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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인사말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파괴적 혁신을 동반한 4차 산업

혁명의 물결 앞에서 우리는 그간 익숙하던 삶과 일의 방식

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술 변화

의 속도는 매우 빠르고 그 파급력은 광범위해 기존과 전혀 

새로운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8일,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선제적 제도 정비와 관련 정책 조정

을 논의하기 위하여 출범하였습니다. 이에 특위는 4차 산

업혁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혁신과 

변화의 기반을 만들어 저성장ㆍ저생산성의 늪을 벗어나고자 ‘혁신 촉진적인 생태계’를 만

드는 한편,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인적강화의 기회를 보장해 ‘혁신 수용성을 높이

기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의 ‘투트랙 해법’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6개월간 민간전문가가 참석한 9차례의 공청회와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관부처 검토, 민간의 재검토 등을 거쳐 6대 분야 18개의 핵심 아젠다를 선

정했습니다. 이를 심도있게 논의할 2개 소위를 구성했고, 10차례의 소위원회에서 민간

전문가, 정부와 특위가 머리를 맞대어 152건의 정책(105건) 및 입법(47건) 권고안을 도

출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6개월이라는 한시적인 활동기한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광범위한 파급력을 고려

할 때 독일ㆍ미국 등 주요국의 4차산업혁명 관련 대응사례를 다루고 4차 산업혁명과 관

련한 국가 로드맵을 수립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

를 함에 있어 중요한 기초자료이기에 소홀하게 다룰 수도 없었습니다.

 

이에 특위는 KCERN의 이민화 교수팀에 본 연구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짧은 기간임

에도 불구하고 주요 선진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사례 분석, 우리나라의 정책적 대응 

평가와 비전, 정책방향 및 핵심정책 과제, 민간과 공공부문의 역할분담 및 정책체계 



정비, 향후 중장기적 과제까지 다양하게 연구하고 국가 차원의 과제를 체계적으로 제

시하였다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이민화 교수님과 주강진 책임연구원, 그리고 함

께 수고해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정책연구용역결과는 지난 4월 중간보고에서 수렴한 특위 위원님들과 민간 자문위

원님들의 의견까지 반영된 것으로서, 특위가 총 30차례의 회의를 통해 마련한 152건

의 정책 및 입법 권고안(국회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참조1))과 함께 

향후 국회와 정부의 4차 산업혁명 논의 시 더욱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믿습니다. 아

울러 누구나 본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배포ㆍ게재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풍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해야 할 논의는 많으나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 처음에는 참으로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특위 위원분들과 정책연구용역팀, 민간전문가 등 모두가 함께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덕분에 소정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기에 이것

으로 감사인사를 갈음합니다.

두려운 것은 기술 변화 그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 경제ㆍ사회 시스템과 제도 개선의 

지체가 참으로 두려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국회 4차 산업혁명특위 위원장 김성식

1) 국회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 홈페이지 http://science.na.go.kr/4cha/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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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문

□ 위기의 대한민국

대한민국 위기의 원인은 대한민국 내부보다 글로벌 연구기관들이 더 잘 알고 있다. 한

국 위기의 핵심은 세계경제포럼이 제시한 금융시장 성숙도 74위, 노동시장 효율 73위, 제

도의 경쟁력 58위와 정부의 투명성 98위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IMD 보고서도 유

사하다. 이 모두가 한 마디로 한국 정치의 위기를 의미한다.

한국 정치의 위기는 산업화 기득권과 민주화 기득권이 초래한 양극화와 이들 간의 극

단적 대립에 있다. 산업화를 주도한 대기업과 민주화에 기여한 대기업 노조는 각각 중소

기업과 비정규직보다 현저한 기득권의 이익을 누리고 있다. 그러면서 이들은 타협이 없는 

양극의 대립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이제 해방 이후의 무극(無極)의 혼돈에서 현재의 양극(兩極) 대립을 넘어, 

이제 태극(太極)의 순환을 통한 사회 대통합을 이룩해야 한다. 대립에서 상생으로 가는 패

러다임의 대전환이 절실하다. 추격에서 탈추격으로의 대전환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성장과 분배라는 양극의 논리는 이제 대립에서 선순환으로 승화되어야 한다. 성장을 

위한 분배이고 분배를 위한 성장이 되어야 한다. 성장을 위한 규제개혁과 노동 유연성이 

분배를 위한 사회안전망과 일자리 안전망과 순환되기 위하여 조세와 기부의 혁신이 동시

에 이루어져야 한다.

□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성장은 노동도 자본도 아닌 혁신이 주도해 왔다는 것을 250년 산업혁명의 역사가 입증

한다. 세상은 ‘키워서 나눈다’는 순환적 사고와 ‘싸워서 뺏는다’라는 폐쇄적 사고를 하는 

두 부류로 나뉜다. 싸워서 뺏으면 내 몫은 커지나 사회 전체는 정체되어 결국 글로벌 경쟁

에서 뒤처진다. 투쟁과 분배의 공산주의 실패는 당연한 역사적 결과다. 혁신으로 성장하고 

분배로 순환하는 win-win의 열린 시장경제 패러다임이 일류 국가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혁신은 연결의 창조성을 시장의 선별로 합리적 확산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연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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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막는 각종 장벽의 돌파와 재도전의 확산과 보상 시스템의 합리성이 혁신의 3대 핵심 

요소다. 공무원 고시에 벤처창업보다 훨씬 더 많은 청년이 도전하는 이유는 혁신의 기댓

값 보다 실패의 손실이 크기 때문이다. 사회 전체는 혁신을 통하여 국부를 창출하고 개개

인은 혁신의 기댓값이 실패 손실보다 커야 혁신이 확산된다. 실패는 나쁜 결과가 아니라 

혁신으로 가는 과정이다. 사회 전체가 기업가적 도전의 결과인 정직한 실패를 지원하고 

개인은 학습을 통하여 재도전할 수 있을 때 사회는 발전한다. 한강의 기적을 이끌었던 기

업가정신은 위축되고 비전보다 문제 중심의 각종 징벌 제도가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 전 

세계 유례없는 감사원의 정책 감사, 갈라파고스적 제도인 무한책임 주식회사, 히틀러가 만

든 배임죄로 기업가 옥죄기, 95%의 연구개발이 성공하는 추격형 연구 등의 대표적인 문

제 중심의 징벌 사례들이다.

 혁신의 촉진을 위하여 스타트업(startup)에서 스케일업(scaleup)으로 가는 혁신 생태

계가 필요하다. 창업 정책, 연속기업가 정책, 글로벌화 정책, 재도전 정책 등이 핵심 정책

들이 된다. 가장 중요한 양대 개혁 방향은 과다한 개별적  창업 지원 정책을 지양하고 원

칙적 재도전을 허용하는 재도전 정책과 벤처와 대기업이 협력하는 M&A의 활성화다. 이

를 위하여 KCERN의 벤처 쿼드 싸이클을 한국의 창업 생태계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분배의 문제를 살펴보기로 하자. 분배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전제 조건이다. 

분배의 원칙은 공정, 투명, 안정성이다. 한국의 분배 구조 문제는 과다한 중소자영업과 지

나친 이권 경제의 발호에 있다. 예를 들어, 진입장벽을 통한 지대추구 수익이 중소자영업 

수익의 두 배 수준에 달한다. 혁신이 없는 금융 투자, 라이선스 사업, 지대(地代) 수익 등

에 증세를 하고 혁신의 보상은 확대해야 한다. 중소 자영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이권 경제

의 공정 경쟁화와  공공부문의 개방화를 분배구조 혁신을 위한 3대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

고자 한다. 

분배의 핵심은 사회안전망과 일자리 안전망이다. 사회 안전망은 생존의 욕구 충족에 

필요한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 일자리 안전망은 안정의 욕구 충족을 

넘어서는 도전의 의지를 촉발하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과소한 안전망과 과다한 안전

망 모두가 국가의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저해한다. 생존의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해결

해 주되, 안정의 단계 이상은 스스로 도전하도록 하는 것이 선순환 국가 정책이다.

성장과 분배는 순환 정책으로 완성된다. 조세정책, 기부 정책, 투자 정책과 소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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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4대 정책이다. 핵심 개념은 순환을 촉진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주에 명예를 제공하여 경

제가치와 사회가치의 선순환을 촉진하라는 것이다. 분배가 곧 생산이고, 생산이 곧 분배가 

되기 위한 인프라다.

가치창출과 가치분배의 확대는 부가가치 확대를 통하여 이룩된다. 일자리는 부가가치

의 함수다. 부가가치를 만들어 그 일부를 분배받는 선순환의 연결고리가 일자리의 본질적

인 의미다. 세금으로 억지로 만드는 일자리가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은 이유다. 

성장과 분배와 순환의 연결고리는 부가가치다. 부가가치를 만들고 나누는 과정을 설계하

는 것이 국가의 정책이다. 직접 분배에 개입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 영역에서 한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 대통합이란 성장에 필요한 규제개혁과 노동유연성이 분배의 요소인 사회안전망과 

일자리 안전망과 동시 타결되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 유연성은 혁신을 통한 성장을 뒷받침

하나, 개별 노동자의 일자리 불안정성을 의미한다. 노동의 딜레마는 개별 노동자의 일자리 

불안정성을 전체 사회의 안정성으로 끌어내는 사회안전망으로 해결해야 선순환할 수 있다. 

그러나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사회안전망은 혁신 성장의 성과에 대한 세금으로 구축이 

가능하다. 결국, 성장　분배　순환은 각기 독립적인 요소가 아니라 상호 연결된 삼위일체

(三位一體)가 된다. 과연 이런 국가 혁신이 가능할 것인가? 스웨덴의 렌 마이드너 협약

(1940년), 네덜란드의 바세나르 협약(1982년), 독일의 하르츠 개혁( 2003년) 등이 대표적

인 대통합 사례다. 이러한 대통합의 바탕은 총체적 국가 위기 인식 공유와 신뢰와 비전의 

리더십이다. 과연 우리는 위기의식 공유와 비전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가.

□ 4차 산업혁명의 본질

이러한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하늘이 준 마지막 기회가 4차 산업혁명이다. 

4차 산업혁명은 오프라인의 현실과 온라인의 가상 세상이 각각 디지털 트랜스폼과 아날로

그 트랜스폼으로 순환되는 혁명이다. 소유의 가치가 지배하는 현실 세계와 공유의 가치가 

지배하는 가상 세계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다. 두 세상이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에서 가치 

체계의 충돌은 필연적이고 이러한 가치 혼란의 극복 능력이 4차 산업혁명 선도 조건이다.

우선 산업혁명의 진화 단계를 살펴보자. 1, 2 차 산업혁명은 물질세계 혁명으로 소유

의 가치가 지배한 결과, 공유 플랫폼이 형성되지 못했다. 3차 산업혁명에서는 온라인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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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등장하면서 온라인 공유 플랫폼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규모는 오프라인 

경제의 5% 수준에 불과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주도한 3차 산업혁명까지는 정보 

공유 수준인 온라인 플랫폼 경제에 머물렀다. 이제 인공지능과 아날로그 트랜스포메이션

이 촉발한 4차 산업혁명에서는 현실과 가상 세계가 정보를 넘어 물질 수준에서 융합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O2O 융합경제 규모는 2030년 전 세계 경제의 5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GE 등). 4차 산업혁명은 정보에 이어 물질까지 공유되는 혁명이기 때문이다. 이

러한 공유경제 확산은 필연적으로 물질과 정보의 불일치로 야기된 신뢰 문제를 제기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4차 산업혁명에서 신뢰를 뒷받침하는 기술인 블록체인이 등장

했다. 블록체인으로 통제 권력이 없는 분산 플랫폼이 가능해지고, 물질과 정보가 일치하는 

신뢰 경제로 진화한다. 인공지능이 성장을 촉진한다면, 블록체인이 분배를 촉진하게 된다

는 것이 세계경제포럼의 견해이기도 하다. 

□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 4 단계 전략

4차 산업혁명은 현실과 가상이 데이터를 통하여 융합되는 혁명이다. 4차 산업혁명은 

현실 세상을 디지털 트랜스포머로 가상화 하고 가상세계의 최적화된 결과를 아날로그 트

랜스폼으로 현실화하여 스마트한 현실 세상을 구현하고자 하는 혁명이다. 이러한 스마트

화 과정은 4단계로 이루어진다는 KCERN 4 단계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4차 산업혁명을 디지털 트랜스폼(digital transform)으로 이해하는 것은 4차 산업

혁명 기술의 절반만 이해하는 것이다. 디지털 트랜스폼은 현실을 데이터화한다는 의미로 3

차 산업혁명부터 시작된 개념이다. 4차 산업혁명에서는 데이터를 현실화하는 아날로그 트

랜스폼(analog transform) 개념이 추가로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 구현 모델로 디지털 트

랜스폼과 아날로그 트랜스폼의 순환으로 현실 세계를 스마트 현실 세계로 발전시키는 스마

트 트랜스폼(smart transform)이란 개념을 다음과 같이 4단계로 제시하고자 한다. 

현실을 가상화하는 디지털 트랜스폼과 가상을 현실화하는 아날로그 트랜스폼이 순환하는 

4차 산업혁명의 4단계 스마트 트랜스폼 과정은 인간의 두뇌에서 이루어지는 4단계와 같다. 

인간의 뇌는 현실세계가 아니고 데이터로 이루어진 가상세계다. 1분 전 내 생각은 분명 현

실이 아니라 가상이다. 인간의 뇌와 4차 산업혁명은 현실 세계를 가상화하여 구조화된 모델

을 만들고 예측과 맞춤을 통하여 현실을 최적화(스마트화)한다는 측면에서 같다. 데이터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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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수집, 저장, 구조화, 현실화라는 4단계는 인간의 뇌와 4차 산업혁명에서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제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4단계 프로세스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그림] 4차 산업혁명의 4단계 프로세스

첫째, 현실세계를 데이터화 하는 단계다. 현실 세계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러

나 데이터의 가상 세계는 편집과 복제가 자유롭다. 인간은 오감을 통하여 시간, 공간, 인

간이라는 천지인(天地人)의 현실세계를 데이터화 한다. 같은 개념으로 데이터화 단계는 사

물인터넷(IoT)과 생체인터넷(IoB)으로 현실세계를 데이터화하는 것이다. 즉, 현실의 시간　 

공간　인간의 3간(間)을 각종 센서로 가상화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첫 단계다. 여기서 

각종 센서들은 4차 산업혁명의 오감이 된다.

둘째는 클라우드에 빅데이터를 만드는 정보화 단계다. 현실 세계는 단기 기억은 해마

에, 장기 기억은 대뇌피질에 저장되어 정보화 된다. 마찬가지로 현실의 사물과 인간의 데

이터는 서버와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빅데이터가 된다. 현실 세계에 흩어진 데이터들이 통

합되면서 융합의 가치를 만드는 것이 네트워크 효과다. 예를 들어, 네비게이터는 개별 자

동차의 위치를 통해 전체 교통의 흐름을 보여준다. 요소 데이터가 모인 빅데이터가 부분

과 전체를 통합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볼 때 생태계의 입체적 구조가 

드러난다. 따라서 정보화는 반드시 클라우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클라우드 우선 정책이 

절대적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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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는 지능화 단계다. 뇌의 전전두엽은 해마와 대뇌피질의 데이터를 구조화하여 예측

과 맞춤의 가치를 창출한다. 이를 위해 현실 세상에 대한 구조화된 모델을 만드는 것이 

인간의 지능이다. 마찬가지로 클라우드에 모인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구조화하여 미래에 

대한 시간(時間)의 예측과 개별 사물과 개인에 대한 시공간(時空間)의 맞춤을 제공하는 것

이 지능화 단계다. 빅데이터를 구조화한 모델로 예측과 맞춤을 최적화 하는 것이 인공지

능의 역할이다. 이 단계는 딥러닝을 포함한 인공지능 예측 기술이 핵심 역할을 담당하나, 

전통적인 계산능력은 기계 지능이 보완한다.

마지막 네 번째는 스마트화 단계다. 인간의 행동에 해당하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로

봇이다. 가상세계에서 최적화한 예측과 맞춤의 가치를 현실화 하는 것이 인간의 행동이다.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의 예측과 맞춤의 가치를 현실화하는 기술을 광의의 로봇 개념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협의의 로봇은 물리적 행동을 수반하나, 광의의 로봇은 반드시 물리적 

행동일 필요는 없다. 소프트웨어 로봇도 있고 챗봇도 있다. 인간은 행동의 결과 피드백을 

통하여 학습한다. 로봇의 행위 결과가 긍정적이면 인공지능 내부 모델 강화 학습을 하고 

부정적이면 수정 학습을 하여 더욱 구조화된 모델로 진화하는 것이 학습 과정이다. 1단계

인 데이터화가 현실의 가상화라면, 4단계인 스마트화는 가상의 현실화다. 인공지능이 도

출한 예측과 맞춤의 가치를 현실화하는 단계다.

가상화에 필요한 기술이 디지털 트랜스폼이라면 스마트화에 필요한 기술은 그 반대 방

향 기술인 아날로그 트랜스폼이다. 여기에 중간에서 가상세계의 최적화 역할을 수행하는 

인공지능이 추가되면 스마트 트랜스폼의 기술 3종 세트가 완성된다. 4차 산업혁명의 구현 

모델로 디지털 트랜스폼+인공지능+아날로그 트랜스폼(D.T+A.I+A.T)의 기술로 이루어진 

1)데이터화 2) 정보화 3) 지능화 4) 스마트화의 4단계 모델을 제시한다. 이제 4차 산업혁

명 국가 전략은 이러한 4단계 프로세스의 촉진에 있다. 이제 단계별 현안을 정리해 보자.

#1. 1 단계인 데이터화 단계에서는 데이터 수집 역량이 국가 역량이 된다. 다행스러

운 것은 데이터 전송을 위한 한국의 통신 인프라는 세계적 수준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추

가로 사물인터넷을 위한 규제개혁과 주파수 정책이 필요하다. 데이터화 단계의 가장 심각

한 문제는 세계 최악의 데이터 수집 규제다. 우선 개인 정보 수집을 살펴보자. 4차 산업

혁명의 지능화는 빅데이터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런데 빅데이터 형성이 안 되면 4차 산

업혁명은 시작부터 불가능하다. 지금의 데이터 수집은 사전 동의 원칙이나, 빅데이터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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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활용이 기본 속성이다. 현재의 개인정보 수집 규제와 빅데이터는 원초적으로 충돌하는 

개념이다. 미국은 사전 규제가 아니라 사후 징벌을 하는 옵트아웃(opt-out)이라는 네가티

브 데이터 규제를 하고 있고, 유럽도 올해 5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개인정보 기준인 

GDPR에서 조건부 사후 동의를 허용하고 있다. 우리도 포괄 동의와 사후 징벌 강화로 전

환해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은 비식별화 법적 기준을 충족한 개인정보의 활용과 불법적 재

식별화의 강력한 징벌이 실질적으로 유일한 대안이다.  현재 한국의 비현실적인 재식별화 

가이드라인으로 인하여  빅데이터 형성은 가로막혀 있다. 반면에 재식별화 징벌은 너무 

느슨하여 실제적인 보호는 되지 않고 있다. 공인인증서 사례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불편하

고 안전하지 않은 규제 속에 매몰되어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시작하기 위하여 올해 내 반드시 개인정보에 관한 규제가 우리의 경쟁

상대인 일본을 앞서는 수준으로 선진화 되어야 할 것이다. 유럽의 GDPR은 블록체인 등

의 신기술 관점에서 이미 시대에 뒤쳐지고 지나치게 복잡하다. 일본은 이미 유럽보다 미

래지향적인 개인 정보 기준을 만들었다. 그 핵심에 익명가공정보라는 개념이 있다. 우리의 

비식별화에 해당하는 익명 정보를 기준에 맞추어 가공하는 가공업체를 통하여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촉진하는 것이다. 유럽의 GDPR은 300페이지의 방대한 분량으로 너무나 

복잡하다. 결과적으로 한국에서는 시행 규칙 및 행정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규

제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 악마는 항상 디테일에 있지 않은가. 미국과 같은 사후 규제의 

opt-out이 어렵다면 적어도 일본 수준의 단순한 사전 규제의 opt-in 제도가 4차 산업혁

명으로 가는 길을 열어 줄 것이다. 현재의 일방적 데이터 쇄국주의는 19세기 구한말 상황

을 재현할 우려가 너무나 크다.

다음으로 실명 개인정보는 개인에게 통제권이 부여되어야 한다. 통신사와 유통업체 등 

대기업들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소비자가 필요에 따라 다른 기업으로 이전할 권리가 있어

야 한다. 일본이 개인 정보 통제권을 부여한 이유는 대기업의 데이터 집중을 견제하고 스

타트업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함이다.

개인정보와 더불어 공공 정보의 개방이 양대 축이 된다. 공공데이터는 3등급 분류를 

통해서 영국을 포함한 선도 국가 수준인 90% 이상으로 개방해야 한다. 공무원들에게 개

방에 따른 인센티브는 주어져야 하고 개방에 따른 불이익이 없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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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의 오류 등에 대하여 한시적 면책 특권이 있어야 한다. 지금과 같이 개방을 승인받

는 체제에서 비개방을 승인받는 네거티브 데이터 원칙으로 가야 한다. 그리고 개방 과정

은 쉬워야 한다. 공무원들에게 데이터 인터페이스까지 만들라는 것은 개방하지 말라는 얘

기와 같다.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들인 공무원에게 개방의 보상은 높고 페널티는 적어야 

공공 데이터 정책은 활성화 된다.

[표] 스마트 코리아 1단계 데이터화

#2. 2 단계인 정보화 단계 정책들을 정리해 보자. 흩어진 현실 세계의 인간과 공간의 

데이터를 통합하여 빅데이터로 만드는 과정이 정보화 단계다. 빅데이터를 통하여 부분과 

전체가 통합되는 4차 산업혁명의 융합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의 정보가 모여 

전체가 되기 위해서는 정보화는 반드시 클라우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기업과 기업, 민간

과 공공이 융합되는 4차 산업혁명에서 특정 조직의 서버에서 데이터가 융합될 수 없다. 

결론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정보화는 필연적으로 클라우드에서 이루어진다. 이미 주요 국

가들은 클라우드 퍼스트(cloud first) 정책을 표명한 지 오래다. 미국 CIA와 국방성 등 비

롯한 최고 비밀을 다루는 정부기관들도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하고 있다. 미국은 더 나아

가 2017년 클라우드 퍼스트에서 클라우드 유일(cloud only)정책으로 변경했다. 이제는 

클라우드와 서버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클라우드로 가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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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의 가장 큰 오해는 클라우드는 보안에 취약할 것이라는 잘못된 시각이다. 서

버와 클라우드의 해킹 및 랜섬웨어 등의 정보보안 분석 통계는 압도적으로 서버가 더 취

약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ISO27000과 Fedramp 등 각종 보안 기준을 준수한 클라우드는 

보안에 강하다. 실질적으로 개별 서버가 보안에 훨씬 더 취약하다. 실질적으로 개별 서버

는 해커들의 밥이 된 지 오래다. 의료정보 클라우드 활용을 금지한 기간 중 개별 병원에 

보관된 개인 의료정보들은 해커들이 쉽게 탈취해 갔다. 이런 잘못된 클라우드 정책의 결

과가 대한민국을 정보화 후진국으로 추락시켰다. 세계는 이미 클라우드로 이전하여 4차 

산업혁명에 돌입하고 있다. 인터넷 트래픽 중 OECD 국가의 클라우드 비중은 90%를 넘

는데 한국은 한자리 수에 불과하다. 한국도 2015년 클라우드 퍼스트를 원칙으로 하는 법

을 공포했다. 그런데 현실은 OECD 최저의 클라우드 활용을 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혁신과 융합의 공간인 클라우드를 도외시하고 한국은 3차 산업혁명의 잔재인 개별 서버에 

집착을 이제야 벗어나려고 시도하고 있다. 갈라파고스적인 정보화 쇄국주의 결과는 하늘

이 준 마지막 기회인 4차 산업혁명 대열에서 대한민국이 탈락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라는 구분은 의미가 사라졌다. 한국의 지자

체들이 추진하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이제는 진정한 클라우드가 아니라는 의미다. 혁신

과 융합의 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의 통합전산센터 마찬가지다. 이미 영국을 포

함한 많은 국가가 포기한 방식이다. 에스토니아의 사례와 같이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는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통합되어야 한다. 10% 미만의 국가안보의 필요한 핵심 데이터만 내

부 관리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그러나 한국은 공공기관의 외부망 PC에는 클라우드 

공유 데이터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클라우드 규제 혁신 없이는 4차 산업혁명의 미래는 

존재할 수 없다. 3년 내 클라우드 트래픽을 50% 이상 끌어올리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

다. 스마트시티, 스마트 공장, 스마트 교육, 스마트 금융의 확산이 대안이다. 클라우드가 

없는 스마트시티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스마트 공장, 스마트 교육, 스마트 금융에도 클라

우드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엄청난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스마트 티 프로젝트들은 데이

터와 정보화의 굴레를 벗어나기 이전에는 예산 낭비에 불과하게 될 우려가 너무나 크다. 

민간기업의 경우에도 클라우드 활용은 부진하다. 정부의 지나친 클라우드 규제가 민간

에 미친 결과이기도 하나, 한편으로는 회사의 기밀을 숨기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그러나 

추격 경쟁의 시대에는 폐쇄적 비밀 유지가 성공 전략이었다면, 4차 산업혁명의 개방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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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에는 개방과 공유가 성공전략이 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실리콘밸리 소프트웨어

의 95%는 오픈소스다. 5%만 직접 개발하면 시장 경쟁에서 차별화된 나만의 제품과 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90%를 직접 개발한다. 같은 개발 능력을 가정할 때 

한국은 18배의 자원을 추가 투입한다. 폐쇄 경쟁에서 개방혁신으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하다. 개방혁신에 국가 과제 등의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한 이유다.

이러한 국가 클라우드 정책을 버츄얼 코리아(Virtual Korea) 프로젝트로 명명하자. 버

츄얼 싱가포르와 같이 각 분야에 현실과 가상이 1:1 대응하는 가상 국가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다. 산업, 금융, 도시, 교통, 건강, 복지, 교육, 제도 등의 각 분야가 버츄얼 코리아 

플랫폼에서 융합되어 자기조직화하는 야심적인 미래 과제를 추진해 보자. 

[표] 스마트 코리아 2단계 정보화

#3. 3단계인 지능화 문제를 살펴보기로 하자.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모델을 구축 학습하는 것이 지능화 단계다. 이를 통하여 새로운 입력이 들어올 때 적절한 

미래 예측과 개별 맞춤을 제시할 수 있다. 공장은 최적의 운영을, 복지는 효율적 복지를, 

교육은 맞춤 교육을 할 수 있다. 빅데이터의 구조화는 딥러닝(Deep Learning)으로 대표

되는 인공지능이 담당한다. 딥러닝으로 생산 라인의 불량품 이미지를 학습하여 구조화된 

예측 모델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제품 사진을 판별하여 불량 여부를 자동으로 

가리게 된다. 판독 결과에서 오류가 있으면 새로운 학습을 통하여 예측 모델을 지속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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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한다. 여기에서 인공지능의 식량이 빅데이터다. 데이터와 정보화 쇄국주의의 결과로 

한국은 빅데이터가 부족한 인공지능 후진국이 되었다. 중국은 저 멀리 앞서가고 심지어는 

베트남도 자연어 번역의 말뭉치인 빅데이터를 우리보다 많이 가지고 있다. 한강의 기적에 

성공한 대한민국은 서버 기반의 가두리 방식 성공에 함몰되었다. 

지능화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력이다. 이 단계에서 정작 필요한 인력은 인공지

능 개발 인력이 아니라 활용 인력이다. 인공지능은 이미 여러 오픈 커뮤니티에서 오픈소스

로 제공되고 있다. 누구나 접근하여 무료로 사용 가능한 인공지능 커뮤니티가 곳곳에 열려 

있다. 여기에서 수십만의 개발 인력들이 집단지능으로 개방혁신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가 

독자적인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것은 갈라파고스 진화 함정에 빠질 우려가 너무나 

크다. 이제 인공지능의 일반 문제는 개발이 아니라 활용의 문제다. 인공지능을 활용할 10

만 핵심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그리고 간단한 활용 교육을 100만 명 현장 인력에 제공하

자. 기업마다 간단한 인공지능 활용 인력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주요 대학과 

연구소의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이러한 인재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온라인 

교육 사이트인 유다시티, 코세라 등에는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다. 이들은 

한국어로 번역하여 현장 인력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당장 긴급 대책이다. 

다음으로 인공지능 응용 결과를 공유하는 혁신의 확산에 필요하다. 스마트 폰에서 수

십만 명이 개발한 앱을 수억 명이 공유하듯이, 이제 구글의 텐서플로우(tensor flow)와 

같은 인공지능 커뮤니티에서 개발된 프로그램들이 소프트웨어 공유 플랫폼인 깃허브

(Github) 등에 공유되어 있다. 우리가 풀어야 할 대부분의 유사 문제들은 이미 오픈소스

로 제공되고 있다. 인공지능은 활용 인재와 응용의 확산이 핵심 현안 과제다.

[표] 스마트 코리아 3단계 지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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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지막 단계인 스마트화의 현안들을 살펴보자.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트랜스폼

에서 아날로그 트랜스폼으로 무게 추가 이동하고 있다. 아날로그 트랜스폼은 가상세계의 

예측과 맞춤으로 현실세계 인간의 욕망을 충족하는 기술이다. 아날로그 트랜스폼의 시작

은 현실과 가상을 넘나드는 인간의 욕망을 디자인하는 CPS(cyber physical system) 디

자인이다. 인간의 미충족 욕망을 육체와 정신의 차원에서 디자인하는 서비스 디자인의 확

장이다. 인간의 욕망을 디자인하여 육체적 욕망 충족은 3D 프린팅과 로봇이, 정신적 욕망 

충족은 증강/가상 현실 기술이 역할을 수행한다. 이어서 욕망을 거래하는 블록체인과 핀

텍, 욕망을 지속하는 게임화 기술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욕망을 공유하는 플랫폼 기술을 

제시한다. 이러한 신기술 보급을 위하여 기술 교육 온/오프라인 교육 체계가 필요하다. 기

술의 지속적 발전을 뒷받침할 집단 지능 기반 기술 교육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스마트화의 구현 단계에서 리빙랩(living lab)과 같은 소셜 이노베이션이 요구된다. 경

우에 따라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규제 샌드박스와 같은 유연한 

네가티브 규제화가 필요하다. 특히 규제 샌드박스에서 발생한 문제의 사후 책임을 묻는 

오류는 범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표] 스마트 코리아 4단계 스마트화

스마트화 단계의 가장 첨예한 문제는 현실과 가상의 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존 오

프라인 기업과 공유경제 기업의 충돌이다. 기존 오프라인 기업의 손을 들어 줄 것이냐 신

규 공유경제 기업의 손을 들어 줄 것이냐를 두고 논쟁은 그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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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관점에서 문제를 판단하자는 것이 4차 산업혁명 선도 국가들의 입장이다. 차량공유 서

비스가 불법인가 합법인가는 소비자의 후생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프라인 

산업의 50% 이상이 창조적 파괴에 직면하는 4차 산업혁명의 성공 여부는 현실과 가상의 

융합 과정의 갈등 조정 능력에 달려 있다. 4차 산업혁명에서 기술보다 제도가 중요한 이

유다. 기존 산업을 보호하려는 각종 진입 규제가 노동 경직성과 함께 국가 전체를 경직화

시켜 4차 산업혁명을 저해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혁신을 이룩하기 위한 제도적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네거티브 규제, 융합 민주주의와 정부4.0 프로젝트를 제안하고자 한다.

[표] 제도 개혁 능력

□ 일자리 정책

4차 산업혁명으로 물질의 풍요는 증가한다. 기술혁신 다음 문제는 분배의 축인 일자리 

문제일 것이다. 일자리는 산업혁명 250년 역사상 창조적 파괴를 거듭해왔다. 이 과정에서 

기술혁신으로 실업률이 증가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토마스 하이 

위스콘신대 교수의 방대한 연구 결과다. 예를 들어, 농업의 일자리가 80%에서 2%로 하락

했으나, 78%의 농민들이 실업자가 된 것은 아니다. 그들은 제조업을 거쳐 서비스업을 거

쳐 플랫폼 서비스업으로 창조적 파괴를 거듭해왔다. 이 과정에서 1인당 소득은 50$에서 

2만 불까지 증가했고 농업 생산성은 100배가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자본과 노동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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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미미하다. 대부분이 혁신의 성과다. 소수의 인력으로도 생존의 욕구를 충족하게 되면서 

인간의 상위 욕구인 안정의 욕구와 사회적 욕구와 자기 표현의 욕망 충족을 위한 일자리

가 새롭게 창출되어 더 높은 부가가치의 일자리로 진화했다. 이 과정에서 기술은 일자리

를 파괴하고 욕망이 일자리를 만들어 온 것이 250년 산업혁명 역사다.

그렇다면 기술혁신만 잘하면 문제는 해결되는가? 그렇지는 않다 생산성 향상으로 파괴

된 일자리가 미충족 욕망의 일자리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재교육시스템과 사회안전망이 필

요하다. 4차 산업혁명의 4대 국가 정책은 1) 기술혁신 2) 미충족 사회적 욕망 발굴 3) 일

자리 안전망 4) 사회안전망으로 정리된다. 미래 일자리는 지금의 단순노동, 정보수집, 지

식산업에서 복합 노동, 체험과 경험, 문화와 행복 산업으로 거듭 난다. 지금 모르는 수많

은 일자리가 유연한 일의 형태로 등장한다. 이러한 롱테일의 다양한 일자리를 연결할 긱 

플랫폼도 필요하다. 미래 일자리는 파트너로 구성되는 내부 일자리와 수많은 개방 협력에 

참여하는 롱테일의 긱 일자리로 구성된다. 미래 일자리는 특정 일자리 형태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고용노동부의 시대착오적인 NCS 제도는 반드시 재

고되어야 한다. 미래의 일자리는 지금 존재하지 않는 전혀 새로운 일자리가 65%가 넘을 

것이라는 것이 세계경제포럼의 주장이다. 미래 일자리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변화

에 대응하는 기업가정신을 키우는 것이 미래 일자리 교육 정책이 되어야 한다.

□ 주요 국가의 4차 산업혁명 정책

주요 국가들은 현실과 가상을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에 올인하고 있다. 한국의 일각에

서 4차 산업혁명은 한국만이 사용하는 용어라는 오해는 반드시 불식되어야 한다. 한국과 

주요 국가의 차이는 한국은 한국만의 브랜드가 없다는 것이다. 미국은 IT기술 중심의 디

지털 트랜스폼, 독일은 산업 중심의 인더스트리4.0, 일본은 고령화 사회를 고려한 소사이

어티5.0, 프랑스는 자유　평등　박애를 포함한 디지털 공화국, 중국은 제조와 인터넷을 융

합한 양화융합이란 자국의 맥락을 감안한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본질적으로 현실과 가상의 융합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한다는 관점에서는 같다. 단, 중국은 

일반 사회 문제보다는 산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국의 4차 산업혁명 전략은 중국과 유

사한 산업-기술 융합 전략에 속한다. 그러나 한국의 위상으로 볼 때 한국에 적절한 전략

은 주요 국가와 동일한 맥락의 사회-기술 융합 모델로 접근하는 데 있을 것이다. 



- 15 -

[표] 각국의 4차 산업혁명 전략 시사점

□ 4차 산업혁명 스마트 트랜스폼 경제-사회 모델

기술과 사회의 상호작용을 통한 국가 전략 수립이 주요 국가의 전략이었다. 그러나 4

차 산업혁명의 기술 모델과 사회 모델에 대한 체계적인 제시는 없다. KCERN은 기술과 

사회의 체계적 모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기술 모델로 디지털 트랜스폼

과 아날로그 트랜스폼이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순환하는 D.A.A 모델을 제시한다.

[그림] D.A.A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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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사회 모델로는 생산과 소비가 순환하는 5대 경제사회 요소와 이를 지속가능

하게 하는 4대 환경 요소를 포괄하는 9 Pillar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9 Pillar 모델

이를 바탕으로 기술과 사회문제를 융합 모델을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기술-사회 융합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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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기술-사회의 복합적 문제를 극복할 거버넌스 구조로 기존의 컨트롤 타워를 디

지털 조정 허브로 대체하는 조직 구조를 제안한다. 민간 참여로 4차 산업혁명 국가 전략

을 이끌어 갈 버츄얼 코리아 거버넌스 모델로 9대 사회조정역과 13대 기술 조정역에 민

간 참여를 반영한 위원회 조직을 민간 워킹 그룹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거버넌스 모델-워킹그룹

이를 바탕으로 9 대 분야 핵심 과제를 보고서에서 세부적으로 제시한다. 

[표] 9대 분야 핵심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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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추진을 위한 90대 추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

다. 90대 추진 과제들은 9대 사회 문제에 걸친 4차 산업혁명 핵심 추진 과제들을 선정한 

것이다. 국회 4차 산업혁명 특위의 활동이 종료되더라도 이 과제들이 각 부처에서 지속적

으로 추진될 수 있는 추진체계는 필요하다. 

국가 혁신의 최종 인프라는 국가 의사결정체계다. 현재 한국의 의회 민주제는 저효율

의 진영논리에 함몰되어 있다. 이를 극복하여 58위의 제도 경쟁력을 국가 경쟁력 수준인 

20위권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의 총아인 블록체인 기술을 스마트폰에 적용

한 블록체인 융합민주제의 도입을 최우선 과제로 촉구하고자 한다. 6개월 등 제한된 시간 

내 정당 간 미합의 사안들을 적어도 분기별로 스마트폰 국민투표에 회부하는 제도가 의회

의 발전의 촉매제가 될 것이다.

□ 하늘이 준 마지막 기회

2025년은 대한민국의 분수령이 되는 해다. 초고령화 국가 진입 시기인 동시에 4차 산

업혁명의 1차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다. 대한민국이 초고령화 진입이전에 4차 산업

혁명의 1단계를 완수하면 초고령화의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4

차 산업혁명 없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은 국가의 추락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남은 시간이 

없다. 기술보다 제도가 중요한 4차 산업혁명에서 국가 정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국가 혁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7대 

핵심 정책 추진을 제시한다.

  1) Quick-Win 과제로 데이터와 클라우드 규제 개혁

  2) 스마트 코리아 전략으로 체계화된 4차 산업혁명 기술-사회 플랫폼 구축

  3) 4차 산업혁명 추진 거버넌스 구축으로 지속적 리더십 확보

  4) 버츄얼 코리아 플랫폼 기반 국가 혁신 생태계 구축

  5) 스타트업과 스케일업의 혁신 생태계와 M&A 체계 구축

  6) 성장과 분배가 순환하는 사회 대통합 

  7) 제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블록체인 융합민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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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상생국가 모델, 새로운 국가전략

1. 한국의 빛과 그림자

□ 한국의 압축성장의 성과(빛): 세계 유일의 산업화와 민주화 동시 달성 국가

○ 1945년 2차 세계대전은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막을 내리면서, 대한민국은 독립함

○ 공식적인 한국의 1인당 GDP 수치는 1970년 이후에 집계되지만, 남아있는 자료에

서1953년 1인당 GNP는 67달러에 불과함1)

- 한국은 1955년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에 가입할 당시에 1인당 국민총생산

(GNP)이 65달러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세계 최빈국 수준임

- 1961년 한국의 1인당 소득은 82달러로서, 아프리카 가나(179달러)의 절반수준이

며, 이마저도 미국의 원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수치임

○ 1960~70년대 한국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룩함

- 특히 1960년대에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9.7%로 불과 10년 만에 한국경제규모는 

2배로 성장함2) 

- ‘새마을 운동’ 등을 통해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하여 1977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 

1,000달러에 도달하였으며, 이 성과를 세계의 경제가들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

름(김승식, 2013)

- 1970년대에는 경공업 중심에서 중공업 중심으로 한국경제 구조의 변화를 시도하

면서, 한국경제를 이끌어갈 정유, 조선, 철강 산업이 발전하기 시작함

○ 1980년대는 전자산업 등에 도전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면서 정치적으로

도 민주주의가 확립됨

- 80년대 후반 ‘3저 효과(엔고, 저유가, 저금리)’로 인해 1986년 이후 3년 연속 실질

경제성장률이 10%를 상회하였고, 1989년에 1인당 국민소득 5,000달러를 달성함

- 특히 이 시기에는 DRAM 반도체, 통신분야에 진출하면서 IT 산업의 기반을 다지

1) 한국은행, 국민계정(1953~1999) 개편 결과
2) http://kosi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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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시작함

○ 1997년에는 아시아 경제위기로 한국도 국가 부도라는 위기를 맞이하였으나, 이를 

극복하고 IT 강국으로 도약함

- 1997년 당시 1인당 국민소득 1만 1500달러가 외환위기 1년 만인 1998년 7,607

달러로 무려 33.8%나 추락하는 경제적 파탄 위기에 처하였음

- 정부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IMF 금모으기 범국민 운동’ 등 정부와 국민이 

외환위기 극복에 전력을 다하고 벤처기업협회 주도로 인터넷 코리아, 벤처 붐과 

함께 3차 산업혁명(정보화 혁명)을 선도함

○ 2000년대 들어서 한국은 고도성장을 이어가지는 못하였으나, 안정적인 성장을 바

탕으로 국제적 영향력을 높여가고 있음

- 한국은 20세기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OECD 원조를 주는 국가(2009년)로 전환된 

첫 번째 사례임

- 이외에도 국제사회에서 UN 사무총장 배출, 세계 정상 회의 G-20의 초대 의장국 

선정 등은 국제적 위상을 보여줌

○ 특히 경제적으로 한국은 괄목할 성과를 이루었으며, 제 3세계 국가에서 한국의 발

전상을 배우고자 찾아오고 있음

- 산업적으로 한국은 수출규모로는 7위, 제조업 경쟁력 5위의 국가이며, 주요 산업

으로 DRAM 세계 1위(65.3%), 휴대폰 세계 1위(31.1%), 자동차 세계 5위(5.8%), 

조선 세계 1위(48.1%), 디스플레이 세계 1위(53.8%), 철강 세계 6위(4.1%)국가임

- 또한 해외건설시장에서 초대형 프로젝트와 플랜트시장의 강자로 우뚝 서며 2009

년 세계 10대 수출국가로 진입하였음3)

- 기술측면에서도 GDP 대비 정부 R&D 투자가 세계 1위, R&D 투자 절대규모 세

계 7위, 국제기능올림픽에서 부동의 1위, 기술성취도(TAI) 세계 3위, 정보통신기

술지수(ICT) 세계 1위 등 그동안 기술입국이라는 기치 하에 성공적인 성과를 이

루었음(김석동, 2015)

○ 한국은 1945년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독립한 제 3세계 국가 중에서 민주화와 경

제성장을 동시에 이룩한 유일한 국가임

3) 50년대 이후 세계 10대 수출국으로 진입한 국가는 일본(‘60), 중국(’00)과 한국(‘09)의 3개국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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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0년부터 2015년까지 세계 GDP가 7.5배 성장하는 동안에, 한국의 GDP는 

38.6배가 증가하였으며, GDP 1조 달러 이상 국가 중에서 1인당 GNP는 10위임4)

- 동시에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독립한 국가 중에서 한국은 4.19, 5·18, 6월 항쟁

으로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이룩한 소수의 국가임

[그림] 한국이 이룩한 경제성과

자료: UN(2017), IMF(2017), 강두용(2017) 재인용

□ 압축성장의 한계(그림자): 저성장 양극화로 인한 사회갈등 증폭

○ 1차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성장방식은 한계에 직면함

- 정부가 대규모 인프라를 조성하고, 선별적 투자와 지원, 그리고 실패에 대한 징벌

로 1960~1990년대 단기간에 고도성장을 이룩했으나, 반도체를 제외하고 한국경

제를 견인하던 주력 수출산업은 부진을 겪고 있음

- 조선과 철강은 중국의 성장에, IT는 일본과 미국의 재부상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

며,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의 기조가 확산되면서 어려움은 배가 되고 있음 

- 이에 한국경제는 사상 최대치의 실업률을 경신하고 있으며, 국가 경쟁력은 해마다 

4) Angus Madison, Historical Statistics of the World Economy; IMF. 2013.4. World Economic 
Outlook를 참고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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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지고 있음

- 수출의 어려움과 함께 내수시장도 불황의 늪에 빠져있음. 가계부채는 1500조원에 

육박하며, 국민총소득(GNI)에서 가계비중은 약 70%(1995)에서 60%(2010)로 감

소하면서 평균소비 성향도 75%에서 70% 미만으로 감소함

○ 산업과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사회 갈등이 증폭되고 있음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증가하고 있음. 특히 생산성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임

금구조는 과도한 하청구조와 해외공장의 이전을 가져오고 있음

- 동시에 1993년 상위 10%의 소득비중은 2015년 48%까지 증가하면서 소득격차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IMF는 ‘아시아 불평등 분석 보고서’에서 한국을 아시아에

서 가장 소득이 불평등한 국가라고 지적함 

- 양극화의 심화되면서 상대적 박탈감과 사회에 대한 불만과 불신 등이 팽배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에 대한 불만과 불신은 지속적인 성장에 불안요소일 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이 됨

○ 여기에 한강의 기적을 이끌었던 1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으나, 한국사회는 이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함

- 이미 노년 빈곤율은 세계 최상위권으로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함(단, 노인 빈곤율 

통계 기준에는 국가간 상이점이 존재함)

○ 한국은 내부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외부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

는 새로운 변화에 직면하고 있음

- 특히 4차 산업혁명은 혁신의 어려움으로 효율성 중심의 사회를 기술의 발전과 연

결의 쉬어지면서 도전과 창의성이 중요한 사회로 변화시키면서, 추격중심의 한국

사회가 중대한 변화의 기로에 서게 되었음

□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기득권화

○ 한국의 정치문제는 압축성장과 민주화 과정에서 발생한 역사적 산물임

○ 고도 성장기에 한국의 산업화 전략의 핵심은 국가가 뒷받침하는 대기업 지원이었음

- 국가는 특정 산업 육성을 위한 특정 대기업 지원에 국가 자원을 집중함

- 큰 형이 잘 되면 동생들을 챙겨 줄 것이라는 ‘낙수 효과’의 믿음이 있었으나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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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노력한 과실은 대기업 재벌들에 집중되고 순환되지 않았음

- 산업화 과정의 기득권인 재벌 개혁이 국민적 화두가 된 이유임 

○ 민주화 과정에서는 상위 10%의 수입 비중은 29%에서 48%로 상승하여 미국 다음

으로 양극화가 확대되었음

○ 산업화의 성과가 상위 1%에 집중되었다면 민주화의 분배 성과는 대기업 노조 등 

차상위 9%에 집중된 것임

- 대기업은 국제 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 지급을 위하여 하청업체를 압박하면서 20

년 전 비슷했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차이가 이제 두 배로 벌어짐

-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신분제 임금’으로 대체된 결과임 

○ 산업화와 민주화 세력을 대표하는 보수, 진보 세력들은 각각 대한민국에 혁혁한 공

을 세우면서 기득권을 형성함

- 산업화(1%)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민주화(9%)는 대기업근로자와 일반 

근로자의 양극화를 초래함

- 상위 10%의 소득이 80% 이상 증가할 때, 하위 90%의 절대 소득이 10% 이상 

감소함

○ 기득권의 진입장벽으로 신분 이동 가능성이 축소되면서 한국 사회는 고착화되고 국

민행복도는 OECD 최저 수준으로 급락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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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기득권화

□ 위기진단과 해결 방향

○ 한국의 위기진단은 다양한 연구결과에서 일관된 결과가 나오고 있으나 해결되고 있

지 않음

-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서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기술과 혁신 순위는 

높으나 금융, 노동, 제도 등은 항상 하위권을 차지함

○ 금융, 노동, 제도(법률과 공공기관)는 정치와 관여된 비개방 분야로서 국제 경쟁력

은 떨어지나, 국가적으로 우수한 인재가 집중되고 있음

- 제도는 진입규제, 공유경제, 데이터 규제 등 4차 산업혁명에 중요한 부분들을 요

소들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4차 산업혁명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음

- 노동의 경쟁력도 마찬가지임. 노동의 안전성도 양극화되어 실업의 위험에 처한 이

들을 위해 일자리 안전망이 취약하며, 일부 집단의 과도한 노동경직성으로 사회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음

- 산업을 뒷받침하는 금융은 자율성이 취약하여 자체적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기 어

려움. 또한 금융권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혁신의 안전망이 부족함

○ 즉 세계는 일관되게 한국의 위기를 정치의 문제라고 제시하고 있으나, 한국만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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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들이고 있지 않음

[그림] 한국의 위기진단

자료: WEF(2017), IMD(2017)

□ 갈등을 넘어 상생으로

○ 기득권 보호막이 형성되면서 국가 혁신이 위축되고 성장 잠재력이 급속히 하락하

여,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 평균의 세 배 성장에서 평균 이하 저성장 국가로 전락함

○ 성장과 분배 두 가지 모두가 문제인 진퇴양난의 위기에 봉착함

- 국가는 이를 극복할 비전과 리더십의 부재로 방향을 잃고, 국민들의 90%는 국가

에 대한 자부심을 상실하고 있음

- 이를 극복할 위대한 대한민국 국가 비전이 절실함

○ 성장을 추구하는 보수와 분배를 추구하는 진보의 대립이 이들이 이룩한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과를 갉아먹고 있음

- 보수와 진보의 대립으로 성장과 분배 정책들은 모두가 표류하고 있음

○ 이제 보수와 진보는 성장과 분배의 과거지향적인 이분법적 대립에서 벗어나, 성장

과 분배의 선순환으로 거듭나는 지혜를 발휘하여, 미래지향적이고 통합적인 상생의 

국가 건설에 동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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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방이후 무극(無極)의 혼란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는 양극(兩極)의 가치를 만들었으

나, 갈등 대립으로 고착화를 초래함

○ 이제 양극의 대립이 순환을 통하여 상생(相生)의 태극(太極)의 생명을 얻어야 함

- 성장과 분배, 보수와 진보는 새가 양 날개로 날듯이 서로 순환하는 음양(陰陽)의 

조화의 힘이며, 새로운 국가전략으로서 상생(相生)을 제언하는 이유임

[그림] 상생국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사회의 대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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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 상생국가 모델

○ 성장과 분배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도우며 선순환하는 상생(相生) 국가의 

구현 전략의 핵심은 성장과 분배의 분리와 순환임

○ 성장을 통하여 국부를 축적하고, 조세와 기부를 통하여 결과적 불평등을 축소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는 구조임

○ 성장은 기술혁신과 시장효율의 결합이므로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와 효율을 저해하

는 노동경직성은 개혁해야 함

- 규제와 노동유연성은 세계경제포럼과 OECD를 비롯한 모든 보고서에 지적하는 

한국의 취약점임

- 노동유연성을 개혁하려면 사회안전망이 전제되어야 함. 기업혁신을 위하여 노동유연

성은 필수적이나, 실직에 따른 안전망이 없다면 노사는 갈등 구조로 갈 수밖에 없음

○ 또한 창업가들이 지속적인 도전을 할 수 있도록 혁신의 안전망 구축 되어야 하고, 

혁신에 비례하는 보상이 필요함 

- 특히 혁신을 통한 성장은 불균형 성장임을 인지하고, 혁신을 통한 불균형 성장과 

함께 파급효과가 클 수 있도록 성장 전략을 정비해야 함 

○ 혁신을 통한 성장은 필연적으로 양극화를 심화시키므로 지속적인 혁신동력을 유지

하기 위해서는 사회 안전망과 소비 시장이 필요함. 따라서 성장의 과실을 나눌 수 

있는 분배전략은 필수적임

- 덴마크를 포함한 북유럽 국가들은 노동유연성을 보장하되 재교육을 통한 재취업이

라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음

- 이러한 사회안전망은 무상으로 이룩되는 것이 아니라 막대한 재원이 소요됨. 우리

의 복지 지출이 GDP의 10% 수준인데 비하여 스웨덴은 28% 수준임

- 신뢰를 바탕으로 이러한 규제와 조세, 그리고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동시 합의를 

이룩한 독일과 북유럽 국가들만이 생산적 복지를 이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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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한 보수와 진보가 대립에서 상생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임

○ 결국 문제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비용으로 격차를 축소하는 재원은 성장의 결과인 

조세에서 올 수밖에 없음

- 즉 증세 없는 복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25% 수준인 국민 부담률의 증가 한도

를 고려한 복지 시나리오가 필요함

○ 결국 조세의 한계가 국가혁신의 한계임. 이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고리를 여는 

상생의 대타협이 혁명을 저지하는 대안이 될 것임

[그림]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모델

□ 성장전략

○ 한국 사회의 저성장과 양극화, 그리고 고착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선순환 

성장분배’ 모델을 제안함

- 성장의 동력은 자본과 노동이 아닌 혁신이 9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함

- 혁신을 통한 성장은 계층 사다리 극복으로 양극화 해소 효과도 있음

- 이를 위해서는 혁신에 비례하는 보상과 실패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창업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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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도전을 할 수 있도록 혁신의 안전망 구축이 필요함

- 지대수익에 집중되어 있는 사회의 자본을 혁신으로 돌리기 위해 비혁신 분야에서

의 수익은 과세를 강화해야 함

- 그리고 혁신을 통한 성장은 불균형 성장임을 인지하고, 혁신을 통한 불균형 성장

의 열매가 골고루 나뉘도록 성장전략과 분배전략을 정비해야 함

[그림] 한국의 혁신 전략

○ 혁신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혁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임. 한국의 혁신정

책에서 미흡한 부분은 다음과 같음

- 무한책임 주식회사, 무분별한 배임죄, 연대보증제, 채무부종성 등이 대표적인 사례임

○ 혁신전략의 핵심은 확률이 아니라 기댓값에 있음. 혁신을 통한 기댓값은 혁신 성공

에 따른 기댓값(성공확률 × 성공에 따른 대가)에서 실패에 따른 기댓값(실패확률 

× 실패손실)의 차이임

- 일반적으로 혁신의 성공률은 20%이며, 성공에 따른 보상은 측정하기 어려움

- 반면에 실패확률은 80%이며, 실패에 따른 결과는 신용불량자로 사회적으로 낙인

이 찍히는 것임

○ 즉 성공에 따른 기댓값보다 실패에 따른 기댓값이 매우 높은 상황이므로 청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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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대신에 공무원을 선택하는 이유임

- 한국경제연구원의 ‘공무원 시험이 퇴직 전 누계 소득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

르면, 7·9급 등 공무원이 민간 기업체 취업자보다 최대 7억 8058만원 더 많은 

누계 소득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발표함

○ 혁신주도 성장을 위해서는 혁신의 기댓값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이 전환되어야 하

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보상 구조개혁이 우선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혁신과 실패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

- 한국이 추구하였던 효율 중심의 전략에서는 실패는 나쁜 것이며 징벌의 대상이었

으나, 불확실한 혁신의 과정에서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며 혁신의 본질임

- Harvard Business School에서 창업의 성공과 실패에 관한 연구한 결과, 첫 번째 

창업에서 성공하는 경우는 18%이나 첫 번째 창업에서 실패한 후 재창업의 성공률은 

20%, 세 번의 창업은 30%임을 밝힘(Gompers, Lerner, and Scharfste, 2008)

[그림] 실패는 혁신으로 가는 길

○ 이처럼 실패는 성공을 위한 소중한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는 실패를 징벌

하면서 모든 분야에서 혁신역량은 저하되고 있음

○ 감사원의 정책감사는 전 세계에 유례없는 비전문기관의 정책감사로서, 공무원의 정

책 혁신 의지를 저화시킴



- 31 -

○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 평가기준도 성공 위주로 되어 있으며, 그 결과 연구의 성공

률은 높으나, 혁신적인 연구는 드물며, 기술이전 등을 통한 사회적 영향력도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매우 낮음

○ 검찰의 기업인에 대한 배임죄 적용은 민사의 영역은 과도하게 공권력이 관여하는 

것임

- 역사적으로 1930년대 히틀러가 기업인들을 통제하기 위한 만든 배임죄를 국내에

서도 적용하여 기업들의 혁신적인 투자 의지를 저하시키고 있음

- 전 세계는 횡령에 국한한 배임으로 제한하여 실질적으로 한국과 같은 무차별적 

배임죄 적용 국가는 거의 없음

○ 국내에서만 적용되는 무한책임 주식회사 제도도 실패의 과도한 징벌로 기업가정신

을 위축시키고 있음

- 주식회사는 법인과 개인의 분리를 통하여 혁신과 도전을 장려하는 것이었으나, 국

내에서는 과거의 잘못된 사례를 바탕으로 창업인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요구함

- 이제라도 비정상을 정상화하여 주식회사는 유한책임 주식회사가 되어야 함

[그림] 무비전과 문제 중심의 제도

○ 혁신을 저해하는 제도의 개선방향은 80대 과제에서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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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배 전략

○ 혁신을 통한 성장은 계층 사다리를 극복하기도 하나 필연적으로 양극화를 심화시키

므로 지속적인 혁신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안전성과 소비 시장이 필요하

며, 따라서 성장의 과실을 나눌 수 있는 분배전략 부재시 혁신을 저해하게 됨(정치 

평등적 관점에서 혁신 규제 정책이 도입됨)

○ 악화되고 있는 경제상황에서 가계는 불확실한 미래로 소비를 줄이며, 내수시장도 감

소하고 있으므로,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 구축이 우선적으로 필요함(생존의 욕구 충족) 

○ 소극적 분배 정책이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 안전망이라면 적극적 분배 정책은 일자

리 복귀 기회를 제공하는 일자리 안전망인 평생 교육 체계임(안정의 욕구 이상에 도전)

- 생존의 욕구 수준이상을 국가가 보장하면 근로 의욕을 저하하여 분배의 원천인 가치창

출에 저하되는 복지국가의 패러독스가 발생한다는 것이 영국 등의  역사적 사례였음

- 생존의 문제는 해결해 주되 안정의 욕구 이상은 스스로 노력하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일자리 재교육 정책으로 접근해야 함

○ 국내 노동시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양극화되어 

있고, 왜곡된 임금체계의 정상화를 위해 생산성에 비례한 임금정책이 필요함

○ 부에 대한 신뢰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으로 부자들의 소득과 자산 투명성

이 필요하며, 생산과 복지의 순환되는 정책의 인프라가 될 것임

[그림] 한국의 분배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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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분배 구조 개선의 방향은 혁신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편되어

야 함

- 한국은행(2010)의 ‘국민계정’과 ‘산업연관표’를 기반으로 20개의 산업에서 생산된 부

가가치가 네 가지 경제에 어떻게 배분되는지를 분석해보면 지대수익이 너무 과도함

- 분석결과 이권경제(Black Ocean)는 1인당 4,285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하고도 1

인당 1억4천만 원의 자본잉여가 발생하며, 전체 자본잉여 212조원에서 부동산 임

대업이 120조원이며, 담합에서 55조원이 발생함

- 혁신경제(Blue Ocean)는 1인당 3735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7,500만원의 자

본잉여가 발생하나, 현재 한국에서 혁신경제에 종사하는 전체 인원이 현저히 적은 

것을 아래의 그래프에서도 나타남

[그림] 한국의 분배 구조

○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자영업과 같은 부가가치가 낮은 경쟁경제를 줄이고, 

공공부문을 개방하여 효율화하고, 이권경제의 자본잉여가 혁신경제로 이동하여 국

가 전체의 혁신할 수 있도록 분배정책의 재편이 필요함

- 이를 위해 혁신에 대한 보상을 늘리고, 혁신이 없는 이익은 중과세를 취하는 조세

개혁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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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환전략

○ 한국사회에서 성장과 분배는 분리되어 대칭점을 형성하였음. 따라서 성장과 분배를 

추진하면서 이들이 선순환 할 수 있는 ‘연결고리’로서 순환전략을 제시함

- 순환 전략은 강제적인 부의 재분배를 넘어 경제가치와 사회가치의 순환을 의미함

- 조세와 기부로 분배에 동참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쥬에 대하여 사회가 명예라는 사

회적 가치를 제공하는 체계가 필요함

○ 혁신의 성과가 사회로 분배될 수 있는 공적인 시스템이 세금과 기부임. 그러나 한

국사회에 조세와 기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깊음

- 따라서 조세와 기부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성실한 납세자와 기부자에게는 추가

적 명예를 주는 방안을 제안함

- 사회가치와 경제가치의 순환을 뒷받침할 사회가치은행(Social Asset Bank)을 블

록체인 기반으로 구축하는 것이 대안 중 하나이며, 추진과제에서 제시함

○ 조세와 기부가 공적인 방식으로 혁신과 분배를 연계한다면, 투자와 소비는 민간의 

영역에서 혁신과 분배를 순환시킴

○ 기업의 수익이 지속적인 투자로 이어지는 정책과 부자들의 정당한 소비는 장려되어야 함

[그림] 한국의 순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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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환 전략으로 생산과 복지가 연계되는 과정에서 일자리를 창출됨

- 일자리의 본질을 생각한다면 당연한 논리로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필

요한 노동력을 시장에서 구하는 것이 바로 일자리임

- 가치창출과 무관한 일자리가 지속가능하지 않은 것은 가치를 창출하지 않고는 분

배(급여)가 지속될 수 없기 때문임

- 반대로 가치창출에만 집중하고, 창출된 가치가 적절히 분배하지 않는다면 시장의 

소비는 감소하고 장기적으로 가치창출이 지속될 수 없음 

○ 혁신을 통한 성장을 지원하고, 여기서 창출된 재원을 통하여 사회의 안전망을 구축

하여 지속적인 혁신에 도전할 수 있도록 사회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일자리는 자연적

으로 증가함

- 혁신이 없는 수입을 과세하며, 공공부분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생산적 분배 증대

를 제안하는 이유임

[그림] 생산적 분배

○ 이러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모델은 이미 스웨덴(린 마이드너 모델), 네델란드(바

세나르 협약), 독일(슈뢰더 선언) 등에서 실현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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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적으로 노동 유연성과 동일노동&동일임금(임금격차 해소)에 합의하고, 증세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동시 타결함

- 양대 핵심 조건은 1) 국가 위기상황의 솔직한 인식과 2) 장기적 비전의 국가 리더

십임

[그림] 신뢰기반의 대타협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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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4차 산업혁명의 전략과 기술 현황

1. 주요국가의 전략

(1) 미국의 4차 산업혁명 전략

□ 전략의 특징

○ 미국은 정부 차원에서 분야별 대책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의 4차 산

업혁명 관련 정책의 특징은 관-민 파트너십과 상향식 정책이라는 점임

- 미국이 시장지향적인 상향식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GE, IBM, Google 등 글로벌 

민간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산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실리콘밸리를 중심으

로 세계 최고의 창업생태계와 벤처 투자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임

- 민간과 시장에서 나온 의견과 제안을 정부 차원에서 수렵하고, 제도화 시키는 상

향식 정책 수립과 집행 방식의 전형을 보임

○ 미국 기업들이 인공지능, 빅데이터, 산업인터넷, 자율주행차, 디지털 제조(digital 

manufacturing)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및 산업 분야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민간과의 역할 구분을 통한 정책의 실행가능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음

- 미국 정부는 산관학 협력을 통해 첨단 제조기술을 연구하고 개발된 기술을 상업

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 또한 미국 기업들은 제조업 혁신 클러스터에 초기부터 참여하여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수시로 정부에 요구함으로써 제품의 개발부터 상업화까지의 기간을 최

소한으로 줄이는 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 

○ 미국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의 디지털화는 오바마정

부가 추진한 2011년에 첨단제조파트너십(AMP; Advanced Manufacturing 

Partnership) 프로그램에 의해 촉발되었다고 할 수 있음 

- AMP는 R&D투자, 인프라 확충, 제조업계 구성원 간의 협력 등 정부의 산업지원

역할을 활성화하여 제조업 전반에 대한 혁신을 도모하고 있음

○ 2015년 10월 오바마 정부가 발표한 ‘미국 혁신전략(Strategy for American 



- 38 -

Innovation)’은 4차 산업혁명 관련 전략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음 

- 미국 혁신전략은 미국이 국제적 혁신 선도자의 위상을 유지하면서 미래 산업을 

육성하고, 국가적 당면과제 해결을 목표로 제시하였음

○ 한편 미국 정부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보안 및 효율성,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제도 및 인프라 구축 등과 같은 특정 이슈에 

대해서는 제도보완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지난 8년간 오바마 정부의 제조업 육성 정책은 첨단 제조기술 리더쉽 강화, 협력

적 혁신문화 조성, 제조업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 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한편 2017년에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IT 기업 등 첨단 제조업 보다는 전통 제

조업을 중시하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존 정책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음  

□ 추진 배경과 목표

○ 18세기 증기기관 기반의 1차 산업혁명은 영국이 주도하였지만, 이후 전기동력 기

반의 대량생산 시스템이 도입된 2차 산업혁명과 컴퓨터 및 인터넷 등 전자기술 기

반의 3차 산업혁명을 주도한 나라는 미국이었음

○ 미국은 강력한 제조업과 전자산업을 주도하면서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될 수 있었으나 

1, 2차 세계대전 이후 1990년대까지 꾸준히 연평균 6% 대의 성장률을 유지해온 미

국의 제조업 부문은 2000년대 들어서 연평균 1.3%로 급격히 위축되기 시작하였음

- 미국이 금융과 IT, 인터넷 산업에 주력하는 동안 일본과 독일을 이어 중국이 제조 

대국으로 부상하였음

- 더군다나 미국의 제조 공장들이 중국과 멕시코로 이전하면서 미국의 제조업은 침

체되고 대규모 고용 감축(2000~2009년 사이에 제조업 분야 580만 명 해고와 종

업원 1천명 이상 대형공장 중 40%가 폐업)을 겪었음

- 이는 소득의 양극화와 실업 등 미국 경제 전체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악순환

을 초래하였으나 현재 미국 제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6%에

서 2014년 12%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민간 R&D 지출의 75%와 전체 R&D 고용

의 60%를 차지하는 등 여전이 국가 혁신역량이 집중되어 있는 산업임 

○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직후 집권한 오바마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국가 경쟁력에

서 차지하는 제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다각적인 제조업 부흥정책을 시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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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각한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를 높이고 제조업의 국내로의 재이

전을 추진하여 고품질의 숙련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필요했음

- 미국의 제조업이 서비스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았기 때문에 비교우위의 

관점에서는 경쟁력 약화가 당연한 사실로 보였지만,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가 

제조업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과 유연성을 키우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면

서 제조업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부각되었음

- 또한, 2000~2009년에 걸친 제조업의 불황은 장기간 제조업에 대한 투자 부진을 

이어져, 산업기반(industrial commons)의 재구축과 재성장을 위한 새로운 정책

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 추진 경과와 체제

○ 제조업 육성을 내건 오바마 대통령은 집권 후 바로 2010년 1월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위원회(President’s Council of Advisors of Science and Technology, 

PCAST)에 미국 제조업에 대해 조사할 것을 지시하였음

- 다음해인 2011년 1월 PCAST는 보고서 Ensuring American Leadership in 

Advanced Manufacturing을 발표하고, 첨단기술 분야의 경쟁우위 유지 및 미래 

제조업을 위한 투자 방안을 제시하였음

[표] 첨단제조파트너십(AMP) 1.0과 2.0의 주요 내용

정책 AMP 1.0의 주요내용 AMP 2.0의 주요내용

혁신  
기반 
강화

Ÿ 국가차원의 선진제조업 전략 
책정

Ÿ 중요기술에 대한 R&D 투자 
확대

Ÿ 선진제조에 관한 기업·대학 
연계 확대 등

Ÿ 첨단제조 기술우위를 위한 국가 전략 수립
Ÿ 첨단제조자문컨소시엄 신설
Ÿ 혁신 파이프라인 지원을 위한 민관협동 제조업 

R&D 인프라 신설
Ÿ 프로세스와 표준화 개발
Ÿ 국가경제위원회, 과학기술정책국 등과 연계한 국가

제조혁신네트워크 구축

인재 
양성

Ÿ 선진제조업에서 요구되는 
기술습득 기회 제공

Ÿ 선진제조에 관한 대학교육 확충
Ÿ 국가 수준 제조업 

fellowship, 인턴쉽 제도 
창설 등

Ÿ 전국적 캠페인
Ÿ 민간 부문의 전문가 기술인증시스템 확대
Ÿ 연방정부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온라인 트레

이닝 및 능력인정 프로그램 개발
Ÿ AMP2.0이 노동자 심화 교육과 역량 개발 기회 

확대를 위해 제작한 문건, 레이북 등을 제조업 연
구기관을 통해 수집 및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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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마 대통령은 바로 PCAST 산하에 19명의 재계, 학계, 노동계 지도자들로 첨단

제조파트너십(Advanced Manufacturing Partnership, AMP)을 구성하고, 백악관 

내에 국가경제위원회(NEC)와 상무부(DOC)가 공동의장을 맡는 제조정책실(White 

House Office of Manufacturing Policy)을 설치하였음 

- AMP는 특정 산업, 기업 육성이 아닌 기반에 대한 투자에 초점을 맞춘 포괄적 제

조업 강화 방안으로 ① 혁신의 활성화, ② 인재 파이프라인 확보, ③ 비즈니스 환

경 개선이라는 3가지를 제시하였으며 AMP는 첨단 소재, 센서, 프로세스 컨트롤, 

IT 분야, 에너지, 나노 소재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산업간 인프라 구조를 서로 공

유하고, 정부에 의한 공공 정책은 물론 직원 교육개발 등 세부 파트너십 정책을 

포괄하는 산업, 기술 발전을 위한 전략 프로그램으로 제시되었음

○ 2013년 9월에는 기존 AMP 정책에 고용창출, 경쟁력 향상, 특히 중소기업의 참여

를 보완한 AMP 2.0 정책 발표하였음 

[그림] 첨단제조파트너십(AMP)의 기본 구조도

자료: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정책 AMP 1.0의 주요내용 AMP 2.0의 주요내용

기업
여건 
개선

Ÿ 세제개혁 및 세제제도 효율화 
도모

Ÿ 통상정책 및 에너지정책 개선 
등

Ÿ 연방정부, 주정부, 협회, 민간중개기관을 활용하여 
중소 제조업체에 대한 기술, 시장 및 공급체인 관
련 정보 흐름 개선

Ÿ 민관 확장투자펀드 출범, 전략적 기업파트너-정부-중
소기업간의 정보유통 활성화, 세제 등의 혜택을 통해 
첨단 중소제조기업의 자본접근과 관련된 리스크 축소

자료: 한국은행(2016); 산업연구원(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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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에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가 국가 첨단제조 전략 계획(National 

Strategic Plan for Advanced Manufacturing)을 발표하였음

- 이는 첨단제조 R&D를 지원하는 연방정부의 활동 조정 및 지침 부여를 위한 전략 

계획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첨단제조기업 세제지원 확대, 국가 제조혁신 네트워크

(NNMI: National Network for Manufacturing Innovation)의 구축 및 제조

혁신기구(IMI: Institute for Manufacturing Innovation) 설치를 제안하였음

- 이에 따라 구성된 NNMI는 신기술 개발에 따르는 고위험, 고비용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방안으로 기술, 인력, 자금을 결집한 네트워크이며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제조업 혁신을 위해 각 연구기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효과적 협력, 

공동 투자 등의 전략을 통해 지속가능한 제조 혁신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미국 의회는 2014년 ‘미국 제조업 활성화 및 혁신(RAMI) 법’을 제정하여 상무부가 

NNMI 프로그램을 관리하도록 하였음 

- 제조 혁신 이외에도 미국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는 2012년에는 또한 대기업에 비해 자금력 및 정보력을 단독으로 확보

하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빅데이터 분야의 발전을 위해 ‘Big Data R&D 

Initiative’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으며 2013년에는 90여 개 이상 기관이 참여하는 

후속 프로젝트를 추가 공개하였음

○ 2013년 백악관은 범정부차원에서 “브레인이니셔티브(BRAIN Initiative: Brain 

Research through Advancing Innovative Neurotechnologies Initiative)”를 

수립하여 인간의 뇌 연구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원천 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있음

- BRAIN Initiative는 미국 국립보건원(NIH),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 국립과

학재단(NSF) 등 정부기관 외에도 산업계, 학계 등 다양한 주체가 공동으로 참여

하고 있으며 2014년 기준 BRAIN Initiative 예산이 1,100억 원 규모이며, 이후 

12년 간 지속적으로 약 5조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임

- 2016년 10월에는 대통령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가 ‘인공지능의 미래를 위

한 준비(Preparing for the Future of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국가 

연구개발 전략 계획(The National Artificial Intelligence Research and 

Development Strategic Plan)’이라는 2건의 보고서를 발표하여 구체적이고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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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인 인공지능 연구개발 전략을 제시하였음 

[표] 미국 정부 주도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들

정책 주요 내용 시기

국가 제조업 
혁신 

네트워크(NNMI)

Ÿ 하이테크 중심의 산학연관 협력을 통해 지역협력 거점을 
마련함과 동시에 장기적 혁신을 추구

Ÿ 2017년 3월까지 14개의 ‘제조업 혁신 연구소(IMIs)’ 설립
2012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로드맵

Ÿ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요구
되는 기술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행계획 제시

2014. 10

사물인터넷 
(정보보호, 보안)

Ÿ 기업들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보안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치들을 권고

2015. 1

빅데이터 
지역허브 구축 

계획

Ÿ 4개 권역별 빅데이터 지역혁신 허브 설립
Ÿ 데이터에 대한 접근 개선,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 자동화 등

2015. 4

연방정부 
빅데이터 R&D 

전략계획

Ÿ 연방 빅데이터 연구개발을 확대하기 위한 지침
Ÿ 7대 전략과 18가지 세부과제 제시

2016. 5

자율주행차 
15대 성능지침 

발표

Ÿ 관련 정책과 입법의 방향 제시 및 15가지 항목의 자율주행
차 성능 가이드라인 발표

2016. 9

인공지능 국가 
연구개발전략계획

Ÿ 인공지능 기술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인공지능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목적

Ÿ 기술 발전에 대비하기 위한 7대 분야와 23개 권고사항 제시
2016. 10

자료: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과 한국의 성장전략(KIEP, 2017. 11)

○ 2015년 10월 오바마 정부가 발표한 ‘미국 혁신전략(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은 4차 산업혁명 관련 전략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음

[그림] 2015 미국 혁신전략의 구성

자료: 주요국의 과학기술 전략·정책(미국, 일본)(KISTEP, 2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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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혁신전략은 국가경제위원회(NEC)와 과학기술정책실(OSTP)이 작성했으며, 

2009년에 첫 발표(A 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 Driving Towards 

Sustainable Growth and Quality Jobs) 이후 2011년 일부 수정(A 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 Securing Our Economic Growth and 

Prosperity)을 거쳐 2015년 최종안이 발표되었음

- 미국 혁신전략은 미국이 국제적 혁신 선도자의 위상을 유지하면서 미래 산업을 육

성하고, 국가적 당면과제 해결을 목표로 제시하였으며 혁신전략은 혁신요소와 전략

적 이니셔티브 등 6개 부문으로 구성되며 각 부문별로 실행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그림] 2015 미국 혁신전략의 구성 내용

구분 구성 요소 주요 내용

혁신 
요소

혁신 기반에 대한 투자
기초연구 지원부터 STEM 교육 강화까지 혁신의 실현을 위
해 필요한 기반조성에 대한 연방정부의 투자전략

민간 혁신활동 촉진
민간의 혁신대응을 저해하는 시장과제를 발견, 해소하여 민간
의 실험적, 혁신적인 대응력 강화

국민의 혁신성 유인
혁신과정에 새로운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촉진하고, 개방형 혁
신, 자금지원, 메이커 운동(Maker Movement) 등 추진

전략적 
계획

양질의 고용창출과 
지속적 경제성장

양질의 고용창출 및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한 혁신 생태계 육
성, 차세대 기술개발, 신산업 육성, 혁신경제 발전 지원 등

국가적 당면과제의 해결
자율주행 자동차부터 정밀의료, 스마트시티 등 국가적 당면과
제를 돌파할 혁신기술에 집중 투자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적인 정부 구현

혁신적 사고, 기술적 도구, 역량 등을 결집하여 보다 나은 정
부 서비스를 제공할 전략적 이니셔티브 추진

자료: 미국 새로운 혁신전략의 주요 내용(KIAT, 2016)

○ 미국 정부의 첨단제조 관련 정책은 산관학 협력을 통해 첨단 제조기술을 연구하고 

개발된 기술을 상업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 첨단 기술 기업들은 다양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표준화 및 상업화에 필요한 제

도 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산업인터넷 컨소시엄인 IIC(Industrial Internet 

Consortium)5)가 대표적임

○ 스마트 홈 분야에서는 AllSeen Alliance가 IoT에 대한 정보 공유와 함께 지능적 

5) IIC는 2014년 3월 GE, AT&T, Cisco, IBM, Intel이 주도하여 설립하였고, 국제적으로 오픈된 컨소시엄으로 2017년 
4월 현재 28개국 250개 이상의 기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IIC의 가장 큰 특징은 스마트 제조 커넥티비티
(Smart Manufacturing Connectivity), 커넥티드 카(Connected Vehicle UTM), 엣지 인텔리전스(Edge Intelligence), 
산업디지털쓰레드(Industrial Digital Thread) 등 22개의 테스트베드 워킹그룹(WG)을 가동하고 있는 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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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운영을 실현하기 위해 전 업계를 아우르는 공동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

- IoT 관련 기기의 규격과 인증 책정이 목적으로 설립된 OCF(Open Connectivity 

Foundation)은 가전기기, 제조업, 자동차 분야에서 Intel, Cisco, GE Software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OIC(Open Interconnect Consortium)은 다양한 사물인

터넷 기기의 상호 접속성 표준을 책정할 목적으로 Cisco, Intel 등 미국기업이 주

도하고 있음

- OIC는 표준통신 프레임워크를 정의하여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광범위한 응용을 지

원하기 위한 조직으로 약 250억 개의 차세대 스마트 디바이스의 접속을 추진하고 

있고 Thread는 홈오토메이션용 네트워크 프로토콜의 설계 및 개발을 통해 가정 

내에서의 주변기기의 상호 운용과 보안을 제고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 전략의 주요 내용

○ 2015년 10월 오바마 정부가 발표한 ‘미국 혁신전략(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은 4차 산업혁명 관련 전략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음

- 미국 혁신전략은 미국이 국제적 혁신 선도자의 위상을 유지하면서 미래 산업을 

육성하고, 국가적 당면과제 해결을 목표로 제시하였으며 혁신전략은 혁신요소와 

전략적 이니셔티브 등 6개 부문으로 구성하고,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경제 성장

을 이끌 3가지 세부전략을 제시하고 있음

[표] 미국 혁신전략: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인 경제성장

세부전략 비전 정책 방향

첨단 제조업의 
선도적 지위 

유지

제조기업의 비용과 시간을 단
축하고, 신제품 개발 및 창업
을 촉진하여 경제성장을 견인

Ÿ 혁신제조 기술개발을 위한 민관협력기관
인 NNMI를 15개로 확대(현재 9개)

Ÿ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 구축, 
창업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

원천(general-purpose) 기술 
개발·응용을 통한 신산업 창
조와 일자리 창출

Ÿ 혁신적 영향력을 미칠 영역에 대한 
R&D 우선투자(나노기술, 소재, 로봇, 빅
데이터, 사이버-물리시스템, 바이오시스
템, 에너지)

포용적인 
혁신체계 구축

혁신경제의 기회와 자원에 대
한 모든 국민의 접근

Ÿ 포괄적인 STEM 교육, 일자리 현장실습, 
제작자 공간, 특허 프로보노 프로그램 제공

Ÿ 고소득 과학기술 일자리를 제공하는 테
크하이어(TechHire) 전략 추진

자료: KISTEP(2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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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제조혁신 네트워크(National Network for Manufacturing Innovation, 

NNMI)’ 프로그램의 비전은 미국이 첨단제조업 분야에서 글러벌 리더십을 확보6)

- 비전 달성을 위하여 NNMI는 산업 차원의 첨단제조 과제 해결을 통해 산업 경쟁

력 강화, 경제 성장, 국가안보 강화를 달성하도록 사람, 아이디어, 기술을 연결한

다는 임무를 갖고 있음

- 구제적으로 NNMI는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 향상, 기술 진보, 인력 양성, 지속가능

성이라는 4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그림] 제조업 경쟁력 강화 요소와 NNMI의 역할

자료: KIAT(2016)

6) KIAT(2016), 미국 제조혁신네트워크 전략계획 및 성과분석

[표] NNMI 프로그램의 목표와 지향점 

목표 지향점 주요 내용

제조업의 경
쟁력 강화

첨단제고 연구, 혁신, 기술
개발·활용 등 경쟁력 향상을 
통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향상 및 국내 생산 확대

Ÿ 미국 내 상품 제조생산 증대 지원
Ÿ 첨단제조 연구, 혁신, 기술에서 미국의 리더

십 강화

혁신적 기술
의 양산형, 
저비용, 고
성과 역량으
로 전환

유망 신기술이 양산형, 저
비용, 고성과 제조로 전환
될 때 발생하는 기술적, 경
제적 장애요인 극복에 기여

Ÿ 혁신적 기술, 장비, 기술전문성에 대한 제조
업체의 접근성 향상

Ÿ 첨단제조 과제에 대처하는 모범사례 공유 및 
문서화 촉진

Ÿ 첨단제조를 뒷받침하는 표준, 서비스 개발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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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제조업 혁신과 투자 유치를 위해서 2013년 오바마 정부는 제조업공동체

(Manufacturing Community) 정책을 시작하였으며 제조업 공동체로 지정되면 연

방경제발전기금인 “Investing in Manufacturing Communities Partnership 

(IMCP)”의 지원을 받게 됨

- 연방경제발전기금은 연방정부가 지역경제 발전전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역 

간, 기관 간 협력을 유도하여 공공투자를 이끌어 지역의 제조업과 일자리를 창출

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의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지역이 제조업공동체로 지정되면 2년간 발전기금을 지원받게 되며 지원 기간이 

종료된 후 재응모도 가능함

○ 제조업공동체로 지정받으려면 지역은 인프라 개발, 직업훈련, 자본 접근성, 운영 개

선, 교역과 국제투자, 공급체인 지원 등 6개 분야에서 기술이나 산업을 제안해야 함

- 제안서는 민관협력 컨소시움과 협력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공급체인 간 밀접한 기

술협력과 파트너십 구성이 가능한지가 중요한 평가 요소임 

○ 한편 첨단제조 정책과 더불어 미국 정부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혁신기술 개발

에 벤처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왔으며 

특히 오바마 정부는 2011년 1월 31일 ‘Startup America Initiative’를 발표하는 

등 벤처기업의 창업과 일자리 창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음

- ‘Startup America Initiative’는 혁신기술 개발을 위해 정부, 기업, 대학, 재단 등 

목표 지향점 주요 내용

첨단제조 인
력 양성의 
가속화

견고한 제조업 환경을 조성
하기 위한 인력 양성, 취업 
기회 개선, 고임금 일자리 
창출 확대

Ÿ STEM 관련 업무를 위한 미래 노동자 육성
Ÿ 자격·인증을 포함한 2차·3차 교육의 지원 확대
Ÿ 주·지역 교육·훈련이 첨단제조 기능 요건과 

조화되도록 지원 
Ÿ 첨단지식 노동자(연구자와 엔지니어) 육성
Ÿ 연구소가 개발한 기술, 소재, 공정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 발굴
안정적, 지
속적 연구소 
운영을 위한 
BM 확립

연구소의 자립적 운영을 위
해 이용자와 산관학 참여기
관 등이 주도하는 건강한 
생태계 확립

Ÿ 혁신생태계 구축의 관점에서 MII가 갖춰야할 
특징 개발: 이해관계자 파악, 가치 공유, 비
용 예상,참여유인 제공, 사례 공유 등

자료: KIAT(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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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및 민간 부문의 협력을 강조하고, 협력의 틀 속에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제

안하고 있으며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의 정책들은 기업가정신 고취에 초점을 맞춤

- 특히 연방정부 R&D 투자에 대해 상업화(commercialization)로 신산업 창출 및 

혁신적인 스타트업 기업 양성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5개 분야7)에 중점을 

두고 있음

- 민간부문은 ‘Startup America Partnership’과 같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가 생태계 조성, 차세대 기업가 양성, 창업가와 멘토의 연결, 창업가와 대기

업의 연결, 혁신 가속화의 역할을 주로 제시하고 있음

□ 기술 혁신 전략

○ 백악관 산하의 첨단제조파트너십(AMP)은 첨단제조에 필요한 우선(priority)기술 분

야를 선정해오고 있음

- 2012년에는 3D 프린팅, 센서, 검사장비 등 횡단형 기초기술이 주로 선정되었다

면, 2016년에는 바이오 제조, 재생의료를 위한 생체공학, 지속가능한 제조공정 등 

보다 응용적인 기술이 많이 선정되었음

- 미국 정부의 기술개발 지원은 기업과 밀접한 사물인터넷 및 로봇공학 등에 관한 

기술을 R&D 투자 대상 기술로 선정하고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뤄지

고 있음

- DMDII(Digital Manufacturing and Design Innovation Institute) 프로그램에 

국방부·GE 등이 참가하여 선진제조 강화를 위한 R&D 프로젝트 참가, 중소기업 

대상 교육 등을 수행하는 방식임

○ 미국의 제조업 기술혁신은 “제조업혁신 전국네트워크, NNMI)”에 의해 설립된 제조

혁신연구소(MII)가 주도하고 있음

- 이들 센터를 통해 산업계와 학계가 각자의 전문분야를 바탕으로 공동으로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NNMI는 디지털제조, 제조용 첨단센서 등 45개 산업에 대한 제

조혁신연구소(MII) 설립을 추진 중에 있음

7) ①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자본 접근성을 확보, ②기업가정신 교육 및 멘토십 프로그램 확대, ③창업기업 진입 장
벽 해소 및 정부의 창업지원 효율화 ④‘연구소부터 시장까지’ 혁신의 가속화 지원 ⑤의료·청정에너지·교육과 같은 
산업으로 시장 진출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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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3월 현재 국방부, 에너지부, 상무부의 주도로 14개 기술에 대한 제조혁신

연구소가 설립되었으며 설립 분야와 지역은 다음과 같음

Ÿ 적층가공(오하이오 영스타운) 
Ÿ 디지털 제조설계(일리노이 시카고) 
Ÿ 경량화 금속개발(미시간 디트로이트)
Ÿ 차세대 전력전자(노스캐롤라이나 랄리)
Ÿ 첨단 소재(테네시 녹스빌) 
Ÿ 집적광학(뉴욕 로체스터)
Ÿ 유연 하이브리드 전자제품(캘리포니아 산호세)

Ÿ 첨단 기능성 섬유(매사추세츠 캠브리지)
Ÿ 스마트 제조 혁신(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Ÿ 제조업 생물약재(델라웨어 뉴왁)
Ÿ 생체조직 제조(뉴햄프셔 맨체스터)
Ÿ 에너지 지속가능 제조업(뉴욕 로체스터)
Ÿ 첨단 로봇 제조(펜실베이니아 피츠버그)
Ÿ 화학 재료 공정(뉴욕 뉴욕) 

○ MII는 응용연구를 통한 기술 개발, 시제품 개발, 제조 SW 개발, 교육 및 인력 개

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MII는 기업, 학계, 연방·주·지방정부가 공동 출자한 

민관 파트너십으로 독립적인 비영리기관이 주관기관을 맡도록 되어 있음

- 2017년 3월 현재 대학 등이 주관기관이 되어 14개 기술에 대한 연구소가 설립되

어 있으며, 각 연구소는 25~160개 이상의 기관이 참여하고 있음

- MII는 설립 초기는 연방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지만, 설립 후 5~7년차부터는 자

립 계획을 수립하여 연방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스마트 공장

은 연방정부 주도로 설립된 ‘Smart Manufacturing Leadership Coalition’이 

주도하고 있음

○ 미국의 기술 혁신을 이끄는 한축은 국방 분야이며 “방위고등연구계획국(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DARPA)”은 2004년부터 무인자동차와 

재난로봇 경진대회를 통해 자율주행차와 로봇 산업의 기술 혁신과 투자를 이끌고 

있음

- 2014년에는 인공지능 기반 무인기술 개발을 위해 항공기를 자율항공기로 대체를 목

표로 “ALIAS(Aircrew Labor In-cockpit Automation System)”를 발표하였고, 

2015년에는 무인드론 시스템을 함대, 포, 차량 등에 적용하기 위한 

‘CODE(Collaborative Operations Denied Environment)’를 연이어 발표하였음

- DARPA의 SyNAPSE 프로젝트는 정부가 민간기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대표적인 

프로젝트로 민간기업인 IBM에 2013년 기준 1억 260만 달러를 투자하였으며 차

세대 두뇌형 칩을 개발하는 SyNAPSE 프로젝트는 인간의 뇌 수준을 재현할 수 

있는 칩을 개발하여  궁극적으로는 자율자동차, 공중 안전 등의 제어에 활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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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한편 2015 미국 혁신전략은 국가적 당면과제의 해결로 11개 전략분야의 비전 및 

시책 방향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음

전략적 목표 비전 정책 방향

대도전( Gr an d 
Challenges) 해결

과학기술, 혁신을 이용하여 중요한 
국가적 혹은 전지구적 문제 해결

기업, 재단, 대학, 기타 조직의 대도전 발
굴과 도전 지원(에너지, 물, 질병 등)

정밀의학으로 질
병 극복

환자의 상태를 보다 잘 이해하고 
효과적인 치료법을 판단할 수 있
도록 기술적으로 지원

정밀의학계획(PMI)에 ’16년 2억 1,500
만 달러를 투자하여 NIH, NCI, FDA 등
이 암치료법 개발, 데이터 공유, 유전자 
유형 진단 도구 개발

브레인 이니셔티
브로  새로운 신
경기술 개발

뇌세포 작동 원리, 신경회로 상호
작용 규명 등 인간의 뇌를 이해하
기 위한 기술의 촉진

’16년 3억 달러를 투자하여 NIH, NSF, 
FDA, DARPA 등의 연구 지원: 알츠하
이머, 파킨슨, 우울증 등 질환의 이해

의료 서비스의 
획기적 혁신 촉
진

의료서비스 전달 혁신을 통해 서
비스 질 향상, 의료 실수 예방, 비
용 절감 

메디케어·메디케이드 혁신센터(CCMI)를 
통해 저비용·고품질의 새로운 서비스 모
델 시험

첨단 자동차로 
사망자수 감소

연결된(Connected) 자율차량 개
발을 통해 교통사고 90% 저감

운행 및 안전기준 관련 연구에 투자 확
대, 기술 적용을 위한 규제 개선 등

스마트 도시 건
설

교통, 범죄 등 도시정보를 수집, 
활용하여 삶의 질 개선

스마트시티계획(Smartcity Initiative)에 
따라 20개 이상 도시가 참여하여 안전, 
에너지, 교통 등의 연구 진행

청정에너지 촉진
과 에너지 효율 
향상

재생에너지, 청정에너지 개발 및 
고효율화를 통해 탄소 배출 저감 
및 에너지 안보 강화

’16년 76억 달러를 청정에너지, 지속가
능 교통기술, 스마트그리드, 핵에너지 등
에 투자

교육기술을 통한 
교육혁명

브로드밴드, 클라우드 등을 활용한 
혁신적 교육법 개발로 교육의 질
과 성과를 향상

’18년까지 99%이 학생을 고속 인터넷에 
연결하는 ConnectED전략 추진
교육고등연구계획국(ARPA-ED) 설치 

우주기술 혁신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우주비행 
비용의 획기적 감소, 민간우주산업 
성장 촉진

NASA 상업 유인 우주운송에 ’17년까지 
60억 달러 투자 계획
’16년은 12억 달러를 이 분야에 투자 

새로운 컴퓨팅 
기술의 개척

슈퍼컴퓨터(HPC) 개발로 공공서비
스 질 향상, 경제성장, 건강 및 안
전 등 확보

국가전략컴퓨팅계획(NSCI)에 따라 슈퍼컴
퓨터 개발을 국가적으로 지원

글로벌 빈곤 해
소를 위한 혁신

2030년까지 지속적인 극도의 글
로벌 빈곤의 해소

국제개발청(USAID)는 정부, 시민사회, 
민간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혁신을 촉진

자료: 주요국의 과학기술 전략·정책(미국, 일본)(KISTEP, 2016.1)

[표] 미국 혁신전략: 국가적 당면과제의 해결을 위한 11개 전략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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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및 규제 개혁 

○ AMP 프로그램이 제시하고 있는 규제 개혁은 글로벌 생산거점으로서의 미국 확립

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규제 개혁은 주로 기업세제 개혁에 집중되어 있으며 기업소득세는 높은 수준의 

법인세율과 각종 특례, 특혜로 인해 주자결정을 왜곡시킬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

어 혁신과 고용창출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있었음

○ 미국 정부는 제조업을 지원하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중에 있으며 

R&D 세제 개편으로 2015년 12월에 1981년부터 시행한 연구실험 세금감면을 영

구적으로 제도화하였음

- 세금 감면액의 약 70% 가량을 제조업체가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 외에도 오바마 

대통령은 약 10여 건의 중소기업 세금 감면 사안을 승인하였음

○ 미국 정부는 보다 비용 효율적이고 증거에 기반을 둔 21세기형 규제 시스템을 만

들기 위한 개혁을 추진 중임

- 효과적인 규제 환경은 대중의 안전, 보건, 환경을 보호하면서 혁신을 창출하고 글

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2011년 연방정부는 전례 없던 

수준으로 기존 규제를 비용과 혜택의 관점에서 재검토하였음

- 연방정부 부처들은 800건 이상의 법규를 재검토하여 370억 달러의 비용을 절감

하고, 70건 이상의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였음

- 한편, 미국 주정부도 규제 개혁에 앞장서고 있는데 2011년 6월 네바다 주가 구글

의 자율주행 시험운전을 허용한 데 이어 2017년 4월까지 아칸소, 캘리포니아, 플

로리다 등 12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관련 법률을 제정하였음 

- 2015년 미국 혁신전략은 민간 혁신 활동 촉진과 혁신적인 정부 구현 방안으로 다

음과 같은 제도 및 규제 개혁을 제시하고 있음

구분 주요 내용

연구 세액공제 강화
대체간소화공제(ACS) 비율 향상(14% → 18%), 연구중심 초기기업
의 대체최소세액 적용제외, 협동연구에 대한 공제 확대와 영구화

혁신기업가 지원 강화
백악관 데모데이 개최, 창업을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Startup in a 
Day), 중소기업 지원 강화

[표] 미국 혁신전략: 민간 혁신활동 촉진과 혁신적인 정부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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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일의 4차 산업혁명 전략

□ 전략의 특징

○ 독일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제기한 나라로 제조업과 산업의 디지

털화에 의한 새로운 제조 혁명으로 인더스트리 4.0(Industrie 4.0)을 주장

- 2016년 WEF(세계경제포럼)의 클라우스 슈밥 회장이 4차 산업혁명을 주장하였을 

때,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

- 독일은 주로 제조업과 산업의 디지털화에 의한 새로운 제조 혁명을 중심으로 하

고 있었는데, 슈밥 회장은 이에 따른 사회 변화라는 더 큰 범위의 변화를 예고함

○ 2000년대 들어서면서 저성장 및 저성장 및 글로벌 경쟁심화라는 대내외 환경 변화

는 독일에게 위기로 다가옴 

구분 주요 내용
혁신을 위한 프레임워크 
마련

균형된 독점방지법 시행, 사이버 보안 강화, 망중립성 유지 등

연방정부의 정보자료 공개
건강·에너지·기후·교육·재정·공공안전·글로벌 개발 분야의 데이터 공
개(Open Data Initiatives) 실시

공공 R&D의 사업화 촉진
사업화 전략(Lab-to-Market Initiative) 실시, 정부지원 특허의 관
리 최적화, 정부연구시설 이용확대, 중소기업 기술이전 프로그램
(STTR) 확대 등

지역혁신 생태계 발전 지
원

확대된 i6 챌린지를 포함하는 지역혁신 전략 추진, 지역의 부상하는 
혁신 생태계 지원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투자·시장 진입의 장벽 제거, 투명·반부패 조치, 적합한 규제 시행 
촉진, 영업비밀·부상 과학기술 보호 등

공공부문 혁신을 위한 
Innovation Toolkit 적용

글로벌 수준의 인재 영입, 파급효과가 큰 혁신실험실 설치, 혁신기술
의 정부구매 등

연방기관을 통한 혁신 문
화의 확산

혁신 실험실 모델 개발 지원

디지털기술을 이용한 더 
나은 공공서비스

디지털서비스 전문가 채용 지원, 범정부 디자인 표준 개발

사회혁신을 위한 근거자료 
확충

성공조건부 지불(PFS) 프로그램 확대, 데이터 공유의 장애물 제거

자료: KISTEP(2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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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은 중국 등 신흥 제조 대국의 저가 공세와 미국의 플랫폼 

기업의 확장이 독일의 기업들을 하청기업으로 전락시킬 수도 있다는 세계 경제적

인 위기와 고령화되는 숙련 노동자의 감소라는 국내적 상황 속에서 어떻게 독일

의 제조 경쟁력을 유지하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 인

식에서 시작됨 

○ 독일은 GDP 규모 및 수출규모가 세계 3, 4위의 국가이고, 제조업 비중이 22% 수

준을 유지하고 있는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

- 자동차, 기계, 화학 등 주력 산업 분야에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

이 포진하고 있고, GDP 대비 수출 비율이 46.8%로 수출의존도가 높고, 수출의 

80%를 제조업이 차지

○ 제조업의 경쟁력을 잃는다는 것은 국가 경제에 커다란 타격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

기 때문에 독일은 미래 도전과제에 대응하는 연구개발 전략 추진 및 신기술 기반 

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2006년부터 하이테크 전략을 추진

- 하이테크 전략은 독일이 약했던 ICT 역량을 향상시키고 이를 다른 산업 부문과 

결합시켜서 첨단 기술력을 확보하자는 전략

- 이 전략의 논의 과정 속에서 나온 것이 독일 제조업의 경쟁력 향상 방안으로 인

더스트리 4.0이 제기되었고, 인더스트리 4.0은 산업 현장의 문제의식 속에서 기업

과 연구개발 기관들이 제기한 방안

○ 독일이 정의하고 있는 인더스트리 4.0은 전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포괄하지 않으

며, 오히려 이들을 자신들이 강점을 갖고 있는 제조업의 디지털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연방경제에너지부는 인더스트리 4.0을 개념(concept)→개발(development)→제조

(manufacturing)→사용(use)→유지(maintenance)→재활용(recycling)을 포함한 

제품(product)의 전체 공정으로 정의

○ 민간 기업과 연구기관 중심으로 논의되던 인더스트리 4.0은 연방 정부가 참여하면

서 강한 동력을 얻어 추진되고 있음

- 인더스트리 4.0의 표준화 프로세스는 이해관계자 간 논의에 기반하여 합의를 도

출하는 방식으로 진행속도가 더딘 편이었고, 중소기업 및 노동계 등에 확산하는 

문제에 직면하여 연방 정부가 참여하면서 강한 동력을 얻어 추진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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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인 특성은 독일의 전통적 강점 분야인 부품 및 기계 산업 부흥전략을 민간

이 주도하도록 하고, 현장에서 만들어진 사례들을 모아서 인더스트리 4.0이라는 

틀 내에서 여러 실천 과제를 수행하며 지속적으로 정책을 개선 및 수정하고 방식

으로 진행되고 있음

○ 인더스트리 4.0을 사회 전체에 확산하기 위해서는 중소중견기업의 참여는 물론 노

동자의 참여 등이 필요하고, 사회적으로 디지털 인프라와 데이터에 대한 보호와 활

용의 이슈가 제기되면서 독일은 계속해서 미텔슈탄트(중소중견기업) 4.0, 노동 4.0, 

디지털 전략 2025 등을 내놓으면서 전략의 수준을 높여가고 있음

○ 전체적으로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전략은 독일 특유의 산학 연계 시스템을 기반으

로 정부는 보조적 역할, 촉진적 역할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

□ 추진 배경

○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은 2006년 8월 독일 연방정부가 발표한 ‘하이테크전략

(High-Tech Strategy)’에 뿌리를 두고 있음

○ 전통적으로 제조 강국인 독일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 저성장 및 글로벌 경쟁심화

라는 대내외 환경 변화를 맞이함

- 2000년대 중반 주력산업인 제조업에서 중국 등의 저가 공세와 미국의 플랫폼형 

비즈니스 모델이 확산되면서 독일기업들이 미국 플랫폼 기업의 하청기업으로 전락

할 것이라는 위기감 확산됨

- 2008년 세계금융위기는 세계경제의 저성장 기조를 지속시키면서, 중국 등 신흥국

의 경제성장 둔화로 독일은 경제성장률이 2% 미만으로 낮아지고, 수출도 둔화되

는 침체의 위기에 처하게 됨

- 국내적으로도 저출산·고령화의 진전으로 빠른 속도로 경험이 풍부한 고숙련 노동

자들의 은퇴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생산 노동자보다 보살핌이 필요한 고령자들

이 더 늘어나는 불균형에 직면

○ 이에 독일은 미래 도전과제에 대응하는 연구개발 전략 추진 및 신기술 기반 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2006년부터 하이테크 전략을 추진

○ 국가혁신시스템 관점에서 하이테크전략은 한편 R&D 시스템의 개혁이라는 성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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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고 있음

- 2000년대 독일의 R&D 관련 정책은 16개 주정부가 개별적으로 추진 및 결정하

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 정책이 체계적이지 않아 혁신을 이루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음

- 이에 독일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전략을 마련하고 정부부처 간의 공통 목표를 설

정하고 추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함

- 우선 R&D 투자 규모를 GDP의 3%까지 늘려 혁신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

-산업 간의 협력을 유도하여 주요 산업 분야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응하고자 함  

○ 2010년 독일 연방교육연구부는 ‘첨단기술전략 2020(High-Tech Strategy 2020)’

을 발표하고 기후변화·에너지, 보건, 교통·운송, 보안, 통신 등 5개 중점 육성 분야

를 설정하는 등 하이테크전략의 방향성을 구체화함

- 혁신기술의 이해당사자들과 과학과 산업의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신기술을 개발하

고 발전시키자는 공동의 목표를 천명

○ 2012년 3월에는 ‘첨단기술전략 2020 액션플랜(High-Tech Strategy 2020 

Action Plan)’을 발표하여, 10대 미래 프로젝트(Future Project)에 대해 향후 

10~15년간 추진 계획을 수립

[표] 첨단기술전략 2020 액션플랜의 10대 미래 프로젝트

번호 미래 프로젝트 명

1 이산화탄소 중립(CO2 neutral)·에너지 고효율화·온난화에 대처하는 도시

2 화석연료 대체 자원 개발

3 지능형 에너지 공급 개혁

4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통한 치료 방안 개선

5 식생활 개선을 통한 건강 증진

6 고령자의 자기결정이 가능한 생활

7 지속가능한 이동성

8 상업용 인터넷 서비스

9 인더스트리 4.0

10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자료: KIEP(2017.11)

○ 액션플랜에 처음으로 Industrie 4.0이 하이테크전략에 추가되어 독일 제조업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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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강화 방안이 수립

- Industrie 4.0 개념은 2010년에 소수의 학자와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논의 테이

블이 구성되어 논의되다가 2011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정부 아젠다로 인

더스트리 4.0을 채택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 

○ 인더스트리 4.0의 기본 개념은 제조업에 ICT 기술을 접목한 공정기술 개발을 통해 

생산자가 소비자 수요에 ‘맞춤형’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임 

○ 인더스트리 4.0을 위한 Working Group은 2012년 1월에 결성

- 정보통신산업협회(BITKOM), 기계산업협회(VDMA), 전자산업협회(ZVEIBITKOM) 

등 산업협회 주도로 독일 연구기관, 공과 대학 그리고 관련 분야의 관계자로 구성

- 노동력 감소와 신흥국과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 하에서 독일 전통적 강점 분

야인 부품 및 기계산업 분야의 민간 기업들(Siemens, SAP, ABB, Bosch 등)이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

□ 추진 목표

○ 인더스트리 4.0은 사이버-물리시스템(CPS)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공장(Smart 

Factory)을 구축하고자 하는 차세대 제조업 발전전략이라고 할 수 있음

- 앞으로 생산에서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줄어들고 창의적인 기술개발과 

혁신이 제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 하에서 제조업에 ICT를 접

목해 모든 생산 공정, 조달 및 물류, 서비스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공

장을 구축하는 것이 대응 방안으로 제시

- 이후 인더스트리 4.0은 2015년 4월 ‘플랫폼 인더스트리 4.0‘로 개선 발전

○ 이와 같이 2006년부터 진행해 온 하이테크 전략의 심화 과정을 통하여 독일은 인

더스트리 4.0에 대한 2035년까지 로드맵을 제시하고 연구개발과 표준화, 확산을 

점진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 독일은 정책과제에 대해 미시적인 조정을 포함하여 장기간 일관되게 추진하는 모

습을 보여주고 있음

○ 독일 인더스트리 4.0의 최종목표는 ‘전국가의 스마트공장화’임

- 1단계로 규격품뿐 아니라 고객 주문형 상품도 대량생산할 수 있는 다품종 대량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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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시스템을 실현시키고 2020년 이후에는 독일 제조업 전체가 스마트공장으로 연

결되어 거대 플랫폼화 하는 로드맵을 제시

- 2단계는 독일내의 모든 공장을 단일의 가상공장 환경으로 만들어 국가 단위의 생

산 및 수요 예측이 가능한 21세기 공장생태계를 실현

[그림] 인더스트리 4.0 추진 연혁

자료: 인더스트리 4.0의 연혁, 동향과 방향 전망(김은, 1706)

□ 추진 경과

○ 하이테크 전략 2020이 독일 연방정부 전체의 프로젝트라면, 인더스트리 4.0은 연

방정부가 주관부처를 교육연구부와 경제․에너지부로 지정하여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형태로 바뀌고, 연방정부는 예산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2012년 산업협회와 연구기관 주도의 연구 중심 프로젝트였던 인더스트리 4.0은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이라는 범국가적으로 민·관·학이 모두 참여하는 형태로 전

환됨

- 표준화 연구중심으로 인한 더딘 진행, 데이터 보안 정책 부재, 인더스트리 4.0에 

대한 중소기업의 참여와 인식 부족, 관련 인력 부족 등의 문제에 대응하여 실용성

과 실행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기업·노동·정부로 추진주체를 확대

- 인더스트리 4.0 추진을 본격화하면서 개별 기업의 범위를 넘는 공통과제를 선도

하고 기업 간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정부의 조정자 역할이 필요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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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은 2013년 4월 BITKOM, ZVEI, VDMA 등 3개의 재계단

체가 독일 연방정부의 미래 프로젝트 인더스트리 4.0과 협력하고 기술, 표준화, 사

업모델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

- 독일 연방정부인 BMBF(Federal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와 

BMWi(Economic Affairs and Energy), 학계·연구소(FhG: Fraunhofer-Gesellschaft), 

그리고 노동조합(IG Metall)이 참여

○ 이 과정은 통하여 인더스트리 4.0은 추진주체가 협회 및 연구기관에서 정부로, 추

진과제가 연구과제 중심에서 표준화, 시스템, 제도, 인력 육성 등으로 확산됨

○ 실행기구의 작동과 관련해 가장 큰 특징은 주(州) 정부, 협회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

와의 ‘쌍방향 소통’ 방식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점임

- 독일의 업계대표, 협회들이 회원사들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거나 정부정책을 회

원사에 적극 홍보하고 이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점은 독일 특유의 협력 문

화라 할 수 있음

[그림] 인더스트리 4.0 플랫폼의 주요 참여기관

자료: KIAT(2016)

○ 2014년 9월에는 신기술의 상용화, 산학협력 강화, 중소기업 지원 및 촉진을 강조

하는 ‘뉴하이테크전략(The New High-Tech Strategy)’을 발표하면서 5가지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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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방향을 제시

- ① 번영과 삶의 질을 위한 우선과제, ② 협업 및 상업화, ③ 산업 혁신, ④ 혁신친

화적 여건 조성, ⑤ 대화와 참여를 통한 개방성 확대  

○ 2015년 4월에는 플랫폼 인더스트리 4.0과 함께 레퍼런스 아키텍처인 RAMI 

4.0(Reference Architecture Model Industrie 4.0) 발표

- RAMI 4.0은 인더스트리 4.0의 모든 기술 구성 요소를 단일하게 체계화한 최초의 

작업으로 기업들은 동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특정 용도로 사용할 수 있

는 시나리오와 솔루션 구성이 가능하도록 함

○ 2016년 1월에는 인간-기계 상호작용, 통신, IT 보안에 중점을 둔 인더스트리 4.0 

표준화 로드맵 개정을 추진 

○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BMWi)는 2016년 하반기부터 ‘디지털 어젠다 2014-2017 

(Digital Agenda 2014-2017)’의 핵심 사업 중 하나로, “Mittelstand(미텔슈탄트) 

4.0” 전략을 추진

- 인더스트리 4.0은 독일의 강점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다양한 중소·중견기업

(Mittelstand)들의 참여와 성과가 예상보다 미흡하다는 평가가 제기됨

- 종업원 수 500명 미만이고 연매출 5,000만€ 미만의 중소·중견기업들은 독일 전

체 기업수의 99%를 차지하는 중요한 자산 

○ 중소기업 4.0(Mittelstand 4.0) 이니셔티브를 통해 11개 역량센터를 설립하여 인더

스트리 4.0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 개선, 참여 지원을 하고 있음

- 기업, 연구기관의 인더스트리 4.0 유스케이스 280건을 제공하고, 고용훈련 평생교

육 워킹그룹은 인더스트리 4.0 관련 기업 내 직업 교육훈련 사례 및 권고사항 발간

○ 하이테크 전략과 인더스트리 4.0이 경제와 산업 측면의 전략이라면, 독일의 디지털 

전략은 하이테크 전략을 뒷받침하는 IT 인프라와 사회문화적 환경 조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 ‘디지털 어젠다 2014-2017는 통신 인프라 구축과 인터넷 속도 증가를 통해 디지

털화에 필수적인 고속 인터넷망을 전국적으로 갖추겠다는 목표를 설정

○ 디지털화를 인더스트리 4.0의 필수 조건으로 보았으며, 이를 통해 ① 성장과 고용 

② 접근성과 참여(participation) ③ 신뢰와 보안을 이루고자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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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인더스트리 4.0과 스마트 공장의 주요 이슈 중 하나인 IT 보안에 대한 대응

을 들 수 있음

- 제조공정의 디지털화와 협력업체와 협업을 위한 데이터 공유로 스마트 공장을 구

현하는데 가장 우려하는 사항은 정보 노출 위험, IT 보안

- 데이터를 어디에 보관하고 누구에게까지 공개할 것인지, 협력업체와 협업을 위해 

데이터를 공유할 경우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및 책임소재를 어떻게 할지 등의 이

슈들이 제기됨

- 디지털 전략의 10대 정책방향 중 하나가 ‘정보보안 및 정보 자기결정권 강화’이

며, 여기에 데이터보안·보호시책 마련 및 소비자와 기업의 데이터 보호에 대한 법

적 기반 제공이 포함되어 있음

□ 추진 체계

○ 독일 인더스트리 4.0이 지향하는 궁극적 목표는 표준화

- 인더스트리 4.0을 구성하는 핵심요소로서 R&D 이노베이션, 참조모델(Reference 

Model) 및 표준화, 네트워크 시스템의 사이버보안

○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에서 제기된 생산 디지털화, 스마트팩토리 등의 연구결과와 

부가가치를 표준화를 통해 효율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업무는 인더스트리 4.0 표

준화위원회에서 맡고 있음

- 인더스트리 4.0 표준화 위원회는 독일 정부의 주도로 독일의 주요 산업협회

(BITKOM, VDMA, ZVEI)와 표준화기관(DIN, DKE) 컨소시엄을 통해 설립됨

- 그 기반은 2015년 하노버 산업박람회에서 독일산업부와 교육연구부가 발표한 플

랫폼 인더스트리 4.0 이니셔티브(Platform Industrie 4.0)에 있음

○ 표준화위원회는 인더스트리 4.0 이니셔티브 수행을 위한 민관합동 프로젝트 플랫폼

으로, 5개의 워킹 그룹8)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업부, 교육연구부, 지멘스, 도이체

텔레콤, 보쉬, 프라운호퍼 연구소 등 산학계-정부 대표들이 각 분과를 담당해 관리

하고 있음

8) Working Group 1 '표준화, 참조체계(Reference Architecture) 구축', Working Group 2 '연구와 혁신', 
Working Group 3 '네트워크 시스템의 보안', Working Group 4 '법적 체계', Working Group 5 '노동, 직업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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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인더스트리 4.0 플랫폼 추진체계

자료: KIAT(2016)

○ 표준화위원회는 기업의 협력과 기술교류, 이전 등을 활성화하는데 일조하고 있으

며, 이와 더불어 인더스트리 4.0에 수반되는 제도적 기반(보안, 표준화, 고용) 마련

에도 주안점을 두고 있음

- 기업/기관의 인더스트리 4.0 현황 이해 및 기술/정보 공유를 통해 경쟁 이전에 

정보공유를 통해 선행적 협업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기업들이 특정 위원회가 구축한 표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표준화에 필요한 부

분을 기업이 인지하고 선(先) 제안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음

○ 표준화위원회에서는 Standard Roadmap(Normungs-Roadmap)을 발간해 기존의 

산업자동화 관련 표준화, 새롭게 제시되는 표준화 등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으며,  

독일이 향후 구축하게 될 인더스트리 4.0 표준화 시스템에 대한 청사진을 함께 그

리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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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약 300개 기업과 159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250여 개 인더스트리 4.0 

관련 프로젝트가 등록돼 있음

[그림] 인더스트리 4.0 표준화위원회 구조표

자료: 인더스트리 4.0 표준화위원회

□ Industry 4.0 전략의 주요 내용

○ 독일 Industry 4.0은 제조업과 ICT의 융합에 의한 수직·수평 통합을 통하여 제조

업의 고도화를 지향하고 있으며, Industry 4.0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① 스마트 제조시스템의 수직 통합: 네트워크화·자율화된 생산시스템에 의해 더욱 유

연하고 효율적인 생산 및 유지관리 체계 실현

- 제조기기 및 부품 생산이 자율적으로 수요 및 재고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

- 고객 개개인의 요구에 부합하는 제품을 대량생산과 동등한 비용으로 제조

- 센서 등을 통해 생산프로세스 데이터를 획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조기기 등의 

고장 등 이상 상황에 대한 예방적 대응이 가능

② Global Value Chain에 의한 수평 통합: 기업의 경계를 초월한 통합·가치 네트워

크 구축에 의해 최적화 실현

③ 첨단기술을 통한 고속화: 인공지능(AI), 로봇공학, 센서 등에 의해 제품의 개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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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화 속도를 가속화하여 시간 및 비용 절감

- 3D프린팅과 같은 기술은 생산 및 공급 양면에 있어서 새로운 해결책 제시

④ 생애주기를 일관하는 엔지니어링: 제품 및 고객의 생애주기(Life-cycle) 전반을 대

상으로 한 엔지니어링을 통해 공급망의 최적화 실현

[그림] 독일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에서 제시하는 RAMI 4.0 개념도

자료: Platform Industrie 4.0

○ 이와 같은 통합적 스마트 제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독일 Industry 4.0은 표

준화 위원회는 인더스트리 4.0 관련 기술 적용 참조 모델로 RAMI 4.0(Reference 

Architecture Model for Industrie 4.0)을 제시

- RAMI 4.0은 인더스트리 4.0의 모든 기술 구성 요소를 단일하게 체계화한 최초의 

작업으로 기업들은 동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특정 용도로 사용할 수 있

는 시나리오와 솔루션 구성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 RAMI 4.0은 3차원적 해석을 통해 인더스트리4.0에 관련된 기술을 체계적으로 분

류하고 정의한 것으로, 기존 생산 자동화 관련 표준IEC 62264, IEC 61512(물리

적 자산/설비)과 IEC 62890(통합 가치사슬)에 네트워크(Connected World), 

Field Device(IoT, 센서 등) 등을 더해 인더스트리 4.0의 범위로 확장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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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텔슈탄트 4.0 전략

○ 독일은 Industrie 4.0을 추진함에 있어 대기업만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스마트팩토

리 네트워크의 참여와 노동 및 일자리 문제에 대한 대안 제시로 노동자들의 협조 

등이 핵심이라 보고, 중소중견기업(Mittelstand) 4.0과 노동(Arbeiten) 4.0을 병행 

추진하고 있음

○ 독일의 미텔슈탄트 4.0 정책은 중소·중견기업들의 디지털화 촉진 및 혁신을 지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BMWi)의 기업지원정책 정부사업

으로, 정책의 최종 목표는 “미텔슈탄트 기업들의 디지털화 실현”임

- BMWi의 예산 기금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 정책은 생산 과정의 디지털 전환, 미텔

슈탄트-디지털화에 대한 조치 및 정책운영에 해당 기금이 최우선적으로 사용

- 주요 목적은 네트워킹 및 디지털화를 위한 미텔슈탄트 기업들의 현대화 방안을 

제시하고, 새로운 디지털 기술로 중소·중견기업의 혁신 역량강화를 지원

○ 미텔슈탄트 4.0, 즉 미텔슈탄트-디지털화 전략은 미텔슈탄트 4.0-역량센터

(Mittelstand 4.0-Kompetnezzentren)와 지역사무소를 두고 다음의 세 가지 기본

원칙에 따라 추진되고 있음

[그림] 「미텔슈탄트 4.0｣ 및 “미텔슈탄트 디지털 전략”의 추진구조 및 주요 지원 사업

자료: 중견기업연구원(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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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화 전략-미텔슈탄트를 위한 편리성 확보: 미텔슈탄트 기업의 작업장 운영소프

트웨어의 품질 및 가용성 향상

- e표준화(eStandards)-경영프로세스의 표준화 증진으로 디지털화 성공확률 증대: 

미텔슈탄트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e표준화의 발전(개선), 실험 및 확산 추진

- 미텔슈탄트 4.0-디지털화 생산 및 작업 프로세스 구축

○ 미텔슈탄트는 역량센터의 역할은 다음과 같음

- 지역 및 학제를 뛰어넘는 융합 네트워크를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사용자 중심, 

데이터 평가 기반의 미래 비즈니스 모델 검증)

- 중소기업의 네트워크 및 플랫폼 지원을 위한 수요지향적이며 안전한 솔루션 개발

(가능성 검증 및 가시화)

○ 미텔슈탄트는 역량센터는 주로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고 있음

- 독일 전 지역 기업 현장의 경영주와 노동자에게 디지털 전환 이해도 향상 및 인

식 개선, 지원적임 대상자를 찾는 과업을 수행

- 시범-공장들(Demo-Fabriken)의 경영주와 근로자에게는 실무적 해결방안과 실현 

및 실험촉진을 위한 디지털 전환과정을 시현·제공

○ 미텔슈탄트4.0-지역사무소(Mittelstand 4.0-Agentur) 4개를 운영하며 디지털화를 

위한 지식 및 정보, 노하우 전파를 지원

- 클라우드 컴퓨팅, 통신, 무역 및 공정 등과 같은 무엇보다 중요한 디지털화 과제

와 관련된 최신 지식 및 정보를 연계하는 역할을 담당

- 광범위하게 독일 전 지역에 퍼져 있는 상공회의소 및 협회들과의 공조를 통해 이

러한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기관의 목적을 두고 있음

○ 이외에도 독일의 100만개 이상 수공업 작업장의 인더스트리 4.0 정책의 적용과 디

지털 경영프로세스를 실현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공업장을 전담하여 지

원하기 위한 1개의 연방관할 "디지털 수공업 관리센터" 가 운영됨

○ 한편 중소중견기업들을 위한 스마트팩토리 사업은 모듈형 제품 보급 방식으로 이뤄

지고 있음

- 대기업은 고사양의 고가 설비를 사용할 여유가 있지만, 중소기업은 그러하지 못하

기 때문에 중견·중소기업을 위해 고사양의 고가 설비를 모듈화하여 저비용 단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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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 설비를 활용하는 것을 대안으로 고려

- 예를 들어 대기업은 다기능 제품을 사용하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능별로 제품

을 분리하여 보급함으로써 ‘플러그 앤 플레이 3분 교체’ 방식의 공장을 구현할 수 

있게 지원

□ 노동(Arbeiten) 4.0

○ 독일 인더스트리 4.0 전략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노동에 대한 대응이면서 

노동자를 인더스트리 4.0의 성공을 위한 파트너로 참여시키고 있다는 것임

○ 연방노동사회부(BMAS)는 인더스트리 4.0에 따른 일자리 변화와 미래 노동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담은 노동 4.0(Arbeiten 4.0) 백서를 2017년 1월 발표

- 백서의 발간 과정은 독일 경쟁력의 원천인 숙련된 전문인력을 유지하면서, 작업 

프로세스의 디지털화에 따른 노동의 유연성을 받아들이면서도 ‘좋은 노동’을 어떻

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서 시작

- 정부-산학연-노조 간의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기술과 노동의 상호작용 및 갈등을 

어떻게 새롭게 정의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음

[표] Arbeiten 3.0과 4.0의 진화 과정

구분 시기 특징

Arbeiten 
3.0

20세기
후반

Ÿ 사회적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복지와 노동자의 권리가 통합
Ÿ 고용주와 노동자가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협상하기 위한 사회적 

권리 제정
Ÿ IT기술을 통해 생산자동화가 시작
Ÿ 공유경제의 도입 및 시장의 국제화가 진행

Arbeiten 
4.0

21세기
초반

Ÿ 네트워크화, 디지털화, 유연화를 특징으로 하는 시기
Ÿ 사람과 기계 간 소통을 가능케 하는 네트워크화를 통해 새로운 형

태의 상품 및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노동환경의 변화, 상품 및 서비
스에 대한 수요의 변화, 새로운 문화적/사회적 변화가 동반

Ÿ 향후 도입될 정책에 따라 근무환경 및 사회보장시스템의 변화가 
구체화 될 것으로 예상됨

자료 : 문선우 (2016) 독일의 인더스트리 4.0과 노동 4.0

○ 노동 4.0은 네트워크화, 디지털화, 유연화 시기의 노동 특징으로, 생산시스템의 변

화로부터 다양한 사회적 변화 및 노동환경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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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적인 기술발전으로 독일의 저숙련 노동자들의 실업률은 높아지고, 고숙련 노

동자의 실업률은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숙련 노동자를 위한 숙

련 기술 교육 및 일자리 창출 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

- 디지털화로 인한 크라우드 워커, 서비스 분야의 플랫폼 노동, 독립 노동자(자영업

자) 증가 등 새로운 변화에 대응한 사회보장제도와 직업 및 소득의 안정성 개선 

방안 등 새롭게 등장하는 이슈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을 제기

- 디지털화의 진전에 따라 근로시간 및 장소가 더욱 유연해질 것으로 전망되며 근

로조건의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 모든 설비가 자동으로 모니터링되는 환경에서 근무자의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수

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로 새로운 쟁점으로 등장

-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부합하는 새로운 고용형태, 노동시간계정 등의 제도 도입도 필요 

○ 디지털화되는 직업세계 속에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노동시장의 갈등영역에 대한 

대화를 통하여 백서는 다음과 같이 좋은 노동을 위해 견지해야할 5가지 측면을 제시

- 경쟁력을 유지함과 동시에 높은 임금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임금체계와 사회적 

안정망이 필요

- 전문화된 직업교육으로 모든 국민들을 좋은 노동으로의 통합 필요

- 다양한 노동유형에 대한 인정과 노동자 개인의 자율적 결정을 보장(근로시간 유연

화와 일자리 보호를 위한 예외 규정 마련)

- 기술발전으로 변화될 노동환경(유동성, 인간과 기계의 새로운 관계 설정, 새로운 

조직구조, 생산과정에서 빅데이터의 활용 등)의 개선과 노동보호4.0이 필요

- 정부차원의 합의와 노동자들의 요구가 상호보완할 수 있도록 공동결정에 노동자의 

적극적 참여와 기업 리더들의 수평적 경영문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

□ 기술 혁신 전략

○ 인더스트리 4.0은 일차적으로 공장 단위에서 제조 공정의 유연한 자동화, 제조라

인․·계의 원격․자동 제어, 위험․고장 예측 가능의 실현 등 제조 혁신을 목표로 함

- 글로벌 컨설팅 그룹 BCG에 의하면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스마트공장이 구축 및 

실현되기 위해서는 9개의 기술 기반(Pillars)이 요구된다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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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인더스트리 4.0을 위해 요구되는 9개 기술과 요구사항

기술분야 기술 요구사항

빅데이터와 
분석

스마트공장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를 해석하여 다양한 의사결정에 활용

자율적인 로봇 지적 사고능력이 향상된 로봇이 지금의 단순 작업 외에도 다양한 역할을 수행

시뮬레이션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을 활용하여 제조 프로세스에 대한 시뮬레이션 설계

수평․수직 
통합형 시스템

기업 내․외부의 모든 데이터를 수평․수직적으로 연계 및 활용

IoT 탑재형 디바이스, 센서 등을 활용하여 모든 기기가 실시간 통신 및 응답을 제공

사이버 보안 통신 네트워크에 의해 움직이는 스마트공장이므로 사이버보안 문제 해결이 필수

클라우드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고 다수의 기기를 지원할 수 있는 클라우드

3D Printing 주문제작, 특수 제품 등의 소량생산에 활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

가상현실 가상현실은 의사결정, 생산력 향상 그리고 교육 훈련 등의 추가 활용 역시 가능

자료: 주요 선진국의 제4차 산업혁명 정책동향(IITP, 2016)

○ 인더스트리 4.0을 위한 기술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공공 연구기구는 프라운호퍼

(Fraunhofer) 연구소들이임

- 산업과 학계 간을 연계하는 기술개발 역할을 수행하는 독일 Fraunhofer 연구기

구는 Industry 4.0 이후 더욱 부각되고 있음

- 프라운호퍼는 독일 전역에 정보통신, 생명과학 등 분야별로 7개 그룹 60여개의 

연구소가 운영 중이며, 과학기술의 개발과 실용화를 목표로 정부 및 기업 수탁 연

구를 다양하게 수행하고 있음

- 유망기술의 제품·서비스화, 중소기업 등에 혁신 아이디어 제공 등을 지원하고, 연

구자가 원할 경우 벤처 창업을 지원(Spin-out)하고 있음

○ 프라운호퍼(Fraunhofer)는 독일 내 연구소 중에서도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연구

를 활발하게 수행 중이며 혁신 제품 개발과 스마트 제품 및 서비스, 적응 생산

(adaptive production) 분야를 네트워킹의 디지털화, 기초기술 분야의 통합을 이

룬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함

- Industry 4.0과 관련하여 스마트 공장의 최적화, 안정화, 사이버공격에 대한 방어 

등 다양한 연구 및 기술개발을 뒷받침하고 있음

○ 한편 독일 지멘스는 인더스트리 4.0 논의 초기부터 참여한 대표적인 기업으로 독일 

암베르크 지역에 스마트공장을 시범적으로 구축하여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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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베르크 공장에서는 전자부품이 로봇들에 의하여 생산되고 있으며 컴퓨터가 하루

에 5천만 건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불량품 감소 성과를 내고 있음

- 지멘스 자료에 의하면 2014년 기준 100만개 생산 제품 당 불량품의 수가 25년 

전의 40분의 1 수준인 11.5개로 감소

(3) 프랑스의 4차 산업혁명 전략

□ 전략의 특징

○ 프랑스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서비스 산업이 발달한 국가

- 프랑스는 전체 산업에서 제조업이 취약하여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6%에서 2014년 11% 수준으로 떨어졌고, 서비스업은 74%에서 79%로 늘어남

○ 프랑스는 자국이 영국이나 독일보다 스타트업과 ICT 역량이 취약하다는 것은 인식

한 200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스타트업 지원과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음

○ 후발 주자로서 프랑스의 4차 산업혁명 전략의 특징은 정부가 중앙집중적 시스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참여와 지역을 기반으로 범정부적인 혁신정책을 추

진하고 있다는 것임 

-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프렌치테크 메트로폴은 지역 산업을 기반으로 혁신을 추구하

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의 추진기구라고 할 수 있는 미래산업연합은 국가, 지방정

부, 연구기관, 교육기관, 산업조직 및 노동조합 등과 연합하는 추진 체계를 구축

하고 있음

○ 한편, 프랑스는 자국의 스타트업이 뒤쳐진 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국내 역량만이 아

니라 해외의 스타트업 역량을 활용하는 적극적인 문호개방 정책을 취하고 있음 

- 스타트업 지원과 새로운 제조업, 미래산업 육성이 산업 정책으로 성과를 나타내자 

프랑스는 데이터 및 지식 기반 경제로의 전환과 디지털 사회 전환을 위한 법적 

토대 마련을 위해 2016년 10월에 ‘디지털 공화국(Digital Republic Act)’ 법안 

제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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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최초로 온라인 크라우드 소싱을 활용해 입법된 디지털 공화국법은 디지털 

기술을 자유, 평등, 박애라는 프랑스의 국가 철학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게 하는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음

- 디지털 공화국법으로 데이터 및 지식의 확산(자유), 디지털 사회에서의 개인 보호 

지원(평등),  디지털 기술에의 보편적 접근 확대를 강화(박애)한다는 것임

○ 프랑스의 스타트업 육성 정책은 최근 성과 뉴 하드웨어 스타트업에서 두각을 나타

내고 있으며, 이는 제조업과 서비스의 융합으로 갈 것으로 전망됨

○ 프랑스는 서비스 강국이면서 동시에 문화 강국으로 디지털공화국 전략을 통하여 프

랑스의 문화, 철학, 예술의 역량이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

□ 추진 배경과 목표

○ 프랑스가 벤처기업과 스타트업 등 혁신경제에 주목하게 된 시기는 1990년대 말 전 

세계적으로 경제 불황이 닥친 시기였음

- 중소규모의 기업이 프랑스의 경제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커서 약 50%

의 고용과 국내 생산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경기 침체로 중소기업들은 심각한 타

격을 받게 되었음

○ 각종 경제 지표들이 정체상태에 머무르고 있던 상황에서 영국과 독일은 유의미한 

성장을 보이고 있었음

○ 특히 프랑스는 전체 산업에서 제조업이 취약하여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

년 16%에서 2014년 11% 수준으로 떨어졌고, 서비스업은 74%에서 79%로 늘어나

고 있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상품, 서비스, 생산 등의 분야에서 혁신의 필요성 

대두되었음

- 당시 미국을 중심으로 스타트업이 주목받기 시작할 무렵, 프랑스는 유럽에서도 영

국이나 독일에 비해 스타트업이 뒤처지는 것으로 평가되었음

○ 프랑스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혁신,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과제가 중요하게 인식되

면서 프랑스는 스타트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됨

○ 이후에도 프랑스 정부는 정부 주도의 초기 스타트업 정책 지원에서 민간 기업 참

여, 외국 기업의 문호 개방과 중소기업 육성의 시각을 견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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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대 산업의 디지털화가 진행되는 시기에 프랑스 정부는 먼저 스타트업의 토

대가 되는 디지털 혁신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였으며 2008년에는 ‘디지털 프랑

스 2012’, 2012년에 ‘디지털 프랑스 2012-2020’을 발표하였음

○ 프랑스의 디지털 정책의 정점은 디지털공화국(Re ́publique numérique) 추진임

- 2014년 9월 프랑스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프랑스를 디지털공화국으로 전환할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디지털공화국 추진의 목적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촉진을 

통해 디지털 기술을 경제적 자산으로 이용하고 공화국의 가치를 반영하는 사회적 

발전의 원천으로 사용하는 것임

- 디지털공화국 입법 추진은 세계 최초로 온라인 크라우드 소싱을 활용해 시민의 

의지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음

- 디지털경제부 산하에 설립된 정부 조직인 National Council of Digita이 추진 

조직으로 2014년 10월부터 2015년 2월까지 70여 차례의 워크샵, 두 차례의 온

라인 크라우드 소싱 등으로 18,000여명의 의견을 모았음

○ 이를 바탕으로 2015년 6월 18일에 디지털공화국의 준비를 위해 디지털전략을 정

리한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프랑스 정부는 2015년 12월에 디지털공화국법을 제안

하였음

- 2016년 10월 7일부터 발효된 디지털공화국법은 전체 디지털 경제를 조정하기 위

해 데이터, 온라인 협력경제, 인터넷 접근 등에 대한 새로운 틀을 도입함

- 혁신,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오픈 데이터, 더 나은 개인 보호, 플랫폼의 공정성 강

화와 디지털접근의 확대 등을 지원하고 통합하는 새로운 규정을 담고 있음

- 디지털공화국법의 목표는 더 광범위한 데이터와 지식 보급, 인터넷 사용자들의 동

등한 권리 보장, 포용적인 디지털 사회를 통한 박애 등임

- 2년여 걸쳐 진행된 프랑스의 국민 직접 참여형 디지털 민주주의에 대한 실험은 

입법의 투명성, 다양한 이해집단의 의견 수렴에 있어 보편적 대의 민주주의의 한

계를 보완할 수 있는 혁신 대안으로 기대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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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프랑스 디지털 공화국 입법 1차 의견 수렴 과정(2014.10~2015.2)

자료: 프랑스의 디지털 공화국 법의 추진 동향(SPRi, 2017.2)

□ 추진 경과와 체제

○ 지속적으로 디지털 프랑스를 추진하던 프랑스는 2012년 올랑드 정부가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스타트업과 ICT 융합 기반의 미래산업을 육성하는 4차 산업혁명 전략

을 추진함

○ 프렌치테크(La French Tech)는 스타트업들의 자본 재원조달, 지적 재산권과 특허 

보호, 표준화 등에 대한 지원에 주력하고 있음

- 혁신과 스타트업, 디지털기업들의 국제적 성공을 목표로 한 프렌치테크는 지난 

2013년 11월 시작되어 2014년에는 9개의 프렌치테크 메트로폴(Métropoles 

French Tech)을 선정하고 이를 연결해 1차로 스타트업 네트워크를 구성하였고, 

2015년에는 4개의 프렌치테크 메트로폴9)을 추가하였음

9) 프렌치테크 메트로폴은 지역 산업을 기반으로 연계성을 지닐 수 있는 특화 정책에 주력하여, 리옹은 게임, 렌은 
애니메이션, 보르도는 관광 등 해당 지역의 산업구조 형성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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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프렌치테크의 거점 도시별 주요 육성 분야

거점 도시 주요 육성 분야

리옹 게임, 로봇, 바이오기술, 인텔리전트 시티, 소프트웨어, 클린테크놀로지 

낭트 녹색기술, 디지털산업, e-Health

렌 텔레콤 및 네트워크. 애니메이션, 사이버보안, e-Health 

엑스 마르세이유 빅데이터, NFC, Smart City, e-투어리즘 

그르노블 에너지, e-Health, 녹색기술, 나노기술, 마이크로 전자기술 

보르도 e-Commerce, 인털리전트 시티, 빅데이터, 관광 및 와인산업

톨루즈 임베디드 시스템.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항공우주

몽펠리에 e-Health, 스마트시티, 디지털

릴 무역, 사물인터넷, 비디오게임 

자료: 프랑스의 디지털 혁신과 콘텐츠 스타트업 육성(오현전, 2016)

○ 혁신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프렌치테크 이니셔티브(Initiative French Tech)’10)

는 정부 주도하에서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을 돕고, 반대로 해외 스타트업의 프랑스 

진출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네트워크 및 혁신창업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함

○ 프렌치테크 이니셔티브는 연합, 가속화, 확산이라는 3가지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음

[표] 프렌치테크 이니셔티브의 3가지 접근 방식

접근 방식 목적 실행 사례

연합

많은 주체들의 참여를 유도
하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개방형 플랫폼 구축, 우수 
생태계에 브랜드 부여

일드프랑스와 13개의 메트로폴(Métropole: 다수의 
꼬뮌들로 구성된 꼬뮌연합체) 생태계 및 9개의 테마
생태계 네트워크

가속화
민간 스타트업 엑셀러레이
터의 발굴과 육성, 스타트업
을 위한 시드펀드 조성

Fonds French Tech Accélération(스타트업 가속
화 기금), Bourse French Tech(보조금), Pass 
French Tech(스타트업의 빠른 성장을 위한 각종 
지원혜택 패키지) 프로그램

확산
스타트업을 위한 국제적 플
랫폼 구축

French Tech Hub(프렌치테크 인증을 받은 커뮤니
티의 국제화), French Tech Ticket(프랑스 내에서 
혁신 창업을 기획하고 있는 외국인 기업가 유치) 

자료: 행정연구원(2017)

10) 중앙정부 주도의 프렌치테크는 경제부 디지털국 프렌치테크 추진팀(Mission French Tech)이 주도하고, 경제
재정부 기업국(Direction générale des Entreprises), 외무부 국제경제국과 기업국, 재무국(Direction générale 
du Trésor), CDC(예금공탁금고), Bpifrance(공공투자은행), Business France 등이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음



- 73 -

- 특히 스타트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이라는 확산의 측면에서 해외 주요 혁신 도시

에 프렌치테크의 거점인 프렌치테크 허브(les hubs French Tech)를 설립해 운영

하고 있으며 글로벌 스타트업의 중심지인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를 시작으로, 2016

년 6월까지 서울을 비롯하여 전 세계 12개 도시에 프렌치테크 허브를 설치하였음

○ 프랑스의 재산업화를 위한 산업정책으로 2013년 9월에는 “새로운 프랑스 제조업

(La Nouvelle France Industrielle, NFI)을 위한 34개의 계획11)을 발표하였음

○ 2015년에는 NFI의 2단계로 올랑드 대통령은 ‘미래산업(Industrie du Futur)’을 

발표하였음

- 기존의 34개의 계획을 9개의 해결책에 따라 재조직화 하고 포괄적인 계획으로서 

“미래산업” 프로그램을 제안하였으며 이 프로그램은 미래산업 기업들을 디지털화

에 따라 새로운 비즈니스모델과 조직, 창업 및 상업화를 지원하는 것임

○ ‘미래산업’ 프로그램은 범정부적인 거버넌스로 국가, 지방, 연구기관, 직업교육 및 

교육 기관, 산업 관련 조직 및 노동조합 등과 연합하는 추진 체계를 구축하였음

- 특히 이 프로그램의 주축은 ‘미래산업연합(Alliance Industrie du Futur)’이며 

31개의 기술 관련 조직체들을 모두 회원으로 두고 있는 ‘미래산업연합’은 정부와 

전문가, 과학자,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특히 레지옹(région: 우리나라의 광역자치

단체에 해당)들이 모여 있는 연합체 조직임

- 미래산업연합은 프랑스 산업의 현대화와 전환 특히 디지털과 관련하여 프로젝트와 

작업들을 조직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산하에는 워킹그

룹을 두고 레지옹 플랫폼을 중심으로 연합체 회원들의 네트워크에 근거하여 현장

에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지원함

□ 전략의 주요 내용

○ 지속적인 디지털 정책으로 프랑스는 2014년 말 기준으로 이동통신 보급률이 100%

를 넘는 등 유럽에서 ICT 인프라가 가장 발전한 나라 중 하나가 됨

○ 이를 바탕으로 프랑스는 신성장 동력의 일환으로 ICT 융합의 산업화, 미래산업에 

11) 34개 기술 분야의 제조업 회복을 목표로 지방에서 새롭고 경쟁적인 공급을 할 수 있는 산업과 경제의 주체들
을 모으는 5개의 축을 제안하였으며 5개의 축은 기술공급의 발전, 디지털 전환을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국제협력 
강화, 미래 산업 촉진, 직업훈련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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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하고 있으며 ICT 융합 정책의 목적은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기반 확충, 고용 

창출, 무역수지 개선 등을 통한 자국 산업의 체질 개선 및 체력 향상에 두고 있음 

○ 스타트업과 혁신 기업을 위한 ‘프렌치테크’, 제조업 부흥을 위한 ‘새로운 프랑스 제

조업’과 ‘미래산업’ 정책이 산업 정책이라면, 디지털 공화국법은 본격적인 데이터 

및 지식 기반 경제로의 전환과 디지털 사회 전환을 위한 법적 토대 마련을 위해 

전략임

[표] <Digital Ambition> 보고의 주요 테마와 전략 14대 전략방향

분야 주요 내용

기업 육성 
및 지원

Ÿ 글로벌 테크기업 육성
Ÿ 보편 데이터(‘General-interest data’)란 개념을 도입해 데이터 경제 촉진(교

통, 의료, 에너지, 관광 등의 공공 데이터 활용)
Ÿ 개방형 혁신에 기반한 전통기업과 스타트업의 협업 창출
Ÿ 초소(VSEs), 중소기업(SMEs)의 디지털화 관리

산업 및 
지역 육성

Ÿ 남부지역 (southern countries)의 기술 혁신 지원
Ÿ 건설분야의 디지털 전환 계획 수립(건축물 유지보수 관리, 리노베이션 관리 등)
Ÿ 미래를 위한 의료 개발 계획 시행(프랑스의 바이오기술과 개인 맞춤화된 의약, 

e-의료 기기 개발)

공공

Ÿ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플랫폼 규제 도입(범 
유럽에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에 대한 규제, 유럽 수준의 규제 도입)

Ÿ 출판물(publications)과 연구 데이터의 공개를 통한 개방형 과학연구 촉진
Ÿ 차별화된 공공서비스를 위한 ‘국가 스타트업 (State Start-ups)’ 육성
Ÿ 구직자를 위한 ‘Emploi Store’ 개시

교육

Ÿ 개인의 디지털 기기와 서비스(digital mediation) 사용 능력 강화
Ÿ 교육 부문에 있어 디지털 계획 수립
Ÿ 대규모 디지털스쿨 ‘Grande Ecole du Numerique’ 개시(학교교육 조기 이탈

자, 여성들의 디지털 직업 능력 개발)

자료: 프랑스의 디지털 공화국 법의 추진 동향(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2017.2)

○ 프랑스 정부는 2015년 6월 18일에 디지털공화국 준비를 위해 디지털전략 보고서

(Digital Ambition)를 작성하고, 2016년 10월에는 ‘디지털 공화국법(Digital 

Republic Act)’을 제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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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프랑스의 디지털 공화국법의 주요 내용

정치철학 디지털 공화국법의 방향

[자유]
데이터 및 지식의 

확산

- 데이터 개방 정책의 촉진과 확대
- 데이터중심의 공공 서비스 정책 구현
- 공공이 관심을 가지는 데이터의 생성과 보편 데이터의 개념 정립
- 지식경제 촉진

[평등]
디지털 사회에서의 

개인보호 지원

- 망중립과 데이터 이동성의 원칙을 준수할 수 잇는 공개 환경 조성
-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 공정성 개념 도입
- 개인 데이터와 디지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디지털 권한 확립

[박애]
디지털 기술에의 
보편적 접근 확대

- 정부의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확대
- 장애인을 위한 디지털 기술 접근성 단순화
- 사회 소외 계층을 위한 인터넷 접속 보장

자료: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2017.2)

○ 한편 프랑스는 4차 산업혁명 전략으로 도시 분야에서 ‘파리 2050 스마트시티 프로

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 프로젝트는 파리에서 수집한 개방형 빅데이터를 기반

으로 미래형 도시 건설에 필요한 첨단 기술을 개발할 스타트업들을 미리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임

[표] 파리 2050 스마트시티 컨소시엄 및 기술개발 내용

스타트업 기술개발 내용

퀴시트
∙ 시스코(Cisco)로부터 도로교통 통제 센서를 통한 보행자, 자전거, 자동차 등의 
이동수단에 관한 정보와 소음 및 대기오염 지표 등을 제공받아 혁신적인 도시계획
을 수립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

파담 ∙ 개선된 근거리 대중교통 프로그램 개발

오페르지
∙ 도심 내 건물들의 에너지 순환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각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
을 분석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건물의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

이그린
∙ 건물 내 전선, 수도관, 가스관 등에 네트워크식 센서를 설치하여 주택 내부 에너
지 낭비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센스웨이
브

∙ 주택이나 사무단지 내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전기가 비정상적으
로 소비될 때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자료: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7)

□ 기술 혁신 전략

○ 스타트업과 혁신 기업을 위한 프렌치테크(La French Tech) 정책이 의료기술, 녹

색기술, 바이오기술, 핀테크, 빅데이터 등 분야에 한정하여 지원하였다면,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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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제조업과 미래산업 정책은 광범위한 제조 산업과 기술을 새롭게 재편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음

- 2013년 9월에 발표된 “새로운 프랑스 제조업(La Nouvelle France Industrielle, 

NFI)을 위한 34개의 계획”은 34개 기술12)을 지원 분야로 선정함

- 이후 2016년 1월에 프랑스 정부는 보다 명확한 미래 산업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

하다고 판단하여 기존 34개였던 핵심 산업을 기반으로 9개의 미래 산업 솔루션을 

제시하고 반도체 집적도 향상을 위한 액침노광기술, 테러 위험 예방 및 예측용 행

동 분석기술, 전자상거래 위조품 방지용 진품 감정 기술, 중요한 데이터 및 하부

구조 보호 솔루션 등 13개 추가산업 포함 총 47개 핵심 산업을 지정하였음 

12) 34개 기술은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커넥티드 오브젝트, 증강현실, 소프트웨어와 임베디드 시스템, 비대면 
서비스, E-교육, 디지털병원, 사이버보안, 나노전자, 로봇, 슈퍼컴퓨터, 농식품 혁신, 미래 TGV, 모두를 위한 
100km당 2리터 차량, 자율주행차량, 충전기의 전기적 경계, 배터리의 자동성과 능력, 전기 비행기(E-Fan)와 신세
대 항공기, 전력 추진 위성, 중장비 선적을 위한 비행선, 생태적인 선박, 재생에너지, 지능 전기망, 물의 질과 희소
성 관리, 의학적 바이오테크, 혁신적인 의료기기, 텔레콤의 지배력, 나무산업, 재활용과 녹색 재료, 건물의 열 개선, 
녹색 화학과 식물성 대체연료, 기술적이고 지능적인 섬유, 미래의 공장 등임

핵심 산업 세부 내용

신재생
에너지

∙ 바이오 연료, 폐기물 재활용, 에너지 효율 제고, 식물 기반 자원 개발 
∙ 식물성 대체연료 및 녹색화학 부문의 5천 개 일자리 창출 
∙ 2020년까지 화학 산업에서의 식물성 원료 사용 2배 증가 
∙ 2025년까지 폐기물 배출 30% 이상 감소 및 무독성 폐기물 재활용률 60% 증가 목표

친환경
도시

∙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수자원관리, 건물에너지 효율 제고, 친환경 목재산업, 
가정 자동화 시스템 

∙ 건물 에너지 효율, 수자원 관리, 목조건축과 스마트 그리드 기술개발: 2020년까지 
11만 개의 일자리 창출 

∙ 2020년까지 1,000억 유로의 수출 달성 목표

친환경
이동수단

∙ 자율주행자동차,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고효율연비 자동차, 에너지 저장장치, 전기
자동차 무선충전 기술 

∙ 2016년 내 차량용 전기 충전소 2만 개 추가 구축 계획 
∙ 2017년까지 배터리 및 수소연료기술 개발을 위해 산업단지 구축 
∙ 2021년까지 프랑스 제조 신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30% 감축 
∙ 2030년까지 에너지 저장 시스템 개발부문에 8,000~2만 5,000개의 일자리 창출

미래형
교통수단

∙ TGV, 친환경 선박, 하이브리드 전기 항공기, 드론 
∙ 선박으로 인한 화석 에너지 소비를 50% 감축 목표 
∙ 향후 전기로 구동되는 연습용 항공기 연간 80대 판매 목표 
∙ 미래형 TGV는 성능 25% 향상 및 운임요금 30% 및 유지비 25% 감소할 계획

[표] ‘미래산업(Industrie du Futur)’ 프로그램의 9대 미래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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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 미래산업 분야의 세계시장의 중기적 방향과 전략적 비전을 제시하고 이들 시

장에서 기술별로 시장을 획득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경제·산업과 디

지털부’는 5년 마다 중기적으로(더 장기적인 부분도 고려) 프랑스 기업들의 경쟁

력을 위한 전략적 기술들을 식별하기 위한 기술전망 연구를 해야 함

○ 또한 프랑스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보여주는 시범센터를 만들기 위해 미래의 

공장을 위한 계획도 시작하였으며 특히 로봇화, 디지털화 또는 에너지 효율프로젝

트를 원하는 중소기업들에게 대출을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하였음

○ 한편 공공연구소의 기술을 이전하여 혁신적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 기

술인큐베이터도 프렌치테크와 연계하여 스타트업 발굴 및 성장을 지원하고 있음

- 공공인큐베이터는 하나의 단일한 조직이 아니라 고등교육기관, 산업 및 창업 관련 

조직 및 기관들과의 협력에 기반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혁신 연합체’임

- 즉 공공인큐베이터들은 상황적 변화에 따라 서로 결합하는 주체들을 확대하는 유

기체로서 지속적으로 스스로의 발전과 성장 및 변화도 추진하는 유연성을 보유함

핵심 산업 세부 내용

미래형
의료

∙ 새로운 의료 생명 공학 및 혁신적 의료기기 개발 
∙ 디지털 의료기술 개발 및 집중 투자, 의료부문의 엑셀러레이터 플랫폼 마련

데이터
경제

∙ 빅데이터, 슈퍼컴퓨터, 클라우드 컴퓨팅, 디지털 시뮬레이션
∙ 2017년까지 차세대 APS(Application Service Provider)로 SaaS(Software as a 

Service) 전산 서비스 제공 목표
∙ 2020년까지 미래형 컴퓨팅 기술(엑사스케일(exascale)) 활용을 위한 기술 개발
∙ 2020년까지 빅데이터로 인한 13만7,000명 일자리 창출

스마트
디바이스

∙ 무선 전자결제 서비스, 사물 인터넷, 로봇산업, 증강현실, 산업용 섬유, 스타트업 지
원 및 육성

∙ 2020년까지 카드 결제 보급화 및 스마트폰 결제 확대
∙ 향후 5년 내 20만 인구 이상의 도시 절반에 상호운용이 가능한 비접촉 발권 시스템 출

시

디지털

∙ 사이버보안, 반도체, 이동통신 인프라 구축, 나노전자 기술, 시스템 내장 소프트웨어, 
전기 추진 위성, 중소 및 벤처 기업 투자 자금 지원

∙ 2020년까지 프랑스 동남부 크롤(Crolles) 지역에 위치한 나노전자 연구단지 생산력 확대 
및 5G망 개발, 2020년부터 50% 판매 달성을 목표로 100% 전기추진 위성 개발

미래형
식품

∙ 기능성 식품, 미래형 식품포장, 식품 안전 및 식품 냉동보관 기술
∙ 2017년까지 미래형 식품 산업 내 9만 명 일자리 창출
∙ 향후 10년간 농축 단백질 생산을 위해 1,500개의 일자리 창출

자료: 프랑스 ICT 융합 정책(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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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및 규제 개혁 

○ 프랑스가 주력한 제도 개혁 분야는 영국이나 독일보다 뒤쳐졌다는 평가를 받은 스

타트업 환경 개선, 특히 세금, 투자 및 노동 환경이었음

- 2009년 경제 위기이후 개인기업 설립이 간편해지면서 창업이 급증하였으나 세금, 

투자, 노동 환경, 스타트업에 대한 인식 등이 여전히 창업자에게 리스크로 작용함

- 부자들에 대한 높은 세율로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벤처 캐피털도 해외 스타

트업 투자에 눈을 돌리면서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프랑스 스타트업은 투자 유치

가 어려운 환경이었으며 동시에 프랑스의 까다로운 해고 조건과 노동시간에 대한 

엄격한 규제 등 노동 환경은 스타트업의 특성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러한 스타트업 환경은 프랑스 스타트업의 지속 가능성을 어렵게 하였으며, 스타

트업 창업 및 투자를 위축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음  

○ 프랑스는 다른 국가들의 선례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창업을 보다 쉽게 하거나 관

련 비용을 지속적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제도를 하나하나 개혁해 나갔음

[그림] 벤처캐피털 규모 변화 추이(좌), 2015년 주요 스타트업 투자 분야(우)

자료: 프랑스의 디지털 혁신과 콘텐츠 스타트업 육성(오현전, 2016)

○ 우선, 프랑스에는 미국과 같이 투자금의 ‘안전’에 대한 확신 없이도 적극적으로 투

자하는 스타트업 환경이 없기 때문에 프랑스 정부는 해외 투자자, 특히 미국 기업

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 노력을 기울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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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해 프랑스는 R&D 투자금에 대한 세율과 인센티브 제도를 영국, 독일과 

같은 수준으로 적극 개선하고, 스타트업 창업 이후 8년 동안 감세혜택 제공함

- 스타트업에게 보다 유연한 노동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 창업 기업에만 주어

지던 까다로운 고용관련 예외 규정을 스타트업에까지 확장하여 8개월 이내 해고 

허용, 경제적 이유 등 보다 완화된 해고 규정 적용, 35시간 노동 예외 조항 적용 

등 노동 관련 규제를 완화시켰음

- 비고용자와 스타트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시켜 인건비를 

대폭 낮추는 조건을 마련하였음  

○ 이와 같은 제도개선 노력과 스타트업을 위한 프렌치테크 정책의 추진 결과 프랑스

는 유럽에서 3번째로 큰 규모의 벤처 캐피털 투자를 이끌어 내었으며, 2015년 기

준 투자 건수로는 영국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 스타트업에 대한 인식 또한 개선되어, 4~5년 전까지 프랑스의 인재들은 공무원이

나 대기업을 선호하였으나 지금은 창업을 원하는 젊은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제도와 인식 개선 후 상대적으로 큰 프랑스의 국내 시장 규모와 높은 수준의 인

력이 지속적으로 배출되는 교육 시스템은 프랑스를 스타트업에 최적화된 환경으로 

만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4) 일본의 4차 산업혁명 전략

□ 전략의 특징

○ 일본의 4차 산업혁명 전략은 아베 총리의 집권 이후 추진하고 있는 아베노믹스 

전략인 ‘일본재흥전략(日本再興戰略)’(2013~2016년)에 기원을 두고 있음

- 아베노믹스 개혁 정책이 경제 회복으로 이어지자 이에 자신감을 얻은 일본은 아

베 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미래투자회의’를 신설(2016. 9.)하고, 일본재흥전략을 

다음 단계인 ‘미래투자전략 2017’으로 전환하였음

- ‘Society 5.0의 실현을 향한 개혁’이라는 부제로 2017년 6월에 발표된 ‘미래투자

전략 2017’은 본격적인 일본판 4차 산업혁명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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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월 세계경제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 회장인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데 반해, 일본은 2016년 1월에 발표 한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

(2016~2020)’에서 2030년 미래사회의 모습을 ‘Society 5.0(초스마트 사회)’이라

는 독자적인 용어로 제시하였음

○ 인류 사회가 수렵사회, 농경사회, 공업사회, 정보사회를 거쳐 ‘Society 5.0’ 사회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임

- ‘Society 5.0’이란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시에 적절하게 

제공하여 다양한 사회적 니즈에 면밀히 대응함으로써 모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이·성별·지역·언어 등 격차를 초월한 즐겁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

는 사회’로 정의하고 있음(일본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2016~2020)’). 

- ‘Society 5.0’은 4차 산업혁명 기술(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등)을 통하여 

실현되며 구체적으로 ‘Connected Industries’는 일본의 4차 산업혁명 방법이며 

전환하고자 하는 일본 ‘산업’의 목표임

- ‘Connected Industries’란 IoT 등에 의해 다양한 물건을 네트워크화 하고, 물건

과 물건, 사람과 기계 시스템, 사람과 기술, 다른 산업에 속하는 기업과 기업, 세

대를 넘어 사람과 사람, 공급자와 소비자 등 다양한 것들을 연결하여 고객이나 사

회의 과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임

○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전략의 특징은 제조 경쟁력이 강한 일본의 장

점을 살려 물건(제조물)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것임

- 1990년대 후반부터 일본의 제조업 생산 위축 및 해외진출 활성화가 진행되며 제

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21%에서 2014년 19% 수준으로 조금 

감소하였지만, 일본은 GDP 규모 및 수출규모가 세계 3위(2015년 기준)로 여전히 

높은 부가가치율을 보이며 산업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음

- 이를 바탕으로 ‘미래투자전략 2017’은 Society 5.0을 목표로 건강수명연장, 이동

혁명실현, 공급망 첨단화, 쾌적한 인프라 도시만들기, 핀테크를 5대 신성장 전략

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 추진 전략은 데이터 활용 기반구축을 바탕으로 ‘가치의 원천 창출’과 ‘가치의 극

대화를 지원하는 제도’로 나누어 진행한다는 데 특징이 있음

- ‘Connected Industries’가 일본의 4차 산업혁명 추진 전략이라면 ‘Society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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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4차 산업혁명으로 달성된 일본의 사회상이라고 할 수 있음 

○ 일본이 ‘Society 5.0’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고령화

와 노동력 감소, 성장동력 저하라는 사회구조적 과제해결이 쉽지 않고, 재정여력 

악화 등 정부지원 지속이 어려운 한계를 극복해야 할 것임

○ 일본의 기술혁신 시스템은 글로벌 연계성, 혁신 생태계 내의 연계성이 적은 폐쇄적

이라는 한계가 있음

-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AI와 IoT의 특허 기술이 Microsoft, IBM 등 미국 

기업들에 의해 거의 선점되고 있음

- 일본 기업들은 기술력을 보유한 대기업과 중견기업 간 네트워크는 강하지만 기업

과 대학·공적연구기관 간 협력관계는 취약

[그림] 일본의 Society 5.0와 4차 산업혁명의 관계

자료: 일본의 4차 산업혁명 추진 동향과 Society5.0(LGERI, 2017.6)

□ 추진 배경과 목표

○ 아베노믹스라는 이름으로 2013년부터 추진해온 ‘일본재흥전략’으로 일본은 60년 

만에 전력 및 가스 소매 시장의 전면 자유화와 농협 개혁, 세계 최초의 재생 의료 

제도 도입, 법인세 실효세율 20%대 인하 등 지금까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개

혁을 실현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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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노동 시장에서는 취업자 수가 185만 명 가깝게 증가하여 20년 만에 최고의 

고용 상황을 창출했으며 기업은 역대 최고 수준의 경상 이익을 달성했고 설비 투

자는 리먼 쇼크 이전 수준을 회복했으며 도산은 1990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

○ 개혁 조치로 경제의 선순환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지만, 민간의 움직

임을 보면 여전히 역동성이 부족함

- 이는 첫째, 공급 면에서는 장기간에 걸친 생산성 증가 부진, 둘째, 수요 면에서는 

새로운 수요 창출의 결여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으며 이는 선진국에서 공통적으

로 나타나는 ‘장기 침체’ 현상임

- ‘장기 침체’ 현상과 더불어 일본은 베이비붐 세대인 ‘단카이 세대’가 75세를 맞이

하는 ‘2025년 문제’를 목전에 두고 있으며 현 상황을 방치한다면 의료 및 개호

(간병) 분야의 부담이 커져 노동 인구는 감소하고, 쌓아왔던 지혜와 기술이 사라

져 경제 사회의 활력은 감소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음

- 이러한 장기 침체를 타파하고 중장기적인 성장을 실현할 열쇠는 최근 급격하게 

밀어 닥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이노베이션을 모든 산업과 사회생활에 도입함

으로써 다양한 사회 과제를 해결하는 것임

○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앞서 생산 연령 인구의 감소, 지역의 고령화, 에너지 및 환

경 문제 등 사회 과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4차 산업혁명을 통해 발생하는 새

로운 물건과 서비스에 대한 대규모의 잠재 수요가 있음을 의미함

○ 4차 산업혁명은 생산성의 근본적인 개선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실업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지만, 일본은 장기적으로 노동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므로 적절

한 인재 투자와 고용 이동이 진행된다면 다른 선진국에서 발생했던 사회적 마찰을 

피할 수 있음

○ 이러한 역사적인 전환기를 맞이한 일본에게 4차 산업혁명은 커다란 도전 기회가 

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인터넷은 전자상거래, SNS 등 가상 데이터를 활용했던 제1

막이었다면, 앞으로 주 무대는 자율 주행, 공장 설비, 농업, 건설, 의료 간병 등 실

제 데이터를 활용하는 제2막으로 전환되고 있음

- 시장으로부터의 실제 데이터의 축적과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통합, 소프트웨어

와 현장의 통합이 경쟁력의 열쇠가 되는 제2막은 모두 일본이 우위에 있는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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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 가치를 낳는 경쟁력의 원천이 ‘물건’과 ‘돈’이었던 기존의 경제 시스템에서는 

‘집약화’와 ‘균일화’가 효율적인 경제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성공 모델을 창출하였

고 대부분의 조직과 경제 시스템 역시 이를 전제로 설계됐음

○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의 진전으로 인해 가치의 원천이 ‘사람(인재)’과 ‘데이터’로 이

전되는 ‘Society 5.0’의 경제 시스템에서는 ‘자립 분산’되어 있는 다양한 요소를 새

로운 기술 혁신을 통해 연결하고 ‘통합’하는 것이 커다란 부가가치를 낳음

- ‘지혜’가 가치를 낳고, 다양한 ‘개체’가 활용되는 사회가 도래하는 가운데, 의욕을 

가진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기술 혁신의 도움을 받아 잠들어 있는 다양한 지혜와 

정보, 기술, 인재를 ‘연결하여’ 이노베이션과 사회 과제의 해결을 불러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면 경제 활동의 최적화와 고부가 가치화, 활력 있는 경제 사회를 

실현할 수 있음

- 이는 남녀노소, 대기업과 중소기업, 도시와 지방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과 산업에 

기회를 제공할 것임

- 이와 같이 새로운 가치와 서비스를 창출하여 사회의 주체를 이루는 인간에게 풍

요로움을 가져다줄 때, 일본이 추구하는 ‘Society 5.0’을 달성할 수 있게 됨

□ 추진 경과와 체제

○ 일본의 4차 산업혁명 전략은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일본재흥전략(2013~2016

년)’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일본재흥전략’의 3개 액션플랜은 산업재흥플랜(산업기반 

강화), 전략시장 창조플랜(시장개척: 국내), 국제 전개전략(시장개척: 해외)

○ 산업재흥플랜을 바탕으로 정부부처와 민간 등이 다양한 형태로 참여하는 추진 전략

이 마련되며 2015년 8월에는 정부부처와 학계가 공동으로 ‘신산업구조부회’를 설

치하여, 2016년 4월 중간정리(안), 9월부터 전략분야와 경제사회 시스템에 대해 검

토를 시작하여 2017년 5월 30일, ‘신산업구조 비전’(안)을 종합·발표

○ 2016년 4월에 발표된 일본 산업경쟁력회의의 ‘2016년판, 성장전략(일본재흥전략)’

에서는 일본 사회의 IT 고도화를 지탱하는 인재육성을 중심으로 고급 외국인재의 

유치와 민관 일체로 추진하는 10개 분야의 프로젝트를 제시하여 명목 GDP 600조 

엔의 달성을 목표로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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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해 아베 총리와 경제계가 투자와 임금인상

에 관해 논의하던 ‘미래투자를 향한 관민대화’와 성장전략을 다루었던 ‘산업경쟁력

회의’를 통합하여 2016년 9월 미래성장동력의 사령탑으로 ‘미래투자회의’를 설치

하고, ‘미래투자전략 2017’을 발표(2017.6.9.) 

- ‘미래투자전략 2017’에는 민관의 전략적 추진을 중요시 했던 ‘일본재흥전략 

2016’의 ‘관민전략프로젝트 10’이 발전된 형태로 포함되어 있으며, 2020년 동경 

올림픽을 통해 자국의 선진기술을 세계에 알리는 쇼케이스로 삼겠다는 계획인 ‘개

혁 2020’를 성장전략 전체에 확대하여 실행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일

본 정부의 미래성장동력(4차 산업혁명) 추진 체계는 아래와 같음

[그림] 일본의 미래성장동력 조직

자료: 일본 미래투자전략 2017 대응 정책과 시사점(STEPI, 2017)

○ 일본 정부는 독일의 Platform Industrie 4.0을 벤치마킹하여 2015년 이후 민관협

력기구들을  출범시키고 있음

- 2015년 5월 출범한 로봇혁명이니셔티브 협의회(Robot Revolution Initiative, 

RRI)는 경제산업성 주도하에 제조업 전반의 기업들이 대거 참여하는 대표적 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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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기구

- 2015년 10월에는 경제산업성과 총무성 주도하에  IoT 추진 컨소시엄(IoT 

Acceleration Consortium, ITAC)이 설립

- ITAC은 IoT, AI, 빅데이터 분야의 사업모델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음. 2015월 6

월에 출범한 Industrial Value Chain Initiative(IVI)는 일본기계학회가 주도하는 

산학협력기구로서, 스마트 제조 분야에서 각종 과제를 도출·해결하고, 궁극적으로

는 ‘느슨한 형태의 표준’을 확립하는 것이 목표

- 이들 협력기구들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거지는 자금·규제 문제에 대해 정

부에 자금지원과 규제개혁을 제안하는 역할도 수행

□ 전략의 주요 내용

○ ‘미래투자전략 2017’은 승리의 열쇠가 될 ‘전략 분야’에 대한 투자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전략 분야를 특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

- 일본의 강점(강력한 제조업, 사회 과제의 선진성과 규모, 실제 데이터의 취득과 

활용 가능성)을 살릴 수 있는 분야인가?

- 일본 내외에서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인가?

- 과제 선진국의 모델 사례로 세계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분야인가?

○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이 정책자원을 집중투자 할 분야는 1) 제조업 강화, 2)고령화, 

환경문제, 노동력 인구 부족과 같은 사회과제, 3)현실 데이터의 획득과 활용으로 

정하고, 국가차원에서 ‘과제선진국’으로 세계에 어필할 수 있는 5대 분야를 

‘Society 5.0’을 향한 전략 분야로 선정

- 5대 신성장 전략 분야는 건강수명연장, 이동혁명실현, 공급망 첨단화, 쾌적한 인

프라 도시만들기, 핀테크

- ‘Society 5.0’을 향한 수평적 과제는 ‘가치의 원천 창출’과 ‘가치를 극대화 하는 

제도(시스템)’로 나누어 10대 과제를 제시

○ ‘미래투자전략 2017’은 각 과제 항목에 관한 KPI를 설정하고 중단기 공정표를 만

들어 2013년도부터 현시점까지의 진행 상태를 확인하고, 향후 3년(2019년까지)와 

2020년 이후의 자세한 정책실현 스케줄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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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미래투자전략 2017’의 5대 전략 분야

5대 전략 
분야

주요 과제 주요 내용

건강수명연장

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현재 산재해 있는 건강, 의료, 간호 데이터를 개개인이 평
생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보험자·경영자에 
의한 

‘개인행동변화’

보험자를 대상으로 예방 인센티브 강화. 각 보험자의 상황
의 가시화(성적표)와 경영자에 통지, 건강경영에 의한 생산
성 향상

원거리 진료, 
AI개발·실용화

평소 다니던 병원에 의한 대면진료 정보와 합해져서 효과
적인 원격진료 촉진. AI 개발·실용화의 촉진, AI를 활용한 
의사 진료의 정확한 지원

자립지원을 향한 
과학적 간호 실현

데이터 수집·분석 데이터 기반 구축. 효과가 있는 자립지원 
촉진, 간호 로봇도입 촉진

이동혁명실현

선도적 실증
트럭 대열 자율주행 실현. 지역에 무인자동주행에 의한 이
동서비스 실현. 소형무인기(드론)에 의한 물품배송의 실현. 
안전운전 지원차의 제도정비·보급촉진

데이터의 전략적 
수집·활용, 

협조영역의 확대

고도 정밀 3차원 지도 작성을 향한 사양 및 시스템 책정. 
5G의 실현(자율주행 등에 활용). 사이버 테러 대응을 위한 
차량 보완 강화

국제적 제도 
경쟁을 위한 제도 

정비

고도 자율주행(레벨 3이상)을 향해 정부전체의 지도정비의 
방침책정(시스템에 의한 운전)에 관한 안전 기준, 도로교통
법 등의 법, 책임관계 등

공급망 첨단화

데이터 연대의 
제도 정비

스마트 보안에 대응하는 보완규제의 고도화. 복수의 사고자
가 연대한 에너지 절약을 위한 법제도 정비

데이터 연대의 
선진사례 창출

국내외 복수기업의 데이터 연대의 실증. 국제 표준화, ‘조
정’의 디지털화를 위한 모델 구축

쾌적한 
인프라·도시만

들기

인프라정비·지속관
리를 통한 생산성 

향상

「i. Construction」의 대상확대. 공공–공사의 3차원 데이터 
오픈화. 인프라 점검·재해대응 로봇의 개발 촉진

핀테크
오픈이노베이션/현

금리스화 추진, 
도전 가속

은행에 의한 오픈 API 추진, 신용카드 데이터 이용에 관한 
API 연대. 새로운 결제서비스 창출.  FinTech 실증실험 
허브(가칭)을 통한 시험. 해외 당국의 협조확대, 핀테크 서
밋 개최

자료: 일본 미래투자전략 2017 대응 정책과 시사점(STEPI, 2017)

○ 중앙정부 차원의 미래투자전략이 지역 단위에서도 뿌리내리게 하도록 일본은 지역

경제선순환 시스템의 구축도 중점을 두고 추진

- 중견·중소기업·소규모사업자, 서비스산업, 농림수산업 종사자의 부가가치와 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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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높이고 지역경제 선순환을 실현하기 위하여 IoT, 로봇, 클라우드, AI 등 IT 기

술 활용을 지원하고 자금과 인재를 지원하는 정책을 제시 

□ 기술 혁신 전략

○ 5대 신성장 전략분야13)는 일관되게 데이터를 활용한 기반구축이라는 정책 추진을 

강조

- 그동안 인터넷 상의 가상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가 주를 이루었다면 앞으로는 

자율주행, 공장설비, 농업, 건설, 의료간호 등의 현실데이터를 기반으로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음

○ 경제산업성의 「신산업구조비전」(2017.5.30.)에 의하면, 혁신적 제품 및 서비스를 

공통기반기술들(인공지능, IoT, 로봇)이 부분별 기술들(운전제어, 생산관리, 바이오 

인포메틱스, 게놈편집, 의료품개발, 에너지수요설비제어, 금융 등) 및 연계 데이터

와 결합하여 창출하는 방안을 제시

[그림] 기술과 데이터를 연계한 혁신적 제품·서비스 창출

자료: 일본 미래투자전략 2017 대응 정책과 시사점(STEPI, 2017)

13) 5대 신성장 전략분야에서 언급한 기술은 진료 지원 AI, 원거리 진료 기술, AI 개발용 클라우드, 트럭 대열 자율주행 기
술, 소형무인기(드론), 고도 정밀 3차원 지도, 사이버 테러 대응 기술, 스마트 보안, 기업간 데이터 연대, i-Construction(ICT 
기술을 활용한 측량, 시공, 검사 등의 건설자동화 기술), 공간 3차원 데이터, 인프라 점검 및 재해대응 로봇, 핀테크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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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그동안 기술과 제품의 강점이 있었는데, 데이터가 약했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새로운 사회의 인프라로서 ‘데이터기반(현실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정

부와 지방 공공단체는 민간수요가 많은 기상 데이터, 위성 데이터, 교통 및 자율

주행 등의 데이터를 공개한다는 데이터 오픈 방침을 수립 

○ 이와 같은 새로운 기술들은 연구실 차원에서의 개발로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유용한지 테스트되고 향상돼야 하는 기술들이라는 특성이 있음

- 즉, 새로운 기술에 의한 이노베이션 성과가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로 연결하기 위

해서는 실행착오에 의한 사회실증이라는 축척의 시간이 필요

○ 그러나 현재의 규제제도는 완전한 데이터와 증명이 없이는 허용하지 않는 제도는 

예측하기 어려운 경로로 진화하고 있는 미래기술 개발에 일본이 뒤처지는 결과를 

가져옴

○ 그래서 국가전략특구를 만들어 자동주행, 드론 등의 미래기술의 실증실험이 가능하

도록 ‘실증에 의한 정책형성’인 ‘샌드박스(Sandbox)’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 한편, 일본은 2014년부터 매년 종합과학기술·이노베이션 회의에서 제조시스템 혁

신을 위한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종합전략을 발표하고 있음.

- 정부차원의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등을 활용한 새로운 제조 시스템을 구

축한다는 계획

- 제품 기획 단계에서부터 유지보수 까지 일련의 과정들을 ICT를 이용하여 연결하

고, 자원의 조달 및 재고 관리 그리고 사용자 정보관리까지 모든 데이터를 네트워

크 플랫폼으로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로봇신전략은 일본의 로봇강국으로서의 우위를 앞세운 전략으로 IoT기술과의 연계

를 통해 노동력 부족이라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로봇활용 전략을 구상하

고 있음

□ 제도 및 규제 개혁

○ ‘Society 5.0’을 향한 미래투자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이 중점을 두고 있는 것

은 제도 및 규제 개혁임.

- ‘가치의 원천 창출’과 ‘가치를 극대화 하는 제도(시스템)’로 나누어 10대 과제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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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치의 원천 창출’에서는 데이터 활용기반·제도 구축, 교육·인재력의 근본 강화, 

이노베이션·벤처를 탄생시키는 선순환 시스템이라는 3대 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표] ‘미래투자전략 2017’의 가치의 원천 창출 3대 과제

3대 과제 주요 과제 주요 내용

데이터 
활용기반·
제도 구축

공공데이터 
오픈화

「관민데이터 활용추진 전략회의」를 사령탑으로 2020년까지 집
중실시 / 민간 수요가 주도하는 「관민 라운드 테이블」 창설, 중
점분야 설정 / 지방자치체와 민간 기업등과의 조정·중개기능의 
창설 / 등기소의 지도데이터, 기상·정부위성·해양데이터 개방

데이터 유통 
촉진, 

지적재산·표준 
강화

데이터 활용 권한을 명확히 하는 기업 간 계약 가이드라인 전개 
/ 안심하고 데이터를 유통하기 위한 법제정비, 정보통신기반의 
5G 정비 / 개인데이터의 실증사업, 정보은행·데이터거래시장의 
제도정비 / 공업표준을 물건으로부터 서비스로 확장하기 위한 
법제도정비, 관민의 표준화 연대

교육·인재
력의

근본 강화

‘IT강화집중 
긴급 계획’ 

책정

IT인재 수급을 파악하는 구조 구축, IT기술 표준의 전면 개정 / 
학과 등의 수직적 구조를 타파하는 공학교육 개혁 / 문과·이공
계를 불문한 수리·데이터과학 교육을 촉진하기 위한 「관민 컨소
시움」 형성 / 개인의 재교육 지원 / 초등학교의 프로그래밍 교
육을 위해 산업계와 교육현장이 연대한 재미있는 학습교재 개발
과 교육인재 육성 및 확보

생산성이 높은 
근로 방식 실현

직무나 능력 등의 내용을 명확화 하여 공정한 평가 추진

이노베이
션·벤처를 
탄생시키
는 선순환 

시스템

‘배움’의 
핵심기능 강화

대학의 산학관 연대의 대응 가시화·실적평가·운영비 교부금의 
중점 배분 / 새로운 산학관 연대의 집중 관리체계 구축 / 대학
의 토지이용이나 대학에의 주식기부 활성화

강한 분야에 
집중 투자·벤처 

지원

세계 톱 레벨의 대학·연구개발 법인의 연구거점에 자원 집중 / 
빅데이터 대응의 네트워크·슈퍼컴퓨터 등 정보통신기반 강화 / 
대학과 공동 연구하는 기업에 의한 활용 촉진 / 정부조달의 경
우 연구개발형 벤처의 활용

자료: 일본 미래투자전략 2017 대응 정책과 시사점(STEPI, 2017)

○ 이를 기반으로 창출된 ‘가치를 극대화 하는 제도(시스템)’으로는 규제의 ‘샌드박스’ 

창설, 규제개혁·행정수속 간소화·IT화의 일체적 추진, ‘수익력’ 강화, 공적 서비스·

자산의 민간개방, 국가전략특구의 가속적 추진, 사이버 시큐리티, 공유경제 등 7대 

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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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미래투자전략 2017’의 가치를 극대화 하는 제도 7대 과제

7대 과제 주요 과제 주요 내용

규제의 
‘샌드박스’ 

창설

규제의 
‘샌드박스’

창설

참가자나 기간을 한정하고, 실증내용과 리스크를 설명한 뒤에 
참가자의 동의를 전제로 ‘일단 해보자’는 것을 허용하는 틀을 
창설 / 관계관청과의 사이에서 효과적인 조정권한을 발휘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이노베이션의 사회실증에 의한 성장전략을 
정부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하는 체제 구축

규제개혁·행
정수속 

간소화·IT화
의

일체적 추진

사업자 눈높이의 
행정수속비용 

20% 이상 절감
중점적으로 9개 분야 추진

디지털시대의 
공공 서비스

법인설립 디지털·원스톱화 / 무역수속의 전면 최적화 / 재판
의 신속화·효율화를 실현하기 위한 재판 절차의 IT화 / 블록
체인을 활용한 정부조달·신청수속 등의 혁신(실증)

기술혁신에 맞는 
행정절차 개혁

벤처지원 원스톱 신청 시스템 구축 등

‘수익력’ 
강화

기업과 투자가의 
건설적 대화 촉진

스튜어드 십·코드의 개정 등을 계속감시 / 제도 간 시간의 공
통화, 기업의 경영전략·거버넌스 정보 등
비재무 정보에 관한 공개에 충실, 4분기 공개로 재수정, 대화
형 주주총회 프로세스 실현

경영시스템 강화
퇴임사장·CEO가 취임하여 상담이나 고문에 관한 공개제도 창
설

사업재편의 촉진 산업경쟁력 강화법 등 사업재편 관련 제도의 재수정

공적 
서비스·자산

의
민간개방

성장분야·성숙분
야의 컨세션 확대

컨세션 추진을 향한 법제도 정비 / 북해도 7공항 컨세션 활
용, 공항의 국내선의 보안구역 내에 여객이외의 사람 입장 / 
컨세션의 새로운 중점분야 설정

추진체제의 
정비·운용을 위한 

시책
외부의 중립적 전문기관의 조성 포함

국가전략특
구의 가속적 

추진

국가전략특구의 
가속적 추진

완전자율주행·드론실증실험 추진, 넓은 분야에 외국인인재 촉
진

사이버 
시큐리티

사이버 시큐리티

중점인프라의 조짐·위협정보 등의 집적·분석·공유 강화 / IoT 
시스템의 설계·개발·운영의 경우 보완대책의 국내 기준정비 
및 국제 표준화 / 중요 인프라·산업기반 등의 핵심인재 육성, 
실증적 연습, 젊은층 육성

공유경제 공유경제
민간 자주적 법칙의 보급 전개, 민간·자치체로부터 상담에 대
한 그레이존 해소제도의 활용, 지치체의 모델 사례 창출 및 
전개

자료: 일본 미래투자전략 2017 대응 정책과 시사점(STEPI,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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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국의 4차 산업혁명 전략

□ 전략의 특징

○ 중국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고속 성장에서 중속 성장으로 바뀐 신창타이(新

常態, New Normal) 상태에서 4차 산업혁명을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적 기회로 인식하고 있음

○ 중국의 4차 산업혁명 전략의 두 축은 정보화와 공업화(工業化, 산업화의 의미)를 동

시에 추진하면서 둘을 융합시킨다는 양화융합(两化融合) 전략임

○ 공업화 전략은 ‘중국제조 2025’로 차세대 정보화 및 인터넷 기술과 제조업의 융합

인 ‘스마트 제조(智能制造)’로 제조 대국에서 제조 강국으로의 전환, 고부가가치 제

조업 창출을 꾀하고 있음

- 선진국인 미국, 독일, 일본은 산출 대비 부가가치율이 제조업 30%대, 서비스업 

60% 내외인 반면 중국은 제조업 19%, 서비스업 43%로 선진국 대비 10~20%의 

낮은 부가가치율을 보이고 있음(OECD, 각국의 산업연관표 2011)

- 중국제조 2025는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을 벤치마킹한 중국판 인더스트리 4.0이

라고 할 수 있음

○ 정보화 전략인 인터넷+(互联网+) 정책은 인공지능(AI), IoT, 빅데이터, 로봇, 3D 

프린터 등 첨단기술과 ICT 기술을 이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주력한다는 것임.

- 특히 중국이 주력하고 있는 분야는 인공지능임. 인공지능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중국이 미국에 비해서도 기술 격차가 크지 않은 분야로 인식하고 있음

○ 중국 정부는 대기업을 정책 파트너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인공지능 분야에서 알리

바바, 바이두, 텐센트 등 대기업과 협력하는 구조를 만듦 

○ 다른 국가들은 4차 산업혁명 전략은 사회문제와 기술의 융합에 초점을 두고 있으

나 아직까지 중국의 4차 산업혁명 정책은 기술주도의 정책임

- 이는 국가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개도국은 기술 중심, 선진국

은 사회문제에 집중하는 특성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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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대국인 중국은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내수시장을 가지고 있어서, 수억 명에 

달하는 인터넷 사용자를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발전할 수 있는 여건

이 조성되어 있음

- 이는 중국이 1, 2차 산업혁명 시기에 뒤쳐져 서양 열강에 치욕을 당한 역사에서 

벗어나 4차 산업혁명은 중국이 최초로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과 동일한 출

발점에서 경쟁하는 기회로 인식하고 있음

- 특히 건국 100주년인 2049년을 목표로 세계 1위의 대국이 되겠다는 ‘중국의 꿈’

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기회이면서 수단이라고 보고 있음

○ 세계적으로 새로운 과학기술혁명과 산업구조의 변화가 진행되는 현 시점에 중대한 

역사적 기회를 잘 활용하여 ‘중국의 꿈’을 실현한다는 것임

○ 그러나 중국은 여전히 많은 농민과 빈곤층, 불균형 발전에 따른 지역 간 격차, 노

령화 등의 과제를 동시에 대응해야하는 복잡한 상황이 놓여있다고 할 수 있음

○ 중국의 4차 산업혁명 추진 체계의 특징은 중국공산당이 전략적 방향을 수립하고, 정

부가 정책과 제도를 만들고, 민간과 시장이 주도한다는 ‘시장주도, 정부인도’ 원칙임

- 양화융합 전략은 중국공산당 내 국가제조강국건설 영도소조의 지도로 추진됨

- 영도소조는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적인 전략산업 

육성을 통솔하고 있음

- 인공지능 정책 수립과 실행의 통솔은 2012년에 설립된 ‘국가과학기술체제개혁과 

혁신체계건설 영도조소’에서 맡고 있으며, 인공지능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2017년 

12월에 ‘인공지능발전계획 추진판공실’을 신설하였음

○ 중국 공산당의 장기집권은 정책의 일관성, 장기적 계획의 수립을 가능하게 하는 원

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느슨한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은 신산업의 등장과 선장에 도

움이 되는 환경이 되고 있음

- 중국의 핀테크 시장은 세계 최대 규모이고, 특히 알리페이와 위챗은 세계 최대의 

핀테크 기업으로 성장하고 DJI가 드론 시장의 70%를 장악한 것은 네거티브 규제

의 영향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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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배경과 목표

○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30년 이상 연평균 10%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였으나, 

2008년 세계금융위기 및 국내외 환경변화로 인하여 6%대의 중속 성장이라는 신창

타이(New Normal) 단계로 진입하고 있음

○ 저임금 저부가가치의 노동집약적 산업이 베트남 등 신흥 개도국의 등장으로 잠식당

해가면서 중국은 경제구조의 고도화라는 과제, 즉 과거 요소주도와 투자주도에서 

혁신주도로 성장 전략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과제에 직면하였음

○ 이에 따라 성장 패러다임을 저임금 노동집약적 제품 수출주도로부터 임금상승을 수

용하면서 내수확대에 기초한 혁신주도 성장으로 전환하고 있음

○ 중국은 30여 년간 ‘세계의 공장’으로 고도성장을 지속해 왔지만, 2008년 세계금융

위기 이후 선진 각국이 제조업 고도화로 다시 관심을 돌리는 ‘제조업 경쟁’이 부활

하면서, 중국에게 산업구조의 혁신은 최대 화두로 등장하게 됨

○ 이때 중국이 주목한 것은 독일이었음. 제조 강국인 독일은 IT를 접목한 하이테크 

전략을 계속해서 발전시키면서 2013년에는 IT 기반으로 제조업을 재구성하는 인더

스트리 4.0 전략을 수립함

- 2014년 독일을 방문한 중국의 리커창 총리는 ‘중독협력행동계획’을 발표하고, 중

국은 산업구조 재편 방안을 독일에서 배우게 됨

- 2015년에 발표한 ‘중국제조 2025’는 중국판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할 수 있음

- 중국 제조업은 유효수요·공급이 모두 부족한 상황이며, 차세대 정보화 및 인터넷 

기술과 제조업의 융합인 ‘스마트 제조’로 중국 제조업을 발전시킨다는 방안임

○ 같은 해 인터넷+(互联网+) 정책을 발표하면서 중국은 정보화와 공업화를 동시에 

추진하면서 둘을 융합시킨다는 양화융합 전략을 구체화 시킴

- 인공지능(AI), IoT, 빅데이터, 로봇, 3D 프린터 등 첨단기술과 ICT 기술을 이용

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주력한다는 것임

- 이는 ‘제조 대국’에서 ‘제조 강국’으로 변화하면서 고부가가치 제조업 창출로 뉴 

노멀 시대의 경제 활성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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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자, 중국은 4차 산업혁

명(공업혁명)은 중국이 최초로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과 동일한 출발점에서 

경쟁하는 인터넷 산업혁명이라는 기회로 인식하고 전방위적인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중국은 과거 1, 2차 산업혁명의 시기에 세상의 중심이라는 자만심에 빠져, 산업혁

명으로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있는 서구와 세계의 변화를 무시하여 ‘잃어버린 시대’

를 겪었지만 그 결과는 참혹하였음

- 중국은 1, 2차 산업혁명을 주도한 산업 선진국들, 제국주의의 침입을 받은 치욕적 

역사와 경제적 낙후를 경험함

○ 중국공산당 정부에게 있어서 과거 중국의 영화를 되찾도록 하겠다는 것은 일당 통

치의 정당성이었으며, 이는 건국 100주년인 2049년을 목표로 세계 1위의 대국이 

되겠다는 ‘중국의 꿈’이었음

○ 그런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은 중국이 다른 선진국들과 동일 선상에서 경쟁하는 

기회이며, ‘중국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을 대하

는 중국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음

[그림] 중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 

자료: WIND, 신한금융투자(20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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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경과와 체제

○ 중국이 “정보화와 공업화의 융합에 주력한다”는 방침을 처음으로 제시한 것은 

2007년 17차 중국공산당 대회임

○ 이후 2012년 18차 당대회에서는 중국이 가야하는 새로운 공업화의 중요한 방향으

로 "양화의 심도 깊은 융합(兩化深度融合)" 제시함

○ 당의 방침이 수립된 후 중국 정부 기관인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2011년 전국 지방

정부 유관부처에 "정보화와 공업화의 심층융합 가속화를 위한 의견"을 전달하였고, 

2013년에는 ‘정보화와 공업화의 심도융합 행동계획 2013-2018’을 공표함

○ 이후 양화융합 전략의 한 축인 공업화 전략으로 2015년 5월에 13차 5개년 계획

(2016~2020)에서 제조업 육성을 위한 산업정책으로 “중국제조 2025(Made in 

China 2025)”를 발표함

○ 향후 30년간 중국 제조업 발전과 관련 있는 지표를 설정하고 중국이 제조 강국이 

되기 위한 3단계 발전 목표를 수립함

○ 2020년까지 중국의 제조대국 지위를 공고히 하고, 2025년까지 독일, 일본 수준의 

제조업 2강 대열에 진입하고, 2045년 이후에는 세계 제조업 제1그룹으로서 주요 

산업에서 세계 최강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것임

○ 이듬해인 2016년 12월 9일 공업정보화부가 ‘지능제조 발전규획(2016-2020년)’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스마트 팩토리, 즉 ‘지능공장(智能工廠)’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동 규획은 2020년까지 스마트 제조(지능제조)’의 발전기반을 강화하고, 전통 제조

산업 중점 분야의 디지털화 제조 실현, 일정 조건과 기반을 갖춘 중점 산업의 스

마트 전환 추진을 목표로 제시함

- 동 규획의 10대 중점 임무 중 하나는 스마트 팩토리 시범기업 운영 확대와 중소

기업의 스마트화 개조 촉진 등임. 스마트 팩토리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확산되고 있고, 시범기업에 대해 세금 및 파이낸싱 지원을 통해 공장 자동화에 박

차를 가하고 있음

○ 한편, 중국은 독일의 ‘인더스트리 4.0'간의 전략적 협력, 프랑스의 ‘미래공업계획’과의 

협력을 통해 디지털경제, 인공지능, 선진제조업 등의 글로벌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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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중국제조 2025의 단계별 전략(중국 국무원)

단계 목표 발전전략

1단계
(2015년~2025년)

세계 제조업 
2강 대열 진입
(독일, 일본 수준)

Ÿ 제조업의 IT 경쟁력 제고, IT와 제조업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도약 도모

Ÿ 주요 업종의 에너지 소모율 및 오염 배출량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

2단계
(2025년~2035년)

세계 제조업
2강 중 선두 

선점

Ÿ 글로벌 제조강국 중간 수준까지 향상, 중국 우위산업
의 국제시장 주도권 확보

3단계
(2035년~2045년)

세계 제조업 
제1그룹(미국)

Ÿ 주요 산업에서 세계 최강의 경쟁력 확보, 세계 시장 
선도

자료: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중국의 ICT 산업 및 정책 동향(IITP, 2017)

○ 양화융합 전략의 다른 한 축인 정보화 전략은 2015년 3월 발표된 인터넷+ 전략임 

- 인터넷+ 전략은 기존 산업에 인터넷을 융합하여 산업간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스

마트 산업으로 확장한다는 전략임

- 이후 중국은 인터넷+ 전략의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7년 7월에 ‘신시

대 인공지능발전계획’을 발표하고, 동년 11월에는 ‘인터넷+선진제조업, 산업인터

넷 지도의견’을 발표하는 등 전략을 심화시키고 있음

○ 한편, 중국의 4차 산업혁명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는 정책은 신산업 창업 혁신을 위

하여 중창공간(衆創空間)을 육성하는 정책임

- 중국은 저성장, 저부가가치라는 제조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혁신적인 스타

트업 창출에 주력하고 있음

- 2016년 발표한 ‘국가 혁신 드라이브 전략’을 통해서도 창업 공간 발전, 인큐베이

터를 통한 강소기업 육성, 대중 혁신 장려 등 세부 액션 플랜을 제시함

- 대중창업 만민혁신을 이끄는 ‘중창공간’은 작은 혁신 기업체들의 성장과 개인 창업

을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혁신과 창업, 인큐베이터와 투자를 결합시켜 저렴하고 

편리하며 모든 요소가 오픈된 형태의 종합적인 서비스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음 

○ 2013년 중국 정부의 창업 활성화 정책 이후 중국 스타트업들이 급성장하고 있음 

- 1선 도시의 창업 인프라와 규모는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하여 베이징은 세계 4위

의 창업 도시로 변모하였으며, 선전은 세계에서 가장 큰 하드웨어 스타트업 클러

스터로 도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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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3월에 개최된 양회에서는 ‘디지털 경제(数字经济)’ 발전 촉진에 관한 내용

이 처음으로 정부업무보고에 포함되었음 

- 정부업무보고에는 ‘인터넷+’ 연결 확대를 통한 디지털 경제 발전과 더불어 인터넷 

속도 상향 및 접속료 인하 등을 디지털 정책을 다루었음 

- 양회에서는 8대 유망산업(인공지능, 5G, 집적회로, 환경보호산업, 신소재, 우주항

공산업, 제조업, 공유경제)을 제시하고, 혁신을 통해 산업 구조 전환 및 업그레이

드를 선도하는 방안은 수립함

[표] 2017년 양회에서 제시된 산업 구조 전환 업그레이드 방안

분야 전략

과학기술 
혁신 능력 

제고

Ÿ 기초 및 독창적 연구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시스템 구축, 국가 중대 과학
기술 인프라 및 기술 혁신 센터 건설, 과학기술 자원의 개방 공유 플랫폼 구축, 
지적 재산권의 창조·보호·운용 체계 정비 등 추진

전략적 
신흥 

산업의 
육성

Ÿ 신소재, 인공지능, 집적 회로, 바이오 제약, 5세대(5G) 이동통신 등의 기술연구
개발 가속화와 크고 강한 산업 클러스터 건설

Ÿ 인터넷+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디지털 경제의 가속 성장을 촉진

전통 
제조업의 
혁신 강화

Ÿ 중국 제조 2025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 
인터넷 등의 응용을 가속화

Ÿ 국가 스마트 제조 시범구 및 제조업 혁신 센터를 건설하고, 선진 제조업을 발전
시켜 제조업의 중고급화를 추진

대중창업·만
인혁신의 

추진

Ÿ 대중창업·만인혁신은 신구 성장동력의 상호 전환과 경제구조 업그레이드의 중요 
역량이므로 지속적으로 추진

Ÿ 대중창업·만인혁신 시범기지를 신설하고, 대기업, 과학연구원·연구소 및 고등교육
Ÿ 기관(高校)에 창업 공간 설립을 장려하며, 혁신형 중소·영세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

자료: 2017년 중국 경제산업정책의 키워드, 구조조정과 혁신(산업연구원, 1705)

- 2018년 3월에 개최된 양회에서는 기존 정책의 연장선에서 제조업 혁신 발전(‘중

국제조2025’ 핵심사업을 지원하고 제조업과 인터넷의 융합을 증진), 신성장동력 

강화·확대(서비스업과 인터넷 융합,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의 세금 및 보조금 정책 

개선, 통신회사의 세금 부담 완화 추진),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주요 과학기술 

프로젝트와 우수 연구기관 지원 강화), 혁신·창업 및 소규모 기업 발전 지원(소규

모 기업 혁신·창업 지원 시범센터 구축)을 제시함

- 특히 신성장동력 육성 방안으로는 인터넷·빅데이터·인공지능과 실물경제의 융합발

전을 위한 인터넷 플러스 정책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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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플러스 정책은 의료, 양로, 교육, 문화, 교통운수, 유통, 물류 등의 분야에

서 심도 있게 추진한다는 점을 강조함

- 한편, 공유경제 및 디지털경제 발전을 위한 문건 제정 및 중대 프로젝트 실시 계

획을 밝힘

[표] 중국판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현황

제정/공포 일시 제목/공포 부처 주요 내용

2011.12
사물인터넷 12·5 발전규획 / 

공업정보화부
2011~2015년간 사물인터넷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가이드라인

2013.3

스마트제조 과학기술발전 12차 
5개년 단독규획, 서비스 로봇 

과학기술발전 12차5개년 
단독규획 / 과학기술부

2011~2015년간 스마트 제조, 서비스 로봇 
산업육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2015.5.18 중국제조 2025 / 국무원 향후 30년간 중국 제조업 선진화 로드 맵

2015.7.4
인터넷+ 적극추진에 관한 행동 

지도의견 / 국무원

스마트 에너지, 편리한 교통, 포괄적 금융, 
협력적 생산, 녹색생태환경 등 11개 주요 임무 

제시

2015.8
빅데이터 추진을 위한 행동강요 / 

국무원
정부 및 공공데이터 개방과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2016.4
로봇 산업 발전 

규획(2016-2020) / 
공업정보화부

로봇산업체계 구축, 기술·경쟁력 강화, 
제품성능·품질확보, 핵심부품 기술확보, 시장수요 

만족 등 5개년 목표제시

2016.5.20
제조업과 인터넷 융합발전에 관한 

지도의견 / 국무원
스마트제조·공업클라우드 확대·새로운 융합모델 

발전 등 ‘인터넷+’ 가이드라인 제시

2016.12.9
스마트 제조 

발전규획(2016-2020년) / 
공업정보화부

스마트 제조 및 스마트 팩토리 조성을 위한 
가이드 라인 및 발전목표 제시

2017.1.17
빅데이터 산업 발전 
규획(2016~2020) / 

공업정보화부

빅데이터 산업 응용능력 제고 방안 제시, 연평균 
성장률 30% 목표치 제시

자료: 중국의 4차 산업혁명과 시사점(KIEP, 1705)

○ 이와 같은 중국의 4차 산업혁명의 추진체계를 살펴보면, 공업화와 정보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양화융합 전략은 중국공산당 내 ‘국가제조강국건설 영도소조’의 지도로 

추진되고 있음

- 영도소조는 ‘시장주도, 정부인도’ 원칙을 제시하고 있음. 시장이 자원배분의 결정

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주체적 지위를 강화하여 기업활력과 창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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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극 발휘하도록 한다는 것임

- 당과 정부의 역할은 전략연구와 계획수립의 역할을 강화하고 관련정책들을 완비하

고 기업발전에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음(王喜文 2016, 45)

○ 당과 정부는 핵심적인 전략과 정책들을 수립하고 통솔할 정부차원의 체계와 조직을 

만들어가고 있음

- 2008년 양화융합의 기조에 따라 중국공업정보화부를 신설하여, 양화융합의 핵심 

지도체계는 신설된 공업정보화부, 국가발전개혁위, 과학기술부로 구축하였음

○ 2015년 6월에는 중국제조 2025 실천을 위해 ‘국가제조강국건설 영도소조’를 신설

하였음

- 영도소조는 국무원 부총리가 조장을 맡고 국무원 각 부처 및 위원회의 책임자들

이 부조장을 맡았으며,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적

인 전략산업 육성을 통솔하고 있음 

- 2017년 9월에 영도소조는 20개 부처와 조직이 참여하는 ‘스마트카 산업발전 전

문위원회’를 신설하여 스마트카 산업발전 전략, 정책, 조치들을 수립하고 중요한 문

제들을 해결하고 관련 상황을 감독하면서 산업발전을 지휘하는 책임을 맡고 있음

○ 2017년 11월에는 영도소조 산하에 산업인터넷 전담조직을 신설하였음

- 인공지능 정책 수립과 실행의 통솔은 2012년에 설립된 ‘국가과학기술체제개혁과 

혁신체계건설 영도조소’에서 맡고 있으며, 인공지능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2017년 

12월에 ‘인공지능발전계획 추진판공실’을 신설하였음

- 판공실은 과기부, 공업정보화부, 국가발전개혁위, 중국과학원、중국공정원、군사위 

과학기술위원회、중국과학기술협회 등 15개 부처로 구성되었음

○ 한편, 시장을 주도할 민간기관으로는 중국양화융합서비스연맹(2013), 산업인터넷산

업연맹(2016), 중국인공지능산업발전연맹(2017.10) 등을 창설하였음

- 특히 인공지능은 민간기업이 주도적으로 정부 정책 수립과 제도 구축에 참여함

○ 과학기술부는 2017년 12월에 세대 국가 인공지능개발혁신 플랫폼 명단을 발표하

였음

- 바이두는 ‘자율주행자동차 국가인공지능 개방 혁신 플랫폼’, 알리바바는 '시티브레

인(城市大脑) 국가인공지능 개방혁신 플랫폼', 텅쉰는 '의료영상 국가인공지능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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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혁신 플랫폼', 커다쉰페이는 '음성인식 국가인공지능 개방혁신 플랫폼' 건설을 

맡기기로 하였음

- 정부가 인공지능 발전계획을 설계하고 민간기업이 국가의 설계를 실행하는 민관연

계의 인공지능 플랫폼의 거대망을 공식화한 것임

□ 전략의 주요 내용

○ 2015년에 발표된 “중국제조 2025”는 중국이 제조 강국이 되기 위한 제조업과 IT

의 융합 추진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음

- 스마트화 장비 및 스마트 제품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키고, 생산 공정의 스마트화를 

추진하는 등 첨단 생산방식을 육성함

- R&D·생산·관리 및 서비스의 스마트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스마트 제조 및 스마

트화, 디지털화 융합관리 표준 시스템을 구축함

- 공업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가 기업 R&D, 설계, 생산제조, 경영관리, 

판매서비스 등 전체 프로세스 및 전체 산업 주기에서 종합적으로 통합·응용되도록 

추진함

- 그리고 IT와 제조업의 융합을 확대하는데 기반이 되는 광대역 인터넷 인프라 구

축 계획을 제시함

○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는 제조업 공통으로 적용할 5대 프로젝트14) 및 업종별 발

전 대책인 10대 육성산업15)을 병행하여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음

○ 이와 같은 시스템 전환을 이루기 위하여 2025년까지 매출액 대비 R&D 지출 비중

을 1.68%로 높여 혁신 역량을 키우고, 인터넷 보급률은 82%까지 높여 IT 제조업 

융합을 촉진한다는 등의 정량적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 중국제조 2025가 과거 정책과 차별화되는 점은 업종별 접근이 아닌 전산업 공동

의 혁신능력을 제고시키고, 정부는 시장 간섭을 줄이고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며, 

대외협력을 위한 개방을 중시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음

- 대외협력의 파트너로는 인더스트리 4.0을 추진하고 있는 독일, 미래산업전략을 추

진하고 있는 프랑스 등임

14) 국가 제조업 혁신센터, 스마트 제조공정, 공업기반 강화공정, 녹색제조 공장, 고급장비 혁신공정
15) 정보기술, 첨단로봇, 항공/우주, 해양플랜트, 선진교통설비, 전기차, 전력설비, 농기계, 신소재, 바이오/의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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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중국제조 2025의 10대 육성산업(중국 국무원)

산업 전략

차세대 
정보기술

- 반도체 설계의 경쟁력을 향상
- 전자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핵심 칩을 생산하여 국산 칩의 사용범위를 확대
- 초고속 인터넷, 첨단 메모리 등 정보통신 핵심 기술을 개발하여 5세대 모바일 

통신기술, 첨단 라우팅기술 등의 발전도모

고정밀 수치제어 
및 로봇

- 고정밀·고효율 수치제어, 기초 생산설비 및 통합 생산시스템 개발
- 자동차·기계·전자·위험물제조·국방·화학공업·경공업 등의 산업용 로봇과 헬스

케어·가사·교육·엔터테인먼트 등의 특수용 로봇 신제품 개발 확대
- 로봇 표준화 및 모듈화 발전 추진, 로봇 응용범위 확대

항공우주장비
- 항공장비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항공산업 사슬 구축
- 차세대 탑재로켓, 중형 우주발사체 개발 등 우주항공산업 경쟁력 제고

해양장비 및 
첨단기술 선박 

- 해저정거장 구축
- 해양자원의 개발 및 이용 수준 제고
- LNG 선박 등 최첨단선박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선진궤도 
교통설비 

- 친환경, 스마트 등을 갖춘 궤도교통설비 시스템 구축, 세계적 수준의 산업 발
전

에너지 절약 및 
신에너지 자동차

- 전기 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의 지속적 발전 도모
- 국재 시장의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 점유율 확대

전력설비 - 신재생에너지 설비, 첨단 에너지저장장치(ESS), 스마트그리드 송전·변전 등 발전

농업기계장비
- 대형 트랙터, 복합 작업기, 대형 수확기 등 첨단 농업기계 장비 및 핵심 부품 

발전 추진

신소재 
- 특수 금속 기능성소재, 고성능 구조재료, 기능성 고분자소재, 특수 무기질 비

금속재료, 첨단복합소의 중점발전

바이오의약 및 
고성능 의료기기

- 중증질환을 대상으로 한 화학의약품, 중의약품, 바이오의약품 개발
- 영상장비 및 의료용 로봇 등 고성능 의료기기의 혁신성 및 상용화 수준 제고

자료: 양회(兩會)를 통해 살펴본 중국의 4차 산업 정책동향(융합연구정책센터, 2017.3)

○ 양화융합 전략의 다른 한 축인 정보화 전략인 인터넷+ 전략은 모바일 인터넷과 클

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을 전통산업과 융합시켜 산업 구조전환과 업

그레이드를 도모하는 전략을 제시하였음

- 인터넷+는 산업만이 아니고 인터넷과 경제・사회 각 분야의 융합 발전을 통해 인

터넷을 기반으로 한 신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2025년까지는 인터넷 경제와 실물

경제의 융합 발전 체제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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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중국 ‘인터넷+’의 발전 목표(중국 국무원)

분야 발전 목표

경제발전
- 인터넷을 통한 제조업, 농업, 에너지, 환경보호 산업분야의 업그레이드와 노동생

산성 제고
-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 금융 육성

사회발전
- 헬스의료, 교육, 교통 등 민생 분야에서의 인터넷 응용 확대
- 공공 서비스의 온·오프라인 통합 및 서비스 다각화

기초 
인프라

- 광대역, 차세대 이동통신망 구축
- IoT, 클라우드 컴퓨팅 등 신형 인프라 시설 구축
- 인공지능기술의 산업화 촉진

환경조성
- 인터넷 융합 혁신에 대한 인식 제고
- 관련 기준, 규범, 신용체계, 법률 및 법규체계 완비

자료: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중국의 ICT 산업 및 정책 동향(IITP, 2017.5)

○ 아울러 관련 정책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인터넷+’의 행동지도 의견은 연도별 발전 

목표, 7대 육성 정책, 11대 결합분야를 제시하고 있음

- 특히 인터넷을 통한 제조업, 농업, 에너지, 환경보호 산업분야의 업그레이드와 노

동생산성 제고하고,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 금융을 육성한다는 발전 목표를 제시하

였음

항목 주요 내용

발전 
목표

Ÿ 인터넷을 통한 제조업, 농업, 에너지, 환경보호 산업분야의 업그레이드와 노동생산성 제고
Ÿ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 금융 육성

사회
발전

Ÿ 기초: 브로드밴드 보급률 확대, 센서 네트워크, 클라우드 및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Ÿ 혁신: 기업간 신규 프로젝트 조성 확대, 핵심기술 공유, 컨버전스 관련 표준화
Ÿ 제도: 산업간 진입제한 완화, 산업 독점 구조 탈피, 인터넷 산업 규제 완화
Ÿ 해외협력: 인터넷 기업 해외 진출 지원, 글로벌 클라우딩, 빅데이터 등 시장진입 허용
Ÿ R&D: 각 지방정부 인터넷 관련 교육 프로그램 신설, R&D 센터 개설, 글로벌 인력 유치
Ÿ 산업 지원: 정부 주도 예산 편성 및 사회 자본 투자 유도, 세제 혜택, 자금 조달 지원
Ÿ 핵심 조직 구성: 핵심 컨트롤 타워 지정, 산업 별 핵심 인력 배치

환경
조성

Ÿ 창업지원 플러스: 인터넷+ 산업 내 창업 지원, 경제 발전 신성장 동력으로 구축
Ÿ 제조업 플러스: 스마트 제조, 대량의 맞춤형 상품 제조, 네트워킹 제조 시스템 수준 제고
Ÿ 현대농업 플러스: 스마트 농업 생산 경영 시스템 구축
Ÿ 에너지 플러스: 에너지 생산 스마트화
Ÿ 금융 플러스: 인터넷 금융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 구축, 인터넷 금융 서비스 범위 확대
Ÿ 복지 플러스: 정부 공공시스템/데이터 네트워크화 추진, 스마트 복지 서비스(공유형) 제공
Ÿ 물류 플러스: 재고 추산/측정 시스템화, 물류 시스템 네트워크화 추진

[표] 중국 ‘인터넷+’의 행동지도 의견(중국 국무원)



- 103 -

□ 기술 혁신 전략

○ 중국제조 2025와 인터넷+ 전략을 위한 핵심 기술로 중국은 인공지능, IoT, 빅데이

터에 집중 투자하고 있음

- 2016년 양회(两会: 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시한 ‘13차 5개년 

계획(2016~2020)’에서 인간과 로봇의 상호작용을 위한 인터넷 플랫폼을 확보하

겠다고 발표하고,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전략인 ‘차이나 브레인 프로젝트’를 준비

하겠다고 선언함

- 2016년 5월에는 4개 부처(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과학기술부, 공업정보화부, 중앙인

터넷안전정보화영도소조) 공동으로 ‘인터넷+ 인공지능 3년 실시방안’을 발표하고, 

2017년 7월에 공산당과 국무원 명의로 ‘새로운 세대 인공지능발전계획(新一代人工智

能發展計劃)’ 발표하는 등 인공지능 기술을 차세대 핵심 분야로 적극 투자하고 있음

○ 이 계획에서는 2030년까지 인공지능분야의 세계최고수준을 달성하겠다는 국가전략

을 제시하였음

- 첫 단계로 2020년까지 인공지능 핵심산업과 관련산업을 지원함

- 두 번째 단계인 2025년까지 인공지능 기술과 응용에서 글로벌 선두 수준을 달성

하고, 제조, 의료, 도시, 농업, 국방 등 광범위한 영역에 적용함

- 세 번째 단계인 2030년까지 인공지능 이론, 기술과 적용 등 전체분야에서 글로벌 

최고 수준에 도달하고, 세계 주요 인공지능 혁신센터와 스마트 경제, 스마트 사회

라는 명확한 성과를 얻는 것을 목표로 함

- 인공지능이 생활, 사회관리, 국방건설 각 방면에 광범위하고 심도 있게 적용돼 핵

심 기술, 관련 시스템, 플랫폼, 적용 등 산업 사슬과 고급 산업 직군으로 확산됨

- 인공지능의 핵심 산업은 1조 위안, 관련 산업은 10조 위안(약 1680조여 원)에 이

르는 것을 목표로 제시함

항목 주요 내용

Ÿ 상거래 플러스: 농촌 전자상거래 확대, 에너지, 철강, 의약 등 분야의 전자상거래 확대
Ÿ 교통 플러스: 교통/운수 서비스 품질 향상, 교통/운수 운영 현황 시스템화
Ÿ 환경 플러스: 오염물질 측정 시스템화, 각 부문 별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Ÿ 인공지능 플러스: 인공지능 산업 육성, 인공지능 상품화 및 성능 제고

자료: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중국의 ICT 산업 및 정책 동향(IITP,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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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이 계획에서는 ‘인공지능 인력양성 백년대계’를 제시하여, 초등학교 교과과정

에 과학수업 및 인공지능 커리큘럼을 도입한다는 계획을 밝혔음

○ 2017년 12월에 공업정보화부가 발표한 ‘신시대 AI산업발전 3개년 행동계획 

2018-2020’에서는 인공지능 발전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단기적 실행과제로 4개 분

야 17개의 핵심영역을 제시함

① 인공지능자동차, 인공지능로봇, 인공지능무인기계, 의료영상진단체계, 안면인식체계, 음성인식

체계, 번역체계, 인공지능가전제품 등 

② 인공지능 센서, 신경 네트워크 칩, 오픈 소스 오픈 플랫폼 및 기타 주요 분야의 개발에 중점

을 두고 인공 지능 산업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반의 개발을 도모 

③ 인공지능 제조의 발전을 심화 

④ 산업 교육 자원, 표준 테스트 및 지적 재산 서비스 플랫폼, 지능형 네트워크 인프라, 네트워

크 보안 및 기타 산업에 대한 공개 지원 시스템 구축 등 환경개선임

○ 이와 같은 중국 정부의 인공지능 투자에 발맞춰 중국의 대표적인 ICT 기업인 

BAT(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등은 거액을 인공지능 연구에 투자하며 시장진입 

시도하고 있음

- 바이두는  2014년 미국 실리콘밸리에 3억 달러를 투자하여 인공지능 연구소를 

설립하고, 200여 명의 연구 인력을 배치하여 이미지 및 음성인식, 딥러닝 기술개

발에 주력하고 있음

- 알리바바는 중국 과학기술부와 양자컴퓨터 전문 실험실을 공동 설립하고 구글의 

알파고와 유사한 인공지능을 개발 중이며, 2015년 중국 최초 인공지능 플랫폼인 

DT PAI’를 공개함

- 텐센트는 ‘스마트컴퓨팅 검색 실험실(TICS LAB)’을 세워 인공지능 연구에 주력하

고 있으며, 2015년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을 탑재해 기사를 작성하는 로봇 ‘드림

라이터’를 공개함

- 이외에도 인공지능만을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어 최근 5년간 

베이징, 상하이, 광동성 등 주요 1선 도시에 1,000개가 넘는 인공지능 기업이 설

립되었음

- 이들 인공지능 기업들은 스마트 운전 시스템, 얼굴 감정 식별, 3D 시각 감시 시

스템 등을 개발하는 성과를 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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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2016년을 기점으로 세계 최대의 인공지능 논문 생산국이 되었으며, 특허 

보유수는 15,000여 건으로 미국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음

○ 사물인터넷(IoT)도 중국이 제조업과 인터넷을 융합하는 기술로 중요한 투자 분야임 

- 2017년 11월에 ‘인터넷+선진제조업, 산업인터넷 지도의견’을 발표하기 이전에도 

중국은 지속적으로 IoT에 대한 정책을 발표함

- ‘2006-2020년 과학기술 중장기 발전계획’ 중 차세대 브로드밴드 무선이동통신 

기술에 IoT를 포함시킨 이후 IoT에 대한 투자를 늘여왔음

- 2009년에 우시(無錫)를 ‘Sensing China(感知中國)’의 중심 도시로 선정하였고, 

2010년 12월에는 충칭시(重慶市) 난옌(南岸)에 ‘중국 국가 사물인터넷산업 시범기

지’를 설립하는 등 확산의 기반을 마련함

○ 나아가 사물인터넷 구성 요소별로 애플리케이션 개발, 인프라 구축, 산업 생태계 

구성, 기술 R&D, 표준 시스템 구축 등 정책 주체를 정하고, 주체 간 원활한 정보 

교환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 이와 같은 투자에 힘입어 전 세계 사물인터넷 관련 기업 시가총액에서 중국이 전

체의 13.8%를 차지하며 미국 53.1% 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한국 9.7%, 일본 

0.3% 보다는 높은 수준 것으로 조사되었다(S&P Capita IQ, 2017. 5 기준)

○ 빅데이터는 IoT와 인공지능을 이어주는 재료 기술이라고 할 수 있음

○ 중국은 2015년 8월에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빅데이터 발전 촉진을 위한 행동요강’

을 통과시켰음

- 빅데이터의 개발 및 응용을 통해 ‘대중창업, 만민혁신’을 추진하고, 경제성장을 위

한 신동력 개발, 그리고 정부의 관리 감독 서비스를 개선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함

- 빅데이터 기술을 통해 정확한 고객 수요 파악과 분석을 통해 R&D의 효율성을 높

이는 한편 조립․생산 라인의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생산 예측과 관리를 강화하고 

경영 효율화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빅데이터에 적극적인 곳은 BAT 인터넷 기업들임

- 바이두는 중국 최대 검색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축적해 온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관련 사업에 몰두하고 있음

- ‘바이두 메디컬 브레인’은 2016년 10월에 의료 데이터와 관련 문헌을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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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으로 수집·분석하여 환자와 증상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최선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음

- 각각 8억 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모바일 메신저 위챗과 PC 메신저 QQ를 

운영하고 있는 텐센트는 금융 빅데이터 분야에 진출함. 데이터 기업이 되겠다는 

알리바바는 전자상거래 외에 영화·스포츠·엔터테인먼트 등 다방면으로 사업을 확

장하고 있음

- 최대 배송 시즌인 싱글데이(11.11)에는 축적한 물류 데이터를 활용하여 2016년에

는 배송 시간을 전년 대비 15시간 앞당겼다고 자평하였음

○ 한편 중국은 혁신의 원천으로 과학기술 혁신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2030년을 

목표로 하는 과학기술 혁신 중대 프로젝트를 시작하였고, 베이징과 상하이에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센터 건립을 지원하였으며, 6개의 국가자주혁신시범지역을 신설하였음 

□ 제도 및 규제 개혁 

○ 중국 정부의 개혁 정책은 경제시스템 운용에 시장의 역할을 강화하고 정부의 역할

을 개선하며 시장주체들의 활력을 증대하는 데 주력하고 있음

- 2018년 3월 양회에서 「2018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초안 보고」에서 올해 경

제사회분야 10대 중점업무 중 3번째로 기초 핵심 분야 개혁 심화를 제시하였음

[표] 2018년 양회에서 제시된 기초 핵심분야 개혁 심화 과제

과제 주요 내용

‘팡관푸(放管服)’ 
개혁 확대 지속

행정간소화 및 권한이양(簡政放權)을 심화하는 방향으로 국무원 산하 부처
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인터넷플러스 정무서비스, 공공통계서비
스, 인터넷 심사 등을 통해 정무 정보의 개방·공유 확대

재산권 제도 완비
재산권의 법에 따른 보호, 지식재산권 관리, 기업의 합법적 권익 보호 등을 
통해 민영 기업 발전을 위한 양호한 환경 조성

생산요소의 시장 
원리에 따른 분배

호적제도, 토지제도, 투자·융자체제 개혁 및 전력·천연가스 등 공공자원 거
래 등의 시장화 추진, 정부의 가격 및 원가에 대한 감독 강화, 공공 자원 
및 서비스에 대한 반독점 개혁

공평한 시장경쟁 
체계 구축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각종 차별적 규정과 관행을 폐지하고, 신용과 관련한 
규범 정비 및 신용 관련 인센티브/처벌 체계를 완비하여 사회 신용체계 구축

국유기업 및 자본
의 개혁 심화

각종 국유자산관리시스템을 개선하고 혼합소유제 개혁을 장려하는 한편, 국
유자본의 ‘경쟁력 강화·품질 향상·규모 확대(做强做优做大)’를 통해 국유기
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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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경제발전 계획을 수립하면서 중국의 경제성장을 주도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발개위)의 권한이 축소되었음

- 이는 정부의 자원 분배와 시장 활동에 대한 간섭을 줄이고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려는 중국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됨

- 발개위는 권한 집중과 조직 비대로 효율성이 떨어지며 개혁보다는 발전 위주의 

정책으로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옴

(5) 한국정부의 4차 산업혁명 전략

대한민국도 국가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였으며, 이번 정부에서는 대

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출범하고 국가 4차 산업혁명전략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한국의 주요 정책들을 이번 장에서 간단히 요약하고자 한다.

○ 한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다양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책을 도

출하고 있음. 2016년 12월에 2개의 부처가 중심이 되어 4차 산업혁명의 정책전략

을 발표함

□ 신산업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16)

○ 민간과 정부의 주요 정책 담당자들이 조직한 4차 산업혁명 민관 협의회는 2016년 

12월에 4차 산업혁명의 대응전략을 발표함

○ 협의회는 4차 산업혁명이 한국에 위기이자 기회로 판단하고 있으며, 선진국도 아직은 

종합적 대응 초기 단계로서 한국이 신속하게 대응한다면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함

16) 신산업 민관협의회,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과제 주요 내용

재정·세무(财税)·
금융체제 개혁

중앙과 지방간 재정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개인소득세 및 지방세 제
도 개선을 추진하며, 금융기관 지배구조 개선, 이자율과 환율 결정에 시장
기반(market-based) 개혁 실시

자료: 중국 시진핑 집권 2기 경제운영 전망 - 2018년 양회(兩會) 분석(KIEP,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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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한국의 대응전략으로 우리만의 강점을 바탕으로 신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

를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 당시 민관협의회는 4가지의 글로벌 키워드로서 ①스마트화(초연결과 지능화의 확

산), ②서비스화(제품과 서비스의 융합), ③친환경화(저탄소․친환경), ④ 플랫폼화(제

품과 서비스 네트워크를 통한 가치창출)를 도출함

- 4가지 글로벌 트렌드에서 한국의 현황은 데이터 활용여건 취약, 가치사슬의 서비

스화에 불과하여 산업 전반의 혁신적 서비스는 미흡, 훌륭한 에너지 인프라에 비

교하여 기술력과 시장의 부재, 플랫폼 비즈니스의 취약하다고 평가함

○ 이에 대응방향으로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환경 조성과 R&D와 인력 지원을 규모에서 

성과로 전환, 기업과 산업간 융합 촉진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초기시장 구축

으로 선정함

- 또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산업에 AI, IoT 등의 혁신적 기술 적용의 필요성

을 언급하면서, 한국이 취약한 핵심기술 개발 및 인재를 육성하고, 규제·노동시장 

등 경직된 시장 환경 등 제한적 요인은 과감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함

- 협의회는 한국이 가진 기반과 잘할 수 있는 강점을 바탕으로 3개 산업군, 12대 

신산업을 중심으로 ① 과감한 규제완화 ② R&D 인력양성 등 집중 지원  ③ 융합 

플랫폼 구축 ④ 초기 시장창출 방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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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신산업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자료: 4차 산업혁명 신산업 민관협의회

□ 지능정보화사회 중장기 종합대책17)

○ 민관 협의회와 함께 정부차원에서도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전략을 발표함

○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은 기계의 지능화를 통해 생산성이 고도로 향상되어 산업구조 

근본이 변하는 것으로 지능정보기술이 변화 동인으로 보고, 지능정보기술은 산업구

조를 변화를 야기하고, 사회 전반에 총체적 변화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함

- 구체적으로 정부는 데이터와 지식이 산업의 핵심자원으로 작용하며, 플랫폼을 중

심으로 하는 산업의 구조가 변화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고용구조는 일자리의 양

과 질 그리고 형태가 급격하게 변화할 것으로 예측함

- 이에 따라 삶의 모습은 변화할 것이며, 모든 부분(금융, 교통, 교육, 보안과 안전, 

17) 관계부처 합동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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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농․어․축산업)이 서비스화 될 것이라고 바라봄

○ 따라서 더 늦기 전에 미래를 예측하고 혁신적 변화에 대응한 중장기 대응 전략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다음과 같은 주요 방향을 제시함

- 기업‧국민(주도)-정부‧학계(지원) 파트너십을 통한 지능정보사회 조성

- 기술‧산업‧사회를 포괄한 균형있는 정책 추진으로 인간 중심의 미래사회 구현

- 전략적 지원을 통한 지능정보기술 및 산업 경쟁력 조속 확보

-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정책 개편 및 역기능 대응체계 구축

○ 이러한 정책적 목표 하에서 정부는 12가지의 추진전략을 제시함

- (데이터 기반사회) AI가 학습할 수 있는 대규모 데이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공

공 데이터 개방 및 관리체계 확립을 제시하며, 데이터의 유통과 활용 촉진을 위해 

데이터 거래시장 활성화와 프리존 운영, 데이터 분석 기업 육성과 전문인력 양성,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지원

- (지능정보기술 기반 확보) 전략적 R&D 투자 확대와 ICBM 분야별 기술개발 목표 

차별화, 제도정비 

- (초연결 네트워크 환경 구축) 5G 및 기가인터넷 서비스 상용화, 보안 네트워크 강

화, 주파수 자원 공급 확대

- (선제적 지능정보기술 활용) 지능정보기술의 국방과 치안에 접목, 행정과 복지 서

비스에 지능정보기술 활용, 다양한 분야에 지능정보기술 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간 파트너 확보) 신기술 개발지원을 위한 테스트베드 운영

과 신기술 규제 패러다임 전환, 초기 유효 시장 제공 및 창업지원, 공정경쟁 환경 

구축

- (지능형 의료서비스를 통한 혁신가치 창출) 정밀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데이터 

활용기반 조성 및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개인 맞춤형 의료 서비스 제공

- (제조업의 디지털 혁신) 제조 CPS 개발 및 보급, 스마트 제조기반 마련, 제조업의 

서비스화 생태계 조성 및 리쇼어링 지원

- (미래교육 혁신) 문제해결 및 사고력 중심 교육 실현, 맞춤형 교육 체제 전면화, 

지능정보사회 교육 인프라 구축

- (자동화 및 고용형태 대응) 고용안전망 확대 및 고용 서비스 확대, 노동시장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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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성 강화 및 필요한 인재 양성

- (사회안전망 강화) 복지분야의 재정전망을 강화로 지속가능성 확보, 취약계층을 위

한 기술개발 추진

- (법제정비 및 윤리정립) 규범적 인프라 구축하여 기존 법․제도를 선제적 정비하기 

위해 지능정보사회 방향 제시를 위한 기본법 마련, 인간 중심의 윤리정립

- (사이버 위협 및 AI 오작동 대비) 사이버 위협에 대응한 지능형 자율 방어체계 실

현 및 인간과 사물을 통합한 지능형 통합인증체계 구축

○ 주요 정책들을 추진할 수 있는 “지능정보사회 전략위원회”를 설립하고, 위원회에 기

업, 국민, 전문가와 학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함

[그림] 지능정보사회 종합대책

자료: 관계부처 합동

□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 위원회, 4차 산업혁명 기본 정책18)

① 추진 배경

○ 최근 우리나라는 저성장 고착화·사회문제 심화의 경제·사회의 구조적·복합적 위기

18) 4차 산업혁명 위원회의 “4차 산업혁명 기본 정책방향”을 정리함(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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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직면하였으며, 경제성장에 집중하고 사회문제 해소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

으로 부족하여, 국민 삶의 질 개선과 괴리된 성장이라는 비판에 노출

- 과거 산업화 성공에도 불구하고 1)자본 투입의 한계 2)성장과 사회이슈의 단절 3)

성장주체의 다양성 취약 4)지속성장 인프라 미흡 등으로 균형 잡힌 사람 중심의 

성장, 기술혁신 기반의 핵심 경쟁력 확보가 지연되고 있음

- 기존 성장전략의 한계를 극복하고 생산성 중심의 산업 체질개선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하는 새로운 성장전략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 4차 산업혁명은 경제와 사회 전반의 대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성장활

력 제고와 미래 대비를 위해 “경제성장”과 “사회문제 해결”을 동시 달성하는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추진을 계획함

○ 4차 산업혁명과 파급효과

- 4차 산업혁명은 기존의 자본과 노동을 통한 경제성장이 아니라 지능화를 통해 생

산성 제고 및 노동력 부족 해소 등 새로운 성장원천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

며, 이러한 측면에서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함

- 반면, 산업구조가 재정의되는 새로운 산업질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산업·

서비스 전반의 글로벌 경쟁력이 뒤쳐질 위기가 공존함

○ 4차 산업혁명 기반 성장방향

-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지능화 기술을 본격 확산하여 산업, 사회 등 국가 전반을 

혁신, 경제성장과 삶의 질 제고를 동시 달성하는 포용적 성장이 필요함

- 혁신을 이끄는 핵심 기술력을 확보하고, 중소·벤처 성장동력화를 위한 산업 인프

라와 생태계 조성, 미래사회 일자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함

-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성장 패러다임 전환의 새로운 기회로 4차 산업혁명을 활용

하기 위한 범국가적 준비가 필요한 상황임

② 4차 산업혁명 대응역량 진단

○ 4차 산업혁명 대응 준비도

- 성공적인 정보화·산업화로 세계 최고수준의 네트워크, ICT 역량, 제조 경쟁력, 우

수한 인적자원 등 강점을 보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잠재력 확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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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혁신을 통한 경제·사회 전반으로의 성장과실 확산은 한계임. 지능화 기술의 

산업적 활용은 아직 초기단계이며 각종 사회문제 해결도 부족함

-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할 기술경쟁력 확보 및 성장동력 발굴은 지연되고 있으며, 신

산업‧시장 창출을 촉진하는 산업 인프라·생태계 조성도 미흡함

- 일자리 변화와 잠재적 역기능 대응 준비 부족 등 경제·사회 전반의 패러다임 전

환을 요구하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범국가적 준비는 부족함

○ 과학·기술, 산업·경제, 사회·제도를 연계한 4대 추진방향 제시

- 4차 산업혁명의 잠재력을 조기에 가시화하고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산업 사회 전 영역의 지능화 혁신 

- 세계 최고 수준의 지능화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R&D 기반의 신성장동력 창출

을 위해 국가 R&D 체계 전면 개편

- 지능화 분야 중소 벤처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의 주역으로 부상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산업 인프라·생태계 조성에 주력 

- 미래 일자리 변화에 대응한 핵심 우수인재의 성장지원과 일자리 안전망을 강화하

고 사이버 안전망과 인간 중심의 윤리체계 확립

③ 비전 및 추진과제

○ 비전 : 모두가 참여하고 모두가 누리는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구현

○ 기본 방향: 1) 지능화 혁신으로 다양한 신산업 창출, 튼튼한 주력산업 육성 2) 고

질적 사회문제를 해결하여 국민 삶의 질 제고 3)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일자

리 변화 대응 사회안전망 강화 4)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지능

화 기술·데이터·네트워크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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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구현

자료: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 계획(2017.11), 관계부처 합동

○ 지능화 혁신 프로젝트 추진

- 새로운 변화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필요성과 파급효과가 큰 영역의 ‘경제 사

회적 난제’를 해결하는 ‘미션 지향적인 프로젝트’ 추진

- 단순 기술개발 위주 및 사업별 지원방식에서 탈피하고 ‘기술 + 데이터 + 인프라 

+ 확산 + 제도개선’ 연계 패키지 방식으로 추진

- (지능화 기반 산업 혁신) 지능화 기술과의 전면적 융합을 통해 산업(의료, 제조, 

이동체, 에너지, 금융‧물류, 농수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신산업·일자리를 창출하

여 고르게 지속 발전하고 더불어 잘 사는 경제 실현

- (사회문제 해결 기반 삶의 질 제고 및 신성장 촉진) 해결하지 못한 사회문제 해결

을 목표로 사회·공공분야(시티, 교통, 복지, 환경, 안전, 국방)의 지능화 혁신으로 

국민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구현하고 혁신성장으로 연결함

○ (기술) 성장동력 기술력 확보

- (지능화 기술 경쟁력 확보)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인 기초기술(산업수학·뇌과학·양

자·나노·소재 등)과 연계, 지능화 기술(AI·컴퓨팅·로보틱스 등)을 고도화하고, 축

적된 기술역량을 바탕으로 융합이 확산되는 선순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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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성장동력 육성) 지능화 혁신 분야 중 핵심기술을 검토하여 성장동력 과제로 

반영하고 맞춤형 집중 육성하여 뒷받침함

- (R&D체계 혁신) 창의적․도전적 연구를 통한 새로운 혁신동력 발굴을 위해 연구자 

중심으로 R&D프로세스 개편, 국가 연구데이터 플랫폼 구축, 연구소기업 창업 활

성화로 R&D 성과 확산

○ (산업) 산업 인프라‧생태계 조성

-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 민간 주도로 세계 최초 5G 조기 상용화와 10기가 

인터넷망 상용화를 추진하는 한편, IoT 전용망 구축으로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인 

핵심 네트워크 인프라 확보

- (데이터 생산 공유 기반 강화) 금융 등 10대 중점 분야 빅데이터 전문센터 육성 

및 데이터 구축→신산업 핵심 데이터 개방→유통·활용(데이터 프리존 확산) 전 과

정에 걸친 실제 데이터 기반 영역별 국가 빅데이터 지원체계 마련

- (신산업 규제개선) 중소·벤처 중심의 신기술 신서비스 창출 촉진위해 사회적 합의

를 통해 규제 샌드박스 등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한편, 신산업 분야의 

경우 혁신 친화적 규제체계로 재설계

- (중소·벤처/지역거점 성장동력화) 창업→성장→재도전 기회 제공으로 중소·벤처의 

성장 역량을 확충하고, 글로벌 ICT 융합 클러스터 전국 확산, 실증·사업화 지역

특구 조성 등 지역기반 지능화 혁신 촉진

○ (사회) 미래사회 변화 대응

- (핵심인재 성장지원) SW AI 빅데이터 사이버보안 등 지능화 기술 핵심인재 4.6만

명을 양성하고 신산업 주력산업 전문 인력 교육을 확대 하는 한편, AI 등 국내 

취약분야 해외 우수인재 전략적 유치

- (미래 교육체계 혁신)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융합교육 활성화, 맞춤형 교육 실현, 디지털 교육 고도화 등 미래 교

육체계 개편 추진

- (일자리 안전망 확충) 고용구조 변화에 선제 대응하여 유망 신산업으로의 원활한 

전직과 실직에 대한 두려움 해소를 위해 일자리 예측을 통한 취업지원 강화, 전직 

재직자 교육훈련 확대 및 고용보험, 실업급여 체계 등 개편

- (사이버 역기능 윤리 대응 강화) 지능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여 사이버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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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을 강화하고, 데이터 수집 및 AI 알고리즘 개발사용 시 AI 오작동 남용 등 역

기능을 예방하기 위해 인간 중심 윤리를 정립

④ 추진체계와 예상되는 기대효과 분석

○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민간 혁신의 파트너로서 총력 지원하는 민·관 협력을 통한 

범국가적 대응체계 구축 추진

- (4차 산업혁명위원회)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국가적 정책방향의 설정·이행촉진

을 위해 부처간 정책 조정과 사회적 합의를 유도

- (각 부처) 핵심과제의 세부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과제 시행 관리

- (과기정통부) 4차 산업혁명 대응 관련 현안분석, 핵심과제 도출, 정책대안 마련 등 

4차 산업혁명위원회 총괄지원 역할을 수행

○ 4차 산업혁명의 경제적 효과(신규매출+비용절감+소비자 후생)는 ‘22년 기준 최대 

128조원 발생 예상 (’16년 맥킨지 전망치를 활용해 KISDI에서 재구성)

○ `22년 신규 일자리 창출은 신규매출 증대(10.5~24.1조원) 예측치와 취업계수

(15.39명/10억 원)에 따라 16.2∼37.1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KISDI)

□ 초연결 지능화 혁신19)

○ 정부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 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발표한 4차 산업혁명 대응계

획(I-KOREA)을 실현하기 위해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의 역량 강화에 주목함

○ 초연결 지능화 혁신안은 이에 주목하여 DNA(Data-Network-AI) 기반 구축과 융합 

확산을 위한 혁신성장 선도하고자 각 분야에서 지능화 기술을 전면적으로 융합하여, 

의료, 제조, 교통 등 산업과 사회전반의 혁신성장과 국민의 삶 개선을 목표로 함

○ 최우선의 추진과제로서 규제개선을 제시하며, 인프라 확장과 지능화 혁신을 위한 

프로젝트를 12분야의 프로젝트(스마트시티, 자율자동차, 스마트공장, 정밀의료, 스

마트 팜 등)를 추진함

○ 규제개혁의 추진과제와 방향은 다음과 같음

① 데이터 규제개혁의 방향 : 비식별화 조치 법제화 및 분야별 비식별 조치 지원

- (활용성 강화) 기업의 비식별 정보를 활용이 가능한 법적 근거 마련하고, 비식별화

19) 과기정통부가 2018년 1월에 발표한 “초연결 지능화 혁신안”을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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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정보를 활용하는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 개인정보/위치정보 범위를 명확하게 정립하며, 본인의 동의하에서 개인정보의 활용

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

- (안전성)비정형 실시간 데이터에 대한 비식별 조치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며, 

블록체인과 동형암호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자 함

② 5G, IoT 등의 초연결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인프라 투자를 진행하고, 현장

의 규제개선(진입장벽.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를 추진함

- IoT 주파수 공급 확대와 스마트 공장, 스마트 팜과 같은 IoT 신산업 육성을 계획

③ 지능화 확산을 위해 ICT 분야에 ‘규제 샌드박스’ 선제 도입 및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지능화 확산을 위한 제도정비를 추진함

- 선제적 규제개선을 위해 ‘4차 산업혁명 대응 기본법’을 제정하고, 12대 분야 지능

화 혁신 프로젝트를 위한 제도정비를 통해 DNA(Data, Network, A.I.)를 활용한 

산업과 사회혁신 추진함

   

[표] 규제개혁의 추진과제

구분 규제개혁의 추진방향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이 양립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규제개선방안 마련

5G․ IoT 등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

5G 이동통신 세계 최초 상용화와 IoT 신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와 혁신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진입규제, 주파수 규제 등 

네트워크 규제 혁신

지능화 확산

지능화 신산업·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혁신적인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의료・바이오, 자율차 등 분야별 지능화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액티브X 제거 등 편리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

자료: 초연결 지능화 혁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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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가별 4차 산업혁명 전략비교

□ 주요국가의 전략비교

○ 이상으로 정리해본 주요국가의 4차 산업혁명 전략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음

- 미국의 디지털 트랜스폼, 독일의 플랫폼 인더스트리 4.0, 일본의 소사이어티 5.0, 

프랑스의 디지털 공화국처럼 자신들만의 고유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음

- 국가전략의 핵심도 기술과 사회의 융합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구체적인 

전술은 자국의 특성에 따라 상이함. 특히 자국의 기술과 산업의 강점을 직면한 사

회문제에 적용하면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차이가 있음

- 또한 혁신을 위해 국가의 역할과 최우선 과제로서 규제개혁으로 선정하고, 각국의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규제개혁 정책을 펼치고 있음

○ 미국의 정책은 미국혁신전략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SAC(GCTC), 선진조제

업 파트너십 등 다양한 프로젝트가 이안에서 진행되고 있음

- 동부와 중서부의 제조업과 서부의 IT를 융합한 새로운 제조혁신을 추구하며, 정부

는 규제개혁과 문제발굴에 집중하고 있음

- 이러한 정부의 정책을 실행하는 것은 민간이며, 실제 산업인터넷과 SAC는 민간이 

주도하여 프로젝트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음

○ 독일도 하이테크 2020에서 출발하여 인더스트리 4.0이란 제조업 혁신 프로젝트를 

시작함

- 독일은 현장에서 직접 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같이 조정하고자 인더스트리 4.0을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으로 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시장의 갈등(노동유연성과 안

전성; 아르바이트4.0)을 조정함

○ 상대적으로 두 국가에 비하여 뒤쳐진 일본과 프랑스는 정부가 주도하여 국가혁신을 

추진하고 있음

- 일본은 소사이어티 5.0이란 자신들의 미래상을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신산업구조

비전과 이를 좀 더 발전시킨 미래투자전략을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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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토대로 일본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기술로서 해결하기 위한 정책 로드맵을 

계획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돌파구 프로젝트를 실시하거나 계획중임

- 프랑스도 자신들의 이념인 자유, 평등, 박애를 디지털 사회에 맞도록 재조정하고, 

온오프라인에서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국가의 미래전략을 수립해 나가고 있음

- 이러한 국가전략 하에 프랑스는 뒤쳐진 혁신과 생태계를 보완하고 있음

○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중국은 중국제조 2025와 인터넷 플러스를 

통하여 정보화 공업화의 양립과 동반성장을 꾀함

- 중국의 정책은 4개 국가와의 차이점은 있음. 이는 사회문제보다 기술개발을 통한 

경제성장에 집중한다는 것임

- 이는 중국의 1인당 GDP가 1만 달러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성장 중심

의 정책에 우선 집중한다는 현실이 반영된 것임

○ 다른 국가들보다 뒤늦게 발표한 한국의 4차 산업혁명 전략은 사람을 중심으로 하

며, 사회문제를 기술로서 개선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함

- 하지만 총론과 각론의 부조화가 있으며, 구체적으로 기존의 창조경제 전략에서 근

본적 차별화가 없고, 국가의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담대한 프로젝트도 부재함 

○ 이상으로 주요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비교하면, 사회문제를 해결을 위해 기술을 활

용하겠다는 것은 공통적인 정책의 방향이며, 이를 위해 정부의 역할은 규제개선과 

관련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겠다는 동일한 결론임

○ 각국은 4차 산업혁명의 국가전략으로서 차별화된 브랜딩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자신들만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나 한국의 전략에서는 이러한 점이 미

흡함. 우리만의 차별화된 국가 브랜드 형성이 필요한 이유임

○ 하지만 주요 국가들의 4차 산업혁명 전략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최적화된 기술모

델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일부는 제시하였지만 기술선정의 과정에서 논리성이 부족

하며, 다양한 기술간 융합을 설명하지 못함

○ 동시에 도출된 사회문제에서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과 사회의 융합모델을 제

시하지 못하여 이를 위한 추진체계 모델을 제시하지 못함

- 특히 2006년부터 혁신전략을 준비해온 독일은 복잡하게 얽힌 사회문제를 한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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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술, 혹은 집단만으로 해결하지 못함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으로 전환하였음

○ 또한 일본과 독일은 미국, 중국과 달리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체계로 인하여 혁신의 

어려움이 많음. 이에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국가혁신을 추진하고자 등대(독일) 혹은 

돌파구(일본) 프로젝트를 추진함

○ 해외의 사례를 통하여 한국의 4차 산업혁명 로드맵은 다음과 같은 부분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한국만의 국가 브랜드 구축을 위해 브랜드 국민공모를 제안

- 4차 산업혁명에 최적화된 기술모델 정립

- 기술과 사회의 융합모델 제시

- 포지티브 규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플래그십 프로젝트 제안

 

[그림] 각국의 4차 산업혁명 전략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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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부의 4차 산업혁명 정책

① 신산업 창출과 지능정보 사회

○ 글로벌 비즈니스의 변화를 감지하면서 데이터 중심의 경제, 융합의 중요성, 개별 

전략이 아니라 생태계 전략이 필요함을 인식함

○ 국가전략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함을 인지하고 있지만 구제적인 전략은 기존의 전

략과 차이가 없음

- 신산업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는 4차 산업혁명을 기술과 산업의 관점에서만 바라

보고 있으면서 기존의 정부주도의 산업전략에서 벗어나지 못함

- 지능정보화 전략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의 변화를 예측하지만 구체적인 실

행방법을 제안하지 못함. 실제 2016년 발표에서 제시된 내용에서 처음으로 제시

된 데이터기반사회를 위한 인프라 구축은 지금까지도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지 

않음

○ 총체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가지고 있는 현실과 가상의 융합이라는 개념이 미비하

면서 기존의 경제정책들과 차이점이 없음

- 이는 과거 단순 경제에서의 추격자 전략인 개별 기술과 개별 산업 중심 정책을 

답습하고 요소기술과 산업이 1:1 대응관계로 해석한 결과임

-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요소기술과 산업은 N:N 대응을 하면서 기술과 산업이 복

잡하게 융합하게 되었으므로 기술개발이 아니라 기술과 산업의 연계가 중요함

○ 즉 사회적 문제를 현실과 가상의 기술 융합으로 풀어내는 개방혁신이 왕성하게 일

어나기 위한 혁신 생태계룰 구축하고 이를 위한 교육, 의료, 관광, 환경, 에너지, 

국방 등 사회 각 분야의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와 대학과 연구소와 산업계가 개방, 

연결 방안에서 보안이 필요함

② 4차 산업혁명 전략

○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발표한 한국의 4차 산업혁명 추진전략은 그 동안의 정책보

다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진일보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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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기술과 산업중심의 정책에서 저성장과 고착화와 같은 사회문제를 도출하고 

이를 기술을 통하여 해결하겠다는 발표함

- 또한 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트렌드를 분석하고, 산업인프라 관점에서 생태계 조성

을 위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인식함

- 동시에 이러한 전략들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특히 데이터 

규제, 중소 벤처기업의 혁신 문제, AI 인재의 부족 등을 지적함

○ 정부의 정책은 미래에 대한 위기인식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총론은 있으나 이를 해

결하기 위한 각론의 대안 제시가 미흡하며, 특히 4차 산업혁명의 인프라인 데이터

와 클라우드 규제에 대한 대비가 부족함

- 특히 총론과 연계가 미비한 각론은 개별적인 산업육성 전략과 기술개발에 집중되

어 있어, 기존의 창조경제 정책과 유의미한 개념적 차별성이 미흡함

- 생태계 조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혁신과 효율의 순환이라는 관점이 부족

하여, 공유경제를 위한 대책이 미흡함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방안도 체계적 모델이 없이 경제파급효과가 높은 

분야 위주로 선정하여 사회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음

-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의 현실과 가상의 융합으로 예상되는 사회갈등의 조정을 

위한 소비자 중심의 제도 개혁의 원칙을 제시하지 못함

○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국가 전략으로 버츄얼 싱가포르 정책과 같은 담대한 국가 

미래 비전이 필요함

-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한국의 산업발전사는 한국만의 고유 전략으로 성공했음

- 3차 산업혁명을 선도한 벤처 혁명도 한국의 차별화된 전략적 접근에 바탕을 두었음

- 특히 추격에서 탈추격으로 전환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발전 단계상 차별화된 4차 산업혁

명 전략과 브랜드가 요구됨(브랜드로 기술, 인문, 경제가 융합하는 초생명사회를 제안)

○ 이러한 한계점으로 대한민국만의 4차 산업혁명 전략을 4장에서 제시하고자 함

③ I Korea 4.0

○ 4차 산업혁명은 데이터를 통한 현실과 가상의 융합이며, 국가전략의 방향이 기술보

다 제도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측면에서의 방향성은 적절하나 구체적인 방법

론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음

- 특히 핵심자원으로서 데이터의 중요성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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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의 비식별화 기준 확립, 광의로 해석되는 개인정보의 명확한 정의가 필수적임

- 개인정보의 안전환 활용을 위해선 개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 강화가 같이 진

행되어야 하며, 이는 유럽과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동시에 기술개발 프로젝트는 필요하나 이는 민간이 주도해서 추진해야 하는 부분

이며, 정부가 주도하여 특정 기술을 선정해서는 안됨

- 과거의 공인인증서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기술의 중립성 인정하고 다

양한 기술 간의 경쟁유도해야 함

- 또한 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클라우드 활성화가 필요하나 이번 혁신안에

서는 다루어지지 않음

- 클라우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개선 및 인프라 투자가 병행되어야 함

-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규제정비는 매우 중요하나 새로운 법률제정을 통한 

규제정비는 새로운 옥상옥을 만들 수 있음. 클라우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만든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대표적임

- 현재는 다양하게 얽혀있는 규제들의 관계와 현장에서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들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규제의 편익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규제를 개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새로운 산업(사업자)으로 인한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필요함(현재 과

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상정된 민간 주도 4차 산업혁명 거버넌스 구축의 조속한 

실행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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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차 산업혁명의 기술분석

(1) 사회 이슈분석

□ STEEP Analysis

○ 트렌드 분석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다수의 학자들이 미래의 트렌드를 도출

하기 위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이 'STEEPV'라는 분석 툴임

- S는 사회적(Social) 변화와 문화적(Cultural) 변화의 흐름이고, T는 기술

(Technology), E는 경제적(Economic) 변화의 흐름을 의미함

- E는 환경(Environment, Ecology)과 에너지(Energy)의 트렌드이며, P는 정치적

(Political) 트렌드를 말하고, 마지막 V는 소비자의 가치(Value)의 트렌드임

○ 본 보고서에서는 정치적인 트렌드와 소비자의 가치 트렌드를 제외한 'STEE' 만을 

분석하여 전문가 자문 그룹 회의와 랭킹을 통해 다음과 같이 도출함

○ 기술과 사회문제 중심의 매트릭스(Final Matrix)를 그리기 위해 사회문화적으로 

‘다중심 사회’를 도출하고, 그 하부-트렌드로 저출산 증가, 싱글가구 증가, 여성파

워 증가, 고령화 확대를 도출함

[그림] STEE 분석

자료: KCERN; 차원용(아스팩미래기술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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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트렌드로 ‘현재에 충실한 생활’을 도출하고 그 하부-트렌드로 산업현장에서 

필요에 따라 사람을 구해 임시로 계약을 맺고 일을 맡기는 형태의 경제 방식인 긱 

경제(Gig Economy),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가심비(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감), 인

생은 한 번뿐이라며 현재의 행복을 위해 시간과 돈을 우선 투자하는 욜로(YOLO, 

you only live once)/삶의 거창한 목표보다는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리겠다는 

소확행(小確幸)/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워라밸(work-life-balance), 그리고 1

인 기업을 도출함

○ 기술로는 ‘인간 역량의 강화’에 AI/BI(Bio Intelligence), 3D AR/VR, 감각/감성/

감정 인식을, 환경으로는 친환경과 그린에너지를 도출함

[그림] STEE 분석 요약

□ Consumer Needs Analysis

○ 소비자 니즈 분석을 통해 총 23개의 니즈를 도출했는데 주요 리스트는 다음과 같음

Ÿ 내가 수정할 수 있는 3차원 카메라(3D Camera/Edit)

Ÿ 시리/프렌즈/지니/홈/에코와 같은 지능 비서(Intelligent Agent)

Ÿ 터치 프리(Touch Tree) 플렉서블/접는(Flexible/Foldable)

Ÿ 내 기기에 담는 데이터의 주권화(My Data->Edge)

Ÿ 소비와 큐레이션(Cresumer/Curation),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

Ÿ 안전과 시큐리티(Safe & Security), 3D AR/VR

Ÿ 웨어러블(Wearable, Internet of Biosignal/Bioenergy)

Ÿ DIY/3D 프린팅, 의사결정 지원(Decision Support)

Ÿ 워라밸(Work Life Balance), 상황인식(Context Awareness)

Ÿ 감정표현-3D 아바타, 홀로그래피

Ÿ 생체에너지/인간에너지(Bio Energy/Human Energy)

Ÿ 그린/제로 에미션(Green, Zero Emission), 마인트 콘트롤(Mind Control)

Ÿ 뇌파인식(Brain WaVE), 잘 먹고 잘 늙고 잘 죽기(WB, WA WD)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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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소비자 니즈 분석

(2) 기술분석(BD→X-ABNI+α→Organic Chip→Micro Computer under 1mm³)20)

□ 국내외 기술/서비스 현황분석/진단

○ 현재 국내외 인공지능 수준은 2.0 세대로 음성/얼굴/사진/사물/감정 등 인식률은 

90~95%의 수준이어서 실제 고객 맞춤식 서비스를 못하는 실정임

○ 만약 5%가 실수를 했을 경우 고객이나 기업 입장에서 리스크(Risk)가 크므로 다양

한 분야로의 대중화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2.0 세대의 인공지능 분석을 통해 3.0 세대의 새로운 기회를 모색함

□ 음성 인식 인공지능

○ 미국 시장에서 아마존의 에코가 2014년 출시한 이래 2017년 Q3까지 누계 2,000

만대가 팔렸으며21), 포브지는 포리스터 리서치의 자료를 인용하면서 아마존의 에코

가 2017년까지 누계 2,200만대가 팔릴 것으로 예상 보도함22)

○ 따라서 아마존과 구글이 미국 AI 스피커 시장의 94%를 장악한 가운데 아마존 에

코의 점유율은 69%, 구글 홈이 25%, 기타가 6% 라고 보이스보트가 미국의 공영

방송 NPR과 에디슨리서치(Edison Research)의 미국 내 '스마트 오디오 리포트

(Dec 2017)' 보고서를 인용하여 보도함23)

○ 구글은 이를 만회하고자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2018 CES에 처음으로 참가하여 

‘Hey Google’을 적극 홍보하기도 했음

20) 본 내용은 외부 연구진(차원용)이 공동 저술하고 국제미래학회가 2017년 12월 6일에 광문각을 통해 펴낸 <대
한민국 4차 산업혁명 마스터플랜>의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적으로 업데이트 함
21) VoiceBot.ai, 27 Oct 2017
22) Forbes, 29 Oct 2017
23) VoiceBot.ai, 10 Jan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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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아마존의 에코와 구글의 홈

자료: Amazon & Google

○ 2017년 미국 CES와 독일 IFA에서 대단히 인기를 끌었던 아마존(Amazon)의 알렉

사(Alexa)가 탑재된 스마트 스피커인 에코(Echo)를 분석한 결과 단점은 다음과 같음

- 음성인식률 95%가 한계임

- 고객이 누구인지 신원(이름)을 인식하지 못하여 일반적으로 누구나 대화가 가능해, 

TV에서 나오는 광고의 소리를 듣고 주문하기도 함. 애플의 시리도 TV 아나운서

의 말에 대답함

- 한 번에 한 사람만 인식하고 대화함으로 인간처럼 멀티 사용자와 멀티-대화가 불

가능하며, 여러 사람의 멀티-웃음도 감지하지 못함

- 인간은 오감으로 사람의 음성을 인식하지만, 오로지 일반 음성모델로 인식하여 인

간처럼 실제적인 얼굴 표정 등 감정을 인식/표현하지 못하고 멀티태스킹이 불가능

- 항상 켜져 있어야 함으로 보안/해킹에 취약함

○ KT의 기가지니(GiGA Genie), SKT의 누구(NuGu), 네이버의 웨이브(Wave)와 그다

음 버전인 프렌즈(Friends), 카카오의 카카오미니(KaKaOmini), 삼성전자의 빅스비

(Bixby)도 마찬가지 실정이며 스마트 데이터가 부족해 인식률이 에코(Echo)보다 낮음

○ Google은 ‘17년 4월에 6명의 신원(이름)을 인식하는 구글 홈을 선보였으나 두 번

의 반복적인 “OK Google”과 “Hey Google”로 학습시켜 뉴럴 네트워크가 본인의 

음성을 인식하지만, 그 대신 스마트기기의 모든 데이터(예, 일정/전화번호 등)를 오

픈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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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음성 인식률에 데이터를 추적하여 초기의 고객 맞춤식 서비스를 하고 있어 

아마존의 에코와 차별화는 있으나, 1) 6명의 멀티 사용자들(multiple users)과 동

시에 대화할 수 없고, 2) 기타 아마존의 에코와 같은 단점들이 그대로 남아 있음

□ 영상 인식 인공지능

○ Google은 ‘15년 5월 28일에 사진의 사물과 얼굴들을 자동으로 분류하여 서비스하

는 구글 포토(Google Photos)를 선보였으나, 한 달 만에 잭키 앨신(Jacky 

Alcine)의 여자 친구를 고릴라(Gorillas)로 분류하는 실수를 했음

○ 잭키 앨신은 ’15년 6월 28일에 "Google Photos, y'all fucked up. My friend's 

not a gorilla'이라는 트윗을 올렸으며, 이에 구글 플러스의 수석 설계자인 조너선 

정거(Jonathan Junger)는 피부색이 짙은 얼굴에 대한 자동 인식 알고리즘과 태깅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히고 “머신 러닝은 힘든 일"이라고 언급함24)

○ 이는 페이스북도 마찬가지로 검은색(사람과 원숭이 구별)과 노랑색(빵과 고양이 구

별) 등 특정 색을 잘 구분하지 못함

○ 반면 인간은 시각뿐 아니라 기타 감각으로 사람과 동물과 객체의 색을 구별함

[그림] 잭키 앨신의 트윗

자료: 연합뉴스/조선일보(2 Jul 2015)

24) 연합뉴스/조선일보, 2 Ju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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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에 찍힌 사람의 감정 인식

○ 마이크로소프트사는 ‘15년 11월에 사진에 담긴 사람의 8가지 감정을 수치로 나타내는 서

비스를 개발함

○ 분노, 경멸, 불쾌, 공포, 행복, 무관심, 슬픔, 놀라움 등 8가지 감정이 수치화돼 표

시되며, 특정 감정 인식률은 90% 정도이나 아직은 8가지를 다 인식하지 못함

○ 구글은 ’15년 12월에 클라우드 비전 API를 공개했으나 감정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함

○ 사람은 눈을 보고 기쁨과 놀라움을 금방 인식하지만 2.0 세대의 인공지능은 아직 

인간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음

[그림] MS의 옥스포드 프로젝트

 자료 : projectoxford.ai

 

□ 동영상 속의 사물 인식

○ 구글은 ‘14년에 자동영상 사물인식(Automatic Large Scale Video Object 

Recognition, 8,792,732, 29 Jul 2014)이라는 특허를 미국 특허청에 등록하고, ’17

년 3월에 이를 바탕으로 클라우드 비디오 지능(Cloud Video Intelligence)이라는 서

비스를 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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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비디오의 문맥인식/라벨인식(Labels)과 사진 이미지(Shots)를 인식하는 인공

지능 서비스로, 실제 분석한 결과 라벨인식(Zoo)은 91%, 샷 인식은(Tiger) 90% 

정도의 수준임

○ 이는 특허에서 제시한 인식 성공률 95%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현실에서 괴리가 있

다는 것을 시사함

[그림] 구글의 샷 인식

자료: Google

□ 알파고의 한계(멀티태스킹 불가, 설명 불가, 1MW의 슈퍼컴퓨터)

○ 구글은 ‘16년 3월에 알파고 리(Alphago Lee)를 선보이며 이세돌 9단을 상대로 

4:1로 승리했으나, 단점은 인공지능 2.0 세대라 바둑밖에 두지 못한다는 것임

○ 다시 말해 모노태스킹만 하지 이세돌처럼 멀티태스킹(바둑, 커피, 담배, 감정표현 

등)을 하지 못했다는 것임

○ 또 다른 구글 알파고의 한계는 왜 그렇게 추론하고 판단했는지, 왜 이겼는지 설명

(Explainable)을 안 해준다는 것임

○ 지금 2.0 세대의 인공지능들은 모두 왜 그러한 추론 · 판단으로 결정했는지, 어떠한 

논거를 바탕으로 이겼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해 활용 범위가 제약되고 있음

○ 인공지능과 인간과 협력해야하는 공존공생(Symbiosis)의 방향에서 이는 커다란 난

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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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이 인공지능의 추론과 판단을 이해하고, 인공지능은 인간을 이해해야 공존공생

의 협력이 가능하므로 현재의 인공지능 2.0 세대에 설명 가능한 모델을 넣어야 하

고 프로그램 언어와 사용자의 언어가 상호 인터페이스 되어야 하며 사용자의 심리

학적 수준(어린이, 중고생, 대학생, 전문가 등)에 맞추어 설명을 해주어야 함

- 예를 들어 미국 국방과학연구소(DARPA)는 2016년에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Explainable Artificial Intelligence, XAI)을 개발하자고 제안하고(David 

Gunning, 11 Aug 2016), 2017년 7월부터 7,000만 달러(약 840억 원)를 XAI

에 개발에 2021년까지 개발한다는 목표를 갖고 추진하고 있음

[그림] 미국 국방과학연구소(DARPA)가 2017년 7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설명 

가능한(Explainable, X) XAI(Explainable Artificial Intelligence) 프로젝트

자료: DARPA

○ 또 다른 구글 알파고의 한계는 에너지 소비인데, 이세돌과 격돌한 알파고 리

(AlphaGo Lee)의 전력소모는 슈퍼컴퓨터와 맘먹는 1MW를 소비함

○ Alphago Lee에는 1,202대의 CPUs, 176대의 GPUs가 연결된 클라우드 컴퓨터

(48 TPUs)로 오퍼레이팅 되는데 무려 1MW의 전력을 소비하는 슈퍼컴퓨터임

○ 따라서 일반인들에게 상용화할 수 없다는 문제를 안고 있으며, ’17년 5월에 중국에

서 선보인 커제(Ke Jie)와 대결한 알파고 마스터(Alphago Master)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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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Us(11.5Pflops)로  Alphago Lee의 1/10인 0.1MW를 소비했는데, 이는 아직

도 전력을 많이 소비한 것임

○ 반면, 정확히 비교할 수 없지만, 한국의 이세돌과 중국의 커제는 20W만 소비했음

(Business Insider, ‘16.03.09; Jacques Mattheij, ‘16.03.17). 따라서 슈퍼컴퓨터

에 내장된 고체칩을 인간의 뉴런과 시냅스 같은 유기체칩으로 전환해야 하는데,25) 

아직은 알파고가 저-전력의 인간의 두뇌를 따라오기란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음

□ IBM Watson & 뉴로모픽칩의 한계

○ IBM이 ‘12년에 선보인 왓슨(Watson for Oncology)은 대장암 등 암 분야 스마트 

데이터를 바탕으로 ’15년에는 특히 유방암 진단 정확도를 91~100%까지 끌어올렸

음26)

○ 현재 가천의대 길병원을 비롯해 6개 병원이 도입해 운영 중이나 (1) 데이터가 전부 

미국인의 데이터라는 점이어서, 한국인의 데이터를 추가로 구축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음

- 왓슨은 전 세계 300여 종의 암 저널과 200여 의학 교과서, 1550만 페이지의 의

료정보 및 치료 자료를 실시간으로 검색하고 분석해 특정 환자에 대한 치료법을 

8초 만에 '추천' '추천 고려' '비추천'으로 제시하는 시스템임

○ 가천대 길병원은 2017년 12월, 왓슨 도입 1주년을 기념하는 심포지엄을 열고 대

장암(결장암) 환자 118명에 대해 왓슨이 '추천'한 치료법과 의료진 의견이 55.9% 

일치하는 등 왓슨과 의료진의 의견 일치율이 향상됐다고 발표했음

- 도입 당시 일치율 48.9%에 비해 7% 포인트 높아졌다는 것이나 뒤집어 보면 44%

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함

○ 길병원은 이에 앞서 2017년 10월 미국임상종양학회(asco.org, 2017)에 왓슨의 진

행성 위암에 대한 일치율이 '추천'뿐 아니라 '고려'까지 포함해도 49%에 불과하다

고 보고함

○ 한국에서 일치율이 낮은 가장 큰 이유는 인종적 특성 때문으로서 한국인을 비롯한 

25)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루도록 함
26) asco.org,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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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인과 서양인은 암 발병 원인이 다르고, 항암제에 대한 반응도 차이가 있음

- 그러나 암 관련 최신 연구는 대개 미국이나 유럽에서 진행되며, 한국인의 인종적 

특성이 인공지능에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워 왓슨을 그대로 한국에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함

- 길병원 인공지능 정밀의료 추진단 이언(신경외과) 단장은 "왓슨을 이용한 암 치료

법의 결정은 여러 과 전문의가 모여서 함께 의견을 모아가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왓슨도 하나의 의견일 뿐"이라며 "인간 의사와 인공지능 의사의 대결로 비춰지는 

면이 있지만, 왓슨은 인간의 실수를 줄이는 데 보조적으로만 쓰이므로 환상은 금

물"이라고 지적함

- '의학의 미래'로 칭송받던 왓슨의 굴욕을 보는 순간임27)

○ 또한 왓슨에 사용되는 반도체칩이 고체칩이어서, 두뇌가 가지고 있는 뉴런과 시냅

스 등과 생체호환이 안 된다는 단점을 갖고 있음

○ 현재 개발되고 있는 뉴로모픽칩도 한계가 있는데, 인간 두뇌의 뉴런과 시냅스를 모

방하는 뉴로모픽 컴퓨팅(Neuromorphic Computing)에 사용되는 뉴로모픽칩에 

IBM과 Intel 등이 도전하고 있음

[그림] IBM과 인텔이 각각 개발하고 있는 고체칩의 뉴로모픽칩

 자료 : IBM, Intel

27) 조선일보, 11 Jan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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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BM은 ‘08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여, ’14년에 트루노스(TrueNotrh)라는 뉴로모픽

칩을 개발하고, ‘15년에는 인간 두뇌의 1,000억 개로 추정되는 뉴런 중 4,800만개

의 고체로 만들어진 뉴런칩을 집적시켰고(0.00048% 모방), 1,000조개로 추정되는 

시냅스 중 130억 개의 고체로 만들어진 시냅스칩을 집적시킴(0.000012% 모방)

○ 인텔은 ’17년 9월 25일에 인공지능 테스트칩인 로이히(Loihi)를 개발하고 있다고 

발표했는데, 13만개 뉴런과 1억3천만 개의 시냅스로 구성되어 있음

○ 하지만 문제는 고체칩이어서 인간의 유기체로 이루어진 뉴런과 시냅스들을 모방한 

것이라 볼 수 없으며, 세포나 뉴런과 시냅스와 호환되고 동시에 저-전력의 유기체 

칩에 도전해야 함

○ 또 하나의 문제는 인간의 두뇌에는 뉴런과 시냅스의 신경세포가 30%이고 나머지는 

성상세포(신경교, 별세포, glia or astrocytes) 등의 비신경세포가 70%라는 점이어서

(Schummers & Sur et al., 2008), 이를 모방하기란 아직 해결해야 부분이 많음

○ 현재 유기체칩에 도전하고 있는 스탠포드대는 ‘17년 2월에 "뉴로모픽 컴퓨팅을 위

한 저-전압 인공 시냅스의 비-휘발성 유기 전기화학 디바이스”라는 논문을 발표하

기도 했음(van de Burgt et al., Nature Materials, 20 Feb 2017). 우리나라도 

유기체칩에 도전해야 함

□ 2017 AI지수(AI Index) 보고서28)

○ MIT, 스탠포드대, 오픈AI 등 미국 대학․연구소 연구진이 소속된 AI지수(AI Index 

– https://aiindex.org/)가 2017년 11월 30일 공개한 ‘2017 AI지수(AI Index) 

보고서’는 “AI는 아주 좁은 분야에선 인간보다 뛰어난 면모를 보이지만 일반 지능

(general intelligence)의 관점에선 아직 한계가 뚜렷하다"며 이같이 밝혔음

- 즉 Mono(예, 바둑)는 잘 하는데 Multi-Tasking은 아직 5살 어린이 지능에도 못 

미친다는 것임29)

○ 결론적으로 지금의 인공지능은 이제 5살 수준으로 한참 가야한다는 것으로, 다음에 

제안하는 X-ABNI+α에 우리나라가 도전한다면 10년 내에 인공지능을 넘어 생물지

28) https://aiindex.org/
29) 중앙일보, 04 Dec 2017; Stanford, 30 Nov 2017; AI Index, 30 Nov 2017



- 135 -

능·감성지능·자연지능의 강대국이 될 수 있음

① 99.5%의 X-ABNI+α, (2) 이를 융합한 X-ABNI+α베이스의 유기칩+마이크로컴

퓨터(MC)

○ 지금까지 살펴본 ‘국내외 기술/서비스 현황분석/진단’을 종합해보면, 지금의 인공지

능 2.0 세대의 한계인 인식률을 최대 95%에서 99.95%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방

법과 알고리즘과 모델을 찾아야 하고, 왜 그렇게 추론하고 판단했는지 설명을 해주

어야 인간이 활용할 수 있음

○ 이에 우리나라가 도전해야 하는 과제는 인공지능 3.0 세대의 ‘99.5%의 설명 가능

한(Explainable) X-AI+BI(생물지능/감성지능)+NI(자연지능)+α(추가연구)’임

○ 이를 통해 3.0 세대를 구현한다면 구글/페이스북/IBM 등을 능가해 10년 이내에 

인공지능을 뛰어넘는 강대국이 될 수 있으며, 다음은 이를 위해 우리나라가 도전해 

융합해야하는 과제들임

○ 한글 자연어 처리 및 데이터 표준화 + α 

- 우선해야 할 것이 한글의 표준화 및 정제를 통해 무수히 많은 말뭉치(Corpus)의 

스마트 데이터를 구축해야함

○ 정밀의료를 위한 한국인의 인종적 특성 데이터 표준화 + α 

- 왓슨에서 지적했듯이 왓슨의 단점을 보완하려면 한국인의 인종적 특성 데이터를 

확보하고 표준화해야 함

- 한국인을 비롯한 동양인과 서양인은 암 발병 원인이 다르고, 항암제에 대한 반응

도 차이가 있기 때문임

○ 한글운율을 리듬/박자로 코딩 + α 

- 모든 전 세계 7,000의 언어에는 운율(리듬/박자)이 있음

- 충남대 정원수 교수는 그 중 한글에 가장 아름다운 운율이 있다고 주장함30)

- 이러한 운율을 음표로 나타내면 전 세계 언어를 번역할 수 있으며 이를 인공지능 

3.0 세대에 활용할 수 있음

30) 월간조선, ‘17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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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N & JNN & GAN + α

- 인간의 뇌는 지금의 컴퓨팅처럼 선형/순차(Linear/Serial)나 병렬방식(Parallel)이 

아닌 다층적인(Multi-layered) 가소성(Plasticity)이 있어, 뉴런에 불을 붙일 때 

고장 난 100개를 우회하거나 점핑할 수도 있고, 과거에는 고장 났지만 다른 기억

을 회상할 때에는 다시 살아나 불을 붙일 수 있음

- 이러한 신경망을 JNN(Jumping Neural Network) 혹은 SNN(Spiking Neural 

Network)라고 하는데 다층적인 가소성의 메커니즘과 JNN or SNN의 메커니즘을 

연구하여 3.0 세대에 융합해야 함

- 또한 사람이 직접 인공지능을 지도학습(Supervised Learning) 해 줄 필요가 없

이, 서로 다른 인공지능(AI)이 상호 경쟁을 통해 상호 성능을 개선하는 방법인 생

성적 적대 신경망(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 ․ GAN)도 연구하고 또 다

른 +α도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융합해야 함

○ 설명할 수 있는 X-AI+BI+NI+α 

- 앞에서 지적했지만 인간이 인공지능의 추론과 판단을 이해하고, 인공지능은 인간

을 이해해야 공존공생의 협력이 가능함

- 따라서 현재의 인공지능 2.0 세대에 설명 가능한 모델을 넣어야 하고 프로그램 

언어와 사용자의 언어가 상호 인터페이스 되어야 하며 사용자의 심리학적 수준에 

맞추어 맞춤식 설명을 해주어야 힘

- 우리는 이보다 훨씬 업데이트된 설명 가능한 X-AI+BI+NI+α를 개발한다면 한국

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임

○ 생물지능(BI, Biology Intelligence)/감성지능(Emotional Intelligence)의 융합+α 

- 인공지능이 30%의 뉴런과 시냅스로 이루어진 신경세포 이외에 성상세포 등으로 이

루어진 70%의 비신경세포로 이루어진 인간의 두뇌를 따라오기란 그리 쉽지 않음

- 따라서 신경세포와 비신경세포의 메커니즘을 밝혀 인공지능 3.0에 융합해야 하며, 

더 나아가 유전자, 유전자가 생산하는 단백질, 히스톤(Histone) 변형 등의 후성유

전체(Epigenome), 신진대사, 환경 등에 따라 항상성(Homeostasis)과 의사결정이 

바뀌는 메커니즘도 밝혀 융합해야 함

- 인간의 뇌는 이러한 여러 변수들에 따라 물리적인 구조를 자유롭게 바꿔가며(정신

물리학적 모델과 생물물리학적 모델 등) 정보를 입력하기 때문에, 지금의 신경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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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에 한 차원 높은 다른 알고리즘들이 융합되어야 함

- 이외에 인간의 오감 작동 메커니즘(감각지능), 감성표현 메커니즘(감성지능), 감정

표현 메커니즘(감정지능)을 연구하고 더 나아가 인간의 언어유전자인 FOXP2의 

메커니즘도 연구하여 융합시켜야 함  

○ 자연지능(NI, Natural Intelligence)의 융합+α 

- 기타 생물/식물/동물/어류 등이 갖고 있는 자연지능도 밝혀 3.0에 융합해야 하며, 

이를 생체모방기술(Biomimetics or Biomimicry)이라고 함  

○ 시공간에 99.5%의 X-AI+BI+NI+α의 매핑 

-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기술들을 시간-공간-인간의 매트릭스로 표시해

보면, 우선 시간-공간-인간이 융합되는 가운데에는 빅데이터(BD)에서 표준화되고 

정제된 스마트데이터(SD) 베이스의 인공지능(AI), 우리 인간의 몸과 두뇌의 생체

지능(BI), 자연이 갖고 있는 자연지능(NI), 여기에 +α의 무엇이 융합되는 지능이 

매핑됨

[그림] 99.5%의 X-AI+BI+NI+α에 도전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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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좋은 인공지능도 소프트웨어도 스마트데이터가 없으면 무용지물임(물론 예

외도 있으며, 예를 들면 알파고 제로가 있음)

○ 그래서 나머지 매핑된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기술들인 O2O–
AR/VR-IoT-자율차-로봇-드론-생체인터넷(웨어러블)-두뇌인터넷-게놈-정밀의료-크

리스퍼/카스9도 스마트데이터를 획득하고자 난리인 것임

○ 획득한 스마트데이터와 각종 지능이 도출한 지식의 패턴/추론/예측을 시간의 클라

우드와 스토리지에 저장해서, 관련 고객들과 각종 기기들에 푸시 다운(Push 

down)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그리고 이 과정은 리얼타임으로 반복하면서 선-순환되어야 더욱 가치 있는 부를 창

출하는 것임

② Edge<->Cloud를 위한 X-ABNI+α칩 개발이 필요

○ X-ABNI+α의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것도 시급하지만, X-ABNI+α를 기존 APU칩에 

융합해야 함

○ 기존 APU는 한 번에 하나씩 순차적으로 정형화된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했지만, 인

공지능 칩은 기기(Edge) 내의 이미지처리, 음성인식 등 다양한 비정형화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임

○ 현재 아마존의 에코를 비롯 구글의 홈 등 AI 스퍼커들은 AI 스피커에 입력된 음성

을 클라우드(Cloud)로 보내 답변을 찾은 뒤(이를 Edge to Cloud라 함) 다시 스피

커로 전송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이를 Cloud to Edge라 함), 그 결과 음성인

식 AI 비서가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데 시간이 걸림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AI칩으로, AI칩이 발전할수록 기기 자체

에서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량이 늘면서 데이터 처리 속도가 빨라져 사용자의 서

비스 만족도도 늘어남

○ 이러한 개념은 많은 자동차/드론 관련 컨설팅 업체들의 최근 동향을 보면 파악할 

수 있는데, 그것은 ‘클라우드에서 온프레미스로 이동한다(the shift is moving 

back from the cloud to on premise)’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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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on-prem’이란 부분적으로 자동차나 드론을 말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

기하면 디바이스 자체인 기기(Edge)를 말하는 것임

- 이를 가장 빨리 이해한 기업은 A16Z인데, 이들은 ‘클라우드 컴퓨팅의 종말(The 

End of Cloud Computing)’(a16z.com, 16 Dec 2016)이란 프리젠테이션에서, 

“하늘에 있는 클라우드는 종말이 오고, 바퀴와 날개를 가진 셀프-드라이빙 카나 드

론 자체가 데이터 센터가 된다는 것(where self-driving cars and drones are 

really data centers with wheels or wings)”임

[그림] 블록체인

○ 이것이 바로 블록체인(Block Chain)의 원리임. 중앙화 중심의 클라우드

(Centralized Cloud-Centric)로 그간 Google, Apple, FB 등은 데이터의 독점과 

경제의 독점으로 거대 제국을 이루었음

- 최근 페북의 개인정보 유출 등 그 피해 사례가 점점 가시화되고 있음. 개인들이 데이터

를 창출하는 이로 인하여 가업들(Google, Apple, FaceBook)은 막대한 수입을 올림

○ 이에 탈-중앙화된(Decentralized) 디바이스(Edge)로 데이터를 분산시켜 데이터와 

경제의 주권을 찾자는 것임

- 블록체인은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 기술로 거래정보를 기록한 원장을 금

융기관 등 특정 기관의 중앙서버가 아니라 P2P(Peer-to-Peer, 개인간) 네트워크

에 분산해 참가자가 공동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기술임

○ 이 개념의 출처는 아마존(Amazon)이 비밀리에 개발하고 있는 자율차 개발 프로젝

트인 코드명 보그(Borg)에서 나온 것으로 보임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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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명 보그는 영화 ‘스타 트렉(Star Trek)’에 등장하는 보그임. 아마존의 CEO 

제프 베조스(Jeff Bezos)는 스타 트랙 재방송을 빠짐없이 챙겨볼 정도로 스타트랙 

광팬이었음

- 아마존 설립 당시에 스타 트랙에 나오는 장 뤽 피카드(Jean-Luc Picard) 선장의 

대사를 인용해 회사명을 Amazon MakeItSo.com 으로 검토했을 정도임

- 스타트렉에 등장하는 보그는 인공지능으로 제어되는 집단의식(AI-controlled collective 

consciousness: 집단지능)을 이용해 보다 빠르게 보다 적절한 의사결정을 함

○ 다시 말해 기업들이 최상의 방법으로 공유할 수 있는 그룹사고(groupthink)임. 

V2V/V2I/V2P32)가 되든 V2X가 되려면 모든 자율차나 자율트럭들이 센서 데이터

나 매핑 데이터베이스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리얼타임으로 학습하고 리얼타임으

로 공유해야 하는데, 바로 아마존이 이것을 개발하는 것임

[그림] 보그

○ 예를 들어 20대의 자율차 혹은 20대의 드론이 광화문을 주행/비행을 하는데 갑자

기 광화문이 갑자기 테러집단에 의해 공격을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테러집단들이 제일먼저 광화문 일대의 통신을 마비시킬 것이고, 따라서 이미 클라

우드로 데이터도 보낼 수 없는 상황임

- 이럴 경우 20대의 자율차와 드론들이 별도의 특별 통신, 예를 들면 레이저 통신

을 통해 협력하여 최적의 판단/결정을 내려 테러집단을 물리친 후 사후에 클라우

드로 보내면 클라우드는 하늘에서 전체 글로벌 데이터를 수집해 글로벌로 어느 

31) Humanizing Tech, 12 Jan 2017
32) V : Vehicle, P : Person, X : Expl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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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테러가 일어나고 있고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임

○ 이것이 바로 AI칩 베이스의 기기(Edge)에서 우선 판단을 하고 차후에 클라우드에 

알려 부분과 전체를 파악하는 Edge<->Cloud의 개념임

- 그러나 이는 클라우드의 종말이 아니라 디바이스 자체가 데이터 센터이므로 당분

간은 양립하고 협력하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갈 것으로 전망됨

- 마찬가지로 지금은 Cloud->Edge 개념의 퍼블릭 블록체인도 결국 Cloud<->Edge 

개념의 하이브리드 블록체인으로 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저-전력의 X-ABNI+α의 유기칩 도전

○ Low Powered X-AI+BI+NI+α embedded in One Organic Chip

- 지금 인공지능 2.0 세대의 최대 걸림돌은 아날로그적인 하드웨어임

- 왜냐하면 칩이 모두 고체칩이기 때문에 아무리 알고리즘이 좋다한들 고체칩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전력이 많이 소비되고 비효율적임

- 따라서 뉴런과 시냅스와 호환되는 저-전력 베이스의, X-AI+BI+NI+α가 내장된 

유기체칩을 개발해야 함

- 이를 위해 CPU, GPU, NPU, TPU, BPU, 센서, 통신칩셋, 메모리, 배터리+α 등

으로 구성된 AP에 개발한 3.0세대의 X-ABNI+α을 융합해서 유기체칩을 개발해

야 함

[그림] Qualcomm Zeroth N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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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퀄컴(Qualcomm)은 2013년 10월부터 개발하기 시작한 인간의 Spiking Neural 

Networks(SNN)를 모방한 제로스(Zeroth) 불리는 Neural Processing Unit(NPU)

가 탑재된 스냅드래곤(Snapdragon) 820을 ’17년 7월에 일반에게 공개함33)

○ 우리는 이를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는 퀄컴보다 더욱 강력한 X-ABNI+α를 통합한

다면, X-ABNI+α가 탑재된 강력한 유기체 반도체 칩을 확보하게 될 것임

[그림] 애플이 설계한 A11 바이오닉(Apple A11 Bionic)에 뉴럴 엔진이 적용된 AI칩셋 장착

○ 애플이 설계한 A11 바이오닉(Apple A11 Bionic)은 64비트 시스템 온 칩(SoC)임. 

2017년에 출시한 아이폰 8, 아이폰 8 플러스, 아이폰X에는 대만의 TSMC가 10나

노 공정으로 제조된 A11 바이오닉 프로세서가 탑재되었음

- A11 바이오닉에는 뉴럴 엔진이 적용된 AI칩셋이 장착되었음

- 뉴럴 엔진은 초고속 프로세싱을 돕는 듀얼 코어 설계로 되어 있으며, 실시간 프로

세싱을 위해 초당 최대 6천억 번의 작업을 수행함

- 이 엔진은 애플이 새롭게 선보이는 얼굴인식인 페이스ID를 이용한 3D 애니모지

(Animoji)34)를 사용할 수 있게 돕고 추후 제작되는 증강현실 앱을 원활하게 쓸 

수 있도록 함35)

33) The Verge, 25 Jul 2017
34) 뒤에서 설명함
35) Appleinsider, 23 Sep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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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삼성전자 엑시노스9: 신경망(Neural Network)을 기반으로 한 딥러닝 & 보안성을 강화

○ 삼성전자는 초고속 모뎀을 탑재하고 인공지능(AI) 연산 기능을 강화한 고성능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엑시노스9’의 양산을 시작한다고 2018년 1월 4일 밝힘36)

○ 엑시노스9은 삼성전자가 2018년 2월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에서 공개할 예정

인 ‘갤럭시S9’에 탑재될 AP임

○ 2세대 10나노 핀펫 공정을 기반으로 삼성전자가 독자 개발한 3세대 중 처리장치

(CPU) 코어와 업계 최고 수준의 롱텀에볼루션(LTE) 모뎀을 탑재함

○ 엑시노스9은 신경망(Neural Network)을 기반으로 한 딥러닝 기능과 보안성을 강

화한 것이 특징임

- 이를 통해 기기에 저장된 이미지들을 스스로 빠르고 정확하게 인식하고 분류할 

수 있어, 스마트기기 사용자들이 더욱 쉽고 빠르게 원하는 이미지를 찾을 수 있음

- 또한 3차원(3D) 스캐닝을 통한 정확한 안면인식이 가능하며, 별도의 보안 전용 

프로세싱 유닛(Unit)을 통해 안면, 홍채, 지문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음

- 또한 현재의 구조에서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통신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에서만 가능했으나, AI칩이 적용될 경우 다소 느린 전송속도의 통신환경

에서도 빅스비와 같은 AI 비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됨

○ 삼성전자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하드웨어(HW), 소프트웨어(SW) 

구분을 넘어 '데이터 회사'로 가겠다는 지향점을 밝힘(매일경제, 12 Oct 2017)

36) 조선일보, 04 Jan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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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세기가 석유 자원으로 산업혁명이 발생했다면 미래는 데이터가 새로운 석유

(Data is new oil)가 돼 신산업혁명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게 삼성의 판단임

○ 손영권 삼성전자 사장(최고전략책임자·CSO)은 2017년 10월 11일 미국 샌프란시

스코 예술의 궁전에서 개최한 삼성 CEO 서밋에서 “삼성은 이제 데이터 회사다”라

고 선언했는데, 이게 바로 AI칩을 넘어 X-ABNI+α칩으로 가자는 얘기임

□ IoT/IoB를 위해 이를 융합한 마이크로컴퓨터(MC)에 도전

○ 그다음 차세대 IoT/IoB(Internet of Biosignal/Bioenergy) 플랫폼 시장을 위한 

가로-세로-높이 1mm3의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설명할 수 있는 초소형 마이크로 

컴퓨터(Micro Computer)와 플랫폼에 도전해야 함

○ 2015년에 미시건대학교가 10년 동안 개발한 쌀 한 톨 크기의, 부피 1mm3 규모

의 세계에서 가장 작은 초소형 컴퓨터인 Michigan Micro Mote(M3)를 개발함37)

○ M3는 5센트 동전 테두리에 세울 수 있을 정도로 작지만 동작/모션 감지, 혈액감

지, 혈관 막힘 감지, 당뇨수준감지, 생체이미징, 먹는 내시경, 사진기, 온도계, 혈압

측정기, 압력, 기후, 에너지관리, 공기 및 물 관리, 교통, 동물관리, 안전, 기계작동, 

스마트홈, 스마트카, 스마트학교 등 다양한 IoT/IoB 역할을 할 수 있음

○ M3는 몇 개 층의 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앞 층은 센서들이고, 그 다음 층은 라

디오 칩이고 가운데 층은 마이크로프로세서와 메모리이며, 뒤 층은 태양전지 배터

리로 이루어져 있음

○ 우리나라는 이보다 더 초소형에 X-ABNI+α를 융합한 유기체 반도체칩을 개발해 

Micro Computer에 융합한다면 글로벌 IoT/IoB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음

○ 따라서 X-ABNI+α베이스의 유기 반도체칩과 마이크로 컴퓨터(MC) 개발 로드맵을 

보면 다음과 같음

- 2020년까지 X-ABI 개발, 2024년까지 X-ABNI+α가 탑재된 유기 반도체칩의 개

발, 그리고 2027년까지 이 모든 것들이 융합된 가로-세로-높이 1mm3 이하의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설명하는 초소형 Micro Computer를 개발에 성공한다면, 

우리나라는 20년 동안 온 국민이 먹을 수 있는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국가로 

우뚝 서게 될 것임

37) University of Michigan 17 Mar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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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X-ABNI+α베이스 지능형 유기 반도체칩 산업의 향후 10년의 융합 프레임워크

[그림]X-ABNI+α베이스 지능형 유기 반도체칩+마이크로 컴퓨터(MC) 개발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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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한민국의 미래전략은 스마트데이터 국가 

○ 우리나라에는 건강보험 등의 공공데이터가 상당히 많이 존재하지만, 공공데이터의 

대부분은 정제되고 표준화되지 않은 쓰레기 데이터인 빅데이터로 아무쓸모가 없음

○ 빨리 민간에 공개해서 이를 정제되고 표준화된 스마트데이터로 전환해야 함. 스마

트데이터란 시스템 상에서 포맷이 같고 6H로 정리된 데이터를 의미함

- 특히 개인/고객의 감정데이터가 있어야 함. 페이스북이 처음엔 ‘좋아요’에서 ‘최고

예요-웃겨요-멋져요-슬퍼요-화나요’ 등을 추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으며, 표

정인식 알고리즘도 개발하고 있음

○ 이번에는 스마트폰의 개인데이터인,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와 노트 시

리즈 기기들을 살펴보면, 삼성전자는 2011년 1월에 구글과 ‘모바일 앱 유통 계약

(Mobile Application Distribution Agreement, MADA)’에 따라 구글이 개발한 

구글 검색 등 핵심 앱을 홈 화면 전면에 배치하고(이를 Phone Top Search라 함), 

기타 구글 맵, Gmail, 구글 캘린더 등의 전략적 앱들을 그 아래에 배치하며, 기타 

구글 Earth/뉴스/날씨 등의 선택적 앱들을 제외한 모든 앱들을 포함하는 안드로이

드 플랫폼을 갤럭시 시리즈와 노트 시리즈 기기에 탑재한다는 계약을 했음38)

○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탑재하는 LG전자나 대만의 

HTC 등도 같은 조건의 계약을 구글과 체결했음

- 그 결과 고객들이 사용하는 구글이 만든 앱들의 데이터는 이들 제조사들의 서버

나 기기에 남는 것이 아니라, 모두 구글의 클라우드로 가는 것임

- 구글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데이터를 쓸어 모은다고 얘기하는 것으로 

설사 구글이 개발하지 않은 많은 앱들도 조차 구글의 검색 엔진/지도/위치 정보 

등을 이용해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가져가는 것임 

○ 또 다른 관점에서 안드로이드는 무료인 오픈 소스이나 구글 플랫폼, 구글 플레이나 

구글 검색/맵 등은 무료가 아니라 서비스이기 때문임

- 우리나라가 기기(HW)에만 집중했지 서비스에 대한 전략을 짜지 못한 탓임

- 삼성전자도 이를 간파하고 TV 등 다른 기기에 타이젠을 밀고 있으나, 아직은 역

38) Ars Technica & Android Authority, 13 Feb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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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임

- 데이터가 턱 없이 부족하니 삼성전자의 빅스비(Bixby)가 맥을 못 추는 이유임. 이

는 삼성전자가 일찌감치 구글의 앱들과 차별화되는 킬러 앱들을 개발하지 못했다

는 얘기이기도 함

- 반면, iOS의 핵심 앱들은 애플이 직접 개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애플 

기기 사용자들의 대부분의 사용 데이터들은 애플의 클라우드로 감

- 아마존과 중국의 샤오미는 무료인 안드로이드를 갖다 자기 것으로 개조하여(이를 

Forking이라 함) 각각 파이어(Fire) 플랫폼과 미유(Miui) 플랫폼을 구축했기 때문

에 사용자들의 데이터들은 각자 자기들의 플랫폼으로 들어옴

- 이는 우리나라가 소프트웨어 설계능력에서 한참 뒤 떨어진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임

○ 하지만 위에 서술한대로 우리나라가 (1) 99.5%의 표준화된 X-ABNI+α에 도전하고 

(2) 이를 융합한 저-전력의 X-ABNI+α베이스의 유기 반도체 칩에 도전하고, (3) 

IoT/IoB를 위해 이를 통합한 마이크로컴퓨터(MC)에 도전해 10년 내에 성공한다

면, 이제 모든 기기(Edge)에 데이터가 저장되고 분석됨

- 2018년 라스베가스 CES 쇼에서 ‘인텔은 데이터-중심적 회사(Data-centric 

company as Power of Data)’라고 천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음

□ 네트워킹/디스플레이 컴퓨팅, 스마트 시티의 현실화

○ 이제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가 되는 세상이 도래할 것임

- Cisco가 제안했던 네트워킹 컴퓨팅에도, LG 디스플레이가 제안했던 디스플레이 

컴퓨팅에도, IBM이 제안했던 Everywhere Computing이 구현될 수 있을 것임

- 이를 통합하고 정제하고 융합한다면 데이터는 더욱 고품질이 될 것이고 

X-ABNI+α는 위력을 더욱 발휘할 것임

- 그러면 전 국토의 IoT가, 그리고 전 국민의 IoB가 데이터를 저장한 에지(Edge) 

데이터 센터가 될 수도 있음

- 우리나라는 데이터 국가가 될 수 있으며, X-ABNI+α를 주도하는 강력한 국가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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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① 99.5%의 표준화된 X-ABNI+α에 도전하고, ② 이를 융합한 저-전력의 

X-ABNI+α베이스의 유기 반도체 칩에 도전하고, ③ IoT/IoB를 위해 이를 융합한 

마이크로컴퓨터(MC)에 도전하는 것, 사실 이 세 가지가 충족되어야 사물인터넷도 

가능하고, 생체인터넷도 가능하며, 두뇌인터넷도 가능하고 스마트교통/스마트학교/

스마트병원 등이 융합된 진정한 스마트시티의 구현도 가능할 것임

□ 기대효과 및 성과활용

○ 지능정보 신 서비스가 일자리 창출 과제(안)로 새롭게 창출되는 연구 산업으로 육

성할 수 있음

○ 기본 스마트데이터와 인공지능 인프라로 전 산업에 순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선

순환 사이클을 유지하면 품질 좋은 X-ABNI+α베이스의 데이터와 가치를 창출하여 

제공할 수 있음

○ 우리나라가 3.0 세대의 X-ABNI+α 시장과 지능형 유기칩 시장을 선도할 수 있고, 

Micro Computer를 융합한다면 글로벌 IoT/IoB 시장을 주도할 수 있으며, 진정

한 스마트시티도 현실화시킬 수 있음

[그림] SD -> X-ABNI+α -> Organic Chip -> Micro Computer under 1mm³

(4) 기술-사회 모델의 13x9 Matrix

○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KCERN의 ‘기술-사회 모델의 13x9 Matrix’을 매

핑하여 신기술 매트릭스(Final Matrix)들을 제시함

[그림]신기술 매트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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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olution of CPND-UX

○그 다음 사용자 인터페이스 혹은 경험 인터페이스(UI/UX)를 조사 연구하여 다음과 

같이 도출함 

○ 차원용 & 조영환 외(2010)는 지식이 정보(2010) → 지식(2015) → 집단지성

(2020) → 감성(2025) → 마인드(2030)로 진화될 것으로 예측

○ UX는 멀티터치(2010) → 3D 멀티모달(2015) → 생체(오감)인식(2020) → 감정인

식(2025) → 마인드/두뇌 뇌파인식(2030)으로 진화될 것으로 예측

* Multi-Touch = 다양한 촉각 즉 만짐, 터치, 누름, 비빔, 진동 등의 기술이 융합

된 UI(User Interface) & UX 기술

* Multi-Modal = Multi-Touch에 다양한 음성인식, 제스쳐인식, 모션인식, 바람인

식, 눈빛인식, 얼굴표정인식 등의 기술이 융합된 UI & UX 기술

* 생체인식 = Multi-Modal에 지문인식, 땀 인식, 호흡인식, 맥박(혈압)인식, 체열인

식, 유전자인식, 홍채(동공)인식 등의 기술이 융합된 UI & UX기술

* 감정인식 = 다양한 UI 기술에 의해 사람의 감정 즉 기쁨(즐거움)인식, 노여움인

식, 슬픔인식, 사랑인식 등의 기술이 융합된 UI & UX 기술

* 생각인식 = 뇌파 즉 델타파(비렘수면), 세타파(렘수면), 알파파(안정, 명상), 베타파

(활동), 감마파(정보처리, 기억저장), 시냅스가 융합된 생각의 UI & UX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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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지식(知識) & UI(UX)의 진화/발전 예측

미래상 2010 2015 2020 2025 2030

서비스 

시나리오

정보의 

융복합화

상황/의미/추론을

통한 지식의 

융복합화

집단지성(지능)의

증강현실화

집단지성(지능)의 

감성하향작용 

증강현실화

생각하는 대로 작

동되고 표현되는 

생각의 가상현실화

경제모델

예측
디지털+지식(I)

디지털+지식

(K)

디지털+지식

(CI)

디지털+지식

(E)+분자

디지털+지식

(M)+분자

지식(재산)의 

종류 예측
I=Information K=Knowledge

CI=Collective 

Intelligence
E=Emotion M=Mind

지식의 생산 

주체 예측
생산자(70%) 생산자(60%) 소비자(50%) 소비자(60%) 소비자(70%)

UI(UX) Multi-touch
3D 

Multi-modal
생체인식 감정인식 생각인식

자료: 차원용·조영환 외, 2010

○ 그 다음 비즈니스 모델링에서 가장 중요한 CPND(Contents-Platform-Mobile 

Network-Device)를 전문가 자문 그룹 회의와 랭킹을 통해 다음과 같이 도출하고 

주요 사용자 인터페이스 혹은 경험 인터페이스(UI/UX)를 통합해 13 x 9의 최종 

매트릭스(Final Matrix)에 삽입함

[그림]Evolution of CPND-UX

(5) Mega trends of Human-Centric Society39)

○ 본 절에서는 인간의 감각(오감)-감정-생각과 인간의 감지능력 밖에 있는 영역들을 

각종 센서들이 감지하고 이를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이 디지털로 증강시켜 인간의 

수행능력(Human Performance Capability)을 지원하고 향상시키는 두뇌인터넷

(Internet of Brain), 즉 인공지능 기반 브레인 컴퓨팅(AI Based 

39) 차원용(2017), "인공지능 기반 브레인 컴퓨팅(두뇌인터넷) 기술", 한국통신학회지 『정보와 통신』,을 참고하여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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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in-Computing) 기술의 개념과 등장 배경을 살펴보고자 함

○ 또한 현재 개발되고 있는 기술들과 발전방향에 대해 알아보고, 그 결과 인간중심적 

사회의 2015-2020-2025-2030의 메가 트렌드(Mega trends of Human-Centric 

Society) 키워드를 도출할 계획임

○ 전 세계 인구가 노령화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17년 8월말 기준, 한국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전체 5,175만 중 725만 명으로, 이미 고령화 사회(7%, Aging 

society)를 넘어 고령 사회(14%, Aged society)로 진입함

- 이미 전남 고흥(38.1%) 등 93곳은 초고령사회(20%, Post-aged society)로 진입

함40)

○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생산가능 인구(15~64세)가 급격히 줄고 있는 것이 문제

로, 2030년이면 고령자들이 일터로 돌아와야 함

- 그런데 고령자들은 여러 가지 노화의 원인으로 감각, 특히 오감이 떨어짐. 귀가 

어두워 잘 들을 수 없고, 눈이 어두워 글을 읽을 수 없으며, 팔 다리가 부자연스

러워 거동과 짐을 나를 수 없음

- 그 결과 감수성이 떨어져 감정 표현이 어렵고, 생각을 제대로 언어로 전달 할 수

가 없어 그 결과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음

○ 고령자가 일을 할 수 있도록 감각(오감)-감정-생각을 증강시키는 브레인 컴퓨팅 솔

루션을 제공해야 고령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일반인처럼 일을 할 수 있

어 복지와 시간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음

○ 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할 감각(오감)-감정-생각의 브레인 컴퓨팅 기술은 설사 고령

자뿐만 아니라 장애자를 포함하여 모든 일반 사람들의 인간수행능력을 향상시키자

는 것임

- 최첨단 센싱기술, 소프트웨어기술, 인공지능기술 등으로 인간의 감지능력을 월등

히 뛰어넘는 브레인 컴퓨팅으로 인간수행능력을 지원하자는 것임

○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음

- 미국은 ‘인간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한 NBIC 융합기술(Converging Technologies 

40) 행정안전부, "'17년 8월말 주민등록 인구수 5,175만 명", '17.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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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Improving Human Performance: NBIC)’(Roco & Bainbridge(Eds.), 

2002)41)에 이어 2013년부터는 두뇌전략(Brain Initiative, 2013.04)42)을 국가전

략기술로 정하고 10년간 추진하고 있음

- EU도 휴먼 브레인 프로젝트(Human Brain Project)43)를 2013년부터 10년간 추

진 중임

- 이 프로젝트들은 신약개발 및 신경과학 등 광범위한 두뇌 관련 프로젝트들이지만 

그 목적 중의 하나가 바로 인간수행능력의 향상에 있음

□ 오감 능력을 증강

○ 감각(Sensitivity)이란 외부의 물리화학적 자극에 대한 신체기관의 감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감각에는 특수감각(시각, 청각, 후각, 미각), 체성감각(촉각, 아픔의 통각, 

압력이나 중력의 압각, 온각, 냉각), 그리고 내부감각(음악의 고음을 지각하는 근육

과 내장)이 있음

- 오감이란 시각(빛 자극), 청각(소리 자극), 촉각(기계적 자극, 열 자극), 후각(기화

성 화학물질), 미각(가용성 화학물질)을 통해 자극을 감지함으로써 주변환경 정보

를 취득함을 의미함

○ 이러한 감각들 중 인간은 주로 오감에 의존하는데, 오감이 사람의 의사결정에 미치

는 영향은 시각이 87%, 청각이 7%, 촉각이 3%, 후각이 2%, 그리고 미각이 1%이

며, 특수, 체성, 내부감각을 포함하여 전체를 놓고 보면 시각은 70%의 영향력이 

있음44)(디자인포장센터, 1990)

○ 따라서 보는 것이 믿는 것이며(Seeing is believing), 대부분의 디바이스들은 시각

에 영향을 미치는 디스플레이와 밝기에 집중하고 있음 

○ 인간의 오감을 지원하는 오감 컴퓨팅에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는 기업이 IBM임

- IBM은 2012년에 센서 및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발달로 5년 안에 오감 컴퓨팅

41) Roco, M. C. & William Sims Bainbridge(Eds.), “Converging Technologies for Improving Human 
Performance: Nanotechnology, Biotechnology, Information Technology and Cognitive Science”, NSF 
Report, June, 2002, pp. 1-482.
42) Brain Initiative - https://www.braininitiative.nih.gov/
43) Human Brain Project - https://www.humanbrainproject.eu/en/
44) 디자인포장센터, “오감이 구매의사 결정에 미치는 정도”,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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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간의 오감감지능력과 같거나 인간의 오감감지능력을 월등히 뛰어넘는 고도의 

오감감지능력을 갖게 될 것이라 예측 제안하고(IBM 5 in 5)[7] 오감 컴퓨팅을 개

발함45)

- 예를 들어 우리가 인지하는 시각-청각-촉각-후각-미각에는 진리(Truth)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며 만질 수도 없고 냄새를 맡을 수도 없고 맛을 느낄 수 없는데, 

2020년경이면 컴퓨터가 이들 진리를 센싱하여 인간을 지원하면 인간은 수행능력

을 향상시킬 수 있음

- 시각을 예를 들어보면, 인간의 눈은 가시광선(Visible Light)만 감지하여 컬러(무

지개 색)를 인식하지만, 향후 오감 컴퓨팅은 라디오(Radio), 극초단파

(Microwave), 적외선(IR), 극자외선(UV), X-선, 알파선, 감마선, 베타선까지 감지

하여, 인간이 감지할 수 없는 시각정보, 예술정보, X-선 이미지 등을 제공하게 됨

- 우리가 넘어져 뼈가 부러지면, 우리의 눈에는 어느 뼈가 부러졌는지 보이지 않지

만, 병원에 가서 X-선 이미징으로 촬영하면 부러진 뼈가 보이는 것과 같은 원리

로 인간을 지원하는 것임 

- 청각도 인간의 귀는 16Hz~20kHz의 소리만 감지하지만, 향후 오감 컴퓨팅은 

20,000Hz 이상의 초음파를 모두 감지하여, 인간이 감지할 수 없는 소리나 진동

을 감지하여 지원함

- 그러면 어린아이의 우는 소리를 인식 분석하고 건강상태나 분위기 파악하여 치료

법을 제공할 수도 있고, 미세한 소리까지 감지하여 산사태(avalanches)나 다리의 

붕괴를 예측하여 인간에게 제공하는 것임

- 촉각-후각-미각도 마찬가지인데, 이를 다음의 표에서 정리하였음46)

○ IBM은 이어 2017년 1월에 2012년의 오감 컴퓨팅을 보다 업데이트 시킨 우리의 

삶을 바꿀 5가지 혁신기술인 ‘5 in 5’를 발표했는데47), 커다란 주제는 "눈에 보이

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다(Making the invisible visible)"는 것임

45) IBM - The 5 in 5 - Innovations that will change our lives in the next five years(17 Dec 2012)
http://research.ibm.com/5-in-5/, 
https://www.ibm.com/news/ca/en/2012/12/17/l621228e80146v42.html
46)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표는 IBM이 발표한 ‘5 in 5’를 참고하여 필자가 내용을 추가한 것임 
47) [8] IBM-The 5 in 5 - Innovations that will change our lives in the next five years(05 Jan 2017)
http://www.research.ibm.com/5-in-5/   
https://www-03.ibm.com/press/us/en/pressrelease/51322.w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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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감
컴퓨팅의 

능력
컴퓨팅의 진화 및 인간 지원 활동

시각
(87%)

인간의 시각 감
지 능력을 넘음

인간의 눈은 가시광선(Visible Light)만 감지, 향후 컴퓨터는 라디오
(Radio), 극초단파(Microwave), 적외선(IR), 극자외선(UV), X-선, 알
파선, 감마선, 베타선까지 감지하여, 인간이 감지할 수 없는 시각정보
(이미지), 예술(artwork) 정보, X-선 이미지, MRI 이미지를 분석하여 
인간에게 제공

청각
(7%)

인간의 청각 감
지 능력을 넘음

인간의 귀는 16Hz~20kHz의 소리만 감지, 향후 오감 컴퓨터는 
20,000Hz 이상의 초음파를 모두 감지하여, 인간이 감지할 수 없는 
소리나 진동을 감지, 어린아이의 우는 소리를 인식 분석하여 건강상태
나 분위기 파악하여 치료법 제공, 미세한 소리까지 감지하여 산 사태
(avalanches)나 다리의 붕괴를 예측하여 인간에게 제공

촉각
(3%)

인간의 촉각 감
지 능력을 넘음

인간의 손/피부는 사물의 표면만을 감지하고 미묘한 촉감을 감지할 수 
없으나, 향후 오감 컴퓨터는 인간이 감지할 수 없는 사물의 표면과 사
물 속의 촉감을 감지하여 스마트 화면에서 물체의 질감을 느낄 수 있
도록 해줌. 스마트폰의 진동장치를 이용해 원거리에 있는 사물의 고유
한 진동패턴(빠르고 짧은 진동, 길고 강한 진동)을 재현하여 촉감도 인
간에게 전달

후각
(2%)

인간의 후각 감
지 능력을 넘음

인간의 코는 10,000개의 냄새분자(화학분자)만 감지, 향후 오감 컴퓨
터는 개의 100,000개 냄새분자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 인간
이 감지할 수 없는 냄새를 감지하여 인간에게 위험 정도를 제공, 인간
의 호흡(날숨, respiration)으로 건강 상태를 분석하고 실내의   병원
균이나 바이러스를 감지하여 인간에게 제공. 호흡에 아세톤 분자(가스)
가 2배 이상 포함되면 당뇨병, 톨루엔은 폐암, 일산화질소는 천식, 암
모니아는 신장병 등

미각
(1%)

인간의 미각 감
지 능력을 넘음

인간이 감지할 수 없는 미각을 감지하여 개인의 건강상태와 미각 선호
도를 고려해 식단을 구성해줌. 인간의 맛을 결정하는 것은 시각이 
87%임, 보는 것으로 이미 침이 나오고 먹고 싶다는 생각이 나게 하
는 것 등

[표] IBM이 전망한 5년 후의 우리의 생활을 바꿀 오감 컴퓨팅의 혁신

- 이를 위해 앞서 설명한 오감 컴퓨팅이 인지 컴퓨팅(Cognitive Computing)으로 

바뀌었으며, 눈으로 인지할 수 없는 것을 각종 센서,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등이 

디바이스들에 융합되고 내장되어 인간을 지원한다는 것으로 IBM 연구소는 연구개

발에 매진하고 있음

○ 2017년의 ‘5 in 5’중 세 가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인공지능(AI)은 사람의 말을 분석해 그 사람의 정신 건강 상태를 보여줄 것임(With 

AI, our words will be a window into our mental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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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가 완전하게 해석할 수 없는 ‘블랙박스’라면, 인간이 사용하는 말과 글은 이를 여

는 ‘열쇠’라 할 수 있음

- 향후 5년 내에 사람들의 말과 글은 정신적/신체적 건강의 지표로 사용될 것임

- 새로운 인지 컴퓨팅 시스템이 사람의 말과 글을 분석해 패턴을 발견하면, 이 패턴

은 초기 단계의 정신 및 신경계 질환을 알려주는 신호를 제공할 것임

- 이를 통해 의사와 환자들은 보다 효과적으로 질환을 예측하고 감시하며 추적할 

수 있음

○ IBM의 과학자들은 말에서 패턴을 발견하여 임상의들이 정신증, 조현병, 조광증, 우

울증 등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머신 러닝 기법과 함께 정신과 인

터뷰의 녹취록과 음성 자료를 사용하고 있음

○ 현재 이 기술을 사용하면 약 300단어만을 가지고도 임상의들은 사용자의 정신병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음

○ 향후 비슷한 기법들이 파킨슨, 알츠하이머, 헌팅턴 질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PTSD) 또는 자폐증과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등과 같은 행동 질환을 

가진 환자들을 돕는 데 사용될 수 있음

- 인지 컴퓨팅은 환자의 말이나 글로 작성된 단어들을 분석해 의미나 구문, 억양 등 

언어를 통해 어떠한 신호를 찾을 수 있으며, 이러한 측정 결과들과 웨어러블 기기 

및 이미징 시스템(MRI 및 EEG)의 결과를 결합해 개인들에 대해 보다 완벽하게 

그려 냄으로써, 의료 전문가들이 기저 질환을 보다 완벽하게 파악, 이해 및 처치

할 수 있도록 도와줌

○ 과거에는 눈으로 볼 수 없었던 이와 같은 신호는 환자가 특정한 정신 상태로 접어

들 가능성을 나타내거나 치료 계획이 어느 정도 효과적인지를 보여주는 확실한 역

할을 할 것임

○ 또한 사람들은 매일 가정에서 건강을 체크함으로써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수

고를 줄일 수 있음

○ 매크로스코프(Macroscope)는 지구의 복잡성을 매우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임(Macroscopes will help us understand Earth's complexity in 

infinite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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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5년 내에 우리는 머신 러닝 알고리즘과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현실 세계에 

대한 정보를 정리함으로써 수십 억 대의 장치에서 수집한 방대하고 복합적인 데

이터를 우리의 시계(視界)와 이해의 범위 내로 가져오게 될 것임

- 이를 ‘매크로스코프’라고 부르며, 이는 초소형 대상을 보는 현미경이나 먼 곳을 

볼 수 있는 망원경과 달리, 지구상의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 분석함으로써 그 의미

를 찾아내는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 시스템임

- 예를 들어 기후, 토양 상태, 수위 및 관개 실무에 대한 관계 등에 대한 데이터를 

종합하고 정리/분석하는 일은 신세대 농부들로 하여금 올바른 작물과 적절한 파종 

위치를 선정하고, 귀중한 상수도를 절약하면서 최적의 생산량을 산출하는 방법과 

같은 통찰력을 확보하게 할 것임

○ 스마트 센서들은 빛의 속도로 환경오염을 감지할 것임(Smart sensors will detect 

environmental pollution at the speed of light)

- 대부분의 오염 물질들은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영향력은 결코 간과할 수 

없음

- 예를 들어, 메탄은 천연 가스의 주요 성분이며 일반적으로 청정 에너지원으로 인

식되고 있지만, 메탄이 사용되기 전에 공기 중으로 누출되면 지구 대기권의 온난

화를 발생시킬 수 있음

- 메탄은 이산화탄소(CO2)에 이어 지구 온난화의 두 번째 주요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음

- 향후 5년 내에, 천연 가스 추출 유정과 창고 시설, 그리고 급유관을 따라 설치된 

새롭고 경제적인 센싱 기술들은 업계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누출을 실시간으로 

찾아낼 수 있도록 도울 것임

- 무선으로 클라우드에 연결된 사물인터넷 센서망은 방대한 천연 자원 기반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제공할 것이며, 몇 주가 아니라 몇 분 내에 누출을 발

견함으로써 오염과 낭비는 물론 참사가 발생할 가능성까지 줄일 수 있음

○ IBM 리서치의 핵심은 데이터를 빛의 속도로 전송함으로써 말 그대로 빛의 속도로 

컴퓨팅이 수행되도록 하는 새로운 기술인 ‘실리콘 포토닉스(silicon photonics)’임

- 이들 칩은 지상의 센서망 또는 기반 시설 내부에 내장될 수 있으며 심지어 무인 

드론을 날릴 수 있음



- 157 -

- 또한 실시간 바람 데이터, 위성 데이터, 기타 경험적인 정보들이 결합돼 생성된 

통찰은 오염 발생 시 오염원과 오염 양을 탐지하는 복잡한 환경 모델을 개발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음

□ 감정을 표현하는 나의 분신 3D 아바타 

○ 오감이 증강되면 그 다음 감수성이 풍부해져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음

○ 문제는 저출산 노령화로 인한 1인가구의 솔로경제(Solo Economy)가 도래하고 있

다는 것임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중이 '17년 556만 가구

(28.5%), 2025년이면 670만 가구에 달해 전체 가구 수의 31%에 달하고, 2035

년이면 763만 가구로 34%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임(한국건설산업연구원, 

‘17.09.11)48) 

○ 따라서 나 홀로의 솔로경제 시대에 돈을 창출하려면 나 홀로는 작업할 수 없으며 

반드시 외부와의 연결과 협력이 중요한 핵심역량으로 떠오르고 있음

○ 여러 사람과 작업하는 온라인 회의나 프로젝트에 참여해야 하며, 같은 시간대에 5개

의 온라인 회의와 프로젝트에 참석해야 할 경우도 있음. 이럴 경우 오프라인에는 나

대신 원격출현 로봇을 보낼 수 있다면 온라인에서도 나를 대신할 누군가가 필요함 

○ 영국의 캠브리지대학과 도시바 연구원들이 인간의 모든 감정 영역을 표현하는 '디

지털 혹은 버추얼 대화 머리(Digital or Virtual Talking Head)', 즉 '조(Zoe)'라

는 시스템을 개발함49)

- 이는 디지털 개인 비서로 사용할 수 있고, 일반 텍스트를 얼굴 메시징(face 

messaging)으로 대체할 수 있음

- 인간의 행복(happy), 슬픔(sad), 부드러움(tender), 노여움(angry), 두려움(fear) 

등 5개의 감정에 보통(neutral) 등을 시뮬레이션하여 매트릭스를 개발한 것으로, 

감정표현을 가장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일종의 아바타(Avatar)임

48)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 "건설동향브리핑 626호", CERIK, 2017-09-11; 통계청(2017), "2015~2045년 
장래가구추계"를 토대로 작성.
49) University of Cambridge - Face of the future rears its head(19 Mar 2013).
    http://www.cam.ac.uk/research/news/face-of-the-future-rears-its-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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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신기한 '조'는 미래의 인간과 컴퓨터의 인터페이스를 열 것으로 기대하고 있

음50)

[그림] 영국 캠브리지와 도시바가 개발한 감정을 표현하는 나의 분신 아바타(Zoe)

 자료 : Toshiba Cambridge Research Lab/Department of Engineering, University of 

Cambridge, Youtube(2013) 동영상 캡쳐 

○ 얼굴은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데, 감정에 따라 음성(Voice)도 변함. 사용자들은 

텍스트를 입력하고, 그 텍스트에 특정 감정을 지정하면, 특정 감정을 표현하는 아

바타가 텍스트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되 소리로 읽어주는 것임

- 아바타의 얼굴은 영국 채널4의 홀리요악스(Hollyoaks)에 등장하는 조 카펜터(Zoe 

Carpenter)의 역할을 하고 있는 여배우 조 리스터(Zoe Lister)의 얼굴임

- 그녀의 얼굴과 음성을 만들기 위해, 연구원들은 조의 스피치와 얼굴의 표정을 몇 

일간 레코딩하여 탄생한 것이 조라는 아바타임

- 사용자들은 제공되는 템플렛을 통해 자신의 얼굴과 보이스를 단 몇 초 만에 업로

드할 수 있으며, 고객화된 맞춤식의 개인비서 또는 아바타를 만들 수 있음

- 예를 들어 모임에 "I'm going to be late"라는 메시지와 함께 ‘좌절/실망

(frustrated)’된 감정을 보낼 수 있으며, 상대방은 "frustrated"된 상태의 얼굴과 

음성 메시지를 받는 것임

- 이 뿐 아니라 향후 아바타는 3D Avatar로 진화될 것이고, 그 날의 날씨와 환경

에 맞는 감정, 상황인식에 따른 감정을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임

50) Youtube - Face of the future rears its head(19 Mar 2013).
    http://www.youtube.com/watch?v=kOil2HSDq0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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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개인비서 아바타들은 향후 디지털 꽃을 친구들에게 전달하고, 향기도 전달

하며, 잘 받았다는 서명도 받아올 수도 있을 것이며, 내 대신 여러 온라인 회의나 

프로젝트에 참여해 나의 분신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됨

- 그리고 본인은 클라우드에서 아바타들을 동시에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을 것임

○ Apple은 2011년에 ‘사용자의 상태(감성/감정)를 반영하는 아바타(Avatars 

Reflecting User States, 20110296324)’와 ‘자동 아바타 생성(Automatic 

Avatar Creation, 20110292051, 2011)’이라는 디자인 특허출원서를 공개함

- 아바타 서버 내의 개인화 아바타 생성기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감성/감정 

상태의 3D 아바타를 수정/편집/생성하여, 사용자의 감정(happy, angry, sad, 

etc)을 텍스트나 채팅/이맬 등 커뮤니케이션에 활용할 수 있고, 기타 디자이너나 

아티스트들은 "Avatars + Virtual" 을 통해 다양한 옷들과 모자들과 안경들을 입

혀 미래의 3D  AR/VR콘텐츠를 연구 제작할 수 있음

[그림] Apple의 특허출원서(20110296324 & 20110292051, 2011)’상의 3D 아바타 이미지

자료: USPTO

○ Apple은 2017년 9월에 아이폰X를 공개하면서 상기 3D 아바타를 현실화함. 그게 

바로 얼굴인식인 페이스ID를 이용한 3D 애니모지(Animoji)임

- 본인의 얼굴을 등록할 때 트루뎁스(TrueDepth) 카메라는 50개 이상의 각기 다른 

근육의 움직임을 분석하여 사용자의 세밀한 표정을 애니모티콘에 투영해 자신의 

얼굴 표정을 기반으로 맞춤형 3D 이모티콘을 만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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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개 얼굴 근육 움직임을 인식해 팬더곰, 여우, 외계인 등 캐릭터 얼굴에 그대로 

반영할 수 있음

- 이는 향후 새로운 형태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사용자들은 수정/편집/생성을 통해 다양한 3D 애니모지를 만들어, 1인가구 시대

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동시에 5개 온라인 회의를 하는 경우 내 개성을 지닌 

맞춤식 3D 애니모지를 보낼 수도 있을 것임

[그림] 애플 iPhone X의 3D 애니모지(Animoji) 기능51)

자료: Apple

□ 마음과 생각을 센싱하고 전달하는 BCI(Brain Computer Interface)

○ 마음과 생각은 독특한 5개의 뇌파로 발현하는데, 깊은 수면의 델타파, 꿈을 꾸는 

얕은 잠의 세타파, 명상 할 때의 알파파, 활동할 때의 베타파 새로운 사실을 해마

나 대뇌피질에 전달하고 기억할 때의 감마파가 그것들임

- 이중 뇌파기록장치(EEG)를 이용하는 비이식(Non-invasive) 방식의 BCI/BMI는 

사람이 긴장하고 집중하고 있을 때의 베타파를 감지하여 디바이스들과 기계들과 

인터페이스 시키는 것임 

○ 마음을 촬영 기록하는 신개념 카메라 등장했는데, 일본 게이오(Keio) 대학 연구팀

이 사람의 마음과 카메라를 연결하여 마음을 촬영하는 기술을 개발했음52)

- 이 기술은 사람의 뇌파를 분석해 호감을 갖는 사물을 탐지해내고 그것을 영상으

로 기록하는 것임

- 따라서 향후 사람들은 자신이 무심코 지나칠 수도 있는 장면들을 촬영하여 보관

할 수 있게 됐음

51) 애플 iPhone X의 3D 애니모지(Animoji) 기능(12 Sep 2017)https://www.apple.com/kr/iphone-x/
52) Neurowear - https://www.facebook.com/neurow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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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술은 일본 게이오 대학교가 최근 개발한 뇌파기록장치와 애플의 아이폰 기기를 

호환시킨 것으로, 사용자는 밴드 형태의 뇌파기록장치 기기를 머리에 장착하고 지나

가면서 관심을 가졌던 대상을 모니터링하고 영상 또는 사진으로 저장할 수 있음

[그림] 일본 게이오대의 마음을 촬영하는 신개념 카메라

자료: Neurowear(2013) 

○ 이 장치는 발생하는 뇌파(베타파, 14~34Hz, 집중/긴장)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1~100점으로 나누어, 만일 사용자가 어떤 사물에 대해 60점 이상의 관심을 보일 

경우 아이폰 애플리케이션이 작동해, 5초간 사물을 기록하는 방식임

- 즉 이 소프트웨어는 사람의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기억하고 싶은 순간을 사진기

에 담을 수 있게 해줌

- 연구팀의 미쯔쿠라 교수는 신기술이 사진기의 발전 방향을 제시할 것이며, 인류와 

카메라 기술의 결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 또한 가까운 미래에 인간의 의식과 감정을 통합한 새로운 인터페이스가 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음

- 향후 이 기술은 일본의 뉴로웨어를 통해 작고 세련된 제품으로 재탄생될 예정으로 

뉴로웨어 측은 제품에 수동 조작 모드를 추가하고 다양한 감정적 정보를 입력할 예

정이고, 사진의 위치와 시간 정보를 기록하기 위해 GPS도 장착할 계획이라고 밝힘

○ 삼성전자의 이머징기술랩(Emerging Technology Lab)은 드라이 뇌파기록장치가

(Dry EEG) 달린 모자를 쓰고 뇌파를 감지해 태블릿 10.1을 조작하는 연구를 미국

의 달라스 소재 텍사스대학(Univ of University of Texas, Dallas)과 공동으로 

연구를 하고 있음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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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생각을 런칭. 삼성전자 연구원들이 EEG-제어 앱을 이용해 태블릿을 테스트

자료: Technology Review(19 Apr 2013).

- 이맬, 친구에게 전화 걸기, 음악 고르기, 앱 작동, 전원을 켜고 끄기 등 우선 장애

인들을 위한 프로젝트이지만, 언젠가는 정상인들도 모자를 쓰고 스마트 디바이스

를 조작할 것으로 기대됨

- 결국 모든 삼성전자 스마트 디바이스에 이 BCI 기술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임

○ 원래 뇌파는 약하고 노이즈가 심한 시그널이며, 이러한 시그널로부터 디바이스를 

제어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추출하는 것이 목표임

- 더욱이 일반 뇌파기록장치는 젤이나 젖은(gel or wet) 상태의 전극들을 갖추고 

있어 셋업하는 데에만 45분 걸리나, 이번 연구는 드라이 전극으로 셋업하는데 10

초 밖에 안 걸림

- 드라이 뇌파기록장치의 약점은 신호수신이지만, 품질을 높여 5초 만에 디바이스를 

조작하는 선택을 실험한 결과 신뢰도가 80~95%에 달함

-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을 터치로 조작할 때의 반응 속도는 0.5~1초 사이이며, 1초

에 반응을 하지 않으면 누구나 고장이나 먹통 되었다고 생각할 것임

- 뮤직 앱을 선택하라고 베타파를 집중하면 지금은 4초 정도에 뮤직 앱이 선택되고, 

드보르 작의 교향곡 9번(Dvorak Symphony No. 9)을 선택하라 하면 4초 정도

에 음악이 흘러나옴

- 지금의 기술이란 2013년도의 기술이며, 이 기술이 15년 동안 기술혁신이 거듭된

53) Technology Review - Samsung Demos a Tablet Controlled by Your Brain(19 Apr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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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할 때 2030년에는 0.5초에 반응할 것이라 예측됨

○ 만약 2030년에 0.5초에 반응한다면 누구나 뇌파모자를 쓰고 다닐 것이나   삼성전

자의 경우처럼 보이는 뇌파 모자라면 디자인에서 문제가 있음

○ 이를 해결할 기술을 핀란드의 동핀란드대(University of Eastern Finland)가 얼굴 

피부에 붙일 수 있는 뇌파측정장치를 개발하고 있음54)

- 이 기술은 혁신이 거듭되다 보면 인조피부와 융합될 것이고, 맞춤식 인조피부 시

대가 오면 인조피부뇌파장치를 착용했는지 안 했는지 구별하기도 힘들 것임

- 다시 말해 누구나 뇌파장치를 착용하고 다닐 가능성이 매우 높음

[그림] 전통적인 뇌파기록 장치와는 다른 얼굴에 붙일 수 있는 전극이 부착된 뇌파기록장치

 자료 : Pasi Lepola via Science Daily(24 Sep 2014)

○ 조종사가 조종간을 잡을 필요 없이 생각만으로 비행기를 조종할 수도 있을것임. 독일 

뮌헨공대(TUM) 비행시스템역학연구소 연구원들에서 이러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

- 유럽연합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두뇌비행

(Brainflight)’임55).

- 이 두뇌비행은 조종사가 자신의 뇌파를 감지하는 캡(Cap)을 통해 조종 장치를 제

어하는 방식임

- 캡에 연결된 전극을 통해 측정된 뇌파 가운데 비행 제어에 필요한 자극만이 뇌-

54) Science Daily - New EEG electrode set for fast, easy measurement of brain function 
abnormalities(24 Sep 2014). 
55) TUM - Using thoughts to control airplanes(26 May 2014).
    https://www.tum.de/en/about-tum/news/press-releases/short/article/3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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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인터페이스(BCI)를 거쳐 인식됨

- 연구진은 이는 신호처리일 뿐이며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게 아님을 강조함

- 두뇌비행 기술을 연구하는 이유에 대하여 프로젝트 책임자인 팀 프리케(Tim 

Fricke)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직접 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인 

목표”라고 설명함

- 두뇌 제어를 하면 비행이 훨씬 쉬워질 것이며, 조종사의 조종 부담이 줄어 비행 

안전성도 향상될 것이라는 점도 기대효과의 하나임

[그림] 뮌헨공대(TUM) 비행시스템역학연구소에서 뇌파로 제어되는 두뇌비행

자료 : A. Heddergott/TU München

□ 인간중심적 사회의 2015-2020-2025-2030의 메가 트렌드 도출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스마트 지능사회(2015)에 이어, 감각이 디지털화 되어 

인터넷으로 공유되는 오감반응 사회(2020)가 오고 있으며, 그 다음 감성과 감정이 

디지털화 되어 인터넷으로 공유되어 큐레이션할 수 있고, 내 대신 3D 아바타를 온

라인 회의에 보낼 수 있는 감성표현의 감성 사회(2025)가 올 것으로 정리됨

○ 두뇌의 뇌파를 센싱하는 BCI/BMI에 의해 고령자들이 일터에서 일을 할 수 있고, 

정상인들도 수행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세상(2030)

이 도래할 것임, 이른바 두뇌인터넷 시대가 도래함

○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그룹을 통해 스마트 지능사회(2015)-오감반응 사회

(2020)-감성표현/감성사회(2025)-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세상(2030)이라는 메

가트렌드를 도출하고 최종 매트릭스(Final Matrix)에 삽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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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메가 트렌드 분석

(6) 최종 매트릭스(Final Matrix)

○ 지금까지 도출한 1번의 Steep Analysis부터 6번의 Mega trends of 

Human-Centric Society를 한 장의 슬라이드에 매핑하여 다음과 같은 최종 매트

릭스(Final Matrix)를 도출함

[그림] 최종 매트릭스 매핑

○ 여기에 CPND-UX는 제품과 서비스로 각종 국제 표준들(Int’l Standards)을 선점

해야 스마트화 모델을 주도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5번의 왼쪽에 삽입하

여 다음의 최종 매트릭스(Final Matrix)를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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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 전략

4차 산업혁명을 동력으로 스마트 코리아 프로젝트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

해 4차 산업혁명을 인간을 위한 현실과 가상의 융합이라는 정의를 내리고, 현

실과 가상이 융합하는 4단계 과정과 현실을 가상으로 옮기는 디지털 트랜스폼 

기술과 가상을 현실화 하는 아날로그 트랜스폼 기술을 설명하는 기술모델도 

함께 제시한다. 

그리고 기술로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현실과 가상이 융합하는 4단계 프로세

스를 접목하여 한국을 혁신할 수 있는 9대 분야(9Pillar)를 설정하고, 기술을 

활용한 사회 혁신을 설명하기 위해 기술사회의 융합모델(13 X 9 매트릭스)을 

도출하고자 한다.

9대 분야의 혁신으로 예측과 맞춤을 통한 최적화가 되는 스마트 코리아가 구

현될 것이며, 이를 위해 현실을 가상화 하는 버추얼 코리아 프로젝트를 제안

한다,

1. 4차 산업혁명 기본 모델

□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정의(KCERN Model)

○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기 위해 지난날의 산업혁명을 고찰해 보고자 함

- 산업혁명을 통상적으로 기술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으나, 이는 생산과 소비의 순

환이라는 산업의 본질의 한 부분에 불과함

- 생산이 주도한 결핍의 시대에서 소비가 주도하는 풍요의 시대로 전환되는 4차 산

업혁명을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기존의 기술중심의 산업혁명을 이해를 넘어 기술

과 인간 욕망의 순환으로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해야 함

- 1, 2차 산업혁명은 오프라인 세계에서 기계+ 생존, 전기+ 안정의 혁명이었으며 3

차 산업혁명은 정보+연결의 온라인 혁명으로 재조명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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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차 산업혁명에서는 기계(육체)와 전기(에너지)기술을 통해 오프라인 중심의 제

품과 서비스 혁명이 구현되어 인간의 생존과 안정의 욕구를 충족했음

[그림] 산업혁명은 기술과 욕망의 공진화

- 3차 산업혁명에서는 인터넷이 출현하면서 가상의 온라인 세상이 만들어져 인간의 

연결 욕구를 충족하게 되며,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트랜

스폼 기술들은 현실세계를 가상세계로 디지털화 하였음 

- 4차 산업혁명에서는 인공지능에 이어 아날로그 트랜스폼 기술들의 완성도가 높아

지면서, 3차 산업혁명에서 구축된 가상의 세계가 현실로 구현되고 있음

○ 산업혁명은 이러한 기술과 욕망의 공진화 관점에서 지난 산업혁명을 재해석하면 다

음과 같음

- 1차 산업혁명기에는 인구증가율의 증가가 GDP 증가에 비례하였으며, 이는 생존

의 물질 공급이 GDP 상승의 주된 요인이고 생존의 물질 공급에 비례하여 인구가 

증가했다고 해석

- 2차 산업혁명기에는 인구증가율의 증가가 GDP의 증가에 영향을 미쳤으나 1차 산

업혁명기의 영향만큼은 아님을 볼 수 있었음. 그 차이가 바로 물질적 여유인 안정

의 욕구 충족으로 연결된 것으로 해석

- 3차 산업혁명기에는 인구증가율이 감소하였는데 GDP는 오히려 증가함을 볼 수 

있었음. 이는 물질의 욕구를 넘어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킨 결과 인구 증가율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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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려 감소하게 된 것으로 해석

[그림] 욕구 충족과 인구증가율/GDP 증가율

자료: Mckinsey(2014), A productivity perspective on the future of growth 

○ 이에 4차 산업혁명을 ‘인간을 위한 현실과 가상이 융합‘ 혁명으로 정의하고자 함

- 디지털화 기술들과 아날로그화 기술들이 순환되면서,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6대 디

지털화 기술56)과 6대 아날로그화 기술57)들은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을 차

별화하고 있음58)

-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융합 혁명이며, 특히 온라인을 기반으로 오

프라인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기존 사업체들과의 갈등이 발생함

- 공유경제의 주요 사업모델로 하는 Airbnb, IT 기업의 금융업 진출(핀테크) 등이 

대표적인 갈등 사례이며, 이를 극복하는 것이 국가 전략의 핵심임

56) 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위치 기반 기술, 소셜 네트워크, 생체인터넷
57) 서비스 디자인, 3D 프린터와 로봇, 증강·가상현실, 블록체인과 핀테크, 게임화, 플랫폼
58) 주요 기술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뒤에서 정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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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현실과 가상이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

○ 핵심 플랫폼과 경제 주체와 객체 진화로서의 산업혁명을 다음과 같이 분석함

- 1, 2차 산업혁명은 물질 중심 경제이었으며, 공유 플랫폼은 미미한 수준이었음

- 3차 산업혁명에서는 유선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온라인상의 정보 공유가 시작되었

으며, 이어서 무선인터넷과 사물인터넷의 발달로 물질 세상의 온라인화가 진행되

었으며 여기에 활용되는 주요 기술이 바로 디지털 트랜스폼 기술임

- 4차 산업혁명은 온라인 세상에서 최적화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발

전하면서 예측과 맞춤의 가치를 제공함

-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연결과 선택비용이 감소하면서 협력적 소비에 대응하는 협

력적 생산과 이를 지원하는 O2O 집중 플랫폼이 확산됨

- 정보와 실물의 분리되면서 정보의 신뢰가 중요해지며, 집중화된 플랫폼의 문제를 극

복한 분산 플랫폼 기술이 필요하며, 이를 블록체인으로 구현할 수 있음

- 4차 산업혁명은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플랫폼이 확산되고 이를 기반으로 자기조직

화된 조직이 확산될 것이며, 연결된 초인간으로 호모 모빌리언스가 등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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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산업혁명과 경제 진화 단계

□ 4차 산업혁명의 4단계 융합모델

○ 현실과 가상이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은 데이터화, 정보화, 지능화와 스마트화라는 

4단계로 구현될 수 있음

- (데이터화) 1단계는 현실세계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가상으로 옮기는 과정임

- (정보화) 2단계는 수집된 데이터를 가상의 세계에서 빅데이터로 구축하는 과정으

로서 여기까지 활용되는 기술이 디지털 트랜스폼 기술임

- (지능화) 3단계는 가상의 세계에서 인공지능을 가지고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하

여 예측과 맞춤을 통해 최적의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임 

- (스마트화) 4단계는 인공지능이 분석한 결과를 아날로그 트랜스폼 기술을 통하여 

현실화 시키는 과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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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단계 융합 모델

○ 이러한 4단계 프로세스를 통하여 현실과 가상이 융합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분야

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구글의 자율주행차 시스템과 O2O 융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임

- 구글의 자율주행차는 자동차에 달려있는 센서를 통하여 주변의 환경을 감지하면서 

도로위의 데이터를 수집함

- 자율주행차에서 수집한 데이터는 클라우드를 활용하여 다양한 데이터가 누적되고 

인공지능을 통하여 분석됨

- 인공지능은 분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적의 경로로 자동차를 운행함

- 각각의 자율주행차들이 최적화된 경로에서 주행가능 하도록 각각의 자동차에 연결

된 인공지능이 도로 위의 모든 차량들은 경로를 조정함

- 그 결과 도로위의 모든 자동차들은 최적화된 경로에서 주행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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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자율주행의 4 step

○ 헬스케어 분야는 O2O 융합을 통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산업의 성

장속도도 가장 빠른 분야임

- 대표적인 헬스케어 업체는 핏빗(Fitbit)은 핏빗포스에 내장된 첨단 가속도계와 고

도계를 활용하여 걸음 수, 이동거리, 칼로리 소모량 등 총 9가지 부분의 데이터를 

수집함

- 수집한 개인의 고유 데이터는 바로 블루투스나 NFC를 통하여 PC나 스마트 디바

이스로 동기화됨

- 핏빗이 제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신의 생활이 가능해지며, 앞으로는 인공지능

이 개인에게 적합한 수면시간 및 운동시간 등을 제시할 수 있음

○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헬스케어 3.0에서도 O2O융합이 활용됨

- 개인별 센서를 통하여 생체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분석 DB를 구축함

- 구축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개인들에게 최적화된 통합 건강관리 솔루션 및 서비스

를 제공함

○ 이처럼 IT 기술을 활용하여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병원을 찾던 전통적인 방식의 

헬스케어에서 질병을 미리 예측하고 예방하고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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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디지털 헬스케어의 4 step

□ 4차 산업혁명의 융합 현상

○ 4차 산업혁명은 모든 것이 분해되고 다시 융합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촉진하고 있음

- 현실과 가상이 융합하는 O2O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모든 것들이 융합하고 있음

- 기술의 관점에서 보면 HW와 SW가 융합하는 New HW, 사업의 관점에서 보면 

제품과 서비스가 융합하는 PSS(Product Service System), 시장의 관점에서는 생

산과 소비가 융합하는 프로슈머가 출현하고 있음

- 기술과 사업만이 아니라 사회의 현상에서도 초연결사회가 도래하면서 개인과 집단

이 융합하는 집단지능이 출현하고 있으며 개인의 의미를 찾는 호모파베르와 재미

를 찾는 호모 루덴스가 융합한 호모 파덴스가 출현함

-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융합하면서 산업에서도 대기업의 플랫폼과 롱테일 

기업이 융합하면서 개방 플랫폼 기반의 생태계가 구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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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차 산업혁명의 융합 현상

○ 현실과 가상이 융합하면서 소비와 생산의 융합하고, 제품과 서비스가 융합하는 과

정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디다스의 스피드 팩토리임

- 아디다스는 제조업의 귀환(Re-shoring)으로 불리우나, 안스바흐 공장의 총 인원

은 160명 수준이고 생산 현장은 10명 내외가 근무함. 즉 고용창출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리쇼어링의 의미는 퇴색함

- 즉 스피드 팩토리의 진정한 의미는 리쇼어링이 아니라 생산과 소비의 융합과 제

조과정 전반의 혁신으로 해석되어야 함(E2E, End-to-End)

- 스피트 팩토리 생산과정을 보면 소비자는 스마트 폰으로 디자인과 색깔을 고르고 

아라미스라는 모션 캡처 기술로 맞춤 신발을 주문하면 24시간 내에 배송을 받을 

수 있음

- 이를 구현할 수 있는 것이 카본3D의 초고속 3D프린터가 150개에 달하는 신발 

자재를 개별적으로 인쇄하고 로봇이 이를 자동으로 조립하며, O2O배송 업체를 

활용하여 주문한지 24시간 이내에 배송까지 완료됨. 과거 5주 이상 걸리던 맞춤 

생산이 24시간으로 단축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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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생산과 소비의 융합

○ 글로벌 비즈니스의 변화를 잘 보여주는 것이 거대 플랫폼의 성장과 그 위에서  3rd 

Party의 롱테일 기업들이 협력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임

[그림] 4차 산업혁명, 대중소기업 융합 생태계

- 대표적인 사례가 스마트폰 시장임. 구글플레이와 앱스토어라는 플랫폼 위에는 다

양한 App이 올라가고 있음

- 안드로이드와 ios가 구축한 시장플랫폼을 활용하여 다양한 스타트업은 창의적인 



- 176 -

App을 개발하여 글로벌 시장에 선보일 수 있음

- 이 과정에는 스타트업은 개발에 집중하고 유통에 관련한 부분은 플랫폼에서 담당

하면서 마케팅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음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

○ 4차 산업혁명의 등장과 더불어 과거 불가능했던 우버 BM(라이딩 서비스)과 에어비

앤비 BM(공유 숙박) 그리고 유튜브 1인 방송 등 B+프리미엄59) BM이 새롭게 등

장하고 있음

- 그러나 그 이면에는 라이더, MCN Creator 등 새로운 일자리는 택시운전사, 방

송인 등 기존의 일자리와 충돌하면서 이전에 없던 갈등을 초래하고 있음

○ 기술 혁신이 일자리를 없애고 사회 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는 1, 2, 3차 산

업혁명의 전 과정에 항상 등장하는 이슈였음

- 1·2차 혁명에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농업의 일자리를 대체했으며, 3차 혁명에

서는 플랫폼 서비스가 일자리를 만들었음

○ 이렇듯 일자리는 사라지지 않고 단지 진화할 뿐이었으며, 지난 250년간의 산업혁

명 역사가 이를 입증하고 있음

[그림] 인간의 욕망이 일자리의 원천

59) B+프리미엄이란, 기존의 대중 제품에 새로운 가치를 입혀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지칭함. 다시 말해 기존 가성
비에 프리미엄 가치가 더해진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하는 용어임(용어 출처: 트렌드코리아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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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진화의 본질은 1) 기술이 일자리를 파괴하고 2) 욕망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순환 과정임

- 이제 일자리의 원천은 인간의 미충족 욕망을 지향하는 기술의 융합(스마트화 기

술)에 달려 있음.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의 일자리는 인간의 새로운 욕망인 자기표

현과 자아실현의 욕망에서 찾아야 할 것임

○ 4차 산업혁명 일자리 정책의 핵심은 기술혁신의 생산성 증가로 파괴된 일자리를 

미충족 욕망으로 창출되는 일자리로 이동시키는 데 있음

- 이를 뒷받침하는 양대 정책은 1) 평생 재교육 정책 2) 사회 안전망 으로 구성됨

- 즉 기술혁신으로 국부를 창출하되 일자리의 창조적 파괴는 일자리와 사회 안전망

으로 극복해 나가는 것이 4차 산업혁명 일자리 정책의 핵심 개념임

○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는 기존 일자리와 갈등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

는 상황

- 3차 산업혁명에서는 기술이 기존 일자리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나 직접 경쟁

하지 않으며,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은 기존 일자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갈

등 국면에 놓인 구조임

○ 특히 4차 산업혁명 일자리 문제는 레거시 오프라인 기업과 O2O 융합기업간의 갈

등 구조에서 촉발되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 접근이 필요

- 첫 번째, 오프라인 산업 보호 시나리오: 오프라인 산업을 보호하게 되면 고부가가

치 산업 국가로 가는 길이 막히게 됨. 특히 공유경제로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놓치

게 됨

- 두 번째, 오프라인-O2O 기업 간 개방 경쟁 시나리오: 소비자를 위해 오프라인 기

업과 O2O 기업 간 개방 경쟁을 시키게 되면 O2O 기업이 승리하게 되고 결국 

소비자 후생과 국가 전체의 후생이 증가하게 됨. 다만 플랫폼 기업으로의 부가 집

중되는 등 양극화가 우려됨

- 세 번째, 재교육과 재도전 안전망 시나리오: 소비자 후생을 위해 O2O 갈등 해소 

정책을 추진하고, 기존 오프라인 기업(조선업, 자동차 등 파괴 산업) 종사자를 대상

으로 업종 전환과 재교육 등 재도전 안전망을 제공함

- 특히 세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국부 창출을 촉진하되 그 결실을 파괴산업의 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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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안전망에 투입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관건임

○ KCERN의 제안은 세 번째 시나리오로, 이의 추진을 위해서는 오프라인-O2O 융합

기업 간 갈등조정 정책 마련이 요구되며, 정책 수립 시 원칙은 다음과 같음

- 1. 소비자 후생이 창출되어야 한다.

- 2. 창출된 국부 일부는 파괴산업의 재도전 안전망에 투입해야 한다.

- 3. 초기에는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여 신산업을 육성한다.

[그림] 4차 산업혁명의 인프라, 재교육과 사회안전망

○ 초연결·초융합 4차 산업혁명 생태계는 플랫폼 대기업과 롱테일 중소기업들의 초연

결 구조인 긱(Gig) 경제로 진화하고 있음

- 연결 기술의 진화 속에서 기존 기업들의 핵심 역량은 분해되고, 분해된 내부 핵심

역량은 외부화되어 플랫폼을 중심으로 외부와 협력하는 생태계 구조로 진화하고 

있는 상황임

- 플랫폼 기업과 롱테일 기업의 초연결성은 네트워크의 규모와 가치를 증가시키며 구

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플랫폼 기업들의 비선형 성장(Nonlinear growth)을 

촉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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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의 유연화를 통한 초연결 구조가 일자리 정책으로 자리잡아야 하며, 개별 

기존 일자리의 보호 정책은 전체 일자리를 없애는 정책이 될 수 있음

○ 이제 플랫폼 대기업과 롱테일 중소기업 간의 개방협력 생태계 구조 속에서 중소기

업이 차별화된 핵심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을 롱테일에서 찾

아야 할 것임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일자리는 상호배타적이 아니라 상호보완적 관계가 강함

- 롱테일의 영역은 곧 the others, 미래 일자리 분야로, 복합 노동, 체험·경험, 개

성·문화·표현, 감정·행복 등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

[그림] 미래 일자리는 롱테일, The Others

○ 상기 영역은 인간의 미충족 욕망 분야이기도 하며, 최근 소비트렌드(소확행, 케렌시

아 등)60)에서도 볼 수 있음

- 이는 인간의 욕망이 연결 기술비용의 감소와 협력 기술의 발전으로 매슬로우 욕구

위계이론의 상위단계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 본래 행복은 욕구와 욕망의 충족으로, 이것이 질적으로 높은 수준에 다다르게 하는 

것이 인간의 삶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이자 사회 전체의 목표가 되어야 하

므로, 미래 일자리 트렌드는 다음과 같이 전망됨

60) 김난도 외(2017), 트렌드 코리아 2018. 미래의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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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역량의 융합

- 인공지능과 협업하는 창조와 감성

- 몸과 마음이 일체가 되는 영성

- 인간의 상위 욕구로의 진화

○ 이를 바탕으로 미래 일자리 유형은 다음과 같이 예상해볼 수 있음

- 기술을 공급하는 소수의 일자리

- 기술을 복제, 확대하는 조금 더 많은 일자리

-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 수많은 롱테일 기업의 일자리

- 놀이와 자아실현을 향하는 상위욕구의 일자리

- 디지털 DIY(DO IT YOUSELF)등 자기 충족의 일자리 

○ 따라서 미래 일자리 정책은 창조(Node)와 협력(Link)의 네트워크 사회를 구축하는 

생태계 정책이 되어야 하며, 개별 육성(Node)에서 개방 협력(Link)으로 정책의 중

요성을 이동해야 할 것임. 그 정책의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제안

- 1. 협력플랫폼을 기반으로 초연결 구조를 만들어라.

- 2. 공유플랫폼을 통해 협력을 도모해라. 

- 3. 시장플랫폼을 통해 자율 경쟁을 촉진해라.

[그림] 3대 플랫폼 일자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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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의 기술모델 제안(스마트 트랜스폼)

□ 4차 산업혁명의 구현 모델, 스마트 트랜스폼(Smart transform)

○ 4차 산업혁명은 현실과 가상이 데이터를 통하여 융합되는 혁명이며, 이제는 개념적 

이해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구현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임

- 디지털 트랜스폼(digital transform)은 현실을 데이터한다는 의미로서 3차 산업혁

명부터 시작된 개념임. 4차 산업혁명에서는 데이터를 현실화하는 아날로그 트랜스

폼(analog transform) 개념이 추가로 필요함

○ 이에, 4차 산업혁명 구현 모델로 디지털 트랜스폼과 아날로그 트랜스폼 순환의 현

실 세계를 스마트 현실 세계로 발전시키는 스마트 트랜스폼(Smart transform)을 

제안하고자 함

○ 현실을 가상화하는 디지털 트랜스폼과 가상을 현실화하는 아날로그 트랜스폼이 순

환하는 4차 산업혁명의 4단계 스마트 트랜스폼 과정은 인간의 두뇌에서 이루어지

는 4단계와 동일함

- 인간의 뇌는 현실세계가 아니고 데이터로 이루어진 가상세계임. 인간의 뇌와 4차 

산업혁명은 현실세계를 가상화 하여 구조화된 모델을 만들고 예측과 맞춤을 통하

여 현실을 최적화(스마트화)한다는 측면에서 동일함

- 데이터 측면에서 수집, 저장, 구조화, 현실화라는 4단계는 인간의 뇌와 4차 산업

혁명에서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음

○ ‘인간을 위한 현실과 가상의 융합’인 4차 산업혁명에서 4단계 융합은 필연적이며 

모든 4차 산업혁명 사례들의 분석 대안이 될 수 있음

- 스마트 도시, 스마트 물류, 스마트 교육 등 모든 스마트화는 가상 세계에서의 편

집과 복제로 현실 세계의 최적화는 어려우나 가상 세계의 최적화는 쉬움

○ 가상화에 필요한 기술이 디지털 트랜스폼이라면 스마트화에 필요한 기술은 그 반대 

방향 기술인 아날로그 트랜스폼임. 여기에 중간에서 가상세계의 최적화 역할을 수

행하는 인공지능이 추가되면 스마트 트랜스폼의 기술 3종 세트가 완성됨

- 4차 산업혁명의 구현 모델로 디지털 트랜스폼+인공지능+아날로그 트랜스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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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A.I+A.T)의 기술로 이루어진 1) 데이터화 2) 정보화 3) 지능화 4) 스마트화

의 4단계 모델이 제시됨

[그림] D.T+A.I+A.T 기술 모델

- 6대 디지털 트랜스폼 기술은 시간을 융합하는 클라우드, 빅데이터, 공간을 융합하

는 IoT, GPS, 인간을 융합하는 SNS, IoB 등으로 구성됨

- 6대 아날로그 트랜스폼 기술은 서비스 디자인, 3D프린터/로봇 게임화, 플랫폼, 

블록체인/핀테크, 증강/가상현실 등으로 구성됨

기술명 세부 설명

디
지
털
 
트
랜
스
폼 

IoT 
사물인터넷

Ÿ IoT는 기기 및 사물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됨으로써 유기적으로 데이터를 수집·
학습·활용하며, 정보의 공유를 통해 상호 작용하는 네트워킹 기술 및 환경을 
의미함

LBS

Ÿ 길찾기, 위치기반 광고 등 다양한 LBS(Location Based Service)들이 확산되
고 있음

Ÿ 실내외 측위 시스템이 결합하여 인간과 사물의 위치를 모두 가상화하게 되면 
가상공간이 현실 세계를 공간적 차원에서 완전히 가능함

클라우드
Ÿ 기술을 지칭하는 클라우드 컴퓨팅과 서비스를 지칭하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

음

[표] 12대 기술 세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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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트랜스폼 기술과 4단계 융합 프로세스는 현실 세계와 1:1로 대응되는 가상

세계에서 데이터로 시공간을 재조합하고, 인공지능으로 데이터를 분석하여 현실을 

기술명 세부 설명

기
술

Ÿ 효율적인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서는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함

빅데이터
Ÿ 일정규모 이상의 크기와 다양성을 갖춘 데이터를 빅데이터라 지칭하며, 이를 

수집·처리·분석하여 가치를 창출해내는 기술

IoB 
(웨어러블)

Ÿ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신체에 부착·동화되어 네트워킹과 컴퓨팅을 할 수 있게 
지원  하는 기기를 통칭

SNS
Ÿ SNS는 인간과 인간을 강력하게 연결하는 다양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가상

화되  고 있으며 SNS를 통하여 현재 인간은 과거 의사소통보다 1000배가 넘
는 소통을 하고 있음

아
날
로
그

트
랜
스
폼

기
술

CPS 
디자인

Ÿ CPS는 고객이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고객과 서비스
가 접촉하는 모든 경로의 유․무형 요소를 구체적이고 물리적으로 창조하는 것

Ÿ 서비스 디자인은 공공서비스디자인, 사회문제 해결 디자인으로 역할을 수행 중

3D 
프린터/ 

로봇

Ÿ 3D 프린팅은 디지털 디자인 데이터를 이용해 제조함으로써, 제조 절차와 생산
에 커다란 변혁을 가져오며 가상의 디자인을 현실에서 물질화하는 기술임

Ÿ 3D 프린터의 등장과 빠른 보급으로 인해 소비자는 직접 제품의 제작·소비·수
리  등에 참여하기가 수월해짐

증강/가상 
현실

Ÿ 증강현실은 현실세계에 존재하는 기술사용자에게 시의적절한 가상정보를 제공하
여 현실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이나 능력 등을 증강시켜주는 기술

Ÿ 가상현실은 컴퓨터와 인간 오감의 상호작용을 통해 디지털 데이터로 구성된 가
상의 영상, 이미지 등을 현실처럼 느끼기 해주는 기술임

블록체인/ 
핀테크

Ÿ 핀테크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이라는 두 단어를 결합한 합성어
로 스마트 기술들로 혁신 된 새로운 금융기술을 의미함

Ÿ 블록체인(BlockChain)은 신뢰할 수 없는 개체 간 합의를 통한 비가역적 정보
를 관리 및 처리하는 기술, 중개자 없이 익명의 개인 간 가치를 전달할 수 있
는 시스템임

게임화

Ÿ 게임화는 현실의 개혁으로, 우리의 삶에 가치 있는 이야기를 입히고 지속가능
한 동기부여를 하는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임 

Ÿ 게임화는 단순한 보상과 경쟁의 차원을 넘어서고 있으며, 보상에 기반한 외재
적 동기부여는 보상의 효과가 시간에 따라 감소함

플랫폼
Ÿ 플랫폼이란 공통 역량을 모아 체계적으로 구축한 온라인/오프라인의 공간이자 다

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네트워크효과를 통한 가치창출이 일어나게 하는 장임



- 184 -

최적화하는 과정으로 다음과 같은 4단계로 이루어짐

- (1단계) 현실(민간+공공) 데이터가 디지털트랜스폼 기술에 의해 데이터화됨

- (2단계) 수집된 데이터는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빅데이터를 만들어 정보화됨

- (3단계)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하여 예측과 맞춤의 지능화를 이뤄냄

- (4단계) 예측과 맞춤의 데이터는 아날로그 트랜스폼 기술을 통하여 현실세계를 최

적화하는 스마트화 단계

○ 이러한 스마트 트랜스폼의 4단계 과정을 통해 스마트 트랜스폼 기술을 통해 현실 

사회를 스마트한 현실세계로 만들 수 있음

[그림] 스마트 트랜스폼 기술과 4단계 융합프로세스

□ 스마트 트랜스폼 1단계: 데이터화

○ 1단계인 데이터화는 현실세계를 데이터화하는 단계로 현실세계에서는 우리 마음대

로 할 수 없지만 데이터의 가상 세계는 편집과 복제가 자유로움

- 인간은 오감을 통하여 시간, 공간, 인간이라는 천지인(天地人)의 현실세계를 데이

터화 함. 동일한 개념으로 데이터화 단계는 사물인터넷(IoT)과 생체인터넷(IoB)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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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현실세계를 데이터화하는 것임

- 즉 현실의 시간, 공간, 인간의 3간(間)을 각종 센서들로 가상화하는 것이 4차 산

업혁명의 첫 단계임. 여기서 각종 센서들은 4차 산업혁명의 오감이 됨

○ 그래프 이론에 의하면 세상은 점(node)과 선(link)이라는 그래프의 데이터로 모델

화가 가능하며 정보, 공간, 인간의 3요소를 중심으로 데이터 수집됨

- 사물인터넷(IoT)과 위치기반 기술(LBS), 생체인터넷(IoB)과 같은 디지털 전환 기

술들을 통해 민간 데이터와 공공 데이터로 구분돼 수집될 수 있음

○ 4차 산업혁명의 지능화는 빅데이터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빅데이터 형성이 되지 않

으면 4차 산업혁명은 시작부터 불가능함

- 지금의 데이터 수집은 사전 동의 원칙이나, 빅데이터는 사후 활용을 기본 속성으

로 하고 있음. 현재의 개인정보 수집 규제와 빅데이터는 원초적으로 충돌하는 개

념임

- 미국은 사전 규제가 아니라 사후 징벌을 하는 옵트아웃(opt-out)이란 네가티브 

데이터  규제를 하고 있고, 유럽도 금년 5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개인정보 기준

인 GDPR에서 조건부 사후 동의를 허용하고 있음

- 우리도 포괄 동의와 사후 징벌 강화로 전환해야 함

○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균형 속에서 개인의 행복과 사회적 가치가 최대화될 수 

있음. 아무도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면 각종 사회서비스도 불가능함

- 그러나 나의 모든 것이 노출된다면 사생활이 보호될 수 없으며, 결론적으로 ‘안전

한 활용’이 지향점이 될 수 있음

- 반드시 개인정보에 관한 규제가 우리의 경쟁상대인 일본을 앞서는 수준으로 선진

화 되어야 함. 일본은 이미 유럽보다 미래지향적인 개인 정보 기준을 만들었으며 

그 핵심에 익명가공정보라는 개념이 있음

- 우리의 비식별화에 해당되는 익명 정보를 기준에 맞추어 가공하는 가공업체를 통

하여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촉진하는 것임. 이와 더불어 실명 개인정보는 개인

에게 통제권이 부여 되어야 함

○ 개인정보와 더불어 공공 정보의 개방도 중요함. 우선적으로 민간의 클라우드를 활

용하는 것과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한다는 원칙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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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의 보안과 공유의 균형점을 찾아야 함

- 우선, 공공데이터 3등급 분류를 통해서 90% 이상 공공데이터를 개방해야 함

- 구체적으로 기관이 아니라 데이터 기준의 3단계 데이터 분리가 필요하며, 3등급

의 공공 데이터는 기본적인 인증을 획득한 클라우드 서비스라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함

○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데이터 개방에 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하고 

개방에 따른 불이익이 없어야 됨

- 예를 들어 데이터의 오류 등에 대하여 한시적 면책 특권이 있어야 함. 지금과 같

이 개방을 승인받는 체제에서 비개방을 승인받는 네가티브 데이터 원칙으로 가야 

하는 것임

- 또한 개방 과정은 쉬워야 함. 공무원들에게 데이터 인터페이스까지 만들라는 것은 

개방 하지 말라는 얘기와 같음.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들인 공무원에게 개방의 

보상은 높고 페널티는 적어야 공공데이터 정책은 활성화될 수 있음

[그림] 스마트 트랜스폼 1단계 데이터화

□ 스마트 트랜스폼 2단계: 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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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인 정보화는 클라우드에 빅데이터를 만드는 단계로 인간의 대뇌피질과 동일한 

기억의 역할을 하고 있음

- 현실 세계에서는 단기 기억은 해마에, 장기 기억은 대뇌피질에 저장되어 정보화 

됨. 마찬가지로 현실의 사물과 인간의 데이터는 서버와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빅데

이터가 됨

- 현실 세계에 흩어진 데이터들이 통합되면서 융합의 가치를 만들게 되는 것이 네

트워크 효과임. 예를 들어 개별 자동차의 위치들이 통합된 내비게이터는 전체 교

통의 흐름을 보여 줄 수 있게 됨

○ 결국 요소 데이터들이 모인 빅데이터가 부분과 전체를 통합하는 역할을 담당 하게 

되는 것임. 따라서 정보화는 반드시 클라우드에서 이루어져야 함

- 기업과 기업, 민간과 공공이 융합되는 4차 산업혁명에서 특정 조직의 서버에서 데

이터가 융합될 수는 없음. 결론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정보화는 필연적으로 클라

우드에서 이루어지게 됨

- 이미 주요 국가들은 클라우드 퍼스트(Cloud First) 정책을 표명한지 오래임. 미국 

CIA와 국방성 등 비롯한 최고 비밀을 다루는 정부기관들도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

하고 있음. 미국은 더 나아가 2017년 클라우드 퍼스트에서 클라우드 유일(cloud 

only)정책으로 변경했음

○ 개별적으로 보호되면서 쉽게 융합될 수 있는 빅데이터 구축으로 현실과 1:1 대응되

는 Digital Twin이 구현되는 것이 2 단계의 목표임

○ 클라우드에서의 개별 정보 차단과 보호를 위하여 개별 콘텐츠를 보호하는 블록체인

과 빅데이터를 보호하는 컨테이너로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이 가능함

- 클라우드의 가장 큰 오해는 클라우드는 보안에 취약할 것이라는 잘못된 시각임. 

서버와 클라우드의 해킹 및 랜섬웨어 등의 정보보안 분석 통계는 압도적으로 서

버가 더 취약한 것으로 입증된 바 있음

○ 클라우드를 활용하여 보안역량이 강화시킨 에스토니아 사례가 대표적인 융합 성공 

사례임

- 에스토니아는 역사적으로 러시아와 오랜 갈등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사이버 테러와 해킹 사건이 발생하자 에스토니아 정부는 새로운 시도를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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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토니아 정부는 적극적으로 전자정부(e-에스토니아)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공에

서 적극적으로 클라우드를 도입하였음

- 구체적으로 에스토니아 정부는 e-법무부, 시민 포털 사이트의 전자 조달 및 송장

SW도 공공-민간이 협업해 개발하고, 중앙 재정을 통해 개발된 코드나 IT시스템

도 가능한 공개SW를 기반으로 구축하였음

- 현재 에스토니아의 국가 종합 데이터베이스인 엑스로드(X-Road)는 정부와 민간을 

포함한 정부의 모든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을 하나로 연결하는 시스템으로, 전국 

392개 기관 및 기업이 이용하는데 67개의 서로 다른 데이터베이스와 687개의 정

보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공함

[그림] 에스토니아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출처: SW포탈

○ 에스토니아가 클라우드를 공공 전산망에 도입한 시스템을 한국이 적극적으로 벤치

마킹할 필요가 있음

- 에스토니아 사례를 본다면,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것이 오히려 보안측면에서도 필

요하며, 국가재정과 업무의 효율성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있음

○ 민관 합동의 데이터 플랫폼위에서 각종 다양한 응용 사례들이 개방 혁신으로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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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함. 정보의 리믹스 공유로 제 3의 참여자(3th party)로 소셜 벤처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설계하여 혁신의 확산을 이뤄내야 함

- 향후 정보를 올린 것에 대한 사후 평가로 평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클라우드 규제 혁신 없이는 4차 산업혁명의 미래는 존재할 수 없음. 3년 내 클라

우드 트래픽을 50% 이상 끌어올리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임. 스마트시티,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교육, 스마트 금융의 확산이 대안임

[그림] 스마트 트랜스폼 2단계 정보화

□ 스마트 트랜스폼 3단계: 지능화

○ 3단계인 지능화는 인간의 전전두엽과 같은 지능의 역할을 하며, 해마와 대뇌피질의 

데이터를 구조화하여 예측과 맞춤의 가치를 창출함

- 이를 위해서 현실 세상에 대한 구조화된 모델을 만드는 것이 인간의 지능임. 마찬

가지로 클라우드에 모인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구조화하여 미래에 대한 시간(時間)

의 예측과 개별 사물과 개인에 대한 시공간(時空間)의 맞춤을 제공하는 것이 지능

화 단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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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데이터를 구조화한 모델로 예측과 맞춤을 최적화하는 것이 인공지능의 역할이

며, 이 단계는 딥러닝을 포함한 인공지능 예측 기술이 핵심 역할을 담당하나, 전

통적인 계산능력은 기계지능이 보완하게 됨

○ 지능화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력이며, 이 단계에서 정작 필요한 인력은 인

공지능 개발 인력이 아니라 활용 인력임

- 인공지능은 이미 여러 오픈 커뮤니티에서 오픈소스로 제공되고 있으며, 누구나 접

근하여 무료로 사용 가능한 인공지능 커뮤니티가 도처에 열려 있음

- 이제 인공지능의 일반 문제는 개발이 아니라 활용의 문제이며, 인공지능을 활용할 

10만 핵심 인재를 양성해야 함

- 또한 현장 인력에 간단한 활용 교육을 제공하여 기업마다 간단한 인공지능을 활

용할 수 있는 인력이 있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특히 기업가정신을 기반으로 하는 문제를 발견하고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을 갖춘 

인문학적 소양의 인재를 양성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임

○ 기술의 경우 활용 가능한 클라우드 오픈 소스(PaaS)와 응용 소프트웨어(Saas)는 최

대한 활용하여 소프트웨어의 내부 제작도 최소화해야 함

- 인공지능 기술은 Tensorflow, Cognitive 등 오픈 커뮤니티를 활용하고, 응용 앱

의 오픈소스 공유를 촉진이 필요하며, 이러한 SW는 전 세계가 사용하고 있며 

100% 오픈 소스로서 예속의 우려가 없음

- 지능화에 있어서 기술 개발보다는 활용과 확산에 정책적 중점을 둬야 함

○ 95%의 오픈 공유데이터와 더불어 5%의 차별화 데이터 확보 전략도 필요함

- 추격 경쟁의 시대에는 폐쇄적 비밀 유지가 성공 전략이었다면, 4차 산업혁명의 개

방협력 시대에는 개방과 공유가 성공전략이 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함

- 실리콘밸리 소프트웨어의 95%는 오픈소스이며, 나머지 5%만 직접 개발하면 시장 

경쟁에서 차별화된 나만의 제품과 서비스가 가능함

- 그러나 한국은 90%를 직접 개발함. 동일한 개발 능력을 가정할 떼 한국은 18배

의 자원을 추가 투입하는 것임. 폐쇄 경쟁에서 개방혁신으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한 시점임

- 개방혁신에 국가 과제 등의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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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스마트 트랜스폼 3단계 지능화

□ 스마트 트랜스폼 4단계: 스마트화

○ 인간의 행동에 해당하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로봇이며, 가상세계에서 최적화한 예

측과 맞춤의 가치를 현실화하는 것이 인간의 행동임

-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의 예측과 맞춤의 가치를 현실화하는 기술을 광의의 로봇 개

념으로 제시하고자 함

- 협의의 로봇은 물리적 행동을 수반하나, 광의의 로봇은 반드시 물리적 행동일 필

요는 없음. 소프트웨어 로봇도 있고 챗봇이 예가 될 수 있음

- 인간은 행동의 결과 피드백을 통하여 학습하며, 로봇의 행위 결과가 긍정적이면 

인공지능 내부 모델 강화 학습을 하고 부정적이면 수정 학습을 하여 더욱 구조화

된 모델로 진화하는 것이 학습 과정임

- 1단계인 데이터화가 현실의 가상화라면, 4단계인 스마트화는 가상의 현실화임. 인

공지능이 도출한 예측과 맞춤의 가치를 현실화하는 단계임

○ 4단계의 스마트화 단계는 2단계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3단계의 인공지능이 만든 

예측과 맞춤의 가상 세계의 가치를 현실 세계로 가져오는 과정을 스마트화 과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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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정의하고자 함

- 해당 단계는 전체 스마트 트랜스폼 4단계의 화룡점정 단계라고 할 수 있음. 클라

우드의 빅데이터를 오픈 소스인 구글의 TensorFlow 등과 같은 인공지능으로 예

측한 결과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아날로그 트랜스폼하는 과정임

○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트랜스폼에서 아날로그 트랜스폼으로 무게 추가 이동하고 

있으며, 아날로그 트랜스폼은 가상세계의 예측과 맞춤으로 현실세계 인간의 욕망을 

충족하는 기술임

- 아날로그 트랜스폼의 시작은 현실과 가상을 넘나드는 인간의 욕망을 디자인하는 

CPS(cyber physical system)디자인임. 인간의 미충족 욕망을 육체와 정신의 차

원에서 디자인하는 서비스 디자인의 확장임

- 인간의 욕망을 디자인하여 육체적 욕망 충족은 3D 프린팅와 로봇이, 정신적 욕망 

충족은 증강/가상 현실 기술이 역할을 수행하게 됨

- 이어서 욕망을 거래하는 블록체인과 핀텍, 욕망을 지속하는 게임화 기술이 요구되

며, 마지막으로 욕망을 공유하는 플랫폼 기술을 제시하고자 함

- 이러한 신기술 보급을 위하여 기술 교육 온/오프라인 교육 체계와 기술의 지속적 

발전을 뒷받침할 집단지능 기반 기술 교육 플랫폼 구축이 필요함

○ 스마트화의 구현 단계에서 리빙랩(living lab)과 같은 테스트 베드가 요구됨

- 경우에 따라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규제 샌드박스와 같

은 유연한 네가티브 규제화가 필요하게 됨. 특히 규제 샌드박스에서 발생한 문제

의 사후 책임을 묻는 오류는 범하지 않아야 함

○ 다양한 현실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해야하기에 거대 단일 조직이 아니라, 다양한 롱

테일(lonagtail) 기업들의 참여가 필요하며, 현실의 다양성을 감안한 다양한 기업들

의 창의성이 중요함

- 오픈 플랫폼의 빅데이터를 오픈소스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스타트업과 중견기업과 

대기업들이 생태계를 형성하여 스마트시티,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 헬스케어, 스

마트 환경 등을 실제로 구현하는 것임

○ 이 단계에서는 개방과 공유의 복합 생태계 전략이 중요함. 스마트 폰의 거대 앱 스

토어 플랫폼과 숱한 응용 앱의 생태계와 같은 거대 플랫폼과 다양한 롱테일 기업들

이 이루는 울창한 숲의 형성이 이 단계의 모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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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분야별 다단계 플랫폼 구조화를 통해 효율화를 높여야 하며, 아날로그화 기

술의 보급과 지속발전 가능한 체계화를 구축해야 함 

○ 스마트화 단계의 가장 첨예한 문제는 현실과 가상의 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존 

오프라인 기업과 공유경제 기업의 충돌임

- 카풀 기업과 택시 업계의 갈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으며 소비자의 이익

을 최우선으로 창조적 파괴를 하되 이해관계자의 조정이 전제되어야 함

- 소비자 입장에서 문제를 판단하자는 것이 4차 산업혁명 선도 국가들의 입장임. 차량

공유 서비스가 불법인가 합법인가는 소비자의 후생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임

○ 오프라인 산업의 50% 이상이 창조적 파괴에 직면하는 4차 산업혁명의 성공 여부

는 현실과 가상의 융합 과정의 갈등 조정 능력에 달려 있으며, 이것이 4차 산업혁

명에서 기술보다 제도가 중요한 이유임

- 기존 산업을 보호하려는 각종 진입 규제가 노동 경직성과 함께 국가 전체를 경직

화시켜 4차 산업혁명을 저해하게 되며, 간신히 융합 신산업을 만들어도 기존 사업

자들의 진입 장벽을 돌파하기 어려워짐

- 이러한 신산업 규제 결과는 일자리 창출을 저해함과 동시에 국가 전체의 일자리

가 부족해지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

[그림] 스마트 트랜스폼 4단계 스마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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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의 사회모델 제안(9 Pillar 모델)

□ 국가별 4차 산업혁명의 사회모델

○ 일본의 Society 5.0이나 독일의 Hightech 2020 등 주요 국가의 4차 산업혁명 계획을 

보면 기술 중심이 아닌 사회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여 기술융합을 촉진하고 있음

- 이는 주요 국가들이 4차 산업혁명에서는 문제를 찾는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문제를 푸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며, 가치 있는 문제를 발굴하면 이

에 따라 기술이 융합하게 됨

- 예를 들어, 분산에너지 발전시스템이라는 가치 있는 목표를 제시하면 여기에 필요

한 수많은 기술이 융합하게 되고, 미세먼지 절감이라는 사회적 목표에 많은 기술

을 집약할 수 있음

○ 사회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는 사회문제를 정의하는 것이 중요한데, 사회

문제는 국가마다 다르게 정의하고 있으며 일관된 모델은 없음

[그림] 국가별 4차 산업혁명 기술-사회 모델 문석

- 독일은 플랫폼 인더스트리4.0에서 현실과 가상을 융합하는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

트로서 기후에너지, 보건식량, 정보통신, 이동성, 안전의 5대 과제를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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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소사이어티5.0에서 이동, 생산, 건강, 생활의 4대 분야를 사회문제 해결 

과제로 제시함

- 미국의 SAC(Smart America Challenge)의 경우 교통, 공공보안, 헬스케어, 에너

지, 환경, 데이터 거버넌스 등으로 구성됨

- 프랑스는 자유, 평등, 박애에 기반한 디지털 공화국 개념을 제시하여 미래 사회의 

의사결정 체계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

○ 이들의 공통점은 사회문제를 현실과 가상의 융합으로 풀어간다는 것을 4차 산업혁

명의 중심 과제로 삼고 있다는 점이며 기술-사회 매트릭스로 접근하고 있음. 그러

나 미국, 일본, 독일의 사회 문제는 체계적 모델이 미비함

□ 상생국가 9 Pillar 모델

[그림] 상생국가 9Pillar 모델

○ 사회문제 모델을 위 [그림]과 같이 경제사회의 요소로 산업, 금융, 이동, 개인, 도시

의 5대 요소와 함께 외부요소로 환경/에너지/자원, 교육, 제도, 안전망, 거버넌스

의 4대 요소를 추가로 제시하여 9대 사회 문제로 이루어진 4차 산업혁명의 상생 

국가 9 Pillar 모델을 제안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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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경제-사회 문제는 생산과 소비의 순환으로 구성되며 생산의 요소는 산업과 

금융으로, ‘생산한다’와 ‘유통한다’로 명칭할 수 있음

- 소비는 개인의 건강과 도시의 생활로, 생산과 소비를 이동(mobility)이 연결하게 

되는데, 여기서 모빌리티를 인간과 시공간의 상호작용으로 재정의 할 수 있음

- 이러한 경제-사회의 5대 사회요소가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연환경

과 사회, 제도와 교육의 외부 환경 요소와의 지속가능성을 감안해야 함

- 환경/자원/에너지는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발전을 뒷받침하는 것은 물론, 기후변화

라는 미래 사회의 현안 문제이기도 함

- 세상을 이끄는 인재 교육은 장기적 국가 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

- 공정하고 효율적인 국가의 시스템이 제도로서 이 사회를 뒷받침해야 하며, 사회 

안전망, 일자리 안전망, 혁신의 안전망, 국방의 안전망과 같은 사회의 안전장치가 

필요함

- 그리고 이 모두의 전략적 방향을 결정하는 원동력은 국가 거버넌스 구조임

[그림] 사회문제 9Pillar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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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제 9 Pillar 모델은 미국, 일본 독일 모델의 체계화라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사회문제 9 Pillar 모델을 현실 사회의 사회 문제를 디지털 트랜스폼으로 

가상화시키고 아날로그 트랜스폼으로 다시 스마트화 시키는 스마트 트랜스폼 4단

계 융합 모델과 함께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음

- 산업, 금융, 이동, 건강, 도시, 교육, 제도, 환경·자원, 안전망이 스마트 트랜스폼 4단계

를 거쳐 스마트 산업, 스마트 금융, 스마트 이동, 스마트 건강, 스마트 도시, 스마트 교

육, 스마트 제도, 스마트 환경·자원, 스마트 안전망으로 현실의 스마트화를 이루어 

냄61)

61) 산업에서 스마트 팩토리를, 개인에서 스마트 헬스케어를 제시한 것은 국가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이 
제조업이며, 개인의 영역에서 중요한 부분이 건강이므로 이를 주제로 프로젝트를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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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의 기술-사회 모델(13 X 9 매트릭스의 스마트 코리아)

□ 13X9 매트릭스 구조의 스마트 코리아 전략

○ 4차 산업혁명의 본질적 개념과 현실과 가상의 4단계 융합과정, 이를 위한 인공지능

과 12기술에 대한 논리적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9대 사회문제로 구성된 상생국가 

모델로서 사회문제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음

[그림] 13 X 9 매트릭스 구조의 4차 산업혁명 로드맵

○ 이에 12대 기술과 인공지능으로 9대 사회문제를 풀어가는 13X9 매트릭스 구조의 

4차 산업혁명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함

○ KCERN의 4단계 융합모델에서 모든 사회문제 해결 과정은 4단계로 구성되며, 지

멘스의 스마트 팩토리나 구글의 자율주행차와 같이 분야별 프로젝트 목적은 다르나 

그 과정은 4단계가 동일하게 이루어짐

○ 4단계 과정의 중심은 빅데이터+인공지능의 플랫폼으로, 플랫폼은 많은 데이터가 모

일수록 가치가 증대하고 많은 활용 프로젝트가 창출될수록 의미가 커지므로,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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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를 갖는 것이 중요함

- 공공과 민간이 합쳐진 빅데이터 플랫폼을 버츄얼 코리아 플랫폼이라 명명함

○ 이러한 플랫폼 위에서 수많은 사업자 개별적인 응용과제들을 만들게 되며, 여기에 

아날로그 트랜스폼 기술들이 동원됨

○ 플랫폼 구조는 전 산업을 아우르는 산업플랫폼과 산업별 플랫폼, 그리고 개별 기업 

플랫폼으로 이루어지는 계층플랫폼 구조가 궁극적 모습이 될 것임

[그림] 버츄얼 코리아 플랫폼

- 4단계 융합모델의 중심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플랫폼을 4차 산업혁명 로드맵의 

중심에 설정하고 개방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종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이 촉

발되는 4차 산업혁명 선순환 혁신 구조를 제안함

○ 이어서 현실과 가상을 융합해서 아날로그 트랜스폼으로 현실화하는 과정이 필요하

며 이 과정에서 플랫폼 기업과 롱테일 기업들이 합쳐서 수많은 새로운 사회 문제를 

해결하게 됨 

- 예를 들어, 모빌리티 데이터를 이용해서 내비게이터와 자율주행차를 만들거나 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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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어 데이터를 이용해서 개인별 맞춤 의료를 제공하는 것, 교육 빅데이터로 만

들어진 가상학교가 학생별 최적의 맞춤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음

- 또한 현실의 시공간과 인간의 모든 데이터가 미래의 콘텐츠가 될 수 있음

○ 일련의 과정으로 4차 산업혁명의 큰 그림이 완성될 것이며, 아래 [그림]으로 사회

문제별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제시함. 상세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다루고자 함

[그림] 사회문제별 플래그십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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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의 기술-사회 거버넌스 모델

□ 버츄얼 코리아 거버넌스 모델

○ 조직구조는 기업의 목적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구조를 가지나, 크게 보면 위계 조직과 

역할 조직으로 구분되며, 과거부터 지금까지 환경에 따라 조직의 역할이 달라져왔음

- 위계 조직과 역할 조직은 각각 의사결정권, 장단점, 이상적인 구성원과 채용, 일

의 분배와 책임, 보상 등에서 차이가 있음

○ 4차 산업혁명의 초연결, 초융합, 초지능의 사회 변화는 조직을 명령과 통제의 기계

적 조직에서 자율과 혁신의 유기적 조직으로 변화시키고 있음

- 국회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인식하고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25인이 함께 미래전략

을 수립하는 거버넌스 구축안을 발표하였으며, 이안을 발전시켜 4차 산업혁명형 

거버넌스 모델을 제시하고자 함(국회 법제실, 2017)

○ 즉, 조직구조는 중앙집권적 피라미드 구조에서 분권화를 거쳐 네트워크화의 3.0 구

조로 이동하고 있고, 특히 네트워크 조직에 스마트 디바이스와 블록체인이 큰 역할

을 하게 될 것임

[그림] 콘트롤 타워에서 조정 허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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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은 각종 사회문제를 현실과 가상의 융합으로 해결하는 혁명임. 앞서 

제시한 9개의 사회문제는 기술과 결합하여 현실과 가상의 융합을 통하여 해결되

며, 13개의 기술 축과 9개의 사회문제 축에 걸친 4차 산업혁명의 로드맵은 매트릭

스 구조를 갖게 됨

○ 기존의 1차원적 계층 구조인 컨트롤 타워 개념으로는 13X9 매트릭스 문제를 다룰 

수 없으며, 사일로(Silo)식의 닫힌 조직으로 구성된 컨트롤 타워 구조는 엄청난 자

원낭비와 상호 충돌이 야기될 것이 자명함

○ 그 결과 모든 국가들이 4차 산업혁명 추진 거버넌스를 패브릭 구조(매트릭스의 직

물 구조)로 연결하고 있음

- 패브릭 구조의 운영 주체는 특정 조직이 아니라 프로젝트 하나하나가 주체가 되

는 것으로, 시장의 주체가 건물, 도로가 아니고 상인인 것과 같은 개념임

[그림] 버츄얼 코리아 거버넌스 예시

○ 즉, 기존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라 이제는 조정역(코디네이션 허브)의 개념으로, 사전

에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과 같이 사후평가 구조이며, 조정 허브는 매트릭스 

형태의 패브릭 구조에서 인사와 재정의 권한을 가지고 데이터를 공유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조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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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축과 사회 문제 축의 각각의 책임자들은 조정 허브가 될 수 있으며, 이들은 

동일한 프로젝트에 상호 협력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스마트 도시 프로젝트 허브 책임자는 스마트 도시의 교통에 대해 스마

트 모빌리티 허브 책임자와 협력하는 동시에 12대 조정 허브와도 협력함

- 매트릭스 구조에서 개별 프로젝트는 동시에 기술 책임자와 사회문제 책임자의 조

직에 속하게 되므로, 대부분의 프로젝트 참여자들은 기술과 사회문제라는 적어도 

두 개의 조직에 속하게 됨

- 따라서 명령 일원화의 원칙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고, 결국 책임자는 지시가 

아니라 조정의 역할을 담당하게 됨

○ 따라서 스마트 도시, 공장, 교통 등 개별 프로젝트는 상호 연결된 조정 허브의 개

념으로 진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보와 자원과 보상의 룰을 정하는 거버넌스 위

원회가 기존의 컨트롤 타워를 대체하게 될 것임

- 거버넌스 위원회는 기술 위원회와 사회문제 위원회의 양대 축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로, 3인 공동 위원장의 형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위원들은 기술 

조정역과 사회문제 조정역들로 구성될 수 있음

○ 그리고 사회 문제를 시민과 더불어 해결하기 위한 크라우드 소싱의 소셜 이노베이

션(Social Innovation)이 필요하며, 이는 개방 혁신을 원칙으로 운영되어 사회 문

제의 대표로서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하게 됨

- 이 과정에서 제도 조정 허브와 거버넌스 조정 허브는 행정부, 국회와 긴밀히 협조

하여 법과 제도의 개혁이 기술과 사회문제 해결과 병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특히 데이터와 클라우드 관련 법 제도는 4차 산업혁명의 인프라라는 점에서 위원

회의 주요 목표가 되어야 함

○ 예를 들어, 거버넌스 위원회는 기술과 사회문제 조정 허브 책임자 22명, 민간 대표 

3명으로 총 25인 위원회로 구성하고, 상설 운영은 기술조정대표와 사회조정대표, 

그리고 총괄 조정역의 3인 위원회로 구성하되, 25인 위원회에 이를 사후 보고 평

가 협의를 하도록 할 수 있음

○ 이러한 패브릭 구조의 2차원 매트릭스 거버넌스는 이미 미국의 SAC에서 도입하였

고, 보잉사는 오래전부터 매트릭스 구조를 연구해왔고, GE는 이를 통해서 세계적 

기업으로 도약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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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의 참여자들이 여러 조직에 동시에 소속되어 소통할 수 있는 가상조직은 

결국 스마트 디바이스와 클라우드에 기반을 두어야 하므로, 4차 산업혁명에서 모바

일 기술은 패브릭 구조를 현실화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임 

○ 직접 프로젝트를 총괄 관리하는 개념의 컨트롤 타워에서는 간접적으로 조정 허브의 

자원 배분과 평가의 룰을 정하는 거버넌스 센터가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길라잡

이가 될 것임

- 이처럼 여러 조정 허브의 인사와 재무 권한 배분의 룰을 정하는 것이 거버넌스 

센터의 역할이 됨

□ 거버넌스 위원회 실행방안(제안)

○ 기술-사회 거버넌스 위원회 실행방안을 위한 다음의 안을 제시함

○ (위원회 설치) 거버넌스 위원회는 조정 역할의 성격에 부합하도록 국회 내에 설치하

며,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여 책임과 권한을 명시함

- (목적) 인간을 위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13대 기술을 연결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조정허브의 목적

- (역할) 위원회를 통해 프로젝트의 부처 간 연결 담당을 지정하는 인사와 필요 자

금을 결정하는 재정, 그리고 데이터를 공유하는 클라우드의 역할을 함

- (구성) 9대 사회 조정역에서 9인, 13대 기술 조정역에서 13인, 민간 대표 3인, 

총 25인의 위원으로 구성됨

-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독립적인 자율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4년을 단위로 함

○ (위원회 조직)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각 위원의 자율적 상호 협력을 통해 그 역할을 

수행하되, 인사와 재정의 역할은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회 하의 컨센서스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

- (인사/재정) 민간 대표 중 2인이 인사/재정 컨센서스 소위원회의 각 의장을 맡고, 해당 

분야 위원을 제외한 기타 위원 4인을 포함하여 인사 또는 재정의 결정을 담당함

-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은 순환 구성을 통해 권력의 집중을 견제

- (운영위원회) 민간 대표 3인의 공동 위원장으로 이루어진 상설 운영위원회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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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회 문제 조정을 위한 운영을 담당하며 인사/재정 컨센서스 소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함

- (전체) 연 8회의 25인 전체 회의를 통해 부처 간 장벽 또는 규제 장벽 등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논의

○ (위원 선출) 거버넌스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은 분야별로 관련 부처 또는 기관의 

주재로, 민간 자문위원 6명과 정부 자문위원 3명으로 구성된 민간 워킹 그룹(W.G)

을 통해 선출되며, 이렇게 구성된 W.G는 크라우드 소싱의 역할을 함

- 민간 자문위원 6명은 추천방식을 통하며, 그 중 3명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

성하고, 다른 3명은 해당 분야를 대표하는 이해관계자(사업가, 노동자, 소비자 등)

로 구성함

- 정부 자문위원 3명은 관련 부처 또는 기관에서 직접 지명하는 위원으로 소속관계

자가 아닌 인원으로 구성함

[그림] 민간 워킹 그룹 구성

○ (위원 역할) 기술-사회 문제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 또는 기관으로부터 데이

터를 수집할 인원을 선정하고 데이터 수집 비용을 측정함

-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벽을 분석하고 전체 위원회 회의를 통해 개선되어야 하

는 안건을 도출

- 수집된 데이터의 클라우드화와 이를 통한 프로젝트 업무 조정 역할을 수행

○ (민간 워킹 그룹) 각 위원마다 구성된 민간 워킹 그룹은 9대 사회 축과 13대 기술 

축을 대변하는 그룹으로 거버넌스 위원회의 기초 토대가 됨

- 기존에 집행부의 프로젝트를 감독, 평가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회 혁신을 

제시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기 위한 아이디어 뱅크의 역할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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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국과 각국의 4차 산업혁명 전략 비교

3장에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미국, 독일, 일본의 정책을 살펴보고, 후

발주자로서 국가구조개혁을 시도하는 프랑스와 중국의 정책도 정리하였다. 이

어서 한국정부의 4차 산업혁명 정책들도 분석하였다. 이번 절에서는 이번 연구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 모델이 기존의 정책이나 주요 

국가의 정책들에 비하여 특화된 부분들을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한다.

□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 전략의 차별성

○ KCERN은 4차 산업혁명을 ‘인간을 위한 현실과 가상의 융합’으로 정의하고 있으

며, 4차 산업혁명의 미래전략으로 사회문제와 기술의 양축으로 하는 기술 로드맵과 

사회문제 로드맵을 제시함

-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미국(Smart America Challenge), 독일(High-Tech 

2020), 일본(미래투자전략)도 기술을 활용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한다는 공통점이 있

지만, 기술과 사회융합에 대한 본원적 분석이 미흡함

- 본 로드맵에서는 현실과 가상의 융합을 가능케 하는 기술(디지털 트랜스폼 기술과 

아날로그 트랜스폼 기술)이 어떻게 4단계(데이터화, 정보화, 지능화, 스마트화)로 

사회와 융합할 수 있는지 체계적 모델을 제시함

○ 주요 국가들이 자신들만의 국가 브랜드를 가지고 국가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아직 

한국의 정책에는 국가 브랜드가 부재함

○ 이에 산업혁명의 3대 요소인 기술과 인문과 경제사회의 3가지 가치가 초융합한다

는 의미인 초생명사회를 한국의 4차 산업혁명 브랜드로 제시하고자 함

- 기술, 경제, 인문 혁명의 티핑 포인트를 각각 2025년, 2035년, 2045년으로 제시

하고, 이 보고서는 우선 1 단계인 기술 혁명에  중점을 두는 스마트 트랜스폼 전

략에 집중함(KCERN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 참조)

- 2 단계인 공유경제 비전은 1 단계의 추진과 함께 제시되어야 하며, 기본적인 개

념은 본 보고서에서 제시함(KCERN 공유플랫폼 경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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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단계인 호모 모빌리언스는 집단생명으로 자아 및 타아 실현에 도전하는 인간상

으로 1,2 단계와 더불어 진화함(KCERN 호모 모빌리언스 참조)

○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것은 하나의 제안이며, 국민적 공감대와 정책추진의 원동력

을 가지기 위해 국민공모를 통하여 국가브랜드 구축을 제안함 

[그림] KCERN 초생명사회

자료: KCERN(2015)

○ (기술모델: D.A.A Model) 현실과 가상이 융합을 구현하기 위해 KCERN의 ‘4 단

계 융합모델’과 ‘D.A.A 모델’을 활용하고자 함

- 기술모델은 현실과 가상의 융합과정을 포함하는 4단계로, 1) 디지털 트랜스폼 기

술 기반의 데이터화 2) 클라우드 기반 빅데이터의 정보화  3) 인공지능 활용의 지

능화 3) 아날로그 트랜스폼 기술 기반의 스마트화 단계로 나뉘어짐

- 특히 아직 전 세계적으로 진화 초기 단계에 있는 아날로그 트랜스폼 기술을 선도

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기술 플랫폼인 STelP를 제시함  

○ (사회 모델: 상생국가 모델) 성장과 분배가 순환하는 국가의 모습을 제시함

- 사회문제 모델은 주요 국가들의 4차 산업혁명 추진전략이 논리적 체계 부족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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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넘어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의 순환 관점에서 산업, 금융, 이동, 시민, 도

시의 5대 요소와 교육, 제도, 환경/자원, 안전망의 4대 환경 요소를 포함한 9대 

사회문제로 구성된 상생국가 모델을 제시함

○ (기술-사회 매트릭스 모델) 각각의 기술과 사회문제는 개별 추진이 아닌 매트릭스 

구조로 융합 추진이 필요하므로, ‘기술-사회문제 로드맵 9X13 매트릭스’ 모델로써 

4차 산업혁명의 정책 모델을 제시함

- 매트릭스 구조는 궁극적으로 데이터 계층 플랫폼 구조로 진화하게 되며, 이를 통

해 많은 프로젝트들이 도출되고, 플랫폼을 통해 수많은 기업들이 개별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될 것임

- GE, 지멘스 등의 선도 기업들은 산업 인터넷이란 개념으로 산업 플랫폼을 주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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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9대 분야 4단계 스마트 트랜스폼

“스마트 코리아 비전”

스마트 코리아는 현실과 가상을 융합하여 현실의 한국이 진화하는 체계를 의미하

며, 현실을 디지털 전환으로 Digital Twin화한 버추얼 코리아 플랫폼에서 다양한 조

직들이 아날로그 전환 기술을 활용하여 현실을 스마트화하는 개념이다.”

이 장에서는 다음 9대 사회모델에 기반하여 4단계 스마트 전환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KCERN 9대 사회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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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

□ 제조혁신 방향과 도전과제

○ 한국의 제조업은 세계 5위권으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 내외이며, 생산, 

소비, 유통, 서비스가 결합되어 국가경제에 파생효과도 매우 크므로 산업전략에서 

제조혁신을 우선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미 제조업은 제품과 서비스가 융합하는 제품 서비스의 융합, 생산과 서비스의 

융합, 거대 플랫폼 기업과 롱테일의 중소기업이 융합한 생태계를 구현하고 있음

○ 하지만 이러한 제조혁신을 위해 지금의 제조업을 버리고 새로운 산업을 만드는 전

략은 수많은 기회비용이 발생하며, 현실의 오프라인 제조업을 고수하는 전략으로는 

주요국가와의 경쟁에서 뒤쳐질 것임

○ 따라서 제조업을 지속하되 현실과 가상이 융합하는 4차 산업적 혁신을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제조에서 서비스까지 융합하는 E2E(End to End)와 고객 제

품 생애가치 극대화(LTV, Life Time Value)를 제안함

- 현실과 가상이 데이터를 통하여 순환하면서 더 나은 서비스를 창출하여 

E2E(End-to-End)의 삶의 가치를 만들고 있는 것임

- 제품의 생산에서 활용까지 제품 수명의 전반의 최적화가 이루어지면서 자원의 소

모가 감소하고, 최적화라는 가치를 창출하는 것임

○ 제품과 서비스의 융합이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시킨 것이라면, 제조과정의 혁신을 

위해 스마트 팩토리가 필요함

- 스마트 팩토리는 IoT가 현실 공간을 디지털화하여 클라우드에 형성한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이 분석하여 아날로그화 기술을 통한 시간적 예측과 공간적 맞춤의 가치

를 창출하는 것임

○ 제조혁신을 위해서는 수직계열화된 구조에서 수평적 생태계로 전환되어야 함

- 과거에는 규모의 경제와 거래비용을 줄이고자 물류, 부품, 생산, 서비스까지 이르

는 과정이 Value Chain으로 연결되었으나 거대 플랫폼이 출현하면서 비공식적이

고 느슨한 협력관계인 산업 생태계(Industrial Ecosystem)로 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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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기업들은 자사의 역량을 분석하여 핵심역량은 강화하고, 주

변역량은 외부화(Outsourcing)하고 있음

- 대표적으로 GE(Predix)와 Siemens(MindSphere)는 산업인터넷 기반의 산업플랫

픔으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음

[그림] 제조혁신을 위한 도전과제

□ 스마트 제조업을 위한 4단계

○ 제조부터 서비스가 연결되는 과정은 현실과 가상이 융합하는 4단계 프로세스를 따

름

○ (데이터화) 제조혁신의 과정의 시작은 제조현장과 제품이 가상의 공간에서 재현하

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된 데이터의 호환을 위한 표준이 필요함

- 공장 내부의 서버(MES)에 있는 데이터를 분류하고 이를 클라우드로 옮기는 과정

이 필요하나, 현장에서는 자신의 데이터를 국가가 볼 수 있다는 거부감이 있으므

로 공권력의 오남용에 대한 강한 규제가 필요함

- 클라우드에서 데이터의 호환을 위하여 국내 표준의 확립과 글로벌 기준을 준수하



- 212 -

여야 하며, 미국, 독일, 일본이 주도하는 데이터 표준을 주시하고 협력할 것을 제

안함 

- 기계 설비와 제품의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는 IoT 센서의 보급과 설비라인의 통합

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된 기술은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개발되었으므로 이를 적극

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함(이와 관련된 기술은 부록으로 제시함)

- 제품의 서비스화 과정에서는 제품의 사용 데이터가 필요하나, 이는 개인정보보호

법으로 수집과 활용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7장 플래그십 

프로젝트에서 상세히 다루도록 함 

○ (정보화) 제조혁신에서 시급한 부분이 기업의 클라우드 우선 전략이므로 정부가 클

라우드 확산을 위한 마중물로서 지원이 필요함

- 지금까지 스마트 팩토리는 개별적으로 진행되면서 서버 기반의 SI 사업이 되었으

나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능형 공장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클라우드 기반으로 

진행되어야 함

- 클라우드는 비용문제, 협력과 공유문화 확산을 위해 필수적이나 지금은 수요가 낮

아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기 어려워 비용적인 측면에서 클라우드 활용의 이점이 

없음

-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 팩토리를 위해 클라우드 바우처를 제시하며, 이들을 산업 

생태계로 연결할 수 있는 산업플랫폼 구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62)

- 개방과 협력을 통한 생태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산업 인터넷 기반의 제조혁신 플랫

폼이 구축되고, 이를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필요함

○ (지능화) 구축된 제조혁신 플랫폼에서는 다양한 서비스(SW)가 공유되며, 이를 각각

의 공장에 맞도록 최적화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SW의 활용역량이 중요함

- 제조혁신 플랫폼에서는 제공되는 SW는 엑셀처럼 손쉽게 다를 수 있는 프로그램

들로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10만 명의 스마트 팩토리의 AI 매니저를 육성전략

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구제척인 내용은 7장의 플래그십 프로젝트에서 상세히 다

루도록 함

- 동시에 GE의 Catalog처럼 개별적으로 SW를 개발하지 않고 공유함으로써 베스트 

프랙틱스는 확산될 것임

62)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8장에서 다루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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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화) 제조혁신 플랫폼을 중심으로 생태계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3rd 

Party가 필요함

- 제조혁신 플랫폼에서 다양한 3rd Party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구축된 플랫폼을 통하여 누구나 쉽게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됨

- 이러한 공간을 구축하기 위해 하드웨어 클러스터로서 홍대, 합정, 용산, 성수, 역

삼, 구로 등을 연계하는 1만여 개 이상의 벤처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하드웨어 

인프라의 범위를 넓힐 것을 제안함

-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뉴 하드웨어 스타트업은 제품과 서비스가 데이터를 중

심으로 융합할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국가는 진입장벽의 문제, 특히 기존의 오

프라인 업체와의 갈등 조정역량이 필요함

- 스케일업 전략으로서 M&A 활성화도 동반되어야 하며, 이에 관련한 구체적인 내

용은 플래그십 프로젝트에서 다루고자 함

[그림] 제조혁신을 위한 4단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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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

□ 금융혁신의 방향과 도전 과제

○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은 5위, IT 경쟁력은 3위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산업들을 

뒷받침하는 금융의 경쟁력은 74위권임  

○ 과거의 정부주도의 성장전략에서는 금융은 정부가 선별한 기업에게 금융지원을 하

였으나, 새로운 도전과 혁신이 중요한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통제와 보호에서 자율과 책임 중심의 금융 시스템을 구현해야 하며, 

이를 위해 3대 과제로서 네거티브 규제 거버넌스 구축, 연결과 빅데이터 플랫폼으

로 예측과 맞춤의 금융서비스 개발, 이러한 서비스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보

안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금융혁신을 위해서는 네거티브 규제 거버넌스 구현이 필요하며, 데이터 수집 및 활

용의 규제개혁이 시급함

- 혁신적인 기술과 사업모델이 금융시스템에 접목되기 위해서는 지금의 사전규제 시

스템은 사후징벌로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함

- 이를 위해 현재 추진중인 규제 샌드박스를 통하여 스타트업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세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 특히 금융이 기간과 금액의 미스매치를 해결함으로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므로 

데이터 기반의 예측과 맞춤 서비스는 금융혁신의 핵심이나, 한국은 과도한 데이터 

규제로 핀테크 활성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 마지막으로 금융이 한국 산업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혁신자본 시장의 육성과 

투자은행 활성화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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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금융혁신의 방향과 도전과제

□ 스마트 금융의 4단계

○ 연결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금융의 예측과 맞춤 서비스가 구현되기 위해 4단계 

프로세스가 적용되어야 함

○ (데이터화) 한국은 기존에 축적된 데이터가 충분하나 개인정보보호 규제로 인하여 

개별적인 서버에 보관되어 있으며, 다양한 데이터와의 융합이 어려움

- 한국은 신용카드 보급률이 90%가 넘으며, 대부분의 금융데이터가 전산화되고 있

으므로 이러한 데이터의 분류 및 클라우드 이전이 우선되어야 함

- SNS와 같은 개인정보도 금융 데이터와 융합하여 활용될 수 있으나 개인정보보호

법과 정보통신망법 등의 규제로 수집이 어려움

- 이러한 개인정보호규제(신용정보보호법)는 플래그십 프로젝트에서 일괄적으로 정리

하고자 함

○ (정보화) 금융업은 클라우드를 활용을 위한 금융보안원이 “금융권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가이드라인”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규제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발전법, 이용절차를 규제하는 전자금융법, 관련 기술을 규제하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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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등이 존재함

- 구체적으로 관련 규제들을 정리하면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규제, 기술규제, 이용 

절차 규제가 있으며 다음의 표에서 이를 정리하였음

현안 개정안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규제

Ÿ 클라우드법 제4조에서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개인정보는 예외조
항으로 인정

Ÿ 클라우드법 제21조는 전산시설 구비 
요건 완화를 명시하면서 예외조항으로 
각법에서의 회선 또는 설비의 물리적 
분리구축의 예외인정

Ÿ 비중요 정보처리 시스템 관련 규제도 
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와 금융감독원
장의 허가(형식상으로 보고이나 금융
감독원장의 개선 및 보완 요구 가능)
를 요구

Ÿ 클라우드법 제 4조와 21조의 
예외조항의 삭제가 필요

Ÿ 비중요 정보처리 시스템 관련 
규제에서도 비식별화된 데이터
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근
거마련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기술규제

Ÿ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5
호의 물리적 망분리 요구

Ÿ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2항 제4호
의 정보보호시스템의 원격관리를 금지

Ÿ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1조 제11호의 
국외의 클라우드 자산 활용 금지

Ÿ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1조 제12호의 
전산실내에 무선통신망 금지

Ÿ 클라우드법 제21조의 예외조항 
삭제

Ÿ 원격관리를 허용하되 보안 측
면에서 적절한 통제 수단을 제
공하도록 규제

Ÿ 외국의 클라우드 자산활용 규제
폐지

Ÿ 무선통신망 사용 금지 규제 폐지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 규제

Ÿ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 2 제 3항
과 4항과 정보처리위탁규정 제7조 제
1항 내지 제3항에서의 비중요정보처
리시스템 지정절차 규제

Ÿ 비중요 정보처리시스템의 클라
우드를 이용을 위해서는 지금
의 이중의 보고절차를 일원화
하는 것이 필요함

○ (지능화) 축적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금융혁신 서비스가 출현하기 위해서는 

인재육성과 인공지능 활용전략이 중요함

- NIA와 코스콤이 중심이 되어 구축하고 있는 K PaaS-TA의 확산과 오픈소스로 

제공되는 R, Tensorflow 활용이 필요함

- 또한 핀테크와 사내벤처, 산학협력 활성화를 통한 인재 육성 전략이 마련되어야 함

○ (스마트화) 다양한 혁신 금융서비스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기술이 아니라 규제의 정

비가 필요함

- 금융감독원은 300쪽이 넘는 내규(규준)로 금융회사들을 규제하고 있으며, 이외에



- 217 -

도 다양한 법령미근거 민민규제의 재정비가 요구됨(한국인터넷 진흥원, 여신금융

협회, 금융보안원 등)

- 그리고 공공기관의 정당하지 못한 행정지침을 따르지 않아도 되도록 공공기관의 

비보복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하며, 이를 어길 시에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를 도입해야 함

- 또한 핀테크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하기 힘든 다양한 혁신적인 기술

과 사업이 출현하고 있으나, 한국의 규제현황에서 이들의 시장진입이 어려우므로, 

새로운 혁신이 허용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와 같은 네거티브 규제가 필요하며 

기존사업자의 충돌을 조정할 수 있는 소비자 중심의 규제원칙이 성립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신사업분야의 혁신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기술과 사

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규제 전문가가 필요함

- 동시에 블록체인과 핀테크를 활용한 한국의 금융 경쟁력을 강화 프로젝트로서 세

계 7위의 무역대국이 한국의 무역시스템 개선을 위해 Hyperledger를 활용한 무

역금융과 Ripple 기반의 외환거래 혁신 프로젝트를 제안함

[그림] 금융혁신의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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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동

□ 모빌리티 혁신방향과 도전과제

○ 4차 산업혁명이 도래로 현실과 가상이 융합하면서 모빌리티를 통하여 인간은 시공

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면서, 모빌리티는 목적 지향적 이동(Door to Door)에

서 인간의 삶을 중시하는 쪽으로 변화함 

○ 즉 미래의 모빌리티로 “현실의 모빌리티 + 가상의 모빌리티 = 스마트 모빌리티”를 

제안하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도전과제를 제시함 

○ 공간의 이동수단과 시간의 이동수단이 융합하면서 예측과 맞춤이라는 새로운 가치

를 창출하며, 대표적인 사례가 Mobike, Uber의 사례임

-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가상 도시와 현실 도시를 융합한 스마트 도시이며, 이미 싱

가포르는 Virtual City를 구현함

○ 스마트 모빌리티가 가능해지면서 인간의 이동은 보다 자유로워지고 새로운 가치에 

주목하기 시작함

○ 이동수단과 인프라와 서비스가 모빌리티 풀랫폼에서 융합되면서 삶의 가치를 극대

화(Life Time Value)하는 모빌리티 서비스(MaaS, Mobility as a Service)를 출현

하고 있음

○ 예측과 맞춤을 통한 모빌리티의 혁신으로 이동곤란자를 지원하는 복지의 측면에서

의 모빌리티와 스마트 물류 시스템으로 성장과 복지를 연계하기도 함

- 일본은 신산업구조비전에 라스트 마일 프로젝트를 통하여 복지의 측면에서 모빌리

티 혁신을 추구함

- 아마존과 알리바바가 추구하는 유통전략을 보면 데이터를 활용한 시스템 개선과 

로봇과 드론을 활용하여 유통의 혁신을 추진함

- 한국의 모빌리티 혁신과제에서도 이러한 사례를 벤치마킹한 복지와 유통의 측면에

서 대응이 필요함 

○ 플랫폼으로 이동수단을 공유하면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합리적 소비가 지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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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추구할 수 있음

[그림] 모빌리티 혁신방향과 도전과제

□ 스마트 모빌리티의 4단계

○ 스마트 모빌리티는 인간과 시공간이 데이터를 통해 상호작용하는 과정으로 4단계 

프로세스를 제시함

○ (데이터화) ‘이동한다’의 요소인 인간·시간·공간을 데이터화 하기 위해서는 차량·철

도·선박 같은 이동수단과 도로·철로·항만 같은 인프라, 그리고 인간의 이동목적인 

서비스가 데이터화 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 도로교통공사, 경찰청, 철도공사, 항만과 같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

이터의 분류와 공개가 필요하며, IoT와 이동수단에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수집

되어야 함

- 또한 네비게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IT 기업들과 자율주행차 확산에 따른 완성차

와 IT기업들의 모빌리티 데이터도 수집이 필요하나, 국내에서는 개인정보보호규제

로 데이터 수집이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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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과 공공에서 수집된 데이터가 융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표준 문제도 국가의 

중요한 역할이 될 것임

○ (정보화) 공공 데이터와 민간의 데이터가 융합하여 가상의 도시를 구현하여야 다양

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촉진될 수 있으므로 모빌리티 플랫폼이 필요함

- 공공에서 구축한 누적된 도로주행 정보, 교통사고 다발지역, 정밀전자지도 정보만

이 아니라 도로 위에서 발생한 교통 상황 및 차량 정보와 날씨와 돌발 상황까지도 

융합되어야 함 

- 구체적 사례로 싱가포르가 구현한 Virtual 싱가포르를 벤치마킹한 Virtual City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Taxi, Bus, Subway와 같은 대중

교통 시스템을 IT 융합하는 스마트 프로젝트와 카카오 T가 협력한 모빌리티 플랫폼

을 제안함

- 구축된 모빌리티 플랫폼은 다양한 교통 시스템이 연결될 수 있으며, 다양한 데이

터가 공유될 수 있도록 플랫폼 설계가 필요함

○ (지능화) 모빌리티 혁신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인공지능 활용이나, 국내에서는 인

공지능 활용역량을 갖춘 인재가 부족함

- 모빌리티에서 인공지능 활용은 다른 산업에 비하여 양호하지만 글로벌 관점에서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 대안으로 오픈 커뮤니티를 활용과 국내 인공지능 프로젝트에서 제조업과 IT기업

의 융합을 제안함

-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서울대 연구팀과 네이버, 

삼성도 상당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

- 엑소브레인과 딥뷰와 같은 프로젝트를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대기업 중심으로 진행

하고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나온 혁신적인 기술을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사내벤처

를 지원한다면 인공지능 활용과 필요한 인재를 육성할 수 있을 것임

○ (스마트화) 모빌리티 혁신에서 가장 큰 문제는 규제임. 이미 몇 차례의 혁신적인 서

비스 기업이 출현하였으나 기존 오프라인 기업과의 충돌로 확산되지 못함 

-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과 소비자 이익 중심의 규제원칙을 통해 갈등의 조정이 필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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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다양한 규제들의 정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이

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테스트베드)가 필요함

○ 지금까지 스마트 모빌리티로 가기 위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였으나, 이미 두바

이와 뉴욕에서는 자율주행차가 시내주행 단계에 들어갔고 싱가포르는 버추얼 시티 

프로젝트를 마무리 하였으며 에스토니아를 비롯한 몇몇 국가들은 자율주행을 위한 

규제정비도 마무리 된 것을 고려한다면 새로운 모빌리티 전략이 필요

- 한국이 데이터를 수집하여 모빌리티 플랫폼에 가상도시를 구현하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인재를 육성과 제도개혁을 추진하여도 앞서 언급한 국가들을 

추월하기가 쉽지 않음

○ 즉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게임 체인저로서의 차별화된 모빌리티 국가전략이 필요

- 미래의 자동차 시장은 전기차(미국)와 수소차(일본)의 경쟁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전

기차로 굳어지고 있으며, 이는 수소차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한국에는 

불리한 상황임

- 이를 바꾸기 위해서 중국과 수소차 + 자율주행차의 전략적 제휴가 필요함 

[그림] 스마트 모빌리티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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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마트시티

□ 도시의 혁신방향과 도전 과제

○ UN은 2050년 총 인구 100억 명 중 60억 명의 인구가 도시에 살 것이며, 도시가 

전 세계 에너지의 70%를 사용할 것으로 예측함

○ 도시에 인구가 집중되면서 교통, 거주, 안전, 일자리, 환경, 에너지 등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도시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스마트 시티’가 부상함

- 세계 주요국들은 기술을 활용하여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63)

- CES 2018에서는 스마트시티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거대한 동력으로 언급되면서 

투자금액이 2015년 148.5억 달러에서 2020년까지 343.5억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됨64)

○ 한국도 U-City 사업을 시작으로 다양한 도시 관련 정책을 추진하면서 스마트 시티

의 전신이 시작되었으며, 2017년 9월 ‘유시티법’에서 도시기능 효율화 및 도시문제 

해결의 개념을 추가한 ‘스마트도시법’을 시행함

- U-City는 도시에 센서를 통한 감각을 제공하는 초보적 단계였으나 3차 산업혁명

의 핵심 기술인 사물인터넷(IoT)과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센서에 기

억 기능이 부가됨

- 그리고 2010년부터 시민들의 삶을 바꾸는 것으로 목표로 새로운 스마트 시티가 

추진되었고 이제는 기억이 구조화된 지능 수준까지 진화함

○ 이러한 스마트 시티 혁명의 중심에는 ‘디지털 트윈’ 개념이 있음. 현실의 도시와 1대

1 대응되는 가상의 도시를 만들고 가상의 도시에서 교통·환경·업무를 최적화하는 개

념으로 싱가포르의 ‘버추얼 싱가포르’ 프로젝트 등이 대표적 사례임

○ 하지만 한국은 개인정보와 클라우드 규제로 가상 도시화는 시작부터 불가능함

○ 이에 한국이 스마트시티 선도하기 위해 1) 클라우드 기반 가상도시 구현 및 혁신도

63) NIPA(2013.6), “국내외 스마트 시티 구축 동향 및 시사점”, ICT Insight
64) CTA/UPS, The Evolution of Smart Cities and Connected Communities, January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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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연계, 2) 공공데이터 개방과 보호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3) 사회문제 도

출 및 매취업 창업 촉진이라는 세 가지 프로젝트가 추진되어야 하며, 이는 다음과 

같은 혁신 방향을 포함함

○ 데이터를 수집하는 IoT 단계에 머물러 있는 한국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클라우드 

기반의 현실과 가상이 융합하는 ‘스마트 전환(Smart Transformation)’으로 추진되

어야 함

○ 데이터의 집중으로 발생하는 특정플랫폼의 권력집중 문제의 대안으로 블록체인 기

반 데이터 개방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여 투명·신뢰의 분산 플랫폼 구축이 필요함

- 또한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의 참여촉진의 방안으로 시빅 해킹(Civic 

Hacking)65)을 벤치마킹할 것을 제안함 

- 공공의 효율과 공공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활용 및 매쉬업 창업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플래그십 프로젝

트에서 상세히 제시함

[그림] 도시의 혁신을 위한 도전과제

65) 시빅 해킹(Civic Hacking)은 시민들이 새로운 도구와 접근 방법을 사용하여 신속하고 창의적으로 협업함으로
써 도시 또는 정부시스템을 개선시키는 사회운동으로, 코딩과 데이터 공개, 비주얼라이제이션 등을 사용하여 정부 
데이터를 공공에 제공하고 도시의 삶을 편리하고 가치있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오픈소스 운동이 접목된 집단
지성 운동임(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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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시티를 위한 4단계

○ 스마트시티는 도시의 요소들의 플랫폼으로, KCERN의 스마트 트랜스포메이션 모델

의 4단계 프로세스를 통해 도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실의 도시와 1:1로 대응하는 

가상의 도시를 구현하여 현실을 최적화하는 과정으로 구축됨

○ (데이터화) 도시의 데이터는 공공데이터, 도시공간데이터, 그리고 시민 생활데이터

로 구성되는데, 이러한 데이터를 가상의 공간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표준

정립과 개인정보 규제개선이 필요하며, 기존의 보유한 도시의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이전이 필요함

-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표준 정립 및 개방에 인센티브 제공으로 개방을 유도해

야 하며, 공간데이터 및 시민 생활데이터 수집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규제 개혁과 

표준이 필요함

- 버추얼 싱가포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싱가포르는 수십 곳의 정부 기관이 스마트폰, 

카메라, 센서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기존에 수집해놓은 데이터를 축적함

○ (정보화) 수집된 데이터가 클라우드에 실시간 저장되는 가상도시 플랫폼 구축이 필

요하며, 이때 데이터 거버넌스의 구축이 중요함

- 구축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활용 가능한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야 하며, 이때 데

이터 개방과 보안의 균형이 필수적임

- 한국은 OECD 공공데이터 개방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나, 활용가치가 

낮으며 데이터 포맷이 달라 전처리 작업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다만 최근에 추진

되고 있는 공공데이터 활용 활성화 정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함

- 이러한 플랫폼은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가 융합되기 위해서 민간의 클라우드 서비

스를 활용해야 하며, 버추얼 싱가포르도 풍부한 데이터 환경 및 시각화 기술이 결

합된 민관 협업 프로젝트로, 핵심 참여기업인 다쏘시스템은 도시의 정적·동적 데

이터를 반영한 데이터 모델링 기술을 통해 도시의 특성을 살린 3D 모델을 구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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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버추얼 싱가포르 3D 모델링

○ (지능화) 구축된 가상도시 플랫폼에서는 다양한 서비스(SW)가 공유되며, 이를 활용

하여 현실의 도시를 최적화하는 다양한 서비스로 구현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SW

의 활용 인재 육성이 중요함

- 공공데이터 활용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는 인재의 육성이 필요

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플래그십 프로젝트에서 다루고자 함

- 도시민들의 집단지능 커뮤니티 구현을 통해 혁신의 확산이 필요하며, 버추얼 싱가

포르에서 벤처화를 통해 정부, 시민, 기업, 연구기관이 협업하여 혁신을 추구하는 

이유임

- 스마트시티 플랫폼의 블록체인 활용하여 투명한 거버넌스를 구현할 수 있을 것임

○ (스마트화) 가상도시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사회문제를 민관협력으로 해결할 수 있

도록 많은 프로젝트들이 도출되고, 이와 함께 공공데이터 기반 매쉬업 창업의 활성

화를 위한 인센티브 및 실패안전망이 제공되어야 함 

- 가상도시 플랫폼을 중심으로 창업 생태계 구현을 3rd Party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쉽게 데이터를 활용하여 창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러한 혁신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의 신산업은 기존의 기득권과의 

불협으로 인해 민-민/민-관 충돌을 일으키나, 이는 소비자 편익의 관점에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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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해결해야 함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민관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을 쉽

게 하는 협력 툴과 협력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사례로서 버추얼 싱

가포르의 일환인 ‘NSE Big Data Challenge 2017’66)가 있음

[그림] 스마트시티를 위한 4단계 과제

66) NSE Big Data Challenge 2017은 학생들이 주제를 중심으로 자신만의 실험을 설계하고 SENSg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여 싱가포르 공공정책을 돕기 위한 결론을 도출하는 약 3개월 동안 진행되는 대회를 진
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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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헬스케어

□ 헬스케어의 혁신방향과 도전과제

○ 연결과 지능 기반의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구현

- 의료문제는 시공간적 접근성과 전문가 부족으로 인한 공급과 불균형 문제임

- 데이터를 통한 연결(Connected)기술과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Smart)기술이 미래 

헬스케어의 양대 기술임 

- 디지털 헬스케어는 기존 헬스케어의 연결성(Connected)과 전문성(Smart)의 한계

를 극복하여 소비자(환자)와 공급자(의료인)간의 정보와 협상력의 비대칭을 축소할 

수 있음

○ 클라우드 기반 헬스케어 플랫폼에서 블록체인으로 안전한 활용 거버넌스 구축

- 예측과 맞춤의 최적화된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클라우드 우선 정책

- 안전한 활용을 위하여 블록체인과 컨테이너 기술로 의료정보 보호시스템 구축

- 의료행위 간 조정 강화 및 의료의 질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블록체인 기반 성과 

지불제도(Pay for performance) 도입

○ 의료정보 규제

- 비식별화 정보는 사전규제(opt-in)에서 재식별화 사후 징벌(opt out)로 전환

- 식별 의료정보는 개인에게 통제권을 부여

- 의료 시스템간의 상호운용성을 위한 글로벌 의료정보 표준 준수

○ 정밀의료 코호트 DB 구축으로 개인 맞춤의료 구현

- 정밀 맞춤의료를 위한 국가 코호트 DB 구축

- 각 개인 특성에 최적화된 맞춤의료 구현 및 의약품 부작용 축소함

○ 초고령 문제 해결대안으로 원격의료, 실버 로봇 도입

- 관리 중심의 만성질환 치료의 효율화를 위한 원격의료 도입이 필요하며 가상병원

으로 발전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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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한 간호인력 대체를 위하여 실버로봇, 홈케어 시스템 도입이 필요함

[그림] 헬스케어 혁신방향과 도전과제

□ 스마트 헬스케어의 4단계

○ 연결과 지능을 기반한 스마트 헬스케어의 예측과 맞춤 서비스가 구현되기 위해 4

단계 프로세스가 적용되어야 함

○ (데이터화) 의료정보, 유전정보, 건강기록 등의 데이터를 각종 센서(IoT·IoB)를 통

해 수집하는 단계

- 국제표준 미준수와 규제로 인하여 데이터 융합에 한계

- IoB, IoT 를 통한 원활한 정보 수집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개선 필요

- 의료정보 정보교환을 글로벌 의료 정보 표준 및 상호운용성 준수되어야 함

○ (정보화) 수집된 의료 데이터가 빅데이터로 클라우드(플랫폼)로 저장되는 단계로서 

최근 의료기관의 클라우드 활용이 승인되었으나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활용

되지 못하고 있음(의료법, 망분리 규제)

- 의료기관의 클라우드 우선 정책을 통한 의료정보의 접근성 및 활용성 향상

- 정밀의료 코호트 DB 구축을 통하여 개인 맞춤의료 실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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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체인 기반으로 의료정보 보호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지능화) 축적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가 개발되기 위해서는 

인재육성과 인공지능 활용전략이 중요함

- 오픈소스로 제공되는 구글의 Tensorflow, 마이크로소프트의 Azure 등을 적극적

으로 활용

- 가상병원 프로젝트을 도입을 통하여 의료 서비스 가치 창출

- 의료진에 인공지능 활용 역량 확산

○ (스마트화) 최적화되는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개혁이 필요함

- 정부 데이터 개방을 통하여 매쉬업 스타트업 적극적 개발 참여 필요함

- 증가되는 만성질환과 고령인구의 의료비 절감을 위한 원격의료 도입

- 반복되는 의료 이해관계자 갈등에서 환자 중심 정책 변환 

- 의료기기 인허가 분류 개선하여 의료기기 개발 개선 (의료기기법 제2조, 제6조, 

제15조, 제16조, 시행규칙 제24조의2,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

-  첨단바이오의약품 품목허가 규제개혁

- 의료기기, 의약품 유통 체계에 인공지능을 도입하여 수요 기반의 판매서비스 스마

트화

[그림] 스마트 헬스케어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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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복지

□ 복지의 혁신 방향과 도전과제

○ 현 정부 정책을 기반으로 복지 분야의 주요 6대 도전과제를 도출

- 복지 분야의 해결이 시급한 주요 현안은 사회보장제도, 고령화, 의료 공공성, 맞

춤 정밀의료, 저출산, 안전망임

- 현 정부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포용적 복지국가)’를 목표로 맞춤형 사회보장, 

노후생활 보장, 저출산 극복 등 문제 해결을 목표로 주요 정책과 과제를 마련하고 

있음    

-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

는 노후생활보장,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예방중심의 건강관리지원 등 모두가 누리

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국정 목표로 수립

○ 스마트 고령화와 스마트 출산 지원을 통한 저출산·고령화 대응

-  맞춤형 정밀의료 및 개인의료를 통한 불건강한 고령 인구 맞춤형 서비스

-  고령 인구의 여가와 은퇴 후 삶을 지원하기 위한 STeLP 교육서비스 제공

- 난임, 불임 환자들의 유전자의 빅데이터 기반 맞춤 의료, 영유아들을 위한 스마트 

보육 및 스마트 교육서비스

- 은퇴인구, 재택여성,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계약 서비스 

및 일자리-역량 매칭 플랫폼 구축

○ 맞춤형 사회보장 제도

- 블록체인 복지 행정을 통한 비용(예산)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 증대

- 스마트 사회보장 시스템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 요양보호사, 간병인 등의 업무 혁신을 위해 블록체인 기반 개별 관리 시스템 마련 

및 평판 시스템 구축

○ 의료 공공성 강화

- 보편적 의료 접근권 화보 및 환자 중심의 예방과 관리 중심 의료 서비스로 패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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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임 전환 필요

- 노인,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정밀의료와 원격의료의 활성화

○ 스마트 세이프티 구현을 통한 안전망 구축

- 일자리 안전망 및 긱 플랫폼 구축을 통한 스마트 세이프티 구현

[그림] 복지의 혁신 방향과 도전 과제 

□ 스마트 복지 사회 구현을 위한 4단계

○ 스마트 복지 사회는 공공과 민간의 복지 데이터들이 가상의 복지 플랫폼에 모여 

‘디지털 트윈’을 통해 현실과 1:1로 대응하고, 빅데이터를 분석·예측하여 현실에 최

적화된 혁신적 매쉬업의 복지 서비스들이 만들어지게 됨 

○ (데이터화) Legacy 데이터와 IoT ·IoB를 통해 복지 분야의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

를 수집하는 단계

- 사회보장제도 관련 데이터(기초생활보장, 복지급여의 효과성·효율성, 빈곤율, 전국

의 복지센터와 요양시설, 사회복지사들의 활동 데이터), 고령화 관련 데이터(노인 

인구구조, 치매 환자, 치매 치료비용, 건강불평등지수, 노인 취업 현황, 요양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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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활동 데이터 등), 의료 공공성(질병관리본부 데이터, 의료비 및 건강보험 지

출 현황, 건강검진 통계, 1·2차 의료기관 등), 맞춤정밀의료(질병관리본부 데이터, 

의료비 및 건강보험 지출 현황, 검간검진통계, 국민연금 지출 현황 등), 저출산 관

련 데이터(출산율, 난임 진료비, 재택여성 비율, 경력단절 여성, 영유아 교육비, 

아이행복카드 지출 현황 등) 등을 수집 

- 이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치정보보호법 규제 개혁과 클라우드 활용의 규제 

개혁이 전제되어야 함 

○ (정보화) 복지 플랫폼에서 수집된 공공, 민간 데이터가 클라우드에 실시간 저장되고 

복지의 빅데이터가 만들어짐  

- 수요자 중심의 민관 협력을 통한 사회보장 정보화 표준 플랫폼이 구축되어야 함

- 공유, 협업 기반의 ‘소통형’ 플랫폼에서 공공이 민간 정보를, 민간이 공적 정보를 

블록체인 기반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 활용 체계가 갖춰져야 함 

○ (지능화) 인공지능을 통해 현실에 최적화된 복지 서비스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인

재육성과 인공지능 활용 전략이 중요함

- 구축된 복지 플랫폼에서 복지 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인공지능 SW의 활용 인재육성이 중요함

- 복지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뇌 지도 기획자,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기획자 

등의 인재육성이 필요함

○ (스마트화) 복지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사회문제를 민관 협력으로 해결할 수 있도

록 많은 복지 서비스와 복지 리빙랩이 활성화될 것임  

- 스마트 사회보장, 스마트 세이프티, 스마트 고령화, 스마트 헬스케어, 맞춤형 정밀

의료, 스마트 출산·양육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 복지 행정, 긱 플랫폼 일자리-역량 

매칭 서비스, 스마트 영유아 교육서비스, 맞춤형 정밀의료 등과 같은 서비스가 창

출될 수 있음

-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졌던 복지 서비스를 다양한 매쉬업 기업들의 참여로 혁신적

인 복지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소셜 벤처가 확산될 수 있음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민관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쉬운 협력

이 가능한 협력 툴과 협력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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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상용화 및 확산을 위해서는 제품(기기에 대한 인허가, 관리), 제품 및 서비

스에 대한 비용(지불), 의료산업에 뛰어든 스타트업 대한 과도한 사전규제는 개혁

이 필요

[그림] 스마트 복지 사회 위한 4단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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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육

□ 교육의 혁신방향과 도전과제

○ 모든 것이 분해되고 다시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주

변역량은 협업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함. 이에 인재상으로서 ‘협력하는 괴짜

(Cooperative Geeks)’를 제시함

- 반복되는 직무는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대체되면서 사람들은 자신만의 목표에 재미

있게 도전하는 호모 파덴스형 인간이 등장하게 될 것

- 즉 창의력을 가지고 협력할 줄 아는 인재 양성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

야 함

○ 이를 위해 교육은 지식 교육(Contents)에서 학습능력(Context) 강화로 전환되어야 

하며, 대안으로 기업가 정신을 기반의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SPBL)교육을 제안함

- 지식이 폭증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교육은 도로와 건물 이름을 외우는 것이 아

니라 내비게이터(인공지능)를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함

- 즉 지식을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이며(Learn How to Learn), 미래 사회

를 대비하는 인재 육성 방안이 될 것 

- 산업과 교육이 융합하는 ‘사회문제 해결형 프로젝트 중심 교육(SPBL, Social 

Project based Learning)’은 문제를 찾는 능력과 개방적인 팀워크로 문제를 해

결하는 역량을 키워줄 것임

○ 동시에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서 평생교육은 사회안전망으로서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에듀테크를 활용한 저비용·고효율의 평생학습 시스템이 구축되어야함

-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에서 액티브 에이징(active aging)이 중요해지면서 

인생 N모작을 준비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스템이 필요함

- 그러나 미래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은 가벼운 교육이 되어

야 하고, 이를 위해 Edu-Tech 기반의 저비용·고효율의 교육시스템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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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교육 혁신방향과 도전과제

○ 비단 평생교육만이 아니라 모든 교육과정에 IT 기술을 활용한 개인별 맞춤 교육이 

진행될 수 있으며, 이를 가로막는 규제를 개혁해야 함

- 프로젝트 중심교육에서 반복되는 콘텐츠는 에듀테크의 일환인 온라인 교육

(MOOC)로 보완하여 Adaptive Learning을 실현되어야 함

- 그러나 현실은 Wifi나 클라우드 등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제가 있으며, 스마트 교

육환경을 위한 규제개혁이 필요함

□ 스마트 교육을 위한 4단계

○ 전체 예측과 개별 맞춤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현실과 가상이 융합하는 4단계 프

로세스를 제안함

○ (데이터화) 스마트 교육으로 가기 위해서 최대한 많은 데이터 수집이 필요하나, 현

실에서는 기존의 데이터의 전산화를 촉진에 어려움이 있으며 교육부의 세부지침으

로 무선 인터넷(WiFi) 설치조차 규제되고 있음

- 기존에 수집되거나 관찰할 수 있는 교육데이터67)와 비정형 데이터68)를 수집하여 분류 



- 236 -

및 수집하고, 이를 개방 및 공유할 수 있도록 비식별화 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

해서는 개인정보보호 규제의 개혁이 필요하나 이는 7장의 플래그십 프로젝트에서 상세

히 다루고자함

- 또한 기존의 데이터 전산화를 촉진을 위해 학교 현장의 인센티브가 필요(성과평가

에 반영)

- 자율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IT 기술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화지침의 폐지 혹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표에서 정리하였음

교육부(청)정보보안 지침(2016)

기존 지침  수정 방향 제시

제21조 2항과 제26조 1항, 업무망(업무용 PC)
과 인터넷망(인터넷이 연결된 PC)을 분리하는 
망분리 지시

 전체 행정 업무 진행과 데이터 입력의 비효율
의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

제26조 1항 1호의 단서 “학교 학생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상용 클라우드서비스는 해당 기
관장 책임하에 이용 가능”

기관장의 책임이라는 조항으로 현장에서 클라
우드서비스 도입에 어려움. 기관장의 책임 조항
의 삭제가 필요함

제47조 2항 8호, 49조 1항, 67조 1항의 7호, 
“무선랜, 무선인터넷을 통한 업무자료 소통하고
자 하는 경우 보안성 검토 신청(국가정보원장 
경유)”

 학교에 무선 인터넷 시스템을 갖추는 과정을 
국가정보원장에까지 검토 받도록 한 규정으로
서 대폭적인 개선 필요

제 69조 ③ 제품에 중요자료 저장 소통을 위한 
암호기능이 포함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승인
한 알고리즘 및 보호함수가 포함된 검증필 암
호모듈을 탑재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국
자정보원장이 별도로 정한다.(정보보호시스템 
유형별 도입요건)

교실에 와이파이 설치에 대한 과도한 과정을 
요구하고 있음. 이에 별표 3에서 제시하는 무선
랜 인증제품의 기준 삭제가 필요함

○ (정보화) 기존의 데이터와 수집된 데이터를 민간과 공공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클

라우드 기반의 플랫폼을 구현함

- 이를 위해 클라우드 활용을 저해하는 교육부의 내부지침을 학교에서 자유롭게 선

택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이 필요하며, 관련 규제들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다음의 

표에서 정리하였음

- 또한 다양한 교육수요(평생교육 등)를 감당하기 위한 메타 플랫폼이 필요하나 사

67) 배경환경, 포트폴리오, 교육 커리큘럼, 성적, 학교생활, 온라인, 오프라인 학습 등 교육 진행 시 얻을 수 있는 
학습자와 교수자, 학교, 기관 등의 정적 데이터
68) 평소 습관이나 의사소통, 인맥 및 멘토로 인해 변동되는 데이터, 새로운 콘텐츠 진행 시 발생되는 데이터, 대
중매체와 SNS 등을 통한 관심도 데이터 등의 동적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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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서 타 훈련기관과의 클라우드 공유를 금지하면서 

메타사이트 구축이 원활하지 않음 

현안 개정안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정

보보호에 
관한기준

Ÿ 클라우드법 제5조에 근거한 클라우드 
컴퓨팅 기본계획으로 KISA의 보안인증
제를 통과한 경우만 활용가능

Ÿ 보안인증제를 통과하여도 교육부 정보
보안지침 64조 ①-4와 8에서 교육부
장관과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
제(제 1항 4호 “대규모 정보시스템 또
는 다량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
시스템 구축”, 제 1항 8호 “스마트폰·
클라우드 등 첨단 IoT기술 등을 업무
에 활용하는 시스템 구축”) 

Ÿ 별표 4의 14.2.1. “클라우드 시스템 
및 데이터의 물리적 위치를 국내로 한
정한다는 규정”

Ÿ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관련 서비
스를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도
록 규제개선이 필요

Ÿ 아마존웹서비스, 마이크로소프
트 애저 등 해외 클라우드 플
랫폼 등도 보안인증을 받을 수 
있게 ‘물리적 위치의 국내 한정
“ 조항에 대한 변경 필요

교육부(청)
정보보안지침

(2016)

Ÿ 보안인증제를 통과하여도 교육부 정보
보안지침 64조 ①-4와 8에서 교육부
장관과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
제(제 1항 4호 “대규모 정보시스템 또
는 다량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
시스템 구축”, 제 1항 8호 “스마트폰·
클라우드 등 첨단 IoT기술 등을 업무
에 활용하는 시스템 구축”) 

Ÿ 비중요 정보처리시스템의 클라
우드를 이용을 위해서는 지금
의 이중의 보고절차를 일원화
하는 것이 필요함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22호)

Ÿ 별표 1. “자체 훈련과 위탁 훈련 모두 
서버를 타훈련기관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Ÿ 별표 1. “임차 및 클라우드 서버를 임
차한 경우에도 타 훈련기관과 공동으
로 사용해서는 안됨

Ÿ 안전망이 중요하긴 하나, 개인
정보 비식별화를 지향하고 훈련 
상황을 공유하여 효율적으로 인
재 훈련이 잘 될 수 있도록 규
제 개선이 필요함

○ (지능화) 수집된 교육 데이터를 AI 기반의 서비스로서 학생들에게 맞춤별 교육 시

스템을 제공하고, AI을 활용할 수 있는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개발 

- 교육 빅데이터와 오픈소스(Moodle69) 뉴튼 등)를 활용하면 지능형·예측 가능형 LM

S70) 알고리즘 구축이 필요

69) Moodle(modular object-oriented dynamic learning environment), 최초의 완성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Moodle 1.0은 2002년 8월에 오픈소스와 함께 공개됨. 이미 많은 기업들이 Moodle의 LMS 오픈소스를 활용하여 
개발 중에 있으며 Moodle 홈페이지는 계속해서 새로운 오픈소스를 공개하고 있음. (https://moodle.org/)
70)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 학습자와 교수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학습 콘텐츠, 자원등을 제공하고 학



- 238 -

- 글로벌 기업들의 오픈소스를 활용한 SPBL 교육과정으로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고 

AI활용과 협동 능력을 갖춘 AI 인재양성이 필요함

- 이를 위해 SPBL과 기업가정신 교육 과정은 KAIST에서 개발한 IP-CEO과정을 참

고하고, 오픈소스 교육과정은 구글이 제공하는 GCP71)와 텐서플로우 API72)를 활

용한다면 AI 인재양성이 가능함

- SPBL을 보완하기 위해 자유롭게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벗어나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최신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가 대안임

- 그러나 지금은 초중등교육법 24조 “법령이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에 의거하

여 MOOC 활용에 대한 규제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개정이 필요함

현안 개정안

MOOC의 
규제가능성

Ÿ 초중등교육법 24조 2항 수업은 주간
(晝間)·전일제(全日制)를 원칙으로 한
다. 다만, 법령이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수업·계절수업·시간제
수업 또는 방송·통신수업 등을 할 수 
있다.

Ÿ 법령이나 학칙이 아닌 교육자
의 재량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방송·통신수업을 활용할 수 있
도록 개선되어야 함(Edu-Tech 
포함)

○ (스마트화) 스마트 교육의 확산을 위해 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3rd Party들의 참여를 촉진하여 평생교육의 확산을 유도함 

- ICT 환경이 도입된 스마트 스쿨 구축, 온라인 교육을 활용하여 시간과 공간을 초

월하는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관련 규제정비가 필요함

- SPBL, EdTech를 활용해 O2O learning City를 구축하여 학습도시를 넘은 가상

과 현실을 융합시키는 평생교육 모델 제시

- 평생교육에서도 다양한 주무부처로 인하여 정책의 혼선이 발생하므로 이러닝+ 에

듀테크’로 기술기반 교육산업 육성(국내 및 수출 정책 포함) 분야를 통합하여 한 

부처 전담하는 방식으로 역할조정을 제안함

습 과정을 관리, 온라인 협업 및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으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선 필수적인 시스템
71) GCP :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검색엔진, 지메일, 유튜브 등 서비스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빅데이
터, 머신러닝 관련 도구를 포괄하는 서비스.
72) 구글이 제공하는 텐서플로 기반 API는 크게 비전 API(Vision API), 음성인식 API(Speech API), 번역 
API(Translation API), 자연어 처리 API(Naturel Language API) 등 4가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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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교육혁신을 위한 4단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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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원/에너지/환경

□ 자원/에너지/환경 혁신 방향과 도전과제

○ 한국은 자원 빈국,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로 환경이 악화되는 삼중고를 겪고 있

음. 이는 글로벌 주요국들도 직면한 공통 문제이기도 함

○ 사실 자원, 에너지, 환경 문제는 트릴레마(trilemma)73)로, UN에서는 이의 해결대

안으로 “지속가능발전(Brundtland Report, ’87)”을 제안

- 우리나라도 2006년부터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 중

○ 주목할 점은 그간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공공재로만 다뤄져왔던 자원, 에너지, 환경 

분야에서도 서비스화가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점임. 즉 4차 산업혁명으로 부가가치

가 극대화될 수 있는 기회가 등장하게 된 것

- 4차 산업혁명의 등장으로 혁신은 쉬워지고(Value up), 효율은 증대(Cost down)

되는 등 자원, 에너지, 환경 분야의 가치 창출 극대화가 예상

○ 이제 자원, 에너지, 환경 분야의 4차 산업화(Smart Transform)는 트릴레마를 극

복하는 국가 발전의 새로운 기회로, 이를 위한 혁신방향은 다음과 같음

- 데이터 기반 모니터링과 예측을 통해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

- 개방 협력 플랫폼을 통해 관련 신산업을 육성하고 서비스화를 도모함 

- 선제적 규제보다 세심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4차 산업화 시 예상되는 갈등은 갈

등 조정 합의시스템을 구축하여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함

○ 혁신의 방향을 토대로 추진해야 할 4대 도전과제는 아래와 같음

73)  3가지의 문제가 서로 얽혀 있어 어떤 선택을 해도 남은 두 가지 혹은 한 가지의 문제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을 지칭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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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자원/에너지/환경의 도전과제

- 1대 과제 “Smart Sustainability”, 자원/에너지/환경 분야 모두 클라우드 기반으

로 스마트화(Smart Transform)를 추진하며, 특히 블록체인을 도입하여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의 데이터 조작 행위를 차단할 필요

- 2대 과제 “미래 신산업 육성 클라우드 개혁”,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데이터 규제 개혁이 선결되어야 하며 동시에 진입장벽 해소를 고려해야 

하며, 이를 위해 초기 신산업이 규제를 극복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규제 샌드박

스와 규제프리존을 활용하도록 함

- 특히 정부가 추진안을 발표한 규제 샌드박스와는 달리 규제프리존은 기획재정위에 

계류 중이므로 현행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을 개정 혹은 새로운 법

률제정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음(국회 법제실, 2017)

- 3대 과제 “공공데이터 활용 사회 문제 해결”,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데이터 

활용론이 제기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개방 수준은 현저히 낮은 상황임. 따라서 공공

데이터의 90% 개방을 추진함과 동시에 공공데이터 활용 해커톤 개최, 매쉬업

(Mash-up) 창업 활성화 등 공공데이터의 새로운 활용가능성을 열어주어야 할 것

임. 동시에 대기업 CSR Index에 소셜벤처 투자를 포함시켜 소셜벤처의 사회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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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출 활동에 대한 사회 보상 구조를  마련

- 4대 과제 “갈등 조정 합의시스템과 갈등 해소 인센티브 마련”, 혁신에 따르는 갈등

은 갈등조정 합의기구 시스템을 마련하여 해소하도록 하고, 특히 갈등 해소 인센티

브를 마련하여 지역 갈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부여하여 갈등 해소를 촉진하도록 

함

□ 자원/에너지/환경을 위한 4단계

○ 자원, 에너지, 환경 분야에서의 4차 산업화(Smart Transform)로 부가가치 극대화

를 이루기 위한 4단계 프로세스를 제안함

○ (데이터화) 기존 legacy 데이터들을 Public data과 Private data, Static data과 

Dynamic data 분류하고 개방(단, 공공데이터는 90% 개방하도록 함)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며, 시설·장비에 IoT를 부착하여 데이터화하고 서비스 이용자 및 시

설·장비 관계자에 IoB를 착용하도록 하여 데이터화함

- 지금은 자원, 에너지, 환경 분야 데이터는 개별적으로 축적하고 있으나 공공데이

터 개방 비율이 현저히 낮고74) 위치정보 수집 규제 및 개인정보보호법 규제로 데

이터화 자체가 어려우므로 공공데이터 개방과 개인정보보호 규제의 개혁이 필요

함. 단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플래그십 프로젝트에서 제시함

- 또한 IoT, IoB 등에 블록체인을 도입하여 수집단계에서의 데이터 조작의 예방이 

필요함

○ (정보화) 수집된 빅데이터의 플랫폼화(Component와 Rule 도출)를 통해 가상환경 

모델을 구축하며, 컨테이너 및 블록체인을 통해 개별 데이터(Private data)를 보호

하도록 함

- 자원, 에너지, 환경 분야에서 수집·분류된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단계에

서는 어느 클라우드를 선택하여 저장할지 목적에 따라 선정하도록 하며, 대표적인 

사례가 한전의 ‘에너지 마켓 플레이스’임

- 공공 플랫폼 구축을 위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공유 요소(Component)와 

74) 공공데이터 포털(https://www.data.go.kr)에 등록된 자원, 에너지, 환경 분야의 공공데이터 현황을 살펴보면 
파일데이터 (자원445건/에너지526건/환경601건) 오픈 API (자원129건/에너지152건/환경124건), 표준데이터 (자
원1건/에너지1건/환경1건) 등 여전히 개방된 공공데이터는 부족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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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규칙(Rule)임

○ (지능화) 동 단계는 규제보다 인력 부족이 문제임. AI 10만 육성 프로젝트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인재를 양성하도록 하며, 인공지능 기반 에너지, 환경 예측체계를 구

축하도록 함

○ (스마트화) 자원, 에너지, 환경의 스마트화를 위해 에너지, 데이터 활용 서비스 규제

를 개혁하고, 평판데이터의 서비스화를 촉진하고, 환경의 시장화를 도모하도록 함

- 특히 공공데이터 매쉬업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 주도의 사회 혁신과 사

회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 구조를 마련하도록 함

- 특히 다양한 서비스화는 인간의 욕망을 기반으로 데이터 디자인이 다양하게 설계

되어야 하는 영역으로 IoT, IoB 등 다양한 기기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상기영역은 관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의 3rd Party가 참여하도록 하여 혁신적인 서비

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이 육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임

[그림] 자원/에너지/환경의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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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스마트 거버넌스

□ 거버넌스의 혁신방향과 도전과제

○ 스마트 O2O 정부 4.0과 블록체인 융합민주제로 뒤쳐진 대한민국의 제도 경쟁력

(58위)을 20위권으로 끌어올리고자 함

- 현실 공간에 존재하는 오프라인 정부와 이에 상응하는 온라인 정부가 국민을 중

심으로 융합하는 스마트 정부로의 전환

- 블록체인을 이용한 융합 민주제로 현재의 대의민주제 한계를 보완

- 인공지능 기반의 정책플랫폼을 구축하여 예측과 맞춤의 가치를 창출

○ (정치) 국민 참여의 의사결정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거버넌스 구축

- 기초에서 광역을 거쳐 국가 단위의 의사결정 체계를 스마트화하는 단계적 로드맵

을 구축

- 패널 기반의 여론조사에서 정책 결정을 거쳐 궁극적으로 대표자 선발과 소환을 

스마트 거버넌스로 대체해 나가고자 함

○ (행정부) 공공데이터의 개방 및 공유를 통한 스마트 O2O 정부 4.0을 구현하여 부

처 간 장벽을 해소하고, 업무의 협력과 효율성을 높임

- 정부의 대국민 서비스를 민간의 Mash-up으로 전환해 국민 참여의 정부로 발전시

킴

- 국민을 중심으로 온라인 정부와 오프라인 정부가 융합한 디지털 트윈을 통해 행

정을 최적화함

○ (입법) 블록체인 의사결정시스템을 이용한 융합 민주제를 실현

- 대리인의 실패 또는 왜곡으로 대표되는 대의민주제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

민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직접 민주제를 도입해야 함

- 정책토론과 숙의와 투표를 통한 민의 수렴이 신뢰의 기술인 블록체인과 융합하여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야 함

- 예를 들어 6개월 내에 정당간 미합의 법률과 국민청원 법안의 스마트 국민투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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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을 제안함

○ (제도) 4차 산업혁명의 초고속·초융합을 대비한 스마트 규제 인프라 구축

- 포지티브 규제(사전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사후평가)로 전환하고, 징벌적 손해배

상을 강화해야 함

- 규제 처리 데이터를 부처별로 통합 관리하고,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SNS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발전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현

-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모든 규제의 비용·편익 계산을 하는 규제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저비용·고효율의 규제 경쟁력을 고취해야 함

[그림] 거버넌스 혁신을 위한 도전과제

□ 스마트 거버넌스를 위한 4단계

○ 스마트 거버넌스가 구현되는 과정은 현실과 가상이 융합하는 4단계 프로세스를 제

시함

○ (데이터화) 기존 공공데이터 분류 체계 확립과 새로운 데이터의 수집과 함께 표준

화 작업을 거쳐 가상의 공간으로 이동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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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데이터 수집을 위해 규제대상, 내용, 수단 등을 담은 지역별·부처별·법령별

과 같은 구체적인 규제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이는 과

거 옴부즈만실의 전문호민관, 지역호민관 등 전국적 분야별 자원봉사자를 통한 규

제 발굴 대안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 공공 데이터 개방 및 데이터 수집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보호 규제에 관련된 내

용은 플래그십 프로젝트에서 상세히 다루도록 함

○ (정보화) 클라우드 우선 정책 아래 공공 데이터의 민간 클라우드 활용을 확대하고 거버넌

스 내의 효율성을 확보가 필요함

- 세종시 이전과 망분리로 떨어진 공공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부처간 데이터 개

방과 클라우드 활용이 필수적이며, 민간과의 협업과 공공 데이터와 민간 데이터 

융합되기 위해 민간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이 중요함

- 공공 데이터의 민간 클라우드를 통하여 오픈소스 생태계의 ‘민간+공공 Meta 

Platform’을 구축하여 공공의 부처 간 칸막이를 철폐하고, 공유와 협력을 통한 

창조적 융합의 환경 조성이 필요함

- 한국의 지자체들이 추진하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진정한 클라우드가 아니며, 다

만 2018.4월 클라우드 전자정부 전환에 대한 최초 계획75)이 발표되어 추진되므로 

진전이 이루어지길 기대함

- 또한 지금의 규제 시스템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과 부령, 다양한 행정규칙(훈령, 예

규, 고시, 지침)과 일반 법률과 특별법이 서로 연계되어 있어서 일반인들은 규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파악하기 어려움

-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를 융합하여 대한민국의 규제 맵 구축을 제안하며, 규제맵은 

향후 규제개혁을 위한 기초작업이 될 것임

○ (지능화)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인재 육성 전략을 기반으로 가상정부 큐레이

터와 규제 내비게이션을 통한 정부의 지능화가 필요함

- 스마트 규제를 위해 인공지능으로 규제 맵(Map)을 구조화한 규제 네비게이션을 

통해 민원인들이 보다 쉽게 규제 데이터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을 제안함

75) 전자신문(2018.04.18.) “차세대 전자정부 플랫폼, 클라우드로 탈바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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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단순한 규제 데이터의 나열이 아닌 이용자 중심의 수용성을 높인 맞춤형 데

이터를 제공하고, 피드백 과정을 통해 유기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한다면 개정이 필

요한 규제를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도출하기 용이할 것임. 이와 관련한 구체적 내

용은 플래그십 프로젝트에서 상세히 제시하고자 함

- 스마트 규제를 위해서는 순환보직제의 개편을 통해 전문공무원 양성이 절실함

- 예를 들어 블록체인과 ICO, 데이터와 인공지능 활용 정책을 고안하고 관련 산업

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는 기술과 사회의 양측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전문공무

원이 필요하나, 한국의 현실은 순환제도로 인하여 공무원의 현장 이해도가 낮으

며, 이러한 낮은 전문성 결여로 비합리적 규제를 양산함

- 개방보직의 확대와 함께 배심원 제도를 도입해 정책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함

- 현실의 사회 문제를 발굴해 기술 융합의 영역으로 순환시키는 사회문제 발굴자를 

육성하는 인문학 중심의 생태계 조성 계획도 필요함

- 또한 민간+공공 메타 플랫폼의 빅데이터를 구조화하고 분석해 가상정부 안내자 

역할을 수행할 가상정부 큐레이터 도입을 제안함

-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가 관

련 내용을 모르기 때문이므로, 국민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들을 쉽게 찾을 

수 있고, 관련 복지를 제공받을 수 있는 큐레이터가 필요함

- 하지만 오프라인 정부가 이를 제공한다면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므로, 이를 가상정

부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제공할 것을 제안하며, 에스토니아에서는 데이터를 

활용한 개인별 맞춤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스마트화) 스마트 규제 인프라 구축을 기반으로 1:1 맞춤 스마트 O2O 정부 4.0과 

숙의와 직접의 융합 민주제를 실현

- 한국의 뒤처지는 국가경쟁력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경쟁력이라는 것이 

글로벌 기관들의 일관된 의견임

- 하지만 포지티브 방식의 현 규제 시스템에서 규제를 바꾸는 것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함

- 따라서 규제 맵과 네비게이션을 통한 규제 활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실시간 규제 영향 평가하여 규제편익을 분석하는 시스템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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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가상의 정부에서 부처 간 혹은 민간과 정부의 협력이 이루어지면서 보다 효

율적으로 국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1:1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

하는 스마트 O2O 정부 4.0 구축을 제안함

- 하지만 지금의 정부의 다양한 사업들은 국민들이 알지 못하여 이용하지 못하는 

사업이 많으며, 활용하는 경우에도 과도한 행정처리 비용으로 부담이 되므로 블록

체인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바우처 제도의 확산과 조세제도에 적용한다면 비용은 

줄이고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임 

- 그리고 지금의 대의 민주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블록체인 기반의 융합 민주제

를 제안함

- 낮은 비용에 높은 투명성을 보장해주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90%의 국민이 하

원의 역할을 하는 숙의의 직접 민주제를 도입

- 융합 민주제에서는 블록체인 기반의 직접·비밀 투표로 직접 민주제를 실현하고, 

실시간 여론조사 및 블록체인 싱크탱크와 같은 정책시장을 통해 숙의 민주제를 

실현

[그림] 거버넌스 혁신을 위한 4단계 과제

□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4개의 King-P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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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은 현실과 가상의 4 단계 융합 혁명으로 각 단계의 제도적 문제를 해

결하는 것이 국가 4차 산업혁명 전략의 핵심임

○ 데이터 단계에서는 개인정보와 공공정보, 정보화 단계에서는 클라우드와 빅 데이

터, 지능화 단계에서는 인공지능 규제와 활용 인력 양성, 그리고 스마트화 단계에

서는 진입규제와 신산업 네가티브 규제가 핵심 과제임

○ 또한 스타트업과 대기업을 연결하는 지속가능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개방 플랫폼

과 상생형 M&A활성화와 의사결정 거버넌스를 포함하여 5대 플랙쉽 프로젝트를 

제시함 

[그림] 4차 산업혁명으로 가기 위한 4단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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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5대 플래그십 프로젝트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길에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5대 과제를 선정하고 세부 과

제들을 함께 제시하였다. 혁신성장을 위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만 하는 사항들로서 

올해(2018년) 안으로 관련 프로젝트들이 마무리 되기를 기대한다.

1. 네거티브 규제개혁 프로젝트76)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양대 규제: 규제 장벽과 규제 지체

○ 규제 개혁은 국가 발전의 견인차로, 초고속·초융합의 4차 산업혁명에 맞춰 규제 정

책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개별 규제’에서 ‘규제 인프

라’로 규제 패러다임이 혁신되어야 함

[그림] 4차 산업혁명과 규제 패러다임 혁신

76) KCERN(2016), 27차 포럼 “규제 패러다임 혁신”을 참고하여 재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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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관련하여 관계부처 합동(2017.10)으로 ‘네거티브 규제 발굴 가이드라인’을 발

표하여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체계와 이의 핵심 제도로서 규제 샌드박스를 제안하

고, 2018.3월에 연구개발특구에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발표함

- 동 지침은 규제 지체 측면의 해소가 예상되나 면책이 보장되지 않는 규제 샌드박

스는 실효성이 없을 것임

□ 규제 장벽의 해결대안으로 ‘스마트 규제 인프라’ 제시 

○ 이에 KCERN(2016.6.15.)의 ‘스마트 규제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를 그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함 

[그림] 3대 스마트 규제 인프라

○ 첫 번째, 스마트 규제 평가 시스템(Smart Regulation Impact Analysis; Smart 

RIA): 인공지능 기반의 규제 평가 툴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모든 규

제의 비용편익을 계산하는 시스템

- 산업연구원(2013)은 스마트 규제에 대한 연구를 실시했으나, 인공지능을 활용한 

연구는 아님

- 현재의 전문가 평가 시스템은 고비용 비 실시간이며, 현재 비용 구조로는 5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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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의 예산이 필요함(15,000 X 3000 만원)

- 만약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 규제 평가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고비용 비실시간

의 (現)개별 규제 평가 시스템은 저비용·실시간 구현이 가능해지게 됨

- 이의 빠른 실행 전략으로, 현재 특허청의 특허 품질 평가 ‘SMART 3.1’를 벤치마

킹하되 인공지능을 도입하여 최종적으로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규제 평가시스템’

으로 발전시켜 구축하는 것을 제안하는 바임 

○ 두 번째, 스마트 규제 활용 시스템: 규제 맵과 내비게이션을 통해 민원인들이 쉽게 

규제에 접근하고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 규제 활용은 규제 정보의 접근성이 중요하므로, 규제 맵과 내비게이션은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적인 수단임

- 규제 처리 역시 접근성, 소통과 처리 과정의 스마트화가 필요하며, 2009년 기업

호민관실이 추진한 규제 맵과 열린 검색, 규제 SNS, 규제 처리 플랫폼77)이 좋은 

사례임

- 규제 발굴 체계의 구조는 BOTTOM UP 에서 현장 애로를 접수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TOP DOWN 에서는 국가의 미래 비전을 위한 규제를 발굴하여 

미래 비전을 설정하는 것임. 이를 위해 과거 호민관실에서는 자원 봉사자들을 대

폭 활용하여 성과를 거둔 바 있음

○ 세 번째, 지속가능한 규제 관리 시스템: 부처 평가 제도와 1% 규제 예산의 원칙을 

적용하여 부처의 규제 개혁 동기부여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시스템과 비보복 원칙 

준수임

- 규제 개혁의 핵심은 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동기부여인데, 현재는 자발적인 규제 

개혁의 유인 효과가 부족한 상황

- 이를 위하여 부처 평가와 1% 룰을 제시함

- 부처 평가는 규제 총량 개선에 따른 부처별 규제 개혁성과를 평가하도록 하는 것

으로, 이는 미국 옴부즈만 제도의 핵심이기도 함

- 1% 룰은 부처별 규제 영향 총량 평가에 의하여 개선 성과의 1%를 부처 규제 개

77) 2009년 기업호민관실(현재의 옴부즈만실)에서는 최초로 스마트 규제 처리 플랫폼을 구축한 바 있으며, 과거 
규지스라는 명칭으로 규제 DB를 누적 공유하여 반복되는 악성 민원에 대한 대처 능력이 향상되고 규제 처리 효율
이 증가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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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 예산으로 할당해 주는 제도를 지칭

- 이를 테면 1조의 규제 개선을 할 경우 100억의 예산을 주는 것으로 스마트 규제 

평가 시스템을 전제로 하는 것임

- 마지막으로 공무원의 보복행위를 엄벌하는 비보복 원칙이 준수되어야 할 것임

|� 오프라인 진입장벽의 혁파 |

○ 스마트 규제 인프라의 적용이 시급한 부분이 진입규제의 조정임

○ 4차 산업혁명은 현실과 가상의 융합으로 수단인 기술보다 융합의 갈등을 조정하는 

제도의 문제가 핵심임

- 이러한 과정에서 경쟁력 없는 기업은 도태되고 새로운 기업들이 더 큰 가치를 창

출하는 것이 사회 발전으로, 모든 혁신은 창조적 파괴이기에 4차 산업혁명의 갈등 

구조에 대한 기본적 원칙이 일류 국가로 가는 열쇠임

○ 따라서 O2O융합의 공유경제 신신업과 기존 오프라인 산업의 갈등을 조정하는 능

력이 국가 경쟁력이나, 한국은 기존 사업자 중심의 제도가 신산업을 옥죄고 있으므

로 신산업과 기존산업을 넘어 소비자의 후생을 중심으로 제도를 만들어야 함

○ 해결의 원칙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중심으로 문제를 바라볼 것을 제안하며, 국가정

책의 방향은 소비자의 편익에 달려 있어야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길이 열릴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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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클라우드 데이터 프로젝트78)

□ 4차 산업혁명의 가는 첫 관문, 클라우드 데이터 인프라

○ 현실과 가상이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에서 클라우드 데이터는 두 세계를 연결하는 

매개체이자 혁신의 자본이라고 평가받고 있으나, 한국은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 세계적인 수준의 IT 경쟁력을 갖춘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에서 경쟁력을 잃어가

는 것도 빅 데이터 활용도가 낮기 때문임

○ 하지만 한국이 데이터 활용역량이 떨어지는 원인을 분석해보면 기술의 문제가 아니

라 제도의 문제임

○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데이터 규제개혁은 전제조건

이며, 이를 위해서는 1) 공공 데이터의 개방, 2) 개인정보보호 규제개혁, 3) 클라우

드 활성화가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함

□ 공공 데이터 개방

○ 세계의 주요 국가들이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는 것은 정부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책

의 실패를 예방하며,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신규 서비스 및 산업을 창출하는데 주

요 목적이 있음

○ 국내에서도 공공데이터 개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정책을 펼치면서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지만 데이터의 양과 질의 측면에서 미흡함

○ 데이터 개방정책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데이터 개방에 대한 성

과 및 클라우드 활용현황을 인사평가에 반영하고, 데이터의 미개방과 클라우드 미

활용을 소명하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마지막으로 국정원의 클라우드 규제를 폐지하고, 공공에서 자율적으로 필요한 보안

수준에 따라 적절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해당기관에 자율과 책임을 

부여해야 함

78) KCERN(2017), 35차 포럼 “4차 산업혁명의 전제조건”을 참고하여 재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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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보안과 개방의 균형 |

○ 한국은 국가정보원의 보안을 위한 망 분리 원칙하에 내부망과 외부망이라는 별개 

망을 사용하느라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국민들과 분리되어 있음

○ 모든 혁신은 연결의 활성화로 촉진되며 보안을 위한 과도한 망 분리는 개방 정부 

구축을 불가능하게 하므로, 이의 개선이 요구됨

○ 데이터의 공개를 위해서는 데이터 분리 작업이 우선되어야 함. 데이터는 90% 개방

이라는 명확한 목표가 필요하며, 2단계로 복잡하고 자세한 데이터 개방 가이드라인

을 1단계로 단순화할 것을 제안함

- 90%의 개방 데이터는 외부 망에서 타 부처 및 국민과 공유하고 10%의 보안 데

이터만 내부망에서 관리해야 행정의 효율과 국민 참여가 가능함 

□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의 균형

○ 4차 산업혁명에서는 데이터 확보역량이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들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혁신을 시도하고 있으며, 주요 국가들이 개인정보 규

제개혁을 시도하는 이유임

- 미국의 개인정보 관련 규제는 사전규제(Opt-in)보다는 사후동의(Opt-out)의 방식

을 취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관련 규제가 강하던 유럽과 일본도 법률개정을 통하

여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균형점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음

○ 하지만 한국은 과도한 개인정보보호 규제로 인하여 스타트업은 데이터 수집조차 어

렵고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은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나, 최근의 진행되고 있

는 개인정보보호 규제의 개혁안이 보다 전향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규제개

혁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개인정보 규제개혁은 개인정보의 수집과 활용의 사전규제에서 사후징벌로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며, 개인의 개인정보 통제권 강화가 이루어져야 함 

- 광의로 해석되는 지금의 개인정보의 정의를 일본을 참고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명

확한 정의가 필요하며, 다만 비식별화되지 않은 개인정보는 사전동의(Opt-in)의 

유지는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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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활용 규제의 핵심은 비식별화된 데이터는 사후규제로 하는 규제 패러다

임의 전환이 필요하며, 동의를 받지 않은 재식별화 행위는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

으로 해석하여 강력한 규제할 것을 제안함79)

- 식별화된 개인정보는 유럽과 일본의 사례처럼 개인의 포괄적 권한으로 인정해 줄 

것을 제시하며, 개인정보의 활용의 부작용에서 인권단체나 시민단체가 우려하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도 필요함

- 또한 복잡하게 얽혀있는 개인정보보호 규제는 2015년에 발의된 개인정보보호법들

의 통합안을 초안으로 통합하거나 혹은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고 이를 다른 법

령들이 준용할 것을 제안함. 이를 위한 공유협력 조정허브 도입이 필요함

현안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개정

Ÿ 데이터 수집의 과도한 사전규제 발생
Ÿ 개인정보의 정의가 과도하게 해석되고 있음
Ÿ 개인정보보호법 제 2조에서는 개인정보를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함

Ÿ 개정안에서는 익명정보와 가명정보에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고 있지않음

Ÿ 광의로 해석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
의를 재정의할 것을 제안함

Ÿ 익명과 가명의 분리 및 명확한 기준제
시가 필요

Ÿ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에서 대조로 변경

Ÿ 개인정보보호법 27조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영업의 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을 정
보주체에 고지할 의무와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처리자의 이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정
보 이전 또는 이동에 관한 권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Ÿ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정

Ÿ 유럽과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개인정보 
이전의 권리를 허용

비식별화 
가이드개선 

(현재는 관련 
법령이 없음)

Ÿ 16년 6월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
으나 ①법적성질은 행정규칙으로 사법적 판
단의 재량존재, ②과도한 사후관리 의무, ③
익명화로 실질적 활용성 저하가 발생함 

Ÿ 비식별화 기준으로 단순대조로 개인을 식별
할 수 없는 것을 제안

Ÿ 비식별화된 정보는 사후동의를, 개인정보는 
사전동의를 원칙

Ÿ 동의를 받지 않은 재식별행위는 가중징
벌함

Ÿ 공권력의 개인정보 오남용은 강력한 처벌

○ 동시에 각각의 산업에서도 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규제개혁이 병행되어야 함

|� 금융의 네거티브 데이터 규제개혁 |

79)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기술의 발전과 상황 등을 고려한다면 현실적으로 완전한 비식
별 조치는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함(NIST, 2015) 비식별 조치는 식별 가능성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식별의 현실적 가능성을 크게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이 만들어져야 함. 즉 재식별화가 쉽지 않은 수준에서 
기준을 정하고, 재식별화에 대한 강력한 징벌이 제정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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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금융은 연결을 통하여 데이터를 획득하고 이를 분석하는 부

분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음

○ 하지만 한국은 데이터 규제로 인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리스크 분석 부

분의 발전이 지체되고 있음 

- 알리바바가 활용하는 데이터는 3만개가 넘으나 한국은 30개 내외로서, 기술력을 논

하기 이전에 데이터의 활용수준에서 이미 막대한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

○ 다만 최근에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개인정보 규제개혁 의지를 지지하나, 규제개혁

의 방향은 유럽이 아니라 일본을 앞서는 수준으로 선진화가 필요함

|� 의료정보의 규제개혁 |

○ 우리나라는 원격의료와 클라우드 활용이 제한되어 있고 비식별화 기준은 모호하여 

한국의 의료 스타트업 대부분은 불법화되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비식별 의료 정보는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다만 재식별화는 사후 징

벌(opt out)하며, 식별 의료정보는 개인에게 통제권을 부여되어야 함

○ 또한 의료 시스템간의 상호운용성을 위한 글로벌 의료정보 표준 준수가 필요함

- 생활, 진단과 처방, 검사 등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하는 표준화가 선

행되지 않는다면 의료 서비스를 통한 가치 창출은 어려움

- 대표적으로 ‘구글헬스’가 미국의 의료체계를 개혁하고 소비자 중심의 헬스케어 기

반을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의료정보플랫폼 구글헬스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나 데이

터 표준화 관리에 실패하면서 서비스를 중단함

- 의료 데이터 통합과 공유를 촉진하기 위해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 수집되는 데이

터와 의료 데이터 시스템에 축적된 데이터가 공유될 수 있도록 표준이 적용되어

야 할 것임

|� 국가 코호트 DB� 구축 |

○ 정밀 맞춤의료를 위한 국가 코호트 DB를 구축이 필요함

- 이미 주요국들은 대규모 코호트를 구축하고, 유전체 정보와 임상 정보를 연계하기 

위한 정책을 계획하고 있거나 시행하는 등 정밀의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 중

○ 정밀 의료는 각 개인 특성에 최적화된 맞춤의료 구현 및 의약품 부작용 축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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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필요한 비용의 축소와 더불어 과도한 의약품 부작용을 줄일 수 있어, 한국의 급

증할 미래 의료비에 대한 돌파구 역할을 할 수 있음

|국정원 등의 정보 오남용 금지 |

○ 4차 산업혁명에 가장 중요한 개인정보 활용/보호 균형을 위하여 국정원의 정보 오

남용은 규제가 필요함

○ 이를 위하여 국정원의 역할을 명확히 한정하고, 과도한 권력집중을 견제해야 함

○ 특히 4차 산업혁명에 가장 중요한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의 균형을 위하여 국정원

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일벌백계 원칙 확립하여 민간단체의 개인정보 과보호 주

장을 극복해야 함

○ 또한 국정원의 갈라파고스적인 클라우드 사용 규제와 데이터 분리 정책개혁이 절실

함

□ 클라우드 규제개혁

○ 클라우드는 수많은 컴퓨터와 서버를 묶어서 하나의 컴퓨팅 자원으로 환산하여 가상

머신 형태로 사용자에게 컴퓨팅 자원을 제공함

○ 특히 클라우드로 데이터의 관리 및 저장비용은 급감하고, 클라우드가 산업 생태계

를 구축하는 기본 인프라가 되고 있음

- 클라우드 활성화를 4차 산업혁명으로 가기 위한 기본 전제조건으로 제시하는 이유임

○ 이에 해외의 선도국가들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클라우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

여 국가차원의 정책을 펼치고 있음

- 미국은 클라우드 우선(Cloud First)정책에서 클라우드 유일(Cloud Only)정책으로 

전환하였고, 영국도 ‘디지털 마켓플레이스(Digital Marketplace)’를 통하여 자국

의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함80)

- 에스토니아는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국가의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정부

와 민간을 포함한 에스토니아의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하나로 연결함

80) GOV.UK Blog, “Digital Marketplace Strategy: March 2015”(digitalmarketplace.blog.gov.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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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주요 국가들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하여 다양한 클라우드 정책을 내

놓고 있으나, 한국의 클라우드 활용은 매우 저조함81)

○ 한국의 클라우드 활용도가 저조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규제가 문제로서 글로벌 클

라우드 컨설팅사 BSA는 한국의 기술은 3위로 평가하나 규제는 최하위권(2위)으로 

평가함

○ 현존하는 클라우드 관련 규제는 클라우드 설치에 관련한 규제, 클라우드 활용규제

가 있으며, 특히 클라우드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클라우드법을 뒷받침하는 행정가

이드라인이 입법취지와는 다르게 클라우드 활용을 규제함

○ 클라우드법 4조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단서조항으로 현실적으로 클라우드 활용을 규

제함

- 예를 들어 개인정보의 해외이전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법에서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과 관련된 부분을 개정하였지만, 개인정보보호법 17조 3항에서는 이를 규제

하고 있어서 현장에서 이와 관련한 해석이 엇갈림

○ 클라우드법 제20조에서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축소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클

라우드 활용을 규제함82)

○ 클라우드법 제21조는 전산시설 구비 요건을 완화를 명시하기는 하지만 각각의 법

령에 따른 예외조항을 인정하고 있음

- 현재 금융기관, 의료기관, 공공기관 등 세 가지 분야에 대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

비스 이용이 제한되어 있음

- 이는 클라우드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본연의 입법취지에 벗어나며, 관련 분야가 빅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어서 클라우드 활용시 상당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

을 고려한다면 예외조항의 삭제가 필요함

- 아래는 금융기관에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시 적용되는 주요 법률, 규정, 가

이드라인을 정리한 것임

81) 한국의 클라우드 IP 트래픽은 1%대로 세계의 80%대와 비교하여 매우 저조함(2016년 KT 통계에 따르면 국
내 전체 IP 트랙픽은 34,69PB, 클라우드 트래픽은 473PB)
82) 관련 부분은 국회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자 함(국회 법제실,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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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위탁 관련 규정이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업무위탁규정”) 및 정보처리위탁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정보처리위탁

규정 제3조 제1항)

※ 금융투자업을 하지 않는 금융회사의 경우, 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정보처

리위탁규정이 업무위탁규정에 우선하여 적용(업무위탁규정 제1조). 참고로, 전자금

융업자는 업무위탁규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에 포함되지 아니함(업무위탁규정 

제2조 제1항)

※ 전자금융업무를 하지 않는 금융회사의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및 클라우드 가이

드 중 전자금융감독규정과 관련된 내용은 적용되지 아니함(전자금융거래법 제3조 

제3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기술 관련 규제가 있음

- 현재 국내에서는 클라우드의 암호화 기술은 ARIA와 SEED만을 인정하는데, 이는 

글로벌 흐름과는 거리가 있는 기술로서 한국의 클라우드 시장을 갈라파고스화하여 

국제 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임

○ 클라우드 활성화를 위해 클라우드법 4조와 21조의 예외조항 삭제와 20조의 해석을 

공공기관만이 아니라 공공기관을 포함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까지 확장이 필요함

○ 또한 정부는 공공이 클라우드 시장의 마중물이 되고자 G-Cloud를 운영계획을 발

표하였으나, 자체적 설립안을 제시하면서 글로벌 흐름에 역행하고 있음

- 정부의 G-Cloud 정책은 공공의 영역에 Cloud를 도입한 것은 미국, 영국, 일본 등과 

  
  관련 규정   금융회사인 경우 전자금융업자인 경우

1 위탁 관련 규정

금융투자업자인 
금융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적용 정보처리위탁규정 
적용

금융투자업자 
외 금융회사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정보처리위탁규정”) 적용

2  전자금융감독규정 전자금융업무를 하는 경우에만 적용 적용

3

금융권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

(“클라우드 가이드”)

공통 적용 (단, 전자금융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감독규정 관련 부분은 적용 제외)



- 261 -

유사하지만 민간의 Cloud를 활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설립하는 유일한 사례임

○ 영국의 개방데이터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개방을 원칙으로 하는 공공데이터 정책이 

필요함

○ 다만 최근에 정부는 클라우드 기반 차세대 전자정부 플랫폼을 구축을 발표하였으므

로 지속적인 실행을 위해 4가지 안을 제안함

- 싱가포르의 버츄얼 싱가포르, 에스토니아의 X-Road를 앞서 갈 대한민국의 담대

한 도전을 위해 버츄얼 코리아 프로젝트화를 제안함

- 현재의 국가정보관리원 확장은 미국과 같이 민간 클라우드가 PPP형태로 구현해야 

글로벌 경쟁력이 뒷받침 될 수 있으므로 KT와 네이버와 같은 민간 클라우드 사

업자가 정부내 클라우드도 구축할 것을 제안함

- 지금의 정부 망은 외부망과 내부망으로 분리되어 업무 효율성이 민간의 1/3에 미

치지 못하므로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효율 향상을 위해 외부망에 데이터의 90%를 

올리고 오피스 도구를 활용하도록 하는 촉진책이 필요함

-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제 도전을 위하여 연간 100억으로는 글로벌 경쟁이 어려우

므로 10배 규모로 증액하여 국가 핵심 역량화 할 필요가 있음 

□ 클라우드 시장 활성화 정책

○ 규제개혁을 위해 클라우드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과 동시에 미흡한 국

내 클라우드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마중물이 필요함

○ 모든 산업의 육성정책은 시장을 공급과 수요의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음

○ (수요) 소비자들의 수요를 촉진하기 위한 규제 개선과 데이터 보안에 대한 소비자

들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 지금처럼 복잡하게 얽혀있는 관련 규제 개선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국정

원과 같은 국가기관의 부당한 데이터 검열에 대한 일벌백계가 필요함

- 또한, 중소기업들의 클라우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초기 구축비용의 지원이 필요

○ (공급) 기업들의 클라우드 시장 진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업들의 초기 투자 지원

과 시범프로젝트를 발주하여 시장을 형성해 줄 필요가 있음

○ 유효시장 창출을 위한 시범프로젝트로서 공공에서는 지방정부 공통 클라우드 센터 

구축과 스마트 시티, 민간에서는 스마트 팩토리와 교육 프로젝트를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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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방 플랫폼 & M&A 활성화 프로젝트83)

○ 효율과 혁신이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은 개방 플랫폼과 M&A로 구현됨. 사내벤처

와 창업벤처가 만든 혁신이 정부의 공정으로 대기업의 시장과 선순환되는 혁신경제 

구조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목표임

[그림] 플랫폼과 창업

□ 한국 플랫폼 생태계의 현황과 문제

○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플랫폼 기업들이 다양한 플랫폼 구축에 동참하고 있음

○ 창조경제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인 플랫폼 구축이 미비한 것이 창조경제를 지향하는 

한국의 불편한 진실이며, 현황과 문제를 검토하고 대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음

○ 첫 번째는 파편화의 문제임

-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의 경우 미국은 네플릭스가 통신사에 무관한 수평적 서비

스를 하는 반면, 한국에서는 통신사들이 개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직 통합

의 패러다임에 머물고 있음

- 플랫폼의 원칙상 3분화된 플랫폼의 가치는 통합 플랫폼 가치의 10분의 1도 안 될 

수 있음

- 파편화의 이유는 상호 불신으로 각자 수직 계열화를 추구하기 때문인데, 플랫폼 

83) KCERN(2017) 40차 포럼 “산업플랫폼”과 KCERN(2015) 19차 포럼인 “상생형 M&A”을 참고하여 재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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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에서 수직계열은 핵심역량이 아니라, 핵심 저해역량임

- 수직계열에서 수평 협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플랫폼 경제의 특징

○ 두 번째로, 규제해소가 플랫폼 경제의 중요한 요소임

- 알리바바보다 한국이 먼저 B2B 플랫폼을 시작했으나 공인인증서와 페이먼트게이트라

는 금융 규제 때문에 한국에서는 뿌리 내리지 못한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사례임

- 유통 플랫폼은 많은 경우, 금융결제 시스템과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는데, 한국의 

숱한 핀테크 진입 규제들이 이러한 혁신을 저해하고 있는 것임

-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우버의 적법성에 대한 논의는 플랫폼 경제로의 전환에 

따르는 중요한 시사점일 것임

- 플랫폼 창업은 대부분 융합 기술적인 창업이므로 일정 규모 이전에는 규제를 유

예하는 ‘규제 유예제도’의 적용이 요구됨

○ 세 번째는 수익성의 한계가 문제임

- 플랫폼의 경제규모가 되지 않는 경우,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활성화되는 데에는 한

계가 있는데, 이는 플랫폼 형성의 중력응축 효과 때문임

- 예를 들어, 개방혁신 플랫폼인인 이노센티브(innocentive)나 나인시그마(9sigma)

가 미국에서는 자생적으로 형성되었으나, 유럽만 하더라도 EU가 개입하여 구축하

고 있고, 그 외 국가에서도 자연적으로 구축된 플랫폼은 거의 없음

- 충분한 질량을 가진 물질이 모이면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이 되나, 그렇지 않으면 

항성으로 진화하지 못하는데, 바로 중력응축의 법칙 때문임

○ M&A를 포함한 혁신거래 플랫폼은 창조경제 구현의 핵심인데, 전 세계적으로 미국

과 중국 이외에서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규모의 경제에 도달하지 못하는 국가

적 혁신 플랫폼에 대하여 미국과는 다른 대안이 필요함

○ 네 번째는 기존 폐쇄 플랫폼의 개방임

- 각종 플랫폼 사업자, 네트워크 사업자, 방송 사업자, 전기 사업자들이 자신의 네

트워크를 개방 플랫폼으로 제공할 때 사회전체의 이익이 발생함

- 예를 들어 IPTV에 제 3자의 서비스를 개방 API를 통하여 연결해 주면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 있을 것임

○ 기업의 단기 이익을 앞세우면 국가 전체의 혁신이 저해되는데, 창조경제의 선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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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 되기 위한 플랫폼 활성화는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실한 논제임

○ 이를 위해 혁신플랫폼의 경우는 파편화 해소와 규제개혁을, 유통플랫폼의 경우에는 

공정질서와 신뢰문화를, 기존 오프라인 플랫폼의 경우는 플랫폼개방으로 한국의 플

랫폼 전략을 전개해야 할 것임

[그림] 플랫폼과 창업

자료: KCERN(2015.3), 플랫폼 생태계와 창업

□ 미래 성장 동력의 확보 수단, M&A 활성화

○ 4차 산업혁명을 구현하는 주요 성장 동력은 요소 기술이 아닌 욕망을 구현하는 기술의 

융합(스마트 트랜스폼)으로, 글로벌 기업들도 이에 주목하여 M&A를 추진하고 있음

- 보스톤 컨설팅 그룹(BCG; Boston Consulting Group)84)이 발표한 오라클, IBM 

등 주요 테크기업들의 M&A Trend(2016)는 스마트화 기술임

○ 플래텀이 발표한 2017 스타트업 M&A 동향에서도 소비자의 욕망을 구현하는 기술 

기업(AI, AR/VR, 3D프린터 분야 등)이 인수되고 있음을 볼 수 있음

84) 보스톤 컨설팅 그룹은 nine pillar 모델(Big data and analytics, Autonomous robots, Simulation, 
Horizontal and vertical system integration, The industrial Internet of Things, Cybersecurity, The 
cloud, Additive manufacturing, Augmented reality)에 맞춰 Tech M&A 유형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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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4차 산업혁명의 M&A Trend는 인간의 미충족 욕망(블루오션)과 스마트화 기

술의 공진화에서 나타날 것으로 전망

○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의 M&A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내 M&A 시장 

형성의 부진요인에 대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개선 방향이 제안되

어야 할 것임 

- 그간 국내 M&A 시장 형성의 부진요인은 기술탈취, 인력유출 등 제도의 측면과 

M&A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 문화의 측면, 임계량 부족 등 시장의 측면으로, 3대 

걸림돌이 존재해 왔음

- 그러나 최근 제도와 인식의 문제는 개선되어가고 있는 중85)이나 시장의 문제는 

여전히 개선이 어려운 상황

- 물론 국내 스타트업의 M&A 거래는 증가 추세이나 주요국들과 비교해보았을 때 여

전히 거래량이 부족한 상황으로, 이전 대책과는 다른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그림] 2009~2017년 M&A의 주요국 현황(인수국/피인수국)

자료: 삼정 KPMG 경제연구원(2017), M&A로 본 ICT 산업(2009~2017년). Issue 52 

85) 벤처·스타트업의 쉬운 M&A 여건 조성 및 글로벌화 방안 연구(KCERN, 2016.11);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중소벤처기업부 외, 2018.2) 참고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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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M&A 활성화 대책으로 시장 활성화 전략을 제안하는 바임

○ 첫 번째 M&A 거래성사율이 높은 플랫폼에 법인세 혜택 제공 등 한시적 인센티브

를 제공

- 여전히 파편화되어 있는 공공/민간의 M&A 플랫폼을 활성화하고 이들을 자율 경

쟁 체제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한시적 마중물로서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Dealer 

Network의 시장화 전략)

[표] 공공/민간의 M&A 플랫폼 현황

자료: KCERN(2016.11), 벤처·스타트업의 쉬운 M&A 여건 조성 및 글로벌화 방안 연구

○ 두 번째 대기업 CVC 규제 등을 개선

- 이미 글로벌 CVC는 Google Ventures, Intel Capital, Qualcomm Ventures, 

IBM Venture Group 등 대기업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투자하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규제(CVC)86)로 투자가 어려운 상황으

로 이의 개선이 필요(Buyer 활성화 전략)

86) 국내 지주사 형태의 대기업들은 금융지주사를 따로 설립하지 않는다면 벤처캐피탈을 세울 수 없음. 이를테면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금융사를 통한 다른 기업을 지배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음. 또한 대
기업이 CVC를 신설해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계열회사주식 취득 금지(법 9조 3항)에 따라 창업투자회사 및 신
기술사업금융사의 계열사 투자가 금지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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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경제의 Missing Link인 M&A활성화는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각종 현안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바, 과거 기술거래소와 같은 전담 조직이 필요함

|� 상생형 M&A�거래 및 활성화를 위한 개방혁신장터 구축 필요 |

○ 개방혁신장터는 다양한 혁신(혁신 기술, IP, M&A, 기술제휴, 투자, 인력)이 거래되

고, 투자와 M&A가 결합된 시장으로 조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4가지 정책방향

을 제시함

- 첫째, 참여자(seller, buyer, dealer) 숫자를 증가시키고, 양질의 데이터를 구축

- 둘째, 기업가정신으로 거래 활성화를 촉진

- 셋째,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융합하는 플랫폼 형태로 구조 전환

- 넷째, 초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중물로 정부의 한시적인 세제 지원 및 건강

한 플랫폼 유지를 위한 참여자 관리 및 교육 등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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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0만 A.I. 인재 양성 프로젝트87)

□ 대한민국의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의 현황 

○ 인공지능 기술 시장의 규모는 약 2000억 달러이나 이를 활용하는 시장의 규모는 

시계 시장의 절반인 40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 GE는 A.I 활용시장을 단기적으로 세계 시장의 30%, 2025년까지는 50%로 상승

할 것으로 예측함88)

○ 세계는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인재가 부족할 것이라 판단하고 활용인재 육성

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텐센트와 “BOSS”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A.I 활용시장에서 80만 명의 

인재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은 민관이 협력하

여 A.I 인재양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대한민국의 인공지능 전략도 개발보다 활용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며, 가장 시급

하게 추진되어야 할 정책은 AI 활용인재의 양성과 이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임

-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A.I 활용전략에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6%

가 AI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절반이상이 인력이 부족하여 활용전략에 어려움

을 겪고 있다고 응답함89)

- 현실적으로 부족한 A.I 인재양성을 위해 삼성, 포스코, SK, 네이버와 같은 대기업

들이 주도적으로 A.I 전문 인력을 육성 및 영입하고 있으나, 이는 자체적으로 필

요한 인력들을 수급하는 수준으로 국가 전체의 확산에는 한계가 있음90)

- 이에 앞으로 급증할 시장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인력공급을 대비한 국가전략 

수립이 시급함

87) KCERN(2016), 24회 포럼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을 참고하여 재정리함
88) GE(2012) “Industrial Internet” 보고서
89) KCERN, 24회 포럼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 부록 인공지능 관련 벤처기업의 인식조사
90) 이데일리, [[A.I 인재전쟁]②美대학생까지 `입도선매`..해외 연구소 통째 인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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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 전문인력과 100만의 현장인력 양성전략

○ A.I 프로그램밍이 가능한 10만 명과 현장에서 이를 적용할 수 있는 인력 100만 명

을 양성할 것을 목표로 제시함

- 우리나라의 사업체 수는 395만91)으로 GE의 예측에 따라 10년 이내에 A.I 활용

이 필요한 비율은 30%임92). 이에 A.I 활용인력은 기업 당 한 명이라고 가정하면 

현장에 필요한 A.I 인력은 100만 명임

- A.I 활용이 엑셀처럼 손쉬워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2,100만 명의 근로자에

서 100만 명의 활용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문제임

- 100만 명의 활용인력 중에서 10%를 A.I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전문인력 10만 명

을 양성도 함께 제안함

○ AI 인재양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직접 시장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AI 인재양

성을 위한 예산 편성과 이를 교육기관에 필요한 인력을 배정하는 것임

○ 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 양성과정은 3~6개월 정도의 집중 교육으로 가능하며, 실

제 FAST CAMPUS에서도 이러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음

- 다만 민간만의 역할로 확산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립대 및 소프트웨어 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함

- 이는 해외 대학과 글로벌 기업이 공개한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하고 이를 우리나

라의 상황에 맞게 적용한다면 단기간에 교육증설이 가능함

- 프로그램 확산의 걸림돌은 A.I 인재 교육을 담당할 전문가의 부족이며 이를 담당

할 학계(교수)에서 이를 기피하고 있다는 것임

- 이는 대학교수들이 SCI 논문 등재로 평가받으면서 현실적으로 교육에 시간을 투

입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교수들이 인재양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 개선과 

같은 인센티브 마련이 필요함

○ 인공지능 활용인력 100만 명 육성정책은 철저하게 현장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함

- 인공지능 활용은 오픈소스로 제공되는 다양한 SW를 현장에서 맞도록 조금씩 변

91) 통계청 16년 통계자료 전국 사업체 현황
92) GE(2012) “Industrial Internet” 보고서는 A.I활용 시장이 세계 시장의 30%라고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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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하는 수준으로 진화하고 있음

- 이에 각각의 현장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예

산과 인력이 배정되고 관련 프로그램을 계획되어야 함

- 새로운 인공지능 MOOC의 개발과 더불어 기존의 코세라, 유다시티 등의 교육 콘

텐츠를 현장 눈높이에 맞게 번역 제공하는 것이 효과 높은 대안이 될 것임

○ 인공지능 응용 과제들은 깃허브(Github)등에서 다양하게 오픈소스로 제공되어 있으

므로, 이를 간단히 편집 재활용하는 전략이 효과적임

- 한국의 성공적인 인공지능 응용 과제의 공유를 촉진하는 인센티브 제공 등이 필

요하며, 특히 스마트 팩토리와 스마트 워크와 스마트 교육에서 다양한 오픈소스 

활용이 가능할 것임

○ A.I 인재육성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로서, 이와 관

련된 다양한 자료와 방법들이 공개되어 있음

○ 중요한 것은 이를 정책적 우선순위로 선정하고 이를 위해 국가가 관련 인프라를 구

축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올바른 평가를 통하여 A.I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인재

양성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주는 것임

- 2018.5.16.일 정부는 인공지능 인력 양성 계획을 발표했으나, 규모는 천명 수준으

로 산업계의 니즈에 현저히 부족함93)

93) http://www.hani.co.kr/arti/economy/it/8447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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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블록체인 융합민주제94)

□ 대한민국 정치 혁신 대안, 블록체인 융합민주제

○ 세계경제포럼(2017)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제도경쟁력 58위, 정부 투명성 98위, 노

동 시장 효율 73위 등의 제도 관련 수치는 진영 논리에 함몰된 정치가 국가 경쟁

력의 핵심 걸림돌임을 입증하고 있음

- 그런데 현재의 제도 하에서 정치 경쟁력의 획기적 제고는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움

○ 지금의 비효율적이고 불투명한 정치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 융합민

주제를 제시하고자 함

- 간접 민주제는 대리인의 문제로 인한 순응 비용이 높은 반면, 직접 민주제는 대리

인의 문제는 극복되나 투표비용 등의 거래비용이 높다는 딜레마가 있음

- 하지만 블록체인 기반 융합민주제는 스마트폰 직접, 비밀 투표로 실시간, 저비용 

의사결정이 가능하여 스위스, 핀란드와 에스토니아 등에서 급속히 확산 중에 있음

○ 블록체인 기반 직접민주제는 거래비용과 순응비용이 낮지만 직접민주제가 갖는 다

음 3가지 원천적 한계가 있음

- 포퓰리즘(愚民化)의 위험: 브렉시트 사례처럼 대중영합적인 정책을 통해 미래 국가 

경쟁력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음

- 왜곡의 위험: 댓글 조작 등 정보의 왜곡으로 인한 의사결정의 결함 비용 발생 가능

- 편향성의 위험: 조직화된 특정 집단의 결집으로 의사결정의 편향을 초래할 최소 

승리 연합 구축의 위험이 존재

○ 직접민주제의 한계 극복을 위해 전문가 참여형 숙의 민주제로 보완이 필요함

- 이미 국내에서 원자력 발전소에 관한 첨예한 갈등을 숙의직접민주제를 통한 공론

화 과정으로 해결한 사례가 있으나 고비용 구조가 문제였음

-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폰 숙의 민주제로 저비용의 소셜 이노베이션이 가능한 미래 

사회 거버넌스 대안을 제안함

94) KCERN(2016) 30차 포럼 “블록체인과 거버넌스 혁신”을 참고하여 재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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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는 국가혁신을 위한 디지털공화국정책(République numérique)을 온·오프

라인 융합을 통하여 진행한 사례가 있음

- 2014년 9월 시작된 디지털공화국을 위한 논의는 정부조직의 70여 차례의 워크샵

과 세계최초인 두 차례의 온라인 크라우드 소싱으로 진행된 바 있음

- 이를 바탕으로 제출된 ‘Digital Ambition’이라는 보고서는 디지털공화국법을 통

해 입법의 투명성과 다양한 이해집단의 의견수렴 등 보편적 대의 민주제의 한계

를 보완할 수 있는 혁신 대안을 제시함

○ 블록체인 융합 민주제 Quick-Win Project 제안

- 6개월 내 정당 간 미합의 법안은 블록체인 국민투표에 부치도록 하여 의회의 협

치를 강화

- 스위스와 같이 국민 2%의 요구로 발의하고 1%의 요구로 통과 법안을 재검증하여 

공정/투명성 강화

-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투표 방식으로는 에스토니아를 벤치마킹하여 일정 투표기간 

중 반복 수정 투표와 투표 현황 공유가 가능하도록 하여 숙의 민주제 개념을 반영

- 한편 스마트폰 미사용 층을 위하여 오프라인 투표를 병행해야 함

- 이를 통하여 50위권의 정치 경쟁력을 글로벌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임

□ 블록체인 융합민주제 단계별 확산 로드맵

[그림] 블록체인 융합민주제 확산 로드맵



- 273 -

○ (1단계) 기존 여론조사를 블록체인을 활용한 비밀·직접 여론조사로 대체, 이해관계

가 있는 국민들의 의견을 즉시 정책에 반영하여 실시간, 저비용, 투명성의 효과를 

달성

- 모집단의 공정성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이 개인정보에 

기반한 블록체인 여론 플랫폼을 운영

- 기존의 여론조사 기관들과 정당 등은 플랫폼상의 플레이어로서 다양한 저비용/실

시간 여론조사로 사안별·지역별로 여론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음

- 기존의 여론 조사가 갖는 고비용/비실시간/왜곡조사의 문제가 극복될 수 있음

○ (2단계) 정책시장에서의 집단의사결정 투표를 통해 정책별 투표를 실시하고 투표 

참여 인센티브로 블록체인 바우처를 제공하여 국민들의 국가 정책결정과정 참여를 

활성화함

- 대표를 선출하는 것보다 정책별 투표 도입을 우선하는 이유는 정책 투표는 일회

성이고 명시적이나 대표자 선발은 연속적이고 비명시적이기 때문임

○ (3단계) 집단의사결정을 정책 예측 시장과 연계하여 싱크탱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좋은 정책이 많이 개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미국 등 일류 국가는 브루킹스, 헤리티지와 같은 독립 싱크탱크의 정책 경쟁력으

로 유지되나, 한국의 민간 싱크탱크는 영세하고 정책(안)이 나오기 힘든 여건에 

처해 있어 정책 기관의 공공 데이터 개방과 시민 사회의 기부 확산이 필요함

- 싱크탱크가 좋은 정책을 만들고 정책시장에서 시민들이 정책을 인정하는 과정에 

블록체인 바우처를 매개로 기부에 해당하는 이익을 제공하면, 정책 진화가 촉발되

어 싱크탱크간 종목별 정책 경쟁을 하는 정책올림픽을 열 수도 있음(스웨덴의 알

마달렌 정책 박람회 사례)

- 건강한 정책 네트워크는 정책지식 생산의 이상적인 ‘플랫폼’이 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정책시장 내에 정책지식 생산 주체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한편으로는 

이들 간의 긴밀한 상호작용을 통해 복합적·융합적 지식이 산출될 수 있도록 상호 

간에 개방되어야 함

- 블록체인 기반의 ‘정책시장’이라는 플랫폼을 중심으로 시민들과 정책 싱크탱크가 융

합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책시장에 참여하는 시민에게는 재미를 주고 보상을 획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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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민간싱크탱크에게는 정책을 제공하고 수익을 보상받도록 제반환경을 구

축해야 하며, 스팀잇(Steemit)과 같은 블록체인 기반 SNS를 벤치마킹 할 수 있음

[그림] 2단계 정책시장과 3단계 정책결정 과정

○ (4단계)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가 쉬운 아파트 주민자치, 정당, 각종 협회 등 임의 

단체 성격을 가진 조직에서 출발하여 지방 기초 자치 단체, 광역 단체에 이어 국가 

차원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선거대체 적용 범위를 확대함 

- 물론 모든 의사결정을 직접민주제로 할 필요는 없으며 미합의 법률과 국민 청원 

법률과 같은 제한적 적용으로 시작하여 단계적 확대를 하는 로드맵 구축이 필요

[그림] 4단계 선거대체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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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간 스마트 여론조사 |�

○ 현재의 여론조사가 가지는 한계점(비실시간, 고비용, 오류와 왜곡)을 디지털 블록체

인 여론조사로 극복할 수 있을 것임

○ 실시간 온라인 여론조사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다면 비밀·직접 투표가 가능해질 

것임 

○ 모집단의 공정성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이 블록체인 여론 

플랫폼을 운영하고 기존의 여론조사 기관들과 정당이 다양한 여론 조사를 수행한다

면 사안별, 지역별로 여론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 것임

- 특히 실시간·저비용으로 투명하게 국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 되어 

대의민주제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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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9대 분야 80대 추진 과제95)

이 장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5대 플래그십 프로젝트와 세부과제들에 이어서 

2019년까지 마무리되어야 하는 단기전략, 이번 정권내(2022년)에 해결되어야 

하는 중장기 전략,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티핑포인트로 예상되는 2025년까지 

완수되어야 하는 장기전략으로 9대 분야의 추진과제들을 제시한다. 비록 사회적 

임팩트와 시급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분류하였지만, 대한민국의 혁신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모든 과제가 중요하므로 모든 정책들이 실현되기를 기대해본다.

95) KCERN(2017) 33차 포럼 “국가혁신 100대 과제”를 참고하여 재정리함

추진과제 목표시점 정책의 목적 도출된 주요 과제

Quick Win ~ 2018년
4차 산업혁명

기본 인프라 구축

Ÿ 스마트규제
Ÿ 클라우드 데이터 규제
Ÿ M&A활성화, A.I 인재육성
Ÿ 블록체인 거버넌스

단기전략 ~ 2019년
4차 산업혁명
국가정책 도출

Ÿ 공공의 혁신(감사원)
Ÿ 혁신성장정책
Ÿ 저출산 초고령화 전략
Ÿ 에너지, 환경, 식량 전략

중장기전략 ~ 2022년
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국가제도 정비

Ÿ 혁신과 사회안전망
Ÿ 지역혁신 방안
Ÿ 스마트 국가 체계 구축
Ÿ (국방, 에너지, 안전망 등)

장기전략 ~ 2025년
상생국가를 가기 위한

개방혁신과
 사회적 갈등 조정

Ÿ 비개방 분야의 개방
Ÿ 경제가치와 사회가치 교환
Ÿ 세대, 지역, 갈등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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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기전략(2019년)

○ 단기전략은 향후에 예상되는 사회문제들 해결을 위한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것임

○ 5대 플래그십 프로젝트로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길을 열었다면, 단기전략으로  지

속적으로 혁신과 개혁이 추진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하는 것임

(1) 감사원 정책감사 중지 제안

○ 뒤쳐진 4차 산업혁명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제도의 혁신이 필수적이나 감사원의 정

책감사는 공무원의 혁신적인 정책 입안 및 집행을 어렵게 함

- 감사원의 정책감사는 정책의 맥락과 전문적인 지식없이 정책의 결과를 바탕으로 평

가하면서 징계위주로 진행됨

- 그 결과 공무원들의 보신주의와 복지부동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혁신정책의 

수집과 실행이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이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하는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여 전례가 없는 정책 및 기존

의 규제를 개혁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변화를 촉진할 수 없는 

이유임

○ 국내의 정책감사와 같은 사례는 드물며, 우리나라의 헌법 97조에서도 감사원의 권

한을 회계감사와 공무원의 부정을 적발하는 직무감찰로 한정하고 있음

○ 정책감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도 매우 낮음. 2016년 국회감사에서 발표된 자료

에 따르면,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하여 국민의 신뢰도는 14%, 공정성은 

17%에 불과함

○ 이에 정부에서도 정책감사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

되고 있음

- 2017년 11월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혁신성장전략회의’ 비공개 토론에서 네거티

브 규제를 도입해도 감사원의 정책감사인 ‘코드감사’가 계속되면 혁신성장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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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실질적 규제완화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옴

- 정책감사의 기준이 불분명하면서 감사원의 실적용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4대강 감

사, 저축은행 사태, 한국방송, 공기업 감사, 혁신도시 정책 재검토 등은 ‘코드 감

사’의 반복이라는 비판이 높음

○ 이제 개별부처는 인사와 재정의 자율권을 확대하여 최소한의 규제 하에 자율성(집

행, 결산), 책임성(재정관리), 투명성(회계감사)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해 사후평가를 

받고 책임을 지도록 함

- 탈추격 전략의 일반 원칙이 바로 사전규제의 최소화와 사후평가의 강화에 있음

- 이를 통하여 대부분의 성실한 공무원들은 불필요한 사전 규제로부터 벗어나고, 극소

수 비리 공무원들은 지금보다 훨씬 강화된 징벌을 받는 구조가 되는 것

- 이러한 자율의 전제조건은 투명성이므로, 투명성을 바탕으로 민간으로 부터도 모

니터링 될 수 있어야 함

○ 특히 공무원의 혁신을 옥죄어온 감사원의 정책감사는 이제는 즉각 중지되어야 함

-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적극행정면책제도96)처럼 공무원이 본래의 목적

에 충실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하며, 지금의 감사원의 정책감사를 국회감사로 

일원화 할 것을 제안함

(2)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일자리는 성장과 분배의 연결 고리임. 생산적 복지는 일자리를 통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의미함

○ 일자리는 누가 주는 신분증이 아니라 사회적 생산성에 대한 보상으로서 북유럽의 

진짜 일자리 논리는 일을 통해 국가가 성장하고 보상을 통해 개인이 생활한다는 것

임 

○ 가짜 일자리는 만드는 것이고, 진짜 일자리는 만들어지는 것임. 성장과 분배, 즉 가

치창출과 가치분배의 선순환으로 만들어진 일자리가 지속 가능함

96) 18년 2월 감사원에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23조 2항과 감사원법 34조의 3항에 명시되어 있는 적극행정면책
제도를 18년에 공식적으로 발표하며 면책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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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치창출과 무관하게 만들어진 일자리는 결국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지속 가능하지 않음

○ 모든 개인이 가치창출과 분배의 선순환에 기여하고 있는 기업과 국가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함. 기업의 가치창출로 국가가 성장하고 가치분배인 부가가치로 기업이 성

장함

- 기업 부가가치의 합이 국가의 GDP이며, 기업 부가가치의 분배가 개인의 급여임

- 개인은 일을 통해 창출한 가치 일부를 급여로 분배받으면서 기업과 상생함. 기업

을 포함한 모든 조직이 플러스의 가치창출을 하는 국가는 당연히 성장함

- 가치창출과 분배 과정이 지속적으로 선순환하면서 개인과 기업과 국가가 발전하는 

것이 진짜 일자리임

○ 정책이란 가치창출과 분배의 공정한 룰을 의미하며, 혁신을 통한 성장과 일자리 창

출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효율 중심에서 혁신 중심으로

○ 일자리는 국가가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가적 도전을 통한 혁신과 열심히 일하

는 효율의 결합으로 만들어짐

- 국가가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만들면 청년 절반이 공무원 시험으로 몰려 국가 인

적자원을 왜곡시킴

○ 국가는 기업가적 혁신과 효율이 꽃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일자리는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창출되는 것임

- 단기적이고 성과지향적인 일자리 만들기 정책은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에 제한

이 있고, 대기업 총수들을 불러 부탁하는 일자리 창출도 의미가 없음

- 대기업이 국내에 공장을 만들지 못하는 환경에서 일자리는 허상이며, 다양한 연구

를 통해 정부와 대기업은 양질의 지속적인 일자리를 만들지 못한다는 것이 증명됨

- 일자리는 창업(start up)벤처가 성장(scale up)하면서 만들어진다는 것이 세계적

인 현상으로 청년들이 추격형의 확실한 목표에서 불확실한 목표로 설정할 수 있

도록 정직한 실패를 지원해주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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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과 효율의 순환 생태계

○ 대중소 기업은 상호 협력하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함. 왜냐하면 벤처와 대기업의 상

생 발전이 일자리를 만들기 때문임

- 이를 위한 규제를 풀고 기득권 보호막을 걷어 내는 것이 진짜 일자리 정책임

○ 개인과 기업과 국가는 가치창출과 분배의 순환을 통해 가치를 공유할 때 지속 가능

한 발전을 하게 됨

- 국가의 성장과 분배가 일자리를 통해 선순환하는 생산적 복지가 이룩되며, 역사상 

일자리를 보호하고 인위적으로 만드는 국가는 기득권에 의해 굳어지면서 경쟁력이 

떨어져 실업률이 높아졌음을 잊지 말아야 함

(3) 질 좋은 창업활성화 정책

○ 국가 성장과 고용은 창업 기업이 성장함으로써 구현된다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입

증되고 있음

○ 하지만 모든 창업이 국가 성장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가적 혁신에 기반한 질 

좋은 창업이 성장과 고용을 촉진함

○ 기존의 창업 정책이 개별적 지원 중심이었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창업 정책은 

선순환 연속기업가97) 정책과 재도전 허용 정책이 중심이 되어야 함 

□ 창업의 양적 성장에서 창업의 질적 성장으로

○ MIT 연구보고서 등을 통해 창업의 양과 국가 GDP의 성장은 거의 관계가 없다는 

것이 밝혀짐98) 

- 자영업 창업은 마이너스 1,000만 원, 벤처 창업은 플러스 170억 원의 미래가치 

창출 효과가 있다는 영향비교 분석결과가 보고된 바 있음99)

97) 연속기업가는 성공한 기업가, 재도전 기업가는 실패한 기업가의 재창업을 의미함
98) Jorge Guzman and Scott Stern(2016)
99) KCERN(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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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창업생태계가 양적 증가와 더불어 질적 향상에 주력해야 하며, 단순한 창업

이 아니라 질 좋은 기업가형 창업(start-up)을 고양해야할 이유임

□ 재도전 기업가정책

○ 창업의 활성화와 질적 고도화를 위해서는 혁신의 안전망 구축이 가장 시급하며, 이

에 대한 내용은 “혁신의 안전망 구축”과 “무한책임 주식회사의 정상화”에서 따로 

정리하고자 함

□ 혁신의 양대 축은 질 좋은 창업과 사내벤처 육성

○ 혁신이론의 세계적 권위자인 크리스텐슨은 기존의 대기업에서는 자체적으로 혁신이 

어려움을 지적하며, 그 대안으로 M&A와 사내벤처를 제시함

- 해외에서 사내벤처는 대기업의 와해적 혁신(destructive innovation) 차원에서 

3M, IBM, 제록스, 엑슨모빌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과 삼성, 현대차, SK, LG, 포

스코 등 국내 대기업에서도 관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해외 기업들은 사내벤처 육성을 통해 혁신 동력을 얻고 있으나, 한국의 기

업들은 현행 제도의 한계로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음

- 국내에서 사내벤처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사내벤처를 바라보는 모기업의 인

식, 조직의 특성, 제도적 문제 등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함

○ 사내벤처의 활성화는 기업의 내부적인 관점과 사회의 제도적 개선 측면에서 바라봐

야 하며, 이를 위한 실천적 방안은 다음과 같음

- 기업 내에서는 사내벤처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사내기업가를 육성하는 교

육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하며 실패를 두려워하는 기업 문화에서 성실실패를 장려

하는 조직문화로의 변화가 필요함

- 사회와 기업의 노력이 함께 수반되는 사내벤처-박스(CV-Box. Corporate 

Venture Box) 제도와 가상주식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에서 사내벤처를 장려하고 

정부에서도 세제지원을 통하여 사내벤처 활성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사내벤처 박스는 유럽연합과 중국에서 혁신을 주도하는 특허기반 사업에 대해 세

제 혜택을 적용하는 특허박스 제도를 사내벤처에 적용하여 세제감면 혜택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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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는 개념임

- 정부는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사내벤처를 통해 독립한 기업들이 중소기업에서 제

외되는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고, 금산분리의 완화로 대기업의 벤처캐피탈인 CVC

가 지속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어야 함

○ 제도와 시스템의 변화와 더불어 모기업과 사내기업가 모두 사내벤처를 통해 발생한 

성과를 공유하는 경제적 유인이 필요하며, 사내벤처의 분사 확대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음

□ 스타트업 혁신이 스케일업 시장을 획득하는 대안, 글로벌화

○ 글로벌화는 직접 세계화하는 초협력 글로벌화100)와 간접 세계화하는 상생형 M&A

가 있음

○ 상생형 M&A는 시장을 보유한 대기업과 혁신을 보유한 벤처가 서로 순환하는 구조

로 M&A하는 것으로, 기술을 보유한 벤처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고 시장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이 혁신을 획득하는 방법임

- 이제는 글로벌화를 못하면 국내시장도 지키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으며, 스타트업

의 경우 아무리 새롭고 훌륭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더라도 시장이 뒷받침되

지 않으면 성과를 내기 어려움

○ 글로벌화 정책은 단일 기업 지원에서 글로벌 생태계 형성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유

형별 접근이 필요함

○ 글로벌화 단계에서 IP(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권) 장벽은 필수 전제 조건

이나, 한국 스타트업들은 지식재산 대응 전략이 미흡함

100) 초협력 글로벌화는 기존의 단독 글로벌화에서 생태계와 연결되는 초협력의 구조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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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선순환 창업생태계

(4) 금융의 혁신전략 수립

○ 한국은 세계 3위권 경쟁력을 가진 IT 강국이며, 제조업의 경쟁력은 5위권으로 평

가받음

○ IT와 제조업에서 우수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뒷받침하는 금융업의 경쟁

력은 세계 74위권으로 국가경쟁력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평가받음

○ 따라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금융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나, 

한국의 금융산업은 추격 전략에서 최적화되어 있어서 탈추격 전략에 부합하도록 금

융의 혁신전략이 요구됨

□ 정부의 사전 개별 규제 철폐 및 사후징벌 강화

○ 금융감독원은 법률적 근거가 없는 규준으로 금융사들을 규제하며, 이러한 규준이 

글로벌 기준(BaselⅡ)에 벗어난다는 것이 문제임

○ 금융의 혁신을 위해서는 과도한 사전규제는 지양하고 사후징벌을 강화하여 금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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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자율성과 이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여야 함

□ 금융의 혁신전략의 방향

○ 과거에는 자본이 충분하지 않아서 정부가 기업을 선별하고 보증하는 방식으로 금융

지원을 하면서, 상업은행은 사업의 리스크를 측정하기 보다는 담보를 요구하고 융

자나 대출 중심으로 자금을 융통해주었음

○ 이러한 방식은 새로운 도전과 혁신이 중요한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걸림돌이 되고 

있음. 이에 미래가 불확실한 사업에 대하여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은행이 

육성이 필요하며, 모험투자를 담당할 수 있는 혁신자본(벤처캐피탈, 엔젤투자, 크라

우드펀딩, IP 펀드)시장의 활성화가 병행되어야 함

○ 독과점을 이루고 있는 금융시장에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을 육성하여 

금융사들의 자체적 경쟁력 강화도 유도해야 함. 이를 위하여 전자금융법, 대부업법, 

외국환거래법, 금산분리 등 진입장벽 규제의 개정이 필요함

(5) 혁신자본 시장의 활성화

○ 혁신에 대한 투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자본시장이 구축되어야 혁신 생태계가 구축

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융자에서 투자로 혁신자본 시장이 활성화가 필요함

- 특히 창업 생태계에서 제품과 기술시장과 기술의 불확실성이 공존한 제품화 단계

에는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이 어려워 엔젤투자의 역할이 중요하나 과도한 규제로 

엔젤투자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문엔젤에 대한 과도한 사전규제 및 크라우드펀딩의 투

자한도와 환매제한이 폐지되어야함 

○ 벤처기업이 시장과 결합하기 위해서는 벤처캐피탈의 체계적인 투자가 지속되어야 함

- 벤처캐피탈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정된 투자를 네거티브화하

며, 산업자본이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에 대한 금산분리 완화도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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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1차 벤처의 붐을 주도한 코스닥의 역할이 복원되어야 함

- 코스닥은 벤처 투자와 회수의 선순환 고리라는 점에서 벤처생태계 복원에 핵심적

인 부분으로 초기 설립 정신에 맞도록 코스닥이 분리 운영되어야 함

□ 크라우드펀딩 활용

○ 크라우드펀딩은 지분투자 방식으로 스타트업의 사업모델과 제품의 경쟁력을 통하여 

평가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로 활용가능함

○ 특히 펀드 결성을 통하여 남의 자본으로 투자하는 벤처캐피탈보다 엔젤투자는 자신

의 돈을 투자하므로 더 높은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음

- 한국의 벤처투자 금액은 GDP 대비 투자비율로 세계 5위권이나, 엔절투자는 3천

억 원 규모로 아직 2000년의 절반임

○ 이러한 엔젤투자 확산을 위해 크라우드펀딩의 투자한도 제한과 환매 규제는 폐지되

어야 함

□ SAFE(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의 활용

○ SAFE는 실리콘밸리에서 시작된 Seed 단계의 벤처투자에 활용되는 초기투자 방법

으로, 우선 투자하고 나서 지분율은 후속투자에 따라 산정하는 방식임

- 가벼운 창업이 확산되면서 투자자들도 저비용으로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축

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SAFE 도입의 필요함 

○ 하지만 국내에서는 자본시장법과 상법상에 존재하지 않는 SAFE의 특성으로 활용되

지는 못하나, 국내 VC의 해외투자에서는 활용되고 있음

- 특히 투자계약의 편리성과 공정성을 고려한다면 국내 도입이 필요하므로 관련 법

안(‘18.4, 김병관의원안)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하며, 장기적으로 국내 엔젤투자 확

산을 위해 크라우드펀딩에 허용할 것을 제안함

□ 코스닥의 복원

○ 코스닥은 벤처기업에 직접금융의 기회를, 혁신자본에게는 회수시장을 제공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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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차 벤처붐에 핵심역할을 담당함

○ 이후에 전 세계적인 닷컴버블 붕괴과정에서 한국은 ‘벤처건전화정책’으로 코스닥은 

본연의 역동성을 상실하고, 본연의 기능을 저하됨

○ 이에 코스닥을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및 혁신자본의 회수시장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회복하고자 자본시장법 개정안(‘16.7, 이진복의원안)이 발의되었으나 국회에 계류되

어 있음

○ 혁신 중소․벤처기업을 육성을 위해 코스닥 시장의 기능강화 및 정체성 확립이 필요

하며 이를 위해 자본시장법의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 및 코스닥의 복원이 필요함

(6) 중간 금융지주회사 허용

○ 한국은 공정거래법,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으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상호간의 지

분소유를 금지함

○ M&A의 활성화를 위해서 Buyer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산업자본이 적극적

으로 투자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이 필요함

- 금산분리의 필요성은 있으나 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도 한국의 규제는 과도함 

○ 일반지주회사가 투자회사(CVC)를 자회사로 소유를 허용하되, 보험과 은행처럼 규

모가 큰 경우는 규제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함

○ 중간금융지주회사를 통하여 대기업과 선도벤처기업의 투자활동을 촉진하고, 일반지

주회사의 금융회사 지배를 차단하는 효과도 불러올 수 있음101)

(7) 핀테크와 블록체인을 활용한 금융혁신102)

○ 금융은 모든 산업의 그림자로서 금융의 경쟁력이 뒤처지면 산업 전체의 경쟁력은 

101)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버크셔 해서워이가 25개 업종 80개의 자회사를 거느린 다각화 그룹이지만 중간금
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와 일반지주회사 사이에서 방화벽 역할을 하여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이동을 통제하는 효과
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함
102) KCERN(2014) 14차 포럼 “금융의 민주화, 핀테크”와 KCERN(2018) 44차 포럼 “블록체인 국가전략”을 참
고하여 재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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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 74위의 뒤쳐진 금융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이유임

○ 핀테크의 부상은 이러한 한국금융에게 위기이자 기회임. 핀테크로 기존의 금융권은 

파괴적 혁신을 경험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이러한 시기에 점진적 혁신을 선택하

면 뒤처지고, 파괴적 혁신을 주도하면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음

○ 핀테크를 통한 금융의 혁신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기술의 혁신이 아니라 제도의 정

비임

- 핀테크는 새로운 산업분야이기 때문에 아직은 명확한 규제와 정책이 부재하여 과

거의 법률과 제도가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임

- 또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데이터 활용을 위해 규제의 네거티브화와 협력과 공유가 가능한 생

태계 조성 정책이 필요함 

○ 핀테크가 연결과 리스크 관리 분야에서 혁신을 촉진한다면 블록체인은 신뢰가 필요

한 모든 분야에서의 혁신을 유도할 것임

○ 특히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암호주식(이더리움 등 암호 플랫폼 활용과 ICO), 

암호화폐 거래소(외환거래 및 자산거래), 암호 바우처(스텔라와 리플 등을 활용한 

동기화 분산원장)등은 금융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을 것임

□ 블록체인 정책의 방향

○ 지난 산업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패러다임을 바꾼 기술에 관한 예측은 그 기술의 주

역조차도 빗나갔는데, 이는 기술의 격변시기는 예측 불가인 혼돈의 복잡계이기 때

문임

○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블록체인도 중요한 기술이라는 것은 분명하나 향후에 어떻

게 전개될지 예측하기는 매우 어려움

○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정책은 미래가치에 바탕을 두고 현재의 문제를 인지한 적정 

규제가 필요함

- 미국의 선물파생상품위원회(CFTC)의 크리스토퍼 의장이 청문회에서 언급한 것처럼 

미래의 비전과 현재의 문제에 대한 균형점을 가진 세심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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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O2O 정부4.0 구현

○ O2O 정부4.0은 4차 산업혁명의 개념을 응용하여, ‘현실과 가상이 융합되는 정부 

모델로서 클라우드에 존재하는 ‘가상의 정부’가 ‘현실의 정부’와 합쳐져 개방과 융

합을 가능하게 함

○ 스마트 정부는 인력을 절감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등 스위스 모델을 벤치마킹

하는 것이 가능함

○ 정부4.0의 시작은 곧 ①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보호 활용의 균형 정책, 그리고 

② 공공 데이터의 분류 작업을 통한 원칙적 개방에 있음

○ 궁극적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인공지능과 결합하여 효율화된 정부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으로서, ‘정부4.0은 현실 공간에 존재하는 오프라인 정부와 1:1 대응되는 온라

인 정부가 국민을 중심으로 융합하는 정부’라고 정의 하고자 함

□ O2O 정부4.0 시스템 구축

○ O2O 정부4.0 시스템 구축에 앞서 정부 모델을 ‘국민을 중심으로 온라인 정부와 

오프라인 정부가 융합하는 정부 모델’로서 정립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토대로 부처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조직·정보·예산을 공유하도록 하며, 고

비용/저효율의 컨트롤타워 구조를 열린 허브로 혁신하도록 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

인 내용은 9대 핵심과제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음

|� O2O� 복지 안내 내비게이터 구축 |�

○ 증가하는 복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복잡한 이슈에 대한 해결책으로 ‘O2O 복지 

안내 내비게이터’ 구축을 제안함

○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첨단 ICT 기술을 도입하여 복지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는 현재 이용되고 있는 통합된 복지 서비스 플랫폼보다도 업그레이드 된 

4차 산업형 복지 플랫폼이라 할 수 있음

○ 복지 수요자 입장에서는 복지 내비게이터로 효율적이고, 최적화된 맞춤형 복지 서

비스 이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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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공급자 입장에서는 중복 지원 및 누락을 차단하고,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정

확한 예측과 관리가 가능해져 세금의 효율적 세금 집행이 가능할 것임

○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9대 핵심과제의 복지 부분에서 정리하였음

(9) 클라우드 우선 정책으로 부처 간 칸막이 철폐

○ 한국의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새로운 정부는 클라우드 기반의 정부4.0이 되어야 하

며, 이를 통해 부처 칸막이를 철폐하여 부처 간의 데이터의 공유와 협력을 촉진해

야 함

○ 특히 서울과 세종시로 분리된 행정 시스템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며, 더불어 클라

우드 활용을 저해하는 내규 개선이 필요함

○ 원래 정부 3.0의 기본 원칙은 공공데이터의 원칙적 개방으로, 클라우드 우선 정책

의 확립을 위해 모든 정보는 원칙적 개방이란 원칙 준수를 촉구함

(10) 복지와 재원의 연동체계 확립

○ 서론과 같이 국민의 부담률을 감안한 한국의 도달가능한 복지모델이 정립되어야 하

는데, 현재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26%로서, 스웨덴의 44%의 절반에 불과함

- 일부에서 주장한 북구식 복지를 위해서는 국민부담을 지금의 2배로 증가시켜야 

하나 이는 현실적으로 실현불가능하며, 스웨덴 수준의 복지는 선택가능한 대안이 

아님을 의미함

○ 그렇다면 한국이 지향할 도달 가능한 복지국가 모델로서 북구형, 영미형, 대륙형, 

스위스형 중 어떤 모델을 택하느냐의 선택의 문제임

○ 본 보고서에는 스위스의 저부담-중복지 모델이 한국이 GDP 6%의 복지예산을 추

가로 충당하면 도달 가능한 목표라고 판단함

- 참고로 한국은 저부담-저복지 모델로서, 복지지출이 국가 GDP의 10%이며, 스위

스는 20% 규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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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영유아 보육은 미래를 위한 국가의 의무

○ 영유아 보육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시작이자, 국가의 미래를 보장하는 안전망임. 

즉 영유아 보육은 국가의 책임이라는 의미임

○ 출산장려를 위해 영유아보육의 국가완전 책임제는 사회보장차원에서 높은 우선순위

를 갖고 있으나, 영유아 보육을 저비용으로 확대하는 정책이 현실적으로 요구되며, 

한편으로는 노인의 사회 안전망 제공이 필요함

○ 이 2가지를 연결하는 대책이 노년층의 보육 보조 일자리 매칭 제도임. 전국의 영유

아 보육을 확대하면서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을 줄이는 대안이 보조교사를 보육경험

이 풍부한 은퇴 노년층을 활용하는 것임

○ 원래 아이 돌보는 것은 경험이 많은 장년층이 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적은 예

산으로 노인층과 영유아의 복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임

- 단, 젊은 엄마와 할머니 사이의 양육 가치관의 차이는 완충하는 대안이 필요함

(12) 4차 산업혁명과 고령화의 매칭 전략

○ 4차 산업혁명은 고령화와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음. 4차 산업혁명은 일자리를 축

소하고 고령화는 노동인력을 감소시키므로 두 가지 현상이 적절히 매칭된다면 상호 

보완적인 문제해결이 가능함

○ 여기서 시간적으로 두 현상이 매칭되어야 함. 4차 산업혁명이 나중에 오고, 고령화가 

먼저 다가올 경우 저하된 국가 생산성과 경쟁력으로는 4차 산업혁명을 달성할 수 없음

○ 특히 대한민국의 고도성장을 이끈 6.25 전쟁 이후의 베이비 붐 세대 은퇴로 인하

여 전 세계 최고속의 고령화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음

○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은 일자리를 줄이고 노령화는 일할 사람을 줄인다면 이 두 

개의 쓰나미는 상승효과가 아니라 상쇄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임

-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통하여 초 생산성 혁명을 이룩하는데 성공한다면 노령화

에 따르는 일손 부족 문제는 로봇과 인공지능 등의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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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가능해짐

○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상상을 디자인하는 것이라고 미래학에서 말

하고 있음

○ 인간과 인류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미래를 위해서 피할 수 없는 외부 

환경인 고령화와 4차 산업혁명의 가장 바람직한 조합을 찾아 국가 미래 전략 설계

에 반영해야 할 것임

(13) 협력하는 괴짜, 4차 산업 인재상 정립

○ 현 교육은 추격 경제에 최적화되어 있으나, 추격형 교육의 정답형 스펙형 인재는 

미래 사회에는 인공지능에 도태됨

○ 즉 우리는 지금 미래에 사라질 교육에 전념하고 있으며, 정답형 교육은 필연적으로 

단일 줄세우기 경쟁 교육을 유발함

○ 미래 교육은 협력과 창조가 양대 화두이므로, 다양성과 협력을 배우는 교육으로 전

환되어야 하며, 미래 인재상으로 협력하는 괴짜를 제시함

(14) 기업가정신 교육과 메이커 교육

○ 이제 교육의 중심은 반복되지 않는 문제를 풀어가는 ‘기업가정신’임

○ 미국 아리조나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기업가 정신 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창업률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보고됨

- 창업을 하지 않더라도 기업가정신 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연 수입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하여 27%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바로 기업가정신의 힘으로 MIT 졸업생 기업들의 매출은 1조 9천억 달러이고 스

탠포드 졸업생 기업들의 매출은 2조 5천억 달러에 달함

○ EU가 2006년 오슬로 아젠다를 통하여 모든 유럽 국가들에게 초등학교부터 기업가

정신 의무교육화를 권유하고, 2009년 세계 경제 포럼(WEF)도 전 세계 국가에 동

일한 권고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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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전 세계 선도국가들은 치열한 기업가 정신 교육 경쟁에 돌입함

○ 한국도 2018년부터 기업가정신 교육이 의무화될 예정이나, 교사 양성 등 이에 대

한 사전 준비가 사회적 공론화를 통하여 충분히 대비되어야 할 것임 

○ 이러한 기업가정신 교육을 확산하는 수단으로 메이커 교육이 등장하고 있으며, 현

장과 교육이 결합하는 대안임. 이에 그 추진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메이커 운동이라는 씨앗을 공교육에 뿌리자. 

- 테크샵과 크라우드펀딩 등 창업 플랫폼을 제대로 구축하여 하드웨어 창업 비용을 

최대한 줄여 주자. 

- 하드웨어 특허 경진대회를 열고 특허 기반 질 좋은 창업을 촉진시키자. 

- 창업을 촉진할 지역별 개방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하자. 

- 클라우드 우선 정책과 데이터 개방 정책을 적극 추진하자.

- 진입과 융합 규제 혁신을 촉진하자. 

- 경쟁보다 협력을 중요시하는 팀 프로젝트 중심 교육을 추진하자.

- 기업가정신의 강화로 불확실한 미래에 도전하자.

(15) 사회와 교육을 통합하는 대학의 산학연 역할 정립

○ 탈 추격 4차 산업혁명의 모든 교육은 사회 수요 연계형이 되어야 하며, 산학연 통

합 교육이 대학교육이 나아갈 중요한 방향임

○ 이를 위하여 대학의 정년직(테뉴어 트랙) 교수 중심의 대학 내부 거버넌스 혁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 대학의 의사결정에 배제된 산학협력교수와 초빙 교수들의 참여 없이는 사회 연계

형 교육 혁신은 불가능함

- 실제로 대부분의 대학에 현장을 아는 교수들은 의사결정에 배제되어 있다는 것이 

불편한 진실임

○ 대학의 산학협력단에도 현장 경험이 있는 기업가적 마인드가 없다는 것이 대학과 

사회가 분리되어 가는 가장 큰 이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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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의 사회 연계형 교육의 확립은 대학의 입시 성향을 바꾸어 사회를 아는 대학은 

입시를 이에 맞추게 된다는 것이며, 이러한 대학의 입시 성향은 중 고교의 교육 체

계를 혁신시키는 원천이 될 것임

(16) 에너지 전환을 위한 사회적 합의구조 마련

○ 에너지는 생산과 소비를 포함, 모든 인간 활동의 근원임. 에너지 정책을 바꾼다는 

것은 그만큼 큰 변화를 수반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동의가 불가피함

○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의 에너지 정책은 정부주도 방식으로 수급차원 정책에 초점을 

두어왔으며 외부참여도 소수의 전문가들이 폐쇄적으로 참여해왔던 점을 부인하기 

어려움

○ 이런 이유에서 민감한 에너지 정책은 차기정부로 미루거나 일방적으로 하달하는 관

행을 벗어나지 못했으며, 정부가 바뀌면 정책도 바뀌어온 원인임

○ 따라서 정부는 물론 산업계와 시민사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마

련해 국민적 동의를 확보하는 ‘절차적 매카니즘’을 확고히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 원자력 발전소의 공론화 결과는 이런 관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실험이었으며, 이를 

확산할 필요가 있음

- 17개의 지속가능발전 목표(SDG Goals)를 도출하기 위해 회원국뿐 아니라 전 세

계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토록 한 유엔총회의 ‘OWG(Open Working Group)’ 방

식도 하나의 참고할만한 방식임

- 특히 SDG 목표 중 깨끗한 에너지와 물, 기후행동,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등 

다수가 신기후 체제의 에너지 전환 목표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는 만큼 가칭 '지속

발전 기후에너지 국민회의'를 설치하는 것을 제언함

(17) 기후·에너지 전략 로드맵

○ 기후, 에너지는 정책 효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나므로 단일 정권을 넘어 장기적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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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연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하므로 사회적 합의에 근거한 로드맵이 

도출되어야 하며, 그 주요 사항으로 다음 정책에 대한 합의가 필요함

□ 전기요금 합리화와 수요관리 시장기반 조성

○ 전기요금 책정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 OECD 절반수준의 현행 전기요

금으로는 에너지 절약을 유도할 동인도,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이끌 동력도 부족

하기 때문임

○ 전기요금누진제 개편방향(기존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 누진구간 100kw에서 

200kw로 확대)은 소비자의 요구를 상당폭 반영하기는 했지만, 이는 당정이 함께 

만든 ‘전기요금할인’ 정책에 가까워 전기수요의 증가(소비)를 가져올 포퓰리즘 정책

이라는 지적도 있음

□ 에너지 세제 개선

○ 한국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석유 등 1차 에너지보다 2차 에너지인 전기가격

이 낮음. 즉 에너지 상대가격 왜곡이 심함

- 이유 중 하나는 에너지원의 안전성, 환경성이 과세구조와 불일치하기 때문으로, 예컨대 

원자력과 유연탄에 대한 과세는 다른 에너지원보다 훨씬 유리하게 되어 있음

○ 어떤 경우든 세금 문제는 이해당사자의 커다란 반발을 불러오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기 때문에 3차 에너지세제 개편은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함 

○ 특히 산업 중심의 추격경제에 최적화된 전기 요금은 소비자를 감안한 체계로 개편

되어야 함

□ 전력수요와 수출산업 관점에서 원전 로드맵 전략의 보완

○ 에너지 믹스와 기저발전,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과 전기요금 책정 등에서 원전이 차

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음

○ 정부는 탈원전 로드맵을 발표하였으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정책권고에 

따라 공사를 재개하는 대신에 장기적으로 수명이 끝나는 원전을 폐기하기로 함



- 295 -

○ 정부가 제시하는 청정에너지 비중 확대(7%→20%)는 현실성이 부족하며, 내부적으로 

탈원전정책을 펼치면서 해외에서 원자력 발전소 수주하기는 쉽지 않음 

○ 원전을 통한 전력생산과 산업의 측면에서 가지는 원자력 발전의 위상을 고려한 로

드맵 전략의 보완이 필요함

□ 배출전망치(BAU) 유지 여부와 국가 Status

○ 국제사회가 한국을 불신하는 이유 중 하나는 BAU(평상의 상황을 전제로 한 배출전

망치) 방식으로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발표하는 한편 합리적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

지 않은 채 이를 수정한다는 데에 있음

○ 2014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외환위기 이후 사상 처음으로 절대량이 감소했지만, 정

부는 기존에 발표된 2020년 중기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하향조정하면서 2030년 감

축계획을 발표했음. 이는 국제적으로 선진국은 절대량 방식으로, 개도국은 BAU 등 

재량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토록 되어 있기 때문임

○ 신기후체제의 출범과 더불어 도입되는 국제적 ‘검증(review)’에 대응하는 한편 전

력소비 각 주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온실가스 목표설정 방식을 절대량으

로 바꿀 것인지의 여부가 결정되어야 함

(18) 온실가스 감축 대책 개선

□ 친환경차 획기적 보급 중장기 계획 마련

○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까지 세수운용 차원에서 휘발유, 경유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

정하고 사회적 비용(대기오염 등)을 반영하지 않아 경유차가 급증해왔음

○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경우 차량진입을 금지하는 등 단계적으

로 규제를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로 전환이 필요

- 특히 생계형 운행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위한 정책전략이 필요하고,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 동시 저감장치 부착 비용 지원확대 등으로 운송수단의 저공해화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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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적 차원에서 주도해야 함

- 경유차량을 전기 트럭·버스·이륜차 등으로 교체하는 경우 차량구입비, 충전기 등

을 지원하고, 등록세, 통행료 등을 인하하는 정책도 고려될 필요가 있음

- 전기자동차의 경우 일정 시점까지 보조금 정책을 유지하는 한편 공용충전소 확충, 

교환식 충전기 보급 등으로 충전 불편문제를 해소하고, 스마트 미터기를 대중화해 

전기요금이 저렴한 시간에 충전할 수 있는 기본여건을 마련해야 함

○ 한국이 주도하는 수소전기차는 에너지 측면과 더불어 미세 먼지 감소 효과가 탁월

하므로 이를 전략산업화하는 것이 필요함

(19) 미세먼지 감축 전략

○ 세계보건기구(WHO)가 2013년 발암물질로 지정한 미세먼지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

오른 지 수년째이며, 특히 폐포까지 침투되는 초미세먼지(PM2.5)의 농도는 서울의 

경우 WHO 권고 2배 이상이며 파리나 도쿄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빈도 역시 계

속 늘어나고 있음

○ 하지만 관련 대책은 아직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경유차 퇴출, 산업 에

너지 클린화와 더불어, 석탄화력발전소 동결과 퇴출이 근본대책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중 대책이 미비한 석탄 화력발전 문제에 대한 대안이 시급한 정책 사안으로서, 

석탄화력발전소의 퇴출 로드맵이 시급함

○ 석탄화력발전소는 LNG 대비 온실가스 2.5배, 미세먼저 1,235배, 초미세먼지 1,682배, 

질소산화물 3,226배를 배출하며 ‘조용한 살인자(silent killer)’로 불리고 있음

- 즉 석탄화력발전소는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그리고 국민건강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열쇠를 쥐고 있어 정책적 의지와 정교한 정책이 뒷받침된다면 국민적 지지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함

- 영국이 2025년, 핀란드가 2030년까지 모든 석탄화력발전소를 폐기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캐나다, 독일, 네덜란드, 호주, 프랑스가 이와 유사한 정책을 속속 발표하

는 배경임

- 심지어 중국도 글로벌 슈퍼그리드가 구축될 2050년이면 석탄과 결별할 것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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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임

- 반면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의 획기적 감축을 추진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석탄산업 부활을(clean coal) 선언함

○ 한국의 경우 전체 발전연료 중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34%(그 다음이 원자력)이

며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국내 총배출량의 약 4분의 1에 이름

(20) 스마트그리드와 분산에너지 전략

○ 스마트그리드란 전기 및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전력망을 지능화·고도화함으로

써 고품질의 전력서비스를 제공하고 에너지 이용효율을 극대화하는 전력망임

- 스마트 그리드는 태양광,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의 효율적 발전과 축전을 융합해

주어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스마트그리드와 분산에너지 전략이 결합되어야 하는 이유는 생산된 지역에서 전력

이 소비될 수 있게 하기 위함

- 비상시 에너지 공급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리에서 발전하기 위해 분산화 시키면 

송전시의 에너지 손실도 적고 효율성이 상승함

- 더불어 지역 자원을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

이 될 것임

- 집중에너지 전략은 발전 설비가 재해 등으로 중지되면 블랙아웃 등 전력 공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반면 분산 에너지 전략은 주요 전력이 멈춰도 여러 분산된 전원으로부터 전력을 융

통하고 통전이 정지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따라서 스마트그리드와 분산에너지 전략을 융합하여 추진해야 함

(21) 식량안보전략 수립

○ 국가안전망 구축에서 국방, 복지, 안전망과 함께 고려될 요소가 식량임. 지금은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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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한 곡물이 수입되고 있지만, 위기상황 발생시 예상되는 피해가 크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함

○ 특히 식량안보의 현황을 보면 다양한 리스크가 존재하나, 한국은 이러한 리스크에 

대한 대비전략이 부족함

- 한국의 식량자급률은 약 50%이며, 곡물자급률은 24%이며, 특히 쌀을 제외한 주

요 곡물은 90%를 수입에 의존함

- 문제는 기상이변과 투기성 자금의 유동성으로 곡물가격의 불안전성이 높아지고 있

으며, 특히 카길(Caggil)‧루이 드레퓌스(Louis Dreyfus)와 같은 몇몇 기업이 
전 세계 곡물 유통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임

- 만약 위기상황에서 이들이 곡물가격을 올리거나 수출을 제한한다면 한국의 식품가

격은 급격하게 상승하고, 식량대란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한국도 2011년  ‘안정적인 식량 생산을 위한 장기 계획’을 발표하고 2015년까지 

곡물자급률을 30%로 높이는 목표를 세웠으나 실패하였고, 이후에도 곡물자급률을 

높이겠다는 목표는 세웠지만 일관성 없는 정부의 식량안보 정책으로 인하여 개선된 

부분은 없음

- 2015년 세계식량안보지수(GFSI)에 따르면 한국은 조사대상인 109개 국가 중에서 

26위이며, 식량안보지수가 처음으로 발표된 2012년 21위(77.8점)에서 2013
년 24위(71.1점)로 하락하고 있음

○ 이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정부의 일관성 있는 식량안보 정책 수립과 실행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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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장기전략(2022년)

○ 중장기전략은 플래그십 프로젝트와 단기전략의 성과를 바탕으로 일류국가로 발돋움

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 시스템을 정비하는 과정임

○ 따라서 중장기 전략의 핵심은 한국이 추구한 추격전략에서 벗어난 탈추격전략을 사

회전반에 확산시키는 과정으로 상생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임

(1) 실패를 지원하는 혁신의 안전망 구축103)

○ 혁신은 불확실한 미래에 도전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불확실한 도전은 실패 가

능성이 높음. 따라서 이러한 도전에 따른 실패를 지원하지 않으면 혁신은 사라질 

수밖에 없음

- 예를 들어 창업 실패자에게 신용 불량자의 굴레를 씌우면 청년들은 창업보다는 

공무원 시험으로 몰려가게 되어 있음

○ 4차 산업혁명의 혁신 전략은 개별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확률전략에서 전체의 성공

을 위하여 부분의 실패를 용인하는 기댓값전략으로 이전해야 하며, 이를 위한 인프

라가 실패를 지원하는 혁신의 안전망임

□ 정직한 실패기업인의 원칙적 재도전 허용

○ 혁신전략의 핵심은 성공 확률은 낮으나 대박이 기대되는 사업을 추구하는 것이며, 이

를 위해서는 성공의 확률 전략이 아니라 성공의 기댓값을 높이는 전략으로 가야 함

○ 그러나 지금까지는 개별적 실패를 징벌함으로써 혁신을 저해하는 최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지금의 실패의 일괄 징벌에서 정직한 실패의 지원으로 실패에 

대한 평가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함

- EU의 중소기업법 제2조에서는 “파산에 직면한 정직한 기업인들이 신속히 재도전

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보장한다.”를 참고하여 한국도 중소기업기본법 5조에 신

생기업과 회생기업을 동일하게 대우하도록 조항을 추가 제정하여 원칙적 재도전을 

허용하는 창업환경을 조성해야 함

103) KCERN 26차 포럼 “재도전기업가를 위하여”를 참고하여 재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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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도산법의 개선

○ 한국의 통합도산법은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개인채무자회생법」등 도산법제

를 1개의 법률로 통합되었으며, 적용 대상은 개인과 법인의 구분 없이 모든 채무자

를 대상으로 하여 하나의 효율적인 절차로 기업 회생, 퇴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하지만 한국은 자동 추심금지가 없어 파산법 신청 이후에도 채무자는 지속적인 빚 

독촉에 시달리게 되는 한계가 있으며, 파산자라는 사회적 낙인으로 재기의 기회를 

얻기가 어려운 실정임

○ 특히 파산을 졸업해도 신용등급은 하락하여 졸업이 아닌 상황에 직면함. 따라서 미

국의 파산법과 같이 채무자의 개인파산을 용인하고, 원칙적으로 면책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한국의 통합도산법도 개선될 필요가 있음

- 단 도덕적 해이는 강력한 사후 징벌로 걸러야 할 것임

□ 크라우드펀딩 활용

○ 크라우드펀딩은 지분투자 방식으로 재창업하는 기업인들의 사업모델과 제품의 경쟁

력을 통하여 평가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로 활용가능함

- 실패기업인들이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할 경우, 턱없이 부족한 정책 자금 대신에 펀

딩으로 민간자금을 유치하여 재창업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음

○ 크라우드펀딩의 활성화는 창업의 활성화만이 아니라 재창업하는 기업인들에게 공정

한 기회를 줄 수 있음

(2) 무한책임 주식회사의 정상화(유한책임 주식회사 복원)

□ 경영진 연대보증 전면폐지

○ 대표이사 연대보증제도는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작동하고 있는 제도로서, 금융권

(대부업)에서 신용과 담보제공이 되지 않으면 고금리와 함께 위험은 연대보증인에

게 전가하면서 창업을 기피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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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ERN의 제안에 의하여 정책금융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은 2014년부

터 설립 3년 이내 법인에 대해 원칙적으로 창업자 연대보증 폐지, 그리고 2018년 

4월에 모든 연대보증을 폐지함

- 또한 금융권에 대한 연대보증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폐지되었으나, 법

인대출에 대해서는 경영진에 대한 연대보증이 남아 있음

○ 혁신적인 기업이 탄생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위해 지분투자 혹은 채무를 지

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사업에 관한 모든 책임을 대표이사에게 지우는 것은 유한

책임 주식회사의 설립원리에 반하는 것임

- 미국은 투자한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묻기에 채무자

에게 일방적으로 모든 책임을 지우지 못하나 한국은 금융사들은 투자에 대한 책

임은 기업인에게 전가함

○ 즉 금융사들은 대출심사와 부실에 대한 책임을 연대보증이란 제도를 통해 소비자에

게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경영진 연대보증을 2018년 7월까지 전면폐지 하는 정책

을 강력 추진하되, 도덕적 해이는 가중징벌해야 함

□ 채무부종성의 개선

○ 기업의 대표이사에 대한 과도한 책임은 기업의 회생절차에서도 남아있는데, 출자전

환으로 차입금이 모두 없어져도 CEO에 대한 연대보증은 소멸되지 않고 존속함

- 이는 회생절차에서 출자전환 시 발행주식의 시가평가액 만큼 채무가 소멸하고 시가

초과액은 채무면제로 보는 판례 때문으로 출자전환 시 채무의 소멸범위가 회생절차

와 워크아웃/자율협약 간에 서로 일치하지 않는 채무 부종성 예외 문제가 발생함

- 따라서 채무부종성 불인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생절차에서도 워크아웃/

자율협약과 동일하게 출자전환가액 만큼 채무가 소멸되도록 함으로써 보증채무도 

출자전환가액만큼 소멸되도록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음

○ 정책금융에 한정된 채무부종성의 개선을 일반 금융사들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더불어 회생절차에서 워크아웃과 동일하게 상계설(전액소멸설)을 적용하고 이에 따

라 세무, 회계 처리 기준도 통일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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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 폐지

○ 과점주주에 대한 2차 납세의무는 일부 경영진들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세금을 추징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 회생절차에서는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가 원칙적으로 새로 발생하지 않으나 회

생절차 이전에 기 발생한 2차 납세의무는 그대로 존속함

○ 따라서 회계투명성을 전제로 할 때 회생절차에 들어간 경영진에 대한 2차 납세의

무 면제에 대한 조건의 일관성이 필요함

○ 다만 일부 경영진들의 탈세 및 의도적인 납세지연에 대해서는 강한 처벌 및 징세를 

취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함

- 국회에 발의된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에 관련한 개선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함

(3) 혁신을 저해하는 배임의 민사화

○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함

○ 한국 배임제도의 문제는 경영자의 경영실패를 형법으로 다스려, 기업가들의 기업가

정신을 떨어뜨리고 있음

- 배임의 본질은 사적계약간의 배신으로 윤리적인 부분이며, 경영진의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은 민사적 손해배상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배임의 범위를 최

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적절함

○ 따라서 배임의 적용범위는 광의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엄격하게 명시되어야 하며 

횡령에 준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배임이 적용되지 않도록 개선안이 필요함

(4) 공정거래 법질서 확립 

○ 지난 20년간 대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두 배로 확대된 주요 원인 중의 하나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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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에 있음

○ 그 결과 청년들의 중소기업 회피로 인적 자원 분배의 왜곡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불공정거래는 자원 왜곡을 넘어 대기업의 혁신도 결국 저해함

○ 그런데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식재산 등 혁신의 공정거래 질서에 취약성을 보

이고 있음

○ 탈추격 전략의 핵심은 공정거래 질서 확보에 있다는 점에서 입증책임전환, 기각사

유공개, 징벌적 배상제의 확대 등을 포함하는 공정거래질서 확대가 시급함

□ 대중소 상생발전을 위한 3요소, 효율, 혁신, 공정

○ 다양한 혁신이 거대한 시장플랫폼 위해서 꽃피는 ‘초협력 경제구조’를 구축하기 위

해서는 혁신을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과 시장을 담당하는 대기업이 협력해야 함

○ 그런데 효율과 혁신의 협력은 공정한 거래에서 출발할 수 있으며, 공정한 거래 질

서를 구축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임

- 효율을 가진 대기업과 혁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협상력은 균형을 이루기 어

려우며, 대기업이 단기적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게 되면 생태계는 건강성을 잃게 

돼 장기적인 국가발전이 저해됨

- 대중소기업 공정거래 문제를 단가 인하, 구두 발주 등 개별 현상적 측면에서 접근

하는 것은 생태계의 건강을 본원적으로 개선시키지 못함. 대기업이 피해갈 수 있

는 대안이 너무 많기 때문임

□ 공정거래 생태계 조성 정책

○ 장기적 관점에서 산업생태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는 공정거래가 경제민주화의 

핵심이 되어야 하고, 경제민주화는 혁신과 시장효율의 공정거래로 국부의 창출과 

분배가 선순환되는 구조가 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음

- 따라서 공정거래 산업생태계 조성은 경제민주화 정책의 최우선이 되어야만 함

○ 신고 활성화는 공정거래를 발전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

- 중소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행위를 제소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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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처리하면 문제는 언젠가 개선되지만, 대기업의 보복이 이를 가로막고 있음

- 물론 하도급법은 보복할 경우 양벌제 처벌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거의 없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또 다른 보복의 이유가 되고 있음

- 따라서 불공정거래의 무기명 신고제, 협단체의 신고 대행제, 보복의 입증책임 전

환제도, 기각사유 공개 등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

○ 중소·벤처기업과 대기업의 협상력은 각각 기술혁신과 시장역량으로 기술을 탈취당

하면 중소·벤처의 협상력은 사라짐

- 기술탈취 방지를 위해 2010년 기업호민관실(중소기업 옴부즈맨)에서 입증책임 전

환, 징벌적 배상제 등 많은 제도 개선이 제안되었으나 현장 인식 개선은 아직 부

족한 상황임

○ 특히 비밀유지 약정의 자율 준수는 매우 미흡함. 비밀유지약정은 비밀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비밀 정보를 공개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해 그 정보를 공개하

지 못하도록 하는 약정임

- 기술, 사업 분야에서 그 활용도가 높은 편으로 시제품의 테스트나 제작, 공동 연

구, 컨설팅, 투자 및 라이센스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도 사용됨

- 당사자 간의 비밀유지에 대한 합의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비밀유지약정은 법적 

의무사항이 없어 생략된 채로 거래되는 경우가 다수임

- 이로 인해 비밀유지약정의 자율 준수는 매우 미흡한 상황이나 공정거래를 위해서

라도 비밀유지약정은 의무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전환해야 하며, 2018년 중소

벤처부는 이를 법제화하는 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

한 법률 제2조의 제15항에서 개정할 것을 촉구함

(5) 기업혁신의 리더십과 투명성 제고

○ 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혁신의 리더십이 지속되어야 하나, 

상장 이후에 경영진의 지분율이 감소하면서 기업의 장기전략 수립에 어려움이 따름

- 이에 기업들은 대안으로 순환출자를 활용하였으나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로 인하

여 순환출자를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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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환출자에서 지주사 체제로 전환은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은 높아지나, 상당한 

자본이 필요하면서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할 여력이 떨어짐  

○ OECD의 주요 국가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안으로서 차등의결권을 도입

함. 차등의결권은 주주권의 내용에서 의결권에 관하여 다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임

- 주주 자본주의가 가장 발전한 미국에서도 차등의결권 이용비율은 전체 IPO의 

10%,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하면 18%에 달하며104) OECD 30개 국가 중에서 20

개국 이상이 차등의결권을 도입함

○ 창업주나 장기투자 VC에게 기업이 창업정신에서 벗어나지 않고, 장기적으로 성장계

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혁신벤처기업에 한하여 차등의결권 부여를 제안함

- 우선적으로 보유기간에 비례한 차등 의결권은 시범 도입이 필요함

○ 동시에 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도 필요하나, 지금처럼 사전규제 방식으로 

간다면 기업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사후

징벌(징벌적 손해배상)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보완이 필요함 

(6) 산업플랫폼 구축105)

○ 산업플랫폼은 클라우드 기반의 산업인터넷 인프라로, 산업 내 개별 기업들의 공통 

요소를 추출·공유하여 효율과 혁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클라우드 기반의 산업플랫폼 구축은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 요소가 될 것이므

로, 이를 구축하여 추진 중인 OSP와 NIA가 산업플랫폼 프로젝트 추진 주체로서 

주요 역할을 수행할 필요

- 우리나라가 우선적으로 구축해야 할 주요 산업별 플랫폼 후보는 경제(제조), 에너

지, 헬스케어(고령화), 이동성(교통) 등으로 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 

R&D(OSP: Office of Strategy R&D Planning)106)는 산업플랫폼 프로젝트를 

104) Scott Smart & Chad J. Zutter, “Control as a Motivation for Underpricing : A Comparsion of 
Dual-and Single-Class IPOs”
105) KCERN(2017.10), 산업혁신과 산업플랫폼, 제40회 정기포럼 발췌 
106) OSP의 “신신업 창출을 위한 산업플랫폼 프로젝트(가칭)” 발굴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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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하여 추진 중 

- 특히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의 파스-타는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107)을 구축하여 

클라우드 플랫폼 생태계 조성 전략을 추진 중

○ 결론적으로 ‘산업플랫폼 국가전략’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며, 세부 실행전

략으로 1) 플래그십 산업별 플랫폼 구축 전략, 2) 오프라인 기반 산업의 플랫폼 전

환 전략, 3) 산업별 플랫폼 경쟁 전략 등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며, 이에 대한 구체

적인 내용은 플래그십 프로젝트의 개방플랫폼 전략에서 상세히 정리하였음

(7)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 팩토리

○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 팩토리란, 효율의 극대화를 추구해왔던 기존의 자동화된 공

장에서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로봇이 융합하여 자기조직화하는 스마트 팩토리로

의 진화를 의미함

- 한 예로 독일의 경우,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하여 제조 공정의 불량률을 1/40로 

줄이고, 에너지 소비 역시 30% 절감 및 신제품 출하 시간이 절반으로 단축되는 

획기적인 결과를 얻었음

○ 현재 정부는 ‘제조혁신 3.0전략(2015.3, 산업부·미래부 합동)’과 ‘스마트 제조 

R&D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여 스마트공장 확산 지원을 계획·추진하였음 

○ 스마트공장 기술로드맵에도 볼 수 있듯이, 한국은 스마트공장을 입출고, 생산, 재고

관리, 물류, 유지보수, 관제 등 전 과정을 ICT로 통합한 유연 생산체계, 즉 공장 

자동화의 개념으로 보고 있음

○ 그러나 스마트공장은 자동화 공장이 아닌 데이터 중심의 지능화된 공장을 의미함

- 독일의 스마트 팩토리 프로젝트인 Cocos에서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공장이 모든 

요소가 상황변화를 인식하고 상호소통하여 최적의 프로세스를 구축하도록 하며, 

보쉬는 디바이스들이 지능을 가지고 상호연결된 공장으로 정의함

107) 공공에서 구축한 플랫폼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비영리 재단 Cloud Foundry Foundation이 개발한 Cloud 
Foundry(CF) 기반으로 플랫폼을 개발하였고, IBM Bluemix, GE PREDIX 등 CF 기반으로 글로벌 산업플랫폼 시
장을 선도하는 서비스들과 상호호환성을 갖추고 있다는 장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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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GE의 Predix나 Seimens의 Mindsphere도 마찬가지임. 모든 스마트 팩토

리는 데이터를 통한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생산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 따라서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 팩토리로 진화하여 4차 산업화 혁신에 도전해야 하

며, 사물인터넷의 혁신이 뒷받침되어야 함

- 사물인터넷의 주파수 규제가 풀리고 센서들이 표준화되면서 비용이 급속도로 하락

하고 있음

- 장비의 원격관리도 가능해지면서 유지보수비용이 감소하여 궁극적으로 고장 나기 

전의 사전 서비스도 가능해지고 있음

- 따라서 모든 공장의 장비들은 사물인터넷을 통하여 연결되어야 하며, 한국의 제조

업들은 제품에 사물인터넷을 도입하여 출고 이후에도 고객과 실시간 접점을 가져

야 할 것임

(8) DPSS(Data Product Service System)

○ 제품과 서비스의 융합(PSS)108)은 기존의 제조(또는 서비스)기업이 ‘제품의 서비스

화’109) 혹은 ‘서비스의 제품화’110)를 통해 제품과 서비스가 통합된 E2E(End-2 

-End)의 가치사슬화된 사업을 의미함

○ 애플이 제품을 서비스화했다면 아마존은 에코라는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 서비스

를 제품화하고 있음

- 고객을 위한 통합적 가치를 제공하면서, 서비스 영역은 OECD 경제의 70% 이상

을 차지하고 있음

○ 한국의 제조업도 서비스와 융합하여 새롭게 진화해야 함. 1990년대 등장한 서비스

융합이 한국 제조업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4차 산업혁명에 수반된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인공지능의 IT 기술과의 융합이 있기 때문임

108) 1990년대 중반 유럽에서 PSS의 개념이 등장했음. PSS는 영국의 Financial Times에서 향후 20년을 주도
할 새로운 학문으로 소개된 서비스 사이언스의 일환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유형의 제품과 무형의 서비스가 유기적
으로 융합된 시스템’이라는 게 통상적 정의임
109) 애플의 제품인 아이팟은 성능은 최고가 아니었으나, 서비스인 아이튠즈와 결합하면서 시장을 석권함
110) 아마존은 에코라는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하여 서비스를 제품화하고 고객을 위한 통합적 가치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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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터필러나 두산 밥캣은 중장비 출고 이후에도 IoT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해 장비

의 상태를 확인하고 사전 서비스를 제공함

- 제조업이 제품의 가치사슬 전 영역(Life Time Value)에 걸쳐 고객과 연결되어 

가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IoT의 데이터 수집과 클라우드의 빅데이터 저장과 인

공지능의 분석역량의 결합임

- 한국타이어와 넥센도 T-스테이션과 타이어 렌탈서비스를 통해 고객과 판매 이후

에도 지속적으로 연결됨

○ 기존 기업만이 아니라 샤오미, 고프로 등 글로벌 유니콘의 주요 BM도 본질적으로 

PSS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제품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HW와 SW가 융합된 

Data를 기반으로 한 PSS 개념은 새로운 벤처 스타트업들에도 일반화되고 있음

○ 한국의 제조업체들도 제품에 IoT를 도입해 출고 이후에도 고객과 실시간 접점을 

갖도록 해야 함

○ 표준화된 IoT기술이 데이터 획득을 도와줄 것이며, 개방 클라우드 서비스와 오픈소

스화된 인공지능은 누구나 활용 가능하다함

○ 그리고 기업의 가치사슬을 재설계하는 서비스 디자인적 접근으로 고객가치와 기업

의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함

□ 제조혁신을 위한 산업 인터넷 제언111)

○ 이상의 내용으로 제조혁신을 위해 다음과 같은 국가정책을 제안함

○ (산자부) 스마트 생산의 공유경제를 촉진하고,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 인

프라로 산업 플랫폼과 산업별 플랫폼 구축의 마중물을 제공해야 함

- NIA와 대기업이 협력하여 GE와 지멘스와 호환 대응할 수 있는 산업 인터넷 플랫

폼 구축을 지원해야 함

- 산업별 플랫폼은 삼성, 현대, 포스코 등의 글로벌 기업들이 존재하므로, 이들을 

허브기업화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음

- 데이터의 호환성을 위한 데이터 활용 표준 정립이 필요함

111) KCERN(2017) 42차 포럼 “대한민국의 제조혁신 전략”을 참고하여 재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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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스마트 팩토리 정책은 SI에서 클라우드로 Push에서 Pull로 전환되어야 함

- 지금까지의 스마트 팩토리는 개별적으로 SI 사업으로 진행되면서, 구축비용과 운

영비용이 높으며 공장 자동화 이상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 팩토리로 전환이 필요함

- IT 미도입 공장을 대상으로 하는 Push형 정책은 독일의 경우에도 지원 금액에 

비하여 효과가 제한적이어서, 자동화 단계 공장을 향상시키는 Pull 정책으로 전환

해야 함

- 이를 통하여 초기 비용의 절감, 유지 인력과 비용의 감소, 스마트 팩토리의 실질

적 효과 도출, 클라우드에서 응용 소프트웨어 공유를 통한 생산성 향상이 기대됨

- 선도 스마트 팩토리의 실질적 성과를 통하여 전체 제조업으로의 하부 확산이 가

속화될 것임

○ (과기부)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 팩토리 확산을 위하여 클라우드 바우처를 제안함

-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중견·중소기업들이 클라우드

를 선택하는 기점은 월 이용료 100만원 내외임

- 하지만 국내에서는 클라우드 산업에서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제 청

구비용은 이를 상회함

- 기업들의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면서 4차 산업혁명의 기본 인프라인 클라우드 

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바우처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함

- 클라우드의 월간 이용금액을 바우처로 보조하면서, 국내의 클라우드 기업들이 투

자하도록 유도하는 일석이조의 정책적 효과가 기대됨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제조혁신은 데이터를 중심으로 제조공정의 혁신과 PSS의 

융합이며, 제품의 LTV를 고려한 E2E로 가야함

- 이 과정에서 데이터를 제품과 서비스를 융합하고, 스마트 팩토리와 PSS를 연계하

는 매개체임

- 데이터 규제가 심한 독일과 일본이 데이터 규제개혁을 하는 이유이며, 한국도 세

계에서 가장 강도 높은 클라우드 데이터 규제개혁이 절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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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모빌리티 플랫폼

○ 지금까지 사회의 이동성을 위한 국가제언을 했다면 경제에서 생산과 소비의 연결을 

위한 이동성도 중요한 과제임

- 역사적 맥락에서도 1,2차 산업혁명에서 기차와 자동차의 발전으로 생산(공장)과 소비

(도시)는 분리되고 다시 연결되었음(공간의 이동)

- 3차 산업혁명에서는 인터넷의 출현으로 재화만이 아니라 정보와 서비스의 이동으로 확

장되었음(시간의 이동)

- 4차 산업혁명은 온․오프라인이 융합하면서 스마트 도로, 스마트 항만이 출현하면서 이

동수단, 인프라, 서비스가 모두 융합할 것임(시공간의 이동)

○ 이동수단, 인프라, 서비스가 복합적으로 융합되기 위해서는 모빌리티 플랫폼 구축

이 선행되어야 함

- 차량 데이터의 수집-저장-분석-활용을 위한 운영체계 구축과 차량 데이터 공유방안 

수립, 차량 데이터 플랫폼 참여자의 참여 확대를 위한 표준화 및 인증체계 확립이 

국가의 역할임

- 산업통상자원부 R&D 전략기획단이 추진하고 있는 모빌리티 플랫폼을 기반으로 국토

의 K-City, 경기도의 자율주행차 실증단지의 연계 및 융합을 제안함

- 또한 경찰청과 도로교통공사, 기상청의 공공 데이터와 카카오나 SK의 데이터도 비식별

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 개방된다면 빠른 시일에 모빌리티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임 

○ 구축된 모빌리티 플랫폼에서 주요차량 데이터를 비즈니스 플랫폼의 운영과 차량 데

이터 플랫폼 수익화 구조는 공공이 참여하여 공정하게 결정되도록 하고,  다양한 

서비스의 개발은 민간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함

○ 특히 일본의 다이내믹 맵 개발 프로젝트를 벤치마킹하여 이보다 진일보한 한국의 모

빌리티 플랫폼이 구축되기를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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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클라우드 기반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

○ 예측과 맞춤의 최적화된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인프라가 우선 구축되

어야 함 

- 여러 의료 기관에 흩어진 건강 기록을 모을 수 있는 클라우드 개인건강기록(PHR) 

인프라를 구축해야 함

- 일본은 건강 수명의 연장을 위해 건강기록과 유전정보와 생활기록을 모으는 총체

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

○ 더불어 안전한 활용을 위하여 블록체인과 컨테이너 기술로 의료정보 보호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특히 의료행위간 조정 강화 및 의료의 질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블록체인 기반 

성과 지불제도(Pay for performance) 도입을 제안

(11) 오픈소스와 공유경제의 확산112)

○ 공유경제가 4차 산업혁명의 미래로 부상하고 있음. 대표적인 공유플랫폼 기업인 우

버(Uber)와 에어비앤비(Airbnb)의 기업가치가 숙박과 자동차 분야의 전통적인 경

쟁업체인 GM과 힐튼을 넘어섰음

○ 공유경제는 오픈소스(CC), 온 디맨드(협력적 소비), 프로슈머, 온라인 플랫폼, O2O 

플랫폼, SNS, 개방혁신, Gig Economy 등 다양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중에서 오픈소스는 정보의 공유로 공유경제의 출발점으로, 2011년 가트너

(Gartner)는 전 세계 11개 국가 547개의 IT 기업 중 22%에 해당하는 기업이 업

무환경 전체에 오픈소스를 사용한다고 발표함113)

- 대표적으로 인공지능 산업에서 구글과 페이스북은 Tensorflow, Bigsur 등을 공

개하여 공유를 통한 협력과 경쟁으로 산업 전체의 발전을 앞당겼음114)

○ 오픈소스는 데이터의 관리와 통합에 유리하고 업무에 필요한 방향으로 신속·정확하

게 애플리케이션의 개발과 응용이 쉽고, 비즈니스 프로세스 개선과 리엔지니어링에 

112) KCERN(2018) 43차 포럼 “공유경제를 위한 국가 로드맵”을 참고하여 정리함
113) 블로터 닷컴, “오픈소스 사용 이용”, 2011.2.10
114) Tensorflow, Bigsur은 구글과 페이스북에서 공개한 인공지능 관련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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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이 있음115)

□ 정보공유를 위한 로드맵

○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보의 공유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오픈소스 생태계 

구축을 위한 규제 개혁이 필요함

- 90% 이상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민간가공 사업체를 활용할 것을 제안하며, 이 

과정에서 영국(공공 데이터 개방)과 일본(민간가공 사업체 활용)의 사례를 적극적

으로 벤치마킹 할 것을 제안함 

○ 기업의 과도한 보안 우선주의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혁신적 인사 평가를 해야 함

○ 오픈소스 인센티브는 영국의 베터 초이스와 GitHub를 벤치마킹하고 Patent 

Network 제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오픈소스의 확대는 개발자 커뮤니티 성장에 달려있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수천만 개

의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되어야 함 

- 영국의 ‘Better Choice, Better Deals’라는 정부의 데이터 공개뿐만이 아닌, 기

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 정보를 다시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게 하는 정책을 

만들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와 기업, 더 나아가 전반적인 경제 성장을 도모하려 

함116)

- GitHub의 깃(Git)은 다수의 개발자가 동시에 작업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GitHub 내 개발자들의 커뮤니티는 독립적으로 존재하게 되고, 사유 소프트웨어와 

호환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개발자들에게 참여를 유인하는 인센티브로 작동함

-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모든 개발자가 페이스북 담벼락처럼 자신의 홈페이지를 운영

할 수 있고, 여기에서 개발자들이 참여한 프로젝트, 코멘트 등 모든 행동을 살펴

볼 수 있음117)

- 또한, 깃허브 내 누구나 묻고 질문할 수 있는 지식 공유서비스 ‘커뮤니티 포럼’을 

오픈하였는데 선배 개발자들과 초보 개발자들의 커뮤니케이션과 아이디어 공유를 

115) Tech M, 오픈소스가 만드는 실리콘밸리, 오픈소스로 읽는다, 2015.12.10
116) 이상일 (2013), 창조경제의 신성장동력 ‘빅데이터’ 어떻게 준비하고 만들어가야 하는가?, 제320회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2013.10.14.)
117) 아이피노믹스(2017.02.06.), “[주목! 이 기업] 깃허브” (http://bit.ly/2niwc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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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공간이 되고 있음 

- Patent Network 제도는 실리콘밸리에서 기술 공유가 확산하고, 동시에 특허 괴

물의 무차별적 로열티 소송이 늘어나자 특허 공유 네트워크를 결성하여 협력하려

는 시도가 일어나고 있음 

- 오픈소스 생태계는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해줄 법률 플랫폼과 개발자와 유저의 협

력 플랫폼으로 뒷받침되어야 함

(12)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팜

○ 4차 산업혁명에서는 자동화 수준인 지금의 농업을 넘어 가치사슬의 전 영역(End 

to End·E2E)을 최적화하는 스마트 팜을 구축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몬산토는 농업용 로봇, 정밀농업, 농장 경영 소프트웨어, 물관리 모바

일 플랫폼 기업 등의 포트폴리오 투자를 통해 클라우드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농

업 기업으로 대변신함

- 크런치베이스에 의하면 지난 2015년 농업 벤처투자는 46억 달러(5조1,900억 원)

로 2014년에 비하여 2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농업 벤처가 미래 유망산업으로 떠

오르고 있음

○ 농업의 혁신방향으로 농작물의 생산성 향상, 유통의 투명화, 농업의 D.I.Y와 같은 

4차 산업화를 제안함

- (생산) 생산과정의 데이터화를 통하여 생산의 혁신이 가능함. 농기계의 데이터화로 

농기계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동화를 넘어선 지능화된 스마트 농업으로 생산

성을 극대화할 수 있음

- (유통) 불투명하고 비효율적인 농식품의 유통구조의 개선도 필요함. 다양한 정부지

원에도 불구하고 농가의 거래교섭력은 약해 농가수취가격은 낮고, 다단계의 유통

구조로 유통마진은 높으므로 플랫폼을 활용한 유통과 생산의 매칭 시스템 구축과 

블록체인을 통한 농업유통의 혁신이 촉발되어야 함

- 실제 네덜란드의 프리바사는 작물 수확량 모니터링이 가능한 원예 자동화 시스템

을, 호티막스사는 기상정보를 예측해 온도 편차를 최적화하는 제어시스템을, 이스

라엘 파이토크사는 정보통신기술(ICT)로 작물과 경작환경 최적화 시스템을 개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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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농업의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음

- (소비) 도시농업이 주목받으면서 필요한 농식품을 직접 재배하는 농업의 D.I.Y가 구

현될 것임. 특히 신선식품의 비용은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며, 가정에서 키우기에는 

작물의 노하우가 부족하였으나, 농업의 모든 것이 데이터화되고 공유되면서 이를 가

내에서 키우는 것이 쉬워지고 있음

(13) 상생발전을 위한 한국형 노사정 사회 협약의 제도화

○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 즉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

규직 근로자 간의 격차와 갈등이 큰 사회적 문제로 이어져 왔음

-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시장 유연성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양극화되어 있고, 소득안

정성 및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OECD 선진국 가운데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음

○ 유럽 국가들의 대타협 모델에서 한국의 대타협이 갈 길을 찾을 수 있으며, 그 공통

점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이룩하는 노사의 협력이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지도

자의 리더십으로 이룩되었으며,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신뢰 속에서 발전해 왔음 

□ 노사정 사회적 협의체 활성화

○ 정부를 제3자로 노사의 지속적 합의를 통하여 경제 개혁과 고용 창출, 사회 복지 

증대라는 성과 창출하고, 성과 창출을 기반으로 정상 조직의 교섭권 강화

□ 노사정 사회협약의 제도화

○ 기본원칙은 지속가능한 신뢰 구축을 목표

○ 정부의 정상 조직의 자본과 노동 교섭에 행정적, 재정적, 법적 지원을 최대화

○ 강화된 교섭권을 바탕으로 정상 조직은 회원을 사회협약의 틀 안에 두고, 중소기업

과 비정규직 노동자를 점진적 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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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노동시장의 유연 안전성(flexicurity) 확보

□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 스웨덴, 네덜란드, 독일과 같이 혁신의 전제 조건인 노동유연성 확보를 위한 일자

리 안전망 구축의 사회 대타협이 이제 한국의 당면 과제임

○ 저성장과 양극화를 극복하는 선순환의 상생의 길이 바로 노동 유연성을 위한 일자

리 안전망 확충임

○ 국내 노동시장은 양극화가 심해 근로기준법의 요건을 완화하여 정규직에 대한 유연

성 확보가 되어야 함

[그림] 노사정 지속가능 신뢰

(15)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를 위한 일자리 안전망 구축

○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역사적 경험으로, 특히 노동시장

의 유연성은 기업혁신을 통한 성장의 대전제로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의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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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존의 일자리를 없애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게 됨

- 경우에 따라 없어지는 일자리가 많을 수도 있고, 만드는 일자리가 많을 수도 있으

나 분명한 것은 일자리의 변화 없이는 기업혁신에 의한 성장은 불가능함

○ 혁신을 통해 성장하고, 성장을 통해 이익을 내고, 이익을 통해 세금을 더 내는 선

순환 구조가 일류국가로 가는 길임

○ 이러한 일자리 유연성은 일자리 안전망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나 회사의 

혁신을 위해 개인의 일자리가 희생되어야 한다면, 개인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음. 

즉 일자리 안전망이 필요한 이유임

○ 혁신에 의한 개인의 일자리 변화를 일자리 안전망을 통해 흡수하고, 재교육하여 사

회에 복귀하는 선순환 일자리 구조가 덴마크 국가경쟁력의 근간임

- 혁신이라는 복잡계적 과정을 일자리 안전망이라는 보험제도를 통해 개인의 일자리 

상실이 전체의 일자리 확보로 연결되는 시스템이 되는 것임

- 여기서 일자리 재교육은 대학 단독이 아닌 산학연 공통의 과정으로서 이를 기업

가와 나누는 인턴과정 등이 다양한 보조적 제도가 될 것임

○ 기업의 조세는 일자리 안전망 구축에 투입되어 기업의 혁신을 뒷받침 할 것이며, 

이러한 일자리의 안전망을 통해 교육된 사람들을 사회 각 층에 연결하는 일자리 플

랫폼으로 구축되어야 함

○ 이를 통해 전 생애에 걸친 지속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해지게 될 것이며, 급변하는 4

차 산업혁명에서 교육은 일시적인 스킬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방법을 배우

는 평생의 과제가 되는 것임

□ 노동자를 위한 일자리 안전망 확충 및 대기업 주도의 일자리 안전망 구축

○ 유연화된 노동시장에서 노동자들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일자리 안전망 확충

- 노동법의 보호 범위와 내용 개선과해고기준 명확화

- 구직기간 동안 사회적 지원 강화 및 교육 지원

○ 산학연 연계형 재교육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업의 부담이 대타협의 필수 조건

○ 이러한 일자리 안전망 구축은 대기업의 혁신의 안전판이 된다는 점에서 대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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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것임

(16) 임금격차 해소 전략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문제는 양극화 확대와 우수 인재의 대기업 쏠림 현

상으로 귀결되고 있음

□ 동일 노동 차별 임금의 정책적 대안 마련

○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기업과 하청기업 간의 임금격차 해소

○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노사정 사회협약 차원에서 논의되고, 사회 전반에 확

산되도록 정부의 적극적 역할 필요

○ ‘대중소 기업 임금연동 이니셔티브’로, 현재 중소기업의 임금은 대기업의 54% 수

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 30% 이상시 대기업 임금을 동결하도록 권고하

여 격차 심화를 방지

- 중소기업-대기업 임금 격차 30% 이상 시 대기업 임금 동결(랜 마이드너 모델)

- 대기업의 동결 이익은 공정거래 펀드로 조성

□ 이중고리 지역발전 전략

○ 한국의 지역 간 1인당 지역총생산(GRDP) 격차는 2010년 기준으로 0.218로 

OECD 30개국 평균인 0.16을 상회해 최하등급인 6위를 기록함

○ 한국이 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해서는 균형 발전 전략이 절실하며, 이를 위해 지난 

정부는 세종시 이전과 지역 균형 발전위원회와 혁신 도시 등의 정책을 도입함

○ 하지만 그 성과는 국가 전체의 경쟁력 저하만 초래하고 지역 균형은 오히려 악화되

었으며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지역 격차 해소 대안을 제시함

- 지역 간의 자율과 경쟁 체제의 도입

- 혁신 도시의 스마트화로 효율을 올리고 플랫폼화로 혁신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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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법인세의 지방세화로 지방 기업 육성 의지 강화

- 지방 조례로 규제를 개혁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지방자치 단체 간의 혁신 경쟁 및 중앙정부의 개입을 통한 격차 해소

○ 지역 간 균등발전을 위한 정책 기조로 대한민국 전체 성장을 저해

○ 지역 간의 불균형 성장을 용인하고 경쟁을 통한 혁신 유도(수도권의 규제 완화)

○ 중앙정부는 발전 지역에서의 조세 수입으로 낙후된 지역을 지원하여 불균형 격차 

해소

(17) 혁신도시의 개방 플랫폼화

□ 혁신도시 한계점118)

○ 혁신도시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해 각 지역에 성장 거점을 마련하고, 산·학·

연·관이 서로 협력한 미래형 도시 구축을 목표로 진행되었음

○ 하지만 조직 내·외부에 연결성을 저해하는 규제와 도시의 인위적 분산으로 정책의 

의도와는 다른 상황이 발생함

○ 공기업, 공공기관의 핵심 인력의 이탈로 개인별 업무 역량이 저하되고, 과도한 보

안규제로 스마트워크가 어려워 조직의 생산성은 하락하며 역량 감소함

○ 조직 외부에서도 편의시설 30% 규정으로 수익을 올리려는 부동산 업자들은 몰렸으나 

정작 조직원과 가족들의 이주는 낮아 당초 계획보다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가 낮음

○ 혁신도시가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공공기관의 혁

신전략이 필요함

□ 공공기관의 조직혁신 전략

118) 조선일보(2017.02.21.)[공공기관 지방 이전 10년] (1) 지방세 수입은 늘었지만, 생산유발 효과는 아직…
     조선일보(2017.02.22.)[공공기관 지방 이전 10년] (2) 헛바퀴 도는 산학연 클러스터
     조선일보(2017.02.24.)[공공기관 지방 이전 10년] (3·끝) 혁신 시급한 혁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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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절된 혁신도시의 정부기관 및 공기업들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연결을 저해하는 

요소를 해결하고, 연결을 촉진하는 전략이 함께 병행되어야 함

- 현재 혁신도시의 이전으로 인해 공기업(또는 공공기관)에서 업무와 관련된 회의 

등을 진행할 때 관련 담당자는 수도권과 먼 거리의 이동으로 업무의 효율성 및 

생산성이 하락하게 됨

- 클라우드 우선 업무공유가 최우선으로 진행되어야 함. 이를 통해 부서 책임자와 

실무자 간 공간과 시간을 넘어선 사이버 상의 스마트워크가 가능해지면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게 되어 지역을 이동하지 않고도 쌍방향의 업무 소통이 가능해짐

-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워크로 과거에는 어려웠던 내부 부서간의 협력과 외부관계 

부처 및 협력기업간의 업무가 개선되면 혁신도시 이전(移轉)의 전 수준으로 돌아

갈 수 있을 것임

○ 다음은 데이터 개방으로 기업들과의 개방혁신이 촉진될 수 있음

- 혁신은 조직의 크기에 반비례하므로 공기업은 그 크기만큼 효율은 있으나 혁신성

은 현저히 부족함

- 벤처기업들의 혁신역량과 혁신도시 공기업과의 결합이 혁신도시의 미래 지향점이

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와 국가안보가 아닌 공기업의 데이터는 원칙적으로 개방되

어야 함

- 런던 테크시티도 오픈데이터 기관을 통한 데이터공유 서비스로 혁신생태계를 연결

하여 현재의 위상을 얻게 됨

○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도입을 통한 조직 내․외부의 개방화는 혁신도시가 혁신하는 

시발점이 될 것임

□ 공공기관을 활용한 혁신도시의 플랫폼화 전략

○ 공공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발전과의 선순환을 위한 대책으로 혁신도시의 개방 

플랫폼화를 제시함

- 이는 공공 데이터의 개방과 같은 온라인의 개방화가 아니라 오프라인의 자원도 

공유하는 온․오프라인의 개방화를 의미함

○ 혁신도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혁신과 효율의 선순환이 필요하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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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 효율을 담당할 대기업이 부족함

○ 따라서 대기업에 속하는 공기업의 플랫폼화는 효율과 혁신의 선순환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임

- 예를 들어, 시장과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한국전력은 신재생 에너지와 에너지 관

련 산업의 중소벤처 육성을 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하면서 혁신과 효율의 순

환하는 에너지 밸리 구축을 시도함

- 이는 한전의 에너지 시장 장악력을 활용하는 시장 플랫폼과 기술 인프라를 활용

한 에너지 플랫폼을 구현하는 것으로 한전의 온오프라인 자원 개방으로 지역의 

벤처 기업들과 개방 혁신이 가능함

- 이후에 벤처 기업의 사업 창구를 개방하여 협력 사업을 확대하고, 역량 있는 벤처

기업들을 인수가 반복된다면 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임

○ 비단 한전만이 아니라 지방 혁신도시 공기업의 개방 플랫폼과 스핀아웃을 공개적인 

형태로 추진하면 효율 향상과 지방 발전의 일석이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임

[그림] 클라우드로 조직의 연결구조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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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O2O 개방 협력 기술 클러스터 구축

○ 현재 기술 클러스터로 테크노파크, 테크노밸리, 인큐베이터, 액셀러레이터, 창조경

제혁신센터 등이 있으나 초기 연계 구조가 부처 이기주의로 붕괴되어 그 효과가 기

대에 못 미치고 있음

- 독일의 경우, 중소기업위주의 기술이전을 도모하기 위한 클러스터인 It’s owl은 

독일의 일자리와 혁신의 큰 부분이 중소기업에서 나온다는 점을 주안을 두고, 중

소기업이 변화하는 산업(인더스트리 4.0)에 뒤처지지 않도록 중소기업 경쟁력 증

진센터를 마련하고 혁신의 기틀을 마련함

○ 클러스터 혁신은 다양한 기술 클러스터 간의 수평 협력의 거버넌스 구축과 기술은 

융합을 통해 창조적 혁신이 가속화되므로 기업 간 연결구조를 강화해야 함

○ 지역 기업간, 글로벌 기업간 온·오프라인 연결플랫폼을 구축하여 개방협력을 확산

이 필요하며, 이는 지난 경험을 바탕으로 혁신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안함

- 2000년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미국 외에서 성공한 신시장인 코스닥과 벤처기업

특별법이라는 세계 최초의 창업 진흥법의 쌍끌이로 한해에 3,000개가 넘는 세계 

최고의 벤처 생태계119)를 이룩함

- 그 한 축에서 역할을 한 실험실 창업제도, 창업 보육센터와 테크노파크라는 한국

의 기술사업화 정책들을 복기하면, 세 가지 제도들은 1996년 ㈜코스닥 설립, 

1997년 벤처기업특별법 제정에 이어 1998년에 추진된 기술사업화를 위한 벤처 

정책들임

- 1998년, 암울한 IMF 위기 속에서 선도 벤처를 위한 코스닥과 창업 벤처를 위한 벤

처기업특별법이라는 준비된 벤처정책이 있었으나 엄청난 연구비가 투입되고 석박사

의 70% 이상이 포진된 대학과 연구소의 기술들이 사업화되지 못하고 사라졌음

- 이러한 ‘죽음의 계곡’을 넘어야 했으나 이를 극복하려는 전 세계 기술사업화 정책들 

중 실증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정책은 찾을 수 없어서 1998년 한국의 기술사업화 대

안으로 실험실 창업, 창업보육센터와 테크노파크 정책들이 추진됨

- 기술은 사람에 체화되어 기술 자체의 이전은 대단히 어려우므로 기술 개발자가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이 기술사업화의 최적의 대안임. 하지만 창업에서 필요한 사

119) 당시 이스라엘의 벤처기업 총수가 천 여 개에 불과한 점에서 세계 최대의 벤처 창업 실적임에 틀림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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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실 구하기, 실험설비 갖추기와 같은 창업의 애로가 있으며 이것을 실험실 창업

으로 극복이 가능하였음

- 하지만 연대보증 문제와 창업이후 복귀 과정의 불이익의 문제가 이 제도의 실효

성을 저해하고 있음

○ 현재의 클러스터 문제는 ① 기업가정신 부족 ② 개방과 협조의 부족이라는 두 가지 

이유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

- 창업 보육센터장의 대부분은 순환 보직 교수들로 채워져 있고, 테크노파크는 퇴직 

공무원들이 자리를 차지하면서 기업가정신이 필요한 곳에 기업가정신이 실종됨

- 실험실 창업, 창업보육, 테크노파크도 상호 연동되어 시너지를 발휘할 때 바람직

한 벤처 클러스터가 형성되는 것은 자명하며, 초기에는 상호협조가 되도록 평가 

관리 연동 시스템을 만들었음

- 그러나 이후 실험실 창업은 교육부가, 창업보육은 중기부이, 테크노파크는 산업부

가 관장하면서 상호 시너지는 사라지고 부처 간의 벽들만 남았음

- 지역의 중심인 18개 창조경제혁신센터, 테크노파크와 지역의 280여 개 창업보육 

센터들과 1만여 개의 실험실과의 개방과 공유의 협조 체계는 반드시 복원되어야 함

(19) 산업 클러스터와 혁신 클러스터의 융합

□ 한국 클러스터 정책의 한계

○ 혁신도시와 함께 지속가능한 혁신 클러스터 구축은 중요한 국가과제이나, 한국의 

클러스터 정책은 정부 부처별 사업과 과제들이 유사하고 중복적이며, 조직 전체의 

비용에 비하여 성과가 미흡함

- 지금의 클러스터에서는 정부와 공공부문의 역할이 강하다보니 국가 차원의 목표산

업을 추종하고, 중앙정부의 재원확보에만 주력함

- 또한 정권이 바뀌면 이전 정부의 목표산업에 대한 관심이 점차 사라지면서 정책

이 실종되거나 지원이 끊기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함

○ 그리고 클러스터의 핵심인 요소들 간의 연결구조가 형성되지 않은 과거 산업단지와 

같은 형태로 구축되면서, 산업 클러스터 간 연결과 혁신 클러스터 간 연결,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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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자본고의 연계도 취약함

- 각 플랫폼들의 클러스터 전략 특성을 살펴보면, 테크노파크는 산학연 클러스터, 혁

신도시는 산학연관 클러스터,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대기업-스타트업 클러스터 전략

을 구사하고 있으나 각 클러스터 간 협력은 촉진되지 못하고 있음

□ 한국의 융합 클러스터 구축

○ 산업 클러스터(효율)와 혁신 클러스터(혁신)의 선순환을 통해 융합 클러스터를 구축

하는 것이 목표임

- 빅데이터 저장을 위한 클라우드와 가치 창출을 위한 인공지능으로 개별 행정을 

할 수 있는 플랫폼 O2O 정부를 구축해야하며, 이것이 지방정부 거버넌스의 핵심

이 될 것임 

[그림] 산업 클러스터와 혁신 클러스터의 순환

자료: Deborah J. Jackson(2011)

○ 대학과 연구소는 개방 혁신의 주체가 되고, 기업은 시장 플랫폼의 주체가 되어 혁

신시장에서 지속적인 경쟁과 협력이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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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클러스터가 특정지역에서 유관기관과 기업이 집적되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공간적 개념인 반면, 혁신클러스터는 연구소, 대학, 기업, 금융기관 등이 

특정지역에서 상호작용을 토대로 지식의 창출과 확산까지 포괄하는 개념임

- 즉 융합 중심으로 대학의 역할 강화가 중요하므로 지방 대학의 거버넌스를 논문 

중심에서 산학연 중심으로 개혁이 필요함

- 대학의 교육이 실제 산업현장의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운용되기 위하여 대학 교육

에 산업체의 참여가 활성화되어야 함(예: 스탠포드의 D.School)

- 연구소는 개방 혁신의 주체로서 산업체와 개방협력을 위하여 불필요한 과도한 보

안 체계를 개방해야 하고, 대학과 연구소의 평가 체계를 지역의 혁신 클러스터 기

여 중심으로 변화시켜야 함

○ 산업체와 대학 및 연구소의 IP 중심의 협력을 위한 Lean-R&D 체계로서 IP 액셀

러레이터를 제안함

○ 글로벌 협력이 사라진 클러스터는 글로벌화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지역 폐쇄적 지

역 정치도 개혁이 필요함

(20) 디지털 헬스케어 및 실버테크 확산

○ 헬스케어 산업은 약 7조 달러 규모로, 1.7조 달러 규모의 자동차 산업의 4배가 넘

는 세계 최대의 산업으로, 헬스케어의 4차 산업화 전략인 ‘디지털 헬스케어 국가전

략’이 마련될 필요

- 글로벌 헬스케어 소비는 2010년 전 세계 GDP의 10.4%(약 $6.458조)로 추정되며,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헬스케어 산업과 관련된 소비는 43% 증가함120)

○ 그간 의료 문제는 시공간적 접근성과 전문가 부족으로 인한 공급과 불균형에서 왔

기 때문에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는 공간적 접근성의 문제와 인간의 전문

성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임

- 더욱이 디지털 헬스케어는 기존 헬스케어의 연결성(Connected)과 전문성(Smart)

의 한계를 극복하여 소비자(환자)와 공급자(의료인)간의 정보와 협상력의 비대칭을 

축소할 수 있음

120) http://www.fidelity.co.kr/static/pdf/investment-insights/FIL-13-100-21C-Healthcar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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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디지털 헬스케어의 양대 축은 커넥티드(Connected)헬스케어와 인공지능 기

반의 스마트(Smart)헬스케어임

- 커넥티드 헬스케어는 의료 데이터를 통해서 병원의 대기시간을 감소시키고 1인 

의사 전문진료를 가능하게 하는 ‘종합주치의’를 가능하게 하며, 지식을 공유하는 

협진으로서 개인은 원격의료를 통해 의료 진료시간을 줄이고 보험사는 보험사기를 

예방하고, 의약품의 경우 의료에 전달체계가 개선됨

- 스마트 헬스케어는 유전자 데이터와 건강운동 정보를 활용해서 각각 맞춤과 예측

의 서비스를 제공함

- 병원의 경우 데이터 기반의 딥러닝 기술로 오진율을 최소화하고, 자동화된 학습가설

검증 시스템으로 신치료법을 습득하고, 개인의 경우 개인 맞춤 질병관리가 가능해지

며. 보험은 특정질환자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의약품은 맞춤 의약품 개발이 가능해짐

- 예측으로서는 수술예후관리, 맞춤건강코치, 개인화된 보험서비스를 통해서 실제 

혈압이나 비만 수치 등이 좋아지면 보험료를 개진해주는 게임화기능이 개입된 서

비스를 할 수 있게 됨

(21) 국민 참여를 통한 다양한 복지의 우선순위 선정

○ 조달 가능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사회안전망으로서 다양한 복지수요의 우선순위를 

선정해야 함

○ 일각에서 복지정책은 기본소득제와 같은 보편적 복지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삶의 최소 기준에 미달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없앤 다음 도입해야 

할 정책임

○ 즉, 중복지 국가의 이상의 단계에 고려할 정책이 보편적 복지정책이지, 1차 분배인 

시장소득과 2차 분배인 가처분소득의 격차해소가 가장 적은 대한민국의 현실에 비

추어 볼 때 보편적 복지는 시기상조라고 볼 수밖에 없음

○ 따라서 복지의 우선순위 선정을 위해 생존의 욕구에 미달하고 있는 최하층에 복지

수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한 후 지속가능한 생산과 복지의 순환을 위한 일자리 안전

망 구축이후 보편적 복지와 같은 기본소득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임

○ 이에 따라 복지의 사회적 논의를 통해 우선순위 선정을 하되, 국민적 합의가 어려

운 부분은 스위스의 보편적 복지 투표와 같이 국민투표로 결정할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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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최소 생활 보장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시스템 확립

○ 최소 생활 보장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편적 복지에 앞선 최우선 사회적 안전망임

○ 삶의 최소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국민은 국가가 인간의 존엄성의 차원에서 지원해

야 하나, 하지만 경제적으로 최소생활 기준을 벗어난 매슬로우 욕구 5단계의 2단

계에 해당되는 복지의 제공은 신중해야 함

- 생존의 단계를 넘어선 안정의 단계에 해당되는 복지의 제공은 자칫 근로 의욕 저

하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것이 과거의 역사상 경험이기 때문임

○ 한편, 사회보험 개혁을 통해 여러 상이한 보험들의 사회적 혜택의 사회적 정당성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음

- 교원과 일반 근로자와 군인과 공무원 사이의 보험의 격차는 국가 자원의 왜곡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임

○ 이러한 복지의 기본이 되는 조세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가치의 교환행위로 볼 필

요가 있음

○ 시장의 영역에서 이루어진 경제활동으로 만들어진 1차 분배인 시장소득과 제도적으

로 보완되는 2차 분배인 가처분소득 사이의 차이를 메워주는 조세와 기부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가치있는 활동임

○ 이를 위해 조세와 기부 행위에 명예라는 사회적 가치를 제공해야 하며, 성실한 납

세자가 노후에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세금 마일리지 제도의 도입이 경제가

치와 사회가치를 교환시키는 동력이 될 수 있음

(23) 대학 2모작 교육을 활용한 실버 역량 재교육

○ 국내에서는 고령자들의 노동 시장 참여율이 낮지 않음에도, 이들의 제2의 인생설계

를 위한 교육 체계가 미흡함

○ 또한 제공되는 평생교육도 참여율이 낮거나, 국한된 대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실

시되고 있음

○ 이러한 평생교육 시스템은 2모작 교육 혁신으로 전환이 필요함. 1모작 교육은 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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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으로 대학 정원 부족 위기에 직면했고, 수명연장, 베이비부머의 은퇴 증가에 따

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2모작 교육이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임

○ 2모작 교육은 1모작과 분리된 교육이 아닌 고령사회 계속 교육이자 평생 교육이 

되어야 함

- 모든 국민이 일할 수 있는 동안에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직업

역량이 갖출 수 있도록 평생 교육의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함

- 이러한 대학의 2모작 교육을 통하여 고령인구는 평생교육을 통해 소득 단절의 충

격을 완화시키고, 사회에서 경쟁력 있는 생산적 인력으로 재탄생하게 되고, 나아

가 사회와 국가 발전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임

○ 특히 고령층의 재취업은 우리처럼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매우 중요

함. 생산하는 국민보다 부양받는 국민이 더 많은 국가는 미래가 없기 때문임

○ 지금의 연금 제도는 분명 지속가능하지 않음. 평균 51.6세 퇴사하는 인생 1 모작

까지 최대 25년을 일했다면 그 이후 다시 최대 25년을 더 일할 수 있음

○ 즉 인생 2 모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것으로 평생 교육은 인생 2 모작 교육이라 

이름을 바꾸어도 좋을 정도로 이 시기의 교육이 국가 역량 강화에 절대적이 된 것임

(24) 청년과 시니어의 공동창업

○ 청년과 시니어의 공동창업 정책은 시니어의 유휴 자원인 경험, 자금, 공간, 네트워

크를 활용하여 시니어가 멘토와 컨설턴트가 되고 그들이 오랜 기간 쌓아온 기술과 

노하우, 네트워크를 청년과의 공동 창업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임

○ 시니어와 청년의 융합으로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고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으나 

현실에서 청년과 시니어를 매칭하는 것이 쉽지 않음

○ 공동창업 촉진 방안으로 전문 지식이 부족한 일반 엔젤 투자자들을 이끄는 리드 엔

젤 역할을 수행하고 전문적 지식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올바른 조언을 해주는 전문

엔젤 육성정책을 제안함121)

121) KCERN의 제45차 보고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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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 기준인 퇴임 교수들의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퇴임이후 갑

자기 강제 실업자가 되고 있는데, 나이의 한계로 자신의 역량을 활용하지 못한다

면 이는 국가차원에서 상당한 손실임

- 이 분들은 직접 창업은 어렵더라도 전문 분야 스타트업의 선별 능력은 충분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학교와의 연계나 필요한 연구에 참여 및 조언도 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이공계 교수는 기술개발 지원을 경영대 교수는 투자나 마케팅에서 자

문을 하는 것임

- 또한 현역기간에 구축한 우수한 인적 네트워크는 엔젤투자에게 필요한 주요한 요

소들을 모두 갖추고 있음

○ 정부는 이들의 투자가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한다면 상

당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임

(25) O2O 재난 관리 체계122)

○ 4차 산업혁명의 기술혁신을 토대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융합 환경에 기반한 O2O 

재난관리 프로세스를 제안함

- 재난관리의 탈 추격 모델로서 거버넌스 패러독스, 곧 효율적인 중앙 집권화 체계

의 비효율적인 현장 대응 혹은 민주적 분권화 체계의 무력한 의사 결정이라는 딜

레마를 극복하고자 함

○ O2O 재난관리 프로세스는 가상의 재난현장 평행모델에서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통

해 최적의 대안을 실시간 탐색하고 전략적 가치를 창출함

- 또한 블록체인이 전략 수행 과정의 투명성을 기술적으로 확보하여 즉각적인 현장 

대처에 대한 신뢰와 행동 근거를 마련함

- 이 과정을 통해 끊임없이 자기조직화를 이루는 재난관리체계는 유동적인 재난 상

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통합된 방향으로 재난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음

○ 또한 O2O 안전 관리체계는 재해구호물자 운영은 물론 재난관리의 각 분야로 확장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함

122) O2O 재난관리 프로세스 개발, 김병례·이민화(2017)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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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은 재난 위험 징후가 발견되는 즉시 혹은 사고 발생 초기 국가적 대책본부

가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것으로 기대함

○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는 재난관리의 거버넌스 패러독스로 인해 신속한 자원의 투입

으로 구할 수 있었던 안타까운 희생과 피해가 속수무책으로 야기됨

- 일례로 ‘세월호’는 초기 대응 단계에서 자원 동원의 효율성을 중시하는 관료주의

가 오히려 현장지휘관들에게 상관의 지시를 기다리게 만들면서 구조 자원의 투입

을 지연시키는 역설적 상황을 초래함

- 무책임한 의사결정 집행 과정의 결과 살릴 수도 있었을 많은 생명이 수장되었음

- 미국에서는 허리케인 카트리나 당시 정부가 파괴된 제방의 피해를 과소평가하여 

복구 자원을 투입하지 않음으로 이로부터 이어지는 참사를 피할 수 없었으며, 고

베 대지진 당시 일본 정부는 화재진압, 생존자 수색 및 구조에 자위대를 즉각 동

원하지 않은 점에 대한 비판을 면치 못함

○ 이러한 한계 속에서 국가는 지속적으로 재난안전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해 왔으나, 

명령과 통제 중심의 경직된 재난관리체계는 유동적인 현장의 필요를 근본적으로 충

족시킬 수 없었고 소모적인 행정보고 절차는 현장 대응 역량의 집결에 장애가 됨

○ 국가적 재난 대응 실패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거버넌스 패러독스는 결국 최적의 의

사결정과 최적의 의사집행이 상반된 환경을 지향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됨

○ 의사결정은 소수에게 집중될수록 효율적이나 의사집행은 다수에게 분산될수록 효과

적이기 때문임

○ 그런데 최근 스마트 기술과 디바이스의 확산이 새로운 시대적 패러다임을 형성하며 

이러한 재난관리 거버넌스 환경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음

- 누구의 명령을 받지도 않고 정교한 통신 규약도 없었지만 현장에서 그 어떤 조직보

다 더 발 빠른 해법을 보여준 민간의 재난 정보 서비스 플랫폼들이 그 중심에 있음

- 위치정보시스템(GPS)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이 재난 정보와 결합한 플랫

폼, 예컨대 우샤히디(Ushahidi), 사하나(Sahana), 오픈스트릿맵(Open Street 

Map) 등에서 시민들은 자발적이고 자율적으로 재난 정보를 공유함

○ 이를 통해 분산 및 분절되어 있던 재난 정보가 실시간으로 통합, 신속하게 전파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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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구조 복구 현장의 필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는데 도움이 되었음

○ 그러나 이와 같은 민간 서비스 플랫폼에서는 또 다른 유형의 신뢰 문제가 발생함. 

정보의 정확성 및 출처의 신뢰도, 책임소재 등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임

○ 이는 온라인 공간과 불특정 다수의 참여가 본질적으로 내포하는 문제임. 중앙집권

적 재난관리의 국가 체계는 사회적 신뢰를 상실했지만 자발적 참여를 토대로 민주

성과 자율성이 핵심이 되는 민간 플랫폼 체계는 신뢰의 책임 기제를 보유하고 있지 

못한 셈임

○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수 있음. 이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에서 제공되는 기술과 인프라로 분산과 통합의 패러독스를 극복하는 새로

운 대안을 O2O 재난관리 체계로 제시하고자 함

- 이러한 개념은 세월호와 같은 재난 현장에 우선 적용이 가능하며, 이 개념을 확장

하여 구제역, AI와 같은 전염성 질환 관리에도 적용하고 더 나아가 국방 전 분야 

걸친 중앙 통제와 현장 대응의 모순을 극복할 수 있음

[그림] O2O 안전 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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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Smart 국방체계 구축

○ 최근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는 한 포기할 수 없

으며, 실질적(de facto) 핵보유 국가인 북한과의 ‘군사적 비대칭관계’ 속에서 안보

를 지키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

- 따라서 첨단 무기체계의 개발, 구입 및 배치뿐 아니라 국방체계 선진화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미래의 전쟁과 전투양상은 무인화, 로봇화, 정보화 추세가 강화되고 군사와 비군사, 

정부와 민간, 전투와 치안의 구분과 경계가 사라지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임 

- 이에 따라 대테러전과 비살상무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정보통신기술 등으로 스마

트하게 변화된 미래 군대의 재편이 요구됨

○ 한국이 처한 지정학적 도전에 따라 국방산업은 상당 기간 중요한 분야인 만큼 이를 

신사업으로 활용하는 전략도 필요함

-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무기체계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융통성 있는 관리에 주목

해야 함

○ 국방 벤처기업들이 민간경제에 미칠 긍정적 효과를 감안할 때 기존의 ‘정부 주도

형’ 국방연구개발 정책을 빠른 시일 내에 ‘민간업체 주도형’ 또는 ‘민간업체 참여

형’ 연구개발 및 ‘국방 벤처 육성’ 정책으로 전환해야 함

- 재래전에 중요했던 병과 중심의 운영을 현대전에 맞게 기술병과와 연계하여 운영

해야 함. 보병과 포병 및 경계병력 중심으로 운영되는 지상군도 스마트화된 고효

율 저비용의 신속대응군 형태로 재편해야 함

- 현재 진행 중인 성층권 무인기나 초장기간 정점체공 무인기, 전자기 펄스탄(EMP) 

등과 같이 고위험 고수익의 군사 혁신형 무기체계의 개발도 서둘러야 함. 이를 위

해 전체 무기획득비의 적정 부분을 미국의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처럼 매우 

혁신적인 과제의 연구개발에 사용해야 함

- 국방 지식재산권의 융통성 있는 관리가 필요함. 국방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권이 

과도하게 정부 및 국방과학연구소(ADD)에 귀속되다 보니 실제 무기개발 및 생산

을 하는 방위산업체와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벤처기업의 연구개발 의욕을 저하

시키고 있음. 따라서 국방 지식재산권 소유에 대한 합리적 대안 개발 및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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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방안을 모색해야 함

- 무기체계의 디자인 및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123) 적용방안도 마련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국방 벤처기업을 육성해야 함

- 군대 생활이 청년들의 소중한 역량 강화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학습 군대 문화

를 구축도 중요함

(27) 사이버 안보 체계 강화

○ 최근 러시아의 미국대선 개입 의혹이 말해주듯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사이버 공간

에서의 국정개입은 피할 수 없게 되었음.

- 한국의 주요 기간기설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도 여러 사례에서 확인됨

○ 재래식 무기나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한국의 안보 시스템을 해킹 등의 기법

을 통해 무력화할 수 있는 사이버 테러는 이제 현실로 다가왔으므로 이를 대처하기 

위해 정부뿐 아니라 민간기업체와 학계 및 연구기관들이 협업을 통한 방어모듈 개

발에 주력해야함

○ 전시뿐 아니라 평시에도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 침투하는 사이버 공격의 피해는 상

상을 초월하며, 특히 한국처럼 다양한 SNS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고, 또 일상생

활에서 유무선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삶의 패턴을 고려할 때 사이버 테러에 매우 취

약한 사회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됨

- 사이버 안보 전담 부처를 지정하되 군사적 안보와 산업분야의 안전대책을 모두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최근 결정한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의 활동을 전문

화하는데 주력해야 함

- 군사안보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산업부문까지 포괄하는 사이버 안보차원의 

자유로운 업무수행이 경직될 우려가 있으므로 두 부문을 분리 운영하되 국가차원

의 통합대책은 조율할 수 있어야 함

- 국가 차원에서 ‘화이트 해커(선의의 해커)’ 양성에도 주력해야 하며 특수 중·고등

학교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안도 강구해야 함. 전문화된 인력을 확보하고 제대 이

123) 기존의 지적재산인 디자인, 상표, 기능 등과 구별되는 새로운 개념의 지적재산권이며 제품의 장식(외장)에 주
안을 둠. 전체적인 외관 디자인을 보고 특정 브랜드를 떠올릴 수 있다면 그 디자인은 특허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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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유관기관에서 연장근무토록 인센티브를 통해 제도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임

- 이스라엘의 탈피오트 부대를 벤치마킹하여 우수 IT인력을 정예 화이트 해커화하

는 특수 부대와 이들의 제대 후 창업을 통한 민간 개방 혁신을 촉진

(28) 국방 벤처생태계 구축

○ 한국은 군대가 창업의 주요 저해요소로 인정되고 있으나 이스라엘은 군대가 창업의 

요람이며, 미국도 군창업 지원제도를 강화하고 있음

- 미국의 사례를 보면 국방부-백악관-SBA가 공동추진하는 Consortiium for Military 

Entrepreneurship이 있고, 이 아래에서 백악관이 American's future로 Military 

skill을 강조하고 있음

- 국방부는 SBA, 즉 중기청과 결합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대학은 Syracuse 대학

이 국방부와 개발해서 현재 확산 중임

- 이스라엘은 라파엘사 등의 핵심이 이들의 군에서 이루어진 기술들이고, 군 생활이 

첨단기술 습득시기로서, 능동형 레이더, 첨단 해킹, 암호화 기술 등이 모두 이를 

토대로 만들어졌으며, 군 생활이 기술창업 준비기간이 되고 있음

○ 한국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군 생활은 첨단 기술 습득 시기가 되어야 하며, 첨단 

군 출신의 창업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국내에서는 능동형 레이더, 첨단 해킹, 암호

화 기술 개발 등이 이루어져야 함

○ 국방기술생태계를 혁신해서 개방혁신을 통해서 축소되는 국방예산을 대안으로 제시

하고, 민군복합체를 형성해야 함

- 현재 한국은 모방 기술 위주이고, 이스라엘은 첨단개발인데 한국도 이제는 첨단개

발로 전환되어야 함

○ 군창업을 위한 제안으로 군에서 창업프로그램을 교육시키고, 창업 인큐베이터를 만

들고 활성화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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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인공지능 감시 시스템 구축124)

○ 한국 병력은 현재 61.8만 명으로 2022년에는 50만 명으로 감축될 것으로 전망

됨125)

○ 한국은 남북한이 대치한 상황에서 한순간도 경계를 늦출 수 없어 경계 병력이 줄어

들더라도 효과적인 경계근무가 필요함

○ 이에 전방의 비무장지대 근무나 정찰 등에 ‘인공지능 기반 감시 시스템 구축’을 제

안함

- 휴전선의 침입을 경계하는 영상 감시체계에 AI를 부가하면 인간의 눈과 귀로 찾

아내기 어려운 적을 어둡고 먼 거리에서도 즉각 찾아낼 수 있음

- 특히 인공지능이기에 가능한 자율적 대응도 가능함

○ 한국 육군의 경우,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으로 AI 보초병을 도입함

- 현재 도덕적 문제로 감시 업무만 자율적으로 수행하지만 최종적인 공격 여부는 

사람이 판단하고 있음

- 한국의 AI 보초병은 경계가 필요한 지역에 배치돼 감시하다가 사람의 접근을 발

견하면 침입자에게는 경고방송을 하고 경계병에게는 침입 사실을 알리며, 형상 인

식장치 덕분에 움직이는 물체가 무엇인지 정확히 식별함

- 고도화된 AI 덕분에 짧은 순간에 각종 센서가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확한 상

황을 판단하는 것임

- 정밀제어 기술도 갖추고 있으며, 이 덕분에 관측능력은 향상됐고 경계병의 판단에 

따라서는 빠르고 정확하게 기관총을 발사할 수 있음

○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국은 바다에 인접한 원자력 발전소와 항구를 적의 공격

으로부터 방어역량도 필요하며, 이러한 상황에도 인공지능이 도입된 무인정이 정찰

에 투입되면 보다 정밀하고 지치지 않고 감시할 수 있을 것임

- 참고로 미국 해군의 경우, 2010년 ‘대잠전 지속추적 무인정(ACTUV)’ 개발을 시

작하여, 2016년 시험운항을 하였고, 2018년 실전배치가 예상되고 있음

124) 박용한(2017.03.08.), [지식충전소] ‘암구호’ 물어보는 AI 보초병…짐 싣고 산악 누비는 견마 로봇. 중앙일보 
http://news.joins.com/article/21348108 참고하여 작성
125) 국방부(2018), 2018 업무보고서



- 335 -

- 무인정이 자율적으로 항해하면서 적 잠수함을 탐지해 아군의 공격을 유도하는 수

준까지 개발되었음

○ 한국의 군 병력 상황을 고려하여 현재의 경계근무, 교대근무, 정찰 등 안보 목적의 

감시체계에 인공지능 기반 감시시스템이 도입·확산될 필요가 있음

(30) 팀 프로젝트 중심 교육(PBL)과 온라인 MOOC·플립 러닝의 보완

○ 협력하는 괴짜인 창조와 협력의 교육은 팀 프로젝트를 중심(Project Based 

Learning)으로 가능함

○ 프로젝트는 급변하는 산업계에서 찾고 연구계와 협력하는 산·학·연 협력 체계가 필

수적임

- 이제 강의는 팀 프로젝트의 화두를 주는 것으로 팀 프로젝트를 통하여 문제를 발

굴하고 협업으로 풀어가는 과정 자체가 컨텍스트 중심의 학습임

○ 프랑스의 에꼴 42는 PBL의 가능성을 보여주는데, 3년의 수학기간 동안에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으로 문제해결역량을 기르고 독립심과 협업역량을 강화함

- 2013년에 개교한지 1년만에 11개의 스타트업이 나타났고, 이중에 블라블라카와 

포토리아와 같은 글로벌 유니콘도 있음

○ 프로젝트 중심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평가시스템임. 정답이 없는 교육이기 때문에 

그 정답을 평가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되기 때문임

○ 결국 평가는 주관에 의해 진행될 수밖에 없으며, 이 주관에 의한 평가방식으로 상

호평가(Peer Review)가 활용되어야 함

- 이러한 상호평가(Peer Review)를 통한 집단학습이 가능하며, 이를 Social 

Learning이라고 명명하고자 함

- 이를 뒷받침하는 평가 제도를 메타 평가로 명할 수 있을 것이며, 평가의 가장 중

요한 장애 요인인 학부모의 개입을 가로막는 대안 역할도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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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차 산업형 프로젝트 융합교육

(31) 온라인 MOOC와 플립 러닝의 콘텐츠 교육

○ 미래의 프로젝트 중심 교육에도 반복되는 콘텐츠는 필요하고, 이는 흔히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라고 불리는 공통 플랫폼에서 제공될 수 

있음

○ 교과 과정이 프로젝트 중심으로 재편되면 기존의 콘텐츠 교육은 MOOC로 대체되

어야 제한된 교육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음

○ 이러한 MOOC의 온라인 교육의 집중력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이 거꾸로 교육(flip 

learning)임

- 여기에서 명심할 점은 플립 러닝은 미래 교육의 중심인 프로젝트 교육과는 확연

히 다르다는 점으로 플립 러닝은 기존의 콘텐츠 교육을 강화 보완하는 교육임

○ 팀 프로젝트 교육과 MOOC와 플립러닝 이후에는 사회 현장과 결합하는 예비 창업 

등의 Active Learning으로 연결되는 것이 순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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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사회와 대학의 O2O 연결망 구축

○ 4차 산업혁명의 모든 교육은 사회 수요의 연계가 필요하며, 산학연 통합 교육이 대

학교육이 나아갈 중요한 방향임

○ 이를 위하여 대학의 정년직(테뉴어 트랙) 교수 중심의 대학 내부 거버넌스 혁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대학의 의사결정에 배제된 산학협력 교수와 초빙 교수들

의 참여 없이는 사회 연계형 교육 혁신은 불가능함

- 대부분의 대학에 현장을 아는 교수들은 의사결정에 배제되어 있다는 것이 불편한 

진실임

○ 대학의 산학협력단에도 현장 경험이 있는 기업가적 마인드가 없다는 것이 대학과 

사회가 분리되어 가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임

○ 대학의 사회 연계형 교육의 확립은 대학의 입시 성향을 변화를 촉진하며, 사회를 

아는 대학은 입시를 이에 맞추게 된다는 것임

○ 대학의 입시 성향은 중 고교의 교육 체계를 혁신시키는 원천이 되며, 모든 교육은 

미래 인재상인 ‘협력하는 괴짜’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져야 할 것임

(33) 대학의 O2O 개방으로 평생교육 확대 및 학생 참여 증가

○ 대학의 O2O 개방은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제시하여 교육의 양·질 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됨

○ 특히 인공지능이 결합된 온라인대학이 만들어져 언제 어디서나 접속이 가능한 세계 

교실이 구현될 것이며, 인공지능 과외교사가 수업을 진행하게 될 것임

- 또한, 개별화 맞춤 교육이 가능해져 학생별 최적의 교육 제공이 가능해질 뿐만 아

니라 평생교육 확대로 이어질 것이며,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용 데이

터에 대한 개방이 원칙임

- 증강·가상현실의 교육에 클라우드 사용이 가능해야 원격교육과 평생교육이 효과적

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 또한,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스마트 캠퍼스는 유학생의 다국어 활용에 대한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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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이 될 것임

○ 온라인으로 다국어로 제공되는 개방형 과목은 유학생들을 유치하는 유인책이 될 것

이며, 졸업 이후에 양국 간의 교류 확대를 위한 창업 서클 활동은 더욱 큰 유인책

이 될 것임

○ 대학별로 유학생의 교육 품질을 경쟁시켜 정원 외 정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급

격히 고객 만족도가 올라갈 것임

(34) IoT 기반 환경모니터링과 빅데이터 구축

○ 일반적으로 환경모니터링이란 대기, 물, 토양 및 지하수로 구성된 환경요소의 오염

상황을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것임

○ IoT 기반 환경을 모니터링하려면 측정 대상을 정확하게 감시할 수 있는 환경센서 

기술 및 드론 장비, 센서에서 얻어지는 데이터를 취합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술, 

개별 센서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기술이 필요함

- 이를 위해 기존 데이터의 3단계 분리(개방, 보안, 절대보안)와 데이터 포맷의 통일

화(RDF), raw data 업로드 원칙, 데이터 공유 환경 등이 뒷받침되어야 함

- 더불어 공통 클라우드 환경에 데이터를 업로드하여 사용자들간 데이터 공유와 융

합이 필요함

- 환경 데이터의 보안 문제나 모럴해저드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위해 행자부 산하 

NIA의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를 벤치마킹하길 제안함



- 339 -

[그림] IoT기반 환경 모니터링

○ 환경의 빅데이터 구축은 기존 데이터와 신규데이터를 포괄 저장하여 빅데이터를 확

보한 후, 3단계 데이터 분리와 부처간 개방을 통해 데이터를 개방·활용을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함

○ 궁극적으로 환경의 빅데이터 개방·활용으로 환경관리의 혁신(효율성 제고)을 도모해

야 할 것임

(35) O2O 에너지 발전관리 시스템 구축

○ 일반적으로 에너지 관리는 전력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력 계통, 즉 발전, 송

전, 배전, 소비의 전 영역에 걸쳐 진행됨

○ 산업통상자원부는 4차 산업혁명 기술진화에 맞춰 에너지기술의 스마트화(스마트미

터), 서비스화(ESS 서비스), 친환경화(신재생에너지), 플랫폼화(친환경에너지타운) 등

을 추진 중임

- 그 중 발전관리는 발전 설비의 운영 및 관리와 운전 데이터의 관리 및 분석 등의 

업무를 실시간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디지털 트윈의 개념을 완전히 반영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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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는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디지털 발전소(Predix) 솔루션을 마련하여 발전기업

에 제공하고 있음

- 미국 Exelon사는 솔루션을 탑재하여 자사 원전 91기를 관리할 예정이며,  실시

간 업무를 요구하는 에너지 발전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4차 산업화를 위해 O2O 

에너지 발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제안함 

(36) 에너지 소비 O2O 모니터링 체계126)

○ 에너지 사용과 낭비를 줄이면 비즈니스(기업)에 좋고 환경(국가)에도 좋으므로 에너

지 소비 O2O 모니터링 시스템은 실시간 데이터를 보고 분석할 수 있고 고객 조치

와 효율 개선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함 

○ 더불어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스마트폰 등 기기로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함

○ 사용자의 시스템은 소비와 비용에서 차이를 드러내며 과도한 수요 변화가 발생할 

때 핵심 사용자에게 경고를 줄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 특정 계량기의 데이터를 다른 간격의 데이터, 예컨대 일 간격 데이터나 월 간격 

데이터와 비교할 수 있고 여러 개의 계량기를 특정기간 동안 비교할 수 있음

- 관련 사례로 중국의 웨스틴 마카우 호텔은 수석 엔지니어가 무인 구역의 에너지 

사용량을 감시하고 있음

- 1995년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솔루션 설치 이후, 연간 1,602,499 MOP$ ($200,000 

USD)와 2,003,124 MOP$($250,000 USD) 사이에서 에너지 절감을 달성함

- 웨스틴 마카우의 에너지 사용량과 손실에 대한 감시, 제어, 관리는 웨스틴의 CFO

가 이 리조트의 GOP에서 기대하는 만큼의 금액을 절감시킴

- 더불어 관리 인력에게 리조트 운영을 쉽게 해주었고 고객의 불만제기가 줄어들어 

고객 만족도가 증가함

○ 따라서 에너지 소비의 O2O 모니터링 체계 구축은 에너지 관리자, 에너지 소비자 

모두에게 에너지 소비 서비스 만족도와 효율성을 높여주는 일이 될 것임

126) 슈나이더 일렉트릭, 에너지 모니터링: 정보의 힘, White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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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O2O 환경보건체계

○ 기후변화로 인해 대기오염과 신종질병에 의한 국민건강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예

방백신 및 치료약 개발, 응급의료체계 구축이 미흡함

- 가장 대표적인 질병 연계 사례로는 꽃가루로 인한 알레르기성 비염 증가, 기상 정

체로 인한 미세먼지 농도 증가에 따른 호흡기질환 악화 등이 있음

- 아열대성 기후로 변화하면서 신종질병(쯔쯔가무시증, 일본뇌염, 신종독감 등)도 증

가하고 있으며 2015년 전국적 파동을 일으킨 메르스를 비롯해 철새, 야생동물에 

의해 매개되는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도 기후변화가 그 원인 중 하나로 손꼽

히고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과 보건을 긴밀히 연결하는 협력체제 구축이 시급하며 환

경보건법을 보완하고 관련 분쟁조정기구도 정비해 나가야 함

○ 기후변화와 시민건강, 환경오염과 위험인구 조사에 관한 NGO-지자체-출연연의 협

력 정책 연구 및 조사도 필요함

○ 또한 노약자와 임산부 등 취약집단(risk group)에 대해서는 별도의 맞춤형 대응 태

세를 갖추고 이를 위한 O2O 연계의 투명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이 필요함

(38) 공유 협력의 조정 허브 구축을 제안

○ 기존의 추격형 수직 조직은 조직과 자원을 배타적으로 소유해야 하는 관계로 이를 획

득하기 위한 부처의 이기주의가 국익을 앞서는 가치가 되는 전도현상이 발생하곤 했음

○ 스마트 워크를 바탕으로 클라우드 기반의 O2O정부 4.0은 사일로형 수직 조직에서 

수평 매트릭스 조직으로 전환을 가능하게 함(이미 많은 민간기업들이 시행중에 있음)

- 이러한 공유조직은 최소의 자원으로 목적별 개방협력 조직을 구축할 수 있음

-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하여 조직 예산정보를 공유하는 O2O정부 4.0은 저비용 

고효율의 행정혁신을 이룩할 수 있음

- 조직과 자원을 배타적으로 소유해야 했던 기존의 추격형 수직 조직의 단점인 부처 

이기주의가 국익을 앞선 가치가 전도되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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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목적별로 폐쇄적 컨트롤 타워 구축은 필연적으로 고비용 저효율의 중복성 

조직형태가 되므로 컨트롤타워를 대체할 저비용 고효율의 개방협력의 ‘조정 허브’

를 구축을 제안함

- 예를 들어 기술개발 조직은 단일부처가 아니라 여러 부처에 걸쳐있으므로 이를 

분리시켜 별도의 통합 컨트롤 타워를 만드는 것은 고비용 구조로서, 숱한 컨트롤 

타워를 만들게 되면 행정조직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게 될 것임

- 컨트롤타워를 대체할 개방협력의 ‘조정 허브’는 책임자와 최소화된 핵심인력을 제

외하고는 기존조직과 O2O 융합으로 연결시키며SLACK, 잔디 등과 같은 강력한 

온라인 협업 툴이 필수적임

- 여기에 자원과 사람을 공유하는 조직에게 평가를 하며 예산을 할당할 수 있는 권한

을 조정허브가 가져야 함(각종 위원회를 온오프라인으로 확장시킨 형태)

- 이스라엘의 OCS제도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며 많은 민간 기업들(GE, 보잉 등)이 

이미 이러한 형태로 조직 혁신을 하고 있음

(39)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활용으로 행정 효율화

○ 클라우드 우선 정책으로 축적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행정 업무에 인공지능을 도입

해 행정을 효율화함

○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할 경우, 축적된 민원 데이터를 통해 민원예측 가능해

지며, 국민들에게는 개인별 맞춤 실시간 서비스가 제공 가능함

○ 반복 업무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예산을 절약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임

- 단 데이터는 절대보안/보안/개방 등으로 분리하여 등급별 보안을 유지해야 함

(40) 공공 평가시스템의 혁신

□ 공공기관에서의 리더십127)과 혁신

○ 주요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은 혁신 위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가 없거나 반

127) 리더십과 인사에 관련한 내용은 민병익, 김주찬 (2016). 공공기관장의 임용유형과 리더십에 따른 경영성과. 
한국공공관리학보, 30(2), 81-99.을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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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의견이 없는 방향으로 결정됨 

- 이는 갈등조정에서 두드러지는데 조직화된 소수가 강력한 힘을 통해 반대 없는 

상황을 조성하고 갈등해소를 이끄는 경향이 있음

- 예를 들어 전체 노동자 의견을 대변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경우도 전체 노조 조직률이 7.7%에 불과함128)

○ 조직화되지 않는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고 합의를 통한 갈등 해소를 위한 비전제시

가 중요한데, 이를 추진할 수 있는 공공기관장의 리더십이 중요한 요소임

○ 공공기관장의 리더십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면 기관장 임용의 실적성, 정실성 엽관성

의 요소보다는 어떤 사람이 임용되었느냐가 더욱 중요한 요소로 평가됨129)

- 또한 낙하산 인사는 리더십의 발휘정도가 낮으며 전문성과 혁신성이 미흡한 경우

가 많으므로 공공기관 장을 선정할 때에 역량위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

요함

○ 따라서 공공기관장을 선정하는 과정을 개방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인 

방안으로 시민배심원제도를 제안함

□ 시민배심원 제도의 도입

○ 시민배심원제도는 이해당사자들의 정치 ·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장치이며, 

배심원 선정 또한 이해당사자들의 합의로 진행됨130)

- 공공기관장을 선정하는 과정에 배심원제도를 도입함으로서 선정절차가 공개된다는 

사실만으로도 투명성이 담보될 수 있으며, 국민들의 실질적 주권 행사 보장, 심의

의 정당성 확보, 높은 신뢰도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음

- 국내에서도 2004년 울산 북구청을 시작으로 국내에 도입된 시민배심원제도는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로 진행되고 있음

○ 이러한 과정으로 선출된 공공기관장에게 업무처리의 재량을 부여하고 모럴 해저드

128) 고용노동부 2018자료 참고
129) 실적성, 정실성, 엽관성의 조합관계를 통해 공공기관장 인사의 유형을 일곱가지로 구분하였으며, 이에 따른 
리더십 정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임
130) 한진만, 홍성구 (2012). ‘시청자 배심원제’ 를 중심으로 한 공정성 심의 모델 구축. 방송문화연 구, 24(2), 
10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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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발생하는 부정 외에는 징벌을 하지 않음으로써 기관장이 혁신과 리더십을 발휘

할 수 있는 환경까지 구성할 것을 제안함

- 이를 위해서 지금의 평가체계를 실패를 징벌하는 방식에서 가치창출을 중심으로 변

경되어야 함

(41) 온라인 국민소환제, 국민청원제 도입

○ 최근 대의민주주의가 본래의 기능을 잃고 대표자가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국민소환제와 국민청원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국민소환제도는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 규정을 실질

화한다는 의미가 있음

○ 특히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무시하는 정치 행태를 막을 수 있고 정치인들이 정치적 

발언과 행동을 신중하게 하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할 수 있음

○ 그러나 대의제의 자유위임의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하여 자칫 우회적인 신임투표로 

악용될 소지도 있으며, 의회의 대화와 타협 기능을 저해할 우려도 있으므로  국민소

환제는 온라인으로 운영하되 의회와 국민 간의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연계될 수 있

도록 설계되어야 함

○ 특히 정책적 대립이 심화될 때마다 국민소환이 거론될 우려가 높으므로 특정 집단

의 이익 문제로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한국의 국민청원제는 헌법 제26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동시에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

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청원 제도는 국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고 그 

절차와 처리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제대로 활용되기 어려운 실정임

- 특히 청원 제도는 법안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검토하는 

수준이어서 청원소위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2005년부터 인터넷을 통한 전자청원제도를 도입한 독일과 같이 국민청원권

의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기반의 국민청원제로의 개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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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국민청원제로의 개선으로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여 스위스와 같이 1~2%의 

국민 청원으로 통과된 국회법안과 지방조례의 민 재투표와 미통과 법안의 투표 회

부를 가능하게 하면 국회로의 과도한 권력 집중을 견제하고 공정성을 유지하게 할 

수 있을 것임

○ 더불어 블록체인을 활용한 전자투표를 도입할 경우,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는 

계층을 고려하여 1주일의 투표기간을 제공하고,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임

(42) 시민사회 정책 참여+숙의+합의의 장, 정책 싱크탱크 제안

○ 자생적이고 독립적인 민간싱크탱크의 존재여부는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중요한 조건임

- 싱크탱크가 국가나 시장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적일 수록 시민사회의 입장을 반영

하는 정책을 만들어 낼 가능성은 높아짐

- 미국 싱크탱크들은 민간에 의해 자발적으로 설립되고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국가통치제도가 민간의 참여를 강조하는 거버넌스(governance)로 변화함에 따라, 

시민사회의 의견을 정부에 투입하는 제도로서 민간싱크탱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음

○ 현재 우리나라는 외견상으로 국책, 민간기업, 시민사회적 싱크탱크가 균형 있게 성

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나, 재정적, 인적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중앙정부와 지

자체산하의 ‘정책연구기관’ 중심의 현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SNS 활성화, 스마트 투표 등 기술의 발전으로 시민들과 시민사회의 정책 참여가 

쉬워지고 있으므로 시민 참여와 정책 싱크탱크 네트워크로 구성된 정책시장을 조성

할 것을 제안함

- 유럽의 Policy Lab 벤치마킹도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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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기전략(2025년)

○ 장기전략은 이해관계자들로 인하여 정책의 실현까지 사회적 합의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정책의 성과도 바로 창출되지는 않음

○ 티핑 포인트(2025년)까지 4차 산업혁명의 완수하기 위해 중요한 과제들로서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하며,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지속적이고 일관된 흐름에서 진행되어야 함

(1) 6대 비 혁신 분야의 개방

○ 한국의 핵심 인재들이 집중되는 법률, 교육, 금융, 의료 공공, 노동의 제도 경쟁력

은 하위권임

○ 최고의 인재가 몰리는 분야의 경쟁력은 OECD 최하위권이라는 것이 한국이 패러독

스로서 이들 분야는 모두 비 개방 분야로서 개방을 통한 혁신이 필요함

○ 지난 20년간 한국이 개방한 분야 중에서 국익에 손해가 된 사례는 찾기 어려움

- 제조업 개방, 유통업 개방, 영화 등 문화산업 개방, 그리고 FTA를 통한 소고기 

개방에 이르기까지 개방 분야는 예외 없이 국제 경쟁력이 상승함

- 제조업 개방 시 소니와 마쯔시다에 순식간에 무너질 거라는 삼성, LG는 세계 가

전 산업의 선두로 올라섰으며, 까르푸와 월마트가 들어오면 추풍낙엽이 될 것이라

는 한국의 유통업계에서 정작 짐 싸서 떠난 것은 글로벌 기업들임

- 영화산업이 개방되면 한국의 문화는 종속될 것이라고 했으나 한국의 영화산업은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게 되었음

- 일본에 종속될 것이라는 음악은 한류의 시대를 열었으며, 이제 K-Pop은 J-Pop

에 비하여 미국에서 10배 이상 앞서고 있음. 심지어는 소고기 개방 이후 한우 생

산은 준 것이 아니라 늘어났음

○ 완전개방 분야인 반도체, 조선, 휴대폰, 자동차, 특허 등 기술 분야에서는 한국은 

세계 5위권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

○ 개방 서비스 분야인 대형 유통과 게임, 영화산업 등에서도 선전하고 있으나 의료, 

법률, 교육, 금융, 행정 등의 비개방 서비스분야에서는 OECD 최하위권 경쟁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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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고 있음

○ 결론은 비교적 지극히 자명하며, 국가 전체를 위해서는 원칙적 개방을 하되, 개방

을 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임

○ 개방은 원론적으로 국가 전체에는 이익을 가져오나 특정 집단에는 손해가 될 수 있음

- 제조업 중심의 추격형 산업성장의 시기에서는 개방이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으나 

서비스 중심의 선도형 산업구조에서는 원칙적 개방이 경쟁력을 상승시키는 길임

○ 이를 위해 자격증을 통한 사전 진입장벽을 사후 평판 시스템으로 전환이 필요하며, 

혁신에 비례한 보상체계를 마련하여 비 혁신 분야가 혁신할 수 있도록 기반 환경을 

구축해야 할 것임

(2) 혁신 지향 사회적 인센티브 설계

○ 국가의 정책은 개별 주체들의 기댓값이 국가의 발전과 동기화되도록 설계해야 하는

데, 한국의 경우에는 혁신보다 비 혁신 분야의 수익이 높아 국가 자원의 효율을 낮

추고 있음

○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에 몰리는 현실도 국가 인센티브 구조의 문제로서 국제 경쟁

력 최고 수준인 IT에 비하여 70위권의 금융에 인재가 몰리는 것도 마찬가지임

- 연금제도, 노동유연성, 사회안전망 등의 재설계를 필요로 하는 이유이기도 함

□ 비혁신 분야의 자원을 혁신 분야로 이동

○ 한국의 전체 경제를 위해 이권경제(지대 수익 등)의 자본잉여가 혁신경제로 이동해

야 하며, 혁신의 보상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혁신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워야 하며, 

결과적으로 이것이 국가 전체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해 홈쇼핑, 종편, 면세점, PEF 허가제 폐지 등 이권경제에 집중된 자원 분

배의 왜곡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 혁신이 없는 이익은 중과세를 하는 조세의 개혁이 필요하며, 부동산·임대업, 주식

차익거래, 파생상품 거래 등 혁신이 없는 수익에 증세하고 혁신의 보상을 확대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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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주체들은 자연스럽게 혁신경제로 이동할 것임

□ 혁신 분야의 투자 수익성 확대

○ 진입장벽을 통해 지대수익을 추구하는 이권경제의 혁파가 필요함

- 현재 지대수익이 중소기업과 자영업 수익의 2배인 것은 경제의 새로운 부가가치

를 창출이 아니라, 한정된 전체 매출에서 하위구조의 이익을 가져가는 제로섬 게

임이라는 것임

○ 이는 오히려 국가의 혁신역량을 가로막는 길로서, 이권경제가 큰 구조에서는 혁신

경제가 성장하기 어려움

- 한국의 상위 기업들과 글로벌 기업들을 비교해보아도 잘 나타나는데, 혁신경제가 

크지 못하는 이유는 신규기업의 진출을 가로막는 대기업들의 불공정 거래와 각종 

규제의 진입장벽 때문임

○ 따라서 혁신 분야의 투자 수익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진입장벽 축소와 공정거래 

강화, 상생형 M&A 시장을 개선해야 할 것임

(3) 국가 R&D 패러다임 전환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 R&D 패러다임이 기존의 추격형에서  탈

추격으로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가 비전의 확립이 우선되어야 함 

○ 한국의 기술사업화의 개혁은 분야별 점진적 개혁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함

○ 이러한 변화의 패러다임으로 ① 추격형에서 창조형으로 ② 경쟁에서 협력으로 ③ 

제도에서 시장으로 ④ 분산에서 통합으로 라는 4가지 개혁 방향과 8가지 실천 과

제(Flagship Project)를 제안함 

①�추격형에서 창조형으로

○ 한국은 지금까지 빠른 추격자 전략으로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 문턱에 도달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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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추격형 방식으로는 혁신경제로 나아가기 어려움

○ 따라서 ① 연구개발 실패율 20% 달성과 ② 경쟁 및 중복연구의 장려가 필요함

- 한국의 연구개발 성공률은 90%가 넘는 세계 최고 수준이나, 이는 자랑이 아님. 

불확실한 창조적 연구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반증임

- 성실한 실패는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실패율 20%를 넘기는 것을 목표로 하면 창

조형 연구로의 전환이 촉진될 것임

- 여기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는 사전 규제가 아니라 사후 평가로 해

결하는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됨

- 경쟁 및 중복 연구를 예산 낭비로 보는 시각은 마치도 시장을 무시한 구(舊) 소련

의 계획 경제의 시각과 동일함

- 창조형 연구에서는 경쟁과 중복이 필수적이라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예산 당국에 

절실하게 요구됨

②�경쟁에서 협력으로

○ 한국의 각 부처들은 경쟁적으로 연구개발을 지원하면서 부처별 다양한 정책은 만들

어 졌으나, 부처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비효율이 증대되고 있음

○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① 한국형 OCS(Office of Chief Scientist)와 ② 후속연계 

연구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한국과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에서 1~2위를 다투고 있는 이스라엘은 국가 

R&D 정책의 부처 간 조정이 필요하자 OCS 제도를 통하여 전문화와 조정 역량의 

균형을 이룩함

○ 한국도 대통령실 산하에 OCS제도를 도입하여 부처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제도의 

도입이 절실한 시점임

- 이를 통하여 현재 거의 단절된 부처 간의 후속연구도 활성화 될 것을 기대함 

③�제도에서 시장으로

○ 기술사업화는 공공과 시장의 영역이 교차하고 있음

○ 그 중에서도 시장이 주도하는 구조가 되는 것이 성공의 가능성을 높여 왔으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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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기술사업화 기관들에 시장 전문가는 거의 없음

○ 이제 ① 시장전문가의 영입 ② 내재적 동기부여로 시장 중심의 기술 사업화 조직으

로 구조 조정되어야 하며, 계획과 통제의 사고로는 기술사업화의 길은 요원함

④�분산에서 통합으로

○ 결국 기술사업화는 시장의 영역이라는 점에서 기술 시장이 필요함

○ 시장은 네트워크 법칙에 따라 분산된 작은 시장보다는 통합된 시장의 효율이 높으

므로 각 부처별로 산재된 기술 데이터베이스(DB)와 시장을 통합할 필요가 있음

○ 즉, 개별 기술은 전문화된 기관들이 추진하되, 기술의 거래는 통합된 시장에서 이

루어져야 함

○ 기술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이제 IP(지식재산권)가 대부분을 차지하나, 혁신

경제의 가치창출의 핵심은 IP이고 이를 구현하는 기술은 날로 쉬워지고 있기 때문

임

○ 이를 위하여 ① 기술거래소의 부활 ② IP중심의 산학연 연구개발 체계를 제언함. 이

러한 8가지 추진과제가 추격형 연구 개발에서 창조형 연구개발로의 패러다임 전환

을 이끄는 견인차가 될 것이며, 이러한 패러다임의 키워드는 바로 ‘실패에 대한 지

원’과 ‘사전통제에서 사후평가’라고 요약할 수 있음 

탈추격 국가 비전하에 정부의 역할

- 첫째, 4차 산업혁명 대비 장기적 비전과 전환의제를 제안

- 둘째, 전환과정에서 오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분야별 반대를 완화시키는 조정

자 역할을 수행

- 셋째, 불확실성 높은 기초연구, 원천기술 확보 R&D는 정부가 집중하여 지원

정부의 역할에 이은 민간의 역할

- 첫째, 실용화, 상용화, 사업화 R&D는 민간 중심으로 운영하여 연구개발 투자 효

율성 제고

- 둘째, 4차 산업혁명 대응하기 위해 서비스 R&D를 활성화



- 351 -

[그림] 기술혁신 전략 로드맵

(4) 기업 CSR의 사회적 공유

○ 기업의 혁신이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원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 세금을 통한 부의 순환 과정에 참여 동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책임보다는 명

예를 동시에 제공하고, 반대로 정당하게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에 사회적 불명예가 

갈 수 있도록 투명한 조세 구조가 정립되어야 함

○ 따라서 모든 기업의 재무제표는 공개되어야 하며, 북구 국가들의 경우에는 개인의 

소득세도 공개되고 있음

○ 비리를 파헤친다는 것보다는 그들이 얼마나 이 사회에 기여했는가를 알리기 위해서

이며, 이와 같은 투명한 구조를 만드는데 핀테크와 블록체인을 활용한 화폐와 금융

제도의 개혁이 필요함

○ 2020년을 기점으로 많은 국가들이 종이 화폐를 본격적으로 없애기 시작했고, 스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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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은 2025부터 종이 화폐를 완전히 없애는 로드맵을 발표함 

○ 혁신에 비례한 보상과 사회의 재분배에 참여하는 명예와 자아실현이 지속 가능한 

사회를 이끌어 가는 양대 축이 될 것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화폐와 금융의 투

명한 구조임

○ 더 나아가 자발적인 기여를 촉발하기 위한 사회적 자산 교환 시스템이 필요함

- 기부 마일리지 제도, 기부금의 투명한 운영이 필요함

- 실재 기부를 안 하는 이유 중에 운영단체의 불투명성을 이유로 드는 사람도 있음. 

한국의 제도가 기부를 장려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는 무늬만 기부인 자산 빼돌리

기가 있었음

- 이것이 공익 재단의 운영에 규제가 들어간 이유이므로, 재산 빼돌리기를 막기 위

한 규제 대신 공익 재단의 재무제표를 투명하게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으로 대체

- 일률적으로 이익의 일정비율131)만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가 과연 지속 가능

한 사회에 적절한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 게이미피케이션(게임화) 기법을 통하여 크라우드 소싱인 대중 참여로 이를 검증하

고 이에 대한 사회적 명예를 부여하는 것임

- 선순환에 기여하는 사람들에게는 명예를, 선순환을 저해하는 사람들에게는 불명예

를 주는 구조에서는 반복된 게임의 승자인 남을 배려하는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

하게 될 것임

- 투명한 미래 사회에서의 미래 기업들은 결국 사회적 기업을 지향하게 될 것임

○ 이제 미래는 선순환하는 사회가 될 것인가? 착한 기업이 성공할 것인가? 양극화는 

해소될 것인가 하는 제 3자적 질문이 아니라 양극화를 해소하고 선순환 시키고 착

한 기업이 승리하는 사회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질문이 필요함

□ 경제 가치와 사회 가치의 교환체계 구축

○ 기업의 가치창출과 사회로의 가치분배로 이어지는 사회적 시스템 구축(가칭 Social 

Asset Bank)

131) 법정기부득은 이익의 50%까지 가능하지만, 지정기부금은 10%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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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기업과 소셜 벤처 육성을 위해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업가정신과 적정기술을 

적극 활용

- 이를 통하여 한국 사회의 선순환에 가장 절실한 노블리스 오블리쥬를 확산할 수 

있음

(5) 세대 간의 갈등 조정 사회적 기구의 육성

○ 세대 주체들의 이익을 반영하고 대변하는 제도는 독일과 일본의 차이를 갈라놓음.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적자 재정 등을 세대 간 협의를 통하여 제한해야 함

- 위원회는 독일과 같이 시민단체, 정당, 이익집단, 연구기관, 정부기구 등이 포함

- 크라우드펀딩으로 소액 투자를 세대 간에 하게 되면 협력의 장이 열릴 수 있음

- 시니어 주니어 공동 창업 활성화가 또 다른 대안임

- 긱 플랫폼을 통하여 연결을 강화

- 국가 적자 재정의 제한을 명문화

□ 세대 간 이익 기반 지원정책 활용

○ 세대 갈등의 물질적 원인은 세대 간 경제적 이익 기반의 차이에서 비롯되며, 부동

산을 보유한 장년층과 자산이 없는 청년층이 선호하는 정책은 차이가 존재할 수밖

에 없음

○ 세대 간 경제적 이익 기반을 차별적이고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 및 정

책을 강구해야 함

○ 다음 세대에 부담을 넘기는 적자재정에 대한 세대 간 합의 추진 필요

○ 상이한 문화를 가진 세대 간의 문화 교류를 위한 사회적 프로그램, 활동을 지원으

로 세대 간 소통과 공유 문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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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민정치 교육의 활성화

○ 한국사회의 중요한 정치적 갈등은 보수와 진보의 이념대립으로 해방 이후 무극(無

極)의 혼란에서 산업화와 민주화 세력은 대한민국의 가치를 만들었으나, 양극의 갈

등 대립으로 고착화를 초래함

○ 보수와 진보의 대립으로 성장과 분배 정책들은 모두가 표류하고 있으며, 어느 한 

편이 반대편을 완전히 제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대안은 대 타

협이 필요함

○ 이제 보수와 진보는 성장과 분배의 대립을 넘어 상생의 국가 건설에 협력해야 하

며, 시민들의 건강한 정치적 의식 및 지식의 획득을 위한 시민정치 교육의 확산이 

필요함

□ 대국민 정치교육 확산

○ 시민들의 건강한 정치적 의식 및 지식의 획득을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 및 프로그램

을 통해 이념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문화를 형성 

○ 학생 대상 정치 교육을 제공하여 이념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시민으로 성장 유도

- 이념의 적대에서 상생과 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 해석과 토론

(7) O2O 러닝시티

○ 공공기관과 지역 클러스터의 개방 플랫폼화로 저하된 연결성을 회복하고 혁신역량

이 갖추었다면, 이를 도시 전체로 확산하는 O2O 러닝시티를 제안함

○ 기존의 ‘학습도시(learning city)’ 개념은 지역민의 평생학습을 통해 개개인이 학습

의 자원이 되어 도시의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음

○ 하지만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O2O 학습도시(O2O Learning City)’의 

개념은 앞서 설명한 클라우드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메타 플랫폼을 구축하여 오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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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도시와 1:1로 대응하는 온라인의 평행도시가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것임

- O2O 학습도시는 현실도시를 공간과 인간의 데이터를 클라우드의 빅데이터로 저

장하는 가상도시화에서 시작함

- 이렇게 구축된 도시의 공공데이터는 최대한 공개하고, 도시의 데이터화가 연결을 

촉진하면서 도시가 스스로 최적화 하는 방향으로 나아감

- 그 결과 기존의 지역과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학습도시(Learning City)

에서 가상과 현실이 결합된 형태의 O2O Learning City가 구현될 수 있음

○ O2O Learning City는 IT 경쟁력과 교육의 열기를 결합한 스마트 평생교육으로 

미래사회의 변화, 특히 일자리 변화에서 주도적으로 대응이 가능하게 해 줄 것임

- 현재 한국의 공공 평생교육은 전체 교육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미만인 

6,000억 수준으로, 선진국이 전체 교육예산 중 7%에 가까운 비용을 쓰고 있는 

수준과 비교하면 규모의 측면이나 비용 대비 효과가 미미함

- 대학 평생교육원의 문제는 낮은 효율성과 간판 중심의 교육 구조로,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이유가 일자리 변화에 대한 대응보다는 한국 사회가 요구하는 간판을 

취득하는데 있다는 것임

- 평생교육이 실질 역량 중심으로 발전하기 위해 에듀테크를 활용한 평생교육의 효

율화가 필요하며, 애리조나 대학은 Knewton과 같은 인공지능 기반의 맞춤 교육 

시스템으로 교육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교육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축시키고 있음

○ 대학의 평생 교육만이 아니라 사회 현장에서도 에듀테크를 활용한 직무교육의 혁신

이 가능함

- 일자리는 유지되나 직무는 변화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미 업무와 교육

을 결합하고 있음

- 다양하게 변화하는 직무교육을 지금처럼 기업이 내부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이를 현장 중심의 에듀테크 중심 교육으로 외부화가 필요함

-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교육 콘텐츠 플랫폼, 맞춤교육 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의 에

듀테크 기업들이 등장하는 배경이며, 한국도 이러한 변화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시급함

○ 결국 O2O 평행도시는 지속적으로 지식이 축적되면서 도시의 최적화인 자기조직화

를 이룩하여 스스로 학습하는 미래도시의 모델인 O2O 학습도시(Learning City)로 

진화하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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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실버로봇을 활용한 실버 테크 활성화

○ 고령화 시대에는 의료의 중심이 진단과 치료에서 만성질환 관리로 이전되게 되며, 

원격의료의 중요성이 급격히 증대됨132)

- 우리나라의 경우 생활습관 관리 등으로 예방 가능한 만성질환자는 2010년 기준 

1,138 만 명, 의료비 부담은 14.7조 원 규모로 전체 의료보장인구의 22.5%가 전

체 의료비 의 31%를 지출하고 있음

○ 따라서 관리 중심의 만성질환 치료의 효율화를 위한 원격의료 도입이 필요하며 이

는 향후 가상병원으로 발전되어야 함

○ 더불어 급증하는 요양병원 간호인력의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존재함

-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화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일본은 대비책으로 ‘개호’산업을 

발전시켜왔으며, 노령층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및 상품이 개발되었음

- 우리나라도 일본 개호 산업을 벤치마킹하여 예상되는 간호인력 부족 문제의 해결 

대안으로 로봇간호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실버로봇, 홈케어 시스템 등 실버테크를 활성화할 것을 제안

(9) 제한적 기본소득제 도입 모색

○ 4차 산업혁명은 3단계로 발전할 것임이며, 1단계 기술혁명이 완성되는 시기를 세

계경제포럼은 2025년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그때까지 전 세계의 후생은(GDP가 아

님) 4배~5배로 증가될 것으로 추정됨

- 1단계는 기술혁명을 통한 초생산혁명, 2단계는 초신뢰 기반의 분배 혁명, - 3단

계는 초융합의 인문 혁명임

○ 그 이후 사회적 문제는 생산의 증대보다는 분배의 공정성이 관건이 될 것임. 여기

에서 기본소득제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임

○ 기본소득제는 4차 산업혁명의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사회적 의사결

정 시스템인 거버넌스 혁명이 블록체인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

- 이러한 기본소득제는 한번 시작되면 다시 되돌리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언제 어

떻게 진행할 것인지 국가전략이 필요함

132) KIRI(2015), “고령자·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헬스케어서비스 활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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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소득제는 국가의 발전단계에 따라 제한적 기본소득에서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확대되어 나아가야 할 것임

- 특히 한국은 노인빈곤률이 40%가 넘는 국가로서, 복지 사각지대가 상대적으로 많

으므로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를 우선적으로 해소한 후, 보편적 기본소득제로 확대

하는 것이 순리임

○ 이를 위해 제한적 기본소득제의 도입 로드맵을 구상해볼 필요가 있음

(10) 대학 자율성을 위한 거버넌스 혁신

○ 대학교육은 교육 전반의 혁신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

학 자율성의 저하는 원인은 과도한 교육부 통제임

- 급변하는 사회적 수요에 대학 교육이 대응하면 순차적으로 중·고등학교 교육을 국

가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임

- 교육부는 개별 예산 지원을 통하여 대학 운영을 장악 하고 있으며, 개별적 과제 

예산이 아니라 통합 예산으로 지원해야 대학의 자율성이 살아나고 교육이 다양화

되고 교육 전체를 활성화시킬 것임

○ 사전 통제를 축소하여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는 징벌적 배상으로 강화하는 것이 탈 

추격 교육 전략임 

○ 동시에 축소되는 입학 수요에 맞추어 대학의 구조 조정도 교육부 주도가 아니라 교

육 현장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임

○ 이를 위한 교육부의 역할은 대학 교육 자료의 일반 공개 원칙을 확립하는 것임

- 대학은 자율화시키고 초중고는 지방으로 이전시키면 교육부의 역할은 실질적으로 

통제에서 조정으로 변화될 것임

○ 또한 선진 국가들과 같이 교육부는 교육 위원회로 개편하는 것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11) 2모작 교육과 대학 구조조정

○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극복을 위한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대책과 교육 혁

신도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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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에서 최고속으로 진행되는 대한민국 고령화의 핵심 문제는 바로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임

- 이들이 생산 기여 인력에서 부양 대상 인력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국가 차원의 경

쟁력 저하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임

- 여기에 다시 600만에 달하는 2차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가 다가오고 있음 

○ 문제는 이러한 베이비 붐 세대는 은퇴와 동시에 그들이 보유한 역량에 걸맞지 않는 

저품질 일자리를 수용하거나 3년 내 50%가 폐업하는 고위험 자영업에 뛰어드는 

실정이라는 것임

○ 개인이 가진 역량을 최대로 발휘하게 하는 것이 국가의 역량임. 그래서 은퇴 세대

의 개인 역량을 사회적 수요와 연결하는 체계로 긱 플랫폼을 제시함

- OECD는 평생교육을 “평생을 통한 계속적인 교육을 의미하며, 급변하는 현대사회

에 있어서 일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교육과 그 외의 제반 교육 자원을 

효율화함으로써 교육 역량의 극대화를 지향하는 총체적인 노력”으로 정의함

- 평생 교육은 ‘learn how to learn’으로 요약되며, 평생 교육은 개인의 삶의 변곡

점에서 더욱 중요지며, 바로 은퇴 시기가 그 변곡점이 될 것임

○ 국가의 차원에서도 100세 인생 시대에 인생 2모작은 기본이 되어야 함

- 생산하는 국민보다 부양받는 국민이 더 많은 국가는 미래가 없음

- 현재의 연금 제도는 분명 지속가능하지 않음. 평균 51.6세 퇴사하는 인생 1 모작

까지 최대 25년을 일했다면 그 이후 다시 최대 25년을 더 일할 수 있음

○ 평생 교육은 인생 2 모작 교육이라 이름을 바꾸어도 좋을 정도로 이 시기의 교육

이 국가 역량 강화에 절대적임

○ 인생 1 모작에서 갈고 닦은 기초 역량을 2 모작 교육으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국

가의 역할이 필요함. 단 국가는 2 모작 교육이 민간 주도로 유연하게 발전하도록 

기초 인프라만 제공해야 함

(12)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와 사회적 인센티브 연계

○ 에너지와 기후, 환경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

도 지나치지 않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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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경영이란 기업이 ‘지속가능한 기업(Sustainable Corporation)’으로 성장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영전략으로서 기업은 지속경영을 통해 장기적으로 사회 

및 환경적 책임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경쟁우위를 창출하고 경제적 책임을 이행함

을 목표로 하고 있음

○ EU(2002)에서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과 이해관계자와의 상호

관계에 있어 사회적, 환경적 관심을 통합적으로 반영하는 개념”으로 정의함

○ 즉 개별 기업의 성과를 이익뿐이 아니라 환경과 사람을 포함한 총체적 개념으로 평

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한국에서도 다수의 대기업들이 채택함

○ 개별 기업의 지속가능보고서의 평가를 통하여 사회적 평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

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기후·에너지·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들의 협력

을 촉구하는 대안이 될 것임

- 기업의 지속가능보고서 작성을 촉진하는 인센티브로 평판 체계 구축

- 우수 기업에게는 포상과 홍보

- 소비자들에게 지속가능 보고서의 중요성을 언론을 통하여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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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마무리

4차 산업 혁명은 하늘이 대한민국에 제공한 마지막 기회다. 2025년 초고령화사회 진

입까지 불과 7년이 남았다. 2025년은 다수의 미래학자들이 4차 산업혁명의 티핑

(tipping)포인트로 예상 하고 있는 시점이다. 초고령화 이전에 4차 산업혁명을 돌파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열릴 것이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추락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정

의와 추진 전략을 정리해 보아야 하는 이유일 것이다.

  1. 4차 산업혁명의 정의 논란

4차 산업혁명의 실체에 대한 정의는 지금도 혼돈의 늪에 있다. 가장 큰 이유는 4차 산

업혁명을 기술의 융합만으로 보는 오류 때문이다. 기술의 융합으로 인식 할 경우 어디까

지가 3차 혁명이고 어디까지가 4차혁명인지 판단은 매우 주관적이 될 수 밖에 없다. 다보

스포럼의 클라우스 슈밥 의장은 이미 왔다고 주장하고, 소유의 종말과 3차 산업혁명 등의 

명저를 저술한 제레미 리프킨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유다. 

Back to the Basic, 즉 문제의 본질로 돌아가 보면, 산업은 생산과 소비의 순환이다. 

이제 산업혁명은 기술과 욕망의 공진화로 재해석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은 기술의 융합

을 넘어 세상의 융합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인간의 욕망 충족을 위하여 1, 2차 산업 혁명

에서는 현실 세계의 제품과 서비스의 혁신을 이룩했다. 3차 산업혁명에서는 디지털 트랜

스폼으로 온라인 세상을 만들어 연결의 욕망 충족을 쉽게 만들었다. 4차 산업혁명을 인간

의 욕망 충족을 위한 현실과 가상의 융합으로 해석하면, 최소의 가정으로 4차 산업혁명 

대부분을 설명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에서 현실과 가상은 데이터를 통해서 융합 한다. 현실을 데이터화하여 가

상 세계를 만드는 과정인 디지털 트랜스폼은 3차 산업혁명에서 시작되어, 4차 산업혁명에

서 완성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가상의 세계를 현실화하는 아날로그 트랜스폼은  4차 산업

혁명을 대표하는 기술로서 최근 5~6년 사이에 발전한 인공지능과 병진하고 있다. 

현상적 측면에서 4차 산업 혁명은 최근 5년 사이에 100배 증가한 유니콘의 숫자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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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10년 사이에 70%가 바뀐 거대 플랫폼 산업 생태계 등의 뚜렷한 산업 변화를 보여 주

고 있다. 본질적 측면에서 지능혁명으로 현실과 가상을 융합하여 인간의 고차원 욕망인 

자기표현 욕망을 새롭게 충족시키고 있다. 철학적 측면에서 대립에서 순환으로, 분리에서 

융합으로 패러다임이 대전환되고 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소모적 실체 논쟁을 넘어서야 한다. 불과 7년 앞으로 다가

온 초고령화 도래 이전에 국가의 총력을 모아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완성할 것이냐가 우

리의 질문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독일의 인더스트리4.0, 일본의 소사이어티5.0

을 넘어설 한국의 4차 산업혁명 브랜드를 국민 참여로 도출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2. 4차 산업혁명의 기술 전략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실천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실천 과제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현실

과 가상의 융합을 위하여 디지털 트랜스폼과 아날로그 트랜스폼의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디지털 트랜스폼은 시간, 공간, 인간을 데이터화하는 6대 기술로서 구성된다. 사물인터넷, 

위치 기반 기술, 생체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클라우드, 빅 데이터와 같은 기술들은 이미 

20년이 넘은 3차 산업 혁명의 기술로서 대부분 승자와 패자가 가려진 산업들이다. 그런데 

이 기술들이 이제 한계비용 제로에 육박하는 저비용화가 촉진되면서 4차 산업혁명의 디지

털 트랜스폼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술 영역에서 한국의 전략은 추

격 전략이지 선도 전략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클라우드와 빅 데이터 분야는 한국

의 취약한 분야로서 4차 산업 혁명을 위해서 시급한 추격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아날로그 트랜스폼은 인공지능과 더불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기술들이다. 

서비스 디자인, 3D 프린터와 로봇, 증강/가상현실, 블록체인과 핀텍, 게임화 기술 그리고 

플랫폼은 새롭게 판이 짜여지고 있는 기술 신대륙으로 한국의 선도 전략이 가능한 분야들

이다. 특히 한국의 강점인 한류와 게임이 접목된 증강/가상현실과 게임화는 미래의 전략 

기술 분야다. 한국의 전통적 강점 분야인 하드웨어에서 반도체 소자 분야는 한국의 전략 

분야가 될 수 있으나, 다수의 장비 산업은 중국에 비하여 전략 우위를 갖기 어렵다는 점

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클라우드와 홀론적 대응을 할 엣지(Edge)단의 고밀도 유기 반도

체 칩과 스마트폰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면 4차 산업혁명에서 엣지 분야의 강국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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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4차 산업혁명의 제도 과제

현실과 가상의 융합에서 기술 보다 제도 개혁이 훨씬 더 중요하다. 현실과 가상의 두 

세계가 기술융합으로 완전체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가치관의 충돌 때문이다. 4차 산업 혁

명의 가장 어려운 문제는 현실세계와 가상세계 가치관의 갈등이다. 현실의 세계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복제가 불가능하기에 소유의 가치관이 지배하는 세상이다. 가상 세계는 비

트로 이루어져 있고 복제와 편집의 너무나 쉬워 공유의 가치관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고 

있다. 현실과 가상의 융합 하면 당연히 공유와 소유의 가치관이 충돌하게 된다. 우버와 에

어비앤비와 같은 공유경제 기업들이 대표적인 갈등 사례들이다.

그런데 왜 한국에서는 많은 공유경제 기업들이 시장 진입을 못 하고 있는가. 왜 인공

지능 산업이 커지지 못하고 있는가. 왜 클라우드와 빅데이터가 부진한가. 왜 한국이 핀테

크, 자율주행차, 드론 등에서 모두 중국에 뒤지고 있는가. 그 이유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

라 가치관의 충돌 문제를 제도가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의 핵

심 문제는 세계 10위권의 기술이 아니라, 60위권의 제도의 경쟁력이다. 국가가 엄청난 돈

을 들여 기술 개발 지원하는 것보다,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제도 개혁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시장이 보이면 기술은 민간이 개발하게 된다. 이제 이러한 제도 개

혁 문제의 핵심 과제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4차 산업혁명은 다음과 같은 4단계로 현실과 가상의 융합 한다. 각 단계별 제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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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살펴보자.

 1단계는 현실세계의 데이터화다. 문제는 개인정보와 공공정보의 안전한 활용이다. 현

재는 활용도 못하고 안전하지도 않다. 현실을 데이터화하는 과정이 원활할 때 4차 산업혁

명이 시작될 수 있다. 데이터 규제와 공공정보의 개방이 4차 산업혁명의 출발점인 이유

다. 적어도 2018년 말까지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전향적 개정이 절실하고, 공공 데이터의 

90% 개방이 뒤따라야 한다. 이제는 데이터 쇄국주의를 벗어나야 한다.

2단계는 데이터를 융합하여 클라우드에 빅데이터를 만드는 정보화 단계다. 현실세계가 

클라우드의 호수에 모여 플랫폼이 되어 연결성이 극대화될 때 4차 산업혁명은 촉발된다. 

2단계 국가 과제는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규제 개혁이다. 민간과 공공의 빅 데이터를 분리 

운영하는 것은 미래 국가가 아니다. 공공 기관과 정부부처가 민간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올리지 못하는 것도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 클라우드 없는 스마트시티는 당연히 

불가능하다. 정보화된 클라우드의 빅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국가의 플랫폼이다. 

이를 버츄얼 코리아 플랫폼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 버츄얼 싱가포르 프로젝트를 능가하는 

버츄얼 코리아 프로젝트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 할 수 있는 국가의 문샷(moon shot)프

로젝트다.

 3단계는 클라우드의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지능화 단계다. 이 단계에서는 인공지능 활

용에 대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의 또 다른 이름은 지능혁명이다. 그런데 

인공지능의 경쟁력은 알고리즘보다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능력이다. 즉 빅데이터와 활용 

인력 양성이 양대 과제다. 10만 인공지능 인력 양성이 중요한 이유다.

 마지막 4단계는 가상세계의 최적화 결과를 현실로 가져오는 스마트화다. 가상에서 현

실로 발산하는 스마트화 단계는 다양한 기업들이 주도하는 단계다. 민관합동의 개방 플랫

폼의 호수에서 숱한 분수들이 용출하는 단계다. 기존의 파이프 라인형 개별 부처 주도의 

닫힌 혁신으로는 수용 불가능하다. 이 단계에서 소유와 공유의 가치가 충돌한다. 기존의 

오프라인 기업과 새로운 공유경제 기업들이 소비자를 향하여 경쟁한다. 정부가 기존 기업

을 보호하는 국가는 4차 산업 혁명의 후진국이 된다.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소비자의 후생에 두어야 한다. 진입 규제와 신규 사업 규제가 이 단계의 양대 핵심 과제

인 이유다. 제대로 된 규제 샌드박스와 네거티브 규제화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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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전체를 정리해보면 데이터 규제, 클라우드 규제, 인공지능 인력 양성과 진입규

제 개혁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국가의 4대 핵심 과제가 된다.

4차 산업혁명의 필요조건은 현실과 가상을 융합하는 6대 디지털 트랜스폼과 6대 아날

로그 트랜스폼과 인공지능의 기술 발전이다. 그러나 이 보다 더 중요한 충분조건은 현실

과 가상의 융합 4 단계의 규제 개혁이다.

  4. 13x9 기술-사회 모델과 9대 분야 과제와 플래그십 프로젝트

이상을 바탕으로 기술과 사회의 모델을 제시한다. 경제사회 활동의 5대 요소로서 산

업, 금융, 이동, 도시, 시민을 도출했다. 경제사회를 뒷받침하는 환경 요소로서 자원/에너

지/환경, 제도, 교육, 안전망의 4대 요소를 합친 9대 사회 문제 모델을 세계최초로 제시

하여 미국, 독일, 일본 등의 현상적 접근 수준을 넘어서고자 했다. 

9대 사회 문제와 13대 기술의 민간 워킹 그룹을 대표하는 22인 거버넌스 조직에 순수 

민간 대표 3인을 상근 위원회로 하는 지속가능한 스마트 거버넌스 모델을 제시한다. 현재

의 닫힌 콘트롤 타워 개념으로는 기술-사회 매트릭스 형태의 미래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

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모델에서 9대 분야의 주요 과제들을 도출하고 이 중 우선 추진해야할 네거티

브 규제개혁, 클라우드/데이터 개혁, 개방 플랫폼과 M&A, 10만 인공지능 인재 육성과 

블록체인 융합민주제 등 5대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제시하는 것으로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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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부록

영국이 최초로 산업혁명을 이룩할 수 있었던 다양한 원인 중의 하나로서 루나 소사이

어티(Lunar Society)’나 ‘영국왕립학회(Royal Society)’와 같은 지식 공동체 문화를 들 수 

있다. 지식을 공유하면서 지속적인 혁신이 가능해진 것이다. 특히 지식 공동체 문화가 미

흡한 한국의 산업․기술 분야에서 영국의 루나 소사이어티와 같은 지식공동체의 필요성은 

절실하다. 

한국은 단기간에 4차 산업혁명까지 진행되면서 산업과 기술 분야에 다양한 기술과 산

업들이 혼재되어 있다. 하지만 현장의 변화를 이해하고, 신기술과 기존 기술의 연계, 그리

고 산업과 한국적 현실을 이해한 기술전문가들이 드물며, 이들 간의 교류는 거의 없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모든 것이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기술의 융합은 요원

하다.

이에 C3(Creative Culture Community)技術獨立軍는 한국에서 이와 같은 역할을 하

고자 2007년에 설립되었다. 산학연관 다양한 전문가들(기술, 금융, 마케팅)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기술 플랫폼을 구축하고, 격월로 오프라인 모임을 통하여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스

마트 팩토리,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팜, 스마트 모빌리티 등에 관련 기술과 지식을 공유하면

서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있다.

아래에 제시할 13개의 프로젝트는 C3가 현장의 경험과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을 바

탕으로 제안하는 내용을 정리하였다. 현실과 가상이 융합하는 4단계 프로세스(데이터화→ 

정보화→ 지능화→ 스마트화)를 실제로 구현할 수 있으며, 다양한 사례를 통하여 이를 고

도화하고 있다. 향후에 한국의 4차 산업혁명 관련 프로젝트에 아래에 제시한 기술들이 활

용되기를 기대한다.



- 367 -

⓵ Smart Space(Factory, City, Farm) Platform 

Value 지향
Value Integration & Optimization for People+Technology:
Safety, Health, Environment, Energy, Reliability & Quality

현황(As-Is)

가치창출 지속해야 할 주력 산업군 침몰(석유화학, 철강, 조선, 중공업 등)

경영진/직원 Vision과 업무에의 몰입/포용/혁신 생태계 실종(People) 

데이터의 정합성 부족 따른 IT 접목 시 시스템적 성과 미약(Technology) 

필요성
(Why)

제조업 및 각종 산업 생존위한 ‘통합+최적화’ 가치창출 방향(전략)+방법  

기대효과
(What)

사람+사람/사람+기술/기술+기술 융합 Process Transformation

구축방법
(How)

‘자발적 행동’으로 기본에 충실한(Back to the Basics) 시범사업으로 
작은 성공사례 확인 후 확신 공유

성과평가 거쳐 Model Factory 사례 전체 확산과 체계적 혁신인재 양성

제조업 혁신 중 최우선과제 품질혁신 성공 따른 전 산업 분야 확산 
(지속가능 고부가 서비스화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사례
(Reference)

PDA 현장점검 시스템 구축(포스코: 2006) Chemical Management Service 
시범사업(기아차: 2009) 수력발전 정비변수 통합시스템 구축(한수원: 2009) 
설비관리3.0 전략수립 컨설팅(포스코: 2010) STEAMS센터 구축 예비 컨설팅
(삼성토탈: 2012) 화력발전 M&D센터 최적화방안 컨설팅(서부발전: 2015) 
Smart Factory 시범사업 이슈도출 컨설팅(고려아연: 2015) Smart Farm 시
범사업화 모델(KIST SFS사업단: 2017)

구축기간
(How long)

시범 구축 1년, Model Factory 구축 3년

담당자 정구철(010-3060-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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⓶ 제조 경쟁력 혁신

Value 지향 Quality

현황(As-Is)

기업가정신 미흡하고 제조경쟁력 약화로 성장둔화, 일자리 감소

리더의 변화관리 역량이 부족하여 한방향 신속한 혁신 미흡

전체 최적화 시스템경영 미흡하여 조직적 체계적인 경영활동 부족

필요성
(Why)

4IR시대 기업 경쟁력 강화 ‘방법론’ 정립

기대효과
(What)

제조경쟁력(품질/원가/성장) 30%향상 제조업 10개 확보(2020년)
★5년내 대한민국이 4IR 제조혁신 선도

구축방법
(How)

비전체계 정립방법을 CEO, 임원 및 팀장급 리더십을 코칭

경쟁력 핵심요소 Q/P/C/D/S(Quality, Productivity, Cost, Delivery, Service)
를 경쟁사와 Gap 분석하여 핵심과제 도출 코칭

위기상황이 와도 경영체질 강화와 경쟁력을 지속 유지할 사람, 제도(성과관
리), 기업문화를 Upgrade하는 시스템을 코칭

사례
(Reference)

한국전기초자 혁신성공 사례[주가 3,800원→126,000원(3년 소요)]

설비확장 없이 인원 11% 감소(1,800명→1,600명)상태에서
- 매출3배(2,377억→7,104억), 영업익 –600억→+2,511억 증가
- 품질지표 고객 클레임율 20,000 PPM → ZERO PPM 감소 
- 제품개발 리드타임은 1/3 (6개월→2개월) 단축 
- 원가/품질경쟁력 확보 경쟁사(삼성SDI)의 시장점유율10→70% 향상

구축기간
(How long)

3년 소요 [기업경쟁력(품질/원가/성장) 30% 향상]

담당자 최성율(010-2517-6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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⓷융합적 창의조직 활성화

Value 지향 Global Leadership 확보

현황(As-Is)

전 세계적으로 4IR 시대가 도래함

조직내 구성원들로부터 집단 창의성을 이끌어내지 못함

조직 외 파트너들과 창의적 협업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음

필요성
(Why)

4IR 시대에 알맞는 SMART PEOPLE 육성이 필요

기대효과
(What)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 Global 선도력 확보

구축방법
(How)

Top Down 방식으로 리더 인식전환 및 선언

임직원들에 대한 SMART Communication 의식 제고 코칭

팀장들에 대한 SMART Communication 교육

사례
(Reference)

현대자동차그룹, 현대건설, POSCO그룹, LG전자, GM대우, LG이노텍, LG마이
크론, 한화석유화학, GS홈쇼핑, SK그룹, SK텔레콤,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
어, 두산전자, 두산메카텍, 효성중공업, 휴맥스, 한세실업, 특허청, 여성부, 현
대백화점, 현대 오토넷, 삼성생명, 삼성카드, 삼성네트웍스, 삼성화재, 삼성증
권, 르노삼성 외 다수

구축기간
(How long)

3년 (준비 + 실행 + 정착)

담당자 이승우(010-2350-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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⓸IoT + BigData 활용 제조혁신

Value 지향 Quality & Reliability

현황(As-Is)

전통적 제조 생산 방식으로 인한 비효율성 발생 신기술과 방법론 부재로 심
화되는 글로벌 경쟁력 부족

지속적 발생하는 설비신뢰도 및 품질 문제 대응 방안 부족 및 데이터 수집/모
니터링/BigData화/빠른 분석/이상 감지에 대한 전략적 접근 어려움

융복합 기술 필요한 Digital Transformation전략, 방법론 및 기술 부재

필요성
(Why)

“神이 아니면 나에게 데이터를 가져와라”처럼 IoT와 Data 중심
 공장 DT 전략과 방법론이 반드시 필요

기대효과
(What)

데이터 중심 생산 및 공정 안정화를 통한 고품질 생산 혁신시스템

구축방법
(How)

공장 사전진단 시 필요한 DT 전략 최우선 판단하고 IoT와 Data 기반 
생산설비 안정화 및 최적화 여부 판단

품질 BigData화 통한 사전(Proactive) 및 사후(Reactive) 추적 공정능력 분석
을 통한 지속적 생산 설비와 공정 안정화

데이터 중심 Know-How와 Insight가 공장 내부 구성원에 축적되도록 
지속혁신 통한 경쟁력 확보(고품질+설비안정 동시 최적화)

사례
(Reference)

압출기업 알루코 베트남공장 데이터 기반 생산혁신(2018)
삼성SDI 2차 전지 빅데이터 분석(2018)
금호타이어 장춘공장 설비 예지정비 및 관리(2017)

구축기간
(How long)

시범 구축 3개월, Model Factory 구축 1년

담당자 강구원(010-9440-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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⓹산업용 IoT Platform

Value 지향 Quality, Maintenance 등 전체 가치 창출의 기본의 기본(Basic of Basic)

현황(As-Is)

-4IR 기반 설비 자동화 시스템(H/W+S/W) 기술은 글로벌 메이저사(지멘
 스, GE, 미쓰비시)가 주도하며, 국내는 원천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기업이 
 약화되는 추세
-현장에 있는 DCS, PLC, Controller 등의 Data를 신뢰성 높게 연결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국산 전문 기술기업은 부족한 실정

필요성
(Why)

-기존 제조 인프라를 위해 구축한 자동화/정보화 시스템을 넘어 보다 효율적인 
 관리 및 예측서비스를 위한 합리적인 데이터 연결 기술 필요
-4IR 시대에 맞는 외산업체의 기술예속화 탈피 기반 확보 
-기술내재화를 통한 벤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필요
-AI, 3D, 소프트웨어등 관련 응용서비스 산업의 중요성 대두
-글로벌 표준 아키텍처 규격 RAMI 4.0과 OPC-UA와 같은 표준통신 프로토콜 
 등을 전문으로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국내기업 부재

기대효과
(What)

-복잡한 설비 데이터 연결 구조를 산업용 IoT 기술을 통해 경제적으로 구현
-현장이 Wireless 환경으로 구축되므로 심플한 Network 운영 가능
-외산기술 라이센스 절감을 통한 수입대체 효과 및 국익 증대
-국내 히든챔피언 기업 육성 확대 기회
-전문기업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 및 전문인력 배양 활성화

구축방법
(How)

-전문기술 보유기업 발굴을 통해 체계적인 국산 IoT 플랫폼 구축 확대
-스마트공장 14개 업종별 수요기업 현장에 즉시 적용 추진
1. 멀티센서 IoT 통신 모듈 기술 적용
2. 제조현장 이기종 설비데이터 연계 기술 적용
3. 유.무선 표준 통신프로토콜 기술 적용

사례
(Reference)

-현대중공업 : 디지털변전소 절연파괴 IoT 무선감지 진단시스템 적용
-두산중공업: 풍력 블레이드 제작용 공작기계 IoT 스마트 관리시스템 적용
-한전KDN : 유화발전소 통합관제시스템 발전기 및 환경감시시스템 적용
-세플러코리아 : 베어링 제조공정 유제 IoT 온도관리시스템 적용
-LS엠파워 : 초고압 케이블 예방진단시스템 표준 통신프로토콜 인터페이스 

구축기간
(How long)

-현장 분석 후, 3~6개월 이내 구축 완료
-전문기업 글로벌화 육성 : 단기 2-3년(중장기 5-10년) 

담당자 박부영(010-5056-2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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⓺ SmartDevice

Value 지향 Environmental & Energy

현황(As-Is)

제품불량감축, 품질개선, 설비예방, 에너지절감 등 제조혁신 위해서는 
Micro Data 수집이 중요함.
제조 현장은 환경에 따라 외산설비, 국산설비 등 혼합사용으로 데이터 수집이 
용이하지 못함.
모든 기업에서 고민 중인 국내외 Maker의 한계 넘어 범용적으로 데이터를 수집 
가능한 Smart Device 장치를 통해 통합데이터 수집을 지원함. 
- 데이터 종류
 .에너지(전기사용 Data, GAS사용 Data, 온도 Data, 물사용 Data 등) 
 .생산(불량수량, 양품수량, 생산량, 생산시간 등)
 .설비(설비운전상태, 설비알람정보, 설비운전시간 등) 
데이터 수집(예)

필요성
(Why)

여러 종류 Maker 설비에 대해 하나의 범용적인 통합 플랫폼 장치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여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제시
 -Maker별 표준통신 프로토콜을 개발, 탑재시켜 모든 장치와 연결가능.
   (통신규약종류 : OPC, MODBUS TCP, RS232,422,485, BACNET 등) 

기대효과
(What)

다양한 설비데이터의 수집 용이성으로 업무혁신 실천 가능
ICT융합 통한 스마트 팩토리 기반 마련 
Data 수집 고민에서 탈피, Data 활용성 극대화(다차원적인 업무로 활용)
Data 통합을 위해 저비용으로 최대효과 창출   

구축방법
(How)

BigData 시급성 요구되는 사업장 1개소 선정
 - Data 수집개소 파악 및 센서 조사 (Maker, 통신규약 등)
 - 필요 데이터 항목 정의
 - 상위 통계시스템 Database 환경 분석 및 Application 확인  
 - 통신 Cable 공사
 - Data 수집 장치 설치 및 설비와의 프로토콜 매칭작업 실시

사례
(Reference)

삼성SDI(천안, 울산, 기흥) 사업장에의 지멘스PLC, 하니웰PLC, 멜섹PLC,
폴란드 멧죠DCS 등 여러 이기종 장치에 대해 당사 개발 스마트 Device를 이용 
상위 Application으로 Data 전송 

구축기간
(How long)

1개월 (파일럿 기준)

담당자 장병호(010-9236-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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⓻비접촉 비파괴 진단기술

Value 지향 Quality

현황(As-Is)

기존 보유한 비파괴 검사장비 활용도 낮음(석유화학, 철강, 조선, 중공업)

신개발 첨단기술 비파괴 검사장비에 대한 현장직원/관리자의 업무 
이해도 및 활용방법 실종 

비파괴 검사장비 이용시 ‘상대값’ 데이터의 정합성 및 상관도 이해 부족

필요성
(Why)

품질관리 및 보증 위한 비파괴검사 중 기존 파괴/접촉식 전통방식에서 
탈피한 비접촉(공기) 기술방식으로 획기적 시도 필요 

기대효과
(What)

원가 절감 및 생산품의 품질 향상 혁신 

구축방법
(How)

센서 추가 보충으로 기존 보유한 비파괴 검사장비 활용으로 성공사례 공유

첨단 기술에 대한 기술적인 교육 확산과 체계적 혁신 인재 양성

성공따른 제조업 전 분야 확산 (지속가능 서비스화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사례
(Reference)

독일 신제품으로 국내도입사례 없으며 품질혁신에 필수 불가결 장비

구축기간
(How long)

8주

담당자 조정상(010-8254-8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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⓼빅데이터 기반 AI 시스템

Value 지향
공공/금융/서비스: 고객가치극대화, 금융공정거래, 국민생활편의향상 기업/공장 
: 품질/생산성 향상, 설비예지보전, 환경/에너지절감 

현황(As-Is)

Data Technology 시대 Data의 중요성이 간과되어 Data의 활용도가 매우 낮
고 특히 중소기업 경우 활용도가 거의 전무함 

Data에 기초한 의사결정, Data에 기초한 operation 및 Data에 기초한 일상 생
활을 위한 분석Tool 및 방법론 부족  

필요성
(Why)

4IR 불확실성시대/정보홍수시대, 신속한 의사결정 및 문제 해결에 필요한 불
필요 정보 제거(미니멀리즘) 및 핵심 필요정보만 제공   

기대효과
(What)

통계, 데이터마이닝,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사결정능력 향상

구축방법
(How)

교육 및 경진대회를 통한 빅데이터/인공지능 적용의 공감대 확산

핵심 고난도 전문가를 활용한 시범 구축 및 공동 프로젝트 수행을 통한 사내
전문가(Data scientist) 양성

기업/기관별 양성된 사내전문가 주도로 확산 및 해외 진출 

사례
(Reference)

포스코, LG화학, 삼성전자, GS칼텍스, GS파워, 해군/육군, 롯데케미칼, 한수
원, 동서발전, 하이닉스, 삼성반도체, 현대제철, 현대중공업, KT, 정보통신부, 
금융정보분석원, 하나은행/외환은행/농협 등 300여개 

구축기간
(How long)

시범구축 4~5개월, 정상구축 1년

담당자 민광기(010-8791-5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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⓽기준정보관리

Value 지향 실물과 정보의 일치(情物一致)를 통해 System적 성과 창출

현황(As-Is)

설비의 경우 기준 정보가 약 50% 정도만 존재
자재의 경우 경영층은 KPI 만 따지지 실물은 모른다 

설비: 엔지니어는 현 시스템을 잘 사용한다고 하지만 실상을  말하지 않음
자재: 미신뢰 데이터 생성 및 예전 단가적용으로 실제 구매에 적용불가 및 
     중복자재 다량 보유

“기준정보 없이도 공장 잘 돌아 가는데 왜 하려는가?“ 인식 부족

필요성
(Why)

Data 기술시대에 낮은 데이터 품질 수준으로 기업의 생산성과 직결된 
생존이 달린 문제로서 내부 정보시스템 활용에 절대적 필요

기대효과
(What)

설비: 정비비용 최소화, 지속적 발전에 영향, 내외부 고객서비스 향상, 
      불필요 업무 제거,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차기 전략 수립
자재: 재고 감축, 정확한 자재구매, 운영효율 향상

구축방법
(How)

외부 컨설턴트 및 내부 담당자 TFT 구성 

전사 기준정보관리 절차서 개발 (현업의 업무 편의와 효율성 제고 및 정비 
자동화를 위한 기본 내용 포함)

절차서에 따른 시스템 구축

사례
(Reference)

동서발전 자재 7개월간  3억원 투자 2년 만에 18억원 절감(2009)
서부발전 태안7,8호기 (인더스터리 4.0 기반) 설비마스터 보완(2017)
UAE 원전 설비마스터 정비관점 구축(2017)

구축기간
(How long)

자재: 7개월
설비: 18개월

담당자 송대관(010-8716-5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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⓾Safety Network

Value 지향 인터넷(IoT, IIoT)의 불안정성의 Safety화 

현황(As-Is)

현실정보영역인 IoT(I), 모바일(M)과 가상정보영역인 클라우드(C), 빅데이타
(B)와 인공지능(AI) 간의 정보전송의 핵심통신망인 범용인터넷에 있어 보안
의 안전성 미보장으로 4IR 체계 구축 운영에 치명적인 한계

현재 망분리 체계로는 인터넷망을 기본으로 하는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빅데이터 구축과 운영을 할 수 없는 구조임   

현재의 지엽적인 보안체계로는 초연결, 초지능사회 구축 위한 어느 장소
(Anywhere) 어떠한 장비(AnyDevice)로든 실시간적 안전 보안통신 불가능  

필요성
(Why)

4IR 성공적 수행을 위한 인터넷 통신기반의 안전통신망(Safety Network) 

기대효과
(What)

- 성공적인 4IR 완수와 선도 기술로 세계시장 진출이 가능
- 안전통신망 제공으로 클라우드, 빅데이터를 비롯한 사회안전망 등 
  각 분야 산업 활성화에 촉매 역할이 가능

구축방법
(How)

기존 범용 인터넷 환경에 신뢰되고 원하는 연결만을 허용하는 소프트웨어 정
의 경계(SDP: Software Defined Perimeter) 기술 체계를 추가함으로써 차폐
되고 격리된 안전한 연결만을 허용

간단한 정책으로 대규모 엔드 포인트의 실시간 강력 통제와 관리가 가능한 
NAC(네트워크 접근통제) 기술 적용 및 연동 

장소와 장비에 구애받지 않고 실시간 보안체계 유지를 위해서는 장비와 사람
에 대한 정밀인증, 데이터에 대한 암복호와 장비에 대한 신속 정확한 무결성 
확인 기술 적용   

사례
(Reference)

-미국(DoD, CIA 등)은 SDP 기반으로 공중망 클라우드를 업무에 이용하고 
있으며 상용 솔루션 제조사로는 Vidder, Cryptozonee 등이 있음  
-국내의 경우 고성능은 ETRI가 개발한 TIPN이 있고 범용은 일반 VPN 등이 
있으나 SDP로의 추가 개발과 상용화가 필요한 단계
-통합통제 NAC 상용솔루션 제조사로는 엠엘소프트, 지니언스 등이 있음.

구축기간
(How long)

구축기간은 일반적인 시스템 구축과 동일(추가적인 구축기간 불필요)

담당자 이무성(010-7930-7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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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GIS 기반 현장일치 DB구축 시설물관리

Value 지향 Reliability & Maintenance

현황(As-Is)

신규 및 Retrofit 현장 BIM(Building Information Management) 기준 시공 정
확성 검측 부재

기준 시설물 관리를 위한 현장 일치 BIM Data 구축 및 도면 작성 부재

현장 일치 Database가 없어 각종 센서, 시설물 물량, 유지보수, 유지관리 운영 
시 시설물의 위치 파악이 어려움

필요성
(Why)

시설물 운영을 위한 현장 일치 3D DB 구축(GIS 기반 위치정보 반영 필요)

기대효과
(What)

토목, 건축, Plant 분야 기존 시설물 현장 일치 As- Builts 도면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기초 Data 확보로 향후 시스템 연계 활용 시 비용 감소
시설물 유지관리 시 현장 방문 시간 및 횟수 축소로 인한 비용 감소
타 부서와 업무 협의 시 실측 Data 활용으로 업무 효율성 증가

구축방법
(How)

측량 : 국토지리원 관리 측량기준점 기준 공장 위치 측량점 측량
 > 정밀 측량, RTK측량 등 업무에 따른 측량 방법 적용

3D 스캔 : 측량 기준점 기준 3D 현장 실측 전산 Data 확보
 -지상 3D Scan 장비 / 드론 / 차량 탑재 3D Scan / 이미징 3D Scan(로드뷰 
 개념의 3D 이미지 스캔) / 워킹 3D Scan 등 업무에 적합한 장비 활용 Data 
구축

BIM 모델링 : 3D BIM(형상) / 4D BIM(일정) / 5D BIM(물량) 모델링 구축 
 향후 6D BIM(분석) / 7D BIM(시설관리 시뮬레이션) 확장성 고려 BIM 모델
링 구축 

사례
(Reference)

현대오일뱅크(서산공장): 도면 부재 Plant 생산 Line 일부 구간(3층 높이)
대우건설 : 고층 APT Elevator 시공 수직도 검측
코오롱글로벌(세화개발) : 비정형 구조물 BIM 설계 기준 시공 편차 검측
SK하이닉스(청주공장) : 반도체 신축 공장 시공 정합성 검측

구축기간
(How long)

현대오일뱅크(서산공장): 15일(3D Scan 및 BIM 형상 모델링, 2D 도면화)
대우건설 : 7개월(35층 건축물 8동 Elevator 20 Ea) 시공 정확성 검측
코오롱글로벌(세화개발) : 6개월(12층 비정형 건축물) 시공 정확성 검측
SK하이닉스 : 11개월 3개층 반도체 라인 시공 정확성 검측(건축/구조, 주요  
  구간 MEP 설비 과업면적 : 33,853평 중 1,500평)

담당자 이완규(010-4442-5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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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글로벌 디지털 마케팅

Value 지향 글로벌 잠재 수요자가 스스로 찾아오는 Digital Inbound Marketing

현황
(As-Is)

-IoT, ICT & Smart Factory는 기계, 통신 및 제조업에 집중(마케팅 도외시)
-산업별 기술 및 비즈니스 전문가 퇴직 후 축적된 지식과 경험 정보 활용 부족 
-중소기업 위한 잠재고객 특성화 분석, 비즈니스 정보 및 시장 변화 분석 기반 부족
-전통적인 마케팅(4P, 4C, STP, SWOT 등) 기법 한계
-대부분 중소기업은 디지털 마케팅 & 비즈니스에 대한 인식 및 활용 부족
-해외 구매자 75% 이상은 제품이나 기술서비스 구매 전 정보 검색 우선하는 반
면 국내 중소기업은 전통적인 마케팅 방식에 의존
-4IR시대 맞는 글로벌 디지털 마케팅 및 비즈니스 전문가 부족

필요성
(Why)

기업 비즈니스 유형은 4IR에 맞는 Digital Transformation 반드시 필요
-전통적 마케팅 효율성은 급격하게 하락, 디지털 마케팅과 비즈니스 전략 절대 필요
 국내 중소기업의 제품별/기술별 정확한 타켓(Target) 고객정보 및 미래 잠재 고
객의 수요 예측 분석 이 가능한 AI 기반 한국 주도형 대형 플랫폼 육성 시급
 대부분 알리바바 등 외국 주도형 플랫폼에 의존하나 기존 B2B 마켓플레이스는 
 산업별 전문화되지 않아 판매자와 공급자 신뢰성 획득 어려움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은 브랜드 가치 창출 및 지속 성장 위해서는 기술, 해외 영
업, 디지털 마케팅 등 다양한 전문가의 축적된 KNOW-HOW 및 업무 지원 필요
-급속한 변화 4IR 시대에 맞는 디지털 정보 활용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 전략 필요
-글로벌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 육성 필요
-고령화 시대에 산업 퇴직자 연계 디지털 비즈니스 전문가 육성 필요

기대효과
(What)

산업전문가, 공급자 및 디지털 마케터의 업무 협업을 통한 디지털 시장 경쟁력 확보
한국형 디지털 마케팅 & 비즈니스 플랫폼 활성화를 통한 산업별 글로벌 시장 선도 
4IR 시대 중소기업의 글로벌 디지털 비즈니스 경쟁력 확보
산업별 글로벌 잠재 수요자 특성 정보 축적 및 중소기업의 전략적 활용 가능.
산업별 은퇴전문가 노하우 정보축적 의한 국가 경쟁력확보(고령화시대 일자리창출)
4IR 시대 새로운 형식의 디지털 일자리와 1인 비즈니스 기회 창출 가능

구축방법
(How)

AI과 전문가 융합기반 디지털 마케팅 플랫폼 개발
- ML(Machine Learning) 기반 AI형 자연어 처리 기술 개발
- 빅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채널 속 영향력 인간(Influencer) 분석 툴 개발
- 수요자, 전문가(Expert), 공급자 및 디지털 마케터들 간의 업무 자동화 프로세
스 체계 구축을 위한 RPA(Robotics Process Automation) 개발
- 다양한 디지털 마케팅 채널의 통합 Insight(또는 디지털 KPI 지표) 관리 모듈 개발
산업별 전문가 Network 구축 및 디지털 지식 정보 DB 구축
글로벌 디지털 비즈니스 Network 정보 DB 구축
글로벌 디지털 마케팅 & 디지털 비즈니스 전문가 육성 교육 센터 운영

사례
(Reference)

전문가(Expert) 활용 기반 디지털 마케팅 및 비즈니스 플랫폼 고도화 예정
http://www.ekomeri.com/

구축기간 3년
담당자 이창근 010-5581-6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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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Digital Twin

Value 지향 Reliability, Safety

과제 디지털 트윈 기반 EPC+O&M 통합 프레임워크 개발

현황(As-Is)

1. 주력산업의 EPC+O&M 데이터 구축 방법론 부재

2. EPC+O&M 데이터 적극 활용 위한 新데이터 구축방법론이 요구됨

3. 데이터 구축 방법론은 프로세스의 개선방안 도출에서 문제점 제기 

필요성
(Why)

플랜트 분야 新도약을 위한 데이터 구축, 공유 및 프로세스 개선방안 도출 등 
기본부터 새로이 다져야 함. 

기대효과
(What)

- 플랜트 EPC/O&M 분야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플랫폼 획득
- 스마트시티 기반 플랫폼으로 활용

구축방법
(How)

1. 플랜트의 대표공정(발전, 석유화학)을 통해 데이터 구축 및 효용성 입증

2. 단일 플랜트로 데이터 확산 구축 및 주요 엔지니어링 프로세스 구현

3. 전체 플랜트로의 확산

사례
(Reference)

원자력 분야 EPC, O&M 및 해체 전 라이프사이클 적용 실증 완료

구축기간
(How long)

단위 플랜트별 시스템 구축(2년)

담당자 민병의 010-5433-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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