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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목적은 4차산업혁명시대를 준비하는 공무원 인식과 부처간 협력의 성공 및 제약요소들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분석 방법은 공무원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평균값 분석을 실시했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4차산
업혁명을 대응하고 있는 9개부처 공무원들은 4차산업혁명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인식하였으며, 4차산업혁명이 새로운 
기회이지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위기가 올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다. 둘째, 4차산업혁명시대의 집중지원
기술로 빅데이터 1순위,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 2순위, 클라우드 컴퓨팅기술 3순위로 인식하고 있다. 셋째, 4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변화해야 하는 요소로 ‘제도의 유연성’과 ‘인재확보’를 언급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민간, 
일반시민 등 조사집단을 확대하여 4차산업혁명의 협력체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4차산업혁명, 부처 간 협력, 협업행정, 융합행정, 제도의 유연성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determing factors of the success and constraints 
based on the perception of public officials preparing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4IR) and the 
collaboration among ministries. The analytic method performed an average value analysis based on the 
survey of public officials' awareness, an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officials from nine 
ministries who are responsible for the 4IR recognized that they were regarded that the 4IR as a new 
opportunity, but if it failed to respond properly, there might be a crisis. Second, it recognizes the era 
of 4IR as the number one priority in big data, second i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machine learning, 
and third in cloud computing technology. Third, they recognized that ‘flexibility of the institutions’ and 
‘recruitment of experts'’ were needed to prepare for the 4IR effectively.
Key Words :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4IR), The collaboration between ministries, Integ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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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제기
2018년 1월, 국무총리와 6개 부처 장·차관, 기업대표들 

약 150여명이 참석하여「4차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의 주
제로 정부업무보고를 실시하였다. 보고결과, 4차산업혁
명과 관련하여 혁명의 속도와 범위, 이와 관련된 체제변
화 등에 대해서는 공공영역, 민간영역 모두 집중적 관심
을 두고 있으나 실제 혁명을 대응하기 위한 공유된 원칙
과 방안은 선진국들에 비해 부족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4차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의 업무보고 방식에 
있어 기존과 다르게 정부부처 업무보고는 핵심위로만 설
명하되, 대부분 참석한 민간인, 청와대 관계자, 여야당 의
원들에게 다각적 시각에서 발언기회가 주어졌다[1]. 전문
가들은 4차산업혁명이 민관협력을 통하여 사회문제를 함
께 해결해야하는 만큼 다양한 참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평
가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4차산업혁명의 산업기술 패
러다임은 신속하게 바뀌고 있으나 공공정책은 시대 흐름
을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였다. 대표적으로 서울
경제신문 2016년 9월자에 따르면 퇴행적 규제와 경직된 
공공구조가 4차산업혁명의 최대 걸림돌로 인식하고 있었
다. 이에 스타트업 관계자들은 “시대에 맞지 않고 시민들
이 불편해하는 제도라면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제도
를 바꾸어야 하는 것이 공공부문의 역할이 아닌가?”라고 
비판하였다. 본 연구는 4차산업혁명시대의 민관협력의 
질을 파악하기에 앞서 정부부처 간 협력동인과 제약요인
이 무엇이며 각 중앙부처 담당자가 느끼는 인지수준에 
대해 실증분석을 시행하고, 그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모
색해 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2.1 4차산업혁명의 개념과 협력의 필요성

4차산업혁명시대는 ICT 신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인
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다양한 융합기술과 창조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즉 4차산업혁명시대는 ICT 신기술을 활
용하여 기존의 산업간 장벽을 허물고 새로운 산업과 시
장을 개척해나가는 시대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통령직
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는 4차산업혁명의 개념을 “인
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디지털 기술로 촉발되
는 초연결기반의 지능화 혁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선

행연구에 따르면 4차산업혁명은 “기존의 학문과 기술분
야의 경계를 초월하는 학문, 기술 등의 융합으로 이루어
지고, 융합과 변화의 속도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으며, 기
존의 정부운영방식과 시장경제체제가 자발적으로 운영되
는 방식, 개인들의 일상적인 삶이 큰 변화를 일으키는 혁
명”으로 그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2,3]. 또한 4차산업혁
명의 개념을 디지털과 생명공학, 물리학 등 학문 간의 경
계가 사라지는 기술융합을 특징으로 기존의 인간의 생산
작업방식과 관계, 생활패턴에 변화를 준다고 설명한다
[4]. 즉 기존의 정부운영방식으로 정책결정을 할 수 없고, 
4차산업혁명이 가진 초연결성(Hyper-Connected), 초
지능화(Hyper-Intelligent)등의 특성을 활용하여 새로
운 문제들을 정부와 민간, 시민단체, 학계가 협력하여 해
결해야 한다. 특히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고용시장과 시
장구조의 변화, 구직-구인의 미스매치 상황에서 신규 실
업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5]. 단, 학계와 민간계 부문에서는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을 모색하기 이전에 부처간의 정보공유, 소통, 협력 
가치를 극대화시키고,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하라는 목소
리가 더욱더 증가하고 있다[6, 7]. 

2.2 4차산업혁명시대 부처 간 협력에 관한 이론 논의 
4차산업혁명시대의 ‘협력’이 중요한 이유는 앞서 언급

했듯이 기존의 산업혁명 발전속도와는 비교도 될 수 없
이 빠르게 변하고, 사업전환의 패러다임이 예측할 수 없
기 때문이다. 허원․이대현․배호철[8]에서도 주장하듯이 전 
세계의 기술융합적 방식이 오히려 기업간의 경쟁을 유발
시킬수 있다. 이에 이를 생산하고, 지원하고 조장하는 조
직들 간의 협력은 더욱더 필요하다. 특히 4차산업혁명시
대를 성공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관련 부
처 간 협력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와관련된 
연구가 국내학자들에 의하여 특정주제를 중심으로 부분
적으로 수행되었으나 관련부처 공무원들의 인식조사나 
실증분석은 전무(全無)한 실정이다. 김윤권[9]은 구 미래
창조과학부로 일원화하려한 ICT기능의 분산사례를 가지
고 협업행정의 동인과 제약요인에 관한 연구를 실시한 
결과 각 부처에서 부처이기주의, 무사안일주의 등을 방지
하기 위한 효과적인 제도와 행위를 설계해야한다고 주장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김윤권[9]은 협업행정의 동인과 
제약으로 융·복합적 행정환경변화요소와 행정수요와 같
은 외부적 요인을 언급하고 있으며, 협업과정의 제도 및 
협업참여자들의 행위적 동인과 제약의 중요성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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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기술하고 있다. 박천오[10]는 융합행정 개념을 언급하
면서 중앙부처 간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주체 간의 사
례를 통해 부처 간 협력의 목적을 자원공동활용, 원스톱
서비스 제공, 기능연계형, 서비스만족도 제고, 내부효율
성 제고 5가지의 목적유형으로 분류하기도 했다. 이선영․
권혁상[11]은 한국 지식재산분야의 산업-문화-기술정책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담
당자들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관련 기관 간 협력에 대해 
인식조사를 실시했으며, 분석결과 융합행정의 유용성, 참
여기관의 의사소통, 신뢰, 리더십, 합리적 예산배분이 긍
정요인, 그리고 불명확한 책임구분과 불명확한 목표, 비
합리적 성과관리 등이 제약요인으로 나타났다. 윤광석
[12]은 4차산업혁명 시대 행정서비스 혁신방안 연구를 
통하여 정부 내에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무원들
이 4차산업혁명시대에 어떤 직무를 수행할 것인가에 대
해 명확화하도록 관련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각종 정
책수립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술적 측면을 지원하는 
혁신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4차산업혁명시대를 올바른 방향으로 준비하기 위
하여 현재 부처 간 협력의 동인과 제약요인은 무엇이며, 
각 중앙부처 담당자들이 느끼는 4차산업혁명의 인지수준
은 어떠한가? 둘째, 4차산업혁명시대의 협력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관
련 부처 담당자들의 이해수준은 어떠한가이다.

3. 조사설계 및 연구분석틀
3.1 조사설계

본 연구는 이메일을 활용한 전자설문과 서면설문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배부ㆍ회수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였
다. 전자설문은 각 부처별 4차산업혁명 관련 부서에 공문
과 함께 발송하였으며, 서면설문은 각 부서별 15부씩 총 
400부를 배부하였다. 설문조사는 2018년 8월 16일~2019
년 2월 20일이였으며 그 중 미회수와 불량 응답자를 제
외한 91부의 설문지를 바탕으로 분석을 하였다. 모든 설
문문항에는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여 5점 척도를 사용하
였다. 연구방법은 SPSS 18.0를 활용하여 표본의 일반적 
특징과 4차산업혁명에 대한 각 부처 공무원들의 인지 및 
준비수준을 살펴보았다. 설문조사 세부내용은 김윤권[9]
의 협업동인과 제약 내용을 참고로 4차산업혁명시대의 행

정협력의 수요와 협력이 필요한 이유 및 목표 등을 살펴보
고, 이선영․권혁상[11]을 참고로 4차산업혁명시대의 부처
간 협력제약 요인, 협력의 성공요인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3.2 연구분석틀
본 연구 분석틀은 Ansell & Gash[13]의 협력적 거버

넌스 모델구조1)를 기반으로 4차산업혁명시대의 공무원
들이 협력을 위한 사전조건인 1)4차산업혁명에 대한 공
무원들의 인식수준, 2)4차산업혁명을 위해 부처가 주로 
지원하려는 핵심기술, 3)4차산업혁명을 위해 긴급하게 
바꿔야 하는 요소에 대해 알아보고, 부처간 협력을 위해 
성공요인과 제약요인들은 무엇인지. 공무원들이 4차산업
혁명으로 인해 이루고자하는 협력의 목표는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Fig. 1. The Research Framework

4. 분석결과
4.1 일반․직무특징 기초분석결과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직무특징은 Table 1과 같다. 

1) Ansell & Gash(2008: 550)은 사전조건(starting conditions)
과 제도적 설계(institutional design), 협력과정(collaborative 
process), 리더십(facilitative leadership)요인이 협력거버넌
스의 결과물(outcomes)에 중요요인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137개의 협력 거버넌스 사례 및 문헌조사를 통하여 A&G 협력
적 거버넌스 모델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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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n %
Sex men 62 68.1

women 29 31.9

Age
20-29 11 12.1
30-39 35 38.5
40-49 35 38.5
50- 10 11.0

Type of 
Position 

Genera(White Collar) 64 70.3
Specific(Excepted) 8 8.8

 Technical(Blue Collar)  12 13.2
Part-time worker 3 3.3

Research 2 2.2
etc. 2 2.2

Career in 
public office

1-4 years 27 30
5-9 years 17 19

10-14 years 21 23
15-19 years 11 12

from over 20 years 15 16

Career
in the 4IR

Less than 6 months 9 9.9
6-12 months 9 9.9
13-23 months 24 26.4
23-35 months 10 11.0

from over 3 years 7 7.7
non-response 32 35.2

Level
of Position

4 6 6.6
5 36 39.6
6 22 24.2
7 17 18.7
8 5 5.5

non-response 5 5.5

Department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Prime Minister's 

Secretariat
6 6.6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10 11.0
Ministry of Education 10 11.0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14 15.4
Ministry of SMEs and Srartups 8 8.8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12 13.2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10 11.0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14 15.4
Korean Forest Service 7 7.7

N= 91 , 4IR: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able 1. General & Official Statistics

성별측면에서 남자 62명(68.1%), 여자 29명(31.9%)%
으로 참여 남성이 여성보다 2배이상 많았다. 연령은 40
대와 30대가 4차산업혁명 정책사업에 참여자로 각각 35
명(38.5%)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20대 11명(12.1%), 

50대 10명(11%) 순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일반직이 
64명으로 70.3%로 가장 많았고, 기술직이 그 뒤로 12명
(13.2%)순이였다. 공직 경력은 1~5년 미만이 27명(30%)
로 다소 많았으나 10-15년미만의 중간급 관리자들이 21
명(23%)로 참여하였다. 직급별로는 5급이 36명(39.6%)
로 가장 많았고, 6급 22명(24.2%)로 중간관리자들이 많
이 참여하였다. 4차산업혁명 관련 업무 경력은 1~2년 미
만이 26.4%로 가장 많았으며, 2~3년미만 11%로 그 다
음으로 많았다. 참여부처들을 살펴보면, 국무조정실 
6.6%, 기획재정부 11.0%, 교육부 11.0%, 금융위원회 
15.4%, 중소기업벤처부 8.8%, 식약처 13.2%, 특허청 
11.0%, 경찰청 15.4%, 산림청 7.7%로 4차산업혁명 관련 
정책사업들을 실시하고 있는 총 9개의 부처가 설문에 참
여하였다[14]. 

4.2 4차산업혁명 공무원 인지수준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9개 부처 담당자들이 4차산업혁명에 

관한 개념수준을 같은 눈높이로 인식하도록 설문조사 전 
4차산업혁명을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디지
털 기술로 촉발되는 초연결기반의 지능화 혁명”으로 정
의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9개 부처 담당자
들은 4차산업혁명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에 대해 
44.0%가 “잘 알고 있다.” 15.4%가 “매우 잘알고 있다.”
고 응답함으로서 전체의 59.4%가 4차산업혁명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인지를 하는 그룹으로 나타났다. 31.9%
가 4차산업혁명에 대해 보통수준으로 인지한다고 응답했
으며, 잘 모른다(7%) 혹은 너무 모른다(1.1%)는 전체의 
8.1%수준으로 매우 적었다. 즉 지원받는 기업이나 언론
에서 정부부처 담당자들이 4차산업혁명에 대해 잘 모르
면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비판과 달리, 관련 담당자들은 4
차산업혁명에 대해 스스로 잘 알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4차산업혁명시대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가능성부분에 있어서는 48.4%가 ‘긍정적’, 
25.3%가 ‘매우 긍정적’이라고 답해 전체 73.3%가 새로운 
기회를 줄 시대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4차산업혁
명을 맞아 대응을 잘하지 못하여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
는가에 대해서도 36.3%가 그렇다, 11.0%는 매우 그렇다
고 응답하여 대응측면에 있어서는 불안감과 앞서 언급된 
새로운 기회 포착할 것이라는 희망을 동시에 품고 있다
고 평가할 수 있다. 즉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기술이 발
전할 경우 관련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인 차원을 넘어서 
공공기관, 기업, 관련 시설물 분야의 개방형서비스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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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되는 것은 기회의 요인으로 인식할 수 있으나, 방대한 
데이터를 관리, 보호, 활용하기 위해 기존 제도에 대한 재
정비와 법개정문제 등 새로운 대응체계에 대해서는 불안
하고, 위기의식이 있었다. 

division n %

Cognitive level of the 
4IR

Strong Negative 1 1.1
Negative 7 7.7
Neutral 29 31.9
Positive 40 44.0

Strong Positive 14 15.4

New Opportunity 
Capture in the 4IR

Strong Negative 0 0
Negative 1 1.1
Neutral 23 25.3
Positive 44 48.4

Strong Positive 23 25.3

a sense of crisis
in the 4IR

Strong Negative 2 2.2
Negative 15 16.5
Neutral 31 34.1
Positive 33 36.3

Strong Positive 10 11.0
N= 91 4IR: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able 2. The Cognitive Level of Civil Servants in the 4IR

 

4.3 4차산업혁명 부처 지원기술 순위
9개 부처 담당자들은 4차산업혁명시대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기술 가운데 빅데이터(33%)를 가장 많이 
지원한다고 응답했다. 2순위로는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
을 지원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3순위로는 클라우드 컴
퓨팅기술에 지원하고, 4순위로는 스마트공장 정보시스템
과 시물인터넷에, 5순위로는 3D 프런터외 관련 기술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Support Technology Rank
- %

Big Data 1 33.0
Artificial Intelligence and 

Machine Learning 2 20.9
Cloud computing 3 9.9

Smart Factory Information System 4 7.7
Internet of Things 5 7.7

3D 6 5.5

Table 3. Support Technology in the Era of the 4IR

4.4 4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중요요소 
4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현재 가장 시급하게 변화해

야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부처 담당자들은 ‘제도의 유연
성’이 가장 필요하다고 41.8%가 응답했다. 2순위로는 관
련분야의 인재확보 29.7%, 3순위로는 빅데이터 활용능
력 13.2%로 나타났다. 공동4순위로는 관련기업들 지원
확대부분과 담당자들의 소프트웨어 활용능력 향상을 언
급했으며, 3D 활용능력은 5순위로 언급했다.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관련 4차산업혁명위원회 담당자 인터뷰를 실시
한 결과 담당공무원들도 4차산업혁명시대에서는 기존의 
규제방식과 제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제도의 유연성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그러나 제도의 유연
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관련 이해집단들간의 합의점 찾기
가 어렵고, 집단이기주의 문제로 갈등이 고조되고 있음을 
언급했다. 최근 들어 규제 샌드박스 제도와 규제 프리존
에 관한 규정, 네거티브 규제논의가 정부에서도 언급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하자는 큰 의
미를 내포하고 있으나, 언론기자들과 舊정부혁신위원들
의 인터뷰에 따르면 공무원들의 완고한 의식으로 인해 
제도상의 혁신을 이루기가 어렵다고 언급했다. 

Elements Rank
- %

Institutional Flexibility 1 41.8
Human Resources 2 29.7

Big Data 3 13.2
Expanding support for related companies 4 4.4

Facilitate Responsible Software 
Utilization 4 4.4

3D 6 2.2

Table 4. Critical Elements for the Response of the 4IR

4.5 4차산업혁명시대의 성공요인과 제약요인
4차산업혁명시대에 부처간 협력의 성공요인으로는 책

임성 있는 구성원(3.9점)과 부처간 공유된 비전(3.89점), 
리더십(3.89점), 신뢰(3.88점)으로 나타났으며, 합리적인 
예산배분(3.84점)과 협력을 할 수 있는 명확한 목표(3.79
점), 정치, 사회적 분위기(3.78점)가 중요한 요소로 나타
났다. 4차산업혁명시대에 부처간 협력의 제약요인으로는 
전문성결여(3.82점)를 가장 큰 문제로 인식했으며, 협력
이행과정의 복잡성(3.72점), 협력하기 어려운 제도적 결
여(3.71점), 리더십 부재(3.67점) 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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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Success Factors & Constraints in Collaboration
division A SD

Success Factors

a responsible member 3.90 .688
shared vision 3.89 .867
Leadership 3.89 .905

Trust 3.88 .776
rational budget 3.84 .886
a clear goal 3.79 .898
usefulness of 
collaboration 3.78 .884

ability to fulfill one's 
promise 3.74 .696

a wide range of 
participants 3.72 .719

Information sharing 3.68 .762
a clear role 3.66 .889

Appropriate Action Plan 3.63 .814

Constraints

lack of professionalism 3.82 .919
the complexity of the 

process 3.72 .691
Institutional contribution 3.71 .838

lack of leadership 3.67 .978
A= Average, SD= standard deviation

여기서 전문성결여 문제는 앞서 언급된 Table 4와 같
이 인재확보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 즉 공공부처에
서 현재 기업이 원하는 지원체계와 기관 간 조정을 위해
서는 4차산업혁명시대에 등장하는 빅데이터, 사물인터
넷, 머신러닝, 인공지능과 같은 핵심기술에 능통한 전문
가를 배치하고, 관련 기술혁신을 위한 융합행정에 대해 
능통해야 하는데 현재는 부분적 전문가들만 존재하여 융
합인재에 대한 결여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못하다. 

4.6 4차산업혁명시대의 협력수요와 협력목표
9개 부처 담당자들은 4차산업혁명시대에 협력이 필요

하게 된 가장 큰 환경적 이유가 ‘협력을 통한 사회문제해
결’이 4.16점으로 매우 높았으며, 그 뒤로 ‘국민에게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부처간 기능
중복에 따른 협력’도 4.12점으로 높았으며, ‘민간부분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협력이 필요하게된 환경적 
이유임을 제시했다. 또한 협력의 목표에 대해 ‘4차산업혁
명 관련 정책과 업무의 효율성’과 ‘법적문제 개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서론에서도 언급했듯이 4차산업혁명시대
의 혁명의 속도와 범위는 기존의 산업혁명과 차원이 다
를 정도로 빠르고 복잡하다. 이에 4차산업혁명시대에 발
생할 사회문제도 매우 다양하고 복잡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사라질 제도, 사라질 일자리, 전면적으로 바뀔 생산
과 소비체계의 변화에 대해 정부는 보다 양질의 행정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보다 명확한 협력목표를 세우고, 
관련 법․제도에 대해 개선할 의지를 보여야 한다. 

Table 6. Collaboration Demand & Goals in the 4IR
division A SD

Collaboration 
Demand of the 4IR

problem solving 4.16 .671
good administrative 

service 4.14 .754
interministerial 

functional overlap 4.12 .574
Utilization of Private 
Sector Capabilities 4.12 .668

Goals of 
Collaboration in the 

4IR
efficiency of policy 4.16 .601

legal problem 
improvement 3.90 .804

A= Average, SD= standard deviation

5. 결론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인도와 러시아 등 4차산업혁

명 기술을 함께 개발하는「공동펀딩형 국제공동기술개발
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15]. 즉 각국 정부가 공동
자금을 지원하여 4차산업혁명시대에 공동대응방안을 모
색하는 방안이다. 향후 초연결성(Hyper-Connected), 
초지능화(Hyper-Intelligent)등의 특성에 맞게 4차산업혁
명시대 협력범위가 더욱더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한국 부처
간 협력구조의 견고함은 매우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4차산업혁명
을 대응하고 있는 9개부처 공무원들은 4차산업혁명에 대
해 ‘잘 알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관련 공무원
들은 4차산업혁명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 
인식하는 반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위기가 올 수 있
다는 불안감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현재 공무원들 뿐
만아니라 언론, 현장전문가들도 4차산업혁명시대 이동수
단의 혁명, 교육과 법률시스템의 혁명, 문화산업혁명, 지
역경제발전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기회를 줄 것이라고 주
장하고 있다[16, 17]. 하지만 기존 부처들이 이미 시행하
고 있는 정책들의 짜깁기형식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혁
신을 기반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둘째, 공무원들도 4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현재 가장 
시급하게 변화해야하는 요소를 ‘제도의 유연성’과 ‘인재
확보’라고 언급하였다. 특히 전문공무원들의 인터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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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사회체제변화 등의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보다 유연한 제도는 필수적이나 사회적 
합의와 개방적 이기주의 사이의 갈등을 겪고 있다”고 주
장했다. 외부 전문가들 인터뷰에서도 “규제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완고한 의식과 네거티브 규제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들을 언급하면서 유
연한 제도를 위한 규제혁신이 쉽지 않음”을 언급했다. 

종합적으로 4차산업혁명시대 협력 성공요인으로 책임
감 있는 구성원 확보와 공유된 비전이 매우 중요한 요소
로 나타났다. 앞서 인구통계학적 분석결과에도 나타났듯
이 실제 각 부처별 4차산업혁명 관련 경력이 3년이하가 
57.2%(무응답 35.2% 포함)수준으로 관련분야에 대한 인
재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공유비전도 관련 부
처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외에는 부처 간 비전성과를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같은 맥락에서 공무원들이 인
식하는 제약요인이 전문성 결여와 협력이행과정의 복잡
성으로 공무원들을 위한 새로운 전문교육체계 도입과 신
기술, 신산업 전환에 따른 기존 인력 재교육훈련 강화, 창
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확대해야 한다
[18]. 특히 4차산업혁명이 가진 초연결적인 기술혁신을 
기반으로 민간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철저
한 실태조사와 현장조사를 우선 시행하고 인력교류, 정보
교류 등 관련 자원에 대한 신속한 피드백체계가 마련되
어야만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필요한 지원사업프로그램들
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4차산업혁명 대
응하는 부처들을 표본대상으로 한정하여 다양한 참여자
들의 협력구조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
에서 민간, 일반시민 등 조사대상을 확대하여 4차산업혁
명의 협력체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파
일럿조사를 통해 4차산업혁명에 대한 조작적 개념정의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시 참여대상들에게 4차산업혁명
의 개념을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디지털 
기술로 촉발되는 초연결 기반의 지능화 혁명”으로 정의
하여 제시했으나, 4차산업혁명에 대한 인지수준의 범위
가 넓어 포괄적 측면의 개념으로 활용한 것에 대해 한계
가 있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4차산업혁명에 대한 포괄
적 정의개념을 넘어 객관적인 세부지표로 인식수준을 검
토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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