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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ock  (T. S. Eliot)

Where is the life we have lost in living?

Where is the wisdom we have lost in knowledge?

Where is the knowledge we have lost in information?

Albert Einstein

Learn from yesterday, live for today, hope for tomorrow.

The important thing is not to stop questioning.



1차 산업혁명 (18세기, 동력)
‘증기기관’을 통한 기계적 혁명

2차 산업혁명(19세기, 자동화)
‘전기의 힘’을 이용한 대량생산의 시작

3차 산업혁명(20세기, 디지털)
‘컴퓨터’를 통한 정보 처리/통신

4차 산업혁명(21세기, 융합)
인공지능과 초연결 기술 결합
가상물리 시스템
- 실재와 가상의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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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업 혁 명

올리버 트위스트

1838

1811

러다이트(Luddites) 운동
- 기계파괴운동



초등학생의 65% à 현재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직업선택
2045년 전체 일자리의 50% 이상을 인공지능로봇이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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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 : 제조업에 디지털과 물리학, 생물학 등이 융합된 기술혁신형
산업혁명

(인공지능과 초연결 기술의 융합)



CES 2017 4대 트렌드

1. 로봇(인공지능, 하드웨어)이 드디어 일어난다
- 인공지능 지원 (AI Assistant) 보급 확산
- 하드웨어 로봇과 로봇가전 부상

2. 융합현실(Mixed= AR + VR)은 궁극의 컴퓨팅이 된다
- VR과 AR이 점차 융합, 가격이 낮아지고 보급확산, SNS와도 융합

3. 모빌리티(Mobility)는 넥스트 모바일이다
- 자율주행차 개발경쟁, ‘타도 테슬라＇전기차 확산, 
모바일 승합(우버 등) 서비스 급속 발전

4. 결국은 라이프 테크(Life Tech.)가 된다
- 스마트홈 보급 확산, 헬스케어 서비스와 사물인터넷(IoT)의

보편화 시작



Post Smartphone 시대?
ᄋ 전 MWC 2016 주제 : ‘ Mobile is Everything’

à MWC 2017 주제 : ‘ Mobile – The Next Element ‘

ᄋ Smart phone 시대의 종말?
- 최근 스마트폰의 혁신은 지지부진, 기존 등장기술의 개선, 확대 수준

- 과거(1990년대 말-2005년경) MS가 Post PC시대 겨냥 개발한 Window
OS가 소형 정보단말기 시장에서 환영받지 못함 à 2007 iPhone 이후
쇠퇴 일로 (Mobile시대에 부적응)

ᄋ Post Smartphone 시대의 주도 기술?
-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 MR(혼합현실)이 차지? 
- 현재 VR이 선두 : 삼성전자, Facebook, Google, MS, Sony, 퀄컴,

Intel, Nvidia 등이 VR시장에 적극 진입
- 초기 VR시장 : HMD와 게임 S/W가 주류 à Platform, Contents
- AI + VR S/W : 다양한 게임 개발(Starcraft), 의료계, 산업설계

ᄋ AR, MR의 시장 : 2021년 950억불 (ABI Research)



* 핵심 : 거의 무한한 정보 처리속도, 용량 증가/적은 에너지와 재료 소비



기술적 티핑포인트 언제 일어날까?

- 2018년 : 인구의 90%가 무한 용량의 무료저장소를 보유한다
- 2021년 : 미국 최초의 로봇악사가 등장한다
- 2022년 : 1조개의 센서가 인터넷에 연결된다

인구의 10%가 인터넷에 연결된 의류를 입는다
3D프린터로 제작한 자동차가 최초로 생산된다

- 2023년 : 최초로 상업화된 인체삽입형 모바일폰이 등장한다
인구조사를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최초의 정부가 등장한다
10%의 인구가 인터넷이 연결된 안경을 쓴다
인구의 80%가 페이스북 등에서 디지털 정체성을 갖게 된다
블록체인을 통해 세금을 징수하는 최초의 정부가 등장한다

- 2024년 : 인구의 90%가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접속이 가능하다
3D 프린터로 제작된 간이 최초로 이식된다
인터넷 트래픽 50% 이상이 가정용기기에 몰리게 된다

- 2025년 : 소비자 제품 가운데 5%는 3D 프린터로 제작된다
인공지능이 기업회계 감사의 30%를 수행한다
자가용보다 공유차로 여행하는 수가 많아진다

- 2026년 : 미국도로를 달리는 차들 가운데 10%가 자율주행자동차다
기업 이사회에 인공지능기계가 최초로 등장한다
신호등 하나 없는 인구 5만명의 도시가 탄생한다

- 2027년 : 전 세계 GDP의 10%가 블록체인기술에 저장된다
* 티핑포인트 : 어떤 현상이 폭발적으로 일어나 확산되는 시점

(자료) ‘거대한 변화 - 기술의 티핑포인트와 사회적 영향‘, 세계경제포럼 (2015)



미래유망직업 참고자료

- T. Frey, 2030년까지 소멸되는 대표직업 100개와 파괴적기술

- World Economic Forum, The Future of Jobs 

- www.careeronestop.org

- 유엔미래보고서 – 미래직업 54가지

- 미래전략정책연구원, 10년 후 4차산업혁명의 미래, 2016.11.

- 박영숙/제롬 글렌, 세계미래보고서 2050, 2016.1.

- K. Schwab,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2016.

- R. Susskind & D. Susskind, 4차 산업혁명시대 전문직의

미래, 2015.

- E. Brynjolfsson & A. McAfee, 제2의 기계시대, 2014.

- 최윤식, 2030 대담한 도전, 2016.1.

- 미래창조과학부 등, 10년 후 대한민국 미래 일자리의 길을 찾다,

2017. 1.



미래학자들의 공통적 예측

-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됨 : 고용률 감소 (일자리 감소 > 증가)
- 고용/소득의 양극화 : 국가간, 기업간, 개인간(4차 산업혁명 관련산업에

투자하고 우위에 서는 국가와 기업은 성장률 증가)
- 개인 ? 급격히 발전하는 신기술과 일자리를 연구해서 직업의 변화를

읽고 대비해야 함

* M.A. Osborne & C.B. Frey(U. Oxford) : ‘고용의 미래 –
우리의 직업은 컴퓨터화에 얼마나 민감한가?’ 논문 (2014년)

- 702개 업종을 대상으로 미래에 컴퓨터로 대체되어 사라질 확률을 과학적 분석

- 미국 노동부 데이터를 기반으로 향후 10-20년 후에는 702개 업종 중 47%가

자동화 될 가능성





4차 산업혁명의 경제적 파급효과
- 모바일 인터넷 : 3.7조 – 10.8조 달러

- 지식노동 자동화 : 5.2조 – 6.7조 달러

- 사물 인터넷 : 2.7조 – 6.2조 달러

- 크라우드 컴퓨팅 : 1.7조 – 6.2조 달러

- 첨단로봇산업 : 1.7조 – 4.5조 달러
* 자료 : McKinsey Global Institute(?) 

분야별 4차산업 적응력 순위

--------------------------------------------------------------------------
종합순위 기술숙련도 교육시스템 노동시장 유연성

1. 스위스 4                            1                                 1
2. 싱가폴 1                            9                                 2
3. 네델란드 3                            8                                17
5. 미 국 6                            4                                 4
25. 한 국 23                          19                               83
* 자료 : Swiss UBS bank, WEF 2016 발표



(자료) 박영숙, 제롬 글렌, ‘세계미래보고서 2050’, The Millenium Project 정리,  교보문고 (2016. 1)



(자료) 박영숙, 제롬 글렌, ‘세계미래보고서 2050’, The Millenium Project 정리,  
교보문고 (2016. 1)



(자료) 2016년 1월 다보스 46차 세계경제포럼(WEF) ‘The Future of Jobs’
- 2016년 초등학교 입학 어린이의 약 65%는 현존하지 않는 새 직업에서 일하게 된다
- 2020년까지 총 710만개의 일자리가 줄고, 200만개 일자리 창출 (총 510만개 감소)

(의사, 회계사, 세무사, 애널리스트 등 현 고소득 전문직부터 사라져 중산층 위험)
- 설문조사 : 미국, 일본, 독일 등 15개국 371명의 경영진 참여
* 제안 : ‘미래 노동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HR기능 재고안, 데이터

과학활용, 인재 다양성 강화, 유연작업 배정 및 온라인 인재 플랫폼 활용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교육시스템 개선, 평생학습 인센티브 강화, 업종간 공공-민간간 협업을
활성화해야 할 것임



Thomas Frey (구글 선정 세계최고 미래학자) : 인류는 지난 인류역사보다 향후 20년간 더 많은
변화를 보게 될 것이다. 2030년까지 일자리 40억개 중 20억개가 사라질 것이다.





(자료 ) 미국 노동부 커리어원스톱 (www.careeronestop.org)
- 10년 후에 뜨는 직업과 소멸되는 직업을 알려주어 인력 불균형을 해결하고,

구직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미래 일자리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함.
- 산업별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직업 100개, 고용자의 숫자가 줄어드는
직업 100개 등을 제시



4차 산업혁명의 비관적 전망 재검토

OECD : 오스본&프레이의 2014년 직업(job)을 기준으로 한 분석은

과대추정 오류 à 직무(task)를 기준으로 한 분석 발표 (2016년)

- 직무 기준으로 분석한 후 직업으로 재구성하면 자동화로 대체될

확률이 70%를 넘는 직업은 9%에 불과

- 예로 소매판매원은 직업 기준으로 보면 자동화로 직업이 대체될

위험도가 92%나 되지만 직무 기준으로 대면업무 등 컴퓨터가 대체

하기 어려운 작업을 하는 소매판매원이 96%나 되어 실제 컴퓨터로

대체 가능한 인력은 4%에 불과

* 결국 두 연구는 향후 일자리 창출의 과제가 사람의 직무를

재조정하고, 기계-사람이 협력하는 형태로 일자리를 재편



최근 인공지능 로봇의 인간 대체업무 분석

-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영국 Financial Times 보도(2017.4.23)

- 현대사회에서 인간이 수행하는 2069가지 업무 중 710가지(34%)는 향후

50년 안에 로봇이 대신

- 맥킨지 글로벌연구소(2017.1)가 미국 노동통계국 직업분류표의 820가지

직업이 수행하는 업무 2069가지를 세분한 결과 사용

(예) 마트계산원(직업)의 5업무 세분 : 고객 인사, 질문 응답, 매장 정리, 

상품 선전, 물건값 계산

- 이 분류를 바탕으로 직업별로 로봇이 대신하게 될 업무비중 계산

* 분석 결과 *

- 요리사(73%), 카페점원(72%), 계산원(65%), 건설감독(50%), 비서(44%),

의사/변호사/약사(29%), 기자와 법조인(22%), 교사(20%), 연예인(17%),

상담사(11%) 등,  성직자(0%) 

- 전체 업무 중 최소 1/3 이상을 로봇이 대체하는 직업이 60% 정도

- 로봇 비중이 늘어난다고 인간 일자리가 바로 사라지지는 않음. 그 이유는 한

직업에서도 로봇에 맡길 수 없는 업무 존재 (의사결정 및 기획 등)

* 로봇이 인간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직업 (맥킨지 예상) : 약 5%



(자료 ) 미국 노동부 커리어원스톱 (www.careeronestop.org)





(자료) 토머스 프레이, ‘2015년 미래직업 강연’ 자료



전 세계 4,500여 명
미래학자 모임인
밀레니엄 프로젝트의
유엔 미래 보고서











4차 산업을 주도할 국가?

“ 앞으로 새로운 변화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국가는 미국, 일본,
한국, 독일 , 중국이 될 것”
by Alec Ross (미국 국무부 혁신담당 수석자문관)

< 한국 ? >
한국이 4차 산업혁명에 제대로 대비하려면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탈피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대기업들이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데, 대기업은
이제 중소기업과 네트워크식으로 협력해야 한다. (by 클라우스 슈밥)

<한국의 대응 사례>
- 삼성 : 삼성전자, 사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홈 가전제품 개발

삼성바이오로직스 (BMS, Roche 및 강소기업과 협력)
- SKT : 세계 최초로 사물 인터넷 전용망 구축(2016.7.)
- LG전자(IoT), 현대기아차(무인자동차) 등



미래직업 변화 트렌드



연구산업 by 박재민(건대)

ᄋ 연구 신산업 발굴 : AI, IoT같은 신기술이 기존 제품 및 서비스와 접목되면

새로운 산업프레임이 등장 (AI analysis & simulation 등)

- 현재는 상상치 못한 직업 창출 : 주문연구기업, 스마트 분석/평가기업

ᄋ 연구장비 활성화 : 연구장비가 R&D 수단이 아니라 대상과 목적

- 연구장비의 유지, 보수, 운용 등

- 과학분야 노벨수상자의 17%(91/539명)가 새 분석장비와 기술 사용,

20%의 건수(61/304건)

ᄋ 연구관리산업 육성 : 기술이 가치화된 로드맵 필요

- 연구 기획부터 R&D 전과정을 가치 중심 관리, 최고 성과 도출

ᄋ 주문연구산업 활성화 : 융합과 다양화가 대세인 미래에는 협업이 필수적

- 가치사슬의 빈 부분을 채우는 산업 활성화 필요

- 민간 전문연구기업 활성화

(예) 마이다스IT : 포스코건설 사내벤처 시작 à 분사(2000) à 현재 건설

엔지니어링 S/W분야 세계 1위 기업 (부르즈칼리파, 수통대교 설계)



History of Magnetics

• In 5C B.C., Rocks containing iron oxide are plentiful in the district of 
Magnesia, Greeks. “magnetite”, “magnet”, “magnetism”

• In 1100 A.D., the Chinese used needles of magnetite to make compasses.

• In 13C, it was discovered that magnetites have two poles. 
• In 16C, Gilbert discovered that the earth is a giant magnet and mapped out 

the earth’s magnetic field.

• In 1819, Danish physicist Oersted discovered that a magnetic needle 
responds to a current in a wire and this linked magnetism with electricity.

• Ampere’s law(1822), Faraday’s law(1833), Maxwell’s equation(1865) 
• Electromagnet(1825), Generator(1832), Motor(1873) 

• 중국 송나라 심괄(1031-1095) : ‘몽계필담’에 명주실에 자침을 달아매어 사용
하는 방법 기술. 방향을 24방위로 분할. 항해용 자침 사용한 것은 심괄 이후. 
아랍 선원이 자침을 항해에 사용하는 기술을 유럽에 전달, 이후 전세계 보급.



* 2* 2차차 혁명혁명 :  :  자동화자동화
-- 전기전기--자기자기 변환변환 (Faraday, Fleming (Faraday, Fleming 법칙법칙) ) 기반기반
-- 발전기발전기, , 변압기변압기, , 모터모터, , 전화전화, , 녹음기녹음기 등등 22차혁명차혁명 주도주도

* 3* 3차차 혁명혁명 :  :  디지털디지털
-- 고속고속 전기전기--자기자기 변환변환, 2, 2차차--33차차 혁명의혁명의 가교가교 역할역할
-- 前前 Computer Computer 핵심부품핵심부품 : : 정보정보 처리처리(Core memory), (Core memory), 저장저장(HDD, FDD,(HDD, FDD,

Tape), Tape), 표시표시(CRT/SM, Shield, Magnet) (CRT/SM, Shield, Magnet) 
-- 前前 전화전화//오디오오디오 부품부품 : : 자석자석, , 진동판진동판(Permalloy)(Permalloy)
-- 고성능고성능 HDD(MR head) : PC, iPot, Data Center HDD(MR head) : PC, iPot, Data Center 등등

* 4* 4차차 혁명혁명 :  :  융합시대융합시대 àà 자기학자기학 역할역할 ??

-- 인공지능인공지능//로봇로봇/IoT/Big Data/Cloud C. /IoT/Big Data/Cloud C. 등등 주도기술주도기술 àà 자기학자기학??

-- Fintech, Fintech, Block Chain Block Chain 등등 최신최신 기술기술 àà 자기학자기학??

산업혁명 - 자기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기술(자기학관련)? 

물리학기술 : 무인운송수단(자율차, 드론, 항공기, 보트 등),

3D & 4D 프린팅, 로봇, 신소재

디지털기술 : IoT & IoE, 블록체인(비트코인 등), 

공유경제(On-demand Economy)

생물학기술 : 유전학(Human Genome 등), 합성생물학,

Bio-printing(인공장기 등)



혁 신 기 술

인류가 예상치 못한 기술혁신 인류가 예상한 기술혁신

Transistor, Radio, TV

사진술, 녹음기술

전자공학, 양자역학

상대성이론

Laser, 초전도체, 원자시계

X-rays, 동위원소분석

Van Allen Belts

(지구 방사능층)

자동차, 잠수함, 비행기

우주선, 전화기

스팀엔진, 로봇

인조인간, 투명인간

순간이동, 텔레파시

살인광선, 돌연변이

영생

* 자료 : 아서 클라크, ‘인간 상상력의 한계 그리고 엉뚱한 초월’



* * 과거과거 : R. L. Mossbauer (1961), L. Neel (1970) : R. L. Mossbauer (1961), L. Neel (1970) 

A. Fert & P. Grunberg (2007) A. Fert & P. Grunberg (2007) 

* * 향후향후 노벨상노벨상??

-- 이제까지이제까지 없는없는 획기적이고획기적이고 새로운새로운 자기자기 현상현상 발견발견, , 이론이론 구명구명, , 

자기측정기구의자기측정기구의 발명발명 등등

-- 알려진알려진 획기적획기적 시스템의시스템의 실제실제 구현구현 : : 

((예예) Quantum computer) Quantum computer의의 혁신적혁신적 qubit qubit 처리처리 magnetic device magnetic device 

-- 생체와생체와 자기의자기의 새로운새로운 관계관계 발견발견 : : 동물의동물의 내비능력내비능력, , 헤모글로빈헤모글로빈

-- NMR/MRINMR/MRI을을 능가하는능가하는 새새 자기원리자기원리 진단시스템진단시스템

노벨상 - 자기학



재료기술재료기술: : 거대자기저항거대자기저항 소자소자 및및 자기자기 메모리메모리

차세대차세대
자기저항자기저항 메모리메모리

<2007<2007년년 노벨물리학상노벨물리학상>>

거대자기저항거대자기저항 현상현상

A. Fert 
(프랑스)

P. Grünberg
(독일)

대용량대용량/ / 초소형초소형
하드디스크하드디스크 드라이브드라이브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사용되어
용량을 혁신적으로 증대시켰다.

DRAM 처럼 큰 용량과, 
SRAM 만큼 빠른 속도, 
플래시메모리 같은 특성을 지닌
차세대메모리 실현이 가능하다. 



부 (Wealth), 변화의 동력

W = I · t 
- I (Intelligence) : 유용지능 / 정보 지식 à 통찰력

- t (Time) : 주동적인 시간 / 전략 전술 à 실행력

---------------------------------------------------------------------
* 4차 산업혁명시대의 성공 요건, 4가지 지능 (by 클라우스 슈밥)

- 상황맥락 지능 : 아는 것을 잘 이용하는 능력
- 정서 지능 : 타인과 관계를 잘 맺는 능력
- 영감 능력 : 공동의 목적과 신뢰성을 활용하는 능력
- 신체 지능 : 건강과 행복을 유지하는 능력

---------------------------------------------------------------------



5개 * 5개 사물 매트릭스 (현황)

손 자동차 몸 길 건 물

HW군
(부품/소재)

한, 일, 중
각축

유럽, 일본
시장 점유

미국기업
기술 선점

SW군
미국기업
기술 선점

플랫폼군
미국기업
시장 선점

미국 확장중

콘텐츠군

완제품군
스마트폰

한국 위기
(SS,LG)

미, 일, 유럽
한국 견제

Wearable

- 자료 : 최윤식, ‘2030 대담한 도전‘ 지식노마드 (2016)

** 수직 축 : 건강, 교육, 즐거움 등



분 야 기 능 자기학 관련

비행체 (드론 등)
Navigation

동력

Magnetic sensor

Motor

에 너 지

(자율주행차 등)

전기-자기 변환
Generator, Transformer

Motor, Actuator

무선 전력 이송 Inductor

인공지능

정보 처리

정보 저장

정보 통신

정보 디스플레이

감지 (IoT* 등)

? (DRAM)

MRAM

hf Inductance(L) parts

?

GMR, TMR, Hall

Head Mount

Display
3차원으로 가상현실 체험 3D magnetic sensor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와 관련 자기기술(1)



분 야 기 능 자기학 관련

바이오-의료

암 치료

고해상 영상

약물 전달

Mag. particles

MRI, NMR

?

로 봇 Navigation, Actuation 등 Sensors, Magnets

금 융 모바일 결제

Wireless Magnetic Communication(WMC)

- 삼성 및 LG Pay

- Google Android Pay(NFC)와 경쟁

기 타 3D, 4D Printing Mag. powder, particle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와 관련 자기기술(2)



미래에 요구되는 ‘ x & D ’ (1)

ᄋ 배경 : 최근 기술환경 변화속도가 빨라지면서 전세계 기업들의 R&D투자가

연평균 5% 이상 증가하고 있지만 투자를 늘려도 성공을 보장할 수 없고

투자-성과간 상관 관계 약화

(이유 : R&D에서 R이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병목 작용)

à 시장의 불확실성 커지고 기술 life cycle이 짧아져 완벽을 지향하는

연구보다 빠르게 결과를 내는게 더 중요해짐

(자체 R&D 조직으로 TRM에 따라 중장기 기술개발 관행 한계)

ᄋ 변화 : 기술개발이 성능전에서 속도전으로 변화

à 기업연구소 : 디지털기술을 활용해서 외부파트너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협업을 통해 외부 연구결과를 취합해서 상용화

ᄋ 5가지 형태로 진화

- C&D, A&D, L&D, S&D, D&D

- R&D 생산성을 높이려면 다양한 x&D를 수용하고, 각 기업이 처한 상황과

개발과제의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운영해야 함

* 자료 : 박슬기, 디지털타임즈, 2017. 5. 1자



미래에 요구되는 ‘ x & D ’ (2)

ᄋ 신기술, 신사업 아이디어 원천?
내부 소스(78%), 경쟁자 정보(72%), 고객 제안(70%), 

직원 아이디어 포럼(68%), 전략적 파트너십(업체)(66%)

공급업체, 벤더(65%), SNS 및 Big Data(65%)

전략적 파트너십(학계)(64%), 인수, 라이센싱(63%)

인큐베이터(62%), 전문 아이디어 제공업체(62%), 고객불만(57%)

ᄋ R&D 수익성을 저해하는 장애요인?
긴 개발기간(42%), 상업화 아이디어 선택문제(32%)

위험회피 문화(31%), 코디네이션 결여(25%), 

좋은 아이디어 부족(22%), 혁신결과 마케팅(20%)

고객 인사이트 부족(18%), 성과측정문제(15%)

리더십 취약(12%), 성과-보상 연계문제(11%)

* 자료 : 포스코 경영연구원



미래에 요구되는 ‘ x & D ’ (3)

ᄋ C(Connect)&D

- 외부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내부의 R&D 역량과 연결해 신제품을 개발하는

개방형 모델

- P&G(자사 홈피 활용) : R&D 생산성 60% 증가, 2배의 성공률

- Google(Google X project) : 전세계를 대상으로 아이디어 수집, 사업화

Project Tango(자율주행차), Project Loon(거대 풍선, 무선인터넷)

Project Wing (무인드론)

ᄋ A(Acquisition)&D

- 기술을 직접 개발하기보다 필요한 기술을 갖춘 기업을 인수한 후 추가로

개발해 사용시기를 앞당기는 전략

- CISCO : 1993년 이후 175기업을 인수해 Networking분야의 선두 유지

- Google : Android OS(2005), u-tube(2006), Deepmind(2014)

- 거대 제약기업 : 신약개발 기간을 줄이기 위해 인수방식 활용

à 세계 매출 상위 20개 의약품 중 13개가 외부기술 활용



미래에 요구되는 ‘ x & D ’ (4)

ᄋ L(Launching)&D

- 시제품을 빠르게 출시한 후 고객의 평가를 받아 수정하는 전략

- 우리나라 드라마 제작과 유사

- 샤오미(중) : 고객의 불만, 의견을 매주 목요일에 앱 업데이트에 반영

- GE : 시장 최소요건제품(MVP)을 빠르게 출시하고 소비자 평가를 받아

신제품 개발주기를 30% 이상 단축, 고객 응대속도를 4배 개선

ᄋ S(Seeding)&D

- 신기술 개발 등 전략적 미래투자 목적으로 유망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인쿠베이션하는 방식

- BASF : 전담조직 설치, 혁신기업과 인력의 글로벌 스카우팅 및 인큐베이션

ᄋ D(Data-driven)&D

- 연구개발 프로세스 전반에 디지털과 자동화기술을 도입해서 개발속도 상향

- 센서활용 빅데이터 분석, 가상실험 및 프로토타이핑을 통해 시간, 비용 절감

- J&Johnson : 가상실험으로 개발기간 40% 단축, 임상실험 60% 감소



맺 음

4차 산업혁명 ? 
- 인공지능과 초연결 기술 결합

- 가상물리 시스템 (실재와 가상의 통합)

- AI, Robot, Drone, IoT, 3D Printing 등 SW+HW기술이 주도

4차 산업혁명 특징 : 
- 고용없는 성장 : 단기적 고용 감소 > 증가, 장기적?
- 양극화 : 부, 직업, 국가간, 기업간, 개인간 -> 인류 숙제
- 고속 변화 : 재료, 에너지 제약이 적어 파괴적 혁신 가능

4차 산업혁명시대 직업
- 평생 직장 à 평생 직업 à 복수 직업
- 대기업 à 중소기업(다품종 대량, 글로벌 생산), 1인 기업(특화생산)
- Makers : 다시 신 자급자족시대 도래

- 개인 : 급격히 발전하는 신기술과 일자리를 연구해서 직업의 변화를

잘 읽고 창의적 사고로 현명하게 대비해야 함



자기전공자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 지금 바로 준비/대응을 시작해야 한다

(기초 과학 및 기술 공부, 첨단기술과 자기학 관계 파악,

사이버기술과 자기학 관계?)

- 신 성장산업의 주인공은 로봇이 아니라 바로 인간임을

깨달아 인문학적 사고를 길러 AI 시대를 선도해야 한다

- 남이 짜놓은 판만 보지 말고 우리가 새 판을 만들어

세상을 바꾸어야 한다

- Fast Follower à First Follower à First Mov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