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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미국, 인공지능 정책에 대한
행정명령 발표
참고ｌ‘'When Policy Drives Technology: American AI Initiative and Intelligent Automation'', UI Path,
2019. 2. 14.; 'Executive Order on Maintaining American Leadership in Artificial Intelligence',
White House, 2019. 2. 11.

개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월 11일 연방 정부기관이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AI)에 대한 연구 개발과 교육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는 정책인‘미국 AI 이니셔티브(American
AI Initiative, 이하 AAII)’라고 명명한 행정 명령에 서명
AI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쉽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 AAII는 △AI 연구개발 투자 △AI
자원의 개방 △AI 거버넌스 표준 수립 △인력 육성 △미국의 AI 기술 우위 보호 등 5가지
방침을 중심으로 AI 기술 혁신의 가속화를 추진
행정명령에 따르면, 연방 정부 기관들은 보안을 지키면서도 데이터와 컴퓨팅 자원을 AI 전문가
들에게 보다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AI자원을 개방
연방정부 기관들은 보조금, 직업교육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근로자들이 관련 기술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공지능 분야에서 미국의 과학적, 기술적 및 경제적 리더쉽
지위를 강화할 예정

주요 내용
미국 AI 이니셔티브(AAII)는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obotic Process Automation, 이하 RPA)
및 인지 인텔리전스(cognitive intelligence)를 혁신적인 정부 기관에 통합하도록 권장함으로써
AI 개발 및 규제를 촉진하기 위함
(AI 연구개발 투자) AI 투자를 통해 미국 연구 개발(R&D) 생태계를 활용하고 미국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AI 혁신에 대한 연방 지출 우선 순위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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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자원의 개방) AI와 관련된 정부 데이터 및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사업의
성공과 AI 관련 기술에 대한 대중의 신뢰성을 제고
(AI 거버넌스 표준 수립) 거버넌스 표준 작업을 통해 대중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술
표준이 마련될 것이며, 광범위한 접근성은 ‘안정성, 보안성, 개인정보 보호, 기밀성 보호’를
위한 해당 법률과 정책과 결합될 예정
(AI 인력 육성) 현재와 미래 세대의 근로자들은 AI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는 특별한
스킬 역량(skill sets)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이니셔티브를 통해 연방기관들의 직원과 미국
근로자들을 우선적으로 교육 육성
(미국의 AI 기술우위 보호) AI와 관련 기술을 통해 악의적인 행위자의 공격에 대한 취약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적으로 AI가 사용되기 위한 규제 필요
AAII를 통해 AI 연구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 데이터 및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
미국 연방 기관들은 우선순위가 높은 연방 데이터 및 모델을 식별하고 연방 AI 데이터의
공공 접근성 및 품질을 개선하고, 고성능 및 클라우드 자원을 AI 관련 응용 프로그램 및 연구개
발에 할당할 예정
즉시 사용 가능한 RPA 및 지능형 자동화를 통해 연방 기관들은 AI 경로에 접근 가능
RPA 플랫폼은 작업시간 단축 및 데이터 표준화 및 고객경험 향상
미국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PA)업체인 유아이패스(UiPath)社는 현재 25개 이상의 정부기관
에 RPA 플랫폼을 납품
미국 해군 항공 시스템 사령부(Naval Air Systems Command)의 RPA 사례에 따르면, 반복적
인 트랜잭션 작업을 위해 개발된 로봇은 과거 직원이 완료하는 데 소요시간을 5시간에서 11분
으로 단축
미국 국세청(IRS) 및 국가신원조사국(National Background Investigation Bureau, NBIB)
은 RPA 이니셔티브를 통해 데이터 표준화 및 고객 경험을 개선하였고 이전에 비해 수천 시간의
작업시간을 단축
RPA를 도입하는 데 일반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점은 로봇이 인간을 대신하여 일을 하게 됨에
따라, 기존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대중의 우려가 있으나, RPA는 작업을 보다 의미있게
만들고 덜 반복적인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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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동향
일본 물류 정책 현황
참고ｌ‘最近の物流政策について’, 国土交通省, 2019. 2. 6; '「トラック運送業界の働き方改革実現に向け
たアクションプラン」(解說書)’, 全日本トラック協会, 2019.2.16

개요
전국통운연맹은 지난 2월 제14회 철도이용운송추진 전국대회를 개최하고, 전국의 통운 사업자
와 화주, JR화물, 국토교통성 등의 관계자가 다수 출석해, 철도 운송 이용의 확대 방안 등을 논
의했는데, 이 자리에서 발표된 국토교통성 자료인 「최근 물류 정책」을 정리한 것임
본 자료는 일본의 물류 현황(화물 운송량, 규모, 글로벌 순위, 최근 물류 변화, 현안 과제
등)과 지금까지의 물류 정책, 향후 물류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방향에 대해 설명

주요 내용
현재 일본 물류 현황을 살펴보면, 물류 업계의 화물 운송량(톤킬로)은 자동차 약 50%, 내항 해
운 약 40%, 철도 5%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소량 다빈도 구매 경향 등을 보임에 따라
노동력 부족이 현안 과제 중 하나가 되고 있음
(규모) 운수 업계는 약 40조 엔 규모의 산업인데, 이 가운데 물류 업계는 약 26조 엔을 점유하는
가장 큰 산업으로(2016년 영영이익) 취업자 수는 전 산업의 4%인 약 254만 명임(2017년)
(글로벌 순위) 2016년 전 세계 물류사업자 상위 50대 기업 중 순위에 오른 일본 기업은 7개인데,
세계 대기업 물류사업자의 매출 규모 상위는, 구미계 물류사업자가 차지하고 있음
(최근 물류 변화) 먼저 소량 다빈도 구매로 화물 1건당 화물량(톤/건)은 1990년 2.43에서
2015년 0.98로 감소했고, 물류 건수 추이(천 건)는 1990년 13,656에서 2015년 22,608로 증가
했으며, 매출액 물류비 비율(전 산업)은 1995년 6.13%에서 2018년 4.95%로 낮아졌음
(현안 과제) 최근 물류 분야의 노동력 부족이 표면화되어, 트럭 운전자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17
글로벌 물류기술 동향 600호

기업은 증가 경향에 있으며, 2018년에는 약 70% 기업이 ‘부족’ 또는 ‘약간 부족’ 이라고
응답(전일본트럭협회 자료)
지금까지의 물류 정책은 구조 개혁과 사회적 과제에 적극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춰 추진
종합물류시책대강은 정부의 물류 정책이나 물류 행정 지침을 제시하고, 관계부처와의 제휴로
정책의 종합적·일체적 추진을 도모하는 것으로, 1997년 4월에 5개년 계획으로 각의 결정
그동안 경제 정세 등의 변화와 과제 등을 토대로 5차례 책정(1997~2001, 2001~2005,
2005~2009, 2009~2013, 2013~2017)되어, 규제정책, 공공사업 재검토 등을 통한 고품질
저비용 물류를 목표로 한 구조개혁을 추진하였으며, 사회적 과제에 적극 대응
향후 물류 정책은 물류 서비스 품질 향상과 물류비 절감을 달성하는 한편, 최근 떨어지고 있는
물류 지속성·안정성 문제를 해결
2013년 리먼 쇼크 이후 인력 부족이 심각화되고 있고, 2014년 2~3월 소비세 증세로 생산
조정을 피할 수 없게 되는 화주 기업도 출현, 2017년 1월 이후 택배 사업자가 급성장하는
소액·소량 화물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사태를 초래
이러한 상황 등을 반영, △심각한 인력 부족, 노동력 디플레이션, 과잉 서비스 문제의 정면
돌파 △물류비 절감 일변도에서 가치 창조와 그 적정 분배로 전환 △물류뿐 아니라 공급 사슬
전체 개혁으로 서비스 거래 환경 정비, 일하는 방식·운반 방식 개혁 가속화가 중요
이에 따라 물류는 일본의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뒷받침할 사회 인프라로서, 최근 제4차
산업혁명과 인터넷쇼핑 사업 확대 등 사회 환경 변화나 새로운 과제에 대응할 수 있는 ‘강한
물류’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인 새로운 종합물류시책대강(2017~2020년도)을 마련
종합물류시책대강(2017~2020년도)은 물류 생산성 향상을 위해 6가지 관점에서 대책을 추진
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공급 사슬 전체의 효율화·부가가치 창조(연결) △물류의 효율
화를 통한 일하는 방식 개혁 실현(가시화) △인프라 기능 강화를 통한 물류 효율화(지원) △재
해 리스크·지구환경 문제에 대한 대응(대비) △신기술(IoT, BD, AI 등) 활용을 통한 물류혁명
(혁명적으로 변화) △인재의 확보·육성(육성) 등임
2019년도에도 연결 트럭 도입 지원, 스마트 물류 서비스 구축 등 신기술 활용에 관한 조사연구,
물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조사를 포함,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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