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이아쓰리디(주) 대표이사

신상희(shshin@gaia3d.com)

최근의 기술 변화, 공간 그리고 도시

2017년 2월 22일

<제15차 미래포럼>



4차 산업혁명(4th Industrial Revolution)?





최근의 기술 변화, 공간 그리고 도시 – 제15차 미래포럼 신상희 (shshin@gaia3d.com) 

4차 산업혁명?

4

 2016년 1월 세계경제포럼(WEF)

 6대 기술: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 인터넷, 무인 이동체, 3차원 인쇄, 나노기술

“모든 것이 연결되고 더 지능적인 사회로의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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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혁명의 시대 구분

구분 시기 내용 생산방식

1차 산업혁명 1784년 물을 활용한 증기기관 혁명, 생산의 기계화 시동 기계식 생산설비

2차 산업혁명 1870년 전기를 활용한 대량생산 체제 구축, 노동의 분화 조립라인 대량생산

3차 산업혁명 1969년 컴퓨터를 활용한 정보화, 자동화 시스템 구축 자동화 생산

4차 산업혁명 2010년
3차 디지털 혁명을 활용한 물리, 디지털, 바이오

분야의 연결과 융합 극대화
스마트 제조

물리 분야: 무인운송수단(자율주행차량, 드론), 3D 프린팅, 로봇공학, 신소재(나노기술)

디지털 분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Cloud), 크라우드(Crowd)

바이오 기술: 유전공학, 스마트의료, 합성생물학

출처: 4차 산업혁명과 ICT 기술, 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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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과 연결성

증기기관의 발명을 통한 초기 자

동화의 도입과 다리/항만 구축

등을 통한 국가 내 연결성 촉진

자동화를 통해 대량생산이 가능하

게 되고, 노동부문에서의 효율적이

고 생산적인 연결성 촉진

디지털 시대의 향상된 계산능력

은 보다 정교한 자동화와 정보화

를 가능하게 하고, 사람과 사람간

의 연결성 촉진

자동화와 연결성의 극대화, 사람-

사람, 사람-사물, 사물-사물 간의

즉각적인 연결과 융합 (공유경제, 

온디맨드경제 등의 신 사업 모델)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출처: 4차 산업혁명과 ICT 기술, 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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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개념과 특징

일반적으로 디지털화, 기계의 지능화를 통한 기술 혁명을 의미

속도, 범위, 경제/사회 시스템에서 이전 산업혁명과 뚜렷이 구분

개념

특징

 4차 산업혁명은 다양한 기술과 이들의 융합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관점에 따라 개념 및 포괄
범주가 상이

생산, 소비, 노동, 통상 분야까지 근본적 변화를 촉발하는 기술혁명

독일(industrie 4.0)은 스마트공장화에 중점, OECD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조혁명, 

WEF(다보스포럼)는 금융․드론․생명공학까지 포괄한 기술혁명으로 정의

핵심기술의 범주는 국가별･기관별로 다양하나, ICT 융복합 및 인공지능 기술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반기술

단순, 반복 업무는 기계에 의해 대체되고 대규모 설비․인력 대신 창의적 지능이 경쟁력의
원천으로 부상

국내 414개 직종, 2,500만명의 일자리를 분석한 결과, ’30년까지 근로자 노동시간 중 최대
49.7%가 지능정보기술에 의해 자동화(’16.6월, 맥킨지)

과거 인류가 경험하지 못했던 속도로 기술이 진보하고 융합을 통해 기존 산업 구조 변화, 산업
생멸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

출처: 국토부 업무보고 자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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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개념과 특징

4차 산업혁명의 개념 및 포괄 범위 핵심기술과 산업간 융복합 사례

출처: 국토부 업무보고 자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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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 동향 및 시사점

•수요 주도(demand-driven)ㆍ플랫폼을 통한 시장구조 재편, 승자독식 구
조 고착화, 공유경제 등 O2O방식의 신서비스 모델 등장

소비시장

•생산비용 감소로 제조기반이 수요시장으로 이동(re-shoring), 신흥국 생산
이점 약화, 국가간 고급두뇌 유치 경쟁 심화

국제경제

•신산업 분야 새로운 직종과 다양한 고용형태가 출현, 인공지능의 저숙련
노동 대체로 양극화 심화와 사회갈등 심화 우려, 지능정보 서비스망 해킹
발생시 국가 시스템 위해 가능

노동/사회

•지식형 산업으로 전환, 산업간 융복합ㆍ경계 파괴 촉진, 개인 맞춤형 유연
생산체제로 전환, 벤처창업과 M&A 증가

생산혁명

“디지털화, 기계의 지능화를 통해 생산,소비,노동,통상 분야까지 근본적 변화를 촉발” 

출처: 국토부 업무보고 자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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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과 사회적 변화

출처: 4차 산업혁명과 ICT 기술, 김민수

•자동화와 연결성이 극대화됨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기술이 적용된 극단적인 자

동화는 저급수준 뿐만 아니라, 점차 중급, 고급수준의

숙련된 인간의 업무도 대체하게 됨

•일자리 감소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의 사회적 문제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됨

•4차 산업혁명은 자본과 최고 정보를 가진 특권층에게

유리하며, 장기적으로 중산층의 붕괴 유발

•자본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요소가 될 수 있음

• 서비스 효율, 생산성 향상 및 소득 증대

• 서비스 수요와 공급을 통합/연계하는 플랫폼 산업

• 융합과 즉각적인 연결을 통한 새로운 사업 모델 창출

(공유경제, 온디맨드경제)
출처: 4차 산업혁명과 ICT 기술, 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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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과 사회적 변화

발전의 속도는 기하급수적(exponential) 혁신

범위는 초연결로 인한 무한대의 지식/정보 접근

생산, 경영, 거버넌스 시스템에서의 충격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과 달리 기술발전 과정에서 전례 없는

속도(velocity), 범위(scope), 구조(system)에서의 충격 예상 - 클라우스 슈밥

출처: 4차 산업혁명과 ICT 기술, 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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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국가의 대비 전략

출처: 이코노미스트

• 제조 강국

• 제조+ICT 융합

• 기업 중심 → 정부 공동

대응

• IoT, AI, 자율주행자

동차

• 기업 중심, 정부 지원

• 정부 중심 전략

• 첨단 기술 개발

• 사회. 경제적 개혁 추

진

• 정부 중심 전략

• Industry 4.0

• 제조 대국 → 제조 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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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판적 시각

위키백과 ‘4차 산업혁명‘ 설명

• 위키백과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설명은 영어와 한국어만 존재

• 영어 페이지에서는 설명이 광고처럼 쓰여 있다는 주의가 있음

한국일보 2017년 1월 1일자

한겨레 2017년 1월 19일자



그럼에도,
변화의 시대!!

출처: 한겨레 2017년 1월 2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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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적 관계

<Source: 이상훈(2016), ‘ICT 기술 파도와 4차 산업혁명’을 수정, 재편집>



공간 기술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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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기술과 공간정보기술의 만남

<Source: Sakong, Hosang(2016), Policy Directions of Spatial Information for Hyper-connected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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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심 주제 변화

<Source: Steve Liang(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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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의 크기와 사용자 수

Source: 이기준, 2012, “공간정보관련 현안 이슈와 대응전략” 발표 자료를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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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의 크기와 주제의 변화

<Source: Steve Liang(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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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의 크기와 주제의 변화

<Source: Steve Liang(2016)>

Location is the first class 
citizen for I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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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외 공간의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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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의 크기와 정보 갱신 주기

<Source: Sakong, Hosang(2016), Policy Directions of Spatial Information for Hyper-connected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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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 정보 분야 시장 변화 <Source: Thomas W. Oestreich(2015), “Location, the Next Champion in Analytics”, Gartner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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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러다임 변화

Current Future

Concept Object Information Context Awareness

Data Consumer Prosumer/DIY

User Person Things

Visualization Real World Cyber-Physical Space

Application Base Map Key Factor for Fusion

Driving Entity Public Sector Private Sector

Space Outdoor Indoor + Outdoor + 

Update Static Dynamic

<Source: Sakong, Hosang(2016), ‘Policy Directions of Spatial Information for Hyper-connected Society’ 수정>



스마트시티(Smart City)



“
Cities are about people.

So, Smart Cities should also be about people.

And we should ask people, what kind of city do you want to live in?

”
- Bristol Gov. and ODI Bristol chapter



Global Context

Cities

Source: FOSS4G for K-Smart City under the New Urban Agenda , 최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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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개념

- (국가별/도시별다양한접근전략) 

선진국(유럽등) 신흥국(아시아등)

주체 민간주도 (삶의 질 향상) 공공주도 (국가 경쟁력 강화)

목적 기후변화 대응, 도시재생 급격한 도시화 문제 해결, 경기부양

- (다양한개념) 스마트시티정의는전세계적으로 120여개에달하는것으로조사 (ITU, 2014년조사결과)

도시여건과 의식있는 독립적 시민을 기반으로 경제‧사람‧거버넌스‧이동‧환경‧생활 측면
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운영되는 도시 (Giffinger, 2007)

상하수도, 위생, 보건 등 도시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하며 투자를 유인할 수 있어야
하고, 행정의 투명성이 높고 비즈니스 하기 쉽고,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느끼는 도시(인도
도시개발부, 2014)

사회경제적‧생태적으로 도시의 성과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지식 집중과 창조적 전략의 결과로, 
기술력 있는 인적자본‧인프라 자본‧오픈 네트워크 등의 사회적 자본‧창조적인 기업활동 등 기업 자본
등의 결합을 바탕으로 함 (Kourtit and Nijkamp, 2012)

<출처: 스마트도시와 신도시의 개발, LH공사, 임홍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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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개념

현대화된도시 / 지속가능한도시 목적물

수단또는과정적의미로 플랫폼

목적/결과
중 시

수단/과정
중 시

도시관점

시민관점

도시문제
해 결

도시 플랫폼
(city as a
platform)

지속가능한 도시

ICT 기술을 접목한 현대화된 도시 / 미래도시

시민과 기업 등 도시의 주체들이 체감하게 될 효과를 중시

(삶의 질, 시민, 거버넌스, 이동성 등)

도시의 비효율과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과 과정으로의 관점

정형화된 것이 아닌 스마트시티 Approach / Smarter city

도시가 하나의 운영체계가 되어 데이터를 공유하고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플랫폼으로서의 도시

스
마
트

시
티

자율주행차, 공간정보, 드론등신산업의체계적인육성을위한플랫폼으로서스마트시티의중요성

은더욱부각될전망 / 4차산업혁명시대에뒤처지지않기위해서각분야의관심과이해필요

<출처: 스마트도시와 신도시의 개발, LH공사, 임홍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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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시장규모(1)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시티 시장규모는 2019년 1.1조 달러 수준으로 증가 예상 (Marketsandmarkets, 2015)

자료출처 시장규모/프로젝트수 주요국 투자 전망(~2030)

Frost &
Sulivan

2025년까지 3.3조 달러 전망

GSMA’s 시범/상업화 프로젝트 257개 (2012)

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

중국 스마트시티 2013년 108억 달러

향후 5년간 두 자리 수의 성장 전망

Gartner(2012)
북미 35개/남미 11개/유럽47개/아시아

40개/중동아프리카 10개 진행중(2012)

HIS 
Technology

(2014)
2013년에서 2025년까지 4배 이상 증가

Navigant
Research
(2014)

2014~2023년까지 스마트시티 기술 누적

투자규모는 1,744억 달러 전망

아시아 태평양 시장은 가장 큰 기술 시정

(출처) EU Commission 재인용자료(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2014)

<출처: 스마트도시와 신도시의 개발, LH공사, 임홍상> 



최근의 기술 변화, 공간 그리고 도시 – 제15차 미래포럼 신상희 (shshin@gaia3d.com) 32

스마트시티 시장규모(2)

해외의 스마트시티 구축동향 및 현황조사 결과 에너지 효율화 36%, 신도시개발 19% 순

(출처) 국토교통과학기술 진흥원

<출처: 스마트도시와 신도시의 개발, LH공사, 임홍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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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도시개발노하우에스마트시티기술을결합한

ㆍ토지수용법 / 선분양제도 등 효율적 법과 제도

한국 스마트시티의 경쟁력(종합)

`

도시개발노하우에스마트시티기술을결합한

ㆍ토지수용법 / 선분양제도 등 효율적 법과 제도

한국 스마트시티의 경쟁력(종합) <출처: 스마트도시와 신도시의 개발, LH공사, 임홍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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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정책추진방향

<출처: 스마트도시와 신도시의 개발, LH공사, 임홍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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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 음 말

* 차량공유제의 확산은 ICT 기술을 활용한 에어비앤비 때문일까?
미국의 조사결과 밀레니엄 세대의 차량 구입 확률은 1/15에 불과(이유는 돈이 없거나 시간이 없어서)
ICT 기술은 결국 사람과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

<출처: 스마트도시와 신도시의 개발, LH공사, 임홍상> 



“
많은 사람들이 10년 뒤에 무엇이 바뀔 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10년 뒤에도 변하지 않을 것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10년 뒤 소비자들이 물건이 너무 싸고 배송이 빠르니
더 비싸고 느리게 배송하라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
- 제프 베조스, Amazon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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