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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성장 정책에 초점을 맞춰 미국, 유
럽, 일본의 혁신성장 정책 추진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선 미국, 유럽, 일본과 같은 주요국의 혁신성장 패러다임의 특
징을 분석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혁신성장 패러다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
다. 이어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요 분야 중 스마트팩토리, 창업생태계(스타트업),
핀테크와 같은 3가지 분야를 선정하고, 우리 정부와 주요국 정부의 정책을 비교
ㆍ분석하여 보다 구체적인 정책적 제언을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제2장에서는 우선 미국의 민간 주도형 혁신과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4차 산
업혁명 분야(첨단제조업, IoT, AI, 빅데이터) 관련 미국정부의 정책을 분석하
였다. 정부 차원에서는 연방정부의 분야별 전략 아래 개별부처 및 유관기관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들을 조정하는 범부처기관을 설치하
여 정보 공유와 기관 간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민간 부문에서는 ‘산업인터넷
컨소시엄(IIC)’ 등을 통해 첨단기술의 상용화 실험 및 검증 작업이 활발하게 진
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례 분석을 통해서는 디지털 플랫
폼 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정책의 역할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부의 정책과 민간기업의 전략 간 연계가 미국 혁신성장의 핵심임
을 파악했다. 이어 ‘하이테크 전략’을 시작으로 ‘인더스트리 4.0’ 및 ‘디지털 전
략 2025’를 거쳐 ‘AI 전략’에 이르기까지 독일 연방정부의 정책에 나타난 혁신
성장 패러다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충격적인 변화를 가
져온 독일정부의 ‘인더스트리 4.0’ 개념은 네트워킹을 통해 모든 정보를 활
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최적의 가치흐름을 도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제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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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화와 연관성이 높다. 독일의 혁신성장은 산관학 협력이 핵심이며, 구체
적인 적용사례 소개 및 테스트베드 제공 등을 통해 실현되고 있다. 산관학 협력
을 대표하는 연구기관인 프라운호퍼는 ‘등대 프로젝트(lighthouse project)’
를 통해 기업이 주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연구를 대신 수행하여 빠른 시일 내
에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편 일본정부는 새로운 미래 사회상으
로 ‘소사이어티 5.0’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IoT 기술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수
집하고 AI 및 로봇 등을 통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사회를 의미한다. 특히 일본
은 강점을 지닌 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제조업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커넥티드 인더스트리즈(Connected Industries)’라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일본은 무엇보다도 빅데이터의 활용을 강조하고 있는데, 산업데이터 공유사업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산업 IoT 플랫폼 간 연계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
이 특징이다. 최근에는 내각부 내 종합과학기술ㆍ이노베이션회의라는 과학기술
ㆍ이노베이션 컨트롤타워를 설치하여 보다 일관된 실행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제3장에서는 스마트팩토리에 대한 개념 설명을 시작으로 독일과 일본 스마
트팩토리의 현황과 관련 정책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우선 독일은 스마트팩토
리 구축 및 활용 정도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와 더불어 OPC UA(Open
Platform Communications Unified Architecture) umati와 같은 스마트
팩토리 연결 메커니즘 및 표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독일 스마트팩토
리의 구체적인 사례로는 지멘스, 보쉬, SAP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으며,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BMWi)는 스마트팩토리의 바탕이 되는 디지털 변환을 지원하
고자 ‘미텔슈탄트 4.0 역량센터’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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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아직까지 가상팩토리 단계에 미치지 못하고 제조공정의 혁신에 초점
을 맞추고 있으며, 스마트팩토리에 대한 관심도 비교적 낮다고 볼 수 있다. 일
본의 제조공정 혁신은 디지털화 및 표준화, 가시화, 자동화 측면에서 이루어지
고 있으며, 공장 간 또는 부문 간 연결을 위해 미쓰비시전기의 엣지크로스, 화
낙의 필드시스템과 같은 산업용 IoT 플랫폼이 등장하였다. 한편 일본정부는
IoT 도입을 중심으로 한 기업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홍
보활동, 전문가 파견 및 IoT 툴 지원, IoT 세제, IoT 투자에 대한 자금지원을
시행 중이다.
제4장에서는 미국, 일본, 프랑스의 스타트업 생태계 현황과 관련 정책에 대
해 살펴보았다. 미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인적자본, 기술혁신, 벤처캐피털 등
의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며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
다. 정책 면에서는 오바마 행정부 당시 ‘Startup America Initiative’, ｢신생
기업지원법(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 등을 통해 혁신기술 개
발을 지원해왔으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예산 감액, 고급 인력에 대한 비
자 심사 강화 등으로 인해 지원정책의 동력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실
리콘밸리 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의 최근 스타
트업 생태계의 특징은 CVC 투자 확대, 젊은 창업자 증가 등으로 요약할 수 있
다. 일본의 대표적인 스타트업 지원정책으로 거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J-Startup 정책이 있으며, 최근에는 대기업과 대학 및 연구기관 간의 오픈 이
노베이션을 활성화하기 위한 데이터 또는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는 등 환경 구축
과 질적 향상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들어 테크 스타트업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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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 정부 지원책인 ‘La French Tech’
와 민간 스타트업 캠퍼스인 ‘Station F’ 등을 통해 정부와 민간 부문이 유기적
으로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2019년에는 정책 시행 초기보
다 스타트업 성장 인센티브와 홍보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정책 다변화를 통해 프
랑스의 스타트업 생태계 경쟁력을 보다 향상하고자 하였다.
제5장에서는 미국, 일본, 영국의 핀테크 관련 현황과 정책에 대해 서술하였
다. 미국의 경우 대형 은행들이 핀테크 기업을 인수하거나 핀테크 기업과 협업
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 대출 부문에서 핀테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
다는 점, 로보어드바이저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는 점 등이 특징이다. 미국은 네
거티브 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핀테크 사업 실행의 불확실성을 제거하
기 위해 증권위원회를 포함한 금융당국이 합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가이드라인
을 제시해주고 있다. 일본은 관련 금융법(｢은행법｣, ｢자금결제법｣, ｢금융상품
거래법｣ 등)을 도입ㆍ개정하면서 새로운 핀테크 기업과 서비스의 등장을 장려
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선진적인 암호자산 관련 법제도를 구축하고 있다고 평
가받는다. 주무부처인 금융청은 규제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체계(핀테크 서
포트 데스크, 핀테크 실증실험 허브)를 갖추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술 동향을
이해하고 핀테크 생태계 내 금융청의 입지를 다지고자 ‘교류’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해서는 국제 공동연구 및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해외
유관기관으로 협력 대상을 넓혀가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높은
금융산업 경쟁력을 보유한 영국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규제를 유예해주고
핀테크 친화적인 규제환경을 구축하는 등 적극적으로 핀테크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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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클러스터인 Level39의 경우 공간 제공, 투자자 및 액셀러레이터와 네트
워크 구축이 가능하며, 그중에서도 글로벌 인재들 간의 교류가 활발하다는 점
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 밖에도 영국 내에서 성공한 핀테크 기업은 타 국가로
진출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점을 통해 핀테크 생태계로서 영국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제6장에서는 우리 정부의 혁신성장 패러다임과 스마트팩토리, 스타트업 생
태계, 핀테크 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앞서 분석한 주요국의 혁신성장 현황 및 정
책 사례와 비교ㆍ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우리 정부
는 초연결 지능화 사회 구현을 목표로 5G 인프라 및 AI 분야에 대한 정부 R&D
투자를 확대하고, 부처 간 이기주의 및 칸막이 행정을 차단하는 범부처기관의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 또한 혁신성장 전략을 추진함에 있어서 산관학 연계를
활성화하고 혁신기술 테스트베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스마트팩토리
와 관련하여 명확하고 통일된 개념을 확립하고 산업용 IoT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스마트팩토리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니즈에 맞는 맞춤
형 지원이 요구된다. 셋째, 스타트업 정책 및 창업생태계와 관련해서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 적용을 검토하고 오픈 이노베이션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정
보 제공, 세제 확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우리 정부도 프랑스 정부의
‘French Tech National Team’과 같은 범정부 스타트업 통합지원팀이 필요
하다. 넷째, 핀테크 환경 개선 측면에서 규제완화를 포함하여 스타트업 인프라
및 투자환경을 개선해나가야 한다. 또한 해외 성공 핀테크 사업모델을 분석하
고 핀테크 기술 관련 부작용을 검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한편 핀테크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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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와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법제도를 검토하고 재정비해야 하며, 핀테크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국내외 네트워크 강화에도 주목해야 한다. 또
한 정부당국의 금융규제 개선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해외진출 지
원을 포함한 적극적이고 맞춤형 지원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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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 및 구성
3. 선행연구 검토

1. 연구 목적
혁신성장(innovative growth)은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경제정책의 한 축으
로서 수요에 초점을 맞춘 ‘소득주도성장’과 더불어 기업의 혁신을 촉발하여 경
제발전을 꾀하는 공급 중심의 경제정책이다. 슘페터의 혁신이론과 ‘창조적 파
괴(creative destruction)’에 이론적 뿌리를 두고 있는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
다. 단 중요한 것은 기업의 혁신활동이 경제성장으로 구현되는 과정에서 정부
의 개입, 예를 들어 정부의 혁신정책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이때 혁신정책은
기업의 혁신활동이 낳는 외부경제효과나 사회적 최적 수준에 미달하는 기업의
혁신투자 등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정당화된다.
우리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 방향은 첫째, 핵심 선도사업 추진(초연결 지능
화, 스마트팩토리, 스마트팜 등), 둘째, 전방위 산업혁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사회ㆍ문화 분야 혁신 확산 등), 셋째, 규제혁신ㆍ혁신인프라 조성(창업생태계,
자본시장, 혁신안전망 등)1)으로 제시되었다. 즉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기
운이 고조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 역시 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
Data)로 대표되는 기술혁신과 이것을 기반으로 새롭게 출현하는 다양한 사업
모델(business model), 다시 이것이 초래하게 될 산업구조의 변혁ㆍ융합을
지원하고, 규제혁신이나 창업생태계 조성과 같은 정부 본연의 제도적 기반 조
성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부처들은 보다 구체적인 혁신정책 및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다. 2017년
9월 대통령 직속 민관협의기구이자 4차 산업혁명 컨트롤타워로서 4차 산업혁
명위원회가 신설되었고, 기획재정부(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 선정, 혁신성장본
부 설치), 중소기업벤처부(스마트팩토리), 국토교통부(드론, 스마트시티, 스마
트공항), 금융위원회(핀테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

1) 관계부처 합동(2017),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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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AI R&D 전략), 농림축산식품부(스마트팜) 등 거의 모든 정부부처가 혁신
성장과 관련된 정책ㆍ시책ㆍ사업들을 발표 및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을 미국, 유럽(독일), 일본과 같은 주요
국의 혁신성장 패러다임과 비교ㆍ분석하는 것을 첫 번째 연구 목적으로 삼았
다. 단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혁신성장 정책을 성과(outcome) 관점
에서 비교ㆍ분석하지는 못하였고, 대신 주요국의 혁신성장 패러다임이 각자의
경제ㆍ산업 특성(강점과 약점)을 반영한 결과물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우리 정
부의 혁신성장 정책 역시 ‘백화점식 나열형’ 정책에서 탈피할 것을 주문하는 데
초점을 모았다. 두 번째 연구 목적은 현재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예를 들어 드론ㆍ자율주행차(스마트모빌리티), 스마트팩토리, 스마
트시티, 핀테크, 스마트팜, 혁신인프라 조성(창업생태계), 기반기술 조성(AI
R&D,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중에서 3개 분야, 즉 스마트팩토리, 창업생태계
(스타트업), 핀테크를 선정하여 우리 정부와 주요국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을 비
교ㆍ분석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정책적 제언 혹은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있다.

2. 연구 범위 및 구성
본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제2장 ‘주요국의 혁신성장 패러다임’에서는 우선 주요 국가로서 4차 산업혁
명을 위시한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미국(제1절), 독일(제2절), 일본(제3절)을 선
정한 다음, 이 3국의 혁신성장 패러다임을 각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시ㆍ분석
하였다. 1절 ‘미국: 디지털 이노베이션(Digital Innovation)’은 민간 부문이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
한 혁신을 뒷받침하는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 역시 간과할 수 없다는 관점에서,
미국정부의 혁신성장 정책과 민간 주도형 혁신을 균형있게 다루었다. 본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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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미국정부의 혁신성장을 오바마 행정부에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
는 첨단제조업, IoT, AI, 빅데이터와 같은 4차 산업혁명 분야별 정책에 초점을
맞추었다. 민간 주도형 혁신의 경우에는 첫째, 디지털 혁신의 상징적 존재인
GAFA(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의 디지털 플랫폼 구축사례를 분석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미국 당국의 ‘경쟁정책(competition policy)’ 이슈를 검토
하였고, 둘째, 4차 산업혁명의 ‘산실’이라 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test bed) 현
황ㆍ성과를 IIC(Industrial Internet Consortium)의 테스트베드(스마트팩토
리 웹, 스마트제조연결, TSN(Time Sensitive Networking))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였다.
2절 ‘독일: 인더스트리 4.0(Industrie 4.0)’에서는 우선 독일의 혁신성장 정
책을 상징하는 인더스트리 4.0을 중심으로 분석하되, 하이테크 전략
(Hightech Strategie) - 인더스트리 4.0 - 인공지능개발전략(AI made in
Germany)으로 이어지는 혁신성장 정책의 ‘문맥(context)’을 포착한 다음, 독
일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프라운호퍼의 전략적 연구와 산관학 협력의 적용사
례(use cases) 및 테스트베드 실태를 분석하였다.
3절 ‘일본의 혁신성장 정책’에서는 일본 내각부가 2016년 1월 소사이어티
5.0(society 5.0)이라는 용어를 제시한 다음 2017년도 성장전략부터 이와 관
련된 세부 정책ㆍ시책을 발표ㆍ추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성장전략 중 소사
이어티 5.0과 관련된 정책ㆍ시책을 혁신성장으로 간주하였다. 특히 소사이어
티 5.0과 관련한 정책들이 스마트제조(smart manufacturing), 커넥티드 인
더스트리즈(connected industries)와 같이 ‘제조업 강국’으로서 제조업 혁신
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점, 다른 한편으로는 점차 데이터경제 관련 정책을 강
조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의 혁신성장 정책에서는 먼저 일
본정부의 스마트제조, 커넥티드 인더스트리즈 관련 정책을 분석한 다음, 데이
터경제(data economy) 혹은 데이터구동형 사회(data driven society) 관련
정책 중 개인정보 활용 활성화, 산업데이터 활용 활성화, 기업의 디지털변혁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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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3가지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았다.
제3장 ‘주요국의 제조업 혁신정책: 스마트팩토리를 중심으로’는 제조업 강
국인 독일과 일본의 스마트팩토리 사례를 중심으로 주요국의 제조업 혁신을 분
석하였다. 먼저 1절 ‘독일’ 편에서는 스마트팩토리에 대한 정의를 시작으로 스
마트팩토리의 수평적ㆍ수직적 통합을 살펴봄으로써 선도적인 스마트팩토리
‘상(像)’을 제시한 다음, 세계적 수준인 스마트팩토리를 구현하고 있는 지멘스,
보쉬, SAP 사례를 분석하여 각각의 특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어서 2절 ‘일
본’ 편에서는 전반적으로 공장의 스마트화가 부진한 상태에서, 제조공정의 혁
신 차원에서 IoT나 AI, 화상인식기술, 협동로봇, 무인반송차(AGV) 등의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공장자동화(FA), 가시화(visibility, 見える化), 유지ㆍ보수
(predictive maintenance), 생산성 제고 및 생산관리(QCD), 재료ㆍ반제품
ㆍ완제품 등의 제조이력 추적(traceability)에 방점을 두는 기업사례를 분석하
였다. 이어 독일 지멘스의 마인드스피어(Mind Sphere)를 경쟁상대로 최근 일
본에서 경쟁양상을 보이고 있는 IIoT(Industrial IoT) 플랫폼 구축사례 중에서
미쓰비시전기가 주도하고 있는 엣지크로스(Edgecross)와 화낙이 주도하고 있
는 필드시스템(FIELD system)을 분석하여 일본의 IIoT 플랫폼 특징을 도출하
였다. 끝으로 1절의 ‘독일’ 편과 2절의 ‘일본’ 편 공통으로 독일과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중소ㆍ중견 기업의 스마트팩토리 지원정책을 비교ㆍ분석하였다.
제4장 ‘주요국의 스타트업 정책’에서는 스타트업의 ‘발원지’라 할 수 있는 미
국과, 다른 선진국이나 중국에 비해 스타트업 생태계가 미진함에도 최근 주목
을 받고 있는 일본과 프랑스 사례를 다루었다. 1절 ‘미국’ 편에서는 스타트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들-예를 들어 인적자본, 기술혁신, 벤처캐피털(CVC)을 분석하여 미국이 스타트업의 모범이 될 수밖에 없는 배경을 제시하였다.
2절 ‘일본’ 편에서는 일본의 스타트업 생태계 현황을 문제점 중심으로 파악한
다음 일본정부가 추진 중인 스타트업 지원정책, 예를 들어 J-Startup 정책(스
케일업 정책), 오픈 이노베이션 정책(산학 벤처 협력) 등을 소개ㆍ분석하였다.

제1장 서론 • 23

3절 ‘프랑스’ 편에서는 프랑스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사
례, 예를 들어 프렌치 테크(La French Tech), 스테이션 에프(Station F)를 집
중 분석하였다. 특히 프랑스 정부의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 지원사업 중에서 인
재ㆍ투자유치, 펀딩, 엑시트(출구전략) 등 다양한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에 주
목하였다.
제5장 ‘주요국의 핀테크 정책’에서는 역시 세계 핀테크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과, 우리나라와 ‘환경’이 유사한 일본, 그리고 규제 샌드박스
(Regulatory Sandbox)라는 규제혁신으로 핀테크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한 영
국 사례를 다루었다. 1절 ‘미국’ 편에서는 미국의 핀테크 산업 현황을 개괄한
다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들이 규제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레그테크(RegTech)가 핀테크 ‘활성화’에 기여한 점에 주목하여 정부
정책과 금융기관의 대응에 초점을 맞추었다. 2절 ‘일본’ 편에서는 핀테크를 둘
러싼 주요 쟁점을 파악한 다음, 첫째, 일본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핀테크 관련
법제도 정비 현황을 비교적 자세히 다루었고, 둘째, 금융청의 규제 샌드박스,
핀테크 실증실험 허브와 같은 규제혁신 정책을 분석하였고, 셋째, 핀테크 분야
에서 일본정부의 국제협력(자금세탁, 기술협력)을 소개하였다. 3절 ‘영국’ 편에
서는 영국정부의 핀테크 전략을 시작으로 금융감독청(FCA)의 주요 핀테크 정
책(규제 샌드박스, 핀테크 클러스터)을 살펴본 다음, 핀테크 분야의 대표적인
기업을 분야별로 선정하여 이들의 성공사례를 분석하였다.
제6장 ‘정책 시사점’에서는 앞에서 다룬 주요국의 혁신성장 패러다임, 스마
트팩토리, 스타트업 정책, 핀테크 분야 관련 한국의 대응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
으로 주요국 사례(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면밀히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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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 검토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주요국의 사례를 연구한 대표적인 선행연구로는 김
규판 외(2017)를 들 수 있다. 이 보고서는 먼저 디지털 경제와 4차 산업혁명의
개념을 파악한 뒤, 미국은 혁신생태계, 독일은 인더스트리 4.0, 일본은 스마트
모빌리티와 스마트서플라이체인을 중심으로 국가별 특징에 대해 분석하였다.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을 분석한 또 다른 선행연구로는 박한구 외(2017)가 있
다. 이 연구는 제조업 중에서도 스마트팩토리에 초점을 맞추어 각국의 4차 산
업혁명 추진 현황을 소개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한편 개별국가의 4차 산업혁명 또는 혁신성장에 대해 분석한 연구들도 다수
존재한다. Gordon(2012)은 산업 발전 과정에 있어서 미국 혁신기술과 성장
간의 관계에 주목하였는데, 이를 위해 인구변동, 교육, 소득불평등, 글로벌화,
에너지ㆍ환경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경쟁력을 분석하였다. Walsh, Lee, and
Nagaoka(2016)는 미국의 혁신 프로세스 특징과 기업 협력의 관계에 대해 조
사한 연구로, 기업 간 협력 형태, 방식, 효과 등에 대해 서술하였다.
EU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강유덕 외(2014)가 있으며, EU 및 EU 주요
국의 산업경쟁력 제고 정책과 자동차, 정보통신, 제약, 에너지 산업의 산업별
성장전략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김경아(2017)는 지원 목표, 지원 대상자, 지
원 방식 및 범위 등을 포함한 독일의 ‘미텔슈탄트 4.0’ 전략의 주요 내용과 성
공 기업사례를 소개하였다.
일본의 4차 산업혁명을 분석한 선행연구로는 사공목, 주대영(2016)과 최해
옥, 최병삼, 김석관(2017)이 있다. 먼저 사공목, 주대영(2016)은 제조 강국 일
본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실태와 관련 정책을 검토하고 비즈니스 모델 사례를
분석하여 일본 및 한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정책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을 제
시하였다. 또한 최해옥, 최병삼, 김석관(2017)은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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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재흥전략」, 「신산업구조비전」, 「로봇신전략」을 포함한 주요 정책 문건들
을 통해 일본 4차 산업혁명 전략의 특징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张艾莉, 李月明(2016)은 중국의 31개 성을 혁신능력 선도지역, 추격지역, 후
진지역의 3개 유형으로 분류ㆍ분석하여 각 유형별로 혁신능력 발전 과정과 혁
신 방법이 상이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해당 보고서는 지역의 특징에 따
라 현지 실정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Fan(2014)은 혁신 관련 투입지표와 산출지표를 선정하고 중국의 혁신능력을
평가하여 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GVCㆍR&D 세계화 등의 글로벌 연
계 확대, 후발주자로서의 이득, 고등교육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본고는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실태에 비춰, 우리 정부가 벤치마킹 혹
은 검토할 여지가 큰 분야인 스마트팩토리, 스타트업 생태계, 핀테크를 선정하
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과 차별성이 존재한다. 그뿐
만 아니라 미국, 독일, 일본의 혁신성장 패러다임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각국의
특징을 기반으로 국가별로 논점을 달리하여 심층 분석했다는 점에서 다른 보고
서들과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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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주요국의 혁신성장 패러다임

1. 미국: 디지털 이노베이션(Digital Innovation)
2. 독일: 인더스트리 4.0(Industrie 4.0)
3. 일본: 커넥티드 인더스트리즈(Connected Industries)
4. 소결

1. 미국: 디지털 이노베이션(Digital Innovation)
가. 미국정부의 혁신성장 정책
미국은 지속적 혁신을 통한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
도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민간 부문이 달성하고 있는 혁신성과가 큰 역할
을 하고 있다. 다음의 [그림 2-1]은 혁신성장 관련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분야
에서 국가별 세계시장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헬스케어나 커넥티드카
등에 쓰이게 될 사물인터넷(IoT) 플랫폼에서 미국은 유럽, 일본보다 월등히 높
은 60%에 가까운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둘째, 4차 산업혁명의 원유라 불
리는 ‘데이터’ 관련 서비스 부문인 데이터센터, 데이터수집ㆍ관리 및 추출 서비
스, 애플리케이션 서버, 비즈니스지능2) 영역에서 미국의 시장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디지털경제 확산으로 인해 데이터의 국경간
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사이버보안 부문에서의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
데, 해당 영역에서는 유럽의 점유율이 미국에 버금가는 수준인 것을 알 수 있
다. 우리나라의 경우 데이터센터와 애플리케이션 서버 부문에서만 매출이 발
생하고 있으나 시장점유율은 극히 낮은 상황으로 이는 우리나라가 왜 4차 산
업혁명 시대에 뒤처지고 있는지를 방증한다. 끝으로 차량공유를 포함한 공유
서비스는 중국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약 70%로 다른 국가들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2) 기업이 가지고 있는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시스템과 결합함으로써 기업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정보를 생
성해주는 기술을 말한다. Negash(2004), p.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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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국가별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세계시장 점유율

미국

유럽

일본

0 10 20 30 40 50

0

20

40

60

(단위: %)

미국

유럽

미국

유럽

일본

미국

유럽

일본

데이터추출 서비스

20

30

60
미국

유럽

일본

한국

0

10

20 40
0

한국

40

80

데이터수집ㆍ관리 서비스

미국

유럽

일본

사이버보안

미국

유럽

공유서비스

중국

0

20

20 40

40

60

60

80

애플리케이션 서버

0

중국

데이터센터
0 20 40 60 80 100

0 20 40 60 80 100

사물인터넷 플랫폼

일본

미국

유럽

일본

한국

비즈니스지능

자료: 国立研究開発法人新エネルギー, 産業技術総合開発機構(2018, pp. 17~26)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미국의 4차 산업혁명 주도국가로서의 지위는 민간 부
문이 갖추고 있는 관련 기술의 우수성과 이를 바탕으로 한 관련 시장에서의 높
은 시장점유율에 의해 유지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혁신이 가능하게끔 뒷받침
해주는 미국 행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이 기여하는 바 또한 크다. 따라서 본 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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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미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성장 정책을 분야별로 살펴보고 해당 정책
들의 현재까지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등을 짚어보고자 한다.

표 2-1. 미국정부의 혁신성장 정책
정책

주요 내용

국가 제조업 혁신

⦁하이테크 중심 산학연관 협력, 장기혁신 추구

네트워크(NNMI)

⦁2017년 3월 내 14개의 ‘제조혁신연구소(IMIs)’ 설립

클라우드 컴퓨팅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촉진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기술 로드맵
사물인터넷
(정보보호, 보안)
빅데이터 지역허브
구축계획
연방정부 빅데이터
R&D 전략계획

기술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행계획 제시
⦁기업들에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강화 조치들을 권고
⦁4개 권역별 빅데이터 지역혁신 허브 설립
⦁데이터 접근 개선,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 자동화 등
⦁연방 빅데이터 연구개발을 확대하기 위한 지침
⦁7대 전략과 18가지 세부과제 제시

자율주행차 성능지침 ⦁15가지 항목의 자율주행차 성능 가이드라인 발표
국가 AI
R&D 전략계획
첨단제조업에서의
미국 리더십 유지를
위한 전략

시기
2012
2014. 10
2015. 1
2015. 4. 3
2016. 5. 24
2016. 9. 20

⦁인공지능 기술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인공지능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효과 극대화 목적

2016. 10

⦁기술발전 대비를 위한 7대 분야와 23개 권고사항 제시
⦁새로운 제조기술 개발 및 핵심인력 육성을 위한 3가지 목
표 천명

2018. 10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제시

자료: 김규판 외(2017, p. 81)를 참고하여 저자 보완.

1) 첨단제조업
먼저 최근 미국의 혁신성장 정책에 대해 언급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거론되는
부문은 첨단제조업 분야이다. 이는 첨단제조업의 발전이 미국 경제성장의 원동력
이자 국가안보 측면에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는
[그림 2-2]에서 볼 수 있듯이 1990년대 이후 미국에서 저금리 정책을 바탕으로
한 금융, IT, 부동산업 등 서비스업의 고성장과 함께 글로벌 금융위기 및 제조업
규제강화 등 대내외적 요인3)이 작용함으로써 촉발된 제조업의 쇠락이 자리 잡고
3) 김보민 외(2014), pp. 6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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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와 같은 제조업 침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은 2011년 ‘첨단
제조업 파트너십(AMP: Advanced Manufacturing Partnership)’ 정책을 발표
하고 기존의 연방기금 중 5억 달러 이상을 해당 정책에 지원하기로 하였다.4) 또한
오바마 대통령은 AMP 정책의 일환으로 2013년 1월 ‘국가 제조업 혁신 네트워크
(NNMI: National Network for Manufacturing Innovation)’ 정책을 발표하
고, 민관학 부문 간 협력을 통해 새로운 제조기술 및 신제품 개발과 상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조혁신연구소(IMI: Institutes for Manufacturing Innovation) 설립을 지
원하였다.5)

그림 2-2. 글로벌 제조대기업 부가가치 비중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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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Department of Commerce(2018), “Manufacturing USA Program Performance – Annual Report to
Congress, FY2017,” p. 2(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9. 9. 6)에서 재인용.

이에 반해 2016년 말 대선기간 중 과학기술 분야에 관한 별다른 공약을 제
시하지 않았던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10월 ‘첨단제조업에서의 미국의 리더
4) Wial(2011), “The Advanced Manufacturing Partnership: A Step Toward a Federal Manufact
uring Strategy?”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9. 11).
5) NSTC(2013), “National Network for Manufacturing Innovation: A Preliminary Design,” 온
라인 자료(검색일: 2019.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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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 유지를 위한 전략(Strategy for American Leadership in Advanced
Manufacturing)’을 발표하면서 다시 한번 미국 제조업의 부활을 꾀하고 있
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대통령이 시행한 AMP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된 Manufacturing USA 프로그램을 통해 제조기업 대상 연구개발 투자 및 핵
심인력 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구체적으로 Manufacturing USA 프로그램
산하 연구소는 미국 제조기업들이 진행하고 있는 270개 이상의 연구개발 프로
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체 참여 회원기관 수는 1,300여 곳에 달한
다.6)

2) IoT
2000년대 후반부터 민간 및 공공 부문 등 미국 사회 전역에서 발생하는 데
이터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이를 수집 및 활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IoT의 중
요성이 확대되었다. 미국의 IoT 정책 추진이 중국, 일본 등과 다른 점은 국가가
아닌 연방정부 개별부처 및 유관기관이 중심이 되어 각 분야별로 IoT 활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개발하고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다.7) 다음
의 [표 2-2]는 미국 연방정부 및 유관기관에서 추진 중인 IoT 관련 정책을 보여
주고 있다.

표 2-2. 미국 연방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 IoT 관련 정책
구분

주요 내용

국토안보부

침수를 감지하여 홍수취약지역 모니터링을 지원하는 저비용 IoT 센서

(DHS)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중소기업과 10만 달러 규모 연구계약 체결

법무부

2016년 하반기부터 ‘IoT 장비를 통한 잠재적 국가안보위협 대처방안

(DOJ)

연구’를 개시하면서 IoT 기술 활용에 따른 사이버위협에 대비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9), p. 8.
7)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2017),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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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계속
구분

주요 내용

통신정보관리청

상무부 산하기관으로서 밀집지역에 활용할 수 있는 IoT 기술을 위한 테

(NTIA)
연방통상위원회
(FTC)
국립과학재단
(NSF)

스트베드 운영 및 개발 추진
IoT 활용 증대에 따른 개인정보 노출 등 IoT 기술이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실시
2016년부터 도시, 농촌 등 지역사회 간 스마트연결 커뮤니티(S&CC)
프로그램에 약 1,800만 달러 지원

자료: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2017), pp. 8~9를 참고하여 저자 정리.

3) AI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리더십 확보를 강조하는 과학기술 분야가 바
로 AI이다. 2016년 백악관 산하 과학기술정책실(OSTP)은 ‘국가 AI R&D 전
략계획(National AI R&D Strategic Plan)’을 발표하고 미국 경제성장 및 국
가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AI 기술 활용능력을 증대하기 위한 연구개발 투자정
책을 제시하였다. 그 후 이루어진 연구 및 기술혁신 등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반
영하여 미국 AI의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는 ‘국가 AI R&D 전략계획: 2019년
업데이트’가 발표되었다.8) 해당 보고서에는 기존 미국 AI R&D 전략계획에 포
함된 7가지 실천계획에 AI 기술진보를 촉진하기 위한 민간 및 공공 부문의 협
력을 강화한다는 8번째 전략이 추가되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2월
‘AI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 강화(Accelerating America’s Leadership in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최근 중국이 예산을 집
중 투자함과 동시에 AI 관련 논문 발행 건수에서 미국을 앞지르고 있는 상황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9)
이와 더불어 미국 국방부(DoD) 산하 연구개발 조직인 국방고등연구계획국

8) NSTC(2019).
9) 「中, AI연구 美 추월?…정상급 논문 점유율마저 29% vs 26%」(2019. 3. 14),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
9.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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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PA)은 2018년 9월 ‘AI Next’ 캠페인을 발표하면서 기존 및 새로운 인공
지능 기술개발에 20억 달러 이상을 18개월에 걸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
다.10) 해당 캠페인에 포함되는 내용으로는 국방부 업무자동화, AI 시스템 의존
도 향상, AI 및 머신러닝 기술 보안 강화, 전력 및 데이터 비효율성 감소, 차세
대 AI 알고리즘 및 활용 분야 개척 등이있다.

표 2-3. AI Next 캠페인 5개 중점 분야
분야
AI를 통한
업무자동화

적용 대상
⦁복잡한 사이버공격에 대한 실시간 분석
⦁가짜 영상 또는 사진 탐지
⦁복수 표적 인식
⦁공간 기반의 영상 및 사진 분석

AI 의존도 향상

⦁사이버공격 경고
⦁물자공급망 및 미생물학 시스템 관리

AI 보안 강화
AI 비효율성 제거
차세대 AI 개발

⦁머신러닝에 활용되는 데이터 보안 강화
⦁데이터센터에 사용되는 전력 효율화 알고리즘 구축
⦁AI 시스템이 자신의 행위를 설명할 수 있는 수준 도달

자료: DARPA 홈페이지, “AI Next Campaig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9. 2)를 참고하여 저자 정리.

4) 빅데이터
앞서 민간 및 공공 부문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미국
정부의 IoT 기술활용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확대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는데, 빅
데이터는 이와 같은 IoT 기술을 통해 수집되어 스마트제조, 스마트시티, 스마
트교통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다양한 혁신 분야에서 활용된다. [그림 2-3]
은 글로벌 빅데이터 시장 규모 예상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19년
대비 2027년 빅데이터 시장 규모는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수입예
상액은 1,03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10) DARPA 홈페이지, “AI Next Campaig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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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글로벌 빅데이터 시장 규모(예측치 포함, 2011~27년 기준)
(단위: 십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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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Liu(2019), “Big data market size revenue forecast worldwide from 2011 to 2027(in billion U.S. dollar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9. 16).

빅데이터 관련 미국정부 정책의 시발점은 2012년에 백악관 산하 과학기술
정책실(OSTP)을 통해 발표된 ‘빅데이터 연구개발 이니셔티브(Big Data
Research and Development Initiative)’라고 할 수 있다.11) 2016년 오바
마 행정부는 연방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 사업들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네트워킹 및 정보기술 연구개발 프로그램(NITRD)을 통해 각 기관별로 빅데이
터 기술 연구개발 및 투자를 진행하는 과정을 공유하고 협력하기 위한 전략계
획을 마련하였다.12)

11) NITRD(2016), p. 1.
12)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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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민간 주도형 혁신
1) 산업인터넷 컨소시엄(IIC: Industrial Internet Consortium)13)
현황 및 추진성과
미국의 IIC는 창립회원사인 GE, IBM, Intel뿐만 아니라 전 세계 유수의 대
학 및 민간기업 등 2016년 11월 기준 총 258개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민간
주도형 컨소시엄이다.14) 컨소시엄의 주요 운영목적은 각 회원사들이 4차 산업
혁명 관련 새로운 기술을 시험하고 이를 상용화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다. 이를 위해 IIC는 각각의 기술 분야에서 시험 및 검증이 가능하도록 총 26개
의 테스트베드(Testbeds)를 운영하고 있다.15) 다음은 주요 핵심기술 분야에
서 테스트베드 운영 현황 및 현재까지의 성과를 정리한 것이다.

가) 스마트팩토리 웹 테스트베드
스마트팩토리 웹 테스트베드에는 Fraunhofer IOSB, 전자부품연구원
(KETI: Korea Electronics Technology Institute), Microsoft 등 총 3개
기업 및 연구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테스트베드의 목적은 고객 요구에 맞는 최
적의 생산시설을 갖춘 공장을 찾아 생산주문을 넣고 기타 고객 주문사항 반영
을 통해 효율적인 생산자원 배분을 가능하게 하는 웹기반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주문정보에 따라 유연하게 생산자원을 할당한다는 측면에서 해당
기업의 IT 시스템 통합 및 설치비용 절감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특정
부품을 생산하는 소규모 생산라인에 본 테스트베드에서 시험 중인 기술을 유용
하게 적용할 수 있다.16)
13) 미국의 4차 산업혁명 관련 대표적인 민간조직으로는 IIC 외에도 개별 IoT 장비 간 상호연결성을 높여
다양한 산업용 IoT 플랫폼 활용을 목적으로 한 AllSeen Alliance와 OCF(Open Connectivity Fou
ndation)가 있다.
14) Kumar(2017), p. 18.
15) IIC 홈페이지, “Testbed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9. 2).
16) Industrial Internet Consortium(2019),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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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스마트팩토리 웹 테스트베드를 운영 중인 지역은 독일의 Karlsruhe와
Lemgo(독일의 Fraunhofer IOSB에 의해 운영 중), 한국의 안산, 판교(전자부
품연구원에 의해 운영 중)가 있다. 특히 안산 테스트베드 공장은 실제 생산시설
이 설치된 공장을 디지털 트윈기술을 활용하여 웹에 동일하게 구현한 후 생산
라인 로봇의 움직임을 시뮬레이션함으로써 실제 공정에 변화가 발생할 경우 필
요한 부분을 파악할 수 있다. 스마트팩토리 웹 테스트베드 구축 1단계는 각 지
역의 공장정보 입력 및 지리적 매핑 작업이고, 2단계는 Plug & Work 소프트
웨어 설치를 통한 공장 간 및 공장과 웹 간 정보교환 환경구축 작업이다. 이후
3단계는 데이터와 서비스 통합작업이고, 마지막으로 4단계는 협력작업이다.
현재 기능적으로 3단계까지 완료된 상황이다.17)

나) 스마트제조연결 테스트베드
본 테스트베드에는 IIC 회원사 TE Connectivity(TE), SAP, ifm, OPC
Foundation의 총 4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테스트베드는 총 2단계로 진행되
는데, 1단계는 초기 실증단계이고 2단계는 실제 산업에서의 적용단계이다. 테스
트베드의 목적은 기존 생산시설(brown-field manufacturing installations)에
서 발생하는 대량의 데이터를 기업 IT 부서에 제공하고 기존 장비에 대한 변경솔
루션을 제공하는 것이다. 구형 생산장비는 보통 센서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상태
로 운영되는데, 본 테스트베드를 통해서 기존 생산장비에 센서를 추가로 설치하
고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알고리즘을 적용함으로써 전반적인 장비 효율
성을 제고하고자 한다.18)
조립형 제조(discrete manufacturing) 분야는 자동화 피라미드(Automation
Pyramid)라고 불리는 계층구조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각각의 센서들이 투입/
산출(IO: input/output) 모듈을 통해서 PLC에 연결된 구조이다. 본 테스트베드
에서는 IO 모듈로부터 데이터를 직접 추출하거나 재프로그래밍을 통해 PLC로부
17) Ibid., pp. 23-27.
18) Industrial Internet Consortium(2018), pp. 7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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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데이터를 확보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테스트베드에서는 최대 8개의
IO-Link 센서와 연결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IO 모듈을 소개하고 있다. 해당
솔루션은 Y-Gateway라고 불리는데, 특징은 기존 운영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으
면서 실제 데이터가 발생한 장비로부터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Y-Gateway는 계산 및 저장 역할을 수행하며, 향후 대량의 데이터를 추출할 것에
대비하여 8개의 IO-Link 센서로부터 추출된 데이터에 대한 사전처리를 수행할
수 있다. Y-Gateway를 활용하는 또 다른 형태는 OPC UA 서버를 통해 센서 데이
터를 확보하는 것인데, 현재 IO-Link 협회와 OPC Foundation이 IO-Link 데이
터와 OPC UA 서버 간 매핑을 손쉽게 할 수 있는 표준화 작업을 위해 협업 중이다.19)

다) TSN(Time Sensitive Networking) 테스트베드
TSN 기술은 산업용 IoT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네트워킹 기술로서, 수많
은 장치 및 시스템을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테스트베드
참여업체는 Belden/Hirschmann, Bosch Rexroth, B&R Industrial
Automation, Cisco, Innovasic, Intel, KUKA, National Instruments,
Schneider Electric, SICK AG, TTTech, Xilinx, Renesas Electronics,
Ixia 14개 회원사이다. 테스트베드의 목적은 산업용 IoT 구현의 기반으로서
TSN 기술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능을 시험하는 것인데, 이때 기능이란
시간일치성, 예정된 트래픽 흐름 송출, 중앙집중형 자동화시스템 배치를 말한
다. 테스트베드에서는 첫 번째 및 두 번째 기능 구현이 완료된 상태이고, 세 번
째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시험이 진행 중이다.20)
TSN 테스트베드는 National Instruments 사의 산업용 IoT 실험단지에서
진행되었으며, Plugfest라는 행사를 통해 TSN 기술 활용에 관심을 가지고 있
는 기업들이 교류하고 있다. 해당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장
비와 다른 장비들 간 연결이나 네트워크 등이 원활한지 등을 시험해볼 수 있다.
19) Ibid., pp. 79-81.
20) Industrial Internet Consortium(2017), p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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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참가기업들이 테스트 장비를 활용하여 시험한 후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기존에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는데, 이는 테스트베드에 부가가
치를 발생시키고 있다.21)

2) 미 연방정부 혁신성장 정책과 디지털 플랫폼 기업혁신 간 연계
2007년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의 90% 이상은 노키
아, 삼성전자, 모토로라, 소니-에릭슨, LG전자 등 전통적인 글로벌 대기업이
가져간 반면, 2015년 기준 스마트폰 시장 영업이익의 92%는 iPhone을 내세
운 애플의 몫으로 돌아갔다.22) 이와 같은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의 최근 4차
산업혁명 사업생태계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복수의 거대 IT 기업
들이 주도하는 디지털 플랫폼 경제(digital platform economy)로 대변된다.
즉 이들은 최첨단 IT 기술을 기반으로 독자적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해당 플랫
폼 내부로 고객들을 유인함으로써 매출을 발생시키는 플랫폼 사업모델을 활용
하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의 거대 IT 기업들은 어떻게 이와 같은 혁신성과를 달
성하였고, 그 배경은 무엇일까?

가) 디지털 플랫폼 기업 혁신 달성 배경
앞 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의 혁신성장 패러다임은 민간 주도형 혁신
으로 잘 알려져 있으나 그에 따른 혁신성과는 미국 연방정부의 혁신성장 정책
과 관련 기술 주도 기업들이 추진하는 전략들이 연계되어 달성한 결과이다. 거
대 IT 기업들이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었던 기반으로는 모바일 OS를
통해 구현되는 모바일 플랫폼을 중심으로 조성된 모바일 생태계를 꼽을 수 있
다. 또한 이러한 모바일 생태계 내에서 다양한 모바일 플랫폼 간 경쟁이 가능해
진 것은 스마트폰의 성공 및 그로 인한 스마트폰 이용자 수의 폭발적인 증가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23) 이와 같은 스마트폰 시장의 폭발적 성장 배경은 다
음과 같다. 미국은 기존의 2G와 3G 시장에서 각각 유럽과 일본에 선점기회를
21) Ibid., pp. 5-6.
22) 김규판 외(2017, p. 32, 재인용).
23) Basole and Karla(2011), p.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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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었다. 이에 미국은 연방통신위원회(FCC)를 통해 AT&T 및 Verizon과 같
은 통신사업자들에게 4G 서비스용 추가 대역폭에 대한 라이선스를 적극 개방
하였고, 4G 네트워크 확장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하였다.24) 초기 모바
일 생태계 내 주요 플랫폼으로는 노키아의 Symbian, Windows Mobile, 블랙
베리(BlackBerry), webOS, Linux 기반 플랫폼, 애플의 iOS와 구글의 안드로
이드가 있었다.25) [그림 2-4]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모바일 플랫폼 생태
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준다. 각각의 도식에서 원의 크기는 각 플랫폼
이 갖는 시장점유율을 나타낸다. 이를 바탕으로 매년 시장점유율 측면에서
Symbian이 타 기업의 플랫폼을 앞서고 있으나 그 차이가 조금씩 줄어드는 추
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미국이 4G 시장을
선도하게 되면서 미국의 대표적인 플랫폼들인 블랙베리, 구글의 안드로이드,
애플의 iOS가 진화를 거듭하였고 이로 인해 Symbian 플랫폼으로부터 지속적
인 고객 이탈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그림 2-4. 모바일 플랫폼 생태계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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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Medin and Louie(2019), p. 6.
25) Basole and Karla(2011), p. 315.

40 • 주요국의 혁신성장 정책과 제도: 미국, 유럽, 일본을 중심으로 - 제1편 주요국의 혁신성장 정책

그림 2-4.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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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oid

AT&T

NEC

Motorola

Verizon Wireless

Samsung Electronics
KDDI

Sprint Nextel

Windows

Panasonic

Huawei

Sierra wireless
Acer

webOS

MiTac
HP

Garmin

Pantech
Dell Toshiba Corporation

Lenovo

HTC

palm
Asus

2010년
자료: Basole and Karla(2011), p. 318.

그림 2-5. 국가별 통신기업 투자액(2016년 기준)
(단위: 백만 달러(좌축), 달러(우축))

80,000

258
250

60,000
200
40,000
150
20,000
103.3

94.7

0
미국

유럽
총투자액(백만 달러)

100

한국
1인당 투자액(달러)

자료: ITU World Telecommunication/ICT indicators DB(2019)(검색일: 2019. 10. 31)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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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거대 IT 기업들이 디지털 플랫폼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로 앞서 지적한 미 연방정부 차원의 통신시장 정책과 이를 바탕으로 한 민
간 통신기업의 공격적 투자도 꼽을 수 있다. [그림 2-5]의 막대그래프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미국 통신기업의 총투자액은 약 81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이
는 국제 통신시장 내 미국의 경쟁상대로서 유럽의 투자액인 648억 달러를 크
게 상회한다. 국가별 통신시장 규모를 고려한 1인당 투자액을 비교하더라도 미
국은 258달러로 유럽의 투자액인 103.3달러의 약 2.5배에 달한다. 참고로 우
리나라의 경우 통신기업 총투자 규모는 48억 달러, 1인당 투자액은 94.7달러
로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민간 부문 투자는 주요 선진국 대비 미
흡한 것으로 보인다.

나) 기업별 디지털 플랫폼 혁신사례
(1) 구글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사의 사업영역은 기업과 소비자 간 온라인 거래
(B2C) 영역에 속하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Android OS) 및 검색엔진 서비스
사업, 기업 간 온라인 거래(B2B) 분야에 포함되는 클라우드 플랫폼26) 사업, 그
리고 최근 크게 각광받고 있는 유튜브를 주축으로 한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사업으로 구분된다.27) 이 중 특히 구글 검색엔진 사업은 2018년 기준 알파벳
사가 일으킨 전체 매출 중 약 99.6%를 차지하고 있다.

26) 구글이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는 Google Cloud Platform(GCP)이다.
27) 「[구글 넥스트 2018] 구글의 숙원사업 B2B… 인공지능으로 활로 뚫는다」(2018. 7. 25), 온라인 기사
(검색일: 2019.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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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구글의 디지털 플랫폼 유형
구분

내용
⦁ 초창기 검색결과 클릭 수에 연동된 지불방식에서 발전된 형태

AdWords

⦁ 광고주가 광고를 구글 검색결과에 노출하기 위해 특정 키워드에 입찰, 광고비
는 광고 클릭 수에 연동

AdSense

iGoogle

Google Voice

⦁ 구글의 애드센스에 등록된 광고를 개인 온라인채널에 노출, 광고주가 지출한
광고비 수익을 구글과 개인이 배분하는 구조
⦁ 인터넷 사용자들이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다양한 업무(예: 이메일 전송, 문서
편집 등)를 수행할 수 있는 플랫폼 환경을 구축
⦁ 2007년 9,500만 달러에 GrandCentral 사 인수 후 구축한 화상통화 플랫폼
⦁ 현재 Skype 사의 화상통화 서비스와 경쟁 중

자료: Simon(2011), pp. 118-123을 바탕으로 저자 정리.

구글의 최근 사업전략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머신러닝(machine
learning)과 AI 기술을 활용한 기존 사업관리 및 서비스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예컨대 구글은 데이터센터에 최첨단 온도 및 조명 관리시스템을 설치하
고 데이터센터 내부시스템으로부터 수집되는 빅데이터를 머신러닝 기술을 통
해 분석하여 2014년에는 동종 산업 평균 대비 50% 적은 에너지를 사용한 것으
로 나타났다.28) 또한 구글의 AI 기술은 이미 음성인식 기능을 통해 인터넷상의
언어 번역 서비스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취향 및 관심 분야에 맞는 제품 또는 유
튜브 영상을 찾아주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2018년 열린 구글 개발자 행사
에서 순다르 피차이 CEO는 모바일을 통해 차량 대여, 호텔 예약, 영화표 구매
등을 대신해주는 기능을 갖춘 ‘Duplex’라는 AI 어시스턴트(assistant) 데모
버전을 공개하기도 하였다.29)
머신러닝 및 AI 기술뿐만 아니라 구글은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사업영역 중 비
교적 최근 시장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경쟁력을 향상시

28) Google(2018), p. 18.
29) “Google is bringing AI assistant Duplex to the web”(2019. 5. 8),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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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표 2-5]에서와 같이 현재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은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MS)가 크게 양분하고 있는 구조이지만 연간성장률
을 보면 구글과 알리바바가 이 업체들을 빠르게 뒤쫓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8년 개최된 개발자 행사에서 구글은 자사의 클라우드 플랫폼인 GCP를 적
용한 차세대 인공지능 오토ML을 소개하였다. 오토ML의 가장 큰 특징은 전이
학습30) 기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구글의 오토ML 인공지능 솔
루션을 이용한 예로 어반 아웃피터스 사의 인공지능 의류식별 애플리케이션과
월트 디즈니 사의 인공지능 캐릭터 인식 솔루션 등을 꼽을 수 있다.31)

표 2-5. 클라우드 서비스 매출액, 시장점유율, 연간성장률
(단위: 십억 달러)

업체

2018년
매출액

2017년

시장점유율

매출액

시장점유율

연간성장률

아마존웹서비스

25.4

31.7%

17.3

31.5%

47.1%

마이크로소프트 Azure

13.5

16.8%

7.4

13.5%

82.4%

구글 GCP

6.8

8.5%

3.5

6.4%

93.9%

알리바바

3.2

4%

1.7

3%

91.8%

IBM

3.1

3.8%

2.6

4.7%

17.6%

기타

28.3

35.2%

22.4

40.8%

26.1%

합계

80.4

100%

54.9

100%

46.5%

자료: Alto(2019. 2. 4), “Cloud market share Q4 2018 and full year 2018,”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9. 1).

30) 기존의 인공지능 기술과 빅데이터 기술을 결합함으로써 복잡한 형태의 사물을 좀 더 정확하게 인식하
고 구분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한다.
31) 「[구글 넥스트 2018] 구글의 숙원사업 B2B… 인공지능으로 활로 뚫는다」(2018. 7. 25), 온라인 기사
(검색일: 2019.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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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애플
애플의 주요 사업영역은 무선통신 사업, 미디어장비 사업, 개인용 컴퓨터 사
업, 각종 소프트웨어, 서비스, 액세서리 사업, 제3자를 통한 디지털 콘텐츠 및
애플리케이션 제공 사업으로 나눠진다. 특히 애플은 아이팟(iPod), 아이폰
(iPhone), 아이패드(iPad)와 같은 혁신적인 전자제품을 고안하고 생산해왔다.
그 과정에서 특징적인 점은 애플의 이와 같은 혁신성과가 미 연방정부의 혁신
성장 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다중터치 화면(multi-touch screen) 기술은 애플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이
아닌 국립과학재단(NSF), 중앙정보국(CIA), 국가정보국(DNI)의 연구개발
(R&D) 예산에서 지원을 받은 델라웨어 대학교의 엘리아스(John Elias) 교수
와 웨스터만(Wayne Westerman) 박사가 개발하고 상용화한 기술이다.32) 연
방정부 혁신성장 정책과 연계하여 혁신을 달성한 애플의 또 다른 성공사례로는
인공지능 기반 음성인식 기술인 SIRI를 꼽을 수 있다. SIRI는 미 국방부 산하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과 스탠포드 연구소(SRI)가 협업 프로젝트를 수
행하는 과정에서 탄생하였다.33) 해당 프로젝트는 전장에서 군인들을 도울 수
있는 가상비서를 개발하는 건이었다. [그림 2-6]은 앞선 2가지 예를 포함하여
애플의 대표적인 제품에 탑재되는 기술과 미국정부 개별부처 및 유관기관에서
연구 및 개발을 지원한 첨단기술의 연결고리를 보여주고 있다.

32) Mazzucato(2013), p. 92.
33) Mazzucato(2013), p.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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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미 연방정부 혁신성장 정책과 애플 제품의 연계

DRAM 캐시
국방고등연구계획국

클릭 휠
RRE 벤처스,
유럽입자물리연구소

리튬이온 배터리
에너지부

다중터치 화면
에너지부,
미 중앙정보국/국립과학재단

NAVSTAR-GPS
국방부/미 해군

SIRI
국방고등연구계획국

신호 압축
미 육군연구사무소

1세대 아이팟
(2001)

LCD
미 국립보건원, 국립과학재단,
국방부

아이팟 터치, 아이폰(2007)
아이패드(2010)
HTTP/HTML
유럽입자물리연구소

마이크로 하드 드라이브
에너지부/
국방고등연구계획국

마이크로프로세서
국방고등연구계획국

셀룰러 기술
미군

인터넷
국방고등연구계획국

자료: Mazzucato(2013), p. 97.

표 2-6. 애플의 디지털 플랫폼 유형
구분

내용

iPhone &

⦁ 2008년 아이폰2 출시와 함께 아이튠즈 업데이트 및 앱스토어 개시

AppStore

⦁ 앱스토어에서 개별 앱 판매액의 30%를 애플이 가져가는 구조

iOS

⦁ iOS 플랫폼 강화 목적으로 앱 개발자들에게 25억 달러 지급

Tags &
Recommendations

⦁ 아마존의 고객평가시스템과 유사
⦁ 적용사례: 아이튠즈 음악추천 기능 ‘Genius’

자료: Simon(2011), pp. 74-84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3) 페이스북
페이스북에 앞선 사회관계망 서비스 제공업체였던 Friendster는 2002년에
설립되어 운영기간 중 등록사용자 수는 대략 1억 명 이상, 월별 방문자 수는 약
6,000만 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었다.34) Friendster의 문제점은 운영서버를
충분히 갖추지 못하여 인터넷 사용자들이 대량으로 웹페이지 접속을 시도할
34) Simon(2011), pp. 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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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서비스 화면이 빠른 시간 내에 열리지 않고 심지어 에러까지 발생한다는 점
이었다. 페이스북의 CEO 마크 저커버그는 이 사례를 교훈삼아 운영 초기부터
많은 수의 사용자를 수용하지 않고 데이터센터 증설과 함께 점진적으로 사용자
수용 규모를 늘려나가는 전략을 취함으로써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표 2-7. 페이스북의 디지털 플랫폼 유형
구분
광고

인증제도
Facebook
Connect

내용
⦁ 구글과 마찬가지로 가입자 요금이 아닌 광고주로부터 매출 발생
⦁ 2011년 기준 온라인 광고 시장점유율 17.7%
⦁ 선행기업인 Friendster나 MySpace가 간과한 기능
⦁ 거래사기 또는 아이디 도용 등 범죄차단 효과
⦁ 사용자들로 하여금 검증된 기능35)이 제공되는 페이스북을 통해 다양한 웹
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줌
⦁ 2005년 사용자들이 사진을 업로드함과 동시에 사진 속에 있는 인물을 페이

Tags

스북 계정과 연결하여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함으로써 가입자들이 페
이스북 플랫폼에서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도록 유도
⦁ 2006년 9월 도입

News Feed

⦁ 페이스북 계정에 연결된 친구들의 최신소식 및 관심사를 업데이트해줌으로
써 가입자 lock-in 효과 극대화

좋아요 버튼

⦁ 2010년 도입
⦁ 페이스북에 발생시키는 매출은 약 900만 달러로 추정

자료: Simon(2011), pp. 93-103을 바탕으로 저자 정리.

(4) 아마존
아마존의 사업영역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유통사업을 담당하는 북미 및 글
로벌 사업 부문, 그리고 2006년부터 서비스를 개시한 클라우드 사업을 관장하
는 ‘아마존웹서비스(AWS)’로 구분된다. 세부적으로는 온ㆍ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제품판매, AWS를 통한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 전자기기 및 광고 사업 등

35) 주된 4가지 특징으로서 신뢰할 수 있는 사용자 인증체계, 사용자 정보(이름, 아이디 등)의 진위 판별,
가족 및 친구 계정과의 연결, 사생활 보장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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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운영 중이다. 특히 아마존 AWS는 전 세계 클라우드 시장의 40%가 넘는 시
장점유율을 바탕으로 나오는 현금흐름을 통해 최저가 정책시행에 따른 온라인
및 오프라인 유통사업의 낮은 영업이익률에서 비롯된 손해를 보전하고 있
다.36)

표 2-8. 아마존의 디지털 플랫폼 유형
구분

내용
⦁ 1997년 초 기술개발 후 미국특허청(USPTO)에 등록

1-Click

⦁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상품구입 전 과정 처리, 고객들이 거래
건마다 청구 및 배송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불편 해소
⦁ 고객 웹사이트에서 아마존 취급제품을 광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제품광고 API

고객과 수익을 배분하는 구조
⦁ Amazon Associates 프로그램에 가입 필요

Tags, Ratings, Reviews

⦁ 아마존 고객이 자신의 구매경험을 아마존의 잠재고객들과 공유,
더 많은 매출과 이윤을 발생시키고 플랫폼 강화
⦁ 2007년 11월 1세대 전자책 단말기 판매 시작

킨들

⦁ 전자책 단말기를 보유한 사람들이 더 많은 책을 구입할 것이라
는 예상에 기초한 플랫폼37)
⦁ 2006년 3월 Amazon Simple Storage Service(Amazon S3)

아마존웹서비스(AWS)

로 온라인 저장공간 제공서비스 시작
⦁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 연매출 25억 달러(2014년 기준)

자료: Simon(2011), pp. 46-63을 바탕으로 저자 정리.

다) 디지털 플랫폼 경쟁정책 이슈
미국의 4차 산업혁명 생태계는 디지털 플랫폼 분야에서 이미 선행자의 이득
(first-mover advantage)을 누리고 있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의 독
과점 시장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글로벌 경제성장에서 다수의 기업 간 거래

36) 「‘아마존되다’… 1년 내로 파산 선고받은 기업이 세계 최고가 된 비결」(2018. 3. 23), 온라인 기사(검
색일: 2019. 4. 20).
37) 2011년 기준 킨들의 전자책 단말기 시장점유율은 약 47%에 달했다. Simon(2011), p.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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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B),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B2C), 소비자 간 거래(C2C), 기업과 정부 간 거
래(B2G) 창출을 통해 총생산량 확대에 기여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해당 IT 대기업들이 선도적으로 구축한 디지털 플랫폼이 후발사업
자의 시장진입을 막고 그에 따라 대체재 부재로 인한 서비스 가격상승 및 대량
의 개인정보 누출 등 소비자후생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상존한다. 미국 행정부
또한 이와 같은 우려를 감지하고 연방정부 반독점 관리기구인 법무부(DOJ)와
연방거래위원회(FTC)를 통해 글로벌 IT 대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반독점조사
시행을 예고하고 있다.38)39) 예컨대 FTC는 페이스북의 2012년 인스타그램 인
수 건과 2014년 왓츠앱 인수 건에 대해 심사 당시에는 허가하였으나 IT 대기
업에 의한 중소 규모 스타트업 인수시도가 경쟁기업 제거를 통해 사업자 간 경
쟁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는 부작용을 발생시킨다며 기존 허가 건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하였다.40)

2. 독일: 인더스트리 4.0(Industrie 4.0)
가. 하이테크 전략, 인더스트리 4.0에서 인공지능 전략까지
1) 혁신성장 정책의 변화
독일 연방정부, 특히 연방연구교육부(BMBF)는 연구와 기술에 대한 투자를
미래 성장의 핵심으로 여겨 ‘하이테크 전략(Hightech Strategie)’을 통해서
최첨단 연구 및 기술 혁신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2006년에 처음 제시되었던

38) Department of Justice(2019), “Assistant Attorney General Makan Delrahim Delivers Rem
arks for the Antitrust New Frontiers Conferenc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9. 24).
39) “FTC Chief Says He’s Willing to Break Up Big Tech Companies”(2019. 8. 14), 온라인 기사
(검색일: 2019. 9. 24).
40)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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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테크 전략은 시장 잠재력에 관심을 갖고 주요 기술과 선도적인 시장에 집
중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41) 이후 2010년에 제시된 ‘하이테크 전략 2020’은
이전 전략과 비교하여 기후ㆍ에너지, 건강, 모빌리티, 보안, 커뮤니케이션 등
사회적 변화에 관심을 갖고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에 비해 2014
년에 제시된 ‘新하이테크 전략(Die neue Hightech-Strategie)’은 [그림 2-7]
과 같이 5가지 구성요소를 구심점으로 이전 전략들을 심화한 복합적 연구혁신
정책이라고 자평했다.42) 이후 이 전략은 2018년에 보완되어 [그림 2-8]과 같
은 분야에 2025년까지 연구개발 투자비용을 GDP 대비 3.5%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하이테크 전략 2025(Hightech-Strategie 2025)’로 이어
졌다.

그림 2-7. 新하이테크 전략의 구성 요소

그림 2-8. 하이테크 전략 2025의 구성 요소

모빌 리티

도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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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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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및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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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에너
성,
가능 기후
지속 그리고

지식 및 활용
워크
혁신네트

기술 적 기

초

사회적 과제

열린 혁신 및
벤처 문화

전문

강화

독일의
미래 역량

반

기업
정신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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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BMBF(2014), p. 13.

참여

지식

전파

자료: Die Bundesregierung, Hightech-Strategie 2025,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9. 24).

41) EFI(2015), p. 25. 저자는 ICT와 신소재, 메커트로닉스를 주요 기술로, 의료 엔지니어링과 혁신제조
기술을 선도 시장으로 언급하였다.
42) BMBF(2014),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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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제시한 하이테크 전략이 연구와 혁신 부문의 투자를 위한 정책의 일환
이라고 한다면, 인더스트리 4.0(Industrie 4.0)은 독일 전반의 혁신성장 패러
다임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의미를 지닌 인더스트리
4.0은 독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로 확대되어 큰 파장을 일으켰다. 좁은 의미
의 인더스트리 4.0은 독일 연방교육연구부(BMBF)와 연방경제에너지부
(BMWi)를 중심으로 진행된 산업의 디지털 변환(digital transformation), 특
히 제조업의 디지털화에 초점을 맞추고 변화를 꾀하는 국가전략이다.43) 인더
스트리 4.0의 핵심은 ‘가치창조에 참여하는 모든 형태의 네트워킹을 통해 실시
간으로 제공되는 정보를 모두 활용한다는 점과 데이터로부터 항상 최적의 가치
흐름을 도출해낸다는 점’이다.44) 민간 산업협회들을 주축으로 결성된 ‘플랫폼
인더스트리 4.0(Plattform Industrie 4.0)’에 독일 연방정부가 함께하여 연구
결과와 실제에의 적용, 정책과 현실의 간극을 좁히려 노력했다. 플랫폼 인더스
트리 4.0은 2013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2015년에는 활동 결과보고서를 발
표하면서 [그림 2-9]와 같이 향후 20년간의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부가가
치 네트워크(value-added networks)를 통한 자동화나 수직적 통합 및 네트
워크 생산시스템에서의 지능/유연성/변환성, 보안 및 안전은 2035년까지도
계속되어야 하는 과제로 보았는데,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의 전략은 독일의 차
세대 혁신성장 정책이 어떤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될 예정인지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43) European Commission(2017), p. 3.
44) BITKOM e.V., VDMA e.V., and ZVEI e.V.(2015), p. 8.

제2장 주요국의 혁신성장 패러다임 • 51

그림 2-9. 디지털화 발전전략

부가가치사슬/부가가치 네트워크로부터의 디지털화
연구 및 혁신: 실행을 위한 연구 로드맵
2015

2018

2025

2035

이행전략

디자인으로 본 인더스트리 4.0
부가가치
네트워크를 통한
수직적 통합
전체
라이프사이클에서의
엔지니어링 연속성
수직적 통합 및
생산시스템의
네트워크화
업무를 위한
새로운 사회 인프라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위한 방안
부가가치 네트워크 체제
부가가치 네트워크로 인한 자동화
실제 및 가상 세계의 통합
시스템 엔지니어링
센서 네트워크
지능-유연성-변활성
다(多) 모듈 보조 시스템
기술 수용 및 업무 디자인
인더스트리 4.0 시나리오를 위한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범부문 기술의
지속적 개발

보안 및 안전
데이터 분석
인더스트리 4.0을 위한 구문 및 의미

참고 아키텍처, 표준화 및 참고 자료
네트워크화된 시스템의 보안
법체계 조건

자료: BITKOM e.V., VDMA e.V., and ZVEI e.V.(2016), p. 15.

2014년 8월, 연방경제에너지부(BMWi), 연방내무부(BMI), 연방교통디지털
인프라부(BMVI)가 공동으로 발표하고 범연방정부 차원에서 채택된 ‘디지털
어젠다 2014~2017(Digital Agenda 2014-2017)’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정
책목표를 제시했다. 첫째, 디지털 가치창조와 디지털 네트워킹을 통해 경제 성
장과 고용 증진을 달성하고, 둘째, 강력하고 개방적인 인터넷 보급을 통해 디지
털 세상과의 접속 및 사회 참여를 확대하며, 셋째, 쉽고 투명하고 안전하게 사
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을 갖추는 것이다.45) 또한 [표 2-9]와 같이 7개 활동영
45) BMWi, BMI, and BMVI(2014), pp. 2-3.

52 • 주요국의 혁신성장 정책과 제도: 미국, 유럽, 일본을 중심으로 - 제1편 주요국의 혁신성장 정책

역으로 세분화하여 앞서 언급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고자 했다. 이 정책의 핵심
은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이라는 이미지에 디지털화를 통해 혁신 및 생산성 측
면에서 독일의 실질적 위상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어 연방경제에너지부가
2016년 3월에 발표한 ‘디지털 전략 2025(Digitale Strategie 2025)’는 성장
과 일자리, 접근성과 참여, 신뢰와 안보 등 ‘디지털 어젠다 2014~2017’의 목표
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표 2-10]과 같이 상대적으로 구체화되었다.46)

표 2-9. ‘디지털 어젠다 2014~2017’의 7대 활동영역

① 디지털 인프라
② 디지털 경제와 디지털 작업장
③ 혁신적인 공공행정
④ 사회 내 디지털 환경 조성
⑤ 교육, 연구, 과학, 문화와 미디어
⑥ 사회와 경제 내 보안, 보호, 신뢰의 형성
⑦ 유럽과 국제 차원에서의 디지털 어젠다
자료: BMWi, BMI, and BMVI(2014), pp. 8-36.

표 2-10. ‘디지털 전략 2025’의 10대 과제

① 2025년까지 독일 내 기가비트-광섬유 네트워크 확충
② 새로운 스타트업 기업 환경 조성
③ 투자 및 혁신 제고를 위한 규제체제 확충
④ 주요 상업 인프라 분야 내 ‘스마트 네트워크’ 권장
⑤ 데이터보안 강화 및 정보자율성 개발
⑥ 중소기업, 숙련 공예 부문 및 서비스에 신규 비즈니스 모델 적용
⑦ 인더스트리 4.0을 생산지로서의 독일 현대화에 활용
⑧ 디지털 기술 연구, 개발 및 혁신의 우수성 확보
⑨ 인생의 모든 단계에서 디지털 교육 실현
⑩ 현대적인 역량센터로서의 디지털 진흥원(Digitalagentur) 형성
자료: BMWi(2016), p. 5.

46)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 and Energy, Digital Agend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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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공지능 전략과 전망
최근 독일의 인공지능(이하 AI) 관련 지원의 움직임이 확대되었다. 독일 연
방정부의 인공지능 지원 및 보급에 대한 의지는 2018년에 발표한 AI 전략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연방경제부(BMWi), 연방교육연구부(BMBF), 연방노동
사회부(BMAS)의 세 부처가 공동으로 발의한 인공지능개발전략(이하 AI 전략)
인 ‘AI made in Germany’는 2018년 7월 국가전략으로 채택되었다.47) 이 전
략의 목표는 ① AI 기술과 AI로 인한 생산 및 가치사슬에서의 변화에 적응함은
물론, 독일이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고 ② 비즈니스 부문, 특히 중소기업들에 AI
적용 관련 재정지원을 우선시하며 ③ 기술이 윤리, 법률, 문화 등 사회적으로
민감 분야에서의 근본적ㆍ사회적 가치 및 개인 권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48) 즉 독일 연방정부의 AI 전략은 연구와 비즈니스 중심지로서의
독일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공공이익과 관련된 모든 사회 분야에서 AI의 잠재
적 적용을 촉진하되, 인간 중심적이고 문화ㆍ윤리적 측면도 염두에 두고 있
다.49) Oxford Insight에서 조사한 전 세계 194개 정부들의 AI 준비 지표
(Government AI Readiness Index)를 살펴보면, [표 2-11]과 같이 2017년
전 세계 13위였던 독일정부가 2019년에는 3위로 뛰어오르는 성과를 보였
다.50)

47) The Federal Government, AI – a brand for Germany,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5. 20). 이 전
략의 정식명칭은 독문으로 Strategie Künstliche Inttelligenz der Bundesregierung, 영문으로
Artificial Intelligence Strategy라 한다.
48) Bundesregierung(2018), p. 4. 독일 연방정부가 언급하는 AI는 인간과 동일한 혹은 인간을 능가하
는 지적능력을 지닌 인공지능시스템이 아니라 인간 사고를 보조하는 단순한 문제해결의 도구로서의
인공지능으로 정의하고 있다.
49) DFKI(2019), p. 15.
50) 한국의 경우, Government AI Readiness Index 순위가 2017년 4위에서 2019년 26위로 변경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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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주요국 정부의 AI 준비 지표

순위

2017년
국가명

2019년
점수

국가명

점수

1

영국

8.400

싱가포르

9.186

2

미국

8.209

영국

9.069

3

캐나다

7.863

독일

8.810

4

한국

7.812

미국

8.804

5

네덜란드

7.762

핀란드

8.772

6

프랑스

7.744

스웨덴

8.674

7

일본

7.598

캐나다

8.674

8

호주

7.476

프랑스

8.608

9

뉴질랜드

7.377

덴마크

8.601

10

핀란드

7.371

일본

8.582

11

스웨덴

7.186

호주

8.126

12

스페인

7.180

노르웨이

8.079

13

독일

6.960

뉴질랜드

7.876

14

이스라엘

6.937

네덜란드

7.659

15

노르웨이

6.919

이탈리아

7.533

(26위) 한국

6.839

기타

주: 10점 만점 기준.
자료: Oxford Insights, Government Artificial Intelligence Readiness Index 2017,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5. 22); Oxford Insights, Government Artificial Intelligence Readiness Index 201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5. 22).

그럼 독일에서 AI가 얼마나 활용되고 있고 AI로 인한 영향은 어떠할까?
Seifert et al.(2018)에 따르면, 독일 제조업에서는 [그림 2-10]과 같이 로봇을
통한 생산공정 자동화(31%)에 인공지능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스마트자동화
(28%)나 스마트센서(26%)도 많이 이용하고 있다. AI로 인한 부가가치는 [그림
2-11]과 같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제조업 부문에서 AI의
효용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2019~23년 AI와 무관한 제조업 성장을
688억 유로로 예상하고 있으나, 제조업에서의 부가가치 상승이 높게 나타났던
만큼 AI로 인한 독일 제조업의 성장도 318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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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그림 2-12 참고). 즉 독일경제의 중심축인 제조업이 성장하는 데 AI의 역할
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2-10. 독일 제조업 기업들의 인공지능 사용 실태

스마트센서

26%

스마트자동화

28%

로봇 공정 자동화

31%

디지털 보조시스템

25%

인지시스템

21%

지식 관리

25%

정동적(affective) 컴퓨터

21%

예측 분석
보이스 컨트롤

21%

16%

상기 내용 외

45%

자료: Seifert et al.(2018), p. 17.

그림 2-11. 독일의 산업 분야별 인공지능 관련 연간 부가가치 상승률

제조업
농림수산업
금융보험서비스
도소매업
관광산업
에너지 및 물 공급처리
교통물류
정보통신기술
공공 부문 서비스
예술, 엔터테인먼트, 레크리에이션
헬스케어
사회복지
건설업
기타 서비스
교육

2.3%
2.1%
2.0%
1.9%
1.8%
1.7%
1.5%
1.4%
1.4%
1.2%
1.2%
1.2%
1.1%
1.0%
0.7%

자료: Seifert et al.(2018),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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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독일 제조업의 인공지능에 의한 성장 예상치(2019~23년)

318억 유로
인공지능으로 인한 성장
인공지능과 무관한 성장

688억 유로

자료: Seifert et al.(2018), p. 20.

나. 독일 혁신성장의 특징: 산관학 협력
독일 연방정부 혁신성장 정책의 핵심인 Industrie 4.0은 산관학 연계를 통
한 제조업에서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Plattform Industrie 4.0(이하 플랫폼 인더
스트리 4.0)은 다음의 4가지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적용사례(Use
Cases)로서 독일 전 지역에 걸친 제조업 현장(300여 곳 이상)에서 적용되고 있
는 새로운 생산공법, 사업모델, 제품 등을 지도를 활용해 소개한다. 둘째, 온라
인 도서관(Online Library)으로서 독일 연방정부 혁신성장 정책인 인더스트
리 4.0과 관련된 전략페이퍼, 플랫폼 인더스트리 4.0 작업그룹(working
groups)에서 작성한 출판물 등을 제공한다. 셋째, 테스트베드(Testbeds)로서
독일 대학과 연구소 등이 민간기업들과 협력하여 시험 중인 생산 및 유통시스
템에 관한 정보를 지역별로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기술이전(SME
transfer) 로드맵은 독일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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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연방정부 및 유관기관들51)과의 네트워크 기회를 제공한다. 본 장에서는
산관학 협력의 중심에 있는 프라운호퍼가 추진 중인 전략적 연구 분야에 대해
살펴보고, 앞서 언급한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의 4가지 로드맵 중 독일의 혁신
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적용사례와 테스트베드 로드맵 현황 및
성과에 관해 논하고자 한다.

1) 프라운호퍼의 전략적 연구
독일 연방정부의 정책이 단순한 정책으로 끝나지 않고 혁신과 성장으로 이
어진 것은 학계, 산업계,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를 지원하는 정부라는 3요소가
화합한 결과이다.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의 경우에도 R&D가 필요하나 개별
기업이 각자의 연구소를 갖추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는데, 프라운호퍼나 지
역 내 대학 연구소 등이 일시적인 연구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는
자체적인 기업연구소를 운영했을 때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필요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 연구소들은 연구 혹은 테스트베드
를 담당하게 된다. 특히 프라운호퍼는 독일이 전략적으로 필요로 하는 연구 분
야에 참여하고 있는데, 배터리셀 생산, 생물학적 변환, 인지 시스템ㆍ인공지능ㆍ
데이터 주권, 공공안전, 프로그램 가능한 재료, 퀀텀 기술, 번역(translational)
의약 등이 이러한 분야에 해당된다. 이 외에도 산업계의 필요를 반영하여 기업
들의 시장접근성 개선을 위해 전략적인 목적으로 추진하는 등대 프로젝트
(lighthouse project)가 있다. 등대 프로젝트는 특정 지역 내 여러 프라운호퍼
연구소들이 공동으로 연구하는 프로젝트로, 2019년 기준 [표 2-12]와 같이 10
개의 프로젝트가 가동 중이고 이미 6개의 프로젝트가 완료되었다.52)

51) 해당 유관기관들에는 Midsize 4.0 Centres of Competence, Bitkon, VDMA, ZVEI, 독일 상공회
의소(Chambers of Commerce), BMBF, BMWi, LNI 등이 있다.
52) 완료된 프로젝트에는 희토류, 치료진단 이식(theranostic implants), 원자재로서의 전기, 효율성/배
출량 감소/인체공학적인 E3-생산, 전기 모빌리티, 무세포 바이오생산 등에 대한 연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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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진행 중인 프라운호퍼 등대 프로젝트
프로젝트명

주요 내용

COGNAC

인지농업: 친환경적이고 자원 절약적이면서 고효율의 농산품 생산연구
극한환경 센서시스템: 극한환경 속에서 사용 가능한 센서시스템의 개발을 위

e-Harsh

한 기술 플랫폼
복잡한 생산과정 및 상품의 진화적인 자가적응: 신세대 생산시스템 창조를

EVOLOPRO

위한 혁신적인 생물학적 메커니즘의 사용
차세대 적층가공(additive manufacturing): 금속소재들의 적층가공을 시스

futureAM

템적, 지속적으로 개발

Go Beyond 4.0
MED2ICIN
ML4P
QMag
QUILT
ZEPOWEL

디지털 프린팅과 레이저 프로세스: 재원 효율적이고 비용 절약의 방법으로
개별화된 제품의 생산 연구
맞춤형 및 최적가격 치료를 위한 기반으로서의 디지털 환자 모형: 디지털
트윈을 이용한 예방적 접근, 진단 및 치료
생산을 위한 기계 학습: 머신러닝 방법을 통한 생산 엔지니어링 공장에서의
최적화 잠재력을 시스템적으로 활용
퀀텀 자력측정(maganetometry): 대학 연구로 이루어지는 퀀텀 자력측정을
산업계에 적용
발전된 이미지화 솔루션을 위한 퀀텀화: 기술 및 사회 개발에 퀀텀 물리학
적용
무동력 전자기기화: 포괄적인 사물인터넷을 바탕으로 극도의 에너지 효율적
이고 모듈식인 하드웨어를 창조

자료: Fraunhofer, Lighthouse Projects/Initiative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9. 24).

글상자 2-1. 프라운호퍼 연구소(Fraunhofer Gesellschaft)

프라운호퍼는 응용과학에 초점을 맞춘 대표적인 연구기관으로 독일 전역 72개 연구소로 구성
되어 있다. 프라운호퍼의 가장 큰 역할은 글로벌 마켓에서 상품과 서비스가 직결되도록 응용과학
을 연구하는 것이다. 프라운호퍼 역시 비영리조직이나 직원 수가 2만 6,600명에 이르고 예산도
연 26억 유로 규모인데, 약 22억 유로 규모의 연구계약 중 70%가량은 산업계나 공공기관과 이
루어진다. 연구 분야에는 건강과 환경, 안보 및 보호, 모빌리티와 교통, 서비스의 생산과 공급,
커뮤니케이션과 지식, 에너지와 자원 등이 있다.
자료: Fraunhofer, Facts and Figure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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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사례(Use Cases) 현황 및 성과
플랫폼 인더스트리 4.0 웹사이트는 총 371가지에 달하는 적용사례 현황을
[그림 2-13]과 같이 지도를 통해 소개하고 있다. 해당 지역의 생산현장에서는
대부분 스마트물류, 데이터통합, 스마트생산지원, 공정자동화, 네트워킹 등 제
조업 생산 및 유통 관련 기술들을 개발 및 적용하고 있다. [표 2-13]에서는 이
와 같은 주요 기술들을 대표적인 활용기업별 및 지역별로 분류하였다.

그림 2-13. Plattform Industrie 4.0 적용사례 지도

자료: Plattform Industrie 4.0 홈페이지(검색일: 2019. 11. 11).

표 2-13. 플랫폼 인더스트리 4.0 적용사례 현황
주요 기술

참여 기관 및 기업(371개)

스마트물류

Pfizer, Volkswagen 외 27개 사

바덴-뷔르템베르크, 니더작센 등

데이터통합

SAP, Fraunhofer 외 85개 사

바덴-뷔르템베르크,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등

Bosch, ThyssenKrupp 외 146개 사

바이에른, 바덴-뷔르템베르크 등

공정자동화

Audi, Siemens 외 77개 사

바이에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등

네트워킹

Bosch, AMT 외 26개 사

바이에른, 바덴-뷔르템베르크 등

스마트
생산지원

연방주명

자료: Plattform Industrie 4.0 홈페이지(검색일: 2019. 11. 11)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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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개략적으로 소개한 적용사례들 중 성과 측면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다
음의 사례를 살펴보자. 현재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의 적용사례에 포함된
ASYS Group의 솔루션 제품은 스마트생산지원시스템 PULSE이다. ASYS
Group은 1992년에 전자제품 산업에서의 표준화된 자동화시스템 제공을 목
적으로 설립되었다. 이후 태양열 에너지, 생명공학 산업 등으로 사업기반을 확
장하면서 고객 맞춤형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PULSE는 작업현장에서
의 데이터 수집을 위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해당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어 수
집된 데이터를 관리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모바일 기기(스마트워치 및 태블릿
PC)가 결합된 솔루션이다. 서비스 흐름은 다음과 같다. PULSE 소프트웨어는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장비 및 시스템으로부터 발생하는 데이터를 수집하
고 관리자들에게 모바일 기기를 통해 생산과 관련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한다.
현재 ASYS Group은 개방형 인터페이스를 개발하여 100여 곳 이상의 생산현장
에 PULSE 솔루션을 제공 중이다. 이와 더불어 전자부품장착(SMT) 산업 내 시스템
제조업체들을 모아 PULSE 공동체(community)를 형성하여 고객들이 사용하는
생산현장의 모든 장비와 시스템에 대한 표준화된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 2-14. PULSE 주요 기능

X5 Professional

Please check board!
Yes
No

생산관리자 경보(alarm)시스템

생산공정 실시간 중계

X5 Professional
X5 Professional

생산장비별 정보 제공

공정자동화 주문

자료: ASYS Group(2019), pp.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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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테스트베드(Testbeds) 현황 및 성과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에 따르면, 2019년 11월 기준으로 독일 내 81개의
테스트베드(혹은 테스트센터)가 분포해 있다. 현실적이고 복합적이며 네트워
크화된 각 테스트베드에서 특히 중소기업들이 시제품을 시험해볼 수 있다. 대
부분의 테스트베드들은 대학이나 연구원, 연구소에 분포해 있는데, 상호 연결
되어 있어 여러 현실적인 환경에서 생산이나 적용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다
는 장점이 있다.
테스트베드는 [그림 2-15]와 같이 독일 16개 연방주 중 산업이 빈약한 메클
렌부르크-포어폼메른주를 제외한 15개 연방주에 걸쳐 전국적으로 위치해 있
는데, 산업이 발달한 지역일수록 테스트베드의 수도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라인강 유역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에 15개, 자
동차 공업 등 제조업이 발달한 바이에른주, 바덴-뷔르템베르크주, 니더작센주
에 각각 13개, 10개, 8개의 테스트베드가 위치해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테
스트베드가 많은 지역일수록 다양한 유형의 테스트베드가 있고, 항구를 중심으
로 물류가 발달한 브레멘이나 국경지대의 자알란트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게 스
마트물류나 기술이전 위주의 테스트베드가 형성되어 있다(표 2-14 참고).
다양한 종류의 테스트베드를 유형화하여 분류해보면 스마트생산 지원 관련
테스트베드가 28개로 가장 많았고, 자동화/디지털화 관련이 17개, 교육 관련
이 9개, 스마트물류 및 네트워킹/통신 관련이 각 8개, 데이터 통합/분석/관리
관련이 7개였다. 그리고 기타 스마트 서비스, 기술이전, IT 보안, 스타트업 지
원 등과 관련해서도 분포해 있다. 스마트생산 지원 테스트베드에서는 적층가공
(additive manufacturing) 프로젝트 실시, 파일럿 플랜트 설립, 실시간 생산
환경 및 연습 실험환경 제공, 인력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자동화/디지털화 테
스트베드에서는 디지털 개발, 프로세스 분석 및 최적화 실험, 서버인프라 및 클
라우드 연결을 갖춘 디지털 프레임워크나 테스트 환경 제공, 인더스트리 4.0
벤치마킹 등이 이루어진다. 스마트물류 관련 테스트베드에서는 생산 및 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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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 스마트제품 및 서비스 시현, RFID 시스템 테스트 및 평가 등을 하고,
네트워킹/통신 관련 테스트베드에서는 OPC UA 관련 평가 및 솔루션 모색, 시
간-민감성 네트워킹(TSN) 실험환경 제공 등이 이루어지며, 데이터 통합/분석/
관리 관련 테스트베드에서는 테스트 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작업, 데이터기반
프로세스 분석, 모델 테스팅, 데이터 클렌징, 예측모델 수립, 디지털 변환에 대
한 평가 및 모니터링 등을 한다. 한편 교육 관련으로는 학생이나 참가자들에게
디지털화 교육이나 전문기술 교육 및 훈련, 워크숍 등을 제공한다. 앞서 언급한
내용은 각 테스트베드의 유형별로 일반화한 것으로 실제 각 테스트베드마다 제
공하는 서비스 내용이 다르다. 플라스틱 등 특정 소재만 다루거나 혹은 레이저
광학과 같이 특화된 기술 관련 서비스만 제공하기도 하고 3D 프린터 등의 특정
기계장치를 보유하기도 하며, 개별 의뢰 내용에 따라 가장 실제와 가깝게 현실
적이고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림 2-15. 독일 내 테스트베드 분포 현황

자료: Plattform Industrie 4.0, Testzentre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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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4. 독일 연방주별 분포 테스트베드 유형
연방주

테스트베드 수

테스트베드 유형(테스트베드명)
ㆍ 자동화/디지털화(Smart Automation Lab; 외 2)
ㆍ 스마트생산 지원(SmartFactoryOWL; 외 2)
ㆍ 스마트물류(Industrie 4.0 Lab Center; 외 2)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15

ㆍ 데이터 통합/분석/관리(Twenty54Labs B.V.)
ㆍ 네트워킹/통신(CETECOM GmbH; 외 1)
ㆍ 스마트서비스(Fachhochschule des Mittelstands, Köln Kundenzentrierte Entwicklung von Smart Services)
ㆍ 교육(WBA Aachener Werkzeugbau Akademie GmbH; 외 1)
ㆍ 자동화/디지털화(Fraunhofer Institut UMSICHT Institutsteil
Sulzbach-Rosenberg; 외 1)
ㆍ 스마트생산 지원(evosoft GmbH; 외 3)
ㆍ 스마트물류(IT-Logistikcluster c/o R-Tech GmbH)

바이에른

13

ㆍ 데이터 통합/분석/관리(Institut für Informationssysteme der
Hochschule Hof(iisys); 외 1)
ㆍ 네트워킹/통신(Microsoft Deutschland GmbH; 외 1)
ㆍ 교육(ZFT – Zentrum für Telematik e.V.: I4.0 Demonstratorhalle)
ㆍ IT 보안(Testlabor für industrielle IT-Sicherheit)
ㆍ 자동화/디지털화(FZI Living Lab smartAutomation/Service
Robotics)

바덴뷔르템베르크

ㆍ 스마트생산 지원(Fraunhofer-Institut für Chemische
10

Technologie ICT; 외 5)
ㆍ 데이터 통합/분석/관리(Smart Data Innovation Lab(SDIL))
ㆍ 네트워킹/통신(Industrial Internet Consortium TSN Testbed für
wandelbare Produktionen; 외 1)
ㆍ 자동화/디지털화(Forschungsfeld „Digitalisierung und
Industrie 4.0“; 외 2)
ㆍ 스마트물류(Mittelstand 4.0-Kompetenzzentrum Hannover:

니더작센

8

BIBA – Bremer Institut für Produktion und Logistik GmbH)
ㆍ 데이터 통합/분석/관리(Universität Osnabrück: Glassroom)
ㆍ 교육(Mittelstand 4.0-Kompetenzzentrum Hannover:
Generalfabrik; 외 2)
ㆍ 자동화/디지털화(DigitalWorkplace; 외 1)
ㆍ 스마트생산 지원(Modellfabrik „Vernetzung von Maschinen und

튀링엔

7

Produktionsprozessen“; 외 2)
ㆍ 데이터 통합/분석/관리(Modellfabrik „Prozessdaten“)
ㆍ 교육(Kompetenzzentrum für 3D-Druck in der Bild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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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4. 계속
연방주

테스트베드 수

테스트베드 유형(테스트베드명)
ㆍ 스마트생산 지원(Digital Integrierte Produktion; 외 1)

베를린

5

ㆍ 네트워킹/통신(Deutsche Telekom Digital Co-Innovation Lab;
외 1)
ㆍ 스타트업 지원(Ber-LEAN TechCenter GmbH)
ㆍ 자동화/디지털화(Fraunhofer Institut für Betriebsfestigkeit und
Systemzuverlässigkeit LBF - Zuverlässigkeit im Internet of
Things)

헤센

6

ㆍ 스마트생산 지원(TU Darmstadt: Institut für
Produktionsmanagement, Technologie und
Werkzeugmaschinen(PTW); 외 2)
ㆍ 교육(Kompetenzlabor Digitale Fabrik; 외 1)
ㆍ 스마트생산 지원(HTW Dresden: Industrial Internet of

작센

4

Things(IIoT) Test Bed; 외 2)
ㆍ 스마트물류(Logistics Living Lab - Innovationsplattform für die
Logistik)
ㆍ 자동화/디지털화(Modellfabrik des Innovationszentrums

브란덴부르크

3

Moderne Industrie Brandenburg; 외 1)
ㆍ 스마트생산 지원(Technische Hochschule Wildau(TH Wildau):
KompZ-CpPS)
ㆍ 자동화/디지털화(Institut für Automatisierungstechnik,
Helmut- Schmidt-Universität / Universität der Bundeswehr

함부르크

2

Hamburg)
ㆍ 스마트생산 지원(Fraunhofer Institut für Additive
Produktionstechnologien)

라인란트-팔츠

2

ㆍ 자동화/디지털화(Technologie-Initiative SmartFactory KL e.V.)
ㆍ 스마트생산 지원(Modellfabrik Koblenz)
ㆍ 자동화/디지털화(Testbed für kognitive, autonome

작센-안할트

2

Arbeitssysteme in der menschzentrierten Industrie 4.0)
ㆍ 스마트물류(Galileo-Testfeld Sachsen-Anhalt – Innovation
Center für Digitale Infrastruktur, Mobilität und Logistik)

슐레스비히홀슈타인

2

ㆍ 스마트생산 지원(Lufthansa Industry Solutions)
ㆍ 데이터 통합/분석/관리(UniTransferKlinik GmbH)

브레멘

1

ㆍ 스마트물류(LogDynamics Lab)

자알란트

1

ㆍ 기술이전(Robotix-Academy)

자료: Plattform Industrie 4.0, Testzentre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15)를 참고하여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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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교육연구부(BMBF)는 중소기업의 혁신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최소
화하고자 ‘I4KMU’를 운영하는데, ‘인더스트리 4.0 실험환경 – 중소기업의 인
더스트리 4.0 활용’이라는 기금으로 중소기업의 테스트베드 이용을 지원하고
있다.53) I4KMU에 지원을 신청, 승인된 수혜 중소기업들은 I4KMU의 중재를
통해 독일 전역 실험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인더스트리 4.0 아이디어 단계
에서부터 프로젝트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조건 없는 무상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표 2-15]와 같이 반드시 EU집행위원회에서 정한 중견기업 이하의 기준
에 부합해야 하고, 최소 3개월부터 최대 12개월 동안 한 프로젝트당 최고 10만
유로까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기업 규모에 따라 소요 비용의 최대
30~50%의 상이한 비율로 제공된다. 수혜 중소기업들에 제공하는 실험환경 프
로젝트 분야의 예로는 서비스나 기계 간 연결 및 관측 시스템 등을 이용하는
‘상호연계 생산(interconnected production)’, 소프트웨어를 설치, 시험가
동해보는 ‘IT 데이터 보안’, 자동화 유도수송시스템(AGVs)이나 생산설비를 실
험해보는 ‘지능형 로지스틱스(intelligent logistics)’, 부품과 머시닝 센터
(machining center)의 타 부품 및 높은 단계 IT 시스템과의 상호작용을 실험
하는 ‘예측 보수(predictive maintenance)’, 현재 이행 중인 비즈니스를 방
해하지 않고 소프트웨어 플랫폼과 기계 간 상호작용을 실험해보는 ‘비즈니스
모델’, 신규 생산단계를 설계했으나 마땅한 생산설비가 없을 때 연구시설을 활
용하여 소재를 생산하는 ‘3D-프린트’ 등이 있다. 현재 I4KMU를 통해 약 20개
의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54)

53) 기금의 명칭은 독문으로 Industrie 4.0-Testumgebungen – Mobilisierung von KMU für Indust
rie 4.0, 영문으로 Industry 4.0 Test Environments – Mobilising SMEs for Industry 4.0이다.
54) I4KMU, I4KMU-Projektbeispiel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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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5. I4KMU의 기업 구분 및 최대 지원 비중
구분

직원 수

중견기업 1,000명 미만

자산 규모

연매출액

최대 지원 비중

-

1억 유로 이하

소요 비용의 30%까지

중기업

250명 미만

4,300만 유로 이하

5,000만 유로 이하

소요 비용의 40%까지

소기업

50명 미만

1,000만 유로 이하

1,000만 유로 이하

소요 비용의 50%까지

자료: I4KMU, Funding Measur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15).

3. 일본: 커넥티드 인더스트리즈(Connected Industries)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혁신성장 정책 범위를, 아베 내각이 2013년 이후 매
년 책정(각의결정)하고 있는 성장전략(日本再興戦略)의 각종 시책(표 2-16에서
주요 실행계획에 해당) 가운데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과 같은 4차 산
업혁명 관련 범용기술(GPT)을 활용하여 기술혁신은 물론 산업혁신, 나아가 혁
신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간주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본정
부의 성장전략은 정부시책을 연 단위로 집대성한 것이어서 거기서 혁신성장 정
책 방향을 해독해내고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그럼에도 본 연구에서는 2016년 4월 WEF 의장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이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주창하고 나서부터 성장전략에 그
용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였고, 독일의 인더스트리 4.0과 경쟁하는 양상으로
세부 정책ㆍ시책을 발표한 점에 주목하였다. 특히 일본 내각부가 2016년 1월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에 소사이어티 5.0이라는 다소 낯선 용어를 제시하
였고, 2017년도 성장전략 이래 줄곧 이와 관련된 세부 정책ㆍ시책을 발표ㆍ추
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제4차 산업혁명 혹은 소사이어티 5.0과 관련된 제반
정책ㆍ시책을 일본의 혁신성장 정책으로 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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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6. 아베 내각의 성장전략 개요
구분

주요 실행계획(시책)
- 산업의 신진대사 촉진(사업구조 개편 등)
- 고용제도 개혁 및 고용시장 활성화(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활성화)

2013년도 성장전략

-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JAPAN is BACK)

- 세계 최고 수준의 IT 사회 실현
- 국가전략특구 설치
- 중소기업ㆍ영세사업자 혁신

2014년도 성장전략
(미래에 대한 도전)

- 2013년도 성장전략과 동일
- 미래투자에 의한 생산성 혁명

2015년도 성장전략
(미래에 대한
투자ㆍ생산성 혁명)

- 로컬 아베노믹스(local Abenomics) 추진
- 개혁 2020 실행(첨단기술을 활용한 사회적 과제 해결ㆍ시스템
솔루션 수출, 관광객 유치 확대, 대일 직접투자 확대ㆍ비즈니스환
경 개선)
- 4차 산업혁명(IoTㆍ빅데이터ㆍ인공지능)

2016년도 성장전략
(4차 산업혁명을 향해)

- 로컬 아베노믹스의 심화
- 규제ㆍ제도개혁(국가전략특구 활용)
- 이노베이션 창출ㆍ인재 육성
- Society 5.0 전략 분야(건강ㆍ의료ㆍ간병, 스마트모빌리티, 서플

2017년도 성장전략
(Society 5.0
실현을 위한 개혁)

라이체인, 스마트인프라, 핀테크)
- Society 5.0 구현 과제(데이터 이용ㆍ활용 기반 구축 및 제도정비,
이노베이션ㆍ벤처 활성화, 규제 샌드박스 제도 창설, 기업지배구
조 개혁, 공공서비스ㆍ자산의 민간개방)
- 지역경제 선순환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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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6. 계속
주요 실행계획(시책)
- Society 5.0 중점 분야(스마트모빌리티, 스마트헬스케어)
- 차세대 산업시스템
• 제조업의 서비스화(서플라이체인에서 데이터연계 촉진, 로봇기
술의 상용화, 디지털인재 육성ㆍ확보, 제조업의 서비스화ㆍ솔루
션화를 위한 제도정비), 바이오ㆍ소재혁명, 우주비즈니스 확대,
항공기산업 확대
- 핀테크ㆍ캐시리스 사회의 실현
- 디지털 정부 구현
- 데이터구동형 사회의 공통 인프라 정비
2018년도 성장전략
(Society 5.0, 데이터구동형
사회로의 변혁)

1) 기반시스템ㆍ기술에 대한 투자촉진
• 산업데이터의 연계ㆍ활용, 개인데이터 활용, 기업의 디지털변
혁(digital transformation) 촉진
• 사이버보안 확보
• 새로운 기술ㆍ비즈니스 모델 도입 촉진(블록체인, IoT기술,
공유경제, 텔레워크, 4Kㆍ8K 등)
2) AI시대에 걸맞은 인재 육성 및 노동시장 개혁, 외국인력의 활
용 확대
3) 대학개혁, 산관학연계, 벤처지원
4) 지식재산ㆍ표준화 전략
- 대담한 규제ㆍ제도개혁: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활용, 국가전략특구
(Virtual 특구형 지정제도의 활용)
- Society 5.0 구현
• 디지털시장의 제도정비, 핀테크, 스마트모빌리티(일본판 MaaS
추진, 자율주행차의 상용화 가속), 기업지배구조 개혁, 스마트공

2019년도 성장전략

공서비스, 스마트인프라 등
- 70세까지의 취업기회 확보
- 지방시책 강화(관광입국 추진, 국가전략특구, 중소기업ㆍ영세사업
자의 생산성 향상)

자료: 首相官邸, 「アベノミクス成長戦略：これまでの更新情報」,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9. 23)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일본의 성장전략 가운데 제4차 산업혁명 혹은 소사이어티 5.0과 관련된 정
책ㆍ시책은 예를 들면, 2017년도 성장전략에서는 건강ㆍ의료ㆍ간병, 스마트
모빌리티, 서플라이체인, 스마트인프라, 핀테크 분야, 2018년도 성장전략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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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스마트모빌리티, 스마트헬스케어 분야처럼 매년 중점 분야를 선정하고 있으
나, 정부의 예산사업(보조금 사업) 기간 탓인지 중점 분야가 매년 달라 중점 분
야별로 정책을 소개ㆍ분석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대신 일본정부의 혁
신성장 정책 방향이 점차 데이터경제 관련 정책으로 옮아가고, 다른 한편에서
는 일본판 인더스트리 4.0이라 할 수 있는 정책들이 스마트제조(smart
manufacturing) 혹은 커넥티드 인더스트리즈(connected industries), 디지
털변혁(digital transformation) 등 용어를 달리하여 계속 등장하고 있는 점
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이하에서는 먼저 일본정부의 스마트제조, 커넥티드
인더스트리즈 관련 정책을 분석한 다음, 데이터경제(data economy) 혹은 데
이터구동형 사회(data driven society) 관련 정책 중 개인정보 활용 활성화,
산업데이터 활용 활성화, 기업의 디지털변혁 촉진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가. 소사이어티 5.0과 커넥티드 인더스트리즈
1) 소사이어티 5.0(society 5.0)
2016년 2월 일본 내각부는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2016~20년)55)에서
독일의 인더스트리 4.0(industries 4.0)과 유사한 소사이어티 5.0(Society
5.0), 즉 ‘초(超)스마트사회’라는 일본이 지향해야 할 새로운 사회상(像)을 제시
하였다. 소사이어티 1.0은 수렵사회, 2.0은 농경사회, 3.0은 공업사회, 4.0은
정보사회, 5.0은 독일의 인더스트리즈 4.0에 준하는 ‘초스마트사회’를 의미한
다. 단 일본 내각부가 제시한 소사이어티 5.0의 세계는 IoT 등으로 수집한 빅
데이터를 AI로 처리ㆍ판단하게 하여, 사람이 아닌 로봇과 같은 기계가 실행하
게 하는 세계임을 강조한다. 과거 소사이어티 4.0과의 차별성을 ‘21세기의 원
유’라 칭하는 빅데이터의 활용에 두고 있다. 소사이어티 5.0의 예시로 자율주

55) 일본정부의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은 内閣府(2016)를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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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차, AI에 의한 원격의료와 간병로봇, 핀테크, 무인농기계와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팜 등을 들고 있다. 이와 같은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일본이 당면한 저출
산ㆍ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일손 부족 등에 따른 제반 사회적 과제를 해결해
나가고 각 정부부처의 ‘혁신성장’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56)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7년 성장전략(未来投資戦略2017)은 5대 전략
분야를 ① 건강수명의 연장(건강ㆍ의료ㆍ간병) ② 이동혁명의 실현(스마트모빌
리티) ③ 서플라이체인의 차세대화(스마트제조) ④ 쾌적한 인프라ㆍ도시 조성
(스마트인프라) ⑤ 핀테크 분야로 선정하였고, [그림 2-16]과 같은 정책 실행체
계를 확립하였다.

그림 2-16. 소사이어티 5.0의 정책 실행체계

자료: 神谷浩史, 高嶋良太, 田中総一朗, 「Society5.0で実現する社会」, p. 1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28)에서
발췌.

종합과학기술ㆍ이노베이션회의(CSTI: Council for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는 2001년 행정조직 재편과 함께 내각부설치법에 근거하여
내각부 산하에 설치된 자문기구이다. 2014년 6월 종합과학기술회의에서 현재
의 종합과학기술ㆍ이노베이션회의로 개명하였다.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입안하
56) 内閣府, 「Society 5.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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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등 국가 전반의 과학기술ㆍ이노베이션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소사이어티 5.0 역시 종합과학기술ㆍ이노베이션회의에서 결정한 것이다.57) 종합
과학기술ㆍ이노베이션회의의 주요 역할 중 하나는 2014년도부터 가동 중인 ‘전
략적 이노베이션창조프로그램(SIP: Cross-ministerial Strategic Innovation
Promotion Program)을 통한 과학기술 분야의 예산 배분이다. SIP는 산관학
협력체제로 자율주행 등 소사이어티 5.0과 관련된 연구 및 실증실험을 지원하
고 있다. 실제 사업집행은 NEDO(新エネルギー・産業技術総合開発機構)가 민
간기업이나 대학 등에 위탁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58) [그림 2-16]에서 미래
투자회의는 2016년 9월 기존의 산업경쟁력회의와 미래투자관민대화를 통합
한 총리 자문기구로서 매년 성장전략을 각의결정하고 있다. IT종합전략본부ㆍ
관민데이터활용추진전략회의는 IT 전략을 총괄하는 사령탑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제산업성은 2017년부터 커넥티드 인더스트리즈(connected
industries)라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2) 커넥티드 인더스트리즈(connected industries)
커넥티드 인더스트리즈는 소사이어티 5.0을 ‘산업’ 분야에서 구현하기 위한
정책이다. 2017년 10월 일본 경제산업성이 5대 중점 분야를 선정했고, 범부처
적인 횡단적(cross-cutting) 정책으로서 데이터 활용에 관한 시책들을 발표하
면서 구체화되었다. 커넥티드 인더스트리즈라는 개념 자체는 다소 추상적이긴
하나 ‘다양한 업종, 기업, 인간, 기계, 데이터 등을 연결하여 AI 등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나 제품ㆍ서비스를 창출하고 생산성을 제고하는 것’59)으로 정의하고
있고, 이를 통해 일본사회가 직면한 고령화, 일손부족, 환경ㆍ에너지 문제 등을
해결하겠다는 쪽으로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57) 内閣府(2018), 「Society 5.0の実現に向けた内閣府の取組」,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27).
58) 神谷浩史, 高嶋良太, 田中総一朗, 「Society5.0で実現する社会」, pp. 11~1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28).
59) 経済産業省(2017b),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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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가 특히 커넥티드 인더스트리즈에 역점을 두는 이유는 [그림 2-17]
에서 알 수 있듯이 개인정보를 둘러싼 플랫폼 경쟁에서는 미국의 GAFA
(Google, Apple, Facebook, Amazon)는 물론 중국의 BAT(Baidu, Alibaba,
Tencent)에도 열세를 면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국이 강점으로 여기는 산업데
이터(real data)를 기업들이 공유ㆍ활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함
으로써 제조업 분야의 경쟁력을 지켜나가기 위함이다. 일본정부가 강점으로 여
기는 산업데이터의 예로는 자동차산업의 경우 3D지도, 주행데이터, 제어데이
터, 바이오 분야에서는 미생물의 게놈 데이터(Genom Data), 기계산업의 경
우는 각종 센서로 수집하는 기계ㆍ설비의 가동상태 등에 관한 데이터를 들 수
있다.

그림 2-17. 일본의 ‘데이터 플랫폼’ 경쟁력

Personal Data
미중 Platformer
GAFA(+BAT)

Smart Phone
위치정보, 이용상황 등
Web
SNS상의 정보검색이력 등

Real Data
미중 Platformer
GAFA(+BAT)

병원 등
개인 건강정보(Deep Data)

Defense

자동차
Probe Data, 3D 지도,
주행데이터, 제어데이터
생물자원
미생물의 Genom Data 등

공작기계 등
기기의 가동 상황,
숙련기술, 소리·진동 등

Offense
Connected Industries

자료: 経済産業省(2019d), p. 3.

커넥티드 인더스트리즈는 5대 중점 분야에 지원강화책과 횡단적(crosscutting) 정책 2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2-18 참고). 5대 중점 분야는 ① 자
율주행ㆍ모빌리티 서비스 ② 제조ㆍ로봇 ③ 바이오ㆍ소재 ④ 플랜트ㆍ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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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⑤ 스마트라이프(스마트홈)다. 각 분야별 실행주체는 ① 자율주행ㆍ모빌
리티 서비스 → 국토교통성의 자율주행 비즈니스 검토회 ② 제조ㆍ로봇 →
RRI(로봇혁명이니셔티브) ③ 바이오ㆍ소재 → COCN(산업경쟁력간담회)과
일본화학공업협회 ④ 플랜트ㆍ인프라보안 → 경제산업성의 플랜트데이터활용
촉진회의 ⑤ 스마트라이프(스마트홈) → IoT 추진랩(IoT Acceleration Lab)
을 지정했다.60) 횡단적 정책은 앞에서 언급한 산업데이터(real data)를 기업들
이 공유ㆍ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에 나서겠다는 것인데, ‘데이터 공유사업자
인증제도’ 도입, 기업(산업데이터 보유자)과 AI 벤처의 AI 시스템 공동개발, 데
이터 관련 법제도 정비, AI 관련 연구개발 촉진 및 인재육성 시책이 눈에 띈다.

그림 2-18. 커넥티드 인더스트리즈의 양대 정책

5대 중점 분야

①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ㆍ데이터 협조 방식 정리
ㆍAI개발, 인재육성 강화
ㆍMobility에 물류 포함. EV화에 대비한 전략 강구
② 제조 ·로봇

③ 바이오 ·소재

ㆍ데이터 형식 등 국제표준화
ㆍ기업 간 연계 강화
(Cyber Security, 인재육성 등)
ㆍ중소기업의 loT 기반 조성

ㆍ기업 간 데이터 연계 실현
ㆍAI기술 플랫폼 구축
ㆍ사회적 수용성 확보

④ 플랜트 ·인프라 보안

⑤ 스마트라이프

ㆍloT를 활용한 자율보안기술 향상
ㆍ기업 간 데이터 협조에 관한
가이드라인 등 정비
ㆍ규제·제도개혁 강화

ㆍ수요 발굴. 서비스의 구체화
ㆍ기업 간 데이터 연계
ㆍ데이터 이용에 관한 규범 정비

횡단적(cross-cutting) 정책

Real Data의 공유·활용
ㆍData 공유사업자인증제도 도입, 세제지원
ㆍReal Data 보유자(기업)와 AI 벤처연계→AI 시스템 개발 지원
ㆍ시범사업→Business Model 창출·제도 정비
ㆍ‘데이터계약 가이드라인(2017년 5월)’ 개정
확충 분야
Big Data 활용 기반 정비
(연구개발, 인재육성, Cyber Security)(국제, 벤처, 지역·중소기업)

ㆍ혁신적 AI칩 개발
ㆍAI인재, Net X Real의
hybird 인재
ㆍ글로벌 인재 유치
ㆍCyber Security 대책 강화

ㆍ유럽, 아시아 국가와의 협력강화
ㆍ국제연계 WG→시스템 수출 강화
ㆍ국제표준화 인재확충
ㆍ일본판 Venture Eco-system 구현
ㆍ지역·중소기업지원 강화

자료: 経済産業省(2017b), pp. 1~2.

60) 이 실행주체들 중 RRI(로봇혁명이니셔티브)와 IoT 추진랩(IoT Acceleration Lab)은 경제산업성과
총무성이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민관협력기구 형태로 설치한 조직이다. 이에 관해
서는 김규판 외(2017), pp. 138~142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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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데이터경제 관련 정책
1) 개인정보 활용61)
기업 입장에서 데이터경제의 궁극적 지향점은 개인정보이든 산업데이터이
든 IoT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수집과 AI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분석 및 피드백
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창출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있
다. 일본기업들 역시 이 부분에 관심은 많으나 미국ㆍ유럽 기업에 비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여 여론의 각광을 받는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
다. 다만 [표 2-17]에서 개괄하듯이 개인정보 중에서도 위치정보, 자동차 주행
정보, 인체정보, 금융정보 등을 직접 혹은 제3자(지자체, 의료기관 등)가 활용
하는 방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움직임은 활발하다.

표 2-17. 일본에서의 주요 데이터 활용사례
데이터 종류

사례

개요
NTT Docomo 핸드폰을 보유한

위치정보

NTT Docomo(모바일 공간통계)

개인의 위치정보 등을 비식별화한
다음 인구통계데이터로서
사업자나 지자체에 제공
텔레마케팅 서비스를 통해
수집ㆍ축적한 빅데이터(차량의 위치,

도요타자동차:

속도, 주행상황 등)에 기초하여 가공한

텔레마케팅(telemarketing) 서비스

교통정보와 통계데이터 등을 교통흐름
개선, 지도정보 제공, 방재대책 마련

자동차 주행정보

등에 활용
소니 손해보험:
텔레매틱스(telematics) 보험

고객의 급발진, 급정차에 관한 정보를
취득ㆍ분석하여 보험료 환급에 활용,
2014년부터 실시

61) 일본의 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제도적 측면은 본 보고서 2부, 제2장 ‘혁신성장 관련 데이터규범’에서
자세히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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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7. 계속
데이터 종류

사례
DocomoㆍHealthcare:

인체정보

Move Band3
OmronㆍHealthcare:
Wellness LINK
히타치제작소:

금융 관련 정보

금융API 연계서비스

개요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취득한
개인정보를 분석하거나
의료기관 등에 제공
인터넷뱅킹 계약자의 예금 등
복수의 계좌정보를 관리하는 개인자산
관리서비스에 활용
‘My DataㆍIntelligence’를 설립하여

개인생활정보

덴츠테크(電通テック): 마이데이터
제공서비스(2018년 9월)

소비자(생활자)의 모든
개인정보(personal data)를 하나의
ID로 통합ㆍ관리하고, 소비자와
기업에 마케팅 지원서비스를 제공

자료: 総務省(2017b), p. 60을 바탕으로 추가 작성.

일본정부는 사업자(기업)들이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함으로써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기 위해 개인정보 관련 제도 정비에
적극적이다. 우선 2015년 9월 일본정부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일부 정보
를 삭제한 ‘익명가공’ 정보라면 개인의 동의 없이도 다른 기업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2017년 5월 전면 시행)
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은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을 통한 경제
활성화라는 상충관계(trade-off)에서 균형을 찾고자 한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는데, 특히 일본정부는 사업자(기업)들이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비즈
니스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제3자(다른 사업자)를 이어주는
정보은행(후술)이라는 플랫폼이 긴요하다고 보았다.62) 그럼에도 2013년 JR동
일본(JR東日本)이 히타치제작소(日立製作所)에 IC승차권의 승하차 이력을 익
명화한 상태에서 제공했고, 당시에도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웠는데도
소비자의 항의(‘炎上’)가 빗발치자 결국 JR동일본 측이 사의를 표명한 사례에
62) 総務省(2017b), pp. 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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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알 수 있듯이, 일본 국민들의 개인정보 누출에 대한 우려가 상당한 편이
다.63) 이에 일본정부는 2019년 성장전략을 통해 부당한 개인정보 이용을 방지
하고 국내외 기업에 내외무차별 원칙을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사업
자(기업)의 개인 익명가공정보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조치를 담는 방향으로
2020년 정기국회에 개인정보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일본정부의 개인정보 활용 활성화 관련 법률 중 여론의 높은 관심을 끈 것은
2018년 5월 시행된 ｢차세대의료기반법｣, 소위 의료 빅데이터법이다.64) 의료
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진료기록카드(카르테)나 검사데이터와 같은 의료정
보를 익명 가공하여 대학이나 기업에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점이 특징인데,
이로써 대학이나 기업은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의료정보(빅데이터)를
정책 입안이나 신약, 의료기기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다. 기관의 성격상 의료기관이 직접 의료정보를 익명화할 수는 없기 때문
에 의료기관이 익명화 관련 인증 사업자에게 의료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갖추었다. 이 방법은 특히 과거에 취득한 의료정보 중 개인의 동의를 구
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65)
総務省66)은 데이터 유통을 데이터 제공, 유통, 이용 3단계로 나누어 보았을
때 현재는 데이터 제공자가 직접 기업 등의 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데이터를
집약하는 데이터수집자(data aggregator) 등을 거쳐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
으나, 향후에는 PDS(Personal Data Store)나 정보은행과 같이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사업이 등장하거나, 시장(marketplace)을 통해 데이터를 거래하는
유통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PDS는 소비자(개인)가 자신의 의사로
스스로 데이터를 축적ㆍ관리하는 시스템으로서, 소비자(개인)가 제3자(사업
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제어하는 기능(이전 포함)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63)
64)
65)
66)

김규판(2018), p. 11.
医療分野の研究開発に資するための匿名加工医療情報に関する法律.
김규판(2018), p. 11.
総務省(2017b), pp. 5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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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은행 제도는 정보은행이 PDS와 같은 시스템을 활용하여 소비자(개인)의
데이터를 계약에 의거하여 관리함과 동시에, 소비자(개인)의 지시 또는 미리 지
정한 조건에 따라 개인 대신 제3자(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림 2-19 참고).

그림 2-19. 빅데이터 유통ㆍ활용 모델의 변화

현행

새로운 데이터 유통 모델
Personal Data Store(PDS)

기업 등

Data Marketplace

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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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제조업체 금융

소매 기타 기업

제3자 제공,
가공 제공 등

제조업체 금융
제공

○

소매 기타 기업

X

제조업체 금융

X
Data Marketplace

Data Aggregator etc.

유
통

집약·관리 등
DB

소매 기타 기업

직접 제공,
수집

PDS

Catalog
Portal Site 등

데이터 제공에 관한
룰(규범)을 정하고,
중개 역할

공개

제
공

기업

센서 등

사람

기업 등

기업

센서 등

사람

자료: 総務省(2017b), p. 60.

일본에서는 2017년 2월 내각관방 IT실(室)이 정보은행에 관한 구상을 발표
하였고, 2018년 5월에는 총무성과 경제산업성이 공동으로 정보은행 인증에
관한 지침을 공개하였다. 일본의 정보은행은 데이터유통추진협의회나 일본IT
단체연맹과 같은 민간 혹은 민관 기구가 정보은행 혹은 PDS(Personal Data
Store) 업체를 인증하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소비자(개인)는 전력이
용데이터를 인증 정보은행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절전대책에 관한 어드바이스
를 받는 구조이다. 일본정부는 굳이 익명화 작업을 거치지 않고서도 동의를 구
한 개인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었다는 점에서 인증 정보은행이 보
급되면 기업이 공유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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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단 소비자(개인)의 병력(病歷)이나 신용카드 번호와 같은 정보는 사업 대상
에서 제외된다.67)
일본IT단체연맹은 2018년 12월부터 정보은행 인증 신청 접수를 시작하여
2019년 9월 기준 미쓰이스미토모신탁은행의 ‘데이터신탁서비스(가칭)’와 페
리카포켓마케팅의 ‘지역진흥플랫폼(가칭)’을 정보은행으로 인증한 상태다.

2) 산업데이터 활용
일본정부는 데이터를 개인데이터(개인정보)와 산업데이터로 구분한 후 개인
정보와 관련한 정책ㆍ제도 정비뿐만 아니라 기업 간 산업데이터의 연계ㆍ활용
에도 적극적이다(표 2-18 참고). 다만 일본정부가 기업들의 산업데이터 이용
(활용) 촉진을 강조한다 해서 법률(hard law)로써 기업 간 산업데이터 공유를
표 2-18. 일본정부의 데이터 관련 제도의 정비 프레임워크
산업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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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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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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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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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카
별 메
정 라
보 화
상
의 등
활
용
가
이
드
라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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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보
은
행

(portability)

데
이
터
활
용
에
관
한
제
도

개
인
정
보
의

(

산업경쟁력강화법:
‘산업데이터 공유사업

데이터 거래 촉진
정보

법률부재

보호

(부당경쟁방지법의 지재권 관련법 제외)*

개인정보 보호법

주: * 2017년 6월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연구센터(CPRC)가 「데이터와 경쟁정책에 관한 검토회 보고서」 공표.
자료: 経済産業省, 情報経済課(2017), p. 4.

67) 김규판(2018),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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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하는 것은 아니고, 데이터 이용 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기
업들이 산업데이터를 공유할 인센티브를 가질 수 있게 부당한 산업데이터의 취
득ㆍ유통을 엄격하게 다루도록 법률을 개정하였다. 특히 산업데이터의 유통ㆍ
활용을 촉진할 목적으로 산업데이터공유사업 인증제도(이하 데이터뱅크 인증
제도)를 도입한 점과, 자국 기업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산업용 IoT 플랫폼
(Industrial IoT Platform)을 서로 연계하려는 프로젝트(시범사업)는 다른 국
가에서는 발견하기 힘든 데이터 관련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가) AIㆍ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2018년 6월 경제산업성은 민간 사업자 등이 아직 데이터 이용 계약이나 AI
기술을 활용한 소프트웨어의 개발ㆍ이용에 관한 계약 경험이 부족한 점을 감안
하여 민간 사업자의 산업데이터 이용은 물론 AI기술 개발ㆍ이용을 촉진할 목적
으로 AIㆍ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을 책정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은 경제산업성
이 2017년 5월 공표한 ‘데이터 이용권한에 관한 계약 가이드라인 ver 1.0(이
하 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에 AI 개발ㆍ이용에 관한 권리ㆍ책임 관계 등을 추
가한 것이다.68)
AIㆍ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은 민간 사업자 등이 데이터 이용 계약을 체결
하거나 AI기술을 활용한 소프트웨어의 개발ㆍ이용 계약을 체결할 때 직면할 수
있는 계약상의 과제나 쟁점, 계약조항 예시, 조항 작성 시 고려사항 등을 정리
한 것이다. AIㆍ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중 데이터 계약과 관련된 분야는 계약
유형을 ‘데이터 제공형’, ‘데이터 창출형’, ‘데이터 공용형(플랫폼형)’ 3가지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해 계약의 구조, 법적 쟁점, 계약 체결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AIㆍ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 중 AI와 관련된 분야는 먼저 AI기술에 대한
기본 개념, AI기술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의 특징을 설명하고, AI개발 프로

68) 経済産業省(2018), 「AIㆍデータの利用に関する契約ガイドラインを策定しました」, 온라인 자료(검색
일: 2019.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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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스를 ① 평가(assessment)단계 ② 개념검증(PoC: Proof of Concept)단계
③ 개발단계 ④ 추가학습단계로 나누어 각각의 단계별 계약 방식과 계약 시 고
려사항, 계약조항 예시 등을 제시하고 있다.69)

나) 산업데이터의 부당 취득ㆍ유통에 대한 규제강화
2018년 5월 경제산업성은 산업데이터의 부당 취득이나 부당 취득한 데이터
유통을 차단하여 부당 취득ㆍ유통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고, ｢부당경쟁방지법(不正競争防止法)｣ 체계 내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2018. 5. 23)하였다. 경제산업성은 현행 민법만으로는 부당
취득 산업데이터의 유통을 금지할 수 있는 청구권 행사가 곤란하고, 판결에서도
데이터가 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가 드물고, 일단 부당 유통이 이루어지면 그
피해가 심각하고 막을 수단이 없어, 기업이 자사의 산업데이터를 외부로 유통하
는 데 매우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인식하였다.70) 개정 ｢부당경쟁방지법｣은 민
간 사업자 간 ‘적정’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부당 경쟁행위(데이터의 부당 취득)
를 구제하려는 조치로서 민사 조치(예: 유통금지청구권)와 형사 조치를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개정 법률에서는 영상ㆍ음성 등의 콘텐츠에 설정하고
있는 프로텍트 기술(예: 암호)을 해제하는 장치 제공과 같은 데이터 처리나 서비
스 제공도 ‘부당 경쟁행위’로 인정, 이에 대한 규제강화 조치도 도입하였다.

다) 데이터뱅크 인증제도
2018년 6월 일본 경제산업성과 총무성은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데이
터의 유통ㆍ활용을 촉진할 목적으로 ｢산업경쟁력강화법｣ 개정안에 담은 데이
터뱅크 인증제도를 도입하였다. 데이터뱅크 인증제도는 주무장관이 데이터 공
유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사업자를 인증ㆍ지원하는 제도로서, 인증을 받은 민간

69) 김규판(2018), p. 14.
70) 김규판(2018),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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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주무장관을 경유하여 공공기관에 특정 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
고, 총무성 산하기관인 IPA(정보처리기구)로부터 사이버보안 관련 지원 서비
스를 받을 수 있고, 서버 투자 등에 대해서는 세제지원 조치도 받을 수 있다(그
림 2-20 참고). 일본정부가 데이터뱅크 인증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궁극적으로
IoT 데이터 거래시장을 도입하고, 이 과정에서 데이터 유통 기준을 확립하고
데이터 표준화 작업을 시도하겠다는 데 있다.71) 당시 일본정부가 상정한 거래
대상 빅데이터는 3D 지도정보(Dynamic Map 기반), 선박(Ship Data
Center)ㆍ인공위성 정보, 카메라 화상데이터 등이다.72) 다만 도입 당시 일본정
부는 산업데이터 종류나 목적별로 20~30개의 데이터뱅크 창설을 목표로 설정
하였으나, 2019년 9월 기준 인증된 데이터뱅크 실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2-20. 데이터뱅크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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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주무장관)
자료: 「産業ビッグデータ集約: 認定バンク制度創設」(2017. 9. 21).

71) 2017년 11월 오므론, 대일본인쇄(大日本印刷), 후지쯔(富士通), 히타치제작소 등이 2020년 데이터
유통시장 창설을 목표로 내각관방, 경산성, 총무성과 함께 산관학 협력기구 ‘데이터유통추진협의회
(Data Trading Alliance)’를 설치하였다. 2019년 9월 기준 65개 기업(단체 포함)이 정회원으로 활
동 중이다. 이 협의회는 활동 목적을 커넥티드 인더스트리즈(connected industries)의 중점 5대 분
야를 중심으로 데이터 유통 기준을 책정하고 데이터 서식의 통일화 등 표준화에 두고 있다. 「産業ビッ
グデータ標準化」(2017. 12. 21) 및 「IoT第2幕はリアルで勝負、データ流通推進協議会が始動」(2017.
11. 29) 참고.
72) 「産業ビッグデータ集約: 認定バンク制度創設」(2017. 9. 21).

82 • 주요국의 혁신성장 정책과 제도: 미국, 유럽, 일본을 중심으로 - 제1편 주요국의 혁신성장 정책

라) Industrial IoT 플랫폼 간 연계 프로젝트
일본에서 제조기업을 중심으로 IIoT(Industrial IoT) 플랫폼73)이 경쟁양상
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종 이용자(user 제조기업) 입장에서는 IIoT 플랫폼
을 제공하는 특정 기업(IT벤더)에 자사의 기업정보(데이터)가 ‘감금(lock-in)’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상존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플랫폼 제공자 입장에서는
최종 이용자인 제조업 기업을 ‘감금(lock-in)’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기업으로
부터 더 많은 정보를 수집ㆍ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연유로 각 플
랫폼은 자신의 이점을 경쟁적으로 마케팅하되 수집한 데이터는 서로 공동으로
활용하여 네트워크 효과를 향유하고자 하는 유인이 발생한다.74)
일본 IVI75)가 경제산업성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개발 및 실증실험을 시작
한 제조 플랫폼 오픈 연계 프레임워크(CIOF: Connected Industries Open
Framework) 사업은 제조업 생산현장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해 엣지영역
의 플랫폼, 즉 화낙의 필드시스템(FIELD system), 미쓰비시전기 등의 엣지크
로스(Edgecross), DMG 모리정기(森精機)의 ADAMOS 등을 대상으로 이 플
랫폼들이 다른 플랫폼과 비교적 간단한 절차를 거쳐 쉽게 데이터를 유통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것이다. 각 플랫폼들은 어떠한 데이터를 교환할
것인지, 데이터 용도는 어떻게 정할 것인지, 그리고 데이터 주권, 즉 지재권 문
제는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정한다는 방침이다.76)
IVI는 2018년 12월 복수의 플랫폼 간 데이터 유통에 필요한 공통사전을 책
정하고, 그 기본요건 사양을 공개하였다. [그림 2-21]은 IVI가 공개한 데이터
유통형식을 보여주는데, 우선 데이터 제공자(그림의 왼쪽 플랫폼)는 데이터 이
용자(그림의 오른쪽 플랫폼)와 안전하게 데이터를 유통하기 위해 HCT(연계터

73) 일본 제조기업의 IIoT 플랫폼 구축사례에 대해서는 본고 제3장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74) 三島(2019. 1. 18), p. 3.
75) IVI(Industrial Value Chain Initiative, 이사장: 니시오카西岡靖之 호세이대학 교수)는 2015년 6월
일본기계학회의 ‘연계공장(connected factory)’ 분과회가 중심이 되어 설립한 산학포럼이다.
76) インダストリアルㆍバリューチェインㆍイニシアティブ(2018),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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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 IVI의 제조 플랫폼 오픈 연계 프레임워크 기본요건: 데이터 유통형식

Data
Provider

DTM

translation

ECU

Data
User

CDD
LDD

HCT

LDD
DTM

HDS

HCS

HCS

translation

HCT

ECU

Internet(Encryption)
Edge site

HCM

HCM
Contract profile

Edge site

Service profile

주: HDS: 사전서버, HCS: 연계서버, HCT: 연계터미널, HCM: 연계매니저, ECU: Control Unit, LDD: Local Data
Dictionary, CDD: Common Data Dictionary, DTM: Data Translation Map.
자료: Ushirokawa(2019), “Connected Industries Open Framework(CIOF) for Manufacturing in Japan,” p. 1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9. 20).

미널)가 송신내용을 암호화하고 사전에 인증을 받은 HCS(연계서버)만이 인터
넷상에서 데이터 내용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한다. HCT에서는 각각의 엣지사이
트에서 이용하는 개별데이터사전(LDD)과 공통데이터사전(CDD) 간에 데이터
항목이나 용어가 서로 다른 경우에 변환을 한다. 사전서버(HDS)상에는 미리
LDD와 CDD는 물론 변환테이블(DTM)도 등록해둔다. HCT는 이 내용들을
취득하여 거래내용의 프로파일에 따라 변환을 수행한다.77)

다. 민간 부문의 디지털변혁 촉진
1) 일본 IT 시스템의 ‘2025년 절벽’ 문제
2018년 9월 일본 경제산업성은 디지털변혁(digital transformation)을 혁
신성장의 핵심 축으로 설정하면서 기존 IT 시스템에 대한 진단과 더불어 기업
77) インダストリアルㆍバリューチェインㆍイニシアティブ(2018),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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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 관점, 나아가 기업(user)과 IT 벤더 간 관계 등의 관점에서 일본이 극복
해야 할 과제를 「디지털변혁 레포트(DXレポート)」(経済産業省 2018c)라는
보고서를 통해 아래와 같이 지적하였다.
첫째, 일본의 낡은 IT 시스템(legacy system)은 궁극적으로 ‘2025년 절벽’
문제를 야기할 것이고, 이것이 일본기업의 디지털변혁을 저해하는 가장 큰 걸
림돌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일본의 IT 시스템은 전반적으로 노후화된 기술,
시스템의 비대화ㆍ복잡화에 따른 블랙박스화78) 현상으로 기업에 고비용구조
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기업들이 디지털변혁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데
이터 수집ㆍ축적ㆍ처리를 저해하고 있다.79) 그 결과 기업들이 디지털변혁, 즉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IT
투자가 새로운 제품ㆍ서비스 개발에 집중될 필요가 있으나, 일본기업의 경우는
IT 관련 예산의 80%를 현행 비즈니스의 유지ㆍ운영에 투입하고 있다.80) 이와
같은 기존 시스템의 유지ㆍ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술적 부채(technical
debt)81)라고 하는데, 일본기업들은 이와 같은 부채로 말미암아 디지털변혁에
필요한 ‘공격적’ IT 투자에 자금이나 인력을 투입하는 데 커다란 제약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해 2025년에는 자국
IT 인프라가 더욱 노후화되고 유지ㆍ보수를 담당하는 기술인력의 퇴직시기도
겹치게 됨에 따라, 국가적 경제손실이 현재의 약 3배, 연간 최대 12조 엔에 이
를 것으로 예측하였고, 이것을 ‘2025년 절벽’ 문제라고 지칭하였다(그림
2-22 참고).

78) 블랙박스화란 기업(user)이 자사의 IT 시스템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상태를 지칭하는데, 낡은 기술
자체에 그 원인이 있기보다는 IT 시스템이 유지ㆍ보수 과정을 거치면서 비대화, 복잡화한 결과이다.
근본적으로는 일본기업(user)들이 IT 시스템을 구축할 때 자신이 필요로 하는 사양들을 모두 정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개발하는 애자일(agile) 방식보다는 ‘요건정의’에 기초한 워터폴(waterfall) 방식을
채택한 결과이다.
79) 経済産業省(2018c), p. 6.
80) 経済産業省(2018c), p. 12.
81) 経済産業省(2018c),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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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 일본 IT 시스템의 ‘2025년 절벽’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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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経済産業省(2018c), p. 27에서 발췌.

둘째, 경제산업성은 기업(user) 관점에서 IT 시스템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
제점으로서 대기업일수록 데이터ㆍ정보자산을 대량 보유하고 있음에도 사업
부문 간 연계적 활용이 어려워 기업 전체의 최적화된 데이터 활용이 곤란하다
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 결과 기업들이 IoT,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도입
하더라도 그 기반인 기업 내 데이터 활용ㆍ연계가 제한적이어서 디지털변혁 효
과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82)
셋째, 일본에서는 IT 엔지니어가 기업(user)보다는 IT 벤더에 편중되어 있다
는 점이다. 그 결과 IT 벤더가 기업에 IT 시스템을 개발ㆍ납품하는 수탁개발구
조에서는 기업 내부에 정보시스템에 관한 노하우가 축적될 리 만무하다. 주요
국가별로 IT 기업(일본에서는 벤더 기업)과 IT 이외의 기업(일본에서는 유저 기
업) 간 IT 인재 분포 비율을 비교하면 일본 72.0%:28.0%, 미국 34.6%:65.4%,
독일 38.6%:61.4%로 유독 일본만 IT 기업에 IT 인재가 집중되고 있다.83)
82) 経済産業省(2018c), p. 9.
83) 経済産業省(2018c),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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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변혁 정책
2018년 12월 경제산업성은 상기 「디지털변혁 레포트」의 정책 제언을 바탕
으로 디지털변혁추진 가이드라인을 공표하였다. 기업 경영진이 디지털변혁과
그 기반인 IT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자 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을 알리고
이사회나 주주가 기업 경영진의 디지털변혁 실태를 체크하는 데 활용하도록 가
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84) 이 가이드라인의 특징은 IT를 활용하여 기업의
제품ㆍ서비스 개선과 비즈니스 모델 혁신에 적극적인 기업을 선정하여, 2015
년부터 경제산업성과 도쿄증권거래소가 공동으로 지정하고 있는 ‘공격적 IT 경
영 종목(攻めのIT経営銘柄)’에 반영한다는 점에 있다. 즉 경제산업성은 일본기업
이 IT 투자에 소극적인 이유가 IT 시스템의 노후화, 블랙박스화에 따른 유지ㆍ보
수 비용, 즉 기술적 부채 문제에 있다고 보고, 이것을 타개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주식시장이 IT 경영에 적극적인 기업을 평가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2019년 7월 경제산업성은 한발 더 나아가 각 기업의 경영진이 ‘기술적 부
채’ 정도나 데이터 활용 기반, IT 시스템의 혁신체제와 실행프로세스 현황 등
자사의 IT 시스템을 진단할 수 있도록 ‘가시화 지표’85)를 공표하였다. 2019년
10월에는 기업의 이사회가 디지털경영혁신에 주력할 수 있도록 ‘기업지배구조
코드(corporate governance code)’에 디지털변혁에 관한 평가항목을 추가
하였고, ‘중립기관’으로서 IPA(정보처리추진기구)를 지정하여 각 기업의 디지
털변혁에 관한 자기진단결과를 서로 비교ㆍ분석하고 벤치마크를 작성하도록
하였다.86)

84) 가이드라인의 구체적 내용은 経済産業省(2018d)를 참고.
85) 구체적인 가시화 지표에 대해서는 経済産業省(2019b)를 참고.
86) 経済産業省, 「デジタル経営改革のための評価指標(DX推進指標)を取りまとめました」(2019. 7. 3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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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가. 미국
미국의 혁신성장 패러다임은 연방정부 혁신성장 정책과 연계된 민간 주도형
혁신이라고 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대중에게 확산되기 훨씬
이전부터 미국정부는 첨단제조업,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관련 첨
단기술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전략 및 정책을 발표해왔다. 첨단제조업의 경우,
‘첨단제조업에서의 미국의 리더십 유지를 위한 전략’을 통해 제조기업 대상 연
구개발 투자 확대 및 핵심인력 양성에 매진하고 있으며, IoT 분야에서는 중국,
일본 등과 달리 국가 차원의 전략을 바탕으로 국토안보부(DHS), 법무부(DOJ)
등 개별부처 및 국립과학재단(NSF)과 같은 유관기관들이 추진하는 미션에
IoT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하고 시행하고 있다. 인공지
능 분야의 경우, ‘국가 AI R&D 전략계획’을 바탕으로 한 개별부처들의 AI 관련
정책 시행이 눈에 띈다. 예컨대 국방부(DoD)는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
을 통해 미국의 국방력 강화를 위한 AI 기술 개발에 많은 연구개발 자금을 투입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빅데이터 분야에서는 관련 국가전략 달성을 목표로 개
별부처 및 유관기관 사업들을 조정하는 네트워킹 및 정보기술 연구개발
(NITRD) 위원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각 기관별 빅데이터 기술 연
구개발 및 투자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을 지원하고 있다. 정리하자
면 미국의 혁신성장 정책의 특징은 4차 산업혁명 각 분야별로 연방정부의 전략
이 발표되고 이와 같은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별부처 및 유관기관이 구
체적인 실행계획을 추진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범
부처기관을 통해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 차원의 혁신성장 정책 추진과 더불어 산업인터넷 컨소시엄(IIC)과 같이
민간 부문 다수의 기업 및 연구소 등이 협력하여 4차 산업혁명 관련 첨단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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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시험하고 상용화를 검증하는 작업 또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여기서 중요
한 사실은 앞서 언급한 연방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이 민간 부문과 동떨어져 시
행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정부 차원의 연구개발(R&D) 투자가 민간에 이루어지
거나 민관이 협력하여 첨단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을 거쳐온 것이다. 즉 기업들
이 독자적인 혁신을 달성했다기보다는 정부 정책과 민간기업의 전략이 연계되
어 미국만의 독특한 혁신성과를 낳았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GAFA(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로 대변되는 미국의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추진된 4G 및 LTE 시장 선점전략에 따른 스마트폰 가입자 수 확대에
힘입어 다양한 혁신을 이룰 수 있었다. 또한 아이폰, 아이패드 등 애플의 혁신
적인 제품에 적용된 음성인식과 같은 핵심적인 기술들은 미국 국방부의 전시
대비용 기술개발 과정에서 탄생한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부 정책과 연계
된 민간 부문의 혁신성과는 최근 해당 기업들로 하여금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
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경쟁정책 이슈를 낳고 있는 실정이다.

나. 독일
독일 연방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이 하이테크 전략에서부터 인공지능 전략까
지 내려오면서 기술적 측면에서 크게 달라졌다. 특히 인더스트리 4.0은 독일뿐
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충격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미래전략의 구도를 새로이
작성하도록 했다. 사물인터넷과 클라우드, 인공지능은 실시간 업무처리에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사안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정부 정책이 성공
적이기 위해서는 정책의 영향을 받는 쪽에서 원활하게 수용할 수 있어야 하는
데, 독일은 이러한 산관학이 시스템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다. 즉 산관학이 분리
되어 있으나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점이 독일의 성공요인이다.
산관학 연계라는 측면에서, 프라운호퍼는 정부지원 연구기관으로서 배터리
셀 등 장기적으로 연구하는 프로젝트도 있지만 10개의 등대 프로젝트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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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목적 자체가 기업들과 시장의 연결이 가급적 빠른 시간 내 이루어지도록
기업들이 하지 못하는 연구를 대신 실시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플랫폼 인더
스트리 4.0에서 제시한 적용사례는 총 371가지에 달하는데, 참여기관/기업 수
기준으로 주요 기술을 분류 시 스마트생산지원, 데이터통합, 공정자동화, 스마
트물류, 네트워킹의 순으로 볼 수 있다. 81개의 테스트베드 또한 산업 집약지
역을 위주로 독일 15개 연방주에 퍼져 있는데, 스마트생산, 자동화/디지털화,
교육, 스마트물류, 네트워킹/통신, 데이터 통합/분석/관리 등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다. 일본
일본의 혁신성장 정책은 2016년 4월 WEF 의장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이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주창하고 나서부터 성장전략에 적
극적으로 반영하였고, 독일의 인더스트리 4.0과 경쟁하는 양상으로 정책을 추
진 중이다. 일본의 혁신성장 정책은 일본 내각부가 2016년 ‘제5기 과학기술기
본계획’에 중장기 비전으로 제시한 소사이어티 5.0이라는 ‘초(超)스마트사회’
를 바탕으로, 내각부 산하 미래투자회의(未来投資会議)가 매년 각의결정하고
있는 성장전략(未来投資戦略)에 구체화되고 있다. 단 일본의 성장전략 가운데
소사이어티 5.0과 관련된 정책의 중점 분야가 거의 매년 다르게 나타난다. 예
를 들어 2017년도 성장전략에서는 건강ㆍ의료ㆍ간병, 스마트모빌리티, 서플
라이체인, 스마트인프라, 핀테크 분야가 중점 분야로 선정되었고, 2018년도
성장전략에서는 스마트모빌리티, 스마트헬스케어 분야가 선정되었다. 이에 따
라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성장전략을 개괄한 다음, 일본정부의 혁신성장 정책
이 커넥티드 인더스트리즈(connected industries)를 중심으로 데이터경제
(data economy) 관련 정책, 그리고 디지털변혁(digital transformation)으
로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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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각부가 2016년 소사이어티 5.0이라는 개념과 정책 실행체계를 확립
한 것은 아베 내각이 혁신성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제
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소사이어티 5.0은 IoT 등으로 수집한 빅데이터를
AI로 처리ㆍ판단하게 하여 사람이 아닌 로봇과 같은 기계가 실행하게 하는 세
계임을 강조하면서도, 첫째, IoT, AI 로봇과 같은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일본이
당면한 제반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점, 둘째, 이와 같은
사회적 과제 해결에는 사회 전반적으로 ‘21세기 원유’로 불리는 빅데이터 활용
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확고히 한 점에서 높게 평가할 수 있다. 소사이어티
5.0의 실행체계에서 일본 내각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도 높
이 평가할 수 있다. 즉 종합과학기술ㆍ이노베이션회의라는 총리 자문기구가 과
학기술ㆍ이노베이션 정책의 사령탑 역할을 수행하면서 내각부의 미래투자회
의가 매년 각의결정하는 성장전략과 IT종합전략본부ㆍ관민데이터활용추진전
략회의가 추진하는 IT 전략, 그리고 경제산업성의 커넥티드 인더스트리즈와의
정책적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실행체계를 갖추고 있다.
경제산업성이 2017년부터 추진 중인 커넥티드 인더스트리즈는 ‘다양한 업종,
기업, 인간, 기계, 데이터 등을 연결하여 AI 등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나 제품ㆍ서
비스를 창출하고 생산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으나, ‘갈라파고스화
현상’으로 대표되는 일본 제조업의 위기, 나아가 개인정보를 둘러싼 플랫폼 경
쟁에서 미국과 중국에 대한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일본이 강점으로 여기는 제
조업을 위시한 산업데이터(real data)를 기업들이 공유ㆍ활용하여 새로운 비
즈니스 모델을 창출함으로써 제조업 분야의 경쟁력을 지켜나가겠다는 새로운
‘산업정책’으로서 의의가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
커넥티드 인더스트리즈는 5대 중점 분야로 ① 자율주행ㆍ모빌리티 서비스
② 제조ㆍ로봇 ③ 바이오ㆍ소재 ④ 플랜트ㆍ인프라보안 ⑤ 스마트라이프(스마
트홈)를 선정하고 있고, 횡단적(cross-cutting) 정책으로서 ‘데이터 공유사업
자 인증제도’ 도입, 기업(산업데이터 보유자)과 AI 벤처의 AI 시스템 공동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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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관련 법제도 정비, AI 관련 연구개발 촉진 및 인재육성 시책 등을 제시
하고 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횡단적 정책, 즉 데이터 관련 정책 중에서도
산업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정책ㆍ시책들은 다른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일
본정부 고유의 정책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물론 개인정보
활용 측면에서도 일본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2015년 9월 개정, 2017년 5
월 전면 시행), ｢차세대의료기반법｣(2018년 5월 시행), 정보은행제도(마이데
이터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기업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있으나 아직 눈에 띌 만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은 출현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오히려 일본정부가 추진 중인 산업데이터 활용 정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제산업성이 커넥티드 인더스트리즈와 관련하여 기업들의 산업데이터 이
용(활용) 촉진을 강조한다 해서 법률(hard law)로써 기업 간 산업데이터 공유
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고, 데이터 이용 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기업들이 산업데이터를 공유할 인센티브를 가질 수 있게 부당한 산업데이터의
취득ㆍ유통을 엄격하게 다루도록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기업들의 산업데이터
활용 기반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특히 산업데이터의 유통ㆍ활용을
촉진할 목적으로 산업데이터공유사업 인증제도를 도입한 점과, 자국 기업이 독
자적으로 개발한 산업용 IoT 플랫폼(Industrial IoT Platform)을 서로 연계하
려는 프로젝트(시범사업)는 다른 국가에서는 발견하기 힘든 산업데이터 관련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정부는 민간기업의 디지털변혁(digital transformation)
촉진을 혁신성장의 핵심 축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IT 후진국’으로 불리는 일
본이 기업의 낡은 IT 시스템에 경종을 울림으로써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IT 인프라 혁신을 꾀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경
제산업성이 자국의 IT 시스템이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 지적한, 대기업일수록
사업 부문 간 데이터 연계 활용이 어렵다는 점과 IT 엔지니어가 유저 기업보다
는 IT 벤더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은 우리도 참고할 만한 지적사항이라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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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저 기업들이 IoT,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도입하더라도 그 기반인
기업 내 데이터 활용ㆍ연계가 제한적이거나 IT 인재가 부족하다면 혁신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디지털변혁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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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주요국의 제조업 혁신정책:
스마트팩토리를 중심으로

1. 독일
2. 일본
3. 소결

1. 독일
가. 독일 스마트팩토리의 개념
작업현장(shopfloor)에서의 큰 변화를 수반하는 스마트팩토리는 Industrie
4.0의 핵심으로 불리고 있다.87) 독일에서도 기술의 발전에 따라 스마트팩토리의
개념이 점차 구체성을 띠게 되었는데, 초기 스마트팩토리 개념은 다음과 같다.
협의의 스마트팩토리는 디지털 팩토리와 가상 팩토리의 사이 단계로, 인터넷과
사이버물리 시스템(CPS)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작동 및 제어하는 자동화 생산
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광의의 스마트팩토리는 생산 및 서비스 전 과정이 통합된
가상 팩토리(virtual factory)의 의미도 포함하게 되었다.

표 3-1. ICT 기반 생산의 단계

목적

디지털 팩토리

스마트팩토리

디지털화된 제품 설계 공장

생산 자동화, 최적화 및

및 조립 계획

제어

제품의 디지털 표상을 위한
실현

소프트웨어 및 물리적 생산
이전의 생산 공정

기대
생산효과

디자인 생산성

ICT, 공장 인프라, 내장된
사이버-물리 품목
공정 생산성

가상 팩토리
공급사슬 관리
생산 및 서비스 통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통합 연결을 위한 ICT
분산된 생산능력 관리
신규 비즈니스 모델
공급사슬 생산성

자료: Lünendonk(2016), p. 10.

Burke et al.(2017)은 스마트팩토리의 다섯 가지 요소를 연결성(connected),
최적화(optimized), 투명성(transparent), 사전대응(proactive), 즉각성(agile)
이라고 보았다.88) 그러면 독일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조건을 지녀야 스마
87) Lünendonk(2016),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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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팩토리라고 볼까? Bauer et al.(2014)에 따르면, ‘인더스트리 4.0’이 [그림
3-1]과 같이 내장형 사이버물리 시스템, 스마트팩토리, 무선랜, 클라우드 컴퓨
팅과 IT 보안을 포괄하는 하나의 기술 집합체라고 보았을 때, 스마트팩토리 부
문에서 가치사슬을 형성하는 요소로는 다음의 다섯 가지를 들고 있다.89) 첫째,
사회기구(social machine)로서 사이버물리 생산시스템은 스마트한 사물들
(intelligent objects)과 상호 주문, 공정 조정을 위한 상태 확인, 마감시한 준
수 여부 등의 정보를 복합적으로 교환, 소통하여 최적의 생산시간, 품질 및 효
율성을 달성한다. 둘째, 플러그 앤드 프로듀스(plug & produce)는 표준화된
인터페이스와 상호작용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기계와 부품들 간의 소통으로 정
보를 용이하게 교환 및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스마트팩토리에서 일하는

그림 3-1. 인더스트리 4.0의 기술 분야

스마트 생산
M2M 센서 및 작동장치
사회기구
(Social Machines)

개인정보
보호

Plug &
Produce

임베디드 시스템
CPS

저비용
자동화
정보 보안

Industrie
4.0

IT 보안

가상현실
(VR/AR)

스마트팩토리

HMI

실시간 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무선랜

브로드 밴드

IPv6
모바일 서비스

앱
빅데이터

모바일 기기

자료: Bauer et al.(2014), p. 22.

88) Burke et al.(2017), p. 6.
89) Bauer et al.(2014), p.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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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복잡하지 않고 간단한 저비용 자동화(low-cost-automation)를 통
해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게 한다. 넷째, 가상현실(augmented reality)은
복잡한 시스템이나 공정을 단순화하고 스마트팩토리의 가상이미지 정보를 실
제 이미지에 대비하여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다섯째, 스마트한 물건, 생산품, 기
계 등을 스마트팩토리 내 인간과 연결하는 인간기계 상호작용(HMI: Human
Machine Interaction)이 안전한 기계 및 공장 운용에 기여한다.
현재 제시되고 있는 인더스트리 4.0에서의 스마트팩토리는 주문, 제조, 운송
프로세스 등 진행과정의 수평적 및 수직적 통합이 이루어진다. 개발에서 생산까
지 이어질 때, [그림 3-2]와 같이 운영자(operator)와 부품공급자(supplier)가
병렬적으로 실시간 진행이 되고 운영자의 제품, 주문, 공장 프로세스와 부품공
급자의 기계, 부품 생산이 동시에 이루어져 공장 내 제품 생산이 진행된다. 또
한 [그림 3-3]과 같이 부품, 기계, 공장이 수시로 커뮤니케이션하여 특정 프로
세스에서만이 아닌 전 과정에서 유기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림 3-2. 인더스트리 4.0 요소들의 라이프 사이클

개발

활용/유지

생산

모델

활용/유지
사례

사례

공급자
(Supplier)

제품

계획 개발

주문

배치 구성
및 주문

공장

(투자) 계획

기계

계획 개발

공급
부품

계획 개발

디자인

활용 및
서비스

주문 처리

생산 주문
계획

배송

엔지니어링

가상 운행

운행

디자인

가상 운행

운행

디자인

가상 운행

운행

생산 / 공장운영

운영사
(Operator)

모델
빠른
시제품화

유지 및
최적화

활용 및
최적화

자료: BITKOM e.V., VDMA e.V., and ZVEI e.V.(2016), p.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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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부품, 기계, 공장의 라이프 사이클

공급 부품
부품 모델 선택

계획 개발

주문된 부품 (사례)

계획 개발 가상 운행

운행

활용 및
최적화

생산

부품 배송

가능한 부품 모델로 계획

기계
계획된 기계 모델

계획 개발

주문된 모델용 기계 (사례)

계획 개발

가상 운행

생산

운행

계획/기계 배치

활용 및
최적화

기계 배송

공장
가능한 공장

실제 공장 (사례)

(투자)계획 엔지니어링

운행

가상 운행

생산

유지 및
최적화

자료: BITKOM e.V., VDMA e.V., and ZVEI e.V.(2016), p. 50.

스마트팩토리의 또 다른 큰 특징 중 하나는 사무현장(office floor)과 작업
현장(shop floor)의 통합이다. 이는 특정 지점이 아니라 전 과정이 클라우드로
연결되어 실시간으로 사무현장과 작업현장이 소통할 수 있고 제어ㆍ관리가 가
능하며 즉각적으로 처리된다.

그림 3-4. 스마트팩토리 내 사무현장과 작업현장의 운영

앱

비즈니스 절차

서비스

클라우드 데이터

파트너

‘사무현장’
타당한 필요조건

기업 네트워크 (사무현장)
■

■

다양한 종결지점으로의 연결성
집합적인 의미론 모델
실시간 네트워크 (작업현장)

생산 절차
통합을 위한 공동
메커니즘으로서의
서비스 기반 구성(SOA)

제어

센서

데이터

기업 네트워크
연결을 위한
기반으로서의 표준

기계

사건

통일된
개발 접근법으로서의
재활용

‘작업현장’
타당한 필요조건

자료: BITKOM e.V., VDMA e.V., and ZVEI e.V.(2016), p.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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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스마트팩토리 현황
기업 설문조사에 따르면, 2015년만 해도 기업 내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이
매우 제한적이었다(그림 3-5 참고). 클라우드를 데이터 저장용으로 사용하는
비중은 24.6%,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비중은 20.7%나 되었으나,
데이터 분석 용도로 사용하는 비중은 10.1%에 불과했다. 기업 규모에 따라 용
도별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 비중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단순 용도로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비중이 더 높았다. 특히 직원 수 99명 이하
기업은 데이터 분석 용도의 클라우드 사용 비중에 비해 데이터 저장 용도 비중
이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그림 3-5. 기업 내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 실태

25.9%
20.7%

24.6%

22.3%

26.5%
22.3%

19.3%

17.5%
12.6% 12.5%
10.1%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사용

전체 응답

직원 수 20~99명 기업

8.4%

데이터 분석

직원 수 100~499명 기업

데이터 저장

직원 수 500명 이상 기업

참고: 2015년에 조사한 총 266개 기업 기준.
자료: Lünendonk(2016), p. 15.

독일기업들은 자사 스마트팩토리 구축 정도에 대해 2014년 대비 2018년에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고 자평하고 있다(그림 3-6 참고). 스마트팩토리에 대
해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는 비중은 2014년 34%에서 2018년 9%로 대

100 • 주요국의 혁신성장 정책과 제도: 미국, 유럽, 일본을 중심으로 - 제1편 주요국의 혁신성장 정책

폭 감소, 인더스트리 4.0 관련 프로젝트 수행 정도는 2014년 14%에서 2018
년 43%로 대폭 확대되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활용하는 정도의 비중은 2018
년에도 여전히 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기업들이 디지털화가 생산성
향상과 기업발전에 필요하다는 인식은 공유하고 있으나 완전한 스마트팩토리
로의 전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직 전적으로 공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90) 한편 제조업 분야 중에서도
특히 자동차산업 부문이 스마트팩토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그림 3-7 참고). 자동차산업은 기계 및 설비업이나 전기공업에 비
해 스마트팩토리의 활용도가 매우 높아 ‘전반적으로 활용’한다는 비중이 18%
에 이른다. 그렇지만 기계 및 설비업이나 전기공업 모두 스마트팩토리 관련 개
별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비중은 50% 이상으로 자동차산업(30%)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스마트팩토리의 연결성이라는 측면에서 기계 간에도 연결과 호환이 필요한
바, 독일은 물론 전 세계 주요 혁신기업들을 중심으로 OPC의 활용 확대와
OPC UA 기반의 umati 인지도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91) 이러한 추세는 OPC
UA와 umati 인터페이스가 스마트팩토리 소통장치의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는 데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90) Konrad Keck(Benz GmbH), Carsten Oberwelland(MEBA GmbH) 인터뷰 자료(2019. 9. 17~1
8, 독일 하노버).
91) Stefan Hoppe(OPC Foundation), Mattias Köhler(Siemens AG), Rüdiger Fritz(SAP SE) 인터
뷰 자료(2019. 9. 17~19, 독일 하노버).

제3장 주요국의 제조업 혁신정책: 스마트팩토리를 중심으로 • 101

그림 3-6. 독일기업들의 자사 스마트팩토리 구축 정도에 대한 평가(연도별)

9%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음

15%

34%
24%

관찰 및 분석 단계

39%

8%
9%
6%

기획 및 테스트 단계
인더스트리 4.0 관련 개별 프로젝트 수행 중
인더스트리 4.0의 전반적 활용

33%

33%

14%
7%

1%

9%

7%

3%

무응답

43%

6%
2016

2014

2018

주: 약 450개 독일 제조업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자료.
자료: Staufen, Deutscher Industrie 4.0 Index 2018,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8. 19).

그림 3-7. 독일기업들의 자사 스마트팩토리 구축 정도에 대한 평가(제조업별)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음

3%

7%
9%
26%
23%
26%

관찰 및 분석 단계
11%

4%

기획 및 테스트 단계

16%

인더스트리 4.0 관련 개별 프로젝트 수행 중

30%
4%

인더스트리 4.0의 전반적 활용
무응답
자동차산업

0%
0%

9%

52%
55%

18%

7%

전기공업

기계 및 설비업

주: 약 450개 독일 제조업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자료.
자료: Staufen, Deutscher Industrie 4.0 Index 2018,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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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상자 3-1. OPC UA와 umati

스마트팩토리 내 혹은 외부 스마트 기기와의 의사소통은 복잡한 데이터와 정보의 교환에서 시작
하는데, 이를 어떻게 전달하는지가 운영 프로세스 흐름의 관건이다. OPC 통합 아키텍처(Open
Platform Communications Unified Architecture, 이하 OPC UA)는 이러한 장치와 장치 간
의 수직적 및 수평적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포괄적인 언어로, 개방형 표준을 지향하는 통신
서비스이다. OPC UA는 플랫폼이나 운영체제로부터 독립적이면서 표준화된 통신이 가능하고 통
합 암호화 메커니즘을 사용해 안전하면서도 안정적이라 신뢰할 수 있으며, 수직적으로 통합되어
생산에서부터 기업 서버에 이르기까지 보편적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전 세계
730여 개 기업들이 OPC 재단의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그중에는 Siemens AG, SAP SE
등 독일기업 309개, Google Cloud, Microsoft Corporation 등 미국기업 226개 등이 있다.
OPC 재단(Foundation)은 OPC UA를 사용하는 클라이언트나 서버, 제품들의 호환 여부를 인증
하는데, OPC UA 사용의 확대는 스마트팩토리의 언어 표준을 형성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OPC UA가 인더스트리 4.0의 통신 표준을 지향한다고 한다면, umati는 기계 간 연결 및 호환
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계 표준을 지향하고 있다. 즉 umati 인터페이스는 서로 다른 컨트롤시스
템을 지닌 기계들을 연결해주는 개방형 표준 연결장치로, USB 장치를 연상할 수 있다. umati
는 보편적 기계장치 인터페이스(universal machine tool interface)의 약자로 Siemens,
Trumpf, Bosch Rexroth, Fanuc, DMG Mori 등 17개 기업ㆍ기관과 독일기계장치제조협회
(VDW)가 2018년에 결성, 현재 70개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고 110개의 기계장치가 이미
umati를 활용하고 있다. umati의 특징은 OPC UA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이다. 즉 암호화, 인
증, 서버세팅, 기계와 소프트웨어 간 플러그 앤드 플레이 연결성 등 OPC UA의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그림 3-8 참고). 따라서 umati의 업계 표준화는 OPC UA와 동반 추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료: OPC Foundation(2018), pp. 18-19; OPC Foundation, Member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15); VDW,
umati: universal machine tool interfac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15); EMO Hannover, Interface
standard will simplify digitalisation considerably,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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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umati의 적용 원리

인프라
클라우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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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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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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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S …

MT = 기계장치
OEM = MT 제조자
OES = 공급자 (MT 제어자 등)

입력:
특정
OEM-/OES-

ERP = 기업 자원 계획(시스템)
MES = 제조 실행 시스템

자료: Umati(2019), p. 2.

다. 스마트팩토리 사례
1) Siemens AG
Siemens 사(Siemens AG, 이하 지멘스)는 2014년에 도입한 Vision 2020
이라는 기업전략 프로그램을 통해 본격적으로 산업의 디지털화를 추구했고,
2018년에 디지털 팩토리를 내세운 Vision 2020+라는 후속 전략을 발표하였
다.92) 지멘스는 사업영역을 2019년 기준으로 운영회사(Operating Companies),
전략회사(Strategic Companies), 서비스회사(Service Companies)로 구분
짓고 있다.93) 스마트팩토리는 ‘디지털 인더스트리(Digital Industries)’ 부문
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2018년까지는 디지털 팩토리 분과(Digital Factory
Division)에서 담당했다.94) 디지털 팩토리 분과는 공장자동화와 산업제어를
92) Siemens(2018c), pp. 2-3.
93) Siemens, Our Businesse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8. 9).
94) Siemens(2015), p. 1; Siemens(2018a), p. 3. 지멘스는 ‘스마트팩토리’라는 용어보다 ‘디지털 팩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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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생산을 위한 자동화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등 제조
업에서 사용되는 복합적인 제품 포트폴리오 및 시스템 솔루션의 자동화 기술을
취급했고 수익률 규모는 2018년 기준 14~20%이었다.95) 지멘스가 추구하는
‘디지털 기업(Digital Enterprise)’은 제조 공정의 유연성, 효율성 제고, 그리
고 시장으로의 제품 공급시간 단축 등에 중점을 둔다.96) 지멘스가 인수한 미국
Mentor Graphics와 네덜란드 TASS International의 전자 디자인 자동화
소프트웨어 포트폴리오와 클라우드 기반의 산업용 IoT 플랫폼인 마인드스피
어(MindSphere) 또한 디지털 팩토리 사업 보조에 기여하고 있다.97)
디지털 팩토리에서는 사이버보안을 포함한 복합적인 디지털화를 달성해야
하는데, 지멘스는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마인드스피어, 인더스트리얼 엣
지(industrial edge)가 이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98) 디지털 트윈은 제품이나
제품공장의 시각적인 모델로 [그림 3-9]와 같이 사용자의 가치사슬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99) 지멘스 스마트팩토리에서의 또 다른 핵심은
마인드스피어에 있다. 마인드스피어는 클라우드 기반의 개방형 IoT 운영체제
로 제품과 공장, 시스템과 기계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그림 3-10 참고).100)
디지털 팩토리는 생산과 부품공급 프로세스 전체가 함께 이루어지는 협력플랫
폼(collaboration platform)이기 때문에 마인드스피어라는 오픈 플랫폼을 바
탕으로 생산, 커뮤니케이션, 보안, 서비스 등에 관여한다(그림 3-11 참고).101)
마지막으로 인더스트리얼 엣지는 차세대 자동화시스템으로 클라우드를 기반으
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102) 즉 Edge Management
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디지털 팩토리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디지털 팩토리’ 분과의 영
역이었으나 2019년 조직 개편 후 ‘디지털 인더스트리’에서 맡고 있다.
95) Siemens(2018a), p. 3, p. 11.
96) Siemens, Thinking ahead to the future of industry,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8. 6).
97) Siemens(2018a), p. 11.
98) Ibid., pp. 11-12.
99) Siemens, Digital Enterprise for discrete industrie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8. 6).
100) Siemens, MindSpher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8. 6).
101) Siemens, Thinking ahead to the future of industry,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8. 9).
102) Siemens, Industrial Edg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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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에서 분석한 자료를 전용 앱(Edge Apps)을 통해 작업현장의 전용 장치
(Edge devices)에 전달하는데, 지멘스는 이와 같은 공장 자동화시스템, 장치
및 과정을 ‘인더스트리얼 엣지’라고 한다(그림 3-12 참고).

그림 3-9. 지멘스의 제조업 디지털 트윈

디지털 트윈 제품

디지털 트윈 성과

디지털 트윈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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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제품

실제
생산
(자동화)

가상
생산

실제
제품

실제화 및 최적화
협동 플랫폼
산업 보안

자료: Siemens, Digital Enterprise for discrete industrie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8. 9).

그림 3-10. 지멘스 마인드스피어 오픈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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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Siemens(2018b),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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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디지털 기업(Digital Enterprise)의 가치사슬 및 구성요소

공정제조업(Process Industry)
제품 디자인

공정 디자인

엔지니어링

공정제조업을 위한
산업 소프트웨어 및 자동화

이산제조업(Discrete Industry)
운영

서비스

제품 디자인

산업 커뮤니케이션

생산 계획

생산
엔지니어링

생산 실시

서비스

이산제조업을 위한
산업 소프트웨어 및 자동화

산업 보안

산업 서비스

자료: Siemens(2018d), p. 19.

그림 3-12. 지멘스의 인더스트리얼 엣지(Industrial Edge)

자료: Siemens, Industrial Edg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8. 9).

지멘스의 가장 대표적인 스마트팩토리는 Simatic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s(PLCs)를 생산하는 Siemens Electronics Works Amberg(이하
EWA)라고 할 수 있다. EWA는 1989년에 준공되어 25%의 자동화 수준이
2016년에는 공장의 약 75%로 확대되었고 인더스트리 4.0을 적용한 스마트팩
토리의 대표적 사례가 되었다.103) 특히 제조 과정의 처음부터 끝까지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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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이 이루어져 있는바, 개별 부품이나 각 생산품의 고유번호로 추적할 수 있
어 투명성이 제고되었고 99.99% 이상의 품질관리, 전반적인 기기 효율성 향
상, 수직ㆍ수평적인 데이터 일관성, 시장 적시성 등의 효과가 나타났다고 보았
다.104) 지멘스는 EWA와 같은 스마트팩토리를 2013년 중국 청두(Chengdu)
에 설립, Siemens Electronic Works Chengdu(SEWC)를 운영하고 있다.
SEWC는 World Economic Forum에서 세계 9대 스마트팩토리로 인정했는
데 설계부터 운영까지 EWA를 그대로 옮겨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105)

2) Robert Bosch GmbH
Robert Bosch 사(Robert Bosch GmbH, 이하 보쉬)의 미래 생산시스템은
대량의 주문 제작(customization), 수요 변동 및 자원 부족에 따른 고도의 유
연하고 지속가능한 제조업이 요구된다고 보아, 연결성(connectivity), 로봇공
학, 3D 영상, 머신러닝 및 데이터 과학을 발전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
다.106) 보쉬의 대표적인 IoT 기술로는 Bosch IoT Suite가 있는데, 이는 클라
우드 기반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패키지들로 구성된 IoT 플랫폼으로 포괄적인
플랫폼서비스(Paas: Platform-as-a-Service)라고 할 수 있다. Bosch IoT
Suite는 [그림 3-13]과 같이 장치들을 Bosch IoT Remote Manager나 Hub
를 통해 클라우드에 직접 연결하거나 게이트웨이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연결
한다. 보쉬가 멀티 클라우드 전략을 취하고 있어, Bosch IoT 클라우드 외에도
Amazon Web Services나 Huawei의 클라우드 등 다른 클라우드와도 호환
가능하다. Java와 OSGi 기반의 Bosch IoT Gateway Software는 Bosch
IoT Suite를 이용할 때 엣지컴퓨팅을 연결해주는 장치로 Linux, Windows,
mac OS, Android, VxWorks 등 일반적인 운영시스템에 설치가 가능하고 플
103)
104)
105)
106)

Lal and Johnson(2017), p. 1.

Ibid., pp. 3-10.
Siemens, A digital manufacturing lighthous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1).
Bosch, Fully autonomous system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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랫폼과는 독립적이지만 40종 이상의 게이트웨이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그림
3-14 참고).107)

그림 3-13. Bosch IoT Su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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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Bosch Software Innovations GmbH(2018), p. 14.

그림 3-14. Bosch IoT Gateway 소프트웨어 활용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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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Bosch, Bosch IoT Gateway Softwar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8. 9).

107) Bosch, Bosch IoT Gateway Softwar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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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성과 개방성을 강조하는 보쉬의 커넥티드 인더스트리(connected
industry) 소프트웨어 솔루션에는 NEXEED가 있는데, 이는 재원조달에서 생
산, 상품 인도까지 모든 기계와 시스템의 상품, 공정 및 로지스틱스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여 커넥티드 팩토리의 운영을 용이하게 한다. 자동차, 물
류, 전자기기, 의약품과 식품 등 다양한 종류의 생산설비 및 물류창고, 제조업,
물류산업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보쉬는 인더스트리 4.0 기술의 제공자인
동시에 사용자로 전 세계 자사 270여 개의 공장과 700여 개 물류창고를 연결
하여 이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다.108)
보쉬 스마트팩토리의 대표적인 사례인 블라이히아흐(Blaichach) 공장은 보
쉬 커넥티드 팩토리의 정수라고 볼 수 있다. 블라이히아흐 공장에서는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기차 관련 부품 등을 생산한다. 2015년 커넥티드 인더
스트리 클러스터가 형성되면서 발전했고 블라이히아흐에서 전 세계 11개 공
장, 7,400개 이상의 연결장치를 운영하고 있으며, NEXEED 솔루션을 사용하
고 있다.109)

3) SAP SE
SAP 사(이하 SAP)는 1972년 독일 발도르프(Walldorf)에서 설립된 소프트
웨어 기업으로서 데이터 처리시스템(system),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상품(product)의 약자를 조합하여 기업명을 택했다.110) SAP는 SAP ERP(전
사적 자원관리) 등 기업자동화에 기여했는데 점차 디지털 변환과 인공지능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현재 SAP가 추구하는 ‘지능형 기업(intelligent
enterprise)’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요소는 지능형 스위트(intelligent suite),
디지털 플랫폼, 그리고 지능형 기술(intelligent technologies)이다(그림
3-15 참고). SAP HANA는 지능형 기업을 위한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으로
108) Bosch(2018), p. 4.
109) Bosch(2019), p. 2.
110) SAP, About SAP S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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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요소 중 지능형 스위트에 해당하는데, 차세대 HTAP 프로세싱이 가능하
다.111) 이 중에서도 신규 상품군인 SAP S/4HANA는 IoT 기반 최신 플랫폼으
로 클라우드를 통해 연결성을 확보했는데, 기존 SAP ERP 등이 포함되어 있는
SAP Business Suite를 변환 및 발전시켰다.112) 데이터 관리와 클라우드 플랫
폼이 포함된 디지털 플랫폼 요소에서는 SAP HANA Data Management
Suite와 SAP Cloud Platform으로 대표될 수 있다. 그러나 SAP Cloud
Platform은 멀티 클라우드 전략을 사용하여 제3의 클라우드와 통합 운영이 가
능하게 하였으며, SAP의 연결성(connectivity)을 확대하였다.113) 즉 SAP
Cloud Platform은 SAP 혹은 인프라서비스(IaaS: Infrastructure-as-aService)를 제공하는 파트너인 Microsoft Azure, Amazon Web Services
(AWS), Alibaba Cloud, 그리고 Google Cloud Platform의 데이터센터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그림 3-17 참고). 운영흐름에 있어 SAP S/4HANA는
SAP ERP와 큰 차이가 없어 보이나, 이를 구분해주는 것은 지능형 기술 요소
측면에서의 핵심인 SAP Leonardo라고 볼 수 있다(그림 3-16 참고). SAP
Leonardo는 머신러닝이나 IoT, 빅데이터 및 분석 등을 통해 클라우드 등의
매개체 이상의 역할을 하면서 SAP S/4HANA와 시너지를 발휘한다.114) SAP
는 디지털 제조(digital manufacturing)를 제조시설, 산업통찰력, 제조 네트
워크, 인더스트리 4.0 관련 제조 실행, 환경ㆍ건강ㆍ안전 측면에서 접근하여 저
마다 다른 이슈들을 갖고 있는 개별 기업들에 솔루션 제공을 원활히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림 3-18]과 같이 스마트팩토리 작업현장(shop floor)
에서 SAP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데 SAP의 장치/설비는 umati를 통해 연결,
OPC UA를 통해 정보교환을 한다. 즉 SAP의 공장연결성(plant connectivity) 측

111) HTAP: Hybrid transactional and analytical processing combined on one data set. 하나의
데이터 세트 내에서의 하이브리드 트랜잭션 분석 처리.
112) SAP(2019c), p. 41.
113) SAP(2019a), pp. 10-11.
114) SAP(2019e),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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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SAP의 OPC UA 클라이언트까지가 umati의 게이트웨이가 되는 것이다.
SAP는 해외진출, 특히 중국에 관심이 높다. SAP의 ‘중국속도(中国速度)’ 전
략 아래 중국에서 24년간 영업을 하면서 여러 100대 중국기업들의 디지털화에
기여했고 최근에는 ‘중국가속계획(中国加速计划)’을 발표하면서 향후 5년간
중국시장에의 투자 확대를 시사했다.115)

그림 3-15. SAP 전략

SAP ERP 혹은 SAP S/4HANA

디지털
코어

제조 및
공급사슬

그림 3-16. SAP 제조업 분야 운영

사람 관여
네트워크 및
지출 관리

고객 경험

SAP 제조 통합 및 지능

지능형
스위트

SAP 제조 실시

지능형 기술

SAP 공장 연결성
AI/ML | loT | Analytics
01011
11010
10
01101

디지털
플렛폼
데이터 관리

공장 DB
및
이력장치

클라우드
플랫폼

DCS와
SCADA

작업현장

자료: SAP(2018), p. 13.

PL C

장치
및
센서

LIMS …

장치 및 설비

자료: SAP(2019d), p. 5.

그림 3-17. SAP 클라우드 플랫폼 데이터센터 운영 현황

Montreal
Toronto
Ashburn
U.S. Central (IA)
Sterling
U.S. West
U.S. East
Colorado
(VA)
Chandler Springs

Moscow
Amsterdam

Frankfurt
St. Leon-Rot
Tokyo
Riyadh

Dubai

Shanghai

Singapore

SAP Cloud Platform, Neo environment
SAP Cloud Platform, Cloud Foundry env.
Amazon Web Services
Google Cloud Platform
Microsoft Azure
Alibaba Cloud
Planned region

Paulo
Sydney

자료: SAP(2019b), p. 8.
115) SAP, SAP在中国,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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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 SAP의 OPC UA를 이용한 스마트팩토리 연결

자료: Fritz(2019), p. 13.

라. 독일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독일정부는 중소기업의 스마트팩토리 개발 혹은 확충을 직접적으로 지원한
다기보다는 스마트팩토리의 바탕이 되는 디지털 변환을 지원하고 있다. 무엇보
다도 각 기업에 똑같이 디지털 변환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개별 중소기업마
다 다르게 접근해야 하고, 각 기업이 디지털 변화의 모든 것을 알아서 착수하기
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116) 연방경제에너지부(BMWi)를 주축으
로 중소기업의 이러한 디지털 변환을 돕고자 ‘미텔슈탄트-디지털(Mittelstand
-Digital)’이라는 모(母)정책하에 2015년부터 ‘미텔슈탄트 4.0 역량센터
(Mittelstand 4.0-Kompetenzzentren, 이하 역량센터)’를 운영하고 있
다.117) 현재 독일 전역에 26개의 역량센터를 운영 중인데, 이 중 18개는 지역
역량센터, 8개는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관련 연성요인이라 할 수 있는 부문별로
특화된 테마 역량센터이다(표 3-2 참고). 역량센터는 기업 디지털 변환의 주요
거점으로서 전문지식, 실험센터(demonstration center), 경험공유 네트워
116)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 and Energy(2018), p. 4.
117) Mittelstand-Digital, Über un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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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 세미나, 적용사례 등을 제공하는데, 최대 장점은 실제 생산과 같은 환경의
테스트베드 역할도 한다는 점이다.

표 3-2. 미텔슈탄트 4.0 역량센터 현황
지역 역량센터(18개)
센터명
아우구스
부르크

내용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

테마 역량센터(8개)
관련 산업
산업, 제조업,

부가가치 네트워크, 생산 에너지, 공예, 건설 (Digitales
네트워크, 지원시스템,

베를린

센터명
디지털 공예

관련 산업
에너지,

클라우드 적용,

공예, 건설

Handwerk) 디지털 교육, 디지털

디지털 교육
지원시스템, 클라우드 적용,

농림수산업,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

무역(역내, 서비스,

전자지불, 무역,

전자지불, 무역, 정보 및 기획

관광), 산업,

정보 및 기획 시스템,

비즈니스 모델,
e비즈니스 표준,

시스템, IT 보안, 커뮤니케이션 제조업, 에너지,

IT 보안,

디지털화, 고객관리, 디지털

공예, 건설,

커뮤니케이션

업무, 비즈니스 절차,

로지스틱스(교통),

디지털화, 고객관리,

이용가능성 및 이용자 경험,

서비스업

디지털 업무,

변화관리, 부가가치 네트워크
로지스틱스(교통),
브레멘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
헴니츠 지원시스템, 클라우드 적용,

비즈니스 절차,
유용성 및 이용자

농림수산업
산업, 제조업,

경험, 변화관리,
생산 네트워크,

디지털 교육, 정보 및 기획 에너지, 공예, 건설,

부가가치 네트워크,

시스템, IT 보안, 디지털 업무, 로지스틱스(교통),
비즈니스 절차, 유용성 및

서비스업

이용자 경험, 생산 네트워크,
콧부스

내용
지원시스템,

부가가치 네트워크
지원시스템, 디지털 교육,

농림수산업,

IT 보안, 비즈니스 절차,

무역(역내, 서비스,

변화관리, 생산 네트워크,

관광), 산업,

부가가치 네트워크

제조업, 에너지,
공예, 건설,
로지스틱스(교통),
서비스업

적층가공 프로세스
e표준화

생산 네트워크,

농림수산업,

(eStandards) 디지털 비즈니스

무역(역내,

모델, e비즈니스

서비스,

표준, 무역, 정보 및 관광), 산업,
기획 시스템,

제조업,

비즈니스 절차,

에너지, 공예,

유용성 및 이용자

건설,

경험, 부가가치

로지스틱스

네트워크

(교통),
서비스업

114 • 주요국의 혁신성장 정책과 제도: 미국, 유럽, 일본을 중심으로 - 제1편 주요국의 혁신성장 정책

표 3-2. 계속
지역 역량센터(18개)
센터명
내용
다름슈타트 디지털 교육, 디지털 비즈니스

테마 역량센터(8개)
관련 산업
상동

모델, IT 보안, 비즈니스 절차
도르트문트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

센터명
무역

내용
무역, 부가가치

관련 산업
무역(역내,

(Handel)

네트워크,

서비스,

고객관리,

관광)

상동

커뮤니케이션

비즈니스 절차,

디지털화,

부가가치 네트워크

전자지불,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

함부르크 생산 네트워크, 지원시스템,

산업, 제조업,

비즈니스 절차, 부가가치 에너지, 공예, 건설,

IT 경제

생산 네트워크,

(IT-

클라우드 적용,

서비스업

로지스틱스(교통) Wirtschaft) 디지털 교육,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 무역,
e비즈니스 표준,
정보 및 기획 시스템, IT 보안,
네트워크, 클라우드 적용,

전자지불, 무역,

커뮤니케이션 디지털화,
디지털 업무,

정보 및 기획

적층가공 프로세스

시스템, IT 보안,

하노버 생산 네트워크, 지원시스템,

커뮤니케이션

산업, 제조업,

디지털화,

디지털 교육, 정보 및 기획 에너지, 공예, 건설,

고객관리, 디지털

시스템, IT 보안, 변화관리 로지스틱스(교통)
일메나우 생산 네트워크, 디지털 업무,

업무, 비즈니스

산업, 제조업,

절차, 유용성 및

비즈니스 절차, 변화관리, 에너지, 공예, 건설,
적층가공 프로세스
카이저라 생산 네트워크, 디지털 교육,
우테른
키일
링엔

부가가치 네트워크
비즈니스 절차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
비즈니스 절차

이용자 경험,

서비스업

변화관리, 부가가치

산업, 제조업,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

농림수산업,

디지털화,

무역(역내,

에너지, 공예, 건설 커뮤니케이션
(Kommuni
산업, 제조업
kation)

부가가치 네트워크,

서비스,

변화관리,

관광), 산업,

관광), 에너지,

고객관리,

제조업,

공예, 건설

디지털 교육

농림수산업,
무역(역내, 서비스,

에너지,
공예, 건설,
로지스틱스
(교통),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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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계속
지역 역량센터(18개)
센터명
막데부르크

내용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

테마 역량센터(8개)
관련 산업
농림수산업,

센터명
내용
관련 산업
기획 및 건설 생산 네트워크, 지원 에너지,

IT 보안, 유용성 및 이용자 무역(역내, 서비스, (Planen und 시스템, 클라우드 공예, 건설,
경험, 변화관리

관광), 산업, 제조업,

Bauen)

적용, 디지털

에너지, 공예, 건설,

비즈니스 모델, 정보

로지스틱스(교통),

및 기획 시스템,

서비스업

비즈니스 절차,

로슈톡 디지털 교육, 디지털 비즈니스

산업, 제조업,

유용성 및 이용자

모델, 고객관리, 변화관리
자르브뤼켄 생산 네트워크, 지원시스템,

서비스업
산업, 제조업,

경험, 부가가치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 정보 에너지, 공예, 건설,
및 기획 시스템, IT 보안, 로지스틱스(교통),

업무,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 디지털화,

디지털 교육
섬유네트워크 생산 네트워크, 지원

부가가치 네트워크
생산 네트워크

디지털화, IT 보안,

서비스업

이용자 경험, 변화관리,

지겐

네트워크,
고객관리, 디지털

비즈니스 절차, 유용성 및

시스템, 클라우드

Vernetzt)

적용, 디지털 교육,

에너지,

디지털 비즈니스

공예, 건설

유용성

모델
유용성 및

농림수산업,

(Usability)

이용자 경험

무역(역내,

에너지, 공예, 건설

생산 네트워크,

산업, 제조업,

가르트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

무역(역내, 서비스,

IT 보안, 디지털 업무

관광), 로지스틱스
(교통), 서비스업

산업,

(Textil
산업, 제조업,

슈투트

서비스업

제조업,

서비스,
관광), 산업,
제조업,
에너지,
공예, 건설,
로지스틱스
(교통),
서비스업

자료: Mittelstand-Digital, Mittelstand 4.0-Kompetenzzentren unterstützen vor Or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28) 참고하여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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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가. 일본의 스마트팩토리 현황
전체적으로 일본 제조기업의 스마트팩토리화 단계를 보여주는 지표나 연구
결과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스마트팩토리 구축에서 가장 기초적인 단계라 할
수 있는 IoTㆍAI 도입 현황과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 현황을 보면 의외로 일본
제조기업의 스마트팩토리에 대한 관심이 낮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즉
総務省118)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 제조기업(기업 수=379) 중 IoT와
AI를 모두 도입하고 있는 기업은 2%, IoT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 역시 13.9%
에 불과하고, IoT든 AI든 어느 것이든 도입 의향이 없는 기업이 43.3%에 이르
고 있다. IoT를 도입하여 수집한 데이터의 활용 목적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보다는 기존 업무의 효율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IoT를 도입하지 않은
이유로는 ‘도입 후 비즈니스 모델의 불명확성’이나 ‘IoT 담당 인재부족’, ‘도입
ㆍ운용 비용’ 등을 많이 거론하고 있다. 게다가 일본 제조기업(기업 수=379) 중
57.1%가 클라우드 컴퓨팅을 전사적으로 혹은 일부 사업소ㆍ부문에서 이용하
고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그 이용실태를 보면 시스템개발이나 프로젝트 관리와
같은 고차원의 것보다는 파일보관ㆍ데이터공유, 서버이용, e-메일 서비스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일본 제조기업이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에 소극적인 이유로
는 필요성에 대한 인식부족, 정보누설 등 사이버보안에 대한 불안을 많이 거론
하였다.
貴田119)는 일본에서 스마트팩토리의 성공사례를 2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첫째는 대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실행하여 스마트팩토리를 완공한 부류
(green-field smart factory)이고 두 번째는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제조현
118) 総務省(2017a), pp. 20~34.
119) 貴田(2018), p.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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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개선(kaizen)에 IT를 활용하여 생산성을 제고한 부류이다. 첫 번째 부류의
경우 대기업은 대규모 투자가 소요되는 신규공장 설립이나 공장 전체의 리뉴얼
등에 스마트팩토리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이 과정에서 대형 IT 시스템 벤더
와 컨설턴트 회사가 컨트롤센터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두 번째 중소기
업의 경우는 저비용의 IoT화 사례가 많은데, 수만 엔의 투자로 생산성이 비약
적으로 개선되었다는 내용이 주류를 이룬다.
나아가 貴田120)는 일본에서 스마트팩토리화가 큰 진전을 보지 못하는 이유
로 다섯 가지를 들었다. 첫째, 요건정의(requirements definition)121)의 난
해함, 즉 스마트팩토리의 요건정의는 항목이 매우 많고 세부적이어서 실제 프
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 둘째, 요건정의를 하
기 위해서는 정보기술(IT)과 제조기술(OT) 모두에 대한 지식을 갖춘 인재가 필
요하나 그렇지 못하다는 점, 셋째, 기업 내 이해조정 문제, 즉 IT와 OT 지식을
겸비한 인재가 부족한 탓인지 실제 스마트팩토리 프로젝트에 관여하는 관계자
는 대부분 부서 내에서 파견되어 자신의 일상업무와 ‘겸무’하는 경우가 많아 이
해조정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 넷째, 스마트팩토리 프로젝트는 다수의 부서가
관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 성격상 사전적으로 비용
대비 효과를 계산하기 어려워 최고경영자가 자신의 책임하에 스마트팩토리 관
련 투자 판단을 하지 않는 이상 중간에 좌절되기 쉽다는 점, 다섯째, 최고경영
자가 톱다운 방식으로 스마트팩토리 투자를 결정하더라도 제조현장과의 의견
대립으로 프로젝트가 진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한다.122)
宮崎123)는 일본 제조기업이 IoT 도입에 소극적인 이유를 일본의 기업문화
120) 貴田(2018), pp. 220~222.
121) 시스템 혹은 소프트웨어 개발 시 실제 장착해야 할 기능이나 충족해야 할 성능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122) 일본 제조기업이 스마트팩토리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노사 간 갈등보다는 경영진과 제조
현장 간의 이해대립이 더 큰 장벽으로 작용한다. 특히 수십 년간 동일한 방식으로 제품을 제조한 일
본의 현장 기술자들은 제조방식의 변경에 대해 완강한 거부반응을 보이는데, 스마트팩토리 프로젝
트를 자신들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로 인식하거나 제조방식 변경에 따라 품질이나 납기에 리스크가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貴田(2018, p.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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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찾는다. 첫째, 정보유출에 대한 우려이다. 일본기업들은 외국으로의 기술
유출에 매우 민감하고, 자사의 공장 내 정보를 공개기준의 부재로 말미암아 모
두 비밀정보로 취급하는 경향이 강하다. 둘째, IoT에 대한 인식이 다른 선진국
과 다르다. 미국이나 독일의 경영진들은 IoT 기술을 새로운 수익원이나 비즈니
스 모델의 창출에 공헌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러한 상황에서
는 다른 경쟁기업이 IoT 도입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거나 IT
기업이 새로운 경쟁기업으로 출현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작동한다. 나아가
대량생산과 저렴한 인건비를 ‘무기’로 한 신흥국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다
품종 소량생산을 통한 고부가가치 제품의 생산이 필수적이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팩토리가 불가결하다는 인식이 강하다. 그러나 일본 제조기업
들은 IoT 기술을 생산공정의 이노베이션, 즉 ‘개선’ 관점에서 바라본다. 전후
QC(Quality Control) 활동을 비롯하여 기업들이 치밀한 노력을 거듭한 결과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였다는 자부심이 온존(溫存)한 상태에서, 굳이 IoT 기술
을 도입할 필요성을 미국이나 독일 기업만큼 절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 스마트팩토리 구축사례
1) 숙련기술자 노하우의 디지털화ㆍ표준화
사회 전반적으로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상태에서 기업 역시 생
산라인의 자동화 혹은 디지털화를 통해 숙련기술자의 작업을 디지털화ㆍ표준
화하여 고령의 숙련기술자의 경험이나 감각에 의존하지 않는 생산방식을 구축
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파나소닉(Panasonic) 구사즈(草津)공장은 가정용 연료전지를 생산하고 있
다. 제조공정 중 가스확산층(GDL)을 접착하여 막전극접합체(MEA)를 제조하

123) 宮崎(2017), pp. 1~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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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정은 제품의 특성상 수작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작업자의 작업
활동 움직임을 데이터화한 ‘Motion Sensor System’을 개발ㆍ도입하였다. 작
업자의 작업속도ㆍ시간이나 조립순서, 인체공학적 피로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
석하여 작업의 효율화, 즉 개선활동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연료처리기와 본체
를 셀 생산방식으로 수작업에 의거하여 조립하고 있는데, 이때 작업순서 매뉴
얼을 디지털화한 ‘표준작업 내비게이션’을 개발하였다. 즉 각 셀에 설치한 모니
터에 작업지시서를 표시하여 화상과 음성으로 작업내용을 지시하고, 작업자가
작업완료 단추를 누르면 다음 작업 내용을 표시해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생
성된 작업의 착수ㆍ완료 시간과 같은 데이터는 작업자별 업무효율화 관점에서
역시 개선활동에 활용한다. 물론 이와 같은 작업자의 작업활동과 매뉴얼의 디
지털화는 개선활동의 활용에 그치지 않고, 생산계획이나 생산실적과 같은 데이
터와 함께 ‘공장가시화 시스템’에 활용된다. 공장 전체 차원에서는 모든 생산공
정을 촬영한 동영상 데이터를 상기 ‘공장가시화 시스템’과 연동하여 관리함으로
써 공장설비의 유지ㆍ보수(maintenance)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124)
UMCㆍH일렉트로닉스의 하다노(秦野)공장은 히타치제작소 자회사 시절에
이미 ‘IoT 모델공장’으로 유명하였다. 서버나 스토리지, 통신네트워크 기기 등
IT 관련 기기를 생산하는 EMS 기업으로서, 대부분의 생산설비가 인터넷에 연
결되어 있어 원격지에서도 어느 생산설비에 이상(異常)이 있는지 또는 생산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고, 구내에는 자동창고에서 픽업한
부품을 무인반송차(AGV)가 각 공정에 운반하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었다.
UMCㆍH일렉트로닉스의 하다노공장은 IoT 인프라에 작업자의 개선(kaizen)
능력을 융합함으로써 인간과 기계에게 효율적으로 작업을 배분한 우수사례로
꼽힌다. 첫째, 생산설비의 가동상황뿐만 아니라 작업자의 작업도 디지털로 기
록한다. 작업대에 배치된 터치패널이 그 역할을 수행하는데, 작업자는 터치패
널에 표시되는 작업을 종료하면 화면을 터치하여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고 이것
124) 吉田(2019), pp. 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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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반복하면 어느 작업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 작
업의 효율성을 분석할 수 있다. 둘째, 사람과 기계의 작업을 효율적으로 배분한
다. 예를 들면 나사 조이기와 같은 단순 반복작업은 사람보다는 로봇이 뛰어나
지만 나사 종류나 나사를 조이는 위치ㆍ개수가 서로 다른 반복작업의 경우에는
로봇보다는 사람이 뛰어나다. 라벨링 공정에서도 라벨을 붙이는 작업은 사람
이, 라벨이 정확한 위치에 붙여졌는가를 검사하는 작업은 기계가 더 뛰어나다.
이와 같이 사람과 기계의 작업분담을 조정한 결과, 하다노공장은 매월 2%씩 생
산성을 제고할 수 있었다.125)

2) 가시화(見える化, visualization)
일반적으로 기업은 공장에 관한 데이터를 가시화하고, 분석하고, 개선함으
로써 스마트팩토리를 구축할 수 있다. 가시화란 ‘디지털화’와 동시에 ‘실시간
화’를 의미한다. 생산현황, 설비가동률, 품질관리데이터, 재고데이터 등 많은
데이터를 수작업으로 기록ㆍ집계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디지털화해서
가시화하는 것이다.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파악함으로써 경영판단을 빠르고 적
절하게 할 수 있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장을 개선하거나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다.126) IoT를 활용하여 공장 내 제조장치나 공작기계, 로봇 등을 네트
워크에 접속하도록 하고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가시화하는 것은 일본 제조기
업의 가장 전형적인 스마트팩토리화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앞에서 소개한 UMCㆍH일렉트로닉스의 하다노공장은 무인반송차(AGV)로
생산공정 흐름을 가시화한 사례로도 유명하다. 하다노공장의 AGV는 단지 부
품을 목적 장소로 운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떤 부품을 어디에 운반하였는
가를 기록할 수 있는 조작화면이나 해독장치(読取り装置) 등을 갖추고 있다. 우
선 부품도 생산관리시스템상에 가시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공정에서 어느 부

125) 池松(2019), pp. 59~61.
126) 貴田(2018), pp. 22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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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이 부족한지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 적당한 시간에 자동창고에 부품공급
지시를 내린다. 그 지시에 맞춰 자동창고 근처에 있는 공정의 작업자가 AGV에
부품을 싣는다. AGV는 디지털지도에 따라 그 부품이 필요한 공정까지 자동으
로 이동하고, 각 공정의 작업자가 부품을 픽업하고, AGV에 부착된 해독장치로
부품 수취 사실을 기록한다. 그 결과 부품이 없어 생산라인이 정지하거나 특정
장소에 부품이 쌓이는 비효율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 이렇게 사소한 낭
비를 배제하는 개선활동 결과, 하다노공장은 2018년 히타치제작소에서 분리
후 6개월 만에 여유인력과 공장 한쪽에 3,000㎡의 여유공간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실제 개선(kaizen) 활동으로 확보한 여유 인력과 공간을 활용하여 국
내 제조업체로부터 수탁한 반도체검사장치의 제조를 시작하게 되었다.127)

3) 자동화: 협동로봇을 활용한 자동화, 자동화와 스마트화의 동시 진행
파나소닉의 또 다른 최신 스마트팩토리인 고베공장은 주로 업무용 노트PC
와 태블릿 단말 등을 생산하고 있는데, 협동로봇을 활용하여 스마트팩토리화에
앞장서고 있는 대표적 사례이다. 생산공정은 ‘전자부품실장(實裝)’, ‘보드검사’,
‘완성품 조립’, ‘기능검사’, ‘포장’ 등 5개 공정으로 구성된다. 고객은 주로 법인
이어서 맞춤형 제조(customization)가 가능하다. 양팔로봇 ‘NEXTAGE’는
‘보드검사’ 공정에서 부품실장이 끝난 기판을 검사장치에 세팅하는 기능을 담
당한다. 기판 위의 2D 바코드를 해독하여 기판 기종을 판별하고 동작프로그램
을 전환한다. 일부 기종의 검사에서는 NEXTAGE와 외팔의 산업용 로봇이 공
동 작업한다. 즉 NEXTAGE는 검사장치에 대한 세팅과 배출, 라벨부착과 같은
비교적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고, 외팔로봇은 기판분할기에 대한 세팅이나 꺼내
는 단순작업을 수행한다. 파나소닉 고베공장으로서는 2016년 NEXTAGE를
도입함으로써 검사공정과 그 후 공정인 루터컷(router cut)공정을 자동화했다
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단 ‘완성품 조립’ 공정은 여전히 수작업 중심이다. 세세
127) 池松(2019), pp. 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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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맞춤형 조립이 많고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작업이 불가결하기 때문이
다. 그럼에도 파나소닉 고베공장은 2019년 액정패널의 클리닝 공정에 ‘협동로
봇’인 ‘UR3’을 도입함으로써 공정작업시간(tack time)의 균형개선을 통한 작
업효율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128)
‘로봇이 로봇을 만드는 공장(2015년)’으로 유명한 다이헨 롯고사업소(ダイヘ
ン六甲事業所)는 아크용접용 다관절로봇(산업로봇) 등을 생산한다. 2013년부
터 자동화를 시작하였는데 당시 연간 약 7,000대였던 생산능력이 자동화영역
확대로 2018년에는 연간 약 1만 2,000대로 5년간 약 70% 확대되는 성과를 거
두었다. 반대로 제조인력은 같은 기간 50% 축소되었다. 다이헨 롯고사업소 자
동화의 첫 번째 특징은 로봇조립을 자사 로봇으로 자동화한 점이다. 물론 부품
분류나 케이블 부착, 검사 등은 작업자가 수행하지만 생산대상인 로봇(이하 로
봇제품)의 부품 가공에서 조립까지 전체 공정의 80%를 자사가 제작한 다관절로
봇(이하 FA 로봇)으로 자동화하였다. 로봇하부(베이스유닛)나 완성품 운반에는
AGV(무인반송기) 등을 활용하고 있다. FA 로봇에 의한 자동화를 실현하는 과
정에서 커다란 역할을 수행한 것이 예를 들면 FA 로봇의 팔 끝부분에 설치된 레
이저센서나 압력센서(force sensor)이다. 두 번째 특징은 가이드 없이도 이동
할 수 있는 AI 반송로봇의 활용이다. 조립이 끝난 로봇하부(베이스유닛) 등은
AGV나 AGF(Automated Guided Forklift)로 반송하는데 AGV와 AGF는 바닥
에 깔린 자기테이프(가이드) 위를 무인 이동하고, 가이드 없이도 완성된 로봇제품
을 아래로 내릴 때에는 AI 반송로봇을 활용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향후에는 로봇
생산뿐만 아니라 AGV나 자동창고 등을 포함한 자동화의 노하우를 축적하여 최종
적으로는 ‘공장자동화의 Solution형 비즈니스 모델’을 지향하고 있다.129)
일본을 대표하는 부품ㆍ소재업체 중의 하나인 TDK의 이나쿠라(稲倉)공장
은 거듭된 생산공정 개선 결과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는’ 궁극적 형태의 자
128) 吉田(2019), pp. 48~50.
129) 高市(2019), pp. 6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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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를 실현했다고 자평하고, 최근에는 공장의 ‘스마트화’를 통해 각 생산공정
을 각종 센서로 상시 감시하고 데이터를 축적ㆍ분석하여 기계의 작동중단 원인
을 규명ㆍ해결함으로써 가동률이 향상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TDK가 말하는
궁극적 형태의 자동화란 2017년 4월부터 가동한 DSS(Direct Sintering
System)라는 자동화 생산라인을 가리킨다. TDK 이나쿠라 공장의 주력제품은
고주파 노이즈흡수 필터인 페라이트코어(ferrite core)인데, 페라이트 과립을
소결(燒結: sintering)하여 제품화하는 모든 공정을 자동화한 결과 총연장
200m의 생산공정 라인을 5m로 집약하였고 제조까지 소요되는 리드타임
(lead time)을 과거 45시간에서 4.5시간으로 10배 단축하였다.130) 한편
TDK가 추진 중인 이나쿠라공장의 ‘스마트화’는 페라이트코어를 제조하는 전
자동생산라인(DSS)과 페라이트코어의 원료인 페라이트 과립의 제조플랜트의 각
제조공정의 기계ㆍ설비에 각종 센서를 장착하여, 수집한 데이터 분석에 기초한 제
조공정의 혁신과 유지ㆍ보수(predictive maintenance) 목적이 주를 이룬다(표
3-3 참고).131)

표 3-3. TDK의 공장자동화와 스마트화(이나쿠라공장)

구분

센서 수

자동화(factory automation)
내용
파쇄

재료 페라이트
제조공정

약 40개

비즈(beads)의
추가 교환을
자동화

페라이트코어
제조완전자동화

약 20개

라인(DSS)

성과
페라이트분말의
입자반경 편차가
40% 개선

성형기의 재료

중량 편차 경감,

투입량 조정을

장치조정시간이

자동화

약 1/40로 축소

예측 유지ㆍ보수
(predictive maintenance)
내용

성과

파쇄기 펌프의
호스 노후화
징조를 감시하여

돌발 정지 없음

보수
소성로(燒成爐:
firing furnace)
히터의 교환시기를

돌발 정지 없음

예지보전(予知保全)

자료: 山田(2019), p. 58.
130) 山田(2019), p. 55.
131) 山田(2019), p.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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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K의 쓰루오카히가시(鶴岡東)공장의 주력제품은 자동차의 전장(電裝)부
품 등에 사용되는 박막코일(inductor)인데, 2018년 10월 로봇을 도입함으로
써 박막코일 배선의 바탕이 되는 금속기판을 픽업하여 성막(成膜)공정용 금속
쟁반(tray)에 옮기는 공정을 자동화하였다. 원래는 수작업이었으나 공장 내 개
선(kaizen)활동에서 불량품 발생 리스크를 인식하였고, 수율(收率)을 높이기
위해 중간에 흡착치구(吸着治具)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전환하였으나 결국은 로
봇으로 대체하였다.132)
TDK의 이나쿠라공장과 쓰루오카히가시공장의 자동화는 다른 일본 제조업
체와 마찬가지로 ‘일본 제조업’의 전통으로 자리 잡은 공장 내 개선(kaizen)활
동의 결과물이다. TDK는 2013년 10월 ‘품질결함제로’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모든 제품의 제조공정을 원점에서 재고하는 대담한 개선활동을 시작하였다. 오
랜 기간에 걸쳐 구축된 제조공정에는 ‘사람 손’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품질불량
리스크에 항상 노출되는 부분이 다수 존재하는데, 개선활동을 통해 제조공정에
잠재하는 모든 품질불량 리스크를 찾아내어 제거하겠다는 것이었다.133)

4) IoT 솔루션ㆍAI를 활용한 공장의 스마트화
야스카와전기(安川電機)의 야스카와솔루션팩토리(Yasukawa Solution Factor
y)134)는 서보모터(servomoter, 모터부분)와 서보앰프(servoamplifier, 제어
부분)를 주력제품으로 하고 있다. 제품 종류는 전자가 400개, 후자가 600개에
이른다. 야스카와솔루션팩토리는 산업용 로봇이나 자동반송차(AGV)를 활용
한 자동화에 디지털 데이터 경영을 가미한 스마트팩토리를 실현한다는 목표 아
래, 데이터 활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 품질확보, ‘멈추지 않는 생산라인’ 실현,
변종변량생산체제 확립 등과 같은 제조 노하우를 소프트웨어에 응축ㆍ제공하
는 방식으로 새로운 기업가치를 제공한다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즉 야스카와전
132) 山田(2019), pp. 55~56.
133) 山田(2019), p. 56.
134) 사이타마현 이루마시(入間市) 소재, 2018년 7월 완공. 총투자액 약 30억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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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경쟁력 원천이라 할 수 있는 메커트로닉스와 요소기술뿐만 아니라, 이들
로부터 IoT 기술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연결하여 제조(모노즈쿠리) 혁신은
물론 비즈니스 모델 혁신에도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135) 이러한 비전에 비추
어 볼 때 야스카와솔루션팩토리는 일본의 차세대 스마트팩토리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야스카와솔루션팩토리는 기존 야스카와전기의 다른 공장에
비해 생산속도가 3배(서보앰프 등 90초/대 → 30초/대 생산) 빨라졌고, 생산
리드타임은 1/6(1주일 → 1일)로 축소되었으며, 생산효율은 3배(필요인원이
1/3로 감소) 향상되었다고 강조한다.136)
야스카와솔루션팩토리의 공장에는 제조장치에 장착된 서보모터가 1,000대,
이들을 제어하는 서보컨트롤러가 60대 존재한다. 데이터 수집은 서보모터에
부착한 센서가 토르크(torque, 회전)나 온도 등의 로그데이터를 1/1,000초 단
위로 계측한 다음 컨트롤러를 거쳐 ‘통합사령실’137)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이루
어진다. 최종적으로 모든 데이터의 집약은 자사가 개발한 관리 소프트웨어
‘YASKAWA Cockpit(이하 YCP)’이 수행한다. YCP는 데이터 수집에서 가시
화(見える化), 해석까지 통합사령실의 핵심기능을 담당하는데, 빅데이터의 활
용이나 데이터분석은 물론 기간계(基幹系) 시스템에 대한 데이터 송신 역할도
담당한다. 야스카와전기는 프로토콜이 상이한 타사 제품으로부터도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애드온(add-on)’ 기능을 갖춤으로써 2018년 6월부터 YCP
를 외부에 판매하고 있다.138)
야스카와전기의 스마트팩토리가 일본의 차세대 스마트팩토리를 대표한다면
그 대표성은 현재 추진 중인 AI분석을 통한 검사 자동화, 고장예측(failure
prediction) 외에도 상위의 생산계획이나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135) 三島(2018), pp. 1~2.
136) 三島(2018), p. 4.
137) 통합사령실에는 8대의 대형모니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공장 내 각종 생산설비의 가동데이터와 생산
실적 등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138) 吉田, 川又(2019), p.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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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에 YCP의 데이터를 피드백하여 생산계획의 최적화에 활용하는 데서 찾
을 수 있다. 2019년 4월 기준 야스카와솔루션팩토리가 AI 활용을 추진하고 있
는 분야는 서보모터의 이상음(異常音)검출과 로봇의 고장예측 두 가지다. 전자
는 숙련기능자가 귀로 모터의 이상음을 구분하는 방식을 AI의 기계학습으로
대체하는 것이고, 후자는 서보앰프의 유닛조립 라인에서 로봇의 관절부분(감
속기) 마모에 따른 고장예측이다. 특히 후자의 고장예측은 AI 활용사례 중에서
도 가장 난도가 높은 분야로 지적되는데, 야스카와전기는 야스카와솔루션팩토
리 설립(2018년) 이전부터 AI에 의한 장치ㆍ설비의 고장예측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였고 현재는 IBM Japan이 제공하고 있는 클라우드상의 AI 솔루션을 채
용하고 있다. 나아가 야스카와전기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데이터 분석을 강화하
기 위해 파트너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2017년 10월 공
장자동화의 데이터분석과 AI 활용에 강점을 보유한 AI 벤처 크로스컴퍼스
(Cross Compass)와 자본제휴 관계를 맺고, 2018년 3월 설립한 ‘에이아이큐
브(AI3)’를 통해 크로스컴퍼스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제조현장에서 산업용 로
봇의 AI 활용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139)

다. 산업용 IoT 플랫폼
1) 미쓰비시전기(三菱電機): 엣지크로스(Edgecross)
미쓰비시전기140)는 일본 제조업 기업 중에서도 공장자동화(FA)의 선두주자
라 할 수 있는데, 2003년에는 개발ㆍ생산ㆍ보수 전반에 걸친 비용 절감과 생산
성 향상을 목적으로 FA 기술과 IT 기술을 활용한 e-F@ctory라는 IoT 솔루션을
공개하였다. 스마트팩토리의 발전단계로 보자면 공장에서 작동 중인 컨트롤러나
139) 吉田, 川又(2019), pp. 52~53.
140) 미쓰비시전기(三菱電機)의 사업포트폴리오는 가전제품, 중전(重電)시스템, 전자부품, 산업메커트로닉
스, 정보통신시스템 등 5대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나, 최근에는 스마트팩토리화(e-F@ctory)나 자율운
행 관련 시스템, 전기자동차용 전동파워트레인(power train, 차세대 Si, SiC) 사업에도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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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ㆍ기계ㆍ기기 등을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설비의 가동률이나 불량률, 나아가
생산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가시화(見える化)’ 단계의 것이다.
미쓰비시전기는 우선적으로 2005년부터 자사 나고야제작소(名古屋製作所)
에 e-F@ctory를 도입하여 시범사업을 전개하였고, 이토키(イトーキ, 2010년
5월), 중국 星輝労斯堡液圧機械有限公司(2017년 9월), 미쓰비시제강(三菱製
鋼, 2018년 2월), 아마존재팬(2019년 4월), 스노우치(スノウチ, 2019년 5월),
트라이안(トライアン, 2019년 7월) 등 주로 국내 제조ㆍ물류업체를 중심으로 사
업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미쓰비시전기는 e-F@ctory의 ‘개방화’ 차원에서 약
700개 기업이 참여하는 e-F@ctory 얼라이언스(e-F@ctory alliance)라는 일
종의 협력네트워크를 운영 중인데, 미쓰비시 FA 기기와 기타 제품을 조합하여
생산현장에서 정보시스템까지의 시스템 솔루션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SI(System
Integrator) 파트너, 미쓰비시전기가 제공하는 정보연계제품이나 연계 기술
(EZSocket, SLMP 등)을 이용하여 미쓰비시 FA 기기와의 접속친화성이 높은 애
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파트너, 미쓰비시 FA 기기와 접
속이 용이한 기기를 제공하는 기기 파트너로 구성되어 있다.141)
e-F@ctory는 [그림 3-19]에서 알 수 있듯이 생산현장, 엣지컴퓨팅,142) IT
시스템 등 3개 층(layer)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능 관점에서 보면 첫째, 생산현
장의 IoT화와 데이터수집, 둘째, 엣지컴퓨팅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과 진단, 셋
째, 생산현장과 IT 시스템 간 데이터 연계를 중심 축으로 삼고 있다.
2017년 3월 미쓰비시전기는 ‘FA-IT 오픈 플랫폼(FA-IT Open Platform)’
을 제안하였다. 기본 틀은 e-F@ctory와 마찬가지로 생산현장(FA시스템)과 가

141) 미쓰비시전기의 e-F@ctory 도입사례와 e-F@ctory 얼라이언스에 대해서는 三菱電機 웹사이트,
http://www.mitsubishielectric.co.jp/fa/sols/efactory/alliance/index.html(검색일: 2019.
11. 18)를 참고.
142) 엣지컴퓨팅(Edge Computing)이란 센서정보 등을 발신하는 현장과 데이터를 보관하거나 분석하
는 IT 시스템 사이에 설치하는 정보처리층을 의미한다. 센서 등의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선별하여 간
이처리를 한 다음 클라우드에 보내고, 나아가 실시간이 요구되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바로 피드백하
는 역할을 수행한다. 三島(2017b),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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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사슬(IT 시스템)을 연계(connect)하여 생산현장의 데이터를 수집ㆍ분석ㆍ
개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되 다른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여 오픈 플랫폼화하겠
다는 구상이다. 이 구상은 필드버스(field bus)143) 등으로 통신하는 ‘디바이스’
층(layer)과,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나 ERP 등 ‘비즈니스
시스템’ 층(layer) 사이에 있는 ‘엣지’ 층에 ‘FA-IT 오픈 플랫폼(FA-IT Open
Platform)’을 설치한 점이 특징이다(그림 3-20 참고). 설치를 위해서는 산업
용 PC나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혹은 Sequencer) 등에 인
스톨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 기능 측면에서는 필드버스로부터 수집한 데
이터를 변환ㆍ저장하는 ‘데이터콜렉터’ 기능과, 상위의 ‘비즈니스 시스템’과
‘애플리케이션’을 연결하는 게이트웨이(gateway) 및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ㆍSDK(Software Development Kit) 기능을 갖추
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로써 ‘디바이스 층’에서 상위 IT 층까지의 데이터 연
계가 가능하게 되었다. 게다가 이 오픈 플랫폼은 ‘데이터모델 관리기능’도 갖추
고 있는데, 생산현장의 데이터 구성이나 상태를 정의ㆍ정리하여 알기 쉽게 표
현하여 ‘비즈니스 시스템’과 ‘애플리케이션’이 생산현장의 데이터를 쉽게 취급
하게 하는 기능이다.144)

143) 기기(측정기, 조작기)와 컨트롤러 간 신호교환에 관한 통신 규격을 의미한다.
144) 三島(2017a),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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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 미쓰비시전기의 e-F@ctory IoT 솔루션

자료: 三菱電機株式会社, 「e-F@ctoryとは？」,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9. 20).

그림 3-20. 미쓰비시전기의 FA-IT 오픈 플랫폼

자료: 三菱電機株式会社(2017), ｢製造業向けFA-ITオープンプラットフォームの新提案」, p. 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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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엣지크로스(Edgecross) 개요

자료: Edgecross Consortium,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9. 21).

엣지크로스(Edgecross)는 미쓰비시전기가 제안하여 설립된 엣지크로스 컨
소시엄이 개발한 엣지컴퓨팅의 공통기반 소프트웨어다.145) 미쓰비시전기의
e-F@ctory IoT 솔루션이 FA-IT 오픈 플랫폼을 거쳐, 엣지크로스에서 일본을
대표하는 IIoT 플랫폼으로 ‘완결’되는 양상이다. 다시 말해 엣지크로스 역시
e-F@ctory IoT 솔루션처럼 기본적으로 FA와 IT 데이터 연계에 방점을 두고
있고 네트워크로서는 엣지컴퓨팅을 중시하고 있으나, 오픈 플랫폼답게 ‘연결
되는 공장’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기업 간 협조영역을 도출하고 있는 점이 특징
이다. 실제 엣지크로스를 도입하는 기업(user) 입장에서는 생산현장에서 이용
하는 산업용 PC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때 유저 기업은 산업
용 PC와 연결되는 필드네트워크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고, 생산현
장에서의 실시간 진단과 피드백, 생산현장의 모델화, MQTT나 OPC UA146)
145) Edgecross Consortium,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9. 21).
146) MQTT(Message Queue Telemetry Transport), OPC UA(Object Linking and Embedding
for Process Control Unified Architecture)는 IoT 소프트웨어 접속을 가능하게 하는 IoT 프로
토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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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을 통한 FA와 IT 시스템 간 연계 등이 가능하다.147) 엣지크로스 컨소시엄
은 2017년 11월 미쓰비시전기, Advantech, Omron, NEC, 일본IBM, 일본
ORACLE 등 6개 간사기업으로 구성ㆍ출발하였고, 2018년 2월에는 히타치제
작소가 간사기업에 가세하였다. 2019년 9월 기준 250개 이상의 기업이 회원
으로 가입한 상태다.

2) 화낙(FANUC): 필드시스템(FIELD system)
화낙의 필드시스템은 2016년 4월 화낙, Cisco Systems, Rockwell
Automation, Preferred Networks(PFN) 4개 기업의 시스템 개발 발표를 시작
으로 2016년 7월에는 NTT, NTT Communications, NTT Data 등 NTT 3개
계열사가 기반개발에 가세하여, 2017년 10월부터 서비스 운용에 들어갔다.148)
2019년 9월 기준 필드시스템의 파트너 기업은 일본 내 119개 기업이다.149)
필드시스템은 엣지크로스와 마찬가지로 현장중시(edge-heavy)형 IIoT 플
랫폼이지만 가시화(見える化)뿐만 아니라 자동제어까지 포함한 고도의 실행력
을 갖춘 정보기반을 추구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즉 스마트팩토리가 갖추어
야 할 기능 중에서 ‘연결하고(connectivity), 보여주고(visibility), 생각하는
(intelligence)’ 단계를 뛰어넘어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self-control)’ 단계
를 지향한다.150)
필드시스템은 화낙 등이 제공하는 CNC(Computer Numerical Control)
나 산업용 로봇, 각종 센서 등의 데이터를 집적하고, 일정한 분석 및 제어를 실
현하는 IIoT 플랫폼이다. 많은 정보를 저장할 수 있고 대규모 연산이 가능한 클
라우드(cloud) 영역과, 엣지(edge)의 중간인 포그(fog) 영역에 설치하는 것이
특징이다. 필드시스템에서는 엣지 측의 서로 다른 정보를 끌어올릴 수 있는 정
보기반과 함께 가동감시나 기계학습 등 AI 등의 애플리케이션을 준비하여, 엣
147)
148)
149)
150)

朴尙洙(2017), p. 1.
三島(2019), p. 1.
FANUC, 「FIELD system」,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9. 21).
三島(2019),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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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측의 최적제어를 실현한다(그림 3-22 참고).151) 나아가 최근에는 AI와 엣
지컴퓨팅 기술을 조합하여 분산형 기계학습을 실현하고, 기계에서 수집한 데이
터를 엣지헤비(edge-heavy)에서 처리ㆍ활용함으로써 생산라인이나 공장 전
체의 최적화(optimization)는 물론, 숙련기술자 노하우의 디지털화도 추진한
다는 방침이다. 또한 필드시스템의 애플리케이션이나 컨버터에 의해 타사의
CNC, PLC, 센서, 로봇 정보를 수집하거나 상위 시스템과 결합ㆍ융합하는 것
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152)
그림 3-22. 화낙(FANUC)의 필드시스템(FIELD system) 개요

자료: FANUC, 「FIELD system について」,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9. 21).

151) 三島(2016), p. 1 및 김규판 외(2018), 한ㆍ중ㆍ일 산업협력 방안: 4차 산업혁명, 전자상거래, 문화
콘텐츠를 중심으로, p. 95.
152) FANUC, 「FIELD system について」,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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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일본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일본정부는 2016년 ‘성장전략’을 발표한 후 경제산업성이 주도하는 ‘스마트
제조(Smart Manufacturing)’ 정책하에서 중소기업의 스마트팩토리화를 지
원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경제산업성은 중소기업의 경우 스마트팩토리화의 필
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경험부족으로 인해 자사의 업무를 어떻게 개선
하고 IoT나 로봇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기업 스스로 구
체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이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경제산업성
은 중소기업이 안고 있는 이 같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 사례를 바탕으
로 IoT와 로봇을 활용한 스마트팩토리화의 방향성과 절차를 제시한 ‘모노즈쿠
리 스마트화 로드맵’153)을 2017년 3월에 발표하였다. 나아가 IoT나 로봇을
도입하여 스마트팩토리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 실제 필요로 하는 수
요(needs)를 [그림 3-23]에서와 같이 6가지, ① 방향성ㆍ절차 ② 사례 ③ 툴
(tool) ④ 실증 기회ㆍ장소 ⑤ 인재 ⑥ 전문가 상담으로 파악한 다음, 각각의 수
요에 맞게 정부가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 지원책으로는 RRI(로봇혁명이
니셔티브)가 추진 중인 ‘IoT 유스케이스 맵(IoT Use Case Map)’ 공개와 스마
트 모노즈쿠리 응원 툴(tool) 제공, 경제산업성이 주도하고 있는 스마트 모노즈
쿠리 응원단 지원사업 등이 있다.154)

153) 모노즈쿠리 스마트화 로드맵은 스마트팩토리 레벨을 데이터 수집ㆍ축적의 제1단계, 데이터 분석ㆍ
예측의 제2단계, 데이터 제어ㆍ최적화의 제3단계로 구분한 다음, 각 기업 스마트팩토리화의 목적,
예를 들어 품질 향상, 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 제품화ㆍ양산화의 기간 단축에 맞춰 상기 3개 단계별
로 어떠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를 예시한 것이다. 経済産業省 中部経済産業局(2017), 「ものづく
りスマート化ロードマップ調査」, pp. 17~3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2. 23) 참고.
154) 経済産業省 中部経済産業局(2017), 「ものづくりスマート化ロードマップ調査」, p. 39,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9.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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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일본정부의 중소기업 스마트팩토리화 지원체계

과제
중소기업 자력으로 스마트
팩토리화 전략 수립이
용이하지 않음

중소기업의 수요

정부의 지원책

① 스마트팩토리화의 방향성·절차

① 모노즈쿠리 스마트화 로드맵 책정·공개

② 스마트팩토리화의 사례

② loT Use Case Map(RRI)

③ 스마트팩토리화에 유용한 툴( tool)

③ 스마트 모노즈쿠리 응원 툴(tool)(RRI)

④ 스마트팩토리화의 실증 기회·장소

④ 스마트 모노즈쿠리 응원부대(경제산업성)

⑤ 스마트팩토리화에 필요한 인재 육성

⑤ 시책1: 데모(demo) 팩토리를 통한 인재육성·
실증·연구개발

⑥ 스마트팩토리 전문가와의 상담

⑥ 시책2: 로드맵과 선행사례·표준 툴의 매핑
(Mapping)

자료: 経済産業省 中部経済産業局(2017), 「ものづくりスマート化ロードマップ調査」, p. 3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2. 23).

위와 같은 일본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책은 2018년 11월 경제산업성이 발표
한 「중견ㆍ중소 기업에 대한 지원 시책」155)에 반영되어 추진되고 있는데, 이하
에서는 첫째, 홍보ㆍ네트워크 구축 지원, 둘째, 전문가 파견, 셋째, IoT 투자 세
제 및 금융 지원, 넷째, 네트워크 형성 지원: 지방판 IoT 추진 랩(Lab)의 추진
성과를 소개한다.

1) 홍보ㆍ네트워크 구축 지원
2015년 5월 일본 경제산업성 주도로 민관협의체 형식으로 설립된 RRI(로봇
혁명이니셔티브)는 독일 플랫폼 인더스트리 4.0(Plattform Industrie 4.0)과
의 협력사업 일환으로 일본에서도 ‘IoT 유스케이스 맵(IoT Use Case Map)’
을 2017년 3월에 작성하여 공개하고 있다. 일본기업 중 IoT 도입 성공사례를
온라인상의 지도로 공개하여 중소제조업체의 IoT 활용을 촉구하고 독일, 프랑
스 기업과의 교류 협력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2019년 12월 현재 211개
155) 経済産業省(2018), 「第四次産業革命に挑戦する中堅・中小製造企業への支援施策」, 온라인 자료(검
색일: 2019.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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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가 온라인상에 공개되고 있는데, 각각의 사업에 대해 사업주체, 사업내용,
경제적 효과 등을 비교적 상세히 공개하고 있다.156)
일본정부가 중소제조업체의 스마트팩토리화 지원 관점에서 심혈을 기울이
고 있는 분야 중 하나는 로봇시스템인티그레이터(Robot System Integrator,
이하 로봇 SIer)를 중소제조업체와 연결하는 네트워크 구축사업이다. 일반적
으로 중소제조업체에서 로봇제조업체가 판매하는 산업용 로봇을 구입하여 자
사의 생산라인에 맞도록 로봇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데, 로봇
SIer는 중소제조업체의 로봇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기계장치를 선별ㆍ
통합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일본정부는 우선 로봇 활용에 관한 정보를 ‘로봇활
용내비게이션’이라는 포털사이트157)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 데, 특히 로봇 SIer
에 관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눈에 띈다. 2018년 7월에는 ‘공장자
동화ㆍ로봇시스템인티그레이터협회’158)가 출범하였는데, 이 협회는 로봇
SIer를 중심으로 한 전국 규모의 정보네트워크로, 특히 중소제조업체와 로봇
SIer를 매칭해주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159)

2) 전문가 파견
경제산업성은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제조현장 개선(kaizen)이나 IoTㆍ
로봇 도입에 정통한 전문가를 육성ㆍ파견하는 ‘스마트 모노즈쿠리 응원단(ス
マートものづくり応援隊)’ 시책을 2016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 시책의 중추
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은 각 지역별로 지정한 거점인데, 2018년 10월 기
준 전국적으로 29개의 거점이 지정된 상태다. 예를 들어 기후현(岐阜県)의 경

156) 일본의 IoT 유스케이스에 대해서는 ロボット革命イニシアティブ協議会(RRI), 「IoTユースケース
マップ_TOP」,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2. 4) 참고.
157) ロボット活用ナビ 웹사이트, http://www.robo-navi.com(검색일: 2019. 12. 4).
158) SIer協会 웹사이트, http://www.farobotsier.com(검색일: 2019. 12. 4). 2019년 12월 기준 회
원기업은 159개 사에 달한다.
159) 経済産業省(2018), 「第四次産業革命に挑戦する中堅・中小製造企業への支援施策」, pp. 9~11, 온라
인 자료(검색일: 2019.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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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2016년 공익재단 소프트피아 재팬(Softpia Japan)의 IoT 연계실이 거점으
로 지정되었다. 이들 거점은 IoTㆍ로봇 전문가를 육성ㆍ확보한 다음 중소제조
업체의 상담에 응하거나 파견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나아가 ‘스마트 모노
즈쿠리 응원단’ 시책은 IVI(Industrial Value Chain Initiative), RRI, 일본
상공회의소, IoT 추진랩과 같은 산학 혹은 정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하에서
추진되고 있다.160)

3) 커넥티드 인더스트리즈 세제 및 금융 지원
일본정부는 2018년 6월 ｢생산성향상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사이버보안
대책을 강구한 상태에서, 데이터 연계 및 활용을 통해 생산성 제고를 도모하고
자 하는 중소ㆍ중견 기업이 관련 설비나 소프트웨어 등에 최소한 5,000만 엔
이상 투자할 경우 이들 투자에 특별상각 30% 또는 법인세액의 15% 한도 내에
서의 세액공제 3%(단 임금인상을 수반하는 경우는 법인세액의 20% 한도 내에
서의 세액공제 5%)라는 세제지원책(커넥티드 인더스트리즈 세제)을 개시하였
다. 일본정부는 세제지원 요건으로 첫째, 데이터 연계 및 활용에 대해서는 사외
데이터나 지금까지 수집한 적이 없는 데이터를 사내 데이터와 연계하거나, 기
업 내 데이터를 계열사 기업 간이나 사업소 간에서 연계하는 것으로 국한하였
고, 둘째, 해당 기업이 사이버보안대책을 강구하였는지 여부는 ‘정보처리안전
확보지원사’와 같은 사이버보안 전문가가 보증하도록 하였다. 셋째, 생산성 제
고 목표치에 대해서는 투자 개시부터 일정 기간에 걸쳐 연평균 2% 이상의 노동
생산성 제고와 연평균 15% 이상의 투자이익률 달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세제지원 대상 설비에 대해서는 센서와 같은 데이터 수집기기, 데이터 분석에
의해 자동화하는 로봇ㆍ공작기계, 서버ㆍAIㆍ소프트웨어와 같이 데이터 연계
ㆍ분석에 필요한 시스템, 사이버보안대책 제품 등을 예시하였다. 단 커넥티드
160) 経済産業省(2018), 「第四次産業革命に挑戦する中堅・中小製造企業への支援施策」, pp. 4~7, 온라
인 자료(검색일: 2019.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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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스트리즈 세제조치는 2021년 3월 말 폐지될 예정이다.161)
일본정부는 2017년 4월 일본정책금융공고를 통해 중소ㆍ중견 기업이 IoT
를 도입하여 부가가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할 때 설비자금을 최대 7억 2,000만
엔, 기준금리보다 최대 0.65% 낮은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게 하는 ‘IoT 활용융
자제도’를 도입하였다. 융자조건으로는 첫째 상기 ‘스마트 모노즈쿠리 응원단’
이나 ‘전략적 CIO 육성지원사업’, 혹은 일본 중소기업청이 위탁ㆍ운영하고 있
는 ‘미라사포 전문가파견’162) 사업의 지원을 받는 중소ㆍ중견 기업에 국한하
고, 둘째 해당 기업의 1인당 부가가치액이 3년 후 9%(5년 후에는 15%) 증가
혹은 경상이익 증가율이 3년 후 3%(5년 후에는 5%) 이상 실현될 수 있도록 하
는 계획 수립을 제시하였다.163)

4) 네트워크 형성 지원: 지방판 IoT추진 랩(Lab)
2015년 10월 경제산업성과 총무성이 공동으로 설립한 IoT 추진 컨소시엄
(ITAC) 내 워킹그룹 중 하나였던 ‘IoT 추진랩’은 테스트베드 시범사업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였으나, 2019년 4월부터 ‘지방판 IoT 추진랩(IoT Acceleration
Local Lab)’164)으로 사업을 이양하였다. 일본의 ‘지방판 IoT 추진랩’은 정부
시책에 의거하여 지자체에 관련 예산(교부금ㆍ보조금)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추
진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경제산업성ㆍIPA 등 정부 예산에 의존하지 않는
다는 원칙하에서 공모하여 선정된 ‘랩’에 대해 정부가 백업하는 방식으로 추진
하고 있다. 지자체 사업이 정부 예산에 ‘종속’됨에 따라 사업의 영속성이 보장
받지 못하는 예산사업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이다. 나아가 심사기준 중 눈
161) 経済産業省(2018), 「第四次産業革命に挑戦する中堅・中小製造企業への支援施策」, p. 18,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2. 27).
162) ‘미라사포’란 ‘중소기업과 영세업체의 미래(未來: 미라이)를 지원(support: 서포트)한다’는 의미이
고, 중소기업과 영세업체에 IT 전문가를 파견하기 위해 마련한 인터넷 서비스를 말한다.
163) 経済産業省(2018), 「第四次産業革命に挑戦する中堅・中小製造企業への支援施策」, p. 1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2. 27).
164) ‘지방판 IoT 추진랩’은 경제산업성과 정보처리추진기구(情報処理推進機構, IPA)가 2016년 공동 설
립한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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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띄는 것은 ‘해당 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한 시도인
지’, ‘핵심 인사에 의한 백업체제를 갖추고 있는지’, ‘지역의 벤처기업이나 대학
ㆍ금융기관 등 추진 주체간 협력체제를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일
본정부는 네트워크 형성 지원 관점에서 위와 같은 기준을 통과한 지역에 한해
첫째, 지역단위로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전문가나 컨설턴트를 파견하고,
둘째 프로젝트 성과를 적극 홍보하며 셋째, 전국의 IoT 추진랩 간 교류의 장을
제공한다.165) 일본 경제산업성과 IPA는 2016년 7월 29개 지역(제1탄), 2017
년 3월 24개 지역(제2탄), 2017년 8월 21개 지역(제3탄), 2018년 9월 19개
지역(제4탄), 2019년 9월 8개 지역(제5탄)을 각각 ‘지방판 IoT 추진랩’으로 선
정하였다. 2019년 9월 현재 ‘지방판 IoT 추진랩’으로 선정된 지역은 총 101개
에 달한다.166)

3. 소결
가. 독일
스마트팩토리를 좁게는 인터넷과 사이버물리시스템을 활용한 자동화 생산
으로 볼 수 있으나, 넓게는 생산 및 서비스 전 과정이 통합된 가상 팩토리 단계
까지 이르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스마트팩토리의 가치사슬을 형성
하는 요소로는 사물 간 소통하는 사회기구(social machines)의 성격, 기계 간
용이한 연결을 통한 플러그 앤드 프로듀스(plug & produce), 낮은 비용으로
의 자동화, 가상현실 활용, 그리고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을 들었다. 스마트팩
165) 中村慧(2018. 11. 2), 「地域から世界へ、93地域に広がる「地方版IoT 推進ラボ」(第1回), pp. 1~2, 온
라인 자료(검색일: 2019. 9. 10).
166) 情報処理推進機構(2019. 9. 6), 「地方版IoT 推進ラボ第5弾選定地域を公開」, 온라인자료(검색일: 20
19.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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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리의 특징 중 하나는 구성요소들의 수평적 및 수직적 통합이다. 즉 스마트팩
토리에서는 부품, 기계, 공장의 병렬적이면서 유기적 작용을 통해 실시간 생산
을 가능하게 한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사무현장과 작업현장의 통합이 있다. 사
무현장과 작업현장이 클라우드로 연결되어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즉각적인 업
무처리를 할 수 있다.
독일 내 스마트팩토리의 활용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독일기업들이 2014년
대비 2018년의 자사 스마트팩토리의 구축 정도가 개선되었다고 자평했는데,
기계 및 설비업이나 전기공업에 비해 특히 자동차산업에서 스마트팩토리의 전
반적 활용이 높게 나타났다. 최근에는 스마트팩토리의 연결성이라는 측면에서
독일 주요 혁신기업들을 중심으로 OPC와 OPC UA 기반의 umati에 대한 관
심도 커지고 있다.
스마트팩토리를 구축하고 있는 대표적인 독일기업의 사례로 지멘스, 보쉬,
SAP를 들 수 있다. 디지털 기업(Digital Enterprise)을 추구하는 지멘스는 디
지털 트윈을 통해 실제 생산이나 제품과 같이 시각화하고, 클라우드 기반의 인
더스트리얼 엣지(Industrial Edge)로 수집 자료를 분석, 전달하여 모두가 시너
지를 내는 것이지만, 가장 강력한 수단은 클라우드 기반 사물인터넷 운영시스
템인 마인드스피어(MindSphere)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오픈 플랫폼인 마인
드스피어는 다양한 환경에 상대적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보쉬는 클라우드 기반의 포괄적 플랫폼 서비스인 IoT 스위트를 내세우고 있는
데, 멀티 클라우드 전략으로 다양한 클라우드와의 호환이 가능하다. 소프트웨
어 기업인 SAP의 경우에는 SAP S/4HANA를 대표로 하는 지능형 스위트 SAP
HANA 시리즈를 필두로 지능형 분석도구인 SAP Leonardo와 멀티 클라우드
전략을 사용하여 지능형 기업(intelligent enterprise)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독일 연방정부의 중소기업 스마트팩토리 구축 관련 지원은 ‘미텔슈탄트-디
지털(Mittelstand-Digital)’이라는 정책하에 운영되는 ‘미텔슈탄트 4.0 역량
센터’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다. 독일 전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26개 역량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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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마다 성격이 조금씩 차이가 있고 지원활동의 종류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특
히 8개의 테마 역량센터는 인더스트리 4.0의 연성요인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나. 일본
일본 제조기업의 공장 스마트화, 혹은 스마트팩토리 구축 수준은 생산제품
의 종류나 수량, 즉 단일품목의 대량생산이냐 복수품목의 소량생산(변종변량
생산)이냐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기업풍토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일본기업의 스마트팩토리 구축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은 제조공
정의 혁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말하는 제조공정의 혁신이
란 도요타 생산방식(lean production)으로 대표되는 일본 제조기업의 재고관
리 방식이 공장 내 개선(kaizen)활동을 거쳐 공장자동화, 스마트팩토리화로 진
화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물론 최근에는 오므론(Omron), 화낙(FANUC), 히타
치제작소(日立製作所)가 차세대이동통신인 5G를 활용한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
(2019년 9월)하는 등 일부 기업에서 기존 스마트팩토리에 5G를 도입하는 데
큰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제조공정 혁신의 연장선에서 IoT나 AI,
화상인식기술, 협동로봇, 무인반송차(AGV: Automated Guided Vehicle) 등
의 최신기술을 활용한 공장자동화(factory automation), 가시화(visibility,
見える化), 예측유지ㆍ보수(predictive maintenance), 생산성 제고 및 생산관
리(QCD: Quality, Cost, Delivery), 재료ㆍ반제품ㆍ완제품 등의 제조이력 추
적(traceability)에 방점을 두고 있다.167) 본문 [표 3-1]에 제시한 독일의 스마
트팩토리 단계에 비추어 보면, 일본의 스마트팩토리는 ‘가상 팩토리’ 단계에는

167) 中山(2019, p. 42)는 이와 같은 일본기업의 공장 스마트화는 특히 사람과 기계가 공존하면서 최적화
를 찾아가는, 즉 기업이 로봇을 도입하는 경우 무턱대고 사람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자동
화할 것인지’ 면밀히 검토한 다음 도입하는 공장이 많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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훨씬 미치지 못하고 공정 생산성 향상에 주력하고 있는 ‘스마트팩토리’ 단계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아가 일본 제조기업의 스마트팩토리에 대한 관심이
의외로 낮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総務省(2017a) 조사에 따르면 IoT
와 AI를 모두 도입하고 있는 제조기업은 2%에 지나지 않고, IoT를 도입하고
있는 제조기업 역시 13.9%에 불과한 상태에서 IoT든 AI든 도입 의사가 없다는
제조기업이 43.3%에 이르고 있다.
‘일본의 스마트팩토리 현황’에서 예시로 든 사례들을 통해서는 4가지 특징
을 도출하였다. 첫째, 파나소닉 구사즈(草津)공장의 ‘Motion Sensor System’
이나 UMCㆍH일렉트로닉스의 하다노(秦野)공장처럼 숙련기술자의 작업활동
움직임을 디지털화하여 작업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는 점, 둘째, IoT를 활용
하여 공장 내 제조장치나 공작기계, 로봇 등을 네트워크에 접속하도록 하여 다
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가시화하고 있는 점, 셋째, 일본 제조기업들의 공장자동
화(FA)가 로봇 도입으로 일보진전하고 있는 가운데 외팔로봇과 양팔로봇의 협
동로봇을 도입한 파나소닉의 고베공장 사례, ‘로봇이 로봇을 만드는 공장’으로
유명한 다이헨 롯고사업소가 최근 AI 반송로봇을 도입한 사례는 공장자동화와
스마트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넷째, 야스카와전기
의 야스카와솔루션팩토리처럼 일본에서도 IoT 솔루션과 AI를 활용한 차세대
스마트팩토리가 출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위와 같은 일본의 스마트팩토리 사례는 기업이 단일공장을 단위로 구축한
스마트팩토리라 할 수 있다. 물론 제조기업이 스마트팩토리를 추진하는 과정에
서 단지 공장자동화(FA)나 가시화에 만족한다면 생산라인 혹은 공장 차원에서
독자적 솔루션을 채용하는 것으로 충분할 수 있으나 공장 간 정보연결이나 설
계ㆍ경영 등 부문 간 정보연결을 고려한다면 어떠한 형태로든 정보기반과 같은
틀이 필요하다. 이때 기업은 각각의 현장에서 추진해온 디지털화와 데이터활용
기반을 조합하여 일원화할 필요가 있는데 산업용 IoT 플랫폼은 이것을 도와주
는 수단이다. 일본에서는 미쓰비시전기(三菱電機)의 e-F@ctory를 확장한 엣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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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스(Edgecross), 화낙(FANUC)의 필드시스템(FIELD system), 히타치제작
소의 루마다(LUMADA), DMG 모리정기(森精機)의 아다모스(ADAMOS), 고마쓰
제작소(小松製作所)의 랜드로그(LANDLOG), 후지쯔(Fujitsu)의 콜미나(COLMINA)
등이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으나, 본문에서는 미쓰비시전기가 주도하고 있는
엣지크로스(Edgecross)와 화낙이 주도하고 있는 필드시스템(FIELD system)
을 자세히 분석하여 일본의 IIoT 플랫폼 특징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엣지크로스는 미쓰비시전기의 e-F@ctory IoT 솔루션이 FA-IT 오픈 플랫폼
을 거쳐 완성된 것으로, 일본을 대표하는 IIoT 플랫폼으로 성장하였다. 엣지크
로스 역시 e-F@ctory IoT 솔루션처럼 기본적으로 공장자동화(FA)와 IT 데이
터 연계에 방점을 두고 있고 네트워크로서는 엣지컴퓨팅을 중시하고 있다. 둘
째, 화낙의 필드시스템은 화낙의 주력제품인 CNC나 산업용 로봇에서 데이터
를 집적하고, 일정한 분석 및 제어를 실현하는 IIoT 플랫폼이다. 많은 정보를
저장할 수 있고 대규모 연산이 가능한 클라우드(cloud) 영역과, 엣지(edge)의
중간인 포그(fog) 영역에 설치하는 것이 특징이다. 셋째, 엣지크로스 컨소시엄
은 2017년 11월 미쓰비시전기, Advantech, Omron, NEC, 일본IBM, 일본
ORACLE 등 6개 간사기업으로 구성ㆍ출발하였고 2018년 2월에는 히타치제
작소가 간사기업에 가세하였으며,168) 2019년 9월 기준 250개 이상의 기업이
회원으로 가입한 상태다. 필드시스템의 파트너 기업은 2019년 9월 기준 일본
내 119개 기업이다. 물론 미쓰비시전기는 중국 星輝労斯堡液圧機械有限公司에
e-F@ctory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2017년 9월), 화낙 역시 중국과 동남아 시
장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나 일본 국내 일각에서는 양자 모두 파트너 기업
이 국내기업에 국한되고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갈라파고스화’ 현상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169)

168) Advantech: FA-IT의 핵심이 되는 엣지 인텔리전트 서버(edge intelligent server)를 해외 각국에
공급하고 있는데, 엣지크로스에는 WISE-PaaS를 제공.
169) 「IoT, サービス業に拡大」(2019. 8. 21).

제3장 주요국의 제조업 혁신정책: 스마트팩토리를 중심으로 • 143

마지막으로 일본정부의 중견ㆍ중소 기업 지원정책은 IoT 도입을 중심으로
한 ‘기업 맞춤형’ 지원으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중소기업이 왜 IoT를 도입해
야 하는지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제1단계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IoT 도입
사례집을 발간ㆍ홍보하거나 ‘Online Use Case Map’을 작성ㆍ공개하고 있
다. 제2단계에 있는, IoT를 도입하여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중소기업에는
‘System Integrator’ 활용, IoT 컨설턴트 파견, 툴 개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다. 특히 IoT 컨설턴트 파견과 관련해서는 전국 주요 거점에 ‘스마트제조
응원단’을 설치하여 IoTㆍ로봇 분야의 전문가나 퇴직 기술자를 ‘매칭’하는 형
태로 중소기업에 파견하고 있다. IoT 도입을 통해 품질 개선, 납기 준수 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제3단계의 중소기업에는 IoT 컨설턴트 활용, 중소기업 간 네
트워크화를 대응책으로 제시하였고, IoT를 활용하여 고부가가치화를 꾀하고
판로를 개척하고자 하는 제4단계의 중소기업에는 툴 정보의 일원화, 데이터 소
유권 규정의 명확화, 중소기업 간 네트워크화,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규격
및 룰 제정이라는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다.170)

170) ロボット革命イニシアティブ, 「WG1 中堅・中小サブ幹事会 中間とりまとめの公表について」, 온라
인 자료(검색일: 2019. 11. 28), 재인용: 김규판 외(2017), p. 148.

144 • 주요국의 혁신성장 정책과 제도: 미국, 유럽, 일본을 중심으로 - 제1편 주요국의 혁신성장 정책

제4장
주요국의 스타트업 정책

1. 미국
2. 일본
3. 프랑스
4. 소결

1. 미국
가. 스타트업 현황
미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클러스터 개발(cluster development), 산학협
력(University-Industry collaboration), 혁신문화(culture to innovate)가
결합되어 이루어져 있다.171) 클러스터는 특정 산업에 있어 서로 관련된 기업,
공급자, 기관이 지리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클러스터는
지식 축적을 가능하게 하고 혁신활동에 강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편 숙
련ㆍ고학력 노동인구, 고급 기술을 보유한 이민자 등은 혁신문화의 단계를 가
늠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전 세계 상위 30대 스타트업 생태계 지역 중에서 미국은 12개를 보유하여 압
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그다음은 중국(3개), 캐나다(2개), 독일(2개) 등
으로 나타났다.172) 미국 실리콘밸리가 전 세계 스타트업 생태계 중 압도적인 1
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어 뉴욕(2위), 런던(공동 3위), 베이징(공동 3위), 보스
턴(5위), 로스앤젤레스(공동 6위), 텔아비브(공동 6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1]은 2019년과 향후 10년 동안 가장 주목받는 스타트업 분야를 나
타내고 있다. 2019년에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이버보안, 생명과학, 디지털
헬스 분야가 주목받고 있으나, 향후 10년 동안에는 인공지능, 자동 운송, 생명
과학, 디지털 헬스, 친환경기술ㆍ에너지혁신 분야가 주목받을 것으로 전망된
다.173) 주목할 만한 점은 인공지능 분야는 10년이 지나도 가장 주목받을 것으
로 예상되고 있다는 점이다.

171) Kim(2017), pp. 7-8.
172) Startup Genome(2019), p. 29.
173) Silicon Valley Bank(2019), “US Startup Outlook 2019,” p. 1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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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스타트업 유망 혁신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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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Silicon Valley Bank(2019), “US Startup Outlook 2019,” p. 1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7. 23).

공공 정책 이슈와 관련하여 지난 수년 동안 미국 스타트업 기업들이 직면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유능한 인재 확보(63%)인 것으로 나타났다.174) 종업원 건
강보험 비용(44%), 사이버보안 정책(40%)들도 스타트업에 크게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소비자 정보 보호(33%), 법인세(22%), 국제 무
역(22%) 등이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미국과 중국 간 무역갈등이 심화됨에 따
라 2019년 설문조사에는 ‘특허소송’이 순위에서 밀려나게 되고 대신 ‘국제무
역’이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였다는 것이다.175) 미국과 중국의 무역정책이 스타
트업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절반인 50%의 응답
자가 ‘다소 우려된다(33%)’와 ‘매우 우려된다(17%)’라고 응답하였으며, 나머
지 50%의 응답자는 별 상관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였다.176)

174) Silicon Valley Bank(2019), “US Startup Outlook 2019,” p. 4,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7.
23).
175) Silicon Valley Bank(2018), “US Startup Outlook 2018,” p. 1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7.
23).
176) Silicon Valley Bank(2018), “US Startup Outlook 2018,” p. 13,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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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혁신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가운데 하나인 벤처캐피털은 스타
트업에 자금을 공급해주고 회사가 성장했을 때 인수합병(M&A)이나 기업공개
(IPO) 등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회사를 의미한다.177) 2018년 미국의 벤처
캐피털 투자액은 1,309억 달러로 전년(830억 달러)에 비해 479억 달러 늘어
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178) 이는 2000년 IT 버블이 꺼지기 전에 기록
하였던 최고 투자금액(1,050억 달러)을 상회하는 액수이다.179) 글로벌 금융위
기의 영향으로 미국의 벤처캐피털 투자는 2009년 272억 달러까지 감소하였으
나, 이후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거래 건수는 2009년(4,487건)을
저점으로 2015년(10,740건)까지 매년 증가하다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2015년 1만 740건이던 투자 건수는 2018년에 8,948건으로
줄어들었다. 2015년 이후 투자금액은 늘고 있으나 거래 건수는 감소하고 있는
데, 이는 2015년 이후 투자 건당 투자 규모(금액)가 점차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림 4-2. 미국 벤처캐피털 투자 금액 및 건수 추이(2018년 기준)
(단위: 십억 달러(좌축), 건(우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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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PitchBook(2019), “Venture Monitor Q4 2018,” p. 4,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7. 29).

177) 벤처캐피털의 법적 근거, 주요 투자지역 등은 김규판 외(2017), pp. 66~70에 보다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178) PitchBook(2019), “Venture Monitor Q4 2018,” p. 4,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7. 29).
179)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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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도 잠시 언급하였지만 벤처캐피털의 투자 건당 투자금액이 2015년
이후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스타트업 초기단계에서부터 성숙단
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다. 스타트업 초기단계 기업에 대한
2,500만 달러 이상의 벤처캐피털 투자 비중이 2012년에는 약 30%였으나,
2018년에는 61.2%까지 확대되었다. 성숙단계에서도 2008년부터 2013년까
지 50%를 넘지 못하던 5,000만 달러 이상의 투자 비중이 2018년에는 75%를
상회하고 있다.180) 최근 몇 년 동안 금액이 적은 투자보다는 금액이 큰 투자에
관심을 갖는 것이 새로운 규범(norm)이라는 인식을 가지기 시작하였다.181) 벤
처캐피털의 입장에서는 금액이 적은 투자의 경우 금액이 큰 투자에 비해 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투자에 대한 리스크도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 그러나 벤처
캐피털이 기술 기반 초기 기업에 대한 ‘모험자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현상은 질적인 측면에서 개선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기업이 아닌 일반 기업의 벤처투자를 의미하는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
털(CVC: Corporate Venture Capital)’의 거래 비중(금액 기준)이 전체 거래
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확대되었다. 2009년 약 25%이던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털 투자 비중(금액 기준)은 9년이 지난 2018년 50%를 상회하
고 있다. 이처럼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털 거래 비중(금액 기준)이 확대되고 있
다는 것은 기업혁신을 위한 스타트업 투자가 지속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으며,
일반 기업이 벤처캐피털 생태계의 새로운 참가자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음을 의
미한다.182) 한편 2018년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털 투자를 건수 측면에서 살펴
보면 전체 벤처투자 건수의 16.1%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투자 건수 비중에
비해 투자금액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은 미국의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털 투자
건당 투자금액이 금융기업의 벤처투자금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크다는 것
을 의미한다. 즉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털 투자는 대규모의 자금력을 바탕으로
180) PitchBook(2019), “Venture Monitor Q4 2018,” p. 13,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7. 29).
181) PitchBook(2019), “Venture Monitor Q4 2018,” p. 5,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7. 29).
182) PitchBook(2019), “Venture Monitor Q4 2018,” p. 24,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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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단계의 스타트업 투자에 중요한 자금원이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183)

그림 4-3.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털(CVC) 거래 비중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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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PitchBook(2019), “Venture Monitor Q4 2018,” p. 24,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7. 29).

나. 지원정책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미국은 세계에서 부러워할 만한 스타트업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다.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은 여건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정부는 혁신기술 개발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2011년 1월 오바마 행정부는 지속가능한 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 혁신 전략의 하나로 ‘Startup America Initiative’184)를 발표하였
다.185) 정부는 R&D 투자가 상업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스타트업 기업을 간
접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민간은 스타트업과 대기업(또는 멘토)이 협력하여 혁
신을 주도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Startup America Initiative에서 주목
183) Ibid.
184) The White House(2011), “FACT SHEET: WHITE HOUSE LAUNCHES ‘STARTUP AMERIC
A’ INITIATIV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7. 23).
185) Startup America Initiative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김규판 외(2017), pp. 65~66에 보다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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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만한 점은 정부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구분
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까지 마련했다는 점이다.
2012년 4월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기업공시 및 회계감사 규제를 완화하고 스
타트업 기업의 자금조달 용이성을 제고한다는 내용의 ｢JOBS법(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186)에 서명하였다. 이 법은 신성장기업의 공시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기업공개 시 제출하여야 하는 재무제표(audited financial
statement)를 직전 3개년도에서 2개년도로 완화하였다(Sec.102).187) 또한 기
업공개 시 요구되는 내부 통제 감사(internal controls adit)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Sec.103) 했으며, 감사 회계법인의 추가 정보 제공 요청에 따른 정보
제공 의무 등의 규정 적용에서도 제외하였다(Sec.104). 한편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 용이성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도 마련되었다. 첫째, 증권 매수인이
공인된 투자자일 경우 사모발행 투자 권유 및 광고를 허용하였다(Sec.201). 둘
째, 특정 요건188) 충족 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지분투자를 허용하였다. 셋째,
자금조달 한도액을 5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증액(Sec.401)하고, 등록
주주요건을 완화(Sec.501)하는 등 소규모 공모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다.
그러나 2017년 1월 트럼프 행정부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이전 정부에서 추
진하던 정부 주도의 혁신지원 정책은 동력을 잃게 되었다.189)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오바마 행정부에서 일관되게 유지해온 망중립성190)에 대해 부정적
인 입장을 취해온 아짓 파이를 연방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2017년 1월
23일)하고 그해 12월에는 망중립성 폐지를 결정하였다. 망중립성 폐지 결정은
186) The White House(2012), “President Obama To Sign 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JO
BS) Ac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7. 23).
187)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2012), “Spotlight on 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JOBS) Ac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7. 23).
188) 12개월 동안 거래 금액이 100만 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 개별 투자자들이 투자 상한을 넘지 않는 경
우, 일정 요건을 갖춘 중개인이나 펀드 거래소(funding portal)를 이용할 경우, 발행회사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이다.
189) 트럼프 행정부 초기의 ICT 정책동향은 김규판 외(2017), pp. 82~84에서 보다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190)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가 모든 데이터에 대해 차별 없이 송ㆍ수신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
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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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사업자들의 광대역망 투자를 억제하여 혁신과 경쟁에 부정적이라는 인
식191)에 기초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실리콘밸리 기업에 대
한 반감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실리콘밸리 기업에
대한 반감은 ‘인터넷과 모든 컴퓨터 시대는 잡동사니(mixed bag)에 불과하
다’192)라는 표현으로 잘 나타나고 있으며, 대통령 선거(2016년 11월) 이전부터
이러한 입장을 줄곧 유지하고 있다. 또한 2018년 회계연도부터는 ‘에너지 혁신
프로그램(ARPA-e)’,193) ‘첨단기술 자동차 제조 대출 프로그램(ATVMLP)’,194)
‘학생 지원 및 학업 성취 보조 프로그램(SSAE)’195) 등 오바마 정부에서 지원해
오던 혁신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지원을 중단196)하였다.
앞에서 스타트업 운영에 있어 경영진들은 고급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하였는데,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외국인 노동자의 미국 입국심사 규정을 엄
격히 집행하도록 하는 행정명령(Buy American, Hire American)에 서명하
였으며, 고급기술 인력에 대한 비자(H-1B) 심사도 강화해왔다. 이러한 조치들
은 고급인력과 그 가족들의 미국 정착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이들을 미국이
아닌 캐나다 토론토와 같은 대체 도시로 이동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
다.197)
한편 법무부는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등 거대 IT 기업에 대한 반독점
조사에 착수(2019년 7월 23일)한다고 밝히는 등 실리콘밸리 기업들에 대한 압

191) 망중립성과 관련하여 콘텐츠 사업자(구글, 페이스북 등)들은 망중립성 폐기 시 서비스 비용이 상승
하여 혁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망중립성 유지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192) Business Insider(2016), “Why Silicon Valley is so terrified of Donald Trump,”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9. 7. 22).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Energy.
The Advanced Technology Vehicles Manufacturing Loan Program.
Student Support and Academic Enrichment Grants.
American Chemical Society(2012), “FY 2018 Budget & Appropriations for Chemistry,”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7. 24).
197) “Toronto tech: why Canada is attracting the ‘best’ people”(2019. 2. 26), 온라인 자료(검색
193)
194)
195)
196)

일: 2019.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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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을 계속하고 있다. 법무부는 인터넷 검색, 소셜네트워크, 모바일, 데스크톱
운영 시스템, 전자책 판매 등과 같은 중요한 디지털 공간에서 주요한 기업
(significant players)은 한두 곳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198) 미국 하원에서도
초당적으로 반독점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2019년 6월 3
일)하였는데, 이는 거대 IT 기업들이 지나치게 오랫동안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
았다는 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199) 소비자들이 무엇을 하고, 어디를 가고, 무
엇을 사는지와 같은 데이터는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회사에는 엄청난 자산인
데, 그러한 정보를 자신들의 상품에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인
식하는 것이다. 또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아직 개발되지 않은 시장을 먼저 식별
하고, 잠재적 경쟁자를 찾아내고, 심지어 경쟁자들의 성장을 방해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실리콘밸리 기업들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여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20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이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거대 IT 기업들이 2020년 선거조작을 시도
하고 있으며, 이들은 모두 민주당에 편향되어 있다200)는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다고 해서 실리콘밸
리 기업에 대한 반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민주
당 대선 후보 가운데 한 명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시장독점 논란에 있는 페
이스북의 해체를 ‘면밀히 검토해봐야 하는 문제(something we should take
a really hard to look at)’라고 언급하는 등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201)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선두경쟁을 하고
198) Department of Justice(2019), “Assistant Attorney General Makan Delrahim Delivers Re
marks for the Antitrust New Frontiers Conferenc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7. 24).
199) “Facebook, Google and other tech giants to face antitrust investigation by House lawma
kers”(2019. 6. 4),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 7. 24).
200) “Trump: US should sue Google for ‘trying to rig’ the 2020 elections”(2019. 6. 26),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 7. 24).
201) AP(2019), “2020 hopeful Biden says he’s open to breaking up Facebook,” 온라인 자료(검
색일: 2019.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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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엘리자베스 위런 상원의원도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애플의 기업 분할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민주당 대선 후보인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의원
도 거대 IT 기업들에 심각한 독점 문제(major monopoly problem)가 있다
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202)
실리콘밸리 기업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는 법원의 판결에서도 나타나는데
2019년 5월 미국 연방법원은 애플 이용자들도 애플의 앱 독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203) 또한 법무부의 AT&T와 타임워너의 인수
합병 반대 소송이 1심(2018년 6월)과 2심(2019년 2월)에서 패소한 것도, 거대
실리콘밸리 기업이 미디어 시장을 교란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보수적인 기업 합
병을 나쁘게만 볼 문제가 아니라는 시각204)이 작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된다.

2. 일본
가. 스타트업 현황
일본정부는 일본이 저출산ㆍ고령화에 의한 사회보장비 확대, 인구감소에 따
른 노동력 감소, 환경ㆍ에너지 제약으로 인해 과제선진국이라 할 수 있지만, 한
편으로는 비즈니스 니즈가 많은 국가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고 설명한다.205) 일
본은 신산업의 테스트베드로서 최적화되어 있으며 현재 국내외 이노베이션 투
202) “Why a Big Tech Breakup Looks Better to Washington”(2019. 3. 17),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 7. 24).
203) “Big Tech Shares Slide as Prospect of Antitrust Scrutiny Mounts”(2019. 5. 13), 온라인 기사
(검색일: 2019. 7. 24).
204) “Lawmakers change their tone on AT&T and Time Warner deal”(2016. 12. 7), 온라인 기사
(검색일: 2019. 7. 24).
205) 日本経済再生本部(2016b), p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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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환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에도 아직까지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이스라
엘, 싱가포르와 같은 벤처 생태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인
식하고 있다.
자금조달 규모나 유니콘 기업206) 수를 통해서도 일본 스타트업 생태계가 다
른 국가들에 비해 미흡하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림 4-4]에 의하면, 벤처
캐피털(VC) 투자액이 여전히 미국, 유럽, 중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
무르고 있다. 2018년 기준 미국은 14조 4,573억 엔, 유럽은 1조 861억 엔, 중
국은 3조 5,370억 엔 규모의 VC투자가 이루어진 반면 일본은 2,778억 엔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니콘 기업 수의 경우, 미국과 중국이 각각 211개, 101개
의 유니콘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일본의 유니콘 기업은 3개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났다.207)

그림 4-4. 국가별 벤처캐피털 투자 추이
(단위: 억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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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ベンチャーエンタープライズセンター(2019), p. I-42.

206) 기업가치 또는 시가총액이 10억 엔을 넘는 비상장기업.
207) 3개의 유니콘 기업은 Preferred Networks, SmartNews, Liquid이다. CB Insights, “Global
Unicorn Club: Private Companies Valued at $1B+(as of December 11th, 2019),” DB 자료
(검색일: 2019.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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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자본, 인재, 기술력이 풍부한 일본에서 창업생태계가 미흡한 주요
원인으로 일본 내 기업가정신 또는 창업마인드 부족이 꼽힌다. 특히 일본은 창
업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큰 반면 벤처에 대한 지식 및 경험과 롤모델이 부족하
다고 지적받고 있다. GEM(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은 초기창업
활동지수(TEA)208)를 제시하고 있는데, 일본은 48개국 중 44위를 차지하며 매
우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209)210)
한편 2014년부터 일본에 이른바 제4차 스타트업 붐이 시작되었다고 여겨지
고 있다.211) 제4차 스타트업 붐은 IoT, 인공지능, 가상현실, 로보틱스 등 디지
털 기술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IoT 특화형 AI 관련
기업인 Preferred Networks, 차세대 OLED(유기EL) 관련 기업인 Kyulux,
IoT 플랫폼 기업인 솔라콤 등이 있다. 이러한 스타트업 붐을 뒷받침하고 있는
요인으로는 디지털 기술로 인해 창업기회가 확대된 점 외에도 스타트업 창업
관련 비용 완화, 투자자금 유입 확대, 정부 지원책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아직 소수파이긴 하나 젊은 우수 인재들이 창업에 도전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212)
일본 스타트업 생태계를 둘러싼 또 하나의 키워드는 연계 및 교류라고 할 수
있다. [그림 4-5]와 같이 2010년대 들어 일본의 CVC 투자액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KDDI(KDDI 오픈 이노베이션 펀드), 소프트뱅크(소프트뱅크 비전
208) 초기 창업활동지수(TEA: Total Early-stage Entrepreneurial Activity)는 18~64세의 인구 중 초
기 창업자(nascent entrepreneur) 또는 신규 사업 소유ㆍ경영자(owner-manager of a new bus
iness)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2019), p. 138.
209)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2019), p. 88.
210) 高橋(2018, pp. 10~11)는 일본의 창업활동이 미진한 이유를 창업 프로세스 분석을 통해 파악하고
자 하였다. 창업 프로세스는 ① 일반성인 → 예비기업가(창업태도를 보유한 자)와 ② 예비기업가 →
기업가의 두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일본 내 창업활동이 저조한 이유는 ①단계에서 찾을 수 있는
데, 이는 일본 내 창업태도를 갖춘 예비기업가 수 자체가 적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창업활동을 하는
사람도 적다고 볼 수 있다. 한편 ②단계에 해당하는 예비기업가가 창업활동 단계에 진입하는 비율은
중국보다 낮지만 미국보다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11) 제1차 붐(1970~73년), 제2차 붐(1982~86년), 제3차 붐(1993~2006년)에 대한 내용은 岩崎(201
8)의 p. 37 참고.
212) 岩崎(2018), p. 36, p.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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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야후(YJ 캐피탈) 등과 같은 대기업이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 기
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사례도 볼 수 있다. 이러한 CVC 증가의 배경에는
경기회복으로 인한 사내유보금 증가와 자전(自前)주의에서 탈피하고 혁신을 받
아들여야 한다는 대기업의 위기감이 있다.213)

그림 4-5. 일본 CVC 투자액 추이
(단위: 억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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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19년 2월 21일 기준.
자료: INITIAL(2019), p. 50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나. 지원정책
2016년 4월, 일본 경제재생본부는 ‘벤처 챌린지 2020’을 통해 자전주의에
서 탈피하고 2020년까지 일본의 벤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과
지방자치체, 기업, 대학, 연구기관, 금융기관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방안에 대
해 발표하였다. ‘벤처 챌린지 2020’에서는 과거 1995년 스톡옵션과 1997년
엔젤 세제에서부터 2009년도 산업혁신기구의 벤처 투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벤처 지원정책을 시행하였으나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지

213) 일본 MUFG 리서치&컨설팅 스타트업 전문가와의 면담(2019. 11. 5, 일본 도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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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였다.214) 이에 정부부처를 연대한 컨소시엄과 자문단을 설치하여 이벤트
개최, 데이터 공유, 벤처 지원책 정리 등을 시행하고, 지방에 있는 스타트업 기
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및 지원할 것을 제안하였다. 뿐만 아니라 실리콘밸리를
시작으로 아시아, 이스라엘, 유럽의 선진 스타트업 거점과 연계체제를 구축할
것을 강조하였다.215)
2019년도 6월에 발표된 ‘통합이노베이션전략 2019’216)에는 창업 및 스타
트업 생태계에 있어서 일본이 목표로 하는 미래상과 벤처기업 설립 수(창업),
벤처 투자액(자금), 유니콘 기업 수(성장) 측면에서의 목표치를 제시하였다(표
4-1 참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으로 세계 수준의 스타트업 생태계 거점도시 형
성, 대학 중심의 생태계 강화, 세계 수준의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 제공, 연구
자금 배분기관 등의 대규모 자금지원(Gap Fund) 등을 통한 연구개발지원, 공
공조달 강화,217) 생태계 내 연대 강화, 연구개발 관련 인재 유동성 촉진을 제안
하였다.218) 앞으로 일본에서 창업 관련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이러한 구상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6월 개최된 통합이노베이션전략추진회의에
서는 스타트업 거점도시 형성을 강조하였는데 내각부, 경제산업성, 문부과학
성 등이 연대하여 2020년도까지 2~3개의 글로벌 거점도시와 다수의 추진거
점도시를 선정 및 지원하는 방안이 제안된 바 있다.219)

214) 日本経済再生本部(2016b), p. 5.
215) 日本経済再生本部(2016b), pp. 5~10.
216) 통합이노베이션전략회의는 이노베이션 관련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여러 관련 회의와 본부에
대한 횡단적이고 실질적인 조정 및 추진기능을 구축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内閣府(2019), p. 15. ‘통
합이노베이션전략 2019’는 지금까지의 회의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창업 외에도 AI, 스마트시티, 바
이오, 환경ㆍ에너지, 농업, 안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략을 포함하고 있다.
217) 공공조달 관련 정책으로는 내각부가 시행하고 있는 ‘오픈 이노베이션 챌린지 2019’가 있으며, 이는
정부부처의 니즈에 맞는 중소 및 벤처 기업의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산관
학 협력 기회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중소 및 벤처 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하는 것을 의미
한다. 内閣府, 「内閣府オープンイノベーションチャレンジ2019の公募開始について」,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9. 12. 3).
218) 内閣府(2019), p. 7.
219) 内閣府, 文部科学省, 経済産業省(2019), pp. 5~7.

158 • 주요국의 혁신성장 정책과 제도: 미국, 유럽, 일본을 중심으로 - 제1편 주요국의 혁신성장 정책

표 4-1. ‘통합이노베이션전략 2019’에 제시된 창업 관련 목표
분류

목표 대상

관련 수치

목표

대학발 벤처 설립 수

2,533개(2016년도)

2016년도의 2배

연구개발법인발 벤처 설립 수

207개(2016년도)

2016년도의 2배

자금

GDP 대비 벤처 투자액 비율

0.036%(2017년도)

성장

유니콘 또는 상장 벤처기업

7개(2019년도)

창업

세계 최고 수준으로 향상
0.436%(미국), 0.245%(중국)
2023년도까지 20개

자료: 内閣府(2019), p. 62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서술한 바와 같이 일본의 경우 정부의 특정 정책이라기보다 여러 정책이 다
방면에서 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220) 본고는 일본
스타트업의 질적 향상과 롤모델 형성을 위한 대표적인 지원사업인 J-Startup
정책과, 정부ㆍ대기업ㆍ스타트업 기업 간의 연계를 목표로 하고 있는 오픈 이
노베이션 관련 정책에 한하여 서술하고자 한다.221)

1) J-Startup222)
일본의 대표적인 스타트업 지원사업으로는 2018년 6월부터 경제산업성, 일
본무역진흥기구(JETRO),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가 연대하
여 시행 중인 ‘J-Startup’이 있다. 이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J-Startup
기업으로 선정하고 이들이 전 세계적으로 활약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이다. 넓은 범위에서 다양한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일본 내 약 10,000사 중에서 100개 정도의 기업만을 선
정해 J-Startup 기업으로 브랜드화하여 집중 지원하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유니콘 기업인 Preferred Networks나 2018년 도쿄증권거래소 마더스
상장에 성공한 Mercari를 포함하여 이미 잘 알려진 스타트업 기업들이
220) 일본종합연구소(JRI) 스타트업 전문가와의 면담(2019. 11. 6, 일본 도쿄).
221) 경제산업성 산하 또는 관련 기구인 중소기업청, 특허청,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신에너지ㆍ산
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 등 여러 부처에서 스타트업 관련 지원정책을 시행 중이다.
222) 経済産業省(2018), 「J-Startup ダウンロード用資料 日本語版」,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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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tartup 기업에 다수 포함되어 있다.223) 또한 스타트업 성공사례를 창출하
여 사회 전반의 기업가정신을 양성하고 일본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목표가 반영되어 있다.
또 다른 특징적인 점은 지원 대상 선정에서부터 각종 지원책 시행까지 정부
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의 역할이 크다는 점이다. 선정 과정의 경우 경제산업성
이 아닌 전문 벤처 캐피털리스트, 액셀러레이터, 대기업 이노베이션 담당자들
이 목표, 독창성, 성장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스타트업 기업을 추천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 후 공정성을 위해 외부심사위원회가 추천내용을 심사한 뒤
J-startup 기업을 선정하게 된다.224)
J-startup 기업에 선정되면 다방면의 지원을 받게 되는데, 그중 하나로 정부
가 시행 중인 정책 활용 시 우선권이나 가점을 부여받는 등의 우대 조치가 있
다. 예를 들면 JETRO는 산업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출원하고자 하는 벤처기업
을 대상으로 해외 현지 액셀러레이터와의 공동사업 구축을 지원하거나 상담기
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인 JIP(JETRO Innovation Program)를 시행 중인데,
JIP 프로그램 대상 기업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J-startup 기업들은 가점을 받게
된다.225) 또한 CES나 Web Summit과 같은 세계적인 콘퍼런스에 J-Startup
부스를 마련하여 J-Startup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뿐만 아
니라 파나소닉, KDDI를 포함한 120개의 대기업들도 서포터로 참여하여 실증
실험 협력, 자사 고객 및 관계회사 소개 등 여러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226)227)

223) J-Startup 기업은 J-Startup 홈페이지(https://www.j-startup.go.jp/startups/)에서 확인이 가
능하다.
224) 事業構想(2018), 「有望ベンチャーを「えこひいき」 経済産業省「J-Startup」の狙い」, 온라인 자료(검
색일: 2019. 11. 19).
225) 経済産業省(2018), 「J-Startup「政府の支援」一覧資料 日本語版」,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8.
14).
226) 事業構想(2018), 「有望ベンチャーを「えこひいき」 経済産業省「J-Startup」の狙い」, 온라인 자료(검
색일: 2019. 11. 19).
227) 이 밖에도 인바운드 제도로 해외 기업가의 체류자격요건을 완화해주는 Startup 비자제도나 멘토링
및 지역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주요 도시에 설치된 지원창구인 JETRO 글로벌 액셀러레이션 허
브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해외 우수인재들이 일본에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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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J-Startup 지원제도

청
요
원
원
지 부지
정

정부지원

협
력
지
원
의
뢰

민간지원

민간지원

자료: 経済産業省(2018), 「J-Startup ダウンロード用資料 日本語版」,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8. 14).

2) 오픈 이노베이션 관련 정책
2013년 일본재흥전략에서는 국내외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벤처 투자와
재도전 투자를 촉진하고자 기존 기업의 경영자원을 활용하는 오픈 이노베이
션228)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오픈 이노베이션의 주체는 대학ㆍ연
구기관, 대기업, 중소 및 벤처기업, 국가 및 지자체 등이 있다.229) 특히 사업기
업과 벤처기업 간의 연대는 큰 파급효과를 가져와 벤처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연대 수단 중 하나인 CVC 투자도 주목을
받고 있다(그림 4-7 참고). 이러한 정책적 목표에 기반하여 경제산업성은 대학
228) 경제산업성은 4차 산업혁명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물건과 정보사회와 기술, 생산자와 소비자 등
을 연결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Connected Industries’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내부 및 외부 기술인력과 노하우 등을 활용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혁신을 실
현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経済産業省 온라인 보도자료(2019. 4. 2
2), 「「事業会社と研究開発型ベンチャー企業の連携のための手引き(第三版)」を取りまとめました」 (검
색일: 2019. 8. 14).
229) JOIC, NEDO(2018), p. 17,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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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벤처230) 및 연구개발형 벤처와 대기업 간의 연대 강화를 위해 관련 데이터
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또한 연구개발세제 개정안을 통해 대기업과 벤처
기업이 공동연구를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오픈 이노베이션형 세제혜택을 확대
하였다.

그림 4-7. 벤처 생태계의 방향성

현재

목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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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계사례 증가

대학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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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법인
대기업과 벤처의 연계증가
리스크 머니 제공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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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급

대학
연구개발법인
대기업과 벤처의 연계부족
대기업

EXIT수단 다양화 및 벤처
성공사례에 의한 창업수 증가

IPO에 편중된 EXIT 수단

벤처

대기업

EXIT 수단 다양화(M&A 등)
CVC의 역할

VB정보·투자조건 부족

리스트 머니 부족
VC
엔젤투자가

CV활동 활성화에 의한
VB정보·투자조건소개
공동투자 증가

효과
파급

효과
파급

벤처

VC
엔젤투자가

우수 인재의 창업 증가로 인한
투자 경영지원 증가

자료: 経済産業省(2019a), p. 9.

우선 일본정부는 대학발 벤처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협력 기회
를 창출하고자 하였다.231) 경제산업성은 대학발 벤처기업들의 기본정보 및 특
230) 대학발 벤처기업은 다음의 5가지 벤처기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① 연구성과 벤처: 대학의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특허 또는 새로운 기술ㆍ비즈니스 수단을 사업화하
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벤처기업 ② 공동연구 벤처: 창업자가 가진 기술 및 노하우를 사업화하기
위해, 설립 5년 이내에 대학과 공동연구 등을 시행한 벤처기업 ③ 기술이전 벤처: 기존 사업 유지 및
발전을 위해, 설립 5년 이내에 대학으로부터 기술이전 등을 받은 벤처기업 ④ 학생 벤처: 대학과 관계
가 깊은 학생 벤처기업 ⑤ 관련 벤처: 대학으로부터 출자를 받는 등 대학과 깊은 관계가 있는 벤처기
업. 経済産業省(2019c), p. 2.
231) 대학과 정부 및 기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또 다른 제도로 일본 과학기술진흥기구(JST)에서 시행하
는 대학발 신산업 창출 프로그램인 START 프로그램이 있다. START 프로그램은 대학발 벤처의 창업
전 단계부터 연구개발ㆍ사업육성을 위한 공적 자금과 민간 부문의 사업화 노하우를 종합하여 지원하
는 제도이다. JST(2019), p. 2.
또한 최근 대학의 주식ㆍ신주예약권 취득을 활성화하여 대학발 벤처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정부는 2019년 1월 시행된 「과학기술ㆍ이노베이션 창출 활성화 관련 법률」에 국
립대학법인이 주식ㆍ신주예약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을 명기하고, 대학을 대상으로 주식ㆍ신주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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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인재, 자금 등을 포함한 데이터베이스를 웹사이트232)에 공표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19년 5월부터는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NEDO와 협력
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대기업, 액셀러레이터, 벤처캐피
털 등으로부터 대학발 벤처기업으로 인재 및 경영 지원과 자금 순환이 이루어
지기를 기대하고 있다.233)
둘째, 기존 사업기업과 연구개발형 벤처기업 간의 입장 차이를 극복하고 오
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수익 증가 및 비용 감소 혜택을 극대화하고자, 연구개발
형 벤처기업과 사업기업 간의 협력을 지원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일본
의 경우 벤처기업 성공사례가 부족하다고 지적받고 있는데, 대기업을 포함한 사
업기업과 벤처기업 간의 협력 부족이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경제산
업성은 2017년 사업기업과 연구개발형 벤처기업의 연대를 위한 안내서라는
협력 가이드라인을 초판을 거쳐 2018년 6월에 제2판, 2019년 4월에 제3판을
발표하였다(표 4-2 참고).
초판에서는 사업기업과 연구개발형 벤처기업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18개
의 ‘벽’을 정리하고, 자가진단 시트와 선행사례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
를 들어 협력하고자 하는 사업영역이 모호하여 전략책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
우, 오픈 이노베이션을 실천하고자 하는 영역을 세부단위까지 구체화한 필립
스, 자사가 강점이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벤처기업과 협력하고자 한 파나소닉,
오픈 이노베이션 전문조직으로 CTO(최고기술책임자)실을 설치하고 이를 중
심으로 협력이 필요한 사업영역을 명확히 한 고마츠의 사례를 참고할 것을 제
안하였다.234) 제2판은 기존 사업기업의 실무책임자를 대상으로 작성되었으
며, 사업기업 내 과제해결을 위해 벤처기업과 협력할 것을 제안하였다. 2019
년 4월 발표된 사업기업과 연구개발형 벤처기업의 연대를 위한 안내서(제3
약권 관련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과 유의점을 정리한 안내서를 발표하였다. 経済産業省(2019e).
232) https://univ-startups.go.jp/.
233) 経済産業省, 「大学発ベンチャー」,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9. 16).
234) 経済産業省(2017a), p.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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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을 통해서는 협력방안 중 최근 주목받고 있는 CVC에 대해 중점적으로 정
리하고 대응책을 제시하였다. 특히 제3판은 부서별(경영진, CVC, 사업부
/R&D, 지식재산법무부 등)로 현상 및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경
영진 측면에서는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단기적인 성과를 추구
하는 사고가 오픈 이노베이션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235)

표 4-2. 사업기업과 연구개발형 벤처기업의 연대를 위한 안내서 주요 내용
발행연도
초판

2017년

제2판

2018년

제3판

2019년

내용
기존 사업기업과 연구개발형 벤처기업 간의 협력에 방해가 되는
18개의 벽, 자가진단 시트, 선행 협력사례
기존 사업기업이 벤처기업과 협력을 해야 하는 이유,
협력에 있어서의 주요 사항 및 문제 대응책
CVC 활동의 중요성, CVC 추진상 과제와 대응책, CVC 활동 사례조사 등

자료: 経済産業省(2017a), pp. 2~3, p. 17; 経済産業省(2018a), p. 2; 経済産業省(2019a), p. 1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또한 일본정부는 연구개발비 세제를 통해서도 기존 기업과 벤처기업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자 하였다. 2019년 세제개정안에는 벤처기업에 대한 공제상
한을 인상하는 것236) 외에도, 기업이 벤처기업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
는 특별시험연구비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기존 20%에서 25%로 높이고, 공제
상한도 오픈 이노베이션형의 경우 법인세액의 5%에서 10%로 인상하여 혜택
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237)

235) 鮫島(2019. 6. 1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19. 12. 19).
236) 공제상한이 법인세액의 최대 40%에서 45%로 확대된 가운데, 벤처기업인 경우에는 최대 60%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経済産業省(2019f), p. 3.
237) 일본의 연구개발 세제는 총액형과 오픈 이노베이션형의 두 단계로 나뉘어 있다. 기존 세제에 의하면
오픈 이노베이션형의 경우 대학 및 특별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하는 경우 30%, 민간기관에 위탁연
구를 하는 경우 20% 추가 공제할 수 있었다. Ibid., p. 3,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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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랑스
가. 스타트업 현황
유럽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2010년대 들어 빠르게 성장하면서 미국 실리콘
밸리 수준의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 유럽 국가 중에서는 경쟁력을 갖춘 금융
산업을 기반으로 한 영국과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독일이 선두에 있다. 그러나
최근 프랑스의 테크 스타트업 성장세가 두드러지면서, 프랑스 파리는 유럽의
창업가들이 선호하는 도시로 런던, 베를린, 바르셀로나에 이어 4위를 기록했
다.238) 2016년 동 순위에서 파리가 13위를 기록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2년
사이에 9계단이 상승한 것이며, 스타트업 허브로서 프랑스 파리의 경쟁력을 보
여주는 것이다. 또한 Startup Genome(2019)이 발표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순위에서 파리는 꾸준히 순위가 상승하면서 2019년 9위를 기록하였으
며, [표 4-3]과 같이 유럽 도시들 중에서는 런던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표 4-3. 전 세계 상위 10대 스타트업 생태계 도시

실리콘 밸리
뉴욕
런던
북경
보스턴
텔 아비브
LA
상해
파리
베를린

순위
1
2
3-4
5
6-7
8
9
10

Change from 2017
0
0
0
1
0
0
3
0
2
-3

성과
1st
1st
1st
1st
1st
2nd
1st
2nd
2nd
3rd

자금지원
1st
1st
1st
1st
2nd
2nd
1st
2nd
1st
2nd

시장접근
1st
3rd
1st
5th
2nd
2nd
3rd
2nd
3rd
1st

연계성
1st
2nd
1st
5th
3rd
1st
4th
4th
2nd
1st

재능/인재
1st
2nd
2nd
1st
1st
2nd
3rd
1st
3rd
2nd

경험
1st
1st
2nd
1st
1st
2nd
2nd
3rd
3rd
3rd

지식
1st
2nd
1st
1st
2nd
1st
3rd
1st
2nd
4th

Growth Index
5
6
6
4
7
6
5
6
8
6

자료: Startup Genome(2019), p. 29.

238) European Startup Initiative(2018),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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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프랑스 테크 투자 추이
(단위: 백만 달러(좌축), 건수(우축))
4,500
4,000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0

2014

2015

2016

투자금액(좌축)

2017

2018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

투자건수(우축)

자료: La French Tech(2019), p. 7에서 발췌.

스타트업 창업가들이 프랑스에 관심을 갖는 주요 요인 중 하나는 스타트업
초기단계와 성장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문 개발인력이 풍부하다는 점
이다. 런던에 이어 파리에는 전문 기술인력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특히 스타트
업 허브로서 파리의 경쟁력이 점차 제고된 것도 유럽 이외의 국가에서 온 인재
들이 창업지로 파리를 선택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그림
4-8]과 같이 정부정책과 기술인력들이 프랑스로 모이면서 프랑스 내 테크 투
자도 최근 급증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 스타트업의 주요 분야는 정부가 특정 분야에 지원을 집중하는 톱다
운(top-down) 방식이 아니라, 기업이 자유롭게 자신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
를 사업화하면서 특정 분야가 활성화되는 보텀업(bottom-up) 방식으로 결정
되고 있다. 스타트업의 발전단계를 ‘성장(Growth) → 성숙(Mature) → 쇠퇴
(Decline)’로 구분할 때, 성장단계는 활발한 외부 투자와 함께 지난 5년간
9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한 분야로 인공지능, 데이터분석, 블록체인, 로보틱
스 분야가 해당된다. 성숙단계는 5년 동안 15.9%의 성장률을 기록한 분야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한 성장세가 나타나며, 핀테크, 사이버보안, 생명과학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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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마지막으로 성숙단계를 넘어 곧 쇠퇴할 것으로 보이는 스타트업 분야
에는 지난 5년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교육테크, 게임, 디지털미디어 등
이 있다.

나. 지원정책
1) 프랑스 정부의 ‘La French Tech’239)
프랑스 정부는 ‘디지털 공화국’을 목표로 스타트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La
French Tech’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2013년 올랑드 정부 당시 플뢰르
펠르랭 중소기업혁신디지털경제 담당장관의 주도로 시행된 La French Tech
는 정부 차원의 지원과 민간 부문의 자율이 혼합된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목
표로 하고 있다.240) 그중에서도 행정절차 간소화, 자문, 스타트업 네트워크 조
성, 투자자금 지원, 스타트업 비자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La French Tech가 처음 시행되었을 때 프로그램은 국내외 커뮤니티/
클러스터 설립(French Tech Hub, French Tech Poles), 인재유치를 위한
제도(French Tech Ticket, French Tech Visa)가 있었으나,241) 2019년 중
[표 4-4]와 같이 프로그램이 새롭게 개정되거나 추가되었다. 새로운 La
French Tech 프로그램을 유형별로 구분해보면 펀딩(자금지원), 조세지원, 성
장지원, 프랑스 스타트업 홍보행사 등이 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스타트업의 초
기성장 지원을 넘어 지속적인 성장세에 있는 스타트업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French Tech 120’과 ‘Next 40’ 프로그램, 스타트업 현장에서의 정부지원

239) La French Tech, “La French Tech,”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8. 15).
240) 김흥종, 오태현, 이현진(2018), p. 110.
241) 국내외 주요 도시 스타트업 커뮤니티ㆍ클러스터는 다음과 같다. 국내 스타트업 클러스터로 파리 이
외 13개 지역을 선정하고, 9개 핵심분야를 제시하였다. 또한 해외에는 북미지역(샌프란시스코, LA,
뉴욕, 몬트리올), 유럽(런던, 베를린, 밀라노, 바르셀로나, 모스크바), 아시아(서울, 도쿄, 북경, 상해,
선전, 홍콩, 대만, 베트남)에 French Tech Hub가 개설되었다. 프랑스 La French Tech 초기 정책
프로그램의 지세한 내용은 김흥종, 오태현, 이현진(2018)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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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프랑스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및 해외 유수 스타트업과 인재 유치를 위한
국내외 커뮤니티 지원기금,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비자 개선, 사회적 취약
계층 출신 창업가 지원 프로그램 등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표 4-4. La French Tech의 스타트업 지원 구분
프로그램
French Tech
Visa

주요 내용
- 해외 우수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반적인 비자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음
- 프랑스 스타트업에서 근무하는 인력, 창업가, 투자자들이 대상
- 4억 유로 규모의 스타트업 매칭 펀드로서, 혁신적인 기술력을 갖춘 젊은 창업

French Tech
Seed

가들을 지원
- 기업 스카우터들이 잠재력을 갖춘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투자자와 연결
- 선정된 스타트업에 25만 유로까지 지원

Crédit d’Impôt
Recherche
Evolutions
règlementaires
Correspondants
French Tech

- 스타트업의 경쟁력은 결국 혁신적인 기술의 보유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바, 연
구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조세감면제도
- 조세감면 규모는 연구개발 투자금액 규모에 따라 상이
- 2019년에 발효된 PACTE 법안은 프랑스 기업의 성장을 위해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
- 스타트업 지원 정책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운영되는 정부부처
내 담당자 네트워크 지원
- 40여 개 부처 및 공공기관의 담당자들로 구성
- French Tech Central은 Station F에 위치하고 있으며, 스타트업 공동공간으

FT Central

로 정부부처, 규제당국, 공공기관 담당자들이 상주하면서 스타트업을 지원
- 프랑스 정부 및 EU 차원에서 추진되는 스타트업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
한 교육 및 이해도 제고

French Tech
Chatbot
French Tech
Fonds
Accélération
Bourse French
Tech

- 스타트업을 온라인으로 지원하는 일명 ‘NOA’는 스타트업 운영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
-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액셀러레이터를 지원하기 위해 2억 유로 규모의 기금
조성
- 민간 투자회사를 통해 액셀러레이터를 직접 지원하거나 일반 투자기금과 공동
으로 액셀러레이션을 지원
- 기업가들이 사업 아이디어를 시장화하는 초기단계를 지원하기 위해 초기 스타
트업 운영비용을 일부 지원
- 최대 9만 유로까지 지원되며, 지금까지 약 3,000개 스타트업이 수혜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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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계속
프로그램
French Tech
Community
Fund
Next 40

주요 내용
- 테크 기업들의 커뮤니티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0만 유로를 무상으로 지원
- 전 세계에 위치하고 있는 100여 개 프랑스 정부의 테크 커뮤니티를 지원
- 프랑스 스타트업 중 가장 높은 성장세를 기록한 상위 40개 기업을 선정
- 이 기업들에 추가적으로 성장단계에서의 정부지원 정책 수혜기회가 부여
- 성장단계에 진입한 프랑스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120개 기업

French Tech
120

에 유례없는 지원을 제공
- 선정된 스타트업은 정부 및 공공기관의 전폭적인 지원의 우선대상이 되며, 매년
120개 기업(그중에서 Next40 선정)이 선정
- 프랑스 테크 생태계의 역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행사

La Scale Up
Tour

- 프랑스 대통령실, Bpifrance, Business France가 함께 프랑스 테크 생태계를
홍보하는 프로그램
- 프랑스 창업생태계에 대한 자연스러운 홍보를 위해 전 세계에서 40여 개의 유명한
투자회사를 초청하고 동시에 고성장단계에 있는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지원

French Tech
Tremplin

- 테크 기업인이 되는 데 장벽이 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제약요인을 극복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 Prep과 Incubation을 통해 우수한 인재에게 창업의 기회를 제공

자료: La French Tech, “Resource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9. 25).

가) French Tech 120 및 Next 40
스타트업의 성공 여부는 창업 초기단계에서 경쟁과 낮은 성공률을 극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지에 달려 있다. 많은 스타트
업들이 초기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비즈니스 모델화에 성공하더라도 지속적인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다.242) 정부가 초기단계뿐만 아니라 성장
단계에 있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이런 점에서 La French Tech는 성장률을 기준으로 상위 120대 핀테크 기업
(French Tech 120)과 상위 40대 기업(Next 40)을 선정하여 정부 차원의 지
원을 특화하였다.243) French Tech 120은 △ 글로벌 진출 △ 파이낸싱 △ 시
242) 프랑스 La French Tech의 Gaultier Brand-Gazeau(Head of International Cooperation)와
의 면담(2019. 10. 15, 프랑스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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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접근 △ 인재유치 △ 프랑스 행정기관의 지원이라는 다섯 개의 범주에서 혜
택이 주어지게 된다. 선정된 기업에는 프랑스 재무부가 기업의 시장접근을 지
원하기 위한 보증을 지원하거나, 지급결제와 관련한 자금부담의 경감, 해외에
서 유능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가족비자(family visa) 발급, 정부기관과의 계
약체결 기회 제공 등이 있다. 한편 French Tech 120개 기업 중 프랑스 경제와
사회에 긍정적이고 혁신적인 영향을 미친 40개 기업을 별도의 Next 40으로
선정하는데, 이 기업들은 국제무대에서 프랑스를 대표하여 참석하고 기업공개
(IPO) 시 Euronext의 지원을 받게 된다. Next 40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최근
3년간 투자유치 규모, 최근 3개년 최소 30% 이상의 성장세와 함께 전년도 매
출액 500만 유로 이상을 기록해야 된다. 2019년에는 UN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중 5개 항목 우수 기업을 선정하여 [표 4-5]와 같이 발표했다.244)

그림 4-9. 스타트업 생태계 주기

활성화

글로벌화

확대

표 4-5. 2019년 Next 40

alan, BackMarket, believe., bioserenity,

통합

재원 매력도

성과

글로벌

유니콘
비율

이민 제약

엑시트
비율
창업
초기
성공률

BlaBlaCar, Blade, Cityscoot, contentsquare,
deezer, DEVIALET, Doctolib, evaneos,
FINALCAD, FRICHTI, homeexchange, HR
Path, iAdvize, ivalua, JOBTEASER, Klaxoon,
Ledger,

ManoMano,

meero,

MIRAKL,

October, OPENCLASSROOMS, OVH, PayFit,

국내

recommerce, sendinblue, ShiftTechnology,
sigfox, TALENTSOFT, VadeSecure, Veepee,

유출

스
타
트
업
규
모
및
재
원

VestiaireCollective, Voodoo, wynd, Ynsect,
스마트업 경험

자료: Startup Genome(2017), p. 16.

younited credit
자료: La French Tech, “Next 4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10).

243) CNES(Centre National D’Études Spatiales), CNIL, DAE(Direction des Achats de l’État),
DG CCRF(DG de la Concurrence, de la consommation et de la répression des fraudes),
Douanes & Dorits Indierects, Ministére des Armées, Ministére de Travail, UGAP, URSSAF.
La French Tech, “FT12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10).
244) 순환경제 및 책임경제: BackMarket, 건강: Doctolib, 다양성과 성평등: Ÿnsect, 포용성: OpenCl
assroom, 환경: Ÿns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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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Correspondants French Tech
프랑스 스타트업 정책의 최대 강점은 팀 오피스가 후술하는 스타트업 캠퍼
스이자 클러스터인 Station F에 함께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창업을 원하거
나 초기단계에 있는 창업가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경쟁력만 갖추어서는
성공에 어려움이 따른다. 즉 기업을 운영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여러 가지
행정적ㆍ제도적ㆍ법적 규제와 가이드라인 준수가 요구되기 때문에 사업과정에
서 이런 고충이 해결되어야 한다. 이에 프랑스 정부와 유관기관은 워크숍이나
마스터클래스 등을 통해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조달이나 오픈 이노베이션 등을 통해 스타트업의 사업기회 창출에 적극 나
서고 있다. 또한 40개가 넘는 주요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담당자로 구성된 통
신원(correspondants)이 스타트업과 행정기관의 브리지 역할을 수행하면서
법제도 및 규제에 대한 정보, 스타트업 맞춤형 공공정책 마련, 정부기관과의 계
약체결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다) Scale-Up Tour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스타트업의 경쟁력 제고정책과 더불어 자체적인 행
사나 이벤트를 통해서 프랑스 스타트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프랑스 스타트업
생태계의 장점이나 경쟁력을 해외 기업가, 투자자, 금융기관에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프랑스 대통령실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Scale-Up Tour는 해외 투자자들에게 투자처로서 경쟁력을 갖춘 프랑스를 보
여주고 있다. 행사가 열리는 동안 프랑스 스타트업과 해외 투자자 간 미팅이 개
최되고, 엔젤투자는 물론 기업합병과 같은 거래 규모가 큰 논의도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라) French Tech Community Fund
프랑스 정부는 초기 프랑스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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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도시에 일명 ‘French Tech hub’로 불리는 사무소를 개설하고 현지에서 새
로운 비즈니스 수요를 파악하여 프랑스 스타트업에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
행했다. 이후에는 현지 기술인재 및 경쟁력을 갖춘 스타트업을 프랑스에 유치
하는 역할도 함께 수행함으로써 프랑스 스타트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를 위해 프랑스 정부는 200만 유로 규모의 재원을 마련하
여 전 세계 프랑스 스타트업 커뮤니티에 프로젝트별로 지원하고 있다.

2) 민간 스타트업 캠퍼스, Station F
가) Station F 목적
2017년 프랑스의 사업가이자 일간지 르 몽드(Le Monde)의 공동 소유주인
자비에르 니엘(Xavier Niel)은 프랑스 파리의 옛 철도부지에 스타트업 캠퍼스
인 Station F를 만들었다.245) Station F는 세계 최대 스타트업 공간으로, 분절
화되어 있던 스타트업 생태계를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함으로써 기업가의 혁신
적인 아이디어가 성공적으로 상품화 및 시장출시가 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Station F의 설립자인 자비에르 니엘은 사무공간, 숙소, 스포
츠 센터, 카페 등이 모두 집합되어 있는 공간을 조성했다.

나) Station F의 운영방식
Station F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파운더스 프로그램(Founders Program)
과 파이터스 프로그램(Fighters Program)으로, 스타트업이 직면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서로 공유하고 공동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집중된다. 특히 선
발된 스타트업에 멘토(mentor)가 개별적으로 지정되지 않고 스타트업이 서로
평등한 입장에서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파운더스 프로그
램은 월 195유로로 Station F의 사무실을 임대해주고, 스타트업 창업가를 지
245) Station F, “Press Ki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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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프로그램으로 Station F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파
운더스 프로그램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초기단계의 스타트업 창업가, 아이디어
의 구체화, 경쟁력 있는 기업가와의 만남 등이 요구된다. 반면 파이터스 프로그
램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창업가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민자, 난민을 비롯해
학력이나 출신에 상관없이 선발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별도의 임대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1년간 Station F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파이터스 프로그
램에 지원하는 자는 MBA 학위가 있으면 안 되며, 다른 요건은 앞서 언급된 파
운더스 프로그램과 일치한다. Station F에 입주하고자 하는 스타트업 기업을
선정하는 데 전 세계 100여 명 이상의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기업가들이 심사
를 맡고 있다는 점도 혁신성과 글로벌 다양성이 함께 제고되는 긍정적인 효과
를 창출한다.246)

다) Station F의 파트너 기업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Station F가 스타트업을 희망하는 기업가와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
가는 것은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파트너 기업으로 참여하면서 자사가 경쟁력을
갖춘 분야의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자체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타트업이 같은 공간에서 글로벌 기업들의 액셀러레이팅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은 창업생태계 조성에 큰 경쟁력을 부가하는 요소라 할 수 있다.
대기업들은 자신들이 경쟁력을 갖춘 분야의 창업가 및 기업가를 위해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경영관리, 마케팅과 같은 사업운영을 위한 노하
우부터 초기 투자자 유치를 위한 발표능력 코칭까지 전 분야에 걸쳐 스타트업
을 지원하고 있다.

246) Station F, “Selection Board,”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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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주요 파트너 기업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기업
페이스북
(Facebook)

지원 분야
혁신, 데이터, 개인정보

네이버

미래 신제품(VR/AR,

(Naver)

Mapping) 개발

LVMH

럭셔리제품 개발

로레알
(L’Oréal)

뷰티테크, 화장품

하바스

광고, 마케팅

(Havas)
방트프리베
체인액셀러레이터
(Chain

주요 지원내용
전문가 멘토링, 비즈니스 모델 설계,
시제품 제작지원
맞춤형 멘토링
맞춤형 교육, 코칭, 네트워킹
맞춤형 멘토링, 글로벌 규모의 협업,
관련 기업 네트워킹
마케팅 전략 설계,
사내 그룹 커뮤니티 구축
공동 세션 진행,

패션, 기술, 소매

프로젝트 투자 가능성

비즈니스 모델 개발,

블록체인기술 비즈니스 모델 개발지원,

교육, 마케팅

멘토링

Accelerator)

자료: Station F, “Startup Program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9. 25).

라) Station F의 경쟁력
Station F가 빠르게 스타트업을 위한 허브로서 경쟁력을 확보해나간 배경에
는 한 공간에 창업가, 투자자, 담당 공공기관 등이 함께 모여 있다는 점이 있
다.247) 즉 창업가들이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에 맞는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여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하기 위해서는 창업가,
투자자, 정부기관의 능력이나 자금력, 지원 중 어느 하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서로 유사한 업종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의 스타트업이 한곳에 모여 있으면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큰 장점으로 부각된다. 이
때문에 Station F는 민간 주도로 설립되었으나, 관련 정부기관도 같은 공간에
입주함으로써 테크 기업을 모이게 하는 일종의 ‘장(場)’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Station F를 중심으로 주변지역에 창업자를 위한 주거시설까지 제공함으로써
247) Station F에는 1,000개가 넘는 스타트업을 비롯해 30개 이상의 프로그램, 35개의 정부기관 및 40
여 개의 투자기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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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곳에서 생활과 사업이 모두 가능하도록 했다는 점은 기존 스타트업 클러스터
를 넘어서는 시도라고 평가된다.

3) 스타트업 콘퍼런스, Viva Technology248)
프랑스가 스타트업 기업가들로부터 인기가 높다는 점은 그만큼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데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다는 점을 방증한다. 그중의 하나가 외부의
투자자와 기술인재의 네트워크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최근 스타트업 허브도시
들은 자체적인 브랜드의 스타트업 콘퍼런스를 매년 개최하고 있는데, 프랑스에
는 Viva Technology가 있다.249) 전 세계 스타트업 및 주요 기업과 학계의 인
사들을 초청해 기술, 혁신, 비즈니스에 관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
고 네트워킹을 할 수 있도록 한다.
2016년 이후 매년 개최되는 Viva Technology는 프랑스가 글로벌 테크 분
야에서 중요한 국가로 부상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2017년 대통령 취임 이후 스타트업에 대한 정
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으며, 2019년 Viva Technology 행사에 참
여하여 전 세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프랑스 스타트업 생태계 및 스타트업 경
쟁력을 적극 홍보하기도 했다.

4. 소결
미국에서 스타트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스타트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인적자본, 기술혁신, 벤처캐피털 등의 요소들이 서로 효율적으로 상호작용하

248) Viva Technology, “What is Viva Tech?”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9. 25).
249) 핀란드의 대표적인 스타트업 콘퍼런스인 ‘SLUSH’는 창업가정신, 기업운영 노하우, 투자방법, 최신
기술 트렌드가 논의되고 네트워킹 및 사업구상의 장을 마련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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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미국 대학의 경우 교수가 회사
를 창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데, 이는 학생들의 취업기회를 넓
히고 지역사회에 기여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벤처캐피털은 기술개발에 전
념하는 창업가들에게 충분한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사업
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고 있다. 또한 발달된 자금회수 시장의 존재
는 스타트업 기업들로 하여금 투자금의 회수를 용이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투
자금 회수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해줌으로써 스타트업 생태계의 선순환에 중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250)
미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스타트업 분야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이버보안,
생명과학, 디지털 헬스이며, 인공지능의 경우 10년 후에도 가장 주목받는 분야
로 남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스타트업들은 ‘유능한 인재확보’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으며, 그다음으로 종업원 건강보험 비용, 사이버보안
정책 등을 들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미국과 중국 간 무역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특허소송’은 순위에서 밀려나고 대신 ‘국제무역’이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였다
는 점이다.
스타트업에 자금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벤처캐피털의 투자액은
2018년 역대 최대치(1,309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한편 2015년 이후 벤처캐
피털의 투자금액은 늘고 있으나 거래 건수는 감소하는 현상이 스타트업 초기단
계에서부터 성숙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다. 벤처캐피털의
입장에서는 금액이 큰 투자가 관리 비용과 투자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금액이 큰 투자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벤처캐피털이 기술기반 초기 기
업에 대한 ‘모험자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현상은 질적인 측면에서 바
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은 대기업이 재무적ㆍ전략적 목적을 위해 벤처기업에 지분참여 등으로 투
자하는 방식인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털(CVC: Corporate Venture Capital)’
250) 김규판 외(2017), p.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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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거래 비중(금액 기준)이 전체 거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확대
되었다.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털의 비중이 지난 몇 년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는 것은 투자기업과 벤처기업 간 긴밀한 관계 형성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을 시사한다.
한편 미국정부는 혁신기술 개발을 위한 지원을 추진해왔는데, 2011년 오바
마 행정부가 추진한 ‘Startup America Initiative’, ｢JOBS법｣이 대표적인 사
례이다. 정부는 R&D 투자가 상업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스타트업 기업을 간
접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민간은 스타트업과 대기업(또는 멘토)이 협력하여 혁
신을 주도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이전 정부에서 추진
하던 정부 주도의 혁신지원 정책은 동력을 잃게 되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혁신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을 중단하고 고급 기술인력에 대
한 비자(H-1B) 심사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은 고급
인력과 그 가족들의 미국 정착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이들을 미국이 아닌
캐나다 토론토와 같은 대체 도시로 이동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
편 IT 기술이 국가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도 고
급 기술인력 모집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020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실리콘밸리
기업들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여갈 것으로 전망된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
령이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거대 IT 기업들이 2020년 선거조작을 시
도하고 있으며, 이들은 모두 민주당에 편향되어 있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
문이다. 한편 2020년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민주당 주요 인사들도 시장
독점 문제 등으로 실리콘밸리 기업들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실리
콘밸리 기업에 대한 규제의 강도는 향후 몇 년 동안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벤처캐피털 투자 수준이 낮고 유니콘 기업 수가
적은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스타트업 생태계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
히 일본의 초기창업활동지수(TEA)는 48개국 중에 44위를 기록하여 일본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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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에 대한 두려움이 높고 롤모델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최
근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한 제4차 스타트업 붐이 일어나고 있으며 CVC 투
자가 확대되고 젊은 창업자가 증가하고 있다. 한시적으로 끝난 과거 스타트업
붐과 달리 최근 시작된 제4차 스타트업 붐은 일본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에 대
한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으며, 일본정부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을 시행하고 있는 중이다.
우선 일본정부는 대학발 및 연구개발법인발 벤처 수를 2016년도의 2배 수
준으로 끌어올릴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GDP 대비 벤처 투자액 비율을
세계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유니콘 또는 상장 벤처기업을 2023년까지 20개 설
립하고자 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J-Startup 정책이
있다. 이미 어느 정도 성장한 스타트업 기업들이 대상이며, 파나소닉이나
KDDI를 포함한 대기업들과 VC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돋보인다. 해당 정책
아래 정부와 민간 서포터들은 J-Startup 기업들이 거대 벤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별로 필요한 지원을 다방면으로 제공한다. 이를 통해 일본은 성
공한 거대 벤처기업이 또 다른 신생 벤처기업에 대해 투자하거나 일본 내 창업
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하여 도전을 장려하는 문화를 구축하는 데에 도
움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일본정부는 대기업, VC 및 액셀러레이터, 대학 및 연구기관 간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촉진하기 위해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 대학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설립된 대학발 벤처의 주요 기술, 인재 등의 기업 데이터를 대
중에게 공개하고 있다. 이 밖에도 사업기업과 연구개발형 벤처기업의 협력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성공사례를 정리하여 보고서를 발
간해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가장 최근 발간된 보고서는 대기업
CVC 활동의 중요성과 과제 및 대응책 등을 담고 있다. 또한 대기업이 대학, 연
구기관, 연구개발형 벤처 등과 함께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세제혜택을 얻을 수 있다. 이처럼 산학연 간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장려하여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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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우수 대학 및 연구기관의 혁신적인 기술을 사업화 및 발전시킨다는 점에서
일본 스타트업 생태계의 질적인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프랑스 스타트업 정책의 핵심은 정부정책인 ‘La French Tech’와 민간 스타
트업 캠퍼스인 ‘Station F’로 요약된다. 2013년 시작된 La French Tech를
통해 정부 차원에서 스타트업 생태계 및 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정책
이 추진되면서 프랑스는 글로벌 스타트업 허브의 이미지를 구축해가고 있다.
La French Tech는 파이낸싱, 인력유치, 성장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등을
통해 스타트업 창업을 희망하는 기업가들이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편 2017년에 설립된 Station F는 정부가 아닌 민
간 사업가가 설립한 스타트업 캠퍼스로 프랑스 스타트업 생태계의 대표적인 브
랜드로 평가받고 있다. 스타트업 기업, 투자자, 글로벌 대기업은 물론 프랑스
La French Tech 팀이 입주해 있으며, 네트워킹은 물론 스타트업 기업들이 사
업추진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ㆍ제도적ㆍ금융적 문제점이 신속
히 현장에서 접수되어 처리될 수 있는 강점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프랑스의 스
타트업 정책은 정권교체에 제약을 받지 않고 일관성 있게 추진되고 있으며, 대
통령이 직접 스타트업 관련 정책과 투자기금 마련, 콘퍼런스에 참여하는 적극
성을 보이는 것도 프랑스 스타트업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
표적인 스타트업 콘퍼런스인 ‘Viva Technology’를 통해 프랑스 대통령이 글
로벌 대기업들의 CEO들에게 프랑스 스타트업을 홍보하고 투자를 독려하는 것
이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는 그동안 항공우주기술이나 의약산업 등에서 경쟁력을 갖추었음에
도 불구하고 디지털이나 혁신과는 다소 동떨어져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
나 프랑스의 스타트업 정책은 기존 프랑스 산업의 전환을 통해 디지털 시대의
경쟁력을 한 단계 올려놓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부와 민간 부문의 상호 유
기적인 노력은 프랑스를 새로운 글로벌 스타트업 허브로 전환시키고 있다. 프
랑스 정부는 2013년 La French Tech 정책을 시작한 후 2019년에 새롭게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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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을 다변화했다. 초기에는 국내 스타트업 핵심도시와 글로벌 허브를 구축
하고 인재유치를 위한 비자제도를 통해 프랑스를 중심으로 하는 스타트업 생태
계를 구축했다면, 2019년에는 스타트업의 성장 인센티브와 홍보 등을 강화하
였다. 스타트업 육성이라는 기본 원칙을 중심으로 정책의 다변화를 추구한 것
으로 프랑스의 스타트업 생태계 경쟁력을 제고할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민간
부문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스타트업 캠퍼스와 콘퍼런스에 자연스럽게 프
랑스 정부가 참여하는 것도 해외 투자자 및 기술인재와의 네트워크 형성에 긍
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국가 차원의 대표적인 스타트업 콘퍼런스 또는 홍보
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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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주요국의 핀테크 정책

1. 미국
2. 일본
3. 영국
4. 소결

1. 미국
가. 핀테크 현황
금융 강국인 미국은 핀테크 분야에서도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핀테크 산
업을 선도하고 있다. 2018년 기준 100대 선도 핀테크 기업 가운데 미국은 18
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영국(12개), 중국(11개),251) 호주(7개), 싱가포르(6개)
등의 국가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252)
2018년 미국에서는 핀테크 부문에 75억 달러253) 이상의 민간투자가 이루
어졌는데, 이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결제(payments), 인슈어테크, 디지털 투자
관리, 디지털 렌딩(digital lending),254) 은행 기술(banking technology),
금융 미디어 및 데이터 솔루션(financial media and data solutions)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255)
핀테크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미국 금융시장의 판도를 가장 크게 변화시키고
있는 것은 대출 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P2P 대출256)의 증가로 인
하여 기존 은행들은 자금 중개자로서의 역할이 약화되고 있다. [그림 5-1]은
2013년 이후 개인대출에서 핀테크가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높아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에 따라 미국 내에서 개인대출 상환 불이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257) 실제로 전체 개인대출에서 핀테크 개인대출이 차지하
251) 중국은 상위 5대 핀테크 기업 가운데 3개를 보유할 정도로 선두권에 많은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
252) KPMG and H2 Ventures(2018), “The Fintech100 – announcing the world’s leading fintec
h innovators for 2018,” p. 6,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6. 10).
253) 2018년 12월 11일까지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S&P Global(2019), “Survey Of A Maturing US
Fintech Landscap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6. 10).
254) 결정 자동화, 포트폴리오 관리, 융자 처리, 리스크 및 컴플라이언스 관리, 융자 관리, 비즈니스 프로
세스 관리 등의 분야를 다루고 있다.
255) S&P Global(2018), “2018 US Fintech Market Report,” p. 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6. 10).
256) P2P금융은 다양한 종류의 자금 수요자(Peer)와 투자자(Peer)를 온라인에서 연결하는 중개와 여신
의 기능이 융합된 새로운 형태의 금융산업이다.
257) 전체 개인대출에서 핀테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0.9%에 불과하였으나, 2017년에는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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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비중은 2011년 1.9%였으나 3년 후인 2014년에는 16.4%까지 늘어났으며,
2015년에는 은행(26.9%), 금융회사(22.7%), 신용조합(22.2%)을 제치고 핀테
크(28.3%)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는 2017년까지
이어져 2017년 개인대출에서 핀테크가 차지하는 비중은 36.2%까지 늘어났다.

그림 5-1. 미국 금융기관별 개인대출 비중 추이

100%
80%
60%
40%
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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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은행

2012

2013

신용조합(Credit Union)

2014

2015

2016

금융회사(Finance Company)

2017
핀테크

자료: Quartz(2018), “Fintech firms account for a growing share of US personal loan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6. 12).

골드만삭스와 같은 투자은행들의 경우에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투자은행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자 기관과 고액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하던 기존
의 사업에 어려움을 느끼고, 핀테크 기술을 활용하여 소매(retail)까지 사업영
역을 확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골드만삭스와 애플은 파트너십을 맺고 아이폰
과 연동되는 신용카드인 ‘애플카드(Apple Card)’를 공개(2019년 3월)하였
다.258) 골드만삭스와 애플의 파트너십은 전통적인 대형 금융기관의 암호화폐
까지 확대되었다. Quartz(2018), “Fintech firms account for a growing share of US personal
loan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6. 12).
258) “Goldman’s Apple pairing furthers bank’s mass market ambitions”(2019. 3. 27),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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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pto fintech) 시장 진입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골드만삭스는 사
업영역을 자연스럽게 소매까지 확대할 수 있고, 애플도 핀테크 기술의 잠재력
에 투자해온 골드만삭스와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다. 즉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서로 협업하면서 향후 데이터 산업, 디지털 자산
관리 등으로 서비스 고도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골드만삭스의 예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미국 대형 은행들은 핀테크 기업을
직접 인수하거나 핀테크 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맺어 전 분야에 걸쳐 사업 효율
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 은행들은 다른 경쟁 은행들이 이미 투자
한 핀테크 기업에도 중복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KENSHO(금융 인공지능),
visible alpha(리서치 플랫폼), AXONI(블록체인 솔루션), SYMPHONY(메시
징 플랫폼)259) 등의 기업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 은행의 디지
털 전환이 아직 자체적으로 성숙한 단계에 이르지 못했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5-1. 미국 주요 은행의 부문별 핀테크 투자 현황
은행

핀테크
분야
회계 및
세금

골드만삭스

씨티은행

JP모건체이스

모건스탠리

웰스파고

∙ SCALE
∙ billtrust

FACTOR

∙ Billcom

-

∙ canopy

∙ C2FO

자동화

∙ AUTOMATION

소프트웨어

ANYWHERE

-

-

-

-

∙ AXONI
∙ BitGo
블록체인

∙ SETL

∙ Digital Asset ∙ Digital Asset ∙ Digital Asset
∙ AXONI

∙ Chain

∙ CIRCLE

∙ Cobalt

∙ AXONI

-

∙ r3
∙ AXONI

∙ r3

259) 심포니(SYMPHONY)는 재무서비스 전용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으로 골드만삭스에서 내부 메시징
시스템으로 처음 개발되었으나 이후 금융회사가 고객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도구로 확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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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계속
은행

핀테크
분야

골드만삭스

씨티은행

JP모건체이스

모건스탠리

웰스파고

∙ visible alpha ∙ KENSHO
데이터
분석

보험

개인 금융

자산관리

∙ Eigen

∙ PERSADO

∙ KENSHO

∙ visible alpha

∙ DataFox

∙ AYASDI

∙ PERSADO

∙ SELERITY

∙ prima
∙ oscar
∙ uala
∙ compareAsia
∙ FOLIO
∙ motif

-

∙ KENSHO

∙ KENSHO

∙ mosaic

∙ visible alpha

-

∙ ZhongAn
Insurance

∙ KENSHO
∙ visible alpha
∙ ALTX

-

∙ claritymoney
∙ smartasset

∙ Dave

-

-

∙ motif

-

-

∙ Linkable
∙ Betterment

∙ openfin
∙ SYMPHONY ∙ SYMPHONY ∙ ACCESS
∙ PLAID
자본시장

∙ PLAID

FINTECH

∙ CURVEGLOBAL ∙ CURVEGLOBAL ∙ SYMPHONY

소프트웨어 ∙ IPREO

∙ TRADEIT

∙ CURVEGLOBAL

∙ TRADESHIFT ∙ mDAQ

∙ investcloud

∙ SmartStream ∙ InvestLab

∙ SmartStreme

∙ SYMPHONY
∙ ERIS Exchange
∙ eleni

∙ SYMPHONY

∙ iCapital
∙ SmartStream

∙ Cloud9
∙ nav
∙ neyber
대출

∙ JUMO
∙ EVEN

∙ BlueVine

∙ scratch

∙ FASTPAY

∙ PROSPER

∙ LU.com

∙ FASTPAY

∙ Financeit
∙ MARQETA
∙ veem
∙ SESAME
지급 및
결제

∙ paidy
∙ momo
∙ nanoPay
∙ nmi
∙ Square

∙ highradius
∙ ondot

∙ LevelUp

∙ PPRO

∙ TouchBistro

∙ ViVOtech

∙ GOPAGO

∙ Square

∙ Square

-

∙ TRANSACTIS

∙ Aquilon

∙ Aquil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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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계속
은행

핀테크
분야

골드만삭스

씨티은행

JP모건체이스

∙ UNISON

∙ ROOSTIFY

모건스탠리

웰스파고

-

-

∙ better
부동산

∙ MFS
∙ Trussle
∙ CADRE
∙ ACADIASOFT

레그테크

∙ droit

(RegTech) ∙ Digital

∙ ACADIASOFT
∙ JUMIO

∙ ACADIASOFT ∙ ACADIASOFT ∙ droit

Reasoning
공급망

∙ NYSHEX

-

-

-

-

주: 2012년부터 2018년 11월 6일까지의 데이터를 사용.
자료: CB Insights(2019), “Where Top US Banks Are Betting on Fintech,”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6. 13).

미국은 투자 및 자산운용과 관련된 핀테크 기업에도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
고 있다. 2018년 미국 핀테크 투자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디지털 투자 관리에
가장 많은 ‘횟수’의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투자금액 측면에서도 결제, 인슈어테
크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다.260) 한편 이 부문의 스타트업 기
업들은 다른 부문의 스타트업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숙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61) 투자 및 자산운용과 관련된 새로운 아이디어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스타트업 기업들이 진입하고 있다는 것은 이 분야에 혁신이 일어
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투자 및 자산운용 관련 기술 가운데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s)가 가
장 주목을 받고 있으며, 관련 시장의 규모도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
다. 로봇 자문 시장의 운용자산 규모는 2017년 1,810억 달러에서 2022년
6,080억 달러 규모로 매년 평균 27%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262)

260) S&P Global(2019), “Survey Of A Maturing US Fintech Landscape,” p. 4, 온라인 자료(검색
일: 2019. 6. 10).
261) Ibid.
262)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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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어드바이저는 온라인 환경에서 개인 맞춤형 자산 배분전략을 제공함으
로써 직접 사람을 마주하고 상담할 때와 비교하여 수수료가 저렴하며 소액으로
투자할 경우에도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수수료가 매우 낮다는 것은 수익
성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고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새로 증권 및 자산
운용 부문에 진입하는 핀테크 기업의 경우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기업을 빠르
게 성장시키기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다시 말하면 향후 디지털 투자 관
리 부문에서는 많은 고객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대형 자산운용사나 이미 시장
을 선점한 핀테크 기업들의 성장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2017
년 로보어드바이저 시장의 약 70%(운용자산 기준)가 뱅가드(Vanguard), 찰스
슈왑(Charles Schwab)과 같은 기존의 대형 자산운용사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263)
2010년대 초에 베터먼트(2010년), 웰스프론트(2011년), 퍼스널 캐피털
(2011년)과 같은 자산관리 스타트업이 등장하였을 때만 해도 비대면 로보어드
바이저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비대면만으로는 고액 자산가
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어렵고, 로보어드바이저가 제공해주는 포트폴리오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을 때 이를 설명해줄 수 없다는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하
였다. 또한 개인 재무설계, 부동산, 세무, 상속 등 다양한 영역을 고려한 종합적
인 자문을 제공할 필요성도 느끼게 되었다. 따라서 최근에는 로보어드바이저와
사람이 제공하는 재무설계 서비스를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로보어드바이저가
주목받고 있다. 베터먼트 인스티튜셔널(Betterment Institutional), 웰스프론
트의 웰스심플(Wealthsimple), 퍼스널 캐피털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미국 금융 부문이 핀테크 기술을 활용하여 빠르게 디지털로 전환되면서 기
존의 인력들이 축소되고 IT 인력이 보강되는 등 인적자원 관리에도 변화가 나
타나고 있다. 골드만삭스의 경우 복잡한 트레이드 알고리즘을 효율화하면서
263) S&P Global(2019), “Survey Of A Maturing US Fintech Landscape,” p. 5, 온라인 자료(검색
일: 2019.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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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600명에 달하던 주식 매매 트레이더가 2017년에는 2명만 남게 되었
다.264) 대신 그 빈자리는 자동화 거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한
200명의 IT 인력들이 차지하게 되었다. 증권 및 자산운용사들은 플랫폼 개발,
오퍼레이션, 주식(equity) 등 여러 부문에서 IT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어
이들을 채용하기 위하여 경쟁업체들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등 유인을 제공
하고 있다.
미국은 인슈어테크 관련 스타트업 기업 보유와 투자금액에 있어 다른 국가
를 압도하고 있다. 전 세계 인슈어테크 스타트업 기업은 1,516개(1998~ 2018
년 6월 기준)로 이 가운데 거의 절반(770개)을 미국이 보유하고 있다.265) 영국
이 127개로 두 번째로 많은 기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도(66개), 독일(49개),
프랑스(16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266) 미국 인슈어테크 스타트업 기업을 부
문별로 살펴보면 보험운영(259개)과 관련된 기업이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
로 고객확보(236개), 개인보험(186개), 상업보험(79개), P2P보험267)(10개)
순으로 나타났다.268) 투자금액의 경우에도 전 세계 인슈어테크 투자(125.2억
달러)의 63%(78.8억 달러, 1998년~2018년 6월 기준)가 미국에 투자되고 있
다.269) 미국 다음으로 중국(10.8억 달러)에 많은 금액이 투자되고 있으며, 네
덜란드(5.3억 달러), 버뮤다(5.3억 달러), 인도(4.2억 달러) 등의 순으로 나타
났다.270) 보험운영 부문에 가장 많은 스타트업 기업이 있고 투자도 몰리고 있
다는 것은 보험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함으로써 사업기회를 확대할 여지가 많이
남아 있음을 시사한다.
미국 인슈어테크 부문에서 스타트업과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264) ZeroHedge(2017), “Goldman Had 600 Cash Equity Traders In 2000; It Now Has 2,” 온라
265)
266)
267)
268)
269)
270)

인 자료(검색일: 2019. 6. 14).
Deloitte(2018), “InsurTech entering its second wave,” p. 8,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6. 17).

Ibid.
P2P(Peer-to-Peer) 보험은 동일한 위험 보장을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 상호 보장하는 형태를 취한다.
Deloitte(2018), “InsurTech entering its second wave,” p. 8,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6. 17).
Deloitte(2018), “InsurTech entering its second wave,” p. 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6. 17).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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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의 용이성(simplicity)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온라인 채널 이동, 보
험 서비스의 변화 가속화, 새로운 보험시장 창출 등의 요인이 작용하고 있기 때
문이다. Lemonade, Oscar 등 많은 인슈어테크 스타트업들은 쉽고 빠른 보험
가입 및 보험금 수령을 강조하며 시장점유율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이들은 프
로세스를 단순화, 자동화하고 고객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존 대형 금
융기관과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공유경제의 발달과 같은 경제환경 변화도
새로운 보험시장을 창출하고 있다. 예를 들어 Slice Insurance는 숙박공유사
이트를 통해 자신의 집을 빌려줄 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보장하는 상품을 출
시하였는데, 모든 절차가 온디맨드(주문자 맞춤형)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인슈어테크 스타트업들의 사업 확장에 위기감을 느낀 대형 보험회사들
이 합병, 인수 등을 통해 보험가입자 수를 늘리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신기술에
대한 이해 없이 합병과 인수가 성공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대형 건강보험회사인 앤섬(Anthem)과 시그나(Cigna)의 합병은 독과점 우려
로 무산(2019년 2월)271)되었으며, 에트나(Aetna)와 휴마나(Humana)의 인
수 노력도 결국 독과점 우려로 실패(2017년 2월)272)로 끝났다. 따라서 미국 대
형 보험회사들은 핀테크 기업들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의 업무방식을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전환하는 방식 등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271) “Anthem, Cigna Joust for Billions in Court Clash Over Failed Deal”(2019. 2. 23),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6. 19).
272) Aetna(2017), “Aetna and Humana Mutually End Merger Agreemen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6. 19).

제5장 주요국의 핀테크 정책 • 189

표 5-2. 미국의 인슈어테크 스타트업
스타트업

주요 사업
∙ 건강보험 플랜 제공(증세에 따른 질병 목록 나열 및 관련 의사 명단 제공,
무료 원격진료 서비스, 일반약 처방비용 무료)
∙ 의료서비스 소비자들이 의료기관 방문 전 Oscar(보험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의료기관에 대한 영향력을 높일 수 있음

Oscar

∙ 소비자 분쟁 청구의 93%가 자동으로 판결(auto-adjudicate)되고 있으며,
99%의 정확도로 지불되고 있음273)
∙ 25만 명(2018년 기준)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기업 가치는 32억 달
러에 이름274)
∙ 구글의 모기업인 Alphabet은 Oscar에 3.75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
(2018년 8월)
∙ 2017년 3월 테슬라 오토파일럿 기능을 사용한 거리만큼 보험료를 할인해

Root

주는 보험상품 출시
∙ 22개 주에서 적용되고 있으며, 기업 가치는 10억 달러에 달함275)
∙ 운전습관, 엔진상태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메트로놈(Metronom) 장치를

Metromile

무료로 지급하고, 주행거리만큼 보험료를 과금
∙ 9개 주에서 운영
∙ 주택보험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 앱을 통해 직접 소비자와 접촉

Hippo Insurance

∙ IoT 기술을 활용하여 미리 소비자에게 위험요인(지붕 물받이 청소 등)을 알
려줌
∙ 17개 주에서 운영276)

Groundspeed
Analytics

∙ AI, 데이터 솔루션을 활용하여 상업용 보험 분석 서비스를 제공
∙ 사업 확장(Series B 단계)을 위해 3,00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2018년 7월)
∙ 데이터 분석, 사용자 온라인 편의성 강화 등을 통해 저렴한 가격과 빠르고

Pie Insurance

친절한 서비스 구현
∙ 2017년 설립되어 24개 주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사업 확장(Series B 단
계)을 위해 4,50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2019년 3월)277)
∙ 리스크 분석 솔루션을 통해 온라인으로 10분 이내 생명보험 가입

Ethos

∙ 사업 확장(Series B 단계)을 위해 3,50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2018년
10월)
∙ 미용, 피트니스, 사진 및 비디오, 보육시설, 청소 등 특수 직군에 특화된 보

Next Insurance

험상품 판매
∙ 개인 트레이너는 Facebook 메신저를 통해 보험 가입 가능(챗봇 활용)

273) Oscar(2019), “Taking the Best Care of Our Members: Oscar 2018,”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6. 18).
274) CNBC(2018), “Oscar Health, Josh Kushner’s health insurance start-up, raises $165 mill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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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계속
스타트업

주요 사업
∙ 모바일 앱을 통해 가상의 직원(챗봇)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보험 가입(평균

Lemonade

90초) 및 보험금 수령(평균 3분)278)
∙ 2016년 9월 창업하여 22개 주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기업 가치는 20억
달러에 달함279)
∙ 주택소유자들이 휴대전화로 챗봇(Nikabot)과 상담하며 어떤 물건이든 합리

Kin Insurance

적인 가격에 보험을 들 수 있음
∙ 2017년 설립되었으며 4개 주에서 운영되고 있음
∙ 시장개척(Series A 단계)을 위해 1,30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2018년 6월)

자료: FINSMES(2018), “Ten Startups Changing The Insurance Industry in US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6. 18).

나. 지원정책
미국정부는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
으며 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금융산
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왔다. 미국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전통적인 금융기관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요인 가운데 하나로 작용하였으며, 수익성을 확보해야 하
는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사업기회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미국의 핀테크 산업이 전 세계를
선도할 정도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한 스타트업 인
프라, 첨단 금융기법,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
등을 이미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from Alphabet and other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6. 18).
275) “Root Insurance”(2019. 2. 4),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6. 18).
276) Hippo, “About Hippo,”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6. 18).
277) “Pie Insurance Raises $45M To Carve Out Workers’ Compensation Market”(2019. 3. 6), 온
라인 자료(검색일: 2019. 6. 19).
278) Lemonade, “Forget Everything You Know About Insuranc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6.
19).
279) Fintech Futures(2019), “Lemonade valued at $2bn following $300m funding round,” 온
라인 자료(검색일: 2019.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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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 4월 크라우드 펀딩 허용, 기업 공개 활성화 유
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인 ｢JOBS법｣에 서명함으로써 스타트업 기업
들이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에서 간단히 언급하였지만 미국은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일반
적으로 핀테크 기업들은 네거티브 리스트에 없을 경우 법률이 정한 테두리 안에
서 어떤 비즈니스도 할 수 있다. 그러나 핀테크와 같은 혁신기업들의 사업은 그
특성상 합법의 테두리 내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
이 경우 핀테크 기업들은 증권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선물위원회(CFTC: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와 같은 금융당국에 사업의 합법성 여부를 의뢰하게 된다. 미국 금융당국은 의뢰
받은 내용을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280) 해석(interpretive), 자문
(advisories) 등의 형태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핀테크 기업들의 불확실
성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정부가 금융 부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거나 개정하면서 규제의 복잡성이 확대되었다. 따라서 금
융감독기관이 규제를 모니터링하거나 금융회사가 규제에 대응하는 데 비용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금융감독기관과 금융회사들은 비용을 줄
이기 위해 레그테크(RegTech: Regulation Technology)를 도입하고 있다.
315개의 레그테크 회사를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69개)은 영국(84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레그테크 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81) 미
국 69개 레그테크 기업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컴플라이언스282)(33개)가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관리 및 통제 확인283)(17건), 리스크 관리(8건), 거래 모

280) 신규 사업 등 법적 공백이 있는 영역에서 특정 행위의 제재 여부에 대한 금융당국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질의할 수 있다.
281) Deloitte(2019), “RegTech Univers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9. 6).
282) 준법, 내부통제 등을 위한 일련의 절차, 시스템을 의미한다.
283) Identify Management and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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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터링(7건), 규제보고(4건)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융기업들은 강화되고 있는 규제를 준수하고 이와 관련된 비용을 절
감하기 위해 정보기술을 활용하는 레그테크를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실제로
JP Morgan, HSBC, Deutsche Bank와 같은 글로벌 은행들은 규제 준수와 적
용을 위해 매년 10억 달러 이상을 소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84) 2017년부
터 씨티그룹은 연준의 금융시스템 스트레스 테스트에 대응하고, 비즈니스 모델
을 효율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빅데이터와 AI 분야 기업인 아야스디(Ayasdi)와
협력하고 있다. 2016년 연준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씨티그룹의
입장에서는 금융거래를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분석, 모니터링하고 비즈니스 모
델을 효율화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285) 그 결과 씨티그룹은 레그
테크를 도입하면서 수백 명이 9개월 동안 작업했던 일을 100명 미만의 직원이
3개월 만에 완료할 수 있게 되었다.286) 또한 웰스파고(Wells Fargo)는 2019
년 3월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자사의 프로그램(Startup Accelerator)에 레그
테크 플랫폼 업체인 어센트 레그테크(Ascent RegTech)를 추가하였음을 밝혔
다.287) 어센트 레그테크는 AI 기술을 기반으로 복잡한 당국의 규제를 분석하
여 기업 내부 통제, 정책, 절차에 적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지원하고 있다. 웰스
파고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규제 적용과 규제 개정 시 비용을 절
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284) Banking & Insurance(2017), “Artificial Intelligence – Here to Stay,” 온라인 자료(검색일: 20
19. 9. 9).
285) Ibid.
286) Make AI Work(2018), “AI in Fraud detectio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16).
287) MarketWatch(2019), “Wells Fargo Startup Accelerator Adds Ascent RegTech and Motiv
to Portfolio,”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9. 9).

제5장 주요국의 핀테크 정책 • 193

2. 일본
가. 핀테크 현황
2019년 기준 세계 27개국의 평균 핀테크 도입률은 64% 정도이나 일본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3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288) 이처럼 핀테크 도입률이
낮은 이유는 일본의 초현금사회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5-2]에 의
하면 한국이 89%, 중국이 60%, 미국이 45%의 캐시리스289) 결제비율을 보이
는 것과 달리, 일본은 18% 정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현금 보유 비용
과 캐시리스 결제 수단의 편리성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로
는 개별 점포의 단말기 도입 및 운용ㆍ유지 비용이 높다는 점, 소비자들이 캐시
리스 결제수단으로 인한 과소비 및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는 점, 결제 서비
스 사업자가 사업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이 막대하다는 점 등이 있다.290) 일
본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핀테크 산업에서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또 다
른 배경으로는 이미 잘 갖추어진 금융시장으로 인해 새로운 서비스 도입에 대
한 유인이 적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의 경우 2008년 금
융위기 이후 기존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핀테크 산업이
발전하게 되었고, 신흥국의 경우 금융 인프라가 낙후된 상황에서 휴대 전화의
보급과 함께 핀테크 도입이 가속화된 한편,291) 일본은 핀테크의 필요성이 상대
적으로 낮았다고 볼 수 있다.

288) EY(2019), p. 7.
289) 경제산업성에 의하면, 캐시리스라는 용어에 대해 통용되는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나 ‘캐시리스 비
전’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물리적 현금(지폐, 동전)을 사용하지 않아도 활동할 수 있는 상태’
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経済産業省, 「キャッシュレス」,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8. 19).
290) 経済産業省(2018b), p. 24, pp. 26~29.
291) 国際社会経済研究所, 「世界のフィンテックと日本」,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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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캐시리스 결제비율 국제비교(2015년 기준)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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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経済産業省(2018b), p. 10.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일부 핀테크 기업은 일본 내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
으며, 일본 내 핀테크 시장 규모는 급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
림 5-3]과 같이 2018년도 일본 내 핀테크 시장 규모는 핀테크 기업 매출액 기
준으로 2,145억 엔으로 전년대비 42.7%가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2022년까지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2018년도에는 PayPay(소프트
뱅크, 야후), 라쿠텐 페이(라쿠텐), LINE 페이(LINE)와 같이 타 업종 플랫포머
를 위주로 일본 내 캐시리스화가 급속도로 진전된 것으로 나타났다.292) 또한
영국의 Revolut가 일본 자금이동업자로 등록하는 등 해외 핀테크 기업이 일본
에 진출하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293)

292) 松原(2019), 「2019年のFintech動向予測 その1 ―国内におけるFintech動向―」, 온라인 자료(검
색일: 2019. 8. 16).
293) 일본 금융청 핀테크 담당자와의 면담(2019. 11. 5, 일본 도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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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일본 핀테크 시장 규모 및 예상치
(단위: 백만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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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핀테크 벤처기업의 매출액 기준.
자료: 矢野経済研究所, 「国内FinTech(フィンテック)市場に関する調査を実施(2019年)」(2019. 9. 18), 온라인 보도자료
(검색일: 2019. 12. 3).

이처럼 새로운 핀테크 기업들이 등장하면서 핀테크 기업이 기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부상하고 있다. 시중 은행들의 경우 인구감소와 저
금리 등으로 인해 이윤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핀테크 기업들이 금
융산업에 진출하면서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특히 핀테크 기업들은
서비스 편리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로 인해 기존 은행들의 수
수료 수익이 감소하는 한편 고객과의 접점을 핀테크 기업에 내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294)
이와 같은 기존 기업과 핀테크 기업 간의 상생에 대한 논의는 은행업뿐만 아
니라 증권업, 보험업 등 금융산업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다. 증권업계의 경
우에는 기존 기업들이 핀테크의 성장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으나, 최근에는 증
권산업의 가치사슬을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핀테크 기업과 함께 더 나은 서비스
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분위기가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현재 서비스 부
294) 木内(2019), p.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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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에서는 기존 증권업계의 고객이 핀테크 스타트업 기업으로 이동하면서 다양
한 경쟁이 일어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핀테크 기업이 증권업의 인프라 부분
까지 전부 대체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295)
한편 잇따라 발생한 암호화폐 거래소 유출 사건296)은 일본정부로 하여금 이
용자 보호 및 자율규제 실용성 확보 등 제도적 대응책을 검토하는 계기가 되었
다.297) 이처럼 핀테크 관련 혁신적인 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
화하면서도 리스크를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법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일본정부
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나. 지원정책
일본정부는 IT 분야 발전과 더불어 기존 금융기능이 분해 및 융합되고 신규
사업자들이 등장하는 등 금융과 상품거래 분야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이러한 거래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활용이나 블록체인과 같
은 선진 기술이 새로운 부가가치의 원천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298) 이에
2019년도에 발표된 일본의 성장전략에서는 법제도 정비 및 캐시리스화 추진
과 더불어 블록체인 기술을 실용화하고 금융ㆍ상품유통 관련 인프라를 정비할
것을 정책적 과제로 제시하였다(표 5-3 참고). 본 절에서는 이러한 정책 방향
을 기반으로 일본이 시행하고 있는 핀테크 관련 주요 정책들에 대해 살펴볼 것
이다.

295) 関(2018), pp. 4~9.
296) 2018년 1월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체크 해킹으로 인해 580억 엔 규모의 암호화폐가 유출되었으
며, 2018년 9월에는 테크뷰로로부터 70억 엔 규모의 암호화폐가 유출되었다. 金融庁(2018a), p. 4.
297) Ibid., pp. 1~2.
298) 日本経済再生本部(2018), p.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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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일본 핀테크 정책 방향
1. 이노베이션 발전에 따른 법제도 재검토
① 업종ㆍ업태별 법제도를 기능별 및 횡단적 법제도로 개선
② 개인 니즈에 부합하고 편리성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횡단적 금융서비스 중개 법제 검토
③ 본인 확인의 고도화 및 신속화 추진
④ 암호자산 관련 문제 및 새로운 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개정자금결제법과
개정금융상품거래법을 착실히 시행하고 이용자보호 및 규정 명확화 등 필요한 환경정비 추진
2. 캐시리스 사회 실현을 향한 대응 가속
① 2019년 10월 캐시리스ㆍ소비자 환원사업 시행
② 2019년 3월 공표된 통일 QR코드 결제 가이드라인의 실용화 추진,
캐시리스 소비자 환원사업 활용, 상점가 및 지역 차원의 캐시리스 결제 추진
3. 핀테크 실용화 등 이노베이션 추진
① 오픈 API 관련 동향 파악, API 우수 협력사례 공유,
API 접속 조건과 관련하여 은행과 핀테크 기업 쌍방이 윈-윈할 수 있도록 협력 추진
② 은행 외에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에서도 핀테크 활성화 추진
③ 블록체인 기술 실용화의 일환으로 시행된 무역금융 관련 실증실험 결과를 토대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전자화 관련 과제 정리 및 해결방안 검토
④ 민관 협력을 통해 효과적 및 효율적 규제감독 관련 대응책(RegTech 등)을 추진,
불공정거래 추출 등을 위해 AI를 활용한 시장 감시시스템 정비
4. 금융과 상품유통을 연대하는 인프라 정비
① 2020년까지 송금 메시지의 전면적 XML화 실현을 위해 금융계ㆍ산업계ㆍ관련 부처 간 협력
필요
② 세금 및 공금의 캐시리스화 추진(지방세 전자화 추진, 세금 및 공금 수납ㆍ지불 효율화 관련
연구회를 통해 과제 해결방안 등에 대해 연내 검토)
③ 자금이동업자 파산 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 등 관련 제도 구체화 및 가속화
④ 거래 데이터를 활용한 단기ㆍ소액융자와 같은 데이터 렌딩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신용보증제도 운용절차에 대해 연내 검토
자료: 日本経済再生本部(2019a), pp. 12~14 참고하여 저자 작성.

1) 법ㆍ규제 정비
일본정부는 핀테크 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는 한편, 소
비자 보호 등 관련 산업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법체계를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299) 현재 일본 법제도의 경우, 은행업, 보험업, 금융상품중개업,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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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이동업 등 업종ㆍ업태별로 법이 적용된다. 이러한 법체계하에서는 신규 사업
자가 금융기능의 분해 및 융합을 거쳐 탄생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
려움이 있다. 일본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기능별 법체계를 구축하는 방안
을 구상 중인데, [그림 5-4]와 같이 금융 부문을 결제, 자금공여, 자산운용, 리
스크이전 이렇게 4가지로 분류하였다. 일본정부는 동일한 기능 및 리스크에 대
해 동일한 제도를 적용하여 결과적으로 신규 사업자 참가 및 서비스의 다양화
로 인한 경쟁을 통해 이노베이션 및 금융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300)
특히 제도 검토에 있어서는 금융청 금융심의회의 금융제도연구회와 가상화폐
교환업 관련 연구회 등 정부 및 민간ㆍ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여러 연구회의
역할이 크며, 신용카드 관련 법제의 경우 경제산업성의 할부판매소위원회 등에
서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다.

그림 5-4. 현행법 및 기능별 금융 분류

자금결제법

현
행 자금이동업자
법 선불결제수단 발행자

은행법

대금업법

금융상품거래법

보험업법

은행

대금업자

금융상품거래업자

보험회사

결제

자금공여

자산운용

기 중개자 등을 통해,
서비스 제공자가 자금수요자에
자금잉여주체가 운용목적
능 ·의도한 금액의 자금을 의도한
대해 신용공여를 시행하는 것
이나 위험 선호정도에 따라
별 곳에 이동하는 것
자산을 운용하는 것
예금
자금공여의 원천
분 ·채권채무 관계를 해소하는 것
시장 메커니즘 등을
법정통화와 거의 자금공여과 함께 국민에게 널리 이용되는 통한 자금배분이
류
동등한 결제수단

리스크이전
경제·생활상의 여러 가지
위험 발생 가능성에
대응하여 대가를 지불 및
보장하는 것

신용창조를 구성 가치 저장 및 운용 수단 행해지는 것

자료: 金融庁(2018b).
299) 일본의 대표 성장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재흥전략2016」에 처음 핀테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이래 「미래투자전략2017」에서는 건강수명 연장, 이동혁신 실현, 서플라이체인 차세대화, 쾌적한 인
프라ㆍ도시 개발과 더불어 핀테크를 Society 5.0의 5대 전략 분야로 선정하였다. 「미래투자전략20
18」에서는 핀테크 관련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이노베이션 진전을 고려한 법제도 검토, 블록체인
기술 실용화 등 이노베이션 추진, 금융 및 상품유통 분야 연대를 위한 인프라 정비, 캐시리스 사회 실
현 관련 추진방안 가속화를 제시하였다. 日本経済再生本部(2016a); 日本経済再生本部(2017); 日本
経済再生本部(2018).
300) 日本経済再生本部(2019b), p. 20.

제5장 주요국의 핀테크 정책 • 199

[표 5-4]는 지금까지의 핀테크 관련 주요 법 정비 내용을 정리한 표이다. 일
본정부는 ｢은행법｣과 ｢보험업법｣을 개정하여 은행 및 보험회사가 핀테크 기업
을 자회사화 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핀테크 기업들이 법망에서 규제를 적용받
을 수 있도록 가상화폐교환업자와 전자결제등대행업자에 대해 등록제를 도입
하였다.301) 법 개정을 통해 데이터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노력도 보인다.
2017년과 2019년 ｢은행법｣을 개정하여 오픈 API를 확대하고 고객의 동의하
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표 5-4. 핀테크 관련 주요 법 정비 내용
연도

관련 법

내용

2010년

자금결제법

2016년

은행법

2016년

자금결제법

2017년

은행법

2019년

자금결제법

2019년

금융상품거래법

2019년

은행법 등

⦁고객의 동의하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업무 추가

2019년

보험업법

⦁보험회사의 자회사 범위에 핀테크 기업을 포함하도록 확대

⦁자금이동업자의 경우 100만 엔 이하 금액 송금 가능
⦁금융기관의 IT 기업으로의 출자 규제 완화
⦁결제 관련 업무 등의 수탁 관련 규제 완화 등
⦁가상화폐교환업자 등록제 도입
⦁이용자 재산과 자기 재산의 분별관리 등
⦁전자결제등대행업자에 대한 등록제 도입
⦁오픈 API 도입 노력의무 부과 등
⦁암호자산교환업자 관련 규제 강화
⦁암호자산 파생상품 및 투자형 ICO 등에 대해 금융상품거
래법 적용

주: 연도는 시행일 기준이 아닌 공포일(성립일) 기준임.
자료: 金融庁(2016), pp. 2~4; 金融庁(2017), p. 1; 横山(2019a), pp. 2~4; 横山(2019b), pp. 3~4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2019년도에 개정된 ｢은행법｣, ｢자금결제법｣, ｢금융상품거래법｣에서는 가

301) 가상화폐교환업자의 경우 2019년 11월 27일 기준 21개 기업(예: QUOIE, 코인체크, 라쿠텐 월릿,
BitFlyer 등)이 등록한 상태이며, 전자결제등대행업자의 경우 2019년 11월 15일 기준 62개 기업
(예: Freee, Line Pay, 미쓰비시UFJ 모건스탠리증권 등)이 등록한 상태이다. 金融庁, 「仮想通貨交換
業者登録一覧」,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2. 2); 金融庁, 「電子決済等代行業者登録一覧」,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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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화폐라는 기존 명칭을 암호자산으로 바꾸고 자체규제기관302) 가입 등을 암
호자산교환업자 등록조건으로 명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암호자산교환업자에
대해 광고 및 투자권유 관련 규제를 적용하고 고객자산의 분별관리를 강화할
것을 명시하는 등 암호자산과 관련하여 보다 엄격한 규제를 마련하였다. 특히
암호자산 유출 위험에 대비해 고객의 암호자산을 신뢰성이 높은 콜드월릿
(cold wallet) 형식으로 관리하며, 핫월릿(hot wallet) 형식으로 고객의 암호
자산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별도의 변제자산을 마련할 것을 명시
하였다.303) 또한 투자형 ICO(Initial Coin Offering)304) 토큰을 ｢금융상품거
래법｣의 제1항 유가증권으로 규정하였으며, 암호자산 파생상품 거래뿐만 아니
라 암호자산의 현물 거래까지 ｢금융상품거래법｣의 규제를 적용하게 되었
다.305) 이처럼 일본은 선도적인 법체계를 갖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
으며 이는 일본 핀테크 산업 발전의 토대가 되고 있다.
특히 2019년도 성장전략에서는 결제 관련 제도의 횡단화를 강조하였으며,
2020년까지 관련 법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선불과 후불 결제수단
을 합친 새로운 결제수단 및 고액 송금이 가능한 새로운 업종을 마련하여 보다
유연하고 편리성 높은 캐시리스 결제수단을 실현하고자 한다.306) 또한 금융서
비스 중개업의 경우 현행법상 은행, 증권, 보험 등 업종 및 업태별로 자격취득
이 필요한데, 다수의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다양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원스
톱으로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이 등장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참가규제를 일
원화하는 방법 등을 검토 중이다.307)308)
302) 암호자산과 관련하여 일본 가상화폐교환업협회가 자본결제법 제87조에 의거하여 자체규제기관의

303)
304)
305)
306)
307)
308)

하나인 인정자금결제사업자협회로 지정되었다. 金融庁, 「認定資金決済事業者協会」, 온라인 자료(검
색일: 2019. 12. 3).
横山(2019a), pp. 2~3.
ICO는 기업 등이 전자적 기록이나 기호와 같은 토큰을 발행하여 투자자로부터 자금조달하는 행위
를 총칭한다. 金融庁(2019a), p. 4.
横山(2019c), p. 2, p. 7.
日本経済再生本部(2019b), pp. 20~21.
横山(2019b), pp. 9~10.
이 밖에도 경제산업성이 개인당 10만 엔 이하의 소액 할부결제서비스에 대해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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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금융청(FSA)의 핀테크 관련 정책
핀테크 규제 관련 지원제도로는 금융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핀테크 서포트
데스크와 핀테크 실증실험 허브 제도가 있다.309) 핀테크 서포트 데스크의 경우
핀테크와 관련된 규제나 등록요건 등에 대해 상담 및 정보교환 관련 원스톱 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핀테크 실증실험 허브의 경우, 사전실험을
통해 컴플라이언스나 감독 대응 관련 리스크 및 여러 우려사항을 해소할 수 있
도록 금융청 내 담당 팀을 구성하여 지원해주는 제도이다.310) 핀테크 서포트
데스크는 사업 시작단계인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제도인 반면 핀테크 실
증실험 허브의 경우 대형 금융기관의 프로젝트도 대응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제
도이다.311)
또한 금융청은 정책 수립을 위해 금융뿐만 아니라 비금융 분야의 기술적인 부
분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312) 정보수집 및 이해관계자와의 교류
를 목적으로 2018년 7월 금융청 내 핀테크 이노베이션 허브를 설치하였다. 구체
여신심사에 있어서 AI와 같은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등 유연한 규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할부판매법을 재검토 중이다. 「少額決済参入やすく」(2019. 11. 12).
309) 금융청 정책 외에도 핀테크 규제와 관련된 제도로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있다. 일본정부는 성장전
략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선도적인 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데, 현재까지 핀테크 기술에 적용된 사례가 2건이 있다. 2019년 1월에는 블록체인 기반 금융서비스
를 제공하는 Crypto Garage가, 7월에는 인슈어테크 기업인 JustInCase의 프로젝트가 선정되었
다. 首相官邸, 「規制のサンドボックス制度」,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9. 1). 그중 하나인 Crypto
Garage의 경우, 암호자산과 법정통화 간 동시결제가 가능한 결제 플랫폼을 구축하는 기술을 보유하
고 있다. 일본정부는 해당 기업의 실증실험에 대해 3~5개의 등록된 가상화폐교환업자에 한하여 진
행된다는 점, 거래제한으로 인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는 점, 해당 기업의 이익목적이 없다
는 점, 1년이라는 기한 동안 실증실험을 진행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자금결제법 제2조 제7항의 가상
화폐 교환 등을 ‘업(業)으로’ 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실증실험은 블록체인 기술
을 통해 상대방의 리스크를 배제한 안전하고 신속한 결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首相官邸(2019), pp. 1~3.
310) 핀테크 실증실험 허브 지원사업의 일례로, AI기반 정보 분석 기업인 FRONTEO와 금융기관인 미쓰
비시 UFJ 은행, 리소나 은행, 요코하마 은행, SMBC 닛코증권의 실증실험을 들 수 있다. 해당 실증실
험은 금융청의 지원을 받아 AI를 활용한 은행 업무 효율성 강화를 검증하였다. 금융청은 본 실증실험
에 대해 AI의 판정 기준과 학습된 모델의 신뢰성에 대한 검증이 합리적인 방법과 간격으로 실시되어
적절하게 운용되고 있다면, 법령 및 감독지침상 AI에 의한 1차 확인을 통해 운용하는 데에 특별한 문
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다. 해당 실증실험 결과, 현행 방법에 비해 정확도와 속도 면
에서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金融庁, 「「FinTech実証実験ハブ」支援決定案件の実験結
果について」(2018. 8. 1), 온라인 보도자료(검색일: 2019. 9. 2).
311) 井上(2018), pp. 11~12, p. 23.
312) 일본 금융청 핀테크 담당자와의 면담(2019. 11. 5, 일본 도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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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활동으로는 100개 이상의 기업들과 개별면담(‘100사 간담회’)을 시행하고,
Fintech 협회에 소속된 핀테크 기업과 소통하는 이벤트인 Meetup with FSA
및 니혼게이자이 신문과 공동으로 국제포럼인 FIN/SUM을 개최하였다. 금융청
은 이러한 교류활동을 통해 AI, 블록체인, API 등 핀테크 관련 기술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 금융 및 자본시장에 미치는 방향성을 분석하고자 한다.313)

3) 국제협력
일본정부는 기술응용 및 자금세탁 방지와 같은 사안에 대하여 해외 유관기관과
협력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해서는 일본이 타
국가들보다 적극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전 세계적으로 신기술이 금융시장 인
프라(FMI)에 응용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연구가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행은 유럽중앙은행(ECB)과 분산원장기술의 응용가능성에 대해 공동연구
(Project Stella)를 수행하고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1, 2차 보고서를 발간하
였다.314) 금융청도 국제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으며,315) FSB,
OECD, IMF와 같은 국제기구와 MIT, 조지타운 대학 등 유명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한 라운드 테이블 회의를 통해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를 심화해왔다. 2019년
3월 금융청 주최로 제3회 블록체인 라운드 테이블이 개최되어 암호자산 경제권
에서의 규제와 거버넌스의 방향성, 자금세탁 문제, 토큰 이코노미, 규제의 동향
및 국제 비교에 대해 논의하였다.316) 이 밖에도 일본은 암호자산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과 관련하여 G20 차원에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해나가고자 한다. 2019
년 6월 개최된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소비자 보호와 더불어 자
금세탁 및 테러자금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가상화폐 관련 규범을 준수할 것을 합의하였다.317)
313) 金融庁(2019b), pp. 3~17.
314) 日本銀行(2019), pp. 50~51.
315) 지금까지 두 차례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1차 연구는 ‘보안 및 기술의 취약점’에, 2차 연구는 ‘익명성
및 추적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316) 金融庁(2019b), pp.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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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국
가. 핀테크 현황
전 세계 핀테크 투자의 13%를 차지하는 영국은 2008년 이후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유럽 핀테크의 허브로 부상하였다.318) 이러한 영국 핀테크 산업의 높
은 경쟁력은 그 배경에 영국의 전통적인 금융산업 경쟁력, 영국 국민의 금융소
비 성향, 영국의 혁신적 금융규제 환경이 있기에 가능했다.319) [그림 5-5]에서
처럼 유럽 내에서 핀테크 투자 규모가 가장 큰 국가는 영국으로 2018년 기준 약
17억 3,6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독일(7억 1,600만 달러), 스위스(3억 2,800
만 달러), 프랑스(2억 7,600만 달러)를 크게 앞서고 있다. 한편 영국 내 테크 관련
투자에서 핀테크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데, 2015~18년 기간 중 핀테크 관
련 투자는 44억 9,000만 파운드로 전자상거래(24억 4,000만 파운드), 게임(9억
1,000만 파운드), 푸드테크(7억 5,000만 파운드)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그림 5-5. 유럽 핀테크 투자 규모
(2018년 기준)

그림 5-6. 영국의 테크 분야별 투자
(2015~18년 기준)

(단위: 백만 달러)
1 영국
1,736
2 독일
716
3 스위스
328
4 프랑스
276
5 네덜란드
66
6 노르웨이
65
7 이탈리아
41
8 벨기에
39
9 핀란드
26
10 아일랜드
23

자료: Bank of England(2019), p. 2.

(단위: 백만 파운드)
5,000
4,500
4,000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0

4,494

2,438
910899753
651

자료: Tech Nation, “Annual Report 2019,”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19. 7. 9).

317) G20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 Meeting(2019), p. 4.
318) 영국 투자무역청(UKTI: UK Trade and Investment)은 핀테크를 크게 △ 송금 및 결제 △ 금융데
이터 분석 △ 금융 소프트웨어 △ 금융 플랫폼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한국은 △ 지급결제 △ 송금 △
예금 및 대출 △ 투자자금 모집 △ 자산관리 △ 보험과 같이 6개 영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최근 영국에
서는 Regtech(Regulation and Technology: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와 법규 준수를 지원하는 핀테
크), InsurTech(Insurance and Technology) 등이 부상하고 있다.
319) UK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Trade(2019),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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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글로벌 핀테크 허브로서 이미지를 구축한 영국에는 1,600개 이상의
핀테크 기업이 있으며, 특히 핀테크 근무자의 42%가 영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
으로 조사될 만큼 런던의 핀테크 경쟁력은 높게 평가된다.320)

나. 지원정책
1) 핀테크 전략
런던을 글로벌 핀테크의 허브로 육성하고자 영국정부는 월포트 수석자문관
의 10개 정책 제언을 바탕으로,321) 2018년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322) 전략의 목적은 영국을 핀테크 분야의 가장 우수한 글로벌 허브로
만드는 데 있다. 전통적인 금융산업에서 영국이 글로벌 금융허브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핀테크 육성은 영국 금융산업에 새로운 도전요인이면서 동시에 미
래 금융산업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핀테크 전략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323) 우선 기술과 규제의
조화를 이루는 레그테크(Regtech) 솔루션을 구축하는 것이다. 영국 금융감독
청(FCA: Financial Conduct Authority)과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은

320) 핀테크 기업들이 창출한 일자리는 2017년 기준 7만 6,500개에 이른다. Bank of England(2019), p. 2.
321) Walport(2015), pp. 6-13. 10가지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① 정부, 금융규제당국, 협회, 학계, 기업으로 구성된 ‘Fintech Advisory Group’ 신설.
② 학계, 기업을 위해 정부 차원의 핀테크 개발을 장려하는 경쟁대회 개최.
③ 정부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빅데이터, 분석 및 핀테크의 사회적ㆍ경제적 영향 평가 연구 지원.
④ 금융당국 및 영란은행과 함께 핀테크 자문그룹 구성, 핀테크 리스크 관리.
⑤ 대학교에 핀테크 관련 과정 개설을 통한 학생들의 핀테크 관심 제고.
⑥ 런던 및 남동지역 외부로 핀테크 지역허브를 개발할 수 있는 실행계획 마련.
⑦ 정부가 핀테크의 전략적인 집행자 역할을 수행, 신규 기업의 시장출시 지원.
⑧ 금융시스템이 금융규제당국하에 개발되고 규제, 금융시스템 안정 및 소비자 보호를 침해하지 않
으면서 새로운 금융기술이 시장에 출시될 수 있는 테스트 허용.
⑨ 무역투자청(UKTI)과 기업혁신기술부는 영국을 글로벌 핀테크 허브로 만들어 더 많은 투자자 유
치 및 금융산업에서 영국의 솔루션과 혁신을 장려.
⑩ 금융규제당국은 자동화된 금융감독 보고 및 분석시스템이 가능한 인프라 구축.
322) HM Treasury(2018), pp. 3-18.
323) UK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Trade(2019), p.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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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규제 보고 프로젝트를 개발했다.324) 이는 산업계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금융규제가 준수될 수 있도록 한다. 두 번째로 핀테크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재 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기존 금융시장에 없던 혁신
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가 개발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혁신적인 기술이 담보되어야 한다. 영국정부의 입장에서 실력을 갖
춘 기술인력과 기업을 연계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 영국정부는
바클레이스(Barclays)와 함께 다양한 배경을 갖춘 젊은 인재들이 핀테크 분야
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세 번째로 새로운 방식의 금융서비
스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정부위원회는 복잡한 금융서비스 시장에서 규모
의 경제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한다. 네 번째로 新시장을 두고 핀테크
기업과 기존 금융기업 간 파트너십을 장려하는 것이다.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Fintech Delivery Panel’이 2018년 ‘Onboarding Guidelines’를 발
표할 당시, 바클레이스, 로이즈은행그룹, HSBC, RBS, 산탄데르는 이 가이드
라인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다섯 번째로, 핀테크 산업의 결실과 성과
가 영국 국내로 널리 확산되도록 하는 것이다. 영국 핀테크 기업의 80%는 런던
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핀테크로부터 영국 국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
도록 영국정부는 6개 지역대사(Regional Envoy)를 임명하고 영국 내 전역에서
핀테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임무를 부여했다. 마지막으로 새롭게 부상하는 기술
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정부의 핀테크 전략은 가상화폐 태스크포
스(TF)를 출범시킨바, 분산원장기술(DLT: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의 잠재적 이익과 가상화폐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분석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324) 영란은행도 핀테크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2년에 걸쳐 Fintech Accelerator 프로
젝트를 시행했다. 이 프로젝트는 핀테크 서비스, 개념, 기업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는 것
과 핀테크 기업에 규제기관이 직면한 문제나 니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Bank of
England(2019),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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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감독청(FCA)의 혁신적 핀테크 지원
영국 금융감독청은 금융감독기관이면서 동시에 핀테크 산업을 지원하는 기
관으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면서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도록 시장통합, 소비자보호 및 금융시장 내 경쟁촉진 등을 목표로 하고 있
다.325) 금융감독청이 제시하는 금융혁신의 지표는 혁신적 금융서비스 기업의
증가, 기존 대형 금융기업에 의한 혁신 및 경쟁 확대, 최종 금융소비자의 편익
이다. 엄격한 금융규제 환경에서 금융기업에 일정 범위의 규제면제와 유연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게 함으로써 혁신적 금융서비스가 개발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청은 우선 복잡한 금융규제를 단순화하고, 감독청 내부에
혁신팀(FCA Innovate)을 신설하고 2014년 일명 ‘Project Innovate’ 정책을
추진했다.326) 이 정책은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위한 금융행정 지원의 강화에 목
적이 있다. 또한 이 정책은 6개의 금융혁신 정책수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규
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금융규제 컨설팅 직접지원(Request
Direct Support), 금융규제 상담지원(Advice Unit), 레그테크(RegTech), 개
입(Engagement), 글로벌 금융혁신네트워크(GFIN)가 바로 그것이다.
금융규제 컨설팅 직접지원(Request Direct Support)은 FCA 혁신팀이 혁
신적 기업가들을 위해 규제당국으로부터 허가가 필요한 금융서비스를 시범운
영 또는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지원의 대상기업은 혁신성, 소비자편
익, 준비성, 필요성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된다.327) 다음으로 금융규제 상담지
원(Advice Unit)은 금융 소비자들에게 저비용의 자문 및 지침을 제공하는 자
동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기업들에 규제와 관련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금융서비스에서 소외된 소비자를 위한 자문 및 분야(투자, 연금,
주택담보, 채무관리 등) 등이 주요 평가지표로 제시되었다.328) 세 번째로 레그
325) FCA의 감독대상은 예금수취기관, 투자은행, 보험회사, 대출플랫폼, 자산크라우드펀딩 플랫폼, 보
험중개인, 소비자여신기관, 지급결제서비스 제공자, 신용평가업체 등이다.
326) FCA, “FCA Innovat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7. 9).
327) FCA, “FCA criteri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8. 24).

제5장 주요국의 핀테크 정책 • 207

테크(RegTech)는 기술과 규제의 조화를 이루어 더 많은 혁신적인 기업들이
창업될 수 있도록 한다. 즉 새로운 기술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기존 금융규제가
혁신적인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시장출시 및 상품화를 가로막는 것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네 번째로 개입(Engagement)은 영국 및 해외에 위치한 핀테크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의 역할 및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것이다. 즉 대기업과의 업
무협력 추진은 물론 소비자 친화적인 혁신이 규제당국의 판단으로 인해 사장되
지 않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추진한다. 특히 핀테크가 금융과 기술
이 접목된 것인 만큼 양쪽 분야의 특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서로 다른 지
역과 지역 내 기관, 연구소, 대학을 연계한다. 더불어 국제적인 차원에서 영국
이 금융서비스 혁신 허브가 될 수 있도록 국제협력을 강화한다.329) 마지막으로
글로벌 금융혁신네트워크(GFIN)는 [표 5-5]와 같이 핀테크 기술개발을 지원
하기 위한 주요국 규제기관과의 협력강화를 위한 것으로 영국 금융감독청이 주
도적으로 창설한 국제조직이다. 분산원장기술, 인공지능과 같은 핀테크 기술
관련 주요 규제에 대해 각국 규제기관과 소통을 강화하고, 핀테크 업체들의 혁
신적인 기술개발을 상호 장려하는 것이다.

328) FCA, “Advice Uni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8. 24).
329) 영국이 제3국과 체결한 핀테크 관련 협력은 다음과 같다.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와 업무협약(2
016. 3. 23), 싱가포르 금융위원회(MAS)와 업무협약(2016. 5. 11), 홍콩금융관리국(HKMA)과 업
무협약(2017. 2. 22), 캐나다 온타리오증권위원회(OSC)와 업무협약(2017. 2. 22), 일본 금융청(JF
SA)과 업무협력을 위한 서신 교환, 미국 상품거래위원회(CFTC)와 업무협약(2018. 2. 19), 한국 금
융위원회(FSC)와 업무협약(2018. 6. 27), 중국인민은행(PBOC)과 업무협약(2016. 11. 11). FCA,
“FCA Engagemen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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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GFIN 참여 금융기관

그림 5-7. FCA 규제 샌드박스 성과
(단위: 핀테크 기업 수)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 바레인중앙은행(CBB),
버뮤다통화감독청(BMA), 브리티시컬럼비아증권위
원회(BCSC), 온타리오증권위원회(OSC), 퀘벡금융
시장감독청(AMF), 홍콩금융감독청(HKMA), 홍콩증
권선물위원회(HKSFC), 헝가리국립은행(MNB), 카
자흐스탄금융서비스국(AFSA), 리투아니아중앙은행
(BoL), 싱가포르통화청(MAS), 아부다비국제시장
(ADGM), 두바이금융서비스국(DFSA), 영국금융감
독청(FCA), 건지금융서비스국(GFSC), 저지금융서
비스국(JFSC)
자료: FCA, “GFI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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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FCA, “Regulatory Sandbox,”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10).

3) 규제 샌드박스 운영
모든 국가들이 핀테크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에 나서고 있
지만, 영국 핀테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인 요인에는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가 있다. 엄격한 금융규제 환경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시장출시를 가로막는 장벽으로, 창업가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야
다. 이에 영국정부가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함에 따라, 핀테크 기업은 자신들의
금융서비스, 상품 및 비즈니스 모델을 실제 시장에서 운용하면서 동시에 금융
소비자의 편익을 보호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할 수 있다. 영국 금융감독청의 규
제 샌드박스의 지원자격 기준은 △ 사업범위 △ 혁신(기존의 기업과 다른 서비
스를 제공하는 기업) △ 소비자편익(소비자에게 상당한 편익 제공) △ 샌드박스
필요성(샌드박스 안에서 테스트를 받아야 하는 필요) △ 준비성(실제 소비자를
대상으로 테스트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부)이 요구된다.330) 이후 금융감독청
은 지원한 핀테크 기업들을 대상으로 7개 항목(△ 기간 △ 잠정고객 규모 △ 고

330) FCA, “Regulatory Sandbox Applicatio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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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선정방식 △ 고객 보호 △ 공시 △ 데이터 관리 △ 테스트 계획(성공적인 테스
트를 위한 조치, 테스트 기준, 고객보호, 위험평가, 엑시트 전략)을 기준으로 최
종 기업을 선정한다.331)
2016년을 시작으로 2019년 5월까지 영국 금융감독청은 다섯 차례에 걸쳐
총 131개 기업을 선정했다(그림 5-7 참고).332) 모집 초기에는 지급결제, 이체,
블록체인 분야의 핀테크 기업이 주를 이루었다면, 최근에는 Regtech, 디지털
ID 핀테크 기업이 부상했다.333) 금융감독청이 2017년에 발표한 ｢규제 샌드박
스 도입 기대효과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규제 불확실성의 해소와 함께 혁신적
인 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 규제 샌드박스의 가장 큰 성과라고 평
가된다.334)

4) 핀테크 클러스터, Level39
런던을 중심으로 하는 영국 핀테크 생태계의 핵심에는 Level39가 있다.335)
Level39는 금융산업에 특화된 유럽 최대의 클러스터이자 액셀러레이터로 런
던의 금융 중심지인 카나리 워프에 위치한 One Canada Square 빌딩 39층에
지난 2013년 3월에 설립되었다.336) 2019년 10월 기준으로 약 220개의 핀테
크를 포함한 금융, 정보보안, 스마트시티에 특화된 스타트업이 입주해 있다. 특
히 이곳에서 쓰이는 언어는 40개에 이를 만큼 전 세계에서 창업가들이 런던으
로 모여들었다. Level39의 경쟁력은 주변 지역에 글로벌 대형은행들이 입주해
있다는 점 이외에도 금융감독청이 위치해 있었다는 점이다.337) 이 때문에 금융
331) FCA(2016), p. 1.
332) 규제 샌드박스 선정률은 1차에서 34.8%, 2차는 40.3%, 3차는 29.5%, 4차는 42%, 5차는 29.3%를
333)
334)
335)
336)

기록하였다(그림 5-7 참고).
FCA, “Sandbox Cohort 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7. 9).
FCA(2017), pp. 10-18.
Level39, “개관,”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8. 10).
Scaleupinstitute, “Level3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8. 10). Level39는 계속 확장되면서 24
층, 42층까지 총 3개 층으로 확대되었으며 스타트업은 물론 성장기에 진입한 기업들도 경쟁적으로

입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337) 금융감독청 본부건물은 2018년 카나리 워프에서 지금의 스트랫퍼드(stratford)로 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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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청과 Level39는 수시로 사업설명 및 규제설명회를 갖고 새로운 금융서비
스와 규제의 조화를 위한 정보제공과 문제해결이 가능했다.338) 핀테크 산업 육
성 및 생태계 구축에서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금융규제와의 조화인데, 금융감
독청의 지리적 근접성과 친혁신적 규제개선 접근이 이를 가능하게 했다. 결과
적으로 사업의 기회를 얻게 된 영국 핀테크 기업들은 경쟁을 통해 전 세계 핀테
크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

다. 주요 업종별 핀테크 사례조사
영국 핀테크 기업의 다수는 전통적으로 은행이 하던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다. 이에 영국정부는 금융결제망 개방과 함께 수수료를 인하함으로써
핀테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관련 시장에 진출하여 혁신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2019년 1월 CFTE(Centre for Finance,
Technology and Entrepreneurship)는 런던의 5대 유니콘 핀테크 기업으로
Revolut, Monzon, TransferWise, OakNorth Bank, Funding Circle에 주
목했다.339) 본 보고서에서는 Revolut와 OakNorth Bank를 선정하여 성공의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은행/지급결제: Revolut
지난 2015년 7월에 설립된 레볼루트(Revolut)는 기업가치가 10억 달러를
돌파한 영국의 대표적인 핀테크 기업이다.340) 레볼루트의 주요 사업모델은 환
전 및 ATM 수수료 없는 지급결제, 24개 통화의 환전, 인출서비스 등을 제공하
는 것이다. 일반적인 은행들이 외환거래에 3~5%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
338) Level39의 멤버회사이면서 액셀러레이터인 Xntree의 Joe Kim 대표와의 면담(2019. 10. 16, 영국
런던).
339) 유니콘(Unicorn) 기업은 기업가치가 10억 달러를 초과하는 비상장 기업을 의미.
340) Revolut, “About Company,”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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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환율에 따라서 스프레드가 매우 넓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입장
에서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레볼루트는 150개 외환거래
에서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서비스를 개발했다. 레볼루트의 성장률은 두드러지
는바, 2016년 서비스 사용자 수는 50만 명이었으나 2018년 300만 명으로 증
가했으며, 같은 기간 월간 거래 규모 또한 2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로 급증했
다. 이로 인해 레볼루트의 수익도 2016년 240만 파운드에서 2018년 4,000만
파운드로 1,568%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그림 5-8. 레볼루트
서비스 사용자 수

그림 5-9. 레볼루트
월간 거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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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RFS(2018), pp. 7-9.

그림 5-10. 레볼루트
연도별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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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RFS(2018), pp.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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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RFS(2018), pp. 7-9.

레볼루트의 고성장(hyper growth) 배경에는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이 있다.
기본적으로 레볼루트는 모든 고객에게 무료로 외환거래를 위한 계좌를 제공하
는 일명 ‘freemium model’을 하고 있다. 이외 추가적인 사용료를 지불하는
고객을 대상으로는 △ 프리미엄 서비스 △ 캐시백 기능을 가진 Metal card △
기업계좌 등을 제공하고 있다.341) 레볼루트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해외여행에
앞서 환전을 위해 선결제된 카드(prepaid card)를 사용하고, 이후에는 더 많

341) 레볼루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 계좌 △ 캐시백 △ 전자화폐거래 △ 여행 보험 △ 스마트폰 보험 △
유로화 직불카드 △ 기업계좌 △ 자산관리 △ 공항라운지 서비스 △ 컨시어지 서비스 △ 소매할인 등
으로 다양하다. RFS(2018),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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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고객들이 여행이 아닌 일상생활에서도 외환거래 시 레볼루트 서비스를 사용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초기 은행면허가 없던 레볼루트는 영국 금융회사와의 제휴를 통해 사업
을 시작했으며, 이후 2016년 금융감독청으로부터 면허를 취득한 이후에는 자
체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청의 지원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만
큼이나 레볼루트를 탄생시킨 요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즉 핀테크 기업이 영국
의 은행 결제망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줌으로써 핀테크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일조한 측면이 있다.

2) 중소기업(SMEs) 대출: OakNorth Bank
2015년에 설립된 OakNorth Bank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업체로, 주요 비즈니스 모델은 머신러닝 기능을 활용한 대출
플랫폼을 통해 효율적으로 중소기업 대출을 제공하는 것이다. OakNorth
Bank가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전체 대출 규모는 연간 160%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예금액 또한 연간 13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세전
수익은 2016년 240만 파운드 적자에서 2018년 3,390만 파운드로 급증했다.

그림 5-11. OakNorth Bank의 성과
전체 대출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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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akNorth Bank(2019),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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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kNorth Bank가 핀테크 기업으로서 은행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시장에 출시하는 데는 금융감독청의 지원이 필수적이었다. 특
히 OakNorth Bank의 비즈니스 모델이 갖는 경쟁력의 배경에는 영국은행 중
처음으로 클라우딩시스템에 은행의 핵심시스템을 이전시킨 것이 있다. 핀테크
기업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은행 업무에 진출하려고 해도, 정보 및
데이터 보안을 위한 IT 인프라의 구축 초기비용이 크기 때문에 어려움이 존재
한다. OakNorth는 오프라인의 IT 인프라를 구축하는 대신 온라인 공간의 클
라우딩에 핵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초기 진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금융
감독청은 이 과정에서 규제를 적용하고 관리하는 역할이 아닌 해당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력자의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OakNorth Bank는 성공요인으로 런던의 넓은 기술인재 풀(pool)을 지적했으
나, 동시에 미래의 지속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인력채용을 가장 어려운 과제로
평가했다.

4. 소결
미국은 2018년 기준 100대 선도 핀테크 기업 가운데 18개를 보유할 정도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핀테크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핀테크 기업들은 블록
체인, 인공지능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시장의 판도를 변화시키고
있는데 특히 대출 부문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은행 및
금융권에서는 2013년 이후 개인대출에서 핀테크가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미국 내에서는 상환 불이행 위험성이
높은 개인대출 확대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편 은행의 지급 결제 기능은 IT 기업에 의해 대체되어 전통적 수익기반이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골드만삭스와 같은 투자은행들은 핀테크 기술을 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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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소매(retail)까지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골드만삭스와 애플
의 파트너십은 전통적인 대형 금융기관의 암호화폐(crypto fintech) 시장 진
입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미국 대형 은행들은 핀테크 기업을 직접 인
수하거나 핀테크 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맺어 전 분야에 걸쳐 사업 효율성을 높
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다른 경쟁 은행들이 투자한 핀테크 기업
에 중복적으로 투자하는 등 아직 미국 은행의 디지털 전환이 자체적으로 성숙
한 단계에 이르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투자 및 자산운용과 관련된 새로운 아이디어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스
타트업 기업들이 진입하고 있다는 것은 이 분야에 혁신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
다는 것을 시사한다. 투자 및 자산운용 관련 기술 가운데 로보어드바이저
(robo-advisors)가 가장 주목을 받고 있으며, 관련 시장의 규모도 빠르게 확
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로보어드바이저와 같은 기술로 인해 낮은 수수료
가 가능해지는데 이는 증권 및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는 낮은 수익성을 의미한
다.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새로 증권 및 자산운용 부문에 진입하는 핀테크 기업
의 경우 기업을 빠르게 성장시키기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에는 고
액 자산가들의 요구 만족,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의 고객 궁금증 해결 등과 같은
로보어드바이저의 비대면 서비스의 한계점을 개선한 하이브리드형 로보어드
바이저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인슈어테크 관련 스타트업 기업 보유와 투자금액에 있어 미국은 다른 국가
를 압도하고 있다. 미국은 전 세계 인슈어테크 스타트업 기업 가운데 거의 절반
을 보유하고 있으며, 투자도 63%가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인슈어테크 부
문 가운데 보험운영에 가장 많은 스타트업 기업이 있고 투자도 몰리고 있다는
것은 보험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함으로써 사업기회를 확대할 여지가 많이 남아
있음을 시사한다. 보험가입의 용이성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온라인 채널 이
동, 보험서비스의 변화 가속화, 새로운 보험시장 창출 등과 같은 요인들이 향후
인슈어테크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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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기존 금융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새로운 핀테크 기업이 등장할 유인
이 부족했던 점과 소비자들의 현금 선호 경향이 맞물려 핀테크 시장이 크게 발
전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여러 관련 핀테크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으
며, 기존 금융기관들도 핀테크 기술을 도입하는 등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일본정부도 핀테크를 일본의 주요 전략 분야로 선정하여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뜻을 표명하였다.
일본정부의 핀테크 정책 방향은 일본의 성장전략에 자세히 서술되어 있으
며, 이를 토대로 관련 부처들이 정책을 추진해나가고 있다. 그중에서도 IT 혁신
으로 인해 급변하고 있는 금융환경을 반영한 법제도 재검토는 일본이 가장 주
요하게 생각하는 정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일본은 ｢은행법｣, ｢자
금결제법｣,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의 자회사 범위를 확대하
고 오픈 API 개방 노력의무를 부과하면서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였다. 한편 암호자산 및 파생상품의 거래와 관련해서는 ｢금융
상품거래법｣을 적용하고 규제를 강화하였는데, 이는 이용자들이 편리성 높은
핀테크 기술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목표
가 반영되어 있다. 앞으로도 업종별 법체계를 결제, 자금공여, 자산운용, 리스
크이전의 기능별 법체계로 점진적으로 개선하여 핀테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여러 부처가 힘쓰고 있으나,342) 법ㆍ규제 정비, 규제
관련 지원, 국제협력 등 다방면에서 일본 금융청의 역할이 크다. 우선 핀테크
서포트 데스크와 핀테크 실증실험 허브를 통해 기업들이 핀테크 사업을 도입할
시 발생할 수 있는 법ㆍ규제 문제를 상담하는 창구를 마련하였다. 또한 국제 포
럼 개최 및 핀테크 기업과의 교류를 통해 급변하는 기술 동향을 이해하고 신속

342) QR코드 결제 활성화 등 캐시리스화와 관련해서는 경제산업성이 담당하고 있으며, 재무성도 금융청
과 함께 자금세탁 관련 국제협력에 참여하고 있다. 이 밖에도 내각부에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혁신기술의 실증실험을 지원하고 있는데, 핀테크 기업이 해당 제도를 활용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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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정책을 수립해나가고자 한다. 그뿐만 아니라 금융청은 블록체인 국제공동
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해외 금융당국, 국제기구, 대학의 전문가들이 참여
하는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하여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적 영향 및 자금세탁ㆍ보
안 관련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다. 비록 아직은 준비단계이나 점진적인 제도 및
환경 개선을 통해 일본 소비자들은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통적인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영국정부는 새롭게 부상하는 핀테
크를 규제가 아닌 지원의 대상으로 판단했다. 이에 금융감독청은 조직 내 FCA
혁신팀(FCA Innovate)을 신설하고, △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 금융규제 컨설팅 직접지원(Request Direct Support) △ 금융규제 상담지
원(Advice Unit) △ 레그테크(RegTech) △ 개입(Engagement) △ 글로벌 금
융혁신네트워크(GFIN)를 주요 정책수단으로 시행하고 있다. 특히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면서 핀테크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규제유예
를 적극적으로 제공했다. 나아가 영국에서 금융결제망을 은행뿐만 아니라 핀테
크 업체들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도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개발
을 가능하게 하는 핀테크 친화적 규제환경이다. 또한 민간 부문이 주도하여 설
립한 핀테크 육성을 위한 클러스터인 Level39는 영국 핀테크를 대표하는 브랜
드가 되었다. 단순히 공간적인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Level39에 입주하
는 것이 곧 핀테크 기업에게 성공을 위한 인센티브를 경험하게 한다. 또한 같은
공간에서 교육을 위한 워크숍이 제공되고, 투자자 및 액셀러레이터와 밀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핀테크 생태계로서
Level39가 갖는 경쟁력은 글로벌 인재들이 자유롭게 자신들의 혁신적인 아이
디어를 개발할 수 있는 다양성과 글로벌화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핀테크 창업
자와 근로자가 영국인이 아니더라도 영국에서 성공한 핀테크 기업의 모국은 영
국이 된다. 영국의 제도와 정책에 따라 운영되는 핀테크 기업이기 때문이다. 또
한 핀테크 허브로서 영국의 경쟁력은 핀테크 기업이 영국에서의 성공을 발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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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해외로 진출하는 것이 수월하다는 점이다. 핀테크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
은 인도나 아프리카, 그리고 영연방 국가에서 영국에서의 성공은 하나의 인증
서와 같다.
결국 영국 핀테크의 경쟁력은 정부정책과 혁신적인 규제환경, 풍부한 인력
에서 기인한다. 금융감독청의 핀테크 관련 유연한 규제적용과 혁신적인 금융서
비스에 대한 열린 접근이 있다. 금융규제기관은 핀테크 업체들을 통제ㆍ관리하
는 역할에만 매몰되지 않고, 핀테크 업체들이 출시하고자 하는 금융상품이나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이익을 가져다준다면 최대한 시장에서 이를 테스트하고
시장출시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에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 특히 영국 금
융감독청이 은행 및 핀테크 분야의 경력자들을 인력으로 채용하는 것은 親핀테
크 규제환경의 조성과 규제개선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한편 영국에서 핀테크
기업이 활발히 출현한 것도 기존 은행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투자가 있기에 가
능했다. 영국은 핀테크 기업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시험하는 데
최적의 장소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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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혁신성장 패러다임
가. 한국
5G 기술의 수익창출 효과는 B2C보다는 B2B 시장에서 더 클 것으로 예상된
다. 특히 방송 및 통신서비스의 결합 또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결합과 같이
5G 기술을 기반으로 산업 간 융ㆍ복합이 이루어지면 그 효과는 더욱 확대될 것
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5G 기술을 B2B 시장에 확대 적용하기 위한 여
건이 미흡한 편이다. 여기에는 다음의 2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5G 기술을 각
산업에 적용하기 위한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산업별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
다. 둘째, 원격진료 미허용과 같이 5G 기술의 산업별 적용을 가로막는 불필요
한 규제가 다수 존재한다. 이와 같은 요인들이 야기하는 투자수익 불확실성으
로 인해 우리나라 이동통신사업자들은 5G 기술을 B2C에서 B2B 시장으로 확
대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 투자를 꺼리고 있다. 또한 5G와 함께 4차 산
업혁명의 핵심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AI 기술개발 및 시장확대를 위한 정부 지
원이 미흡하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차원의 AI 전략을 제시하겠다고 밝
혔지만,343) 2016년부터 국가 AI 연구개발 전략계획을 세워 구체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AI 분야에 대한 대응은 많
이 늦었다고 볼 수 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개별부처별로 혁신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
으나 부처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거나 규제이슈가 발생했을 때 이와 같은 문제
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조직이 존재하지 않는다. 비록 현재 대통령 직
속의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지만 해당 조직은 법률상 심의 및 조정
기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부처 간 이기주의 및 칸막이 행정을 막을 수 있는 권한
343) ｢文대통령 “인공지능은 인류의 동반자… 올해안 AI 국가전략 제시｣(2019. 10. 28), 온라인 기사(검색
일: 2019.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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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는 실정이다. 또한 현 정부의 혁신성장 기조를 이끌 조직으로서 2018년
6월에 출범한 혁신성장본부는 올해 혁신성장추진기획단으로 명칭이 변경되면
서 위상 및 권한이 크게 약화되었다. 이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혁신성장본부
출범시 팀장 지위를 기획재정부 국장급이 맡고 있었다면 현재는 기획단장의 지
위를 국장급이 맡고 있다. 또한 범부처 차원의 정책수립을 위해 각 부처별로 기
획단에 인력을 파견하고는 있으나 해당 파견인력들의 직급이 낮기 때문에 부처
간 이해관계가 충돌했을 경우 이를 실질적으로 조율하여 최종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현재 정부는 다양한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적용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 중이나 활용 범위는 아직 제한적인 상황이다. 2018년 3월 규제혁신 5법
(｢행정규제기본법｣,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법｣, ｢지
역특구법｣)이 국회에 발의되어 차례대로 통과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는 포지티브 규제(원칙적 금지ㆍ예외적 허용)방식으로 인해 여러 부처의
규제가 얽혀 있는 신사업의 경우 규제 샌드박스 활용이 어려운 현실이다. 또한
신기술 및 신서비스 사업자들과 기존 이해관계자들 간 충돌이 지속되고 있는 공
유경제 및 바이오ㆍ헬스 분야에서의 규제 샌드박스 활용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
와 같은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장애요인들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다양
한 산업에 본격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테스트베드 활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
고 있다.

나. 정책 시사점
1) 5G 인프라 및 AI 분야에서 정부 R&D 투자 확대를 통한 초연결
지능화 사회 구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5G 기술이 AI를 포함한 B2B 시장에 확대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동통신사업자들의 핵심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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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투자에 따른 수익 불확실성으로 인해 해당 사업자들은 인프라 투자에 많
은 자금을 투입하기를 주저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와 같은 사업자들의 우
려를 불식하는 방향으로 R&D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2019년 4월 정부가
발표한 5G 플러스 전략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공공 분야 선도투자를 통해 5G
초기시장을 창출하고, 나아가 B2B 시장으로 5G를 확산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에 민간 부문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5G 적용대상이 될 산업
특성에 대한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이해도 제고를 도움으로써 인프라 투자에 따
른 불확실성을 해소해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초연결 지능화 사회를 구
현하기 위한 5G 플러스 전략에 대한 보완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5G 플
러스 전략은 일부 산업 및 공공 부문에서의 AI 활용을 단편적으로 다루고 있으
나 이와 같은 AI 활용방안을 국가 AI 연구개발 전략과 조화시켜야 한다. 즉 현
재 정부가 준비 중인 국가 AI 연구개발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AI
R&D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에 맞춘 5G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5G와 AI
기술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2) 부처 간 이기주의 및 칸막이 행정을 차단하는 범부처기관 위상 정립
미국 혁신성장 전략의 특징 중 하나는 개별부처 및 유관기관별로 추진되는
정책들을 연방정부의 혁신성장 전략목표에 부합하도록 조정하는 기능을 갖춘
범부처 차원의 기구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미국 국가과학기술위원
회(NSTC)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위원회와 비슷하지만 주요 구성원은 과학기술정책국(OSTP) 실장을 포함한 각
부처 및 유관기관장들이다. 따라서 연방정부 차원의 정책의제가 개별부처 및
유관기관이 추진하는 혁신성장 정책 및 프로그램에 자연스럽게 반영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다. 또한 예산관리국(OMB) 실장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
원으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연방정부의 전략목표가 달
성될 수 있도록 부처 및 유관기관들의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에 따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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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별 예산안을 조정하는 실질적 권한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역시
혁신성장 정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일원화하고 해당 조직에 예산집행 및
결정권을 부여함으로써 그 위상 및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일본 사례에서도 특히 과학기술ㆍ이노베이션 추진 분야에서 범정부 차원의
조직개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정부는 2018년 6월 ‘종합이노베이션 전
략’에 기초하여 내각부 산하에 ‘통합이노베이션전략추진회의(統合イノベー
ション戦略推進会議)’를 설치했다. 내각부 내에 산재하였던 종합과학기술ㆍ이
노베이션회의(CSTI),344)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사회추진전략본부(IT종합전략
본부), 지식재산전략본부, 건강ㆍ의료전략추진본부, 우주개발전략본부, 종합
해양정책본부, 지리공간정보활용추진회의를 ‘통합’한 것이다. 나아가 통합이
노베이션전략추진회의는 산하에 각 정부부처의 국장ㆍ심의관급으로 구성된
‘이노베이션정책강화추진팀’에 결정사항을 지시하는 형태로 체제를 전환하였
고, 특별히 인공지능(AI) 전략을 수립하는 전문가회의(有識者会議)를 별도로
설치하여 이노베이션정책강화추진팀에 정책제언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2016년 4월 내각부 산하에 설치한 인공지능기술전략회의는 종합과학기
술ㆍ이노베이션회의(CSTI), 총무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경
제산업성, 국토교통성이 참여했고, 특히 총무성과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이
소관하는 5개의 국립연구기관을 참여시킴으로써 인공지능(AI) 기술의 연구개
발과 사회보급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일본 내각부는 이와 같은 정부부
처 단위의 조직체계가 ‘부처 이기주의’로 인해 ‘기동력’ 있는 인공지능(AI)의
연구개발을 저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2018년 6월 ‘종합이노베이션 전략’
수립과 함께 통합이노베이션전략추진회의로 통ㆍ폐합하였다. 통합이노베이션
전략추진회의는 2019년 6월 ‘AI 전략 2019’와 ‘바이오전략 2019’를 발표하
였고 7월에는 ‘양자기술이노베이션 전략’의 중간보고서를 공개하였다.345)
344) 본문 제2장 3절, 가) 참고.
345) 経済産業省(2019b), p. 21; 統合イノベーション戦略推進会議 웹사이트(검색일: 2019.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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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관학 연계 활성화를 통한 혁신성장 전략 추진
독일 산업 성장의 원동력은 산관학 협력이라고 종종 언급된다. 독일의 산관
학 협력시스템은 인더스트리 4.0하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우선 인더스트리
4.0의 산관학 협력을 주도하는 가장 큰 추진체는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이라
고 할 수 있다.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은 독일 전역의 적용사례를 소개하고 인
더스트리 4.0 관련 출판물, 테스트베드 정보, 그리고 중소기업 기술이전 로드
맵을 통한 정부 및 유관기관들과의 네트워크 기회를 제공한다. 즉 정부지원 정
책을 소개하고, 각 연구소ㆍ실험실의 특화된 연구 방향 및 소재 관련 다양한 정
보를 제공하며 연구사례를 소개하는 등 기업 중심으로 구성함으로써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는데, 이는 기업과 정부 및 학계가 실용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의 활동은 그 조직 구성과
도 무관하지 않다. 운영위원에 정부와 학계도 참여하지만, 다수가 기업 및 협회
대표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직도 기업에서 맡는다. 즉 정부나 학계가 아닌 기
업이 중심이 되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나 활동이 이루어진다. 이 외에도 독
일의 대표적인 응용과학 연구기관인 프라운호퍼도 산관학 협력에 크게 기여하
고 있다. 사용자인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 연구주제를 다루기 때문이다. 이
렇듯 기업 중심의 독일식 산관학 협력은 학계 중심으로 구성된 한국의 산관학
협력과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성공적인 산관학 협력이 되기 위해서는 사용자
인 기업 중심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된다.
일본의 경우에도 독일의 플랫폼 인더스트리 4.0과 같은 산관학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운용 중인 RRI(로봇혁명이니셔티브)와 경제
산업성과 총무성이 공동 운용 중인 ITAC(IoT추진컨소시엄)가 대표적이다. 이
산관학 협력기구들은 일본정부가 ‘거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
그중에서도 스마트제조(smart manufacturing) 혹은 커넥티드 인더스트리즈
(connected industries)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다만 독일의 플랫폼 인더스트
리 4.0과 달리 연구기관의 기초연구 성격은 취약하고 정부와 기업이 주축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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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산업로봇, IoT, 빅데이터, AI 분야의 기술개발과 법ㆍ제도 보완, 그리고 국
제표준화에 주력하고 있다.

4) 혁신기술 테스트베드
미국의 산업인터넷 컨소시엄(IIC)에서 운영 중인 테스트베드는 독일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의 테스트베드와 비교할 때 다음의 2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IIC 테스트베드는 정부 개입 없이 민간 주도로 운영되는 반면에 독일의
테스트베드들은 산관학 협력모델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둘째, IIC는 4차 산업
혁명 핵심기술에 대한 다양한 테스트베드를 운영하는 반면,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은 주로 스마트제조 및 물류 분야 테스트베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
서 미국과 독일의 테스트베드 운영사례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적합한 테스
트베드 모델을 선택 적용할 필요가 있다. 먼저 우리나라 특성상 각종 규제이슈
로 인해 민간 부문이 직접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이
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즉 정부는 규제로 인해 테스트베드 구축이
어려울 경우, 법령 개정 및 시행령 마련 등을 통해 테스트베드 활용여건을 더욱
개선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현재 진행 중인 자율주행차 및 핀테크 분야는 물론
스마트팩토리 및 AI 분야 등 다양한 신기술 분야로 테스트베드 구축 지원 범위
를 넓혀야 한다.
독일의 테스트베드들은 개별 기업들이 장비나 기술,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실험이나 평가를 대신 진행해주는 역할을 한다. 각 테스
트베드마다 특화된 분야가 다르지만, 인더스트리 4.0을 지향하고 있고 시장진
입 전 진행되는 현실에 가까운(real world) 환경에서의 시뮬레이션이라는 점
에서는 공통점을 지닌다. 또한 이 테스트베드들은 수요자의 요청에 맞게 서비
스를 개별화하고 실험결과를 대외비로 처리하기도 한다. 테스트베드를 통해 시
장의 풍파를 직접 겪지 않고도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 예측하는 것은 기업들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다. 대기업에 비해 재원과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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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이러한 테스트베드가 더욱 절실하지만, 같은 이유로
테스트베드의 이용이 쉽지 않을 수 있다. 독일의 I4KMU와 같은 제도는 테스
트베드를 이용해야 하나 여건이 되지 않는 건실한 중소기업들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의 비중이 대기업에 비해
월등히 높다. I4KMU 같은 제도를 마련하여 시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의 제
품 및 서비스를 선별하고 테스트베드 이용 지원을 확대한다면 한국 중소기업의
성장 및 역량 강화, 더 나아가서는 중소기업이 포진해 있는 산업 발전에도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모든 기업에 대한 전적인 재정지원이 아니라 선별을
통해 소요비용의 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정부 입장에서도 재원의 효율
적 활용이 가능하다.

2. 제조업 혁신정책: 스마트팩토리를 중심으로
가. 한국
제조업이 발달한 한국도 스마트팩토리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특히
몇 년 전부터 정부를 중심으로 스마트팩토리의 보급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활
발해지고 있다. 하지만 같은 스마트팩토리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고도화 정
도의 차이가 있는 만큼,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은 [표 6-1]과 같이 스마트팩토
리를 1단계에서 5단계까지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한국은 가장 높은 수준의 스
마트팩토리가 ‘중간 1’ 단계로 아직 독일이나 일본과 같이 고도화된 스마트팩
토리가 설립되지 않았다. 즉 AI를 활용한 지능형 시스템을 갖춘 스마트팩토리
를 설립하기까지 여전히 발전의 여지가 있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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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스마트팩토리의 단계

수준정의

표준

IOT 대상

특성

작업자, 설비, 자재, 맞춤 및 자율
운전조건+환경
(Customized)

조건(구축수준)

주요 도구

모니터링부터 제어,
최적화까지 자율로 진행

인공지능,
AR/VR, CPS 등

고도화

Levil 5 자율운영

중간2

Levil 4

최적화

작업자, 설비,
자재, 운전조건

최적화
(Optimized)

공정운영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전 대응 가능

센서 제어기
최적화 도구

중간1

Levil 3

제어

작업자, 설비, 자재

분석
(Analysed)

수집괸 정보를 분석하여
제어 가능

센서 +
분석도구

작업자, 설비, 자재

측정
(Measured)

생산정보의 모니터링이
실시간 가능함

센서

자재

식별
(Identified)

부분적 표준화 및
데이터 관리

바코드 RFID

Levil 2 모니터링
기초
Levil 1

점검

자료: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스마트공장 소개｣,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29).

한국의 스마트팩토리 지원정책은 2014년 ‘제조업 혁신 3.0’ 전략에서 비롯
되었고, 2017년 ‘스마트제조혁신 비전 2025’를 통해 목표가 확대되었다.346)
2018년에는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스마트팩토리 확산 및 고도화 전략’, 중소
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전략’을 발표했고, 2019년에는 산업
통상자원부가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발표했다(그림 6-1 참고). 한
국의 스마트팩토리 관련 정책은 정부 주도로 진행되고 있었는데, 4차산업혁명
위원회의 발족 후 2018년부터 스마트팩토리 TF가 구성되어 관련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 이때부터 중소기업이 스마트팩토리 구축 관련 조명을 받게 되었고,
스마트팩토리 구축 지원 수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이 있어야 가능해졌
다. 또한 6개 국가산업단지를 거점으로 스마트팩토리의 보급을 확대하고자 했
으며, 스마트팩토리 연맹(Smart Factory Alliance)도 구축하고자 했다.347)
한편 2019년 전략의 가장 큰 특징은 2030년까지 산업단지를 20개로 확대, AI
팩토리를 2,000개 확충, 그리고 데이터허브 구축 계획으로 점차 목표를 확대
해가고 있다는 점이다.
346) 김규판 외(2018), 한ㆍ중ㆍ일 산업협력 방안: 4차 산업혁명, 전자상거래, 문화콘텐츠를 중심으로,
p. 75.
347) 위의 책, p.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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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한국의 스마트팩토리 관련 주요 정책

스마트 제조혁신
비전 2025

제조업 혁신 3.0
2020년까지 1만 개

2025년까지 3만 개

- 민관합동 스마트팩토리
추진단 구성
- 자금지원 중심 스마트
공장 보급·확산

- 민간 중심 보급·고도화
- 기반산업 경쟁력 강화
- 전문인력 확보

스마트팩토리 확산
및 고도화 전략
2022년까지 2만 개

- 민간·성과(지역산단/업종)
중심 보급·확산
- 수준 고도화 및 첨단화
- 전문인력 확보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

2022년까지 3만 개
2022년까지 스마트팩토리 3만 개
스마트산단 10개
2030년까지 스마트산단 20개
산업재해 30% 감소
AI팩토리 2천 개
전문인력 10만 명 양성
- 공장혁신
- 산단혁신
- 일터혁신
- 혁신기반

- 데이터 센터 구축
- 공급산업 육성
- 혁신제조기업 성장지원

자료: 이경선(2019), ｢국내 스마트공장 현황 및 발전방향｣, KIEP 세미나(10월 1일), 발표자료, p. 24.

나. 정책 시사점
1) 스마트팩토리의 명확하고 통일된 개념 확립
한국에서도 스마트팩토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럼 스마트팩토리
란 무엇일까?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에서 스마트팩토리의 수준을 5단계로 정
의하고 있지만, 더 명확한 개념이 확립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고민이 필요하
다. 특히 1단계 스마트팩토리에 해당하는 특성이 자재를 식별하는 것이고 부분
적 표준화 및 RFID를 통한 데이터 관리인데, 이를 스마트팩토리라고 인식하기
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물론 독일 사례에서의 스마트팩토리의 정의가 더 정
확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단순 산업자동화와 지능형자동화의 차이는 구분하고
있다. 개념 확립이 중요한 이유는, 한국의 경우 기업 지원 시 특정 기술이나 프
로세스 지원이 아니라 ‘스마트팩토리 구축 지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스
마트팩토리의 개념이 모호한 상태에서는 지원받고자 신청하는 기업의 입장에
서도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을 수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는바, 어느 수
준의 기술이 적용되어야 스마트팩토리로 보는지 적합하면서 명확한 정의를 수
립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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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용 IoT(IIoT) 플랫폼 구축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이 속도를 냄에 따라 독일의 스마트팩토리는 제조업
혁신을 상징하는 ‘표상’으로 자리 잡았다. 독일의 스마트팩토리를 주도하는 기
업은 지멘스, 보쉬, SAP로 압축할 수 있는데, 이 기업들은 스마트팩토리 구축
과 함께, 기업 내 작업현장(공장)과 설계ㆍ경영 부문의 데이터(real data)를 수
집ㆍ연결하여 AI를 통한 데이터 분석, 그리고 피드백 등을 거쳐 생산의 ‘전사
적’ 최적화를 도모하기 위해 산업용 IoT(IIoT)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산업
용 IoT 플랫폼은 2014년 GE의 ‘Predix’라는 플랫폼이 제조업의 서비스화, 혹
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이라는 관점에서 여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현재는 독일기업들이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있는데, 지멘스는 마인드스피어라
는 산업용 IoT 플랫폼을 구축하여 클라우드를 통해 작업현장이나 사무현장의
모든 기기와 연결, 데이터 수집 및 처리를 수행하고 있다. 보쉬의 경우에는 보
쉬 IoT 스위트가, SAP의 경우에는 SAP S/4HANA가 지멘스의 마인드스피어
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한다.
일본에서는 미쓰비시전기(三菱電機)의 e-F@ctory를 확장한 엣지크로스
(Edgecross)와 화낙(FANUC)의 필드시스템(FIELD system)이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미쓰비시전기의 엣지크로스는 미쓰비시전기의 e-F@ctory IoT 솔
루션이 FA-IT 오픈 플랫폼을 거쳐 만들어진 것으로, 일본을 대표하는 IIoT 플
랫폼으로 성장하였다. 엣지크로스 역시 e-F@ctory IoT 솔루션처럼 기본적으
로 공장자동화(FA)와 IT 데이터 연계에 방점을 두고 있고 네트워크로서는 엣지
컴퓨팅을 중시하고 있다. 화낙의 필드시스템은 화낙의 주력제품인 CNC나 산
업용 로봇에서 데이터를 집적하고, 일정한 분석 및 제어를 실현하는 산업용
IoT 플랫폼이다. 단 독일의 지멘스나 보쉬, SAP도 그렇지만 일본의 산업용
IoT 플랫폼들 역시 실제 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파
트너 기업’을 확보하고, 나아가 플랫폼 자체를 국내외에 ‘이식’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에 적극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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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지멘스는 EWA와 같은 스마트팩토리를 2013년 중국 청두(Chengdu)
에 설립하여 Siemens Electronic Works Chengdu(SEWC)를 운영하고 있
다. SAP는 ‘중국속도(中国速度)’ 전략 아래 중국에서 24년간 영업을 하면서
100대 중국기업의 디지털화에 기여했고 최근에는 ‘중국가속계획(中国加速计
划)’을 발표하면서 향후 5년간 중국시장에의 투자 확대를 시사했다. 일본의 엣
지크로스 컨소시엄은 2017년 11월 미쓰비시전기, Advantech, Omron,
NEC, 일본IBM, 일본ORACLE 등 6개 간사기업으로 구성ㆍ출발하였고, 2019
년 9월 기준 250개 이상의 기업이 ‘파트너 기업(회원)’으로 가입한 상태다.
2019년 9월 기준 필드시스템의 파트너 기업은 일본 내 119개 기업이다. 미쓰비
시전기는 중국 星輝労斯堡液圧機械有限公司(2017년 9월)에 e-F@ctory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화낙 역시 중국과 동남아 시장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위와 같은 독일과 일본 기업의 스마트팩토리 해외진출 사례를 감안하면, 한
국에는 아직 이렇다 할 만한 스마트팩토리는 물론 산업용 IoT 플랫폼도 출현하
지 못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 정부로서는 제조업의
서비스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나아가 새로운 ‘수출원(源)’ 관점에서 기
업들이 스마트팩토리와 산업용 IoT 플랫폼 구축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3) 중소기업의 스마트팩토리화 지원
독일 연방정부는 ‘미텔슈탄트-디지털’이라는 정책하에 중소기업의 스마트
팩토리 구축의 기반이 되는 디지털 변환을 지원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미텔슈
탄트 4.0 역량센터’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18개의 지역 역량센터와 8개의
테마 역량센터를 운영 중인데, 중소기업 디지털 변환의 주요 거점 역할을 한다.
우리 정부는 산업단지를 위주로 중소기업의 스마트화를 지원하고자 하는데, 독
일의 역량센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구심점’을 산업단지 내에 조성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독일의 역량센터는 모두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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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산업구조, 나아가 각 중소기업이 필
요로 하는 ‘니즈’에 맞춰 기업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네트워킹 환경이나 지식,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테스트베드의 역할도 하는
등 각 기업의 상황에 맞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일부 역량센터에
서 중소기업의 테스트베드 활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는 점은 주
목할 만하다. 또한 독일 연방교육연구부의 I4KMU라는 프로그램은 선발된 중
소기업의 프로젝트가 완성에 이르기까지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실험환경
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이렇듯 중소기업 스마트팩토리가 몇 개 보급되었는가
라는 양적 확대보다는 각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부문을 얼마나 적절히 지원했는
지의 질적인 확산이 더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정부의 중견ㆍ중소 기업 스마트팩토리 지원정책 역시 ‘톱다운(topdown)’ 방식보다는 ‘보텀업(bottom-up)’ 방식을 취하고 있다. 독일의 ‘미텔
슈탄트 4.0 역량센터’와 같은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중
소기업들이 IT는 물론 IoT를 도입ㆍ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 ‘맞춤형’ 인력과 서
비스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 정부가 참조할 만한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즉 일본정부는 중소기업의 IoT 활용 수준을 4단계로 나눈 다음, 왜 IoT를 도입
해야 하는지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제1단계의 중소기업에는 IoT 도입 사
례집을 발간ㆍ홍보하거나 ‘Online Use Case Map’을 작성ㆍ공개하고 있고,
IoT를 도입하여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제2단계의 중소기업에는 ‘System
Integrator’ 활용, IoT 컨설턴트 파견, 툴 개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IoT 도입을 통해 품질 개선, 납기 준수 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제3단계의 중소
기업에는 IoT 컨설턴트 활용, 중소기업 간 네트워크화를 대응책으로 제시하였
고, IoT를 활용하여 고부가가치화를 꾀하고 판로를 개척하고자 하는 제4단계
의 중소기업에는 툴 정보의 일원화, 데이터 소유권 규정의 명확화, 중소기업 간
네트워크화 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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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타트업 정책
가.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는 결국 사업의 주체인 스타트업, 기술적ㆍ제도적 규제권한
과 정책지원을 담당하는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 스타트업의 혁신성을 평가하고
투자하는 투자자 및 다양한 인큐베이터와 액셀러레이터들이 공존하면서 유기
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특히 기술 수준이 나날이 빠르게 변화하고 그 기술을
통해 혁신적인 서비스가 전 세계에 동시에 제공될 수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적
극적인 정책 마련과 추진이 요구된다. 그러나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정부
의 지원정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쟁력이 뒤처지고 있는 모습이다. 전
세계 도시별 스타트업 생태계 경쟁력을 발표하는 Startup Genome(2019)에
따르면, 한국의 서울은 30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348) Startup Genome
의 스타트업 생태계 경쟁력 순위는 성과(Performance), 자금지원(Funding),
시장접근(Market Reach), 연계성(Connectedness), 재능/인재(Talent), 경
험(Experience), 지식(Knowledge) 항목을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같은 아시
아 지역 내 북경(3위), 상해(8위), 싱가포르(14위), 방갈로(18위), 홍콩(25위)의
경쟁력과 비교하면 스타트업 정책의 효과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개선
이 요구된다.349)
스타트업 생태계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고려될 수 있으나,
우선 국내 규제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될 수 있을 것이다.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
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제공되기 위해서는 경직
된 규제체제의 개선이 필요하다. 2017년 법무법인 테크앤로의 조사보고서에

348) Startup Genome(2019), p. 29.
349) 지표별 가중치는 성과 30%, 자금지원 20%, 시장접근 및 연계성 각각 12.5%, 재능/인재 및 경험 각
각 10%, 지식 5%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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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글로벌 혁신 사업모델 중 57%, 누적 투자액 기준 70%의 사업모델이
한국에서 사업화하는 데 제한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350) 또한 한국은 인터넷
익스플로러 기반의 ‘Active-X’ 공인인증서를 사용한 결제방식을 유지해 상대
적으로 신기술개발과 시장선점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2018년 1월 한국정
부가 ‘Active-X’ 기반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를 폐지하고 인증수단을 다양
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2019년 9월 12일까지도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였다. 이 사례는 전자서명 기술 경쟁을 저해하고, 국민의 기술 선
택권을 제한하는 등 규제개혁의 속도가 기술발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
여러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규제가 소비자를 보호하고 시장질
서를 유지하는 데 필수불가결적인 것은 맞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
로운 사업환경과 기술환경을 고려해 규제개선에 나서는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
하다. 규제개선의 방식을 두고 일부에서는 포지티브 규제접근에서 네거티브 규
제접근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변화된 환경에서 기인한다. 또한
규제개선 못지않게 규제나 제도에 대한 불분명한 해석이나 최종 해석에 다다르
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스타트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또한 스타트업 창
업 및 사업 추진단계에서 발생하는 고충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부처
담당자를 찾아서 면담을 하는 것도 스타트업 활성화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관련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범정부 차원의 스타트업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한편 스타트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는 산학연 협
력이나, 한국에서는 관련 주체 간 연계가 부족하다. 세계경제포럼(WEF)에 의
하면 한국의 R&D 투자는 세계 최고 수준인 반면 산학연 협력 부문에서는 한국
이 27위를 기록하며 스위스(1위), 미국(2위), 영국(6위), 독일(7위)의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351) 이에 2019년 2월 중소벤처기업부는 스
350) 아산나눔재단 외(2019), p. 12.
351) 중소기업벤처부(2019), p. 5,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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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트업을 포함한 중소기업, 대학 및 연구소, 대기업 간 오픈 이노베이션 활성화
를 위한 비전과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그중 오픈 이노베이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세부방안으로 전문가 세미나 등을 제안했으나, 민간 부문의 자발적 협력
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세미나와 네트워킹 이벤트 외에도 다양한 오픈 이노베이
션 활성화 방안이 요구된다. 이에 스타트업 지원정책을 통해 스타트업 생태계
의 경쟁력을 확보해가고 있는 국가의 사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모색
해볼 수 있다.

나. 정책 시사점
1)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 적용 검토
규제개혁의 속도가 기술발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생겨날 수 있는 부작
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보다 광범위한 분야에 적용
하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정착시켜야 한다. 한국정부는 혁신성장을 가속
화하기 위하여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 도입(2017년 9월), ‘혁신성장 전략
점검회의’ 신설(2018년 5월), 규제 샌드박스 시행(2019년 1월), 포괄적 네거
티브 규제의 적용 범위 확대(2019년 9월)352)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19년
10월 28일 ‘인공지능 기본 구상’353)을 통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재
확인하는 한편 대학 교수의 기업 겸직 허용, 공공데이터 원천 공개 등의 추진을
강조하고 있다. 그 결과 규제 샌드박스의 경우 2019년 1월 시행된 지 불과 8개
월 만에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 116건354)을 승인하는 등 양적으로 성과를 나타
352) 신산업에 한정했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의 적용 범위를 지역 산업, 서민 경제, 주민 생활 분야로 확
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무조정실(2019),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지자체 차원에서 최
초 시도」, p. 5,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1).
353) ｢文대통령 “인공지능은 인류의 동반자… 올해안 AI 국가전략 제시｣(2019. 10. 28), 온라인 기사(검색
일: 2019. 11. 1).
354) 신산업에 한정했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의 적용 범위를 지역 산업, 서민 경제, 주민 생활 분야로 확
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무조정실(2019),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지자체 차원에서 최
초 시도」, p. 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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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 있다.
한국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 스타트업 1,000여 곳이 회원사로 있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검찰이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으로 판단한 것
을 계기로 2019년 10월 29일 입장문을 내고 규제해소의 합리성과 신산업에
대한 ‘우선허용, 사후규제’라는 네거티브 원칙이 빠르게 정착되어야 한다고 주
장하고 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등과 2019년 8월에
도 보고서355)를 통해 네거티브 체제로의 전환, 규제 샌드박스의 효율적 추진,
개인정보 활용도 개선, 민간 기업의 기업벤처캐피털 설립 활성화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이는 글로벌 기준에서 보면 개선해야 될 부분이 다수 남아 있으며, 정부 주도
의 혁신성장 정책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스타트
업 기업들이 규제를 최대 걸림돌로 인식하고 수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정부에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규제완화의 속도가 기술발전의
속도를 따라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예상되는 위험에
대해 미리 촘촘하게 규제를 마련하는 ‘사전규제’ 방식을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
문에,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을 신제품ㆍ신서비스 부문에 선택적으로 도입한다
고 하더라도 새로운 혁신기술의 수용 측면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2) 정보 제공, 세제 확대, 대기업의 정책참여 확대를 통한 오픈 이노베
이션 유도
한국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오픈 이노베이션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정부가 스타트업 관련 데이터베이스와 협력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다. 대기업들은 혁신적 기술 및 아이디어를 수용하기 위해
스타트업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기업을 찾는 것이 쉽지 않
다. 정부가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나 협력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355) 아산나눔재단 외(2019),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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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다면 대기업-스타트업 협력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실
질적인 협력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대기업이 연구개발형 스타트업 기
업과 협력하여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경우 추가적인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또
다른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협력을 장려하는 유인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
책 지원책 수립 시 대기업의 참여를 확대할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이는 스타트
업을 지원함에 있어서 대기업의 수요를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고 판단된다.

3) 범정부 스타트업 통합지원팀 마련
프랑스 정부가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데 가장 중점을 둔 것이 ‘French Tech
National Team’으로 불리는 범부처 조직이다. 스타트업 생애주기의 출발점
인 초기 창업단계에서 기업가의 아이디어가 비즈니스 모델로 구체화되는 데 정
부 차원의 정책지원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업추진을 위한 법적 규제뿐만 아
니라 기술 특허, 외부 투자유치 등은 정부부처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
에 프랑스 정부는 각 정부부처 인력으로 구성한 French Tech National
Team을 조직하고 그 사무실을 스타트업 캠퍼스인 Station F에 위치시킴으로
써 스타트업 창업자와 현장에서 수시로 만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스타트
업 창업가들이 관련 정부부처 담당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연락하는 일련의 과
정에서 중요한 시간이 낭비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에도 스타트업의 특성상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
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등 많은 정부부처의 업
무지원을 필요로 한다.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업과 투자자, 액셀러레
이터를 입주시키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범정부 스타트업 통합지원팀을 마련
하고 이들이 현장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업가들이 사업단계에
서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여러 부처의 담당자를 일일이 찾아다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범정부 스타트업 통합지원팀에 파견 나온 정부부처 담당자들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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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부처와 관련된 업무와 고충을 처리해주는 원스톱 서비스(One-stop service)
체제가 요구된다. 결국 스타트업을 위한 규제개선은 창업가들의 규제 관련 고충
을 듣고 이를 해결하는 일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4. 핀테크 정책
가. 한국
핀테크 산업의 경쟁력이 국가 경제와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을 고려하여 한국정부도 2015년부터 IT 및 금융 융합 지원방안 마련을 시작으
로 다양한 정책으로 핀테크 기업의 지원 및 육성에 나서고 있다. 2019년 4월
1일부터 한국정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했으며, 이는 핀테크를 둘러싼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해줄 것으로 기대된다.356) 동 정책에 따르면 핀테크 기업
은 기존 규제로 인해 시장출시가 어려웠던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들이 일정 기간
시범운영이 허용됨으로써 시범운영이 종료된 후 최대 2년간 해당 금융서비스
에 대한 배타적인 운영권을 확보하게 된다. 또한 2018년 7월 금융위원회는 클
라우드 이용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많은 핀테크 기업들이 클라우드를 활용하여
혁신적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개선이 신규 핀테크 업체의 시장진입을 제고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함으로써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 및 핀테크 업무 영위에 관한 규준을 마련
하였으며,357)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정을 통해 P2P 금융업에 대한 법
적 근거를 구축하였다.358)
356)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357) 금융위원회 온라인 보도자료(2019d. 9. 4, 검색일: 2019.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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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 한국의 핀테크 육성지원 정책
연도

정책
[IT 금융의 융합(핀테크) 활성화 방안]
- 규제 패러다임 전환(사전규제 최소화, 기술중립성 원칙 명시)
- 오프라인 위주 금융제도 개편(인터넷 전문은행, 크라우드 펀딩 도입)
- 핀테크 산업 성장지원(핀테크 지원센터 설립, 자금지원 확대 등)

2015

[혁신 핀테크 서비스 출시(인터넷 전문은행, 크라우드 펀딩 등)]
[지역별 특화사업으로 핀테크 산업 육성 장려]
- ICT 산업 기술력 금융서비스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핀테크 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핀테크 지원센터 개소]
[핀테크 보안 및 인증기술지원센터 개소]
[금융회사, ICT 기업, 전산 유관기관과 협력, 혁신 아이디어 상용화 원스톱 지원]

2016

[핀테크 서비스 개발 및 테스트 환경 제공]
[FIDO(신속한 온라인 인증), 블록체인 등 핀테크 테스트 환경 제공과 기반기술
활성화]
[핀테크 기업 육성지원 프로그램 운영]
[전통 금융업 규제 혁신,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 도입 촉진]
[금융 소비자의 편의성 및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정비 추진]

2017

[가상통화 취급업계에 규율체계 마련]
[핀테크 기업 단독 해외송금 서비스 운영 허용]
[P2P 대출업자에 대한 총자산한도 규제완화]
[핀테크 혁신 발전전략 제시 및 활성화 방안]
- 혁신적 금융서비스 실험 및 지원, 금융권 서비스 고도화
- 핀테크 시장 확대, 핀테크 혁신 리스크 대응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과 정보보호 종합방안]

2018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낡은 규제 혁신 TF 발족]
- 투자 활성화, 데이터 활용, 혁신기술 등의 분과 운영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방안]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
[범정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방지 종합대책]

358) 금융위원회 온라인 보도자료(2019a. 11. 19, 검색일: 2019.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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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 계속
연도

정책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
- 공동결제시스템(오픈뱅킹) 구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 ‘Korea Fintech Week 2019’ 개최]

2019

[금융 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방안 발표]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TF 운영]
- 핀테크 규제혁신 건의과제 총 188건 중 150건 수용
[핀테크 지원예산 집행을 통한 핀테크 기업 지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안]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53건 지정]

자료: 대한민국정책브리핑, ｢핀테크｣,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29).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핀테크 산업의 경쟁력은 다른 주요 선진국과 비교
할 때 여전히 열위에 있다. 대형 은행 중심의 규제로 인해 은행업무 허가를 받
지 않은 핀테크 기업이나 비금융기관이 새로운 금융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
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한국의 전통적인 금융기관들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서비스 경쟁력은 국내 니치마켓을 협소하게 만들고 핀테크 기업의 출현을 어렵
게 하는 구조적인 제약요인이다. 국내 시장 규모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금융상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더라도 수익성을 담보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그리고 정부 주도의 핀테크 분야별 개선과제 발굴을 통한 규제완화 방식으로는
빠른 기술발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
사359)에 따르면 한국정부의 혁신생태계 관련 정책 가운데 ‘민간 주도 투자 확
대’, ‘창업자에게 유리하고 쉬운 투자환경 조성’ 등의 정책이 도움이 많이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 규제완화뿐만 아니라 투자하기 좋
은 환경을 만드는 것도 핀테크 활성화에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359) 스타트업얼라이언스(2019), ｢스타트업 트렌드 리포트 2019｣, p. 1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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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금요미팅’ 등을 통해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온
바 있으며,360) 2019년 10월에는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전담 팀’의
세부 활동 중 하나로 상시적인 현장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을 파악해나갈 것을
발표하였다.361) 하지만 이러한 소통 네트워크는 규제개혁을 중심으로 활용되
고 있어 혁신기술에 대한 이해 및 규범 구축과 관련한 국내외 소통 및 협력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구조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한국
핀테크 기업과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인 고려
가 요구된다.

나. 정책 시사점
1) 규제완화, 스타트업 인프라, 투자환경 개선 등을 통한 핀테크 환경
개선
핀테크 부문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인프라,
투자환경 개선,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의 빠른 정착 등 핀테크 기술을 쉽게 접목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
산업에 대한 규제강화로 금융기관의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었으나, 핀테크 기술
을 접목할 수 있는 여건이 이미 조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사업전환이 가
능하였다. 다시 말하면 실리콘밸리의 핀테크 스타트업, 벤처캐피털과 같은 우
호적인 자금조달 환경, 네거티브 규제로 인한 금융업 진출의 용이성, 자유로운
업무제휴 등의 여건이 갖추어져 있었다는 것이다. 금융 부문은 거의 모든 영역
에서 핀테크 기술이 적용될 수 있어 정부가 규제를 일일이 파악하고 완화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360) 금융위원회 온라인 보도자료(2019b. 1. 3, 검색일: 2019. 11. 21).
361) 금융위원회 온라인 보도자료(2019c. 10. 15, 검색일: 2019.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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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성공 핀테크 사업모델 분석 및 적용
미국과 같이 해외에서 성공한 핀테크 사업모델을 분석하여 국내에서도 빠
른 시일 내에 이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국 금융 부문의 핀테크 사
례에서 알 수 있듯이 회계 및 세금, 자동화 소프트웨어, 블록체인, 데이터 분
석, 자산관리, 지급 및 결제, 부동산, 레그테크(RegTech) 등 매우 다양한 분야
에서 핀테크 기술이 사용되고 있다. 보험 부문에서도 상품개발, 마케팅, 가입,
계약관리, 지급, 고객서비스 전 분야에 걸쳐 핀테크 기술이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은 핀테크 규제혁신을 위하여 지급결제ㆍ플랫폼, 금융투자,
보험, 대출ㆍ데이터 4개 분야의 13개 글로벌 핀테크 사업모델을 검토하여
2020년 3월 검토결과를 확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362) 미국 핀테크 사업모
델을 참고하여 한국이 선정한 분야는 지급결제ㆍ금융투자 융합(Acorns),363)
현금자산관리(Betterment),364) 보험 간편 가입(Lemonade),365) 중소기업 맞춤
형 대출(Kabbage),366) 소셜미디어 데이터 신용평가(Lenddo),367) 공급망 금융
(Amazon Lending)368)이다.369)

3) 핀테크 기술의 부작용 검토
금융 부문이 핀테크 기술로 인해 빠르게 디지털로 전환되면서 이와 함께 부
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의 사례에서와 같이 기존 인력이 크게 줄어
들고 IT 전문 인력들에 대한 수요는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한국정부는 금
362)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국(2019. 10. 15), ｢(별첨1)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 p. 4,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19).
363) 결제 시, 일정 금액 미만의 잔액이 자동으로 투자계좌에 적립(Round-up).
364)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한 유휴 현금자산관리.
365) 주택보험회사로서 간편한 보험 가입 및 보험금 청구서비스 제공.
366) 비금융정보를 활용하여 핀테크 기업이 대출심사자료 작성.
367) 소셜미디어 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 진행.
368) Amazon 거래내역을 기반으로 기업대출 출시.
369)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국(2019. 10. 15), ｢(별첨1)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 p. 5,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9.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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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산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규제혁신을 통한 핀테
크 활성화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혁신기술 도입
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새로운 기술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전직지원 서비스, ITㆍ핀테크 관련 교육지원 등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4) 핀테크 활성화 및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정비
일본 핀테크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향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핀테크 기술
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예상가능한 변화를 사전에 고려하여 법제도를 정비하고
있다는 점이다. 큰 틀을 보면 소비자 보호와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기존 업종별
법제도를 결제, 자금공여, 자산운용, 리스크이전의 기능별 법제도로 재편하고
자 한다. 최근에는 고액송금이 가능한 유형을 신설하고 한 번의 등록으로 복수
의 금융서비스 중개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새로운 금융상품의 등장을 저해하
는 규제를 완화하여 새로운 핀테크 기업의 출현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논의가 진
행 중이다. 한편 암호자산과 관련 파생상품의 성격을 고려하여 ｢금융상품거래
법｣의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부정 유출을 방지하고 법망 안에서 관리ㆍ감독을
하고자 한다.
한국도 여러 가지 법개정을 통해 규제완화와 관리체계 구축을 시행하고 있
어 일본의 법정비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우선 법체계에 대한 큰 방향성을 구
축한 뒤 제도 검토를 위한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속하게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핀테크 기업의 참여를 저해하는 규제는 완화하고 규제 안
에서 적절히 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5) 핀테크 기술 및 규범 관련 국내외 네트워크 강화
핀테크는 금융 분야와 비금융 분야의 결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혁신적인 비금융 분야 기술에 대한 이해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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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기술발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변화들에 대응하기 위한 규범을 마련하는
것은 전 세계 국가들의 공통과제이다. 이처럼 급속도로 변하는 핀테크 기술 트
렌드와 국제사회에서의 적용사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장 관계자 및 해외 기
관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 금융청의 경우 핀테크 이노베이션 허브 활
동과 암호자산 및 블록체인 관련 국제 협력활동을 통해 현장 관계자와의 교류
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기술과 동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현장감 있
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암호자산이 국제적인 관심
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일본 금융청이 국제공동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블록체
인 라운드 테이블을 주최하여 규제ㆍ감독의 방향성, 자금세탁 문제, 각국의 규
제동향 등에 대한 국제 논의를 활성화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한국의 경우 정부가 규제개혁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기술동향
을 파악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정책이 핀테크 기반기술(AI, 블록체인 등) 파악
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017년 금융위원회가 변화하는 금융
기술에 대한 금융당국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테크자문
단을 구성하였으나 이 또한 활발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
의 경우 국내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는 등370) 국제협력 사례도 드물다.
향후 핀테크 기술 및 동향 파악을 위해 기존의 규제개혁 관련 현장 교류 네트워
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핀테크 기술과 관련하
여 해외 유관기관과의 공동연구가 필요한 분야를 발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기존 우리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금융안정위원회(FSB),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
(FATF) 주도의 국제논의 외에도 타 국제논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
술파악 및 규범구축에 공동으로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

370) 2016년 금융위원회의 주도로 출범한 ‘금융권 공동 블록체인 컨소시엄’을 통해 국내 금융기관과 공
동연구 및 파일럿 프로젝트를 추진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 온라인 보도자료(2016. 11. 24, 검색일:
2019.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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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부당국의 금융규제 개선의 혁신적인 접근과 지원
금융시장의 엄격한 규제는 금융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에 따른 소비자
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금융기관이 아닌 핀테크처
럼 새로운 금융서비스 제공기관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금융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와 법적 장치가 오히려 국내 핀테크 경쟁력을 저하하고, 글
로벌 핀테크 산업에서 한국을 자칫 ‘갈라파고스’와 같은 고립된 국가로 만들 수
있다. 물론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금융서비스나 상품이 포장되는 것에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나, 충분히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면서도 새로운 금융서비스
와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영국 금융감독청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규제당국이 핀테크
및 금융산업에서 경력을 갖춘 인력을 채용하고, 이들이 시장의 요구와 어려움,
고충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핀테크 분야
는 많은 규제와 기존 은행영업망 사용허가와 같은 다양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
에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OakNorth Bank가
금융서비스를 출시하는 과정에서 영국 금융감독청은 규제와 통제의 역할이 아
닌 지원과 자문의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당시 영국 금융
감독청이 OakNorth Bank의 클라우드 시스템을 활용한 은행업무를 허용한
것은 영국 금융산업의 역사에서도 혁신적인 조치였다. 물론 핵심 중요 정보와
IT 인프라를 기업이 아닌 외부 클라우드 공간에 마련해놓는 것은 규제와 정보
보호라는 차원에서 소홀해서는 안 되는 점이나 다른 한편으로 금융당국의 충분
한 지원이 있다면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금융과 기술의 결합
이 금융소비자에게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관련 규제도 맞춤형으로 이
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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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핀테크의 해외진출 지원정책 개선
국내시장 규모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대형 은행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금융 인프라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신생 핀테크 업체의 시장진입은
더욱 어렵다. 더불어 국내의 높은 규제여건은 혁신적인 핀테크 업체의 출현을
가로막고 있다. 그러나 성급한 규제개선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를 고려할 때,
국내 핀테크 기업이 규제 샌드박스와 넓은 시장을 갖춘 해외로 진출하는 것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국내와 달리 해외의 유연한 규제환경은 국내에서
단기간에 사업화하기 어려운 아이디어들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핀
테크 사업의 특성상 비대면 서비스가 가능하여 국경 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기 때문에 국내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은 사업성공과 수익창출,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차원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 핀테크 기업들의 해외진출
은 사례가 많지 않다. 해외진출의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진출하려는 국가에
대한 정보 부재와 새로운 사업환경이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을 가로막는 주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즉 한국 핀테크 기업이 해외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현
지 법적 규제의 내용, 금융인프라 상황, 금융소비자의 행위에 대한 정보가 충분
히 확보되어야 하나, 기업이 이런 정보를 확보하는 것은 부담을 가중시킨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핀테크 기업들을 위해 정보서비스
포털을 운영하고 국가별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별
로 규제 샌드박스의 운영이나 제한,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법적 제약 등이 다르
기 때문에 정부 간 협력을 통한 핀테크 관련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것이 필요
하다. 해외진출이 가능한 지역이나 국가를 시간적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면 핀
테크 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때 해외진출을 위한 국가별 선정은
전략적ㆍ경제적ㆍ금융적ㆍ인적 특성이 고려되거나 또는 국내 대형은행들의 해
외법인이 위치한 국가와 지역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많은 국가
들이 경쟁력을 갖춘 핀테크 유치를 위해 특별 비자(Visa)제도를 운영하고 있으
나, 영국과 같은 나라는 별도의 비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양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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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협력을 통해 한국 핀테크 기업을 위한 별도의 비자쿼터 운영을 제안ㆍ도
입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금융혁신네트워크(GFIN)의 가입을 통
해 국내 핀테크 기업의 해외 혁신금융테스트 기회를 확대하는 것도 검토되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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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Innovative Growth Strategy in the US, Europe, and Japan
Part 1: Innovative Growth Policy
Gyu-Pan Kim, Gu Sang Kang, Jonghyuk Kim, Taehyun OH ,
Hyun Jean LEE, and Wonju S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innovation growth policies in
the United States, Europe, and Japan, and to draw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Accordingly, the report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innovation
growth paradigms and three important sector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smart factories, start-up ecosystems, and fintech).
Chapter 2 first analyzes the US government policies on advanced
manufacturing, IoT, AI, and Big Data. In addition to support from the
federal government, private companies and laboratories are cooperating
actively through consortiums such as the Industrial Internet Consortium
(IIC), which operates several testbeds. The results of our analysis indicate
that the link between government policies and private companies’
strategies is the core of US innovation growth. Second, the innovative
growth paradigm in Germany has been changed from the “High-Tech
Strategy” to the concept of “Industrie 4.0” and “AI Strategy.” The key to
innovative growth in Germany is government-industry-academia
cooperation realized through the introduction of use cases and the
provision of testbeds. Third, the Japanese government is pursuing the
vision of “Society 5.0” for the future of its society, a vision of a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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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collects data through IoT technology and utilizes this big data
through AI and robots. Japan is also implementing a policy called
“Connected Industries” to secure competitiveness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by utilizing industrial data. Above all, the Japanese government
has been putting efforts into improving the environment for big data
utilization by modifying laws and supporting related projects.
Chapter 3 describes the current status and policies related to smart
factories in Germany and Japan. We explain the connection mechanisms
and standards applied to smart factories in Germany such as the Open
Platform Communications Unified Architecture (OPC UA) and umati, or
universal machine tool interface, and present the exemplary cases of
Siemens, Bosch and SAP. Furthermore, the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 and Energy (BMWi) of Germany is utilizing Mittelstand 4.0
Competency Centers to support the digital transformation underlying
smart factory projects in Germany. Japan is not yet at the stage of
operating virtual factories, and is instead focusing on innovations in
manufacturing processes. This innovation of manufacturing processes in
Japan is characterized by digitalization, standardization, visualization,
and automation, and industrial IoT platforms such as Mitsubishi Electric's
Edgecross and Fanuc's FIELD systems have emerged for inter-factory and
sectoral connectivity. Meanwhile, the Japanese government provides
customized support by implementing public relations activities,
dispatching experts, providing IoT tools, IoT taxation, and funding for
IoT investment.
In Chapter 4, we review current startup ecosystems and related policies
in the United States, Japan and France. The startup ecosystem in the
United States is characterized by synergistic effects of human capital,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venture capital. In terms of policy, the
Obama administration supported the development of innovative
technologies through the Startup America Initiative and the Jump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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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Business Startups Act. However, supporting policy has lost its
momentum under the Trump administration, and regulations are
expected to be tightened for companies in Silicon Valley. Recent features
of the Japanese startup ecosystem can be summarized as the expansion of
CVC investment and the increase of young entrepreneurs. Along with the
J-Startup policy, the representative startup supporting policy in Japan to
foster role model companies, the Japanese government is releasing data
and guidelines to promote open innovation between large corporations,
universities, research institutes and startups. In France, which is gaining
recognition as a growing hub for tech startups,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are interacting actively through “La French Tech,” a
government support plan, and Station F, a private startup campus. In
2019, the French government introduced a plan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the startup ecosystem by diversifying its policies, for
instance by strengthening incentives and public relations support.
Chapter 5 describes fintech trends and policies in the United States,
Japan and the United Kingdom. The US government adopts a negative
regulatory approach, and financial authorities examine legitimacy and
provide guidelines to remove uncertainties in fintech services. Japan is
encouraging the emergence of new fintech companies and services by
introducing and amending relevant laws (the Banking Act, the Money
Payment Act, and the Financial Instruments Transactions Act). The
Financial Services Agency (FSA) is providing regulatory consultations
through its Fintech Support Desk and Fintech Experimental Hub.
Moreover, in terms of blockchain technology, Japan is strengthening its
cooperation network by conducting joint research and round tables with
overseas organizations. The UK, which is highly competitive in the
financial industry, is actively supporting fintech by deferring regulations
through a regulatory sandbox. The UK government is also establishing a
fintech-friendly regulatory environment by hiring people with w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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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ence in the banking and fintech industries. Level 39, a fintech
cluster, provides not only office space but also opportunities to network
with investors and accelerators. In addition, the fact that successful
fintech companies in the UK can easily enter overseas markets makes the
UK more attractive for fintech companies.
Following an analysis of the Korean government’s paradigm for
innovative growth and policies related to smart factories, the startup
ecosystem, and fintech, we compare these with major economies to draw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First, Korea should expand government
R&D investment in 5G infrastructure and AI technology to build a
hyper-connected intelligent society. It will also be critical to establish a
whole-of-government agency to promote government-industry-academia
cooperation and to provide test beds for innovative technologies. Second,
we need to establish a clear and unified concept of smart factories and to
build industrial IoT platforms. In addition, customized support that meets
the needs of SMEs is required for SMEs to become smart factories. Third,
with regard to the startup ecosystem, we could consider applying a
comprehensive negative regulation system and promoting open
innovation. Also, it is necessary to build an integrated support team for
startups like the French Tech National Team in France. Fourth,
deregulation should be carried out to foster the fintech industry in Korea.
In addition, further efforts should be made to analyze successful overseas
fintech business models and to review the adverse effects related to
fintech. Meanwhile, it would be beneficial to review the legal system and
pay more attention to strengthen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networks
in order to revitalize fintech with a proper management system. Lastly,
government authorities should adopt innovative approaches to improve
financial regulation, as well as provide active and customized support
including support for overseas expa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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