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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탈바꿈과 제4차 산업혁명

(제2막) 제4차 산업혁명

지능정보사회

“지능업무의

자동화와 활성화 추구”

Ⅰ. 제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탈바꿈

제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혁명의 제2막

⇒ 디지털 탈바꿈(Digital Transformation)

(제1막) 제3차 산업혁명

정보화 사회

“정보처리의

자동화와 고속화 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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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Cloud IoT

컴퓨터 구조

운영체제데이터베이스

자료구조네트워크알고리즘
소프트웨어 공학

컴파일러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항공/우주 SW산업

에너지금융

자동차쇼핑

제조
의료교육

유통

Big Data

ABCi로 대표되는 SW 기술이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핵심 기술

제4차 산업혁명과 SW의 역할 Ⅰ. 제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탈바꿈

※ Why Software is Eating the World?, Marc Andreessen, (the Wall Street Journal, 2011. 08. 20.)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2ahUKEwjs-qjVvo7aAhUJTbwKHVxNAA4QjRx6BAgAEAU&url=http://www.thinkstockphotos.co.kr/image/illustration-aerospace-mission-set-of-icons/538147085&psig=AOvVaw2_SLClXxfzLDZwKRpRapuO&ust=1522308299919616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2ahUKEwjs-qjVvo7aAhUJTbwKHVxNAA4QjRx6BAgAEAU&url=http://www.thinkstockphotos.co.kr/image/illustration-aerospace-mission-set-of-icons/538147085&psig=AOvVaw2_SLClXxfzLDZwKRpRapuO&ust=1522308299919616


6

착한 기술 vs. 나쁜 기술

착한 기술이 되려면 양질의 데이터를 사용하고,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함

착한 기술 나쁜 기술

※ Making Machine Learning Robust Against Adversarial Inputs, Communications of the ACM, (2018.7.) 

Ⅰ. 제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탈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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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vs. 부정

전문가 사이에도 제4차 산업혁명의 사회적 파급효과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견해 차이 존재

“2030년까지 20억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

- 토마스 프레이, 다빈치 연구소장 -

“산업 활성화, 경제성장으로 일자리 수 5% 증가”

- 로버트 앳킨슨, 정보기술혁신재단 창립자 -

“기술과 일자리는 대체관계가 아니라 보완관계”

- 데이비드 오터, MIT 교수, 노동경제학자 -

“러다이트운동을 어리석다고 말하기 어려워졌다“

- 로렌스 서머스, 前 美재무장관, 前하버드大 총장 -

“혁신 속도가 빨라 대응 어려워…양극화 심화“

- 톰 스탠디지, 이코노미스트紙 편집장 -

“200년간 기술이 전체 일자리 수를 줄인 적 없어“

- 토마스 하이, 위스콘신大 교수, 기술사학자 -

“로봇 등장으로 실직한 젊은이의 빈곤 심각“

- 제프리 삭스, 컬럼비아大 교수, 경제학자 -

“로봇과 AI는 노동 대체가 어려운 걸음마 수준“

- 로드니 브룩스, 리싱크로보틱스 CEO, 前 MIT AI 연구소장 -

긍 정 부 정

Ⅰ. 제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탈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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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중심의 제4차 산업혁명

혁신 기술이 산업과 사회를 재편함으로써

인간에게 이롭게 활용되어야 함

3차산업의
고부가

지식서비스

1차 산업의
통합

서비스화
2차 산업의
유연생산

체계

일자리
변화

인간과 AI가
공존하는

새로운 문화

근본적인
교육
혁신

전 산업의 지능화로 생산성 향상과
서비스 중심의 경제로 전환 가속화

교육, 직업, 윤리와 문화 등에서

삶의 방식을 변화시킬 것

Ⅰ. 제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탈바꿈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2ahUKEwjUh6jYyY7aAhVFabwKHZLvC24QjRx6BAgAEAU&url=http://bit.ly/1OYrEJS&psig=AOvVaw2cFI4q0DugNJJ0SwXJSoHf&ust=1522310923070345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2ahUKEwjUh6jYyY7aAhVFabwKHZLvC24QjRx6BAgAEAU&url=http://bit.ly/1OYrEJS&psig=AOvVaw2cFI4q0DugNJJ0SwXJSoHf&ust=1522310923070345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2ahUKEwjElJ2zyo7aAhVBVbwKHegFCQoQjRx6BAgAEAU&url=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iej8218&logNo=220081163090&parentCategoryNo=&categoryNo=12&viewDate=&isShowPopularPosts=false&from=postView&psig=AOvVaw3ac89ra1_47If5CVG8XRZM&ust=1522311486159780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2ahUKEwjElJ2zyo7aAhVBVbwKHegFCQoQjRx6BAgAEAU&url=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iej8218&logNo=220081163090&parentCategoryNo=&categoryNo=12&viewDate=&isShowPopularPosts=false&from=postView&psig=AOvVaw3ac89ra1_47If5CVG8XRZM&ust=1522311486159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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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F 글로벌 경쟁력 지수

지난 10년,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은

13위(2008년)~15위(2018년) 수준

201820132008

기술준비도

13

22

1

제도

201820132008

28

74

27

201820132008

37

81

19

금융시장성숙도

종합순위

201820132008

13

25

15

Ⅲ. 우리나라의 수준은?

※ 출처 : World Economic Forum(2008~2018),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거시경제환경

201820132008

4

9

1

노동시장효율성

201820132008

41

78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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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생태계와 유니콘 기업

SW 혁신을 창업으로 연결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혁신 생태계와 유니콘 기업 미약

325개 유니콘 기업 중 한국기업은 6개에 불과글로벌 최고 수준의 혁신 생태계 부재

※ 출처 : Startup Genome(2017), 『Global Startup Ecosystem Report 2017』

※ 상위 20위 분포 : 미국 7개, 중국 2개, 캐나다 2개, 영국, 프랑스, 독일, 인도 등 각 1개

순위 지 역 국 가 성과 자금 시장 인재 경험

1 실리콘밸리 미 국 1 1 1 2 1

2 뉴 욕 미 국 3 2 3 7 4

3 런 던 영 국 4 4 2 10 5

4 베이징 중 국 2 5 19 8 2

5 보스턴 미 국 6 6 12 4 3

6 텔아비브 이스라엘 9 8 4 11 7

7 베를린 독 일 7 9 6 5 10

8 상하이 중 국 8 3 10 9 13

9 로스앤젤레스 미 국 5 7 15 14 11

10 시애틀 미 국 12 13 14 3 6

※ 기업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은 유니콘, 100억 달러 이상은 데카콘 기업

순위 국 가 기업 수(비율) 주요기업

1 미 국 116개(49.2%) - Uber, Airbnb, SpaceX

2 중 국 64개(27.1%) - Didi Chuxing, China Internet Plus

3 영 국 13개 (5.5%) - Global Switch, The Hut Group

4 인 도 10개 (4.2%) - One97, Snapdeal, Olacabs

5 독 일 4개 (1.7%) - Auto 1 Group, Otto Bock Healthcare

6 한 국 6개 (1.8%)
- 쿠팡, 옐로모바일, L&P 코스메틱, 
우아한형제, 블루홀, 비바리파블리카

6 이스라엘 3개 - Infinidat, ironSource, Gett

8 프랑스 2개 - BlaBlaCar, OVH

8 스위스 2개 - Avaloq, MindMaze

8 인도네시아 2개 - Traveloka, GoJek

※ 출처 : CB Insight (https://www.cbinsights.com/research-unicorn-companies) 

※ 데카콘(Decacorn) 기업 분포 :  총 18개 중 미국 9개, 중국 6개, 싱가포르, 영국, 인도 각 1개

Ⅲ. 우리나라의 수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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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한 대학교육 경쟁력

국가 경제 규모, ICT 경쟁력에 비해 교육, 특히 대학교육 경쟁력 취약

대학의 교육체제의 질 137개국 조사 중 최하위권

고등교육 및 직업교육 질적 경쟁력 취약(WEF)

국가 경쟁력 대비 대학 경쟁력은 여전히 낮은 단계(IMD)

※ 출처 : 2019 대학신문 President Summit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 서비스 전략” 주제 발표자료(장상현)

※ WEF : :세계경제포럼

Ⅲ. 우리나라의 수준은?

※ IMD : 국제경영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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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디지털 잠재력

(ICT 활용) 보급률, 활용 수준 등 글로벌 상위권

유선 인터넷 가입률(명/100명)

무선 인터넷 가입률(명/100명)

인터넷 평균속도(Mbps)

무선인터넷데이터사용량(GB)

50
43 42 40

스위스 덴마크 한국 독일

6

한국

29

19 17 15

일본 미국 독일

1

152
128

115
97

일본 미국 한국 영국

8

핀란드

11

4.2 4 3.3

스웨덴 한국 미국

8

하지만, ICT 혁신을 주도해 온 우리나라는

ICT 분야의 생산 및 활용측면에서 충분한 잠재력을 보유

Ⅲ. 우리나라의 수준은?

(ICT 생산)산업부가가치, 고용, R&D 등은최상위권

※ 출처 : OECD(2017), 『Digital Economy Outlook 2017』

부가가치 비중

고용 비중

GDP 대비 R&D 투자 비중

특허 비중

10.5%

7.4%
6.1% 6.1%

한국 스웨덴 미국 일본

1

4.7%
3.9% 3.8%

한국 룩셈부르크 핀란드 일본

1 60% 57%
50%

중국 한국 인도 이스라엘

2

1.78% 1.74%
1.60%

1.05%

한국대만 이스라엘 핀란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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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산업의 변화 방향

우리나라에서도 일상생활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의미 있는 혁신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依∙衣

住

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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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k based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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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 Low Low

4IR & Digital Transformation 

Third 
Unbundling

Task B

Task C

Task A

Task D

Stage A Stage B

Task B

Task C

Task A

Task D

Baldwin, R. 2006. Globalisation: The Great Unbundling(s). Helsinki: Economic Council of Finland.
———. 2013. “Global Supply Chains: Why They Emerged, Why They Matter, and Where They Are Going.” In Global Value Chains in a Changing World, World Trade Organization.

Unbundling(economies of un-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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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 Constel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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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s of resid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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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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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26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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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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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 고등교육)

산업현장 요구를 반영한 소프트웨어 중심 교육과정 운영

단순 코딩 아닌, 창의력 배양의
초중고교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

대학-기업 합동 SW중심 문제해결형
교과과정 개발·운영

※ 출처 : 서울여자대학교 SW연계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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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

MOOC, OCW, Flipped Learning 등 대학 온라인 학습 확산

학습데이터 분석을 통한 교수 학습 전략 개발, 거꾸로 학습 등 교수학습 혁신

※ 출처 :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18), 미래 대학의 변화와 대학기관연구(IR)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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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정보)

신정보기술의 도입을 통한 도서관 서비스의 진화

다양한 매체 도입 및 이용의 다변화 인공지능(AI) 및 빅데이터 등 정보신기술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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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정보)

공동연구, 특허, 최근 연구동향 분석 등 국가별·대학별 연구성과의 체계적 분석

국가 연구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연구성과 수집·분석

※ 출처 : Clarivate Analytics, Incites Web Of Science Profiles – Reporting in Incites(https://www.youtube.com/watch?v=y7KPP-ZP2j8)
Elsevier, SciVal 소개페이지(https://www.elsevier.com/solutions/scival/releases/topic-prominence-in-science) 및 Scival for Trend(2019, https://www.slideshare.net/postechlibrary/scival-for-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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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CEA] 한국 농업의 현재 모습

생산 기반의 약화로 인해 농업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면서

우리나라의 식량안보는 위험 수준

(소비 구조) 해외 의존 심화

한국 농축산식품 수출입 규모 및 식량자급률

1,509 2,222 4,082 6,104 
8,434 

11,889 

22,330 

30,221 

-6,925 
-9,667 

-18,248 

-24,117 수출 수입 무역수지
(단위 : 백만달러)

2015201020052000

55%

53%

54%

50%

식량자급률

※ 출처 :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입 정보(KATI), e-나라 지표

(생산 기반) 혁신이 없는 저부가가치 영세 구조

127,065 

99,611 

83,736 78,714 

54,399 52,472 49,139 
38,593 

22,653 18,796 

노르웨이 뉴질랜드 미국 네덜란드 덴마크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한국

1차 산업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 (단위 : 달러)

장기간 혁신 부재 농촌 인구 급감 청년 인력 유입 정체

’70년대 ’80년대

485
343 257

1995 2005 2015

16% 29% 38%

1995 2005 2015

고령농(65세 이상) 비율만명

※ 출처 : OECD(2018),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ing Value Added Per Worker』

Ⅳ. 작지만의미있는국내의혁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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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CEA] 디지털 탈바꿈 전략

원천기술 확보

아쿠아포닉스(친환경 수경재배)

인공지능 기반 생장 제어

∙ 생장 환경

∙ 생육 상태

감지 학습∙판단 제어

∙ 병충해 학습

∙ 출하 시기

∙ 온∙습∙조도

∙ 영양 공급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디지털 전환을 통해

농가와 소비자의 상생을 추구

믿을 수 있는 유통체계 마련

∙ 안정적 판로 확보

∙ 계획 생산 가능

∙ 유통 비용 절감

∙ 고객 충성도 제고

∙ 안전한먹거리확보

∙ 간편한 구매

∙ 가격 불확실 제거

∙ 소비자 경험 개선

만나CEA 소비자

만나박스

※ 생산 → 유통 → 소비

상생형 생산 공동체 구축

∙ 기술 보급 용이

∙ 규모의 경제 달성

∙ 다양한 품종 출하

∙ 자금 조달 용이

∙ 지역 사회와 상생

∙ 기술 장벽 제거

∙ 귀농 용이

∙ 수익성 개선

∙ 기술∙인프라 공유

∙ 소규모 투자 가능

만나CEA 투자자

공유 농장(FARM IT) 모형

Ⅳ. 작지만의미있는국내의혁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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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CEA] 디지털 탈바꿈 성과

투자 대비 생산량 최고 수준 달성

기 업
총생산량

(톤/년)

총투자비용

(억원)

단위생산당투자

(원/kg)

Mirai 365 80 21,917

Blue Smart
Farms

400 69 17,250

Bright
Farms

227 20 8,810

만나CEA 220 6 3,730

※ 출처 : 만나CEA 홈페이지

“노지 재배와 비교하면 작물에 따라 보통 1.2배~15배의

생산성 개선 효과를 달성함. 상추의 경우 40배까지 개선 가능“

- 전태병, 만나CEA 대표 -

매출 및 규모 성장

항 목 성 과

자금조달 약 200억원(DSC인베스트먼트, K벤처그룹)

매출(2017년) 300억원(2018년 500억원 예상)

생산시설 만나CEA 6,000평, 팜잇 1,400평

직원 수 100여명(엔지니어50명, 상거래30명, 농민20명)

만나박스 회원 누적 고객 2만명

해외 진출 카자흐스탄에 스마트팜 시설 수출

Ⅳ. 작지만의미있는국내의혁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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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육각] 한국 신선식품 유통의 현재 모습

※ 출처 : 축산물품질평가원(2018), 『2017 축산물 유통 실태』; 한국소비자원 생필품 가격정보. 

(가격) 높고 불안정한 가격 구조

사재기등물량조절빈번 높은 유통마진

돼지고기 단가 중
유통비용 비중

47% 46% 44%

2015 2016 2017

다단계 유통 구조

도축에서 소비까지
7~40일 소요

삼겹살(100g) 월별 가격 동향

1,800

2,000

2,200

2,400

2,600

2017.9. 2018.8.

2,659원

1,864원

가격 변동폭은

연간 42%

(품질) 신선도가 낮고 원산지가 부정확

※ 출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및 식중독 환자수

4,642 4,443 4,290 

4,331 

4,283 

1,666 
1,347 1,348 

1,051 
1,356 

원산지 표시위반 건수 돼지고기 원산지 표시위반 건수

2015201420132012 2016

식중독 환자수

6,.058

4,958

7,466

5,981

7,162

유통구조가 낙후되어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가 낮고

가격 변동폭이 큼

Ⅳ. 작지만의미있는국내의혁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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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육각] 디지털 탈바꿈 전략

공장자동화및결제혁신으로합리적가격제시

주문 계획∙지시 세절 포장∙출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을

30% → 10% 로 낮춤

주문 계획∙지시 세절 포장∙출하

중량 측정가격산정

과금∙결제

주문형제조방식으로도축후5일이내소비가능

농가 소비자정육점 정육각유통사

Make-to-Stock 방식 (최대 45일)기존정육점

도축∙발골 진열∙판매 구매∙섭취가공∙보관

1~2일 최대 40일 3일 이상

Make-to-Order(On-Demand) 방식(최대5일)정육각

주문형 제조 방식으로 고기의 신선도를 높이고

자동화 설비 도입 및 유통단계 단축을 통해 가격을 낮춤

Ⅳ. 작지만의미있는국내의혁신사례

도축∙발골
주문예측
예상매입

2~3일
포장∙배송 구매∙섭취

6시간 이내*
※ 서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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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육각] 디지털 탈바꿈 성과

유통 전과정을 디지털 전환 매출 및 규모 성장

항 목 내 용

자금조달 약15억원(캡스톤파트너스, 라이트하우스연합펀드)

매출(2017년) 약 20억원(2018년 100억원 목표)

생산시설 성남
*대전에서 성남으로 이전(2018.2.)

직원 수 17명

해외 진출 중국, 홍콩 등에 솔루션 수출 등 진출 계획

항 목 내 용

정보 시스템
구매-생산-판매정보를실시간연동하여
On-Demand 생산, zero 재고, 초신선구현

공장 자동화
세절, 포장 등 육가공 자동화

설비 구축

결제 시스템 신선페이 특허 2건 등록
*중량에 따른 정확한 가격 책정 시스템

사육∙유통환경 분석
농장의사육환경, 유통과정의온∙습도등

데이터분석통해신선도제어

“디지털 전환을 통해 고기 맛의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초신선 육고기 시장을 열 것 “

- 김재연, 정육각 대표 -

Ⅳ. 작지만의미있는국내의혁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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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드위즈] 한국 전력 산업의 현재 모습

기존의 공급 주도형 전력 사업 모형은 에너지 고갈, 

환경 문제 등의 부작용을 야기하며 한계에 봉착

[기존] 공급 주도형 전력 사업 모형

83.3
85.8

91.1

96.9
101.4

109.8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31

전력수요발전설비 용량

※ 출처 : 산자부(2017)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력통계정보시스템(EPSIS).  

발전설비용량과 전력수요 추이

GW

기후변화에 의한 재난 증가

변화에 대한 요구 증대

탈원전정책에

대한의견

찬성
60.5%

반대
29.5%

脫원전 여론 확산 발전소부지확보어려움가중

에너지원 고갈

※ 출처 : 연합뉴스(2017.10.23); The Economist(2015.6.25.) 「Climate Change」.  

Ⅳ. 작지만의미있는국내의혁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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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드위즈] 디지털 탈바꿈 전략

SW를 활용하여 전력망을 지능화 함으로써

에너지 요금 절감과 안정적인 에너지 사용 가능

※ 에너지 수급 데이터 분석(감지) → 절감 계획 수립(판단) → 절감 이행(제어)

스마트미터링∙제어(AMI) + ESS로수요반응시장에진출

정산금 지급

감축 지시

감축 이행

감축 주문

감축 결과

정산금 지급

시스템 설치

전력 수용가 그리드위즈 기간 전력망(전력거래소)

그리드위즈의 에너지 관리 시스템

에너지수급데이터분석 에너지절감계획수립 전력사용제어

∙ 사용량검침(AMI*)

∙사용패턴파악

∙에너지수급차감시

∙에너지사용량예측

∙ 절감가능수준파악

∙분산에너지자원가용

수준파악(태양광, ESS)

∙절감목표량결정

∙ 마이크로그리드제어

∙전력계통 안정화

∙ 감축 이행 및 정산

*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공급주도→ 수요관리』으로의패러다임전환

전력수요가 높은 시기에 보상을 통해 전력 사용을 감축 시켜,

고비용 발전 설비 증설을 최소화

전력
공급

발전

발전

발전

미가동

발전

발전

전력
공급

수요
감축

高

低

발전유형별단가 공급주도형 수요관리형

※ 2014년 「전기사업법」의 개정으로 사용을 줄인 전기를 한전에
판매하고 보상금을 받는 ‘전력 수요자원 거래시장’이 개설

Ⅳ. 작지만의미있는국내의혁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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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드위즈] 디지털 탈바꿈 성과

매출 및 규모 성장

항 목 내 용

회원사 450여개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차, SK에너지 등)

누적 전력
거래량

230GWh(수요관리)

ESS 구축 규모 700MWh(‘18년 말 예정)

종업원 수 80명

전기차 급속충전
인프라 모뎀 점유율

국내 70%, 전세계 30%

매출 13억원(‘14년)→ 300억원(‘17년) 

“에너지 데이터를 활용하여 수요반응, ESS,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

- 김구환, 그리드위즈 대표이사 -

글로벌 경쟁 가능한 SW 기술력 확보

항 목 내 용

수요관리 기술
Open ADR2.0(개방형 자동수요반응)

인증 획득(‘14년)

전기차 충전 기술 ISO15118*
* 전기차의 충전 및 방전을 제어하는 기술

마이크로그리드 기술
SEP2.0* 인증 획득

*마이크로그리드 내의 분산에너지자원
(DER)을 연결하는 기술

원격검침 인프라 기술
실시간 에너지 사용량 측정, 분석

및 사용량 예측 기술

Ⅳ. 작지만의미있는국내의혁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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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닥] 한국 리모델링 시장의 현재 모습

노후 주택 증가 등으로 시장은 급성장 중이지만, 

부실 공사 등에 의한 소비자 불만은 매우 높은 상황

(성장요인) 노후주택증가, 생활공간인식개선등

리모델링∙인테리어 시장 및 노후주택(15년 이상) 규모

13.3 

19.4 

22.0 

25.0 

28.4 

2014201220102005 2016

2.9

3.5

4.1

5.0

리모델링∙인테리어 시장 규모(조원) 노후주택 거주 세대 수(백만 세대)

※ 출처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동산 114. 

(제약 요인)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은 산업

70.1 

72.3 

77.0 

72.2 

73.7 

77.8 

주택수리 인테리어 서비스 산업 평균

주택수리∙인테리어 서비스 평가 지수 및 순위

201720152014

19위 24위 24위

※ 출처 : 한국소비자원(2014, 2015, 2017), 「한국의 소비자 시장평가정보」; 한국소비자연맹

※ 평가 산업수 : 19개(‘14), 29개(‘15), 27개(‘17)

인테리어 관련

소비자 불만 유형

부실공사
하자발생

기타

하자보수
불이행

계약해제

가격

Ⅳ. 작지만의미있는국내의혁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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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닥] 디지털 탈바꿈 전략

전문성이 없는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격, 품질, 일정 등에 대한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

탐색 선정 시공 A/S‘누구’에게 맡길까? ‘가격’은 적당한가? ‘계약’대로진행되나? ‘사후관리’는누가?

450개의 검증된 업체 확보

업체 평가

∙ 시공실적

∙가격적절성

∙ 고객만족도

∙분쟁사례조사

업체 선별

∙ 약450개의고신뢰파트너사확보

∙ 정기적으로참여업체탈락

최소2개업체비교견적제시

견적 신청

∙ 모바일∙ PC 버전의간편양식제공

집닥 매니저의 1:1 관리

∙ 상담, 데이터 분석, 취향 파악

∙ 후보 시공사 선별 및 통보

무료 방문 견적

∙ 최소 2개 업체에서 방문 견적

∙ 비교가용이한표준계약서활용

다양한 안전장치 마련

에스크로 서비스

현장 요원(집닥맨) 운영

∙ 원자재, 일정등시공과정검증

∙ 갈등 발생 시 조율∙해결

∙ 계약 이행 기반 대금 지급

∙ 부실 업체는 평가에 반영

집닥의 책임성 강화

고객 만족도 조사, 문제 파악

하자 발생 시 수리 의무화

∙ 불이행 업체는 강제 퇴출

보증기간 1년→3년 연장

∙ 1년 이내 : 시공사 책임

∙ 1년 이후 : 집닥 책임

Ⅳ. 작지만의미있는국내의혁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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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닥] 디지털 탈바꿈 성과

“O2O를 통해 인테리어 시장의 정보와 사용자의 니즈를 모아

소비자가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시장의 퀄리티를 높일 것“

- 박성민, 집닥 대표이사 -

매출 및 규모 성장

항 목 내 용

자금조달 약 65억원(알토스벤처스, 카카오, 캡스톤파트너스, KDB)

매출(2017년) 약 40억원(2018년 100억원 목표)

거래 규모
누적 거래액 1,200억원, 월 거래액 100억원 (‘18.7월)

누적 거래 수 10만건(‘18.12월 예상)

직원 수 약 80명

파트너사(시공업체)
약 450여개

※ 파트너사는 집닥에 월 30~50만원의 가입비와 시공 시 공사금액의

일정 비율을 납입

Ⅳ. 작지만의미있는국내의혁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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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실업] 한국 수산업의 현재 모습

(생산) 어획에서양식으로전환

148
151

154

167

185

166

159

171

162

136

양식 생산량 어획량

2015201420132012 2016

국내 수산물 생산량(만톤)

※ 출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자원이 고갈되고 오염에 노출되는 상황에서

증가하는 소비에 대응하기 위해 양식업의 중요성이 증대

(소비) 소비는늘고자급률은하락

수산물 연간 소비량(인당) 및 자급률

※ 출처 : e-나라지표(www.index.go.kr); 한국농촌경제연구원

53.5

54.9
53.8

58.9
59.9

2014201320122011 2015

81

75.3
76.8

71.5

1인당 수산물 연간 소비량(인/KG) 수산물자급률

(안전성) 해양오염등에의해악화

※ 출처 : EBS, 「아이의 밥상-생선의 비밀」, 서울대 연구팀 조사

어류별 잔류 수은 최고 농도(ppm)

0.05
0.15

0.05

1.82

1.52

잔류허용기준 : 0.5ppm

눈다랑어고등어갈치동태 참새치

다랑어종

Ⅳ. 작지만의미있는국내의혁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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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실업] 디지털 탈바꿈 전략

10년간의 시행 착오를 데이터로 축적하여

최적의 생육환경을 조성

종자 확보

※ 수정란을 부화시켜 성체로 키우는 기술은 시범사업 중

포획·이송 기술 확보

※ 국립수산과학원과 2년간 공동 연구 진행

포획 이송 양식

제주도인근 22개월, 30kg스트레스최소화

인공종자 배양기술도 사업화 단계

부화에성공한참다랑어

∙ 국립수산과학원(거문도)

∙생존률개선: 5% →90%

∙일본에이어세계2번째

∙ 10만 마리보급계획

센서등장비개발

생장 환경 감시용 센서 개발

용존산소측정 조류센서 수면카메라

개체수·크기 측정 수중카메라 수온센서

각종 인프라

양식 어망 부방파제

빅데이터기반최적생육환경조성

※ 2007년부터 총 투자금 100억원 투입

모니터링 및 제어 시스템

수온 염도 수질 산소 사료 해류

Ⅳ. 작지만의미있는국내의혁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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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실업] 디지털 탈바꿈 성과

“우리나라 국민이 모두 부담 없는 가격으로

신선하고 안전한 참다랑어를 맛볼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홍석남, 홍진실업 대표이사 -

매출 등 성과

Ⅳ. 작지만의미있는국내의혁신사례

항 목 내 용

최초 출하 2018년 6월 22일 국내 최초 대량 출하

출하 목표 2018년 30톤 출하(30kg, 1000마리)

가 격 5만원/kg (일본산 대비 1.7배)

양식 규모 현재 약 2,700마리 (3kg 치어를 22개월간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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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쉬코리아] 한국 물류업의 현재 모습 Ⅳ. 작지만의미있는국내의혁신사례

(소비자) 신선·신속배송수요증가

상품군별 온라인쇼핑 구성비(’18.5.)

※ 출처 : 통계청(2018.5.), 『2018년 5월 온라인쇼핑 동향』

※ 배송요구시간 : 공산품 2~3일, 음식 1시간~당일

14.2%

13.3%

11.2%

11.1%8.4%

8.1%

33.7%

여행 및 교통

식료품,
음식배달

가전전자
통신기기

의복화장품

생활용품

기타

음식은

전자상거래 중

두번째로 큰 분야

(자영업자) 온라인사업절실

자영업자 창업·폐업 실태(2015)

※ 통계청(2014),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조사』, 국세청(2016), 『국세통계연보』

※ 전국 음식점수는 47만개, 사업체당 종사자수 3명 안팎

창업 107만명 폐업 74만명

19.6% 19.2%
17.6% 17.1%

19.7%

12.3%

19.9% 20.6%

서비스 부동산 소매 음식

창업 폐업

업종별 폐업 비중

(배달원) 노동환경열악

배달 기사 근로 환경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 실업보험 등의 사각지대

※ 노동연구원(2016), 『배달대행 배달원의 종사실태 및 산재보험 적용 방안』

63.6시간

주당근로시간

36%

없음

콜대기장소

40건

일배달건수

229만원

월수입

39%

미가입

상해보험가입

45.6%

1년내 경험

교통사고경험

음식배달 등 신선·신속 배달이 증가하고 있으나 사업자가 영세하여

배달원 고용 및 양질의 근로환경 제공은 어려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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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쉬코리아] 디지털 탈바꿈 전략 Ⅳ. 작지만의미있는국내의혁신사례

부릉TMS 구축으로효율적인 Last Mile 배송구현

메쉬 프라임(부릉 TMS)을 통한 주문-배송 절차

배송 데이터 분석 자동배차알고리즘고도화 최적배송경로제안

∙ 배송기사위치파악

∙교통정보수집·파악

∙매장-배송지경로파악

∙ 주문예측통해

배달원위치사전지정

· 알고리즘통한신속배차

∙배달원수익, 평점고려

∙ 최단시간배달구현

(주문후평균25분소요)

∙ 최적경로정보제공

∙ 고객에게배송상태안내

매장-배달원-고객간 라스트마일 물류 배송을 최적화하는

물류 솔루션을 제공

이륜차 배달원의 근로여건 개선

전국130여개의배달원휴식, 교육공간(부릉스테이션) 구축

배송비 실시간 자동 정산 시스템(M 캐쉬) 제공

다양한 결제상황 대응

∙ 선불 신용카드 결제

· 후불 신용카드 결제

· 후불 현금 결제

· 결제 수단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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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쉬코리아] 디지털 탈바꿈 성과 Ⅳ. 작지만의미있는국내의혁신사례

매출 등 성과

항 목 내 용

자금조달 약 760억원
※ 네이버, 다음카카오, 신한캐피탈, 현대자동차등8개사

매출(2017년) 약 300억원(2018년 600억원 이상 목표)

거래 규모 부릉 누적거래액 2,000억원

직원 수 약 170명
※ 이중절반은TMS 등을개발하는SW개발자로구성

고객사(화주) 약 40여개
※ 신세계, 맥도날드 등

배송기사 수 13,000여명

“지능화 물류시스템을 통해 배달업 종사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사업성과 사회적 가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물류 생태계를 만들 계획“

- 유정범, 메쉬코리아 대표이사 -



목 차

Ⅰ. 제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탈바꿈

Ⅱ. 우리나라의 수준은?

Ⅲ. 디지털이 만드는 新 풍경

Ⅳ. 작지만(小) 의미 있는 국내 혁신 사례

Ⅴ. 디지털 탈바꿈을 통한 성장 전략과 미래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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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탈바꿈과 산업 경쟁력

디지털 탈바꿈은…

기존 산업의 혁신을 주도해

생산성을 높이고

신산업 분야의

스타트업 출현에 기여

Ⅴ. 디지털 탈바꿈을 통한 성장 전략과 미래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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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가 중심이 되는 디지털 탈바꿈은

혁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가장 좋은 방법

SW 기업의 성장률이 타 분야를 압도

※ Deloitte(2017), 「Technology Fast 500」. 

SW 중심의 디지털 탈바꿈

Deloitte 2017 Technology Fast 500 기업 분야별 분포

SW 분야 고성장 기업의 경제적 중요성 증대

※ 지은희(2017), 「소프트웨어산업 고성장 기업의 특성」,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인사이트리포트. 

※ 국내 SW산업의 경우 고성장 기업은 전체 기업의 약 8.1%를 차지

Ⅴ. 디지털 탈바꿈을 통한 성장 전략과 미래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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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중심의 디지털 탈바꿈

One of these indicates that 75 million jobs may be 
displaced by the above trends, while 133 million 
additional new roles may emerge concurrently.

제4차 산업혁명으로 신규 일자리 133백만 개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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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탈바꿈과 혁신 성장

혁신 성장의 척후병, 디지털 탈바꿈

디지털 탈바꿈

생산성 개선

경제 성장

고용 창출

소득 증대

SW 중심의 디지털 탈바꿈

디지털 탈바꿈을 통한

혁신주도 성장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

Ⅴ. 디지털 탈바꿈을 통한 성장 전략과 미래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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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탈바꿈과 미래 도서관

The Future of Libraries(MIT)

 필요한 도구와 지식에 접근할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하고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

 MIT 도서관에서 지식의 창출과 보급 그리고 보존하는 것을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 연구

Ⅴ. 디지털 탈바꿈을 통한 성장 전략과 미래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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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탈바꿈과 미래 도서관

The Makerversity(Amsterdam)

 Makerversity : 암스테르담, 런던에 있으며 전문적인 ‘메이커’ 활동 지원

 모든 종류의 창조적이고 기술적인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소통 및 공유 활동 지원

Ⅴ. 디지털 탈바꿈을 통한 성장 전략과 미래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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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탈바꿈과 미래 도서관

 헌트 도서관의 ‘북봇‘ – 자동 기계 장치로 된 서적 전달 시스템

 첨단 연구도서관을 위해 혁신적인 도구로 인공지능과 로봇 사용

Ⅴ. 디지털 탈바꿈을 통한 성장 전략과 미래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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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고용 관계와 복지체계 필요

- 과업 경제  과업 수당 대가산정에 대한 분쟁 예방, 사회적 합의 필요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사회적 복지의 방향

 CSR  비용복지가 아니고 감정복지(과업 스트레스 증가  사회문제)

 최소생계비  최소생계과업(?) : 노동의욕 감소(스위스) vs. 노동의욕 증가 (캐나다)

 기업과 산업을 바라보는 제 3의 눈이 필요

- 대기업 vs. 중소기업  혁신기업 vs. 비혁신 기업, 사회적 가치창출 or not.

- 창업 지원  흥업지원 (차등의결권)

- 기존 기업의 전환 vs. 새로운 기업과 산업 등장의 수용, 허용(사회적 이해관계 충돌)

 창의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과 도서관의 디지털 탈바꿈 필요

- SW 활용 역량 기반의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혁신

- 대학도서관을 학문간 융합과 창조의 공간으로 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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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연, 조원영
{catchup, wycho}@spri.kr

김명준
joonkim@etri.re.kr

장상현
shjang@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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