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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연구요약
본 연구에서는 기술혁신과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로 야기되고 있는 사회적 불평
등과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대안으로 포용적 성장에 주목하여 포용적 성장을
위한 기술혁신의 역할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포용적 성장은 아직 이론
적으로 확립된 개념은 아니며 디지털 전환 시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새로운
방법론으로 최근 그 개념이 강조되고 있다. 국제기구와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디지털 전략을 수립하면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포용 정책을 핵심 아젠다로
강조하고 있다.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디지털 기술혁신은 가속화되고 디지털 소외
계층이 확대되고 있다. 기술혁신을 통한 경제성장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없으며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디지털 포용과 포용적 성장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포용적 성장과 기술혁신에 대한 이론적 연구를 종합하고 주요국의 디지털
포용 정책 추진현황에 대해 조사하여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제2장 이론적 검토에서는 포용적 성장의 개념, 기술혁신과 4차 산업혁명의 발전
과정, 기술혁신과 포용적 성장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포용적
성장은 사회 구성원 모두 성장의 기회에 참여하고 성장을 통한 혜택을 공유한다는
개념으로 기술혁신이 가속화될수록 확대되는 소외계층의 사회･경제 생태계 참여
기회 확대를 강조한다. 최근 기술혁신 패러다임인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기술이
사람의 역할을 대체함으로써 저숙련 근로자의 일자리를 감소시키고 소득불평등을
심화시켜 사회통합과 연대를 약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다수의 연구자들이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포용적 성장이 새로운 방법론이라
고 강조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 포용적 성장을 위한 기술혁신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제3장 국내외 정책사례 조사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영국, 일본, 호주, 싱가포
르의 포용정책 현황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2020년 디지털 포용계획을 수립하
면서 본격적인 포용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영국은 2014년 디지털 포용 전략, 일본
은 2019년 AI 전략, 호주는 2018년 기술 미래 전략, 싱가포르는 2019년 디지털
준비 청사진을 통해 포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년간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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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추진해왔으나 앞으로는 디지털 인프라
를 기반으로 사회적･산업적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정책대상을 취약계층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정책내용을 기업과 산업혁신까지
포괄하고, 수동적 지원이 아닌 사회구성원의 적극적이고 능동적 참여를 유인하는
등 한 단계 발전시킬 계획이다. 영국은 가장 먼저 포용정책을 추진했으며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에 집중하면서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지원한다. 일본은
AI 사회원칙에 기반한 AI 혁신 전략을 수립했는데 기술혁신이 인간중심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다양한 사람을 포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호주는 저소득층과
여성, 원주민 등에 대한 디지털 교육과 멘토링을 중점 추진한다. 싱가포르는 다른
국가들보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노인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자원봉사 플랫폼 구축, 사용자 참여 기술혁신 제품과 서비스 개발
등이 대표적이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앞서 조사한 포용적 성장과 기술혁신에 관한 선행연구
및 국내외 정책 현황을 종합 정리하면서 향후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각 정책대안
에서는 현재 성공적으로 추진 중인 정책사례를 제시하여 정책 수립 및 실행에 도움
이 되도록 하였다. 첫 번째 정책대안은 포용적 기술혁신 확대이다. 디지털 휴먼증강
기술분야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여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주도적 일상생활을
돕는 기술혁신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 두 번째는 공교육 디지털 교육 체계
화이다. 공교육 커리큘럼에 개인정보보호, 인공지능 윤리, 사이버 폭력, 디지털 저작
권, 온라인 정체성 등 구체적이고 체계화된 교육 내용을 포함시켜 디지털 시민으로
서의 기본 소양을 함양해야 한다. 세 번째 디지털 기반 지역사회 자원봉사 플랫폼
구축이다. 지자체를 중심으로 P2P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시민주도의 자발
적이고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소외계층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연결될
삶을 영위하도록 도와야 한다. 네 번째 디지털 일자리 참여 프로그램 추진이다.
사회구성원이 혁신생태계에 참여하여 혁신의 성과와 혜택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자산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해야 한다. 특히, 고령층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이 주체이면서 소비의 주체로 역할을 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키워드 기술혁신, 디지털 전환, 4차 산업혁명, 포용적 성장, 디지털 포용

ii

CO NTENTS

차례
제1장∣서론 _ 1
제1절 연구 목적 ··························································································3
제2절 연구 방법 ··························································································6

제2장∣이론적 검토 _ 9
제1절 포용적 성장 ····················································································11
제2절 기술혁신과 4차 산업혁명 ·······························································21
제3절 기술혁신과 포용적 성장 ·································································33

제3장∣국내외 정책 사례 _ 45
제1절 정부의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 ······················································47
제2절 국외 디지털 포용 정책 사례 ··························································54

제4장∣결론 _ 71
제1절 연구의 종합 ····················································································73
제2절 정책제언 ··························································································77

참고문헌 _ 87
Abstract _ 93

iii

TABLES

표차례
[표 2-1] McKinley(2010) 포용성장지수의 구성요소 및 핵심지표 ······················12
[표 2-2] OECD(2018)의 포용적 성장 핵심 지표 ················································14
[표 2-3] 산업혁명 발전과정과 개념 ······································································28
[표 2-4] WEF(2020)의 Top 20 수요 증가 및 감소 일자리 ······························32
[표 2-5] 포용적 혁신 사례 ····················································································42
[표 3-1]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 주요내용 ···························································52
[표 3-2] 영국 디지털 포용 전략 주요 내용 ··························································58
[표 3-3] 일본의 ‘인간 중심의 AI 사회 원칙’ 주요 내용 ······································59
[표 3-4] 일본의 ‘AI 전략 2019’ 주요 내용 ························································61
[표 3-5] 호주 디지털 포용 정책 주요 내용 ··························································64
[표 3-6] 싱가포르 ‘Digital Readiness Blueprint’ 전략과 핵심 추진 내용 ·······69
[표 4-1] 포용적 기술혁신 프로젝트 예시 ······························································79
[표 4-2] 영국의 디지털 교육 8개 분야 주요 내용 ···············································81
[표 4-3] 디지털 교육 커리큘럼 예시(중･고등학생 대상) ······································82
[표 4-4] 싱가포르 자원봉사 어플리케이션(SG Cares) 서비스 사례 ····················84

iv

P IC T U R E S

그림차례
[그림 1-1] 연구 프레임워크 ····················································································7
[그림 2-1] OECD(2018)의 포용적 성장 프레임워크 ···········································13
[그림 2-2] WEF(2015)의 포용적 성장 프레임워크 ·············································15
[그림 2-3] WEF(2015)의 포용적 성장 핵심 성과지표 ········································16
[그림 2-4] Ianchovichina and Lundstrom(2009)의 포용적 성장 분석 틀 ······17
[그림 2-5] Ianchovichina and Lundstrom(2009)의 기업환경 분석 틀 ···········17
[그림 2-6] 산업연구원(2018)의 포용성장의 개념 ·················································19
[그림 2-7] WEF(2020)의 직무별 인간과 로봇의 업무비중 변화(2020년과 2025년) ····31
[그림 2-8] WEF(2020)의 전 세계 일자리 순고용 전망(2015~2020) ················31
[그림 2-9] 기술혁신과 경제성장의 선순환 메커니즘 ·············································36
[그림 2-10] 소득 불균형의 결정요인별 기여도(전 세계, 선진국, 개발도상국) ·····38
[그림 2-11] 디지털 기술혁신에 따른 포용적 성장 효과 ·······································41
[그림 3-1] 디지털 취약계층 정보격차 현황(2020년) ············································48
[그림 3-2] 연령대별 인터넷 쇼핑 이용 경험(좌)과 인터넷 뱅킹 이용 경험(우) ··· 49
[그림 3-3] 소득수준별 원격학습 경험(좌)과 소득수준별 온라인 학습지도 경험 ‘있다’(우) ···49
[그림 3-4] 고령층(65세 이상) 소비자 ‘키오스크 사용시 불편한 점’ 조사결과 ····50
[그림 3-5] 기본적인 디지털 기술 커리큘럼 ··························································66
[그림 3-6] 기업의 디지털 포용 활동 ····································································67
[그림 3-7] IMDA(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의 디지털 클리닉 운영 사례 ·················68
[그림 4-1] 미국 삶의 질 기술연구센터(QoLT)의 연구 개요 ································78

v

01

서론

G

제1절∣연구 목적
y

e

제2절∣연구 방법
o

n

g

g

i

R

e

s

e

a

r

c

h

I

n

s

t

i

t

u

t

e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과 소득불평등, 연령･세대간 갈등에 따른 사회양극화 문제
가 심화되고 있다. 지금까지 경제성장의 이면에 가려져 있던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
가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재난적 상황에 직면하면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OECD 연구에 따르면 소득불평
등은 단순히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문제일 뿐 아니라, 경제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소득 수준 상위 10%와 하위 10%간
격차 확대로 인한 소득불평등의 심화는 경제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면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하위 소득계층의 소득 향상 노력이 필요하
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기술혁신이 가속화되면서 소득불평등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술혁신은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임금을 상승시키면서 생산규모
의 증가와 고용의 증가로 연계되는 산출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났으나 4차 산업혁명
의 등장에 따른 기술의 일자리 대체는 그 효과가 불명확할 것으로 예상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전환은 인공지능과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면서 노동
시장은 자본집약적이고 숙련편향적으로 변화하게 되므로 저숙련 노동자와 고숙련
노동자의 소득불평등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디지털 전환이라
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은 일자리와 소득, 자본수익 등의 측면에서 이익을 보는
집단과 손해를 보는 집단이 극명해지면서 사회적 통합과 연대를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켜 지속가능
성을 실현하기 어려워지게 할 것이다.
포용적 성장은 사회 구성원을 통합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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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책 도구로 등장하였다. 포용적 성장은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경제성장으로부터 창출되는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구성원 누구나 사회적 자산으로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성과를 공유하면서 사회통합이 가능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 전략을 수립하
면서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전략을 포함시키고 있다. 디지털 기술과 기기에 대한 접근
성에 따라 불평등과 차별이 심화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디지털 배제가 예상되는 계층에 대한 교육과 멘토링, 일자리
지원, 기술혁신 제품과 서비스 설계 등에 대한 정책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디지털
기술이 인간의 역할을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 각 국은 인간이 주도하고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포용적 혁신성장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포용적 성장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의 새로운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 기술혁신이 창조적 파괴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경제성장과
삶의 질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최근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이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나타나고 있다. 기술혁신이 자본생
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고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을 견인하면서 고숙련 노동자와
저숙련 노동자간 생산성 격차 및 임금 불평등을 유발시킨다는 연구가 보고되었다.
반면, 기술혁신이 시장구조를 변화시켜 새로운 노동 수요를 창출, 소기업의 비즈니
스 기회를 창출하는 등 긍정적인 경제시스템의 변화를 이끌어 경제성장과 삶의
질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발표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포용적
성장과 기술혁신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포용적 성장을
위한 기술혁신의 역할과 한계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기는 어렵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기술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 진입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이러한 사회･경제적 대변혁에서 나타나는 격차･배제･소외 문제를
기술혁신을 통해 해결해나가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포용･통합･연대를
지금까지는 지원과 분배 중심의 복지의 관점으로만 바라봤다면 기술혁신과 경제성
장의 관점에서 사회구성원의 주도성과 자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관점에서의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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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포용적 성장과 기술혁신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주요국의
포용적 성장을 위한 혁신 전략 사례를 조사하여 기술혁신을 통한 포용적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아직까지 포용적 성장에 대한 학문적 개념
은 정립되지 않았으며 포용적 성장을 위한 기술혁신의 역할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포용과 통합, 연대의 의미는 사회학적 관점, 특히 복지의 관점으로 바라보
고 단순한 봉사와 지원, 분배의 필요성에 대해서만 언급해왔을 뿐 기술혁신을 통해
이를 실현하려는 연구와 정책노력은 충분치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포용적 성장이
일시적으로 유행하는 개념이 될 수도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기술혁신 가속화에 따른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포용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다.
포용적 성장에 대한 개념과 의의에 대한 연구가 초기 단계이며 특히, 기술혁신이
경제성장을 넘어서서 포용적 성장에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선행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국가들이 디지털 전략을 수립할 때,
‘포용’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정책사례를 조사함으로써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수립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포용적 성장과 기술혁신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주요국의
정책사례를 조사하여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를 확장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가설은 포용적 성장을 위해 기술혁신의 역할은 중요하고 이때, 기술혁신은 인간의
역할을 보완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술혁신의 가속화
로 기술주도의 시대에 도래한 만큼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사회구성원이 혁신주
체로 참여하여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은 정부가 담당해야 한다. 정부가
혁신전략의 목표를 인간의 가치를 실현하는 포용적 사회 구현으로 설정하고 기술혁
신이 이를 달성하는 수단과 도구로서 역할을 하도록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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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인 포용적 성장을 위한 기술혁신 전략을 제안하기 위해 제2장에서
는 포용적 성장에 관한 선행연구와 기술혁신과 4차 산업혁명의 발전과정에 대한
이론적 연구를 검토한다. 그리고 기술혁신의 생산성 향상과 삶의 질 개선 등에 대한
긍정적 영향과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등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는 비판적 연구에
대해 살펴본다. 기술혁신의 경제성장 및 포용적 성장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살펴
봄으로써 디지털 전환 시대 포용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기술혁신의
중요성을 고찰한다. 기술혁신 연구는 과거 오랫동안 많은 연구를 통해 다양한 관점
에서 실증해왔으나 포용적 성장은 최근에 등장한 개념으로 이론적･학술적 연구가
미흡하다. 그러나 기술혁신 가속화와 자본집약적인 경제시스템 강화로 나타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키워드이므로 관련 연구를 폭넓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는 디지털 전략과 포용적 혁신 전략을 국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하고 있는 주요국들의 정책 사례를 조사･정리한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과 영국의 디지털 포용 전략, 일본의 AI전략 2019, 호주의 기술 미래
전략, 싱가포르의 디지털 준비 청사진 정책 사례 조사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한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4차 산업혁명 또는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
는 정책을 수립했으며 후속 추진계획과 전략을 발표하면서 사회 통합과 연대를
강조하는 포용 전략을 핵심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 비전과 핵심 정책
아젠다로 ‘포용’을 채택한 국가들의 정책을 대표적인 사례로 조사한다.
마지막으로 제4장 결론에서는 앞에서 연구한 이론적 검토 내용과 주요국의 포용
적 성장에 대한 정책 사례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한 후, 향후 정책에 포함되어야
할 정책내용을 제안한다.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국가경쟁
력 제고를 위해 기술혁신의 역할에 대해 다시한번 정리하고 기술혁신의 사회구성원
에 대한 포용전략을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한다. 각 정책제언에는 국가별, 지역별
실제 추진 중인 프로젝트 사례를 추가함으로써 정책내용의 이해를 돕고 정부와
지자체가 벤치마킹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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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구 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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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검토
제1절 포용적 성장
최근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국정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정책 아젠다에 ‘디지
털 포용’과 ‘포용적 성장’을 포함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OECD와 EU
등 국제 기구에서도 사회경제적 의미에서 포용적 성장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2010년 유럽발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전 세계
적 성장률의 하락으로 인한 세계경제 침체,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심화, 사회적 갈등
초래 등을 겪으면서 핵심 아젠다로 등장하였다.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디지털 빈부격차가 새로운 사회적 불평등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세대간･집단간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경제성장의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과 포
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을 새로운 아젠다로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성장
이 지속가능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포용적
성장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포용적 성장이라는 용어는 세계은행(2009)에 의해 본격적으로 전파되었으며 개
발도상국의 모든 경제주체들이 경제성장의 과정에 참여하여 동등한 기회를 획득하
고 이를 통해 빈곤문제를 해소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여기에서는 교육을 통한
인적자본 향상, 노동생산성 제고가 주요 관심사항으로 최근 논의되고 있는 포용적
성장보다는 협의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Mckinley(2010)는 포용적 성장을 경제적 기회를 창출･확대해나가는 지속가능
한 성장을 추구하면서 이 과정에서 사회구성원이 성장의 기회에 참여하고 각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성장 유형으로 정의하고 있다. 포용적 성장의 구성요소는 ①성
장, 생산적 고용(productive employment), 경제인프라, ②소득의 빈곤과 형평성
(성평등 포함), ③인적역량(human capabilities), ④사회보호(social protection)
등으로 각 요소들의 구성지표를 측정하여 국가별 포용적 성장지수를 도출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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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이를 분석하였다. 각 구성요소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지수를 도출하였다. 경제성
장, 생산적 고용, 경제인프라 접근성 요소에 가장 높은 50%의 가중치를, 소득빈곤과
불균형, 성평등 요소에 25%의 가중치를 부여했으며 인적 역량 15%, 사회 보호
10%의 가중치를 부여했다.
[표 2-1] McKinley(2010) 포용성장지수의 구성요소 및 핵심지표
구성요소
경제성장
1
(50%)

생산적 고용

경제인프라 접근성
소득빈곤

2
(25%)

3
(15%)

4
(10%)

핵심지표
Ÿ 1인당 실질 GDP 증가율
Ÿ 총부가가치 중 산업·서비스·농림어업 비중
Ÿ 산업의 고용비중, 제조업 고용비중
Ÿ 비임금근로자 비중
Ÿ (보조지표) 국제 소득빈곤선(1일 2.50달러) 이하 가구의비중
Ÿ 전기 접근성을 가진 인구비율
Ÿ 100명당 휴대폰 가입자수
Ÿ 국가별 소득빈곤선 이하 인구비율
Ÿ 국제 소득빈곤선(1일 2.5달러) 이하 인구비중

수직적 불균형

Ÿ 지니계수
Ÿ 하위소득 60% 인구의 소득비중

수평적 불균형

Ÿ 도·농간 소득 또는 지출 격차
Ÿ (가능한 경우) 지역 간 또는 주요 인종그룹간 소득 또는 지출 격차

성평등

Ÿ
Ÿ
Ÿ
Ÿ

15~24세 교육남성 대비 교육여성 비율
중등교육 남학생 대비 여학생 비율
숙련보건인력에 의한 출산비율
비농림 어업 고용 중 여성비율

인적 역량

Ÿ
Ÿ
Ÿ
Ÿ
Ÿ
Ÿ

5세 미만 사망률
40세 미만 사망률
5세 미만 저체중 아동 비율
초등학교 입학률
중등학교 입학률
안전한 물(safe water)에 대한 접근 가능 인구비율

시회 보호

Ÿ
Ÿ
Ÿ
Ÿ
Ÿ

ADB 사회보호지수(social protection index) : GDP 대비
사회보호지출 비중
대상인구 중 사회보호사업 수혜자 비율
빈곤인구 대비 사회보호 빈곤층 수혜자 비율
빈곤선대비 빈곤층의 평균 사회보호지출 비율

자료 : 산업연구원(2018). p. 23, McKinley(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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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는 포용적 성장과 관련하여 불평등과 재분배, 그리고 경제성장과의 관계에
대해 다양한 실증연구를 수행했는데 국가별 소득분포, 정치제도, 무역자유화, 환율
경쟁력, 외국인 직접투자 등의 요인들이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이 중 소득분포
의 영향력이 가장 크며 경제성장의 중요한 결정요인은 불평등이라고 밝혔다. 기존의
소득재분배가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에 반하는 결과를
제시하고 경제발전 수준에 맞는 소득재분배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OECD(2018)는 2012년부터 포용적 성장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했으며
포용적 성장을 “기존의 경제성장 중심에서 벗어나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사회의 다양한 불평등 문제 해소, 계층 간 형평성 있는 분배 등을 추구하는 복합적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책의 3가지 핵심 요소를 제시했는
데 ①소외계층과 지역에 대한 투자, ②비즈니스와 노동시장에 대한 지원, ③효율적
이고 신속한 정부의 대응이다.
[그림 2-1] OECD(2018)의 포용적 성장 프레임워크

자료 : OECD(2018).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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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OECD(2018)는 국가별 포용적 성장 수준 비교를 위해 4개 분야(성장에
따른 혜택의 공평한 분배, 포용적･효율적 시장, 동등한 기회와 미래 번영의 기회,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각각의 분야에 대한 측정가능한 성과지표를 제시
하였다
[표 2-2] OECD(2018)의 포용적 성장 핵심 지표
구분

핵심 지표

1. 성장에 따른 혜택의 공평한 분배

Ÿ
Ÿ
Ÿ
Ÿ
Ÿ
Ÿ
Ÿ

1인당 GDP증가율
중위소득 증가율 및 수준
소득분포 배율
하위 40% 부 비중
기대수명
대기오염 사망률
상대적 빈곤률

2. 포용적･효율적 시장

Ÿ
Ÿ
Ÿ
Ÿ
Ÿ
Ÿ
Ÿ

노동생산성 증가율 및 수준
고용률
소득분배율
성별(여성) 임금격차
시간제 노동 비율
디지털 접근성
중소기업 대출 비중

3. 동등한 기회와 미래 번영의 기회

Ÿ
Ÿ
Ÿ
Ÿ
Ÿ
Ÿ
Ÿ

과학 성취도
세대간 소득 상관계수
보육시설 입학률
고용활동 또는 직업교육을 받지 않는 18-24세 비율
성인 문맹률
지역별 기대수명 차이
회복력있는 학생

4. 거버넌스

Ÿ 정부 신뢰도
Ÿ 투표율
Ÿ 여성 정치 참여율

자료 : OECD(2018).

WEF(2015)는 경제성장의 핵심으로 사회적 포용성을 강조하면서 포용적 성장과
발전을 위한 프레임워크(inclusive growth and development framework)를
발표했는데 7개의 주요 구성요소(pillar)와 15개의 하위 요소(sub-domain)로 구
성되어 있으며 성과지표는 양적지표와 질적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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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교육과 훈련 요소로 ‘여성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포함한 사회구성원들에게
질적 수준이 높은 교육과 훈련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할 수 있는가?’에 대해 제시하고
두 번째 구성요소 고용과 보상 항목은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노동조합의 참여
기회 확대와 노동생산성과 보상의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가?’에 대해 강조한다.
세 번째 구성요소 자산 확보 및 기업가정신 항목에서는 ‘비즈니스 소유권과 개인
자산의 확보를 통한 부의 축적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네 번째 구성요소 금융과
실물경제에 대한 투자 항목에서는 ‘금융자산 시스템과 투자 시스템에 있어서 개인의
자산을 축적하는데 얼마나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해 측정한다.
다섯 번째 부패와 임대에서는 ‘사회경제적 부패 정도와 임대시장에서의 자산의 분배
가 얼마나 효율적이고 윤리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측정한다. 여섯 번째 기본서비스
와 인프라에서는 ‘시민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 서비스가
얼마나 갖추어져 있으며 이를 통해 생산적인 경제 참여가 가능한가?’와 ‘삶의 질에
기여하는가?’에 대해 측정한다. 마지막 일곱 번째 국가재정의 이전은 ‘국가의 조세
시스템이 소득의 불평등을 상쇄하는데 기여하는가?’와 ‘조세정책이 사회적 안전망
으로 작동하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2] WEF(2015)의 포용적 성장 프레임워크

자료 : WEF(2015).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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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WEF(2015)의 포용적 성장 핵심 성과지표

자료 : WEF(2015). p. 10.

Anand et al.(2013)는 포용적 성장을 경제성장의 속도와 소득의 분배에 초점을
맞추고 특히 상대적 빈곤(relative poverty)보다는 절대적 빈곤(absolute
poverty)의 해소를 강조하였다. 101개 개발도상국가들과 18개 선진국을 대상으로
1990년대 초~2000년대 중반까지의 포용적 성장지수를 측정했는데 세부 지표로
사회구성원의 평균소득 증가율과 소득형평성 증가율을 측정했다. 포용적 성장은
사회구성원들의 기회를 확대하고 소득과 부의 형평성을 실현함으로써 사회 기회
함수 자체를 상향 이동시킨다고 설명하고 있다.
Ianchovichina and Lundstrom(2009)은 포용적 성장은 성장의 속도와 패턴이
중요한데 단기적으로 소득분배 기능이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생산적 고용
(productive employment)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Anand et al.(2013)의 연
구와 같이 성장의 역할이 상대적 빈곤 해결보다는 절대적 빈곤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성장 속도를 높이고 경제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
다. 생산적 고용이란 새로운 고용기회 창출을 위한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사회구성원
의 생산활동 참여를 위한 역량 강화를 의미한다. 포용적 성장 분석을 위한 틀에서는
생산적 고용을 통한 소득 증대를 달성하기 위해 자영업과 임금노동자의 기여가
있으며 이들은 기업환경과 고용가능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궁극적으로 생산적
고용을 통한 소득 증대는 경제성장과 빈곤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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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Ianchovichina and Lundstrom(2009)의 포용적 성장 분석 틀

자료 : Ianchovichina and Lundstrom(2009). p. 8.

[그림 2-5] Ianchovichina and Lundstrom(2009)의 기업환경 분석 틀

자료 : Ianchovichina and Lundstrom(2009).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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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arini et al.(2015)은 포용적 성장이 소득과 자산의 증대 뿐 아니라, 건강,
교육, 사회관계, 제도 등 비재무적인 영역의 개선을 포함하는 사회 전반의 후생
(welfare) 및 ‘삶의 질(living standards)’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포
용적 성장 수준 측정을 위해 OECD 19개국과 중국의 1995~2012년간 소득기반
삶의 질 지표 증가율을 하위 10% 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비재무 영역의
삶의 질 지표는 중위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했다. 삶의 질 지표는 소득에 기반한
삶의 질 지표(평균 실질 가구 소득, 소득불균형 조정 항목)와 비재무적인 차원의
삶의 질 지표(기대수명, 실업률)고 구분하였다.
Kireyev and Chen(2017)는 포용적 성장은 경제성장 수준이 높고 지속적이며
사회경제 전반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면서 빈곤감소, 소득불균형 해소, 고용창출,
성별격차 감소, 거버넌스 개선, 기후변화 등 6가지 영역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실증을 위해 성장과 빈곤, 성장과 소득불균형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했는데
소득수준 가구조사 통계를 이용하여 빈곤 관련 지표의 변화를 측정, 성장과 분배
효과로 구분하고 성장과 분배가 빈곤 지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포용성
을 판단하였다. 또한 소비 관련 가구조사를 이용하여 GIC(growth incidence
curve)를 도출하였으며 소비계층별 전체 평균 소비증가율 대비 상대적 수준을 비교
하여 포용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산업연구원(2018)은 포용성장의 개념이 연구들마다 상이하지만 다음과 같은 공
통점이 있음을 밝혔다. 첫째, 성장의 속도와 패턴을 모두 중시하고, 둘째, 사회구성
원 모두 성장의 기회에 참여하고 성장을 통한 혜택을 누리는 점을 강조하고, 셋째,
포용성장의 요소로 ‘생산적 고용(productive employment)’을 직접 또는 간접적
으로 강조한다는 점이다. 넷째, 최근들어 절대적 빈곤이 크게 감소하고 있어 포용적
성장이 절대적 빈곤의 해소보다는 상대적 빈곤(소득불균형)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포용성장의 개념을 생산성 향상, 형평
성 제고, 생산적 고용 확대의 세가지 구성요소를 포함한다고 정의하였다. 다시 말해,
생산성이 증대됨으로써 전 국민이 성장의 기회에 참여하고 성장의 혜택이 공평하게
분배되어 지속적인 삶의 질 개선을 기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은 기술혁신에 의한 총요소생산성의 증대와 투자활성화 정책으로 자본 집약도
확대를 통한 생산성 향상에 대한 기여 효과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형평성 제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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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분배 정책으로 성장을 통한 효과의 분배에 기여하고 인적자본 확충 정책을
통해 사회이동성(social mobility)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소득불균형 해소에 기여
할 수 있다. 생산적 고용은 사회구성원의 고용가능성(employability)과 기업가정
신(entrepreneurship) 확대를 통한 고용창출을 의미하는데, 생산적 고용 확대를
위해 정부는 노동시장 정책을 추진하여 전 국민이 생산활동에 참여, 성장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으며, 기업가정신 정책을 통해서는 창업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스스로
생산적 고용 확대에 기여함과 동시에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도록 지원한다.
[그림 2-6] 산업연구원(2018)의 포용성장의 개념

자료 : 산업연구원(2018). p. 40.

생산성 향상은 소득 증대와 절대적 빈곤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형평성
제고에 기여하고 형평성 제고는 사회통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형평성 제고는
성장과정의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함으로써 생산적 고용 확대에 기여하고 생산적
고용 확대는 소득불균형에 의한 상대적 빈곤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 생산적 고용
확대는 사회구성원의 고용 가능성 제고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성 향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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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의 고용창출 효과를 증대시킨다. 이러한 요소들의 연결고리를 통해 국민의 사회
후생(social welfare)을 증대시킬 수 있다.
포용적 성장의 개념은 학술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정치, 경제, 사회 등의 분야에서
대두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경제성장과 회복, 디지털 전환과 같은 새로
운 성장동력 확보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방법론으로 최근 그 개념이 강조되고
있다. 윤성주(2017)는 포용적 성장에 대한 개념과 핵심요소에 대한 연구를 통해
다음의 공통적인 내용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의 다섯가지이다.
첫째, 포용적 성장에서는 모든 경제주체들이 경제성장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고, 둘째, 경제성장을 통한 혜택이 전 사회구성원에게 공평
하게 분배되어야 하며, 셋째, 정부는 소득재분배, 노동시장, 보건의료, 교육, 환경
등의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지속적인 고용창출과 성장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넷
째, 경제성장을 통한 혜택이 분배되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재투자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해야한다. 다섯째, 정부는 이러한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환경조성에
도 불구하고 빈곤을 벗어나지 못한 시민들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 강화를 통해 그들이 존엄성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포용적 성장은 지금까지의 성장론과 차별되는 개념으로 핵심적인 키워드는 ‘기회
의 균등’과 ‘불평등 완화’이다. 시민들에게 노동이나 자본의 참여를 통해 경제성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 과정을 통해 획득하는 부와 같은
성과물을 형평성 있게 분배함으로써 불평등을 해소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사이클이
작동하도록 하는 포괄적인 성장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성장론에서는
GDP를 통한 국가의 경제경쟁력 확보에 초점을 두었으나 포용적 성장은 소득, 직업,
주거, 교육, 환경, 건강, 안전 등 사회 전반적인 부분을 포괄하고 있으며 경제성장과
소득수준 향상이 궁극적 목표가 아니라 경제주체의 삶의 질 향상이 최종적인 목표라
고 할 수 있다. 다만 포용적 성장이 기존의 양적 성장론의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었으나 그 의미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불명확하여 실질적인
시행방법을 제시하기 어렵고 삶의 질과 건강, 일자리, 지역사회, 환경 등 전체를
포괄하는 의미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위험성이 있다. 포용적 성장이 일시적인
유행어로 소비됨으로써 유용성과 가치를 잃게 될 수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노규
성,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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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기술혁신과 4차 산업혁명
1. 기술혁신의 주요 이론
기술혁신에 대해 처음으로 주목한 사람은 경제학자 슘페터이다. 그는 기술혁신을
공정과 시장, 재료 및 생산수단의 새로운 결합을 통해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
고 마케팅과 판매하는 일련의 현상이라고 정의했다. 그의 저서에서 “혁신이란 그
체계의 균형점을 이동시키는 것이며 더불어 새로운 균형점은 그 이전의 균형점으로
부터 연속적인 걸음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다(Schumpeter,
1934). 다시 말해 경제(체계)의 균형점은 시스템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혁신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를 통해 이동할 수 있고 이로써 경제가 발전한다고
보았는데 ‘창조적 파괴’란 기술혁신을 통해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여
변혁을 일으키는 과정을 의미한다. 기술혁신은 시대에 따라 불규칙하게 발생하며,
한번 나타나기 시작하면 메뚜기 떼처럼 왕성하게 군집을 형성하면서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기술혁신활동의 주체에 대해서 슘페터는 ‘미래를 내다보는 선견지명을 가지고
있으며 창조적이고 기존의 관행과 습관을 탈피하여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는 강한
동기를 갖는 기업가’라고 정의했으며 이를 다른 이름으로 ‘혁신가’라고 지칭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혁신가(innovator)’는 빈번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기술혁신활동이 드물고 불규칙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Schumpeter,
1934).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기술혁신은 특정 혁신가에 의해 불규칙하게
일어나는 대신에 다수의 과학자를 보유한 기업들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면서 쉴
새 없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불규칙하다기보다는 계획적이고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로 인해 슘페터의 주장의 설득력이 약해지면서 다양한 비판이
등장하였고 슘페터는 본인의 이론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다. 그는 기술혁신이 창조
적이고 선견지명을 가진 혁신가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거대기업에서 고용하
고 있는 과학기술자 집단에 의해 일상처럼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Schumpeter, 1954).
슘페터 이후 기술혁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졌는데 프리만(Freeman)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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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을 “새롭거나 개선된 제품, 공정, 장비를 생업적으로 활용하는 것과 관련된
기술, 디자인, 제조, 관리, 비즈니스 등에 대한 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Freeman,
1987). 이후 마이클 포터(Michael Poter)는 경쟁우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혁신 활동이 경쟁력 확보에 있어서 핵심요소라는 점을 강조하였다(송성수, 2014).
1997년 Christensen의 「혁신자의 딜레마(Innovator’s Dilemma)」에서 ‘파괴
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에 대해 설명하였다. “혁신에는 ‘존속적 혁신
(sustaining innovation)’과 ‘파괴적 혁신’이 있으며 ‘존속적 혁신’은 과거보다 더
나은 품질의 고급 제품을 선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기존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고가의 고품질 제품을 시장에 제공하는 전략을 의미하며 ‘파괴적 혁신’은 기존 시장
에서 대표적인 제품의 성능에 미치지 못하는 제품을 시장에 도입해 기존 시장의
질서를 파괴하고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파괴적 혁신을
통해 기존 고객이 아닌 새로운 고객 또는 덜 까다로운 고객을 유치하는, 간단하지만
편리하고 저렴한 제품을 출시하는 전략에 이에 해당한다(Christensen, 1997). 기
존 상품과 서비스의 복잡한 기술, 비싼 가격, 접근성 한계, 긴 소요시간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제한적으로 상품을 구매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효용을 만족시키면서 기존 상품과 서비스의 비교우위를 갖는
것이 특징이다. 이처럼 Christensen의 ‘파괴적 혁신’은 로우엔드(low-end)에서
출발했으나 대표적인 혁신기업 애플(Apple)이 등장하면서 신시장을 창출하는 파괴
적 혁신 이론으로 발전하였다. 신시장을 창출하는 파괴적 혁신은 경제적, 혹은 기술
적인 이유로 기존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고객을 대상으로 단순함과 편리함
등 상품의 역할, 상품의 소비로 인해 고객이 얻을 수 있는 효용에 집중한다. 생산량
이 적더라도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구조를 가진다. ‘파괴적 혁신’의 대표
적인 사례로 애플은 1997년 스티브잡스 복귀 후 ‘단순하고 쉬운(simple & easy)’
이라는 디자인 중심 혁신을 추진하면서 사용자 편의를 존중하는 디자인 정체성을
확립하고 혁신을 기술 중심에서 디자인과 문화 창조라는 키워드로 전환시켰다. 시간
이 갈수록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소비자들의 수요(needs)도 다양하고 세분화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 기존 제품과 서비스의 개선 전략을
취할 것인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이때
Christensen은 파괴적 혁신을 통해 시장에서 승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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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의 원천에 따라 ‘기술주도(technology push)’와 ‘수요견인(demand
pull)’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Schumpeter(1934)는 기술혁신 과정에서 기업가정신
을 가진 혁신가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기술적 발명을 통해 시장에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면 모방과 확산의 과정을 거쳐 관련 시장이 변화하고 기존 경제 구조
에 충격을 준다고 설명하였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면 팔린다
고 가정했는데, 이것이 ‘기술주도’ 모형이다. 이후 여러 연구자들이 이 주장에 동의
했는데 이들은 기술혁신을 통해 기술지식의 발전과 발명이 나타나면 기업가 정신을
가진 혁신가에 의해 상업화되고 수요자가 이를 획득함으로써 기술혁신 프로세스가
진행된다고 보았다. 이 이론에 근거하면, 과학이 발달하고 연구개발 활동이 활발해
질수록 기술혁신을 통한 경제적 가치창출이 가능하다는 논리가 뒷받침된다. 이처럼
기술주도 모형은 일종의 기술 결정론을 가정하고 있는데 기초과학의 진전과 함께
기술혁신 활동이 활발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술혁신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상업적으로 실패할 수도 있다. ‘기술주도’ 모형에 반대하여 시장의 수요가
기술혁신을 견인한다는 논리가 ‘수요견인’ 모형이다. Schmookler(1966)는 시장
에서 제품의 수요가 존재할 경우,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기업
연구팀에 전달함으로써 연구개발 활동이 시작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업의
이윤증대로 연결된다고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성장산업에
서 기술혁신 활동이 활발하게 되고 그만큼 충분한 수요를 확인했으므로 이윤을
창출하기 유리하다고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모형의 단점이 존재하는데 명확한
수요가 존재하더라도 제품과 서비스의 기술적 사양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과학관련 지식과 기술의 진보없이 기술혁신
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모형의 가장 큰 취약점이다. ‘수요견인’과 ‘기술주도’ 모형의
단점을 상호 보완한 ‘상호작용’ 모형이 나타났는데 시장의 수요와 기술적 기회의
결합에 의해 기술혁신이 가능하다고 보았다(Rothwell et al., 1985; 이공래,
2000). 기업은 시장에서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함께 다양한 전문가들과
의 교류를 통해 기술지식을 습득해야한다고 강조한다.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시장에
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포착(수요견인)이 중요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기초과학의 발전과 이에 대한 지식교류의 중요성(기술주도)을 포함하고 있다.
Utterback(1994)은 기술혁신을 그 변화 정도와 영향력의 크기에 따라 ‘급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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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radical innovation)’과 ‘점진적 혁신(incremental innovation)’으로 구분
하였다. ‘급진적 혁신’은 기존 기술 또는 기술시스템과 완전히 다른 기술 또는 기술
시스템이 등장하는 것을 의미하며, ‘점진적 혁신’은 기존 기술 또는 기술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가 아닌 개선 또는 보완을 의미한다. ‘급진적 혁신’은 주로 과학적
지식에 토대를 두면서 주로 기술주도에 의해 나타나는 혁신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과학자 또는 기술자들이 조직적인 R&D를 수행하면서 나타나고 불확실성이 높으며
불연속적으로 일어나는 특징을 나타낸다. 반면, ‘점진적 혁신’은 대체로 생산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 기술자들이 비공식적인 R&D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기술주도
보다는 기술수요에 의한 수요견인(demand pull)에 의해 나타나는 특징을 갖는다.
‘점진적 혁신’에 의한 경제적 효과는 ‘급진적 혁신’에 비해 일반적으로 적게 나타나
지만 혁신성과가 누적될 경우 그 효과는 매우 크게 나타날 수 있다. 경제학자들은
장기파동과 경기순환 사이클과 연관하여 ‘급진적 혁신’을 오랫동안 주목했으며
Schumpeter의 ‘창조적 파괴’ 또한 ‘급진적 혁신’과 연관하여 주장한 것으로 ‘급진
적 혁신’이 경제성장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해왔다. 이처럼 ‘점진적 혁신’이 상대
적으로 혁명적이거나 급격한 경제적 변화를 일으키지는 않지만 ‘급진적 혁신’을
통한 성과물의 품질을 개선하고 생산비용을 절감함으로써 누적적으로 중요한 경제
적 이득을 창출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 기술혁신의 특징
기술혁신 과정은 ‘누적적(cumulative)’ 특징을 갖는다. 기술혁신은 대부분 작은
개선이 장기간 누적되면서 급진적 혁신으로 변모한다. 기술은 지식의 결합체로 처음
에는 단순히 기술적 지식을 학습하다가 점차 복합적인 기술지식을 습득하게 되고
이러한 지식에 기반해서 급진적인 혁신 성과물을 창출하게 된다. 기술혁신 과정의
누적적 학습 패턴은 피드백 메커니즘에 의해 일어난다. 생산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
하는 기업은 기술지식을 조직에 체화시키고 매출과 이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생산기능과 경영능력을 끊임없이 향상시키게 된다. 이 과정에서 기술지식은 시행착
오를 겪고 외부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조직에 피드백되면서 조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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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변화를 추구한다(Rosenberg, 1976).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학습형태가
상호작용 학습(interactive learning)이다. 상호작용 학습이 기술혁신의 누적적
특성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상호작용 학습은 탐구(searching)와 탐색
(exploring)을 통해 기술지식을 확장하고 아이디어를 창출하는데 혁신주체 누구나
일상적이고 지속적으로 상호작용 학습을 하고 있다. 이 과정은 점진적이고 누적적인
기술혁신 특징이면서도 과거와 단절된 불연속성(discontinuity)을 배제할 수 없는
특징을 갖는다.
기술혁신이 진화하고 누적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연속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Utterback and Abernathy(1975)는 기술혁신이 시제품 개발→제품혁신→
공정혁신의 연속적인 과정이라고 설명하였다. 기술혁신은 일정 기간동안 일련의
행위로 구성된 연속적인 과정의 산물이다. 기술혁신의 연속성은 다시 말해, 동태적
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정해진 시점에 나타나는 정태적 현상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드백 내용에 따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동태적인 현상이다. 기술혁
신이 연속성을 갖는다는 것은 경제학적 측면에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한다. 예를
들어, 완전경쟁시장이 정태적 관점에서 가장 효율적인 자원의 배분을 가능케하지
만, 연속적인 기술혁신이 이러한 완전경쟁시장에서 가장 활발히 나타날 수 있는지,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기술혁신을 어떻게 측정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의문을 제시한다.
기술혁신은 연속적이면서 불균형적인 특징을 갖는다. 기술혁신은 그 크기에 관계
없이 지속적으로 기존의 기술과 기술시스템을 파괴하면서 이루어진다. 트랜지스터
의 출현이 진공관 기술시스템을 대체한 것과 같이 기존 기술을 완전히 파괴하고
새로운 기술도메인을 만들어나간다. 이는 Schumpeter의 창조적 파괴로 묘사할
수 있는데 이러한 활동을 통해 기술시스템 뿐 아니라, 경제사회, 제도적 측면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술혁신은 한번 이루어지면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비가역
성을 갖는다. 기술혁신을 통해 균형이 파괴되고 새로운 균형이 나타나면 다시 과거
의 균형점으로 회귀하지 않는다. 반도체, 자동차, 항공기, 전자기기 등 여러 유형의
기술을 보더라도 파괴적 기술혁신이 계속 나타나면서 기존의 균형이 깨지고 새로운
균형이 나타나는 과정에서 다양한 비판이 등장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기술혁신을
통해 이를 개선할 뿐 과거의 균형으로 회귀하지는 않는다. 다시말해 기술혁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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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의 균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기술혁신의 과정은 제도적 특징을 갖는다. 기술혁신의 주체는 개인 또는 기업이
지만 혁신의 산출물을 공유하고 혁신을 지속적으로 가능하도록 원동력을 제공하는
것은 정부, 연구기관, 소비자, 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다. 제도적 과정
에서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패턴화된 관행, 문화, 협력 등의 요인이 존재하는
데 이러한 요소가 기술혁신이 제도화 과정의 특징을 갖는 중요한 근거이다
(Freeman, 1982). 기술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식과 인력, 자원의 공급이
필요한데 대학과 연구소의 연구성과, 대학의 우수인력, 정책금융 자본, 실험장비
등을 통해 자원을 조달할 수 있다. 또한 기술혁신 과정을 통해 획득한 성과물을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수요를 창출할만한 시장과 소비자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혁신 제품과 서비스의 공공조달 등 정부의 정책지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기술혁신의 소유권을 보호할 특허제도 또한 제도적 과정에 해당한다. 기술혁신 성과
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일정기간 모방을 방지하는 안전망으로 특허
제도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술혁신 주체의 소유권을 보장함으로써 기술혁신 인센
티브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기술혁신 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

3. 4차 산업혁명의 등장과 발전
기술혁신의 발전은 2016년에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패러다임
을 소개하기에 이르렀다. 2016년 1월 Klaus Schwab이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에서 「4차 산업혁명(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이란 책자를 소개한 후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이
때 140여개 국가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기술혁신이 미래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과 변화에 대해 논의하였다. 2017년 개최된 다보스 포럼에서도 기술 융합과
디지털 플랫폼 기반 기업이 증가하면서 4차 산업혁명을 본격화 할 것이라는 이슈를
다시한번 제기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신성장동력에 대한 필요성과 산업경쟁력 강화
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과 연장선상에 있다는 평가
가 다수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3차 산업혁명을 함께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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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후반 정보화를 통한 3차 산업혁명이 등장하였다. 연구자들은 기존의 산업
혁명이 ‘산업화’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3차 산업혁명은 탈 산업사회이면서 과학과
기술이 일체화된 과학기술혁명이 전개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Richta, 1969;
Bell, 1973).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와 OS의 등장으로 시작되었는데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1946년 2차 세계대전 기간 당시 최초의 범용 전자식 컴퓨터 애니악
(ENIAC)이 개발되었으며 초기에는 대형 컴퓨터 형태로 정부와 군대, 기업, 대학
등에서 구비해 사용하였다. 이후 1976년에는 잡스(Steve Jobs)가 애플I을 개발했으
며 이듬해에는 워즈니악(Steve Wozniak)이 애플II를 개발했다. 1981년에는 IBM
이 개인용 컴퓨터(PC)를 시장에 출시하면서 운영체제를 공개했고 이 컴퓨터가 시장
에서의 표준으로 자리잡았다. 1987년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OS를 출시하
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다. 컴퓨터라는 하드웨어가 갖추어진 후 ‘인터넷’이
라는 정보기술이 등장해 컴퓨터와 결합하면서 3차 산업혁명은 본격적으로 가시화
되었다. 1991년 월드와이드웹(www)이 등장하면서 개인용 PC를 인터넷으로 연결
시킬 수 있게 되었고 상품과 서비스를 거래할 수 있는 새로운 가상의 공간이 등장했
다. 세계 최초의 포털 사이트 ‘야후’와 온라인 서점 ‘아마존’이 그 최초의 사례이다.
3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특징은 ‘서비스화’와 ‘글로벌화’이다(Ohmae, 1990). 컴
퓨터와 인터넷의 결합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 중심에서 정보와 지식의
교류를 통한 정보 중심의 서비스 산업으로 전환되었으며 국가간 교류를 넘어서
전 세계 개인간 정보와 지식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경제단위가 국가에서 세계로
확장되었다. 이로써 4차 산업혁명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개념 정의는 국내외 다수 연구자들간에 약간의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지만 “경제･사회 전반에 기술혁명에 의한 근본적인 변화의 초래”라는
점과 정보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산업혁신이라는 점에서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이
성기, 2016). WEF는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물리적･생물학적 영역
의 경계가 사라지고 융합되는 기술혁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독일의 인공지능연구
소(DFKI)는 “현실과 가상이 통합된 사이버물리시스템(Cyber Physical System)을
통한 Industrie 4.0”으로 정의하였다(현대경제연구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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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산업혁명 발전과정과 개념
구분

내용

Ÿ 1784년 영국의 Henry Cort가 교반법(Puddling Process: 액체상태의 철을
쇠막대기로 저어 탄소와 불순물을 제거하는 공법)을 수행하는 기계를 발명한
것이 자동화의 단초로 여겨짐
Ÿ 석탄과 석유와 같은 고에너지 연료의 사용을 통해 증기기관 및 증기기관차의
1차 산업혁명
시대가 시작되었으며 연결성이 혁명적으로 증가되고 다리, 터널, 항만 등의
(1784년)
기반시설 건설이 촉발되었음
Ÿ 1차 산업혁명은 기계의 발명을 통한 초기 자동화의 도입과 다리, 항만 등을
통한 국가 내의 연결성 촉진함
Ÿ (예) 기계적 생산, 증기기관
Ÿ 2차 산업혁명을 통해 자동화는 대량생산으로 발전되었음
Ÿ 품질기준, 운송방법, 작업방식 등의 표준화는 국소적인 기능의 자동화를 기업/
국가수준의 자동화된 대량생산으로 발전시킴
2차 산업혁명 Ÿ 자동화된 대량생산은 그 초기에는 기업 내의 공급 사슬에 국한되었지만, 다른
(1870년)
기업및 다른 국가를 포괄하는 국가적/국제적 대량생산의 공급사슬로 확대됨
Ÿ 2차 산업혁명은 자동화를 통해 대량생산이 가능하게 되면서 시작되었고, 노동
부문에서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연결성을 촉진하였음
Ÿ (예) 대량생산, 전기에너지
Ÿ 1969년 인터넷의 전신인 알파넷이 개발되며 디지털 및 정보통신 기술 시대의
서막을 알림
Ÿ 디지털 기술의 폭발적인 발전은 2년에 트랜지스터 집적 용량이 2배 증가하다
3차 산업혁명
는 무어의 법칙(Moore’s law)을 잘 보여줌
(1969년)
Ÿ 디지털 시대의 향상된 계산 능력은 보다 정교한 자동화를 가능하게 하고, 사람
과 사람, 사람과 자연, 사람과 기계간의 연결성을 증가시켰음
Ÿ (예) 정보기술, 인터넷
Ÿ 4차 산업혁명은 자동화와 연결성이 극대화되는 변화를 뜻함
Ÿ 극단적인 자동화는 자동화 할 수 있는 작업의 폭을 크게 넓혀서, 저급 수준의
기술뿐 아니라, 중급 수준의 숙련 기술들에 대해서도 적용될 것임
Ÿ 인공지능(AI)이 적용된 자동화의 최전선에서는 언어와 이미지를 포함하는 빅
데이터를 분석하고, 처리하는 등 인간만이 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업무들 중
4차 산업혁명
상당부분도 로봇이 대체할 것으로 전망됨
(현재)
Ÿ 극단적 자동화를 통해 저급 및 중급 기술자들의 업무를 로봇이 대체하게 되면,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를 더욱 촉발할 것으로 전망됨
Ÿ 국제적이면서도 즉각적인 연결을 통하여 새로운 사업 모델이 창출될 것임 (공
유 경제, 온디맨드 경제 등)
Ÿ (예) 인공지능, 빅데이터
자료 : 한국정보화진흥원(2017). p.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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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은 정보기술 혁신의 산물인 3차 산업혁명의 발전선 상에서 디지털
기술혁신을 통한 인공지능(AI), 로봇공학,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3D프린팅
등 폭넓은 과학기술간 융합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자동
화’와 ‘초연결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인공지능(AI)이 사람의 역할을 보완하는 역할
에서 대체하는 역할까지 확장하게 됨으로써 숙련 기술자들의 일자리를 대체하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3차 산업혁명에서 구축된 가상의 온라인 세상에서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기술들은 현실세계를 가상세계로 이동시켰다.
다시말해,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융합이며 ‘현실과 가상이 인간을
중심으로 융합하는 혁명’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였다(창조경제연구회, 2017).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라는 용어로 사용되
기도 하는데 디지털 기술 중심의 경제사회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이 사람의 일을 돕는 보조자 역할에서 사람의
일을 완전히 대체하거나 더 나아가 사람보다 나은 지능으로 더 나은 판단과 결단을
내리는 영역까지 진출한 것이다. 이로 인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고 일과
소통하는 방식의 변화, 행동양식과 생산 및 소비 체제의 변화 등 개인과 기업, 사회･
경제 전 분야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대와 함께 다양한 우려도 상존한다. 우선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기술 융합으로 생산과 유통 비용을 감소시켜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개인의
소득 증가와 삶의 질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산업구조적으로
는 수요와 공급을 매칭하는 기술 플랫폼의 발전으로 공유경제(sharing economy)
와 온디맨드 경제(on-demand economy)가 등장하였다. 공유경제는 물건과 공간,
경험과 재능 등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화와 서비스를 다수의 개인들과 협업함으로
써 빌려쓰고 나눠쓰는 개방형 비즈니스 모델이다. 온디맨드 경제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의 수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제활동을
의미한다(현대경제연구원, 2016). 제품과 서비스의 교류와 판매가 효율화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사업 모델이 증가하고 창업이 용이하게 되고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새로운 사업 모델이 시장에 침투하여 빠르게 시장을 선점하는 기회를 갖는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우려는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고용 불안정이다.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고기술 분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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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의 수요는 크게 증가하는 반면, 중급 이하 노동자의 일자리는 대부분 디지털
기술이 대체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득 불평등은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Birdsall(2007)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구분해 기술 진보와 불평등의 관계를
연구했는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기술의 발전은 기술에 대한 프리미엄을
높이고 저숙련 투입을 대체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기술의 발전은 고급
기술에 대한 상대적 수요를 증가시켜 소득 불평등을 악화시키는데 이러한 영향은
개발도상국에서 더 분명히 나타난다. 개발도상국에서의 기술 진보는 숙련편향
(skills-biased) 일자리 수요와 고급 기술자의 보수를 증가시킴에 따라 저숙련 일자
리 노동자들과의 소득 불평등은 심화시킨다고 설명하였다.
Colin and Palier(2016)는 4차 산업혁명으로 자동화와 디지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모든 노동 영역에서 영향을 받겠지만, 일부 노동 영역은 다른 분야보다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Goos and Manning(2007)이 말한 ‘러블리
잡(lovely job)’에 속한 직업은 가진 사람들(로봇 엔지니어, 디지털 애플리케이션
엔지니어, 금융 매니저 등)은 나쁘질 않은 반면, ‘라우지 잡(lousy job)’인 제조,
소매, 배송, 단순 사무직군 등의 직업군에서는 저임금, 단기 계약, 고용 불안정,
상시 해고 등에 직면하게 되어 안정적인 생활이 어려워 질 수 있다. 또한 노동이
감소하게 되므로 국가의 세수가 감소하게 되는데 이에 반해 사회적 불평등이 커짐에
따라 다양한 사회 서비스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21세기 디지털
경제’ 시대의 불안정한 고용 환경에서의 미취업자와, 이미 일하고 있지만 만족도가
낮은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시의적절한 기술혁신과
함께, 불평등을 감소시키고 노동자들을 보호하며 더 나아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지원하는 사회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WEF(2020)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디지털 유망기술 확대에 따라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특히, 기업들은 2025년 채택할 것으로 전망하는 기술분야로
암호화(29%), 클라우드 컴퓨팅(17%), 로봇 휴머노이드(11%), 자동화(10%), 인공지
능(8%)이라고 응답했다. 2025년까지 직무별 로봇과 인간이 차지하는 업무비중에
대해 조사한 결과, 로봇이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무군은 정보와 데이터 처리,
직무관련 정보 검색, 기술 활동, 관리 작업 부문이며 인간이 로봇에 비해 비교우위를
가지는 영역은 조정, 개발, 관리, 조언, 의사결정, 추론, 의사소통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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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WEF(2020)의 직무별 인간과 로봇의 업무비중 변화(2020년과 2025년)

자료 : WEF(2020). p. 29.

[그림 2-8] WEF(2020)의 전 세계 일자리 순고용 전망(2015~2020)

자료 : 산업연구원(2018). p. 40.

WEF(2020)는 신기술 분야 직종인 데이터 분석가･과학자, AI･머신러닝 전문가,
로보틱스 엔지니어, 소프트웨어･애플리케이션 개발자, 디지털 전환 전문가 등의
일자리 수요는 증가하고 전통 사무 직종인 데이터 입력 사무원, 행정･집행 비서,
회계･급여 사무원, 회계사･감사원, 조립･공장 근로자, 비즈니스 서비스 및 행정
관리 등의 직군은 자동화로 인해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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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WEF(2020)의 Top 20 수요 증가 및 감소 일자리
수요가 증가하는 일자리

수요가 감소하는 일자리

1

Data Analysts and Scientists

1

Data Entry Clerks

2

AI and Machine Learning
Specialists

2

Administrative and Executive
Secretaries

3

Big Data Specialists

3

Accounting, Bookkeeping and
Payroll Clerks

4

Digital Marketing and Strategy
Specialists

4

Accountants and Auditors

5

Process Automation Specialists

5

Assembly and Factory Workers

6

Business Development
Professionals

6

Business Services and
Administration Managers

7

Digital Transformation
Specialists

7

Client Information and Customer
Service Workers

8

Information Security Analysts

8

General and Operations Managers

9

Software and Applications
Developers

9

Mechanics and Machinery
Repairers

10

Internet of Things Specialists

10

Material-Recording and
Stock-Keeping Clerks

11

Project Managers

11

Financial Analysts

12

Business Services and
Administration Managers

12

Postal Service Clerks

13

Database and Network
Professionals

13

Sales Rep., Wholesale and Manuf.,
Tech. and Sci. Products

14

Robotics Engineers

14

Relationship Managers

15

Strategic Advisors

15

Bank Tellers and Related Clerks

16

Management and Organization
Analysts

16

Door-To-Door Sales, News and
Street Vendors

17

FinTech Engineers

17

Electronics and Telecoms Installers
and Repairers

18

Mechanics and Machinery
Repairers

18

Human Resources Specialists

19

Organizational Development
Specialists

19

Training and Development
Specialists

20

Risk Management Specialists

20

Construction Laborers

자료 : WEF(2020). p.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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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기술혁신과 포용적 성장
1. 기술혁신과 경제성장
기술혁신은 경제성장과 국가 발전에 주요 동인이다. 기술혁신을 통해 새로운 제
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공정을 개선함으로써 생산성 향상과 같은 경제적 부가가치
를 창출하고 새로운 기업과 산업, 일자리를 만들어냄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Adam Smith와 Karl Marx는 기술변화가 경제성장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친다
고 주장했다. 이러한 영향을 받아 Schumpeter(1942)는 는 「자본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민주주의(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란 저서를 통해 경제
성장에서 ‘기업가의 파괴적(disruptive) 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후 외생적 성장론, 내생적 성장론 등 다양한 기술혁신과 경제성장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기술을 외생변수로 간주한
외생적 성장론이 주류를 이루었는데 생산함수와 자본축적 방정식의 두 함수로 구성
된 Solow 모델이 대표적이다. Solow(1956)는 완전경쟁 환경에서 자본과 노동의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면 생산성 향상 효과는 멈추고 이때 외생적 요인인 기술진
보를 도입하면 추가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다시말해, 기술진보의
효과는 ‘잔차(residual)’인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TFP)라고 할
수 있는데 TFP는 생산성 증가에서 가시적인 생산요소인 자본과 노동 등의 성장을
제외한 남은 부분의 기여도를 의미한다(Solow, 1957; Nelson, 1981). 이때까지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자본축적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기술진보를 외생적으로 주어진
요인으로 간주하여 기술혁신의 역할을 독립적으로 주목하지 않았다.
1980년대 이후 기술혁신과 경제활동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는데 신성장
이론(new growth theories)인 ‘내생적 성장론’이 대표적이다. Romer(1986)는
경제성장에 있어서 노동과 자본으로 표시되는 투입요소들에 의존하는 동시에 기술
혁신을 통한 지식 축적에도 의존한다고 밝혔다. 이 모델에서 개별 기업들은 지식
스톡을 증가시키기위해 투자하는데 그 결과 지식 스톡이 증가하고 이 증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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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생산성이 체증하면서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게 된다. Romer(1990)는 개별 기
업들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R&D투자를 하는데 R&D투자를 통해 개발된
기술과 제품은 특허를 통해 보호되고 이에 따른 독점적 이윤에 대한 기대가 지속적
인 기술혁신의 유인을 제공한다고 보았다. 또한 R&D투자를 통한 기술혁신 산출물
이 특허를 통해 독점되지 않고 보편적 기술로 보급된다면 전체적인 지식 스톡이
증가하여 R&D비용이 감소하는 외부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Grossman and
Helpman(1991a, 1991b)과 Aghion and Howitt(1992)은 기술혁신을 통해 더
높은 질의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고 기존의 저 품질 제품들을 구축하는 창조적 파괴
현상에 대해 설명했는데 이러한 혁신성과를 통해 지속적인 품질개선과 생산성 향상
효과가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내생적 성장론’과 ‘외생적 성장론’의 차이점은 기술적 관점에서 볼 때, ‘외생적
성장론’에서의 성장서 기술은 외부에서 주어진 변수로 여기는 한편, ‘내생적 성장론’
에서는 경제시스템 내에서 다른 생산요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성장에 기여하는
독립적인 변수로 본다는 것이다. ‘외생적 성장론’에서의 기술의 진보는 그 크기에
대해서 측정은 하지만 기술진보를 가져오는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았다. 반면 ‘내생적 성장론’에서는 기술진보를 가져오는 요인을 학습효과, 인적자
본, R&D투자, 공공하부구조 등으로 구체화시켜 강조하였다. ‘내생적 성장론’에서
는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의 가격은 국제적으로 수렴하여 이에 따른 성장의 효과
는 크게 차이가 나타나지 않지만 기술과 지식의 가치는 국가간 생산성과 성장률의
격차를 지속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Cameron, 1996)
지금까지 설명한 이론들은 전형적인 생산자와 소비자를 가정하고 이들 각자의
이윤과 효용을 극대화하는 행동의 결과로서 거시경제 차원의 경제성장 패턴을 모델
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모델은 복잡한 현실세계를 최대한 단순화하고
추상화함으로써 기술혁신이 경제성장의 메커니즘을 관통하는 원리를 규명하기 위
해 택한 접근법이다. 그러나 현실세계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 각 개인이 취한 상황
이나 특성이 모두 다른 이질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특히 생산자인 기업 수준
에서는 규모, 업력, 인력, 자본, 기술수준, 생산성 수준 등 이질적인 상황이 존재하고
이들이 경쟁하는 가운데 기술혁신 활동 과정에서 기존 기술의 개선에 집중하는지,
새로운 획기적인 기술혁신에 집중하는지 등의 기술혁신 전략이 상이하다(안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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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Aghion et al.(2015)은 Schumpeter의 관점에서 성장모형의 중요한 특징
을 제시했다. 첫째, 혁신이 성장의 원천이며, 둘째, 독점적 이윤을 확보한다는 이윤
동기에 기반해 창업자들은 혁신을 위해 투자한다. 셋째, 새로운 기술혁신이 낡은
기술을 대체한다. Schumpeter가 ‘창조적 파괴’를 통해 설명하고 있는 혁신의 개념
을 내생적 성장론에 도입한 모델들은 거시적 성장이론과 함께 기업의 미시적 경쟁이
론을 통합해서 기업간, 부문간 생산요소의 재분배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Helpman(2004)은 기술혁신과 경제성장에 관한 이론을 종합했는데 첫째, 경제
성장에 있어서 물적자본과 인적자본 등 자본의 축적이 중요하지만 이들이 경제성장
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기술적 요인과 제도적 요인들도 자본의 축적에 영향
을 미치고 때로는 기술적･제도적 요인들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였다.
둘째, ‘내생적 성장론’에서는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강조하는데 경제성장
에 있어서 생산성은 자본 축적만큼 중요하고 특히 생산성을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연구개발(R&D), 경험학습(learning-by-doing), 외부효과(externalities), 규모
의 경제(economy of scale) 등이 있다. 이 뿐 아니라 지식의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요인들이 포함된다. 셋째, 국가별 경제성장률은 상호의존적인 관계가 있으
며 이는 지식의 교류와 흐름이 국경을 넘어서기 때문이고 무역과 투자라는 형태로
혁신, 모방, 신기술 도입 등의 기술혁신 유인 메커니즘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국가의 경제 제도와 정치 형태는 자본의 축적과 기술혁신 메커니즘에
긍･부정의 영향을 주고 기술의 진보와 같은 변화에 적응하는 국가 경쟁력에 영향을
미친다.
김정홍(2005)은 R&D투자를 통한 지식축적과 기술혁신 활동이 혁신성과인 특허
를 획득하고 생산성 향상을 거쳐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메커니즘을 설명했
다. 우선, R&D투자를 통한 지식의 축적은 기술의 진보를 가져와 노동, 자본과
함께 경제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때 기술혁신에 의한 기여분은
앞서 설명한 ‘총요소생산성’으로 측정할 수 있다. 만약 기술진보 또는 기술혁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노동과 자본은 수확체감의 법칙에 의해 수익률이 궁극적으로
제로에 수렴하게 된다. 둘째, 지식축적과 기술진보는 인적･물적 자본의 투자수익률
증가를 유인하므로, 노동과 자본 같은 다른 생산요소의 효율성을 증대시킴으로써
경제성장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컨대, 고급 인력의 투입이나 고급
제2장 이론적 검토∣35

기술이 체화된 자본축적에 의한 경제성장의 경우 궁극적으로 지식축적과 이에 따른
기술진보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국가는 지식축적과 기술혁신을 통한 경제성장의
결과, GDP 중 일부를 기업과 정부의 R&D투자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
써 지속적인 기술혁신 선순환 메커니즘을 구축하게 된다. 이러한 기술과 경제성장간
의 메커니즘을 Kaldor(1966)는 누적적 인과관계(cumulative causation)이라고
하였다. 그는 R&D와 기술혁신이 국가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생산과 이윤
창출을 통한 자본을 축적하게 되고 GDP 증가 등 경제성장으로 연결되며 이는 다시
새로운 기술의 확보를 위한 투자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된다고 설명
하고 있다. OECD(1999)는 기술혁신과 경제성장간의 메커니즘에는 제도적 요인
특히 규제혁신 요인이 포함된다고 제시했는데 기업의 기술혁신을 통해 기존에 시장
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던 기업의 지위를 약화시킬 것이고 이는 독과점 규제의
완화를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규제완화는 기술혁신 활동을 촉진하여 생산성 향상과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 인하 및 기술의 확산을 유인할 것이다. 정부는 이때 적절한
규제혁신과 제도적 인프라 확충을 통해 기술혁신의 지속적인 선순환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림 2-9] 기술혁신과 경제성장의 선순환 메커니즘

자료 : 김정홍(2005). p.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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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혁신과 포용적 성장
기술혁신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경제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다룬 연구는
다수의 연구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반면, 기술혁신의 사회적 불평등 야기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과 포용적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
다. 본 고에서는 기술혁신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이를 해결할 대안으로 포용적 혁신을 제안하는 선행연구를 검토함으로써
포용적 성장에서의 기술혁신의 역할에 대해 탐색하고자 한다.
다수의 연구에서 기술혁신을 통한 과학기술의 발달은 소득의 분배를 악화시켜
포용적 경제성장에 역행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기술혁신은 자본생산성을 향상시키
지만 노동자 간 생산성 격차를 확대시켜 임금 불평등을 야기하는데 특히 고숙련
노동자들의 소득은 증가하고 저숙련 노동자들의 소득은 감소하게 됨으로써 소득
불평등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Jaumotte et al., 2008; Aghion el al., 2019;
Lee and Rodríuez-Pose, 2013; Wheeler, 2005).
Jaumotte et al.(2008)는 국가별 기술진보와 세계화가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했다. 기술진보는 ICT자본의 비중으로 측정했는데 지난 20년간
모든 국가들의 ICT자본이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진보와 소득 불평등
간의 관계를 분석결과, 기술진보는 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금융자본
의 혜택이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에 귀속됨에 따라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불평등 지수인 지니계수의 연평균 증가율 0.45% 중 0.35%를 기술진보
가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구분해서 분석한 결
과, 선진국의 지니계수는 매년 평균 0.6%씩 증가했는데 이 중 기술진보보다 세계화
에 의한 불평등 심화가 더 크게 나타났으며 개발도상국에서는 기술진보에 의한
소득 불평등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기술진보와 함께 고려했던 세계화는 무역
활동과 외국인 직접투자로 나누어 소득 불평등에 대한 영향을 분석했는데 무역활동
의 증가는 소득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반면, 외국인 직접투자는 소득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전체적인 세계화의 소득 불평등에 대한 영향
은 상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의 발전은 기술에 대한 프리미엄을 높이고 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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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투입을 대체하는 경향이 있다(Birdsall, 2007). 따라서 기술 발전은 고급 기술에
대한 상대적 수요를 증가시켜 소득의 불평등의 상당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데 이는
선진국에 비해 개발도상국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이는 선진국에서의 기술은 제조업
과 서비스업 모든 분야에서 고르게 확산되어 있는 반면, 개발도상국에서는 고급
기술이 일부 계층에 대한 집중도가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림 2-10] 소득 불균형의 결정요인별 기여도(전 세계, 선진국, 개발도상국)

자료 : Jaumotte, Lall, and Papageorgiou(2013).

Aghion el al.(2019)는 미국을 대상으로 기술혁신과 소득 불평등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미국 정부의 소득불평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1976년부터 2013년까지
의 상위 소득 점유율과 1976년부터 2014년간 미국 특허청(USPTO)의 특허데이터
(인용도지수)를 수집하여 기술혁신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기술혁신은 소득 점유율 상위 10%~0.01%까지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고 상위 소득 점유율에 미치는 영향(계수) 또한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상위 1% 소득 점유율을 종속변수로 하고 기술혁신이 소득
점유율에 미치는 영향을 시차에 따라 분석한 결과, 2~6년후 까지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크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기술혁신에 의한 소득 불평등 효과는 시간이 갈수록 상쇄된다고 할 수 있다.
Lee and Rodríuez-Pose(2013)는 미국과 유럽의 도시를 대상으로 혁신과 불평
등의 관계를 비교하였다. 혁신은 도시와 지역 경제 성장의 중요한 동인이며 혁신적
인 도시와 지역은 더 빠르게 성장하고 평균 임금이 더 높은 경향이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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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의 혁신가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높은 소득을 얻게 되면 혁신이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유럽의 1995~2001년 기간 동안 93개
지역의 615개의 관측치와 미국의 1996~2009년 기간 동안 70개 도시의 519개
관측치를 수집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미국보다 유럽에서 혁신과
소득 불평등의 연관성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럽의 도시는 미국에 비해
지리적 이동성이 적고 노동유연성이 낮아 노동 시장의 혜택을 부유한 계층의 사람들
이 취득하고 이로써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미국의 도시는 다양
한 이민자들과 다른 지역의 노동자들의 이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짐에 따라 노동
시장 환경이 유연하기 때문에 혁신의 소득 불평등이 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다.
Wheeler(2005)는 1983년부터 2002년 사이에 230개의 데이터를 확보하여, 미
국의 기업내 컴퓨터 등 ICT기술의 사용, 교육 수준과 임금 불평등과의 관계를 분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산업의 기술 집약적인 환경으로의 변화가 임금 불평등
의 확대에 중요한 요소라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총 고용에서의 고학력(대
졸) 근로자의 비율, 컴퓨터 사용률, 노조 가입률이 임금 불평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금 상위 10%와 90% 간 임금 격차에 초점을 맞추면
고학력 근로자의 비율이나 컴퓨터 사용률이 1% 증가하면 임금 격차는 4~7% 확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종합하면, 미국의 기술편향적인 산업구조 변화가 임금
격차 확대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Schillo and Robinson(2017)의 연구에서는, 혁신이 경제성장의 중요한 동인이
기도 하지만, 경제와 사회적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기여자라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이런 효과는 개발도상국과 빈곤국가에서 더욱 명확히 나타난다고 강조하였다. 혁신
의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포용적 혁신의 도입은 중요한 요소이며 혁신은
경제적 성과 뿐 아니라, 시회적, 환경적 성과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포용적
혁신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기존 연구의 내용을 정리했는데 “포용적 혁신은
소외 집단(빈곤층, 여성, 장애인, 소수 민족 등)을 위해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수단이다”(Foster and Heeks, 2015), “권리를 박탈당한 사회 구성원을
위한 사회경제적 웰빙 향상의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의 개발 및
구현이다”(George et al., 2012)라고 언급하면서 ‘포용’은 그 대상이 혁신 프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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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에 참여하고 혁신과 사회 시스템에 기여하는 개념이라고 강조하였다. 포용적 혁신
의 차원을 4가지(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로 제시했는데 첫째, 누가(who)에서는
소외계층, 개발도상국의 빈곤층, 여성, 청소년, 장애인, 소수 민족 등을 포괄하지만
이것은 전통적인 접근이며 미래에 인공지능에 의해 소외될 일자리 대체 영역의
근로자를 포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무엇을(what)에서는 취약계층 연구원에
대한 보조금 제공, 과학기술 대중화 프로그램 지원, 영국 섬유 산업 대규모 공장의
사회적 문제 해결 지원 등 기술혁신, 조직혁신, 사회혁신, 제도혁신 등 광범위한
혁신 영역을 포괄한다. 셋째, 왜(why)에서는 지금까지처럼 경제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혁신은 사회와 환경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내며 미래에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넷째, 어떻게(how)에서는 거버넌스 측면에서 제도, 구조와 메커니즘의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한다. 정부의 혁신정책과 거버넌스가 이해관계자의 참여
를 촉진하고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작동하는 촉진자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포용적 혁신 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실험과 실증에 대한
개방성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기술혁신의 소득 불평등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분석한 연구와
달리, OECD(2017)는 디지털 기술혁신이 경제적 성장과 함께 삶의 질 제고와 소득
의 재분배와 같은 포용적 성장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OECD(2017)에 따르면 기술혁신은 공급과 수요측면 모두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공급측면에서는 시장환경 구조의 변화(노동과 자본 소득 변화, 창업 기회
창출), 노동 수요 변화(업무 자동화, 새로운 일자리 창출), 소기업의 비즈니스모델
창출(소매 플랫폼, 협력 소비의 기회 확대)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였다. 수요측면
에서는 품질개선과 저가 제품 출시 등을 통해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이는 빈곤층과 소외계층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저비용으로 다양한 교육의 기회
를 제공한다고 강조하였다. 기술혁신의 공급자는 기업이 대표적인데 새로운 기술의
개발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에 기반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냄으로써 시장에서
의 새로운 영역을 구축할 수 있다. 이때 업무의 자동화로 인해 일자리의 감소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창출됨에 따라 노동
의 수요 환경이 변화하게 된다. 또한 디지털 플랫폼이 등장함에 따라 제품과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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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고, 협력과 공유를 통한 새로운 소비형태가 나타나게 된다.
기술혁신의 수요자인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술혁신이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을 낮추게 되어 저비용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함으로써 삶의 질의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교육 서비스 등을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교육 수요를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디지털 기술혁신은 시장환경, 노동환경, 창업환경, 제품과 서비스 모델 변화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사회구성원이 고용 기회와 수익창출 기회를 확보하게 되고 소득과
부의 재분배 효과가 나타남에 따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포용적 성장’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림 2-11] 디지털 기술혁신에 따른 포용적 성장 효과

자료 : OECD(2017). p. 31.

OECD(2015)는 혁신이 인구통계학적 변화, 질병의 위협, 자원의 부족 및 기후변
화와 같은 사회적･세계적 도전과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혁신에 기반한 경제는 보다 생산적이고 회복력이 높으며 변화와 위험에 적응력
이 우수하고 삶의 질 향상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강조하였다. 포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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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을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혁신이라고 설명하면
서, 이를 위한 기술, 제품, 서비스의 혁신 사례를 제시하였다.

[표 2-5] 포용적 혁신 사례
구분

사례
Ÿ
Ÿ

제품혁신

서비스혁신

MoneyMaker
irrigation pump
(농업분야)

Ÿ
Ÿ
Ÿ

내용
개요 : 저비용 핸드파워(handpower) 관개 펌프
혁신 : 펌프 작동에 전력이나 연료로 필요하지 않으며
운영비용도 저렴
운영업체 : 미국 NGO(KickStart)
적용 국가 : 케냐, 말리, 탄자니아
규모 : 케냐, 말리, 탄자니아 내 광범위한 확산을 위해
지역 매장과 NGO에서 판매 중

Ÿ 개요 : 빈곤층을 대상으로 저렴한 금액에 심장수술
및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 또한 원격진료를 통해
Narayana
고립된 지역사회 소외계층 대상 의료서비스 제공
Hrudayalaya(NH) 심 Ÿ 혁신 : 의료비 절감을 위한 의료시스템 표준화 의료서
장병원
비스 사각지대 지역에 대한 ICT활용 원격진료 서비스
(헬스케어분야)
Ÿ 운영업체 : 민간 기업
Ÿ 적용 국가 : 인도
Ÿ 규모 : 14개 도시 23개 병원 6,200개 병상 운영
Ÿ 개요 : EPM은 에너지와 수자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틸리티 기업으로 저소득층이 자신의 소득 현금흐름
에 따라 에너지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선불카드를 활
Empresas Públicas
용해 요금을 지불하는 방식
de Medellín(EPM)
Ÿ 혁신 : 사용량 기준 과금 제도
(에너지와 수자원분야)
Ÿ 운영업체 : 공공 유틸리티 기업
Ÿ 적용 국가 : 콜롬비아
Ÿ 규모 : 약 43,000명의 저소득층 소비자

자료 : OECD(2015). p. 187.

제품혁신 사례로 케냐, 말리, 탄자니아와 같은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오지에 ‘족동
식(발로 밟아 작동)’ 관개 펌프를 개발･보급한 사례가 있다. 미국의 킥스타트는 빈곤
국가의 농업 활성화를 위해 펌프 작동에 전기 등 연료가 필요하지 않은 족동식
관개 펌프를 개발해 저비용으로 보급하였다. 서비스 혁신 사례는 빈곤층 대상 심장
수술 서비스와 원격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나아랴나 보건 심장치료센터가 있다.
14개 도시 23개 병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원격진료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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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기술을 활용해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기술혁신을 추진하였다. 에너지 기업
EPM은 저소득층 소비자가 자신의 가용 현금에 따라 에너지와 물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용량 기준 과금 제도를 도입하는 혁신을 추진했다. 저소득층이 선불
카드를 사용해 에너지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2007년 이후
약 4만 3천명의 사용자가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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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내외 정책 사례
정부를 비롯해 OECD, IMF, UN, 세계은행 등 주요 국제기구는 지속가능한 성장
과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으로 포용적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의 지배와 승자독식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포용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성장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디지
털 기술은 포용사회를 실현하게 하는 수단(enabler)인 동시에 혁신을 만드는 핵심
동인(driver)으로 혁신적인 포용사회 실현에 중요한 열쇠이다(한국지능정보사회진
흥원, 2020). 본 고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해외 주요국의 디지털 포용 정책과
포용적 기술혁신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제1절 정부의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
1. 추진배경
4차 산업혁명의 등장과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지능정보 기술의 확산은 신산업
창출과 삶의 질 개선의 사회･경제적 긍정적 효과를 창출하는 한편, 디지털 기술
접근성과 활용역량 차이로 경제･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 시대 사람 중심의 ‘혁신적 포용국가’를
핵심비전으로 제시하고 누구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경제활동을 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디지털 포용 정책을 발표하였다(관계부처합동, 2020.6.22.).
한국의 ICT 발전지수는 2017년 전 세계 176개국 중 2위이며 3개 항목별 순위는
ICT 접근성 7위, ICT 이용도 4위, ICT 활용능력 2위로 최상위권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 접근성 지표인 ‘인터넷 접속 가구 비율’은 1위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ITU(국제전기통신연합), 2017). 그러나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화 수준
은 72.7% 수준으로 일반 국민 100%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과학기술
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 2020). 여기에서 말하는 디지털 취약계층은 장애
제3장 국내외 정책 사례∣47

인, 저소득층, 농어민, 고령층으로 구분되는데 이들 중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격차가
일반 국민 100% 대비 68.6%로 저소득층 95.1%, 장애인 81.3%, 농어민 77.3%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이다. 디지털 정보격차 항목 중 스마트기기와 인터넷 접근성은
취약계층 모두 90% 이상으로 양호한 수준이지만 역량과 활용 수준은 각각 60.3%와
74.8%로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층의 디지털 기기 이용
역량 수준은 53.7%로 일반 국민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그림 3-1] 디지털 취약계층 정보격차 현황(2020년)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2020).

최근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비대면화･무인화에 따른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가 심화되면서 온라인 쇼핑, 인터넷 금융거래, 온라인
학습, 무인점포 이용 등에서 취약계층의 디지털 소외 문제가 사회적 갈등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2020)에서 최근 1년간 인
터넷 쇼핑 이용경험을 조사한 결과, 전 연령대 평균 61.0%가 이용경험이 있으나,
50대는 44.1%, 60대는 20.8%, 70대 이상은 15.4%로 고령층에서 매우 낮게 나타
나며 특히, 20대(96.9%)와 30대(92.4%)보다 70대 이상의 인터넷 쇼핑 이용경험은
크게 낮은 수준이다. 최근 1년간 인터넷 뱅킹 이용경험은 전 연령대 평균 64.9%가
이용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50대는 55.9%, 60대는 26.9%, 70대 이상은 6.3%
로 고령층에서 크게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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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연령대별 인터넷 쇼핑 이용 경험(좌)과 인터넷 뱅킹 이용 경험(우)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2020).

학교 등교 제한으로 온라인 학습이 일상화되었는데 소득수준과 맞벌이 여부 등에
따라 온라인 학습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미국 내 1,500여 가정을 대상으로 설문조
사한 결과,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 ‘온라인 학습 기기에 접근할 수 없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32.%로 고소득층 10%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원격학습을 제공하지 않는
학교에 다닌다’는 응답 또한 저소득층 11%로 고소득층 2%보다 높아 저소득층의
온라인 학습의 질이 고소득층 대비 크게 낮은 수준이다. 한국의 학부모 8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소득수준이 200만원 미만인 저소득층 가정에서 ‘온라
인수업을 직접 지켜보거나 지도해준 적이 있다’는 응답은 53.3%로 소득수준 1천만
원 이상 고소득층 가정의 87.8%와 큰 격차를 보였다.
[그림 3-3] 소득수준별 원격학습 경험(좌)과 소득수준별 온라인 학습지도 경험 ‘있다’(우)

자료 : FETIMES(2020.6.18.), 경향신문(20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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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와 최저임금 인상, 키오스크 기술제품의 등장에 따라
무인 점포가 확산되면서 키오스크 무인단말기의 보급이 증가하고 있다. 2021년
글로벌 키오스크 시장규모는 835억달러(한화 92조원) 수준이며 연평균 8.9%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BBC리서치, 2021). 이는 소매점의 비용절감을 통
한 경제적 효과와 소비자 편의성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장애인과
고령층과 같은 디지털 취약계층의 소외 현상은 심각해지고 있다. 키오스크의 높이와
터치스크린 음성지원 등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현실에서 장애인의 소비생활
위축이 우려되고 있으며 고령층의 키오스크 활용 역량 부족 문제는 사회적 갈등을
심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디지털 소외계층의 키오스크 이용성 향상을 위해 외래어를
배제하고 폰트 크기를 키우거나 색약자를 고려해 색상과 명도 대비를 구현한 키오스
크, 인공지능 기술과 챗봇을 활용한 대화형 키오스크 등 다양한 포용적 혁신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그림 3-4] 고령층(65세 이상) 소비자 ‘키오스크 사용시 불편한 점’ 조사결과

자료 : 한겨레(2020.9.9.), 한국소비자원(2020).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기술과 산업간 융합에 따라 새로운 디지털 기술 제품과
서비스가 등장하고 개인이 사회･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고도의 디지털 활용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기술이 사람
을 보조하는 역할을 넘어서 사람을 대체하는 역할로 진화함에 따라 일자리 구조가
개편되고 필요로 하는 직무 능력이 급변하게 될 전망이다. 이때 일반 국민보다 사회
적 취약계층의 소외 가능성은 더욱 커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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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일반 국민 또한 디지털 전환에 시의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디지털 경제
생태계에 참여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디지털 기술혁신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
고 사회구성원 모두 사회･경제 생태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그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포용적 혁신 정책의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2.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2020.6.22.)’ 주요 내용
정부는 디지털 포용을 ‘국민 모두가 차별이나 배제 없이 디지털 세상에 참여하여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리기 위한 사회 전체의 노력’이라고 정의하고 혁신
적 포용 국가 비전을 디지털 기술기반으로 실현하는 실행계획을 수립하였다. 디지털
포용 예산으로 2021년 기준 2,044억원을 책정했으며 2022년에는 2,129억원으로
증액할 계획이다. 디지털 기술의 핵심인 ICT기술은 포용사회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
인 동시에 혁신사회를 만드는 핵심 동인으로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에 중요한 요소라
고 설명하고 있다. 과거에는 디지털 격차 해소 정책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정보 활용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면, 디지털 포용은 디지털
사회에 대한 참여 동기 유인과 디지털 혜택을 능동적으로 찾아 누리는 보다 적극적
인 차원이다. 즉, 정책 대상은 취약계층에서 디지털 역량과 동기가 부족한 전 계층으
로, 추진 방식은 정부주도에서 시민사회･기업･정부의 협력체제로 개선하였다.
계획의 주요 내용은 디지털 역량 강화,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 디지털 기술 확산과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디지털 포용기반 조성의 4가지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디지털 역량 강화에서는 디지털 교육센터를 전국 연간 1천개씩 구축하고 디지
털 맞춤형 교육체계를 구축, 초･중･고등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SW･AI 교육을
제공, 디지털 역기능 예방 교육 강화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둘째,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에서는 농어촌 지역 공공와이파이 확대 등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하고 취약계
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기 지원,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가능하도록 웹･모바일앱･키
오스크 등의 접근성 개선, 저소득 학생 등 취약계층의 원격교육 지원을 추진한다.
셋째, 디지털 기술 확산과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에서는 취약계층의 지능정보서비스
확대, IoT･AI 기술 활용 취약계층 돌봄 서비스, 비대면 복지서비스를 위한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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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구축, 디지털 기반 포용기업 창업지원 및 기술역량 강화, 고령층･장애인의
디지털 일자리 연계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넷째, 디지털 포용기반 조성을 위해
서는 시민사회･기업･단체가 참여하는 디지털 포용연합을 구성하고 시민 주도 디지
털 사회활동을 위한 기반을 제공한다. 그리고 디지털 포용 관련 법률을 마련해 법･
제도를 정비하도록 한다.
[표 3-1]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 주요내용
추진과제

중점 추진내용

Ÿ 집 근처 디지털 교육 센터 전국 확대(연간 1,000개)
Ÿ ‘디지털 역량수준 척도’ 및 ‘디지털 역량교육 통합 공유 플랫
1. 국민 누구나 종합적인 디지털
폼’을 통한 수준별 맞춤형 교육체계 구축
역량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Ÿ 초중고등학생, 성인 대상 전 국민 SW･AI 교육
Ÿ 디지털 역기능 예방 교육 강화
Ÿ 농어촌 지역 등에 네트워크 인프라 확대
2. 취약계층도 쉽게 디지털 기술 Ÿ 취약계층을 위한 디지털 기기 지원
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 Ÿ 웹, 모바일 앱, 키오스크 등을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
겠습니다.
한 접근성 개선
Ÿ 저소득 학생 등 취약계층 원격교육 지원
Ÿ 취약계층의 불편사항 해결을 위한 지능정보서비스 확산
3. 포용적 디지털 기술을 확산하 Ÿ IoT･AI를 활용한 취약계층 돌봄, 비대면 복지 서비스를 위한
고 취약계층의 사회참여와 일자리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를 지원하겠습니다.
Ÿ 디지털 기반 포용기업 창업지원･기술역량 강화
Ÿ 고령층･장애인의 디지털 일자리 연계 지원
4. 민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Ÿ 시민사회･기업･단체가 참여하는 ‘디지털 포용연합’ 구성
국민 스스로 참여하는 디지털 사 Ÿ 시민 주도 디지털 사회활동을 위한 기반 제공
회활동을 촉진하겠습니다.
Ÿ ‘디지털 포용 법률’ 마련 등 법･제도 정비
자료 : 관계부처 합동(2020.6.22.).

2021년 7월 22일, 정부는 디지털 뉴딜 1주년 성과를 발표했다. 디지털 뉴딜은
DNA(데이터･네트워크･AI) 생태계 강화, 디지털 교육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
성, SOC디지털화 등 디지털 기술기반 혁신과제와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디지털
포용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이 중 디지털 포용 관련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누구나 교육･문화･복지 디지털 서비스의 편의를 누리도록 국민비서(19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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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300여종) 등 424개 공공서비스가 제공되었으며,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K-MOOC) (80만명), 여행예보 서비스(13만명), 가상현실 스포츠실(10만명), 모바
일 건강관리 서비스(3.5만명) 등을 통해 220만명 이상의 국민들에게 다양한 디지털
혜택을 제공하였다.
둘째,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한 디지털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디지털 SOC를 구축하
였다. 세부 추진과제로는 초･중･고 31만개 교실에 고성능 와이파이 구축, 지능형
홍수 관리(807개소), 재난대응 조기경보 시스템(170개소), 지자체 CCTV를 경찰
청･소방청 등과 연계하는 스마트시티 플랫폼(108개 지자체) 구축 등이 있다.
셋째, 디지털 접근성 개선을 위해 전국 1,000여개 디지털배움터에서 취약계층
디지털 역량강화교육(48만명) 진행,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5.8만세대), 버스정류
장 등 공공장소 와이파이 구축(2.8만개) 등을 추진하였다.
이 뿐 아니라, 디지털 뉴딜에는 산업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디지털 인재양성과 같이 디지털 기반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도 포용적 혁신
정책의 실현을 위한 핵심 과제로 포함되어 있다. 산업 혁신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 내용에는 전국 3차원 정밀지도(3.6만km2), 지하공간통합지도(52개시) 등 국
토관리 기반 구축, 산업･물류･농업의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그린산단
(7개), 스마트 공동물류센터(2개소), 스마트팜 혁신밸리(4개) 등이 있다. 디지털 혁
신 인재양성은 혁신 교육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석･박사급 인재 양성을
위한 인공지능 대학원(10개), 소프트웨어 중심대학(41개교), 지역 산업체를 기반으
로 인공지능 교육을 제공하는 이노베이션 스퀘어(5개 권역), 혁신 소프트웨어 교육
기관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등 혁신교육 인프라를 확충하였다.
정부는 지난 1년간 디지털 포용 정책을 취약계층에 대한 디지털 접근성 강화
등 인프라(SOC) 구축을 중심으로 추진해왔으나 앞으로는 전 국민이 일상적으로
디지털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SOC의 사회･산업 활용성을 강화하도록
발전시킬 계획이다.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과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을 통해 살펴
본 포용적 혁신 정책의 특징은 정책 대상의 확대(취약계층에서 전 국민으로), 정책
내용의 포괄(디지털 포용 서비스에서 기업･산업 혁신 인프라까지), 능동적 참여
유인(수동적인 혜택 지원에서 적극적인 참여와 혜택 분배), 지속가능성 확보(혁신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라고 요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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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국외 디지털 포용 정책 사례
1. 영국의 디지털 포용 전략
영국은 2017년 3월 디지털 전략(UK Digital Strategy)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2014년부터 시행해온 디지털 포용 전략이 포함되어 있다. 2017년 디지털 전략에서
는 기존의 디지털 포용 전략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경제로 도약하기
위한 디지털 종합 계획을 포괄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2014년 4월 디지털 포용 전략(Digital Inclusion Strategy)을 발표
했는데 전략의 목표는 ‘2020년까지 모든 국민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전략 수립의 추진 배경은,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약화와 디지털
소외의 심화였다. BBC(2013)의 조사에 따르면, 영국 국민 중 21%가 인터넷 웹서비
스를 이용하지 않고, 14%는 인터넷 접속 경험이 전혀 없으며, 7%는 인터넷 접속은
하지만 이를 통해 얻는 혜택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약계층인
장애인 중 33%는 인터넷 이용경험이 전무했으며 이는 인터넷 이용경험이 없는
사람 중 절반 이상(54%)을 차지하는 수치였다(Government Digital Service,
2014). 정부는 가장 기본적인 디지털 서비스인 인터넷 사용 실태에 대해 심각성을
인식하고 모든 국민의 디지털 접근성 향상과 디지털 기술의 활용, 동기, 자신감
향상 등을 위해 디지털 역량 제고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디지털 포용 전략의 실행계획은 다음의 10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디지털
포용 정책은 광범위한 정부의 정책, 프로그램, 디지털 서비스의 일부로 추진한다.
둘째, 양질의 범정부 디지털 역량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셋째, 정부의 디지털
서비스 활용 개선을 위해 공무원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한다. 넷째, 정책 실행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은 디지털 기술과 역량에 대한 정의를 사용하는 데 동의한다.
다섯째, 영국 전역의 디지털 기술 지원 연합체(GO ON UK)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여섯째, 파트너십 업무를 확대하고 개선한다. 일곱째, 디지털 기술 지원
연합체가 개발･보급하는 디지털 포용의 공유 언어를 사용한다. 여덟째,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 거점을 일원화한다. 디지털 기술 지원 연합체는 별도의 웹사이트를 만들
어 정보를 제공하고 멘토링을 지원한다. 아홉째, 중소기업과 시민단체 지원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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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열째, 데이터에 기반해 디지털 포용 성과를 측정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2014년 수립된 디지털 포용 전략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영국의 디지털
전략이 정부주도가 아닌 정부･민간･시민단체･지방정부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추진
한다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계획수립과 관리 총괄을 담당하고 실질적인 집행은 비영
리기관에서 수행한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민간기업, 시민단체 등 관련 기관과
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다음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디지털 기술을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스킬을 교육하고 관련 정보를 온･오프라인에서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 특징은 정보화 교육 기관이 정보화 교육 뿐 아니라, 고령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정보화 교육, 직업 교육, 문화생
활, 온라인 학습 등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디지털 포용 전략의 목표는 ‘2020년까지 모든 국민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으나, 2020년 영국 국민의 16%인 9백만명은 여전히 인터넷이
나 관련 디지털 기기를 스스로 사용할 수 없었으며(Lloyds Bank, 2020), 또한
장애인은 여전히 온라인보다 오프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중이 25%로 비장애인
6%보다 4배 높게 나타났다(Lloyds Bank, 2018).
2017년 3월,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경제 달성을 목표로 ‘영국 디지털 전략(UK
Digital Strategy)’을 발표하였다(Department of Digital, Culture, Media &
Sport, 2017). 전략은 ①디지털 연결성 기반 구축, ②디지털 포용 기반 구축, ③디지
털 기업 인프라 조성, ④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⑤안전한 사이버공간 구축, ⑥디
지털 정부 구축, ⑦데이터 개방 확대 및 신뢰성 향상의 7가지 세부 전략으로 구성되
어 있다. 이 중 ②디지털 포용 기반 구축은 디지털 배제의 근본 원인인 디지털
접근성, 디지털 기술, 자신감과 동기부여 결여의 4가지 장벽을 제거하여 모든 국민
이 디지털을 일상적으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전
국민이 각자의 수요에 맞는 디지털 기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첫째, 디지털
역량 강화(Digital capability for all), 둘째, 디지털 경제를 위한 스킬(Digital
skills for a digital economy), 셋째, 협력을 위한 디지털 기술 지원(Working
together)으로 구성되고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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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디지털 역량 강화에서는 ①디지털 배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탐색
하고 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비용과 편익 등 타당성 평가를 시행한다. ②디지털
포용의 핵심 거점으로 도서관을 활용한다. 지역 사회 구성원들이 디지털 접근, 교육,
정보제공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서관의 역할을 개발하고 확대시킨다. 구체적으로
전국 도서관에 무료 와이파이를 설치하고 1만4천명의 도서관 직원과 자원봉사자들
이 시민들에게 디지털 교육을 제공하도록하였다. 공공 도서관은 자선 단체와
Halifax, BT, Barclays와 같은 민간 기업과 협력을 통해 디지털 포용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③민･관 디지털 포용 위원회(Council for Digital Inclusion)를 통해
시민들의 디지털 접근성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이니셔티브를 제공한다. 국민보건
서비스(NHS: National Health Service)를 통해 노숙자, 장애인, 정신건강이상자,
수감자 등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110만 파운드를 투자하였다.
둘째, 디지털 경제를 위한 스킬 향상에서는 ①디지털 교육을 공교육에 확대한다.
영국은 2014년에 이미 초･중등 교육과정에 코딩 교육을 의무화하였다. 이를 성공적
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교사의 디지털 전문성이 중요한데 정부는 British
Computing Society와 협력하여 2017년과 2018년 교사임용자들에게 2만7,500
파운드 상당의 장학금을 제공하고 디지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또한
Raspberry Pi Foundation은 학생들에게 고성능 컴퓨터를 저가로 제공하고 BBC
Make it Digital 프로그램에서는 25개 이상의 기관과 협력하여 어린이에게 소형
컴퓨터를 보급함으로써 디지털 창의성을 개발하도록 지원하였다. ②평생학습을 지
원한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 속도는 가속화되며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 이에 대응
하기 위해 사람들이 정규 교육 과정을 마친 후에도 디지털 기술 훈련 프로그램에
무료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디지털 경제 생태계에서 필요한 디지털
서비스를 활용하고 이점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문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
다. ③디지털 일자리 창출 및 인재육성이다. 2022년까지 약 120만명의 디지털
기술 인력이 필요한데 현재 컴퓨터 공학 전공자들은 졸업 6개월 후까지 취업하지
못하는 비율이 10%로 모든 전공분야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 이는 대졸자
들이 기업에서 요구하는 디지털 전문성을 충분하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민간 기업과 협력해 디지털 기술 교육 프로그램 표준을 설계하고 대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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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활용해 우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립 디지털 기술 대학인
Ada는 2016년 9월 개교했는데 정부로부터 1,300만 파운드, 런던시로부터 1,800
만 파운드의 투자를 받아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베이스 개발자, UX 디자이너 등의
디지털 인재를 5년간 5천명 양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Ada는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 Deloitte, IBM, Google 등과 같은 민간 부문 조직과도 협력하고
있다. ④다양한 디지털 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디지털 기술분야 인력 구성에서 여성
은 매우 적은 비중을 차지한다. CyberFirst Girls, TechFuture Girls, Code First:
Girls 등의 디지털 기술 대회 및 네트워킹 이벤트 프로그램을 통해 여학생들이
디지털 기술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Techmums 프로그램에서는 기혼여
성이 5주간 디지털 기술을 교육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Facebook과
Enterprise Nation의 협력으로 만들어진 SheMeansBusiness Partnership은 영
국 전역 1만명이상의 여성 기업가에게 디지털 기술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⑤사이버 보안 기술을 개발한다. 영국은 세계 최고 사이버 보안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여전히 사이버 보안 기술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14~18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보안 기술 학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사이버 보안 기술 교육을 통해
관련 분야 일자리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학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양질의
교육을 위해 교사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 교육을 지원한다.
셋째, 민간 기업의 디지털 기술 프로그램 참여를 확대한다. 디지털 포용을 위한
기술교육은 정부주도가 아닌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해 질
수 있다. 다수의 기업들은 비즈니스 주도 디지털 기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Microsoft는 최근 30,000명의 공무원에게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교육하는 프로그
램을 시작했으며, 2020년까지 500,000명에게 고급 클라우드 기술 기술을 교육하
는 Cloud Skills Initiative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모든 사람이 무료 온라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뿐 아니라, Google,
Amazon, Lloyds Bank, Barclays, HP, Cisco, Apple 등 10여개사가 자체적으로
디지털 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계속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민간기업의 지속적인 참여를 위해 디지털 기술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모범 사례를
공유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의 조정과 협력을 지원한다. 정부의 통합 관리 시스템을
통해 개인은 맞춤형 프로그램에 효율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확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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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영국 디지털 포용 전략 주요 내용
전략

중점 추진내용

디지털 역량 강화
(Digital capability for all)

Ÿ 디지털 배제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 타당성 평가
Ÿ 디지털 포용 핵심 거점으로 도서관 활용
Ÿ 민관 디지털 포용 위원회(Council for Digital Inclusion)
구성 및 활용

Ÿ 공교육내 디지털 교육 확대
디지털 경제를 위한 스킬 향상 Ÿ 평생학습 지원
(Digital skills for a digital Ÿ 디지털 일자리 창출 및 인재육성
economy)
Ÿ 다양한 디지털 인력 양성(여성 인력 양성)
Ÿ 사이버 보안 기술 개발
기업의 디지털 기술 프로그램
참여 확대
(Working together)

Ÿ 민간 기업의 디지털 기술 교육 및 비즈니스 프로그램 운영

자료 : Department of Digital, Culture, Media & Sport(2017).

2. 일본의 ‘AI 전략 2019’
일본은 통합혁신전략추진회의를 통해 ‘인간 중심의 AI 사회 원칙’과 ‘AI 전략
2019’를 발표하였다. ‘인간 중심의 AI 사회 원칙’의 기본 이념은 ①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사회(dignity), ②다양한 사람을 포용하는 행복한 사회(diversity &
inclusion), ③지속가능한 사회(sustainability)이며 7가지 원칙을 제시했는데 ①
인간중심, ②교육과 리터러시, ③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④보안 확보, ⑤공정경쟁,
⑥공평･설명책임･투명성, ⑦혁신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인간중심) AI가 인간을 보조하는 역할에 머물러야 하며 AI의 활용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누려야 한다, ②(교육과 리터러시) 모든 사람들이 AI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야 한다. ③(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AI의 데이터 이용
이 개인의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해 기술적 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④(보안 확보) AI의 위험방지 기술을 개발하고 특정 AI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⑤(공정경쟁) 데이터 수집과정이 정당해야 하며 개인의 주권
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AI 이용을 통해 부와 사회적 영향력 집중화가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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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도록 해야한다. ⑥(공평･설명책임･투명성) AI가 다양한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아야 하고 AI 이용과정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AI 이용과
운영에 관해 투명하고 개방적인 체제를 유지하고 AI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신뢰성
확보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 ⑦(혁신) 혁신 주체간 협업 체제를 구축하고 자유롭게
인재를 교류해야 한다. 또한 AI의 공학･윤리･경제적 측면의 발전을 추진하고 AI
발전을 위한 우호적인 연구개발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표 3-3] 일본의 ‘인간 중심의 AI 사회 원칙’ 주요 내용
원칙

주요 내용

①인간중심

Ÿ
Ÿ
Ÿ
Ÿ

AI의
AI는
AI의
AI의

활용이
인간의
활용의
보급은

인간의 기본 인권을 침해하면 안됨
노동 일부를 대체할 뿐이며 보조 역할 수행
주도권은 인간에게 있음
모든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

②교육과 리터러시

Ÿ
Ÿ
Ÿ
Ÿ

교육
모든
상호
교육

취약계층 발생하지 않도록 전 세대 폭넓은 교육
사람에게 AI, 수리, 데이터과학 등 리터러시 교육 제공
연계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AI 환경 구축
환경 구축에 행정부･학교･민간･시민이 주체적으로 참여

Ÿ AI가 개인의 자유･존엄･평등을 침해하지 않아야 함
③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Ÿ AI가 개인에게 피해를 줄 경우 이를 대비할 기술방안 마련
Ÿ AI의 개인 데이터 부당이용을 방지할 보호책 마련
④보안 확보

Ÿ AI의 위험성 평가와 위험 방지 기술개발 추진
Ÿ 특정 AI의 독점성 및 의존성 경계

⑤공정경쟁

Ÿ 부당한 데이터 수집 및 주권 침해 방지
Ÿ AI 이용을 통한 부와 사회적 영향력 집중화 현상 방지

Ÿ
Ÿ
⑥공평･설명책임･투명성
Ÿ
Ÿ

⑦혁신

AI 설계시 인종･성별･국적･종교 등의 배경에 따른 차별 방지
AI 이용 사실, 데이터 취득 방법, 결과 등에 대한 적절한 설명
AI 이용･채택･운영에 대한 개방형 토론의 장 개최
AI의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신뢰성 확보 시스템 구축

Ÿ 대학･연구기관･기업간 협업과 연계, 유연한 인재 교류 촉진
Ÿ AI 품질과 신뢰성 확인, 데이터 수집･정비, AI 개발･테스트･운영 등
공학적 측면과 윤리･경제적 측면의 학문적 진보 추진
Ÿ AI의 발전을 가속화하는 컴퓨팅 자원, 고속 네트워크 공유･활용되는
연구개발 환경 구축

자료 : 일본 통합혁신전략추진회의(2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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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전략 2019’은 ‘인간 중심의 AI 사회 원칙’을 바탕으로 수립되었는데 전략의
목표는 ‘AI 기술을 통해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이 실현되는 사회로의 변화’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4대 전략목표와 7대 분야 전략을 제시하였다. 4대 전략 목표는
①AI 인재 육성과 유입 유도, ②AI 응용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 확보와
산업 경쟁력 강화, ③다양성･포용성･지속가능성을 갖춘 사회 실현을 위한 AI 기술
체계 확립, ④글로벌 AI 연구･교육･사회 기반 네트워크 구축이며 7대 분야는 ①교
육, ②연구개발, ③사회 변화, ④데이터 기반 구축, ⑤디지털 정부, ⑥중소･벤처기업,
⑦윤리 등으로 구성된다. 7대 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교육) AI 전략에
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분야로 AI 인재육성과 확보를 위해 수리･데이터과학･AI에
대한 교육을 정규교육과정으로 추진하고 관련 과목을 대학 입시에 반영한다. 또한
산업계와 연계한 전문분야별 AI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②(연구개발) AI 핵심 연구센
터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AI 표준화 연구개발 및 사이버 보안 기술을
확립한다. ③(사회 변화) 건강･의료･돌봄, 농업, 국토, 교통 인프라･물류, 지역 스마
트시티 활성화 등 5대 분야를 대상으로 AI 서비스를 실현(포용적 기술개발)하고
산업구조를 전환한다. ④(데이터 기반 구축) 5대 분야에 대한 데이터 기반을 구축하
고 AI 네트워크 고도화･안전성･신뢰성을 확보한다. ⑤(디지털 정부) AI 원스톱 서비
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AI 서비스에 필요한 민관 데이터를 개방한다. 행정기관에서
는 AI와 로보틱스를 활용해 행정 업무의 효율화 및 고도화를 추진한다. ⑥(중소･벤
처기업) AI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AI 스타트업을 지원한다.
⑦(윤리) ‘인간 중심의 AI 사회원칙’을 정착시키고 국제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AI
윤리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추진한
AI 전략 추진을 위한 R&D 중점 분야를 선정했는데 이 중 ‘AI 포용 기술개발’
분야의 R&D 항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지방 거주자･여성･장애인･고령자
등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제도 설계, 둘째, 언어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번역 통역
AI, 셋째, 원격･다중언어 행정, 의료 서비스 지원 시스템, 인간의 능력을 보완하고
능력을 확장하는 기술(신체, 지각, 창조성 등), 넷째, 전 세계 인간과 기계･AI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아키텍쳐, 디바이스 및 이를 실현하는 네트워크 인프라,
다섯째, AI 데이터 접근과 처리가 가능한 디지털 거버먼트, 여섯째, 다중 언어처리
기술개발, 화상･동영상 정보 처리 기술, AI 기술･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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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일본의 ‘AI 전략 2019’ 주요 내용
7대 분야

①교육

주요 내용
Ÿ 고등학교 졸업생이 수리･데이터과학･AI에 관한 기초 역량(literacy)을 습
득하도록 교육과정 운영
Ÿ 데이터 과학 및 AI를 이해하고 모든 전문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한 인재
연간 25만명 양성
Ÿ 글로벌 수준의 데이터 과학 및 AI 인재 연간 약 2천명 양성(정상급 인재
연간 100명 육성)
Ÿ 수리･데이터과학･AI 역량 제고를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 운영(여성의 사회
참여 촉진)

②연구개발

Ÿ AI R&D 네트워크 구축(AI 핵심 연구센터(AIP, AIRC, NICT, CiNet,
UCRI) 중심)
Ÿ AI 핵심 이론 및 시스템 분야 설정하고 AI 기반기술 개발
Ÿ AI 인프라 및 하드웨어(차세대 칩, 아키텍처 네트워킹 센서, 액츄에이터
등)에 대한 연구개발 강화
Ÿ 사이버 보안 핵심 기술 개발

③사회 변화

Ÿ 건강･의료･돌봄 : 데이터 기반 정비, AI 기술개발･활용을 통해 종사자
부담 경감, 세계 최첨단 의료 AI 시장 허브를 조성
Ÿ 농업 : 스마트 농업 기술 도입, 농업 분야 AI 인재 양성
Ÿ 국토 : 노후 인프라 점검 로봇, 센서 등 신기술 개발･도입, 국도 사이버
정보 플랫폼 구축
Ÿ 교통･물류 : 인재 사고율 0% 달성, 물류 데이터 활용 생산성 향상 및
고부가가치화 추진
Ÿ 지역 활성화(스마트시티) : 시급한 사회문제, 다양성과 포용성을 보장하는
사회 구축, 디지털 행정 실현 등 스마트시티 플랫폼 구축

Ÿ Data for AI : 5대 분야 AI 데이터 연계 기반 운영 및 빅데이터 품질
제고
④데이터 기반 구축 Ÿ Trust for AI : 글로벌 상호 인증 가능한 데이터 기반 구축･정비
Ÿ Networt for AI : 5G 및 광섬유 네트워크 체제 정비, 전국 네트워크
고도화･안전성･신뢰성 확보
⑤디지털 정부

Ÿ 행정 AI 원스톱 서비스 구축
Ÿ ‘민관 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법’에 의거 데이터 개방
Ÿ AI･로보틱스 활용 행정 업무 효율화･고도화 추진

⑥중소･벤처기업

Ÿ AI 활용 중소기업의 생산성 제고
Ÿ 대학 연계 ‘AI 실전 스쿨’ 운영, 신서비스 모델 창출
Ÿ AI 스타트업 활성화

⑦윤리

Ÿ ‘인간 중심의 AI 사회원칙’ 정착
Ÿ 국제 협력체제 구축하여 AI 윤리 논의 추진

자료 : 일본 통합혁신전략추진회의(2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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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호주 기술 미래 전략 ‘Austrailia’s Tech Future’
2018년 12월, 호주 산업혁신과학부(Department of Industry, Science,
Energy and Resources)는 ‘호주 기술 미래 전략(Austrailia’s Tech Future)’을
수립했으며 4대 핵심 분야 ①(사람) 디지털 스킬 증진과 포용, ②(서비스) 디지털
정부, ③(디지털) 인프라 및 데이터 접근, ④(환경) 사이버 보안 중 첫 번째 분야에서
포용 목표를 제시하였다. 디지털 스킬과 포용의 목표는 국민 모두의 디지털 스킬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포용 사회
실현이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을 통해 호주 국민들은 의사소통하고 일하고, 가르치고 배우
는 등 모든 일상 생활의 상호 작용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서
저소득자, 인터넷 접근성이 낮은 사람들, 기술 역량이 부족한 사람들은 디지털 기술
의 혜택을 누리기 어려워졌다. 호주 원주민 가구는 다른 가구보다 인터넷 연결이
불가능할 확률이 약 75% 높게 나타났다(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16).
이처럼 호주 원주민들은 기술･경제･문화적으로 디지털 기술의 접근에 대한 장벽을
경험하고 있다. 디지털 세계로부터의 배제는 실업, 저학력, 빈곤과 같은 다른 형태의
사회적 배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디지털 포용은 커뮤니티에서 가장 불리하고 소외
된 사람들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호주 정부는
정부와 기업, 커뮤니티 모두 디지털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디지털 미래 설계에 있어서 다양한 구성원들의 디지털 역량을 고려하여 모두
참여하고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디지털 포용의 대상은 고령층, 여성, 호주 원주민, 장애인,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외곽 지역 거주민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호주의 디지털 포용지수(ADII: Australian
Digital Inclusion Index, 2018)에 따르면 이들 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경제성,
디지털 역량 등이 불균형하게 나타난다. 정부는 광대역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저렴
한 인터넷 사용을 가능하게 하고 농촌과 외곽지역 주민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을
확대시킨다. 또한 고령층과 여성에 대한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디지털 기술 혁신의 포용성을 확대하기 위해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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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대역 네트워크 서비스(NBN: National Broadband Network)이다. 서비스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2021년까지 2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학생들에게 원격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e-health 서비스를
통해 지역 주민의 건강관리가 가능하다. 둘째, 농촌 및 외곽 지역 주민에 대한 원격
의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호주 정부는 2017년부터 4년간 910만 달러를 원격
의료 지원에 투자하고 있다. 서비스는 농촌 및 외곽 지역 주민들이 의료 전문가와의
화상 진료를 통해 도시 주민과의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 셋째, 장애인의
온라인 서비스 접근성 향상이다.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등의 기술혁신으로
음성 인식과 번역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보조적인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장애인의 일상을 편리하게 개선할 수 있다. 넷째, 환자 개인의 의료 데이터
접근성 향상이다. 디지털 의료는 접근성과 품질, 안전 및 효율성을 개선하고 있다.
2019년까지 모든 호주인은 My Health Record를 갖게 되는데 이는 환자 스스로
의료의 주도권을 확보하게 되며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호주 정부의 디지털 포용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광대역
네트워크 구축이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호주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광대역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②헬스케어 홈 프로그램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나만의 진료 팀을 구성하고 맞춤형 건강관리
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③Digi House는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사회주택으로
이들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 학습과 멘토링을 제공한다. ④여
성에 대한 STEM 교육과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여성의 사회참여와
창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 예산을 투입해 비영리 조직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⑤Be Connected는 디지털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역별 디지털
교육 커뮤니티 거점을 구축하고 온라인 학습 자원을 이용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⑥Freedom Online Coalition은 온라인 자유 연합으로 2011년 네덜란드 외무부
주도로 34개국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연합의 행동 원칙은 “우리는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행동할
것”이며 개인의 인권이 온라인에서도 보장될 수 있도록 국제적 논의를 지속한다.
⑦Digital Defenders는 디지털 위협을 받는 인권옹호자들에 대한 신속 대응 체제
로 자금 지원과 디지털 보안 기술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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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호주 디지털 포용 정책 주요 내용
7대 분야
주요 내용
①광대역 네트워크 Ÿ 호주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광대역
구축
네트워크 구축
Ÿ 호주인 4명 중 1명이 최소 2가지 이상의 만성 질환을 앓고 있음
②헬스케어 홈 프로
Ÿ 나만의 진료 팀을 구성하고 건강 관리 플랜을 함께 개발하며 신속하고
그램
유연하게 케어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③Digi House

Ÿ 저소득층 사회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별 디지털 학습 및 멘토링 환경을 구축
Ÿ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저소득층 사회주택 거주자들의 디지털
역량을 향상시킴

Ÿ 여성을 대상으로 한 STEM 교육과 기업가정신 교육에 5천~25만 달러의
예산을 투자
④여성 STEM 교육
Ÿ 호주 연구기관, 직업교육기관 등 비영리 조직이 운영
Ÿ 교육을 통해 여성의 디지털 분야 직업 참여를 촉진
⑤Be Connected

Ÿ 호주 국민 누구나 온라인 학습 리소스를 활용하여 디지털 기술 역량과
자신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별 커뮤니티 거점을 구축

Ÿ 2011년 네덜란드 외무부 주도로 34개국 회원으로 구성
⑥Freedom
Ÿ “우리는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Online Coalition
증진하기 위해 행동할 것”
Ÿ 오프라인의 인권이 온라인에서도 보장될 수 있도록 의제 논의

⑦Digital
Defenders

Ÿ 디지털 위협을 받는 인권옹호자들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제 구축
Ÿ 펀딩 : 인권 운동가, 언론인, 활동가 또는 조직에 대한 디지털 위협과 공격
발생시 긴급 자금 투입(최대 1만 유로)
Ÿ 트레이닝 : 2015년부터 인권 커뮤니티와 네트워크에 대한 디지털 보안
전문가의 기술 지원
Ÿ 디지털 보안 펠로우십 : 6개월~18개월 간 최소 1명의 펠로우가 조직 내
디지털 보안 문제 해결을 위해 투입 지원

자료 : Australian Government(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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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싱가포르 ‘Digital Readiness Blueprint’
싱가포르는 2019년 2월, 통신정보부(MCI)와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IMDA)의
주도로 ‘Digital Readiness Blueprint(디지털 준비 청사진)’을 발표하였다.
Digital Readiness란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성(digital access)과 디지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역량(digital literacy),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디지털
참여(digital participation)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정책에서는 4가지 전략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 포용을 위한 디지털 접근성 확대, 둘째,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 셋째, 시민사회와 기업의 디지털 기술 도입 활성화, 넷째, 포용적 기술혁신
설계 등이다.
첫째, 포용을 위한 디지털 접근성 확대에서는 시민의 디지털 사회 참여를 위한
디지털 기술 접근성 향상 지원 내용을 포함한다. 싱가포르 정부는 저소득 가정에
컴퓨터와 태블릿 등 디지털 기기를 지원하고 광대역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성을
지원한다. 또한 개인의 디지털 ID를 활성화하여 디지털 사회에서 안전하고 편리하
게 인증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한다. IMDA(2016)에 따르면 싱가포르
가구 9%가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한데 이들은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전히 휴대전화를 보유하지 못한 계층이 존재한다. 인터넷 뱅킹,
현금없는 대중교통 시스템 등이 보편화됨에 따라 디지털 소외 계층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IMDA는 2014년부터 장애인을
대상으로 IT기술을 통해 생활서비스를 이용하고 구직활동을 하는 IT 활성화 프로그
램을 추진해왔으며 2019년까지 4,100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젝트에 200
만 달러를 투자했다. 또한 디지털 취약계층인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용 모바일 기기
를 개발･지원했는데 해당 기기는 시력저하와 미세 운동 능력 저하 등을 고려해
버튼의 크기를 확대하고 읽기 쉬운 글꼴과 음성지원 앱 등의 노인 친화적 기능을
갖추도록 설계되었다.
둘째,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이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디지털 기술 사용에 대한
자신감과 동기부여를 의미하며 국가 비전인 스마트국가(Smart Nation) 실현을
위해 핵심적인 요소이다. 디지털 기술의 기본 역량을 정보 관리(온라인 검색과 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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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판별), 의사 소통(개인 메시지 연결), 거래(온라인 쇼핑, 인터넷 뱅킹, 정부
디지털 서비스 이용 등)로 정하고 이에 대한 기술 교육 프로그램(SFDW: Skills
Future for Digital Workplace)을 운영한다. 이때 시민들의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분별력과 책임감이 요구되는데 가짜 뉴스의 폐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미디
어 조직과 기술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온라인 콘텐츠의 진위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2018년 1월, DOFs(Deliberate Online Falsehoods)를 설립하였다. 위원회를 통
해 시민들을 허위 정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하거나 기술 기업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는 등 광범위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3-5] 기본적인 디지털 기술 커리큘럼

자료 : Ministry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2019).

또한 노인들의 미디어 리터러시를 향상시키기 위해 MLC(Media Literacy
Council)를 조직하여 Better Internet Campaign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
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기반 사이버 웰니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학생들을 디지털 네이티브로 성장시키기 위해 토크, 워크샵, 캠프 등 다양한 커리큘

66∣기술혁신 관점의 포용적 성장 정책 방향 연구 : 디지털 포용을 중심으로

럼을 운영 중이다. 대표적으로 TOUCH 프로그램은 2001년부터 시작된 사이버
웰니스 프로그램인데 디지털 콘텐츠의 바람직한 이용과 문제 해결 방법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태도에 대해 교실 프로그램과 토크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학생 리더를
양성한다. 프로그램에는 2019년까지 160만명의 학생이 참여하였다.
셋째, 시민사회와 기업의 디지털 기술 도입 활성화이다. 디지털 사회의 소비자들
은 새로운 기술에 적응해야 하고 이를 사용하여 제품과 콘텐츠, 서비스를 만들고
커뮤니티와의 연결에 있어서 동기부여와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
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일대일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사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크게, 기업내 직원들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고객
교육, 소비자가 간단하고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제품과 서비스 디자인
제공, 디지털 준비를 위한 취약계층 지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부는 디지털
참여 서약(Digital Participation Pledge)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디지털 포용
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림 3-6] 기업의 디지털 포용 활동

자료 : Ministry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2019).

IMDA는 현재 노인과 성인이 디지털 기기와 서비스 이용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1:1 컨시어지 프로그램(디지털 클리닉)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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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센터와 공공 도서관, 노인 복지 센터 등과 같은 장소를 거점으로 담당
직원이 상주하여 기본적인 디지털 기술(통신, 정보관리, 거래, 사이버 인식 등)을
교육하고 유용한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NLB(National
Library Board)의 e-Resources는 디지털 접근 및 사용에 대한 문의를 처리하는
Tech Assist, 도서관 자료를 읽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Read Assist로 구성된
Seniors Tech and Read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림 3-7] IMDA(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의 디지털 클리닉 운영 사례

자료 : Ministry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2019).

또한 정부는 지역사회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시민과 자원 봉사자를 연결하
는 커뮤니티 앱을 운영하고 있는데 범정부 공유 자원봉사자 관리 시스템(VMS 3.0)
이 대표적이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원봉사의 기회를 만들고 참여함으로써 사회
적 연대를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디지털 커뮤니티 HourVillage는 소셜 마켓플레이스로 시민들이 서로 기술, 서비
스, 심부름을 시간 크레딧으로 교환하는 플랫폼이고 iGive 앱은 지역사회 이웃간
P2P 자원봉사 교류 플랫폼이다. 정부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시민들을 상호 연결할
수 있는 디지털 커뮤니티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넷째, 포용적 기술혁신 설계이다. 디지털 서비스 기관과 조직들은 최종 사용자들
이 기술채택을 하는 데 있어서 장벽으로 느끼는 요인들을 이해하고 해결함으로써
사용자의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 예를 들어 Enterprise Singapore와 Singap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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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s Council은 SS618 가이드 라인을 통해 고령층 사용자를 위한 인터페이
스 디자인 지침을 마련하였다. 고령층 사용자들이 노트북과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기기를 이용할 때 유용성과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 디지털 기기와 온라인 서비스
설계자에게 지침을 제공하게 된다. 고령층 친화적인 글꼴, 글자크기, 색상과 대비,
정보 표시 인터페이스 등과 같은 기본적인 고려사항과 함께 기기의 디자인과 기능에
대한 고려사항이 포함된다. 이 지침 뿐 아니라, SMEs Go Digital 프로그램은 고객
이 기업과 소통하고 디지털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제공하는
데 중소기업은 우선, 부문별 디지털 로드맵 각 단계별 디지털 솔루션을 결정하게
된다. 다음으로 SME Digital Tech Hub의 디지털 전문가와 소통을 통해 디지털
솔루션과 서비스에 대한 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다음 단계에서는 IMDA의 승인을
받고 파일럿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기술 설계시 비영어권 싱가포
르인이 배제되지 않도록 다양한 언어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번역 서비스를 활용하도록 한다. 싱가포르와 같은 다인종 다국어 사용 사회에서
언어 장벽으로 디지털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대안이다. 예를 들어, 정부는
노인에게 Pioneer Generation Package를 소개하기 위해 싱가포르 4개 공식
언어로 비디오를 제작하여 다양한 비영어권 시민 그룹에 배포하였다.
[표 3-6] 싱가포르 ‘Digital Readiness Blueprint’ 전략과 핵심 추진 내용
전략
핵심 추진 내용
첫째, 포용을 위한 디지털 접 ① 디지털 사회 참여를 위한 디지털 기술 접근성 향상 지원
근성 확대
② 특정 수요를 가진 시민들에게 맞춤형 디지털 접근 패키지 지원
③ 모든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디지털 기술을 정의하
고 디지털 기술의 활용을 촉진
둘째,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 ④ 미디어 리터러시를 강화하여 온라인 허위정보에 대응
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디지털 기술기반 관계형성 및 지역사회에
기여하도록 지원
⑥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디지털 동기부여 및 자신감 형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셋째, 시민사회와 기업의 디
⑦ 디지털 약자 대상 1:1 멘토링 지원
지털 기술 도입 활성화
⑧ 지역사회 참여 기회를 창출하는 프로젝트 지원(예 : 자원봉사
플랫폼)
넷째, 포용적 기술혁신 설계 ⑨ 사용자 참여를 통한 기술혁신 제품과 서비스 디자인
자료 : Ministry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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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제1절 연구의 종합
본 연구에서는 포용적 성장과 4차 산업혁명으로 이어지고 있는 기술혁신에 관한
이론적 연구를 검토하고 국내외 포용적 혁신 정책 사례를 분석하여 디지털 사회에서
의 포용적 성장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포용적 성장은 전 세계가 여러
번의 위기를 겪으면서 경제･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
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개념으로 등장하였다.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시대, ‘소득’과 ‘연령’에 따른 디지털 격차를 좁히고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생태계를 구축과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는 포용적 성장의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는
포용적 성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혁신적 포용국가’를 국정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디지털 포용’과 ‘포용적 성장’을 정책 아젠다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처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디지털 전환이라는 변화에 발맞추어 이로인
해 야기되는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역할을 추진해나가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포용적 성장을 기술혁신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4차 산업혁
명 시대 포용적 성장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2장에서는 포용적 성장의
개념과 핵심 요소, 기술혁신과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과 포용적 성장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3장에서는 국내외 대표적인 포용정책 사례를 조사하였다.
2장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포용적 성장은 전 세계적인 새로운 성장
아젠다로 등장했으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사회구성원이 성장의 기회에
참여하여 그 혜택을 공유한다는 개념이다. 여러 연구에서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중요
한 요인으로 불평등을 언급하면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사회적 통합을 위해 포용
적 성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포용적 성장은 새로운 경제성장의 유형으로
기존의 성장 개념을 확대하여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불평등
문제를 해소, 계층간 형평성 있는 분배를 추구하는 복합적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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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구에서는 실증연구를 통해 포용적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는데 포용
적 성장 노력은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형평성을 제고하여 사회적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론적 검토를 종합할 때, 포용적 성장은 학술적 개념으로
그 뿌리가 깊다기보다는 경제성장에 따른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으로 최근 등장하였으며 사회적 통합과 연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그 개념이 강조되고 있다.
기술혁신은 Schumpeter의 연구를 시작으로 과거 오랫동안 많은 연구를 통해
알려져왔다. 기술혁신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용어로 ‘창조적 파괴’와 ‘파괴적 혁신’
이 있다. ‘창조적 파괴’란 기술혁신을 통해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여
변혁을 일으키는 과정을 의미하고 ‘파괴적 혁신’이란 새로운 제품이 기존 시장의
질서를 파괴해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다는 의미로 기술혁신의 경제성장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였다. 최근에는 인터넷이 주도했던 3차 산업혁명 이후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기술혁신 패러다임이 등장하였다.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초자동화’
와 ‘초지능화’로 인간의 역할을 기술이 대체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혁신은 기술
융합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켜 개인의 소득 증가와 삶의 질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인간의 일자리 대체를 통한 소득 불평등과 사회 양극화 심화라는 부정
적인 우려를 야기할 수 있다. 기술의 승자독식이 나타나면서 숙련 편향이 심해지면
서 저숙련 일자리는 감소하고 고숙련 일자리의 수요가 증가하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술혁신의 부정적인 영향과 이를 해결할 대안으로 포용적
성장을 제안하는 선행연구는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일부 연구에서 기술혁신
과 소득 불평등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소득 불평등이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을 지속하
기 어렵게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디지털 기술혁신이 경제
적 성장과 함께 삶의 질 제고와 소득의 재분배와 같은 포용적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고 있다. 기술혁신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를 창출함에 따라 노동에 대한 시장 수요가 증가하고, 소비측면에서는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가격을 낮춤으로써 저비용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게 되어 효용
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실제로 여러 국가에서는 기술혁신이
인구통계학적 변화, 질병의 위협, 자원의 부족과 기후변화 같은 사회적･세계적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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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기술혁신을 포용적 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여 소외계층이 자립적이고 주도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다.
3장에서는 한국, 영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각 국의 포용정책 사례를 조사하였
다. 한국은 2020년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혁신관점에서의 포용 정책
을 추진하고 있다. 누구나 디지털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포용적 디지털 기술을 확산해 취약계층
의 사회참여와 일자리를 지원, 시민사회와 기업 등이 주도하는 협력네트워크를 구성
해 시민주도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전략을 담고 있다. 지난 해까지 1년간
의 성과를 보면, 정부는 인터넷 접근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중심의 정책을 추진해왔
으나 향후 정책 방향은 정책 대상을 취약계층에서 전 국민으로, 정책 내용을 디지털
포용 서비스에서 기업과 산업 혁신 인프라까지 포괄하고, 시민의 수동적 혜택 수혜
에서 적극적 참여를 통한 혜택의 분배로 전환할 계획이다. 영국은 2014년부터 디지
털 포용 전략을 추진해오고 있는데 2017년 디지털 전략에서 다시한번 강조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디지털 역량 강화, 디지털 경제를 위한 스킬 향상, 기업의 디지털
기술 프로그램 참여 확대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디지털 교육과 평생학습 지원, 민관
디지털 포용 위원회 구성, 디지털 비즈니스 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과 인재양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일본은 2019년 인간 중심의 AI 사회 원칙과 AI 전략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포용 혁신 전략을 발표하였다. 주요 원칙은 AI개발과
활용에 있어서 인간중심, 교육과 리터러시, 프라이버시와 보안, 공정경쟁, 공평･설
명책임･투명성 확보, 산학연 혁신활동 촉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원칙을
토대로 AI 전략을 수립했는데 교육, 연구개발, 사회변화, 데이터 기반 구축, 디지털
정부, 중소･벤처기업, 윤리 등 7가지 분야에 대한 전략을 실시한다. AI 전략 추진을
위한 R&D 중점 분야를 선정했는데 취약계층을 위한 기술개발, 행정･의료 서비스
지원, AI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디지털 거버먼트, AI 기술･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이 대표적이다. 호주 정부는 2018년 기술 미래 전략을 수립해 사람을 위한 디지털
스킬 증진과 포용, 디지털 정부 구축, 디지털 인프라 조성과 데이터 접근성 향상,
사이버 보안 환경 조성 등 포용 사회 실현을 위한 4대 핵심 분야를 제시하였다.
세부적인 디지털 포용 정책은 광대역 네트워크 구축, 헬스케어 홈 프로그램,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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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대상 디지털 교육, 여성 STEM 교육, 지역별 네트워크 커뮤니티, 디지털 보안
등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싱가포르는 2019년 디지털 준비 청사진을 발표하면서
포용을 위한 디지털 접근성 확대,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 디지털 기술 도입 활성화,
포용적 기술혁신 설계 등 4가지 전략목표를 제시하였다. 싱가포르의 디지털 포용
정책은 취약계층의 디지털 기술 획득을 위한 자원봉사와 멘토링을 제공하는데 이
과정에서 정부는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약속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기술
혁신 제품의 설계 과정에서 취약계층을 포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서 포용적
기술혁신의 설계 전략을 추진 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포용적 성장과 기술혁신에 관한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와 기술혁신
관점에서 포용적 성장을 위한 주요국의 정책적 노력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다음의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정책적 화두는 경제성장과 혁신성장에 집중하
면서 사회･경제적 성과를 창출해왔으나 앞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포용적
성장으로 전환해야 한다.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고 기술혁신의 가속화로 소득 불평등
과 사회적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아젠다가
요구되고 있다. 기술혁신이 생산성 제고와 경제성장을 긍정적으로 견인해왔으나
포용적 성장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고 사회적 통합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혁신관점에서의 포용적 성장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앞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정책제언을 제시한다. 첫째, 포용적
기술혁신 확대이다.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신체적 활용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디지털 휴먼증강 기술과 서비스의 개발을 통해 이들이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둘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공교육으로
확대하고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설계해야 한다. 컴퓨터 활용과 코딩교육
뿐 아니라, 디지털 세계에서의 기회와 위험, 이에 대처하는 방법과 윤리의식 등의
디지털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포함하여 커리큘럼을 구성해야 한다. 셋째, 디지털
기반 지역사회 자원봉사 플랫폼 구축을 통해 취약계층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디지털
포용 사회의 구성원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넷째, 디지털 일자리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고령층과 저소득층의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혁신 성장
의 관점에서 취약계층이 생산의 주체이면서 동시에 소비의 주체로 경제활동에 참여
하면서 개인이 사회적 자산이라는 인식을 고취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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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정책제언

1. 포용적 기술혁신 확대
정부와 지자체는 AI와 로봇 등 다양한 이종 기술 간 융합을 바탕으로 노인과
장애인의 신체･두뇌･감성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속적이고 건강한, 주도적인 일상생
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혁신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 한국과학기술평
가원･한국전자통신연구원(2020)는 디지털 휴먼증강 유망 기술과 서비스를 선정했
는데 신체(근력, 감각, 면역, 장기), 두뇌(기억, 인지, 창의), 감성(소통, 이상감성
제어) 등의 분야별 솔루션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AI, 빅데이터, 센싱, 클라우드
컴퓨팅, 감성･인지 컴퓨팅, IoB(Internet of Body), 브레인-머신 인터페이스, 유전
체 분석 기술, 인공장기 기술, 바이오인포메틱스, 로봇, 3D프린팅 기술 등의 핵심기
술을 제시하였다. 노인과 장애인 대상 혁신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수요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사회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독립적으로
수행이 불편한 일상생활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디지털 기술과 융합을 통해 해결
가능한 솔루션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 이때 수요자(노인과 장애인)-기업대학-연구기관-공공기관 등 관련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력네트워크가 필요하
다. 포용적 혁신의 핵심은 혁신 프로세스에 수요자와 이해관계자가 혁신 주체로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이에 따른 혜택과 성과물을 공유하는 것이므로
협력네트워크를 통한 혁신 참여는 핵심 요소이다. 혁신 제품･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디자인 설계와 기능 탑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개발된 제품과 서비스는 공공부문에서 조달을 통해 구매하고 수요자에게 보급
함으로써 기업의 사업화와 수요자의 디지털 활용 촉진 등 혁신의 혜택을 공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협력네트워크를 통해 혁신 제품과 서비스의 모범사례를 공유하
고 확산해야 한다. 이를 통해 타겟 수요층에 대한 보급 뿐 아니라, 관련 산업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타겟 수요 시장을 확인하게 되면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은
새로운 혁신에 도전하고 창업가들은 스타트업을 통한 산업생태계에 진입할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포용적 기술혁신 개발 확대는 궁극적으로 기술 소외 계층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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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을 실현하는 것뿐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통해 산업생태계 선순
환에 기여할 수 있다.

[표 4-1] 포용적 기술혁신 프로젝트 예시
기술･서비스

개요

엑소스켈레톤 기반 개인
맞춤형 재활 시스템

Ÿ (대상) 상･하지 장애인 및 장애 노인
Ÿ (개념) 엑소스켈레톤(슈트)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의 의료/신체 정
보 등의 분석을 통해 개인 특성에 맞는 재활 치료･훈련을 제공하는
관리 시스템

의도반영(마인드 리딩)
근력 증강 슈트

Ÿ (대상) 전신마비 환자, 중증 장애 노인 등
Ÿ (개념) 사용자(환자)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는 슈트

감각치환 기술･서비스

Ÿ (대상) 시청각 장애인 및 고령자 등
Ÿ (개념) 기능이 상실된 감각을 대체하여 다른 감각으로 정보를 전달
하는 기술(시각장애인의 경우 청각을, 청각장애인의 경우 촉각을
활용)

지능형 시청각 증강 기술

Ÿ (대상) 고령자, 시청각 장애인 및 산업 근로자
Ÿ (개념) 자동 보정 기술을 통해 시청각 능력을 증강하는 서비스

자료 : 한국과학기술평가원･한국전자통신연구원(2020). p. 18.

기술혁신이 가속화되고 4차 산업혁명이 급진전할수록 새로운 경제적 가치창출
기회가 나타나는 한편, 디지털 기술 기반 혁신제품과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기술소외
계층이 등장하게 된다. 지금까지 기술혁신은 경제성장 측면에서 국가 핵심 의제로
다루어왔으며 사회적 관점에서의 접근은 미흡했다. 그 결과, 고령층, 저소득층, 장애
인 등 기술소외 계층은 사회경제적 참여 기회를 갖지 못하고 혁신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에서도 배제되어 왔다. 이들의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해질수록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경제성장을 위한 혁신 투자 감소로 이어지면서 장기적으로
생산성 감소와 경쟁력 약화를 야기할 것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은 미래 일자리
구조를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되는데 숙련기술 편향 현상이 심해지고 단순노무
및 생산 인력의 일자리 감소가 심각해질 것이다. 이처럼 기술수준에 따른 노동시장
수요의 양극화는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소득수준에 따라 기술혁신 제품과 서비
스에 대한 접근성은 큰 차이를 보일 것이다. 디지털 소외 계층으로 분류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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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저소득층, 장애인 등에 대한 포용적 기술혁신 개발을 확대하고 보급･확산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통합을 실현해야 한다.
미국 NSF(국립연구재단)의 ERC(엔지니어링 연구센터)는 2006년 카네기멜론 대
학교와 피츠버그 대학교 공동으로 삶의 질 기술연구센터(Quality of Life
Technology Center, QoLT)를 설립하였다. 연구센터의 비전은 “노인과 장애인이
보다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지능형 시스템 구축”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신체와 마음의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한 혁신적인 연구(사람-로봇 협동, 사람인식
컴퓨팅), 사회적 요구에 대한 대응(홈 헬스케어 활성화, 인도적이고 윤리적인 기술
적용), 산업적 기여(대기업의 혁신활동에 영향, 시장지배제품 출시), 전문인력의
양성(노화와 재활을 이해하는 엔지니어, 로봇과 컴퓨터 과학을 이해하는 임상의)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연구센터는 노인과 장애인의 수요를 반영하여 개인 보조
로봇, 인지 및 행동코치, 사람 인식 및 운전자 지원 기술 등의 프로토타입을 제작함
으로써 이들의 일상생활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해오고 있다. NSF로부터 $1.5M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으며 3년간 8개의 기업을 스핀오프하고 CES 참가하는 등의
성과를 창출하였다.
[그림 4-1] 미국 삶의 질 기술연구센터(QoLT)의 연구 개요

자료 : “https://www.acs.org/content/dam/acsorg/policy/acsonthehill/briefings/engineeringresearc
h/osborn-presentation.pdf”의 내용을 발췌하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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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교육 디지털 교육 커리큘럼 구축
정부는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디지털 기초 소양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급별
단계에 따라 디지털 혁신 기술의 기초와 심화 원리 학습을 위한 자율적 정보 교과목
편제, 교육과정 편성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교
자율시간을 활용해 디지털 교육을 실시하고 정보(실과) 시간도 학기당 총 34시간이
주어진다. 고등학교는 디지털 관련 교육 시간이 68시간으로 할당되는데 정보 교과
신설 및 선택과목으로 개설될 계획이다. 또한 대전교육청은 2021년 애플코리아와
협업해 ‘공교육분야 디지털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발표했다. 대전 관내 초･중･
고 15개 학교를 선정하여 약 30억원 규모의 아이패드 5천대를 보급하고, 3년간
교원 디지털 연수를 시행함으로써 교사의 디지털 교수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이패드를 활용해 학생과 교사가 디지털 콘텐츠를 사용해 소통 기반형 학습 방식
도입으로 창의력 향상 및 문제해결 능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디지털 교육 커리큘
럼을 기획해야 한다. 현재는 디지털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디지털 기기의 보급
과 네트워크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학생들이 디지털 세계에서의 기회와
위험, 이에 대처하는 방법과 윤리의식 등의 함양 교육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서 인공지능 기술이 주도하고 이에 따른 윤리적 책임
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의 알고리즘 설계시 사고 위험 상황에
서 도덕적인 선택을 할 것인지, 경제적인 선택을 할 것인지 등 윤리적 딜레마가
발생할 수 있다. 인간 윤리를 잃지 않고 디지털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공교육에서의
디지털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디지털 공교육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을 통해 디지털 소외를 해결한다. 둘째, 디지털 윤리의식 함양을 통해
디지털 책임 시민을 양성한다. 셋째, 디지털 위험 대처방법 학습을 통해 피해를
예방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한다. 넷째, 디지털 정보의 올바른 활용을 통해 올바른
판단 능력을 기른다. 궁극적으로 디지털 교육은 디지털 시민으로서 공동체 의식과
사회적 연대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고 인간 주도적인 디지털 사회를 구현할 수 있다.
영국은 2014년에 이미 초･중등 교육과정에 코딩 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사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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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해왔다. 영국 남서부 지역에서 디지털 교육 콘텐
츠를 제작해 보급하고 있는 비영리 자선 단체 SWGfL(South West Grid for
Learning)은 파운데이션 단계부터 Keystage 5까지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학습 커리큘럼을 기획하고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표 4-2] 영국의 디지털 교육 8개 분야 주요 내용
8개 분야

주요 내용

개인정보 보호

Ÿ 학생은 온라인 정보를 관리하고 신원 도용 및 피싱과 같은 온라인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전략을 학습
Ÿ 안전한 암호 만들기, 온라인 위험 구별, 개인정보보호정책 학습

온라인 정체성

Ÿ 디지털 사회에서의 온라인 정체성을 형성
Ÿ 온라인 자아에 대한 이점과 위험, 자아감, 평판 및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학습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Ÿ 소셜 네트워크 활용 및 커뮤니티 구축 시 대인관계 형성 방법과
디지털 시민의식, 디지털 윤리의 개념을 탐구
Ÿ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관계 형성 기술 학습

사이버 폭력

Ÿ 온라인 관계 속에서의 괴롭힘 상황의 대처 방법
Ÿ 온라인 상의 부정적 상황에서 개인의 역할을 통해 긍정적으로 변
화시킬 수 있는 방법 학습

디지털 흔적

Ÿ 온라인 사생활 존중하는 법 학습
Ÿ 디지털 흔적(발자국)에 대한 인식과 디지털 활동이 타인에게 미치
는 영향에 대한 탐구

디지털 저작권

Ÿ 디지털 정보를 소비, 생성, 공유하는 온라인 공간에서 창작자로서
의 책임과 권리에 대해 학습
Ÿ 표절 문제와 불법 복제 문제 등 저작권과 공정 사용법 학습

정보 활용 능력

Ÿ 정보를 효과적으로 식별, 검색, 평가 및 사용 능력 포함
Ÿ 웹사이트의 품질과 신뢰성 및 유효성을 평가

인터넷 안전

Ÿ 부적절한 접촉과 긍정적인 네트워크를 구별하는 전략
Ÿ 전 세계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는 방법 학습

자료 : “https://digital-literacy.org.uk/curriculum-categories/”.

학교는 커리큘럼을 전 학년에 대한 패키지로 사용하거나 분야와 학년에 따라
선택적으로 개별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교육 커리큘럼은 8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정체성,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사이버 폭력, 디지털
흔적, 디지털 저작권, 정보 활용 능력, 인터넷 안전 등이다. 학생은 온라인 정보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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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 학습하고 온라인 상에서 나의
정체성 만들기와 이에 따른 영향을 학습한다. 또한 온라인 관계 형성과 자신과 타인
의 사생활 존중 의식을 배우고 온라인 괴롭힘이나 부적절한 접촉에 대처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이뿐 아니라, 디지털 정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창작물을 합법적
으로 활용하고 정보의 품질과 신뢰성을 평가하여 가짜뉴스를 판별하는 비판적 사고
에 대해 학습한다.
다음 표는 중･고등학생 대상 디지털 교육 커리큘럼 예시이다. 영국에서는 중･고
등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과다 노출’, ‘증오 표현’,
‘웹 유명인 되기’, ‘오늘은 비공개, 내일은 공개’ 등의 디지털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데 디지털 세계에서 학생들이 경험하는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처
방법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학습이 진행된다. 예를 들어 온라인 데이트 등 이성관계
에서 나타나는 위험과 책임에 대해 학습하고 온라인 증오 표현의 위험성과 타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윤리적 학습이 진행된다.
[표 4-3] 디지털 교육 커리큘럼 예시(중･고등학생 대상)
학습 타이틀

학습 내용

온라인에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Ÿ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과
(Who Are You Online?)
온라인과 오프라인 자아 간의 관계를 탐구
과다 노출
(Overexposed: Sexting and Ÿ 디지털 세계에서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의 위험과 책임을 학습
Relationships)
증오 표현
(Hate Speech)

Ÿ 증오심 표현의 정의를 배우고, 개인과 그룹 및 커뮤니티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

웹 유명인 되기
(Becoming a Web Celeb)

Ÿ 온라인에서 유명인이 되는 것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고, 남
학생과 여학생의 경험이 다른지 논의

오늘은 비공개, 내일은 공개
(Private Today, Public
Tomorrow)

Ÿ 온라인 게시물 업로드시 자신과 타인의 개인정보 개방에 대
한 책임을 숙지

자료 : “https://digital-literacy.org.uk/curriculum-overview/”의 내용을 발췌하여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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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지털 기반 지역사회 자원봉사 플랫폼
포용 사회 구축을 위해 개인과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과
봉사, 재능기부가 중요한 영역이다.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나
디지털 사회의 등장과 기술혁신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소외계층을 포용할 수 있는
자원봉사 활동과 이를 구현하는 디지털 플랫폼의 구축이 필요하다. 시민들이 자발적
으로 자원봉사 기회를 만들고 직접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고 디지털
소외 계층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할 수 있다.
지자체를 중심으로 P2P 자원봉사 네트워크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지역사회에
서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아이템에 대한 봉사자를 모집하고
주민과 자원봉사자 매칭을 통해 소외계층을 포용할 수 있다. 특히, 디지털 사회에서
필요한 디지털 역량과 미디어 역량 등에 대한 교육과 멘토링 등은 디지털 소외
계층의 기술도입을 촉진함으로써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경제･사회적 성장에서 나타
나는 혜택을 공유할 수 있다. 국가는 포용성장을 위한 기술혁신 정책을 수립하고
기술혁신 확대 또는 디지털 교육 활성화 등은 top-down 방식의 전략을 추진하지만
지역사회 기반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주민간 네트워크 구축 활동은 bottom-up
방식의 시민주도 혁신 전략이다. 지자체는 지역사회에서 기술혁신의 가속화에 따른
소외계층이 독립적이고 연결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포용적 혁신 정책을 추진하고
궁극적으로 성장의 과정에 동참해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싱가포르 정부는 ‘Digital Readiness Blueprint’의 전략으로 시민사회의 기술도
입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한 예로 자원봉사 어플리케이션 SG
Cares를 구축하여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P2P 자원봉사 매칭을 추진하고 있다. SG
Cares은 일상적인 배려와 보살핌을 위한 적극적인 자원 봉사 조직화를 통해 포용적
인 지역사회와 가정을 실현하려는 국가적 캠페인이다. SG Cares에 참여하는 파트
너들은 개인, 기업, 지역사회 단체, 학교, 비영리단체, 공공기관 등 다양한 개인과
조직으로 협력네트워크에 기반한다. 현재 SG Cares에서 자원봉사 매칭을 진행하고
있는 서비스 유형은, 노인･장애인･여성･아이들 보호와 교육, 도시락 나눔, 동물
보호, 환경 보호, 건강의료 관리 등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다.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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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킬은 코칭과 트레이닝, 카운슬링과 멘토링, 비즈니스 전문지식, 의료･건강관리,
음악･체육･미술 등이 요구된다.
[표 4-4] 싱가포르 자원봉사 어플리케이션(SG Cares) 서비스 사례
이미지

자원봉사 서비스 내용
Ÿ (명칭) Community Telehealth Service(CTS)
Ÿ (개요) 난양기술대학교 대학원과 협력하는 혁신적인 공중 보
건 서비스 프로젝트로 원격진료를 위한 사전 준비 단계를
자원봉사자들이 지원
Ÿ (자원봉사 활동) 카메라로 눈 사진촬영, 체성분 측정, 혈압과
심박수 측정, 혈당 측정 등 4가지 측정을 담당하며 원격진료
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Ÿ (자원봉사 조건) 자원봉사 교육 1회, 4시간 교대, 5~6개월
지속해야 함
Ÿ (명칭) Digital Access Outreach
Ÿ (개요) SG Digital Office의 Digital Ambassadors와 협력
하여 MacPherson, Marine Parade 및 Mountbatten의
임대 아파트를 방문 아파트를 방문, 디지털 교육 서비스
Ÿ (자원봉사 조건) 자원봉사 교육 1회, 월-금, 9.30am-1pm
또는 2pm-5pm
Ÿ (명칭) Crisis Helpline Volunteer
Ÿ (개요) Covid-19 대유행으로 싱가포르 거주 이주 노동자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24시간 핫라인 서비스
Ÿ (자원봉사 활동) 상담 및 멘토링
Ÿ (자원봉사 조건) 친절하고 전문적인 언어 사용, 내담자에 대
한 개방적 태도, 통화내용 문서화, 자원봉사 교육 이수

자료 : “https://www.giving.sg/search?type=volunteer”에서 발췌하여 재구성.

SG Cares 서비스 사례 중 하나는 Community Telehealth Service(CTS)로
원격진료를 위한 사전 개인 건강정보 수집 서비스이다. 난양기술대학교 대학원과
협력해 추진하는 프로젝트로 자원봉사자들이 설치된 부스에서 예약 환자의 눈 이미
지 촬영, 체성분 측정, 혈압과 심박수 측정, 혈당 측정 등 기본적인 4가지 건강
정보를 수집하여 원격진료 당담 의사에게 기초자료로 전달한다. 또 다른 사례로
Digital Access Outreach 서비스가 있다. SG Digital Office의 Digital
Ambassadors와 협력하여 MacPherson, Marine Parade 및 Mountbatten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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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아파트 거주자 대상 디지털 교육 서비스이다. 자원봉사자들이 오전과 오후
타임을 정하고 1회 교육을 받아 취약계층에 대한 디지털 접근성 교육을 실시한다.
Crisis Helpline Volunteer 서비스는 Covid-19 대유행으로 싱가포르 거주 이주
노동자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24시간 핫라인 서비스로 상담과 멘토링을 진행한
다. 자원봉사자들은 친절하고 전문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내담자에 대한 개방적 태도
견지, 사후 관리가 가능하도록 통화내용을 문서화하는 등 상담 태도와 상담내용
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후 자원봉사를 진행한다.

4. 디지털 일자리 참여 프로그램
포용적 성장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포용의 대상은 ‘고령층’과 ‘저소득층’이다.
특히, 저소득 고령층은 디지털 사회에서 배제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는 노동시장 참여가 필수적이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기술혁신이 가속화되고 새로
운 경제 패러다임이 뉴노멀로 자리잡으면서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디지털 역량을
향상시킴으로써 고령층 인력을 사회적 자산으로 활용하는 것은 개인과 사회 모두에
게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저소득층과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포용 정책 추진에 있어서 복지의 관점이 아닌 지속가능한 혁신 성장의 관점에
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디지털 교육
을 통해 경제활동의 주체로 참여하고 적극적인 소비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도록 하는 중요한
정책방향이다. 포용적 혁신 성장의 관점에서 고령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디지털 교육
과 고용창출 기회의 제공은 생산성 제고와 소득 증대를 의미하므로 포용적 경제성장
의 핵심 성공요인이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협력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새로운 과학기술과 혁신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취업으
로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미국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디지털 격차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안정적인
인터넷 접근 및 디지털 기기 사용은 고용 기회, 의료 서비스 이용, 재정 지원, 소비
활동, 국가 행정 서비스 등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 요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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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VANTAGE Aging은 Ohio Department of Aging과 협력하여 파일럿
프로젝트인 Shrinking Digital Divide for Older Ohioans를 통해 디지털 포용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오하이오주는 2031년까지 주민 4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베이비 붐 세대의 평균 퇴직 연령은 61~65세이며
퇴직 세대와 젊은 세대간 재능 격차를 좁히는 일이 고용시장의 중요한 과제라고
인식하였다. 오하이오주의 도시와 농촌 전역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세계로부터의
배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소득과 연령은 디지털 소외계층을 구분하
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데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일상생활을 주도적으로 누리는 데 자신감이 낮아진다.
SCSEP(고령자 지역 사회 고용 프로그램)은 오하이오주 55세 이상 저소득 고령층
을 대상으로 하는 유급 직업 훈련 프로그램이다. 우선 저소득 고령자에 대한 디지털
역량 진단 및 맞춤형 코칭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이러한 직업훈련 과정이 완료되면
학습자는 디지털 역량에 대한 인증서를 취득하고 구직활동을 통해 취업할 수 있다.
디지털 포용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다음의 5가지 기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건강을 증진시킨다. 디지털 의료에 접근하면서 건강관리를 통한
질병 예방과 원격 의료 서비스 활용을 통한 질병 치료가 가능하다. 둘째, 사기 피해
를 예방할 수 있다. 디지털 기기와 디지털 정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허위 정보와
사기에 대한 판단력을 기를 수 있다. 셋째,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여 고용 기회를
증가시킨다. 취업을 위해 필요한 디지털 도구 활용 기술을 습득하여 온라인 구직활
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수요기업을 탐색해 취업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
넷째, 소비의 주체로 경제활동에 참여한다. 디지털 기반 소비 플랫폼의 활용 능력을
함양시켜 온라인 쇼핑 등 적극적인 소비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지속가
능한 경제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다섯째, 소통과 연결을
통한 사회적 연대감을 강화시킨다. 디지털 채널을 통해 가족, 친구, 기업 등과 연결
하고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다양한 자원에 접근하고 경험을 공유하여 커뮤니티에서
구성원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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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lthough technological innovation is a major driver of economic growth, it faces
the difficult reality of widening social polarization and inequality by replacing
capital-based jobs.
Inclusive growth is being highlighted as a new agenda. The purpose of inclusive
growth is to realize social solidarity by allowing all members of society to participate
in the economic ecosystem and share its benefits. At the national level, Korea,
UK, Japan, and Singapore are promoting support for active participation of social
members in economic activities, such as digital education and mentoring, and
development of human-centered innovative products and services.
Inclusive growth policy alternatives from the viewpoint of technological
innovation are proposed as follows. First, expansion of inclusive technological
innovation, second, systematization of digital education in public education, third,
establishment of community volunteer platform, and fourth, promotion of
community employment participation program.

Keyword

Technology Innovation, Digital Transformation, 4th Industrial Revolution,
Inclusive Growth, Digital I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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