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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우리 연구원은 농업·농촌 및 농정 이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매주 국내
외 농업·농촌 정책동향, 연구동향, 언론동향, 현장의견 등을 수집하고 농업 관
련 현안 문제에 대한 최근 정보, 대책방안 등을 전달하는 주간농업농촌동향을
발간해오고 있다.
클라우드 슈밥 교수가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란 화두를
던진 이후,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AI, 빅데이
터 등 지능정보 기술로 촉발된 4차 산업혁명 시기가 도래하였고, 이런 변화가
농업·농촌 부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거나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여러 국가들이 전 분야에 걸쳐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정책을 시도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4차 산업혁명이 촉발하는 사회‧제도, 산업‧경제, 과학·기술
전 분야의 변화에 맞춰, 각 분야가 긴밀히 연계된 종합 정책을 통해 ‘사람 중
심’의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2017년 매주 발간된 주간농업농촌동향 자료를 근거로 4차 산업
혁명과 관련되는 농업·농촌 정책, 연구, 국내외 언론동향 자료들을 수집·분석하
였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고, 워드 클라우드 방식
과 4차 산업혁명 및 농업과의 연관키워드 분석, 감성키워드 분석을 실시하였다.
2017년 한 해 동안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연구동향을 수집·분
석한 결과를 토대로 농업·농촌이 새로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정책방
향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2018. 6.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창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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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개요와 키워드 분석

1. 목적 및 배경

○ 우리 연구원은 농업‧농촌 및 농정 이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매주 국
내외 농업·농촌 정책동향, 보도된 언론동향, 연구동향, 현장의견 등을 수집하
여 주간농업농촌동향을 발간해오고 있음.
○ 이 자료집의 목적은 2017년 한 해 동안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되는 농업·농촌
의 정책, 연구, 국내외 언론동향 자료들을 수집·분석하는 것임.
○ 4차 산업혁명이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로 촉발되는 초연결
기반의 지능화 혁명을 말하며, 클라우드 슈밥 교수가 2016년 세계경제포럼
에서 4차 산업혁명이란 화두를 던진 이후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AI,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 기술로 촉발된 4차 산업혁명
시기가 도래하였음.
○ 이에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이 촉발하는 사회‧제도, 산업·경제, 과학·기술 전
분야의 변화에 맞춰, 각 분야가 긴밀히 연계된 종합 정책을 통해 ‘사람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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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함.
- 민관이 공동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1 출범(2017년 10
월 11일)을 시작으로 범국가적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고 있음.

2. 분석 개요

2.1. 기간 및 분석대상
○ 분석기간은 2017년 1~12월(5월 10일 문재인 정부 출범)로 한정하였으며, 박
근혜-문재인 정부의 집권 시기를 포함하고 있음.
○ 분석대상은 2017년 매주 발간된 주간농업농촌동향 자료 전체 917건 중 ‘4
차 산업혁명’ 관련한 43건임.
○ 분석방식은 워드 클라우드 방식을 활용하였고, 4차 산업혁명 및 농업과의
연관키워드 분석, 감성키워드 분석을 실시하였음.

1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
해서 설립되었으며, 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종합적인 국가전략, ⅱ) 4차 산업혁명 관련
각 부처별 실행계획과 주요 정책, ⅲ)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과학기술 발전 지원,
인공지능·ICT 등 핵심기술 확보 및 기술혁신형 연구개발 성과창출 강화에 관한 사항, ⅳ)
전 산업의 지능화 추진을 통한 신산업·신서비스 육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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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분석 과정
○ (1단계) 2017년 주간농업농촌동향 리스트업(총 917건)
- 제목별 한 개의 한글파일로 저장하는 작업 동시 진행
○ (2단계) ‘4차 산업혁명’ 내용 리스트업(일자, 제목), 관련 한글파일 발췌
- 분석대상: 전체 917건 중 43건 활용
○ (3단계) ‘한글파일 → txt파일’로 변환
- 한글파일 내에 표, 그림, 기호(※, ○ 등) 삭제, 순수 txt만 발췌
○ (4단계) 워드 클라우드 실시(www.tagxedo.com 이용)
- 단어클리닝: ‘4차 산업혁명’, ‘위한’, ‘등을’, ‘관련’ 불필요한 단어 삭제

2.3. 분석 자료
○ 2017년 주간농업농촌동향에 수록된 내용 중 4차 산업혁명 키워드를 중심으로
자료를 취합하였으며, 이를 아래와 같이 1) 정책동향, 2) 연구동향, 3) KREI
연구, 4) 언론동향, 5) 연구지원, 6) 현장여론으로 분류하였음.
<표 1-1> 4차 산업혁명 자료의 구분
구분

내 용

정책동향

정책동향, 새정부 동향, 국내단신, [기획] 4차 산업혁명 동향

연구동향

연구기관, 이슈브리프, [기획] 4차 산업혁명 동향

KREI연구

KREI 연구보고서

언론동향

농업전문지 및 주요 일간지

비 고
국내단신,
정부부처 보도자료

연구지원

통계·조사

현장여론

KREI리포터 대상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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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분야별 수집 자료
주간농업농촌
동향일자

분류

제목

기관명

일자

행정자치부·미래창조
과학부·통계청

2017.02.24.

[정책동향]
2017.02.27.

정책동향

제4차 산업혁명 대비, 부처합동 민관 빅데이터 협업

2017.03.06.

국내단신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기획재정부

2017.02.21.

2017.03.13.

정책동향

4차 산업혁명 대응 관련 핵심기술·창의인재 확보 방안 논의

기획재정부

2017.03.10.

2017.03.27.

정책동향

제4차 산업혁명 기반 ｢공간정보 연구·개발(R&D) 혁신 로드맵(안)｣

국토교통부

2017.03.23.

2017.03.27.

정책동향

4차 산업혁명 대응 관련 혁신산업 및 신산업 창출 생태계 조성
방안 논의

기획재정부

2017.03.24.

2017.04.03.

정책동향

정부부처 4차 산업혁명 대응 주요 추진 상황:
<행정자치부…“4차 산업혁명 선도할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_2017.3.30.>

행정자치부

2017.03.30.

2017.04.03.

정책동향

정부부처 4차 산업혁명 대응 주요 추진 상황:
<농촌진흥청…“4차 산업혁명 대응 농업 R&D 전략 수
립”_2017.3.27.>

농촌진흥청

2017.03.27.

2017.04.03.

정책동향

정부부처 4차 산업혁명 대응 주요 추진 상황:
<산업통상자원부…“4차 산업혁명 공동대응을 위한 글로벌 기
술협력의 장 열린다”_2017.3.31.>

산업통상자원부

2017.03.31.

2017.04.03.

정책동향

정부부처 4차 산업혁명 대응 주요 추진 상황: <산업통상자원
부…“4차 산업혁명 시대 시스템반도체 선도국으로 도
약”_2017.3.29.>

산업통상자원부

2017.03.29.

2017.04.03.

정책동향

정부부처 4차 산업혁명 대응 주요 추진 상황: <보건복지부…“4
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생명윤리 과제 선제적 발굴ㆍ논
의”_2017.3.29.>

보건복지부

2017.03.29.

2017.04.10.

정책동향

4차 산업혁명 대응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

기획재정부

2017.03.31.

2017.04.10.

국내단신

4차 산업혁명 견해 및 국내외 정책 대응 참고 자료

기획재정부

2017.04.03.

2017.04.17.

정책동향

「4차 산업혁명 미래 농식품 포럼」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2017.04.10.

2017.04.24.

정책동향

범부처 합동, 4차 산업혁명 대응 국가표준화 방안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2017.04.17.

2017.04.24.

정책동향

환경부, 가축분뇨 관리에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환경부

2017.04.19.

2017.04.24.

정책동향

농식품 분야 4차 산업혁명 대응 유관기관 연찬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2017.04.18.

2017.04.24.

국내단신

4차 산업혁명 대응 「스마트 제조혁신 비전 2025」

산업통상자원부

2017.04.20.

2017.05.08.

국내단신

국토교통 분야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

국토교통부

201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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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농업농촌
동향일자

분류

2017.05.29.

정책동향

2017.06.19.

기획/새 정부
동향

2017.08.22.

제목

기관명

일자

농림축산식품부

2017.05.24.

4차 산업혁명 주관할 부처로 미래창조과학부 결정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06.13.

정책동향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국무회의 의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08.16.

2017.10.10.

정책동향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구성 완료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2017.09.25.

2017.10.16.

4차 산업혁명
동향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기본 정책방향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2017.10.11.

2017.11.13.

4차 산업혁명
동향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정책 방향

특허청

2017.11.01.

2017.12.04.

국내단신

4차 산업혁명시대 신산업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국무조정실 외
관계부처 합동

2017.11.30.

2017.12.26.

4차 산업혁명
동향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2017.11.30.

기본과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스마트농업 발전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10.

수시과제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임업분야 적용 및 발전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07.

신유통연구원

2017.02.03.

농식품 분야 4차 산업혁명 위해 고품질 빅데이터 지도 구축

[KREI 연구]

[연구동향]
2017.03.06.

연구기관
동향

4차 산업혁명의 현주소와 농업유통구조의 미래

2017.03.27.

연구기관
동향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역발전 방안

국토연구원

2017.02.

2017.04.17.

연구기관
동향

일본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실태와 시사점

산업연구원

2017.03.

2017.04.24.

연구기관
동향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생산과 소비

미래창조과학부,
KISTEP, KAIST

2017.04.18.

2017.05.08.

연구기관
동향

2017 한국직업전망 -4차 산업혁명, 저출산, 가치관 변화 등의
요인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고용정보원

2017.04.25.

2017.05.22.

4차 산업혁명
동향

주OECD대한민국
대표부

2017.05.15.

2017.05.29.

연구기관
동향

산업기술리서치센터

2017.03.31.

차세대 4차 산업혁명: 기업과 정부에 대한 시사점

한국형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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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농업농촌
동향일자

분류

2017.08.16.

4차 산업혁명
동향

2017.09.18.

제목

기관명

일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전략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7.06.14.

4차 산업혁명
동향

농업 R&D와 4차 산업혁명기술의 융합

농촌진흥청
4차 산업혁명대응단

2017.09.

2017.10.30.

4차 산업혁명
동향

4차 산업혁명 대응 정부 R&D 지원의 파급효과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17.10.23.

2017.11.06.

4차 산업혁명
동향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촉진자와 수용자

현대경제연구원

2017.08.

2017.11.27.

4차 산업혁명
동향

4차 산업혁명 국제표준포럼 주요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2017.11.23.

2017.12.26.

이슈 브리프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한국 농업

KDB Research

2017.11.30.

농수축산신문,
한국농어민신문

2017.02.23.,
2017.02.28.

세계일보, 서울경제,
포커스뉴스

2017.03.06.,
2017.03.07.

특허청

2017.03.23.

KREI리포터

2017.4.12.~
5.10.

[언론동향]
2017.03.06.

언론동향

4차 산업혁명과 농업

2017.03.13.

언론동향

대선주자들…'4차 산업혁명' 및 농정공약

[연구지원]
2017.03.27.

연구지원

4차 산업혁명 유통·쇼핑 분야 혁신기술 출원 동향

[현장여론]
2017.05.15.

현장여론

농업·농촌에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및 확대 시, 예상되는 장·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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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키워드 분석: 워드 클라우드 방식 활용
3.1. 시기 분류: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 자료의 특성상 시기가 짧아 1년간(2017.1.1.~2017.12.31.) 주간농업농촌동향에
수록된 ‘4차 산업혁명’ 키워드를 중심으로 워드 클라우드 방식으로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이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두 시기로 나눌 수 있었음.
<그림 1-1> 박근혜 정부
순위
1
2
3
4
5
6
7
8
9
10

<그림 1-2> 문재인 정부
키워드
산업혁명
기술
빅데이터
스마트
인공지능
ICT
AI
IoT
로봇
일본

순위
1
2
3
4
5
6
7
8
9
10

키워드
산업혁명
데이터
기술
신산업
스마트공장
ICT
인공지능
빅데이터
미국
스마트

○ (박근혜 정부: ~2017. 5. 9.) ‘산업혁명’, ‘기술’, ‘빅데이터’, ‘스마트’, ‘인공
지능’ 등의 키워드가 상위 랭크됨.
-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빅데이터 추진계획 및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또한 핵심기술인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의
키워드가 화제가 된 바 있음.
○ (문재인 정부: 2017. 5. 10.~) ‘산업혁명’, ‘데이터’, ‘기술’, ‘신산업’, ‘스마트
공장’ 등의 키워드가 상위 랭크됨.
- 4차 산업혁명 주관 부처로 미래창조과학부가 결정되었으며, 신산업·신기
술 등에 대한 규제 완화 및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음.
또한, 스마트공장 구축 수요 증대, 구축 등의 키워드가 상위에 랭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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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소셜미디어를 통한 ‘4차 산업혁명’ 연관키워드 분석
○ (연관어) 키워드별로 특정 사업 및 산업, 정책 등에 대한 연관어가 많은
가운데 ‘기술’, ‘인공지능’, ‘일자리’에 대한 언급도 상위에 랭크됨.
- 그 외에도 ‘경제’, ‘산업’, ‘기업’, ‘정책’, ‘교육’, ‘인터넷’ 등의 키워드가
언급됨.
<그림 1-3> ‘4차 산업혁명’ 연관 키워드 분석

3.3. 소셜미디어를 통한 ‘4차 산업혁명’-‘농업’ 연관키워드 분석
○ (‘4차 산업혁명’과 ‘농업’의 연관어) ‘생산’, ‘시설’, ‘작업’ 등의 키워드가 눈
길을 끌었음.
- 이는 4차 산업혁명이 농업 기술 분야와 관련성이 많은 것으로 풀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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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4차 산업혁명’-‘농업’ 연관 키워드 분석

3.4. 소셜미디어를 통한 ‘4차 산업혁명’ 감성 키워드 분석
○ (호감도) 전 키워드들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호감도가 많았음.
-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긍정 키워드는 6,000여 건이 넘었으며, 부정 키
워드는 3,000여 건 미만의 수치를 보였음. 긍정 키워드로는 ‘적극적’, ‘좋
은’, ‘창의적’, ‘혁신적’, ‘안전’ 등으로 차세대 생산성혁명, 디지털전환, 제
2의 기계시대 등과 유사한 개념의 다양한 긍정 감성어들이 돋보였으며,
부정 키워드는 ‘위기’, ‘우려’, ‘비꼬다’, ‘불평등’ 등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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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4차 산업혁명’ 감성 키워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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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4차 산업혁명 관련 2017년 농업·농촌 주요 이슈

1. 정책동향

1.1. 박근혜 정부
○ 박근혜 정부 기간(2017년 5월 9일 이전)은 이 정부 말기에 해당됨. 박근혜
정부는 중장기전략위원회에서 2017년 3월 31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2’를 발표, 산업·고용 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초래하고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핵심요인인 4차 산업혁명의 정책방향을 제시함.
- 부처별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과 함께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시작되었음.

2 지난 2017년 2월 21일 중장기전략위원회에서 1) 4차 산업혁명, 2) 인구구조, 3) 사회자본
등 3대 과제에 대한 대응전략을 2017년 3월까지 마련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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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측면과 함께 여러 견해가 존재하였고,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정책을 참고하여 대응
하고자 노력하였음.
- 범부처 합동으로 4차 산업혁명 대응 국가표준화 방안을 확정하고, 국무
조정실 등 15개 부·처·청에서 IoT, 5G, 자율주행 자동차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를 적극 발굴함.
-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농식품 분야 4차 산업혁명 대응 유관
기관 연찬회를 개최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고품질
빅데이터의 융·복합 활용 및 개방을 촉진하기 위한 데이터 지도(Data Map)를
구축하였음.
○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러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진 반면, 실질적인 시행
계획과 성과를 창출하지 못하는 총론 위주의 접근에 머무르는 한계가 있었음.

제4차 산업혁명 대비, 부처합동 민관 빅데이터 협업
❙자료 : 행정자치부·미래창조과학부·통계청(2017.2.24.)

❍ [행정자치부-미래창조과학부-통계청, 민관 합동 빅데이터 TF 2차 회의 개최,
2.24.] 제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하는 민관 합동 빅데이터 활성화
전략 마련
- (주요 내용) 부처별 2017년 빅데이터 추진계획,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과 이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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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분야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

1. ‘데이터 개방’ • 의료, 자동차, 환경, 복지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를 중점적으로 개방하고 민간데이터와
공공데이터가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
2. ‘데이터 기술’ • 해외 주요국에 비해 뒤쳐진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고속화, 지능화, 가치화 할 수 있는 빅데이터
분석기술에 대해 집중 지원
3. ‘데이터 유통’ • 데이터거래소를 구축하면서 민간데이터와 공공데이터가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기술 개발
4. ‘데이터 활용’ • 민간데이터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신산업 육성, 빅데이터를 통한 국민생활 향상모델
개발 및 빅데이터 전문인력 대폭 양성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자료 : 기획재정부(2017.2.21.)

❍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 중장기전략 정책세미나 개최, 2.21.] ‘4차 산업
혁명 대응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주제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
기술 변화와 대응 전략, 노동시장 변화와 교육변화 방향 등 논의
<기조연설: 4차 산업혁명과 중장기 정책방향>
❍ KDI 김주훈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기조연설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지능화된 기계가
고도의 자동화·연결성(extreme automation & connectivity)을 바탕으로 경제전반의
파괴적 혁신을 촉발,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고용구조, 거시경제, 양극화※ 등이
근본적으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
※
※
※
※

(산업구조) 산업간 융합 및 플랫폼 경제 확산 등
(고용구조) 자동화로 중·저숙련 일자리 감소, 비전형 고용관계 확산
(거시경제) 성장의 위기이자 기회로 작용, 재정건전성 악화 등 상존
(양극화) 국가 간(선진국-신흥국간 대분기(Great divergence) 재현), 부문간
(고-저숙련 노동자, 지식자본-생산자본 등) 격차 심화

- 특히, 우리경제는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대비가 늦고, 경직적인 고용·교육
시스템 등으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고용 충격 등이 가중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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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경제의 4차 산업혁명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① 산업혁신 생태계 구축,
②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제고, ③ 창의인재 양성 등 경제전반의 구조개혁을
가속화할 필요
<발표 1: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기술 및 산업 발전전략>
❍ [KDI 이성호 연구위원] ① R&D 혁신, ② 창업생태계 조성, ③ 규제개혁 등이
필요함을 강조
- (R&D) 정부 R&D는 기초·모험연구 중심, 개발연구는 민간 중심으로 재정립
- (창업생태계 조성) 양적 확대보다는 창업 성공가능성을 높이는 정책으로 전환 필요
- 신산업·신기술 등에 대한 규제 완화 및 미비한 인허가 기준 등에 대한 법적
기반 마련 필요
<발표 2: 4차 산업혁명의 고용효과>
❍ [서울대 김대일 교수] 자동화의 진전으로 중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고
고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임금불평등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교육개혁을 통해 창의성을 갖춘 고숙련 인력을 확충할 경우 임금
불평등이 완화될 수 있음을 계량적인 모형을 통해 제시
- 또한, 우리나라는 학업성취도(OECD PISA)가 중간밀집형으로 대체가능성이 높은
인력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우수한 창의적인 인재 양성의 필요성을 강조
<발표 3: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교육 변화 방향>
❍ [KDI 박윤수 연구위원]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초중등, 대학, 평생 교육 등
교육 전반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
- 초·중등교육의 커리큘럼, 수업방식, 입시제도 등은 모두 연관된 문제이므로
장기간에 걸쳐 전면적 개혁※을 추진하되, 교원수급 및 임금체계 개선, 실질
적인 훈련기회 제공이 중요
※ 홍콩은 2000년부터 12년간 전면적 교육개혁을 일관되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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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육은 규제를 완화하고 학생 개인지원을 확대하여 정부평가가 아닌
학생선택에 따른 구조조정이 발생할 최소한의 여건을 조성※
※ 대학별 연구‧교육‧산학연계 등 특성화 유형을 선택하여 맞춤형 규제-지원 패키지를
제공할 필요

- 평생교육은 부처별로 분산된 시스템을 통합하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서비스
제공이 필요함을 지적
※ 예) 싱가포르 SkillsFuture Credit 등

- 또한, 취약층 지원, 각 대학의 입학전형별 지역·소득정보 공개 등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향후계획>
❍ 그동안 3차례※에 걸쳐 진행된 정책세미나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은 추가 연구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 사회자본 등 3대 과제에 대한 중장기
전략 수립시 반영해 나갈 계획
※ 인구구조 변화(1.25.), 사회자본(2.9.), 4차 산업혁명(2.21.)

4차 산업혁명 대응 관련 핵심기술·창의인재 확보 방안 논의
❙자료 : 기획재정부(2017.3.10.)

❍ [기획재정부,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 회의｣ 개최, 3.10.]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추진전략의 하나인 핵심기술‧창의인재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
※ 이 외에도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미국 AI 발생 동향
및 대응방향 논의

- (주요 내용) ①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전략적 R&D 투자 및 제도
개선, ② 고품질 데이터의 수집·유통·활용 촉진 방안, ③ 미래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혁신 방안 등에 대한 과제를 집중 검토하고, 시장진입을
가로막는 규제, 기술발전 등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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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계획) 금번 논의된 방안을 바탕으로 관계부처·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실무
작업반 등을 통해 과제를 구체화하여 「4차 산업혁명 종합대책」에 반영

제4차 산업혁명 기반 「공간정보 연구·개발(R&D) 혁신 로드맵(안)」
❙자료 : 국토교통부(2017.3.23.)

개요
❍ [국토교통부, 제4차 산업혁명 기반 공간정보 R&D 혁신 로드맵(안)※ 공청회 개최,
3.23.] 자율주행차, 드론 등 공간정보의 핵심 원천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R&D)
로드맵(안)에 대해 관계기관·산업계·전문가 등 국민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
※ 제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서 자율주행차, 드론, 증강‧가상현실
(AR·VR) 등 다양한 미래 유망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는 공간정보의 핵심 원천기술 및
융·복합기술 개발에 대한 중장기 연구‧개발(R&D) 발전전략

주요 내용
❍ 4차 산업혁명 시대로드맵에서는 4차 산업혁명 기반의 고도화된 지능사회인 버츄얼
코리아(Virtual Korea) 구축을 비전으로, 언제·어디서나·누구에게나·정확한(4A)
고품질의 공간정보와 데이터 융·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 아래, 4대 중점
추진분야 8개 세부과제 도출 등 로드맵(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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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대응 관련 혁신산업 및 신산업 창출 생태계 조성 방안 논의
❙자료 : 기획재정부(2017.3.24.)

❍ [기획재정부,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 회의｣ 개최, 3.24.]
4차 산업혁명 대응 관련 혁신산업 및 신산업 창출 생태계 조성 방안에 대해 논의※
※ 이 외에 △전월세 시장 동향 및 대응, △일하는 문화 개선 추진방안 논의

- (주요 내용) ① 도전적 기술·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는 창업생태계 조성, ② 신산업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개선 및 법·제도 정비, ③ 공공분야의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선도적 도입·활용 방안 집중 검토
- (향후 계획) 이번에 논의된 과제들을 바탕으로 관계부처·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작업반 등을 통해 과제를 구체화하여 ｢4차 산업혁명 종합대책｣에 반영

정부부처 4차 산업혁명 대응 주요 추진 상황
<행정자치부…“4차 산업혁명 선도할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_2017.3.30.>
❍ [행정자치부, 관련부처와 공동으로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국무총리 소속) 개최, 3.29.]
‘2017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 시행계획’ 확정·발표, 올해 시행계획은
‘데이터로 국민과 기업이 풍요로운 디지털 사회’를 비전으로 수립된 ｢제2차 공공
데이터 기본계획(2016.12.)｣에 따른 첫 실행계획
- (주요 내용) △사물인터넷(IoT) 기반 건축물 에너지 정보, 인공지능(AI)에 의한
의료영상진단 정보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공공데이터 개방이 확대, △사회
전반에 지능화가 구현된 데이터 기반의 정부로 거듭나기 위해 범정부 데이터
통합관리 체계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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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시행계획 9대 중점 과제❙
1. 4차 산업혁명 선도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 지능형・융합형・사회현안해결형 ｢국가중점데이터｣ 15개 분야 개방 및
민간 수요 데이터 21개 개방

2. 데이터 융복합 및 유통
플랫폼 마련

• 신산업 분야 데이터 활용 전략수립 및 민관 거버넌스 구축
※ 대상분야: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AR·VR 등

3. 신산업 분야 데이터 활용
생태계 기반 조성

• 차세대 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전략 수립 및 유통체계 기반을 위한 법령
마련 및 표준 제시

4. 공공데이터 민간 활용
활성화

• 창업경진대회, 투자유치・해외진출 지원 등 민・관 협업 지원체계 구축

5. 데이터 개방·활용 국민
참여기반 조성
6. 범정부 공공데이터
관리체계 마련
7. 민-관 데이터 공동 활용
기반 마련
8. 생애주기별 데이터
품질관리 강화
9. 글로벌 공공데이터
파트너십 확대

• 국민 참여・시민소통 협력체계 마련 및 활용역량 강화
• 기관 협력형에서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하는 ‘범정부 공공데이터 관리체계’로
개편
• 활용도 높은 민간 데이터의 범정부 공동 이용체계 마련

• 공공데이터 생애주기별(계획・구축・운영・활용) 품질관리 체계 정착
※ 품질관리 전문역량 강화 → 품질 자가 점검체계 확립(Tool) → 수준평가 확대(21개 → 42)

• 공공데이터 활용기업의 해외 진출확대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농촌진흥청…“4차 산업혁명 대응 농업 R&D 전략 수립”_2017.3.27.>
❍ [농촌진흥청, ‘4차 산업혁명대응단’ 현판식, 3.27.]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공학부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능동적으로 농업연구개발(R&D)에 특화된 임무를 수행
하고 대응방향을 수립※
※ 범정부 차원에서도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전략위원회를 구성했으며, 각 부처
책임 하에 부문별로 TF를 구성해 4차 산업혁명의 대책을 마련 중
- (필요성) 융합형 기술혁신인 4차 산업혁명은 우리 농업의 대전환과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시발점이므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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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과 제도 등을 분석해 전파하고, 농업 전반에 주는 영향과
이종기술 간 융합을 저해하는 요인을 집중 분석해 대응
- (분야별) 기술개발 로드맵(단계별 이행안) 수립과 함께 R&D의 근간이 될 다중
기술 융합형 플랫폼 개발을 집중 추진하는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농업
R&D 전략을 수립해 나갈 계획
❍ 농업과 4차 산업혁명기술 간 융복합을 위한 기본적 전략은 ICBM※을 중심으로 4차
산업기술을 모델화한 시스템기술을 농업에 적용하는 것
※ 사물지능통신(IoT), 클라우드(Cloud), 빅데이터(BigData), 모바일(Mobile)

- (생산 분야) 현재 시설원예·축산·노지 분야로 구분해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팜
2세대 모델’의 체계적 분석검증과 지속적으로 추진, 유통소비 분야와 농촌 및
농업인 복지 분야도 새롭게 모델화
- 고품질의 농업 데이터의 지속생산을 위한 제반 체계 구축, 분야별 로드맵
유망작목별로 기술·산업 간 융합모델 구축
<산업통상자원부…“4차 산업혁명 시대 시스템반도체 선도국으로 도약”_2017.3.29.>
❍ [산업통상자원부, 산·학·연 전문가와 ‘시스템반도체 기업 간담회’ 개최, 3.30.]
“시스템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 (주요 내용)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기술(공급)·시장(수요)·생태계 측면에서 반도체
산업의 경쟁요인이 급속히 변화함에 따라, 시스템반도체 산업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① 저전력·초경량·초고속 반도체 설계기술 확보, ② 반도체
수요·공급 협력, ③ 반도체 설계·생산 컨소시엄 구성 등을 위한 정책과제 제시
<산업통상자원부…“유통산업에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도입 촉진”_2017.3.29.>
❍ [산업통상자원부, “유통산업 융합 얼라이언스※” 회의 개최, 3.29.] 이번 융합 얼라이언스의
출범은 유통산업이 세계적인 거점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정보기술(IT)·
제조업체 등과 함께하는 융합과 협력의 장을 마련했다는데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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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활용한 유통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 융합‧
협업 연구개발(R&D) 과제의 발굴, 민간 표준의 개발‧보급 등의 역할 수행

- (필요성) 최근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로봇, 증강현실/가상현실(AR/VR)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은 유통산업에도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어 대비가
필요한 상황
❍ ‘유통산업 융합 얼라이언스’는 인공지능·빅데이터, 가상·증강현실, 표준화 등
3개 분과로 운영하며, 기술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우수과제와 기업을 발굴해 업계
공동의 사업 형태(비즈니스 모델) 및 기술 개발 등 추진
- (인공지능·빅데이터 분과) 인공지능 시스템 “왓슨(Watson)”으로 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아이비엠(IBM)에서 “인공지능 플랫폼과 유통산업의 신(新) 비즈니스 모델”
에 대해 발표하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유통산업 적용방안에 대해 논의
- (가상·증강현실 분과)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에서 “가상현실(VR) 쇼핑몰 구축 방안”에
대하여 발표하고, 가상현실(VR) 쇼핑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
- (표준화 분과)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에서 “상품 메타 데이터베이스(META DB) 서비스
모델”에 대하여 발표하고, 업계가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상품 데이터베이스(DB)의 구축과
표준화 방안에 대해 논의
<산업통상자원부…“4차 산업혁명 공동대응을 위한 글로벌 기술협력의 장 열린다”_2017.3.31.>
❍ [산업통상자원부, ｢2017 주한 외국대사관 기술협력 네트워킹 데이｣ 개최, 3.30.] 4차 산업
혁명 시대 국가별 혁신정책 공조와 글로벌 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해 스티븐 구딘슨
(Steven Goodinson) 주한 캐나다 부대사를 비롯한 약 40여개국 주한 외국대사관 과학
기술 담당관과 국제공동 기술개발에 관심이 있는 기업인·연구자 등 참석
- (주요 내용) 4차 산업혁명 시대 주요 국가의 기술혁신 정책 소개, 국제적 기술협력
정보 및 경험을 공유, 미래기술의 발전방향 모색
❍ 각 권역을 대표하는 주요 기술협력국에서(유럽권: 영국, 미주권: 캐나다, 아시아: 중국)
자국의 기술혁신 정책을 발표하고, 양국 간 기술협력 현황 및 향후 발전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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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분야를 중심으로 한-영 기술협력
강화
- (캐나다) ‘한-캐 과학기술혁신 협력 협정’(2016.12월 서명)이 발효하는 대로 한-캐
공동 연구개발(R&D) 개시
- (중국) 2014년 시작해 진행하는 한-중 공동연구개발(R&D)을 지속 확대하자고 제안
하는 등 향후 두 나라의 혁신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
❍ 상생형 기술협력을 위한 ‘산업기술 국제협력’ 사업의 세부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각 프로그램에 참여한 국내 산·학·연 관계자의 혁신 사례발표도 진행
※ 국제공동 연구개발(R&D) 프로그램 및 개도국 대상 산업기술 공적개발원조(ODA) 프로그램
<글로벌 기술협력 주요 사례>
◈ (한-이스라엘 연구개발, R&D) (한) 한국카본과 (이) IAI간 ‘수직이착륙 무인기’ 공동개발
◈ (다자공동 연구개발, R&D) 독·불·네 등 유레카(EUREKA) 참여국 22개 기관과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적용을 위한 SW 프로그래밍’ 기술개발
◈ (산업기술 공적개발원조, ODA) 공적개발원조(ODA) 프로그램을 통한 동남아 현지맞춤형 농기계 개발

<보건복지부…“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생명윤리 과제 선제적 발굴ㆍ논의”_2017.3.29.>
❍ [보건복지부, 제1차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생명윤리 민·관 협의체｣ 회의 개최,
3.29.]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에 따라 생명윤리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논의하기
위한 민·관협의체※※를 출범하고첫 회의 개최
※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물리학, 생물학 등 경계가 없어지고 융합되는 기술 혁명을
의미
※※ (구성) 의료계‧윤리계‧법학계‧산업계‧종교계‧과학계 등 분야별 전문가가 폭넓게 참여
하도록 17명 이내로 구성
- (추진 목적) 유전체기술, 인공지능 등 미래기술에 대한 정책적 이슈의 사회·

윤리적 문제를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
❍ 협의체를 7월까지 운영하면서 새로운 과학기술과 윤리적 문제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집중 논의

23

- (1차 회의) 민·관협의체 발족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생명윤리 정책
방향과 대응전략(이화여대, 최경석 교수)’ 주제발표와 토론 실시
- 첫째, 배아대상 유전자가위기술 적용 등 유전자치료연구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규정 및 개선방안 검토
- 둘째, 세 부모아이, 인공배아생성 등 생식세포를 이용한 새로운 융합 연구에 대한
윤리적 이슈 발굴·논의
- 셋째, 이종장기이식, 키메라연구, 수부·안면이식 등 새로운 장기이식 연구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제도 마련 방안 제시
- 넷째,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의료적 이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분석
하고 해결 과제들 집중 논의
- 다섯째, 생명윤리법 기본법 마련 등 생명윤리법의 전반적 체계 재검토와 ELSI※
제도 도입, 생명윤리 정책방향 등을 검토
※ Ethical, Legal, Social Implications: 신 과학기술 연구개발 지원 시 윤리‧사회‧법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비용을 책정하는 제도(美, NIH의 인간게놈연구비 총예산의 5%를 ELSI
연구에 책정)

4차 산업혁명 대응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
❙자료 : 기획재정부(2017.3.31.)

개요
❍ [기획재정부, 제3기 중장기전략위원회※ 2차 회의 개최, 3.31.]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 사회자본에 대한 중장기전략 논의, 중장기전략 주요과제 발표
※ 정부위원(21개 부처 장관급) 21인과 민간위원 19인으로 구성, 위원장(민관 공동):
유일호 부총리, 최종찬 국가경영전략연구원장

- (추진 배경) 2016.11월 중장기전략위원회에서 1) 4차 산업혁명, 2) 인구구조, 3) 사회
자본 등 3대 과제※에 대한 대응전략을 2017.3월까지 마련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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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산업‧고용 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초래하고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핵심요인인 4차
산업혁명, ② 경제‧사회적 충격이 현실화되고 있고 제도‧관행‧문화 모두가 바뀌어야
대응 가능한 인구구조 변화, ③ 경제‧사회 활동 및 정책의 성과를 높이거나 제약할
수 있는 사회자본 형성

❙중장기전략 정책 방향❙
◈ (4차 산업혁명) 변화 양상 예측 곤란 → 민간 중심의 유연한 대응
◈ (인구구조) 미래 추이 전망 가능 →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
◈ (사회자본) 정부와 시민사회의 공동 노력
비전

활력있는 경제, 포용적인 사회

목표

❚ 활력있는 혁신경제 ❚ 신뢰기반의 공동체 사회

도전
과제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사회자본

산업생태계 재편
정책
방향

추진
체계

인적자원 강화

• 규제패러다임 전환
• 데이터 주도 경제로 전환
• 혁신 유도

• 창의적 인재양성
• 노동시장 활력 제고
• 고령사회 대응

사회자본 확충
• 사회적 신뢰 제고
• 사회통합 강화

거버넌스 구축 및 민간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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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건 평가
<4차 산업혁명>
❍ 신기술·산업 등장의 가속화, 산업전반의 자동화 및 플랫폼 생태계 확산 등으로 산업·
고용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 전망
- 플랫폼 생태계를 선점한 기업 중심으로 승자독식 심화
- 중·저숙련 일자리가 AI, 로봇 등에 의해 대체되면서 감소하고, 비전형고용 확산,
근로방식 다양화(온라인근무) 등 고용관계 변화
- 생산성 향상으로 잠재 성장률 제고 등이 기대되나, 양극화, 재정건전성 악화 등
위험 요인도 상존
❍ 그러나, 우리경제는 유연한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미흡하고, 경직적인 고용·교육
시스템 등으로 충격 가중 우려
- (산업·기술) 경직적 규제※ 등이 신산업 성장을 제약, 혁신을 선도할 벤처·스타트업
등의 역동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성공하기 쉬운 R&D 추진 등으로 혁신적 성과도
미흡※※※
※ 상품시장규제 강도(OECD, 2014년): 33개국 중 4위
※※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 비상장 스타트업) 수(개, 2016.6월): (韓) 3, (美) 96,
(中) 32
※※※ 2013년 말 공공기관 보유 24.8만 여건의 기술 중 약 77%(19만 여건)는 휴면
상태
- (고용) 정규직 중심의 임금·고용구조, 경직적 노동시장 등으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고용·근로 형태 변화에 대응 곤란, 정규-비정규직 간 격차※ 등이 다양한 고용형태
확산 저해
※ 정규-비정규직 시간당임금 격차(정규직=100): (2011) 65.3 → (2013) 64.8 → (2015) 65.0 →
(2016) 65.4

- (교육) 암기·획일식 수업 등으로 창의적 인재 양성에 한계, 학교중심 교육으로 지식
수명주기 단축에 대응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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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
❍ 저출산으로 출생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기대수명은 증가하면서 인구구조가
급속하게 고령화※ 진행 중
※ 총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율(%): (2000) 7.2 → (2015) 12.8 → (2025) 20.0 → (2035)
28.7 → (2065) 42.5

- 출산율 제고를 위해 지난 10년간 약 80조 원을 투자※했으나, 출산율 반등은 미미한
수준이며, 2016년 하락
※ 저출산 예산(조 원): (2006∼2010) 20 → (2011∼2015) 61 → (2016∼2020) 109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연령별 인구구조❙

❍ 인구구조 고령화로 성장잠재력 하락, 재정건전성 악화 등 우려
- 노동투입 감소, 생산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생산성 저하 등으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하락※할 가능성
※ 잠재성장률 전망(%, KDI, 2014.12월): (2001∼2005) 4.6 → (2006∼2010) 4.0 →
(2011∼2015) 3.1 → (2016∼2020) 3.0 → (2021∼2025) 2.5 → (2026∼2030) 1.8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확대로 장기재정여건이 악화※
※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2015.12, 장기재정전망): (2016) 39.3% → (2060) 62.4%

- 1인 가구·고령 인구 중심으로 경제·사회 구조가 변화※
※ 총가구수(2012년 장래가구추계): (2010) 1735.9만 가구 → (2035) 2,226.1만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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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본>
❍ 사회자본※은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제3의 자본으로 중요하나, 우리나라는 사회
자본의 형성 및 축적 상태는 좋지 않음.
※ 공동체 내에서 개인 간 협력을 이끌어내는 일체의 무형자산을 의미
※※ 사회신뢰 10% 증가 시 1인당 GDP 0.4% 증가(2016년, 서울대 김병연 교수)

- 사회갈등※이 깊고, 관용·신뢰·참여 등이 낮은 것으로 평가
※ 사회갈등 지수(현대硏, 2009∼2013년 평균): 7위 / OECD 29개국

- OECD 등 국제기구에서 발표하는 관련지표도 낮은 수준※
※ OECD 사회지표(OECD, 2014년): (정부신뢰) 29위/34개국, (타인에 대한 신뢰) 23위
/35개국

❍ 사회자본 확충을 위한 사회신뢰 및 사회통합 역량이 미흡
- (법·제도, 정책 등에 대한 불신의 문화가 확대) △허위공시, 분식회계, 무고행위 등
신뢰위반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신뢰위반 행위 반복, △정책과정의 불투명성
등으로 정부 신뢰도도 낮은 수준(OECD 국가 중 29위), △불공정한 경쟁 환경이 결과에
대한 불복 초래
- (사회적 차별, 사회이동성 저하 등이 갈등으로 표출되면서 사회통합 기반 약화)
△이민·다문화가족 등이 사회적 차별※로 경제활동 참여가 제약되고 소외계층으로
고착화될 우려, △사회이동성※※이 약화되면서 사회 불만 확산
※ 이주민에 대한 관용도(2014): OECD 33개국 중 25위
※※ 사회경제적 지위의 세대 간 상관계수: (아버지-본인) 0.449, (본인-아들) 0.600 →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로 대물림될 가능성 상승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
<1. 4차 산업혁명의 의의>
❍ [4차 산업혁명의 개념※] 지능화된 기계가 극도의 자동화·연결성(extreme
automation & connectivity)을 바탕으로 경제전반의 파괴적 혁신 촉발(W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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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2016년 WEF에서 처음 사용했으나, 이전부터 여러 기관·
전문가 등이 차세대 생산성혁명(OECD), 디지털전환, 제2의 기계시대(Brynjolfsson 외) 등
유사 개념 제시

-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동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으나, 인공지능※
(AI), 사물인터넷※※(IoT) 등이 공통적으로 제시
※ (AI) 컴퓨터가 사고‧학습‧자기계발 등 인간 지능을 모방하는 기술
※※ (IoT) 사물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술이나 환경

- 사후 정의된 1~3차 산업혁명과 달리 전략적 지향점으로서 사전 제시돼 개념이
다소 모호하나, 현재 진행 중이라는 데 공감
❍ [특징] 물리적 노동력을 넘어 인간의 지능·판단까지 기계가 대체한다는 점에서
1~3차 산업혁명과 구별
※ (1차) 증기기관 기반의 기계혁명(18C), (2차) 전기에너지 기반의 대량생산 혁명(19～
20c 초), (3차)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지식정보 혁명(20c 후)
- 기계에 의한 일자리 대체가 심화되면서 경제·사회적 부정적 영향이 이전의 산업
혁명보다 파괴적일 가능성
❙기계에 의한 일자리 대체 양상❙
구분
생산 주체
통제 주체

1차 산업혁명
사람+기계
사람

2차 산업혁명
사람+기계
사람

3차 산업혁명
기계
사람

4차 산업혁명
기계
기계

- 지식의 축적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기술진보, 산업구조 변화 등이 과거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
<2. 4차 산업혁명의 경제·사회적 영향>
◈ (산업구조) 산업 전반에 자동화가 확산되고, 플랫폼 생태계 선점에 따라 승자독식 심화
가능성

❍ [생산방식] 제조업·서비스업 등 산업 전반에 자동화가 확산
- (제조의 스마트화※) 스마트팩토리가 확산되며 대량생산(mass production) →
다품종 대량맞춤생산(mass customization)으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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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디다스 안스바흐 공장: 지능형 로봇을 도입한 생산공정 자동화로 신발 생산인력
감축(600명 → 10) 및 생산기간(6주 → 5시간) 단축

- (서비스업 자동화) 상황을 인지해 대응하는 서비스로봇 도입※으로 자동화가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으로 확산
※ (2000) 수술로봇(da Vinci) → (2006) 물류로봇(Kiva) → (2014) 경호로봇(K5), 컨시어지
로봇(SaviOne) 등장

❍ [플랫폼 경제] 플랫폼 생태계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
- (서비스화) 플랫폼 생태계를 중심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융합·연결되어 통합
서비스 제공 → 기업 간 사업영역 경계 붕괴
- (승자독식) 플랫폼 생태계를 선점하고 맞춤형 생산능력을 갖춘 글로벌 거대기업이
세계시장 지배 가능, 고숙련·고임금 인력 및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낡은
기술을 사용하고 질 낮은 일자리 창출하는 기업이 병존
- (스타트업·벤처 성장기회) 글로벌 플랫폼을 활용해 저자본으로 제품·서비스를
출시·확산하며 빠른 성장 가능
◈ (고용) 자동화가 비정형업무(non-routine tasks)까지 확대되어 중·저숙련 일자리가
감소하고 전통적 고용관계가 변화

❍ [일자리] 기존의 중·저숙련 일자리 대체로 고용 감소 우려
- AI·로봇 등이 저숙련 수작업과 중숙련 지식노동을 대체※하는 반면, 분석능력·
사회적 스킬 등을 요하는 고숙련 일자리※※는 증가 예상
※ 자동화 가능 일자리(%, Frey and Osborne, ZEW, Deloiitte): (미국) 47, (독일) 42, (스위스) 48
※※ 예: (헬스 트레이너) 피트니스 프로그램 효과 분석·평가, (기업 홍보담당) 웹
/SNS 관리

- 일자리 총량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으나 사라지는 일자리가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보다 많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
※ WEF는 2020년까지 세계 15개 경제권에서 710만 개의 일자리가 소멸하고, 20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510만 개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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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관계] 전형적 고용관계 → 유연한 비전형 고용관계로 변화(독일 Arbeiten 4.0
Green Paper)
구 분
고용형태

근로방식

전형적 고용관계
종신고용
전일근무, 고정된 노동시간
가정과 분리된 노동공간

비전형 고용관계
프로젝트형 고용
자기주도적 유연근무
재택근무

- (고용형태) 프리랜서 등 프로젝트형 고용 일반화(‘긱 경제※(Gig Economy)’)
※ 공연(gig)때 모여 일하다가 공연이 끝나면 흩어지는 모습의 노동시장

- (근로방식) 온라인·원격 근로 등이 확산되며 근로-여가 간 구분이 모호해지고 투입
시간 → 성과 기준으로 보상체계 변화
◈ (거시경제) 4차 산업혁명이 성장의 기회이자 위기가 될 수 있으며, 재정건전성 악화,
양극화 등에 대한 우려 상존

❍ [성장] 신산업 창출, 제조업 스마트화, 서비스업 자동화 등에 따른 생산성 향상
으로 잠재 성장률 제고 가능
- 그러나, △실업 등에 따른 소비 위축이 성장을 제약할 가능성, △기술충격으로
장기 성장추세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실물경기변동(real business cycle)으로 경제의
불안정성 확대 우려
❍ [무역·투자] 글로벌 분업구조 변화로 선진국-신흥국 간 대분기(Great divergence)
재현 가능성(UBS)
- △AI·로봇 활용을 통한 자동화가 신흥국의 인건비 우위를 상쇄하여 신흥국
생산의 이점이 약화, △최종 수요시장 인근에 중소형 스마트 팩토리를 건설
하거나, 혁신환경(R&D인력·규제 등)이 우수한 지역에 본부·R&D센터 건설
❍ [재정] 실업, 임금하락 등으로 근로소득세 등 세수기반이 약화되고 복지지출
소요가 증가하여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 [양극화] 高-低숙련 노동자, 자본가-노동자 간 격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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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련편향적 기술변화(Skill-Biased Technological Change)로 숙련 프리미엄이
확대되어 高-低숙련 근로자 간 임금불평등 확대(OECD), △자본편향적 기술변화
(Capital-Biased Technological Change)로 자본심화(capital deepening) 현상이 나타나
자본소득분배율이 상승※하면서 자본가-노동자 간 격차 확대(OECD)
※ ① 중위 OECD 국가의 자본소득분배율: 1990년대 초 33.9% → 2000년대 말 38.3%,
② 1975～2012년, 세계 57개국 중 42개국 자본소득분배율 증가

<3. 우리경제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역량>
❍ [산업·기술] 유연한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미흡하고, 기술 수준 및 지식 창출 기반
등도 상대적으로 부족
-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수준이 선진국 대비 낮고(70~80%), 제조의 서비스화,
플랫폼 생태계※ 등 산업구조 변화 대비 미흡
※ 모바일 OS 점유율(2017.1월, %): (안드로이드) 37.15, (iOS) 13.16, (타이젠) 0.11
국내 앱 마켓 점유율(2015, %): (구글) 51.4, (애플) 33.4, (국내이통사) 12.8

❙선진국 대비 상대적 기술수준 (KISTEP, IITP)❙
구분
IoT
빅데이터
AI

미국
100
100
100

EU
85.6
88.9
86.8

일본
82.9
87.7
81.9

중국
70.6
66.4
66.1

한국
80.9
77.9
70.5

- 경직적 규제※ 등이 신산업·서비스업 성장을 제약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핵심자원인 양질의 데이터 수집·관리 체계도 미흡
※ 상품시장규제 강도(OECD, 2014년): 33개국 중 4위

- 창업 실패 시 재기가 어려운 구조, 민간자본의 유입 미흡※ 등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을 이끌 창업생태계 기반 취약※※
※ 벤처펀드 민간출자 비중(%): (2012) 58.7 → (2013) 54.8 → (2014) 59.8 → (2015)
56.4
※※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비상장 스타트업) 수(개, 2016.6월): (韓) 3, (美) 96,
(中)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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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R&D의 양적 확대에 비해 질적 성과는 미흡※, 최근 민간 R&D 투자가 정체
되는 등 지식창출 기반도 약화, 정부 R&D 성과가 미흡※※, 민간 R&D와 역할
중복※※※
※ 과학연구기관 수준: 세계 27위, 과학·기술인력 확보: 42위, 논문 피인용건수: 31위
※※ 2013년 말 공공기관 보유 24.8만 여건의 기술 중 약 77%(19만 여건)는 휴면상태
※※※ 정부 R&D 부문별 비중(2015년, %): (기초연구) 38.4, (응용연구) 20.4, (개발연구) 41.2
❍ [고용] 경직적 노동시장 제도·관행 등으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고용충격 가중 우려
- 정규직 중심의 경직적 임금(호봉제)·고용구조 등으로 비전형고용이 일반화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 곤란, 정규-비정규직 간 격차※ 등이 다양한 고용형태
확산 저해
※ 정규-비정규직 시간당임금 격차(정규직=100): (2011) 65.3 → (2013) 64.8 → (2015) 65.0 →
(2016) 65.4

- 영업·판매 등 컴퓨터 대체 위험성이 큰 일자리 비중이 높아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클 가능성
※ 컴퓨터 대체 가능성이 70% 이상인 일자리 비중(%, 노동硏): (한국) 55～57, (미국) 47

- 중장기 인력수급 미스매치로 공학 계열은 구인난, 인문·사회 계열은 구직난 우려
※ 2014～2024년 중장기 인력수급전망(대학전공-산업수요, 만 명, 고용정보원): (사회) 22,
(교육) 12, (인문) 10, (자연) 6, (예체능) 5, (의약) △0.4, (공학) △22
❍ [교육] 문제해결능력·적응력을 갖춘 창의인재 양성에 한계
- 암기식·획일적 수업 등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창의성 갖춘 인재 양성
미흡
- 평균적인 학업수준은 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이나, 최상위 수준이 부족한 ‘중간
밀집형’으로 우수 인재 양성에 한계
※ PISA 최고수준 학생비율(과학, %): (한국) 1.4, (싱가포르) 5.6, (일본) 2.4, (대만) 2.7

- 지식수명주기 단축으로 평생교육 수요가 증가※하지만, 경직된 학교중심 교육으로
인해 평생교육 확대에 걸림돌
※ 평생학습 참여율(%): (2010) 30.5 → (2012) 35.6 → (2014) 36.8 → (2015)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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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시여건] 4차 산업혁명 충격을 흡수할 경제전반의 대응여력 저하
-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가운데, 주력 산업의 경쟁
심화 등으로 성장률 정체
※ KDI: (2011∼2015) 3.1% → (2026∼2030) 1.8 / OECD: (2011∼2020) 3.5 → (2021∼2030) 2.6

- 재정건전성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 증가로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
※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2015.12, 장기재정전망): (2016) 40.1% → (2060) 62

- 해외직접투자(FDI) 순유출이 지속되는 등 경쟁국에 비해 투자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미흡
※ FDI 순유출(외국인 직접투자–해외직접투자, 억 달러, 신고기준): (2010) △218.3 →
(2011) △328.6 → (2012) △243.0 → (2013) △217.8 → (2014) △167.2 → (2015)
△202.2
-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실업 및 소득격차 확대 등이 예상되나, 사회안전망 미흡
등으로 충격 가중 우려
※ 지니계수(2013년): (한국) 0.302, (독일) 0.292, (러시아) 0.294, (미국) 0.396, (OECD평균)
0.317
※ 지니계수 개선율(%, 2013년): (한국) 10.1, (OECD 평균) 32.9

❍ [혁신여건] 4차 산업혁명 대응역량은 세계 25위로 평가(WEF)
※ (1위) 스위스, (2위) 싱가포르, (5위) 미국, (12위) 일본, (25위) 한국, (28위) 중국

- 물적인프라(13위), 고등교육 취학률(2위) 등 HW·양적지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반면, 노동유연성(83위), 교육시스템의 질(66위), 법률시스템(62위) 등 SW·질적
지표가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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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분야별 4차 산업혁명 대응역량(WEF)❙
항목
▪ 노동유연성
- 임금결정의 유연성
- 정리해고 비용
▪ 법률시스템
- 지적재산권 보호
- 사법부 독립성
▪ 인프라
- 물적 인프라(수송·전력·전화 등)
- 기술 수용 적극성

순위
83
66
117
62
52
69
20
13
27

항목
▪ 숙련도
- 고등교육 취학률
- 교육시스템의 질
▪ 교육
- 과학연구기관의 질
- 기업의 R&D 지출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자본 확충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중장기 정책과제❙
목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

결혼과 육아에 친화적인 환경 조성
•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지원 확대
• 아동수당 도입 검토
•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근무제 확산

추진
과제

인적자원 극대화
• 근로인센티브 강화 및 여성 경력단절예방, 장년층 재참여 지원
• 전문성 수준별로 차별화된 외국인력 활용

고령사회 적응력 제고
• 노후소득 확충 등 사회안전망 강화
• 요양・건강관리 서비스 등 고령친화산업 육성
• 빈집정비 등 도시재생, 삶의 질 제고

순위
23
2
66
19
2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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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본 확충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
목표

신뢰 기반의 공동체 사회

법질서
신뢰 제고

• 법질서 강화

❚신뢰문화 조성 및 신뢰위반 제재 강화

•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결과승복, 승자 존중문화 확산 기반 조성

• 정책 신뢰성 제고

❚정보공개・정책 실명제 통한 정부신뢰 제고

• 참여문화 확산

❚교육방식 개선, 소통 공간 마련을 통해 시민참여
의식 함양

공동체
문화 형성

추진
과제
사회적
통합 강화

❚비영리섹터 통합관리 등으로 민간의 사회참여
강화 활동 촉진
• 나눔문화 확산

❚기부참여 활성화, 공공・민간자원 연계 확대
등 추진

• 사회이동성 제고
• 사회・경제적 격차 완화

❚열망제고, 교육 기회 확대 통한 이동성 제고
❚저임금 근로자・실직자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취약계층 일자리, 자산형성 등 지원 강화
❚사회연대 강화 위한 제도개선, 다문화 가족
지원 강화

평가・환류
체계 구축

• 사회자본 확충 기반 마련

❚사회자본 확충 전담 부서 지정, 사회자본 핵심재표
선정・관리

•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각종 통계, SNS 등 빅데이터 활용한 사회자본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 정책 평가・환류

❚사회자본 육성정책이 사회자본 확충으로 연결
될 수 있도록 평가・환류 시스템 구축

제4차 산업혁명 견해 및 국내외 정책 대응 참고 자료
❙자료 : 기획재정부(2017.4.3.)

<참고 1.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고령화>
❍ 긍정적 측면
- (AI·로봇 등이 중·저숙련 일자리 대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문제를 일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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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층의 삶의 질 향상 및 고령 인력 활용 가능) △로봇 도우미 등 활용으로 고령층의
일상 활동 보조, 재택·유연 근무 등으로 고령층 노동시장 참여 가능성 제고,
△빅데이터 활용 등을 통해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가능
❍ 부정적 측면
- 기술·지식 생명주기 단축, S/W·ICT 중심의 일자리 증가 등으로 청년인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인력부족 심화 가능성 상존
- 산업·기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노령층 중심으로 실업이 확산되면서 세대 간
격차가 심화되고 취약계층 증가 소지
- 고령화로 복지지출 소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실업 등에 따른 세수기반 약화로
재정건전성 악화 가속화 우려
❍ 대응 방향
- 향후 일자리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산업·기술 환경 변화에 부합
하는 교육 강화
-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외국인력 도입은 중장기적 인력 수급을 감안하여
우수인재 유치 중심으로 재편
- 세수기반 확충,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재정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
<참고 2.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다양한 견해>
❍ 4차 산업혁명 자체에 대한 비판
-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에 불과
※ (Jeremy Rifkin) 내가 말한 3차 산업혁명이 요즘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을 의미(Economist
誌) 3‧4차 산업혁명 구분하지 않고 사용

- 4차 산업혁명 특징인 기하급수적 성장은 시스템이 조금씩 꾸준히 성장하면
언제든 발생가능한 일반적 현상에 불과(Garbee,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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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성 향상 측면에서 3차 산업혁명부터 부정※하는 견해도 존재) 3D프린터는
시제품에 적합하고 로봇의 성능이 기대에 하회하는 등 생산성 둔화 추세 유지
(全美경제학회, 2017)
※ 3차 산업혁명은 2차 산업혁명의 사라진 생산성 향상효과 13% 보완(Gorden, 2012)

❍ 4차 산업혁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 (4차 산업혁명의 일자리 대체효과가 제한적) △기술적 측면에서 같은 직업 내
직무(task)별로 세분화하여 대체가능성을 분석 시 고위험군 직업비중은 美
9%, 韓 6%(OECD, 2016), △자동화로 증가한 이윤 등이 수요 창출하는 경제적 효과
고려 시 대체효과 더욱 감소 가능(Atkinson, 2013)
- (신규 직업 창출 등으로 일자리가 오히려 증가) △R&D 등 창의적 분야의 일자리
수요가 늘어나고 여가·문화 분야 등에 새로운 직업이 창출되면서 감소한 일자리
대체,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감소한다는 견해는 세상에 필요한 노동량이
정해져 있다는 ‘노동총량의 오류※’에서 비롯(Autor, 2016)
※ 고용시장을 일자리 수가 한정되어 있는 제로섬 게임으로 보는 오류

<참고 3. 각국의 정책 대응>
◈ 4차 산업혁명을 향후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핵심요인으로 인식하고 주도권 선점을 위한
노력 가속화

❍ [미국] 구글, 애플, 테슬라 등 민간기업 중심으로 전 세계 4차 산업혁명을 선도
하며 플랫폼 생태계 선점
- (정부 차원 추진 노력) 2011년 이후 ① 제조혁신 네트워크※(NNMI), ② 8대 분야
ICT 연구개발 기본계획※※(NITRD) 등
※ ① 제조업 혁신, 상업화 촉진 등을 위한 정부-연구기관-민간 등 협의
※※ ② 사이버보안, ICT와 의료, 빅데이터와 데이터집약형 컴퓨터, ICT와 물리세계, 프라이버시
보호, 사이버-휴먼 시스템, 고성능 컴퓨터, 기초 ICT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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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스마트공장 등 제조업혁신을 위한 ① ‘인더스트리 4.0※’(2013) 추진 →
② ‘스마트 서비스 월드 2025※※’(2015) 등 서비스 부문으로 확대
※ ① 대기업-중소‧중견기업 간 협업 생태계 구축, IoT‧CPS 기반의 제조업 혁신,
제품개발 및 생산공정관리의 최적화와 플랫폼 표준화 등 추구
※※ ② 스마트 데이터를 활용해 생산과 소비자 효용을 극대화하는 서비스 실현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 대응 전략 발표(노동 4.0※(arbieten 4.0), 2016.12월)
※ 고용형태 변화에 따른 제도개선, 고용안전망 구축 등

❍ [일본] OECD 국가 중 최초로 국가 차원의 종합적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인
｢4차 산업혁명을 선점하기 위한 7대 추진전략※｣ 수립(2016.4월)
※ ① 데이터 활용촉진, ② 인재육성‧고용유연성 향상, ③ 기술개발 가속화, ④ 금융조달
기능 강화, ⑤ 산업‧취업구조 전환 원활화, ⑥ 중소기업‧지역경제 보급 확산, ⑦ 사회
시스템 고도화

❍ [중국] ‘스마트 차이나’를 표방하면서 ① 제조 2025※(2015), ② 인터넷플러스※※
(2015) 등 정부 차원의 대응 노력 추진
※ ① 10대 제조업 분야 중점 육성, 제조업의 IT 경쟁력 개선‧R&D 투자 확대, 친환경
제조업 육성 등 하드웨어 혁신
※※ ② 클라우드 컴퓨팅, IoT, 빅데이터 등 차세대 정보기술을 제조업, 서비스업과
융합 개방형 생태계 구축

<참고 4. 그동안의 우리 정책 대응>
◈ 유망 신산업·신기술 육성 중심의 대응 →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의 구조개혁 병행
필요

❍ [현황]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4차 산업혁명 유망 신산업·신기술을 선정해
예산·세제·금융 등 집중 지원 중
- △19대 미래성장동력(2016: 1.2조 원 → 2017: 1.3), △11대 신산업육성 세제 신설
(R&D 30%, 시설투자 10% 세액공제),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약 1.6조 원 투자) 등
신산업·신기술 집중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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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마련, 미래창조과학부, 2016.12월) △지능정보기
술 분야(뇌과학, AI, IoT, 빅데이터 등) 전략적 R&D 투자를 통한 지능정보 핵심
기술 확보, △데이터 산업 생태계 조성, 공공서비스·민간산업에 지능정보기술
활용 등을 통한 전 산업의 지능정보화 추진
- (4차 산업혁명시대 신산업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2016.12월)
△12대 신산업에 5년간 7조 원 R&D투자 및 전문 인력 2.8만 명 양성, △신산업
중심으로 규제완화, 초기시장 창출 등 추진
- (지능정보사회 대응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과 전략 마련, 교육부, 2016.12월) AI, IoT 등 5개
지능정보 기술 분야 우수 학부·대학원 집중 지원 등
❍ [평가] 신산업·신기술 집중 투자로 선진국 추격 발판 마련
- 성공적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신산업·신기술 육성을 넘어 경제·
사회 시스템 전반의 구조개혁 필요
- 산업 전반(신산업+기존산업)에 걸쳐 시장 중심의 자생적 혁신이 상시·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생태계 구축 필요
-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제고, 창의인재 육성, 역기능 완화 등 산업혁명을 뒷받침하는
경제·사회 시스템 개혁 필요

「4차 산업혁명 미래 농식품 포럼」 개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7.4.10.)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차 산업혁명과 미래 농식품 포럼｣ 개최, 4.10.] 농식품부
장관※ 참석 하에 4차 산업혁명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향 모색
※ 장관, 농업‧농촌 분야에서 인공지능, 데이터기술(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당부하고, 농정과제와의 연계성
강화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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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정보통신기술(ICT), 로봇, 빅데이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민간
기업도 함께 참석하여 4차 산업혁명 기술과 농업·농촌의 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 논의
- (농식품부) 범정부차원의 4차 산업혁명 종합대책 마련(4월)에 따라 5월 중에 농업
생산·유통·농촌·바이오 등 농업·농촌 분야 4차 산업혁명 대책을 마련할 계획

범부처 합동, 4차 산업혁명 대응 국가표준화 방안 확정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17.4.17.)

❍ [국가표준심의회, ｢2017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확정·공고, 4.17.] 산업통상자원부,
초융합·초연결·초지능화가 가속화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국가표준심의회를 개최하고, 범부처 합동으로 국가표준화 방안 확정
※ (표준) 제품‧서비스의 품질과 안전의 기준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시스템 간, 산업 간,
이해 관계자 간의 ‘융합’과 ‘연결’을 가능하게 해주는 수단으로서 4차 산업혁명의
성공을 위한 열쇠로 주목
- (주요 내용) 4대 분야 12개 중점 추진과제에 따른 102개 세부과제를 확정하고, 범부처

합동으로 2,136억 원(전년 대비 7.6% 증가) 투자
❙2017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의 분야별 추진과제❙
4대 분야

중점 추진과제

글로벌 시장창출을
위한 표준개발
기업성장 지원을
위한 표준기반 확충
윤택한 국민생활을
위한 표준화
민간주도의
표준생태계 확산

➀ 스마트·융복합 신산업 표준화 확대, ➁ 제조기반 등 서비스
산업 표준화 추진, ➂ 시장주도형 국제표준 선점 강화
➀ 기업 친화형 표준적합성 체계 확립, ➁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체계 강화, ➂ 산업의 측정·참조표준 품질 선진화
➀ 즐거운 생활 표준화 확산, ➁ 편리하고 건강한 생활 표준화
확대, ➂ 안전한 생활 표준화 강화
➀ 민간자율 표준활동 강화, ➁ 표준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
➂ 소통·개방형 표준체계 혁신

세부과제수/예산

21개/281억 원
32개/1,430억 원
30개/278억 원
19개/147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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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부처별 중점 표준화 분야(단위: 억 원)❙
부 처 명
고유사무 분야
4차산업 관련
2017년 예산
미래창조과학부 IoT 등 K-ICT 10대 전략산업
사물인터넷, 5G, 가상현실
1,256.8
행정자치부
공공데이터 등 전자정부
전자정부,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25.7
문화체육관광부
전통문화 등 문화콘텐츠
20
농림축산식품부
가공식품 및 전통식품
13.8
산업통상자원부 자율차주행차 등 ICT 융합산업
스마트공장, 착용형스마트기기
541.9
복건복지부
한의학·보건의료정보
보건의료 정보화
100.4
환 경 부
미세먼지 예·경보체계
미세먼지 실시간 분석 시스템
47.1
고용노동부
작업장시설 등 안전기준
9
국토교통부
지능형교통체계(ITS)
교통정보 스마트화
9.2
해양수산부
김 등 수산가공식품
2.2
식품의약품안전처
스마트 융복합 헬스케어
스마트 헬스케어 제품
23.5
조 달 청
정부입찰계약 인증 활용제도 개선
방위사업청
민군규격 및 국방규격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의 지능화
83.7
산 림 청
목조건축 용어 및 시험방법
3

❍ 국무조정실,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등 15개 부·처·청에서는 사물인터넷(IoT),
5세대이동동신(5G), 의료정보,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를 적극 발굴,
표준개발 및 국제 표준전문가 양성을 집중 지원할 계획
-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자율차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12대 신산업 표준화 분야※를 선정
하고 국가·국제표준 개발을 중점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 12대 신산업 분야: ① 전기자율차, ② 스마트친환경선박, ③ IoT가전,
④ 로봇, ⑤ 바이오헬스, ⑥ 항공‧드론, ⑦ 프리미엄소비재, ⑧ 에너지신산업, ⑨ 첨단
신소재, ⑩ AR/VR, ⑪ 차세대디스플레이, ⑫ 차세대반도체
<대표사례: 우리기술로 착용형 스마트기기 표준화>
◈ 착용형 스마트기기는 헬스케어, 의료, 오락, 교육, 산업현장 등에서 다양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표준을
통한 세계시장 선점이 중요
- 착용형 스마트기기의 신뢰성, 안전성, e-textile 국제표준 개발
※ 우리나라는 IEC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착용형스마트기기’ 기술위원회 신설(2017.2월)
※ 세계 착용형 스마트기기 시장규모는 약 14조 원(2016년)에서 34조 원(2020년)까지 증가 예상(2016년,
CCS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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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창조과학부)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등 ‘K-ICT 10대 전략산업※’ 표준화를
위해 빅데이터시스템 연동 등 4차 산업혁명 지원형 표준을 집중 개발
※ 미래창조과학부 10대 전략산업 분야: ① 5G, ② UHD, ③ 디지털콘텐츠, ④ 스마트디바이스,
⑤ IoT, ⑥ 지능정보, ⑦ 클라우드, ⑧ 빅데이터, ⑨ SW, ⑩ 정보보안
<대표사례: “ICT 정책 해우소” 개최를 통한 IoT 활성화 방안 모색>
◈ IoT시장 확대를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하여, 통신사별 이종 네트워크 간 상호호환성 및 IoT 기기들의 상호
운용성 표준 확보
- IoT 표준화 및 통합 플랫폼 개발 등 민관 협력 기반의 다양한 정책 추진
※ 가전분야 세계 최대 IoT표준 연합체인 OCF(Open Connectivity Foundation) 내 OCF코리아포럼 발족
(3.28일)하여 OCF 표준 확산 및 대응 적극 지원
※ 세계 IoT 시장규모: 약 157조 원(2015년)에서 661조 원(2021년)까지 증가 예상(2016년, Marketandmarkets)

- (복건복지부) 가톨릭중앙의료원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보건의료정보
표준화를 통한 의료-정보기술(IT)융합 기반 조성을 추진
<대표사례: 의료기관 간 진료기록 교류서비스>
◈ 환자진료의 연속성 향상을 통해 약물사고 예방 등 환자안전 강화 및 환자가 직접 진료기록을 전달하는 불편 해소
- 보건의료용어 및 진료정보교류 표준 보급, 보건의료정보표준관리시스템 운영
※ 안전한 진료정보교류를 지원하기 위해 진료정보전송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추진(진료정보교류표준고시 제정
(2017.1월) 및 보건의료용어표준고시 개정(2017.2월))

- (국토교통부) 교통정보 서비스의 상호호환성 및 연계성 고도화를 위한 지능형교통체계
(ITS) 표준화로 자율주행차 인프라를 조기 구축
<대표사례: 자율주행차 표준화 기반 조기 확보>
◈ 자동차, 인프라, 통신, 반도체가 융합된 자율주행차의 안전기술 표준 개발 및 관련 서비스 시스템 표준화 추진
- 지능형교통체계(ITS) 고급화를 위한 다양한 데이터교환 및 인터페이스 표준 개발
-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돌발상황 정보제공 시스템 기술 및 성능기준 표준화
※ 세계 ITS 시장규모: 약 36조 원(2015년)에서 64조 원(2022년)까지 증가 예상(2016년, Marketandmarkets)

- (식품의약품안전처) 사물인터넷 시대에 대비한 개인 건강관리 제품의 표준화로
스마트·융복합 의료기기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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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례: 개인용 건강관리 제품 표준 개발 및 인증제 도입>
◈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 개인용 헬스케어 제품 표준화 추진 및 의료기기와 구분된 개인용 건강관리 제품 안전
인증제 구축
- 스마트 밴드를 활용한 개인용 건강관리용품 등의 표준 개발
※ 2016~2020년 세계 스마트밴드 시장 연평균 증가율: 8%(2015년, Technavio)

※ 2017년도 부처별 국가표준시행계획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www.kats.go.kr) 등 각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

❍ 또한, 정부는 2017년부터 범부처 합동으로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요소인 고품질
빅데이터를 확보하고, 산업계에 공유하기 위해 국가참조표준※ 활성화 방안을 마련
※ 참조표준(정의): 측정데이터 및 정보를 대상으로 정확도, 신뢰도를 분석‧평가 후 국가
참조표준으로 등록한 공인 빅데이터로서 연구‧산업‧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기준으로 활용

- 각 부처에서 생산하는 공공·기술데이터는 정확도와 신뢰도를 확보해 국가참조
표준으로 확대할 계획: 국가참조표준을 활용한 정보통신기술(ICT) 연계형 신(新)
비즈니스※ 발굴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계, 학계, 정부기관의 협업 강화
※ (예시) 11개 병원(25만 영상 slice) 뇌MR영상 빅데이터로 구성된 “뇌 영상 MR 참조
표준”은 “JLK 인스펙션”에 기술이전(2016년), 한국형 왓슨인 인공지능 기반 의료
비즈니스 창출
<대표사례: 맞춤형 혈당관리 서비스 제공>
◈ 2천만 명의 건강검진 빅데이터 기반 성별, 연령별, 지역별 한국인 고유 혈당지수 참조표준 구축을 통하여 다양한
맞춤형의료서비스 개발 지원
※ 2020년 당뇨병환자 436만 명으로 추정(2015년 삼성화재)되며, 당뇨약제 비용 825억 원(2002년)에서
4,802억 원(2013년)으로 급속히 증가(Medicine, 2016년)

❙제4차 산업혁명 대응 부처별 참조표준화 대상 예시❙
국가전략 분야

① 미래성장동력
② 지능정보사회
③정 밀 의 료

부처별 참조표준화 대상

나노복합 소재물성, 차세대 세라믹 물성, 탄소복합 소재 물성, 유기화합물 물성,
포스트 반도체 물성 등
유전체 기반 범죄정보 및 후성 유전체, 식물 유전체, 식품영양성분, 생체 기능대체
소재 물성 등
한국인 특유 심전도, 뇌파, 뇌MR영상, 심장구조, 혈당, 근육량, 근전도, 줄기세포
(임상정보 포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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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가축분뇨 관리에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자료 : 환경부(2017.4.19.)

❍ [환경부,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성공적으로 활용] 2017.1월부터 의무화된
허가규모 이상의 양돈농가에 대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운영 상황을 점검한 결과, 3월
말 기준으로 목표 대비 117%인 5,299곳의 농가에서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성공적으로 활용
- (향후 계획) 현재 가축분뇨 중 물기(함수율 90%)가 많아 수질오염, 악취 등 환경오염
우려가 큰 돼지분뇨부터 적용 중이며, 향후 닭이나 소 등으로 가축분뇨 대상이
확대될 예정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개요>
◈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2017년 1월부터 허가규모 1,000m2 이상의 양돈농가 4,526곳에서
의무화하고 있으며, 2019년 1월부터는 50~1,000m2미만의 신고대상 양돈농가에서도 의무화가 시행
-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빅 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하여 가축분뇨를 실시간으로
전 과정을 관리 가능
※ 사물인터넷: 사물에 인터넷이 연결되는 것으로 각종 기기에 통신, 센서 기능을 장착해 스스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이를 처리해 자동으로 구동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
※ 빅 데이터: 대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의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
◈ (가축분뇨 전자인계제도) 가축분뇨 배출에서, 운반·처리, 액비살포까지 이동현황과 양의 변화를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제도(가축분뇨법 제37조의2)
◈ (가축분뇨 전자인계 적용대상) 돼지 사육농가, 가축분뇨 재활용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가축분뇨 처리업자,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자, 액비살포자(가축분뇨법 제3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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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분야 4차 산업혁명 대응 유관기관 연찬회 개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7.4.18.)

❍ [농식품부·농촌진흥청, ‘농식품 분야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연찬회※’
개최, 4.20]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 팜 등 핵심 분야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신성장 동력 발굴과 농산업 전반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산업화 지원 방안을 검토
※ (참석)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한국농수산대학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
기술실용화재단 등 연구개발과 농업인 교육을 담당하는 주요기관 간부 50여 명
❍ [정부] 농업·농촌 분야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과 함께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등 핵심 기술을 농업부문에
신속하게 도입·적용하는 필요성을 강조
- 정부차원의 4차 산업혁명 종합대책 마련(4월)에 따라 5월 중에 농업생산·유통·
농촌·바이오 등 농업·농촌 분야 4차 산업혁명 대책을 마련※할 계획
※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협 등이 참여하는 ‘농식품
유관기관 4차 산업혁명 대응 TF’를 조직하여 세부적인 대책 수립 중임.
※ 정보통신기술(ICT), 로봇, 빅데이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4차 산업혁명과 미래 농식품 포럼’을 통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책 보완

4차 산업혁명 대응 「스마트 제조혁신 비전 2025」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17.4.20.)

❍ 산업통상자원부, ｢中企 정책 간담회｣를 개최(4.20.)하고, 중소·중견기업의 4차 산업
혁명 대응을 위한 ｢스마트 제조혁신 비전 2025｣를 발표
<주요 내용>
❍ 스마트공장 구축 수요 증대, 구축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스마트공장 보급목표를
2020년 1만 개에서 2025년 3만 개로 상향
※ 구축가능성: 국내 500m2이상 등록공장수 186,123개 → 가동률 감안 시 171,233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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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공장 자발적 구축 기업에 대한 인증제도를 신설(2018년), 대기업 협력사 인증
호환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민간 보급·확산 촉진
- 스마트공장 협약보증 대출 기관 및 대상을 확대※하여 기업들의 자발적 스마트
공장 구축 비용 부담 완화(現 신한은행·우리은행)
※ 스마트공장 협약보증 대출제도: 담보가 부족한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과 금융비용 경감
(기존 보증대출 보증료 0.4%p 경감, 이자율 1%p)을 통해 민간의 스마트공장 투자 지원
- 가치사슬 내 효과적 확산을 위해 업종별 대기업의 협력사 지원 유도
❍ 2025년까지 1,500개 선도모델 구축(2016년 45개)을 통한 스마트공장 고도화
- 높은 수준의 대표 스마트공장을 발굴, 지원금액 상향(0.5억 원 → 2) 등 인센티브를
통해 기초수준 스마트공장의 고도화 촉진
- 旣구축 기업에 대해서 코디(공장별 전담 스마트화 관리자)를 활용한 스마트화
종합컨설팅을 제공하여 유지·보수 및 업그레이드 유도※
※ 업종별 코디 선발 및 인력을 증원(現 173명 → 2025년 500명)하고, 전문교육과정
개발, 컨설팅 DB화를 통해 코디 역량을 강화
-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에 대해 금융, R&D, 해외전시회 지원사업 등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지원 강화※
※ 소재부품기업 글로벌 파트너링(GP) 사업,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사업 등
❍ 기술개발 집중지원, 국내외 시장창출 등을 통한 스마트공장 기반산업 경쟁력 강화
- 빅데이터·CPS, 스마트공장용 센서, 협업로봇 등 유망분야에 2020년까지 2,154억 원
규모의 R&D를 집중 지원하여 기술 역량 확보
-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을 통해 국내 기반산업 기업들에 2018~2025년간 2.5조 원
규모의 시장창출 지원
※ 1개 스마트공장 구축비용 1억 원(정부 보급사업 기준) × 2018～2025년간 25,000개 산정
- 솔루션, 센서, 컨트롤러, 로봇분야의 대·중소기업이 ｢Smart Factory Alliance｣를
구축하여 공동 R&D, 국제 표준 공동 대응 등 추진, 이를 바탕으로, 해외 공동진출,
해외 A/S 센터 구축 등 스마트공장 선도사업(｢Smart Factory Flagship｣) 추진※
※ 국내기업의 현지공장이 많이 진출해 있는 베트남 봉제산업 우선 진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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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까지 현장인력 및 전문인력 등 창의융합형 인재 4만 명 양성
- 스마트공장 시스템 활용역량 제고(upskill), 인력 재배치(reskill) 지원을 위한 중소·
중견기업 재직자 대상 교육※을 확대
※ 경북혁신센터 ｢스마트공장 아카데미｣, 중진공 ｢스마트공장 실무과정｣ 등

- 스마트공장 기반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분야별(스마트공장 운영, 로봇, 센서 등)
석·박사급 전문인력 교육 추진
❙｢스마트 제조혁신 비전 2025｣ 추진 과제❙
비전

목표

전략
및
과제

중소・중견기업 제조혁신 촉진 및 기반산업 경쟁력 확보
< 스마트 공장 >
◈ 보급・확산: (2017) 5,000개 → (2025) 30,000
◈ 전문 인력 양성: (2017) 5,500명 → (2025) 40,000

1. 보급 및 고도화 지원

① 2025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 개(누적) 보급・확산
② 스마트공장 고도화 촉진

2. 기반산업 경쟁력 강화

③ 스마트 공장 기반기술 역량 확보
④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을 통한 시장진출
⑤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Alliance 구축

3. 스마트공장 전문인력 확보

⑥ 스마트공장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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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분야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
❙자료 : 국토교통부(2017.4.24.)

❍ [국토교통부, 제6회 4차 산업혁명 발전포럼 개최, 4.21.] 그동안 산학연 전문가와 협업
통해 마련한 국토교통 분야의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 발표
<1. 4차 산업혁명이 국토교통 분야에 미치는 영향>
❍ [국토공간 - 국토공간이 사이버물리시스템(CPS※)으로 진화] 국토 공간 측면에서는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초연결이 진행되어 주거ㆍ도시 등 모든 생활 공간이 스마트化되고
스마트시티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
※ Cyber-Physical Systems: 현실세계의 다양한 물리 시스템을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하여 자율적, 지능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

❍ [공공서비스 - SOC·교통 등 국토교통 서비스 안전성·편의성 증대] 사회기반시설(SOC),
교통 등 공공서비스에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과 같은 지능정보기술이 적용될
경우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등 국민의 삶이 보다 편리·안전
❍ [산업 - 국토교통 산업의 지능화·고도화 진행] 국토교통 산업에 AI, 로봇 기술이
활용되면서 무인화·자동화가 진행되고 자율주행차 등 신교통수단이 확산될 것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공간정보 및 빅데이터의 중요성과 활용도가 크게 증가할 전망
<2. 추진 방향 및 전략>
❍ [사람 중심, 수요지향적 관점에서 다양성에 기반한 전략 선정·추진] 기술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도록 사람 중심·수요지향적 관점을 견지
-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 글로벌 시장 선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응용·개발 기술 등 전략 분야에 집중 지원, 민간 아이디어 공모·오픈 플랫폼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

49

❍ [공공 부문을 통한 시장 창출 지원] 기술 변화의 속도를 고려, 기술개발과 실증을
병행하는 리빙랩 개념의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 융복합 연구와 민간 창의도전을 지원
- SOC, 교통, 수자원, 에너지 등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우선
적용하여 시장의 마중물 역할 이행
❍ [민간과 정부의 역할 분담과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정부) 규제 시스템 재설계,
R&D지원, 인프라 구축, 인력 양성 등 민간의 창의성이 발휘 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주력. (민간·기업) 기술 개발, 벤처ㆍ창업, 新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 스스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혁신을 주도
❙｢국토 교통분야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 추진 전략❙
비전

◈ 4차 산업혁명을 통해 국토교통 서비스를 국민체감형으로 혁신

목표

◈ 공공서비스 혁신과 산업
• 신산업 Total Test-Bed 구축

1. 스마트 국토 조성

• 스마트한 도시・생활공간 구현
• 공간정보 고도화 및 융복합 서비스 제공
• AI・빅데이터 기반 교통서비스 혁신

2. 교통 서비스·산업 혁신

• 자율주행차, 무인비행체, 물류서비스 산업 육성
• 도로・철도・항공 운영 서비스 효율화

추진
과제

• 건설 사업 전주기 안전・효율 제고

3. 공공 인프라 안전·효율 제고

• IoT 기반 선제적 SOC 유지관리
• 스마트한 수자원 활용 및 안전한 하천 관리
• R&D 투자 확대 및 관리체계 개선

4. 혁신 기반 조성

• 국토교통 공공 데이터의 개방과 활용 지원
• 규제 혁신 및 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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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 동향>
❍ [미국] 첨단기술과 자금력을 보유한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정부는 다양한 지원 프로젝트※ 추진, 플랫폼을 선점한 글로벌 기업이 빅데이터
관련 독보적 정보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산업 융·복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 국가제조혁신네트워크(NNMI), 8대 분야 ICT 연구개발 기본계획(NITRD) 등

❍ [독일] “Industry 4.0”의 선도적 추진(2013)을 통해 제조강국 입지 강화, 제조업과
ICT 융합을 통한 스마트 공장을 필두로 제조업의 고도화를 지향하며 타 국가 4차
산업혁명 준비의 역할 모델, ‘스마트 서비스 월드 2025’ 등 데이터 활용 서비스
부문으로 확대(2015)
❍ [중국]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하드웨어 혁신인 ‘제조2025※’(2015), 소프트 인프라
구축을 위한 ‘인터넷 플러스※’(2015) 추진
※ (제조 2025) 제조강국 건설을 위한 제조업 혁신 뿐 아니라, 발전 잠재력이 큰 10대
전략 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 발전 추진 / (인터넷 플러스) 차세대 인프라 구축을
통한 인터넷 강국 실현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한 인터넷과 산업융합 11대 분야 투자

❍ [일본] 첨단기술 개발과 함께 교육, 노동, 금융 등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총체적 전략※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 빅데이터 활용 촉진, 인재육성·고용시스템
개선, 금융기능 강화, 산업ㆍ취업구조 전환, 중소기업 및 지역경제 파급 등 추진
※ ‘4차 산업혁명 민관회의’를 구성(일본경제재생본부, 경련단, 연구소장 등)하고, ‘4차
산업혁명 선도전략’ 발표(2016.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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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문재인 정부
○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정부 출범을 시작으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를 4차 산업혁명 주관부처로 결정(2017.6.13.), 4차산업혁명
위원회가 구성되어 2017년 9월 26일 본격적으로 공식 활동을 개시함.
○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기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을 2017년 11월 30일
확정·발표하였음.
- 특히 농업분야에서는 농어촌 인구감소,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
팜 확산, 파종·수확로봇을 개발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와 새로운 변화를
본격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노력함.
○ 결과적으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 5년간의 구체적인 계획을
정부 각 부처와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협업으로 제시함에 따라 혁신적이고
범국가적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을 알 수 있음.

농식품 분야 4차 산업혁명 위해 고품질 빅데이터 지도 구축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7.5.24.)

❍ [농식품부, 정부기관 최초 데이터 지도※(Data Map) 구축, 5.24.] 4차 산업 혁명을
선도할 고품질 빅데이터의 융·복합 활용 및 개방을 촉진하기 위한 데이터
지도(Data Map)를 구축
※ ‘농식품 데이터 지도’: 기존 프로세스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데이터 중심의 행정
서비스로 바꾸기 위한 정부기관 최초의 시도로, 농식품 분야에서 보유 중인 데이터를
총 망라하여 그중 민간 활용도가 높고 부가가치가 큰 데이터를 중점 활용 데이터로
집중 관리하고, 활용분야별 데이터 연관관계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는 것

52

- (농식품 분야에서 보유 중인 데이터 현황 전수 조사 결과) 20여개 기관에서 농식품
분야 핵심데이터 166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약 40억 건의 데이터가 수집·
갱신
※ 농식품분야 핵심데이터(166개): 농업경영체, 쇠고기 이력, 농산물가격 등

- (향후 계획) 데이터 지도를 바탕으로 농식품분야 융·복합 활용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데이터와 알고리즘에 기반한 4차 산업 기반을 마련
<참고 1. 농식품 빅데이터 플랫폼 개요(예시)>
❙민관 공동활용 빅데이터 플랫폼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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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체계❙

<참고 2. 빅데이터 융・복합 활용모델(과제별 예시)>
구분

과제명

주요 활용 데이터

귀농귀촌 맞춤지원

귀농귀촌상담정보, 도매시장 경락가격정보, 농수축산물
유통조사가격 정보, 귀농귀촌통계, 전국마을현황정보,
재배작물기술정보, 토양분석정보, 귀농귀촌지원정책정보,
병원정보, 질병정보, 약국정보, 초·중·고·특 학교정보,
시장정보, 공원정보, 박물관정보 등

반려 동물 맞춤 지원

동물보호현황정보(유기동물정보, 유기동물보호관리센터,
입양정보, 판매업체현황, 동물장묘업체정보 등), 동물
질병정보, 동물등록제정보, 반려동물 집밥 정보, 국가
표준 식품성분분석 정보 등

개
방
형

선
제
형

관련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자치부, 지자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
정보원, 농촌진흥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중앙의료원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촌진흥청,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기능식품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 유통센터
산지유통시설, 도매시장 현황, 직거래장터 현황, 농업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
최적지 선정 의사결정 경영체정보, 팜맵, 도로현황, 도로교통량, 화물차등록
정보원,
지원
현황, 물류창고업등록현황, 공간정보 등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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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과제명

주요 활용 데이터

과실류가공현황, 농산물이력제, 6차산업인증현황, 지역별
로컬마켓 최적지 선정
식재정보, 건강기능식품, 수산물이력제, 학교정보, 주요
의사결정 지원
상권현황, 상권정보, 공간정보 등

예
측
형

기후 및 환경변화에
따른 작목전환
의사결정

농업경영체정보, 폐업지원정보, 체험정보, 과실류생산
정보, 체험마을정보, 6차산업인증정보, 도매시장경락
가격, 농수축산물 유통조사가격, 품종정보, 팜맵, 소비
패턴정보, 농업기상, 토양분석정보, 기상정보, 생산면적
및 생산량 통계 등

농산물 수급 예측
정보

농업경영체정보, 도매시장경락가격, 농수축산물 유통
조사가격, 농산물 검역정보, 농업경영체정보, APC유통
정보, 농업기상, 재배단수정보, 관측정보, 재배면적 및
생산통계, 수출입 통관정보, 하나로마트 판매정보, 공
판장 경락정보, 기상정보, SNS 키워드 비정형 데이터
등

가축입식 의사결정
지원

축산물이력정보, 등급정보, 축산물검역정보, 가축질병
발생정보, 가축질병정보, 유전자원정보, 수출입통관
정보, 사료생산량정보, 한우유전자정보 등

관련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교육부,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
정보원, 농촌진흥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기상청, 통계청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
정보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통계청, 관세청,
농협중앙회, 기상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관세청, 종축계량협회

4차 산업혁명 주관할 부처로 미래창조과학부 결정
❙자료: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6.13.)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4차 산업혁명 주관부처로 미래창조과학부 결정※, 6.13.] 미래
창조과학부가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기초·원천 기술 R&D를 담당하는 과학기술
혁신본부※※도 주관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는 ‘과학기술혁신 추진 전략 간담회’ 개최(6.13.)
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문재인 정부의 공약 사항을 점검한 결과
※※ 미래창조과학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 설치하여 국무회의 배석과 예산관련
권한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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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역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을 분석·추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기술과 시장변화, 산업변화, 사회변화를 분석해 선제대응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국무회의 의결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7.8.16.)

❍ [국무회의(8.16.)에서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심의·의결]
위원회를 민간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
※ 4차 산업혁명 도래로 나타날 경제･사회 전반의 총체적인 변화에 대비하여 민관이 함께
논의하여 국가 방향성을 제시하는 대통령 소속 기구. 그동안 입법예고(7.19.～24.),
관계부처 협의(7월 중), 법제처 심사(7～8월) 등 대통령령 제정을 추진
- (구성※) 최대 25명 민간위원과 4개 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장관 및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 등 5명 정부위원
으로 구성
※ 분야별 혁신위원회와 특정 현안 논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별도로 둘 수 있도록 하여 분야별 세부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지원을 위한 4차산업혁명위원회지원단도 구성･운영

- (역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종합적인 국가전략을 논의하고, △각 부처 실행
계획 및 추진성과를 점검, △기술개발 및 데이터·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지능형
공공서비스 확산, 신산업·신서비스 육성, 법제도 및 규제 개선, 고용·복지 등
사회혁신, 교육혁신, 대국민 인식 제고 등 4차 산업혁명 전반에 관한 이슈도
다룰 예정
- (향후 계획) △8.16일 의결된 대통령령 제정안을 공포하고 민간위원 선임, 지원단
구성에 관한 관계부처 협의 등 후속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3분기 중 위원회
설치를 완료하고, 2017년 말까지 4차 산업혁명 대응 범부처 종합대책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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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구성 완료
❙자료 :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2017.9.25.)

❍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구성 완료, 본격 활동 개시, 9.26.~]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장병규 위원장을 포함한 20人의 민간위원 위촉이 완료됨으로써 제1기 위원회가 9.26일
광화문에서 위원회 현판식 및 위원 간담회 개최를 시작으로 공식 활동을 개시
- (구성)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과학기술, 산업, 사회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혁신적인
민간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명단>
◈ (위원장, 위촉 1명) 장병규
◈ (민간위원, 위촉 19명) 고진, 김흥수, 문용식, 박찬희(여성), 백승욱, 이경일, 임정욱, 주형철, 강민아(여성), 노규성,
박종오, 백성희(여성), 서은경(여성), 이대식, 이희조, 임춘성, 한재권, 강수연(여성), 이재용
◈ (정부위원, 당연직, 5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과학기술
보좌관(간사)

- (기대 효과) 다양한 민간 전문가의 참여로 향후 위원회 운영에 있어 민간 주도의
혁신역량을 결집하고, 정부가 국민·시장과 소통하면서 4차 산업혁명 정책을 수립,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가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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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기본 정책방향

4차 산업혁명 동향

※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제1차 회의 개최”와 관련한 보도자료(청와대, 대통령 직속 4차산업
혁명위원회, 2017.10.11.)를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작성하였습니다.

❍ [대통령 주재,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10.11.]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민간과 정부의 팀플레이’, ‘4차 산업혁명의 큰 그림과 구체적 과제의
병행추진’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교환
<문재인 대통령, 주요 언급 내용>
◈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정부를 설득하고, 견인하는 역할을 해야”
◈ “구체적인 과제와 사업을 통해 국민이 4차 산업혁명을 체감하고 변화에 공감하게 해야”
◈ “세계적인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뒤쳐지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
◈ “오늘 우리가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강조했는데 이 4차 산업혁명이 전체적으로는 국민의 삶을 행복한
변화로 이끌겠지만 이 과정에서 소외되는 사람과 분야까지도 예상하고 배려하는 전략도 마련해야”

- (주요 내용) △4차산업혁명위원회 운영세칙 및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기본
정책방향을 처리하고, △장병규 위원장 주재로 ‘혁신성장을 위한 4차 산업
혁명 대응방향’에 대해 위원들 간 토론을 진행
<1.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기본 정책방향 주요 내용>
❍ [1. 4차 산업혁명의 의미]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로 촉발되는 초연결 기반의
지능화 혁명
- 네트워크에 많은 사람·사물이 연결, 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인공지능
SW가 이를 스스로 학습하여 일부 지적 판단기능을 수행※
※ 네트워크(IoT, 5G), 데이터(Cloud, BigData), 인공지능SW(기계학습, 알고리즘) 등 디지털
기술은 다양한 기술과 융합, 범용으로 영향을 미치는 4차 산업혁명 핵심동인

- 산업지형, 일자리, 생활방식 등 총체적 변화에 대비하여 변화 동인과 변화 모습을
명확히 이해하여 경제·사회 전반에 준비를 추진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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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 전망] △산업구조※…데이터에 대한 자가 학습을 통해
지속적으로 알고리즘 성능을 강화하므로 데이터가 산업의 새로운 경쟁원천으로
부각, △고용구조※※…위험 직무, 단순 반복업무는 자동화 가능성이 있는 반면, 창의성이나
고도의 기술력 등이 요구되는 양질의 일자리는 증가, △삶의 모습※※※…각종 제품과
서비스가 지능화됨으로써 삶의 편의성 향상,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국민 삶에 큰 혜택
※ 글로벌 ICT 기업들은 플랫폼을 매개로 다양한 제품‧서비스로 사업 영역을 확장
하는 등 플랫폼 및 생태계 중심으로 경쟁
※※ 공유경제, O2O서비스 등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 발전을 통해 노동시간, 장소, 고용주에
종속되지 않는 대중노동 확산으로 노동자의 선택권 강화
※※※ 승자독식 구조로 인한 양극화 심화, 데이터, 네트워크 활용 확대에 따른 해킹‧
개인정보침해 위협 증대 등이 우려, 적극 대응 필요

❍ [3. 추진방향 및 주요 추진과제(안)※] 4차 산업혁명이 촉발하는 산업·경제, 사회·
제도, 과학·기술 전 분야의 변화에 맞춰, 각 분야가 긴밀히 연계된 종합 정책을
통해 ‘사람 중심’ 4차 산업혁명 추진
※ ① 지능화를 통한 주력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서비스 창출, ② 미래사회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사회제도 개선, ③ 산업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기반 강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추진방향 및 주요 추진과제(안)❙
구분

주요 내용

 [산업·경제] 산업· ① (전 산업의 지능화 혁신) 각 분야와 지능화 기술의 전면적 융합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서비스 지능화 혁신
높이고 신산업·일자리 창출
분야
제조
이동체
에너지
물류·유통
농업·해양

예시
스마트공장 확산, 첨단 제조로봇 개발, 3D프린팅 기반 제조서비스 플랫폼 구축 등
자율주행차 고도화, 차세대 드론 산업 육성, 자율운항 선박 선도 등
지능형 전력공급 등 스마트그리드 전국 확산, 소규모·분산형 재생에너지 보급 등
스마트 물류센터 확산, 자율운영 스마트 항만 구축, 가상쇼핑몰 등
AI형 스마트 팜·양식장 개발, 지능형 농업로봇·수중건설 로봇 개발 등

② (공공서비스의 지능화) 사회문제 해결 및 편리하고 안전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혁신성장을 위한 선도 시장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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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분야
건강
도시
복지
환경
안전

예시
맞춤형 정밀의료 확산, 지능형 의료로봇 상용화, AI 기반 신약개발 혁신 등
스마트도시 선도모델 실증·확산, 딥러닝 기반 교통신호 최적제어 시스템 보급 등
지능형 돌보미 로봇·근력강화 웨어러블 로봇 개발, 치매환자 지능형 모니터링 등
미세먼지 정밀 예보, 스마트 상하수도 시스템 구축 등
노후 SOC 관리, 지능형 CCTV 분석 기반 범죄예측, 산불·병충해 대응 고도화 등

③ (혁신 친화적 규제개선) 새로운 기술·서비스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
박스 도입, 상용화 시점에 맞춰 개별규제 해소 등 규제 재설계
④ (중소·벤처기업 성장동력화) 중소·벤처기업을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성장단계별 지원 강화 및 공정한 경쟁시장 환경 조성
 [사회·제도] 미래 ① (미래사회 교육 혁신) 학습자 눈높이에 맞춘 최적화된 교육을 제공하여 창의성을
사회 변화 선제 대응
갖추고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다양한 인재들을 다수 배출
- 문제해결·사고력 중심 교육 강화, 수업방식 다변화 등을 통한 창의·융합 교육 저변
확대 및 초중등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 등 핵심인재 양성 강화
② (일자리 변화 대응) 고용·환경의 변화에 맞춰 유망 신산업으로 원활한 전직을 위해
인력수급 전망 고도화, ICT 신산업 분야 직업훈련 강화
- 고용형태 다변화 대비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실직에 대한 두려움 해소
③ (법제도·윤리 정립)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기본법,
기술 윤리헌장 제정 등 법·제도 정비 및 윤리 정립 추진
 [과학·기술] 4차 산업 ①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 지능화 기술과 기초기술을 아우르는 4차 산업혁명 핵심
혁명 기술기반 강화
기술 선점을 위해 전략적 R&D 투자를 확대
- 도전적 연구 촉진, 개방형 R&D 협업 환경 조성 등 R&D 체계 혁신
② (데이터 활용 강화) 데이터를 쉽게 찾고 거래하여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AI
학습 형태로 공공데이터 개방 및 산업별 빅데이터 전문센터를 육성하고, 개인정보
이동권을 보장하는 제도※ 도입 추진
※ 특정 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파일 형태로 받거나 다른 기관에게 제공하도록 요청
③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 IoT 전용망 구축, 세계 최초 5G 상용화 등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필수 인프라인 네트워크를 선제적으로 고도화

<기대효과(2016, 맥킨지)>
◈ (경제효과) 4차 산업혁명 선도를 통해 총경제효과※(신규매출+비용절감+소비자
후생증대)가 2030년 기준 최대 460조 원(2022년 128조 원) 발생 예상
※ 신규매출 증대는 최대 85조 원, 비용 절감은 199조 원, 소비자 후생 증가 175조 원
◈ (고용효과) 2030년까지 SW엔지니어, 데이터과학자 등 ICT 분야에 약 80만 명 신규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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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추진체계] 민·관이 공동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중심으로
범국가적 4차 산업혁명 추진
- 위원회는 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정책 심의·
조정, 사회적 합의도출, 법제도 개선 역할을 담당
- 4차 산업혁명 총괄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각 부처와 협력하여 종합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지능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분야별 지능화 추진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정책방향

4차 산업혁명 동향

※ 특허청에서 게시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정책방향”(2017.11.1.) 보도자료를 미래정책연구실
에서 요약·작성하였습니다.

❍ [특허청,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정책방향※’ 발표, 11.1.] 새 정부의 지식재산
분야 마스터플랜으로서 ‘지식재산으로 4차 산업혁명 선도’를 비전으로 4대 추진
전략 및 14대 중점과제를 마련
※ 7월 27일 성윤모 청장 부임 이후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산업계‧학계‧관련 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광범위하게 수렴해 이번 정책을 마련

- (기본 방향) ‘품질 중심의 책임 행정’, ‘중소·벤처기업 IP 보호를 위한 제도 혁신’,
‘정부사업의 민간 개방’, ‘미래 대비 IP 생태계 조성’을 기본 방향으로 마련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정책방향’ 4대 전략 및 14대 중점과제❙
4대 전략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강한
지식재산 창출
공정경제를 뒷받침하는
지식재산 보호 강화

14대 중점과제
①
②
③
④

특허 심사품질의 혁신
4차 산업혁명 분야 핵심특허 확보
특허창출의 전주기 관리
신속하고 공정한 특허심판

①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실효성 제고
② 수출기업 지원 확대 및 국제협력 주도
③ 경제·사회적 지식재산 격차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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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전략

14대 중점과제

미래를 준비하는 지식재산
기반 마련

①
②
③
④

4차 산업혁명 대비 법·제도 개선
미래기술을 활용한 특허행정 효율화
발명인재 성장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발명 장려 및 지식재산 존중 문화 조성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지식재산 사업화 촉진

① 민간 중심의 지식재산 서비스업 육성
② 중소·벤처기업 IP 역량강화 및 IP 기반 창업 지원
③ 지식재산 금융·거래 활성화

- (향후 계획) 핵심적인 사항들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차산업혁명
위원회 등 관계부처·위원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범정부 정책으로 구체화시켜
나갈 것이며, 시행 과정에 있어서도 중소·벤처기업을 비롯한 산·학·연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정책방향’ 추진전략 및 주요 목표❙
추진 전략

주요 목표

 강한 지식재산 창출
(혁신성장)

• 특허무효율 개선: (2016) 49.1% → (2022) 33
• 특허무효 시 등록료 전액 반환(2019)
• 4차 산업혁명 분야 우선 심사 및 특허 등록료 감면 확대로 핵심특허 선점 지원
(2018)
• 중소·벤처기업 특허-R&D연계 전략 지원: (2016) 203건 → (2022, 누적) 3,500

 지식재산 보호 강화
(공정경제)

• 특허 침해시 징벌배상제도(최대 3배) 도입(2018, 특허법 개정)
• 아이디어와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2018, 부경법 개정)
•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지식재산 분쟁대응 지원: (2016) 636건 → (2022) 2,200
• 국제 지식재산 보호 순위(IMD): (2017) 44위 → (2022) 20

 지식재산 사업화 촉진
(일자리경제)

• 정부 발주 조사사업 민간 점유율: (2017) 25% → (2022) 50
⇒ 2022년까지 1.2만 개의 일자리 창출
• 지식재산 금융 및 거래 규모: (2016) 5,500억 원 → (2022) 1.3조 원
• 특허공제제도 도입(2019) 및 IP 세제 개선(출원・등록 비용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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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전략
 지식재산 기반 마련

기대효과

주요 목표
• 4차 산업혁명 주요기술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 법·제도 개선(2019)
• 초·중·고생의 발명교육 참여율: (2016) 5.7% → (2022) 30
• 기업의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률: (2016) 60.2% → (2022) 75
• 지식재산 집약산업 경쟁력 강화로 5년간 총 63조 원의 부가가치 창출(2018~2022)
• 지식재산 서비스업 매출규모 5년간 6천억 원 증가(2.1조 원 → 2.7)
• 2022년까지 지식재산 무역수지 흑자국으로 전환: (2016) △2.6조 원 → (2022)
+0.4(저작권 제외)

4차 산업혁명시대 신산업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자료 : 국무조정실 외 관계부처 합동(2017.11.30.)

❍ 이낙연 국무총리, ‘제2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 주재, ｢신산업 규제혁파와 규
제샌드박스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
※ 이번 추진방안은 지난 9.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심의‧확정한 ‘새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따라 추진 중인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혁파 세부추진계획을 담고 있으며 국무총리, 기업인, 교수, 연구기관 관계
자 등 총 21명 참석

<세계경제 현황과 신산업 대응 현황>
❍ [4차 산업혁명과 세계경제 변화] △4차 산업혁명은 세계경제 축이 정보통신
(ICT)중심으로 변화되어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에 ICT 기업※이 모두 차지, △세계
213개 유니콘기업 중 미국 107개사, 중국 56개사 기업이 차지(2017.9월 기준)
하지만 우리나라는 최근 3년째 대형 스타트업 배출이 부재
※ (1위) 애플, (2위) 알파벳(구글), (3위) MS, (4위) 아마존, (5위) 페이스북
※ 한국의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이며, 설립된 지 10년 이내 스타트업)은
2개사(쿠팡, 옐로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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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현주소] 4차 산업혁명 대응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미흡※하며, 주된 원인
으로 과도한 규제※※와 인프라 부족을 지적
※ 제조업 4차 산업혁명 선진국과 4년 격차(2017.5월, 산업연구원)
※ 4차 산업혁명 적응 준비순위(UBS, 2016년): 45개국 중 25위(1위 스위스, 5위 미국,
12위 일본, 25위 한국, 28위 중국
※※ 과도한 규제 및 인프라 부족(22.3%) > 전문 인력 및 인재부족 (18.6%) > 4차 산업
혁명 이해부족(18.6%) 순(현대경제연구원 조사, 2017.5월)
※※ 세계 투자 상위 스타트업 100개 사의 사업모델이 한국 시장에서 적용된다고 가정
할 때 40.9%(투자액 기준)는 규제로 인해 사업이 불가(아산나눔재단, 2017.7월)
<｢신산업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 주요 내용>
❍ [새 정부의 신산업 규제혁파 추진방향]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선제적인
규제혁파 로드맵 구축, △창업·벤처기업 규제혁파로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 대응
❍ 입법방식 전환과 혁신제도(규제샌드박스) 도입으로 신제품·신서비스 출시와 이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허용될 수 있도록 규제 혁파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개념] △입법방식 전환…신제품·신서비스의 조속한 시장
출시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법령 개정, △혁신제도 도입…‘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여
신제품·신서비스의 공식 출시 전의 실증 실험 등 신산업 시도가 용이하도록 허용
- (입법방식 전환) △네거티브 리스트(지금까지의 방식) → △포괄적 개념 정의,
△유연한 제품·서비스 분류체계 등으로 확대 ⇨ 1차적으로 발굴된 과제에 대해
부처 협의 및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확정(12월 말)
- (혁신제도 도입) △시범사업, 임시허가, 규제 탄력적용을 허용하고 사후규제 방식으로
전환 ⇨ ICT융합, 핀테크 등 규제샌드박스 우선 도입 분야에 대해 입법화 추진
❍ [향후 계획] △입법방식 전환…발굴된 과제는 부처 협의 및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조정 및 확정(12월 말), △혁신제도 도입…우선 도입 분야에 대해 규제샌드박스 입법화
- (ICT융합) 정보통신융합법 개정 추진 중※ → ICT 융합 기술·서비스에 대한 시범사업
및 규제 탄력 적용 허용 근거 마련
※ 정보통신융합법 일부 개정법률안 의원발의 및 국회 심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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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테크)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 금융규제 테스트 시행 등 금융규제특례 도입※
(~2018.6월 발의)
※ 현재 금융규제특례 도입에 관한 연구용역 수행(~2017.12월)
- (지역특구) 지역특구 규제특례법 개정 준비 중 → 지역특구를 활용한 규제샌드박스
도입(~2018.6월 발의)
<주요 부처별 규제혁파 추진상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장 테스트가 필요한 ICT 융합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고자 ‘정보통신융합법’을 개정※하고, △제도 실행과정
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 안전조치 부과 등 이용자 보호 장치를
마련, △적용 대상사업 발굴도 적극 추진할 계획
※ 정보통신융합법 일부 개정법률안 의원발의 및 국회 심의 중

❍ [산업통상자원부] △융합신제품 중 국내 허가·인증 기준이 없어 시장출시가 곤란한
경우, 6개월 이내(Fast-Track)에 인허가 기준을 마련해 주는 적합성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고, △신산업 분야 우리기업들의 규제애로를 전수조사※※하여, 규제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
※ 인증 소관부처가 모호한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이 지원, 공신력 있는 해외인증 취득 시
적합성인증 절차 일부 면제(2017.11월,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개정)
※※ 우리기업들 대상으로 설문조사, 현장방문 등을 통한 규제애로 발굴 중
❍ [금융위원회] △현재 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도 시행 가능한 비조치의견서, 금융회사와
혁신기업 간 제휴를 통한 테스트(위탁테스트, 지정대리인)를 활용하여 테스트베드를
본격 시행, △내년에는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가칭)」을
제정하여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 시범인가, 개별 규제면제 등 특례를 부여, △금융
규제 샌드박스 운영과 관련하여 혁신기술 전문가 등 민간이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산업육성을 위해 지역특구 내에서 규제제약 없이 신기술
등의 실증·사업화를 지원하는 규제샌드박스를 지역특구에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새로 신설되는 지역특구에는 그레이존(어느 세력권에 속해 있는지 불분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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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을 이르는 말) 해소, 실증·사업화 규제특례제도 도입 및 소비자 보호조치를
의무화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재정·세제 지원 방안도 연계할 계획
❍ [국토교통부] △2015년 12월부터 전국 7개 지역에 드론 비행테스트를 위한 시험
장소를 확보·운영해 오고 있으며, △11월에는 민간의 신기술 수용, 사업화 지원을
위해 야간·가시권 밖 비행을 허용하는 ‘드론 특별승인제※’를 도입, △미래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가 차종분류에 없다는 이유로 출시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차종분류체계를 유연하게 개편할(2018년) 계획
※ 공공분야(수색, 구조 등)에서 효과적 드론 활용을 위한 특례(인구밀집지역‧야간 제한 등) 적용

❍ [보건복지부] △그동안 제한적으로 허용하던 배아줄기세포연구와 유전자 가위
연구범위를 선진국과 같은 수준으로의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생명윤리
규제 혁파를 검토하고, △미래 유망기술(‘로봇·AI·IT·3D프린팅 등’을 활용한
의료기술)은 신속 도입을 위해 안전성·유효성 문헌 외에 가치성을 고려한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
<민간 참석자들의 주요 제언 내용>
❍ [규제샌드박스] △샌드박스를 통해 다양한 신산업 분야 실증 실험이 가능하도록 제도
도입 건의, △실증 실험 결과에 대한 데이터 축적 노력 및 축적된 데이터의 정보
공유·확산 필요, △샌드박스 운영 시 민간의 참여확대 필요
❍ [신산업 규제혁파] △소비자 동의하에, 기존 금융기관에 집중된 정보가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유전체 분석, 세포치료, 제대혈 등 첨단의료
분야 연구 및 사업화를 위해 네거티브 방식 등 유연한 법령해석 등 필요, △신제품
출시 단계 시 신속·명확한 인증 등 절차적 문제 해소
❍ [기타] △실패를 용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확충 필요, △초기단계 스타트업 만이
아닌 창업 후 도약단계 기업에 대한 지원 생태계 조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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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4차 산업혁명 동향

※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2차 회의(2017.11.30.)에서 발표한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자료를 미래정책연구실에서 간략하게 요약·작성하였습니다.

❍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1130.] 그간 21개 부처※가 합동으로 작업하고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상정·의결된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을 확정·발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주관부처),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농식품부, 산업
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
벤처기업부, 국방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특허청,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 (의미) 4차 산업혁명 관련하여 그간의 총론 위주의 접근을 넘어, 국민이 체감
하는 성과와 새로운 변화를 본격 창출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 5년간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정부 각 부처와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협업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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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비전 및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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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주요 내용❙
◈ (지능화 혁신) 지능화 기반으로 산업의 생산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고질적 사회문제 해결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성장동력으로 연결 (※ 각 과제별 목표시점은 2022년)
◈ (의료) 진료정보 전자교류 전국 확대, 맞춤형 정밀 ◈ (시티)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모델 구현, 자율제어
진단·치료 확산, AI 기반 신약개발 혁신
기반 지능형 스마트홈 확산
⇒ 건강수명 3세 연장, 보건산업 수출액 30%↑
⇒ 도시문제 해결, 가정 내 생활혁명 실현
◈ (제조) 최적화 단계 스마트공장 확산, 지능형 협동 ◈ (교통) 지능형 신호등 확산, 교통사고 위험 예측·
로봇 개발, 제조 서비스화
예보 서비스 고도화
⇒ 제조 생산성 제고, 장애인·여성 일자리 기회
⇒ 도심 교통혼잡 10%↓, 교통사고 5%↓
확대
◈ (이동체) 고속도로 자율차 상용화, 산업용 드론 육성, ◈ (복지) 간병·간호 지원 로봇 도입, 노인치매 생활
자율운항선박 도입
보조 혁신
⇒ 드론 시장 20배↑, 교통약자 배려
⇒ 치매 예측도 18%↑, 복지사각지대 해소
◈ (에너지) 전력효율화 스마트그리드 전국 확산, 온실 ◈ (환경) 미세먼지 정밀대응, 수질 최적관리 스마트
가스 저감 고효율화 기술 개발
상하수도 확산, IoT 활용 환경감시
⇒ 일반주택 지능형 전력계량기 100% 보급
⇒ 세계 최고 미세먼지 예보체계, 오염도 31%↓
◈ (금융·물류) 핀테크 활성화, 화물처리 자동화 스마트 ◈ (안전) 노후 시설물 관리 스마트화, 인공지능 기반
물류센터 확산, 스마트항만 구축
범죄분석, 최적안전 항로 지원
⇒ 핀테크 시장 2배 확대, 화물 처리속도 33%↑
⇒ 범죄 검거율 90%(2016, 83.9%), 해양사고
30%↓
◈ (농수산업) 정밀재배 2세대 스마트팜·양식장 확산, ◈ (국방) 지능형 국방 경계감시 적용, 인공지능 기반
파종·수확로봇 개발
지능형 지휘체계 도입
⇒ 양식 생산량 25%↑, 농어촌 인구감소·고령화
⇒ 경계 무인화율 25%(2025), 병력자원 감소 대응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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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산업] 인공지능 기반 무인화·과학화로 친환경 정밀 농수산업 실현

- (농수산업의 생산성 제고와 일손부족 문제 해소) 원격제어 기반 1세대에서 정밀
재배 기반 2세대 스마트팜·양식장으로 고도화(2017~)하고, 파종·수확로봇 및
수중건설 로봇 현장보급(~2022)
- 빅데이터 기반으로 5대 채소(고추·마늘 등, 2018) 및 양식수산물(넙치·전복 등, ~2022)
수급예측 시스템을 도입하여 수급 안정화와 소비자 신뢰를 제고
- 재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빅데이터 기반 지역별·품목별 재해예측지도 구축(2018~)
등 스마트 재해 대응체계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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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동향

2.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2017년도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연구보고서 내용을 요약ㆍ작성하였
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스마트농업 발전방안

기본과제

저자 : 김연중, 박지연, 박영구

❍ [연구 필요성] 현재 우리 농업은 농가소득의 정체, 곡물자급률 하락,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기후변화 심화 등으로 국민의 안정적 먹거리 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가운데 농업 부문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될 필요가 있음.
❍ [연구 목적] 농업 부문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농업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부 목적은 1) 우리 농업에 산재해 있는 현안 문제 발굴, 2)
이를 해결하기 위한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수준 및 향후 기술 개발 방향과,
3) 스마트농업을 보급·확대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법, 제도, 규제, 자금
지원, 인력육성 등을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 [주요 내용] 스마트농업에 대한 농가의 인지도, 농가의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 활용
의향 등을 조사·분석하고, 스마트농업 이용 사례와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수준
및 기술 적용 가능성, 전문가 시각에서의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의 중요성, 스마트
농업 보급·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을 제시하였음. 또한 주요국의 4차 산업
혁명 정책, 스마트농업 정책을 구분하여 정리하였고, 우리나라의 스마트농업 보급·
확대 정책방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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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기술의 임업분야 적용 및 발전방향

수시과제

저자 : 석현덕, 변승연, 정동열, 김동훈

❍ [연구 필요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생산부문에서 노동력 절감, 단수 증가,
품질 향상, 병해충 예방 등의 효과가 있을 수 있음. 유통부문에서는 물류비 절감,
수급 안정, 안정적인 품질 관리 등의 효과, 소비부문에서는 맞춤형 마케팅 전략에
활용하는 등 임업 경쟁력 강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연구 목적] 해외 선진기술 대비 국내기술 수준을 파악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임업부문 적용 가능성 분석을 통해 임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안과 이를 효과적
으로 적용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함.
❍ [주요 내용] 산림분야의 4차 산업기술 적용 목표는 스마트 임업을 구현, 임산업
발전 및 임업인 소득 향상, 효율적인 산림 서비스 제공으로 임업의 선진화를 달성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산림재해 관리, 첨단 임산업 육성, 산림 서비스 확대, 인프라
구축 및 지원체계정비 등 4가지 방향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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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내외 연구기관

4차 산업혁명의 현주소와 농업유통구조의 미래

연구기관 동향

※ 신유통연구원에서 발간한 “4차 산업혁명의 현주소와 농업유통구조의 미래”(신유통포커스 17_03호,
2017.2.3.)를 참고하여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ㆍ작성하였습니다.

❍ [4차 산업혁명의 현주소] 빅데이터,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은
현재 사람의 신체부위를 3D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 다양한
방식으로 실생활에 접목되고 있음.
- 이처럼 고도화된 기술의 발달은 농업에도 영향을 주어 미래 농업은 시스템의
시스템으로 연결되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이 결합해 자율 운영되는 첨단산업
으로 진화될 것으로 예상
❍ [농업유통 구조의 현재와 과거] 농업 관련,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활용 사례를 살펴
보면 (해외) 제초, 양털깎기, 주스가공, 착유, 치즈가공, 사과 및 포도 수확 등 인력
소모가 많은 단순작업을 대체하기 위한 로봇을 연구개발 중, (우리나라※) 원격통신,
위치인식, 브레이크 등 자동제어가 가능한 과수용 로봇, 농업생산 자동화를 위한 무인
작업기 등이 연구 개발 중
※ 예시: 한국형 스마트 팜(Smart Farm) 개발 적용사례로 경북 김천 한빛농장은 ICT
기술로 적기 방제하여 농약살포 횟수를 줄이고(연 14회 → 연 10회), 정품 생산비율을
20%(60% → 80) 증가시킨바 있으며, 전북 김제 유연영농조합은 파프리카
재배에 스마트팜ICT기술을 적용하여 생산량 33% 증가, 에너지 47% 절감
효과를 거둔 바 있음.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유통구조 개선 필요
- 스마트팜 기반 수급품목 원격 탐사로 재배면적/작황 및 생산량 예측
- 기존 농기계에 ICT전자 부품 접목 등 한국형 스마트 농식품 체계를 구축하여
정밀농업 및 스마트 농업을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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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비용 절감, 농산물의 변동 안정, 산지-소비지 가격의 비연동성을 해결할 수
있는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 필요
❍ 주요 대책
- 스마트폰 앱과 SNS 생활화, 택배 물류 시스템 발전에 따른 배송시간 단축 등 도농
간 직거래 활성화 기반이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으므로 필요한 수량을 사전에
주문 접수받아 계획 생산체계로 진화할 수 있도록 유통구조 개선
- 온도와 습도, 조명 등 생육조건 최적화로 상품성 극대화가 가능한 식물공장을
보급하여 농산물의 이동거리 및 기간을 단축하고 신선도와 영양 유지
- ‘카카오 파머 제주’와 같은 모바일 유통 플랫폼 활용 사례를 적극 발굴 및
개발하여 새로운 방식의 농촌 공유경제 시스템 구축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역발전 방안

연구기관 동향

※ 국토연구원에서 발간한 「월간국토 2월호, 2017.2.」를 참고하여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작성하였습니다.

❍ 제4차 산업혁명이 제3차 산업혁명과 구분되는 기준의 하나가 바로 기술변화의
속도이며,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의 문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임.
❍ 우리사회 각 분야에서 제4차 산업혁명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고, 각 정부부처에서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들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는 사실에서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를 넘어서 활용 방법을 고민하고 있음.
❍ 제4차 산업혁명이 인공지능, 로봇,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등의 혁신기술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최고의 첨단산업 혹은 특정한 산업분야에 적용되는 기술로 생각
될 수 있지만 혁신기술을 바탕으로 타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보다 광범위하게 적용함.
- 예를 들어 사물인터넷(IoT)을 농업분야에 응용한 스마트팜(smart farm) 사례와
같이 제4차 산업혁명은 특정분야의 문제가 아니라 생산 혹은 공급방식의 혁신을
의미하는 것으로 모든 부문에 혁신기술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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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팜 확산산업❙
분야
스마트
온실

스마트
과수원

스마트
축사

사업내용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온실의 온・습도, CO2 등을 모니터링하고
창문 개폐, 영양분 공급 등을 원격・자동으로 제어하여 작물의 최적
생장환경을 유지・관리
• 설 치 비: 2천만 원/0.36ha(온실 5동 규모)
• 지원조건: 국비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온실의 온・습도, CO2 등을 모니터링하고
원격・자동으로 관수, 병해충 관리 등
• 설 치 비: 2천만 원/1ha
• 지원조건: 국비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온실의 온·습도 등 축사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사료 및 물 공급 시기와 양 등을 원격・자동으로 제어
• 설 치 비: 9천만 원/천 두(돼지)
• 지원조건: 국비 30%, 융자 50%, 자부담 2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15.

❍ 제4차 산업혁명은 지역경제 및 사회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발전의 필수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음.
❍ 현재 우리 경제 및 사회를 둘러싼 가장 큰 변화와 위기는 인구감소,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문제이고 정부에서도 이러한 위기의 돌파구로서 제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혁신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형편임.
❍ 특히 인구감소,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지역경제 및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앞으로도 가장 큰 문제가 될 지역이 바로 소규모 시·군 지역임.
❍ 지방중소 군지역의 경우 인구감소는 젊은 사람이 중소도시 혹은 대도시로 빠져
나가기 때문에 더욱 가속화,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제4차 산업혁명은 이처럼 인적자본이 부족한 지방중소 군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모멘텀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 농촌지역의 빈자리와 빈 일손 대안이 바로 제4차 산업혁명의 혁신기술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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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한 농촌 고령자 대상 원격의료 및 건강관리, 농촌
학교의 원격화상 강의, 실시간 관광정보 제공 및 모바일 예약 시스템, 농산물 실시간
이력관리·제고관리,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정밀농업 등을 들 수 있음.
❍ OECD(2007)에서는 농촌지역이 세계화, 지방화, 새로운 생산 및 서비스의 출현시대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혁신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인적자본(human
capital)과 기술(technology)의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음.
❙고령화로 인해 발생 가능한 문제 및 해결 방안❙
대상/구분

정부/사회

예상되는 문제

해결 방향

해결 방안

재정적 압박

제도적 해결

의료 및 각종 비용 증가

제도/행정적 해결

ICT 기술 적용, 법률 개정
관련 부처의 정책
의료와 관련된 문제(만성질환, 사고 및 및 제도 개선
u-헬스케어, 원격의료, 스마트홈 등
돌발적 위험, 각종 이동성 및 비용의 제약)
개인(고령자)
재교육, 창업 및 취업,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고립(각종 사회적 활동으로부터의 단절)
인적 네트워크 형성
각종 법률 제약

자료: 남상열, 한동교 2014; 25.

❍ 기술은 농촌지역에 과거에 없던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교통기술(TI), 공간정보기술
(GIS), 컴퓨팅기술(CT), 정보통신기술※(ICT) 등 4가지 유형의 기술 중 특히 멀리 떨어진
지역, 외딴지역의 단점을 해결하는 대안으로 ICT 기술에 주목함.
※ ICT 기술은 물리적 거리비용을 감소시키고, 정보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며, 집적 없이도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고, 텔레워크, 교육서비스, 웹진료서비스 등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기능 수행

- 최근에는 사물인터넷기술을 이용한 스마트팜의 성과로 생산량 25.2% 증가, 품질 12%
향상되었으며, 고용노동비 15% 줄어들어 소득이 31% 증가하였다는 실증결과도 있음.
❍ 제4차 산업혁명의 혁신기술을 활용한 지역발전 전략은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 시사점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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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려할 사항 3가지❙
3가지 고려사항

주요 내용

1. 비용의 문제

• 혁신기술이 생산방식과 생산성 면에서 효율적이라고 하더라도 기반기술 인프라가
갖추어져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
• 특히 지방재정이 열악하여 대부분의 지역개발 사업비를 중앙정부 등 상급기관이나
민간자본에 의존하는 소규모 자치단체로서는 재원조달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혁신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설치는 실천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순위에 의해
실시, 이를 위해 지역차원에서 제4차 산업혁명의 변화를 수용하는 전체 계획과
로드맵 마련

• 기존의 생산방식을 보다 적은 비용으로 공급 가능하지만 이 경우 비용대비 수요가
충분해야 하고, 일정부분 규모이 경제가 작용
• 특히 중소지역의 경우 지역거점화가 되지 않으면 산재해 있는 지역의 수요를 충족하기
2. 비용 대비 수요 문제
위해 수요를 넘어서는 비용 필요
• 인구 감소, 고령화율 높은 농촌지역과 같이 인구는 적으나 필요한 공공서비스
면적이 넓은 지역일수록 지역 내 거점화를 통해 콤팩트시티와 같은 지역발전전략
필요

3. 일자리 문제

• 제4차 산업혁명이 대두하면서 기존의 업무가 혁신기술에 의해 대체됨으로써 기존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우려
•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기도 하지만 혁신적인 생산방식을 통해 기존의 생산방식에
의한 일자리의 변화 검토 후 대안 마련 필요

❍ 제4차 산업혁명은 국가적 성장동력일 뿐만 아니라 인구감소 및 고령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중소지역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기회임.
❍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지역발전 전략의 마련을 위해 중장기적 관점
에서 철저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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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실태와 시사점

연구기관 동향

※ 산업연구원에서 발간한 KIET산업경제_산업경제분석 “일본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실태와 시사점”
(2017.3.)을 참고하여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ㆍ작성하였습니다.

일본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실태와 시사점
❍ [일본기업, 4차 산업혁명 관련 대응 본격화] 일본기업은 독일이나 미국기업에 비해
다소 늦은 2015년 이후 4차 산업혁명 관련 대응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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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이용활용을 위한 기본적 사이클과 일본의 강점/약점❙
데이터사이클

강/약점

1. 데이터 취득

강점

• 로봇, 센서 등이 세계 최고 수준, 현장의 암묵지 등 질 높은 현장 데이터

약점

• 모바일 OS, 모바일 디바이스의 세계 점유율 낮아

강점

• 세계 최첨단 고속 데이터 통신망 존재

약점

• 데이터 센터의 유지관리비가 높음

강점

• 의료, 교통 등 관련 데이터가 풍부

약점

• 데이터 공유, 교환

강점

• 슈퍼 컴퓨터의 높은 기술

약점

• 인공지능 기술개발과 활용, 소프트웨어 제품개발, 수리, 의료 등
기초연구,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보안 인력 부족

강점

• 저출산·고령화의 선두, 자동차 등의 높은 세계시장 점유율, 고품질
제품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소비자 존재

약점

• 3D 프린터 기술 및 활용의 한계

약점

• 새로운 비즈니스를 촉진하는 규제 제도 등, 산업재편의 규모와
속도, 각사별로 최적시스템을 제작하는 비용 소요

2. 데이터
유통·통신
3. 실용화
(빅데이터 등)
4. AI 등을 이용한
분석
5. 산업화·사회적용

6. 기본 사이클 전체
제공하는 비즈니스
모델

주요 내용

비고
매우
강함
약함
약함

약함

매우
강함
매우
약함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일본의 위상과 장점❙
구분

미국

독일

일본

• 구글, 페이스북, 애플, GE 등의 • 제조중심 국가로 공장 중의 로봇 • 현장력 등 제조에 가장 강점(산업용
플랫폼 활용한 비즈니스에 강함 이나 기계를 IoT를 활용하여 연결 로봇 강함.)
• 우버, 에어B&B 등의 선진 사례 하는 데 중점
• Machine 2 Machine(M2M) 등 공장
존재
• 공장 내의 네트워크 연결에 강함. 내부 자동화에는 세계 최고 수준
• 통신기술 및 빅데이터 수집 환경도
강점 • 버추얼(가상) 빅데이터 강함
양호한 편이나 독일·미국의 중간
• 높은 AI 기술수준 보유
정도
• 현장 데이터에 강점
• 기업문화가 신기술 도입에 우호적
• 상대적으로 제조 취약
• 광통신(브로드밴드) 등의 기반이 • 거버넌스 등으로 인해 거대한 투자의
경우 의사결정의 속도가 느림.
• 공장 등 리얼(현장) 데이터의 부족 약하여 통신상황이 취약
• 빅데이터 처리 경험 부족
• 소프트웨어 인력 부족
약점
• 기업문화가 오픈 이노베이션에 취약
• 기업의 외부와의 연결에는 상대적
으로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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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 4차 산업혁명 관련 추진체제를 다양하게 구축하고 장기 로드맵 통해
적극적으로 정책화 노력 지속
- △로봇혁명이니셔티브 협의회, IoT 추진컨소시엄, IVI(Industrial Value-chain
Initiative)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민·관 협력 추진체제 구축, △AI(인공지능) 연구의
컨트롤타워로서 인공지능기술전략회의 설치, △관련 정책 논의의 장은 신산업구조
부회를 중심으로 하되, 정책결정의 컨트롤타워로서 총리 산하에 미래투자회의 신설
❙일본 정부에 의한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신산업구조비전)❙
대응전략

구체적 대응 정책

1. 데이터 활용촉진을 위한
환경정비

• 데이터 플랫폼 구축, 데이터 유통시장의 창설, 개인 데이터 이용·활용
촉진, 보안기술 및 인력양성이 가능한 생태계 조성, 지적재산정책과 경쟁
정책의 정비

2. 전문인력 육성・획득, 고용
시스템의 유연성 향상

• 새로운 수요에 대응한 교육시스템 구축, 글로벌 인재 획득, 다양한 노동
참가 촉진, 노동시장, 고용시스템의 유연성 향상

3. 이노베이션/기술개발의
가속화

• 오픈 이노베이션 시스템 구축, 핵심 이노베이션 거점 정비, 국가 프로젝트
구축, 지적재산관리와 국제표준화의 전략적 추진

4. 재무기능 강화

• 리스크 머니(위험자금) 공급을 위한 equity finance 강화, 4차 산업
혁명에 대응한 무형자산 투자 활성화, 핀테크 등 금융·결제 기능의
고도화

5. 산업구조/취업구조 전환의
원활화

• 신속・과감한 읫아결정이 가능한 거버넌스 체제 구축, 신속・유연한
사업재생/산업재편이 가능한 제도・환경 정비, 노동시장과 고용제도의
유연성 향상

6. 중소기업/지방에 4차 산업
혁명 파급

• 중소기업・지방에 IoT 등의 도입/이용 기반 구축

7. 4차 산업혁명을 향한 경제
사회시스템 구축

• 각종 규제 개혁, 행정서비스 향상, 전략적 제휴를 통한 글로벌 전개
강화, 사회에 4차 산업혁명을 침투

❍ 시사점
- 선택과 집중전략을 통해 가장 강점이 있는 전략분야를 발굴하여 집중 육성
- 다양한 정책을 총괄적으로 기획 조정하는 정책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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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표준화 움직임에 적극 참가
- 중소·중견 기업에 대해 IoT 등 4차 산업혁명 확산
-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제고 방안 모색
- 4차 산업혁명의 비즈니스 창출을 통한 고용창출에 주목
- 필요 인력 양성에 더욱 노력할 필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생산과 소비

연구기관 동향

※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준비위원회에서 KISTEP, KAIST와 함께 발간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생산과 소비
(2017.4.18.)”를 참고하여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ㆍ작성하였습니다.

개요
❍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준비위원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생산과 소비※｣ 발간 , 4.18.]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생산과 소비의 혁신전략인 10년 후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생산과 소비를 마련
※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준비위원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TEP), 한국과학기술원
(KAIST)과 함께 이번 보고서 마련
- (주요 내용) 생산·소비의 변화를 전망하고, 국가·기업·사회 차원의 대응전략 제시

주요 내용
❍ [생산과 소비의 혁명이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초연결 플랫폼이 기술·경제·사회
전반에 확산되어, 생산과 소비의 전 과정이 지능화되고,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는
혁명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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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소비의 가치사슬에서 지능정보기술이 적용되고 정보 공유가 확대됨에 따라,
부가가치가 상승하고 제조 부분의 비중이 증대

❍ [미래 전망] 생산과 소비는 다양화되고 융합되는 추세 ⇒ 전문가 논의를 거쳐 미래
생산·소비 8개 주요 분야※ 혁신사례 도출
※ ① 자동차, ② 교통, ③ 에너지, ④ 의료, ⑤ 소매, ⑥ 지식서비스, ⑦ 식량, ⑧ 자원
- (맞 춤) 개인 맞춤형 생산 확대 및 소비자 선택권 강화
- (신 속) 기술과 소비 트렌드의 급격한 변화로 제품·서비스 수명주기 단축
- (환 경)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환경친화적 생산과 소비가 확산
- (융 합) 제품과 서비스의 융합으로 높아진 부가가치 창출
- (지능화) 자동화 및 정보공유를 통해 스마트한 생산·소비가 확산
- (글로벌) 최적화된 생산을 위한 글로벌 협업 네트워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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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생산과 소비의 혁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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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현황] 산업역동성이 둔화되고 있으나, 인프라·혁신역량에서 강점
- UBS(스위스연방은행)는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준비정도를 세계 25위로 평가※
※ 교육수준(23위), 혁신성(19위), 인프라(20위), 노동유연성(83위), 법적보호(62위)

-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변화는 둔화※되고
있으며, 기존 주력산업에 크게 의존※※
※ 산업구조변화지수: (1970년대) 1.48 → (1990년대) 0.73 → (2010년대) 0.40 (LG경제연구소)
※※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은 한국이 40개국 중 3번째로 높게 나타남(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한국은 미래 생산·소비 변화에 산업 전반에서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나 산업 및 규제·제도 측면의 준비는 부족하다고 나타남.
※ 미래전략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생산과 소비’ 전문가 설문조사: (조사대상) 전문가
1,184명 / (조사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 (주요내용) 생산·소비의 혁명과 관련한
산업분야별 영향·산업준비‧제도마련 정도 등

- 그러나 우리나라가 보유한 우수한 디지털 인프라와 혁신을 추구하는 문화는 미래
생산·소비의 혁신에서 강점으로 작용할 전망※
※ ITU의 ICT 발전지수에서 2015～2016년 2년 연속으로 1위
※ 블룸버그 국가별 혁신지수 평가에서 2014～2016년 3년 연속으로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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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유엔의 국제 전기 통신 연합
◈ (ICT;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ITU 회원국 간의 ICT 발전정도를 비교·분석
하기 위한 지수. 국가 간 ICT 발전경로, 디지털 격차, 성장 잠재력 등을 평가가 목적, 정보화 사회로
진화하는 단계를 크게 ICT 인프라 접근, ICT 이용, ICT 활용으로 분리하여 IDI 지수를 측정. 2008년
지수를 개발한 후 매년 각 국가의 ICT 발전지수(IDI)를 발표하여 ICT 분야의 국가별 발전 정도를
평가

<대응전략: 생산과 소비 혁명에 대비하는 대응 전략 제시>
❍ [1.미래형 비즈니스 모델 구축] 기획·R&D·제조·마케팅을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연계
하고 프로세스를 혁신※하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비자의 요구를 상시적으로 반영
※ 필요한 기능만 제공하는 ‘검소한 혁신’, 기존 결과물을 활용하는 ‘조합형 혁신’, 신제품
신속 제작 후 반복 보완하는 FastWorks 기법, 메이커 활성화, 제조 아웃소싱 등
- 초연결에 의한 플랫폼 경제로의 전환에 대응하여 글로벌 차원의 플랫폼 구축 및

성공적 플랫폼의 활용을 활성화
❍ [2. 생산·소비의 혁신역량 제고] 표준화와 연계한 핵심 범용 기술※(GPT)의 장기적 확보
및 내재화, 산·학·연·시민이 협력하는 개방형 혁신 확대
※ 범용 기술(General-Purpose Technology, GPT): 경제‧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극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기술(예: 증기기관, 전기, ICT)

- 문제 자체를 찾아내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창의적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미래사회의 필수역량인 디지털 문해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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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과 소비의 혁명을 주도하는 미래전략❙

❍ [3. 제도 및 인프라의 마련] 개인정보 보호, 드론·자율주행차 운행 기준, 공정
경쟁, 지식재산권 등의 제도를 생산과 소비 혁명 흐름에 맞게 개선
- 미래 가치창출의 원천이 되는 데이터 인프라를 강화하고, 제조 혁신의 기반을
이루는 스마트공장의 핵심기술과 표준을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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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새로운 문화와 윤리의 확립] 생산·소비 혁신의 핵심 사회 자산으로 신뢰와 상호
협력의 문화를 조성
-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하고 자원관리 시스템을 구축

2017 한국직업전망 -4차 산업혁명, 저출산, 가치관 변화 등의 요인 분석을 중심으로-

연구기관 동향

※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격년으로 발간하는 「2017 한국직업전망」(2017.4.25.)을 참고하여 미래정책연구실
에서 요약ㆍ작성하였습니다.

❍ [한국고용정보원, ｢2017 한국직업전망｣ 발간, 4.25.] 4차 산업혁명, 저출산, 가치관
변화 등의 요인 분석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대표 직업 195개에 대한 10년 간(2016~2025년)
일자리 전망과 그 요인을 수록
❙향후 직업세계에서 나타날 7대 변화 트렌드❙
• 사물인터넷 제품, 웨어러블 디바이스, 자율주행차, 가상현실, 모바일 등
신산업에서 기술·제품 개발 및 서비스를 담당하는 IT직종※과 관련 기술직
및 전문가※※의 고용성장이 전망
4차 산업혁명 선도 기술직의
<1>
⇨ ※ 응용소프트웨어개발자, 네트워크시스템개발자, 컴퓨터보안전문가,
고용증가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자 등
※※ 전기・전자공학기술자, 기계공학기술자, 통신공학기술자, 멀티미디어
디자이너, 제품디자이너 등
• 핀테크, 로보어드바이저, 인터넷전문은행의 확산으로 단순사무원(출납
4차 산업혁명으로 핵심인재
창구사무원 등), 증권 및 외환딜러 등의 전문직도 고용 감소가 예상
<2> 중심의 인력재편
⇨
- 반면,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보험 및 금융상품개발자 등 핵심전문가에
가속화
대한 수요는 증가

<3>

기계화・자동화로 대체가능한
• 생산설비의 기계화・자동화, 산업용로봇 및 3D프린팅 기술의 확산으로
⇨
직업의 고용감소
주조원, 단조원, 판금원 및 제관원 등의 일자리 감소가 예상

• 고령화와 의료・복지 지원 확대 등으로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물리 및
고령화・저출산 등으로 의료・
작업치료사, 응급구조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간병인 등의 증가가 예상
<4>
⇨
복지 직업의 고용 증가
※ 다만, 산부인과 의사는 저출산으로, 영상의학과 의사는 빅데이터와 인공
지능 활용 확산으로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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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교사는 저출산 및 학령인구 감소로, 작물재배종사자와 어업
종사자는 농어촌인구의 고령화와 청년층의 이농으로 종사자 수 감소가
예상
경제성장과 글로벌화에 따른
• 경제 규모 성장과 글로벌화로 경영환경이 복잡해지면서 경영 및 진단
<5> 사업서비스 전문직의 고용 ⇨ 전문가(경영컨설턴트), 관세사, 손해사정사, 행사기획자 등 사업
증가
서비스 전문가의 고용전망이 밝음.
안전의식 강화로 안전 관련
<6>
⇨
직종의 고용 증가

•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정부 역시 안전 관련 정책을 강화
하면서 경찰관, 소방관, 경호원 등 안전을 책임지는 직업들의 일자리
증가가 전망

• 4차 산업혁명으로 기존 업무에 ICT 스킬※이 융합된 업무가 증가할 것
으로 예상
※ 일상 업무에 사용되는 ‘일반적 ICT 스킬’ 외에 ‘전문 ICT 스킬(소프트
웨어 프로그래밍,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네트워크 운영 등의 전문
ICT 융합에 따른 직업역량
기술)까지 포함
<7>
⇨
변화
- (예) 자동용접 및 로봇용접의 확산으로 용접원에게 프로그래밍 기술이
추가 요구되고, 치과기공사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 3D 프린팅 기술을
익힐 필요가 있으며, 전기자동차 보급이 증가하고자율주행차가상용화되면
자동차정비원의 업무 중 전기・전자 관련 업무의 비중이 증가

❙｢2017 한국직업전망｣의 직업별 고용전망❙
전망

증가
(26)

직업명
간병인

간호사

간호조무사

네트워크시스템
개발자

물리 및 작업치료사

방사선사

변리사

변호사

사회과학연구원

사회복지사

산업안전 및
위험관리원
웹및
멀티미디어기획자
직업상담사 및
취업알선원

상담전문가 및
청소년지도사

수의사

에너지공학기술자

영양사

응급구조사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자

의사

임상심리사

치과위생사

치과의사

컴퓨터보안전문가

한식목공

경영 및 진단
전문가
(경영컨설턴트)

경찰관

경호원

계산원 및 매표원

관제사

광고 및
홍보전문가

기계공학기술자

기자

한의사
다소
증가
(58)

감독 및 연출자
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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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

직업명
노무사

대중가수 및
성악가

데이터베이스개발자

만화가
및 애니메이터

메이크업아티스트
및 분장사

무역사무원

미용사

배우 및 모델

법률관련사무원

보육교사

보험 및 금융
상품개발자

상품기획전문가

생명과학연구원

세무사

소방관

손해사정사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강사

시민단체활동가

안경사

약사 및 한약사

여행서비스
관련종사자

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작가

전자공학기술자

정보시스템운영자

제품디자이너

지리정보전문가

치과기공사

컴퓨터시스템설계
및 분석가

택배원

판사 및 검사

피부미용사 및
체형관리사

항공기객실승무원

항공기조종사

행사기획자

홍보도우미 및
판촉원

화학공학기술자

환경공학기술자

환경관련장치조작
원
간판제작 및
설치원
결혼상담원 및
웨딩플래너
국악인 및
전통예능인
기업고위임원
(CEO)

회계 및
경리사무원

회계사

감정평가전문가

건설기계운전원

건축가(건축사) 및
건축공학기술자

건축목공

경기감독 및 코치

경비원

경영지원사무원

공예원

금속가공장치조작원

금융 및 보험
관련사무원

금형원 및
공작기계조작원

기계장비설치
및 정비원

냉난방 관련
설비조작원

농림어업기술자

단순노무종사원

단열공(보온공)

도배공 및
유리부착원

도시 및 교통
설계전문가

도장원 및 도금원

물품이동장비조작원
(크레인 및
지게차운전원)

미술가

미장공, 방수공 및
타일공

방송 및 통신장치
설치수리원

배관공

버스운전원

번역가

법무사

보험 관련 영업원

비금속광물가공
장치조작원

비서

비파괴검사원

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부동산중개인
(부동산중개사)
상품중개인 및
경매사

상품판매원

생산관련사무원

석유화학물
가공장치조작원

섬유공학기술자

시각디자이너

식품가공 관련
기능종사자

식품제조기계조작원

아나운서 및
리포터

안내 및
접수사무원

애완동물미용사

영업원

영화·연극 및 방송
제작 장비기사

식품공학기술자
및 연구원
웹및
멀티미디어디자이너

유지
(95)

소년보호관 및
교도관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자
연예인 및
스포츠매니저
전기 및
전자설비조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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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

직업명
용접원

운송사무원

운송장비정비원

유치원교사

음악가

인문과학연구원

인쇄 및 사진현상
관련 조작원

인테리어디자이너

임업종사자

자동차정비원

자산운용가

장례지도사

재료공학기술자

전공

전기 및 전자기기
설치수리원

전자공학기술자

제과·제빵사

제조‧생산조립원

조경기술자

조사전문가

조적공 및 석공

주방장 및 조리사

중등학교교사

직업 운동선수

철골공

철근공

철도 및 전동차
기관사

청원경찰

초등학교교사

출판물전문가

캐드원

청소원 및
가사도우미
컴퓨터하드웨어
기술자 및 연구원

토목공학기술자

통신공학기술자 및
연구원

통신장비 및 방송
송출장비기사

통역사

특수학교교사

패션디자이너

항해사

화물차 및
특수차운전원

단조원

대학교수

무용가 및 안무가

바텐더

사진가

세탁원

악기제조원 및
조율사

이용사

주조원

증권 및 외환딜러

측량기술자

콘크리트공

택시운전원

텔레마케터

판금원 및 제관원

학원강사 및
학습지교사

낙농 및
사육종사자

어업 관련 종사자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
자동차 및 자동차
부분품조립원

큐레이터 및
문화재보존원
투자 및
신용분석가
귀금속 및
보석세공원
다소
감소
(17)

감소
(3)

작물재배종사자

<고용전망 절차 및 고용전망 결과 표시>
◈ (고용전망 절차) 원칙적으로 「중장기 인력수급 수정전망 2015-2025」(한국고용정보원, 2016)의
취업자 증감률(2015~2025년)을 활용하였으며, 「중장기 인력수급 수정전망 2015-2025」에서 제시하지
않는 직업의 경우에는 「정성적 직업전망 조사」, 「KNOW 재직자 조사」 등의 정성적 조사 결과와 관련 협회,
연구보고서,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 분석하여 판단
◈ (고용전망 결과 표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향후 10년간의 연평균 고용증감률을 –2% 미만(감소),
-2% 이상 –1% 이하(다소 감소), -1% 초과 +1% 미만(현 상태 유지), 1% 이상 2% 이하(다소 증가),
2% 초과(증가) 등 5개 구간으로 구분하고, 그래픽으로 시각화하여 제시
※ 직업전망서에수록된직업은총195개이나, 그중4개직업에는하위직업이각기2개씩포함되어총199개직업이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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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4차 산업혁명: 기업과 정부에 대한 시사점

4차 산업혁명 동향

※ 주OECD대한민국대표부 OECD 정책브리핑(제310호_2017.5.15.)에 기재된 “차세대 4차 산업혁명:
기업과 정부에 대한 시사점(출처: “The Next Production Revolution: Implication for Government
and Business”)” 주요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ㆍ작성하였습니다.

❍ [OECD, “차세대 산업혁명※: NPR: Next Production Revolution” 발표] 향후 10~15년
사이 정보통신기술(ICT) 및 차세대 신기술이 가져올 사회·경제적 변화를 진단하고,
미래를 대비한 정책 개발 및 모범사례(best practice) 개발·전파가 목적
※ 차세대 혁명OECD 내 과학기술국(STI), 환경국(ENV), 사무총장실(OSG) 전략예측팀이 2개년
(2015～2016년) 동안 걸쳐 수행한 수평적 협력(cross-cutting)과제
<Ⅰ. 차세대 생산 신기술이 생산성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 노동인구의 감소, 자원 제약 하에서 경제성장을 유인하는 것은 혁신적인 생산성 향상
이며, 신기술은 많은 잠재력을 지니며 다양한 여러 경로를 통해 생산성 향상에 기여
❍ 신기술이 실업, 노동시장 변화(비정규적, 일회성 노동자의 증가, 고용 양극화)를 유발
하지만 장기적으로 새로운 직업을 창출한다는 의견도 존재
<Ⅱ.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신기술: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는 5대 신기술 소개>
❍ [1. ICT기술※] 산업공정의 디지털 변혁(digital transformation)을 유발하여 제조업
전반의 가치사슬 통합 촉진
※ 빅 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및 사물인터넷 등
- (정책 이슈) R&D, 교육, 중소기업 지원, 첨단 기술 인프라 보급 등 데이터 투자

진흥 정책 마련하고, 신기술의 위험성을 보완하는 규제 신설 및 기존 규제 재검토
필요
❍ [2. 바이오기술] UN 지속가능한 발전(SDGs)의 어젠다인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 식량
및 수자원 보호, 천연자원 고갈 등을 해결하는 핵심 기술
- (정책 이슈) 바이오 경제의 원료인 바이오매스의 안정적 공급사슬 구축, 바이오
기술 상업화를 위한 연구 및 인증‧ 표준 등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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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나노기술] 기존 물질을 변형하거나 새로운 물질을 창조하여 다양한 생산 분야의
혁신을 유도하는 기반 기술(general purpose technology)
- (정책 이슈) 나노기술은 대표적인 자본 집약적 기술로, R&D 비용을 낮추어 기술
개발을 확산하고 규제 개선을 통한 나노기술 상업화 유도 필요
❍ [4. 3D프린팅]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물리적인 3차원 형상의 물건을 만드는 기술
및 절차로 제조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
- (정책 이슈) 3D 프린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저에너지 소모 프린팅 공정
등에 재정 지원과 투자를 집중할 필요
❍ [5.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특성(properties)을 지닌 신소재] 생산 재료로 활용되어
생산 기반 범위를 확장하고 제품 다양화에 기여※
※ 혁신 제품 70%는 새로운 혹은 개선된 재료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추정 (European
Commssion)
- (정책 이슈) 재료 개발 및 제품화에 디지털화의 이점을 활용하기 위한 복합적
정책 접근이 필요
<Ⅲ. 정책 제언>
❍ [NPR 효과실현(신기술 효과의 경제 내 확산 및 생산성 향상)] 상당한 시간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제도 정비, 신기술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이해와 지지 확보,
장기적 안목의 미래예측 및 정책수립이 중요
❍ [1. 제도정비] 신기술 수용과 확산에는 시간, 인내, 경험이 필요하므로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제도 설계 필요
- (차세대 생산기술의 확산 촉진제도 구축) 확산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다양한 차세대 생산기술(New Production Technologies: NPT)확산 제도 설계※※
필요
※ ① 교역, FDI,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등 글로벌 연계, ②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술 교류
및 연대, ③ 새로운 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을 갖춘 기업의 실험 참여, ④ 연구개발, 스킬,
조직 노하우 등 다양한 형태의 지식 기반 자본에 대한 상호 보완적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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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인적 재정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② 시장의 경쟁촉진, ③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④ 자유로운 시장 진입 및 퇴출 구조 마련, ⑤ 기술 확산 중개 기관(대학,
기업 등) 확립, ⑥ data의 자유로운 재사용과 공유 촉진, ⑦ 미래 변화에 대응한 기술
교육시스템 확보

❍ [2. 대중 수용성 및 신기술 – 대중 수용성의 중요성과 정부 대안] 대중의 우려는
신기술의 개발 및 실행에 방해 요소 규제 근거이나 안전성 제고에도 기여하므로 과학계와
국민의 적극적 소통이 중요
❍ [3. 미래예측 - 정부의 역할] 정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미래시나리오를 마련
하고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조율·조정
❍ [4. NPR 전반에 걸친(Cross-cutting) 정책 이슈] 폭 넓은 정책 조율을 위해 다 학제적
(multi-disciplinary) 연구와 협력, 균형적인 R&D 정책 추진, 고용창출 및 혁신에 있어서
기업의 역동성을 진흥하는 환경 조성, 새로운 스킬(기술적 자질)을 보유한 노동자를
필요로 하므로 새로운 노동시장 정책 개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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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

연구기관 동향

※ 산업기술리서치센터(KBA Research)에서 이슈분석(제736호 17-11, 2017.3.31.)한 자료를 참고하여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ㆍ작성하였습니다.

<Ⅰ. 4차 산업혁명 개요>
❍ [부상배경]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을 의제로 제시하면서 세계적
관심이 점화되었으며, 세계 경제의 저성장 국면 진입으로 신성장동력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주요국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 본격화
❍ [정의※] 3차 산업혁명의 더욱 확장된 개념으로 ICT, 생물학, 물리학 등 여러 분야가
융합된 새로운 기술 혁신에 기반
※ 국내외 기관들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의는 일부 차이가 있으나, ICT 융합과 초연
결성을 강조한다는 점이 공통적

❍ [특징] 기존 1~3차 산업혁명과 속도, 범위, 영향력에서 차별적
- 획기적 속도의 기술 진보, 전 산업·분야의 대대적 재편, 생산 체계와 지배구조 등
사회 전반 시스템에 큰 변화 야기할 전망
❍ 파급효과
- (사회·경제) 소비자 효용 증가, 공급 효율화의 긍정적 효과 기대, △맞춤형 상품·
서비스 제공으로 소비자 효용이 비약적으로 증가, △ICT 융합 등으로 생산성 향상,
직접거래 증가에 따른 유통비용 축소 등으로 공급 효율화 가능
- (산업구조) 기존 산업간 경계 소멸, 신규 산업·서비스 등장 촉진, △제조업과
서비스 융합, 이종산업 진출·제휴 등 연대 증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요와 공급
등 실시간으로 양방향을 연결하는 O2O, 공유경제※, 온디맨드※※ 등 신규 서비스 부상,
△대표적 공유경제 분야인 차량, 숙박공유 서비스의 세계 시장규모 급성장※※※
※ Sharing Economy: 이미 생산된 재화(차량 등), 공간(숙소 등) 등을 공유해 자원 활용
극대화
※※ On-Demand: 기술력을 갖춘 공급자가 수요자의 요구에 맞춰 제품･서비스를 즉각적으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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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공유(우버 등): (2013) 13억 달러 → (2030F) 155, 연평균 16%↑(한국자동차
산업연구소(2016.6), “글로벌 빅3, 모빌리티 사업 확대”) / 숙박공유(에어비앤비
등): (2014) 31억 달러 → (2025F) 236, 연평균 20%↑(Piper Jaffray(2015.3.),
“Sharing Economy: An In-Depth Look At Its Evolution & Trajectory Across
Industries”)
- (고용구조) 전문 기술직에 대한 수요 증가, 단순 노동직은 대체, △4차 산업혁명

영향에 따라 세계 순고용은 약 500만 명 감소할 전망으로, 순고용 감소폭이 가장
큰 직업군은 사무·행정, 제조, 건설 등 예상, △현존하는 직업의 고용 감소 불가피,
부가가치가 높고 기존에 없던 새로운 분야(빅데이터 전문가 등) 중심으로 고용 창출
필요성 대두
<Ⅱ.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현황과 시사점>
❍ [주요국 사례] △미국…기술·자금력 보유한 민간 주도로 초연결 생태계 구축,
△독일…스마트공장※을 중심으로 제조경쟁력 고도화에 주력, △일본…4차 산업혁명을
경제현안 해결과 제조혁신 기회로 활용, △중국…제조 대국에서 제조 강국으로
변모하기 위해 R&D 등에 집중
※ ICT 융합에 기반해 공장 내외 요소를 유기적으로 연결, 전 공급망과 공정을 지능화·
최적화한 미래형 공장

-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방향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자국의 기술·산업 강점에
기반한 산업구조 고도화라는 목적성은 유사
❍ [시사점] 국내 환경, 업종·기업규모별 역량을 감안한 한국형 4차 산업혁명의 대응
전략과 장기적 관점의 확산 로드맵 수립 필요
- (해외 산업혁신 모델의 단순 적용은 국내 산업에 부적합) 대·중소기업 간 분업의
수준이 높고, 전자·자동차 등 특정 업종의 비중이 높은 국내 제조업 특성 감안
- (독일의 사례) 산업 혁신은 강력한 추진력, 지속적 방향성 보완·발전, 중견·중소
기업의 혁신 참여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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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내 산업의 현주소>
❍ [1. 성장성] 수출 등 주요 실적의 지속성장 가능성 우려 제기
- (기업 매출액이 2014년 감소세로 최초 전환 후 2015년 감소폭 확대) 석유화학, 금속
제품 등 중심으로 제조·비제조업 매출 모두 하락, 특히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의
매출 하락폭이 두드러짐.
❙국내 기업의 매출액 추이❙

주: 2015년 말 금융감독원 지정 외감기업(자산 120억 원 이상) 19,367개 전수조사 결과
자료: 한국은행(2016.5.)

- (수출은 2015년 8% 감소에 이어 2016년에도 5.9% 감소해 감소세 유지) 세계 70개국의
2015년 수출이 11% 감소 후 2016년 상반기 5.1% 감소로 감소폭이 뚜렷하게 둔화
되는 양상에 비해 회복세 부진, 주요국의 수출 증감률에서도 한국은 영국과 같이
최하위권
※ 2016.상반기 세계 수출 10위국 증감률(%): 중국 △7.8, 미국 △6.5, 독일 1.6, 일본 △1.6,
영국 △10.8, 한국 △9.9(한국무역협회, 2016.9, “세계 수출시장에서 우리나라 주력품목의
경쟁력 국제비교”
❙국내 수출액 및 증감률 추이❙

주: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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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산업구조] 주력산업의 성숙기 진입 속 신성장동력 미흡
- 반도체, 자동차, 선박 등 주력산업에 대한 쏠림현상 여전한 가운데, 동 산업들의
성장세 및 국제경쟁력 약화
- 경쟁우위 둔화 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 유망 기술·서비스의 신성장동력화 등
선순환적 산업구조의 정착이 미흡
❍ [3. 산업기반] 기술력, 사회·경제인프라 등이 선도국 대비 열위
- (국내 기술경쟁력 약화 추세 불구, 유망기술에 대한 신규 투자 미흡) 미국 등 선도
국과 기술격차 여전한 가운데, 중국의 추격 본격화, ICT 융합 등 첨단기술에 대한
관심과 R&D 투자 답보 상태
❙국내 제조업의 기술수준 및 R&D 실태 추이(단위: %)❙
기술
수준
R&D
투자

구분
세계 최고 대비 기술수준
세계 최고 기술수준 기업비율
대중국 기술격차(년)
R&D 투자비율(매출 대비)
신기술융합 수행비율

2004년
80.0
12.8
4.0
4.8
48.1

2007년
81.3
13.8
3.8
4.3
38.4

2011년
81.9
14.7
3.7
4.2
30.7

2015년
80.8(△1.1)
9.5(△5.2)
3.3(△0.4년)
4.7(0.5)
41.8(77.1)

주: 국내 700여개 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 )은 증감률
자료: 산업연구원(2016.1.)

- (4차 산업혁명 준비도에서도 한국은 25위로 독일, 미국 등 선도국 대비 열위)
10위권은 대부분 선진국으로 아시아 국가 중 싱가포르(2위)와 홍콩(7위), 한국은
대만(16위), 말레이시아(23위)보다 하위권으로 특히, 노동시장, 법률시스템 등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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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준비도 순위❙
구분
전체
노동시장의 유연성
교육・훈련 시스템
혁신 역량 및 활동성
기술 활용 및 수용성
사회간접자본
법률시스템 및 윤리성

1
1
4
1
1
6
6

5
4
8
4
14
11
27

12
19
23
8
19
5
16

13
22
16
5
10
8
22

25
77
25
20
28
10
65

28
39
54
30
74
42
45

주: 140여 개국 대상 평과 결과
자료: WEF(2015.9.), WEF(2016.9.), UBS(2016.1.) 등 참고해 산업은행 재구성

<Ⅳ. 한국형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
❍ 4차 산업혁명의 의미와 특징, 해외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사례, 최근 국내 산업의
현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4차 산업혁명 대응 위해 주력 제조업 첨단화, 서비스업 육성, 신성장동력 발굴의 관점
에서 산업계, 금융, 정부의 과제 도출
- 제조업 집중도가 높은 현재 국내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해 제조업, 서비스업,
신성장 동력의 균형적 발전을 전제
- 독일, 미국 등 해외 선도국의 산업 경쟁력은 산업계, 정부, 금융의 전략적 공조에서 비롯
❙한국형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 요약❙

자료: 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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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견·중소기업 스마트공장 확산] 제조혁신의 시급성이 높은 중견·중소기업과
스마트공장 도입효과가 높은 기계 등의 업종에 스마트공장 우선적용 후 확산
- (정부) 국내 산업 환경, 업종·기업규모별 역량을 감안한 장기적 관점의 스마트공장
확산 및 지원 로드맵 수립※
※ 지원대상 발굴 위한 기업별 공장 스마트화 수준 평가체계 필요, 산업계의 스마트공장
진척도 향상과 동시에, 현재 독일･일본 등에 의존도 높은 스마트공장 관련 기술 자립도 향상
- (금융) 유망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추진 지원을 위해 대기업, 정부·지자체 등과
연계한 상생펀드 조성 및 확대 검토
❍ [2. 중견·중소기업 M&A 활성화] (해외 업계) 단기간 내 신사업 진출 및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기업의 중소기업, 혹은 중소·벤처기업 간 M&A가 활발, (국내) 대기업의
자산인수를 위한 구조조정형 M&A가 주를 이루는 가운데, 중견·중소기업 관련
M&A는 취약한 편
- 신성장동력 중심으로 산업구조 재편이 필요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중소기업
M&A 활성화 위해 정부·산업계·금융 공조 필요
❍ [3. 제조업의 서비스화] 국내는 제조업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여전히 높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서비스업은 2010년대 이후 답보 상태
- 단기간 내 신규 서비스업의 획기적 발전이 어려우므로 국내기업이 경쟁력을 보유한
제조업에 서비스업을 접목해 우회적 접근 시도
❍ [4. ICT 융합 기반 유망 新서비스의 조기 산업화] 교육, 금융, 보건, 주거, 문화, 교통,
안전 등 기존 생활 밀착형 서비스 산업에 국내기업이 경쟁력을 보유한 ICT의 융합
으로 신규 서비스 창출 가능
- (국내 정부와 유관기관) 산업 파급효과와 기술 실현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유망 10대 서비스 선정
- (산업계와 정부) ICT 기반 미래 유망 서비스의 조기 산업화와 국제경쟁력 확보를
통해 세계시장 선점 모색, 이를 위해 각 융합 서비스별 필요한 핵심기술의 조기 확보,
인프라·제도 마련 등 사회적 여건 선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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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첨단기술 지식재산 확보·활용] 최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세계 특허등록이 급격히 증가해 지식재산의 중요성 점증 시사
-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관련 특허 분석 결과, 국내는 미국 등에 비해 점유비가
낮고 상대적으로 저부가 기술에 집중 경향※
※ 주요국의 최근 10년간 인공지능 특허출원 건수 비교 시 국내는 미국과 일본의
각각 10%, 60% 수준에 불과, 빅데이터 특허출원은 미국이 절반을 점유하는 가운데,
국내 비중도 높은 편이나, 상대적으로 저부가 기술에 집중 경향
※ 미국은 데이터 분석, 수집, 처리, 저장, 표현 등 세부기술별 특허출원 분포가 고른
편이나, 한국은 저장 분야에 편중
-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선점 및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식재산의 확보·활용
정책 수립 및 산업계의 투자 확대 검토
❍ [6.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정착] 국내 정부·산업계의 R&D 투자에 대한 질적
성장 미흡 우려 제기
※ 아이디어에서 사업화까지 과정에서 외부 기술･지식을 적극 활용
-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에 대한 R&D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방형 혁신을
통한 산·학·연·관 공동대응 모색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전략

4차 산업혁명 동향

※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발행한 4차 산업혁명 기획시리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전략”(KISDI Premium Report: 17-04, 2017.6.14.)을 요약하여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작성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데이터 부상
❍ [4차 산업혁명은 데이터 혁명] 데이터가 화폐나 부동산, 지적재산권에 견줄만한
새로운 형태의 ‘자산’으로 주목받으면서 데이터 유통에 기반한 새로운 생태계인
‘데이터 경제※(Data Economy)’가 빠른 속도로 성장
※ 데이터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협업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생산, 인프라 제공,
연구조사 등 서로 다른 역할을 담당하는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생태계(ecosystem)를
의미(European Commission,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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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IoT기기로부터 발생되는 대량의 데이터는 ‘데이터 경제’를 폭발적으로 성장시킬
동력으로 작동할 전망※
※ 4차 산업혁명이 표방하고 있는 스마트공장과 스마트시티도 생산기계와 가로등,
자동차 등 사물에 부착된 센서에서 양산되는 방대한 데이터의 처리와 분석 능력에
기초하며, 사람의 판단 능력을 뛰어넘는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의 미래도
마찬가지임.

- (주요국)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디지털화로 양산되는 데이터의 활용에 있음을
간파하고 이를 위한 전략 마련에 고심
❍ [데이터 경제 체계(Data Economy Framework)] 생태계 안에서 담당하는 역할에 따라
데이터 표현자(Data Presenters), 통찰력 제공자(Insight Providers), 플랫 소유자
(Platform Owners), 데이터 수집자/데이터 관리자(Data Aggregators /Data
Custodians), 데이터 생산자(Data Producers)로 구분 가능(IBM, 2016)
❙데이터 경제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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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경제 규모
- (EU) 2014년 기준으로 2,570억 유로로 추정되는데 EU GDP의 1.85%에 해당되고,
데이터 경제 규모는 2015년에 2,720억 유로(EU GDP의 1.87%) 규모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2020년에는 6,430억 유로(EU GDP의 3.17%)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European
Commission, 2017)
- (미국)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 가공하여 판매하는 기업인 데이터 브로커
(Data Broker)의 총매출(FTC가 조사한 9개 데이터 브로커)은 2012년 기준 4억2천
6백만 달러 규모(FTC, 2014)
- (국내) 데이터 경제 개념과 유사한 지표인 한국데이터진흥원의 데이터 산업 시장
규모※는 2015년 기준 13조 3,555억 원이며, 2016년은 13조 6,8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 성장할 것으로 전망(미래창조과학부·한국데이터진흥원, 2017)
※ 데이터 산업 시장 규모는 데이터를 매개로 하는 광고 매출, DB시스템 구축 용역
매출 등 DB 관련 간접 매출을 포함한 광의의 개념임. 간접 매출을 제외하고 협의로
산출한 국내 데이터 산업 직접시장 규모는 2015년 5조 6,950억 원이며, 2016년에는
5조 8,803억 원으로 전년 대비 3.3% 성장할 것으로 전망

- 데이터솔루션, 데이터구축/컨설팅, 데이터서비스로 구성되는 데이터 산업의 2010년
이후 연평균증가율은 8.0%로 나타남.

주요 국가의 데이터 경제 육성 전략
❍ [영국] 데이터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초중등 교육 과정의 개선과 함께 공무원의 분석
능력 강화를 강조한 데이터 역량 강화 전략(A strategy for UK data capability,
2013)을 발표하였고, 오픈 데이터 로드맵(Open Data Roadmap, 2015)을 통해 더 많은
데이터의 개방과 오픈데이터의 재활용을 위한 지원에 역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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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 [정보경제전략(Information Economy Strategy), 2013] 강하고 혁신적인 정보 경제 구현을 위해 기업 내
정보기술과 데이터의 스마트한 활용을 장려※, 이와 함께 디지털 시대 시민의 혜택 보장하고 영국 내 정보
경제 기반 조성
※ 온라인 경제 진흥(Developing Our Online Economy), 중소기업의 온라인 활동 지원(Helping SMEs
Online), 데이터 과학을 통한 성장 촉진(Driving Growth Through Data Science)
◈ [데이터 역량 강화 전략(Strategy for UK data capability), 2013] 데이터 역량을 인적 자본, 데이터
저장·분석 도구와 인프라, 데이터 자체로 정의, 데이터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과 공공 부문, 기업이
준비해야 할 다음과 같은 세부 실천 과제를 제시
- 초·중등 교육 개혁(컴퓨팅과 과학 능력 향상, 교사 양성, 수학 교과개혁), 고용주의 빅데이터 분석
필요 기술 교육 프로그램 개발, 데이터 과학을 학문적인 차원으로 강화하고, 데이터 분석의 다양한 진로
제시, 공무원의 데이터 역량 강화
- 인적 자본 이외에 빅데이터 인프라, SW 개발과 R&D 협력 체계의 구축, 공공 데이터의 접근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원칙과 실천 방안을 제시
◈ [오픈데이터 전략(Open Data Strategy), 2014] 데이터의 공유와 활용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5대
원칙을 제시
- 데이터 공개 의무화(Open Data by Default), 데이터의 양적/질적 수준 향상, 모두가 이용 가능(Usable
by All),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데이터 개방(Releasing Data for Improved Governance), 혁신을 위한
데이터 개방(Releasing Data for Innovation)
◈ [오픈데이터 로드맵(Open Data Roadmap), 2015] 정부의 오픈데이터 전략의 확고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이를 감독할 최고 데이터 책임자(Chief Data Officer)를 임명
- 더 많은 데이터의 공개를 위해 자금을 지원하고 정부 구매 계약과 관련된 데이터를 추가 공개하며
국가정보인프라(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를 적극 활용
- 오픈데이터의 재활용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시민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고 데이터 공개에 그치지
않고 활용하는 기관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며, 오픈 데이터와 연구개발 연계 강화

❍ [미국] 대통령실 관리예산처(OMB)에 통계 수석(Chief Statistician of the United States)을
두고 정부 통계의 생산과 관리에 관한 총괄 조정 업무를 강화하고, 2015년에 대통령실
과학기술정책국(OSTP) 소속으로 수석 데이터과학자(Chief Data Scientist)를 임명하는
등 데이터 시대에 즉각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데이터 거래 산업에 대한 투명성
강화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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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오픈데이터정책(Open Data Policy-Managing Information as an Asset), 2013] 오픈데이터란 최종
사용자가 완전한 형태로 입수·이용 가능한 공개, 오픈데이터의 구성 요소를 공공성(Public), 접근성
(Accessible-open format), 충분한 설명(sufficient information), 재사용 가능성(Reusable), 완전성
(Complete), 적시성(Timely)으로 정의
- 정보의 생애주기단계별로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과 개방성(openness)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관리 원칙 천명
※ 정보 수집과 생산은 기계판독이 가능한(machine-readable) 오픈 포맷 (open format)을 사용하고 데이터
표준(data standards)과 메타데이터 표준(metadata standards)을 준수
※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과 정보접근성(information accessibility)이 지원되는 정보시스템 구축
※ 데이터 관리와 개방 강화(데이터 저장소 구축, 공개 목록 작성, 사용자 친화적 API 방식 적용 등)
※ 프라이버시와 비밀(confidentiality)을 완전히 보장
※ 기관별 정보 자원 관리(information resource management, IRM) 전략 수립
◈ [데이터법(Data Act-Digital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Act of 2014) ] 연방 기금의 책임성과
투명성 보장법(Federal Funding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Act of 2006)을 보완한 이 법은 일명
데이터법(Data Act)으로 불리는데 재무데이터에 관한 정부 표준을 확립
- 이 법에 의거하여 연방 정부의 재무데이터를 공개하는 웹사이트(USA Spending.gov)를 개설, 향후 연방
정부의 모든 지출이 추적 가능. 이 시스템은 오픈소스로 설계되어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이를 이용한 상용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가능하여 정부 지출 데이터의 활용 촉진을 기대
- 정부가 즉각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정책을 개발해야 할 분야로 소비자 프라이버시 권리장전(Consumer
Privacy Bill of Rights)의 진전, 데이터 침해법(National Data Breach Legislation)의 통과, 비 미국 시민에
대한 프라이버시 보호 확대, 수집된 학생 데이터의 교육 목적 한정 활용, 빅데이터 환경에서 파생되는
차별 해소 위한 기술과 전문지식의 확대, 디지털 콘텐츠 보호에 대한 기준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전자
커뮤니케이션 프라이버시법(ECPA, 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의 개정 권고를 제시
◈ [알고리즘과 인권 보호(Big Data: A report on Algorithmic System, Opportunity, and Civil Right,
2016)]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산출되는 알고리즘(algorithm) 기법에 의한 특정 계층의 부당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용, 고용, 교육, 법률 분야의 사례를 소개
- 빅데이터 알고리즘과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기법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람의 판단을 배제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차별을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지만, 이 역시 데이터 오류나 알고리즘 상의 차별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알고리즘 시스템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관련 연구개발
지원, 민간 부문과 정부의 공동 노력을 제안

❍ [EU] 데이터를 경제성장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사회 발전을 위한 필수자원으로
간주하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가
한층 강화된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통과시켜 데이터 유통에 대한 신뢰와 책임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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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 [유럽 데이터 경제 육성(Building a European Data Economy), 2017] 유럽연합 내에서 데이터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하고 데이터 분석 역량을 개발하며, 데이터 활용을 증대시키고 새로운 데이터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 데 역량을 쏟고 있음.
- 이를 위해서 데이터의 접근권과 이전권을 강화하며, 법적 책임 명시, 기술 표준 제정 등에 역점을 두고 있음.
- 또한 미래자원인 데이터의 유통 및 활용 비용절감을 위해 비개인데이터(non-personal data)의 식성(portability)
보장, 데이터의 교환을 원활하게 할 서비스의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강화, 이식성을 담보하는 기술 표준
(technical standard) 확립을 위한 노력을 강조
◈ [EU 회원국에 적용되는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 2018년 5월에 발효될 예정] 이 법률은
데이터 삭제권, 정보 이동권, 프로파일링에 대한 권리 강화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음. 특히 EU 시민권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업은 사업장의 소재지가 EU 외부에 있더라도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개인정보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
- (GDPR의 목적) 데이터 처리와 관련된 신뢰 확립에 있으므로 EU 역내에서 합법적인 개인 데이터의 자유로운
유통은 철저하게 보장함을 명시

데이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언
❍ 데이터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자산으로 부각되는 데이터 시대에 국가경쟁력의
원천은 데이터의 공유와 활용에 있음.
❍ 데이터 산업 경쟁력 강화는 데이터가 중심이 되는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국가
전략 수립에서 출발하여야 함.
❍ 지속가능 관점의 비용효율적인 데이터 관리체계(Sustainable Data Management) 정립이 필요
❍ 미국 대통령실 관리예산처(OMB)의 통계 수석(Chief Statistician), 과학기술정책국
(OSTP)의 수석 데이터과학자(Chief Data Scientist)나 영국의 최고 데이터 책임자(Chief
Data Officer) 신설 사례는 데이터 총괄 조정 업무 강화 측면에서 벤치마킹 대상임.
❍ 데이터의 자유로운 유통과 활용을 위해서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과
기술 표준화가 매우 중요
❍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 데이터 공급자 역할뿐 아니라 선도자
(leader)와 촉매자(catalyst), 활용자(user) 역할도 담당※해야 함(The World Bank, 2014).
※ 영국 정부가 ‘데이터 역량 강화전략’에서 공무원의 데이터 역량 강화를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음.
❍ 데이터 시대에 부합하는 개인 정보의 유통과 활용, 개인정보 보호의 범위와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지속적인 논의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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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R&D와 4차 산업혁명기술의 융합

4차 산업혁명 동향

※ 농촌진흥청 4차 산업혁명대응단에서 발간한 「농업 R&D와 4차 산업혁명기술의 융합」 보고서(2017.9.)
에서 일부 내용을 요약하여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작성하였습니다.

<1. 위기와 기회의 농업>
❍ [글로벌 농업 동향] (경제 여건) 저성장이 보편화 된 뉴 노멀(New normal)시대의
탈출을 위해 선진국들은 기술 혁신과 산업 재편 추진 중, (농업 여건) 세계 인구증가와
기후변화 등으로 위기와 기술발전에 따른 기회의 요소를 동시에 가짐, (기술 여건)
인류의 먹거리 공급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농업분야도 4차 산업혁명시대로 진입
<최근 글로벌 농업 기술혁신의 특징>
◈ (대형 프로그램화) 글로벌 사회경제적 목표 달성(UN SDG 등)
◈ (IoT, 빅데이터 등 다중 기술융합) 저비용, 고품질, 신가치 추구
◈ (공공-민간 파트너쉽(PPP)) 기술혁신의 사업화 및 일자리 창출 연계

❍ [한국 농업의 현황] (고령화, 농가인구 감소)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고 농산업의 성장에
걸림돌, (시장 개방) 미국 및 EU와의 FTA 체결 파급 본격화, 한중 FTA 발효 등
개방 확대에 따라 농가 소득불안 가중, (기후변화 및 악성 가축질병) 잦은 기상이변과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등으로 농업생산의 위협 증가, (저성장, 저소득) 원예·
축산분야 성장으로 생산액은 다소 증가하였으나, 국민경제에서 농업비중은 감소
하고 도농격차도 여전, (낮은 식량자급률) 농업은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고 식량
및 곡물자급률※은 매우 낮음.
※ 2015년 기준 식량자급률 50.2%, 곡물자급률 23.8%
❍ [한국 농업의 잠재력] (성장 기반) 지속적 투자로 논·시설농업의 인프라가 확충되고
선도 경영체 성장, (기술인프라) 우수한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 및 재배사양 기술과
세계최고의 통신 인프라 등, (시장 확대) FTA 확산으로 글로벌 경쟁은 심화된 반면,
수출시장 접근 기회 확대, (산업융합) 농업의 6차산업화는 4차 산업혁명기술과 접목
되어 급성장 가능성, (농업다원화) 자연친화적 삶 추구, 농업·농촌 관련 신(新)
가치 문화 확산추세에 따라 농업의 외연성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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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차 산업혁명에 잠재된 농업의 혁신가능성>
❍ [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 특징] △기술 특징…데이터·네트워크, 인공지능 중심의 지능
정보사회 돌입, △변화 전망…농업생산에서 유통소비, 농촌사회 전반에 걸친 폭넓은
변화 유발, △혁신가능성…농업과 4차 산업혁명기술의 융합으로 농업의 대전환 가능
- (개념) 데이터 및 네트워크에 기반한 정보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와 서비스 창출
- (특징) ICT, BT 중심의 기반기술 위에 데이터 및 네트워크기술, 인공지능 기술
등이 융합하여 사회전반에 걸쳐 혁신적 변화 유발
- (영향) 산업 혁신을 넘어 경제, 사회, 삶 전반에 걸친 대변화
❍ [한국 농업의 혁신 가능성] 농업 역할 증대, 농업이 ICBM 및 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과의 융복합 여건이 성숙되어 농업난제 해결과 성장 동력원 확보가 용이 ⇨ 한국
농업의 혁신은 정책적 대안과 함께 4차 산업혁명기술을 적용하여 솔루션을 찾는
기술적 접근 병행 필요
- (혁신 방향) △Data 기반 과학 영농으로 안정 생산과 자원이용 최적화, △판매·
소비 중심의 수요자 맞춤형 농업으로 전환, △한국농업의 난제 완화와 성장 동력 마련
❙혁신가능성❙
구분

주요 내용

농업 유형

• 농산물 생산·유통·소비방식이 4차 산업혁명기술과의 융합으로 보다 지능화된
서비스중심 산업으로 전환

생산 방식

• 지능정보기술로 맞춤형 생산과 효율성이 증가, 농업에서 어렵고 위험한 기피 작업들이
점진적으로 해소

유통 소비

• 지능정보기술융합 농산물 생산이력 관리, 사이버 직거래 및 안전망구축 등으로 유통
과정이 단순화되어 비용절감과 함께 고품질의 신선 농산물이 개별 맞춤형으로 유통

농업인 삶의 질
우수 신품종

• 농작업 사고예방 및 농촌 문화생활 등 디지털 복지
• 식·의약용, 산업소재용, 환자맞춤용 그리고 이상기상에서도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한
다양한 용도별 품종들이 개발,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농업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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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능정보융합 농업의 R&D 생태계 조성>
❍ [지능정보융합 농업 R&D의 개념] 인공지능 기술과 데이터·정보기술의 창의적 연결과
실용적 융합으로 농산업의 혁신적 발전을 선도하는 연구
※ 이종산업‧이종기술 간 융합 → 글로벌 농업, 꿈이 있는 농촌 사회
※ 혁신 농제품, 맞춤형 서비스 → 농업의 대전환, 신산업 창출
❍ [농업 R&D 적용 방안] 지능정보기술의 적용 가능성과 농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
농업의 주요현안 발굴 및 해법 모색, 4차 산업혁명기술을 적용한 농업R&D 융합모델 개발
- (한국농업의 국가적 이슈 중심으로 선별적 발굴) 농업성장, 농업 난제 완화, 신산업
창출 등으로 구분하여 완전 해소보다는 정부 정책을 기술적으로 지원해주는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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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업 및 역할 분담] △4차산업혁명위원회(컨트롤타워), 농식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책부서…기본정책 수립, 조율 및 협력 지원, △대학 및 출연연, 산업체, 국제
연구기관…공동연구, 기술정보 교환, △도 농업기술원 등 지방농촌진흥기관…공동연구,
현장화, △농업인, 농산업체, 국내외 학회 등…개발기술 활용

❍ [지능정보융합 생태계 조성] △4차 산업혁명기술의 농업 적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S/W중심의 창의인재 육성 및 농산업 공급 체계 구축, △관련 법 등 선제적 정비
및 적극적인 R&D 지원, △고품질 농업데이터 지속생산 및 관리 체계, △클라우드
기반 지능정보융합 R&D협업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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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R&D 사이버플랫폼 구축 개념도(예시)❙

※ 독일인공지능연구소 자료 참조

<4. 결론 및 시사점>
✔ 4차 산업혁명기술과 융합은 전 산업분야의 메가트렌드이며, 우리 농업에도 대전환 기회

❍ [4차 산업혁명은 농업생태계 전반에 영향] △농업과 전후방 산업은 초연결·초지능화로
승자독식 현상이 심화되고, △기존 모방기술의 한계, 다중융합기술에 의한 기술
선도현상이 명확해지며, △기술의 독점화는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 영향,
△농촌 및 농업인 삶과 영농구조, 일자리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 농촌과 농업 활동에 자동화‧무인화로 편리함 제공, 기존의 개인적 경험과 표준재배
기술과 함께 데이터 기반 과학영농이 추진

❍ [한국 농업의 국가적 이슈 해소에도 4차 산업혁명기술이 일정 부문 도움] 쌀수급
안정화, 구제역, AI 등 가축악성질병, 농촌 고령화 문제 등 여러 농업 난제를 기술
융합 혁신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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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품질 농업데이터 및 농업용 인공지능 플랫폼 구축을 통한 글로벌 기술경쟁력 제고
및 성장동력 확보 가능] △농업클라우드 연계 인공지능 플랫폼 구축으로 지능형
서비스 창출, △농가 맞춤형 데이터 기반 농업 실현※
※ 농업 데이터 자동 수집 및 유효 데이터 추출 시스템 등

❍ [국내 농산업의 인프라 구축 및 법률과 제도 개선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을 위한
환경 진단 및 정비 필요] △농촌 및 농업생산에 적용하기 위한 초고속 5G, 초연결
IoT 네트워크, 클라우드 기반 공공 서비스 등 제반 인프라 구축, △S/W 중심 창의
인재 육성과 인재들의 농산업체로의 유입 방안, 농산업분야 R&D 지속적 지원
✔ 농업의 혁신과 도약을 위해서는 데이터 기반 영농, 수요자 맞춤형 농업, 지능형 농업기술
적용 등‘탈 추격형’융합기술 혁신이 필요

❍ [4차 산업혁명은 모방이 불가한 융합형 기술혁신에서 시작] △선진국 중심으로
‘High return’ 영역 우선으로 ‘First mover’기술 융합혁신 추진 중※이며, △융합형
기술혁신은 기술 범위와 적용이 다양·다변하여 모방이 어려움※※.
※ (독일) 제조업의 초지능화 및 초연결화로 저가 고품질 생산(예: Simens사), (네덜란드)
농업의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생산을 위한 융합기술기반 스마트 생산시스템
※※ 4차 산업혁명기술은 ‘First mover’가 기술통합성이나 지적재산권을 통하여 독점
가능성이 높음.
❍ 4차 산업혁명 융합기술이 미칠 파급력에 대한 인식과 대비가 필요
- (농업을 포함한 전 산업 분야에서 종합적인 대비가 필요) 4차 산업혁명이 ICT기반
산업에 한정될 것이라는 일부의 인식이 존재하고 있으며, 적합한 대비실행 계획은
많이 부족
- (4차 산업혁명 융합기술은 산업분야의 재편과 인간의 삶 전반에 걸쳐 큰 영향) 데이터
정보기술이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모바일 기술들을 기반으로 모든 산업의 생산 및
사업 방식의 변화를 촉진하고, 사회 및 문화 분야, 물리계, 사이버계, 정신계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현상이 데이터화되고 인공지능으로 초지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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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농업에 있어서도 융합형 기술혁신이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 농업 역시 전문
적인 분석과 대비가 필요
- 세계적으로 스마트 농업, 농업 무인 자동화 생산 시스템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빅데이터 플랫폼과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 인공지능 의사결정 시스템 개발
등 농업영역에서도 혁신적인 변화가 있어나고 있음.
- 우리나라 농업분야에 있어서도 4차 산업혁명의 기술 특성을 이해하고 농업의
대전환을 가져올 체계적인 적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First mover’가 되지 않으면 생존과 성장 기회는 점차 줄어들고 농업기술혁신이
통상 5~15년 장기 투자 후 효과를 나타내는 점을 감안하면 미래농업을 위해 현재
청사진이 마련되어야 함.

4차 산업혁명 대응 정부 R&D 지원의 파급효과 분석

4차 산업혁명 동향

※ 국회예산정책처에서 NaBO 산업동향 & 이슈(2017년 10월호, 2017.10.23.)에서 발간한 “4차 산업혁명
대응 정부 R&D 지원의 파급효과 분석”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작성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란>
❍ [4차 산업혁명] 물리학·디지털·생물학 기술의 융합을 통해 자동화(automation),
초연결(hyper connectivity), 초지능(hyper-intelligence)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혁명
(2016 세계경제포럼 등)
- (물리학 기술) 자율자동차, 드론을 포함한 무인운송수단, 3D 프린팅, 첨단 로봇공학 등
- (디지털 기술)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인공지능(AI) 등
- (생물학 기술) 유전공학, 합성생물학, 바이오 프린터 등
<국내 정책 방향과 예산>
❍ 정부는 4차 산업혁명 R&D 분야에 1.5조 원 예산(2018년)을 편성하여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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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산업 R&D 혁신 방향을 마련하고,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초과학, 핵심·기반·
융합기술 등에 중점 지원할 예정 (2017년 1.2조 원 대비 0.3조 원 증액)
❙4차 산업혁명 5대 영역 R&D 투자 계획❙
영역

지원내용

(2018년 사업수)

예시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안

758

936

기초과학
(6개)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의 이론적 기초를
뇌 과학, 산업 수학 등
제공하는 과학

핵심기술
(28개)

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 동인이 되는 요소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
기술
인터넷 등

2,099

2,823

기반기술
(28개)

‘핵심기술’과 결합하여 파급력을 증대
이동통신, 반도체 등
시키는 부가기술

3,541

3,695

융합기술
(81개)

공공산업융합분야의 실질적 부가가치
자율주행, 무인기 등
를 창출하는 기술융합

5,035

6,838

공통기반
(7개)

4차 산업혁명의 기술산업혁신을 뒷받침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 등
하는 인력양성 등

689

927

12,122

15,219

합계(150개)

※ 자료: 국가과학기술심의회(2017.6.29.)의 2018년정부연구개발사업예산배분조정(안)과 2018년국회 제출 정부
예산안을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한국의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수준은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정부 R&D 지원 필요성 대두
- (사물인터넷) 미국(100), EU(85.6), 일본(82.9), 한국(80.9)
- (빅데이터) 미국(100), EU(88.9), 일본(87.7), 한국(77.3)
- (인공지능) 미국(100), EU(86.8), 일본(81.9), 한국(70.5)
<주요 선진국 전략>
❍ 주요 선진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생산성 하락과 실업률을 극복하기 위해 사이버물리 시스템을 접목하여 민·관 공동체계로 제조업의 부활을 도모하는 제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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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5대 영역 R&D 투자 계획❙
구분

미국

민간과 • 민간주도, 정부지원
정부 역할
거버넌스
핵심전략

핵심전략
주요내용

주요
전략산업

독일
• 민간주도 → 민·관 공동

일본
• 민관공동주도, 공동실행

• 민간컨소시움 민·관파트너쉽 • Industry 4.0 플랫폼

• 제4차 산업혁명 관민회의
(정부·기업·학계)

• Advanced Manufacturing • Industry 4.0
Partnership

• 4차 산업혁명 선도전략

• 국가차원의 선진제조업 전략 책정
• 중요기술에 대한 R&D투자 확대
• 선진제조업에 관한 산·학·연 확대
• 선진제조업에서 요구되는 기술습득
및 기회제공
• 선진제조업 관련 대학교육 확충
• 국가차원의 제조업 인턴쉽 제도
• 세제개혁 및 세제제도 효율화
• 통상 및 에너지 정책 개선

• 스마트공장 구축
• 대기업·중소기업간 생태계 구축
• IoT기반의 제조업혁신
• 제품개발 및 생산공정관리의
최적화와 플랫폼 표준화

• 데이터 활용촉진을 위한
환경정비
• 혁신기술개발 가속화
• 인재육성 및 고용시스템 개선
• 금융조달기능의 강화
• 산업 및 취업구조 전환
• 4차 산업혁명의 중소기업 및
지역경제 파급 효과
•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사회
시스템 고도화

• 국가안보 관련 산업
• 차세대 로봇산업
• 에너지효율적이며 혁신적인 제조
공정 마련
• 차세대물질 개발산업

•
•
•
•
•
•
•
•

•
•
•
•
•
•
•

스마트공장
빅데이터
자율로봇산업
IoT
사이버보안산업
클라우드
3D 프린팅
가상현실 등

스마트공장
산업보안
자율주행시스템
건강산업
의료산업
로봇산업
AI 등

※ 자료: 한국은행(2016), 독일연방교육연구부(2014), 일본경제산업성(2016),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President’s Council of Advisors on Science and Technology, “Report to the President on Capturing,
Domestic Competitive Advantage in Advanced Manufacturing”(2012) 참조

❍ [미국] R&D 투자(바이오기술 포함)와 제조업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제조업
전반의 활성화 및 변화를 시도
- Advanced Manufacturing Partnership 구축을 핵심전략으로 설정하고, 주요
전략산업은 안보 관련 산업, 차세대 로봇산업, 차세대물질 개발산업 등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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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제조공장 내, 제조공장간 다양한 기계와 정보를 ICT로 통합하여 시장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 팩토리(Smart Factory)를 만들어 생산 공정 상의
혁신을 도모
- Industry 4.0을 핵심전략으로 설정하고, 주요 전략산업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로봇, 사이버-물리 시스템 등 제4차 산업혁명의 주요기술을 포함한 기술
분야로 민·관 공동의 Industry 4.0 플랫폼과 연결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구축
❍ [일본]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로봇 등 일본의 강점인 분야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시켜 신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구조로 전환하여 산업고도화를 추진
- 4차 산업혁명 선도를 핵심전략으로 설정하고, 제4차 산업혁명 관민회의를 통해
주요 전략산업인 스마트공장, 산업보안, 자동주행시스템, 건강산업, 의료산업 등
고도화
<4차 산업혁명 대응 R&D와 기존 제조업 R&D 지원의 파급효과 비교분석>
❍ 4차 산업혁명 대응 정부 R&D 지원의 생산유발효과는 기존 제조업 R&D 지원 효과
보다 작으나, 부가가치유발효과 및 취업유발효과는 큰 것으로 나타남.
- (분석 대상) 정부의 4차 산업혁명 분야 R&D 지원 사업(150개 세부사업)
- (생산유발효과) 4차 산업혁명 R&D 지원의 생산유발효과(2.03)는 기존 제조업 R&D
지원 효과(2.11)보다 작음.
- (부가가치유발효과) 4차 산업혁명 R&D 지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0.64)는 기존 제조업
R&D 지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0.55)보다 큼.
- (취업유발효과) 4차 산업혁명 R&D 지원의 취업유발효과(9.47명/10억 원)가 기존
제조업 R&D 지원의 취업유발효과(8.06명/10억 원)보다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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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대응 R&D와 기존 제조업 R&D 지원의 생산유발효과 비교❙

❙4차 산업혁명 대응 R&D와 기존 제조업 R&D 지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비교❙

❙4차 산업혁명 대응 R&D와 기존 제조업 R&D 지원의 취업유발효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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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 생산유발효과 분석결과는 4차 산업혁명이 제조업·서비스업 융합※에 의한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기반이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기반 강화 방안 마련
필요
※ 융‧복합 촉진 관련 법안으로는 「디지털기반 산업 기본법안」(정세균 의원 대표발의,
2017.3.7.) 등이 국회 상임위원회 계류 중

- 제조업과 서비스업간의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개선, 금융 지원 등
제도화 방안 모색※ 필요
※ 4차 산업혁명 R&D 지원의 서비스 분야 생산유발효과(0.70)가 기존 제조업 R&D
지원(0.28)의 약 2.5배인 것으로 나타남.

❍ 제조·서비스업간 연계 효과가 큰 4차 산업혁명 대응 R&D 분야에 재정 지원 필요
- 4차 산업혁명 대응 R&D 지원의 부가가치 및 취업유발효과가 서비스업 분야 파급
효과로 이어져 기존 제조업 R&D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부가가치·취업유발효과가 큰 AR·VR(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정보서비스
(ICT), 로봇 부문에 대한 정부 R&D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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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의 핵심 촉진자와 수용자

4차 산업혁명 동향

※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촉진자와 수용자 - 4차 산업혁명과 국내 산업의 미래
(시리즈 ① 총론)”(VIP리포트, 17-32, 2017.8.)자료를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작성하였습니다.

❍ 4차 산업혁명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의 ‘촉진자(enabler)’와
‘수용자(adopter)’가 상호작용을 통해 선순환적 혁신을 창출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
- 4차 산업혁명의 촉진자는 생산성의 비약적인 향상을 가능하게 해주는 요소기술을,
수용자는 이러한 기술이 실제 적용되는 산업 또는 기업을 의미
- (촉진자) 혁신의 원동력이 되는 공통적인 요소기술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센서, 자동화 기술, 신소재, 바이오 신기술 등으로 구성
- (수용자) 촉진자에 해당하는 기술이 적용되어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산업
또는 기업으로, 사실상 제조 및 서비스 산업 전 분야
❍ 독일의 4차 산업혁명 전략도 지능형 제조기술의 선도적 공급자로서 촉진자의
역할과 기업 효율화를 통한 산업별 경쟁력 강화라는 수용자의 역할 사이의 선순환적
상호작용을 강조
- 독일은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에서 4차 산업혁명의 목표가 촉진자에 해당하는
지능형 제조기술 분야에서 선도적 공급자가 되는 것에 있음을 명시
※ BITKOM･VDMA･ZVEI(2016), ｢Implementation Strategy Industrie 4.0: Report on the
Results of the Industrie 4.0 Platform｣, BITKOM은 독일 정보통신산업협회, VDMA는
엔지니어링협회, ZVEI는 전기전자산업협회
- 이와 함께 듀얼 트랙 전략으로, 수용자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시장
에서 독일 기업의 우위를 확대해 나간다는 전략을 병행
- 촉진자와 수용자는 선순환적 상호작용을 통해 제조업 뿐 아니라 정보통신, 농업
등 독일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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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설문 결과,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의 3대 기술이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는 핵심 요소기술로 꼽혔으나 선도국 대비 기술수준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평가함. 특히 인공지능의 경우 가장 중요한 요소기술임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은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조사 내용) 4차 산업혁명의 촉진자별 중요도와 우리의 경쟁력, 수용자별 영향력 정도를 평가
※ (조사 대상) 4차 산업혁명 관련 연구, 컨설팅 경험이 있는 국내 산업 및 기술정책 전문가 48명
※ (조사 기간) 2017.5.29.～6.23.
❙4차 산업혁명 요소기술별 중요도❙

❙4차 산업혁명 요소기술별 경쟁력❙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촉진자❙
촉진자(기술)

주요 특성

인공지능

• 인간의 학습능력과 추론능력, 지각능력, 자연언어 이해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
• 4차 산업혁명을 기존의 컴퓨터 및 인터넷 기반의 3차 산업혁명과 구분지어 주는 핵심적인 기술로 평가

빅데이터

• 대용량의 비정형 데이터를 짧은 시간에 분석하여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해 내는 기술

사물인터넷
센서
자동화 기술
신소재
바이오 신기술

• 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정보를 상호 소통하는 지능형 기술
• 위치, 속도, 가속도, 이미지, 음향 등의 물리정보 또는 화학 및 바이오 정보를 감지하여 디지털 정보로
전환하는 기술
• 가상세계에서 연산처리한 정보를 물리적 동작으로 구현하는 기술
• 공작기계, 산업용 및 가정용 로봇, 드론, 자율주행자동차 등에 적용
• 금속, 유·무기재료, 복합재료 등에 있어 새로운 조합이나 공정을 적용하여 강화된 성능이나
새로운 기능을 창출하는 기술
• 유전공학, 합성생물학, 뇌과학 등 바이오 분야의 혁신적 기술
• 식량·에너지 자원 개발, 인공장기 개발, 난치병 치료 등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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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의 핵심 수용자❙
수용자(산업)
제조
물류·교통
유통
정보통신 서비스
금융
의료·보건

주요 특성
• 스마트 공장
• 자율주행자동차, 로봇창고 시스템, 스마트 항만, 드론 배송
• 지능형 쇼핑 어드바이저, 가상현실 스토어, 소셜 네트워크 마케팅, 사물인터넷을 통한 재고관리
• 5G 이동통신, 클라우드 서비스
• 로보 어드바이저, 가상화폐와 블록 체인, 인터넷 전문은행, 크라우드 펀딩, 인공지능을
이용한 보험상품 개발
• 인공지능을 이용한 질병 진단, 정밀의료, 원격진료

전기·가스·수도 • 스마트 미터, 지능형 송배전망 관리, 인공지능을 이용한 에너지 수요관리, 에너지 하베스팅※
농림어업

• 농림어업 스마트 농업, 스마트 어업

※ 일상생활 속에서 불필요하게 버려지거나 소모되는 에너지를 수집하여 전력으로 재활용하는 기술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촉진자와 수용자❙

<4차 산업혁명과 국내 산업의 미래>
❍ [촉진자 측면] 4차 산업혁명 기반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R&D 투자를 유도하여, 인공
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핵심 요소기술의 국제경쟁력을 조속히 확보하는
것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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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정책은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공장 보급·확산 사업, 스마트 시티 사업 등 수용자에 해당하는 응용기술에 편중
- 정부는 촉진자에 해당하는 요소기술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위한 핵심과제임을 인지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대폭 강화할 필요
❍ [수용자 측면] 개별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산업별 4차 산업혁명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성장 한계에 봉착한 우리의 주력산업이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
- 지난 9월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이제는 기존의 총론적 논의에서 벗어나
개별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4차 산업혁명 각론 전략을 수립할 시기
- 조선, 철강, 자동차 등 성장 한계에 봉착한 우리의 주력산업이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의 산업별 대책 마련 필요
- 또한 정보통신 기술과의 융합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는 물류·교통, 유통,
금융, 의료·보건 등의 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
적인 청사진 제시 필요

「4차 산업혁명 국제표준포럼」 주요 내용

4차 산업혁명 동향

※ 11월 22일 개최한 ‘4차 산업혁명 국제표준포럼(World Standards Forum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보도(2017.11.23.)한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
작성하였습니다.

❍ [｢4차 산업혁명 국제표준포럼※｣ 개최, 11.22.] ‘표준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이라는
주제로 표준이 만들어 갈 더 똑똑한 스마트시티, 독일 인더스트리 4.0을 성공으로
이끄는 표준화 전략 등 4차 산업혁명에 있어 표준의 역할을 논의
※ (주최) 국회 김태년 국회의원실, (주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한국표준협회
- (추진 배경) △산업 및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대규모 변혁을 초래하는 4차 산업혁명
대응에 있어 표준의 역할을 인식하고, 혁신성장 방안 모색, △주요국 표준화 전략※을
공유하고, 4차 산업혁명 대응 표준화 정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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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첨단 제조업육성전략(2013), (일본) 4차 산업혁명 선도전략(2016), (독일) 인더
스트리 4.0(2013)

❙｢4차 산업혁명 국제표준포럼｣ 발표주제 및 주요 내용❙
발표자 및 발표주제

주요 내용

(기조연설)
존 월터(John Walter)
국제표준화기구(ISO)
차기회장
--------“4차 산업혁명, 전례
없는 사회적 혁신 초래”

• 표준은 모든 분야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불확실성을 최소화
하고, 제품·서비스 간 상호운용성 확보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
- ISO는 기기 간 통신이 핵심인 스마트 제조 표준화, 운송수단 간 상호운용성
확보가 필수적인 지능형 운송시스템 표준화 등에 주력
•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표준화를 통해 사람 중심으로 기술 혁신과 융합을 추진
하는 새로운 표준거버넌스 체계가 필요

(기조연설)
프란스 브리즈빅
(Frans Vreeswijk)
국제전기기술위원회
(IEC) 사무총장
--------“인더스트리 4.0 국제표준: 필수 요소”

•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센서 네트워크, 빅데이터, 엣지 컴퓨팅 등이 전례 없이 통합
되어 엄청난 효율성과 새로운 기회를 제공
- 표준을 활용하면 별도의 통합 노력 없이도 연결성과 상호운용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표준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강조
• IEC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시티와 같은 융복합 표준화를 위해 ‘시스템
표준화 거버넌스’를 도입
※ 스마트시티 융합표준화: 스마트홈, 스마트교통, 스마트헬스 등을 연계 표준화

(주제발표 1)
레인홀트 피클러
(Reinhold Pichler)
독일 인더스트리 4.0
표준화위원회 이사
--------“인더스트리 4.0의
핵심 요소, 국제표준”

• 독일은 디지털 변혁시대의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6개 민간단체가 공동
협력하여 ‘인더스트리 4.0 표준화위원회’를 신설하고 유럽·국제표준을 주도
※ 6개 민간단체: VDMA, ZVEI, BITKOM, DIN, DKE, Industrie 4.0

(주제발표 2)
후미가츠 사토
(Fumikazu Sato)
일본 경제산업성 국장
--------“초연결 산업과
표준의 역할”

• 일본은 효율적인 데이터 활용을 통하여 산업을 혁신하고, 생산성을 제고하는
‘초연결 산업’에 주목
- 초연결 산업은 인간, 기계, 기술이 기존 경계를 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것이며,
표준이 초연결의 핵심요소임을 강조

- 인더스트리 4.0 표준화 위원회는 산·학·연·관 간 표준화 협력을 수행하고,
중소·중견기업 지원방안을 제시
• 독일은 인더스트리 4.0 플랫폼을 확산하고자 ISO/IEC 공동작업반(Joint Working
Group)과의 전략적 협업을 통해 국제표준화를 추진 중

• 초연결 산업의 대표 사례가 스마트제조 시스템이며, 일본 정부는 관련 연구개발,
국제표준 활동 참여, 중소기업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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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한·중·일이 협력하여 IEC에 스마트제조 관련 신규 작업반(WG)을 설립
하고, 스마트제조 참조모델 국제표준을 개발 중

(주제발표 3)
정동희
(Dong-hee Jung)
국가기술표준원장
--------“4차 산업혁명 대응
국가표준화 체계”

• 표준은 스마트 디바이스, 스마트 플랫폼 구축에서 스마트시티의 구현에 이르기까지
시스템 간의 상호운용성 확보에 중요 역할
- 교통카드, 반려동물 등록제도 등의 시행 초기 실패를 통해 사회적 합의로서 표준의
중요성 인식
• 4차 산업혁명 선도 및 지속가능사회 구축을 위해 표준 거버넌스의 혁신이 절실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범부처 표준 정책 수립 및 부처별
정책 집행의 지원·조정을 위한 표준총괄기관 필요
- 정부가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전문가부터 소비자까지 모든 이해관계자가
협업하는 민관협력형 지속가능 표준생태계 구축이 바람직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한국 농업

이슈 브리프

※ KDB Research에서 발간한 산은조사월보(제744호)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한국 농업”(이슈분석,
2017.11.30.)의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ㆍ작성하였습니다.

<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농업>
❍ [한국농업의 현주소] 최근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식량자급률 하락, 생산비 증가로
농업소득 정체, 경지면적 감소, 농가인구의 지속적 감소 속 노령인구비율 증가로
향후 농업 인력유지와 생산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나 농가당 경지면적이 늘고
농업 전문경영인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 측면도 존재
❍ [세계 농업 트랜드] △식량생산의 불확실성 증가, △지속되는 식량 수요 증가로 식량
부족 현상 재현될 우려, △중산층 확대와 고령화에 따른 다양한 식품 수요로 맞춤형
생산 요구,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인지하고 농업에 대한 지원 지속
❍ [4차 산업혁명시대 도래와 함께 농업에의 적용]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에 따른 식량 생산
우려 속에 증가하는 식량수요로 생산성과 효율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혁신적 기술 적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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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농업의 변화❙
구분

주요 내용

생산

• 자동화시스템으로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
• 드론과 센서를 통해 날씨와 토양, 생육상태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비료와 살충제
등의 투입량과 투입시기를 조절하는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며
최적의 생육환경을 조성, 생산량 제고
• 도시 옥상 수경재배, 실내경작 수직농장, 집약적 실내 부화장 등 식품생산 확대를 위한 새로운 기술
개발

유통

• 농산물 전 과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이력관리시스템으로 위해요소 관리 등 식품안전성
제고
• 온라인과 모바일 등 중간상을 거치지 않은 직거래

소비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적기 생산 및 제공, 소비자 맞춤형 상품 제공 가능

농촌경제 • 공동체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으로 공동체 기능 강화, 관광정보로 활용
※ 자료: 논문 및 기사 등을 토대로 작성

❍ [선진국] 시설농업, 축산, 과수 등 농업의 다양한 분야에 ICT 융복합 기술을 도입,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기술을 수출
- (미국, 일본, 네덜란드 등) △고품질, 고수확 또는 재배비용 절감을 위한 다양한 요소
기술 개발, △기후여건에 관계없이 1년 내내 농작물 생산이 가능한 첨단 기술이
융복합된 자동생산 시스템인 식물공장, 농업로봇 등 생산 분야와 스마트유통으로
소비까지 연결되는 플랫폼 설계, △단순한 자동화, 기계화를 넘어 빅데이터를
이용한 데이터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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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선진국의 농업 분야 ICT 활용 사례❙
구분

추진 내용

네덜란드

• 불리한 농업환경을 자동화 온실 등 첨단 농법으로 극복
• 첨단유리온실이 핵심으로 적기 수분 공급, 비료배합 등 관리업무 자동화를 통한
최적의 생산재배 조건을 유지

이스라엘

• 재배환경 모니터링 분야의 선두주자로 농작물의 크기, 줄기의 변화, 잎의 온도 등
농작물 생장정보를 자동 측정, 급수 주기와 급수량 자동조절 등으로 정확한 수확량
예측
• 농작물 스트레스 감지 센서 개발로 생산량 40% 증대

덴마크

• 농가, 도축장, 가공공장 등 돼지 사육에서 판매 전 단계 자동화(양돈농장 관리
프로그램 사용)로 고품질 돈육 생산 및 수출

독일

• 양돈 사양관리에 RF형 사료급이기 등 IT 컨버전스화된 과학적 시설설비를 제작,
보급
• 가축분뇨 자동분리시스템 활용으로 습기저감, 청소 및 소독 간편, 폐사율 저하,
온실가스 감축 등의 효과

일본

• 농산물 생산 과정의 온습도 변화 감지를 위해 농장에 센서 설치, 관련 데이터의
측정과 분석을 통해 생산 환경 개선
• 적외선 센서를 이용한 농작물 도난방지 시스템 도입

시설원예

양돈

과수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정 중간보고서(2016.10.)

<Ⅱ. 우리나라 농업의 4차 산업혁명 도입 현황>
❍ [스마트팜의 단계별 추진] ICT 융합 스마트팜을 기술개발을 3단계로 나누어 추진
하고 있으며 2세대를 2018년까지 보급 확대 목표※로 하고 있고, 시설원예와 축산
분야 중심으로 스마트팜 추진※※
※ (1세대) 원격관리 등 농업 관리의 편의성 증진을 통한 노동력 절감으로 인력부족에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춤.
※ (2세대)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밀 관리기술 도입
※ (3세대) 에너지 효율의 최적화와 더불어 로봇 등을 활용한 무인 자동화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기술을 도입, 시행하는 것
※※ 시설원예(ha): (2014) 60 → (2015) 769 → (2017) 4,000 목표, 축산농가(호):
(2014) 30 → (2015) 186 → (2017) 730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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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팜 기 도입 농가의 생산성과 효율 향상으로 총수입 증가※) 농식품부에 따르면
단위면적당 생산량 27.9% 증가, 1인당 생산량 40.4% 증가, 고용 노동비 15.9% 절감,
병해충·질병 53.7% 감소로 농가 총수입이 31% 증가
※ 농기자재신문(2016.11.3.), “농식품부, 2016년 스마트 팜 성과분석 결과 발표”

❍ [ICT 기기 표준화, 데이터 수립 등 사업추진 중이나 활용도 낮은 편] 농산물 유통
등에서도 ICT를 접목한 사업 확대를 추진 중이나 아직 초기단계로 현장 활용도가
낮은 상황이며, 스마트팜 도입 농가 분석 결과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이 있음※.
※ △시설원예나 과수 부문에 집중되어 있어 노지채소 부문의 기술개발이 미흡, △정부
지원이 있으나 여전히 자기자금 부담이 있고 특히, 축산부문의 부담이 큼, △기 도입
농가들의 만족도가 높고 추가 교육에 대한 의지도 높으나 지속적인 컨설팅과
교육이 부족(김연중･박지연･박영구(2016), “스마트 팜 실태 및 성공요인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는 여전] 한국 농림식품 분야 기술수준은 최고 기술보유국인 미국
대비 78.4% 수준※, △ICT 융합 관련 농업기술은 최고국인 미국 대비 76.5%로 4.5년
뒤쳐져 있고, △첨단 농림기계기반기술 부문과 수익형 식물공장비즈니스 모델 개발
부문에서 격차가 가장 크며, △전문연구인력 및 연구 인프라 부족이 가장 큰 원인
으로 꼽히고, 인프라 부족, 연구비 부족 등이 뒤를 이음.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2017), “2016년 농림식품 기술수준평가”

❙국내·외 스마트팜 수준 비교❙
분야

ICT
기자재
표준화·
국산화

농업선진국(원예: 네덜란드, 축산: 덴마크)

한국

• 온·습도, 일사, CO₂ 센서 등 대부분 • 센서소자 구입, 조립품 생산수준
기자재를 생산·보급, 기자재 대부분 • 온·습도 및 CO₂센서는 업체별 다양
원예
규격화 되어있고 내구성과 신뢰성 우수 하게 개발, 호환성 부족, 스마트팜 기자재
규격화 미흡
• ICT 센서는 네덜란드의 네답, 오스트 • 축산센서 개발 대부분 수입
리아의 샤우어에서 RFID칩 개발, 농가 • 양돈분야 RFID칩 전량 수입
보급률 40%
축산
• 양돈 필수 자재 중 자동급이장치, 사료빈
• 네덜란드, 덴마크 회사 중심으로 축산 관리기, 환경제어기 3종 국산화 진행 중,
기자재 생산·보급 중
성능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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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팜

시설
표준화

• 설계기준, 시방서 국가표준 정립
• 설계기준과 시방서 없이 시공업체 제각기
• 복합환경제어가 가능한 환경조절장치 및 운영
재배시스템이 일체형으로 구성된 온실 • 시공 시 설계에 공사비의 5~10% 소요
원예
설계서 보급
• 내재해형 설계서 및 시방서가 있으나
• CASTA 프로그램에 의한 기본설계서를 구조측면만 명시, 환경조절장치 및 재배
토대로 현장여건에 맞는 설계도면 제작 시스템 일체형 설계서 부제
• ICT 적용 축산표준설계도, 농가지도 매뉴얼 • ICT 적용 축산 표준설계도 개발 시도 중이나
존재
현장상황이 다양, 표준화에 애로
축산 • 추천 환기방식 표준설계도 보급
• 환기방식 표준설계도가 있으나 실증 및
• 축종별, 사육규모별 적합 기자재 및 센서 검증을 거치지 않아 현장 적용성이 떨어져
보급
미활용

• 국가 표준매뉴얼 없이 업체별 최적생육 • ICT 기반의 최적 생육관리는 일부 선도
관리 프로세스 정립
농가 중심으로 진행
원예 • 환경제어모델이 복합환경제어시스템에 • 국내 여건에 적합한 ICT 기반 최적생육
탑재
관리 개발 중이나 재배품목이 다양,
빅데이터
• 파프리카, 토마토, 화훼류 등 재배 품목이 지역별 환경요소도 상이하여 최적생육
기반
관리모델링에 애로
단조로워 최적생육관리 기술 개발 용이
생장(사양)
관리
• 사양시설 및 환경관리 표준 매뉴얼 작성, • 무창축사(양돈, 양계)는 센서에 의한 환경
축산농가에 보급
(온도, 환기)관리에만 집중하는 경향
축산
• 사양 및 환기관리 방식 ICT 기반 3~5 • ICT 기반 표준 매뉴얼 없음.
가지 패턴으로 요약관리

스마트팜
확산 모델

• 원예시설 중 99%가 유리온실로 벤로 • 시설면적 중 비닐온실이 98.8%로 온실
형이 87%로 규격화
형태도 품목별, 지역별 다양
• 보급 온실의 대부분이 시설현대화 되어
• 유리온실 등 첨단온실은 대부분 자동화
있으며 ICT+에너지+내재해형이 결합된
원예
• 연동온실은 천창과 측창, 보온커튼 장치,
표준 모델 보급 중
양액, 난방기 등 자동화 진입 중
• 단동온실은 반자동 또는 수동으로 자재
활용
• 축산시설이 현대화되어 있어 스마트팜 • 선도농 중심으로 양돈, 양계 분야는 환경
농장 실행 중
관리 및 경영프로그램 이용 중
축산 • 축사 사육환경(온·습도, 위해요소)
• 일반농가는 스마트팜 기술 적용 시도
관리, 경영프로그램 분석 등 활용
중이나 경제성 등으로 추진 미흡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6), “농업과 ICT 융합, 한국형 스마트팜 확산”

<Ⅲ. 향후 과제>
❍ 국민의 지지 토대 하에 농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일원화된 컨트롤타워를
두고 장기적인 계획 하에 기반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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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말 한국농촌경제원에서 발표한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
농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위한 홍보 필요※
※ 김동원･박혜진(2016), “농업･농촌에 대한 2016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업·농촌이 우리 사회를 지탱해온 근간이며 농업이 우리나라 미래 성장동력이라는 데 과반수 동의
◈ 농업은 노동력 부족상황이 심각한 상황으로 농업에 최첨단 기술을 도입, 농사를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 농업 종사자의 환경개선, 인식 전환으로 젊은 농업 종사자 유인 가능

- 일원화된 컨트롤타워가 시급하며 급속히 발전하는 기술을 고려, 유연한 예산적용
정책이 필요
◈ 관계기관이 다양하여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 기관에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알기 어려우며 예산도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어 ICT 농업분야 정부배정 예산 불용처리된 것이 2013년 이후 353억 원에 달함.
◈ 스마트팜 관련 일원화된 창구와 컨트롤타워를 두어 효율적이고 수요자 지향적인 운영
◈ 급속하게 산업을 망라하여 발전하고 있는 점을 감안, 예산 지원의 범위를 특정하기 보다는 포괄적으로 유연
하게 적용해 R&D 연구 또한 현장수요와 연계된 곳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실제 연구된 결과가 바로 적용
되도록 함.

- 향후 빅데이터 축적 후 분석을 통한 정밀농업을 실행하고 유통·소비의 전 가치
사슬로 확산하기 위한 기반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
◈ 현재 무인화, 자동화를 통한 생산비, 노동력 절감, 품질관리 등에 초점을 맞추어 도입되고 있는 상황
◈ 향후 2세대, 3세대 추진을 위해서는 개발단계부터 표준화를 하여 향후 모든 센서가 호환될 수 있도록 정부
주도로 기반을 마련하고 여러 관련 기관에 축적되어 있는 기존 데이터를 취합, 오픈형 플랫폼을 구축해야 함.
◈ 조류독감, 살충제 계란 등 농산물의 안전성 논란으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이력관리시스템 등
유통과 소비까지 연결되는 것을 동시에 도입할 필요성 증대

- 도입 농가들에 대한 지속적, 체계적인 지원방안 필요
◈ 초기 도입비용 및 유지비용 부담이 있어 적극 도입이 어려운 점을 감안, 자기부담금에 대한 금융지원방안
◈ 예비 도입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기 도입농가들에 대한 지속적인 컨설팅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과
전문 인력 양상
◈ 전체 보급률을 강조하기 보다는 실제로 도입하여 활용할 수 있는 강소농에 타깃을 맞추고, 고령농가
등 영세농에 대해서는 공공부조 대상으로 보고 복지차원에서 접근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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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을 ICT 융복합 기술의 테스트베드로 활용] 새만금 농업특화단지를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연계, 네덜란드 Food Valley처럼 농·식품업 중심 ICT의 요람
으로 육성
- 네덜란드 Food Valley에서는 바헤닝언 대학겸연구소, NIZO 식품연구소 등 농업
관련 연구 및 교육기관이 네슬레, 유니레버, 하인즈, 하이네켄 등 글로벌 식품
기업과 R&D센터 등과 협력하여 네덜란드의 농·식품의 혁신을 이끌고 있음.
- 현재 익산에 식품기업을 주 대상으로 성공적으로 조성 중인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연계하여 시너지 창출이 가능
- 주 생산자인 농가와 관련 기술에 투자하고 제공하는 기업의 협력이 필수이므로,
일본의 경우처럼 새만금을 특구로 지정하고 농가와 기업의 공생모델을 만들어
확대해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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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언론동향

4차 산업혁명과 농업

언론 동향

※ 어젠다 발굴을 위해 농업전문지에 기고된 내용을 근거로 농업ㆍ농촌 관련 쟁점 및 이슈, 주요 농정현안에
대응하고자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ㆍ작성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농업
❍ 전 세계 많은 미래석학들이 4차 산업혁명은 빅데이터의 초연결성을 바탕으로 지금
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초지능화·자동화된 스마트한 사회를 일구어 낼 것이라고 주장※
※ △제조‧공정, 관리 등 산업적 측면에서는 최적화된 생산성과 효율성을 가져다주고,
△상상하기 어려운 인간생활에서의 편이성과 유용성을 강조하는 반면, △향후 5년간
전 세계적으로 총 710만 개의 일자리가 소멸되고 2030년이 되면 현 일자리의 90%가
스마트 기계로 대체된다는 예측

❍ 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하면서 농업계도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
- 농업은 일반 제조업보다 노동집약적이라 지금 당장 느끼는 속도는 늦을 수
있지만, 그만큼 파급효과는 더욱 클 것
❍ 개방화의 파고와 고령화, 인력난 등으로 갈수록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농업계는
지금이 바로 기술·정보 집약사업으로 변모, 농산업을 고도화할 수 있는 ‘골든타임’
-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이 친(親)농업적 혁명이 될 것이라고 전망, 농업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존 질서의 재편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아 혁신을 통해
도약해야할 때
❍ 농업의 기본을 중시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나, 현재 농업·농촌의 문제를 해결
하고 농업·농촌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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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열린 ‘2017 농식품 과학기술 미래전망대회’에서 오경태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
평가원장이 클라우드 슈밥 세계경제포럼 회장의 ‘4차 산업혁명에서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변화 속도’라는 말을 인용한 것도 이러한 차원

❍ [전문가들과 학계 중심,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우리 농업의 미래상과 이에 따른
방안 제시] △스마트 팜(Smart-Farm)을 위시한 농업의 첨단산업화, △빅 데이터를
활용한 생산·수급, 유통 조절,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맞춤형 정보 제공 등
❍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적응시켜 나갈 것인가를 두고 고민해야] 기회는 준비된 자만이
누릴 수 있으며 그 준비는 ‘사람’이 중심이고 ‘교육’이 방법임을 강조
- (4차 산업혁명을 받아 들여야 할 주체인 ‘사람’에 대한 논의가 미약) 모든 출발과
동인은 결국은 ‘사람’이기 때문에 농업 분야 또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그에 합당한 인적 자원 양성이 우선적으로 논의되고 풀어야
할 과제
❍ 기술혁신 패러다임 속에서 농업이 그 변화를 주도, 미래 산업으로 도약한다면
현재의 침체된 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만큼 정부를 중심으로 미래 흐름에
걸맞은 농업·농촌 정책 실현 가능
자료: “4차 산업혁명시대, 농업이 미래산업 될 ‘골든타임’”(농수축산신문, 2017.2.23.), “4차 산업혁명과
농업, 그리고 사람”(한국농어민신문, 201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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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들…‘4차 산업혁명’ 및 농정 공약

언론 동향

※ 어젠다 발굴을 위해 일간지에 기고된 내용을 근거로 농업ㆍ농촌 관련 쟁점 및 이슈, 주요 농정현안에 대응
하고자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ㆍ작성하였습니다.

대선주자들…‘4차 산업혁명’ 관련 주요 공약
❍ [대선주자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공약 제시] 대선주자들의 ‘4차 산업혁명’ 공약
경쟁, 주요 쟁점으로 부각
- (이유) 4차 산업혁명이 저성장의 늪에 빠진 우리나라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교육·복지·일자리 등에도 4차 산업혁명의 영향이 모두
미치는 만큼 나라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데도 적합하다는 판단
❙대선주자별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요 공약❙
◈ 남경필 경기지사
• 전 부처 아우를 대통령직속 태스크포스(TF) 설치해
미래 핵심기술 개발에 필요한 재정 지원
• 주입식 교육 혁파, 규제 개선
• 스타트업 기업 육성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
•
•
•

정부 주도 ‘4차 산업혁명’ 추진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 위원회 설치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확대 신설
불필요한 인증절차 없애고 노플러그인(No-plugin)정책

◈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

◈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 인공지능(AI) 및 자동화에 대응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 구축
• 녹색경제, 녹색산업, 환경생태 산업과 ‘4차 산업
혁명’을 결합해 신성장산업으로 육성

• 민간 주도 ‘4차 산업혁명’ 추진
• 교육부 폐지와 국가교육위원회, 교육지원처 신설
• 5년(초등)-5년(중·고등)-2년(진로탐색 또는
직업관) 학제 개편

◈ 안희정 충남지사

◈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 민간혁신 주도하되 정부는 개별 기업이 해결할 수 없는
인프라 구축 역할 담당
• 원칙 있는 규제혁신, 중기 과제 ‘연구개발(R&D)
생태계의 창조 기반 조성’, 장기 과제 ‘창조적 인재
육성 체제 구축’
• 국가 R&D 지원체계와 교육시스템 개편
• 지속가능한 신융합산업 육성

• 창업생태계 조성해 성장환경 마련
• 직업 재교육에 적극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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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제 자유한국당 전 최고위원
• 관광・의료・문화 융합 서비스산업 육성
• 벤처생태계 조성 활성화 정책 추진

◈ 이재명 성남시장
• 기술혁신에 따른 일자리 감소 대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본소득’제도 도입
• 4차 산업혁명 대응위원회 구축

※ 후보는 가나다순

❍ [대선주자들, ‘4차 산업혁명’ 중요성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실행계획 없어 미흡] 4차
산업혁명 공약은 앞으로 더 규체화될 것으로 예상,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각론은 미흡한 상황, 즉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
자료: “대선주자 4차 산업혁명 공약 경쟁...(세계일보, 2017.3.6.)”, “대선주자들 4차 산업혁명 구호...”
(서울경제, 2017.3.7.), “차기 대선 이끌 키워드 4차 산업혁명...”(포커스뉴스, 20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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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지원

4차 산업혁명 유통·쇼핑 분야 혁신기술 출원 동향
❙자료 : 특허청(2017.3.23.)

❍ 스위스 다보스포럼※ WEF(The Future of Jobs, 2016)는 제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변화
동인으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Big Data), 가상현실(Virtual Reality)
등으로 제시
※ 1971년 개설. 비영리재단으로 경제 외에 정치·사회 문제에 대한 처방과 대안을 제시
하여 개별 국가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회의 성격이 강함.

❍ 특허청에 따르면 이 분야 혁신기술 특허가 최근 5년(2012~2016)간 꾸준히 출원
- (5개 혁신기술 분야 출원) 총 7,881건, 증강현실 3,354건(42.6%) ＞ 인공지능
1,621(20.6) ＞ 빅데이터 1,236(15.7) ＞ 사물인터넷 1,069(13.6) ＞ 가상현실 601(7.6)
등순
- (각 혁신기술 적용 분야 중에서 유통·쇼핑 출원) 185건, 증강현실 86건(4.8%) ＞ 빅데이터
53(11.1) ＞ 사물인터넷 27(3.2) ＞ 가상현실 14(2.3) ＞ 인공지능 5(1.6) 등 순
- (출원인별) 대학교(산학협력단) ＞ 대기업, 중소기업 ＞ 연구소 ＞ 개인 등의 순으로
많이 출원, 대학의 산학협력단과 대기업이 이 분야 기술을 선도 하는 것으로 조사
❍ 지능정보화를 통한 소비자 행동 예측으로 자동구매와 상품추천이 가능한 ‘무노력
(Zero-Effort) 쇼핑※’, 사물이 유통·쇼핑 기능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사물채널(Thing
Channel)※※’의 등장과 더불어 매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현실에 가까운 유통·쇼핑
체험과 경험이 가능한 VR/AR 등의 스마트한 유통 쇼핑몰이 부상
※ 아마존, 이베이 등을 중심으로 AI, 빅데이터 등에 적극 투자하여 ‘인공지능 쇼핑
비서’를 상용화 하였고, AI, IoT 기술을 바탕으로 사물이 인간의 관여 없이 제품을
자동 주문하는 다양한 가전제품이 상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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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IoT 기술을 바탕으로 프린터가 토너의 사용량을 감지해 자동으로 신규 토너를
주문(삼성, Amazon). 물통이 필터를 통과하는 물의 총량을 측정, 적정시점에 필터를
자동으로 주문(Brita)

❍ 이러한 사실을 통해(발명 Abstract 분석)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가상 및 증강 현실
(VR/AR)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에 따라 산업 간 경계 파괴와 기술간 융합이
활발히 진행 중
- 특히 가치창출의 주요 원천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직접·단순한 대면 거래 중개 방식
에서 벗어나 소비자의 욕구(Needs)가 생산에 바로 반영되는 생산·소비 가치욕구에
대한 지식과 정보로 급속하게 전환 중
❍ [향후 전망 및 계획]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유통과 쇼핑은 예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형태와 방식으로 진행, 이러한 글로벌 유통·쇼핑의 혁신 추세에 따라 관련 업계
에서는 신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 등 적극적인 대응 필요, 특허청에서도 향후 혁신
기술이 적용되는 다양한 분야의 특허 출원 동향을 선제적으로 수집, 분석하여 관련
정보 제공
<참고: 4차 산업혁명 혁신기술 특허출원 동향(2012~2016)>
❍ 혁신기술 출원동향
❙혁신기술 출원동향❙
전체
혁신기술 적용 유통・쇼핑분야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인공지능(AI)
295 371 367 301 287 1621
0
2
1
0
2
5
0
0 11 15
1 27
사물인터넷(IoT)
200 225 160 188 296 1069
2 13 19 14
5 53
빅데이터(Big Data)
56 266 298 300 316 1236
0
5
0
6
3 14
가상현실(virtual rdality)
21 37 84 121 338 601
5 86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466 783 713 689 703 3,354 17 21 28 15
총계
1,038 1,682 1,622 1,599 1,940 7,881 19 41 59 50 16 185
※ 검색방법: 각 혁신기술 분야 출원 동향 파악을 위해 출원된 건수(발명의 명칭)에 더하여 발명의 초록
(특허청 DB KOMPASS) 부분도 같은 키워드 검색을 통해 나온 건수를 합산한 수치임.
혁신기술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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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기술 전체 출원동향❙

❙혁신기술 적용 유통·쇼핑분야 출원동향❙

❍ 혁신기술 적용 유통·쇼핑 분야 출원인별 출원동향
❙혁신기술 적용 유통·쇼핑 분야 출원인별 출원동향❙
구분

개인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Big Data)
가상현실(virtual rdality)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총계

0
1
6
0
1
8

중소기업
대기업
(편의점, 온라인쇼핑 등) (마트, 백화점, 면세점등)
1
1
6
8
16
2
1
2
20
36
44
49

❙혁신기술 전체 출원동향❙

연구소
1
0
3
5
11
20

학교
(대학, 산단)
2
12
26
6
18
64

❙출원인별 다 출원 기술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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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장여론

조사 개요
❍ 수집기간: 2017. 4. 12. ~ 5. 10.(총 15건)
❍ 수집대상: KREI리포터
❍ 수집방법: 온라인사이트, 이메일, 팩스, 우편, 지역간담회

농업·농촌에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및 확대 시, 예상되는 장·
단점
❍ 이제 농업은 4차 산업혁명을 통해 과학적 관리와 정확한 통계 등으로 생산과 유통,
수급안정에 이바지하게 될 것임. 이를 도입하려면 막대한 자본과 운용 기술이 뒤따라야
하는데, 운용 인력은 농업계 학교 및 농업기술 교육기관에서 체계적으로 양성해
나가야 할 것이며, 농업인 개인보다는 기업의 투자자본이 필요할 것임. 4차 산업
혁명 기술의 적용은 농업인구의 감소와 고령화에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앞으로
기계화, 집단화, 규모화가 앞당겨질 것이란 긍정적인 측면이 많을 것임. 단점이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영농규모, 작부체계, 작목, 농지여건, 집단화 및 기계화
가능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분석한 후에 주민의 참여 의지를 바탕으로 기술
적용 등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겠음.<임○○, 경기>
❍ 농촌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란 아직은 생소한 용어임.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농업
전반에 확대될 경우 첨단장비를 활용한 대량생산 및 노동력 절감 효과가 가장 클
것이며, 멀리 외출하게 되더라도 농작물 관리가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수십 년간 노하우를 갖고 농사 지어 온 노년층에게는 하루아침에 영농방식을 바꾸
기란 쉽지 않을 것임.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낯선 용어와 설명, 장비 구입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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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자금 등이 요구되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 4차 산업혁명 기술은 청년 농업인을 중심으로, 도시근교 농촌부터 시작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점차 확대 시행하는 것이 좋겠음.<최○○, 충남>
❍ 농업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할 경우, 인력난 해결과 생산성 향상, 나아가
빅데이터 정보를 이용한 수요공급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농업 노동
으로부터 해방되어 농업뿐만 아니라 전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
생각함. 인공지능 로봇이 힘든 노동을 대신할 것이고, 식량의 공급역할을 해 온
농업은 생명연장이나 건강을 책임지는 생명과학의 역할 비중이 커질 것임. 또한 빅
데이터 정보를 활용한 생산 또는 유통, 판매시스템을 갖추어 과잉공급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폭락이나 혹은 폭등현상도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 생각함. 한편으로는
정보의 활용능력이 떨어지는 농업인을 대신해 대기업이 농업을 책임질 것이고,
관행농은 기업에 흡수되거나 파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예상되기도 함. 또한 식량
공급지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국민의 정서 함양에 큰 역할을 해온 농촌의 역할이
축소될 것이란 우려도 있음. 이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임.<이○○,
충북>
❍ 현재 드론기술이 출발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병충해 방제에 있어서 기존 방제장비를
초월한 편리한 작업으로 농기계 산업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 지능화된 빅데이터를
활용한 농산물 생산과 판매 등 다양한 측면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한편, 기존
농촌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란 우려가 있음. 4차 산업혁명 관련 특별위원회를 설립,
운영하여 농업분야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신중히 실행해 주기 바람.<배○○,
광주>
❍ 현재 우리나라 농업은 낙후되어 아날로그식의 산업으로 머물며 계속 진화하는
문명과 동떨어져 있는 실정임. 드론, 로봇, 사물인터넷은 앞으로 우리 삶에 동반자
이상으로 함께 갈 수 밖에 없을 것임. 우리 농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환경관리를 통하여 경영해 본 결과 주변 농장들도 ICT농장으로 전환하려고 업체와
협의를 시작했음. 드론을 이용한 파종이나 병충방제는 이미 적용되고 있으며,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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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에서는 성능의 차이가 있을 뿐 점차 사용하는 농가는 늘어나고, 축산에서도
효율성이 입증되었음. 그러나 인터넷망의 인프라와 비용 투자가 따르지 못하는
농가도 많음. 현재 노령화와 노동력 부족 등으로 농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 경쟁력이
현저히 뒤쳐지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은 전폭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김○○, 경북>
❍ 현재 농산물 시장은 공급과잉으로 가격은 떨어지고, 먹거리는 시중에 남아도는 실정임.
점차 기술적, 효율적으로 편하게 농사지을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은 매우 좋은 현상이나
소비는 줄어드는 반면, 기술 발전으로 인한 생산만 늘리는 것은 농업인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임. 때문에 먼저 소비행태를 분석하고 생산과 소비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김○○, 경기>
❍ 최근 도래한 4차 산업혁명 가운데 농업분야는 빅데이터가 매우 빈약하게 축적되어 있어
실제 기술적용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 온도계만 보더라도 2~3도씩 편차가 있고
각종 센서들이 어느 정도의 정확성을 가지고 있는지 믿음이 가지 않을 정도로 엉망인
상황이 현실인데, 이러한오류를가진정보를아무리수집한들제구실을할수있는데이터가
만들어질지 의문임. ICT융복합사업, 스마트 팜은 많은 데이터에 의해서 생성된 최적의
환경을 사물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과학적·합리적인 농업을 이루는데 역할을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계측기를 점검하고 기초 데이터의 정확성을 우선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임.<김○○, 경북>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농업이 진화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지만 대다수의 농업인은

그동안에도 여러 사업과 온갖 방법으로 경제적, 기술적으로 도움 받고자 했으나, 그 성과가
미비하고 오히려 부채만 늘어난 실정이라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음. 전문가와 농업인이
한 자리에 모여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설명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함께 토론하고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하면 좋겠음.<유○○, 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