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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출처

<4차 산업혁명의 개념>

정의
제조업과 ICT 기술을 융합하여 작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차세대 산업
매일경제 용어사전 기업들이
혁명을 가리키는 말로,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표현
기술 등에 따른 디지털 혁명에 기반을 두고 물리적 공간, 디지털 공간 및
다보스 포럼(‘15.03) ICT
생물학적 공간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기술융합의 시대
기계가 지능이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고, 인간 신체에 컴퓨팅 기술이 직접 적
니콜라스 데이비스 용되고, 기업/정부 및 수요자 간의 소통을 새로운 차원으로 향상시키는 등 “기
(다보스포럼, ‘16) 술이 사회에 자리잡는 방식‘이 새로워지는 시대
제이콥 모건
(Forves, ‘16.12) 실제 세계와 기술 세계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드는 컨셉
초연결·초지능·초실감의 ICT 기술과 다양한 과학기술의 융합에 기반한 차세대
ETRI(‘16)
산업혁명으로, 인류의 사회·경제·문화에 걸쳐 새로운 대분기를 초래할 변혁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등의 디지털화를 기반으로 물리적·생물
학적 영역을 포함한 모든 영역의 경계가 없어지고 연결성이 극대화되는 한편,
KIET(‘17.5)
융합이 가속화되어 기존과 완전히 다른 체계의 생산·소비 패러다임의 디지털
경제를 일컫는 것
출처: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4차 산업혁명과 ICT 기술(2018.01)

각 산업혁명의 단계별 변화
- 1차는 ‘동력 혁명’, 2차는 ‘자동화 혁명’, 3차는 ‘디지털 혁명’으로 인해 산업
혁명이 촉발되었으나, 4차 산업혁명은 ‘초(超)연결 혁명’으로서 여러 분야
기술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기술 혁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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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혁명의 단계별 변화>

구분
시기
연결성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18세기 후반
19-20세기 초
20세기 후반
2000년대 이후
국가 내부 연결성 기업-국가간 연결성
사람·환경·기계의
자동화, 연결성의
강화
강화
연결성 강화
극대화
증기기관
전기에너지
컴퓨터, 인터넷
IoT, 빅데이터, AI 기반초연결
(Steam
Power)
(El
e
ctri
c
Power)
(El
e
ctroni
c
s
&
IT)
(Hyper-Connecti
on, CPS)
혁신동인
동력원의 변화(유형자산 기반)
정보처리방식의 변화(무형자산 기반)
원인
기계화
자동화
정보화(디지털화)
융합화, 지능화
특
자동화(Automation) 자율화(Autonomisation)
산업화
대량생산
징 결과 (Industri
alization)
(Mass Production) 기계, SW가 데이터를 생산 데이터가기계, SW를제어
벨트 활용 기반 인터넷 기반의 디지털 사람·사물·공간의
영국 섬유공업의 컨베이어
현상
대량생산을
달성한 혁명, 미국의 글로벌 IT 초연결, 초지능화를
거대 산업화
미국으로 패권 이동
기업 부상
통한 산업구조 개편
출처: 4차산업혁명, 산업자원부 발표 자료(`17.02) KEIT(`17.05), WEF, IITP 수정 및 재구성

차 산업혁명은 모든 것이 상호 연결되고 지능화되는 사회로의 변화이며
궁극적으로 초연결(hyper-connected) 및 초지능화(hyper-intelligent) 특성을
가지고 상호 융합되는 기술혁명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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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 개념은 아직 명확히 확립되지 않은 상황으로 초기 인더스트리 4.0과 같은 ‘제조업
혁신’관점에서 논의되었으나, 최근 그 범위와 관련 핵심 기술이 확대되는 추세임

차 산업혁명의 특징
- 기술발전이 속도 (velocity), 범위 (scope), 시스템 (구조 )에 미치는 영향 (system
impact)이 이전과는 판이하게 다름

ㅇ 4

* 기술속도는 선형·점진적 방식이 아닌 인류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빠른 속도로, 범위는 초연결로 인한 무한대로,
파급효과 변화 폭과 깊이는 생산 및 관리 시스템, 지배구조 등을 포함하여 산업·사회 전반 전체로의 변화가 예상

<초연결·신자본·초지능 사회로의 변화>

【超연결 : 기기간 연결】

【新자본 : 데이터량 확대】

【超지능 : AI 시장성장】

출처: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산업통상자원부, 2016.12.

超연결), 빅데이터(新자본), AI(超지능) 등 속도 범위 깊이의 차원이 다른
파괴적 혁신기술이 야기하는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

- IoT(

·

·

* 모든 것이 연결되어 데이터 수집‧분석‧처리가 고도화되고, 기계가 지능을 가지고 스스로 학습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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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산업혁명과 ICT
ㅇ ICT 기술은 4차 산업혁명에서 3차 산업혁명에서 축적된 기술 고도화와 타산업
간의 융합 확대를 통해 진보와 혁신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IoT, 인공지능, 빅데이터, 3D 프린팅 등의 ICT 기술들은 최근 기술 진보와
융·복합화가 확대되며 생산 혁신의 원천이 되고 있음
- 1차 산업혁명은 와트의 ‘증기기관’, 2차 산업혁명은 에디슨의 ‘전기’가 인류의
생산성 향상과 삶의 질 향상에 혁신적인 공을 세웠다면, 3차 산업혁명을
촉발시켰던 ‘ICT’에 기술의 융·복합화와 지능화가 더해져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됨
ㅇ 4차 산업혁명은 범용기술로서의 정보통신기술이 그 핵심으로, 제반 산업 자동화는
물론 바이오 혁명 등 삶의 질과 환경을 바꾸는 과학 혁명까지도 촉발
- 자율주행자동차, 드론은 주위 환경의 인지 및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학습함으로써 가능
- 스마트 공장은 기계학습으로 생산 프로세스의 자동화를 실현
- 검색, 콘텐츠 추천, 결제, 금융 로보어드바이저 등 인터넷상의 다양한 서
비스는 알고리즘의 진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전
- 엄청난 양의 게놈(Genome) 데이터 분석 등 의학/의료 서비스의 진보도
클라우드 없이는 불가능
ㅇ 미국 MIT 선정 10대 혁신기술의 최근 5년간 추이를 보면 4차 산업혁명
관련 혁신 기술이 주를 이루고 있음

□ 4

<MIT 선정 10대 혁신 기술>

1
2
3
4
5
6
7
8
9
10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매직
리프(Magi
c
Immune
Reversi
ng
딥러닝
농업용 드론
Leap); VR
Engineering
Paralysis
Ultra-EffiPower
cient Solar Smartphones
Ultraprivate
식물의 편집 자율주행트럭
나노 아키텍처 정밀진(Gene)
Big Data from
with Your
브레인 매핑
차량간 통신 대화형 인터페이스 PayingFace
Cheap phones
Temporary
뉴로모픽 칩 룬(Loon) 프로젝트 재사용 가능 로켓 실용적 퀀텀 컴퓨팅
Soci
al media
스마트 시계
게놈 편집
Liquid Biopsy 상호학습지도 로봇 The 360-Degree Selfie
Mi
c
roscal
e
3-D
Megascal
기억 임플란트
DNA 앱스토어
Hot Solar Cells
Printing
Desal
inatioen
벡스터(Baxter) 로봇 Mobile Collaboration
애플 페이
SolarCity의 기가펙토리 Gene Therapy 2.0
적층제조 기술 오큘러스의 VR 기술 Brain Organoids
Slack
The Cell Atlas
Supercharged
DNA 시퀀싱
Agile Robots
Tesla Auto Pilot Botnets of Things
Photosynthesis
Smart Wind and
Supergrids
DNA 인터넷 Power from the Air
강화학습
Solar Power
출처: MIT Technology Review, ‘13~’17 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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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산업혁명을 이끌 지능정보기술: IoT, 클라우드, 빅 데이터, 모바일과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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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모든 사물들이 네트워크에 연결되고 데이터를 창출하며, 클라우드에서 인공지능을 통해
학습하고 그 결과 연결된 사물이 ‘스마트’하게 되고
* 사람들도 모바일 기기를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유비쿼터스(ubiquitous)’한 컴퓨팅 서비스를
향유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
* 이러한 추세는 더 많은 사람, 사물, 데이터, 지능이 연결될수록, 더 좋은 알고리즘과 컴퓨터 HW
의 기능 향상이 이루어질수록 가속화
* 즉, IoT, 클라우드, 빅 데이터, 모바일과 인공지능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고, 한 부문의 혁신
이 다른 부문의 혁신을 촉발하는 선순환 관계를 형성

기술
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 IoT)
로봇공학
(Robot Engineering)
3D 프린팅
(Additive manufacturing)
빅데이터
(Big Data)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

내용
- 사물에 센서를 부착, 실시간으로 네트워크 등으로 데이터 주고 받는 기술
- 인간의 개입 없이 사물 상호간 정보를 직접 교환하며 필요에 따라 정보를
분석하고 스스로 작동하는 자동화 기술
- 로봇 공학에 생물학적 구조를 적용하여 더욱 뛰어난 적응성과 유연성을 갖
추게 될 것이며, 정밀농업에서 간호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한 업무를
처리할 만큼 활용도가 향상
- 3D 디지털 설계도나 입체적으로 형성된 모델에 원료를 층층이 겹쳐 쌓아
유형의 물체를 만드는 기술로 소형 의료 임플란트에서 대형 풍력발전기까
지 광범위한 활용이 가능
-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형태의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간
의 행동패턴 등을 분석 및 예측하고 산업현장 등에서 활용하면 시스템의
최적화 및 효율화가 제고
- 컴퓨터가 사고, 학습, 자기개발 등 인간 특유의 지능적인 행동을 모방할 수
있도록 하는 컴퓨터공학 및 정보기술로 다양한 분야와 연결하여 인간의 업
무를 대체하고 보다 높은 효율성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
출처: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4차 산업혁명과 ICT 기술(2018.01)

차 산업혁명 기술 대부분은‘부풀려진 기대의 정점인 거품기(Peak of
inflated Expectation)’에 위치하고 있으나, 향후 주요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은 증대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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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매우 높은 대중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있지만, 수많은 실패 사례를 통해서 기술적 대중화
에 대한 검증을 받는 단계라고 할 수 있음

<가트너의 신기술 Hype Cycle, 2015-2016>

출처: Gartnet, POSCO 재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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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산업혁명의 주요 핵심기술이 산업 전반의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은 급
속도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
- 현재는 주로 제조 공정 변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향후 R&D,
제품설계 및 제품 혁신으로까지 확대

ㅇ 4

구분
AI
IoT
빅데이터
모바일
클라우드
3D 프린팅
CPS
NT·BT

<4차 산업혁명의 주요 핵심기술의 가치사슬에 대한 영향력>
원료조달
●

R&D
●
●
●

디자인
●
●

제조
물류
마케팅 서비스
●
●
●
●
●
●
●
●
●
●
●
●
●
●
●
●
●
●
●
●
출처: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4차 산업혁명과 ICT 기술(2018.01)

새로운 4산업혁명시대의 환경적 특징과 문제점
ㅇ 이전 산업혁명보다 더욱 빠르고 복잡하게 변화가 진행되며 산업 경계가 무
너지고 있음. 즉, 세상이 빠르고 복합적으로 변화하고 관련 ICT 요소기술들
이 매우 방대하고 복잡
-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환경은 인공지능, 로봇기술, 생명과학이 주도
하는 차세대 산업 환경으로 물리 환경과 가상 환경이 정보통신기술(ICT)
을 통해 유기적으로 연계됨
-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4차 산업혁명의 요소 기술들은 매우 방
대하고 복잡한 알고리즘 기반으로 개발
ㅇ 이러한 상황에서 내부 역량과 기술에 주로 의존하는 전통적인 비즈니스 또
는 개발접근 방식으로는 한계
- 모든 문제를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시기로, 빠른 기술변화 속도에 어울리
는 시스템과 제도, 유연성이 필요해지는 시점
- 복잡하고 복합적인 문제해결에 유연한 적응 능력이 중요한 역량으로
부각될 필요가 있음

□

☞ 4차 산업으로의 진화과정에 있어 거대한 변화에 적응하거나 이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성공적인 비즈니스·기술 혁신을 위한 유연한 적응 능력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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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오픈 이노베이션과 사례
오픈 이노베이션의 개념과 필요성
ㅇ 오픈 이노베이션 개념
- 미국 버클리 대학, 헨리 체스브로
교수가 `03년 처음 제시한 개념
- 기업이 연구·개발·상업화 과정에서 기업이 가진 내부 자원을 외부에 공
개·공유하면서 혁신을 위해 필요로 하는 기술과 아이디어를 기업 외부
의 대학·연구소 혹은 다른 기업에서 끌어오는 방법을 의미함

□

(Henry Chesbrough)

* 가장 큰 특징은 기업 내부와 외부 기술 및 아이디어가 쌍방향으로 흐른다는 것

폐쇄형 이노베이션과 오픈 이노베이션 비교
- 폐쇄형 이노베이션: 회사 내부 연구개발(R&D) 역량을 키우는 데
투자하는 전통적 방법
- 오픈 이노베이션: 각자 가진 자원을 내놓고 공유 ,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데 집중하는 방법

ㅇ

* 아웃소싱은 한쪽 방향으로
음 더 나아가

역량이 이동하는 것이라 한다면, 오픈 이노베이션은 여기에서 한걸

기술이나 아이디어가 기업 내외의 경계를 넘나들며 기업의 혁신으로 이어짐

<폐쇄형 혁신과 개방형 혁신>

출처: Open Innovation: Researching a New Paradigm, Chesbrough,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12.

환경 변화에 따른 오픈 이노베이션 필요성
- 소비자나 고객의 니즈 변화가 빨라지고 대응에 필요한 요소 기술들이
갈수록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으며 제품 수명주기는 갈수록 짧아지고 있음

ㅇ

*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HD)는 1980년대 초 4년에서 6년 주기로 신제품으로 업그레이드되었으나,
1980년대 후반에는 제품 수명 주기가 절반으로 줄다가 1990년대에는 6개월도 안되어 신세대 제
품으로 대체되기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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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되는 R&D 투자 규모가 갈수록 커지지만 성공확률은 점점 떨어지면서
부담해야하는 위험(Risk)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임

* 산업과 기술 트렌드가 급격하게 바뀌는 경영 환경상 자체 개발만으로는 투자대비 효과측면에서
매우 떨어짐

-

개발 필요비용은 증가하고 개발·출시 기간이 짧아지는 현상으로 저렴하면
서도 신속하게 필요 기술과 아이디어를 얻는데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

* 독자적인 기업 혼자만의 기술과 역량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에 다다름

-

단순한 기술우위 보다는 외부와의 링크가 더 큰 가치를 가져오는 네트워크
시대로의 진입

* 기술적으로는 경쟁사 보다 더 우수한 기술이었으나 네트워크에서 밀리게 되어 시장의 뒤안길로
사라진 소니(sony)의 베타방식이 대표적인 사례

<환경 변화에 따른 오픈 이노베이션 비즈니스 모델의 대두>

출처: How to Thrive in the New Innovation Landscape, Boston: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오픈 이노베이션의 유형
ㅇ 체스브로(`03)의 오픈 이노베이션의 유형 분류
- 크게 내향형 (outside-in) 오픈 이노베이션과 외향형 (inside-out) 오픈 이노
베이션으로 구분

□

* 내향형 오픈 이노베이션은 기업이 연구, 개발, 상업화의 과정에서 외부의 기업이나 연구소,대학
등으로부터 지식이나 아이디어 등을 얻는 것을 의미
* 외향형 오픈 이노베이션은 기업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아이디어를 외부에 내보내서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상업화를 하는 것을 의미

출처: Chesbrough의 개방형 혁신 이론에 대한 비판적 평가, 김석관, 기술혁신연구 17권 특별호,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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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기술구매
공동연구
연구개발
(위탁연구)
장기지원 협약
내향형
개방

합작벤처 설립
벤처투자
기업인수
해결책 공모
사용자 혁신
집단지성 활용

외향형
개방

기술판매
분사(스핀오프)

<체스브로의 오픈 이노베이션 유형>
내용
금전적 계약을 통해 외부의 기술을 구
매
외부기관과 공동으로 기술개발 프로젝
트를 추진
특정 요소기술 확보나 시험평가를 위
해 외부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
대학 등과 연구성과 사용에 관한 협
약을 맺고 대규모 연구비를 일괄지원
타사와 공동으로 벤처기업을 설립하고
특정 기술의 사업화를 추진
신기술 탐색이나 우선 실시권 확보를
위해 벤처기업에 지분을 투자
유망기술의 도입을 위해 기술을 보유
한 기업(주로 벤처기업)을 인수
기술적 문제를 인터넷 등을 통해 전문
가들에게 공개하고 해결책을 공모
사용자에게 개발 툴을 제공하거나 사
용자의 피드백을 받아서 신제품 개발
다수 전문가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하
나의 기술에 대한 지속적 개선 추구
자사의 기술을 판매하여 타사의 비즈
니스 모델을 통해 사업화를 모색하고,
로열티 수입을 통해 수익 창출을 극대
화
자사의 현재 비즈니스 모델로는 사업
화가 어려운 기술에 대해 벤처기업을
설립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사
업화를 추진

비고
특허권 라이센싱이 대표적
보통 지적재산권 공유를 수반
지적재산권 공유 없으며 신약
개발에서 CRO가 대표적
보통 발생하는 특허의
지분이나 우선 라이센스를
기업이 얻는 조건
합작벤처는 제품개발 완료 후
매각/인수를 통해 소멸되기도
함
다른 벤처 캐피털과 협력
하거나 직접 설립
시스코, 화이자 등이 이 방식을
자주 사용하는 대표적 기업
NineSigma 등 전문 사이트
활용
의료기기, 게임, 완구 등이
대표적
기술의 사적 소유권을 불인정.
오픈 소스 S/W가 대표적
기업내에 사장된 휴면특허를
파는 경우도 있지만, 처음부터
기술판매를 목적으로
기술개발을 하는 경우도 있음
미활용 기술의 사업화,
사업다각화 모색, 신성장 동력
사업 창출 등이 목적

의 오픈 이노베이션의 유형 분류
- MIT 경영대학원에서 발간하는‘Sloan Management Review'를 통해 크게
세가지 모델로 구분

ㅇ Boudreau & Lakhani

*“Integrated Platform Model”의 경우 애플처럼 플랫폼 소유자가 외부 개발자와 고객 사이에서
외부 개발자가 개발한 제품을 직접 판매하는 방식
*“Product Platform Model”의 경우 외부 개발자가 플랫폼소유자 기술을 이용해 제품을 개발하여
직접

고객에게

판매 하는 모델

*“Two-sided Platform Model”의 경우 플랫폼 소유자와의 계약된 플랫폼 환경 하에서 활동한다는
조건 하에서 외부 개발자가 자유롭게 고객과 직접 거래를 하는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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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udreau and Lakhani 오픈 이노베이션 유형>

출처: Boudreau and Lakhani, (`09) How to manage outside innovation. MIT Sloan Management Review

오픈 이노베이션 현황과 사례
ㅇ 비용을 줄이고 성공 가능성 높은 전략으로 오픈 이노베이션을 적용한 사례
가 다수이며 최근 들어 다시 각광받기 시작함

□

-

미국·유럽의 기업 2,84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78%가 오
픈 이노베이션을 추진. 특히, 부가가치가 높은 하이테크 기술 분야에선
91%에 달함(버클리대학과 독일의 프라운하퍼연구소,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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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오픈 이노베이션 추진 비율(%)>

-

최근 기술 혁신의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해지면서 오픈 이노베이션이 다시
각광받고 비즈니스 전 분야로 확대되기 시작
<오픈 이노베이션이 비즈니스 전 분야로 영역 확대>

ㅇ

퀄컴(지적재산권 판매·공유) : 휴대폰과 베이직 스테이션을 직접 생산했던
기업인 퀄컴이 강력한 경쟁자가 해당 시장에 들어오고 경쟁이 가열되자 칩
을 만들고 관련 기술을 파는 형태의 사업모델로 전환.
* 퀄컴은 자사의 기회를 재정의하고 과거 경쟁자 기업들과 협력 관계를 구축. 지적 재산권 공유
를 통해 새로운 혁신을 만듦

ㅇ

한미약품(위탁 R&D) : 신약 개발 기술을 글로벌 제약사에 수출하는 한미약
품은 `10년부터 외부 연구개발(External R&D)팀을 만들어 추진
* 사내 연구개발 성공한 비율보다 외부 R&D 결과물이 제품 상업화에 성공한 비율이 3배

ㅇ

구글(기술구매) : `05년 작은 스타트업 안드로이드를 인수해 내부 개발력과
시너지를 발휘, 뒤쳐졌던 모바일 시장에서 애플을 빠르게 따라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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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샤오미(사용자 아이디어 활용): 미펀(米粉)으로 불리는 샤오미팬 수백만명과
수천만 사용자들로부터 개선점과 아이디어를 듣고 제품에 반영
* 매주 목요일마다 일주일 단위로 업데이트되는 샤오미 운영체제와 앱은 소비자를 오픈 이노베이
션 파트너로 대접

ㅇ

시스트란과 식신(기술공유 통한 이노베이션 BM 구축) : 자동 통번역이 가
능한 시스트란과 위치기반서비스/SNS를 통해 맛집을 추천하는‘식신’이 상호
기술을 공유, 각각 또는 결합 솔루션을 활용하여 시너지 창출
* 신규 서비스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 전담 실무팀을 구성해 기술 공유 및 각사가 보유한 솔
루션을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를 론칭

자타의 지식재산 결합하여 개발) : 내부 연구
인력 7,500명의 약 200배에 이르는 150만 명의 외부인력 활용.

ㅇ P&G(Connect & Development,

* C&D를 통해 매년 수십 여종의 새로운 제품 출시는 물론 R&D 생산성 60% 가까이 증가

ㅇ

무라타 제작소(기술공개 및 해결책 공모) : 미래의 지속적 성장 위기감과 사
내 아이디어 한계를 느껴 2016년 2월 보유 기술을 먼저 공개해 핵심기술을
명확히 파악하고, 외부로 기술을 갖고 오거나 보유기술 용도를 발굴
* 업종 간 연계를 통해 `17년 최신 스마트 글래스를 탄생 성과 얻음

ㅇ

이케아(사용자 아이디어/다수의 전문가 집단지성 활용) : 상대적으로 내구성
이 낮고 트렌디 제품이 많은 '이케아'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유하는‘이케
아해커스’오픈
* 헌 제품 활용방안을 공유하는 홈페이지를 개설, 고가 가구 브랜드에 대한 경쟁력 강화

□

개방형 혁신의 필요성과 의의

☞ 빠르고 복합한 환경 변화로 인해 외부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내부
혁신으로 연결시키는 오픈 이노베이션은 비즈니스 전 영역에 걸쳐
기업 생존의 중요 키워드로 다시 각광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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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시사점
□ (새로운 혁신 전략으로의 접근) 수직적 폐쇄적인 조직문화가 많은 국내
기업도 이제는 복잡·복합적인 문제해결 해법을 제시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전략적 접근방법 모색이 요구됨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IoT 등 4차 산업혁명 요소기술이 방대하고 복잡한
기술 융합이 보편화되어 단일 기업 내부 역량과 기술에만 의존하는 전통
적인 개발방식으로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단순 내부 연구개발(R&D) 역량에 투자하는 전통적 방식이 아니라 내부 자
원을 외부에 공개 공유하면서 필요 혁신기술과 아이디어를 끌어와 비용을
줄이고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으로의 전략적 접근이 타당
또한, 대규모 기업이나 가능한 M&A, 단순 기술 협업 위주의 공동 R&D, 한쪽
방향으로 역량이 이동하는 아웃소싱이 아니라 상업화를 위한 자원을 포함하여
내부 자원의 외부 공개·공유를 통한 확장 개념으로 접근이 필요
- IT SW 산업은 짧은 제품 생명주기와 빠른 환경변화로, 새로운 환경에 적절한
기술을 빨리 보편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체계가 요구됨
·

ㅇ

ㅇ

·

ㅇ

·

□ (국내 IT·SW산업에서의 적용) 발전 속도, 범위, 파급효과가 매우 큰 4차 산업
혁명시대에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산업계 특성을 고려, 다음과 같은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을 통한 변화 모색이 필요할 시점
소비자 수용 중심의 기술개발 패러다임으로 변화
- 단순히 기술우위가 목표가 아니라 고객을 이노베이션의 한 전략으로 인식
하고 빠르고 다양한 시장 요구에 선제 대응 가능한 체계 확립이 필요
- 직접적으로 소비자나 전문가 집단 지성을 활용한 제품 기획, 품질활동,
마케팅 등을 통해 혁신속도와 다양성에 집중
혁신 기술과 아이디어 확보 패러다임의 변화
- 단순한 기술 이전(판매)이 아닌 공유관점에의 거래 추진을 통해 새로운 기술
개발이 아닌 기존 기술과의 결합 융합을 통한 구현 전략을 추구하고
- 제품화, 상업화 등의 영역으로까지 확대 접근
ㅇ

·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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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기술 제품의 유통 활용 패러다임의 변화
- 시장 환경이 기술/제품 구매가 아닌 빌려 쓰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 빠르고 다양한 시장 요구의 선제적으로 대응과 (생산 유통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을 위해 기존 기술 제품을 SW서비스화(SaaS)로 전환

ㅇ

·

·

·

·

·

*

주요 SW기업(아마존, 오라클 등) 비즈니스 모델도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 중, `21년 세계 데이
터센터 트래픽 95%가 클라우드 서비스/애플리케이션에서 발생할 것으로 전망(시스코, ‘16.12)

산업 지원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국내 대다수 기업은 내 외부 기술자원 탐색의 어려움, 활동 자금, 축적된
경험 지식자산 부족 등으로 인해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이 저조한 상황임

IT·SW

ㅇ

-

·

·

*

글로벌 대규모 기업은 자체적으로 오픈 이노베이션 체계를 구축 적용하고 있으나 규모가 작고
수직적 폐쇄적인 조직문화가 많은 국내 ICT SW기업은 대다수 폐쇄형 이노베이션에만 집중
·

·

-

·

이에, 기술 R&D 지원만이 아니라 공개 공유를 통한 오픈 이노베이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뒷받침 모색이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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