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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의 
구성은 첫째, 4차 산업혁명론 담론을 개괄한다. 미국

의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담론을 급격히 변화하는 사

회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전망과 규범적 주장들로 정리하고 네 가지 주

요 논점들에 대한 담론을 소개한다. 이러한 논점들로는 4차 산업혁명이 새로운 

혁명인가 아닌가,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기술 혁신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은 어느 

정도여야 하는가, 4차 산업혁명이 경제개발과 빈부격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이 정치적 권리와 민주적 권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

는가 등이다. 둘째, 민간 주도로 전개된 전략과 제도들을 살펴본다. 여기서 민간

은 주로 대기업들을 지시하며, 이들을 다시 제조업 중심의 기업과 미국 서부의 실

리콘 밸리 중심의 IT 대기업으로 대별하여, 각각의 전략과 제도 전개를 위한 이니

셔티브를 소개한다. 제조업 중심의 대표적 이니셔티브로는 GE 주도의 ‘산업 인

터넷(Industrial Internet)’ 개념 설립을 들 수 있다. GE는 2014년 3월에는 인

텔(Integrated Electronics, Intel)과 시스코(Cisco Systems, Inc., Cisco)와 

같은 미국의 대표적인 IT대기업들과 산업 인터넷 컨소시엄(Industrial Internet 

Consortium, IIC)을 구성하였다. 서부의 IT 대기업들도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 적

응하기 위해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 클라우드에 역점을 두고 있다.

셋째로 이 장은 정부 주도의 4차 산업혁명 전략과 제도 그리고 정부와 기

업 간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2011년 오바마 대통령 대통령에 의한 ‘선진 제조업 

파트너십(Advanced Manufacturing Partnership, AMP)’ 형성은, 제조업 자체

의 발전뿐 아니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제조업과 데이터 기반 서비스의 결합을 통해, 기업의 가치 향상과 경쟁

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2013년 9월에는 ‘두 번째 선진 제조업 파트너십(a 

second Advanced Manufacturing partnership, AMP2.0)’을 발표했고, 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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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는 ‘대통령 과학기술자문위원회(PCAST)’에 의해 채택된다. 미국 정부는 이

러한 이니셔티브 말고도 여러 전략과 정책적 도구들을 사용했는데, 경쟁력 정책 

추진, 연구개발자금 지원, 교육훈련인프라 설립, 산업박람회 개최, 그리고 통상정

책 등을 들 수 있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면서, IT 대기업들과의 관계는 명암이 뚜렷이 대비되

어 나타난다. 종종 IT 대기업들은 정부의 주요 정책들과  충돌하는 모습을 보인

다. 이러한 충돌하는 쟁점적 정책들로는 DACA를 둘러싼 비단 이민자 문제, 보호

주의 무역주의에 대한 우려, 테러리스트 용의자의 아이폰 암호 해제와 관련한 프

라이버시와 사이버보안 문제, 그리고 ‘표현의 자유’ 문제까지 포함하며, 다기에 

걸쳐 드러났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IT 대기업들은 트럼프 정부에 거액의 로비

를 해 가며 4차 산업혁명의 제도와 규제 형성에 영향력 행사를 아끼지 않았고, 트

럼프 정부도 정권의 경제적 성과 창출을 위한 IT 대기업들의 협조를 얻기 위해 세

재 유인책과 정책 논의 모임을 계속 꾀하고 있다.

This chapter deals with discourses, strategies, and institutions 

regard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United States. 

First, the discourse section introduces how the U.S. should or would 

cope with rapidly changing societies. Four representative points of 

discussion include, but not limited to, first, whether the Fourth In-

dustrial Revolution is new or not; second, how much the government 

should intervene with the market and its effort on technology inno-

vation; third, what effect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as or will 

have on economic development and equality; fourth, how the Fou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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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ial Revolution will influence political and civil rights. 

The next section discusses strategies and institutions initiated 

by private actors, and two groups of private actors are focused: one 

is an association centered on manufacturing industries headed by the 

General Electric; the other is represented by IT tech giants in Silicon 

Valley. The third section deals with the government’s initiatives and 

its relationship with private sector agents. Although there had been 

some active policies taken during the Obama administration, the cur-

rent relationship between the Trump administration and IT tech giants 

in Silicon Valley shows the mixture of cooperation and conflict. 

key words 산업 인터넷 컨소시엄 Industrial Internet Consortium, 디지털트랜스

포메이션 digital transformation, 선진 제조업 파트너십 Advanced Manufacturing 

Partnership, Tech Giants

세계정치28_본문_책_01.indb   94 2018-05-02   오후 2:27:15



95미국의 4차 산업혁명 담론과 전략, 제도

I  서론

이 장은 미국의 “4차 산업혁명” 관련 담론, 전략 그리고 제도들에 

대해 고찰한다. 미국의 4차 산업혁명론은 여러 방향으로 논의가 전

개되나, 담론과 관련해서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급격히 변화

하는 사회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전망과 규범적 주장들

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전략과 관련해서는 산업전략 관점에서 미

국의 산업 육성을 위한 선택과 집중 그리고 향후 방향성과 관련한 

논의들에 초점을 맞춘다. 이 부분은 미국 정부와 대기업 간의 관계

를 다각적으로 접근하여 입체적 시야를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대

기업은 한편으로는 미국 동부 중심의 제조업 산업 관련 전략이 4

차 산업혁명 전략 구상의 핵심이 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서부 실

리콘 밸리 중심의 IT 대기업이 주요 행위자로서 정부와의 상호작

용 가운데, 4차 산업혁명 관련 전략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제도와 관련해서는 설정된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법적, 조직적, 그리고 관계망적 설정 등을 논의할 것이나, 프

라이버시, 부의 불평등 시정, 고용 및 사회안전망 구축, 교육 체계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제도의 변화는 대부분 아직 논의 혹은 논쟁 

중이며, 따라서 이러한 구체적인 제도의 변화는 이 장의 범위 외임

을 미리 밝혀둔다. 

이 장은 미국의 4차 산업혁명론을 고찰함에 있어, 공표된 논

문, 기사, 보고서 들을 주요 자료로 삼는다. 그리고 그러한 발간물

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담론, 전략, 그리고 제도들을 조망한다. 발

간의 주체들은 미국 정부 및 정부 각 부처와 관련 기관, 기업,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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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학계, 그리고 개인들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4차 산업

혁명론과 관련이 있을 경우, 미국 내의 자료 혹은 행위자에만 국한

되지 않는다.

상기한 바와 같이 4차 산업혁명론 속에서의 산업 전략 구상의 

핵심에는 제조업이 위치한다. 왜 제조업인가? 2016년 다보스포럼

(World Economic Forum, WEF)에서부터 유행한 “4차 산업혁명”이

라는 용어는 세계경제의 저성장이라는 시대의식 혹은 위기의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Schwab 2016). 세계경제의 저성장 시대에 생

산성 향상의 필요가 절실하며,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기술혁신

이 필수적이다. 바로 제조업이 이 기술혁신이 가장 기대되는 분야

로 4차 산업혁명론에서 조명 받고 있다.

4차 산업혁명 구상의 또 다른 핵심으로는 IT 대기업이 있다. 4

차 산업혁명에서 언급되는 핵심기술들이 IT 기업들의 기술과 혁신 

능력에 기반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이들의 정부와의 관계가 향후 4

차 산업혁명 시기의 전략과 제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소위 

GAFAM(Google, Amazon, Facebook, Apple, Microsoft)으로 축약

되어 일컬어지는 IT 대기업 그룹은 비록 그들 내부의 이익과 방향

성이 늘 합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핵심 행위자들이라 할 수 있다.

본고는 다음과 같은 구성을 갖는다. 미국의 4차 산업전략 담

론, 전략 그리고 제도를 객관적으로 관찰하기 위해서는 타국과의 

비교를 통한 점검이 요구되겠으나, 이는 이 책의 다른 부분에서 다

루어지고 있는 관계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따라서 우선 다음 절에

서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미국의 담론을 살펴본다. 담론을 조

사함에 있어 여러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삼지만, 본고에서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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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식인 및 실천가들의 담론을 주도하는 주요 저널인 『포린어페

어스(Foreign Affairs)』지에 실린 4차 산업혁명 관련 글들을 다룬다. 

이들의 논의가 모든 4차 산업혁명론 관련 모든 담론을 포괄한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겠지만, 적어도 중요한 이슈들을 축약적으로 

다루고 있음을 저널의 대표성을 보아 짐작할 수 있다. 그 다음 절

에서는 미국의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전략과 제도를 살핀다. 전략

과 제도를 살핌에 있어, 기업과 정부 차원에서의 노력들을 구분한

다. 그러나 유의해야 할 점은 이러한 구분이 계속해서 고정되어 있

는 것이라고는 파악해서는 안 된다. 4차 산업혁명 관련 거버넌스 

프레임은 생성, 진화, 소멸을 부단히 거치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

한 과정에 대한 계속적인 관심과 관찰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본고

는 가용한 자료를 토대로 가능한 최신 상황에서의 미국의 4차 산업

혁명 관련 담론, 전략 그리고 제도를 담아내어 고찰하고자 한다. 

II  본론 

1. 미국 4차 산업혁명론의 담론

이 소절에서는 4차 산업혁명론의 담론을 분석한다. 담론의 생산자

는 정책 결정과정 참여자, 학자, 현실 기업가 등, 여러 행위자가 있

겠지만, 이러한 행위자들이 복합적으로 의견을 개진 및 교환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포린어페어스』지를 주목한다. 이렇게 담론 분석

을 먼저 행하는 이유는 다기하나, 세 가지에 방점을 두자면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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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첫째, 맥락을 제공한다. 본 절 이후에 전개될 4차 산업혁명 

대비 전략과 제도 설비는 왜 전개되고 있는가에 대한 이해 없이는 

무미건조한 사실들의 나열이 될 수 있다. 담론에는 종종 왜 그러

한 변화들이 수반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드러난다. 둘째, 주

요 이슈를 확인할 수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포린어페어스』지는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식인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교환하는 곳이다. 

이러한 지식인들에는 학계, 정계, 재계, 시민사회계 등에서 활동하

는 다양한 인사들이 포함된다. 따라서 이 저널을 확인함으로써 어

느 정도 주요한 이슈들이 커버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담론 분석

을 통해 4차 산업혁명론 관련 변화 현상들은 행위자 간 이익이 갈

등하는 정치적 사안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담론에서 드러나듯이 한 

이슈에 대해 한 국가 내뿐 아니라 국가 간에 대립되는 해결 방안이 

존재함을 볼 수 있다. 더욱이, 4차 산업혁명에 수반하는 제도의 변

화는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승자와 패자가 갈릴 수 있기 때

문에, 변화의 방향과 속도는 정치적 결정을 내포하는 정치적 사안

들이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론의 (국제)정치적 함의를 고찰하기에 

본고의 담론 분석은 유용하다. 

미국의 4차 산업혁명론에서 나타나는 논의들은 다양한 주제

들을 다루고 있으며 사회의 여러 면들의 변화를 예측하거나 주장

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모든 논의를 살피는 것은 불가능하

나 대표적인 논의를 개괄하고 쟁점들을 소개할 수 있다. 쟁점들로

는 크게 네 측면을 꼽을 수 있는데, 첫째, 4차 산업혁명이 새로운 

혁명인가 아닌가, 둘째,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기술혁신에 있어 정

부의 역할은 어느 정도이어야 하는가, 셋째, 4차 산업혁명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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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과 빈부격차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넷째, 4차 산업혁명

으로 시민들의 권리가 증진될 것인가 혹은 침해당할 것인가 등을 

들 수 있다. 이하에서는 위의 네 측면을 하나씩 풀어 서술한다. 

첫 번째 쟁점은 4차 산업혁명이 새로운 혁명인가 아닌가이다. 

즉, 4차 산업혁명이라는 명칭에는 “혁명(revolution)”이라는 단어

가 쓰이는데, 혁명이라는 용어의 정의에 비춰보았을 때, 혁명이라

고 불릴 만한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는 논쟁의 여지

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움직임 혹은 변화의 시작에 대해 4

차 산업혁명이라는 명칭이 적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즉 기존

의 1, 2, 그리고 3차 산업혁명과 비교해도 혁명에 못 미치는 변화

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명칭은 부적절하

다는 지적이 있다(Wolf 2015). 유사한 맥락에서, 기존의 1, 2, 3차 

산업혁명을 구분 지었던 핵심기술이나 에너지 패러다임에서의 단

절적인 차원의 변환이 오늘날 논의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론에서

는 부재하기에, 3차 산업혁명의 단순한 연장이라는 지적도 있다

(Rifkin 2014).

반면, 작금의 변화가 혁명이라고 불릴 만한 변화를 가지고 오

고 있다고 혹은 변화의 잠재력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 주장들

은 기존의 혁명이라는 뜻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으나, 기술들의 

융합이라는 점에 중점을 둔다면, 변화의 속도와 범위 그리고 시

스템상의 충격은 가히 혁명에 이른다는 논지이다(Schwab 2015). 

사람들은 전례 없는 프로세싱 파워(processing power), 저장공간

(storage capacity), 그리고 지식에의 접근(access to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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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가능성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로보틱스,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3D프린팅, 

나노기술, 생명공학, 재료과학, 에너지 저장, 그리고 퀀텀 컴퓨팅

(quantum computing) 등의 새로운 기술혁신으로 증폭되었다. 특

히 4차 산업혁명론에서의 기술혁신이란 단순히 기존의 가상세계

와 물리세계에서의 생산요소를 접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결

합 형태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낸다는 주장도 있다(Brynjolfsson et al. 2014).

두 번째 4차 산업혁명론에서의 쟁점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 기술혁신에 있어 정부의 역할은 어느 정도이어야 하는가이다. 

기술혁신에 있어 최소한의 개입에 머물러야 한다는 입장과 적극

적 개입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으로 나뉠 수 있다. 전통적인 국가의 

역할은, 국가가 혁신을 조성하기 위해 해야 할 것은 시장의 기능에 

맡겨 두고, 민간부문의 역동성을 촉진하는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

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시기에도 이러한 기본은 변하지 않으

며, 숙련된 기술자들을 위한 직업 훈련소, 명확한 규칙들, 그리고 

공평한 경쟁의 장(level playing field)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반면, 국가는 단순히 시장의 실패를 고치는 것에 그치는 것

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들도 제기된

다. 특히, 기후변화, 청년 취업, 비만, 고령화, 그리고 불평등과 같

은 사회적 도전들에 있어서 국가의 적극적 역할은 중요하며, 경제

를 새로운 기술경제 패러다임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고 한다. 이러

한 지침은 시장으로부터 자생적으로 생기지 않으며, 국가의 심의

의 결과로 생긴다(Mazzucato 2015). 

세계정치28_본문_책_01.indb   100 2018-05-02   오후 2:27:21



101미국의 4차 산업혁명 담론과 전략, 제도

세 번째 4차 산업혁명론에서의 쟁점은 경제개발과 빈부격차

에 대한 것이다. 적지 않은 논자들이 4차 산업혁명이 전 지구적 부

의 증대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가져올 것임을 기대한다(Schwab 

2015). 그러나 동시에 진행될 빈부격차에 대해 경고를 발한다. 디

지털 경제에서는 소수의 운 좋은 개인들만이 지속적이고 상당한 

부와 안전을 가질 것이며, 훨씬 더 많은 불운한 사람들이 파산하

거나 근근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임을 예측한다(Brynjofsson et al. 

2014; Colin & Palier 2015; Schwab 2015).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의 

진행 과정을 민간 부분에만 맡겨 놓을 경우 시장의 실패는 필연적

이기 때문에, 직업훈련이나 사회보장제도의 설비 영역에서뿐 아니

라 새로운 유형의 사회정책을 위해서도,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강

조하는 주장도 제기된다(Colin  & Palier 2015; Mazzucato 2015). 

반면, 4차 산업혁명론에서의 기술혁신은 탑다운이 아니라 기업 레

벨에서의 투자와 혁신이 주체가 될 때에, 경제개발과 국부의 증진

으로 이어짐을 주장하는 논지도 존재한다(Mezue et al. 2015). 

마지막 네 번째 4차 산업혁명론에서의 쟁점은 시민들의 권리 

향상 여부와 관련이 있다. 이 사항은 다시 두 세부 사항으로 논의

가 전개되곤 하는데, 한 사항은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시민들의 

정치적 권리(political rights)와 관련하며, 나머지 다른 한 사항은 

프라이버시 보호와 같은 시민적 권리(civil rights)와 관련한다. 

전자에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정부 활동에 대한 투명성

과 책임성이 증진되면서 부패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을 뿐 아

니라, 시민들의 참여 가능성이 더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

으로는 시민들의 민주적 참여가 증강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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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wab 2015). 반대로 정보 수집과 분석 능력의 향상은 정부에 의

해 악용될 수 있으며, 정부의 시민 통제 강화를 오히려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Schwab 2015; Cukier and Mayer-Schoenberger 

2013; Mundie 2014; Cavoukian 2014). 이러한 정부 능력의 강화는 

민주화에 저항하는 권위주의 정권들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으

며, 민주주의 정권에서도 시민들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비합법적

인 정권 재창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의 미래 사

회를 반드시 낙관적으로만 기대할 수 없다.

후자와 관련해서는 프라이버시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가 주

요 논의 대상이다. 개인 데이터의 생성, 이용과 관리에 있어서 두 

측면에서의 방안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이용 차원에서의 제한과 

수집 차원에서의 제한이다(Hardy 2014).

2.  미국 4차 산업혁명론의 전략과 제도: 노림수(aim) 그리고 

리스크(risk) 관리

본 소절에서는 미국 4차 산업혁명론에 나타난 전략과 제도를 고찰

한다. 이에 있어 본고는 미국의 4차 산업혁명에 나타난 전략과 제

도에 대한 입체적인 시각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의 관계를 

다각적으로 접근한다. 우선, 민간 주도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전략

과 제도(기획)를 살펴본다. 미국은 민간 주도의 경제성장 그리고 

규제 제정의 전통이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민간 이니셔티브를 우

선 살펴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4차 산업혁명론을 주도하는 대기업

들에 방점을 둘 것인데 이들은 크게 전통적으로 제조업 중심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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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혹은 중서부 대기업들과 서부 실리콘 밸리 중심의 IT 대기업들

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들 두 부류는 각각 강점으로 여기는 산업 

분야가 다르기에 이익이 반드시 항상 합치하지는 않으나, 4차 산업

혁명이 점차 진행됨에 따라 더 많은 영역에서 공통 이익을 발견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이 두 분류 내에서조차도 구성원들 간

에 이익이 반드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나, 대체로 공통의 이익을 

위해 집단으로 행동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같은 이익단체에 속한다

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민간 주도의 이니셔티브를 소개하고 난 후에는 정부 측의 이

니셔티브를 살펴본다. 정부 측의 이니셔티브라고 하지만, 정부 단

독으로 정책을 세우고 추진하는 경향보다는, 민간을 끌어들여 민

간 합작으로 의사결정과정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정부의 

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보다도 시장의 ‘조율 실패(coordination 

failure)’를 보완하려는 소극적 성격의 정부의 역할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민간, 특히 IT 대기업들과의 관계를 살펴

본다. 정부의 전략과 제도 혹은 규제의 수립에 있어서, 특히 4차 산

업혁명과 같이 혁신과 첨단기술이 연루될 경우 민간의 도움은 거

의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즉, 민관의 상호작용을 통해 전략, 제도 

혹은 규제가 수립되는 만큼, 정부와 민간이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

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필수적인 지적 작업이라 할 수 있다.

 

1) 민간주도의 전략과 제도

미국 현대 산업정책의 특징은 여러 문헌을 통해서 밝혀져 왔듯이 

민간 주도의 산관학으로 볼 수 있다. 때로는 산업계 주도로 또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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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정부 혹은 학계 주도로 여러 산업 고도화 전략의 이니셔티

브가 발표되어지기 때문에 정부 주도인가 혹은 민간 주도인가라

는 논쟁의 여지는 있다. 그러나 산업정책 형성에 있어 주요 주체는 

로비를 통한 민간단체이며, 정부도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하여 필

요한 제도적 장치로 보조한다. 그 결과 이니셔티브에 의해 구성되

는 조직들의 구성원들은 산관학이 혼재되어 있는 산관학 컨소시

엄(consortium)인 경우가 지배적이며, 또한 구성원들 상호간에 회

전문(revolving door)을 통한 인사교류가 잦은 곳이 미국 산업계의 

특징이기도 하다. 

미국의 4차 산업혁명론에서 나타나는 4차 산업혁명의 주요 

추진 수단은 산관학 연계의 컨소시엄이라 할 수 있다. 일례로 4차 

산업혁명 개념을 산업 인터넷(Industrial Internet) 개념으로 확장

함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한 주체는 민간기업인 제너럴 일렉트릭

(General Electric, GE)이다. 100년의 역사, 매출 100조 원, 임직원 

30만 명을 자랑하는 제조 산업 기업인 GE가 디지털화의 선두에 

나서서 직접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업으로 변하고자 한 야심찬 

계획을 내세웠을 때에 내세운 슬로건이 ‘산업 인터넷’이다. 

그럼 ‘산업 인터넷’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산업 인터넷이란 

“산업 사물인터넷(IIOT: Industrial Internet of Things)”이라고도 불

리며, 산업 현장에서 생각하는 기계, 첨단 분석기술, 작업자를 서

로 연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환언하자면, GE와 같은 제조 기반의 

산업에 속한 기업의 생산 현장에서 기계와 기계, 기계와 사람을 연

결하는 인터넷 혹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산업 인터넷’이라는 용어가 중요한 이유는 모호하고 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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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미를 지녔던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구체성을 지닌 슬로

건으로 대체했기 때문이다. 이는 흡사 독일의 “플랫폼 인더스트리 

4.0(Platform Industrie 4.0)”과도 같이 4차 산업혁명의 내용을 채우

며 산업 발전 전략의 구체화를 더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이니셔

티브로 볼 수 있다. 즉, ‘산업 인터넷’의 공표는 4차 산업혁명에 있

어서의 선택과 집중의 대상을 제조업으로 가지고 왔다는 의미에서

도 중요하다. 더욱이 ‘산업 인터넷’이라는 용어가 미국의 4차 산업

혁명 담론의 지배적인 용어가 되었다는 것은, 장기 계획을 수립하

고 추진하는 독일, 한국, 중국, 일본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며, 기업

주도의 제조업 혁신 패턴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 사례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산업 인터넷 이니셔티브의 공표와 함께 GE는 미국 

산업 인터넷을 대표하는 존재로서 주목받게 된다. GE는 2012년

에 산업 인터넷 개념을 최초로 제시하였으며, 제조 기업들이 산

업 인터넷 이니셔티브를 따라 변화를 실행하기 위해, 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 IoT) 플랫폼인 “프리딕스(Predix)”를 직접 개

발해서 내놓는다. 나아가 2014년 3월에는 인텔(Intel), 시스코

(Cisco)와 같은 미국의 대표적인 IT 대기업들과 산업 인터넷 컨소

시엄(Industrial Internet Consortium, IIC)을 구성하였다. 이와 같이 

GE는 미국 산업 인터넷에 있어서 일련의 변화를 주도하며, 미국이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는 데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 

IIC는 간략히 서술하자면, IoT에 대한 산업 표준화를 목표로 

한 비영리 그룹이라 할 수 있다. 즉, 모바일 기기, 각종 장비, 사람, 

데이터 처리 등을 하나로 연결하는 공통 아키텍쳐를 만들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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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에 대한 상호호환성(interoperability)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사

항들을 점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로 인해, 에너지 및 공장시

설, 헬스케어, 제조업, 공공부문, 수송 등의 영역을 인터넷 환경에

서 서로 연동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1 

IIC설립의 또 다른 노림수는 기업이 새로운 분야로 진출하는 

데에 필연적인 리스크를 줄이고 관리하는 것이다. 즉, 기업이 새

로운 분야의 상품이나 서비스로 진출할 시에 여러 실패의 요인들

이 존재하는데, 대부분의 실패는 시장 행위자들 간의 조율이 부재

하는 데에 기인한다. 조율의 대상으로는 정보의 교환이 있을 수 있

는데, 이러한 정보의 교환을 통해 새로운 기술의 성공과 실패의 사

례를 공유함으로써, 실패로 인한 손실을 회피할 수 있게 된다. 또

한 공동의 기술개발 투자를 통해 실패했을 경우의 손해를 줄일 수 

있다. 게다가 기업들이 연계를 함으로써 제한된 시장에서 다른 기

준으로 경쟁하기보다는, 공통의 기준을 세움으로써 규모의 시장

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노림수가 보이는 단면이 IIC설립 시 강

조된 이른바 ‘시험대(testbeds)’의 제공이다.2 이는 여러 실증실험

을 반복하며 문제점을 도출해내고 그 문제를 순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장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요약하자면, IIC설립이 중요한 

이유는 4차 산업혁명 추진에 있어서 기업이 새로운 분야로 진출하

는 데에 필연적인 리스크를 줄이고 관리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 때

1　 실례로 IIC의 ‘시험대’를 통한 경험들은 축적되어 공유되고 있다(Industrial 

Internet Consortium 2017).

2　 각 영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다음 링크를 참조하라.  http://www.iiconsorti 

um.org/working-committee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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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이러한 IIC 내부의 조직과 관련해서도 주목할 부분이 있다. 

IIC는 IoT와 관련한 기술, 아키텍쳐, 보안, 그리고 마케팅의 4개 

분과로 구성된다. 또한 상기한 바와 같이 2014년 3월 설립 당시, 

AT&T, 시스코, GE, IBM, 인텔과 같은 거대기업들이 기준을 만들

기 위해 새로운 산업 태동기부터 조직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대단

히 전략적이며, 시장에 있어서 지배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움직임

으로 볼 수 있다. 비록 4명의 비설립 회원들이 존재하기는 하나, 설

립자들은 계속해서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의 상임이사 자

리(permanent seats)를 차지하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미국의 IIC는 독일의 인더스트리 4.0과 유사하게 4차 산업혁

명의 견인차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만, 차이점도 존

재한다.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은 참가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원칙

적으로 독일법인이어야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반면에, IIC는 개

방된 단체 활동을 표방하고 있다. 2015년 11월 시점에서 220개 이

상의 회사가 참여하였고, 현재 여러 국적의 기업이 참여하여 국제

적 연계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조직 운영에서 개

방적 경쟁과 정보 공유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보인다. 또한 인더스트리 4.0과 IIC, 두 전략 모두 IoT에 기

반한 제조업 중심의 변혁과 생산성 향상을 노린다는 점에서 공통

점이 있지만, IIC는 여러 산업 영역의 연계라던가, IoT에 의한 새

로운 사업의 창출이나 새로운 기술의 개발도 포함하는 등의 더 폭

넓은 산업전략 개념을 추구한다. 반면 인더스트리 4.0은 제조산업

에 방점이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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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기한 바와 같이 4차 산업혁명 관련 전략과 제도는 

계속해서 진화하는 생물과 같아서, 이러한 초기의 구분선이 점

차 희미해져 가고 있다. 2016년 초부터 이미 IIC와 인더스트리 

4.0 간의 규격 혹은 표준 통일을 통해 데이터 접근성과 이동 그리

고 상호호환성(interoperability)을 용이하게 하려는 개별 기업들

을 통한 움직임이 있어 왔다. 구체적으로 양자 간에 아키텍쳐 모델

이, 인더스트리 4.0에서는 RAMI(Reference Architecture Model for 

Industrie 4.0) 그리고 IIC에서는 IIRA(Industrial Internet Reference 

Architecture)로 달랐기 때문에 이들 간의 상호호환성 향상이 추

구되었다(高野 敦 2016). 나아가 최근에는 양자 간에 협력을 심

화해 나갔고, 그 구체적인 산물로 ‘산업 인터넷 보안 프레임워크

(Industrial Internet Security Framework)’가 발표되었다(Platform 

Industrie 4.0 2017). 이러한 협력(collaboration)의 이면에는, 한 제

조공장 내에서뿐 아니라 가치사슬에 연계된 모든 참여자들이 인터

넷을 통해 상호 연결됨에 따라, 안전한 데이터의 전송이 더욱 중요

하게 부상한 맥락이 있다.

미국의 IIC는 2017년 3월에 19개의 ‘작업 그룹(working 

groups)’을 발족시킨다. 그리고 각 참여기업들은 그들의 대표들

을 7개 영역으로 나눠진 ‘작업 그룹’에 참여시킨다. 이 7개 영역은 

다음과 같다. 경영전략(Business Strategy)과 솔루션 주기(Solution 

Lifecycle), 연락담당(Liason), 마케팅(Marketing), 보안(Security), 

기술(Technology), 테스트베드(Testbeds), 법적 그리고 지적 재산

(Legal and Intellectual Property)이다.

지금까지 제조업 중심의 미국의 4차 산업혁명 관련 민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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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대표적인 이니셔티브를 보았다면, 이하에서는 서부 실리콘 

밸리 중심의 IT 대기업의 4차 산업혁명에 조응하는 변화들을 보고

자 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미국의 4차 산업혁명론 관련 기업은 크

게 제조업 중심의 대기업들의 움직임과 소프트웨어 중심의 대기업

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들은 제조 산업과 소프트웨어 산업이라는 

주력 산업의 차이가 나기도 하지만, 크게 동부/중서부와 서부(실리

콘 밸리)로 지역적으로 대별되기도 한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정보통신기술(ICT)로는 소위 ICBM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이 종종 거론된다. 이에 기업들

은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digital transformation)을 추구하고 있고,3 이를 위한 핵심 인프라

로 클라우드가 부상했다(박근모 2017a).

최신 IT기술과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급성장한 기업

으로는 아마도 아마존(Amazon)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서점 시

절인 1997년 당시 매출이 1억 4800만 달러에서 2016년 1360억 

달러라는 폭발적 성장률의 이면에는 아마존의 일개 물류·유통 회

사에서 IT 기업으로의 적극적인 변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김들

풀 2016). 특히, 아마존의 아마존 웹 서비스(Amazon Web Services, 

AWS)가 전체 영업이익의 90%를(2017년 기준) 차지했다는 사실은 

3　 독일에서는 2011년에 IT를 활용한 제조업 혁신에 초점을 둔 ‘인더스트리 4.0’ 개

념을 민간에서 제안한 후 2013~2014년에 정부의 정책 문건에 반영되었다. 4

차 산업혁명은 세계경제포럼에서 ‘인더스트리 4.0’ 개념을 전 산업으로 확장해

서 발전되어진 용어이다. 서구 선진국에서는 아직 널리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OECD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넥스트 프로덕션’ 등의 용어를 사용 중이다

(Industrial Internet Consortium. 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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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쇼핑몰이라는 아마존 내에서조차 클라우드가 중요해짐을 엿

볼 수 있다(박근모 2017a).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는 1975년 운영체제(OS) 판매를 

시작으로 현재 글로벌 넘버원의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AWS의 등장으로 기존의 온프레미스 IT 환경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새로운 IT 환경이 대세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시대에 맞지 않는 IT 기업이라는 

평과 함께 매출이 하락하고 주가가 떨어지게 된다(김들풀 2016; 박

근모 2017b). 이에 2013년부터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시행하고, 마

이크로소프트가 더 이상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회사가 이난 생산

성과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재도약할 계획을 내놓았다. 

애플은 2015년 얼굴표정 인식 기술개발 스타트업인 ‘이모션트

(Emotient)’를 인수하였다(김들풀 2016). 이모션트는 사용자들이 참

여할 수 있는 ‘크라우드소싱(cloudsourcing)’을 활용해 최대 10만 

가지 얼굴표정을 수집 분석하여 감정을 추론하는 알고리즘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병원에서 환자를 치

료하는 도중에 느끼는 고통을 표정을 통해 알아낼 수 있으며, 기업

은 TV프로그램이나 광고에 대한 시청자의 반응, 매장에서는 소비

자들의 호감도, 강연이나 학술연구 발표에서는 청중의 반응 등을 

확인하는 데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얼굴표정 인식 기

술은 페이스북(Facebook), 구글 알파벳(Google Alphabet), 마이

크로소프트(Microsoft), 스냅챗(Snapchat), 플립보드(Flipboard)도 

큰 관심을 보이며 투자와 기술개발을 진행 중이다. 

이 이모션트의 표정 인식 기술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이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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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개인의 얼굴 이미지를 저장하지 않고도 표정을 인식할 수 있

다는 점이다. 이는 아주 적은 데이터를 ‘딥러닝(deep learning)’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어떻게 읽어낼 것인지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

이다. 이러한 기술이 중요한 이유는 ‘사생활 보호’를 중시하는 애

플의 정책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사생활 보호와 기업의 이익이 조

화될 수 있는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애플은 음성인식뿐 아니라,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증강

현실(augmented reality, AR) 쪽으로도 영역을 넓히고 있다. 2015

년 애플의 독일 증강현실 업체 메타이오(Metaio) 인수, 그리고 스

위스 취리히 소재 모션캡처 스타트업 ‘페이스시프트(Faceshift)’ 인

수는 이를 보여준다. 

애플이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은 산업 전 분야로의 적용

을 염두에 두고 있다(김들풀 2016). 예를 들어, 음성인식 서비

스 기술개발에 있어 자동차업체 제너럴모터스(General Motors 

Corporation)와 협력하고 있으며, 자동차의 내비게이션과 대시보

드를 음성으로 동작할 수 있는 ‘카플레이’와는 무인 전기자동차 관

련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그리고 ‘시리’를 통해 애플 기기 모두를 

동작할 수 있는 통합적 인터페이스의 기능을 자동차 연계 서비스

인 ‘카플레이’ 그리고 사물인터넷 플랫폼인 ‘홈킷’에 적용하려고 

하고 있다. 

애플은 구글과 같이 고객의 빅데이터 기반 머신러닝을 적용하

기보다는 고객의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생활 보호를 

추구한다. 이러한 애플의 머신러닝은 스트리밍 방식의 리얼타임

으로 제공되는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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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역·나이·성별·직업·수입·정서·교육수준 등의 데모그래픽

(demographic)별로 세분화되어 데이터가 분석되기 때문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등 경쟁 기업을 앞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김들풀 2016).

2) 정부 주도 미국 전략, 제도 및 정책적 도구들

미국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추어 전략을 수립하고 제도

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크게 법

안, 조직설립, (탈)규제, 이니셔티브 발표 등을 통한 제도적 노력들

과 민간부문에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산업정책들로 양분해서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 두 측면을 논한다. 

첫째로, 미국 정부에 의한 법안, 조직설립, 이니셔티브 발

표 등을 들 수 있다. 그 중에 주목할 만한 움직임으로는 2011년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의 ‘선진 제조업 파트너십

(Advanced Manufacturing Partnership, AMP)’ 형성을 들 수 있다(김

들풀 2016). AMP 형성을 통해, 제조업 자체의 발전뿐 아니라, 빅데

이터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제조업과 데이터 기반 서비

스의 결합을 통해, 기업의 가치 향상과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다(The White House 2011). 이러한 AMP 형성을 통해 보여지

는 국가적인 노력의 이면에는, 연방정부가 민간과 연계하여 질 높

은 제조업 일자리와 세계적 경쟁력을 증강시키기 위한 기술 개발 

투자를 촉진하려고 하는 노림수가 있었다. 

AMP는 ‘대통령 과학기술자문위원회(the President’s Council 

of Advisors on Science and Technology, PCAST)’에서 고안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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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위원회는 또한 ‘선진 제조업에서의 리더십 확보(Ensuring 

Leadership in Advanced Manufacturing)’라는 보고서를 제출하였

는데, 이 보고서에서는 정부, 산업, 그리고 학계의 파트너십이 강

조되고 있다. 이후 PCAST는 후속 보고서를 내놓는데, 이 보고서

는 백악관의 과학기술정책실(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과 의회의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위원회(the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 Committee)’ 내의 ‘선진 제조업에 관

한 기관 간 작업 그룹(Interagency Working Group on Advanced 

Manufacturing)’과 조율해서 작성된다(AMNPO 2011). 이 보고

서는 ‘선진 제조업을 위한 국가 전략 계획(National Strategic Plan 

for Advanced Manufacturing)’으로 명명되었으며, 연방정부 차원

에서의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 2012년에

는 AMP의 운영위원회가 최종보고서라 할 수 있는 ‘선진 제조업

에서의 국내 경쟁 우위 점유하기(Capturing Domestic Competitive 

Advantage in Advanced Manufacturing)’를 내놓는다. PCAST는 이 

보고서를 채택하는데, 여기에는 16가지의 주요 제언이 담겨 있으

며, 이들은 혁신을 가능케 하기, 재능 확보하기, 비즈니스 환경 개

선하기 등 세 영역으로 요약될 수 있다. 

상기의 과정을 거치며, 백악관은 2013년 9월에 ‘두 번째 선진 

제조업 파트너십(a second Advanced Manufacturing partnership, 

AMP2.0)’을 발표한다. 이 파트너십을 통해, ‘미국 선진 제조업을 

가속화하기(Accelerating US Advanced Manufacturing)’라는 보고

서가 발간된다. 보고서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취해야 할 추가적인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PCAST에 의해 채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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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한 노력은 미국 정부 차원에서

뿐 아니라, 미국 의회에서도 추진되었다. 2014년 12월 미 의회에

서는 ‘미국 제조업과 혁신 재활성화하기’ 법률이 통과된다. 이 법

률은 ‘선진 제조업 국가 프로그램 기관 간 정책국(the Interagency 

Advanced Manufacturing National Program Office, AMNPO)’과 상

무부의 제조업 혁신 기관들에서 해당 행위자들 간에 공개 주제 경

쟁을 개최할 수 있는 권위를 부여한다(U.S. Government Publishing 

Office 2014). 법의 테두리 내에서의 건전한 경쟁을 통해 기술의 발

전을 꾀하는 것과 같은 시장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는 목

적이 있다. 

AMNPO의 본부는 상무부 소속의 ‘국가 표준과 기술 기관(the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에 속하며 ‘미국 제

조업 네트워크(the Manufacturing USA network)’를 운영한다. 이 

정책국은 2011년에 PCAST에 의해 시험 프로그램으로 가동되기 

시작하였다. 

나아가 AMNPO는 그 이후로도 지속되어, 미국 국방부, 에너

지부, 항공우주국, 국립과학재단, 교육부, 농무부, 노동부와 파트

너십 관계에 있다(U.S. Government Publishing Office 2014). 2016

년에는 동 정책국에서 ‘제조업 혁신 프로그램을 위한 국가 네트워

크(National Network For Manufacturing Innovation Program)’에 

관한 ‘2015년도 보고서(the 2015 Annual Report)’와 최초의 ‘3년간 

전략 계획(the first 3-year Strategic Plan)’을 발간했다. 

둘째로, 미국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추진 및 보조와 관련하여, 

여러 전략과 정책적 도구들을 내놓고 있다. 특히 산업 정책적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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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로서 보이는 것이 다수 있는데 다음과 같다. 경쟁력 정책 추진, 

연구개발자금 지원, 교육훈련인프라 설립, 산업박람회 개최, 그리

고 통상정책 등이다. 

정부의 산업박람회 개최를 통한 지원은 기술자들과 투자자들

의 연결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다. 기술자 혹은 기술보유 기업들

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기술을 개발하고 양산화 그리고 

제품화를 이루어낼 수 있고, 투자자들은 제품 판매를 통한 수익을 

배당 받으므로 서로에게 유익이 되나, 시장의 실패로 정보가 부족

한 탓에 기술 보유 주체들과 자본 보유 주체들은 연결되지 않는 조

율(coordination)의 부재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시장의 실패를 정부는 박람회 개최라는 수단으로 보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2016년과 2017년 2년 연속으로 하

노버 산업박람회의 협력국가(Partner Country)로 선정되기 위해 노

력하였다(Manufacturing USA. n.d.). 당시 오바마 대통령도 산업박

람회의장을 방문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미국 정부의 관심

을 나타냈으며, 4차 산업혁명에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의사

를 명확히 드러낸 바 있다. 더욱이, 미국 투자유치기관 ‘미국을 선

택하라(Select USA)’를 중심으로 미국에의 적극적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개진하였다.

산업정책의 일환으로서 통상정책은 역사가 길다.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인상 혹은 수출물품에 대한 덤핑 혹은 지원금은 자국의 

산업발전 혹은 (유치)산업보호와 연계되는 전형적인 통상정책이다. 

4차 산업혁명론에서도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통상정책에 대한 우

려들이 적지 않게 보인다. 미국이 자국의 리더십을 4차 산업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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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에도 뺏기지 않기 위해, 무역 자유화를 저해하는 움직임을 보

이고 있다는 염려가 나오고 있다(한태식·임채경 2017). 이러한 염려

의 목소리는 또한 4차 산업혁명을 인류의 발전이라는 장밋빛 변화

로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으며, 치열한 국가 간 산업 경쟁을 수반하

며, 나아가 산업 발달을 통한 국부와 국력의 경쟁이라는 냉혹한 현

실의 면모가 존재함을 보인다. 

이상 미국 정부의 제조업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전략과 제도를 

보았다. 이하에서는 미국 트럼프(Donald Trump) 정부와 서부 실

리콘 밸리 중심의 IT 대기업과의 관계를 보고자 한다.

미국의 IT 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시작 때부터 트럼프 

대통령과 껄끄러운 관계를 보였다. 특히 IT 실리콘 밸리에서는 반

(反) 트럼프 정서가 매우 강하게 형성돼 있었다. 대표적으로 애플, 

구글(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등과 같은 주요 

IT 기업을 들 수 있는데, 이들 IT 기업이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 

후원한 금액이 3000만 달러에 달한 반면, 트럼프 후보에게는 5만 

달러에 불과했다(박기록 2016). 후원 금액의 차이는 미 서부의 IT 

기업들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선호도를 단적으로 나타낸다. 게

다가 2016년 2월에 있었던 테러리스트들의 아이폰 암호 해제와 관

련해서 애플이 협조하지 않은 것 때문에, 트럼프는 애플에 대한 불

매운동을 벌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이에 대해 애플은 트럼프 

후보자 시절에 트럼프를 공식 대선 후보로 선출하는 공화당 전당

대회를 후원하지 않았다. 

이러한 미 IT 대기업들, 주로 미국 서부 실리콘 밸리에 위치하

는 IT 기업들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상대적으로 낮은 선호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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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성향에 기인한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IT

에 대한 부정적 인식 자체가 원인이기도 하다. 트럼프는 IT가 미국 

제조업의 일자리를 뺏는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태양광 등 친

환경 에너지 분야도 같은 맥락에서 본다. 또한 트럼프는 IT 업계의 

많은 제품 생산 공장이 해외에 위치한 것에 불만이며 이들 공장을 

미국으로 옮겨야 함을 주장했다(Thibodeau 2016). 이러한 트럼프

의 IT 산업계에 대한 탐탁지 않은 시선과 국제통상에서의 보호무

역주의 기조가 결합되어, 미국을 수출 시장으로 삼는 해외 IT 산업

계는 위기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연설과 함께 공식 집무를 시작하자마자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미국 우선주의 노선을 재차 강조하였다. 주

요 IT 및 제조업 대기업 경영자들과 가진 조찬 회동 자리에서는 기

업들이 자국 내 공장을 폐쇄하고 해외로 생산라인을 이전할 경우 

대규모 국경세를 떠안게 될 것이라는 위협적 언급을 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대대적인 세금 인하 및 규제 철회를 약속하며 채

찍과 당근을 병용하려 하였다. 이러한 트럼프의 행보는 소프트뱅

크(Softbank), 폭스콘(Foxconn)과 같은 IT 기업들은 투자를 결정

하게 하고, 삼성전자, LG전자 등의 기업들도 미국 내 생산기지 설

립을 고민하게 만들었다(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7). 

트럼프 정권과 IT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은 비교적 안 좋은 

관계에서 시작했으나, 당선 이후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한 시

도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당선 후 얼마 되지 않은 2016년 12월 14

일 뉴욕의 트럼프타워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미국을 대표하

는 IT 기업 최고경영자들 12명과 첫 회동을 가졌다. 이 12명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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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CEO인 팀 쿡(Tim Cook), 구글의 공동 창업자인 래리 페이지

(Larry Page) 알파벳 CEO, 에릭 슈미트(Eric Schmidt) 알파벳 회장, 

일론 머스크(Elon Musk) 테슬라(Tesla) CEO, 제프 베조스(Jeffrey 

Bezos) 아마존 CEO, 셰릴 샌드버그(Sheryl Sandberg) 페이스북 최

고운영책임자(COO),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Oracle), 아

이비엠(IBM), 시스코, 팔란티르테크놀로지(Palantir Technologies)

의 CEO 등이 포함됐다.

첫 회동에서는 기존의 껄끄러운 관계에도 불구하고, IT 기업

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는 우호적인 언사를 내비쳤다. 또한 동 회

동에서 트럼프는 자신이 소리 높여 온 보호무역주의와 엄격한 이

민 규제에 대해서도 유화적인 언급을 하였다. 왜냐하면 이들 IT 기

업들에게 보호무역주의와 엄격한 이민 규제는 해외 고급 인재들

의 비자 발급이 어려워지거나 해외 생산기지에 대한 손실을 의미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첫 회동은 월스트리트저널(The Wall Street 

Journal)로부터 당선 후 변화된 모습이라는 호평을 받기도 하였으

며, 폴리티코(Politico)로부터도 트럼프와 IT 업계의 잠정적 휴전이

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정종문 2016).

2차 ‘테크 서밋(Tech Summit)’은 6개월 만인 2017년 6월 19

일에 열렸다. 이 자리는 낙후된 정부 전산망을 개혁하기 위한 ‘미

국기술위원회(American Technology Council, ATC)’ 출범식을 겸한 

자리가 되었다. 이 모임을 통해 드러난 것은 트럼프와 실리콘 밸리 

간에 명백한 갈등 전선이 형성되어 있지만, 서로 간의 공통의 이익

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트럼프의 세재 개혁안에는 현행 

법인세율을 35%에서 15%로 낮추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이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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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콘 밸리 IT 기업들이 해외에 보유 중인 현금의 본국 송환에 도움

이 되는 방안이다. 또 트럼프의 반 규제 정책에는 실리콘 밸리 스

타트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정종문 2016).

이러한 회동으로 트럼프 정권과 IT 기업들 간에 관계에 대해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첫째, 트럼프 정권으로서는 연방정부의 

낙후성을 개선하고, 실리콘 밸리 중심의 IT 기업들의 기술혁신성이 

트럼프 정권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기술혁신 등과 같은 경제성과

에 빼놓을 수 없는 주역이라는 인식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는 연

방정부와 IT 기업들 간에 공통의 이익이 있으며 이를 위해 손을 잡

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트럼프는 2차 테크 서밋에

서 “정부는 민간기업의 기술 수준을 빨리 따라잡아야 한다.”, “우

리는 지금껏 없었던 방식으로 민간분야의 창의성을 공공 서비스에 

제공하려 한다.”, “연방정부는 56년 전의 낡은 데이터 시스템을 여

전히 사용하고 있고, 심지어 국방부는 아직도 플로피 디스크를 사

용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에서도 그러한 인식이 드러난다(김현재 

2017b). 둘째로, IT 기업들 입장에서도 트럼프 정권과 다른 점은 

있을지언정 이익이 있는 한 함께 손을 잡고 가는 입장인 듯하다. 

이러한 선택은 불가피하기도 하다. 왜냐하면 연방정부는 몇몇 IT 

기업의 최대 고객인 경우도 있고, 잠재적인 규제 권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여전히 껄끄러운 부분은 서로 간

에 존재한다. 예를 들어 두 번째 회동에는 파리기후협약 탈퇴 선언 

직후 트럼프 행정부 경제자문 위원직(Trump’s economic advisory 

committee)을 사퇴한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의 이름은 없었

다. 또한 페이스북 CEO인 마크 저커버그(Mark Zuckerberg)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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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충돌을 이유로 불참했다. 이러한 불편한 관계를 염두에 두어서

인지 두 번째 ‘테크 서밋’에 대해 공개된 회의록에서는 이민자, 암

호화 등의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았다. 이는 특히 기

존의 애플과 FBI 간의 테러용의자 아이폰 해독 관련 충돌 사안을 

비껴가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2차 ‘테크 서밋’에서 출범한 ATC에 대한 논의를 간단히 할 필

요가 있다. ATC는 미국 정부가 IT 전문위원회를 만들어 정부의 IT 

인프라스트럭쳐(infrastructure)의 현대화 그리고 미국 국민들을 위

한 디지털 서비스 혁신과 현대화를 꾀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도널

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5월 1일 ATC 출범을 위한 대통령령

에 서명했다. ATC 형성 시기가 논란이 되었던 것은 그 형성의 시

기가 트럼프의 파리기후협약 탈퇴에 대한 IT CEO들의 실망을 표

현한 바로 직후라는 것이다. 그리고 당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인 재러드 쿠슈너( Jared Kushner)가 러시아의 대선 개입과 관련

하여 FBI의 수사를 받고 있기도 한 시기였다. 쿠슈너는 ATC의 수

장을 맡을 예정이었다. 참고로 ATC와 유사한 기구로 과거 오바마 

정권 때는 2010년에 추진된 “Cloud First Initiative(or cloud first 

policy)”가 있었는데, 이 기구는 불필요한 데이터 센터들을 제거하

기 위해 설립되었다(김현재 2017b).

ATC 책임자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제너럴모터스에서 일한 

경험이 있으며, 최고 백악관 고문(top White House advisor)인 크

리스 리델(Chris Liddell),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이자 최고 고문

(counselor)중 한 명인 쿠슈너가 맡았다. 위원회는 리델 이사와 트

럼프 대통령, 마이크 펜스(Mike Pence) 부통령 외, 국방 장관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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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안보부 장관 등 정부 인사들과 애플 CEO 팀 쿡, IBM CEO인 지

니 로미티(Ginni Rometty), 마이크로소프트 CEO 사티아 나델라

(Satya Nadella), 아마존 CEO 제프 베조스, 오라클 co-CEO인 사

프라 캣츠(Safra Catz), 그리고 구글 알파벳 의장인 에릭 슈미트 등

을 포함한 19명으로 구성된다.4 여기에는 작은 스타트업 회사인 벤

처 캐피탈(venture capital) 회사인 OpenGov도 참석했는데 회사 

규모로 봐서 이례적이라는 논란이 있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

르면, OpenGov는 벤처 회사인 Thrive Capital로부터 재정지원

을 받고 있으며, Thrive Capital은 재러드 쿠슈너의 형제인 조슈

아 쿠슈너(Joshua Kushner)에 의해 운영되어진다고 한다. 재러드 

쿠슈너도 2017년 초까지 이사회 위원이었으며 자신의 지분을 연

초에 조슈아 쿠슈너에게 매각하였다. ATC가 전형적인 정실인사

(cronyism)를 위한 도구라고 여겨지는 이유이다.5 

트럼프 행정부와 실리콘 밸리 IT 기업들의 여태까지의 관계는 

대체로 보아 순탄치 않은 과정을 겪어 왔으며 명암이 혼재한다고 

할 수 있다. 부정적인 관계는, 우선 최첨단 IT 기업 집단인 실리콘 

밸리 CEO들이 트럼프 정부의 주요 정책에 반대의사를 분명하게 

4　 이러한 관계의 한 예로 아마존 클라우드 사업 부문인 AWS가 미국 중앙정보부

(CIA) 등 중앙정보기관을 위해 설계한 클라우드 서비스 ‘시크릿 리전’을 출시한 

것을 꼽을 수 있다. 미국 경제 전문 방송 CNBC와 비즈니스인사이더 등 외신은 20

일(현지시각) AWS가 공공 부문 고객을 위한 최초의 서비스를 최강자로 올라섰다

고 보도했다. AWS는 2013년 CIA와 6억 달러(6579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

다. 시크릿 리전 계약은 AWS가 CIA에게 향후에도 계속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것

임을 의미한다. 

5　 2017년 6월 모임에 참석한 명단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http://www.busi 

nessinsider.com/who-is-on-trumps-american-technology-council-20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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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히는 데서 명확히 드러난다. 예를 들어, 애플 CEO 팀 쿡은 2017

년 9월 공식화된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DACA)’ 폐지 방침에도 강하게 반발하였다. 팀 

쿡은 DACA반대 의사를 트위터에 올리며 자회사인 애플 내에 250

명의 ‘드리머(Dreamer)’제도를 통해 입사한 사람이 존재한다고 밝

힌 바 있다(정미하 2017). DACA 폐지와 관련한 시민단체 청원에는 

팀 쿡뿐 아니라, 페이스북과 AT&T, 베스트바이(Best Buy) 등을 포

함해 400여 명의 미국 내 주요 IT 유통업계 CEO들이 대거 참여키

로 한 바도 있다. 미국 내 주요 IT 기업 대표들은 DACA뿐 아니라 

트럼프 정권의 성전환자의 군 복무 전면 금지 계획에도 반대한 바 

있다. 

트럼프 정부와 실리콘 밸리와의 충돌은 비단 DACA를 둘러싼 

이민자 문제뿐 아니라, 테러리스트 용의자의 아이폰 암호 해제와 

관련한 프라이버시와 사이버보안 문제, 그리고 ‘표현의 자유’ 문제

까지 다기에 걸쳐 드러났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트위터

와도 충돌했다. 일례를 들자면, 미 국토안보부는 2017년 3월 14일 

세관국경보호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요원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특히 국토안보부 산하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국(United State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의 행동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ALT_USCIS’ 계정의 실제 

개설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데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는 행정명

령서를 트위터에 전달한 적이 있다. 이에 대해 트위터는 4월 6일 

거부의 뜻으로 법원에 소송을 냈다. 트위터는 소장에서 “CBP는 

계정 소유자의 실명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IP 주소 등의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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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할 권리가 없으며 우리 고객들은 익명과 가명으로 정치적 발

언을 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를 갖고 있다”며 언론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미국 수정헌법 1조를 적시했다(허재경 2017). 그러자 국토안

보부는 4월 7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인 트위터 계정 정보 

제출 요구를 철회했다. 그리고 트위터도 국토안보부가 이용자 계

정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며 제출한 법원 소송을 취하했다. 

자칫 트럼프 행정부와 실리콘 밸리 간에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첫 

대형 충돌로 비화할 소지가 있던 이 사건은 미국 정부가 재판 시작 

전에 정보 제출 요구를 공식 철회하며 막을 내렸다.

트럼프 행정부와 실리콘 밸리 IT 기업 간의 관계는 2017년 12

월 14일 망 중립성 원칙의 폐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드러났다. 미

국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는 

망 중립성 규제 폐기 최종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FCC의 공화당 

추천 위원 3명이 찬성표를 던지며 이 안건은 3 대 2로 통과된 것이

다. 망 중립성은 원래 이동통신 사업자가 데이터 제한(Data Cap), 

속도 조절(Throttling) 등의 방법으로 영화·게임·스포츠 중계 등 

각종 콘텐트 사업자를 차별하는 행위를 막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

런데 공화당의 시각은 망 중립성 원칙이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것

이다. 사실 이 원칙은 오바마 행정부 당시 ‘차별 없는 인터넷 이용’

을 위해 망 중립성의 원칙을 담은 2015년에 제정된 ‘오픈인터넷규

칙’에 기반한다. 이 원칙의 폐지를 위한 움직임의 징조는 2017년 3

월 말부터 드러나기 시작했다(김현재 2017a). 그러나 그때 당시만 

해도 잇단 정책 실패를 맛보고 있던 트럼프 정권에서는 불가능으

로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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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아짓 파이(Ajit Pai)를 FCC 위원장으

로 임명하며 구글이나 아마존 등 40여 개 기업이 포함된 미국 인

터넷협회가 FCC에 망 중립성 원칙 폐기 투표를 연기해 달라고 촉

구하는 서한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망 중립성 규제 폐기를 추진

했다. 망 중립성 규제 폐기 최종안이 통과됨에 따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 ISP)를 전기통신 서비스 사업자

에서 정보 서비스 사업자로 분류해 시장의 원칙에 따라 요금에 따

른 인터넷 트래픽 차별을 할 수 있도록 합법화할 수 있게 되었다. 

다시 말해, AT&T나 버라이즌(Verizon), 컴캐스트(Comcast) 같은 

통신사들, 즉 ISP가 특정 트래픽의 속도를 늦추거나 아예 특정 트

래픽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대다수 실리콘 밸리 

기업들이 성장을 거듭할 수 있었던 것은 저가의 초고속인터넷 시

스템 덕택이기도 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변화, 즉 망 중

립성 규제 폐기가 IT 기업들에게 의미하는 바는 크다. 환언하자면, 

페이스북·구글·유튜브가 독주했던 미국 콘텐트 시장 판도가 버라

이즌, AT&T 등 이동통신업체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동할 수도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손재권 2017).

한편, 미국의 망 중립성 원칙 폐기가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

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견된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우리나라의 

ISP들은 기간통신사업자로 분류돼 망 중립성 원칙 준수가 의무화

돼 있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의 공화당이 인터넷을 사유재로 인식

하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 공유재로 보고 있는 관점의 차이

에 기인하기도 한다(Grenoble 2017).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

에서 망 중립성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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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허완 2017). 그리고 통신 관련 정책가들이나 전문가들

은 국회 관련 입법안도 망 중립성 원칙을 강화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인식을 같이 한다(김현아 2017).

여하튼 위와 같이 IT 대기업들의 트럼프 정책에 대한 반대가 

트럼프 정권과 종종 첨예한 갈등으로 비화되어, 양자 간의 관계가 

껄끄러운 관계로 일색되기 쉽지만 다른 면모도 존재한다. 즉, 주요 

정부 정책들에 명백한 반대를 내는 IT 기업들이지만, 트럼프 행정

부를 상대로 엄청난 로비자금을 쓴 것이 드러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도 또한 계속해서 IT 기업들에 당근으로서의 유인책을 내놓

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전자의 경우 예를 들어, 아마존, 애플, 구

글 등 실리콘 밸리 IT 거대기업들이 2017년 4월에서 6월까지 3개

월간의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쓴 로비자금이 1천만 달러에 육박

한다고 보도되었다. 이는 미국 정부가 ATC를 통해 IT 인프라를 혁

신하고 드론과 다른 신흥 기술에 대한 규제를 다룬 시점과도 중첩

된다. 또한 트럼프 정권의 이 시기는 사생활 보호와 이민, 및 세재 

개혁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연방정부의 정책이 형성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IT 대기업들의 로비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다음과 같

다. 애플은 4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세재 개혁, 이민 정책 등과 관

련한 로비 자금으로 220만 달러를 지출하였으며, 이는 지난해 같

은 기간의 약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김재섭 2017). 구글은 이 

기간 실리콘 밸리 대기업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인 540만 달러를 

지출했다고 밝혔다. 아마존 또한 홀푸드(Whole Foods) 인수 등

으로 기업 규모를 늘리고 있는 과정에서 340만 달러의 로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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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출했다(Rossignol 2017). 페이스북도 2009년 이래 전례 없는 

321만 달러의 로비자금을 쏟아 부었다(Neidig 2017). 이민, 감시, 

연결성 관련 사안들에 대해 로비를 벌였으며, 특히 이 시기가 정

책 변환기이기도 하지만, 거짓 뉴스(fake news)와 정치 과정에서

의 역할에 대해 많은 공격을 받고 있던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이들 기업의 로비가 세재 개혁에 더 집중돼 있을 가능

성 크다는 IT 전문 매체 리코드(Recode)의 보도도 나온다(McCabe 

2017). 

전자가 IT 대기업들의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로비행태였다

면, 후자인 트럼프 행정부의 이들 기업들에 대한 유인책은 어떤 것

이 있었을까. 이러한 유인책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법안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트럼프 행정부의 2017년 12월 2일 미 상원을 

통과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법안은 IT 기업들에 대한 당근책으

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파이낸셜 타임즈(Financial 

Times)에 따르면, 애플은 470억 달러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전망된다.6 애플은 여타 미국 회사들과 35%의 법인세를 내기보다

는 해외 소득을 국외에 잔류시키는 방식을 택해 왔다. 애플은 마

이크로소프트, 시스코, 오라클, GE 등의 기업들보다도 월등히 많

은 해외 자산을 가지고 있으며, 대략 총 미국 회사의 해외 보유 재

산의 5분의 1을 차지한다. 애플은 780억 달러의 세금을 내야 하지

만, 통과한 법안에 의하면 310억 달러의 세금만을 물게 되며, 470

억 달러의 차액이 나게 된다. 이 금액은 미국의 그 어떤 회사의 연

6　 https://www.ft.com/content/56c69df6-d9db-11e7-a039-c64b1c09b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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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이윤을 초과하는 금액이다(Romm 2017). 

III  결론

이 장은 미국의 4차 산업혁명 관련 담론, 전략 그리고 제도들에 대

해 고찰했다. 이 장에서는 우선, 4차 산업혁명론 담론을 개괄했다. 

미국의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담론을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에 어

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전망과 규범적 주장들로 정리하고 네 

가지 주요 논점들에 대한 담론을 소개했다. 이러한 논점들로는 4차 

산업혁명이 새로운 혁명인가 아닌가,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기술혁

신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은 어느 정도이어야 하는가, 4차 산업혁

명이 경제개발과 빈부격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이 정치적 권리와 민주적 권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를 다루었다. 

둘째, 민간 주도로 전개된 전략과 제도들을 살펴보았다. 여기

서 민간은 주로 대기업들을 지시하며, 이들을 다시 제조업 중심의 

기업과 미국 서부 실리콘 밸리 중심의 IT 대기업으로 대별하여, 각

각의 전략과 제도 전개를 위한 이니셔티브를 소개하였다. 제조업 

중심의 대표적 이니셔티브로는 제너럴 일렉트릭(GE) 주도의 ‘산

업 인터넷’ 개념 설립을 들 수 있다. 산업 인터넷이란 “산업 사물인

터넷”이라고도 불리며, 산업 현장에서 생각하는 기계, 첨단 분석기

술, 작업자를 서로 연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개념이 중요한 것

은 GE가 디지털화의 선두에 나서서 직접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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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으로 변하고자 한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을 때에 내세운 슬로건

이 산업 인터넷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산업 인터넷”이라는 용어

가 중요한 이유는 모호하고 방대한 의미를 지녔던 “4차 산업혁명”

이라는 용어를 구체성을 지닌 슬로건으로 대체했기 때문이다. GE

는 나아가 2014년 3월에는 인텔과 시스코와 같은 미국의 대표적인 

IT 대기업들과 산업 인터넷 컨소시엄(IIC)을 구성하였다. 이와 같

이 GE는 미국 산업 인터넷에 있어서 일련의 변화를 주도하며, 미

국이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는 데에 주

도적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 

이러한 제조업 중심의 대기업 그룹의 다른 한편에는 서부 실

리콘 밸리의 IT 대기업들이 존재한다. 이들도 새로운 디지털 시대

에 적응하기 위해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 클라우드에 역점을 두고 있다. 아마존 웹 서비

스(AWS)의 약진, 마이크로소프트는 2013년부터 대대적인 조직 개

편을 시행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더 이상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회사가 이난 생산성과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재도약할 계획 

수립, 애플의 2015년 얼굴표정 인식 기술개발 스타트업인 ‘이모션

트’ 인수와 같은 노력들은 4차 산업혁명의 조류에서 뒤쳐지지 않

기 위한 치열한 경쟁과 혁신을 나타내고 있다. 

셋째로 이 장은 정부 주도의 4차 산업혁명 전략과 제도 그리고 

정부와 기업 간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정부의 주목할 만한 움직임

으로는 2011년 오바마 대통령에 의한 선진 제조업 파트너십(AMP) 

형성을 들 수 있다. AMP 형성을 통해 제조업 자체의 발전뿐 아니

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제조업과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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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서비스의 결합을 통해 기업의 가치 향상과 경쟁력 향상을 도

모하고자 하였다. AMP는 대통령 과학기술자문위원회(PCAST)에

서 제안되었다. PCAST는 후속 보고서를 내놓는데, 이는 ‘선진 제

조업을 위한 국가 전략 계획’으로 명명되었으며, 연방정부 차원

에서의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 2012년에

는 AMP의 운영위원회가 최종보고서라 할 수 있는 ‘선진 제조업에

서의 국내 경쟁 우위 점유하기’를 내놓는다. PCAST는 이 보고서

를 채택하는데, 여기에는 16가지의 주요 제언이 담겨 있으며, 이

들은 혁신을 가능케 하기, 재능 확보하기, 비즈니스 환경 개선하기 

등 세 영역으로 요약될 수 있다. 후속적으로 백악관은 2013년 9월

에 AMP2.0을 발표했고, 이 보고서도 PCAST에 의해 채택된다. 미

국 정부는 이러한 이니셔티브 말고도 여러 전략과 정책적 도구들

을 사용했는데, 경쟁력 정책 추진, 연구개발자금 지원, 교육훈련인

프라 설립, 산업박람회 개최, 그리고 통상정책 등을 들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담론, 전략, 그리고 제도 형성에 있어 정부와 민

간의 관계도 중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이 장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의 미국 정부와 IT 대기업들 간의 관계 또한 조명하였다. 대체

적으로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면서, IT 대기업들과의 관계는 명암

이 뚜렷이 대비되어 나타났다. 종종 IT 대기업들은 정부의 주요 정

책들과 충돌하는 모습이 부각된다. 충돌이 비화되는 쟁점적 정책

들로는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를 둘러싼 이민자 문제, 보

호주의 무역주의에 대한 우려, 테러리스트 용의자의 아이폰 암호 

해제와 관련한 프라이버시와 사이버보안 문제, 그리고 ‘표현의 자

유’ 문제까지 포함하며, 다기에 걸쳐 드러났다. 그러나 이러한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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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와 IT 대기업들 간의 공생 관계도 나타

난다. IT 대기업들은 트럼프 정부에 거액의 로비를 해가며 4차 산

업혁명의 제도와 규제 형성에 영향력 행사를 아끼지 않았고, 트럼

프 정부도 정권의 경제적 성과 창출을 위한 IT 대기업들의 협조를 

얻기 위해 세재 유인책과 정책 논의 모임을 계속 꾀하고 있다. 

이 장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가진다. 첫째, 최신 

미국의 4차 산업혁명론에서 보이는 담론, 전략, 그리고 제도를 볼 

수 있다. 급격히 진행되는 기술발달과 그에 발맞추어 계속해서 변

화하는 정치, 경제, 사회의 대응에 대해 업데이트하는 것은, 우리

의 대응과 향후 방향을 고민함에 있어 반드시 요구되는 사실 확인 

작업이다. 둘째, 미국의 4차 산업혁명론에서 보이는 담론, 전략, 그

리고 제도를 탐구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모호하고 추상적

인 슬로건을 미국이 실제로 어떻게 채우고 있는지를 볼 수 있게 한

다. 미국은 4차 산업혁명론과 관련한 담론, 전략, 그리고 제도를 

통해 자신의 강점을 살리는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4차 산업혁

명 슬로건을 채우며, 미래사회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지속시켜 나

가려는 의도가 보인다(김상배 2015; 2017). 물론 이는 비단 미국만

이 아니라, 독일, 일본, 중국에서도 유사하게 보이는 현상이다(최계

영 2016; 하원규·최남희 2015; 그리고 이 책의 다른 논문들). 따라서 셋

째,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응하고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의도

를 파악하고, 미국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아무 고찰 없이 모방하기

보다는, 한국이 강점으로 가지는 분야를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

는 기술에 접목시켜 한국적 4차 산업혁명 대응과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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