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경제 위기,
디지털 출구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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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산업구조조정과 중국의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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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타운
Youngstown, Oh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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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트로이트 인근
20세기 초,
철강산업으로 경제번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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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el Valley = American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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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일본, 한국 등 철강산업의 발전
철강기업의 몰락
1977년, Black Mo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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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stown
= regional depression
경제 몰락 뿐 아니라
심리/문화 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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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울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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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시적 위기?
또는
산업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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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중국의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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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장 자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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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장 자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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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오르그 그레츠(Georg Graetz)와 가이 
마이클스(Guy Michaels)

2015

Robots at Work

강정수 13



자동화 압력은 독일, 프랑스 등 
제조업 강국보다
저가 노동력 중심의 중국에 더욱 
크게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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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시장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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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 Key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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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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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유럽: 전기자동차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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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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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의 경제 + 기업가정신
—스마트폰 이용자: 5억3천만 명 (7억 
명)

—“the extreme competition”
—“a wave of innovation”
—entrepreneu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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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경쟁력 및 생산성 하락에 따른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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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등 기술진화에 따른
일자리 변동 걱정할 때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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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금융위기와 미국의 출구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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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Crisis of 
2007-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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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prime mortgage lo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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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 회복 전략

—2010년 1월: 오바마 “금융시장 안정화”
—2011년 보고서: 월스트리트와 금융위기, 금융시스템 붕괴 해
부(Wall Street and the Financial Crisis: Anatomy of 
a Financial Collap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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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Motors 손실
2005년: 116억달러, 2006년: 20억달러
2007년: 387억달러, 2008년: 309억달러

2009년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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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d 손실
2006년: 127억달러
2007년: 35억달러
2008년: 146억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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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ysler 손실
2006년: 15억달러
2007년: 68억달러
2008년: 250억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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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Three
2008년-2009년
구제방법에 대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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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 3 직접 및 간접 종사자: 160만 명
연관 종사자: 310만 명
2008년 미국 GDP 중 1,510억 달러 증발

출처: CAR Research Memorandum 2009, The Impact 
of the U.S. Economy of Successful versus 
Unsuccessful Automakers Bankrupt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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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자동차 산업 대통령 대책위원회
Presidential Task Force on the Auto Indu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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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5월,
GM, Chrysler에
구제금융: 250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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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오바마

“우리는 보다 에너지 효율적인 승용차와 트럭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110억 달러의 연방정부 투자를 진행할 것
입니다. 자동차 기업 경영진의 잘못된 판단과 세계 경제의 침체로 
미국 자동차 산업은 위기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자동차 기업의 잘
못된 경영을 보호해서도 안되며 보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동차 산업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 자동차 산업을 재편
하고 새로운 길을 제시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출처: 백악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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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remarks-president-barack-obama-address-joint-session-congress
https://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remarks-president-barack-obama-address-joint-session-con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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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효율적인 승용차/트럭
경영진 잘못 보호하지 않아
새로운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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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실(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미국 국민경제 자문위원회(United 
States National Economic Council)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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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혁신을 위한 전략: 지속 
가능한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추
구 A 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 Driving 
Towards Sustainable 
Growth and Quality Jo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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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9월
2011년
2015년
원본은 []안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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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whitehouse.gov/sites/default/files/microsites/ostp/innovation-whitepaper.pdf
https://www.whitehouse.gov/sites/default/files/microsites/ostp/innovation-whitepaper.pdf
https://www.whitehouse.gov/sites/default/files/microsites/ostp/innovation-whitepaper.pdf
https://www.whitehouse.gov/sites/default/files/microsites/ostp/innovation-whitepaper.pdf
https://www.whitehouse.gov/sites/default/files/uploads/InnovationStrategy.pdf
https://www.whitehouse.gov/sites/default/files/uploads/InnovationStrategy.pdf
https://www.whitehouse.gov/sites/default/files/strategy_for_american_innovation_october_2015.pdf
https://www.whitehouse.gov/sites/default/files/strategy_for_american_innovation_october_201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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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혁신�블록에�대한�투자

▶︎�기초(과학)연구�분야에서�미국의�주도성�회복

▶︎�21세기�지식과�세계�최고의�노동�생산성을�가능케�하는�기술을�갖춘�다음�세대�교육�

▶︎�물리적�사회기반시설�선도

▶︎�IT�생태계�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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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기업가�정신을�자극하는�시장�경쟁�촉진

▶︎�수출�증대

▶︎�미래�지향적�아이디어에�자본이�흐를�수�있도록�열린�금융�시장�조성

▶︎�고도�성장과�혁신을�추구하는�기업가�정신�장려

▶︎�공공�영역�및�지역�커뮤니터�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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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당면�과제의�돌파구�마련

▶︎�친환경�에너지�혁명�촉진

▶︎�자동차�기술�진화�지원

▶︎�헬스�IT�혁신�지원

▶︎�과학과�기술의�"21세기�원대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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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실패 영역 정의
1. 친환경에너지
2. 전기차/전기운송
3. 헬스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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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Education (technology) innovation

Startup America
Clean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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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역할: 시장 자극
상금행사: 69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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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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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원대한 도전”
the grand challenges of 
the 21st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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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국정연설

“혁신에 모든 것을 거는 나라만이 내일 세계 경제를 차지할 수 있
습니다. 혁신에 모든 것을 거는 일은 미국이 포기할 수 없는 특기
입니다.(We know that the nation that goes all-in on 
innovation today will own the global economy 
tomorrow. This is an edge America cannot 
surr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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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in”
on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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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전후까지 미국 대표
금융산업, 자동차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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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디지털 혁신 기업에서
의료 디지털 산업에서
전기차 등 운송 혁신에서
21세기 원대한 도전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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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과 정부 역할
21세기형 규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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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Gig Economy
미국 디지털 기술 기업,
세계 경제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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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의 시장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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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AI G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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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ficial Satel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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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utnik (1957) by Soviet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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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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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le Gap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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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at Re-election 
Campaign by John F. 
Kennedy

강정수 64



Eisenhower 
administration
McCharthy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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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States presidential 
election, 1960
K: “The Republicans are 
weak on def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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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ce education 
should be a national 
priority.”

강정수 67



AI G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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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W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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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1990년대
정부 지원금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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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뉴욕타임즈

“spring among 
resear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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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닌
기업이 AI 봄 이끌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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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Search
Facebook Newsf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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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 음성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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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의 시대에서
봇(bot)의 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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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어처리 (N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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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이미지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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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영국는 The Economist
는

—Talent-Acquisition by U.S. 
Firms

—“Manhattan Project for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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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hattan Project?

—2차 대전: 1942년-1946년
—핵폭탄 개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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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Facebook, Microsoft, Baidu

2015년
AI기업/인력 매입에 85억 달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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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로 환산하면
9,902,032,041,000원
약 10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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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고를 만든 DeepMind를
구글은 2014년 인수
여기에 50명의 인공지능 전문가
일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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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는
2016년 초, 런던 소재 Swiftkey를 인수
자동입력을 도와주는 인공지능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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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은
2015년, 캠브리지 소재 VocalIQ 인수
시리의 기능을 향상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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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은
2013년 캠브리지 소재 Evi 인수
시리와 유사한 ‘알렉사’ 기능을 향상시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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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구글은
독일의 과거 국책 인공지능 연구소를 통째
로 인수했습니다.
The German Research Center for Artificial 
Intelligence in Saarbrücken

강정수 86



2016년 페이스북은
베를린 공과대학교에 AI 연구소 
설립했습니다.
독일의 인공지능 연구자를 빨아들이는 자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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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페이스북
파리에 AI 연구소 설
립

프랑스 인공지능 학
자 빨아들이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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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미국 기업이
유럽의 AI 인재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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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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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구글 검색 결과에 AI 적용

강정수 91



이를 통해
검색 광고 효율 1% 이상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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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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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검색 광고 매출
674억 달러
1%= 6억7400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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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억7400만 달러
원화로 환산하면
785,172,893,604원
7천850억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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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이
AI에 관심있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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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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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만 끌어가는 것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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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데이터를
독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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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승자독식
데이터 네트워크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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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데이터
있고 없고에 따라
AI 경쟁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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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술 격차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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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한국의 21세 위대한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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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IS
IT 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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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혀지지 않는 노동 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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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logy/AI Gap
중국의 자동화
자동차 시장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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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한국경제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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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t.Economy.X

강정수 109



Next.Economy.En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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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t.Economy.Transportaion
Next.Eonomy.Traffic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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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t.Economy.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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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t.Economy.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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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t.Economy.MarketCom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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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또한
21세기 위대한 도전을 시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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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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