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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선진국의 산업 현황

II. 대한민국은 준비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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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 다보스 포럼(WEF)에서 2016년의 주제로 선정된 후
WEF 의장인 클라우스 슈밥 박사를 ‘4차 산업혁명’의 기안자로,

• 더우기 2016.3 알파고/이세돌 9단 바둑대국 이후
‘4차 산업혁명‘=‘인공지능과 일자리’로만 오해하는 측면.

• 원래 시작은 독일에서 “미래의 제조업 그리고 독일의 일자리”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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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PR 2013, 자료>



• 4차 산업혁명은 미래 산업을 표현하는 비전. 
높은 생산성, 높은 유연성, 자원 친화적 생산을 지향.

• 스마트 공장(고객 맞춤형 제품을 대량생산 가격에) 또한 하나의 비전.

(예)독일 Siemens사의 Amberg에 있는 PLC공장
(예)독일 Adidas의 Speed Factory(독일, 미국): 

fast but flexible
2020년까지 백만 짝 생산 목표
2017년 adidas의 총 생산량은 4억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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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ufacturing Renaissance

• Formation of a "National Network for 
Manufacturing Innovation"

• Research Center "Digital Manufacturing 
and Design Innovation"

High-tech Strategy

• Projects for the future "Industrie 4.0" and 
"Smart Services World“

Industry Revival Plan 

• Restructuring Industry structure
• Increasing R&D investment on design &  

production technology
* “つながる工場”(connected factory), “Monozukuri”

Manufacturing 2025

• Focus on IT integration in industrial 
processes

• Energy efficiency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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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산업발전의 역사:

– 해방 이후 탄생한 대기업 중 일부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 중소제조기업들은 대부분 1990년을 전후하여 탄생

– 중소제조기업 육성은 2000년대 이후의 국가적 명제

• 중소제조기업 육성정책 과거와 현재:

– 다수의 시행착오 ( 정보화 사업 도덕적 해이, 피터팬 증후군, …)

– 근래에는 토요타 자동차의 TPS와 미국의 말콤 볼드리지 등
참조하여 중소제조기업 성장 정책을 추진하여 오고 있었다.
예를 들어 한국생산성본부에서는 KPS를 보급하여 상당한 성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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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산업화: 영국보다 200년, 일본보다 100년 뒤에 시작

삼성전자: 1969년 창업, 
1971년 흑백TV생산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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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정주영 회장 에피소드, 미국과 일본 No, 영국은행들
돈 꾸어주겠다. 주문을 하나라도 받아오라… 그리스 리바노스 씨
(1972.3), 1974.6(20만톤 유조선, 70만톤 드라이 독크 건설 완료)

포항제철 설립 1968, 공장 착공 1970.3, 
첫 용광로 1973.6, 우향우 정신

현대자동차: 1970년 모습



☐ 세계의 제조업 인력수급 형태는 개괄적으로 크게

유럽형(독일어권의 마이스터 시스템)과
미국형(테일러 시스템)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유럽형 특징은 이른바 이원화 직업 교육(Du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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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전쟁

1800년대 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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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자동화가 목표가 아니다.

• 경쟁력과 일자리 함께.

• 어떻게? 스마트하게 일함으로써
– 현재 1000 개의 PLC가 작동

– 매일 5천만 개의 데이터가 저장되고 분석된다

– 매 5년마다 10배 씩 데이터가 늘어났다

– 1989년 불량률 500 dpm에서 현재는 11 dpm

– 전기사용량은 12% 절감

• 과도한 자동화??  도산한 경우도 있다…

*)dpm(defects per mill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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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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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적 기준 2015년 1000개사, 2016년 2800개사, 2017년 5000개사 완료

• 2016년까지 사업 완료된 2800개 회사에 대한 전수검사 결과,

평균 30% 생산성 향상, 45% 불량 감소, 15% 원가 절감,

20%의 납기 준수율 향상, 기업당 평균 2.2인의 고용증가

• 2015년6월 동반성장 기금 이자 일부와 추경예산 39억으로 시작, 

2016년 추경 395억원, 2017년 정규예산 408억, 추경 215억, 

• 2017년 추경예산부터 보급확산 사업은 산자부에서 중기부로 이관되고

스마트공장 추진단은 2019년5월부로 해체 예정 ---

• 보급확산 예산은 계속 증액 중: 2018년 1300억, 2019년 3428억(아시아 경제,2009.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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