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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에 당신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까?

빅데이터와 개인정보
이용자들의 쇼핑 기록, 검색 기록, 위치정보, 운동 코스와 운동량, 자동차 행선지
와 주행 기록, 수면시간, 생활패턴, 생체 정보가 기록될 뿐만 아니라, 더 사소한
동작과 행동 데이터까지 저장되고 분석되어 이용된다. 심지어 기업이 어떤 모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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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기기를 이용하여 잠재적 소비자들에게 온라인 광고를 전달하는 것 또한 이러
한 개인정보, 검색 데이터, 쿠키를 기반으로 이뤄진다. 페이스북은 약혼을 하기
도 전에 약혼 사실을 알고 있고 커밍아웃 전인데도 동성애자임을 알고 있다.
사적 영역에서는 대규모 데이터 브로커 시장이 존재하며 어떤 스마트폰 앱 개
발자들과 기업들은 과도한 앱 권한 설정 및 개인정보 수집을 위해서 모바일 기
기에 대한 접근을 원한다. 인앱 광고(In-app ads)는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에
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에 접근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
출되기도 한다. 마케팅 활용이나 제3자 제공 동의 등 선택 동의 사항의 경우
별도로 동의를 받도록 하되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
는 사례도 있다.
한편 공적 영역에서 감시된다는 두려움은 결국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기도
한다. 미국 국가안보국의 대량 감시가 알려진 이후 미국 클라우드 제공 사업은
거래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

[모바일 광고가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방법]
Source: Georgia Tech,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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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건강정보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습니까?

모바일 헬스케어
맥킨지 연구소에 따르면 사물인터넷의 보급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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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 헬스케어와 헬스케어 기기 시장으로, 6천~8천억 달러 규모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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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세계 모바일 헬스케어 예상 시장 규모]
Source: Research2guidance, 2014

바일 앱만을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바일 의
료용 앱 안전관리 지침’을 제시하여 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바일 앱을 미국

healthcare and medical devices

과 달리 의료기기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방향을 제시했

retail and consumer goods

다. 하지만 여전히 규제 장벽, 규제 가이드라인이 불분명하다는 비판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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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헬스케어가 세계 IoT 시장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가치(단위: 십억 달러)]
Source: McKinsey & Company,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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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드론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지능형 드론
1.0%
0.8%
0.7%

드론은 처음에는 군사용으로 활용되었으나 크기가 줄어들고 저렴해지면서 일
반인들도 사용이 가능해졌다. 민간부문에서 드론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으며 공공부문에서도 재난·사고 지역 파악, 사업장 관리, 환경 감시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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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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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활용되고 있다. 학술분야에서도 인간이 접근하기 어려운 동물 생태나 지

10.9%

역별 식물분포의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

42.9%

아마존의 옥토콥터(Octocopter)와 DHL의 파셀콥터(Parcelcopter)는 전자

20.7%

상거래로 주문한 물품의 배달에 본격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구글은 배송 서비
스 ‘프로젝트 윙’을 추진하고 있다. 인공지능형 드론택배가 허용되면 전 세계 물
류업계에 드론을 이용한 배송 전쟁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미국 드론산업 현황]
Source: FAA, 2015

2020년에는 약 7백만 대의 드론이 운행될 것으로 예측되나, 드론 활용의 부
Reg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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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테러에 대한 우려
와 경비행기와의 충돌 우려 때문에 까다롭고 엄격한 규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위험하게 드론을 날리는 운영자를 찾아내는 주파수 모니터링 기
술을 발표했다. 또한 미등록 드론을 통한 범죄나 거주 지역에 대한 정밀 촬영
에 의해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을 수 있어 일부에서는 드론이 미래에 보편
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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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맞춤형 배달 시스템]
Source: McKinsey & Company,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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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교육에도 이용될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 학습분석
인공지능은 모든 교육의 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며, 대규모의 개인화된 교육을
제공할 것이다. 과학, 수학, 언어 등 분야에서는 이미 상호소통이 가능한 기계

Student App

Alert and Intervertion
system

Student consent
service

Learning analytics
processor

교사를 도입 중이다.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고등교육 분야에서도 1명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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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학급 규모를 수십, 수백 배로 늘리고 확장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대규모
온라인 학습 시스템 및 교육 프로그램에서 얻어지는 데이터는 학습 분석 분야
의 빠른 성장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대규모 온라인 공개강좌(MOOC) 등 온라인 코스의 폭발적 증가는 지식의 전

Staff dashboard

달 뿐만 아니라, 데이터 수집을 위한 자연스러운 수단이 되었고, 과학적 발
견 및 학습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험 도구로 기능하고 있다. 온라인 수
업 또는 이러닝(e-learning) 등 가상 학습 환경에서 학습 분석 계기판(VLE

Learning records
warehouse

Analytics Dashboard)을 활용하면 그 학습의 성과를 개인 사용자 또는 그룹
이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학생들의 성취도, 시험성적, 기여도, 세미나 참
석, 참여 정도의 상대적인 파악이 가능하다. 플랫폼 기업과 데이터 마이닝 솔
루션 기업들이 학습 분석 기술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입하고 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CourseSmart의 웹로그 분석은 ‘참여지수’를 통해 학생들의 참여를
전반적으로 평가한다. Blackboard Analytics는 학습자, 교수자에 대한 포괄
적 보고서를 생성한다. 미래에는 온라인 코스가 더 늘어가면서 학습분석 기술
이 널리 적용되고 교사의 역할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Self-declared
data

Student information
system

[학습분석의 작동방법]
Source: N. Sclater et al., 2016

VLE

Library

FORESIGHT CARDS

융합과 4차 산업혁명 | Social

로봇이 인간의 생체를 모방할 수 있을까요?

생체모방 로봇
풍부한 데이터베이스와 알고리즘만 주어지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업은
로봇이 대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숙련된 동작과 경험이 필요한
작업은 어떨까? 생체 모방 로봇 연구는 정교한 동작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점
에서 인간의 역할을 대체하거나 인간보다 더 뛰어난 역량을 선보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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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자연에 적응해 생존해 온 동물들의 생체적 특성을 활용하는 접근이 로봇
설계에 유용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손을 그대로 모방한 로봇 손이 거의 완전하게 작동하는 수준에 다다르
게 되었다. 내부 동력기관 없이 이식된 쥐의 심근세포의 힘으로 물 속에서 헤
엄치는 가오리 형태의 로봇(a tissue-engineered soft-robotic)은 생체
조직과 무기물의 결합으로 전기 없이 움직일 수 있는 바이오 하이브리드 로
봇이라는 점에서 크게 주목받았다. 도롱뇽 모양의 살라몬드라(Salamandra
Robotica II), 도마뱀처럼 벽을 타고 오르는 스틱키봇3(StickyBot3), 해
저에서 걸어 다니며 탐색과 로봇팔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모양의 크랩스터
(Crabster), 긴 막대기 모양의 구조물을 오르는 방울뱀 형태의 사이드와인더
(Side wider) 등도 개발되고 있다. 버클리대의 점프로봇 살토(SALTO)는 갈
라고원숭이의 동작을 모방해 제작되었는데, 지진 재난 현장에서 자유롭게 이
동했다. 재난 현장에서 수색과 구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
다. 미래에는 동작, 후각, 인지 및 판단력 등 생명체를 정교하게 모방한 로봇들
이 구조, 탐사, 정찰, 화재 진화, 모니터링, 재활, 수술, 군사, 수송 작업에 사용
될 것으로 예상된다.

[로봇 손의 작동]
Source: IEEE Spectrum, “This is the most amazing biomimetic
anthropomorphic robot hand we’ve ever seen”, 2016.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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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파이 다음엔 어떤 기술이 개발될까요?

라이파이(Li-Fi)
가시광선에 디지털 정보를 실어서 보내는 데이터 전송 기술인 라이파이가 차
세대 통신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와이파이나 블루투스는 주파수를 이용하여

Internet

Streaming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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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공간에 전파를 퍼트리는 방식이지만, 해럴드 하스(Herald Haas)가 개
발한 라이파이는 고효율의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에서 나오는 가시광선을
사용한다. LED 전등은 초당 200번 이상 깜빡거리는데 라이파이는 이러한 빛

LED Lamp
Frequency changes which are very
fast are not visible to the human eye

Photo Detector

의 깜빡임을 이용하여 정보를 전달한다. 신호등보다 훨씬 빨리 깜빡거리기 때
문에 정보를 대량으로 전달할 수 있고, 기존의 와이파이보다 속도가 최고 100
배 이상 빠르다.
와이파이는 사람이 많이 몰리는 장소에서는 속도가 느려지거나 먹통이 되지

Amplification &
Processing

[라이파이의 원리]
Source: MISCW, 2015

만, 라이파이는 가시광선만 있다면 주파수의 희소성을 걱정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바다 속처럼 무선통신이 곤란한 곳에서도 LED 광원 케이블로 통신
이 가능하다. 라이파이 통신은 가정의 LED 전등의 가시광선을 활용하기 때
문에 추가 시설의 구축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와이파이는 숨어서 해킹이
나 도청을 할 수 있지만, 라이파이는 가시광선이 보이는 곳까지만 통신이 가
능하기 때문에 보안관리가 쉬워진다. 애플의 iOS 9.1 버전 코드에서 LiFi
Capability(라이파이 지원)가 발견되면서 애플이 차기 아이폰용 무선통신 기
술로 라이파이를 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라이파이를 이용한 통신과 정보 수신]
Source: Boston University, 2008

Recevied App Data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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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과 동일한 인공지능은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일반 인공지능(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일반 인공지능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지적인 업무도 동일하게 해낼 수 있는 역량을

100%
CESR, FHI, MIRI

갖춘 기계의 지능을 의미한다. 일반 인공지능은 ‘범용 인공지능’ 또는 ‘강한 인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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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으로 불리며, 특정 문제의 해결이나 이성적 판단이 필요한 작업의 완수를 위한
‘약한 인공지능’과 구분한다. 벤 괴르첼(Ben Goertzel)은 인간 수준의 종합적 능력

Level of
existential
risk

Neuroscience mainstream

AGI researchers
Ray Kurzweil :
Singularitarians

을 갖춘 일반 인공지능이 빠르면 2025년에 등장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한편, 일반 인공지능에 대한 관점은 각기 다르다. 캠브리지대 존재위험 연구소
(CESR)와 옥스포드대 미래인류연구소(FHI), 기계지능연구소(MIRI)는 일반
인공지능이 미치는 위험이 절대적인 수준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스티븐 호
킹(Stephen Hawking)은 완전한 인공지능을 개발은 인류의 종말을 의미할

0%

Likelihood of AGI being created within 70 years

100%

CESR: Centre for the Study of Existential Risk
FHI: Future of Humanity Institute
MIRI: Machine Intelligence Research Institute

지도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다. 유발 하라리(Yuval Harari)는 인공지능이 인간
을 쓸모없는 계급으로 만들 것이며, 권위의 원천이 인간에서 인공지능으로 옮
겨가면서 인류 운명에 대한 결정권이 박탈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주류 신경과학자, 실리콘 밸리의 연구자, 레이 커츠와일(Ray Kurzweil)과 같
이 특이점의 도래를 예측하는 학자들은 일반 인공지능이 사회제도와 인간에게
미치게 될 악영향과 우려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인간’과 ‘인공지능’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미래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
되고 있으며, 공진화(共進化)가 가능하려면 어떤 접근이 필요한가에 초점이 모
아질 것으로 보인다.

[70년 내 일반인공지능의 실현가능성 및 위험 수준]
Source: calumchace.wordpress.com, “Attitudes towards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2014.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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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물들이 연결된다면 생활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사물 인터넷(IoT)
인텔은 2020년까지 500억 대의 사물인터넷 기기들이 매년 44제타바이트

Value
Chain

(ZB)의 데이터를 생산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사물인터넷은 사물이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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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체로 참여하고, 기계가 능동적으로 인간을 지원한다. 가트너(Gartner)

2012

이 크게 늘어나게 하며, 센서, 웨어러블 디바이스,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도
시, 무선 조명 시스템 등에 사용될 것이다. ABI 리서치에 따르면 기계학습

2018
ValueAdded
services

$4
BN

$2.5
BN

$30-$50
BN

Worldwide North America

$1.3
BN

$25
BN

Device
cloud

application
developmnt

$8-$12
BN

Worldwide North America

$6
BN

$80-$120
BN

Worldwide North America

Device
Device
Management Connectivity

$20-$30
BN

Worldwide North America

system
integration

analytics

professional
services

* : chipsets and modules
** : cellular, fixed, safelife

application enablement plaftorm

(machine learning)과 인공지능으로 통제되는 사물들이 더 똑똑해지면서,
인간의 인위적인 개입이 점차 불필요해질 것이다.

$10
BN

Worldwide North America
Connected
Device
Platform

Value-added
Services

Connectivity**

$0.3
BN

Worldwide North America

는 2016년 16억 개의 연결된 기기들이 스마트 시티에서 사용될 것으로 전망
했다. 사물인터넷은 인터넷의 역할을 더 확대시키고 다양한 기기와의 연결성

Hardware*
$1.4
BN

[사물 인터넷의 가치 사슬]
Source: ABI Research, 2015

사물인터넷은 IT산업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이기는 하지만, 신
체 정보를 읽고 전송하는 센서나 데이터도 늘어나게 되므로 사이버 보안이
매우 중요해진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원격 검침기나 디지털 카메라,
CCTV, 스마트폰, 각종 센서 같은 사물 인터넷이 사이버 공격에 노출될 위험
도 커지고 있다.

Home

Offices

Chore automation and security

Security and energy

$70B-150B

$200B-350B

Vehicies

Factories

Autonomous vehicies and
condition-based maintenance

9 settings

$200B-350B

gave us a cross-sector view of a total
potential impact of

$3.9 trillion-11.1 trillion
per year in 2025

Cities

Public health and
teansportation

$930B-1.7T

Outside

$1.7T-3.7T

Retail environments
Automated checkout

$410B-1.2T

Worksites

Logistics and navigation

$560B-850B

Operations and
equipment optimization

Human

Health and fitness

$170B-1.6T

[2025년 사물 인터넷의 분야별 잠재적 가치]
Source: McKinsey, 2015

Operations optimization /
health and safety

$160B-93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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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컴퓨팅의 연산능력은 어디까지일까요?

양자 컴퓨터(Quantum Computer)
Layer 5 : Application

양자 컴퓨터는 미래 디지털 컴퓨터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기존

Quantum algorithms and interface to classical user

트랜지스터를 이용한 게이트 대신 양자를 연산자로 사용함으로써 중첩과 얽힘

Logical
Mae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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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양자의 성질을 통한 병렬 계산이 가능해져 지금의 컴퓨터와 비교도 할 수

우주국(NASA)이 공동 설립한 양자인공지능연구소는 2015년 일반 컴퓨터보

Logical
Maesurement
Distributed
Surface Code
Architecture

Surface Code
protocol

므로 인공지능의 역량 향상은 양자 컴퓨팅의 기술의 발전과 매우 밀접하다.
한편 ‘양자통신(quantum communication)’은 양자역학, 특히 양자광학의 기본
원리를 이용해 정보를 생성, 전송, 처리, 저장하는 통신기술이다. 양자통신을 이용
한다면 양자의 복제불가능성 때문에 ‘중간자 공격(man-in-the-middle attack)’
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양자통신을 차세대 대규모 망기술으로 채택하
면 중요한 핵심 인프라 보호에 사용될 수 있다.

Logical
CNOT

Singular
Injected Stace

QEC with topological surface code to correct arbitrary errors
Measure
X-basis

Virtual
Qubit

Virtual
I-qubit Gate

Virtual
CNOT

Layer 2 : Virtualization

Open-loop error-cancellation such as dynamical decoupling

을 공개했다.
해서다. 양자 컴퓨터는 인공지능을 똑똑하게 만드는 동시에 안전하게도 해주

Logical
Qubit

Layer 3 : Quantum Error Correction
Measure
Z-basis

다 1억 배 빠르게 연산을 수행하는 잠재력을 지닌 양자컴퓨터 ‘D-Wave 2X’
양자 컴퓨터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인공지능의 학습 속도를 높이기 위

Logical
gates

Construct a substrate supporting universal quantum computation

없이 빠른 연산을 처리해낼 수 있다. 디-웨이브 시스템(D-Wave System)
은 2011년 세계 최초로 상용 양자 컴퓨터를 만든 회사이다. 구글과 미국 항공

Logical
Qubit

Layer 4 : Logical

QND
Readout
Quantum
communication
link

Hardware
protocol

QO spin
system

Lannar
Precession

Broadband
Pulse

Layer 1 : Physical

Eatangling
Pluse

Physical apparatus including quanturn dots, laser, and MEMS mirrors

[양자 컴퓨터의 계층 구조]
Source: Yamamoto Quantum Information Science,
www.stanford.edu/group/yamamoto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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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강·가상현실을 통해 우리는 어디까지 경험할 수 있을까요?

증강·가상현실 기술
기술의 성숙도를 표현하기 위한 가트너의 하이프 사이클(Gartner’s Hype
Cycle)에 따르면,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은 현재 수익 모델을 보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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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좋은 사례들이 늘어나고 널리 이해되기 시작하는 ‘계몽단계’에 접어들었다

Expectations

Peak Of Inflated
Expectations
AR 2011
AR 2012

AR 2014

둘 것으로 보인다.

AR 2015
VR 2015
VR 2014
VR 2013
Trough Of
Disillusionment

현재 가상현실 기기들은 대부분 게임, 영상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집중되어
을 이용한 제품 설계 및 제조, 효율적인 재고 및 유통관리가 가능하며, 가상현
실 기술을 응용한 교육용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다.

Plateau Of Productivity

AR 2013

고 한다. 머지않아 ‘생산성 안정 단계’에 진입하여 시장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

있으나 미래에는 가상현실은 오락 자체에만 머물지 않을 전망이다. 가상현실

Slope Of
Enlightenment

Innovation
Trigger

Time

[가트너의 하이프 사이클에 의한 AR과 VR의 미래]
Source: ZD Net, “AR and VR: The future of work and play?”, 2016. 2. 1

증강현실은 사용자가 보고 있는 실사 영상에 3차원 가상영상을 겹침
(overlap)으로써 현실환경과 가상화면과의 구분이 모호해지게 만들지만, 주
력은 현실환경이다. ‘포켓몬 고’가 전 세계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면서 증강현

AR adspend

AR consumer

AR theme park
Enterprise
AR

AR games

실 기반의 게임이 대중화 되었다. 광고 마케팅 업계는 미래에는 가상, 증강현
실을 광고를 집행하는 새로운 매체로 여기고 마케팅 전략을 발표하고 있으며,

AR video

미국 해병대는 증강현실 고글로 전쟁 시뮬레이션 훈련을 하고 있다. 한편, 혼

AR voice

합현실 시스템의 사용에는 추적과 시각화 기술이 적용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도 우려된다.

VR apps entertainment
VR theme park
VR hardware

AR
hardware
Augmented
Reality
$90B

Virtual
Reality
$30B

AR data
aCommerce

VR video

VR games

[2020년 AR/VR 분야 예상 수입]
Source: Digi-Capital, “Augmented/Virtual Reality revenue forecast
revised to hit $120 billion by 2020”, 201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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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 맞춤 생산이 가능해질까요?

대량 맞춤 생산
4차 산업혁명은 제품과 서비스의 설계, 제조, 생산 시스템을 변화시킬 것이며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패턴은 맞춤형 생산으로 변화할 것이다. 기계, 인간의

Manufacturers Customers

연결성과 상호작용은 생산 시스템을 30% 빠르게 만들고 20%의 효과성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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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킬 것이며 새로운 수준의 대량 맞춤 생산(mass customization)을 가능
하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

Smart
Logistics

Customized
E-commerce

Smart
Warehouse

Supplier
Collaboration

기계와 기계(M2M) 그리고 기계와 인간(M2H)의 상호작용이 소규모 단위의 맞
Smart
Manufacturing

춤형 생산을 가능하게 한다. 나만의 상품을 요구하는 까다로운 소비자들의 입맛

Smart
Planning

에 맞춘 ‘맞춤형 소비’가 확산되면서 맞춤 서비스를 도입한 제품 등장이 점차 늘
어나는 추세이다. 대량 맞춤 생산은 가격 상승을 최소화하면서 고객의 다양한 요
구를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제조업자는 소비자의 니즈를 빠르게 충족하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
Source: Mainiway, “What is Industry 4.0?”

기 위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응용하여 설비를 개량하고 매우 다양한 맞춤형 생산
이 가능해져 소비자의 수요도 점차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추동력은 매해 전 세
계적으로 3조 7천억 원의 수입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rnet of Services
Inte

Smart Logistics

Smart Mobility

Smart factory
Smart Grids

CPS

Smart Buildings

Smart Product
Inte
rnet of Things

[스마트 공장의 핵심 요소]
Source: Industry 4.0 Working Group, www.plattform-i40.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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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결된 세상은 어떨까요?

O2O 비즈니스(Online-to-Offline)
O2O 서비스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결되는 서비스로 마케팅, 결제, 쿠폰 제

44%

17%

공 등 모바일 정보와 오프라인 구매를 연결·확장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스마

Research online and
buy products online

Visit a store first, and
then purchase online

적인 소매점의 비즈니스 영역을 잠식하고 있다. 1~2시간 내 물건을 배달해 주

51%

는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로 대표되는 온디맨드 당일 배달, 소비자에게 경험을

Research online and
visit store to purchase

Research online visit
store to view product,
then return online to
purchase

트폰 이용자의 증가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을 효과적으로 묶어 소비자
O2O 모델은 가격 경쟁력과 편의성을 제공함으로써 물리적 공간을 점한 전통

제공하는 플래그십 스토어의 개방, 24시간 픽업이 가능한 소규모 팝업 스토어
가 늘어나고 있다. 아마존은 막대 모양의 사물인터넷 기기로 물품을 주문하는

32%

[온라인과 오프라인 쇼핑의 흐려지는 경계]
Source: Ipsos OTX, 2012

‘대시(Dash)’ 서비스, 지역별 음식배달 서비스를 시작했다.

OFFLINE

모바일 연결성이 확대되면서 소비자를 상대하는 소매업은 O2O 서비스를 장

STORES

기적 전략으로 수용하여 O2O에서 비즈니스 기회를 찾을 필요성이 있다. 디지

TV
PRINT
RADIO
OUTDOOR
SPONSORSHIP

시 변화하기 때문이다. 소매업은 O2O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이끌 역량을 구
축하기 핵심적 기술들에 주목하고 파트너쉽을 맺거나 투자할 필요가 있다. 즉.
O2O 비즈니스가 앞으로 발전하려면 모바일 결제 서비스와 더불어 NFC, 비콘
등 사물인터넷 기기, 소비자 데이터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기술들이

BRAND

털과 모바일 기능의 변화에 따라 소비자의 기대하는 바와 소비자의 행태가 다

ADVERTISING

PR

DISPLAY
VIRAL
VIDEO
NATIVE

DIRECT MAIL
CATALOGUES
MAGAZINES
ON-PACK PROMO
CALL
CENTERS PCINT OF SALE
EVENTS

MOBILE
CONTENT

SEARCH
SOCIAL

CLICK &
COLLECT
VOUCHERS

LEAD GEN

S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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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맞춤형 쇼핑 정보를 제공하는 모바일 O2O 플랫폼이 확산되고 있다.

PPC
EMAIL
AFFILIATES
RETARGETING
WEBINARS

WEBSITES

뒷받침 되어야만 한다.
ONLINE

[O2O 비즈니스의 마케팅 방법]
Source: Econsultancy, “The Offline/Online Marketing Landscape”,
2014.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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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이 미래의 금융 인프라를 바꾸게 될까요?

블록체인
세계경제포럼(WEF) 2016년 보고서에서는 블록체인을 개별적인 금융거래나
현존하는 국가 간 금융거래 시스템보다 더 안전하고 투명하고 효과적인 방법
으로 주목하였으며, 글로벌 금융시장에 새로운 심장으로 등장하여 금융시스템

2015
EXPLORATION
AND DEVELOPMENT

2016-2017
EARLY
ADOPTION

2018-2024
GROWTH

2025
MATURITY

Initial capability and
use-case assessments

Leading banks see the
value and begin deployments
for asset classes bilaterally
traded and/or have no
central clearing authority

Banks begin to see the
benefits experienced
by early adopters and,
combined with regulatory
guidance and certainty, the
network effect takes hold

Blockchain adoption
is considered
mainstream and
integral to the
capital markets
ecosystem

Early adoption likely for
internal reconci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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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80% 이상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2016년 말 전 세계 블록체인

Regulatory certainty drives
adoption for external uses

기술의 이용자는 4백만 여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규모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

Regulatory authorities
realise the benefits for
auditing and compliance;
rule-making begins

인다. 블록체인은 ‘분산형 공개 장부(distributed ledgers)’로써, 모든 거래
가 순차적으로 기록되고 암호화 알고리즘을 통해 보관되는 데이터베이스이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개입하여 거래를 심사하고 승인할 필요가 크게 줄어든다.

New service providers and
models emerge
Deployments go viral across
numerous asset classes
New products/
services are created;
incumbent processes/
services are discarded

[블록체인의 성장]
Source: Accenture Consulting, 2016

비트코인(bitcoin)이 암호 화폐(cryptocurrencies)로서 주목을 받고 있으나,
사실 그 핵심기술은 블록체인을 활용한 것이다. 엑센추어(Accenture)는 블록
체인이 금융거래의 크게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 혁신으로서 자본시장 생

1
A wants to send
money to B

2
The transaction is
represented online
as a ‘block’

3
The block is broadcast to
every party in the network

태계의 주류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미 골드만삭스(Goldman
Sachs), 모건 스탠리(Morgan Stanley) 등 40여 개의 글로벌 대형 은행이
블록체인을 금융거래에 이용하기 위해 R3CEV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그러나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대다수의 은행들은 블록체인을 실무에 이용하기는 매
우 어렵게 느끼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4
Those in the network
approve the
transaction is valid

5
The block then can be added
to the chain, which provides
an indelible and transparent
record of transactions

6
The money moves
from A to B

[블록체인의 작동 방법]
Source: Financial Times, “Technology: Banks seek the key to
blockchain”, 2015.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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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가 소비자를 차별하고 있습니까?

차등가격
주택 구입, 물건 구매, 신용 거래, 보험, 예약에서 빅데이터 분석 기술이 소비자 성

large data file(20 terabytes or larger)

향과 지불 범위를 인식하고 가격을 바꾸는 마케팅은 어디까지 가능할까? 이용자

advanced analytics o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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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하는 온라인 중개사 오비츠(Orbitz Worldwide Inc.)는 애플의 맥북을 사용

social media / monitoring / mapping

하는 이용자들이 30% 더 비싼 호텔을 평균적으로 예약한다는 사실을 알고 윈도

telematics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자 데이터를 활용한다.

43%

unstructured data(e.g., video, open text, voice)
geospatial / location information

비싼 가격의 예약을 유도했다. 페이스북과 같이 광고 수익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48%

data from social networks

텍스트앳(textat)은 빅데이터 분석의 대표적인 활용 사례들이다. 여행상품을 판

우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이용자들과 다르게 고급 여행 숙박 옵션을 보여주고, 더

50%

data from visualization tools

의 취향을 분석하여 영화를 추천해주는 왓챠(watcha), 통신 빅데이터를 기반으
로 한 수요를 파악하여 운행을 시작한 심야버스, 채팅 대화의 감정을 분석해주는

65%
60%

unstructured data / log files / free text

38%
37%
34%
25%

[빅데이터의 수집 출처]
Source: Accenture, 2014

사물인터넷과 많은 센서들이 잠재적 고객에 대한 데이터를 더 많이 모을수록 거
래를 위한 가격 차등은 더 정확해질 것이다. 백악관 보고서는 “빅데이터 기술은
구매자들에게 맞춤화된 가격을 선택할 기회를 제공하지만 주택, 신용 거래, 고용,
건강, 교육 등 큰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분야에서 빅데이터 분석에 의한 가격 차
등은 시민권 보호를 퇴색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데이터 프라이버
시는 언제나 빅데이터 이용에 수반되는 우려이다. 그렇기에 빅데이터 활용시 잠
재적 고객의 동의를 받았는지가 중요하다. 개인정보를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힌 이용자들에게도 여전히 빅데이터 분석 후에 가격
을 제시한다면 시장력(market power) 남용의 행위가 될 수 있다.

HOW BIG DATA IS USED TODAY

57%

Analyzing customer behavior

56%

Combining data sources

53%

Improving customer personalization

[빅데이터의 활용]
Source: Accenture,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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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은행은 어떤 모습일까요?

핀테크(Fin Tech)
은행들이 거두는 수익 가운데 52%는 소비자 금융에서 얻어지는데 이 분야에
∆ Profit
percent

∆ Revenue
percent

가 보편화되고 고객의 온라인 선호가 증가하면서 핀테크를 통한 금융 거래로

Consumer
Finance

-60

-40

고객들이 대거 이동할 것으로 예측된다. 2015년에 한 해 동안에만 핀테크 분

Payments

-35

-30

SME
Lending

-35

-25

Wealth
Management

-30

-15

Mortgages

-20

-10

야에 대한 투자가 75% 증가하였다. 은행들도 새로운 정보기술을 수용하고 빅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금융상품과 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서 미래
의 은행 서비스는 현재와는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비금융
정보도 개인정보보호법의 대상에 속하므로 활용하려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므로 빅데이터 기반의 미래 금융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더
완화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Sample analysis
Disruption in consumer finance revenues
($ billion)
674

14
~40%

300

35

396

Price Captured 2025
2025
Lost
by
before volumes erosion
after
FinTechs disruption
disruption

[핀테크의 등장으로 예상되는 2025년 소비자 금융 수익 변화]
Source: McKinsey, 2016

머지 않은 미래에는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을 통하여 금융 서비스가 이루어지
므로 전형적인 은행 서비스는 경쟁력을 잃어갈 것으로 보인다. 카드를 이용한
송금이나 결제가 아니라 모바일 메신저와 같이 더 간단한 송금도 확대될 것이
고, 비밀번호가 아니라 생체정보나 특정 행동을 암호로 만들 수 있으며, 인터
넷을 통해 형성된 ‘소셜 지표’에 대한 새로운 신용 평가 등급이 생겨날 것이다.

400
Non-cash Transactions(Bill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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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진입하고 있다. 미래에는 금융서비스의 디지털화

300

269.0
13.6
15.3
23.9

200

26.3
76.8

285.2
16.4
19.4
25.6
27.2
80.2

309.4
19.5
23.3
29.3
30.2

332.7
23.9
28.8
32.5
33.5

0

116.4

Growth

'09~'13

'11~'12

7.4%

7.5%

7.6%

Emerging
Asia

20.9%

22.8%

21.6%

37.3

CEMEA

20.1%

23.9%

10.6%

Latin
America

10.4%

11.0%

8.6%

Mature
Asia-pacific

9.1%

11.0%

11.5%

Europe
(Including
Eurozone)

4.3%

3.6%

5.1%

North
America

4.2%

3.1%

4.6%

29.0

Global

31.9
35.3

83.5

86.5

90.9

123.7

127.5

133.4

100
113.1

CAGR

357.9

2009 2010 2011 2012 2013

[지역별 비현금 거래 현황(단위: 10억 달러)]
Source: CapGemini, 2015

'12~'13

Developing
12.9%

Mature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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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도시는 어떤 모습일까요?

Alaska

스마트 도시

Indiana

Oregon
California

Michigan

Minnesota

Washington Nebraska

New York
Pennsylvania

Iowa
Ohio

Wisconsin

Massachusetts

도시지역 인구집중 현상에 따라, 국가들은 경제·교통·환경·교육·행정 등의 분

Connecticut

야에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각종 현안 문제해결 및 생활수준 향상, 경제

Rhode Island New Jers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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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등을 촉진하는 스마트 시티를 추진하는 중이다. 미국 백악관은 2015년
교통혼잡 해소, 범죄예방, 경제성장 촉진, 기후변화 대응,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스마트 시티 계획을 발표했다. 데이터 혁명과 저비용 센서, 협동 연구 등
을 통해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료를 꾸준히 수집·축적·활용해 나

Washington,DC

Nevada

North Carolina
Colorado

New Mexico

Arizona

가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이다.
미래의 도시 인구는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급속한 도시화는

Virginia

South Carolina
Texas

Oklahoma

Maryland

Louisiana

Kentucky

Alabama

Georgia
Florida

Missouri
Tennessee

환경오염, 범죄율 증가, 혼잡성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스마트 도
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물인터넷 및 각종 융합 기술들을 활용
할 것이다. 사물에 부착된 수많은 센서는 도시의 구석구석까지 네트워크로

[미국 스마트 시티 시행 지역]
Source: 미국 교통성, www.transportation.gov/smartcity

연결하여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도시와 도시 간에도 상호
Dashboard and
Demo room

Cloud computing
and Storage Servers

정보 유통이 가능하다. 미래형 첨단도시는 교통, 환경, 주거, 시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이다.
구글이 설립한 사이드워크 랩(sidewalk labs)은 스타트 도시에서 맞춤형 헬
스케어, 교통체증 방지, 에너지 그리드를 통한 에너지 절감, 범죄발생 예측, 효
율적 건설, 상하수도 시스템을 구현하려 연구하고 있다. 중국은 도시화가 가속

Sensor
Networks

IP Connectivity

3rd party
interface

화되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비해 스마트 도시를 구축할 계획을 하고 있으며
사물인터넷과 클라우드 컴퓨팅 센터를 통한 도시 관리와 사회공공서비스 기능
구현이 그 핵심이다.

Building Energy
Monitoring

Environmental
Monitoring

People flows and
Traffic Analysls

Other sensors
and actuators

[스페인 몬클로아 대학교의 스마트 시티 플랫폼]
Source: City of the Future, “Smart City Platform at Madrid- Moncloa
University Campus”, 2015.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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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유전자 정보를 자세히 알고 있나요?

유전자 정보
그동안 유전자 정보 분석 시장은 친자 확인용 검사 외에는 대중들이 널리 이
용하는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지만, 유전자 앱스토어는 그 저변을 넓히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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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많은 유전자에 대한 정보를 보유한 온라인 스토어를 이용하면 개인들
은 자신의 유전자를 이용하여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베리타스 게노믹스
(Veritas Genetics)는 유전자 관련 정보를 판매하는 대표적 온라인 스토어이
다. 이용자는 자신의 유전자를 제공한 다음 건강상의 위험과 체질에 대한 분석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받아볼 수 있다. 이 회사는 유방암 발명 인자로 여겨지는
돌연변이 BRCA 유전자를 개인이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는 서비스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유전자 앱은 개인이 특정한 질병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만을 스크리닝
하는 테스트를 제공하는 것이며, 의사가 판단하듯이 질병을 진단하는 것은 아
니다. 침 샘플을 통해 조상이 누구였는가를 추적해주는 헬릭스(Helix)는 분석
결과를 개인에게 알려주지만, 디지털 형태로 클라우드에 저장하여 유전자 분
석용 앱을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회사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자가 분
석 요청만 했는데도 전체 데이터를 생성, 저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축적된 대
량의 유전자 정보 데이터는 신약 개발 등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데 데이터
에 대한 익명 처리, 개인 의료 프라이버시에 대한 보호 등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또한 개인이 의료보험 가입시 질병을 예측하기 원하는
보험회사가 개인의 유전자 생체정보를 필수적으로 사전에 스크린하도록 요구
할 수 있어서 유전자 데이터에 대한 사용 범위와 의료 프라이버시 보호가 논란
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베리타스 지네틱스 어플리케이션 화면]
Source: MIT Technology Review, “For $999, Veritas Genetics Will Put
Your Genome on a Smartphone App”, 2016. 3. 4

FORESIGHT CARDS

융합과 4차 산업혁명 | Environmental

3D 바이오 프린팅은 어떤 도움을 줄까요?

3D 바이오 프린팅
유형적 제품을 개별적으로 인쇄하는 용도로 사용되던 3D 프린팅이 이제는 바
이오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다. 3D 바이오 프린팅 시스템은 인간의 장기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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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 기능을 하는 조직, 모형, 의료용 기구를 생산한다. 3D 바이오 프린터 기
술은 동물에서 유래된 세포를 포함한 젤과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이용해 출력
한다는 점만 빼면 일반 3D 프린터와 큰 차이는 없다. 3D 바이오 프린팅은 임
플란트형, 체외 장착형, 장기 모델형이 있다.
간암 환자의 형태적·생리적 특성에 맞추어 PVA 재질을 이용한 실제 감촉의
3D 간이 제작되기도 했다. 간 조직의 바이오프린팅 공정은 세포로부터 장기를
만드는 프린팅 디바이스와 장기를 설계하는 의료용 이미지 데이터 소프트웨어
로 구성된다. 다만 3D 간은 실제 기능하는 것이 아니고 수술 전에 환자의 상태
를 파악하기 위해 활용된다. MIT 미디어 랩 연구진은 최근 3D 프린터로 머리
카락을 인쇄했다. 모발의 높이, 두께, 프로필, 각도뿐만 아니라 양까지도 조절
할 수 있게 해주며, 심지어 나선형 패턴으로 구부러진 모발을 인쇄할 수도 있
다. 3D 바이오 프린터를 이용하여 ‘인공귀’ 조직의 출력도 성공했다. 귓바퀴처
럼 생긴 근육 조직을 쥐에 이식해 신경 형성이 촉진되는 것이 확인되었지만 아
직 3D 바이오 프린터 제작된 장기나 조직이 인간에게 직접 이식된 사례는 없
다. 그러나 점차 그 활용도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므로 3D 바이오 프린팅의
안전기준 및 사용 범위에 대한 사회적, 윤리적 논쟁이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3D 바이오프린팅으로 만든 귀]
Source: H. Kang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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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과학은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바꾸게 될까요?

뇌 과학
인간의 뇌는 판단, 인지, 정서, 행동 등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신체기관
으로 아직도 미지의 영역이자 그 작동원리에 대한 파악이 불충분한 영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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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겨지고 있다. 미개척 영역으로 남겨졌던 두뇌 신경들의 작동 메커니즘을 파
악한다면 치매 등 뇌 질환의 치료는 물론 인지기능향상, 뇌의 메커니즘을 모방
한 기계의 설계 등에 활용할 수 있다.

Neuroscience

91.8%

Psychology

64.0%

Health Professions

48.5%

Nursing

45.6%

Medicine
Pharmacology, Toxicology and Pharmaceutics

41.8%
34.9%

Biochemistry, Genetics and Molecular Biology

뇌 중심의 융합 기술은 BMI(Brain-Machine-Interface)기술과 같이 기술

31.9%

Dentistry

30.8%

간 상호작용이 강화되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미국은 인

Veterinary

간 두뇌에 대한 이해 수준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브레인 이니셔티브(BRAIN
Initiative)라는 국책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간 두뇌의 복잡한 신경회로들
이 시간과 공간 모두에서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규명하고 두뇌 작동 원리에 대

Immunology and Microbiology

27.3%
21.2%

[의학 및 생물학 관련 학술저널 중 인지신경과학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
Source: G. Lau and J. Kamalski, 2014

한 이해를 향상시키려는 것이다. 브레인 이니셔티브는 혁신적인 신경과학 기
술을 통해 두뇌의 뉴런 활동에 관한 뇌 활동 지도(brain activity map)를 작
성할 것인데 이는 뇌 질환 예방, 치료기술의 개발, 뇌기능 강화 기술 등의 핵심
기술의 개발로 이어질 것이다.
커넥툼(connectome)은 뇌 속에 있는 신경 세포들의 연결을 종합적으로 표
현한 뇌 지도로써, 일종의 뇌 회로도이다. 뇌 질환 예방 및 치료, 뇌기능 항진
등에 대한 연구는 이제 태동기이며 앞으로 노령 인구에게 인간다운 삶을 유지
시켜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빅데이터 기술 등을 뇌 과학 연구 성과와 접목시켜서 새로운 성장동력
을 찾으려 하고 있다.
[브레인 커넥툼(Brain Connectome, 뇌 지도)]
Source: Human Connectome Project, www.humanconnectomeprojec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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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보그가 현실이 될까요?

증강인간(Human Enhancement)
바이오 공학의 발전으로, 증강인간 또는 사이보그(cyborg)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2016년 11월 네이처지는 스위스 로잔연방공대 연구진이 ‘무선 뇌 척수

뇌파감지기
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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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이스 장치’를 개발해 다리가 마비된 원숭이를 다시 걷게 했다는 연구성

무선
신호
수신기

끊어진 부위
척수

과를 실었다. 원숭이의 뇌 부분 중, 걸음걸이를 관장하는 대뇌 운동 피질에 두

전극

뇌 임플란트(brain implant)를 꼽고 손상된 척추 신경을 거치지 않고 바로 다

신경
신호

리근육을 자극하는 신호를 보내어 걸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근육

미래에는 더 월등한 능력을 갖춘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증강인간 기술을 사용
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사회적 윤리적 논쟁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인간의
힘과 기억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신체 내 기계의 삽입과 수술은 어디까지 가능
할까? 스스로 몸을 디자인하는 ‘맞춤형 신체’를 선택하는 시대가 열리면 장애
인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증강인간 기술을 택할 수 있는가? 자신의 신체와 정

[무선 뇌 척수 인터페이스 장치로 다시 걷게 된 원숭이]
Source: A. Jackson, 2016

신에 증강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자율성의 영역인가 아니면 안전을 이유로 규
제가 필요한가? 모두가 증강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마치 군비 경쟁처럼 개인들
의 ‘증강경쟁’이 벌어지지 않을까? 브루킹스 연구소의 <우리의 사이보그 미래

Gene Editing Giving
Babies A Much Reduced
Disease Risk

Brain Chip Implant
For Much Improved
Cognitive Abilities

Worried

> 보고서는 사이보그는 기계적 연장(mechanical extension)이어서 인간의

69%

68%

법을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반자동적 시스템(semiautomatic system)인지

Synthetic Blood
For Much Improved
Physical Abilities

63%

Enthusiastic

49%

에 대한 판단부터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34%
SOMEWHAT
VERY

[미국인 대상 증강인간에 대한 설문조사]
Source: Pew Research Center, 2016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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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계의 리쇼어링은 계속 될까요?

리쇼어링(Reshoring)
경제 세계화를 통해 제조업 분야 기업들은 전 세계에 흩어진 공장에서 제품을 분

250

업화하여 제조해왔다. 그러나 제조에 소요되는 인건비가 비교적 낮은 나라를 찾

200

아 제조공장을 운영했던 기업들이 자국으로 돌아오고 있다. 생산비용 절감 등을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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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 해외로 제조 기지를 옮긴 기업들이 자국으로 돌아오는 리쇼어링은 오프
쇼어링(offshoring)의 반대 개념이다. 기업들이 자국으로 돌아오는 배경에는 현
지 인건비가 대폭 상승하고, 물류에 드는 시간과 비용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생
산비 절감의 효과가 사라지고 있고, FTA 체결로 인한 관세 인하효과를 자국에
서도 누릴 수 있다는 점도 깔려있다. 또한 생산라인이 해외에 있다면 제품의 미
세한 부분에 생길 수 있는 변수에 대응하는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고려도

210

100

208

104
64

60

50
0

2011

201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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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f

[미국의 리쇼어링 현황]
Source: A.T. Kearney, 2015

있다. 또한 장기화되는 경기침체와 실업난을 해결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미국
정부가 해외로 이전한 기업들을 본국으로 불러들이기 위해 세금 혜택과 재정 지
원을 제공한 결과 리쇼어링 규모는 2013, 2014년도에 증가하여 제조업 경기의

Top 10 reshoring industries

부활과 고용 증가에 일조하고 있다. 한편, 독일 기업들의 리쇼어링은 과거 10년

Electrical equipment appliances,
and components

간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글로벌 제조 기업들이 리쇼어링이 거스를 수

Transportation equipment

없는 흐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글로벌 거점 전략이 이미
완료되어 특정 부품을 제외한 전면적 본국 회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미
국의 경우 제조업 리쇼어링은 2015년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탈리아의 경우도
2009년에 17개 업체로 정점을 찍었고 2013년에는 11개로 감소했다. 리쇼어링

Apparel
Computer and electronic
Miscellaneous
Plastics and rubber products
Machinery
Fabricated metal products

은 제조업계마다 다르게 나타나며 국제 경쟁력을 고려한 비즈니스 전략 판단 및

Nonmetallic mineral products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유인정책이 적절히 결합되는 경우에 확대될 가능

Furniture and related products

성이 있다.

% of
cases
16
14
12
11
11
8
7
4
3
3

[미국의 리쇼어링 산업분야 및 이유]
Source: A.T. Kearney, 2015

Top 10 reasons
Delivery time improvement
Quality improvement
Image or brand(“Made in USA”)
Wage cost improvement
Freight cost improvement
Total cost of ownership
Customer responsiveness improvement
Innovation or product
differentiation improvement
Higher productivity
Government incentives

% of
mentions
23
21
15
15
15
15
10
9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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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판단을 언제나 신뢰할 수 있나요?

인공지능 알고리즘
인공지능이 환자를 진료하고 자동차가 자율 주행하는 시대에는 인간의 통제

SWERVE

STAY

SWERVE

STAY

SWERVE

STAY

SWERVE

STAY

범위를 넘어 작동하는 로봇이나 인공지능의 판단 오류가 사고로 이어질 가능
성이 커질 것이다. 테슬라의 자율주행차는 오토 파일럿 기능으로 주행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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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트레일러를 들이받아 사망사고를 일으켰다. '밝게 빛나고 있던 하늘'이 배
경에 깔려 있어 자동주행 센서가 트레일러의 하얀색 면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
이다. 실리콘밸리의 한 쇼핑몰에 배치된 인공지능 경비 로봇은 지나가던 2살
아이를 공격했다. 이러한 사례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알고리즘 설계의 실수
때문이다. 인공지능은 프로그램된 알고리즘에 따라서 판단하고 그대로 행동하
기 때문이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전형적인 인간에 비해서는 덜 편향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인간의 편견까지 인공지
능이 학습할 수도 있다. 흑인 이름을 구글에 검색하면 범죄조회 서비스 광고가
나타나고, 자동으로 이미지를 인식해 종류별로 구분해 정리하는 구글 포토는 사
진 속 흑인들을 사람이 아닌 고릴라로 인식하기도 한다. 구글 검색에서 여성 사
용자에겐 급여가 작은 일자리 광고가 더 많이 노출되었다. 이렇듯 데이터의 편향
이 발생한다면 인종, 성적 취향에 기초한 차별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인공지능에 의한 판단에 더 많이 의존하는 미래사회에서는 윤리적이고 공정한
알고리즘 설계가 요구될 것이다. 예컨대 자율주행차가 인간의 상해 또는 사망
사고를 유발할 것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행동을 선택해야 한다면, 어떤 행동을
택하도록 프로그래밍해야 할 것인가 등이 문제가 될 것이다.

[무인자동차 알고리즘 문제]
Source: The good word groundswell, “How do you teach an autonomous
vehicle when to hurt its passengers?”, 2016. 6. 24

FORESIGHT CARDS

융합과 4차 산업혁명 | Political

사이버 세계와 현실 세계가 결합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사이버물리시스템(Cyber Physical Systems)
사물인터넷, 지능화된 시맨틱 기술, 네트워크, 클라우드 컴퓨팅, 액추에이터 기

CYBER
SECURITY

술의 발전은 컴퓨터를 단순히 컴퓨팅 기능을 수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물리 시스
템과 상호 교류하는 역할로 진화하게 하고 있다. 사이버물리시스템은 사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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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소통하며 자동적, 지능적으로 제어되는 시스템이다. 차세대 도로 교통, 항
공기 등 교통 시스템, 고효율 스마트 그리드, 에너지, 전력망, 공공기초시설, 건

BIG DATE

CLOUD
COMPUTING

ADVANCED
MANUFACTURING
SYSTEMS

CLUSTER OF
SUPPLIERS
SUPPLIERS

MASS
CUSTOMIZATION

SENSORS

CLIENTS

강 진료 등 복잡한 핵심인프라가 모두 사이버물리시스템의 적용대상이다.
인더스트리 4.0에는 네트워크에 연결된 기기끼리 자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사
이버 물리 시스템, 빅데이터의 활용, 생산관리 시스템, 공급망 관리 등의 시스템

LOGISTICS
4.0

3D PRINTING /
NANOTECHNOLOGY /
ADDITIVE
ADVANCED MATERIALS
MANUFACTURING

버물리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상의 서비스와 연결되면 물리적 세계에서 진행되는

RESOURCES OF
THE FUTURE

일들이 사이버 세계로 미러링되어 사전검증, 실시간 관리, 사후분석이 가능할 수
WIND

ALTERNATIVE /
NON CONVENTIONAL

사이버물리시스템이 가져올 미래상으로 지능형 원격 맞춤 의료서비스를 제공,
각종 재난, 사고 및 범죄에 실시간 대응을 하는 안전 사회, 에너지 절약 혁신을 들
수 있다. 기존의 협업, 소통 방식 및 일상생활에 대변혁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AUTONOMOUS
VEHICLE

PLANT OF FUTURE A
PLANT OF FUTURE B
PLANT OF FUTURE C

연계를 포함한다. 센서, 액추에이터, 모바일 기기 등 물리적 세계의 사물이 사이

있다. 각종 재난과 사고의 실시간 대응이 가능한 것이다.

ROBOT

[사이버물리 시스템]
Source: R. Berger, 2015

SOLAR

GEOTHERMIC

INTERNET
OF TH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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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이 의사, 약사를 대신하게 될까요?

헬스케어 로보틱스
로봇 의료시술은 Intuitive Surgical사가 개발한 수술용 로봇 다빈치(da
Vinci system) 4세대까지 발전한 상태이다. 3D 시각화 및 손목처럼 작동되
는 정교한 수술용 도구들을 갖추고 있다. 수술은 집도의가 다빈치 로봇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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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원을 받으면서 전체 수술 과정을 통제한다. 로봇용 수술은 인체공학적 수
술이 가능한 물리적 플랫폼이자 의료 데이터를 연구하고 분석하는 역할을 한
다. 전 세계적으로 3,300여대의 다빈치 로봇이 설치되어 있으나, 가격이 125
억~230억 달러로 높은데 비해 별로 효용성이 높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
한편 제약 분야에서는 이미 자동 조제기나 정제 분류 포장 시스템이 보급되고
있는 상황이며 로봇 약사는 인간 약사의 전문적 판단과 업무를 사실상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조제투약 오류를 줄이고 환자와의 접촉 시간을 늘릴 수 있는
등 약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게 다가설 수 있다는 점에서 약국자동화를 긍정

[다빈치를 이용한 수술 모습]
Source: Intuitive Surgical, www.intuitivesurgical.com

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또한 IBM의 인공지능 왓슨이 의료 진단에 활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미래에는 인공지능시대에 적합한 의사와 약사의

Learned Models
help combine and
weigh the Evidence

직능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인공지능 응용기술은 건강과 삶의
질을 개선할 것이지만, 그 긍정적 효과는 신뢰가 확보될 때에만 가능할 것이다.

Question
Primary
Search

인공지능으로 작동되는 임상 조력자는 많은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행 의
료제도는 빠른 기술적 진보를 흡수하고 배치하기에는 구조적으로 부족하다는 문
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전자건강기록을 진료과정에 사용하도록 허용했지만 실제
로는 활용이 미미하고 전자 건강기록 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으로 얻을 수 있는
유용성은 규제와 구조적 장벽 때문에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Evidence
Sources

Answer
Sources

Question &
Topic
Analysis

Question
Decomposition

Candidate
Answer
Generation

Hypothesis
Generation

Hypothesis
Generation

Answer
Scoring

Evidence
Retrieval

Hypothesis And Evidence
Scoring

Deep
Evidence
Scoring

Synthesis

Hypothesis And Evidence
Scoring

[IBM 왓슨의 의료진단 과정]
Source: MD Anderson Cancer Center / IBM Wat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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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s

models

models

models

models

Final Confidence
Merging & Ranking

Answer &
Conf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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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보안의 심각성을 알고 있나요?

사이버 공격
미래에는 사이버 위협의 범주와 종류는 크게 확대되고 피해의 규모도 커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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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IBM은 세계경제포럼에서 사이버 범죄로 인한 비용은 2019년 2조 달러를

Country ranking
by GDP

Cybercrime as
a % GDP

Estimated
GDP

Country ranking
by GDP

Cybercrime as
a % GDP

Estimated
GDP
$4.3bn

넘을 것이며 전 세계 기업들에게 가장 큰 위협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밝혔다.

US

$16.8trn

.64%

$108bn

UK

$2.7trn

.16%

2025년에는 사물인터넷 기기들의 IP 주소가 1조개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

China

$9.5trn

.63%

$60bn

Brazil

$2.4trn

.32%

Japan

$4.9trn

.02%

$980bn

Russia

$2.1trn

.10%

$2bn

Germany

$3.7trn

1.60%

$59bn

Italy

$2.1trn

.04%

$900bn

France

$2.8trn

.11%

$3bn

India

$1.9trn

.21%

$4bn

는데, 원격 검침 기기, CCTV, 스마트폰, 조명, 의료기기, 교통 제어 등이 사이
버 공격의 대상이 될 것이다. 상황에 따라 적응하는 능동형 보안 아키텍처는

$7.7bn

클라우드 환경에서 높아지는 보안 위협을 자체적으로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보
안을 실행한다. 갈수록 복잡해지는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
의 보안 위협 정보 수집 및 분석도 활용되고 있다. 지속적 모니터링으로 침해

[GDP 상위 10개국의 사이버 보안 비용]
Source: Allianz Global Corporate & Specialty, 2015

의 징후를 끊임없이 분석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보안 솔루션이 확대
될 전망이다. IBM 인공지능 왓슨은 사이버 보안 학습을 시작했으며 EMC는
통합보안솔루션에 머신러닝 기반 실시간 패턴 분석 기능을 추가했다.
사이버 범죄와 테러리스트의 위협에 대응하려면 경찰 등 법집행기관이 영장을
받고 전화를 도청할 수 있듯이 모든 네트워크와 기기의 백도어(backdoor)를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그렇게 된다면 이용자들의 프라이

Sustained probe, scan

26%

Reconnaissance activity for
gathering information
about targeted systems

버시가 침해되고 핵심 국가 인프라가 크게 취약해 질 것이라는 정보통신 업계
의 반론도 있다.

Malicious code

25%

Software created to
disrupt systems, gain
unauthorized access or
gather information about
the system under attack
Denial of services

Unauthorzied access

22%
Suspicious activity

11%

[사이버 공격의 경로]
Source: IBM, 2013

2%
Access or credentials abuse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