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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배경
- 2017년 제 47회 다보스 포럼에서는 ‘소통과 책임의 리더십 (Responsive and
Responsible

Leadership)'라는

핵심주제로

방향과

비전을

제시해줄

수

있는 리더십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본보고서는

세계경제포럼(WEF)이

다보스포럼을

분석한

‘The

Global

Risks Report 2017’를 발췌 및 정리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국토교
통부가 4차 산업혁명(이하, 4IR)의 새로운 기술과 변화에 대한 대응으
로 한국건설산업 뿐만 아니라 범 산업적인 정책을 구상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Global Risk
- 다보스 포럼에서 논의된 2017년 10大 글로벌 리스크를 가능성 측면과 영향력
측면으로 나누어 본 결과는 다음 <표 1>과 같다. 세계경제포럼(WEF)은 올해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 에 가장 큰 위협이 될 가능성이 큰 리스크로 ‘기상
이변(Extreme Weather Events)'를 선택했으며, 영향력 측면에서는 ‘대량 살상
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를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발표했다.
<표 1>Perceived Benefit and Negative Consequences of 12 Emerging Technologies
순위

가능성 측면

영향력 측면

1

기상이변

대량살상무기

2

난민위기

기상이변

3

자연재해

물 위기

4

테러공격

자연재해

5

데이터 범죄

기후변화 대응 실패

6

사이버 공격

난민 위기

7

부정거래

식량난

8

인공자연재해

테러 공격

9

국가간 갈등

국가간 갈등

10

국가통치구조 실패

실업/불완전 고용

* 자료 : The Global Risks Report 2017, World Economic Forum

- 다음 <그림 1>은 2007~2017년간 선정된 가능성 측면에 Top5 리스크와 영향
력 측면에서 Top5 리스크를 비교한 결과이다. 그 결과 2011년을 기점으로 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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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인 문제보다 환경측면에서의 리스크가 대두되기 시작했으며, 2015년부터
는 지정학적 문제와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Perceived Benefit and Negative Consequences of 12 Emerging Technologies

* 자료 : The Global Risks Report 2017, World Economic Forum

Trend
- 다보스 포럼에서 선정한 2017년의 주요 트렌드는 다음과 같다.


인구 고령화: 출산율 감소와 중년 및 노년 사망률 감소로 인해 선진국과 개
도국의 인구 고령화



국제 거버넌스의 환경 변화: 전 세계 또는 지역 기관 (예 : UN, IMF,
NATO 등), 협약 또는 네트워크의 환경 변화



기후 변화: 인간의 활동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기인한 기후
변화는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전지구적 대기의 조성을 변화시킴



악화되는 환경: 오엽물질과 기타 공정과 프로세스의 집중으로 인해 공기질,
토질, 수질의 악화



신흥 경제에서 중산층 성장: 신흥 경제에서 중산층 소득 수준에 도달하는
인구의 비율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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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감정 증가: 국가 및 국제 정치 및 경제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 및
정치 지도자들 사이에서 국가 감정 증가



사회의 양극화: 발산 또는 극단적 인 가치, 정치적 또는 종교적 견해로 인해
국가 내의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에 도달 할 수 없음



만성 질병의 증가: "만성 질환"이라고도 하는 비 전염성 질병의 증가로 장기
치료비용이 상승하고 평균 기대 수명과 질적 인면에서 최근의 사회적 이득
을 위협



사이버 의존성 상승: 사람, 사물 및 조직의 디지털 상호 연결 증가로 인한
사이버 의존도 상승



지리적 이동성 상승: 보다 신속하고 개선 된 운송 수단 및 규제 장벽 감소
로 인해 사람들과 사물의 이동성이 증가



상승하는 소득과 부: 불균형 주요 국가 또는 지역에서 빈부 격차가 심화



권력의 이동: 세계에서 지역 수준으로, 선진국에서 신흥 시장 또는 개발도상
국으로, 국가적 행위자에서 비 국가 행위자 또는 개인으로 권력 이동



도시화의 부상: 도시의 물리적 성장을 가져 오는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인
구의 증가

Emerging Technologies
1) Understanding the Technology Risks Landscape
- 4차 산업 혁명 (이하, 4IR)의 새로운 기술은 바람직한 방향이든 아니든
여러 면에서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기술에 의한 이익의 극대
화와 리스크의 완화는 품질의 거버넌스(특정 기술의 개발과 적용을 위
한 규칙, 규범, 표준, 인센티브, 담당 기관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 올해 GRPS (Global Risks Perception Survey)에서는 다음 <그림 2>
와 같이 12 개의 기술을 유망기술로 선정했다. 분석 결과, 기대되는 이
익(Perceived

Benefit)의

Consequences)보다

훨씬

평균
높게

점수가

나타났으며,

부정적
이는

결과(Negative

응답자들이

유망기술

로 인한 영향에 대해 전반적으로 낙관적인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각 리
스크

분야별로

더

악화시킬

유망기술들을

같으며, 이 결과를 통해 유망기술별로

3

조사한

결과는

<그림

3>와

더 나은 거버넌스를 갖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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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주고 있다.
<그림 2>Perceived Benefit and Negative Consequences of 12 Emerging Technologies
3D printing

Geoengineering

Proliferation and
Advanced materials
ubiquitous presence
and nanomaterials
of linked sensor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robotics
Biotechnologies
Energy capture,
storage and
transmission

Neurotechnologies
New computing
technologies
Space technologies

Virtual and
Blockchain and
distributed ledger augmented realities
* 자료 : The Global Risks Report 2017, World Economic Forum

<그림 3>How Emerging Technologies Exacerbate Global Risks

* 자료 : The Global Risks Report 2017, World Economic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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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overnance Dilemmas
- 유망기술을

어떻게

통제하느냐는

복잡한

문제이다.

기술개발에

지나치

게 엄격한 제한을 두면 잠재적 이익을 지연 시키거나 저감시킬 수 있
다. 반면에 효과적인 거버넌스의 부재로 인해 유망기술의 무책임한 사
용으로 대중의 신뢰를 잃게 된다면 기술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기피하게
됨으로서 기술 개발 수준이 후퇴할 수도 있다.
- 이상적으로, 거버넌스는 투자자, 기업 및 과학자들 사이에 신뢰를 구축 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해야 하며 투명해야한다. 또한 사용자가 유
망기술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 미리 알리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
여 일반 대중에게 충분한 신뢰와 인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량(autonomous

vehicles)은

필연적으로

어떤

사고를

일으키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사용을 반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중
들이 자율주행차량의 기술발전을 통제하는 거버넌스를 얼만큼 신뢰하는
가에 달려있다.
- 그러나 거버넌스는 급속한 기술 변화와 그 사용 방식에 맞춰 바뀔 수
있도록 민첩해야하고, 적응력이 있어야 한다. 기술 간의 융합을 통해 예
기치 못한 새로운 기능이 등장 할 수 있으며, 한 기술이 다른 영역의
기술을 발전시키는 플랫폼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처음 기대했던 새로운 기술의 궁극적인 이점과 위험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 현재는

유망기술별로

거버넌스의

수준이

일정하지

않다.

일부

규제는

과도하게 규제되고, 일부는 기존 규제 기관의 권한 하에 있지 않아 전
혀 규제되고 있지 않기도 하다.
- 유망기술에 대한 예측되는 리스크가 있더라도 다른 유망기술로 인해 완화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가 있다면, 해당 기술이 발전할 수 있도
록 허용할 수 있다.
- 치명적인 자율살상무기(lethal autonomous weapons systems)과 같이 개발을
제한하려는 욕망이 널리 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시작된 것은 다시 되돌
릴 수 없고 그 것에 의해 생기는 결과들도 더 이상 되돌릴 수 없게 되는 상황
전에 효과적인 거버넌스를 얻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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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echnologies that Need Better Governance
- <그림

2>는

GRPS에

제시한

12개

유망기술에

대해

기대되는

이익과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도를 보여주고 있다. 위에서도 언
급했듯이,

이익의

평균점수가

부정적

결과보다

높기

때문에

응답자는

유망기술의 전반적인 영향에 대해 낙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평균 이상의 위험과 평균 이하의 편익을 가지는 즉, 사분면 도표에 좌측 상단
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기술들에 대해서는 응답자들이 자신의 평
가에 대해 확신이 없고, 대중들의 이해도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는 경향
이 있었다.
- 또한 우측 상단을 차지하는 인공 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및 로봇 공학
(robotics), 생명

공학(biotechnologies)

및 새로운 컴퓨팅

기술은 잠재

적 이익과 위험 모두에 대해 평균 이상의 점수를 가지고 있다. 특히
2013년부터 AI 기술에 의한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보고가 꾸준히 증가
하고 있으며, 글로벌 리스크 분야별로 가장 악화시킬 기술로 인공 지능
(AI)과 로봇이 선정 됐다(그림 3

참조).

- 또한 유망기술에 대한 거버넌스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인공 지능(AI)과
로봇기술이 다른 기술보다 더 나은 거버넌스가 필요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림 4 참조). 응답자의 40 % 이상이 AI와 로봇 공학 및 생명 공학라
고 답했는데 이 두 기술의 현재 지배 구조 크게 다르다.
- Biotechnologies은 의약, 농업 또는 산업 용도로 살아있는 생물체를 개
조하는 것을 포함하여 고도로 규제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가 1992년부터 효력이 발생했으며, 현재 196개
국이 가입하였으며, 이것이 글로벌 거버넌스가 되었다.
- 한편 인공 지능과 로봇 공학은 세계의 대부분 지역에서만 경미한 지배
를 받는다. 이 기술은 "general purpose technologies"로서, 경제 역사가
인 개빈 라이트 (Gavin Wright)의 말에 따르면, 그들은 이미 독자적인
거버너스를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기계 번역
이 온라인 번역, 인터넷 검색 및 음성 인식과 같은 분야에서 사용되는
경우, 데이터 사용과 관련된 거버넌스가 적용된다. 또한 산업용 로봇의
경우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표준에 의해
관리되며, 국내 로봇은 기존 제품 인증 규정에 의해 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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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Emerging Technologies Perceived as Needing Better Governance

* 자료 : The Global Risks Report 2017, World Economic Forum

4) The Disruptive Impact of Emerging Technologies
- 기술에 의한 혼란이 극적으로 변화로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만 많은 분야에서 급진적인 변화보다는 점차적으로 이미 진행되고 있
다.
- 자율주행차량(autonomous vehicles)의 경우, 우리는 아직 사람의 개입이 전혀
없거나 거의 필요 없는 차량의 시대에 있지 않습니다만, 자율성을 지원
하는 기술은 현재의 일반적인 차에 적용되고 있는 사례는 증가하고 있
다.
- 기술의 변화는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 특히
자동차 부문에서 차량 제조업체는 소유경제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전
략 수립이 필요하다. 폭스바겐의 경우 장치의 소유에서 수요자 맞춤형
이동성뿐만 아니라 공유된 이동성으로 옮겨 가는 것에 대한 인식을 기
반으로 2016년 12월에 새로운 “mobility services” 벤처인 MOIA를 시
작했다.
- 기술 변화로 인해 더 큰 혼란을 겪게 될 분야 중 하나는 ‘노동 시장’일 것
이다. 영향을 받는 분야와 지역에서 소득이 감소하고 실업이 증가할 것이
다. 이것은 차례로 파괴적인 사회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 글로벌 리
스크에서도 실업과 사회적 불안정성이 높은 순위에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 글로벌 리스크와 유망기술 간의 상호 작용을 볼 수 있는 것은 ‘책임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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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이다. 즉, 기술적 변화의 결과로 누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예를 들어 보험 분야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미래의 무
인 차량을 준비해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래의 사고 감소로 인해 보
험 회사들은 자동차 보험 수요의 급감을 대비해야 한다.
- 그러나 책임에 대한 문제는 사회 구조 및 제도의 종류를 포함하여 더
광범위하게

이해되어야

한다.

‘gig

economy’안에서

노동자와

고용자의

책임과 권리에 관한 불확실성의 증가와 같이 이미 기관들에서 징후를
보이고 있다. 4IR에서 기술변화의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 중 하
나는 발전의 속도에 맞춰 핵심 사회 인프라의 발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이다.

Physical Infrastructure Networks an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 철도 및 운하가 출현 한 이래로 산업 혁명은 생산 방식만큼이나 물리적 인프
라 네트워크의 변화에 의해 그 특징이 부여되었다. 이제 제 4 차 산업 혁명
(이하, 4IR)은 우리 모두가 의존하는 중요한 물리적 인프라1) 네트워크의 상호
의존적인 환경 자체를 흔들고 있다. 이 과정은 막대한 혁신 기회를 제공하기
도 하지만 복잡한 리스크도 초래한다.
1) The Economic Characteristics of Infrastructure Networks
- 물리적 인프라 네트워크의 가치는 그 범위와 함께 증가한다. 일례로 커뮤니케
이션 네트워크(운송, 디지털 통신부문)에서 네트워크에 연결된 사람들이 많을
수록 해당 네트워크는 보다 유용해진다. 자원 네트워크 (에너지, 물)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연결하면 탄력성을 구축하고 규모의 경제를 도울 수 있다. 네
트워크의 비용은 네트워크 구축 초기 단계의 수익률보다 상대적으로 높으며
인구 밀도가 낮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있는 지역을 연결하는 경우2)에도
발생한다.
- 4IR 기술은 연결 비용을 대폭 절감하여 경제적 논리를 뒤흔들어 놓을 수 있
다. 물리적 인프라 네트워크는 종종 진입 장벽으로 인한 독점이기 때문에 일
1) transport (road, rail, waterways, airports); energy (electricity, heat, fuel supply: gas, Liquid and
solid); digital communications (fixed, mobile); water (supply, waste water treatment, flood
protection); solid waste (collection, treatment, disposal)
2) 네트워크 적용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는 대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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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으로 공공 부문이 해당 네트워크를 제공하거나 사용자를 대신하여 규제한
다. 규제 당국은 저렴한 관세를 설정하고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갱신하는 데
소요되는 투자 자본을 찾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한다.
-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본의 조달은 민간자본과 공적기금이 번갈아가며 투입되
어왔다. 19세기 유럽과 북미지역의 철도 네트워크는 민간자본에 의한 것이었
으나 선진국의 오늘날 노후화된 물리적 기반 시설의 대부분은 20세기 공적기
금으로 건설된 것이다. 영국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공공사업 민영화를 주
도했으며 일반적으로 자산관리를 향상시키고 고객을 위한 비용을 절감했다.
한편 민간 자본은 원자로 같이 전형적으로 크고 위험한 새로운 자산에 대한
투자에서 벗어났는데 4IR과 관련된 불확실성에 의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 공공재정의 부족으로 인해 정부와 규제 당국은 과거 공공 그리고 민간 인
프라 금융을 저해한 장벽과 의문을 피하면서 민간 금융을 활용하는 메커니
즘을 고안해야했다.
2) Revolution
① Power:
- 전력생산은 2차 및 3차 산업 혁명을 가속화했다. 네트워크가 고압 전송 그리
드를 통해 대형 플랜트를 로컬 배포 네트워크에 연결함으로써 많은 사용자에
게 도달되어 규모의 경제를 달성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용자 집단은 수요의
지역적 변화를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고, 따라서 일일 및 계절별 피크
수요를 처리하기 위해 추가 용량을 설치하는 것으로 기본부하 시스템을 안정
적으로 가동하는 것이 네트워크의 역군이 될 수 있었다. 전력서비스 부문에
대한 높은 진입 장벽은 전력 생산, 송전 및 분배과정에서 폐열로 손실 된 상
당량의 에너지를 줄이기 위한 경쟁 압력이 거의 없음을 의미하기도 했다.
- 그 모든 것이 이제 바뀌고 있다. 광전지 가격이 붕괴되면서 대형 패널 생산에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되었다. offshore wind 비용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데
DONG Energy, Vattenfall 과 같은 기업들이 메가와트시간당

60유로 정도로

입찰 가격을 다운시킨다. 스토리지 기술의 혁신은 대규모 스토리지에서부터
가정용 배터리 유닛 및 전기 자동차 연결에 이르기까지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며 추가 버퍼를 제공하게 된다.
- 4IIR은 대규모의 하향식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도록 일렉트릭 네트워크를 이동
시키고 있다. 기술 혁신은 가계와 기업에게 전적으로 "off-grid" 가능성을 제
공할 것이다. 그러나 자가 발전이 엄청나게 증가하더라도 대부분의 사용자들
은 여전히 오늘날 전기 공급 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고전압 네트워크에 연결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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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를 원할 것이다. 실제로, 태양열, 풍력 및 조력의 사용 증가와 관련된 간
헐적인 문제와 산악 지역에서 수력 발전의 에너지 저장 가능성을 활용할 필
요성이 커지면서 장거리에서의 고전압 연결의 매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
다. 그러나 기업과 가정 모두 셀프로 전기를 공급하고 저장하는 범위가 넓어
지면서 일렉트릭 네트워크는 다층화(multiscale)될 것이고, 자본 요구측면에서
는 해소(less lumpy)가 될 것으로 보인다.
- 혁신기술은 공급 및 저장 이외에도 수요와 공급을 통합하여 효율성을 향상시
키고 있다. 최근까지 에너지 공급 업체와 네트워크 사업자는 전기 수요를 예
측하기 위해 조잡한 방법에 의존해야했다. 빅데이타, pervasive 센서 그리고
IOT는 사용자의 에너지 수요 모니터링 및 제어를 용이하게 하고, 그리드의
에너지 공급 예측 및 관리를 보다 용이하게 한다. 프로슈머와 분산된 공급 업
체들의 문제는 공급과 수요를 동기화하고 탄력성을 지불하는 방법이다.
② water:
- 수자원부문도 중앙 집중식 네트워크에서 보다 분산된 시스템으로 전환 될 수
있다. 새로운 재료 및 센서 기술에 의해 가정이나 지역 사회 수준에서도 수처
리가 가능하게 되면서 빗물을 획득하고 폐수를 직접 재사용 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한다. 당분간 규모의 경제는 기존 도시 지역의 대형 중앙 집중식 플랜
트를 선호할 것이다. 유틸리티를 통해 중앙에서 수질을 모니터링하고 신속하
게 문제를 처리 할 수 있다. 지역마다 분산된 물 저장에 의존하는 것은 장기
간의 가뭄 대처에도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중앙 집중식 네트워크는 비용이
많이 들기도 하고, 도시차원에서 세팅 단계부터 분산형 시스템 계획이 가능하
다면 비용과 편익의 균형을 맞추기 유리할 것이다.
③ Communications :
- 통신부문과 관련하여, 4IR은 모바일 네트워크와 고정 네트워크 간의 균형을
전환시킬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 광대역을 향상시키기 위해 5G 기술은 훨씬
빠른

데이터

전송(>1

Gigabyte

per

second)과

end-to-end

대기시간

(sub-1ms)단축을 제공 할 것으로 예상된다. 2G, 3G, 4G 및 Wi-Fi와 같은 기
존 기술 계층을 통합함으로써 5G는 단일 유형의 신기술이 아닌 다양한 기술
의 앙상블(ensemble)이 적용된 'always on' 신뢰성을 향상시킬 것이다. 이전
기술의 경험을 통해 5G의 새로운 용도가 나왔다는 것을 알았지만, 두 가지의
핵심 역할이 예상된다. 우선 다양한 컨텐츠,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 (the top
of the pyramid)에 대한 기업 및 소비자를 위한 gigabit 연결성 제공이다. 그
리고 혼잡 해소와 같은 다른 인프라 시스템에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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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매우 안정적이며 대기 시간이 짧은 Machine to machine (M2M) 통신
(the bottom of the pyramid)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기대되는 핵심 역할이
다.(그림 5 참조)
<그림 5> Usage Scenarios for Mobile Technologies

* 자료 : The Global Risks Report 2017, World Economic Forum

- 정부는 비용 감소에 대한 기대측면에서 5G 출시의 선도자(first mover)가 될
것인지 혹은 추종자가 될 것인지 어려운 결정에 직면 해 있다. 당장은 광섬유
케이블의 대역폭을 이기기는 어려우나 대도시와 중소도시에서 비용이 많이 드
는 것이 사실이다. 비용의 80 %는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도랑을 파고 덕트를
설치하는 노동 과정에 의해 발생한다.
- 미래의 기술 개발에 대한 불확실성은 투자를 저해 할 수 있다. 케이블 용 트렌
치를 파거나 5G를 기다리는 것이 더 낫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딜레
마가 다른 유형의 인프라에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스마트 미터를 출시하는 중
에도 새롭고 우수한 미터가 개발되고 있다. 일부 인프라 자산을 개선하는 동안
4IR은 동일한 기능을 제공 할 수 있는 대체 방법을 모색하여 다른 인프라부문
에 대한 압박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가상현실에서의 만남은 물
리적 비즈니스 여행의 대체물로 점점 더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드론은 도시의
배달 밴을 대신 할 수 있다. 위성 기술은 fixed 또는 terrestrial 모바일 기술의
비용 효율적이지 않은 디지털 연결성의 간극을 채워 줄 수 있다.
- 에너지 기업들은 물리적 인프라 자산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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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있었으나 점차 난방 및 조명과 같은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4IIR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한 새로운 방법을 창안함에
따라 인프라를 더 이상 특정 범주로 국한하여 간주하기보다는 새로운 정의가
요구되고 있다.
3) Risk
- 이론상으로 더 큰 연결성은 내재적인 탄력성을 제공 한다. 일례로 공급 지점이
더 많은 전기 네트워크는 실패하는 경향이 적어야 한다. 그러나 서로 다른 인
프라 네트워크가 상호 의존적으로 되어감에 따라 네트워크 전반에 걸친 시스
템 실패도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커
지고 있다. 특히, 전기 네트워크는 현재 도로 교통 및 난방과 같은 많은 삶의
영역에서 점차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위험은 체계적으로 다방면으로 일어날 수 있다. 사이버 공격 또는 소프트웨어
결함, solar storms 또는 예기치 않게 널리 퍼져있는 클라우드 등은 복잡성을
증가시켜 4IR에 의해 초래된 위험의 심각성을 추정하기도 매우 어려울 것이다.
- 특히 사회는 점점 더 정보 및 통신 기술 네트워크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로인
해 고유의 의존성과 취약점을 가진다. 일례로 20 세기 electricity 네트워크에
서는 특정 서브스테이션이 실패하는 경우에 그 결과를 분석하는 것이 가능했
다. 그런데 모든 가정에서 자가 전기 공급과 저장이 가능해지고 가격 신호에
따라 사용량을 지속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네트워크상의 특정 실태파악이 불가
능해진다. 물론 네트워크가 상당히 탄력적일 수는 있으나 완전무결하게 정확한
모델링은 할 수 없을 것이다.
- 4IR은 네트워크의 상호 의존성을 강화하기 때문에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 유틸
리티 제공 업체들이 자체 시스템은 잘 이해할 수 있는 반면 연결된 시스템들
의 복원력에 대해서는 애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업적인 기밀성과 보안에
대한 우려는 종속 고객의 위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 공유 프로토
콜 개발의 어려움을 증가시킨다. 인프라 제공 업체뿐만 아니라 기업도 리스크
와 탄력성을 보다 완벽하게 이해해야한다. 공급망 위험 분석은 해당 사이트를
유지하고 제품과 서비스를 이동시키는 인프라 네트워크보다 실제 물리적인 사
이트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한다.
4) Governance of Infrastructure Networks in th 4IR
- 인프라 네트워크 자체와 마찬가지로, 거버넌스를 위한 준비는 점진적으로 발전
해왔다. 대부분 섹터별로 격리 진화했는데 이는 경쟁이 치열한 민영화 시장(eg.
in mobile phone provision)에서부터 규제된 전매품(regulated monopolies),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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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민간 파트너쉽(PPP), 국영기업(state-owned enterprises), direct public
provision.1에 이르기까지 소유권 계약이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 정부당국은 이런 분열된 접근법이 4IIR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방향임을 점
진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일례로 네트워크가 서로 연결됨에 따라 디지털 기술
이 차량의 라우팅과 전기 및 물 수요 관리를 가능하게 하므로 거버넌스에 대
한 “system-of-systems”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네트워크 사업
자간에 정보를 적절히 공유해야하며 네트워크를 통해 공통 원리를 채택하는
규제 기관이 필요하다. 결국 네트워크 운영자와 기업이 시스템 리스크를 보다
잘 이해하고 관리해야하는 것처럼 정부와 규제 당국은 보다 광범위한 시각을
취해야 하는 것이다.
- 보다 통합된 접근 방식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구조의 예로는
영국의 국가인프라위원회, 호주의 Infrastructure

Australia, 뉴질랜드의

National Infrastructure Unit 이 있다. 이런 새로운 거버넌스 요소들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요구를 명확히 하는 국가차원의 전략적 접근방식과 생
산성, 경쟁, 혁신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 간의 긴장관계를 탐색해야 한다.
- 4IIR은 기획자와 규제 당국자에게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지만,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시공간 스케일에서 시스템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분석 할 수 있는 강력
하고 혁신적인 도구를 제공하며 시뮬레이션을 통해 탄력성을 테스트 한다. 가
상 환경에서의 모델링 연습은 결코 확실한 결과를 가져다주지 못하지만, 그 자
체로 모델을 구성하고 테스트하는 것은 시스템의 탄력성에 취약성을 드러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4IIR의 인프라 규제 기관은 자연 독점의 유해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그들의 전
통적인 역할 외에도 정보공유 및 스트레스 테스트를 위한 기술 역량 및 표준
을 구축하는 시스템 리스크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한다.

주요 시사점
-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 변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통해 선제적으로 산
업구조를 고도화하고 기업환경을 개선하는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이 필
요하다. 이종산업 진입으로 기존 플레이어 위협, 기술 기반의 플랫폼을 활용한
신사업 창출 등의 다양한 형태의 산업재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또한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미래성장 동력 산업 발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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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내외 여건 변화 및 국내 기업의 해당 진출 및 투자 성과를 반영하여 미래성
장동력 산업의 재선정 작업도 필요하다.
- 더불어 유망기술들을 건설에 적용하고자 할 때 유망기술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보유하고 있는가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유망기술 개발에
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된 유망기술들이 활용될 때 발생 가능한 상황을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는 대응전략 수립도 필요하다.
- 4차 산업혁명의 혁신기술로 물리적 인프라 네트워크를 중앙 집중식 네트워크
에서 보다 분산된 시스템으로 전환시키며, 수요와 공급의 효율성, 비용과 편익
의 균형을 맞추기 유리해졌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지금까지의 물리
적 인프라 네트워크의 상호의존적인 환경 자체가 흔들리고, 이 과정은 혁신 기
회와 동시에 복잡한 리스크도 초래한다.
- 서로 다른 인프라 네트워크가 상호 의존적으로 되어감에 따라 네트워크 전반
에 걸친 시스템 실패도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파급효과의 범위가
증가하고 있다. 사회는 점점 정보 및 통신 기술 네트워크에 의존하고 있으며
고유의 의존성과 취약점을 가진다. 일례로 네트워크상의 특정 실태 파악이 불
가능해진다.
- 이와 같이 네트워크의 상호 의존성을 강화하기 때문에 정보공유가 필요하다.
그러나 상업적인 기밀성과 보안에 대한 우려로 정보공유 프로토콜 개발의 어
려움을 증가시킨다는 점을 고려해야한다.
- 4차 산업혁명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창안함에 따라 인프라
를 더 이상 특정 물리적 자산의 범주로 국한하여 간주하기 보다는 새로운 정
의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네트워크 사업자간에 정보를 적절히 공유해야하며,
네트워크를 통해 공통의 원리를 채택하는 규제기관, 즉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 결국 네트워크 운영자와 기업이 시스템 리스크를 보다 잘 이해하고 관리해야
하는 것처럼, 정부와 규제당국은 보다 광범위한 시각으로 거버넌스를 준비해야
한다.
- 4차 산업혁명의 인프라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위한 준비는 소유권 계약으로 인
해 부문별로 진화해왔었는데 이런 분열된 접근법은 4차 산업혁명의 목적에 부
합하지 않는 것이었다.
- 보다 통합된 접근방식의 필요성을 인식한 새로운 거버넌스 구조의 예로 영국,
호주, 뉴질랜드는 국가차원에서 인프라 위원회가 있다. 이런 새로운 거버넌스
요소들은 성장을 지원하고 혁신을 꾀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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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의 인프라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독점의 유해성을 최소화 하는 전
통적인 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 외에도 정보공유와 스트레스 테스트를 위한 기
술역량 및 표준을 구축하고 시스템 리스크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시행하는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
(16CTAP-B080352-03) 지원을 받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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