전부터 진행해왔으며, 여러 방법으로 사람들이
보다 나은 수면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행연구

- 뇌전도 베개를 이용한 수면 유도 및 장치(출원: 한국과학기술원)
- 컬러히스토그램을 이용한 수면의 질 향상(신성윤 외(2011.6). 한국

정보통신학회논문지 제15권 제6호)
- 생체리듬을 맞추어 수면의 질을 높여주는 기기(주간무역, 2015.5.29.)
- 감태추출물을 통한 수면의 질 개선(foodnews, 2015.3.10.) 등

▪하지만 수면에 관련해 끊임없는 질문이 제기되는 것을 보면 대중은
행복한 수면을 할 수 있는 법에 대해 획기적이고 명확한 답을 얻지

기대효과

못한 것 같습니다.

▪잠을

잘 자는 시민, 그래서 상쾌한 하루를 맞이하는 시민이 증가

한다면 우리사회의 삶의 질은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위 X문제는
선행연구가 많아 이를 넘어선 참신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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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

미래의 컴퓨터는 어떠한 소재와 모양으로 만들어질까?

○ 종이처럼 얇고 휘어지는 컴퓨터는 없을까? (창의축전 질문)
○ 컴퓨터는 종이같이 얇고 모양 변형이 되지 않는 건가?
(초중고 학생 질문)

▪사람들은

똑똑하게 많은 일을 해내는 스마트 기기들과 어디든지

함께 하고 싶어질 것이며, 그에 따라 앞으로 모든 기기들은 얇고
가볍고 유연해질 전망입니다.

▪이러한 소재의 대표 기술인 플렉서블 디스플레이(Flexible Display)의
매출은 2024년 전체 디스플레이 시장의 15%를 차지하고 매출은 230억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IT 시장조사기관

배경

IHS. 2015)

▪사람들이 원하는

얇고 가볍고 유연한 소재는 오래 전부터 있었습

니다. 대표적인 것은 종이입니다.

▪뇌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컴퓨터,

기존의 전자회로보다는 느리더라

도 생체 환경에서 활용해야 하는 컴퓨터, 쉽게 생분해될 수 있는 환
경친화적인 컴퓨터의 필요성 또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필립스(Phillips)사의 과학자들과 공동 연구를 진행한 서리대학교

▪

어드밴스드 기술연구소는 특수한 형태의 박막필름 트랜지스터가
어떻게 플렉시블한 디지털 회로의 복잡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지
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KISTI 미리안

선행연구

』, 2014.3.12).

『글로벌동향브

리핑

▪유기반도체나

유기트랜지스터 연구 분야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

만 고체전자소자의 구동 원리를 유기물로 구현하려는 수준일 뿐,
어떤 일련의 정보를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단위 정보처리 소
자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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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생체 이식이 예고되는 미래의 스마트 디바이스를 위해 인체
삽입과 삽입 후 자연 폐기를 위해 단백질로 만든 컴퓨터도 생산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물과 단순한 유기체의 조합만으로 이루어져 알약처럼 복용하여 논
리적 임무를 수행 후 자연스레 소화되어 없어지는 컴퓨터, 쓰레기
가 되지 않고 땅에서 분해되는 컴퓨터 개발 등 무궁무진한 가능성
이 기대되는 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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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X문제

악천후를 뚫고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안경이나 망원경을
만들 수 있을까?

○ 안개를 뚫고 볼 수 있는 안경이나 망원경 빛을 연구해 발명해주
세요

관련 질문

○ 매우 짙은 안개 주행 시 먼저 안전거리 확보한 후 주행하는 시스
템은 어떨까?

▪폭우가 수시로 쏟아지는 장마철에는 운전 시, 시야 확보에 어려움을
겪기 마련입니다. 또한 사건 현장이나 화재 현장에서는 시야 확보가

배경

안 된 상황에서 현장에 투입되어 구조 업무를 펼치는 경우가 많습
니다.

▪위와

같은 경우 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고, 화재 현장에서의 구조

시간이 지체되어 생명을 위협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밤이나 안개가

낀 날에 투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근적외선 카메라

기술에 대한 특허는 2012년 출원된 바 있습니다. (안개 투시 기능을

선행연구

가지는 근적외선 카메라, 출원번호: 10-2012-0041954)

▪헬멧에 장착한

휴대용 연기투시장치에 관한 특허도 출원된 바 있

으며, 이 장치 또한 카메라를 이용한 연기투시를 하는 방법입니다.
(헬멧에 장착한 휴대용 연기투시장치, 출원번호: 2020030025606).

기대효과

▪하지만 안경이나 망원경 형태의 기술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해당 기술과 관련된 도전적인 아이디어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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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X문제

관련 질문

중ㆍ장거리에서도 잡음 없이 나만 들을 수 있는 무선
오디오 시스템은 없을까?

○ 나만 들을 수 있는 소리를 송출하는 스피커가 있을까요?
○ 특정한 공간범위 내에서만 구현되는 스피커를 만들 수는 없을까?
▪유선 시스템이

가지는 불편을 해소하고 높은 이동성의 장점을 앞

세우는 무선통신 기술의 필요성은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스피커에서 나오는 장엄하고 입체적인 음악을 다른 사람들을
방해하지 않고 나만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수요가 많습니다.

배경

도시에 사는 현대인에겐 듣고 싶지 않은 소음이 무척 많습니다.
나에겐 아름다운 소리가 남에겐 짜증나는 소음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이 참신한 것은 소리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제어할 수 없
느냐는 문제의식 때문입니다. 듣고 싶은 소리와 듣기 싫은 소리를
구별하고 싶은 욕구를 반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 대의 스피커를 일렬로 붙여 소리의 전달 효율을 높이는 라인
어레이 스피커는 넓은 공간 중 원하는 방향으로만 음을 방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사용하려면 높은 천정과 긴 길이의
공간이 필요하며, 음역 대에 따라 음색이 다르게 들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든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Professional
Audio Magazine, 2009.7).

선행연구

▪2011년

10월 11일 동국대학교는 초지향성 초음파 스피커 시스템

기술을 특허 등록하였습니다. 이 초음파 스피커 시스템은 목표 위
치에서 특정의 시각 장애인을 향하여 가청 주파수 대역의 초지향
성 음원 신호를 발생하는 스피커입니다(등록번호:10-1074431). 이처
럼 소리를 조준해 쏴줌으로써 특정 지역에서만 소리를 들을 수 있
도록 만든 초지향성 스피커는 원하는 곳에 소리를 집중시켜 먼 곳
까지 일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주파
음을 만들어낼 수 없어 소리가 부자연스러운 단점이 있으며, 가격도
비쌉니다. (YTN, 2012.5.20)

기대효과

▪위와 같은

기존 시스템의 음질과 중ㆍ장거리 커버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개인형 오디오 시스템 개발에 관한 다양한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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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X문제

관련 질문

어디에 있든지, 마치 원하는 현장에 직접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을까?

○ 생생하게 라이브를 즐기는 아바타 공연관람 시스템은?
○ VR(가상현실)과 TV가 결합된 콘텐츠로 방송을 라이브로 볼 수
있을까?
○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한 원격 통신 학교, 원격 통신 작업(직업)을
가질 수 없을까요?

▪신체적ㆍ시간적ㆍ공간적

제약으로 꼭 보고 싶은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라이브 생중계 시스템도
있지만 카메라맨에 의한 장면만을 수동적으로 볼 뿐입니다.

배경

▪직접

체험하기 어려운 환경을 기술로 만들어내서, 사용자가 직접
그 속에 있는 것 같은 효과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형태의 교육ㆍ업무 환경에서 탈피하여 효율을 유지하면서
사회적인 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복수의 참가자 또는 교육 경험을 즐기는 대화형 가상현실 실행 극장

및 환경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공연을 볼 수 있는 기술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대화형 가상 현실을 실행하는 극장형 오락 시스템,
출원번호 : 1020037000250, 출원인 스프라우트 랜디 티 외 1인)

▪헤드마스터라는 게임은 가상현실 헤드셋을 쓰고 플레이를 하면 실제로
선행연구

축구를 하고 있는 것처럼 헤딩을 연습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하면 실제 다리를 움직여가면서 게임 속에서
공을 차볼 수도 있습니다. (가상현실과 축구가 만나면, TechHolic,
2015.08.03)

▪하지만 이와 같은 기술은 하드웨어 기기의 소형화ㆍ경량화와 같은
기술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또한 현장에 있는
것처럼 느끼기 위해서는 촉각적ㆍ후각적 부분에 대한 연구 역시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대효과

▪노인 및 장애인 등과 같은 이동이 불편한 약자들도 시공간을 초월
하여 원격의 사용자들과 함께 있다는 공존감을 느끼며 협업을 가
능케 하는 기술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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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X문제

신물질을 개발하여 한 가지 옷으로 여름엔 시원하게,
겨울엔 따뜻하게 지낼 수 있을까?

○ 신물질을 개발하여 한 가지 옷에 여름엔 냉방 겨울엔 난방을 할 수
있을까?

관련 질문

○ 자동으로 온도를 최적으로 맞추어주는 옷이 없을까?
○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모두 다 입을 수 있는 의류를 개발할
수는 없을까?

▪대한민국은 4계절이 뚜렷하여 여름에는 고온다습하며 겨울에는 저온
건조하다는 계절적 특성이 있습니다. 실내의 냉ㆍ난방으로 실내외

배경

온도차를 경험해 여름에 감기에 걸리기도 합니다. 또한 간절기에는
아침, 저녁과 한 낮의 온도차가 심하게 벌어지기도 합니다.
- 이러한 이유로 하나의 옷으로 계절과 관계없이 냉ㆍ난방이 가능한

옷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냉ㆍ난방이 같이 되는 의류 관련 특허의 경우 신물질 개발에 의한
것이기보다는 옷에 냉온팩을 부착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일례로
2001년 1월19일 협우물산주식회사가 출원한 냉온 기능 옷 특허
(출원번호:2020010028877)와 2002년 11월30일 김성태가 출원한 냉ㆍ

온팩 조끼(출원번호:1020020075714)를 들 수 있습니다.

선행연구

▪냉방

또는 난방이 되는 신물질 및 신소재 개발과 관련된 연구는

다수 존재합니다. 실버레이(주)는 2009년 ‘고신축성 발열/전도사를
활용한 온도조절 스마트(헬스케어)소재 및 의류제품 개발 성과’를
보고서로 발표했으며,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은 2012년 ‘고효율 선상
발열소재를 이용한 지능형 온열섬유제품 개발’이라는 과제를 수행
한 바 있습니다.

기대효과

▪현재까지의 연구

동향을 볼 때 냉ㆍ난방이 모두 가능한 신물질은

아직 미개발 상태인 듯합니다. 이 연구 주제는 섬유나 신소재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에게 도전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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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X문제

잘못된 습관이나 실수를 감지하여 나에게만 알려줄 수는
없을까?

○ 뇌가 내 습관과 생각을 인식해 행동과 말을 실수하지 않도록 사전
알림기능을 받아볼 순 없을까요?

관련 질문

○ 나쁜 습관의 재발 시기를 미리 예측하고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대학(원)생 질문)

○ ‘조용한 알람’이 가능할까요?
▪사람들은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저지르곤 합니다. 나쁜 습관인 것을
알면서도 그 습관을 고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배경

▪본 X문제는 비교적 손쉽게 수집이 가능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참신한
콘텐츠를 생산하고자 하는 접근으로 ‘조용한 알람’이라는 재미있는
니즈와 결합하였습니다.

▪서울시 통계데이터담당관에 따르면 서울시는 사고 내역, 유동인구,
날씨 등 공공 민간 보유 빅데이터의 융·복합 분석을 통해 ‘교통사
고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서울특별시 보도자료, 2015.3.16). 이를
통해 빅데이터 기반의 잘못된 행동 분석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

선행연구

습니다.

▪최근 ‘마이닝 마인즈(Mining Minds)’라는 기법을 통해 스마트 디바
이스로 수집 가능한 개인의 행동패턴이나 생각, 감정 등의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화된 라이프 매니지먼트 서비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대효과

▪이러한

기법을 기반으로 개인의 잘못된 습관과 실수를 자신에게만

알려주는 참신한 방법들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은 조만간 없어질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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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문제

관련 질문

무분별한 정보의 홍수시대에 어떤 정보가 믿을 만한지
체계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 확실한 정보만 얻을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인터넷에 있는 정보들이 공신력을 가질 수 있나요?
▪SNS를 비롯한 수많은 개인 매체의 증가로 하루에도 수많은 정보와
콘텐츠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배경

▪온라인상에서 유포되는 방대한 양의 지식과 정보 중 잘못된 내용이
많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여전히 인터넷 정보를
많이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지식인포럼 story K).

▪언론

분야에서는 게이트키핑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감시자 역할을

하는 ‘팩트 체커’의 개념이 등장하였습니다. 전문가가 행하던 팩트
체커의 역할을 크라우드 소싱 방식의 집단지성에 적용한 미디어 벤처

선행연구

기업 Newstrust도 있습니다 (2010 해외 미디어 동향 미디어 기업의
독자 활용 전략, 언론진흥재단조사분석 2010-03).

▪웹

페이지의 인기 순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하였던 구글은 자사가

보유한 엄청난 양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진실성’에 입각한 정보
검색 시스템을 구상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더 캣처, 2015.3.27).

▪지금까지 정보의 진위 여부 및 양질의 정보를 가리는 일은 알고리즘
방식보다는 질적 평가 중심의 방법이 보다 나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

기대효과

니다.

▪위와 같은 연구 흐름을 기반으로 질적ㆍ양적 방법을 융합한 새로운
정보 신뢰도 평가 연구가 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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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

빅데이터를 이용한 인적자원의 역량 개발 및 지도 구축을
통해 구직자와 일자리의 매칭률을 높일 수 있을까?

○ 어떻게 하면 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을 찾아줄 수 있는가?
○ 인재와 기업의 매칭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 빅데이터를 이용해 사람의 적성을 찾을 수 있을까?
▪고용통계에 따르면 2015년 청년실업률은 10%를 넘어섰으며 미래의
구직시장은 ICT 및 로봇의 발달로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배경

- 산업통상자원부의 통계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2년까지 2.92%

증가한 국내 생산성과 달리 총 고용자 수는 2.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SNS 형태로 제공되고 있는 링크드인(LinkedIn)을 비롯한 다양한
일자리 추천 서비스는 구직ㆍ이직 희망자가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행연구

▪이러한

기반정보를

더욱

확장하여

행동패턴

분석이

가능한

IoT(Internet of Things), 각종 개인용 전자 제품과 그들 간의 네트

워크를 의미하는 IoP(Internet of People) 기반의 빅데이터를 통해
개인의 능력과 적성 파악이 가능한 지에 관한 연구는 도전적 과제
입니다.

▪위와 같은 빅데이터 기술을 통해 기업은 업무에 맞는 인재를 채용
하고, 구직ㆍ이직 희망자는 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과 직장을

기대효과

찾는다면 일자리 불일치 현상이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다양한 사람들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어린이, 청소년
에게 모의 직업경험을 제공하고 관련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인생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훨씬 흥미진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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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

농아나 뇌성마비 환자 등과도 대화를 쉽게 나눌 수 있을까?

○ 뇌성마비 환자를 위하여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농아들이, 수화를 모르는 이와도 대화를 쉽게 나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농아, 뇌성마비 환자처럼 말을 통한 대화에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신체적 약자들이 우리 사회에 존재합니다.

- 농아인이 사용하는 수화는 비음성어에 속해 어휘의 부족, 형용사에

배경

제약이 있습니다. 기본형 어휘는 가능하지만 의성어, 의태어, 맛,
색깔 등의 표현이 어려운 것입니다. 수화로 대화가 가능한 일반인도
많지 않습니다.
- 뇌성마비 환자는 말뿐만 아니라, 신체의 움직임에도 제약이 있어

소통이 쉽지 않습니다.

▪마비질환 환자(예. 루게릭병, 다발성 경화증)의 소통 수단을 마련해
주는 대표적인 프로젝트로 미국의 아이라이터(Eye Writer)가 있습
니다. 환자의 눈동자 움직임을 읽는 안구 추적 시스템을 통해 자신
의 의사를 표현하고 글을 쓰게 해주는 기기를 비교적 저렴하게 제

선행연구

공하는 오픈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입니다.
- 현재 Not Impossible 재단의 믹 에블링(Mick Ebeling)은 뇌파를 이

용해 생각하는 것을 대화로 옮기는 브레인 라이터(Brain Writer)를
서울디지털포럼 2013에서 최초로 공개한 바 있습니다.(서울디지털
포럼 2013).

▪농아인의
기대효과

불완전한 음성 언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기기 혹은

시스템 개발부터 뇌 센서 및 자극을 통한 마비질환 환자의 소통을
지원하는 뇌과학 영역까지 감각과 신경을 아우르는 다양한 접근이
시도될 수 있는 X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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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

장애인에게 필요한 사물인터넷은 무엇일까?

○ 시각장애인 럭시가 필요한 사물인터넷은 무엇일까요?
○ 시각장애인 부부의 육아를 도와줄 수 있는 장치나 시스템을 개발할
수 없을까?

▪2015년8월7일

에이블뉴스에는 “정책적 관점에서 바라 본 장애인

대상 정보통신”이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기사의 필자인 김경

배경

식은 장애인의 입장에서 본 일상생활 속의 정보통신 기술의 제한
적인 부분에 대해 논하고 있습니다. 그는 “차세대 정보통신 기술인
‘사물인터넷’ 기술이 실현되면 미래 장애인의 일상생활은 긍정적으로

다가온다”고 언급하였습니다.

▪KT는 헬스케어, 응급안전 서비스 등 장애인들을

위한 사물인터넷

(IoT)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경남신문, 2015.6.2).

선행연구

▪이처럼 장애인을 위한 사물인터넷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정보접근 능력이 떨어지면서 정보격
차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2015.4.16).

▪가전제품, 전자기기, 헬스케어, 스마트홈, 스마트 카 등 다양한 분야
에서 사물을 네트워크로 연결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효과

본 X질문의 연구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의

중요성은 요즘 우리사회가 뜨겁게 논의하고 있는 사물

인터넷 기술의 실현 여부나 경제적 효용성이 아닌, 우리 사회의
소수와 약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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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

창조지식 사회를 위한 도시 공간구조의 개혁 방안은
무엇일까?

○ 광화문, 시청, 여의도 저녁이면 비워진 공간을 활용할 수는 없을까?
○ 밤이 되면(퇴근 후) 비어 있는 건물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
할 수 있을까?

▪전통적으로 공간은 인간의 행동에 편의를 제공하면서 다른 한편으
로는 인간의 행동을 통제하는 역할도 해 왔습니다.

- ‘공간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공간을 만든다’는 말은 이런 뜻입

니다. 공간마다 거기에 걸맞는 행동규범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
습니다.

배경

▪하지만 최근에는 공간의 기능이 열려 있는 추세입니다. 특정 공간과
특정 기능 사이의 필연성, 상관성이 사라지는 것이지요.

- 이를 ‘역공간’(liminal space)이라고 하기도 하고 틈새 공간, 혹은

문지방 공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 백화점에서 영화를 보기도 하고 갤러리에서 파티를 열기도 하며,

전철 안에서 공연을 하는 것이 그 보기입니다.

▪서울시는 2013년부터 25개 자치구의 공공시설 중 일정 시간대에 활용
되지 않는 750여개의 유휴공간을 개방 (공유허브, sharehub.kr)하였

선행연구

습니다. 또한 건물을 원하는 이용 시간별로 나누어 이용(연습장,
communitypractice.tumblr.com), 비어있는 공간을 필요한 사람과

연결(아이들랏,

idlelot.kr),

빈

주차공간

공유(모두의

주차장,

moduparking.com) 등의 서비스가 현재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간의 공유 혹은 개방은 융합이나 교류, 네트워크 등을
통해 ‘창조자본’이나 ‘사회자본’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기대효과

‘공간 정의’를 실천하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공간사용에

관련된 공공윤리나 사회도덕 측면도 함께 고려된 아이디어를 기대
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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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

개인에게 특화된 도시 공간 서비스 시스템 구축이
가능할까?

○ 전통적인 도시의 개념에서 벗어나 개개인에 맞는 새로운 도시개념을

적용하여 Advanced location based service를 제공할 수 있을까?
(대학(원)생 질문)

▪지금까지

도시의 모습은 위치 기반(location based)으로 구성되어

내가 살고 있는 곳을 중심으로 백화점은 얼마나 떨어져 있고, 병원은
얼마나 가깝게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경

본 X질문은 위치가 아닌 개인의 경험과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든 유형, 무형의 공간들을 개인을 중심으로 재배치
하면 어떻게 달라질 지에 관해 얘기합니다.

- 예컨대 서울 강남의 G백화점은 누군가에겐 쇼핑의 장소가 아닌,

자신의 소중한 반려자를 만난 운명의 장소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강원도의 망상해수욕장은 바닷가라기보다는 자신의
사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장소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도시의 한국형 개념인 유비쿼터스 도시(U-city)의 성과진단과
미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에서는 공간개념의 부족, 지능화 기반

선행연구

시설의 관리운영 부실, 과도한 구축비용, 성공모델 부재 및 체감서
비스 부족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용, 장환영,
김걸. 2014.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7(2). 71-82)

▪이

질문이 시대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이유는 우리사회가 모든

사물을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사물인터넷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기

기대효과

때문입니다.

▪각종

기기들과 스마트폰에 부착된 다양한 센서를 이용한다면, 각

개인이 도시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에 따라 도시의 모습은 시시
각각 어떻게 변화하는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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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

과학기술을 도입하여 한국 국가청렴도를 높일 수 있을까?

○ 한국 국가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세계

반부패운동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는 매년 부패지수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부패지

수는 국가청렴도라고도 불리며 공무원과 정치인이 얼마나 부패해
있다고 느끼는지에 대한 정도를 국제 비교하고 국가 별로 순위를

배경

정한 것입니다.

▪한국은 100점 만점에 55점을 기록했으며 이는 ‘절대 부패를 벗어난
정도’로 해석됩니다. 순위로는 175개국 중 43위를 기록, 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는 2014년과 같이 27위로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E-나라지표)

▪국내에서는 부패지수 측정 모형의 정당성과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다. (박용치, 이충민. 2005. 한국조사연구학회. 6(1). 1-38.)

선행연구

▪현재 부패지수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투명성기구는 2014부패인식
지수 발표와 함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성명서에는 부패문제
해결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고 검찰개혁, 국가적 윤리인프라 재
구축, 제도 정비 등을 제안했습니다.

▪X문제에서는

획기적인 부패개혁을 위해 제도, 정책 개선을 넘어

과학기술의 도입을 제안합니다.

기대효과

- 이전부터 국책 과제 해결에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의견이 많이 대두

되었습니다. 중요한 국책과제인 부패개혁에 X프로젝트가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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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

대한민국에서 자살률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과학기술적 방안이 있을까?

○ 자살하는 사람들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
○ 자살의도가 생기는 것을 감지해서 유사시 순간적인 충동을 억제해
주는 방법은 없을까? (대학(원)생 질문)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은 OECD국가 중 1위(2015년)이며,
10~19세 청소년 인구의 자살률 증가속도는 OECD 국가 중 2위로,
2001년 3.19명에서 2011년 5.58명으로 57.2% 급증했습니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3)은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인 에코

배경

세대(1979년생~1992년생)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환경에서 성장
했지만 현재 저성장 기조에서 고통스러운 사회진입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자살률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자살 충동과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살률

·

감소와 예방을 위해 전국 시 도에서 상담 프로그램 중심의

다양한 자살예방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지만 실질적 지원이 미흡하
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12년
선행연구

·

미국 존스홉킨스 의대 정신의학 행동과학 교수 버지니아

윌로우어 박사는 자살충동을 유도하는 유전자를 발견한 바 있습니
다(Willour, Virginia L., et al. "A genome-wide association study
of attempted suicide." Molecular psychiatry 17.4 (2012): 433-444.).

▪최근에는 개인의

감정표현 등을 작성한 소셜 빅데이터를 수집 및

모니터링 하여 자살 위험 예측 모형을 구축하는 방법의 연구(한국
보건사회연구원, 2014.5.2)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

▪자살 위험에 놓인 잠재적 위험군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획기
적이면서도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자살 예방 시스템이 개발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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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

노인과 아이들의 돌봄을 상생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떠한
기술이 필요할까?

○ 노인과 아이들의 돌봄을 슬기롭게 해결할 방법은?
○ 노인들이 주변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장치는 없을까? (초중고 학생 질문)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노인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맞벌이 부부 증가에 따라 아이들의 돌봄 문제도

배경

사회적으로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역아동복지센터와 노인돌봄서비스 등을 통해 국가자원과
자원봉사자의 노력으로 노인과 아이들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그 수요에 비해 역부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2006년에 출간된 앨빈 토플러의
저서 『부의 미래』에서 언급 된 “타임 달러”와 같은 일종의 지역
화폐 운동과 자원봉사 활동의 연계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 “타임 달러”는 한 회원이 이웃 노인의 장 보는 일을 도와준 경우,

선행연구

그에 대한 서비스 봉사 점수를 쌓고 나중에 이 점수를 이용해 다른
회원에게 자신의 아기를 돌봐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계량화된 대안
화폐입니다.

▪이는

봉사활동에 대한 공식적 크레딧이나 마일리지 체계 도입을

통해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서도 자원봉사 마일
리지제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

▪노인과 아이들의 돌봄 문제 해소를 위해 더욱 체계적인 정책설계와
운영을 뒷받침하는 플랫폼이 제시된다면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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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문제

관련 질문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버려지는 비개간 농토문제를
과학기술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무엇일까?

○ 농촌인구 감소, 버려지는 농토문제 해법은 없을까?
▪농촌 인구가 감소해 고령화, 지역 경제 발전 위축, 일손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황폐

배경

해져가는 농토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전국의 휴경지는 최고 25만ha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되었습니다 (강원일보, 2012.9.15).

▪휴경지를 살리기 위한 노력들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청양 알프스마을의 경우 황무지였던 산골 오지마을에 축구장과

수영장을 만들었고 겨울에는 이앙기 눈썰매가 등장하는 얼음축제,

선행연구

여름에는 조롱박 축제를 개최해 한해 마을 매출액이 4억 원에 달한
다고 합니다 (문화일보, 2012.7.24).
- 또한,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휴경지를 활용한 미니텃밭, 주말농장

등을 개설하여 평일에 도시에서 활동하는 시민들이 주말에 농촌
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버려지는 농토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X문제는 이전에 도입해보지 않았던 기술의 접목, 참신한

기대효과

생각, 획기적 활용방안 등 다양한 접근법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켜
보고자 합니다.

▪본 X문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ㆍ농업인들에게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문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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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세금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국민 모두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술이 있을까?

○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국민 모두가 모니터링 할
관련 질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국가예산 인터넷에 공개하여 인터넷 국민투표를 통하여 삭감하자
▪국민들은 세금을 꼬박꼬박 내면서도 그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배경

있는지 알기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잘못 집행된 세금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환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무척 알고 싶어 합니다.
국가의 재정 현황을 공개하면 궁극적으로 정부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세금

관련 국민의 질문은 예컨대 내가 낸 세금(예, 근로소득세)이

실시간으로 어디에 쓰이는지를 알 수 있냐는 것인데, 전문가들은
이를 모니터링한다는 건 현재의 재정체계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 우리나라 재정은 갑근세의 경우 매달, 부가세는 1년에 4번, 법인

세는 1년에 2번, 주세 및 증권거래세 등은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체계입니다. 세금을 국고에 몽땅 편입한 뒤 계정 분류하고, 재정

선행연구

지출로 이어지기까지 평균 3개월의 시간이 걸립니다.

▪정부의 지출에는 어디서 마련한 돈인지 꼬리표가 없을뿐더러 재정
여건에 따라 한국은행에서 빌려오거나 국채를 발행하는 등 세금
외에도 다양한 경로의 수입이 있습니다.
- 정부가 의료, 고용, 창업, 교육 등에 세금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를

공개해도 이 돈을 어디서 가져온 것인지를 공개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대효과

]

▪내가 낸 세금이 언제쯤 시장에 풀린다는 정도는 알 수 있어도 ‘어디에,

어떻게’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
가들의 의견입니다.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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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문제

관련 질문

게임중독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게임플레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 게임을 하는데 중독이 되지 않을 수는 없을까? (초중고학생 질문)
▪누구나 한번쯤은

게임에 중독되어 밤낮 없이 컴퓨터에 앉아 있던

시절이 있을지 모릅니다. 게임 중독은 1990년대부터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였습니다.

배경

▪게임중독은 밤늦게 게임하느라 다음날 학생들이 학교에서 꾸벅꾸벅
조는 단순한 문제로 그치지 않습니다. 게임 중독으로 가족을 살해
하거나 자식을 방치하여 굶어죽게 한 충격적인 사례도 등장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명확한 해결방법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노컷뉴스,
2010)

▪현재

정부는

게임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셧다운제

(Shutdown)를 도입하였으며 연구계에서도 교육 프로그램, 약물치료,

앱 개발을 통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행연구

▪해외 게임 매거진 ‘Gamasutra’에 따르면 미국 하와이 대학에서

게임

내에서 사용자의 행동과 선호도가 중독과 연결될 수 있다고 하였
습니다. 사용자의 게임 플레이 행태와 게임 중독 간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X문제는 이와 같이 사용자의 게임 플레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게임에
중독된 사람들을 게임 안의 가상 세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을 핵심

기대효과

으로 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시대, 사용자의 게임 플레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요한

사회적 문제인 게임 중독을 해결한다면 더 좋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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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

빠져드는 대상을 바꿔 긍정적 몰입으로 유도 또는 전환하여
사회적인 중독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 중독자들이 많은 병든 사회를 어떻게 건강하게 변화시킬까?
▪현대사회는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 마약, 도박 등 수많은 중독에

노출되고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본 X질문은 이러한 중독 현상을 부정적인 몰입 상태로 재정의합니다.

중독에 쏟아 붓는 에너지를 다른 대상에 사용하면 어떨까요? 예컨대

배경

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연구자나 학자들은 사회를 발전시키고
문제를 해결하는 연구에 몰입하고 있는 셈입니다. 중독의 대상이
긍정적인 것입니다.

▪이처럼 중독의 대상을 바꿔 긍정적인 몰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
성을 본 X질문은 제기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과몰입 정도의 척도 개발, 완화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넘어 최근에는 사용자의 집중도를 나타내는

선행연구

뇌전도(EEG), 근전도(EMG) 측정을 통해 과몰입 상태를 탐지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재윤, 강행봉. 2014. 멀티미
디어학회논문지. 17(11). 1325-1334)

▪정부 차원에서의 인터넷 대응센터, 중독 학교 등이 운영되고 있지만
기존 방법과 다른 접근을 통한 변화 모색이 필요한 때입니다.

기대효과

▪현재의 과몰입 정도 측정 수준을 넘어 기존 멘탈 트레이닝 프로그램
등과의 접목을 통해 과학적ㆍ심리적 체계를 모두 갖춘 예방 및 치유
프로그램 또한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중독을 긍정적 대상으로의 몰입으로 유도하면서 사회적 발전의

계기로 삼는다면 공익적 측면에서 좋은 연구과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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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

안전성과 편리성을 모두 갖춘 새로운 개인인증 방식이
있을까?

○ 정보화 시대!! 개인정보를 더욱 편리하게 쓰되 더욱 안전하게
사용할 수 없을까?

▪일상생활의 다양한 곳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개인인증 방법에
대한 우선적 가치는 안전성과 편리성입니다. 오랫동안 이에 대한

배경

다수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경험하지 못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접근방법의 한계일 수도 있고 기술의 한계
일 수도 있습니다.

▪안전성 측면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개인정보에 대해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어렵도록 하는 비식별화 조치를 수행하는 등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2014. 방송통신위원회)

선행연구

▪편리성 측면에서는 최근 보안칩이나 지문, 홍채 인식과 같은 생체
인식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지만 경제성, 보안성 측면에서 불완전
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만족하기 위해 FIDO(생체인식 기술
표준)와 PKI(암호인증기술)를 결합한 인증기술 개발 연구(한국인터
넷진흥원, 2015)가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기대효과

▪많은 국민이 요구하는 개인인증 방법의 안전성과 편리성,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참신한 방법이 제안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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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권위주의적인 분위기의 교실이나 회사 내에서 자유롭게

X문제

질문하거나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까?

○ 수업시간이 아닌 방과 후 집에서 선생님들께 질문할 수 없을까?
관련 질문

배경

(대학(원)생 질문)

○ 과연 문화는 개조가 가능한 걸까요? (대학(원)생 질문)
▪수업의 콘텐츠 측면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수업 방식은 여전히
교사나 교수의 일방적 지식전달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국의 학생
들이 질문하는 것을 꺼려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
기가 아닙니다. 사회혁신에 중요한 원천인 과학기술, 사회과학연구소
에서도 신진연구자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나 질문을 제기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바로풀기(바풀,

선행연구

https://www.bapul.net/)와 같이 수학, 과학 등의
문제를 사진으로 찍어서 게시글을 작성하면 임의의 사용자가 답변을
제공하는 Q&A 기반의 소셜 러닝 플랫폼 서비스는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네이버 지식인 등의 포털에서 제공하는 Q&A 서비스도
있습니다.
- 일부 대기업에서는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자신이 소속된
팀을 벗어나 다른 팀의 팀원들과 이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권장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사례의 경우 다양한 학교나 연구소, 기업의 각종
회의에서 제기될 수 있는 질문이나 아이디어를 다루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본
기대효과

X질문의 요점은 권위주의적인 분위기에 구애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질문이나 아이디어를 제기할 수 있고, 이를 누군가 적극적으로
들어주고, 또 가능하다면 실현의 방법을 논의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 가능성입니다.
- 이런 플랫폼 서비스가 개발된다면 학교의 경우 오프라인 교육현장과
온라인 질문 플랫폼이 연동되어 수업의 질이 향상될 수 있고, 연구
소의 경우 신진연구자의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표출되는 창구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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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X문제

관련 질문

사교육 없이도 만족스러운 공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한
과학기술적 방안은 무엇일까?

○ 공교육의 정상화, 아이들이 왜 입시학원에 가야할까?
○ 학생들이 사교육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럽게 경쟁하지 않고도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방법은?

▪본 X문제는 오랜 시간동안 고민하고 논의된 주제여서 참신하지 않다고
배경

여길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대안이 나오고 있지
못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 고민한 정책당국자와 전문가들의 한계
혹은 막기 힘든 사회변화의 거대한 흐름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전 세계 유수 대학의 강의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무크(Massive

Open Online Course)는 공교육의 강화를 꾀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선행연구

‘교육혁명’으로도 불립니다. 교육부에서도 2015년 하반기부터 10개

대학의 27개 강좌를 대상으로 K-MOOC(한국형 무크)의 시범운영을
밝혔습니다 (한국대학신문, 2015.4.16).

▪미래학자 제레미 리프킨(한계비용 제로 사회, 2015. 민음사)은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극단적인 생산력 향상이 재화와 콘텐츠의 생산비용을
무료에 가깝게 만들어 무크와 같은 공유경제 모델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기대효과

기존의 공교육 효과에 대한 설문조사 방식의 검증이 아닌

현재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증강현실, 가상현실 체험과 같은 과학
기술을 통해 학교와 교사의 역할 변화에 대한 시사점과 파급효과
도출, 집중화된 교육 콘텐츠 및 환경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
하고 있습니다.

▪본 X문제는 공교육을 강화시키는 관점, 사교육에 대한 새로운 접근,

나아가 대안까지도 폭넓게 수용합니다. 참신하고 도전적인 아이디
어가 절실하다고 판단해 공익적 문제로 선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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