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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배경

□ 세계 주요국은 성장 한계인 제조 등 기존 산업을 AI SW 융합을 통해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 중
ㅇ 독일, 미국, 유럽 등은 산업과 AI융합으로 기업과 제품의 지능화 및 서비스화,
공정의 생산성‧품질 극대화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
·

※ 독일, 중국, 유럽은 국가 주도로 AI + 제조 융합 정책을 추진

ㅇ

특히, 글로벌 기업들은 제조업과 AI기술 결합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지속
성장을 위해 디지털전환, 제조방식 혁신 및 서비스 창출에 집중
新

※ 롤스로이스社(영) : 항공기엔진+IoT센서로 엔진성능, 부품상태, 고장유무 실시간
서비스, 제품의 서비스化(10%→50%), 영업이익률 2.5배 증가

□ 인공지능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 기술로 부상하며 국가 및 산업 경쟁
력을 주도하고 지속적인 글로벌 시장의 성장세가 확대될 전망
ㅇ 전 세계 AI시장 규모가 ’18년 297억 달러에서 ‘23년 963억 달러로 성장(연평균
성장률 26.5%)할 것으로 전망
ㅇ 국내 AI시장 역시 ’18년 2.8억 달러에서 ’23년 6.4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17.8%로 고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
․

<국내 인공지능 시장 전망(’19～’23)(단위:십억)>

(출처:IDC,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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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는 미래 핵심경쟁 원천으로 전 산업 분야 AI기술 도입 모색
ㅇ 세계 인공지능 활용분야는 다양한 산업에서 이용되고 있으며, 서비스 운영,
제품 서비스 개발, 마케팅 판매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은 편으로 나타남
․

․

<산업분야별 AI 활용 현황>

* 전세계 전업종 종사자 2,135명을 대상으로 ‘18.02.06～16 설문조사를 실시 결과(숫자는 응답자 수)

(출처:McKinsey, AI adoption advanced, but foundational barriers remain, 2018.11)

□ 고속성장하는 AI 시장에도 불구하고 산업계에서 요구되는 AI인재는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절대적 부족한 상황
ㅇ 세계 시장에서 요구되는 AI인재는 100만명으로 현재 약20~30만명으로 추정되는
AI인력만으로는 수급 불균형과 AI산업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Tencent, ’17)
ㅇ 국가별 AI인재는 상위 10개국에 50%이상이 집중되어 있으며, 국내 AI인재는
2%미만으로 나타남(칭화대학, ‘18)
<세계 AI인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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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주요국 AI 추진 동향 및 중점추진 분야

□ 미국
ㅇ

AI 선도국으로서 중국의 추격을
“미국 AI Initiative(’19)” 발표

견제하고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분야별 AI활용 촉진을 위해 관련 AI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산업적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에 중점
ㅇ ’19.6월, ‘국가 인공지능 연구개발 전략계획(’16.10)‘을 수정하고, 기업이 해결
하기 어려운 분야(국방, 복지, 안전, 윤리 등)에 집중하여 미국의 AI리더십 유
지를 위한 연구개발 강조
ㅇ 특히, AI 15대 적용분야(농업, 통신, 국방, 교육 금융, 정부(행정) 서비스, 의료,
법률, 물류, 제조, 마케팅, 개인 서비스, 과학 및 공학, 보안(안전), 교통 등)를
적시하여 정책 추진
ㅇ

․

□ 중국
ㅇ 중국은 세계 AI 최강국이 되겠다고 선언, 정부 주도의 대규모 투자와 강력한
인재양성, 데이터 개방 공유 등 기업 친화적 정책 추진
ㅇ 대기업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알리바바(스마트시티), 바이두(자율주행
차), 텐센트(의료응용) 등 중국을 대표하는 IT 기업들을 ‘AI 선도기업’으로 선
정하고, 분야별 플랫폼 육성
ㅇ ‘중국제조 2025(’15.05)’ 계획을 통해 제조강국 30년 장기 혁신계획을 천명하고
신세대 정보기술, 최첨단 디지털 제어 장치와 로봇, 해양 엔지니어링 설비,
첨단 선박, 에너지(energy conservation)와 차세대 자동차, 신소재, 농업기계,
항공, 철도 교통, 전력, 바이오 의료 및 의료설비 등을 중점 추진
ㅇ ‘차세대 AI발전 계획(’17.07)’을 통해 미국을 제치고 AI 세계 1위 목표를 제시
하고 대기업 중심으로 의료, 농업, 금융, 물류, 교육, 문화, 여행 등 영역별 응
용서비스를 집중 추진 적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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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ㅇ AI분야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AI의
기술개발 및 산업화부터 사회 전반으로의 AI 활용ㆍ확산을 계획하여 경제,
산업, 사회, 윤리 등의 관점에서 포괄적 접근 시도
ㅇ ‘일본재흥전략(’16.04.)’을 통해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을 중심으로 한
제4차 산업혁명 시장을 주도 천명, 중점 추진분야로 의료, 환경 에너지, 스포
츠, 주거, 서비스산업, 농업, 관광 등을 선정
ㅇ ‘AI 전략 2019(’19.03)’에서 4대 전략목표와 7대 분야(복지-건강/의료/돌봄, 농
업, 안전/재난방지, 교통, 물류, 스마트시티)의 산업 기반정비 및 사업화 대상
선정
·

□ 독일

개발 강국으로서 부상하기 위해 ‘하이테크전략 2020 액션플랜’(‘12), ‘신하
이테크 전략’(‘14), ‘하이테크 전략 2025’(‘14) 등을 꾸준하게 전개
ㅇ EU 및 프랑스 회원국과의 공조를 통해 유럽 전반의 AI활성화를 도모하고 미
국의 AI패권에 대항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고자 노력
ㅇ ‘AI made in Germany 인공지능 전략(’18.11)‘으로 AI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
여 연구성과의 경제적 이전을 강조하고 12개(연구 강화, 혁신 챌린지, 기업역
량 강화, 스타트업 지원, 노동시장 변화, 인재양성 및 유치, 공공수요 및 정부
서비스 혁신 데이터 활용, 촉진(Promotion), 법제도, 표준, 네트워크, 사회적
논의 등) 중점 지원 정책 추진
ㅇ

AI

□ 영국
ㅇ AI와 데이터 주도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규제, 교육 등 전방
위적으로 정책을 추진 중이며, 민관의 협력을 강조
ㅇ 영국은 ‘2019 AI 준비지수’에서 세계 2위를 차지했으며, 민관합의체를 중심으
로 AI 산업을 적극 육성 중
ㅇ ‘산업전략 정책백서(’17.11)’에서 ‘인공지능(AI) 및 데이터 혁신’을 4대 도전과
제 중 하나로 채택하고 세계가 직면한 6대 과제(헬스케어 및 의약품, 로봇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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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및 인공지능, 청정 유연 에너지, 무인차량, 미래 제조업 및 재료, 위성 및
우주기술 등) 지원
ㅇ 특히, 세부 전략으로 8개 핵심분야(생명과학, 자동차, 창조산업, 인공지능, 건
설, 핵에너지, 우주항공, 철도)별로 민관협약을 체결하여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생산성 제고, 기업 성장의 장벽 해소 등을 추진
·

□ 프랑스
ㅇ 인공지능을 경제 및 사회를 포함하는 국가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보고, 특히
데이터와 AI 인재 부문에 집중
ㅇ

‘AI 권고안(’18.03)’은 AI
경, 국방/안보)의 데이터

선도국 도약을 위한 4대 분야(건강, 교통/이동, 환
공유를 위해 기업대상 인센티브 제공, 법적 강제성
부여 등 데이터 접근성과 유통을 확대 전략 제시, 추진 과제보다는 연구, 일
자리, 사회 이슈에 관한 정부의 권고 사항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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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산업계 AI 인력 양성 필요성

□ 국내 500대 기업 대상 AI도입 현황 및 계획 설문조사 결과, 대기업의 57%가
AI기술을 실제 업무에 적용중이며, 그중 93%가 추가 도입 예정
ㅇ 도입분야로는 상품개발, 고객서비스, 업무개선, 영업, 인사 등에 적용중이며
AI도입기업들의 80%가 업무개선효과가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93%의 기업
들이 AI추가도입을 계획하고 있다고 조사됨
< 국내 500대 기업 AI도입 현황(CEO스코어데일리, ’19.10월) >
[A I 도입 현 황]

[ 적용

업무 분 야]

(출처 : 연합뉴스)

□ 인재 부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AI 경쟁력 확보가 최우선 과제 대두
ㅇ 주요국 대비 AI 인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며 고등교육을 받는 대학생
인구수 대비로 비교해도 OECD 주요국 대비 열위한 상황
- AI 분야 핵심연구자 상위 500명을 기준으로 한국은 1.4%에 불과하며 대학생수
대비 2.1%에 불과해 절대적인 숫자나 상대적 비교로도 AI 선도국 대비 뒤처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19.11)

국내 AI를 도입한 대기업중 72%가 AI도입과정의 애로사항은 AI전문인력
확보 어려움을 꼽아 AI도입 및 융합을 위해서 체계적인 AI전문인력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CEO스코어데일리, ’19.10)
ㅇ 국내 AI 중소･벤처기업은 AI 인재난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술력 한계요인으로 자금보다 인재 부족을 최우선 과제로 꼽음(’19 대한민국
ㅇ

AI대상 수상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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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AI 융합인력 양성을 위한 산업분야 분석

정부 정책

□ 우리나라는 AI와 관련하여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16, 과기정통부),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17, 4차산업위), 인공지능 국가전략(‘19, 부처합동)에 이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20.07, 부처 합동)을 수립‧추진중
ㅇ ‘인공지능 국가전략(‘19, 부처합동)’은 3대 분야, 9대 전략, 100대 실행과제를
통해 ‘IT강국을 넘어 AI강국으로’라는 비전을 제시하였으며, AI플랫폼, 제조
전반(자율차, 조선, 설계, 로봇, AI가전, 반도체, 세라믹, 소재 등), 바이오‧의
료, 스마트시티‧건설, 교통‧물류, 에너지, 환경, 통신, 농수산, 문화‧예술, 법
무, 국방 등 산업 전반에 AI활용 전면화 추진
ㅇ 특히,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20.07)의 디지털뉴딜 전략을 통해 ’경제 전반의
디지털 혁신 및 역동성 촉진‧확산‘ 및 AI융합서비스 글로벌 선도를 목표로
신산업 육성 및 주력산업 디지털 전환 가속화‧경쟁력 강화 추진
□ 정부의 인공지능 국가전략 시책으로 각 산업분야의 인공지능 R&D 및 AI융
합이 가속화 될 예정이지만
ㅇ 해당 산업분야에서는 AI도입을 위한 전문인력 수급 부족으로 지속적인 애
로사항 발생 및 AI융합지연이 발생 예상
ㅇ 정부 인공지능 전문인력양성 사업으로 학사, 석 박사 등 고급전문인력의
충분한 수급 제공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
․

․

□ 산업계 AI전문가 인력 소요에 부응하고 고급전문인력의 충분한 수급시기까지
AI도입, 프로세스 개선 및 AI융합을 위한 산업현장전문가의 AI역량화 필요
ㅇ 국내 AI 사업추진현황 및 R&D 지원현황 등을 감안하고 산업분야별 효과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지원 추진

- 8 -

산업별 투자 및 효과성
□ 한편, 인공지능 적용 비중이 높고 투자 빈도가 높은 산업은,
ㅇ ‘16년에는 유통 산업이, ’17년부터 헬스케어와 금융 산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
’19년 기준 헬스케어가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금융, 로봇, 운송수단, 유통 등
의 순으로 나타남((Deloitte)


AI

< 인공지능 적용 및 투자 빈도(Deloitte) >

(출처: Global Artificial Intelligence Industry Whitepaper, Deloitte, ’19)

□ 인공지능 활용 시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 순위는,
ㅇ 헬스케어가 가장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자동차, 금융, 운송 및 물류,
미디어 및 통신(소통), 소매(소비), 에너지, 제조 순으로 나타남(PwC)
< PwC 인공지능 파급력 산업 순위 >

(출처: 2018 AI Predictions, PwC,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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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과제 분석
□ 국가 전체의 AI관련 연구개발 현황, 분야 등을 종합하여 산업별 AI 중점 추진
분야를 파악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서 ’18~’20년 인
공지능 과제(4,702개)를 추출하여 국가과학기술분류에 따라 분류, 분석 실시


R&D

ㅇ

최근 3년간 분야별 인공지능 관련 연구개발 과제는 ‘건강’,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교통/정보통신/기타 기반
시설’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인공지능 관련 과제 수 Top 10 분야 >

적용분야 분류
2018 2019 2020
건강
114 229 315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17 183 196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00 158 187
교통/정보통신/기타 기반시설
82 147 165
제조업(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76 127 160
지식의 진보(비목적 연구)
78
89 117
제조업(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35
77 105
농업, 임업 및 어업
45
68
61
제조업(전기 및 기계장비)
29
53
7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7
44
77
※ ‘기타 산업‘ 및 ‘기타 공공목적‘ 순위 제외
※ 2018～2020년 인공지능 관련 과제 추출,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ㅇ

(단위: 개)

합계
658
496
445
394
363
284
217
174
156
148

최근 3년간 적용분야 분류 기준에 따라 인공지능 관련 R&D 투자액은 ‘교통
/정보통신/기타 기반시설’,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건강’,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의 순으로 나타남
<인공지능 관련 R&D 투자액 Top 10 분야>

(단위: 백만원)

2018
2019
2020
합계
적용분야 분류
수 투자액 수 투자액 수 투자액 수 투자액
교통/정보통신/기타 기반시설
82 37,518 147 58,886 165 74,307 394 170,711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17 29,482 183 30,012 196 51,242 496 110,737
제조업(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76 22,980 127 30,233 160 48,020 363 101,234
건강
114 15,752 229 32,174 315 49,745 658 97,671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00 18,275 158 24,491 187 45,940 445 88,70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7 15,131 44 22,539 77 31,968 148 69,639
지식의 진보(비목적 연구)
78 15,650 89 19,972 117 21,576 284 57,198
제조업(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35 9,880 77 19,062 105 28,180 217 57,122
제조업(전기 및 기계장비)
29 10,404 53 17,037 74 21,571 156 49,014
교육 및 인력양성
25 4,436 32 10,010 63 27,606 120 42,053
※ ‘기타 산업‘ 및 ‘기타 공공목적‘ 순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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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AI

추진 전략 비교

□ 앞서 살펴본 해외 주요국의 AI국가전략 사례에서 중점추진 및 전략화 산업을
비교‧분석 한 결과
ㅇ 의료, 교통/자동차는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및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가
중점추진 분야로 선정
ㅇ 안전, 물류, 제조, 농업, 에너지, 교육 등도 다수의 국가 AI적용분야로 선정
하여 국가적 정책 지원하에 추진되는 것으로 나타남
<주요국 AI 중점 추진분야 비교>
에
마
유통
문화
구분 의료 교통 안전 제조 물류 농업 금융 너 환경 도시 생활 관광 행정 국방 교육 통신 법률 케
지
팅
미
국

●

●

중
국

●

●

●

독
일

●

●

●

●

-

●

●

●

●

-

-

-

-

●

●

●

●

●

프
랑
스

●

●

●

일
본

●

●

●

●

●

●

●

●

●

영
국

●

개 정보 디지
신
인 기술 털제 로봇 소 항공 주거
화
어
재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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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Ⅴ

.

종합 및 시사점

□ 2000년 이후, 인공지능(AI)은 컴퓨팅파워, 네트워크 전송속도 증가, 스토리지
저장기술 및 대용량 데이터 관리 기술 발전에 힘입어 급격한 기술발전을 이
루고 있으며, 세계 시장 역시 성장세가 가속화 되고 있음
□ 세계 각국은 인공지능 기술 우위를 점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전략수립과 정책
지원을 시행
□ AI인재는 전세계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며, 상위 10개국에 50%이상이 집중되
어 있으며, 국내 AI인재는 2% 미만으로 나타나 인력수급 및 확보가 시급함
ㅇ 국내 대기업 상당수가 AI 도입 및 향후 추가 도입을 계획중에 있으며 도입에
가장큰 애로사항은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전문인력 확보를 최우선 과제 선정
□ 정부의 인공지능 국가전략 시책으로 각 산업분야의 인공지능 R&D 및 AI융
합이 가속화 될 예정이지만, 고급전문인력의 충분한 수급 제공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어 산업현장의 AI융합전문가 양성이 필요
□ 국내 산업분야의 AI융합전문가 수급이 필요한 분야 발굴을 위해서는 전문가
분석, 세계 추진 동향 및 국내 산업분석이 필요
ㅇ 세계 유수 연구기관은 건강관리, 금융, 로봇, 운송수단, 유통, 통신, 소매, 에
너지, 제조 등을 AI 적용 분야로 선정
ㅇ 세계 유력 국가들은 의료, 교통/자동차, 안전, 물류, 제조, 농업, 에너지, 교육
등의 분야를 주력 적용 분야로 선정하여 정책 추진
ㅇ 국내 3년간 AI 연구개발 추진분야는 ‘교통/정보통신/기타 기반시설’,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제조업(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
신장비)’, ‘건강’,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의 순으로 나타남
ㅇ AI국가전략에서는 AI플랫폼, 제조전반(자율차, 조선, 설계, 로봇, AI가전, 반도체,
세라믹, 소재 등), 바이오‧의료, 스마트시티‧건설, 교통‧물류, 에너지, 환경,
통신, 농수산, 문화‧예술, 법무, 국방 등 산업 전반에 AI활용 전면화 추진
□ 국내 주요 산업의 AI융합 및 신산업 분야 AI활용 촉진을 위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 산업분야 재직자, 구직자에 대한 AI 인식전환 및 기획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투자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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