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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융합의 의의와
활성화 방안

KT 경제경영연구소 부소장 김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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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론과 경제사 연구는 경제성장의 가장 중요한 원천
이 기술혁신임을 규명. 특히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사회적
변혁을 유발하는 소수의 급진적 기술혁신에 주목.
Bresnahan (‘95)



Lipsey & Carlaw (‘05)



◦ 광범위하게 다른 산업에서 이용되며(pervasiveness), GPT의 혁
신이 다른 산업(수직적, 수평적)의 R&D 생산성을 제고시켜
(innovational complementarities) 경제전체의 성장을 유발. (스
팀엔진, 전기모터, 반도체, 컴퓨터 등)
◦ 규모의 경제(increasing returns to scale)와 수직적/수평적 외부
효과 → 분권화된 시장거래 (arms-length market transactions)
하에서 coordination failure → 사회적 최적 수준 이하로 투자
◦ 인류역사에서 GPT에 해당되는 24개의 기술혁신(상품, 프로세스,
조직시스템): 가축의 사육, 바퀴, 청동기, 철기, 인쇄술, 스팀엔진,
내연엔진, 철도, 전기, 대량생산, 컴퓨터, 인터넷, 나노기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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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ert Gordon(Northwestern대), Tyler Cowen(George Mason대) 교수는 컴퓨터, 인터넷이
인류의 삶 증진과 경제성장 기여한 정도가 산업혁명보다 훨씬 적다고 주장하나…



IT와 로봇은 스팀엔진보다 노동생산성 증가에 더 크게 기여 [HBR, ‘15.6]
2025년까지 IoT의 경제적 영향은 매년 $3.9-$11.1 조 (세계 GDP의
최대 11% )에 달할 것으로 예측 [M. Bailey and J. M. Manyika, “The Internet
of Things: Mapping the Value Beyond the Hype,” 2015]







ICT 혁신을 중심으로 최근 변화는 1,2차 산업혁명의 3천배 [Richard

Dobbs, James Manyika and Jonathan Woetzel, No Ordinary Disruption: The Four
Global Forces Breaking All the Trends, Public Affairs, May 2015]

에너지 인터넷(스마트 그리드, 신재생에너지), 물류 인터넷, 커뮤니케이
션 인터넷--사물인터넷--은 thermodynamic efficiency (에너지원을
전기로 변환하고 송 전하면서 생기는 열손실)을 획기적으로 높여 1,2차
산업혁명보다 훨씬 큰 생산성 향상--제3차 산업혁명--을 유발, 모든 한
계생산비를 제로로 떨어뜨릴 것임. [Jeremy Rifkin, Zero Marginal Cost
Society , 2014]
IoT는 정보혁명내 3차 웨이브로서 1,2차 웨이브(자동화, 인터넷)에 비
해 한층 더 큰 폭의 혁신, 생산성 향상, 경제발전을 촉발할 것 [M. Porter,
HBR,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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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생산성 증가율 총 기여분 비교

자료: HBR, 2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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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새로운 기술 인프라의 구축과 지원이 요구됨

마이클 포터, “스마트, 커넥티드 제품은 경쟁의
구도를 어떻게 바꾸고 있을까,”
HBR, 2014.11

• 내수산업도 글로벌 경쟁에 편입
(글로벌 시스템/플랫폼을 수용한 기업
들이 국내시장 장악)
• 모든 산업이 SW/빅데이터 기반의 서비
스업/플랫폼사업화  서비스 사업모델
개발, 소프트웨어/플랫폼사업 역량 확
보 필수

단일 제품 (시스템의) 시스템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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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증가율보다 훨씬 빠른 생산성 증가 → 1인당 소득 획기적 증가
(Malthus trap에서 사상 처음으로 탈출)
산업구조, 노동의 성격 급변



평균수명의 급속한 증가



◦ 농업, 수공업  공장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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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d Rotman, “How Technology Is Destroying Jobs,” MIT TECHNOLOGY REVIEW, July/August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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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혁명 전후 부터 영국 등 일부 서유럽국가와 다른 국
가(특히 중국, 인도)간 1인당 소득 격차가 크게 벌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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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혁명 이후의) 재산권, 부의 축적 보호 제도 수립, 몰수 국가
소멸 [D. North, ”Constitutions and commitment: the
evolution of institutions…,” 1998]
풍부한 석탄과 미국과의 무역 [K. Pomeranz, The Great
Divergence, Princeton Univ. Press, 2000]

◦ 석탄은 목재를 대체, 임업을 위한 토지 제약 문제를 극복하게 하고 에너
지 집약적인 산업에 집중 가능. 1차 산물은 저임금 노동력이 풍부한 미국
으로부터 수입하고 노동을 제조업에 투입 (노동을 토지에서 제조업으로
전환 가능)



기술의 효율적 이용 [G. Clark, A Farewell to Alms: A Brief
Economic History of the World, Princeton Univ. Press, 2008]
◦ 스팀엔진, 방직기계, 철도 등 신기술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었지만 그 기
술의 효율적 이용에 있어서는 국가간 큰 차이 (중국 등 저임 노동력이 풍
부한 국가들은 기계당 훨씬 많은 노동 투입)




환경, 지리 (J. Diamond, Guns, Germs and Steel, 1997)
문화, 윤리 (M. Weber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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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면제품 생산량 국제비교 (1913년)

자료: G. Clark, A Farewell to Alms,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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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제도, 정치제도, 사회적 context의 상호작용
(interplay) [Acemoglu & Robinson, Why Nations Fail, 2012]

◦ 지리적 요인과 문화적 요인은 설명력 한계
◦ 좋은 정책의 부재/무지가 아니라 나쁜 정책을 선택케 하
는 정치체제가 문제
◦ 부분적으로 시장 메커니즘 도입해도 정치(소수 권력계층)
에 이해 의해 악용되면 자원배분 더 악화 (예: 러시아)
◦ 혁신기술의 창조적 파괴는 경제적 이익의 재배분과 함께
정치적 권력의 재배분(economic losers, political
losers)을 초래하기 때문에 경제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혁
신일지라도 정치에 의해 도입이 지연/금지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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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 과정에서 승자와 패자가 발생한다는 것을 영국 산업혁
명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다.
경제성장과 기술변화는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를 수반한다. 오
래된 것들이 새 것으로 교체되고 신생 부문은 기존 부문으로부터
자원을 끌어모으고 신규 기업들은 기존 기업으로부터 사업을 빼
앗는다. 신기술은 기존의 숙련된 노동력과 기계를 더 이상 쓸모
가 없는 것으로 만든다. 경제성장의 프로세스와 이를 뒷받침하는
수용적/비배타적(inclusive) 제도는 시장과 정치에서 승자와 패
자를 낳는다. inclusive한 경제/정치 제도를 반대하는 근본적 원
인은 창조적 파괴에 대한 두려움이다.
영국에서는 Luddite(기계파괴주의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산업
화가 빠르게 진행되었는데 그 이유는 귀족의 반대가 꽤 있었지만
수그러졌기 때문이다. 헝가리와 러시아의 경우 절대군주와 귀족
들이 훨씬 더 잃을게 많았기 때문에 산업화가 차단되었다. 그 결
과 헝가리와 러시아의 경제는 정체되어 19세기 중에 비약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룬 다른 유럽국가들에 뒤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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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집단의 성공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한가지 분명한 교훈은:
강력한 집단은 흔히 경제적 진보와 번영의 엔진에 반대를 한다는
것이다. 경제성장은 단지 더 좋은 기계가 확산되고 교육수준이
높아지는 과정일 뿐 아니라 창조적 파괴의 확산에 따른 변혁적이
고 불안정한 프로세스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경제적 특권이 상실
될 것을 예상하는 경제적 패자와 정치적 파워가 줄어들 것을 두
려워 하는 정치적 패자에 의해 차단되지 않을 경우에만 성장이
계속될 수 있다.
희소한 자원/소득/권력을 두고 일어나는 갈등은 게임의 규칙, 즉
경제제도에 대한 싸움으로 발전되는데, 이 싸움이 경제활동과 그
것으로부터 누가 승자가 될 것인지를 결정짓는다. 갈등이 있을
때는 모든 당사자들의 바램이 동시에 충족될 수는 없다. 누군가
는 패하고 좌절할 것이며 다른 이들은 바라는 결과를 얻게 될 것
이다. 이 갈등의 승자가 누구인지가 한 국가 경제의 미래 궤도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성장에 반기를 드는 집단이 승자
가 된다면 그들은 경제성장을 막고 경제는 침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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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새로운 산업혁명의 시대, 국가의 흥망이 좌
우될 수 있는 시점임을 모두가 인식해야
파괴적 혁신, 창조적 파괴를 수용해야

◦ 기득권을 보호하는 장벽 제거 등 자원이 legacy 부문에서
혁신부문으로 원활히 이동하도록 전분야 제도 개선
◦ 실업, 양극화,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 개발



혁신기술의 창조에 못지 않게 활용(ICT융합) 중요
◦ ICT를 잘 활용하고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보완적 요소
(특히 인력)의 경쟁력이 중요
◦ SW, 빅데이터 기반 비즈모델 교육 (특히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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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PMG, Boardroom Questions:
The changing landscape of disruptive technologies,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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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Autant-Bernard et al., “Determinants of innovation diffusion in the EU: A microeconometric
analysis of firms’ innovation adoption choices,” SEARCH working paper, 2013



신기술 수요자의 특성
◦
◦
◦
◦
◦
◦



인적자본/연구개발 투자 (기술의 흡수/활용/혁신 능력)
조직의 변화/혁신 능력, 조직 구조
기업규모
시장점유율
시장수요
기존 기술 수용자의 규모

신기술 공급자의 특성
◦
◦
◦
◦

지속적 기술 개선, 가격인하
수요자에게 보완재 지속 제공
수요자와 공급자간 상호작용/커뮤니케이션
관련 규제(IPR 등), 시장구조(경쟁, 수직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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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senberg, N. “Innovation and economic growth,” OECD,
2004

◦ 기술혁신이 실질적으로 생산성향상/경제성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기
술개발에 못지 않게 기술의 활용 능력이 중요
◦ 과거 기술에 맞추어진 조직이 신기술 도입해도 큰 효과 없으며
◦ 기술 수용자의 창의성, 조직의 업무 프로세스 개선, 사업 방식의 개편, 고
도의 경영기법 적용 등이 뒷받침 돼야



Hulten, C. “Stimulating Economic Growth through
Knowledge Based Investment,” OECD, 2013

◦ “지식기반 자본(knowledge-based capital, KBC)”[혁신을 R&D 활동을 넘
어서 새로운 아이디어의 실행과 상업화를 위한 모든 활동으로 확장한 개념]은
선진국 경제성장(1인당 실질 GDP 성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
◦ KBC 접근방식의 성장정책은 민간기업이 인식하는 제약조건에 초점
◦ 혁신은 good ideas를 넘어, 아이디어를 실행화 하여 새로운 제품, 프로
세스, 시장으로 전환할 수 있는 good organizations 에 관한 것임
◦ 관련 정책: 직원교육, 인재육성, 경영시스템에 대한 투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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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15 미래부는 ICT융합 촉진 차원에서 “불합리 정
보통신기술(ICT) 규제 저인망식 발굴·개선한다” 발표
◦ 생활 속 규제, ICT융합 활성화 저해 규제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하기 위
해 점검단을 20명에서 120명으로 확대



‘14.10.31 국민경제자문회의-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공
동 「산업융합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세미나
◦ 융합 성공사례로 음원서비스, 온라인 증권, 갈등사례로 Uber,
u-healthcare 사례 지적
◦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전환, 부처간 협업, 갈등해소를 위한
사회적 합의 노력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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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taining innovation: 주고객 대상, 복잡, 고비용
Disruptive innovation: niche 고객 대상, 단순, 저렴, 편리
파괴적 혁신이 발전, 주고객 니즈 충족, 존속기술 대체



경영자원을 잘 갖춘 성공적 기존기업이 패하는 이유




◦ 파괴력에 대한 초기 인식 실패
◦ 자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주 고객 니즈 대상 사업에 맞춰서 형성된 value network(자
원의 구성방식: 인력, 조직, 프로세스, 거래관계, BM 등)이 파괴적 기술방식에 부적합
◦ 기존 value network를 갖고서는 실험/시행착오의 반복을 통해 고객의 가치를 찾아내는
파괴자의 혁신방식에 대응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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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tensen의 처방

◦ 파괴적 기술인지 조기에 판단하라
◦ (파괴적 기술이라면) 파괴적 기술에 의한 사업 추진을 위해 별도의 조직
을 만들고 독립성을 부여하라



적용

◦ 최근의 ICT융합은 대부분 산업에서 파괴적 혁신임을 인식해야
◦ 기존의 조직과 사업방식으로 파괴적 기술에 기반한 사업의 경제성을 평
가해서는 안 됨 (파괴적 기업은 실험과 실패를 거듭하면서 수요자의 니즈
를 반영하는 혁신방식으로 경쟁함을 기억해야)
◦ 모든 기업과 조직은 너무 늦기 전에 ICT융합을 수용하고 새로운 사업/혁
신 조직의 정비와 새로운 BM을 준비해야
◦ ICT 융합 수용 거부는 기득권의 보호 측면도 있지만 기존 조직, 인력, 거
버넌스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현실에 일정부분 공감 필요
◦ 그러나 기존 패러다임에 맞게 형성된 제도로 인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의
파괴적 혁신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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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발전
◦
◦
◦
◦



Cynthia LeRouge,* and Monica J. Garfield, Crossing
the Telemedicine Chasm: Have the U.S. Barriers to
Widespread Adoption of Telemedicine Been
Significantly Reduced,? Int. J. Environ. Res. Public
Health 2013, 10, 6472-6484;

유무선 인터넷망 고도화 (특히 LTE), 클라우드
원격의료 기관간 전용회선 연결
모바일/헬스전용 기기  헬스/응급상황 센싱
빅데이터/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진단, 치료

제도/정책 개선

◦ 원격의료에 대한 면허/인증 체계 도입 (2011)
◦ 州間 원격의료 면허 상호 인정 (10개주), 사설의료보
험에 대면진료와 동일 원격의료 수가 적용 (15개 주)
◦ (일부)원격의료에 보험수가 적용 중
◦ 하원 Medicare Telehealth Parity Act of 2015 발의
 원격의료 수가 지급체계 개선, 커버리지 확대 [시
골 점진적으로(3단계) 전국 모든 지역]
◦ 전면적인 의료시스템 개혁 차원에서 ICT의 적극적
도입을 정부 뿐 아니라 많은 의사협회가 수용 (특히
원격의료를 다양한 전문가, 가족 등이 참여하는 통합
적 케어 수단으로 접근)
◦ 의료보험 수가: 행위별 수가(fee for service)체계에
서 성과보상(pay for service) 체계로 전환중  ICT
활용 유인 내재화


Christensen 교수 주장: 의술의 발전방향: intuitive 
empirical  precision  규제의 초점 변화 필요: 사람
(면허)  프로세스  성과
26

의료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



의료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
◦

◦
◦

적용 대상/지역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필요에 따라
원격 의료를 통해 의료 서비스 접근성 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경우 (예: 야간/주말
응급수요, 병원내 원격협진) 배제 (“만 할 수
있다” 포지티브 리스팅 규제방식)
점진적 확대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음 (향후 다시
법개정 과정 필요)
“동네의원” 문제로 인하여 너무 단기적이고 보수
적



최근의 모바일과 빅데이터/인공지능을 활
용한 ICT의료/헬스 기술의 획기적 발전에
빨리 대응하지 않으면 국내 의료서비스
disruption 우려 (의료 빅데이터의 본격적
인 활용 기회 제약, 국경이 없는 mHealth
발전으로 국내 환자가 해외 서비스 이용, 국
내 원격의료 경험 없이 해외 진출 제한)



원격의료는 환자의 통합적 케어와 의료 제
공방식의 최적화 차원에서 보면 이용자 편
익과 기존 의료진 empowerment, 새로운
기회의 확대 측면이 크게 발전하고 있는 상
황  우선순위의 전환, 부작용 문제를 다루
는 규제방식 전환 필요
27



Uber 택시는 승차 수요자와 (비면허) 차량 공급자를 P2P방식
으로 연결시켜주는 앱기반(스마트폰 위치기반 정보 활용), 거
래매개 플랫폼



기존 면허 체계를 우회함으로써 기존 면허 사업자의 반발이
크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불법으로 간주



개인간 거래 매개라는 점에서 규제의 회색 지대에 속하며, 이
용 편리성과 유휴자원의 활용(공유경제), 안전을 담보하는 새
로운 방식(이용자-공급자간 상호 평가) 등으로 인하여 파괴적
혁신으로 인식, 기존 규제체계의 개편 필요성도 제기됨

28



택시사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일
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구분) 규제
면허제도(사업계획 제출), 사업구역 제한, 면허 기준대수 제한 (수급 고려)
보유차고 면적/부대시설 관련 의무
운전 경력 5년 또는 10년(타인에 고용되어 운전) 무사고
당해지역 거주기간 2년
요금 지불수단 다양화 (신용카드, 선불카드(권) 이용가능)
호출 택시는 무선호출 통신망 구성 ․ 운영 의무
이용요금에 대한 영수증 교부 (차내 영수증 발급기기 설치)
차고지(또는 행선지) 기록/게시
운임체계: 택시의 운임은 기본운임, 거리운임, 시간운임으로 구분하여 정함, 같은
사업구역 내에서는 동일한 운임이 적용되도록 결정･조정해야
◦ 양도 가능 (면허 받은 후 5년 경과)
◦
◦
◦
◦
◦
◦
◦
◦
◦



법의 목적(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 확립, 여객의 원활한 운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  공공복리를 증진)과
규제의 내용을 고려해 볼 때, 택시 규제는 경쟁을 일정 수준 이내로 제한
하고 운전자를 강하게 사전규제하는 방식으로 수요자의 이익(안전, 요
금, 서비스 질 등)을 보호하는 동시에 공급부문의 안정성(질서)과 발전을
확보하고자 함
29



규제의 형평성(level playing field) 차원에서 우버를 전면 금지하거나 우버도 동
일한 규제를 적용 받도록 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혁신성을 갖는 우버가 시장에
진입함으로써 경쟁이 촉진되는 측면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

◦ 기존 면허제도는 면허 수 제한, 사업지역 제한, 요금 규제, 운전자의 자격 검증, 양도 제한 등
강한 사전규제를 통해 안전, 서비스 품질, 요금부담 완화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나, 기존에 이
미 경쟁을 제한하고 있는 내용 자체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는 타당한 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과잉규제. 통신의 경우에도 통신의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사업자수를
정부가 결정하던 방식을 철폐, 주파수가 필요한 사업이 아닌 한 사실상 진입 자유화)
◦ 신규 혁신 서비스의 진입 제한시 경쟁의 편익 상실: Uber의 경쟁 효과는 1) 저비용 구조의 공
급 증가 (기존 유휴 차량 활용) 2) 안전과 서비스 품질을 담보하는 새로운 방식, 즉 승객과 드라
이버의 상호 평가와 결과 공개를 통해 trust/reputation 을 자율적으로 유지하는 시스템





우버의 reputation 시스템은 최근의 소셜 기반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영향력, 우
버의 글로벌 사업에 걸린 이해, 우버에 대한 글로벌 시장평가 등을 고려하면 효
과성이 있다고 보여지나 우버 드라이버 참여자와 차량에 대한 사전 자격 기준,
가입된 보험의 커버리지/금액의 최소요건, 서비스 품질 기준(포지티브 방식 지
양) 등을 규정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음 (해외에서도 일부 검토)
기존 개인택시 면허 소지자의 경우 권리금을 통해 면허를 취득한 경우가 다수 있
을 것이므로 사회적 갈등 최소화 차원에서, 기존 면허자의 우선적 참여, 우버 드
라이버 수의 점진적 증가 등의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음

30





기존 규제가 새로운 사업모델에 의한 진입을 저해
하는 경우 모든 관할 기관은 한시적 규제면제를 위
한 제도적 틀을 제공해야 함. 규제기관은 소비자,
공중 보건/안전 및 한경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 면
제시에 조건을 부과할 수 있어야 함.
일반적으로 정부는

◦ 특정 산업에 특화된 규제를 주기적으로 리뷰하여 규제가
여전히 유효하고 사회에 순 이익을 제공하며 규제의 목적
이 달성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지를 평가해야 함
◦ 규제와 규제기관은 진보하는 기술과 사엄모델에 직면하
여 유연하고 변화될 수 있어야(adaptive) 하며 이를 윈해
적절히 예산 지원이 뒷받침 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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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규제면제 (Fixed term exemptions)

◦ 한시적으로 규제기관 및 경쟁사의 법적 행동으로부터 보호
◦ 신규 사업자는 자는 관할 규제기관에 사업 개시 이전에 규제면
제 신청을 할 수 있음. 공개적으로 의견을 구하고 법에 규정된
기한 내에 사실을 평가한 후 규제기관은 관할 부처 장관에게
한시적 규제면제를 요청하는 권고를 제출
◦ 제출된 권고는 공개돼야 하며 규제기관이 면제를 권고하지 않
기로 결정할 경우 그 사유를 공개해야 함
◦ 이 제도는 규제 미적용 확실성을 통해 사업활동을 촉진하고 새
로운 사업방식을 위한 투자와 혁신의 기회를 부여하며, 규제자
에게는 그러한 행위의 위험과 편익을 지켜보며 평가할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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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산업 개혁은 진작 이루어졌어야 함. 진입장벽을
구축하고 혁신을 방해하는 많은 제한들이 남아있음.
택시규제의 틀은, 면허 유형/수를 포함, 관할 규제기
관의 독집적 결정권(권고 수준이 아님)을 통해 상당히
개선될 수 있음.
전통적인 택시예약 서비스와 경쟁하고 혁신적인 승객
운송 서비스를 지원하는 모바일 기술이 등장하고 있음.
그러한 서비스에 대한 규제는 소비자 이익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규제를 통해 해소하고자 하는 문제를 (신)
기술에 의해 해결하는 방안을 수용할 수 있도록 충분
히 유연해야 하며 혁신을 금하거나 기존 사업모델을
보호해서는 안 됨. 신기술의 임팩트를 반영하기 위해
택시산업 규제에 대한 심층적인 규제리뷰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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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ICT융합(IoT)은 과거 산업혁명 이상의 파괴적 혁신
역사적으로, 파괴적 혁신을 적극 수용한 국가가 발전
급속한 기술혁신기에는 승자와 패자가 있기 마련인데 과거의
패러다임에 갇혀있는 그룹이 혁신에 의해 패자가 되는 것을 막
는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 국가들은 뒤쳐짐
혁신기술의 수용(ICT융합) 확산을 위해서는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인적 역량 확보,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게 조직 정비, 사업
모델 개발 필요
신구간 갈등의 대표 사례인 원격의료, 우버 택시 의 경우 지금의
상황에 맞지 않는 레거시 규제가 혁신의 도입을 막고 있음. 이를
포함 모든 레거시 제도를 발굴하고 국가의 미래가 달린 파괴적
혁신에게 길을 내주도록 획기적으로 제도 개선해야 (모든 산업
이 인터넷을 통해 글로벌 경쟁체제로 편입될 것이므로 너무 늦
기 전에 변해야 함)
35

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