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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독일의 미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준비: 디지털화

맞춘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유럽경제

본고에서는 독일의 디지털화를 위한 노력과 예상

연구센터도 한 연구 결과를 통해 디지털화의 필요

되는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를 살펴보고, 우리에게

성을 강조했다.4)

시사하는 바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표 1 : 디지털전략 2025 상위 10대 중점 추진과제

중점과제

글 : 장 훈 (hoonjang@stepi.re.kr)

기가비트급 광통신망 전국 확대

- 2025년까지 100억 유로 규모의 네트워크 구축자금 확보
- 연방-지방정부간 지원 프로그램 조율
- 기가비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라스트 마일’의 단계적 개발

창업 활성화, 신생 기업 간 협력 강화

- 2017년까지 3억 유로 규모의 하이테크 창업기금 창설
- 벤처캐피탈 자금 유치를 위한 법/규제 개선
- 스타트업 글로벌화 지원

투자 확대와 혁신을 위한 제도 마련

- 유럽 디지털 마켓 구축
- 정보통신 관련 법/제도 개발
- 새로운 기술·비즈니스 ‘실험실’ 창설

핵심 인프라에 대한
스마트 네트워크 구축 장려

- 투자촉진을 위한 법/제도 신설
- 범유럽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표준 확립
- 스마트 네트워크 시범지역 선정 및 지원

정보보안 및 정보간 자기결정권 강화

- IT 보안 관련 규제 도입을 위한 EU 역할 강화
- 디지털 지도 활용
- 데이터보호 및 인증체계 표준 확립

중소기업, 서비스업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 지원정보 포탈 구축
- 디지털하우스 개관
- 전담 TF 창설 및 부문 별 특화정책 추진

Industry 4.0을 바탕으로 생산거점 고도화

- Micro electronics 부문 자금지원 프로그램 신설
- Industry 4.0 표준화
- 주요국과 공동 연구/개발 추진

디지털기술 연구개발 및 혁신

- 디지털화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안 마련
- 혁신적 기술개발 지원 프로그램 강화
-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시설·장비·자금 지원

디지털 교육

- 초·중등 교육에 디지털 미디어 활용
- 온라인 교육 강화
- 디지털 훈련, 기업 수요형 교육 프로그램 마련

디지털화 담당기관 (Digital Agency) 설치

- 정책 싱크탱크 설립
- 동향조사, 자문, 이용자 지원 역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은 1989년부터 매

후, 독일은 2000년대 초반까지 높은 실업률과 0%

년 「IMD 세계 경쟁력 연감」을 통해 국가별 세계 경

대의 저성장에 허덕이며 ‘유럽의 병자’로 까지 조

쟁력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경제운용성과 정부행

롱받던 나라였다. 하지만 이후 놀라운 복원력을 발

정효율, 기업경영효율 및 발전인프라 등 총 4개 부

휘, 2016년 현재 어느 G7 국가보다도 높은 GDP

문 약 340여 개의 지표를 통해 각 국가의 경쟁력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몇 년간 유럽에

평가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도 제시한

찾아온 금융위기 속에서도 독일만큼은 3%대의 높

다. 2016년 국가경쟁력 1위 국가에는 홍콩이 꼽혔

은 성장을 일궈냈다.

고, 스위스가 그 뒤를 이었다. 대상을 인구 2천만

이러한 독일의 저력에는 지금껏 국가 경쟁력을

명 이상 국가로 한정할 경우 미국이 1위, 캐나다가

높이기 위한 독일 정부와 민간의 지속적인 노력이

2위 그리고 독일이 3위를 기록했다.1)

있었다.2) 그리고 현재는 더욱 강력한 경쟁력을 갖

2천만 명 이상 국가 중 세계 경쟁력 1위가 미국
이라는 것에 대해 이견을 가진 사람은 아마 많지

출 방안으로 ‘디지털화’에 몰두하고 있다. 본고에서
살펴볼 내용도 바로 이 디지털화다.

않을 것이다. 본고에서 주목할 나라는 미국과 캐

최근 몇 년간 세계의 주요 화두 중 하나인 디지

나다가 아닌 독일이다. 독일은 최근 수년간 꾸준히

털화는 데이터를 전자적으로 수집·가공·분석해

3~4위권을 유지하며 유럽의 절대 강자로 부상했다.

3)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을 뜻한다.

1990년, 약 1조 5000억 유로(한화 2200조 원)의

가트너는 최근 열린 ‘가트너 심포지엄/IT 엑스포’에

값비싼 비용을 치르며 맞이한 동독과 서독의 통일

서 기업들이 디지털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그에

세부 실천 방안

출처 : 석근영·전계영(2016), 「독일 디지털전략2025 주요내용」, KIAT 산업기술정책브리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p. 5. 재구성
1) 대한민국은 총 61개 평가국 중 29위를 차지했으며, 인구 2천만 명 이상 국가(28개국) 중 11위를 차지했다. (출처: 안지혜·김용남(2016),「IMD 세
계경쟁력 연감 분석: 과학 및 기술인프라 중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 많은 연구들은 독일의 이런 발전에는 높은 수준의 제조업 경쟁력,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정부의 정책 등이 시너지를 이루며 뒷받침된 것이 주효했던 것
으로 분석하고 있다.
3) 한겨레, 「디지털화가 산업 패러다임 바꿀 것」.
http://www.hani.co.kr/arti/economy/it/660809.html#csidxc08749c16742a06a6150754080f45b0 (2017.10.15.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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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디지털화는 기업들에 비교 경쟁 우위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총 12개 EU국가에 대한 추적조사 결과, 디지털화
수준이 높은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생산성이 높고, 작업프로세스 상 효율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실제 2008~2009년 경제위기
속에서도 유연한 대처를 가능케 함으로써, 디지털화된 기업의 위기대응력을 높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출처: Bertschek, I, Polder M, and
Schulte, P (2017), “ICT and Resilience in Times of Crisis: Evidence from Cross-Country Micro Moments Data”, ZWE
Discussion Paper. Z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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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 모든 산업 분야에서 다른 유럽 국가나 미국

업들의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켜 노령화에 따른 생

실제로 최근 McKinsey&Company Germany의

보다 디지털화가 덜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공공

산성 감소 효과를 충분히 상쇄하고, 2030년까지

독일 정부는 2014년 독일의 디지털화를 위한 목

분석에 따르면 독일은 유럽 내 주요 국가나 미국과

서비스 영역은 절대적 수치로도 디지털화가 덜 된

독일의 일인당 GDP를 연간 2.4%까지 높일 수 있

표와 집중 육성분야를 제시한 「디지털 어젠다」를

비교해 충분한 수준의 디지털화가 이루어지지 못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참조). 실제로 독일은

다고 보고 있다.

발표했고, 그로부터 2년 뒤인 2016년에는 독일 경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분석 지표로는 ‘디지털

2014년 EU의 국가별 전자정부 운영 평가에서 미

제·에너지부에서 디지털화를 위한 구체적인 10대

잠재력 확보수준’이 쓰였는데, 이는 각 산업별로

진한 수준(Insufficient)으로 진단되기도 하였다.

추진과제와 세부 실천방안을 소개하는 「디지털전

디지털 소비수준과 디지털 직종의 인력 비중 등을

략 2025」를 선포했다(<표 1> 참조).

종합적으로 평가한 MGI 산업 디지털화 지수(MGI

독일의 현재 디지털화 수준

할 수 있다.

이러한 발표의 이면에는 디지털화에 대한 중요성

Industry Digitalization Index)를 바탕으로 계산

독일의 디지털화 추진사례: 강소기업
디지털화 지원

독일의 디지털화에 따른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독일 내 많은 중소·중견기업들은 대체로 디지
털화를 꺼리고 유보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즉,

5)

과 파급효과에 비해 독일이 여전히 전통적인 산업

된 것이다. 독일의 경우 총 디지털화 잠재 수준의

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새로운 사업모델이

10%가량만 확보한 것으로 분석됐는데, 이는 미국

독일의 상대적으로 낮은 디지털화 수준은 반대

디지털화는 아직 독일 중소·중견기업들에 있어서

나 역량을 갖추는데 실패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

(18%), 영국(17%)과 비교해 한참 뒤떨어진 수치며

로 이야기 하면, 그만큼 도약할 기회가 많은 것으

먼 나라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제로,

이 반영됐고,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디지털화를

주요 유럽 국가들의 평균(12%)보다도 낮은 값이다.

로 해석할 수도 있다. 같은 McKinsey의 보고서

최근 독일의 한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총 940여

추진하고자 하는 정부의 철학이 담겨있다고 해석

주요 국가에 대한 각 산업별 디지털화 수준 또한

에 따르면 독일 기업들이 디지털화를 적극적으로

개 조사 대상 기업 가운데 약 30%가량이 디지털화

받아들일 경우, 현재보다 적게는 3%p에서 많게는

도입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기업 대부

15%p 정도 이익을 더 창출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분은 디지털화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있다. 또한 MGI의 연구에서는 디지털화가 독일 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 주요 국가에 대한 산업별 MGI 산업 디지털화 지수 비교
Sector

Germany

US

UK

Frane

Netherlands

Italy

Sweden

ICT
Professional services

그림 2 : 강소기업 디지털화 지원을 위한 e-표준센터

Media
Finance and insurance
Wholesale trade
Retail trade
Advanced manufacturing
Basic goods manufacturing
Healthcare
Construction
Real estate
Government
Relatively low
digitisation

Relatively high
digitisation

출처 : Windhagen E, et al. (2017), “Driving German Competitiveness in the Digital Future”, McKinsey&Company Report. p.12. 인용

5) Windhagen E, et al. (2017), “Driving German Competitiveness in the Digital Future”, McKinsey&Company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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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BMWi Newsletter Mittelstand-Digital 2016년 3월호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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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디지털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요성을 강조하고 디지털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책을 마련하고 있다. 한 예로, 독일은 2015년 기

우리 정부의 디지털화 노력

존의 중소기업 디지털 기술 도입 지원 프로그램

성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결

빠르게 대응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다행이라고 생

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Google이나 인텔 등

각한다. 디지털화, 나아가 4차 산업혁명이 다음 세

세계 주요 기업들이 인공지능이나 클라우드 등 디

대의 키워드인 것은 자명한 만큼, 우리나라도 명확

지털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하고 가

한 비전을 가지고, 산·학·연이 모두 참여해 체계

(PAiCE)에 약 5,000만 유로 규모의 신규 프로그램

우리 정부 역시 디지털화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

치를 제고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가시적인 성

적인 대응안을 마련해 성공적인 디지털화, 나아가

을 마련하였으며, 최근에는 중소·중견기업 디지

울이고는 있다. 하지만 아직 세계 주요국 대비 준

과를 내고 있으나, 삼성, LG 등 국내 주요 기업들

성공적인 4차 산업혁명을 이룩할 수 있게 되기를

털화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강소기 업(Mittelstand)

비 수준은 미진한 상황이다. 이는 디지털화, 보다

은 아직 눈에 띄는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기대해 본다.

4.0 우수 e-표준센터를 쾰른, 하겐, 라이프치히에

넓게는 4차 산업혁명 준비 수준의 척도로 일반적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 부문에서도 더욱 복잡해

으로 인용되는 UBS의 4차 산업혁명 준비도, WEF

지고 있는 사회문제의 증가, 이에 대한 정부의 문

이 센터들은, 작지만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의 네트워크 준비지수, IMD의 세계 디지털 경쟁력

제 해결 역량 저하, 혁신적 IT 기술 발전, 그리고

기업들에 디지털화의 표준을 설파하고 이를 적용

지수 등의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7년 기준

최근의 4차 산업혁명 도래 등 공공부문에서도 혁

하도록 지원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이를 위해, 이

우리나라의 순위는 각각 25위, 13위, 19위로 20위

신과 디지털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

센터들은 무료로 디지털화에 대한 국내·외 기술

권 내에 간신히 포진해 있고, 아시아 국가 중에서

히, 2016년 행정자치부의 119개 공공기관 및 142

동향과 사례 등을 교육하고, 기업 간 네트워킹 지

도 싱가포르, 홍콩, 일본, 대만 등에 이어 5위권에

개 공기업 대상 정부 3.0 실적을 평가한 결과 약

원 및 공개 시연 등을 통해 디지털화의 필요성과

머물러 있다(<표 2> 참조).

25% 가량인 64곳의 기관이 미진하다는 결론이 났을

6)

설립하였다 ([그림 2] 참조).

성과를 설파하고 있다. 향후 정부는 독일 전역에

이는, 디지털화에 요구되는 필수적인 기술개발

약 10개가량의 담당센터를 설립해 중소·중견 기

과 통합적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역량 강화의 중요

정도로 공공부문의 디지털화는 미흡한 수준이다.
하지만, 최근 민간과 정부에서도 4차 산업혁
명 시대의 필수적 핵심기반기술 확보를 위한 논의
가 시작되고, 실제로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 관련

표 2 : 4차 산업혁명 경쟁력 순위 현황

UBS

WEF

IMD

1위

스위스

싱가포르

싱가포르

2위

싱가포르

핀란드

스웨덴

3위

네덜란드

스웨덴

미국

4위

핀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5위

미국

미국

덴마크

...

...

...

...

한국(25위)

한국(13위)

한국(19위)

법·규제제도 개편 등의 정책안이 마련되는 등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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