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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국외훈련개요
1. 훈련국 : 미국

2. 훈련기관명 : 미주리대학

(UNIIVERSITY

OF MISSOURI)

3. 훈련분야 : 신산업

4. 훈련기간 : 2020. 10. - 2021. 6.

※ 파견기간 : 2020. 7.1. ~

2021. 6.30.

- 2 -

훈련기관 개요
명

칭

UNIVERSITY OF MISSOURI

소 재 지

ISSS-Intl Center, N52 Memorial Union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za, MO

홈페이지

www.international.missouri.edu
∘ 1998년 미주리주(경제발전국)과 미주리대학교가 설립한

설립목적

조

직

공동 출연기관
∘ 국제 비즈니스 및 정부 업무에 적합한 영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아시아센터

∘ 국제 비즈니스 및 정부 업무에 적합한 영어 교육 글로벌

관점 및 국제관계 이해 강화, 지식기반 확대 등
주요기능 및
연구분야

∘ 주당 27시간을 구성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전문교육 과정 12시간, 세미나 3시간, 모닝 토크 4시간
- 현장방문 6시간, 악센트 교정프로그램 1시간,
언어 파트너 1 시간
- 교육기간 : 연중(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주요인사
인적사항

∘ 아시아센터 소장 : 김상수
∘ 유승권 박사
∘ 정제국 박사

유승권 박사
교섭창구

훈련경비

전화

573-424-8501

메일

youse@missouri.edu

$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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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국외훈련 훈련기관 및 현지생활 소개
Ⅰ. 기관개요
❍ 훈련국 : AMERICA
❍ 훈련기관명 : UNIVERSITY OF MISSOURI
❍ 인터넷 웹주소 : www.international.missouri.edu
❍ 기타(주소 등) : ISSS-Intl Center, N52 Memorial Union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 MO

Ⅱ. 기관소개
❍ 연 혁
◇ 1839년 가이어 법(Geyer Act)에 의해 설립
◇ 미시시피강 서쪽에 있는 대학교 중 가장 역사가 오래된 학교
◇ 1841년 문리과대학 설립
◇ 1843년 교육대학 설립
◇ 1870년 랜드그랜트칼리지가 되면서 농과대학 설립
◇ 1872년 법과대학과 의과대학, 1877년 공과대학 설립
◇ 1908년 세계 최초 신문대학 설립
◇ 1963년 사립대학인 캔자스시티 대학교(現. 미주리 대학교 캔자스시티
캠퍼스) 합병하고, 세인트루이스 캠퍼스 개설하여 4개 캠퍼스로 구성된
종합대학교 구축
◇ 2015년 미국 한인 1.5세 문 최(52·한국명 최문영) 코네티컷대 교무부총장
이 177년 역사의 미주리 주 최대 공립대학인 미주리대 시스템의 총괄
총장으로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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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기관에 대한 개략적 설명
◇ 위

치 : N49 Memorial Columbia, MO 65211 USA

◇ 미주리주의 최초 공립학교, 1839년에 설립
◇ 120여 개국 유학생과 미국 학생들을 포함해 약 31,000여명 재학생
4개의 캠퍼스가 한 개의 University of Missouri System으로 관리, 콜럼
비아 캠퍼스 거점대학 역할 수행 * 한국 학생 100명
◇ 미주리대 700개 온라인 과정 포함 총 321개 학위과정 제공. 특히, 저널
리즘(신문방송학), 의학, 약학, 농학, 수의학, 법학, MBA 등 우수 평가
◇ 미주리대는 중부 소재 14개 대학들과 함께 스포츠 연합체에 속해 있음
미주리대 스포츠팀은 MIZZOU TIGER(미주 타이거)라는 애칭
◇ 미주리대학교 아시아센터(미주리 국제교육원)
- 1998년 미주리주(경제발전국)과 미주리대학교가 설립한 공동 출연기관
- 한국, 중국, 일본, 대만, 태국, 키르기스스탄 등의 연수생 관리
- 한국 연계기관
∙ 중앙부처 : 행정안전부, 국회사무처, KDI정책대학원,국제화재단
∙ 교 육 청 : 부산시교육청, 경남교육청,
∙ 지 자 체 : 서울시, 경기도, 전라남도, 제주도, 시도지사협의회,
∙ 대 학 교 : 건국대, 경북대, 경상대, 고려대, 공주대, 동덕여대, 목포
해양대, 부산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대, 한림대 등

❍ 소속기관 소개
◇ 준비서류 : 여권 사본, 근무 경력서, 재정보증서, GLS과정 허가신청서,
교환방문 프로그램 동의서, 연구계획서 등
◇ 훈련교육
- 목적 : 국제 비즈니스 및 정부 업무에 적합한 영어 교육 글로벌 관점
및 국제관계 이해 강화, 지식기반 확대 등
- 수업 : 주당 27시간을 구성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전문교육 과정 12시간, 세미나 3시간, 모닝 토크 4시간
∙ 현장방문 6시간, 악센트 교정프로그램 1시간, 언어 파트너 1 시간
- 교육기간 : 연중(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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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교육훈련 프로그램>
- Journalism in the US and East Asia

- Going Native

- American Government

- Public Policy

- American Politics and Elections

- Education Policy

- Democratization in East and West

- Environmental Policy

- Race Relations in America

- Poverty in U.S

- Health and Happiness

- Truman Connection

- Generation in the American Workplace

- The Art of Leadership

- 7 Habits of Highly Effective People

- Worldview Basics

- Sports Talk

- Dining in-Dining Out

- Documentary Film

- Travel and Tourism

- Comic Books and Culture

- Book Club

- How do you Say that?

- The New Jim Crow

- Understanding as you read

- The Joy of Reading

- Communication Skills

- The Art of Small Talk

- Secrets of Effective Communication

- TED Talks

- Vocabulary Development

- Children’s literature

- Speaking and Pronunciation

- Basic Business English

- Academic Listening and Notetaking

- Listening Comprehension

- Write it Right and Present it professionally
- Writing is Not a McDonald’s Hamburger
- Business and Situational English
- English Basics through Music
- Conversation and American Literature
- News from Around the Corner & the Country
- Current Events in the U.S, Korea, and China
- Social Movements of the 1960’s and the Music it inspired
- Community Engagement and Volunteerism
- Small Business & Entrepreneurs in America
- All the World’s a State: Drama as the Tool
- Language Games and Aesop’s F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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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입교교섭 자료
❍ 학교선정 및 지원(입학수속)
◇ 학교선정 : 미주리대학교 아시아센터(미주리 국제교육원)
- 1998년 미주리주(경제발전국)과 미주리대학교가 설립한 공동 출연기관
- 한국, 중국, 일본, 대만, 태국, 키르기스스탄 등의 연수생 관리
◇ 지원대상 : 전문직 종사자
(공무원, 공기업, 민간회사, 대학, 연구소, 교원 등)
◇ 지원절차
① 출국 3개월전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 제출(신청자 → 아시아센터)
※ 여권 사본, 근무 경력서, 재정보증서, GLS과정 허가신청서, 교환방문
프로그램 동의서, 연구계획서 등
② 제출한 서류 검토 후 화상 인터뷰 진행(아시아센터 → 신청자 개별)
③ 최종 검토 후 비자신청에 필요한 DS-2019 발급 및 발송
(아시아센터 → 신청자)
③ J-1 Exchange Visitor(방문연구원) Visa 신청

❍ 지원시 필요한 어학성적
◇ 영어 공인 점수가 없어도 지원 가능
◇ 아시아센터에서 영어 의사소통이 가능한지에 대해 진단하는 간단한
인터뷰 진행
※ 인터뷰는 비자서류에 발급(DS-2019)을 위한 필수 항목
◇ 아시아센터에서 운영하는 GLP프로그램 이수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영어 필요

❍ VISA관련
◇ J-1 Exchange visitor Visa를 받게 되고 미주리대에서는 University
Visiting Scholar의 신분이 주어짐
※ J-1 비자(J-1 Exchange visitor Visa) 는 미국에교환학생, 연수프로그램,
인턴십을 목적으로 출국하기 위해서 받아야하는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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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SA 발급 절차
① VISA 발급에 필요한 서류 준비
- 학위증명서, 재직증명서, SEVIS FEE 〮비자수수료납부영수증, DS-2019,
DS-160, 예금잔액확인원, 제정보증서류, 재산세납입증명서 등
② VISA 인터뷰 예약하기
- 미국대사관 홈페이지(https://www.ustraveldocs.com/kr_kr)
※ SEVIS FEE와 비자수수료를 납부하고, DS-160 작성해야 비자인터뷰를
예약 할 수 있음
③ 비자 인터뷰
- 지참서류 : 여권, 비자용사진 1매, DS-160 확인서, SEVIS FEE
납부영수증, DS-2019 출력본, 비자인터뷰예약확인서,
재직증명서, 통장잔액증명서 등
- 인터뷰 진행 : 영사의 간단한 질의 응답
- J-1 비자 발급 : 인터뷰를 성공적으로 마치면 일주일내에 여권과
VISA를 우편 배송
※ 신청자의 90% 이상 발급이 무난한 비자

❍ 학비관련
◇ 연간 GLP 프로그램 학비 : 18,000$
- 연간 2학기, 학기 당 2세션으로 구성·운영(8주), 4과목, 12시간
- 여름 계절학기 운영(2주)
- language Program(무료) : Accent modification program, English language
program(language partner program) / 학기 당 8주
* 별도 학생 레크레이션센터 이용료(월 39$) 지불
◇ 특별 프로그램 운영(‘20.11. ~ ’21. 5.) : 10,000$
- 특별과정 운영(‘20.11. ~ 12. ) : 8주, 3과목, 12시간
- 1학기 과정 : 2세션(세션당 8주), 4과목, 12시간
* language Program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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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현지생활 소개
❍ 입출국 이동경로(출발지-경로지-도착지) 및 소요시간
◇ 이동경로 및 소요시간 : 인천공항 – Dallas(12:35) – 콜롬비아 (1:35)
◇ 숙소-콜롬비아 공항 : 미주리대학 아시아센터에서 pick up, sending
service 제공(15~20분 소요)
◇ 소요시간 : 17시간 30분(환승 3시간 포함)

❍ 기후, 물가수준, 전화, 전기, 인터넷 등
◇ 기후

◇ 물가수준
- 공산품, 식료품 : 한국의 1.3배 수준(공급가액 8% 이내 별도 과세)
- 농산물 : 한국의 농산물 가격과 비슷하거나 싼 편이나, 별도 TAX 부과(공급가액 6% 수준)
- restaurant : 햄버거, 샌드위치 등 (10~15$ 수준+tip)
- 미용 : 한국 미용실 기준 haircut(여성 25$, 남성 18$ + tip)
- 대중교통 : lyft나 uber 등 공유택시(10분 15~20$, 별도 tip 지불)
* tip : 공급가액의 15%~20% 수준, waiter(ess), hotel maid, taxi driver,
hairdresser-nail tech, pizza delivery(배달료+tip), tour guide, skycaps

* 최저임금 : 7.5달러/시간 당(지역별 상이)

- 9 -

◇ 휴대폰
- 후불요금제(Post-paid) : 가입된 요금제에서 매달 이용한 만큼 요금 납부,
최소 2년 약정제 기본, 계약시 SSN(Social Security Number), 크리딧 스코어 필요
- 선불요금제(Pre-paid) : 통신사에서 유심 칩을 구매해서 간단하게 등록,
단기 체류 시 이용
- 통신사별 요금제 비교
verizon
500MB $35
5GB $55
10GB $65
T-mobile
Prepaid

후불
요금제
(월)

4GB $50

AT&T Prepaid

Boost mobile

cricket

Mint
(T-mobile)

5GB $30
15GB $40
1년 치 선불 8GB $25
Unlimited $50~75
Goole Fi
(Goole Fi)

1GB $10
5GB $25
Unlimited
$50~60
Visible
(Verison)

3개월 사용시
4GB $25
15GB $45
Unlimited $40

$20+$10/GB
1GB $30
3GB $50
Unlimited $70

Unlimited $40

2GB $30
10GB $40
unlimited
$55~60
H20 Wireless
(AT&T)
2GB $20
6GB $30
15GB $40
Unlimited
$50~60

선불
요금제
(월)

알뜰
요금
제
(월)

AT&T

10GB $40
Unlimited
$50~60

◇ 전기·수도
- 전기 : 화석연료와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공급, 외부로부터 90% 공급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전력 공급(2018년 기준 15.65%)
전기료(최저) : 표준고객 비용(월 $16.31), 비 표준 미터 비용(월 $ 21.54)
+ 세금 월 이용료의 7.5268%
시용량/요율
summer
Nonsummer

first 300kwh
7.86
cents per kwh

next 450 kwh
10.25
cents per kwh

7.86
cents per kwh

10.25
cents per kwh

next 1,250 kwh
13.97
cents per kwh

all remaining kwh
15.11
cents per kwh
11.84
cents per kwh

* 온라인, 전화(24시간 자동응답 시스템), 우편, 방문, 자동 계좌이체 납부
◇ 인터넷 가입 : mediacom(mediacocable.com) 신청(cable tv, 인터넷)
- 월 이용료 : 최저 요금제 $19.99/월(최대 60MPS), MPS당 가격 0.33,
wi-fi 장비이용 $12/월, 세금포함 $39.9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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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차 및 비용(기숙사와 외부숙소의 장․단점 비교)

◇ 자녀학교 배정, 차량 구입이나 등록, 운전면허증 취득 등 각종업무 처리
를 위해서 집계약이 선행 되어야 함(주택 임대차 계약서 필수)
※ 한국 복귀예정 연수자의 거주지와 살림살이를 인수하는 방법이 가장 수월
◇ 기숙사: 공유 하우스, 공과금 무료
- 학부생: 교내 기숙사 23개동 및 아파트 1개소, 입주자격 안됨
· 기숙사: 단체실, 2인실, 1인실 등 5개 타입, 비용은 룸 타입에 따라
1인당 최소 월 $678 이상
· 아파트: 캠퍼스 외부 도보권 내 위치, 3개의 룸타입, 비용은 룸
타입에 따라 1인당 최소 월 $1,178 이상
- 대학원 및 전문직 학생(아파트형 가족주택): 2개소, 캠퍼스 외부 도보권 위치
· Manor House: 1인당 최소 월 $565 이상
· Tara Apartments: 1인당 최소 월 $605 이상
* 민간운영 기숙사: 학교 근처 다수, 임대료는 학교 기숙사와 비슷
→ 기숙사는 학교와 가까운 장점이 있으나, 시설이 노후되어 있고,
룸메이트 없이 혼자 살고자 하는 경우 추가 비용을 혼자 부담해야
하므로, 일반 주택과 임대료 차이가 거의 없음
◇ 일반 주택: 대부분의 유학생은 1-3 bed 아파트, 타운하우스, 단독주택 등에 거주
- 월 임대료는 사이즈와 유형에 따라 다양하며, $700~$1,300 수준으로
대도시에 비해 매우 저렴한 편임
- 월세는 기숙사와 비슷하나, 공과금(가스, 전기, 상하수도, 인터넷 등)을
별도로 부담해야 함
- 미국은 전세의 개념이 없어, 월세를 내거나 1년치 월세를 선납하는
방식으로 임대료 지불
- 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학군이 좋은 학교 인근 주택 선호
→ 넓고 깨끗하고 안전하며 주택가 주변에 마트, 음식점 등 편의시설이
모여 있어 생활하기 편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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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교육
◇ 콜럼비아에는 공립학교 32개(초등 21, 중등 7, 고등 4)와 사립학교가
다수 있음
◇ 미국은 지역별로 학교 등록 기준이 다르며, 콜럼비아의 경우 유치원(생일에
따라 만5세 또는 6세), 초등학교(1-5학년, 만6-11세), 중학교(6-8학년,
만 11-14세), 고등학교(9-12학년, 만 14-18세)
* 8월 1일을 기준으로 생일에 따라 학년이 나뉨

◇ 학교별로 차이는 있으나, 수업시간은 초등학교는 08시 전후~15시 전후,
중고등학교는 09시 전후~16시 전후이며, 방학은 12월말~1월초(2주),
3월중순(1주), 6월말~9월초(2개월 이상) 임
◇ 콜럼비아는 대학중심의 소도시로 주민의 학력수준이 높고 치안이 좋으나,
미국의 공립 및 사립학교 평가 사이트 검색을 통해 보면 대도시들에 비
해서 평가등급은 낮은편임(10등급 중 6등급 이하 학교가 많음)
* https://www.greatschools.org 사이트에서 전 미 학교에 대한 평가결과 확인 가능

◇ 학교 등록 후 테스트를 거쳐 수업 중 또는 방과 후에 수준별 ELL프로그램
제공
◇ 도시 내에서도 학교별 편차가 크므로, 자녀가 있는 경우 학군을 고려하여
주택을 임차해야 함
◇ 미국은 주소지에 따라 학군이 배정되므로 아이가 있는 가정은 학군이
좋은 동네를 선정하는 것이 좋으며 학군이 좋은 곳이 안전한 지역의 척
도이기도 하다
- 컬럼비아에서 윈드리버는 페이뷰로 배정되므로 주로 아이가 있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으며, 꽃동네는 아이가 없는 사람들이 많
이 모여살고 있다
◇ 입학 시 예방접종 기록을 학교에 제출해야 하므로 영문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아 가야하며, 특히 수두2차는 한국에서는 필수접종이 아니나 미국은
필수접종으로 요구하는 학교가 많으니 접종하고 갈 것을 권장
* 현지 예방접종 등 의료비용 매우 비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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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구입 및 운전면허증 취득. 대중교통
◇ 자동차 구입
- 미주리 콜럼비아도 미국의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대중교통이 불편하여
자동차는 생활필수품
- 연수생들은 주로 중고차를 구입하며 귀국하는 한국 사람으로부터 구매
하거나 현지 딜러샵에서 구매하는데 딜러샵을 통한 경우 다소 비쌀 수
있으나 해당 차량을 직접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가격은 켈리블루북(www.kbb.com)에서 시세를 비교할 수 있으므로 미
리 가격을 확인해 보고 구입하는 것이 좋음.
◇ 운전면허 시험
- 운전 면허시험은 필기시험(Written Test), 시력검사(Vision

Test), 실기

시험(Road Test) 세 단계로 이루어짐.
- 여권, DS-2019, I-94,

집 계약서, 한국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

등을 가지고 접수를 하면 당일 바로 필기시험과 시력검사 시험을 볼수
있음.
- 필기시험은 25문항중 19개 이상 맞으면 합격, 필기시험은 한국어로 되
어 있고 터치스크린 컴퓨터로 보거나 출력물로 보며 시간제한은 없으나
하루에 2번까지만 재시험(1일 총 3회)이 가능함,
- 모르는 문제는 건너뛰기 찬스를 쓸 수 있고 오답을 하면 바로 정답이
주어진다. 합격 후 주행시험 날짜와 시간을 잡는다.
- 주행시험은 본인 차를 가지고 가서 시험을 본다. 시험당일 여권, 한국
및 국제면허증, 자동차 보험서류를 가지고 가서 접수를 하면 잠시 후
시험관이 나와 본인 차에 동승한 후 약 15분 동안 정해진 코스에서
테스트를 하며 바로 합격 여부를 알려준다.
- 최종 운전면허 시험을 합격하게 되며 Driver License Office에 실기시험
패스 증명서, DS-2019, 거주지 증명서류(집 계약서 등), SSN(Social
security number)나 또는 SSN이 없다는 증명, 학교 letter 등을 가지고
가서 당일 사진을 찍고 수수료 16불 가량을 납부하면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음.
※ SSN는 미국의 사회보장번호로 미국 사회보장법의 근거로 미국 연방
정부가 미국 시민, 미국 영주권자, 합법적 거주자(유학 등)에게 부여
하는 9자리 숫자이다. 이 번호는 사회 보장제도와 연계되며 미국의
주민 개인 식별번호로 사실상 미국의 주민등록번호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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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보험료, 자동차 보험료 소개
◇ 의료 보험
미 국무부와 미주리 대학교에서 연수생(J-I비자) 등에게 요구하는 의료
보험 기준에 부합하는 보험을 구입하는 경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미
주리 대학교에서 직접 판매하는 보험은 가격이 매우 비싸므로, 가급적
국내에서 기준에 맞는 보험을 찾아서 가입 후 연수를 떠나는 것을 권장
◇ 자동차 보험
자동차 보험 없이는 구입한 차량을 인수할 수 없다. 국제운전 면허증으
로도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데 현지 운전면허증이 없기에 일부 보
험회사만 보험 가입을 허용한다. 2~3년간 한국에서의 자동차 보험가입
관련 영문서류를 가지고 오면 보험료 할인도 받을 수 있다.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보험을 가입하며,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 보험 취소 및 보험
료 환급 신청, 잔여금액 발생시 계좌에 입금된다. 많이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은 AAA insurance이나 6개월이상 미국 보험가입경력이 요구되어
보통 다른 보험사에 6개월 가입후 AAA를 가입한다.

❍ 세금(Tax)
◇ 미국 판매세
- 한국에 부가가치세가 있다면 미국에는 판매세(Sales tax)가 있음.
- 한국의 부가가치세는 국가가 물건가격에 포함하여 징수하는 세금이나,
미국의 판매세는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에서 물건가격에 포함하지 않
고 물건 구입시 별도로 부과하는 세금
- 각 주나 도시마다 세율이나 적용되는 룰이 다르며 New Hamshire,
Alaska, Delaware, Montana, Oregon주는 판매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 처음 미국 방문시 한국과 다른 부가가치세세 체계에 혼란을 겪을 수 있
으니 체계를 알고 갈 필요가 있음
◇ 미국 스칼라 J1비자 세금
- 한미조세조약 제20조에 의거하여 J1비자를 소지한 연구원이나 방문교
수는 만 2년동안 전액 세금이 면제
- 다만 J비자를 소지한 일반회사 인턴은 적용되지 않으나. 같은 조약 제
21조에 의거하여 5년간 2000불까지 소득에 대한 공제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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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유학생 F1비자 세금
-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유학생 비자(F-1)로 유학을 간 순수
토종 한국 유학생들도 소득이 없어도 세금신고를 IRS에 해야 함.
- 일반적으로 직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4월 15일까지 미연방 국세청
(IRS)에 신고를 함
- 유학생 신분으로서 발생하는 소득 중 세금신고 대상에 해당 것은 파트
타임 임금, 수수료나 커미션, 사례금, 팁, 주식배당금, 은행에 예치하거나
국채 등에서 발생되는 이자, 주식매매 차익, 파트너십 분배금, 퇴직소득,
도박 수익금, 해외 근로소득, 가상화폐(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매매차
익으로 발생한 자본이득, 기타 미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 등이 있음
-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장학금이나 학비 송금 등 연간 2,000 달러까지
근로소득이 면제됨.

❍ 주변명소(위치, 지리, 교통편 등)
◇ 컬럼비아
- 미국 미주리주에 있는 4번째로 인구가 많은 교육도시로 주변으로 미주
리주 최대 최고의 교육기관인 미주리 대학교가 있음
§ 세인트루이스(서쪽 190km), 캔자스시티(동쪽으로 190km)
§ 제퍼슨시티(남쪽 47km, 미주리주의 주도)
-

주요 시설
§ 콜럼비아 공립 도서관(무료입장) : 소장도서 44만여권
§ 미주리대 도서관(무료입장) : 소장도서 320만여권
§ 공원(시립공원 포함, 유/무료) : 60여개
§ 극장 : 3개(스크린 24개)
§ 시립 헬스 센터(ARC Center, 유료) : 1곳

-

주요 도로
§ I-70 고속도로 : 세인트루이스 ~ 캔자스시티
§ 브로드웨이 (Broadway) : 콜럼비아 시내를 동서로 지나는 중심도로
§ 스타디움 대로 (Stadium Blvd) : 콜럼비아를 동서와 남북으로 연결
§ 63번 도로(Highway 63) : 미주리 남북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 15 -

◇ 세인트루이스 게이트웨이 아치
- 세인트루이스 게이트웨이 아치국립공원 내에 위치
- 교통편은 세인트루이스 메트로링크 역에서 도보로 10분정도 소요되며
트램은 왕복 10$
- 여름에는 08:00~20:00, 겨울에는 09:00~18:00까지 운영
- 미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의 미시시피 강변에 있는 국립 제퍼슨 기념
관에 속한 기념비로서 1803년 루이지애나 구입(토머스 제퍼슨의 결정)
과, 1804년에서 1806년에 있었던 메리웨더 루이스 대령과 윌리엄 클
라스 소위의 탐험을 시작으로 서부 지역이 개척자들에게 문을0열게 된
일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짐
- 미국의 서부개척 정신을 기리는 건축물로서 192m 높이로 미국에서 가
장 거대한 인공구조물이며, 양 끝의 넓이도 192m에 다다라 매우 보기
좋으면서 균형 잡힌 모습으로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진 구조물 내
부에는 독특한 트램 시스템이 있어 방문자들은 꼭대기의 전망대로 올
라갈 수 있으며, 동쪽 미시시피 강 너머의 눈부신 정경을 즐길 수 있
으며, 서쪽으로는 세인트루이스를 굽어볼 수 있음.
◇ 낼슨 앳킨스 미술관
- 캔자시시티 도심 중앙에 위치하고 있음(4525 Oak Kansas City, MO
64111 USA)
- 이동은 캔자스시티 도심에서 미술관까지 직행하는 버스를 이용하거나
자차를 이용할 수 있음
- 1933년에 설립되었으며, 미술관 입장료는 연중 무료이며 월요일, 화요
일 및 주요공휴일 휴관
- 캔자스시티 중심부에 위치한 미술관에는 고대 및 현대미술품을 비롯하
여 아프리카, 유럽, 중국 또는 미국을 비롯한 모든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세계 유수 컬랙션이 전시되어 있음
- 모바일 오디오투어 안내에 따라 박물관과 부지를 돌아볼 수 있고 포토
학습센터에서는 연중내내 미술교육프로그램을 주최하며 스펜서 미술
참고 도서관에서는 180,000권의 도서를 소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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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 선진사례를 통한
강원도 신산업 발전방향 연구
1. 서론

1990년대 중반 이후 세계경제는 IT혁명을 바탕으로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 혹은 인터넷 경제(internet economy)로 상징되는 패러다임 전환
을 경험하고 있다. 경제활동의 무대 역시 전자상거래(e-commerce)나 공유경
제(share economy)가 상징하듯 모바일상의 플랫폼으로 대거 이동하였고, 컴
퓨팅과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기술혁신은 급기야 제조업으로까지 확산
되어 인더스트리 4.0(Industry 4.0)이나 스마트 공장(smart factory)과 같은
용어들이 전혀 낯설지 않은 상황이 되었으며,
지난 2016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이하 WEF)에서 ICT와
산업의 융합이 촉발하는 경제 사회 구조의 변화, 즉 ‘4차 산업혁명’을
언급하면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고조 되기 시작하면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Bigdata), 클라우드(Cloud), 로봇(Robot), 3D프린팅,
자율주행자동차 등의 기술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4차 산업 혁명에 대한
대비는 꾸준히 지속되어 왔으며, 각국의 정책 방향은 ‘4차 산업 혁명에 대한
대비한 글로벌 신산업’이라 정의 할 수 있다.
현재 ‘4차산업 혁명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가운데 세계 주요국은 4차산업혁명을
촉발하는 경제성장 패러다임의 변화, 산업사회구조의 변혁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차별화되고 다양한 전략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세계 주요국의 4차산업혁명 정책과 우수기업의 신산업
동향과 흐름을 파악하고,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라 할 수 있는 컴퓨팅,
인공지능, IoT 등의 분야에서 기술혁신을 주도함과 동시에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벤처캐피털과 같은 창업생태계를 잘 갖춘 미국의 4차산업혁명 선진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 도의 미래 신산업 분야인 4차산업혁명 발전방향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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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론
1) 4차산업혁명에 대한 이해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로봇기술, 드론, 자율주행차, 가상현실(VR) 등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말한다.
인공 지능(AI), 사물 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모바일 등 지능
정보기술이 기존 산업과 서비스에 융합되거나 3D 프린팅, 로봇공학, 생명공학,
나노기술 등 여러 분야의 신기술과 결합되어 실세계 모든 제품·서비스를 네
트워크로 연결하고 사물을 지능화한다.
제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hyperconnectivity)과 초지능(superintelligence)을 특징
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 산업혁명에 비해 더 넓은 범위(scope)에 더 빠른 속도
(velocity)로 크게 영향(impact)을 끼친다.
‘제4차 산업혁명’용어는 2016년 6월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 포럼(Davos
Forum)에서 포럼의 의장이었던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이 처음으로 사용
하면서 이슈화됐다. 당시 슈밥 의장은 "이전의 1, 2, 3차 산업혁명이 전 세계적
환경을 혁명적으로 바꿔 놓은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이 전 세계 질서를 새롭게
만드는 동인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보 통신 기술(ICT) 기반의 새로운
산업 시대를 대표하는 용어가 되었다. 컴퓨터,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제3차 산
업혁명(정보 혁명)에서 한 단계 더 진화한 혁명으로도 일컬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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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은 ▷1784년 영국에서 시작된 증기기관과 기계화로 대표되는 1차
산업혁명 ▷1870년 전기를 이용한 대량생산이 본격화된 2차 산업혁명 ▷1969
년 인터넷이 이끈 컴퓨터 정보화 및 자동화 생산시스템이 주도한 3차 산업혁
명에 이어 ▷로봇이나 인공지능(AI)을 통해 실제와 가상이 통합돼 사물을 자
동적·지능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가상 물리 시스템의 구축이 기대되는 산업
상의 변화를 일컫는다.

2) 세계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추진 정책
1. 미국
미국은 4차 산업혁명에의 대응과 관련해 정부차원의 중장기 로드맵이 없이
제도보완 측면에서의 대응, 정부와 민간의 역할 구분을 통한 정책의 실행가능
성 제고, 시장지향적 4차 산업혁명의 추진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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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미국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설정하지는 않았지
만, 특정 이슈에 대해서는 제도보완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즉
제도보완 분야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이슈,
데이터 보안 강화 및 효율성 증가,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제도 및 인프라 구축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같은 제도보완과 더불어 미국 정부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들은 기초연구에 집중하면서도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여 기술개발부터
상업화까지의 시간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다시 말하면 정부의
프로젝트에 기획단계에서부터 민간기업을 참여시킴으로써 기반기술 개발, 응
용기술 개발, 상업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미국은 벤처기업 창업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뚜렷한 목표 아래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정책의 실행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정부와
기업, 학계 등이 각자의 위치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미국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제조업 기술
지원을 위해 2012년 7월 ‘The President’s Plan to Revitalize American
Manufacturing’을 공표함과 동시에, 제조업 이노베이션을 추진할 산관학 협력
주체(hub)로서 IMI(Institutes for Manufacturing Innovation)를 설립하였다. 또한
이 연구소들을 전국적으로 연결하는‘NNMI: National Network for Manufacturing
Innovation’프로그램도 추진 중이다. 기업의 창업환경을 보더라도 미국은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창업생태계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데다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의

정책들은 기업가정신 고취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민간부문은

‘Startup America Partnership’과 같이 장기적으로 성장 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
조성, 차세대 기업가 양성, 창업가와 멘토의 연결, 창업가와 대기업의 연결,
혁신 가속화의 역할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셋째,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미국의 접근 방식은 매우 시장 지향적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기업들은 빅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가상현실(AR) 등 4차 산업혁
명을 주도하는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모델을 창출하고, 산업인터넷
(Industrial Internet) 혹은 제조업의 디지털화(Digital Manufacturing)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GE, IBM 등의 개별 기업들은 특정 제조업 분야나 산업
전반에 걸쳐 기업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독일의 Plattform Industrie 4.0과 유사한
목표 아래 테스트베드 운용, 국제표준화 참여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AllSeen Alliance이나 OCF도 마찬가지지만 IIC(Industrial In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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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ortium)는 에너지, 헬스케어, 제조업, 공공부문, 교통부문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것은 미국 기업들이 고위험 고수익 사업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시장지향적 사업에 뛰어 들고 있음을 의미한다. 나아가
이와 같은 시장 지향적 4차 산업혁명이 가능한 것은 엔젤투자와 대규모 벤처
캐피털이 기존 기업이나 스타트업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생태계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2. 독일
독일 정부가 추진하는 인더스트리 4.0 정책은‘제조업과 정보통신의 융합'을
뜻하는 말로 제조업 비중인 높은 독일 특유의 잘 갖춰진 물류·생산설비에
사물인터넷(IoT), 사이버물리시스템, 센서 등을 접목한 완전한 자동화 생산체계를
도입해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2025년까지 자국 내 제조업
전체를 거대 단일 가상공장으로 연결하고 전세계 시장 환경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유비쿼터스 맞춤형 생산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독일 정부의 4차 산업혁명 프로젝트로 대변되는 인더스트리 4.0은 High-Tech
Strategy를 추진한 2006년 이후 10년 이상 꾸준히 추진되었는데, 이것은
2005년 11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 체제의 지속적인 정책
지원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을 실행하는 핵심기구는 플랫폼 인더스트리 4.0
(Plattform Industrie 4.0)이다. 이 플랫폼은 인더스트리 4.0의 산관학 구심점
역할을 하며, 산하의 작업반(Working Group)의 활동을 통해 표준화,
연구·혁신, 사이버 보안, 법·제도, 노동이라는 5대 정책을 입안하기도 하고
실행하기도 한다. 이 플랫폼의 작동과 관련해 가장 큰 특징은 주(州) 정부,
협회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와의 ‘쌍방향 소통’ 방식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점이다.
특히 독일의 업계대표, 협회들이 회원사들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거나 정부정책을
회원사에 적극 홍보하고 이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점은 매우 인상적인
독일 특유의 민관협력 문화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플랫폼의 활동을 보면,
표준화, 연구·혁신, 사이버보안 등 경제발전을 위한 기술 관련 요소뿐만 아니라
법·제도, 노동 등의 사회적인 이슈도 함께 다루고 있는 점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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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이라는 매우 체계적인 시스템하에서 자신의
강점을 정확히 판단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세계를 주도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특정 주제에 대한 작업반을 만들어 추진하되
성공적이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과감히 폐기하고 새로운 이슈에
집중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이해관계가 다른 기업들과 한 그룹에
참여하여 많은 주제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노력들과 함께
독일은 자신의 경험을 다른 국가와 공유하기 위해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있고,
인더스트리 4.0에 관련된 표준화 모델 RAMI 4.0을 만들어내고 이를 국제
표준화하려고 하고 있다.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은 Mittelstand 4.0이라는 중소기업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는 점도 특징적이다. 물론 아직 정책 추진의 초기 단계이므로 성패를 논할
수준은 아니지만, 정부가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중소기업들이
인더스트리 4.0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은 향후 20∼30년 후에나 실현될 수 있는 비전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216) 다만 독일은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기다렸다
대응방안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변화에 대비하고 있다. 인더스트리 4.0과 관련된 독일의 핵심
관계자들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이 단기적으로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인더스트리 4.0에 대한 개념 수립
부터 시작된 탄탄한 기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며, 미래가 불투명해도
성패를 겪으며 끊임없이 전진하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3. 일본
일본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을 정책의 최우선 분야로 지정한 것은 2015년판
성장 전략을 발표한 시점부터다. 2015년 1월에 로봇신전략(Robot Strategy)을
발표하고 제조업 현장에서 로봇을 활용하는 한편 간병,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을 이용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인공지능 기술까지 강화하겠다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2017년 6월에는 2017년판 성장전략에서‘Society 5.0’을
구현하기 위한 5대 전략분야를 선정하였는데, IoT 관점에서 보면 스마트
모빌리티(Smart Mobility)와 스마트 제조(Smart Manufacturing)에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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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을 추진할 산관학 플랫폼으로서는 RRI(로봇혁명이니셔티브) 와
ITAC (IoT 추진컨소시엄)을 각각 2015년 5월과 10월에 출범시켰고, 2016년
6월에는 컨트롤타워로서 미래투자회의를 설치하였다. 독일 정부가 ‘High
Tech Strategy 2020’을 각의 결정하여 인더스트리 4.0에 관한 논의를 시작한
시점이 2010년, 미국의 GE, AT&T, Cisco 등이 IIC라는 기업 컨소시엄을 결성한
시점이 2014년임을 감안하면, 일본 정부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은 다소
늦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4차 산업혁명 가운데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는
자율주행차와 드론으로 구성되는데, 자율주행차의 경우 상용화 목표 시점을
Level 2는 2017년, Level 3은 2020년, Level 4는 2025년으로 설정하였고,
드론의 경우는 2018년 무렵에는 ‘Level 3’, 2020년 무렵에는 최고 단계인
‘Level 4’의 드론 비행을 실현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일본 정부가 2106년부터

국가전략특구 중 지방창생특구를 대상으로

자율주행차와 트럭의 자율주행 및 드론의 시범운행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이다. 현행법·규제로는 이들 모빌리티의 상용화는 물론이고
시범사업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한 특정 특구를 활용하여 기술혁신의
성과를 무리 없이 사회에 적용 하겠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의 스마트 제조 분야에서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은 스마트 공장
(Smart Factory) 시범사업, 테스트베드, 중견·중소 기업 지원, 국제표준화 대응과
같이 매우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스마트 공장 시범사업은 경제 산업성이
2016년부터 매년 약 3∼5억 엔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테스트베드 사업은 ITAC이
주관하는 복수의 기업·연구기관·대학 간 공동 시범사업이나 아직 가동 중인
사례는 없고 타당성 조사 단계에 있다.
일본의 중견·중소기업 지원은 홍보활동, IoT 전문가 파견, IoT Tool 지원
중심이고, 국제표준화 대응 측면에서는 RRI가 독일과의 협력하에 2017년 2월
IEC에‘Unified Reference Model’을 제출 하기도 하였다. 일본의 4차 산업
혁명은 자동차와 제조업 분야에 국한되고 있어 산관학 협력 기구를 보더라도
민관협력기구가 중심이어서 거국적인 산관학 협력체계를 갖춘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이나 시장지향형 기업컨소시엄이 주도하는 미국의 Industrial IoT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산관학 플랫폼의 한계 못지 않게 일본의
4차 산업혁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만드는 요소는 개방형 기술혁신(Open
Innovation) 시스템의 부재, 경직된 노동시장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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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기술혁신 시스템이 폐쇄적이라는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AI와
IoT의 특허기술이 Microsoft, IBM 등 미국 기업들에 의해 거의 선점되고
있다는 점에서 드러나는데, 기술력을 보유한 대기업과 중견기업 간 네트 워크는
강하지만 기업과 대학·공적연구기관 간 협력관계가 취약하다는 점이 4차
산업혁명의 최대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문부과학성이 발표한 자료(文部科
学省 2017)에서도 1995년 이후 일본 대학의 기업과의 공동연구 1건당 연간
평균수입이 약 2만 달러에 불과할 정도로 대학을 중심으로 한 산학협동 연구는
매우 부진한 상태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일본 대학의 R&D 역량이 기업의
대형 투자를 유치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 데다, 대학 내에 벤처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만한 인재가 부족한 데서 비롯되고 있다.
일본의 4차 산업혁명을 가로막는 또 다른 장벽은 경직된 노동시장이라 할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4차 산업혁명은 AI가 인간의 고용을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지만, 일본 내에서는 오히려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해 AI 와
같은 혁신적 기술도입이 한정적일 것이라는 견해가 중론이다.
즉 일본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이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 창출, 비약적인
생산성 증가에 따른 인력부족 문제 및 임금정체 문제의 해결이라는 ‘개혁적’인
시나리오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성장분야로의 원활한 노동력 이동이 불가피
하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深尾(2012)에 따르면 1990년 이후 이른바 ‘잃어버린
20년’기간 동안 일본의 제조업 생산성이 정체된 가운데, 일본은 미국, 한국에
비해 GDP 대비 ICT 투입 비율이 낮았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일본기업들이
조직개편이나 직업 훈련을 회피하고 있는 데서 기인하는데, 일본 기업들은
고용문제로 업무의 아웃소싱을 자회사나 계열회사에게 맡기고, 사내 고용
인력을 이들 자회사나 계열회사에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대응하였고, 이것은
기업에는 노동비용 절감이지만 경제 전체의 생산성 향상에는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乾(2017)는 일본 정부가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진하지 않는
이상 기업들의 IT 도입은 정체될 수밖에 없고, IT보다 더 파괴적인 영향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로봇이나 AI 역시 도입 부진이 예상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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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국 국가전략의 주력산업 활성화 방안 >
국가

주력산업

미국

ICT

내

용

- 민간의 ICT기술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부문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
- 첨단기계산업에 ICT를 접목하여 근본적인 생산성 향상을 도모

독일

기계산업

하는 4차산업혁명(industrie 4.0) 추진
·독일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제조 최강국 지위 유지 도모

일본

로봇제조

- 세계최고 수준의 로봇산업을 활용해 고령화·생산인구부족 극복
및 미래성장동력 마련

3) 4차산업혁명 참여 기업별 주요전략
1. 폭스콘 – 로봇생산체제 도입
폭스콘은 애플 아이폰을 생산하는 세계 최대 전자제품 조립업체로 이미
폭스봇(Foxbot) 이라는 자체개발 산업로봇 4만대를 중국 공장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폭스콘 공장 자동화는 3단계로 추진된다, 1단계는 위험하거나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대체하는 것이며, 2단계는 과도히 사용하는 로봇을 줄이는 등
생산라인을 축소,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력하며, 마지막 3단계는 전체 공장을
자동화해 생산과 물류, 테스트. 검사 등에 필요한 최소 인력만 배치한다.
폭스콘은 지난 몇년간 지속적으로 자동화를 추진해 오면서 ‘폭스봇’이라는
산업용 로봇을 자체 개발하여 중국공장에 4만대 넘게 ‘폭스봇’을 설치했으며,
폭스콘은‘폭스봇’을 연간 1만대 정도 생산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2. 닛산 – 무인자동차 개발
닛산차는 2016년부터 고속도로에서 전방 차량을 자동으로 따라가는 간이
자율주행 시스템인 '프로파일럿'을 일부 차종에 도입해왔으며, 2023년까지 간이
자율주행 기능이 장착된 20종 이상의 신형 차종을 전 세계에서 출시 하기로 했다.
닛산의 간이 자율주행 시스템‘프로파일럿’은 미리 설정한 제한 속도 내에서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만약 앞차가 다른 차선으로 빠져나갈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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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파일럿은 새로운 앞차를 인식해 자율주행을 지속, 차량이 차선 중간으로 달리
도록 자동으로 스티어링을 제어한다. 프로파일럿의 원리는 단안(單眼) 카메라를
통해 앞차와의 간격이나 차선 내 차량의 위치 등을 계측하고, 단안 카메라가 주변
상황에 대한 화상 정보를 컨트롤 유닛

으로 올려 보내면, 컨트롤 유닛은 주행

판단을 내려 스티어링이나 엑셀, 브레이크 등으로 지령한다. 주변의 밝기나 계절,
날씨 등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환경에서 20만km 가량의 시험
주행을 거쳤다.
앞으로 닛산은 자율주행이 가능한 환경의 범위를 2018년에는 차선이 많은 고속
도로, 2020년에는 교차로가 있는 시내까지 넓히고 있다.
프로파일럿의 자율주행 단계는 SAE 기준 3단계에 해당하는 자율주행 기술로, 세계
최초의 상용화하고 있다.


 3. 스타벅스 – O2O 기술
스타벅스는 글로벌 커피 프랜차이즈 회사이다. 애플마저 지지부진한 모바일
결제 시장에서 스타벅스가 독보적으로 선전한 이유는 스타벅스의 본질에 출실한
기술을 정확하게 선별해 고객에게 서비스로 제공했기 때문이다. 스타벅스는
사용자가 모바일 결제를 사용할 경우 효용성을 느끼도록 하는데 집중했다.
음료값을 간편하게 결제하는 것은 표면적인 장점일 뿐이다. 스타벅스 카드나
모바일 앱으로 음료값을 치르면 연결된 고객정보로 손쉽게 쿠폰을 적립 할 수
있다. 모바일 앱에서 사이렌오더 기능을 사용할 경우 개인 취항에 맞는 음료
레시피를 저장해 두고 간단히 주문하는것도 된다. 매번 개인의 취향을 말할
필요없이 그냥 저장해 둔 레시피로 주문을 넣으면 종업원이 POS에서 주문 내역에
적힌 레시피대로 만들어 준다, 주문대 앞에 길게 줄설 필요도 없다, 모바일 앱
에서 주문하고 자리에 앉아 있으면 음료가 완성되고 난 뒤에 알려준다.
사이렌오더는 모바일을 통해 편리하게 주문하고 결재할 수 있는 O2O
(Online to Offline) 서비스이다.

2018년 3월 사이렌오더 일 평균 주문 건수는

2014년 론칭 당시 2000건 대비 35배가 증가한 7만건으로 집계됐다. 일 평균
전체 주문 건수 중에서는 13%를 차지하고 있다.
매장 반경 2km 내에서 방문 전에 사이렌오더로 주문과 결제를 간편하게
할 수 있어 혼잡한 시간대에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주문 메뉴가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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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음료가 완료되면 등록한 이름을 바리
스타가 호명해 주는 콜 마이 네임 서비스와 연동되어 진동벨 기능까지 갖췄다.
스타벅스는 지속적으로 사이렌오더의 사용 편의성과 기능을 강화해 나가면서
서비스를 진화시켜 나가고 있다. 최초에는 매장 방문 이후 이용이 가능했지만
2016년 2월에 매장 반경 2km 거리까지 주문 반경을 확대 했으며, 2016년 8월
부터는 음료 외에 매장의 실시간 재고 시스템과 연동되어 푸드와 병음료, 원두
까지 주문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주문 맞춤형 편의 기능을 강화해 푸드 포장 선택을 비롯해 드라
이브 스루 이용 고객은 메뉴 수령 방식을 매장 안과 차량으로도 구분해
주문할 수 있다.

4. 아디다스 – 로봇생산체제 도입
독일 스포츠웨어 전문업체인 아디다스는 2016년부터 독일 안스바흐 근처에
있는 로봇 공장인‘스피드 팩토리(Speed Factory)'에서 스포츠화 대량 생산에
들어갔다. 안스바흐 스피드 팩토리에는 6대 정도의 로봇이 2개의 생산라인에
설치되어 있다. 한 라인은 신발 바닥 부분을 만들고, 다른 하나의 라인은 신발
윗부분을 만든다. 한 켤레의 신발을 만드는데 대략 5시간의 시간이 걸린다.
동일한 공정을 아시아 지역 공장에서 할 경우 수주가 걸린다. 스피드 팩토리를
본격 운영하면 우선 생산 인력을 크게 줄일 수 있다. 2016년부터 본격 가동된
로봇 공장은 160명의 스탭만으로 운영된다. 하이너 사장이 완전 자동화가 목표는
아니라고 말했지만 스탭의 숫자는 계속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아디다스는 스피드 팩토리가 나이키, 언더 아머 등 경쟁사보다 몇년 앞선 것으로
스스로 평가하고 있다.
로봇 공장의 건설은 효율성을 증대시켜 준다. 아디다스는 로봇 공장의 잇점을
정확하게 따지기 전에 대량 생산을 성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아디다스는 오는
2025년까지 로봇을 도입한 제조 현장에서 30%의 생산성 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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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국의 4차산업혁명 추진 현황
1. 미국의 4차산업혁명 정책
미국은 제4차 산업혁명의 글로벌 선도 국가로 다분야에서의 혁신(Innovation)을
주도하고 있고 있다. 미국의 제4차 산업혁명은 IT 및 전자기술 등 디지털 혁명에
기반하여 물리적 공간, 디지털 공간 및 생물공학 공간의 경계가 희석되는 기술
융합의 시대를 의미한다. 미국 정부는 2012년 「President’s Plan to
Revitalize American Manufacturing」 을 공표함과 동시에 제조업 혁신을 추진할
산관학 협력 주체(hub)로서「IMI: Insitutes for Manufacturing Innovation」을
설립하고, 전국적으로「NNMI: National 미국의 실리콘밸리 (Silicon Valley)는
제4차 산업혁명 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의 산실로 꼽히고 있다.
정보통신기술 진흥센터 해외 ICT R&D 정책동향 보고서에 의거하면 미국의 4차
산업 혁명은 최근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빅데이터(Big Data) 등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를 실리콘밸리 내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으며 현재 실리콘밸리
내 반도체 기업 비중은 과거 대비 감소했지만, 여전히 첨단기술 기업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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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 Fortune 1000 기업 중 39개 글로벌 기업들의 본사가 위치해 있으며 수천개 의
스타트업들이 위치해 있다. 실리콘벨리 지역에서 현재 개발되고 있는 기술들은
크게 스마트 HW로 사물인터넷(IoT)이 활발하게 개발되며 사물인터넷의 경우
병해충 방제,환경미화, 전력관리, 어선관리 등 광범 위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추어져 있다. 3D 프린팅 기술은 소품목 대량생산에서 다품목 소량
생산을 가능하게 해주며, 생산기지를 소비자와 더 가까운 곳에 이전시킬 수
있도록 하여 웨어러블, 인텔리전트 SW, 등 가상과 현실의 공존으로 구분할 수
있다.
클라우드 기술의 경우 아마존이 가장 앞서 있으며, 그 다음으로 MS, IBM,
Google 순으로 나타났다. 가상과 현실의 공존은 VR/AR, 자율주행차 실리콘벨리
지역에서는 향후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전망되는 기술로는 인간중심 기술
융합, 스마트 머신과플랫폼 혁명을 꼽고 있다. 인간중심 기술 융합 기술로는
4D 프린팅, 증강인간 (Human Augmentation), 감성 컴퓨팅, 제스쳐 인지 4D
프린팅은 미리 설계된 시간이나 임의 환경 조건이 충족되면 스스로 모양을 변경
또는 제조하여 새로운 형태로 바뀌는 제품(object)을 3D 프린팅하는 기술임.
증강인간 기술은 인공 팔․다리에서 군용 특수 전투장비까지 광범위하게 활용
가능하게 적용되고 있다.

① 스텐포드 국제연구소(SRI International)
SRI International은 1946년 캘리포니아 지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스텐
포드 대학교 부설 연구기관으로 설립되었고 SRI는 전 세계적으로 2,100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45% 이상이 고학력자로 구성되어 있음.수술용 로봇
으로 널리 알려진 '다빈치'와 미국 국방부 우주테스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만든
큐브샛 위성도 스텐포드 연구소에서 활발하게 지원 육성되고 있다.

② 오바마 정부의 브레인 이니셔티브 (BRAIN Initiative)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자료에 의하면 미국 정부는 지난 2013년 뇌과학 연구를
지원하는 「BRAIN Initiative」를 출범시켰으며, 이 프로젝트는2014년부터 2025
년까지 추진될 예정• 신경과학 기술을 통해 두뇌의 뉴런활동에 관한 Map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출범된 본 프로젝트는향후 뇌 기능과 인간 행도의 연관관계를
규명하여 지능형 ICT 개발에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국립보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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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H),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 국립과학재단(NSF) 등이 참여하는 BRAIN
Initiative는정부기관 외에도 산업계, 학계 등 다양한 주체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2014년 기준 BRAIN Initiative 예산이 1,100억 원 규모이며, 이후 12년 간
지속적으로 약 5조 원의 예산이투입되고있다.

③ 미국정부 제조기술중점 육성분야선정
미국정부는 제조기술의 혁신을 통해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하여 제조기술중점 육성분야를 선정해왔으며 2012년 7월 처음으로
센서ㆍ측정ㆍ공정관리, 적층가공 기술(3D 프린팅), 바이오 제조와 생물정보학,
나노기술, 지속가능한 제조공정, 산업용 로봇, 첨단 설비 및 검사장비 등 11개
제조 기술분야가 선정되었다. 이후 약 4년 후인 2016년 4월에는 첨단재료 제조,
재생의료를 위한 바이오 제조 등 향후 5개의 유망제조기술과 연방정부 차원의
잠재적 투자 유망 분야 10개를 선정되었다.
(미국정부의 4차산업 육성기술 분야)
첨단재료제조(Advanced Material Manufaturing)
첨단바이오제조공학생물(Engineering Biology to Advanced Biomanufacturing)
향후 유망
제조 기술

재생의료를 위한 바이오제조(Biomanufacturing for Regenerative Medicine)
첨단바이오 제품제조(Advanced Bioproducts Manufaturing)
제약의 연속제조(Continuous Manufaturing of pharmaceuticals)
첨단기계도구 및 제어장치(Advanced Machine Tools and Control Systems)
보조 및 유연로봇(Assistive and Soft Robotics)
재생의료를 위한 생체공학(Bioengineering for Regenerative Medicine)
여러기술 분야의 바이오프린팅(Bioprinting across Technology Sectors)

잠재적투자 증명,평가,자격(certification, Assessment and Qualification)
제조업을 위한 사이버보안
유망분야
(Securing the Manufacturing Digital Thread-cybersecurity for Manufacturing)
화학 및 열 공정집적화(Chemical and Thermal Process Intersification)
지속가능(에너지효율개선)한 제조공정(Sustainability in Manufaturing)
고부가 Roll-to-Roll 제조(High Value Roll-to-Roll Manufaturing)
혹독한 환경에 적용가능한 재료(Materials for Harsh Service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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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미국정부 벤처기업 육성
미국정부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혁신기술 개발에 벤처기업의 역할이 중요하
다고 판단하고, 벤처기업에대한 지원을 강화해 왔으며, 특히 오바마 정부는
‘Startup America Initiative’를 발표(2011년 1월 31일)하는 등 벤처기업의 창업과
일자리 창출 지원을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의 정책
들은 기업가 정신 고취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중점을 두고있는 부문은 5개로
△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자본접근성 확보 △기업가 정신 교육 및 멘토십 프로
그램 확대 △창업기업 진입장벽 해소 및 정부의 창업지원 효율화 △‘연구소부터
시장까지’ 혁신의 가속화 지원 △의료ㆍ청정에너지ㆍ교육과 같은 산업으로 시장
진출기회 제공을 하고 있다.

⑤ 미국정부 실리콘밸리 중심지원
미국은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창업생태계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이는 대규모벤처캐피털과 엔젤투자가 기존 기업이나 스타트업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생태계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으로 모험자본으로서의
벤처캐피털은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을수록 질적인 측면에서우
수하다고 볼 수 있으며, 미국의 경우 아이디어ㆍ스타트업 단계, 기술개발단계와
같이 창업 초기 기업에 투자하는 비중이 44.5%로 나타났다. 미국의 벤처캐피털
들은 주로 인수합병(M&A)나 기업공개(IPO)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고 있으며,
M&A또는 IPO와 같은 회수시장의 발달이 중요한 것은 투자금 회수를 용이하게
할 뿐 아니라 투자 회수시점의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으로 M&A와 IPO를 통한 투자 회수 가운데 M&A가 차지하는 비중은 75%를
상회해왔으며, 이는미국에서 IPO 전 단계인 중간 회수시장이 발달되어 있어 벤처
캐피털의 성장과 벤처생태계의선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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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가 제조업 혁신
네트워크(NNMI)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로드맵
IoT
(정보보호·보안)

주요내용
하이테크 중심의 산학연관 협력을 통해 지역협력 거점을
마련함과 동시에 장기적 혁신을 추구 2017년 3월까지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을 촉진시키기 위한 기술과 실현
하기 위한 실행계획 제시
기업들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보안을 강화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치들을 권고

대한 접근 개선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 자동화 등

연방정부 빅데이터 연방 빅데이터 연구개발을 확대하기 위한 지침 7대 전략과
R&D 전략계획
자율주행차

18가지 세부과제 제시
관련 정책과 입법의 방향 제시 및 15가지 항목의 자율

15대 성능지침 발표 주행차 성능 가이드 라인 발표
인공지능
국가연구개발전략계획

2012년

14개의 ‘제조업 혁신 연구소(IMIs)’설립

빅데이터 지역허브 4개 권역별 빅데이터 지역혁신 허브 설립·데이터에
구축 계획

시기

2014년

2015년

2015년

2016년

2016년

인공지능기술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인공지능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의 효과를 극대화 목적

2016년

기술발전에 대비하기 위한 7대분야와 23개 권고사항 제시

⑥ 미국정부 산업부분별 제도보완
미국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각 산업부문별로 제도보완측면에서 대응하고 있고 제도보완분야로는 4차 산업
혁명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이슈, 데이터 보안 강화 및 효율성
증가,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제도 및 인프라 구축 등이 대표적으로 정부는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정부 프로젝트의 기획단계에서부터 민간기업을 참여시켜
기반기술 개발, 응용기술 개발, 상업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
진해왔다. 미국기업들은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빅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가상
현실(AR) 등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신기술분야에서 새로운 사업모델을 창출
하고, 산업인터넷(Industrial Internet) 혹은 제조업의 디지털화(digital manufacturing)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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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의 주요분야별 4차 산업혁명 현황
① 스마트 모빌리티
①-1 스마트카
스마트카란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지만 전기전자, 통신 등 여러 ICT 기술을
융합하여 고도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는 자동차를 의미한다. 좁게는 다양한
센서를 탑재하고 통신망에 상시로 연결된 커넥티드카를 의미하기도 하며,
넓게는 자율주행자동차를 포함한다.
스마트카의 등장으로 자동차 시장, 교통체계 등 수많은 사회적 변화가 예상
되고 있다. 따라서 스마트카의 안정적인 도입과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중요하다. 특히 스마트카는 소비자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 설계, 개발, 테스트, 제품인증, 관리체계 등에 엄격한 기준이
요구되고 있다.
미국 연방기관인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2016년 9월 20일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정책과 입법의 방향을 제시하고, 일반도로에서 운행될 자율주행차가
지켜야 할 15가지 항목의 성능지침(Vehicle Performance Guidance)을 발표
하였다. 이 항목들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향후 미국 스마트카의 정책과
입법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데 의미가 있다.

미국은 자율주행 관련 법령, 자율주행 자동차의 시험운전, 자율주행 관련 온디
맨드 네트워크 구축 등의 분야에서 다른 경쟁국에 비해 앞서 있는 것으로 평가
된다. 구글 자율주행차의 경우는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정의한 자율주행
6단계 가운데 네 번째 단계(레벨 3)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은 현재 자율
주행 6단계 가운데 3단계를 염두에 두고 법제화나 규제를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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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정의한 자율주행 6단계)
구분
레벨 0: 비자율주행

주요내용
운전자가 항상 차량의 모든 기능을 제어

레벨 1: 특정 기능 통제 자동화 시스템이 운전자를 부분적으로 보조하는 역할
레벨 2: 모든 기능 통제 자동화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기능을 통제하나, 운전자의
지속적인 주위 환경 모니터링 필요
자동화 시스템이 모든 기능을 통제하고 주위 환경을
레벨 3: 모든 기능 통제 모니터링하나, 운전자는 차량 통제권을 상시 넘겨받을
및 모니터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
레벨 4: 특정 환경이나 운전자가 차량 제어권도 넘겨받을 필요가 없으나, 자동화
조건하에서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이 특정 환경이나 조건에 운영되지 못할 수 있음.
레벨 5: 완전 자율주행

운전자의 개입 없는 완전한 자율주행

도로교통안전국은 레벨 3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 주(States)별로 추가적으로
논의해야 할 9가지 분야를 제시하고 있다.76) 따라서 각 주에서는 법 집행·비상
대처, 탑승자안전, 자동차보험, 사고조사·보고,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liability),
차량 안전검사, 교육·훈련, 차량개조 및 유지보수, 환경평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2017년 1월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는 스마트카 관련 기술 개발, 투자 등에 있어
민간이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친환경 기술, 첨단 자동차
기술 등의 분야에서 오바마 행정부 때와 같은 정부의 예산지원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①-2 드론
미국정부는 드론산업의 발전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2025년까지 820억 달러에 이르며,
이에 따라 10만 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이
이렇게 드론산업에 대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오바마 정부 출범
초기부터 항공, 센싱, 소프트웨어 기술 연구개발 등에 투자하면서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세부적인 규정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은 2015년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연방항공청(FAA)과 교통부(DOT)는 2015년 2월 15일 상업용(취미용은 제외) 소형
무인항공기 시스템(UAS) 시장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UAS 규제권고안(Notic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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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sed Rulemaking)을 마련하였다. 이후 정부, 관련 협회, 사업자(아마존,
구글X 등)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되어,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2016년 6월 21일 ‘소형 무인항공기 규정(The Small Unmanned Rule, part 107)’을
발표하게 되었다.
‘소형 무인항공기 규정’은 크게 운영 제한(operational limitations), 원격 조종사의
운영 자격과 책임, 원격 조종사의 의무사항, 항공기 요구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종사는 드론을 육안으로 볼 수 있는(VLOS: Visual Line Of
Sight) 주간에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화물을 포함한 드론의 무게는 55
파운드(약 25kg)를 넘지 말아야 하며, 최고 고도와 속도도 각각 550피트(152 미터),
시속 100마일(161km/h)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드론 사용에 따른 사생활
침해(privacy) 이슈와 수집된 데이터의 활용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을 마련하지는
않고 있다. ‘소형 무인항공기 규정’은 민간과 정부가 많은 논의를 통해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제약조건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눈에
보이는 범위 내에서만 운용(VLOS), 25kg 이하 무게 제한, 1명이 1개의 드론만
운용 등의 규정이 현실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비판을 인식한 듯 2016년 8월 2일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은 두 달 전에 발표되었던 ‘소형
무인항공기 규정’보다 완화된 조치들을 발표하였다. 첫 번째는 ‘무인항공시스템
기술의 잠재력 강화’로 드론을 차세대 국가전략 기술로 추진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79) 또한 드론이 주로 활용하게 될 분야로 산불 진화, 응급구조 활동, 주요
인프라 시설 관리,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호, 의료물자 보급 등이 언급되고 있다.
두 번째 조치는 구체적인 정책 설명서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소형 무인항
공기 시스템의 안전한 통합을 가속화하기 위한 방안’에 관한 내용이다.80) 주요
내용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국가과학재단(NSF)은 향후 5년 동안
3,500만 달러를 지원하여 드론에 인프라 관리, 농업 모니터링 등과 같은 응용
프로그램을 적용한다. 둘째, 내무부(Department of Interior)는 유인항공기
운영과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절차와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연구를 지
원한다. 셋째, 뉴욕 주는 500만 달러를 선투자함으로써 뉴욕 주의 무인항공기
산업 발전을 지원한다. 넷째, 드론 관련 협회는 드론 기술을 사용하는 이용자들
에게 사생활 보호 관련 모범 사례를 발굴하여 폭넓게 교육하고 홍보한다.
같은 날 ‘드론과 항공의 미래(Dron and the Future of Aviation)’라는 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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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에서 워크숍이 함께 진행되었는데, 드론을 주제로 백악관에서 워크숍이
개최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워크숍에서는 공역 통합(Airspace Integration),
기술 선도(technical advancement), 신흥 응용분야, 사생활 침해, 보안, 안전 등
폭넓은 이슈가 다루어졌다.
미국정부의 이러한 조치들이 주목받는 이유는 드론의 비행을 위해 기존 유인
항공기와 분리된 공역을 개방했다는 점과 노스다코다 주에 있는 드론 시험지
역에서의 비가시권(BVLOS: Beyond Visual Line Of Sight) 상업용 비행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향후 드론의 야간 비행, 상업용 드론의 보행자 머리 위 비행,
충돌 회피 표준 규정안 마련 등에 관한 결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미국정부가 드론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드론산업을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동시 창출을 위한 신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아마존이 국내법의 규제로 인해 2016년 7월 27일 영국에서 먼저
드론 배송 시험비행81)을 먼저 허가받은 사건도 미국정부의 규제완화를 가속화한
요인 가운데 하나로 판단된다.

② 빅데이터(Big Data)
미국정부가 빅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은 2011년부터이다. 1년 후인 2012년 3월에는 빅데이터 기술 확보, 사회 각
영역에 걸친 활용성 제고, 인력 양성 등을 목표로 한 ‘빅데이터 R&D 이니셔티브’를
발표하였으며, 2015년에는 ‘Big Data Regional Innovation Hubs’ 프로그램82)을
발표하였다.83) 각각의 빅데이터 지역별 허브에서는 정부, 연구소, 산업계, 비영리
단체 등이 협력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부문을 선정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전국 단위의 워크숍을 개최(2015년 12월, 버지니아)하여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고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연방 빅데이터 R&D 전략’을 통해 발표(2016년
5월)되었는데, 여기에는 7대 전략과 18개의 세부 실행과제가 포함되었다.
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 데이터 활용, 개인정보 보호, 교육·훈련 등 빅데이터
관련 거의 모든 이슈에 대해 다루고 있다. 또한 국토안보부, 에너지부, 국립보건원(NIH),
국립과학재단(NSF), NASA 등 정부부처 및 관련 기관들의 빅데이터 활용 사례를
보여줌으로써 활용성을 제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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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이슈 가운데 하나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것이다. 빅데이터 분석은 수많은 정보를 수집·분석함으로써 새로운
지식이나 현상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혁신과 새로운 사업모델을
창출할 수 있게 한다.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할수록 더 나은 결과를 얻을 확률이
높아지는 빅데이터 분석의 특성상 개인정보 또는 프라이버시 침해문제와 항상
충돌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데이터 이용 허용과 개인정보 보호 두 가지 이슈가
서로 균형 있게 다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아직까지 미국은 빅데이터로 인한 개인정보 또는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가장 광범위하게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원칙은 ‘통지와 동의(notice
and consent)’라고 할 수 있다.85) 통지와 동의 원칙은 정보처리자가 개인에게
정보 처리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고 개인은 이를 동의 또는 거절하도록 하는 것
이다. 개인이 정보처리에 동의한다는 것은 개인이 통지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
하고 그 결과를 책임진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과거 수집되는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곳이 적었을 때는 적절한 수단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데이터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정보처리자가 개인에 비해 월등히 많은
정보와 우월한 지위를 가지는 상황에서는 통지와 동의 원칙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빅데이터 환경 변화에 따라 통지 및 동의 원칙 등 개인 정보보호
관련 많은 논의들이 미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③ 인공지능(AI)
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IDC)가 발표한 보고서(Worldwide Semiannual
Cognitive/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s Spending Guide)에 따르면 전 세계
인공지능 시스템 시장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55.1%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86) AI 적용범위가 의료금융, IoT 등으로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고, 관련 시장의 성장도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어, 현재의
시장전망치가 상향조정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은 4차 산업혁명을 위한 혁신기술 가운데 하나인 인공지능(AI) 분야에서
특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인공지능 분야의 특허 출원 상위 10대 기업 가운데 상위
8대 기업이 미국 국적이며, 일본과 아일랜드 기업이 각각 9위와 10위를 기록할
정도로 다른 국가들과 격차가 벌어져 있다.88) 특허 출원 1위 기업은 마이크로
소프트(MS)이며, 그 다음으로 Google, IBM, Apple, Xerox, Microsoft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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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ensing, HRL Laboratories, Numenta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특허 출원
상위 8대 미국기업이 출원한 특허의 개수는 2,753개로 상위 10대 기업
특허(2,985개)의

92%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스타트업 투자 플랫폼인 엔젤리스트(AngelList)에 따르면 미국에 2,767개
(2017년 7월 기준)의 인공지능 관련 스타트업 기업이 있으며, 전체 기업 가치는
500만 달러로 추산된다.89)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미국 내 로봇, 자율주행자동차,
의료, 금융 서비스 등의 분야 발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Google, IBM, Facebook,
Intel, Twitter 등 글로벌 기업들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30개 이상의 인공지능
관련 분야 기업을 인수하였으며, 2016년에만 6건의 M&A를 종료하였다.90) 최근
인공지능 전문가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기업들은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공지능 전문가 확보를 위한 M&A도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차원에서의 인공지능 연구개발은 2013년 Brain Initiative가 출범하면서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Brain Initiative는 인간의 뇌 연구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원천 기술 확보를 목표로 시작되었다. 3년 후인 2016년 10월에는 대통령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의 보고서 2건91)을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인공지능 연구개발 전략을 발표하게 되었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미국정부의
정책은 인공지능의 활용성을 제고하여 사회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치는 한편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늘어나는 인공지능
개발자에 대한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들을 마련하는 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 스마트 공장 등의 분야에서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92) 클라우드 컴퓨팅의 경우 2014년 중반까지만 해도
미국 정부의 ‘클라우드 우선’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이어져왔다.
그러나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로드맵’ 발표 이후 연방항공국(FAA)과 같은
미국 정부기관의 클라우드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부에서는
미국 정부기관의 클라우드 전환 속도가 민간기업보다도 빠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스마트 공장은 연방정부 주도로 설립된 ‘Smart Manufacturing Leadership
Coalition’이 주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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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의 4차 산업혁명 적용 상용서비스 운영사례
① 아마존 고 – 신개념 쇼핑체계 구축
아마존 고는 세계 최초의 무인 슈퍼마켓이다. 이는 지난 2016년 12월 아마존
본사 건물 ‘데이원’1층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려냈다. 아마존고는 2020년 1월
기준으로 미국 내에서 25개 매장이 운영되고 있고 2021년까지 매장수를 3,000개로
확장할 예정이다.
아마존 고의 슬로건은‘No lines, No checkout’로 계산대에서 줄을 설 필요,
계산할 필요도 없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아마존 고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앱을 설치하고 인증한 후 QR을 찍고 매장내로 입장하면 된다, 이후에는 매우
간단한 절차로 쇼핑이 이루어진다., 물건을 장바구니에 넣고 나오기만 하면된다.
매장 내에는 수백개의 인공지능(AI) 카메라 센세가 설치되어 있다. 쇼핑을 하면
자율주행 센서가 부착된 카메라들이 고객의 동선을 추적하며 구매 목록을 확인
한다. 이용자가 진열대에서 물건을 들어올리고 내리는 동작을 이식하는 것인데
최종적으로 물건을 가지고 매장을 나가게 되면 구매확정으로 인식하고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아마존은 오프라인 무인마켓을 통해 인건비를 줄이고 매장 회전율을 높이며
고객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긴 대기시간 문제도 해결했다.
더불어 아마존은 이러한 오프라인 무인마켓에서 소비트렌드를 파악해
유통전략에도 이용하고 있다,

(아마존고 내부모습(좌), 천장에 설치된 카메라센서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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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대상 개방 이전(좌)과 이후 아마존고 매장 앞 풍경(우))

② 크로커 – 자율주행 배달서비스
미국 애리조나주 스코츠데일(Scottsdale)에서 식료품을 배달하는 자율주행차 서비스가
시작됐다. 운전자나 승객이 타지 않는 완전 무인 자율주행차 서비스다.
미국 식료품 체인 크로거(Kroger)는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무인 자율주행 배송
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업체 뉴로(Nuro)와 지난해 8월 제휴했다.
애리조나주는 우버나 구글 자회사 웨이모 등 많은 기업들이 무인 자율주행차
테스트를 진행한 곳이기도 하다.
크로거는 제휴와 함께 시범 주행을 실시한다. 시범 주행에는 토요타의 하이브
리드 자동차 프리우스(Prius)를 사용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운전석에는
사람이 탑승했다. 크로거는 프리우스 자동차로 1000여 건의 배송건을 처리
했다고 밝혔다. 그렇게 몇 달 간의 시범 주행을 마치고 최근 드디어 완전 무인
자율주행 서비스를 시작한 것이다.

배송 서비스에는 뉴로가 만든 자율주행차 ‘R1’이 추가 투입됐다. R1은 2016년
부터 개발해온 차량으로 시범 운행 기간에도 뉴로 엔지니어들은 R1 개선을
위해 분주했다.
R1은 주행하는 동안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받으며 원격 운영자가 언제든지 제어
권한을 가져올 수 있다. 원활한 주행을 위해 백업 시스템도 마련돼 있다.
고객들은 온라인이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주문을 진행하면 된다. 물건은 토요타
프리우스나 뉴로 R1 차량을 이용해 당일이나 다음날 등 지정한 배송일에 물건을
가져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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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국의 현지 벤치마킹 현황
① 샌프란시스코 아마존고 무인상점 방문

∘ 방문일시 : 21. 5.18(금)
∘ 장 소 : 샌프란시스코 아마존고 상점
∘ 내 용 : 아무도 없는 무인 매장(계산대와 점원이 없음)
아마존고 앱을 다운로드 한 뒤, QR코드 찍고 입장 후 물건 구매 자동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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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실리콘벨리 방문

∘ 방문일시 : 21. 5.18(금)

/ 장 소 : 실리콘벨리

∘ 내 용 : 첨단기술분야에서의 기술혁신, 벤처비즈니스, 벤처캐피털에 의해서 일대
산업복합체가 형성되어 있다. 이곳에서 급성장한 대표적 기업으로는 페어차일드,
인텔, 구글 등 관련기업이 있다. 국내기업으로는 1983년의 현대전자를
비롯하여 삼성 ·엘지 등의 전자회사가 진출하였으며, 한국인 운영의
군소 관련업체만도 20여 개가 된다.
※ 코로나19 영향으로 기업 내부에는 방문하지 못했음

③ 마이크로소프트사 방문

∘ 방문일시 : 21. 5.18(금)

/ 장 소 : 샌프란시스코 마이크로소프트사

※ 코로나19 영향으로 기업 내부에는 방문하지 못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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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1차 산업혁명이 시작된 이후 200여년 만에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3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졌고 이제는 사람, 사물, 공간의 초 연결, 초 지능화의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미국, 일본, 독일등은 정부 주도의 4차산업혁명 대응
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정부주도의 일관된 4차산업 혁명
발전 전략 정책을 바탕으로 신기술 개발과 신산업 창출을 이루어 내고 있다.
즉, 정부의 재정적 제도적 지원과 인재 육성, 민간 기업과 정부, 정부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 산업 환경을 스마트화, 서비스화로 산업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다.
우리 정부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여,
정부 부처의 관련 정책을 조율하고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적 비전과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있으며, 또한 전기·자율차, 스마트 · 친환경 선박,
loT가전, 로봇, 바이오헬스, 항공·드론, 프리미엄 소비재 등 12개 신산업 창출
지원을 통해 신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고도화 하고 있다.
우리 강원도도 정부정책을 기반으로 강원도의 현실을 반영하여, 강원도 산업이
발전되기에 필요한 정책을 제시하는 게 필요하다. 강원도 대표 산업으로는 웰니스
식품, 세라믹 신소재, 스포츠지식서비스, 의료기기, 바이오활성소재, 휴양형 MICARE
산업 등을 꼽을 수 있으나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반이 될 수 있는 ICT산업의
경쟁력은 낮은 수준이다. 또한, 제조업의 생산 기반이 부족하고,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글로벌 경기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과 같은 미래사회에
대응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변화를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빅데이터 센터 구축, e-mobility산업, 헬시케어, 관광 등 강원도에서 강점을
지닌 분야의 산업을 4차산업혁명 기술과 접목하여 신산업으로 육성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재생에너지,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AR/VR 등을 바탕으로 한 벤쳐기업의 창업과 일자리 창출지원,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이모빌리티 특화단지 조성 및 관련 기업 유치가 있겠으며,
특히, 대한민국 대표관광 1번지 강원도의 관광자원과 IT기술을 전목한 강원관광
홍보 AR/VR 제작과 IOT 관광안내 플랫폼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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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강원도의 열악한 산업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민간 기업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자료출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가혁신전략 수립 방향(현대경제연구원)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과 한국의 성장전략(대외경제정책연구원)
4차 산업혁명과 강원도 중장기 산업발전방향 지역전략산업을 중심으로(강원연구원)
강원도 4차산업혁명 촉진 중장기 종합계획(강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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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국가 우수행정사례 제안서 >
보고분야

행정(기부행위)

사 업 명

공공부문에 민간역량을 활용으로 시민 복리 증진
- 공원, 산책로 등에 민간 기부를 통한 벤치, 수목 식재 등 ❍ 미국에서는 지방정부에 대한 시민(단체)의 기부행위는

매우 일반적인 현상이다. 주정부, 카운티 정부, 시정부 등
다양한 계층의 정부에서 이러한 민관협력사업이 이루어
지고 있음
① 미주리주 케이티 트레일의 벤치 및 전시 기부물

현지사업
추진배경

- 미주리 강변 옆을 지나는 케이티 트레일 옆에 수문학자
존을 기억하며 라는 명판을 붙인 벤치가 설치
② 미주리주 컬럼비아시(Columbia City)의 공원 내 기념식수

- 컬럼비아시의 기념/유산 나무 프로그램은 단체와 개인들이
특별한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 나무를 기부하거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념물로 도시가 소유한 공원 땅에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구입한 나무는
도심 공원, 산책로, 골프장 및 운동장 등에 심는다.
식재 위치는 시의 공원 및 휴양 관련 부서의 결정에 따른다.

우리 도
실정

❍ 가족을 추억하거나 특정한 사건의 기억을 담아 벤치를
설치하거나 나무 등을 공원이나 산책길 또는 등산로 등에
심을 수 있으면 어떨까 생각해 본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은 민간의 기부를 받을 수
없도록 기부금품모집법을 통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어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아마도 과거 행정기관이
권력기관으로 민간을 통제하고 감시하는데 중점이 두어진
권위주의 문화에 기인한 것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행정
기관이 서비스 제공자이며 조정자 역할에 중심이 있어 투명성만
보장된다면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음(기부금품 모집법 제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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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시설 : 공원, 산책길 등 공공용지로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 기부형식

- 금전기부 : 공공부지에 벤치 설치, 수목 식재 유지관리 비용 기부
- 자원봉사 : 공원의 일정한 면적을 할당하여 청소 및 가벼운 정비
❍ 기부대상
- 공공장소나 공원 등에 밴치나 피크닉테이블 설치, 나무심기 등

- 자전거보관대 설치, 전시기부, 산책로 청소 등
❍ 운영원칙

주요내용

- 기부자의 기부 시설물은 공원 등 공공시설의 가치, 필요성,
기본계획, 우선순위 등에 우선 부합되어야 하고 기부 시설물이\
공공시설물이나 주변 환경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 기부받는 기관은 기부자에 대한 적절한 감사나 선행을 인정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다만, 감사나 선행의 방법은
기부자의 개인적인 이해관계와 공공시설의 공익성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공공성에 의한 일정한
제한이 있어야 한다.
- 기부자를 모집할 때에는 시민, 단체, 기업 등에 차별없는\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기부자 선정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사결정과정을 거쳐야 한다. 기부금액은 적절한 범위를
정하고 해당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과도한 기부액에
의해 일반 시민 등 기부자의 접근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대효과

❍ 기부형태의 다변화로 공공부문에 민간역량을 활용하여
시민 복리 증진과 기부 확대 도모

- 30 -

<별첨 1> 운영사례
가. 미주리주 케이티 트레일의 벤치 및 전시 기부물

< 케이티 트레일 상의 메모리얼 벤치 >
나. 조지아주 Cobb County(콥카운티)의 Adopt-A-Mile(AAM) Program
콥카운티에서는

AAM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단체)를 모집하여 선정

하고 참여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쓰레기 봉지 등 자원봉사에 필요한
일정한 물자 등을 제공한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민(단체)가 일정한
기간동안 프로그램을 완료하면 콥카운티는 표지판에 “콥카운티의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한 자원봉사자로 귀하 또는 귀하의 단체를
인정”한다는 표시를 한다.

< 라이온스 클럽 참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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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주리주 컬럼비아시(Columbia City)의 공원 내 기념식수
컬럼비아시의 기념/유산 나무 프로그램은 단체와 개인들이 특별한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 나무를 기부하거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념물로 도시가
소유한 공원 땅에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구입한
나무는 도심 공원, 산책로, 골프장 및 운동장 등에 심는다. 식재 위치는
시의 공원 및 휴양 관련 부서의 결정에 따른다.
나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부담하는 기부금은 나무당 250달러이며
여기에는 나무, 명판 및 나무의 지속적인 유지 관리(비료, 가지치기 등)
경비가 포함됩니다. 나무가 심어진 후, 기부 담당자는 각 트리의 심는
위치에 대한 증명서와 지도를 받게 됩니다.

< 코즈모파크 공원에 기부되어 식재된 기념나무와 평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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