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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를 뒤흔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 활동 위축은 물론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기업 경

영의 불확실성도 커졌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은 ‘비대면’이라는 키워드를 사회 전반에 등장

시켰고 기업의 디지털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떠올랐

습니다. 첨단 혁신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세계 최대 전자제품 

전시회 ‘CES 2021’에서도 디지털 전환이 가져올 변화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세션 발표에 따르면 전자 상거래

는 과거 10년 간의 배송 실적을 지난해 단 2개월 만에 넘어섰습

니다. 원격의료 예약 건 수도 과거 10년 실적을 15일만에 달성

했을 정도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조와 서비스, 생산자와 소비자, 현실과 가상세계 간 경계

가 급격히 사라지고 있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분야에서 최

대 경쟁기업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플랫폼 등 정보통

신기술(ICT)로 무장한 기업들은 제조, 석유, 금융 등 전통기업

들을 밀어내고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기업에 이름을 올리고 있

습니다. 

이제 디지털 전환은 기업 규모나 분야에 관계없이 필수 생

존전략이 됐습니다. 기업전략, 운영 프로세스, 비즈니스 모델 

등 모든 영역에서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혁신이 요구되고 있으

며, 이에 부응하지 못한 기업들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려워질 

것 입니다. 

국내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행히 우리 기업들은 디지털 전

환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산기협 조사에 따르

면 기업의 77.6%는 ‘디지털 전환이 자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

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은 지난해 

30.6%에서 올해 47.1%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산기협도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

하기 위해 올해 3월 우리나라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는 리딩기

업 중심의 DT협의체(Korea DT Initiative : KoDTi)를 출범하고,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DT지원 정

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DT지원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각 관계

기관에 제안했고, 정례포럼, 분과위원회 등을 통해 기업간 DT 

추진 전략과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왔습니다. 특

히 올 8월에는 세계 최대 산업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운영하는 

독일의 국제데이터공간협회(IDSA)와 업무협약(MOU)을 체결

하여 기업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데이터의 안전한 거래와 활용

을 지원해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관련 정보의 노하우 부족으로 

DT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DT의 중요성을 인

식했더라도 ‘어디서부터 무엇을 시작해야 하는지’ 몰라 시작도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투자에 나선 기업들도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더 좋은 방법은 없는지’ 등에 대한 정보에 목말라 

있습니다. 

‘DT Quarterly’는 국내 기업들의 이 같은 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산업계 디지털 전환 관련 소식을 전문적으

로 다루는 계간지로 탄생했습니다. 국내외 정책, 최신 트렌드와 

이슈, 성공적인 DT 노하우, 전망을 중심으로 산학연 전문가들

의 전문적인 식견을 제공합니다. 또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추진 

중인 기업의 DT 사례를 공유하는 동시에 DT에 도움이 되는 기

술과 솔루션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알짜 정보’도 제공할 것 입

니다. 기업 간 협업과 신사업 창출의 기회는 ‘덤’입니다.

‘DT Quarterly’가 보다 많은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에 관심을 

갖게 하고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 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

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 드립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회장   구 자 균

창간사

Me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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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우리 일상은 달라졌고 사회도 커다란 변화를 

맞이했으며 기업의 사업 모델과 경영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제 기업은 디지털 대전환을 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게 되

었다. 이커머스, 디지털 콘텐츠, 온라인 미디어, 인터넷 광고 등 

일부 영역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산업과 전 업무 영

역을 대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 일

상에 온라인은 깊숙하게 스며들었고, 그런 트렌드를 쫓고자 기

업들도 웹, 앱을 통해서 고객들을 만나고 마케팅을 하는 등 디

지털 전환에 나섰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고객의 일상 속 

온라인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기업의 디지털 대전환은 

서둘러서 완수해야 하는 필명 과제가 되었다. 더 나아가 단순

히 디지털 마케팅이나 온라인 채널을 넘어 기업의 사업 모델과 

경영 방식, 일하는 문화 전반에 디지털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패러다임은 2000년대 웹, 2010년대 모바일로 두 차례의 

큰 변화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여러 산업 분야가 디지털 기술 

기반으로 혁신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제 그 3번째 세상으

로 메타버스라는 대전환이 시작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2020

년대는 크게 3가지 영역에서 경계가 허물어질 것이다. 첫째, 웹

과 모바일의 경계. 둘째, 산업간 경계. 셋째, 온라인과 오프라인 

경계. 이 3가지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기업 경영의 패러다임도 

디지털에 의한 혁신과 디지털 속에서의 비즈니스 모델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우리 일상 속 경계의 붕괴와 xTech

코로나19가 가져다 준 일상 속 온라인 서비스 사용량의 증가

는 고령층의 사용 저변 확대와 기존에 사용하던 층이 더 자주, 

더 많이 사용한 덕분이다. 그렇게 더 많은 영역에서 온라인 서

비스를 이용하면서 관련 산업의 디지털화도 가속화되고 있다. 

그렇게 산업 영역이 디지털 혁신하는 것을 xTech라고 부른다.

대표적인 영역이 배달 산업이다. 음식 배달만 해도 기존에

는 음식점에서 자체적으로 아르바이트를 고용해서 열악한 환

경에서 배달 서비스를 제공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배달 산업은 

최첨단의 기술과 플랫폼 비즈니스가 적용되어 거대한 시장 규

모로 커졌다. 배달원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배달 주문 내역

을 확인하고 목적지까지 최적 경로를 안내받아 이동할 수 있으

며 배달을 시킨 소비자는 실시간으로 어디쯤 어떤 이동수단으

로 오고 있는지를 지도 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음식점

이나 배달 전문 업체에 고용되지 않아도 시간이 날 때 잠깐 짬

내서 배달원으로 일할 수도 있다. 그렇게 누구나 참여 가능한 

배달 플랫폼이 탄생한 것은 이 영역에 모바일 앱과 위치 측위 

기술 및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등으로 지능화되었기 때문이다.

엔터테인먼트 산업 영역도 마찬가지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

기로 인해 콘서트도 화상회의나 웨비나처럼 인터넷으로 즐겨

야하게 되었다. 그런데, 온라인 콘서트는 오프라인이 주던 입체

감과 몰입감을 주기 어렵다. 회의나 수업은 정보와 지식을 전달

하는 것이니 양해할 수 있지만, 감동과 느낌을 전달하는 콘서트

는 온라인으로 전달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 방탄소년단의 HYBE는 위버스라는 앱을 만들어 운영 중

이다. 위버스는 유튜브와 달리 글로벌로 라이브 콘서트를 보다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이를 위해 라이브 스트

리밍 솔루션인 키스위를 이용해 6대의 카메라로 촬영 중인 영

상을 끊김없이 볼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좀 더 몰입감 넘치는 콘서트 경험을 위해 포트나이트, 

로블록스 등의 게임앱에서는 소셜파티라는 기능을 이용해 아

바타로 공간을 유영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

다. 또, 네이버의 자회사 스노우에서 개발한 제페토와 SKT 이프

랜드, 미국의 스타트업인 REC ROOM도 메타버스 서비스인데 

기존의 PC나 스마트폰에서 평면적으로 경험하던 인터넷 서비

스를 보다 입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런 서비스들

을 이용하면 회의나 SNS를 오프라인 현실처럼 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여기에 적용된 기술이 3D 렌더링과 AR, VR 등이다.

이렇게 코로나19는 특히 전통 산업 영역에서 기술 기반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그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렇

게 부동산 영역의 Proptech, 음식 영역의 Foodtech, 의료 영역

의 Biotech, 건강 영역의 Healthtech, 교육 영역의 Edutech 등

으로 확산되고 있다.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술로 산업 혁신이 본격화되면서 기업도 디지털 기술을 활

용한 변화관리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이를 디지털 트랜스포메

이션이라고 한다. DT는 목적이 크게 2가지이다. 하나는 기존 

경영 활동 과정의 비효율을 제거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생

산성을 개선하며, 영업과 마케팅을 최적화하는 것이다. 이는 기

업의 비즈니스 모델이나 판매하는 상품을 바꾸는 것이 아닌 기

#1 코로나19 이후, 
산업의 디지털 대전환

글. 김지현 SK mySUNI 부사장

DT Trend

그림 2. 인터넷에 풍덩 빠지는 새로운 입체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
는 메타버스 서비스

그림 1. 10년마다 변화되어 온 디지털 패러다임

미디어
커머스
콘텐츠

산업의
지각변동

통신
교통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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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의 사업을 그대로 유지한채 비용을 효율화하고 생산량과 판

매량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반면 두 번째는 신규 시장에 

진입하거나 비즈니스 도메인을 바꾸거나 비즈니스 모델을 변

화시키는 것이다. 즉, 회사가 기존에 하지 않던, 못하던 사업 영

역에 도전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얻는 것이다. 첫 번째 과정은 

비용 투자가 크지 않고 외부에 검증된 솔루션 등을 도입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지만, 회사의 기업가치를 드라

마틱하게 높이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반면 두 번째는 상당

한 투자는 물론 추진 과정에 우여곡절이 많으며 기존 사업 운

영의 노하우, 성공공식과는 다른 새로운 역량을 필요로 한다. 

그만큼 어렵지만 성공 시 얻게 되는 기대효과가 크기 때문에 

기업 가치를 크게 상승시킬 수 있다.

전자의 대표적인 것이 기업의 생산, 제조 영역에 디지털 트

랜스포메이션을 적용하는 스마트 팩토리이다. 즉, 공장을 사물 

인터넷과 빅데이터, AI, AR 등의 기술을 기반으로 자동화, 지능

화함으로써 수율을 높이고 제품 불량을 최소화하며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비용을 절감시키는 것이다. GE의 Predix, SIMENS

의 디지털 트윈, 아디다스의 스피드 팩토리 등이 대표적 사례이

다. 이들은 공장 내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데이터

들을 클라우드에 수집해, 이를 AI 등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보다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제조 공정 과정을 자동화함으로써 비용

을 절감할 수 있다. 이 기술이 고도화되면 생산성만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장에서 출하되는 상품들을 다양한 종류로 다변

화할 수 있다. 기존의 공장이 소품종 대량생산이었다면 자동화

된 공장은 다품종 소량생산이 가능해진다.

후자의 대표 사례가 자동차업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도메인

을 만들어내고 있는 테슬라이다. 테슬라는 전기차를 만드는 제

조업체임과 동시에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고 에너지 중계와 충

전 사업을 하는 에너지 기업이다. 더 나아가 자동차에 구독 비

즈니스와 모빌리티 사업까지 연계해서 제공하는 멀티 비즈니

스 모델을 갖춘 기업이다. 테슬라는 전기차를 인터넷에 연결해 

수시로 차량 운행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수집해서 자율주행 기

능 즉 운전을 하는 AI를 고도화하고 있다. 그런 자율주행 기능

을 고도화하여 완전한 자율주행 옵션(FSD, Full Self Driving)을 

약 1만 달러에 판매할 계획이다. 별도의 장치를 추가하지 않고 

마치 스마트폰에서 앱을 다운로드하듯이 FSD 기능을 다운로

드해서 설치하면 즉시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비용이 부

담스러운 운전자는 월 22만원만 내는 구독 서비스를 사용할 수

도 있다. 더 나아가 스마트폰처럼 테슬라 차량 내에 게임, 콘텐

츠 등의 다양한 서비스들을 다운로드해서 사용하는 앱 플랫폼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는 스마트폰의 앱스토어처럼 

차량 앱스토어로 콘텐츠 중계 수수료를 주된 수익 모델로 가져

갈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외에도 전기차에 필요한 전기를 생산하

고 이를 충전하는 에너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Robo taxi라

는 서비스를 통해 테슬라를 운행하지 않을 때 자율주행 기능으로 

운전자없이 도로에 나가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택시비를 받아 

수수료를 BM으로 삼는 모빌리티 서비스도 계획 중이다. 이렇게 

테슬라는 다양한 종류의 비즈니스 모델을 갖춘 기업으로 이를 가

능하게 한 것은 기존의 자동차 기업이 가지지 못했던 디지털 기

술 덕분이다.

일하는 문화와 기업 경영의 디지털화

기업의 디지털 대전환은 이제 성장을 위한 선택이 아닌 생

존을 위한 필수가 되고 있다. 특히 전통 산업 영역에서 디지털 

기술 기반의 혁신이 빅테크 기업과 스타트업 중심으로 발빠르

게 이루어지고 있어 기존 기업들이 DT를 도외시하면 시장 지

배력을 놓칠 수 있다. 이미 금융업 분야에 디지털 기술로 혁신

하는 카카오뱅크, 네이버페이, 토스, 뱅크샐러드 등이 기존의 

은행, 카드사 등을 위협하고 있다. 또, 이미 우리는 2000년대 

네이버와 다음과 같은 포탈로 인해 신문사, 잡지사 그리고 예

스24와 리디북스와 같은 인터넷 도서 서비스들로 인해 서점이 

위기를 겪었음을 알고 있다. 2010년에는 배달의민족이 상가수

첩을, 쿠팡과 마켓컬리가 백화점과 마트 등의 오프라인 유통업

체를, 카카오T가 택시, 대리운전 관련된 밸류체인을 와해하며 

새로운 시장 혁신을 만들어냈음을 알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2020년대 더 많은 산업 영역에서 디지털 기술 기반의 혁신이 

확대되고 있어 이를 무시해서는 절대 생존할 수 없다.

기업의 디지털 대전환은 산업 영역과 추진 목적에 따라 추

진 방법이나 성공요인이 다르다. 한마디로 Case by case다. 하

지만, 그럼에도 성공적인 DT 추진을 위해서 질문해야 하는 사

항은 대동소이다. 바로, 5W 1H에 대한 답이다.

• 왜 DT를 하는가? 

• 무슨 기술을 이용할 것인가? 

• 어디에 적용할 것인가? 

• 누가 할 것인가? 

• 언제 할 것인가? 

• 무엇부터 시작할 것인가? 

그 6가지에 대한 답을 어느정도 명시화했다면, DT를 제품, 

서비스의 생산 과정에 적용할지, 회사 내의 업무 프로세스에 적

용할지, 제품의 판매와 영업을 위한 마케팅에 적용할지 아니면 

모두에 적용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추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경

영진의 리더십과 함께 전체 직원들의 일하는 문화이다. 기본적

으로 디지털 기술 기반의 혁신 과정은 정교한 전략이나 계산에 

의해서 통제될 수 없다. 급변하는 디지털 기술 변화와 시장 경

쟁 환경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의사결정이 빠

르게 이루어지고 고객 중심의 가치 경영과 전략 수정이 수시

로 이루어져야 한다. 기존의 경직된 의사결정 구조나 일처리를 

하는 방식은 DT 추진에 적합하지 않다. 다양한 실험과 빠른 도

전, 시장 반응에 따른 수시 전략수정 등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DT를 추진해야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DT의 궁극적 완성을 위한 화룡점정은 일하

는 문화이며 더 나아가 이런 변화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리더십

이다.

그림 6. DT 추진 과정에서의 3P와 일하는 문화

그림 4. 디지털 트윈과 메타버스를 이용한 스마트 팩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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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데믹은 아날로그 세계에서 조용히 진행되던 디지털 전환

의 불씨에 기름을 부었다. 경제산업 관점에서 코로나는 일시적 

충격이고 본질은 디지털 전환의 본격화이다. 그리고 최근 급속

하게 발전한 AI(Artificial Intelligence)가 접목되면서 변화는 가

속화되고 있다. 영역과 업종을 불문하고 기존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구도가 형성되는 상황에서 아날로그 기업에게 디지털 

전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 기업의 규모와 업종을 불

문하고 신속하게 현실적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여 디지털 격변의 물결에 합류해야만 미래 생존이 가

능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날로그 기업들은 기존 사업의 연장선이 

아니라 ‘디지털 피보팅(Digital Pivoting)’이라는 방향전환으로 

접근해야 한다. 피보팅은 농구에서 공을 잡은 선수가 상대선수

를 피하기 위해 한 발은 그대로 두고 다른 발을 움직이는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스포츠 용어였다. 최근 스타트업들이 사업방

향 전환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아날로그 기업의 디

지털 피보팅이란 ‘업의 본질’은 유지하되 가치를 만들고 전달하

는 방식의 변화를 의미한다.

디지털 피보팅을 통한 사업모델 혁신의 유형

디지털 시대 사업모델의 핵심경쟁력은 데이터와 알고리즘

이라는 사이버 자산에 기반한다. 물리적 자산과 사이버 자산의 

연결과 통합에서 효율성을 확보하고 아날로그 방식을 앞서는 

경쟁력을 확보한다. 이에 기반하여 구분되는 디지털 시대의 사

업유형은 인프라 공급자(Infrastructure Provider), 플랫폼 조

직자(Platform Organizer), 신뢰의 조언자(Trusted Organizer), 

제품제조자(Product Maker)의 4가지 유형이다.

1) 인프라 사업자

대규모 사업자산을 집적하여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여 고정

비를 분산시키고 프로세스를 효율화하는 사업모델이다. 물류

의 페덱스(Fedex)와 디에이치엘(DHL), 생산설비의 플렉트로

닉스(Flextronics), 결제의 페이팔(Paypal), 크라우드펀딩의 킥

스타터(Kickstarter) 등이다.

2) 플랫폼 조직자

시장의 광범위하고 다양한 참여자들을 네트워크로 연결시

키고 상호작용을 통해 가치를 증폭시키는 사업모델로서 가장 

보편적 유형이다. 아마존(Amazon), 이베이(e-bay), 엣시(Etsy) 

등 온라인유통에서 출발하여 페이스북(Facebook), 트위터

(Twitter), 인스타그램(Instagram) 등의 SNS로 확장되었다.

3) 신뢰의 조언자

네트워크 효과를 활용한 공급자의 시장도달 범위가 글로벌 

차원으로 넓어지면서 수요자들 선택도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에게 신뢰성 높은 대안을 조언한다. 식료품, 식당과 같

은 일상적 구매품목에서 해외여행 등의 특별한 이벤트에 이르

기까지 고객이 원하는 대안을 추천한다. 또한 총체적인 구매경

험을 결합하여 새로운 선택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고객의 식료

품 구매와 사용하는 운동기구를 모니터링하여 사전적인 건강

검진을 추천하거나 생활습관 변화를 권고하는 방식이다.

4) 제품 제조자

현존하는 대다수 주요 기업들이 위치한다. 기술개발, 제품혁

신, 마케팅 등 가치사슬의 일관된 운영역량이 주요 경쟁력으로 

아날로그 시대의 주역들이다. 하지만 제조만으로는 디지털 시

DT Trend

대의 시장 주도권 유지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소비자와의 접

점 자체가 디지털 온라인으로 이동하고 제품 구입보다는 사용

량에 따라 지불하는 구독경제가 확산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

세에서 제조에만 집중하면 부가가치의 대부분은 플랫폼 조직

자나 신뢰받는 조언자와 같은 디지털 사업자의 차지가 된다. 그

래서 제품 제조자를 비롯한 아날로그 사업자는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디지털 피보팅이 요구된다.

디지털 피보팅의 국내외 사례

‘인프라 사업자, 플랫폼 사업자, 신뢰의 조언자, 제조업’이라

는 목표 사업모델의 4가지 유형은 추상적 개념이다. 현실에서

는 4가지가 사업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융합되는 형태로 나

타난다. 어떤 유형이나 플랫폼의 특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정보

제공도 기본적 사항이다. 따라서 사업모델의 가장 중요한 측면

에 따라 4가지로 분류된다고 전제하고 아날로그 기업의 디지

털 피보팅 사례를 살펴본다.

#2 팬데믹 이후  
기업 비즈니스 모델 변화  
트렌드 및 전망

글. 김경준 CEO스코어 대표

그림 2. 디지털 시대 4가지 사업모델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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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마트, 오프라인-온라인 융합 옴니채널 플랫폼 전환

1990년대 등장한 온라인쇼핑은 당초 주변부의 틈새사업자 

정도로 취급받았으나 2007년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판도가 

뒤집히기 시작했다. 오프라인 사업자들은 핵심자산인 점포망

의 전략적 가치가 퇴색하면서 경쟁력을 상실했고 많은 전문가

들은 월마트의 몰락을 예상했다. 그러나 JC페니, 시어스, 카슨

스 등 여타 오프라인 유통강자들이 연이어 파산하는 와중에서 

월마트는 매출과 이익이 모두 증가하면서 2020년 5월에는 이

베이를 누르고 미국 온라인판매 2위로 올라섰다. 이러한 변화

는 2014년 취임한 CEO 더그 맥밀런(Doug McMilon)이 표방한 

‘디지털 퍼스트’전략에서 출발하였다. 전략실행의 핵심은 ‘One 

월마트 옴니채널’로서 ‘아마존에는 없고 월마트에는 있는 강점’

의 추구였다. 아마존을 따라가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월

마트의 오프라인 점포와 온라인 서비스의 연계로 접근했다. 미

국 인구의 90%가 월마트 주변 10마일, 16km 이내에 거주하는 

여건에서 매장들은 디지털 기지로 재구축되었다. ‘온라인 주문 

후 매장 수령(Click & Collect), 생필품 2시간 배달, 전 직원 퇴근 

배송제’등이 주효했다. 월마트는 고객이 쇼핑방법, 채널과 상관

없이 구매하듯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통합적 관점의 사업모델 

혁신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

2) 도미노, 피자 배달에서 주문 플랫폼으로 변화

1960년 창업하여 전화 주문 후 30분 배달 서비스를 주무기

로 급성장하였다. 그러나 진입장벽이 낮아 경쟁이 치열해지면

서 생존여부가 불투명해지는 위기를 맞아서 디지털 기술의 접

목에서 활로를 찾았다. 2007년 온라인 주문 웹사이트를 개설

하고 단순한 주문수단 변화가 아니라 고객접점(UI)과 고객경험

(UX) 전체의 혁신을 추구하였다. 디지털 화면의 사진, 맞춤형 

메뉴 제안, 주문 후 제조 및 배송상황 공유 등 다양한 방식을 시

험하고 확대하였다. 디지털 주문시스템은 20여 가지의 방법으

로 편리하게 주문하는 플랫폼으로 발전하였다.

점포망 재구축은 온라인 시대의 오프라인 점포망 재편이다. 

축적되는 고객의 주문 데이터를 분석하여 배달 속도를 높이고 

점포망을 최적화하는 요새(Fortress)전략이다. 이에 따라 미국 

내 매장 수가 2010년 4,929개에서 2020년 6,156개로 늘어났

고 매장당 매출과 이익은 모두 증가하였다. 주가는 2008년 11

월 3달러 수준에서 2021년 7월에는 540달러로 180배 상승하

였다. 도미노는 아날로그 기업들이 기존 사업에서 축적한 기반

을 디지털 기술과 접목하여 확보하는 차별적인 경쟁력과 디지

털 피보팅의 잠재력을 보여준다.

3) hy, 유산균 음료 판매에서 디지털 유통 인프라로 전환

한국야쿠르트는 1969년 설립된 유산균음료 제조기업으로 

소위 ‘야쿠르트 아주머니’로 구성된 방문판매 조직을 근간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할인점, 편의점 등 신유통 업태가 등장하

고 온라인 판매가 확산되면서 기존의 판매방식은 한계에 봉착

했다.

대응 전략은 ‘업의 본질’은 유지하되 가치를 만들고 전달하

는 방식의 변화로서 아날로그 방문판매와 디지털 기술을 접목

시켰다. 사람이 끌던 운반용 손수레를 냉장 전동카트로 교체하

여 이동성을 높였다. 스마트폰 앱을 매개체로 판매원과 소비자

를 연결하여 주문과 배달의 편의성을 높였다. 앱 출시 초기에는 

MZ세대 사이에서 주변의 ‘야쿠르트 아주머니’를 찾는 과정이 

인근의 가상 캐릭터를 찾는 ‘포켓몬 고’를 연상시키는 게임처럼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판매품목도 발효유 일변도에서 커피를 

추가하고 최근에는 밀키트로 확장하였다. 급기야는 기업명도 

에이치와이(hy)로 변경하면서 정체성 자체를 바꾸었다.

디지털 피보팅 관점에서 hy는 유산균 음료의 아날로그 방문

판매 사업에서 신선한 식음료를 배송하는 디지털 인프라 사업

자로 전환하였다고 평가된다. 야쿠르트 아주머니에서 명칭을 

변경한 프레시 매니저들의 개별 가정 맞춤형 판매와 배송을 지

원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원하는 개념이다.

4)  정육각, 전통영역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새로운 가치 

창출

정육점은 아날로그 시대의 대표적인 소상인 사업이다. 쇠락

하는 재래시장이나 소규모 근린상가의 점포가 먼저 연상된다. 

대형유통업체들이 등장하면서 축산물 유통도 효율화되었으나 

도축에서 판매에 이르는 다단계 가치사슬의 기본구조는 변함

없었다. 하지만 디지털 언택트에 기반한 혁신적 사업모델이 등

장했다. ‘초신선’을 표방하는 스타트업인 정육각은 도축된 고기

를 4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배송한다. 기존 구조에서는 평균 10

일 이상이 소요되던 유통단계를 대폭 단축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도축 후 가공업체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

하는 (Direct to Customer: D2C) 구조로 전환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운 과제들은 응용수학을 전공

한 청년 창업자가 AI의 머신러닝, 빅데이터 분석, 수요예측 알

고리즘 등의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해결하였다. 낙후된 이미

지의 정육점 사업이 디지털 기술과 접목되면서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디지털 피보팅은 돌덩이도 금덩이로 만든다

디지털 피보팅은 돌덩이도 금덩이로 만든다. 저가치의 무

거운 돌덩이 아날로그 사업이 고가치의 가벼운 금덩이 아날로

그-디지털 융합사업으로 변신한다. 이는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현실에서 전개되고 있는 실제 상황이다. 소위 전형적인 아날로

그 생활밀착형 서비스산업으로 치부되었던 세탁소, 주차장, 정

육점, 피자체인을 비롯하여 전통적인 아날로그 사업인 운송, 숙

박, 유통부문 등에서 속출하는 사례들이 이를 나타낸다.

우리나라 기업의 대부분은 아날로그 방식의 사업이 기본이

다. 디지털 전환의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과감하고 신속하

게 변화를 추진하기에는 내외부적 난관이 많았다. 그러나 펜데

믹 충격으로 시장 환경이 급변하면서 신진 디지털 기업들의 거

센 도전을 체감하였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고조된 위기감은 

역설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위한 추동력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아날로그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은 그야말로 촌각을 다투는 

과제이다. 그리고 아날로그 기업들이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디지털 피보팅에 성공하는 경우에 성과와 반향은 더욱 크다. 격

변의 시기를 맞아 방어적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아날로그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일수록 심기일전하여 디지털 전환을 통

해 재도약의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

저자소개

김경준 CEO스코어 대표는 딜로이트 컨설팅 대표이사 및 부회장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AI 피보팅」, 「디지털 인문학」, 「모바일 빅뱅」, 「세상을 읽는 통찰의 순간들」, 「로마인에게 
배우는 경영의 지혜」, 「마흔이라면 군주론」 등이 있다. 서울대 농경제학과와 동대학원 
석사를 졸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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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이하 WEF)은 전 

세계의 저명한 기업인, 경제학자, 정치인 등이 참여하는 국

제 민간 회의로, 매년 초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려 ‘다보스포럼

(Davos Forum)’으로도 알려져 있다. WEF에서 논의된 사항은 

국제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다.

지난 9월 29일 WEF는 ‘2021년 세계등대공장(Global 

Lighthouse)’을 발표했다. 세계등대공장은 어두운 바다 위에

서 배가 나아갈 길을 비춰주는 등대처럼, 사물인터넷, AI 등 4

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통해 제조업의 혁신을 이끄는 공장

을 일컫는 말이다. WEF가 2018년부터 매년 2차례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심사 및 선정은 다국적 컨설팅 업체인 맥킨지

(McKinsey & Company)가 진행한다.

LS ELECTRIC ’21 세계등대공장 선정

전력·자동화·스마트에너지 전문기업 LS ELECTRIC의 청주스

마트공장은 2021 WEF 연차회의에서 ‘등대공장’으로 선정됐다. 

전 세계에서 제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공장으로 뽑힌 세계등대

공장의 반열에, LS ELECTRIC이 당당히 이름을 올린 것이다. 국

내 기업 중 등대공장으로 선정된 것은 2019년 포스코 이후 두 번

째다. 이번에 새롭게 선정된 존슨&존슨, 슈나이더 일렉트릭, 폭

스콘 등 세계 유수의 21개 기업을 포함해 전 세계 총 90개 기업

만이 세계등대공장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등대공장으로 선정될 수 있었던 원동력

WEF는 LS ELECTRIC 청주스마트공장이 인공지능(AI)과 사

물인터넷(IoT) 기술을 단순 적용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다양한 

고객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 생산 효율화를 통한 획

기적 원가절감을 통해 대량생산 방식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청주스마트공장의 경우 AI·IoT 등 디지털혁신

(Digital Transformation, 이하 DX)기술을 적용한 뒤 생산 비용

이 20% 줄고 생산성은 27% 늘었다. 제품에 대한 고객 불만도 

87%나 감소했다.

또한 기업의 지속 성장에 필수적인 ESG 경영을 선포하고, 

에너지관리솔루션(EMS)을 자체 개발하고 실제 공장에 적용함

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높인 성과 역시 LS일렉트릭이 등대공장

으로 선정된 이유라고 덧붙였다.

청주스마트공장의 핵심 기술로는 ‘다품종 대량생산이 가

능한 IoT 기반의 자동 설비 모델 변경 시스템’, ‘자율주행이 가

능한 사내 물류 로봇’, ‘AI를 활용한 실시간 자동 용접 시스템’, 

‘머신러닝 기반의 소음 진동 검사 시스템’등이 꼽힌다. 또 제조 

강국 생태계 조성을 위해 협력사의 원·부자재, 생산, 품질 등 

E2E(End-to-end) 기반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이

를 협력사들과 공유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아세안(ASEAN) 국가 주한대사 10명으로 구

성된 ‘아세안 커미티 인 서울(ASEAN Committee in Seoul; 이

하 ACS)’회원들이 청주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국내 최고 수

준의 스마트공장 현장을 견학하고, 구자균 LS ELECTRIC 회장

과 아세안 지역에 대한 사업적, 기술적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

한 바 있다.

LS ELECTRIC의 청주스마트공장

LS ELECTRIC 청주사업장 스마트공장은 글로벌 최고 수준

이다. 부품 공급부터 조립, 시험 포장 등 전 라인에 걸쳐 100% 

자동화 시스템이 구축돼 실시간으로 공장 제어부터 품질, 에너

지 모니터링 등 통합 운영이 가능하다.

LS ELECTRIC은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약 200억 원 이

상을 집중적으로 투자해 스마트팩토리를 구축했다. 기존 생산

라인에 ICT, 자동화 기술을 접목하면서 다품종 대량생산은 물

론이고 맞춤형, 소량 다품종 생산도 가능한 구조로 탈바꿈했다.

덕분에 생산성도 대폭 높아졌다. 저압 전력기기 38개 품목

의 1일 생산량이 기존 7,500대 수준이었지만 스마트팩토리를 

도입한 이후 2만대로 개선됐으며, 에너지 사용량은 60%이상 

절감됐고 불량률도 7PPM, 즉 100만개 중 7개 수준으로 급감

했다.

제조 노하우와 DX 역량을 결합한 Smart Factory 대표 

모델

LS ELECTRIC은 2024년까지 스스로 운전 가능한 ‘자율형 공

장’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단계별로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하

고 있다. 현재는 데이터 예측을 기반으로 원격 제어되는 ‘지능형 

공장’단계로서, 국내외 스마트 팩토리를 선도하고 있다.

그림 1. WEF 온라인 연차회의에 참석 중인 구자열 LS그룹 회장

그림 2. 아세안(ASEAN) 주한대사들에게 청주스마트공장을 설명 중인 
구자균 LS ELECTRIC 회장#1 디지털 혁신(DX)으로  

제조업의 미래를 밝히다

글. 채대석 LS ELECTRIC 비전실장(CDO/CIO) 이사

DT Case

그림 3. LS ELECTRIC의 스마트공장 구축 효과

그림 4. LS ELECTRIC 직원이 점검 중인 충북 청주 스마트공장 생산 라인



20 21

테크스퀘어는 수요자와 공급자는 물론 산학 전문가 등이 누

구나 자유롭게 플랫폼에 참여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으로 생애

주기 밀착형 멘토링, 최적 공급기업 매칭, 프로젝트 관리, 유지

보수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이 플랫폼은 솔루션 일괄 공급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고객 

현황 및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밀착형 멘토링 서비스를 통해 플

랫폼에 참여한 각 분야별 최적 기업을 고객과 매칭함으로써 구

축 비용이 절감되는 등 경제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또한 각 분야 전문 기업이 도입 초기부터 구축, 유지보수에 

이르는 스마트 공장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정보와 솔루션을 

멘토링 형태로 제공해 확장성은 물론 서비스 만족도를 높인 것

이 특징이다.

‘테크스퀘어’는 런칭 이후 약 450여개 이상의 중소 제조기

업들이 스마트공장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고 무료 멘

토링과 최적 공급 기업 추천과 매칭 등의 서비스들을 활용하고 

있다.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전개

지난 4월 LS ELECTRIC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을 위한 상생협력기금 출

연 협약’을 체결했다. 대한민국 대표 스마트공장 솔루션 기업인 

LS ELECTRIC이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고 국내 중소기업 스마

트공장 보급 확산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번 협약으로 LS ELETRIC은 협력재단에 상생협력기금 33

억원을 출연하고 △솔루션 공급기업 풀(Pool) 구성 전문가 멘

토링 서비스, LS일렉트릭 스마트공장 플랫폼인 테크스퀘어

IoT 기반의 혼류생산 라인

하나의 생산라인에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전 공정에 

자동 설비 레시피(Recipe) 변경 시스템을 도입했다. 모델 변경 

작업 인력과 생산 준비 시간을 감소시키면서도 약 1만 종류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사내 물류 자율주행

LiDAR 센서를 통해 자동으로 주변을 인식하는 자율주행로봇

(AMR). 최적의 물류 경로를 설정하고 안전하게 이동하며 물류

를 책임진다. 현재 24개 라인에 100% 도입되어 있다.

딥러닝 기반 외관 검사 시스템 

딥러닝 기반의 외관검사기를 도입해 검사 시간을 줄이고 정확

도를 향상시켰다. 탐지 가능한 불량의 수가 21가지에서 152가

지로 크게 늘었고, 정확도도 54%에서 95%로 높아졌다.

(Tech Square) 기반 제조기업별 맞춤형 서비스 공급을 통해 국

내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과 경쟁력 강화를 돕는다. 지

난 해에도 LS ELECTRIC은 30억원을 출연해 중소기업 74개 스

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해 준 바 있다.

또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자사의 중소 협력업체를 대상으

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에 나섰다. 지난 7월, 15개 협력회사와  

‘2021년 대중소상생형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사업'을 위한 협

약을 맺고, 혁신 DNA 전파와 상생협력 강화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

제조 강국으로 도약 위한 협력과 연대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산업계 전반에서 전례가 없이 빠르고 

광범위한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격변(激變)의 시기에, LS 

ELECTRIC이 제조업의 길을 밝혀주고 있다고 평가받는 세계등

대공장에 선정된 것은 국가적으로, 또한 자사 내부적으로 모두 

큰 의미가 있다. 특히 LS ELECTRIC 청주사업장의 등대공장 선

정은 자체 기술을 통해 구현한 스마트공장 구축 역량을 세계적

으로 인정받은 것이기에 한층 더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향후 LS ELECTRIC은 스마트기술을 현장에 확대 적용해 세

계 최고의 제품을 만드는 것은 물론, 오픈 플랫폼인 테크스퀘어 

등을 활용한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확산으로 우리나라 제조업 

경쟁력을 한층 높은 차원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또한 ICT와 자동화 기술의 융합을 기반으로 한 다품종 대량 

생산은 물론 맞춤형, 소량다품종 생산을 통해 제조 시스템의 변

혁을 구현할 수 있는 스마트공장 기술을, 한국을 넘어 글로벌 

시장 곳곳에 널리 전파하기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LS ELECTRIC은 국내외 대·중견·중소기업과 스마트

공장과 관련한 기술개발은 물론 사업화 측면에서도 적극적인 

협력과 연대를 통해, 우리나라를 제조업 최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데 지속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머신러닝 기반 진동소음검사 시스템

특정 공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분석하기 위해 머신러닝 기반

의 시험 모델을 구축했다. 수집된 진동/소음 데이터와 주변 소

음을 철저하게 구분해 진성 불량 데이터 정합성을 높여준다.

실시간 데이터 분석 기반 설비 설정값 자동 변경 시스템

선(先) 공정의 용접 설비의 불량률을 낮추기 위해 후(後) 공정

에서 검사한 과전류 시험값을 분석해 선 공정의 용접 공정에 

최적값을 반영한다. 실시간으로 최적의 변수를 산출해 자동 용

접 기능에 적용한다.

LS ELECTRIC ‘테크스퀘어(Tech Square)’

LS ELECTRIC은 국내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확산을 위해 상

생협력 스마트공장 플랫폼 ‘테크스퀘어(Tech Square)’를 운영

하며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웹사이트: 

tech-sqaure.co.kr)

그림 5. 중소기업 상생협력 스마트공장 생태계 플랫폼, LS ELECTRIC의 
‘Tech Square’

저자소개

채대석 LS ELECTRIC 비전실장 이사는 1994년 금성산전 기획부에 입사했다. 중국 3개 
법인 CFO, 법인관리팀장, 경영전략팀장, 경영진단실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쳐, 2019년부
터 부문회장 직속 조직인 비전실을 이끌고 있다. 현재는 CDO와 CIO 직책을 겸하며, DX 
기반으로 회사의 미래 성장을 견인하는 중책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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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을 수 없는 변화의 흐름

어느덧 5년이 지났다. 2016년 3월,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았던 인공지능 프로그램 알

파고와 프로기사 이세돌이 벌인 바둑 대국 「구글 딥마인드 챌린

지 매치」는 대중들에게 인공지능 발전에 대해 커다란 반향을 불

러일으켰다. 플레이어에게 이미 주어진 말들을 하나씩 움직이

는 체스가 만들어내는 경우의 수는 약 10의 120승 정도인 반면, 

플레이어가 빈 공간에 수를 서로 하나씩 두는 바둑이 만드는 경

우의 수는 약 10의 360승이라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체스와 

비교할 수 없는 바둑의 경우의 수 때문에 인공지능이 사람을 바

둑으로 이기기에는 아직 부족할 것이라 여기던 시절이었다. 그

러나 예상과는 달리 1국에서부터 알파고가 불계승하였고 많은 

사람들은 이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 대국 중간에 전혀 이

해할 수 없는 수를 던져, ‘역시 인공지능은 아직이군.’이라고 생

각했던 그 수가 한편으로는 승기를 잡는 ‘신의 한 수’였다는 이

야기는 몇몇 이들에게 인공지능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

기가 되었다. 공상과학영화에서만 보던 사람의 능력을 우습게 

뛰어넘는 인공지능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 현실에서는 공상과학영화보다는 덜 충격적이지만 더 현

실적인 모습으로 우리 생활에 깊이 스며들고 있었다.

변화의 흐름이 현실에서

사실 일부 학계에서는 알파고와 이세돌 대국의 승자를 대중

과 다르게 알파고의 승리를 예상하는 경우가 많았다. 많은 새로

운 기술이 그러하듯 인공지능도 산업보다는 학계에서 먼저 태

동하고 발전하였다. 대중이 인지하지 못했을 뿐 학계에서는 이

미 그 기술의 발전성과를 알고 있었고, 그렇기에 대국의 결과에 

대해 대중과는 전혀 다른 예상을 내놓는 경우가 많았다. 그로부

터 5년이 흘렀다. 인공지능의 개념은 학계 뿐 아니라 우리 산업 

전반에 이미 깊숙이 발을 들여놓고 있고, 실제 업무에서도 인공

지능이 많이 언급되고 있다.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과 유사하게 사용되는 용

어들인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인공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 딥러닝(Deep Learning) 등은 인공지능의 

하위 개념으로 볼 수 있고, 이 모든 개념들은 많은 데이터(Big 

Data)를 그 재료로 한다. 기존 실험설계 방식의 소규모 데이터

로 추론하던 것과는 다르게 기존 과학자들의 꿈이었던 많은 데

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더 이상 상상이 아니게 된 것이다. 또한 

단순한 수치 데이터 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해석하

는 기법들이 속속히 등장하고 있다. 비정형화된 텍스트데이터, 

이미지데이터를 정량적으로 해석하는 기법들이 등장하고 있

고, 많은 기업들은 손쉬운 방법으로 이를 분석하고 각자 더 나

은 길을 위한 방향으로 이를 활용하고 있다.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가 주창한 제3의 물결 「정보화 시

대」부터 많은 기업들은 언젠가 활용할 수 있을 데이터들을 모

으기 시작했다. 어떻게 활용될지 모르고, 어떤 데이터가 필요할

지도 정확히 모르고, 또한 이를 분석할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많은 현명한 기업들은 나중에 필요할 데이터

들을 꾸준히 모아오고 있었다. IT기술이 급속히 확산된 90년대 

이후부터 20여년이 흘러 등장한 알파고는 우리에게 그동안 쌓

아온 데이터 활용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킨 것이다. 알파고가 대

중에 알려지고 5년이 흐른 지금, 저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다수 기업들은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하나둘씩 갖추고 있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그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가진 ‘인력’을 ‘우리’회사에 두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새로운 흐름을 타기 위해서는 새로운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흐름을 타고 길을 나서다

데이터를 활용하여 유의미한 정보를 도출하는 Data 

Science의 역량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기본적인 수리통계 지

식, 코딩 능력, 현업의 Domain Knowledge, 현업과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 스킬, 기존 통설에 대한 비판적 사고 능력 등 여

러 역량이 갖춰져야 Data Science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새로 

채용하는 Data Scientist들의 경우에는 통계지식과 프로그래밍 

능력을 갖고 있으나, 현업의 지식은 부족한 상황이다. 반면 기

존의 직원들은 그 반대로 현업의 지식은 충분하나 데이터를 활

용하는 통계지식과 프로그래밍 역량이 다소 부족하였다. 당사

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당사 구성원들이 Data Science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변화하고자 하였고, 데이터로 일하는 

문화를 기반으로 Digital Transformation(이하 DT)을 위한 방

향을 수립하였다.(표 1)

#2 Data Science  
역량 확보를 위한 
Transformation

글. 권태형 한국앤컴퍼니 책임

DT Case

구 분 목 적 사 례

임직원
디지털 마인드셋

DT 소개 / 
데이터로 일하는 문화 확산

• Top-Line : 디지털 비즈니스 인사이트 과정
• Bottom-Line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사 의무교육) 사내 포털 디지털 컨텐츠 게시

디지털 역량 확보
임직원들의 DT 관심도 증대 및  

DT 역량 강화

• 디지털 자격 인증제도 (디지털 인재의 사내교육 추진)
• 디지털 경연대회
• 카이스트 Digital Expert 교육 (디지털미래혁신센터)
• DT추진팀(디지털전략팀)의 Big data Small Case 분석

표 1. 한국앤컴퍼니의 DT 조직역량 강화 및 교육 사례



24 25

transformation 하고 있다.

수평선 너머에 펼쳐질 세상

사람의 모습은 서로 비슷하면서도 각자 다르다. 같은 종이

긴 하나 갖고 있는 유전정보에 따라 그 외양과 성격은 달라지

고 살아온 환경에 따라서도 그 모습이 달라진다. 그러한 사람

들이 모인 기업들도 서로 비슷하면서도 각자 다르다. 급변하

는 DT 흐름 속에서 서로에게 주어진 환경은 많이 다르다. 많

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모아뒀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기업부터 이제 차근차근 어떤 데이터를 모

으기 시작하는 기업들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기업들

이 시기만 다를 뿐 출항지와 기항지는 결국 같을 것이다. 그 사

이에 어떠한 조류가 있을지 때로는 풍랑이 불어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현실로 다가온 DT의 격동 속에서 많은 기업들은 

분명 필요한 답을 찾아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퍼스널컴퓨터’라는 이름으로 컴퓨터가 대중화되던 시절

을 떠올려봤다. 당시에는 컴퓨터를 부팅할 때에도 플로피디

스크를 번갈아가며 해야 했던 복잡한 시절이었고, 지금은 본

체 전원버튼만 누르면 친절하게 윈도우 바탕화면까지 이어진

다. 인공지능 기술도 분명 우리에게 점점 더 쉽게 다가올 것이

먼저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가 중요하였다. 임원들은 DT가 

중요하다고는 알고 있으나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몰랐고, 현업

의 사원들은 현재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기에도 벅찬 상황이었

다. 이에 임직원들의 디지털 마인드셋을 하기 위한 교육을 마련

하였다. 임원을 대상으로는 「디지털 비즈니스 인사이트 과정」

을 개설하였고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최신 디지털 기술, 우수 

사례를 소개하고 당사 접목 방향에 대해 토론하게 하였다. 사원

들에게는 조금 더 접근하기 쉽도록 DT에 대한 이해를 위해 전

사 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사내 포털에 DT 우수 사례, 당사 추

진 사례, 대내외 벤치마킹 사례를 담은 디지털 컨텐츠를 게시하

기 시작하였다. (그림1)

그리고 사원들이 더 능동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디지

털 자격 인증제」를 만들어 교육/학위/자격증/추천여부 등 자격 

조건을 확인하여 Digital Expert/Master를 선발, 인센티브를 주

는 방식도 채택하였다, ’21년에는 D.Expert 21명, D.Master 11

명이 선발되었고, 선발된 D.Master는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 역

량을 사내강의를 통해 임직원들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하는 교

육제도를 만들고 있다.

「디지털 경연대회」도 구성원의 디지털마인드 함양에 좋은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현업에서 BI Tool 혹은 AI/Big Data로 

다. 하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에 맞게 변하지 않는

다면, 아무리 그 기술이 우리에게 쉽게 다가온다 하더라고 쉽

게 수용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퍼스널컴퓨터가 우리에게 처

음 다가왔을 때, 열심히 공부하며 DOS명령어를 익히던 사람

과 고가의 컴퓨터가 우리 일상 속에 스며들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며 변화를 게을리 했던 사람들 사이에는 현재 시점에서 

컴퓨터를 활용하는 능력은 분명 다를 것이다.

 인공지능 관련한 사회 전반의 모든 현상들이 일시적인 유

행처럼 지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생각보다 우리 삶 속

에서 인공지능은 깊숙이 들어와 있고, 우리 삶을 구성하는 산

업현장에서도 인공지능은 점점 멀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

가 타고 있는 이 흐름의 끝 저 수평선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지

는 아무도 모른다. 분명한 것은 지금 그 변화의 조류가 흐르고 

있고, 그 조류를 잘 타고 나가면서 수평선 너머로 가볼지 중간

에 좌초를 할지는 배를 어떻게 조종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이다.

해결해봄직한 문제들에 대해 구성원들이 스스로 과제를 도출

하고 제안/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데이터 기반 문제 해

결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도 진행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내부적으로만 해결하기엔 부

족하다. 이에 외부로부터 전문적인 교육도 진행하였다. 당사는 

카이스트와 DT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미래혁신센터」를 설

립하였는데, 이 센터를 통해 DT를 위한 기술 및 역량 강화/비즈

니스 환경에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프로세스 이해/최신 디

지털기술 및 비즈니스 동향 파악이라는 목표로 교육을 진행했

다. 총 128명이 교육을 수강하여 데이터로 일하는 문화 및 역량

을 심어주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세부 조직별 DT를 위해서는 기존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 

과제를 발굴하는 Small Case Study도 진행하고 있다. 이는 당

사 DT추진팀인 디지털전략팀에서 각 조직별로 보유한 데이터

를 파일럿 분석을 통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고 분석 기법을 

현업 팀에 소개하여 조직별 DT를 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역할

을 하고 있다. (그림2)

내부 마인드의 변화, 구성원들의 관심도 증대, 외부로부

터 전문성 교육, DT추진팀의 DT Drive. 당사는 이런 방법

을 활용하여 새로운 흐름을 타기 시작하였고, 현재 순조롭게 

그림 1. 한국앤컴퍼니의 사내 포털 디지털 컨텐츠의 게시 예시 그림 2. 한국앤컴퍼니의 Small Case에서 도출한 수요예측과 관련한 AWS Protyping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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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팩토리는 ICT(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의 

연구·설계 단계에서부터 원자재 구매, 생산, 유통, 마케팅, 판

매, 관리 및 서비스 등 제조기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 전

반에 걸쳐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정보를 도출하여 생산성

과 품질,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지능형 생산공장’으로 정

의할 수 있다. 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여 스스

로 최적화된 환경을 만들어 작업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공장

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전략 실행으로 

제조기술의 혁신과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기존의 ‘공장자동화’가 센서 기반 데이터 수집, 공정 자동

제어, 로봇 기반 설비 자동화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면, 스마트 

팩토리는 이에 ICT 기술을 더하여 생산 전 과정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연계하여 빅데이터(Big Data)를 분석함으로써, 생

산계획과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공정운전 현황을 진단·예측

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공장을 운영할 수 있게 지원한다. 제조

기술과 ICT기술을 융합함으로써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

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 구성

효성ITX는 2017년 IT 전문가와 데이터 분석가, 공정 전문가

가 참여하여 효성 스마트 팩토리 xtrmFactory를 설계하였다. 

이어 제조 공정 데이터 표준 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분당 IDC에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기반 인프라인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2018~2019년에는 효성티앤씨 11개 글로벌 공장

에, 2020~2021년에는 효성화학 8개 글로벌 공장에, 빅데이터 

분석, 실시간 생산현황 모니터링, 품질·공정 이상 감지 등이 가

능한 글로벌 표준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 분석 기반의 핵

심과제를 수행하는 등 효성그룹의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진행

해 왔다. 현재는 효성중공업의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1은 효성그룹 섬유·화학분야 공장을 대상으로 설계

한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 구성도이다. 크게 보면 데이터 관리

(Data Management), 데이터 분석 및 예측(Data Analytics & 

Prediction), 공정제어(Process Control)의 3개 영역으로 구성

되어 있다. 순서대로 공정의 운전현황을 데이터로 확보하고, 이

를 기반으로 최적 운전조건을 도출하고 실시간으로 이상을 조

기에 감지하고, 최적 제어가 되도록 제어시스템이 동작하는 구

조이다.

‘데이터 관리’영역은 제품 생산과 관련된 공정, 설비, 품질 데

이터를 수집 및 모니터링, 관리하는 영역으로 실시간 공정데이

터 수집/모니터링 시스템(PMS), 품질·수기 데이터 수집/모니

터링 시스템(QMS), 기타 데이터 수집/관리 레거시 시스템 등

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 ‘공장자동화’에서 스마트 팩토리로의 

진화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데이터로부터 정보를 추출할 

때 데이터 분석이라는 방법론의 도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적합한 데이터가 확보되어야 한다. 데이

터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데이터 정합성 확보 과정이 포함

되어야 하고, 육안검사에 의한 품질 검사 등은 머신비전/딥러

닝에 기반 한 자동검사 방법으로 디지털화 하고 있다.

‘데이터 분석 및 예측’영역은 데이터 관리 영역에서 제공하는 

각종 데이터를 통합하고 연계 분석하여 최적 운전조건을 도출

하고 공정 및 품질의 현황을 진단·예측하는 영역이다. 앞서 언

급한 ‘데이터 관리’영역과 뒤에 언급할 ‘공정제어’영역은 이미 

1990년대에 ‘공장자동화’관점에서 기본적인 형태가 정립되어 

화학분야 공장들에 대부분 구축되어 있는 상황인 반면, ‘데이터 

분석 및 예측’영역은 2000년대에 들어와 데이터 분석 방법론

이 도입되기 시작하여 2010년 이후 빅데이터 기술이 등장하면

서 스마트 팩토리의 개념이 등장하게 된 핵심적인 부분이다.

#3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 팩토리 구축

글. 정상헌 효성ITX DX본부 Smart Factory 상무

DT Case

그림 1.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 구성도

Plant

Data Management

Data Analytics & Prediction
Process
Control

Big Data Platform

센서 / 구동기 실험실 계측장비
Vision inspection
머신비전/딥러닝 기반 자동검사

Model Management System

모델관리, 모델성능감시, 리모델링

Advanced Monitoring System

실시간 이상감지, 원인탐지, 품질예측

Advanced Control System

최적공정제어, 제어성능감시

Visual Analytics System

엔지니어 주도 데이터 분석/시각화

Legacy DBMS

설비, 유틸리티,기존 DB등

Quality Management System

 품질, 수기데이터 수집/모니터링

Process Monitoring System

실시간 공정데이터 수집/모니터링

데이터 분석
분석전문가 주도 데이터 분석

- 예측/진단 모델 개발

데이터 통합

Distributed Control System

분산제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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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공장 엔지니어와 데이터 분석 전문가를 원팀으로 구성하여 

선정된 데이터 기반 핵심 분석과제를 수행하는 전략을 세웠다. 

성공적인 분석과제 수행 경험을 통해, 공장 엔지니어는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의 활용 능력을 배양할 수 있고, 공장 별 전담 데

이터 분석가는 해당 공장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도를 축적하게 

되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해당 공장의 문제 해결을 전문적으

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스마트 팩토리 구축 및 핵심과제 수행 사례

스판덱스 원사 생산 글로벌 공장의 관리 표준화

효성티앤씨의 섬유 사업부문에서는 스판덱스, 나일론, 폴리

에스터 등의 원사와 직물, 염색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스판덱

스 생산공장 10개가 세계 곳곳에 세워져 가동되고 있고 올해 

말 11번째 공장이 중국에서 가동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공장들의 생산현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고 문제 발생 시 

국내 기술진과 협업으로 해결하고자 전 공장에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첫 번째 목표로 데이터에 기반 하여 글로

벌 공장의 관리 기준을 표준화 하였고, 문제 발생 시 글로벌 공

장 기술진이 VAS 시스템을 통해 동시에 정보를 공유하며 데이

터에 기반 하여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논

의하고 있다. 또한 동일한 원사를 생산하는 여러 개의 방사공정 

중 현재는 제품 물성이 관리 범위 내에 있지만 통계적으로 움

직임이 달라진 방사공정을 감지하여, 그 원인이 설비의 이상인

지를 미리 확인하여 제품의 이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

능도 AMS 시스템에 탑재하였다.

NF3 생산공정의 반응기 단관 막힘 조기 감지

효성화학 네오켐 PU에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전지 

등에 사용하는 산업용 특수가스인 삼불화질소(NF3Gas)를 생

산하고 있다. 생산공정 중 주요 순환형 반응기는 공정 특성상 

장기간 운전하면 하부 단관이 서서히 막히게 되어 결국은 생산

을 중단하고 단관 정비를 하고 다시 가동해야 한다. 스마트 팩

토리 시스템을 통해 운전 데이터를 축적하였고, 공장 엔지니어

와 데이터 분석 전문가가 원팀이 되어 원인 파악 및 개선 방안

을 위한 핵심 분석과제를 수행한 결과, 단관 막힘의 주요 인자

를 파악하고 단관 막힘도 지수를 개발하였고, 운전 시간을 더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PMS, 

QMS 등에 수집/관리되고 있는 데이터를 통합하고 연계분석을 

위한 데이터마트를 구성하고, 이를 대상으로 분석전문가는 전

문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생산성과 품질의 향상을 위한 주요 

영향인자를 분석하고, 품질예측 및 이상진단을 위한 모델을 개

발하고, 엔지니어가 활용할 데이터분석/시각화 시스템(VAS)용 

분석 앱을 개발하여 제공한다. 공장 엔지니어는 제공받은 분석 

앱을 통해 품질·공정 간 연관분석, 유의차 분석, 공정관리능력 

분석 등을 직접 수행하며, 품질·공정 이상 발생 시 그 원인을 빠

르게 찾아내어 대응할 수 있다. 분석전문가가 개발한 모델은 예

측·진단 모니터링 시스템(AMS)에 탑재되어 실시간으로 품질

을 예측하고 품질·공정 이상감지 시 자동으로 후보 원인을 탐

지하여 제공한다.

‘공정제어’영역은 앞서 언급한 대로 1990년대에 모델예측

제어라는 고급제어기법까지 표준화되어 활용되고 있는데, 사

용하는 예측모델의 성능이 저하될 경우 운전 데이터에 기반 하

여 예측모델을 수정·보완함으로써 제어성능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늘릴 수 있도록 단관 막힘도에 따른 최적 운전조건을 도출하였

다. 단관 막힘도를 모니터링하며 최적 운전조건으로 운전한 결

과, 11개 반응기들의 단관 막힘까지 평균 66일이었던 운전 시

간을 평균 90일로 늘리게 되었고, 공정 안정성 향상과 생산성 

증대의 효과를 얻었다.

TAC 필름 생산공정의 스틸벨트 사행 발생 조기 감지

효성화학 옵티칼 필름 PU에서는 TV, 모니터, 노트북 등

에 사용되는 LCD 편광판 내의 PVA 편광필름을 보호해주는 

TAC(Tri-Acetyl Cellulose) 필름을 생산하고 있다. 생산공정 중 

원료들을 혼합용해하고 불순물을 제거한 용액을 Steel Belt 위

에 시트 형태로 토출하여 열풍으로 용제를 건조시키는 벨트 공

정이 있는데, 생산 제품 교체에 따른 운전 변환 시 가끔 스틸벨

트가 드럼을 벗어나는 사행이 발생하고 있었고, 이 경우 안정화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생산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

었다. 마찬가지로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통해 운전 데이터를 

축적하였고, 핵심 분석과제 원팀이 데이터를 분석하여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적용 결과, 스틸벨트 

사행 발생률을 제로화 하여 생산성이 증대되었다.

효성그룹은 향후에도 데이터 분석을 통한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업무를 상시 지속하여 전사적으로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

의 활용을 체질화 하고, 전사적 자원관리(ERP) 시스템과 연계

하여 생산, 유통, 판매 등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데이터를 통합

하여 수집·분석하고 정보를 도출할 수 있도록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고 운영함으로써 기업의 글로벌 경쟁

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 활용 체질화

데이터 분석을 통해 유용한 정보를 얻으려면 일반적으로 데

이터 정합성, 적합한 분석 기법, 업무 이해도의 세 가지 요소가 

가장 중요하다. 제조 공장의 경우, 특히 화학공정이 포함된 섬

유·화학분야 공장의 데이터를 분석할 경우, 공정에 대한 이해

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단위공정, 물질/에너지 전

달, 화학반응, 공정제어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있어야 하고 공

정운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의미 있는 분석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데, 이런 능력은 공정 엔지니어들에게 가장 잘 준비되어 

있는 반면, 적합한 분석 기법의 선택과 분석 수행은 충분한 경

험이 있는 데이터 분석 전문가가 제공할 수 있다.

그림1에 기반 한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효성그룹 섬유·화

학분야 19개 공장에 이미 구축 완료하였고, 새로 건설하는 공

장에도 기본 시스템으로 구축하고 있다.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

의 도입 효과가 얼마나 클 지, 얼마나 유지될 지는 공장 엔지니

어들이 이 시스템을 통해 실질적으로 얼마나 유용한 도움을 얻

게 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즉, 공장 엔지니어들이 스마트 팩

토리 시스템 활용능력을 얼마나 체질화 하느냐가 중요하므로, 

엔지니어들의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의 활용 능력을 배양하고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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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으로, 현재는 효성그룹의 섬유·화학분야 스마트팩토리 시스템 설계와 구축을 주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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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모든 산업분야에서 

DT(Digital Transformation)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고 

있으며 디지털화에 있어서 거의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

는 건설업도 예외일 수는 없다. 건설업은 타 산업분야와 달리 

수십 년 동안 노동 생산성이 거의 정체되어 있으며 이를 디지

털화, 건설의 스마트화를 통하여 해결하려고 한다. 그림1은 건

설에서의 DT라고 할 수 있는 Smart Construction을 표현한 것

이다. Physical System인 현장의 Data를 디지털 정보로 변환하

여 Cyber System인 VDC(Virtual Design & Construction) 공

간에서 디지털 정보를 분석, 가공하고, 다시 현실세계에 적용하

는, 이른바 Digital Twin을 구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시차 없

이 실시간으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디지털 

정보로 변환하는 기술, 분석 및 가공하는 기술, 현실세계에 적

용하는 기술들이 필요하게 된다.

GS건설의 Smart Construction 활용 사례

GS건설의 Smart Construction 활용 사례

GS건설은 건설 전 단계의 디지털화를 목표로 생산성 및 안

전성 향상을 위한 Smart Construction 기술의 개발과 도입, 활

용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그림2는 Smart Construction 

추진 체계인 G-SITE를 표현한 것인데, BIM 기반의 디지털 협업 

플랫폼을 중심으로 Smart Survey, Smart 시공, 그리고 Smart 

안전/품질 플랫폼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기술들은 현재 

독립적 또는 서로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BIM

을 기반으로 통합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아래에 실

제 사업에 활용하고 있는 Smart Construction 기술들을 상기 

4개의 플랫폼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Smart 협업(CDE)

Smart 협업은 Smart Construction을 구현하는 기본 플랫

폼으로서, BIM을 기반으로 모든 관련자들이 공통 data를 가지

고 협업을 수행하며, 설계검토에서부터 가상시공, 공정 및 시공

관리, 운영 및 유지관리까지 가능하다. 또한,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를 통하여 수많은 공공 지리정보 Data를 

이용하여 스마트 시공을 수행할 수 있다.

GS건설에서는 BIM을 이용하여 기존 설계를 3차원 기반으

로 전환하고 공사 일정 및 원가 정보와 연계하여 가상시공을 

통해 설계 오류를 사전에 발견하고 있으며, 또한 시공 단계에

서도 쉽고 빠르게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확한 공정관리를 수행

하고 있다. BIM 기술에 더하여 3D 설계 정보를 가상·증강현실

을 통해 시각화 하고 공사 진행 시 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

술을 개발하였다. 2018년 개통한 노량대교는 BIM을 활용하여 

고 난이도 공사를 무재해로 마무리한 대표적 현수교이다. 보

통 현수교는 주탑과 주탑을 연결하는 두 개의 주 케이블을 통

상 평행한 일직선으로 배치하는데, 노량대교는 내풍 저항성 증

대를 위해 3차원으로 배치했다. 이는 세계 최초로 시도했던 공

법으로 특히 현수교 케이블 가설 공사는 단기간에 주요 공정이 

수시로 변하여 시공단계에서 생길 수 있는 안전사고 및 시공 

오차를 제로화 하기 위해 수많은 검증과 BIM을 이용한 프리콘

(Pre-construction) 과정을 거쳤다. 이외에도 국내외 복잡한 거

의 모든 프로젝트는 BIM을 통하여 수행하고 있다.

Smart Survey

Smart Survey 플랫폼은 신속, 정확하게 현장의 디지털 정

보를 획득할 수 있는 기술로 구성되어 있으며, GS건설에서

는 Drone, Laser Scanner, GPR(Ground Penetration Radar), 

USV(Unmanned Surface Vessel), Matterport 등의 기기 및 수

행 역량을 확보하여 직접 운용하고 있다.

Drone Mapping은 광역 현장 또는 인력 접근이 힘든 지역

에 신속하게 3차원 디지털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기술로서, 측

량 및 토공량 산출 뿐만 아니라 BIM 연계 기성, 공정 시각화 및 

공정관리 등에 활용하고 있다. 현재 Hovermap, LiDAR Drone

등 최신 장비를 보유하고 건설 전 단계에서 활용하면서 적용 

분야를 확대하고 있다. 기존 인력 측량 방식에 비해 40% 정도

의 작업 일수 및 비용 절감 가능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Laser 

Scanning은 Laser 빔이 반사되는 양상으로 측정 대상 형태를 

파악하는 기술로서, 구조물 시공 정밀도, 변형량, 터널 굴착면 

등에서 정확한 3D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수도권 고속철도를 

현장(Physical System)VDC(Cyber System)

• Automation : MC/MG, Robot …
• Manufacture & Assembly : Prefab, Modular, 3D Printer …
• Visualize : VR, AR, MR …

• Smart Survey : Drone, Laser Scanner, 360Cam, GPR, USV …
• Site Management : RTLS, CCTV, IoT/Sensors ...

• Smart Platform :
BIM, GIS, AI …

Digital 정보로변환

Data 분석/가공

BIM/VDC 실제시공

Digital Twin

현실세계에적용

그림 1. 건설에서의 digital transformation

그림 2. GS건설의 smart construction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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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도로, 당진바이오매스 등 다양한 분야의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모바일 소음 관리 기술은 현장 환경관리자가 스마트폰으

로 현장 내 소음원의 소음 Level을 측정하여 주변 민원 지역에 

대한 소음 level을 예측하고, 저감 대책까지 수립할 수 있는 기

술로서, 소음 민원이 예상되는 도심지 현장에 활용할 예정이다. 

터널 3D 디지털 Face Mapping 기술은 간단히 촬영된 터널 굴

착면 사진을 3차원 Face Model로 생성하는 기술로서, 인력에 

의한 2D Face Mapping보다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터널 굴

착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서울~문산 도로를 비롯하여 여

러 터널 시공에 활용하였다.

결언 및 제언

전술한 바와 같이 GS건설은 많은 Smart Construction 기

술들을 도입 및 개발하여 실제 사업에 적용하고 있지만 아직

은 현장 생산성과 안전 및 품질관리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언을 통

해 선택이 아니라 생존과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정으로써 Smart 

Construction의 활성화를 기대해 본다. 먼저, 건설에서의 생

산성 향상은 당면한 시급 과제로 Smart Construction이 해결

책임을 인식하고 당장의 효과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와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에서도 BIM 등 Smart 

Construction의 의무 적용에 대한 요구 뿐만 아니라 관련 법, 

비롯하여 국내외 많은 현장에 적용하였다. GPR은 레이다를 이

용하여 지중의 관로나 공동, 도로의 포장상태 등을 굴착 작업 

없이 확인할 수 있는 기술로서, 하남선 철도 등 지하 매설물 확

인이 필요한 국내외 모든 현장에 활용하고 있다. USV는 자동 

항법장치를 이용하여 무인으로 수심을 측량하는 기술로서, 자

체 수행을 통해 해양 및 하천공사 시 적기에 data을 제공하여 

원가절감 및 공기지연 방지에 기여하고 있다. Matterport는 영

상 뿐만 아니라 Point Cloud Data까지 획득 가능하며 스캔 시

간도 매우 짧아 신속하게 3D 현황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기기

이며, 현재 설계, 시공 단계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

Smart 시공

Smart 시공 플랫폼은 자동화와 Off-Site 작업을 통해 건설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을 포함하며, 최근 고도화 되고 있는 건설 

Robot을 도입, 활용하고 Modular 시공을 통하여 인력부족, 환

경, 안전, 생산성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건설기계 자동화는 토공사 장비(굴삭기, 도져, 그레이드, 롤

러 등)에 GPS와 센서를 부착하여 작업자가 별도의 측량 없이 

토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이다. 그림 3은 GS건설에서 추진

하고 있는 Smart 토공관리 시스템을 표현한 것인데, 인력 측량 

작업의 배제로 인해 10~20%의 공기와 원가를 줄일 수 있는 것

으로 확인되었으며 현재는 토공용 덤퍼트럭까지 이 기술을 확

장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자율 주행과 장애물 우회, 계단 보

행이 가능한 robot인 SPOT(그림 4)을 도입하여 건설공사 활용

성을 모색하고 있다. SPOT에 360° 카메라, Laser Scanner, loT 

센서 등 GS건설이 보유하고 있는 Smart 기기를 장착하여 품질 

점검, 시공 현황 파악, 공정 확인, 유해가스 검측 등을 시도하고 

있다. 이외에도 GS건설은 Modular 공법의 도입에도 적극적이

다. 이미 해외 목조 및 철골 Modular 전문회사를 인수하여 사

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에 PC(Precast Concrete)공장을 신

설하여 주택 및 물류센터 분야에서 PC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플랜트 분야에서도 국내 최초로 무 보강 모듈 해상운송 컨셉을 

도입하여 GS칼텍스 및 LG화학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 또한, PSC Girder, 곡선 PSC Girder, 철도 PSC Girder, 

PC 코핑, PC 교각 등 수많은 교량 PC기술을 개발하여 철도종합

시험선로 등 국내외 인프라 현장에 활발히 적용하여 왔다.

기준 등을 정비하고 원가상승에 대한 보전 내지는 인센티브 등

을 통한 활성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지속성을 갖기 위

해서는 아이템 수의 확대보다는 프로젝트 별로 효과적인 성공

모델을 확보하고 유사 현장에 확장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

다. 다만, 제조업 등 타 산업 분야의 성공 공식을 건설산업에 그

대로 적용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Field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

한 건설 단계를 고려하여 건설업에 접합한 공식을 찾아서 적용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Smart Construction 수행 주체는 IT 

기술자가 아니라 건설기술자임을 인식하여 인력 양성과 저변 

확대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Smart 안전/품질

GS건설에서 개발 또는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Smart 안전/품질 기술은 RTLS(Real Time Location System), 

IoT 콘크리트 양생 기술, 모바일 소음 관리 기술, 터널 3D 디지

털 Face Mapping기술 등이 있다.

RTLS는 실시간으로 작업자의 위치 및 이력을 관리할 수 있

는 기술로서, GS건설이 개발한 시스템은 실내, 실외, 지하주차

장, 터널 등 모든 분야에 적용 가능하다. 추락, 넘어짐, 위험 구

역 접근 등을 양방향(작업자/관리자)으로 소통이 가능하며, 시

험 적용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현장 적용을 준비 중에 있다. IoT 

콘크리트 양생 기술은 콘크리트의 양생 중에 계측한 실시간 

Data(온도, 길이 변화량 등)를 기반으로 자체 개발한 솔루션을 

이용하여 콘크리트 상태를 스마트폰으로 확인 할 수 있는 기술

로서, 콘크리트 생산, 시공, 관리 단계별로 필요한 정보를 현장 

관리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시공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강도 예측과 품질 서류 자동화까지 가능하다. 창녕~

그림 3. Smart 토공 관리 시스템

그림 4. SPOT(Boston Dyna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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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H사 하청 근로자가 굴착기에 치여 사망하는 산업

재해가 발생했다. 올해에만 H사 하청 근로자 4명이 잇따라 추

락 또는 끼임 사고로 사망하여, 노동계에서는 강도 높은 처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계속되는 사망사고로 산업재

해 예방에 대한 문제의식이 한층 부각되고 있다. 사회적으로도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인식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산업재해 예방의 필요성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산업재해 사망 통계에 따르면 2020

년에 발생한 산업재해 사고로 882명의 근로자가 숨졌다. 전년 

대비 27명이 늘어나면서 감소하던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가 

다시 증가로 전환된 것이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사고 사망자가 

458명(51.9%)으로 절반을 넘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제조

업이 201명(22.8%)으로 뒤를 이었다. 이처럼 건설업, 제조업 

현장에서 산업재해 사고사망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어, 사고 

위험 요인 파악 및 체계적인 안전 관리 시행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의 필요성도 증가하면서, 산

업현장에서 더 이상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대재

해처벌법’이 2021년 1월 26일 공표되었고, 이로부터 1년 뒤 단

계적으로 시행 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발

생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중대재해가 발

생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비해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

벌을 강화해 기업 스스로 안전보건 조치 및 관리 체계를 마련

하고 안전 인력과 예산을 확대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도록 하

는 것이 법의 주된 목적으로 볼 수 있다. 즉, 사업장 내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을 경영책임자에게 부여하여 근로자의 

안전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기업들의 움직임

건설업, 제조업 등 산업재해의 위험성이 큰 산업군의 기업들

은 2022년 1월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응에 분주한 상황

이다. 또한 안전관련 솔루션을 개발·구축하는 기업들은 시장변

화에 발 빠르게 중대재해 키워드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법무

법인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TF를 통해 기업고객의 법률 

자문 및 관련자료 배포,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진행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은 아직까지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조치의무를 부과하기 보다는 추상적인 규정으로 인해 시행과

정에서 여러 해석의 여지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기업

들은 법을 회피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관점 보다는 안전보

건관리체계 구축 및 적극적인 이행을 통해 최선의 조치를 준비

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고용노동부는 기업들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개념을 이해

하고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1) 7가지 핵심요소를 담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하지만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예산 마련과 인력을 편성·집행하고 교육체계를 확립하는 등 시

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많은 준비 시간과 예산이 필요하다.

#1 기업과 근로자 모두를 위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글. 임채환 KT AI/DX플랫폼사업본부장

DT Tech&Company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주체 (법인/개인) 사업주 개인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보호대상 근로자, 수급인의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로자, 노무제공자,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 제공자

처벌수준(자연인) (사망)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사망)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의무내용 사업주의 안전조치, 사업주의 보건조치를 규정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들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규정

※  중대재해 기준: 사망자가 1명 이상 /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 동일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

표 1.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비교

그림 1.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KT 산업안전DX 솔루션

6대
중대재해

화재/폭발 질식 끼임/깔림 무너짐/떨어짐 부딪힘/맞음 넘어짐

시설물/사업장 관리 통합 안전 관리작업자 안전

출입관리

화재 감지/예방

공기질 복합관리

자재/물류 관리

Virtual Fence

Wearable 안전장비

지능형 영상분석

위험구역 작업자 안전 관리

중장비 접근 경보

작업자 착용형 카메라

유해 가스 감지

안전 솔루션 통합 모니터링

위험경고 실시간 모니터링

이벤트 이력 통합 관리

안전 솔루션 추가 도입 편의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음영구역 없이

근로자 + 시설물

산업안전DX플랫폼

정확하게

필요

한 눈에 관제/제어 하는

1) 7가지 핵심요소 : 경영자 리더십, 근로자의 참여,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비상조치계획 수립,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평가 및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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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예방은 비용이 아닌 투자

기업들은 단순히 처벌을 피하기 위한 근시안적 사고에서 벗

어나 근로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모

두가 안전한 작업장을 만드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올해 제조기업인 D사는 KT와 야간 근무자의 안전을 확보하

기 위해 작업구역 및 작업환경을 면밀히 분석한 후 해당 기업

에 맞는 위치측위 솔루션을 도입했다. 야간작업 중 발생하는 안

전사고는 상황인지 및 빠른 대처가 어려워 골든타임 확보가 힘

든 상황이었다. 

이번 위치측위 솔루션을 도입함으로써 야간 근무자의 작업

구역, 이동경로 등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고령의 근로자에 대

한 심박수 모니터링과 쓰러짐 감지, SOS호출 등 야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한 빠른 조치가 가능해져 작업자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안전한 작업 환경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작업자/기업의 안전을 지키는 KT 산업안전DX 플랫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기업의 규모와 준비 가능한 기간, 

예산 등에 따라 차이가 날 것이다. 특히 작업장의 다양한 변수

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갖춘다는 것은 

더욱 어려울 것이다. 

KT는 기업이 체계적인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여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현장 

안전 솔루션이 적용된 산업안전DX 플랫폼을 제공 예정이다. 

지능형 CCTV(GiGAeyes Pro)는 근로자의 얼굴인식, 쓰러짐, 

침입, 작업장 이탈 등을 AI기반으로 분석하여 사고를 예방하거

나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게 하고, AI공기질 복합관제 및 화재예

방(GiGA SafeMate) 솔루션으로는 작업장 내 환경감시를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 구현 및 화재 조기감지·진압이 가능하다.  

위치측위 솔루션은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와 응급처

다른 예로, K사는 최근 동종업계에서 발생한 시트 하역장에

서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전 공장 내 위험 구역에 Virtual Fence 

솔루션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솔루션을 통해 위험 구역 

내 허가 받지 않은 사람의 침입이나 접근 시 경고 메시지를 줄 

뿐 아니라 동작중인 설비 시스템의 작동을 중단시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위 사례뿐 아니라 기업들은 안전사고 예방 및 신속한 안전조

치를 위해 다양한 복합 솔루션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통합 모니

터링, 분석, 통계 등 통합관리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KT는 기업들의 이런 Needs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현장 안전 솔루션을 제공할 뿐 아니라 통합 관리가 가능한 산

업안전DX 플랫폼을 통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 안전할 수 있는 

안전 관리체계를 제공하고자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미와 기업의 역할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노동계와 기업 

양 측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그러나, 이 법의 궁

극적인 목적은 재해에 따른 책임을 기업에 지우고 처벌을 강화

하기 위함이 아니라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안

전 틀을 확보하고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데 초

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을 도입하고 안전사고가 발생 가능한 현장의 위험 요소를 적극 

개선/제거함으로써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재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리를 위해 근로자 위치를 파악하고 근로자간 SOS호출 등 골든

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역할을 하며, Virtual Fence를 통해서는 

근로자의 위험구역 접근을 방지하고 위험구역 내 침입이 발생

할 경우 운용중인 설비시스템 작동을 중단시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특히, Virtual Fence는 

3D LiDAR기술과 AI, Big Data기술이 집약적으로 적용된 솔루

션이다. 

각 솔루션들은 다양한 작업장 환경 및 작업 특성에 맞게 선

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KT의 강점인 유·무선 통신과 ABC(AI, 

Big Data, Cloud)역량을 토대로 기업 요구사항에 최적화된 산

업안전DX 플랫폼을 제공한다. 향후 산업 현장에서 실제 Data

가 축적이 되어가면서 빅데이터 기술을 통해 사고위험 분석·예

측 모델을 제시하고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영역이 

더욱 확대될 것이다.

저자소개

임채환 KT AI/DX플랫폼사업본부장은 University of Washington, MBA를 졸업했다. 
2018년 KT AI 서비스 담당 상무보를 거쳐 2019년 KT AI사업담당 상무보, 2020년 KT 
AI B2B사업담당 상무, 그리고 현재 KT AI/DX플랫폼사업본부에서 상무로 재직 중에 
있다.



40 41

딥핑소스는 AI가 학습이나 분석에 사용하는 데이터의 개인

정보를 제거하면서도 데이터의 AI 활용도를 유지하는, AI용 데

이터 익명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익명화 기술이 적용된 카메

라를 리테일 분야에 적용해 왔으며, 최근 산업 안전용 AI로 확

장 중이다. 기존 카메라를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인권 침해 없는 

익명화 처리된 데이터 분석 기기로 개량하여 안전관리를 수행

하는 솔루션을 소개한다.

건설이나 물류, 공장 등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가 점진적으

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여전히 국내 산재사고 사고 사망률

은 독일 등 선진국의 2-3배 수준으로 높은 편이다. 최근 4차 산

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산업계의 노력으로 산업 현장에서의 

생산성을 높이면서도 동시에 재해율을 낮추기 위한 사물인터

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의 기술 도입이 점점 활발해

지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스마트 건설 관련 기술로 건설 현장

을 안전하게 만들고 건설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면서 작업의 효

율성 또한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에서도 산

재 예방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이에 맞는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며, AI 기반의 안전 기술 개발 R&D 지원 등을 통하여 현장

수요를 반영한 기술에 대한 투자를 진행 중이다. 이를테면 안전 

기술 개발과 제품화에 대한 지원 사업들과 안전산업 정보 공유 

통합포털의 운영 등이 있다.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고의 안전이라는 것

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에 따라 작업 안전에 주의를 기울

이고 선제적으로 예방 교육을 하는 등의 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

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러한 사고를 예측하고 예방하기 위해 스

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스마트 안

전 관리 시스템은 사물인터넷 기반의 센서와 무선 네트워크 등

을 활용하여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

로 수집, 공유,  가공하여 근로자들의 현재 안전 상황을 상시적

으로 인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고를 예측하고 예방한다. 이를

테면 중장비 접근 감지, 화재 및 연기 감지, 유해가스 감지, 안전

장비 착용 여부 등을 판정할 수 있는 센서를 다수 설치하거나, 

CCTV 및 드론을 통해 현장 작업자에게 영상 기반 현장 분석 결

과 및 위험상황 발생 여부 판단 결과를 신속하게 전달한다.

카메라 기반 AI의 편의성과 도입의 어려움

카메라는 넓은 공간 내의 상황을 상세히 포착하여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AI 기술이 빠르게 적용되어 왔다. 

산업 현장 내 설치된 CCTV나 액션캠, 드론 등을 통해서 특정 

공간 내 근로자의 수 및 보호장구 착용 여부, 근로자의 행동과 

안전 상황 뿐만 아니라 건물의 시공 상태, 장비의 작동 등을 동

시에 관찰하여 실시간에 관리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저장된 영상은 기록물로서의 가치도 높아 사고 발생

시 사고의 경위를 분석하는 사후처리에도 유용하다.

인권 침해 우려와 개인정보 보호 문제

이와 같은 편리함으로 기업에서는 건설 현장이나 공장 등의 

작업장에 카메라 설치를 추진하려는 수요가 높다. 안전관리 강

화 및 운영 최적화가 주요 목적이나, 근로자들은 CCTV 등의 영

상 촬영 장비의 설치 및 확대가 근로자 감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거부감을 갖고 있으며 실제로 생산 라인 중단 등의 사

건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 따라서 안전 관리의 목적이라도 카메

라의 설치 및 운영은 노사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 될 수 있으며, 

근로자들의 개인정보와 인격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

요하다. 또한 카메라 등의 영상정보 처리기기가 수집하는 데이

터를 활용하는 데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이 엄격히 적용되므

로, 영상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존재하는 이상 데이터의 적법한 

활용을 위해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국내는 물론 GDPR로 개인

정보와 사생활이 보호 받는 유럽이나 CCPA와 NY Privacy Act 

등이 적용되는 미국 등 대다수의 국가에서 동일하다. 따라서 카

메라만큼 높은 활용도를 유지하면서 개인정보 및 인권 침해 염

려가 없도록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데이터 부족으로 인한 AI 개발의 어려움

AI를 현장에 적용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AI 알고리즘의 개

발이 필요하며, 이에는 방대한 양의 학습 데이터가 사용된다. 

그러나 기존의 실험실용 데이터 위주로 개발된 AI는 건설 등 산

업 현장에 설치 운영될 때 높은 정확도를 보장하기 어렵다. 실

험실용 데이터가 실제 현장 데이터의 화질, 각도, 조명, 시설물, 

복장 등의 다양한 환경을 모두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가장 확실한 방안은 AI를 적용하는 현장에서 충분한 양의 데이

터를 수집하고 가공한 뒤 이들 데이터로부터 AI가 주요 정보들

을 추가로 반복 학습하는 것이지만, 학습 데이터 구축을 위해 

카메라 영상을 저장하고 가공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위

험이 높다. 카메라에 담긴 ‘개인’이라 함은 산업현장 근로자 뿐

만 아니라 방문자 또는 우연히 포착된 행인 등도 포함하므로 

이들 모두에게 데이터 수집 및 활용 동의를 받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일부 상황에서는 영상 내 사람들의 얼굴을 검출한 

뒤 얼굴 영역을 삭제(masking)하거나 블러(blurring)시켜 비식

별화 처리하여 사용하기도 했으나, 이 경우 데이터의 AI 활용도

가 크게 떨어진다. 예를 들어 AI는 블러 처리와 얼굴이 높은 연

관 관계가 있다고 학습하게 되어 실제 상황에서 얼굴만 보이는 

사람은 검출하지 못하고, 흐릿하게 포착된 영역을 사람 얼굴로 

오판하기도 한다. 또한, 데이터 비식별 처리 과정에서 검출에 

실패한 얼굴의 경우 블러 처리되지 않고 원본 영상 그대로 남

게 되어 개인정보 침해가 일어난다. 현재 최신(state-of-the-

art) 얼굴 검출 기술의 정확도는 실험실 데이터를 대상으로도 

불과 90% 초중반 수준이다.1) 데이터 부족으로 인해 실제 현장

에 적용 가능한 수준의 정확도를 갖는 AI가 개발되기 어렵고 결

과적으로 AI의 현장 적용 가능성이 낮아지는 현실이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제거하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여 AI의 혁

신을 이루는 방안이 필요하다.

솔루션: 개인정보 침해 없는CCTV 기반 AI 안전관리 시스템

딥핑소스는 기존의 CCTV를 재사용하여 근로자의 개인정보

와 인권 침해 없이 AI로 공간을 분석하고 안전을 제공하는 솔루

션을 보유하고 있다. 제안된 솔루션은 CCTV 뿐만 아니라 드론, 

웨어러블 액션캠 등의 카메라로도 손쉽게 확장될 수 있다.

AI용 데이터 익명화

딥핑소스는 영상 데이터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

보를 제거하면서도 AI가 영상을 분석하는데 필요한 주요 정보

들은 보존하는 독창적인 익명화 기술을 자체 보유하고 있다.2) 

그림 1과 같이 데이터는 육안으로도, 얼굴 인식 등의 AI로도 개

#2 개인정보 침해 없는
CCTV 기반 근로자 산업현장 
AI 안전관리 시스템

글. 김태훈 ㈜딥핑소스 대표

DT Tech&Company

그림 1. 딥핑소스의 AI 데이터용 익명화.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주요 특징은 
보존하며 개인정보 소멸. 영상 전체 또는 지정된 일부 영역에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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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관리 대상 구역과 가상의 출입문을 설정하여 관찰할 수 

있다.

B.  위험지역 내 작업자 존재 여부 실시간 파악: 재난 상황 발생 

초기 재난 장소에 근로자의 존재 유무를 파악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이동 상태를 파악하여 부상을 입었거나 고립되어 

이동이 어려운 상황도 조기 감지할 수 있다. 대시보드에서 

설정한 출입 금지 구역에 진입하거나 접근하는 근로자가 발

견될 때 관리자에게 알람을 보낼 수 있다. 

C.  보호 장비 착용 여부 확인: CCTV나 웨어러블 카메라를 통해 

근로자들의 보호 장구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장비 미착용이

나 오착용 시 알람을 준다. 보호구 미착용은 산재 사망사고 

중 15% 이상을 차지하기에 조기 예방이 상대적으로 중요하

므로 보호 장비 착용 관리 시스템의 도입은 효과적이다.

D.  공간 내 혼잡도 분석, 거리두기 파악: 공간내 혼잡도가 높으

면 사고의 위험도 함께 증가하므로 근로자의 위치와 동선으

로부터 혼잡도가 높은 구역을 찾고 공간의 배치를 조정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 사이 또는 근로자와 위험 장비 사이의 

거리두기 조건을 설정하여 유지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E.  부상 등 특이 상황 감지: 근로자가 넘어지거나 쓰러지는 등

의 부상 가능성 있는 상황, 화재나 허가되지 않은 기기 작동 

등의 특이 상황을 감지하여 관리자에게 즉시 알릴 수 있다.

산업 현장 빅데이터

특정 기간 및 작업 구역 별 근로자 동선, 위치 정보, 히트맵

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변조되며 이와 같이 익명 처리된 

데이터는 원본으로 되돌리지 못한다. 데이터는 익명 처리된 형

태 그대로 AI에 주어지고, AI는 별도의 복호화(해독) 과정 없이 

데이터를 분석하여 공간 내 사람의 위치나 행동 뿐만 아니라 

화재 등의 특이상황도 분석할 수 있다. 모든 처리는 실시간으로 

수행되며, 이때 AI 정확도는 익명 처리되지 않은 원본 영상 데

이터를 사용하는 이상적인 상황에서 개발된 AI와 동일한 수준

이다.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람의 얼굴만을 찾아서 삭

제하거나 블러 처리하던 기존 기술과는 달리, 본 익명화 기술은 

영상 전체를 알아볼 수 없게 변조하므로 옷차림 등의 부가 정

보로 개인이 식별될 가능성도 없다. 또한, 개인정보 뿐만 아니

라 공간 내 시설물 등 비밀 정보도 무단으로 수집되거나 유출

될 염려 없이 보호할 수 있다.

개인정보 침해 없는, 익명화 기반 AI 카메라

익명화 기술을 적용하면 다수의 카메라를 활용하여 건물 규

모의 넓은 공간 내 다수의 근로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이동, 

행동, 상황 등을 분석할 수 있다. 기존 지능형 CCTV 도입의 가

장 큰 어려움이었던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낮은 AI 정확도 문

제 또한 해결할 수 있다. 설치된 AI가 현장에서의 영상 데이터

를 익명 처리 후 필요한 정보들을 선별한 뒤 스스로 학습하면

서 현장에 적응하기 때문이다. 솔루션을 사용하는 시간이 길어

(heat-map) 등을 누적, 수치화하여 시각적 리포트 제공할 수 

있으며, 필요시 데이터의 상세 정보를 대시보드를 통해 조회함

으로써 사고 발생 경위를 살피고 향후 사고 가능성을 조기 감

지할 수 있다. 솔루션 도입으로 영상 데이터 기반 실시간 상황 

분석과 데이터 수집이 이루어지고 이에 기반하여 현장의 안전

과 효율을 높이기 위한 시뮬레이션 및 공간 운영 계획을 수립

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건설 현장 등을 운영할 때 

이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간 시뮬레이션과 위험 상황 예측

에 즉시 활용할 수 있어 안전과 운영 최적화 모두 가능하다.

AI 기술의 적용과 향후 산업 안전 및 지속 가능 경영 전망

연간 국내 운전자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5.9명이고
3), 근로자 10만 명당 치명적 산업재해 수는 4.6건으로 알려져 

있다4). 주행 안전을 위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 시

장은 2020년 현재 글로벌 30조 원에 달하고 연평균 성장률이 

19% 이상이지만, 산업 안전 시장 규모는 글로벌 6조 원에 연평

균 성장률 6.7%에 불과하다. 업계에서는 ‘안전에 1달러를 투자

하면 결국 2-6달러를 절약하는 효과가 있다5)고 알려져 있음을 

고려할 때 지금보다 더 빠르고 적극적으로 AI기반 안전 관리 시

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소개된 익명화 카메라 기반 영상 분석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근로자의 개인정보 및 인권을 보호하면서 공간을 분석하여 작업

의 효율과 산업 현장의 안전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딥

핑소스의 솔루션은 이미 쇼핑몰, 마트, 전시장 등에서 고객의 데

이터에 기반한 공간 최적화와 마케팅에 적용되어 정확도와 활용

도를 검증 받고 있는 만큼, 산업 현장에서도 근로자의 안전을 지

키는데 유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공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인력과 

장비의 운영 및 작업 효율을 향상 시킬 수 있으며, 이는 작업 환

경과 결과물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비용의 절감효과도 가져온

다. 작업자와 작업환경의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가

치를 창출하는 ESG 경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질수록 AI가 현장에 맞게 진화하여 안전의 정확도가 높아진다. 

일반 카메라는 다수의 기기들로부터 분석된 정보를 통합하

는 과정에서 동일인의 중복 정보를 제거할 때, 개인정보를 기반

으로 동일인 식별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나, 딥핑소스의 솔루

션은 익명화된 정보만을 활용하므로 개인정보법 관점에서도 

안전하다. 높은 정확도로 수십에서 수천대 이상 규모의 카메라

들까지 모두 통합하여 넓은 공간을 하나의 정밀 센서로 관찰하

는 듯한 효과를 줄 수 있는 솔루션은 전세계적으로도 딥핑소스

가 유일하다. 공간 내 분석 결과는 안전관리 시스템의 대시보드

를 통해 통계 또는 실시간 상황 정보로 제공된다(그림 2).

위치 및 이동 경로 추적 결과의 활용 예

제안된 솔루션은 산업 현장 안전 관리와 빅데이터 구축에 

활용될 수 있으며, 기본적인 기능은 공간 내 사람의 위치 및 이

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추적한다. 위치 및 이동 경로 추적 결과

의 대표적인 활용 예는 다음과 같다(그림 2와 그림 3).

안전 관리

A.  출입 근로자 카운팅: 특정 공간 내의 인원수를 파악하기 위

해 출입 구역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시간대별 입장, 퇴장, 공

간 내 잔류 인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공간 내부의 카메

라를 추가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안전 관리 시스템 대시보드

저자소개

김태훈 ㈜딥핑소스 대표는 카이스트를 졸업하고 동 대학교에서 석사 학위와 박사 학위
를 취득했다. 2005년 삼성전자 책임연구원으로 입사, 이후 2006년 주식회사 올라웍
스 CTO를 공동 창업했다. 2012년부터는 Principal Engineer로 있었으며 2018년 주식
회사 딥핑소스를 공동 창업했다.

산업 현장 안전 관리 시스템

• 출입 근로자 카운팅

• 보호장구 착용 여부 확인

• 현장 투입 인력의 위치 및 동선 파악

• 위험지역 내 작업자 존재 여부 실시간 파악

• 부상 등 특이 사항 감지

• 특정 기간 및 작업 구역 별 근로자 동선,

위치정보, 히트맵 등을 누적, 수차화 하여

시각적 리포트 제공

• 수집된 데이터 활용 현장의 안전, 효율을

높이기 위한 시뮬레이션 및 계획 수립

산업 현장 빅데이터 수집

개인 정보 침해 없이

넓은 장소에서

다수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이동, 행동, 상태를 분석

DEEPING
SOURCE

DEEPING
SOURCE

그림 2. 개인정보 침해 없는 CCTV 기반 AI 안전관리 시스템

1) https://paperswithcode.com/sota/face-detection-on-wider-face-hard 
2) 딥핑소스는 AI용 데이터 익명화 관련 국내외 특허 50건 보유
3)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5341 
4)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KAA308_OECD 
5) https://www.safetyandhealthmagazine.com/articles/10414-the-roi-of-safety 

그림 3. 건설현장 근로자 보호구 착용 등 안전관리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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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virtual reality, 가상현실)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훈련은 

실제 현실 대비 80~90%만 구현해도 훈련 효과가 좋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VR 기술을 활용한 교육훈련 콘텐츠는 높은 교

육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여러 논문 등을 통해 밝혀졌다(C. Li 

외 4명, 2017)(Jianxi Xu 외 6명, 2018)(Bink, Martin L 외 4명, 

2015). 이러한 가운데, 글로벌 VR트렌드에 따라 산업용 가상훈

련 시뮬레이터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실감형 콘텐츠에 최적화

된 기술 개발 수요가 요구되어, 실감콘텐츠에 대한 수요증가에 

맞춰 시뮬레이터를 공급할 수 있는 역량 확보가 필요하다.

한편, 화학 공정 및 산업체 현장에서 유해화학물질 누출 등 

화학물질로 인한 화학사고가 끊이질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되

고 있으며, 대부분 작업자 부주의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

다(환경부, 2015). 이러한 화학사고는 화학물질의 위험성으로 

실제 상황과 유사한 환경에서의 교육·훈련은 어려우며, 다양한 

형태의 대응훈련 또한 한계가 있다.

이에 화학사고 대응훈련의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VR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훈련 프로그램 및 시뮬레이터를 개발하

고, 교육·훈련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훈련 평가를 위하여 

사후강평 환경 마련으로 훈련을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스

템을 개발하였다.

대공간 기반 VR훈련 시뮬레이터

화학사고 대응 훈련을 위한 본 대공간 기반 VR 체감형 화학

사고 대응 교육 훈련 시뮬레이터는 3차원 실제 공간의 실측사

이즈를 그대로 가상공간에 매칭하는 워킹 어트랙션 기술로 가

상공간을 구현(Walk-Through 방식)함으로써 사용자가 단순

히 VR화면을 보는 것이 아닌 공간을 직접 걸어서 이동하며 사

고상황에 대응 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로 수동적인 VR체험을 

벗어나 훈련자가 능동적인 VR체험으로 공간 기반 몰입도를 극

대화 하였다. 대공간 기반 몰입형 VR체험과 더불어 콘텐츠 가

시화를 위한 사용자 체감화 장비를 연동 및 통합하는 기술로 

현실과 같은 현장감을 느낄 수 있는 시뮬레이터 기술을 확장하

였다.

또한, 가상공간 내에 사용자의 움직임 및 손동작을 정밀하게 

추적하여 가상현실 속 화학사고 상황에서 3D 사물과의 상호작

용과 실제 체감장비를 융합하여 학습효과를 높이며 다중 사용

자가 동일한 가상공간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구축함으로 다중협

업 훈련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에 훈련자는 다른 훈련자와 함

께 공간을 이동하고 물건을 서로 공유하는 상호작용 방식으로 

공동의 체험을 통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실감체험을 경험할 

수 있다. 

주요 기술

대공간 기반 가상훈련 시스템

스코넥엔터테인먼트가 개발한 화학사고대응 VR훈련 시뮬

레이터는 실제 12m×12m 공간 내에서 최대 6인의 훈련자가 다

양한 화학사고 현장을 가상으로 경험하며 상황별 개인/팀 훈련

과 전략적 화학사고 대응을 병행하고, 체계적인 훈련평가를 진

행한다. VR공간 내에 다중사용자 모션 인식을 더욱 정밀화하

며 설계된 교육지도안을 활용해 팀 단위 구성의 다중협업 훈련

이 진행되도록 하였다. 

체감형 시뮬레이터를 기반으로 실제 구축된 공간과 체감화

장비형으로 개발된 대응도구를 활용해 협업으로 진행할 수 있

는 행동을 분석하여 가상환경에서 정밀하게 구현하였고, 구성

되는 체험공간은 구축의 효율성 및 공간의 확장성을 고려하여 

동일체험 유형의 인터랙션 장비 개수를 늘어가나, 재조합, 다양

한 서사구조 수용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모듈화를 기반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VR 실감 체험 인터랙션 연동 기술

VR워킹 공간 내 설비된 체감화 장비 위치 추적 및 장비의 

DATA연동을 위해서는 위치추적용 카메라와 서버를 연동해주

는 프로그램을 통해 공간 내 사물의 위치나 방향 정보를 실시

간으로 획득한다. 카메라 장비를 통해 추적된 물체를 각각의 마

커의 position, rotation 등 실측 데이터를 받아 3D그래픽으로 

가공할 수 있도록 컨트롤 하며 개체별 인식된 체감화 장비들은 

가공된 데이터를 취합하여 가상공간에 Seamless하게 연동 되

#3 대공간 기반 화학사고대응 
VR훈련 시뮬레이터

글. 송채훈 ㈜스코넥엔터테인먼트 1개발본부장 / 이사

DT Tech&Company

그림 2. 화학사고대응 VR훈련 시스템

그림 1. 현장감 있는 대공간 기반 VR 시뮬레이터 기술의 중요성

Space

수동적인 VR 체험 형태 
탈피 필요성 

다중 협업 훈련 시스템 형태
VR 협업 콘텐츠 부족

컨트롤러로만 행해지는
저감각 사용자 경험의 한계

글로벌 확장 공간에
대비한 기술 부족

훈련 평가시스템으로
사후강평환경 강화

Contents Experience Technical Function

공간 기반
가상 환경 구축

다중 협업
콘텐츠 개발

다중 감각
체험 경험

실시간
정밀 추적

훈련 평가
환경 구축

가상콘텐츠 연결로
만들어내는 새로운 탈공간 경험

가상환경에서 다중협업으로
훈련하는 차별화된 시뮬레이터

공간과의 결합과 체감화 장비
개발로 느끼는 확장된 경험

실시간 사용자 추적 기술을
바탕으로 콘텐츠 글로벌화

훈련평가시스템으로
훈련효과극대화

대공간 실측 정보 획득
공간/객체 데이터 변환

및 전송
훈련자-훈련자(오브젝트)간

인터랙션 구현
훈련자 및 객체의
고속  정밀 추적

물리공간과 가상공간의
고정밀 정합

실측 공간-가상공간 정합 사용자 시선, 움직임 추적 다수 사용자
상호 인터렉션 처리

실측 공간 정보 획득

실제-가상 고정밀 정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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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으로서 모든 훈련과정은 수치화된 자료와 영상 등으로 기록

되어 교육생들의 훈련 성과 및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VR훈련 후 강평시스템을 통해 훈련생의 훈련사항

을 평가항목별로 체크하여 평가지표에 따라 등급을 나누게 되

는데 즉, 사용자의 훈련관리, 평가수행, 사후강평 등의 기능을 

제공하여 개인별 및 팀플레이별 평가 결과 제공에 따라 훈련생

들은 스스로의 문제점과 대응 과정의 개선방안을 빠르게 도출

할 수 있다.

기대효과

화학사고 중 대다수의 원인은 작업자의 부주의 및 운용 오

류에 있으며,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구축된 운용 실무를 

훈련자에게 교육해 표준화 및 확산을 통한 환경의 구분없이 일

관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작업자 교육훈련 시

뮬레이터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훈련은 다수 훈련자를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자 훈련자에게 안전한 교육환경

에서 연습하며 실제 사고 시나리오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이

며, 특히 VR교육 콘텐츠는 안전한 공간에서 사고 상황을 현실

어 진다.

3차원 실감공간에서 다중 사용자의 위치 및 개별 동작을 추

적하여 가상현실 콘텐츠와 이질감 나는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

하므로 기존 여러 센싱 데이터를 분석하여 그에 따른 출력 데

이터를 실시간으로 렌더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사용자의 

손동작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가상공간 내에 정합할 수 있는 모

션 추적 기술을 연구하며 가상개체를 실시간 컨트롤 할 수 있

는 인터랙션 연동 기술을 개발하였다.

VR/AR기반 다중협업 훈련시스템 개발 및 구축

다중 사용자용 대공간 기반 VR훈련 시뮬레이터 개발을 통

해 VR체험공간 내에서 모션 추적을 통해 다수 동시 사용자의 

움직임을 추출하여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되는 인터랙션을 구

현하며 사용자의 행위가 가상공간에 동일하게 반영되는 형태

의 시뮬레이터로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에 다중 사용자 서버의 

프레임워크 기술 개발 및 다중 사용자 서버 프레임워크와 연동

된 사고대응 시나리오를 구성하기 위한 훈련 시스템을 개발하

감 있게 몰입하여 훈련을 할 수 있다는 점으로 사고 위험성의 

환경적 제약 없이 사고 대비훈련을 할 수 있다는 데에 큰 장점

을 가지고 있으며, 본 화학사고 대응훈련 뿐 아니라 위험한 상

황에 노출되는 다양한 훈련(소방, 국방, 재난 등)에도 적용이 가

능하다. 

현재 Metaverse에 대한 관심과 IoT기술, 5G기술의 발전과 

오감 체험으로의 확장과 융합을 통해 몰입형 실감 훈련의 새로

운 영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자 하였다.  

실제 화학사고 대응훈련은 2인1조 및 3인1조 형식으로 훈련

함으로 실제상황처럼 구현하기 위해 3~6인의 다중협업 훈련 

시스템으로 해당 시뮬레이터를 구축하며, 이러한 협업시스템

으로 대응자의 역할에 맞춰 인지대응, 방어대응, 기술대응 및 

현장사고 지휘하는 교관으로 역할별 각 대응과정을 훈련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교관통제 및 사후강평 환경 시스템 구축

교관통제 시스템은 실시간 VR교육훈련 상황을 교관통제 시

스템과 연동하여 상황변화에 따라 즉각적이고 다양한 돌발 상

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상현실 체감용 시뮬레이터로 제공하

며 교관과 대응요원간의 실시간 통신 및 훈련 상황을 제어하여 

가상현실 시뮬레이터의 효율적인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구축하고자 하였다.

사후강평 시스템은 사용자의 훈련 평가, 사후강평 및 훈련

자 데이터베이스 처리 등 훈련 상황을 다양하게 분석하는 시스

저자소개

송채훈 ㈜스코넥엔터테인먼트 이사는 VR, AR, MR 기반 응용 SW 및 XR 훈련시뮬레이
터 개발에 다수 참여했다. 디자인 문화콘텐츠 ISC운영위원을 역임하며 현재 ㈜스코넥
엔터테인먼트 1개발본부장으로 재직중에 있다.

그림 3. VR교육훈련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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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리딩기업이 모여 민간 주도 DT협의체 KoDTi 출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하 산기협)는 산업계 디지털 전환(DT) 촉진과 민간 중심의 DT 생태

계 조성을 위해 2021년 3월 「Korea DT Initiative」(이하 KoDTi)를 출범하였다. 

KoDTi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요 리딩기업 50여개사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산업계 니

즈를 정부 정책과 연계하는 ‘정책 파트너’, 기업의 디지털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DT촉진자’, 기업간 

협력을 활성화하는 ‘생태계 조성자’, DT인식제고 및 글로벌 협력을 촉진하는 ‘대외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3월 26일 개최된 출범식에는 구자균 산기협 회장,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상민 

의원(민주당), 허은아 의원(국민의힘)과 KoDTi 참여기업 대표들이 참석하여 KoDTi 출범을 함께 

선언하고 이원욱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조승래 의원(민주당) 그리고 독일의 토르스

텐 훌츠만 국제데이터공간협회(International Data Space Association, 이하 IDSA) 사무총장이 

영상으로 축사를 보내왔다. 특히, 독일의 토르스텐 훌츠만 사무총장은 축사를 통해 “KoDTi의 출

범으로 플랫폼 경제라고 불리는 도전과제 속에서 주권적 데이터 공유와 관련하여 한국 기업과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기쁘다”며 KoDTi의 출범을 환영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현장 및 온라인으로 참여한 KoDTi 참여사가 한 목소리로 산업계 DT 촉진

을 위한 KoDTi의 역할과 정부에 제안하는 5대 정책과제를 담은 출범 선언문을 발표 하였다. 5대 

정책과제는 ①범정부 차원의 DT종합 정책 수립, ②DT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 ③산업계 

DT 컨센서스 제고, ④데이터 공유 및 활용 체계 확립, ⑤디지털 소외기업의 DT 디바이드 해소 등

의 내용을 담고 있다.

KoDTi 결성에 중심적 역할을 한 산기협 구자균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주요 선진국에서는 산

업계가 정부의 디지털 정책 전반에 참여하는 구조가 정착되어 있다”면서, “KoDTi가 민간의 정책

수요를 종합·조율하여 실효성 있는 DT 정책이 추진되도록 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기업들이 KoDTi 참여를 통해 산업의 경계를 넘어선 협업으로 DT 경쟁력을 높

이고 새롭고 혁신적인 디지털 비즈니스를 창출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Korea 
DT
Initiative
(KoDTI)」 
출범선언문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경제 공동체와 산업 

생태계의 디지털 전환(DT)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제 디지털 전환은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과 생존의 필수 조건이며, 더 이

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이 촉발한 글로벌 가치사슬의 급변은 디지털에 기반한 

국가경제의 총체적 변신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뜻을 함께하는 기업들이 모여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협의체를 구성

하고 다음 사항을 추진하기로 결의하였다. 

1.  DT추진의 현주소와 한계점에 대한 냉철한 인식을 기반으로 민간의 니

즈에 부합하는 정책 수립을 도모한다. 

2.  산업간 경계를 넘어 데이터의 공유와 거래를 활성화하고, 기업간 협력

을 통해 새로운 융합형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한다. 

3.  글로벌 Top 수준의 DT경쟁력 확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DT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아울러 「Korea DT Initiative」 출범에 즈음하여 다음 5대 정책과제를 정부

에 건의한다.

Korea DT Initiative (KoDTi) 
출범 및 운영

Korea DT Initiative 출범

5대 
정책과제

○ 범정부 차원의 DT 종합정책 수립
  DT 관련 주요정책과 제반 제도를 일관성 있게 추진할 범부처 차원의 디

지털 전환 종합정책 마련

○ DT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기존 법·제도가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지 전면 재검토하여 정비하고 디지

털 혁신의 장애물을 사전 차단

○ 산업계의 DT 컨센서스 제고
  DT에 대한 산업계 공감대 제고를 위해 기술, 문화, 조직 측면의 다양한 지

원정책과 육성 프로그램 제공

○ 데이터 공유 및 활용체계 확립
  데이터 기반의 신산업 창출과 경쟁력 업그레이드를 위한 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데이터 공유·거래 체계 확립

○ 디지털 소외기업의 DT 디바이드 해소
  DT 소외 기업들을 대상으로 세액공제, 투자유도, 컨설팅과 매칭 등 전방

위적 지원 추진

2021년  3월  26일

Korea DT Initiative(KoDTi) 참여기업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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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DTi 정례포럼 개최를 통해 국내외 최신 DT정보와 트렌드

를 소개하고, 기업 DT추진 사례 공유와 기업간 협력 기회를 제

공하고 있다. ’21년 3월 출범식 행사와 함께 진행된 DT포럼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5회에 걸쳐 정례포럼을 개최하였으며,  

1회부터 2회까지는 각 산업 분야별 대표 기업의 DT추진 사례

발표를 위주로 진행되었고, 3회부터는 산업계 주요 이슈를 주

제로 하여 해당분야 전문가 발표와 해당 기술 보유기업을 소개

하는 자리도 마련하고 있다.

  목적

DT 추진 사례 및 국내외 최신 트렌드 공유 및 토론을 통해 

시사점 도출

KoDTi 정례포럼

  운영현황

구분 일자 주 요 내 용(안)

제1회 3.26(금)
•LG Chem DT BP Case(LG화학)
•Digico KT의 DX 추진전략 및 사례(KT)
•철강 제조업의 새로운 도전, DT(포스코)

제2회 4.27(화)
•조선산업 DT 추진사례(한국조선해양)
• 전통 제조회사는 AI를 어떻게 도입하는가 

(현대엘리베이터)

제3회 6.16(수)
•Smart Construction 활용 사례(GS건설)
•DT 추진 전략 및 사례(한국앤컴퍼니)
•섬유/화학분야 스마트팩토리 사례(효성ITX)

제4회 8.25(수)

•데이터는 어떻게 자산이 되는가(롯데정보통신)
•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제조 공정 개선 사례 

(코오롱그룹)
•AI기반 제품 불량 검출 사례(데이타솔루션)

제5회 10.20(수)
•산업 메타버스 트렌드 및 적용사례(유니티코리아)
•스마트 제조분야 메타버스 사례(버넥트)
•산업 안전분야 메타버스 사례(익스트리플)

디지털 혁신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와 이슈에 대해 발표 및 

토론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목

적으로 KoDTi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2021년 KoDTi 참

여기업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디지털 신기

술 활용’, ‘DT조직문화 및 변화관리’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디지털 신기술 활용」 분과위원회는 28개사가 참여하여 ‘산

업안전관리를 위한 디지털 기술’, ‘디지털 신기술과 R&D’, ‘디지

털 기술 활용 신사업 추진’ 등의 주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KoDTi 분과위원회

있으며, 「DT 조직문화 및 변화관리」 분과위원회는 14개사가 참

여하여 ‘데이터 수집/활용’, ‘디지털 역량 강화’, ‘업무환경 디지

털화’ 등에 대한 주제를 논의하고 있다. 

  목적

DT 관련 공통의 이슈·주제를 발굴하고 사례 공유··토론을 

통해 해결방안을 논의, 관련 도구 및 결과물 도출 추진

No. 기업명 No. 기업명

1 CJ제일제당 16 TPC메카트로닉스

2 GS건설 17 게티이미지코리아

3 GS칼텍스 18 금호타이어

4 KC코트렐 19 넥센타이어

5 KT 20 녹십자

6 LG에너지솔루션 21 대우조선해양

7 LG이노텍 22 더존비즈온

8 LG전자 23 도레이첨단소재

9 LG화학 24 동양물산기업

10 LIG넥스원 25 두산

11 LS ELECTRIC 26 두산인프라코어

12 LS전선 27 롯데케미칼

13 SK건설 28 삼부토건

14 SK케미칼 29 삼성전자

15 SK하이닉스 30 삼성중공업

No. 기업명 No. 기업명

31 삼양사 46 포스코

32 세종중앙연구소 47 포스코건설

33 섹타나인 48 한국조선해양

34 아시아나IDT 49 한국콜마홀딩스

35 에스티아이 50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36 윌로펌프 51 한미글로벌건축사사무소

37 이노와이어리스 52 한미약품

38 이녹스첨단소재 53 한온시스템

39 인지컨트롤스 54 한화솔루션

40 조광페인트 55 현대엘리베이터

41 종근당 56 효성ITX

42 주성엔지니어링 57 효성티앤에스

43 코스맥스

44 코오롱인더스트리

45 테스

KoDTi 참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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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DTi 사무국은 협의체의 효율적 운영과 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 협의를 위해 산업별 대표 기업 담당임원으로 구성된 운영

위원회를 구성·운영 중이다. 제1기 운영위원들은 ’21년 6월 활

동을 시작으로 향후 2년간 KoDTi 협의체의 신규 사업계획 수

립·추진·점검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게 된다.

KoDTi 운영위원회

  운영현황

구분 일자 주 요 내 용(안)

제1회 6.2(수)
•정례포럼 운영 방안,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방안
•기업 DT 지원사업 현황 및 개선 방안
•KoDTi 참여기업 확대 방안 등 논의

제2회 9.1(수)
•차기정부 정책제안 보고서 검토
•DT 웹진 구축 및 서비스 방안
•KoDTi 운영현황 보고 및 점검

제3회 11.9(화)
•KoDTi 분과위원회 운영 방향
•제5회 KoDTi 정례포럼 개최(안)
•’22년도 KoDTi 신규사업 추진 검토

  운영위원

No. 기업명 성명

1 CJ제일제당 조영민 상무

2 GS칼텍스 권영운 연구소장

3 KT 송재호 부사장

4 LG전자 김병열 전무

5 LS Electric 채대석 이사

6 녹십자홀딩스 이진천 상무

7 삼양데이터시스템 김상욱 대표

8 주성엔지니어링 안중동 부사장

9 코오롱인더스트리 한현 상무

10 포스코 김기수 전무

11 한국조선해양 김태환 전무

12 현대엘리베이터 김성진 상무

  개요

- 임기 : 2년(2021. 6 ~ 2023. 5) ※연임가능

- 역할

 • KoDTi 정례포럼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점검 및 

논의

 • KoDTi 사업추진 논의 및 운영방향 논의 등

  「디지털 신기술 활용」 분과위원회

- 분과위원  ※ 운영간사(중앙대학교 김상윤 교수)

No. 기업명 No. 기업명

1 CJ제일제당 15 이노와이어리스

2 GS건설 16 종근당

3 GS칼텍스 17 주성엔지니어링

4 KC코트렐 18 코스맥스

5 KT 19 코오롱인더스트리

6 LG이노텍 20 포스코

7 LS ELECTRIC 21 포스코건설

8 LS전선 22 한국조선해양

9 녹십자홀딩스 23 한국콜마홀딩스

10 더존비즈온 24 한국앤컴퍼니

11 롯데케미칼 25 한미글로벌

12 삼부토건 26 한미약품

13 삼성중공업 27 한화솔루션

14 세종공업 28 효성ITX

  「DT 조직문화 및 변화관리」 분과위원회

- 분과위원    ※운영간사(42dot 백성훈 상무)

No. 기업명

1  CJ제일제당
2 KC코트렐
3 LG이노텍
4 LIG넥스원
5 LS ELECTRIC
6 녹십자홀딩스
7 롯데케미칼

8 삼성중공업

9 포스코건설

10 한국콜마홀딩스

11 한미약품

12 한국앤컴퍼니

13 현대엘리베이터

14 효성ITX

- 운영현황

구분 일자 주제 발표기업

제1회 6.8(화)
운영방안 및 

관심 주제 논의
-

제2회 7.13(화)
산업 안전관리를 위한 

디지털 기술
KT, 포스코

제3회 8.13(금)
스마트 팩토리/로봇/

공정설계 
LS일렉트릭, 

주성엔지니어링, 효성ITX

제4회 9.8(수) 디지털 신기술과 R&D
GS칼텍스, 한국앤컴퍼니, 

한미글로벌

제5회 10.6(수)

디지털 신기술과 R&D LG이노텍, 롯데케미칼

데이터 보안, 
데이터 품질관리

포스코건설

제6회 11.3(수)

디지털 기술 활용  
신사업 추진

녹십자홀딩스, 
이노와이어리스

디지털 솔루션 활용 한미약품

- 운영현황

구분 일자 주제 발표기업

제1회 6.22(화) 운영방안 및 관심 주제 논의 -

제2회 7.20(화) 전사 데이터 수집/활용 KC코트렐, 포스코건설

제3회 8.18(수) 전사 데이터 수집/활용 LS일렉트릭, 녹십자, 한미약품

제4회 9.14(화) 디지털 역량 강화/디지털교육
LG이노텍, 한국앤컴퍼니,  

현대엘리베이터

제5회 10.15(금)
DT 추진방향 및 전략수립 롯데케미칼, 삼성중공업

업무환경 디지털화 LIG넥스원

제6회 11.3(수)

디지털 전환 시대의  
조직문화 혁신 및 변화관리

무늬랩스 

디지털 조직으로 가는길 KP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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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기협, 차기정부에 10대 디지털 혁신 정책과제 제안

산기협은 10월 27일(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 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해 필요한 ‘10대 디지털 혁

신 정책과제’를 차기정부에 건의했다. 

산기협은 △컨트롤 타워의 부재 △ 3차 산업혁명시대에 머

물러 있는 법·제도 △기업 투자 인센티브 부족 등으로 한국 기

업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DT)이 정체되어 있

다고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DT 거버넌스 확립 ▲DT 

생태계 조성 ▲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디지털 문화 확산 등 4

대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10개의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1) DT거버넌스 확립

각 부처별로 추진되는 DT정책·사업으로 인한 중복과 비효

율의 문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

하는 법·제도의 문제 등을 지적하고, ‘우리나라 DT를 책임질 

DT 총괄 컨트롤 타워의 신설’과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도록 현

행 법·제도의 전면 재검토 추진’을 제안했다.

세부 내용으로 DT 컨트롤 타워를 통해 국가 차원의 DT기획

과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부처별 정책을 과감히 통합하여 시너

지를 창출해야 한다고 건의하고, 기업간 소통 강화와 산업계 수

요 반영을 위한 네트워크 기구 상시 운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현행 법제도가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지 전면 재검토하여 혁신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새로운 

법·규정 제정 시에는 특별 심사과정을 도입해 디지털 시대 적

합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2) DT생태계 조성

DT생태계 조성과 관련해서는 ‘DT촉진을 위한 전향적인 세

제 지원’, ‘기업 간 협력 활성화’, ‘인력부족 해소 방안 마련’을 통

해 지속적인 DT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업의 DT 관련 시설과 설비투자, 인건비 등에 대해 과감한 

세재혜택을 통해 투자를 촉진하고, 수요-공급 기업을 연계하는 

개방형 플랫폼 구축을 통해 업종, 규모별 매칭, 온/오프라인 멘

토링 서비스 제공을 건의했다. 또한 대·중소기업이 ‘DT 협업펀

드’ 조성 시 정부의 매칭 펀드 지원, 기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제시했으며,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장기적인 인재양성과 디지털 인재의 중소기업 유입방안 마

련을 촉구했다.

(3) 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

데이터 활용기반 구축과 관련해서는 ‘산업데이터 플랫폼 간 

연계를 위한 메타 데이터 표준 마련’, ‘데이터 주권을 담보하는 

한국형 가이아X(데이터 공유/활용 시스템) 구축’, ‘디지털 ESG 

경영 지원을 위한 ESG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제안했다.

산업별, 분야별 데이터 플랫폼을 먼저 구성하고 각 플랫폼을 

연계하기 위한 표준을 제정한다는 현재의 데이터 활용 정책에

서 벗어나, 전 산업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메타 데이

터 표준을 먼저 마련하여 상호 호환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또한 유럽의 데이터 생태계 구축 프로젝트인 ‘가이아X’와 

같이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 독점에 대항하여 우리 기업의 데이

터 주권을 보호할 수 있는 데이터 공유/활용 시스템을 구축하

여 산업데이터 공동 활용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SG 데이터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탄소배출, 

윤리경영 등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ESG 관련 핵심데이터 공

유, 활용을 위한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ESG에 의해 재편되

고 있는 글로벌 밸류체인 형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4) 디지털 문화 확산

디지털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DT 추진 과정에서의 이해 관

계자들 간 갈등을 조율하기 위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진단

하고, ‘디지털 시대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사회적 소통채널 

구축’을 요구했다. 수요·공급기업, 대·중소기업, 경영진·노동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체

계를 구축하고, 안전 등 산업현장의 이슈 해결의 도구로서 DT

의 역할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건의안에 대해 산기협 마창환 상임부회장은 “디지털 

전환의 성공여부가 기업의 생존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를 맞

아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특히 향

후 5년은 디지털 경쟁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각국의 경쟁이 극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인 만큼, 우리 기업이 다시 한 번 크

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보다 혁신적인 DT정책을 마련

해야 한다.”고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1) 우리나라 DT를 책임질 ‘DT총괄 컨트롤 타워’ 신설
    •국가 차원의 DT기획과 발전전략 수립, 현안 심의/조정 권한을 갖는 컨트롤 타워 신설
    •컨트롤 타워의 민간 파트너로서 산업별 핵심 기업 중심의 네트워크 기구 상시 구성/운영

(2)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도록 ‘현행 법제도의 전면 재검토’ 추진
    •현행 법제도가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지 전면 재검토하여 디지털 혁신의 걸림돌 제거
    •새로운 법/규정 도입시 디지털 시대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는 특별 심사과정 도입

(3) 전향적인 ‘DT촉진 세액공제’ 도입
    •DT관련 시설 및 설비 투자에 대한 과감한 세액공제 혜택 부여
    •DT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등 추진

(4) DT수요기업과 솔루션/장비 공급기업을 연계하는 ‘오픈형 매칭 플랫폼’ 구축
    •DT수요-공급기업과 산·학 전문가가 참여하는 개방형 플랫폼 구축, 업종 및 규모별 최적의 매칭 추진
    •온/오프라인 생애주기 서비스 제공으로 지속가능한 디지털 전환 지원기반 구축

(5) ‘대-중소기업 DT협업 펀드’ 조성/지원 등 기업간 협력채널 강화
    •대-중소 DT협업 펀드 조성시 정부가 매칭펀드로 지원하고 기업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
    • 디지털 전환 전 영역에 걸친 대-중소 협력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의 디지털전환 과제 발굴 및 추진, 인력양성, 

기술확보 등 지원

(6) ‘디지털 인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중장기 종합대책 마련
    •중장기 비전 및 전략, 구체적 목표에 기반한 인재양성, 재직인력 교육 추진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디지털 인재의 중소기업 유입방안 마련

(7) 산업데이터 플랫폼간 연계를 위한 ‘메타데이터* 표준’ 마련
    • 산업 데이터의 특성을 반영한 ‘메타 데이터 표준’ 마련을 통해 국내 뿐만 아니라 글로벌 데이터 플랫폼간 상호 호환성 확보
        *  데이터의 특성, 구조, 데이터들 간의 관계에 관한 정보를 설명하는 데이터로 기업간 정보를 연계하여 데이터 공유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

(8) 데이터 주권을 담보하는 ‘한국형 가이아X*’(데이터 공유/활용 시스템) 구축
    •산업 데이터의 안전한 거래를 지원하는 ‘전산업 데이터 공유/활용 시스템’ 구축
    •데이터 활용 분야 국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기구 설립 및 글로벌 데이터 공동활용 추진
        *  아마존, 구글 등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 독점에 대항하여 데이터 주권보장, 신뢰 기반의 데이터 공유 등을 위한 범유럽 데이터 생태계 구축 프로젝트

(’20년 출범)

(9) 디지털 ESG 경영지원을 위한 ‘ESG 데이터 플랫폼’ 구축
    •에너지, 탄소배출, 윤리경영 등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ESG관련 핵심데이터의 생성, 공유, 활용을 위한 데이터 플랫폼 구축
    •중소·중견기업의 디지털 ESG경영을 촉진하고, ESG에 의해 재편되고 있는 글로벌 밸류체인 진입을 위한 맞춤형 지원추진

(10) 디지털 시대, 새로운 가치체계 창출을 위한 ‘사회적 소통채널’ 구축
    • 수요-공급기업, 대-중소기업, 경영진-노동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의 사회적 협의

체계 구축
    •산업재해 및 안전 등 산업현장의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도구로서 DT의 역할을 발전시키고 이해관계자간 합의 도출

DT
거버넌스
확립

DT
생태계 
조성

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디지털 
문화 확산

| 정책과제 |

디지털 혁신 정책제안

디지털 혁신 정책제안



KOITA-IDSA 업무협약 체결

산기협-국제데이터공간협회 업무협약 체결

세계 최대 산업데이터 공유 플랫폼 운영 협회와 산업데이터 

공유 기반 마련 위한 MOU 체결

산기협은 국내 최초로 세계 최대의 산업 데이터 공유 플랫

폼을 운영하는 독일의 국제데이터공간협회(International Data 

Spaces Association, 이하 IDSA)와 2021년 8월 19일(목) 산업 

데이터 공유와 관련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업무협약

(MOU)를 체결하였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데이터의 안전한 공유를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 공간(data space)’의 생성과 개발 ▲데이터 공유

와 관련한 정보제공 및 기업 대상 교육 ▲ 데이터 공유를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등 활용사례(Use Case) 개발 등의 분야

에서 상호 협력하게 되었다. 

폭스바겐, 구글, IBM 등 22개국 130여개 글로벌 기업이 회

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IDSA는 세계 최대의 산업 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데이터의 안전한 거래와 

활용체계 구축, 글로벌 표준 마련, 데이터 공용활용 모델 개발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비영리단체이다. 범유럽 데

이터 생태계 구축 프로젝트 270여개 회원기관이 활동 중인 ‘가

이아-X’, 벤츠, MS 등 30여개 기업이 참여하는 모빌리티 산업 

데이터 공유 네트워크 ‘카테나-X’ 등 수 많은 연합체에서 진행

하는 데이터 공유 프로젝트들이 IDSA의 표준과 기술로 운영되

고 있다. 

IDSA는 2018년부터 미국의 산업인터넷컨소시엄(IIC), 일본

의 산업밸류체인 이니셔티브(IVI) 등 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국제간 산업 데이터 공유를 위한 협력활동을 진행해왔지만 한

국에는 관련 협력 파트너가 없어 진행되는 프로젝트가 없었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양 기관이 데이터 공유 및 활용 생태계 

구축과 관련하여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함으로써 앞으로 데이

터 공유 분야에서 글로벌 기업과 한국기업 간 협력을 추진해나

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산기협 구자균 회장은 “앞으로 산업 데이터의 활용은 기업 

디지털 전환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유럽은 2014년부터 산업데이터의 공유와 활용을 

위한 플랫폼 개발을 시작하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기술적, 

법적, 윤리적 이슈 등을 논의해오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많

이 뒤쳐져있다”고 말하며, “이번 IDSA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

해 산업데이터 활용 분야 연구에 앞서 있는 유럽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양기관 회원사의 교류를 지원함으로써 향후 기업간, 

산업간, 국가간 데이터 공유 및 활용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산기협 특허분석(IP-R&D) 서비스

서비스의 특징 및 장점

효율성
시간과 비용이 절감

되고 최신동향 파악에 
도움이 되었어요.

시의성
보고서 내 링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접근성
웹 뿐만 아니라 모바일
(스마트폰)로도 접속
할 수 있어 편리해요.

편리성
검색과 사용이 편리해
일반 연구원도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일반 연구원도 활용 가능한
특허 검색 기능 서비스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유럽
특허정보 제공

클릭
기반 

주요 5개 
국가

기업, 관심 기술 보고서 신청,
연 6회 무료 이용
(근무일 기준 7일 내외 제공)

심층분석 보고서, 
전문가(변리사) 자문 포함
(근무일 기준 21일 내외 제공)

기본
보고서

프리미엄
보고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는 
회원사의 기술전략 수립 및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비전문가 또는 일반 연구원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기반의 특허분석(IP-R&D)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동안 어렵고 힘들기만 했던 특허분석,
이제 산기협의 특허분석(IP-R&D) 서비스를 활용해 해결하세요!

프리미엄 
서비스 내용

프리미엄 리포트 1회당 100만원(근무일 기준 21일 내외 제공)
분석 내용에 대해 전문가(변리사) 개별 컨설팅(유선상담) 제공
신청분야에 대한 특허 동향(출원, 등록 등), 급성장·특화성키워드, 
전문가(변리사) 종합의견 등이 포함된 분석 리포트 제공

기본 서비스 
내용

KOITA 회원사 [회원전용 무료 서비스]
3가지 유형의 특허분석 보고서(자사, 경쟁사, 관심기업)
비전문가도 쉽게 활용 가능한 클릭기반의 검색기능 서비스

산기협 특허분석(IP-R&D) 회원지원 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