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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 방향은 경제부흥과 미래 신산업 창출을 목표로 한
IoT/AI 기반의 초스마트 사회(Society 5.0) 건설임
일본은 인구절벽, 청년실업 및 동일본 대지진 극복 등 국내 현안과제 해결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글로벌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 (Society 5.0) 자율주행차, 공유경제 등 새로운 비즈니스에 맞지 않는 규제 개혁
(Regulatory Sandbox), 고용창출 및 글로벌 인재 유입을 위한 고용·인재 시스템
재정비, 산학연 과학기술체제 혁신, 미래투자 부족 해소
- (AI 기술전략) 전략로드맵 수립 및 2030년까지 공동협력 무인 운송 서비스 실현
- (IoT 컨소시엄) IoT, 5G 인터넷, 엣지(Edge) 컴퓨터 및 클라우드 컴퓨터가 상호 연계된
4차 산업혁명 대비 기술개발
- (로봇 신전략) 로봇혁명이니셔티브협의회(‘15)을 추진하여 1,000개 이상의 산학기관
연계 및 2020년 로봇 올림픽 개최

일본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한 제조생산, 생활환경 및 과학기술 기반의 데이터
통합시스템 구축 및 중점기술 산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
기반기술인 AI, 빅데이터 분석기술, 사이버 보안기술, 초저전력 메모리 개발,
데이터베이스 구축·활용 증대, 시스템 연계에 대비한 통신 인터페이스 보강
4차 산업혁명 R&D 정책은 연구개발전략센터(CRDS)에서 수립하고, 중점기술
개발 및 산학연 연계 체계는 산업기술종합연구소(AIST)에서 추진
AIST는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회로시스템 설계 등 중점 기술을 개발하고
산학연 생태계를 조성하여 실증 플랫폼을 제공(예: 미래 슈퍼컴퓨팅 기술개발)
일본은 경제산업성, 미래투자전략회의, 신산업구조부회 등 정부의 적극적 관여와
개입으로 독일, 미국에 뒤쳐진 4차 산업혁명의 발전과정을 체계적으로 접근
일본의 강점인 중소·중견기업 기반 제조업과 전략분야인 로봇, 스마트 팩토리,
인공지능 등 중점기술에 대하여 로봇혁명이니셔티브협의회, IoT추진 컨소시엄,
인공지능전략회의 등 산학연 협력 플랫폼을 통한 집중 투자가 이루어짐
일본이 추진한 IoT/AI 기술기반, 로봇과 스마트 팩토리 등에 대한 집중전략을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도 산업구조에 기반한 비전과 전략에 선택과 집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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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촉발된 아베노믹스
2016लὪᓦӪⵇ؞ᨎ ᷞ՚(NISTEP)ᕲᤋҞӪᶾഞᅢቢάᶢᑲᆞ20लἮ
2008ल၊ᑺἣỲ؞Ḯ2011लேὪᓦ૮↮↲Ἢ၊ ῾ἲᇌἺ
- Ὢᓦ

ᕮં1990ल૮⓶ᐆᕮ⤞‘άᶢᑲᆞ20ल’ὢཪᕶᆚẞંҫ♖؞⒢(0%૮

ҫ ᾓᅎ)Ḯം⳺ὢ᥆ἲקᓣⵆ؞Ỳⵢ↮०ဓ
- 2008लᆚሪᗺ࿚ୂ᪒᧪⡚၊⓷ᐊఊ၊ᑺἣỲ⃪ં؞᫋·պᏽ᫊ᾓᨆẂ
ᕮᕲἲЃ⢮ⵢὪᐆ᫊ᏪӪᷞᣋ⹊ᾚ ⹗ᶾ૮ⵊᷯⶓ
- 2011ल Ὢᓦ ல⸦⟎(東北)↮ᐗᶾ ኖ 9.0 Ѓ↲Ӫ ᳞ࢆᏦ צᆚӎ ⺲⟎᫊ᆶ
Ếῲᨆ⯛ᐊӪᐗᢚઓὢἎ▊ఆં╊ᴳᢚӎᐊᣋ
※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국제원자력사고등급(INES) 최고 7단계)로
최소한 2만여 명의 희생자와 17만 명 이상의 피난민 발생
- ேὪᓦ૮↮↲ἮẾῲḲῲӪῲဓ᫊᪒⥊ᖃԢᏽ؞ᶳᣋ⣊Ҳᆶᘲ၊
ᕮⱶ⁞ᏽ ⱶᣋᢞӣᕮᕲϮ♆ᢚ(value chain)ἲḮⵢ᫊⢢
ὪᓦἮ4␖ᢞᶳⷯታὢཪં၊ᑺ⪦ೊᶾ૮Ἷⵆӎ ᕮ␖Ếᶾᤊῲᐆ`
⁞ᢚ·ᕲᤋᶾ؞ᐆⵊⷲᴶጦ ⵢҞᐗᴶல▊ᏽ῾؞ᨎЊᐊᶾ`ק૮⒆
- ՛Ꮺ↮↮ḮЃⵊᆚୂἲᐂ⣃Ἢ၊↿պⵊᴲᒎ┋ᆚḮᏪ૧ἮᨆẂḮӣ
ኖ☏ቢᶾᤊὪᓦὢ૧ቢⵊⷲᴶጦ ᅪⵢҞⵆӎ‘ᴲᒎ०Ꮷ᪒’ ᐊⱊ
- ᢶ၊ẢᏦ྆ᢞᶳἏ ὦ2012ल7Ể‘Ὢᓦᾚᣋῲྣ’Ӫὢᅪ⹃૮·ᐊῲ᫊✊
2013ल6Ểᫎᾓ ‘Ὢᓦᾚ⽓ῲྣ’ ᐊⱊ
※ 아베노믹스는 ‘아베’와 ‘이코노믹스’(economics)의 합성어로 동일본 대지진
이후 집권한 자민당의 아베 신조 총리가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윤전기를 돌려서라도 무제한 돈을 찍어내겠다는 경제부양 정책
- 4␖ᢞᶳⷯታӪӮဖⵆᷚὪᓦἮ ᕮ␖Ếᶾᤊὦ՚ῶᒫ, ᘲᕮ↲, ேὪᓦ૮↮↲
ᷚ⫺Ὢᓦὢ⒆ⵊ⹗↲ἲᐂ⣃Ἢ၊῾؞ᨎᶾ૮ⵊ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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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요 전략과 목표 >
구분

일본

정부 주요 전략

○ 일본재흥전략 2016, 신산업구조비전, 로봇 신전략 등

주관 및 협의체

○
○
○
○
○

경제산업성 ‘신산업구조부회’
총무성/경제산업성/문부과학성 공동 ‘인공지능(AI)전략회의’
경제산업성/산학연 유관기관 협동 ‘IoT추진 컨소시엄’
경제산업성/산업협회 협동 ‘로봇혁명이니셔티브(RRI) 협의회’
내각부 ‘선진통합지능플랫폼(AIP) 센터’

전략 목표

○ AI, IoT, 로봇 등의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을 활용한 경제부흥과
산업구조 개편
- 관련 부처 간 협력 및 산학연관 연계를 통한 첨단 산업 육성
- 신규 비즈니스 창출 및 이에 필요한 규제개혁 등 환경정비

중점 사항

○ 네트워크기술, 스마트생산, 제조업 자동화가 중점 요소로 인식

강점 분야

○ 제조업 전통에 기반한 세계 최첨단 로봇기술과 스마트팩토리 추진
○ 기계, 자동차, 전기/전자 및 화학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기반

국제연계 및
표준화

○ 제조업의 비즈니스 변혁 및 스마트화를 위해 미국과 독일 등과 연계
○ 2020년까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국제표준 제안 추진

ü ㉧⼠  ⲓ㊑ァ㇈ハ  ㉜〔㉴㕬㊉⻪  ㍀ ァ㇈㔔⾊ ⸐㉍ ㋊Ⲍ㋊ョ㊑㊡Ⳮ㇈ ㋡㈧ㄶ㍌  ⼍〘㔔⾊ ㉙ⷴペ㑽ぃ
㔘㉔㔵 ㎆㋣㍌ ⶂⱏ〧  $,3ビ㐰 

일본재흥전략 2016
Ὢᓦ ᕮં2016ल6Ểᴲᒎ०Ꮷ᪒2Ҳ ᫎᾓῲྣἪ၊4␖ᢞᶳⷯታ
‘Ὢᓦᾚ⽓ῲྣ2016’ ᐊⱊ
- ‘Ὢᓦᾚ⽓ῲྣ2016’ ὦ՚ϾḮὦဓᕮ ૮Ἷⵊᣋᢞဓⷯᫎῲྣ, Ἆᇋᫎᾓ
᫊ᾓ▊ῲྣצᆚӎ4␖ᢞᶳⷯታ૮ἿὦᾚἏῲྣἪ၊՚
- ‘Ὢᓦᾚ⽓ῲྣ 2016’Ἦ 4␖ ᢞᶳⷯታӪ Ӯဖⵆᷚ “ᢚጪὦ⤞थ(IoT), ᘳὢ⤞
(Big Data) ᢞ▊Ӫᕲᤋ, ᢚὢᑲጪᆚ᫊᪒⥊(CPS), צᆚӎὦӣ↮ઓ(AI)Ӫ၊ᓵ
(Robotics)⹃ᢞἪ၊ὦⵊҫ ᢞᶳ, ᘲⅶશ᪒ᏽᢚῲᐆὢתᓦ`ᒮ⹂
᫊૮Ϯல྆”ⵆ؞ᶾᏦ྆⨚ᅪ⦣ⵊᣋᢞဓⷯᫎὢẂ՚ఊӎ⃪
4␖ᢞᶳⷯታӮဖ⃪ẂᾓῲྣӪ῾ᕲᵪ
- 4␖ᢞᶳⷯታ૮ἿᾓῲྣἮAI, IoT, ၊ᓵἲ⹊ẗⵊᢞᶳ՚⁞૮⯛ῲ⹆
- ᫎᘲⅶશ᪒▊ᏽὢᶾⴲẂⵊ⹆ҫ ᘲ⓷↲, ᤦҲ╊⒖᪒ᆶ⪦⬗⦎ᆚ
(Smart Factory, SF) ⷲ῾▂↲
- ⃪Ẃ▂↲᫊ἮAI, IoT, ᘳὢ⤞ᶾⵊᢞᶳ՚⁞Ḯ◖ᶳ՚⁞ᒮⷯӪⵖۆ
ᢚὢᑲᓢᴶἲ⹃ᓢⵆᷚIT ⹊ẗ⓷↲Ѯ⦎
- ῾⹊ẗᕲᵪὦIT ើᆺᴲશཪ ⁞ᶳ, ᓢѢႺ, ᤊᘲ᪒ᢞᶳᵿⵊ
ᢞᶳᕲᵪᶾᢶ၊Ảᘲⅶશ᪒ᤒἲỲⵢϯ`ᏪӮⷿဓ`↲▂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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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ᢞᶳⷯታӮဖ⃪Ẃ᫊
- ጢὦே⹂ᅪ⯚ⵖⵊ⃪ⷲἲỲⵊ⹆ҫ ᘲ
- ⸃ጢὦ(؞ೊ၎)ᢚᶳὢẗ⹃૮ᅪỲⵊ⹆ҫ ᘲ
- ᤦҲ╊⒖᪒ᆶ⪦⬗⦎ᆚⷲ: 2020ल↮غ50Ѣὢᤎ↲(ẞᨆ)ᢚီᅪ
▊ⵆӎ՛ ⱊ⃮⹂▂↲
- ␖ᤦ૮၊ᓵὢẗ⓷↲: ⵇ᪣ⵆቢᤊேⵆં၊ᓵ
- ᢞᶳᓢᴶ᪒ᆶ⪦⹂
- I-Construcion ▂↲: 3␖Ếὢ⤞ᅪ⹊ẗⵆӎѢᤒӪ ᶾICTᅪ⹊ẗⵖἪ၊᭖
ѮᢚὪᨆᅪ1/5, Ѯᢚᤊᅆᅪ1/50၊ὲ
- ⤺⡚ἣᕮጦᶾᤊ⹊ẗ
- ᐗᾚᾚⵢ૮ᶾIoT, ᘳὢ⤞, ὦӣ↮ઓ, ၊ᓵ⹊ẗ⓷↲
- Ⴚ, ϲᒿᤊᘲ᪒▗⹂

일본 신산업구조비전
Ὢᓦ4␖ᢞᶳⷯታⵣ‘ᫎᢞᶳ՚⁞ᘲῲ’
- Ὢᓦᾚ⽓ῲྣὢὪᓦ ᕮϮҫ ᢚῲ⒢ᅪᕮ⽓᫊⢒ӎ▂↲ⵆંᘲῲὢ
ῲྣὢཪቢὪᓦ4␖ᢞᶳⷯታ४ⵣἮ‘ᫎᢞᶳ՚⁞ᘲῲ’ὲ
- Ὢᓦ ᕮં2016ल4Ểᐊⱊⵊᫎᢞᶳ՚⁞ᘲῲϲᓢӎᤊᶾ૮ⵊᢞⵇᷞӮѮ⦎
ᏽҚᨆဢἲ⦣ⵢ2017ल5ỂᏦ྆ᫎᾓῲྣἲᐆᷯⵊ╊ᓢӎᤊᐊⱊ
4␖ᢞᶳⷯታ૮ἿὪᓦᫎᢞᶳ՚⁞ᘲῲ‘ᫎᢞᶳ՚⁞ᕮ’
- 4␖ᢞᶳⷯታ૮ἿῲྣἮҫ ᢞᶳᏦ྆ᫎᾓ‘ᢞᶳ՚⁞ᕮ’Ϯૢ૧ⵆ
Ӯဖᢞᶳᏽⵣ؞ᨎᕲᵪᢞⵇᷞӮⷿ⒢၊՚
- ᫎᢞᶳ՚⁞ᕮં4␖ᢞᶳⷯታ૮Ἷ ᕮῲྣ, Ꮺϲ(؞ᶳ) ῲྣצᆚӎAIST 
ᷞ՚؞ӮῲྣἲⵆᷚӣἎⵆં⳺ྙ⯪ᷛⵎᨆ
- IoT, ᘳὢ⤞, ὦӣ↮ઓ4␖ᢞᶳⷯታᫎ؞ᨎἮҫ ᢚᶾᏦ♆ંᷯⶓἲ
ᕲᤋⵆӎὪᓦҫ ϮϮ↲ᢚ`, ՚⁞`Ӫ קᓣᐗᴶ῾Ѯ
※ 신산업구조부회는 일본의 미래 전략설정을 위해 4차 산업혁명의 영향 점검·분석
ᫎᢞᶳ՚⁞ᘲῲᶾᤊં4␖ᢞᶳⷯታ၊ᑺேⶓἲ⁞ᢚ·ᕲᤋⵊҞӪᅪ؞ᐆἪ၊
Ὢᓦᾚ⽓ᏽᏦ྆ᫎᢞᶳ▊ᐗᴶ ᫊
- ᢞᶳ՚⁞ᕮϮ ᴶⵊᫎᢞᶳ՚⁞ᘲῲἮ4␖ᢞᶳⷯታ⃪Ẃ՛ϮὦᏦ՛, ளὪ,
՛ᶾ૮ⵊ၊ᑺேⶓᏽⵣ؞ᨎᕲᵪ⁞ᢚ·ᕲ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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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ᕲᤋҞӪᅪ⦣ⵢὪᓦᾚ⽓ӪᏦ྆ᫎᢞᶳ▊ἲỲⵆᷚ4␖ᢞᶳⷯታӮဖ؞
⁞ᶳᒮ⹂Ḯⵖۆᢶ၊Ảᘲⅶશ᪒ኖ୦ᐊբἲⵣӪ ၊ ᫊
< 신산업구조비전의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최종보고) >
대응 전략

세부 정책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환경정비

과학(Science)/제조(Manufacture)/생활(Life) 현장 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유통시장 창설, 개인 데이터 이용 촉진, 보안기술(인력) 육성, 지식재산
및 경쟁정책 정비

전문인력 육성·획득,
고용시스템 유연화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새로운 인재육성 및 교육시스템 구축, 글로벌
인재 획득, 다양한 노동참가 촉진, 노동시장(평생고용)의 유연성 향상

이노베이션/기술 개발
가속화

R&D 비중 확대, 과학기술 오픈 이노베이션 시스템 구축 및 핵심 거점
정비, 국가 프로젝트 구축, 지식재산관리와 국제표준화 전략 추진

재무기능 강화

리스크머니(위험자금) 공급을 위한 equity finance 강화, 4차 산업혁명 대응
무형자산 투자 활성화, 핀테크 등 금융 결제 기능 고도화

산업구조/취업구조
전환 원활화

신속·과감 의사결정 거버넌스 체제 구축, 신속·유연한 사업재생/산업
재편이 가능한 제도·환경정비, 노동시장과 고용제도의 유연성 향상

중소기업/지방 파급

중소기업, 지역공단, 지방정부 및 새로운 마을육성 등에 사물인터넷
(IoT)을 활용한 정보지원 및 활용체제를 도입하고 이용 기반 확충

4차 산업혁명 대응
경제·사회시스템 구축

규제개혁 제도(Regulatory Sandbox) 도입, 행정서비스 향상, 전략적
제휴를 통한 글로벌 전개 강화, 사회에 4차 산업혁명을 침투

ü㉧⼠ⲓ㊑ㄸ㇈ハ .,(7

ҫ ᢞᶳὢᐊⱊⵊᫎᢞᶳ՚⁞ᘲῲ╊ᓢӎᤊં4␖ᢞᶳⷯታἲ⦣ⵢ♖⒢ⵊ
ὪᓦҫᾯဓⶓӪᢚጦ ⵢҞἲ▂՚ⵆӎᏪӮᏽᢞⵇᷞⷿဓᐗⶓ ᫊
- 4␖ᢞᶳⷯታ၊ᑺேⶓ, ὦဓ(◖ᶳ)՚⁞ᒮ⹂צᆚӎҫ ᢞᶳῲྣἲ؞ᐆἪ၊
ҫ ᢚᏽᢞᶳ؞ᨎᶾ૮ⵊᾓ(؞5-10ल) ᘲῲ ᫊ḮᢞⵇᷞӮӣἎ
- ҫ ᢞᶳῲྣӪᘲ྆ᫎᢞᶳ▊ἲỲⵊᾓ؞ᘲῲҲᒲኗⱊᅪ2020ल
ல➲Ḛᆪᶾᇌ▂ᶢல▊ⵆӎ՚⒢`ὦᤦᕮ(؞3-5ल) Ҳᤒ
- ᤦᕮኗⱊἲỲⵊ ᕮ␖Ế Њⷯ ல(Regulatory Sandbox) லέ, Ꮶ྆
ᫎᢚᶳἏᏽᏪϲ(؞ᶳ) ᷞҲ·↮Ếὢ⯚ⵖఊ၊ೊᇣ ᫊
2030लἲኗⱊ၊ⵆંᫎᢞᶳ՚⁞ᘲῲἮ4␖ᢞᶳⷯታӮဖ؞ᨎἲⵢ૧ᢞᶳᶾ
ᷞҞⵆӎ Њⷯἲ⦣ⵢ ᵫᢚⵛⵢҞἲኗⱊ၊ᤒ
- ҫ ᢞᶳἮᢚጪὦ⤞थ(IoT)ἲ⦣ⵢᨆ↿ఊ ⁞ⷲᾓᘳὢ⤞ᅪᨆ↿-ᷞҞ
ⵆᷚὦӣ↮ઓᏽ၊ᓵᶾ؞ᐆⵊጦ ⵢҞἲỲⵊ⳺ྙ⯪▊ῲྣἲ▂↲
- loT, ᘳὢ⤞, ὦӣ↮ઓ, ၊ᓵ؞ᨎⷯᫎἲ⦣ⵢὦ՚ῶᒫ, ᶳ, ം⳺ὢ᥆
ᢚ՚⁞`ጦ ⵢҞ, ⱻẂ၊Ảᴶῲ·ᴶᢚ՚ⷲ▂↲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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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ᢞᶳⷯታὢ⓶྆ⵎᵿⵊ؞ᨎ·ᤊᘲ᪒, ӎẗ·०ே᫊ᾓ⫺⺖ӪЊὦ
ᏽ᫊Ꮺᣋ⹊ᶾᏦ♆ંᷯⶓӪᒮ⹂ҞӪᕲᤋ(☏` ቢӪᕮ `☏ቢ)
< 신산업구조비전의 4대 핵심 전략분야와 중장기 계획(최종보고) >
구분 ΰ

ΰ단기(~2018년)

ΰ중기(~2020년)

ΰ장기(2020년~)

᳭서비스 지역 확대
목 ᳭보이지 않는 무인지대 드론᳭무인자율주행 이동 서비스
᳭고속도로 무인 일렬주행 사업화
표 화물 배송(이동) 실시
᳭고속도로 후속 무인 일렬주행
᳭무인지대 배송(이동) 본격화
교통
이동
᳭모델지역 실증 및 시범사업 ᳭올림픽 패럴림픽 프로젝트
계
᳭민간으로 사업 확대
᳭원격운행(1:N) 지침 정비
᳭도로교통법 등 규정(규제) 정비
᳭무인 자율주행차 보급
획
᳭운행(운항) 관리, 충돌회피
᳭보험 등 책임관계 명확화

제조
생산

보건
의료

일상
생활

목 ᳭제조분야 계산과학 고도화 및᳭최적화된 공급망 구축
᳭글로벌 최적화된 공급망
표 생산 현장 데이터 양산화
᳭현장개선모델 등 국제 표준화 ᳭현장개선모델 국제표준화
계 ᳭현장 데이터 흐름 파일 생성 ᳭전국 데이터연계ΰ플랫폼 구축 ᳭민간 스마트 공급망 확대
획 ᳭독일과ΰ협력(하노버선언 이행) ᳭데이터 국제표준화 국제협력 ᳭시작품 제작비용 1/20으로 단축
목
표

ΰ-

᳭질병예방·건강관리 자립지원의᳭새로운 의료간병 시스템 정착
새로운 의료간병시스템 구축
(‘30년대 건강수명 5세 연장)ΰ

계 ᳭원격진단(진료) 수가 개정
᳭보건의료 데이터 기반 구축
᳭보건의료 데이터 현황파악 기반
획 ᳭로봇활용 간병보수 개정 검토 ᳭데이터 기반 AI 알고리즘 개발 (PHR) 본격 활용
목
표

ΰ-

᳭공공데이터 민간개방에 의한ΰ᳭새로운 마을 조성사업 전국
확대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계 ᳭민관데이터 활용추진ΰ기본계획 ᳭새로운 마을 조성 관련 리얼
획 ᳭새로운 마을 조성사업 실증
데이터 플랫폼 구축

᳭2020년 도쿄올림픽·패럴림픽
대응 가속

ü㉧⼠㉜〔 ⲓ㊑ァ㇈ハ .,(7 

4૮ ῲྣᕲᵪ၊ Ծ⦣(ὢே),
⁞·ጪᅆ·Ἆ⦣·ॻᶳ·ᓢᴶ, ᓢѢ·Ⴚ·ϲᒿ, ᪒ᆶ⪦
ᣋ⹊·ல᫊(⃪⣋·ᶾࣶ↮·ᆶἲ⁞)ᅪᤎ ⵢᾓ؞Ҳல▊
- Ծ⦣(ὢே), ᪒ᆶ⪦ⵊӣᢚ, ⁞ᶳӎல⹂·⺖⹂, ᓢѢႺᏽὪᣋ⹊
(ӣἎҫ , ⤺⡚) ᕲᵪᅪ4૮ῲྣᕲᵪ၊ᤎ
- ᫎᢞᶳЊⷯӪ ၊ ӎல⹂, ὢ०ᒎὢ᥆ᶾ❂᫊᪒⥊, ҫ ᫎ↲૮ᢚ᫊᪒⥊,
ὦᾚἏ·⹊ẗ ᫊᪒⥊, ᢚᓢᾓ ᫊᪒⥊, ↮ᷛҫ ·؞ᶳ ᫊᪒⥊, ⵢ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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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ኍ ᄕᑡ໗ ႃ൝ ᆩཡ ᇜུᆡ ൝ᆚ ᇖื

4␖ ᢞᶳⷯታᶾ ૮Ἷⵊ Ὢᓦ ᕮ ⵣῲྣἮ ‘ᨆẂ↋↲ἲ ⦣ⵊ ҫ ᕮ⽓Ӫ
ᢞⵇᷞӮⷿဓ⒢ ՚▃ἲ⦣ⵊⷯᫎ`ᫎᢞᶳ՚⁞Ḯᘲⅶશ᪒▊’
- 2008लᆚሪ᧪⡚ᏽ2011लேὪᓦ૮↮↲Ṧᕮ▗җὢR&D ᷶ᢞᏽᘲẗ,
ᷞ՚Њᐊẗ, ⪧ⶶ▊Ế, ᫎ ⱶᏽᤊᘲ᪒᫊ᾓῲᕲᵪᶾᷯⶓ
- 4␖ᢞᶳⷯታӪӮဖⵆᷚⶓ⺲ ૮Ἷல‘άᶢᑲᆞ20ल’ӪṦᕮ▗җἲקᓣ
ⵆ؞ỲⵢᤊᨆẂḮӣᕮᕲኖాᶾ`ẗϮઓⵊҫ ᢚ`ᐗᴶⴲẂ
※ 2016년 NISTEP ‘일본기업 연구개발 전략 및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실증분석’

초스마트 사회 ‘Society 5.0’
2016ल4ỂὪᓦ ᕮંᢞᶳҫᾯဓᶾᤊ4␖ᢞᶳⷯታἲתϲἪ၊ⵆં‘ᏪӮ
ῲྣⳲ၊⪦10’ ᫊
< 초스마트 사회 ‘Society 5.0’ 개요 >

 ü ㉧⼠ ㉜〔ⲓ㊑ァ㇈ハ 6 7*36

- ‘ᏪӮῲྣⳲ၊⪦10’Ἦ՛ࢢ┋ᣋᢞ(GDP) 600⁞᷂ἲⵆ؞ỲⵆᷚᏪϲӪ
ᕮϮⷿဓⵆંᾓῲྣἪ၊Ꮶ྆Ἆᇋᫎᾓ᫊ᾓ▊, ↮ᷛ␖Ếᴲᒎ०Ꮷ᪒
⹃ᢞᏽ՛ࢢᨆẂ᫊ᾓ⹃૮ᅪỲⵊᘲᆚ⹊⹂၊՚
- Ὢᓦ ᕮં‘⓶᪒ᆶ⪦ᢚ(Society 5.0)’ᅪᤒ ⵆᷚ4␖ᢞᶳⷯታ᫊૮ᅪ``קἪ၊
૮ἿⵖἪ၊᭖2020ल↮غ30⁞᷂ᕮϮϮ♆▊Ҳ
7

җӝࣿ زೱ बக ࠙ࢳࠁҊࢲ ઁ ഐ

⓶᪒ᆶ⪦ᢚᅪ⇃ⵆં‘Society 5.0’Ἦᨆဣᢚ(Society 1.0), ॻҫᢚ(Society
2.0), ӣᶳᢚ(Society 3.0),

ᓢᢚ(Society 4.0) ἺᏦ྆Ὢᓦᢚ

- ‘Society 5.0’Ἦ“ᶦ , ᶢംᤊࢆẾⵆંኖᢚེᶾѺ`ῶⵆӎ↶ঀἮⱶ,
ᾚ⹂ ᏽ ᤊᘲ᪒ᅪ ӣⵆ ؞Ỳⵢ, ᢚ ᵿⵊ ᨆẂᶾ ԾⵆѺ ૮Ἷⵆӎ
ᷞဧ, ᒲ, ↮ᷛ, ᶦᶢ ᵫἲקᓣⵆᷚ❺`ⵊᢤἲ৲ᆢᨆὶંᢚ”၊
< IoT/AI가 개척하는 초스마트 사회(Society 5.0) >

ü㉧⼠㉜〔 ㇛ⳃⱠ㊉⻪ビ㐰 &5'6 

IoT, AI, ᘳὢ⤞4␖ᢞᶳⷯታἲתϲἪ၊ⵆં‘Society 5.0’ἮᏦ྆ᫎᾓ
ᢞᶳᏽᘲⅶશ᪒▊ἲỲⵢ ᵫẂὦӪקᓣӪ ல▊
- ⓶᪒ᆶ⪦ᢚં⃪ே␖, ⃪ጦⅷ᫊ᣋᢞ, ᪒ᆶ⪦ӣᾓ, ⤺⡚, ೊ၎
⣋ᐞ⃪Ẃᢚᶳἲ▂↲ⵆӎӎẗ⢲ဓ ல, ␖ᤦ૮Ἇ, ὢӣҲὦᾚᷯέ,
Ӫⵇ؞ᨎ᷶ᢞ⨚, ὢ⤞⹊ẗઓဓЃ⹂ЊᤎӪ  ᫊

초스마트 사회(‘Society 5.0’) 구현을 위한 주요 제약 및 극복과제
① ᢶၛѺᒮ⹂ఊ᫊૮Ḯᘲⅶશ᪒⹆ҫᶾᇌ↮ᴸંҫ↯ఊ Њⷯ
- ⃪␖, ӣἎҫ , ⤺⡚(FinTech) ᫎᘲⅶશ᪒᫊·Ḓᅆᅪ
ⶶẗⵆ↮ᴸં ⒎⮾(Regulatory Sandbox)
- ᢶ၊Ả᫊ᾓЊ⒇ើᆺᴲશཪ؞᫊ᾓᫎ␦ᷚᅪ ᵫⵆંᾓᒫ ўᅪ
Ỳⵊ Њⷯ ல(Regulatory Sandbox) லέ, צὢⵢ லЊ
- ՛ ⷿဓЃ⹂(UN, ளὪ, ᴲᤦᴶ, ὢ᪒ཪ᷆), ᷂␖Ӯᏽ؞ᨎⷿဓᷞҲ,
ὦⳲཪᨆ▊Ӫலⵊ⮾ᦲ⃪(϶ཪ⫺ӎ᪒⹂) קᓣ
- ᢞᶳҫᾯဓЃ⹂ᒃ ؞ᶳ↋ ⪧ီ ல, ↮ᐞ՚⁞ Ӯဖ ↮♖ ᨆᆫ·ӣⱊ ᏽ
ᫎⵊᢞᶳᾚ⮦ἲỲⵊ ல ᘲ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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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ὢ०ᒎὢ᥆▊ἲỲⵊᆚ᪒⡚ሦશЃ⹂, ጢ⸃ᢞ⨚⹊⹂
② ᫎӎẗ▊ᏽἎઓⵊ՛ࢢṦὦᾚᷯέἲỲⵊ᫊᪒⥊
- ῸἮᫎὦဓẗᏽ؞ᨎ؞ઓἲᓢἎⵊ၊ᑺὦᾚ᫊ᾓ↲έⶶẗ
- Ⳳ၊ྖצԾἏ, ὢ⤞ᢚὢᶦ᪒ԾἏ, ↯ᾓὦԾἏ↮ẾITὦᾚἏЃ⹂
- ேὪ०ே·ேὪὲ, ᾓ᫊ϲ०ே᫊ Ὢᓦ⸃ӎẗ᫊᪒⥊ᾚ ᘲ
- ᤦҲ╊ӎᨆ⃮૮ⵇ(ᷞ՚) ᷞҲ, צᆞ♢ೊ லⵢṦӎὦဓἎ♆
- ⒛लᶳⵢ, Entrepreneurship ӎ◖ᅪỲⵆᷚᶳᶾ❂᫊᪒⥊Ἇ
③ ᢞⵇᷞӪⵇ؞ᨎ᫊᪒⥊ⷯᫎ
- ⵇࢢᏽӮࢢᾓᒫ⒎⮾Ḯ⦣♆՚⁞ЊᤎἪ၊ᢞⵇᷞӪⵇ؞ᨎ⒢ ⷯᫎ
- ՛Ϯᏽӣӣᶾⵆં၊ᑺҫᾯ⒢ ᶾಒⒾ↲ᷞ՚Њᐊⷯᫎ
- ᘲⅶશ᪒⹆ҫⶓἲỲⵊᢞⵇᷞⷿဓϮὢೊཪὦ▂↲
④ Ꮶ྆؞ᨎᏽᘲⅶશ᪒ᅪỲⵊᫎ⨚ᕮ ⵢ
- ↮ᐞ՚⁞Ӯဖ↮♖ᨆᆫᏽӣⱊ
- ὢ०ᒎὢ᥆▊ἲỲⵊỲⷆ(Risk Money) Ѓ⹂, ጢ⸃ᢞ⨚⹊⹂
- ᫎⵊᢞᶳᾚ⮦ὢϮઓⵊ ல ᘲ
- ↮ᷛҫ Қὦᢚᶳ⓷↲, IT லέ↮Ế᫊᪒⥊
⑤ ὢ⤞Њᐗ/ӣἎḮὦӣ↮ઓ`ẗ⹊⹂
- ὢ⤞ᢚὢᶦ᪒Ⳳ၊ྖצᕮ ⵢᏽὢ⤞⒆ᆚӎᘲẗ՚⁞קᓣ
- ӣӣὢ⤞ӣЊᅪ⦣ⵊὢ⤞⹊ẗ↋↲ӪЊᐗ/ӣἎ/ᷞҲጦ⹂⹃ᢞ
- ᷛࢢ·Ṧὢ⤞ὢẗ⹊ẗ⓷↲ἲỲⵊ♇
-



⁞ᶾᤊᤊᘲ᪒ᕲᵪ၊ӣᶳⱊ⃮⹂ᒃЊ 

인공지능(AI) 기술전략
ὦӣ↮ઓἮ2␖ᤦҲ૮ῲὢ⺲ⷲ૮Ӫⵇ؞ᨎઓဓὢ ῾ᶾὶ1950ल૮ᕮ⤞
↮`Ἢ၊ӮဖR&DḮ؞ᨎЊᐊ᫊ல(Martin Ford, 2015)
- ὦӣ↮ઓᕲᵪં1960ल૮ 1␖ῲ؞, 1980ल૮ 2␖ῲ؞ᅪўⒾ2010ल૮
ᶢ⹂ᏽἺὦ᫋८ཪẢઓဓἲ⦣ⵢ 3␖ῲ؞ᅪᇌἺ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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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ὦӣ↮ઓἮ ⷲᾚ ՞ᢚ,

ᓢ ᕲᵪᶾᤊ ⴲᨆẂ၊ᤊ ၊ᑺ ؞ᨎҫᾯὢ ↲

ὢ, Ꮺϲ؞ᶳலᘲϮ♆ᢚᶾ⃪ல`Ἢ၊Ӯᷚ
՚, ᴲᆶ, ⮆ὢ᪒ᕯ, ᆶὢ⡚၊Ⳳ⪦၊ᑺ؞ᶳἮὦӣ↮ઓ؞ᨎЊᐊᶾᤊ
⸦ҫᾯⵆ૮ኖ⨚Ḯὦᨆⵗᒿἲ↲ⵆӎὶἺ
- ╊ת૮ẗྷὢ⤞(Big Data)ᶾ૮ⵊഓ࿚ોᕲᤋ؞ᒃἲ⹊ẗⵆᷚ⒢᪒, ᐂి,
Ѻὲ, ᫊ὢ᥆⪧ ᕲᵪᶾᤊὦӣ↮ઓᷞ՚ӪϮ᫊⹂
- 2016ल3Ể՚ഓᆶὦೊᴺ⫺ӎϮ“ὢ၎ὢᴲશཪ⬖⤢ὦ᫋ᶾᤊᐊᣋⵆં
ኖ↮ϯἲआં⫾”ᶾ؞ᐆⵆᷚὢᤦ9Ӫᐂి૮ҞᶾᤊὪᐗ`Ἢ၊
ᪧᆚⵆંӲኗⵎᆺⵊ؞ᨎ↲ᓢ
ὦӣ↮ઓ؞ᨎὢᣋጪⵇᕲᵪ၊⹃ᾓⵆᷚὦϲ(Human Brain) ᏽᫎҫᇋ
(Neuron Network) ᷞ՚ḮҞⵗⵆᷚ⯛ᐊ`ӮӪࢇӮ`ῲᇋᾓ
- IoT, ᪒ᆶ⪦⯞ᶾᤊᐊᣋⵆં૮ẗྷἺ, ⹂, ᷯὢ⤞ᶾ૮ⵊὦ᫋,
╊`⹂, ▂၎ἲỲⵊ૮ኖ᪒⦎ᆚ↮؞ᐆ, ᷞᶢ⒆ᆚ(NLP, NLU) ᏽ؞Ҳⵇ᪣
(Deep & Machine Learning) ؞ᨎЊᐊ
- ᩶⭪⛢Ⳗ⤞, ၊⛢Ⳗ⤞, ᵿ⛢Ⳗ⤞ӎઓ⛢Ⳗ⫳(High Performance Computing)
ઓဓЊᐊӪᐆல⒢Ꮶᤦ⹂ᏽ`☣؞ᨎᶾ؞ᐆⵊGPU ᏽTPU Ⳳ၊ᤦᤊЊᐊ၊
‘ὦӣ↮ઓҖẦ’ἲקᓣⵆંⷲ`؞ᨎתў ᫊
< 인공지능(AI) 기반 기술혁신 메커니즘 >

 ü㉧⼠㉜〔 ㇛ⳃⱠ㊉⻪ビ㐰 &5'6 

2016ल4ỂὪᓦ ᕮં4␖ᢞᶳⷯታⵣ؞ᨎ၊ὦӣ↮ઓ(AI)ἲ↿Ἇ
ⵆ؞Ỳⵢᕮ⒆ӣே⃪ӮἪ၊ᢞⵇᷞӮⷿဓ‘ὦӣ↮ઓ؞ᨎῲྣ’ ᐊ
- AI ⛖⪦ၒ⢮ẺὦῲྣંὪᓦICT ᏽӪⵇ؞ᨎ ૢ૧ᕮ⒆ὦ┋ጢ,
ҫ ᢞᶳ, ጦᕮӪⵇὢӣே⃪ӮἪ၊␦ᷚ
- ϯ ᕮ⒆ ᢞⵆ؞Ӯὦ ᓢ⦣ᫎᷞ՚؞՚(NICT), ᢞᶳ؞ᨎⵗᷞ՚(AIST),
ὢ⹂ⵇᷞ՚(RIKEN)ὢӣேⷿဓⵆᷚAI R&D ῲྣᏽᢞᶳ၊ೊᇣᨆᆫ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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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인공지능(AI) 전략회의 로드맵 >

 ü ㉧⼠ ㉜〔ⲓ㊑ァ㇈ハ(75, 

ὦӣ↮ઓῲྣᶾᤊᐊⱊⵊ၊ೊᇣᶾഞᅢቢ2030ल↮غӣேⷿဓጢὦẢᦏ·
ᐞᦏᤊᘲ᪒ⷲἲኗⱊ၊ᣋᢞ ӎᏽ०ேဓᕮ ጦ ⵢҞ
- AI ᢞᶳ၊ೊᇣᶾᤊં ὦӣ↮ઓἲ Ὢᣋ⹊ᶾ ᵿⵆѺ ⹊ẗⵆᷚ ᢚẗ ⮦
↋૮Ḯᢞᶳҫ ᐊῲἲ⸦ᷞҲⵆંᐗⶓἪ၊ ▂↲
- 1Ҳ(‘20ल؞ )↮غᨎ ⹃ᆫᏽ ӎᾓ᷶☏, 2Ҳ(‘20ल~‘30ल) Ḳῲ ጢὦ⹂ᏽ
ᇌ▒ᫎᵫЊᐊצᆚӎ3Ҳ(‘30लὢ⺲) ⃪/ጢὦ⹂ᢚᇋᢚӎ ၊

IoT 추진 컨소시엄
ὪᓦἮ IoT, ᘳὢ⤞, ὦӣ↮ઓ(AI)ἲ 4␖ ᢞᶳⷯታ ⵣ ؞ᨎ၊ ὦ᫋ⵆӎ
ϯᤪᤊIoTᅪ⦣ⵢᵿⵊᅆ૮ኖὢ⤞▂▊ᏽᨆ↿
- Ὢᓦ ᕮḮ؞ᶳἮ4␖ᢞᶳⷯታἪ၊ᶳጢⳲ၊ᤦ᪒Њᤎἲ⦣ⵢ՛Ꮺ(ᘲ)
ᢤ↶ ӎ, ᢚጦ ⵢҞ, Ꮶ྆ᫎᢞᶳ▊ἲ▂՚
- 4␖ᢞᶳⷯታⵣ؞ᨎᕲᵪὦᤪᤊḮIoTંὢ⤞Ế⒊ὢ, ऒ⪦Ẻ⡚ᅪ
⦣ⵢᘳὢ⤞Ϯ⡢ཪẞೊᶾ↿Ҟఆቢὦӣ↮ઓ(AI)ὢᢶ၊Ả↮᫋▊
ᢶ၊Ả↮᫋ὢᐞϮఊ ⱶὢࢆᤊᘲ᪒ંὢẗᶾѺᢶ၊ẢϮ♆ᅪ▊ⵎ
ᨆὶἪ ⁞ᏽᤊᘲ᪒ᶳϮ♆ᢚல ӎⵆં؞ઓ ӣ
- IoT ؞ઓ▂Ϯંᨊ⢾↮(sensing) ើᆺᴲશཪ ӣఊ ⱶӪᤊᘲ᪒ϮὪ`
ⱶᘲᅪआᶢཪὢⳲᢚὢ⡢ἲ⦣ⵊ↮᫋ᤊᘲ᪒ᢚᶳἪ၊⹃ᾓ
- ᤪᤊᏽऒ⪦Ẻ⡚؞ઓὢ⢿ᾚఊᣋᢞᤒᘲ, Ếᾚ, ⱶᶾᤊᐊᣋ·ᨆ↿ఊὢ⤞
ᕲᤋἪ၊ᾓᵎ, ᾚӎӮᆚᏽᢚ⺲ᤊᘲ᪒ḮЇἮ᷶↮ ᘲ⹊ேϮ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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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 관련 네트워크 핵심기술 아키텍쳐 >

  ü ㉧⼠ ㉜〔㇛ⳃⱠ㊉⻪ビ㐰 &5'6 

Ὢᓦ 4␖ ᢞᶳⷯታ Ӯဖ ऒ⪦Ẻ⡚ ⵣ؞ᨎἮ ᤪᤊ ᏽ ⦣ᫎᾓᘲ, ϲ
ጢᤎऒ⪦Ẻ⡚, צᆚӎᵇ⡢ཪẞೊᤪ⤞3Ҳ⒢Ҳ၊՚
- ᵿⵊὢ⤞᫊ϲ⒆ᆚϮઓⵊ΅ῲဓ, ⸃, ΅Ϯࢢ՚ᾚᅪ↮ⶓ, ऒ⪦Ẻ⡚ં
࢜Ἦ↮᫊ᷞϲ᷑↮⛢Ⳗ⫳(Edge Computing) ᤎ⸦
- ⡢ཪẞೊᶾኖὦὢ⤞ં؞Ҳⵇ᪣Ӫ☣ⵇ᪣(deep learning)ὢϮઓⵊ૮ẗྷ
ӎઓ⛢Ⳗ⫳(High Performance Computing)ἲЊᐊ·ᐞ♆
Ὢᓦ ᕮંጪᆚᤦҲḮᢚὢᑲᤦҲϮIoT, ὦ⤞थצᆚӎ⡢ཪẞೊ⛢Ⳗ⤞၊
⸦ᷞҲ·՚ఊ4␖ᢞᶳⷯታ᫊૮ᶾ૮ᘲⵆં؞ᨎЊᐊᶾ┋ဓ
- ᢚὢᑲጪᆚ᫊᪒⥊(Cyber Physical System)Ἦᣋ⹊ጪᆚᤦҲḮϮᤦҲὦ
ᢚὢᑲᤦҲᅪᷞҲ⦣ⵗⵆં4␖ᢞᶳⷯታⵣЊा
- Ὢᓦ ᪒ᆶ⪦ ⬗⦎ᆚ(SF) ⵣὦ ᷑↮ ⛢Ⳗ⫳(Edge Computing)Ἦ ᆾᶾᤊ
ᨆ↿ఊὢ⤞ᅪ᫊ϲἪ၊᷑↮ࢆὦⳲཪѺὢ⪦Ỗὢ⯚(צFog)ᶾᤊ⒆ᆚ
Ϯઓⵊ⒢⫾؞ઓ⢿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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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기반 IoT와 Cloud Computing >

ü㉧⼠㉜〔 ㇛ⳃⱠ㊉⻪ビ㐰 &5'6 

로봇 신전략
၊ᑺ၊ᓵЃ՛Ὢᓦ၊ᓵᢞᶳ؞ᨎⷲ⹗
- 2016ल7ỂᏦ᳞ᘲ᫊UFJᆚᤊ♆&⛖ᤒ⫳ὢᐊϲⵊ「၊ᑺ␖ẾὪᓦ၊ᓵᢞᶳ·
؞ᨎ」ᓢӎᤊᶾഞᅢቢὪᓦἮᣋᢞ⺖ⶓἲỲⵢᢞᶳẗ၊ᓵἲ`קЊᐊ
ⵆᷚ၊ᑺ၊ᓵЃ՛Ἢ၊ᕮ
- 2013ल၊ᓵ▊ⵆ૮ᨆં՛ὢ3ᆺ7⒊૮၊ᤦҲ1Ỳᅪ␖↮ⵆᷮ↮ᆺ, ᢞᶳẗ
၊ᓵϮே૮ᨆં2014लⷲᾚᵫ30ᆺ૮၊ὪᓦὢᤦҲ╊ӎ
< 세계 산업용 로봇 가동대수 예측 >

< 세계 산업용 로봇 출하대수 예측 >

 ü ㉧⼠ ⿇ㆃおㄶ8)-⽋ヂ㎦ ㏆ト㒄  6 7*36

၊ᓵⷯታὢશ⫞ᗺ(RRI) ⷿᤒἲ⦣ⵆᷚὪᓦὢᤎல`Ἢ၊၊ᓵⷯታἲ
ⷲⵆӎ‘၊ᓵᫎῲྣ’ ᐊⱊ
- 2014ल5ỂOECD ϯႺὢᢚᶾᤊᴲᒎ┋ᆚંὪᓦҫ ᢞᶳᐊῲἲᤎல
ⵆ؞Ỳⵆᷚ“၊ᓵἪ၊ᢶ၊Ả(4␖) ᢞᶳⷯታ”▂↲ⱊታ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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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ल1ỂὪᓦ

ᕮḮᢞᶳⷿં‘၊ᓵⷯታὢશ⫞ᗺ(RRI) ⷿ’ ᤒἲ

⦣ⵆᷚ၊ᓵⷯታἲⷲⵆӎ‘၊ᓵᫎῲྣ’ ᐊⱊ
2015ल5ỂὪᓦἮ‘၊ᓵᫎῲྣ’ᶾᤊIoT ᫊૮၊ᓵᢞᶳᐊῲӪ၊ᓵ ⁞ᘲⅶશ᪒
▂↲ἲἪ၊ᤦҲᅪᆚೊⵆӎ4␖ᢞᶳⷯታ⫺ӎᅪ ቢ⫺
- ၊ᓵⷯታὢશ⫞ᗺⷿંὪᓦࢢ1,000Њὢ⃪ẂᢞⵇᷞӮ؞Ӯὢᷞ૮
ⵆᷮἲើᆺᴲશཪᏦ՛, EU ᏽⵊ՛၊ᓵӮဖ؞ᶳல␦ᷚ
- RRI ᢞⵆᶾ‘IoTᶾⵊ ⁞ᘲⅶશ᪒ᒮⷯ’, ‘၊ᓵὢẗᏽ⹊ẗ⓷↲’, ‘၊ᓵ
ὢ०ᒎὢ᥆’ 3ЊẺ⢧צყᤒ♆
< 일본의 로봇 신전략 >

  ü㉧⼠㉜〔 ⲓ㊑ァ㇈ハ  (75,

Ὢᓦ ᕮં2020ल⁞ ↮غᕲᵪᶾᤊ2ᐞ, ᘲ(非) ⁞ᕲᵪᶾᤊ20ᐞኖ၊
၊ᓵ᫊ᾓἲ⹃૮ⵆӎ, 2020ल၊ᓵḚᆪ(Ϯ♛) Њ╊ᅪኗⱊ၊ᤒ
- ὪᓦἮ 4␖ᢞᶳⷯታἲᤎலⵆંⵣᴲὢ⥊Ἢ၊ҫᾯẞỲᶾὶં၊ᓵᫎῲྣἲ
Ἢ၊ ⁞၊ᓵ՛ ⱊ⃮ἲೋⵆᷚ၊ᓵIoT, ᘳὢ⤞, ὦӣ↮ઓᷞҲ
ῲྣᨆᆫ
- ၊ᓵᫎῲྣἮ᪒ᆶ⪦ӣᾓ(Smart Factory, SF) ᫊᪒⥊ⱊ⃮⹂ᅪ⃪லⵆંளὪӪ
ᢞᶳᘳὢ⤞ᅪὢẗⵢᕮϮϮ♆ᅪ↋૮ⵆဒંᏦ՛ῲྣἲѮ⦎ⵆᷚⱊ⃮⹂Ḯ
ᘳὢ⤞⹊ẗἲኖాӎဒⵊ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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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ü㉧⼠ⲓ㊑ァ㇈ハⶩ㉜〔 ㊑㊡㇈ヂ

Ὢᓦ૮ⱊ`4␖ᢞᶳⷯታᤎல؞ᶳὦⳲ⪦ᐳ⡚(ᢚ)ં2012लⳲཿ᪒ᴺᐂ
၊ᓢ⫟᪒ᅪὦᨆⵆᷚὦϲ⸃⛒᎒શ⛮ὢ᥆၊ᓵ‘⮆⭪’ ӣேЊᐊ
- ╊תᏦ՛ᤎ↲՛ᶾᤊં၊ᓵὦӣ↮ઓ(AI) ЊᐊἪ၊ᷞ՚ὢ,
Ὢᓦᶾᤊலὦϲ⸃၊ᓵЊᐊЃ⹂
- Ꮶ՛՚Ἦ2013ल⺲ᐆᕮ⤞2014ल⓶↮غ၊ᓵ(Robotics) ᏽὦӣ↮ઓӮဖ
ᒒ⒆؞ᶳἲὦᨆⵆᷚ၊ᓵᢚᶳ▂↲⒢  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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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ኍ ᄕᑡ໗ᄝ ൝ᆚᐻഴ ᆩཡᆡ F8 ခ፲

4차 산업혁명 시대 일본의 R&D 추진방향
Ὢᓦ ᕮંR&Dᅪ⦣ⵢ4␖ᢞᶳⷯታ᫊૮ᶾ ᕮϮ ᫊ⵊҫ ᕮ⽓ӪᏦ྆
ᫎᢞᶳ▊ἲỲⵆᷚ՚ `ὦኗⱊḮⵢҞᐗᴶἲ ᫊ⵆӎⵖ
- 4␖ᢞᶳⷯታᶾ૮ἿⵊὪᓦR&Dંҫ ᢚጦ ⵢҞᐗᴶ ᫊ḮᢞⵇᷞӮ
ᷞҲⷿဓ⒢ ՚▃ἲ⦣ⵊᐗல▊၊֮Ҟ
- Ὢᓦ ᕮંὢᅪỲⵢᢞⵇᷞӣேἪ၊ὦӣ↮ઓ؞ᨎῲྣᅪᘲၝⵢ၊ᓵ,
IoT, ᘳὢ⤞4␖ᢞᶳⷯታӮဖ⛖᫊ᶲ, ỲẾ, ᷞ՚՚·Ảᷯ
Ὢᓦ ᕮં2016लᓢ᪒⯚Њ╊ὢῲὦ2015लᕮ⤞ᢞⵇӮὦӣ↮ઓ؞ᨎ
Ӯဖᢚဧ⢿Ἢ၊ὦӣ↮ઓῲྣᤒ♆ᏽ၊ೊᇣᨆᆫ▂↲
- ᢞⵇᷞὢᷞҲⵆᷚὦӣ↮ઓἲἪ၊IoT ὢ⤞ᨆ↿, ᘳὢ⤞ⵢᤋᏽᢚὢᑲ
ᓢᴶ؞ᨎἲ⦣ⵗⵆᷚӪⵇ؞ᨎᷞ՚ⷯᫎ, Ἷẗᕲᵪ↋ᏽẗ⹂Ϯ
- ┋ᆚࢢϯᕮં2015ल9Ểᕮ⤞AI·ᘳὢ⤞·IoT·ᢚὢᑲᓢᴶᷞ՚↲⽓ἲỲⵢ
AIP(Advanced Integrated Intelligence Platform Project) ⦣ⵗⳲ၊⪦▂↲
AIP ᤪ⤞ં૮ⵇӪᷞ՚؞ӮὢᢞᶳᏮ␗⸃၊ᑺ⦣ⵗᷞ՚Њᐊў῾ὦ␖ᤦ૮
⳺ྙ⯪ἲ՚▃ⵆᷚҫ ᢞᶳᏽ՛ᏪᢚᶾӣⶺἲỲⵊ⃪Ẃ ▂↲
- ὪᓦӪⵇᏽὦ↮ӪⵇᕲᵪẞᨆӪᅪ⹊ẗⵆᷚὦӣ↮ઓ؞ᐆⷯᫎ؞ᨎ
Њᐊ
- ⷯᫎ`ὦӣ↮ઓ؞ᨎἲጦᕮӪⵇᏽӮဖ؞ӮᓢἎᘳὢ⤞ᶾ`ẗⵆᷚᢶ၊Ả
ӪⵇᐊҚᏽẞᨆӪ▊
- ὦӣ↮ઓ؞ᨎҫ ᢚϮ♆⁞ᏽἿẗᷯᷛᐊբἲ⦣ⵊⷯᫎ▊
- ὦӣ↮ઓ؞ᨎὢᵪંⵆ؞ᢚ`, ἒᆚ`ጦ ૮Ἷᐗᴶ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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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일본 R&D 싱크탱크 : 연구개발전략센터
ᷞ՚Њᐊῲྣᤪ⤞(CRDS)ંὪᓦӪⵇ؞ᨎ↲⽓؞՚(JST)ᶾᆺᶢ↲Ӫⵇ؞ᨎᷞ՚
Њᐊῲྣૢ૧؞ӮἪ၊4␖ᢞᶳⷯታӮဖ⓶؞ᷞ՚ᏽR&D

ἲέᴶ·▂↲

- 2003ल 7Ể CRDS(Centor for R&D Strategy)ં ጦᕮӪⵇ ளᆫ ᒃὦ
JST ᢞⵆᶾᷞ՚Њᐊῲྣ؞ᏽέᴶ؞ઓЃ⹂ᅪỲⵢᤒᆫ
- CRDS ⃪Ẃ؞ઓ: ጦᕮӪⵇᷞ՚Њᐊῲྣέᴶ, ၊ᑺேⶓᕲᤋ, R&D
Ӫ ▂▊, ⓶؞ᷞ՚Ẃᐗ♖Ҟ ᏽӪ⹊ẗצᆚӎӪⵇ؞ᨎⵇᨎ 
ᷞ՚(NISTEP)Ḯ ⼢ⵆᷚS&T

(ῲྣ)⁞ᢚ·ᕲᤋ᫊

< 연구개발전략센터(CRDS)의 주요 역할 및 기능 >

ü㉧⼠㉜〔㇛ⳃⱠ㊉⻪ビ㐰 &5'6  

Ὢᓦ 4␖ ᢞᶳⷯታ ૮ἿἮ ҫ ᢞᶳ ᕲᵪᅪ Ἢ၊ ↲ఆ↮ᆺ ᏪӮӪ
ᢞⵇᷞⷿဓὢẂⵊᷛⵎἲⵆ؞ᶾCRDSR&D ῲྣ؞ઓὢẂⵖ
- ᢞⵇᷞ↮ᷞҲḮ ᓢԾ⹆ἲ῾ἲూCRDSંⵢ૧ᕲᵪ╊ӎῲጦϮ
ᤋ⮎၊ẞ(PF)ᅪἪ၊100ᷚታᷞ՚·↮Ếὦဓתጢ(2017ल2Ểⷲᾚ)
- CRDSં ⹆ҫᶾࣶ↮, ᫊᪒⥊/ ᓢӪⵇ؞ᨎ, ࢆ०؞ᨎ·ᾚႺ, ᣋታӪⵇӪ Ⴚ
ᷞ՚, Ӫⵇ؞ᨎⷯᫎ , ⵢṦᷞ՚7ЊἎૉ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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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연구개발전략센터(CRDS) 조직도 >

ü㉧⼠㉜〔㇛ⳃⱠ㊉⻪ビ㐰 &5'6  

2017ल3ỂCRDS ᷞီ⯚↮ᶲᶾᤊ4␖ᢞᶳⷯታἲ‘ᢚጪὦ⤞थ(IoT) Ỳᶾ
ὢ⤞ῲ⒢ὦӣ↮ઓ(AI)ὢୂⵢ↲ҫ ᢞᶳⷯታ’Ἢ၊ 
- ᇒल ؞Њ╊ఆંὪᓦCRDS ⯚↮ᶲἮ2017ल4␖ᢞᶳⷯታἲ⃪ ၊
‘IoT/AI ᫊૮ὪᓦᢚӪ؞ᨎംᐂὢ᪒ЊᐊӪ ᏽᐗⶓ’ᶾ૮ⵊ
ᷞ՚ҞӪᏽἿẗᢚီᅪზᶶἺ
-

ᕮᕮ⒆ӮҲḮᢞ·ⵇ·ᷞጢῲጦϮᏽᷞ՚ὢ␦ᤋⵆᷚ, Ὢᓦ4␖
ᢞᶳⷯታӮဖ؞ᨎᐊῲᐗⶓӪ⹊ẗᢚီᵿⵊЃᷞӪᤦ᥆↲

※ 심포지엄 주요 강연 내용
- IoT/AI 시대를 향한 기술 조류와 일본의 과제
- IoT/AI 시대 경제사회기반 서비스 플랫폼
- Singularity 실현을 위한 일본 R&D 벤처기업의 추진과제
- 초스마트 사회(Society 5.0)를 위한 MEMS 센서
- 인공지능(AI) 적용기술을 추구하는 프로세서 LSI의 게임 체인저
- IoT/AI 칩의 혁신적 집적 시스템 개발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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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 통합시스템과 산학연 플랫폼
Ὢᓦ ᕮંᢚጪὦ⤞थ(IoT)Ӫὦӣ↮ઓ(AI) ⓶᪒ᆶ⪦ᢚᅪ⁞ⵆ؞
Ỳⵢὢ⤞؞ᐆᣋ⹊⹆ҫ⦣ⵗ᫊᪒⥊՚▃▂↲
- 2016ल12Ểᵪ०ҫ ᷞ՚ᶾᤊὪᓦᾓ؞ᶳૢ؞૧ἲ૮Ἢ၊᫊ⵊ
⁞ᢚᕲᤋҞӪᶾഞᅢቢ,
- Ἷૣ55.1％Ϯ2020ल ↮غὪᓦ↶GDP ᾓῲᇋἮ1％ ᏦᆺἪ၊
ῲᇋ」Ϯఎѱὢཪંῲᇋⵆӎ, ICTᢞᶳᾓἲ2.9％၊ϮᾓঀѺῲᇋ
※ 2016년 12월 일본 야노경제연구소는 상장기업(기획담당자, 회수: 272건)을
대상으로 2020년 이후 일본 경제사회 동향과 2030년 일본이 지향해야 하는
방향성 및 국제사회의 상황, 건전한 성장정책 등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
ᵪ०ҫ ᷞ՚⁞ᢚҞӪંⶓ⺲ⵢ૧ᾓ؞ᶳᶾ⡞ᷯⶓἲࡪ♎؞ᨎᢚᶳ
ᕲᵪ၊Ἷૣ20.2%Ϯᶾࣶ↮ᅪ, 15.8％Ϯ⃪␖ᅪᤎ⣋
- 4␖ᢞᶳⷯታ᫊૮Ὢᓦⵣ؞ᨎᕲᵪંᶾࣶ↮, ⃪␖, ICT, Ϯⷲ
(VR), ᘲ⒢(drone), ၊ᓵ(Robotics) צᆚӎAI၊ࢆ⢮
- ؞ᨎϲ⸦ᷞҲ, ᓢḲ, ҫⵗἲ⦣ⵢ ⁞ᣋᢞⷲᾓើᆺᴲશཪ᪒ᆶ⪦᫊⫞(⸶),
ᓢѢႺ, ᓣ↮ϲᒿ, ᣋ⹊ὦⳲཪᵿⵊᕲᵪ၊⹃૮
<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과 데이터-생활환경 통합 시스템 >

  ü㉧⼠㉜〔㇛ⳃⱠ㊉⻪ビ㐰 &5'6  

4␖ᢞᶳⷯታ؞ᐆ؞ᨎἮIoT, AI, ᘳὢ⤞, ᢚὢᑲᓢᴶ؞ᨎὢ᪒ᆶ⪦
ᣋᢞ, ᐗ , ᶾࣶ↮Ϯ♆ᢚ, ல၊Ծ⦣, ↮՚⹆ҫ᫊᪒⥊ӎல⹂↮Ế
- Њᒲ᫊᪒⥊ӎல⹂ᅪ↮Ếⵆ؞Ỳⵢ⡢ཪẞೊ(Cloud) ⛢Ⳗ⫳, ᶾ↮(Edge) ⛢Ⳗ⫳ἲ
⹊ẗⵊὢ⤞ᒎὢ᪒-ᣋ⹊⹆ҫ⦣ⵗ·ᷞҲᅪỲⵊ؞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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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ὢ⤞-ᣋ⹊⹆ҫ⦣ⵗ᫊᪒⥊Ἦ↮᫋ᾚᢞῲྣᨆᆫ, ՛ ⱊ⃮⹂▂↲,  Њⷯ,
Њὦ ᓢᢚ`⹊ẗ⒢Ҳ՚▃, ᓢᴶ؞ᨎᏽὦᾚᵿ லᓢḲ▂↲
4␖ᢞᶳⷯታἮኖᢞᶳ՚⁞⁞ ἲᨆᐆⵆ↮ᆺIoT/AI IT ᕲᵪᴺӎᆚↆ
Ⳳ⪦ỖᶢḮᤪᤊ, ♗, ऒ⪦Ẻ⡚ⵆೊỖᶢ؞ᨎᐊῲὢẂ
- 4␖ᢞᶳⷯታὢ⹃ᢞ௪ὦӣ↮ઓὢ૮⹂ఆቢୂᙎᅢӎῲဓἲ`Ѻᘲⵆં
૮ẗྷὢ⤞ᅪ΅ᾓ·ᷞᢞⵎᨆὶંⵆೊỖᶢϮⴲᨆ`ὲ
- IoT, ᘳὢ⤞, ὦӣ↮ઓᕲᵪ؞ⵊᨎᐊῲӪⵖ⁞ ؞ۆᶳᷞҲ
Ἢ၊Ḓ⽶ဒIT ⵆೊỖᶢϮ♆ં↮`Ἢ၊ঀѺ⮷Ϯఆં՚⁞ὲ
※ 2016년부터 논의된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4차 산업혁명으로 고성능 하드웨어
장비·시설의 필요성과 메모리의 대규모 수요 예상으로 촉발.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 발전은 알고리즘과 소프트웨어 이상으로 하드웨어 가치 부각
(머니투데이, 2017.6.21)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일본 R&D 생태계 중추 : 산업기술종합연구소
CRDSϮ4␖ᢞᶳⷯታᶾ૮ἿⵆંὪᓦR&D ῲྣ┋Ӳૢ૧؞Ӯὢཪቢ, R&D
ῲྣ▂↲ᏽᨆ؞ӮἮᢞᶳ؞ᨎⵗᷞ՚(AIST)ཪӎⵎᨆὶἺ
- ҫ ᢞᶳ ᢞⵆ ளᆫ ᒃὦ ᢞᶳ؞ᨎⵗᷞ՚(National Institute of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AIST)ં 1882लᤒᆫఊ↮↶⁞ᢚ՛Ӫ
1891लᤒᆫఊῲ؞᫊ⷆᶾᤊ᫊
< 일본 산업기술종합연구소(AIST)의 현황 및 산학연 지역센터 >

    ü㉧⼠㉜〔ァ㇈Ⳮㄏ㊩㓴㇛ⳃョ $,67 

AISTંὪᓦ╊૮ⵗᷞ՚၊ᤊ2001ल4Ể⦣ᢞᢞⵆӣᶳ؞ᨎẾ
15Њᷞ՚ḮҲྷԾἏϮ⦣⮾ⵗఆᶢ2Њᷞ՚῾ᏽ7Њ↮ᷛᤪ⤞၊՚
- AISTંὪᓦῲᷛᶾ2Њᷞ՚῾(ᶾࣶ↮ᷞ՚, ⺲⟎᫊ᆶᾚᣋᷞ՚)Ӫ☎⟎ᐂ
ᓦᕮᅪᘲၝⵊ7Њᢞⵇᷞ↮ᷛᤪ⤞(ᕮ(ࢆӎᵪ), ᫊❂⟎, ⠾᩶, ⽶၊᫊ᆶ(՛
⪧⹂), ϲᢚὢ(Ծ⦎), ⻅♢ὢ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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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ल10ỂⷲᾚὪᓦῲᷛᶾ5,807ታᷞ՚ᏽ↮Ếὦဓὢᾚ↯ὢ
1,921ታ लᓢᾓᷞ՚ẾὢὶἺ
ҫ ᕮ⽓ἲ┋Ӳⵆંҫ ᢞᶳᢞⵆᷞ՚؞ӮAISTં‘↮Ϯઓⵊᢚ
՚▃ӪⷯᫎἲỲⵊ⦣ⵗ’ἲⵣኗⱊ၊⣋
- AISTંኗⱊⷲἲỲⵢⱻᕮⵊ⹆ҫӪᢚᅪ՚ⷲⵆં‘צᆞ؞ᨎ’, ѢЃⵆӎ
ᴶῲⵊᣋ⹊ⷲἲỲⵊ‘ཪὢⳲ؞ᨎ’ צᆚӎ4␖ᢞᶳⷯታἲ૮Ἷⵆં“⓶᪒ᆶ⪦
ᢚ(Society 5.0)” ⷲ‘ ᓢ؞ᨎ’ἲⵣᕲᵪ၊
- ⓶᪒ᆶ⪦ᢚⷲἲỲⵊ ᓢ؞ᨎἮ ᓢӪⵇ, ὦϲӣⵇ, ὦӣ↮ઓ, ၊ᓵ⫟᪒,
Ҳྷⱊ⃮, ⒖Ҳ☏צᆚӎᐆல⒢ⷯᫎ؞ᨎᏽࢆ०؞ᨎᶾ῾
<산업기술종합연구소(AIST)의 R&D 비전 및 목표>

  ü㉧⼠㉜〔ァ㇈Ⳮㄏ㊩㓴㇛ⳃョ $,67 

4차 산업혁명 대응 AIST의 중점기술 개발 산학연 플랫폼
ὪᓦἮ ᕮᅪἪ၊Ꮺϲ(ⷿ, ؞ᶳ)Ӫⷿဓⵆᷚᾓ؞ᘲῲ, ⵣῲྣ
ᏽ῾؞ᨎЊᐊἲ▂↲ⵆᷚᢚⷲᴶጦ ⒢Ҳ`ⵢҞ०ဓἲҚ↮
- ὪᓦἮ΅▊ᢞ·ӎဧ⹂·ேὪᓦ૮↮↲ᨆẂḮӣ☏ቢᶾᤊኖాጦ ᶾ↯ቢ
↮ᆺ၊ᓵ, ᪒ᆶ⪦⬗⦎ᆚ, AI 4␖ᢞᶳⷯታӮဖ῾؞ᨎЊᐊᏽ`⹊קẗ
- ὪᓦἮҚ؞ᶳ ⁞ᣋᢞⷲᾓᶾЃ῾ἲᢢᆚӎ ᕮϮᢞⵇᷞ
ᷞҲ ⳺ྙ⯪ἲ ⁞ⵆᷚ ⱻᕮⵊ ⷲᾓ ὢ⤞ᅪ ⹊ẗⵊ ⁞ᶳ-Ὢᣋ⹊ ⷯᫎ
▂↲
ὪᓦὢIoT/AI ؞ᐆ4␖ᢞᶳⷯታ૮ἿἲỲⵢϮᾓẂ᫊ⵆંᕲᵪϮ⓶΅ῲဓ
ᐆல⒢Ḯӎઓ⛢Ⳗ⫳؞ᨎЊᐊἲ⦣ⵊᶾࣶ↮΅Ͼᢚ՚ⷲ
- 2016ल3Ểഓᆶὦೊᴺ⫺ӎંഓ࿚ો؞ᐆὦӣ↮ઓἪ၊1200ЊCPUḮ
176ЊGPUᅪ⹊ẗⵆᷚὢᤦ9Ӫ૮Ҟ᫊250,000W ᢚ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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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ᐆቢ, ὢᤦ9Ἢ၊૮ⱊఆંὦϲἮ⮷`Ἢ၊Ὢᣋ⹊⹊ே᫊ᶾં21W, ⼢᫋
᫊ᶾં20WཪંᘲԾ``Ἦᶾࣶ↮ᢚẗ
< IoT/AI 시대의 미래 재료·장치 중점기술 산학연 플랫폼 >

 ü㉧⼠㉜〔㇛ⳃⱠ㊉⻪ビ㐰 &5'6  

AISTં2017ल3ỂCRDS ⯚↮ᶲᶾᤊ4␖ᢞᶳⷯታᶾ૮Ἷⵆ؞ỲⵢIoT/AI
؞ᨎംᐂὢ᪒Њᐊ, ӎઓ᩶⭪⛢Ⳗ⤞(HPC) Њᐊ, ӎ⺖⓶΅ῲဓ3D ࢦೊ
⳺᫊྆ᐆல⒢♗, ᫎҫᇋ(Neuron Network) ᷞ՚ᅪⵣӪ ၊ᤎ 
- IoTᶾᤊᐊᣋⵆં૮ኖὢ⤞ᅪ؞ᐆἪ၊ὦӣ↮ઓἲ`ẗⵆ؞Ỳⵊⵣ؞ᨎἮ
ഓ࿚ો(Deep Learning)ὢϮઓⵊᷞᢞઓဓ⹃ᓢϮẂ
- ῲဓࢊὢϯⵊὪᓦᶾᤊ4␖ᢞᶳⷯታⴲᨆẂѢὦᘳὢ⤞ᨆ↿·΅ᾓ·
ᕲᤋἲỲⵊ⓶΅ῲဓ, ӎ⺖3D ♗؞ᨎӪ၊ᤒҲંⵣ؞ᨎЊᐊӪ ὲ
- ӎઓ ᷞᢞ⒆ᆚ(High Performance Computing)Ϯ Ϯઓⵊ ᩶⭪⛢Ⳗ⤞ Њᐊἲ
Ỳⵢ⓶΅ῲဓӎ⺖ⵣ♗؞ᨎӪ᫊ϲᶳ⹆ҫ؞ᐆ؞ᨎẂ՚
IoT/AI ᫊૮ᶾⴲẂⵊ⓶΅ῲဓӎ⺖ᾚႺᏽᾓ♆ЊᐊἲỲⵆᷚᢞⵇᷞὢ
ϯᷛⵎᕲૢἲỲⵊ⸦ᷞҲ·ⷿဓⵆં⒢Ҳ՚▃ὢẂⵖ
- ૮ⵇ ᏽ ՛ᆫᷞ՚؞Ӯὢ ӣே ␦ᷚⵆં ࢆ०؞ᨎ⳺ྙ⯪ᶾᤊં ⦣ⵗ᫊᪒⥊
⮷ϮẂ؞ᨎἲ ӣⵆӎẂ؞ᨎӎல⹂ᏽ᫊ᾓ⹂ᅪ↮Ếⵖ
- ӎ⺖၊ᤒҲ⳺ྙ⯪Ἦᵿⵊ ⁞ў῾ἲ؞ᐆἪ၊ ⼢, ӣேЊᐊ, ؞ᨎὢῲἲ
⦣ⵢ૮··ᒒ⒆؞ᶳὢኖా␦ᷚⵆ᫊ᷚᾓᶾᢶ၊ẢⳲ၊⦎⢮έ ӣ
- ᫊ᾓᶾᤊં␖ᤦ૮ᐆல⒢, ⵆೊỖᶢ, Ⳳ⪦Ỗᶢἣⵗ᫊᪒⥊⹂⳺ྙ⯪ἲ⦣ⵢ
ᢶ၊ẢᾚႺ·ᾓ♆ᶾ૮ⵊᴲ⢒⤻⒆ᏽⳲ⪦Ỗᶢᴺӎᆚↆἲ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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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ST의 중점기술 개발을 위한 산학연 에코시스템 >

ü㉧⼠㉜〔 ァ㇈Ⳮㄏ㊩㓴㇛ⳃョ $,67 

AISTંὦӣ↮ઓ, ⡢ཪẞೊ⛢Ⳗ⫳, ၊᫊᪒⥊ᤒҲ, ᫎᾚ·ംᐂὢ᪒↋
῾؞ᨎἲЊᐊⵆ؞Ỳⵆᷚ⸦ᷞேఊᢞⵇᷞᣋ⣊Ҳ(Ecosystem)ἲ⁞
- ᣋᢞⷲᾓ(Manufacturing), Ὢᣋ⹊(Human Life) צᆚӎӪⵇ؞ᨎ(Science Data)ᶾᤊ
ᵿᢞఆંᘳὢ⤞ᅪ⒆ᆚⵆ؞ỲⵢᢞⵇᷞὢӣேἪ၊ὦӣ↮ઓ(AI) ⡢ཪẞೊ⳺ྙ⯪
(Cloud Platform) ՚▃
- ᤦҲ╊ӎᨆ⃮ᐆல⒢♗၊ᤒҲᅪỲⵊ၊᫊᪒⥊ᤒҲ⳺ྙ⯪, Si CMOS
؞ᐆ؞ᨎᏽᫎᾚႺЊᐊἲỲⵊᢞⵇᷞംᐂὢ᪒Њᐊ⳺ྙ⯪՚▃
AISTં4␖ᢞᶳⷯታἲIoT/AI ⵣ؞ᨎᏽംᐂὢ᪒Њᐊ, IoT/AI ♗(Chip)
ⷯᫎ, ӎઓ⛢Ⳗ⫳ЊᐊⵆೊỖᶢᕮᕲἲ῾ᷞ՚ᢚᶳἪ၊ᤎ
- ഓ࿚ોὦӣ↮ઓ؞ᨎἲ⒆ᆚⵆ؞Ỳⵆᷚ130 ⮆⢮⳺ၛ᪒⓶ῶῲ⡢ཪẞೊ
؞ᐆ(AI Bridging Cloud Infrastructure, ABCI)⓶ӎᷞᢞઓὢⴲẂ
※ 1 페타 플롭(peta flop)은 초당 천조 번의 부동 소수점 연산 능력
- AISTં2017लϮே·Ảᷯἲኗⱊ၊ᫎ૮ẗྷ᩶⭪⛢Ⳗ⤞ⵆೊỖᶢᏽᾓᘲ
லέ, Ảᷯᏽᷞ՚᫊ᤒἲ⯚ⵖⵊᷞ՚Њᐊᢚᶳ (195ᶣ᷂)
※ 슈퍼컴퓨터는 도쿄 오다이바 AIST 연구시설과 도쿄대 카시와 캠퍼스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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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기술종합연구소의 IoT/AI 칩 혁신과 미래 슈퍼컴퓨팅 기술개발 >

)(7)LHOG(IIHFW7UDQVLVWRU6R&6\VWHPRQ&KLS7697KURXJK6LOLFRQ9LD)2:/3)DQ2XW:DIHU
/HYHO3DFNDJH
ü㉧⼠㉜〔 ァ㇈Ⳮㄏ㊩㓴㇛ⳃョ $,67 

AISTંᘳὢ⤞Ḯഓ࿚ોҲᢞὢϮઓⵆல။ᤦҲ╊ӎᨆ⃮᩶⭪⛢Ⳗ⤞ᅪ
ኗⱊ၊ⷲᒂẗCMOS ؞ᨎἲᐊῲ᫊⢚3Њᐗⶓᷞ՚Њᐊ↲
- ‘ᢪཪᆺ⛢Ⳗ⫳’Ἢ၊ታታⵊᏦ྆᩶⭪⛢Ⳗ⤞ંᘳὢ⤞ᅪὦӣ↮ઓ؞ᨎἲ
⹊ẗⵆᷚӎઓ, ⓶΅ῲဓ, ᫊ϲ⒆ᆚϮϮઓⵆல။՚ⷲ
- ⹂, Ἲ૮ኖὢ⤞⪧Ӫᒃ♇ἲᴲϮંഓ࿚ોἮABCI
ⵣἪ၊ὦϲాᫎҫᇋ(Neuron Network)⒆Ҳ☣ⵇ᪣Ϯઓ
- ᫊᪒⥊Ḗ♗(SoC), TSV ⵣ؞ᨎᶾ؞ᐆⵊᤦҲ╊ӎᨆ⃮3D `☣
؞ᨎἲ`ẗⵊࢦೊ⳺࿚᫊(NAND Flash) ቂኖᆚᅪЊᐊᏽᵿ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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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ᇙ

일본의 4차 산업혁명 출발은 독일, 미국에 비해 뒤쳐졌지만 정부를
중심으로 글로벌 현황분석에 기반한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 대처
Ὢᓦ ᕮં4␖ᢞᶳⷯታӪӮဖⵆᷚὦ՚ῶᒫ, ᘲᕮ↲, ேὪᓦ૮↮↲ᷚ⫺
Ὢᓦὢ⒆ⵊ⹗↲ἲᐂ⣃Ἢ၊ῲྣ`ὦᕲᵪᤎ⣋Ӫ``קὦ↿⨚
4␖ᢞᶳⷯታᶾ૮Ἷⵆ؞ỲⵢὪᓦἮ ᕮ␖Ếⵗ⁞ ؞՚(Control Tower)ᅪ
Ἢ၊Ὢᓦᾚ⽓ῲྣ, ᫎᢞᶳ՚⁞ᘲῲ, ၊ᓵᫎῲྣᘲῲӪῲྣἲЃဓ▂↲
4␖ᢞᶳⷯታᶾ૮ἿⵆᷚὪᓦ ᕮંᏦ྆ᫎᢞᶳ▊, ᫎ؞ᨎ·ᤊᘲ᪒ல▊,
 Њⷯ ல(Regulatory Sandbox) லέᏽⵣ؞ᨎὦᾚᵿ`↲▂ק

일본은 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를 4차 산업혁명 대응, 미래 신성장
산업 창출, 초스마트 사회(Society 5.0) 구현, 에너지 자립정책 추진
IOT/AI 4␖ᢞᶳⷯታ῾؞ᨎἲЊᐊⵆᷚ ⁞ᶳⷲᾓὢࢆὪᣋ⹊ᶾ
`⹊קẗⵆᷚᵿⵊⷲᴶᢚጦ ᅪⵢҞⵆӎ⓶᪒ᆶ⪦ᢚ(Society 5.0) ՚ⷲ
ὪᓦᢚⷲᴶӪ ં Њⷯ, ὢ०ᒎὢ᥆ᶾ❂᫊᪒⥊, ὦᾚἏ·⹊ẗ, ҫ 
ᫎ↲૮ᢚ, ᶾࣶ↮ᆫ, ᢚᓢᾓ, ↮ᷛҫ ·؞ᶳ⹊⹂, ၊ᑺⷿဓ·ῲЊ

2017년 CRDS 심포지엄은 4차 산업혁명을 ‘사물인터넷(IoT) 위에
데이터 전체의 인공지능(AI)이 더해진 경제산업 혁명’으로 개념 정의
Ὢᓦ ᕮંCRDS 2017ल⯚↮ᶲᶾᤊ4␖ᢞᶳⷯታἲ⃪ ၊‘IoT/AI ᫊૮
ὪᓦᢚӪ؞ᨎംᐂὢ᪒ЊᐊӪ ᏽᐗⶓ’ᶾ૮ⵊᷞ՚ҞӪ·ᢚီᐊⱊ
⯚↮ᶲᶾᤊંIoT/AI ᫊૮ᅪⶓⵊ؞ᨎ⁞ᅆᏽὪᓦⷲᴶӪ , ҫ ᢚ
؞ᐆᤊᘲ᪒⳺ྙ⯪, Singularity ⷲἲỲⵊ▂↲Ӫ צᆚӎὦӣ↮ઓ(AI) `ẗ
؞ᨎᏽቂኖᆚ↿`᫊᪒⥊Њᐊ⳺ྙ⯪ἲ ᫊

일본은 정부 차원의 종합조정기구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하여
장기 비전 도출, 체계적 전략 수립 및 산학연 플랫폼을 구축
Ὢᓦ ᕮḮ؞ᶳἮ4␖ᢞᶳⷯታἪ၊ҫ ⹊⹂Ḯҫᾯဓ⹃ᓢᅪⵆӎ⸦
ⷿဓⵆӎⶓ⺲Ӯဖ؞ᨎⷯᫎἲ⦣ⵢ၊ᑺ᫊ᾓἲᤎ῾ⵎ⳺ྙ⯪՚▃ἲலኖ
ὦӣ↮ઓ, ၊ᓵ, ᐆல⒢♗῾ῲྣ؞ᨎЊᐊἲỲⵆᷚ·Қ ⁞ᶳὢ
ᷞҲఊὦӣ↮ઓῲྣ, IoT ▂↲⛖᫊ᶲ, ၊ᓵⷯታὢશ⫞ᗺⷿᢞⵇᷞ
ⷿဓ⳺ྙ⯪⁞ᶾ⃪ဓ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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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일본이 추진한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과 접근방법에 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장기 비전과 핵심 전략 추진 필요
Ὢᓦ ᕮ``קӮᷚḮЊέἪ၊ளὪ, Ꮶ՛ᶾಒⒾ↲4␖ᢞᶳⷯታᐊῲ
Ӫ ἲ⒢Ҳ`Ἢ၊ⵆתᷚὪᓦӎἎ⪧ὦ·Қ؞ᶳᶾ؞ᐆⵊ ⁞ᶳӪ
ῲྣᕲᵪὦ၊ᓵ, ᪒ᆶ⪦⬗⦎ᆚ, ὦӣ↮ઓῲྣᕲᵪᶾ↿⨚
Ὢᓦὢ ▂↲ⵊ IoT/AI ؞ᨎ؞ᐆ, ၊ᓵӪ ᪒ᆶ⪦ ⬗⦎ᆚ ᶾ ૮ⵊ ↿ῲྣἲ
ᒒ♆ᆶ⢧ⵆᷚẞᆚࢆཪலᢞᶳ՚⁞ᶾ؞ᐆⵊᘲῲӪῲྣᶾᤎ⣋Ӫ↿ⴲẂ
※ 일본의 중점기술 및 R&D 전략을 참고하여 우리나라도 전략이나 정책을 해당
기술이나 솔루션 개발에 초점을 둘 것인지 민관협력/중기지원/산학연 플랫폼
등 생태계 조성에 맞출 것인지 명확한 비전과 전략 로드맵 필요
ᢶၛѺ▊ᒂⵎ4␖ᢞᶳⷯታỲẾં4␖ᢞᶳⷯታὢᨆẂ·ӣើᆺᴲશཪҫ
ᢚῲᐆᶾᷯⶓἲᏦ♆ંቂϮ⪦ೊὢ؞ᶾᢞⵇᷞӮὢӣேἪ၊ᷞҲⵆᷚԾἏ,
०ே, ὦဓ, ӎẗ, ᓣ↮ⵗ⁞ ᏽ▂↲ ⴲẂ
※ 신정부는 새로 발족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4차 산업혁명 전담 부서로
지정하여 종합조정 기능을 일원화하고, 2017년 8월 총리급 ‘4차산업혁명
위원회’ 설치하여 비전 수립 및 전략 설정 추진
ᆶ↮ᆷἪ၊4␖ᢞᶳⷯታ᫊૮Ꮶ྆ᫎᢞᶳᏽ ⱶ·ᤊᘲ᪒▊ἮᏪϲὢᤎல
ⵆ؞ᶾὪᓦ ᕮ` ⁞`קᷛⵎӪᢞⵇᷞᣋ⣊Ҳ⁞Ӫើᆺᴲશཪ
·Қ؞ᶳὪᓦӪંὢⵊẞᆚࢆཪᢞᶳ՚⁞ᅪӎဒⵆᷚ ᕮ␖Ế
ӪலⵊЊέӪӮᷚϮᏦ♎ᕮ `ᷯⶓலⵖۆϾᴶⵎⴲẂϮὶ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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