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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역의 1차·3차 산업 편중과 성장 한계, 부동산 상승세 조정 국면 등 전체적
인 지역 생산 둔화 및 사회문제 확대
▶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제주도민의 삶의 질 제고 및 지역산업의 효율성 확보와 새
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전략 방향 마련 필요

ൗൗ഼മಾХമࡕ
■내부 환경 분석
▶ (인구) 제주의 인구는 2015년까지 증가 추세였으나, 2016년부터 감소추세를 나타냄
▶ (도로) 도내 교통의 경우 자동차 의존도가 높으며, 차량 보유 수도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혼잡·사고 등 위험 요인 상존
▶ (에너지) 전력사용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2017년 총 전력 사용량은
5,013,542MWh에 이르렀음. 신재생에너지 부분의 경우 풍력과 태양광 중심으로 비
중이 증가하고 있음
▶ (환경) 수자원의 경우 상수도 누수와 수질 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시스템이 부족한 실
정이며, 2017년 기준 생활폐기물 발생은 전국 대비 2배에 달함
▶ (문화) 문화예술 시설의 경우 읍면동 등 도 전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이용자 수
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산업) 1차산업 11.7%, 2차 산업 18.1%, 3차 산업 70.2%로 전국대비 1차 산업과 3
차 산업 비중이 높은 반면, 2차 산업 비중은 낮은 수준(전국 1차 산업 2.1%, 2차 산업
38.1%, 3차 산업 59.8%)
※ 생산 비중은 서비스업 73.4%, 농림어업 11.7%, 건설업 11.4%, 광공업 3.5%임
※ 주력산업은 청정헬스푸드, 지능형 관광 콘텐츠, 스마트 그리드가 지정되어 있으나, 그 효과는 미약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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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환경 분석

▶ (정책) 지능화되고 있는 ICT 기술 기반 초연결시대의 등장, 도시·경제·사회·환경
등 문제 해결과 새로운 지역의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범국가적 정책·기술·사
회 환경 조성

제주특별자치도

※ New normal :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떠오르는 기준, 표준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안)

▶ (경제·사회)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뉴노멀* 시대로의 변화 속에서 4차 산업혁명은 새
로운 글로벌 성장동력으로 기대됨(경제·사회인문연구회, 2017)

※ 국가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2017), 스마트시티 추진 전략(2018),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2018), 범정부 공공데이터 중장기(’19~’21) 개방 계획((2019) 등

▶ (기술) IoT·클라우드·빅데이터·AI·블록체인 등 ICT 신기술 출현 등 기술의 등장
은 새로운 산업생태계 구축 등 도시와 경제, 사회, 환경 등 전분야에서 영향을 미침
▶ (지속가능발전) UN SDGs는 사회안전망, 예방적 건강관리, 온실가스 감축, 신재생에
너지, 일자리, 미래산업 육성 등 환경·사회·경제의 조화로운 지속성장발전을 지구
성장·발전 목표로 설정

Ԕമ഼മঝമಾХമࡕമ
지역
일반

지역
산업
경제

지역 현황 일반
•고령화 지속, 차량 증가,
에너지, 수자원, 안전 등

정책
환경

도 정책 환경
•지속가능한 청정도시,
스마트 제주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통한 산업생태계 구축 지향

기술
사회

기술 / 사회 환경
•지능화 기술, 데이터 기반
4차 산업혁명의 등장
•초연결 지능화 기술의 활용
확대와 산업 간 융합 등

지역산업
•1차(11.7%), 3차(70.2%) 편중
•단순노동생산성 의존 심화,
중기 및 중견 기업 성장을
위한 구조 취약 등

포지셔닝 분석
•정보서비스업 등 지능화 기반
산업의 경우 경쟁력은 높지만
구조적 기반이 취약
•1차 농림/관광은 기반산업으로
존재하고, 제조업은 경쟁력과
산업구조 양측모두 취약

4차 산업혁명 대응
•미래 경제와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성장 토대 마련
•지능화를 통한 산업혁신과
사회문제해결 등

스마트 시티와 데이터 경제

Bigdata

Cloud

AI

Mobile

IoT

5G

IIoT

Blockchain

AR/VR

•도시혁시과 성장 동력 창출
•데이터경제활성로 혁신성장
•공공데이터 확대 지속 추진

지속가능발전
•UN SDGs는 2016년부터 2035년까지 인류의 보편적 사회, 환경, 경제의 균형잡힌 지속성장을 위해 17개 목표 제시
•17가지의 목표들 중 '지속가능한 청정에너지', '좋은 일자리와 경제성장', '산업, 혁신과 인프라',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의 방향 정립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안)

I iii

■환경 분석을 기초로 SWOT 도출
내부적 요인

᮪
ᭈ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인력/자본/산업 기반
위한 법/제도적 우월성
시설의 부재
•유동성과 속도에 대한
•섬 특성의 고립성
타 지역과 차별화 된 관리
•중앙정부와의 지리적
•CEO 의지 및 행정적
이격성
지원력 강화

외부적 요인
기회(Opportunity)

SO 전략

WO 전략
•인력/자본을 보완하기 위한
•국내/해외의 지속적인 •제도 중심의 특구 조성
제도 및 기반구조 구성
추진
관심
•섬 특성을 활용한 공간적
•제주 유동성 플랫폼에 기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제도 실험 장치
반한 규제 샌드박스 도출
중앙정부의 개방 의지
•해외자본의 유입 및 확보
•ICT 기술의 국가 경쟁력 •행정력 + 민간력 모델 추진
공간전략
위협(Threat)
ST 전략
WT 전략
•제주도 특별법을 활용한
•일반법+제주 특별법
연계 전략
제도개선
•4차 산업혁명기술에 대한 •도민 대상의 서비스 발굴
R&D 협력 모델
및 지원 확대
•도민을 위한 체감형
benefit 전략

•법/제도적 규제
•원천기술의 보유 및
R&D 미진
•사람들의 인식 미흡

ൗൗൗ഼മଘੵമݳಓ
① (기술과 산업) 지능화기술 주도의 산업 진흥
② (기술과 시장) 산업 인프라 조성을 통한 새로운 산업 육성
③ (기술과 정책) 지능화기술 기반의 사회문제 해결을 통한 제주도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둠
韻翠惠'惹奬'也築'予顚'訝憙卄'
通執予顚'炘潗珠僉'通皺'

기술 + 산업
•수익 창출
•삶의 질 제고

지능화기술 주도 혁신
•신산업 발전 기반
고도화
•새로운 시장
/ 공공 수요 확대

기술 + 정책

사회문제 해결

기술 + 시장

산업 인프라 조성
•지능정보기술 활용성 증대
•도시 지속성 확보

稱榻欽'Zthy{'Jp{‐
通聳予珍予顚吹'戱愛P愿朕'謫稱煊鴦卄'稱榻吹'通智楫'憘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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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 68.5% 달성 (청년 : 46.5%)

세부 달성 지표

혁신선도형 20개 기업 확보

(2019 ~ 2022)

제주특별자치도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안)

■세부 달성 지표와 전략

생활만족도 지수 연간 + 0.1

▶ (지능화기술 주도 혁신)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활용한 이종 산업의 연결성 강
화로 신산업 창출
▶ (산업 인프라 조성) 4차 산업혁명 기반 조성을 위한 플랫폼, 자본, 인력 등 환경 조
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성장 기반 구축
▶ (사회문제 해결) 사회적 문제 해결과 도시지속성 확보를 위한 공동체의 능동적 참
여 강화와 사회적 가치 실현의 공감 확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

Vision

Image

Domain

Strategy

•고용률 68.2% (청년:45.6%)
AS-IS •산업구조 다변화

('18)

•고용률 68.5% (청년:46.5%)
TO-BE •4차 산업혁명형 기업이식

(1차:11.7%, 2차:18.1%, 3차:70.2%)

('22)

•생활만족도 지수 증가 (3.61)

농수산업

제조

Bigdata

Cloud

에너지

AI

지능화기술 주도 혁신
(기술 + 산업)

금융물류

Mobile

의료

교통

5G

IoT

(혁신 선도형 20개 기업 확보)

•생활만족도 지수 증가 (4.01)

씨티

환경

MR

•••

Blockchain

관광

AR/VR

산업 인프라 조성
(기술 + 시장)

사회문제 해결
(기술 + 정책)

4차 사업혁명의 핵심,

4차 사업혁명의 기반을

시민, 대학, 연구소 등

요소기술을 활용하여

조성할수있는 플랫폼,

사회의 공동체가

이종 산업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新산업을 창출

자본, 인력 등의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창의적 가치 실현을

환경 조성으로
지속가능발전 기반

구축

위한 사회공감 확보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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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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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화기술 주도 혁신으로 융합 신산업 창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지능화 기술 기반의 융합산업 발굴과 신산업 창출
•지능화 기술기반의 신산업 실증과 지역 신산업 기반 산업생태계 구축
▶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조성을 위한 산업 인프라 조성
•4차 산업혁명의 기반 조성을 위한 플랫폼, 물적·인적 자본의 구축
•혁신 기업의 창업 지원과 도민의 경제활동 참여 기반 강화
▶ 도시지속성 확보를 위한 사회문제 해결능력 강화
•지능화기술을 활용 도시 사회 문제 해결로 제주의 지속가능성 강화
•신기술을 활용한 사회 경제 공동체를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구축

通聳憙'予珍'榻愿'/春薨'潗珠僉'苞賀0
지능화기술 기반 융합 신기술
실증과 산업 확장

01
융합
신산업
02

안전

03
에너지

혁신기술의 산업 간 융합을 통한
균형 있는 지역산업 성장 지원

•블록체인 기반 페배터리 유통이력
관리시스템 구축
•제주형 뷰티 ICT 융합시스템 구축
•전기차 기반 자율주행 실증 추진

•인공지능(AI)기반 CCTV 위험
예측기술 개발 및 실증
•재생에너지 생산 기술 다변화
•친환경 에너지자립형 주택단지 조성 지원

04
05
06
07

지능화기술의 생활기반
혁신으로 성장 기반 확보

생활

•농어촌 융합형 스마트빌리지 특성화
서비스

농업

•시설 원예 ICT 융복합 확산 사업

교통

•민·관 데이터 융합 제주도 &
카카오맵 스마트 모빌리티

환경

•지능정보 기반 수자원 관리

通智亞聳燻'/珠僉'脆后怡'倬楫0
지능화기술 활용 지원을 통한
혁신 산업 성장 지원

01

창업

•제주도 스타트업 창업 활동 지원

관광

•블록체인 기반 도내 방문객 소비 활성화
•참여형 제주관광 디지털 아카이브

02
03
04

vi I

혁신기업 투자 보육을 통한 창업
활동 지원 및 미래형 인재 육성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P2P 전력 거래
•에너지 수요관리 기반 구축

생활

•블록체인 기반 코인 이코노미

05

행정/
융합 신산업

06

신기술 기반 도민 참여경제
플랫폼구축으로 성장 수혜 공유

•제주형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제주 빅데이터 센터 운영

물류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

교육

•코딩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

07

愿朕通智楫'憘碇蠶'雛燻'/湊羲謫稱'煊鴦聳逸'訝憙0

•블록체인 기반 M-voting
•4차 산업혁명 성공을 위한 도민 공감 확보

02 생활

•사회적 경제·공동체 기반
디지털스케어 프로젝트

03

생활

•주민 중심 스마트 안심타운 서비스
플랫폼

환경

•제주 멸종위기 생물자원 VR 교육
콘텐츠 구축

(주민복지)

(안전)

04

05

06

07

안전

혁신 기술을 활용해 공동체의
새로운 경제·생활 환경 구축

•스마트 드론 기반 제주 환경/안전
모니터링 체계 실증
•블랙박스 기반 협업형 사회안전망
시스템 '스모킹 건'

교통

•스마트 도시 가로 구축
•지능형 감응 신호제어시스템 구축
•대중교통 활성화 및 주차문제 해결
지능형 주차 시스템

행정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기반 행정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01
주민참여

지능화기술 기반 사회변화의
안착을 위한 도민 공감 확보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안)

지능화기술 활용 교통·안전 등
사회문제 해결로 도시 지속성 확보

ൗ഼മਛټйਣޛമࡣമଘੵമЧೈ
▶ 3대 전략 31개 과제(2020년부터 2022년 3개년)
•(융합 신산업 창출 / 10개 과제 / 29,000백만 원) 지능화 기술 주도의 혁신을 통한
이종산업 연결성 강화로 융합 신산업 창출
•(인프라 조성 / 10개 과제 / 131,900백만 원) 플랫폼, 자본, 인력 등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 구축을 위한 산업 인프라 조성
•(사회문제 해결 / 11개 과제 / 32,300백만 원) 지능화 기술 기반의 공동체 중심 사회
문제 해결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단위 : 백만 원)
구
합계

분

52,550
국비
69,650 지방비(도비)
71,000
민간
193,200

소계

2020
14,250
7,050
3,100

2021
20,400
14,600
4,000

2022
17,900
48,000
63,900

24,400

39,000

129,800

비고

4차 산업혁명 대응 기본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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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추진 배경

4차 산업혁명
산업혁
혁명 기본계획(안)
기본 획(안)
기본계

DIBQUFS

01. 배경 및 필요성
■배

제주특별자치도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안)

P5'瑕槌'占愛

경

▶ 제주지역의 1차·3차 산업 편중과 성장 한계, 부동산 상승세 조정 국면 등 전체

적인 지역 생산 둔화 및 사회문제(환경·도시·에너지 등) 확대
▶ 자치도로서의 분권 확대 속에서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풀뿌리 민주

화를 위한 주민의 정치·행정 참여 욕구 증대
※ 도민의 적극적 참여 등 사회·행정 환경 변화 가속화
▶ 초연결·융합·지능화 기반의 새로운 ICT기술의 성숙과 데이터 활용과 연결을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모멘텀의 등장
▶

■제주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확보
▶ 복잡·난해한 경제·환경·도시 현안(Wicked problems)을 해결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제주의 新 산업생태계 기반 구축
▶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제주도민의 삶의 질 제고 및 지역산업의 효율성 확보와

신성장동력 발굴
▶ 도민 개개인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확대, 지능형·과학적 행정체계 구현

등 첨단 ICT·데이터 기반 행정 및 서비스 개선

■미래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전략 제시
▶ 제주의 미래 비전 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다양한 환경 및 산업·경제 패러

다임의 변화 제시
▶ 미래 환경변화를 예측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속가능

한 성장을 선도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안)

I3

P5'瑕槌'占愛
추진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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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 . 4차 산업혁명의 등장
■배

경

▶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2010년 독일의‘High-tech Strategy 2020’프로젝

트의 하나인 Industry 4.0에서 유래하였으며 제조업과 정보통신이 융합하는 단
계의 형태(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
▶ 4차 산업혁명은 지능화 혁명 기반의 ‘경제·사회 구조적 과제’의 동시 해결이

가능한 혁신성장의 새로운 모멘텀으로 주목됨
- IoT(사물인터넷), Cloud, Blockchain, AI(인공지능), Mobile 등 ICT 최신 기
술을 활용하여 모든 것이 상호 연결되는 초연결성, 초지능화 사회로 변화하
는 지능화 혁명임
- 세계 주요국 역시 4차 산업혁명 선점을 위해 경제·사회전반에 걸쳐 4차 산
업혁명 전략 수립

থіമൂമ࠳ग़ದܜമଘੵԔব
구분

미국

일본

중국

•AI R&D 계획(’16.10)
주요
•AI 미래 준비(’16.11)
정책
•AI 자동화와 경제

•첨단기술전략(’10.7)
•Industry4.0(’11.4)
•플랫폼 인더스트4.0
(’15.4)

•초스마트화사회 전략
•AI 3개 실행계획
(’16.1)
(’16.5)
•AI 산업화 로드맵(’16.11) •차세대 AI 발전계획
•신산업 구조 비전(’17.5)
(’17.7)

추진 •AI 분야 경쟁력 확보
목표 •사회적 혜택 강화

•디지털 경제 변화
대응
•스마트공장 선도

•전 분야의 기술혁신
•경제·사회문제 해결

•AI R&D 전략방향
제시(투자, 안전·보안,
데이터, 인재양성, 공공
주요
프로젝트 등)
내용
•교육 및 고용구조 개편,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
방향 제시

•글로벌 표준화 추진
•4개 전략분야 선정
•R&D 지원
(이동, 생산·구매, 건강,
•IT 인프라 보안 강화
생활)
•새로운 인력교육 방식 •공통기반 강화
도입
(데이터, 규제, R&D,
* 노동 4.0 정책’과
보안, 인재, 고용, 사회보장
병행 추진
제도 개선 등)

자료 : 4차산업혁명 대응계획(2017)

4I

독일

•AI 차세대 성장
동력화
•경제·사회문제
해결
•인공지능 기술선도
•AI 국가연구소 설립
•산업 스마트화 (제조,
농업, 금융, 물류 등)
•스마트사회 건설
(의료, 건강/양로, 교통,
환경보호, 안전 등)
•인공지능 관련 법률
정비 및 윤리체계 확립

역 간 경계를 뛰어넘는 플랫폼 혁명, ④ 사회구조를 뒤바꾸는 지능사회 혁명(경
제·인문사회연구회, 2017)

제주특별자치도

하는 초연결 혁명, ② 사물과 서비스에 지능을 입히는 지능화 혁명, ③ 산업 영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안)

▶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① 현실세계 전반을 네트 워크화·자동화

▶ 우리나라도 2017. 11월 모두가 참여하고 누리는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구

현」을 비전으로 삼는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발표
▶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신규매출 증대, 비용 절감, 소비자 후생 증가 등 최

대 128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최대 37.1만 명에 달하는 기술직, 전문가 고
용 증가 효과를 기대(’22년 기준)

P5'瑕槌'占愛

03. 제주특별자치도 4차 산업혁명 대응 경과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4차 산업혁명 촉진조례 제정 : ’18. 4.
■4차 산업혁명 위원회 구성(공동위원장 도지사) : ’18. 4.
▶ (목적)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및 전략 수립 등
▶ (개최실적) 총 3회(1차 회의 4.19, 2차 워크숍 6.8, 3차 토론회 11.26)

■민선7기 도지사 4차 산업혁명 대응 공약 실천계획 수립
: ’18. 9.
▶ (관련 주요사업) 4차 산업혁명 테스트베드, 제주형 규제샌드박스, 4차 산업혁명

펀드조성,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

■제주형 4차 산업혁명 실현방안 토론회 개최 : ’18. 10.
▶ 도내외 전문가 초빙 강연 및 토론(@제주연구원/지역산업 신성장 전략, 블록체

인 기술 활용 신산업 육성방안, 스마트시티 조성방안 등)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안)

I5

추진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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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4차 산업혁명 위원회 개최 :‘19. 5. 17.
▶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안) 보고 및 자문(전략 설정 등 협의)
▶ 4차 산업혁명시대 제주의 미래와 실천방안(발표/토론)

■기본계획(안) 분야별 전문가 의견 수렴 :‘19. 8.
▶ 비전 변경(사람, 기업, 환경 중심의 혁신 생태계 구축 ->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

는 청정제주)
▶ 제주도 스타트업 창업 활동 지원, 에너지 수요관리 기반 구축, 지능형 감응 신호

제어시스템 구축

■기본계획(안) 분야별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검토반영 :‘19. 12.
▶ 지능화 기술주도 융합 신산업 창출, 지속가능한 산업 인프라 조성, 사회문제 해

결능력 강화 총 3개 분야 31개 과제 대상

6I

내부 환경 분석 / 9
외부 환경 분석 / 32

환경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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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분석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안)

DIBQUFS

01. 내부 환경 분석

제주특별자치도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안)

PP5'戱愛'堤蠢

(1)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현황
■인 구
▶ 제주도는 288,143세대 692,534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지방소멸 현상이 발생하

고 있는 타 지자체와는 다르게 매년 2~3%의 꾸준한 인구 증가
- 30~55세 연령 구간의 귀농·귀촌 및 외부인들의 유입이 인구증가 원인 중
의 하나이며 전국(1.05) 대비 높은 합계 출산율(1.33)의 결과임1)
▶ 반면, 인구증가율은 2015년까지 증가 추세에 있는 반면 2016년부터 감소추세를

나타냄

७ޛമ৭ѕമݤമ৭ѕੲϠശീാിീඌീാിെഷ
(단위 : 명, %)

자료 : 제주도 홈페이지, 2018년 주민등록인구통계 결과보고서
 ᕽᬙ⦺ݡƱᯙǍ⦺ᩑǍᝅ  ᱽᵝ✚ᄥᯱ⊹֥ࠥᯙǍᄡ⪵ᩩ⊂ၰݡ᮲ႊᦩᩑǍᬊᩎ

4차 산업혁명 대응 기본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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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대 이상 연령층이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는 반면 10~19세 인구는 2011년

이후 계속 감소
▶ 생산가능 인구는 약 49만 5천 명, 고령인구는 약 9만 6천 명으로 나타나고 있

으며 생산가능 인구와 고령인구 비중은 계속 상승

७ޛښമ৭ѕശീാിീඌീാിെഷ
(단위 : 명)

자료 : 제주도 홈페이지, 2018년 주민등록인구통계 결과보고서

▶ 노령화 지수는 2012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구 고령화가 심화

되고 있어 고령사회에 대비한 대책 마련 필요

10 I

제주특별자치도

(단위 : 명)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안)

७ޛമৎࡹԻ৭ѕഺമࡆ࠳Ϡր৭ѕമݤമЬښ৭ѕമଘ৫ശീാിീඌീാിെഷ

자료 : 제주도 홈페이지, 2018년 주민등록인구통계 결과보고서

■도로교통
▶ 제주지역 포장도로 총 길이는 2,838km로 이중 2차로 이하가 1,485km(52.3%)

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다음으로 4차로가 1,090km(38.4%), 6차로가
263km(9.3%)를 차지
▶ 도별 도로 보급률을 살펴보면, 자동차 당 도로 길이는 9개도 중 경기도에 이어

2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제주 지역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교통 수단을 자동차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
은 만큼 도로 연장의 필요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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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 관광지인 제주특별자치도의 입도 관광객은 2017년 기준 도내 상주인구

보다 24.8배 많으며 도내 인구 역시 매년 2~3%씩 증가하고 있어 도내 차량 보
유수 또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
▶ 관광객 증가는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으나

섬이라는 특징을 가진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많은 관광객이 유입될 경우, 자
연환경 훼손, 상·하수도, 도로, 교통 등의 인프라 부족 문제와 이로 인한 교통
혼잡, 교통사고 등의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어지게 됨
▶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렌터카 신규 등록과 증차에 따른 변경 등록을 금지한 렌터

카 수급 조절 시행으로 교통 혼잡 현상이 일시적으로 완화 될 수 있으나 사회적
비용 감소 및 운전자 안전 확보 측면의 예측 가능하고 지능화된 해결방안 마련
필요

७ޛമٿമಧುശീാിിඌീാിഷ
(단위 : 명)

600,000
532,838
500,000
435,015
400,000
300,000

467,243

384,117
257,154 294,488

334,426

200,000
100,0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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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전력사용량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2017년 총 전력 사용량은
5,013,542MWh까지 증가하고 있음

७ޛമਛ࠰ړবٿശീാിീඌീാിഷ

제주특별자치도

▶ 전기에너지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안)

■에너지

(단위 : MWh)

6,000,000
4,738,205

5,000,000
4,094,832 4,217,053
4,000,000

5,013,542

4,429,553

3,864,639

3,000,000

2,000,000
1,000,000
0

2012

2013

20 4
2014

2015

20 6
2016

20
2017

자료 : 국가통계포털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해남과 진도에서 해저송전선을 통해 제주 전체 전력
공급량의 40%에 달하는 400MWh를 공급
- 점차 늘어나는 전력사용량에 맞추어 2018년 200MWh급 LNG 복합화력발전
소를 준공했고 해저송전선을 추가로 매설할 계획에 있음
▶ 신재생에너지

- 2015년 제주지역 총 발전량은 3,080,679MWh이며, 그 중 신재생에너지 발
전량은 1,490,331MWh로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3.99%로 나타남
- 제주지역 신재생에너지 중 바이오(1,039,875MWh) 비중이 69.8%로 가장 높
으며, 풍력 23.2%, 태양광 6.3%, 폐기물 0.7% 등의 순으로 나타남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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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MWh, %

1)

2)

3)

자료 : 한국전력거래소제주지사,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통계」 각 년도
주: 1) 총 발전량은 양수발전을 포함한 수치이며, 2011년부터 자가용 발전량도 포함
2) 신재생에너지 보급률(공급비중) = 신재생 총 발전량/ 총 발전량 x 100
3) 수력은 양수발전 제외

■환 경
▶ 수자원

- 2013년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관리종합계획’ 수립 시 산정한 지하수 지속이
용 가능량은 연간 6억4천5백만㎡이며, 이는 지하수 함양량의 38.5%로 수치
상 여유가 있는 편으로 나타남
- 반면, 41.1%의 상수도 누수율과 부정확한 수질 모니터링 그리고 비효율적 정
화시스템 등의 원인으로 물 공급에 문제가 발생(제주연구원, 2018).
14 I

로 전국 대비 약 2배 정도의 생활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음
- 이는 귀농·귀촌과 외지인 유입에 따른 인구증가와 관광객 급증에 따른 영향

제주특별자치도

- 2017년도 1인당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1.01kg이나 제주도는 1.93Kg으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안)

▶ 쓰레기

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Իޛമࡆಿెѿܽമٿࡆݬ
(단위 :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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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 공해

- 지나친 인공조명으로 밤에도 낮처럼 밝은 상태가 유지되는 빛공해는 불필요
한 에너지 소모, 일상생활에 방해 및 환경오염 야기
- 2018년 진행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에 의하면 일반상업지역을 제외한 나머
지 지역에서는 모두 빛방사 허용기준을 과반 이상 초과하는 것으로 도출됨
- 이러한 빛공해로 인해 수면방해, 생활불편과 관련한 다수의 민원 발생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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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화
▶ 문화예술 시설로는 공연시설(공연장, 영화관), 전시시설(박물관, 미술관, 전시

관), 도서관(공동도서관, 작은 도서관), 기타 문화시설(문화의집) 등이 있으며,
이 문화시설들은 읍면동 등 도 전역에 분포되어 있음
▶ 문화시설 분포 현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주시 동지역 87개, 제주시

읍면지역 72개, 서귀포시 동지역 59개, 서귀포시 읍면지역 68개 등이 설치·
운영되고 있음
▶ 문화시설 총 이용자 수는 2011년 10,911천 명, 2012년 11,724천 명, 2013년

12,356천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ੳ५ޛമ಼ܻࣈ࡚മಧು
(단위：개)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내부자료(2015. 02.) 참조하여 재구성

■안 전
▶ 치안

- 제주지역 범죄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발생건수 35,003건, 검거건수
27,585건, 발생대비 검거율은 78.8%로 2011년에 비해 발생건수 10,297건,
검거건수 9,679건, 발생대비 검거율은 6.3%로 증가
16 I

제주특별자치도

(단위：건, %, 명)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안)

७ޛമࡆݬੈމമІ࢝ഺമЊЄമІ࢝

자료 : 제주지방경찰청
주 : 2012년부터 법인체 추가

- 제주지역 무인감시시스템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범죄예방 9,065대,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4,197대, 교통단속 393대, 교통정보수집 분석 및 제공 65대 순
으로 나타남

ܸ৭ϧࣈࣈࢿௐമ࡚ସಧು
(단위：대)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안전정책과, ICT 융합담당관), 제주시청((정보화지원과), 서귀포시청(정보화지원과)
주: CCTV 설치 목적 및 관할기관별 분류임

■소방
- 화재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발생건수 574건, 인명피해 11명으로
2011년에 비해 발생건수 217건, 인명피해 15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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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건, 명)

환경 분석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방호구조과 , 국민안전처 화재발생통계
주: 화재발생 건수 당 사상자 수 = 사상자 수/화재발생 건수

- 제주 지역 화재발생 건수 당 피해액을 살펴보면 2016년 발생건수 574건, 피
해금액 543백만 원, 피해액 947백만 원에서 2011년에 비해 발생건수는 217
건 감소하였으며, 피해금액 294백만 원, 피해액 632백만 원이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남

಼ਆࡆݬമৎಭമޛമІ࢝മݤമ౸ಉѺऺ
(단위：건, 백만 원)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방호구조과 , 국민안전처 화재발생통계
주: 화재발생 건수 당 피해액 = 피해액/화재발생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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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성장동력 발굴에 취약한 실정임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도는 1차 산업·3차 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융·복합 산업 시대에 대비한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안)

■산 업

- 제주 지역 내 총생산은 16.9조 원으로 전국의 1% 수준(2016년)
ി࠳ग़മ

- (산업구조) 1차산업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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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자료: KOSIS

- (생산) 서비스업 73.4%, 농림어업 11.7%, 건설업 11.4%, 광공업 3.5%
- (지출) 민간소비 53.1%, 정부소비 22.8%, 건설투자 33.2%, 설비투자 7.1%
▶ (주력산업 효과 미비) 1)청정 헬스푸드, 2) 지능형 관광 콘텐츠, 3) 스마트 그리

드 등 지역주력산업 지정 및 투자 진행 중이나 효과 미약

※348개 기업 중 영세기업·소기업 비중이 97%이상이며, 중기업·중견기업 성장을 위한 산업생산성,
산업구조 미약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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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개 기업 중 영세기업 비중이 매우 높은 편으로 기술역량 투자환경이 매우 취약한 상황
※산업생산성만 증가하여 단순 노동생산 의존성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신산업 발굴을 통한 산업구조 개선과
신제품 R&D기반 지원으로 기술투자 활성화 지원이 필요

※104개 기업 중 소기업이 다수 위치, 제주 타 주력산업 대비 성장환경을 보유한 편이지만 구조적인
취약성 존재하며, 소기업, 중기업 중 지역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전문기업 육성 필요

▶ (신산업 기업 부족)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융합모델 추진을 위한 ICT/지능

기술 기반 영역과 이를 이용한 서비스 기업이 도내에 거의 없음
▶ (고용현황) 2016년 기준 제주 고용률은 69.3%로 전국 60.6% 대비 8.7%p

높은 수준
※'17년 70.9%로 전국 60.8% 대비 10.1%p 높은 수준

20 I

60.6%
실업률
2.2%

※’17년 1.9%로 전국 3.7% 대비 1.8%p 낮은 수준
※고용률 전국 1위(실업률 전국 15위)로 지표는 긍정
적이나 실업자 수 증가율이 최근 5년간 9.9%로
매우 높은 수준(전국 2위)

(전국)
대비
1.5%

제주/전국
(고용률)

제주특별자치도

전국 3.7% 대비 1.5%p 낮은 수준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안)

69.3%

- 2016년 기준 제주 실업률은 2.2%로

※자료 : 국가통계포털

제조업 기업규모

▶ (제조업 현황) 제주지역 10인 이

상 제조업체는 219개로 4,706명
종사

5.5%

0.4%

중기업

중견기업

소기업
- 10인 이상 제조업체 중 94.1%가
10명 이상 49명 이하의 소기업

84.1%

73.9%

종사자

생산액

체로 종사자의 84.1%가 종사하
94.1%

고있으며, 생산액의 73.9% 차지

소기업

※자료: KOSIS

서비스업 기업규모

▶ (서비스업 현황) 제주지역 지능형

관광콘텐츠산업 및 스마트그리드
산업 등 대표산업 코드가 포함된

5.9%

1.2%

소기업

중기업

중기업

서비스업체는 8,380개로 41,885
명 종사

40.0%

51.5%

종사자

생산액

- 서비스업체는 9명 이하 영세기업
이사업체의 92.9% 차지

92.9%

영세기업

※자료: KOSIS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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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역 산업 포지셔닝 분석) 산업 포지셔닝을 실시한 결과, 성장유망산업

9개, 산업구조 우위산업 1개, 경쟁력 우위산업 4개, 열위산업 2개로 분류
- 성장유망산업은 제주도의 기반산업인 농림어업, 관광산업
- 구조적 우위산업이면서 경쟁력이 낮은 산업 : 문화산업
- 경쟁력 우위산업이면서 구조적기반이 약한 산업 : 정보서비스업 등

경쟁력
(+)

(-)

산업구조

(성장유망산업, 9개)
(+)

농림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산업구조 우위산업, 1개)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경쟁력 우위산업, 4개)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도매 및 소매업, 출판·영상·방송
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서비스업

2) 자료 : 제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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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위산업, 2개)
제조업, 금융 및 보험업

▶ (미래 예상) 새로운 미래산업 출현에 따른 일자리 창출(19.7%), 미래유망산업

제주특별자치도

■도내 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인식도 조사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안)

(2) 제주특별자치도 4차 산업혁명 인식3)

육성을 통한 경제성장(18.1%), 기업의 생산성 및 경제성 향상(13.4%), 맞춤형
생산 및 소비확대(12.6%)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긍정적인 측면의 응답
이 높게 나타남
기타

0.3%

개인주의 확산

3.8%

저직능 일자리 감소로 인한 노동시장 붕괴

9.2%
4.5%

세대간 가치 충돌
빅데이터, 코딩교육중심 교육시스템의 획기적 변화

10.1%
12.6%

맞춤형 생산 및 소비 확대
새로운 미래산업 출현에 따른 일자리 창출
빈부격차 확산 및 심화

19.7%
7.4%
18.1%

미래유망사업 육성을 통한 경제성장
기업의 생산성 및 경제성 향상

14.3%
0

5

10

15

20

25

▶ (기술 연관도) 정보통신기술(ICT)과 바이오기술(BT) 분야의 연관도가 4점대 이

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지능형로봇이나 무인항공기(드론), 인공지능(AI) 분야
는 3점 이하로 연관도가 낮게 나타남

2.75

2.5

I

인공

지능

(AI)

I

무인

항공

기(

드론

I

)

2.65

형로

봇

I

지능

팅

I

프린

체인

I

3

3D

/홀

3.15

블록

등
램

I

로그

드
라우

/클

3.2

AR
/VR

IoT
)

I

이터
빅데

인터
사물

에너
재생
/신

ESS

3.44

넷(

지

BT)

오기

술(

(ICT
바이

기술
통신
정보

등

- 4.25 4.05
3.72
3.5
I
I
I

)

4.5
4
3.5
3
2.5
2
1.5
1
0.5
0

3) 자료 : 제주연구원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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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응 현황) 도내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있다(23.4%)는 응답보다

는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38.0%)는 응답이 다소 높게 나타남

1.1%

철저히 준비함
어느정도 준비함

22.3%
36.6%

보통
준비못함

27.1%
12.9%

전혀 준비못함
0

5

10

15

20

25

30

35

40

▶ (대응이 어려운 이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부족이 49.6%로 가장 높았고,

전문인력의 부족(18.7%), 주력산업 위주의 정책(9.1%), 과도한 규제(7.0%), 신
기술의 수요창출에 대한 불확실성(7.0%), 기술 인프라 부족(5.9%)의 순으로 나
타남
기타

2.7%
-

신기술의 수요창출 불확실성

7%
-

주력산업 위주의 정책

9.1%
-

기술 인프라 부족

5.9%
-

전무인력 부족

18.7%
-

과도한 규제 등

7%
49.6%

4차 산업혁명 이해부족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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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

30

40

50

60

높은 편임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도 내 도민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지도(91%)와 관심도(80%)는 상당히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안)

■도민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인식도 조사

▶ 조사 응답자의 83%가 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기대감을 가진 반면 60%의 응답

자는 우려를 나타냈음
▶ 제주도 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기대를 보인 응답자의 경우 경제성장의 기회 확

대와 물질적 풍요로 인한 편리한 생활이 중심이 되었고, 우려를 나타낸 응답자
들의 경우는 일자리 감소,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를 주요 이유로 들고 있음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수혜 부분의 경우 응답자의 81%가 개발에 따른 일부계

층의 소외를 예상하고 있음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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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크게 가진 응답자들 대부분이 개발

수혜가 일부에게 편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개발의 수혜를 골고루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 전체적인 도민의 인식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나, 개발의 혜택이 일부로

쏠림이 나타날 것을 우려하고 있음
▶ 이에 따라, 4차 산업혁명 계획을 통해 도민들에게 제공되는 혜택이 고르

게 확산 될 수 있도록 신중한 추진이 필요

26 I

제주특별자치도

■(방향) 1차 산업과 3차 산업 중심에서 ICT 기술을 기반으
로 한 새롭고 지속가능한 산업과 경제 생태계 구축 및 도
민 삶의 질 제고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안)

(3) 제주특별자치도의 성장 정책

▶ 에너지, ICT, 바이오 등 대상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사업 발굴
▶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산업 구축
▶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새로운 사회와 경제활동 참여 등 변화된 방식으로 도민 삶

의 질 제고

■(산업 육성) 도내 주요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특구 조성 등
집중 육성
▶ 제주지역 주력산업 육성사업(중기부) : 도 주력산업(청정헬스푸드 산업, 지능형

관광콘텐츠 산업, 스마트그리드 산업) 기술사업화 지원
▶ 경제협력권산업사업(산업부) : 화장품뷰티산업, 에너지신산업
▶ 국가클러스터(지역혁신융복합)사업 : 프리미엄 식품, 화장품 등
▶ 제주지역은 화장품뷰티, 청정 재생에너지, 푸드, 관광을 중심으로 기존 산업의

기술과 활성화를 통해 전후방 연관산업을 지원하는 정책 중심으로 추진

■(생태계 조성) 미래성장 산업 발굴 및 기반 확보
▶ (규제자유특구) 새로운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규제자유특구(블록체인, 전기

자동차, 화장품) 조성 추진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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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새로운 산업생태계 조성을 목적

으로 4차 산업혁명 전략펀드 조성
※제주 4차 산업혁명 전략펀드 조성 : 2,000억 원 목표(2018년 ~ 2022년)

▶ (전문인력 양성)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인큐베이팅 진행

- 제주혁신성장센터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모델 구축
※「국토교통부 일자리로드맵(‘18.05)」 내 대규모 일자리 창출 거점 모델인‘지역혁신성장센터’에
제주특별자치도 포함
* 자율/전기자동차 산업분야 : KAIST 친환경 스마트 자동차 연구센터
* ICT 기반 문화/예술 산업분야 : 한국예술종합학교 기술지주회사(주)
* 사회적경제조직(소셜벤처)분야 : 엠와이소셜컴퍼니(MYSC)

-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스타트업 육성 : 114개사(누적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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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 지속가능한 공존, 스마트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2017)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안)

(4) 제주특별자치도 주요 전략 계획

▶ (전략) 환경자원 총량 관리, 인적·물적 자원, 정보자원의 유동화 플랫폼 구축

및 자원 유동화 플랫폼 활용 산업육성

■제주특별자치도 발전계획(2018)
▶ (비전) 제주도민이 행복한 공존과 청청의 균형 도시
▶ (기본전략) 제주 도민 주도의 참여체계 구축 / 제주 전역의 공간적 균형체계 구

축 / 제주만의 혁신산업 플랫폼 구축
▶ (세부전략) 기본전략을 바탕으로 3대 세부전략 수립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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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되고 품격 있는 삶(지표 : 1인당 GRDP, 인구 증감률 등)
- 방방곡곡 생기도는 공간(지표 : 귀농귀촌인구 증감률 등)
-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지표 : 일자리 증감률, 취업자 수)

■제주미래비전(2016)
▶ (비전)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
▶ (목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청정도시 / 모두가 행복한 공존도시

30 I

제주특별자치도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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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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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외부 환경 분석
(1) 경제·사회 환경
■뉴노멀과 4차 산업혁명의 개화
▶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뉴노멀* 시대로의 진입 상황 속에서 4차 산업혁명은 새로

운 글로벌 성장동력으로써 성장 정체를 일부 해결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경
제·사회인문연구회, 2017)
※New normal :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떠오르는 기준, 표준을 뜻하는 신조어

■증가하는 복잡 • 난해한 사회 현안(Wicked problems)
해결 요구
▶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및 청년실업률 증가, 사회 양극화 등 증가하는 각종 사

회 현안 해결 요구 및 이해 당사자간 협업을 강조
▶ 사회 이슈·현안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도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공공·민간의 공동 해결 필요성 증대
※ 도민은 소비자(Consumer)에서 프로슈머(생산자+소비자)/크리슈머(창조자+소비자)로 발전

■도민행복 중심의 지속가능한 발전 추구
▶ 국가번영 및 사회발전 뿐만 아니라 도민행복과 개인 삶의 질 향상이 주요 가치

로 지속 증대
※ 개인행복·감성 추구, 웰빙(well-being) 및 쾌적한 환경 요구, 다양한 가치관 존재 등

▶ 도민의 행복과 수요를 만족시키고, 현재와 미래의 연계를 통해 사회·환경·경

제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강조
▶ 사람과 사물간 네트워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초연결시대의 도래로 보건의료

산업의 영역 확장,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의 공유경제 발
전 등 경제·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 발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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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확실성의 증대에 따른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미래사회 변화에 대한 선

제적 대응 등 지속가능한 성장 정책의 마련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환경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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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의 등장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안)

(2) 정책 환경

▶ 이를 위해 정부는 현안 문제 해결은 물론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4차 산업혁

명 관련 계획 수립

■경제성장과 균형발전을 강조하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하는 산업구조·소득분배·생활방식 등의 변화 과정을 포

용적 성장을 위한 국가적 방향 전환 계기로 설정
▶ 잘사는 나라를 위해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성장,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창의력

발휘,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역동적 벤처 생태계 구축 등을 핵심과제로 추진

■국가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2017)
▶ 산업혁신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① 지능화 혁신으로 다양한 신산업 창출, 튼

튼한 주력산업 육성, ② 고질적 사회문제를 해결하여 국민 삶의 질 제고, ③ 양
질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일자리 변화 대응과 사회안전망 강화, ④ 누구나 이용
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지능화 기술·데이터·네트워크 확보를 기본 정책
방향으로 설정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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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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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강화

에너지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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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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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환경
안전

농업·해양
혁신 친화적 규제개선

복지

중소·벤처 성장 동력화

자료 :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기본 정책방향(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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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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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 제고
미래사회 변화 선제대응
미래사회교육
혁신
미래 일자리
변화 대응
법제도 및
윤리 정립

력 창출을 위한 스마트시티 조성 및 확산을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시티 선도국 도약을 비전으로 도시혁신 및 미래성장 동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안)

■스마트시티 추진전략(2018)

▶ 도시에 접목 가능한 미래 신기술을 육성하고 체감도 높은 스마트 솔루션 적용으

로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맞춤형 기술 도입 추진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2018)
▶ 데이터를 4차 산업혁명 견인 핵심 동력으로 평가하고 데이터 기반 가치 창출을

국가와 기업의 혁신 성장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 중심의 산업육성 정책
제시
▶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를 비전으로 데이터 경제활성화로 혁신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데이터 보호와 활용의 글로벌 스탠다드 지향

■범정부 공공데이터 중장기(‘19 ~’21) 개방계획(2019)
▶ 기관별 원천데이터 형태로의 개방,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데이터의 경우 개인

정보 등 관련 사항을 제외하고 개방
▶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 및 신산업 분야(인공지능·자율주행차·스마트시티 등)

공공데이터 우선 개방
▶ 2021년까지 보유 공공데이터 34%인 142,601개 개방 확대 추진

- 국민 삶과 밀접한 금융, 안전, 보건의료 분야 데이터 개방을 위해 금융종합정
보, 지하안전정보, 보건의료 영상정보 등 ’19년 조기 개방 추진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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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 환경
■초연결 지능화 시대의 ICT 환경 변화 대응
▶ IoT·클라우드·빅데이터·블록체인 등 ICT 신기술 출현과 초연결·융합·지

능화 등 ICT 패러다임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해 분야별 새로운 전략 전환 요구
※ 新 ICT기술 :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웹3.0, 3D 영상/프린팅, LBS(위치기반),
인간중심(UX, 웨어러블컴퓨팅), 인공지능, 상황인지, 가상현실, 5G 등

■데이터의 가치 및 활용성 증대 반영
▶ IT기술발달에 따른 데이터의 폭발적 증가, 데이터 분석·관리 기술 개선, 데이

터기반 디지털경제 출현 등 데이터 가치 및 활용성 증대
※ 방대한 데이터 생성, 컴퓨터의 데이터 저장·처리능력 향상, 대규모 데이터 분석기술 고도화 등으로
빅데이터 중요성 증대

▶ 공공데이터 개방·공유 확대, 기관 간 데이터 연계·통합 및 활용이 일부 공공

분야에 한해 적용되고 있으나, 빅데이터 도입, 데이터기반 서비스 개발 등 공공
분야 적용 범위 확대 시급

■사물인터넷(IoT, lnternet of Things)
▶ 사물에 센서와 통신기술을 내장하여 사물을 통한 정보 수집, 사물 간 통신이 가

능하도록 연결하는 기술
▶ 인터넷에 연결된 사물들이 인간 개입 없이 사물 상호 간 정보를 직접 교환하며,

필요에 따라 정보를 분석하고, 스스로 작동하는 자동화 기술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 집적·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을 이

용자의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해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
록 하는 정보처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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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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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 쓰는 개념으로 유연성, 경제성, 효율성 등 다양한 강점을 보유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안)

▶ 컴퓨터 및 정보기기는 네트워크 접속 역할을 하며, ICT 기능들은 소유하지 않고

▶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형태의 정형, 비정형의 방대한 데이터를 수

집, 가공, 분석하여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복잡 다변화된 현상에서 원리를 파악
하고 결과를 예측
▶ 산업현장 등에서 활용할 경우 시스템 최적화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며, 공공

및 행정 분야에서는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및 사업 기획에 활용 가능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 컴퓨터가 사고, 학습, 자기계발 등 인간 특유의 지능적 행동을 모방할 수 있도록

하는 컴퓨터공학 및 정보기술
▶ 모바일, IoT 등 다양한 분야 데이터를 획득하고 머신러닝 기술을 통한 반복 학

습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함. 원활한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대용량의
데이터 학습이 필요함에 따라 클라우드 및 GPU기반의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구축 필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

■블록체인
▶ 블록체인은 거래에 관한 일련의 내용을 블록 형태로 분산 보관하고 모든 구성원

간 공동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네트워크 보안 기술
▶ 누구나 거래 결과를 확인 가능하나, 임의 수정이 불가능한 데이터 위변조 방지

기술
▶ 블록체인의 특징은 ① 실시간으로 분산되어 존재하고 ② 모든 참여자들의 합의

를 기반으로 작동하며 ③ 암호 기법과 디지털 서명을 사용하여 신원이 입증되고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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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정보를 추적하고 검증하기 위해 블록체인 상의 거래는 시간이 표시됨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 현실 속 사물을 디지털로 복제해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시뮬레이션하

여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미리 예측하는 기술
▶ 디지털 트윈을 위해서는 대상에 대한 3D 모델링, 현실 데이터의 수집(IoT 활

용), 수집된 데이터의 분석(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활용), 분석결과에 기반한
현실 제어 방법 필요
▶ 생활 인프라, 교통, 에너지 등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디지털 트윈 기

술 활용. 싱가포르의 경우, 디지털 트윈을 활용하여 도시문제를 시뮬레이션하여
도시 개발 정책에 적극 반영함

■가상(Virtual Reality), 증강(Augmented Reality),
혼합(Mixed Reality) 현실
▶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혼합현실(MR)은 컴퓨터그래픽(CG)을 기반으로

구현되며 사용자 시야에 펼쳐지는 영상에서 CG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기술
을 구분
- 가상현실 : CG만으로 사용자의 전체 시야에 콘텐츠가 출력되어 몰입감, 현
장감을 제공
- 증강현실 : 사용자 시야에 출력되는 영상의 일부로 CG를 사용 하지만 CG영
상이 현실의 부가적 정보를 제공해주는 수준
- 혼합현실 : 실제와 같은 CG 영상이 현실의 일부처럼 작동하면서 상호 작용
가능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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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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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의 중심 기술들은 도시와 지역의 성장전략에서 다양한 분야를 효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안)

(4) 국제사회 공동목표로써 지속가능발전

▶ 이와 함께 지금까지 성장 중심의 도시정책이 분출 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와 부

작용을 해결하고, 개발과 보전, 생산과 소비 등이 균형을 이루고 선순환 하는 지
속가능한 도시 성장 아젠다가 주목 받고 있음

■UN SDGs(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
▶ 유엔환경계획(UNEP)은 인류의 미래를 담보할 해법으로 경제 성장, 사회 안정과

통합, 환경 보전이 균형을 이루며,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지향하는 지속가
능한 발전을 제시
▶ 이에 2015년 리우+20 정상회의를 통해 국제사회 최대 공동목표로써 17개의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가 합의됨
▶ SDGs는 2016년부터 2030년까지의 달성 목표로써 인류의 보편적 사회문제,

지구 환경 및 기후변화, 경제문제를 큰 축으로 17개의 주요목표를 중심하고 있음

ൊിϲമੳࡺϠրݬਛౖܠശൡൕඁഷൌ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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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법
▶ ’15년 12월 지속가능발전법 공포·시행, 2018년 11월 동법 시행령 공포·시행

- 동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행정계획과 정책이 지속가능발전과의
조화를 이루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상호협력을 요구
- 더불어 동법에서는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작성 보급하고 2년을 주기로 국가의 지
속가능성을 평가 후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토록 함
※ 한국의 지속가능발전지표는 사회, 환경, 경제를 축으로 ① 사회분야는 형평성, 건강, 교육, 주택,
재해안전, 인구로 구성되며, ② 환경분야는 대기, 토지, 해양/연안, 담수, 생물다양성을, ③ 경제
분야는 경제구조, 소비생산, 정보화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35)
▶ UN SDGs와 국내여건을 고려하여 4대 목표, 14개 전략, 50개 과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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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일반

지역
산업
경제

지역 현황 일반
•고령화 지속, 차량 증가,
에너지, 수자원, 안전 등

정책
환경

도 정책 환경
•지속가능한 청정도시,
스마트 제주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통한 산업생태계 구축 지향

기술
사회

도 정책 환경
•지능화 기술, 데이터 기반
4차 산업혁명의 등장
•초연결 지능화 기술의 활용
확대와 산업 간 융합 등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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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안)

(5) 내·외부 환경 분석 시사점

지역산업
•1차(11.7%), 3차(70.2%) 편중
•단순노동생산성 의존이
심하고, 중기 및 중견 기업
성장을 위한 구조 취약 등

포지셔닝 분석
•정보서비스업 등 지능화 기반
산업의 경우 경쟁력은 높지만
구조적 기반이 취약
•1차 농림/관광은 기반산업으로
존재하고, 제조업은 경쟁력과
산업구조 양측모두 취약

4차 산업혁명 대응
•미래 경제와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성장 토대 마련
•지능화를 통한 산업혁신과
사회문제해결 등

스마트 시티와 데이터 경제

Bigdata

Cloud

AI

Mobile

IoT

5G

IIoT

Blockchain

AR/VR

•도시혁시과 성장 동력 창출
•데이터경제활성로 혁신성장
•공공데이터 확대 지속 추진

지속가능발전
•UN SDGs는 2016년부터 2035년까지 인류의 보편적 사회, 환경, 경제의 균형잡힌 지속성장을 위한 17개 목표 제시
•17가지의 목표들 중 '지속가능한 청정에너지', '좋은 일자리와 경제성장', '산업, 혁신과 인프라',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의 방향 적립

■내부 환경 분석
▶ (인구) 인구증가율은 2015년까지 증가 추세였으나, 2016년부터 감소추세를 나타냄
▶ (도로) 도내 교통의 경우 자동차 의존도가 높으며, 차량 보유 수도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혼잡·사고 등 위험 요인 상존
▶ (에너지) 전력사용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2017년 총 전력 사용량은

5,013,542MWh에 이르렀음. 신재생에너지 부분의 경우 풍력과 태양광 중심으로 비
중이 증가하고 있음
▶ (환경) 수자원의 경우 상수도 누수와 수질 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시스템이 부족한

실정이며, 2017년 기준 생활폐기물 발생은 전국 대비 2배에 달함
▶ (문화) 문화예술 시설의 경우 읍면동 등 도 전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이용자 수

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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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1차산업 11.7%, 2차 산업 18.1%, 3차 산업 70.2%로 전국대비 1차 산업과 3

차 산업 비중이 높은 반면, 2차 산업 비중은 낮은 수준(전국 1차 산업 2.1%, 2차 산
업38.1%, 3차 산업 59.8%)
※ 생산 비중은 서비스업 73.4%, 농림어업 11.7%, 건설업 11.4%, 광공업 3.5%임
※ 주력산업은 청정헬스푸드, 지능형 관광 콘텐츠, 스마트 그리드가 지정되어 있으나, 그 효과는 미
약한 실정임

■외부 환경 분석
▶ (경제·사회)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뉴노멀* 시대로의 진입 속에서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글로벌 성장동력으로써 성장 정체를 일부 해결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경
제·사회인문연구회, 2017)
※New normal :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떠오르는 기준, 표준

▶ (정책) 지능화되고 있는 ICT 기술 기반 초연결시대의 도래와 4차 산업혁명의 등장

은 복지와 안전의 확대,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능화 기술기반
의 융합신산업 창출, 공유경제의 확대를 이끌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이를 통한
도시·경제·사회·환경 등 문제 해결과 새로운 지역의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범국가적 정책·기술·사회 환경을 적극 조성
※국가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2017), 스마트시티 추진 전략(2018),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
(2018), 범정부 공공데이터 중장기(’19˜’21) 개방 계획((2019) 등

▶ (기술) IoT·클라우드·빅데이터·AI·블록체인 등 ICT 신기술 출현과 초연결·융

합·지능화 등 ICT 기술의 등장은 융합신산업을 통한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구축하
는 것 뿐만 아니라, 기존산업의 경영혁신, 사회적 문제 해결과 정주성 강화, 안전망
구축 등 도시와 경제, 사회, 환경 등 전분야에서 영향을 미침
▶ (지속가능발전) 제3차 계획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해 사회안전망

확충, 예방적 건강관리, 온실가스 감축, 신재생에너지, 일자리, 미래산업 육성 등
으로 다변화되고 확대 되면서 환경·사회·경제의 조화로운 성장을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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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방향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안)

DIBQUFS

01. 상황 진단

제주특별자치도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안)

PPP5'瑕槌'節諱

(1) 데이터 및 ICT신기술 기반의 지역사회 혁신 성장 추진 필요
▶ 제주특별자치도는 그동안 관광산업을 기반으로 하여 고속 성장을 이루었으나

최근 국내외적으로 저성장 고착화,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 등을 고려했을 때
새로운 산업 생태계 구축 필요
※ 공공부문은 새로운 생태계 조성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이를 민간이 활용함으로써 공공서비
스 기반의 신산업 생태계 조성 필요

▶ 1차 및 관광산업 중심으로 인한 지역 경제성장 한계 극복과 환경·교통, 안전,

에너지 등 복잡·난해한 사회 현안 대응
※ IoT, Cloud, Bigdata, AI, Blockchain 등 신기술 활용으로 예측 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지역사회
맞춤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도민 삶의 질 향상과 혁신 성장 실현

(2) 도민참여 등 정책 체감 증대를 위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확대 필요
▶ 도민 체감사업 중심의 전략을 통해 4차 산업혁명 기반 성장과 환경변화에 대한

주민공감 확보 필요
▶ 도민 참여형 정책 개발 및 서비스 제공으로 실질적인 정책 수요자로서 도민 공

감 확보
※ 지능화된 첨단 ICT기술과 데이터의 활용·융합은 현재보다 세분화·복잡화되는 도민개개인의 요
구를 반영한 실시간 분야별 맞춤형·지능형 서비스로 제공
※ 신기술 기반 산업의 경제활동에 도민 참여와 혜택의 고른 분배 유도

(3)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능정보 인프라 활용 강화
▶ 개별 정보시스템을 기능별로 통합한 플랫폼 형태로 운영하거나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지능화된 방식으로 구현하여 정밀 분석·판단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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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이나 개인들의 지속적 활용성 확장에 대응하여 블록체인·클라우드·빅데

이터 등 ICT신기술 융합 강구
▶ 정보 활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데이터의 생산·수

집·활용을 위한 안정화된 기반 확보

(4)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한 제주의 지속 가능성 강화
▶ 환경, 도시, 수자원 및 에너지 분야 등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지능정보 기술기

반의 과제 발굴로 제주의 지속 가능성 확보
▶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기반 구축을 통해 제주의 활력성과 정주성 향상

02. SWOT 분석
내부적 요인

외부적 요인
기회(Opportunity)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인력/자본/산업 기반
위한 법/제도적 우월성
시설의 부재
•유동성과 속도에 대한
•섬 특성의 고립성
타 지역과 차별화 된 관리
•중앙정부와의 지리적
•CEO 의지 및 행정적
이격성
지원력 강화

WO 전략
•인력/자본을 보완하기 위한
•국내/해외의 지속적인 •제도 중심의 특구 조성
제도 및 기반구조 구성
추진
관심
•섬 특성을 활용한 공간적
•제주 유동성 플랫폼에 기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제도 실험 장치
반한 규제 샌드박스 도출
중앙정부의 개방 의지
•해외자본의 유입 및 확보
•ICT 기술의 국가 경쟁력 •행정력 + 민간력 모델 추진
공간전략
위협(Threat)
ST 전략
WT 전략
•법/제도적 규제
•원천기술의 보유 및
R&D 미진
•사람들의 인식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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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전략

•제주도 특별법을 활용한
•일반법+제주 특별법
연계 전략
제도개선
•4차 산업혁명기술에 대한 •도민 대상의 서비스 발굴
R&D 협력 모델
및 지원 확대
•도민을 위한 체감형
benefit 전략

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우리도 대응 방향을 정립함

제주특별자치도

▶ 내·외부 환경 분석 결과 도출된 전략적 시사점을 토대로 4차 산업혁명시대 변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안)

03. 정책 방향

▶ ‘제주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은 제주형 新 산업생태계 구축 전략으로써, ①(기

술과 산업) 지능화기술 주도의 산업 진흥과 ②(기술과 시장) 산업 인프라 조성을
통한 새로운 산업 육성, ③(기술과 정책) 지능화기술 기반의 사회문제 해결을 통
한 제주도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둠
▶ ‘제주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은 지능화기술을 활용한 제주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 인프라 조성을 통한 산업의 성장 그리고 도민 전체의 편익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지향

韻翠惠'惹奬'也築'予顚'訝憙卄'
通執予顚'炘潗珠僉'通皺'

기술 + 산업
•수익 창출
•삶의 질 제고

지능화기술 주도 혁신
•신산업 발전 기반
고도화
•새로운 시장
/ 공공 수요 확대

기술 + 정책

사회문제 해결

기술 + 시장

산업 인프라 조성
•지능정보기술 활용성 증대
•도시 지속성 확보

稱榻欽'Zthy{'Jp{‐
通聳予珍予顚吹'戱愛P愿朕'謫稱煊鴦卄'稱榻吹'通智楫'憘碇'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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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방향

03

지능정보기술 기반의 지속가능한 산업 인프라 조성
▶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및 융합기술 기반 산업의 육성·진흥을 위한 최적 거점

으로써의 제주도 산업생태계 구축으로, 관련 산업체 및 전문 인력의 활동 공간
지향
▶ 제주의 미래 경쟁력 우위 산업대상 성장 플랫폼 구축과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

자와 규제 혁신을 통한 신규 시장 선점
▶ (新산업 육성) 제주도의 고유한 특성과 우수한 산업 지원 체계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 산업이 창의적·도전적 실험을 시도하고, 지역산업으로 육
성하는 지역산업 구조의 혁신 도모
※ 단순 테스트베드로서의 역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관련 사업체가 지역에 정착하여 제주도의 대
표산업이 될 수 있는 여건 조성

▶ (기존산업 진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ICT 기반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시

장 개척 지원 등 새로운 방식의 혁신성장 지원
※기존 산업의 혁신 성과 제고와 더불어 새로운 신산업 수요 창출 기대

산업생태계의 도민 참여와 편익의 고른 배분
▶ 새로운 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통해 창출되는 경제적·사회적 편익이 다양한

형태를 통해 궁극적으로 제주도민 전체에게 돌아갈 수 있는 체계 구축
▶ 배분된 편익을 통해 새로운 산업에 대한 체감도 향상과 이해, 특히 도민의 지능정

보기술에 대한 수용성과 활용성 제고를 통해 지속적인 수요 창출의 기회 마련
▶ (경제적 편익) 지능정보기술 기반 산업의 지역산업화 과정에서의 투자, 일자리

창출, 기존 산업 혁신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사회적 편익)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및 융합기술을 활용한 지역 내 생활환경

의 개선으로 도민의 정주 욕구 충족 및 삶의 질 개선
※ 편의성, 안전성 등 지역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관광객 등의 방문 및 소비 활성화로 경제적 편익
발생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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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선순환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새로운 시장 및 공공 수요의 창출과 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필요

제주특별자치도

▶ 지능정보기술 기반 산업의 지역산업화 및 이를 바탕으로 지역 내 편익 증진을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안)

지식기반 산업화 기회 확대를 위한 데이터 활용 강화

▶ (안정성과 용이성) 제주의 우수한 데이터 구축 및 관리 역량을 토대로 지능정보

기술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창출과 동시에 제도개선 및 투자활성화 등의
지원체계 혁신으로 새로운 산업의 안정적인 거점 역할 강화
※ 지능정보기술 기반 산업 분야 국내외 사업체들에게 매력적인 시장 혹은 테스트베드로 인식

▶ (확산가능 수요) 제주 지역산업화에 머무르지 않고, 제주에서의 수요 충족을 통

해 타 지역과 국가로 확산 가능한 선도모델로써 지역 산업화 추진
※ 제주의 성공모델이 일반화 가능한 산업모델로써의 가치를 부여받아 지능정보기술 기반 산업으로
부터의 지속적인 지역 산업화 유도와 도전의 유인체계 구축

사회문제 해결을 통한 제주의 지속 가능성 확보
▶ (환경) 제주 청정 환경 지속 가능성 확보로 정주 매력 향상
▶ (도시)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정주 매력을 확보하기 위한 스마트시티 추진
※ 이와 함께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자원, 에너지, 안전·치안 등 확보를 위한 지능
기술의 적극적인 활용 사업 추진
※ 한라일보 2018. 2. 27자 보도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제주도 상수도 누수율은 41.1%로 전국 최고
수준이며, 수도요금은 1㎥ 당 805.6원으로 전국 5위를 기록해 누수로 인해 비싼 수도요금을 지불

▶ (안전) 도 내 노후 인프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도시 취약시설의 관리 효율화를

통해 도민의 안전한 생활기반 유지
※ 제주 지역의 피해 가능성 높으며, 환경부(2012년) 발표에 따르면, 제주도는 전국 시·도 중에서
홍수(1위), 산사태(1위) 대비한 인프라가 취약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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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비전 및 달성 지표

제주특별자치도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안)

P]5'朝沈'轉'沈人

■ 비전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
■ 세부 달성 지표(2019년 ~ 2022년)
고용률 68.5% 달성 (청년 : 46.5%)

세부 달성 지표
(2019 ~ 2022)

혁신선도형 20개 기업 확보
생활만족도 지수 연간 + 0.1

(1) 2022년 고용률 68.5%(청년:46.5%) 달성
※ 2018년 기준 도 내 고용률 68.2%(청년 : 45.6%) 이며, 달성치는 민선7기 일자리 정책 목표와
일원화

▶ 지역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인재 일자리 창출로 미래세대 먹거리 준비
▶ 청년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산학연계 등 활용을 통해 지역우선 인재 양성으로

일자리 확보

(2) 산업구조 다변화를 통한 2022년 혁신 선도형 기업 20개 확보
▶ 첨단 지능정보기술 기반 국내·외 글로벌기업의 지역 유치 및 강소기업 창업·

육성 지원
※ 지능정보기술 부문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의 생태계 확보로 지역기반의 강소기업 육성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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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2년까지 도시환경 제고로 생활환경 만족도 지수 매년 0.1상승
※ 제주사회조사를 통한 생활만족도 지수 전년 대비 연간 상승(2016년 기준 3.61점)

▶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으로 도시 지속성과 매력 확보

02. 실천 전략
■ 비전 실현을 위한 전략
▶ (지능화기술 주도 혁신)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활용한 이종 산업의 연결성

강화로 신산업 창출
▶ (산업 인프라 조성) 4차 산업혁명 기반 조성을 위한 플랫폼, 자본, 인력 등 환경

조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성장 기반 구축
▶ (사회문제 해결) 사회적 문제 해결과 도시지속성 확보를 위한 공동체의 능동적

참여 강화와 사회적 가치 실현의 공감 확보

지능화기술 주도의 이종산업 연결과 신산업 창출
▶ 농수축, 관광, 교통, 도시 등 제주도에 편재한 全 산업분야에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접목하여 산업 간 경계를 융합 또는 해체함으로써 산업 간의 통섭으로
미래 성장엔진 장착
▶ 지역 내 경쟁우위 산업의 시장확대와 신규모델 창출 지원 및 지능정보기술 기

반의 혁신기업 창업과 투자생태계 조성
※ 특정 사업과 산업을 기준으로 보조금 지원 중심의 육성방식에서 탈피해 지역의 비교우위 산업의
확장과 도약을 위한 벨류체인(value chain)의 완성도 제고
교통
Macro 커넥티드

버스+택시+렌터카+카쉐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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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 커넥티드

스쿠터+자전거_킥 스쿠터

관광

사회

공유경제 커넥티드

경험 커넥티드

호텔+게스트하우스+관광지

평가+댓글+추천

트업 지원, POST BI의 스케일 업을 지원 할 수 있는 자본, 인력 지원 구조 확보

제주특별자치도

▶ 도민과 기업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형 개방 플랫폼 구축, 스타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안)

지능화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 인프라 조성

▶ 첨단기술과 신산업 테스트베드에서 제주형 신규 시장 구축과 선점을 위한 규제

혁신으로 민간 참여 사업 매력 제고
※ 기술력 확보를 위한 실증 R&D 추진과 민간참여 유도로 시장 연결 가능성 확대

▶ 공공빅데이터의 생산·품질관리·제공 등을 통한 지능정보기술 기반 산업 여건

지원

참여기반의 도시지속성 확보를 위한 사회문제 해결
▶ 행정, 교육, 환경, 복지, 여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민의 주권이 확보되고 정주

민 삶의 질을 향상으로 개인,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다양한 사회 공동체가 협
업체계를 확보하는 가치 실현
▶ 신기술 기반의 환경·도시문제 해결로 제주의 지속가능성 확보
▶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기반 구축으로 활력 있는 정주기반 확보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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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아이디어
높은 신뢰도
연구계발 기관, 스타트업, 공급자
트렌드

대학

관심 집단, 소비자
아이디어

시장분석

연구기관

감정평가

아이디어 수집

피드백

조건 생성 및 검증

컨셉 창의 디자인

(반복 프로세스)

(형태, 적합성, 기능)

정부
기관

프로젝트관리

내부
생태계

민간기업

Image

Domain

Strategy

Outside-In 시민 Outside-In

민간
기업

외부생태계를 활용하여
혁신 적합성 향상

외부
생태계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

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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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조건 및
디자인 검

•고용률 68.2% (청년:45.6%)
AS-IS •산업구조 다변화

('18)

•고용률 68.5% (청년:46.5%)
TO-BE •4차 산업혁명형 기업이식

(1차:11.7%, 2차:18.1%, 3차:70.2%)

('22)

•생활만족도 지수 증가 (3.61%)

농수산업

제조

Bigdata

Cloud

에너지

AI

지능화기술 주도 혁신
(기술 + 산업)

금융물류

Mobile

의료

교통

5G

IoT

(혁신 선도형 20개 기업 확보)

•생활만족도 지수 증가 (4.01%)

씨티

환경

MR

•••

Blockchain

관광

AR/VR

산업 인프라 조성
(기술 + 시장)

사회문제 해결
(기술 + 정책)

4차 사업혁명의 핵심,

4차 사업혁명의 기반을

시민, 대학, 연구소 등

요소기술을 활용하여

조성할수있는 플랫폼,

사회의 공동체가

이종 산업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新산업을 창출

자본, 인력 등의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창의적 가치를 실현을

환경 조성으로
지속가능발전 기반

구축

위한 사회공감 확보

DIBQU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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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능화기술 주도 혁신으로 융합 신산업 창출

제주특별자치도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안)

]5'紵獪'瑀楫'沈人'冶稱'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지능화 기술 기반의 융합산업 발굴과 신산업 창출
■지능화 기술기반의 신산업 실증과 지역 신산업 기반 산업생태계 구축

■ 지능형 기술 기반 융합 신기술 실증과 신산업 확장
- 블록체인과 자율주행, 재생에너지 등 신기술의 실증과 새로운 산업을 연계함
으로써 제주의 혁신생태계 조성 기반 구축
- 제주 주력산업인 농업·화장품 산업과 혁신기술 융합을 통한 기술개발 및
분야의 확장으로 시장 기반 조성

■ 혁신기술의 산업 간 융합을 통한 균형 있는 지역산업 성장 지원
- 신기술기반 산업과 농업 등 지역 주력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산업군들의
균형있는 성장 기반 지원

■ 지능화기술의 생활기반 혁신으로 성장 기반 확보
- 생활 안전과 교통 등 도민 생활환경의 지능화기술기반 서비스 혁신을 통해
사회의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으로 기반 강화
- 지능화기술을 활용한 지역 자원 관리로 도시의 지속가능성 확보

지능화기술 주도 [융합 신산업 창출]
지능화기술 기반 융합 신기술
실증과 산업 확장

01
융합
신산업
02

안전

03
에너지

혁신기술의 산업 간 융합을 통한
균형 있는 지역산업 성장 지원

•블록체인 기반 페배터리 유통이력
관리시스템 구축
•제주형 뷰티 ICT 융합시스템 구축
•전기차 기반 자율주행 실증 추진

•인공지능(AI)기반 CCTV 위험
예측기술 개발 및 실증
•재생에너지 생산 기술 다변화
•친환경 에너지자립형 주택단지 조성 지원

04
05
06
07

지능화기술의 생활기반
혁신으로 성장 기반 확보

생활

•농어촌 융합형 스마트빌리지 특성화
서비스

농업

•시설 원예 ICT 융복합 확산 사업

교통

•민·관 데이터 융합 제주도 &
카카오맵 스마트 모빌리티

환경

•지능정보 기반 수자원 관리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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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달성 전략 과제

05

02.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조성을 위한 산업 인프라 조성
■4차 산업혁명의 기반 조성을 위한 플랫폼, 물적·인적 자본의 구축
■혁신 기업의 창업 지원과 도민의 경제활동 참여 기반 강화

■ 지능형 기술 활용 지원을 통한 혁신 산업 성장 지원
- 도민과 기업이 자유롭게 활용 가능한 4차 산업혁명형 데이터 개방플랫폼 구
축과 산업분야 활용을 통한 성장 지원
- 지능형 기술을 활용한 업무자동화 지원을 통해 도내 제조·물류 기업들의 생
산성 향상과 관리비용 저감 등 기업 경쟁력 제고

■ 혁신기업 투자 보육을 통한 창업 활동 지원 및 미래형 인재 육성
- 제주도 내 스타트업의 투자생태계 조성을 통한 창업활동 지원 및 창업을
위한 보육 서비스 제공으로 혁신산업 생태계 구축
- AI(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형 인재육성

■ 신기술 기반 도민 참여경제 플랫폼구축으로 성장 수혜 공유
- 단순한 정보의 소비자가 아닌 정보의 공유와 거래가 가능한 참여형 경제활동
플랫폼 구축을 통해 도민의 경제 편익 공유
- 도 내 참여경제 플랫폼과 방문객의 소비활동 연계로 도 경제 활성화

지속가능한 [산업 인프라 조성]
지능화기술 활용 지원을 통한
혁신 산업 성장 지원

01

창업

•제주도 스타트업 창업 활동 지원

관광

•블록체인 기반 도내 방문객 소비 활성화
•참여형 제주관광 디지털 아카이브

02
03
04

60 I

혁신기업 투자 보육을 통한 창업
활동 지원 및 미래형 인재 육성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P2P 전력 거래
•에너지 수요관리 기반 구축

생활

•블록체인 기반 코인 이코노미

05

행정/
융합 신산업

06

신기술 기반 도민 참여경제
플랫폼구축으로 성장 수혜 공유

•제주형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제주 빅데이터 센터 운영

물류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

교육

•코딩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

07

제주특별자치도

■지능화기술을 활용 도시 사회 문제 해결로 제주의 지속가능성 강화
■신기술을 활용한 사회 경제 공동체를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구축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안)

03. 도시지속성 확보를 위한 사회문제 해결능력 강화

■ 지능화기술 기반 교통, 안전 등 사회문제 해결로 도시
지속성 확보
- 지능화기술 활용 환경, 안전, 교통 등 도시문제 해결
- 지능화기술 기반의 농어촌 공동체 경제활동 지원 및 지역의 안전, 건강 등
포용적 안심서비스로 공동체 활력 제고

■ 지능화기술 기반 사회변화의 안착을 위한 도민 공감확보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와 경제, 산업구조 변화의 도민 수용력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공감활동 추진
- 민·관의 데이터 융합으로 도민 수요와 가치를 반영한 체감형 서비스 데이터 제공

■ 지능화기술을 통한 행정업무 혁신으로 업무 효율 강화
- 저부가가치 업무의 지속적 수행 인력의 창의적 업무 집중 지원
- 보조금 지급 등 업무의 오류집행 발생 방지로 업무 투명성 확보
- 도민의 민원업무 신속 대응으로 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

도시지속성 확보를 위한 [사회문제 해결능력 강화]
지능화기술 활용 교통·안전 등
사회문제 해결로 도시 지속성 확보

01
주민참여
02 생활

(주민복지)

03

•블록체인 기반 M-voting
•4차 산업혁명 성공을 위한 도민 공감 확보

•사회적 경제·공동체 기반
디지털스케어 프로젝트

생활

•주민 중심 스마트 안심타운 서비스
플랫폼

환경

•제주 멸종위기 생물자원 VR 교육
콘텐츠 구축

(안전)

04

지능화기술 기반 사회변화의
안착을 위한 도민 공감 확보

05

06

07

안전

혁신 기술을 활용해 공동체의
새로운 경제·생활 환경 구축

•스마트 드론 기반 제주 환경/안전
모니터링 체계 실증
•블랙박스 기반 협업형 사회안전망
시스템 '스모킹 건'

교통

•스마트 도시 가로 구축
•지능형 감응 신호제어시스템 구축
•대중교통 활성화 및 주차문제 해결
지능형 주차 시스템

행정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기반 행정 지원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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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3대 전략과제별 31개 세부 추진 과제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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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과제별 세부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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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융합 신산업 창출
■목

표

▶ 제4차 산업혁명 성장동력인 지능화기술 기반 이종산업 연결성 강화로 신산업

창출

■ 세부 추진과제

66 I

제주특별자치도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안)

I 67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안)

전략과제별 세부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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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블록체인 기반 폐배터리 유통이력 관리시스템 구축
관련 계획

분야

관련 기술

추진시점

신규

융합 신산업

블록체인

2020년(고도화)

※ 2019년 시범사업으로 1단계 기(旣) 추진

■ 목적 및 기대효과
▶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에 근거하여 전기차 구매 시점 보조금이 지원된 차량 말

소時 등록지 시/도지사에 해당 배터리를 반납해야함
▶ 2022년까지 전기차 말소로 인한 폐배터리 발생량이 4천 2백 대로 예상되어, 폐

배터리의 효율적인 처리 방안 마련 필요
▶ 폐배터리 단계별 처리 이력관리 및 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를

통한 이력관리 시스템 개발
▶ 전기차 폐배터리를 ESS 장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 전기차

전후방 산업 생태계 조성

■ 주요내용
▶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全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 허가형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적용한 신뢰기반 이력관리 플랫폼 구축
▶ 노드 구성 및 공통 채널로 분산 원장 상의 블록체인 데이터 공유

- 도, 폐배터리센터, 보급업체, 재활용업체로 블록체인 네트워크 구성
▶ 대국민 배터리 이력정보 조회 서비스 구현

- 일반 국민이 특정 배터리의 이력정보 확인 가능
▶ 폐배터리 재활용 보급 등 이용 확산(집어등, 전동 휠체어 등)

폐배터리 회수, 입고

배터리 검사 및 분석

ㅇ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자

ㅇ TP 폐배터리센터

ㅇ 보급업체

ㅇ 지역기업 활용 콘텐츠

ㅇ 폐배터리 분해(팩⇒모듈) 및

ㅇ ESS 재활용

분석, 등급분류 등

수요조사

관련
68 I

재활용

미래전략과

추진예산

2,000백만 원

분야

관련 기술

추진시점

신규

융합 신산업

Bigdata, AI, AR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계획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안)

1-2) 제주형 뷰티 - ICT 융합시스템 구축

■ 목적 및 기대효과
▶ 개인소비자 요구에 따라 개인 맞춤형 및 치료형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 증

가함에 따라 제주도 내 화장품 기업이 미래시장 기술 선점 필요
▶ 개인친화적 관리 서비스로 고부가가치 신산업 육성

■ 주요내용
▶ (뷰티-ICT 서비스 개발)

- 가상현실(AR,VR,MR 등)과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피부측정용 애플리케
이션/카메라 개발 및 AI 기술을 이용하여 제주도 매장, 온라인, 모바일, 메신
저 등을 통해 가장 적합한 제품을 소개해 주는 기능 개발
▶ (기업단위)

- 제주도 화장품 제조/판매 기업과 상담 및 면담을 통해 자사제품의 특성과 판
매가격 등을 올리고 소비자에게 적합한 제품 자동매칭 또는 제조

화장품산업 현재
시장현황

제주형 뷰티 - ICT
서비스 개발

제주형 뷰티 - ICT
융합시스템 구축

[현재 화장품 시장현황 파악]

[뷰티-ICT 서비스 개발]

ㅇ ICT 관련 기술의 도입 필요성,
ICT 기술 결합에 따른 화장품
시장의 파급효과

ㅇ 피부관리, 신체수분, 근육관리
등 종합적으로 측정 분석·관리

ㅇ 아름다움과 건강을 종합적으로
측정 분석·관리

ㅇ 개인 맞춤형 제품 및 적합성 서비스

ㅇ “개인/고령화”시대에 맞추어
생애주기 지속관리 서비스 가능

뷰티-ICT 제품 개발 예시
• <해외>모디페이스(Modiface) 캐나다에 소재하는 안면인식 업체로 AR 기술을 적용하여 자신의 얼굴을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피부톤을 측정하고 어떻게 화장하면 좋은 지를 보여주고 추천을 하게 됨
• <국내> 컬러스는 2018년 8월 론칭한 스타트업으로 개개인의 피부 타입과 생활패턴, 식습관, 외부환경을
분석하여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 맞춤 화장품 브랜드임

관련

미래전략과

추진예산

1,200백만 원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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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전기차 기반 자율주행 실증 추진
관련 계획

분야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산업 육성을
융합 신산업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 수정계획 등

관련 기술

추진시점

자율주행

2020년

■ 목적 및 기대효과
▶ 스마트 시티 개발 단계부터 전기차 기반 자율주행차 친화형으로 설계하는 등 전

기차 자율주행 실증단지 조성
▶ 실제도로 기반 자율주행 시행 및 자율주행 택배, 교통약자 호출 이동 등 자율주

행 기반 실증사업 실시

■ 주요내용 및 단계별 추진
▶ 제주FMTC4) : 자율주행 기술선도, 산학협업 및 전문인력양성
▶ 중문관광단지 자율주행 셔틀 : 홍보 및 데이터 수집에 적합
▶ C-ITS5) 연계 서비스모델 : 지방도 사고율 감소, 교통체증 완화 타도로 적용
▶ 이동식전기차충전소 : 이동중 충전 가능, 공용 충전인프라 확보
▶ 특정구간 간 자율주행셔틀 : 이동수단 수요 발생시 적절히 대응
▶ 교통약자 지원 전기 자율주행 서비스 : 교통약자 지원센터 사업확장

관련

저탄소정책과

추진예산

4) FMTC(미래모빌리티기술센터, Future Mobility Technical Center)
5) C-ITS(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 Cooperative-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70 I

1,500백만 원

분야

관련 기술

추진시점

신규

안전

인공지능(AI)

2020년(시범서비스)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계획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안)

1-4) 인공지능(AI) 기반 CCTV 위험 예측기술 개발 및 실증

※ 2019년 시범사업으로 1단계 기(旣) 추진

■ 목적 및 기대효과
▶ 범죄 예방을 위해 설치된 CCTV를 사람의 육안에 의존한 모니터링보다 딥러닝

기술을 활용하여 위험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기술 개발
▶ 교통사고, 범죄 등 위험상황 영상을 실시간 자동 감지로 경찰에 알려주고 추적

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미래형 첨단치안 플랫폼 개발 및 활용

■ 주요내용
▶ CCTV에 지능형 기술을 접목한 인공지능(AI) CCTV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고 있

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등 6개 기관과 공동 참여
▶ (실증) 연구개발에 필요한 학습데이터인 CCTV 영상 및 위험상황 시나리오에

따른 영상정보 제공으로 위험상황 예측 기술, 특정인이나 사물을 인식하고 추적
하는 재인식 기술,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저해상도 차량번호판 자동식별 기
술 등 실증 지원
▶ (시범 적용) 실증 DB 구축 및 연구개발 결과물 시범 서비스 실시를 통해 예방중

심의 미래형 첨단치안 플랫폼 구현
- CCTV 영상 실시간 교통사고 감지, 얼굴·차량 인식, 온라인 기능개선 영상
보안 기술을 통한 위험 예측기술 적용을 통해 안전망 확보

유효성 검증 및 환경 구축

시범 서비스

사회문제 해결

ㅇ 학습데이터 CCTV 영상 및
영상정보제공에 따른 예측기술

[위험인지 및 상황 대응 서비스 최적화]

[예측적 사회안전 리빙랩]

ㅇ 사물인식 및 추적 재인식기술

ㅇ 클라우드 기반 지능형 영상 보안
인큐베이터 플랫폼 개발

ㅇ 저해상도 차량 번호판 식별
기술 등

ㅇ 실증 CCTV DB 구축 및 학습
시스템 제공
ㅇ 지능치안 시범서비스 구축 및 운영

관련

디지털융합과

추진예산

ㅇ 제주도 내 위험대응 리빙랩 구축
및 운영
ㅇ 능동형 AI 생활위험도 분석 연동
전자감독시스템

비예산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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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재생에너지 생산 기술 다변화
관련 계획

분야

관련 기술

추진시점

CFI 2030

에너지

재생에너지

2020년

■ 목적 및 기대효과
▶ 신재생에너지 수요 증가 대응 및 새로운 지역산업으로의 육성 기반 조성 및 주

변 환경 영향 등 부작용 억제
▶ 재생에너지 생산 및 활용의 자연·사회·제도 등 최적의 도시환경을 기반으로,

재생에너지 생산 기술의 다양화를 위한 R&D 및 Test-Bed로서의 위상 강화

■ 주요내용
▶ 태양광, 풍력, 폐기물 등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생산 기술과 함께 새로운 기술기

반 에너지재생 R&D 및 프로토타입 테스트 장소 제공
▶ 재생에너지 마이크로그리드 등 관련 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술 기업 지원

태양광, 풍력 등 기반
에너지 재생

새로운 방식의
재생에너지 생산 추진

실증 테스트 베드
구축과 관련 산업 지원

ㅇ 태양광 및 풍력 기반 재생
에너지 생산 산업 및 시장 성장
가능성 높음

ㅇ 블레이드리스(Bladeless), 과속
방지턱의 진동 등을 통한 새로
운 방식의 에너지 생산 추진

ㅇ 새로운 기술방식의 R&D 실증
테스트 베드로써 신규 기술시장
선점 확보

ㅇ 시설 주변 환경 부작용 존재

ㅇ 빌딩·주택의 소형 풍력 발전 등

ㅇ 개인 간 전력거래 모델과 연계

보어텍스 블레이드리스(Vortex Bladeless)
• 바람의 소용돌이 현상을 활용한 날개 없는 풍력발전기 개발

관련
72 I

저탄소정책과

추진예산

2,100백만 원

분야

관련 기술

추진시점

신규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계획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안)

1-6) 친환경 에너지자립형 주택단지 조성 지원

■ 목적 및 기대효과
▶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면서 에너지를 자급자족할 수 있는 스마트한 주거단지 조성
▶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청정 제주를 만들고자 화석연료의 사용 등으로 심각해지

는 기후 변화를 방지하고, ‘탄소없는 섬’조성에 이바지
▶ 에너지를 공유하고 입주자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삶 지향

■ 주요내용

제로에너지 빌딩 개념도

▶ 주택의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

고, 태양광, 지열발전 시스템으로 필
요한 전기와 열을 생산하여 사용
▶ 단열과 방한 뿐만 아니라 열회수형

환기장치를 통한 쾌적한 실내 공기
상태 유지
▶ 전기차 폐배터리센터에서 구축하는

ESS를 활용하여 생산 에너지 저장

자양시스템

▶ 친환경 건축 재료를 사용하여,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라돈 등 건강위험
물질 발생 최소화

제로에너지 빌딩 개념도 (출저 : 국토교통부)

서울시 노원구 제로에너지 주택단지
• 서울 노원구 제로에너지 주택단지를 벤치마킹하여 지자체가 보급하는 행복주택

에 적용 혹은 친환경 에너지자립형 주택 설립에 보조금 지원

관련

저탄소정책과

추진예산

8,000백만 원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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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농어촌 융합형 스마트빌리지 특성화 서비스
관련 계획
신규

분야
생활

관련 기술
IoT

추진시점
2020년

■ 목적 및 기대효과
▶ 농어촌중심지 지역 및 주민특성을 고려 어촌의 해녀, 농촌 농가 및 독거노인을

대상 농어촌 융합형 스마트빌리지 특성화 서비스
▶ 해녀 안전조업, 농가의 영농폐기물, 독거노인의 사회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지능형 서비스 개발
▶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서비스 참여를 유도하며 산·학·관 등이 참여하는 협력

사업 모델 및 지역주민들 의견 적극 수렴으로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생활편의
개선

■ 주요내용
▶ 해녀 물질 보조 시스템 개발, 스마트 물질 장비(테왁, 물안경) 보급 등 해녀 안

전조업 지원을 위한 융합서비스
▶ CCTV를 통한 공동집하장 실시간 모니터링, 고화질 영상녹화 등 스마트 영농폐

기물 수거 및 감시시스템
▶ 관내에 운행중인 마을버스에 대한 GPS트랙커 설치 및 농촌 마을버스용 버스정

보 안내서비스
▶ 관내 독거노인 가구 대상 스마트 어르신 케어 및 마을방송 알림서비스 등

농어촌 지역
현안문제 대두
ㅇ 농업폐기물의 수거 등 현안 서
비스 과제 도출, 농어촌 독거
노인 등 고령화 주민에 대한
문제 해결 등(해녀, 영농폐기
물, 독거노인)

관련
74 I

농어촌 융합형 스마트빌
리지 특성화 서비스 개발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ㅇ IoT기술 활용 스마트 빌리지 조
성(생활안전, 생활편의)

ㅇ 지능형 ICT기반 기술 활용 및 서
비스 보급으로 관내 스마트빌리
지 확대 및 타지역 확산

- 해녀 안전조업 융합서비스
- 스마트영농 폐기물, 해녀
안전조업 융합서비스
- 농촌마을버스용 버스정보
안내
- 스마트 어르신 케어 및 마을
방송 알림서비스

디지털융합과

추진예산

8,000백만 원

분야

관련 기술

추진시점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 계획

농업

-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계획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안)

1-8) 시설 원예 ICT 융복합 확산 사업

■ 목적 및 기대효과
▶ 개방화, 고령화, 영세한 영농규모 등에 대응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서 IT강국의 장점을 결합한 스마트팜 영농이 필요
▶ 현대화된 시설원예 농가에 환경 모니터링 및 설비제어 등의 첨단 ICT 융복합 장

비를 지원하여 농업 경쟁력 강화 촉진

※ 데이터 기반 환경 제어 →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

■ 주요내용
▶ (생육환경모니터링) 생육환경모니터링시스템(CCTV, 센서 등)을 통해 농장 관

찰, 온실정보수집, 24시간 생육환경 모니터링
▶ (빅테이터분석) 빅데이터 분석으로 최적 생육조건에 따른 제어장비 구동시스템

으로 농장 제어
▶ (원격 자동제어) 장소 제약 없는 원격제어 및 다양한 경우에 대한 사전명령, 제

어 결과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생육환경모니터링

빅데이터 분석

원격 자동 제어

시설원예 ICT융복합 확산사업 추진 사례
• 전남 화순 딸기 : 농장 원격제어 + 대형온실, 탄산가스 공급 시스템을 활용한

정밀 환경제어(VPD)로 생산성 및 품질 향상
• 경남 사천 토마토 : 다양한 유형의 구형온실, 시설 분산 문제를 동별 정밀

환경제어, 수경재배를 통한 고품질 안정생산
관련

식품원예과

추진예산

2,000백만 원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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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민·관 데이터 융합 제주도 & 카카오맵 스마트 모빌리티
관련 계획

분야

신규

교통

관련 기술
사물인터넷(IOT),
LBS(위치기반)

추진시점
2020년
(고도화/확산)

※ 2019년 기(旣) 추진

■ 목적 및 기대효과
▶ 민·관·도민, 누구나 함께하고 편리하게 누리는 스마트한 도시로의 전환과 혁

신을 선도하는 ‘스마트 아일랜드’ 구현
▶ 제주 사회 문제 해결 관점에서 도민 수요·가치 중심의 데이터로 비즈니스에 즉

시 활용하여 데이터 공유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주요내용
▶ 보다 쉽고 정확한 실시간 버스 위치 확인이 가능한 제주만의 맵 서비스
▶ 제주도 고해상도 항공사진, 실시간 우리동네 기상정보 제공

☞ 기상정보(미세먼지, 기온, 기압, 강수유무 등) Wi-Fi망 연계 구축
▶ 제주 위치정보는 누구나 사용 가능하도록 국가중점데이터로 개방

제주도 ↔ (주)카카오

도민·관광객 대상 홍보

ㅇ 대중교통 버스 실시간 위치 정보
데이터 공유 시스템 구축
ㅇ민·관 서비스 모델 구축을
위한 유기적 협력체계 마련

ㅇ공보관, 대중교통과 등 관련부서
협업
-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 영상
및 버스정보시스템을 통한 홍보
지원

세계속의 스마트도시로 확장
ㅇ KOTRA 무역관 협력을 통한 해외
바로셀로나 등 스마트시티
세계시장 진출

ㅇ한국공항공사, 항공사 등을 통한
마케팅 홍보 추진

제주지역 특화 카카오맵 대중교통 서비스

- 시간 정보 이와 다른 시각적인 정보 부재함
- 버스 위치는 노선정보 화면에서만 러프하게 확인

관련
76 I

디지털융합과

- 보다 쉽고 정확하게 실시간 버스 위치 확인이 가능한 유기적인 동선 구현
- 지도 상에서 입체적으로 버스의 실시간 위치를 제공하여, 제주 고정밀 위치정보를 부각

추진예산

비예산

분야

관련 기술

추진시점

전국수도종합계획

환경

IoT, smart dust 등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계획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안)

1-10) 지능정보 기반 수자원 관리

■ 목적 및 기대효과
▶ (용수이용 관리) 제주의 상수도 누수율은 41.1%로 전국에서 제일 높으며 매년

6,300만 톤의 물이 새고 있음. 또한 무분별한 지하수원 이용으로 지하수 수위도
내려가고 지반도 약해져 위험상황 발생 가능
▶ (오염원 관리) 제주도의 경우 지하수 식수 의존도가 90% 이상에 달함에도 불구하

고 축산분뇨 오염 등 위기 관리 부족

■ 주요내용
▶ (용수이용 관리) 계량기함 배관과 밸브에 센서를 이용한 누수관리 및 지하수원에

스마트 더스트(smart dust)기술을 이용 이용량 감지 신호 송출
- 누수와 검침 정보를 자동 수집하여 해당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사전에 상수도
관과 하수도관의 누수, 손상을 감지
- 지하수원의 이용량 관리를 통해 적정수준 수자원 보유 유지
▶ (오염원 관리) ‘인공지능 기반 지중 환경오염 예측관리시스템 개발'사업 확산을 통

해 ICT융합 기술이 접목된 지중오염의 실시간 감시
※ 국가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연계 구축 추진 필요

- 지하수 수질관리를 위한 실시간 센서 관측 정보·국립환경과학원 등
유관기관 기초데이터 활용
- 축산분뇨 실시간 모니터링 및 AI기반 오염분석·예측
누수관리 서비스 예시
• 송산 그린시티 조성 사업 : 무단수 용수공급 체계, 블록시스템, 스마트미터링, 수

질 관리 강화와 더불어 상수관망 운영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관로에서 발생하는
누수 및 충격에 대한 신호를 감지하고, 사고 위치를 추정하는 등 관로사고를 사전
에 예방함으로써 물이용 효율을 향상
관련

물정책과

추진예산

4,200백만 원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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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산업 인프라 조성
■목

표

4차 산업혁명 기반 조성을 위한 플랫폼, 자본, 인력 등 환경 조성을 통한 지속가
능한 지역경제 성장 기반 구축

■ 세부 추진과제

78 I

제주특별자치도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안)

I 79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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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주도 스타트업 창업 활동 지원
관련 계획

분야

관련 기술

추진시점

신규

창업

-

2018년부터 계속

■ 목적 및 기대효과
▶ (투자) 혁신 스타트업·중소기업을 발굴, 육성하고 역외의 우수한 혁신 스타트

업을 유치하여 도내 신기술 기반 기업 생태계조성 펀드 조성
- 1차 산업 및 3차 관광·서비스산업에 편중된 도내 산업구조 개선과 우수
스타트업·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청년층 혁신 일자리 창출
▶ (보육) 전문 창업보육 센터(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를 운영하여 스타트업 인큐베

이팅 강화를 통한 우수 스타트업 육성
- 입주 및 졸업기업 후속지원으로 스타트업의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

■ 주요내용
▶ (투자) 한국모태펀드, 산업은행, 도내 기업 등 민간 출자 등을 통해 펀드를 조

성·투자하여 초기 재정난 해소
- 디지털 융합산업, 물류산업 등 분야별 펀드조성 및 조합결성 후 도내 유망 스
타트업·중소기업에 투자·육성 및 도외 우수 스타트업·중소기업 유치
- 보육기업 대상 직접투자(Seed Money 투자) 사업 및 관리, 지역투자자(엔젤
투자자 등) 발굴 및 운영
▶ (보육) 스타트업 발굴을 위한 사업아이디어 피칭데이 및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

최하여 사업 아이디어의 검증을 통해 사업화 모델 고도화
- 초기 창업 기업이 겪을 수 있는 법률·회계·특허·노무 등 전문 분야 원스
톱서비스를 상시 운영하여, 상담 서비스 제공
※ 「제주지역 스타트업 실태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 의 전략과 과제 기본계획 연계 필요
서울시, 혁신성장펀드 운영 사례
• 서울시, 1조 2천억 원 규모의 서울혁신성장펀드 조성
- 5년 동안 1조 2천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여 초기창업기업 집중 투자
- 초기 시드 단계의 투자 활성화 위해 엔젤투자 시장 확대

관련

80 I

미래전략과

추진예산

비예산

분야

관련 기술

추진시점

신규

관광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계획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안)

2-2) 블록체인 기반 도내 방문객 소비 활성화

■ 목적 및 기대효과
▶ 블록체인 기반의 tax refund 시스템 구축을 통한 실시간 환급과 지역화폐 연계

로 국외 방문객의 도내 소비 유도 및 활성화

■ 주요내용
▶ (Tax refund) 제주도 방문 중 등록된 카드 사용 시 발생하는 세금 환급 비용을

즉시 제공함으로써, 방문 기간 내에 해당 금액 소비 촉진
※ 물품판매확인서의 교부 및 세관장의 반출확인 등 전자적 방법 수행과 관
련 관세청과 시스템 연계 등의 제도적 규제 해소 검토 필요
▶ (지역화폐 연계) 블록체인 기반의 지역화폐(코인)로의 환급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방문 기한 내 소진 가능한 시스템 구축

Tax Refund 시스템

전자식 지역화폐 연계

Tax Refund와
지역화폐 연계

ㅇ 별도의 환급창구를 이용한 사
후 처리가 아닌 판매자가 직
접 환급금 송금

ㅇ 도 내 사용가능한 지역화폐를 블
록체인 기반으로 유통 관리

ㅇ 전자적 처리(블록체인 기반)의
실시간 환급을 통해 외국인 방
문객의 도내 소비 촉진

ㅇ 전자적 방식을 통해 관세청과
판매자, 방문객의 스마트 컨트
랙 기반 작동으로 투명성 확보

ㅇ 블록체인 기반의 발행 및 유통
으로 지역화폐의 정책목적 달성
제고 및 이용 투명성 확보

ㅇ 전자식 지역화폐와의 연계를 통
해 구매 등 소비활동의 선택범
위 확대 및 활용 편의성 확보로
지역경제 효과·수혜 범위 확장

바타비아(Batavia)
• UBS와 IBM 협력을 통해 개발한 블록체인 기반 거래 금융 플랫폼
• 계약 합의 부터 거래 종료까지 자동으로 전체 거래의 모든 과정을 수행
• 거래 처리는 모두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으로 이뤄지며, 모든 거래 내역은 블록체인에
기록하여 거래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보장
• 독일에서 스페인으로 진행되는 자동차 거래와 오스트리아에서 스페인으로 진행되는
직물 원자재 거래에 실행

관련

미래전략과

추진예산

2,000백만 원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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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참여형 제주관광 디지털 아카이브
관련 계획

분야

관련 기술

추진시점

신규

관광

블록체인 스마트 컨랙트

2021년

■ 목적 및 기대효과
▶ 도민과 방문객이 직접 생산한 제주도 관광정보가 축적되는 개방형 디지털 아카

이브(저장소) 구축
▶ 축적된 아카이브를 토대로 다양한 관련 비즈니스 모델 구축 및 이용자가 직접

만드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제공

■ 주요내용
▶ 제주도 도민 및 방문객 등이 사진을 올리고 데이터 관리 후 사진 등 이용실적에

따른 코인 지급, 또는 저작물 권리자와의 P2P 거래
▶ GIS 기반의 정보 작성 플랫폼 제공으로 이용자 간 생산 정보를 교차 검증하고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제공
▶ 블록체인 기반 코인 이코노미 모델과 연계를 통해 참여경제 확산

위키피디아(wikipedia)
• 누구나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는 사용

자 참여의 온라인 백과사전

블록체인 기반 P2P 거래
((https://monegraph.com/)

•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의 사진, 그래픽

등 창작물 거래

• 인터넷상에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의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CC-BYSA) 라이선스에 따라 모두가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고 수정할 수 있는 체계

관련

82 I

관광정책과

추진예산

2,000백만 원

분야

관련 기술

추진시점

CFI 제주 2030
(가상발전소(VPP) 연계 추진)

에너지

블록체인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계획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안)

2-4) 신재생에너지 P2P 전력 거래

■ 목적 및 기대효과
▶ 신재생에너지를 이웃 간 거래(P2P)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모델을 구축하고 이

를 통해 친환경 도시를 구축
- 블록체인 기반으로 한전 등 전력중개업자를 거치지 않는 개인 간 거래 플랫
폼 구축

■ 주요내용
▶ 태양광 패널 등을 설치하고, 잉여전력을 판매하는 시스템
▶ 스마트미터기를 통해 실시간 전력 생산·거래 데이터를 블록에 저장시키고 스

마트 계약을 통해 자동적으로 이웃 간 전력거래 실시
▶ 웹/앱을 통해 전력공급이 가능한 가정을 실시간으로 확인
※ P2P 네트워크는 중앙 서버가 집중적으로 통신을 관리하는 것이 아닌 대등한 노드들이
직접 통신을 수행하는 네트워크로 높은 확장성 가짐
※ 발전과 판매 겸업을 위한 중개 사업자 거래 외 개인 간 거래를 위한 규제 완화 필요

(개인) 소규모
재생에너지 생산
ㅇ 소규모 에너지 생산 및 잉여에
너지 비축 관리플랫폼 연계
ㅇ 개인별 발전량·사용량·비축
량 관리

신재생에너지 P2P
전력 거래 플랫폼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활용 제고

ㅇ 생산자 및 수요자 개인 간 거래
를 위한 플랫폼 내 생산 판매 등록

ㅇ 태양광 및 풍력 외 효율적인 전
력 생산 기술 활용으로 신기술
실증 및 시장 확대

ㅇ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의 거래흐
름 관리

ㅇ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활용 범위
확장으로 탄소배출 저감 등을
통해 CFI 2020 달성 지원

신재생에너지 P2P전력 거래 서비스 예시
• 브루클린 마이크로 그리드 : 스마트미터기를 활용, 생산·거래 데이터를 블록으로 저장하고 앱을 통해
실시간 거래 실시. 에너지 저장장치에 저장 후 판매

• Energo(중국) : 에너지 블록체인 분산앱을 개발, 일반 가정들이 전력 소비량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점에서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 정보를 블록체인으로 공유

관련

저탄소정책과

추진예산

3,000백만 원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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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에너지 수요관리 기반 구축
관련 계획

분야

관련 기술

추진시점

CFI 제주 2030
(스마트에너지 시스템 연계)

에너지

EnMS, AMI

2020년

■ 목적 및 기대효과
▶ 에너지 수요관리를 통한 에너지 고효율 저소비 사회 구현을 위한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 구축
▶ 에너지 관리시스템 보급 및 EnMS(에너지경영시스템), AMI(지능형검침인프라)

구축을 통해 도내 에너지 사용효율 제고 및 도내 에너지 거래시장 지원으로 에
너지 신산업 기반 구축 및 CFI 제주 2030 달성 응원
※ AMI(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 양방향 통신망을 이용하여 전력사용량, 시간대
별 요금정보 등의 전기사용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자발적인 전기 절약과 수
요반응을 유도하는 지능형 전력계량 시스템

■ 주요내용
▶ (AMI 시스템 구축) 에너지 수요관리 및 가정 전기요금 절감으로 도민 수용성 확보
▶ (BEMS 구축) 월별 용도별 상세 사용량의 모니터링으로 건물에너지 소비 효율

향상
▶ (FEMS 구축) 산업체 설비운영의 에너지 사용 효율화로 산업부문 전기요금 부담

절감

건물 및 공장에너지
관리시스템 구축

AMI 설치 보급
ㅇ 고객의 실시간 전기사용량과 시
간대별 요금 정보 제공 등 지능
형 전력계량 시스템 구축 보급

ㅇ 통신망 연계를 통한 에너지원별,
용도별 등의 사용량 모니터링
ㅇ 에너지 정보 실시간 분석으로
낭비요소 제거

관련
84 I

저탄소정책과

추진예산

에너지수요관리 고도화
ㅇ 지능형 기술 기반 전력사용 및
잉여 양에 대한 실시간 모티터링
데이터 구축
ㅇ 분산전원 수집-거래를 위한
HEMS, VPP 등 지능형전력망
기반 확보

24,000백만 원

분야

관련 기술

추진시점

신규

생활

블록체인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계획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안)

2-6) 블록체인 기반 코인 이코노미

■ 목적 및 기대효과
▶ 거래비용 절감을 통한 소상공인 실질적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선순환 도모를

통해 지역 자본의 순환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 도민 참여 서비스 모델을 통한 생산소비 체인에 도민 참여로 신산업 기반으로

구축된 경제 편익의 배분 기초 마련

■ 주요내용
▶ 블록체인 기반 코인을 활용 도내 교통서비스 이용 및 가맹점에서 화폐 대신 활

용을 위한 플랫폼 개발
▶ 도내에서 공유경제, 지역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활동 시 코인을 제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 국내/글로벌 블록체인 기업의 제주 내 기업활동 보장, 제주 내 블록체인 전담

기구 신설
▶ 정보격차로 코인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 대상 카드형 상품권도 병행 활용

도민 공감 형성

스마트도시 사업 연계

ㅇ 도내 체감형 공공서비스 중심의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공감 형성

ㅇ 보유 자원 공유, 도시 안전, 환경
등의 분야 참여에 따른 코인 지
급 및 교환경제 구축

활용 생태계 확장
ㅇ 도내 가맹점 등 확장을 통한
코인 활용 환경 확대

코인 이코노미 예시
• 노원구 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노원 플랫폼 개발. 노원구
내에서 자원봉사, 기부, 자원순환의 활동을 통해 그 대가로 지역화폐 ‘노원’ 제공. 지역경

제 활성화 및 종이화폐 제조 등 관련 비용 절감

관련

미래전략과

추진예산

1,000백만 원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안)

I 85

전략과제별 세부 추진과제

06

2-7) 제주형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관련 계획

분야

관련 기술

추진시점

정보화기본계획

행정/융합 신산업

BigData, Cloud

2020년

■ 목적 및 기대효과
▶ 도 및 시, 공공과 민간의 원활한 데이터 공유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전체가 데

이터 경제로 진화

■ 주요내용
▶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기반 특별자치도와 공공기관 전산실 통합 관리 운영,

지역 기업으로 확장된 데이터 관리 및 활용 허브 센터 구축
▶ (데이터 활용) 제주형 통합전산센터를 통한 공공, 민간 대상 데이터 공유 활용

으로 제주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생태계 조성 지원
※ 데이터센터 건립 및 공공데이터 통합·개방 플랫폼 구축을 통한 정보자원 유동화 확보
및 백업센터 기능 확보

데이터센터 건립

데이터 통합·개방플랫폼 구축

데이터 활용 융합사업 지원

ㅇ 도 내 공공기관 및 기업 대상
데이터 저장과 활용을 위한 데
이터 센터 건립

ㅇ 도 내 스마트시티 운영관리 및 산
업기반 데이터 등 표준화를 통한
데이터 공공서비스 기반 구축

ㅇ 인공지능, 빅데이터분석, 블록체인
기반 융합 신산업 지원

데이터 클라우드 센터 구축 예시
• 서울시 클라우드센터 : 클라우드시스템 기반으로 흩어져 운영 중이던 5개 전산실 서버
들을 통합·구축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 대기업 전문 기술력과 중소기

업 ICT 장비 및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하여 대중소기업 상생에 기여. 이를 통해 정보자원
에 대한 관리효율성이 향상되고 오픈소스와 국내 클라우드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

관련

86 I

정보정책과

추진예산

95,000백만 원

분야

관련 기술

추진시점

신규

행정/융합 신산업

빅데이터, 머신러닝

2019부터 계속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계획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안)

2-8) 제주 빅데이터 센터 운영

■ 목적 및 기대효과
▶ 빅데이터 및 분석 인프라 제공을 통해 빅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
▶ 민관 협력형 데이터랩 운영으로 도정 현안의 데이터기반 해결 모색

■ 주요내용
▶ 빅데이터 센터 인프라 구축 및 운영

- 책상, PC, 분석 및 개발도구 도입, 빅데이터 실습 및 교육환경 제공
- 제주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접속을 통해 빅데이터 조회/분석
▶ 데이터 활용 효율 증진을 위한 데이터 코디네이터 운영

- 데이터 관련 기술지원, 교육, 홍보 등을 위한 데이터 코디네이터 운영
▶ 분야별 빅데이터 랩 구성 및 운영

- (데이터 거버넌스 랩) 민관 협력 사업 논의 및 추진
- (스마트관광 랩) 관광객 유형별 이동패턴 및 소비패턴 연구, 데이터 기반 관
광 트렌드 분석
- (모빌리티 랩) 데이터기반 교통문제 완화대책 발굴, 모빌리티 분야 신규 사업
발굴을 통한 공공 편의 강화
▶ 빅데이터 분석 대회 개최

-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자율경쟁 기반 창의적 문제해결의 장을 통해 제주지
역 사회문제 해결 방안 발굴

제주 빅데이터 센터

데이터 유통 기반 구축

데이터 이코노미 실현

ㅇ 빅데이터 센터 개소
- 빅데이터 센터 인프라 구축 및 운
영환경 조성
- 데이터 코디네이터 운영 등

ㅇ 민·관 데이터 공동활용 기반 제공

[데이터 바우처를 통한 유통 기반 구축]

관련

ㅇ 민-민, 민-관 간 가공 후 데이터
유통 거점 구축

디지털융합과

추진예산

ㅇ 데이터 바우처를 통해 민-민 간
데이터 거래 활성화
ㅇ 데이터 유통 환경 구축을 통한
데이터 이코노미 기반 조성

900백만 원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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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
관련 계획

분야

관련 기술

추진시점

신규

물류

RPA, Big Data, Cloud

2021년

※ RPA ( Robotic Process Automation ) : 업무자동화 / AI 초입단계인 자동화 기술

■ 목적 및 기대효과
▶ 중소기업의 수작업 물류 관리를 업무자동화 시스템으로 대체해 업무 효율성 극

대화 및 기업역량 강화
▶ 표준화된 시스템을 다양한 지역 산업에서 쉽게 적용함으로써, 기업 및 공공기관

의 관리비용 절감

■ 주요내용
▶ (기업단위) 지역기업의 수작업형태로 이루어졌던 입/출고 관리, 물류관리를

RPA 적용을 통해 자동화함으로써 업무 프로세스 단순화 및 최적 관리시스템
구축
- 모바일 연동을 통한 실시간 물류관리 모니터링 및 지시 가능
▶ (공공기관) 단위별(산업단지, 산업군, 협회 등) 물류 통합관리가 가능한 물류 플

랫폼을 구축하여 물류량 예측, 배송 등 실시간 정보제공을 통해 제주 기업의 물
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지역기업의 RPA 적용

활용 생태계 확장

스마트 RPA(AI) 물류 플랫폼 구축

ㅇ 지역기업 및 기관의 RPA 적용을
통해 물류 및 관리업무 효율성
극대화, 모니터링 가능

ㅇ 표준화 시스템의 도내 산업별, 지
역별 활용을 통해 플랫폼으로의
확장 기반 구축

ㅇ 빅데이터화 물류 플랫폼 확장을
통해 도내 기업의 물류 예측 및
획기적인 물류비 절감, 최적화
가능

RPA 물류 업무자동화 구축 예시
• ASK수출협의회 : 국내 수산가공업체로 구성된 협의회가 RPA 시스템인 브르티웍스(AI)
를 적용하여 매일 100여 명의 인력이 화물의 운송정보를 수집·입력하던 단순 반복업무
를 자동화함으로써, 업무효율 향상 및 자동화 목표 달성. 플랫폼 기반의 물류 네트워크
사업 모델을 적용하는 빅데이터 기반 물류 시스템으로 확장

관련
88 I

미래전략과

추진예산

1,500백만 원

분야

관련 기술

추진시점

신규

교육

-

2016년부터 계속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계획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안)

2-10) 코딩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

■ 목적 및 기대효과
▶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신기술기반 4차 산업혁명 대비에 필수적인 미

래인재 육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코딩교육 필요
▶ 차별화된 코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확산을 통해 미래의 SW융복합 산업

발전을 이끌어나갈 창의적 인재양성 기반마련

■ 주요내용
▶ 코딩 교육과정 기획 및 개발

- 수준별 코딩 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육교재 및 평가도구 개발
▶ 코딩교육 추진

- 초·중학생 대상 체험교육, 심화교육 실시
- 사업 기획력 강화 지원, 코딩 동아리 지원 및 거점센터 교육
- 전문강사 양성, 초·중·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코딩 교육 연수
▶ 코딩 인식확산 사업

- 교사, 학부모, 학생 대상 워크숍 및 체험프로그램 실시
- 코딩 교육자, 사업기획자 등이 참여하는 코딩캠프 및 경연대회 운영
▶ 코딩교육 지원 사업

- 온라인 홈페이지(www.jejucoding.com)를 통한 관련 사업 홍보·안내
- 교육참여자 커뮤니티 개설로 프로젝트 결과물 공유
- 민·관·학이 협력하는 교육지원체계 구성·관리 및 사무국 운영
▶ 성과관리 및 평가

- 교육 참여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과정 성과분석
- 자문(전문)위원 구성을 통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마련

관련

미래전략과

추진예산

2,500백만 원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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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사회문제 해결
■목

표

▶ 지능화 기술 기반의 사회문제 해결을 통한 도민 삶의 질 향상
▶ 개인, 기업, 연구소 등 다양한 주체들의 사회 공동체 가치 실현

■ 세부 추진과제

90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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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블록체인 기반 M-Voting
관련 계획

분야

관련 기술

추진시점

신규

주민참여

블록체인

2020년

■ 목적 및 기대효과
▶ 도민들의 의견 수렴 방식의 한계를 앱/웹기반의 투표를 통해 극복함으로써 도

민의 적극적 참여와 정책 투명성 향상
▶ 도민의견 파악 및 수렴 과정에서 모바일 특성이 적극 활용되어 정책추진의 적시

성 향상

■ 주요내용
▶ (서비스 구축)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투표 서비스 도입

- 도민 개인이 앱/웹을 통해 제주도 현안 및 정책 결정 관련 투표 참여
-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 신뢰성과 보안성 제고
▶ (활용 기반 확보) 주민 인증을 위한 기술적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 신정보격차(스마트 디바이스 보유 및 활용 능력 격차 등)로 인한 참여 제약
제거를 위해 인증 방식의 다양화 확보
- 디지털 인증 방식에 따른 조례 및 법제도 정비방안 마련
블록체인 기반 M-Voting 예시
• 경기도 따복공동체 : 2017년 경기도 따복 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블록체인 투

표를 실시함. 703개 공동체의 12,000여 명 도민의 참여가 힘든 상황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앱/웹을 활용
• 따복공동체 앱에 배부된 투표권 QR 코드를 인식하고 공동체 발표영상 시청하며

투표
• 전자투표를 통해 공동체 간 담합, 조작투표, 소통의 부재 등 기존 투표 방식의 문제

점을 보완(한국정보화진흥원, 2017)
관련

92 I

미래전략과

추진예산

200백만 원

분야

관련 기술

추진시점

신규

주민참여

-

2019년부터 계속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계획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안)

3-2) 4차 산업혁명 성공을 위한 도민 공감 확보

■ 목적 및 기대효과
▶ 4차 산업혁명시대 제주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사회적 합의와 도민 공감

대 확보가 필요
▶ 이를 위해 4차 산업혁명 신기술 기반 산업 육성 및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해 토론

회, 세미나 개최를 통해 전문가 의견 수렴 및 도민 홍보 실시

■ 주요내용
▶ 4차 산업혁명 관련 세미나, 토론회 개최 및 영상물 제작 송출 등을 통한 도민

홍보를 통한 수용력 제고 및 사회적 공감 확보
- 4차 산업혁명 신기술 산업 육성 및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토론회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해 합리적 방안 도출
☞ 4차 산업혁명 도민 공감 토론회 개최, 블록체인 기반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유관 전문 기관 등과의 지식 교류, 도민 공감확보를 위한 영상 홍보
물 제작 및 미디어 송출
2019년 도민공감 확산사업
• 4차 산업혁명 도민 공감 세미나 개최(연 2회)

- 도의회, 유관기관, 도민 등 대상 전문가 초청 주제발표 및 토론, 질의응답
• 블록체인 유관 학회와의 공동 학술행사

- 우리도와 블록체인 관련 학회와의 공동 학술행사를 통해 신기술 이해 확대
• 도민 홍보를 위한 영상 홍보물 제작 및 TV 등 광고

- 4차 산업혁명 주요 정책, 도민에게 돌아가는 혜택 등을 알기쉬운 스팟광고
형태로 영상물 제작 및 송출
관련

미래전략과

추진예산

300백만 원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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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사회적 경제-공동체 기반 디지털헬스케어 프로젝트
관련 계획

분야

관련 기술

추진시점

정보화기본계획

생활(주민복지)

Bigdata, O2O

2021년

■ 목적 및 기대효과
▶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를 기반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들이 스스로 건강을

실천하고 서로 돕는 ‘건강공동체’구축과 ‘건강실천수당’으로 사회적 경제 기반의
가능성 확보
▶ 고령친화 및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신산업 육성

■ 주요내용
▶ (스마트 O2O 헬스케어 서비스)

- 오프라인: 공동체(마을회관, 보건기관 등)내에 건강공간 구축
- 온라인: 온라인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 사회적 경제: 건강실천수당-지역화폐 연계 사회적 경제 기반 마련
▶ (서비스 기반 구축)

- 건강공동체-고령친화 스마트 건강 공간
· 고령친화 건강공간, 건강두레를 통한 건강실천(오프라인) 환경
· 개인별 건강수준에 따른 맞춤형 건강실천활동(온라인)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건강실천수당’시스템
·‘건강실천수당’의 사회적 경제 기반 유통(지역화폐) 구조
- 건강사회적 기업 육성
· 인력양성: 스마트 생활습관개선

건강 공동체

스마트 헬스케어 센터

건강 사회적 기업

ㅇ 생활습관 개선 공동체, 스마트 자
가 건강관리, 고령 친화 신체활동
기구, 인지기능 강화 프로그램

ㅇ 온라인 서비스,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 건강공동체: 온라인 생활습관
서비스 동기강화
- 건강 사회적 기업: 온라인 프로그
램, 콘텐츠 역량강화

ㅇ 생활습관 개선 전문가, 생활습관 온
라인 관리, 생활습관 개선 서비스,
인지기능 강화 서비스

관련

94 I

· 건강사회적 기업 육성

디지털융합과

추진예산

4,000백만 원

분야

관련 기술

추진시점

생활(안전)

IoT, BigData 등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계획
2020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안)

3-4) 주민 중심 스마트 안심타운 서비스 플랫폼

■ 목적 및 기대효과
▶ 고령 인구 밀도가 높은 기존 노후 주거시설 대상 스마트시티 서비스 기반의 생

활안전 및 포용적 건강의료(노인 건강 관리) 확보
▶ 노후 주거시설 지역의 생활 안전과 주민 밀착형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활성화

유도와 주민 편익 증대

■ 주요내용
▶ (개인 단위) 정기적 진료 및 약 처방 등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홀몸어르신 등

스스로 건강관리가 쉽지 않은 주민의 진료·처방 데이터를 활용한 건강관리 모
니터링 서비스
※포용적 건강의료를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을 통해 초고령화를 대비한 고령자
헬스케어/치매관리

▶ (가구 단위) 웨어러블 장치를 통한 대상자의 운동성 모니터링 및 노후 주거시설

의 내부 공기질, 온습도 등에 대한 센싱데이터 수집 및 모니터링
▶ (마을 단위)점등 기능이 적용된 도로명 주소판을 활용하여 비상 및 위급상황 발

생 시 안전 대피장소 알림 등

개인

가구

마을

<주민 안전과 포용적 건강의료>

<건강 및 활동 모니터링>

<안심 등불 및 안전 골목길>

ㅇ 노후 주거시설 거주 홀몸어르
신 등 대상 건강관리 모니터
링 서비스

ㅇ 웨어러블 장치를 통한 서비스
대상자의 운동성 모니터링 및
주거지역의 공기(미세먼지) 등
모니터링

ㅇ 점등 기능 적용된 도로명 주소
판 활용으로 비상 및 위급상
황 발생 시 안전대피장소 등
알림

관련

디지털융합과

추진예산

4,000백만 원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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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제주 멸종위기 생물자원 VR 교육 컨텐츠 구축
관련 계획

분야

관련 기술

추진시점

신규

환경

VR(가상현실), 5G

2020년

■ 목적 및 기대효과
▶ VR(가상현실) 기술을 통한 제주 멸종위기 생물자원 정보 구축 및 생물다양성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 교육프로그램 보급을 통하여 멸종위기종 및 제주 자연환경의 이해도를 높이고

보존 필요성 인식 확산

■ 주요내용
▶ (멸종위기종 VR 컨텐츠 개발) 지구온난화 및 환경오염에 의해 제주도내 멸종위

기종으로 분류된 생물종 및 토종종자 등의DB 구축 및 VR 기술을 이용한 시각
적 기록자료 구축
▶ (교육프로그램 개발) VR 컨텐츠를 활용하여 제주 멸종위기종 및 제주 환경 보

존의 필요성 체험 교육프로그램 개발
▶ (교육프로그램 보급) 5G 기술을 이용하여 일선 교육현장 및 가정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VR 기반 교육프로그램 보급

VR 컨텐츠 개발

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육프로그램 보급

ㅇ 멸종위기종 및 토종종자 등 DB
구축

ㅇ VR 컨텐츠 활용 멸종위기종 및
환경보존 체험 교육프로그램 개
발

ㅇ 5G 기술을 이용하여 교육프로그
램 접근성을 높이며 이를 통한
제주생물다양성의 중요성 및 보
존의 필요성 공감 확산

ㅇ 제주도내 멸종위기종의 기록을
위한 VR 컨텐츠 개발

KIOST 해양체험어플 ‘해양생물 VR’ 개발 예시
•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 다양한 연령층이 쉽게 해양생물을 접
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부산 해운대에 나타나는 주요 해양생물의 형태를 3D 입체모형(VR) 컨텐
츠를 제작하였고, 이를 보급하기 위해 ‘해양생물 VR’ 앱을 개발하였음. 자체보유하고 있는 해양
생물정보와 VR 기술을 접목하여 일반인에게 해양생물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기여함

관련
96 I

미래전략과

추진예산

2,000백만 원

분야

관련 기술

추진시점

신규

안전

드론, 위치기반, 자동매핑, AI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계획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안)

3-6) 스마트 드론 기반 제주 환경/안전 모니터링 체계 실증

※ 2019년 시범사업으로 기(旣) 추진

■ 목적 및 기대효과
▶ 해양 및 산림환경, 안전, 농업 분야에서 제주의 현안 문제에 대하여 스마트 드론

을 활용한 해결책 제시
▶ 규제샌드박스를 통하여 규제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전국 확산모델을 발굴하여

국내 드론산업 활성화에 이바지

■ 주요내용
▶ 규제샌드박스 : 비가시권 비행, 고도, 야간비행 제한 해제 등
▶ 해양환경모니터링

- 해양쓰레기, 괭생이모자반, 파래, 연안침식, 공유수면 불법사용 AI기반 판독
및 모니터링
- 해안선 258㎞ 7시간 비행순회, 3개 해안 집중 모니터링
▶ 올레길/영어교육도시 안심서비스

- 안심 순찰 및 앱호출 서비스, 전조등 및 음성, 사이렌 송출
- 드론 무인스테이션 설치 및 자동이착륙
▶ 월동작물/재선충 모니터링

- 드론영상 매핑을 통한 월동작물(무) AI 판독 및 재배면적 계산
- 재선충 AI 판독 및 위치 인식

해양 환경 모니터링

관련

올레길/영어교육도시 안심서비스

디지털융합과

추진예산

월동작물/재선충 모니터링

2,000백만 원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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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블랙박스 기반 협업형 사회안전망 시스템‘스모킹 건’
관련 계획

분야

관련 기술

추진시점

신규

안전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2020년

■ 목적 및 기대효과
▶ 제주도 전국지역 안전지수 범죄 분야 4년 연속 전국 최하위로 지자체, 경찰서,

시민 등으로 구성된 지역공동체가 함께 도시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참여형
사회안전망 시스템 도입 필요
▶ 데이터 위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 데이터 연계·분석을 통해 신뢰도를 높

여 민·관이 데이터를 공유 융합함으로써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 주요내용
▶ 차량 블랙박스를 활용한 사회안전 서비스로써 관용차량 및 일부 시민 차량에 적

용하고 점진적으로 제주도 전역으로 확산하여 민관 주도형 서비스로 구축
① 범죄사건이 발생하면 스모킹건 서버에 사건 정보 등록(영상 수집 시간 및 위
치 정보 등록) ② 스모킹건 서버가 블랙박스에 영상 제보 요청 메시지 전송 ③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 중에서 사건 관련 영상만 검색하여 운전자의 제보 동의
를 받은 후 제보 서버로 전송 ④경찰은 확보된 영상으로 신속한 범죄 수사 진행
▶ 공익안전 서비스를 위한 블랙박스 영상물 수집 서비스 기반 마련

제주도(기반마련, 운영)
ㅇ 관용차량, 학원차량 등 블랙박스
보급
ㅇ 방범, 교통, 재난 등의 도시안전
관련 영상물 수집 및 활용

도민/사회구성원(참여)
ㅇ 자발적 블랙박스 구매 및 설치

경찰서(운영)
ㅇ 범죄 수사, 교통신호 위반 관련
영상물 수집 및 활용

ㅇ 도시안전 관련 영상물 제보 참여

블랙박스 기반의 협업형 사회안전망 서비스
• 주행 중 동영상 정보 실시간 서버 전송 체계 구축(빅데이터 클라우드 방식 적용, 영상분석, IoT)
주행 중 실시간 영상
(초딩 1프레임)전송

시간 및 위치 정보 기반으로
사건 관련 영상물 수집

관련
98 I

디지털융합과

추진예산

6,000백만 원

분야

관련 기술

추진시점

신규

교통

Block chain, IoT 등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계획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안)

3-8) 스마트 도시 가로 구축

■ 목적 및 기대효과
▶ (가로) 도로가로변 신재생에너지 기반 스마트 가로등 설치(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시스템 구축
▶ (교통약자 지원) 교통약자를 위한 체계 구축을 통해 도민의 보편적 교통서비스

기반 확보 및 편리한 교통편의 제공

■ 주요내용
▶ (가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기반 스마트 가로등 및 횡단보도 보행자 식별

장비 설치로 사고 예방
- 태양광 기반 움직임 감지 및 자동 밝기 조절 기능 확보
- 보행자 인식을 위한 경계선 검사기와 야간 투광기 설치를 통해 운전자가 보행
자를 원거리에서 식별할 수 있는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 횡단보도 주변 과속방지턱을 이용한 발전장치 설치를 통해 횡단보도 발전
에너지 활용
▶ (교통약자 지원)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 위치알림 서비스 구축

- 교통약자의 스마트디바이스에 저상 버스 이동정보 제공
- 이용자(장애인)가 기다리는 버스 입력 시 버스 기사에게 장애인 위치 정보 전송

스마트 가로 예시

교통약자 지원 예시

•SanDiego 스마트가로등 : 미국

• 영등포구 무료서틀버스 위치알림 헬로

SanDiego시는 GE, AT&T와의 협업을
통해 IoT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IoT를
위한 3,200개의 노드 및 스마트 가로
등을 설치하여 기존 대비 60% 이상 에
너지를 절감함으로써 연간 280만 달러
의 예산 절감

버스: 교통약자를 위해 운행 중인 무
료셔틀버스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위치알림 서비스 앱 도입을 통
해 셔틀버스가 현재 어디에 위치해 있
는지 언제 도착하는지 실시간으로 정
보제공

관련

디지털융합과

추진예산

4,500백만 원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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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지능형 감응 신호제어시스템 구축
관련 계획

분야

관련 기술

추진시점

신규

교통

AI, Bigdata 등

2020년

■ 목적 및 기대효과
▶ 교통흐름의 실시간 반응 및 신호 관리를 통한 불필요한 신호대기 시간 단축 등으

로 도민의 교통활동 편의 제공
▶ 지능형 감응 신호제어시스템을 통한 미래 자율주행자동차 실증운행기반 구축

등 관련 산업 성장 지원

■ 주요내용
▶ (지능형 신호제어시스템 구축) 교차로 등 도로 교통신호의 지능형 감응 신호제어시

스템 구축
-교차로 등 도로의 차량 흐름을 감지해 교통신호를 실시간 예측 제어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교통신호의 85%가 단순 Timer 방식으로, 도로의 유동적 흐름을 반영
하지 못해 효율적인 도로활용 어려움

▶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지원) 교통신호 감응 및 신호제어 시스템과 자율주행차량 간

데이터 활용을 통해 실제도로에서의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실증 지원 및 관련 산업
테스트베드 유치·성장 지원
※ 제주 FMTC(Future Mobility Technical Center)와 연계 추진 및 서비스모델 도출

지능형 감응 신호제어시스템 구축 예시
• 인천시는 남동구 등 간선도로 10곳에

지능형 감응시스템을 통해 교통 흐름
을 원활하게 함과 동시에 신호위반을
줄이는 효과를 얻었음
• 서울시는 영등포와 퇴계로 일대 꼬리

물기 66% 감소로 교통체증 완화

관련

100 I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추진예산

5000백만 원

분야

관련 기술

추진시점

제주형 주차종합대책 기본 계획

교통

딥러닝 기반 IoT, Big Data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계획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안)

3-10) 대중교통 활성화 및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지능형 주차 시스템 구축

■ 목적 및 기대효과
▶ 공영주차장 유료화를 통한 자동차 사용률 감소정책 추진 및 건축물 부설 주차장

공유화를 통해 주차면 확보
▶ 자동차 사용 감소유인 확보를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 제고 및 도로 통행속도 개

선, 가용 주차면 확대를 통한 주차문제 안정화 추진

■ 주요내용
▶ (지능형 주차시스템 도입) 인공지능 기반의 주차관제 지능형 CCTV를 통해 차

종인식, 번호판 인식, 입출차 정보, 주차면 점유 정보를 실시간 분석 수행
▶ (빅데이터 활용) 스마트 주차관제 데이터 허브에서는 공영, 민영, 부설, 공유 주

차장의 주차 정보를 분석하여 실시간 주차정보 제공과 주차 빅데이터 분석 수행

스마트 주차 시스템 도입

공영주차장 등 지역 확대

빅데이터 기반의 대중교통 연계

ㅇ 딥러닝 기반 주차 시스템 : CCTV
1개로 다수의 주차 관제 및 방
법·도난 감시 가능

ㅇ 공영, 민영, 부설 주차장의 주차
정보를 분석하여 실시간 정보
제공

ㅇ 도민/관광객 이동패턴 빅데이터
기반의 대중교통 연계를 통해 다
양한 관광 파생 상품(관광지 할인,
쿠폰 등) 개발로 지역 경제 활성화

지능형 주차 시스템
• 딥러닝 기반 사물/상황 인지 기술의 4차 산업혁명 및 스마트시티 전 분야 핵심

기술로 활용
⇨ 현재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중인 스마트시티 사업의 전 분야(교통, 환경, 주거, 시설 등)에
적용이 가능한 핵심 기술 실증과 확산

관련

디지털융합과

추진예산

3,000백만 원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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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기반 행정 지원
관련 계획

분야

관련 기술

추진시점

신규

행정

Robot

2021

■ 목적 및 기대효과
▶ 업무 중 이루어지는 단순 반복적인 작업(법인카드 지출, 출장비 처리, 초과근무

관리, 보조금 등)의 디지털 노동화로 업무효율 향상
▶ 보조금, 수당 등 예산 집행의 자동화 처리를 통해 중복 및 오류집행을 방지함으

로써 행정 투명성과 업무의 품질 제고
▶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있는 지능화 기술을 이용한 도 내 행정업무 혁신을 통해

공공부문의 선도적 혁신기관으로서 위상 제고

■ 주요내용
▶ (1단계)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구축

- 도 내·외 업무 연계·활용 시스템의 수기입력·증빙문서 첨부 등 단순반복
업무 등 대상 최종사용자 관점의 규칙 기반 비즈니스 프로세스 설계·구축
▶ (2단계) 도 내외 업무 시스템 연계를 통한 도정 전사활용 기반 구축

- 세외수입, 보조금관리, e-호조 시스템 등 연계로 업무 자동화 확대
▶ (3단계) 빅데이터 분석 연계 및 인공지능(AI)·기계학습(Machine Learning)을 적

용한 고도화로 도의 정책결정 등 관리적 관점에서 활용

도 내외 업무
시스템 연계

빅데이터 분석 및 AI 등
연계로 정책결정 지원

ㅇ 세외수입, 보조금관리, e-호조
시스템 등 도 내외 업무시스템
연계를 통한 도정 전사활용 기
반 구축

ㅇ 규칙기반 처리자동화(RPA)와 빅
데이터 분석, AI 등 연계 고도화

RPA 구축 및 시범적용
ㅇ 업무 BPR 분석을 통한 표준
처리 규칙 프로세스 구축
ㅇ 실·국 내 단순 반복되는
서무 업무 중심의 시범적용

관련

102 I

정보정책과

추진예산

ㅇ 예측분석(Predictive analytics)
을 통한 도 정책결정 지원

1,300백만 원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안)

제주특별자치도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안)

04. 세부과제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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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협력 및 제도

제주특별자치도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안)

]PP5'翠暉'節凄

■ 협력
▶ 제주특별자치도

-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도 내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JTP, JPDC, JDC 등)
- 도민의 변화관리 등 지역 자원 활용을 위해 지속적인 도민 공감확보 사업 추진
- 민간 사업자의 부분과 그 외 비사업자 간 서비스모델 수익공유에 대한 연계
와 관련 모델 개발 필요
▶ 제주특별자치도 외부

- 중앙부처(산업부, 과기정통부, 중기부 등) 사업추진 현황 파악을 통해 연계·
확대 방안 검토
- 전력 거래 등 도민 경제활동 참여와 실행을 위해 관련 도 내 사업자의 시설
및 영업 인허가 등록 지원

■ 제도 개선
▶ 블록체인·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마련

- 블록체인 사업과 기존 법 간의 충돌 해소와 성과확산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를 적용받은 사업과 유사 사업에 대한 확산통로 필요
- 블록체인·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조성해
신산업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자유화 지역구축으로 지역 발전 동력 확
보 필요
※ 관련조항 : 제주특별법 제1조, 2조, 22조

- 도지사를 통한 도 내 블록체인 관련 사업의 규제 신속확인이 가능하도록 하
고, 제한된 조건에서 임시허가와 실증특례 부여가 가능하도록 규정 마련 필요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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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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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 및 스타트업 창업 투자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 청년일자리 창출 및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초기 벤처·스타트업 기
업에 대한 적극적 투자로 창업 촉진을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해 도 내·외 자금 투자 채널을 다양하게 확보해야 하고, 특히, 도
내 투자를 위해 도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4조, 제5조, 제14조 등과 관련

- 도 예산을 이용한 직접 출자를 통해 투자자금에 대한 관리 지위 확보로 도
내 기업 대상 적극적인 투자활동 가능

02. 추진 체계

108 I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안)

제주특별자치도

(단위 : 백만 원)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안)

03. 예산(2020년부터 2022년 3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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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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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 원)

제주특별자치도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안)

4차 산업혁명 기본계획(안)

(단위 : 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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