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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딜 시대 개막과
ICT Convergence with DNA의 본격화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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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eat Reset 시대의 도래I-1

포스트코로나 시대 도래 제4차 산업혁명 가속화 미·중 패권경쟁 심화

첨단기술(반도체·5G·AI)
패권경쟁

기술블록화(GVC의 급변)

글로벌 갈등 심화

고립주의, 자국우선주의,
인종주의, 양극화 갈등

미·중 패권경쟁 상황에서
양자택일 강요

21세기 전반부에 코로나팬데믹, 제4차 산업혁명, 패권경쟁 등으로 인한 격변이 발생하면서

인류사회를 “The Great Reset (거대한 재편)”의 시대로 이끌고 있음

역사적으로위기 때마다 큰변화의과정을거쳤고,

그변화를기초로 더큰발전을거듭해왔다.

이‘거대한 리셋’시대의대응에국가, 기업, 개인의 운명이걸려있다.

(출처) https://www.weforum.org/agenda/2020/06/

위험사회(Risk Society)
시대에 대한 대응

뉴노멀(New Normal)
부상에 대한 대응

기술수명주기 단축에 따른
선도경쟁 심화

GVC : Global Value 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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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 (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글로벌 가치사슬(GVC) 변화

금융기술

원자재

석유 생산

원자재

뉴욕의금융력, 실리콘밸리의
첨단기술력, 중국동부해안의

산업생산력이결합한
Value-Chain

코로나팬데믹이전의GVC

미국주도경제블록과
중국주도경제블록으로

De-coupling

포스트코로나시대의GVC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I-2

가치사슬변화에 따른 우리의 전략적 선택은?



6

대한민국이 직면한 갈림길

코로나
팬데믹

경제성장
정체

양극화
갈등심화

미·중 패권경쟁,
선택강요

위험사회
문제

제4차
산업혁명

국가시스템의 대전환을 통해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인가?

I-3

The Great Re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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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디지털 뉴딜 | DNA 기반의 국가시스템 대전환

• D(Data). N(Network). A(AI) 기반의 “디지털 역량”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부각

• 대한민국의 강점인 ICT를 전 산업분야에 지능화 융합을 함으로써,

•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국가 디지털 대전환 프로젝트 추진

I-4

D.N.A. 생태계강화

교육인프라디지털전환

비대면산업육성

SOC 디지털화

추
진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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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디지털 뉴딜 | 특징

디지털 뉴딜의 핵심 목표는 국가 디지털 대전환으로,      
그 기초가 되는 디지털 데이터의 수집·축적·활용에 초점

디지털 뉴딜 정책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을 추동하는
디지털신기술을 대거수용함으로써

ICT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지렛대로 삼으려는 전략

디지털 뉴딜 정책에서 추구하는 디지털 대전환은
1980-2000년대에 추진되었던 정보화 시대의 디지털 전환을 넘어
D.N.A. 기반‘지능화’(지능형 디지털 전환)로의진화를도모

I-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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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화와 융합으로 열어가는 디지털 뉴딜I-6

• 지능정보기술 기반의
산업/지역 혁신플랫폼 구축

• 데이터 및 알고리즘 기반
경제 시스템 준비

• 국가 경제·사회 전반에
'X + AI’ 내재화

+

Intelligence

• 문제 해결을 위한 지식과 과
학기술의 종적·횡적 융합

• 융합형 R&D 중심의
국가 R&D 혁신플랫폼 구축

• 국가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형 혁신동력 내재화

Convergence

대응효율
제고

대응방식
다양화



디지털 新기술의 부상과
새로운 ICT Convergence 트렌드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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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1 전략적 관점에서 주목받고 있는 디지털 기술
디지털 新기술의 부상 (1/3)

Top Strategic Technology Trends

2019

Intelligent 

Digital 

Mesh 

자율 사물
(Autonomous Things) 

증강 분석
(Augmented Analytics) 

AI 주도 개발
(AI-Driven Development)

디지털 트윈
(Digital Twin) 

자율적 에지
(Empowered Edge) 

몰입 경험
(Immersive Experience)

블록체인
(Blockchain) 

스마트 공간
(Smart Space) 

디지털윤리&개인정보보호
(Digital Ethics and Privacy)

양자컴퓨팅
(Quantum Computing) 

People

-Centric 

Smart

Space 

초자동화
(Hyperautomation) 

다중 경험
(Multiexperience) 

전문성의 민주화
(Democratization of Expertise)

인간 증강
(Human Augmentation) 

투명성 및 추적성
(Transparency and Traceability) 

자율권을 가진 엣지
(The Empowered Edge)

분산형 클라우드
(Distributed Cloud) 

자율 사물
(Autonomous Things)  

실용적 블록체인
(Practical Blockchain)

인공지능 보안
(AI Security) 

2020

People

Centricity

Location

Independence

Resilient

Delivery 

행동 인터넷
(Internet of Behaviors)

토털 경험
(Total Experience) 

개인정보보호 강화 컴퓨팅
(Privacy-enhancing Computation)

분산형 클라우드
(Distributed Cloud) 

어디서나 운영
(Anywhere Operations) 

사이버보안 메시
(Cybersecurity Mesh)

지능형 조립식 비즈니스
(Intelligent Composable Business) 

AI 엔지니어링
(AI Engineering) 

초자동화
(Hyperautomation)

2021

기술선도 및 산업혁신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디지털 기술들이 부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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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격변의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는 디지털 기술

디지털 新기술의 부상 (2/3)

II-2

위험의 일상화

• 위험사회/감시사회의 출현
• 조기대응 및 신속대응 시스템 요구
• 위험 관리 기술의 발전

뉴노멀 시대 직면

•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 Untact 시대 가속화
• 데이터 기반 경제/사회로의 전환

갈등과 불평등의 고조

• GVC 다변화 및 탈세계화
• 저성장과 침체 기조의 지속
• 대규모 실업과 Reshoring 가속

코로나 회복 및 미래선도 경쟁

• 협력과 융합을 통한 난제 해결
• 지능화 및 가상화 기술력 경쟁 심화
• 치열한 백신/치료제 개발 경쟁

양자통신기술, 양자암호저항기술

동형암호기반동선추적시스템

지능형사이버보안기술

디지털트윈기술

지능형제조혁신기술

AI 기반물류정보통합관리시스템

비대면적응적학습기술

실감형중계기술

딥페이크(Deepfakes)  탐지기술

디지털치료제

AI 기반실시간질병진단기술

실시간생체정보측정-분석기술

21세기 전반부의 글로벌 격변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디지털 기술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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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3 ICT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고 있는 디지털 기술
디지털 新기술의 부상 (3/3)

메타버스(Metaverse)

가상과 현실이 융합된
‘초(Meta) + 세계(Verse)’라는 뜻으로,
현실세계와 같은 사회적·경제적 활동이

통용되는 3차원 가상공간

포스트 인터넷 시대의
新패러다임

‘BTS 유니버스 스토리’. (사진=넷마블)

양자정보통신

양자역학적 특성을 정보통신기술에
적용하기 위하여 양자상태를 생성(쓰기), 

제어(전송·저장·처리), 측정(읽기) 및 분석하는 기술

컴퓨팅 및 보안 기술을 혁신시킬
新패러다임

(사진=http://apexassemb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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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Network-AI가 융합의 중심축으로 부상 중

기존 로봇, 전기차, 디지털방송, 모바일서비스 중심의 융합에서
데이터, 재생에너지, 의료기기, 스마트시티, 무인자동차 중심으로 ICT 융합 유망분야의 중심이 이동

(출처) 최현홍, 심동녘(2020), 텍스트마이닝을 적용한 ICT융합 트렌드 분석, 한국혁신학회지 15(3), pp.257-281.

구조적토픽모형결과로본국내 ICT 융합트렌드 (2008년~2019년) 디지털뉴딜에서융합의기반으로활용될 ‘데이터댐’

(그림) https://digital.go.kr/front/promotion/policyList.do

II-4 D.N.A. 중심 융합의 본격화
새로운 ICT Convergence 트렌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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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환경), S(사회), G(거버넌스) 경영이 대두하면서 “ICT 융합의 영역이 ESG로 광범위하게 확대”

환경경영을 위한 탄소중립 구현 기술, 사회적 양극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디지털격차 해소 기술,
투명한 경영시스템 등 거버넌스 구현을 위한 디지털정보기술 등이 ICT 핵심 융합기술로 부각 중

ICT Convergence for Environment ICT Convergence for Society ICT Convergence for Governance

• 지능형 신재생발전 기술
• 지능형 전력망관리 기술
• ICT 자원 순환기술 등

• 지능형 플랫폼 기반 일자리 창출
•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혁신적 UI
• 디지털기술 기반 공공인프라 관리 등

• 투명한 정보공개 및 공유 관련 기술
•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시스템
• 인사·평가 공정성 제고를 위한 AI 등

II-5 ESG 경영을 위한 ICT 융합
새로운 ICT Convergence 트렌드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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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6 산업의 De-Coupling과 서비스의 Un-Bundling

새로운 ICT Convergence 트렌드 (3/5)

‘융합’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합적 기술혁신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

융합은 ‘수렴 – 발산(convergence – divergence)’이 연결되는 진화적 혁신 과정, 

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질적인 지식들을 연결하고(A), 이를 통합하여(B)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고(C),

이를 다양한 응용분야로 확산(D)해 가는 과정

Example

통신

컴퓨팅

정보(검색)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스마트워치

웨어러블

플렉서블

• 산업의규모가커지면서다시여러영역으로분화→De-coupling

• 서비스가고도화/전문화되면서 다양한전문서비스로 분화 →Un-bundling
발산(Divergence) 과정에서

Convergence Divergence

(A)

Creative

Phase 

(B)

Integration/

Fusion Phase 

Added Value
Applications

(C)

Innovation

Phase 

(D)

Outcome

Phase 

New

System

수렴 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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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7 ‘x + AI’의 보편화
새로운 ICT Convergence 트렌드 (4/5)

개인의 삶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사회·공공 시스템에 AI가 보편적으로 내재화되기 시작

‘x + AI’의 보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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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의 D.N.A.는 개별 도메인의 문제해결과 생산성 향상 도모를 넘어,
기업-사회-국가 시스템 전반의 대전환을 이끄는 융합의 핵심으로 부상

기존 도메인별 ICT 융합 시스템 전반에 걸친 ICT 융합

Convergence
with
D.N.A.

초지능

초연결 초성능

초실감

국가·사회 시스템 전반에 융합되어
The Great Reset의 핵심요인으로 작동하는

디지털 기술

각 산업분야별, 기업별 요구에 기반하여
개별 디지털 기술을 해당 도메인에 융합

II-9 도메인별 융합을 넘어 시스템 자체의 대전환

새로운 ICT Convergence 트렌드 (5/5)

융
합

패
러

다
임

변
화

http://cafe.daum.net/starexyu/DV47/68?docid=1BtmV|DV47|68|20081216202622&srchid=IIMLYlHx10
http://newslink.media.daum.net/news/20051117151417143?srchid=IIM6c9Rp00
http://cafe.daum.net/muhanenergy/L4jK/1?docid=1GYTR|L4jK|1|20090112134055&srchid=IIM2xgBU10
http://www.cdaily.kr/news/5070?srchid=IIMsuvA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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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디지털 新기술 부상

글로벌 격변
해결형 기술

전략적
주목형 기술

패러다임
와해성 기술

새로운 ICT Convergence 트렌드

D.N.A. 중심 융합의 본격화

ESG 경영을 위한 ICT 융합

산업De-Coupling과서비스Un-bundling

‘x+AI’의 보편화

도메인별 융합을 넘어 시스템 대전환

II-10

How to Solve ?
사회/산업 全도메인에 D.N.A. 융합

지능화 × 융합 워킹플랫폼 구축

최적화된 지능화융합 솔루션 제공

“New PLATFORM approach”

급변하는 기술발전과
트랜드 변화에 맞서는

우리의 전략은?

?

국가지능화융합플랫폼 기반 디지털 대전환



지능화융합플랫폼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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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능화 융합플랫폼의 필요성III-1

ICT정책및예산기획·운영기관

지자체 및 공공기관

…

ICT 정책·전략 연구 기관

…

지능화융합 정책지능화융합 R&D

국민

복지

교통

거주
건강

환경

소비

…

분야별로 산재한 데이터 플랫폼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관련 D.N.A. 역량을 결집하여

“지능화 및 융합을 통한 최적의 솔루션 제공”

국가지능화
융합플랫폼

정부출연연구기관

…

국내·외 대학/연구기관

…

솔루션 솔루션

R&D
데이터

공공
데이터

민간
데이터

산업계

솔루션: 정책솔루션+기술솔루션 (SW, API, DATA)

http://www.nrf.re.kr/nrf_tot_cms/
http://www.kistep.re.kr/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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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화융합플랫폼 | 개념III-3

• D.N.A. 기반 국가지능화로 디지털 뉴딜 시대 실현
• 미래 시장생태계 조성 및 사회문제해결형 워킹플랫폼(Working Platform)을 지향
• 화학적 융합을 통해 현장에서 동작하는 솔루션 개발 및 실증

공통 플랫폼
Working Platform

기술과
표준의 연계

오픈소스 기반
개방형 협력

융합 ICT 서비스
및 응용 (솔루션)

1 2 3 4

“지능화융합플랫폼” = 국가지능화 융합플랫폼 실현을 위한 워킹플랫폼

HOW TO

SOL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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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화융합플랫폼 | 형상III-4

“개방형
공통플랫폼”

개방형 및 공통 플랫폼 지향 | 기업,지자체,공공,민간 대상 공통플랫폼 제공

SOLUTION

초지능 초연결 초실감

Open Source R&D Platform

기
술
정
책

도시교통
ICT

산업 IoT
지능화 복지의료

ICT

에너지
환경ICT

국방안전
ICTSecure Platform

지능화 솔루션

중소기업 지자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Open 
Source

DATA
API

개발자
커뮤니티

요구
사항

요구
사항

“개방형 지능화융합플랫폼”
(Working Platform)

지능화 솔루션 지능화 솔루션

초성능

표
준

정
보
보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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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화융합플랫폼 | 기술표준연계III-5

“기술표준
연계”

표준화된 융합 서비스 인터페이스 및 레퍼런스 모델 제공

D.N.A.핵심기술

매시업 융합기술

지능화 융합 솔루션

인터페이스 표준
(API 표준)

서비스 모델 표준
(레퍼런스 모델) 데이터 표준

인터페이스 표준
(API 표준)

데이터 표준

데이터 표준

정
보

보
호

모
델

서비스 SW API Data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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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화융합플랫폼 | 오픈소스협력III-6

“오픈소스기반
협력R&D”

오픈소스 기반 플랫폼 구축을 통한 협업 기반 R&D 혁신 & 융합생태계 실현

제4 차산업혁명을 실현하는디지털전환은
오픈소스기반으로주도되고 있으며 (AI, 클라우드, 박데이터, IoT, 블록체인, 5G 등),

오픈소스의 활용은융합서비스 생태계조성의지름길

OPEN SOURCE

SOLUTION

내부협력 R&D

외부협력 R&D
대학, 기업, 지자체등과협력개발

부서간협력개발 (연구생산성향상)

R&D
혁신

생태계
확산



26

SOLUTION

지능화융합플랫폼 | 융합ICT 솔루션제공III-7

“융합 ICT
솔루션”

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플랫폼 | 미래시장경쟁력 제고및사회문제해결

고령사회

삶질저하

인구감소

생산저하

자주국방

안전사고

자연재해

개인

사회

산업

공공

고령사회 대응 및 포용성장 지원

인간과 환경의 공존가능 수용 대응

수요자 중심 신 산업생태계로 혁신

자주국방 및 국민안전 선제대응

“개방형 지능화융합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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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화융합플랫폼 | 지역혁신지원III-8

“Working Platform”

지역혁신(Regional Innovation) 차원의
지자체 협력을 통한 실증 플랫폼으로 활용

“Regional Innovation System”



지능화융합 기반 사회문제 해결 R&D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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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해결 R&D 방향

범죄 없는 도시 건강한 삶 안전한 나라 깨끗한 환경

IV-1

신산업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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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독성있는 이
미지로 교체

사회문제해결 R&D 사례 #1 - 범죄 없는 도시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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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해결 R&D 사례 #2 –건강한 삶I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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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연동

2차
심층분석

원거리(5km)
조기 감지

IV-4 사회문제해결 R&D 사례 #3 –안전한 나라



33

장입—승온—첨가--출탕 살균—준비—가공—제품

조성—초지—가공—완정 열원—공조—GMP—배치

IV-5 사회문제해결 R&D 사례 #4 –깨끗환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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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6 사회문제해결 R&D 사례 #5 –신산업 기반

공정분석 부품인지

작업순서결정협업행동

제조AI



결론 및 제언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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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제언V-1

디지털 뉴딜 성공을 위한 “지능화와 융합”

The Great Reset 시대의 대전환

지능화융합플랫폼

(시스템전환수준의융합패러다임)

Key Issue

디지털 뉴딜 : Convergence with 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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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제언

“지능화융합플랫폼”

V-2

개방형 및 공통 플랫폼 지향

표준화된 융합 서비스 인터페이스 및 레퍼런스 모델 제공

오픈소스 기반 플랫폼 구축을 통한 협업 기반 R&D 혁신 & 융합생태계 실현

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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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변의 시대, 대한민국의 미래는
지능화융합플랫폼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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