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료

22-01

료
1

일본 디지털전환 정책의 평가와 시사점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외부적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국제적 역할과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1989년 정부 출연연구기관으로 발족하였습니다.
본 연구원은 국제거시금융, 무역통상, 세계지역연구, 경제안보전략, 국제개발협력 등과 관련된
문제를 조사·분석하고 정책수단을 개발하는 연구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대외경제정책 수립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연구결과는 [연구보고서], [연구자료], [Working Paper] 등 각종 국ㆍ영문보고서, 웹진 [오늘의
세계경제], World Economy Brief, 학술지 East Asian Economic Review (ESCI ,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등의 형태로 발간되고 있으며, 그 원문을 본 연구원 홈페이지(www.kiep.go.kr)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T. 044-414-1114 F. 044-414-1001
www.kiep.go.kr

연 구 자 료
2 2 - 0 1

일본 디지털전환 정책의 평가와 시사점

김규판

연구자료 22-01

일본 디지털전환 정책의 평가와 시사점
인 쇄
발 행
발행인
발행처
주 소
전 화
팩 스
인쇄처

2022년 5월 13일
2022년 5월 20일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044) 414-1179
044) 414-1144
거목정보산업(주)(044-863-6566)

ⓒ202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가
ISBN

7,000원
978-89-322-2483-1 94320
978-89-322-2064-2(세트)

국문요약

본 연구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일본의 디지털전환 정책을 연구 주제로 삼
았다. 디지털전환의 범위는 ‘행정분야의 디지털화’, ‘산업의 디지털화 및 디지
털전환’, 그리고 ‘디지털산업기반 정비’와 같이 비교적 광범위하다. 일본정부
가 표방하는 IT·디지털 정책은 사실상 총무성 소관의 디지털정부 구현 정책을
의미하며, 산업분야에서는 경제산업성, 농림수산성, 국토교통성과 같은 정부
부처의 각종 정책·시책으로 ‘분절’되어 있고, 디지털산업기반 영역에서는 주로
총무성과 경제산업성이 정책·시책을 분점하는 등, 디지털전환 정책을 체계적
으로 접근하는 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일본의 디지털전환 정책을 전술한 3개 분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와 각 분야
에서의 정책적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정부의 행정분야 디지털화, 즉 디지털정부 구현 정책은 공공영역
에서의 규제개혁과 정부·지자체 간 정보시스템의 표준화, 민간영역에서의 규
제개혁에 역점을 두고 있다. 공공영역에서의 규제개혁은 서면·날인·대면주의
의 개혁, 온라인 이용 촉진, 납세의 전자화 등 세 가지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
다. 정부·지자체 간 정보시스템 표준화는 그간 일본의 전자정부 구현에 가장
큰 장애물로 인식되었던 마이넘버 카드와 마이나포털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표
준사양 설정 등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데이터 형식을 표준화한다는 시책이다.
민간영역에서의 규제개혁은 디지털시대를 맞이하여 디지털전환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는 정책이다. 민간영역에서의 서면·날인·대면주의의 개
혁, 디지털사회의 기반 정비 관련 규제개혁, 금융·해상물류·자율주행·원격의
료 등 제반 분야에서의 규제개혁이 정책 어젠다로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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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전자정부 구현 측면에서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뒤처져 있다는 것
이 중론이지만,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 분야에서 일본은 2016년 「관민데이터
기본법」을 제정한 이후 많은 지자체들이 관민데이터 활용 추진계획을 수립하
는 등 실질적으로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을 촉진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우
리나라에서도 2021년 6월 국회에 제출된 소위 ‘디지털전환 3법’ 중 「데이터기
본법」은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과 민간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할 수 있으나, 일본의 ‘베이스레지스트리’
와 같은 공공정보기반을 구축하는 작업부터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일본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대응과정에
서 전격적으로 실시한 원격진료 허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본정부
의 의료분야 규제개혁은 ‘2014년 일반용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 허용’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보다 앞서고 있는데, 2020년 4월 코로나19 대책의 일환으
로 잠정적으로 승인한 ‘초진 원격진료의 특례조치’를 2022년도부터 상시화하
기로 결정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산업부문 중 제조업, 농업, 인프라·물류 분야를 대상으로 일
본정부의 디지털화·디지털전환 정책과 기업의 동향을 분석하였다. 우리 정부
의 ‘디지털뉴딜’ 정책 역시 스마트산단, 스마트시티, 스마트물류체계 구축 등
산업분야의 디지털전환을 강조하고 있지만, 각각의 영역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의 방향성과 기술역량 측면에서는 일본 산업계의 디지털전환 사례를 면밀
히 검토하여 국내 보급·확산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일본정부가 시범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기업 공통의
데이터기반 구축 사업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스마트산단이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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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스마트공장을 넘어 산업단지 내 기업들이 보유한 데이터를 충분히 활용
하여 새로운 부가가치와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일본정부처럼 우리 정부
도 기반구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기업 차원에서는 일본 제조업 기업
이 공장자동화를 넘어서 공급망 전체를 아우르는 관련 기업을 플랫폼에 끌어들
여 산업용 디지털 플랫폼에 주력하고 있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건
설업체 역시 건물관리뿐만 아니라 건설현장을 원격관리하는 데 디지털 플랫폼
을 활용하고 있으며, 물류업체도 육상물류와 해상물류 업계를 중심으로 각종
자동화기술과 디지털기술을 조합한 디지털 플랫폼 구축에 적극적이다. 우리 정
부의 스마트농업 정책과 관련해서는 일본 농림수산성의 ‘스마트농업 실증프로
젝트’와 같이 정부가 기업, 연구기관 등과 산관학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로봇트
랙터 등 첨단 농기계, 드론, 센서, 클라우드 서비스, AI 등 소위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을 현지 및 업종 분야에 맞춰 적용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시범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인프라·물류 분야에서는 일본 국토교통성이 2020년
4월 개시한 ‘플래토(plateau) 프로젝트’처럼 우리 정부도 도시정비의 디지털
전환 작업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성은 일본 도시의 ‘디지털트윈’
을 작성하여 전국의 3D 도시모델을 정비하고, 도시계획 입안이나 도시정비,
방재, 도시서비스의 시뮬레이션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2021년 11월 기준,
일본의 56개 도시가 플래토 프로젝트를 통해 대규모 3D 도시모델을 정비하였
으며, 향후에는 3D 도시모델 활용 측면에서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유스케이
스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셋째, 디지털인프라, 즉 디지털산업기반 분야는 한·일 경제협력 관점에서 접
근할 필요가 있다. 일본정부는 포스트 5G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에 역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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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있는데, 일본기업의 5G 통신장비 분야에서의 취약한 경쟁력은 향후 포스
트 5G 통신장비 시장에서 한·일 간 협력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의 포스트
5G 통신장비 시장은 물론, 포스트 5G 기술을 활용한 제조업, 스마트 모빌리
티, 인프라·물류 등 산업분야의 디지털전환을 고려할 경우 포스트 5G 통신장
비 시장에서의 한·일 협력은 새로운 협력 패러다임으로서 기대하는 바가 크다
고 할 수 있다. 한편 일본정부는 데이터센터의 분산화와 그린 데이터센터 정비
에 초점을 맞춰 데이터센터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일본정부는 데이
터센터의 국내 최적 배치와 국내 유치를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나, 지
진과 같은 일본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헤징할 수 있는 묘안은 없어 보인다. 이러
한 관점에서 우리 정부는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직후처럼 일본기업의 데이
터센터를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정부는 국내
클라우드 산업 육성책에 매우 적극적인데, 우리 정부나 기업으로서는 일본 경
제산업성이 내세우고 있는 디지털산업 경쟁력 강화책, 즉 하이브리드형 클라우
드 시스템 개발과 초분산형 클라우드 아키텍처 개발에 관심을 갖고 국내 기업
육성과 함께 일본기업과의 협력방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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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일본에서는 ‘디지털 패전(敗戦)’이라는 제2차 세계
대전에서의 패전을 연상시키는 용어가 유행하고 있다. 일본경제를 둘러싸고는
1990년대 초반 버블경제 붕괴 이후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이라는 용어
가 아직도 회자되고 있지만, ‘디지털 패전’이라는 용어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혹
은 디지털경제 시대에서 국제적으로 일본의 존재감이 매우 빈약함을 상징한다.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일본은 미국의 GAFA(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중
국의 BAT(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와 같은 글로벌 디지털 플랫포머를 육성
하지 못했다.
일본의 디지털경쟁력은 스위스 IMD1)가 2017년부터 매년 공표하고 있는
국제 디지털경쟁력 순위로 확인할 수 있다. IMD의 디지털경쟁력 평가는 지식
(knowledge), 기술(technology), 미래 준비(future readiness) 등 3대 평가
항목과 이들 평가항목별 3개 소평가항목, 총 51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
다. 평가대상 63개 국가 중에서 일본은 2018년 22위에서 2021년에는 28위로
하락하였다. 미국은 물론이고 한국과 중국에 비해서도 디지털경쟁력이 뒤지고
있다는 평가이다. 특히 일본은 첨단기술 특허나 R&D 지출과 같은 디지털 역량
분야, 인터넷 이용자나 브로드밴드 보급률과 같은 디지털인프라 분야에서는 세
계적 수준으로 평가받지만, 디지털인력, 디지털기술 개발·응용, 기업의 빅데이
터 활용 등 산업분야에서의 디지털 역량과 활용도 관점에서는 세계 하위권의
1)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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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를 받고 있다.

그림 1-1. 주요국의 국제 디지털경쟁력 추이(2016∼21년)
(단위: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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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IMD, World Digital Competitiveness Ranking,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 25).

일본정부는 산업분야에서 기업의 IT·디지털 투자 부진이 ‘디지털 패전’을 초
래한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한다.2) OECD의 국민계정 통계에 따르면, 일본의
ICT 투자액은 2000년 20.0조 엔을 정점으로 2018년에는 15.8조 엔으로 하락
한 반면, 미국은 2000년 2,948억 달러에서 2019년에는 6,011억 달러로 급증
하였다. 절대 금액만을 놓고 봤을 때 미·일 간 ICT 투자 금액 차이는 2000년
약 1.5배에서 2018년에는 약 4.0배로 확대되었다(그림 1-2 참고). 2000년대
들어서도 일본기업의 ICT 투자가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ICT 투
자 행태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함이 아니라 기존 IT시스템을 보수·
유지하거나 비용절감 혹은 인력절감 수단으로 활용하는 데 한정되어 있기 때문
이다. 일본기업의 ICT 투자 중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비중도 미국처럼 크게

2) 総務省(2018), p. 29; 総務省(2021),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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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고 있지만, 이것 역시 ‘수세적 ICT 투자’ 행태가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
이다. 경제산업성은 일본기업의 ICT 투자의 약 80%가 기존 IT시스템의 보수·
유지 분야에 할애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일본 산업 전반에 걸친 IT·디지털 투
자를 통한 비즈니스 모델의 개혁, 즉 ‘진짜의 디지털전환(DX)’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3)

그림 1-2. 일본과 미국 기업의 ICT 투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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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Stat, Annual National Accounts/Detailed Tables and Simplified Account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1. 7).

일본정부는 한국과 비슷한 시기인 2000년경부터 세계 최첨단의 IT국가 구
현을 표방하면서 ICT 인프라 정비와 ICT 보급·활용에 역점을 둔 IT정책을 실
시하였다. 2016년에는 소위 일본판 4차 산업혁명인 소사이어티5.0(society
5.0) 실현을 핵심 성장전략으로 제시하였고, 민관 전역에 걸친 데이터 활용을
통한 ‘데이터구동형 사회(data-driven society)’ 구현을 정책목표로 제시하였
다. 그 과정에서 디지털화·디지털전환(DX)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농
업 등 모든 산업의 근간으로서 그린성장, 지방창생(地方創生), 저출산·고령화
등 일본이 직면하고 있는 제반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요소
3) 経済産業省(2021), p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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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은 ‘서면·날인·대면’을 원칙으로 하는 일본의
전통적이면서 아날로그 방식인 제도와 관행을 디지털화해야 한다는 의식을 확산
시켰고, 급기야 2021년 9월 디지털청을 신설하기에 이르렀다. 한편에서는
2017년 1월 출범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중(對中) 디커플링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자 일본에서도 반도체산업을 중심으로 국내 공급망 강화 등 경제안전보장
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고, 그 과정에서 일본 산업의 디지털화·디지털전환과 디지
털인프라 정비는 일본의 미래를 좌우하는 정책 어젠다로 부상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21세기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4차 산업혁명 관점에서 데
이터를 활용하는 디지털 기술·제도’에 있다고 보고, 일본의 디지털정책을 분
석·평가하는 데 있다. 현재 코로나19 팬데믹 와중에서 일본정부가 추진하고 있
는 디지털전환 정책을 행정 디지털화와 규제개혁, 제조업 등 주요 산업의 디지
털화·디지털전환, 반도체·포스트 5G·데이터센터 등 디지털인프라와 클라우
드 서비스로 대표되는 디지털산업 육성 정책에 초점을 맞춰 평가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연구 범위 및 구성
본 연구는 일본의 디지털전환 정책을 연구 주제로 삼고 있는데, 먼저 시기 측
면에서는 가급적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의 최근의 정책을 대상으로 삼고 있고,
대상 범위는 행정분야의 디지털화(디지털정부 혹은 e-government), 산업의
디지털화·디지털전환(DX), 그리고 디지털산업기반(디지털인프라 및 IT·디지
털산업) 정비와 같이 비교적 넓게 잡고 있다. 연구범위가 다소 산만해 보이는
것은, 일본 내각 산하의 IT종합전략본부(현 디지털사회추진회의)가 컨트롤타
워로서 일본의 IT·디지털정책을 총괄하고 있다고는 하나, 일본정부가 표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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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IT·디지털정책은 사실상 총무성 소관의 디지털정부 구현 정책을 의미하고,
산업분야에서는 경제산업성, 농림수산성, 국토교통성과 같은 정부부처의 각종
정책·시책으로 ‘분절’되어 있고 디지털산업기반 영역에서는 주로 총무성과 경
제산업성이 정책·시책을 분점하는 등 일본의 디지털전환 정책을 체계적으로 접
근하는 데 다소 한계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디지털화라는 개념과 관련해서도
경제산업성은 디지털화(digitization, digitalization)와 디지털전환(DX: digital
transformation)을 구분하지만 다른 정부부처는 엄격한 구분 없이 디지털화
혹은 DX라는 개념을 혼용한다.4)
본 연구는 디지털정부 구상과 규제개혁(제2장), 주요 산업분야의 디지털전
환(제3장), 디지털산업기반의 정비(제4장), 결론(제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그
림 1-3 참고).

그림 1-3. 연구 범위 및 구성

디지털정부 구현

디지털정부 구현: 규제개혁과 행정의 디지털화

디지털시대의 규제개혁

규제개혁

(제2장)
제조업: Connected Industries, Smart Factory
산업의 디지털화·디지털전환
(제3장)

농업: Smart Farm
인프라 물류: i-Construction, Smart City, Digitalization of Logistics
반도체산업

디지털산업기반의 정비
(제4장)

디지털인프라: 포스트 5G, 데이터센터
디지털산업: 클라우드 산업

자료: 저자 작성.

4) 경제산업성의 개념 정의에 따르면, digitization(디지털화)는 아날로그·물리적 데이터를 단순히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는 것. 예를 들어 종이문서의 전자화를 의미하고, digitization(디지털화)는 개별 업무
나 프로세스를 디지털화하는 것. 그리고 digital transformation(디지털전환)은 기업 전체의 업무나
프로세스를 디지털화하여 ‘고객을 기점(起點)으로 한 가치창조’를 위해 사업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변혁
하는 것을 말한다. 経済産業省(2020), p. 34. 단 본 연구는 경제산업성이 제시하고 있는 이들 세 가지 개
념은 어디까지나 기업 경영관점에서의 디지털화에 관한 것으로 한정하고, 다른 분야에서는 디지털화라
는 개념과 혼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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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디지털정부 구상과 규제개혁’에서는 먼저 일본정부의 디지털정부 구
상을 규제개혁과 정부·지자체의 정보시스템 표준화로 나누어 살펴본다. 여기
서 말하는 디지털정부 구현 관련 규제개혁은 서면·날인·대면주의의 개혁, 온라
인 이용 촉진, 납세의 전자화 등 세 가지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 다만 제2장의
제목 ‘디지털정부 구상과 규제개혁’의 규제개혁은 일본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디지털시대의 규제개혁 방향을 민관 ‘불문’의 규제개혁 사안과 민간영역에서
의 디지털화 관련 규제개혁 사안을 다루고 있다. 후자의 민간영역에서의 사안
은 서면·날인·대면주의의 개혁, 디지털사회 기반 정비, 해상물류(선하증권의
전자화), 금융(서면·날인·대면주의 개혁), 스마트 모빌리티, 의료(원격진료 및
의료기관의 전자서명) 등 6개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3장 ‘주요 산업분야의 디지털전환’에서는 일본의 산업분야 중 제조업, 농
업, 인프라·물류 등 3개 부문을 대상으로 정부의 디지털전환 시책과 기업의 디
지털전환 사례를 살펴본다. 먼저 제조업 분야에서는 경제산업성이 2017년부
터 추진한 바 있는 ‘커넥티드 인더스트리즈(Connected Industries)’라는 정
책과 2018년부터 역점을 두고 있는 기업의 디지털전환 환경조성 사업을 소개
한 후, IT 솔루션 혹은 디지털 플랫폼 구축·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제조기업의
디지털전환 사례와 제조업종 전반의 과제를 다룬다. 농업분야에서는 농림수산
성이 2019년부터 추진 중인 ‘스마트농업 실증프로젝트’ 사업을 소개하고, 최
근에는 로컬5G 활용, 스마트물류, 원격화 등으로 프로젝트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점에 주목한다. 마지막으로 인프라·물류 분야는 건설분야, 도시정비·스
마트시티, 물류분야로 세분화한 후, 각각에 대해 국토교통성의 디지털전환 시
책 혹은 프로젝트와 민간기업의 디지털전환 사례(디지털트윈, 디지털 플랫폼
구축·운영)를 살펴본다.
제4장 ‘디지털산업기반의 정비’에서는 디지털산업기반에 대한 개념 정의를
경제산업성이 제시한 ‘데이터를 수집·전달·처리·기억·공유하는 기반’으로 이
해하고, 분석범위를 반도체, 디지털인프라(포스트 5G, 데이터센터), 디지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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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클라우드 산업) 등 3대 핵심 기반영역으로 한정한 후 각각에 대한 일본정부
의 정책을 살펴본다. 상기 3대 핵심 기반영역은 미국, 중국, EU 등 주요국이 소
위 기술패권 경쟁 일환으로서 중점 투자에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여서 일본으
로서도 정책적 중요도를 매우 높게 보고 있다.
제5장 ‘결론’에서는 제2장에서 제4장까지의 분석결과를 요약·평가하고, 각
각의 주제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3. 선행연구 검토
국내에서 일본의 디지털화에 대한 연구는 2016년 일본 내각부가 일본판 4
차 산업혁명이라 할 수 있는 소사이어티5.0을 표방하면서 4차 산업혁명, 소사
이어티5.0을 키워드로 진행되었다. 김규판 외(2019)는 일본 경제산업성이 추
진한 커넥티드 인더스트리즈 정책과 일본기업의 스마트 팩토리·디지털 플랫폼
(IIoT 플랫폼) 사례를 분석하였고, 김규판 외(2020)는 분석범위를 건강·의료·
간병 분야, 모빌리티, 물류, 지방창생 분야로 확대하였다.
일본 산업분야에서의 디지털전환에 대해서는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이 기업
사례 중심으로 집중 조사하고 있다.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2021a)은 일본 제
조기업 간 거래 계약이 여전히 팩스·우송·이메일·전화로 이루어지는 등 디지
털화가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한 일본종합연구소(日本総研)의 연구결과를 소개
하고 있고,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2021b)은 JR동일본워터비즈니스(자판기),
에비야(일식당), 노지마(가전양판점) 등 중소기업의 디지털전환 사례를 소개하
고 있다.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2021c)은 일본의 공장자동화(FA: Factory
Automation 기업)이 중국기업의 급격한 추격과 디지털 시뮬레이션, 제어 기
술의 진전으로 상대적 경쟁우위를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한 일본종합연구소
(NRI)의 연구를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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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진, 정종홍(2021)은 국토교통성이 건설산업 분야의 디지털화 전략으로
서 역점을 두고 있는 스마트건설(i-Construction) 정책을 ICT 시공 자동화
도입과 BIM/CIM의 활용 고도화를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형근, 나수엽
(2019)은 일본정부의 스마트시티 정책과 기업의 해외진출 전략을 분석하고
있다.
일본의 행정 디지털화와 관련해서는 2021년 9월 디지털청 신설을 계기로
김경근(2021)이 일본의 행정 디지털화에 관한 동향을 분석하였고, 조경희
(2021)는 일본정부가 2021년 5월 기존 「IT 기본법」을 대체한 소위 디지털개
혁 6법 중 「디지털사회형성 기본법」을 입법정보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박용
숙(2021)은 일본정부가 디지털전환으로 야기된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 사회갈
등을 해소하기 위해 2020년 6월 제정한 「디지털 플랫폼 투명화법」상 디지털
플랫폼 규제에 주목하고 있다. 끝으로 최해옥(2021)은 글로벌 기술패권에 대
한 일본의 대응전략을, 성장전략 2021(각의결정), 반도체전략(경제산업성), 디
지털사회 실현을 위한 중점계획(내각부), 포괄적 데이터전략(내각부), 제6기 과
학기술·이노베이션 기본계획(내각부), 종합이노베이션전략(내각부)을 토대로,
경제안보 측면, 산업통상 측면, 외교안보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우리나라
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의 디지털전환 정책을 행정분야의 디지털
화(디지털정부 혹은 e-government), 산업의 디지털화·디지털전환(DX), 그
리고 디지털산업기반(디지털인프라 및 IT·디지털산업) 정비로 대별한 후, 각각
의 분야에서 일본정부의 정책과 기업 사례를 집중 분석하고 있다. 선행연구와
비교했을 때 일본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전환 영역을 이해하고 구체
적으로 기업들이 어떠한 수단으로 디지털전환에 임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데
유용한 연구자료라 할 수 있다. 우리 정부가 각각의 분야에서 디지털전환 정책
을 입안하고 조정할 때 일본 사례를 검토하는 데도 유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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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디지털정부 구상과 규제개혁

1. 디지털정부 구상
2020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부터 일본정부의 디지털정부
정책에 허실이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일본 국민들의 재난지원금 신청절차가
‘수작업’으로 진행된 탓에 실제 지급까지 수개월이 소요되었던 것이다. 코로나
19 백신접종 예약에서도 종이문서와 수작업에 의한 등록절차 탓에 접종에 차
질을 빚었다. 개인의 코로나19 백신접종 증명서도 마이넘버와 연계한 백신접
종기록시스템(VRS)이 존재함에도 정부가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
어서 수작업으로 발행되었다. 마이넘버 카드를 의료보험증으로 이용하려면 병
원이 사전에 등록 작업을 해야 하는데 사무부담 때문에 도입 자체를 단념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일본정부는 2021년 5월 「디지털사회형성 기본법」, 「디지털청 설치법」, 「디
지털사회형성 정비법」, 「지방공공단체 시스템 표준화법」, 「공금수취계좌등록
법」, 「예·저금계좌관리법」 등 소위 ‘디지털개혁 6법’을 제정하였다.

표 2-1. 디지털개혁 관련 법률(2021년 5월)
법률명

디지털사회
형성 기본법

시행일

주요 내용

비고

2021년
9월 1일

- 디지털사회 형성에 관한 중점계획 작성
· 디지털사회에 대한 정의, 데이터 표준화, 디지
털 인재육성, 공공부문의 정보 공유·활용, 공
적기초정보 DB 정비, 사이버 보안 강화, 개인
정보 보호 강화, 디지털청 신설 등

IT기본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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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계속
법률명

시행일

주요 내용

비고

- 내각에 디지털청 설치
· 디지털청의 기능→정부의 정보시스템 도입· 직원 500명 규모.
운용·관리, 지자체 정보시스템 개선, 마이넘 이 중 120명 정도는
버 제도 소관, 디지털사회 관련 시책·방침의
민간인 채용
입안·종합조정

디지털청
설치법

2021년
9월 1일

디지털사회
형성 정비법

2021년
9월 1일
(개인정보
보호제도
개정은
공포일로부터
1년 이내)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관련 법률의 정비
· 행정절차의 온라인화, 개인정보 보호제도의
개선

-

지방공공단체
시스템
표준화법

2021년
9월 1일

- 정부와 지자체의 정보시스템 표준화
· 정부가 지자체에 대해 정부 기준에 적합한 정
보시스템 이용을 의무화
· 2025년도까지 주요 17개 업무의 정보시스템
을 표준화

정부가 지자체를
지원(기금 설치)

공금수취계좌
등록법

공포일로부터
2년 이내

- 정부지원금의 신속하고 확실한 교부
· 온라인으로 정부지원금 신청, 계좌정보의
등록

예·저금계좌
관리법

공포일로부터
3년 이내

- 마이넘버를 이용한 계좌정보 관리
· 마이넘버와 계좌정보를 연계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특
별정액급부금)과
같은 정부지원금
교부를 신속화하기
위한 법률

자료: 郡山市(2021. 5. 17), 「デジタル改革関連6法の成立について」, p. 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20).

이에 따라 2021년 9월 디지털청이 출범하였고, 2000년 이후 일본정부의 IT
정책의 법률적 근거였던 「IT기본법」5)(2000년 12월 제정)은 「디지털사회형성
기본법」으로 대체되었다. 일본 IT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였던 내각
산하의 IT종합전략본부6)(2001년 1월 설치)는 디지털청 산하의 ‘디지털사회추
진회의’로 대체되었다. 디지털사회추진회의는 조사심의기구로서 산하에 ‘디지
털사회구상회의’를 설치하였다. 기시다 내각은 2021년 11월 총리 직속의 디지

5) 정식명칭은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사회형성 기본법」.
6) 정식명칭은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사회추진전략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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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임시행정조사회(의장: 총리, 부의장: 디지털청 장관)와 디지털전원도시국가
구상실현회의(의장: 총리, 부의장: 내각관방 장관, 디지털청 장관, 디지털전원
도시국가구상 담당장관)라는 회의체(우리나라의 위원회에 해당)를 설치하였
다.7)
일본정부가 디지털정부 구현, 나아가 세계 최첨단의 IT국가 구현을 표방한
시기는 2000년 「IT기본법」을 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2001년 e-Japan전략
을 발표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이후에도 일본정부는 2006년 IT신개
혁전략, 2013년 세계 최첨단 IT국가 창조선언, 2017년 세계 최첨단 IT국가 창
조선언·관민데이터 활용추진 기본계획, 2019년 세계 최첨단 디지털국가 창조
선언·관민데이터 활용추진 기본계획, 2020년 2020 IT신전략을 발표하면서 중
점 추진분야로서 ‘전자행정(전자정부·전자지자체)’ 실현을 빼놓지 않았다.8) 특
히 2016년 제정된 「관민데이터 기본법」9)은 규제개혁, 행정절차 시 온라인 이
용, 공공부문 정보시스템의 규격 정비 및 호환성 확보, 민관 정보시스템 연계
기반 정비, 마이넘버 카드의 보급·활용 촉진 등 일본정부가 추진해야 할 디지
털정부 구현 관련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10)

7) ‘디지털임시행정조사회’는 범정부 차원에서 디지털전환, 규제개혁, 행정개혁을 동시에 추진하는 기능
을 수행하고, ‘디지털전원도시국가구상실현회의’는 지방의 디지털화를 추진한다. 그러나 이들 회의체
는 ‘디지털사회추진회의’나 ‘행정개혁추진회의’, ‘규제개혁추진회의’와 같은 디지털정책 관련 기존 조
직과의 역할분담이 애매한 점을 들어 일각에서는 기시다 내각이 2022년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부 기
구를 남설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政権会議乱立.参院選へ成果急ぐ.役割の線引き曖昧」(2021. 11. 17).
8) 일본의 IT·디지털 정책에 대해서는 総務省(2021), pp. 2∼10 참고.
9) 정식 명칭은 「관민데이터활용추진기본법」.
10) 그 이후 일본정부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디지털정부 실행계획’(각의결정)을 발표함. 榎本
尚行(2020),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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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일본정부의 IT·디지털 정책

초고속 네트워크
인프라 정비
2000년
IT 기본법

IT 활용 극대화

데이터 활용 및 디지털정부 실현

사회 전반의 디지털화

2013년

2016년

2019년

정부 CIO 설치

관민데이터 기본법

디지털 절차법

e-Japan 전략 e-Japan 전략 II 세계 최첨단 세계 최첨단 IT국가 창조선언· 세계 최첨단 디지털국가 창조선언· 세계 최첨단 디지털국가 창조선언· 2020 IT신전략
(2001년)
(2003년)
IT국가 창조선언 관민데이터 활용추진 기본계획 관민데이터 활용추진 기본계획 관민데이터 활용추진 기본계획
(2020년)
(2013년)
(2017년)
(2018년)
(2019년)

자료: 榎本尚行(2020), p. 4.

기시다 내각에 들어서는 2021년 12월 디지털임시행정조사회가 ‘디지털 원
칙’11)에 입각하여 디지털화와 규제·행정개혁을 일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
하였다. 먼저 규제개혁 대상은 법률과 각 정부부처의 시행령, 시행규칙, 고지,
통달, 가이드라인 등 약 4만 건에 달하는데, ‘현장 대면을 요한다’, ‘정기점검
등을 요한다’, ‘사람의 상주를 요한다’, ‘대면·서면을 요한다’라는 조항이 포함
되어 있는 법령을 집중 개혁한다는 방침이다. 이때 규제·행정개혁은 2025년
말을 목표로 한 지자체의 기간계 정보시스템을 표준준거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지자체정보시스템 표준화’ 사업도 포함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일본정부의 디
지털정부 구현 정책을 규제개혁과 정부·지자체의 정보시스템 표준화로 나누어
살펴본다.

11) ‘디지털원칙’은 ① 지금까지 육안, 대면 등을 의무화한 것에 대해 디지털처리나 자동화를 기본으로 하
는 디지털완결·자동화 원칙 ② 사전규제가 아닌 유연하고 신속한 사후규제 중심의 애자일(agile) 거버
넌스 원칙 ③ 민간 IT 서비스나 툴을 활용하는 민관협력원칙 ④ 정부나 지자체의 벽을 뛰어넘어 데이터
공유 및 시스템연계를 추진하는 상호운용성 확보 원칙 ⑤ 마이넘버, gBizID, Base Registry(공적정보
기반) 등 공통기반을 민관이 이용하는 공통기반이용원칙이다. デジタル庁(2021), p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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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디지털정부 구현 관련 규제개혁
일본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정부 구현 관련 규제개혁은 서면·날인·대면주
의의 개혁, 온라인 이용 촉진, 납세의 전자화 등 세 가지 분야로 압축할 수 있
다.12)

1) 서면·날인·대면주의의 개혁
서면·날인·대면주의의 개혁은 코로나19 팬데믹의 대응과정에서 취약성이
드러난 ‘서면·날인·대면’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 관행, 의식을 근본적으로 개혁
하여 디지털정부를 구현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부 규제
개혁 사항은 △ 서면·날인·대면주의 개혁 △ 사업자의 지자체 행정절차의 디지
털화 △ 온라인화 추진 △ 금융기관의 금융청 행정절차 디지털화 등 4개 분야
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 서면·날인·대면주의 개혁

일본의 규제소관 부처는 행정절차에서 서면·날인·대면주의를 타파하기 위
해 2021년 3월 말 기준으로 아직 날인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305개 종류의 행
정절차에 대한 규제개혁을 신속히 단행하고, 성격상 온라인화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432개 종류의 행정절차에 대해서도 연간 수속 건수가 1만 건 이상이면
온라인화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보험 수급 관련 행정절차와 법령에 기
초한 국가자격 취득 관련 강의의 온라인화가 대표적인 추진계획 사례이다.

12) 内閣府(2021. 6. 18), 『規制改革実施計画』, 閣議決定, pp.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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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자의 지자체 행정절차의 디지털화

내각부는 2020년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에 대한 NPO
설립 신청·신고 서류에서 원칙상 신청·신고자의 날인을 폐지하였다. 경찰청은
도로사용허가 관련 수속의 온라인화를 신속히 추진하고, 일부 광역단체에서
2023년 3월부터 개시하는 유실물 신고절차의 온라인화를 2026년도까지 전국
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총무성은 화재예방 분야에서 ‘방화·방재관리자 선
임 신고서’ 제출의 비대면화, ‘소방용 설비의 법정 점검신고, 공사착공·설치 신
고, 방화대상물 정기점검 보고’ 등의 전자화를 위해 2021년도 중에 표준모델
을 구축한다는 방침이고, 2021년부터 위험물관리 취급자 보안강습을 온라인
화하였다. 디지털청, 후생노동성, 재무성은 마이넘버제도를 활용하여 사회보
장 분야의 자격증 취득절차 및 면허정보 관리 시스템을 디지털화한다는 방침이
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이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 지자체에 제출하는 ‘경영
혁신계획’의 신청절차를 2020년 실증을 거쳐 디지털화한다는 계획이다. 국토
교통성은 건축설비 및 승강기 등의 정기검사 결과를 이메일로 보고할 수 있도
록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끝으로 총무성은 2021년 10월 경쟁입찰 참가자격 심
사 신청서 양식을 디지털화에 적합하도록 표준화하고 지자체가 표준양식을 활
용하도록 통고하였다.

다) 온라인화 추진

각 정부부처는 지불 건수가 1만 건을 넘는 행정절차 관련 납부를 인터넷뱅
킹,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온라인 납부로 대체한다는 방침이고, 인지세 납부나
금융기관의 납부증명서 제출 등 온라인 납부가 곤란한 행정절차 중 창구지불
건수가 1만 건을 넘는 것에 대해서는 창구에서의 현금 또는 캐시리스(신용카
드, 전자화폐, QR코드) 납부를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청은 행정절차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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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의 캐시리스 납부를 위한 제도 정비를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라) 금융기관의 금융청 행정절차 디지털화

금융청은 금융기관이 제출하는 각종 신청·신고와 관련하여 2020년에 날인
제도를 폐지하였고, 2021년도에는 관련 디지털 시스템을 정비하였다.

2) 온라인 이용 촉진
일본정부는 국민들이 온라인을 통해 각종 행정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취하고 있다. 2020년부터 아동수당 수급자격 및 소득 신고, 도로사용
허가 신청, 자동차 보관장소 증명 신청, 면허증 재교부 신청, 전자입찰 및 전자
계약, 부동산등기업무, 국세납부 등 28개 시범사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이용률
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고, 그 이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상 연
간 10만 건 이상의 행정절차를 온라인 이용률 제고의 우선 사업으로 선정하였
다. 법무성은 외국인의 재류 신청절차를 온라인화하고, 등기·공탁의 온라인 시
스템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식품위생법의 영업허가, 국토교통
성은 건설업의 허가 관련 지자체의 온라인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경찰
청, 총무성, 국토교통성은 자동차 보유 관련 수속의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 구축
에 주력하고 있다.

3) 납세의 전자화

총무성은 모든 지자체에 대한 일괄적 ‘전자납세’(단 신용카드는 제외) 실현
을 위해 2019년 10월 도입한 ‘지방세공통납세시스템’의 대상 세목을 2021년
10월 이자소득·양도소득·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주민세로 확대하였고, 2023년
도에는 고정자산세(재산세), 도시계획세, 자동차세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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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는 위와 같은 일본정부의 디지털정부 구현 관련 규제개혁 사항을 정리
한 것이다.

표 2-2. 일본정부의 디지털정부 구현 관련 규제개혁
규제개혁 사항

내용
- 서면·날인·대면주의 개혁: 2021년 3월 말 기준 날인의무의 305개 행정절
차에 대한 규제개혁 단행. 고용보험 수급 관련 행정절차와 법령에 기초한 국
가자격 취득 관련 강의의 온라인화→가능한 것부터 순차 개시

- 사업자의 지자체 행정절차 디지털화: 비영리단체의 설립 신고 시 날인 폐지
(2020년). 유실물 신고절차의 온라인화(2023년 일부 광역단체 개시, 2026
년 전국으로 확대). 화재예방 관련 각종 점검 신고서 작성의 전자화(2021년
표준모델 작성). 마이넘버제도를 활용한 사회보장 관련 자격증 취득절차 및
서면·날인·대면주의의
면허정보 관리 시스템의 디지털화. 경쟁입찰 참가자격 심사 신청서 양식을
개혁
디지털화에 적합하도록 표준화하고 지자체가 표준양식을 활용하도록 통고
- 온라인화 추진: 지불 건수가 1만 건을 넘는 행정절차 관련 납부를 인터넷뱅
킹,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온라인 납부로 대체→가능한 것부터 순차 개시
- 금융기관의 행정절차 관련 서면·날인·대면 규제의 개혁: 금융기관이 제출하
는 각종 신청·신고 관련 날인제도 폐지(2020년). 2021년도에는 관련 디지
털 시스템을 정비
온라인 이용 촉진

- 2020년부터 국민들의 각종 신고 등 행정절차에 대해 28개 시범사업을 대상
으로 온라인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 단행

지방세 등 납세의
전자화

- ‘지방세공통납세시스템’의 대상 세목을 이자소득·양도소득·배당소득에 대
한 개인주민세로 확대하고(2021년 10월), 추후에는 고정자산세(재산세),
도시계획세, 자동차세로 확대

자료: 内閣府(2021. 6. 18), 『規制改革実施計画』, 閣議決定, pp. 3∼11를 참고하여 정리.

나. 정부와 지자체의 정보시스템 표준화
일본의 디지털정부 구현 정책이 맞닥뜨린 최대의 장벽은 정부부처 간 및 정
부와 지자체 간 데이터 표준화 및 공유 문제라 할 수 있다. 須藤修(2021. 5. 31)
는 일본의 행정서비스는 여전히 ‘서면주의’의 뿌리가 깊은데 국민들이 디지털
화의 혜택을 실감하기 위해서는 덴마크처럼 정부와 지자체가 데이터 표준화와
공유를 서둘러야 한다고 제언한다. 일본도 2000년대 초반부터 내각관방, 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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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지자체들이 나서서 전자정부 정비 구상을 발표하였고 행정효율화, 절차간
소화 등에 매진하였음에도 여전히 정부부처 간 칸막이행정이 강고하고 지자체
들 역시 자율성이라는 명분하에 다른 지자체와의 연계·협력을 등한시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1년 12월 기준, 일본의 마이넘버(사회보장·조세
번호제도) 교부율은 100%이지만 마이넘버 카드 신청자는 인구의 약 40%에 불
과하고, 정부가 운영 중인 ‘마이나포털’의 이용률은 약 0.1%에 불과하다.13) 이
처럼 마이나포털 이용률이 낮은 이유는 정부부처들 간,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
간 데이터연계가 없기 때문이다. 일본정부는 우선 정부부처 간, 지자체 간 데이
터 형식을 표준화하고 기업, 지자체, 정부부처,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고유한
정보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들이 각자의 시스템을 서로 연계할 수 있
도록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고 API를 공개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지적한
다.

그림 2-2. 디지털정부: 덴마크 vs. 일본
개인정보

덴
마
크

일
본

로그인ID

전자사서함

금융계좌

CPR

menID

e-Boxs

Nemkonto

배포율 100%

배포율 100%
(어린이 제외)

이용률 84%

배포율 100%
(어린이 제외)

마이넘버

마이넘버
카드

마이나
포털

신청률 약 39%

이용률 약 0.1%

교부율 100%

없음

자료: 須藤修(2021. 5. 31), 「行政デジタル化の論点」.

13) 일본에서 마이넘버 카드는 2021년 10월부터 의료보험증으로서 이용이 본격화되었고, 전국의 병원,
약국 등 총 약 23만 개 시설 중 카드리더기를 설치한 곳은 약 12%, 신청한 곳은 약 56%이다. 2024년도
말부터는 운전면허증과의 통합이 예정되어 있다. 丸山雄平(2021), p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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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와 지자체의 정보시스템 표준화는 2021년 5월 제정된 「지방공공
단체 시스템 표준화법」이 정부가 지자체에 대해 정부 기준에 적합한 정보시스
템을 이용하도록 강제함으로써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25년도까
지 세금이나 보험, 건강, 육아 등 민생 관련 업무를 중심으로 주요 17개 업무14)
의 정보시스템을 표준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들 업무의 시스템 이행이 이루어지
면 직원들의 사무부담이 줄어들 것이고, 주민 입장에서도 창구 대기시간 단축
등 많은 혜택이 예상된다. 디지털청은 시스템 개발·개선 기획·입안 작업부터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2022년에는 표준사양을 결정한다는 계획인데, 정령시
의 경우 현재 맞춤형 기간계 정보시스템이 대다수여서 민간 IT서비스 사업자가
PaaS 등에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그 위에 지자체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 기초단체의 경우는 대부분 패키지 형태의 시스
템을 사용하고 있어 표준화 과정에서는 SaaS로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 지방의 IT서비스 사업자와 대형 IT서비스 사업자가 애플리케
이션을 개발하고 정부공통시스템 기반인 ‘거번먼트 클라우드’에 탑재하는 것
을 상정하고 있다.15) 각 정부부처들은 마이넘버 카드와 GbizID를 활용하면 온
라인 신청이 가능하거나 서류첨부를 생략할 수 있는 행정절차를 웹사이트에 공
표할 계획이다. 법무성은 법령상 등기사항증명서의 첨부를 요하는 수속에 대해
가급적 서류첨부를 생략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정부부처 간 상업등기
정보 공유를 통해 서류첨부를 생략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총무성과 재무
성은 행정 계약사무의 디지털화 관점에서 정부 및 지자체의 계약 시 클라우드
형 전자서명을 도입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16)
14) 아동수당, 주민기본대장, 선거인명부관리, 고정자산세, 개인주민세, 법인주민세, 경차세, 취학, 국민
건강보험, 국민연금, 장애인복지, 후기고령자의료, 간병보험, 생활보호, 건강관리, 아동부양수당, 아
동·육아지원 업무.
15) 예를 들어 현재는 전입절차에 필요한 서류 양식이 지자체 간에 통일되어 있지 않아 주민이 전입처의 서
류에 정보를 기입하거나 직원이 수작업으로 입력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デジタル臨調は時
代遅れの法令を3年で改正できるか、成否握る2つの課題」(2021. 12. 23),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2.
1. 24).
16) 内閣府(2021. 6. 18), 『規制改革実施計画』, 閣議決定, pp.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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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시대의 규제개혁
가. 규제개혁의 방향성17)
일본 내각부 규제개혁추진회의18)는 코로나19 팬데믹하에서 사회 전반의 디
지털화 초래하는 규제·제도상의 과제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관점에서 접근하
고 있다. 첫째, 기존의 규제·제도는 서면주의와 대면주의에서 나타나듯이 거래
행위 주체를 개인과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고 거래를 소유와 지배 개념으로 접
근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디지털시대에는 거래 대상이 ‘사물’에서 ‘서비스’
로, ‘사물’에서 ‘소프트웨어’나 ‘데이터’로 무게중심이 변화하고, 거래 방식 역
시 ‘사람-사람 간 대면방식’에서 코드나 아키텍처와 같은 디지털기술에 의존하
는 방식으로 변화한다고 본 것이다. 대면주의나 서면주의를 전제로 하는 현행
규제는 원격의료, 원격진료, 재택근무와 같은 비대면 업무·서비스의 활성화를
가로막고 행정서비스의 원활한 공급도 방해한다. 둘째, 디지털기술이 혁신을
거듭함에 따라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처리하는 주체가 사람에서 AI, 로봇 등으
로 변화하고 디지털 플랫폼처럼 사이버공간에서는 다수의 개인과 사업자가 디
지털서비스를 공동 구축하는 등 규제 관점에서는 책임분배, 유체물과 무체물,
종이에 체화된 권리의 속성과 이전에 관한 민·상법 규정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거대한 디지털 플랫폼의 등장과 함께 데이터의 수집·활용이 일상화되는
가운데 규제 관점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데이터 활용에 따른 새로운 서
비스창출이라는 경제적 효과 문제를 서로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정비

17) 2021년 6월 일본 내각이 각의결정한 ‘규제개혁실시계획’은 디지털정부 구현 관련 규제개혁, 민간영역
에서의 디지털화 관련 규제개혁, 지방경제활성화 관련 규제개혁, 재생에너지 등 그린분야의 규제개혁,
고용·교육 분야의 규제개혁 등 각 분야별 규제개혁 사항을 비교적 상세하게 정리하고 있다. 이하에서
는 민간영역에서의 디지털화 관련 규제개혁 사항을 살펴본다.
18) 「내각부설치법」에 근거한 총리자문회의 기구. 2016년 9월 기존의 규제개혁회의를 폐지하고 다시 설
치한 자문회의로서 총리에게 ‘답신’ 형태로 규제개혁 실태를 보고하고, 내각부는 이것을 기초로 매년
6월경에 ‘규제개혁실시계획’을 각의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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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중요하다.19)
규제개혁추진회의는 위와 같은 인식하에서 일본사회가 디지털기술을 충분히
활용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매우 중요하다
고 보고, 규제소관 정부부처들에게 특정 기술·수법의 이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규제에 대한 재검토, 대면·서류 규제의 재검토, 업종 규제의 재검토 등 세 가지
원칙에 의거하여 규제개혁을 단행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표 2-3 참고).20)

표 2-3. 디지털시대 일본정부의 규제개혁 원칙
규제유형

특정
기술·수법
의 이용을
의무화한
규제

대면·서류
규제

규제개혁 원칙

대상: 예시

① 시설안전관리: 인프라 정기점검·검사수법을 신
기술로 대체
② 점검, 검사 규제: 정화조의 보수점검 빈도의 수
정, 차량검사제도의 절차 및 기준의 수정
- 안전규제의 리스크를 신기술 도입
③ 제조공정에서 디지털기술을 이용한 정밀한 리
으로 더욱 정밀하게 파악하고 리스
스크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제품검사 자
크에 맞는 규제·제도로 개혁
체를 면제
④ 검사·점검 결과의 서면 기록을 디지털화
⑤ 안전관리 책임자 배치나 강습·자격취득 규제:
디지털기술에 의한 보완·대체를 허용
- 안전기준이나 기술기준을 정하는
규제·제도는 신기술의 활용 촉진
관점에서 요구되는 안전성을 성능 - 건축기준법, 소방법, 전기용품안전법, 가스사업
기준으로서 표시. 이때 법령상의
법, 액화석유가스의 보안 확보 및 거래 적정화에
기술요건이 특정 기술의 사용을 전
관한 법률 등
제로 하지 않도록 기술기준·기술
요건을 기술중립적으로 정할 것
- (대면규제) 대면주의에 입각한 행위
를 요구하는 규제나 제도는 필요성 - 원격진료·복약지도, AI를 이용한 진료, 운행관
을 재검증하고, 대면에 의한 수수·
리자에 의한 점호, 주택건물거래업법상 중요사
양도 의무 등 온라인, 원격 사업활
항 설명 시 대면의무 등
동을 방해하는 규제는 재검토

19) 規制改革推進会議(2020. 6. 22), 『デジタル時代の規制·制度について』, pp. 4∼5.
20) 規制改革推進会議(2020. 6. 22)는 상기 세 가지 원칙 외에도 과잉규제를 피하면서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를 개혁할 것을 주문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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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계속
규제유형

대면·서류
규제

규제개혁 원칙

대상: 예시

- (서면 규제) ① 서면 작성·교부를 의
무화하거나 사실상 의무화하는 규
- 행정기관 서면절차 전반. 서명·날인, 첨부서류,
제→온라인에서 가능하도록 재검토
부동산거래 시 중요사항 설명, 정기 건물임대차
② 날인⟶엄격 제한, 전자서명 등
계약, 간병사업의 지정·보수관련 서류의 제출,
다른 대체수단을 인정 ③ 행정절차
민사소송법, 전자서명법의 증거에 관한 추정규
→개인은 마이넘버 카드, 마이나포
정
털 활용, 법인은 법인번호(GbizID)
활용
- 새로운 금융서비스 판매→금융서비스 중개서비
스업 재편, MaaS 관련 서비스→여행업법상 업
- (칸막이식 업종 규제) 기존 업종분
종 재정비
류 재검토, 업종별 인허가 제도 재
- 금융업의 업태 중 대리·매개 등 정의 재검토, 운
검토, 사업자 간 제휴·연계를 저해
송업(택시, 버스, 화물) 규제 재검토, 온라인상
하는 규제 재검토
건강상담 앱→의료행위, 프로그램 의료기기 등
개념 재정의

업종 규제

- (사업자를 전제로 하는 업종 규제)
디지털 플랫폼형 사업모델에서는 소
비자도 사업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 여관업법과 주택숙박사업법(민박신법)의 관계
기존의 사업자에 대한 행위 규제는
재검토
- (특정 자격보유자에 의한 업무독점)
업무 일부를 디지털기술로 지원·보 - 온라인이나 원격기술을 활용한 업무는 특정 자
완·대체하는 업무는 업무독점 범위
격보유자에 의한 업무독점 범위에서 제외
에서 제외
- (기존 사업자의 데이터·정보 독점) - 자금이동업자의 전국은행자금결제네트워크 참
신규 진입사업자가 기존 사업자의
여, 부동산거래정보(REINS), MaaS(운행시간
데이터·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표·운행정보, 요금설정), 의료·간병에 관한 데
규제완화
이터베이스

자료: 規制改革推進会議(2020. 6. 22), 『デジタル時代の規制·制度について』, pp. 8∼15 정리.

디지털시대의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규제개혁추진회의 의장을 역임한 바 있
는 일본 정책연구대학대학원 오오타(太田弘子) 교수는 일본 사회·경제의 디지
털화를 방해하는 최대의 장벽은 칸막이식 업종 규제라고 규정한다.21) 예를 들
어 일본정부의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논의가 활발하였던 원격진료의 경우,
21) 太田弘子(2021. 7. 14), 「デジタル化と規制改革」,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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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는 2018년부터 일부 원격진료 행위에 대해 의료보험을 적용하였고
2021년 6월에는 원격의료에 관한 규제특례를 ‘상시화’하는 방침을 정했음에
도 불구하고, 원격진료는 대면진료에 비해 효과가 떨어진다는 인식하에 진료보
수체계의 개선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등 기존 의료기관의 공급자 우선정책
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나아가 일본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여객
운송업인 택시는 소형화물을 운송할 수 없는 규제를 완화하여 음식점의 식사
운송은 허용하였으나, 애완동물을 택시에 태워 단지 동물병원에 데리고 가는
것은 ‘화물운송행위’로 간주되어 여전히 규제대상이다. 오오타 교수는 이러한
규제야말로 이용자의 편의보다는 업자의 이익을 우선하는 칸막이식 규제의 전
형적 사례라 보고, 디지털화는 업종의 경계를 허물고 디지털 플랫포머 등 새로
운 업종을 양산하고 있는데, 일본의 현행 업법(業法)은 공급자 우선주의, 업종
간 나눠 먹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나. 민간영역에서의 디지털화 관련 규제개혁
일본정부가 추진 중인 민간영역에서의 디지털화 관련 규제개혁은 서면·날
인·대면주의의 개혁, 디지털사회 기반 정비, 해상물류, 금융, 스마트 모빌리티,
의료 등 6개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22)

1) 민간영역에서의 서면·날인·대면주의 개혁
법무성은 2021년 1월 「회사법 시행규칙 및 회사계산규칙」 개정을 통해 사
업보고에 표시해야 할 사항의 일부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에 표시해야 사
항을 웹사이트에 대체 공개하는 것을 허용하였고, 2021년 12월에는 2023년 2
월 말까지 개최되는 정기 주주총회에 대해 사업보고 및 계산서류도 웹사이트

22) 内閣府(2021. 6. 18), 『規制改革実施計画』, 閣議決定, pp. 12∼25를 참고하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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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개를 허용하는 등 ‘주주총회 자료의 전자제공제도’를 도입·운용하고 있
다. 경제산업성은 2021년 6월 「산업경쟁력강화법」상의 회사법특례를 개정하
여 ‘장소를 정하지 않는 가상(virtual) 주주총회’를 허용하였다. 단 경제산업성
이 허용하고 있는 가상 주주총회는 임원·주주가 물리적 장소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되 다른 주주들은 원격으로 참가 내지 출석하는 하이브리드형이다. 국토
교통성은 2021년 1월 설계수탁계약·공사감리수탁계약 시 중요사항을 비대
면·온라인으로 설명하는 것을 허용한 데 이어, 2021년 3월에는 부동산 매매거
래 시 택지건물 거래업자가 비대면·온라인으로 중요사항을 설명하는 것도 허
용하였다.

2) 디지털사회 기반 정비
일본정부가 민간영역에서의 디지털사회 기반으로 주목하고 있는 것은 공공
정보기반(Base Registry)과 애자일(agile)형 IT시스템 개발이다. 공공정보기
반이란 공공기관 등에 등록·공개되는 개인, 법인, 토지, 건물 등 사회 기본데이
터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 일본은 2020년 12월 ‘디지털정부실행계
획’(각의결정)에서 공공정보기반의 추진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내각부 IT종합
전략실은 2020년 12월 공표한 ‘베이스 레지스트리23) 로드맵’에서 중점정비
대상 후보로서 데이터 개인, 법인, 부동산, 주소, 법률 등 12개 분야를 제시하
였고, 2021년 5월에는 개인, 법인, 토지·지도, 공공시설, 법률, 기타 등 6개 분
야별 등록 데이터를 지정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지번’을 어떻게 해석해
야 하는가 등의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이것을 규제개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2021년 5월 기업의 애자일형 IT시스템 개발 환경을 정비
하는 차원에서 ‘노동자파견사업과 청부에 의해 수행되는 사업을 구분하는 기
준’을24) 공표하여 애자일형 시스템 개발이 적정한 고용계약 형태로 정착하는
23) 공공정보기반(Base Registry)이란, 공공기관 등에 등록하는 개인, 법인, 토지, 건물 등 사회 기본데이
터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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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도모하고 있다.

3) 해상물류 분야: 선하증권의 전자화

법무성은 해상물류 분야의 디지털화 일환으로 선하증권(Bill of Loading)25)
의 전자화를 추진하고 있다. 법무성은 현행 법률상 선하증권이 물권으로서 효력
을 지니기 위해서는 서면, 즉 유가증권 교부를 요하는 규정이 수출입절차의 페
이퍼리스화·디지털화를 추진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2022년 3월
을 목표로 선하증권의 전자화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4) 금융분야: 서면·날인·대면주의 개혁

금융청은 민간영역에서의 규제개혁 분야를 민간 금융기관의 금융청에 대한
각종 절차와 민간 금융기관의 금융서비스 제공 관련 절차로 나누고 있다. 전자
의 경우 모든 절차를 온라인화한다는 방침하에 시스템을 정비하고 금융기관의
금융청에 대한 각종 신청·신고 시 날인을 폐지하기 위한 법령 개정에 주력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는 서면·날인·대면을 요구하는 법령의 규제개혁과 은행·증
권·생명보험·손해보험 등 금융업계의 규제개혁 중점사항을 정리한 후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예금취급 금융기관의 경우는 모든 은행의 융자계약 시
전자서명 도입, 법인개좌 개설절차의 전자화, 법인의 인터넷뱅킹 이용 촉진, 수
24) 후생노동성이 상기 ‘구분 기준’을 공표한 이유는 일본에서 애자일형 개발이 발주자와 수주자 간에 청부
계약 형태를 취하면서도 실제는 발주자가 수주자가 고용하는 노동자에 대해 직접 구체적인 지휘명령
을 행사하는 소위 위장청부라는 노동자파견법 위반 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파견은 수
주자가 자신이 고용하는 노동자에 대한 업무수행에 관한 지시 등 관리권한을 갖고 있는 반면, 청부는
그렇지 않다. 애자일형 개발이란 시스템 개발 요건 전체를 사전에 고정시키지 않고 개발에 착수하여 시
장의 평가나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개발 도중에도 요건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개발방법을 말하
는데, 위장청부는 수주자인 개발관계자의 독립적인 업무수행을 가로막는 행위이다. HRプラス社会保
険労務士法人(2021. 10. 28), 「偽装請負とアジャイル型開発」,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 12).
25) 송하인 또는 용선자(배를 빌려 운송하는 사업자)가 운송물을 해상운송인에게 인도하는 경우 운송인 또
는 선주가 발행하는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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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어음이나 세금·공과금의 수납업무에 대한 전자화가 규제개혁 사항으로 논
의 중이고, 생명보험의 경우는 관례적인 날인실무의 폐지, 빈도가 높고 비교적
단순한 절차부터 디지털화한다는 구상이다.26)

5) 스마트 모빌리티: 자율주행의 보급 확산과 차세대 모빌리티의 안전
성 확보
일본정부가 추진 중인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의 규제개혁은 자율주행의 보급
확산을 위한 규제 환경정비와 차세대 모빌리티의 안전성 확보로 대별된다. 경찰
청은 2020년 9월 자율주행차의 국도 실증실험 시 보행자용 도로상 운행이 도로
사용 허가에 의해 가능하고, 자율주행 버스의 기존 버스정류장 주정차도 실증실
험 주체와 버스사업자 간 합의 없이도 가능함을 광역단체 경찰에 통지하였다. 국
토교통성은 승합버스 등 무인자율주행 이동 서비스의 상용화 차원에서 온라인
지불만 가능한 자율주행 서비스 도입을 허용하였다. 경찰청과 국토교통성이 추
진 중인 자율주행 관련 규제정비 상황은 [글상자 2-1]로 정리하였다.

글상자 2-1. 일본정부의 자율주행 관련 규제정비 상황
□ (자율주행 레벨3을 실현하는 법률) 「도로운송차량법」에서 ‘자율주행장치’를 정의하고 자율주행장치
에 의한 주행도 ‘운전’으로 정의
- 2020년 4월 「도로운송차량법」 개정·시행→자율주행장치의 보안기준 설정. ‘자율주행장치’ 개념을
정의하고 도로운송차량법상 보안기준 대상 장치로 추가. 기존 분해정비의 범위를 자율주행장치 등의
정비로 확대하고 명칭도 ‘특정정비’로 변경하여 통신을 활용한 소프트웨어의 변경에 의한 자동차의
성능변경을 용인. 자율주행장치에 장착하는 프로그램의 개조에 관해서는 허가제 도입
- 2020년 4월 「도로교통법」 개정→사람이 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한 안전운전 의무사항 규정에서 ‘자율
운행장치’에 의한 주행도 ‘운전’으로 정의하여 자율주행 레벨3의 자율주행을 용인. 자율주행장치를
사용하는 운전자에 부과하는 의무와 작동상태 기록장치에 관한 규정도 정비
□ (자율주행 레벨4를 실현하는 법률) 2020년 2월 「도로법」 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각의결정. 자율주행
을 보조하는 시설을 도로부속물·점용물건으로 정의. 개정안이 성립하면 자기마커도 가드레일이나
커브밀러 등과 동동하게 도로부속물로 정식 인정
26) 金融庁(2021. 2. 26), 「書面·押印·対面手続の見直しに関する取組み」, pp. 1∼4,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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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2-1. 계속
□ (자율주행 실증실험 관련 가이드라인) 경찰청은 국도실증에 관한 가이드라인, 국토교통성은 안전기
술 가이드라인을 책정
- 경찰청은 2016년 「자율주행시스템에 관한 국도실증실험을 위한 가이드라인」, 2017년에는 원격형
자율주행시스템도 대상에 포함한 「원격형 자율주행시스템의 국도실증실험 시 도로사용허가 신청에
대한 취급기준」을 발표하였고, 「자율주행의 국도실증실험 시 도로사용허가기준」도 수시로 개정
· 국도실증 가이드라인→실증조건으로서 운전석에 항상 세이프티 운전자가 승차하여 주위 상황을 감시
하고 긴급 시 필요한 조작을 할 것을 제시하고, 테스트 운전자의 요건, 실험차량 관련 각종 데이터 등의
기록·보존, 교통사고 시 조치사항 등을 지침으로 제시
· 원격형 자율주행시스템의 취급 기준→해당 실증실험도 「도로교통법」상 도로사용허가 대상임을 명확
히 하고, 시스템 구조나 안전확보조치, 한 사람의 원격감시·조작자가 여러 대의 실험차량을 주행할 경
우 심사기준 등을 제시
· 국도실증실험 시 도로사용허가기준→원격형 외에도 통상의 핸들·브레이크와 다른 특별한 장치로 조
작하는 특별장치자동차도 도로사용허가 대상에 포함
- 국토교통성은 「자율주행차의 안전기술 가이드라인」 발표→레벨3과 레벨4를 대상으로 함. 도로조건,
지리조건, 환경조건과 같은 ODD(운행설계영역) 설정, 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전성, 보안기준의 준수,
HMI(Human Machine Interface), 데이터기록장치의 탑재, 사이버보안, 무인자율주행이동서비스
에 사용되는 차량의 안전성, 안전성평가, 자율주행차량의 사용자에 대한 정보제공에 대한 지침 제공
자료: MACNICA(2020. 11. 20), 「自動運転の法律·ルールってどうなっているの？道交法や道路運送車両法をはじめ、
実証ガイドラインも解説」,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 12).

차세대 모빌리티의 안전성 확보 분야에서의 규제·제도 개혁은 경찰청이
2020년 4월 새로운 모빌리티를 인도통행차, 소형저속차, 기존의 원동기부착
자전차 등 세 가지로 구분한 후 각각에 대한 교통규범을 설정한 것이 대표 사례
이다. 국토교통성은 2021년 10월 새로운 모빌리티에 대해 ‘차체’ 안전성 확보
를 위한 기술기준 검토에 들어갔고, 셀프체크기능을 탑재한 차량의 고장 관련
데이터 수집·분석을 거쳐 차세대 모빌리티에 대한 새로운 점검방법과 데이터
활용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6) 의료분야의 디지털전환 촉진
의료분야의 디지털전환과 관련하여 현재 일본에서 제기되고 있는 규제개혁
사안27)은 원격의료의 상시화, 원격 복약지도의 상시화, 요지도 의약품28)의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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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판매 허용, 전자서명 수단의 다양화로 요약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원격의
료의 일부인 원격진료에 관한 규제완화와 전자서명 수단의 다양화에 초점을 맞
춰 논의를 진행한다.

가) 원격진료

2021년 6월 일본정부는 ‘규제개혁 실시계획’(각의결정)을 통해 2020년 4월
코로나19 대책 일환으로 잠정적으로 승인한 초진 원격진료의 특례조치를
2022년도부터 상시화하기로 결정하였다. 다만 과거에 진찰이력이 있는
‘Primary Care Doctor’29)를 원칙으로 하되, Primary Care Doctor의 진찰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사전대화나 건강검진결과 등을 통해 의사가 환자의 상태
를 확인할 수 있으면 원격진료를 허용한다.
일본정부의 원격진료 도입에 관한 논의는 후생노동성이 2018년 원격진료에
대해 보험적용하고 생활습관병 등 일부 질병을 대상으로 원격진료를 허용한 데
서 시작하였다. 다만 대면진료와 동등한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에 대해
서만 의료보험을 적용하였고, 보험적용 대상의 의료행위 역시 통상 외래진료에
비해 낮은 점수와 엄격한 산정요건을 적용하였다. 원격진료는 대면진료보다 효
과가 떨어진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2020년 4월에는 코로나19 대책 일환으로 한시적인 원격진료 특례조치를
27) 2010년 라쿠텐 등 IT기업과 전자상거래 기업 중심으로 조직된 경제단체 ‘신경제동맹’이 2021년 3월
규제개혁추진회의에서 제기한 사안이다. 新経済連盟(2021. 3. 26), 「規制改革推進会議 医療·介護
ワーキング·グループにて、「医療分野における電子認証手段の見直し」について説明しました」,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 15).
28) 요지도(要指導) 의약품이란 의료용에서 일반용으로 전환된 지 얼마 안 된 의약품을 말한다. 일본정부는
2014년 일반용 의약품에 대해서는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규제완화 조치를 발표하였으나 요지도 의
약품과 의료용 의약품에 대해서는 대면판매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29) 일본의사회는 Primary Care Doctor를 ‘건강에 관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상담할 수 있고 필요할 때에
는 전문 의료기관을 소개해주는, 지근거리에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지역의료, 보건, 복지를 담당하는 종
합적 능력을 보유한 의사’로 정의한다. 단 외료진료나 입원치료 시 담당의를 의미하는 주치의와는 다
른 개념이다. 日本医師会, 「かかりつけ医を持ちましょう」,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15). 일본
은 2016년 4월 소아과를 대상으로 Primary Care Doctor(かかりつけ医)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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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하였다(그림 2-3 참고).30) 첫째, 원격진료를 개시하기까지 필요한 대면진
료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였다. 즉 원격진료에 보험진료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최근 6개월간 동일 의사로부터 대면진료를 받아야 하는 요건이 있었
으나 3개월로 단축한 것이다. 둘째, 통원이 필요한 만성두통을 원격진료 대상
질환으로 추가하였다. 당뇨병이나 고혈압 환자의 원격진료에 적용하는 보험료
를 편두통, 긴장성 두통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만성두통에도 적용한
것이다. ‘재택자기주사지도관리료’를 산정하는 당뇨병이나 만성 간질환, 만성
바이러스간염환자도 원격진료 보험료 대상에 추가하였다. 셋째, 30분 이내의
긴급 시 대응요건은 삭제하였다. 원격진료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대략 30분
이내에 대면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없앤 것이다. 야간이나 휴일 등 대응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해 사전에 진료가능
한 의료기관을 환자에게 알려주면 되는 것으로 대체한 것이다.

그림 2-3. 일본의 코로나19 원격진료 특례조치
원격진료 요구

환자

보험 의료기관

원격진료 서비스 제공
○ 의사가 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대면진료(자원 또는 타원)
진료보수상의 평가

해당 보험의료기관의 ○ 의사가 원격진료가
가능하다고 판단
진료이력 없음

해당 보험의료기관의
진료이력 있음

○ 현재 진료 중은 아니지만
새로 나타난 증상에 대해
진료를 하는 경우
○ 현재 진료 중인 환자에
대해 별도의 증상을 진단·
처방하는 경우

원격진료 초진

○ 전화 등을 이용한 초진료(214점)
○ 처방료(42점)
○ 처방전료(68점)

원격진료 초진

○ 전화 등을 이용한 초진료(214점)
○ 처방료(42점)
○ 처방전료(68점)

원격진료 재진

○ 전화 등 재진료(73점)
○ 처방료(42점)
○ 처방전료(68점)

한시적·특례적 대응

사무연락에 의한 대응

자료: 厚生労働省(2020. 4. 7),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に伴う医療保険制度の対応について」, p. 4,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10. 18).

30) 厚生労働省(2020. 4. 10), 「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感染拡大に際しての電話や情報通信機器を用いた診
療等の時限的·特例的な取扱いについて」,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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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말 기준 일본의 의료기관 중 인터넷이나 전화에 의한 원격진료
등록을 한 기관은 전체의 15.2%, 진찰이력이 없는 환자에게 초진부터 원격의
료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0.36%에 불과하고 2020년 4월 특례조치 이후 거의
변동이 없다.31) 일본에서 원격진료 보급이 늦어지는 이유는 진료보수가 대면
진료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원격진료에 관한 주요 진료보수는 ①
온라인진료료(71점) ② 온라인의학관리료에서 옮겨온 특정질환요양관리료(정
보통신기기를 이용한 경우)(100점) ③ 온라인재택관리료(100점) ④ 정신과온
라인재택관리료(100점) 등 4개다. 진료보수의 산정 예는 외래가 419점, 즉 재
진료 73점, 명세서발행체제 등 가산 1점, 외래관리가산 52점, 특정질환요양관
리료 225점, 처방전료 68점인데 반해, 원격진료의 경우는 239점, 즉 온라인진
료료 71점, 처방전료 68점, 특정질환요양관리료(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경우)
100점이다. 원격진료의 진료보수가 대면진료의 60% 수준에 불과한데, 이들
원격진료와 관련한 진료보수는 2020년도 진료보수 개정 시 유예되었다.32)

나) 전자서명 수단의 다양화

후생노동성은 2022년도 본격 운용을 목표로 처방전 등 의사의 국가자격 확
인이 필요한 문서에 대해 날인을 전자서명으로 대체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후생노동성은 현재 가이드라인을 통해 의료계가 전자서명, 전자인증, 암호화
가 구현된 HPKI(Healthcare Public Key Infrastructure)라는 정보시스템
을 이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실제 HPKI의 보급률이 낮고, 처방전 교부나
조제 시 의사 국가자격의 디지털인증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후생노동성은 HPKI의 보급 확대책을 논의함과 동시에 클라우드형
전자서명 서비스와 같은 다른 전자서명 수단을 물색하고 있다.
31) 厚生労働省(2021. 5. 31), 「令和３年１月∼３月の電話診療·オンライン診療の実績の検証の結果」, 第
15回オンライン診療の適切な実施に関する指針の見直しに関する検討会, p. 3.
32) Remote Doctor, 「オンライン診療/服薬指導の動向オンライン診療料等の要件関連まとめ」, 온라인 자
료(검색일: 2021.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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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주요 산업 중 제조업, 농업, 인프라·물류 등 3개 분야를 대상으로 정
부의 디지털전환 시책과 기업의 디지털전환 사례를 살펴본다.

1. 제조업 분야
일본정부는 2016년 소위 일본판 4차 산업혁명인 ‘소사이어티5.0’ 실현을
핵심 성장전략으로 제시하였고, 경제산업성은 2017년 7월 ‘커넥티드 인더스
트리즈(Connected Industries)’라는 정책을 발표·추진하였다.33) 커넥티드
인더스트리즈 정책의 요체는 자율주행·모빌리티, 제조업·로봇, 바이오·소재,
플랜트·인프라, 가사·건강·간병·육아(스마트 라이프) 등 5대 중점 분야를 대상
으로, 각각의 분야에서 데이터 수집·활용, AI시스템 개발, 인력 확보·육성을 통
해 일본이 강점으로 여기는 산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산업·기술을 육성한
다는 것이다. NEDO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81.9억 엔의 예산을 투입
하여 실시한 ‘커넥티드 인더스트리즈 추진을 위한 협조영역 데이터 공유·AI시
스템 개발 촉진사업’(산관학 공모사업)은 커넥티드 인더스트리즈를 구현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다.34) 경제산업성이 제시한 상기 5대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업계횡단형 AI시스템과 업계공용 데이터기반을 개발하는 사업인데,
업계횡단형 AI시스템이란 SaaS(Software as a Service)형과 같은 복수 기업
33) 일본의 커넥티드 인더스트리즈 정책에 대해서는 김규판 외(2018), pp. 92∼94와 김규판 외(2019)
pp. 67∼74를 참고.
34) NEDO의 ‘커넥티드 인더스트리즈 추진을 위한 협조영역 데이터 공유·AI시스템 개발 촉진사업’에 대
해서는 김규판 외(2020), pp. 101∼10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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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용할 수 있는 AI시스템을 말하고, 업계공용 데이터기반이란 플랫폼을 구
축하거나 기존 플랫폼을 서로 연결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 표준화나 호환성 확
보 등의 데이터기반 구축을 말한다. 궁극적으로는 업계횡단형 AI시스템과 업
계공용 데이터기반을 서로 연결하여 데이터 공용 플랫폼에 유통되는 데이터 양
을 늘려 기업·업계 간 데이터 공유 협조영역을 확대함으로써 데이터 플랫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2026년까지 AI 관련 산업에서 유니콘기업이나 신규 상장
기업을 5개 이상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의 디지털전환 지원책은 2018년 9월 ‘디지털전환 리포트’35) 발
표를 계기로 기업이 디지털전환에 나설 수 있도록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
로 무게중심을 바꾸었다. 2018년 발표한 디지털전환 리포트에서는 노후화·복
잡화·블랙박스화된 일본기업의 기존 IT시스템이 디지털전환을 저해하는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고 지적하였고, 그 후 경제산업성은 일본기업들이 디지털전환
(DX)에 돌입하도록 기업내부의 환경조성(DX추진지표에 의한 자가진단의 촉
진, 벤치마크 제시)과 시장환경 정비(디지털 거버넌스 코드 제정, DX인증제도
도입, DX종목 지정, 디지털 플랫폼 거래투명화) 차원에서 디지털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36) 한편 경제산업성은 2018년 6월 「산업경쟁력강화법」(개정)
에 디지털전환촉진세제를 도입하여, 기업이 데이터 연계·공유 등 ‘디지털요건’
및 ‘기업변혁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디지털전환에 필요한 클라우드 기술을 활
용한 소프트웨어 등의 디지털 관련 투자에 대해 3% 내지 5%의 세액공제 또는
30%의 특별감가상각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일본의 주요 산업·업종별 디지털화 혹은 디지털전환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를 보면, 대체적으로 금융업에서의 디지털화가 가장 진전되고 있고 사회인프
라, 서비스 업종, 제조업, 건축·토목 업종, 유통업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일본정

35) 経済産業省(2018), 『DXレポート：ITシステム‘2025年の崖’克服とDXの本格的な展開』.
36) 경제산업성의 디지털전환 정책에 대해서는 経済産業省(2021. 3. 1), 「ITユーザの競争力強化」, 온라
인 자료(검색일: 2022. 1. 2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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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스템유저협회는 기업이 어느 분야에서 디지털기술을 활용하고 있는가의
관점에서 기업의 디지털화를 업무프로세스의 디지털화와 상품·서비스 개발의
디지털화로 구분한다. 각각의 디지털화 수준(level)은 단순자동화, 고도화, 창
조·혁신 3단계로 구분한다(표 3-1 참고).37)

표 3-1. 일본기업의 디지털화 단계
단계

업무프로세스의 디지털화

상품·서비스 개발의 디지털화

1. 단순자동화

- RPA* 등 툴을 활용하여 단순작업, 수 - 네트 숍이나 Web 채널에 의한 고객 서
작업을 자동화 등
비스의 자동화 등

2. 고도화

- AI, 분석(Analytics), IoT 등 최신기술 - 기존 상품의 IoT화나 AI 탑재, 데이터
을 활용한 기존 업무프로세스의 자동
분석을 활용한 기존 서비스의 고도화
화·고도화·개혁 등
등

3. 창조·혁신

- AI, 분석, IoT 등 최신기술을 활용하지
- AI, 데이터분석, IoT 등 최신기술을 활
않으면 실현할 수 없는 업무혁신(업무
용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신규 상
를 없애거나 지금까지는 불가능하였던
품·서비스의 창조 등
관리나 프로세스를 창조) 등

주: * RPA: Robotic Process Automation(로봇프로세스자동화).
자료: 日本情報システムユーザー協会(2021), p. 114.

일본정보시스템유저협회의 2020년도 조사결과(전체 응답기업 1,139개)를
요약해보면, 업무프로세스의 디지털화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은 37.4%, 상품·
서비스 개발의 디지털화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은 27.8%로 나타나는 등 일본기
업의 30% 정도가 IT·디지털 기술을 업무프로세스 개선과 새로운 상품·서비스
개발에 활용하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두 가지 유형의 디지털화를 실시하고 있
는 기업비중 기준으로 금융업이 37.5%로 가장 높고, 사회인프라 업종 28.4%,

37) 제조기업의 디지털화는 ‘수작업이나 종이를 매개로 한 아날로그식 정보관리를 시스템이나 로봇, IoT
기기 등의 디지털기술로 대체하여 업무개선을 도모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구체적 예로서는 숙련기술자의 숙련기술과 노하우를 데이터로 변환하여 시각화하는 것, 장부에 기재
된 정보를 데이터로 변환하는 것, 화이트보드나 종이를 매개로 한 생산관리 업무를 시스템화하는 것,
IoT기기로 생산라인의 가동데이터를 수집하여 생산 상황을 파악하는 것, 로봇을 도입하여 자동화·에
너지효율화를 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디지털전환을 ‘디지털기술이나 데이터를 활
용하여 제품·서비스·비즈니스 모델을 변혁하는 것’으로 정의하면, 디지털화는 디지털전환의 전 단계
라 할 수 있다. 日本ロボットシステム株式会社,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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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업종 27.8%, 기계·기구 제조업 24.3%, 건축·토목 16.7%, 유통업 15.7%,
소재제조업 11.8% 순으로 나타났다.38) 기계·기구 제조업에 국한하여 일본기
업의 디지털화 단계를 보면, 업무프로세스에서는 단순자동화 단계 77.8%, 고
도화 단계 17.5%, 창조·혁신 단계 4.6%로, 상품·서비스 개발 측면에서는 단순
자동화 단계 55.3%, 고도화 단계 41.0%, 창조·혁신 단계 7.7%로 나타났다. 대
부분의 일본 제조업 기업은 IoT, AI, RPA 등의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업
무를 자동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고, 5∼8%의 기업은 업무프로세스의 혁신
과 새로운 상품·서비스의 창조에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39) 일본기업의 디
지털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은 기존 IT시스템의 개혁을 통한 디지
털화라 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애플리케이션(SaaS, 패키지 등) 활용, IT
기반의 클라우드 활용(PaaS, IaaS), IT기반·아키텍처의 표준화, 시스템 개발
의 내재화, 데이터 관리, 애자일(Agile) 개발 등 IT시스템 자체를 개혁하려는
움직임도 시각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前田利幸(2021)는 제조업의 디지털전환은 단순한 기술상의 문제가 아니고,
기업의 명확한 비전이 없으면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라고 단언한다. 특히 일본
제조업은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에 비해 기업의 수익률(ROE)이 낮은 상태에서
과거처럼 하드웨어의 매출을 늘리는 데 초점을 모은 기업전략은 더 이상 통하

38) 日本情報システムユーザー協会(2021), pp. 113∼114.
39) 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2020)는 제조업에 속하는 2만 개 일본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기술의 활용실
태를 조사하였다. 먼저 응답기업의 절반 정도(2,151개)가 특정 공정 내지는 활동에서 디지털기술을 활
용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활동별 디지털기술의 활용도는 △수·발주관리(34.0%) △개발·설계
(30.4%) △거래처와의 네트워크화(29.9%) △생산관리(29.8%) △제조(28.0%) △품질관리(17.9%) △
설비간 네트워크화(17.1%) △비용관리(15.7%) △고객이나 제품시장에 관한 정보수집(13.3%) 등 대
부분 낮게 나타났다. 제조업의 상기 공정·활동에서 디지털기술을 도입하고 있거나 앞으로 도입할 의사
가 있는 기업(3,209개)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은 설문조사(복수응답) 결과에서는 △사람의 작업부담
경감(58.8%) △생산대응의 안정화(52.1%) △노동시간의 단축(46.5%) △개발·제조의 리드타임 단축
(46.2%) △재고관리의 효율화(46.2%) 항목순이었고, 일본정부가 기대하고 있는 △숙련기술의 시각
화·데이터화에 의한 기능 계승의 원활화(26.9%) △고객니즈에 대한 세심한 대응(21.7%) △신제품개
발이나 신기술개발 환경정비(11.4%) 항목은 의외로 낮아, 일본기업의 디지털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높
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2020. 10. 3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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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바꿔 말하면 최근 일본 제조업 중에서도 시장에서 존재
감이 두드러지고 있는 기업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분리한 후 소프트웨어
에 의한 부가가치 창출에 주력하는 기업이다.40)
일본 제조기업 중 소프트웨어에 의한 부가가치 창출, 즉 새로운 비즈니스 모
델 발굴을 선도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은 코마츠제작소(건설기계)의 Smart
Construction, 토요타자동차(자동차)의 MSPF, 브리지스톤(타이어)의 Bridgestone
T&D PaaS, 코니카미놀타(정보기기)의 HitomeQ 케어 서포트, 요코가와전기
(계측·제어기기)의 IA2IA, 화낙(산업용로봇)의 FIELD System, 후지필름(정밀
화학)의 SYNAPSE SAI viewer, DMG 모리정기(공작기계)의 ADAMOS, 다이
킨공업(공조기기)의 CRESNECT이다(표 3-2 참고).41) 이들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운용하고 있는 제조기업은 경제산업성으로부터 대부분 ‘DX 인증’을 받았
거나 ‘DX 종목(상장기업)’으로 지정되었다. 다만 이들 디지털 플랫폼은 디지털
플랫포머이자 발주처인 제조기업들이 서플라이체인 전체를 아우르는 최적화
모델을 갖추었다고 평가하기에는 이르다. 2017년 11월 미쓰비시전기가 주도
하여 설립한 에지크로스(Edgecross) 컨소시엄이 개발한 에지크로스의 사례를
보면, 2020년 10월 기준 미쓰비시전기의 계열사도 아니고 서플라이어도 아닌
8곳의 다른 제조기업의 일본 국내 공장이 에지크로스가 제공하는 다양한 IT 솔
루션을 자신의 제조공장에 적용하는 단계에 있다. 즉 일본 제조기업의 디지털전
환은 제조현장의 ‘카이젠(改善)’ 과정에서 IoT와 AI를 도입하는 공장의 스마트
화 단계에 있고, 디지털 플랫폼 역시 공장의 스마트화에 활용되는 IT솔루션 혹
은 소프트웨어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42)

40) 前田利幸(2021. 2. 26), 「製造業の稼ぐDXに向けた戦略を立案するための5つのプロセス」,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11. 25).
41) 일본 제조기업 중 비교적 일찍 산업용 IoT 플랫폼 구축에 나섰던 화낙의 FIELD System과 미쓰비시전
기의 에지크로스(Edgecross)에 대해서는 김규판 외(2019), pp. 127∼133 참고.
42) 김규판 외(2020), p.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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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일본 제조업의 디지털전환 사례
기업명(업종)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디지털 플랫폼 구축·운용

코마츠제작소
(건설기계)

· IoT기기·애플리케이션군(群)의 제공→공정단위의 수직적 디지털화 + 시공 공정
전체를 디지털로 연결하는 횡적 디지털화
· 건설현장(물리적 공간)과 디지털현장(디지털 공간)을 동기화한 디지털트윈에 의
한 시공의 최적화
· 디지털 플랫폼·솔루션: Smart Construction

쿠보타
(농업기계)

· IoT센서 등을 활용하는 데이터기반의 영농지원 서비스 ‘KSAS’: 회원 수가 대규
모 농가와 농업법인을 중심으로 15,000 돌파
· 2020년 12월 AR 애플리케이션 ‘Kubota Diagnostics’ 제공 개시: 딜러가 스마
트폰을 사용하여 간단하게 고장 내용을 파악
· GPS를 활용한 직진유지기능의 이앙기 개발(실증실험 중)

야마하발동기
(자동이륜)

· 2020년 2월 IoT기술을 적용한 커넥티드 바이크 ‘NMAX’를 인터넷 발매→2030
년까지 모든 제품을 커넥트화
· 2021년 6월 커넥티드 스쿠터 ‘NMAX ABS’ 국내 발매
· 2021년 1월 정액제 바이크 대출 서비스 개시

토요타자동차
(자동차)

· 2018년 이동, 물류, 판매 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MaaS(Mobility as a
Service) 전용 자율주행 모델로서 ‘e-Palette’ 발표
· 2019년 토요타자동차 대여 서비스 ‘KINTO’ 개시, 2022년 1월에는 구입 후에도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KINTO FACTORY’ 개시
· 2019년부터 자율운행 소프트웨어 개발: 소프트웨어의 90%를 클라우드화
· 디지털 플랫폼·솔루션: MSPF(Mobility Service Platform)

덴소
(자동차부품)

· 복수의 교통기관을 연계하는 ‘다중 모달(Multi-Modal)’ 개념으로 접근
·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DENSO Accelerator 2018’ 실시
· 2020년 미국 피츠버그에 오픈이노베이션 거점 개설
· 자동차부품 분야에서 배양한 화상 빅데이터를 활용→2021년 7월 토마토수확로
봇 연구개발 착수

브리지스톤
(타이어)

· 2007년 트럭/버스 사업자 대상으로 타이어 공급·유지보수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패키지 플랜(TPP) 개시
· 2019년 1월 데이터 활용전략 ‘Bridgestone T&D PaaS’ 발표
· 2020년 12월 타이어의 내압경보장치를 원격 모니터링하는 디지털 솔루션 툴
‘Tirematcis’ 개시
· 2021년 3월 고객 맞춤형 타이어를 발견하는 AI 진단 솔루션 서비스 제공 개시
· 디지털 플랫폼·솔루션: Bridgestone T&D PaaS(Tire & Diversified Products
as a Solution)

코니카미놀타
(정보기기)

· 독자적 화상 IoT기술을 바탕으로 DX as a Service로서 고객의 디지털전환을 실
현
· 에지 단말기에서 실시간 처리→화상 IoT 플랫폼 서비스 제공, 2021년부터
‘HitomeQ 케어 서포트’(간병업무에 활용)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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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계속
기업명(업종)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디지털 플랫폼 구축·운용

요코가와전기
(계측·제어기기)

· 데이터에 기초하여 의사결정하는 ‘data-driven’ 문화 배양에 주력, 각 거점에 데
이터분석 스킬과 노하우를 갖춘 VDA(Virtual Data Analyst)를 육성
· 사외 DX에서는 에코시스템을 조성하고 서비스를 플랫폼상에서 제공: IA2IA
(Industrial Automation to Industrial Autonomy）

DMG모리정밀기계
(공작기계)

· 디지털 플랫폼 ADAMOS 구축→3D 가상공간에서 부품을 시범제작하고, 보수유
지 등도 원격으로 관리, 업무 공정의 80%를 디지털화, 업무의 속도를 높이고 시
장변화에 신속 대응
· 2021년 디지털트윈 기술을 사용한 공작기계의 테스트 절삭가공 개시

화낙
(산업용 로봇)

· 디지털트윈을 사용하여 고객의 설계개발 지원
· 제조업 IoT 플랫폼 ‘FIELD System’을 제공하여 타사의 공작기계와의 연계 및
DUCNET사의 디지털 유틸리티 클라우드와의 연계

야스카와전기
(산업용 로봇)

· 2020년을 디지털전환 원년으로 설정, 디지털경영의 실현을 위해 현장의 모든 정
보를 디지털데이터로 전환하는 ‘시각화’에 주력
· 2018년 12월 스마트실험공장(i3-Mechatronics 실험공장) ‘야스카와 솔루션
팩토리’ 신설

후지필름
(정밀화학)

· 의사의 화상진단을 지원하는 AI 플랫폼 ‘SYNAPSE SAI viewer’ 개발, 2021년
5월에는 동 플랫폼의 애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로 제공
· 2020년 교량·터널 등 사회인프라 화상진단 클라우드 서비스 ‘히비밋케’ 개시

미쓰비시케미컬
(종합화학)

· 임상실험의 계획입안에 AI를 활용→의약품사업에서 조기 신약개발 도모
· DX/헬스케어 통합 플랫폼 검토

미쓰비시중공업
(중공업)

· 매출 1,000억 엔 규모의 신사업창출, DX 추진으로 서비스비율이 낮은 사업을 중
심으로 서비스비율을 확대, 일본IBM과 CO2 유통을 시각화·최적화하는 플랫폼
‘CO2NNEX(코넥스)’를 구축
· 발전소의 디지털 관리 솔루션 ‘TOMONI’ 개발→고객의 디지털화, 사내업무의 디
지털화, 발전설비의 디지털화 도모

츄가이제약
(제약)

· ‘AI×디지털 Biomarker×RWD(Real World Data)’를 활용하여 혁신적 신약
개발, 신약개발기간 단축, 비용절감→진정한 의미의 개별화 의료를 추구
· 데이터 활용기반으로서 CSI(Chugai Scientific Infrastructure)를 클라우드상에 구축

도레이(TORAY)
(소재)

· 2020년 4월 ‘도레이DX 추진 프로젝트’ 개시→DX에 의한 경영의 고도화
· 소재 연구개발과 생산 분야→MI(Material Informatics), AI 등 최신 디지털기술
을 활용 (예) MI를 활용하여 항공기용 탄소섬유복합재료(CFRP) 개발에 성공

아사히카세이
(소재)

· MI를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화학변화를 일으키는 촉매 연구개발
· 전사 공통의 데이터분석기반 구축, 지재권정보해석을 활용한 경영전략(IP Landscape)
수립

다이킨공업
(공조기기)

· 공간 데이터의 공동 플랫폼 ‘CRESNECT’ 구축(2019년 7월)→회원제의 작업공
간 ‘Point Zero Marunouchi’ 실증실험, IoT기술이나 AI를 활용하고 AaaS로 데
이터를 축적하면 공조기기의 갱신 시 최적 설비를 고객에게 제안할 수 있다고 기대
· 클라우드형 공조 컨트롤 서비스 ‘DK-CONNECT’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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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계속
기업명(업종)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디지털 플랫폼 구축·운용

JFE 홀딩스
(철강)

· 디지털전환 추진기구 ‘JFE Digital Transformation Center’ 설치
· 디지털 플랫폼: 플랜트설비의 화상과 시계열 데이터를 해석할 수 있는 데이터 해
석 플랫폼 「Pla’cello」(2019년 7월) 구축→1,000개의 센서를 사용하여 고로의
가상모델 개발
· 제철공장의 설비보전용 AI 검색시스템 개발 및 강판검사에 자율주행 로봇 활용

일본제철
(철강)

· 홋카이도 무로란(室蘭)제철소 제2고로에 AI를 이용한 예측시스템 도입(2021년
1월)→송풍량과 원료 투하량 등 원래 기능공의 노하우인 고로의 최적 오퍼레이션
을 AI가 지원

미쓰비시머티리얼
(비철금속)

· E-Scrap 플랫폼 ‘MEX(Mitsubishi Materials E-Scrap EXchange)’ 구축
(2021년 2월 운용 개시)→귀금속 등을 함유하고 있는 전자기판의 폐기정보를 전
세계에 걸쳐 수집, 도시광산의 빅데이터 구축

자료: デジタル·ビジネスモデル研究所(2022. 1. 17),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 20)을 기초로 저자 작성.

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2020)는 일본 제조기업의 디지털인력에 관한 실태
조사를 토대로 현재 디지털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로
서 디지털기술 도입에 관한 노하우 부족(54.3%), 디지털인력 부족(47.0%), 디
지털기술 도입에 드는 예산 부족(40.2%)을 꼽고 있다.43) 현재 디지털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 중 절반 가까이가 디지털기술을 선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
는 인력 부족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럼에도 디지털인력의 확보
방법에 관한 설문에서는 외부 중도채용(25.6%)이나 출향·파견44)을 통한 외부
인력 활용(8.3%), 대졸 신입사원 활용(11.7%)보다는 자사의 기존 인력을 대상
으로 한 내부 교육훈련(42.9%)이나 외부 교육훈련(44.8%)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5) 이러한 설문결과는 디지털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제조기업에서도
디지털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음에도 일본기업

43) 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2020. 10. 30), pp. 159∼16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1. 28).
44) 출향(出向)은 일본 고유의 고용계약으로서 기업이 사원과의 고용계약을 유지한 채 업무명령에 의해 사
원을 자회사나 관련 회사에 이동시키는 것을 말한다. 파견은 고용계약을 사원과 기업, 파견기업의 3자
가 체결하되 급여나 휴일, 보험료 부담 등은 파견기업과 협의·결정하고 업무상 지휘명령은 기업으로부
터 받게 된다.
45) 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2020. 10. 30), pp. 157∼158,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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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노동시장의 유연화나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디지털 인재육성과 같은 정
부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낮다는 것을 시사한다.
みずほ情報総研(2019)은 일본기업(유저기업과 IT서비스기업)의 IT인력, 기
존 IT인력, 첨단 IT인력, AI인력에 대한 수급예측을 통해, IT인력은 2018년 약
22만 명 부족하고 2020년에는 30만 4,000명, 2025년 36만 4,000명, 2030년
44만 9,000명 부족으로 확대된다고 전망했다. 나아가 2020년만 하더라도 전
체 IT인력 공급 부족 30만 4,000명 중 26만 2,000명(86.0%)이 기존 IT의 분야
에서 발생했지만, 2030년에는 전체 공급 부족 44만 9,000명 중 26만 9,000명
(59.9%)이 첨단 IT분야에서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향
후 중요기술로 인식되는 AI분야에서의 인력 수급예측에서는 2020년 4만
3,000명 부족에서 2030년에는 이보다 3배 정도 많은 12만 3,000명 부족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표 3-3 참고). みずほ情報総研(2019)은 위와 같은
첨단 IT인력과 AI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서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디지털 인재육성 지원과 AI사이언티스트, AI엔지니어, AI플래너와 같은 AI인
력의 기업 내 교육과 육성을 강조한다.46)

표 3-3. 일본기업의 IT 인력수급 전망
(단위: 만 명)

2018년

2020년

2025년

2030년

1.IT인력1)

구분

22.0

30.4

36.4

44.9

2-1.IT인력: 첨단 IT인력2)

2.0

4.2

14.5

26.9

2-2.IT인력: 기존 IT인력

20.0

26.2

21.9

18.0

3. AI인력3)

3.4

4.3

8.8

12.3

2)

주: 1) IT수요 연간 2∼5%, 생산성 연간 0.7% 증가 전제. 2) IT수요 연간 2∼5%, 생산성 연간 0.7% 증가 전제. 단
기존형에서 첨단형으로의 스킬전환율은1.0%로 가정. 3) AI 수요 연간 16.1% 증가(중위), 생산성 연간 0.7% 증가
전제.
자료: みずほ情報総研(2019)을 토대로 저자 작성.

46) みずほ情報総研(2019), pp. 69∼70.

48 • 일본 디지털전환 정책의 평가와 시사점

2. 농업분야: 스마트농업
일본정부는 스마트농업을 ‘로봇·AI·Io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농업’으로
정의하고, 생산현장의 과제를 첨단기술로 해결한다는 농업분야에서의 소사이어
티5.0(society5.0)으로 규정하고 있다. 스마트농업의 보급 효과로는 첫째, 스마
트폰으로 조작하는 수전 물관리시스템이나 로봇트랙터 활용에 따른 인력절감 효
과, 둘째 위치정보와 연동한 경영관리 앱을 활용한 작업 기록의 디지털화·자동화
효과, 셋째 드론·위성에 의한 센싱 데이터나 기상데이터의 AI해석에 의한 농작
물의 생육이나 병충해 발생 예측 등 농업경영의 고도화를 들고 있다.47)
농림수산성은 2019년부터 ‘스마트농업 실증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48)
물론 농림수산성은 일본정부가 4차 산업혁명, 즉 소사이어티5.0을 공식화한
2016년 이전에도 내각부의 ‘전략적 이노베이션 창조프로그램’49)을 비롯한 각
종 민관협력 지원 프로그램하에서 로봇트랙터나 농업용수 관리시스템 등 스마
트농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주력하였으나, 전국 각지의 농업현장에서 스마
트농업에 관한 관심과 추진이 본격화한 것은 2019년 이후라 할 수 있다.
농림수산성은 ‘스마트농업 실증프로젝트’를 논 경작(수출용 쌀 포함), 밭 경
작, 노지야채·관상식물, 시설원예, 과수·차, 축산 등 6개 분야에 걸쳐 추진하다
가 2020년 이후에는 로컬5G, 신서비스, 스마트물류, 원격화, 지역농업 분야로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50) 2019년에 실증프로젝트로 채택된 건수는 총 124건
47) 農林水産省(2021. 2), 「スマート農業プロジェクトについて」, p. 5,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 5).
48) 농림수산성은 2019년 6월 농업관계자나 기업, 연구기관, 행정 등 유관기관이 공통인식을 갖고 농업현
장에 신기술 보급을 확대하고 농업경영을 개선한다는 목적하에 ‘농업신기술의 현장실장(実装) 추진
프로그램’을 채택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농업분야의 신기술로 6분류 37개 항목을 선정하고 2025년까
지의 실증·상용화에 관한 로드맵을 제시함과 동시에 정부시책을 명시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구체적
내용은 農林水産省(2019), 『農業新技術の現場実装推進プログラム』 참고.
49) SIP(Cross-Ministrial Strategic Innovation Promotion Program). 내각부가 2014년부터 추진하
고 있는 이노베이션 관련 범정부 차원의 연구개발 지원 프로그램이다.
50) 농림수산성은 2019년 상기 스마트농업 실증프로젝트와는 별도로 새로운 농업기술 개발 프로젝트(4
건), 혁신적 영농지원 모델 개발(11건), 수출 촉진을 위한 신기술·신품종 개발(16건) 사업을 추진하였
다(2019년도 추경예산 27억 엔). 구체적 프로젝트 내용은 農研機構(NARO), 「スマート農業技術の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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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논 경작 32건, 밭 경작 6건, 노지야채·관상식물 11건, 시설원예 8건, 과
수·차 11건, 축산 3건)이고, 2020년에는 총 79건(이 중 논 경작 12건, 밭 경작
8건, 노지야채·관상식물 22건, 시설원예 10건, 과수·차 14건, 축산 5건, 로컬
5G 3건), 그리고 2021년에는 총 38건(논 경작 1건, 밭 경작 4건, 노지야채·관
상식물 10건, 시설원예 6건, 과수·차 8건, 축산 6건, 로컬5G 3건)을 채택하였
다.51)
[표 3-4]는 논 경작, 밭 경작, 노지야채·관상식물, 시설원예, 과수·차, 축산
등 6개 분야에서의 대표적 ‘스마트농업 실증프로젝트’ 사례를 예시하고 있다.

표 3-4. 스마트농업 실증프로젝트 사례(농림수산성)
영역

논 경작

실증 주체 주식회사 코바이유메팜(紅梅夢ファーム)
(소재지) (후쿠시마현 미나미소마시)
품목

벼

밭 경작
㈜도요그린팜(東洋グリーンファーム),
㈜도요신약(東洋新薬), 베지타리아㈜,
㈜젠린(구마모토현 오즈쵸)
보리새싹

- 동일본대지진의 재해복구 과정에서 일손 부
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① 로봇트랙터 ② - 기능성식품 소재가공공장을 거점으로 한
고속범용시비(施肥)파종기 ③ 직진유지기
수요확정 생산 스마트농장 클러스터 실증.
능의 이앙기 ④ 경작지 물관리시스템 ⑤ 농
실증면적은 655ha→구마모토현 기구치군
프로젝트
업용 드론 ⑥ 쌀맛·수확량측정 콤바인 ⑦
에 소재하는 식품가공공장을 중심으로 반
개요
영농지원시스템(KSAS)을 도입하고, 비숙
경 30km 내에 분산되어 있는 보리 재배지
련자도 조기 기술습득이 가능하도록 ‘스마
역을 스마트 클러스트화
트일관체계’의 영농법 도입. 실증면적은 - 기후변화에 구애받지 않는 시스템 구축이 목표
47.3ha

発·実証プロジェクトのうち、国際競争力強化技術開発プロジェクト」,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
7) 참고.
51) 프로젝트의 구체적 내용은 農林水産技術会議,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 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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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계속
논 경작
[스마트 일관체계]
경운·정지

① 로봇 트랙터

파종·이식

② 고속범용 시비파종기

피드백

방제·물관리

③ 직진유지기능의
이앙기

④ 경작지 물관리시스템

수확

⑤ 농업용 드론

⑥ 쌀맛·수확량
측정 콤바인

데이터 수집

⑦ 영농지원시스템(KSAS)

밭 경작
[보리 재배∼수확·가공의 최적화 실증프로젝트]
㈜도요신약

㈜도요그린팜

• 보리새싹 가공
• 프로젝트관리

• 보리새싹 재배
• 수확예측에 기초한
수확관리

• 최적 수확 루트 및
운송 루트 분석

㈜젠린

가공

재배

운송

수확

• 기상·토양수분·pH 실시간
모니터링
• 메시(mesh) 기상데이터를
활용한 수확시기 예측

베지타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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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계속
영역

노지야채·관상식물

시설원예

㈜제이에이푸즈미야자키, ㈜그로시스템,
실증 주체 데라스마일㈜, 농업·식품산업기술종합연구
(소재지) 기구(NARO), 미야자키대학, 미야자키현 등
(미야자키현 사이토시)
품목

㈜세이와, ㈜토마토파크, ㈜케이씨에스, 미
즈호제일파이낸셜테크놀로지㈜, 농업·식품
산업기술종합연구기구(NARO) 등
(도치기현 시모쓰케시)

시금치, 양배추, 당근

프로젝트
개요

토마토

- 과거에 축적한 데이터와 환경센서·드론 센 - 시설원예 콘텐츠 연계에 의한 토마토생산
싱을 통해 축적한 데이터를 AI로 분석하여
의 스마트 일관체계 실증: 클라우드 서비
생산에서 수확·집하·출하까지의 각 공정
스를 활용하여 환경, 생육, 작업, 유통, 경
관리를 최적화→2년간의 실증기간에 기계
영을 시각화→생산성 및 수확량 증가 도
화 일관체계에 의한 분업화로 인력절감을
모. 실증면적은 0.85ha
실증
- 기술도입: ① 클라우드 서비스에 의한 시
- 기술 도입: ① 생산관리시스템 개량 ② 데
각화 기능 확충 ② 작업기록 ③ 연료잔량
이터의 축적·해석 등 ③ 최첨단 농기계 활
시각화 ④ 소프트웨어(프로핏내비게이션)
용 ④ 드론 활용 ⑤ 환경센서의 실증 ⑥ 수 도입→병충해, 광합성량, 수확량 예측 ⑤
확기계 개량과 현장실증
AI·농업데이터 연계기반 구축
노지야채·관상식물
[스마트 일관체계]

생산관리시스템
경작지의 모든 재배공정을
가시화→ 수확량 증가

③ GPS 트랙터
GPS 트랙터 도입→노동
시간 및 인건비 절감

④ 드론 활용
드론으로 생육상태를
관리하고 적정 출하시기
및 수학량 예측

⑤ 환경센서
경작지 상태에 따른
적정 시비량 결정

⑥ 양배추 자동수확기 도입

시설원예
[스마트 일관체계]
클라우드 서비스

수확량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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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예측

연료잔량 가시화

표 3-4. 계속
영역

과수·차

축산

모리카와농원(森川農園), 이타니농원(井澗
農園)
실증 주체
(와카야마현 미나베쵸, 가미톤다쵸). 와카야
(소재지)
마현 매실연구소, JA그룹 와카야마농업진흥
센터 등
품목

농업·식품산업기술종합연구기구(NARO),
케네베츠농협(計根別農協), 아시아항측㈜,
㈜이소젝, ㈜선그린태양원, 홋카이도이시다㈜
등

매실, 감귤

목초, 사료용 옥수수, 우유

- 매실 전작 및 귤 복합경영에서 스마트 작업 - TMR 센터(혼합사료를 제조하고 낙농가에 배
체계의 실증. 무선조종(RC) 예초기, 자동
송하는 시설)와 낙농가의 스마트 기술 실증
관수, 자율 운반차, 파워어시스트슈츠, 비 - 사료작물 재배, 혼합사료 제조, 낙농가의
프로젝트
료살포기 도입
생우유 생산에 이르는 전 공정에 스마트농
개요
- 매실 재배 시 제초, 관수, 수확물의 운반 등
업 기술 도입→사료 제조에 투입되는 노동
에 소요되는 작업시간을 15%, 귤 재배 시
시간을 10% 이상 단축하고 사료의 품질
제초, 약제살포, 수확물의 운반 등에 소요
향상을 통한 우유의 생산성 제고 및 고품
되는 작업시간을 23% 절감하는 것이 목표
질화
과수·차
[매실 농법의 스마트화 이미지]
수확 전
리모콘식 자동예초기
→제초 효율화

수확기
자동 관수

자율 운반차→과일
운반 노동 절감

수확 후

파워 어시스트 슈츠
→과일 운반 조동 절감

비료살포기

[감귤 농법의 스마트화 이미지]

수확 전
리모콘식 자동예초기
→제초 효율화

드론에 의한 농약살포

수확기
자동 관수

자율 운반차→과일
운반 노동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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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계속
축산

재배 관리

드론·무인헬리콥터를 이용한
고정밀·고효율 경작지 관리

수확·조제
·

원격센싱과 작업자동기록 시스템
등 고품질 사일리지 수확·조제
기술 도입

우사 관리

착유 로봇 생체정보 데이터, 개체
위치 정보 활용 등 우사관리 고도화

생우유 생산

생우유 검사데이터·벌크우유
데이터 액세스 시스템 구축→
낙농가와 데이터 공유→신속한
TMR 메뉴 조정

TMR 제조·배송 관리

IoT 활용에 의한 TMR 제조·관리
고도화

일괄적 생산 관리

사료 경작지에서 생우유 생산까지
일련의 데이터를 연계→이상 발생
시 사료, 경작지까지 소급 검토

자료: 農林水産省(2021. 2), pp. 7∼8; 農研機構(NARO), 「スマート農業実証プロジェクト:令和元年度スタート課題の概
要」; SMART AGRI(2019. 7. 24); 計根別農業協同組合, p. 5, 온라인 자료(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2. 1. 5) 정리.

3. 인프라·물류 분야
국토교통성이 추진 중인 인프라·물류 분야에서의 디지털전환은 공공사업의
설계·시공부터 유지관리에 이르는 일련의 프로세스와 스톡 활용을 3D 디지털
데이터로 처리하고, 비대면·원격형 사업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중에서도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공공사업에서의 BIM/CIM52) 활용, 인프
52) Building/Construction Information Modeling/Management. 2012년 국토교통성이 제언.
BIM/CIM에서는 토목공사의 계획, 조사, 설계 공정에서 2차원(평면)의 도면이 아닌, PC상에서 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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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데이터 활용 촉진,53) 건설현장에 대한 신기술 도입 확대라 할 수 있다. 이하
에서는 인프라·물류 분야를 건설, 도시정비·스마트시티, 물류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각 분야에 대한 정부의 디지털전환 시책과 기업 사례를 살펴본다.

가. 건설분야
국토교통성이 추진 중인 건설분야의 디지털전환은 건설 공정을 기획, 계획,
설계, 시공 등 4단계로 볼 때, 설계나 시공 공정에서 ICT기술이나 로봇, 드론,
레이저 스캐너 등을 투입하여 건설현장을 ‘자동화된 공장’으로 변모시키는 것
에 집중되고 있다. 국토교통성은 그중에서도 BIM/CIM을 건설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실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2021년 2월 국토교
통성54)이 발표한 ‘인프라·물류분야의 디지털전환’ 시책에서 일본정부는 2023
년도까지 소규모를 제외한 모든 공공사업에 BIM/CIM을 적용한다는 원칙을
제시하였다.
국토교통성은 BIM/CIM의 활용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는 빅데이터의 집약
과 관리가 중요하다고 보고, 데이터 활용, 첨단기술의 현장실증, 기술개발, 인
력육성을 담당하는 거점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고 있다. 국토교통성은 2021
년 4월 ‘인프라DX종합추진실’을 설치한 데 이어, 2021년 6월에는 국토교통성
국토기술정책종합연구소(NILIM)의 ‘건설DX실험필드’를 정비함과 동시에
‘DX데이터센터’를 신설하였다. 건설DX실험필드는 무인화시공, 자동시공에
관한 산관학 기술개발 추진체계를 갖춤과 동시에, 국토교통성이 발주하는 공사
과 같은 형상에 현장의 각종 속성데이터(재료, 부속물의 명칭, 형상·치수, 물성 및 물성치(강도 등), 규
격, 수량, 설계 시 계산결과·도면, 시공 시 품질기록, 유지관리 시의 점검기록, 보수이력 등)를 결합(연
계)한 3차원 모델데이터를 활용한다. 이와 같은 데이터 활용 및 연계에 의해 완성형이 머릿속에 쉽게
떠오르고 되고 공사 프로세스 전반이나 관계자 간 정보공유와 합의형성이 한층 효율화된다.
TechTrends(2021. 7. 5),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2. 14).
53) 정보공유시스템, 시공관리 소프트웨어, i-Con 관련 소프트웨어(BIM/CIM, 3D점군 등) 개발을 통해
원격 현장조사, 디지털데이터의 축적, 디지털데이터의 뷰어기능을 확충하는 것을 말한다.
54) 国土交通省, 「インフラ分野のDXに向けた取組紹介」, p. 3,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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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업무의 3D데이터를 통합관리·분석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하였다.
일본정부는 건설업에서의 ICT·데이터 활용은 시공관리의 효율화는 물론 제
반 절차의 전자화에 따른 인력절감에도 유용하다고 보고, 건설업의 DX 환경
정비에 주력하고 있다. ‘ICT를 활용한 시공관리 모델사업’과 ‘건설커리어업시
스템(CCUS)’55)에 축적된 데이터 활용이 대표적 시책이다. 전자는 건설현장에
서 웨어러블 카메라나, 태블릿, 로봇, AI 등 첨단 ICT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인
력절감·무인 방식의 시공관리를 확산하기 위해 국토교통성이 중소·중견 건설
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원 사업이다. 정부지원금은 1건당 400만 엔
이고 2020년 10월부터 공모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후자는 2019년
4월 일본 건설업계의 인력 부족 문제와 사업자의 업무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국
토교통성이 주관하고 건설업진흥기금이 운영하고 있는 포털사이트로서, 건설
업계의 행정 디지털화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표 3-5. 일본정부의 건설분야 디지털전환 시책(국토교통성)
분야

시책 개요

건설업

- BIM/CIM의 상세 설계·공사에 대한 적용 확대
- 국토교통성 내부의 건설업 DX 추진 거점 정비: 국토기술정책종합연구소(NILIM)의 ‘건설
DX실험필드’ 정비 및 ‘DX데이터센터’ 신설(2021년 6월)
- ICT를 활용한 시공관리 모델사업 개시(2020년 10월)
- 건설커리어업시스템(CCUS)의 데이터 활용 확대

자료: 国土交通省, 「インフラ分野のDXに向けた取組紹介」,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 15).

일본의 건설업계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부가가치 창출, 즉 새로운 비즈니
스 모델 발굴을 선도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은 카지마건설(종합건설)의 3D
K-Field, 시미즈건설(종합건설)의 DX-Core, 타이세이건설(종합건설)의 TAISEI
i-Innovation, 다케나카코무텐(종합건설)의 빌딩커뮤니케이션즈이다(표 3-6 참고).
55) 건설커리어업시스템은 건설업 분야의 기능자가 보유자격증, 사회보험가입 상황, 현장의 취업이력 등
을 등록하여 기능자의 적정한 평가와 건설사업자의 업무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있다. 2020년 1월에는
외국인기능실습생의 등록을 의무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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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일본 건설업계의 디지털전환 사례
기업명(상세 업종)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디지털 플랫폼 구축·운용

카지마건설(鹿島
建設)
(종합건설)

- 스마티시티 모델사업인 하네다이노베이션시티1)건설에 디지털트윈 활용. 건물 기
획·설계, 시공, 유지관리·운영 단계의 정보를 가상공간에 실시간 재현→디지털트
윈을 이용한 건설현장의 원격관리시스템으로서 ‘3D K-Field’(2020년 10월) 도입

시미즈건설(清水
建設)
(종합건설)

- 2020년 말 스마트건물의 OS인 ‘DX-Core’를 상품화. ‘DX-Core’에 건물관리
시스템이나 보안시스템, IoT기기, 통신네트워크, 각종 애플리케이션을 장착하여
패키지화. 시공관리 측면에서는 통합관리실에서 각종 디지털정보를 집중 감시.
다기능 시공 로봇 ‘로보바디’ 도입

오바야시구미(大
林組)
(종합건설)

- BIM을 업무기반으로 한 건설 디지털전환을 추진. 설계 BIM 모델을 계승하여 시
공관리와 유지·운용 단계에서 BIM을 일괄 이용. ‘비쥬얼 공정관리 시스템’(가
칭)은 BIM을 시공관리에 활용한 독자 개발 시스템

타이세이건설(大
成建設)
(종합건설)

- ICT를 기축으로 한 ‘TAISEI i-Innovation’을 수평 전개. 건물의 설계·시공 정보
와 운영정보, 준공 후의 가동정보를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Life Cycle OS’를 개
발. AI가 건축 설계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 ‘AI 설계부장(部長)’을 도입

다케나카코무텐(竹 - 건물 관련 데이터를 운용하는 클라우드 기반 ‘빌딩커뮤니케이션즈’ 발표. 실시간
中工務店)
설비 모니터링 및 원격제어 기능, BIM 데이터 운용 기능, 인터넷표준에 준거한
(종합건설)
API 제공
하세코(長谷工)
코퍼레이션
(종합건설)

- 2020년 모든 설계에 BIM 사용. 건물에 센서를 설치하여 노후화 상태와 주민생활
관련 데이터를 수집한 후 BIM과 연계→정보서비스 영역에서의 수익구조 강화

닛키(日揮)
(플랜트건설)

- 2018년 12월 책정한 ‘IT 그랜드 플랜 2030’에 의거하여 디지털화 추진. AI설계
나 데이터 연계·활용에 의한 프로젝트 시뮬레이터 개발→AI를 활용한 용접∼검
사·건설 공법의 최적화. 스마트 O&M(Operation and Maintenance), 스마트
공장, 디지털헬스케어 사업 분야 강화

주: 1) 하네다공항 국제선터미널∼텐쿠바시역 구간의 대규모 복합시설. 카지마건설 등 9개 사가 공동출자한 ‘하네다미래개
발’이 추진 중인 국가전략특구·국토교통성 스마티시티 모델사업임.
자료: デジタル·ビジネスモデル研究所(2022. 1. 17),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 20) 기초로 저자 작성.

일본의 종합건설업체인 시미즈건설의 디지털전환은 전형적인 ‘스마트건물’
사례라 할 수 있다. 시미즈건설은 2021년 4월 경제산업성으로부터 ‘DX 인증’
을 받았고 ‘DX 종목 2021’로도 선정된 바 있다. 시미즈건설이 2020년 말 상품
화한 ‘DX-Core’는 건물 내의 건축설비와 IoT기기, 각종 애플리케이션을 서로
연결하는 건물관리 디지털 플랫폼 기능을 갖춘 기본 소프트웨어이다. 신축 건
물, 기존 건물과 상관없이 장착이 가능하고, 신축의 경우 DX-Core 서버와 건
물관리시스템, 보안시스템, IoT기기, 네트워크 인프라,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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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객 맞춤형으로 패키지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DX-Core의 특징은 ‘비쥬
얼 툴’을 통해 건물의 각종 설비기기나 애플리케이션을 서로 연결하는 데 있다.
비쥬얼 툴에는 API를 매개로 DX-Core와 접속된 각종 애플리케이션의 아이콘
이 일괄적으로 표시되는데, 마우스 조작으로 아이콘을 서로 연결하여 애플리케
이션 간 데이터를 연계할 수 있다. 데이터 입출력 등의 사양도 가능한 한 소스
코드를 작성하지 않는 ‘로우코드(low-code)’ 방식으로 설정할 수 있어 신속하
고 유연하게 신규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기존 서비스 기능을 업데이트할 수 있
다(그림 3-1 참고).56)

그림 3-1. 시미즈건설의 디지털 플랫폼: 건물OS ‘DX-Core’
건물OS
클라우드

건축설비기기

스마트폰

출입관리

로봇
자동물류

공조
건물OS

프인
로터
그페
램이
스

건물OS

애플리케이션
출입문
제어

불심검문

자유롭게 증설·교체 가능

조명

자동문

공조·
조명·
ELV.·
자동문

프인
로터
그페
램이
스

실시간
업데이트

API

VR
지진피해
모니터링

감시
카메라

정보 흐름을
Low-Code
방식으로 자유롭게
변경

API

카메라

프인
로터
그페
램이
스

API

SIGNAGE

얼굴인식
위치
출입
감염리스크 카드
인식기

조명·공조
자동제어

ELV.

자료: 清水建設(2020. 10. 1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 12).

일본의 건축분야에서의 대표적인 디지털전환 사례는 타이세이건설이 2021
년 2월 시판에 들어간 디지털 플랫폼 Life Cycle OS’를 들 수 있다. Life
Cycle OS는 설계·시공의 BIM 데이터와 설비 관리·운용 데이터, 준공 후에 센
서 등을 통해 수집하는 건물의 가동·운전 데이터, 그리고 인파 데이터를 일괄
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이다(그림 3-2 참고). 타이세이건설이
56) 清水建設(2020. 10. 1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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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개발에 착수한 Microsoft Azure상에 BIM 데이터와 건물의 관
리·운용 데이터, 그리고 센싱데이터를 통합하는 시스템이다. Life Cycle OS의
특징은 BIM 데이터와 설계·시공 단계에서 결정되는 건물의 관리·운용 데이터
를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 Microsoft Azure상에서 조합하는 ‘서
비스용 BIM’을 구축한 다음, 이것을 준공 후에 축적되는 IoT나 로봇, 에너지와
같은 시설 내 이용실적 데이터와 결합하여 디지털트윈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
점에 있다.57)

그림 3-2. 타이세이건설의 디지털 플랫폼
Life Cycle OS
LifeCycleOS
서비스용 BIM
(디지털 트윈)

오픈 데이터

Microsoft
Azure

데이터

운용 설계
정보 정보
API
시공
정보
3D 형태

타사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속성 정보

전파 시뮬레이션
데이터

타사 센서

로봇
통합관리

xR, XaaS
통합관리

환경정보
통합관리

시설
통합관리

에너지
통합관리

건물의 디지털트윈(예시)

자료: 川又英紀(2021), p. 1.

57) 川又英紀(2021), p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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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시정비·스마트시티
국토교통성은 2020년 4월 ‘플래토(Plateau) 프로젝트’를 개시하였다(그림
3-3 참고). 도시의 ‘디지털트윈’을 작성하여 일본 전국의 3D 도시모델을 정비
하고 도시계획 입안이나 도시정비, 방재, 도시서비스의 시뮬레이션에 활용한
다는 방침이다. 기존 일본의 도시정비 모델은 「도시계획법」에 의거하여 지자체
가 5년 주기로 작성하는 도시계획기본지도나 토지이용 상황조사, 교통량 상황
조사 등에 의존하고 있으나, 이들 데이터정보는 도시개발이나 교통계획, 토지
이용규칙 등 그 활용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나아가 플래토 프로
젝트는 2014년 싱가포르의 ‘Virtual Singapore’ 프로젝트가 채택하기도 한
국제표준 데이터포맷인 CityGML에 준거함으로써 데이터 개방화를 추구하고
있다. 디지털트윈으로 구축된 도시공간에 다양한 정보 ‘층(layer)’을 중첩시키
는 오픈 플랫폼으로서 누구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2021년 11월
기준 일본의 56개 도시가 플래토 프로젝트를 통해 대규모 3D 도시모델을 정비
하였다. 향후에는 3D 도시모델 활용 측면에서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유스케
이스(usecase)를 본격적으로 개발하여 스마트시티의 민관협력 및 시민참여형
도시정비 유스케이스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58)

58) 藤井篤之, 増田暁仁(2021),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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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일본정부의 3D 도시모델 구상(국토교통성)

다양한
시뮬레이션

각종 통계정보·실시간 데이터
인구

상업

교통·인파

복지·건강

기상·방재

환경

BIM/CIM
데이터
연결

국토교통성의 보유 정보 집약

도시계획기초조사정보
건물 용도·층수·구조, 토지이용 등

도시계획기본기본지도
(지자체가 작성,1/2,500)

도시계획 기초단체(약 1,300개) 중
약 70%가 정비

자료: 国土交通省, 「インフラ分野のDXに向けた取組紹介」, p. 13,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 15).

내각부는 2020년 5월 「국가전략특구법」을 개정하여 기존의 국가전략특구
사업에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을 추가하여 정부가 소위 슈퍼시티형 국가전략특
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본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슈퍼시티는 자율주
행, 결제의 완전 캐시리스화, 행정절차의 원스톱처리, 원격교육, 원격의료 등
주민의 생활 전반을 포괄하면서 각 분야에서의 첨단기술 도입이 일회성의 실증
실험이 아니라 2030년경을 목표로 한 미래도시를 지향하는 것이다.59) 2014
년부터 정부가 운영 중인 국가전략특구(우리나라의 규제프리존에 해당)의 규
제개혁를 슈퍼시티에 도입하고 스마트시티 조성에 필수적인 ‘데이터연계기반’
의 확충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그림 3-4 참고). 그러나 일본정부의 스
마트시티 구상은 규제개혁을 둘러싼 정부와 지자체 간 이견으로 당초 계획보다
59) 内閣府 国家戦略特区(2022. 1),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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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춤하는 양상이다. 즉 내각부는 슈퍼시티형 국가전략특구 공모를 2020년 12
월 시작하여 2021년 4월까지 카가시, 하마마쓰시, 마에바시 등 31개 지자체가
응모하였으나, 지자체가 슈퍼시티 사업을 정부보조금 사업으로 오해하고 있
고, 규제개혁에 관심이 거의 없다는 이유로 재응모를 요구하고 2022년 4월로
최종 결정을 미룬 상태이다.60)

그림 3-4. 일본정부의 슈퍼시티 구상(내각부)
슈퍼시티의 구성
정부

첨단 서비스

행정
절차

지자체

이동

지역주민

NPO

물류

관광

의료
간병

기업

대학

교육

방재

에너지
환경

관광객

결제

Open API

데이터
연계기반

데이터 연계 기반
첨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연계 기반을 매개로 필요시 필요한 데이터를 신속하게 공유·연계
Open API

데이터
제공자

지리데이터·공간데이터

고유 데이터

도시 공통 인프라

데이터 보유자

자료: 内閣府 国家戦略特区(2022.1), p. 3.

일본정부의 슈퍼시티 구상과는 별도로, 일본에서 주목을 끌고 있는 스마트시
티는 토요타자동차의 우븐시티(Woven City, 시즈오카현 스소노시이다. 2020
년 1월 라스베이거스 ‘CES 2020’에서 공개된 우븐시티 구상은 토요타자동차가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모빌리티 기업으로 탈바꿈하려는 새로운 실험이라는 점
에서 관심이 높고, 미국 미시간대학의 M City(자율운전기술 실증, 13만 ㎡)나
중국의 슝안신구(雄安新区)와 비교대상이다. 우븐시티는 2021년 2월 약 70만
60) 내각부의 재응모 결정에 대해 해당 지자체의 반발도 잇따랐다. 예를 들어 2021년 1월 슈퍼시티형 국가
전략특구에 응모한 시즈오카현 하마마쓰시는 사업제안서에 음식배달 플랫폼 ‘Foodelix’를 이용한 고
령자 쇼핑 지원 사업을 담았다. 이 사업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모든 배송업자의 사업자 등록이나 화물운
송용 녹색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의 규제특례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지자체는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슈퍼시티를 건설하는 데 관심이 많지만, 사실상 정부가 규제개혁에
미온적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大和田尚孝, 吉田洋平(2021),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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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토요타자동차 공장부지 위에 착공에 들어갔고, 2025년 입주를 목표로 준
공 초기에는 고령자나 육아세대의 가족을 중심으로 360명 정도, 그 이후에는
토요타 직원 및 가족 등 2,000명 정도가 정주할 예정이다. 지상도로는 자율주행
차, 보행자, 개인이동 세 종류의 전용도로를 부설하고, 지하에는 화물배송용 도
로나 수소발전설비, 빗물여과시스템과 같은 생활인프라를 설치할 예정이다. 에
너지는 재생에너지나 수소연료전지 등을 사용하고 건물옥상에는 태양광 패널
을 설치한다. 스마트홈과 관련해서는 실내에 로봇을 도입하고 센서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냉장고에 식재료를 자동으로 보충하거나 AI가 주민의 건강상태를 체
크하는 등 커넥티드 기술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자율주행과
커넥티드 카(Connected Car), MaaS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61)

다. 물류분야
일본정부는 물류분야의 디지털전환과 관련하여 단순히 IT시스템을 도입하
여 ‘속인화’되어 있는 업무를 효율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물류를 자동화·기계
화·디지털화하고, 나아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업무프로세스를 ‘표준화’하
는 작업이 중요하다는 인식이다. 물류의 DX는 물류업계의 노동력 부족 문제와
종사자의 장시간 노동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도 유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62)
국토교통성이 추진 중인 물류분야의 자동화·기계화는 ① 컨테이너 터미널 운
영의 효율화(AI 터미널 구상63)) ② 트럭 간선운송의 효율화(트럭대열주행) ③
배송의 효율화(드론배송) ④ 해운의 효율화(자동운항선) ⑤ 입출고 효율화(트럭
예약접수 시스템) ⑥ 물류창고 내 작업의 효율화(AGV와 디팔레타이저64) 활용,
61) FASHION PRES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 12).
62) 国土交通省(2021), p. 17.
63) 국토교통성이 2018년부터 추진 중인 항만 컨테이너 터미널의 생산성 제고 일환책이다. 구체적인 조치
로는 ① 숙련기능인의 하역 노하우(암묵지)를 AI 분석하여 정식화 ② RTG(트랜스퍼 크레인)의 원격조
작화·자동화 ③ 컨테이너 저장장소의 최적화(자동화기술, IoT, AI 활용) ④ 화물손상 체크의 자동화 ⑤
게이트 처리의 신속화(카드 터치로 통과 가능)를 들고 있다. 国土交通省(2019) 참고.
64) AGV(Automated Guided Vehicle)는 자율이동로봇을 의미하고, 디팔레타이저(depalletizer)는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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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창고형 피킹시스템) 등 여섯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3-5 참고).

그림 3-5. 일본정부의 물류 자동화·기계화 시책(국토교통성)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의 효율화

배송 작업의 효율화

트럭 간선운송의 효율화

드론 배송

트럭의 대열주행

AI 터미널

연결 트럭

로봇 ‘네코야마토’

배송

해상 운송

간선 운송
항만

하
적

소매점·소비자
배송

물류 거점
배송

해운의 효율화

입출고의 효율화

자동운항선

트럭 예약접수 시스템

창고 내 작업 효율화

자동창고형
AGV
(무인반송차) PICKING 시스템

공급망 전체의 효율화

RFID 활용

사물의 움직임과 거래의
움직임을 가시화

자료: 国土交通省(2021), p. 18.

물류분야의 디지털화는 내각부가 2018년부터 추진 중인 ‘SIP65) 스마트 물
류서비스’ 연구개발 프로그램에 의거하고 있다. 근본 취지는 사물의 움직임(물
류)와 상품정보의 움직임(유통)을 시각화하고, 특정 기업이나 업계의 ‘울타리’
를 벗어나 데이터를 축적·해석·공유하는 ‘물류·유통 데이터기반’을 축적하여
트럭 적재율을 제고하고 배송 낭비를 최소화하는 등 물류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데 있다(그림 3-6 참고). 내각부는 2021년까지의 연구개발 1단계에서는 ① 액
세스 권한 컨트롤 기술 ② 데이터 변조방지 기술 ③ 개별관리 데이터 추출·변환
기술 ④ 입출력 고속처리 ⑤ 다른 플랫폼과의 연계 기술의 요소기술과 데이터
수집기술을 개발하고, 2022년의 2단계와 2023년 이후의 3단계에서 각각의
기술의 상용화 및 AI에 의한 축적 빅데이터 활용을 계획하고 있다.66)
레트에서 화물을 하적하는 로봇을 말한다.
65) 전략적 이노베이션 창조 프로그램. Cross-ministerial Strategic Innovation Promotion Program.
66) 国土交通省(2021),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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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일본정부의 물류 디지털화 방향성(내각부)

[E C]

사물의 움직임

○ 생산·재 고의
○ 배송의 낭비적
○ 적재율 제고
낭비적 요소 제거
요소 제거
[도매·창고]
[제조업체]
[운송사업자]

○ 재고 폐기의 감소
[소비자]
[소매]

(물리적 공간)
협조 영역의 정보를 공급망 간 공유

물류·유통 데이터 기반
(사이버 공간)

생산 데이터

팔레트·포장 규격 데이터
입출고 데이터

적재율 데이터
트럭 동태 데이터

점포 재고 데이터

구매 데이터

자료: 国土交通省(2021), p. 19.

일본의 물류업체 중 디지털전환에 적극적인 기업으로는 히타찌물류, 야마토
홀딩스, SG홀딩스, 닛폰유센, 상선미쓰이가 거론되고 있다(표 3-7 참고). 이하
에서는 2020년 1월 차세대 대규모 물류센터 ‘X프론티어’를 개설한 SG홀딩스
의 사례를 소개한다. SG홀딩스는 일본의 3대 택배회사 중 하나인 사가와급송
(佐川急便)67) 그룹의 순수지주회사이다. ‘X프론티어’는 도쿄에 위치한 지상 7
층, 부지면적 약 72,727㎡ 의 물류센터로서, 시간당 약 10만 개의 화물을 분류
하는 대규모중계센터(1∼4층)와 국제운송 거점(5층, SGH 글로벌 재팬), 로지
스틱 센터(5층, 사가와글로벌로지스틱스), 대형특수상품 운송거점(6층, SG무
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단일 물류센터 내에 SC홀딩스의 물류기능을 집
중할 수 있는 원동력은 5층에 위치한 로지스틱 센터의 일각을 차지하고 있는
‘Seamless EC 플랫폼’이다. 이 플랫폼은 운송로봇(EVE와 OTTO)과 자동포
장기를 도입하고 있다. 처리 수는 통상 오퍼레이션에 비해 ‘EVE’는 3∼4배, 자
동포장기는 4∼5배 정도 향상되었고, ‘OTTO’는 배송거리를 약 150ｍ 단축한
다. 필요 인력은 100명에서 50명으로 단축되었다. X프론티어가 전자상거래
(EC) 사업자나 소규모 사업자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Seamless EC 플
67) 사가와급송은 법인고객을 대상으로 택배로 배송할 수 없는 대형·특수화물의 운송이나 JIT(Just In Time)
납품, 공동배송, 소형차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화물과 운송자를 매칭해주는 TMS(Transportation
Management System)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SGホールディングス株式会社, 「デジタル化と最新技
術」,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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랫폼’이 제공하는 공간이나 시스템에 대한 종량요금제 방식에 있다. 대신 하루
출하량이 1,000개를 넘는 기업은 다른 물류시설을 이용하고 있다.68)

표 3-7. 일본 물류업계의 디지털전환 사례
기업명(상세 업종)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디지털 플랫폼 구축·운용

- 공급망상의 정보를 통합관리·시각화하고, 과제해결을 지원하는 SCDOS
(Supply Chain Design & Optimization Services) 제공.(2019년 9월)
히타찌물류(日立物流)
- 자동화·노동력절감 노하우와 디지털기술을 조합하여 업계별로 표준화된 스마
(3PL)
트창고. IoT기술을 활용하여 운송사업자의 업무 효율화, 무사고를 지원하는
서비스 플랫폼 SSCV(Smart & Safety Connected Vehicle) 제공(2020년 10월)
야마토홀딩스
(육상운송)

- 데이터기반으로서 YDP(Yamato Digital Platform)를 구축. 사업구조개혁
은 ① 택배의 디지털전환 ② 전자상거래 에코시스템 확립 ③ 대(對)법인 물류
사업 강화
- 사내 디지털교육 프로그램 ‘Yamato Digital Academy’ 개설

SG홀딩스
(육상운송)

- RPA·AI·로봇 등 신기술을 활용한 업무 효율화 및 인력절감을 추진. 차세대
형 물류센터를 개설하고, 최신 설비 및 물류시스템, 창고 공간, 창고 내 스텝
을 복수의 사업자가 공동 이용할 수 있는 ‘Seamless EC 플랫폼’ 제공. 법인
고객용 TMS(Transportation Management System) 및 AI를 활용한 ‘루
트 내비게이션’도 제공

닛폰유센(日本郵船)
(해상운송)

- ‘선박의 기술·이노베이션 로드맵’ 책정→디지털 분야에서는 고도의 선박관
리 시스템, 차세대 ICT 플랫폼에서의 선박 운항 데이터 관리 및 활용, 선박
플랜트의 실시간 원격진단과 상태기준보전, 항해모니터링 지원 기술의 상용
화 추진

상선미쓰이(商船三井)
(해상운송)

- 2016년부터 ‘스마트선적(smart shipping)’을 추진. 액션플랜으로서 해상
의 ICT, 공격적 ICT, 수비적 ICT, One MOL, 거버넌스 강화 등 5개 영역으
로 구성된 ICT 전략을 책정
- 2020년 디지털 플랫폼 ‘lighthouse’ 가동 개시 및 개방화(분사화) 예정

자료: デジタル·ビジネスモデル研究所(2022. 1. 17),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 20)를 기초로 저자 작성.

68) 公文紫都, 藤田遥(2020. 8. 17),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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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디지털산업기반의 정비

일본정부는 디지털산업기반을 ‘데이터를 수집·전달·처리·기억·공유하는 기
반’으로 정의하고, 디지털산업기반의 중점 영역을 반도체, 디지털인프라(포스
트 5G, 데이터센터), 디지털산업(클라우드산업) 등 3대 핵심 기반영역으로 설
정하고 있다.69) 단 각각의 기반영역을 정비하는 과정에서는 컴퓨팅기술이나
소프트웨어 기술 등 기술기반 문제도 고려하고 있다. 이들 3대 핵심 기반영역
은 미국, 중국, EU 등 주요국이 소위 기술패권 경쟁 일환으로서 중점 투자에 역
점을 두고 있는 분야여서 일본으로서도 정책적 중요도를 매우 높게 보고 있다.
이하에서는 반도체, 디지털산업, 디지털인프라 등 3개 분야에 초점을 맞춰 일
본정부의 디지털산업정책을 살펴본다.

1. 반도체
2021년 6월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반도체전략은 ① 첨단 반도체 양산체제
구축 ② 디지털화 관련 첨단 로직반도체의 설계·개발 강화 ③ 반도체기술의 그
린이노베이션 촉진 ④ 국내 반도체 제조기반의 재생으로 구성되어 있다.70) 이
하에서는 [표 4-1]에 명시된 4대 전략 중 두 번째 전략, 즉 디지털화 관련 첨단
로직반도체의 설계·개발 강화책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전개한다.

69) 経済産業省(2021b), p. 9; 経済産業省(2021a), p. 1. 다만 2021년 11월 경제산업성의 반도체·디지
털산업전략검토회의가 발표한 『디지털산업정책의 신기축』이라는 자료에서는 디지털산업, 디지털인
프라, 기반기술(반도체, 배터리, 광전융합, 소프트웨어)로 미세하게 범위를 재조정하였다. 経済産業省
(2021d) 참고.
70) 구체적 내용은 김규판(202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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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일본의 반도체전략(2021년 6월)
전략

시책
1. 미세화 프로세스 기술개발 프로젝트(2nm 이후)
2. 3D화 프로세스 기술개발 프로젝트(3D패키지, 칩렛 등)

전략1: 첨단 반도체 양산체제 구축→ 3. 첨단 로직반도체 양산공장의 국내입지
제조기술의 공동개발과 파운 4. AIST(産総研)를 중심으로 한 ‘첨단 반도체 제조기술 컨소시엄’
드리의 국내입지 강화
5. TAI(쓰쿠바이노베이션아레나)의 ‘반도체 오픈이노베이션 거점’화
6. 반도체 제조장치·재료 등의 선도적 연구(차세대 EUV용 장
치·재료기술 등)
1. 포스트 5G 정보통신시스템 관련 반도체기술개발
전략2: 디지털화 관련 첨단 로직반도 2. 차세대 그린 데이터센터 기술개발
체의 설계·개발 강화
3. 차세대 차재(車載) 컴퓨팅 기술개발
4. 애플리케이션시스템기반 반도체기술개발
1. 차세대 파워반도체 기술개발
2. 차세대 그린 데이터센터 기술개발(중복재개)
3. 차세대 에지 컴퓨팅 기술개발·초분산 그린 컴퓨팅 기술개발
전략3: 반도체기술의 그린이노베이
4. 차세대 차재(車載) 컴퓨팅 기술개발(재개)
션 촉진
5. 에너지저감 일렉트로닉스사업
6. 광(光)일렉트로닉스사업
7. 탄소중립투자촉진세제
1. 공급망 강화
2. 하이엔드·미들레인지공장의 입지대책
전략4: 국내 반도체 제조기반의 재생 3. 기존 공장의 쇄신
→국내 반도체산업의 포트폴 4. 유틸리티 비용의 저감
리오와 복원력 강화
5. 반도체 분야의 기술개발 목표 공유
6. 대학 등의 반도체 연구 환경 정비
7. 인재육성·기술계승
자료: 経済産業省(2021b), pp. 12∼21 정리.

경제산업성은 포스트 5G 네트워크의 보급 확산과 IoT, AI 등의 활용 증가는
제반 경제·사회 분야에서의 디지털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고, 디지털화 관련
반도체산업의 육성 차원에서 첨단 로직반도체의 설계·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 경제산업성이 추진 중인 프로젝트는 ① 포스트 5G 정보시스템 관련 반도
체 기술개발 프로젝트 ② 차세대 그린 데이터센터 기술개발(Post Moore)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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젝트 ③ 차세대 자동차 컴퓨팅 기술개발 프로젝트 ④ 애플리케이션 시스템 기
반 반도체기술개발 프로젝트 등 네 가지이다(표 4-2 참고).

표 4-2. 반도체전략: 디지털화 관련 첨단 로직반도체의 설계·개발 프로젝트
프로젝트

포스트 5G 정보시스템
관련 반도체기술개발

개요

비고

- 포스트 5G 네트워크의 초저지연성과 다수 동시접
속을 실현하기 위해 특히 중요한 시스템으로 이용
되는 반도체기술개발
포스트 5G 기금:
- MEC1)용 대규모 첨단 로직 칩의 설계 기술
50억 엔
(예) 3nm 이후의 SoC2) 설계 기술, AI 액셀러레
이터 칩 개발(소시오넥스트)
- MEC 서버용 광역대·대용량 메모리 모듈의 설계 포스트 5G 기금:
기술(키옥시아)
50억 엔

차세대 그린 데이터센터
기술개발(Post Moore)

- HPC3)·AI에 의한 고성능·저소비전력의 차세대
그린이노베이션기
데이터센터를 실현하기 위해 CPU 설계나 그린파
금, 포스트 5G
워반도체 등 반도체기술과 광전자기술을 융합한
기금
시스템 개발

차세대 자동차 컴퓨팅
기술개발

- 자율주행차·전기자동차·커넥티드 카의 SoC·센
서 등에서 컴퓨팅을 최적화하는 소프트웨어의 설
그린이노베이션기금
계·반도체 설계 기술 외에 자동차 광전자 기술의
연구개발

애플리케이션 시스템 기반 - 자율주행, FA4)·IoT, 의료·헬스케어 등의 애플리
반도체기술개발
케이션에 필요한 AI로직반도체의 설계·개발
주: 1) MEC: Multi-Access Edge Computing(다중 액세스 에지 컴퓨팅). 2) SoC: System on chip(단일 칩 시스
템). 3) HPC: high-performance computing(고성능 컴퓨팅). 4) FA: Factory Automation(공장자동화).
자료: 経済産業省(2021e), 『半導体戦略』, p. 23; 経済産業省(2021c), pp. 7∼8을 바탕으로 작성.

경제산업성은 이들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첨단 로직반도체의 설계·개발
거점으로서 AI칩 설계거점(도쿄대·AIST), 3D패키징 기술개발거점(첨단시스
템기술연구조합, RaaS), RISC-V 설계거점(도쿄공대), 스핀트로닉스 절전 로
직반도체 개발거점(도호쿠대)을 지정하였고, 차세대 컴퓨팅기반 개발거점으로
서는 AIST를 지정하였다. 이하에서는 포스트 5G 정보시스템 관련 반도체기술
개발 프로젝트와 차세대 그린 데이터센터 기술개발(Post Moore)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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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포스트 5G 정보시스템 관련 반도체기술개발 프로젝트’는 일본정부가
2019년부터 시작한 포스트 5G 정보통신시스템 기반강화 연구개발 사업의 일
환이다(표 4-3 참고). ‘포스트 5G 정보통신시스템 기반강화 연구개발 사업’은
포스트 5G 정보통신시스템 개발과 해당 시스템에서 이용되는 반도체를 개발
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포스트 5G에 필요한 첨단 반도체를 국내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이다.
한편 포스트 5G 정보시스템 관련 반도체기술개발 프로젝트는 일본정부가
포스트 5G 네트워크의 보급 확산과 함께 기존 클라우드 서버 외에도 기지국 제
어부나 5G 코어 네트워크의 설치 장소 등 사용자와 가까운 지역에서의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다중 에지 컴퓨팅(MEC) 서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에 기초하여 MEC용 반도체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프로젝트이다. 구체적
으로 보면, 우선 MEC용 대규모 첨단 로직 칩 분야에서는 3nm 노드 이후의 첨
단 로직세대의 AI 처리가능한 단일 칩 시스템(SoC) 설계 기술과 AI 액셀러레
이터 칩 개발을 거론하고 있고, 에지 컴퓨팅 서버용 광역대·대용량 메모리 모
듈의 설계 기술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71)

표 4-3. 포스트 5G 정보통신시스템 기반강화 연구개발 사업(2019년 이후)
연구개발 항목

개요

포스트 5G에 합당한 성능을 실
1. 포스트 5G 현하기 위해 특히 중요한 시스
정보통신시 템 및 해당 시스템에서 이용되
스템 개발 는 반도체 등의 관련 기술을 개
발

71) 経済産業省(2021c), pp.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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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내용
(a) 코어 네트워크
(b) 전송로
·(b3) 5nm 이후의 로직반도체 제조 프로세스에
대응한 불휘발성 메모리 어레이(memory array)
를 실현하는 기술
(c) 기지국
(d)* MEC(Multi-access Edge Computing)
·(d1) MEC용 대규모 첨단 로직 칩의 설계 기술개
발(소시오넥스트)
·(d2) MEC 서버용 광역대·대용량 메모리 모듈의
설계 기술개발(키옥시아)

표 4-3. 계속
연구개발 항목

개요

연구개발 내용

(a) 단반도체의 전공정기술(More than Moore
기술) 개발
파일럿 라인의 구축 등을 통해 (b)* 첨단 반도체의 후공정기술(More than Moore
2. 첨단 반도체 제
국내에 없는 첨단 로직반도체
기술) 개발
조기술개발
의 제조 기술을 개발
·고성능 컴퓨팅용 실장기술
·에지 컴퓨팅용 실장기술
·실장 공통 기반기술

3. 선도 연구

상기 1, 2 항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포스트 5G에서는 실
용화 가능성이 낮지만 포스트
5G의 후반에서 다음 통신세대
에 걸쳐 유망할 것으로 기대되
는 기술과제를 선도적으로 연
구개발

1) 포스트 5G 정보통신시스템 개발
(a) 네트워크 관련 기술
(b) 전송로 관련 기술
(c) 기지국 관련 기술
(d) 혁신적 응용 시스템 기술
(e)* MEC 관련 기술
2) 첨단 반도체 제조기술 개발
(a) 첨단 반도체 제조기술(전공정기술)
(b) 첨단 반도체 제조기술(후공정기술)

주: *는 2020년도에 추가된 연구개발 사업임.
자료: 経済産業省(2019); 経済産業省(2020a)에서 반도체 관련 부분만 발췌.

둘째, 차세대 그린 데이터센터 기술개발(Post Moore) 프로젝트는 AI·빅데
이터 이용 확대에 따라 데이터센터에 대한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CPU, 액셀러레이터, 메모리 등의 반도체기술과 광전융합 디바이스 등
의 광전자 기술을 융합한 시스템 개발에 주력하고, 궁극적으로는 고성능·저소
비 전력의 데이터센터를 일본 국내에 설립한다는 프로젝트이다.72) 이 프로젝
트는 일본 그린성장전략73) 차원에서 경제산업성과 총무성, 그리고 디지털청이
관여하는, 말 그대로 일본을 대표하는 차세대 데이터센터 개발 프로젝트이다
(그림 4-1 참고).

72) 経済産業省(2020b), pp. 32∼35.
73) 2020년 10월 스가 총리의 ‘2050년 탄소중립화(carbon neutral)’ 선언에 이어 12월 25일 경제산업
성이 발표한 전략으로서, 그린성장 14개 중점분야를 설정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반도체·정보통신 산
업육성이다. 즉 디지털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에너지 수요의 효율화와 CO2 배출 삭감을 촉진하고, 디
지털기기 및 정보통신산업의 그린화를 도모하는 기술개발과 산업육성에 매진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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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차세대 그린 데이터센터 기술개발(Post Moore) 프로젝트
데이터센터사업자·네트워크사업자
시스템·장치 공급업체
경제산업성

총무성

디지털청

서버
Disaggregated Computing

로직

Heterogeneous Computing
차세대 컴퓨팅
기반 개발거점

(Storage Class
Memory)

(GPU, FPGA 등)

그린파워
반도체사업

광전 코패키지
SSD

고효율화

초절전

전원 등

SCM

액셀러레이터

CPU

메모리

동적 최적화

혁신적 메모리

그린이노베이션기금, 포스트
5G기금 AI·차세대컴퓨팅사업

칩 간/보드 간
광전융합프로세서
선진 패키지

포스트5G기금

광배전·광디바이스
광전코패키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광전변환 칩

서버간
데이터센터 내/외

Photonics driven
Computing

분산 컴퓨팅
다른 서버/스위치/데이터센터

자료: 経済産業省(2021e), 『半導体戦略』, p. 24.

2. 디지털인프라: 포스트 5G, 데이터센터
일본정부는 소위 디지털 3대 원칙하에서 디지털인프라 정비를 추진하고 있
다.74) 첫째는 신뢰(trust) 원칙, 즉 데이터 관리상 지경학적 리스크를 최소화한
다는 원칙, 둘째는 복원력(resilience) 원칙, 즉 현재 도쿄, 오사카에 집중되어
있는 데이터센터와 IX75)의 최적 배치를 통해 지정학적 리스크를 최소화한다는
원칙, 셋째 그린(green) 원칙, 즉 정보처리량과 통신량 급증에 따른 전력소비
문제를 신기술 개발을 통해 해결한다는 원칙이다.

가. 포스트 5G 등 통신인프라 정비
일본정부는 총무성이 2020년 6월 ‘Beyond 5G 추진전략’76)을 발표한 데
74) 구체적 내용은 経済産業省(2021a) 참고.
75) IX: Internet eXchange. 인터넷회선연동.
76) 総務省(2020a), 『Beyond 5G推進戦略(概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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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2020년 12월에는 ‘Beyond 5G 추진컨소시엄’을 발족하였고, 경제산업
성이 2020년도 제3차 추경예산에 900억 엔 규모의 ‘포스트 5G 정보통신시스
템기반강화 연구개발 사업’(전술)을 상정하는 등 포스트 5G/Beyond 5G의 통
신인프라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NICT(정보통신연구기구)와 3대
이동통신사인 소프트뱅크, KDDI, NTT Docomo는 5G와의 차별성은 테라헤
르츠파의 활용에 있다고 보고 포스트 5G의 연구개발에 착수하였다.77)

그림 4-2. 세계 통신인프라 시장에서 일본기업의 경쟁력
5G 표준필수특허(SEP) 보유
비율(2013년∼2019년 6월)

세계 통신기지국 통신설비 시장점유율(2020년)

Qulcomm,
11.4%

NEC, 0.9%
기타, 1.4%
Fujitsu, 1.1%
Samsung, 5.7%

기타, 24.4%

NEC, 1.1%
MEDIATEK, 1.1%
INTERDIGITAL, 1.4%

OPPO,1.6%
Sony, 1.9%
Sharp, 2.0%
ZTE, 3.1%
Nokia, 5.1%
Intel, 5.4%

자료: 総務省(2020b), p. 16.

Huawei,
11.1%

ZTE, 11.4%

Samsung,
9.2%
Ericsson,
8.1%
LG, 7.4%
NTT Docomo,
5.7%

Huawei, 38.1%
Nokia, 16.7%

Ericsson, 24.7%

자료: 経済産業省(2021d), p. 44.

총무성은 2019년 4월 5G 기지국 개설 계획 당시에는 2023년도 말 5G 기지
국 개설 목표 수를 7만 개로 설정하였으나, 2020년 12월 발표한 ‘ICT인프라 지
역전개 마스터플랜 3.0’에서는 당초 계획보다 4배 많은 28만 개로 확대하였
다.78) 그러나 일본정부는 이동통신 분야에서 자국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SEP

77) 村尾麻悠子(2021). NICT(정보통신연구기구)는 2018년 7월 EU집행위원회와 테라헤르츠파(T-ray)
end-to-end 시스템 연구개발에 착수하였고, NTT는 2019년 6월 네트워크 구상 ‘IWON’을 발표하
였으며, 2019년 10월에는 미국 인텔, 소니와 차차세대 통신규격을 공동 개발한다고 발표하였다.
NTT Docomo는 2020년 1월, 2030년경 서비스제공을 목표로 6G 관련 기술백서를 공개하였다. 総
務省(2020a), p. 6.
78) 総務省(2020c. 12. 25), 『ICTインフラ地域展開マスタープラン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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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필수특허)79) 비율이 3G 이후 감소 추세에 있고, 세계 5G 기지국 통신장비
시장에서 자국기업의 점유율도 극히 저조한 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2020년 기준 세계 5G 기지국 통신장비 시장에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일본기업
은 후지쯔(Fujitsu)와 NEC인데 점유율은 1% 근처이다(그림 4-2 참고).
총무성은 「Beyond 5G 추진전략」을 통해 Beyond 5G가 갖추어야 할 통신
인프라 기능으로서 ① 초고속·대용량 ② 초지연성 ③ 초다수동시접속 ④ 초저
소비전력 ⑤ 초안전·신뢰성 ⑥ 자율성 ⑦ 확장성 등 일곱 가지를 제시하고, 각
각의 기능에 대해 일본이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거나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할
기술 분야로서 ① 초고속·대용량→테라헤르츠파, All광(光)네트워크 ② 초지연
성→시공간(사이버공간 포함) 동기화 기술 ③ 초다수 동시접속→센싱 ④ 초안
전·신뢰성→양자암호 ⑤ 초저소비전력→저소비전력 반도체 ⑥ 자율성→완전
가상화 ⑦ 확장성→HAPS80) 활용, 인클루시브 인터페이스(inclusive interface)
를 각각 제시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전술한 바와 같이 세계 통신인프라 시장에서 일본기업의 존재
감이 매우 미약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러한 추세가 자율주행 분야와 스마
트제조 분야 등 산업용도에서 이용되는 정보통신 네트워크 분야에서도 재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경제산업성은 우선은 5G 통신인프라의 국내 보급 확산
을 위해 5G 통신설비와 시스템 개발에 대한 세제 지원을 지속하고, 로컬 5G의
보급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광화이버·해저케이블의 정비, 포스트 5G
관련 연구개발, 표준필수특허(SEP) 관련 전략, 양자암호통신·광전융합기술 연
구개발도 다른 정부부처와 협력하여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경제산업성은
총무성과 마찬가지로 포스트 5G의 ‘확장성’ 기능에 주목하면서, HAPS81)82)나
79) SEP(Standard Essential Patent). IT분야의 업계 단체가 특정 기술을 표준화·규격화했을 경우 이 규
격에 준하는 제품의 제조나 판매 시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특허를 말한다.
80) High Altitude Platform Station. 성층권통신시스템.
81) 2021년 9월 소프트뱅크와 자회사 HAPS 모바일은 성층권에서 통신네트워크를 제공하는 플랫폼인
HAPS의 연구개발 일환으로서 ‘실린더 안테나’, ‘회전커넥터’ 등 HAPS 관련 최첨단 기술개발 현황을
발표하였다. 「ソフトバンク、空飛ぶ通信基地局HAPS商用化への取り組みを発表：安定した通信エリア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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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궤도위성 등 새로운 정보통신 인프라 기술개발을 강조하고 있다. 경제산업성
은 차세대 통신 인프라로서 에지서버, 데이터센터, 클라우드를 접속하는 정보
통신 인프라의 ‘대동맥’이라 일컬어지는 광화이버망(지상·해저케이블) 정비도
염두에 두고 있는데, 데이터센터의 입지와 광화이버망은 효율성 외에도 내재해
성과 경제안전보장 측면을 고려하여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83)

나. 데이터센터
일본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데이터센터 정비는 데이터센터의 국내입지 강
화·최적 배치, 그린 데이터센터 정비, 데이터관리 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전
개되고 있다.

1) 데이터센터의 국내입지 강화·최적 배치
일본정부는 데이터 집약·활용거점인 데이터센터84)에 대해 디지털사회의 심
ネットワーク構築」(2021. 9. 3),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2. 22).
82) 2022년 1월 NTT Docomo는 에어버스, NTT, 스카파 JSAT 3사와 함께 HAPS의 상용화를 위한 공동
연구개발·실증실험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고 발표함. 이 공동 연구개발·실증실험은 에어버스
의 HAPS ‘Zephyr’와 NTT Docomo, 스카파 JSAT의 통신네트워크를 조합하여 HAPS의 접속성과
통신시스템의 유용성을 검증함으로써 5G의 고도화와 6G의 상용화를 도모하고, 하늘, 바다, 우주를 포
함한 장소의 통신커버율을 넓히는 것이 목표이다. 사업이 성공하면 재해대책이나 고밀집 지역에서의
통신용량 확보, 건설현장에서 중기의 원격조정에 유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空飛ぶ基地局の実現
に·ドコモ、エアバスなど3社とHAPSの研究開発を推進」(2022. 1. 17),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2. 1.
22).
83) 経済産業省(2021b), pp. 24∼25.
84) 데이터센터는 ① Hyperscale ② Colocation ③ Wholesale Colocation ④ Enterprise ⑤ Telecom
등 5개 유형으로 구분. ① AWS, Microsoft, Google, Apple과 같은 IT기업이 소유·운영. 클라우드나
빅데이터 저장에 Hyperscale Computing이 필요하기 때문에 Hyperscale 데이터센터로 명명. 보통
최소 5,000개의 서버를 보유 ② 데이터센터 소유주와 복수의 기업과 Hyperscale 고객(일종의 입주고
객)으로 구성. 소위 ‘입주고객’들에게 Salesforce와 같은 SaaS(Software as a Service)나 Azure와
같은 PaaS(Platform as a Service)에 대한 상호연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점이 특징 ③ 데이터센
터 소유주가 고객에게 공간, 전력, 쿨링서비스만 제공. 고객은 주로 자체적으로 IT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하이퍼스케일이나 대기업 ④ 기업이 직접 소유·운영하는 데이터센터 ⑤ 통신서비스 사업자
(Telecommunications or Service Provider)가 소유·운영하는 데이터센터. 고객에게 콘텐츠, 모바
일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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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이며, 국내 데이터센터의 입지 강화야말로 AI나 빅데이터 활용 등 향후 일
본사회의 디지털화와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 창출의 성패를 좌우하는 열쇠라고
인식하고 있다. 일본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확보하고 있어야 통신인프라를 통해
각종 빅데이터를 서로 연결하여 에지(edge) 처리하고, 자율운행이나 원격의
료, 스마트공장 등 데이터를 이용한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의 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최대 데이터 입지국이지만 일본정부는 아
시아의 데이터센터 허브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21년 아시아 주요 국가별 클라
우드 데이터센터 입지(서버룸 면적 기준)를 보면 중국 172만 9,000㎡, 일본
42만 3,000㎡, 호주 42만 1,000㎡, 싱가포르 41만 7,000㎡, 홍콩 31만
8,000㎡, 한국 14만 6,000㎡, 대만 9만 8,000㎡ 등이다.85) 2020년 6월 말 현
재 세계의 대규모(Hyperscale) 데이터센터는 541개인데, 미국이 여전히 클라
우드 및 인터넷 데이터센터 사이트 시장의 40%를 차지하고 있고, 미국
Amazon, Microsoft, Google, IBM, Oracle과 같은 클라우드 사업자가 글로
벌 메인 플레이어이고, 중국에서는 Alibaba, Baidu, Tencent가 메인 플레이
어이다.86) 다만 데이터센터 서버 시장은 지금까지는 서버 내용이 블랙박스이
고 서버 제조업체가 서버 단위로 세트판매하였으나 최근에는 GAFAM(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이 개방화를 주도하여 직접 요소디바
이스를 선정하여 ODM(Original Design Manufacture) 기업에 제조를 위탁
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세계 서버 시장에서 후
지쯔, NEC 등 일본기업은 HPE, Dell, Inspur, IBM, Huawei 등과의 경쟁에
서 뒤처졌으나, 서버 디바이스 기업을 중심으로 데이터센터 서버 시장에 진입
할 수 있게 되었다고 기대하고 있다.87)
그럼에도 일본정부는 자국의 데이터센터 입지에 대해 데이터센터의 70%가
도쿄 등 간토지역에 집중하고 있는 점을 지적한다. 2019년 일본 국내의 데이터
85) 経済産業省(2021d), pp. 45∼46.
86) 経済産業省(2021a), p. 10.
87) 経済産業省(2021g),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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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입지 상황(서버룸 면적 기준)을 보면, 간토권 71%(도쿄도 49%), 오사카부
14%, 긴키지역(오사카부 제외) 4%, 츄부 4%, 기타 7%이다.88) 이러한 ‘도쿄 집
중’은 재해 시 복원성 문제는 물론이고 지방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를 충분
히 이용할 수 없게 한다든지, 자율주행이나 원격의료, 원격수업,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등 소사이어티5.0 관련 서비스의 지방 보급을 어렵게 하는 문제를 야
기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물론 데이터센터의 도쿄 집중 문제는 현행 집중형 클
라우드 시스템이 안고 있는 문제89)이기도 한데, 이와 별도로 일본정부는 향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해 도쿄의 백업이 될 수 있는 규모
의 중핵거점(5곳)·지방거점(10곳)을 정비하고, 초저(超低)지연이 요구되는 서
비스 제공을 위해 데이터 발생지점 근처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분산형 데이터
센터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90)
다만 일본정부가 데이터센터의 ‘최적 배치’를 검토할 때 직면하는 과제는 데
이터센터 배후에 전력인프라, 정보통신 인프라 등 각종 인프라가 선결 요건인
데, 전기사업자 입장에서는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설비가 어느 정도 건설될 것
인지를 예측하지 못하면 배전선, 변전소 등 대규모 전력인프라 정비에 임할 수
가 없고, 데이터센터 사업자 입장에서도 전력 등 인프라 정비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존재하지 않는 장소에 대해서는 데이터센터 설립에 관한 투자 결정이
불가능하다는 문제를 지적한다. 일본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 전력인프라
정비와 데이터센터 입지에는 5∼10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 콜트(Colt) 그룹, 미국 디지털리얼티트러스트(DLR), MC디지털리얼티
(MC Digital Realty), 구글, AWS 등 해외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데이터센터
건설을 예정하고 있는 지바현 인자이시의 경우에는 전력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데이터센터 입지도 진전되고 있으나 토지 제약 등에 의해 더 이상의 데이터센
터 증설이 곤란한 상황이다. 일본정부는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데이터센
88) 経済産業省(2021d), p. 45.
89) 집중형 클라우드 시스템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논의하겠다.
90) 経済産業省(2021d), p.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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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의 신규 거점 정비 요건과 후보지 선정 기준 등을 담은 입지 계획을 책정하
되, 대학의 디지털인프라나 기존 공장단지의 활용 여부도 고려하고, 필요에 따
라서는 데이터센터 입지에 필요한 토지나 각종 인프라 등 기반 정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91)

2) 그린 데이터센터 정비
경제산업성은 그린성장전략(2020년 12월)에서 그린 데이터센터의 국내입
지를 강조하고 있다. 일본은 전력비용이 높고, 재생에너지 등 탈탄소전력의 구
입이 곤란하며, 대규모 전력수요에는 전력인프라 접속에 연 단위의 시간을 요
하는 등의 과제를 안고 있어 그린 데이터센터의 국내입지가 진전을 보지 못하
고 있다고 진단한다.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모든 데이터센터에서 소비하는
전력의 상당부분을 재생에너지로 구입하고, 중국의 2030년 데이터센터 투자
규모가 10조 엔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일본의 그린 데이터센터 정
비는 시급한 과제라는 인식이다. 이에 일본정부는 그린 데이터센터의 국내입지
를 강화하고 차세대 정보통신 인프라를 정비하는 방식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이
다. 구체적 정책·시책으로는, 첫째 서버, 메모리, 광디바이스, 공조·전원 등의
데이터센터 투자의 국내 조달규모를 2050년까지 1조 엔 규모로 확대하고, 둘
째 그린 전력을 조달하는 데이터센터의 입지를 보조하여 국내에서의 재생에너
지 도입을 지원하고, 셋째 데이터센터의 계통 조기접속을 실현한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92)
경제산업성이 2021년 6월 발표한 ‘반도체·디지털산업 전략’에서는 그린 데
이터센터 정비를 위한 연구개발과 상용화에 관한 정부 정책·시책을 명시하고
있다. 주요 정책·시책으로는, 첫째 센서 등 에지 측에서의 처리기술을 개발하

91) 経済産業省(2021b), pp. 22∼23.
92) 経済産業省(2020b), 『2050年カーボンニュートラルに伴うグリーン成長戦略』, p. 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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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네트워크에 송신하는 데이터 용량을 압축함으로써 네트워크 부하를 저감하
는 차세대 에지 컴퓨팅, 둘째 하이퍼스케일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의 기능을 분
해한 후 소프트웨어 기술에 의해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와 에지 서버에 최적 분
산시킴으로써 네트워크 부하를 저감하는 초분산 그린컴퓨팅, 셋째 CPU 설계
와 그린 파워반도체 등 반도체기술과 광전자(일렉트로닉스)기술을 융합한 시
스템을 활용하는 차세대 그린 데이터센터와 같은 에너지효율화 기술개발을 들
수 있다.93)

3. 디지털산업: 클라우드 산업
가. 일본의 클라우드 시장 현황
일본 디지털산업은 최근 디지털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그간 수
탁개발로 기업별로 구축한 정보시스템이 공통가능 영역에서는 클라우드를 이
용한 XaaS(SaaS, IaaS/PaaS) 등으로 대체되는가 하면 경쟁 영역에서는 고객
의 니즈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유저기업에 내재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
다. MM総研이 2021년 6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일본의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94) 규모는 전년대비 22.0% 증가한 2조 8,750억 엔이고, 이 중 퍼
블릭 클라우드 시장 비율이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퍼블릭 클라우드의 경우
PaaS 이용 기업 중 미국 아마존의 AWS(Amazon Web Services)를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 비율이 37.4%,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의 Azure가 30.6%,
미국 구글의 GCP(Google Cloud Platform)가 15.9%로, 합계 83.9%가 미국
93) 経済産業省(2021b), 『半導体·デジタル産業戦略』, pp. 22∼25.
94) 일반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는 △퍼블릭 클라우드(SaaS, FaaS, PaaS, IaaS) △프라이빗 클라우드(커
뮤니티 클라우드, 데디케이티드 클라우드, 온프레미스형 프라이빗 클라우드, 베어메탈 클라우드) △
호스팅 서비스(공용호스팅, 전용호스팅,VPS(Virtual Private Server))로 대별된다. MM総研(2021.
6), 『国内クラウドサービス需要動向調査』,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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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IaaS의 경우는 AWS 이용 기업 비율
이 40.3%, Azure 26.3%, GCP 13.7%이며, 역시 합계 80.3%로 미국의 클라
우드 서비스가 일본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다.95)

나. 디지털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
일본정부가 디지털산업 육성정책을 명확히 제시한 것은 경제산업성이 2021
년 6월 발표한 ‘반도체·디지털산업 전략’이다. 경제산업성은 일본의 디지털산
업이 나가야 할 방향으로서, 첫째 경제안전보장 시스템을 갖춘 클라우드 인프
라 산업 육성, 둘째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 육성을 통한 디지털산업의 경
쟁력 강화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 방향은 산업·공공·사회 인프라 영역에서 정
보시스템이 클라우드로 이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안전보장 관점에서 시스템
의 신뢰성·안전성에 장애가 되는 기술적 요인을 제거하는 연구개발과 안정적
으로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체제 구축을 강조하고 있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방향과 관련해서는 세계의 클라우드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는 반면 일본의
IT서비스 사업자는 대규모 시스템의 수탁개발에 강점을 갖고 있지만 글로벌 클
라우드 사업에서는 존재감이 희박한 점을 들면서 국내 IT서비스 산업을 디지털
산업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96)
경제산업성은, 일본은 소위 ‘디지털 패전’에 의해 제조업뿐만 아니라 소프트
웨어·서비스 분야의 경쟁력도 상실한 상태임을 강조하고, 특히 BtoC 디지털
플랫폼은 대규모·집중 클라우드 서비스인 GAFA, BAT 등이 석권하고 있어,
IoT 등 BtoB 디지털 플랫폼 영역이나 자율주행 등 차세대 서비스의 확대를 앞
두고 일본으로서는 디지털산업의 경쟁력 강화책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라고 진
단한다. 경제산업성의 ‘반도체·디지털산업전략 검토회의’가 2021년 11월 공
95) 「国内のパブリッククラウド市場規模、2020年度に1兆円を突破」(2021. 10. 1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12. 8).
96) 経済産業省(2021b), pp. 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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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디지털산업 경쟁력 강화책으로서 ① 하이브리드형
클라우드 시스템 개발 ② 초분산형 클라우드 아키텍처 개발 ③ 유저기업과 IT
서비스기업 간 협업체계 구축 등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1) 하이브리드형 클라우드 시스템 개발
경제산업성은 2018년 9월 ‘디지털변혁 리포트’97)를 통해 소위 ‘2025년 절
벽’ 문제를 제기하였다. 당시 경제산업성은 일본기업의 디지털전환을 가로막
는 최대의 장애물로서 기업내부에 축적된 낡은 IT시스템을 지목하였다. 일본
기업의 IT시스템은 기업 스스로 기술인력을 채용하여 개발한 것이 아니라 소위
IT벤더(IT서비스 기업)라는 외부 IT전문기업이 시스템을 개발·구축한 것이어
서 기업내부에 축적된 정보시스템 노하우가 빈약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IT시
스템의 ‘외주화’는 점차 IT시스템의 비대화·복잡화·블랙박스화 현상을 초래하
였고, IT시스템이 고비용구조의 원천으로 변질되고, 기업들이 데이터 수집·축
적·처리에 필수적인 Iot, AI 등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에 대한 신규 투자를 가
로막는 요인이라고 지적하였다. 특히 유저기업은 평균적으로 IT 관련 예산의
80%를 현행 시스템의 유지·운영에 투입하고 있는데, 2025년에는 자국 IT인
프라가 더욱 노후화되고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기술인력의 퇴직 시기도 겹치
게 됨에 따라, 글로벌 디지털 경쟁에서 패자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는 2025년
절벽 문제를 제기하였다.98)
2021년 8월 경제산업성이 업데이트한 ‘디지털변혁 리포트 2.1’99)에서는 이
와 같은 유저기업과 IT서비스 기업의 관계에 대해 유저기업은 위탁에 의한 ‘비
용절감’을 추구하고 벤더기업은 수탁에 의한 ‘리스크 절감과 장기적·안정적 비
즈니스 관계 형성’이라는 언뜻 보기에는 서로 윈윈 관계로 인식하기 십상이나,
97) 経済産業省(2018), 『DXレポート: ITシステム「2025年の崖」克服とDXの本格的な展開』.
98) 김규판 외(2020), pp. 50∼51.
99) 経済産業省(2021f), 『DXレポート2.1(DXレポート2追補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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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경우 양자는 디지털시대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글로벌 디지털경
쟁의 패자로 전락하는 ‘저위안정(低位安定)’ 관계였음이 실상이라고 결론지었
다.100) 디지털전환을 시도하지 않거나 중간단계에 있는 유저기업은 사내 IT시
스템 개발을 IT서비스 기업에 위탁함으로써 IT시스템이 블랙박스화하는 현상
이 나타나고, 기업으로서는 IT 대응 능력을 상실하였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들
유저기업은 ‘벤더 록인(lock-in)’에 의해 경영의 민첩성마저 상실하고 고객에
대한 신속한 가치 제공, 즉 진정한 의미에서 디지털전환의 기회를 상실하는 결
과를 초래하였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IT서비스 기업은 다중 하청구조하에서
경영목표가 매출 총액 확보로 변질되었고, 이것은 다시 장시간 노동으로 연결
되어 IT산업의 생산성 제고 인센티브가 작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낮은 수익
률로 인해 기술개발 투자 여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결국 유저기업에게 디지털전
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없게 되었다. [표 4-4]는 소위 ‘일본기업의 디지털전환
딜레마’를 정리한 것이다.

표 4-4. 일본기업의 디지털전환 딜레마
딜레마

유저기업

내용

- 단기적 기업실적이 호조여서 디지털 ‘개혁’에 대한 위기의식이 희박
위기의식 딜레마 - 위기의식이 고양되었을 때에는 이미 디지털전환에 필요한 투자 여력을
상실
인재육성 딜레마

- 기술이 진부화되는 속도가 빨라 시간을 들여서 디지털기술을 학습해도
습득했을 때는 이미 낡은 기술
- 새로운 기술을 바로 습득할 수 있는 인재는 다른 기업이 스카우트

- 벤더기업이 유저기업의 디지털전환을 지원하는 기업으로 변신하면 유
저기업의 IT시스템이 내재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수탁형 비즈니스에
IT서비스
비즈니스 딜레마
비해 매출규모가 축소
기업
- 벤더기업이 유저기업을 디지털기업으로 이행하도록 지원하면 결국은
자신이 불필요한 존재로 전락
자료: 経済産業省(2021f), p. 6.

100) 経済産業省(2021f),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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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성이 디지털산업 경쟁력 강화책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하이브리드형
클라우드 시스템 개발’은 현재 기반계 정보시스템 기능이 IaaS, PaaS 등 퍼블릭
클라우드 형태로 제공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IT서비스 기업은 새로운 부가가
치를 지닌 기반계 정보 플랫폼이나 인티그레이트(integrate) 기능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일종의 대안 제시이다. 일본의 IT서비스 기업은 퍼
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조합한 하이브리드형 클라우드 서비스를
개발하여 공급망 리스크 대응이나 장애 사후 대응처럼 현행 퍼블릭 클라우드 서
비스로는 대응이 곤란한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한 후, 투명성
과 사이버보안, 가용성과 관련한 기술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101)

2) 초분산형 클라우드 아키텍처 개발
경제산업성은 현행 클라우드는 인접한 복수의 데이터센터 내에 배치된 컴퓨
터군(群)을 가상적으로 거대한 하나의 컴퓨터로 운용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구사하고, 규모의 경제 원리에 의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집중형 클라우드라
정의하고, 소프트웨어 기술 한계상 통합 운용의 범위가 수십 km 이내(region)
로 제한되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일본에서는 첫째 도
쿄에 데이터센터가 집중되고 있는 문제, 둘째 현행 클라우드 기술로는 수십
mm/초 이상의 지연이 발생하기 때문에 10mm/초 이내의 처리가 요구되는 산
업용도에서는 클라우드를 단순 적용할 수 없는 문제, 셋째 산업기기나 단말기
등 에지 디바이스로부터 클라우드까지의 거리가 길어짐에 따라 네트워크상에
대량의 데이터가 흐르고, 네트워크에서의 전력소비가 증대하는 문제, 넷째 복
수의 유저기업이 데이터를 통합하면 더 정밀한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음에도
현행 클라우드에서는 유저기업이 각자 데이터를 집약하는 ‘사일로우(silo)화’
현상에 의해 데이터 활용에 제약이 뒤따르는 문제가 파생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101) 経済産業省(2021d), pp. 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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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102)
경제산업성은 집중형 클라우드의 지연성 문제와 전력소비 문제를 해소하고
상호 데이터 활용을 원활화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 촉진기반, 즉 ‘초분산 클라
우드 아키텍처’를 2020년대 중반까지 상용화한다는 목표 아래, 기술개발 지원
과 규범·표준 정비를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초분산 클라우드 아키텍처는 통신
사업자가 구축한 통신네트워크와 전산자원(computational resource)의 협
조동작에 의해 분산된 데이터센터를 일체적으로 취급하고, 각 자원의 부하상태
를 감안하여 데이터 발생원의 장소에 가까운 컴퓨터(에지 서버 등)에서 효율적
으로 처리하도록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103) 즉 일본정부는 집중형 클라
우드처럼 데이터를 집약하지 않고 에지 서버 등에서 해석결과를 집약·통합하
는 데이터 연계방식이 실현되면 유저기업의 데이터가 경쟁기업에 누설될 리스
크가 낮다는 이점에서 데이터 활용이 크게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104)

3) 유저기업과 IT서비스기업 간 협업체계 구축
미국에서는 대통령령에 의거하여 벤더 또는 개발자의 소프트웨어 검증 시
준수해야 할 최저기준을 가이드라인 형태로 공개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도 고도
의 정보시스템 정착을 위해서는 유저기업과 IT서비스 기업 간 공통이해를 배양
하도록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105) [표 4-5]는 일본정부
의 디지털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을 정리하고 있다.

102) 経済産業省(2021d), p. 36.
103) 経済産業省(2021d), p. 38.
104) 経済産業省(2021d), p. 40.
105) 経済産業省(2021d), p.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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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일본의 디지털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
정책

내용

1. 하이브리드형 클라우드 - 새로운 부가가치를 지닌 기반계 정보내용플랫폼 구축을 통한 인티그레
시스템 개발
이트(Integrate) 기능 제공: 하이브리드형 클라우드 시스템의 개발·보급
2. 초분산형 클라우드 아키
텍처 개발

- 다양한 업종·업계에 걸친 데이터 공동이용을 위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의 개발: 분산처리기술을 중심으로 한 데이터 활용 촉진기반 구축, 초분
산처리에 의한 저지연화·저소비전력화, 데이터 상호이용 규범의 책
정,106) 에지 측에서의 데이터 연계 촉진, 유니버설 데이터 활용 촉진기반

3. 유저기업과 IT서비스기 - 유저기업·IT벤더 쌍방의 신뢰성에 관한 공통이해를 배양하기 위한 기준
업 간 협업체계 구축
책정
자료: 経済産業省(2021d), p. 31.

106) 디지털청은 데이터 거래시장에서 데이터유통의 저해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규범
책정을 검토 중. 현재 지적되고 있는 데이터유통의 저해요인으로는 ① 데이터 이용자의 목적 외 이용
(유용) ② 데이터 제공자의 노하우 등이 경쟁기업으로 유입될 우려 ③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불안 ④
제공 데이터에 대한 관계자의 이해·관심 불분명 ⑤ 대가환원기회에 대한 관여의 어려움 ⑥ 거래상대
방의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불안 ⑦ 공정한 거래시장의 부재 등임. 経済産業省(2021d), p.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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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1. 요약 및 평가
가. 일본의 디지털정부 구현
1) 디지털정부 구현
일본의 디지털정부 구상은 2021년 5월 「디지털사회형성 기본법」 등 소위
디지털전환 관련 6법 제정으로 인해 앞으로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
재 일본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디지털정부 구현 시책은 공공영역에서의 규제
개혁과 정부·지자체 간 정보시스템의 표준화이다(그림 5-1 참고).
첫째, 공공영역에서의 규제개혁은 서면·날인·대면주의의 개혁, 온라인 이용
촉진, 납세의 전자화 등 세 가지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서면·날인·대면주
의의 개혁은 사회전반에 만연된 서면·날인·대면주의를 혁파하겠다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2021년 3월 말 기준으로 아직 날인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305개
종류의 행정절차를 규제개혁한다는 방침이다. 일본정부는 2020년 아동수당
수급자격 및 소득 신고, 도로사용허가 신청, 자동차 보관장소 증명 신청, 면허
증 재교부 신청,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부동산등기업무, 국세납부 등 28개 시
범사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수속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국민들이 온라인을 통해
각종 행정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총무성은 납세의 전
자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1년부터 ‘지방세공통납세시스템’의 대상 세목을 이
자소득·양도소득·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주민세로 확대하였고, 추후에는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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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세(재산세), 도시계획세, 자동차세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둘째, 일본의 정부·지자체 간 정보시스템 표준화는 2021년 5월 제정된 「지
방공공단체 시스템 표준화법」이 정부가 지자체에 대해 정부 기준에 적합한 정
보시스템을 이용하도록 강제함으로써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간 일
본의 전자정부 구현에 가장 큰 장애물로 인식되었던 마이넘버(사회보장·조세
번호제도) 카드의 보급률 저조 문제와 마이나포털(공공서비스 포털)의 이용률
저조107)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일본정부는 우선 표준사양 설정
등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데이터 형식을 표준화하는 작업부터 서두른다는 방침
이다.

그림 5-1. 일본의 디지털정부 구현 시책
디지털정부 구현을 위한 주요 시책
1. 서면·날인·대면주의의 개혁
I.
규
제
개
혁

1) 서면·날인·대면주의의 개혁: 305개 행정절차에 대한 날인의무 폐지
2) 사업자의 지자체 행정절차 디지털화
3) 행정절차 수수료 납부의 온라인화
4) 금융기관의 금융청 행정절차 디지털화

2. 온라인 이용 촉진
3. 지방세 등 납세의 전자화
II. 정부지자체 간 정보시스템 표준화·공통화

자료: 본문 내용을 정리.

2) 민간영역의 규제개혁
일본정부가 추진 중인 민간영역에서의 디지털화 관련 규제개혁은 서면·날
인·대면주의의 개혁, 디지털사회 기반 정비, 주요 산업분야(해상물류, 금융, 스
마트 모빌리티, 의료)에서의 규제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07) 2021년 4월 말 기준 마이넘버 카드 신청자는 인구의 약 39%에 불과하고, 정부가 운영 중인 온라인
서비스 ‘마이나포털’의 이용률은 약 0.1%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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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민간영역에서의 서면·날인·대면주의의 개혁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실상 대면주의를 지킬 수 없는 사안에 대해 정부가 일종의 특례조치를 허용
하는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법무성이 2021년 12월 주주총회 자료의 웹사이
트 공개를 허용한 사례와 경제산업성이 2021년 6월 「산업경쟁력강화법」을 개
정하여 가상 주주총회를 허용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둘째, 일본정부는 디지털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존 법
률과의 충돌 가능성이나 기존 법률의 해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사회의
기반 정비 관련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내각부는 2021년 8월 공공정보기
반(Base Registry) 등록 대상 정보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과
의 충돌문제를 검토하였고, 후생노동성은 2021년 5월 「노동자파견사업과 청
부에 의해 수행되는 사업을 구분하는 기준」을 공표하여 IT시스템 개발 과정에
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편법 고용계약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셋째, 주요 산업분야에서의 규제개혁은 선하증권의 전자화(해상물류 분야),
민간 금융기관의 금융청에 대한 각종 절차와 민간 금융기관의 금융서비스 제공
관련 절차의 전자화 추진(금융분야), 자율주행차의 국도 실증실험 시 보행자용
도로상 운행 허용 및 자율주행 버스의 기존 버스정류장 주정차 허용, 온라인 지
불만 가능한 자율주행 서비스 도입 허용(스마트 모빌리티 분야), 원격진료 전면
허용 및 ‘요지도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 허용, 의사의 전자서명 수단 다양화(의
료분야)가 대표 사례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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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민간영역 내 일본정부의 디지털화 관련 규제개혁
규제개혁 사항

내용

서면·날인·대면주의의
개혁

- 주주총회 자료의 전자제공제도 도입(2021년 12월). 하이브리드형 가상
주주총회 허용(2021년 6월). 설계수탁계약·공사감리수탁계약, 부동산
매매거래 시 중요사항의 비대면·온라인 설명 허용

디지털사회의 기반 정비

- 공공정보기반(Base Registry) 등록 대상 정보 지정(2021년 5월). 애자
일(agile)형 IT시스템 개발 환경정비: 고용계약 형태의 명확화(2021년 5월)

해상물류: 선하증권의
전자화

- 선하증권의 유가증권 규정을 재검토하여 전자화 예정

금융분야:
서면·날인·대면주의의
개혁

- 민간 금융기관의 금융청에 대한 각종 절차와 민간 금융기관의 금융서비스
제공 관련 절차의 전자화 추진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
자율주행 보급 확산,
차세대 모빌리티의
안전성 확보

- 자율주행의 보급·확산을 위한 규제 환경정비→자율주행차의 국도 실증실
험 시 보행자용 도로상 운행 허용. 자율주행 버스의 기존 버스정류장 주정
차 허용. 완전 캐시리스에 한정한 자율주행 서비스 도입 허용
- 차세대 모빌리티의 안전성 확보→새로운 모빌리티를 인도통행차, 소형저
속차, 기존의 원동기부착 자전차 등 세 가지로 구분한 후 각각에 대한 교통
규범 설정

의료분야의 디지털전환 - 원격의료의 상시화, 원격 복약지도의 상시화. ‘요지도 의약품’의 온라인
촉진
판매 허용, 전자서명 수단의 다양화
자료: 본문 내용을 정리.

요컨대 일본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대응과정에서 노정된 서면·날인·대면
주의의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개혁과 정부·지자체 간 정보시스템 표준화
를 중심으로 전자정부 구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1년 5월 「디지털사회
형성 기본법」 등 소위 디지털전환 6법 제정, 이에 근거한 2021년 9월 ‘디지털
청’ 신설, 그리고 디지털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디지털사회추진회의’ 출범은
일본정부의 디지털전환에 대한 절박감을 대변해주고 있다.
그럼에도 일본은 내각 산하의 디지털사회추진회의가 컨트롤타워로서 디지
털정책을 총괄하고 있다고는 하나,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판 디지털 뉴
딜’과 같은 국가 차원의 디지털전략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정책이 디
지털정부 구현에 집중되고 있는 양상이다. 일본 여론은 2000년 이후의 IT정책
이 정부부처 이기주의 내지는 칸막이행정 탓에 실패하여 결국 ‘디지털 패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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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래하였다는 게 중론이다. 현 기시다 내각이 전후 뿌리 깊게 정착한 일본의 정
부부처 이기주의를 극복하느냐 여부는 디지털정부 구현의 성패를 좌우할 요소
중의 하나로 판단된다.

나. 주요 산업분야의 디지털전환
1) 제조업 분야
일본 제조업의 디지털전환은 내각부가 2016년 소위 일본판 4차 산업혁명인
‘소사이어티5.0’ 실현을 핵심 성장전략으로 제시하면서 여론의 높은 관심을 받
았다. 경제산업성은 2017년 7월 일본이 강점으로 여기는 산업데이터 활용에
방점을 둔 ‘커넥티드 인더스트리즈(Connected Industries)’라는 정책을 발
표·추진하였다. 2018년 이후에는 일본기업들이 디지털전환에 나설 수 있도록
기업내부의 환경조성(디지털전환 추진지표에 의한 자가진단의 촉진, 벤치마크
제시)과 시장 환경정비(디지털 거버넌스 코드 제정, 디지털전환 인증제도 도입,
디지털전환 종목 지정, 디지털 플랫폼 거래투명화) 차원에서 디지털전환 정책
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제조기업은 전통적으로 공장자동화 등 제조공정의 디지털화에 강점을
지니고 있다. 최근에는 경제산업성으로부터 디지털전환 인증을 받은 기업을 중
심으로 제조공정의 자동화를 넘어 새로운 상품·서비스 개발 관점에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코마츠제작소의 Smart Construction, 토
요타자동차의 MSPF, 브리지스톤의 Bridgestone T&D PaaS, 코니카미놀타
의 HitomeQ 케어 서포트, 요코가와전기의 IA2IA, 화낙의 FIELD System, 후
지필름의 SYNAPSE SAI viewer, DMG 모리정기의 ADAMOS, 다이킨공업의
CRESNECT는 일본 제조업의 디지털전환을 상징하는 산업용 디지털 플랫폼이
다. 다만 이들 디지털 플랫폼은 일본정부가 구상하는 것만큼 디지털 플랫포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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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발주처인 제조기업들이 공급망 전체를 아우르는 최적화 모델을 갖추었다
고 평가하기에는 이르고, 대체적으로 스마트 팩토리 구축 과정에서 활용되는
IT 솔루션과 소프트웨어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농업분야
농림수산성은 2019년부터 ‘스마트농업 실증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2019년에는 논 경작, 밭 경작, 노지야채·관상식물, 시설원예, 과수·차, 축산
등 6개 영역에서 총 124건의 실증프로젝트를 채택하였고, 2020년부터는 로컬
5G, 신서비스, 스마트물류, 원격화, 지역농업 분야로 범위를 확대하여, 2020
년 총 79건, 2021년 총 33건의 실증프로젝트를 채택하였다. 일본 도치기현 시
모쓰케시에서 추진 중인 시설원예 실증프로젝트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의 스
마트농업은 정부가 시범사업을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 소프트웨어 도입,
AI·농업데이터 연계기반 구축 능력을 갖춘 기업과 연구기관 등 지방의 산관학
기관을 총동원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3) 인프라·물류 분야
인프라·물류 분야는 건설, 도시정비·스마트시티, 물류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일본정부의 디지털전환 시책과 기업 사례를 살펴보았다.
첫째, 일본의 건설분야에서의 디지털전환은 국토교통성이 2023년도까지 소
규모를 제외한 모든 공공사업에 BIM/CIM을 적용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것에
서 알 수 있듯이, BIM/CIM을 디지털전환의 기본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
이 특징이다. 국토교통성은 건설업에서의 ICT·데이터 활용에도 역점을 두고
있는데, ICT를 활용한 시공관리 모델사업과 건설커리어업시스템(CCUS)에 축
적된 데이터 활용이 대표적 시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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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건설업체는 제조업체와 마찬가지로 디지털 플랫폼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대표적인 디지털 플랫폼은 카지마건설의 3D K-Field, 시미즈건설의
DX-Core, 타이세이건설의 TAISEI i-Innovation, 다케나카코무텐의 빌딩커
뮤니케이션즈이다. 예를 들어 카지마건설은 2020년 10월 건물 기획·설계, 시
공, 유지관리·운영 단계의 정보를 가상공간에 실시간 재현한 디지털트윈을 이용
하여 스마티시티 모델사업인 하네다이노베이션시티 건설현장을 원격관리하는
디지털 플랫폼 3D K-Field를 구축하였다. 건물관리뿐만 아니라 건설현장도 원격
관리하는 데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둘째, 일본정부의 도시정비 분야에서의 디지털전환은 국토교통성이 2020년
4월 개시한 ‘플래토 프로젝트’가 상징적이다. 일본 도시의 ‘디지털트윈’을 작성
하여 전국의 3D 도시모델을 정비하고 도시계획 입안이나 도시정비, 방재, 도
시서비스의 시뮬레이션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일본정부의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소위 ‘슈퍼시티형 국가전략특구’를 지정
하는 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다만 당초 2020년 12월 시작하여 2021년 4월까
지 공모를 마친다는 계획이었으나 정부와 해당 지자체 간 이견으로 공모 발표
를 1년 늦춘 상태이다. 일본정부의 슈퍼시티 구상과는 별도로, 일본에서 주목을
끌고 있는 스마트시티는 토요타자동차의 우븐시티(Woven City)이다. 토요타
자동차가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모빌리티 기업으로 탈바꿈하려는 새로운 실험
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높은 사업이다.
셋째, 일본의 물류분야에서의 디지털전환 방향은 국토교통성의 물류 자동화
시책에 잘 반영되어 있다. 국토교통성은 2018년 항만물류 관련 RTG(트랜스퍼
크레인)의 원격조작화, IoT·AI를 활용한 컨테이너 저장장소의 최적화를 주 내
용으로 한 소위 ‘AI 터미널’ 구상을 발표하였다. 육상물류 분야에서는 트럭대열
자율주행의 도입과 드론배송의 보급 확산, 그리고 자율이동로봇(AGV)과 디팔
레타이저(depalletizer) 활용을 통한 물류창고의 자동화에 역점을 두었다.
일본의 물류업체 중 디지털전환에 적극적인 기업으로는 히타찌물류, 야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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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딩스, SG홀딩스, 닛폰유센, 상선미쓰이가 거론되고 있다. 육상운송 기업들
은 물류창고의 자동화기술을 디지털기술과 조합한 스마트창고 구축에 주력하면
서 물류업체 특성상 공급망상의 정보를 통합관리 및 시각화하고, 고객기업에게
물류관리 디지털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해상운송 기업들은 선박관리 시스템
의 고도화, 차세대 ICT 플랫폼에서의 선박 운항 데이터 관리 및 활용, 선박 플
랜트의 실시간 원격진단, 항해모니터링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다. 디지털산업기반의 정비
1) 반도체
2021년 6월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반도체전략108)은 대만 TSMC 유치에서
드러나듯 과거 1980년대의 반도체 ‘왕국’을 부활시키기 위한 산업정책으로 평
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산업 기업으로서의 반도체,
즉 반도체전략의 두 번째 항목인 디지털화 관련 첨단 로직반도체의 설계·개발
강화책에 초점을 맞추었다. 분석결과, 일본정부가 ‘포스트 5G 기금’과 ‘그린이
노베이션기금’을 동원하여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반도체기술은 첫째, 포
스트 5G 네트워크의 초저지연성과 다수 동시접속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다중
액세스컴퓨팅(MEC)용 대규모 첨단 로직 칩 및 서버용 광역대·대용량 메모리
모듈의 설계 기술, 둘째 고성능·저소비전력의 차세대 데이터센터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반도체기술과 광전자기술을 융합한 시스템 개발, 셋째 자율주행차·
전기자동차·커넥티드 카의 단일 칩 시스템(SoC)·센서 등에서 컴퓨팅을 최적화
하는 소프트웨어의 설계·반도체 설계 기술, 넷째 자율주행, 공장자동화·IoT,
의료·헬스케어 등의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한 AI로직반도체의 설계 개발임을 확
108) 본문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일본의 반도체전략은 ① 첨단 반도체 양산체제 구축 ② 디지털화 관련 첨
단 로직반도체의 설계·개발 강화 ③ 반도체기술의 그린이노베이션 촉진 ④ 국내 반도체 제조기반의
재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5장 결론 • 93

인할 수 있다.
최근 일본의 반도체산업은 로직, 아날로그, 메모리 분야에서 세계 시장점유
율이 10% 미만에 그치고 있지만, 반도체 소재나 장치 분야에서의 기술우위를
바탕으로 포스트 5G의 보급 확산과 그린 데이터센터, 자율주행, 제반 산업의
디지털전환을 염두에 둔 차세대 반도체 기술개발은 향후 일본의 디지털산업기
반 강화에 충분한 자양분을 공급할 것으로 기대된다.

2) 디지털인프라: 포스트 5G, 데이터센터
총무성은 Beyond 5G가 갖추어야 할 일곱 가지 통신인프라 기능과 각각의
기능별로 일본이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거나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할 기술 분야
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초고속·대용량 기능에서는 테라헤르츠파,
All광(光)네트워크 기술, 둘째 초지연성 기능에서는 시공간(사이버공간 포함)
동기화 기술, 셋째 초다수 동시접속 기능에서는 센싱 기술, 넷째 초안전·신뢰
성 기능에서는 양자암호 기술, 다섯째 초저소비전력 기능에서는 파워반도체 기
술, 여섯째 자율성 기능에서는 완전 가상화 기술, 일곱째 확장성 기능에서는
HAPS(성층권통신시스템) 활용, 인클루시브 인터페이스 기술이다(표 5-2 참고).

표 5-2. 일본의 포스트 5G 기술개발 중점분야
포스트 5G 기능
초고속·대용량

초지연성
초다수 동시접속
초안전·신뢰성

특성

기술개발 분야

- 접속통신속도: 5G의 10배, 코어 통신속도
테라헤르츠파, All광(光)네트워크
는 현재의 100배
- 5G의 1/10 저지연성, CPS의 고정밀 동기
(同期) 실현, 보완네트워크와의 고도의 동 시공간(사이버공간 포함) 동기화 기술
기화
-5G의 10배

센싱

- 사이버보안의 상시확보, 재해·장해로부터
양자암호
즉시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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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계속
포스트 5G 기능
초저소비전력

특성
- 현재의 1/100의 전력소비

기술개발 분야
파워반도체

자율성

- 기기가 자율적으로 연계, 유선·무선을 초월
완전가상화
한 최적 네트워크 구축

확장성

- 위성·HAPS와의 원활한 접속, 단말기·창
HAPS 활용, 인클루시브 인터페이스
등의 기지국화, 기기의 상호연결을 통한 모
(inclusive interface)
든 장소에서의 통신

자료: 본문 내용 및 総務省(2020a). p. 2 정리.

경제산업성은 2021년 6월 ‘반도체·디지털산업 전략’을 통해 데이터센터의
국내입지 강화·최적 배치, 그린 데이터센터 정비를 주축으로 한 데이터센터 정
비 계획을 발표하였다. 일본 국내의 데이터센터의 도쿄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쿄의 백업이 될 수 있는 규모의 중핵거점(5곳)·지방거점(10곳)을 정비
하고, 초저(超低)지연이 요구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데이터 발생지점 근처에
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분산형 데이터센터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일본은
전력비용이 높고, 재생에너지 등 탈탄소전력의 구입이 곤란한 문제를 안고 있
어 그린 데이터센터의 국내입지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그린 데이
터센터의 국내 설립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과 차세대 에지 컴퓨팅 기술· 초분
산 그린컴퓨팅 기술 등에 대한 연구개발을 통해 그린 데이터센터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표 5-3 참고).

표 5-3. 일본의 데이터센터 정비 계획
전략

정책·시책

- 데이터센터의 집적거점 정비: 입지계획 책정→데이터센터의
전략1: 데이터센터의 국내입지, 신규 신규거점 정비 요건, 후보지 선정기준 마련
거점정비(최적 배치) 촉진
*필요시 데이터센터 입지에 필요한 토지나 각종 인프라 등 기반
정비를 정부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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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계속

전략2: 그린 데이터센터 정비

- 데이터센터의 국내입지 강화
① 데이터센터 투자의 국내 조달규모를 2050년까지 1조 엔 규
모로 확대
② 그린 데이터센터 설립에 대한 정보보조금 지급
③ 데이터센터의 계통 조기접속 실현
-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효율화와 성능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및
상용화 지원
① 차세대 에지 컴퓨팅
② 초분산 그린컴퓨팅
③ 반도체기술과 광전자기술을 융합한 차세대 그린 데이터센터
관련 기술

자료: 본문 내용 및 経済産業省(2021), pp. 22∼25; 経済産業省(2020b), pp. 30∼33 정리.

3) 디지털산업: 클라우드 산업
현재 일본 국내의 클라우드 서비스 산업은 퍼블릭 클라우드를 중심으로 미
국 아마존의 AWS, 마이크로소프트의 Azure, 구글의 GCP가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정부는 클라우드 산업 육성책으로서 하이브리드형 클라우드
시스템 개발, 초분산형 클라우드 아키텍처 개발, 유저기업과 IT서비스기업 간
협업체계 구축 등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이 디지털산업 경쟁력 강화책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하이브리드형
클라우드 시스템 개발은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조합한 하이브
리드형 클라우드 서비스를 개발하는 국내 IT서비스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책
의지로 읽히고, 2020년대 중반까지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초분산 클라우
드 아키텍처 개발은 현행 집중형 클라우드의 지연성 문제와 전력소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기술개발 지원책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육성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본문에서 지적한 소위 ‘일본기업의
디지털전환 딜레마’를 해결해야 하는 선결과제를 안고 있다. 경제산업성이 세
번째 육성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유저기업과 IT서비스기업 간 협업체계 구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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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서비스기업이 소프트웨어 개발방식을 폭포수 모델(waterfall model)에서
애자일(agile)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정부가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2. 정책적 시사점
가. 디지털정부 구현과 규제개혁
우리나라에서도 2021년 6월 소위 ‘디지털전환 3법’이 국회에 제출되어
2022년 2월 기준, 「데이터 기본법」109)과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110)은 제정되었고, 「디지털포용법안」111)은 심의 중이다. 이 중에서
도 데이터 기본법은 디지털시대를 맞이하여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과 민간데
이터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일본의 경우 2016년 「관민데이터 기본법」112)제정 이후 많은 지자
체들이 관민데이터 활용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실질적으로 공공데이터의 민
간활용을 촉진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는 점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내각부 IT종합전략실은 2020년 12월 공표한 ‘베이스 레지스트리 로드맵’에서
중점정비 대상 후보로서 데이터 개인, 법인, 부동산, 주소, 법률 등 12개 분야
를 제시하였고, 2021년 5월에는 개인, 법인, 토지·지도, 공공시설, 법률, 기타
등 6개 분야별 등록 데이터를 지정한 바 있다. 공문서의 디지털화 등 전자정부

109)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 데이터 기본법은 첫째, 정부가 데이터 활용 및 관련
산업진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 둘째 공공데이터의 민간활용
이나 민간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110) 전 국민 지식 플랫폼인 ‘디지털 집현전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에서 의의
가 있다. 정부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디지털 집현전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111) 정부가 3년마다 디지털 포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디지털포용위원회 설치하는 것
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112) 2021년 5월 「디지털사회형성 기본법」으로 흡수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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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 측면에서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뒤처져 있다는 게 대체적 평가이지만, 공
공데이터의 민간활용 측면에서는 미국과 유럽의 사례를 본떠 정부와 지자체가
높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일본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대응과정에
서 전격적으로 실시한 원격진료 허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본정부
의 의료분야 규제개혁은 2014년 일반용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 허용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보다 앞서고 있는데, 2020년 4월 코로나19 대책 일환으로 잠
정적으로 승인한 초진 원격진료의 특례조치를 2022년도부터 상시화하기로 결
정한 것이다. 다만 일본의 의료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원격진료를 시행하기 위해
서는 원격진료에 대한 진료보수(보험수가) 산정 문제가 남아 있다.

나. 산업분야의 디지털전환
우리 정부의 ‘디지털뉴딜’ 정책 역시 스마트산단, 스마트시티, 스마트물류체
계 구축 등 산업분야의 디지털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각각의 영역에서 추
구하고자 하는 정책의 방향성과 구체성 관점에서는 일본 산업계의 디지털전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서 국내 보급·확산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제조업의 디지털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경제산업성이 추진한 ‘협조영
역 데이터 공유·AI시스템 개발 촉진사업’은 우리 정부의 스마트산단 운영에 참
고할 만하다. 일본정부의 제조업 디지털전환 지원정책은 특정 업계를 뛰어넘는
‘업계횡단형’ AI시스템과 업계공용의 데이터 기반을 서로 연결한 데이터 플랫
폼 구축처럼, 기업들이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협조영역에서 데이터를 수집·
공유·활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 혹은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이다. 우
리 정부의 스마트산단이 개별 기업의 스마트공장을 넘어 산업단지 내의 기업들
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와 비즈니스를 창
출할 수 있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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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제조기업의 산업용 디지털 플랫폼 구축은 우리나라 기업의 스마트팩토
리 구축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 대기업은 RPA113)를 활용하여
단순작업, 수작업을 자동화하거나 IoT나 AI 등 최신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업
무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것을 넘어서, 공급망 전체를 아우르는 관련 기업을
플랫폼에 끌어들여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을 통해 산업데이터를 활용하고 그 과
정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일본의 건설업체
역시 건물관리뿐만 아니라 건설현장을 원격관리하는 데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
하고 있고, 물류업체도 육상물류와 해상물류 업계를 중심으로 각종 자동화기술
과 디지털기술을 조합한 디지털 플랫폼 구축에 적극적이다.
둘째, 우리 정부의 스마트농업 정책과 관련해서는 일본 농림수산성의 ‘스마
트농업 실증프로젝트’처럼 정부가 기업, 연구기관 등과 산관학 협력체계를 구
축하여 로봇트랙터 등 첨단 농기계, 드론, 센서, 클라우드 서비스, AI 등 소위 4
차 산업혁명 기반기술을 현지 및 업종 분야에 맞춰 적용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시범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일본 국토교통성이 2020년 4월 개시한 ‘플래토 프로젝트’는 우리 정
부가 도시정비의 디지털전환 관점에서 도입을 검토할 가치가 있다. 국토교통성
은 일본 도시의 ‘디지털트윈’을 작성하여 전국의 3D 도시모델을 정비하고, 도
시계획 입안이나 도시정비, 방재, 도시서비스의 시뮬레이션에 활용한다는 방
침이다. 2021년 11월 기준, 일본의 56개 도시가 플래토 프로젝트를 통해 대규
모 3D 도시모델을 정비하였고, 향후에는 3D 도시모델 활용 측면에서 민간사
업자가 참여하는 유스케이스를 본격 개발하여 스마트시티의 민관협력 및 시민
참여형 도시정비 유스케이스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넷째, 일본정부의 슈퍼시티 구상과는 별도로, 일본에서 주목을 끌고 있는 토
요타자동차의 우븐시티(Woven City)는 우리나라의 대기업에게도 좋은 비즈
니스 모델이자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실험으로서 검토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본
113) RPA: Robotic Process Automation(로봇프로세스자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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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토요타자동차가 스마트시티를 통해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모빌리티 기업으
로 변모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대기업도 산업·기술 융합을 통한 차세대 산업 창
출에 도전할 필요가 있다.

다. 디지털산업기반 정비
디지털인프라, 즉 디지털산업기반 분야는 한·일 경제협력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먼저, 일본정부는 이동통신 분야에서 자국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SEP(표준필수특허) 비율이 3G 이후 감소 추세에 있고, 세계 5G 기지국 통신장
비 시장에서 자국기업의 점유율도 극히 저조한 점을 인식하고 있다. 2020년 기
준 세계 5G 기지국 통신장비 시장에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일본기업은 후지쯔
(Fujitsu)와 NEC인데 점유율은 1% 근처이다. 일본기업의 5G 통신장비 분야
에서의 취약한 경쟁력은 향후 포스트 5G 통신장비 시장에서도 한·일 간 협력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NEC는 2018년 10월 스마트폰 등 통신단
말기와 전파를 주고받는 5G 기지국 개발을 분담한다는 업무제휴를 체결한 바
있다. 5G의 고주파수대용 기기(안테나, 신호처리장치 등) 개발은 삼성전자가
맡고 저주파수대용 기기는 NEC가 개발하여 제품을 상호 공급하는 방안이다.
삼성전자는 한국, 미국, 일본, 인도를 5G 중점지역으로 설정하고 있고, 일본에
서는 기존 KDDI뿐만 아니라 NEC의 주요 고객인 NTT Docomo에게도 거래
관계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114) 일본의 포스트 5G 통신장비 시장은 물론,
포스트 5G 기술을 활용한 제조업, 스마트 모빌리티, 인프라·물류 등 산업분야
의 디지털전환을 고려할 경우 포스트 5G 통신장비 시장에서의 한·일 협력은
새로운 협력 패러다임으로서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일본기업의 데이터센터를 우리나라에 유치하는 방안이다. 2019년 일
본 국내의 데이터센터 입지상황(서버룸 면적 기준)을 보면, 간토권 71%(도쿄
114) 김규판 외(2018), pp. 1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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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9%), 오사카부 14%로 도쿄 집중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일본정부는
데이터센터의 국내 최적 배치와 국내 유치를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으
나, 지진과 같은 일본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헤징할 수 있는 묘안은 없어 보인
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정부는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을 계기로
KT와 소프트뱅크가 경상남도 김해에 글로벌 데이터센터를 설립한 경험을 되
살려 부산과 경상남도 지역에 일본기업의 데이터센터를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
할 필요가 있다.
셋째, 클라우드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개발분야에서의 한·일 기업 간 협력방
안이다. 우리나라의 클라우드 시장은 향후 성장가능성은 매우 높지만 AWS,
MS 등 해외 클라우드 기업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점에서 일본과 비슷하
다.115) 우리 정부나 기업으로서는 일본 경제산업성이 내세우고 있는 디지털산
업 경쟁력 강화책, 즉 하이브리드형 클라우드 시스템 개발과 초분산형 클라우
드 아키텍처 개발에 대해 관심을 갖고 국내 기업 육성과 함께 일본기업과의 협
력방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115) 2019년 국내 클라우드 시장점유율 순위를 보면, IaaS→AWS, KT, LG U+, PaaS→MS, AWS,
Oracle, SaaS→SAP, MS, Douzone(더존비즈온)이다. 일본의 경우는 PaaS→AWS, MS, Google,
IaaS→AWS, MS, Google임.

제5장 결론 • 101

참고문헌

제1장
[국문자료]
김경근. 2021.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일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디지털화와 탈탄소
화를 중심으로」. 지역경제보고서 2021. 3. 한국은행.
김규판, 강구상, 김종혁, 오태현, 이현진, 손원주. 2019. 『주요국의 혁신성장 정책과
제도: 미국, 유럽, 일본을 중심으로 - 제1편 주요국의 혁신성장 정책』. 연구보
고서 19-15-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규판, 이형근, 이보람, 이정은, 손원주. 2020. 『일본의 ‘사회적 과제 해결형’ 4차 산
업혁명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20-1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용숙. 2021. 「일본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사회갈등 현황과 대응방안에 대한 소고」.
『공법연구』, 제50집 제2호. 한국공법학회.
이형근, 나수엽. 2019. 『한·중·일의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전략 비교 연구』. 연구자료
19-0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수진, 정종홍. 2021. 「스마트 건설기술 촉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향과 전략: 한국
과 일본 정부의 디지털 전환 접근법을 중심으로」. 『건설관리』, 제22권 제3호.
한국건설관리학회.
조경희. 2021. 「일본 디지털청 신설과 디지털사회형성 기본법」. 최신 외국입법정보.
통권 제171호(2021–22호). 국회도서관.
최해옥. 2021. 「글로벌 기술패권에 대응하는 일본의 전략 및 시사점」. STEPI Insight
280호.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2021a. 「일본 기업간 거래의 디지털화 확대 현황」. 『일본발
(發) 연구리포트』.
. 2021b. 「일본기업의 실천적 DX(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추진전략」. 『일본
발(發) 연구리포트』.
. 2021c. 「디지털화로 변하는 일본 FA 기업의 경쟁 방향성」. 『일본발(發) 연구
리포트』.

102 • 일본 디지털전환 정책의 평가와 시사점

[일문자료]
経済産業省. 2020. 『DXレポート2(中間取りまとめ）』. (12月)
. 2021. 「デジタル産業政策の新機軸」. 半導体·デジタル産業戦略検討会議.
(11月 15日)
総務省. 2018. 『平成30年版情報通信白書』.
. 2021. 『令和3年版情報通信白書』.

[온라인 자료]
IMD. World Digital Competitiveness Ranking. https://www.imd.org/centers/
world-competitiveness-center/rankings/world-digital-competitive
ness/(검색일: 2022. 1. 25).
OECD.Stat. Annual National Accounts/Detailed Tables and Simplified
Accounts. https://stats.oecd.org/(검색일: 2021. 11. 7).

제2장
[일문자료]
榎本尚行. 2020. 「IT政策の経緯: デジタル庁の議論を見据えて」. 『立法と調査』, No.4
30. 参議院.
規制改革推進会議. 2020. 『デジタル時代の規制·制度について』. (6月 22日)
厚生労働省. 2021. 「令和３年１月∼３月の電話診療·オンライン診療の実績の検証
の結果」. 第15回オンライン診療の適切な実施に関する指針の見直しに関す
る検討会. (5月 31日)
須藤修. 2021. 「行政デジタル化の論点」. 経済教室. 『日本経済新聞』. (5月 31日)
総務省. 2021. 『令和3年版情報通信白書』.
デジタル庁. 2021. 「デジタル時代の構造改革とデジタル原則の方向性について」. 第2
回デジタル臨時行政調査会. (12月 22日)
内閣府. 2021. 『規制改革実施計画』. 閣議決定. (6月 18日)
丸山雄平. 2021. 「日本における行政のデジタル化実現に向けて」. 『ビジネス環境レ
ポート』. 第一生命経済研究所. (12月)

참고문헌 • 103

[언론기사]
「政権会議乱立.参院選へ成果急ぐ.役割の線引き曖昧」. 2021. 『北海道新聞』. (11月
17日)
「デジタル臨調は時代遅れの法令を3年で改正できるか、成否握る2つの課題」. 2021. 『日
経XTECH』. (12月 23日). https://xtech.nikkei.com/atcl/nxt/column
/18/00001/06392/(검색일: 2022. 1. 24).

[온라인 자료]
太田弘子. 2021. 「デジタル化と規制改革」. 日本取締役協会. (7月 14日). https://www.
jacd.jp/news/column/column-opinion/210714_post-247.html(검
색일: 2021. 11. 23).
郡山市. 2021. 「デジタル改革関連6法の成立について」. (5月 17日). https://www.
city.koriyama.lg.jp/material/files/group/56/tyougi051703.pdf(검
색일: 2021. 9. 20).
金融庁. 2021. 「書面·押印·対面手続の見直しに関する取組み」. (2月 26日). https://
www.densai.net/pdf/20210222_onlineseminar_fsa.pdf(검색일: 2021. 11.
30).
厚生労働省. 2020. 「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感染拡大に際しての電話や情報通信機器
を用いた診療等の時限的·特例的な取扱いについて」. (4月 10日). https://www.
mhlw.go.jp/content/000620995.pdf(검색일: 2021. 10. 18).
. 2020. 「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に伴う医療保険制度の対応について」. (4月
7日). https://www.mhlw.go.jp/content/12404000/000620892.pdf
(검색일: 2021. 10. 18).
新経済連盟. 2021. 「規制改革推進会議 医療·介護ワーキング·グループにて、「医療
分野における電子認証手段の見直し」について説明しました」. (3月 26日). https://
jane.or.jp/proposal/advocacy/13750.html(검색일: 2022. 1. 15).
日本医師会. 「かかりつけ医を持ちましょう」. https://www.med.or.jp/people/
kakari/(검색일: 2021. 10. 15).
HRプラス社会保険労務士法人. 2021. 「偽装請負とアジャイル型開発」. (10月 28日).
https://ssl.officesato.jp/column/2694(검색일: 2022. 1. 12).
MACNICA. 2020. 「自動運転の法律·ルールってどうなっているの？道交法や道路運
送車両法をはじめ、実証ガイドラインも解説」. (11月 20日). https://www.
macnica.co.jp/business/maas/columns/135346/(검색일: 2022. 1. 12).

104 • 일본 디지털전환 정책의 평가와 시사점

Remote Doctor. 「オンライン診療/服薬指導の動向オンライン診療料等の要件関連
まとめ」. https://remodoc.net/point/summary/(검색일: 2021. 12. 12).

제3장
[국문자료]
김규판, 이현태, 오윤미, 김승현, 이정은. 2018. 『한·중·일 산업협력 방안: 4차 산업혁
명, 전자상거래, 문화콘텐츠를 중심으로 - 제1편 주요국의 혁신성장 정책』. 연
구보고서 18-1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규판, 강구상, 김종혁, 오태현, 이현진, 손원주. 2019. 『주요국의 혁신성장 정책과
제도:미국, 유럽, 일본을 중심으로 - 제1편 주요국의 혁신성장 정책』. 연구보고
서 19-15-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규판, 이형근, 이보람, 이정은, 손원주. 2020. 『일본의 ‘사회적 과제 해결형’ 4차 산
업혁명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20-1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문자료]
経済産業省. 2018. 『DXレポート: ITシステム‘2025年の崖’克服とDXの本格的な展
開』. デジタルトランスフォーメーションに向けた研究会. (9月 7日)
川又英紀. 2021. 「BIMと建物IoTデータの統合でデジタルツイン使い倒す、大成建設
がLifeCycleOS」. 『日経クロステック』. (2月 3日)
国土交通省. 2019. 『AIターミナル等に関する情報提供』. 港湾物流戦略室. (7月 5日)
. 2021. 『最近の物流政策について』. 総合政策局物流政策課. (1月 22日)
日本情報システムユーザー協会. 2021. 『企業IT動向調査報告書2021:ユーザー企業
のIT投資·活用の最新調査(2020年度調査)』.
農林水産省. 2019. 『農業新技術の現場実装推進プログラム』. (6月)
藤井篤之, 増田暁仁. 2021. 「都市のデジタルツインProject PLATEAUに見る3D都
市モデルの可能性」. 『デジタルクロス』. (11月 24日)
内閣府 国家戦略特区. 2022. 『スーパーシティ構想について』. 内閣府地方創生推進
事務局. (1月)
大和田尚孝, 吉田洋平. 2021. 「全却下スーパーシティ構想の行方は？自治体トップ
が激論·反論」. 『デジタル立国日本』 日経BP. (12月 3日)
みずほ情報総研. 2019. 『IT人材需給に関する調査』. 調査報告書(経済産業省委託事業).

참고문헌 • 105

[온라인 자료]
前田利幸. 2021. 「製造業の稼ぐDXに向けた戦略を立案するための5つのプロセス」.

MONOist. (2月 26日). https://monoist.atmarkit.co.jp/mn/articles/
2102/26/news018.html(검색일: 2021. 11. 25).
デジタル·ビジネスモデル研究所. 2022. 「デジタルトランスフォーメーション（DX）
の事例集」. (1月 17日). http://www.dxbm.jp/c/dx.html(검색일: 2022. 1.
20).
日本ロボットシステム株式会社. 「製造業のデジタル化とは？トレンドや事例、おすす
めメーカを一挙紹介」. https://jss1.jp/column/column_217//(검색일:
2022. 1. 23).
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 2020. 『デジタル技術の進展に対応したものづくり人材の
確保·育成に関する調査結果』. 調査シリーズ No. 204. (10月 30日). https://
www.jil.go.jp/institute/research/2020/204.html(검색일: 2021. 11. 28).
農林水産省. 2021. 「スマート農業プロジェクトについて」. (2月). https://www.maff.
go.jp/j/kanbo/smart/attach/pdf/package-27.pdf(검색일: 2022. 1. 5).
農研機構(NARO). 「スマート農業実証プロジェクト:令和元年度スタート課題の概要」.
https://www.naro.go.jp/smart-nogyo/index.html(검색일: 2022. 1. 5).
. 「スマート農業技術の開発·実証プロジェクトのうち、国際競争力強化技術開
発プロジェクト」. https://www.naro.go.jp/smart-nogyo/kokusaikyosoryoku-kyoka-project/index.html(검색일: 2022. 1. 7).
農林水産技術会議.「スマート農業実証プロジェクトについて」. https://www.affrc.
maff.go.jp/docs/smart_agri_pro/pamphlet/r1/index.htm(검색일:
2022. 1. 6).
SMART AGRI. 2019. 「大麦若葉の栽培∼収穫·加工を最適化 4社共同でスマート農
業実証プロジェクトがスタート」. (7月 24日). https://smartagri-jp.com/
smartagri/515(검색일: 2022. 1. 5).
計根別農業協同組合. 「TMRセンターと酪農家におけるスマート技術の実証」. https:
//www.gov-online.go.jp/tokusyu/COVID-19/img/policy/pdf/smart
-agriculture_tokyo_09.pdf(검색일: 2022. 1. 5).
国土交通省. 「インフラ分野のDXに向けた取組紹介」. https://www.mlit.go.jp/tec/
content/200729_03-2.pdf(검색일: 2022. 1. 15).
TechTrends. 2021. 「建設業のDXとは？着目すべきポイントや国の取り組み、国内
外の先進事例を解説」. (7月 5日). https://techtrends.jp/trends/constru

106 • 일본 디지털전환 정책의 평가와 시사점

ction-industry-dx/(검색일: 2021. 12. 14).
FASHION PRESS. 「トヨタが実験都市「ウーブン·シティ」を静岡に開発へ、ロボット
やAI技術を駆使した“スマートシティ」. https://www.fashion-press.net/
news/57048(검색일: 2022. 1. 12).
清水建設. 2020. 「建物運用のデジタル変革を支援する建物OS ‘DX-Core’を商品
化」. (10月 12日). https://www.shimz.co.jp/company/about/newsrelease/2020/2020025.html(검색일: 2022. 1. 12).
公文紫都, 藤田遥. 2020. 「搬送ロボット、自動梱包機器など最新テクノロジーを駆使
したSGホールディングスの次世代型物流センターXフロンティアとは」.

impress. (8月 17日). https://netshop.impress.co.jp/node/7913(검
색일: 2022. 1. 13).
SGホールディングス株式会社. 「デジタル化と最新技術」. https://www.sg-hldgs.
co.jp/csr/mission/new-value/digital/(검색일: 2022. 1. 13).
経済産業省. 2021. 「ITユーザの競争力強化」. (3月 1日). https://www.meti.go.jp
/policy/it_policy/outline.html(검색일: 2022. 1. 24).

제4장
[국문자료]
김규판, 이형근, 이보람, 이정은, 손원주. 2020. 『일본의 ‘사회적 과제 해결형’ 4차 산
업혁명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20-1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규판. 2021. 「일본의 반도체전략 특징과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21-13. 대외경
제정책연구원.

[일문자료]
経済産業省. 2018. 『DXレポート: ITシステム‘2025年の崖’克服とDXの本格的な展
開』. デジタルトランスフォーメーションに向けた研究会. (9月 7日)
. 2019. 「ポスト５Ｇ情報通信システム基盤強化研究開発事業研究開発計画」.
商務情報政策局. (8月 6日)
. 2020a. 「ポスト５Ｇ情報通信システム基盤強化研究開発事業研究開発計画」
商務情報政策局. (3月 9日)
. 2020b. 『2050 年カーボンニュートラルに伴うグリーン成長戦略』. (12月

참고문헌 • 107

25日)
. 2021a.『デジタルインフラをめぐる現状と課題』. 半導体·デジタル産業戦略
検討会議. (4月 27日)
. 2021b.『半導体·デジタル産業戦略』. (6月)
. 2021c. 「ポスト５Ｇ情報通信システム基盤強化研究開発事業研究開発計画」.
商務情報政策局. (3月 9日)
. 2021d. 『デジタル産業政策の新機軸』. 半導体·デジタル産業戦略検討会議.
(11月 15日)
. 2021e. 『半導体戦略』. (6月)
. 2021f. 『DXレポート2.1(DXレポート2追補版)』. デジタル産業の創出に向
けた研究会. (8月 31日)
. 2021g. 『次世代デジタルインフラの構築プロジェクトに関する研究開発·社
会実装計画(案)の概要』. 産業構造審議会 グリーンイノベーションプロ
ジェクト部会 産業構造転換分野ワーキンググループ. (7月 30日)
総務省. 2020a.『Beyond 5G推進戦略(概要)』. (6月)
_____. 2020b.『Beyond 5G推進戦略』. (6月)
_____. 2020c. 『ICTインフラ地域展開マスタープラン3.0』. (12月 25日)
村尾麻悠子. 2021. 「Beyond 5G: 鍵はテラヘルツ技術」. 『EETimes×EDN』,

No.76.
[온라인 자료]
MM総研. 2021. 『国内クラウドサービス需要動向調査』. (6月). https://www.m2ri.
jp/report/market/detail.html?id=64(검색일: 2021. 12. 9).

[언론기사]
「ソフトバンク、空飛ぶ通信基地局HAPS商用化への取り組みを発表：安定した通信
エリアとネットワーク構築」. 2021. 『ロボスタ』. (9月 3日). https://robotst
art.info/2021/09/03/sb-haps-bz.html(검색일: 2021. 12. 22).
「空飛ぶ基地局の実現に·ドコモ、エアバスなど3社とHAPSの研究開発を推進」. 2022.

ITmedia Mobile. (1月 17日). https://robotstart.info/2021/09/03/sb
-haps-bz.html(검색일: 2022. 1. 22).
「国内のパブリッククラウド市場規模、2020年度に1兆円を突破」. 2021. 『日経XTE
CH』. (10月 19日). https://active.nikkeibp.co.jp/atcl/act/19/00006/

108 • 일본 디지털전환 정책의 평가와 시사점

092100170/(검색일: 2021. 12. 8).

제5장
[국문자료]
김규판, 이현태, 오윤미, 김승현, 이정은. 2018. 『한·중·일 산업협력 방안: 4차 산업혁
명, 전자상거래, 문화콘텐츠를 중심으로 - 제1편 주요국의 혁신성장 정책』. 연
구보고서 18-1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문자료]
経済産業省. 2020a. 「ポスト５Ｇ情報通信システム基盤強化研究開発事業研究開発
計画」. 商務情報政策局. (3月 9日)
. 2020b. 『2050 年カーボンニュートラルに伴うグリーン成長戦略』. (12月 25日)
. 2021. 『半導体·デジタル産業戦略』. (6月)

[관련자료 목록]
岩本晃一. 2020. 「日本はなぜデジタル分野で世界に大きく遅れたか」. 『新春特別コラ
ム: 2020年の日本経済を読む』. (1月 9日). REITI(経済産業研究所). https://
www.rieti.go.jp/jp/columns/s20_0012.html(검색일: 2022. 1. 25).
経済産業省. 「DX銘柄/攻めのIT経営銘柄」. https://www.meti.go.jp/policy/it_
policy/investment/keiei_meigara/keiei_meigara.html(검색일: 2021.
11. 28).
KUBOTA PRESS. 2021. 「クボタが描く次世代の農業とは.5Gがスマート農業を進
化させた先にある新たな価値」. (7月 19日). https://www.kubota.co.jp/
kubotapress/life/5g-for-agriculture.html(검색일: 2022. 1. 13).
国土交通省. 2021. 「インフラ分野のデジタル·トランスフォーメーション(ＤＸ)施策
一覧」. (2月 9日). https://www.mlit.go.jp/common/001385990.pdf
(검색일: 2021. 12. 1).

참고문헌 • 109

Executive
Summary

Japan’s Digital Transformation Policy and
Implications for Korea
Gyupan Kim

This study takes Japan's digital transformation policy as a research
topic after the COVID-19 pandemic. The scope of digital transformation
is relatively broad, such as digital government, digital transformation of
industries, and building of digital industrial infrastructure.
First, the Japanese government's digitalization in the administrative
field, that is, the digital government policy, focuses on regulatory
reform in the public domain, standardization of information systems
between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and regulatory reform
in the private sector.
There is a general recognition that Japan is lagging behind Korea in
terms of digital government, but in the field of private use of public data,
Japan has already enacted the ‘Public-Private Data Basic Act’ in 2016
and many local governments have established public-private data
utilization promotion plans. In Korea, among the so-called '3 Acts on
Digital Transformation'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in June
2021, the ‘Data Basic Act’ can be highly evaluated in that it lays the legal
foundation to promote the use of public data by the private sector.
However, it seems that the work of building a public information data
base like Japan's 'Base Registry' should be accelerated.
In relation to regulatory reform,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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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sely review the Japanese government's permit for telemedicine in the
course of responding to the COVID-19 pandemic. The Japanese
government's regulatory reform in the medical field is ahead of Korea's
as shown in the permission of online sales of over-the-counter drugs in
2014.
Second, this study analyzed the Japanese government's digital
transformation policies and corporate trends in manufacturing, agriculture,
and infrastructure and logistics sectors. The Korean government’s
‘Digital New Deal’ policy also emphasizes digital transformation in
industrial fields such as smart industrial complexes, smart cities, and
smart logistics systems, but in terms of policy directions and
technological capabilities to pursue in each area, it is necessary to
closely examine the Japanese cases to promote domestic distribution
and dissemination.
In the manufacturing sector, it is necessary to refer to the ‘Common
Data Connecting Project’ support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through pilot projects. At the corporate level, it is worth noting that
Japanese manufacturing companies are focusing on industrial digital
platforms by attracting related companies that go beyond factory
automation to the entire supply chain. Japanese construction
companies are also using digital platforms for remote management of
construction sites as well as building management.
Regarding the smart agriculture policy of the Korean government,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Japanese government’s ‘Smart
Agriculture Demonstration Project’. The Japanese government is
implementing various pilot projects in a way that applies the so-called
4th industrial revolution-based technologies such as robot tractors,
drones, sensors, cloud services, and AI to local agricultural field by
establishing an public-private cooperation system.
On the other hand, in the field of infrastructure and logistic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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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government also needs to actively introduce digital
transformation work for urban planning like the Japanese government’s
Plateau project. As of November 2021, 56 cities in Japan have developed
large-scale 3D city models through the Plateau project, and in the
future, use cases involving private companies will be developed in terms
of the use of 3D city models to promote smart city development.
Third, the digital infrastructure field needs to be approached from the
perspective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The
Japanese government is focusing on supporting technology development
in the post 5G mobile networks, but the weak competitiveness of
Japanese companies in the field of 5G communication equipment
provides room for Korea-Japan cooperation in the future. And,
although the Japanese government is making plans to relocate its
domestic data centers, there seems to be no way to hedge Japan's
geopolitical risks such as earthquakes. From this point of view,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consider ways to attract Japanese
companies' data centers, just as it did immediately after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in March 2011. Lastly, the Japanese government is
also very active in fostering the domestic cloud service industry.
Especially, the Korean government and companies need to be interested
in the hybrid cloud system and super-decentralized cloud architecture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has designated as key support areas, and
prepare a plan for cooperation with Japanese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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