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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IoT 등 신규 ICT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간의 조화가 이슈가 되고
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신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면서도 개인정보보호를 조화롭게 추구하기 위
해 법제를 개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산업 관련 주요 국가들의 개인정보보호 법제 동향을 분석하
여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우리나라 법제에 대해 고찰한다.

I . 서론
바야흐로 빅데이터, IoT 등 4 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주관 빅
데이터 시장 현황 조사에 의하면 2015
년 국내 빅데이터 시장규모는 2,623 억
원 정도이다. 나아가 2018 년까지 IoT,
클라우드 산업과 결합하여 빅데이터 도
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
고, 이러한 산업적 추세에 따라 정부
역시 4 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의 진흥
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적·재정적 지
원을 꾀하고 있다.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2015 년 BIGDATA 시장현황 조사, p.20.

[그림 1] 국내 빅데이터 시장 추이(2013~2020 년)

일반정보나 개인정보를 매개로 분석·가공이 진행되는 빅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될수록 개인
정보의 활용 방안 또한 이슈로 부각될 수 밖에 없다. 주요 국가들은 이러한 산업적 시류에 맞
* 본 내용은 소대웅 선임연구원(02-405-4838, sodw@kisa.or.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필자의 주관적인 의견이며 IITP 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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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어 개인정보 보호라는 목표와 개인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산업 진흥을 조화시키기 위해 개인
정보보호법제를 이미 개편하였거나, 개편하는 중이다. 이에 주요 국가 중 가장 최근 비식별조치
관련 법제가 구체적으로 확정된 EU 의 개인정보보호법제, 일본의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우리
나라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의 내용 및 법체계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비식별 조치 관련한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법제가 나아갈 방향을 고찰해본다.
한편,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정보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기술(이하 ‘정보활용 관련
입법기술’)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 방식은 개인정보를 최초 수집 시의 목적이
아닌 추가 목적에 따라 목적 외 처리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것이고, 두 번째 방식은 개인정보
를 비식별 처리하여 해당 정보가 더 이상 해당 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다[2]. 우
리나라를 포함하여 주요 국가들 역시 이러한 입법기술을 토대로 개인정보보호 법제도를 구성
해 가는 추세이다.

II . 세계 주요 국가 비식별화 법제화 동향
1. EU 의 법제화 동향
가. EU 법 체계
EU 비식별 조치 관련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동향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EU 법체계 구성을
1)

알아 볼 필요가 있다, TFEU 제 288 조는[3] EU 기관이 EU 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채택할 수
있는 행위로서 ① Regulation, ② Directive, ③ Decision, ④ Recommendation 및 ⑤ Opinion 을 열
거하고 있다[3]. 각각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 Regulation(규정)은 일반적용성(general application)이
있으며, 모든 회원국 내에 직접 적용된다[4]. 2016 년 채택되고 2018 년 시행되는 GPDR 이 여기
에 해당한다. Directive(지침)는 Regulation 과 달리 “달성될 결과에 대해서만” 구속력이 있으며,
“형식과 방법의 선택”은 회원국 국내법 입법에 맡겨져 있다. 따라서 Directive 에 따른 각 회원국
의 국내법들은 그 입법목적 및 달성될 결과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회원국별로 그 세부사항은
다를 수 있게 된다. 현재 EU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중심축인 Directive 95/46/EC 가 여기에 해당한

1)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Article 288 To exercise the Union’s competences, the institutions
shall adopt regulations, directives, decisions, recommendations and opin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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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Opinion(의견)은 구속력이 없는 비법적 행위에 해당한다. 구속력은 없지만 EU 기관이 회원국
들의 국내 법규를 조화시키기 위한 권고 및 이슈에 대한 EU 의 관점을 표시하는 기능을 한다.
Directive 95/46/EC 에 근거하여 설립된 제 29 조 작업반이 작성하는 각종 의견들이 여기에 해당
한다.
나. EU 개인정보보호 법제와 비식별 조치
EU 는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중심축을 현재의 Directive 에서 EU 회원국간 보다 통일된 법제체
계를 구축할 수 있는 Regulation 으로 개편하고 있다.
(1) Directive 95/46/EC-개인정보보호지침[5]
1995 년 지침은 EU 레벨에서 최초의 입법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6]. 주요 내용으로
① 목적, 개념정의, 적용범위, ② 개인정보 처리 일반원칙, ③ 정보주체의 권리, ④ 개인정보처
리자 등의 통지의무, ⑤ 실효성 확보와 권리구제, ⑥ 개인정보의 제 3 국 이전, ⑦ 행동강령, ⑧
감독기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지침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와 관련하여서 전문 제 26 조에서 정보주체를 알
아 볼 수 없도록 익명처리(rendered anonymous)된 정보에는 지침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빅데이터 분석에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입법 기술 중 두 번째 방식에 해당한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지침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활용에
관해는 전문 제 29 조에서 역사적, 통계적, 과학적 연구 목적의 경우 적절한 안전장치(safeguards)
를 갖춘 경우 추가적 처리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Directive 95/46/EC 는 2018 년 5 월 25 일 GDPR 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된다. 따라서 GDPR 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Directive 95/46/EC 가 EU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기준이 된다 할 것이다. 다만,
Directive 95/46/EC 가 폐지되더라도 Directive 와 작업반 의견은 GDPR 에서도 해석의 기준이 된다.
(2) Article 29 Working Party Opinion 05/2014 on Anonymisation Techniques(2014.10.10)[7]
익명처리기법에 대한 의견서는 주요 익명처리기법을 소개하고 익명처리기법의 원칙, 강점
과 약점 및 각 기법의 사용과 관련한 견해를 제시한다. 의견서는 주요 익명화 기술로 일반화처
2)

3)

리(Generalizatoin), 무작위화(Randomization)을 제시하고 있다.
2) 일반화처리(Generalization): k-익명성, l-다양성, t-근접성
3) 무작위화(Randomization): 잡음추가, 치환, 차등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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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반이 제시한 이러한 기법들은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서 제
시하는 비식별조치기법과 매우 비슷하다. 작업반 의견은 익명화 기술들의 효과와 한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효과적인 익명처리의 기준에 따라 각 기술들의 특징을 비교한다. 이러한 비교
·분석을 근거로 모범적인 익명처리 관행이란 ① 개별 사례별로 익명처리기법을 결정하고, ②
신규위험 및 잔존위험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경우라고 권고하고 있다. 즉, 익명처리는 어떠한
한 가지 방법으로 특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합되어야 한다고 제시한다
(3)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8]
Directive 는 그 실현방법을 회원국가에 일임하고 있는 바, 그 체계적 통일성 면에서 다소
취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EU 는 보다 통일된 개인정보보호 법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2016 년 4
월 27 일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채택하였다.
GDPR 역시 전문 제 26 조에서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처리(rendered anonymous)
된 정보에는 지침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GDPR 제 6 조 제 4 항은

4)

빅데이터 정보활용과 관련하여 특히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

침에서 역사적, 통계적, 과학적 연구 목적의 경우만 목적 외 추가적 처리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제 6 조 제 4 항은 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 ② 제 23 조 제 1 항에 명시된 목적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거나 EU 또는 회원국 법률에 근거한 경우, ③ 개인정보가 최초 수집될 때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이 최초 수집 목적과 양립 가능한 경우에 목적 외 활용을 허용한다.
특히, 최초 수집 목적과 양립 가능한 경우 목적 외 처리를 가능하게 한 것은 개인정보 처리자
에게 빅데이터 분석 등을 함에 있어서 상당한 자유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 조합
에서는 목적 외로 활용하기 위해 안정장치의 존재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EU 는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Directive 에서 Regulation 으로 전환하면서 EU 전체에 보다 더 통
일된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적용하게 되었다. 특히, GDPR 은 최초 수집 목적과 양립 가능하며 해
당 정보가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되어 안정장치만 확보한다면 목적 외 처리가 가능하게 되어 정보
활용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동시에 가명처리정보를 GDPR 적용 대상으로 규정함
으로써 정보처리자에게 목적 외 활용의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하여

4) GDPR Article 6 4. Where the processing for a purpose other than that for which the personal data have been collected is not
based on the data subject's consent or on a Union or Member State law which constitutes a necessary and proportionate
measure in a democratic society to safeguard the objectives referred to in Article 23(1), the controller shall, in order to ascertain
whether processing for another purpose is compatible with the purpose for which the personal data are initially coll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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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와 활용의 두 가지 목적을 조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일본의 법제화 동향
가. 일본의 개인정보보호 법제
일본은 민간·공공 분야별 개별법에서 관리하던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통합하여 2003 년 개인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채택하였다. 2016 년 익명가공정보, 익명가공정보 취급사업자 개념을 포
함하는 개정을 통해 IoT, 빅데이터 산업 등 새로운 산업 활성화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1]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이전 일본 개인정보보호 법제[9]
구분

개인정보
보호법제

공공부문

민간부문

(국가)

(구직자 등의 개인정보의 보호)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전자계산기 처리에 관한 개
인정보에 관한 법률(지방공공단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조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칙, 규정 등

- 취업안정법,
- 할부판매법, 대금법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의료법, 의료방사선기사법 등

(1)『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이전
일본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법제를 공공부문과 민
간부문으로 구분하여 법제를 구성하고 있었다. 특히, 민간 부문은 산업 분야별로 개별 법령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항을 정하고 있었다.
(2)『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1990 년대부터 인터넷이 보급되고 확산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개인
정보보호 관련 논의를 지속적으로 해 왔으며, 2003 년 5 월 30 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였다.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은 총 6 개 장 59 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 1 장에서는 개인정보의 유용성을 배려하면서 개인의 권리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과 각 개념들의 정의 및 기본이념을 정하고 있다, 제 2 장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
무 등을 정하고 있으며 제 4 장에서 개인정보취급사업자의 의무 등을 정하고 있다.
나. 2015 년 개정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익명가공정보)[10]
일본정부는 개인정보 활용을 통해 IoT, 빅데이터 산업 등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15 년 9 월 9 일 공포하였다. 개정안의 핵심은 개인정보 활용을 위
6 www.iit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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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익명가공정보 관련 조항 신설과 개인정보 취급 감시 감독 권한을 가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를 신설한 것이다[11]. 이로써 개정법은 개인정보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의 두 가지 목적달성을
동시에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1) 익명가공정보
일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 2 조는 익명가공정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가공해 얻을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① 해당 개인정보에 포함된 기술 등의 일부를 제거한 것, ② 해당 개인정보에
포함된 개인 식별 부호의 전부를 제거한 것이라고 정의한다.
(2) 익명가공정보의 적절한 가공법
위와 같은 익명가공정보를 취급하는 경우 ‘익명가공정보 취급사업자’로 여겨지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규칙 제 19 조[1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개인정보를 가공해야 한다.
① 개인정보에 포함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기술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
② 개인정보에 포함된 개인식별부호의 전부를 제거
③ 개인정보와 해당 개인정보를 가공하여 얻은 정보의 연결부호를 제거
④ 특이한 기술 등의 제거
⑤ 각 호의 조치 외에, 개인정보에 포함된 기술 및 해당 개인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데이
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기술 등의 차이, 기타 개인정보 데이터 베이스의 특성 등을 감안하
여 그 결과를 토대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
(3) 식별행위 금지
일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 36 조 제 5 항 및 제 38 조에서 개인정보취급사업자와
익명가공정보 취급사업자에 대해 익명가공정보를 다른 정보와 대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을 둠으로써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4) 익명가공 처리 공포 의무
일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 36 조 제 3 항은 개인정보취급사업자가 익명가공정보를
작성한 경우에는 당해 익명가공정보에 포함되는 개인에 관한 정보의 항목을 공표하도록 의무
화 하였다. 이는 익명가공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하여 정보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 개인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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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보 자기 결정권도 함께 보장하기 위함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가이드라인(익명가공정보편)[13]
EU 의 29 조 작업반 의견서와 우리나라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은 법에서 규
정하고 있지 않은 비식별 기법을 상세한 내용으로 권고해주고 있다. 이와 달리 일본의 경우에
는 익명가공정보에 관해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바 일본 가이드라인은 법령 해설서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은 EU 와 달리 비식별 조치 관련 사항을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
써 정보활용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법제는 법률에 직접적 근거를 둠으로써 기업체들
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 상태에서 정보활용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3. 한국의 법제화 동향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 18 조 제 2 항 제 4 호[14]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제 18 조에서 비영리 목적의 통계 작성 또는 학술연구 목적
의 경우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하여 제 3 자에게 제공 가능하다. 이는 GDPR 제 5 조 제 1 항
과

5)

비슷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인다. 다만,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법제에 위 조항 외

에 개인정보를 비식별 조치하여 제 3 자 제공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명확하게 운
영하고 있지는 않다.
나.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15]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만으로는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개인정보활용
이 매우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행정자치부를 포함한 6 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인정보
보호 법령의 틀 내에서 개인정보를 비식별 조치한 후 빅데이터 분석에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
도록 2016 년 6 월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공표하였다. 가
이드라인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비식별 조치하고 적정성 평가단으로부터 적

5) GDPR Article 5 1. (b) collected for specified, explicit and legitimate purposes and not further processed in a manner that is
incompatible with those purposes; further processing for archiving purposes in the public interest, scientific or historical
research purposes or statistical purposes shall, in accordance with Article 89(1), not be considered to be incompatible with
the initial purp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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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절차

정 평가를 받은 경우, 해당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되어 이를 활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를 비식별 조치하여 빅데이터 분석 등에 이용
또는 제공하려는 사업자 등이 준수해야 할 조치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
음과 같다.
(1)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은 비식별 조치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① 사전검토, ② 비식별 조치, ③
[표 2] 『개인정보 비식별 가이드라인』 - 비식별 조치 방법
처리기법

예시

세부기술

가명처리
(Pseudonymization)

- 홍길동, 35 세, 서울 거주, 한국대 재학
→임꺽정, 30 대, 서울 거주, 국제대 재학

① 휴리스틱 가명화
② 암호화
③ 교환 방법

총계처리
(Aggregation)

- 임 180cm, 홍 170cm, 이 160cm, 김 150cm
→총계 660cm 평균 165cm

④
⑤
⑥
⑦

총계처리
부분총계
라운딩
재배열

- 주민등록번호 901206-1234567→90 년대 생, 남자
- 개인 관련\날짜정보는 연단위로 처리

⑧
⑨
⑩
⑪

식별자 삭제
식별자 부분 삭제
레코드 삭제
식별요소 전부 삭제

- 홍길동, 35 세→홍씨, 30~40 세

⑫
⑬
⑭
⑮

감추기
랜덤 라운딩
범위 방법
제어 라운딩

- 홍길동, 35 세, 서울 거주, 한국대 재학
→홍◯◯, 35 세, 서울 거주, ◯◯대학 재학

⑯ 임의 잡음 추가
⑰ 공백과 대체

데이터 삭제
(Data Reduction)

데이터 범주화
(Data Suppression)
데이터 마스킹
(Data Mas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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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 평가, ④ 사후관리 단계를 정하고 있다. 사전검토 단계에서는 정보집합물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사전검토 단계에서 해당 정보집합물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
단되는 경우 비식별 조치하여 정보 활용이 가능하다. 비식별 조치란 정보집합물에서 개인을 식
별할 수 있는 요소를 전부 또는 일부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가이드라인은 비식별 조치의 예시로 17 개 세부기술로 구
성되는 5 개 기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들 기술을 복합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한다.
(2) 적정성 평가
비식별 조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공개 정보 등 다른 정보와의 결합, 다양한 추론 기법 등
을 통해 개인이 식별될 우려가 있으므로 가이드라인은 적정성 평가를 통해 적정성 평가 결과
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해 비식별정보로 활용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해외 어느 법
제에도 없는 강력한 안전 조치에 해당한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비식별 조치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
임자의 책임 하에 법률 및 비식별 기법 전문가로 구성된 ‘비식별 조치 적정성 평가단’을 구성
하여 비식별 조치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받아야만 한다. 가이드라인은 평가 기준으로 EU 29 조
작업반 의견서에서 권고하는 K-익명성, I-다양성, t-근접성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3) 지원 및 관리체계
가이드라인은 비식별 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조직도 정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전담 기
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비식별 조치 관련 정책
·기술 동향 등을 조사하고 비식별 조치 관련 정책 전반을 조율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또
한, 산업별로 다양한 비식별 조치 수요에 맞추어 지원할 수 있도록 각 소관 부처 책임 하에 분
야별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개인정보를 비식별 조치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기관에 적정성 평가
단 지원 등 비식별 조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공적 지원체계는 외국 사례
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한국 비식별 조치 제도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III .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비교
앞서 검토한 법제들에서 정하는 비식별 조치 또는 익명처리 관련 개념은 매우 유사하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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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주요 국가별로 사용되는 용어에서 차이가 있어 혼란이 있는 바 주요국가들의 용어 및 개
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비식별정보/익명처리정보(Anonymized Data)/익명가공정보
우리나라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정보집합물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
는 요소를 전부 또는 일부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하고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적정성 평가를 통해 전
문 평가단으로부터 적정 평가를 받은 정보를 비식별정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EU 의 익명처리정보와 일본의 익명가공정보와 달리 적정성 평가에 대한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
EU GDPR 전문 제 26 조에 의하면 식별되었거나 또는 식별될 수 있는 개인과 관련되지 않는
정보 또는 그런 방식으로 익명 처리되어 더 이상 식별될 수 없는 정보를 익명처리정보로 본다.
일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 2 조에 의하면 익명가공정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
도록 가공한 정보로서 복원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의 비식별정보,
EU 의 익명처리정보 및 일본의 익명가공정보 모두 개인정보가 아닌 것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2. 가명처리(Pseudonymisation)/가명처리정보
EU GDPR 제 4 조에 의하면 가명처리란 추가 정보의 사용 없이 더 이상 특정 정보주체를 식
별할 수 없는 방식으로 수행된 개인정보의 처리라고 정의되며 이렇게 처리된 정보는 여전히 개
인정보로 취급된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가명처리정보를 개인정보로 보고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규제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은 유사하다.
3. 비식별처리기법/익명화기법/익명가공처리기법
국내의 가이드라인은 비식별조치기법으로 앞서 살펴본 17 가지 기술을 가명처리, 총계처리,
데이터 삭제, 데이터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 5 가지 기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
께 k-익명성, l-다양성, t-근접성 등을 적용할 것을 정하고 있다. EU 29 조 작업반 의견서 역시
잡음추가, 치환, 차등 정보보호, 총계처리, k-익명성, l-다양성, t-근접성 기법들을 무작위화
(randomization), 일반화(generalization)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일본 역시 가이드라인(익명가
공정보편)에서 항목/레코드/셀 삭제, 일반화, 탑(다운)코딩, 마이크로 집합, 데이터교환(스와핑),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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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이즈(오차/잡음)의 부여, 유사 데이터의 생성 기법을 예시로 들고 있다.
이를 보면, 각국의 비식별조치기법 또는 익명처리기법은 매우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각국은 이러한 기법들을 상황에 맞게 조합하여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된다. 다만, 국내의 경우 k-익명성 프라이버시 모델을 의무적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좀 더 강한 기술적 요구사항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사항들을 종합해보면 비록 국가별로 다른 법제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개념적 측면에
서는 거의 유사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국가별로 입법기술 측면에서 조금씩 다를 뿐이다.
[표 3] 국가별 비식별정보(익명정보) 및 가명정보 개념 비교
국가

비식별정보(≒익명정보, 익명가공정보)

가명정보

EU

식별될 수 있는 개인과 관련되지 않는 정보 또는 그런
방식으로 익명 처리되어 더 이상 식별될 수 없는 정보

추가 정보의 사용 없이 더 이상 특
정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는 정보

일본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가공한 정보로서 복원할
수 없도록 한 정보

별도 규정 없음

한국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비식별 조치 후 적정성 평가 결과 적정으로 판정된 정보

추가 정보의사용 없이 더 이상 특정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는 정보

IV . 결론 및 시사점
주요 국가들은 빅데이터 산업, IoT 등의 새로운 정보산업의 활성화에 대비하여 각국의 개인
정보보호법제를 개편하고 있다. EU 는 GDPR 을 공포함으로써 보다 통일된 개인정보보호법제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가명처리된 개인정보의 광범위한 목적 외 활용 가능성을 열어 두
어 개인정보의 활용이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를 GDPR
규제 내에 둠으로써 개인정보보호 이념도 동시에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익명처리
기법에 관한 작업반 의견을 공포하여 익명처리에 의한 활용 여지도 마련하였다. 이는 앞서 서
두에서 제시한 빅데이터 정보 활용을 위한 입법 기술 두 가지를 적절하게 조화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은 EU 와는 달리 익명가공정보라는 개념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다양한 개인정보 활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는 빅데이터 정보 활용을 위한 두 가지 입법 기술의 혼용이라고 평
가할 수 있다. 즉, 익명처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고 익명가공정보에 대해 법의 적용을 배
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익명가공정보 관련 의무 및 권리 역시 법률로써 관리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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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와 일본은 각기 다른 입법기술을 통해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법체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개인정보를 비식별 조치 후 활용하는 것을 활성화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비슷한 동향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개인정보보호법 제 18 조 제 2 항 제 4 호에서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의 목적
의 경우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목적 외 활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첫 번째 입법
기술에 해당한다. 다만,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은 목적 외 활용을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목적
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위 조항을 근거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은 제한적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제약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정부에서 공포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
라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은 비식별 처리된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
되어 활용 가능성을 열어 주는 것으로 두 번째 입법기술에 해당한다.
두 가지 입법기술을 모두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유럽의 법제는 매우 유사하
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우리의 법제는 EU 의 GDPR 에 비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처리를 매
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이 EU 29 조 작업반 의견서
에 비해 비식별조치에 대해 보다 명시적인 요건들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의 활용의 측
면보다 개인정보보호에 보다 더 강점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의 비식별 처리 요건들이 매우 엄격하게 정해져 있
음에도 가이드라인의 법적 지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16]. 개인정보의 목적 외 처리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현행 법제를 유지하며, 일본의 법제처럼 비식별 처리 역시 법 테두리 안으
로 끌어 온다면 가이드라인의 법적 지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개인정보보호와 활용의 두 가
지 가치를 보다 조화롭게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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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 산업혁명의 Enabler-인공지능(AI) 경쟁력
확보를 위한 주요국 정책 동향
김지소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책임

I . 서론
지난 2016 년 1 월 세계경제포럼(WEF)에서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 회장은 각종 스마트
기기들이 전례 없는 속도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으며, 이로 인해 “모든 것이 연결되고 보다
지능적인 사회”로의 진화가 시작되고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이처럼 각종 스마트 기기와 이를
가능하게 하는 SW 의 급속한 발달은 과거 증기기관, 전기, 컴퓨터 등이 그래왔던 것처럼, 경제
·사회·문화·산업 전반의 패러다임 격변을 야기하며 이른바 ‘4 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진입
을 가속화시키고 있다([그림 1] 참조). 여기에서 SW 는 초연결, 초지능, 융합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로 IoT(Internet of Things), AI(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이 그 핵심이다. 특히, IoT 가 만물의 수
평적 연결을 통해 방대한 빅데이터를 생성하는 초연결 실현의 핵심 매개체라면, AI 는 빅데이터

<자료> IITP 내부자료

[그림 1] 제 4 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 본 내용은 김지소 책임연구원(☎ 02-6050-2022, jysokim@iitp.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필자의 주관적인 의견이며 IITP 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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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고도의 해석을 통해 무인 의사결정, 실시간 반응, 자율 지능 등을 가능하게 함[2]으로
서 4 차 산업혁명을 가시화 하는 초지능·초연결의 핵심기술이다. 이에 본 고에서는 미국·중
국·일본 등 주요국의 4 차 산업혁명 주도권 선점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살펴보는 가운데, 특
히 4 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인 AI 를 중심으로 한 기술 분야의 대응전략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 주요국 정책 동향
해외 주요 국가들은 4 차 산업혁명이 야기할 경제·사회 전반의 파괴적 영향력에 앞서 주목
하고,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적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다. 4 차 산업혁
명은 비단 산업구조뿐만 아니라, 일자리, 업무의 성격 등 경제·사회 전반의 총체적 변화를 야
기할 것으로 전망되고, 그 파급효과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각 국가별로 추구하는 4 차 산업
혁명의 미래상, 목표 등도 동일하지는 않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변화를 야기하는 핵심 원동력
(enabler)은 기술의 진보, 그 중에서도 핵심기술인 AI 의 진보에 의한다는 것은 공통된 사실이다.
특히, AI 기술은 그 기술력과 지식의 축적이 시간 흐름에 따라 가속화되어 후발주자가 쉽게 따
라잡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선발주자로의 경쟁력 집중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미 주
요국은 원천기술 확보와 기반환경 조성을 통해 AI 기반의 지능정보사회로 진입하기 위한 국가

<자료> IITP 내부자료

[그림 2] 미·일·중 3 개국의 AI 관련 주요정책 추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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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노력을 집중해 왔다. 이에 본 고에서는 4 차 산업혁명의 Enabler 로서 AI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추진 현황을 이른바 신넛크래커(nut cracker) 현상을 야기하는 미국, 일본, 중국 3 개 국가
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그림 2] 참조).

1. 미국
글로벌 기술 최강국답게 미국은 AI 분야 역시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
부차원의 노력을 지속해 왔다. 지난 2013 년 인간의 뇌 연구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분야 원천기
술 확보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BRAIN Initiative’(Brain Research through Advancing Innovative
1)

Neurotechnologies Initiative) 정책을 수립하였으며, DARPA 의 ‘Challenge 프로젝트’ 국방부·GE
등이 참가하는 DMDII(Digital Manufacturing and Design Innovation Institute) 등 민·관 협력에 기반
한 기술 경쟁력 확보에 주력해 왔다.
AI 분야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접근과 장기적 비전 제시는 2016 년에 본격화되었는데, 백악
관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 Committee on Technology:
NSTC) 산하에 ‘머신러닝 및 AI 분과위원회’를 신설(2016.5.)하고, ‘AI 발전에 따른 미래 준비 보고
서(Preparing for the future of Artificial Intelligence)’ 및 ‘국가 AI R&D 전략(The National Artificial
Intelligence Research and Development Strategic Plan)’을 차례로 제시하였다(2016.10.). ‘AI 미래준
비 보고서’는 AI 의 경제·사회적 영향, 안정성 확보, 공정성 모니터링, 공익과 혁신의 공존, 인
력양성 등 다가올 AI 미래에 대한 대응책을 분야별로 망라한 종합 보고서이다. 국가차원에서 AI
기술 발전이 초래할 다양한 변화를 체계적으로 조망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각 분야별 미래조망에 따른 대응 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 1]과
같다. AI 발전에 따른 미래 준비 보고서가 AI 기술 발전이 초래할 미래상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는 차원이라면, AI R&D 전략계획은 AI 를 통한 경제적 번영, 삶의 질 개선, 국가 안보 강화 등
의 국가적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7 가지 액션플랜을 제시하고 있다([그림 3] 참조). 기술 분
야 세부 과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미국이 AI 분야의 글로벌 리더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첨단 데이터 분석을 위한 머신러닝 알고리즘, 지각능력 향상, 범용·확장형·인간형 AI, 유능한
로봇, 첨단 하드웨어 개발 및 AI 알고리즘 개선 등 차세대 AI 분야에 대한 기초· 장기적 투자를
1) DARPA 는 무인자동차와 재난로봇을 인공지능 핵심 분야로 선정, 두 분야의 경진대회 개최를 통한 기술 경쟁력 확보에 주
력, 2015 년 로봇 경진대회에서는 한국 팀인 KAIST Hubo 가 우승하여 200 만 달러의 상금을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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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AI 가 초래할 8 개 분야의 미래상과 대응전략
분야

미래상

대응전략

경제적 영향

자동화에 따른 생산성 효율화와 저임금
직업군 위협 등 계층 간 불평등 심화 동
시 발생

 수립 및 근로자-AI 간 보완적 직접 전

공익적 활용

개인서비스, 정부서비스 질의 획기적 제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데이터 조기 구축

공정·안정성
거버넌스

AI 가 주요 의사결정을 대체할 때 공정·
안전·책임 문제 발생우려

 문가와 AI 전문가간 협업을 통한 AI 시

R&D·인력

AI 연구자 육성과 일반국민의 활용역량 제
고 필요

 AI 기술개발 모니터링, STEM 중심의 인

규제

AI 가 야기하는 편익·위험성에 대한 사전
평가 필요

 규제 신설이 아닌 수정보완적 접근

국제적 고려

자율살상무기, AI 사이버 보안 등의 새로
운 글로벌 이슈 등장

 국제적 대응이 필요한 이슈 발굴, 인

AI 의 일자리 대체위협을 고려한 정책
환 재교육 실시
공정한 데이터 구축 및 기존 산업 전
스템 개발
력양성

도주의적 관점 준수 등

<자료> (美) AI R&D 전략계획(’16.10) 내용 재구성(IITP)

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인간과 AI 시스템의 상호작용과 협업을 위해 인간 인지·증강을 위
한 AI, 시각화 및 인터페이스, 효율적인 언어처리 시스템 역시 주요 R&D 과제로 제시하였다. 분
과위원회는 본 전략의 효율적 실행을 위해 국가 R&D 의 임무·역량·권한·예산에 근거한 R&D
우선순위 고려 및 효과적 자금 조달을 위해 유관 부처 간 실무그룹을 구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
으며, AI R&D 인력 양성과 유지를 위해 관련 인력 현황, 예상 인력 파이프라인(pipeline)과 인력
수급 특성을 나타내는 데이터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2016 년 12 월 동 분과위
원회는 3 번째 AI 보고서로써 ‘AI, 자동화, 그리고 경제(Artificial Intelligence, Automation, and

<자료> (美) AI R&D 전략계획(2016.10.) 내용 중 일부 재구성(IITP)

[그림 3] 미국 AI R&D 추진체계(7 대 추진전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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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를 발표하였으며, 이는 AI 가 주도하는 자동화가 일자리 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전망과 정책 대응에 초점을 맞춘 전략이다. 보고서는 미래 AI 기술의 발전이 저임금·저숙련·
저학력 직업군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측하며, 이에 대한 국가차원의 체계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
임을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AI 관련 연구와 개발에 투자하고, 개발 인력의
규모 및 다양성 확보와 건전한 시장 경쟁을 지원해야 하며, 둘째 시장이 요구하는 기술 습득을
통해 미래 고용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셋째,
노동자들이 최적의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고, 노동자 역량 강화를 위한 사회 안
전장치를 구축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차원의 전략발표와 별도로 스탠포드대학을 중심으로 민간 AI 전문가, 법학·경제학 등
인문사회 전문가 등은 ‘AI100 년 연구회’를 조직, AI 의 미래 발전상을 예측하고, 경제·사회 활
용 확대를 목표로 ‘AI 와 2030 년의 삶’(AI and LIFE in 2030)을 발간하였다(2016.9.). 보고서를 통
2)

해 AI 로 인해 가장 크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8 개 영역을 선정, 각 영역별 미래상을 제시
하고 AI 의 기술·사회적 파급효과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가의 확보, 제도적 기반조성, R&D 투자
확대 등의 권고사항을 제시한 바 있다.

2. 일본
일본은 2016 년을 4 차 산업혁명 입국의 원년(元年)으로 인식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전략
으로 ‘일본재흥전략 2016(日本再興戰略 2016, Japan Revitalization Strategy)’을

3)

발표하였다. 특

히, IoT, 빅데이터, AI, 로봇 기술이 2020 년 30 조 엔의 새로운 시장수요를 발생시키는 4 차 산업
혁명의 핵심플레이어가 될 것으로 예상, 일본의 미래가 이들 기술 경쟁력 확보에 있다고 인식
하고, 범정부차원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격적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민관합동추진
체인 산업경쟁력회의(의장: 아베수상)를 중심으로 규제완화, 데이터공유·이용 촉진, 혁신, 인적
자원 개발 등 4 차 산업혁명 진흥을 위한 국가사회의 변혁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다. 이에
앞서 2015 년 1 월에는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이 자국 경제성장의 핵심전략으로 로봇혁명을 추
진하기 위해 로봇신전략(Japan’s Robot Strategy)을 발표하는 등 이미 일본은 자국의 강점을 활
2) 도시생활을 중심으로 국방 분야를 제외한 ① 교통, ② 가정용/서비스로봇, ③ 헬스케어, ④ 교육, ⑤ 빈곤지역, ⑥ 치안
및 보안, ⑦ 고용 및 작업장, ⑧ 엔터테인먼트 등 8 개 영역 선정
3) 아베정부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의 기본전략으로 매년 수정 발표되며, 내각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청, 총무성, 재무
성, 경제산업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국토교통성 등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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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AI 연구를 강력하게 추진해 온 바 있으며, 이러한 그간의 노력을 ‘4 차 산업혁명’이라는 타
이틀 아래 집결시킨 결과물이 ‘일본재흥전략 2016’이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경제산업성의 산
업구조심의회·신산업구조회부에서는 미국의 ‘AI 발전에 따른 미래 준비 보고서’와 유사하게, AI
기반의 4 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미래 변화모습을 조망하는 ‘신산업구조비전(新産業構造ビジョ
ン)’의 중간본을 2016 년 4 월에 공개한바 있으며, 미래상의 조망과 더불어 ① 데이터 이용·활
용, ② 인재육성·고용, ③ 혁신·기술개발, ④ 금융조달, ⑤ 산업구조·취업구조 전환, ⑥ 지역
경제, ⑦ 사회시스템 고도화 등의 4 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7 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혁신과 기술개발 측면에서 일본이 4 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해 AI 기술 경쟁력 확보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이를 위한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와 국가적 컨트롤타워 정비의 필요성을 제
시하였다. 일본의 AI 기술경쟁력이 한국, 중국 등의 후발주자에게 급격한 추격을 받고 있는 상
황이라는 사회적 공감대에 힘입어, 결과적으로 아베총리의 지시에 따라 ‘인공지능기술전략회의’
가 설치(2016.4.)되었으며, 경제산업성과 총무성(総務省)·문부과학성(文部科学省) 등 AI R&D 관
련 3 개 부처의 연계를 추진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그림 4] 참조). 이 중 문
부과학성은 4 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 분야인 AI, 빅데이터, IoT, 그리고 사이버 보안 통합
프로젝트인 AIP(Advanced Integrated Intelligence Platform Project)를 발표(2015.8.)하였으며, 향후
10 년(2016~2025 년) 간 1,000 억 엔의 투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문
부과학성 산하 이화학연구소에 약 100 여명 규모의 혁신지능통합연구센터를 설립하였다(2016.4.).
동 센터는 일본정부의 인공지능전략회의와 연계하여 민·관의 협력, 부처간의 협력을 통한 공

<자료> (日) 경제산업성 산업구조심의회, 신산업구조비전(‘16.4) 중 발췌, 재구성 IITP)

[그림 4] 일본 AI 연구개발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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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R&D 수행 등의 가교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 경제산업성 산하의 산업기술종합연구
소는 AI 연구센터(AIRC)를 설립(2015.5.)하고, 로봇 등 응용연구, 상용화 연구에 집중하고 있으며,
정보통신연구기구는 뇌정보통신 융합연구센터, 음성번역 연구개발추진센터, 데이터 구동지능시
스템 등의 3 개 센터가 AI 관련 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8].
AI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일본정부의 노력은 2016 년 5 월 발표된 ‘과학기술 혁신 종합
전략 2016’에서 제시된 ‘Society 5.0’ 실현의 핵심 원동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Society 5.0’이란
IoT 를 통한 빅데이터의 실시간 수집과 AI 를 통한 신속한 해석에 기반한 사이버 공간과 물리적
공간의 융합으로 국가의 산업 경쟁력 강화와 사회적 과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일본판 4 차
산업혁명의 비전이다. 이처럼 일본은 AI 를 비롯한 기술혁신을 사회에 선도적으로 탑재, 기술에
의한 사회변혁을 실행하기 위한 범부처, 범 사회적 대응체계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 중국
2015 년 3 월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兩會)에서 바이두 CEO 리옌훙(李彦宏)은 기술혁신
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필요성을 역설하며, ‘중국대뇌(中国大脑)’ 계획 수립 및 인공지능의
도약 발전 추진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리옌훙은 지능형 인간-컴퓨터 상호작용, 빅데이터 분
석 및 예측, 자동주행시스템, 지능형 의료진단시스템, 지능형 무인기, 군용/민용 로봇 기술 등에
대한 R&D 투자를 강화하고 연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구 인력과 연구 정보 공유를 위
한 플랫폼을 국가가 제공해야 할 필요성 등을 정부에 제안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7 월 중국 국
무원(國務院)은 ‘인터넷 플러스(+)’ 전략을 발표, 새로운 산업모델 창출이 가능한 11 개 중점 분
야

5)

중 하나로 AI 를 선정하였다. 앞서 중국은 선진국의 4 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추진 현황을

벤치마킹한 ‘중국제조 2025 전략’을 발표, 향후 중국 제조업 10 년을 이끌 정책을 구체화한 바
있으며, 이 전략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전산업의 체질개선과 시장 확대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인터넷 플러스(+) 전략’은 인터넷의 혁신적 또는 파괴적 특성이 중국의 산업적 문제를 해결해
줄 핵심수단으로 인식하고 인터넷, 모바일,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을 통해 중국 산업을 한 단계
끌어 올려 4 차 산업혁명의 기술대국으로서 미국 등을 확실히 따라잡겠다는 의지표명의 일환이
다. 인터넷플러스의 핵심 추진과제로 AI 를 포함시킨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2016 년 6 월 중

5) AI 외 창업・혁신, 제조, 농업, 에너지, 금융, 민생, 물류, 전자상거래, 교통, 생태환경 등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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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정부는 처음으로 AI 에 집중한 독자적인 액션플랜으로써 ‘인터넷플러스(+) AI 3 년 액션플랜’
을 추가로 발표하였다. 이는 오는 2019 년까지 중국 AI 시장규모를 약 1,000 억 위안으로 늘리는
목표를 제시하고, 글로벌 수준의 AI 기업들을 키우고, 국제표준 제정에도 적극 참여한다는 내용
이 핵심골자이다. 스마트 홈, 스마트 자동차, 스마트 무인시스템,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 스마트
로봇 등 AI 기반 제품에 대한 R&D 집중 지원과 상용화를 추진하고, AI 분야의 엔젤·벤처투자
장려, 표준화, 인재양성, 글로벌 협력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표 2] 중국 정책 별 AI 분야 추진과제
전략명
주요
내용

13 차 5 개년 계획(16~20)
- 100 대 국가전략산업
으로 ‘뇌 과학과 두뇌
관련 연구’ 선정

인터넷 플러스(+) 전략
- AI 를 11 대 분야 핵심 융합
분야로 선정
- AI 기반 타산업(자동차, 모바
일기기 등) 스마트화 독려

인터넷 플러스 AI 3 년 액션플랜
- 2018 년까지 중국 AI 시장규모
1,000 억 위안 달성
- AI 기반 제품에 대한 R&D→상
용화 집중지원
- 투자 확대와 기반조성

<자료> IITP 내부자료

III . 시사점
2016 년 12 월 정부는 4 차 산업혁명 기반의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지능정보사회’로 정의하
고 이를 본격 실현하기 위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으며, 2017 년 안에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 대책’의 실행 계획(action plan) 성격으로 지능정보기술 중장기 R&D
로드맵이 수립될 예정이다.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을 통해 단순 기술·산업적 접근이
아닌 산업·사회 전반의 광범위한 조망과 대응 방향을 모색하였다면, 이제 이를 뒷받침하기 위
한 세부 R&D 추진 계획과 기타 제도개선, 인력 양성, 인프라 조성 등 각 분야별 실행과제를 보
다 구체화하여 4 차 산업혁명의 주도권 선점을 위한 발걸음에 박차를 가해 나갈 예정이다. 이러
한 과정에서 첫째, 다보스포럼 등 트렌드의 맹목적 추격이 아닌, 한국만의 강점을 살린 4 차 산
업혁명 실현을 위한 아젠다 설정이 시급하다. ‘지능정보사회’라는 목적지(where)가 결정되었다
면,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 즉 추진방식(How)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필요하고, 특히 한국적 맥
락을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이다. 둘째, 범부처 및 산·학·연 산업생태계 구성원 간 협력체계
의 원활한 운영 여부는 국가 정책의 실효적 이행의 필수 조건임을 상기하고, 제 4 차 산업혁명
실현을 위한 국가 정책의 효과적 작동을 위해 각종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물론 전 사회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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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끊임없는 토론과 논의가 보다 활발해 질 수 있는 공론의 장(場)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AI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감소 등 4 차 산업혁명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만만치 않다는 점을 고려, 기술 발전에 따른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신기
술의 출현에 따른 혁신수용성을 보다 높이기 위한 법·제도적 노력은 필수이다. 특히, 부처 간
이해관계, 산업간 영역갈등에 따른 규제개혁의 한계를 극복함과 동시에 기술 발전 속도에 뒤쳐
진 낡은 규제들을 혁파하는 데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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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로 인한 ICT 산업 영향

*

I . 사드 배치 경과 및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 현황
1. 중국은 타 국가와의 외교·정치적 갈등 등에 대해 자국의 이익 관철을 위해 경제적 보
복 조치를 단행
 중국은 타 국가와의 외교 안보적 사유로 수입 불허, 관광객 제재, 희토류 수출 제한 등 경제
보복 조치를 단행한 바 있으며, 이에 관련 국가들은 직·간접적으로 대응
 (대만) ‘하나의 중국’의 유보적 입장에 대한 보복조치로 2016 년 단체 여행 관광객의 대만 여행
제한, 대만산 쌀, 차, 시리얼, 음료수 등 10 개 품목의 수입 불허를 단행
 (일본) 센카쿠열도 영토분쟁으로 2012 년 ICT 필수품(희토류) 수출 제한, 일본산 제품 불매 운동
(자동차 등), 반일 시위 등으로 일본 기업의 중국 내 영업 이익 저하가 초래되었으며, 공식적인
타협 없이 봉합
 (필리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으로 바나나 등 농산품의 통관보류, 필리핀 내 중국인 관광객 철
수 등 필리핀 경제 재제를 시행하였고, 최근 필리핀은 반미친중 외교노선 변경 등 중국 보복에
굴복

[표 1] 중국과의 경제 보복 사례
구분

대만

일본

필리핀

분쟁사유

차이잉원 총통이 ‘하나의
중국’에 대한 유보적 입장

일본의 센카쿠(중국: 댜오위
다오)에 대한 국유화 선언

남중국해 영토(스카보러섬)
분쟁

(수입 불허) 대만산 쌀, 차,
시리얼, 육포 등 10 개 품
목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
한 수입 불허 처분

(불매 운동) 자동차, 화장품
등에 불매 운동으로 토요
타 텐진 공장 및 닛산, 혼
다의 중국 내 공장 중단

(수입 불허) 바나나 등 과
일 통관 보류, 폐기(바나나
중국 수출비중 50% 이상)

(관광 제한) 중국인의 대만
여행을 제한하여, 2008 년
중국에 관광 시장 개방 후
최대 위기

(수출 제한) ICT 기기 생산
에 필수적인 희토류(희귀광
물) 수출 중단

(관광제한) 필리핀 내 중국
관광객 철수

중국 경제 제재 지속

자동차, 가전, 화장품 수입
감소 공식적 타협없이 봉합

반미친중 외교노선 급선회

중국 조치

영향 및 대응

<자료> 주요 언론사,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017. 3.

* 본 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산업분석팀(☎ 042-612-8223, itzme@iitp.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필자의 주관적인 의견이며 IITP 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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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 사드 부지 결정 후 관광, 유통, 엔터테인먼트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의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 본격화
 우리나라의 사드 배치 발표(2016 년 7 월) 초기 한-중 교류 활동 중단, 엔터테인먼트, 한국산
배터리 차량 보조금 지급 금지 등 소극적인 보복 조치를 취하였음
 사드 교환 부지 체결(2017 년 2 월) 이후 한국 항공사 전세기 운항 금지, 중국 여행사를 통한
한국 관광 전면 금지, 롯데마트 점포 영업정지, 관영매체를 통한 메시지 전달 등 압박 중
※ 3 월 초 중국 롯데마트 영업정지가 4 개로 시작하여, 99 개 중 영업정지 67 곳, 자체 휴점 20 곳 등
으로 확대(3.21. 현재)

 3 월 중순 이후 한국의 정치적 변화 등으로 일부 중국 언론 매체는 지나친 혐한류에 대한 경계
감을 표시하기도 함

[표 2] 중국 외교부 및 매체의 사드 배치 관련 주요 내용
일시

매체

2015 년 3 월

중국 류젠차오 외교부장

주요 내용

2016 년 1 월 13 일

중국 외교부

2016 년 7 월 24 일

중국 왕이 외교부장

2016 년 8 월 3 일

인민일보

“미·중·러 충돌하면 한국이 첫 번째 공격 대상” 한국
대통령 실명 거론하며 비판

2017 년 3 월 4 일

인민일보

“중국의 한국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 의지는 확고하며,
자국 안보이익 수호를 위해 한치의 우물쭈물함은 안됨”

2017 년 3 월 10 일

겅성 중 외교부 대변인

“탄핵 이후 사드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한 한중 관계를
정상 궤도로 되돌리기 위해 양국이 노력해야 함”

2017 년 3 월 15 일

자칭궈 인민정치협상회의
상무위원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는 중국에도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음”

2017 년 3 월 15 일

CCTV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인 완후이에서 우려된 한국 상품
에 대해 언급되지 않음

2017 년 3 월 17 일

환구시보

“북핵 문제는 미국-북한 대립에 의한 촉발, 중국은 한
반도 사드 배치에 강력한 반대”

2017 년 3 월 22 일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
포스트(SCMP)

“중국 산업이 한국 부품 업체에 크게 의지하고 있어,
경제 보복이 실패 할 수 밖에 없음”

중국의 관심과 우려 중시해야
“다른 국가의 안전 이익과 지역 평화 고려해 신중하고
적절히 처리해야”
“한국의 행위는 상호 신뢰에 해를 끼쳤다”

<자료> 주요 언론사

3. 특히, ICT 산업은 타산업에 비해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고, 국내 대·중소기업의 진출
사례가 많은 만큼 중국 경제 보복에 대한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삼성전자, LG 전자 및 SK 하이닉스 등 ICT 제조업(생산법인)은 640 개, ICT 서비스는 86 개 중국 진
출(출처: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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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업 중국 수출 비중 >

< ICT 산업 중국 수출 비중 >

<자료> KTSPI, IITP

[그림 1] 2016 년 전산업 및 ICT 산업 중국 수출 비중

II . 對중국 ICT 수출 현황 분석 및 최근 ICT 수출 추세 점검
1. 중국은 우리나라 ICT 수출의 52.6%를 차지하는 주요 시장으로서, 반도체·디스플레이
패널 등 부(분)품 수출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
 중국은 우리나라 ICT 수출의 52.6%(2016 년)를 차지하는 주요 시장이고, 우리나라는 대만에
이은 중국 ICT 교역 파트너 국가
 중국 ICT 수입시장에서 우리나라 ICT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1.7%(2015 년)이며, 2010 년 일본
을 제친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2015 년 중국 수출 상위국가의 수출 점유율(%): (1 위 대만) 24.0 (2 위 한국) 21.7 (3 위 일본) 8.2 (4
위 말레이시아) 6.9
※ 중국 수입 시장에서의 한국 수출 점유율(%): (2000) 10.1→(2005) 18.0→(2010) 19.6→(2015) 21.7

 2016 년 우리나라의 중국 ICT 수출액은 854 억 달러이며, 이 중 부(분)품이 783 억 달러로 약
92%의 비중을 보이며 중국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
 중국 부(분)품 수출 비중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2012 년 89.1%에서 2015 년 90%를 넘어서며 완
만한 증가세를 기록
※ 對중국 반도체 수출 비중 추이(%): (2013) 38.0→(2014) 42.5→(2015) 43.2→(2016) 46.4
※ 對중국 부(분)품 수출 비중 추이(%): (2013) 88.9→(2014) 88.8→(2015) 90.1→(2016) 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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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CT 주력품목(반도체, 디스플레이 패널, 휴대폰)은 8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반도체
를 제외한 휴대폰 등이 부진한 가운데, LED 등 중국 수출특화품목의 선전이 두드러짐
 (품목별) 2016 년 수출 실적은 반도체 396.3 억 달러(△2.3%), 디스플레이 패널 211.3 억 달러
(△14.7%), 휴대폰 111.1 억 달러(△11.5%) 순이며, 최근 휴대폰은 중국 로컬기업과의 경쟁 심
화로 수출이 하락하는 추세
 (반도체) 슈퍼 호황을 맞이하고 있는 반도체를 제외한 주력 품목(휴대폰 감소, 패널 소폭 증가
등)의 회복세가 미약하여 최근 3 개월 동안 2%대 증가에 그치고 있음
※ 對중국 반도체 수출 증감률(%): (2016.11.) 5.5→(12) 24.6→(2017.1.) 50.6→(2) 75.9
※ 최근 3 개월(2016.12.~2017.2.) 수출액 증감률(%): (기존) 20.1→(반도체 제외) 2.8

 (주력품목) 디스플레이 패널은 최근 업황 수급 개선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화권 업체
의 거센 추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휴대폰 및 TV 등은 중국 로컬업체와의 경쟁 심화로 감소
세가 지속
※ 對중국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 증감률(%): (2016.11.) 0.9→(12) 11.9→(2017.1.) 7.3→(2) 7.9
※ 對중국 휴대폰 수출 증감률(%): (2016.11.) △28.4→(12) △8.1→(2017.1.) △30.5→(2) △19.1
※ 對중국 TV 수출 증감률(%): (2016.11.) △6.1→(12) △38.6→(2017.1.) △13.1→(2) 3.7
1)

 (중국 수출 특화품목 ) 반도체 및 주력품목을 제외한 품목 중 발광소자(LED 등), 2 차전지, 컴퓨
터 부(분)품 등은 중국 수출 기여도가 높지만, 연도별 수출액은 감소세
※ 對중국 발광소자(LED 등) 수출액(억 달러): (2013) 17.4→(2014) 14.8→(2015) 14.0→(2016) 12.5
※ 對중국 2 차전지 수출액(억 달러): (2013) 21.9→(2014) 20.2→(2015) 17.2→(2016) 15.7
※ 對중국 컴퓨터부분품 수출액(억 달러): (2013) 5.3→(2014) 3.4→(2015) 3.2→(2016) 3.4

3. 대기업의 중국생산거점 기지 강화에 따른 1,2 차 협력사 진출 확대 등으로 전체 ICT 수
출기업 중 중소·중견기업의 약 39%가 중국에 수출하고 있음

2)

 (수출규모) 중국 수출에서 대기업 비중은 2013 년 76.2%에서 2016 년 79.3%로 증가
※ 對중국 수출 대기업 비중 추이(%): (2013) 76.2→(2014) 77.2→(2015) 77.6→(2016) 79.3

1) (특화품목) 중국(홍콩) 수출 비중이 60% 이상을 차지하며, 연간 수출액 규모가 1 억 달러 이상인 품목
2) 본 보고서의 기업 수 분석은 사업자등록 번호 기준으로 집계하고 있어 일반적인 ICT 기업(제조, 서비스) 업체 수와는 상
이(ex. 삼성전자 기흥, 수원, 아산 등 각각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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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수(개) 및 수출액 비중(%) >

< 중소중견기업 수(개) 및 수출액 비중(%) >

<자료> KTSPI, IITP

[그림 2] 對중국 수출 기업 및 수출액 비중 현황
 중소·중견기업의 평균 對중국 수출액 규모가 2013 년 200 억 달러 수준이었으나, 패키징 수출
부진으로 2016 년 수출액은 177 억 달러로 감소
※ 對중국 수출 중소·중견기업 수출액(억 달러): (2013) 209→(2014) 207→(2015) 210→(2016) 177

 (기업분포) ICT 수출 기업 중 38.8%가 對중국 수출을 하고 있으며, 이들 對중국 수출 기업의
중국 의존도 또한 높은 상황
 대기업의 56.8%, 중소중견기업의 38.6%가 대 중국 수출을 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對중국 수출 비중이 전체 수출의 50% 이상인 기업이 약 70%에 이르고, 중국 수출 비중이
90% 이상인 기업도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남

4. 사드 부지 교환(2017 년 2 월 말) 이후 주간 對중국 수출에 특이사항은 감지되고 있지
않으나, 디스플레이 패널 및 휴대폰은 감소세
 역대 최장 12 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인 중국 ICT 수출은 지난 12 월 증가 전환 후 2017 년 2
월 중 월간 최고액을 달성하였으며, 3 월 주간 수출 또한 상승세를 이어가는 중
 주간 수출 증감 추이 상 2 월 2 주 수출 이외 큰 폭의 변화를 보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상승 흐
름을 이어가고 있음
※ 2017 년 2 월 2 주의 큰 폭의 증가는 2016 년 설 연휴로 인한 기저효과에 의한 증가폭임

 주력품목인 반도체의 슈퍼 호황으로 부(분)품 수출 증가세 지속
 (반도체) 데이터센터 교체 주기 등으로 인한 3D 낸드플래시 수요 증가와 스마트폰 용량 확대
등의 수요 증가로 40%대 증가세를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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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對 중국 주간 수출액 및 증감률(백만 달러) >

< 주력품목 주간 수출 증감률(%) >

<자료> KTSPI, IITP

[그림 3] 2017 년 對중국 주간 수출액 및 품목별 증감률
 (디스플레이 패널) 중국 로컬기업과의 경쟁으로 소폭의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업황
개선으로 인한 LCD 패널 공급 부족 및 OLED 수요 확대 등 외부적인 환경이 우호적인 상황
 (휴대폰) 중국 로컬기업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진출 및 2017 년 상반기 전략폰 출시로 인해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신규 전략폰 출시 시점을 전·후로 수출 모니터링이 필요

III . 對중국 ICT 수출 영향 검토
1. 중국 ICT 수출의 구조적 한계로 한국산 부(분)품에 대한 수입제재는 실효성이 낮은 수단
 (교역구조) ICT 완제품 수출과 부(분)품 수입은 매우 밀접한 관계(상관계수=0.997)를 형성

<자료> UNCOMTRADE, IITP

[그림 4] 중국의 ICT 완제품 수출과 부(분)품(반도체+패널) 수입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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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ICT
T 수출에서 최종재
최
비중은 70~80%에
7
이르
르고 있으며, 이러한 제품 제조
조에 필요한 중간
중
재 수입도
도 크게 늘어나면
면서 부(분)품(반
반도체+패널)은
은 전체 수입의 약 60%를 점유
유
※ 완제품: 컴퓨터/주변기
기기, 통신/방송기
기기, 영상/음향기
향기기, 의료정밀광학기기, 가정
정용기기, 사무용
용기
기/장비
비

 한국산 부(분
분)품도 중국의
의 對세계 ICT 수출에 필수적
적으로 탑재되
되고 있는 만큼
큼, 사드 보복 수
단으로써 통관지연
통
등 우리나라에
우
대한
한 수입을 제한
한할 경우 자국
국에도 피해가 발생
 특히, 메모
모리반도체는 국내업체가
국
글로
로벌 시장을 장악하고
장
있고, OLED 등 수요
요가 증가하고 있
는 제품도
도 삼성전자가 주도하고
주
있는 상황이라 거래
래선을 변경하기
기도 곤란
[표
표 3] 중국 ICT 완제품 수출과
과 한국의 對중국 부(분)품(반
반도체+패널) 수출
출간 회귀분석
석 결과
독립변수
對중국 부(분)품
품
(반도체+패널) 수출
수

종속변수

표준오차
차

계수

t값

유의확률

통계량

상수

163.398
8

410.6

2.513

.022

중국의 ICT
최종재 수출
수

0.583

12.2

20.855

.000**

R=0.962, R2=0.9
960
수정된 R2=0.96
60
F=434.95
P=.000

***.p<0.01
<자
자료> IITP

2. 중국에서의 주력 제품에
에 대한 수출 경쟁력 진단((CMS 지수) 결과
결 메모리반
반도체는 호조세
지속, 디스플
플레이 패널은
은 수출 회복 등이 예상
 불변시장점유율(CMS)지수
수는 한나라 수출액
수
변동을
을 ① 경쟁력 요인
요 ② 상품구
구성 요인 ③ 수
요 요인 등 세 가지 요인
인으로 구분
 경쟁력 요인:
요 수입국 시장에서
시
수출국
국의 시장점유율
율 변화에 의한
한 효과
 상품구성 요인: 수입국의
의 수입 상품 구성이
구
바뀌어서
서 나타난 효과
과
인: 수입하는 나라의
나
전체 수입
입규모가 바뀌어
어서 나타나는
는 효과를 의미
 수요 요인

① 경쟁력 요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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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모리반도체) 국내업체의 시장 장악력(경쟁력 요인)이 높아진 가운데 현지 제품 생산에 필
요한 수요가 늘어나면서(상품구성요인) 중국에 대한 메모리반도체 수출이 증가
 이러한 수출 증가에 힘입어 중국 수입 시장점유율도 2013 년 38.0%에서 2016 년에는 48.0%로 상승
 2017 년에도 한국 이외의 국가로 공급처 변경이 쉽지 않은 환경 하에서 데이터센터 교체주기
도래, 스마트폰 탑재 용량 확대, SSD 수요 증가 등의 호재로 수출 증가세는 지속될 전망
※ 메모리반도체 시장 전망(IHS): (2016) 800 억 달러→(2017) 909 억 달러 (13.7%↑)

[표 4] 한국의 對중국(홍콩 제외) 메모리 반도체 수출 증감 요인 분해
구분

중국시장
수입점유율

2011

41.3%

2012
2013

수출증감액
(전년대비)

(단위: 억 달러)

요인분해
경쟁력

상품구성

수요

-19.6

-20.4

-40.2

41.1

38.1%

-0.1

-12.0

5.6

6.3

38.0%

30.3

-0.9

21.2

9.9

2014

44.9%

68.4

37.7

28.8

1.9

2015

46.3%

40.7

8.4

77.2

-44.9

2016

48.0%

22.1

11.0

25.1

-14.0

<자료> UNcomtrade, IITP

 (디스플레이 패널) 국내업체의 경쟁력 하락보다 중국업체(BOE 등)의 자급률 상승으로 인한
수입 수요(상품구성요인) 감소가 우리나라의 對중국 수출 감소로 연결
 한국으로부터의 수입만 감소한 것이 아니라 대만 등도 동반 감소하면서 한국의 수입점유율은
35%대에서 횡보 추세를 시현
 최근 주요 업체의 공급량 조절로 LCD 패널 단가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고 중국산 스마트폰
에 OLED 탑재가 확대되면서 그 동안의 부진에서 벗어나면서 수출 여건이 호전될 전망
[표 5] 한국의 對중국(홍콩 제외)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 증감 요인 분해
구분

중국시장
수입점유율

수출증감액
(전년대비)

(단위: 억 달러)
요인분해

경쟁력

상품구성

수요

2011

38.9%

18.1

10.6

-46.0

53.5

2012

35.7%

-7.5

-20.0

2.4

10.1

2013

33.2%

-19.1

-15.3

-19.2

15.4

2014

34.6%

-10.7

7.9

-20.9

2.3

2015

35.2%

-13.0

3.1

19.7

-35.9

2016

34.5%

-34.8

-3.2

-22.6

-8.9

<자료> UNComtrade, II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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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對중국 휴대폰(부품포함) 수출 추이 >

< 중국 시장 내 상위 3 개국 스마트폰 점유율 >

<자료> UNCOMTRADE, IITP

[그림 5] 對중국(홍콩제외) 휴대폰(부품포함) 수출 추이 및 중국 시장 스마트폰 점유율 현황(%)
※ 대형 TFT LCD 패널 시장 전망(IHS): (2016) 594 억 달러→(2017) 681 억 달러 (14.6%↑)

 (휴대폰 부분품) 부(분)품(메모리반도체+패널)과 달리 스마트폰은 현지 업체의 장악력 제고로
인한 판매 부진이 지속되면서 시장점유율이 빠르게 하락
 이에 더하여 사드 보복의 일환으로 한국 제품 불매운동이 전개될 경우 현지조립에 필요한 휴
대폰 부(분)품 수출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

IV. 시사점
1.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강경 흐름이 지속될 경우, 단기적으로 비관세장벽 강화, 중·
장기적으로 중국 자국산 부(분)품 채택 등에 대한 준비가 필요
 (단기) 중국은 2001 년 WTO 정보기술협정(ITA) 가입하면서 반도체·휴대폰 등에 무관세가 적
용되어, 비관세 분야에 제재가 예상
 (행정제재) 현지 운영 기업에 대한 인·허가 지연, 세무 조사 등 영업활동에 대한 간섭 등으로
인한 매출 및 영업이익의 저하가 우려
※ 주요 대기업 중국 매출 비중(2015 년, 각사 보고서, %): (삼성전자) 15.5. (LG 전자) 5.8, (SK 하이닉
스) 23.9

 (진출기업제재) 반도체, 디스플레이 패널, 휴대폰 등에 필요한 부(분)품 등 수입 불허, 제 3 국으
로 수출 시 통관 지연 등으로 인한 수출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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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매운동) 휴대폰, TV 등 가전 시장의 경쟁관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불매 운동으로 인
한 한국 제품의 점유율 하락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중국 시장 내 한국 스마트폰 점유율(SA, %): (2013) 19.8→(2014) 14.0→(2015) 7.7→(2016) 5.0

 (중·장기) 관세 장벽, 군사 행동 및 한국 금융시장 내 자금 회수 등에 불안 요소가 있지만,
과거 사례를 비춰 볼 때 현실적으로 진행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
※ 2012 년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 시 일본의 WTO 제소로 승리

 중국과 한국의 ICT 산업은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대적인 제재를 가
할 시 양국 모두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대대적인 단기 및 중·장기 제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자료> 하나금융연구소

[그림 6] 중국의 사드 보복의 단계적 진행방법

2. (수출처 다변화) 최근 보호무역주의 강화 및 ICT 수출 주력 품목 간의 치열한 경쟁 등으
로 수출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처 다변화에 의한 체질 개선이 필요
 대륙별 주요 생산거점기지와 중국·베트남 등 핵심거점기지로 나뉘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 여건 및 정치·외교 환경에 유리한 시장으로 전환 필요
 베트남의 해외생산거점기지는 최근 단순 조립에서 1·2 차 협력사 진출 등으로 동반 확대되고
있음
※ 對베트남 ICT 수출액 및 비중(억 달러, %): (2014) 85.9 (4.9)→(2015) 120.2 (7.0)→(2016) 161.0 (9.9)

 인도 및 인도네시아 등 ICT 시장이 확대되는 지역으로 시장 공략을 강화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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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의 모디 정부는 외국인 자본 유입을 통한 경제 활성화 정책 핵심인 ‘메이크 인 인디아’를
2014 년부터 시행, 현재 투자 환경 개선으로 투자가 점차 증대되고 있는 상황
 또한, 인도의 ICT 시장은 평균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며, 글로벌 ICT 기업의 투자 확대 지역으로
각광받고 있음
※ 인도 ICT 시장성장률(Gartner, %): (2015) 10.3→(2016) 1.7→(2017) 7.2→(2018) 7.4→(2019) 6.4

3. (고부가가치 제품 육성) 중국 내 자국 산업 육성으로 세계 ICT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나, 지속적인 R&D 투자를 통한 부(분)품 경쟁력 유지가 요구
 (대기업) 디스플레이 및 메모리 반도체 치킨 게임 등으로 시장 선점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R&D 및 시장 선도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
 메모리반도체(3D 낸드플래시) 및 디스플레이(OLED, 폴더블 및 플렉시블 패널 등), 지능형 반도
체 등이 향후 시장을 선도할 가능성이 높음
※ 중소형 OLED 시장(IHS, 억 달러): (2016) 140→(2021) 303, 연평균 16.6% 성장
※ SSD 용 반도체 수요 증가율(IHS, %): (2014) 19.5→(2015) 12.8→(2016) 24.2→(2017) 19.4

 (중소기업) R&D 역량 제고를 통한 중소기업 체질 강화로 대외 환경 변화(특정 기업 불매 운
동 등)에 흔들리지 않는 강소기업 육성 필요
 HW 강점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과의 R&D 공동연구 및 기술 이전 등에 의한 역량 강화 등을 통
한 체질 개선으로 시장선도가 가능한 강소기업 육성이 필요
※ 對중국 중소기업 수출액 및 비중(억 달러, %): (2013) 147(16.7)→(2014) 127(14.1)→(2015) 110(11.8)
→(2016) 1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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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화가와 인공지능의 패스티쉬(작품 모방) 대결, 예술로 향해 가는 AI
빈센트 반 고흐의 일생을 고흐의 화풍으로 그린 6만 5,000 장의 유화 작품으로 구성한 독특한 장편
애니메이션 ‘러빙 빈센트’에는 고흐 풍의 유화 제작을 위해 115명의 화가들이 참여하였음. 한편 영
화 제작 기간 동안 구글은 인공지능(AI)이 특정 화가의 스타일을 습득한 다음 주어진 사진을 그 화
가의 화풍으로 그린 그림으로 변환해 주는 기술을 발표하였음. AI를 이용한 패스티쉬(작품 모방)가
가능해짐에 따라 향후 인간과 AI의 협업을 통한 새로운 사업기회 모색이 활발히 전개될 전망

 영국의 영화사 브레이크스루(BreakThru Productions)는 최근 2011 년부터 100 여 명의 화가와
함께 작업해 온 장편 유화 애니메이션 ‘러빙 빈센트(Loving Vincent)’의 예고편을 공개
 ‘러빙 빈센트’는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린 작품과 함께 그의
작품 속 인물들과 가상 인터뷰를 통해 고흐의 삶과 인생을
내레이션하는 애니메이션 영화로 반 고흐가 죽기 전 8 년
간의 인생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함
 러빙 빈센트는 개봉 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세
계 최초로 영화와 예고편 영상의 러닝타임에 등장하는 모
든 프레임을 고흐 스타일의 유화 작품으로 구성했기 때문
 영화 제작사는 화가로서 인생을 산 10 년 동안 일주일에
약 두 점씩, 총 860 여 점의 그림을 그리며 불꽃 같은 삶을
살다 간 빈센트 반 고흐의 삶을 고스란히 전달하기 위해
고흐 풍의 유화 애니메이션 영화를 만들게 되었다고 설명
 영화의 프레임에 사용된 유화는 6 만 5,000 점으로 영상 1
초에 12 점의 그림이 연사된다고 하며, 이를 위해 2011 년
부터 115 명의 화가가 유화 작업에 참여했다고 함

<자료> BreakThru

[그림 1] 러빙 빈센트 포스터

*

본 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산업분석팀(☎ 042-612-8296)과 최신 ICT 동향 컬럼리스트 박종훈 집필위원
(soma0722@naver.com ☎ 02-576-260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필자의 주관적인 의견이며 IITP 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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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의 제작 방식은 배우의 연기를 카
메라로 촬영한 다음 각 장면을 화가
들이 유화로 그리는 것인데, 이를 위
해 화가들은 고흐의 작품 스타일을
학습한 후 동영상의 프레임을 고흐
풍으로 모사하였음
 가령 영화 속 고흐의 모습은 [그림 2]

<자료> Hugh Welchman

와 같이 고흐 역을 맡은 폴란드의 배
우 로버트 굴락칙을 그린 유화로 표

[그림 2] 러빙 빈센트의 프레임 작화 방법

현되는데, 이 때 유화의 스타일은 고흐의 작품 ‘자화상’에 사용된 붓 터치 방식을 모방한 것임

 한편, 영화의 제작이 한창이던 2015 년 9 월 흥미롭게도 구글은 인공지능(AI)이 화가의 작품
스타일을 습득하고, 주어진 사진을 화가의 화풍을 따른 그림으로 변환하는 기술을 발표
 영화 러빙 빈센트가 카메라로 촬영한 장면을 작가들이 고흐의 화풍을 모방하여 그린 것처럼,
구글은 인공지능을 대상으로 고흐의 스타일을 학습시킨 후 입력된 사진을 보고 이를 고흐 화
풍의 유화로 변환하게 하는 기술을 개발한 것임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기법인 ‘패스티쉬(Pastiche)’는 패러디와 달리 비판하거나 풍자하려
는 의도 없이 기존의 텍스트를 무작위적으로 모방하는 것을 말하는데, 영화 러빙 빈센트가 패
스티쉬 기법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구글은 인공지능 패스티쉬 기술을 개발했다고 할 수 있음
 구글은 회화를 패스티쉬 하는 심층 신경망(Deep Neural Network)의 연구개발 성과를 “예술 스
타일의 신경 알고리즘(A Neural Algorithm of Artistic Style)”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발표하였음
 발표 직후, 이 짧은 논문은 개발자들은 물론 기술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에게도 관심을 불러 일
으켰는데, 개발자 커뮤니티인 깃허브 등에서는 논문의 실효성 검증을 위한 프로젝트들이 만들
어졌으며, 실험 결과 사진의 내용은 보존한 채 질감만 바꿔 출력할 수 있음이 검증되었음

 구글의 심층 신경망에 사진을 입력하면 여러 가지 스타일의 그림, 즉 유명 화가 여러 명의
화풍을 모방한 여러 장의 그림들로 변환해 줌
 [그림 3]과 같이 상단 왼쪽의 사진을 입력하면 윌리엄 터너의 ‘The Shipwreck of the Minotaur
(미노타우르스호의 난파)’ 스타일, 반 고흐의 ‘The Starry Night(별이 빛나는 밤)’ 스타일, 에드바
르트 뭉크의 ‘The Scream(비명)’ 스타일, 파블로 피카소의 ‘Seated Nude(앉아있는 나부)’ 스타
일, 바실리 칸딘스키의 ‘Composition VII(구성 VII)’ 스타일의 그림으로 사진을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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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층 신경망은 Convolutional Neural
Network(CNN, 나선형 신경망, 이미
지 인식 기능)을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의 신경망이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 입력된 사진을 변환하
는 동시에 화가의 작품 스타일을
학습함
 CNN 은 각각의 레이어가 ‘특징량
(feature)’을 가진다고 보며, 이 특징
량들이 계층적(hierarchy)으로 쌓이
면서 더 높은 레이어로 갈수록 더
좋은 특징량을 만들어 낸다고 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미지 인식에
서 월등한 성능을 낸다고 알려져
있음
 [그림 4]는 CNN 에서 서로 다른 두

<자료> A Neural Algorithm of Artistic Style

가지 방법으로 스타일과 콘텐츠를
레이어별로 재구성하는 것을 보여

[그림 3] 사진을 5 개 화풍의 그림으로 변환

<자료> A Neural Algorithm of Artistic Style

[그림 4] 나선형 신경망(CNN)을 통한 스타일과 콘텐츠의 재구성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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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데, 위쪽은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스타일을 레이어별로 재구성 한 것이고, 아래쪽은 튀
빙겐에서 찍은 사진의 콘텐츠를 레이어별로 재구성한 것임
 스타일 재구성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레이어가 얕을수록 원래 콘텐츠 정보는 거의 무시하고 ‘질
감(texture)’을 복원하는 반면 깊은 레이어로 갈수록 점점 원래 콘텐츠 정보가 포함된다는 것으
로, 현격한 특징량을 추출하여 회화의 터치 등 화가의 스타일을 파악함
 콘텐츠 구성을 보면, 낮은 레벨의 레이어는 거의 완벽하게 원본 이미지를 보존하고 있지만, 레
이어가 깊어질수록 원본 이미지의 정보는 조금씩 소실되지만 가장 중요한 하이 레벨의 콘텐츠
는 거의 유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음
 논문은 이처럼 동일한 CNN 이라 하더라도 콘텐츠와 스타일에 대한 재현이 분리가 되어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내세우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하나의 신경망을 이용해 서로 다른 이미지에서 서
로 다른 콘텐츠와 스타일을 재구성하고 이 둘을 섞는 것이 가능한 것임

 이후 구글은 CNN 기술을 보다 강화하여 새로운 논문을 추가로 발표하였는데, 이 논문은 이
후 많은 스타트업들의 패스티쉬 앱 출시로 이어지게 되었음
 구글이 기술을 강화해 발표한 후속 논문 ‘A Learned Representation for Artistic Style(예술 스타
일을 위한 학습된 재현)’은 하나의 신경망으로 32 가지 스타일의 패스티쉬를 생성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소개하고 있음
 또한, 이 신경망은 입력된 이미지의 재구성을 실시간으로 실행하기 때문에 영상을 입력하면 재
구성된 영상이 출력되는데, 만일 러빙 빈센트 영화의 제작에 이 기술을 이용했다면 115 명의
화가가 수만 장의 그림을 그릴 필요가 없었을 지도 모름
 구글은 이 기술을 개발한 이유에 대해 새로운 예술의 문을 열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으며, 화
가의 스타일을 학습한 신경망은 스마트폰 앱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음
 실제로 이후 다수의 벤처기업들이 패스티쉬 앱을 출시하고 있으며, 그 중 가장 주목 받은 앱은
‘프리즈마(Prisma)’로 2016 년 여름에 출시된 이후 5,000 만 다운로드를 기록하고 있음
 프리즈마는 사진을 필터링하거나 편집하는 앱과는 구조가 근본적으로 다른데, 구글의 CNN 기
법을 사용하고 있어 AI 가 사진을 분석한 후 학습된 유명 화가의 스타일로 재구성하며 사진을
회화의 예술로 다시 태어나게 함
 사진을 입력한 후 원하는 회화 스타일을 선택하면 사진이 그림으로 변환되는데, 가령 몬드리안
스타일을 선택하면 사진이 가로 세로로 분할된 빨강, 파랑, 노랑의 삼원색으로 재구성됨
 한편, 최근 애플은 ‘클립(Clips)’이라는 자체 앱을 선보였는데, 이는 프리즈마 앱과 유사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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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패스티쉬 앱의 인기가 일회성이 아님을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함

 패스티쉬 앱은 새로운 예술 영역을 구축했다는 평가와 예술가들의 입지를 축소시킨다는 우
려를 동시에 낳고 있으며, 예술 분야 역시 인간과 AI 의 공존을 위한 모색이 필요할 전망
 패스티쉬 앱의 보급과 함께 패스티쉬 팬
도 크게 늘고 있으며, 인스타그램에는 프
리즈마로 생성한 패스티쉬 작품이 다수
포스팅 되고 있음
 아무 사진이나 변환한다고 해서 회화 예
술이 되는 것이 아니지만 인스타그램에는
볼 만한 패스티쉬 작품이 다수 게재되어
예술의 새로운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으며, 매력적인 사진이
많은 인스타그램은 프리즈마로 회화의 즐
거움이 더해져 더욱 풍부해지고 있음
<자료> Prisma

 반면, AI 가 예술가의 일을 빼앗는 게 아니
냐는 우려도 확산되고 있으며, AI 가 동영

[그림 5] 프리즈마 앱의 몬드리안 스타일 변환

상 패스티쉬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러빙 빈센트 같은 애니메이션 영화가 추가로 제작
된다면 예술가들이 불필요하게 될 것임을 지적하는 사람도 많음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예술가들이 패스티쉬를 제작하는 기계적 작업에서 해방되어 자신만의
창작 활동에 전념하게 될 것이라는 긍정적 반론도 있음
 AI 는 모방할 원본을 반드시 필요로 하고 스스로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복사
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며, 결국 예술은 인간의 독창성에서 태어난다는 주장임
 물론,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가령 알파고가 인간의 기보를 분석한 것이 아니라 알고리즘 스스
로 만들어 낸 기보의 학습을 통해 인간 최고수를 꺾은 것처럼, 예술의 창작 역시 온전히 사람
의 전유물이 아니며 AI 도 얼마든지 창작 역량을 가질 수 있다는 재반론도 있음
 이런 논란은 결국 회화 예술 분야 역시 인공지능과 인간의 협력, 또는 인간의 창작활동을 위한
AI 의 지원과 같이 인간과 AI 의 공존을 위한 새로운 길의 모색이 필요할 것임을 시사

 예술가와 AI 의 협업 모델 구축은 향후의 중요 과제로 남겠지만, 패스티쉬를 생성하는 AI 를
이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시도는 앞으로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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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빙 빈센트의 예에서 보듯 인간 예술가
들이 수 년에 걸쳐 직접 패스티쉬를 만들
기 보다 이를 AI 에 맡겨 제작한다면 제작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므로, AI 는 우
선 애니메이션 영화 제작 비즈니스에서
큰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음
 미야자키 하야오 같은 유명 애니메이션

<자료> YouTube

아티스트의 스타일을 AI 가 학습한다면,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은퇴 이후 인간

[그림 6] 프리즈마 앱의 애니메이션 생성 기능

이 아닌 AI 가 감독의 영향을 가장 강하게 받은 후배로서 애니메이션 영화 제작을 주도할 수도
있을 것임
 실제 프리즈마 앱은 이미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변환하는 옵션도 제공하고 있어 이런 상상이
전혀 허황된 것은 아니며, 앞으로 애니메이션 창작 활동에서 인간과 AI 가 담당해야 할 작업의
식별과 효과적 자원 배분은 영화 비즈니스의 핵심 성공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음
 영화 산업은 AI 의 도입에 비교적 적극적인 산업의 하나로 이미 AI 가 대본에 주도적으로 참여
한 영화의 제작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AI 가 작곡한 음악을 영화의 배경음악(BGM)으로 사용하
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적극적인 인간-AI 의 협업 모델이 모색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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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 페이스북의 ‘타운홀’, 더 나은 사회의 인프라가 되기 위한 기능 개선
 2016 년 미국 대선에서 가짜 뉴스 확산에 이용되었다고 거센 비판을 받았던 페이스북이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인프라로 변화를 선언한 이후 첫 행보로 ‘타운홀(Townhall)’ 기능을 추가
 가짜 뉴스 파동 이후 처음에 소극적이었던 마크 저커버그는 곧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가
짜 뉴스가 페이스북에 표시되지 않게 되는 구조를 만들어 그 퇴치에 나서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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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2017 년 2 월 저커버그는 “글로벌 커뮤니티 구축을 위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페이스북
이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인프라”가 되겠다고 선언하였음
 구체적으로 “서로 돕는 사회, 안전한 사회, 올바른 정보와 지식을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 시민
이 참여하는 커뮤니티, 포용적인 공동체”를 목표로 제시하며, 미래 사회가 이런 방향으로 나아
갈 수 있도록 페이스북을 사용해 달라고 호소하였음
 선언 이후 첫 번째 움직임으로 페이스북은 ‘타운홀’ 기능을 추가했는데, 타운홀은 시청, 시의회,
동사무소 등을 뜻하며, 이 기능은 지방의회 의원에게 시민의 요청을 전달하는 것이 목적임

 페이스북의 타운홀 페이지에 접속하면 페이스북에 계정을 등록하고 있는 지방 의원들의 정
보를 볼 수 있으며, 아직 단순한 기능이지만 시민의 정치활동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음
 타운홀 페이지에 접속하여 주
소를 입력하면 지역의 시의원
정보 등을 얻을 수 있으며, 주
소를 입력하지 않으면 주지사
와 부지사, 주 의회 의원 등의
리스트가 사진과 함께 표시되
는데 팔로우 하거나 직접 연락
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여기에 표시되는 의원들의 명
단은 페이스북에 계정을 등록
하고 있는 의원에 한정되며 연
락 방법도 전화, 이메일, 문자
등 의원들이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노출하는 것에 제한

<자료> Android Headline

[그림 1] 페이스북의 정치참여 기능 ‘타운홀’

 이 밖에 선거일 환기 등의 기능도 제공하고 있는데, 타운홀이 제공하는 기능은 전반적으로 아
직 단순하다고 할 수 있지만, 시민의 정치 활동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페이스북이 정
치 활동을 지원하는 플랫폼이 되려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

 타운홀은 시민이 정치에 대해 단지 의견을 개진하는 것에서 나아가 적극 행동하는 것을 지
원하고 있으며, 민주주의는 시민의 참여를 통해 실현된다는 철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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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년 대선 기간 동안 페이스북은 가짜 뉴스를 양산하는 플랫폼이 될 수 있다는 문제점과 함
께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만 친구 네트워크로 묶이다 보니 결과적으로 자기 강화적인 환경
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플랫폼이라는 문제점을 드러냈음
 영어로는 “밖으로 나가지 않고 거품 속에만 머문다(stay in your bubble)”고 표현되며, 페이스북
에서는 자신과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 속에서만 관계를 맺다 보니 외부의 견해와 객관적 상
황이 보이지 않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임
 타운홀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단지 의견을 나누게 하는 기능 제공에 그치지 않고 직
접 시민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페이스북이 ‘좋아요’로 대변되
는 소극적 플랫폼에서 한걸음 더 전진하려는 움직임이라 볼 수 있음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특히 반 트럼프 정치 활동을 지원하는 사이트들이 급증하고 있고 이들
역시 집회를 열거나 지역 의원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도구를 제공하고 있지만, 전세계 모든 사
람들을 연결하고 있는 페이스북이 이러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큼
 사실 페이스북이 타운홀과 같은 기능을 제공하는 것은 무척 쉬운 일이지만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위험을 고려해 의도적으로 기능을 제공하지 않았을 것인데, 이번 타운홀 발표를
통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되 플랫폼이 할 일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보임
 타운홀 외에도 페이스북이 현재 진행 중인 활동은 여럿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뉴스의 진위에
대한 판단력을 기르는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 활동을 확산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미디어 및 교육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는 것임
 페이스북은 새로운 채팅 및 비디오 기능을 매일 추가해 나가는 한편 시민 사회를 위한 인프라
로 변모한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비슷한 속도로 도전을 해나가고 있음
(Fortune, 3. 27. & Buffalo Rising, 4. 7.)

III . 로봇 분야 연쇄 창업가 2 인에게 배우는 광범위한 로봇 응용 범위
 트위터와 스퀘어를 연이어 성공시킨 잭 도시(Jack Dorsey)처럼 실리콘밸리에는 많은 연쇄
창업가들이 있는데, 로봇 분야에서는 헨리 손(Henry Thorne)이 대표적 연쇄 창업가로 꼽힘
 ‘연쇄 창업가(Serial Entrepreneur)’는 하나의 스타트업을 성공시킨 후 비즈니스를 매각하거나 전
문 경영인에 넘긴 다음,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발굴해 또 다른 창업을 하는 기업가로 실리콘밸
리에서 성공한 창업자들의 보편적 경로가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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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 분야에도 주목할 만한 연쇄 창업가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스타트업 ‘포맘스(4moms)’의 공
동 창업자인 헨리 손이 첫 번째로 꼽히고 있음
 2005 년 만들어진 4moms 는 로봇 기술을 응용한 아기 유모차와 요람, 아기용 욕조 등을 개발하
여 기술 친화적인 젊은 엄마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기업임
 4moms 가 개발한 전동 자동 접이식 유모차 “오리가미(Origami, 일본어로 ‘종이접기’라는 뜻)”는
사용자가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컨버터블 자동차처럼 접혔던 상태에서 펼쳐져 완전한 유모차
상태로 변신하는데, 여기에는 로봇 기술이 응용되어 있음
 마찬가지로 로봇 기술을 응용한 요람인 ‘마마루(mamaRoo)’는 자율적으로 조금씩 흔들리며 아
기를 달래주는데,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섯 가지 흔들리는 동작을 하나의 기구
에서 제공하고 있음
 오리가미와 마마루는 로봇에서 축적된 메카트로닉스를 응용하고 있는데, 로봇 같은 외형은 아
니지만 로봇 기술을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로 꼽히고 있음
 4moms 의 공동 창업자인 헨리 손은 로봇 연구로 유명한 카네기멜론대학 출신으로 2001 년 창
업한 로봇 기업 ‘에이손(Aethon)’으로 큰 성공을 거둔 바 있는 연쇄 창업가임

<자료> Microsoft

[그림 1] 4moms 의 유아용 로봇 오리가미(左)와 마마루(右)

 헨리 손은 이미 15 년 전에 에이손을 통해 병원용 자율주행 로봇의 컨셉을 제시해 시대를
선도하였으며, 이후 유아용 로봇 개발에 나서며 새로운 혁신에 나서고 있음
 에이손은 병원 안을 스스로 돌아다니며 시트와 음식 등을 운반하는 로봇으로 현재 병원 관계
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지금은 자율주행 로봇이 그다지 새로운 개념이 아니나 15
년 전 헨리 손의 병원용 자율주행 로봇 제안은 업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음
 에이손의 병원용 로봇의 이름은 ‘터그(Tug)’로 본체 뒤에 카트를 연결해 끄는 구조로 운반하는
내용물에 따라 카트를 교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가령 식사의 경우 식판 거치 선반 여러
개가 있는 문이 달린 카트를, 약품이라면 암호를 입력해 열어야 하는 서랍형 카트를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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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트를 끄는 로봇 본체의 기능은 동일해서, 행선
지를 입력하면 터그는 자율주행을 시작하여 도
중에 문이 있으면 문을 열고, 사람을 만나면 부
딪치지 않도록 옆으로 비키거나 일시 작동을 멈
추며, 엘리베이터도 스스로 타고 이동하는데 만
일 비어 있지 않으면 탑승하지 않음
 현재 터그 로봇은 실리콘밸리 지역의 병원들에

<자료> Aethon

도입되어 있으며, UCSF 대학 부속의료센터의 경
우 30 대의 터그를 운영 중으로 환자의 짐을 옮

[그림 2] 에이손의 병원용 운송로봇 ‘터그’

겨주는 일을 비롯, 입원 환자가 원하는 시간에 주문한 식사를 가져다 주는 등 호텔과 같은 서
비스 제공에 이용하고 있음
 이처럼 병원이라는 특정 산업을 대상으로 한 자율주행 로봇을 개발했던 헨리 손의 다음 비즈
니스가 유아용 제품이라는 사실은 로봇 기술과 로봇 개발의 경험이 다른 영역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증명함으로써 혁신이 어떠해야 한다는 것을 잘 느끼게 해주었다는 평을 받았음

 로봇 산업의 또 다른 연쇄 창업가로는 현재 AR(증강현실) 기술 개발업체인 ‘매직 립(Magic
Leap)’의 창업자 ‘로니 아보비츠(Rony Abovitz)’가 꼽힘
 아보비츠는 로봇 팔을 이용하여 무릎 관절의 임플란트 수술 기술을 개발하는 ‘마코 서지컬
(MAKO Surgical)’이라는 의료 로봇 기업을 2004 년에 공동 설립한 바 있음
 마코 서지컬은 로봇 팔과 영상 가이드라인에 의해 의사의 손이 닿기 어려운 부분에 도달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현재 다른 기업에 인수된 상태임
 아보비츠는 느낌과 견해를 갖는 로봇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도 공동 창업하는 등 로봇 기술의
첨단화에 상당히 관여한 인물임
 그런 아보비츠가 AR 영역으로 새롭게 진출
했는데, 이미지 기술과 공간 매핑이 필요하
다는 점에서 의료 수술 로봇과 AR 기술은
공통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업계 관계자
들은 아보비츠가 로봇 기술의 AR 접목과
관련해 어떤 가능성을 간파한 것이 아니냐
고 추측하고 있음
 아보비츠의 AR 분야 스타트업인 매직 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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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Magic Leap

[그림 3] 매직 립의 증강현실(AR)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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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의 기술에 대해 현재 많은 것을 공개하지 않아 베일에 쌓여 있지만, 차별화된 AR 기술
을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받아 현재 기업 가치가 약 45 억 달러에 달함
 로봇 분야의 연쇄 창업가인 헨리 손과 로니 아보비츠의 행보는 로봇이라는 단어에만 사로 잡
혀 사업적 발상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로봇 분야의 기술은 아직까지 큰 가능성과 넓은 응용
영역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음
(ITPro, 3. 28. & Keystone Edge,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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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 Weekly Brief
분야

주요 동향

미국 출시 갤럭시 S8 에 ‘한컴오피스’ 탑재
4 월 21 일 미국에 출시되는 삼성전자의 최신스마트폰 “갤럭시 S8·갤럭시
S8+”에 한컴오피스가 기본 탑재될 예정. 모니터·TV 를 이용하여 PC 처럼 이
용할 수 있는 ‘삼성 덱스(DeX)’에서도 문서 편집이 가능하도록 최적화한 한
컴오피스를 공급. 이를 통해 모바일 오피스 시장과 전체 오피스 시장점유율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샤오미 ‘미믹스’ 국내 정식 예약 판매
지모비코리아는 샤오미와 한국 공식 총판계약을 맺고, 국내 스마트기기 해외
직구업체 3KH 와 알뜰폰 사업자를 통해 ‘미믹스’ 정식 예약 판매를 시작(4.6.).
이동통신

스마트폰

미믹스는 샤오미 플래그십 제품으로 국내 시장에 정식으로 출시된 건 처음.
앞서 국내 프리미엄 시장에는 화웨이·소니·구글 등 다양한 업체들이 도전
장을 던졌지만, 판매량은 기대에 못 미친 가운데 샤오미가 성과를 거둘지 주
목

삼성전자, 애플 따돌리고 스마트폰 세계 1 위 탈환
삼성전자가 2017 년 1 분기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생산량 1 위 자리를 탈환
(트렌드포스, 4.12.). 삼성전자의 1 분기 스마트폰 생산량은 약 8,014 만 대로,
직전 분기보다 8.4％ 증가. 점유율도 7.6％p 상승. 2016 년 4 분기에는 점유율
20.3％인 애플이 1 위였으며 갤럭시노트 7 을 단종한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18.5％로 2 위

SK 하이닉스, 세계 최초 72 단 3D 낸드 개발 성공
4 월 10 일 개발에 성공하면서 256Gb 를 컴퓨터가 처리하는 정보 단위인 byte
로 환산하면 칩 하나로 32GB 용량의 저장장치를 만들 수 있는 경쟁력을 확
보. 향후 이 칩을 차세대 저장장치인 SSD 나 스마트폰용 제품(eMMC)에 적용
하기 위해 컨트롤러 등을 결합하여 솔루션화하는 기술을 개발할 예정
부품

반도체

홍하이, 도시바 반도체 인수전에 31 조 원 베팅
4 월 초 마감된 도시바 입찰에는 SK 하이닉스와 훙하이를 비롯하여 미국 브
로드컴·마이크론·웨스턴디지털 등 10 여 개 기업이 참여. 홍하이는 도시바
가 당초 밝혔던 희망 금액(2 조 엔)을 10 조 원 이상 뛰어넘는 수준인 3 조 엔
(약 31 조 원)을 제시. 홍하이를 제외한 다른 업체는 2 조 엔 수준의 입찰 금
액을 제시해 결과에 주목

* 본 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산업분석팀(☎ 042-612-8213, ssj@iitp.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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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몬고, 출시 3 개월 만에 이용자 수 급감
4 월 3~9 일까지 포켓몬고의 주간 이용자 수가 약 193 만 명을 기록(와이즈앱,
게임

4.10). 2017 년 1 월 출시 당시 약 700 만 명의 주간 이용자를 기록했지만 한
달 이후 이용자 수가 꾸준히 감소. 게임 업계는 포켓몬고의 열풍이 식은 이
유로 콘텐츠 부족으로 분석. 또 지정된 장소에서만 대결할 수 있는 제한성도
포켓몬고 인기의 지속성을 떨어트린 원인으로 지적

고품질 콘텐츠 제작, 시장 다변화에 145 억 원 투입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고품질 방송영상콘텐츠 제작과 관련 시장 다
콘텐츠

변화 지원사업에 전년대비 36% 늘린 145 억 원을 지원. △고품질 방송영상콘
텐츠 제작에 10 억 원 △드라마·다큐멘터리 등 전략 콘텐츠 제작 및 상용화
에 45 억 원 △실버문화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에 15 억 원 △방송영상콘텐츠 시

디지털

장 다변화에 72 억 원 △방송 포맷 제작과 해외진출 지원에 17 억 원 편성

콘텐츠

우버, 국내 배달 앱 시장에 진출
우버코리아는 4 월 10 일 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 ‘우버이츠’를 한국에서 출시
준비 중이며 연내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발표. 우버이츠는 배달이 잘 되지 않
는 맛집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 국내 ‘푸드플라이’와 유사. 이를 위해
우버이츠에 입점할 레스토랑, 배달 대행 등 파트너사를 모집 중
앱

페이코, 쇼핑·게임으로 역역 확장
4 월 1 일 NHN 엔터테인먼트에서 별도 법인으로 분사한 NHN 페이코는 게임·
웹툰·음악 등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종합 포털로 진화시킬 계획. 우선
상반기 중 쇼핑 플랫폼을 도입할 예정. NHN 페이코가 직접 물건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업체가 페이코 내에 진입하는 방식. 한게임·벅스·코미코
등의 서비스가 유력

국내 IE 비중, 86%로 높은 점유율 차지
2016 년 하반기 국내 웹브라우저 시장에서 IE 가 차지하는 비율은 85.9%(KISA,
4.11.). 앞서 스탯카운터는 동 기간 국내 IE 점유율을 35.7%라고 밝혀 KISA 발
네트워크

브라우저

표와는 큰 차이를 보였는데 이 역시 IE 글로벌 점유율(9.6%)보다는 훨씬 높은
수치. 2015 년 2 월 정부가 액티브 X 의무 사용을 폐지한다고 밝혔지만 여전
히 이를 선호하는 공공기관·업체가 많아 국내서 IE 가 강세를 보이는 것으
로 풀이

에이서, 눈으로 화면 제어하는 노트북 PC 출시
ICT
기기

대만 PC 제조사 에이서가 눈으로 화면을 제어할 수 있는 신제품 노트북 PC
PC

‘아스파이어 V 니트로 블랙 에디션’을 국내 시장에 출시. 이 제품에는 눈동
자 움직임을 포착하는 ‘토비 아이트래킹 기술’을 적용하여 마우스를 움직이
는 대신 시선을 이동하면서 메뉴를 선택하거나 게임 플레이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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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주요 동향

페이스북 메신저로 ‘그룹 송금’ 가능
미국의 페이스북 메신저 이용자는 앱 이용자 간 그룹 송금이 가능(4.11.). 레
스마트
결제

스토랑에서 더치페이를 하거나 파티비용 분납, 단체 선물 등을 보낼 때 유용
하게 사용될 수 있는 새 기능을 추가. 2015 년 3 월 페이스북이 안드로이드와
iOS 및 데스크톱에 저장된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양자 간 송금 기능을 도입한

스마트

이후 새로운 송금 시스템으로 앞으로 결제 툴 앱의 경쟁은 더욱 심해질 전망

서비스

삼성전자, AI 비서 ‘빅스비’ 2017 년 4 분기 독어 지원
삼성전자 독일 홈페이지는 독일어를 지원하는 빅스비의 사진을 공개하며 홈페
AI

이지에 “4 분기 안에 지원 될 것”이라고 발표(4.10.). 빅스비는 갤럭시 S8 에 처음
으로 탑재된 AI 비서 서비스로 갤럭시 S8 출시에 맞춰 한국어와 영어만 우선적
으로 서비스할 예정. 추후 중국어·독일어·스페인어 등으로 서비스 언어를 추
가해 나갈 계획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알파고 5 월 커제와 대결
딥마인드는 중국바둑협회 및 중국 정부와 함께 ‘바둑의 미래 서밋(Future of
공통

AI

Go Summit)’을 5 월 23~27 일 개최한다고 발표. 중국 우전에서 열리며, 알파
고와 중국의 프로 바둑기사, 구글 및 중국의 AI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 특
히, 바둑 중국 랭킹 1 위 커제와 알파고의 맞대결이 예정되어 있어 주목

지문·홍채 등 생체인증 전 세계 사용자 30 억 명
최근 지문·홍채·안면 등 생체인증 프레임워크인 FIDO 를 기반으로 개발된
솔루션이 200 개 이상으로, 이를 활용하는 사용자 계정이 2017 년 들어 30 억
개를 돌파하며 세계 최대 온라인 인증 생태계로 자리매김(FIDO, 4.10). FIDO
얼라이언스가 2016 년 2 월부터 개발을 시작해 오는 상반기 중으로 발표할
예정인 FIDO 2.0 버전이 상용화되면 생체인증 생태계 확장이 더욱 급물살을
정보보호

보안

탈 것으로 전망

IT 보안제품 시장 2016 년 3.3% 성장
2016 년 국내 IT 보안 제품 시장은 전년대비 3.3% 증가한 6,582 억 원 규모로
집계(한국 IDC, 4.7.). 시장 포화로 세부 영역별로 큰 성장은 없었으나, 지능형
공격에 대응 가능한 엔드포인트 솔루션과 랜섬웨어 공격 증가에 따른 메시
징 보안 솔루션 부문이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전체 IT 보안 제품
시장 성장을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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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기술동향 원고 공모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는 주간기술동향의 ICT 기획시리즈에 게재될 “IoT” 분야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전문가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원고 주제 : IoT (제목 및 목차는 저자 자율 결정)
※ 최신 ICT 이슈 수시모집
 제출 자격 :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의 정보통신 분야 재직자(5 년 이상)
 접수 기간 : 수시접수 (접수기간: 2017 년 4 월 1 일~2017 년 5 월 31 일까지)

 제 출 처 : 주간기술동향 원고접수메일(wttrends@iitp.kr)로 제출
 원고 양식: 원고양식 파일참조
 원고 분량: 10~12 페이지 내외
 기타
- 게재 원고에 대하여 리프린트 무료 제공
- 게재 원고에 대하여 소정의 원고료 지급(200 자 원고지 7,000 원/1 매, 최고 20 만 원
~40 만 원, 지급대상별 상한액 적용)
- 기획시리즈 칼럼은 매주 1 편씩 발간
- 원고제출 시 반드시 원고심의의뢰서(첨부파일참조)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게재된 원고로 인해 지적재산권 침해문제가 발생할 경우, 원고저자는 원고료 반환, 게시
물 삭제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가 입게 될 손실ㆍ비용에 대한 배상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및 문의처
- (34054)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암동 58-4 번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기술정책단 산업분석팀 주간기술동향 담당
- Tel : 042-612-8296 / Fax : 042-612-8209 / E-mail : wttrends@iitp.kr

◈ 2016 년 주간기술동향 기획시리즈에 집필진으로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호
1729
1730
1731
1732
1733
1734
1735
1736
1737
1738
1739
1740
1741
1742
1743
1744
1745
1746
1747
1748
1749
1750
1751
1752
1753
1754
1755
1756
1757
1758
1759
1760
1761
1762
1763
1764
1765
1766
1767
1768
1769
1770
1771
1772
1773
1774
1775
1776
1777
1778

제목
ICT 기반의 융합형 혁신 클러스터인 Tech city UK의 성공요인
및 시사점
핀테크 산업의 국내외 시장 동향
Mission Impossible: Rogue Nation을 통해 본 최신 정보 기술 동향
웰니스 분야의 ICT 융합 기술 동향 및 전망
인공지능 기술 동향 및 발전 방향
컴퓨터 비전을 위한 영상 압축 기술
빅데이터로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개발 동향
인공지능과 심층학습의 연구 동향
이슈 탐지(Horizon Scanning) 동향
인공지능 및 인지 컴퓨팅 기술 동향
인공지능(AI) 부활의 동인과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지능형 영상감시를 위한 보행자 계수 연구
언어 처리를 이용한 인공지능 기술 동향
딥 러닝 기반 기계학습 기술 동향
딥러닝 기반 영상처리 응용 기술개발 및 서비스 동향
뇌과학 기반 인지컴퓨팅 기술 동향 및 발전 전망
딥러닝 기술 동향
컴퓨터 비전과 인공지능
의료영상에서의 인공지능 연구 동향
가상/증강현실 기반 원격 협업 기술 동향
가상현실 기술의 과거 현재 미래
가상현실 기반 실감형 콘텐츠 기술 동향
의료 분야에서의 가상현실 기술 동향
인간 중심의 UI/UX 를 접목한 AR 기술의 발전 방향
가상현실의 기술 및 생태계 전망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분야의 최근 기술 동향
VR 기술을 활용하여 도약하는 산업 동향과 시사점
가상현실 영상 콘텐츠 동향과 발전 방향
가상현실기반의 군훈련체계 디스플레이 현황과 민수 분야
활용방안
무인기 통제 및 제어 네트워크 보안 동향
4 대 핀테크 동향과 금융산업의 파급영향
의료 분야 골든타임(CVR)을 위한 딥러닝의 가치
증강현실 기술 동향 및 발전 전망
제조업 빅데이터 활용 동향 분석과 시사점
스마트팩토리 국내외 추진 동향과 대응방안
자율주행자동차 기술개발 및 서비스 동향
최근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사고 이슈와 향후 규제 방향의
시사점
미래 산업으로서의 광자(光子) 산업에 대한 전망
임베디드 시스템의 사이버 위협과 대응기술 동향
미세먼지 관리 국내·외 동향 및 개선 방안
식물공장의 국내외 추진 동향
디지털 융합 교육 서비스
의료 ICT 와 지능형 서비스 기술 융합 동향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동향 분석
머신러닝 기반 플랜트 배관의 건전성 관리 기술
사용자 참여 기반 실내 위치인식 플랫폼 기술
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개발 동향
블록체인 기술의 영향과 문제점 및 시사점
스마트팜을 위한 인공신경망 기술 및 발전 방향
스마트팜 기술 동향과 발전 방향

저자

기관

원상호

NIPA

김광석, 박나민
정한민
신성훈
조영임
원치선
민옥기, 임지연, 박경
기용걸
황미녕, 이승우, 최동진
배창석
정영임
김규진
정한민
강대기
김광용, 조기성
윤장우
곽노준, 박성헌, 김대식
장혁
장용준
이영호, 신춘성
김동현
박기현
현정우
박혜선
김항섭
박승창
남현우
강지영

한양대학교
KISTI
영남대학교
가천대학교
동국대학교
ETRI
도로교통공단
KISTI
대전대학교
KISTI
한국국방연구원
KISTI
동서대학교
ETRI
ETRI
서울대학교
ETRI
KISTI
국립목포대학교, 전자부품연구원
㈜푸토엔터테인먼트
테크빌교육㈜
ETRI
ETRI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유오씨
동덕여자대학교
단국대학교

권순재, 박원희

㈜도담시스템스, ㈜파콤영상시현

왕기철, 임광재, 이병선, 안재영
김광석
신재용
이종원
곽기호, 이하목
이인재
최윤혁

ETRI
삼정KPMG 경제연구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세종대학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스마트제조산업협회
한국도로공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국방부
KISTI
ETRI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카이랩
ETRI
ETRI, 한국원자력연구원
ETRI
한국도로공사
ETRI
ETRI
ETRI

정원준, 정수연
김승건
박현규
정한민
전황수
정성무
배인호
임명환
김관중, 윤두병, 김내수
조영수, 지명인, 김주영, 전주일
최윤혁
임명환
장인국
민재홍

 사 업 책 임 자 : 홍승표 (기술정책단장)
 과 제 책 임 자 : 김현중 (산업분석팀장)
 참 여 연 구 원 : 변화성, 이재환, 조성선, 이효은, 정해식, 김용균, 유영신, 채송화, 이승민,
박혜영, 최재원, 전영미(위촉)
 심 의 위 원
김민수(대전대학교), 김영복(세종대학교), 김종기(산업연구원), 김 원(KISA), 김창봉(공주대학교),
김평중(충북도립대), 박윤호(㈜옵토마린), 여인갑(ETRI), 오길남(광주대학교), 유대상(엘컴택), 이기호(제이에스온),
이재하(남서울대학교), 이정익(ETRI), 장항배(중앙대학교), 채효근(한국IT 서비스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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