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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실태와 시사점1)

요

약

일본기업은 독일이나 미국기업에 비해 다소 늦은 2015년 이후 4차 산업혁명 관련 대응을
본격화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추진체제를 다양하게 구축하고 장기 로드
맵을 통해 적극적으로 정책화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로봇혁명이니셔티브 협의회, IoT
추진컨소시엄, IVI(Industrial Value-chain Initiative)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민·관 협력 추진체
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AI(인공지능) 연구의 컨트롤타워로서 인공지능기술전략회의도 설치
하였다. 관련 정책 논의의 장은 신산업구조부회를 중심으로 하되, 정책결정의 컨트롤타워
로서 총리 산하에 미래투자회의를 신설하였다. 일본정부의 4차 산업혁명 관련 대응전략(정
책)은 ① 데이터 촉진활용을 위한 환경정비, ② 전문인력 육성·획득, 고용시스템의 유연성
향상, ③ 이노베이션/기술개발의 가속화, ④ 중소기업/지방에 4차 산업혁명 파급, ⑤ 산업
구조/취업구조 전환의 원활화, ⑥ 4차 산업혁명을 향한 경제사회시스템 구축 등이다. 우리
에 대한 시사점으로는 ① 선택과 집중전략을 통해 가장 강점이 있는 전략분야를 발굴하여
집중 육성, ② 다양한 정책을 총괄적으로 기획 조정하는 정책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
③ 국제표준화 움직임에 적극 참가, ④ 중소·중견 기업에 대해 IoT 등 4차 산업혁명 확산,
⑤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제고 방안 모색, ⑥ 4차 산업혁명의 비즈니스 창출
을 통한 고용창출에 주목, ⑦ 필요 인력 양성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1)

1) 본고는 사공목·주대영, 「일본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실태와 정책방향」, 산업연구원, 2016. 12를 요약·가필하
여 작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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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공적 추진을 위한 정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움직임이 미국, 일본 등을 중심으

우리 업계도 스마트공장의 표준화 등 4차 산업혁

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일본정부는 ‘일본재흥

명 관련 연구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4

2)

전략 개정 2015 및 2016’에서 제4차 산업혁명 을

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일본에서는 2015년부

주요한 신성장전략으로 간주하고 있다. 일본정부

터 본격화되었으나 우리나라는 2016년 3월 알파

는 성장전략을 위한 민관프로젝트 10개 중 새로운

고 쇼크를 경험하고서야 높아지는 등 다소 뒤늦은

유망성장 시장의 창출 가운데 첫 번째로 4차 산업

감이 있다. 지금이 4차 산업혁명인지 아닌지 하는

혁명을 들고 있으며, 의료 등 다른 분야에도 4차

논쟁보다는 이미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을 적극 활

산업혁명의 요소들을 적극 도입할 움직임을 보이

용하여 경쟁력 향상에 매진하는 기업이나 모델이

고 있다. 일본 경산성을 중심으로 제조업 경쟁력

출현하고 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강화 차원에서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다양한 대

본고의 목적은 한국과 유사한 산업구조를 가지

응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대응 정책

고 있는 제조 강국 일본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정

및 로드맵을 계속 발굴·설정하고 있다.

책 추진 움직임과 일본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모

일본의 경우 공장 자동화와 로봇 활용 등의 측

델 구축 움직임을 고찰함으로써 관련 정책을 추진

면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을 견지해 왔으나, IoT

하는 우리 정책 당국이나 기업에 참고자료 및 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을 통한

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다만 4차 산업혁명은 지

혁신과 중소기업에 대한 보급에도 열성적이다.

금 초기 단계일 뿐만 아니라 전(全) 산업 부분에

한국정부도 제조업 3.0을 추진하면서 제조업의

관련되는 복잡다기한 현상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디지털화를 적극 추진하는 등 4차 산업혁명의 성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사항을 소개하되 주요 정

2) 일본에서는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를 통해 자동화, 4차 산업혁명은 대
량의 정보를 기반으로 AI(Artificial Intelligence)가 스스로 생각해서 최적
행동을 취함으로써 자율적인 최적화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한다.

책이나 사례 등은 가급적 제조업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2. 일본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실태
(1) 일본기업의 IoT 도입 및 활용 실태

해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일본기업들은 IoT가 자
사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면

일본기업의 IT 전담체제 구축은 미국기업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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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일본기업의 52.3%는 IoT가

반의 문제 발견화(見える化)와 프로세스 개선,

3년 이내에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 자체를 변화

공장내 혹은 거래처 간 이력 추적(traceability) 관

시킬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IoT추진체제

리는 비철금속이, 생산프로세스상 숙련기능의

를 확립(전담부서나 그룹을 설치)한 일본기업은

매뉴얼화/DB화는 화학공업이 가장 활용도가 높

응답기업(515인) 중 8%에 불과하고, 이는 전 세계

았다. 판매부문에서는 화학공업이 가장 높은 활

3)

의 조사 결과인 20%를 크게 하회하는 수준이다.

용도를 보였다.5)

이하에서는 구체적으로 일본기업의 IT 활용
실태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일본 경산성

(2) 일본기업의 AI 관련 대응 실태

이 설문조사를 통하여 기업규모별(100명 이하,
100~300명 이하, 300명 초과)로 IoT 기술 관련 활

2015년 이후 일본의 AI 연구가 활발하게 추진되

용 항목(<표 1> 참조)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기업

기 시작하였다. 일본의 AI 고도화 관련 연구는 연

규모가 클수록 거의 전 항목에 걸쳐 IoT 활용도가

구중심의 관주도형과 새로운 사업모델 개척형인

4)

높게 나타났다(<그림 1> 참조).

민간주도의 연구로 대별되고 있다. 일본정부는 AI

업종별로 살펴보면 3D시뮬레이션의 경우 일

연구의 하나인 뇌과학연구에 주력하고 있으나 규

반기계가 가장 활용도가 높았으며(특히 제품설

모면에서 미국과는 큰 차이가 있다. 관련 연간 예

계공정), 화학공업의 경우 3D 디지털 제조 툴 활

산규모는 미국이 약 5,700억엔인 데 비해 일본은

용도가 가장 낮았다. 부문간 제휴에 대해서는 화

약 300억엔에 불과한 실정이다.

학공업이 가장 높았으며, 전기기계, 일반기계의

일본정부는 2016년을 인공지능 연구개발 지원

순으로 나타났다. 해외공장의 생산프로세스 정

정책6)의 원년으로 삼고, 경제산업성, 문부과학성,

보의 수집·활용은 철강업이, 생산라인/공정 전
3) みずほ情報総研・みずほ銀行, 「IoTの現状と展望」, みずほ産業調査,
2015, pp. 40~41에서 재인용(원자료는 2015년 3월 가트너 재팬의 조사).
4) 經産省 外, 「ものづくり白書」, 2016, pp. 21~23.

5) 원자료는 經産省 外, 「ものづくり白書」, 2016, pp. 29~31. 업종별 자세
한 내용은 사공목·주대영, 「일본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실태와 정책방
향」, 산업연구원, 2016. 12 참조.
6) 미즈호은행 산업조사부 다카노 유의(高野結衣) 씨와의 인터뷰(2016. 9.
30) 및 관련 자료에 의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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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일본기업의 IoT 기술 관련 활용 항목
대분류

중분류

활용 영역

3D 시뮬레이터 활용
설계·개발

3D 프린터 활용

판매

·생산설계공정

생산프로세스상
데이터 취득과
개선·향상

시장 운용에 관한
정보 활용

①②

·시뮬레이션 결과를 실시간 생산라인에 반영
·제품개발공정에서 시작품 제작

부문간 제휴

생산

·제품설계공정

③

·소량 다품종 제품 試作 ④ ⑤

·생산 시 발견된 설계 미스(불편사항)를 피드백

⑥

·설계/생산 부문간 데이터 공유로 리드타임 단축

⑦

·가동데이터/고객의견을 설계/생산 개선에 활용

⑧

·개별공정의 문제발견화와 프로세스 개선

⑨

·생산라인/공정 전반의 문제발견화와 프로세스 개선

⑩

·종업원의 작업상황 문제발견화와 프로세스 개선

⑪

·생산프로세스상 숙련기능의 매뉴얼화, DB화

⑫

·공장내 혹은 거래처 간 이력 추적(traceability) 관리

⑬

·해외공장 생산공정 관련 데이터의 수집, 활용

⑭

·발주 정보 수집, 분석

⑮

⑯

·판매후 제품 가동상황에 대한 정보의 수집, 분석

⑰

신규 사업 가치창출 ·제품의 예고(예지), 보전 서비스 활용
운용·보수
메커니즘
·제품의 운용 솔루션 서비스

⑱

자료 : 經産省 外, 「ものづくり白書」, 2016, p. 22.
주 : 원문자는 각 활용 항목을 표시.

<그림 1> 일본기업의 규모별 IoT 기술의 활용 실태
운용·보수

판매

가치창출 메커니즘

시장운용에 관한
정보 활용

생산

생산프로세스상
데이터 취득과 개선

100인 이하

101~300인

300인 초과

설계
·
개발

3D 시뮬레이터

3D 프린터

부
문
간
제
휴

자료 : 經産省 外, 「ものづくり白書」, 2016, p. 22.
주 : 원문자의 의미는 전술한 <표 4>와 같음.

총무성이 공동으로 향후 10년간 1,000억엔을 연구
개발에 투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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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15년 이후 일본기업도 AI연구회사 설
립 등 AI 연구 및 투자를 활발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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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일본 주요 정보서비스 사업자의 AI 관련 투자 및 서비스 실태
기업명

AI 추진 체제

주요 투자 및 서비스 내용

후지쓰

·2008년 AI 활용 전담조직 신설, 연구자 및 기술자
200명 배치

·2015년 11월 AI 관련 지식을 ‘ZINRAI’로 체계화하고 상품·서
비스에 대한 實裝 개시를 발표
·2015년까지 매출액 누계 500억엔 달성 목표

·2016년 4월 오사카대학 내에 ‘뇌형(腦型) 컴퓨팅’ ·2015년 11월, AI를 활용한 솔루션사업 확대를 발표, 2020년까
지 매출액 누계 2,500억엔 목표
의 협동 연구소 설립
NEC ·2016년 6월 산업기술총합연구소(AIST) 내 ‘인공 ·2016년 7월 AI 기술 브랜드 ‘NEC the WISE’를 책정
·2016년 9월 ‘NEC·동경대학 미래AI 연구·교육 전략 파트너십’
지능 제휴 연구실’ 설립
협정 체결
·2020년까지 AI 관련 연구진을 1,000명으로 증강
히타치

·2015년 10월, AI를 활용한 솔루션사업 확대를 발표
·2016년 6월 교토대, 동경대, 홋카이도대학과 공
·AI를 활용한 솔루션을 ‘Hitachi AI Technology’로 통칭하며, 사
동 러보러터리(Lab) 설치
회과제 해결, 사업성과를 지원하는 서비스 추진

NTT ·2015년 9월 AI 비즈니스 추진을 위한 ‘AI 솔루션
·2018년까지 AI 관련 시스템 서비스 매출액 누계 200억엔 목표
데이터 추진실’을 설립. AI 기술 전문가 20명을 배치
자료 : みずほ銀行, 「人工知能の動向について」, 2016. 9，내부 토의자료에 의거 작성.

첫째, 도요타는 스탠포드대학 인공지능연구소,
MIT공대의 컴퓨터 과학·인공지능연구소와 제휴

러닝 기술 등의 공동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도요
타는 동사에다 10억엔을 출자(2015. 12)하였다.

를 발표(2015.9)하고, AI연구소(Toyota Research

둘째, 일본 주요 정보서비스 사업자의 AI 관련

Institute; TRI)를 미국에 설립(2016.1)하여 본격

투자 및 서비스 실태를 살펴보면 AI 관련 전담부

적으로 자율주행차 연구에 착수하였다. TRI는 종

서 신설, AI 활용 솔루션 체계화 등 AI 추진체제를

업원 200명, 5년간 운영예산 10억 달러, 연구예산

강화하고 있다(<표 2> 참조).

5,000만 달러의 규모이며, 미국전문가를 책임자로

셋째, 최근 일본에도 AI의 요소기술을 개발하

영입하였다. 또한 도요타는 동경대의 벤처기업인

는 벤처기업이 설립되고 있다. AI 관련 주요 벤처

7)

Preferred Networks 와 자율주행 실현을 위한 딥
7) Preferred Networks는 IoT 관련 컴퓨터 SW, HW, 네트워크를 연구·
개발·판매하며 딥러닝, 강화학습 등 로봇용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벤
처기업이다.

기업으로는 Preferred Networks 외에 ABEJA, XC
(크로스콤파스 인텔리전스), SOINN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은 주로 2012~2015년에 설립되었다.

3.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본의 장단점과 비즈니스 모델
(1) 일본의 장점

점으로 수준 높은 인력, 기술력, 현장력, 개선(속
도와 섬세함), 규율을 들고 있다. 부품소재 등 충

첫째, 일본 경산성은 2030년 일본 제조업의 장

실한 기반산업의 존재, 산업용 로봇의 강한 경쟁

2 0 1 7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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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데이터 이용·활용을 위한 기본적 사이클과 일본의 강점·약점
❶
데이터 취득

❺ 사회적용·
산업화

❹

AI 등을
이용한 분석

데이터 통신

❷

실용화,
빅테이터화
❸

❻

기본 사이클 전체를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비즈니스 모델 확립

데이터 사이클
1

데이터 취득

2

데이터 유통·통신

3

실용화(빅데이터 등)

주요 내용

비고

강점 ·로봇, 센서 등이 세계 최고 수준, 현장의 암묵지 등 질 높은 현장 데이터 매우
강함
약점 ·모바일 OS, 모바일 디바이스의 세계 점유율 낮아
강점 ·세계 최첨단 고속 데이터 통신망 존재
약점 ·데이터 센터의 유지관리비가 높음
강점 ·의료, 교통 등 관련 데이터가 풍부
약점 ·데이터 공유, 교환

약함
약함

강점 ·슈퍼 컴퓨터의 높은 기술
4

AI 등을 이용한 분석

5

산업화·사회적용

6

기본 사이클 전체 제공
·새로운 비즈니스를 촉진하는 규제 제도 등, 산업재편의 규모와 속도, 매우
약점
하는 비즈니스 모델
각사별로 최적시스템을 제작하는 비용 소요
약함

약점

·인공지능 기술개발과 활용, 소프트웨어 제품개발, 수리, 의료 등 기초연 약함
구,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보안 인력 부족

·저출산·고령화의 선두, 자동차 등의 높은 세계시장 점유율, 고품질 제
매우
품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소비자 존재
강함
약점 ·3D 프린터 기술 및 활용의 한계
강점

자료 : 경산성, 「신산업구조비전」, 2016에 의거 필자 작성.

력도 장점이다.

봇이 협조하여 일하는 환경도 저항감 없이 받아들

둘째, 일본은 프로덕트 이노베이션에서는 약

여지고 있다. 또한 애매한 직무영역과 원만한 노

한 편이나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에 강점을 가지

사관계도 공장 현장의 스마트 팩토리나 인공지능

고 있다.

도입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저항감 없이 인간과 기계가 협조·융합하

넷째, 일본은 Machine to Machine(M2M)에서

는 풍토가 일본 공장의 자동화 촉진 요인이다.8)

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M2M은 개별로 가동하

일본에서는 전통기술·기능과 최첨단의 하이테크

고 있는 기계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상호 대

기술이 공존·융화하는 경향이 강하고 인간과 로

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각의 기기에서 생성
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통합, 제어, 활용하는 것

8) 企業活力硏究所, 「IoTがもたらす我が国製造業の変容と今後の対
応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2016.3, pp. 8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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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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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데이터의 이용·활용을 위한 데이터 사

고, 일본의 빅데이터 처리의 규모가 작아 상대적

이클상에서 공장이나 의료보험 등의 리얼(real; 현

으로 빅데이터 구축에 한계가 있으며, AI 등을 활

장, 현실) 데이터 수집과 산업화에도 강점을 가지

용한 분석에도 취약하다.

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로봇, 센서 등이 존재

둘째, 거버넌스의 문제로 과감한 투자나 혁신

하며, 공장자동화 등의 제조현장 관련 데이터, 의

이 곤란하다. 반면, GE는 프리딕스(Predics) 개발

료보험, 교통 등의 데이터가 풍부하다. 저출산·

에 10억 달러를 투입할 때, 금융부문을 매각하여

고령화의 선두 국가로서 풍부한 경험, 자동차 등

자금 조달하는 등 새로운 비즈니스를 위한 큰 모

의 높은 세계시장 점유율, 고품질 제품을 이해하

험 감행이 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일본에는 지난

고 평가하는 소비자 존재도 강점으로 꼽힌다(<그

20년간 벤처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한 비즈니

림 2> 참조).

스모델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9)

여섯째, 통신기술 수준이 높고 데이터 처리 및

셋째, 일본은 하드웨어 인력에 비해 상대적으

분석 기술 수준도 양호한 편이다. 세계 최첨단의

로 소프트웨어 인재가 부족하며, SW나 AI 연구자

고속 데이터 통신망을 보유(브로드밴드 보급률은

와 산업계와의 유기적 관련성도 부족하다.10)

한국에 이어 세계 2위)하고 있다.

넷째, 일본의 기업문화와 경영이 오픈 이노베
이션에 적합하지 않은 경향이 있다. 일본은 기술,

(2) 일본의 약점
첫째, 가상(virtual) 데이터의 규모가 비교적 작

9) 岩本 晃一(이와모토 코이치) 산업경제연구소(RIETI) 上席研究員과의 인
터뷰(2016, 9.26)에 의거 작성.
10) 이는 일본 전문가의 공통된 지적이다.

<표 3>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일본의 위상과 장점 비교
미국

독일

일본

- 현장력

등 제조에 가장 강점(산업용로봇 강함)
- Machine

2 Machine(M2M) 등 공장 내부 자동
- 구글,

페이스북, 애플, GE 등의 플랫
- 제조중심 국가로 공장 중의 로봇이
화에는 세계 최고 수준
폼을 활용한 비즈니스에 강함
나 기계를 IoT를 활용하여 연결하
- 통신기술

및 빅데이터 수집 환경도 양호한 편
강점 - 우버,

에어B&B 등의 선진 사례 존재
는 데 중점
이나 독일과 미국의 중간 정도
- 버추얼(가상)

빅데이터 강함
- 공장내의 네트워크 연결에 강함
- 현장

데이터에 강점
- 높은

AI 기술수준 보유
- 기업문화가

신기술 도입에 우호적

약점

- 상대적으로

제조 취약
- 공장

등 리얼(현장) 데이터의 부족

- 거버넌스 등으로 인해 거대한 투자의 경우 의
사결정의 속도가 느림
- 광통신(브로드밴드) 등의 기반이 - 빅데이터 처리 경험 부족
- 소프트웨어 인력 부족
약하여 통신상황이 취약
- 기업문화가 오픈 이노베이션에 취약
- 기업의 외부와의 연결에는 상대적으로 취약

자료 : 岩本 晃一(이와모토 코이치) 산업경제연구소(RIETI) 上席研究員 인터뷰(2016.9.26)와 관련 문헌 등에 의거 필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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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신뢰 등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나 장기비

그중 제조업의 IoT 비즈니스 모델의 유형을 보

전의 부족, 사업부제·수직통합형 비즈니스, 소프

면 다음과 같다. ① 원격상태 감시 모델, ② 공장

트웨어 경시, 설비투자 부진, 리스크를 용인하지

내를 연결하고, 제품까지 연결하는 모델, ③ 공장

않는 경영 풍토, 공장의 연결에 장기간(10년) 소

간이나 서플라이 체인을 연결하여 상황의 상시 파

11)

요 등의 경영상의 단점이 있다.

악이 가능한 사례, 수주 정보를 디지털화하여 연

다섯째, 세계적인 플랫폼 경쟁에서 일본의 존

결하는 사례 등도 존재한다. 일본 제조기업이 단

재감이 부족한 실정이다. 일본기업도 미국의

순한 재화의 판매뿐만 아니라 서비스 영역(보수·

IIC(Industrial Internet Consortium)에 참여하고

관리·리스 등)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사례가 증가

있고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플랫폼과의 협력을

하고 있다(<표 5> 참조). 또한 IoT 비즈니스에서

추진 중에 있으나 플랫폼 획득경쟁에서 일본의 존

는 이업종 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며, 일본에서

재감은 크지 않다.

도 이업종 간의 융합 모델의 사례도 증가하고 있
다. 예컨대, 혼다와 소프트뱅크가 AI를 사용하여

(3) 일본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요 비즈니스
모델 사례

자율주행자동차(커넥티드 카) 운전지원 시스템
을 공동개발하는 사례, 도요타가 미국의 배차애
플리케이션 전문회사인 우버社에 수십억엔을 출

일본의 업종별로 IoT와 관련하여 다양한 비즈

자하여 미국에서 도요타 리스차량의 판매 확대를
도모하는 사례 등이다.12)

니스 모델이 존재한다(<표 4> 참조).

<표 4> 현 시점에서의 분야별 대표적 IoT 비즈니스 모델
대표적 IoT 비즈니스 모델 사례
제조업
농업
토목건설

·원격상태감시 M2M, 공장내의 전체 상황 점검 모델, 시스템 오브 시스템즈, 맞춤
형 주문생산, CPS(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능력 판매. 오픈 플랫폼
·스마트 에그리컬쳐
·스마트 컨스트럭선(i-Construction)

금융

·핀테크

영업

·AI디지털 마케팅

자동차

·카 셰어링, 커넥티드 카

전력

·스마트 그리드

도시

·스마트 시티

자료 : 岩本 晃一 산업경제연구소(RIETI) 上席研究員 인터뷰(2016, 9.26)에 의거 작성.

11) 企業活力硏究所, 「IoTがもたらす我が国製造業の変容と今後の対
応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2016, pp. 7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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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도
 레이경영연구소 마스다 다카시(增田貴司) 산업경제조사부문장과의
인터뷰(2016.9.28).

산 업 경 제 분 석

<표 5> 일본 제조기업의 서비스화 모델 사례
기업명

주요 내용

- 산업용 소형보일러에서 일본 국내시장 점유율 40% 이상 점유
- 보일러 판매와 동시에 고객과 3년간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여 3년간 서비스 요금을 선불로 징수
미우라(三浦) 하는 사업모델을 구축
- 즉 1989년부터 고객의 보일러에 장착한 센서를 통해 수립한 데이터를 통해 동사 온라인센터에서
공업
가동상태를 원격감시하여 이상이 발견되면 고객에게 대처방법을 통지하고 수리요원을 파견하는
‘보일러고장 예지(豫知)서비스’를 제공
리코

- 사무용기기 단순 판매에서 운용·관리 서비스 수탁사업 강화(기기 재배치, 인쇄업자의 최적화를 계
속 제안하는 서비스 등)
- 중소기업용 네트워크접속기기 제공부터 설치, 유지보수까지 일괄 수주하는 사업에 주력

브릿지스톤

- 타이어 단품판매에서 신품타이어, 재생타이어, 유지보수를 패키지로 판매하는 솔루션 비즈니스로
전환함으로써 고객의 비용절감, 환경대응, 안전운행을 실현하는 비즈니스 모델

- 엔진배기가스 측정·분석 장치의 세계 최대 업체
호리바(堀場)
- 단순히 엔진배기가스 측정·분석 장치를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장 등 시설의 설계·건설까지
제작소
수주하는 토털 지원 시스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
히타치조선

- 사업구조개혁을 통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A/S사업 비율을 2016년까지 50%로 높일 계획
- 이는 기기나 플랜트의 납품 후에 유지보수 및 운영 관련 유상 서비스 수주를 통해 장기적이고 안정
적인 수익 모델 창출

자료 : 도레이경영연구소 마스다 다카시 산업경제조사부문장과의 인터뷰(2016.9.28) 자료.

4. 일본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체제 및 정책 방향
(1) 일본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체제

신설하였다. 일본정부의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정
부의 역할분담과 추동력 부여 메커니즘을 살펴보

일본정부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추진체제를 다

면, 경산성은 신산업구조부회의 간사격으로 4차

양하게 구축하고 장기 로드맵을 통해 적극적으로

산업혁명을 대비한 신산업구조비전의 작성에 적

정책화하는 노력을 계속 추진 중이다. 로봇혁명이

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제조업의

니셔티브 협의회, IoT추진컨소시엄, IVI(Industrial

기술개발이나 비제조업 분야 등 경산성의 관할 밖

Value-chain Initiative) 등과의 협력하에 4차 산업

이거나 부처간 협력이 필요한 사항의 경우 이를

혁명 관련 민·관 협력 추진체제를 구축하고 있으

추동시키기 위해서는 기획안을 일단 내각부로 올

며, AI(인공지능)연구의 컨트롤타워로서 인공지

려 다시 환류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물론 경산

능기술전략회의도 설치하였다. 관련 정책 논의의

성은 회의자료(대책안)를 작성하기 전 관계 성청

장은 신산업구조부회를 중심으로 하되, 정책결정

실무자 간의 정기적인 회합을 통해 의견을 조율하

의 컨트롤타워로서 총리 산하에 미래투자회의를

는 과정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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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로봇혁명이니셔티브 협의회의 활동 개요
[외부기관]

로봇혁명이니셔티브 협의회

산업경쟁력
회의

니즈(needs)·시즈(seeds) 매칭, 베스트프랙티스
공유·보급, 국제프로젝트, 국가연구개발기관 등
이용, OB인재 활용, 국제표준 데이터보안 등 논의

종합과학
기술·이노
베이션 회의

규제개혁
회의

[외국]
Industrial
Internet
Consortium
(미국)

<체제 이미지>
운영위원회(주요 관계자 대표)
제휴

회원 : 주요 공업회(로봇, 부품, 사용자(자동차,
농업, 의료·간병, 인프라 등)), 대학, 연구기관
(NEDO, 산업기술종합연구소), 지역제휴조직

정보
교류
Industrie 4.0
(독일)

WG 1 : loT에 의한 제조비즈니스 변혁 WG
WG 2 : 로봇이용·활용 추진 WG
WG 3 : 로봇이노베이션 WG

자료 : 경산성 제조산업국, 「IoT 사회에 있어서의 제조업」 , 2015.8.

이하에서는 일본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추진체
제를 구체적으로 고찰한다.
첫째, 일본정부는 로봇혁명이니셔티브 협의회
(2015.5)를 통해 로봇산업 재도약과 제조 비즈니스

교수를 중심으로 설립(2015.6)하였다. 생산라인
간 및 공장 간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업
무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있으며, 실제로 공장에
서 시험운용도 시작하고 있다.

변혁을 추진하는 등 로봇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넷째, 일본정부는 인공지능(AI) 분야를 4차 산업

을 돌파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아

혁명 시대의 중요한 기술요소로 인식하고, 이를 집

베 총리는 OECD 각료 이사회에서 “로봇에 의해 새

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아베 총리 지시로 ‘인공지

로운 산업혁명”을 일으킬 것을 표명(2014.5)한 바

능기술전략회의’를 2016년 4월 발족하였다. 이는

있다. 「로봇 신전략(2015.1)」에서 일본이 IoT시대

인공지능(AI)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경

로봇으로 세계를 리드하고 로봇혁명을 실현시킬

산성, 문부과학성, 총무성이 공동 주관하고 산업

모체로서 동 협의회 창설을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기술총합연구소(AIST), 이화학연구소(RIKEN), 정

둘째, IoT 산업화의 조기 확산을 위해 경제산

보통신연구기구(NICT) 등의 산하 연구소가 참가

업성 및 총무성 등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IoT추

하고 있다. 본 회의에서 정부, 학계, 산업계 등의

진 컨소시엄’을 설립(2015.10)했다. 동 컨소시엄

긴밀한 협력을 이끌어내고, AI의 R&D 목표와 산

에는 현재 2,00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업화 로드맵을 책정한다.

셋째, 순수 민간 차원의 ‘Industrial Valuechain
Initiative(IVI)’를 들 수 있다. 이 단체는 일본의 제

(2) 일본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방향

조업 분야 대기업 약 60개사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통한 제조업의 고도화를 목표로 니시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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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정부 대응전략(정책)

산 업 경 제 분 석

<표 6> 일본정부에 의한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신산업구조비전)
대응 전략

구체적 대응 정책

1

데이터 활용촉진을 위한 ·데이터 플랫폼 구축, 데이터 유통시장의 창설, 개인 데이터 이용·활용 촉진, 보안
환경정비
기술 및 인력양성이 가능한 생태계 조성, 지적재산정책과 경쟁정책의 정비

2

전문인력 육성·획득, 고 ·새로운 수요에 대응한 교육시스템 구축, 글로벌 인재 획득, 다양한 노동참가 촉진,
용시스템의 유연성 향상 노동시장, 고용시스템의 유연성 향상

3

이노베이션/기술개발의 ·오픈 이노베이션 시스템 구축, 핵심 이노베이션 거점 정비, 국가 프로젝트 구축,
가속화
지적재산관리와 국제표준화의 전략적 추진

4

재무기능 강화

5

산업구조/취업구조 전환 ·신속·과감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거버넌스 체제 구축, 신속·유연한 사업재생/산
의 원활화
업재편이 가능한 제도·환경 정비, 노동시장과 고용제도의 유연성 향상

6

중소기업/지방에 4차 산
·중소기업·지방에 IoT 등의 도입/이용 기반 구축
업혁명 파급

7

4차 산업혁명을 향한 경 ·각종 규제 개혁, 행정서비스 향상, 전략적 제휴를 통한 글로벌 전개 강화, 사회에
제사회시스템 구축
4차 산업혁명을 침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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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경산성, 「신산업구조비전」, 2016. 4에 의거 작성.

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는 것이 2016년 4월

두고 있다.

신산업구조부회에서 발표한 신산업구조비전(중

이처럼 네 가지 부문 중점분야의 명칭이 애매

간보고)이다. 2017년 3월 말 4차 산업혁명에 대

한 것은 향후에는 점차 업종의 구분이 없어지고

한 일본의 대응전략을 담은 최종보고서가 발간될

사회나 고객의 니즈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이 의

예정이다. 이를 위해 포괄적인 중간보고서(2016

미가 커지기 때문이다. 일본정부는 2030년의 바

년 4월)의 내용 중 선택과 집중을 통해 내년도 성

람직한 모습을 ‘목표 역산 로드맵’으로 만들어 시

장전략에 반영할 내용을 금년 9월부터 검토하고

행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

있다. 특히 건강·의료·간병, 이동(모빌러티), 제

가를 규명(규제완화 등)할 예정이다. 신산업구조

조·물류유통·농업·보안, 스마트 생활·도시(주

비전(중간보고)을 중심으로 일본의 대응전략(정

택·에너지·마을 조성)의 네 가지 부문에 중점을

책)을 고찰하면 <표 6>과 같다.

5. 시사점
일본은 미국과 독일 등 선발국을 벤치마킹하여

산업혁명 대응전략 수립에 부심하고 있다. 우리

추진체제를 정비하는 등 민·관이 협력하여 4차

정부도 미래창조과학부의 「K-ICT 사물인터넷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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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전략」(2015.12)을 통해 IoT 서비스 발굴, 플랫

한 분야의 정책을 총괄적으로 기획 조정하는 정

폼, 네트워크 등 기반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책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

「K-ICT 전략 2016」(2016.5)을 통하여 빅데이터산

일본은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의 구심점 역할을

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하는 컨트롤타워를 신설하여 정책 추진의 일관성

인공지능(AI) 중심의 지능정보 기술발전을 통한

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다. 미래투자회의를 총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지능정보산업 발

리 산하에 설치하거나 신산업구조비전을 관계 성

전전략」(2016.3)도 수립하였다. 산업부는 공장자

청이 협의하여 작성한 후, 이를 관저로 보낸 후

동화를 중심으로 제조업 3.0을 추진하고 있다.

에 이를 다시 환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

한편, 한국 대기업들의 출자에 의해 인공지능
(AI)을 담당하는 ‘지능정보기술연구원(AIRI)13)’이

은 부처간 정책조정 측면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설립(2016.10.11)되었다. AIRI는 삼성전자, SK텔

셋째, 일본정부가 갈라파고스 현상을 탈피하기

레콤, 네이버, LG전자, KT, 한화생명, 현대자동차

위하여 4차 산업혁명 관련 IoT 규격의 국제표준

등 한국 7개 대기업이 공동 출자하였다.

화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도 4차 산

전술한 일본의 대응전략을 통해 우리에 대한
시사점을 고찰해 본다.

업혁명 추진체제를 정비하여 국제표준화 움직임
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가해야 한다. 일본은 소프

첫째, 일본이 선택과 집중 전략을 채택하고 있

트웨어에 강한 미국과는 IIC와, 하드웨어에 강한

다는 점을 벤치마킹하여 우리도 강점·약점 분석

독일과는 인더스트리 4.0플랫폼과의 협력 관계를

을 통해 가장 강점이 있는 전략분야를 발굴하여

강화하는 등 IoT 국제표준화 전략에 적극 참여하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4차 산업혁명과

고 있다. 한국정부도 IoT 표준화 정책을 추진하

관련하여 자신의 상황에 대한 명확한 진단을 바탕

고 있지만 국제표준화에는 2016년 10월 현재 아

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All-Japan 차원의 대응전

직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략 수립하고 있다. 일본은 로봇 중시, IoT화를 통

넷째, 우리 중소·중견 기업에 대해 IoT 등 4차

한 효율 향상, AI, 자율주행 등 이동수단에 대한 집

산업혁명을 확산하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

중 투자, 리얼 데이터의 표준화와 이를 통한 플랫

다. 중소기업의 경우 IoT의 장점 및 메리트(전부

폼의 국제표준화 지향 등에 집중하고 있다.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경우 발생하는)를 이해하지

둘째, 우리도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인공

못하는 경우가 많아 성공사례(모델사업)를 발굴

지능(AI), 로봇, 빅데이터, IoT, 스마트 팩토리, 문

하여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

화 콘텐츠 등 4차 산업혁명에 관련한 핵심요소 기

우 현재 IVI에서 중소기업 집적지(예, 오타구 등)

술개발, 산업구조 및 고용구조 변화 대응 등 다양

의 공장들을 연결하는 실험을 하고 있다. 우선 이
전부터 공정별로 협력하여 공동 생산·판매하던

13) http://airi.kr (2016.10.14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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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개의 중소기업들을 웹상의 네트워크로 연결

산 업 경 제 분 석

하는 실험을 추진 중이다.14)

강조하기보다는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통한 시

다섯째,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데

장 및 고용창출이라는 긍정적 측면에 주목하여, 4

이터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것인데, 이와 관련하

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분위

여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개인정보 활

기 조성이 긴요하다. 일본은 4차 산업혁명을 AI,

용 제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선 공장 등

IoT, 로봇을 기반으로 한 제조업의 생산시스템 고

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의 표준화를 위해 공유 가

도화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 전반 및 국가경제를

능한 공통 데이터와 비공개의 개별 데이터를 구

변화시키는 기회로 활용하려는 점을 참고할 필요

분하는 기준 등을 관련 업종단체가 검토할 필요

가 있다.

가 있다. 동시에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가 엄

일곱째, 향후 4차 산업혁명 관련 필요 인력 양

격화하는 가운데 데이터 정보의 수집과 활용 차

성에 더욱 노력하여야 한다.예컨대, AI를 육성하

원의 규제완화 등 제도적 장애요인 제거 노력도

기 위해 가장 핵심기술인 지능형 소프트웨어 개발

필요하다.

과 지능형 반도체를 개발해야 할 R&D인력이 대

여섯째, 4차 산업혁명의 고용 등 부정적 측면을

규모로 필요하다. 하지만 한국에는 지능형 SW 개

14) 岩本 晃一 산업경제연구소(RIETI) 上席研究員과의 인터뷰(2016.9.26)
에 의거 작성.

발이나 신경망반도체 회로를 개발할 R&D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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