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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iver

Wyman사 주관 Forum이 전날 발표한 전 세계 105개 도시 대상, AI(인공지
능)로 인한 파괴적 변화(Disruption)에 대한 대응지수 평가에서 싱가포르가 1
위를 차지했음을 보도한 바, 주요 내용 아래와 같음
(The Straits Times, Oliver Wyman Forum 홈페이지 등 참조)
1. 상위 10대 AI Disruption 지수
o 동 지수는 Oliver Wyman Forum이 자체 평가한 지수로서 ①비전
(Vision), ②실행능력(Activation Ability), ③자산 베이스(Asset Base), ④
성장궤도(Growth Trajectory) 총 4대 부문 31개 지표들의 합산으로 산출
됨
① 비전: 기술변화에 대한 잠재적 기회와 위험요소를 이해하고, 이에 대응
하기 위한 시스템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② 실행능력: 여러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상기 비전을 실행함에 있어 실제
대외적으로 보이는 능력
③ 자산 베이스: AI 확산을 위한 대학 등 기술 인재 보유 및 교육수준, 국가
등록 지재권 규모, 노동생산성 등 AI 기술 대응을 위한 자산 보유 정도
④ 성장궤도(미래 발전방향): 자산 베이스들이 실제 필요한 영역에 배치되는
등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여부
o 종합점수 75.8점으로 1위를 차지한 싱가포르 외 기타 상위 10대 AI
Disruption 도시 순위는 아래와 같음. 싱가포르는 아시아 내 유일한 10위
권 도시이며, 나머지 도시들은 모두 유럽, 미국, 호주 내 소재한 도시들
임.
①싱가포르(75.8), ②런던(75.6), ③뉴욕(72.7), ④샌프란시스코(71.9), ⑤
파리(71.0), ⑥스톡홀름(70.4), ⑦암스테르담(68.6), ⑧보스턴(68.5), ⑨베를
린(67.3), ⑩시드니(67.3)

o 싱가포르는 AI가 사회 전반에 어떻게 채택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부 차
원의 뚜렷한 시각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AI가 가진 윤리적 딜레마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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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거버넌스

체계(AI

Governance

Framework)를 금년 1월 발표한 점 등을 바탕으로 비전 부문에서 모든
도시 중 가장 높은 점수(98.4)를 받았으며, 실행능력(79.0), 자산 베이스
(66.7)에서도 상위권의 점수를 받았으나, 성장궤도 측면에서는 다소 저조
한 평가(59.0)을 받음.
o 다만, Oliver Wyman Forum에 따르면, 현재 어떠한 도시들도 차세대 기
술도래에 따른 파괴적 변화에 대해 완전히 대비되어 있다고 평가되고 있
지는 않음(전체 105개 도시 중 4대 평가부문에서 상위 20위를 모두 차지
한 도시는 없으며, 3대 평가부문에서 상위 10위를 모두 차지한 도시도 없
음)
- 아울러, 상위 10대 도시 중 샌프란시스코(4.8백만), 스톡홀름(2.3백만),암
스테르담(2.8백만), 보스턴(4.9백만), 시드니(5백만)는 인구 5백만 이하의
도시로 AI로 인한 기술파괴 대응에는 인구 천만이상의 메가 도시보다 규
모가 작은 도시들이 보다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음.
2. 한중일 등 기타 특기사항
o 서울은 종합점수 65.1점으로 전체 16위를 차지하였으며, 인구 5백만~천만
사이의 대도시 그룹 내에서는 싱가포르, 베를린, 시카고를 이어 전체 4위
를 기록. 실행능력(71.9)과 자산 베이스(74.2)은 높은 편이나, 비전(48.9)면
에서 상대적으로 저조한 평가를 받음.
- 베이징은 64.3점으로 18위를 기록하였으며, 도쿄는 58.4점으로서 전체
46위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됨.
- 현재 신흥 AI 강국으로 평가되는 중국 내 여타 도시의 경우 선전, 광저
우, 상해, 항저우도 아직은 20위권 밖에 있으나, 성장궤도 측면에서는 전
체 1~4위를 차지할 정도로 미래 발전가능성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