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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는 국내 기업의 4차 산업혁명 주요 기술 활용 현황에 관한 분
석과 진단을 통하여 시사점을 제시
○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신기술 활용 정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며 기업의 신기술 활용에 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의 지역 격차 관측됨.
○ 기업의 신기술 활용에 있어 기업의 규모, 신생기업 여부, 생산성, 연
구개발투자, 무형자산 비중, 외투기업 여부에 따라 이질성 존재
○ 신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은 하나의 신기술이 아닌 다수의 신기술을 조
합하여 활용하나 신기술 간 조합은 기술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임.
○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 및 기업의 경쟁력에서 신기술 활용의 중요성
을 고려할 때, 국내 기업의 낮은 신기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
대응 긴요
○ 정책 대응 시 단일 기술 활용 외에 다수의 신기술을 적절하게 조합하
여 활용할 수 있는 정책 대응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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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 배경 및 목적

□ 연구 필요성 및 배경
○ 최근 사회 및 경제 트렌드의 혁신적 변화를 야기하는 다양한 새로운
기술들이 대두되고 있으며 해당 기술들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핵심기술로 정의되고 있음.
-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의 범위는 기관별로 다양하나 통계청 ‘기업활
동조사’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인 클라우드(Cloud), 모바일(Mobile), 사
물인터넷(IoT), 빅데이터(Big Data)와 다양한 기능 구현을 위한 인공지
능(Artificial Intelligence), 로봇공학(Robotics), 3D프린팅(3D Printing),
블록체인(Block Chain), 가상ㆍ증강현실(VR, AR) 기술 등을 핵심기술
로 정의
- 해당 기술은 제조 및 수송 방식, 에너지 인프라, 기업의 경영 활동, 라
이프 스타일 등 전방위적인 변화를 선도하고 있으며 영향력 또한 증
대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업의 해당 기술 활용에 관한 이해가 긴요
○ 상기 기술 변화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국내외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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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새로운 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용 속도도 높아 전개가 가속화되는
추세
- 최근의 기술변화는 경제ㆍ사회와 신속한 상호 작용을 통해 새로운 생
산 방식 및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주도
- 해당 기술의 수용과 활용에서 뒤처질 경우 글로벌 시장 경쟁에서 도
태될 위험성 확대
- 또한 신기술의 발전 방향 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으
므로 신기술 활용을 통한 경쟁력 구축과 기술 개발을 통한 선제적 대
응이 미래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
○ 신기술 활용과 기업 및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 신기술 활용 현
황에 대한 진단과 분석 필요
- Schumpeter(1942)는 신기술 기반의 기술혁신 활동을 국가 경제 발전
의 원동력으로 인식하고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가치창출의 필요성
을 강하게 제기
- 특히 디지털 산업 부문에서 글로벌 선도기업의 신기술 선점과 주도
적 활용이 뚜렷이 관측되는데, 이들이 주도하는 급속한 산업 지형 변
화는 다양한 산업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1)
- 신기술의 개발 및 활용은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요한 요소이므
로 우리나라에서도 국가 차원에서 개인과 기업의 신기술 수용 및 대
응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 중

1) FANG(페이스북ㆍ아마존ㆍ넷플릭스ㆍ구글), BAT(바이두ㆍ알리바바ㆍ텐센트) 등이 신기
술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바탕으로 글로벌 IT산업 및 글로벌 시장을 주도(이현
석,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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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설계와 추진에 있어 한국 기업의 4차 산업혁명 핵심 신기술 활
용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진단과 분석이 중요
○ 그러나 국내 기업의 신기술 활용에 대한 실증분석이 미진하고 정치한
데이터를 활용한 진단과 분석 부재
- 기존의 신기술 활용에 관한 연구는 기술의 파급 효과 및 기술 자체에
대한 질적 연구 및 사례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해당 기술의 실제
도입 및 기술 간의 보완성 및 융합에 대한 분석적 접근은 매우 미흡
- 우리나라 기업의 주요 신기술 활용 현황 및 해당 부문에 대한 평가는
기업이나 국민경제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이나 이에 대한 실증
분석은 미진한 상황
-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핵심기술 활용에 대한 선행연구는 일부 주력산
업이나 특정 산업 또는 개별 기술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수행된 바
있음.2)
- 우리나라 기업의 신기술 활용 및 기술혁신에 대한 연구는 관련 데이
터의 부재로 인해 실태조사에 크게 의존하였기 때문에 아직까지 신
뢰할 만한 체계적 진단과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
○ 2018년부터 통계청 기업활동조사에 주요 4차 산업 기술에 관한 기업
대상 조사가 최초로 실시됨에 따라 최신 데이터를 사용한 우리나라
기업의 신기술 활용 현황 진단 및 실증분석이 가능해짐.

2) 정은미(2017)는 주력산업에, 황현정 외(2017)는 금융업에 중점을 둔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DeStefano et al.(2018)은 개별 기술인 클라우드 컴퓨팅에 초점을 둔 연구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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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기업의 4차 산업혁명 주요 신기술 활용 현황을
분석, 진단하고 실증분석을 기반으로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있음.
- 2018년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기준 기업활동조사」를 기본 데이
터로 삼아 기업 단위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활용 수준에 대한 진단과
실증분석을 행하고 시의성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 신기술을 개발ㆍ활용하는 기업의 특성과 기업의 기술 도입을 결정하
는 핵심 요인을 실증분석을 통해 추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
는 정책 방향을 제시
- 선제적 기술 대응과 신기술 기반 경쟁력 향상의 전제 조건인 4차 산
업혁명 핵심기술 중요성에 대한 개인, 기업, 사회의 인식을 제고
○ 본 연구는 2018년 통계청에서 처음 신설한 기업활동조사 내 ‘4차 산
업혁명 관련 기술 개발 및 활용’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황 진단
을 통해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타 연구와 차별화
- 4차 산업혁명 주요 기술(9개):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
일 5G, 인공지능, 블록체인, 3D프린팅, 로봇공학, 가상ㆍ증강현실(통
계청, 2018)
- 이전의 개별 기술 및 설문조사를 대상으로 단편적으로 이루어진 기
업의 신기술 활용에 관한 실증분석을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정치한
데이터를 통하여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
- 해당 데이터에서 활용 가능한 4차 산업혁명 주요 기술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기술의 활용 현황과 기업 수준의 분석을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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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주요 기술 도입 및 활용에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기업 특성 및
주요 결정요인 도출
○ 특정 업종 혹은 특정 기술에 국한되어 있던 기존의 4차 산업혁명 관
련 핵심기술 활용에 대한 연구를 전 산업 및 주요 9개 기술로 확대한
종합적 결과 제시
- 선행연구는 예외 없이 연구자의 개별 설문조사에 의존한 반면, 본 연
구는 국가공인통계를 바탕으로 분석결과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차별
성 존재
○ 전 산업 관점의 결과와 기업의 특성 및 주요 요인에 대한 결과를 병
행하여 정책 및 기업 전략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객관적 근거자료
제공

제1장 연구 배경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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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개요

○ 제2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주요 핵심기술을 소개하고 최근 활
용 현황 및 전망을 소개
- 우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로 대두되는 기술에 대해 살펴본
후 각 기술을 정의, 주요 특징, 활용 현황, 전망 순으로 간략히 살펴봄.
- 단,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에 대해서는 개별 연구에 따라 그 범위
등에서 차이를 보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2018)의 ‘기업활동조
사’에서 정의하고 구분한 9개의 기술 중심으로 논의

1.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 개요
○ 2016년 ‘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이 다보스 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을 통해 제시된 이후 개념 및 주요 기술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면서 글로벌 화두로 자리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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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공식 정의는 없으나 다보스 포럼 회장인
Schwab(2017)은 4차 산업혁명을 “유전자, 나노, 컴퓨팅 등을 포함한
모든 기술 융합과 물리학, 디지털, 생물학 분야와의 상호 교류를 통
해 파괴적 혁신을 일으키는 혁명”으로 정의
○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또한 정보통신기술 혁신, 생산기술 혁신 등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신기술이라는 공통된 특징을
보임.
- 국내외 다양한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로 자율주행차, 로
봇,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모바일, 가상현실, 블록체인, 핀
테크, 드론, 3D프린팅, 디지털 헬스케어, 바이오헬스, 신소재 및 에너
지 등이 언급됨(박승빈, 2017).
○ 통계청(2018)이 ‘기업활동조사’에서 제시한 9개의 기술들은 4차 산업
혁명에 있어 핵심 역할을 하는 기술로 인식되고 있으며 해당 기술 활
용 및 산업전망에 대한 관심이 높음.
- 통계청(2018)은 기업활동조사 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개발 및 활
용’ 조사를 위해 9개의 신기술을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로 선별 및
제시

<표 2-1> 통계청 기업활동조사에 따른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① 사물인터넷, ② 클라우드, ③ 빅데이터, ④ 모바일, ⑤ 인공지능, ⑥ 블록체인,
⑦ 3D프린팅, ⑧ 로봇공학, ⑨ 가상ㆍ증강현실
자료: 통계청(2018), 2017년 기준 기업활동조사.

○ 본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로 통계청(2018)이 기업활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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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개발 및 활용’ 조사를 위해 제시한 9개
의 기술을 기반으로 개요, 현황과 기술의 영향을 분석함.

①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이하 IoT)
○ (정의) 사물인터넷(IoT)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고
사물-사물 또는 사람-사물 간의 상호 정보 교류 및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지능형 기술 및 서비스로 정의(통계청, 2018)
-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
(2012)에 따르면 사물인터넷은 상호 운용이 가능한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실재와 가상 사물을 상호 연결해 서비스 고도화를 가능하
게 하는 글로벌 기반 시설로 정의됨.
- 사물인터넷 플랫폼은 아래의 표와 같이 디바이스 플랫폼, 네트워크
플랫폼, 데이터 분석 플랫폼, 서비스 플랫폼으로 분류 가능

<표 2-2> 사물인터넷 플랫폼 분류
분류

주요 기능

디바이스
플랫폼

- 디바이스로부터 제공받는 하드웨어 자원과 해당 하드웨어 자원을 사용
하는 플랫폼
- 오픈소스 하드웨어(운영체제(OS), 센서와 소프트웨어 등), 하드웨어와
연동되는 센서 및 구동기 등 포함

네트워크
플랫폼

- 사물인터넷 통신 프로토콜로 표준/비표준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디바
이스 간의 연결을 가능하게 함

데이터 분석
플랫폼
서비스 플랫폼

- 디바이스들로 부터 데이터를 수집, 저장, 분석
- 다양한 응용 서비스 생성 및 실행 지원
- 사물인터넷 서비스 배포를 지원하는 애플리케이션 구현 및 유통 플랫폼

자료: 박태형(2019), “사물인터넷 시장 및 주요 기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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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특징) 사물인터넷은 대규모의 사물인터넷 디바이스들을 연결하
고 해당 사물들이 생성하는 대용량의 데이터 수집을 가능하게 함.
- 이러한 특성은 센싱, 인터페이스, 네트워킹 기술을 핵심으로 구현됨.
- 센싱 기술은 정보 수집을 가능하게 하며 네트워킹 기술은 수집된 데
이터 및 정보를 사람과 사물, 사물들 간 연결을 가능하게 하여 분산된
환경에서도 공유를 가능하게 함(공만식 외, 2016).
- 인터페이스 기술의 경우 검출정보, 위치정보, 보안, 온톨로지 기술 등
의 연동을 가능하게 하여 더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함(공
만식 외, 2016).
○ (활용 현황) 사물인터넷은 대규모의 사물인터넷 디바이스 연결을 통
한 대량의 데이터 수집을 주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제조부문의
생산 효율화 및 비용 절감, 마케팅 등에 주로 활용되고 있음.

<표 2-3> 주요 산업별 사물인터넷 활용 분야
산업 분류

제조업

전통제조업
자동차
금융

활용 예시
재고관리 최적화, 유지 및 보수, 공장 내 제품 생산 및 안전사고
예방 등
보험, 자동차 유지보수 등
소매점포의 홍보, 전시, 구매 활동, 지능형통합시스템 등

서비스업 유통/물류 자율주행 및 내비게이션. 택배 물류 및 운송의 최적화 등
회사
인프라

집
도시

보안, 직원 관리 및 훈련, 에너지 관리 등
가정 내 보안, 에너지 관리, 건강 및 질병 관리, 안전 관리 등
교통통제 도시 보건 및 공공안전 등

자료: McKinsey(2015), European Commission(2015) 등을 참고한 황현정 외(2017), “4차 산
업혁명의 주요 신기술 적용 현황 및 시사점”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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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망) 2020년에는 현재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디바이스 플랫폼 부
문의 비중이 절반 이상으로 감소하고 데이터 분석 및 서비스 플랫폼
의 비중이 상당히 증대할 것으로 전망(미래창조과학부ㆍ정보통신기
술진흥센터, 2016).

<표 2-4> 글로벌 사물인터넷 분류별 비중 및 성장률 전망
단위: %

주요 기업

디바이스 플랫폼

애플, 삼성, 브로드컴, 퀄컴, 인텔, STMicron,
ARM, 스카이웍스

88

37

10

네트워크 플랫폼

텔레포니카, AT&T, 보다폰, SKT

5

3

17

IBM, 구글, 시스코

4

30

66

헬스케어(애플), 스마트홈(삼성,GE),
스마트카(포드)

3

30

90

데이터 분석 플랫폼
서비스 플랫폼

2015 2020

연평균
성장률

분류

자료: Machina Research(2013), 미래부(2015), 「2015 사물인터넷 확산전략」을 참고한 미래창
조과학부ㆍ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2016), 「ICT R&D 중장기 기술로드맵 2022」 재인용.

② 클라우드(Cloud)
○ (정의)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센터 내에 구축된 대규모의 컴퓨팅 자
원을 제공받은 후 해당 자원을 기반으로 애플리케이션 또는 서비스
를 개발하는 것을 지칭함(통계청, 2018).
- 클라우드 컴퓨팅은 클라우드 플랫폼 및 인프라, 클라우드 서비스 영
역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서비스 유형은 다음과 같이 분류
가능
ㆍ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 이하 IaaS)는 네트워크, 스토리지,
서버 등 기본적 컴퓨팅 자원을 제공받는 유형으로 사용자가 관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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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하는 비중이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한주기, 2019).
ㆍPaaS(Platform as a Service, 이하 PaaS)는 클라우드상에서 소프트웨
어 개발이 용이한 개발 환경을 제공하며, SaaS(Software as a Service,
이하 SaaS)는 온라인 형태로 제공되어 시스템 구축 및 비용 부담 없
이 즉시 이용 가능(한주기, 2019)

<그림 2-1> 클라우드 서비스 유형(IaaS, PaaS, SaaS)

자료: 한주기(2019), “클라우드 전쟁: 1조달러 클럽을 향한 왕좌의 게임”.

○ (주요 특징) 초기 클라우드 서비스는 비용 절감을 주목적으로 확산되
기 시작하였으나 최근에는 빅데이터, 머신러닝, 인공지능 등과의 결
합을 통한 기술 고도화로 활용 목적이 고도화되는 추세
- 클라우드 기술은 초기 인프라 투자비용 및 공간이 불필요해 즉각적
인 사업 추진이 용이하며 서버 유지 및 관리보수를 위한 인력 등 고정
비용 절감 또한 가능해 영세한 기업들에 특히 혁신적인 기술(한주기,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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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컴퓨팅 자원을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만
큼 사용(on-demand)할 수 있기 때문에 자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비용 대비 컴퓨팅 자원을 훨씬 효율적으로 사용 가능

<그림 2-2> 컴퓨팅 자원 활용도 비교(전통적 데이터 센터 vs 클라우드 컴퓨팅)
전통적 데이터 센터
컴퓨팅 파워

클라우드 컴퓨팅
컴퓨팅 파워

실제 사용량

Capacity

고객
불만족

실제 사용량

Capacity
자원
낭비

시간

시간

자료: 한주기(2019), “클라우드 전쟁: 1조달러 클럽을 향한 왕좌의 게임”.

○ (활용 현황) 현재 활용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기업은 아마존의 ‘AWS’, 마이크로소프트의 ‘Azure’ 등을 주로
이용하고, 일반 소비자들은 구글의 ‘Gmail’, 마이크로소프트의
‘Office365’, 네이버의 ‘네이버 클라우드’ 등을 이용

<표 2-5> 클라우드 서비스 유형별 대표적 상품
분류

주요 활용 서비스

IaaS

아마존의 AWS(Amazon Web Service), 마이크로소프트의 Azure, 구글의 GCP
(Google Cloud Platform)

PaaS * 통상적으로 IaaS 서비스 사업자가 PaaS를 함께 제공
SaaS 구글의 Gmail, 마이크로소프트의 Office365, 네이버 클라우드 등
자료: 한주기(2019), “클라우드 전쟁: 1조 달러 클럽을 향한 왕좌의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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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비앤비(Airbnb), 드롭박스(Dropbox), 넷플릭스(Netflix) 등은 아
마존의 AWS의 주요 고객사로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활용을 통해
성장
- 특히 넷플릭스는 2009년 아마존 AWS를 도입한 이후 2016년 자체 데
이터 센터 폐쇄 및 클라우드로의 완전 이전을 단계적으로 완료하여
저녁 또는 주말에 급증하는 트래픽 실수요에 자원낭비 없이 대응(한
주기, 2019)
○ (전망) 클라우드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위시한 소수 기업의 독점이 심화될 전망
- 클라우드 시장은 2015년부터 연평균 23.1%의 성장을 이루어 2021년에
는 2,768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
2017)
- 2015년 말 54%였던 글로벌 5대 기업(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IBM, 알리바바)의 합산 점유율은 2018년 3분기 67%를 기록하며 급속
히 확대(한주기, 2019)
- 클라우드 시장에서는 규모의 경제가 경쟁력 강화에 중요하며 선두로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 아마존과 유일한
추격자인 마이크로소프트가 진입장벽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음.
ㆍ후발주자들의 클라우드 사업 포기 증대 - Hewlett Packard(2016년
1월), Cisco Systems(2017년 3월) 클라우드 서비스 종료, VWware
‘vCloud Air’ 사업 매각(2017년 5월), Rackspace 퍼블릭 클라우드 서
비스 포기(한주기, 2019)
- 데이터 급증과 함께 소수 기업의 시장 독점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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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며, 이 과정에서 클라우드 기술이 주요 기술과의 융합을 도모하
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증대할 것으로 전망

<그림 2-3> 글로벌 상위 5개사 클라우드 시장점유율 추이(IaaS, PaaS)

자료: Synergy Research Group 자료를 활용한 한주기(2019), “클라우드 전쟁: 1조달러 클럽을
향한 왕좌의 게임” 재인용.

③ 빅데이터(Big Data)
○ (정의) 빅데이터는 디지털 환경하에서 생성되며 방대한 규모와 짧은
생성주기를 가지는 대규모 데이터로 수치, 문자, 영상의 형태를 모두
포함(통계청, 2018)
○ (주요 특징) 빅데이터의 특징은 데이터 규모, 다양성, 생성속도에서
더 나아가 최근 가치 및 진실성으로 확장(안성원, 2016)
- (기존) 3V: 데이터의 양(Volume), 다양성(Variety), 생성속도(Velocity)
ㆍ센서와 디지털 기기 등이 보급되면서 매우 빠른 주기로 방대한 규모
의 데이터가 생성되며 그 종류 및 속성 또한 다양
- (최근) 5V: 3V ＋ 가치(Value), 진실성(Ver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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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목적에 맞는 최적의 답안을 제시함으로써 새
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기존의 패턴 분석을 기반으로 향후 사건 및
현상에 대한 예측 및 대응 가능
○ (활용 현황) 금융업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빅데이터 기술이 적극적으
로 활용되고 있으며 정부 및 전문 서비스 업종에도 도입되고 있음.
- 2016년도 글로벌 빅데이터 및 분석시장을 살펴보면 은행업(13.1%)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조립제조(11.9%)와 공정제조(8.4%),
연방 및 중앙정부(7.6%), 전문서비스(7.4%) 순으로 높은 활용률을 보
임(박선우, 2018).

<표 2-6> 빅데이터 및 분석시장 세계 규모
산업
분류

금융업
(은행)

제조업
(조립)

제조업
(공정)

정부
(연방 및 중앙)

전문
서비스

기타

비중(%)

13.1

11.9

8.4

7.6

7.4

51.7

자료: 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2017), “Worldwide Semiannual Big Data and
Analytics Spending Guide”.

- 국내 빅데이터 산업은 인프라 구현을 추진하는 도입 단계에 머물러
있으나 시장 규모 및 투자가 증가하는 추세
ㆍ국내 빅데이터 시장 규모는 2015년 기준 2,623억 원을 기록(2014년
대비 30% 성장), 해당 부문 정부투자 규모 또한 2015년 기준 698억
원으로 2013년 대비 약 3배 이상 증가(안성원, 2016)
- 빅데이터는 도시 및 지역 차원의 방대한 데이터 기반의 관리 또는 제
조공정 및 데이터 기반의 패턴 분석을 통한 맞춤형 제품 및 서비스 제
공에 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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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빅데이터 적용 사례
활용 기업 및 국가

주요 내용

GE
- 스마트팩토리 실현을 목적으로 GE소프트웨어를 별도로 설립
-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하고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Predix를 개발
Predix

코마츠(Komatsu)
- KOMTRAX 시스템

- GPS를 통한 위치 확인 및 각종 센서 부착을 통해 코마츠가 생
산한 건설기계 차량의 상태 체크 및 정상 작동 여부 확인
- 사내 서버에 차량의 각종 경보데이터, 엔진 과열, 연료 상황,
부품 내 유압 저하 등에 대한 데이터를 통신위성과 이동 통신
망을 통해 저장
- 해당 데이터를 분석하여 장비 대리점 및 구매자들에게 제공해
장비 관리비용 절감 및 고장 원인 추정에 기여

-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고객의 구매 패턴을 파악하고 상품
추천
아마존(Amazon)
- 예측 배송(anticipatory shipping): 기존의 검색 및 주문내역,
- 구매 추천 및 예측 배송
반품내역, 쇼핑 카트 내 상품, 마우스가 머문 시간 등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배송을 미리 준비
넷플릭스(Netflix)
- 맞춤형 콘텐츠 추천

- 영화시청 패턴 분석을 통해 사용자별로 맞춤형 콘텐츠 추천

자료: 안성원(2016), “빅데이터(Big Data)의 특성과 동향” 재구성.

○ (전망) 글로벌 빅데이터 및 분석시장은 2016년부터 연간 11% 이상의
평균 성장률을 보이며 2020년에는 약 2,100억 달러 규모를 달성할 것
으로 예상(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 2017)

④ 모바일 5G(Mobile)
○ (정의) 모바일 기술은 전파를 통해 물리적 제약 없이 음성이나 영상
및 데이터 등을 송수신 가능하게 하는 이동통신 기술 및 서비스를 의
미(한국무역보험공사, 2018).
- 1984년 1G가 처음 상용화된 이후 이동통신 서비스는 10년을 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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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해 왔으며 4G를 거쳐 현재 5G 상용화 추진 단계(한국무역보험공
사, 2018).
- 현재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는 5G 기술의 경우 이전의 4G와 비교해
10배 이상의 기기 연결이 가능하며 10배 빠른 반응 속도와 20배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를 보임(박태형, 2019).

<표 2-8> 5G와 4G 비교 요약
주요 특징

내용

초고속

- 4G 대비 20배 향상된 초당 최대 20GB 이상의 데이터 전송 가능
- 대용량 데이터의 송수신이 가능해 초고화질(4K) 영상 또는 VR/AR 콘텐츠 구
현 용이

저지연

- 4G 대비 10배 이상 빠른 응답 속도
- 실시간 대응이 중요한 자율주행, 원격조정 등의 서비스 안정성 강화

초연결

- 4G 기준 1㎢ 당 동시접속 가능 대수가 10만개에서 100만개로 증대
- 대량 기기와의 데이터를 실시간 송수신해야 하는 사물인터넷 서비스 구현에
적합

자료: 박태형(2019), “사물인터넷 시장 및 주요 기업 동향”.

○ (주요 특징) 가장 최신 기술인 5G 이동통신 기술은 초고속, 저지연,
초연결을 주요 특징으로 하며 이러한 특성은 사물인터넷, VRㆍAR 등
타 기술과의 융합을 촉진
- 5G 기술은 네트워크 슬라이싱(Network Slicing)* 기능과 전체 서비스
에 대한 품질(Quality of Service, QoS) 보장 기능을 제공(신동형,
2019)
* 네트워크 슬라이싱(Network Slicing): 동일 네트워크하에서 각각의 서비스들이 독립적
인 네트워크를 할당받아 다른 서비스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도 품질 보장이 가능

- 기존의 4G 환경에서는 음성과 문자 등 분절된 서비스가 통신 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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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적용 가능했으며 개별 서비스 간 서비스 품질을 보장할 수 없었음.
- 5G 환경하에서는 동일 네트워크하에 각 서비스들이 독립적 네트워
크를 할당받는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능을 통해 개별 서비스의 품질
보장이 가능

<그림 2-4> 4G-5G 환경변화 비교
4G → 5G로의 전환

하나의 망으로 가상화가 가능

4G망 : 폰, 통신서비스(음성, 문자, 인터넷),
통신산업에 해당

통신/
인터넷 망
물류,
농업,기후망

4G망

여러개의 5G망?

차, 공장 망

5G망 요구사항 : 모든 단말, 모든 서비스,
모든 산업을 수용
서비스/단말

5G망
통신/인터넷

서비스/단말
통신/인터넷망 Slice
통신/인터넷

5G망

물류,
농업,기후
차, 공장

물류, 농업, 기후망 Slice
차, 공장 망 Slice

물류,
농업,기후

차, 공장

자료: 신동형(2019), 「5G가 만들 새로운 세상: 5G, A.I.와 IoT 등을 포함한 4차 산업혁명의
Enabler」.

○ (활용 현황) 세계 주요국을 중심으로 5G 상용화 경쟁이 전개되고 있
으며 이동통신사 간의 초기 산업생태계 선점을 위한 경쟁 치열
- (5G 상용화) 2019년 7월 기준 한국, 미국,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호
주 등 총 17개의 국가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5G 상용화에 성공하
였으며 일본, 중국, 프랑스, 러시아, 싱가포르 등도 상용화 추진 중(조
수진, 2019)
- (국내 이동통신사 간 생태계 형성 경쟁) 한국은 2019년 4월 국내 이동
통신 3사가 5G 상용 서비스를 동시 제공하였으며 망기지국 구축,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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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요금제 출시, 단말기 보조금 지급 등 경쟁에 돌입
ㆍ2019년 6월 기준, 우리나라의 5G 가입자 규모는 160만 명을 넘어 전
세계 5G 가입자의 77.5%를 차지3)
- (서비스 현황) AR 및 VR 기능 등을 탑재한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중심
으로 5G 기반 서비스 제공이 대부분이나 SKT의 경우 2019년 하반기
에 스마트오피스, 스마트팩토리, 스마트플랜트, 스마트시티, 의료, 물
류 유통 등 B2B 시장 확대에 주력하고 있음.

<표 2-9> 5G 적용을 통한 산업 전반의 변화 전망
주요 산업

5G 활용 가능 부문

자동차

- V2X(Vehicle to Everything Communication): 주변 차량의 운행 정보를 실
시간 제공하고 원거리 사고 정보를 차량에 공유해 사전 대처 역량 및 안전한
주행환경 조성에 활용

제조업

- 실시간 공정 전 과정 컨트롤을 통해 신속한 제품출시 및 생산성 제고 가능
- 5G 기반의 웨어러블 기기, 작업용 로봇 등을 통한 제조공정의 효율성 향상

헬스케어

- 스마트 기기들과의 연결을 통해 개인 스스로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의료
기관과 실시간 정보공유로 전문적인 진단 가능
- 4K 이상의 고화질 영상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환자의 상태 진단 가능

공공안전

- 카메라, 센서, 5G 통신망 등을 기반으로 구조물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공공안
전 및 보안시스템 강화
- 재해재난 복구 현장에서 무인로봇 활용

미디어

에너지ㆍ
유틸리티

- 5G의 광대역 기반의 4K/8K 영상, VR 서비스로 새로운 몰입 경험 제공
- 모바일 VR 및 AR 게임 시장 본격화와 더불어 몰입형 미디어 콘텐츠 등장
(예: 실시간 360도 뷰 개인방송 등)
- 분산되어 있는 다수의 발전설비와 전력 수요를 클라우드 기반의 소프트웨어
로 통합해 하나의 발전소처럼 관리
- 가상 전력발전소를 통한 실시간 에너지 관리 및 분배

자료: 한국무역보험공사(2018), 「5G 및 이동통신산업 동향 분석」.

3) GSMA Intelligence 및 연합뉴스(2019.7.10) 자료를 기반으로 NIPA(2019)가 재가공한 조수
진(201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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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망) 현재 시범서비스를 거쳐 초기 상용화 단계에 있으며, 한국은
2019년 3월 4G LTE와 5G 기술을 모두 활용한 NSA(Non-Standalone)
기반 5G 서비스의 상용화를 추진 중이며 향후 온전히 5G 기술만 활
용하는 단계인 SA(Standalone)로 진화할 것으로 보임(한국무역보험
공사, 2018).
- 스마트폰 기기 내 반도체를 중심으로 연결 환경이 확대됨에 따라 통
신 모듈 및 부가 기능이 강화되는 등 반도체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
으로 전망(신동형, 2019)
- 5G는 다양한 기술 및 기기 간의 연결을 가속화해 장기적으로는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기술 확산에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⑤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AI)
○ (정의) 인공지능은 인간의 학습능력과 추론능력, 지각능력, 자연언어
의 이해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통계청, 2018)

<그림 2-5> 인공지능기술 및 서비스 개요도
실서비스 제공
(API 개발)

데이터
학습

안전

의료

국방

에너지

금융

모델생성

지능형 에이전트

모델 수정

행동ㆍ협업지능

반복

모델(안)
마련

데이터 입력

농수산업

추론ㆍ지식표현

제조

이동체

도시

복지

머신
러닝

상황ㆍ감정 이해
시각ㆍ언어ㆍ청각 지능

데이터 가공(전처리)

데이터 라벨링, 구분ㆍ선별, 포맷 변경, 결합, 변형 동

데이터 획득

IoT, mobile 등을 통해 획득한 이미지, 영상, 텍스트 등

클
라
우
드
ㆍ
고
성
능
컴
퓨
터
(GPU)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8), “I-Korea 4.0 실현을 위한 인공지능(AI) R&D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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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기술은 인간의 인지지능에 해당하는 시청각 및 언어 지능,
인공비서 역할 수행을 위한 지능형 에이전트, 학습방법인 머신러닝
등을 포함
- 해당 기술 서비스 제공에는 방대한 데이터 학습이 선행되어야 하므
로 반복 학습을 위한 GPU 기반의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및 클라우드
가 요구됨(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
○ (주요 특징) 인공지능기술은 단순한 인지에서 더 나아가 인지한 환경
속에서 최적의 답을 찾고, 스스로 학습하고 추론 및 예측까지 가능한
단계에 도달(국경완, 2019)
- 향후 인공지능이 문제를 능동적으로 발견하고 해결하는 행동 단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대한 다양한 분야 연구와 투자가 진행 중

<표 2-10> 인공지능기술의 발전 동향과 전망
기간

2012~2016

기능

인지

2016~현재
학습

미래
추론

행동

- (보다) 인간과 유사 - (학습하다) 인지한 - 학습된 지능을 활 - 문제를 스스로
한 정확도 달성
환경 속에 목적 용해 환경을 인지
발견하고 해결
- (듣다) 자연어 및 달성을 위해 최적 하고 이에 대한 추 - 지능, 추론 능력
주요
음성인식의 발전
의 답을 탐색
론 및 예측 수행
에 기반해 자율
내용
- (읽다) 디지털화된 - 반복학습을 통해
적으로 판단 및
정보를 통해 물리 지식을 고도화
행동
적 환경을 인식
자료: 이승훈(2017), “최근 인공지능 개발 트렌드와 미래의 진화방향”, LG경제연구원.

○ (활용 현황) 글로벌 IT 기업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인공지능 도입 및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의료영상 분석 및 AI 비서 기능을 중심으
로 활발히 도입되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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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및 헬스케어) IBM, 루닛, 텐센트를 중심으로 의료영상 분석에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며, 구글은 ‘프로젝트 베이스라인
(Project Baseline)’을 통해 4년 동안 1만 명의 개인 건강 상태 추적 및
데이터 축적을 목표로 하고 있음(국경완, 2019).

<표 2-11> 의료 및 헬스케어산업 인공지능 적용 사례
기업명

인공지능 적용 사례

IBM

- 종양학 인공지능 의사 ‘왓슨 포 온콜로지(Watson for Oncology)’ 개발
- 손톱센서 개발(파킨스병 징후 감지)

루닛

- 유방암 진단을 위한 보조 소프트웨어 ‘루닛 인사이트(Lunit INSIGHT for
Mammography)’ 개발
- 진단 정확도 97%, 종양 악성 정도 점수화, 히트맵을 통해 종양 위치 표기 가능

텐센트

- 의료영상 분석 인공지능 ‘미잉(Mying)’ 개발: 식도암, 당뇨병, 대장암, 유방암
등을 진단할 수 있는 6개의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구성

자료: http://www.zdnet.co.kr, http://www.yoonsupchoi.com를 참고해 정리한 국경완(2019),
“인공지능기술 및 산업 분야별 적용 사례” 재인용.

- (생활, 교육 및 게임 분야) 삼성전자, 아마존 등은 AI 비서를 통해 디
바이스와의 연결 가능 범위를 확장 중이며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미래 자동차 개발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플랫폼을 제공 중
- 오랜 시간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패턴학습 및 빅데이터 기술 접목
을 통한 생활, 교육 및 게임 분야의 인공지능기술 상용화 또한 가속화
○ (전망) 인공지능은 기반기술로서 성격이 강해 타 기술과의 융합을 통
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 및 적용 범위 또한 확대될 것으로 기대
- 인공지능기술 발전은 의료, 법률 등의 전문 서비스업과 에너지, 기계,
바이오 등 각종 과학기술 분야 등을 넘나들며 새로운 가치 창출 및 문
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김윤정,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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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생활 교육 및 게임산업 인공지능 적용 사례
기업명

인공지능 적용 사례

삼성전자

- AI 비서 ‘빅스비’ 적용 범위 확대 추진: 스마트폰에서 스마트TV, 에어컨, 냉
장고, 세탁기, 로봇 등으로 적용 범위 확대 예정
- 빅스비 비전(Vision) API를 추가 공개: 서드파티 개발자의 기능 활용의 자율
성이 확대될 전망

아마존

- AI 비서 ‘알렉사’의 뉴스 낭독: AI 비서 알렉사가 TTS(Text-to-speech) 기술
에 머신러닝을 결합하여 문자를 음성으로 변환하고, 낭독 기술을 익힌 후 자
체적 뉴스 낭독 서비스 제공

구글

- 스타크래프트2 AI ‘알파스타’: 프로게이머와의 스타크래프트2 게임에서 알
파스타가 10대 1로 압승

IBM

- 토론 AI ‘스피치 바이 크라우드(Speech by Crowd)’를 개발: 인간과 토론이
가능한 클라우드 기반의 AI 플랫폼

마이크로
소프트

- 미래 자동차 기술 개발 지원 인공지능 및 클라우드 기술 개발: 기반, AI 플랫
폼과 클라우드로 폭스바겐, 닛산, BMW 등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의 디지
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지원

자료: 국경완(2019), “인공지능기술 및 산업 분야별 적용 사례” 재인용.

⑥ 블록체인(Blockchain)
○ (정의) 블록체인 기술은 가상 화폐 거래 시 발생 가능한 해킹을 막는
기술로 공공 거래 장부라고도 불림(통계청, 2018).

<표 2-13> 블록체인 유형: 개방형, 폐쇄형
블록체인 유형

주요 특징

개방형(Public) - 블록체인 시스템 내 모든 참여자들과 정보를 공유
폐쇄형(Private)

- 블록체인 시스템 내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참여진 특정 가능
- 중앙관리기관에서 개별적 권한 부여가 가능해 관리가 용이

자료: 권영만(2019), “블록체인 시장 확대에 따른 가이드 제시-IBM, ITIF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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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체인은 개방형과 폐쇄형 블록체인으로 구분 가능하며 각 유형별
장단점이 뚜렷함.
- 산업계에서는 상대적으로 통제와 관리가 용이한 폐쇄형 블록체인을
더 많이 활용하고 있음.
-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 특성인 공공성과 개방성이 제한되어
공공성, 통제성, 개방성, 보안성 모두를 충족하는 대안으로 하이브리
드형 블록체인의 활용이 제안되고 있음(권영만, 2019).
- 또한 블록체인 활용은 기록 보관과 거래의 관점에서 분류가 가능
- 기록 보관은 신원 정보, 스마트계약 등 정적 데이터 공간이며 거래의
경우 결제인프라 등 동적 데이터의 변경과 등록에 활용(McKinsey,
2018)
○ (주요 특징) 블록체인은 암호화를 기반으로 탈중앙화, 투명성, 불가역
성, 합의를 지향 또는 지원하며 스마트계약과 같이 프로그램화를 통
해 활용 범위 확장이 가능한 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핵심기술(이중엽,
2019)
- 수많은 인터넷 기반의 거래들이 디지털화되었으나 여전히 중앙집중
식 소수 특정 기관에 의해 관리되고 있어 데이터 보안의 취약성 및 정
보 불균형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해당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
로 블록체인이 대두(권영만, 2019)
○ (활용 현황) 블록체인 기술은 데이터가 발생하는 모든 분야에서 활용
가능하며 주로 암호화폐, 스마트계약, 데이터 공유, 신뢰ㆍ인증, 분
산형 시장, 디지털 ID 서비스에 대표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이중엽,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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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별로 살펴보면 아래 그림과 같이 블록체인이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공공부문과 금융업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다양하게 도입 및 활
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2-6> 블록체인 기능에 따른 산업별 적용

자료: McKinsey(2018)를 재구성한 이중엽(2019), “블록체인의 산업 적용 현황과 발전 방향” 재
인용.

○ IBM, Amazon Web Service(AWS), 마이크로소프트, SAP, 인텔, 오라
클 등 글로벌 IT 기업이 블록체인 관련 제품 및 서비스 출시를 통해
활발하게 시장 및 사업을 확장하는 추세
○ 또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파괴적 서비스 모델을 도입해 기존 기
업을 위협하고 기존의 생태계와 차별성을 구축하는 기업들이 등장
- 스티밋(Steemit): 광고수익에 의존하던 기존의 블로그 서비스를 변형
하여 창작자는 글쓰기에 대한 보상을 받고 좋은 글을 추천하는 큐레
이터도 보상을 받아 콘텐츠 자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구축
- 원스톱 콘텐츠 숍: 기존의 디지털 콘텐츠 유통과정을 혁신하는 사업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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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4> 블록체인 도입 사례
블록체인
활용 기업명

블록체인 활용

스티밋

블록체인 기반
콘텐츠 장부,
소액결제,
암호화폐

우조뮤직

스마트 계약,
스마트 자산,
암호화폐

코닥

타임스탬프,
스마트 자산

저작권 등록 및
콘텐츠 유통
간소화

디지털 콘텐츠
창작자

지적재산
보호

미디어체인
(스포티파이)

스마트 자산,
스마트 계약,
블록체인 기반
콘텐츠 장부

거래비용 감소,
수익분배 빠른
처리

기존 음악 산업
가치사슬
참여자

가치사슬
디지털화

스마트 자산,
암호화폐

게임 밖에서도
게임 환경 내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보장하고 거래
지원

모바일 게임
사용자

활용 및
거래

크립토키티

제공 서비스

적용 대상

비즈니스
모델

유형

창작 및
관련 활동에
SNS 유저,
관리를 통한
대한 보상
창작자/관리자
콘텐츠
(글쓰기, 투표 등)
파괴적
수익화
모델
원스톱 서비스 디지털 콘텐츠
원스톱
(음원 퍼블리싱,
창작자 및
콘텐츠 숍
유통, 소비)
사용자

지속적
모델

자료: MIT Sloan Management Review를 참고해 작성한 이중엽(2019), “블록체인의 산업 적용
현황과 발전 방향” 재구성.

○ (전망) 데이터가 창출되는 다양한 산업에서 급속하게 블록체인 기술
이 확산되고 활용도 또한 높아질 것으로 예상
- 특히 2023년까지 중소기업의 블록체인 시장이 연평균 84.3%로 빠르
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블록체인 기술 확산을 대비한 선제
적 정책 뒷받침이 요구됨(권영만, 2019).
- 블록체인 기술 확산을 위한 유연한 규제 마련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물류 및 유통 분야와 같이 파편화된 가치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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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고 있는 산업의 경우 해당 기술 도입에 있어 참여자 간의 포
괄적 적용을 위한 합의가 어려워 결국 도입비용 증가와 잠재수익 감
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블록체인의 역설 또한 제기되어 이에 대한 고
려가 필요(Boston Consulting Group, 2019)

⑦ 3D프린팅(3D Printing)
○ (정의) 3D프린팅은 플라스틱 등의 경화성 소재를 활용해 3차원 모델
링 파일을 출력하여 프린터로 물체를 제작하는 기술(통계청, 2018)
- 3D프린팅은 적층제조(Additive Manufacturing, AM)의 대표적 기술
로 디지털 디자인 데이터를 이용하여 소재를 적층해 3차원 물체를 제
조하는 프로세스를 뜻함(관계부처합동, 2014).
- 3D프린팅은 주요 공정으로 모델링, 프린팅, 후처리로 분류 가능

<표 2-15> 3D프린팅 공정 단계
3D프린팅
공정 단계

주요 내용

모델링

디자인SW, 3D스캐너 등을 통해 디지털 도면을 3차원으로 제작

프린팅

3차원 디지털 도면을 입체로 프린팅

후처리

상품화 단계의 최종 마무리 공정(염색, 서포터 제거, 연마, 표면재료 증착 등)

자료: 미래창조과학부(2016), “3D프린팅산업 진흥 기본계획(2017~2019)”.

○ (주요 특징) 평면에 잉크를 분사하여 문자나 도형을 인쇄하는 방법이
아닌 3차원으로 디자인된 디지털 도면 정보를 입체적 형태로 출력한
다는 점에서 차이
- (장점) 제조 진입 장벽을 낮추어 제조 저변 확대 가능, 제품 구조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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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제품 개발 시간 및 비용 대폭 절감, 고객별 맞춤형 생산 가능,
재고 보유의 필요성 감소, 공간적 제약 감소(최병삼, 2016)
- (단점) 사용 가능한 소재 종류가 제한적, 제품의 내구성 부족, 느린 생
산 속도 등으로 인한 높은 단위당 생산가격 등
ㆍ기존 제조기술의 완전 대체는 어려워 기술 특성에 부합하는 일부 고
부가가치 분야의 전략적 선택이 필요(미래창조과학부, 2016)
○ (활용 현황) 3D프린팅 기술은 의료, 자동차, 항공ㆍ우주 분야 등을 중
심으로 다품종 소규모 생산을 통한 부품 경량화 및 정교한 고기술 제
품 생산에 활용 중
- 자동차 분야의 경우 초기 전기차, 콘셉트카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만 활용되던 3D프린팅 기술이 최근에는 경량화 및 정교화에 중점을
둔 특장차, 스페셜 에디션, 경주용 차량 등의 부품 개발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사례가 증대(서미란, 2019)
○ (전망) 3D프린터는 제조공정의 변화를 통해 전후방산업의 파급효과
를 야기할 것으로 전망되나 품질 면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존재해 지
속적인 기술 개발이 요구됨.
- 3D프린터 산업은 제조/판매와 더불어 3D프린터 구현을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 소재, 서비스 시장 등 신시장 창출을 촉진(대신증권,
2017)
- 그러나 수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3D프린팅 기술이 기존 제조기술
대비 제품 품질 면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실제 산
업에서 활용되기에는 제약이 많은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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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6> 3D프린팅 활용 사례
적용
부문

적용 사례

의료

- 3D프린팅 기술 실증과 사업화가 급속히 추진되고 있는 분야
- 다품종 소규모 생산에 적합하고 맞춤형 제작이 가능한 3D프린팅의 장점을 활용
ㆍ예) 개인 맞춤형 보형물(의족, 보청기, 틀니, 의수 등), 수술 및 진료에 직접 사용
되는 수술가이드, 수술모형, 의료삽입물(임플란트, 보철 등) 등
포르쉐

부품 교체 수요가 적은 클래식 모델 부품을 3D프린팅을 통해 제작

벤츠

금속 재질 알루미늄 실리콘 파우더를 사용해 트럭용 서모스탯 커
버 제작

혼다

도쿄 전자 정보 통신전(CEATEC)에서 3D프린팅 기술로 제조한 전
기자동차 콘셉트카 공개

다이버전트 알루미늄 커넥터인 ‘노드(Node)’를 인쇄해 고강도 탄소섬유 튜브
마이크로팩토 들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슈퍼카 블레이드의 차체 중량을 일반 전
리스
기차의 10~20% 수준인 45㎏로 절감
자동차
폭스바겐

슈퍼카 브랜드 부가티는 자동차 패드를 디스크에 밀착시키기 위해
복잡형상의 브레이크 캘리퍼를 3D프린팅 기술로 제작

페라리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하여 연료 소모량 개선, 고압에서 폭발을 유
도하는 기술접목 등을 통해 1,000마력대 엔진개발 추진

프라운호퍼
ILT연구소

복잡한 형상 및 경량화가 어려운 부품의 기능적 구조를 3D프린터
로 나노미터 단위로 구현 중

현대자동차

초기에 디자인 검증이나 외관 확인 목적으로 출발하였으나 최근
성능 개선을 위한 설계 개선, 부품 간 조립성 평가, 성능 최적화 단
계까지 연구 확대

Boeing
항공
우주

UTC

약 300개의 소형 항공기 부품을 3D프린팅을 이용하여 생산
항공기 엔진에 사용되는 블레이드를 3D프린팅을 이용하여 생산

미항공우주국 3D프린팅 기술로 로켓의 복잡하고 정교한 연료 분사장치를 제작
(NASA)
하여 시험비행에 성공했으며, 비용과 제작기간을 크게 단축
자료: 서미란(2019), “국내 외 3D프린팅 활용사례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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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로봇공학(Robotics)
○ (정의) 로봇공학은 로봇 설계, 구조, 제어, 지능, 운용 등 로봇 관련 기
술을 연구하는 공학 분야로 전기전자공학, 기계공학, 컴퓨터공학 등
다양한 학문을 아우르는 종합적 학문 분야(통계청, 2018)
- 로봇은 크게 제조용 로봇과 서비스용 로봇으로 분류 가능하며 서비
스 로봇은 용도에 따라 전문서비스와 개인서비스 목적의 로봇으로
구분(권구복, 2016)

<표 2-17> 로봇의 분류
로봇 유형
제조용 로봇
서비스용
로봇

용도
제조 현장에서의 작업 수행(생산ㆍ출하 등)

전문서비스용

다수를 위한 전문작업 수행(국방ㆍ의료 등)

개인서비스용

개인의 전반적 생활 지원(가사ㆍ건강ㆍ교육 등)

자료: 권구복(2016), 「로봇산업의 국내외 동향 및 전망」.

○ (주요 특징) 로봇기술은 산업 측면에서 고부가가치화, 생산성 향상,
해외이전 설비의 본국 회귀에 기여하며, 극한 환경에서의 대응력 제
고 및 삶의 질 향상 등에서 인간 역할 대체를 통해 다양한 편의 제공
(권구복, 2016)
- 특히 제조용 로봇은 표준화된 시스템 구축을 통한 작업 시간의 단축,
수작업 대비 정밀도 향상 등에 기여(권구복, 2016)
○ (활용 현황) 생산시설이 현대화 및 자동화되면서 제품의 라이프 사이
클이 단축되고 신소재 활용, 에너지 효율화, 품질 개선 노력이 추진되
면서 글로벌 로봇 수요 급증(대한무역진흥공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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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연도별 글로벌 로봇 공급 변화: 2009~2017 실적치 및 2018~2021 전망치
(천대)
700

연평균 +14%
630

600
553

500
+30%

400

381

300
200
100
0

121

166

159

178

221

254

+10%
421

484

294

60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자료: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obotics(2018), World Robotics Statistics.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obotics(2018)에 따르면 글로벌 산업용
로봇 공급량은 2009년 이후 급격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2017년
에는 38만 1,000대를 기록하여 전년의 29만 4,000대에 비해 약 30%
이상 성장세를 보임.
○ 국내의 경우 산업용 로봇의 활용은 ‘운송장비제조업’ 및 ‘전기ㆍ전자
기기’ 산업에 편중되어 있음.
- 주요국 모두 2017년 기준 전체 산업용 로봇 설치 대수에서 해당 두
개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상회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의 경
우 92%에 달함(International Federation of Robotics, 2018).
○ 아마존, 구글, 테슬라 등의 적극적인 로봇기술 개발로 로봇시장의 주
도권이 하드웨어 기업에서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이동
- 외부환경을 인식하고 상황 판단 등을 기반으로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지능형 로봇이 등장하였으며 해당 기술이 일상생활, 공항, 전시장 등
다양한 업무에 적용 및 확산(권구복,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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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8> 로봇기술 활용 사례
활용 장소

주요 기능

산업 현장,
- 소프트뱅크는 인간과 유사한 휴머노이드 로봇 ‘페퍼(Pepper)’ 출시
전시장, 소매점,
(2014년 6월)
대리점 등 다양한 - 사람의 표정과 목소리를 분석해 감성 대화가 가능하며, IBM ‘왓슨’은
분야
인공지능기술을 융합
국제공항

- 로봇을 통해 여행 도시에 대한 정보 및 다양한 국가의 언어 서비스 제
공 중이며 서비스 가능한 범위 확대 중
※ 인천국제공항, 미국 산호세공항, 일본 하네다공항 등에서 활용 중

제조업 현장

- 제조 현장 내 용접 및 물건이송 등의 단순 업무 활용 단계에서 더 나
아가 사람과의 협업이 가능한 ‘코봇(CoBot, Collaboration Robot)’의
활용이 증대

자료: 권구복(2016), 「로봇산업의 국내외 동향 및 전망」.

○ (전망) 로봇기술은 산업 고도화와 더불어 고령화 심화로 인해 노동력
감소 문제가 대두되면서 수요가 증대할 것으로 전망되며 센서, 클라
우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관련 기술의 발달과 함께 적용 가능 분
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대신증권, 2017)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obotics(2018)는 2021년 로봇 공급량이
약 63만 대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2017년 대비 약
2배 이상 증가한 수치

⑨ 가상ㆍ증강현실(Virtual Reality, Augmented Reality, 이하 VRㆍAR)
○ (정의) 가상현실(Virtual Reality, 이하 VR)은 객체를 포함한 배경과 환
경 모두 현실이 아닌 가상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기술이며, 증강현실
(Augmented Reality, 이하 AR)의 경우 현실 이미지 또는 배경을 기반
으로 3차원 가상 이미지를 겹쳐 하나의 영상으로 보여주는 기술(통계
청,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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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현실(VR)은 주로 머리에 착용하는 형태인 HMD(Head Mounted
Display)와 스마트폰, PC와의 연계를 통해 가상현실이 투영되는 반면
증강현실(AR)의 경우 고글 형태의 기기를 통해 주로 기술이 구현됨
(이민식ㆍ김광섭, 2017).
○ (주요 특징) 가상ㆍ증강현실은 시공간과 신체적, 상황적 제약 극복이
가능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현실적
경험 제공이 가능(이민식ㆍ김광섭, 2017).
- 해당 기술은 소비자 부문을 넘어 의료, 제조, 유통, 교육 등을 포함한
산업 전반에서 연결성 및 초실감 구현 촉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제조
공정 등 산업분야에 적용될 경우 경제ㆍ사회ㆍ문화 전반에 파급효과
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
○ (활용 현황) 가상 및 증강현실산업은 전용 콘텐츠, 서비스 및 유통 플
랫폼, 사용자 조작 디바이스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산업이나 현재
기술의 완성도 및 분야 연계성이 미흡해 생태계 조성 및 사업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음(이민식ㆍ김광섭, 2017).
- 가상ㆍ증강현실 생태계는 <표 2-19>와 같이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
크, 디바이스를 주요 요소로 구성되며 구글, 애플, 삼성 등이 주요 서
비스 및 제품을 출시 및 개발 중
- 가상ㆍ증강현실 기술은 구글, 아마존 등을 중심으로 발전하면서 제
조, 유통, 물류 산업 도입을 통해 축적된 자료를 토대로 적용 범위를
확대
- 또한 주요국들은 가상ㆍ증강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과 민간기업의 참
여를 적극 지원하여 기술 표준화 및 기술 경쟁력 확보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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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9> 가상ㆍ증강현실산업의 생태계 항목별 정의 및 예시
세부 정의
콘텐츠(C)

주요 서비스 및 제품 예시

가상현실 기술을 기반으로 제작한 소
가상현실 기반 영상 및 게임
비재

일반 사용자에게 다양한 가상현실 콘 - SW플랫폼: 탱고, 점프(구글)
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 - 서비스플랫폼: 구글플레이(구글), 앱
플랫폼(P)
는 SW플랫폼과 공급, 유통서비스를 제 스토어(애플), 밀크VR(삼성전자), 유
공하는 서비스 플랫폼이 있음
튜브, Daydream
네트워크 온라인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5G 네트워크
(N)
통신 환경
디바이스 가상현실 콘텐츠를 즐기기 위한 하드 오큘러스 리프트(페이스북), 카드보드
웨어장비
(D)
(구글), 기어VR(삼성전자)
자료: 이민식ㆍ김광섭(2017), “가상ㆍ증강현실(VRㆍAR)산업의 부상과 경쟁력 확보방안”.

- 반면 국내의 경우 상대적으로 기술 수준 및 수요처의 인식이 저조하
며 전시 체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으로 실질적 산업 활용이 제한
적인 상황
○ (전망) 최근 가상현실, 증강현실에서 더 나아가 혼합현실 분야가 발
전하는 등 해당 분야의 성장과 다양한 방식의 활용이 증대할 것으로
전망
- 혼합현실은 현실세계와 가상의 정보를 융합하여 가상의 세계를 구현
하는 기술로 큰 몰입감을 전해 줄 수 있는 가상현실의 장점과 현실 정
보를 기반으로 필요한 가상의 정보만을 융합하여 상호 작용하는 증
강현실의 장점을 결합한 형태(임정선, 2017)
- 증강, 가상, 혼합현실의 세 가지 기술은 각각 상이한 기술 기반을 가
지고 다양한 활용 범위로 확대ㆍ발전하고 있으나 상호 보완과 협력
이 증대함에 따라 정보 활용 및 환경 구축 방법에 있어 경계가 모호해
지고 있는 추세(이준표,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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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융합 확산 추세
○ 4차 산업 핵심기술로 정의되는 첨단기술들은 서로 융합하는 경향이
강하며 특정 기술의 경우 생태계 및 산업 범위가 광범위해 단일 기술
이 아닌 거시적 관점에서 해당 기술의 융합 및 활용 행태에 대한 고려
필요
○ 특히 ‘ICBM’(IoTㆍCloudㆍBig DataㆍMobile)으로 통칭되고 있는 사
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기술의 경우 최근 들어 인공지
능과의 접목을 통해 지능화된 정보기술로서 4차 산업혁명의 주요 동
인으로 역할 증대
- 해당 기술은 지능정보기술4)로 분류되며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용이
한 범용기술의 특성을 보유하고 있어 전반적 사회혁신 잠재력과 광
범위한 경제사회적 파급력을 보유
- 이러한 지능정보기술은 알고리즘의 변형 및 확장을 통해 데이터 학
습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적용분야 확대가 가능하며, 기술과 산업 간
융합을 촉진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의 획기적 향상에 기여(국회예산정
책처, 2017).
○ (융합 확대) 글로벌 기업들은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클라우드에 융합하여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전통
산업 부문의 혁신 사례 또한 증가 추세
-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를 중심으로 사물인터넷 및 인공지능 분야

4) 지능정보기술은 인공지능(AI)기술과 데이터 활용기술을 융합하여 기계에 인간의 고차원
적인 정보처리능력(인지, 학습, 추론)을 구현하는 기술 의미(국회예산정책처,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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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술 개발 및 기업 간 전략적 협력을 통해 경쟁력 및 시장 지배력
강화 시도 활발(정보통신전략위원회, 2018)
-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은 구조적으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를 포괄하고 있으며 전방산업 및 후방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광범위
한 가치사슬을 구축하고 있음.

<그림 2-8>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구조

자료: 정보통신전략위원회(2018), “4차 산업혁명 체감을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실행(ACT) 전략”.

<표 2-20> 지능정보기술(ICBM) 기술융합 혁신 사례
산업 분야

클라우드

기타 기술융합

도입 기업

스마트공장

AWS, MS Azure,
프레딕스 플랫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아디다스, 삼성전자,
GE 등

스마트카

MS Azure, IBM
블루믹스 플랫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GM, BMW, Ford 등

창업

AWS, MS Azure,
Google Cloud 등

빅데이터 등

AirBnB(숙박),
Flipboard(뉴스),
Evernote(작업) 등

금융-핀테크

IBM 블루믹스 플랫폼,
AWS 등

인공지능, 빅데이터,
모바일 등

스위스리(보험),
H&R블록(세무),
NasDaq(증권) 등

헬스케어

IBM 블루믹스 플랫폼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메드트로닉(의료기기),
화이자(제약) 등

자료: 정보통신전략위원회(2018), “4차 산업혁명 체감을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실행(ACT) 전략”
내용을 참고하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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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ICBM’(IoTㆍCloudㆍBig DataㆍMobile) 기술 간 융합을 통한
혁신이 증대되고 있으며 스마트공장, 스마트카, 핀테크, 헬스케어 분
야 등이 대표적 사례
○ (사물인터넷-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환경은 필연적으로 빅데이터를
생성하며,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서는 사물인터넷을 위한 센서 네트
워크와 같은 데이터 생성 및 수집 체계가 필요(안성원, 2016)
- 빅데이터의 분석은 대량의 데이터 공급이 필수적이므로 수많은 센서
를 기반으로 구축된 네트워크로부터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생성되는
사물인터넷 환경이 최적
- 사물인터넷 환경이 목적에 맞게 제대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에 대한 분석과 가공이 필요해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는 상호 필요
충분 조건하에 있음(안성원, 2016).
○ (인공지능-빅데이터) 빅데이터를 학습하고 분석하여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려면 인공지능기술이 필수적
- 최근 하드웨어의 정보처리 성능이 향상되고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아지면서, 많은 계산을 필요로 하는 딥러닝(Deep Learning)
알고리즘이 기존 방식을 능가(안성원, 2016)
- 빅데이터 처리 기술은 컴퓨터가 대량의 데이터를 습득해 해당 데이
터의 의미를 스스로 해독할 수 있는 딥러닝 단계에 이르는 것을 목표
로 하고 있음.
○ (5G) 5G는 ‘초연결’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사물인터넷 서비스 확산에
결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자율주
행, VRㆍAR 등을 구현할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박태형,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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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하나의 망으로 가상화를 가능하게 하는 5G의 ‘네트워크 슬라이
싱’ 기술은 사물인터넷 기술을 흡수하고 통합함으로써 모든 산업의 기
반이 되고 산업의 디지털화를 촉발할 것으로 전망(신동형,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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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내 기업의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활용 현황

○ 제3장에서는 ‘기업활동조사’에서 제공하는 국내 기업의 4차 산업혁
명 관련 신기술 활용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내 기업의 산업별, 지역별
그리고 기술별 신기술 활용 실태의 기초 현황을 분석함.
- 2017년 기준 기업활동조사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의 활용 여부
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공

1. 국내 기업의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활용 현황
○ 기업 경영활동에 있어서 기술 혁신이 필수적 요소로 자리 잡고 있으
며 우리나라 기업의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의 신규 진출 또한 증대
하는 추세
- 통계청의 2016년 기업활동조사 잠정결과에 따르면 신규 사업을 시작
한 239개의 기업 중 약 34%를 차지하는 81개 기업이 4차 산업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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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분야에 진출
- 4차 산업혁명 유형으로 살펴보면 바이오산업(18.6%), 빅데이터(17.5%),
사물인터넷(13.4%)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표 3-1> 기업의 4차 산업혁명 관련 부문 신규 진출 현황(2016)
단위: 개, %

기업체
수
81

4차 산업 유형(복수응답)
계
97

인공 사물 무인 3D 로봇 나노 바이오 빅데 청정
기타
지능 인터넷 운송 프린팅 공학 소재 산업 이터 에너지
7

100.0 7.2

13

3

5

6

4

18

17

8

16

13.4

3.1

5.2

6.2

4.1

18.6

17.5

8.2

16.5

자료: 통계청(2017), 2016년 기준 기업활동조사 잠정결과.

○ 그러나 기업의 신기술 활용 여부와 관련하여 여전히 낮은 비중의 기
업만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
- 2017년 기준 기업활동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1,014개의 기업(전체 기
업의 약 8%)만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활용

<그림 3-1> 기업의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여부
12,000

(기업 수)

10,000
8,000
6,000
4,000
2,000
0

활용

비활용

자료: 통계청(2018), 2017년 기준 기업활동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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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은 주로 제조업에 집
중되어 있으며, 정보통신업과 도매 및 소매업이 뒤를 잇는 것으로 나
타남.
- 1,014개의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기업의 대분류 산업별 분포를 살
펴보면 제조업(410개, 40.4%), 정보통신업(265개, 26.1%), 도소매업
(93개, 9.2%) 순으로 나타남.

<그림 3-2>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기업 산업별 분포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부동산업
금융 및 보험업
정보통신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 및 창고업
도매 및 소매업
건설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제조업
광업
농업, 임업 및 어업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기업 수)

자료: 통계청(2018), 2017년 기준 기업활동조사.

○ 제조업 내 중분류에서 신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은 전자부품ㆍ컴
퓨터ㆍ영상ㆍ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자
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의료ㆍ정밀ㆍ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제3장 국내 기업의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활용 현황

49

- 410개의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기업의 제조업 내 중분류 산업별 분
포를 살펴보면 전자부품ㆍ컴퓨터ㆍ영상ㆍ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84개, 20.5%),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54개, 13.2%), 자동차 및 트
레일러 제조업(41개, 10.0%), 의료ㆍ정밀ㆍ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38개, 9.3%) 순으로 나타남.

<그림 3-3>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기업 산업별 분포(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음료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담배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가구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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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2018), 2017년 기준 기업활동조사.

○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활용하는 기업 비중은 산업별로 차이를 보이
는데,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순으로 신기술 활용 기업의 비중이
높은 반면, 가장 많은 기업이 분포된 제조업의 경우 기업의 신기술 활
용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50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과 기업활용에 관한 연구

- 정보통신업 내 조사기업 중 25.3%가 신기술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다음으로 금융 및 보험업이 15.9%로 높은 비중을 보임.
- 신기술 활용 기업 수가 가장 많은 제조업의 경우 제조업 내 신기술 활
용 기업의 비중은 6.7%로 낮은 수치를 보임.

<그림 3-4> 산업별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기업 비중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부동산업
금융 및 보험업
정보통신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 및 창고업
도매 및 소매업
건설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제조업
광업
농업, 임업 및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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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2018), 2017년 기준 기업활동조사.

○ 제조업 내 신기술 활용 기업 비중에서 코크스ㆍ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
조업, 가구 제조업, 의료ㆍ정밀ㆍ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전자부품ㆍ
컴퓨터ㆍ영상ㆍ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순으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나, 제조업 전반적으로는 낮은 신기술 활용 비중을 보임.
- 코크스ㆍ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조사기업 중 23.8%가 신기술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가구 제조업(17.9%), 의료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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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ㆍ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15.2%), 전자부품ㆍ컴퓨터ㆍ영상ㆍ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12.4%) 순으로 나타남.
- 국내 주력산업이 포함된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
학제품 제조업은 각각 5.5%와 5.7%로 낮은 수준을 보임.

<그림 3-5> 산업별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기업 비중(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음료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담배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가구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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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2018), 2017년 기준 기업활동조사.

○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신기술 활용 기업은 대부분 서울 및 경기도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음.
- 1,014개의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기업의 지역별 분포는 서울(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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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52.1%)에 절반 이상의 기업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경기도(215개, 21.2%), 부산(38개, 3.7%), 경상남도와 인천
(30개, 2.3%) 순

<그림 3-6>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기업 지역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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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2018), 2017년 기준 기업활동조사.

○ 각 지역 내 기업 중 신기술 활용 기업의 비중도 서울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대전, 강원도, 제주 등이 높은 비중을 보임.
- 서울 지역 내 조사기업 중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기업의 비중은
11.1%로 대전의 11.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강원도(10.9%), 제주(10.0%), 경기도(8.0%)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 분포와 지역 내 신기술 활용 비중에 있어서 서울과 경기도가
모두 높은 수준을 보인다는 점에서 기업의 신기술 활용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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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지역별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기업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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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2018), 2017년 기준 기업활동조사.

○ 기술별 활용 현황을 살펴보면 모바일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의 비중이
가장 높게 관찰되었으며, 다음으로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순으로 나타남.
- 조사기업 중 모바일 기술을 활용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438개로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빅데이터 346개, 클라우드 332개,
사물인터넷 288개 순
- 상대적으로 블록체인, 로봇 공학 등의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 수는 적
은 것으로 나타남.
○ 신기술 활용과 관련하여 다수의 기업이 두 가지 이상의 기술을 동시
에 활용
- 신기술을 활용한다고 응답한 1,014개 기업 중 절반에 가까운 47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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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46.7%)이 두 개 이상의 기술을 활용한다고 응답
- 9개 신기술 모두를 활용한다고 응답한 기업도 10개 존재

<그림 3-8>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별 활용 현황(중복응답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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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2018), 2017년 기준 기업활동조사.

<그림 3-9>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중복활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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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2018), 2017년 기준 기업활동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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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활용 국제비교
○ 국내 기업의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활용 정도를 국제비교를 통하여
평가하기 위하여 OECD에서 제공하는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기술 관
련 데이터를 예시로 활용5)
- OECD는 ICT Access and Usage by Businesses 데이터베이스를 통하
여 ICT와 관련된 51개의 지표 제공
- 본 연구에서 앞서 분석된 9개 신기술 중 10인 이상 고용 기업의 빅데
이터 분석 활용 기업 비율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활용 기업 비율
두 가지가 OECD 국가별로 제공됨.
○ 2016년 한국의 10인 이상 고용 기업의 빅데이터 분석 활용 비율은
3.2%로 OECD 평균인 10.9%보다 현저하게 낮을 뿐만 아니라 조사대
상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6)
- 2017년 한국의 해당 비율은 6.2%로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OECD 국
가들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을 보임.7)
○ 2017년 한국의 10인 이상 고용 기업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활용
비중 또한 17.2%로 OECD 평균인 29.9%에 미치지 못함.
- 한국의 해당 비율은 헝가리, 라트비아, 그리스, 폴란드를 제외하면
5) stats.oecd.org.
6) 2016년 해당 조사에 포함된 OECD 국가는 한국, 벨기에, 체코공화국,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
투갈, 슬로바키아공화국,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등 21개국.
7) 해당 OECD 통계가 한국의 경우 2017년의 값을 제공하며 2018년 값을 제공하지 않는 반면,
다른 국가들은 2017년을 제외한 2018년 값만을 제공하여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2017
년의 한국의 비율은 2018년 OECD 국가 중 헝가리(6.2%)를 제외한 가장 낮은 수준이며,
2018년 조사국 평균인 12.7%에 미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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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OECD 국가별 빅데이터 활용도 비교(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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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 Statistics. ICT Access and Usage by Businesses Database.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임.8)
○ 국내 기업의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활용도 변화에 있어서도 OECD
국가와 비교하였을 때 낮은 수준의 증가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됨.
- 일례로 2014~2017년 기간 한국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활용 비중
변화는 4.3%p로 슬로바키아공화국, 그리스, 폴란드에 이어 조사 대
상 OECD 국가 중 가장 낮음(<그림 3-12> 참조).

8) 2017년 해당 조사에 포함된 OECD 국가는 한국을 비롯하여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공화국, 덴마크, 핀란드, 그리스, 헝가리, 일본,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노르웨이, 폴란
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공화국, 스페인, 스위스, 브라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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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OECD 국가별 클라우드 활용도 비교(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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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 Statistics. ICT Access and Usage by Businesses Database.

<그림 3-12> OECD 국가별 클라우드 활용도 변화 비교(201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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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기업의 신기술 활용
결정요인과 시사점

○ 제4장에서는 기업의 신기술 활용에 있어 기업 특성에 따른 결정요인
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

1. 기업의 신기술 활용 결정요인 분석
○ 2017년 기준 기업활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기업의 신기술 활
용에 관한 결정요인을 분석
- 분석을 위한 추정식은 아래와 같음.

          
 : 기업,  : 산업,  : 지역

- 상기 추정식의 종속변수인  는 이분변수(binary variable)로 산업
( )과 지역( )에 속한 기업( )이 신기술을 활용하는 경우 1, 그렇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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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경우 0의 값을 가짐.
-   는 기업의 신기술 활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별 기업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들의 행렬로 기업의 매출액, 고용자 수, 신생기업 여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무형자산 비중, 외투
기업 여부 등을 포함9)
-  ,  는 중분류 수준의 산업( )과 행정구역상 지역( )의 고정효과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로 앞서 산업별, 지역별 신기술 활용 정도에 대한
이질성을 통제
-  는 추정식의 상수항을 의미하며, B는 기업의 특성과 신기술 활용
여부 간의 관계를 의미하는 추정파라미터 행렬을 뜻함.
- 먼저 OLS를 통하여 상기 추정식을 추정하고, 다음으로 이분변수인
종속변수를 고려하여 Probit 모형을 통해 추가 추정함.
- 추정결과는 <표 4-1>에 첨부함.
○ 먼저 기업규모와 신기술 활용에 관한 추정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규모
가 클수록 기업의 신기술 활용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기업규모 특성으로 전체 매출액과 종사자 수를 고려하였으며, 각 변
수는 로그값을 취함.
- <표 4-1>의 OLS와 Probit 추정결과에 따르면 매출액과 종사자 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매출액이 큰 기업 또는 종사자 수가 많은 기업이 신기술을 활용
할 가능성 또한 높아짐을 의미
9) 본 연구에서 외투기업은 외국인투자 비중 50% 이상의 기업으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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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기업의 신기술 활용 여부 결정
변수

매출액

종사자 수

신생기업

연구개발집중도

노동생산성

무형자산 비중

외투기업

상수
관측 수

(1)

(2)

OLS

Probit

0.013***

0.100***

[0.004]

[0.026]

0.033***

0.171***

[0.005]

[0.034]

0.029*

0.176**

[0.017]

[0.089]

0.124

0.457*

[0.089]

[0.259]

0.009***

0.039*

[0.003]

[0.020]

0.072***

0.440***

[0.017]

[0.086]

-0.029***

-0.153**

[0.009]

[0.070]

-0.326***

-3.398***

[0.031]

[0.367]

10,604

10,499

자료: 저자 추정.
주: 1) [ ] 안의 수치는 로버스트 표준오차.
2) *** p<0.01, ** p<0.05, * p<0.1

○ 기업업력과 신기술 활용에 관한 추정결과에 따르면 신생기업의 경우
신기술 활용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신생기업을 고려하기 위하여 업력 5년 이하 기업을 신생기업으로 정
의하였으며, 이들 기업의 값을 1, 그 외 기업을 0을 값으로 더미변수

제4장 기업의 신기술 활용 결정요인과 시사점

61

로 정의함.10)
- <표 4-1>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5년 이하 기업의 더미변수는 통계적
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됨.
- 이는 기업업력이 5년 이하인 신생기업의 신기술 활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의미함.
○ 기업의 생산성과 신기술 활용에 관한 추정결과에 따르면 생산성이 높
은 기업일수록 신기술 활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기업의 생산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부가가치를 종사자 수로 나눈 노
동생산성을 사용
- <표 4-1>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노동생산성과 신기술 활용 여
부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짐.
- 이는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기업에서 신기술 활용이 높음을 의미
○ 기업의 기술 관련 정도와 신기술 활용에 관한 추정결과에서는 기술
관련 투자 비중과 무형자산 비중이 높은 기업의 신기술 활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기업의 기술 관련 정도는 연구개발집중도(연구개발비/매출액)와 무
형자산 비중을 대리변수로 사용
- <표 4-1>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무형자산 비중은 통계적으로
노동생산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짐.
- 연구개발집중도는 OLS 추정 시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10) DeStefano et al.(2018)은 기업의 클라우딩 컴퓨팅 활용 여부를 결정하는 연구에서 5년
이하 기업을 신생기업으로 정의함.

62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과 기업활용에 관한 연구

하지 않았으나, Probit 추정 시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나타냄.
- 이는 연구개발집중도 및 무형자산 비중이 높은 기업이 신기술을 활
용할 확률이 높음을 시사
○ 외투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신기술 활용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표 4-1>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외투기업 여부와 신기술 활용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가짐.
- 이는 외투기업의 신기술 활용이 국내 기업에 비하여 낮음을 시사함.

2. 기업의 개별 신기술 활용 및 조합 분석
(1) 기업의 개별 신기술 활용 여부 결정요인
1) 기업의 개별 신기술 활용 여부 결정요인 분석
○ 기업의 신기술 활용 여부 결정요인을 기업활동조사에서 제공하는 9
개의 개별 신기술에 따라 분석
○ 특히 기업의 특정 기술 활용에 있어 다른 기술의 활용 여부와의 관계,
즉 기술 간 보완 여부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함.
- 기술 간 보완관계의 경우 신기술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기술 간 조
합이 언급되고 있으며, 3장의 기초통계에서 약 절반의 기업이 신기술
을 중복 활용하는 사실에 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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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을 위한 추정식은 아래와 같음.

            
 : 기업,  : 산업 ,  : 지역,  : 신기술

- 상기 추정식의 종속변수인  는 이분변수(binary variable)로 산업
( )과 지역( )에 속한 기업( )이 신기술( )을 활용하는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가짐.
- 상기 추정식의 설명변수인      는 산업( )과 지역( )에 속한 기업
( )이 신기술( )를 제외한 나머지 8개 기술을 활용하는지 여부를 나타
내는 더미변수 행렬
-   은  신기술 활용 여부와 나머지 신기술들 활용 여부와의 관계를
의미하는 추정파라미터 행렬
-   는 기업의 신기술 활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별 기업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 행렬로 앞서 신기술 활용 여부에서 고려한 것과 같이
기업의 매출액, 종사자 수, 신생기업 여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무형자산 비중, 외투기업 여부 등을 포함
-  ,  은 중분류 수준의 산업( )과 행정구역상 지역( )의 고정효과를
나타내는 더미변수
-  는 추정식의 상수항이며,   는 기업 특성과 신기술 활용 여부 간
의 관계를 의미하는 추정파라미터 행렬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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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기업의 개별 신기술 활용 결정요인 분석 결과
IoT
매출액
종사자 수
신생기업

Cloud

Blockchain

3D
Printing

Mobile

AI

0.139*** 0.017

0.117*** 0.124***

-0.051

0.039

-0.158** -0.062

-0.161*

[0.046]

[0.050]

[0.045]

[0.038]

[0.073]

[0.085]

[0.080]

[0.090]

-0.016

0.049

0.076

-0.003

0.218**

0.033

0.305*** 0.188** 0.278**

[0.058]

[0.062]

[0.055]

[0.048]

[0.090]

[0.095]

[0.101]

[0.090]

[0.109]

0.054

-0.083

0.198

0.207*

0.411**

0.103

0.027

-0.394

-0.282

[0.161]

[0.193]

[0.143]

[0.117]

[0.196]

[0.231]

[0.221]

[0.301]

[0.348]

-1.169

0.335*

0.219

0.251

0.649*** 0.395** 0.018

연구개발집중도 0.492*** 0.203

Big Data

Robot

[0.073]

AR & VR

[0.176]

[0.164]

[0.859]

[0.173]

[0.166]

[0.169]

[0.202]

[0.176]

[0.244]

노동생산성 -0.034

-0.009

0.01

0.013

0.015

0.051

0.128**

-0.029

0.136**

[0.033]

[0.036]

[0.034]

[0.030]

[0.053]

[0.069]

[0.054]

[0.047]

[0.061]

0.055

0.369***

0.438**

0.082

-0.623*

0.434*

0.276

[0.237]

[0.228]

무형자산 비중 0.505*** 0.051
외투기업

[0.150]

[0.150]

[0.162]

[0.116]

[0.189]

[0.201]

[0.330]

0.134

0.163

-0.487*** -0.026

0.290**

-0.13

-0.606*** 0.07

-0.205

[0.106]

[0.100]

[0.167]

[0.137]

[0.182]

[0.224]

[0.145]

[0.204]

0.724***

0.824*** 0.741***

0.313*

0.34

0.399**

0.559*** 0.656***

[0.140]

[0.133]

IoT
Cloud
Big Data

[0.184]

[0.231]

[0.202]

[0.207]

[0.158]

0.722***

1.079*** 1.126***

0.391**

0.12

0.2

0.184

0.09

[0.135]

[0.124]

[0.122]

[0.155]

[0.228]

[0.218]

[0.258]

[0.199]

1.056***

1.359*** 0.950***

0.407*

0.540** 0.531***

[0.120]

0.744*** 1.029***
[0.133]

Mobile
AI

[0.150]

[0.201]

[0.239]

[0.248]

1.057***

0.354**

0.684***

0.513**

0.464** 0.783***

[0.124]

[0.111]

[0.108]

[0.151]

[0.185]

[0.201]

[0.187]

0.256

0.296*

1.368*** -0.074

0.375*

0.343

0.664** 0.409*

[0.183]

[0.168]

[0.176]

[0.220]

[0.282]

[0.274]

[0.216]

0.169

0.921*** 0.301

0.394*

0.16

0.557*

0.373

[0.219]

[0.271]

[0.258]

[0.228]

[0.374]

[0.292]

[0.252]

0.550**

0.602**

0.477*

0.35

[0.273]

[0.241]

[0.285]

[0.421]

[0.247]

[0.122]

3D Printing 0.583*** 0.131
[0.206]

AR & VR
상수
관측 수

[0.141]

0.766*** 1.148***

Blockchain 0.359

Robot

[0.100]

[0.249]

[0.202]

[0.198]

0.805*** 0.637***

1.129*** 0.780**

1.005***

[0.234]

[0.257]

[0.232]

[0.267]

[0.346]

[0.201]

0.678*** 0.071

0.537**

0.627***

0.527**

0.257

0.551**

0.204

[0.196]

[0.252]

[0.238]

[0.239]

[0.282]

[0.273]

[0.288]

[0.221]

[0.156]

0.962*** 0.678**

0.675*** 0.248
[0.272]

[0.177]

[0.272]
0.49
[0.299]

-3.557*** -2.842*** -4.739*** -2.840*** -3.046*** -2.992*** -2.739*** -3.059*** -2.548***
[0.777]

[0.422]

[0.405]

[0.391]

[0.494]

[0.593]

[0.417]

[0.475]

[0.458]

9,526

9,542

10,030

10,103

7,112

5,403

7,286

6,989

6,522

자료: 저자 추정.
주: 1) [ ] 안의 수치는 로버스트 표준오차.
2) *** p<0.01, ** p<0.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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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결과에 의하면 기술 활용 여부와 기업 특성 간의 관계는 개별 기
술에 따른 이질성을 나타냄.
- 상기 추정식을 이분변수인 종속변수를 고려하여 Probit 모형으로 추
정함.
- 추정결과는 <표 4-2>에 첨부함.
- 추정결과에서 앞서 신기술 활용 여부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개별
기술 간 추정결과도 차이를 보임.
○ 앞서 신기술 활용 여부와 동일하게 일반적으로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
록 개별 신기술 활용도 높아짐.
-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의 경우 매출액이 큰 기업일수록 해당
신기술의 활용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인공지능, 3D프린팅, 가상ㆍ증강현실 기술의 경우 종사자가 많은 기
업일수록 해당 신기술의 활용 정도가 높은 것으로 추정됨.
- 3D프린팅, 가상ㆍ증강현실 기술의 경우 매출액 규모와 해당 신기술
활용 정도가 음의 관계를 보이나, 종사자 수 변화에 대한 추정값이 양
의 값을 보이며 그 추정계수가 더 크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기업규모
와 해당 신기술 활용은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
-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의 기술 활용 여부는 기업규모와 양의 관계를
가지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음.
○ 신생기업의 개별 신기술 활용 여부에서는 모바일과 인공지능 등의
기술 활용이 높게 나타났으나, 다른 기술들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결과가 관측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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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과 모바일의 신기술 활용 여부는 5년 이하 신생기업 더미변
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됨.
-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블록체인, 3D프린팅 등의 신기술 활용과 신생
기업 여부는 양의 관계를, 클라우드, 로봇, 가상ㆍ증강현실 기술은 음
의 관계를 보였으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기술 관련 변수인 연구개발집중도 및 무형자산 비중과 신기술 활용
여부 간의 관계에서는 해당 두 변수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사물인터
넷, 모바일, 인공지능, 로봇 등 신기술 활용 정도가 높아짐.
- 사물인터넷, 모바일, 로봇 등 신기술 등의 활용과 연구개발집중도, 무
형자산 비중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임.
- 인공지능의 경우 무형자산 비중에 한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
계를 보임.
- 3D프린팅의 활용 여부는 연구개발집중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였으나, 무형자산 비중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계
를 보임으로써 추정결과가 혼재
- 클라우드, 블록체인, 가상ㆍ증강현실 기술은 연구개발집중도 및 무형
자산 비중과 양의 관계를 보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음.
- 빅데이터 활용 여부는 연구개발집중도와 음의 관계, 무형자산 비중
과 양의 관계를 보였으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생산성이 높은 기업의 경우 3D프린팅과 가상ㆍ증강현실 기술 활용
정도가 높게 나타남.
- 3D프린팅 및 가상ㆍ증강현실 기술 활용과 노동생산성은 통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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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 나머지 기술들의 경우 노동생산성과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됨.
○ 외투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빅데이터와 3D프린팅의 신기술 활용이
낮게 나타난 반면, 인공지능 활용에 있어서는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남.
- 외투기업과 빅데이터 및 3D프린팅의 신기술 활용은 통계적으로 유의
한 음의 값을 보임.
- 반면 인공지능 활용과의 관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보임.
- 그 외 신기술 활용의 경우 외투기업 여부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은 추정결과를 보임.

(2) 기업의 신기술 활용 조합 분석
○ 기업은 하나의 신기술이 아닌 다양한 신기술을 조합하여 활용하고 있
으며, 이러한 개별 신기술 조합에서는 기술 간 결합에서 차이를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남.
- <표 4-2>의 기업의 개별 신기술 활용 결정 분석에서 해당 기술 외 다
른 기술 활용 여부와의 관계를 추정
- 추정결과에 따르면 인공지능과 모바일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은 음의 값이 나타난 것을 제외하면 그 외 모든 기술 간의 관계는 양
의 값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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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신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은 동시에 다른 신
기술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음을 강하게 시사
- 이 점은 앞서 신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의 절반 정도가 2개 이상의 신
기술을 중복하여 사용한다는 기초 통계와 일치함.
- 단, 기술 활용 여부 간 추정결과는 통계적으로 이질적으로 관측된다
는 점에서 신기술의 결합 활용 정도는 결합 기술에 따라 차이를 보임.
○ 빅데이터, 모바일, 사물인터넷, 3D프린팅, 로봇의 경우 다른 기술과
연관성이 높게 나타남.
- <표 4-3>은 <표 4-2>에 제시된 기업의 개별 신기술 활용과 다른 신기
술 활용 간의 추정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음영 처리하였음.
- <표 4-3>에 따르면 빅데이터와 모바일 활용 여부는 나머지 모든 신기
술 활용 여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표 4-3> 기업의 개별 신기술 간 활용 관계
Y
X
IoT
Cloud
Big Data
Mobile
AI
Blockchain
3D Printing
Robot
AR & VR

IoT

Cloud

Big
Data

Mobile

AI

Block
3D
Robot
chain Printing

AR &
VR

0.724*** 0.824*** 0.741*** 0.313* 0.340 0.399** 0.559*** 0.656***
0.722***
1.079*** 1.126*** 0.391** 0.120 0.200 0.184 0.090
0.744*** 1.029***
1.056*** 1.359*** 0.950*** 0.407* 0.540** 0.531***
0.766*** 1.148*** 1.057***
0.354** 0.684*** 0.513** 0.464** 0.783***
0.256
0.296* 1.368*** -0.074
0.375* 0.343 0.664** 0.409*
0.359
0.169 0.921*** 0.301 0.394*
0.160 0.557* 0.373
0.583*** 0.131 0.550** 0.602** 0.477* 0.350
0.962*** 0.678**
0.675*** 0.248 0.805*** 0.637*** 1.129*** 0.780** 1.005***
0.490
0.678*** 0.071 0.537** 0.627*** 0.527** 0.257 0.551** 0.204

자료: 저자 작성.
주: <표 4-2> 추정결과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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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물인터넷 활용 여부의 경우 블록체인 활용을 제외한 모든 기술의
활용 여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 3D프린팅 활용 여부는 클라우드와 블록체인 활용을 제외한 모든 기술
의 활용 여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 로봇 활용 여부는 클라우드와 가상ㆍ증강현실 기술 활용을 제외한 모
든 기술의 활용 여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 블록체인의 경우 다른 기술과의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추정결과 블록체인 활용 여부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등의 활용
여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이나 다른 기술과의 관계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표 4-3>의 추정결과는 일부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기업의 기술들 간
의 활용 여부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임.
○ 사물인터넷-빅데이터
- 안성원(2016)에 따르면 사물인터넷 환경은 필연적으로 빅데이터를
생성하는데, 빅데이터를 위해서는 사물인터넷을 위한 센서 네트워크
와 같은 데이터 생성 및 수집 체계가 필요
- <표 4-3> 추정결과에 따르면 사물인터넷이 다른 신기술과의 관계 중
빅데이터 활용의 추정값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11)
○ 클라우드-모바일 및 빅데이터-인공지능

11) 해당 기술별 추정에 사용된 설명변수는 모두 신기술 활용과 비활용 더미변수로 동일함.
기술 간 연계에 관한 해석은 설명변수로 이루어진 각 행의 추정결과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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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tefano et al.(2018)은 기업의 클라우드 활용과 생산성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도구변수로 초고속 브로드밴드 활용 여부를 활용
- 본 연구의 추정결과에서도 초고속 브로드밴드 활용 여부와 밀접하게
관련된 모바일 활용 여부가 클라우드 활용으로 인한 개별 신기술 활
용 여부 중 가장 높은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기업의 빅데이터 기술 활용 및 빅데이터와 AI의
활용 여부가 각각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
러한 결과는 초기 클라우드 서비스가 비용 절감을 주목적으로 확산
된 반면, 최근에는 빅데이터, 머신러닝 등과의 결합을 통해 기술 고도
화되는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추측됨.
○ 모바일-사물인터넷, 가상ㆍ증강현실,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딩
- 김동하 외(2019)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하여 5G 관련 전문가 120명
을 대상으로 5G 기술을 바탕으로 한 상용 가능 유망 서비스와 미래
기대효과 등을 조사
-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물인터넷, 가상ㆍ증강현실, 빅데이터, 인
공지능, 클라우딩 등의 순으로 기술 활용이 높게 나타난 반면, 로봇,
3D프린팅, 블록체인 등은 낮게 응답
- 박태형(2019)에서도 5G 기술은 사물인터넷 서비스 확산에 결정적으
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공지능, 자율주행, VRㆍAR 등을 구현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예측
-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는 기업의 신기술 선택을 바탕으로 추정한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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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체인-빅데이터
- 이중엽(2019)에 따르면 블록체인 기술은 데이터가 발생하는 모든 분
야에서 활용 가능
- 추정결과에 따르면 블록체인 활용 여부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공학의 활용에서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들 중
빅데이터 활용에서 연계성이 가장 크게 나타남.
○ 로봇공학-인공지능, 3D프린팅, 빅데이터
- 대신증권(2017)에 따르면 로봇기술은 센서, 클라우드, 인공지능, 빅
데이터 등의 관련 기술 발달과 함께 적용 가능 분야가 확대되는 추세
- 기술 간 활용 추정결과에 따르면 특히 인공지능, 3D프린팅, 빅데이터
활용에 있어 로봇공학 활용의 연관성이 크게 나타남.

72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과 기업활용에 관한 연구

제5장

결론

○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과 해당 핵심기술의 기업 활용에
관한 실증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에 그 목적
- 이를 위하여 통계청 ‘기업활동조사’에서 제시된 4차 산업혁명 핵심기
술에 대한 개요, 현황 및 전망을 제공
- 최근 국내 기업의 핵심 신기술 활용에 대한 산업별, 지역별 기초통계
를 제공하고 가용한 기술에 대하여 OECD 국가별 비교
- 기업 단위 데이터를 활용하여 해당 핵심기술 활용 여부와 기업 특성
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
○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국내 기
업들의 해당 신기술 활용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주된 기
여가 있음.
- 본 연구는 기존의 개별 기술 및 일부 산업 및 기업에 국한된 기존의
샘플기반 연구와 달리 기업활동조사라는 광범위한 통계청 공식 자료
를 활용함으로써 기존의 연구에 비하여 보다 다양한 신기술 활용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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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을 제공하고 기존의 연구결과를 보다 정치한 데이터로 확인
- 기업활동조사에서 제공하는 9개의 신기술을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기
존의 단일 기술 및 일부 기술분석에서의 선행연구 한계점을 보완
- 특히 기업의 기술 활용과 관련된 신기술 간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의
경우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기업 신기술 활용에 대한 새로운 설
명을 제공함.

1. 실증분석 결과 요약 및 시사점
(1) 실증분석 결과 요약
○ 연구의 주요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국내 기업의 신기술 활용 정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며,
신기술 활용 기업 또한 일부 기업에서만 집중적으로 관측됨.
- 국내 기업 중 10% 미만의 소수만 신기술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대다수가 제조업과 정보통신업에 집중되어 있음.
- OECD 국가와의 국제비교에서도 국내 기업의 클라우드 및 빅데이터
기술 활용 비중은 최하 수준으로 나타남.
- 국내 주력산업인 제조업 내 기업 중 신기술 활용 기업 비중은 전체 신
기술 활용 기업의 비중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기업의 신기술 활용에 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지역 격차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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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신기술 활용 기업의 다수가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 분포
- 지역 내 기업 중 신기술 활용 기업 비중은 대전, 서울 등에서 높게 관
측됨.
○ 신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은 하나의 신기술이 아닌 다수의 신기술을 조
합하여 활용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남.
- 신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의 약 절반이 2개 이상의 신기술을 중복하여
활용
○ 기업의 신기술 활용에 있어 기업의 규모, 신생기업 여부, 생산성, 연
구개발비투자, 무형자산 비중, 외투기업 여부 등에서 이질적 차이를
보임.
- 기업규모가 클수록, 신생기업일수록, 생산성이 높을수록, 연구개발
비중 및 무형자산 비중이 높을수록, 그리고 국내 기업이 외투기업에
비하여 신기술 활용도가 높음.
○ 기업의 신기술 활용에 있어서 기술 간 보완관계가 관측되나, 기술 간
조합 정도에서는 차이를 보임.
- 활용 여부에 있어 두 신기술이 보다 밀접한 관계에 있는 기술 조합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기술 조합이 관측됨.
○ 개별 신기술 활용 여부와 기업 특성 간의 관계에서는 기술별 이질성
이 존재
- 신기술 활용 여부와 달리 개별 신기술 활용 여부는 기업의 규모, 생산
성, 신생기업 등 앞에서 기술된 기업 특성과 일관된 결과가 관측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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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증분석 결과의 시사점
○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 및 기업의 경쟁력에 있어 기술의 중요성과
국내 기업의 낮은 신기술 활용도를 고려할 때, 신기술 활용 수준을 높
일 수 있는 정책 대응 필요
- OECD 국가와 빅데이터 및 클라우딩 국제비교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국내 기업의 신기술 활용 정도는 매우 낮은 수준을 보임.
- 신기술 활용 기업이 제조업과 같은 일부 산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제
조업 내에서 신기술 활용 기업의 비중은 평균보다 낮게 관찰됨.
- 기업 및 산업경쟁력에 대한 해당 신기술의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신
기술 활용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대응 필요
○ 기업의 신기술 활용에 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지역 격차를 줄이
기 위한 정책 대응 필요
- 신기술 활용에 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지역 격차가 관측됨.
- 향후 신기술 활용 격차에 따라 두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되고 균형발전
이 저해될 우려 존재
- 비수도권 기업의 신기술 활용을 높이기 위한 정책 대응 필요
○ 기업 신기술 활용의 이질적 특성을 고려할 때, 산업별ㆍ지역별 신기
술 활용의 격차 또한 해당 산업 내, 지역 내 기업 특성에 기인할 것으
로 예측되므로 신기술 활용을 높이기 위한 정책 대응 시 기업 특성을
고려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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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혹은 지역 내 신생기업의 비중, 생산성, 기업의 규모, 연구개발
집중도, 무형자산 비중, 외투기업 비중 등이 산업별ㆍ지역별 신기술
활용의 격차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나타남.12)
- 규모가 큰 기업의 신기술 활용 정도가 높다는 실증분석 결과는 신기
술 활용에 상당한 고정비용이 발생함을 시사
- 중소기업 혹은 벤처기업의 신기술 활용에 따른 고정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적 지원 필요
- 또한 신생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신기술 활용 정도가 높다는 점에
서 장기간 비즈니스를 이어온 기존 기업의 신기술 활용을 제고할 추
가적 정책 방안 또한 필요
○ 개별 기술 활용이 아닌 다양한 신기술을 조합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정
책 대응 필요
- 다수의 기업이 신기술 활용 시 복수의 신기술을 조합하여 활용한다
는 점을 신기술 활용 확대 정책에 반영할 필요
- 이는 개별 신기술에 대한 기업 지원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기업이 다
양한 신기술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수의 신기술을 대상으로
하는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함을 시사
- 단 기업의 신기술 활용에 있어 기술 간 보완 정도가 기술별로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기술 간 결합에 따른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효과
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원정책 설계 필요

12) 자료 제약으로 인해 보고서에서 다루지 않았으나 기술적으로 연계되어 신기술 채택 및
활용 시 연관성이 높은 대중소기업 간 또는 전후방기업 간 거래관계 등도 잠재적으로 중
요한 설명변수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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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 본 연구는 통계청 자료의 한계로 인해 실증분석에서 단년도 조사결과
만을 이용
- 기업의 신기술 활용과 관련하여 패널분석 등을 통한 다양한 분석결
과를 제시하지 못한 한계를 가짐.
- 예를 들어 신기술 활용에 따른 기업의 기업성과 분석 시 해당 기업의
신기술 활용 시점을 알 수 없고 관찰 불가능한 기업 고유 특성을 통제
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한계13)
- 패널분석을 통한 신기술 활용에 따른 기업성과에 대한 분석은 통계
청 자료가 다년으로 확대되는 내년 이후의 연구과제로 남겨둠.
- 통계청 자료가 확대되어 패널자료 구성이 가능해지면 단년도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다룰 수 없었던 산업별ㆍ지역별 신기술 활용의 동태
적 변화와 그 원인, 그에 따른 산업혁신 정책방향 및 구체적 대응방안
제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
○ 본 연구는 기업의 기술 간 신기술 활용의 조합 결정을 실증적으로 분
석하였으나, 기업의 신기술 활용 조합에 대한 명확한 해석에는 한계
-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기술 조합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특정 기술
간 조합의 결과를 해석하는 방식 채택
- 그러나 일부 기술 간의 높은 연관성에 대한 해석에는 여전히 제약
존재
13) 대표적인 신기술 활용에 따른 기업의 성과 분석에 대한 연구로 DeStefano et al.(2018)은
클라우딩 활용에 따른 기업의 성과(생산성 증대) 효과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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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최근 ‘ICBM’으로 통칭되는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
터, 모바일 기술의 경우 인공지능과의 접목을 통한 지능화 정보기술
로 4차 산업혁명의 주요 동인이 되고 있으나, 추정결과는 이러한 기
술 간 보완성을 명쾌히 설명하지 못함.
- 기술 간 보완성에 관한 연구와 실제 기업의 선택을 비교하는 연구는
특정 기술에 대한 기업 선택에 있어 비용 및 규제 등의 한계가 존재하
는가를 규명하는 데 매우 중요하고 실제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기술 간 보완성을 바탕으로 실제 기업의 선택 결과를 비교하는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은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둠.
○ 기업의 신기술 활용에 관한 구체적 정책대안 제시에 한계 존재
- 본 연구는 신기술 활용에 대한 데이터 분석에 기인한 현황과 그 시사
점 도출에 초점
- 이에 따라 기업의 신기술 활용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대안
및 시사점 도출에는 한계
- 또한 기업 특성 또는 산업별ㆍ지역별 신기술 활용의 차이에 대한 구
체적인 원인 분석에도 일부 한계 존재
- 이러한 한계 극복을 위해서는 향후 해당 기초 현황을 바탕으로 케이
스 스터디나 필드 스터디가 병행 보완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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