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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4차 산업혁명론의 국제정치학 

일본은 
비록 독일에 비해 늦기는 하였으나 4차 산업혁명에 대

하여 국가 차원의 전략적 대응책을 수립하기 위해 다각

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신산업구조 비전’(新産業構造ビジョン)이나 

‘일본재흥전략’(日本再興戦略)에서 4차 산업혁명을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일본의 대

응이 개별 부처 차원이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

다. 이 글은 일본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국가 전략을 추구하는 동기를 네 

가지 차원에서 이해한다. 첫째, 일본이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국가 전략에 적극성

을 보이는 이유는 일차적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초래될 기술적ㆍ산업적 파

급 효과가 광범위하게 확산될 것이라는 시대적 추세에 대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

다. 둘째, 일본 정부는 아베노믹스에서 나타나듯이 장기간 침체에 빠진 일본 경제

의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하는 난제를 해결하기 위

한 수단으로서 4차 산업혁명을 긴밀하게 활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셋째, 일

본 정부는 일본재흥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업구조의 변화를 추진해왔는데, 

4차 산업혁명은 일본 정부의 이러한 노력을 촉진하는 새로운 계기를 제공한다. 

넷째, 일본의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인구구조의 변화 및 사회환경의 변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인식에 기반한 정책의 수립이 요구되는데, 사물인터넷, 로봇, 빅데

이터 등을 활용한 기술혁신의 활용은 이러한 목표에 부합한다는 판단이다.  

Although it was retarded, Japan is making a multifaceted effort 

to promote national strategies in adapting to the Fourth Indus-

trial Revolution. As demonstrated in “New Industrial Structure Vision” 

and the “Japan Reconstruction Strategy,” Japan takes a whole-of-

세계정치28_본문_책_01.indb   138 2018-05-02   오후 2:28:15



1394차 산업혁명과 일본의 국가전략

government approach in pursuing the national strategy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departing away from the compartmentalized 

approach implemented at the level of individual ministries. The main 

features of the Japanese strategy are as follows: first, the Japanese 

government has tightly linked the national strategy of the Fourth  In-

dustrial Revolution to Abenomics because it saw the strategy was 

a useful means to increase the vitality of the Japanese economy. 

Second, the Japanese government sought to take advantage of the 

strategy to address Japanese social problems such as demographic 

change, labor shortage, and environmental change.

keywords 일본 Japan, 4차 산업혁명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아베노믹

스 Abenomics, 신산업구조비전 New Industrial Structure, Society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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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일본은 비록 독일에 비해 늦기는 하였으나 4차 산업혁명에 대하

여 국가 차원의 전략적 대응책을 수립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신산업구조 비전’(新産業構造ビジョン)이나 

‘일본재흥전략’(日本再興戦略)에서 4차 산업혁명을 공식적으로 언

급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4

차 산업혁명에 대한 일본의 대응이 개별 부처 차원이 아니라 범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일본 정부가 

2015년 6월 ‘일본재흥전략 2015: 미래에의 투자와 생산성’(「日本再

興戦略」改訂 2015‐未来への投資・生産性革命‐)에서 4차 산업혁명을 일

본의 개혁을 촉진하는 도전으로 명시한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日本

経済再生本部 2015, 10). 이후 4차 산업혁명을 명시적으로 사용하는 

일본 정부의 주요 문건만 보더라도 매우 다양하다. 2016년 일본경

제재생본부는 ‘일본재흥전략 2016: 제4차 산업혁명을 향하여’(日

本再興戦略 2016‐第4次産業革命に向けて‐)를 발표하였고, 같은 해 경

제산업성 산업구조심의회 역시 ‘산업구조 비전: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일본의 전략’(「新産業構造ビジョン」‐第4次産業革命をリードする

日本の戦略‐)을 발표하였다. 

뿐만 아니라 2015년 경제산업성 제조산업국은 로봇혁명실현

회의를 구성하여 ‘로봇신전략’(ロボット新戦略‐ビジョン・戦略・アクション

プラン‐)을 별도로 작성하는 등 제조업에 초점을 맞춘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도 하였다. 또한 2016년 내각부 종합과학기술ㆍ이노베이

션회의는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을 통해 ‘Society 5.0’ 개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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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함으로써, 일본이 4차 산업혁명을 기술적ㆍ산업적 차원의 대

응을 넘어 사회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처럼 일본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전략을 수립ㆍ실행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글은 일본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국가 전략을 추구하는 동

기를 네 가지 차원에서 이해한다. 첫째, 일본이 4차 산업혁명을 위

한 국가 전략에 적극성을 보이는 이유는 일차적으로 4차 산업혁명

으로 인해 초래될 기술적ㆍ산업적 파급 효과가 광범위하게 확산될 

것이라는 시대적 추세에 대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일본 

정부는 아베노믹스에서 나타나듯이 장기간 침체에 빠진 일본 경제

의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하는 난제

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4차 산업혁명을 긴밀하게 활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셋째, 일본 정부는 일본재흥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업구조의 변화를 추진해왔는데, 4차 산업혁명은 일본 

정부의 이러한 노력을 촉진하는 새로운 계기를 제공한다. 넷째, 일

본의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인구구조의 변화 및 사회환경의 변화

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인식에 기반한 정책의 수립이 요구되는데, 

사물인터넷, 로봇,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기술혁신의 활용은 이러

한 목표에 부합한다는 판단이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절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

한 일본의 대응을 검토하기 위한 선행 작업으로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본 인식을 고찰한다. 또한 일본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을 위

한 국가 전략을 수립ㆍ실행하는 정책적 배경이 되는 아베노믹스와 

일본재흥전략을 검토한다. 3절에서는 일본의 4차 산업혁명 국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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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을 산업구조의 개혁이라는 맥락에서 검토한다. 여기에서는 일본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하여 산업구조의 개혁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을 중점적으로 파악한다. 4절에서는 일본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을 산업적 차원을 넘어 사회 시스템 개혁에 활용하는 전략

을 검토한다. 출산율 저하 및 초고령화 등 급격한 사회환경의 변화

가 경제성장의 장애 요인이 된다는 전통적 인식에서 벗어나, 4차 산

업혁명을 활용하여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일본 정부

의 전략적 변화를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4차 산업혁명 

국가 전략에 나타난 일본의 특징과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한다. 

II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의 기본 방향과 정책적 배경

1. 기본 인식

일본 정부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제품의 제조만으로는 생존하

기 어렵기 때문에 ‘제조+기업’(ものづくり+(プラス)企業)이 요구된

다는 점에서 기초하여 제조업 변화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다. 사물

이 다른 사물, 서비스, 정보와 결합되어 부가가치를 높이는 ‘서비

스 솔루션’(サービス・ソリューション)이 4차 산업혁명시대 기업의 차별

화 요소이다. 이러한 변화에 직면한 기업들은 기술혁신에 기반하

여 ‘사물의 소유’(モノの所有)에서 ‘기능의 이용’(機能の利用)으로 변

화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일본 정부는 일본의 강점을 유

지하는 가운데 인력 부족과 복원력(レジリエンス)을 강화하는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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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経済産業省ㆍ厚生労働省ㆍ

文部科学省 2017).

일본 정부는 현재 일본뿐 아니라 세계 대다수 국가들이 직면

하고 있는 문제로 저출산, 지방 경제, 공동체의 피폐, 에너지, 환경 

제약, 식량 문제, 수질 문제를 지적한다(経済産業省 産業構造審議会 

新産業構造部会 事務局 2017). 아베 정부는 이 가운데 인구 감소, 산

업경쟁력의 약화, 환경 제약을 일본이 직면한 심각한 문제로 인식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과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에서 파생

된 기술 변화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ㆍ실행하고 있다. 아

베 정부는 2015년 6월 각의 결정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

응의 기본 방향을 기술적 차원이 아닌 산업구조, 더 나아가 사회 

시스템의 변화라는 거시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기업 및 경제계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아베노믹스

 

아베 총리는 2기 집권 이후 일본 경제를 회복하는 주요 수단으로서 

아베노믹스를 공표하였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아베노믹스는 확

장적 통화정책, 탄력적인 재정정책, 구조개혁 등 이른바 ‘세 개의 

화살’로 구성되었다.1 이 가운데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통해 경제 

회복을 위한 동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구조개혁을 단행함으로써 경

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혁신함으로써 경제성장률을 제고하겠다

1　 아베노믹스에 대한 일본 정부의 개괄적 설명에 대해서는 About Abenomics 

(2018) 참조. https://www.japan.go.jp/abenomics/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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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아베노믹스의 구상이었다.2 재정정책은 2013년 시작되어 

총 20.2조 엔이 투입되었는데, 이 가운데 10조 3천억 엔은 정부의 

직접 지출이었다. 규모 면에서 두 번째로 큰 대규모 부양책은 주요 

인프라 건설에 투입되었고, 2014년 4월 5조 5천억 엔이 추가 투입

된 데 이어, 2014년 12월 선거 이후 3조 5천억 엔 부양책이 계속

되었다. 그 결과 아베 정부의 예산 적자는 사상 최고 수준에 달했

다(McBride and Xu 2017). 

한편 일본은행의 자산 구입을 통한 통화정책은 아베노믹스의 

핵심이었다. 일본은행은 양적 완화를 통해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

하는 동시에 이자율을 마이너스로 하락시키는 과감한 조치를 취

하였다.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는 양적 완화가 시작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인플레이션이 1%를 밑돌자 6천 6백억 달러 규모에 달

하는 자산 매입을 단행하는 2차 양적 완화를 실행하였다. 이 정도 

규모의 대량 자산 매입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것으로 일본

은행이 보유한 자산 규모는 일본 GDP의 약 70%에 달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와 유럽중앙은행의 GDP 대비 자산 보유 비

중이 25% 이하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준임에는 틀림없다

(McBride and Xu 2017). 구로다 총재는 또한 2016년 1월 경제 활

성화를 위해 마이너스 이자율을 도입하는 결정을 하였다.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인 구조개혁은 규제 완화, 노동시

장과 농업 부문 자유화, 법인세 인하, 노동력 다양성의 증진 등을 

통해 일본 경제의 경쟁을 회복시키는 데 목표가 있다. 아베노믹스

2　 아베노믹스의 성과에 대해서는 アベノミクス 改革の断行(20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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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패는 궁극적으로 구조개혁에 달려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

다. 2014년 아베 내각이 법인세 인하, 농업 자유화, 노동시장 개혁, 

에너지·환경·의료 분야의 규제 혁파를 포함한 광범위한 개혁안

을 공표한 것도 이러한 지적의 타당성을 인정했기 때문이었다. 그

러나 의욕과는 달리 구조개혁은 TPP가 출범되지 못하는 등의 원

인으로 기대했던 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아베노믹스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에 의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아베 정부가 아베노믹스 2.0을 발표한 데는 기존의 아베노믹

스가 기대했던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 한 원인이 되었다. 물론 아

베노믹스의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아베 정부는 법인세 실효 세

율을 37%(2013년)에서 29.97%(2016년)로 인하함으로써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는 데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었고, 정치적으로 강력

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전력, 의료, 농업 분야의 규제 개혁에 착수

하기도 하였다. 전력ㆍ가스시스템의 경우, 소매시장의 전면 자유화

를 시행하는 등 60년 만의 개혁을 과단성 있게 실행에 옮겼다. 농

업 부문에서도 JA 全中 등 농업 단체를 개혁하고, 농지뱅크(農地バ

ンク)를 창설하는 등 예전에는 실행하기 어려웠던 개혁 조치들을 

속속 도입하였다. 또한 선진적 재생의료(再⽣医療)의 실용화를 위

한 여건 조성을 위해 실용화를 위한 기간 대폭 단축하는 성과를 올

리기도 하였다. 

아베 정부는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기업지배구조의 개혁에도 

착수하여 2,000개 이상의 상장기업에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였다. 

회사법을 개정하여 사외이사(社外取締役) 선임에 관한 설명 의무를 

도입하였고, 그 결과 2016년 도쿄 증시 1부에 상장된 기업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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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가 사외이사를 선임하였다. 또한 ‘일본판 스튜어드십 코드’(ス

チュ…ワードシップコード)를 도입하여 214개 기관투자가들이 수탁자

로서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기업 경영진의 의사결

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주었다(スチュワードシップ・コードに関する

有識者検討会 2017). 특히, 2014년 공적연금인 ‘연금적립금관리운

용독립행정법인’(Government Pension Investment Fund, GPIF)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채택한 것을 계기로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환원 정책이 확산되었다. 

개혁의 결과 일본의 명목 GDP가 493조 엔에서 549조 엔으

로 증가하였고, 근로자의 수가 190만 명 증가하여 실업률이 4.5%

에서 2.8%로 감소하였다.3 기업의 이익 또한 26조 엔 증가하여 사

상 최대인 75조 엔을 기록하였고, 세수 또한 15조 4천억 엔이 증

가하여 57조 7천억 엔에 달하는 성과를 도출하였다(“Abenomics is 

Progressing” 2018).

아베 정부는 이러한 배경에서 2016년 ‘아베노믹스 2.0’을 발

표하였다. 일본의 경우 4차 산업혁명이 인구가 감소하는 시기에 

진행된다는 점에서 노동력 확보 및 효과적 배치를 위한 정책적 대

응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그 핵심에는 노동시장 유연성 향

상과 IT 교육 확대가 있다. 아베노믹스 2.0은 2021년까지 일본의 

GDP를 600조 엔(약 5조 달러)까지 증대시키고, 출산율을 현재의 

1.8명으로 높이며, 현재 인구 약 1억 2천 7백만 명이 1억 명 이하

로 감소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Will Abenomics 

3　 이 수치는 2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https://www.japan.go.jp/abe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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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Be Enough to ‘Bring Japan Back?’”). 일본의 경제활동인구는 지

난 10여 년간 6%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경우 향후 

50년간 노동력의 약 1/3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9월 

아베 총리는 출생률을 높이고 사회보장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

춘 ‘아베노믹스 2.0’을 통해 인구 감소 추세를 역전시키기 위한 범

정부 차원의 개혁을 가동하였다. 특히, 노동시장 개혁은 여성의 고

용률을 현재의 68%에서 2020년 73%까지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

로 하고 있다. 아베노믹스 2.0이 ‘위미노믹스’(womenomics)라고 

불리는 것은 이 때문이다.4 아베 내각은 또한 노동 개혁을 통해 정

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을 완화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는 연장 근무 문화를 개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官邸 2017).

아베노믹스 2.0은 이러한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 새롭게 준비

되었다. 아베노믹스 2.0의 특징은 기존 아베노믹스가 추진했던 세 

개의 화살이 하나로 통합되었다는 데 있다. 이는 확장적 통화정책

이 이제까지와 같이 유지될 것임을 시사한다. 아베노믹스 2.0의 두 

번째 화살은 육아 지원이다. 그 핵심은 출산율을 기존 1.4에서 1.8

로 향상시키겠다는 것이다. 이 역시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

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아베노믹스 2.0의 세 번째 화살은 사회보장이다. 이 정책은 

간호 때문에 경제활동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

져 있다. 이는 일본 인구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가 간호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에서 이탈할 경우, 경제에 미치

4　 원래 시안에는 2020년 여성이 기업 고위직의 1/3을 차지하도록 계획되었으나, 

15%로 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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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인식한 데 따른 것이다(Shimizu 2015).

2014년 기준 일본 GDP 491조 엔, 일인당 출산율이 1.4명인 

현실을 감안하면 야심차면서도 구체성을 결여한 목표라고 할 수 

있다. GDP 600조 엔을 달성하려면 향후 5년간 일본의 연평균 경

제성장률이 3%에 달해야 하는데, 최근 5년간 일본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은 1.7%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일본은행이 일본의 잠재성

장률을 0% 초중반으로 추정한 것을 감안하면 목표가 과도하게 설

정되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노믹스 2.0

에는 목표 설정만 제시되어 있을 뿐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에 대한 구체적 방법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비판적 평가를 받

고 있다. 즉, 아베 정부가 실행한 적극적인 정책들이 경제 하강을 

방지하는 데는 긍정적 역할을 하였으나, 장기적 효과를 담보하기

에는 미흡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설비투자, 소비 성향 등 민간

의 활력이 아직 충분히 회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수요 면에서

는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공급 면에서는 생산

성 향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구조개혁이 진행되더라도 일본의 

잠재 성장률을 상향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Lechevalier 

and Monfort 2017).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2단계 성

장전략이 필요하며, 그 핵심에는 제4차 산업혁명의 기술사회를 실

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잠재수요를 발굴하는 제품과 서비스

를 창출하고, 생산성 혁명의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

다(経済産業省 産業構造審議会 新産業構造部会 事務局 2017). 아베 정

부는 이러한 맥락에서 제5의 성장전략으로 불리는 ‘미래투자전략’

(未来投資戦略)을 수립하였다(内閣官房⽇本経済再⽣総合事務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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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투자전략은 단순한 투자 촉진을 위한 전략이라기보다는 아베

노믹스와 성장 전략의 성과를 기반으로 일본 사회가 지향해야 하

는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의미가 있다.5

3. 신성장전략과 일본재흥전략

아베 정부는 아베노믹스와 4차 산업혁명을 생산성 향상의 계기로 

보고 신성장전략 초안을 발표했다. 아베 총리는 2016년 5월 개최

된 제27차 산업경쟁력위원회에서 신성장전략 성공의 핵심은 4차 

산업혁명이 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아베 총리는 일본이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거나 현재의 한계에 직면한다면 향후 다른 국가들

과 경쟁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Industrial 

Competitiveness Council 2016). 일본 정부는 아베노믹스 2.0이 목

표로 설정한 2021년 GDP 600조 엔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할 것임을 명확히 하고, 2016

년 5월 각의 결정을 통해 신성장전략을 채택했다. IoT와 로봇은 

개인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하고, 특

히 공급체인이 IoT로 연결됨으로써 상품을 적시에 공급하고 불필

요한 재고를 최소한의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일본 산업 전반을 혁

신하는 데 중요한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파생되는 기회를 활용하는 데 실패할 경우 

해외 기업의 하청기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급한 

5　 2017년 발간된 ‘미래투자전략’의 부제가 ‘Society 5.0의 실현을 향한 개혁’인 데

서 일본 정부의 의도가 잘 나타난다(内閣官房⽇本経済再⽣総合事務局 2017).

세계정치28_본문_책_01.indb   149 2018-05-02   오후 2:28:30



150 4차 산업혁명론의 국제정치학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인식이다. 

산업정책 차원에서는 특히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보틱스를 

활용한 보건, 무인자동차를 활용한 교통, 규제 개혁을 통한 핀텍크

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外務省 2017). 첫째, 일본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계기로 개발되고 있는 신기술을 보건 분야에 활용하겠

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인터넷을 활용한 원격 의료 촉진, 인공지

능, IoT, 빅데이터, 로보틱스를 보건 분야에 활용하도록 관련 산업

들을 진흥하겠다는 목표이다. 일본 정부가 정책적 우선순위를 부

여하고 있는 두 번째 분야는 교통이다. 무인자율주행기술이 가능

한 한 조기에 도입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조속히 개혁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드론 기술이 해외의 서비스 기업들에 의해 

빠르게 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일본에서도 배달 등에 드

론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제 개혁을 서두르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핀테크 역시 4차 산업혁명에서 파생된 기술을 

활용하기에 적합한 분야로 선정하였다. 일본 정부는 특히 금융기

관과 핀테크 간 개방적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은행법을 개정하기

로 하였다. 이밖에도 24시간 은행 간 결제 시스템을 수립하고, 현

금 없는 경제를 촉진하기 위해 신용카드 결제 영수증을 디지털화

하며, 해외 발급 신용 및 은행 카드로 결제 가능한 현금자동지급기

를 확대 보급하는 등의 개혁을 최대한 빨리 실행에 옮기기 위해 노

력하고 있다.

한편, 아베 총리는 재집권 직후인 2013년 이후 2017년까지 모

두 5차례에 걸쳐 일본재흥전략을 발표하였다. 일본재흥전략은 민

주당 정부하에서 수립된 신성장전략(2010)과 일본재생전략(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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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반하여 아베 정부가 새롭게 수립한 일본의 경제성장 전략을 

담은 문서로 매년 발간되고 있다. 일본재흥전략은 아베노믹스의 

금융, 재정, 구조개혁을 바탕으로 일본의 경제성장 전략의 기본 방

향을 제시한 문서이다. 특히 2016년판은 부제 ‘제4차 산업혁명을 

향하여’에서 알 수 있듯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5차 계획인 ‘일본재흥전략 2017’은 이를 더

욱 구체화하였다. 부제가 ‘산업경쟁력 강화에 관한 실행계획’인 데

서 나타나듯이, 보건의료, 운송 혁명, IT 기반의 공급 체인 형성, 

안락한 인프라와 도시 개발, 핀테크 등 4차 산업혁명과 밀접하게 

연계된 5대 성장 분야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AI를 활용하여 원격 진료와 처방을 활

성화하고, 자율 주행차와 드론 개발을 통해 운송 혁명을 추진한다

는 것이다. 

III  4차 산업혁명과 산업구조개혁

일본 정부는 2020년까지 4차 산업혁명 관련 시장 규모가 30조 엔

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핵심 과제를 선정했

다. 2016년 5월 아베 총리가 제시한 구조개혁의 요점은 다음과 같

다. 일본 기업들이 빅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하는 데 필요한 플랫

폼의 형성을 촉진하고, 혁신을 촉진할 규제 개혁을 선도하며, 4차 

산업혁명의 승자가 되기 위해 초등학교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교

육의 의무화, IT 능력 시험 등을 도입하는 등 인력 개발을 위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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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한다는 것이다. 

아베 정부는 이러한 개혁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어야 GDP 600

조 엔 달성이라는 목표가 실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베 

정부는 일본이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하는 데 이를 진두지휘할 콘트

롤타워로서 민관위원회를 설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4

차 산업혁명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미래상을 민

관이 공유하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중기 목표를 구체적으

로 설정하고, 목표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모든 요소를 포함한 로드

맵을 작성하는 한편, 단기간에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혁도 추

진한다는 것이다.

산업구조심의회는 2015년 4월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구조 

개편에 대한 중간 점검을 실시하였다(経済産業省 産業構造審議会 新

産業構造部会 2015). 이 위원회는 일본의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는 

그림 4-1. 일본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추진 전략

출처: Council of Industrial Competitiveness of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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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에 진입함에 따라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의 구조적인 문제에 직

면하게 되었다고 보고, 이러한 제약 요인을 타파하지 않으면 경제

성장이 정체 상태를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를 위해 

(1) 새로운 이노베이션에 기반한 생산성 혁명을 통해 잠재성장률

의 향상(공급 측면), (2) 이노베이션의 성과를 사회적 필요에 부응

하는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로 디자인함으로써 잠재 수요 발굴(수

요 측면)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 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해 경제사회 시스템

을 개혁하는 것이 일본이 새로운 성장 단계로 이행하는 데 관건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1) 정보 제약의 극복, (2) 물질

적 제약의 극복을 위해 혁신적 제품과 서비스의 창출(수요 측면), 

공급 효율성의 향상(공급 측면)의 두 가지 관점에서 산업의 ‘파괴적 

이노베이션’(破壊的なイノベーション)을 통해 새로운 가치가 창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첫째, 대량생산, 획일적 서비스에서 탈피하여 개

개인의 필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생산과 서비스(개별화된 의료, 주

문 즉시 생산 의류, 개인 수준별 교육)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둘째, 유

휴 자산 및 개인의 니즈를 ‘낮은 비용’(コストゼロ)으로 연결(Uber, 

Airbnb 등)한다는 것이다. 셋째, 인공지능에 의한 인식, 제어 기능

을 향상시켜 인간의 기능을 보조, 대체(자율 주행, 드론 시공관리, 배

송)한다는 것이다. 또한 새로운 조합에 의한 신산업을 발굴하는 것 

역시 일본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핵심 정책 방향 가운데 하

나이다. 구체적 사례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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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기반 기술 × 금융기술 × 구매물류 데이터, 금융 데이

터 ＝ 거래결제 데이터를 활용한 여신, 로보어드바이저(자

산운용) 등 

• 공통 기반 기술 × 의약품개발기술 × 건강의료데이터 ＝ 

개별화된 의약품, 개별화 건강미용 서비스 등

• 공통 기반 기술 × 바이인포매틱스 × 게놈 편집 × 생물 데

이터 

• 공통 기반 기술 × 에너지부하 기계제어기술 데이터 ＝ エネ

ルギーデマンドレスポンス

   

한편, 일본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영향이 국가별ㆍ산업별로 

차별화되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영향이 

미국에서는 자동차 이외의 제조업 분야에서, 독일에서는 자동차산

업과 에너지 및 인프라 산업에서 큰 반면, 일본에서는 정보통신산

업 분야에서 가장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그림 4-2 참조). 이는 4

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세계 모든 국가들이 공통적으

로 직면하고 있는 도전도 있지만, 국가별ㆍ산업별 맞춤형 전략이 

요구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추진체계와 관련, 경제산업성은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정책

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경제산업성은 2015년 4차 산업혁명에 대

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산하에 산업구조심의회에 신산업구

조부회를 설치하였다. 신산업구조부회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산

업적 차원의 대응을 주도하는데 경제산업성은 신산업구조부회의 

간사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신산업구조부회는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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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부 부처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장으로서 역할을 한

다. 이러한 제도적 틀을 바탕으로 경제산업성은 ‘일본의 전략: ‘미

래를 향한 경제사회 시스템의 재설계’를 발표하였다(METI 2016). 

이 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데이터 이용활용 촉진

을 위한 환경 정비, 인재 육성ㆍ획득, 고용 시스템의 유연성 향상, 

이노베이션ㆍ기술개발의 가속화(Society 5.0), 금융 기능의 강화, 산

업구조ㆍ취업구조 전환의 원활화, 중소기업, 지역경제로 제4차 산

업혁명 파급, 제4차 산업혁명을 향한 경제사회 시스템의 고도화. 

다만, 4차 산업혁명이 제조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범

부처적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일본 정부는 내각부를 통한 정책 환류가 가능한 체제를 갖추고 있

다. 구체적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을 전반적으로 조정하기 위

해 총리 산하에 미래투자회의를 설치하였다.

그림 4-2. 4차 산업혁명의 산업별 영향

출처: 総務省(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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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4차 산업혁명과 사회 시스템 개혁 

1. 초스마트사회의 실현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일본의 국가 전략은 IoT, 빅데이터, 인공

지능, 로보틱스 등 관련 산업의 발전과 사회 시스템 전반의 개혁을 

위한 산업구조 개편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일본 정부는 

이와 관련 2017년 일본이 ‘초스마트사회’(超スマート社会)로 진입하

기 위한 비전인 ‘Society 5.0’ 계획을 발표하였다. 초스마트사회란 

‘필요한 물건, 서비스, 사람을 필요한 때 필요한 것만을 제공하여 

사회의 다양한 니즈(needs)에 세밀하게 대응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더 나아가 연령, 성별, 지역, 언어에 구애받지 않고 쾌적

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말한다(第5期科学技術基本計画). 일

본 정부는 초스마트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생

산성 향상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에 기반하여 일본이 직면하고 있는 

산적한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일본 정부는 Society 5.0의 실현을 위해 4차 산업혁명을 통해 

혁신을 촉진한다는 정책 목표를 제시하였다(外務省 2017). 이 계획

은 산업과 기술의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経済産業省 産業

構造審議会 新産業構造部会 事務局 2017). 산업정책 차원에서 산업 간 

연계성을 제고함으로써 새로운 산업구조의 형성을 위한 비전(新産

業構造ビジョン)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특히 일본이 4차 산업혁명

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 반드시 해결해야 할 5대 과제를 제시

하였다(経済産業省 産業構造審議会 新産業構造部会 事務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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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불확실성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경직적인 규제를 개혁

하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새로운 비즈니스와 산업이 출

현하게 되는데, 이 분야의 신규 진입을 억제하는 낡은 규제를 혁파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일종의 스마트 규제를 통해 새

로운 기술 및 비즈니스모델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규제를 시행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둘째, 청년 또는 세계적 인재의 활동을 막는 기존 고용ㆍ인재 

시스템을 개혁한다. 일본은 학력 중심, 문ㆍ이과 장벽, 전공영역 간 

칸막이 교육 등 구태의연한 교육 정책과 관행이 답습되고 있다. 고

용에서도 종신 고용, 연공서열, 직무내용의 무한정 등 세계화 시대

에 부합하지 않는 고용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4차 산

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낡은 정책과 관행을 과감하게 개혁하겠다

는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세계에 뒤처진 과학기술ㆍ이노베이션 역량을 강화한다. 

일본 정부는 혁신 역량이 뒤처진 원인을 교육 시스템과 경쟁의 부

재에서 찾는다. 혁신의 원천을 제공하는 대학이 정부 지원 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재정 기반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대학 경영

진이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

다. 산업 차원에서도 가치 창조를 촉진하는 경쟁이 결여되어 혁신 

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

해 일본 정부는 외부로부터 건전한 압력(プレッシャー)을 활용할 필

요가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넷째, 미래에 대한 부족한 투자를 증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다. 위에서 언급한 혁신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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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획기적으로 증대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일본의 실정은 그렇지 

못하다. 또한 과학기술 연구의 주체인 교수의 고령화로 젊은 연구

자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계약제 연구원이 증가하는 

등 연구의 인적 인프라가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새로운 기술 변화의 핵심인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을 

사용하기 어려운 환경 역시 일본이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는 

데 장애 요인으로 지적된다. 일본이 기술적으로 앞서고 있는 분야

가 있으나 폐쇄적 시스템으로 인해 기술의 갈라파고스화가 진행되

고 있어, 개방 시스템을 전제로 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인식이다. 일본 산업이 4차 산업혁명의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시스템이 형성ㆍ유지되고 있는 것은 일본 기업들이 

주요 경영 이념 가운데 하나인 ‘자전주의’(自前主義)에 과도하게 매

몰되어 폐쇄적인 기술혁신 및 생산 체제를 고수하는 데서 그 이유

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데이터 처리 비용이 높아 데이터과학(data 

science) 프로젝트가 부족하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및 

비즈니스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점도 지적된다. 이는 일본 기업들

이 외부 데이터와 자료를 활용하는 데 대한 이해도가 낮은 근본적 

문제를 초래한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개방

형 기술 확산 체제를 빠른 시간 내에 구축하는 것을 문제 해결의 

시작점으로 인식한다. 

초스마트사회 구상은 에너지 분야의 IoT에서 이미 추진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구조적인 에너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 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원전 중단으로 인해 발생한 전력난에 대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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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재생에너지 보급의 속도를 높이는 한편, IoT에 기반한 전력

망을 확충함으로써 전력 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

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계획이 실현될 경우 2024년 전력망

과 통신을 결합한 IoT기반의 다양한 에너지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

로 예상한다. 전력 사용 패턴 분석을 기초로 독거노인에 대한 응급 

대응 서비스, 택배 서비스의 효율화, 방범 서비스 등이 대표적 사

례이다(최해옥 외 2017).6 

2. Society 5.0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일본의 특징은 생산성 향상 또는 산업 

경쟁력 강화 등 기술과 산업 차원의 대응에 국한하기보다는 일본

이 지향해야 할 사회 변화의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점이다. 일본 정

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하여 기술적 또는 산업적 차원의 대응을 하

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하려

는 의도를 갖고 있다. 아베 정부가 2016년 1월 ‘제5기 과학기술기

본계획(2016~2020)’을 통해 ‘Society 5.0’을 표방한 것도 이 때문

이다. Society 5.0은 사이버 공간과 현실 사회가 융합된 초스마트

사회를 미래의 사회상으로 상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과

학기술혁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Society 5.0은 ‘필요한 

6　 IoT기반의 초스마트사회 실현을 위한 노력이 기업 차원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

고 있는데, 도쿄전력과 소니모바일이 제휴하여 진행하는 스마트홈 구축 사업이 

대표적이다. 이 사업은 가정에서 사용되는 전자제품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가정

에너지관리시스템(Home Energy Management System, HEMS)을 구축하는 사

업이다(이지평 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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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과 서비스를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제공하

여, 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매끄럽게 대응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활

기차고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말한다(経済産業省 産業

構造審議会 新産業構造部会 事務局 2017). 이런 점 때문에 일각에서는 

Society 5.0이 독일이 추진하는 ‘Industrie 4.0’을 넘어서는 야심

찬 구상이라는 평가를 하기도 한다(Granrath 2017).

Society 5.0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새로운 사회를 형성하는 것

으로 인간 중심의 문제 해결을 핵심 목표로 한다(Harayama 2017). 

일본이 Society 5.0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새로운 비즈니

스모델을 창출하는 수단으로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하고자 한다. 구

체적으로 대량 정보에 기반한 인공지능이 스스로 사고하여 최적의 

행동을 하는 ‘자율적 최적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Society 5.0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이다(経済産業省 産業構造審議会 新産業

構造部会 事務局 2017). 일본 정부는 Society 5.0을 실현하는 데 필

요한 준비 기간을 5~10년 정도로 예상하고, 산업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변화를 예측하는 가운데 국가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

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지평 외 2017, 3).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은 정보사회가 Society 

5.0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산업들을 진흥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 산업들을 육성함으로써 다양한 부가가치의 창출이 가능

해진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일본 정부는 기존의 독립적 또는 대

립적 관계에 있었던 것들이 융합되어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창출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사물과 사물,’ ‘인간과 기계/시스템,’ ‘기

업과 기업,’ ‘인간과 인간,’ ‘생산과 소비’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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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모델이 다수 출현하고, 이를 기반으로 Society 5.0을 향

해 나아간다는 계획이다(그림 4-3 참조). 일본 정부는 산업적 차원

에서는 Society 5.0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연계산업’(connected 

industries)을 육성해야 한다고 인식한다. 연계산업이란 ‘네트워크

화를 통한 부가가치의 창출과 기술력과 현장력을 활성화시키기

는 인간 본위의 산업’을 의미한다(経済産業省ㆍ厚生労働省ㆍ文部科学省 

2017). 일본 정부는 이러한 산업의 구축을 위해 정부뿐 아니라, 민

간과의 협력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2017년 5월 일본 정부는 Society 5.0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산업 전략인 신산업구조비전을 수립하였다. 신산업구조비전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일본의 

강점과 약점을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에 기초하여, 정책의 우선순

위를 부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산업구조비전이 선정한 전략적 

그림 4-3. Society 5.0과 연계된 관련 산업(Connected Industries)

출처: 経済産業省(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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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분야는 건강 증진, 차세대 이동성(mobility), 스마트 생산ㆍ보

안ㆍ물류ㆍ소매ㆍ농업, 스마트 생활(주택ㆍ에너지ㆍ도시) 등이다. 

일본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데이

터의 산업적 활용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이는 그동안 일본이 폐쇄

적인 기업 문화와 경영 이념으로 인해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합하

는 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실패하였다고 보고, 데이터 수집, 취

득, 실용화에 이르기까지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또한 데이터의 광범

위한 활용이 경제성장과 사회문제 해결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한

다. 일본 정부는 Society 5.0을 통해 지금까지 상충적인 관계에 있

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던 지속적 경제성장과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정책 목표를 함께 성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일본은 인구구

조의 변화, 장기간 경제 침체, 자연재해, 에너지 문제 등 다양한 사

회적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를 단순히 문제가 아닌 과제로 상정하

여 이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전

략을 취하고 있다(최해옥 외 2017). 

신산업구조비전은 데이터의 산업적ㆍ상업적 활용이 새로운 부

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였

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오픈 소스 데이터를 통한 가

상데이터와 플랫폼을 장악한 글로벌 IT기업들이 성장을 주도한 반

면,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는 시대에는 개인 또는 기업의 실제 

활동을 센서를 통해 수집한 ‘리얼데이터’(real data)의 수집과 활용

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이지평 외 2017). 

결국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의 성패는 리얼데이터와 그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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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장악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 핵심에는 기업들

이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공유ㆍ활용하는 시스템

을 구축ㆍ관리할 수 있는 정도가 매우 중요하다. 

일본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강점과 약

점을 균형 있게 고려한 전략을 수립ㆍ실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데

이터의 광범위한 활용과 관련, 일본 기업들은 두 가지 방향에서 노

력을 전개하고 있다. 우선 기술적 차원에서 IoT 기반 네트워크화

를 위해서는 센서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일본 기업들은 강점을 갖

고 있는 센서 부문을 중심으로 한 시장 지배력을 유지 또는 확대하

겠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일본 기업들은 센서 부문 세계시장 점

유율이 40%를 상회하고 있는데, 이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

을 선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리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일본 기

업들은 또한 기업 간 협력 또는 연합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

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 기업들이 폐쇄적 기업 문화로 인

해 데이터를 공유하는 데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데이터를 다각적

으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기업들이 내부에 구축한 데이터 

이외에 외부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

해 일본 기업들은 데이터의 거래를 본격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옴

론(Omron), NTT, 도쿄전력을 포함한 100개 기업들이 2020년까

지 IoT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매매할 수 있는 시장을 창설하기

로 한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日本経済新聞 2017.5.23). 데이터 유통 

시장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한 독일 등에서도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본은 IoT 기반 데이터의 연계를 선도하

겠다는 매우 적극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이지평 외 2017). 데이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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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와 거래는 일본 정부가 구상하는 초스마트사회의 실현에 필수

적이기 때문에 데이터 유통 시장의 형성을 촉진하는 다양한 정책

적 지원과 제공하고 있다.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일본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

의 기본 방향을 약점의 극복과 강점의 유지ㆍ강화에서 찾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업 간 연합의 구축, 외부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

는 한편, 고객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가치를 최대화할 수 있

는 기본틀을 형성함으로써 약점을 극복한다는 것이다. 기존 강점

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재 부족과 복원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는 것이다. 이와 같은 균형적 접근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경제사회환경에 대한 대처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그림 4-4 참조).

일본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이 정부 독자적 대응만

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과의 협력이 긴요하다고 판단한

다. 구체적으로 『일본재흥전략 2016』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

그림 4-4. 일본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 전략

출처: 経済産業省ㆍ厚生労働省ㆍ文部科学省(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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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환으로 5대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관민 전략 프로

젝트 10’에서 나타나듯이 대책의 민간과의 협력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일본은 이를 위해 로

봇혁명이니셔티브 협의회, IoT추진컨소시엄, IVI(Industrial Value-

chain Initiative), 인공지능기술전략회의 등을 통해 민관 협력을 활

성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본의 대표적인 경제단체인 게이단렌도 일본 정부의 이러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게이단렌은 2016년 4월 Society 5.0의 실

현을 위해서는 인터넷, 인공지능, 로봇기술을 융합해야 하며, 이

를 위해 정부와 경제계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기술적 차원에서는 센서, 광양자기술, 첨단계측기술, 소재, 나노기

술, 로봇기술, 시스템 통합기술 등 Society 5.0을 실현하는 데 필

요한 공통 기반 기술의 혁신에 주력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이

지평 외 2017, 3). 다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일본 기업들의 대응은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 기업들과 다소 차이가 있다. 우선, 일본의 

일반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에 직면하여 기존 사업을 확대강화하

거나 특별한 변화를 시도하지 않고 있다는 비율이 각각 35.7%와 

22.5%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의 IT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기존 업종 내에서 

신규 사업이나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전혀 새로운 업종 또는 분야의 신규 사업 또는 새로운 비즈니스모

델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비율이 38.8%, 25.1%로 일반 기

업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한편, 독일과 영국 기업의 경우, 기존 업

종 또는 분야 내에서 신규 사업 또는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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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기업의 비율이 각각 45.2%와 48.5%로 

일본 IT기업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그림 4-5 참조).

4차 산업혁명의 성패는 폐쇄적인 시스템을 개방적 시스템으

로 전환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본의 산

업 생산 체제는 기술적 측면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이나, 상대적으

로 폐쇄적인 시스템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일본 산업계가 개방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실패할 경우, 높은 기술 수준에도 불구하고 

4차 산업혁명의 파고에 대응하는 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일

본 정부는 이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전략적 혁신 증진 프로그램’

(Strategic Innovation Promotion Program, SIP)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과학, 기술, 혁신을 위한 국가 프로젝트로서 일본 

경제의 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기초과학, 기술, 혁신 

정책을 기획ㆍ조정하는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는 인식에 기

초한 것이다(内閣部 2017).7

7　 게이단렌은 또한 개방적 혁신(open innovation)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림 4-5.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업의 대응

출처: 総務省(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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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일본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로 기업 차원의 대응에 주력하고 있는 다른 국가

들과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일본의 대응 전

략은 대체로 세 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첫째, 과학기술 분야의 

혁신 역량의 제고와 산업적 차원의 대응을 긴밀하게 연계하고 있

다. 일본의 부족한 과학기술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 정부 차원의 초

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한다면, 기업들은 기존의 폐쇄적인 기업 문

화를 개선하여 기업 간 연합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를 위해 일본은 강점을 유지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이원적 접근을 

병행하고 있다. 일본 기업의 전통적 강점은 센서 등 부품 산업의 

경쟁력과 작업장에서 축적된 기술 또는 노하우를 일컫는 현장력에 

있다. 반면, 일본 기업의 약점으로는 의사결정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고, 데이터 축적, 처리, 활용 능력이 제한적이며, IoT 등 최근 

기술혁신이 필요로 하는 개방적 시스템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

이 지적된다. 일본은 강점과 약점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평가를 통

해 균형적인 접근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둘째, 일본은 정부 독자적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민관 협력

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협의회 등 제도를 설치하는가 하면,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는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

다. 일본 정부는 협의회를 통한 공식적 의사소통뿐 아니라, 게이단

렌 등 경제단체와의 상시적인 의사소통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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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셋째, 일본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술적ㆍ산업적 차원에 대

한 수세적 대응을 넘어, 4차 산업혁명을 사회 시스템 개혁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일본은 고령화, 노동

력 감소, 경제 침체, 에너지 부족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겪고 있

는데, 4차 산업혁명을 이러한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활용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일본 정부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을 다른 국가들에 비해 이른 시기에 수립한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일본 정부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사회 시스템의 개혁

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연관산업을 적극 육성함으로써 현재와는 차

별화된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일본의 대응 전략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일본 정부가 기본 방향을 수립하고, 민관 협력을 통

해 기술적산업적 차원의 대응에 기초한 사회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지향하고 있으나, 이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전략의 구체성

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예를 들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을 위한 추진 체계가 갖추어지고 민관협력체제도 어느 

정도 구성되었으나, 이는 제도적 틀에 불과할 뿐 전략의 구체적 내

용과 실행까지 포함된 것은 아니다. 전략의 실행을 위해서는 정부 

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 하는데, 예산 확보 계획도 구체적으로 수

립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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