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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략의 필요성

털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최근 브렉시트(Brexit)로
인해 영국의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

최근 산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4차 산업혁명의

졌지만, 영국은 디지털 기술혁신을 통해 국가경쟁력

근간에는 디지털 혁명이 있다. 오늘날의 인공지능기

확보, 디지털 기술 접근성 향상, 사이버 안보강화 등

술이나 빅데이터 분석기술은 디지털 혁신으로 인해

을 주요 내용으로 한 디지털 전략을 발표했다.

개발된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기술(ICT)이 없었다
면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디지털 혁신 패턴은 빠

영국 디지털 전략 동향

르게 변하고 있다. 기존의 디지털 혁신은 자연계에
있는 물질을 디지털화했다면 최근 디지털 혁신은 인

영국의 디지털 경제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꾸준

간의 생각과 같은 비물질적인 것을 디지털화해서 생

히 성장하는 중이다. BCG(Boston Consulting

산·유통·전달한다. 전자책이 종이책이라는 물질

Group) 연구결과에 따르면, 영국의 인터넷 경제는

을 디지털화 한 예시가 될 수 있고, 알파고와 같은

2010년 1,200억 파운드에서 2015년 1,800억 파운드

AI가 인지·사고과정과 같이 비물질적인 현상을 디

로 커져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규모를 가진

지털화한 사례이다. 디지털 기술혁신은 기존 제조

다(Charlotte holloway, 2015). 또한, 4차산업혁명

1)

산업의 구조를 변화시키고, 디지털 경제 의 규모를

으로 인해 지능정보기술의 수요가 증가해서 영국 디

확대시키고 있다. 디지털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능정

지털 경제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산업지형

보기술은 앞으로 사회전반에 미치는 효과가 커질 것

변화는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므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중장기적인 디지

영국문화미디어스포츠부(Department for

1)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경제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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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 Media and Sport: DCMS)는 2009년 6월

디지털 전략 주요 내용2)

에 ‘Digital Britain’을 발간했다. 주요내용은 디지털
이용 확대, 디지털 인프라 확충, 콘텐츠 산업 육성,

2016년 6월 23일에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

공공서비스 콘텐츠 개발, 디지털 보안 정책 마련 등

기로 결정하면서 EU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영국

이다. 2010년 디지털경제부 장관인 에드 베이제이

의 민간·공공 R&D투자가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했

(ED Vaizey)는 디지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공

다.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영국과 유럽연합간의

공·민간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했고, 2010년 런던

연구 자금 흐름을 보면, 영국이 유럽연합으로부터

동부에 미국 실리콘밸리와 같은 스타트업 클러스터

지원받은 금액은 88억 유로이고, 영국이 유럽연합

인 ‘Tech City UK’를 조성해서 디지털 사회로의 전

에 기여한 금액은 54억 유로이다. 영국은 유럽연합

환을 이끌었다. <그림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Tech

에 속함으로써 약 35억 유로만큼의 연구 자금을 더

City UK는 디지털 R&D에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확보할 수 있었다.3) 이러한 의견에 대한 대응으로써

50%이상 많이 투자한다. ’15년 2월에는 디지털 혁신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처음으로 국가경쟁력 확보 및

을 위해 4년간 1억2천만 파운드를 어떻게 활용할지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전략을 지난 3월

에 대한 ‘디지털 경제전략 2015-2018’을 발표했다.

에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디지털 전략은 7개 주
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 : 2016년 기준 유럽 국가별 디지털 기술 투자금액 비교

(1) 디지털 인프라 구축

Digital Tech Investment ￡bn(2016)

8

영국 인터넷 트래픽은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6

95배로 증가할 것이고, 모바일 트래픽은 연간 42%

4

만큼 증가할 것이다. 첫 번째 디지털 전략의 목표는

2

급격하게 증가하는 트래픽을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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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지역사회까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빠르고 안정적인 광대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편적 서비스 제공의무(Universal Service
Obligation: USO)를 도입할 예정이다. 2018년 말까
지 영국정부는 시민들이 여객 노선 90%에서 무료

2) DCMS(2017) 정리 요약함
3) The Royal Society(2016. 6.6), “Royal Society: Impact on UK research must be considered in the EU debate”,
https://royalsociety.org/news/2016/06/UK-research-and-the-EU/(201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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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2011~2015년동안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변화

자료 : Ofcom(2016); DCMS(2017) 재인용

Wi-Fi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차세대 디지털 인프

Make it Digital 프로그램은 7세 이상의 모든 어린

라(완전 광섬유, 5G)의 개발 및 도입을 위해 10억 파

이에게 마이크로 비트4)를 제공해서 디지털 기술개

운드를 투자할 예정이다.

발 역량을 어릴 때부터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영국은
디지털 전문 여성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영국 전역

(2) 모두를 위한 디지털 기술

10,000명 이상의 여성 기업가를 대상으로 디지털 기
술 교육을 제공하는 S h e M e a n s B u s i n e s s

영국은 모든 시민들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생

Partnership을 시행할 것이다.

산성을 높일 수 있는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영국 성
인 시민 10명 중 1명은 인터넷을 전혀 이용하지 않아

(3) 디지털 비즈니스 환경 조성

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
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 교육

영국은 기업이 디지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해서

을 위해 250만 파운드를 투자할 예정이다. 특히, 사

2025년까지 디지털 경제가 약 2,000억 파운드 가치

회적 약자(노숙자, 장애인 등)들이 디지털 기술을 활

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영국은 런던

용할 수 있도록 110만 파운드를 투자할 것이다. 영국

뿐만 아니라 Southampton, Cornwall, Dundee에

은 젊은 사람들이 디지털 기술개발 역량을 키울 수

신흥 디지털 클러스터를 성장시켜서 핀테크 및 헬스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영국은 2014년에 초

케어 분야를 육성할 것이다. 또한 영국은 세제혜택

중등 정식교육과정에 코딩수업을 포함시켰다. BBC

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4) 코딩 기본소양과 창의력 확장을 위한 작은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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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 영국 비즈니스에서 디지털 기술 활용 수준

자료 : DCMS(2017)

소득공제혜택을 주는 SEIS(Seed Enterprise
5)

록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Google

Investment Scheme)제도 를 유지할 것이다. 그리

Garage 이니셔티브는 영국 전역의 100개 도시와 마

고 영국은 디지털 기업들이 지속적인 혁신활동을 할

을에서 대면 교육 및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수 있도록 공공조달 서비스를 제공한다. Digital
Marketplace에서 약 10억 파운드를 중소기업 공공

(5) 사이버 보안 강화

조달을 위해 제공하고 있다.
영국은 디지털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

(4) 영국 비즈니스의 디지털화

간의 안전과 보안을 위한 목표를 제시했다. 먼저 기
업·시민들이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영국은 기존 비즈니스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한다. 둘째, 사이버 보안 산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업을 육성시켜서 잠재적인 사이버 위협에 대응한다.

영국 중소기업은 디지털 기술 활용도가 낮아서 다른

정부는 5년간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예산으

유럽국가에 비해 생산성이 낮다. 이러한 문제를 극

로 19억 파운드를 배정했다. NCSC(National Cyber

복하기 위해 생산성위원회를 설립해서 디지털 기술

Security Center)는 사이버 보안을 위해 새로 설립

을 활용해 생산성을 향상시킨 모범사례를 공유한다.

된 기관으로써, 사이버 보안사고를 관리하고, 사이

영국은 신생기업들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

버 보안 전문 지식을 제공한다. 또한 영국은 어린이

5) 총자산 20만 파운드 미만, 직원 수 25명 이하, 투자유치 총액이 1년 동안 15만 파운드 미만인 초기기업에 투자할 경우 10만 파운드까지의 투자금에
50%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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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 영국 온라인 아동 성착취 방지 기구(IWF) 홈페이지

자료: https://www.iwf.org.uk/(2017.04.12.)

인터넷 안전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7) 데이터 구축 및 활용 강화

영국 아동안전위원회(UKCCIS)는 음란물에 어린이
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자동 필터시스템을 제공하고,

SNS사용 증가와 사물인터넷기술이 개발됨에 따

올바른 SNS활용 방안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영

라 빅데이터가 생성 및 활용되고 있다. 영국은 효과

국에서 일어나는 온라인 아동 성 착취행위를 막기

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인프라

위해 IWF(Internet Watch Foundation)를 설립

구축을 지원한다. 영국 정부는 기업 데이터 활용도

했다.

를 높이기 위해 O p e n A P I(A p p l i c a t i o n
Programming Interface)6) 제공을 확대하는 중이

(6) 디지털 정부 구축

다. 브렉시트 이후에 EU국가들과 지속적인 데이터
공유를 위해 데이터 보호법을 개선할 예정이다. 영

영국은 2012년부터 Government Digital

국 정부·기업·시민 간의 데이터 사용에 대한 신뢰

Strategy를 발표해서 온라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기업들은 자체 윤리위원회를

왔다. 디지털 및 데이터 기술 전문가를 정부차원에

설립하고, 정부는 2016년 5월에 데이터 과학 윤리

서 고용해서 공공서비스를 온라인화했다. 디지털 정

체계를 수립했다. 이러한 신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부 구축을 위한 핵심서비스인 온라인 신원확인 서비

영국은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악용하는 기업은 정부

스(GOV.UK Verify)는 영국시민들이 다양한 공공서

차원에서 강력하게 제재할 것을 예고했다.

비스를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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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디지털 전략 개선방향

않도록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일례로 명절에 버스
터미널에서 줄을 서고 있는 대다수는 온라인 예약을

한국은 ICT 강국으로 전 세계적으로 컴퓨터 보급

할 줄 모르는 노약자들이다. 4차 산업혁명 혹은 디

및 인터넷접속비율이 높아서 국제전기통신연합의

지털 혁명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도

ICT 발전지수(IDI)가 전체 1위인 국가이다. 하지만

중요하지만, ‘모두를 위한’ 디지털 기술개발이 더 시

ICT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를 측정

급하다.

하는 세계경제포럼(WEF)의 네트워크준비지수
(Network Readiness Index)에서 한국은 2015년 기
준 13위이다. 한국은 우수한 디지털 기술역량을 가
지고 있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
다. 일례로 데이터를 활용하는 절차가 복잡해서 소
비자들이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기 어렵고, 일부 공
공데이터는 내부적인 이유로 제공하고 있지 않다.
개인정보는 명확한 지침에 따라서 공개를 제한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공공데이터는 누구든지 손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디지털 사회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발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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