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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환경 변화
인공지능, ICT 등 지능정보기술 주도의 4차 산업혁명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수반하여 사회전반을 변화 시킬 전망
- 데이터 지식이 산업의 새로운 경쟁원천으로 부각되고, 전통적 평생직장 개념 약화
및 탄력적 고용 확대

자동화 기술 발전에 따라, 중간 수준 이하의 단순 반복 업무는 일자리가 줄어
들고, SW나 인공지능 분야 일자리 증가
산업구조 재편 및 사회변화 대응을 위한 창의적 인재 양성이 급선무
우리나라 정부는 작년 범부처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지능정보사회 민관합동 추
진협의회’를 구성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발표
인간중심의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해 기술․산업․사회 분야별 정책 방향
및 전략과제를 설정하였으며, 이중 인재 육성 및 고용 관련 내용 정리
【인재육성】
초중등 학생의 SW 및 STEAM 교육을 대폭 확대하여 컴퓨터적 사고력 및 문제
해결능력 배양
- SW 교육전문기관 설치 및 창의융합형 선도학교 확대(52개교(‘16)→100개교(’18)), 고교
학점제 도입 검토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체제 전면화
- 디지털 교과서 개발 및 교육콘텐츠 오픈마켓 구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공유

신산업 발전을 이끌 지능정보 핵심인력 및 산업인력 양성
- ‘20년부터 지능정보영재 매년 5,000명 규모로 배출, 산학연 합동 집중 교육과정 개설,
국내 최고 수준 대학원 선정하여 10년간 집중
- 공공훈련기관을 통한 신규과정 개발 및 매년 3천명의 석박사급 인력 공급

교원 양성 및 지능정보사회 교육 인프라 구축
- 매년 6만여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SW연수교육 실시 및 ‘첨단 미래학교’ 모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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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시스템】
투입 중심에서 성과 중심으로의 탄력적 노동시장 개편
- 유연근무제 확대 및 근로시간계좌제 도입, 일․가정 양립의 조직문화 확산 전담기구 신설

고용형태 다변화에 대응한 고용안전망 확대
- 주요 직종별 표준계약서 및 표준약관 마련․보급, 특수형태근로종사장 등 근로기준 마련

부문 간 일자리 이동 지원을 위한 고용 서비스 고도화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취업정보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취업지원서비스 역량 강화

일본은 IT 및 데이터 인재 관련 교육 시스템 구축
경제산업성, 후생노동성, 문부과학성 등이 참여하여 구체적 사업시행 논의
【인재육성】 인재를 계층별로 구분하여 정책 추진
(기초) 초·중등·고등교육을 통해 국가 전체 IT 능력 향상 및 대학 등과 연계한
IT 데이터 기술 재교육
- 초등학교 프로그래밍 교육 필수화(‘20), 직업교육을 위한 신규 고등학교 기관 설립
- 전체 학부생 대상 STEM 교육, 수리․데이터사이언스 교육, 일반인 대상 재교육

(중간) 산업의 핵심이 되는 IT인재 및 지속적 평생교육
- 재직자 직업훈련 강화
- 데이터사이언티스트 육성 관련 표준화 추진, 중소기업을 위한 스마트 제조업 지원
인재 파견,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모델개발 인재 양성

(고급) 국내·외 최고수준의 IT기술자, 사업가 양성
- 미답인재, IoT 추진연구실, 지정국립대학, 탁월대학원, 산학관 협력촉진,해외 고급인력 유치
<일본의 단계별 인재육성 전략 구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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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시스템】
AI, 빅데이터, 웨어러블 기기, 근태관리 어플리케이션 등 최신기술 활용
인사관리플랫폼서비스 클라우드 상에서 인재데이터 관리
AI 활용을 통한 개인별 특성에 맞춘 경력 개발 및 노동시장의 효과적 매칭
시사점
범정부 차원의 미래인재 육성위원회(가칭) 구성을 통해 미래 인재상에 초점을
맞춘 인재 정책 및 전략 필요
- 미래사회 변화를 반영한 인재 육성 단계별 차별적 전략 마련
- 제조업 분야 지원을 위한 전문인재 육성 강화
- 해외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유치제도 개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경제적 변화에 대비한 제도 정비 개선
- 제조업·ICT 융합, 자율주행, 핀테크 및 O2O 기반의 새로운 스마트서비스 등 미래
사회를 주도할 산업분야 활성화 기반 마련
- 기술·산업 간 융합을 위한 관계부처 칸막이 제거 및 신산업 분야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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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ICT 등 지능정보기술 주도의 4차 산업혁명은 다양한 사회·
경제적 변화를 수반하여 사회전반을 변화
ὢ⤞·↮᫋ὢᢞᶳᢶ၊ẢҫᾯẾ⒊Ἢ၊ᕮϯ
- ↮ઓ ᓢ؞ᨎἮ૮ኖὢ⤞ᶾ૮ⵊϮⵇ᪣ἲ⦣ⵢ↮`Ἢ၊ᴺӎᆚↆ
ઓἲЃ⹂ⵆᎮ၊ὢ⤞Ḯ↮᫋ὢᢞᶳ⃪ẂҫᾯẾ⒊
※ ‘16년 8월 기준 전 세계 시가총액 10대 기업 중 ICT 기업 7개(애플, 구글, MS,
아마존, 페이스북, GE, 차이나모바일) 모두 지능정보기술에 적극 투자 중
↮ઓ ᓢ؞ᨎ⹊ẗᢞᶳἮᓢᆼἮᢚẗϮ⳺ྙ⯪؞ᐆᣋ⣊Ҳᶾ␦ᷚⵆᷚ
ὢ⤞ᅪ↮`Ἢ၊ᣋ·⹊ẗⵆં՚⁞၊ᒮ⹂
- ↮ઓ ᓢ⳺ྙ⯪ἲ⦣ⵢӮဖ ⱶӪᤊᘲ᪒ὢᷞҞఆᶢ⦣ⵗᤊᘲ᪒၊ே
ⵖἪ၊ⱶ(Stand alone) ⸃⣊ ⱶ·ᤊᘲ᪒ᅪᵃல
< 플랫폼 기반 통합 서비스 >

ே⹂၊૮⒢ఆંᶳጢ⹃૮ᏽᫎᢞᶳᕲᵪὪᆚᐊᣋ, ῲ⦣`⮷ᣋ↯ᾓЊा
ᵫ⹂ᏽ⢲ဓ`ӎẗ⹃૮
- ᨊᐆᓣᶳጢᏽ↮`०ே, ᢚጢᶳጢ,
ӎẗ՚⁞ᵿ⹂קẞဒ

ᏮⵊἏ⒢०ே↮غே⹂ఆᶢ

- ጪᅆ· ⁞·ᆶ⛮⫳؞ᶳ؞ઓὢ⳺ྙ⯪ἲ⦣ⵢᢞᶳϲҫҲᶴὢ`ẗఆᶢ
ӎẗலᢞᶳῲጦᓢ؞ઓῲጦἪ၊ῲ⹆⹃૮

자동화 기술의 발전에 따라 단순 반복적 업무는 일자리가 줄어들고,
IT관련 고숙련업무 일자리는 증가할 전망
WEF ᓢӎᤊᶾഞᅢቢᢚጢ↯ᏽӮᆚ↯Ἦⶓ⺲5लࢢᶾ475ᆺ9⒊Њ
ὪᆚϮᶢῲᇋὢ, ⁞ᏽᣋᢞᕲᵪὪᆚ160ᆺ1⒊ЊϮቦఎ
ῲᇋ
ᘲⅶશ᪒ᏽἣᕲᵪᵫ49ᆺ2⒊Њ, ҫᷯᕲᵪં41ᆺ6⒊ЊϮઆᶢࢎῲ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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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020년 직군별 고용 증감규모 추정(단위: 천 명)>
순고용
감소
순고용
증가

디자인·스포츠
·미디어

법률

시설·정비

-497

-151

-109

-40

영업·관리직

교육·훈련

303

66

사무·행정

제조·생산

건설·채굴

-4,759

-1,609

비즈니스·금융

경영

컴퓨터·수학

건축·
엔지니어링

492

416

405

339

※ 자료: WEF(‘16). Future of the Jobs

산업구조 재편에 따른 사회변화 대응을 위한 창의적 인재 양성이 급선무
Ꮶ྆↮ઓ ᓢᢚᶾⴲẂⵊὦᾚЊाἮⵢҞⵎጦ ⒢ᅪᴲᢶၛѺ 
ⵆӎᢶ၊Ảᘲⅶશ᪒ᅪ⁞ⵆϮ♆ᅪ▊ⵎᨆὶં‘`ὦᾚ’ ⴲẂ
- ⃪ᶢ↲ᶳᨆᶾᆺῲाⵆં‘؞ઓ`ὦᾚ’ࢆ⃪ᶢ↲ጦ ⵢҞᐗᒃ⢾ᢷ
லϮϮઓⵊ‘Ἷẗ⸃ὦᾚ’ ⢶
Ὢᓦҫ ᢞᶳ⁞ᢚᶾഞᅢቢ, ⵊ՛ITὦᾚϮẢᤦҲᶾᤊ⦣ẗఎᨆὶં
ὦᾚᘲὢ0.8%ᶾᕶӪⵢ⢮ҫᾯ՛ᶾᘲⵢ࢜Ἦᨆ⃮
<수준별 IT(ICT) 인재 비중>

※ 자료: 경제산업성(‘16.6.), IT인재 국제비교조사
※ 1은 최소하의 요구된 기초지식보유부터 3은 응용적 지식기능 보유. 7은 자국 내 하이엔드 플레이어면서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인재를 말함

본 고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인재 육성 및 고용분야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인재양성 정책방향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ᾓᶾᤊંẞᆚࢆཪ10Њᕮ⒆ḮᏪϲῲጦϮϮ␦ᷚⵊ‘↮ઓ ᓢᢚᾓ؞
ⵗ૮12૮Ӫ Ꮶ྆ԾἏⷯᫎᏽӎẗ⸃⣊ᒮ⹂૮ἿӪ ࢢẗЊ
3ᾓᶾᤊંὪᓦἮҫ ᢞᶳ⃪ல၊ӮҲᕮ⒆၊՚ఊᫎᢞᶳ՚⁞ᶾᤊ
ᐊⱊⵊᫎᢞᶳ՚⁞ᘲῲ7૮ῲྣὦᾚἏ·ӎẗᕮጦᶾ૮ⵊӪ Њ
4ᾓᶾᤊં2ᾓӪ3ᾓᶾᤊ
᫊ᢚ῾ἲ ᫊ⵆӎⵖ

᫊ఊࢢẗἲתў၊ⶓ⺲ẞᆚࢆཪ

ᐗ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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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부는 범부처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확정(‘16.12.)
↮ઓ ᓢᢚல᫊྆ҫ ·ᢚ`ᒮ⹂ᅪ⁞ᇋⵆӎ؞ᨎ, ᢞᶳ, ᢚ၊ᷞҞఆં
ᾓ ؞ᐗⶓӪ▂↲Ӫ  ᫊
- ┋12Њ▂↲Ӫ ὦᾚᵿӮဖ↮ઓ ᓢᢚᏦ྆ԾἏⷯᫎ, ே⹂ᏽӎẗ
⸃⣊ᒮ⹂ᶾ``ק૮Ἷῲྣல▊

【미래교육혁신】

숔 문제해결·사고력 중심 교육 실현
⓶·ⵇᣋSW ᏽSTEAM ԾἏἲ૮⯛⹃૮ⵆᷚ⛢Ⳗ⤞`ᢚӎဓᏽጦ
ⵢҞઓဓἲᐞᵿⵆંԾἏⷲ
- ‘18लᕮ⤞ ··⓶ӎῲⵇलᶾSWԾἏἲ᫊ⵆӎ῾␖⹃૮, SWԾἏῲጦ
؞Ӯᤒ♆ᏽ1ⵇԾ-1SWேᴲᆚẢᷯ
※ 영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수업방식 개편 등을 포함한 영재교육확대방안 마련(‘17)
- ·⦣ᤛઓဓἲЄ▆ὦᾚᵿἲỲⵊἣⵗ⸃ᤎலⵇԾ⹃૮(52ЊԾ(‘16)
→ 100ЊԾ(‘18)) ᏽ૮ⵇࢢἣ·ᓣⵗῲӣЊᤒ⹊⹂
ⵇᣋ`ᷛྷЊᐊᏽᏦ⃮྆ᘲ↮ẾἲỲⵊᨆᶳᐗ᫋, ⵇᢚ லᏽ
ԾἏӪ ῲቢЊ⮦▂↲
- ⵇᣋ᪒᪒၊ᨆᶳἲᤎ⣋ⵆંӎԾⵇ῾ லέѮ⦎, Ꮶ྆⸃૮ⵇέⵇῲ⸃ லᆶဖ

숕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 체제 전면화
↮ઓ ᓢ؞ᨎ၊ⵇᣋⵇ᪣ὢဓᏽᨆ⃮ἲᕲᤋ, ⵇ᪣⺖Ӫᅪק૮⹂ⵎᨆὶં
ᇌ▒⸃ⵇ᪣⒢ ՚▃
- ⵇ᪣ⵇ᪣⹊ேὢ⤞ᅪᕲᤋⵆᷚ⽓ᏦḮᨆ⃮ᒲⵇ᪣⹊ே⒆ᐗӪⵇ᪣
Њᤎἲ↮Ếⵎ↮ઓ⸃ⵇ᪣⳺ྙ⯪Њᐊ
- Ͼ⸃❆⤾☎ᅪ⹊ẗⵊം↮⤦ԾӪᤊЊᐊ(‘17∼‘19), ᓢ‘(18∼‘20) ᏽᇌ▒⸃ⵇ᪣
ႺѮᢷὢϮઓⵊԾἏ❆⤾☎Ḓᆶ✁՚▃
- ᵿⵊᕲᵪӎЃᅪⵊ՛⸃Ḗཪὦ(K-MOOC)ᅪ⦣ⵢӣἎⵆӎ, ὦᤪ⫞ᗺ
⹃૮ἲ⦣ⵢ↮Ϯઓⵊⵇ᪣⒢Ҳᆶဖ(‘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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숖 신산업 발전을 이끌 지능정보 핵심인력 양성
STEAM ԾἏἲ؞ᐆἪ၊⛢Ⳗ⤞Ӫⵇ, ὢ⤞ᕲᤋ, SW Њᐊᶾઓ⦣ⵊ
`ὦ↮ઓ ᓢᷯᾚ5ᆺታ⁞؞ᐊբ‧ᵿ
- ↮ઓ ᓢᷯᾚϮ‘20लᕮ⤞ᇒल5,000ታኖ၊ᐞ▊(‘30ल↮غ10लϲ5ᆺታ)
ఎᨆὶல။ᷯᾚԾἏ⹃૮
※ 영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수업방식 개편 등을 포함한 영재교육확대방안
마련(‘17)
-

ᓢᷯᾚ ԾἏ؞Ӯἲ ૮⯛ ⹃૮ⵆӎ ᾓ`؞Ἢ၊ Ӫⵇ؞ᨎើ ᴲશཪ ὦጦⵇ
ἣⵗԾἏἲ⒢Ҳ`Ἢ၊↮Ếⵆં‘↮ઓ ᓢᷯᾚӎ’ ᤒᆫѮ⦎

- Ӫⵇӎ‧ᷯᾚӎᾚⵇᣋ(ⵇल૧ᵫ1,800ታ)૮Ἢ၊⡢ཪẞೊ؞ᐆ᩶⭪⛢ὢẗ⹆ҫ
ᏽἿẗⳲ၊ྖצЊᐊԾἏἲ ӣⵆᷚἣⵗὦᾚᵿ(‘18∼)
╊ӎῲጦϮ၊Ծᨆ↲ὢ՚ఊᢞ‧ⵇ‧ᷞⵗே↿ԾἏӪ
ᾓⵇ⹃૮ἲ⦣ⵢ↮ઓ ᓢ؞ᨎ╊ӎῲጦὦဓᵿ

*

Њᤒ, ᤋ‧ᐃᢚӪ 

※ 석‧박사 과정 재학생 중 우수인재를 선발, 최고 전문가 집중강의 이수
및 R&D 프로젝트 참여
ὦӣ↮ઓ(AI)ἲ⯚ⵖⵊ↮ઓ ᓢ؞ᨎᷯᷛ՛ࢢ╊ӎᨆ⃮૮ⵇẾ(ᷞ՚)ἲ
ᤎ ⵆᷚ10लϲ↿↮Ế
※ 선정된 대학원에 연구혁신지원비, 연구 인프라, 우수 외국인 교수 채용 등을 지원

숗 교원 양성 및 지능정보사회 교육인프라 구축
ԾẾ ↮`ὦ SW ↮லᷛྷ Ѓ⹂ᅪ Ỳⵢ ᇒल 6ᆺ ታ ԾẾἲ ૮Ἢ၊
SWᷞᨆԾἏἲ᫊ⵆӎҫဓᶾഞཪᇌ▒⸃ᷞᨆ᫊
ኖⵇԾᶾጢᤎὦ⤞थᇋἲҲ`Ἢ၊ᤒ♆ⵆӎ, AI, Ϯⷲἲ⹊ẗ, ᇌ▒⸃
ⵇ᪣ἲ↮Ếⵆં‘⒖Ꮶ྆ⵇԾ’ ኖ୦Њᐊ(‘17, ᫊ᒂẢᷯ)

수 지능정보사회 신산업 창출을 위한 산업인력 양성
↯ᒲே⹂ᶾⵊ૮⒢⺖Ӫ, Ἆᇋᫎᢞᶳ·ᫎ↯ᶳᶾ૮ⵊὦဓᨆẂ᷶☏ἲ
Ỳⵊὦဓᨆῲᇋӎல⹂ᏽῲૢ⁞↯⹃▗(‘18)
ӣӣ⺶ဖ؞Ӯ(⯢ᆚ⤻)ἲTest-Bed၊ᇒल↮ઓ ᓢ؞ᨎᕲᵪ⺶ဖӪ ἲᫎЊᐊ
ⵆӎ Ꮺϲ⺶ဖ؞ӮἪ၊⹃ᢞ(‘17∼)
- Ꮺϲᷛྷὶં؞Ӯἲ↮ઓ ᓢ؞ᨎᤎல⺶ဖ؞ӮἪ၊ᤎ ⵆӎ⓶؞2~3लϲ
↿↮Ếἲ⦣ⵢᫎ؞ᨎᕲᵪ⺶ဖ⹃ᢞ
※ ‘17년 공공 3개 과정 신규개발(폴리텍, 90억) 및 민간 10개 과정 신설(100억)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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ᢞᶳῲጦὦဓᵿᢚᶳ(ᢞᶳ؞ᨎ↲⽓Ế)ἲ⦣ⵢ↮ઓ ᓢ؞ᨎᫎᢞᶳᕲᵪὦဓᵿἲ
⹃૮ⵆᷚᇒल3⒊ታᤋ·ᐃᢚὦဓӣ‘(17∼)
※ 미래형자동차, 산업용드론, 스마트공장 운영 설계 등 신산업분야 인력양성
사업 추가(‘17년 200억 원)
ὦጦⵇӪ؞ᨎἲᷞҞⵢᢶ၊ẢϮ♆ᅪ▊ⵆંἣⵗ⸃ὦᾚᵿἲỲⵊὦጦҲ
ῲӣⵇᣋ, ᢚጢ↯ᾚ↯ᶾ૮ⵊSW ԾἏ⹃૮(‘18∼)
※ (재학생) 청년취업아카데미, SW Boot-Camp 등 단기집중 훈련과정 활성화
(재직자) e-Korea tech 내에 SW 기본소양 습득을 위한 과정 개설 확대

【고용형태】

숔 투입 중심에서 성과 중심으로의 탄력적 노동시장 개편
ת၊᫊ϲ‧ᾓᶾ ᵫᐉ↮ᴸંἎᷞⵊתጢ⹆ҫ⁞ἲỲⵊἎᷞתጢ
⹃૮ᏽת၊᫊ϲҲ⁺ லέ(‘17)

*

※ 원격근무제,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 선택제 확대, 자택‧유연근무 신청권
부여 검토 등
Ὢ‧Ϯ ᵿᆫ⁞↯ጦ⹂⹃ᢞἲỲⵊῲૢ؞՚ᫎᤒᏽ⁞↯ጦ⹂↲↮ⱊᅪ
Њᐊⵆӎẞᨆᢚီᐊբ(‘18)
؞ᶳ`ὦᾚ⹃ᓢḮᣋᢞⶓ↮ẾἲỲⵢӣӣᕮጦἪ၊ઓဓ
ẗᏽӪὲ⒢Ҳ⹃ᢞ(‘17～)

숕 고용형태 다변화에 대응한 고용안전망 확대
⳺ྙ⯪०ே* ᘲῲ⸃ת၊↋Ϯᏽ(多)↮ᷛ`תጢתጢᐗ᫋ᵿ⹂
ᶾ૮Ἷ, ⃪Ẃ↯ᒲⱊ⃮Ҳᵫᤊᏽⱊ⃮ᵫӮᆶဖ‧ᓢ‘(17)
* 온라인 플랫폼 기반 공유경제/ O2O서비스/ 중노동(crowd work)에 의한 노동 제공
- ᾓ`؞Ἢ၊⪧ᨆ⸃⣊ת၊ᢚ(⪧ӎ) ᵿⵊӎẗ⸃⣊ᅪ⯚Ӳⵎᨆὶં
ת၊Њा ᢶ၊Ảת၊⃮؞ᒃ ᆶဖѮ⦎
ӎẗ⸃⣊ḮӮҲᶴὢὪⵆંᢚེᶾѺӎẗ‧ᢞᾚᓢⷆὢ`ẗఎᨆὶல။`ẗ
૮ἲ⪧ӎἪ၊῾↲`⹃૮(‘17)
- ०ጢ ӣἲ ⦣ⵢ ᣋҲᅪ Ἆ↮ⵆં Њὦ‧Ϯ՚ ╊΅ೋἲ ᓢᾓⵎ ᨆ ὶல။
ת၊ᾓဒᤦ (EITC)`ẗᒂỲḮ↮ᵏ⹃૮(‘18)

8

ର সഄݺী ೠ ੌࠄ ੋਭࢿ ۚ ߂ दࢎ

숖 부문 간 일자리 이동 지원을 위한 고용서비스 고도화
Ẻ⡚थᏽӎẗᓢⷆ

ᓢᅪᘳὢ⤞ᕲᤋ*ⵆᷚ◖ᶳ ᓢ‧⺶ဖ ᓢ↮Ế

Њὦᒲᇌ▒⸃ᤊᘲ᪒ ӣ(‘17)
* 개인 생애주기, 사용자 특성, 이용패턴, 교육·훈련·구직 이력 등 통합 분석
՚↯ᵿⵊẃ՚ᶾᇌ▆ᫎⵊὪᆚὢே↮ẾἲỲⵢ◖ᶳ↮Ếᤊᘲ᪒
ᷛྷЃ⹂
؞ᶳῲ↯૮ᾓलὪᆚ⽚ᇋᤪ⤞ᾚ◖ᶳᷛྷЃ⹂ᤊᘲ᪒*

ӣἲ

Ҳ`Ἢ၊⹃૮
* 전직자 대상 심리상담, 경력 컨설팅, 훈련 등을 병행하여 원활한 이직, 전직 지원
ῲ↯૮ Ὢᆚ▊ ᾎᾚဓὢ ⱻᕮⵊ ᘳὢ⤞, ὦӣ↮ઓ, Ϯⷲ 
ᫎᢞᶳᕲᵪᶳᏽ↯ᶾ૮ⵊ⺶ဖ ӣ(‘17～)
※ (창업) 창업성공패키지 지능정보기술 창업분야 훈련생 ‘30년까지 1,000명 배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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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ᆩཡᆡ ᆨᇁᆊလ ᇖื

인재상
Ҳᒲ؞ᨎᏽઓဓἲᓢἎⵊὦᾚԾἏῲྣ՚▃
- 「4␖ᢞᶳⷯታὦᾚἏϯႺ」▂↲
< 일본의 단계별 인재육성 전략 구상 >

* 출처: 경제산업성(‘17) 4차 산업혁명 대응 일본의 인재고용 구조

IT데이터 인재 수급과 기술표준 구체화
ὦᾚᨆ⁞ᢚ, 4␖ᢞᶳⷯታᶾ૮ἿⵆંὦᾚἎ⸃ᒲᨆᕲᤋ
- IT·ὢ⤞ὦᾚંⷲᾚᵫ17ᆺታὢᕮ ⵆӎ, ‘20लᶾં37ᆺታὢᕮ ⵎῲᇋ
< IT·데이터 인재 수급에 관한 추산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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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교육혁신】
가. (기초) IT 교육 표준장비

숔 초등학교 프로그래밍 교육 필수화(‘20)
Ⳳ၊྆צᏻԾἏἲலέⵆӎ, ᢞⵇӮὢⵖ ۆᓢ⹂⛖᫊ᶲἲ՚▃ⵆᷚ ᓢ
⹊ẗઓဓЃ⹂
⓶·ԾἏᶾᤊ४ᆚ`ᢚӎဓἲ؞ᅢંⳲ၊྆צᏻԾἏἲⴲᨆ⹂ⵆӎ, ὢᶾ
ഞᅦԾ Њᐊᏽὦᾚ⫺Қ↮Ế
ԾἏҲḮᢞᶳҲϮᷞҲⵆᷚ❆⤾☎ЊᐊṦᕮᏪϲὦᾚ⹊ẗ
※ 이스라엘은 고등학교에서, 영국 및 미국은 전 학생 층에서 프로그램 그룹
교육을 실시
< 단계별 개정 내용 >
구분

개정 내용

초등학교(학교별 교과서 선정)

- 프로그래밍 체험을 통해 「프로그래밍적 사고」
습득(‘20년)

중학교(기술가정과 기술분야)

- 정보기술 관련 프로그래밍 및 정보보안에 중점(
‘21년 전면 개정

고등학교(정보Ⅰ(공통필수)·Ⅱ(선택))

- 프로그래밍에 따라 컴퓨터를 활용하는 능력
함양(‘22년)

「Ꮶ྆ԾἏ⛖᫊ᶲ」ᐊ (‘17.3.9)
- ጦᕮӪⵇ, ┋ጢ, ҫ ᢞᶳὢ ᷞҲⵆᷚ ẞᨆⵊ Ⳳ၊྆צᏻ Ծᾚ Њᐊ ᏽ
؞ᶳ␦ᷚ⒢ⷆ`Ⳳ၊྆צᏻ⹊ேⵇԾⳲ၊ྖצԾἏἲᓢ

숕 실천적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신규 고등교육 기관 설립
ⷲᾓ⨚έὢϮઓⵊ↯ጢઓဓἲ↮ὦᾚἏἲỲⵊ「⒊`↯ᶳԾἏ ▂↲ἲ
ỲⵊᫎӎԾἏ؞Ӯ」ᤒᆫ(‘19)ἲኗⱊ၊ⵇԾԾἏᒃЊ ᒃᴶ ▊
- ὪⵆቢᤊᐞẦᨆὶં ؞ӣ, ῲ↯·ᾚ◖ᶳᶾἎẗⵊⳲ၊ྖצᆶဖ

숖 문·이과 전체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 STEM 교육 및 수리·데이터
사이언스 교육
૮ⵇῲⵇलᶾᨆᆚὢ⤞ᢚὢᶦ᪒ԾἏᤪ⤞ᅪ՚▃ⵆӎ, ῲጦὦဓῲጦ
Ѓ⹂ᏽ⢮ᕲᵪḮἿẗ⹃૮
- Ⴚ, ἣ, ᒃᅎᵿⵊⵇጦᕲᵪ၊Ἷẗⵆᷚᢚ`Ӫ ⵢҞᏽᢶ၊Ả
Ϯ♆▊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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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 및 데이터사이언스 관련 교육 강화 거점 학교(전국 6개 대학) : 홋카이도대,
도쿄대, 시가대, 교토대, 오사카대, 규슈대

<수리·데이터 사이언스 교육과 다양한 학문분야 연계>

숗 일반인 대상 재교육
ᢞⵇӮⷿဓἲ⦣ⵊᤦᏦࢆЊ╊ᏽῲጦ؞ᨎ૮ԾἏ⛖⤾☎ЊᐊITᅪ
⹊ẗⵊ↮ᷛ⹊⹂ᏽᢶ၊Ả◖ᶳ▊؞
ᆶὢ⡚၊Ⳳ⪦ⷯᫎᤪ⤞ᢚϮᅪ⦣ⵊ↮ᷛὦဓἏ
- Ὢᓦᆶὢ⡚၊Ⳳ⪦, ⫺ࢆષ, ᢚϮ૮, ᢚϮⷲ, ᢚϮ᫊ϲᷞҲᅪ⦣ⵢ↮ᷛᢞᶳᶾ
؞ᷚⵎᨆὶંᢚᶳἲ▊ⵆӎ, ↮ᷛࢢὦᾚἏ
< 마이크로소프트혁신센터 사가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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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간) IT 인재의 역량 강화
숔 개인별 역량강화 시스템 필요
ᢞᶳҲᨆẂϮঀἮᾓᕲᵪᶾ૮Ἷⵆ؞Ỳⵢᾚ↯ல4␖ᢞᶳⷯታἲӎဒⵊ
ઓဓ·؞ᨎἲೋⵎᨆὶં↯ᶳ⺶ဖЃ⹂ⴲẂ
- ӎẗᓢⷆᶾᤊ᫊ⵆં「ԾἏ⺶ဖᘲ」(ῲጦ⒊⸃) ⹃૮(10लϲ3╊૮168ᆺ᷂
↮Ϯઓ)

숕 IT·데이터 및 디자인 등 분야를 초월한 역량과 자동차·금융 등 산업
전문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인재육성기관 마련
ὢ⤞ᢚὢᶦ⫞᪒⪦ⷿંᢚᘳὢ⤞⹂ᶾഞཪẂ᫊ఆӎὶંὢ⤞
ᢚὢᶦ⫞᪒⪦ἏӮဖ؞ઓẂѢ ᏽⱊ⃮⹂▂↲
- ᫊Ϯ૮ⵇἮ「ὢ⤞ᢚὢᶦ᪒ⵇᕮ」ᅪᤒ♆ⵆӎ(‘17.４.) 100ታⵇᕮᣋኖ↿ⵆᷚ
ᓢ, ⦣ҲӮဖ Ӫኗើ ᴲશཪ ᢞᶳҲḮ ⷿဓἲ ⦣ⵢ   ὢ⤞ᅪ ⹊ẗⵊ
PBL(Project Based Learning) ᪣᫊
- ᐗ૮ⵊὢ⤞ᅪᶳጢᶾᕲᤋ·⹊ẗⵆ؞Ỳⵢὢ⤞ᢚὢᶦ⫞᪒⪦ᵿើᴲશཪ
⦣ҲᅪὫἲᨆὶંᇒશ΅Ἇ
ᶳ⒢Ϯ၊ᓵ, IoT ᶾ૮ⵢ「᪒ᆶ⪦ ⁞ᶳ↮Ế」ᶾૢⵎᨆὶં
ў῾ ᘲᆶဖ
- 「1:1」၊؞ᶳἲ↮ẾⵆંῲጦὦᾚἏᏽ⫺Қ
- ῲጦὦᾚ⫺Қῲ ၊⫺ҚὦᾚᅪἏⵆંЃ⁺ᆶဖ
- IoT ᏽ၊ᓵӮဖ↮᫋ἲ↮ὦᾚᅪ૮Ἢ၊ⷲᾓЊᤎ०ⵆẞ↮ல, Њᤎ
⹊ேᶾ૮ⵢᾆᴲં ⁞ᶳᶾѺIoT·၊ᓵலέ०ⵆẞᅪ
※ 5개 거점: 야마가타, 사이타마, 기후, 오사카, 기타큐슈
< 스마트 제조업 지원단 >

13

җӝࣿ زೱ बக ࠙ࢳࠁҊࢲ ઁ ഐ

⁞ᶳIoT⹂↮ẾἲỲⵊኖ୦؞ᐆЊᐊ
-   ؞؞ ኖ⸃ἲ ᆺ↮ ᴸӎ ᫊ὢ᥆ἲ ⹊ẗⵆᷚ Њᐊⵆં「ኖ୦؞ᐆ
Њᐊ(MBD)」 ▂↲
- ኖ୦؞ᐆЊᐊὢϮઓⵊὦᾚંᕮ ⵊ⹗Ἢ၊ⶓ⺲ὦᾚἏⴲẂ
※ 마쓰다는 히로시마대학과 연계하여 향후 ３년간 900명 육성 계획
< 자동차 개발·제조 프로세스 예시 >

다. (최고) 인재 양성

숔 정부 추진사업
① ᏦૣITὦᾚᐊբ·Ἇ
⫺Ԣ`⁞ἏἲỲⵊὦᾚᐊբᶾᤊᢚᶳ⹂↮غὪӲ`↮ẾⴲẂ
ᶳἲኗⱊ၊ⵊⳲ၊(ྖצᏦૣNEXT)  ல ᘲѮ⦎
※ ‘00년 사업 개시 후 1650명의 크리에이터 (그 중 282명의 슈퍼 크리에이터)를
배출하고, 252명이 창업, 사업화
② IoT ▂↲ᷞ՚
IoT·AI·ᘳὢ⤞ ἲ ⹊ẗⵊ ᢶ၊Ả ᢚᶳ ▊ ᏽ ẗ⹂ ⓷↲ἲ ኗ`Ἢ၊
IoT ▂↲ᷞ՚ Ế؞ᶳ ϲ ᷞҲ·ᴶѢ ⁞ἲ ኗⱊ၊ ⵆં Solution
MatchingἪ၊ᤊ「IoT Lab Connection」Њ╊
ᢞᶳҲ ↶` Ӫ ὢ⤞ᅪ ૮Ἢ၊ ὢ⤞ᅪ ᕲᤋⵖἪ၊᭖ ẞᨆⵊ
ὢ⤞ᢚὢᶦ⫞᪒⪦ᐊբᏽໞᶢࢊᕲᤋϮ؞ᨎἲ᪣ೋⵖἪ၊᭖ὦᾚ
Ἇ⺖Ӫலⵖ؞ۆ૮ⵆં「ᘳὢ⤞ᕲᤋ❆⤺᪒⪦」 Њ╊
③ ᓢᴶὦᾚἏ
Ꮺϲ؞ᶳᏽIPAϮⷿဓⵆᷚῸἮᓢᴶὦᾚ(22ᤦὢⵆ) ἏἲỲⵊᓢᴶ⚎Ⳳ
ῲ՛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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숕 혁신정책과의 연계
① ὦӣ↮ઓ؞ᨎῲྣ
ὦӣ↮ઓ؞ᨎῲྣᶾᤊAI Ӯဖ╊ӎᨆ⃮ὦᾚἏѮ⦎
ὦᾚἏἲⷲ(؞ᾓᶾᤊᐂ၊ὪⵎᨆὶંઓဓἏ), ⵇ(؞ԾԾἏ·↯ᶳ⺶ဖ
), ᾓⵇ(؞ጦἪ၊ᤊᐗⶓ)ᤦҲ၊ ᆚ
< 첨단 IT 인재 장래 추산(명) >
‘16

‘18

‘20

잠재인원 규모（a+b）

112,090

143,450

177,200

현 시점에서 부족한 인원（b）

15,190

31,500

47,810

현재 인재 수（a）

96,900

111,950

129,390

‘25ल ↮غ૮ⵇ·՛ᆫᷞ՚ЊᐊᒃὦἪ၊ ؞ᶳ ⨚ ３ᐞ ⹃૮, ᨆᆚ·ὢ⤞
ᢚὢᶦ᪒ԾἏЃ⹂, ᓢ؞ᨎὦᾚἏў῾՚▃
- ૮ⵇᏽᢞᶳҲӣேᷞ՚·ὦᾚἏ▂↲: ૮ⵇӪᢞᶳҲḮӣேᷞ՚, OJTᅪ
⦣ⵊὦᾚἏ᫊᪒⥊՚▃
② ↮ ՛ᆫ૮ⵇᏽ⢯Ể૮ⵇẾ
‘17.4.1ᕮ⤞ ᤦҲ ╊ӎᨆ⃮ ԾἏ ᷞ՚⹊ேὢ Ϯઓⵆӎ ὦ ఆં ૮ⵇἲ
「↮ ՛ᆫ૮ⵇᒃὦ」Ἢ၊↮ ⵆં՛ᆫ૮ⵇᒃὦᒃ᫊
- ẞᨆⵊὦᾚᅪᷯέⵆᷚᷞ՚ဓἲЃ⹂ⵆӎᢚ၊ᕮ⤞`ῶⵊ⮷Ϯ, ↮Ếἲᐉં
ᤎᨊ⹆⒢ ՚▃
ᢞⵇӮὢⷿဓⵆᷚᢶ၊Ả↮᫋⁞ᏽ⹊ẗἲ⃪லⵆંໞᶢࢊὦᾚᅪἏ
ⵆ؞Ỳⵊ「⢯Ể૮ⵇẾ(Ϯ♛)」ᤒᆫ
- ‘18लᕮ⤞ጦᕮӪⵇὢᓦҗ`Ἢ၊↮Ếⵎ᷶ 
< 탁월대학원 프로그램 (가칭) 개요 >
구분
교육역량
우수한 대학원생
및 교원 발탁
인재육성의
장으로서의 연구

내용
- 석·박사를 통합한 체계적 교육과정을 편성, 연계기관과의 교육
이념 등 이해 공유, 학생의 엄격한 질 보증（QE 등 도입）
- 우수 학생에 대한 생활비지원, 일반인 대상박사학위 취득 장려,
대학과 연계기관 간 젊은 교원의 인사교류 실시
- 산학 공동연구의 장에 학생 참여
- 기업의 박사인재 채용 및 활용 촉진
- 학생이 논문을 발표할 수 있는 분야에 관한 조직적 사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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숖 경영리더의 전략적 육성
ὢᢚ, ╊ӎҫᷯ, ὦᢚᕮጦ, ᢚᶳᕮጦϯϮૢ૧ⵢᵪⵎᷛⵎታ⹃⹂
ҫᷯὦᾚ ⺲ᓢἏ ᤎ↲ᢚီ၊ᕮ⤞ Ӫ Ḯ ӣ⦣Ẃᅪ ▂▊ⵆᷚ ҫᷯ ᆚୂ
⺲ᓢᵿӮဖϮὢೊཪὦᆶဖ

숗 우수한 해외 인재 영입 강화
ITᕲᵪᅪ Ἢ၊ ╊ӎ ᨆ⃮ ὦᾚં ጪ၎ ϲ☣ ؞ᨎὦᾚ ⵊ ⵢṦὦᾚ
ᨆẗᶾῲጦ`؞ᨎ`૮ἿⴲẂ
「Ὢᓦ⫾ẞᨆⵢṦὦᾚצᆞ♢ೊ」ᅪᆶဖⵆӎẞᨆⵊῲጦ↯Ἢ၊1ल⒢ᅆⵎ
ҫẞ⃪ᷯպⶶϮᫎ⒛ὢϮઓⵆல။⁞♆
ӎலῲጦ↯ὦᾚϮ⃪ᷯպⶶϮᫎ⒛ᶾⴲẂⵊ⒢ᅆ؞ϲ(ⷲ5ल)ᶾ૮ⵆᷚ
▃(80῾ὢ, 1ल)
※「고도전문직」의 경우 일정 요건 하에 부모나 가사도우미의 체류, 배우자의
취업, 복합적 체류활동 허용 등 우대조치 가능
< 일본판 우수 해외인재 그린카드 구상도 >

【고용형태】

숔 웨어러블 기기 및 어플리케이션으로 노무관리
ᾓ, ᫊ϲ, ӎẗ⸃⣊ᶳጢ⸃⣊Ϯᵿ⹂ఆӎὶંϮẢAI ᏽᘳὢ⤞,
Ỗᶢ࿚ᘂ؞؞, ת⣊Ӯᆚᶢ⳺ᆚ⛮ὢ᥆╊ᫎ؞ᨎἲ⹊ẗ
「ᢚጢࢢ᫊ϲ」ὢᴲ「Ӫ」၊⮷Ϯⵆં᫊᪒⥊லέ
Ỗᶢ࿚ᘂ؞؞, AI, ᘳὢ⤞ᅪ⁞ⵗⵊᣋᢞⶓ （⽶⢮♆ ）
- ታ␞⸃⣊Ỗᶢ࿚ᘂᤪᤊ၊Њᒲ↯Ếேὢ⤞ᅪᨆ↿ⵆᷚ⁞↯Ỳ၊
↿ᵫⵖἪ၊᭖⁞↯″⹊ல″ᅪ ྷ`Ἢ၊⫺ᴳ
- ୂࢆᴲϮAIᶾⵢὢ⤞ᅪᕲᤋⵆᷚ՚⒢`Њᤎ  ᴶ
16

ର সഄݺী ೠ ੌࠄ ੋਭࢿ ۚ ߂ दࢎ

숕 인사관리·인재운용의 최적화
ૢ૧ҫⷆᶾⵢḖὦᾚӮᆚ·ὦᾚẢẗᶾӮⵊὢ⤞ᅪ⡢ཪẞೊᶾᤊ
ὪӲ`Ἢ၊Ӯᆚ·ⱊ⃮⹂
ὢ⤞ᶾתўⵊӪⵇ`ὦᢚ᫊᪒⥊▂↲Ἢ၊ӣ ⵊ⮷Ϯⷲ
⡢ཪẞೊ⸃ὦᢚӮᆚ⳺ྙ⯪ᤊᘲ᪒(Workday)ᶾᤊὦᾚὢ⤞ᅪὪӲ`Ἢ၊Ӯᆚ
- ↯Ế؞ᨎᏽ`ὢ⤞ᅪ⹊ẗⵆᷚὦᾚᵿ ᏽᐞ♆,

ὢ↯ᐗ↮Ӯဖ

⺖ ӎ↮Ế
< 클라우드형 인사관리플랫폼서비스

>

숖 개인의 특성에 맞춘 능력 개발
ⶓ⺲ᘳὢ⤞ᏽAIᅪ⹊ẗⵖἪ၊᭖ϯ؞ᶳҫᷯῲྣᶾഞཪϯЊὦઓဓ
؞ᨎἲᾓ·`؞ῲྣ`Ἢ၊Ἇ
IBM Watson⹊ẗᶾഞᅦҫဓЊᐊ ᴶ(IBM）
- ⷲᾚϯЊὦὢᓢἎⵆӎὶંઓဓ·؞ᨎϯ؞ᶳҫᷯῲྣᶾᇌ▆ઓဓ
ᏽ؞ᨎӮဖἏᐗⶓ᫊ᢚ
- ઓဓᏽ؞ᨎἏὢϮઓⵢ…Њὦҫဓᏽ؞ᶳᐗⶓἲὪ♆
< IBM Watson 경력개발 제안 프로세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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숗 노동시장의 효과적 매칭
ᘳὢ⤞ᏽAIᅪ⹊ẗⵊẗᇒ♛⺖⹂
↯Ế·؞ᶳኖా“ᤎ⣋”ὢ⯛ᐊ`Ἢ၊↋Ϯⵆᷚ०ே᫊ᾓᏦ᪒ᇒ♆ⵢ
< 빅데이터 및 AI를 활용한 취직 매칭 서비스 “GROW”(IG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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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ᇙ

범정부 차원의 미래인재 육성위원회(가칭) 구성을 통해 미래 인재상에 초점을
맞춘 인재정책 및 전략 필요
4␖ᢞᶳⷯታ૮Ἷᶾ⓶῾ἲᇌ▞Ꮶ྆ὦᾚἏᐗⶓἲ४ⵆӎ

᫊

ⵎᨆὶંᒂᕮ⒆␖ẾᏦ྆ὦᾚἏỲẾ(Ϯ♛) ՚ⴲẂ
-

4␖ ᢞᶳⷯታἪ၊ ὦⵊ ᢚ·ҫ  ᒮ⹂ᶾ ᤎ `Ἢ၊ ૮Ἷⵎ ᨆ ὶં Ꮶ྆
ὦᾚἏ ᨆᆫᏽᕮ⒆ᒲ/ᢚᶳᒲ⮦`Ἢ၊▂↲ఆӎὶંὦᾚᵿ·Ἇ
ῲྣⵗ·⁞ ᷛⵎᨆ

Ꮶ྆ᢚᒮ⹂ᏽὪᆚ⬖࿚ὲᒮ⹂ᅪᐆᷯⵊὦᾚἏҲᒲ␖ᒲ`
ῲྣ ᆶဖ
- ՛ࢢᏦ྆Ὢᆚ↮⸃ᒮ⹂, ᢞᶳϲἣⵗᢞᶳ՚⁞ᒮ⹂ᏽᒮ⹂ேὦ
؞ᨎ⹆ҫᒮ⹂ᶾ૮ἿⵆંὦᾚἏῲྣ
- ⓶··ӎ, ૮ⵇ, ᾚ↯૮ᨆ⃮ᶾᇌંҲᒲ῾▂↲ࢢẗᏽῲྣ
※ 초·중·고등은 프로그래밍에 초점을 맞추고, 대학은 미래기술 및 산업수요를
반영한 지식 및 역량에, 재직자는 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전환교육에 초점
- ᨆ⃮ᒲ/Ҳᒲ▂↲ῲྣ՚⒢⹂ᅪỲⵢICT ؞ᐆԾἏὦⳲཪЊᤎᏽ՚▃
⁞ᶳᕲᵪ↮ẾἲỲⵊῲጦὦᾚἏЃ⹂
- IoT, ၊ᓵӮဖ؞ᶳᕮ ⵊὦဓἲ↮Ếᏽў῾ᆶဖἲ⦣ⵊ؞ᶳ
↲▊⹃૮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경제적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 정비
⁞ᶳ-ICT ἣⵗ, ⃪, ⤺⡚ ᏽ O2O ؞ᐆ ᢶ၊Ả ᪒ᆶ⪦ᤊᘲ᪒
Ꮶ྆ᢚᅪ⃪லⵎᢞᶳᕲᵪ⹊⹂ᅪỲⵊ؞ᐆᆶဖ
ὢᅪỲⵢ؞ᨎ·ᢞᶳϲἣⵗἲỲⵊӮҲᕮ⒆ϲ♦ᆷὢ ўᏽᫎᢞᶳᕲᵪ
ἏἲỲⵊ Ḳ⹂ ல ᘲ
- ICT ⁞ᶳ, ⃪؞ᨎⷲἲỲⵢᏦ྆ᕮ-ᢞᶳᕮ-՛⦎ᕮӮҲᕮ⒆
ϲⷿᅪ؞ᐆἪ၊ · லᏽὦⳲཪ ᘲ
- ⤺⡚ᏽ᪒ᆶ⪦ᤊᘲ᪒⹊⹂ᅪ⦣ⵊ՛ ᫊ᾓҫᾯဓЃ⹂ᅪỲⵢἣ ல
ᏽ Ḳ⹂· ᘲᐗᴶᆶ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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