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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 연구 목적
본 보고서는 제조업 강국인 독일이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스템 차
원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산업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제4차 산업혁명의 정의와 현 단계 특징
제4차 산업혁명은 특정 기술에 기반을 두는 새로운 산업의 등장이라
기보다는 전통 산업을 포함하여 산업과 경제의 전 부문에 걸친 디지털
전환으로 볼 수 있다. 디지털 혁명이 디지털 산업을 넘어 전통적인 산업
으로 본격적으로 확산되면서 산업내 기업, 가치사슬,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를 초래하는 것이 디지털 전환의 현 단계의 특징이다.

8

독일의 인더스트리 4.0과 제조업의 변화

3. 제조업 4.0의 추진배경
독일판 4차 산업혁명 전략인 제조업 4.0의 추진배경으로는 디지털 기
술의 급속한 발전이라는 기술적 요인뿐만 아니라 중국 등 신흥국의 부
상에 따른 선진국 내 제조업 생산 감소, 제품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고객 선호의 변화, 선진국 내 제조업 부활 정책 등 경제 및 사회적 변화
가 있다.
이러한 공통의 요인뿐만 아니라 독일의 산업구조와 같은 특수한 사정
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독일 산업 경쟁력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기계·장비산업에서 그 경쟁력의 원천이 디지털 기술에 기반 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무장한 새로운 경쟁기업에 의해 위협당할 수 있다는 위
기의식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제조업 4.0 전략은 독일 및 유럽 산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물류, 공학 및 공장 엔지니어링, 의료기
술, 전기엔지니어링, 에너지시스템, 화학산업, 우주항공산업에 디지털
전환이 미칠 파괴적 영향을 이해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노력의 산물이기도 하다.
독일은 유럽 내 ICT 부문의 부활, ICT 또는 디지털 기술의 산업내 적
용을 통한 제2 디지털 혁명의 산업내 확산을 전통 제조업에서 갖고 있던
선도적 위치를 유지, 강화할 수 있는 열쇠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이를 위
해 독일은 데이터 수집 및 가공에서 시작하여 연결성, 자동화를 거쳐 디
지털화된 고객 인터페이스상에서 독자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디지털 역량을 재구축하고자 한다.
즉 디지털 기술을 독일의 기존 장점에 통합함으로써 산업의 디지털화
가 지배하는 새로운 경쟁 환경에서도 산업 선도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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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하는 것이다. 독일은 제조업, 자동화, 소프트웨어 기반 임베디드 시
스템 부문에서 기술적 리더십, 오랜 역사를 통해 구축된 강고한 산업네
트워크 등 제조업 4.0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많은 강점을 보유하고 있
으며, 특히 임베디스 시스템 분야에 선도적 지위를 갖고 있어 이를 이용
한 사이버물리시스템(CPS)이라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를 구축
함은 물론 이와 관련된 미래의 세계시장을 선점하고자 한다.
4. 제조업 4.0의 구성요소
지난 10여 년간 추진된 제조업 4.0 전략의 초점은 시기에 따라 변화되
어 왔다. 초기 단계에는 기술적 측면에 큰 강조점을 두었다. 기술적 측
면에서 제조업 4.0은 IT의 산업내 적용에 핵심이 있다고 할 때, IT 기술
은 임베디드 시스템, 사이버물리시스템을 거쳐 IoTDS(사물, 데이터, 서
비스 인터넷)으로 발전하는 과정에 있다. 이 과정에서 기술발전의 두 축
은 임베디드 시스템과 글로벌 네트워크이다.
2015년에 발표된 스마트 서비스 세상의 전략은 2012년 발표된 제조
업 4.0 전략의 연속선상에 있지만, 그 차이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우선
가치사슬의 확장이다. 스마트공장이 스마트 제품의 생산에 초점을 맞춘
전략이라면, 스마트 서비스 비전은 제품·서비스의 묶음을 개인 맞춤형
으로 공급하는 스마트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스마트 서비스 세
상의 비전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이 다루는 가치사슬이 제품의 생산뿐
만 아니라 유통, 사용에 이르기까지 확장되어 제품의 생애 전 주기를 포
함하는 방식으로 확장된다.
경제적 가치 창조의 원천에도 큰 변화가 있다. 데이터가 경제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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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의 원천으로서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스마트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스마트 제품이 공장 문을 나서면 인터넷에
연결되어, 사용되는 기간 동안 대량의 정보를 공급한다. 여기서 생산되
는 빅데이터가 21세기 산업의 가장 중요한 원료라는 것이다
중요한 변화는 디지털 전환의 초점이 비즈니스 모델의 전환이라는 측
면으로 이동했다는 것이다. 즉 제품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의 변화
이다. 스마트 서비스 세상의 비전에 따르면, 제조업 비즈니스 모델은 과
거의 제품 중심에서 사용자 중심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될 것이다. 과거
비즈니스 모델의 중심에 전통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개별 공급
기업이 있었다면, 이제 그 자리에 사용자가 있다.
스마트 서비스 세상에서 글로벌 경쟁 지형도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소프트웨어 기반 플랫폼 및 서비스 플랫폼, 그 위에 구축되는
온라인 시장 및 앱 스토어 등 서비스 플랫폼과 관련된 생태계가 글로벌
경쟁력의 열쇠가 될 것이다. 새로운 디지털 생태계의 인프라에 해당하
는 플랫폼을 누가 주도하느냐가 경쟁의 핵심으로 부상한다.
독일의 스마트 서비스 세상 전략은 디지털 플랫폼의 지배를 통해 스
마트 제조 서비스를 독일의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발전시킨다는 보다 근
본적인 목적을 지향한다. 독일은 제조업 4.0 전략과 스마트 서비스 세상
비전을 실현하여 제조업 생산성을 보다 더 상승시키고, 고임금 국가라
는 비용상의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여 가치 창
조와 고용 창출력을 유지, 강화한다는 장기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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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즈니스 모델 전환에 대한 대응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등장이 독일의 기계·장비 기업들에 큰 도전
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독일의 기존 기계산업 생태계는 세계 틈새시
장에 포지셔닝하고, 개념설계-디자인-생산-납품에 이르는 전 과정을 내
부화하는 관행이 특징이었다면, 고객 인터페이스상에 포지셔닝한 새로
운 경쟁기업이 등장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기존 수직통합형 제조 장
비 기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통 제조 기업이 개방형 플랫폼 기업으로 전환할 경우 새로운 시장
을 확보할 가능성은 커지겠지만, 암묵적 지식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상
실할 위험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충관계를 고려하여 나온
전략적 방향이 독자적인 노하우에 집중하되, 이에 기초한 플랫폼 기업
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제조업 4.0은 스마트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품과 서비스 경쟁력을 높
이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21세기 제조업 경쟁력의 새로운
원천은 스마트 서비스에 있다는 진단하에 스마트 서비스까지 포함하는
가치사슬의 확장에 의해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결국
제조업을 대체하는 서비스업의 발전이 아니라 서비스로 확장된 가치사
슬의 통합과 이를 바탕으로 제품과 서비스가 융합된 스마트 서비스를 발
전시키려는 것이다.
6. 제조업 4.0과 중소기업, 노동, 표준 이슈
산업 세계의 변화는 중소기업, 노동, 표준 등 이와 연관된 경제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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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이슈를 동반한다. 독일 중소기업은 공정혁신에 강점을 갖고 있지
만, 새로운 경쟁 환경은 공정혁신에 더하여 제품혁신으로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계·장비 분야의 주요 대기업이 산업의 디지털 전환
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과는 달리 독일 중소기업의 대응과 관련해서
는 독일 정책당국의 우려가 크다. 특히 점진적 혁신에 강점을 갖고 있는
독일 중소기업이 새로운 경쟁 환경에서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
려가 커지고 있다. 점진적 혁신에 기반하여 틈새시장에서 경쟁력을 유
지하고 이것이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고, 높은 수익률은 다시 혁신을 위
한 투자를 가능하게 하여 경쟁력의 제고로 이어지는 선순환 모델이 유
지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독일에서도 중소기업으로 디지털 전환
을 확산하는 것이 중요 정책 이슈 중 하나이다. 이를 위해 기업 간 협력
의 촉진, 기업 거버넌스 구조의 변화, 기업 간 협력에서 선도적 중소기업
의 역할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이 노동의 세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기계에 의한
인간의 대체 가능성, 노동의 형태 변화, 소득의 양극화 등이 주요한 이슈
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대한 독일의 대응에서 특징적인 점은 정부는 물
론 노동계 등 사회적 파트너가 이러한 이슈의 논의와 연구에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조업 4.0 플랫폼의 핵심 사업 중
하나로 노동의 미래가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플랫폼의 운영에
노동자 단체도 참여하고 있다.
독일 정부도 표준 선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독일 기계·장비 제조기
업에 기계·장비 간 호환성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등 독일식 표준의 확
산을 독려하고 있다. 전기전자 정보기술위원회, DKE 등 표준 관련 기관
도 이러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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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조업 4.0 추진체계
독일의 제조업 4.0 전략 추진체계의 특징은 컨센서스 기반 협치, 플랫
폼형 국가, 민관협력형 연구개발 체계, 디지털 전환의 중소기업 확산 정
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컨센서스 기반 협치이다. 독일의 제조업 4.0 전략 추진은 정부가
이니셔티브를 갖는 하향식 접근과 산업계 및 연구계가 이니셔티브를 갖
는 상향식 접근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컨센서스 기반 협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어젠다 세팅, 교육연구부나 경제부의 전략적 방향 설정, 정
부의 펀딩을 통한 조타수 역할은 하향식 접근의 사례들이다. 반면 협력
과 파트너십 형태의 추진 방식에서 보듯 상향식 접근이 적절히 결합되
어 있다. 아이디어 개발과 실제 실행은 주로 산업계, 과학계, 사회적 파
트너가 정부와 협력하여 주도한다.
둘째, 플랫폼을 통한 국가 정책의 수행이다. 제조업 4.0 추진체계에서
민간부문의 이니셔티브와 밑으로부터의 상향식 접근이 중요했다면 정
부의 역할은 플랫폼형 국가로 이해할 수 있다. 플랫폼형 추진체계를 보
여주는 대표적인 예는 제조업 4.0 플랫폼이다. 이 플랫폼의 역할은 독일
내 제조업 4.0 전략의 실현을 촉진하고 필요한 프레임워크 조건을 만드
는 데 있다. 플랫폼 내 5개 작업반을 통해 기술 모델 솔루션 및 표준화,
연구 및 혁신, 시스템 보안, 법·제도, 직업 훈련 및 재교육 문제 등 다양
한 이슈에 접근한다.
제조업 4.0 전략이 진전되면서 제조업 4.0 플랫폼의 역할에도 변화가
있다. 2015년부터는 이전의 지나친 기술중심적 담론에서 벗어나, 시민
사회의 참여를 확대하고, 노동의 미래를 주제로 포함하는 등 범위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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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했다. 특히 노동의 미래와 관련된 작업반이 새로 구성되고, 여기에 금
속노조도 참여하였다. 제조업 4.0을 중소기업 부문으로 확대 보급하는
것도 중요한 이슈로 추가되었다.
셋째, 연구개발 투자는 제조업 4.0 추진에서 정부의 역할이 두드러진
분야 중 하나다.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교육연구부와 경제부
에 의해 이루어진다. 교육연구부가 기초연구에 집중하는 반면 경제부의
지원은 응용연구에 집중되어 있다.
제조업 4.0 분야 연구 프로젝트 추진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민관협력 방식(PPP)으로 2~5년에 걸쳐 추진된다. 둘째, 다
양한 기술분야를 융합하는 연구가 많다는 것이다. 참여기관 및 기업의
성격도 매우 다양하다. 보통 적게는 5개에서 많게는 20여 개에 이르는
기업 및 기관이 각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기업의 크기도 대기업에
서 중소기업까지 다양하고 기업뿐만 아니라 프라운호퍼 연구소와 같은
공공 연구소, 대학 연구소 등 다양하며, 기술 분야도 상호 보완적인 다수
의 영역에 걸쳐 있다. 셋째,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보면 제조업
4.0 전략 추진을 위한 펀딩 모델은 민관 혼합형이다. 교육연구부나 경제
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 프로젝트는 연구개발비의 50~60% 정도가 공적
자금으로 조달되며 나머지가 산업계에 의해 조달된다.
넷째, 독일 4차 산업혁명의 중소기업 확산을 위해서는 기계공학 분야
의 VDMA 등 업종별 협회와 상공회의소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
다. 프라운호퍼 등 공공 연구소도 실증, 포럼, 컨퍼런스를 통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중소기업 부문으로 디지털 혁신을 확산하는 데 역할
을 담당하고 있는 또 하나의 정책은 역량센터이다. 역량센터는 중소기
업의 기술 역량 지원뿐만 아니라 경제·경영 역량의 결합을 추진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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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디지털 혁신의 중소기업 확산에서 중요한 병목 중 하나는 금융 접근
성이다. 다른 나라와 유사하게 독일의 혁신 금융에서 병목은 소위 죽음
의 계곡을 통과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다는 점에 있다. 특히 혁신
의 상업화·시장화 단계에 적합한 금융 모델이 충분히 발달되어 있지 않
다는 것도 독일이 넘어서야 할 도전 중 하나이다.
8. 시사점
마지막 장에서는 기존 산업의 경쟁 우위에 디지털 전환을 결합한 접
근, 공장 자동화를 넘어 비즈니스 모델의 근본적 변화로 볼 필요성, 디지
털 전환의 산업별·국별 차이를 고려한 접근, 디지털 혁신의 확산이 산업
의 지리적 재편에 미치는 영향, 마지막으로 산업전략의 추진체계를 중
심으로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기존 산업의 경쟁 우위에 디지털 전환을 결합한 접근의 필요성
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제조업 4.0 전략은 두 가지 핵심적인 목표를 중
심으로 추진되었다. 하나는 사물, 데이터 및 서비스 인터넷을 산업 프로
세스에 도입, 확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스마트 서비스를 이용한 제
품과 서비스 경쟁력의 향상이다. 2015년 발표된 스마트 서비스 세상에
서 설정된 두 번째 목표는 산업 프로세스에 디지털 기술을 확산하는 것
을 넘어 비즈니스 모델의 전환을 지향하고 있다. 두 가지 목표는 각각 스
마트공장과 스마트 서비스 생태계라는 핵심 대상에 대응한다.
제조업 4.0은 스마트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품과 서비스 경쟁력을 높
이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21세기 제조업 경쟁력의 새로운
원천은 스마트 서비스에 있다는 진단하에 스마트 서비스까지 포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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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사슬의 확장에 의해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이다. 결국 제
조업을 대체하는 서비스업의 발전이 아니라 서비스로 확장된 가치사슬
의 통합과 이를 바탕으로 제품과 서비스가 융합된 스마트 서비스를 발
전시키겠다는 것이다. 선진국은 서비스에 특화하고 신흥국은 제조와 생
산에 특화한다는 잘못된 접근을 벗어나 제조업과 서비스의 재통합, 서
비스 발전을 통한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접근의 필요성이 커지
고 있다.
둘째, 디지털 전환은 전통 제조업 및 산업에 본격적으로 적용되어 제
품의 가치사슬을 새롭게 재편할 뿐만 아니라, 보다 중요하게는 가치 창
조의 방식 및 원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비즈니스 모델의 전환에 핵
심이 있다. 그리고 이 비즈니스 모델 전환의 핵심에 데이터 및 서비스 기
반 경제로의 전환이 있다.
이러한 접근의 이면에는 독일 제조기업을 위협하는 보다 본질적인 위
협은 비용경쟁력으로 무장한 신흥국 기업이 아니라, 전혀 다른 비즈니
스 모델과 기반을 갖는 인터넷 기업 및 산업일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있
다. 데이터 및 서비스 기반 경제로의 이행,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로의 이
행이 핵심이라면 이 플랫폼의 선점이야말로 경쟁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산업지형에서 이종 경제주체 간 협력은 경쟁력 요소로서 중
요성이 커질 것이다. 산업 간 협력뿐만 아니라 기업 규모 등에서 이질적
인 이종 기업 간 협력, 나아가 산업계와 연구기관 간 협력, 정부와 민간
의 협력을 포함하여 기존 경계를 가로지르는 다종다양한 협력을 강조하
는 독일 제조업 4.0 전략의 특징도 산업지형의 변화에 대한 위와 같은 인
식의 반영이다.
셋째, 디지털 전환의 산업별·국별 차이를 고려한 접근의 중요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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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경제적·사회적, 나아가 정치적 변화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산업별, 시장별로 어떤 제조 시스템과 비즈니스 모델이 경쟁
력을 가질지 분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각국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산
업 경쟁력이 디지털 전환 전략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동시에 산업전
략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 시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넷째, 추진체계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부각되어야 한다. 첫
째, 미래 산업에 대한 비전 공유의 중요성이다. 제조업 4.0을 특정 산업
에 한정된 기술변화가 아니라 모든 산업에 걸친 비즈니스 모델의 전환
과 나아가 노동 등 사회적 차원의 변화를 동반하는 거대한 시스템 전환
으로 인식한다면, 광범위한 이해당사자가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이러한 미래 산업에 대한 비전의 공유가 이
루어지면 컨센서스 기반 협치가 가능할 것이고, 독일의 제조업 4.0 플랫
폼과 같이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조직 형태를 만드는 것도 그만큼 수월
할 것이다. 셋째, 민관협력형 연구개발의 펀딩과 협력범위의 확대이다.
협력을 새로운 경쟁력 요인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의 지원도
협력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설계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혁신의 중소기업 확산을 위한 노력의 중요성이다. 디지털 전환이 기술
적 프런티어에 있는 대기업에만 한정될 경우 생산성이나 성장 등 거시
경제 효과가 약화될 뿐만 아니라 산업 간, 기업 간, 지역 간 격차가 확대
되는 등 경제·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중소
기업으로의 디지털 확산에는 다양한 외부성과 시장실패가 만연하기 때
문에 기술, 금융, 인력 등 핵심 생산요소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는 정부
의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제1장
서 론

본 보고서는 제조업 강국인 독일이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스템 차
원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산업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 및 경제의 전 부문에 걸친
디지털 전환을 핵심으로 하는 제4차 산업혁명의 영향은 디지털 기술에
기반을 두는 특정 산업에 한정되지 않고 전 산업과 경제 부문에 걸쳐 근
본적인 전환을 초래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오던 산업 간 경계를 무너뜨려 경쟁을 격화시킴은
물론 글로벌 산업지형의 재편을 통해 국가 간, 세계 지역 간 분업관계의
재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과 산업의 이러한 변화는 노동의 세계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규직 중심의 임노동제 이외의 다양한 형태의 노동계약 형태
가 확산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은 아니지만 디지털 기술의 확산은
이러한 경향을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노동이 확산되면서 정규직 임노동자에 맞춰 만들어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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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보장제도에 가해지는 부하가 가중되고 있고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기
위한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즉 노동시장, 사회정책의 영역도 디지털 전
환에 따른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한마디로 제4차 산업혁명은 산업,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
하는 시스템 전환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다양한 측
면 중 산업, 특히 제조업의 전환에 초점을 맞추어 독일의 대응 전략을 살
펴보고자 한다. 제조업 강국인 독일이 자신이 갖고 있는 제조업의 세계
적 선도자로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대응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유사한 산업구조와 성장모델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산업계와 산업정
책 입안자에게 유익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디지털 전환이 제기하는 이슈는
매우 다양하다. OECD(2017)는 디지털 전환의 핵심 이슈를 디지털 기술
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인프라 및 새로운 비즈
니스 모델의 파이낸싱, 표준 개발, ICT 부문 규제, 디지털 보안, 스킬 발
전,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소비자 권리, 법률적 측면 등 매우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1) 그러나 이들 분야별 이슈에 대해 세부적으로 다루는 것
은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선다. 본 보고서는 오히려 이러한 세부 분야별
연구로 넘어가기 위한 선행연구의 성격이 강하다.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국별 대응 전략에 대한 연구의 축적과 비교연
구가 진행되면서 이 거대한 전환과 관련된 이슈의 성격이 보다 분명해
지고 국별 차이와 원인이 분명해질 수 있을 것이다. 경제의 발전단계, 산
업의 특화 구조, 산업발전의 역사, 산업정책 추진상의 제도적 특성, 나아

1) OECD(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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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치문화의 특성 등 개별 국가에 고유한 맥락이 어떻게 디지털 전환
에 대응한 산업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함으로써 우리나라 사정에
맞는 전략과 정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러한 목적하에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 이
어 제2장은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의로 시작한다. 제4차 산업혁명은
특정 기술에 기반을 두는 새로운 산업의 등장이라기보다는 전통 산업을
포함하여 산업과 경제의 전 부문에 걸친 디지털 전환으로 정의된다. 디
지털 혁명이 소위 디지털 산업을 넘어 전통적인 산업으로 본격적으로 확
산되면서 이들 산업내 기업, 가치사슬,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를 초래하
는 것이 디지털 전환의 현 단계의 특징이다. 제2장의 3절에서는 1차에
서 4차에 이르는 산업혁명의 역사 속에서 제4차 산업혁명이 갖는 의의
를 간략히 살펴본다.
제3장과 제4장은 독일이 추진하는 4차 산업혁명 전략에 대한 분석이
다. 우선 제3장에서는 독일판 4차 산업혁명 전략인 제조업 4.0의 추진 배
경을 살펴보고, 이어서 제조업 4.0 전략의 핵심 요소를 분석한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시작된 제조업 4.0 전략의 초점이 시기에 따라 어떻
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제조업 4.0이라는 산업전략 추진과 관련
된 기술적 쟁점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 전환 이슈의 중요성을 강조한
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노동, 표준 등 제조업 4.0의 경제 전체로의 확
산과 관련된 중요한 이슈가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기술한다.
제4장은 독일의 제조업 4.0 추진체계에 대한 분석이다. 컨센서스 기
반 협치, 플랫폼형 국가, 민관협력형 연구개발 체계, 중소기업 확산과 관
련된 정책을 중심으로 추진체계의 특징을 분석한다.
마지막 장에서는 이상의 분석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몇 가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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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시한다. 제4차 산업혁명을 생산시스템의 역사적 전환으로 볼 필요
성, 공장 자동화를 넘어 비즈니스 모델의 근본적 변화로 볼 필요성, 디지
털 전환의 산업별·국별 차이를 고려한 접근, 디지털 혁신의 확산이 산업
의 지리적 재편에 미치는 영향, 마지막으로 산업전략의 추진체계와 관
련된 시사점을 제시한다.

제2장
제4차 산업혁명의 정의와 현 단계 특징

1. 산업과 경제의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의 발전이 가속화
함은 물론 이러한 신기술의 확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더 커지
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이러한 산업과 경제의 변화를 지시하는 다양한
개념이 제시되고 있으며, 그중 하나가 제4차 산업혁명이다. 다보스 포럼
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유행시킨 C. Schwab은 제4차 산업
혁명을 제3차 산업혁명의 연장으로 이해한다. 전자공학과 정보기술의
결합에 의한 자동화가 제3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면 제4차 산업혁명은
그 연장선상에서 물리적 세계, 디지털 세계, 생물학적 세계 간 경계를 허
무는 기술의 융합을 핵심으로 한다.2)
또한 제4차 산업혁명은 제3차 산업혁명과 달리 생산과정의 자동화
를 넘어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에 초점이 있다. 나아가 기술변화의 속
2) C. Schwab(2016),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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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범위, 시스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제3차 산업혁명과 제
4차 산업혁명을 서로 구별되는 두 개의 혁명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
다고 본다.3) 4)
앞의 기술적 변화들이 가지는 공통의 특징은 정보통신기술, 즉 디지
털 기술을 기초로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인공지능 등 신기술
의 발전 속도가 빨라진 것은 사실이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이루어지고 있었고 경제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쳐 왔다는 점에
서 최근의 변화를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름을 붙이려면 무엇인가 새
로운 측면이 있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를 제조
업에 사용하는 것은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 온 일이다. 1940년대 수치제
어기계가 사용되기 시작한 이후, 보다 정밀해진 CNC(computer numerical control) 기계로 발전하였고, 1960년대와 70년대에는 CAD(computeraided design)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 제품 디자인에 컴퓨터를 도입
하였다. 1970년대부터는 자동화와 디자인 소프트웨어가 융합되는가 하
면 제조업 소프트웨어도 보다 정밀해졌다. 그 결과로 탄생한 것이 가상
계와 물리계의 통합이다.5)
정보통신 기술 또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라는 보다 긴 역사의 관점
에서 볼 때 최근의 변화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적 돌파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술의 경제 및 산업 내 확산이 본격
화되면서 그 파급효과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
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의 변화를 제2차 디지털 혁명(the 2nd digital
3) C. Schwab(2016), p. 3.
4) 디지털 전환을 중심으로 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다음 자료를 참고할 수 있
다. Roland Berger and BDI(2016), WEF(2016).
5) H. Ludwig and E. Spiegel(2014), p.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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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olution)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는 디지
털화가 경제의 모든 영역에서 혁신의 가장 중요한 동력이 되는 시대, 경
제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도 혁신의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되
고 있는 시대이다. 스마트 디지털 인프라가 등장하면서 사물, 데이터, 서
비스 인터넷의 확산으로 물리적 세계와 디지털 세계가 융합하는 시대라
고 할 수 있다.6)
디지털 기술의 적용으로 나타나는 변화를 표현하는 주요 개념 중 하
나가 가상화이다. 경제의 디지털 전환으로 물리적 세상이 점점 더 가상
화된다.7) 디지털 기술은 대부분 정보를 처리, 저장, 분석하는 기술로 물
리적 세상의 다양한 상태가 정보로 변환한다. 이러한 디지털 변환 과정
을 통해 만들어지는 새로운 세계, 즉 가상 세계가 양적으로 팽창한다. 또
한 물리적 세계가 가상의 정보와 결합되면서 가상 세계와 물리적 세계
의 상호작용이 강화되고, 가상 세계의 활동이 물리적 세계의 활동에 점
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8)
물리적 세계의 가상화가 진전되면서 일정한 임계치를 넘어서면 물
리적 경제와 구별되는 새로운 성격의 경제가 형성된다. B. Arthur(2011)
는 이렇게 가상화를 통해 형성되는 새로운 경제를 물리적 세계를 직접
적 대상으로 하는 제1경제와 구별하여 제2경제 또는 디지털 경제라고
부른다.9)
이러한 제2경제의 탄생으로 생산, 유통, 분배를 둘러싼 경제활동이 이
루어지는 방식에도 큰 변화가 일어난다. 과거에 인간 사이에 일어나던
6) acatech(2014), p. 15.
7) 임일(2016), p. 16.
8) 임일(2016), p. 16.
9) B. Arthur(2011),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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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과정이 이제 컴퓨터, 소셜 미디어, 전자상거래와 같이 전자적
인 방식으로 실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10)
이제 물리적 경제의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디지털 경제로 옮겨진다.
이 디지털 경제 내에서 비즈니스 프로세스 간, 즉 서버, 노드 간 끊임없
는 정보교환이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사물을 업데이트, 탐색, 확인, 재조
정하여 결국 물리적 경제 내 프로세스 및 인간으로 다시 연결하는 피드
백이 이루어진다.11)
디지털 전환은 산업과 경제의 전 영역으로 확산되면서 경제 혁신의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에너지, 이동성, 헬스케
어, 제조업 등 경제의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핵심 인프라를 전환시킬 것
으로 예상된다. 기업이나 산업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근본적 변화에 대
응하기 위해 가치사슬과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가 중요
한 도전으로 제기되고 있다.12)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경제의 디지털 전환을 산업화의 새로
운 단계로 인식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것은 지금까지 기계(또는 기
계의 원리)의 적용이 어려웠던 영역에 본격적으로 기계를 적용할 수 있
게 된 것을 의미한다. 에릭 브린욜프슨 등(2015)이 이러한 변화를 18세
기 증기기관의 도입이 개시한 제1의 기계시대에 버금가는 제2의 기계시
대라고 부르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13) 그는 증기기관과 관련 기
술의 발전으로 인간의 근력이 대폭 강화된 것과 유사하게, 컴디지털 기
술의 발전으로 우리의 정신적 능력이 대폭 강화되는 것이 제4차 산업혁
10) B. Arthur(2011), p. 3.
11) B. Arthur(2011), p. 3.
12) H. Kagermann(2015), p. 2.
13) 에릭 브린욜프슨·앤드류 맥아피(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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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주요 특징이라고 보고 있다.14)
디지털 전환의 시스템 전환적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기
술의 범용기술적 성격(General Purpose Technology)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기술의 경제적 효과는 기업이나 시장 등 경제활동의 핵심
에 있는 제도와 조직이 정보를 가공하는 기재이기도 하다는 점을 상기
할 때 분명해진다.15)
정보의 가공 및 전달은 경제활동은 물론 사회적 상호작용, 정치적 상
호작용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인간사회의 모든 영역이 영향을 받는다.
에릭 브린욜프슨(2000)은 현재 우리가 익숙해 있는 경제 제도가 대부분
통신 비용이 높고 계산 능력이 제한되어 있던 시대에 탄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디지털 기술의 획기적 발전은 경제의 전 영역에 걸쳐 근본적인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한다.16)

2. 디지털 전환의 역사와 현 단계
디지털 기술의 범용적 성격을 전제할 때 디지털 전환의 경제적 효과
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이 경제의 다양한 영역으로 어떻게
확산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디지털 전환의 경제적 파급효
과 또는 경제적 잠재력은 좁게 정의된 디지털 경제 내 투자, 생산, 고용
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전환이 경제의 전 영역으로 확산되
어 만들어내는 변화에 의해 좌우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디

14) 에릭 브린욜프슨·앤드류 맥아피(2015), p. 13.
15) E. Brynjolfsson and L. Hitt(2000), p. 24.
16) E. Brynjolfsson and L. Hitt(2000)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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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털 전환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분석에서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디지
털 전환의 경제적 잠재력이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데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전통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서 나오는 것인지 구별하는 것이다.
따라서 디지털 기술의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확산의 관점에
서 현 단계의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디지털 기술의 경제 부문
별 확산 패턴에 각 부문의 가상성 또는 물리성의 정도가 영향을 미친다.
임일(2016)은 가상성의 정도(또는 물리성의 정도)와 해당 분야의 기술
적 난이도가 ICT 기술의 확산 속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경제 각 부
문을 이 두 가지 기준에 따라 구분한다. ICT 기술이 가상의 정보를 다루
는 기술이기 때문에 가상성이 강한 분야일수록, 기술적 난이도가 낮을
수록 기술 확산의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다. 예컨대 SNS나 인공지능 분
야는 가상성이 매우 높은 분야인 반면 자동차나 에너지 등은 물리성이
매우 높은 부문이다. 가상성이 높은 부문들 사이에도 인공지능이 SNS보
다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것처럼 기술적 난이도에 큰 차이가 있고, 이 차
이가 ICT 기술의 확산 속도에 영향을 미친다.17)
<그림 2-1>은 이 두 가지 변수를 기준으로 ICT 기술이 적용되는 대표
적인 부문을 구분한 것이다. 인공지능은 동일 기술 내에서도 난이도가
다른 다양한 기술을 포함하기 때문에 수직으로 긴 모양으로 그려져 있
다. 반면 핀테크는 가상성이 큰 결제처리 기술 등과 물리성이 큰 단말기
등이 혼재하기 때문에 수평으로 길쭉한 모양으로 그려져 있다. 또 각 산
업을 나타내는 도형의 크기는 시장이 성숙되었을 때 시장의 크기를 나
타내는데, 인공지능, 자율주행자동차/드론, 차세대 에너지, IoT/O2O가

17) 임일(2016), p. 238~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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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ICT 기술의 분류와 미래 예측

자료 : 임일(2016), p. 238.
주 : 기술의 크기는 기술이 성숙되었을 때 예상되는 시장규모.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도식에 따르면 ICT 기술의
확산은 이 도식의 아래에서 위로, 우에서 좌의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 도식은 기술적 복잡성, 가상성, 시장규모에 대한 정확한 측정에 기
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문별 기술확산의 경로를 예측하는 데 이용
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 방향성, 특히 가상성의 차이에 따른 부문별 차이
와 관련 이슈를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한 관점을 제공한다. 특히 디지털
기술이 SNS를 넘어 물리성이 강한 산업에 본격적으로 적용되면서 산업
의 세계가 급속히 전환되기 시작한 현 시점에서 미래의 변화 방향에 대
해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제조업 강국인 독일에서 왜 2000년대 중반
을 전후한 시점에서 제조업 4.0이라는 새로운 산업전략 논의가 본격화
되었는지 이해하는 데에도 유용하다. 더욱이 독일의 제조업 4.0은 제조
업 강국인 독일이 어떻게 디지털 전환을 위협이 아니라 기회의 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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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지켜갈 것인가라는 문제 설정에
서 출발했다는 점에서 제조업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한국
산업계에도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가상성·물리성 구분의 연장선에서 경제 각 부문을 디지털 산업과 물
리적 산업으로 구분한다면, 이제 디지털 혁신이 디지털 산업을 넘어 물
리적 산업으로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이다. 여기서 디지털 산업이란 주요 생산물을 디지털 형식으로 쉽게 제
공할 수 있는 산업, 즉 컴퓨터 및 전자 제품, 출판, 영화, 음악, 통신, 인터
넷 검색 및 소셜 미디어, 전문 기술 서비스, 금융 및 보험 등이 포함된다.
반면 물리적 산업이란 산업의 주요 산출물이 주로 물리적 형태로 제공
되는 경우로 제조업은 물론 건설, 운송업, 도소매업, 교육, 헬스케어, 숙
박 및 음식 서비스 등을 포함한다.18)
디지털 산업은 그 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속성상 디지털화가 보다
용이한 산업인 반면, 제품이 물리적 성격을 갖는 다른 대부분의 산업에
서는 디지털화가 훨씬 복잡한 기술을 필요로 한다. 저비용 센서가 곳곳
에 설치되어야 하고, 센서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무선 네트워크가 있
어야 하며, 이렇게 수집된 거대량의 정보(빅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
할 수 있는 컴퓨팅 시스템이 필요하며, 이에 기반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
는 인공지능이 필요하다.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집중적으로 일어
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이러한 분야라는 점은 이제 디지털 기술의 확산
이 디지털 경제를 넘어 소위 물리적 경제로 급속히 확산되는 새로운 단
계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19)
18) M. Mandel and B. Swanson(2017), p. 9.
19) 만
 델은 현 상황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센서, 클라우트 컴퓨팅, 브로드밴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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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Mandel and B. Swanson(2017)은 이렇게 구분된 디지털 산업에 미
국 민간부문 정보기술 투자의 70%가 집중된 반면, 물리적 경제는 민간
부문 고용의 75%를 차지하지만 정보기술 투자는 30%를 차지하는 데 불
과하고 두 부문 간 이러한 격차가 미국의 생산성 상승 정체의 원인이라
고 진단한다. 이러한 디지털 경제와 물리적 경제 사이의 ‘정보기술의 격
차’가 최근 미국에서 10여 년간 생산성 상승이 정체된 가장 중요한 이유
라고 진단한다.20)
그리고 이제 디지털 산업과 전통적인 물리적 산업 간 정보기술의 격
차에 변화가 일어날 시점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정보기술을 창조적으로
적용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공정이 가능해지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게 됨에 따
라 제품과 서비스의 차별화를 한 단계 더 진전시킬 수 있다. 디지털 산업
의 발전은 웹, 스마트폰과 같은 플랫폼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이를 이용
하여 수많은 기업가적 실험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
보기술 투자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고, 정보기술에 투자하더라도 주
로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이 대부분이던 물리적 산업이 본격적으로 디
지털 전환에 뛰어들고 있다는 것이다.21)
1990년대 이후 PC 및 인터넷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면서 디지털 경제
는 근본적으로 재구성되었듯이, 이제 물리적 경제 영역에도 이와 유사
한 기술적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22)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과 가격 하락과 함께 이러한 기수 발전을 물리적 영역에 적용하는
방법에서 새로운 접근 및 새로운 초점이 결합하면서 마침내 경제의 나머지 4/5에도 마법
과 같은 무어의 법칙과 메트칼프 법칙이 적용될 가능성을 열고 있다.”(M. Mandel and B.
Swanson, 2017, p. 10).
20) M. Mandel and B. Swanson(2017), p. 5.
21) M. Mandel and B. Swanson(2017),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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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디지털 혁신은 좁은 의미의 디지털 산업을 넘어 전통 산업으
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 현 단계의 중요한 특징이다. 나아가 디지털 혁신
에서 프런티어 기업과 나머지 기업 간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고, 이 격차
확대가 적어도 선진국에서 경제 전체의 생산성 상승률 둔화의 주요 원
인 중 하나라는 것이 밝혀졌다.23)
결국 제4차 산업혁명의 경제적 영향은 좁은 의미의 디지털 산업에서
전통 산업으로, 프런티어 기업 및 지역에서 나머지 기업 및 지역으로 디
지털 혁신이 얼마나 빨리 확산되느냐에 크게 의존한다는 것을 고려해
야 한다.

3. 역사적 관점에서 본 산업의 디지털 전환의 의미
(1) 제4차 산업혁명의 역사적 차별성
산업혁명이 시작된 18세기 말 이전부터 인류는 제품을 생산하는 데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동화와 연결성에 관한 개념을 지속적으
로 도입하였다. 이러한 지속적인 시도의 결과로 1784년 농업 및 축산업
생산품을 가공하는 직물기능을 자동화한 기계식 방직기 사용을 통하여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었다. 이처럼 최초의 생산기계 도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제1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다. 즉, 기계 사용 자동화의 첫
걸음을 달성한 것이다. 기계화는 경제발전을 달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으며 이는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22) M. Mandel and B. Swanson(2017), p. 10.
23) D. Andrews, C. Criscuolo and P. N. Gal(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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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화를 통한 제조업의 성장과 석탄 및 석유 등과 같은 에너지자원
의 사용 증가로 증기발전과 기차가 개발되면서 교통수단이 발전하여 이
동성이 더욱 확장되었다. 즉, 이동수단의 발전은 제품과 시장을 연결시
킬 수 있게 되었으며 소비자 또한 원거리를 이동하여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동시에 원거리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
하여 철도, 터널, 항구 등 교통인프라 건설이 진행되면서 원거리 이동이
더욱 확대되었다. 따라서 인류역사에서 자동화와 연결성이 과거와 비교
할 때 비약적으로 확대된 것이 제1차 산업혁명의 결과이다.
이후 제1차 산업혁명이 약 100여 년간 지속되다가 19세기 말인 1870
년 초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상승작용하면서 제2차 산
업혁명이 시작되었다. 첫째는 대량생산 체제 발전으로 인한 자동화 수
준 향상, 둘째는 생산방식의 분업을 통한 효율화된 연결성 확대, 셋째는
전력 및 석유소비를 통한 에너지 사용 확대 등이다. 즉, 전기개발을 통한
전력사용은 생산 공장 내 대규모 컨베이어 벨트를 설치할 수 있었으며
이를 자동으로 가동할 수 있게 되어 대량생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 결
과 자동화를 통한 생산성은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제2차 산업혁명 초기에는 생산 공장 내에서만 진행되는 구조적인 한
계가 있었으나, 공급사슬(Supply Chain), 자동화, 연결성 등 산업발전에
필수적인 주요 요소들이 점차 복합적인 체제로 진화하면서 발전하였다.
특히 공급사슬은 타 생산 공장, 국가로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산업혁
명의 파급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처럼 공급사슬의 확산, 더욱 발전된 자
동화 기술, 확대된 연결성 등은 표준화(Standardization) 과정을 거치면
서 비약적인 발전을 달성하게 된다. 표준화 과정은 단순히 제품의 표준
화뿐만이 아니라 제품의 질적 측면 표준화도 진행되어 동일한 무역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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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통용될 수 있었으며 운송 수송방식에도 적용되었다.24)
이 외에도 법적 보호 및 무역보호 등도 적용되어 기술혁신을 통하여
신제품 개발에 성공한 사업가에게 재정적인 혜택을 보장하고 타인이 신
제품을 복제하는 행위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정책도 체계적으로 도입
되었다. 그 결과 제2차 산업혁명 시기에 대기업의 개념이 형성되어 기
술혁신을 통한 신제품 생산과 시장 확대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처럼 산
업혁명을 통한 대기업의 대두는 개별 사업자 간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었으며 이익창출도 확대시켰다. 즉, 대기업
의 대두 없이는 대규모 자본재가 규모의 경제를 창출하는 것이 불가능
하였다.25)
제1차 산업혁명이 증기기관 개발과 산업생산에서의 역할로 영국에
서 시작되었다면 제2차 산업혁명이 대량생산을 가능하게 한 컨베이어
벨트를 가동시킬 수 있는 전기를 발명한 미국에서 시작된 것은 자연스
러운 귀결이다. 이처럼 제2차 산업혁명이 19세기 말에 시작되어 20세기
중후반까지 지속되면서 세계는 산업화 부문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
루게 된다.
이후 1970년대 이후 인류는 디지털 발명과 함께 제3차 산업혁명을 시
작하게 된다. 디지털 기술은 1969년에 발명되어 디지털시대를 개막하
게 되었으며 제3차 산업혁명을 디지털시대로 그 성격을 규정하게 된다.
1969년에는 인터넷시대 이전의 것으로 이해되는 아프라넷 (APRANET)
을 통하여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연결성에 획기적인 발전을 달성하였다.

24) 운
 송 수송방식에서 표준화가 적용된 것은 한 예로 수송컨테이너를 동일한 크기로 제작한
것을 들 수 있다.
25) Baweja et al.(2016), p.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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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자동화도 연결성 못지않게 급진적인 발전을 달성하게 된다.
이처럼 제3차 산업혁명기에 자동화가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어의
법칙(Moor’s Law)으로 잘 알려진 반도체 칩의 메모리 용량이 매 2년마다
배로 증가하는 기술진보에 의한 것이다. 무어의 법칙에 의한 반도체 칩
의 메모리 용량의 발전은 단순히 전자산업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
라 컴퓨터산업의 발전을 통한 자동화에 직접적인 영항을 미치어 생산성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이 외에도 전자산업 이외의 분야인 바이
오기술부문에서는 컴퓨터 사용으로 무어의 법칙 이상의 기술진보 및 생
산성 확대가 발생하게 되었다.26)
이처럼 전자산업 및 컴퓨터산업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제3차 산업
혁명기에는 발전된 기슬을 받아들이는 선제적 기술습득 소비자(Early
Adopter)와 사후 기술습득 소비자(Late Adopter) 간의 간극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간극은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통하여 극복할 수 있는 것으
로 간주되고 있다. 즉, 이는 기술영역인 디지털세계, 현재 기술이 사용
되는 자연 세계, 그리고 인간 세계를 상호 연계하는 인간과 기계, 인간과
인간, 기계와 기계를 상호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 가
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제3차 산업혁명기에는 1969년에 도입된 프로그램 지능컨트롤러(PLC:
Programable Logic Controller)가 설치되고 전자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부분 자동화를 가능하게 한 자동제어를 통한 대량생산을 다품
종 소량생산체제로 전환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과

26) 바
 이오산업에서 생산성 향상은 괄목할 만하다. 실제로 세표 혹은 유전자총체를 연구하는
게놈 사업은 한 건당 2001년 10만 달러에서 2014년 5,000달러로 떨어졌으며 2016년에는
1,400달러로 수직 하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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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인간과 인간, 기계와 기계는 자동적으로 연결성을 확보하는 데는
미흡하여 직접 접촉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
복하는 것이 제4차 산업혁명으로의 발전이다.27)
제4차 산업혁명기는 제2차 산업혁명기에서 제3차 산업혁명기로 변화
하는 기간의 반에 해당하는 기간에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3차 산업
혁명기가 1970년에 시작하여 21세기 초인 2010년대에 종료되고 2020년
부터는 제4차 산업혁명기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화는 저임금 및 반복적인 단순노동 부문에서 일반 직종의 상당
한 수준의 중급 노동 부문까지 파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처럼 자
동화가 가능한 범위가 매우 넓어지면서 저급기술 및 고급기술 노동인력
간의 임금격차는 매우 크게 벌어지게 되고 이러한 격차가 고착화될 가
능성이 매우 높다.
제4차 산업혁명기에 이러한 자동화의 극대화를 실현시킬 수 있는 핵
심기술 부문은 인공지능이다.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이전에 인간만이 획
득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던 지능을 기계가 갖게 되면서 인간이 수
행하던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기계가 대행할 수 있는 시기가 다가
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인공지능의 기능이 빠르게 확대될 수 있는 부문
은 빅데이터(Big Data) 부문이며 빅데이터는 인공지능 기술과 함께 제4
차 산업혁명기에 필수적인 기술이다. 이처럼 극대화된 자동화는 로봇개
발 및 생산을 가속화시키며 인공지능을 활용한 로봇이 복잡한 의사결정
도 단행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자동화의 극대화와 더불어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연결성의 극대화는

27) 이정아·김영훈(2014),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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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지구에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그 결과 과거에는 상상에만 국한된
사업모델이 현실화되고 있고, 공유경제(Shared Economy) 확산이 이동
통신 인터넷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가능하게 되었다. 이동
통신과 교통수단을 접목한 택시서비스인 우버택시 서비스가 대표적인
예이다. 우버택시 서비스는 시장에 존재하는 서비스 수요와 공급을 필
요한 시점에 기존의 택시서비스보다 더욱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와 생산
자를 이동통신 서비스를 통하여 접목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 외에도 사
회관계네트워크인 페이스북(Facebook), 화츠앱(WahtsApp), 핀터리스
트(Pinterest), 스냅챗(Snapchat), 트위터(Twitter), 인스타그램(Instagram)
등도 전 세계 인류의 사회적 교류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
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기의 특징은 고도로 확대된 자동화와 연결성이 상호
<그림 2-2> 기술변화에 따른 산업혁명 발전단계

1969년
최초의 PLC
(Modicon 084)

3차 산업혁명
·전자기술과 IT
통한 부분자동화 진화

2차 산업혁명
1784년
최초의 기계식 방직기

·컨베이어 벨트
·전기동력에 의한
대량생산체계

1차 산업혁명

·ICT와 제조업의
완벽한 융합
·사물인터넷(IOT) 확산
·사이버물리시스템(CPS)
기반 유연생산체계 구축
·시뮬레이션을 통한
최적생산 등

·PLC : Programable Logic Controller
(공장 등에서 자동제어에 활용되는 장치)

·수력 및 증기기관
·기계식 생산설비

18세기 말

4차 산업혁명

20세기

1970년대

2020년 이후

자료 : 독일인공지능센터(DFKI)(2011), Industri 4.0 Working Group(2013).

시간▶

▲
복
잡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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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되면서 컴퓨터 시스템이 자동으로 조절 가능하여 인간이 수행하는
물리적인 행위 및 과정을 자체적으로 관리 및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제3
차 산업혁명기에 존재하고 있는 기술세계, 자연세계, 인간세계의 간극
을 자동화 및 연결성, 로봇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가상물리체제(Cyber
Physical System: CPS)를 통해 좁힐 수 있을 것이다.28)
또한 제4차 산업혁명기에는 정보통신기술과 제조업의 완벽한 융합과
정이 완성되고 사물인터넷이 확산되어 가상물리시스템을 기반으로 하
는 유연한 생산체계가 구축된다.

(2)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경제의 변화 방향
21세기 초인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측되는 제4차
산업혁명은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기반기술인 인공지능(AI), 사물인터
넷(IoT), 빅데이터(Big Data), 로봇(Robot) 등을 바탕으로 제3차 산업혁
명의 핵심기술인 디지털, 물리, 바이오 등 간의 간극을 융합하는 기술혁
명으로 설명되고 있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은 그 발전 속도, 파급범위 및 사회시스템에 미치
는 영향이 이전의 산업혁명기와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즉 발전 속도에
서는 제3차 산업혁명기에 인류가 달성한 기술진보보다 더욱 빠른 속도
로 진행되고 있다. 파급범위도 이전의 산업혁명이 일부 국가 및 특정산
업에 영향을 미친 반면에 제4차 산업혁명은 전 세계 및 전 산업에 동시
에 파급되고 있다. 이 외에도 제4차 산업혁명은 단순한 생산 및 관리 부

28) Baweja et al.(2016), pp.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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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넘어서 각 국가의 경제, 산업, 소비, 생활방식, 사회구조 등 모든 부
문의 시스템 개편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즉, 각 국가의 사회
시스템을 완전하게 개편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제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단순히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를 생
산하여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속도, 광범위한 파
급효과, 전반적인 시스템 개편을 통하여 각 국가의 경제, 산업, 사회구
조의 근본을 변화시키는 인식체계의 대전환(Paradigm Shift)이 형성되는
것을 의미한다.29)
산업혁명을 계기로 서구의 생산규모가 동양의 생산규모를 넘어선 역
사를 볼 때, 제4차 산업혁명은 국가 간의 격차를 더욱 강화하고 이에 낙
오하는 국가는 높은 기술개발 장벽과 장기간 소요되는 고급인력자원 확
보가 제도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격차가 확대되
고 이러한 격차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제4차 산업혁명이 경제 및 산업 분야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광범위하
며 이전의 산업혁명에서 경험한 것과는 매우 상이한 현상이 나타나리라
예상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 가상물리체제(CPS)는 디
지털, 기계, 인공지능을 결합하여 실제 세계와 가상 세계를 결합할 가능
성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경제 및 산업 부문에 새
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실례로 제4차 산업혁명 핵심 기반기술인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
이터, 로봇 등은 기술발전과 융합이 확대될수록 과거에는 실현이 불가
능하였던 새롭고 효율적인 형태의 산업생태계가 출현하고, 생산 및 소

29) Schwab(2016), pp.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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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부문의 신산업 창출이 가능하게 된다. 기존의 산업 간 장벽이 사라지
게 되고 현재의 비즈니스 모델과 최선의 경영방식을 훨씬 뛰어넘는 아
주 새로운 변화가 창출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
미 설명한 것처럼 공유경제 모델인 우버택시, 에어비엔비(Air B&B) 등
이다.30)
이 외에도 제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과 기존 산업의 융합의 실례는 매
우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특히 생산, 금융, 의학 및 바이오, 에너지, 기타
부문에서 다양한 형태의 신규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되고 있다. 생산 부
문에서는 스마트공장, 3D 프린터, 무인자동차 등이 있으며 금융 부문에
서는 핀테크, 인공지능을 활용한 금융 및 보험서비스 등이 있다. 또한 의
학 및 바이오 부문에서는 스마트 헬스케어, 인공지능 활용 진단서비스
등이 있으며 에너지 부문에서는 스마트하우스, 에너지인프라 등이 있
다. 이 외에도 교육, 문화, 공공 및 행정서비스 등에 기반기술이 활용되
고 있다(<표 2-1> 참조).31)
이처럼 현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은 2008년 글
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이 국가 미래발전 전략으로 주목하고 있
으며, 이를 기초로 새로운 산업생태계 구축과 경제 및 산업발전 전략을
경쟁적으로 수립하고 있다. 이처럼 주요 선진국이 제4차 산업혁명을 새
로운 국가발전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4차 산업
혁명은 기존의 산업혁명과는 달리 후발국가가 복제 및 추격을 추진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진입장벽이 매우 높아서 기반기술의 개발 및 융합을
30) 우
 버택시는 실제로 차량을 단 한 대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가상공간의 기업이지만 시가총
액은 미국의 최대 자동차기업인 GM보다도 더욱 크며 에어비엔비의 경우도 세계 최대 호텔
체인인 메리어트 인터네셔널에 버금가는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
31) (일본)산업구조심의회(2016), p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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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제4차 산업혁명 기반가술과 산업융합 사례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
(IOT,
Big Data, AI,
Robotics)

×

생산

스마트공장, 지능형로봇, 무인자동차, 드론, O2O, 생산관리,
유통, 소매, 3D프린팅, 블록체인 등

금융

핀테크, AI기반 여신, 보험, 자산운용, 파이낸스, 보안 등

의학
바이오
에너지
기타

=

스마트헬스케어, AI 진단, 개인별 의약품, 개인별 건강·미용
관리, 가사로봇, 케어로봇, 신약개발, 신종작물, 유전자편집,
1차산업 품질관리, 첨단신소재, 바이오에너지 등
에너지관리, 에너지인프라, 스마트하우스, 스마트커뮤니티 등
교육, 문화, 공공·행정서비스, 사회조직, 국가운영체계 등

자료 : (일본)산업구조심의회(2016).

통해 산업생태계를 우선적으로 구축하게 되면 선제적으로 초기시장을
확보하게 되고 그 결과 국가 및 산업의 비교우위를 글로벌 시장에서 장
기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32)
제4차 산업혁명은 극도로 발전된 자동화와 연결성을 기초로 진행된
다. 자동화 및 연결성은 이전의 산업혁명기에도 인류가 지속으로 발전
시켜 온 산업혁명의 원동력 중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다. 즉 제1차 및 2
차 산업혁명기에는 자동화와 연결성이 물리체제(Physical Systems)에서
발전되었으며 제3차 산업혁명기에는 가상체제(Cyber Systems)에서 발
전하였다.
그 결과 물리체제와 가상체제 간의 간극이 존재하게 되었고, 이를 극
복하는 것이 제4차 산업혁명이며 물리체제와 가상체제가 결합하는 가
상물리체제(Cyber Physical Systems)이다. 즉, 제4차 산업혁명기에는 가

32) 산업연구원(2016),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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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물리체제가 산업 및 사업 활동에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가상물리체제는 지능네트워크체제 및 과정의 기초를 형성하는 생산, 지
속가능성, 소비자 만족도 등을 상호 연결하는 결과인 것이다.
이 외에도 제4차 산업혁명에서는 모든 사물이 인터넷에 접속되는 사
물인터넷(IoT)이 일반화되어 모든 종류의 인터넷 장치가 생산 및 작동
과정의 질적 수준, 효율성 및 보안 부문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 기기, 기계, 사물 간의 연결이 용이해지고 이를 기초로 공장 간,
산업 간, 공정 간 인터넷을 통한 연결이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 인터넷 프로토콜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2013년에 산업 인터넷 프로토콜 어드벤티지 컨소시엄(Industrial
IP Advantage Consortium)이 형성되었다. 산업 인터넷 프로토콜의 주요
목적은 인터넷 간 연결을 통하여 전 산업 네트워크 인프라와 응용을 가
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공용의 산업 인터넷 프로토콜을 구축하
여 공통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33)
그 결과 산업 간 장벽이 사라지게 되어 국가 간 분업구조에도 크게 영
향을 미칠 것이다. 즉, 제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한 국가가 디자인
만 전담하고 타 국가는 생산만을 전담하는 구조는 사라질 가능성이 매
우 높다. 따라서 제4차 산업혁명은 단순히 기술적인 변화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실제 산업현장에서 참여 주체들이 협업하는 방식과 정보
를 취득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이다.34)
제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각 국가의 사회 및 경제적 변화는 근본
적으로 그리고 광범위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노동부
33) Bloem et al.(2014), p. 12.
34) The Science Times(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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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양극화가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계에 의한 인간 노동
의 대체 경향은 단순노동 부문을 넘어 중급노동 부문까지 확산될 것이
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높은 수준의 소득불평등을 초래할 것이다.
설명한 것처럼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이전의 산업혁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자동화와 연결성이 극대화될 것이다. 따라서 인공지능, 사
물인터넷, 빅데이터, 로봇 등 기반기술을 기초로 생산과 소비양식이 크
게 변화함에 따라서 노동시장의 변화도 불가피하다. 동시에 제4차 산업
혁명은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때문에 이를 위한 서비스 부문
의 신규 직업을 창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제4차 산업혁명기에는 반
복적이며 일반적인 저급 및 중급기술을 사용하는 직업군은 로봇 및 인
공지능의 대체로 인하여 단기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높으나 장기적으
로 보면 새로운 수요창출로 인하여 전체 일자리가 축소되지는 않을 것
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저급 및 중급기술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새
로운 수요에 맞는 직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재교육을 통한 직장전환을
지원하는 것은 사회 및 경제적으로 필수적이라 판단한다. 동시에 노동
집약적 산업구조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 및 사회는 자본집약적 산업구조
를 갖고 있는 국가 및 사회보다 제4차 산업혁명기에 부정적인 영향이 더
욱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제4차 산업혁명은 고도의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직업군에
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확장된 자동화 및 연결성은 반복적이
며 일반적인 업무 영역뿐만 아니라 자동보고 업무, 가상의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하여 고도로 훈련과 교육을 받은 직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고도의 자동화와 연결성을 기반으로 생산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여 준비하는 보험의 역할이 점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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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감소하여 그 기능의 한계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금융 부문
에는 이미 로봇조언자(Robot Advisor)의 등장으로 금융시장에 종사하
는 고임금 직업을 위협하고 있으며 법률 부문에서도 대용량 정보를 처
리할 수 있는 빅데이터와 이를 분석하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인공지
능으로 법률비용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분야의 일자
리 감소도 예상된다.
제4차 산업혁명이 직업의 양극화를 확대시키면 그 결과 소득불균형
도 심화될 것이다. 진입장벽이 높은 전문직은 고소득으로 인하여 지속
적인 자산증가가 가능하지만 진입장벽이 매우 낮은 단순노동 및 중급 수
준의 직업을 보유하고 있는 직업군은 소득 감소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
이 매우 높다. 그 결과 계층 간 소득불균형이 확대되는 양극화 현상이 고
착화될 가능성이 높다.
개인 간 소득격차 이외에도 제4차 산업혁명은 산업 및 기업의 형태에
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미 설명한 것처럼 제4차
산업혁명은 극도로 발전된 자동화 및 연결성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
러한 자동화와 연결성을 기초로 대규모 자본집약적인 산업 및 기업보다
는 비교적 낮은 자본집중도를 보유하고 있는 산업 및 기업의 발전이 대
두될 가능성이 높다. 소규모 고급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 대규모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가능성도 높다. 대표적인 예가 사회관계네트워
크서비스(SNS)를 제공하는 화츠앱(WahtApp)이다. 화츠앱은 스마트폰
을 기반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사회관계네트워크서비스
를 제공하는 벤처기업으로 인터넷 사회관계네트워크서비스 산업의 대
표 주자인 페이스북(Facebook)에 2014년 220억 달러에 매각되었으며 당
시 직원의 수는 고작 55명에 불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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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으로 낮은 자본집중도를 보유하고 있는 첨단기술 창
업기업의 진출 및 발전을 가속화시킬 여건과 기반이 구축될 수 있을 것
이다. 자본투자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자본의 배분에 대한 위험부담도
상대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첨단기업 중 고도로 발전된 자동화와 연
결성을 우선적으로 적용한 기업은 단기적으로는 금융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는 한 국가 내 기
업 간 불균형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35)

35) Baweja et al.(2016), p.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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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배경
인구고령화가 우리보다 일찍 시작된 독일은 지속적인 경제성장, 신규
고부가치 부문의 고용창출, 기후변화에 대한 능동적이며 선제적인 대응
등 다각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하이테크전략 2020’을
추진하였다. 이후 메르켈 총리는 2011년 이 전략에 정보통신기술(ICT)
을 융합하여 제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제조업
4.0 전략’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제조업 4.0 전략은 자동차산업 및 기계산업 등과 같은 전통 제조업
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모든 생산공정, 조달 및 물류, 서비스를 통
합적으로 관리하여 자동화 및 연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스마트공장
(Smart Factory)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스마트공장 건설을 위해
서는 사물인터넷(IoT), 사이버물리시스템(CPS), 센서 등의 기반기술이
필수적으로 개발되어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자동화와 연결성을 확산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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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생태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화는 제4차 산업혁명의
출발점이다. 이를 기초로 스마트폰, 스마트시티, 스마트미터, 스마트 그
리드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으며 생산 공장을 스마트화
하는 제조업 4.0도 이 연장선에 있다. 즉, 제조업 4.0은 공장자동화 기술,
제조기술, 정보통신기술, 차세대 인터넷이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
시하고 있으며 새로운 산업을 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1) 제조업 환경변화와 제조업 4.0
독일이 제4차 산업혁명을 핵심적인 산업정책으로 추진하게 된 데에
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라는 기술적 요인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
화에 걸친 다양한 변화가 있다. 사회 및 문화적 변화, 기술적 변화, 경제
및 생태계적 변화, 정치적 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난 급속한 변화
가 그것이다. 특히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경제의 글로벌화는 전 세계적
으로 제조업의 환경변화를 초래하였다.
첫째, 사회 및 문화적 변화이다. 2000년대 이후 출산율 저하 및 고령
층 경제활동 증가 등으로 선진국의 제조업 생산인구는 감소하는 추세로
전환되고 중국 및 인도 등과 같은 개발도상국의 제조업 인구는 지속적
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제조업 강국인 독일과 일본의 경우
는 제조업 종사자 수가 1990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반면 지속적
인 고도성장을 이루고 있는 중국의 경우 2010년부터 제조업 종사자 수
가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나 2030년까지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감소할 것
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인도의 경우 2040년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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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주요국 생산가능 인구 변화 추이(1990~2040)
단위 : %

1990

2000

2010

2020

2030

2040

미국

65.8

66.3

67.1

64.3

61.0

60.4

독일

68.9

68.1

65.8

64.0

58.7

55.7

일본

69.7

68.2

63.8

58.8

57.1

53.3

한국

69.4

71.7

72.7

70.7

63.0

56.8

중국

64.9

67.5

73.5

70.1

68.0

63.4

자료 :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ivision(2015).
주 : 생산가능 인구는 15세부터 64세까지임.

(<표 3-1> 참조). 따라서 선진국의 경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
화로 인하여 제조업 숙련 노동력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전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여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필요
성이 증대되었다.
또한 도시화 확대, 소비문화 확산, 서비스업 중심의 경제구조 전환 등
으로 제조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그 결과 선
진국의 제조업이 저임금 국가인 개발도상국으로 이전되어 선진국 내 제
조업의 공동화 현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독일, 일본,
미국 등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초
부터 제조업이 중국, 베트남, 인도 등 개발도상국으로 이전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러한 현상이 더욱 가
속화되어 첨단기술 부문 제조업의 반도체 및 스마트폰 공장도 중국 및
베트남으로 이전됨에 따라 국내 고용창출에 어려움으로 작용하여 심각
한 사회 및 고용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둘째, 기술적 변화이다. 18세기부터 20세기 말까지 진행되었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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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혁명에서 제3차 산업혁명까지 인류는 다양한 기술개발을 통하여
생산양식을 발전시켜 왔다. 특히 제3차 산업혁명기에 발전한 정보통신
기술은 자동화와 연결성을 획기적으로 증대시켰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
보통신기술과 제조업을 융합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정보통신기술과 제조업의 융합이 이루어지면 산업기기와 생산과정
의 자동화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연결성이 극대화된다. 그 결과 전 생산
과정에서 인간과 기계 간 소통이 가능하게 되어 스스로 생산, 공정통제
및 수리, 작업장 안정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스마트공장은 생산기기와 생산품 간 상호 소통체계를 구축
하여 전체 생산공정을 최적화 및 효율화하고 산업공정의 유연성과 효율
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 외에도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산업공정에서 완전한 자동생산체
계와 지능형 시스템을 구축하여 제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다. 예를 들면 사물인터넷(IoT)으로 기계 간 정보
교환이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부족한 정보는 클라우드로 보강하여 빅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황을 스스로 분석하여 생산 시뮬레이션을 가동하
는 생산체계 구축이 가능하게 되었다(<표 3-2> 참조).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네트워크에 접속된 기기 간 자율적으
로 동작하여 기계와 기계(M2M) 간 통신, 개발, 판매, 기업자원관리(Enterprise Resources Management: ERM), 제품수명관리(Product Life Cycle
Management: PLM), 공급사슬관리(Supply Chain Management: SCM) 등
과 연결되어 자동화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36)

36) 이정아·김영훈(2014),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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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각 산업혁명별 제조업 혁신 비교

시기
혁신부문

1차 산업혁명
18세기 후반
증기의 동력화

2차 산업혁명
20세기 초반
전력, 노동분업

3차 산업혁명
1970년 이후
전자기기, ICT

4차 산업혁명
2020년 이후
ICT와 제조업 융합

소통방식

책, 신문 등

전화기, TV 등

인터넷, SNS 등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간 인터넷(IoS)

생산방식

생산기계화

대량생산

부분 자동화

시뮬레이션을 통한
자동생산

생산통제

인간

인간

인간

기계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2013).

셋째, 세계 제조업 지형과 산업 생태계의 변화이다. 제조업 강국의 세
대교체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세계 산업 지형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특히 신흥공업국으로 발전하고 있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의 제
조업 경쟁력이 향상되고 기존의 제조업 강국인 미국, 독일, 일본, 한국
의 제조업 경쟁력은 하락하는 추세이다. 이 중에서도 중국은 낮은 인건
비,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 등을 기반으로 빠르게 경쟁력을 확보하여
2010년에는 독일을 제치고 글로벌 상품시장에서 제조업 최강국의 위치
에 진입하였다.
독일이 세계 제조업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8.9%에서
2011년 6.5%로 감소하였으며 글로벌 수출시장 점유율도 2000년대 중반
까지는 9.5%를 유지하였으나 2011년에는 8.7%로 하락하였다. 반면, 중
국은 같은 기간 동안 세계 제조업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4%
에서 21%로 증가하였으며 2010년에 이미 미국의 비중을 능가하게 되었
다.37)
37) 현대경제연구원(2013),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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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선진국은 상품수출국을 대상으로 지적재산권 판매
및 라이선스 제공, 기술정보 및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대응해 왔
다. 즉,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상품수출과 기술
수출을 접목하여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독일은
2005년부터 기술무역이 흑자로 전환되었으며 상품무역과 기술무역에
서 모두 무역흑자를 달성하는 국가가 되었다. 결국 독일은 제품판매와
기술서비스 수출을 융합하여 기술서비스 수출과 세계화를 가속화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38)
산업생태계의 변화도 가속화되고 있다. 사물인터넷은 인간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소통하여
제조업의 생산방식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사물인터
넷에 연결되는 전자기기는 2009년 9억대에서 2020년 260억대로 급증하
여 설비, 반제품, 작업자 등으로 구성된 공장 내부뿐만이 아니라 고객,
조달, 유통, 재고부문 등과 같은 공장 외부와의 네트워크가 강화되어 제
품생산을 조달, 생산은 물론 유통, 판매를 거쳐 사용에 이르는 전 과정
에 걸친 생산공정 최적화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모든 것이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초연결사회에서 제조업은 단순히 생산과정의 변화나 최적화
를 넘어 인간과 기계 간 접속기능(Human Machine Interface)을 형성하
게 된다.
그 결과 제조업 4.0 시대의 생산방식은 고정밀, 고품질, 소량 고객 맞
춤형 생산과 같은 스마트 생산, 자연친화적이고 높은 자원효율성을 기
초로 하는 지속가능한 생산체제인 그린 생산, 생산기지가 거주자와 근

38) 이정아·김영훈(2014),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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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제조업 4.0 생산방식
스마트 생산
·고정밀, 고품질 제품
·소량, 고객 맞춤형 제품

그린 생산
·자연친화적
·높은 자원 효율성
·지속 가능한 생산

도심형 생산
·생산기지가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위치

자료 : W. Wahlster(2013), Industry 4.0에서 재인용.

거리에 위치한 도심형 생산방식을 특징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
물인터넷(IoT)과 서비스인터넷(IoS)을 활용한 스마트공장은 스마트제
품을 생산하게 될 것이다. 제품을 소비자에게 수송하는 방식도 지능형
물류체제와 연결되어 물류비용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지자체
안전 관리망과 연계해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구축도 가
능할 것이다(<그림 3-1> 참조).39)
넷째, 정책방향의 변화이다. 경제의 글로벌화가 가속화되면서 선진
국은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에 집중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고 노
력해 왔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강력한 제조업을 기반
으로 하지 않는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는 매우 취약한 경제구조라는
인식하에 첨단제조업을 부활시키려는 노력을 다시 강화하고 있다. 강력

39) Federal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2013),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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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독일 경제는 글로벌 경제위기뿐만 아니라
2010년에 발생한 유럽재정 위기하에서도 경제성장을 지속한 반면 서비
스업 중심 경제체제를 보유하고 있는 영국과 미국의 경우에는 경제회복
이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현상도 이러한 전환에 일조했다. 유사한 맥락
에서 국외 생산품 운송비용 증가, 지적재산권 침해, 낮은 생산 공정혁신,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하여 신흥 개도국으로 이전한 제조업 기업을 선진
국 자국으로 다시 이전하려는 리쇼어링 정책이 확산되고 있다.
이 외에도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인 독일, 일본, 미국 등 선진국은 다양
한 제조업 진흥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제4차 산업혁명을 주
도하고 미래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조업 4.0을 달성하
기 위한 하이테크 2020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재산업화
전략을 수행하고 있다. 일본도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
재흥플랜을 추진하고 있다.
(2) 독일 및 유럽적 맥락
위와 같은 요인들은 독일에만 적용되는 변화라기보다는 선진국에 공
통되는 변화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통의 요인뿐만 아니라 독일의 산
업구조와 같은 특수한 사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각국이 처한 특수한
조건에 따라 산업과 경제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변화에 대한 대응 방향
과 정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특히 디지털 전환
이 독일 및 유럽 산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물류, 공학 및 공
장 엔지니어링, 의료기술, 전기엔지니어링, 에너지시스템, 화학산업, 우
주항공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독일은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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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유럽 산업에 대한 위협요인

1.가치사슬에 대한 ICT의 기여도

현재
유럽의 산업

가치사슬에서
유럽 산업 포지션에 대한 도전

가치사슬의
포지션

새로운
경쟁자

2. 고객과 인터페이스
손실 가능성

가치사슬의 점유율

자료 : Roland Berger and BDI(2016), p. 10.

한 질문이다.40)
이와 관련하여 특히 독일 산업계의 위기의식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독일 산업계는 구글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경쟁자 등장으로 유
럽의 산업, 특히 유럽 산업의 심장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공
유하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되어 있다. 우선 ICT 기술
의 전통 제조업의 부가가치 생산에 대한 기여가 점점 중요해지는 데 반
해 유럽은 ICT 산업에서 미국이나 일본, 한국, 중국 등 아시아 국가에 뒤
저져 있다는 인식이다(<그림3-2> 참조). 또한 디지털 혁명으로 고객과
의 관계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 추세인 데 반해, 세계시장의 중심이 아시
아로 이동하면서 유럽 산업이 고객과의 관계가 멀어질 위험이 있다는 위
기의식도 있다. 이 두 가지 요인에 의해 유럽, 독일 산업의 가치사슬상의
위치가 위협받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크게 확산되어 있다.41)
40) Roland Berger and BDI(2016), p. 6.
41) Roland Berger and BDI(2016),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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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독일 산업 경쟁력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기계·장비산업에서
그 경쟁력의 원천이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무
장한 새로운 경쟁기업에 의해 위협당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높다. 독
일의 핵심 제조업이 고객과의 인터페이스에서 강점이 있는 인터넷 기업
또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라는 새로운 경쟁자에 의해 위협받을 수 있
다는 것이다. 가치창출의 능력이 플랫폼 기업이나 표준화된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5년 다보스
포럼에서 독일 메르켈 총리는 인터넷 세계와 산업 세계의 혼합을 빨리
마스터하지 않으면 디지털 세계를 주도하는 기업이 산업생산 분야도 지
배할 것이라며 독일 산업계 지도자에게 신속히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역
설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42)
ICT 기술이 SNS를 넘어 전통 산업으로 확산되면서 유럽의 핵심 산업
을 위협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다. 지금까지 유럽, 특히 독일은
히든챔피언으로 상징되는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몇몇 산업에서 세
계적인 리더로서의 지위를 유지해 왔다. 자동차, 공학 및 공장 엔지니어
링, 의료기술, 전기엔지니어링, 에너지시스템, 우주항공산업 등 엔지니
어링 기반 산업이 바로 이러한 산업이다. 반면 ICT, 디지털 기술 및 이에
기반한 산업에서 미국이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이제 이 기술
이 SNS에 한정되지 않고 유럽 산업의 심장에까지 급속하게 확산되기 시
작하였다. 디지털 기술에서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미국에 뒤처
져 있다는 인식은 오래되었지만, 그것이 유럽 핵심 산업의 지위를 위협
하면서 위기감이 더욱 커진 것이다.

42) W. Schroeder(2016),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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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ICT 또는 디지털 기술의 산업내 적용은 독일 산업의 생존이 달려
있는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제2의 디지털 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제4
차 산업혁명에서 독일은 유럽의 ICT 부문을 다시 부활시키는 것이 전통
제조업의 경쟁력을 유지 강화할 수 있는 열쇠 중 하나로 보고 있다. 독일
은 데이터 수집 및 가공에서 시작하여 연결성, 자동화를 거쳐 디지털화
된 고객 인터페이스상에서 독자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독자적
인 디지털 역량을 재구축하고자 한다.43)

2. 제조업 4.0 전략의 구성 요소
(1) 제4차 산업혁명과 제조업 4.0
독일의 산업전략인 제조업 4.0은 산업용 IT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
을 지향하는 독일의 전략적 이니셔티브로, IT 기술이 산업에 적용되면
서 제조 엔지니어링 부문을 혁명적으로 바꾸고 있는 현실에 대한 대응이
다. 제조업 4.0을 통해 독일은 고임금으로 비용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약
점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고자 한다. 디지
털 기술의 확산으로 자원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보다 유연한 노
동조직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이다. 생산성의 제고뿐만 아
니라 독일은 제조업 4.0 시장의 선도적 공급자, 제조업 4.0 솔루션 선도
시장으로 발전하고자 한다.
제조업 4.0은 제조업 생산 입지에 대해서도 새로운 접근을 지향한다.

43) Roland Berger and BDI(2016),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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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확산되는 개인 맞춤형 제품의 주문생산에는 보다 짧은 물류거리 및
시간이 관건이기 때문에 시장 가까이에서 생산될 필요가 있고, 따라서
생산 활동이 독일 경제의 핵심 기반으로 여전히 중요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상이 현실화되면 제조업 생산은 신흥 개
도국이 담당하고 선진국은 생산 전후의 서비스에 특화한다는 기존의 국
제분업 개념은 도전을 받게 될 것이다. 고임금의 선진국에서도 다시 제
조업 생산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독일 기계산업을 대표하는 단체인 VDMA의 제조업 4.0에 대한 인식
을 보자. 협회는 공장의 디지털화를 제조업 4.0의 핵심으로 보고 있으며,
따라서 스마트공장을 핵심 실증 프로젝트로 보고 있다. 제조업 4.0은 생
산 및 물류에 CPS(사이버물리시스템)을 통합하고 산업 생산 과정에 인
터넷을 통합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44)
이러한 변화에 대한 독일의 대응 현황에 대해 협회의 진단은 매우 낙
관적이다. 독일은 IT 분야, 특히 임베디드 시스템과 자동화 기술에서 매
우 큰 역량을 보유하고 있고, 이에 기반하여 2020년대 중반에는 현재 미
국이 주도하고 있는 디지털 기술에서 세계적인 선도국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렇지 않을 경우 애플이 스마트폰으로 성공을 거두었듯이, 소프
트웨어 기업이 기계·장비산업의 시장을 잠식할 위험이 있다고 본다.45)
독일 중소·중견기업의 강점인 점진적 혁신(incremental innovation)
에 기반을 두는 세계 틈새시장 지배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다.
제조업 4.0은 디지털 기술로 무장한 미국에 대응하여 특히 기계·장비
44) VDMA and MGI(2014), p. 67.
45) Kohler D. and J-D.Weiz(2016), p.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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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과 같은 분야에서 독일이 유지하고 있던 선도국으로서의 지위를 유
지 강화하려는 전략의 산물로 이해할 수 있다. 독일은 디지털 기술을 독
일의 기존 장점에 통합함으로써 산업의 디지털화가 지배하는 새로운 경
쟁 환경에서도 산업 선도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자 한다. 독일은 제
조업, 자동화, 소프트웨어 기반 임베디드 시스템 부문에서 기술적 리더
십, 오랜 역사를 통해 구축된 강고한 산업네트워크 등 제조업 4.0을 성
공으로 이끌 수 있는 많은 강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임베디스 시스
템 분야 선도적 지위를 갖고 있어 이를 이용한 사이버물리시스템(CPS)
이라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를 구축함은 물론 이와 관련된 미래
의 세계시장을 선점하고자 한다.
따라서 제조업 4.0 정책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이다. 독일의 기술 선
도국 역할을 유지 강화하고, 제조업 4.0의 선도시장 역할을 하며, 궁극
적으로 제조업 4.0 세계시장을 선점하는 것이다.46) 독일 제조업이 디지
털 생산기술에 관한 한 세계 선도적인 사용자이면서 선도적인 공급자가
되는 것이다.47)
제조업 4.0의 핵심은 제조업의 가상화를 위한 스마트공장을 실현하
는 것으로 제3차 산업혁명 시기까지 사용하였던 하드웨어 중심의 자동
화를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화로 전환하는 것이다. 스마트공장은 공장
설계부터 최적 생산과 생산제품의 유통 등 물류까지 포함하여 최적화
된 생산 플랫폼인 가상물리시스템(CPS)을 기반으로 한다. 사물인터넷
과 서비스인터넷을 통하여 인간, 제조과정, 제품 간 양방향의 정보교환
이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생성되는 빅데이터의 분석으로 생산 시뮬레
46) GTAI(2014), p. 13.
47) W. Schroeder(2016),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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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션을 최적화한다.
그 결과 원료투입, 생산, 물류, 서비스까지 전 생산체계가 내장제어시
스템(Embedded System)을 통해 네트워크에 연결된다. 이와 같은 스마
트공장 체제에서는 생산현장에서 직접 생산설비에 접근하지 않고도 원
거리에서 가상물리체제를 사용하여 실제 생산현장에서 수행하는 생산
활동을 통제할 수 있다(<그림 3-3> 참조).48)
제조업 4.0은 스마트폰, 스마트 주택, 스마트 자동차, 스마트공장, 스
마트시티에 이르는 단계별 혁신전략으로 제품기획과 설비구상 단계부
터 스마트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한다. 스마트공장은 공장 내 생산기기들
에 부착된 센서 및 내장제어시스템 간의 소통을 통하여 스스로 최적 조
건을 찾아 구조화하는 생산 공장이다. 거의 무인화된 첨단제조공장을
<그림 3-3> 스마트공장 운영체계
서비스 인터넷

스마트
소재

Semantic PLM 서비스
SCM 서비스
QMS 서비스
ERP 서비스

스마트 팩토리

앱 플랫폼

스마트
제품
앱 플랫폼

앱 플랫폼
가상물리생산시스템

사물 인터넷

자료 : Wahlster, W.(2013).
48) Wahlster(2013), p. 12; 강석철(2014), p. 5.

60

독일의 인더스트리 4.0과 제조업의 변화

<그림 3-4> 인더스트리 3.0과 제조업 4.0 생산체제 비교
인더스트리 3.0

인더스트리 4.0
소재/부품
+
시맨틱 메모리*

중앙
제어기

소품종
대량생산

Mass
Production

“무겁고 경직”

“가볍고 유연”

일관공정

모듈공정

순차·고정설비

가변·유연설비

중앙·집중제어

자율·분산제어

유선통신

무선통신

실시간 위치 파악 불가

실시간 위치 추적

다품종
대량생산

Mass
Customization

자료 : 방형근·김영훈(2014) 재인용.

건설하는 제조업 4.0은 독일에서 지멘스가 주도하는 조직에서 구체화하
고 있으며 특정 분야에서는 이미 시험생산도 실시하고 있다.
스마트공장이 실현되면 무인화된 첨단제조공장이 실현될 수 있겠지
만, 현재까지 사물 간 통신(IoT) 단계까지 발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실
시간 최적화가 미흡하고 중앙통제시스템의 지능화 속도가 빠르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스마트공장이 아직까지 실시간으로 지능화된 경영을 완
벽하게 수행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4.0하에서 개발되고 있는 스마트공장은 인
더스트리 3.0에서 수행된 중앙의 집중제어 생산체계에서 소재, 제품, 기
기의 지능화를 통해 자율 및 분산제어 생산체계로 전환되어 기존의 소
품종 대량생산 체제에서 다품종 대량생산 체제로 전환될 수 있다. 즉 인
더스트리 3.0 생산방식에서는 중앙제어장치의 명령을 받아 생산기기가
소재를 가공하던 한 방향 생산공정이 특징이었다면, 제조업 4.0 생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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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에서는 스마트메모리를 장착하여 스스로 지능화된 생산기기와 상호
통신을 통하여 스스로 결정하는 분산제어 생산방식이 가능한 것이다
(<그림 3-4> 참조).49)

(2) 제조업 4.0 추진단계별 주요 변화
1) 제
 조업 4.0과 스마트공장: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CPS를 거쳐
IoTDS로
독일은 제조업 4.0 전략을 추진하는 초기 단계에서 기술적 측면에 큰
강조점을 두었다. GTAI(2014)에 따르면 제조업 4.0 정책의 기술적 기반
의 발전은 크게 두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사이버물리시스템(CPS)으로의 진화이다.50) 다른 하나는 IoTDS(사물, 데
이터, 서비스 인터넷)의 구축으로 IoTDS야말로 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
토대이다. 실제 세계와 가상 세계의 상호작용이 가능해지면서 제조 및
생산과정이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조직되는 생산방식의 혁명이다. 스
마트공장을 중심으로 산업과 생산의 가치사슬,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의
근본적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기술적 측면에서 제조업 4.0은 IT의 산업내 적용에 핵심이 있다고
할 때, IT 기술은 임베디드 시스템, 사이버물리시스템을 거쳐 IoTDS
으로 발전하는 과정에 있다. 이 과정에서 기술발전의 두 축은 임베디드
시스템과 글로벌 네트워크이다.
49) 박형근·김영훈(2014), p. 4.
50) GTAI(2014),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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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베디드 시스템은 이미 일상 생활에 깊이 들어와 있다. 대부분의 기
술제품이나 디바이스에 통합된 지능형 중앙 통제장치로 정보처리시스
템 역할을 담당한다. 지금은 이러한 임베디드 시스템이 상호 연결되어
온라인 세계를 구성하고, 이로부터 소위 디지털 가상 세계 또는 B. Arthur가 제2경제라고 부르는 새로운 세계가 탄생하고 있다.
독일이 이러한 공학적 접근에 강조점을 두는 이유 중 하나는 독일이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세계적인 선도 국가라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
다. 또한 독일은 보안 솔루션, 기업용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시스템 솔루션 분야 엔지니어링 기술 수준이 높다는
점도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내수 시장의 잠재력도 매우 커서 독일 임베
디드 시스템 시장은 연간 약 200억 유로 수준이며, 2020년까지 400억 유
로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51)
임베디드 시스템 발전을 위한 종합 전략은 2009년에 마련되었다. 기
업, 연구소, 유관 산업협회에 참여한 40여 명의 전문가 그룹에 의해 임베
디드 기술의 발전을 위한 임베디드 시스템 국가 로드맵이 작성되었다.
여기에는 자동차 생산, 자동화 기술, 기계 및 공장 엔지니어링 등 다양한
산업의 대표자들이 25억 유로 이상을 10년에 걸쳐 6개 연구 분야에 지출
한다는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
CPS는 가상 세계와 물리적 세계를 결합하여 네트워크로 연결된 새로
운 세계를 창조하는 기반기술에 해당한다. 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세계
에서 지능화된 사물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작용하게 된다. CPS
는 IoT를 위한 기반을 제공하며, IoT 는 IoS와 결합하여 제조업 4.0을 가

51) GTAI(2014),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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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IoTDS로

임베디드 시스템
(에어백)
네트워크로 연결된 임베디드 시스템
(자동항법장치)
사이버물리시스템
(지능형 교통신호체계)
비전 : 사물, 데이터, 서비스 인터넷 (IoTDS)
(스마트 시티)

자료 : acatech(2011); GTAI(2014), p. 8에서 재인용.
주 : ( ) 안은 구체적 사례.

능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CPS를 기반기술로 하여 실제 세계와 가상 세
계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혁신적인 응용과 과정이 가능해진다. 결국
인터넷이 사람과 사람의 정보교환과 상호작용을 전환시켰듯이 CPS는
사람과 물리적 세계의 상호작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기술적 측면에서 제조업 4.0의 다음 단계는 CPS를 생산 및 물류 시스
템과 통합하는 것이다. 사물 및 서비스 인터넷을 산업생산, 유통, 소비,
재활용 등 가치사슬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 과정에 적용하는 것이다. 이
렇게 형성된 사물 및 서비스 인터넷은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이 이루어
지는 21세기형 스마트 인프라를 구성하게 될 것이다.
독일은 IoTDS의 산업내 적용으로 인한 산업 세계의 변화로 다음과 같
은 두 가지 효과를 강조한다. 하나는 새로운 시스템 기능성이다. 소프트
웨어 기반 임베디드 시스템과 디지털 네트워크에 통합된 사용자 인터페
이스가 상호작용하면서 새로운 시스템 기능성이 탄생한다. 이로부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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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응용 가능성과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다. 다른 하나의 효과는 새로
운 서비스 공급, 새로운 가치사슬 조직이 가능해지면서, 기존 비즈니스
및 시장 모델과는 전혀 다른 모델이 가능해진다는 점이다.52) 정보기술
을 이용하여 생산, 마케팅, 물류를 연결하고, 모든 자원, 생산설비, 창고
시스템을 포괄한 가치사슬 통합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기
술적 기반은 에너지 공급, 스마트 그리드에서 첨단 이동성(스마트 모빌
리티, 스마트 물류까지 포함)에 이르기까지 경제의 거의 모든 부문에 걸
쳐 구조 전환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2) 비즈니스 모델의 전환으로: 스마트 서비스 세상
□ 스마트 서비스 세상(Smart Service Welt)
독일 acatech은 2015년에 ‘스마트 서비스 세상 2025’라는 제조업 4.0의
제2단계 전략을 발표한다. 여기서 제시된 스마트 서비스 세상의 비전도
산업의 생산-유통-소비-재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의 최적화를 목표로 한
다는 점에서 2011년 전략과 마찬가지로 제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기서 제시된 비전과 전략이 물류, 농업, 헬스케어, 스마트그리드와 같
은 에너지 산업 등 다른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우
선은 제조업에 맞춰진 전략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 이유로 2011년 제시
된 제조업 4.0 비전과 연속성을 유지하고, 또한 제조업이야말로 독일 경
제의 핵심을 이루는 부문이기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스마트 서비스 비전은 제조업 4.0에서 제시된 스마트공장의 연장으
로 인식된다. 스마트공장이 스마트 제품의 생산에 초점을 맞춘 전략이
52) GTAI(2014),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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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스마트 서비스 비전은 제품·서비스의 묶음을 개인 맞춤형으로 공
급하는(individually configured bundles of products and services known
as smart services) 스마트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53) 스마트공장이
지능화되고 네트워크에 연결된 제품, 디바이스, 기계를 생산한다면 스
마트 서비스 비전은 이들 제품이 공장문을 나와 사용자에게 판매되고 사
용되는 단계까지 포함한다.
acatech은 독일이 IoTDS의 산업내 적용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 기
술적 우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세만틱 기술, 기계학습,
제품에 대한 디지털 모델링에서 독일은 세계적인 기술 선도국이라는 것
이다. 이와 관련된 연구 프로젝트도 추진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독일이
기계 및 장비 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인 경쟁력도 IoTDS의 제조
업 내 적용 시 큰 장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조업 4.0은 스마트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품과 서비스 경쟁력을 높
이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21세기 제조업 경쟁력의 새로운
원천은 스마트 서비스에 있다는 진단하에 스마트 서비스까지 포함하는
가치사슬의 확장에 의해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이다. 결국 제
조업을 대체하는 서비스업의 발전이 아니라 서비스로 확장된 가치사슬
의 통합과 이를 바탕으로 제품과 서비스가 융합된 스마트 서비스를 발
전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의 이면에는 21세기 경쟁 환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있
다. 즉 거대 인터넷 기업이 세계 전역에 걸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전통
산업으로 확장하고 있고, 향후 몇 년 내에 누가 새로운 선도국이나 선도

53) acatech(2015),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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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될지 결정될 것이라는 진단이 그것이다.54) 이 경주에서 중요한
것은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는 동질적인 국내 시장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것으로 본다. 독일의 관점에서는 유럽 차원에서 디지
털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동시에 유럽 차원의 단일 디지털 시장을 건설
하는 것이 새로운 경쟁 환경에서 승리하기 위한 관건으로 인식된다.55)
2015년에 발표된 스마트 서비스 세상의 전략은 2013년 발표된 제조업
4.0 전략56)의 연속선상에 있지만, 그 차이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우선 가
치사슬의 확장이다. 스마트 서비스 세상은 제품의 생산에 한정되어 있
던 가치사슬을 제품의 사용으로 연장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경제적 가치 창조의 원천에도 큰 변화가 있다. 데이터가 경
제적 가치 창조의 원천으로서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는 것이다. 스마트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스마트 제품이 공장 문을 나서
면 인터넷에 연결되어, 사용되는 기간 동안 대량의 정보를 공급한다. 여
기서 생산되는 대량의 데이터(빅데이터)가 21세기 산업의 가장 중요한
원료라는 것이다.57) 빅데이터는 분석, 해석, 연결, 보완되어 스마트 데이
터로 전환되고, 이 스마트 데이터는 다시 스마트 제품 및 서비스를 통제,
유지하고 기능을 향상하는 데 이용된다(<그림 3-6> 참조).58) 이와 같이
스마트 서비스 세상의 비전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이 다루는 가치사슬
이 제품의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 사용에 이르기까지 확장되어 제품의
생애 전 주기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확장되고, 경제적 가치 창조의 중심

54) acatech(2015), p. 4.
55) acatech(2015), p. 4.
56) acatech(2013).
57) acatech(2015), p. 14.
58) acatech(2015),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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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빅데이터 가치사슬
데이터 원천
상호연결된
지능형 제품
위치, 상황, 사용 등에
대한 데이터

외부데이터
가격, 날씨,
납품기업의 재고 등

기업 데이터
서비스 이력, 보증 등
데이터

원 데이터

제어 및 최적화

데이터의 호수
다양한 포맷으로
통합된 데이터

기초적인 통찰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예를 들면 사용패턴 등)

원 데이터

애널레틱스
예측

기술

진단

제품,
상황,
환경,
운용,

제품 성능 저하나
미작동 원인
분석

미래 상황을
알려주는 패턴
인식

처방
문제를 해결하고
성과를 개선하는
조치 발견

심층 통찰

비지니스

고객

파트너

자료 : M. Porter and J. Heppelmann(2015), p.103.

이 제품의 제조에서 제품의 사용으로 옮겨진다는 점이 강조된다.
둘째, 보다 중요한 변화는 디지털 전환의 초점이 비즈니스 모델의 전
환이라는 측면으로 이동했다는 것이다. 즉 제품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
으로의 변화이다. 제품의 고급화(프리미엄 제품)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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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방향은 제품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변화시키
는 것이다.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 전환의 측면이 초기의 제조업 4.0 전
략에서부터 이미 고려되고 있었지만, 단계별 접근 방식을 취하면서 우
선 제품의 생산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59) 하
지만 비즈니스 모델의 전환은 제품 생산과정의 변화나 제품의 변화보
다 훨씬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비즈니스 모
델로의 초점 이동은 강조되어야 한다. 더욱이 독일 제조업체에 대한 서
베이 결과에서도 독일 기업들이 제4차 산업혁명을 생산공정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차이는 강조
되어야 한다.
스마트 서비스 세상의 비전에 따르면, 제조업의 비즈니스 모델은 과
거의 제품 중심에서 사용자 중심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될 것이다. 과거
의 비즈니스 모델의 중심에 전통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개별
공급기업이 있었다면, 이제 그 자리에 사용자가 있다. 이 새로운 사용자
는 자신이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묶음을 언제나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기를 원하는 사용자이다(<그림 3-7> 참조).60) 기업의 경쟁력은 스마트
서비스 묶음을 개인 맞춤형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역량에 의해 좌우될 것
이다. 빅데이터-스마트 데이터는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적
인 경쟁력 요인이 될 것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은
데이터 주도 비즈니스 모델로 변화해야 한다.
스마트 서비스 세상에서 글로벌 경쟁 지형도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59) 보
 고서 초안에 대한 심의의견에서 2011년 제조업 4.0 전략 문서와 2015년 스마트 서비스 세
상 전략을 단계적 접근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다.
60) acatech(2015),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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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사용자 중심, 데이터 주도 비즈니스 모델

데이터 주도 비지니스 모델
디지털 인프라에 기반

미디어

제조

소매

이동성 헬스케어

금융

- 사용자가 중심
(소비자, 비용자,
시민‥)
- 스마트 데이터를
이용하여 수요
맞춤형으로 서비스
공급
- 이종 산업의 융합 :
(섹터 경제를
넘나드는 생태계에서
스마트 서비스 창출)

자료 : acatech(2015), p. 15.

될 것이다. 소프트웨어 기반 플랫폼 및 서비스 플랫폼, 그 위에 구축되
는 온라인 시장 및 앱 스토어 등 서비스 플랫폼과 관련된 생태계가 글로
벌 경쟁력의 열쇠가 될 것이다.61) 따라서 새로운 디지털 생태계의 인프
라에 해당하는 플랫폼을 누가 주도하느냐가 경쟁의 핵심으로 부상한다.
이 점과 관련하여 독일이 지향하는 방향은 분명하다. 우선 독일이나
유럽 내 기계 제조기업 및 사용자, 서비스 공급기업 등이 이용하게 될 플
랫폼은 독일이나 유럽 기업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플
랫폼을 구성하는 다양한 소프트웨어, 핵심 모듈 및 기술은 독일이나 유
럽 기업에 의해 공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향성은 결국 디지
털 플랫폼의 지배를 통해 스마트 제조 서비스를 독일의 새로운 수출산
업으로 발전시킨다는 보다 근본적인 목적을 지향한다. 독일은 제조업
4.0 전략과 스마트 서비스 세상 비전을 실현하여 제조업 생산성을 보다
더 상승시키고62), 고임금 국가라는 비용상의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제조
61) acatech(2015), p. 17.
62) 독일은 2025년까지 독일 제조업의 생산성이 30% 향상될 것으로 예상한다(acatech,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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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경쟁력을 유지하여 가치 창조와 고용 창출력을 유지 강화한다는
장기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63) 이와 같이 스마트 서비스 발전 방향은 새
로운 비즈니즈 모델, 크라우드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혁신 모
델, 인지능력의 향상, 완전 자동화된 서비스 시장 등에 맞춰져 있다. 기
존 공정의 최적화보다는 비즈니스 모델의 전환으로 중심이 이동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독일은 엔지니어링, 자동차, 물류, 에너지, 화학 산업에서 주요 경쟁국
에 비해 디지털 성숙도가 높은 편이지만, 앞서 이야기한 비즈니스 모델
의 전환은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여
전히 제품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에 디지털 비즈니스를 추가하는 상황이
며, 기존 공정의 최적화나 효율성 증가에 디지털 비즈니스를 이용하는
상황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제조기업이 스마트 서비스에서 이윤을 창출
하는 능력은 아직 충분히 발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스마트 서비스는 비즈니스 모델상의 파괴적 혁신을 가져올 것이며,
디지털화된 가치사슬 및 이와 결합된 스마트 서비스가 독일 제조업 생
존의 관건이라고 지적된다. 서비스 플랫폼을 지배하는 기업이 전체 가
치사슬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데이터와 플랫폼 지배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기업 간, 국가 간 경쟁의 관건이라고 인식되고 있다. 데
이터와 플랫폼을 통제하는 기업이 스마트 서비스 판매로부터 보다 많은
이윤을 가져갈 것이라는 것이다. 이 변화하는 경쟁 지형에서 제품 중심
비즈니스 모델에 고착화된 전통 제조기업들에 비해 디지털 틈새시장에
서 성장한 새로운 기업이 시장 리더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전통

63) acatech(2015), p.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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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비즈니스 모델에 고착화된 독일 기업들에도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는 것이다.64)
4차 산업혁명의 초점을 생산공정의 개선에 두느냐, 비즈니스 모델의
전환에 두느냐는 이에 대한 대응에 상당한 차이를 가져올 것이다. 생산
공정에 중점을 둘 경우 로봇 공학 및 사이버물리시스템의 출현, 그리고
제조과정 내 생산 단위의 상호 연결 등 자동화 시스템의 대규모 적용65)
을 강조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생산 네트워크의 디지털화로 제조과정
의 속도를 단축하고 생산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이 강조된다. 기업이 비용절감에 초점을 맞춰 제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
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66) 반면 비즈니스 모델 전환에 초점을
맞출 경우 전혀 다른 경쟁 지형이 부각된다. 독일 제조 기업의 강점으
로 여겨져 왔던 생산과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긴밀한 고객 인터페이스
의 이점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67) 또한 독일 제조업체의 경쟁력
을 뒷받침하던 지속적인 공정혁신과 이에 따른 높은 이윤율, 혁신을 위
한 연구개발 투자, 그리고 다시 공정혁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깨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68)
향후 경쟁의 초점인 플랫폼 지배를 위한 경쟁에 대해서는 유럽 차원
의 공동대응이 요구된다. 미국의 산업인터넷 컨소시엄과 유사한 유럽
차원의 협력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미국은 2014년, GE, 시
스코, 인텔, AT&T, IBM이 공동으로 산업인터넷 컨소시엄(IIC)을 출범시

64) acatech(2015), p. 19.
65) Roland Berger and BDI(2016), p. 23.
66) Roland Berger and BDI(2016), p. 21.
67) Roland Berger and BDI(2016), p. 21.
68) Roland Berger and BDI(2016),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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켰고, 이제 전 세계에 걸쳐 130개 기관이 참여하는 개방형 컨소시엄으로
발전하고 있다. 독일도 미국의 IIC와 유사한 형태의 전략이 필요하며, 이
컨소시엄은 기업 경계를 넘어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여 선도적 플랫폼 역
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한다.69)
플랫폼 지배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는 이 경쟁에서 패배할 경우 주로
미국계의 ICT 기업들에게 독일 전통 제조업의 주도권마저 뺏길 수 있다
는 위기의식이 반영되어 있다. 앞으로 경쟁의 핵심은 고객에 접근하기
위해 스마트 데이터를 확보하는 경쟁이기 때문이다. 고객의 니즈와 선
호를 가장 잘 이해하는 기업이 승자가 될 것이며, 이것이 새로운 비즈니
스 모델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3) 스마트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제조업의 미래
제조업 4.0의 혁명적 성격은 새로운 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산업의 탄
생에서 온다기보다는 기술의 범용적 성격에 의해 서로 다른 생산시스템
을 연결하고 동조화하는 시스템 혁명이라는 점에 있다. 사이버 물리 시
스템이 부품, 기계, 시스템 간 연결(통신)을 가능하게 한다. 이를 기반으
로 개인 맞춤형 제품 생산이 가능해지지만, 대량생산 이전과 다른 점은
고도로 유연성을 갖춘 대량생산의 조건에서 개인 맞춤형 생산이라는 점
이다. 따라서 대량생산의 이점과 개인 맞춤형 생산 사이의 상충관계를
극복하는 방식이다. 과거에는 개인 맞춤형 생산은 장인적 방식으로 규
모의 경제의 실현이 어려웠고, 표준화된 제품의 대량생산은 대규모 공

69) acatech(2015),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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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 의한 규모의 경제 실현이 특징이었다면, CPS 기반 새로운 생산 방
식에서는 이 양자의 상충관계가 축소된다. 이제 맞춤형 대량생산과 개
인 맞춤형 생산이 CPS로 표현되는 새로운 기술적 조건과 비즈니스 모델
의 혁신에 의해 가능해진다.
이와 연관되어 물류 흐름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며, 생산입지에 대해
서도 새로운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 경제부의 목표 중 하
나가 개인 맞춤형 생산뿐만 아니라 독일을 떠난 제조업 생산을 국내로
회귀시키고, 나아가 도시를 생산입지로서 다시 역동적인 공간으로 만
드는 데 있다는 점도 생산입지의 이러한 변화 가능성을 반영한 것이다.
독일에서 제조업 4.0 전략 추진의 초기 단계에 다소 공학적인 접근인
CPS로 집약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독일에서 제조업 4.0 전
략은 2006년 개시된 연방정부의 첨단기술 전략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그 이전 해인 2005년 미국 국가과학재단(NSF)은 CPS 연구에 대한 지원
을 개시하였고, 이것이 독일 CPS 프로젝트의 개시를 촉진하였다. 둘째,
초기에 제조업 4.0을 주도한 것은 기초연구의 지원을 담당하는 교육연
구부로, 이 부처는 기초연구 지원의 일환으로 CPS에 강조점을 두었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기술문화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CPS가 독
일이 강점을 갖는 메카트로닉스 분야의 엔지니어 전문기술자에게 어필
하기 좋은 개념이라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70)
다시 한번 강조하면, 제조업 4.0은 생산공정의 최적화에 초점을 두는
린 생산의 연장이라기보다 생산 체인의 적응, 생산과정의 조정, 동조화
를 고객 주문의 변화에 따라 실시간으로 실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런

70) Kohler D. and J-D. Weiz(2016).

74

독일의 인더스트리 4.0과 제조업의 변화

점에서 제조업 4.0은 제품이라기보다는 정보, 데이터 통신상의 새로운
기술 변화라는 점에서 과거의 산업혁명과 성격이 구분된다. 고객의 사
용 정보로부터 출발하여 가치사슬의 모든 요소를 실시간으로 동조화하
는 데 본질이 있다. 가치사슬의 성격 변화와 플랫폼형 비즈니스 모델의
중요성이 여기에서 도출된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가치 창조가 기업의 경계 내에서 일어
나기보다는 고객과의 긴밀한 관계로 이루어진 오픈시스템에서 실현된
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가치 창조가 고객을 중심으로 재조직되는 가
치 창조 네트워크에서 이루어지며, 고객정보의 수집, 관리, 분석, 이용이
가치 창조의 새로운 원천이 된다. 비즈니스 모델이 플랫폼 모델로 전환
되는 경향이 강화될 것이다. 새로운 모델에서는 혁신, 생산, 데이터 보
호, 산업, 지식 재산권, 브랜드 명성 관리 등을 모두 재규정해야 한다.71)
이러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미디어, 유통, 문화상품, 관광에 이어
이제 제조업에도 확산되고 있다. 예를 들면 인터넷 기업인 구글, 애플이
전통 산업에도 진출하고 있다. 인터넷 기업이 자동차 생산 및 고객의 사
용 정보를 이용한 서비스 공급에서 경쟁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이
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독일 자동차 기업은 BMW, 다이믈러, 폭스바겐을
주축으로 2015년 노키아로부터 지도 앱인 히어(Here)를 구매하였다. 이
기업은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자율주행차와 연계하
기 위해서이다.
소비자와 직접 접촉하는 최종재 생산기업뿐만 아니라 납품기업도 이
러한 변화에 대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장비제조업의 경우에는 직접
적 고객에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고, 유지, 보수, 예방보수 등 원거리 점
71) Kohler D. and J-D. Weiz(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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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인터넷 기업의 제조업 진출: 구글 사례
8개 로봇 기업 및 자동생산라인
테스트 기업 인수
Uber에 지분참여,
도심물류분야
파일롯 프로젝트
드론 프로젝트
(Project Wing,
Titan Logistics)

혈당수치를 자동으로
모니터하는 렌즈
23 andme and
Calicio에 투자

Google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과 테스트
Google Maps를
이용한 실시간 주행
드론 개발(Titan Aerospace),
전파송출용 풍선개발

Nest 인수
(온도계 제조사)

위성 제조기업 Skybox에
지분투자

자료 : Roland Berger, BDI(2016), p. 21.

검 서비스 등을 확대하는 것이 하나의 대응 방향이 될 것이다. 고객 빅
데이터를 이용하여 예방적 유지 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러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등장이 독일의 기계·장비 기업들에
큰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독일의 기존 기계산업 생태계는 세계
틈새시장에 포지셔닝하고, 개념설계-디자인-생산-납품으로 이르는 전
과정을 내부화하는 관행이 특징이었지만, 고객 인터페이스상에 포지셔
닝한 새로운 경쟁기업이 등장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기존 수직통합
형 제조 장비 기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역량이 필요한데, 개별 기업의 내적 역량만으로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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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새로운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오픈 이노베이션 원리에 따라 인
수합병 등을 통해 기업 외부로부터 새로운 역량을 확충하는 방식을 사
용하는 반면, 중소·중견기업들은 새로운 역량 확보를 위한 자원이 부족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요구하는 개방적 문화도 약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기업 간 협력의 강화로 디지털 전환
이라는 공동의 도전에 대응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제품과 연계된 서비스 중심으로 제조업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에 대한
독일 제조업의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살펴보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의 부상이 독일의 기존 기계·장비 기업들에 가하는 위협은 독일 기계·
장비산업 경쟁력의 핵심에 있는 암묵적 지식에 대한 독점적 지위의 상
실가능성이다. 이들 전통 제조기업이 개방형 플랫폼 기업으로 전환할
경우 새로운 시장을 확보할 가능성은 커지겠지만, 암묵적 지식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상실할 위험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충관계
를 고려하여 나온 전략적 방향이 독자적인 노하우에 집중하되, 이에 기
초한 플랫폼 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설정되고 있다. 예를 들면 철강
유통산업에서 철강유통의 60%를 담당하고 있는 클로크너(유통기업)는
철강유통 분야의 아마존이 된다는 목표하에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레이저 절단기 시장의 세계적 리더로, 산업용 기술(특히
IT 기술) 웹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트럼프사는 제4차 산업혁명과 연계
된 IT 시장의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다(<표 3-3> 스마트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사례 참조>.72)

72) Kohler D. and J-D.Weiz(2016), p.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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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스마트 서비스 사례
스마트서비스

고객

스마트서비스
플랫폼 공급자
공급자

생산업체

Xetics GmbH Axoom GmbH

데이터 공급자

상태 모니터링
서비스
스마트 생산
스케줄링 서비스
스마트물류
서비스

생산업체

Xetics GmbH Axoom GmbH

운송회사,
최종 고객

thyssenkrupp

thyssenkrupp

운수회사 자원들

4

교통흐름
최적화 서비스

자동차산업,
자동차운전자

[ui!]

[ui!]

다름슈타트시
(시스템 공급업체
로 SWARCO 사용)

5

만성질환자 스마
트 헬스 서비스

DITG

환자

1
2
3

6

스마트농장
서비스 플랫폼

7

스마트에너지:
건물관리서비스

8

스마트에너지
서비스

9

디지털트윈
비즈니스
네트워크

건강보험, 기업 DITG 및 기타
및 환자, 의사 의료서비스
(예상)
제공자

농부

·RESFAST
(플랫폼 제
·농업 기계
공업체 à la
제조업체
365Farmnet)
·신생 기업
·농업 기계
·데이터 제공
제조업체
업체
(예 : Claas,
Grimme)

다양한 기계
제조업체
다양한 기계
제조업체

·기계·수확 공정
최적화
·시장 데이터
제공업체
·날씨 데이터
·필드 과일
메모리
·G & V 예측
·nCrop, NPotato

독일 전역에 에너지 효율
하드웨어 상점의
걸친 380여 개 서비스 제고를
Arvato Systems 측정 및 데이터
하드웨커 매장 위한 에너지
포인트
지사
공급자
유틸리티,
산업용 에너지
소비자

·생산 및 소비
데이터
Hitachi IoT-Platt- ·날씨 데이터
히타치 유럽
form LUMADA ·전기 시장
데이터
·식물 데이터

비즈니스
스마트서비스
SAP Asset Intelli네트워크상의
제공업체
gence Network
회사
네트워크

각종 기계
제조업자 및
공장 운영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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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서비스

수익모델(revenue model)

상태 모니터링
서비스

·Xetics는 PPU (pay-per-use) 모델을 기반으로 주문형 소프트웨어를
필요할 때 만들 수 있음. 따라서 소프트웨어의 사용에 대한 진입 장
벽은 제조 회사
·제조 회사가 Axoom에 서비스 사용료를 지불
·Axoom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Xetics에 지불

스마트 생산
위와 동일
스케줄링 서비스
·현재 이 서비스는 파트너에게 무료로 제공
스마트물류
3
·프로세스의 최적화는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달성; 긍정적인 비용
서비스
효과 생산
2

4

교통흐름
최적화 서비스

5

만성질환자
스마트 헬스
서비스

6

스마트농장
서비스 플랫폼

·제공된 데이터로부터 라이선스 수입. 비용 경감을 통해 간접적으로
시스템 관리에서; 상호 보완적인 스마트 도시 프로젝트 파이낸싱
·[ui!]는 OEM과 함께 소비 기반 라이선스를 완성하거나 서비스를 제
공, 최종 고객을 위한 PPM(pay-per-use) 모델
·고객별 유료 모델 (모든 서비스 제공 업체 또는 직접 지불환자)
·의사, 간호사 또는 콜센터 건강 보험 기금으로 직접 또는 환자와
직접 거래
·Freemium 모델 : 무료 기본 서비스, 유료 프리미엄 서비스;
영향 요인(경작지, 샘플링 속도, 시장 데이터 품질 / 세부 수준)
·Pay-per-use : digital field-crop memory

7

스마트에너지:
건물관리
서비스

·플랫폼 제공 업체는 유료 모델을 기반으로 클라우드에서 IT 서비
스를 제공
·에너지 서비스 제공 업체는 중앙 집중식 에너지 효율성 관리를 위
해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며 많은 고객에게 동시에 서비스를 제
공. 380 DIY 매장의 운영자는 에너지 서비스 공급자에게 에너지 효
율 서비스를 제공

8

스마트에너지
서비스

이윤공유, SaaS

9

디지털트윈
비즈니스
네트워크

·옵션 1 :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회사는 월별 요금을 지불; 네트워크
운영자에 대한 회원 가입비 형식
·옵션 2 : 데이터의 자동 업데이트를 위해 사용자가 비용을 지불; 장
비 데이터
·옵션 3 : 가입자당 정의된 서비스 사용 지불, 제조업체 또는 스마트
서비스 공급자에게 가격을 책정

자료 : acatech(2017), pp. 10~26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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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가적인 쟁점들: 중소기업, 노동, 표준
(1) 중소기업
IT에 기초한 파괴적 기술혁신은 제품, 생산공정은 물론 공급망의 조
직 방식, 비즈니스 모델의 전환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과 이윤을 증가시
킬 잠재력이 있지만 이러한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역량은 산업과 기
업에 따라 차이가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디지털 혁신에 필요한 자원
은 기업규모별로 큰 차이가 있다. 디지털 전환이 혁신의 주요한 원천이
라는 점에서 디지털 전환이 일부 소수의 기업에 한정된다면 경제 전체
의 생산성 상승이 둔화되는 것은 물론 기업 간 격차의 확대로 이어질 것
이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중소기업 부
문으로 디지털 전환을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한 정책이슈로 제기된다.
독일에서 제조업 4.0의 초기 이니셔티브를 주도한 기업은 지멘스, 보
쉬, SAP 등 대기업이었다. 지멘스 암베르크 공장이나 보쉬 홈부르크 공
장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들 대기업은 ICT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수
합병, 동맹을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지멘스는 디지털 공장 사업
부를 신설하고, IT 분야에서 아토스(Atos)와 동맹을 강화하였다. 도이치
텔레콤은 SAP와 공동으로 표준에 집중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주로 인수 합병, 동맹 전략으로 IT 역량을 강화하여 새로운 분
야에 참여하고 있다. 지멘스 암베르크 공장, 보쉬 홈부르크 공장과 같이
실증 프로젝트 실행도 이들 대기업이 주도한다.
기계·장비 분야 주요 대기업이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적극적으로 대
응하는 것과는 달리 독일 중소기업의 대응과 관련해서는 독일 정책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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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우려가 높다. 특히 점진적 혁신(공정혁신)에 강점을 갖고 있는 독
일 중소기업이 새로운 경쟁 환경에서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
가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은 세계화와 디지털 전환이라는 두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
다. 세계화는 기업의 전략에 세계시장 동학의 도입을 요구하고, 디지털
전환은 소비, 생산 양식의 변화를 기업 전략의 결정에 반영하도록 요구
한다. 독일 중소기업은 공정혁신에 강점을 갖고 있지만, 새로운 경쟁 환
경은 공정혁신에 더하여 제품혁신으로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73)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독일 중소기업의 기술 및 기업 문화와 양립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틈새시장에 맞춰진 혁신모델, 점진적 혁신모델
이 4차 산업혁명에 의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점진적 혁신에 기
반하여 틈새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이것이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
고, 높은 수익률은 다시 혁신을 위한 투자를 가능하게 하여 경쟁력의 제
고로 이어지는 선순환 모델이 유지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독일 중소기업은 개념설계-디자인-납품에 이르는 전 과정을 내부 역
량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서
는 IT 역량, 데이터 분석 역량이 필수인데, 이들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는 글로벌 플레이어가 하듯이 이러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과의 상
호협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 간 관계 및
거버넌스 구조에도 변화가 요구된다. 이 경향을 반영하여 글로벌 플레
이어 간 동맹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독일
중소기업의 특징 중 하나인 독립성을 일부 포기하는 방식으로 거버넌스

73) 김은(2017), p.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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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제조업 4.0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는 선도적 중소기업
기업

고용

Beckhoff Automation
Festo
Harting
Technologiegruppe
Kuka
Phoenix Contact
Pilz

2,900
17,800

매출
(백만 유로)
510
2,450

4,228

567

산업용 커넥터

12,102
14,000
1,922

2,100
1,770

산업용 로봇
전기 전자 커넥터, 산업용 자동화
네트워크

Rittal
Trumpf
Weidmuller
Wittenstein

10,000
10,873
4,800
1875

259
nd
2,717
673
276

솔루션
산업용 PC, 자동화 소프트웨어 등
타이어 기술

에너지
기계, 레이저기술
자동화 시스템, 커넥터, 산업 인터넷
모터 등

자료 : Kohler D. and J-D.Weiz(2016), p. 96.

구조에서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다.74)
중소기업이 규모상의 약점을 극복하는 대안적인 방식으로 네트워크
가 강조되고 있지만, 이 네트워크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선도적
중소기업의 역할 또한 강조되어야 한다. 독일에는 이러한 선도적 중소
기업이 디지털 혁신의 확산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엔지니어
링산업, 전기기계산업에서 페스토(Festo), 트럼프(Trumpf), 비텐슈타인
(Wittenstein), 벡호프(Beckhoff), 페닉스 켄텍트(Phoenix Contact), 필즈
(Pilz), 하팅(Harting) 등이 대표적이다(<표 3-4> 참조).
이들 선도적 중소기업은 연구동맹에 참여하여, 제조업 4.0 테마를 제
기하고 구체화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제조업 4.0 플랫폼 전략위원회에

74) Kohler D. and J-D.Weiz(2016), p.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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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이 주축인 업종협회 3개가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다. 특
히 독일 주 수준에서는 이들 선도적 중소기업이 디지털 전환 정책에서
보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미텔슈탄트의 노력과 함께 정책 당국의
역할도 중요하다. 내적 기술 역량, 조직 및 인력, 자금 동원력 등 많은 측
면에서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
이다. 그리고 파괴적 혁신이 일어나는 시기에 이러한 혁신이 경제 전체
로 확산되는 속도가 경제 전체의 생산성 상승과 성장에 매우 중요한 영
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디지털 전환의 중소기업 부문으로의 확산을 지원
하는 정책은 경제 전체의 생산성 상승에 기여할 것이다.75)

(2) 노동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업, 산업의 변화가 노동의 세계에 제기하
는 도전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컴퓨터나 로봇 등 디지털 기
계가 인간을 대체하여 일자리 없는 세상이 올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다.
또 하나의 도전은 노동의 형태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는 점이다. 20세
기 후반에 적어도 선진국에서는 안정성이 높은 정규직의 임금노동이 확
대되면서 전반적인 생산성 상승 및 실질임금의 상승과 내수시장의 확대
가 선순환하는 호황기가 상당 기간 지속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선진
국을 중심으로 시간제, 독립노동(자영업) 등 안정성이 떨어지는 다양한
고용형태가 확대되어 왔다. 이러한 흐름에 더하여 최근에는 디지털 플

75) D. Andrews, C. Criscuolo and P. N. Gal(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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랫폼 기반 비즈니스 모델의 확산으로 이러한 비전통적인 고용 형태가 더
욱 확대될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크라우드 소
싱의 발달로 사회적 권리를 보장받던 정규직이 고용안정성이 떨어지는
프리랜서로 대체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76) 셋째, 이와 관련
된 도전으로 일자리와 소득의 양극화 현상에 대한 우려이다. 인공지능,
로봇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선진국에서는 중간소득 일자리가 줄어
드는 반면 고소득 일자리와 저소득 일자리가 늘어나는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의 확산으로 승
자 독식의 경향이 강화되면 소득과 부의 양극화는 점점 더 심해질 수 있
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제4차 산업혁명이 노동의 세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대응은 두 가지 방
향에서 요구된다. 하나는 기업 및 산업의 변화가 요구하는 스킬 조합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교육과 인력훈련을 통해 미래의 노동자가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는 것이다. 이 분야에서는 기업 및 산업계와 교육 및 인
력 훈련 담당 기관 간의 보다 긴밀한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노동의 세계의 변화로 인한 사회적 위험의 확산에 대한
대응력의 강화이다. 사회보장제도가 사회적 위험의 새로운 형태에 맞게
확충되고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독일에서는 이미 노동계 등 사회적 파트너가 이러한 이슈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이 노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응에 있어 정부는 물론 사회적 파트너가 관련 이슈의 연구와 대응에
처음부터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제조업 4.0 플랫폼의 핵

76) Kohler D. and J-D.Weiz(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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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업 중 하나로 노동의 미래가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플랫폼
의 운영에 노동자 단체도 참여하고 있다. 노동의 미래가 제조업 전략과
분리된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하에 정부, 과학계, 산업계, 노동계가 공동
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합의가 있다는 것이다.

(3) 표준
새로운 기술 표준은 서로 경쟁하는 기술 간 선택은 물론 기술의 확산
속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업 간, 국가 간 사활을 건 경쟁의 대상이
다. 독일의 제조업 4.0 전략의 중심에 표준 선점 경쟁이 있는 것도 이 때
문이다. 2000년대 미국에서는 이미 CPS 표준 프로젝트 자금지원을 시작
했다. 독일 정부도 표준 선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독일 기계·장비 제
조기업에 기계·장비 간 호환성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등 독일식 표준
의 확산을 독려하고 있다. 전기전자 정보기술위원회, DKE 등 표준 관련
기관도 이러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77) 유럽에서는 현재 독일이
나 유럽의 공학 엔지니어링 기업 및 자동화시스템 공급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 기업이 경쟁력을 갖는 제품은 주로 폐쇄형 생태계
시장을 기반으로 한다는 특징이 있다.78) 그러나 산업의 디지털 전환으
로 미국 경쟁자들이 이미 표준화를 무기로 하여 이와 같은 폐쇄형 솔루
션 시장에 침투하고 있다. GE, 시스코 등이 주도하여 2014년에 만든 산
업인터넷 컨소시엄(IIC)이 이러한 변화의 표현이다.79)

77) Kohler D. and J-D.Weiz(2016), p. 32.
78) Roland Berger and BDI(2016).
79) Roland Berger and BDI(2016),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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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응한 독일의 표준 전략도 매우 적극적이다. OPC UA(object
linking and embedding for process control)는 자동화에 이미 적용된 독
일의 오픈 표준으로 GE, ABB, 보쉬(Bosch Rexroth), 지멘스(Siemens),
티센크루프(Thyssenkrupp), 슈나이더(Schneider Electric) 등 주요 기업
이 이미 이 표준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OPC UA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
에서도 표준으로 채택되었으며 하팅(Harting), 지멘스는 장비의 자동인
식을 위한 통신 인터페이스 개발을 위한 동맹을 체결했다.80) 이러한 기
술 표준을 독일 산업계 전체, 특히 중소기업 부문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독일 정부의 주요 관심사이다.
모빌리티 분야에서도 표준을 둘러싼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구글 주
도의 표준 동맹(Open Automotive Alliance)이 결성되어, 커넥티드 카를
위한 공유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다. 여기에는 폭스바겐, 피아트, 르노,
기타 유럽 자동차 기업도 참여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BMW도 독자적
인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다.

80) Kohler D. and J-D.Weiz(2016), p.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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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단계별 주요 정책
□ 위기의식에서 새로운 산업 비전으로
독일의 제조업 4.0 정책 추진배경의 하나로 독일 산업계와 정부의 위
기의식이 있었다. 제조업 4.0은 기술적 상상력과 독일 산업이 세계적인
리더십을 상실할 수 있다는 염려가 결합되면서 탄생했다고 할 수 있다.
위기의식은 산업의 경쟁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면서 그동안 독일 경제를
지탱해 온 제조업의 위상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이다.
또한 제조업 4.0은 독일 산업정책의 역사에서 수세적 정책에서 공세
적 정책으로의 전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1990년대 초 독일의 통일 후
경쟁력의 위기에 빠진 후 1990년대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독일 산업정
책의 방향은 신흥국의 새로운 경쟁자 부상에 대응하여 가격경쟁력과
비가격경쟁력을 높이는 데 집중되었다. 생산입지로서의 독일(Stand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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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utschland)이라는 개념은 산업계, 정계, 노조가 모두 참여하는 독일
산업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준이 되었다. 제조업 생산을 국내에 유
지하는 것에 예외적으로 높은 중요도를 부여한 독일은 비용경쟁력을 유
지하기 위해 유연성 협약, 하르츠 개혁 등 노동시장 개혁을 성사시켰다.
제조업 4.0은 이 정책을 이어받은 산업정책의 새로운 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제조업 4.0 전략으로의 전환의 이면에는 세 가지 확신이 있다. 첫째,
독일의 미래는 여전히 제조업에 있다는 것이다. 둘째, 기계·장비 시장
에서 세계적 리더로서 위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확신이다. 셋
째, 정보기술이 생산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예상하여 기회를 선점하는
것이 전략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제조업 리더십에 대한 위
협, 다른 한편으로는 제조업 4.0이 제공하는 시장의 잠재력이 이 새로운
제조업 비전을 추동하였다.
그러나 제조업 4.0은 처음부터 정부, 노동계, 산업계가 모두 참여하는
국가적 프로젝트로 시작한 것은 아니다. 2006년에서 2011년까지 약 5년
간의 숙성과정을 거쳐 제조업 4.0 전략이 탄생하였다. 200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소규모의 다양한 이니셔티브가 여기저기서 시작되었다. 특
히 제조업 4.0의 드림팀이라고 할 수 있는 몇몇 개인의 선도적 역할이 있
었다. SAP 출신이며 독일 기술아케데미 회장이었던 카거만(H. Kagerman), 독일인공지능연구소(DFKI) 회장인 W. Wahlsten, 연방 교육 연구
부 기술정책을 담당한 W. D. Lukas가 그들이다. 이 드림팀이 2011년 하
노버 메세에서 제조업 4.0을 소개하였다. 또한 2006년 산업계, 과학계를
아우르는 연구동맹인 미래 프로젝트 제조업 4.0이 결성되어 독일 정부
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 연구동맹이 독일 첨단기술 전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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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4.0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는 데 일조하였다.
관련 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2005년에는 독일인공
지능연구소가 Smart Factory(KL)를 개시하였고, 2006년에 교육연구부
(BMBF)는 사이버물리시스템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2006년 발
표된 첨단기술 전략에서 독일 정부는 보건, 안전, 기후, 자원보전, 이동
성 등 주요 사회적 도전 분야별 대응을 위해 ICT를 포함한 17개 혁신분야
등 독일 산업의 미래 경쟁력의 원천이 될 첨단기술 전략을 발표하였다.
제조업 4.0이 연방정부 차원에서 공식화된 것은 2011년 하노버 메세
에서이다. 여기에서 공급 측면, 수요 측면의 전략 방향과 데이터 기반 비
즈니스 모델로의 전환이 강조되었다. 공급 측면에서는 CPS를 생산과정
에 통합하기 위한 산업용 장비, 서비스 공급 역량 발전, 수요 측면에서는
산업계에 관련 기술을 확산하기 위한 수요산업과 관련한 조치가 강조되
었다. 비즈니스 모델 전환의 측면에서는 데이터를 이용한 서비스 인터
넷 발전이 강조되었다.
2013년에는 제조업 4.0의 보급을 위한 제언을 담은 보고서가 총리에
게 제출되었고, 연구동맹의 제언에 따라 제조업 4.0 플랫폼이 설치되
었다. 또한 정당 간 협약에 따라 제조업 4.0은 2013년 말 국가 프로젝트
로 위상이 높아졌다. 기독민주당(CDU), 기독사회당(CSU), 사회민주당
(SPD) 간 공동정부 협약에 제조업 4.0 추진이 명시되었다. 협약문에는
제조업 4.0으로 전통 산업의 디지털화를 추진한 후, 다음 단계에서 스마
트 서비스로 확장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이 협약문에 예고된 바와
같이 2015년 하노버 메세에서 발표된 스마트 서비스 세상 전략에서는 제
조업 4.0의 범위를 서비스로 확장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제조업 4.0이 추진된 지난 10여 년 동안 시기별로 논의의 초점도 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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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 초기에는 장비산업을 중심으로 CPS 도입에 초점을 맞춘 프로젝트
가 중심이었다면, 점차 디지털 전환, 비즈니스 모델의 전환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수준으로 확장되었다.

공동정부 협약문 발췌

“사물인터넷이 공장에 도입되고 있다. 가치 창조 네트워크(가치사
슬)가 스마트 네트워크로 연결됨으로써 자원의 소비 역시 절감할 수
있다. 기계·장비산업에서 우리의 기술적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제
조업 4.0에 적극적으로 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첨단 연구에서 나온
지식을 구체적인 응용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컴피턴스 센터, 지역
별 모델, 파일롯 프로젝트 등을 통해 지식을 중소기업으로 이전하고
전통 산업으로 이전하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산업정책 기조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 2000년대 초반
까지 독일에서 산업정책의 방향을 둘러싼 논의 구조는 경쟁력/비용 경
쟁력 중심인가 아니면 비가격 경쟁력 중심인가를 둘러싼 대립 측면이 강
했으나, 2010년대로 넘어서면서 논의구조는 새로운 경쟁력 원천으로 협
력이 강조되었다. 협력을 강조하는 이러한 변화의 결과로 ZIM 프로그램
의 경우 2~3개 협력사로 한정하던 것을 제조업 4.0으로 변화하면서 참
여 기업의 수가 대폭 확대되었다. 기술연구소를 중심으로 역량 클러스
터(Kompetenz Cluster)도 협력 중심 접근법의 표현이다. 이 역량 클러스
터에는 제조업 4.0 실증기업이 결합되어 있는 민관협력 형식의 클러스
터이고, 프라운호퍼 연구소가 이 클러스터 형성에 주요 역할을 한다.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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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클러스터의 다양한 기능에 상응하여 협력의 범위도 광범위하다. 연
방이나 주 차원의 연구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것은 물론, 그 실행을 위해
프라운호퍼 같은 연구 기관, 상공회의소, 나아가 노동자 단체 등도 협력
기관으로 참여한다.
협력 확대를 위해 정부가 초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지만, 운영
은 현장 참여자 주도로 이루어진다. 이때 경쟁이전(Pre-competitive) 단
계에는 관련 기업 간 협력이 핵심이라면, 그 다음 단계인 상업화 단계로
의 이행에서는 각 지역 경제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는 선도적 중견기업의
역할이 핵심으로 여겨진다. 이들 기업이 혁신을 위한 기업 간 협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개발 파트너 역할, 고객사와의 관계 등
을 통해 중소기업의 네트워크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연구 어젠다에서 산업 전략으로
제조업 4.0이 연구 어젠다에서 산업정책의 핵심으로 변화하는 과정
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조업 4.0 전략은 독일 정부의 하이테크 2020
전략에 기반하여 추진되는 전략이다. 2006년 시작된 독일 정부의 하이
테크 전략은 과학기술분야 연구의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독일 교육연구
부 주도의 정책이다. 독일 연방교육연구부와 연구동맹이라는 산업계·
과학계 연구조직 간 연구동맹의 협업체제로 운영된다. 하이테크 전략
의 목적 중 하나는 독일 산업, 특히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기계·
장비산업의 생산 경쟁력을 공고히 하는 것이다. 연구와 혁신 활동을 조
정하여 독일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기후변화, 모빌리티, 헬스, 보안 등의 분야에서 독일이 기술, 과
학, 혁신의 선도적 공급국가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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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4.0은 하이테크 전략의 연장으로 2012년부터 시행된 하이테크 2020
전략에 포함된 10개 미래 프로젝트 중 하나이다.
2011년 이후는 산업 전략으로서 제조업 4.0의 본격적인 실행 단계라
고 해야 할 것이다. 2011년 연구동맹에서 제안한 바에 따라, 하이테크
2020 전략 행동계획의 일환으로 제조업 4.0이 채택되었다. 제조업 4.0
워킹그룹도 결성되어 제조업 4.0 실행 전략을 준비하는 임무를 부여받
았다. 이 워킹그룹은 2013년 실행 전략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는
데, 여기서 제조업 4.0 전략과 플랫폼에 대한 구상이 발표되었다. 이 워
킹그룹의 제안에 따라 디지털산업협회(BITKOM), 기계공학산업협회
(VDMA), 전기전자산업협회(ZVEI)가 주도하는 제조업 4.0 플랫폼이 창
설되어, 제조업 4.0의 실행 및 조정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교육연구부의 미래 하이테크 전략 등 연구개발 지원을 중심으로 하
던 연방정부의 역할이 연방 경제부로 본격적으로 확대되었다. 한편으
로는 연방 교육연구부뿐만 아니라 연방 경제부도 제조업 4.0의 실현을
위한 프로젝트 지원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정치적으로는
CDU-CSU-SPD 연립정부가 연립정부 구성의 협약문에 제조업 4.0 추진
을 명문화하였다. 이 협약문에서 독일이 기술적 리더십을 확보하고, 스
마트공장과 IoTS를 통한 디지털 전환을 정부의 디지털 어젠다에 우선
정책으로 채택한다는 합의가 명시되어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부여하였다.
제조업 4.0 실행을 위한 추진체계의 정비와 나란히 기술개발 프로그
램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었다. IoTS 확산을 위한 스마트 서비스 세상,
제조업 4.0을 위한 아우토노믹(Autonomik), 생산시스템용 CPS 모듈 개
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이버물리생산시스템(Cyber-Physical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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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s) 프로젝트 등이 그것이다.
제조업 4.0 전략의 어젠다도 연구에서 다양한 정책분야로 확대되었
다. 공업 4.0 연구 어젠다는 연구와 혁신을 촉진하고, 과학적 연구의 결
과를 기술발전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시되었다. 2015년 제조업
4.0 플랫폼 출범과 함께 제조업 4.0의 실행을 위한 정책제언, 정책입안
자문, 지식, 표준, 모범 사례의 창출, 산업계와 특히 중소기업의 참여 촉
진, 관련 지식의 확산, 국제적 네트워킹 등으로 제조업 4.0의 어젠다와
이슈가 확대되었다.
플랫폼 설립 초기에는 규범, 표준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그 다음 단계
에서는 산업 전략을 보다 구체화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특히 노동의 미
래 이슈, 중소기업 부문에 디지털 혁신의 확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탄
생과 의미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었다. 특히 노동의 미래와 관련하여
디지털 기술이 노동에 가하는 위협보다 역량(스킬)과 직업의 전환에 대
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으로 관점이 변화하면서 금속노조 등 노동자 단
체도 참여하기 시작했다. 또한 중소기업 부문으로 디지털 혁신이 확산
되면서 중소기업 부문의 기존 비즈니스 모델에 가하는 위협과 대응 방
향이 주요한 이슈로 부각되었다.
연구 어젠다에서 산업전략의 핵심으로 변화하면서 전략의 실행에 관
련된 기관 및 단체가 대폭 확대되었고,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 이해관계
의 조정이 제조업 4.0 플랫폼의 중요한 역할이 되었다. 특히 제조업 4.0
추진 초기의 도전은 다양한 이해당사자를 한데 모으는 것이었다. 기업
과 노동계의 이해 상충이나, 산업별 이해관계의 상충으로 초기 플랫폼
의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다. 정부도 초기에는 이 플랫폼에 참여하는 것
을 주저했지만, 참여를 결정하고 조정, 협력을 개선하기 위해 참여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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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플랫폼의 운영은 업종별 협회가 주도하
지만 주로 정치적 리더십, 어젠다 세팅 등을 통해서 연구부, 경제부도 적
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민간과 정부의 역할 분담이 이루
어져 있다.

2. 컨센서스 기반 협치
독일의 제조업 4.0 전략 추진에서 발견되는 특징 중 하나는 정부가 이
니셔티브를 갖는 하향식 접근과 산업계 및 연구계가 이니셔티브를 갖는
상향식 접근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컨센서스 기반 협치이다. 예를 들
면 어젠다 세팅, 교육연구부나 경제부의 전략적 방향 설정, 정부의 펀딩
을 통한 조타수 역할은 하향식 접근의 사례들이다. 반면 협력과 파트너
십 형태의 추진 방식에서 보듯 상향식 접근이 적절히 결합되어 있다. 아
이디어 개발과 실제 실행은 주로 산업계, 과학계, 사회적 파트너가 정부
와 협력하여 주도한다. acatech나 제조업 4.0 플랫폼의 예에서 이러한 상
향식 접근을 볼 수 있다.
정책의 오디언스가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다는 점도 상향식 접근의
필요성을 높인다. 분야별로는 정책 개발, 기술 연구, 사회적 영향, 산업
전략, 비즈니스 전략 등 매우 광범위하고, 관련되는 기업 범주도 대기업
과 중소기업을 모두 포함한다. 초기 개념화 작업을 담당했고 제조업 4.0
이니셔티브를 개시한 연구동맹, 제조업 4.0 플랫폼 설립에 주도적인 역
할을 한 BITKOM, VDMA, ZVEI 등 산업별 협회의 역할 등에서 보듯이
다양한 분야를 가로지르는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접근법이 채용되었다.
1990년대 말~2000년대 초반 독일 노동개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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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 디지털 기술의 영향과 작업장의 재조직 등 노동 관련 이슈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제조업 4.0 플랫폼이 합의에 기초한 국가적 야심, 집단 이해의 표현이
긴 하지만, 기업이나 협회 등과 같은 법적인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
다. 디지털화와 제조업 4.0을 추진하는 정치 전략적 중심이 있다고 하기
보다는 산업계, 정계, 사회적 파트너, 과학계의 다양한 이니셔티브가 동
시에 추진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 다양한 이니셔티브는 서로 협력하
기도 하고 경쟁하기도 한다. 많은 이니셔티브가 정치인이나 국가에 의
해 주도되기도 하지만, 자금력이 큰 개별 기업에 의해 추진되기도 한다.
이러한 개별적 이니셔티브와 달리 국가와 다른 이해당사자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는 분야가 있는데, 그것은 혁신을 위한 투자의 조정, 표준의
설정, 인프라 건설 분야이다. 세금, 투자 등 금융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국가와 다른 이해당사자의 컨센서스 수준이 높다.81)
시기별로도 추진 체계상의 변화가 있는데, 초기(2000년대 중반)에는
정계, 기업, 과학계의 개별적 이니셔티브 성격이 강했다면, 2010년을 전
후하여 보다 광범위한 동원과 정당화가 필요한 시점이 되자 각종 협회
가 참여하기 시작했다. 정부 측에서도 교육연구부뿐만 아니라 경제부
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고, 노동 이슈와 관련하여 노조도 참여
하기 시작했다.
독일 사회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정치적 합의의 전통, 즉 공통이익에
대한 합의의 전통이 매우 강한 것이 특징이다. 제4차 산업혁명의 추진에
서도 이 점이 발견되는데, 이 컨센서스의 제도화된 표현이 제조업 4.0 플

81) W. Schroeder(2016),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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랫폼이다. 산업계, 정부, 연구기관, 사회적 파트너, 시민사회가 모두 참
여하여 컨센서스를 형성한다. 특히 개별 기업의 경계를 넘어서는 디지
털 플랫폼을 구축하거나, 미래 제조업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여겨지는
스마트 서비스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 다양한 주체, 기관 간 협력 관계
가 잘 조직되어 있다. 국가 자원만이 아니라 기업부문, 시민사회도 체계
적으로 참여시키는 접근법으로 디지털시대에 협력기반 라인강 자본주
의의 재부활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82)
제조업 4.0 전략의 추진체계인 제조업 4.0 플랫폼 사례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이종 기술 및 이종 산업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의 중요성이다. 이종 산업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플랫폼 참여자를 확대하고 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해야 한다. 플랫폼의
역할 중 하나는 공통의 규범과 표준을 마련하여 산업 간 업종 간 통합을
촉진해야 한다. 제조업 4.0의 초기 단계에 acatech이 중점을 둔 분야가
바로 이 분야이다. 이러한 공통의 규범이나 표준 없이는 이종 기술 및 산
업 간 소통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기존의 산업 간 업종 간 경계가 허물
어지면서 새로운 결합이 필요한 시기에 가치사슬의 재편, 비즈니스 모
델의 재편을 위해서는 이종 산업 간 융합이 관건이기 때문이다. 업종 간
통합이 대세가 될 미래에는 데이터 주도 비즈니스 모델이 제조업 4.0의
핵심 추진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이해당사자 참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참여, 이를 위한 타깃 펀딩, 테스트베드, IoT 지
원, 인력훈련 지원 등이 강조되어야 한다.

82) W. Schroeder(2016),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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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플랫폼형 국가
제조업 4.0 추진체계에서 민간부문의 이니셔티브와 밑으로부터의 상
향식 접근이 중요했다면 정부의 역할은 플랫폼형 국가로 이해할 수 있
다. 플랫폼형 추진체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는 제조업 4.0 플랫폼이
다. 2013년 하노버 전시회에서 수상에게 제출된 보고서의 제언 중 하나
로 설립된 이 플랫폼은 제조업 4.0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Bitkom,
VDMA, VZEI 협회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마련되었다.
이 플랫폼의 역할은 독일내 제조업 4.0 전략의 실현을 촉진하고 필요
한 프레임워크 조건을 만드는 데 있다. 플랫폼에는 5개 작업반이 가동되
고 있는데, 각각 모델 솔루션 및 표준화, 연구 및 혁신, 시스템 보안, 법제
도, 직업 훈련 및 재교육 문제를 담당한다. 국제 협력도 중요한 분야로
2016년에는 미국의 산업인터넷 컨소시엄과 협력관계, 시스템 호환성 및
표준화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정보통신산업, 기계산업, 전기전자산업 등 기술적으로 이질적인 분
야 간 협력은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특히 IT, 자
동차, 전자, 기계공학 분야 간 협력을 위해 공통의 언어가 필요했다. 이
를 위해 독일 엔지니어링 협회(VDI), 프라운호퍼-IOSB-가 공동으로 개
념 사전을 만들기도 하였다.83)
2013년에서 2015년까지 활동한 플랫폼 1기는 앞서 언급한 세 협회에
의해 운영되었고, 제조업 4.0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 전략
위원회에 참여하였다. 워킹그룹의 활동 결과는 2015년 하노버 메세에서

83) 제조업 4.0 개념어 사전은 Fraunhofer IOSB(2015), Glossar Industrie 4.0으로 발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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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되었는데, 핵심 내용은 2030년까지 연구 로드맵, 레퍼런스 아키텍
처 모델인 RAMI였다.
2015년부터는 제조업 4.0 플랫폼, 제2버전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플랫
폼 제조업 4.0과 연방 연구부, 연방 경제부 사이의 협력이 강화되고, 두
부처 장관도 운영위와 전략위에 참여하는 등 플랫폼 거버넌스에도 변화
가 있었다. 플랫폼 제조업 4.0 제2버전으로 이행한 이유 중 하나는 너무
기술 중심적 담론에서 벗어나 시민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노동의 미래
를 주제로 포함하는 등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었다. 관련 TFT가 새로 구
성되고, 여기에 금속노조(IG Metall)도 참여하였다. 제조업 4.0을 중소기
업 부문으로 확대 보급하는 것도 중요한 이슈로 추가되었다.
공업 플랫폼 4.0 이외에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다양하
다. 연방 의회 차원에서는 2010년 ‘인터넷 및 디지털 사회’에 대한 조사위
원회를 설립하여 2013년 결과를 발표하였다. 연방정부는 ‘디지털 어젠
다 2014~2017’이라는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에는 다
양한 정부 부처에 걸쳐 다양한 주제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2006년부터
연방경제부 주도로 매년 개최되는 국가 IT 정상회의는 독일을 IT 허브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연례 행사로, 제조업 4.0에 대한 인식의 확
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디지털 전환이 노동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이다. 노동
부는 ‘디지털 작업장(Digital Workplace)’ 사업을 통해 개입하고 있다. 이
것은 연방정부의 디지털 어젠다의 일부로 노·사·정이 모두 참여한다.
연방 노동부 장관과 금속노조 의장이 주도하며, 유연노동, 고용, 재교육,
사회보장 표준 등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노동 관련 이슈를 취급한다.
이 외에도 많은 수의 플랫폼, 협의체가 경제와 산업의 디지털 전환,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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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정부 부처별 역할
정부 부처

역할

연방 경제에너지부

산업 지원, 노조, 플랫폼

연방 교육연구부

연구 지원

노동 사회부

고용, 숙련

내무부

정보 보안

교통 및 디지털 인프라부

인프라, 브로드밴드

법무 소비자 보호

소비자 보호, 데이터 보안

자료 : W. Schroeder(2016), p. 7.

업 4.0과 관련하여 활동하고 있다.
산업정책의 추진체계상 정부의 플랫폼 역할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
례는 제조업의 미래를 위한 노·사·정 삼각동맹이다. 제조업 4.0 실현을
위한 정치적 동원이 본격적으로 개시되면서, 2014년 금속노조, 독일제
조업연맹(BDI), 경제부 장관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니셔티브 ‘미래 제
조업을 위한 동맹’이 2015년 베를린에서 총 17개 파트너가 참여하여 설
립되었다. 여기에는 앞서 언급한 세 기관 이외에 각종 산업별 협회, 산업
별 노조가 참여하였다.
이 동맹이 추구하는 목표는 현대적이며 지속가능한 제조업 정책이
다. 이를 위해 제조업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투자와 혁신을 통해 경쟁력
을 강화하며, 자유무역과 자유경쟁을 촉진하고, 디지털 전환이 기회라
는 인식을 확산하여 EU 차원의 산업정책을 강화하고, 이민을 통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84)

84) W. Schroeder(2016),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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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제조업의 미래를 위한 노·사·정 삼각동맹 참여 기관

산업별 협회

독일 화학 산업 협회 (VCI),
독일 자동차 산업 협회 (VDA),
기계 공학 산업 협회 (VDMA),
독일 전기 전자 산업 협회 (ZVEI),
독일 건설 산업 협회 (HDB),
독일 고용주 협회 (BDA),
독일 금속, 화학 연맹 (BAVC),
독일 철강 연맹 (WV Steel)
독일 상공 회의소 (DIHK).

산업별 노조

독일 노동 조합 총연맹 (DGB),
광업, 화학, 에너지 산업 노조 (IG BCE),
건설, 농업, 환경 노동 조합 (IG BAU)
식품, 음료 및 케이터링 연합 (NGG)
(BMWi 2016, 제조 산업의 네트워크 미래)

자료 : W. Schroeder(2016), p. 9.

이 동맹의 간사 부처 역할은 연방 경제부가 담당하고 있다. 하이레벨
그룹은 경제부 장관, 사용자협회 대표, 노조 대표로 구성되어 활동 방향
을 설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정책 준비는 분야별 전
문가로 구성되는 5개 작업반이 맡고 있다(<표 4-3> 참조).
이 삼각동맹은 정부, 업계, 노조로부터 독일 산업정책에 필요한 역량
을 한데 모으는 역할과 함께 조정 과정을 원활하게 하고 제조업 4.0에 대
한 시민의 인식을 확산하는 역할을 한다. 그 이면에는 제조업 4.0이 단
순히 기술혁명이 아니라 경제·사회적 혁신 프로젝트라는 인식이 있다.
자동화의 진전으로 인해 대체되는 일자리 문제, 새로운 숙련으로 업그
레이드할 필요성의 증대, 플랫폼이나 클라우드상의 디지털 노동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노동 문제 등 경제의 디지털 문제가 야기하는 경제·사
회적 이슈가 해결되지 않고는 디지털 혁신의 경제·사회 전체로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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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노·사·정 삼각동맹의 작업반 구성과 역할
작업반

목적

작업반 운영

- 제조업 및 기술에 대한 시민의 인식 제고
- 혁신 및 산업관련 인프라
- 독일 화학 산업 협회(VCI)
1. 제
 조업의 중요
- 홍보활동: 부와 제조업, 글로벌라이제이션 - 광
 업, 화학, 에너지 산업
성 홍보
과 자유무역, 글로벌 도전에 대한 기술적 해 노조(IG BCE)
법등

2. 투자-중공업

- 기업규모별 투자결정요인
- 기계 공학 산업 협회
- 민간부문의 투자 필요액, 자본스톡 고도화
(VDMA),
의 장애요인,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
- 건설, 농업, 환경 노동
- 국가의 인프라투자(수송, 에너지, 통신 인프
조합(IG BAU)
라, 교육 및 재훈련)

3. 제
 조업 및 제조 - 새로운 숙련기술을 위한 교육과 재훈련
관련 서비스
- 새로운 일 형태
에서 일의 미래 - 전문인력 확보

- 독일 고용주 협회 (BDA),
- 독일 노동 조합 총연맹
(DGB)

- 디지털화와 산업구조의 상호연계
- IT 써밋, 산업 플랫폼 등 다양한 이니셔티브
4. 미
 래의
- 독일 전기 전자 산업 협회
의 산업내 실현
부가가치 구조
- 금속노조(IG Metall)
- 새로운 기업조직 형태, 혁신문화 확산, 위험
자본의 공급
5. 독
 일제조업의
국제경쟁력

- 개방되고 경쟁력 있는 제조업
- 연구, 혁신, 품질이 경쟁력 요인

- 독일 고용주 협회(BDA)
- IG Metall

자료 : W. Schroeder(2016), p. 15.

은 효과적으로 실현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독일식 조정자본주의(coordinated capitalism)의 전통 속에서 기업, 산업, 노동시장, 연구, 법률, 사회
적 이슈, 정책이 총망라되어 논의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민관협력형 연구개발 체계
제조업 4.0 플랫폼과 함께 독일식 추진체계의 또 하나의 특징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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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추진 방식이다. 또한 연구개발 투자는 제조업 4.0 추진에서 정부의
역할이 두드러진 분야 중 하나다.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교육
연구부와 경제부에 의해 이루어진다. 교육연구부가 기초연구에 집중하
는 반면 경제부의 지원은 응용연구에 집중되어 있다.
연구부의 자금지원은 CPS에 집중되어 있다. 연방 연구부는 2012년 79
개의 프로젝트를 선정하였는데, 각 프로젝트에는 다수의 기업과 연구기
관이 참여한다. 연구부는 이들 프로젝트 비용의 약 60%를 담당하며 기
업 측에서 나머지 40%를 담당한다. <표 4-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연구
부의 지원은 기초연구에 집중되어 있지만, 그 결과물로부터 실증 프로
젝트를 건설하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 프로젝트
의 총예산은 약 2억 8,500만 유로로85), 그중 1억 7,100만 유로를 연구부
가 담당하는 셈이다.
경제부는 응용연구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경제부가 지원하는 대표
적인 프로젝트는 아우토노믹(Autonomik)이다. 2008년부터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2014년 아우토노믹 4.0으로 확장되어 14개의 응용연구를 포
함하고 있다.
연구 예산의 기술 분야별 배분을 보면 소프트웨어와 IT 기술을 개발
하는 데 중요성이 높게 부여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와 기술시스템 연구에 45%가 배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임베디드 시스
템에도 18%가 배정되어 있다. 나머지는 표준, 센서, 엑추에이터, 인간-기
계 인터페이스 등의 연구에 배분되어 있다.
독일의 제조업 4.0 분야 연구 프로젝트 추진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

85) 첨단클러스터, Microtech Sudwest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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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제조업 4.0 관련 연구 프로젝트와 예산

부처

연방
교육
연구부

연방
경제부

프로그램

기초
연구

프로젝트
수

예산
(백만 유로)

미래의 생산에 대한
연구·생산과정의
스마트 네트워크

○

20

78.1

ICT 2020

○

○

8

135.9

첨단클러스터,
It’s OWL

○

○

33

65.9

첨단클러스터,
Microtech Sudwest

○

14

n.d.

유럽내 국가 간
협력 프로젝트

○

4

5.2

Autonomik시뮬레이션 기반
자동시스템
(중소기업 대상)

○

14

100.0

제조업 4.0용
Autonomik

○

14

147.7

107

532.8

실증

시제품

○

합계
자료 : Kohler D. and J-D.Weiz(2016), p. 105.
주 : 1) 예산액은 2013~2016년 동안 투입될 총예산.
		 2) 위 프로젝트는 대부분 2016년 3/4분기까지 대부분 완료.

약할 수 있다. 첫째, 민관협력방식(PPP)으로 2~5년에 걸쳐 추진된다. 둘
째, 다양한 기술분야를 융합하는 연구가 많다는 것이다. 참여기관 및 기
업의 성격도 매우 다양하다. 보통 적게는 5개에서 많게는 20여 개에 이
르는 기업 및 기관이 각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기업의 크기도 대기
업에서 중소기업까지 다양하고 기업뿐만 아니라 프라운호퍼 연구소와
같은 공공 연구소, 대학 연구소 등 다양하며, 기술 분야도 상호 보완적인
다수의 영역에 걸쳐 있다.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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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제조업 4.0 관련 연구 프로젝트 예산의 기술 분야별 비중
인간-기계
인터페이스 30.4, 7%
엑추에이터, 13.1, 3%
센서, 41.9, 9%
표준, 54.7, 12%

소프트웨어 및
기술시스템,
203, 45%

통신, 26.5, 6%
임베디드 시스템,
77.8, 18%

자료 : Kohler D. and J-D.Weiz(2016), p. 106

연구개발 프레젝트를 중심으로 보면 제조업 4.0 전략 추진을 위한
펀딩 모델은 민관 혼합형이다. 교육연구부나 경제부가 지원하는 연구
개발 프로젝트는 연구개발비의 50~60% 정도가 공적자금으로 조달되
며 나머지가 산업계에 의해 조달된다. 기업 규모에 따라 정부의 분담 비
율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중소기업은 프로젝트 비용의 약 50% 정
도를, 그리고 대기업은 이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공적자금을 지원받
고 있다. 86)

5. 제조업 4.0의 중소기업 확산을 위한 노력
제4차 산업혁명과 같은 파괴적 혁신이 이루어지는 시기에는 프런티
어 기업과 나머지 기업 사이의 격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격
차 확대로 혁신이 경제 전체의 생산성 상승을 통해 성장을 촉진할 수 있
86) Kohler D. and J-D.Weiz(2016), p.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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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잠재력이 충분히 실현되지 않을 수 있다. D. Andrews et al.(2015)에
서 밝히고 있듯이 프런티어 기업과 나머지 기업 사이의 격차 확대는 기
술혁신의 확산 메커니즘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 원인일 수 있
다. 이 경우 확산 메커니즘의 작동을 효율화하는 것은 경제 전체의 성장
률 제고를 위한 주요한 정책 방향이 될 것이다.
독일 4차 산업혁명의 중소기업 확산을 위해서는 기계공학 분야의
VDMA 등 업종별 협회와 상공회의소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프라운호퍼 등 공공 연구소도 실증, 포럼, 컨퍼런스를 통해 중요한 역
할을 담당한다. 실증 프로젝트인 Smart Factory(KL)와 Smart Factory, It’s
OWL의 주요한 목적 중 하나도 중소기업에 제조업 4.0 기술을 확산하
는 데 있다.
중소기업 부문으로 디지털 혁신을 확산하는 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또 하나의 정책은 역량센터(Kompetenzzentren)이다. 역량센터는 중소
기업에 기술 이전을 목적으로 하며, 2015년 연방 경제부가 5개를 설치하
는 것으로 시작하여, 2016년까지 16개 역량센터의 설립을 추진하였다.
이 역량센터는 중소기업의 기술 역량 지원뿐만 아니라 경제·경영 역량
의 결합을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산업의 디지털 전환의 흐름에 참여하는 데 가장 큰 걸림
돌 중 하나는 금융에 대한 접근성이며, 독일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혁신 금융의 문제는 혁신 사이클의 단계에 따라 경쟁전 단계와 응용연
구의 상업화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경쟁전 단계의 금융
은 상대적으로 풍부하지만 상업화 단계의 금융은 여전히 취약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경쟁전 단계의 금융은 앞서 지적한 것처럼 정부가 핵심적인 역

제4장 제조업 4.0 추진체계

105

할을 한다. 교육연구부가 지원하는 연구 프로그램, 경제부의 스마트 서
비스 세상 프로그램, ZIM(Zentrales Innovations programm)과 같은 전
통적인 연구 지원 프로그램, 협력 R&D 지원, 미텔슈탄트 디지털(Mittelstand Digital) 프로그램, 혁신중소기업(KMU Innovativ) 등 다양한 지
원 프로그램이 있다.87)
그러나 경쟁전 단계에서 기술적 측면의 죽음의 계곡에 의해 혁신으로
의 발전이 좌절될 수 있는 것처럼 상업화 단계에서도 기술적 장벽 못지
않게 중요한 장벽이 있다. 바로 금융 접근성이 그것이다. 특히 자금조달
조건이 불리한 중소기업의 경우, 이 단계에 투자자 리스크의 상승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현상, 즉 금융적 차원의 죽음의 계곡 현상 때문이다.
이 단계에 이르러서도 통상 투자금 회수에 6여 년의 기간이 걸리기 때문
에 이에 적합한 금융 모델이 필요하다.
독일의 혁신 금융도 이 분야에서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 분야에
서 공적 은행의 역할이 약할 뿐만 아니라, 민간은행의 역할도 불충분한
편이다. 공적 은행인 KfW, 지방투자은행 등이 있긴 하지만 4차 산업혁
명 관련 금융에는 아직 주저하고 있다. 한편 지방은행은 제조업 4.0 비
즈니스 프로젝트를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이 미흡한 실정이다. 사모펀드
(PE)도 아직 미흡하다. 반면 독일에도 죽음의 계곡을 지난 단계에 대한
자금조달은 풍부하다.
결국 독일의 혁신에 대한 금융에서 병목은 이 죽음의 계곡을 통과하
는 데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다는 점에 있다. 특히 혁신의 상업화·시장화
단계에 적합한 금융 모델이 충분히 발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

87) Kohler D. and J-D.Weiz(2016), p.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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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제조업 4.0이 기반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위험 평가가
어렵다는 점이 작용하고 있다. 즉, 제조업 4.0과 함께 확산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은 기존 비즈니스 모델과는 달리 사용자 네트워크의 크기
나 밀도, 사용자가 만들어내는 데이터 등 기존 비즈니스 모델과는 다른
가치 원천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위험 평가가
매우 어렵고, 따라서 위험에 대한 보증이 어렵기 때문이다.88)
이러한 일반적인 특성과 함께, 독일 중소기업이 경영상의 독립성 상
실을 우려해 자기자본에 의한 자금조달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독
일적 특성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88) Kohler D. and J-D.Weiz(2016), p.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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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 산업의 경쟁 우위에 디지털 전환을 결합한 접근
지난 10여 년 동안 제조업 4.0 전략은 두 가지 핵심적인 목표를 중심
으로 추진되었다. 첫째 목표는 사물, 데이터 및 서비스 인터넷을 산업 프
로세스에 도입, 확산하는 것이다. 정책 추진자들은 이 분야에서 독일이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시맨틱 기술, 기계 학습 및 제품 및 사용자의 디지털 모델링과 같은 관
련 연구 분야의 세계적인 선두주자라는 점이 그것이다. 연방정부가 지
원하는 대형 연구개발 프로젝트는 이 분야에서 독일의 경쟁력을 유지하
고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또한 독일이 세계 최고의 장비 공급
국가라는 점은 첫 번째 단계에서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탁월한 기
반을 제공하였다. 생산시스템의 전환과 함께 새로운 기계 및 장비에 대
한 거대한 세계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이 분야에서 독일 제조업
이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제조업 4.0은 독일 내수시장을

108

독일의 인더스트리 4.0과 제조업의 변화

테스트베드로 이용하여 디지털 전환으로 재편될 미래의 세계시장, 특히
기계나 장비 등 독일이 우위를 갖는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의 표현
이기도 하다.
또 하나의 목표는 스마트 서비스를 이용한 제품과 서비스 경쟁력의
향상이다. 2015년 발표된 ‘스마트 서비스 세상’에서 설정된 이 목표는 산
업 프로세스에 디지털 기술을 확산하는 것을 넘어 비즈니스 모델의 전
환을 지향하는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지향한다. 동시에 이러한 경쟁력
강화 전략을 통해 전통 산업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거대 인터넷 회
사의 부상에 대응하고자 한다.89)
이 두 가지 목표는 각각 스마트공장과 스마트 서비스 생태계라는 핵
심 대상에도 대응한다. 스마트 서비스 생태계 구축이라는 목표를 명시
적으로 내건 2015년의 스마트 서비스 세상 비전은 제조업 4.0의 스마트
공장 비전의 연장선상에 있지만, 가치사슬이 제조와 판매를 넘어 유통
과 사용 등 판매 후 서비스로 확대되었다.
또한 전략의 초점도 변화되었다. 가치사슬 재구성과 효율화에 초점을
맞추었던 전략을 넘어서서, 서비스 중심으로 비즈니스 모델의 전환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초점이 변화되었다. CPS 등 제조업 가치사슬 전환
에 대한 연구에서 비즈니스 모델 전환 중심으로 변화되었다. 2015년에
BITKOM, VDMA, ZVEI가 독일의 제조기업이 공정 효율성에만 강조점을
두고 있고, 비즈니스 모델 간 경쟁의 이슈는 이제 막 부상하고 있다고
언급하는 것을 보아도 강조점 전환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90)

89) acatech(2015), p. 4~5.
90) BITKOM, VDMA, ZVEI(2015),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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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장 자동화를 넘어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으로
독일의 제조업 4.0은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디지털 전환은 제품, 가치 창조 과정, 비즈니스 모델 모두에 영향을 미치
는 근본적인 변화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제조업 4.0 또는 제
4차 산업혁명은 기존 제품을 보다 효율적으로 생산하여, 생산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제조업 4.0이 전통 제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전혀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것도 아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혁명이
디지털 산업에만 영향을 미쳤고, 따라서 제조업과는 거리가 있는 미디
어, 엔터테인먼트, 최근에는 유통 등 서비스에만 영향이 한정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제4차 산업혁명은 전통 제조업의 기존
제품을 보다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공정혁신에 초점이 있는 것도 아니
고, 그렇다고 전통 제조업이 생산하는 제품과는 다른 서비스 제품을 새
롭게 제공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것도 아니다. 디지털 혁명이 전통 제조업
및 산업에 본격적으로 적용되어 제품의 가치사슬을 새롭게 재편할 뿐만
아니라, 보다 중요하게는 가치 창조의 방식 및 원천을 근본적으로 변화
시키는 비즈니스 모델의 전환에 핵심이 있다. 그리고 이 비즈니스 모델
전환의 핵심에 데이터 및 서비스 기반 경제로의 전환이 있다.
독일은 제조업 4.0에서 기존 주력산업(기계·장비 등)의 디지털 전환
을 통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미래 잠재력이 매우 큰 세계
시장을 선점하고자 하는 전략의 기초를 닦고 있다. 제2 단계인 스마트
서비스 세상의 단계에서는 비즈니스 모델의 전환으로 초점이 옮겨졌다.
독일 주력산업의 제조기업들이 스마트공장에서 스마트 제품을 비용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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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적인 방식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넘어서 디지털 기반 서비스로 강화된
전통 제조업 모델로 이행할 것을 주장한다.
이러한 접근의 이면에는 독일 제조기업을 위협하는 보다 본질적인 위
협은 비용경쟁력으로 무장한 신흥국 기업이 아니라, 전혀 다른 비즈니
스 모델과 기반을 갖는 인터넷 기업에 의해 전통 제조업의 선도기업의
지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을 비즈니스
모델의 전환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경쟁 상대에 대한 인식도 바뀐다.
선진국 전통 제조기업의 경쟁자는 저임금 기반 비용경쟁력이 강점인 신
흥국의 제조기업이 아니라 인터넷 기업이라는 것이다. 데이터 및 서비
스 기반 경제로의 이행,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로의 이행이 핵심이라면
이 플랫폼의 선점이야말로 경쟁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산업 간 협력뿐만 아니라 기업 규모 등에서 이질적인 이종 기업 간 협
력, 나아가 산업계와 연구기관 간 협력,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포함하여
기존 경계를 가로지르는 다종다양한 협력을 강조하는 독일 제조업 4.0
전략의 특징도 산업지형의 변화에 대한 위와 같은 인식의 반영이다. 이
종 기술과 산업 간 융합, 기술, 분야, 규모 등에서 이질적인 기업 간, 기업
과 연구기관 간 협력과 동맹이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서 결정적인 요인이
라는 인식이다. 물론 ICT의 범용적 성격으로 인해 융합과 협력에서 ICT
가 항상 필수적인 구성요소이지만, 제조-서비스 간, 이종 산업 간 경계가
흐려지거나 재구조화되는 변화를 반영하여 협력과 융합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제조업 4.0 시대의 경쟁에서 승패의
결정요인은 기술만이 아니라 협력의 문화, 이를 뒷받침하는 사회적 자
본 또는 신뢰 자본이라고 하는 판단도 여기서 중요성을 갖는다.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의 변화를 공장 자동화를 통한 공정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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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성을 중심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전통 산업을 포함한 전 경제부문에
걸친 비즈니스 모델의 전환을 중심으로 보는가는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독일의 제조업 4.0 추진 과정에서도 공정 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는 접근이 초기에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2015년 발표된 스마트
서비스 세상에서는 비즈니스 모델의 전환으로 확실하게 중점이 이동했
다고 판단된다.
제4차 산업혁명의 기반기술인 정보통신기술은 범용기술(General
Purpose Technology)이며, 정보의 가공 및 전달은 인간의 모든 경제활
동은 물론 사회적 상호작용, 정치적 상호작용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인
간사회의 모든 영역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또한 이 기술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기술에 대한 투자 규모에 의해 결
정되기보다는 이와 보완 관계에 있는 혁신을 동반할 때 커진다는 점도
중요하다. 정보통신기술은 이 기술과 보완관계에 있는 사업 프로세스나
노동과정 등 조직과 관련된 투자를 촉진하고, 이러한 보완적 투자야말
로 생산성 상승의 원천이라는 것이다.91) 경제와 산업의 디지털 전환으로
생산성 상승과 성장이라는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못지않게 노동과정의 재조직, 공급망과 가치사
슬의 재조직, 나아가 비즈니스 모델의 재조직을 위한 보완적 투자와 혁
신이 필요하다. 독일의 제조업 4.0 전략은 4차 산업혁명을 시스템 전환
으로 이해하고 기반기술 발전은 물론 디지털 전환의 중소기업 확산, 이
에 따른 노동 분야의 대응, 법률적 대응 등 시스템의 전 구성요소를 아우
르는 포괄적 대응 전략이다.

91) E. Brynjolfsson and L. Hitt(2000),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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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지털 전환 속도의 산업별·국가별 차이
산업의 디지털 전환은 모든 산업, 모든 시장에서 동일한 속도로 이루
어지는 것이 아니다. 산업별 기술적 특성, 수요 특성 등에 따라 디지털
혁명이 침투하는 속도 및 정도가 다르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경제적·사회적, 나아가 정치적 변화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산업별, 시장
별로 어떤 제조 시스템과 비즈니스 모델이 경쟁력을 가질지 분석하는 노
력이 필요할 것이다.
독일에서 제조업 4.0을 추진하게 된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독일이 세
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기계·장비산업에서 세계 선도자로서의 위상
을 유지해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나온 것이다. 특히 구글 등 인터넷 기업
이 제조업에 진출하면서 기계·장비산업의 새로운 시장을 선점할 수 있
다는 위기감도 크게 작용하였다. 즉 전통 제조업의 경쟁자가 동종 산업
이 아니고 미국계 인터넷 기업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위기감이 크
게 작용하였다. 이러한 위기감과 함께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져올
새로운 시장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고, 특히 기계·장비 세계시장을 선점
해야 한다는 공세적 전략을 취한 것이다.
이와 같이 각국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산업 경쟁력이 디지털 전환 전
략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독일은 기계·장비산업, 미국은 IT 산업, 특
히 소프트웨어산업과 같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경쟁력 우위를 기반으
로 출발해야 한다. 한국도 산업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어
야 한다. 단 진단의 관점이 분명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제조업 시스템
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관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리고 제조업의 디지
털 전환이 갖는 매우 다양한 측면을 분명히 한 후 산업별 진단이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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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야 한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목표 시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점이다. 기
술적 우월성에만 초점을 맞춰 목표 시장이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큰지,
한국 기업과 한국 산업의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철저한 분석
을 소홀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 점에서 시장의 중심이 아시아 신흥시장
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아시아 중산층 시장
의 부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야기되는 개인 맞
춤형 생산이 아시아 신흥시장을 대상으로 해도 비용편익 분석을 통과할
지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어떤 산업에 경쟁력이 있는지도 중요하고, 또
어떤 시장을 목표로 할 것인지도 매우 중요하다. 이와 같이 산업과 시장
의 구체적인 현황에 기초한 접근이 필요하다.
더욱이 세계시장의 이질성 정도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세계시장 수
요의 지역별 구조가 변화하면서 동시에 시장수요의 성격에도 변화가 발
생한다. 선진국 시장 중심의 세계시장에서 신흥국 중산층이 급속히 증
가하는 세계시장으로 세계시장의 지역별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서유
럽, 북미 등 선진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동질적이었다면, 역사와 문화적
전통이 전혀 다른 신흥국이 세계시장의 주요 고객으로 등장하고 있다.
즉 세계시장의 지역별 구조가 변화함과 동시에 보다 중요하게는 시장의
지역별 이질성이 크게 증가하면서 지역 시장의 특성에 맞게 제품을 다
양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다. 이러한 다양화(variety)에는 당연히 추가
비용이 따르며, 규모의 경제와 상충관계가 있고, 이러한 상충관계를 어
떻게 완화할 수 있느냐가 글로벌 기업의 생산전략의 중요한 측면이다.
시장 특성의 변화를 고려할 때 기술의 변화뿐만 아니라 시장 특성에 따
른 맞춤형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도 매우 중요한 측면이다. 기술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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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첨단성이 경제적 측면, 비즈니스의 측면에서 언제나 바람직한 것
이 아니다. 첨단 기술이 언제나 높은 이윤, 많은 이윤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며, 국민경제 전체로 볼 때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것도 아니기 때
문이다.

4. 추진체계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세계 경제 차원의 변화에 대한 대응에서 국별
특성이 잘 드러나는 분야는 추진체계일 것이다. 독일의 제조업 4.0 추진
체계 분석을 통해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미래 산업에 대한 비전 공유의 중요성이다. 독일 산업계가 독일
산업의 경쟁력에 접근하는 방식에는 2000년대 중반 큰 전환이 있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Standort Deutschland(생산 입지로서의 독일) 개념
과 가격·비용 경쟁력과 비가격 경쟁력을 중심으로 하던 경쟁력 접근이
2000년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제조업 4.0을 중심으로 하는 보다 공격적
인 미래 산업 전략으로 전환되었다. 또한 제조업 4.0을 특정 산업에 한
정된 기술변화가 아니라 모든 산업에 걸친 비즈니스 모델의 전환과, 나
아가 노동 등 사회적 차원의 변화를 동반하는 거대한 시스템의 전환으로
인식하였다. 연구 프로젝트에서 산업전략으로, 특히 산업전략의 본격적
추진으로 이행하는 과정은 제조업 4.0이 표현하는 역사적 전환에 대한
인식이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어 공유되는 과정이었다.
기술, 산업, 고용 및 사회에 대한 장기 비전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유하고 분야별 목표를 구체화하면서 동시에 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추
진체계를 만들어 나갔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사전 계획에 의해 철저히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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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되어 추진된 것은 아니지만 미래 산업에 대한 비전 공유와 전 사회적
확산이 시스템 전환이라는 성격에 걸맞게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협력을 끌어내는 데 기여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특히 시스템 전환의 성
격상 이종 산업 및 기술 분야 간 협력, 산업계와 노동계의 협력, 민간부
문과 공공부문의 협력이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조건이라는 점에서 미래
산업에 대한 장기 비전을 전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것은 정책 추진의 초
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미래 산업에 대한 비전의 공유는 컨센서스 기반 협치를 가능하
게 한다. 제조업 4.0이 연구 프로젝트 중심에서 본격적인 산업전략으로
확대되면서 제조업 4.0 플랫폼이 추진체계의 중심이 되었다. 이 플랫폼
운영에는 제조업 4.0의 핵심 기술에 해당하는 산업 협회는 물론, 과학계
대표, 노동계 대표, 정부 대표가 참여하였다. 정부는 플랫폼 구성에 관련
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정치적 리더십, 주요 어젠다 세팅에
서 핵심 역할을 했지만, 일상적인 운영은 산업계, 과학계, 노동계 등 민
간부문이 담당했다. 이러한 추진체계에서 국가의 역할은 플랫폼 구축과
어젠다 세팅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제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 및 노동에 미치는 영향과 디지털
혁신의 중소기업 확산이 주요 정책 이슈로 부상하면서 추진체계상에도
반영되었다. 독일 금속노조가 제조업 4.0 플랫폼에 참여한다든지, 제조
업 미래를 위한 노·사·정 동맹에 산업별 협회와 나란히 산업별 노조가
참여하고 있다.
셋째, 민관협력형 연구개발의 펀딩과 협력 범위의 확대이다. 개별 산
업에 대한 지원에 제약이 많은 유럽에서 정부의 투자와 지원은 연구개
발에 집중될 수밖에 없지만, 여기서도 독일적 특성이 발견된다. 기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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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시작하여 실증 프로젝트에 이르는 앞 단계에 집중하는 교육연구
부와 실증 프로젝트에서 시제품 생산에 이르는 후반부에 집중하는 경제
부 사이에 역할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투자 프로젝트 비용의 50~60%
를 정부가 조달하고 나머지를 기업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비용분담도 이
루어지고 있다.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 수의 확대와 성격의 다
양화도 주목할 만한 특징이다.
넷째, 디지털 혁신의 중소기업 확산을 위한 노력의 중요성이다. 디지
털 전환이 기술적 프런티어에 있는 대기업에만 한정될 경우 생산성이나
성장 등 거시경제 효과가 약화될 뿐만 아니라 산업 간, 기업 간,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되는 등 경제·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 혁신의 중소기업 확산이 갖는 정책적 중요성
이 있다. 독일도 제조업 4.0의 중소기업 확산을 중요 정책 방향으로 추
진하고 있고, 실증 프로젝트, 역량센터, 각종 연구개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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