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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 MIT 테크놀로지 리뷰 선정 스마트 기업, 에너지 및 의료 분야 강세 

◈ ‘MIT Technology Review(테크놀로지 리뷰)’는 해마다 가장 효과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혁신적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선정, “가장 스마트한 기업 50선”을 발표 

• MIT TR이 기술에 강점을 가진 잡지인 만큼, 50대 기업 목록에는 기술 기업들이 즐비한데, 

매년 순서가 바뀌기 때문에 기업의 기술력을 측정하는 바로미터가 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흥미를 끌고 있음 

• 기업의 선정기준은 재무상태나 연구원 등 외형적 요소가 아니며, 세상을 바꿀만한 혁신 여

부인데, 2016년 가장 스마트한 기업으로는 아마존닷컴이 선정되었음 

• 2016 년 ‘가장 스마트한 기업 목록’에서 주목되는 점은 중국 기업들의 약진으로 바이두가 

2위에 오른 것을 비롯하여 화웨이(10위) 텐센트(20위), 디디추싱(21위), 알리바바(24위)가 

상위권에 대거 이름을 올렸음 

• 한국 기업으로는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인 라인이 38위에 올랐으며, 쿠팡이 44위, 2014년 

4위에 올랐던 삼성전자는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도 선정되지 못했음 

• 스마트 기업 50선에는 테슬라 모터스,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등 잘 알려진 기업뿐만 아

니라 그리 알려져 있지 않지만 자신의 분야에서 매

우 주목 받고 있는 기업들도 포함되었으며, 2016년

에는 의료 및 DNA 시퀀싱 기술, 에너지 분야 등의 

스타트업이 많이 보이는 것도 특징 

◈ 5위에 오른 ‘애퀴온 에너지(Aquion Energy)’는 카네기

멜론대학의 소재 과학 연구자가 창업한 스타트업으로 

태양광이나 풍력 등으로 발전한 전기를 축전하는 신

형 배터리를 개발 

                                          
*  본 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산업분석팀(☎ 042-612-8296)과 최신 ICT 동향 컬럼리스트 박종훈 집필위원

(soma0722@naver.com ☎ 02-739-630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필자의 주관적인 의견이며 IITP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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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Aquion Energy 

[그림 1] 애퀴온 에너지의 소금물 전지 



 

 

  

최신 ICT 이슈 

35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 일반적으로 축전지용으로는 납 전지가 사용되지만, 납 전지는 독성이 강하고 기온이 높은 

지역에서는 성능이 저하되는 단점이 있음 

• ‘염수(소금물) 전지’로 불리는 애퀴온 에너지의 배터리는 무독성 소재를 조합하여 만들어 

안전하고 가격도 저렴하며 성능도 납 전지에 비해 몇 배 높다고 함 

• 재생 에너지를 담기 때문에 배터리 자체로 녹색기술로 만들었다고 하며, 현재 빌 게이츠와 

벤처 캐피탈 업체 KPCB가 투자하고 있음 

◈ 7 위에 선정된 ‘23andMe’는 그 사람이 잠재적으로 걸릴 가능성이 높은 질병을 알려주는 유

전자 검사 키트를 100 달러 이하로 판매한 것으로 유명해진 기업 

• 공동 창업자 중 한 명인 앤 워지스키는 구글 창업자 중 한 명인 세르게이 브린의 아내(지

금은 이혼하여 전처)인 것으로도 화제가 된 바 있음 

• 2007년부터 판매가 시작된 이 회사의 검사 키트는 FDA(연방식품의약국)의 승인 없이 너무 

많은 종류의 질병을 다루었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판매가 제한되어 있음 

• 이후, 일부 유전 질환에 대한 테스트와 

“선조의 구성” 보고서를 발간하기 위한 

테스트를 재개하고 있는데, “선조의 구성

(Ancestry Composition)”은 유전자 분석상 

자신의 조상이 세계 어느 민족, 어느 지역 

출신인지를 구성도로 보여주는 것으로 다

인종 사회인 미국에서는 관심이 높음 

• 이 회사가 지금까지 모은 약 1,000 만 명

분의 유전자 정보는 집합적으로 의료 연

구에 제공되고 있음 

◈ 9위에 오른 ‘스파크 세라퓨틱스(Spark Therapeutics)’는 유전자 치료 방법을 혈우병이나 유전

성 시각 장애의 치료 등에 활용하고자 함 

• 이미 상장 기업이지만 원래는 필라델피아 아동병원에서 시작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하

고 있으며, 임상 시험에서 좋은 성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점차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 

◈ 13 위를 차지한 ‘셀렉티스(Cellectis)’는 ‘면역세포 엔지니어링’이라는 새로운 분야의 치료 방

법을 개발하는 프랑스 기업으로, 이미 상장 기업임 

<자료> 23andMe 

[그림 2]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선조 구성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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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렉티스는 최근 2년 사이에 영국에서 치료 수단이 없었던 2명의 유아 백혈병 환자 치료

에 성공한 것으로 주목 받고 있으며, 저비용의 암 치료 방법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의료 분야에서 방사선 기사는 AI(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데, 바로 그 대체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곳이 14위에 오른 ‘엔리틱(Enlitic)’임 

• 스타트업 엔리틱은 딥러닝을 이용해 엑스-레이 영상에서 의료 진단을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엔리틱을 이용한 폐암 진단율은 의사보다 높다고 함 

• 방사선에 의한 건강 진단은 첫 번째 단계로 앞으로 다양한 의료 영상, 연구 데이터, 의사

의 노트 등도 학습함으로써 다양한 유형의 진단과 치료 조언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 

• 이렇게 되면 방사선 기사뿐 아니라 의사도 AI 기술로 대체될 지 모르지만, 이상적인 것은 

기술자와 의사들에게 이런 기술을 지원하여 보다 인간적인 진단과 치료를 하게 하는 것 

(CIOL, 6. 30. & MIT Technology Review, 7.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