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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발 간 사
2015 연.차.보.고.서.

발 간 사

ICT의 발전은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등의 급속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국민 삶의 질을 향상 시켜왔습니다. 다가올 사물인터넷 시대에
서도 ICT는 국민의 편익 향상과 산업발전 및 경제도약을 위한 핵심동력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 정부는 ICT와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조경제 구현을 최우선 국정과
제로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KISDI는 1985년 2월 설립된 이후 국내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된 정보통신 ․ 방송
정책 ‘Think Tank’로서 창조경제정책, 미래사회 예측정보화정책, 통신․ 전파정책,
방송미디어정책, SW ․ 콘텐츠산업정책, 국제협력정책, 우정산업정책 등을 수행하며
ICT를 통한 국가발전과 창조경제 실현에 기여해 왔습니다.
연구과제 수행 이외에도 KISDI는 다양한 형태의 정책지원 기능 강화, 정보통신․ 방송
현안 분석 등을 담은 간행물 발간, 각종 학술대회 개최, 국내 ․ 외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 전개 등의 다양한 노력을 통해 ICT를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KISDI는 창조경제와 국민행복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ICT 정책연구기관으로서
앞으로도ICT를 통한 국민편익 증진과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
하기 위해 정책연구 범위를 확대하고 정책지원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정경쟁 환경 속에서 ICT 생태계가 발전하고 소비자의 후생이 증진될 수
있도록 통신과 방송 ․ 미디어 시장의 전략연구 및 정책지원을 선제적으로 수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KISDI 연차보고서’는 ICT 관련 국가정책 수립을 위해 힘써온 KISDI의 성과물

을 정리한 것이며, 국가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을 발굴 ․ 제시하는 KISDI의 역할과

11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번 연차보고서의 발간이 KISDI 성과
물을 기록하고 전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창조경제와 국민 행복을 위한 ICT와
정보통신 ․ 방송 부문의 길잡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하는 바
입니다.
KISDI의 연구수행에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셨던 정부, 학계, 산업계,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는 연구
성과를 내기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덧붙여 지난 2015년 밤낮
없이 연구에 매진한 연구진과 이를 지원하기 위해 애썼던 직원 등 모든 KISDI
직원들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6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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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KISDI 일반 현황

1. 설립목적 및 연혁
▣ 설립목적
국내․ 외 정보화 및 정보통신 ․ 방송 분야의 정책․ 제도․ 산업 등에 관한 각종 정보를 수집 ․ 조사․ 연구
함으로써, 지식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국가의 정보통신정책 수립과 국민경제 발전에 공헌(정보통신
정책연구원 정관 제2조)

▣연 혁
1985. 2. 4

통신정책연구소 설립

1987. 11. 28

통신개발연구원법 공포(법률 제3,952호)

1988. 1. 30

통신개발연구원 설립

1997. 8. 30

정보통신정책연구원법 공포(법률 제5,407호)
∙ ‘통신개발연구원’에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으로 명칭 변경

1999. 1. 29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법률 제5,733호)
∙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 소속 변경

2014. 3. 28 김도환 제11대 원장 취임
2014. 6. 30 충북 진천 ․ 음성 혁신도시 이전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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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 및 인원현황
▣조 직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감 사
원

기
획
조
정
실

I

통

방

C

신

송

T
전
략
연

장

I
C
T
통
계
정
보
연
구
실

미

전

디

파

어

연

연

구

구

구

실

실

실

국

우

제

정

협

경

력

영

연

연

구

구

실

소

사

무

국

▣ 인원현황
연구직
구분

임원
(원장)

정원
현원

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전문연구원 이하

행정직

기능 ․ 조원

계

1

39

74

17

6

137

1

37

66

16

6

126

※ 연구직 103명 중 박사급 인력 6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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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별 업무분장

부서명

주요 업무

ICT전략연구실

∙ ICT ․ 인터넷 융합 및 디지털사회 ․ 경제 정책과 관련된 연구 및 사업
∙ ICT 규제개혁 및 창업 ․ 벤처 정책과 관련된 연구 및 사업

통신전파연구실

∙ 통신 ․ 전파정책과 관련된 연구 및 사업
∙ 통신 ․ 전파관련 규제제도 연구 및 사업

방송미디어연구실

∙ 방송 ․ 미디어정책과 관련된 연구 및 사업
∙ 방송 ․ 미디어관련 규제제도 연구 및 사업

ICT통계정보연구실

∙ ICT 통계조사체계의 개선을 위한 기획, 조정, 평가 및 관련 통계정보의 분석
∙ 방송미디어 관련 주요 통계조사 ․ 구축사업

국제협력연구실

∙ 방송통신 국제기구와 관련된 연구 및 사업
∙ 통상협상, 개도국 자문, 남북한 방송통신 교류협력에 관련된 연구 및 사업

우정경영연구소

∙ 우정사업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및 사업
∙ 우정산업 육성 ․ 지원과 관련된 연구 및 사업

기획조정실

∙ 중장기 정책 수요예측, 연구기획 ․ 조정 및 예산 업무
∙ 중장기 비전 및 실천 계획 수립, 연구관리 및 성과평가
∙ 정부, 유관기관, 학회 및 언론기관 등 대내 ․ 외 협력

사 무 국

∙ 인사, 급여, 제도, 복무, 복리후생 및 노사관계 행정 업무
∙ 연구적립금 운용 및 관리, 세무, 결산 등 회계 업무
∙ 청사 및 부대시설의 유지 ․ 관리 등 제반 자산관리 업무
∙ 정보시스템 개발, DB 구축 및 정보 Network 운영

17

2015 연.차.보.고.서.

3. 2015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 중점연구 분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창조경제와 국민행복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ICT정책연구기
관’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6대 중점연구 분야를 중심으로 핵심 연구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연구성과의 향상을 위해 노력
6대 중점연구 분야
∙ ICT전략연구
∙ ICT통계정보연구

∙ 통신전파연구
∙ 국제협력연구

∙ 방송미디어연구
∙ 우정경영연구

▣ 2015년도 연구사업 현황
구 분

18

기본연구

정책연구

정책자료

현안연구

ICT전략연구

5

11

3

2

통신전파연구

1

10

-

-

방송미디어연구

3

18

5

2

ICT통계정보연구

1

7

5

-

국제협력연구

2

6

2

-

우정경영연구

2

8

-

-

합 계

14

6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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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전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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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전략연구

기본연구 15-01

인터넷의 진화와 사회경제적
패러다임 변화 연구:
사물인터넷을 중심으로
박유리, 손상영, 김창완, 강하연, 오정숙,
김희연, 정원준, 신정우, 문상현
연구기간 2015. 2. 1∼2015. 11. 30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때문에 사물인터넷이 야기할 사회 ․ 윤리
적 ․ 문화적 이슈들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사물인터넷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 신

존재한다.

규 수익 창출 등 산업적 측면에서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동시에,

2. 연구목표

에너지, 교통, 의료, 금융, 공공서비스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본 연구의 목적은 사물인터넷에 대한

미치는 등 우리 경제 사회 전반에 막대한

종합적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사물인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 이에

넷에 대한 사회적 이해도를 높이는 동시

따라 기존의 연구 또한 사물인터넷으로

에 사물인터넷의 바람직한 진화를 유도

인한 경제적 효과, 산업 패러다임 변화

하는 데 필요한 정책 방향을 도출하는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사물인

것에 있다.

터넷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근본적 방
식을 변화시킬 것이라 예상되며, 그렇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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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연구내용

4. 연구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사물인터넷에 대한 산업적

사물인터넷은 생산성 향상 및 신규 수

분석과 함께 사물인터넷을 통해 지능을

익 창출 등 기업에 편익을 제공하는 것

갖게 된 사물들이 야기하는 사회 문화적

뿐 아니라 개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영향들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사물인터

서비스의 품질 향상 및 서비스 대상 확대

넷 확산 초기인 현 시점에서, 사물인터넷

로 소비자 후생 증가에 기여하는 등 긍정

의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자에

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물인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터넷을 활성화할 정책적 당위성이 존재

본 연구에서는 사물인터넷 서비스 및 사

한다. 반면, 사물인터넷은 사물과 인간의

물인터넷 서비스 제공 시 필수불가결한

관계를 재정의함으로써 프라이버시, 기

개인정보 관련 소비자 인식에 대한 설문

술에 종속된 인간, 불평등 등 여러 가지

조사를 수행하여 사물인터넷 이용행태를

역기능 또한 야기할 것이라 예상된다. 사

파악하였다. 또한 사물인터넷 서비스 제

물인터넷은 이미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와

공을 위해 필수적인 네트워크 이슈, 사물

있으며, 사물인터넷으로의 패러다임 변

인터넷의 확산으로 중요성이 증대하고

화가 막을 수 없는 현실이라면, 이를 우

있는 데이터 관련 법제도 이슈를 분석함

리나라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으로써 사물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제도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적 개선 방안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사물인터넷 산업 경쟁력을 파

5. Key word

악하고, 사물인터넷 정책의 효율성을 높
이기 위해 사물인터넷 전문가 설문을 시

사물인터넷, 이용자 조사, 전문가 조

행, 사물인터넷 정책 방향 수립에 참고할

사, 사회문화 변화, 산업 패러다임 변화

수 있는 정량적 정보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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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15-03

빅데이터 시대 개인 행태
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정책 연구
조성은, 이시직
연구기간 2015. 2. 1∼2015. 11. 30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목표

빅데이터 시대는 데이터를 활용해 가

데이터 시대는 데이터를 활용해 가치

치를 창출하는 기술적 환경이 갖춰진 시

를 창출하는 기술적 환경이 갖춰진 시대

대로서, 이 연구는 빅데이터 시대의 본격

로서, 이 연구는 빅데이터 시대의 본격화

화를 앞두고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를 앞두고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재 환경에서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 소

해결해야할 장애 요인은 무엇인지를 조

비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현 환경

사하고 기업과 정부, 개인이 어떻게 대응

에서 해소시켜야할 장애 요인은 무엇인

해야 하는지를 논한 후 필요한 정책 방향

지 등을 논하고, 필요한 정책 방향을 제

을 제시하고자 한다.

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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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연구내용

개인정보, 개인식별정보, 보호받아야할
정보 등의 차이를 볼 수 있었고, 인터넷

본 연구에서 먼저 개인정보 관련 법 ․

에 남겨진 개인 행태 정보를 프라이버시

제도의 현황과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을

침해와 연결시키는 인식에서 연령효과가

살펴보았다. 또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정보활용에 대한

ICT발전 방향에 맞춘 바람직한 법 ․ 제도

태도에서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자신의

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현황분석

정보를 학술적 목적이나 공공서비스를

과 전문가인터뷰를 토대로 개인정보 관

위한 분석자료로 이용하는데 긍정적이었

련 법 ․ 제도 및 정책 지원 방향을 제시하

으며 정보취급자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

였다.

록 참여의사도 높아지는 것을 확인했다.

다음으로 기업 차원에서의 개인정보

이는 데이터 기반의 사회경제가치를 창

관련 정책을 살펴보기 위해 국내외 주요

출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이 연

온라인 서비스사의 개인정보취급정책을

령과 정보주체로부터의 신뢰 확보임을

비교분석했다. 글로벌 기업의 개인정보취

확인해준다.

급정책에서는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적절한 용어와 표현을 이용하려는 의

4. 연구결론 및 시사점

도가 엿보였고 서비스 확대에 따라 개인

26

정보취급정책을 유연하게 수정할 여지를

오랫동안 물리적 공간에서만 있었던

두고 있었다. 반면에 국내 서비스사는 소

사회적 행위의 많은 부분이 인터넷으로

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이나 서비

연결된 가상공간으로 옮겨졌을 뿐만 아

스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방안

니라 이 가상공간을 통해 무수히 많은 사

보다는 정부 기준인 개인정보취급방침의

회적 활동 결과가 새로이 나타나기도 했

표준 예시에 따르는 경직된 운영이 더 드

다. 이러한 시대에 프라이버시는 ‘정보를

러났다.

공개적으로가 아니라 선택적으로 공유할

마지막으로 소비자의 개인정보활용에

수 있는 권리(the ability to share infor-

대한 인식에 대한 조사 분석을 수행했다.

mation selectively but not publicly)’로

설문조사를 통해 응답자들이 인지하는

정의한다. 사회관계, 사회적 활동과 생

ICT전략연구

각, 감정, 일상, 이동정보, 신체/바이오

방안, 일반법과 특별법에 의해 중복 규정

정보 등 개인과 관련한 거의 모든 것이

등 법체계 비정합성 문제 해결 등을 제시

인터넷에 기록되는 시대에 어떤 정보를

한다. 정보 활용을 위한 새로운 법률 제

다른 이들과 공유하고 어떤 정보를 공유

정안으로는 우선 활용 대상이 되는 정보

하지 않을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개인의

의 개념 정립을 제안한다. 현행법제에서

권리가 얼마나 잘 보장될 수 있는지, 그

보호의 대상은 ‘식별정보’ 혹은 ‘식별가능

리고 그러한 권리 보장과 함께 사회경제

정보’이다. 활용가능정보는 비식별화된

적 원천인 양질의 공유된 정보를 충분히

개인정보이다. 새로운 법안은 이 ‘비식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한다.

화정보’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기업으로부터 양질의 원천을 확보하는

그리고 활용할 정보 대상 범위를 넓히기

정책 전략을 세워 실행할 것을 독려하고,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는

개인에게서는 양질의 사회경제적 원천을

국내외 논의를 기초로 이에 대한 방안을

풍부하게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대가와

제안한다.

사회적 안전장치를 보장하는 정책 지원
이 필요하다.

빅데이터 시대 정보는 국내에만 머물
러 있지 않는다. 따라서 정보 활용 가치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를 높이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

방안으로 Two-Track 전략을 제안한다.

하는데 국제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

Two-Track 전략이란, 한편에서는 현행

다. 국제 사회에서 주요 정책 방향으로

개인정보에 관한 법 ․ 제도를 개선하는 논

논의되고 있는 공통 원칙을 국내 정보취

의를 지속하고, 동시에 빅데이터 환경에

급주체(기업)가 받아들이도록 하는 인센

맞는 개인행태정보의 활용과 보호에 관

티브가 필요하다. 또한 공통 원칙을 주도

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우선

하기 위한 선도적 정책 수립도 필요하다.

현행 법제의 개선 방안으로 개인정보 개

현재 정보주체인 이용자는 자신의 정

념과 범위 조정, 형식적 동의프레임 개

보를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선,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이외의 다양한

강하다. 이 경우 빅데이터 시대 경제 ․ 사

보호법익(인격권, 영업의 자유, 표현이

회 가치를 창출할 양질의 원천을 확보하

자유, 알권리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기 어렵게 된다. 양질의 데이터를 수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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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협력이

5. Key word

필요하다. 이 협력을 이끌기 위한 가이드
라인을 정립하여 정보취급주체를 지원하
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용자 신뢰 유지를
위한 정보취급주체의 책임을 독려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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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벤처기업의 생애주기
추적조사 연구

조유리, 강유리
연구기간 2015. 1. 1∼2015. 12. 3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한 벤처기업 연구와 비교했을 때 국내 벤
처기업 연구의 정체는 아쉬운 점이 크다.

벤처기업은 2015년 그 수가 3만개를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국내 벤처기업 연

넘어 최대치를 기록하며 양적 성장을 시

구가 일회성 단면자료에 기반을 두는 탓

현하였을 뿐 아니라, 경제 기여도 및 혁

에 연구주제의 다양성이나 분석의 정교함

신성에 있어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 부족하다는 반성에서 출발하여, ‘ICT

그 중에서도 ICT 업종은 제조, 건설, 소

벤처패널’이라는 패널자료의 구축을 도

매 등 타 업종을 상회하는 높은 성장세를

모하고자 한다.

보이고 있다. 벤처기업에 대한 정책적,
사회적 관심에 따라 많은 연구들이 벤처

2. 연구목표

기업 자료를 수집하여 실증분석을 실시
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2000년대 초반

본 연구는 ICT 벤처기업의 설립에서부

과 비교했을 때 연구의 주제와 내용이 크

터 성장과 소멸에 이르기까지의 생애를

게 진보하지 못하고 있다. 해외의 진일보

추적하면서 정성적, 정량적 자료를 누적

29

2015 연.차.보.고.서.

하는 일명 ‘ICT 벤처패널’ 구축 연구이며

트워크의 구성과 변화, 혁신클러스터 등

이번 보고서는 총 4년간의 연구 중에서 1

입지 특성 분석, 벤처기업의 성장과 쇠퇴

차년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1

등을 들 수 있다. 학문적, 실증적 중요성

차년도 연구로서 패널의 대상이 될 창업

에 비해 단면조사로 분석하기 어려운 주

초기 ICT 벤처기업의 표본을 추출하고,

제들로 그 연구가치가 상당하다. 올해의

기본자료를 수집하며, 실증연구를 수행하

1차년도 자료는 비록 패널은 조직화되지

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를 통해 ICT

않았으나, 이러한 주제의식에 발맞추어

벤처기업의 생애주기를 추적하는 패널자

혁신클러스터 분석과 정부지원의 수혜요

료의 필요성을 제기함으로써 벤처기업 연

인 및 기업의 협력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구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보고자 한다.

대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단
면자료의 형태에 적합한 다양한 분석방

3. 주요 연구내용

법을 적용하고 패널자료를 위한 시사점
을 도출하였다. 간단한 요약통계량의 비

‘ICT 벤처패널’은 수년간 벤처기업의 성

교에서 시작하여 로짓회귀모형, 성향점

장, 정체, 쇠퇴를 추적하면서 각각의 시기

수매칭기법까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함으

에 변화하는 전략특성, 혁신 및 협력 행

로써 분석기법 면에서도 이번 ICT 벤처

태, 정부정책, 입지환경 등을 기록할 것

자료의 활용가능성을 시험하였다.

이므로, 벤처기업의 성장과 쇠퇴에 대한
이론적 소재가 될 수 있으며 성공요인과

4. 연구결론 및 시사점

실패요인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기업과

30

정부의 선택효과가 얽혀있어 유효성 파

본 연구에서는 올해의 통합자료를 통

악이 쉽지 않은 정부정책의 효과에 대해

해 창업초기 ICT 벤처기업의 현황을 파

서도 기존 단면 연구보다 진보한 결과를

악하고 혁신클러스터 및 정부지원과 관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련된 분석을 수행하였다. 통합자료에 대한

‘ICT 벤처패널’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요약통계량을 분석한 결과, ICT 창업초기

예상되는 주된 연구주제로는 정부지원의

벤처기업들은 생애 첫 신규창업(81.3%),

성과와 효과, 벤처기업의 내외부 협력네

창업자 개인 자금(86.0%)에 의한 약 4.4

ICT전략연구

억원의 평균 창업자금, 약 9.6명의 평균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단면자료를 사

인력, 국내 시장 주력(91.7%), 내부 R&D

용함에 따라 변수 간의 인과관계는 알 수

(93.0%), 지식재산권 보유(65.7%), 타사

없으며,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접근도 어

와의 교류 거의 없음(49.7%), 정부지원

려움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올

경험(85.0%) 등의 특징으로 요약할 수

해를 시작으로 ‘ICT 벤처패널’은 4년간의

있다.

벤처기업의 자료를 축적할 예정이다. 향

정부지원의 수혜요인을 실증분석한 결

후 ‘ICT 벤처패널’을 통해 벤처기업의 성

과를 종합해 보면, 창업초기 벤처기업의

장경로, 성공과 실패 요인, 정부지원 효

창업 특성, 혁신 특성, 경영전략 요인,

과, 협력적 네트워크 형성과 성과, 혁신

기업성장단계, 자금 조달 ․ 매출 구조, 사업

클러스터가 벤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장

특성 등은 정부로부터 전반적인 지원 및

기적인 관점에서 인과관계를 추적할 수

세부 유형별 지원을 받을 가능성에 실질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기한 연구주

적 영향을 미쳤다. 이런 결과는 벤처기업

제 외에도 벤처기업의 생애에 대한 폭넓

의 내부 자원, 역량, 전략적 특성과 외부

고 심도깊은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

환경이 종합적으로 정부 지원을 받을 가

며, 이에 따라 정부의 효과적인 벤처정책

능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벤처기

입안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업은 자신의 부족한 자원을 보완하거나
전략적 의사결정이나 성장에 도움을 줄

5. Key word

수 있는 정부 지원을 선택적으로 활용하
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실증분석은 다양한 분석기법을

ICT 벤처기업, 패널 구축, 혁신클러스
터, 기업성장, 정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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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보고서: 과학기술과 ICT
활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방향
연구 및 경제 통계 구축(I)
김정언, 정현준, 진홍윤, 신우철, 문성배,
신석하, 전현배, 조태형, 이영수, 양현석
연구기간 2015. 1. 1∼2015. 12. 3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에 대한 통계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과거 ICT 분야가 빠르게 성장하던 시기

32

우리에게 필수불가결한 존재가 된 ICT

에는 산출 혹은 성과 동향을 빠르고 정확

의 경제, 사회적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서

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다. 그러나 경

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ICT 생산액

제 성장률이 저하되고 인구가 감소하는

과 투자, 소비 등 ICT 지출액, 그리고 컴

등 경제 ․ 사회구조가 변화하는 현재의 상

퓨터 및 네트워크 인프라, 정보 및 디지

황에서는 성장의 원천이 무엇인가에 대

털화된 콘텐츠, ICT 활용과 디지털 격

한 관심이 요구되고, 정보기기 및 통신기

차, ICT 생산요소의 이동과 정부 규제

기 등 ICT 장비 투자뿐만 아니라 SW 투

등 다양한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통계 체

자, 그리고 ICT 중간재 투입 등에 관한

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선행될

현황 파악 및 이를 활용한 산업연구가 필

필요가 있다. 기존의 우리 ICT 경제통계

요한 시점이다. 또한 ICT 융합이 농축수

체계는 생산, 수출 등 산출 혹은 성과 변

산식품, 소상공업/창업, 문화관광, 주력

수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ICT 투입요소

전통산업, 보건의료, 교육학습, 재난SOC

ICT전략연구

등 다양한 산업으로 확산되면서 이들 산

역이 다변화되고 집중화되는 글로벌 가

업에서의 ICT 활용을 통한 생산성 증대

치사슬 변화(Global Value Chain; GVC)

등 성과 측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산업별

에 따른 산업별 과학기술과 ICT 활용도

ICT 활용과 관련한 투자 데이터를 구축

분석을 수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제3차

하는 것도 시급하다.

년도인 2017년에는 과학기술과 ICT가
산업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실증

2. 연구목표

분석을 수행하고 우리나라의 경제 ․ 산업
구조 고도화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계획

본 연구는 과학기술과 ICT 부문의 자

하고 있다.

본스톡에 대한 통계 구축, 산업의 생산성

1차년도 연구결과물인 본 연구보고서

에 미치는 효과 분석 등을 통해 궁극적으

에서는 산업 수준에서 ICT 자본스톡 및

로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과학기술을 반영한 연구개발 자본스톡구

위한 전략과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

축 방법론을 연구하고, 산업별 투입구조

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를 기술하고 있는 산업연관표의 장기 시
계열화방법론을 연구했다. 본 연구보고

3. 주요 연구내용

서는 세 권으로 구성된다. 제1권은 총괄

본 연구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

과 과학기술과 ICT의 역할을 제시하고,

개년 프로젝트 연구로 기획되었으며, 정

제2권과 제3권의 연구 결과물을 요약․제

보통신정책연구원 내부 수행과제와 외부

공한다. 제2권은 “과학기술과 ICT의 역

연구진이 참여하는 협동연구로 나누어

할 분석을 위한 ICT 자본스톡 및 지식자

추진한다. 연차별 연구의 세부 목표와 주

본 스톡 구축 방법론 연구”로 산업별 ICT

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차 년도에는

및 지식 자본스톡 구축을 위한 개념 및

국민경제에서 과학기술과 ICT의 역할에

방법론을 다뤘다. 나아가 국제기구에서

관한 연구와 경제통계구축을 위한 방법

제시한 방법론이 우리나라에 적용가능한

론 연구에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지를 가늠하기 위해 경제통계 구축에 필

제2차 년도에는 세계 경제의 생산과 무

요한 기초 통계 자료 현황 및 추이를 검

보고서로 경제 ․ 사회 패러다임 변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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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했다. 제3권은 “ICT 부문 산업연관표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산업별 경제

의 장기시계열화 방법론 연구”로 2008

통계 구축은 우리나라 주력 산업과 생산

SNA 개정으로 대폭 변화한 2010년 산업

성 개선이 시급한 서비스 산업, 그리고

연관표(2014년 발간) 체계를 분석하고

ICT 융합 관점에서 주목받고 있는 ICT

이를 2010년 이전 산업연관표와 연계하

이용 산업 등 산업의 이질성을 반영한 경

기 위해 산업분류 연계 및 산업연관표 항

제분석과 정책수립을 가능하게 한다는

등식 체계 조정 방법론을 연구했다.

점에서 의미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한국은행은 경제전체의 ICT투자

4. 연구결론 및 시사점

액을 제공하고 있다. 연구개발 투자의 경
우 미래창조과학부가 ‘연구개발활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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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경제통

사’(KISTEP 수행) 보고서를 통해 산업별

계 구축과 이를 활용한 산업분석이며, 이

연구개발 투자 규모를 제공하고 있으나,

부분에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이

이는 경제적 관점의 투자라기 보다는 각

다수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수행하

산업의 기업들이 해당 연도에 지출한 비

고 있는 경제통계 구축, 데이터의 장기

용관점의 연구개발비이다. 반면, 한국은

시계열화의 목적은 무엇보다도 급변하는

행이 제공하는 연구개발 투자는 경제적

세계 경제 환경에서 우리나라 산업이 경

관점의 투자이지만, 대분류 수준에서 제

쟁력을 갖기 위해 필요한 정책수립을 지

공된다는 한계가 있다. 참고로 연구개발

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책 수립에 활용

투자는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

할 수 있는 다양한 경제통계 데이터가 매

가스 ․ 수도, 도소매 및 음식숙박, 운수

우 미흡한 현실을 개선하는 데 있다. 본

및 보관업, 금융 및 보험업, 정보통신업,

연구에서 수행하는 경제통계의 구축 작

사업서비스, 공공행정 및 국방, 교육서

업은 경제 ․ 사회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

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문화 및

는 현 상황에서 과학기술과 ICT의 투자

기타서비스 산업 수준에서 제공되고 있

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예를 들어

으며, 향후 시계열 연장이 있을 것으로

성장의 원천, 생산성 결정요인 등의 근원

예상되지만 현재 2005년에서 2013년까

적인 산업분석을 지원하는 데 크게 기여

지 기간만 제공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은

ICT전략연구

행의 산업별 설비투자 통계 역시 2005년

업체계를 이루면서, 기존의 통계 데이터

에서 2013년까지만 제공되는 한계가 있다.

로만은 생산활동을 설명할 수 없게 되었

특히, 최근 국제표준산업분류 개정(ISIC

기 때문에 이를 설명하기 위한 노력으로

rev.4),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KSIC 9)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도 이러한 흐름

이후 산업 데이터의 시계열 연장 작업이

을 ICT와 SW 및 연구개발 등 지식자본

더디게 진행되어 학계 및 연구계 연구자

관점에서 뒷받침하고 있다.

들의 개별 산업 수준의 산업분석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한편 산업연관표는 한 경제의 산업별
투입구조를 파악하는 대표적인 통계이

최근 들어 많은 국가들이 2008 SNA

다. 1993년과 2008년 SNA 개정 이후 산

(국민계정체계) 개정을 반영하여 지식재

업연관표 부문에도 대대적인 변화가 나

산생산물 자산 투자를 국민계정 통계에

타났다. 단순히 산업분류 변화 정도가 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국제적

니라 연구개발투자, 소프트웨어 등의 자

으로 산업의 생산구조가 기존의 노동과

산처리, 가공무역 등 수출입의 처리, 소

실물 자본 투입만으로는 충분히 설명하

유권 처리, 잔폐물 처리 등 많은 변화가

기 힘들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발생했다. 산업분류 변화는 분류 재조정

애플과 같은 기업은 연구개발, 디자인,

을 통해 비교적 손쉽게 처리 가능하지만,

제품기획, 공급사슬 관리 등 다양한 생산

소프트웨어와 연구개발투자의 자산화,

활동을 수행하지만, 실제 제품을 생산하

수출입의 조정, 소유권, 잔폐물 처리 등

는 공장설비는 외부에 아웃소싱하고 있

은 산업연관표에 내재하는 균형식을 조

다. 산업에서 이러한 기업이 증가하면,

정하여 산업연관표 자체의 조정이 필요

기존의 노동, 물적 자본만으로는 산업,

해 상당한 조정 노력이 요구된다. 이에 3

나아가 경제 성장을 설명하는데 한계에

개년에 걸친 본 협동연구에서는 산업연

직면하게 된다. 개정된 SNA는 소프트웨

관표와 관련한 1993 그리고 2008 SNA

어(1993 SNA)와 연구개발(2008 SNA)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각 연도의 산업연

분야의 자산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표를 조정하고, 장기 시계열을 구축하

변화는 생산물의 기획과 생산, 유통, 그

고자 한다. 특히 산업연관표는 대략 5년

리고 유지보수 등의 활동이 국가별로 분

단위로 통계표가 발표된 이후에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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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개편 등의 조정 작업이 없다. 본 연구

5. Key word

의 산업연관표 장기 시계열화는 과거의
산업연관표를 현재 기준에 맞게 조정한
장기 시계열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
미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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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15-14

초연결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회문화적 조건과
한국사회의 대응(I) 총괄보고서
이호영, 김희연, 김사혁, 최항섭
연구기간 2015. 1. 1∼2015. 12. 3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단하고 이에 참여하는 플레이어들의 역
할 및 사회변동에의 함의에 관한 심층적

글로벌－모바일－사물 커뮤니케이션 환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은 정보사회의 고도화를 넘어 초연결
사회로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동하고 있

2. 연구목표

다. 지금 우리 사회는 플랫폼 기업에 의
한 승자독식이나, 데이터리치와 데이터

본 연구는 초연결사회로의 전환에 대

푸어 사이의 양극화 문제, 개인정보보호

한 우리 사회의 준비사항과 예상되는 부

와 프라이버시 문제, 보안 및 연결의 안

작용을 사전에 진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전성 등 ‘네트워크의 실패’를 보완할 장치

커뮤니케이션 환경과 사회적 삶의 조건

를 마련하지 못한 채 초연결사회를 맞을

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 이를 위해 정

가능성이 있어 사전에 대비할 방안 마련

부와 시민사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이 시급하다. 따라서 초연결사회의 지속

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가능성을 위한 제반환경을 한 발 앞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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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연구내용

동하는 새로운 양상과 기회들, 그리고 위
험들을 복잡계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고

본 연구는 모든 정보, 공간, 사물을 연

찰해보고자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네

결시킬 새로운 네트워크 환경에서 기술

트워크 사회의 심화된 형태로서 초연결

의 안정성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의 조건

사회로의 전환을 바라보고, 이러한 관점

을 인문사회과학적 관점에서 연구하고자

에서 초연결사회의 복잡계적 특성과 그

3개년 프로젝트로 기획되었다. 2015년

미시적 기제인 알고리즘의 역할에 대한

처음 시작된 본 연구는 초연결사회의 시

비판적 고찰을 시도하며 양적 방법론을

스템 위험 및 사회조직과 구성원의 점증

통해 초연결사회의 토대가 되는 기술과

하는 불안에 주목하고, 초연결사회로 가

미래인식을 진단하였다. 또한 초연결사

는 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불평등

회를 추동하는 사물인터넷 환경에서 사

과 갈등에 대비함과 동시에, 신뢰에 기반

물이 행위자로 역할하는 혼종네트워크에

한 건강한 연결망을 갖춘 사회로의 전환

대한 다학제적인 접근과 그 과정에서 생

조건을 모색하고자 했다. 또한 기술주도

산되는 빅데이터의 문제에 대해 고찰함

의 사회가 가져올 수 있는 유토피아 비전

으로써 보다 바람직하고 미래지향적인

에 매몰되지 않고 초연결사회의 기회, 시

정책 설계의 초석을 다지는데 보탬이 되

스템 위험, 사회적 배제 문제 등에 대해

고자 하였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연구로서 사회와

두 번째 과제는 “커넥티드 사회의 구조

기술의 공진화적 관점을 견지하고자 노

변동”으로 웹 2.0 초기에 예측했던 롱테

력하였다.

일 대신 플랫폼의 독점과 SNS에 의한 사

1차년도인 올해 연구는 총 3년의 프로

이버 세상의 영토분할이 이루어짐에 따

젝트를 시작하는 연구로서 2개의 세부과

라 초거대 글로벌 업체들만 생존하고 문

제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첫 번째 과제는

화적 다양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진단에

“스마트－모바일의 전면화 경향과 초연

서 출발하여 승자독식시장으로서의 초연

결사회로의 길”이며, 여기에서는 스마트

결사회에 대해 비판적 고찰을 시도하였다.

－모바일의 전면화로 초연결사회가 도래
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초연결사회를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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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
셋째, 사물인터넷의 공공성에 대한 이

초연결사회에서는 인간, 사물, 기계가

해를 높여야 한다. 사물인터넷은 아웃풋

복합적 연결속에서 상호작용하게 되고,

만이 아니라 인풋 자체부터 공공적인 요

이 연결의 궤적들이 데이터로 축적되고

소를 갖고 있다.

공유될 것이며, 이러한 변화들은 우리 사

넷째, 사물인터넷은 거시적 사회문제

회가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가상현실이

에 대한 대응은 물론이고 미시적인 사회

지배하게 될 초연결사회를 어떻게 준비

문제나 현안에 대한 해결을 위해 적극적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당연히 제기

으로 동원되어야 한다.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한 초

이러한 기본 방향을 가지고 이미 다른

연결사회를 위한 사회문화적 차원에서의

나라에서 제안되었던 것과 새로 제안해

대응으로 다음의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볼 수 있는 대안들을 포함하여 실현가능

우선 초연결사회의 도래와 함께 시작

하고 긴급한 것들을 중심으로 데이터 뉴

된 연결의 폭발적 증가에만 주목할 것이

딜, 개방형 개인정보저장소, 지능화한

아니라 연결의 구조와 시스템에 관심을

협력, 사물인터넷 시대의 미디어 산업 혁

기울여야 한다.

신, 초연결사회의 불평등 해소 정책, 편

둘째, 사물인터넷은 복잡계적 특성으
로 인해 승자독식으로 나아가기 쉬우며

재하는 빅브라더에 대한 사회적 감시 등
을 제안하였다.

네트워크 외부성으로 인해 후발자에게
불리한 시장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 이

5. Key word

는 부분적으로 네트워크 자체의 선호적
연결과 유유상종 효과에 기인한다. 이를
네트워크의 실패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인

초연결사회, 사물인터넷, 혼종네트워
크, 승자독식

데 이 실패를 교정하기 위해 정부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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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연구 15-02

사물인터넷 기반 지능형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김규남, 정원준
연구기간 2015. 7. 27∼2015. 11. 30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적 관점에서 사물인터넷 환경에서 발생
하는 빅데이터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는 서로 맞물려

거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사물인터넷

발전하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임에도 불

과 빅데이터의 통합적 정책 마련을 위해

구하고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정책은

사전적으로 사물인터넷 환경으로부터 발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들을 연

생하는 빅데이터의 특성과 이를 활용한

계한 종합적인 분석 연구가 미흡하다. 차

비즈니스 생태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

세대 인터넷 비즈니스의 가치사슬은 사물

다.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를 종합적으

인터넷으로부터 방대한 데이터가 발생 ․

로 고려한 연구는 차세대 인터넷 산업의

축적되고 이를 고도의 알고리즘 기반의

경쟁력 확보와 경제성장을 위한 통합 정

빅데이터 분석으로부터 실질적인 가치를

책 수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창출하는 것이다. 공학적 관점에서 사물
인터넷의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프레임
워크는 만들어 지고 있으나, 사회 ․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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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표

마트헬스케어에서 혈압, 심전도, 맥박수
등 생체정보와 진료정보, 환자정보, 검

본 연구는 사물인터넷의 구현으로 발

사결과 등 개인의 질병관련 정보는 민감

생 가능한 다양한 종류의 지능형 빅데이

도(4-5단계)가 매우 높고, 활용도(4~5

터를 조사하고 사물인터넷의 빅데이터

단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

비즈니스 생태계를 분석하여 향후 사물

트카 분야에서는 운전자의 위치정보, 고

인터넷-빅데이터 통합 육성정책 마련을

객정보, 사고이력 등 운전자의 행위나 운

위한 시사점 도출하고자 한다.

행과 관련된 정보는 민감도(4~5단계)가
매우 높고, 활용도(4~5단계) 또한 높은

3. 주요 연구내용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홈에서는 난방
사용량, 전기사용량, 사용자 위치 등 가

본 연구에서는 사물인터넷 주요 부문

계의 운영관리와 관련된 정보가 민감도

별 빅데이터 유형과 서비스를 조사하기

(4~5단계)와 활용도(4~5단계) 모두 높

위해 사물인터넷, 빅데이터업계 종사자

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시티의 경우

를 대상으로 표적집단면접(FGI)를 수행

에너지사용량, DCU 데이터 등 에너지

하였다. 스마트헬스케어, 스마트카, 스마

전송, 사용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데이터가

트홈, 스마트시티 부문의 주요 19개 사

민감도,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에 대하여 사물인터넷 기반의 빅데

또한 각 부문별 사업자들이 기업 경영

이터 서비스 조사하였다. 스마트헬스케어

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을 총 9

5개 업체, 스마트카 4개 업체, 스마트홈 4

개 유형(주관식 문항 포함)으로 구분하

개 업체, 스마트시티 6개 업체를 조사하였

여 제시한 후, 5점 척도로 문제점 수준을

다. 개방형 질문(open-ended question)

선택하도록 하여 조사를 수행하였다. 헬

과 스코어링 시스템(Scoring system) 방

스케어 부문의 기업 경영상 애로사항은

식을 기반으로 빅데이터 유형 및 서비스

IoT 기반 빅데이터 거래를 저하시키는

를 조사하였다.

제도· 규제(94점)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FGI 조사결과, 사물인터넷 분야별 기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개발/분석 전

업들이 활용하는 데이터 특징에 대해 스

문 인력 수급의 어려움(76점), 협소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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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시장(72점), 해외 판로개척의 어려움

보유 혹은 양성하여 서비스를 자체적으

(68점) 순으로 나타났다. 헬스케어 부문

로 개발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

에서는 제도 및 규제의 장벽으로 인한 어

었다.

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드러나 규제 완화

스마트시티 부문의 기업 경영상 애로

를 통해 시장 활성화를 적극 모색할 필요

사항은 해외판로 개척의 어려움(85점)이

성 대두된다고 할 수 있다.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스마트카 부문의 기업 경영상 애로사

자금 조달의 어려움(80점)이 있고 전문

항은 협업체계 미흡(72점), 자금 조달의

인력 수급의 어려움(77.5점)과 협소한

어려움(72점), 전문 인력 수급의 어려움

국내 시장(77.5점)은 비슷한 수준으로

(72점), R&D 역량 미흡(72점)이 가장 문

평가받았다. 스마트시티의 경우 전문 인

제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조한 인식

력의 수급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실제로

(56점)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

ICT 인프라, 기술 수준 및 R&D 역량에

다. 스마트카 부문은 자동차 제조사와의

있어서는 해외 선진국들에 뒤지지 않는

데이터 소유 권한 및 개방여부가 주요하

다고 평가하였다.

게 부각되는 이슈임에 따라 협업체계 미
흡을 높은 수준으로 평가한 것으로 판단

4. 연구결론 및 시사점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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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홈 부문의 기업 경영상 애로사

본 연구에서의 FGI 조사 결과, 대상

항은 자금조달의 어려움(70점), 전문 인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수익창출이 가능한

력 수급의 어려움(70점), R&D 역량 미흡

비즈니스 모델 발굴과 데이터 분석 관련

(70점) 등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협소

전문 인력의 양성을 강조하였으며, 기술

한 국내 시장(55점), 저조한 인식(55점),

적 성숙 및 ICT 인프라 측면에서는 해외

제도 및 규제(55점)은 비교적 높지 않은

선진국에 비하여도 경쟁력이 있는 것으

것으로 평가하였다. 현재 스마트홈 서비

로 보았다. 사물인터넷 각 부문별 특성을

스의 경우 무상으로 부가 서비스 형태로

감안하여 정부가 추진하거나 강화하여야

출시하였거나 수익 창출에 어려움이 존

할 정책적 요구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재해 자금 조달이 어렵거나 전문인력을

핵심적인 의견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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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 분야에서는 비식별화 조치를

이터가 생성 ․ 수집되고 있으나, 사생활

통해 식별가능성이 없는 의료 데이터 혹

침해 문제로 인한 수요 미진, 개별 업체

은 건강관련 표준 데이터를 개방하여 민

별로 상이한 표준 등을 정부차원에서 적

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

극 해결할 필요하다.

며, 특히 식약청의 의료기기 인· 허가,

스마트시티 분야에서는 국가사업에서

법률상 의료데이터 활용 규제 등 헬스케

대부분 하둡, 오라클 등 해외 DB업체와

어 부문의 강력한 규제들을 완화할 필요

서버를 활용하고 있어 국산 업체 육성을

성이 크게 대두되었다.

통해 SW와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

스마트카 분야에서는 자동차 제조사

축할 필요가 있다.

측에서 안전문제에 대한 책임소재 문제
로 인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한정적

5. Key word

이어서 정책 차원에서 이에 대한 책임 내
지 권한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홈 분야에서는 주택 혹은 가정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데이터유형 분
석, 표적집단면접(FGI)

용 가전기기들로부터 방대한 규모의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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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산업 현안 이슈 분석 및
정책방향 연구

박유리, 염수현, 이경선, 김규남,
조유리, 정 혁, 정현준, 이은민
연구기간 2015. 9. 3∼2015. 12. 3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략’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현재 글로벌 ICT 시장을 선도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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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산업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변화하

는 미국과 빠르게 우리 뒤를 추격하고 있

고 있으며, ICT가 보편기술화되면서 ICT

는 중국의 위협 등으로 우리나라 ICT 산

가 경제 ․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도 증대되

업에 대한 위기 논란이 일고 있다. 우리

고 있다. 산업, 분야를 막론하고 ICT의 중

가 강점을 갖고 있는 제조업이 전체 ICT

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ICT 산업 경쟁력

생태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중요성)은 감

확보는 ICT 산업 자체 경쟁력 뿐 아니라

소하고 있는 동시에, 제조 분야에서 중국

우리 경제 전반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친

이 빠르게 우리 나라를 추격하고 있어 우

다. 이에, 일본, EU, 중국 등 주요국들은

리나라 ICT 제조업에 대한 위기 의식이

ICT 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국가 차원

팽배하다. ICT 생태계의 핵심으로 부상

의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EU의 ‘Digital

하고 있는 콘텐츠 ․ 인터넷 서비스 및 SW

Agenda for Europe’, 중국의 ‘인터넷 플

부문에서는 미국을 따라잡는 것이 쉽지

러스 전략’, 일본의 ‘스마트 재팬 ICT 전

않으며, 이마저도 거대한 내수시장 및 자

ICT전략연구

본을 갖고 있는 중국이 SW ․ 콘텐츠 ․ 플

현안 이슈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바람직

랫폼 분야에 공격적인 전략으로 빠르게

한 정책 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모든 것이 인터
넷 플랫폼으로 흡수되고 있는 현 상황을

3. 주요 연구내용

고려할 때, ICT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적시에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정책 방향

(ICT 수출 부진) ICT 수출은 2011년

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네트워크

이후에 증가세가 둔화되고 전체 수출 비

효과가 작용하는 플랫폼의 속성에 따라,

중도 전체 수출 대비 30% 수준에서 정체

이용자와 개발자를 확보하고 있는 플랫

되고 있고, ICT 수출 3대 주요품목(반도

폼과의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벌

체, 디스플레이, 휴대폰)에서도 전반적

어질 것이므로, 초기에 적절한 대응과 전

인 부진이 나타나고 있다. ICT 수출의

략을 통해 선도국, 기업과의 격차를 줄이

둔화는 경기적 요인에 더해 ICT 수출의

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고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구조의 변화에
따른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다. 세계경제

2. 연구목표

의 침체, 세계교역의 정체로 인해 ICT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되었고, 중국 수출

모든 것이 인터넷 플랫폼으로 흡수되

둔화에 따라 대중 ICT 중간재 수출도 타

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ICT 산업

격을 받고 있다. 대중 가공무역 위축은

의 패러다임 변화를 적시에 파악하고, 이

경기적 요인도 있지만, 추세적으로는 중

에 적합한 정책 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

국의 가공무역 억제정책, 중국 기업의 기

다. 특히 네트워크 효과가 작용하는 플랫

술경쟁력 향상에 따른 자급률 상승에 따

폼의 속성에 따라, 이용자와 개발자를 확

른 부분도 크다. ICT 수출이 특정 하드

보하고 있는 플랫폼과의 격차는 시간이

웨어 품목· 지역에 의존하면서 해당 시

지날수록 더욱 벌어질 것이므로, 초기에

장의 충격에 지나치게 노출되는 부작용

적절한 대응과 전략을 통해 선도국, 기업

이 발생하고 있다. 중국의 고성장 시기에

과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는 매우 효과적인 수출 중심 성장 전략이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ICT 산업의

었으나, 이제는 그러한 전략의 변화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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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국면에 진입했다. 특히 ICT 패러다

데이터 중심의 인터넷 경제규모가 급성

임이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기반으

장하고 있다. 차세대 인터넷 비즈니스의

로 전환된 시점에서, 하드웨어 수출에 비

핵심 가치사슬은 연결(Connectivity)과

해 소프트웨어 수출은 빈약한 실정이다.

데이터(Data)이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대

(중국의 부상)전 세계 ICT 시장에서

표적인 차세대 인터넷 비즈니스로는 사

중국 ICT기업들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되

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이

고 있다. 중국은 거대한 내수시장과 더불

있다. 차세대 인터넷 시장 선점을 위해

어 전 세계 ICT 시장에서 가장 큰 수출규

글로벌 IT기업들은 수직 ․ 수평통합을 시

모를 가진 나라로 성장하고 있다. 중국

도하는 가운데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ICT 기업들의 약진이 두드러지면서 우리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의 주요이슈는 다음

기업들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중

과 같다. 사물인터넷 부문은 대기업, 벤

국기업들의 부상이 하드웨어를 넘어서

처기업들이 다양한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소프트웨어, 사물인터넷 분야로 이어지

출시하고 있지만, 아직 킬러콘텐츠, 서

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협적이다. 부상

비스를 찾지 못해 시장형성이 미흡하다.

하는 중국으로부터의 위협에 대응하기

디바이스, 보안 기술이 취약하고, 법 ․ 제

위해 양국 ICT 산업간 협력강화, 한국

도가 융합 환경에 따라가지 못하면서, 기

ICT 산업생태계의 건강성 제고, 미래 유

술확산 ․ 서비스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빅

망분야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 한중

데이터 부문은 전문인력 부족, 개인정보

ICT 분야 협력과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보호법 같은 법적리스크, 프라이버시 침

양국 ICT 산업의 상생을 추진하고, 건강

해 문제 등으로 실제 기업의 빅데이터 활

한 ICT 생태계 조성을 통해 한국 ICT 산

용 저조하다. 국내 빅데이터 기술수준은

업의 경쟁력 제고하며, 미래 성장동력 분

주요국(미, 일, EU) 평균에 크게 못 미치

야에서의 글로벌 우위확보를 위한 노력

고, 글로벌 시장을 겨냥할 수 있는 선도

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

기업이 부재하다. 국내 클라우드 시장은

(차세대 인터넷 비즈니스) 네트워크

HW, SW 부문 모두 해외 의존도가 높은

고도화, 스마트 단말기 보급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대 ․ 중소기업간 시장 경쟁이 치

차세대 인터넷 비즈니스가 등장하면서

열하다. 기존제도와 관행이 사실상 클라

ICT전략연구

우드 확산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요가 있다. 공유 경제의 특성 상 온라인

자생적 클라우드 생태계 구축이 요구되

거래가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소비자 신

는 상황이다. 차세대 인터넷 산업 발전을

뢰 구축이 핵심 요소이다. 공유 경제 플

위해서는 수요 중심의 정책설계와 수용

랫폼을 통한 제품과 서비스도 공적 구매

성 확대, 데이터에 대한 거버넌스 확립,

에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규제체계 정비가 요구된다. 사물인터넷,

을 통해 공유 경제 제품 서비스에 대한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차세대 인

정부 구매 확대가 필요하다. 공유 경제

터넷 비즈니스의 확산은 공급보다는 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보험 상품

요창출이 성공의 핵심이다.

이 개발될 수 있도록 규제 측면에서 장애

(공유 경제) 공유 경제는 유휴 자산 및

물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공유 경제에

생산요소의 활용 극대화, 기존에 공급되

대한 과세 방안 마련을 위해 공유 경제

지 못했던 상품과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

활성화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기존 산업

게 하는 혁신적 경제 시스템이다. 기존

과의 형평성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 대

규제 근거에 집착하는 보수적인 접근보

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 공급

다 소비자 후생 증진과 경제 전체의 혁신

자, 수요자, 플랫폼 등의 공유경제 참여

에 기여하는 지를 정책 판단의 기준으로

자들이 조세 의무에 대해 이해하고 부가

삼아 공유경제를 포용하는 방향의 정책

가치세 등을 납부할 수 있는 메커니즘 마

적 접근이 필요하다. 공유 경제 부문별로

련해야 하고, 정부 자산에 대한 적극적

포용 여부를 결정할 때는 “혁신인지 즉

공유 및 공유 시스템 효율화가 필요하다.

소비자 선택권과 효율성을 얼마만큼 증

(벤처생태계) 국내 벤처생태계는 90년

진할 수 있는지”, “형평성을 얼마나 저해

대 후반부터 지속되어온 정책 노력에 따

할 수 있는지”의 관점에서 평가되고 있

라 최근 벤처기업 3만개를 돌파하는 등

다. 공유 경제 활동에 대한 규제 불확실

성장세이다. 매출액증가율, 수익률, 산업

성은 초기 투자 확보와 비즈니스 발전을

재산권 등 여러 경영성과 측면에서도 대

저해하므로 각 분야나 영역별로 법제도

기업, 중소기업 등 다른 기업군보다 우수

상의 미세조정을 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한 것으로 보고된다. 특히, ICT 분야는

대해 신속하고 적정한 조치를 실행할 필

벤처기업 수, 벤처캐피탈 신규투자,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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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천억달성 등 각종 지표에서 고성장하

개선에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한

고 있다. 하지만, 회수시장의 부진, 사업

국의 ICT 투자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실패부담 등이 병목이 되어 민간중심 벤

2005년과 2011년을 제외하고 전체 설비

처생태계 활성화는 미진한 상황으로, 다

투자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지식

음 이슈가 집중 제기된다. 창업에 따르는

기반자본(KBC) 투자의 경우 GDP 대비

위험감수, 도전성향이 부족하고 이를 촉

투자비중 여타 선진국에 비해 낮다. 선진

진할 사회적 안전장치도 미흡하고, 벤처

국의 생산 구조는 이미 ICT와 지식기반

기업들이 연구개발활동과 지재권 확보에

자본의 활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

노력하고 있으나, 해외특허 등 ‘강한’ 기

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의 지속가능한

술 확보가 어렵다. 창업초기, 초기와 중

성장을 위해서 ICT 및 지식기반자본 투

기 사이의 데쓰밸리(death valley)에 대

자의 성장 기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한 자금투자가 저조하며, 벤처투자자금

정현준 외(2015)에 따르면 지식기반자본

의 회수, 그 중에서도 M&A 시장 부진하

(CHS 무형자산)은 기업의 시장가치 설

다. 벤처기업의 시장진입장벽 규제, 대

명의 설명력을 높여주고, 부가가치 및 노

기업의 기술탈취 등 기존기업과 벤처기

동생산성 증대 효과를 보이며, 특히 지식

업 간의 불공정한 거래도 문제가 되고,

기반자본과 ICT 투자이 결합하여 생산성

협소한 국내시장수요를 보완하고 기술

증대에 시너지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

및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타난다. 한편 ICT 및 지식기반자본의 역

창업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할이 산업별로 상이한데, 이는 산업별 맞

(경제성장에서 ICT와 지식기반자본의

춤 정책수립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역할) 성장의 원천으로서 ICT와 지식기
반자본의 대두되고 있다. ICT는 경제 전

4. 연구결론 및 시사점

반뿐만 아니라 세부저적으로 ICT 생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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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뿐만 아니라 ICT 이용산업에서도 효율

ICT는 금융, 의료, 교육 등 서비스업

성 향상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은 물론 제조업에도 활발히 활용되면서,

ICT 투자는 기업특유의 조직자본 등과

산업 패러다임에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같은 보완적 투자가 병행되어야 생산성

제조업에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

ICT전략연구

우드를 활용한 최적화된 공장 시스템 구

출의 고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구조의 변

축이 가능해지고 있으며, 3D 프린팅, 오

화에 따른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다.

픈소스 HW/SW의 활용으로 개인 취향에

(차세대 인터넷 비즈니스) 차세대 인

맞춘 다품종 소량생산 또한 가능해지면

터넷 비즈니스의 핵심 가치사슬은 연결

서, 제조업에서의 생산성이 개선되고, 맞

(Connectivity)과 데이터(Data)이므로 이

춤형 제품 생산으로 인한 소비자 효용도

러한 관점에서 대표적인 차세대 인터넷

증대될 것이라 기대되고 있다. 핀테크(Fin-

비즈니스로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

Tech)의 영향력 증대, 모바일헬스케어의

우드 컴퓨팅이 있다. 사물인터넷, 빅데이

확산 등 ICT는 금융, 의료 등 주요 서비

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차세대 인터넷 비

스업에서도 패러다임을 변환하는 핵심

즈니스의 확산은 공급보다는 수요창출이

기술로 부상하고 있다.

성공의 핵심이다.

(중국의 부상) 전 세계 ICT 시장에서

(벤처생태계) 국내 벤처생태계는 90년

중국 ICT기업들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되

대 후반부터 지속되어온 정책 노력에 따

고 있다. 중국 ICT 기업들의 약진이 두

라 최근 벤처기업 3만개를 돌파하는 등

드러지면서 우리 기업들과의 경쟁이 심

성장세이나, 회수시장의 부진, 사업실패

화되고 있으며 중국기업들의 부상이 하

부담 등이 병목이 되어 민간중심 벤처생

드웨어를 넘어서 소프트웨어, 사물인터

태계 활성화는 미진한 상황이다. 기업가

넷 분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정신의 부족, 기술기반창업의 부족, 자

위협적이다. 부상하는 중국으로부터의 위

금조달의 보수성, 회수 및 매각시장의 비

협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 ICT 산업간 협

활성화, 불공정거래, ICT 수출 부진 등

력강화, 한국 ICT 산업생태계의 건강성

이 주요 이슈로 제기된다.

제고, 미래 유망분야 경쟁력 확보가 시급
하다.

5. Key word

(ICT 수출 부진) ICT 수출 3대 주요품
목(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에서도

ICT산업, 현안 이슈, 정책방안

전반적인 부진이 나타나고 있다. ICT 수
출의 둔화는 경기적 요인에 더해 ICT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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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 ICT 융합 유망분야
진흥 및 성과측정을 통한
창조경제 구현방안
최계영, 이경선, 김규남, 김민식,
이경남, 허성욱, 박태준, 정광헌
연구기간 2014. 9. 11∼2015. 2. 10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목표

최근 과학기술 ․ ICT융합 유망분야 도

본 연구는 과학기술 ․ ICT 융합 유망분

출 및 해당 분야 미래 트랜드 분석을 통

야 발굴 및 진흥방안을 제안하고, 창조경

해 진흥 정책방향을 제시할 필요성이 대

제 성과 및 구조 전환에 따른 정책목표의

두되고 있다. 또한 융합 유망분야의 발전

달성 등을 측정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이 노동시장/고용에 가져올 변화, 유망

구체적인 방법론을 도출, 활용방안을 제

창조일자리 분류체계 제시 및 변화추이

시하고자 한다.

실증분석과 더불어 창조경제의 근간이
되는 과학기술/ICT 부문의 혁신성과를

3. 주요 연구내용

측정하기 위한 방법론 조사 등 체계적인
정책수행을 위한 연구도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① 미래 기술 메가트렌드와
과학기술, ② 과학기술 R&D 투입 및 성과
현황, ③ 벤처 ․ 창업 현황 및 지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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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④ 과학기술의 투자확대 ․ 성과개선

전방향을 분석하였다. 셋째, 뇌 연구, 로

및 기술창업의 부진 ⑤ 과학기술 벤처 ․

봇 연구 등 과학기술 및 ICT 융합의 기초

창업에서 대학 창업교육 및 사업화 & 과

라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 공공 프로

학기술 기반 프로젝트 ⑥ 과학기술 벤처

젝트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

․ 창업 지원 정책 방향 등의 순으로 보고

였다. 넷째, 주요 과학기술 ․ ICT 혁신역

서를 구성하였다.

량 측정 지표 체계 사례를 살펴보고, 과

본 연구는 최종적으로 주요국 창업 교

학기술 ․ ICT 혁신 지표 설계를 위한 시사

육 및 기술 이전 ․ 사업화 정책의 사례, 그

점 도출하였다. 다섯째, 기존 지표체계

리고 국내 정책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에 대한 리뷰 및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학기술 기반의 벤처 ․ 창

한 과학기술 ․ ICT 중심의 새로운 혁신지

업 정책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표체계 및 지표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
로 유망 창조일자리 분류체계 제시하고

4. 연구결론 및 시사점

변화추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
히 창조경제로의 전환과정을 모니터링하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첫째, 컴퓨

고 성과에 대한 국민적 체감도를 높이기

팅 분야의 발전과 적용범위의 확대로 인

위해 ‘창조일자리’를 정량지표화하여 변

한 과학기술 ․ ICT융합 글로벌 트렌드 분

화의 추이를 분석하였다.

석하고 진흥정책을제시하였다. 둘째, 컴
퓨터 과학의 발전은 물론, 이를 기반으로

5. Key word

하는 생명공학, 의학, 로봇, 인공지능 등
최근 과학 ․ ICT융합의 미래 유망분야로
대두하고 있는 제 분야 현황 및 미래 발

과학기술, ICT융합, 창조경제, 진흥정책,
성과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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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과학기술벤처
창업환경과 정책지원체계
비교 연구
최계영, 김민식, 송민선, 정원준,
강유리, 김대환, 이두진
연구기간 2015. 6. 10∼2015. 12. 7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위해, 주요국의 과학기술벤처 창업환경
과 정책지원체계를 비교 ․ 분석하여 정책

최근 과학기술벤처 창업생태계 활성화

대안을 도출하는 것에 있다.

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과학기술벤처 창

3. 주요 연구내용

업생태계 활성화에는 장기적인 지원이
요구되는 분야로, R&D 연구 성과의 사

본 연구는, ① 미래 기술 메가트렌드

업화와 과학기술 벤처의 특성에 적합한 창

와 과학기술, ② 과학기술 R&D 투입 및

업지원 정책의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하다.

성과 현황, ③ 벤처 ․ 창업 현황 및 지원
정책 현황, ④ 과학기술의 투자확대 ․ 성

2. 연구목표

과개선 및 기술창업의 부진 ⑤ 과학기술
벤처 ․ 창업에서 대학 창업교육 및 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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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과학기술벤처

& 과학기술 기반 프로젝트 ⑥ 과학기술

의 특성에 적합한 창업지원 정책 수립을

벤처 ․ 창업 지원 정책 방향 등의 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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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를 구성하였다.

관련 기구 연계 ․ 효율화 및 전문성 강화

본 연구는 최종적으로 주요국 창업 교

를 위해 산학협력단, 기업가정신센터, 창

육 및 기술 이전 ․ 사업화 정책의 사례,

업보육센터, TLO, 기술지주회사 등 창

그리고 국내 정책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

업지원과 관련된 기관의 통일성과 협력

후 추진되어야 할 과학기술 기반의 벤처 ․

체계를 위하여 지원 기구들 간 효율화와

창업 정책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계가 필요하다.
거대 과학기술 프로젝트를 통한 기술

4. 연구결론 및 시사점

창업 정책 방향에 있어서는 과학기술의
미래 메가트랜드의 부응하는 기초연구

산학협력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창

강화와 이러한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기

업교육의 대학 내부화가 필요하며, 특히

술창업이 촉진되는 제도 강화가 요구된다.

창업교과는 대학의 정규교과로 편성되
고, 관련 조직이 대학의 정규조직으로 편

5. Key word

성되어야 하며, 교수 및 학생의 창업교육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강화
가 필요하다. 그리고 기술이전 및 사업화

과학기술, 벤처 창업 생태계, 창업교육,
기술이전 및 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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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경제 시대의
정책방향 정립에 관한 연구
박유리, 이경선, 이경남, 송민선,
정원준, 오인하, 이상직
연구기간 2015. 6. 1∼2015. 11. 30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경제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무선인터넷의 발전, 사물인터넷의 확
산, 빅데이터 기술 발전, 스마트 디바이

2. 연구목표

스의 보급 확대 등 인터넷 기반의 경제
구현을 위한 기술적 여건이 충족되면서

본 연구는 오프라인 경제와 인터넷 경

전통적인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 중

제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심으로 경제 ․ 사회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인터넷 경제의 속성을 파악하고, 인터넷

있다.

경제로 인해 산업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

과거에도 인터넷은 전자상거래, 전자

화하고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바람직한

정부, e비즈니스 등 경제 전반에 많은 영

방향으로의 인터넷 경제 실현을 위한 정

향을 미쳐왔으나, ICT가 보편기술화되면

책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서 규모와 속도, 그리고 변화 측면에서
인터넷을 포함한 진화된 ICT기술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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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연구내용

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ICT 기술 저변
이 확대되면서 인터넷 경제가 다양한 산

제2장에서는 인터넷 경제로의 편입에

업들에게 큰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공

따른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를 금융, 의료,

통적으로 혁신적 기업의 활발한 시장 진

교육 등 주요 서비스에 대해 분석하였다.

입, 개인 맞춤형 서비스 보편화, 서비스

제3장에서는 인터넷 경제 현황을 크게 기

접근성의 획기적 개선을 가능케함을 확

업의 인터넷 활용 측면과 개인의 인터넷

인할 수 있다.

활용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이와 관

인터넷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련하여 인터넷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술

기업의 인터넷 활용은 매출액 증대에 양

변화를 고찰한다. 제4장에서는 인터넷의 확

의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산에 따른 변화를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

이러한 효과는 IT산업에서 더욱 두드러

향과 고용 구조에 미치는 영향으로 구분하

지게 나타났다. 기업의 인터넷 활용은 고

여 살펴보았다. 제5장에서는 인터넷 경제

용 증대에는 유의미한 효과를 주지 못하

로의 편입을 촉진하기 위한 법, 제도 이슈

며 대기업의 경우 오히려 음의 효과를 보

및 개선 방향을 검토하였다. 온라인과 오

이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는 IT기술의

프라인의 융합이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규

활용이 대기업의 노동수요에 대해 대체

제이슈와, 인터넷 기반 비즈니스에 공통적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인다. 종합적

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및 위

으로 기업의 인터넷 활용은 기업의 매출

치기반 서비스 규제를 살펴보았다. 마지막

과 노동생산성을 제고시키며 그에 따라

으로 EU, 유럽, 미국, 중국 등 주요국들의

서 노동자의 임금수준 증대로 이어지는

인터넷 경제 정책 현황을 분석하고 상기

것으로 보인다.

결과들을 종합하여 인터넷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인터넷은 초연결사회 및 지능화
기술의 발달로 우리 사회가 소통하는 방
식, 상품이나 서비스를 기획－생산－유

4. 연구결론 및 시사점

통하는 방식을 혁신시키며 업무, 비즈니
스 방식의 변화를 촉발하여 고용 환경 및

주요 연구 결과로 우선, IoT, 빅데이

구조의 변화를 촉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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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인터넷의 영향력이 증대하면서

터를 활용하려는 기업과 개인정보 침해

인터넷 및 ICT에 강점을 갖고 있는 ICT

를 우려하는 소비자간 갈등 조정, 글로벌

기업들의 타 분야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

기업과 우리나라 기업 간 갈등 조정 등

으며, 이에 따라 각 부문의 전통 기업들

이해관계자간 갈등 조정 등 정부의 역할

과 갈등을 빚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 매우 중요하다.

이와 함께 프라이버시나 보안 등의 이유
로 진보된 ICT 기술을 수용하지 않으려

5. Key word

는 움직임이 발견된다. 따라서 인터넷 경
제 시대에는 산업 ․ 시장간 영역 붕괴에
따른 기업 간 갈등 조정, 소비자의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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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5-15

창업생태계 선순환을 위한
연쇄창업가 지원방안 연구

조유리, 고동환, 정원준
연구기간 2015. 6. 1∼2015. 11. 30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이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연쇄창업 관련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기존 연구

창업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해 경험 있

는 대부분 사업에 실패했을 때의 ‘구제’에

는 창업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사업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연쇄창업가가 국

성공과 실패를 경험한 창업가들이 다시

내 창업생태계에서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창업하거나 다른 창업기업에 투자, 혹은

방향으로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창업노하우를 전수하는 방식으로 창업생

고민이 부족했다고 할 수 있다.

태계에 활력을 부여하고 창업에 필요한
자금과 지식이 순환할 수 있다. 연쇄창업

2. 연구목표

가(serial entrepreneurs)라고 불리는 이
들 경험 있는 창업가들은 기업운영 노하우,

본 연구는 국내 연쇄창업의 현황을 실

산업의 이해, 외부 인적 네트워크 확보

증적으로 살펴보고, 연쇄창업을 지원할

등에서 경험적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도출함을 목적으

일부는 성공적인 회수를 통해 투자여력

로 한다. 기존의 연구가 적은 관계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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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연쇄창업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방향에서 탈피하여 창업교육단계에서의

본 연구보고서는 계량분석을 통한 정밀

접근, 성공한 연쇄창업가들의 멘토 역할

분석과 개략적인 모습을 파악하는 탐색

강화와 같은 창업생태계의 선순환적 관

분석을 동시에 수행하여 서로 보완하고

점에서 정책을 도출할 수 있다.

자 하였다.
첫 번째로, 실증적인 자료 기반으로

3. 주요 연구내용

연쇄창업의 현황을 파악한다. 노동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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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통해 연쇄창업가가 신진창업과

연구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다른 경영행태를 보인다는 것과 연쇄창

제2장은 연쇄창업가의 개념을 정의하고

업이 어떤 상황에서 더 우수한 경영성과

창업생태계에서의 역할, 성공사례와 실

를 보이는지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일반

패통계 등을 간략히 살펴보고, 연쇄창업

적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 검증되기 어

과 관련한 최근의 정부지원정책 현황을

려웠던 창업경험의 효과를 실증자료에

살펴본다. 정부지원이 실패기업인의 재

기반하여 파악하고자 하였다.

기 및 재도전 위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

두 번째로, 델파이 기법을 사용하여

인할 수 있다. 제3장은 국내 연쇄창업의

연쇄창업가의 특징, 역할, 연쇄창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증분석을 제시

문제점과 정부지원 방향에 대하여 탐색

한다.

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탐색적 분석을 통

첫 번째 실증분석은 창업초기의 ICT

해 연쇄창업과 관련한 일반현황을 정성

벤처기업을 300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적으로 파악함과 동시에 연쇄창업을 지

를 실시하여 연쇄창업의 현황, 신진창업

원할 수 있는 정부지원정책의 방향을 가

과의 경영행태 차이, 성과요인 등을 분석

늠해보았다. 특히 다양한 정책아이템을

하였다. 총 300개 표본 중에서 창업자가

도출한 후 각 정책방안의 중요성과 실현

이전에 창업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경우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집

는 56개로 약 18.67%의 벤처기업이 연쇄

하여, 정부가 실행가능한 정책 위주로 접

창업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해외의

근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존의 실패기

비율과 비교하면 상당히 저조한 수준이

업인들의 재기지원에 머물러 있던 정책

다. 창업활동년수는 평균적으로 약 8년

ICT전략연구

이었으며, 연쇄창업 중 약 80%는 같은

적 성과(설립 첫해 당기순이익)와 기술

업종에서 재창업하였으나 나머지 20%는

적 성과(특허 등록수)로 나누어 회귀분

업종을 변경하였다.

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연쇄창업

설문조사의 응답을 통해 연쇄창업기업

자체는 벤처기업의 초기 재무성과에 영

과 신진창업기업의 경영행태를 비교분석

향을 미치지 않았고, 초기 기술성과에는

한 결과, 연쇄창업은 신진창업보다 여러

부의 영향을 미쳤다. 또한, 연쇄창업하

명이 팀을 이루어 공동창업하는 비중이

면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재무성과가

높고, 더 큰 규모로 시장에 진입하며, 해

하락하였으며, 연쇄창업시에 여러 명이

외시장을 공략하는 경향이 더 높았다. 또

공동창업하는 경우에 재무성과가 상승한

한, 대량생산으로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다는 결과를 얻었다.

경영전략을 신진창업보다 더 중요시하

경영행태 및 성과와 관련된 결과를 종

며, 개인소비자 매출 비중이 더 높고, 인

합하면, 연쇄창업의 경우에는 기술보다

수합병에 적극적인 전략행태를 보인다.

시장과 수익에 더 중점을 두어 창업한다

창업자가 가진 지분 비율이 연쇄창업에

고 볼 수 있다. 큰 자산규모로 시장에 진

서 더 높게 나타났으며, 혁신활동의 장애

입하고, 주력시장을 확대하며, 대량생산

요인이 내부역량에 있다고 생각하는 경

전략을 취한다. 또한, 정부로부터 자금

향이 더 높았고, 협력상대로는 공급업체,

지원을 받기보다 판로개척 면에서 지원

수요업체와의 협력비중이 신진창업보다

을 받는 등 시장성 위주의 경영전략행태

더 높고 정부와의 비율은 더 낮았다. 입

를 보인다. 이에 따라 연쇄창업은 특허와

지를 선택함에 있어서 원자재 근접성, 공

같은 기술적 성과보다는 재무적 성과에

동연구 가능성, 혁신문화를 중요시하는

더 큰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향이 더 높았으며, 정부로부터 자금지

두 번째 실증분석으로 한국노동패널을

원 비중은 신진창업보다 낮았지만, 판로

이용하여 우리나라 연쇄창업의 결정요인

와 마케팅에 대한 지원을 받는 기업의 비

과 성과가 과거 사업가의 창업 경험에 영

중은 더 높았다.

향을 받는지에 관해 연구하였다. 사업 경

연쇄창업이 ICT 벤처기업의 초기성과

험을 반영하는 변수들로는 과거 사업 기

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재무

간 중의 평균소득, 사업가로서 경력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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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그리고 창업경험수를 설정하였다.

자영업을 시작했을 때의 나이를 이용한

자영업 외의 취업자나 실업자, 혹은 비경

분석에서도 역시 사업 경험, 특히 과거

제활동인구에서 자영업자로의 진입을 창

사업소득이 높을수록 재창업 후 초기 성

업이라고 보고 과거에 창업 경험이 있는

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경우 재창업이라 규정하였다. 자영업을

제4장은 전문가 델파이 분석을 통해

계속 유지더라도 업종을 바꾸는 경우도

연쇄창업가의 특징과 창업생태계에서 역

창업으로 간주하여 재창업이 얼마나 사

할, 국내 연쇄창업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

업경험에 영향을 받는지 분석하였다. 변

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도출하였다. 많

수들간의 단순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로

은 전문가들이 창업 경험을 통해 지식을

짓모형과 OLS를 이용하고, 창업가 개인

획득하고 사업 역량을 획득할 수 있다는

의 자기선택에 의해 추정의 일치성이 훼

점이 연쇄창업의 큰 특징이라고 응답하

손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가 개

였다. 지식은 세무, 회계, 법률, 금융, 특

인의 특성을 통제하기 위한 조건부로짓

허 등의 일반적으로 경영에 필요한 지식

모델과 고정효과 회귀분석을 하였고, 마

과 수요, 기술, 환경, 경쟁구조, 산업특

지막으로는 도구변수 회귀분석을 하였다.

징 등 해당 분야에 특화된 지식으로 나눌

분석 결과, 과거 사업의 성공경험이 있

수 있었고, 역량은 세 가지로 나누어, 인

을수록, 즉 과거 사업 기간 중의 평균소

사, 재무, 마케팅, 리더십 등의 경영능력

득이 높을수록 재창업을 하려는 경향이

과 자신과 타인의 역량, 창업아이템의 시

강하고 창업 경험이 많은 사업가 역시 재

장성, 기술수준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창업을 확률이 높다는 것을 보였다. 재창

수 있는 능력, 다른 기업가, 기술 및 경

업 후 성과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영 전문가, 투자자 등과의 네트워크 역량

과거의 사업경험과 창업 경험이 긍정적

이 꼽혔다. 연쇄창업가는 창업생태계에

인 영향을 주었다. 특히 이런 결과는 개

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를 개

인의 특성을 통제한 조건부로짓과 고정

방형으로 수집한 결과, 잠재적 창업가에

효과 회귀분석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났

게 자신의 창업 노하우를 전수하고, 전문

다. 개인의 타고난 자질을 반영하는 도구

가나 투자자와 연결해주며, 스스로 창업

변수로 노동시장에 진입 후 첫 소득과 첫

기업에 투자자 역할을 수행한다는 응답

ICT전략연구

이 수집되었다. 전문가 델파이 설문에서

멘토링이 함께 공급되어 창업기업의 성

국내 연쇄창업의 문제점으로 가장 많이

과 향상 역시 기대할 수 있다.

지적되는 것은 사업에 실패했을 때 겪게

셋째와 다섯째로 꼽힌 정책방안은 신

되는 경제적 어려움, 금융거래 면에서의

용회복과 관련된 항목이다. 비록 국세와

어려움이었다. 실패에서 기인한 어려움

관련된 정책은 실현가능성이 낮은 것으

이 아니더라도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로 판단되었으나, 신용불량의 해제는 개

M&A 시장의 부재, 자금을 재투자할 때

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모럴해

의 세금 문제, 창업 경험을 공유할 온-

저드를 방지하기 위해서 신용불량자의

오프라인 채널의 부족함 등이 국내 연쇄

성실한 회생노력을 전제로 할 필요가 있

창업 생태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으며, 현행 일괄적인 5년의 회복기간을

두 번째 정책방안으로는 중요성과 실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할 수

현가능성 모두에서 꾸준히 상위리스트에

있을 것이다.

나타났던 창업지원기관에 연쇄창업가 참

중요성과 실현가능성을 동시에 판단하

여 확대 방안이다. 현재도 창업보육기관

여 네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은 정책방안

에 엑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리스트, 엔

은 실패 대비 교육의 강화이다. 앞서 실

젤로 연쇄창업가의 참여가 존재하는데,

현가능성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던

특히 TIPS 프로그램과 같이 정부가 R&D

방법으로 빠른 시일 내에 확산이 가능한

및 창업자금으로 5억원 이상을 제공하

방안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젊은 창

고, 엔젤투자사는 멘토링을 제공하는 구

업가들에게 창업 뿐만 아니라 사업마무

조가 호응을 얻고 있다. 투자사는 1억원

리 단계의 정리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사

내외로 지분을 투자하지만, 투자액보다

업 절차를 제시하고 각종 시나리오를 제

높은 지분율을 확보하게 된다. 투자사는

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바람직

멘토링에 대한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받을 수 있고, 정부 역시 일괄적인 보조

관련기관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의 실패를

금을 지급하는 대신 투자사의 스크리닝

연구하고 교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을 거친 창업기업에게 효율적으로 자금
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자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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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론 및 시사점

탐색적인 델파이 기법을 소개하고 실제
적용하였다.

이번 연구는 연쇄창업 관련 국내 연구

연구결과에 있어서도 국내 창업생태계

가 희박한 상황에서 다양한 연구방법론

에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국내

을 통해 연쇄창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효

ICT 벤처기업 연쇄창업의 현황과 성과를

과를 검증하며, 정책지원 방향을 논의하

계량적으로 분석하여, 연쇄창업의 성과

였다. 이번 연구를 통해 기대되는 학문적

는 공동창업하거나 업종을 유지하는 등

기여는 다음과 같다

의 특정 상황에서만 나타나며 그 효과는

연쇄창업 개념을 1)창업기업을 성공적

당기순이익에 반영될 수 있음을 보였다.

으로 정리하거나 퇴사하여 얻은 수익으

혁신형과 생계형이 모두 포함된 일반 창

로 재창업하는 경우, 2)창업기업을 성공

업의 경우에도 노동패널을 통해 사업경

적으로 정리하거나 퇴사하여 얻은 수익

험, 특히 성공적인 사업경험이 이후 연쇄

으로 다른 창업가에게 지분을 투자하는

창업의 결정과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침을

경우, 3)창업기업이 실패하여 이를 정리

계량적으로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탐

하고 재창업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정리

색적 델파이 연구를 통해 연쇄창업과 관

하였다.

련된 핵심어를 추출하여, 향후 연쇄창업

연쇄창업 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 연구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설문조사를 이용

을 분석할 때 파악해야 하는 전반적인 뼈
대를 제시했다.

하여 연쇄창업의 행태와 성과를 분석하
는 방법,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사업경험

5. Key word

의 효과를 분석하고 개인역량을 통제하
는 기법, 마지막으로 기존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전체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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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창업, 재창업, 경험효과, 벤처기
업, 벤처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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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5-30

개인정보보호 이슈의
지형변화와 국제규범의
형성 연구

이원태, 이시직, 심우민, 강일신
연구기간 2015. 5. 7∼2015. 11. 30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보의 국외이전이 새로운 개인정보보호
이슈로 대두하면서 고도화된 ICT 환경에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적합한 개인정보규범 즉, ‘보호’와 ‘활용’

빅데이터(Big Data), 사물인터넷(Internet

의 가치를 조화한 국제규범 형성의 필요

of Things), 스마트기기의 보급에 따른

성이 대두되었다.

스마트서비스 발달로 비즈니스 효율성과
정보의 활용성이 커짐에 따라 공간과 국

2. 연구목표

경의 제한을 뛰어넘는 개인정보의 이전
이 불가피한 현실이 되고 있다. 더욱이

개인정보보호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글로벌 ICT

국내규범 정비뿐만 아니라 일관된 국제

기업들에 의한 개인정보 유통의 폭발적

규범 형성을 위한 우리나라의 역할과 과

증가로 인하여 개인정보보호를 둘러싼

제를 제시한다.

갈등과 경쟁은 더욱 첨예한 국제적 이슈
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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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연구내용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 상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대한 사항을 규율할 때 고려

본 연구 제2장에서는 개인정보 보호규

해야할 법적 이슈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범의 내용, 개인정보 보호환경의 변화상

제4장에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둘

황, 개인정보 보호규범의 변화 논의에 대

러싼 논의지형 변화를 관측할 수 있는데

해서 살펴보고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두 가지 쟁점인 ‘잊혀질 권리’와 ‘사망한

한계를 극복할 대안적 패러다임을 모색

사람 온라인 디지털정보 처리’ 관련 담론

하였다. 제3장에서는 경제적 ․ 사회적 생

을 소개하고, 그에 대응한 국내외 규범동

활 전반에 걸쳐 글로벌화 되면서 개인정

향을 분석하여 국내 규범에서 개인정보

보의 국외이전이 불가피한 현실이 되고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국내 개인정보보

방향을 무엇인지 도출하였다. 끝으로 제

호법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외이전 관

5장에서는 개인정보에 관한 국제규범 형

련 사항들과 해외 주요국 및 국제기구에

성의 필요성과 국제규범 정립을 위한 기

서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을 바라보는 규

준 그리고 개인정보 관련 국제규범 형성

범들 간의 간극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

을 위한 우리나라의 역할과 과제가 무엇

살펴보았다. 글로벌 기업들은 국경을 넘

인지 살펴보았다.

나드는 개인정보의 유통에 관하여 각 국
의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기준에 따라야하

4. 연구결론 및 시사점

는 현재의 상황에서 각 국 및 국제사회는

64

개인정보의 보호를 담보하면서도 원활한

본 연구는 기술의 발전에 따른 개인정

유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인정보의

보보호 이슈 지형의 변화가 지니는 의미

안전한 유통’을 위한 규범적 차원의 노력

분석에 기반 하여 최근의 방송통신융합

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2015년 10월

환경 전반에 걸친 기술 발전, 산업발전

6일 유럽사법재판소는 EU－미국 간의

등을 고려한 국내규범의 정비방안은 물

세이프하버 협정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

론, 국제사회에서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림에 따라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새로

과 국제규범 형성을 주도할 수 있는 전략

운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으며, 국내에서

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

ICT전략연구

구는 현재의 국제규범과 국내의 개인정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보의 국외이전 관련 규정의 규제 수준을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비교하여, 국내 법제의 개선방향과 국제
규범형성 전략 도출의 근거를 검토하고,

5. Key word

특히 내국인의 정보주권 확립을 목적으
로 하는 근거 마련, 그리고 국내 차원의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자기

대응전략(법제개선 및 정책운용방향)과

결정권, 국외이전, 국제규범, 세이프하버

국제적 차원에서의 규범형성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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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5-37

사물인터넷 실증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김규남, 이은민, 정원준, 최남희
연구기간 2015. 7. 1∼2015. 12. 15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며, 본 사업에 2019년까지 1,242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사물인터넷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사물인터넷 실증사업을 성공적으로 추

부상하면서 주요 선진국을 비롯하여 우

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경제를 활성화하

리나라도 다양한 사물인터넷 육성 정책

기 위해서는 실증사업과 병행하여 실증

을 수립하고 있다. 그 중 최근 발표된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정확히 추정

‘K-ICT 사물인터넷 융합실증사업’은 사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 시점에

물인터넷 기술의 빠른 시장안착과 국내

서 사물인터넷에 대한 분류체계가 명확

사물인터넷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히 정립되어 있지 않고, 사물인터넷에 대

를 위한 실증사업으로서 시장의 주목을

한 분석 자료가 부족하여 사물인터넷 정

받고 있다. 정부는 우선 ICT융합 추진을

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분

위해 대규모 ‘사물인터넷 실증단지 조성

석하기에 어려운 상황이다.

사업(지자체협력)’과 ‘7대 전략분야 선도
적 실증사업(기업협력)’을 추진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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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표

업의 성장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국내
사물인터넷 플랫폼의 연결성과 가치’가

본 연구를 통해 국내 사물인터넷 생태

가장 많은 변수들과 연결고리를 갖고 있

계를 분석하고, 최근의 시장데이터를 기

으며,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가 다차원적

반으로 국내 사물인터넷 산업의 경제적

인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들 간의 복잡한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사물인터넷을 통한

상호작용으로 인해 국내 사물인터넷 산

경제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자 한다.

업이 성장, 쇠퇴하기도 하며, 사물인터넷

제2장에서는 사물인터넷의 개념을 정

생태계가 성공적으로 구축되어 이를 기

립하고 사물인터넷 산업구조를 분석한다.

반으로 다양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제3장에서는 국내외 사물인터넷 산업

선순환 구조를 통해 발생한다. 그러나 보

생태계를 분석한다.

안과 신뢰성 문제, 기술경쟁력 문제, 글

제4장에서는 국내외 사물인터넷 정책

로벌 사업자들에 의한 국내시장 잠식, 그

동향을 조사하고, K-ICT 사물인터넷 실

리고 이용자의 임계규모 수준확보 여부

증사업의 동향을 조사한다.

에 따라 억제나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는

제5장에서는 시스템다이나믹스를 활
용하여 사물인터넷 산업의 성장패턴을
예측한다.
제6장에서는 사물인터넷 실증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악순환 구조에 빠질 수도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 사물인터
넷 산업의 성장 ․ 쇠퇴, 생태계의 구축과
발전, 그리고 사물인터넷 산업의 파급효
과가 어떻게 동태적, 비선형적으로 발생

제7장에서는 사물인터넷 생태계와 실

할 것인가를 규명하기 위해 시스템다이

증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경

내믹스 방법론의 인과순환적 피드백 구

제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조 분석한다. 사물인터넷 생태계의 발전,
사물인터넷 시장의 사회경제적 가치창출

3. 주요 연구내용

증가, 그리고 연관효과가 지속적으로 발
생하는 핵심적인 자기증식적 강화 피드

본 연구의 피드백 구조 분석결과에 따

백 구조(Reenforcing feedback loop)임

르면, 변수들 중에서 국내 사물인터넷 산

이 나타났다. 그러나 사물인터넷 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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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되는 사물의 수가 많아질수록 사물

용유발계수는 6.0105로 나타났다.

인터넷 네트워크 인프라 용량 한계 및 안
전성문제가 커지고, 개인정보보호 및 보

4. 연구결론 및 시사점

안문제를 증가시켜 사물인터넷 서비스
수준도 하락할 수 있다. 이는 이용자 감

사물인터넷 실증사업이 국민경제에 미

소로 이어져 사물인터넷 산업의 사회경

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산업간 연관관

제적 가치는 하락하게 된다.

계와 더불어 실증사업의 투자규모에 영

사물인터넷 산업 파급효과 분석을 위

향을 받는다. 사물인터넷의 속성상 중간

한 시뮬레이션 모델의 계산결과 스마트

투입, 중간수요 등 산업간 연관관계가 높

헬스케어, 스마트 카, 스마트 홈, 스마트

을수록 해당 부문의 실증사업이 국민경

시티 등 4개 산업분야를 통합한 우리나

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게 나

라 사물인터넷 산업의 시장규모(매출액)

타났다. 투자규모가 가장 많은 스마트헬

은 2025년에 121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

스케어 실증사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측되었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가장 크고, 투자규모

또한 유발계수 추정을 위해 384개 부
문으로 분류되어 있는 2013년 연장표를

적으로 작은 파급효과를 보인다.

사용하여 사물인터넷 실증사업의 파급효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에도 불구

과를 분석한 결과, 스마트헬스케어의 생

하고 사물인터넷 시장은 아직 가능성을

산유발계수는 1.7274, 부가가치유발계수는

논의하는 단계이며, 구체적인 비즈니스

0.6834, 고용유발계수는 5.3605로 나타났

모델과 수익 모델의 부재로 인해 시장 성

고, 스마트카의 생산유발계수는 2.6392,

숙 단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

부가가치유발계수는 1.0441, 고용유발계

망된다. 이에 따라 사물인터넷 실증사업

수는 7.2361로 나타났고, 스마트홈의 생

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정책적인 우

산유발계수는 1.7369, 부가가치유발계수

선순위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핵심 요

는 0.7537, 고용유발계수는 7.3440으로

소 부문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

나타났고, 스마트시티의 생산유발계수는

으로 판단된다.

1.9750,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6716,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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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장 적은 스마트홈 실증사업이 상대

첫째, 장기적 관점에서 사물인터넷 실

ICT전략연구

증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

넷째, 사물인터넷 산업이 자생력을 갖

도록 지속적인 투자지원 체계 마련 필요

추고, 대기업 중심이 아니라 대 ․ 중소기

하다.

업 및 스타트업들이 공존 ․ 상생하는 생태

둘째, 실증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
해서는 민관의 적극적인 협력 하에서 민

계 구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지원정책 필요하다.

간기업의 참여를 늘림으로써 실증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5. Key word

셋째, 사물인터넷 산업에 대한 장기적
인 정책목표와 방향성을 수립하고 이에
기반한 실증사업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

사물인터넷, 실증사업, 경제적 파급효
과 분석, 시스템다이나믹스 분석

가 필요하다.

69

2015 연.차.보.고.서.

정책연구 15-40

ICT 산업분야 한ㆍ중ㆍ미ㆍ일
경쟁력 비교분석과 대응방안

이경선, 남충현, 김민식, 신우철, 이대호
연구기간 2015. 5. 1∼2015. 12. 3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목표

ICT 산업은 그동안 한국의 경제성장을

본 연구에서 한국 ICT 산업이 겪고 있

주도해왔으나 세계 경제의 저성장 기조

는 위기를 보다 심도있게 분석하고 시사

고착화와 ICT 시장성숙, 이로 인한 경쟁

점을 도출하기 위해 한국의 주요 경쟁국

심화로 ICT 산업 전반의 위기감이 고조

인 미국, 일본, 중국과의 산업경쟁력을

되고 있다. SW ․ 플래폼 경쟁력이 ICT 산

비교분석한다.

업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초연결 시대로
의 ICT 패러다임 전환이 진행되면서 SW

3. 주요 연구내용

와 IT 서비스 시장을 중심으로한 다양한

70

신시장의 가능성이 제기되고는 있으나

첫째, 한국은 기술력에서는 중국을,

이러한 가능성 또한 HW중심 산업구조를

ICT 상품수출에서는 일본을 앞서는 것으

가진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보다는 새로

로 나타났으나 내수시장 규모, 서비스 수

운 위기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다.

출액, 수출비중 대비 부가가치 창출 비중

ICT전략연구

에서 네 나라 중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의 위기를 미래의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혁신활동을 촉진하는

둘째, 다른 그룹 간의 효율성 비교가

산업기반 조성을 통한 ICT 산업전반의

가능한 Meta-frontier 방법론을 활용하

혁신역량 제고, 균형있는 ICT생태계 발

여 각국 ICT 기업들의 투입대비 성과,

전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 미래 유망분야

즉 ICT 산업의 효율성 분석을 수행한 결

경쟁력 확보를 통한 지속성장 도모를 위

과 한국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한 노력이 필요하다.

효율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특허분석을 통해 미래 ICT

5. Key word

산업의 성장을 이끌 유망분야(사물인터
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5G 이동통신)
에서의 잠재적 경쟁력 비교해본 결과에

ICT 산업, 한 ․ 중 ․ 미 ․ 일, 경쟁력, 대응
방안

서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5G 이동통신 모든 분야에서 미국이 가장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은
사물인터넷과 5G 이동통신 분야에서 미
국보다는 낮지만 일본, 중국보다는 높은
잠재적 경쟁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4. 연구결론 및 시사점
현재 한국 ICT 산업이 겪고 있는 위기
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현재 세계가 겪
고 있는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ICT 패러
다임· 환경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기술
력과 서비스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시급
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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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산업 중장기 전망
(2016~2020년) 및 대응전략
정 혁, 최계영, 정용찬, 김창완, 정현준, 고동환,
남충현, 이은민, 김민식, 오정숙, 이경남,
강유리, 진홍윤, 유선실, 나상우, 김대건
연구기간 2015. 1. 1∼2015. 12. 3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ICT산업 정책의 객관적 수립 근거
마련

－ ICT산업 현황, 국내외 요인 및 이슈를
종합 진단하여 중장기적인 ICT 시장

2. 연구목표

및 부문별 전망, 거시적 파급효과, ICT
산업의 이슈를 분석
－ 빠른 기술변화와 경쟁의 격화로 미래

스, 정보통신기기, 소프트웨어, 응용

의 성장동력이자 우리 경제의 주력산

기반기기 부문의 생산(매출), 수출입

업인 ICT산업의 변화 요구가 커지면

성과를 진단하고, 국내외 거시 환경과

서 이에 맞는 중장기적 시야에 기반

ICT 트렌드 분석을 기반으로 2016년

한 산업정책 수립을 위한 산업 전망

및 2016~2020년의 중장기 부문별 전

이 필요

망치를 제시하며, 향후 창조 경제 실

－ ICT 시장 전반에 대한 정량적인 현황
분석과 거시경제적 분석을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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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목표는 국내 방송통신서비

현을 위한 ICT산업 관련 정책적 시사
점을 도출

ICT전략연구

3. 주요 연구내용

－ 2016~2020년 정보통신방송서비스
는 전년대비 3.1% 증가한 83.8조원,

◦ 2015년 거시경제 현황분석
－ 2016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2015년에
비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
나, 그 전망치는 점차 하락하면서 경
제침체 추세를 반영
－ 2015년의 성장둔화는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의 저조한 회복세, 중국의 성

ICT기기는 3.1% 증가한 380.2조원
으로 예상되며, 소프트웨어 시장은 4.0%
증가한 47.46조원에 이를 예상
－ 동기간 ICT기기 수출은 2.2% 증가
한 1,885.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
망됨
◦ 2016년 ICT 부문별 시장 전망

장둔화, 그리스 채무불이행에 따른

－ 통신서비스 부문은 유선통신서비스

금융불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

가입자 감소추세가 완화되고, 이동

과임

통신 데이터의 증가에 따라 전체 매

－ 국의 2016년 경제는 세계경제의 회

출액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복세에 따른 수출 회복과 설비투자

－ 방송서비스 부문은 유료방송서비스

증가, 민간소비 회복에 힘입어 성장

의 가입자 경쟁 심화로 수신료 매출

률이 2015년 대비 소폭 회복하여 3%
대 초반의 성장률이 기대됨
－ 여전히 중국 성장둔화 등 요인으로
인해 수출의 회복이 소폭에 그치고,
가계부채 부담으로 인해 민간소비도
큰 폭으로 회복되기는 어려울 전망

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프로그
램 유통시장의 성장으로 매출 증가세
는 지속될 전망
－ 통신기기 부문은 시장 성숙으로 성장
률은 낮아지나 국내 네트워크장비업
체가 해외진출을 강화하고 있으며 휴

◦ 2016년 거시 경제 및 ICT 시장 전망

대단말기업체도 다양한 중저가 스마

－ 국내 ICT 생산액은 2016~2020년 연

트폰과 모바일페이와 같은 서비스로

평균 3.1% 증가하여 2020년 511.4조

제품 경쟁력을 높이고 있어 플러스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동 기간

성장률은 유지할 전망

ICT 기기수출액은 연평균 2.2% 증가
하여 1,885억 달러에 이를 전망

－ 방송기기 부문은 신흥시장 보급률 상
승, 선진시장의 교체수요 도래,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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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의 진화에 따라 기존 미디어 제

는 글로벌 ICT 생태계 변화에 발맞

품을 대체하는 신제품 수요가 꾸준히

추어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함

증가할 것으로 전망

－ ICT 융합 서비스 수요를 창출하여

－ 전자부품 부문은 기존의 ICT기기 수

국내 벤처 ․ 스타트업을 비롯한 ICT

요는 줄지만 IoT 시장 확대 및 신규

신산업 기업들이 성장하고 역량을 키

기기(예: 커넥티드 카, 웨어러블 기

울 수 있도록 융합 분야 사업을 지속

기 등) 수요 증가 및 이에 따른 PCB

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등 부품 수요 증가로 전자부품의 생
산액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반도체 시장에서는 인텔, TSMC 등
신규 경쟁자의 진입 및 중국 정부의

－ 또한 ICT 제조업은 기존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연구역량 강화가 앞으
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므로 이에 대한
지원책은 유지 ․ 확대되어야 함

반도체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

－ 이와 동시에 수출 다각화를 통해 ICT

지원이 시작되고, 디스플레이패널 시

산업의 대중 의존도를 적정 수준에서

장에서도 중국 후발주자들의 공격적

유지하여 성장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생산이 본격화되면서 수출 여건이 악

확보하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됨

화될 것으로 예상
－ 소프트웨어 부문은 패키지 SW 업체
들의 수출 노력이 강화와 ICT서비스
기업의 빅데이터, IoT 플랫폼 기반

－ 최근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ICT산업

사업을 통해 수출이 성장할 것으로

성장과 활용이 핵심 분야로 인식되고

전망
◦ 중장기 ICT 시장전망 및 요인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ICT산업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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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론 및 시사점

있고, ICT산업이 경제성장 뿐만 아니
라 고용창출에도 영향을 주는 등 국민
경제적 의의가 크므로 ICT산업에 대
한 현황 분석과 전망은 매우 중요함

조변화를 촉진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 ICT산업 전체의 세부 산업별 현황, 전

높아졌다.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망 수치 및 거시적 경제 효과 분석 등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

을 통해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ICT관

ICT전략연구

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개별 기업 전략 등을 발굴해 제시함으

－ 본 과제는 ICT산업 관련 경제주체들

로써 기업내 전략 수립에도 도움을 줌

이 ICT 산업의 급격한 변화에 보다 능
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5. Key word

전반적인 경제효율성을 높이는 효과
를 가져 올 것임
－ 세부 산업별 중장기 ICT산업 동향 분

ICT산업, 중장기 전망(2016~2020년),
대응전략

석을 통해 국내외 경쟁력 결정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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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금융 융합 규제개선 연구

조유리, 송민선, 이준희
연구기간 2015. 8. 1∼2015. 12. 3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유럽, 일본, 중국 등은 신성장 확보 및
경쟁을 통한 금융시장 효율성 증대 차원

최근 금융산업 수익성 저하와 금융환
경변화에 따라 국내에서도 금융혁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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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IT기업들의 금융업 진출에 대한 규
제를 완화하는 추세에 있다.

일환으로 핀테크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

이러한 문제인식에서 금융당국은 2014

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내에서 이렇다 할

년부터 인증 ․ 보안 규제 완화, 크라우드

핀테크 혁신은 두드러지지 않고 있다. 상

펀딩 도입,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등

대적으로 우수한 IT 및 금융인프라에 못

으로 개선작업을 진행 중이나, 지금까지

미치는 금융 산업의 혁신성 저하의 원인

의 금융규제 개선만으로는 핀테크 혁신

으로 사전적, 오프라인 위주의 금융규제

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

가 지적된다. 온라인, 모바일 플랫폼을

다. 현재 규제개선은 단순하고 직접적인

활용한 금융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으나

모바일 간편결제에 집중되어 있고, 다른

국내 금융규제는 오프라인, 대형금융기

유망 분야에 대한 검토와 개선작업은 아

관 위주로 구조화되어있다. 이와는 달리,

직 더디다. 특히, 해외에서 폭넓은 관심

ICT전략연구

을 받고 있는 P2P대출은 법 적용이 모호

이 높은 분야인 인터넷전문은행, 지불 ․

하고, 암호화화폐와 블록체인기술은 아

결제, 크라우드펀딩, 자산관리, 암호화

예 당국에서 아무런 지침을 내리지 못하

화폐, 빅데이터 등의 서비스를 선별하여

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핀테크 관련 규

시장현황과 제도현황을 두루 살펴보았

제 개선 작업에 대한 반성에 따라 이번

다. 각 서비스별로 IT ․ 금융 융합 핀테크

보고서는 핀테크 산업과 관련한 국내 금

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 요인 발굴과

융규제의 현황과 개선방향을 각각의 서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으며, 규제 개선에

비스별로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있어서 핀테크로 주목받고 있는 미국, 유
럽, 중국의 해외 제도를 벤치마킹함으로

2. 연구목표

써 개선방안의 현실성을 높이고자 하였
다. 마지막으로 연구 내용을 정리하여 핀

본 연구는 IT ․ 금융 융합 핀테크 산업
의 기반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해 정책수요

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의 전
략적 방안을 제언하였다.

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내 규
제체계를 점검하고 해외제도를 참고하여

4. 연구결론 및 시사점

규제개선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금융 산업의 수익성 악화 위기와 금융

3. 주요 연구내용

환경의 변화로 인해 IT기술과 금융 산업
이 융합된 핀테크(Fin-Tech) 산업이 금

본 연구에서는 우선 국내 ․ 외 IT ․ 금융

융 산업의 혁신대안으로 부상하게 되었

융합 산업 시장 현황을 분석하고 규제체

다. 전 세계적으로 핀테크 붐이 확산되고

계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거시적인 글

있으며, 모바일 결제 ․ 송금, 자산관리, 크

로벌 핀테크 동향 및 각국의 핀테크 관련

라우드펀딩 등 IT기술 기반의 다양한 핀

정책현황을 조사하였으며, 핀테크 서비

테크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다. IT업계

스별 산업 동향과 국내 법 ․ 제도상의 문

는 광고, 게임 등 특정분야에 편중된 수

제점을 검토하였다.

익원을 다변화하고 사업다각화를 모색하

또한 핀테크 산업에서도 특히 성장성

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기술, 클라우드 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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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팅에 따른 정보처리 서비스 등을 통해

무하거나 있어도 범위가 모호하여 제도

간편 결제, 맞춤형 자산관리 등 고성장하

적 관리 및 정책지원이 어려운 점이 문제

는 신 금융 시장을 겨냥하고 있다.

되고 있다. 신규 핀테크 서비스에 대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

규제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투자저조, 정

로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빠르

책지원 미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낙후된 금융 인프

논의를 거쳐 최소한의 법적지위를 부여

라를 대체 또는 선진화하기 위해 최근 중

하거나 일정 업무범위에 한해 비조치의

국도 전폭적으로 핀테크 산업을 지원하

견서를 발행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고 있다. 반면 국내의 경우, 사전적 ․ 전

마지막으로, 과도하고 엄격한 개인정보

지적 금융규제 방식으로 인해 혁신적 금

보호로 여러 분야의 정보를 한데 모아 분

융서비스의 자유로운 개발과 핀테크 산

석해야 하는 자산관리, 신용평가, 소비

업의 활성화에 있어 제약이 되고 있다.

자 행동분석, 머신러닝 등의 분야가 미진

핀테크 산업 관련 금융규제는 크게 진

한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인,

입장벽, 법적지위, 개인정보규제로 요약

의료, 위치, 신용 정보의 수집 ․ 공유 ․ 활

할 수 있다. 우선 진입장벽에 있어 은산

용 ․ 폐기의 전주기 활용과 관련하여 법 ․

분리제도, 대형금융기관 위주의 과도한

제도의 포괄적 개선과 통합이 요구된다.

자본금 ․ 인력 ․ 설비 ․ 건전성 요건, 영업규

핀테크 산업 규제와 관련한 많은 부분

모에 상관없이 동일한 적용 등이 IT업계

은 실제로 서비스가 출현하고 이에 대한

와 스타트업의 금융업 진출에 애로사항

대응차원에서 규제를 다루게 되는 경우

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양한 기술과 기업

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현재 발굴된 각각

들이 경쟁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 완화가

의 이슈에 대해 분석하고 해결하는 것만

필요하며, 엄격하고 과도한 진입장벽에

큼이나 향후 핀테크 서비스의 발전을 모

대한 개선방안으로 업무범위나 영업규모

니터링하고 신규 서비스와 관련된 규제

에 따른 지배구조 규제완화, 최저 자본금

이슈를 꾸준히 발굴하고 대책을 모색하

차등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는 창구가 반드시 요구된다. 또한, 금융,

P2P대출, 암호화화폐 등 급성장하고 있

IT 기업, 관련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협

는 신규 서비스 분야를 다룬 법체계가 전

의체 구축을 통해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

ICT전략연구

한 규제 개선 동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5. Key word
IT ․ 금융 융합, 핀테크, 규제개선, 지
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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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인문사회 혁신기반
구축(Ⅲ) 총괄보고서
조성은, 이호영, 손상영, 이원태, 강홍렬, 한은영,
김사혁, 김희연, 이시직, 홍성욱, 이종관, 남 영
연구기간 2015. 1. 1∼2015. 12. 3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라 인간 본질에 대한 이해와 인문성의 내
재화가 기술 발전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ICT 인문사회 혁신기반 구축｣은 기술 ․

는 사회적 합의에 따른 연구 사업이었다.

산업 중심의 ICT 발전에서 간과되어온
인문사회학적 역량을 채우는 융합 연구

2. 연구목표

로 2013년부터 3년간 수행되었다. 국가
정보화 20년 동안 경제성장을 위한 ICT

본 연구 과제는 ICT발전에 따른 발생

패러다임이 지배적 정책 기조였던 데 대

한 다양한 사회 현상 이해와 사회 현안

한 반성적 기획으로 시작되었으며, 클라

대응을 위해 먼저 인간의 본질 및 특성을

우드 컴퓨팅, IoT, 빅데이터 등 ICT 혁신

이해하고, 이에 기초한 지식을 ICT에 응

이 개인의 삶에 밀접해지는 강도만큼 감

용하는 실천적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연

성기반의 인간중심 기술의 중요성이 커

구 사업이다.

질 것이라는 전망, 그리고 문화적 ․ 사회
적 맥락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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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가 있다. 여기에 3년의 연구 성과를 이
어갈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한 논의도 필요

이 보고서는 ｢ICT 인문사회 혁신기반

하다고 보고 2015년 연구 기간 동안 내

구축｣연구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부적으로, 그리고 워크샵과 심포지엄 등

를 알리는 총괄보고서로서 연구과제의

을 통한 외부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

정당성을 부여하는 한편 세부과제보고서

쳐 향후 연구 방향을 논했고 그 내용을

의 안내서 역할을 한다. 또 3년간의 연구

제2장 제3절에서 다루고자 한다.

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연구 성과 전반

제3장은 1차년도와 2차년도 연구 성과

을 아우르고,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

에 대한 보고이다. 이 보고는 3차년도 연

한다.

구보고와 함께 3년간의 연구 과제 마무

이와 관련해 먼저 제2장에서는 ｢ICT

리를 위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구성

－인문사회 혁신기반 구축｣ 연구의 핵심

되었다. 제4장부터 제7장까지는 2015년

방향이었던 ICT와 인문사회의 융합 혹은

연구 성과를 정리한 것이다. 각 장에서

협력적 논의의 가치를 되새겨본다. 인문

ICT－인문사회융합 동향지, 디지털 세대

과 기술의 접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통찰

연구, 학제 간 연구, 연구포럼의 성과를

해보며, 이어 두 영역의 협력이 융합

확인할 수 있다. 세부과제의 연구보고서

(converging)을 넘어 융화(harmonizing)

를 요약한 것으로 보다 자세하고 심도 있

를 향해야 한다는 미래 방향을 제시한다.

는 내용은 세부연구보고서를 참고해야

또 지난 3년간의 연구 과정에서 나온 반

한다. 마지막 제8장은 2015년 각 연구

성적 논의로서의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과제에서 도출한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

서도 다룬다. ｢ICT 인문사회 혁신 기반

하고 ｢ICT 인문사회 혁신기반 구축｣연구

구축｣은 인문학적 지혜를 ICT에 녹여내

사업이 추구한 방향과 그 결과에 따른 시

기 위한 장기 연구 과제였으나 중기 연구

사점도 정리하고 있다.

과제로 마무리하게 되었다. 혁신기반이
구축되기 전에 마무리된 셈이다. 혁신기

4. 연구결론 및 시사점

반 구축에는 기여하지 못한다고 하더라
도 각 과제의 정책 제언은 그 자체로 의

본 연구 사업은 급변하는 ICT 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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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성장 속에서 인간에 대한 이해와

해 인간과 기술 간 경쟁이 아니라 공존의

사회문화 변동에 대한 대응의 중요성을

가치가 부각되도록 하는데 기여하였다.

일깨우는 구심점 역할을 하였다. 또 연구

ICT 발전 방향은 분명히 분야 간, 서

사업이 진행되던 지난 3년 동안 ICT의

비스 간, 기기 간, 재료 간 유기적 연결

발전은 곧 초연결 사회의 심화과정이었

을 통한 시너지 ․ 융합 효과를 극대화하는

던 만큼, 연구 성과의 주요 방향을 초연

쪽으로 향해 있다. 이러한 ICT 발전 방

결 시대 네트워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

향에 인공지능 기술이 결합 ․ 융합하여 또

전을 모색하는데 집중하였으며 개인의

한 번의 기술 혁신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

더 나은 디지털 생활을 이끌어갈 통찰을

한다. 이에 향후 정책 과제 연구 방향을

인문학적 감수성을 통해 조명하고자 하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ICT－인공

였다. 이는 기존 ICT 정책이 산업 ․ 기술

지능 융합에 의한 기술 혁신이 사회경제

개발 중심의 경제성장을 목표로 한 것과

문화변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

차별화된 사업이자 성과이다. 게다가 작

한 거시적 접근의 연구, 둘째, 현재 당면

은 사례이지만, 지금까지 수행되었던 기

한 문제 혹은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것으

존의 다른 융합 연구 사업이 산업, 기술,

로 예상가능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

혹은 공학 중심의 연구진이 인문사회학

하는 기술 진보 및 활용에 대한 미시적

자를 초청하는 형식이었다면, 본 연구 사

접근의 연구, 셋째, 기술 혁신과 사회변

업은 인문사회학자들이 구심점이 되어

동으로 인한 역효과와 역효과 완화를 위

다른 인문사회학자를 비롯한 산업, 기술,

한 사회정책 대응 연구 등이다. 지난 3년

공학자들을 초청해 함께 했었다는 점에

간의 ｢ICT－인문사회 구축 사업｣ 연구 결

서 가치가 있었다. 또한 기술의 발전에

과가 향후 정책 과제 개발 방향을 설정하

대한 부정적 시선과 불안감을 완화하는

는 데 핵심적인 근거가 되기를 기대한다.

전략 논의의 장을 제공하였다. 즉, 인간
과 기술의 공존을 위한 ICT 전략을 탐구

5. Key word

하는 채널 역할을 수행했으며, 공학자들
의 기술지향적 사고와 인문사회학자들의
인간중심적 사고 간의 융합적 논의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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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세대와 미래기술 수용

이호영, 김희연, 김석호, 이윤석
연구기간 2015. 1. 1∼2015. 12. 3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목표

본 연구가 ‘디지털 세대’에 주목한 까

본 연구는 디지털 기술과 함께 세상에

닭은 우리 사회에 농경사회에서 태어난

태어난 디지털네이티브 세대와 산업사회

세대와 산업사회에서 태어난 세대, 그리

로부터 정보사회로의 이행을 한 생애에

고 정보사회에서 태어난 세대가 공존하

서 경험한 디지털이민자 세대들의 웹/앱

고 있는데 그 공존이 매우 위태롭게 느껴

이용, IoT 등 미래기술의 채택, 정보통신

졌기 때문이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기술의 사회적 영향 등에 대한 실증적 자

한국사회에서 젊은 세대와 중장년 세대

료를 수집하여 한국 디지털 세대의 존재

간 간극은 좁혀지지 않고 있으며, 세대담

양식과 태도를 파악하고 지능정보사회

론을 두고 벌어지는 논의와 논란은 잦아

에 대비하는 사회정책을 수립하고자 하

들지 않고 있을 만큼 현재 한국사회에서

였다.

세대는 가장 중요한 담론의 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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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관계 및 정치사회적 변화, 그리고 가치
관, 미래에 대한 기대감 및 정치효능감

2015년 연구는 2012년부터 지속된 디

등의 항목에 대하여 비교 ․ 분석하였다.

지털 세대 연구들을 종합하고 다른 나라

또한 세대를 디지털2.0세대, 디지털1.0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첫째, 인터넷을 비

세대, 민주화탈냉전세대, 베이비붐세대로

롯한 디지털 기기 사용 패턴과 강도는 어

구분하여 분석을 하였다. 총 2,000명의

떤 방식으로 집락들을 만들어내고 있으

응답자 중 남성은 51.3%, 여성은 48.7%

며 각각의 집락의 특징은 무엇인가를 밝

이며, 인터넷 이용을 하루에도 여러 번

혀냈다. 둘째, 이 연구는 한국의 디지털

사용하는 디지털 인구의 비율은 92.1%에

세대의 특성을 포착하고 이들의 디지털

이른다.

기기 이용행태, 미래 기술에 대한 개방

우선, 인터넷 활용방식에 대한 설문항

성, 가치관, 다른 세대에 대한 태도 등이

목 중 사용빈도가 많은 5개 설문(각 분야

세대 정책, 미래에 대한 준비, 나아가 지

당 1개 문항: 관심분야의 글쓰기, 채팅/

능정보사회의 정책에 어떤 함의를 지니

메신저/인스턴트 메시징, 동영상 보기,

는지를 살펴보았다. 셋째, 이 연구는 디

집단행동 참여, 퍼나르기)에 대하여 잠

지털 세대에 대한 관심의 출발점이 되었

재적 집락분석을 실시하고 “활발한 이용

던 영국 옥스퍼드 인터넷 서베이 결과와

자”, “오락추구 이용자” 그리고 “최소 이

의 비교를 통해 한국 디지털 세대의 특성

용자”의 세 집락을 구성하였다. 연령이

을 좀 더 비교사회학적 시각에서 분석하

낮아질수록 오락추구 이용자와 활발한

였다.

이용자의 비중은 증가하는 반면 최소이

본 연구에서는 만 15~60세 남녀 중 일
주일에 1일 이상 인터넷 이용자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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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의 비중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으로 하여 디지털 기기 및 스마트 기기,

또한 컴퓨터나 인터넷 같은 ICT가 사

인터넷 및 미디어의 사용 행태와 미래 기

회에 가져온 변화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술(인공지능을 가진 기기, 자율주행자동

에 대한 설문에서 ‘개인주의의 강화’, ‘양

차, 스마트홈 등)에 대한 의견, 정보보안

극화를 가져옴’, ‘고용을 감소시킴’ 등의

및 프라이버시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 사

응답에 대해서 70%가 넘는 응답자가 ‘그

ICT전략연구

렇다’라고 대답하여 기술이 가져온 역기

터넷을 포함한 신기술에 대해서 한국은

능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

으로 나타났다. 반면 ‘생활비를 절약’, ‘친

영국에 비해 한국 인터넷 이용자들은 기

구를 더욱 가깝게 해줌’, ‘나를 더욱 자유

술이나 기계 없이 일을 더 쉽게 처리할

롭게 해 줌’ 등의 긍정적 측면에서의 응

수 있으며 기술은 가장 필요할 때 도움이

답은 40~50%에 불과해, 대체적으로 부정

되지 못하는 편이라고 생각한다. 또 한국

적인 의견이 우세하였다. 특히 ‘고용을 감

인터넷 이용자들은 기술을 사용할 때 실

소시킴’ 설문에서 베이비붐 세대는 78.7%

수를 할까봐 두려워하며 커뮤니케이션

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답하였으며, 연령

매체 때문에 집중이 잘 되지 않는다고 더

대가 높을수록 그렇다는 응답비중이 높

생각하는 편이다.

게 나타나는 것으로 미루어볼 때 고용의

마지막으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

감소에 대한 체감 정도가 세대 별로 다르

개년의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인

게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의 사회경제적 및 정치적 인식이 부정적

한국과 영국의 자료를 이용하여 두 나

이고 비관적으로 변해왔으며, 그 변화의

라의 인터넷 이용자들을 비교 분석해본

과정에서 세대 차이가 심화되고 있음을

결과 한국 인터넷 이용자들은 영국 인터

확인하였다. 첫째, 인터넷이 가진 정치

넷 이용자들에 비해 게임, 음악, 영상 등

적 ․ 사회적 진보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여가선용을 위해서 인터넷을 더 많이 사

인정하는 한편 인터넷으로 인한 사회적

용하는 편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온라인

고립 등 그 이면에 존재하는 부정적 효과

쇼핑에 대한 인식은 거꾸로 한국인이 영

를 우려하고 있었다. 또한 인터넷은 비슷

국인에 비해 더 부정적인 편인데, 영국

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 즉 동

인터넷 이용자들은 한국 인터넷 이용자

질성과 배타성이 높은 관계를 강화하는

에 비해 인터넷에서 상품 선택권이 넓으

경향이 있지만, 그 경향은 연령이 낮은

며 상품 가격이 싸고 상품 주문이 쉽다고

세대에서는 덜해 디지털 세대는 보다 다

생각한 반면 한국 인터넷 이용자들은 상

양한 견해의 사람들과 교류를 하고 있는

품 교환 및 환불이 어렵고 상품의 질을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미래에 대한 기

파악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인

대와 사회이동에 대한 희망이 전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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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라지고 있으며, 정치적 무관심과 무

4. 연구결론 및 시사점

력감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의
희망이 줄어들고 정치사회적 냉소가 늘

본 연구는 세대 차이가 세대 갈등으로

어나고 있는 반면, 베이비붐세대는 전반

증폭되는 이유 중에 상당부분이 세대 간

적으로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

소통의 부재, 그리고 세대간 소통수단과

다. 셋째, 세대 차이가 해소되기보다는

네트워크의 차이에 있다고 결론짓고 정

세대 갈등으로 확대될 징후들이 발견되

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여기

었는데, 가장 불운한 세대가 누구인가라

서는 정보통신정책 분야에서 가능한 정

는 질문에 대해 자기 세대가 가장 불운한

책적 수단들을 제시하였다.

세대라고 평가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

먼저,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현행

나고 있었다. 또한 고령층과 젊은 층 간

정보화촉진기본법에서 정하는 정보격차

갈등에 대해서도 갈등이 심각한 수준이

해소 정책보다 더 큰 틀에서 국민의 디지

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넷째, 인터넷과

털 역량을 강화하고 미디어 리터러시를

정보문화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으로 변

제고하는 정책적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

했으며 세대별 차이가 존재하였다. 또한

다. 디지털 이민자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의 혜택과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

베이비붐세대, 민주화탈냉전세대의 포용

한 평가에 있어서 연령이 낮은 디지털 세

(inclusion)을 위해 비용을 들이는 일을

대는 인터넷을 통해 삶의 중요한 정보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기회를 얻으며 왕성한 사회적 관계를 유

둘째, 인터넷에서 양적 팽창보다는 질

지하지만 여기에서 유통되는 정보, 상품,

적 향상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신뢰하지 않는 반

인터넷 정보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인터

면 연령이 높은 베이비붐세대는 인터넷

넷이라는 공유지에 대한 기여를 사회가

을 통한 사회적 관계나 활동들이 상대적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으로 제한적이지만 이에 대한 신뢰는 더

셋째, 지능정보사회의 고도화에 따른

높았다.

불평등 해소이다. 지능정보사회는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로
대표되는 신기술에 의해 변화될 미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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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제2차 정보화의 핵심적 개념이다.

회적 포용정책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그런데 정보사회와 마찬가지로 지능정보

있다.

사회 역시 거대한 복잡계 시스템으로서

마지막으로 세대 간 소통을 위한 정부

사회 구성원들이 직접 조절하거나 통제

측 대응으로는 보다 정확한 정보 제공과

할 수 없는 많은 부대효과들을 낳을 것이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써 오해를

라 예상된다. 그 중 하나가 불평등인데

불식시키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

소수의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만이

야 할 것이다. 정부는 공식적인 채널과

이런 기술 변화의 이익을 누림으로써 경

SNS 등을 통해 공신력 있는 정확한 정보

제적 부를 축적하고 사회를 통제할 수 있

를 제공함으로써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

게 되고 프라이버시를 누리게 될 것이라

사회의 세대갈등이 과열되는 것을 차단

는 암울한 미래상도 이미 나오고 있다.

하는 데 힘써야 한다. 세대 간 기회 평등

때문에 중층화되는 불평등과 가속화되는

이라는 확실한 목표를 정하고 그에 다가

양극화에 제동을 걸 사회정책들이 사전

서기 위한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문제

적으로 구상되어야 한다.

들을 직시하되 많은 채널을 열고 의견을

넷째, 디지털 세대의 사회참여 활성화
이다. 디지털 세대가 스스로를 잉여라고

수렴하고 잘못된 정보를 수정하는 방식
으로 대응해야 한다.

칭하면서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방식으
로 랜선에 기대 소통하는 대신 자신의 소

5. Key word

속감을 갖고 자신에게 당연히 부여되어
야 할 사회적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많은 청년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할

디지털 세대, 베이비붐세대, 민주화탈
냉전세대, 세대 간 소통

것이며 온 ․ 오프라인에서 청년에 대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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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 매체환경에서
창작의 변화

이원태, 김희연, 유승호, 류한석
연구기간 2015. 1. 1∼2015. 12. 3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털 창작 활성화를 위한 조건과 과제들에
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규명할 필요

디지털 기술 및 매체의 확산에 따라 경

가 있다.

제적 생산 활동 양식뿐만 아니라 개인과
집단 차원의 문화적 생산방식으로서의

2. 연구목표

창의적 문화 활동의 수단과 매체가 다양

88

화되면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창작방

본 연구에서는 최근 디지털 기술 및 매

식이 중요한 기반으로 부각되고 있다.

체환경 하에서 창작의 수단과 방식이 어

즉, 디지털 기술 ․ 매체 환경이 되면서 창

떠한 변화를 겪고 있는지, 기존의 전통적

작, 즉 노동, 예술, 제작 등과 관련한 인

창작과 비교하여 ‘디지털 창작’이 지닌 특

간의 창의적 활동방식이 큰 변화를 겪고

징 및 가치는 무엇인지, 그리고 디지털

있다. 이에 최근 디지털 기술 및 매체환

창작 활성화를 위한 조건과 과제들에는

경 하에서의 창작 패러다임의 변화와 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등의 다양한 문제

지털 창작의 기술과 양상들 그리고 디지

를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오늘날 디지털

ICT전략연구

창작이 지니는 본질적 가치 및 의미체계

전통을 계승하고 ‘장인’의 경제사회적 가

를 인문학적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했으

치를 되살렸듯이, 오늘날에는 디지털 창

며, 실제 디지털 창작을 수행하는 창작자

작도구가 등장하면서 사람들이 직접 만

들과의 심층인터뷰 및 구체적인 사례분

들 수 있는 등 공예와 기계(기술)가 조화

석을 통해 우리 사회 전반에 창의적이고

된 새로운 “디지털”로 무장한 장인들이

혁신적인 ICT 문화 기반을 형성, 발전시

등장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제언 및 방안도 아
울러 제시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오늘날 디지털 창작의 다양
한 기술 및 양상들이 지니는 특징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최근 정책적으로도 주

3. 주요 연구내용

목받고 있는 ‘메이커운동’의 사례에서 적
극 활용되고 있는 디지털 창작의 수단들

먼저 근대 산업혁명 이후 전통적인 창

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고 이들을 활용한

작이 점차 디지털 창작으로 변화하는 데

사례의 특징은 무엇인지에 대해 고찰하

있어서 검토가 필요한 이론적 ․ 역사적 논

였다. 이 장에서는 디지털 창작을 가능케

의들을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

하는 기술이나 도구들이 점점 다양해지

가내수공업 시대의 전통적인 장인과 달

고 새롭게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

리 디지털 기술을 사용해서 새로운 제품

였다. 보통 디지털로 무엇인가를 만들고

을 만든다는 점에서, 디지털 기술이나 도

자 한다면 코딩, 프로그래밍 교육이라는

구의 모듈화된 협업이라는 독특한 생산

복잡한 절차를 감수해야 하는데, 누구나

방식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디지털 장인’

쉽게 창작과 제작에 관여할 수 있는 오픈

이라는 개념과 의미를 논의하였다. 특히

소스 소프트웨어, 창작비용을 크게 줄일

디지털시대 장인 개념의 부활과 관련해

수 있는 오픈소스 하드웨어 등이 있기 때

서 역사적으로 유사한 경험을 고찰했는

문에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데, 산업혁명의 여파로 즉 기계제 대공업

게임이나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프로그래

의 등장으로 수공업적 장인이 몰락한 이

밍 언어인 스크래치라든지, 아두이노,

후 1910년대 미술, 공예, 기술을 통합한

라즈베리 파이 등과 같이 어린이, 초보자

독일의 ‘바우하우스’가 중세적인 수공예

들까지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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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를 활용하여 창작 제품들을 만들 수 있

털 창작의 초기에는 단순히 정보교류에

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여기서 가장

만 머물렀는데, 이제는 창작역량이 있는

흥미로운 점은 디지털 창작이 개인 차원

어떤 프로슈머가 불특정 다수와 작업하

을 넘어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기반으로

는 새로운 분업에 기초한 유기적 협업을

협업할수록 기술과 제품이 더욱 진화 ․ 발

수행한다는 것인데 본 연구는 이것을 ‘모

전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여기서 개인

듈화된 협업’이라고 부르고자 하였다.

차원의 단순 창작에서 사업화 가능한 혁

마지막으로 디지털 창작 지원과 관련

신제품의 제조/생산도 가능하다는 점에

하여 미국, EU 등 주요국의 정책동향 및

주목하고자 하였다.

시사점을 정리하고, 디지털 기술 및 매체

또한 디지털 창작과 관련해서 두 가지

환경에서 창작의 수단과 방식이 어떠한

의 대표적 사례에 대한 심층 분석을 다루

변화를 겪고 있는지, 디지털 창작 활성화

었다. 하나는 ‘개러지 밴드’ 등 디지털 음

를 위한 조건과 과제들에는 어떠한 것들

악창작 활동에 관한 사례분석이고, 다른

이 있는지에 대한 국내 전문가 의견조사

하나는 ‘아두이노’, ‘3D프린팅’ 등 오픈소

결과를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주요국가

스 기반의 디지털 창작에 관한 사례분석

들이 디지털 창작을 뒷받침하는 정책들

이다. 두 가지 사례분석에서 본 연구가

을 과감하게 펼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목한 공통된 발견점은 이른바 ‘협업적

우리나라 디지털 창작의 조건과 과제에

모듈화’라는 창작방식이다. 즉 인터넷을

대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디지털 창작

통해 자신의 노하우(디자인, 지식, 문제

의 가치 및 확장성이 무한하다고 답했지

해결법 등)를 공유하고 개인 차원의 자작

만, 다양한 디지털창작의 결과물이 사업

활동을 넘어 함께 사업화까지 한다는 것

화에까지 이르는데 많은 한계가 있다고

이다. 단순히 개인 차원의 자율적 창작과

지적했는데, 그 장애요인으로 디지털 창

활용, 즉 DIY(Do It Yourself) 차원에서

작자들의 부담감, 기술적 이해도, 협소

더 나아가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통해

한 시장규모, 저작권 문제, 기존시장의

DIT(Do It Together)로 협업한다는 것,

저항, 디지털 창작에 대한 사회적 인식수

혼자 하는 창작을 넘어 함께하는 창작이

준 미흡 등이 지적되었다. 앞으로 디지털

라는 게 새로운 특징이라는 것이다. 디지

창작 제품 사례를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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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디지털 창작의 기반이 되는 플랫

셋째, 아마추어의 디지털 창작이나 비

폼 개발도 중요하므로, 단품으로서 하드

상업적/비시장적 용도의 창작에 대해서

웨어, 앱 개발보다도 기반형 플랫폼, 매

는 지나친 법적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

개형 플랫폼 개발을 독려하고 확산하는

다. 적어도 아마추어 창작 및 제작에 대

데 초점을 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결론도

해서는 법적 규제나 제한 없이 창작을 수

제시했다.

행하는 것에 대한 배려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4. 연구결론 및 시사점

넷째, 디지털 창작 실험의 매개 플랫
폼에 대한 지원 정책이 시급하다. 청년

최근 디지털 미디어 및 기술환경의 변

예술가나 신생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한

화를 고려한 디지털 창작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창작 및 제작 문화에 대한 적극적

여건 형성을 위해 검토해야 할 정책과제

지원 정책이 요구되는데, 이는 창의성의

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원천이자 문화예술 생태계를 살리는 방

첫째, 플랫폼을 매개로 한, 또는 플랫

안이기도 하다.

폼 기반의 디지털 창작 환경을 조성해야

다섯째, 최근 디지털 콘텐츠 창작의

한다. 기술적 측면으로는 디지털 창작에

새로운 경향과 관련해서 급부상하고 있

서 사용되는 여러 기술의 생산 및 사용의

는 디지털 기반의 1인 창작 또는 1인 창

활성화와 관련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작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디지털 창작의 기반으로서 오픈

즉, 디지털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다양한

소스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충분한

요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1인 제작 기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오

의 클러스터 또는 프로젝트 네트워킹을

픈소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목록

활성화, 관련 시설 인프라의 제공, 그리

리스트를 아카이빙하고, 이의 공유와 확

고 콘텐츠 기반 창업지원 서비스 원스톱

장을 통해 대중이 창작 및 제작에 쉽게

지원 체제의 구축과 함께 1인 디지털 콘

관여하고, 이의 오픈형 목록 리스트를 만

텐츠를 서비스할 수 있는 개방형 유통플

드는 데 상호 기여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랫폼을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이

중요하다.

과정에서 1인 제작자를 위한 법률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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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또는 거래에 있어서 법률적 보호,

질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 인간의 창조

저작권보호 등의 컨설팅)를 지원하는 것

적 활동방식, 즉 창작의 본질에 충실해야

등이 필요하다.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여섯째, 영국의 사례와 같이 청소년을

오픈소스 기반의 메이커와 같은 디지털

위한 디지털 창작 전문 프로그램이나 교

창작의 새로운 흐름은 개인이나 집단 차

과과정 신설 및 운용이 필요하다. 영국

원에서 사회구성원의 자율성, 창의성이

정부는 코딩교육의 의무화를 비롯해 디

자유롭게 발현되는 환경에 대한 사회적

지털 리터러시 제고 정책 차원에서 학교

요구가 매우 높다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

단위에서의 디지털 창작의 이론 및 실습

이다. 메이커 운동을 기반으로 한 사회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디지털 창

구성원의 활발한 창의성의 발산이야말로

작 또는 디지털 제작문화가 학교 차원의

미래 사회에서 앞서 나가기 위한 주된 문

프로그램 개발, ‘코딩’ 교육과 같이 보편

화적 기반이 될 것이다.

화되기 위해서는 코딩교육 또는 소프트
웨어 교육만큼이나 청소년의 디지털 창

5. Key word

작 및 제작 문화를 선도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이러한 요구를 정규교육과정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본 연구는 디지털 창작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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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창작, 디지털 장인, 수평적 동
료 생산, 오픈소스 메이커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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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5-58

웰니스케어 확산과 미래
의료시스템

조성은, 이시직, 이일학, 정지훈
연구기간 2015. 1. 1∼2015. 12. 3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결책을 찾고자 하는 사회적 필요가 동력
이 되었다. 이와 함께 정책의 필요성이

과거의 건강관리는 전염병의 예방과

제기되었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으로 고

확산 방지의 목적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령화 심화, 만성질환자의 증가, 기대수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질병 치료로 그 중

명 증가에 따른 의료비용 증가 등을 대비

심이 전환되어 병원과 의사가 주도하는

한 정책이 요구되는 것이다.

의료서비스의 형식을 갖추었다. 그리고
21세기 현재는 병원과 의사의 영역을 넘

2. 연구목표

어 일상생활과 건강관리를 병행하는 시
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ICT

본 연구보고서는 ICT발전과 함께 건강

등의 기술 발전으로 실현가능해졌으며,

관리의 개념과 주체가 바뀌고 건강관리

새로운 비즈니스 시장의 개척이라는 기

를 위한 장소와 범위가 확대된 환경 변화

업의 니즈와 함께 고령화 심화, 만성질환

와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산업적, 사회복

증가, 의료비용 증가 등의 사회문제의 해

지적 수요 등을 종합하여 현 시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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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기반 웰니스케어 정책의 바람직한

히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 정책이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 현재의 웰니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스케어가 미래의료 서비스로 향하는 진

끌어낸다. 제6장은 미래분석방법 중 하

입로가 될 것이라고 보고 미래 의료 서비

나인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바람직한 미

스에 대한 전망도 함께 탐구하고자 한다.

래 의료 서비스 구현을 위해 지금 시점에
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3. 주요 연구내용

끌어낸다. 제7장은 의료시스템의 현재와
미래를 대조해보고, 제8장에서 지금까지

본 연구는 ICT를 비롯한 기술의 발전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여 웰니스케어 서

이 건강관리의 목적과 형식, 주체와 대상

비스 확산과 정착을 위한 현 시점에서의

을 어떻게 변화시켜 왔는지를 살펴보고,

정부의 역할을 정리한다.

시나리오 기법을 통해 미래의료 서비스
는 어떤 목적과 형식으로 전환되는가를

4. 연구결론 및 시사점

확인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현재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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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에 대해 제시

웰니스케어는 기존의 e-Health, u-

한다. 세부 내용을 보면, 제2장은 웰니스

Health 보다 범위를 넓힌 개념으로 궁극

와 웰니스케어에 대한 개념 정의를 통해

적으로는 미래 의료 시스템을 대표하는

논의의 범위를 분명히 한다. 제3장에서

서비스가 되어야 한다. 웰니스케어는 개

는 건강관리와 관련한 국내외 정책 흐름

인 주변의 복합적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

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추진할 정책 방향

결하여 충족되는 것인 만큼 정보 플랫폼

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4장은 현

구축, 의사-환자-가족-사회복지 등 각

재 개발된 ICT기반 웰니스케어 제품 및

영역의 행위자들이 ICT기반으로 유기적

서비스 동향을 보여준다. 제5장은 유럽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 운용하는 시스템

을 중심으로 실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구축이 필요하다. 또 컴퓨터 시뮬레이션

ICT기반 웰니스케어 혁신 시스템 프로젝

및 줄기세포 중심의 의학연구, 전 세계

트를 살펴보고 선진적으로 수행하고 있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빅데이터에

는 ICT기반 웰니스케어 프로젝트를 면밀

의한 데이터 분석 역량 등이 중요하게 될

ICT전략연구

미래 의료 시스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저일 것이다. 둘째 소비자의 안전과 사회

정책 개발도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규제자 역할

플랫폼 개발과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정책

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ICT기반 헬스케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사용자 신뢰 확보

어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나올 때는 그

를 위한 기술 유효성 및 안정성 평가 절

기술의 유효성과 안정성을 평가해야 하

차 개발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또 국

는데, 이 때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

내 사정에 맞는 웰니스케어 시범사업을

요하다. 셋째, 과정 중심의 통합 서비스

기획하고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를 구성

로서의 웰니스케어를 위한 조정자 역할

하여 정밀한 실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을 해야 한다. 의료기관 이외에 사회복

마지막으로 웰니스케어어의 확산과 이

지, 심리상담 등 다양한 분야가 웰니스케

웰니스케어 시스템이 궁극적으로 미래

어 서비스 네트워크에 원활히 관여하고

의료 서비스 혁신의 모델이 되도록 하기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재하는 조

위해 지금 시점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정자가 되어야 한다.

제시한다. 첫째 기술의 발전과 시장의 성
장을 지원하는 촉진자(facilitator) 역할

5. Key word

을 수행해야 한다. 그 역할을 위해서 최
근 발표한 [미래성장동력 종합실천계획
(안)]에서 밝힌 기술 발전과 시장 성장을

ICT-인문사회, 웰니스케어, 미래의료
시스템, 사회복지, 디지틀 헬스케어

지원하는 실천 계획의 충실한 실행이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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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과
새로운 경제규범

손상영, 김사혁
연구기간 2015. 1. 1∼2015. 12. 3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목표

2011년 ‘Time’지는 세상을 바꿀 10개의

이 보고서는 공유경제의 본질과 사회

아이디어 중 하나로 공유(sharing)를 제

적 가치를 인문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시할 만큼 공유경제(sharing economy)

이를 바탕으로 공유경제가 추구해야 할

는 2010년대 혁신적 비즈니스의 집합으

가치와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

로 주목받고 있다.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

한 사회적 신뢰 등 공유경제의 기반이 되

서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

는 사회문화적 요인들을 파악하고 개선

이 등장하여 소비자에게 향상된 서비스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를 제공하면서 공유경제가 새로운 경제
트렌드로 부상했다. 그러나 이들은 기존

3. 주요 연구내용

의 전통적 사업자들과 경쟁하면서 일부
지역에서 규제 대상이 되는 등 갈등 요인
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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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윤리(ethic of sharing)를 기반으로

공유경제는 기존의 자본주의적 생산양

자원을 동원하고 배분하고 있으며 전통적

식과 차별되는 생산양식으로 보아야 한

커뮤니티와는 달리 분산되고 느슨한 사회관

다. 그 차별성을 Benkler는 자율성으로

계에 기초한 사회적 공유(social sharing)라

보았다. 즉 자본주의 경제에서 생산의 주

는 새로운 생산양식의 가치는 자율성(autonomy)

체인 기업이 가질 수 없는 자율성, 생산

와 역동적 효율성(efficiency)에 있다.

과정에 자발적인 관여가 새로운 생산양

Airbnb 사업은 자산임대를 통해 서비

식을 만든다고 보았다. 생산이 아닌 소비

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임대인과 임차인

나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자율성이란

을 P2P 방식으로 직접 연결시켜주는 영리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 서비스 제

목적의 사업이다. Airbnb 사업은 많은 부

공의 경우 자율성이란 어떤 위계 조직에

분이 시장경제에 포함되며, Benkler가 지

얽매이지 않은 프리랜서를 의미하며, 소

향하는 자율성과 효율성을 달성하기 어

비의 경우 자산의 자발적 임대 의사를 의

렵다. Uber 사업은 Ride 서비스를 제공

미할 뿐이다. 따라서 소비나 서비스 제공

하고자 하는 자와 Ride 서비스를 원하는

의 경우에는 자율성이 공유경제의 핵심

자를 P2P 방식으로 직접 연결시켜주는 영

적인 가치라고 할 수는 없다.

리 목적의 사업이다. Uber 사업 또한 많

자본주의적 생산양식과 차별화되는 특

은 부분이 시장경제에 포함되며, Benkler

징은 유휴 자원의 활용, 자원 활용의 제고

가 지향하는 자율성과 효율성을 달성하

를 통한 효율성의 극대화라고 볼 수 있다.

기 어렵다. Ride-sharing 서비스에 대

유휴 자원을 찾아내고 이것의 용도, 즉 수

한 규제는 주로 기존 택시회사와의 불공

요를 찾아내어 서로 연결시켜 주는 것이

정 경쟁문제, 고객의 안전문제가 주된 이

ICT 기반 플랫폼의 역할이다. 과거에는

슈지만 단기 주택 임대에 대한 규제는 시

이러한 활동에 수반되는 거래비용이 너무

민인 장기 임차인의 주택난 문제가 주된

나 커서 유휴 자원의 활용이 불가능했지만

이슈다. 따라서 Airbnb 사업을 규제하는

ICT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제는 가능해지

도시들은 주로 단기 임대기간을 제한하

면서 새로운 생산양식이 등장한 것이다.

여 상대적으로 장기 임대가 유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유휴자원이란 사용 여부에 따라 큰 차
이 없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가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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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는 자산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

공유경제의 등장과 함께 사회규범 차

와 같은 유휴자원에 대한 엄밀한 정의 하

원에서 가장 괄목할만한 변화는 가계

에서는 자원 활용의 효율성 극대화의 해

(household)에 대한 관념이 크게 바뀌었

(solution)이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우

다는 점이다. 가계 또는 소비자는 생산과

버 서비스용 승용차를 일반 택시처럼 운

정의 일부에 참여하는 프로슈머의 차원

행하는 것이 자원 활용을 극대화 하는 것

을 넘어서 정보통신기술의 도움으로 완

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전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기

공유경제에서 유휴 자원의 활용을 통한

업들과 경쟁하는 micro-entrepreneur

자원 활용의 효율성 극대화는 탄소 배출

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을 비롯한 환경 문제의 측면에서도 중요

영역으로 들어온 가계들은 소비자 보호,

하다고 본다. 자동차 공유와 주택 공유가

개인정보 보호와 같은 기업의 사회적 책

여행을 촉진해서 탄소 배출을 증가시킨다

무를 다해야 공유경제가 지속적으로 발

는 경험적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공

전할 수 있다.

유경제가 자본주의 시장경제보다 환경 측

서울 시내 공유 숙박시설 중 53%가 아

면에서 우월하기 위해서는 공유경제 사업

파트나 단독주택인 점을 고려할 때(반정

이 자원 보전과 오염 감소라는 두 가지 가

화, 2015) 특히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치 중 적어도 하나는 부합해야 할 것이다.

제도는 도시의 전월세 공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비롯

4. 연구결론 및 시사점

한 도시의 단기 주택대여 사업이 도시의
전월세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공유 플랫폼이 기존 사업자의 지대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자의 의무

필요하다면 단기 주택임대 기간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를 책임져야 한다. 공유 플랫폼들은 앱
기술, ICT 기술로 해결할 수 없는 의무

5. Key word

들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
다. 결론적으로 플랫폼의 의무와 책임 강
화가 공유경제의 규범이 되어야 한다.

98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 사회적 신
뢰, 단기임대 규제, 유휴 자원

ICT전략연구

정책자료 15-01

2016 ICT Industry Oulook
of Korea

김정언, 오정숙
연구기간 2015. 6. 1∼2015. 12. 3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여 2016년 부문별 생산, 수출, 가입자 수
등의 전망치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국제

한국은 정보통신산업 강국으로 벤치마

경쟁력 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킹 대상으로 해외에 국내 정보통신산업위

ICT 국제 경쟁력을 분석하고 신성장 산

상을 알릴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또

업에 대한 고찰을 통해 향후 ICT 산업의

한, 국내에서도 정보통신분야 현황, 전망,

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경쟁력평가 자료는 민간의 투자 및 정부

하는 것이다.

정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도 의
의가 크다.

2. 연구목표

3.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는 모두 3부로 나누어 한국 ICT
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고

2015년 국내 ICT산업의 성과를 진단

있다. 제I부 (Part I)에서는 한국 ICT 산

하고, ICT산업내 다양한 이슈를 반영하

업의 추세와 전망을 정보통신서비스,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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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서비스, 방송통신융합서비스, 정보통

포화와 해외의 후발 경쟁기업의 약진으

신기기, 소프트웨어 등 다섯 부문으로 나

로 더 이상 고성장을 유지할 수 없게 되

누어 살펴본다. 제 II부(Part II)에서는

었다.

한국의 ICT분야 경쟁력을 국제 비교하여

이와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한국의 ICT 산업의 경쟁력을 파악하고

소프트웨어와 콘텐츠의 취약한 경쟁력으

미비점에 대응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로 인해 ICT 서비스업은 ICT 제조업과

제 III부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유

비교할 때 발전이 정체되어 생산과 고용

기적으로 연결해 소비자에게 통합 경험

규모가 작은 상황이다. ICT 제조업의 생

을 제공하는 비즈니스로 부상하고 있는

산기술 발전과 생산거점의 해외 이전으

O2O(Online to offline) 시장현황을 살

로 국내 생산 및 고용창출에 ICT 서비스

펴보도록 한다.

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에서 대
외 요인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ICT 제조

4. 연구결론 및 시사점

업과 달리 ICT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대내 요인의 영향을 더 강하게 받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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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에 이어 2016년에도 ICT산업

로 나타나고 있다.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

성장의 저성장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전

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ICT 서비스업이

망되었다. 이는 불안한 글로벌 경제 환경

일정 규모로 성장하게 되면 경제안정화

의 영향과 OECD 국가 국제 비교에서 나

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

타났듯이 제조업 중심의 국내 ICT 산업

라서, ICT 서비스업의 성장을 촉진하여

의 구조적 한계에 기인한다. 특히, 후자

ICT 산업의 균형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의 경우 ICT 산업이 하드웨어에 소프트

유연한 제도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기

웨어 애플리케이션을 결합하여 새로운

술변화의 방향과 사회적 영향을 이해하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가가치를

여 다양한 신규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는

창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나, 한

지원방안도 동반 되어야한다. 또한, 국

국은 이에 대응하지 못하여 새로운 시장

제 비교에서 지속적으로 취약 분야로 지

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한국이

적되는 기술혁신 및 인재육성 및 노동시

강점을 가졌던 기기 및 부품분야는 시장

장 환경분야도 질적으로 개선하여 한국

ICT전략연구

의 ICT산업의 체질을 강화하는 것도 필

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다양

요하다.

한 아이디어로부터 새로운 비즈니스의

그런 의미에서 O2O분야는 온 ․ 오프라

창출을 위해서는 다양한 사업자 특히 스

인 서비스를 연계 통합하는 과정에서 다

타트업의 활발한 진출이 필요하므로 이

양한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인터넷을 통

에 대한 지원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해 시장을 국내에서 해외로 확장해 제조

O2O에서 온오프라인 연결에서 나타나는

업 중심의 국내 ICT산업에 새로운 성장

개인정보 및 보안 부분의 우려를 낮추는

동력으로 기여할 가능성이 있어 관심을

것과 산업 활성화간에 섬세한 조정이 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앞으로 대폭적인 성

요하다.

장이 전망되는 O2O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ICT분야 강점인 ICT인

5. Key word

프라를 기반으로 IoT, 빅데이터와 같이
O2O와 시너지를 발휘할 ICT 기술에 대

ICT산업 전망, ICT산업경쟁력, O2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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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15-02

정보통신산업동향 분석

박유리, 강유리, 김민식, 오정숙, 이경남,
이은민, 진홍윤, 나상우, 김대건, 유선실
연구기간 2015. 1. 1∼2015. 12. 3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목표

우리나라의 국민경제 성장에 큰 역할

본 연구는 정보통신 ․ 방송 산업의 시장

을 담당하고 있는 정보통신 ․ 방송 산업은

동향에 대한 분석으로 정보통신 산업의

최근 들어 커다란 패러다임의 변화를 겪

변화추세에 대한 이해는 물론 우리경제

고 있다. 특히 방송통신의 융합이 확산되

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해 시사점을 제

고 스마트 단말기 도입으로 시작된 변화

공하고자 한다.

는 단순히 네트워크와 단말기 부문에 국
한하지 않고 서비스 시장 구조 및 미디

3. 주요 연구내용

어 소비행태는 물론 향후의 경쟁구조에
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 부

본 연구는 ICT 기기, 소프트웨어 및

문별 구체적인 분석과 향후 전망이 요구

인터넷 콘텐츠, 방송통신 서비스 등을 포

된다.

함한 ICT 시장 동향 및 이슈 분석을 통해
국내 ICT 산업의 흐름을 분석하였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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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신서비스산업의 부문별 국내외 시장

4. 연구결론 및 시사점

․ 기술동향 및 이슈 분석을 작성하였으
며, 정보통신기기산업(소프트웨어)의 부

본 연구는 정보통신분야 기술의 발전

문별 국내외 시장 ․ 기술동향 및 이슈도

및 시장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

분석하였다.

뢰성 있는 통계 및 시장분석 자료를 제공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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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15-03

ICT 규제개혁 기반연구

염수현, 오정숙, 송민선
연구기간 2015. 1. 1∼2015. 12. 3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범사업에 참가함에 따라 미래부의 규제
비용총량제 지원을 위해 미래부의 ICT

ICT분야 규제개혁의 본격 추진과

규제에 대한 규제영향평가 및 규제비용

2015년 하반기 규제비용총량제 본격 시

분석서를 검증 및 보완하는데 있다. 아울

행에 따른 미래부의 규제비용총량제 시

러 미래부의 규제비용총량제 적용의 일

범사업 참가를 지원하기 위해 미래부

관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미래부의 규

ICT 규제에 대한 규제비용 총량제 TF 운

제비용 총량제 매뉴얼 개정 작업을 수행

영과 규제영향평가 및 규제비용분석서

하는데 있다.

검증 보완 연구 수행 등 ICT 규제 개혁
기반연구가 필요하다.

2. 연구목표

3. 주요 연구내용
규제비용분석서 검증 및 보완과 규제
비용 총량제 매뉴얼작성으로 구성되어

2015년 미래부가 규제비용총량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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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사업인 클라우

부의 규제비용총량 총량제 매뉴얼 개정

드컴퓨팅서비스 이용자 보호 규제와 USB/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객관적 데이터를

건전지 전원사용 제품의 적합성평가 규

수집하고 이해관게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개선 효과에 대한 분석을 수행했다. 또

한편 ICT산업 개별 규제에 적합한 영향

한 미래부의 37개 신설 강화규제 및 폐

평가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이렇게 ICT

지 완화 규제에 대해 규제비용총량제 적

분야 신설 규제 및 폐지 ․ 완화 규제에 대

용 여부를 검토하고 비용분석이 가능한

한 규제비용분석서를 체계적으로 검증 ․

규제에 대해 규제비용 산정을 통해 전체

보완함으로써 규제비용총량제에 효과적

적인 미래부 ICT 규제비용을 추계했다.

으로 대응하고 ICT 부문 규제영향평가를

다음으로 규제비용총량제 매뉴얼의 경

내실화함으로써 합리적 규제의사결정을

우, 미래부 규제 유형별 규제비용총량제

유도하고 규제의 품질을 제고하였다.

적용 방안 마련하여 예시를 제시했다. 또
한 ICT 규제 안건의 통계분석 사례 및 규

5. Key word

제비용편익분석에 활용될 수 있는 ICT
주요 통계 및 지표를 정리했다.

ICT 규제비용총량제, ICT 규제영향평
가, ICT 규제비용총량제 매뉴얼

4. 연구결론 및 시사점
ICT 규제에 대한 규제영향평가 및 규
제비용분석서를 검증 및 보완하고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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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15-08

주파수 공동사용 현황 및
도입 방안 연구

김지환, 정아름, 임동민
연구기간 2015. 4. 1∼2015. 12. 3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국과 유럽에서 각광을 받고 있어 이에 대
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동통신기술 발전과 스마트폰 사용
증가로 모바일 트래픽이 빠르게 증가하

2. 연구목표

고 있으며, 이동통신 외에도 주파수를 필
요로 하는 서비스가 많아지고 있다. 반면

국내외 주파수 공동사용 정책동향을

신규 주파수를 발굴하고 공급하는 것은

파악하고, 주파수의 공동사용 시 공동사

시간과 비용이 과거 보다 많이 소요되고

용 유인과 정책 수단 분석하여 실제 공동

있으므로 기존에 이용 중인 주파수를 보

사용 도입 시에 고려해야할 정책 이슈를

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주파수 공동사

검토한다.

용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방
송주파수 대역의 공동사용이 꾸준히 추

3. 주요 연구내용

진되어 왔고 관련 연구도 많으나, 최근
공공주파수를 공동 사용하는 방안이 미

제2장에서는 주파수 공동사용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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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및 기술을 살펴보았고, 방송주파수

대가 확보, 공동사용 주파수의 기술 및

를 이용한 공동사용 현황, 공공부문 주파

용도 범위, 이용효율화 비용 지원의 정책

수 공동사용 정책 추진 현황, LTE 기술

방향을 검토하였다. 공동사용 주파수 확

을 이용한 비면허 대역의 공동사용 추진

보에는 정부 입장에서 역경매가 선호될

현황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공공부문

수 있으나 경매가 복잡할 수 있어 사전 준

의 주파수 보유 유인, 이용효율성 개선과 유

비와 경매 설계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인, 이용효율화의 경제성을 검토해 보았다.

spectrum fee는 이용효율화를 강제할 수

제4장은 공공부문 주파수의 이용효율화를

있으나, 공공기관 예산 보전, fee 수준 상향

위한 정책수단인 spectrum fee, spectrum

조정 등 정부 개입 수준이 높다. 다만, 시장

currency, 역경매, spectrum inventory

에서 공동사용 이용 권리를 거래하여 대가

의 공동사용 유인과 실효성을 분석하였

를 확보 할 수 있다면 fee 부담을 절감할 수

고, 공동사용 주파수 공급 방법과 고려사

있어 공동사용 유인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

항, 공동사용의 대가 산정, 공동기관이

다. spectrum currency의 경우 정부 개입의

공동사용 주파수를 제공하는 데에 따른

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공공부문

정책수단

Spectrum Fee

Spectrum
Currency

Spectrum
Inventory

역경매

제도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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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거래 불가능
∙ 예산지원 일부필요
∙ 효율화비용 지원
∙ 공동사용 유인 없음

시장거래 가능
∙ 예산지원 불필요
∙ 효율화비용 지원
∙ 공동사용 유인 있음

이슈
∙ 예산 보전
∙ fee 수준 상향

∙ 예산지원 불필요
∙ 예산지원 불필요
∙ 효율화비용 지원 불필요
∙ currency 할당,
∙ 주파수 이용현황 조사 ∙ 공동사용 유인은 제도 ∙ 효율화비용 지원 불필요
교환, 거래규칙
∙ 제도 불필요
∙ 이용효율화 비용 산정 설계에 좌우
∙ 주파수의 사회적 기회
∙ 예산지원 불필요
∙ 예산지원 불필요
비용 추정
∙ inventory 감축
∙ 효율화비용 지원
∙ 효율화비용 지원 불필요
계획
∙ 공동사용 유인 없음
∙ 공동사용 유인 없음
∙ 시행 어려움

∙ 예산지원 불필요
∙ 효율화비용 지원
∙ 공동사용 유인 있음

∙ 이용효율화 기금의 제도 근거 마련 및 기금 확충
∙ 공공기관의 주파수 거래, 공동사용 및 수입 확보 허용
∙ 공동사용 대가 산정 방법

∙ 법적 근거 마련
및 경매 설계

통신전파연구

간 공동사용 권리의 거래가 허용되어 이

기간이 길지 않고 이용 권리의 갱신은 보

를 currency 교환으로 보상해 줄 수 있

장되지 않을 경우,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다면 제도 내에서 공공사용 유인이 제공

수 있다.

된다. 다만, 주파수 거래 시장이 활성화

공동사용 대가 산정의 경우, 공동사용

되어 있다면 불필요한 제도라 판단된다.

서비스/기술 및 시장 전망에 대한 사전

spectrum inventory는 주파수 보유량

적 불확실성과 정부와 공동사용자간 영

감축을 강제하므로 공동사용에 효과가

업실적에 대한 사후적 비대칭 정보가 크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 공동사용 주파수를 경매할 경우 시장

공동사용 주파수 공급 시의 세부사항

이 입찰경쟁을 통해 최종가격을 결정하

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공동사용 신청

므로 미래의 불확실성과 비대칭 정보의

자격의 경우, 주파수 이용의 효율성과 전

문제를 고려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 경매

파법 상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한, 다양

가 아닌 특정 사업자에 대한 공동사용 권

한 기술/서비스에 진입 기회를 제공할

리 부여의 경우, 불확실성과 비대칭정보

필요가 있다. 사업자당 확보 가능한 단위

가 문제가 된다. 이 경우 공동사용을 위

대역폭 및 최대 대역폭은 다양한 통신기

한 이용효율화 비용 회수는 필요하니 이

술의 표준을 포괄할 수 있도록 결정하는

용효율화 비용을 최소한의 공동사용 대

것이 중요하다. 단위 대역폭을 좁게 설정

가로 설정하고 사업자의 매출이 아닌 공

하고 복수의 단위 대역폭을 확보하는 것

동사용 시스템에 접속하여 공동사용 주

을 허용하면 공동사용 이용자의 판단에

파수 대역을 배정받은 빈도를 근거로 산

따라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충분한 대역

출하여 이용실적에 따른 대가를 추가로

폭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공동사용

부과할 수 있을 것이다.

이용기간은 투자 유발 효과와 새로운 기

공공기관에게 보유한 주파수를 타 공

술/서비스 및 신규 기업 진입과의 대체

공기관이나 민간사업자와 공동사용할 수

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공동사용의 대가

공동사용 권리의 갱신은 시장 활성화 및

확보를 허용하여 공동사용 유인을 보다

신규 진입 촉진이 저해될 수 있어 신중하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주파수 이

게 접근해야 한다. 커버리지 의무는 이용

용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공동사용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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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의 공존할 가

대역정비 비용이 낮다면 반납, 양도의 유

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보 기술군 및 진

인이 더 크다. 더 이상의 대역폭 축소는

화 방향, 표준화, 기술 및 서비스간 혼간

불가능하지만 시간 ․ 공간적으로 일부만

섭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어느 정도의

이용되는 주파수의 경우 공동사용이 경

기술 및 용도 중립성 도입이 가능한지 검

제적인 대안이 된다. 공동사용의 제도 설

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계에 따라 그에 적합한 기술/서비스가

이 공동사용 추진함에 있어 비용 조달과

진입할 것이므로 정부의 공동사용 정책

기술적 불확실성을 감내할 수 있도록 자

목표가 새로운 기술/서비스의 진입 및

금지원이 필요하다. 다만, 정부 예산에

혁신인지 혹은 공동사용 권리의 충분한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별도의 기금을 통

보장을 통한 투자 유발인지 등인지에 따

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라 신청 자격, 대역폭, 이용기간, 갱신
여부, 의무 사항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

4. 연구결론 및 시사점

다. 또한 공동사용 제도 도입 전, 주파수
이용현황 조사, 이용효율화 비용 산정,

이용효율화를 통한 경제적 효율성 제

주파수 이용의 사회적 기회비용 추정이

고를 위해서는 사회적 기회비용 수준의

필요하다. 또한, 이용효율화 기금 마련

주파수 비용 부담, 이용효율화 비용 지원

및 확충, 공공 주파수의 시장 거래 허용,

이 필요하나 공동사용은 유인이 발생하

공동사용 및 수입 확보 허용, 공동사용의

지 않는다. 공동사용 유인 제고를 위해서

대가 산정 방법 마련이 필요하다.

는 추가적으로 공동사용에 따른 경제적
대가를 확보하는 것이 허용될 필요가 있

5. Key word

다. 특정 주파수의 공동사용 정책 추진은
경제적 관점의 판단이 필요하다. 반납,
양도에 비해 공동사용 유인이 높은 경우
는 제한적이다. 활용하지 않는 대역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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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5-12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2015년도)
정진한, 이종화, 김창완, 김현수, 김용재,
정광재, 이민석, 나상우, 홍현기, 김대건,
송용택, 김진호, 김득원, 김상용, 정 훈,
임동민, 오기석, 강인규, 김주현
연구기간 2015. 3. 6∼2015. 11. 30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상황을 분석 ․ 평가하며, 통신시장 환경변
화에 따라 별도 분석이 필요한 주요 이슈

최근 통신시장의 패러다임이 데이터중
심으로 변화하는 등 급격한 환경변화에

식별 및 경쟁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한다.

따라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이
더욱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3. 주요 연구내용

이에 따라, 사전규제가 필요한 시장과 규
제 대상사업자의 식별 및 규제의 종류,

경쟁상황 평가는 평가대상 서비스를

강도를 결정하기 위한 통신시장 경쟁상

선정하고, 관련시장을 획정한 후, 주요

황 평가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지표를 평가하여 경쟁상황 평가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2015년

2. 연구목표

에는 평가대상 서비스로 유선전화, 이동통
신, 초고속인터넷, 전용회선, 국제전화

본 연구에서는 통신시장에 대한 경쟁

서비스를 선정하고, 관련시장을 획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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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시장획정 결과 유선전화 시장은 시

1위 사업자의 점유율이 50%를 하회하여,

내 ․ 시외 ․ 인터넷전화를 포함하는 국내

경쟁이 활성화된 시장으로 평가하였다.

유선전화 시장으로 획정하였으며, 이동

한편, 규제체계가 소매에서 도매시장

통신 시장은 음성 ․ 문자 ․ 데이터 서비스

중심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반영하여, 이

를 포함한 2G/3G/LTE를 동일시장으로

동전화 도매시장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획정하였다. 초고속인터넷은 제공기술방

평가를 수행하였다.

식 및 속도에 무관하게 동일시장으로 획
정하였으며, 전용회선은 시내 ․ 시외 ․ 인

4. 연구결론 및 시사점

터넷 ․ 기타전용회선을 포함하는 국내전
용회선 시장과 국제전용회선 시장으로
획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통신서비스 시장
의 획정 및 경쟁상황 분석 ․ 평가와 함께

다음으로, 획정된 단위시장별 경쟁상

변화하는 시장의 동태적 양상을 심도 있

황을 평가하기 위해, 시장구조, 이용자

게 반영하기 위해 유 ․ 무선 생태계, 신규

대응력, 사업자 행위, 시장성과 지표를

서비스 ․ 요금제, 결합상품, 부가통신시장

평가하였다. 평가결과, 국내 유선전화시

등에 대해 별도의 설문 조사와 연구를 거

장은 1위 사업자 점유율, 시장구조, 사업

쳐 통신시장의 주요 경쟁 이슈들에 대한

자 행위 등을 고려하여 경쟁이 미흡한 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

장으로 평가되었으며, 시내전화시장에서

로 향후 관련부처에서 통신서비스 경쟁

KT가 시장지배력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하는 바가 클 것

하였다. 이동통신시장의 경우에도 시장

으로 기대된다.

점유율과 시장구조, 사업자 행위 등을 분
석한 결과, 경쟁이 미흡한 시장으로 평가

5. Key word

되었으며 SK텔레콤이 시장 지배력을 보
유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외 초고속인
터넷 및 전용회선, 국제전화 시장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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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5-17

신규사업자 진입
정책사례 연구

정진한, 김창완, 김득원, 나상우, 이보겸
연구기간 2015. 6. 1∼2015. 11. 30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통신시장 정체에 따른 신규사업자의 시

국내 이동통신시장은 수년간 시장지배

장안착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도

적 사업자가 존재하고 이동통신 3사 중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주요국

심의 경쟁구조가 고착화되는 등 문제점이

신규사업자 진입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신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이

규사업자 진입이 경쟁 및 가계통신비 등

동통신사업자간 인수 ․ 합병을 통해 2002

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신규사업자의

년부터 과점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이동

시장안착 가능성과 진입에 따른 영향 등

통신 3사는 요금경쟁에 미온적인 상황이

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며 알뜰폰 활성화를 통한 경쟁상황 개선
은 제한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편, 이동통신시장은 한정된 주파수,
대규모 투자, 규모의 경제로 시장 진입이

이에 따라 이동통신시장의 경쟁구조 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경

선을 통한 본원적 경쟁 활성화 및 가계통

쟁력 있는 신규사업자에 대한 진입장벽

신비 부담 완화 방안으로 신규사업자 진

을 낮추고 시장안착을 위한 정책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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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하기 위해 주요국 사례를 벤치마킹

4. 연구결론 및 시사점

하여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주요국 사례 분석 결과, 신규사업자

2. 연구목표

진입은 시장 포화 여부와 무관하게 이동
통신시장 경쟁과 통신비 경감 등에 긍정

이와 같은 배경 하에 본 연구에서는 경

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예를

쟁력 있는 신규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유

들면, 프랑스, 스페인, 영국 등 주요국에

도하고 조기에 안착할 수 있는 기반 조성

서는 신규사업자 진입 후 기존사업자의

을 위한 신규사업자 진입 정책방안을 검

점유율과 시장집중도가 하락하는 등 경

토한다.

쟁이 활성화되고 요금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일본의 경우처럼 자

3. 주요 연구내용

금 조달 능력 등 경쟁력이 부족한 신규사
업자가 진입하여 기존 이동통신사업자에

본 연구는 국내 ․ 외 신규사업자 진입

인수 ․ 합병되는 사례도 존재하였다.

사례 분석 및 이동통신시장 평가를 통해

이동통신시장은 한정된 주파수, 대규

신규사업자 진입 필요성을 파악하고, 경

모 투자, 규모의 경제로 시장 진입이 용

쟁력 있는 신규사업자의 시장 진입 유도

이하지 않은 특성을 가진다. 해외 주요국

와 조기 안착을 위한 정책방안을 검토한

은 신규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고

다. 이를 위해 먼저 국내 ․ 외 신규사업자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자에

진입 사례 분석을 통해 신규사업자 진입

대한 주파수 우선할당, 단계적 망 구축,

에 따른 영향을 분석한 후, 이동통신시장

기존사업자에 대한 로밍제공의무 부과,

평가를 통해 신규사업자 진입 필요성을

접속료 차등 등의 정책지원 방안을 적용

검토한다. 다음으로 신규사업자 진입과

하였다. 국내에서도 경쟁력 있는 신규사

관련된 정책 이슈 분석을 통해 정책 지원

업자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고 조기에 안

방안을 도출한다.

착할 수 있는 정책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
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규사
업자의 망 구축 유인을 저해하지 않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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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에서 정책지원이 이루어 질 필요가 있

축소, 실패위험 등 부정적인 위험도 존재

을 것으로 보인다.

할 수 있어 엄격한 심사를 통해 경쟁력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와 전문가 대상
설문결과는 신규사업자 진입의 필요성을

있는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할 필요
가 있다.

지적하고 있다. 신규사업자 진입은 경쟁
활성화와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생산 및

5. Key word

취업 유발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는 반면 알뜰폰 활성화 저해, 시장규모

신규사업자, 진입, 허가, 해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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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5-18

’16∼’17년도 접속원가 산정 및
유 ․ 무선 데이터 이용 확산을
고려한 통화량 예측 모형
개선방안 연구
김민철, 오기석, 김대건, 김진호
연구기간 2015. 5. 1∼2015. 11. 30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매우 중요하다. 통화량 집계는 회계적 장
기증분원가에 기초한 과거의 접속요율

상호접속정책에서 특히 중요한 정책수

산정에 필요하며, 통화량 예측은 공학적

단은 접속에 따른 상대방 통신망 이용대

장기증분원가에 기초한 미래의 접속요율

가인 접속요율 산정이다. 최근에 인터넷

산정과 미래 접속시장의 수지현황 분석

데이터 중심으로 통신시장이 중심이 옮

에 필요하다.

겨가고 있지만 여전히 음성통화의 완료
를 위한 망간, 사업자간 상호접속은 중요

2. 연구목표

하며 그 대가인 접속요율의 산정은 상호
접속정책에서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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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접속정책에서 접속요율 결정은 매

음성통화 접속요율은 접속에 따라 발

우 중요하다. 접속요율의 산정은 통신사

생하는 접속원가를 과금단위로 표현된

업자의 통화량 자료와 그에 대한 예측치

통화량으로 나눈 원가에 기초하므로 통

가 기반이 되므로 통화량을 정확하게 집

화량은 음성접속요율의 결정에 있어서

계하고 실측치와 가까운 통화량이 예측

통신전파연구

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2016~2017년의

예측오차를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비

접속원가 산정을 위한 연구로 2015년부

교분석을 통해 예측 모형을 확정하였고,

터 2019년까지의 통화호별 음성통화량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연립방정식 모형이

에 대한 예측을 목표로 한다.

아닌, 순차적 OLS모형을 통해 ’15~’19년
까지의 음성통화량을 통화유형별로 예측

3. 주요 연구내용

하였다. 본 연구에서 새롭게 시도하는 예
측모형은 전체 통화량의 3/4에 가까운

본 연구는 먼저 음성통화 시장의 현황

비중을 차지하는 MM통화량을 최대한 정

과 주요이슈를 다룬다. 음성통화 시장의

확히 예측하고 다음으로 다른 유형의 통

현황은 이동전화, 유선전화, 인터넷전화,

화량을 예측하는 순차적인 모형이었다.

국제전화 순으로 매출 및 가입자 추이를

본 연구에서 시도하는 예측모형의 타당

중심으로 해당 시장을 분석한다. 또한,

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실측치가 존재하

스마트폰의 확산에 따른 데이터 중심의

는 구간에 대해 예측을 실시한 후 실제

이용행태가 음성통화에 미칠 수 있는 영

수치와 비교하여 예측오차를 계산하고

향과 그에 따른 음성요금제의 변화를 분

이를 종전 예측모형인 연립방정식모형을

석하였다.

이용할 때의 예측오차와 비교하였다. 그

먼저 통화량 예측방법론에 대한 소개

결과 순차적 단순회귀모형에서의 예측오

와 통화량 예측과 관련된 기존문헌을 요

차의 개선이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순차적

약 ․ 정리하였다. 예측방법론으로 인과관

단순회귀모형을 예측모형으로 새롭게 채

계접근과 시계열접근의 장단점을 비교하

택하였다. 분석 결과, 이동 전화 간 통화

고 해외분야의 선행연구 중 ITU(1993)이

량인 MM 통화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제시한 예측방법론과 통화수요함수 추정

것으로 예측되었지만 그 외 통화량 유형은

이나 유무선대체와 관련한 국내외 선행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연구를 소개하였다.
다음으로는 통화량 예측을 위한 외생

4. 연구결론 및 시사점

변수와 각 변수의 특성에 적합한 예측 모
형을 소개하고, 선행모형과 개선모형의

본 연구에서는 2016~2017년 접속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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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을 위해서 필요한 2015년에서 2019

화요율 결정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접

년까지의 음성통화량을 유형별로 예측하

속료 산정 등 합리적인 통신정책 마련에

기 위한 방법론을 모색하고 예측치를 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최근의

출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또한, 음성

통신시장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통화량

통화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신시장

예측모형을 개선하고 데이터와 설명변수

전반의 변화를 살피고 통신시장의 주요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이슈를 논의 하였다. 이를 통해 데이터

월별 통화량 데이터를 정규화하고 MM통

이용량의 증가가 MM통화량의 감소로 이

화량 중심으로 순차적인 예측모형을 개

어진다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고 무제한

발하여 예측력을 높인 것은 학문적 기여

요금제의 도입이라는 구조적 변화가 MM

로 사료된다.

통화량의 증가에 기여한다는 결과를 얻
었다.

5. Key word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15~’19년간의
통화유형별 통화량에 대한 예측결과를
제공하고 향후 예측통화량의 설비별 통
화량 전환지원을 통해 ’16~’17년 접속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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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5-19

ICT 생태계 확산에 대응한
보편적 역무 제도 개편
방향 연구
정 훈, 나상우
연구기간 2015. 6. 1∼2015. 11. 30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스인 PSTN 기반 유선전화의 역할은 감
소한 반면, IP망에 대한 접근의 중요성

ICT 생태계 확산에 따라 기존에 네트

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은 국민

워크 사업자 중심의 수직통합 구조가 C-

일상생활의 필수적 요소로 인식되고 있

P-N-D 각 계층이 상호 유기적인 관계

어, 인터넷에 대한 접근 부족 시 사회 ․

를 형성하는 ICT 생태계로 변화하는 등

문화 ․ 경제적 배제가 초래될 우려가 존재

통신시장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

한다. 이와 같은 보편적 서비스를 둘러싼

다. 이러한 통신시장 환경 변화는 음성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지속적이고 안정

비스를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보편적 서

적인 보편적 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기 위

비스 제도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변화된

한 중장기 보편적 서비스 제도개편 방안

환경에 적합한 보편적 서비스 제도로의

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 보편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적 역무 손실보전 제도도 중장기 보편적

이동통신 보급률 100% 초과, all-IP 환

역무 제도 개편 방향에 대응하여 중장기

경으로의 전환 등으로 현행 보편적 서비

적 개편방향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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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다.

소득층 요금감면 제도 개선 방안과 결합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이 이

상품 요금감면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한

루어짐에 따라 취약계층 요금감면 제도

다. 마지막으로 시사점을 도출한 후 결론

를 환경변화에 맞게 개편하여 그 제도의

을 맺는다.

효과를 제고하고, 결합상품 활성화에 대
응하여 취약계층 요금감면 제도 개선방

4. 연구결론 및 시사점

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의 확산

2. 연구목표

과 전통적인 유선전화 서비스의 이용 감
소, IP 망 접근의 중요성 증가와 인터넷

본 연구에서는 통신시장 환경 변화를

의 사회 ․ 문화 ․ 경제적 가치 증대에 따라

분석하고 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중장기

중장기 보편적 서비스 제도의 개편이 요

보편적 역무 제도 개편 방향을 검토하고,

구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본 연

이에 대응하는 현행 음성위주의 보편적

구에서는 중장기 보편적 역무 제도 개편

역무 제도의 개선 방안과 취약계층 요금

방안, 현행 보편적 역무 제도 개선 방안,

감면 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취약계층 요금감면 제도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3. 주요 연구내용

중장기 보편적 서비스 제도개편은 수
혜자인 이용자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122

본 연구는 환경변화에 따른 보편적 역

지원금을 분담하는 사업자에게 영향을

무 제도의 개편 필요성과 보편적 서비스

미치게 된다. 이에 따라, 이용자의 이용

중장기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현행 보편

능력을 고려하고, 경쟁 및 기술 발전에

적 역무 손실 보전 제도 개선 방안과 관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

련하여 사업부문별 투자보수율 산정 방

계될 필요가 있다.

식과 공중전화 손실보전제도 개선을 위

중장기 보편적 서비스 제도 개편 후에

한 손실보전대상 공중전화 지정방안과

도 시내전화는 당분간 보편적 서비스로

손실 보전 방식을 검토한다. 다음으로 저

유지하되 초고속인터넷이 현행 시내전화

통신전파연구

를 기술적, 경제적으로 완전히 대체가 가

있다.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능한 시점에 보편적 서비스에서 제외하

등 타 제도의 변화나 결합 ․ 약정할인 활

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성화 등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지속적인

경우에도 이용능력이 가장 취약한 계층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

이 무리 없이 이용할 수 있는지를 고려할

인다.

필요가 있다.
취약계층 요금감면은 경제적 또는 신

5. Key word

체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통신서비스
이용을 증진시켜주는 제도로서 요금감면

보편적 역무, 보편적 서비스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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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5-20

MVNO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수립 및 서비스
다양화 가능성에 대한 연구
정광재, 김대건
연구기간 2015. 6. 1∼2015. 11. 30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특히 MVNO 지
원 정책의 근간이 되었던 도매제공 의무

124

지난 4년간 국내 MVNO 시장은 정부

제도가 일몰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의 꾸준한 정책적 지원 아래 꾸준한 성장

MVNO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는 향후 지속

을 이루어 내었다. 이러한 성장세에 힘입

적인 성장에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어 MVNO는 본격적인 사업자 진입 이후

대외적으로는 최근 국내외 이동통신

단기간에 이동통신 시장에서 10%에 가

시장이 가격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의 경

까운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점차 안착되

쟁 체제로 점차 변화하면서, 그동안 가격

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MVNO

경쟁을 중심으로 성장해오던 MVNO 시

시장의 양적인 급성장에 따라 한편으로

장 역시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위해서는

향후 MVNO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이 점

기존 MNO 사업자들에 준하는 경쟁력을

차 필요해지고 있다. 해외의 주요 MVNO

갖출 수 있도록 MVNO 시장의 질적인 성

사업자들은 자신들의 사업에 특화된 서

장에도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목소리

비스를 개발하면서 기존의 MNO와의 차

통신전파연구

별성을 강조하는 사업전략을 점차 보이

현황과 그동안의 MVNO 관련한 지원 정

고 있다.

책의 경과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제3장

한편, 2016년 9월에는 MVNO 지원 정

에서는 해외 MVNO 시장의 현황과 시장

책의 근간이 되어왔던 도매제공 의무제

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고, 국내 MVNO

도가 일몰을 앞두고 있는 등 국내 MVNO

시장과의 차이를 비교해 보았다. 제4장

시장에도 앞으로 다양한 변화가 발생할

에서는 MVNO 도입 이후 시장 상황의 변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현재

화 및 현재 시장상황을 크게 시장구조,

MVNO 시장의 상황을 살펴보고, MVNO

수익성, 이용자 및 서비스 현황 등의 관

시장이 이동통신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점에서 관련 자료 및 통계 지표 분석을

성장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떠한 점들

통해서 살펴보고 국내 MVNO 시장의 특

이 개선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정책적인

성을 파악하였다.

지원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내는 것

제5장에서는 제4장에서 파악된 시장

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특성을 바탕으로 향후 MVNO의 지속적

있다.

발전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사점들
이 무엇인지를 도출하였다. MVNO 경쟁

2. 연구목표

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정부 차원의 정
책적 지원 방향 측면과 산업에서의 자생

본 연구는 MVNO의 전반적인 시장상황

적인 노력 측면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마

을 평가하고, 향후 MVNO의 지속적인 성

지막 장에서는 시장상황 및 도출된 시사

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이슈들은 무엇

점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보고서를 마무

인지를 파악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리하였다.

3. 주요 연구내용

4. 연구결론 및 시사점

본 보고서는 총 여섯 개의 장으로 구성

본 보고서는 MVNO의 전반적인 시장

되었다. 제1장은 본 보고서의 서론이며,

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MVNO의 지속적

제2장에서는 현재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이슈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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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파악하였다. MVNO

순재판매

시장상황을 분석한 결과 MVNO 시장은

MVNO 서비스 및 가입자 유치에서 독립

당초 MVNO 도입의 취지인 이동통신 시

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

장의 경쟁 활성화와 가계 통신비의 절감

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30여개의 사업

에 MVNO가 어느 정도 기여하면서 꾸준

자가 시장에 진출하여 활발한 경쟁을 이

히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루며 성장하고 있지만, 사업자 대부분이

진입장벽이 높은 이동통신 시장에 30여

비슷한 사업모델을 바탕으로 가격 중심

개의 사업자들이 진출하여 시장의 진입

의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포화 상태

장벽을 낮추는 역할도 한 것으로 보인다.

인 이동통신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전반적으로 MVNO 시장은 도입 4년여의

위해서는 다양한 서비스 개발 및 운영 혁

시간이 지난 현재 초기 시장 형성이 어느

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도 지나 성숙기로 지나가는 과도기에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MVNO 가 현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존하는 한계점 및 위험 요소들을 해결하

시점에서 MVNO 시장이 더욱 성장하기

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통신서비스에서

위해서는 몇 가지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

탈피하여 사물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성

도 분명히 있어 보인다. 가입자 기준의

장동력의 발굴, 설비 투자의 확대로 인하

점유율이 10%에 다가왔지만, 매출액으로

여 MVNO 서비스 운영에 있어서 독립성

따져보았을 때는 2% 정도의 점유율에 그

확보, 혁신을 통한 고부가 가치 서비스

친 점을 볼 때, 수익구조가 개선되고 있긴

개발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하지만 아직까지 낮은 ARPU 로 인하여

위해서 단기적으로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사업자들의 수익구조가 MNO에 비해서

일몰 연장이나 도매대가의 개선을 통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서 MVNO 사업자의 협상력을 높여주거

고객층의 구조를 볼 때 MNO의 저가 서

나, 운영 비용을 감소할 수 있는 정책적

비스 이용 고객을 주로 흡수하여 고 연령

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

대의 고객층이 고착될 염려가 있는 점 등

로 보았을 때는 MVNO 서비스를 개선하고

은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

ARPU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MVNO의 유

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단

형을 보다 세분화 하여 MVNO 사업자의

위주의

사업자

구조로는

통신전파연구

설비투자를 확대 하거나, 대형 IT 서비

5. Key word

스 사업자의 MVNO 진출을 지원하기 위
한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MNO, MVNO, 도매제공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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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유통구조 정상화 및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
김민철, 이종화, 강인규, 이보겸
연구기간 2015. 6. 1∼2015. 11. 30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수 있는 충분한 데이터도 축적되지 못한
상황이라 증거에 근거한 논의는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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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단말기의 공정하고 투명한

한 상황에서도 논란이 지속되었다. 2015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이동통신 산업의

년에 접어들면서 단말기유통법이 점차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

자리를 잡아 가고 보완대책도 속속 발표

고 궁극적으로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

되면서 관련 논란도 크게 줄고 들고 이동

지하고자 2014년 5월에 제정된 ｢이동통

통신시장도 안정되어가고 있다. 본 연구

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는 이제 1년이 지나 어느 정도 성과를 논

이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산

할 수 있는 시점에서 단통법이 이동통신

고 끝에 탄생한 단말기유통법은 시행초

시장 내 주체들에 미친 영향을 다각적으

기에 급격히 줄어든 단말기 지원금의 여

로 살피고 단통법에 대한 개선요구가 집

파로 시행 즉시 개정을 위한 요구가 등장

중되는 규제요소별로 관련 이슈를 정리

할 정도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다. 시

하고 향후 개선방향 모색하는 종합적인

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성과를 측정할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통신전파연구

2. 연구목표

낮아짐에 따라 가계통신비도 감소추세로
전환되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본 연구는 단말기 유통법의 정착과 실

단말기유통법의 단말기제조 및 판매부

효성 제고를 위한 법 ․ 제도개선 사항 및

문에 미친 영향 측면에서 법 시행 직후인

단말기 완전자급제 필요성, 유심이동성

2014년 10월 단말기 시장이 크게 위축되

관련 제도 등 이용자 편익증진을 위한 제

었으나 이 후 바로 정상화되었다. 한편 이

도개선방안을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동전화 단말기 판매량은 2011년을 기점
으로 매년 10%씩 하락하는 추세였는데,

3. 주요 연구내용

이는 스마트폰 보급이 일정 정도 이루어
져 신규 수요가 줄고 교체 수요 위주로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단말기 출고

이루어지는데 따른 결과로 글로벌 스마

가, 지원금이 공시되어 소비자에게 가격

트폰 시장의 성장 둔화와 동일한 맥락이

정보를 명확하게 제공함으로써 과거와

다. 또한 과거 보급형 중저가 단말 출시

같이 더 싼 가격을 찾아 발품을 팔 필요

를 꺼린 채 프리미엄폰 위주로 공급하던

가 없어져 탐색비용이 현저히 감소하였

국내 제조사들이 최근에는 성능 좋은 중

다. 단말기 유통법 시행 전에는 같은 휴

저가 단말을 본격적으로 출시하기 시작

대폰을 같은 매장에서 동일한 시점에 사

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단말 시

더라도 누구는 공짜에, 누구는 제 값을

장이 프리미엄폰과 중저가 단말 시장으

주고 살 정도로 극심한 이용자 차별이 이

로 양분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아울

루어졌으나, 법 시행 이후 비정상적인 가

러 단말기 유통법으로 출고가 인하도 촉

격차별이 크게 완화되었다. 또한 지원금

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을 받지 않고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 있는

이동통신시장은 단말기 유통법 시행

요금할인선택제의 도입으로 인해 소비자

이후 지원금이 공시되어 단말기 가격에

선택권이 확대되어 지원금 수혜자와 비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시장

수혜자 간 차별이 완화되었다. 한편 불필

이 안정화되었고, 법 위반건수나 정도도

요한 고가요금제 가입이 줄어들어 소비

시행 전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었다. 이로

자가 최초 가입 시 선택하는 요금 수준이

인해 이통사는 지원금 대란에 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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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자금을 확보하는 대신 요금· 서비

점검하고 원래 취지에 부합하는 성과가

스 경쟁이 가능하게 되었다. 가입유형에

나타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따른 지원금 차별 금지로 인한 번호이동

개선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단말기

감소가 5:3:2의 시장구도를 고착화시킬

유통법의 개선은 단말기유통법의 소기목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나 LGU+와 알

적, 예를 들어 이용자차별의 완화, 고가

뜰폰 사업자 등 후발사업자의 점유율이

요금제와 고가단말기 연계로 인한 소비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단말기 유통시장

자 부담과 가계통신비 부담 증가 완화,

이 안정화되면서 요금중심 전략을 펴는

이동통신시장 본연의 요금제 경쟁활성화

알뜰폰사업자의 약진이 두드러져 알뜰폰

등 다양한 목표들에 비추어 검토되어야

시장의 안착에 일조하고 있다. 과거 이통

한다. 한편 제도적 안정성도 중요한데 소

사 본연의 경쟁보다는 단말기 중심으로

비자와 이동통신사를 비롯한 시장 내 주

시장을 유도하던 방식에서 단말기 유통

체들이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법 시행 이후 지원금 경쟁을 탈피하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요금· 서비스 경쟁으로 전환되고 있는

한다. 제조사 장려금의 분리공시, 완전

상황이다. 단기 실적으로 이통사 수익성

자급제 등의 새로운 규제의 도입 역시 법

을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20% 요금

시행 성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제고 차원

할인, 데이터 중심 요금제 등 매출 감소

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USIM

요인, LTE 전환 등 증가 요인들의 추이
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동성은 단말기와 요금제의 분리를 위
해서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 가능한 한 이
를 제한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4. 연구결론 및 시사점
단말기유통법 구성요소 가운데 개선요
구가 집중되고 있는 지원금 공시제, 지원
금 상한, 부당한 차별의 금지 및 비례원
칙과 관련하여 구성요소가 상호연계되어
있어 단말기유통법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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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으로의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

5. Key word
단말기 유통법, 지원금 상한, 지원금
공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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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기반 이동통신 요금제
정착을 위한 요금체계
개선방안 및 이용자 편익
증대방안 연구
김용재, 오기석, 김인혜
연구기간 2015. 6. 1∼2015. 11. 30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가 되었다.
신규 데이터 중심 요금제 출시로 인한

스마트폰 보급 및 LTE 등 데이터 중심

요금인하효과, 이용자 편익 증대 등에 대

서비스 확산에 따라 모바일 데이터 트래

한 논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픽이 급증하는 등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데이터

패턴이 음성통화 위주에서 데이터 중심

중심 요금제의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 및

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지난

중장기적인 데이터 기반 요금체계를 강

5월을 시작으로 데이터사용량 중심의 요

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본격

금체계 개편이 이루어졌다. 과거 단순 음

적인 All-IP 중심 이동통신 서비스로의

성통화 위주의 통신서비스 이용패턴이

이행기를 맞아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의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용도로 급격히

자연스러운 이행을 위한 요금제 구조 개

변화되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의 패러다

선방안을 검토하고, IoT 등 새로운 서비

임의 변화는 국내외 이동통신사로 하여

스의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

금 요금 체계의 개편을 가져오게 한 계기

황에서 ICT 산업 활성화를 위한 요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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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연구목표

4. 연구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중심 서비스 확
산 및 이용행태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중심 서비스 확

현행 데이터중심 요금제의 정착방안 및

산 및 이용행태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중장기적인 All-IP 환경에 대응하는 요

현행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정착방안 및

금체계 및 방향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중장기적인 All-IP 환경에 대응하는 요금

연구 결과 소비자의 이용패턴 및 사업

체계 및 방향성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자의 비용구조는 데이터 중심으로 바뀌
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요금구조는 데

3. 주요 연구내용

이터 다량 이용자에 비해 음성 중심 이용
자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요금 구조라

제2장에서는 데이터 중심 서비스 확산

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데이터중

및 이용행태 변화와 통신요금을 둘러싼

심 요금제의 출시는 음성과 데이터 간 비

환경변화를 다루었으며, 제3장에서는 해

용－수익 구조의 괴리를 완화하여, 음성 ․

외 데이터 중심 요금제 현황 및 관련 정

문자를 저렴한 요금에 사실상 무제한으

책을 분석하고 데이터 중심 요금제 도입

로 사용하고,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요금

이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

을 부담한다는 측면에서 이용자의 편익

다. 제4장에서는 국내외 주요 사업자의

을 확대하고, 사업자의 투자유인을 증대

IoT 요금제 비교 ․ 분석을 통해 ICT 산업

시킬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 향후 다

활성화를 위한 IoT 요금제 개선방향을

수 이용자의 편익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검토하였으며, 제5장에서는 통신 이용행

크게 요금제를 둘러싼 통신망의 비용구

태 변화에 따른 이용자의 편익 증대 방안

조에 대한 변화, 이용량 증가 및 이용패

을 논의하고, 데이터 기반의 중장기적인

턴 변화에 따른 과금 방식 및 단가의 변

요금체계 개선방향을 다루었다.

화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M2M, IoT 등 새로운 서비스의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나 아직까지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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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

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앞으로 통

황이었으며, ICT 산업 활성화를 위한 요

신환경이 All-IP로 진화함에 따라 음성

금제 개편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과 데이터 트래픽을 차별하지 않고 서비

한편, 이동통신서비스는 가입자 포화로

스의 종류에 상관없이 네트워크 자원의

B2C 시장은 정체되는 반면, IoT 등 B2B

활용 정도에 비례하여 과금하는 요금체

시장의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계로의 변화가 예상된다. 또한, 사업자

이러한 IoT 활성화를 위해서는 IoT 서비

측면에서 음성과 데이터의 수익 구조의

스 유형에 따른 요금제 모듈화 등 특성에

괴리를 완화하여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

적합한 요금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

중장기적으로 이용자의 이용패턴을 기반

며, 서비스 발전 측면을 고려하여 신규

으로 적정 요금을 유도하여 이용자 후생

로 도입되는 VoLTE 등 신규 패킷 기반

을 극대화하고, IoT 활성화를 위한 요금

서비스를 데이터 중심요금제로 유도하

체계 설계를 통해 생산성 극대화 및 효율

여 점진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

적인 시장구조를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

하다.

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으로 진정한 데이터 중심 요

5. Key word

금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데이터 활용
의 자율성 제고, 투자유인 증대, 서비스

ALL-IP, 데이터 중심 요금제, IoT

발전 측면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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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쟁 활성화를 위한
방송 ․ 통신 결합판매
규제제도 개선방안 연구

김창완, 강준석, 강인규
연구기간 2015. 6. 1∼2015. 11. 30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아직까지 결합판매의 위법성 판단 심사
기법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여 객관적인

방송통신 결합서비스 시장 활성화는

위법성 판단 논거를 제시하기 어려운 실

가격할인을 통해 국민경제에 기여한 바

정이다. 그러므로, 결합판매와 관련된 이

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용자보호 측면과 공정경쟁 측면의 이슈

에서는 결합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예상되

에 대한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는 부정적 영향들도 존재하는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보완 대책이 필요한

2. 연구목표

시점이다. 우선 이용자 측면에서 보면 결
합상품의 복잡성으로 인해 가격투명성이

이와 같은 배경 하에 본 연구에서는 방

낮아지고 전환용이성이 감소할 우려가

송통신서비스 결합판매와 관련된 소비자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결합판매의 시장

고착화이슈와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지배력 전이 및 약탈에 대한 논란이 지속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적으로 야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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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연구내용

자들의 절반에 가까운 46.7%는 가격비
교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으

2007년 시장지배적사업자인 KT와 SK

며, 결합상품의 가격을 비교한 응답자

텔레콤이 결합상품을 출시함으로써 결합

중에서도 35.9%는 가격비교 자체가 어

서비스 경쟁이 시작되었으며 2008년 요

렵다고 느끼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금적정성 심사 간소화기준 할인율이 확

대부분의 이용자는 위약금 산정구조 및

대되면서 이동전화에 대한 할인을 보다

약정구조 등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강화한 유무선 결합상품이 본격적으로

것으로 나타났으며, 16.2%가 위약금구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2010년에는

조를, 15.2%가 약정구조를 인지하고 있

가족형 결합상품 출시가 시작되었다.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위약금 수준

2014년 결합상품 가입자 수는 총 1,541
만명이며, 방송 및 통신사업자 모두에서

에 대해서는 약 70.3%가 모른다고 응답
하였다.

가입자 수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통

결합판매관련 해외규제를 요약하면 다

신사업자의 결합상품 가입자 수는 1,262

음과 같다. 먼저 EU의 체계는 도매중심

만명 (81.9%), 방송사업자의 결합상품 가

의 규제를 체계를 가져가나, 시장획정을

입자 수는 279만명(18.1%) 수준에 도달

통해 특정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하였다. 결합유형은 현재까지는 DPS 가

를 선정할 수 있다. 또한 이 사업자의 영

입자가 가장 많으나, 3개 이상 서비스를

향력 행사를 막기 위하여 결합상품판매

결합하는 유형이 증가 추세에 있다. 2014

를 규제할 수 있다. EU의 체제를 따르는

년 결합유형별 가입자는 DPS 703만명,

대부분의 유럽국가는 이와 같은 규제체

TPS 593만명, QPS 237만명 순이며, 전

계를 갖고 있으며, 실제로 결합상품에 대

년 대비 증감률기준으로 QPS와 TPS는

한 규제를 취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유선

각각 37.8%, 5.1% 증가하는 반해 DPS가

전화의 액세스서비스와 음성서비스에 대

입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해 적용하고 있으며, 동시에 액세스부문

소비자설문조사결과는 회사전환과 관

의 도매제공을 의무화시키고 있다.

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한다. 결합상
품의 정보제공과 관련해서는, 결합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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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론 및 시사점

얻을 수 있으나, 이와 같은 방식을 개선
하여 이용자가 보다 알기 쉽게 전달되도

통신방송결합서비스 가격구조의 복잡

록 해야 한다. 또한 정보의 제공방식도

성, 이용계약 관련 사항에 대한 정보 부

이용자의 가격비교 용이성 제고를 위해

족 등이 전환 장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

사업자간 비교가 가능한 방식으로 기재

다. 이러한 사업자의 전략적 마케팅과 이

되어야 한다. 전환용이성 제고를 위한 제

용자의 대응 능력 부족은 통신서비스 시

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규 유무선 결

장의 유동성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온

합서비스의 경우 최대 약정기간이 이동

다. 따라서 이용자의 전환 비용을 낮추고

전화 서비스의 최대약정기간을 초과하지

서비스 선택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수요

않도록 하는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

측면의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

다. 둘째, 전환 시 이용자가 기존 사업자

한 점은 가격정보가 투명하게 이용자에

는 접촉하지 않고 이전하려고 하는 사업

게 전달하는 것이다. 가입 당시에는 시간

자만 접촉하면 되는 전환절차 도입 방안

상의 제약으로 인해 사업자가 이용자에

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게 계약 관련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
려우며 사업자에게 유리한 정보만 선별

5. Key word

적으로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가입 후에
는 사업자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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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결합판매 규제
개선방안 연구

김현수, 정 훈, 송용택, 김대건
연구기간 2015. 5. 7∼2015. 12. 3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목표

최근 방송통신 결합판매의 활성화로

본 연구는 결합판매 규제 개선의 기본

요금할인 등 이용자 편익이 증진된 반면,

방향을 이용자 후생을 강화하고 방송 ․ 통

공정경쟁 저해, 경품 및 허위 ․ 과장 광고

신 사업자 간 공정경쟁 기반을 마련함으

등의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

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송 ․ 통신

구는 방송통신 결합판매 활성화가 개별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이

서비스 시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공

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규제개선 방안을

정경쟁 저해, 이용자 차별 등의 문제점을

제시한다.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규제 방안을 도출
하고자 한다.

3. 주요 연구내용
제2장에서는 국내 방송통신 결합판매
시장 현황을 살펴보고, 각 사가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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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결합상품 할인율을 비교 분석한다.

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세부 규제개선 방

제3장에서는 국내 결합판매 규제 연혁

안으로 첫째, 이용자 후생 강화 측면에서

및 현황을 살펴본 후, 해외 주요국들의

이용약관 개선, 정보제공 강화, 허위 ‧ 과

규제와의 비교 분석 등을 통해 결합판매

장 광고 규제, 경품 규제, 위약금‧해지절

규제의 한계점을 식별한다. 제4장에서는

차 ․ 약정기간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둘

이용자 후생증대와 공정경쟁 촉진을 위

째, 공정경쟁 활성화 측면에서는 결합판

한 다양한 규제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마

매 시책 수립 ․ 시행, 결합판매 시장 경쟁

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앞서 논의된 정책

상황 평가 실시, 결합상품의 구성상품 간

방안 및 시사점을 정리한다.

과다한 할인율 격차 규제, 유료방송 요금
제도 및 회계 제도 개선, 동등결합판매제

4. 연구결론 및 시사점
현재 결합상품은 할인구성이 복잡하여

도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5. Key word

정보의 비대칭성 및 왜곡된 마케팅 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용자 선택권
제한 문제와 부당한 시장지배력 전이 등
다양한 이슈들을 야기하고 있다.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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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영상산업 생산요소시장의
구조와 거래유형에 대한 연구

황유선, 박동욱, 김호정
연구기간 2015. 2. 1∼2015. 11. 30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목표

방송영상산업에서 창작주체라고 할 수

본 연구는 드라마 부분에 초점을 맞추

있는 생산요소들은 전체 산업을 이끌어

어 생산요소시장을 분석하고자 한다. 방

나가는 핵심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송영상산업의 특성과 이러한 특성이 생

생산요소에 대한 거래관계를 살펴보고

산요소시장의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

이를 구조적인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은

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산요소시장에

전체 방송영상산업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서의 거래유형 및 그 특성을 살펴봄으로

을 위한 논의에 필수적인 작업이라고 할

써, 생산요소시장의 거래시스템에 대해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요소

그 효율성을 진단하고 관련 정책적 시사

시장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분석

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며, 본 연구는
이러한 현실과의 괴리를 좁히는 시작점
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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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연구내용

났다. 이러한 과정은 영화시장의 성장,
IMF 외환위기, 정부의 외주제작정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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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에서는 방송영상산업의 구조와

의 산업 외적인 변화에도 영향을 받았다.

특성, 생산요소시장의 특성, 미국 TV드

외부 생산요소시장의 형성과정은 산업

라마 제작시스템과 생산요소별 주요 거

내적· 외적 변수의 변화에 따라 드라마

래유형, 그리고 한국 방송영상산업 생산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자층이 다변화됨에

요소시장의 형성과정에 대해 살펴보았

따라 방송사와 생산요소 간 자산특수성

다. 드라마산업은 수요의 불확실성 하에

정도에 변화가 생기면서 나타난 결과라

서 높은 사전적 제작비용의 투입 및 다양

고 해석할 수 있다.

한 인적 ․ 물적 요소의 결합을 통해 제품

제3장에서는 산업 관계자 및 전문가와

을 생산해야 한다는 특성을 갖는다. 각

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세부 요소시장별

계약관계는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는 결

거래유형을 파악하고 각 계약의 특성에

과물로, 수요의 불확실성과 비용의 사전

대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방송사와 제작

적 투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관리

사 간 계약에 있어서, 지상파3사의 경우

하기 위한 기제라고 할 수 있다. 미국 TV

에는 방송사가 제작사에게 일정액을 지

드라마 시장의 경우 이러한 특성을 반영

불하고 콘텐츠로부터 발생하는 수입 중

하는 옵션계약의 형태가 계약의 주류를

일부, 주로 간접광고, 협찬매출 및 해외

이룬다. 즉, 전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서

시장 매출을 제작사와 분배하는 형식의

비스에 대해 미리 계약을 하기 보다는 우

계약형태를 취한다. 제작비 전액과 일정

선적 협상권, 우선적 개발권 등을 거래함

이윤을 주고 모든 미래수입과 저작권을

으로써, 특정 시점에 프로젝트가 보다 구

방송사가 보유하는 방식의 거래는 주로

체화되었을 때, 이를 계속적으로 진행할

케이블이나 종편에서 나타나는데, 이 경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방식을 취

우 미래수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부터

한다. 한국 드라마시장의 경우, 생산요

발생하는 위험을 방송사가 모두 부담하

소들이 내부화되어있던 지상파3사의 독

게 된다. 반면, 지상파3사의 계약방식은

과점형태에서 케이블, 종편 등이 성장함

형식적으로 볼 때 일종의 수익분배방식

에 따라 점차 외부 생산요소시장이 생겨

을 취하는 것으로, 수요의 불확실성에 따

방송미디어연구

른 위험을 방송사와 제작사가 일부 공유

특성을 분석하였다. 생산요소시장은 방

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작가, 배

송영상산업 생태계의 핵심요소로서, 산

우, 감독 등과의 계약에 있어서는 미국

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

드라마산업에서 나타나는 옵션계약의 방

소라고 할 수 있다. 생산요소시장에서의

식이 일부 존재하나, 활발하게 이루어지

계약은 수요의 불확실성과 높은 사전적

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촬영 이전,

제작비용의 투입에 따른 위험을 효율적

즉 사전적 비용투입으로부터 발생하는

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제로 작동해야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계약조항은 현재

나, 현재 한국의 드라마 산업 생산요소시

한국 드라마 시장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

장에서의 거래형태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는 것으로 보인다. 위험을 공유하는 제작

관리하는 시스템이 정착되어 있다고 보

사와 이들 생산요소간 수익 혹은 수입배

기 어렵다.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크게

분방식의 계약도 일부 존재하나, 이러한

세가지를 제안할 수 있다. 첫째, 분절노

방식이 위험을 관리하고 배분하는 기제

동시장을 보완하기 위한 인력양성 인프

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

라 구축을 위한 투자 노력이다. 지상파3

이지는 않는다. 계약서에 의한 거래가 좀

사의 독과점구조에서 외부생산요소시장

더 활성화되고, 계약의 내용이 구체화되

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방송사와 생산요

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계약의 내용은

소 간 자산특수성이 감소하면서 방송사

많은 부분 분쟁의 여지를 수반하고 있으

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유인은 오히려

며, 반복적· 지속적 거래 하에 놓인 시장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 단기적으로 상품

참여자들은 계약을 통해 위험에 대한 관

성이 있는 작품에 대한 제작지원이 그 효

리를 하기보다는 사후 협상을 통해 협의

과를 나타낼 수 있을지 모르나, 전체 산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업의 체질개선과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양질의 작품을 제작해낼 수 있는 잠재적

4. 연구결론 및 시사점

인적요소 양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좀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 둘째, 불완전 계

본 연구는 드라마 부분에 초점을 맞추

약에 따른 분쟁 발생시 이에 대한 준거

어 생산요소시장에서의 거래형태와 그

마련을 위한 작업이다. 드라마 산업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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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 모든 사항을 명시하는 완전계약을

해 투자 위험이 높은 영역이다. 이러한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불완전 계약

상황에서 특정 프로그램이 발생시키는

작성에 따른 사후적 협상 가능성은 언제

매출의 전체적인 규모가 투명하게 공개

나 존재한다. 특히 한국 드라마시장의 경

되지 않는다면 수익배분 방식의 투자는

우 미국과 비교할 때 불완전 계약의 정도

더욱 이루어지기 힘들다. 매출규모의 투

가 훨씬 심하다고 할 수 있다. 계약 및

명한 정보공개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통

사후협상은 기본적으로 계약 당사자 간

해 거래 당사자들이 이러한 정보에 입각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부가 직접적으로

한 협상과 거래행위를 할 수 있는 장을

개입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하지만

만들어주는 일은 드라마 산업의 투자활

정부가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양자간의

성화 및 효율적인 계약시스템 정착을 위

협상에 준거가 될 수 있는 기준들을 마련

해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하겠다.

해주는 것은 유의미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작투자의 활성화를

5. Key word

위한 매출의 투명한 정보공개 구조 확립
을 위한 노력이다. 방송프로그램은 투자
자 관점에서 보면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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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15-09

미디어 상품의 문화적 할인
지수 개발에 대한 연구

곽동균, 정은진, 장원호, 남기범, 김상현
연구기간 2015. 1. 1∼2015. 12. 3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내에서보다 그 가치가 하락하는 현상을
‘문화적 할인(cultural discount)’으로 개

본 연구는 왜 한류 콘텐츠가 아시아권

념화하였다. 이 모형에 의하면, 한국의

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는

미디어 상품이 중국이나 일본의 미디어

가에 대한 이론적, 체계적 해답을 제시하

상품에 비해 아시아권에서 더욱 뛰어난

기 위한 시도가 필요하다는 문제인식에서

성과를 보이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 대중

비롯하였다. 본 연구의 이론적기반이 된

문화 상품들의 문화적 할인이 상대적으로

워터만과 로저스(Waterman & Rogers,

작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1994)의 ‘자국시장모형(home market

본 연구는 문화적 할인율의 해답을 국

model)’은 ‘자국 시장의 크기’가 그 나라

가 이미지 요인 관련 연구에서 찾고 있

문화상품의 경쟁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

다. 제품의 소매상에 대한 이미지가 제품

친다는 가정을 모형화한 것으로, 특히 주

평가와 구매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

목할 만한 것은 동일한 문화상품이 문화

치듯이, 특정 국가에 대한 이미지는 수입

권이 다른 지역에서 소비될 때 자국 시장

된 미디어 상품에 대한 평가 및 소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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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끼친다. 특히 클라인 외(Klein,

해서 한국 콘텐츠의 경쟁력을 이론적 모

Ettenson, & Morris, 1998)의 연구는

형에 근거한 분석을 통해서 설명하고자

특정국가(일본)에 대한 적대감이 중국

한다. 이는 이론적 모형이 부재할 경우,

소비자의 해당국 제품 구매에 부정적인

정확한 원인 분석에 근거한 한류 지속 방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중

안을 모색할 수 없다는 생각에 근거한 것

국내에서 일본 콘텐츠는 한류 콘텐츠에

이다. 만약 그 요인을 찾아낼 수 있다면,

비해 더 큰 문화적 할인을 감수해야 할

그 요인을 나타내는 지표(indicator)를

가능성을 시사해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찾아내고, 그것을 직관적으로 파악이 가

있다. 다만 국가브랜드위원회 외(2011)

능한 지수(index)로 표현해 보는 방법을

의 연구 등에서 밝혀진 것처럼 일본은 대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다수 나라에서 여전히 한국에 비해 이미
지가 좋은 것으로 조사되어, 이미지 요인

2. 연구목표

중 문화적 할인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요인을 선별하는 것이 필요함도 시사해
주고 있다.

의 성공 요인을 이론적 모형에 의해서 설

대체로 기존의 한류 현황 관련 연구는

명할 근거로서 문화적 할인의 활용 가능

크게 한류열풍의 원인 연구, 한류열풍의

성을 시험적으로나마 탐색해 보는 것이

효과 연구, 한류의 지속적 발전 및 활용

다. 두 번째 목적은 실제로 문화적 할인

방안 연구의 세 가지로 구분이 가능하다.

을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효과적인

한편 한류 관련 지수화 연구들도 여럿 이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이다. 본 연구는

루어진 바 있는데, 아직까지 “왜 2000년

크게 다음의 두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

대를 전후해서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아

였다. 연구문제 1 “한류의 확산 요인을

시아권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자랑하게

한류 콘텐츠가 상대적으로 문화적 할인

되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구체적이

이 작기 때문이라고 볼 근거가 존재하는

고 명쾌한 답을 제시할 수 있는 지수화

가?”, 연구문제 2 “한국 미디어 상품들에

논리는 부족한 편이다.

대해 국가별로 다른 문화적 할인을 정량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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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다.

연구원, 2014)> 등과 같은 한류성과에

이상의 연구문제를 탐구하기 위해 본

대한 통계적, 수리적 수출입 자료들을 찾

연구가 택한 연구방법은 크게 문헌연구

을 수 있었다. 그러나 상기한 보고서들

와 조사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문

모두 한국의 수출입 현황에 초점을 맞추

헌연구로는 한국 미디어 상품에 대한 선

고 있는 국내 콘텐츠산업 백서이기 때문

호 및 시장성과로 활용할 수 있는 지표의

에, 한국 지표에 상응하는 일본과 중국의

선정을 위한 탐색, 특히 한/중/일 콘텐츠

지표 원 자료를 구하는 것이 어렵다는 한

간의 시장성과 비교가 가능한 지표가 있

계가 있다.

는지 등을 탐색해보고, 이와 더불어 한국

두 번째로 한중일의 성과를 비교할 수

미디어 상품의 시장성과가 주요 대상국별

있는 지표는 자기보고식 설문조사 결과

로 차이가 있는지도 탐색해 보려 하였다.

등에서 일부 발견되었다. 예를 들어 한국

연구의 특성상 본 연구는 조사연구가

외교부의 위탁으로 수행한 <한국이미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조사연구의

조사 및 공공외교 중장기 전략 수립(KPMG,

주 목적은 첫째, 우리나라의 어떤 면이

2014)>, 일본 하쿠호도 리서치회사의 <Global

한류 콘텐츠에 대한 선호를 낳는지를 찾

Habit 연간 조사(Hakuhodo, 2013)>, 국가

아보는 것과, 둘째, 한류 콘텐츠에 대한

브랜드위원회가 총괄한 KOTRA 의 <문화한

선호가 국가별로 실제 차이가 나는 부분

류를 통한 전략적 국가브랜드 맵 작성연

이 어딘지를 탐색하는데 있다.

구(국가브랜드위원회 외, 2011)> 등이 이
에 해당한다. 이 연구결과는 한국 미디어

3. 주요 연구내용
가. 문헌연구 결과

상품이 일본과 중국 등에서 생산된 미디
어상품에 비하여 점하고 있는 상대적 우
위를 고찰할 수 있는 잠재적 지표를 제공
한다. 2012년 연구결과, 드라마 산업에

먼저 지표 선정을 위한 탐색 결과 <콘텐

있어 아시아 국가에서 한국 드라마에 대

츠산업 백서(한국콘텐츠진흥원, 2014)>,

한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류백서(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2014)>,

한류열풍 이전에 인기도가 높았던 미국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정보통신정책

드라마, 일본 드라마에 대한 선호도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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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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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디어 상품을 교류할 때 문화적 할인

마지막으로 주간 현지 빌보드 차트 내

이 서로 대칭적으로 적용되는지를 검토

한국 음원의 비율과 순위 등에 대한 자료

해본 결과, 국가 이미지나 TV 프로그램

도 이용 가능한 대안으로 탐색되었다. 이

의 시청 의향 측면에서 아시아 4개국과

자료들은 무역장벽과 무관하다는 점에서

한국 간의 문화적 할인이 서로 비대칭적

문화적 할인이 반영된 결과로 간주할 수

인 것으로 나타나서, 문화적 근접성이나

있는 장점이 있어, 향후 지속적이면서도

유사성에 비해 문화적 할인 개념이 한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통계 확보 방안으

현상 설명에 더 유용할 가능성을 시사해

로 평가된다.

주었다.

나. 조사연구 결과

다. 지수화방안 제안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았을 때, 아시

본 연구는 우리 콘텐츠의 경쟁력의 핵

아인들이 한중일 중 한국에 대하여 가장

심 요인이 한류 콘텐츠가 아시아권에서

긍정적인 국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상대적으로 문화적 할인이 작기 때문이

그러나 필리핀과 베트남 등지에서 일본

라는 추론하에, 이런 문화적 할인의 정량

은 한국과 유사한 수준에서 긍정적인 국

적 표시 방식으로 지수화 방안이 바람직

가 이미지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다고 봐서, 세 가지 방식을 제안해 보

중국에서는 한국에 대한 평가가 일본에

았다.

대한 평가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이는

방식 1은 문화적 할인의 이론적 모형

현재 시점에서는 아시아 내에서 한국이

에 충실한 방안으로, 각국의 콘텐츠 시장

문화적 할인 면에서 가장 적은 할인의 혜

크기를 독립변인으로, 한국의 잠재시장

택을 누리고 있으나 특히 동남아시아 권

전체 크기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회귀분

역에서 일본과 한국이 잠재적인 경쟁관

석을 통해서 국가별 할인계수를 추정하

계에 놓여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 방식을 통해 문

한편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화적 할인 지수를 구할 경우 통계적으로

통해 아시아의 콘텐츠 시장에서 국가 간

산출된 국가별 계수가 ‘문화적 할인’이 아

방송미디어연구

닐 가능성이 너무 높다는 문제점 등으로

를 제안하고, 비록 초보적인 수준이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를 처음으로 시도해 보았다는 점에서

방식 2는 간이 지수 개발 및 활용법으

나름의 의미를 지닌다. 또한 본 연구가

로, 실제 시장성과의 차이 중 문화적 할

한국이 일본 등의 경쟁국가와의 콘텐츠

인과 연관된 차이를 예측해 줄 수 있는

경쟁력 경쟁에서 앞설 수 있는 요인으로

설문 항목을 찾아내서, 해당 설문만 주기

문화적 할인 부문에서의 우위가 어느 정

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의 국가간 차이

도 타당성을 지닌 가설일 수 있음을 해외

를 지수로 구성해 내는 방식이다. 문제는

설문 결과를 통해 부분적으로나마 입증

포함될 설문항목을 선별, 추출하는 과정

했기에 기존의 ‘한류 일회성 가설’이나,

에서 아무래도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를

‘한류 쇠퇴설’에서 벗어날 계기를 마련했

배제하기 어려운 난점 등이 존재한다는

다는 점도 학술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적

점이다.

지 않다고 생각한다.

방식 3은 중국 시장에 집중해서 한국

본 보고서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과 우리 경쟁국들의 문화적 할인 지수를

같다. 우리나라의 콘텐츠가 아시아권에

개발, 활용하는 방안으로, 방식 2의 간소

서 우리 경쟁국들에 비해서 문화적 할인

화 버전인 셈이다. 비용절감, 데이터확

요인에서 유리하다는 것이 더 폭넓은 조

보 부담 최소에 비해 중국시장의 중요성

사 결과에서 지지될 수 있다면, 우리 콘

으로 효용이 적지 않아 검토해 볼 만한

텐츠 산업은 내수 시장 위주로 매몰되어

대안으로 판단되었다.

서는 곤란하며, 대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만

4. 연구결론 및 시사점

약 우리 상품의 문화적 할인이 다른 나라
의 콘텐츠에 비해서 작다는 점을 십분 발

우선 본 보고서는 다음의 학술적 시사

휘해서 아시아 시장의 10%만 우리나라

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그간 존재에

콘텐츠의 잠재시장으로 편입시킬 수 있

대해서 학계에서 인정되어 왔으나, 구체

게 되면, 산술적으로는 우리나라 콘텐츠

적인 측정이 이루어진바 거의 없는 문화

시장의 규모가 약 86억 3,000만 달러 정

적 할인의 측정 및 활용 방식으로 지수화

도로 커지는 셈이며, 이것은 지금보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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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30.7% 정도 증가한 규모를 의미하

5. Key word

는 20억달러 이상의 시장 확대 효과를
누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미디어 상품, 문화적 할인, 한류, 지수화,
베트남, 필리핀, 태국,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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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15-10

비선형적(Non-linear) TV
시청환경에서 수용자의 매체
이용행태 변화 및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심홍진, 주성희, 임소혜, 이해미
연구기간 2015. 6. 1∼2015. 12. 3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트패드 등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단말
기들이 다양해지면서 시청자는 시간 및

최근 컴퓨터와 모바일 기술의 발전으

공간적 제약을 뛰어넘어 자신이 원하는

로 다양한 스마트 플랫폼과 소셜 플랫폼

콘텐츠를 자신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들이 도입, 확산되면서 방송산업은 내외

서 소비하는 혁신적인 이용행위에 빠르

부적으로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

게 적용하고 있다.

를 겪고 있다. 지금까지 TV 화면 앞에

이와 같은 방송환경 변화를 인식하여

붙잡혀있던 시청자들은 TV를 벗어나 전

본 연구는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방송 ․

례 없이 다양화된 방송콘텐츠 소비행태

영상 미디어 시장 뿐 아니라 광고와 인터

를 보이고 있으며, 지상파, 위성, 케이

넷 등 유관 분야 사업을 모두 혁신적으로

블, 종편 등의 채널 증가로 인한 기존 매

변화시키고 있는 멀티플랫폼 방송시장에

체 간 경쟁뿐만 아니라 웹툰, UGC 등 각

서의 콘텐츠 특성과 비선형 시청 행위를

종 신규 동영상 서비스까지 경쟁이 심화

플랫폼 특성과 연관시켜 분석하고자 하

되고 있다. TV 외에 PC, 스마트폰, 스마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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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표

선형 시청의 패턴차이가 드러났으며 실
시간 시청은 여전히 TV를 중심으로 이루

본 연구에서는 특히 비선형 시청을 크

어지고 있으나 PC와 스마트미디어는 다

게 몰아보기(binge viewing)와 사회적

시보기 및 몰아보기의 주요한 매체로 등

시청(social viewing)으로 나누고 플랫

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실

폼과 콘텐츠 특성, 그리고 이용자의 사회

시간 시청은 PC보다는 스마트 기기가 가

심리적 속성에 따라 비선형 시청 행위와

장 더욱 자주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

경험 평가가 어떻게 다르게 이루어지는

졌다. 그러나 사회적 시청에 있어서는 세

지를 탐구해보았다.

플랫폼 사이에 차별성이 두드러지지 않
았다. 디바이스의 특징 외에도 콘텐츠 장

3. 주요 연구내용

르별 유형에 따라 비선형 시청의 형태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서, 플랫폼 구분

이를 위하여 비선형시청행태에 관련된

을 막론하고 몰아보기가 가장 빈번한 장

기존 문헌조사와 사례연구 및 업계 심층

르는 드라마, 영화 및 연예 오락 순이었

인터뷰를 수행하였으며, 실증분석을 위

으며, 가장 적게 하는 장르는 스포츠로

하여 13~34세 시청자를 대상으로 온라

나타났다.

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비선형 시청

본 연구에서 비선형 시청 행위에 영향

의 개념과 범위 및 이와 관련된 이론적

을 미칠 수 있는 인구심리학적 속성으로

논의, 국내외 비선형 TV 시청 현황을 바

선택한 변인들은 크게 인지적 욕구, 감각

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멀티 플랫폼 환경

추구성향, 5대 성격특성(the big five:

에서 방송영상 콘텐츠 이용 행위와 플랫

openness to experiences, conscientiousness,

폼 및 콘텐츠 유형간의 관계를 조명하기

extraversion, agreeableness, neuroticism),

위하여 구체적으로 이용자의 사회심리학

미디어 의존도, 보상지연 추구속성이며,

적 특성, 인구사회학적 속성, 이용 동기

이들이 몰아보기와 사회적 시청에 대한

가 비선형 시청행위 경험에 미치는 영향

경험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몰아보기와 사회적 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플랫폼별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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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분석이 실시되었는데 몰아보기는 ‘긍

우려에 모두 부적인 관계를 보였다. 계획

정감’, ‘회의감’과 ‘피로우려’의 세 요인이

적 생활 추구 하위차원은 긍정감과 피로

주 차원으로 드러났으며 사회적 시청에

우려에 대해서는 양의 관계를, 회의감에

서는 ‘시청 경험 유용성’의 한 요인으로

서는 부적 관계가 유의하였다.

모두 수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회적 시청에서는 자극/금기 탈

몰아보기에 대한 분석 결과 감각 추구

출 추구 차원이 사회적 시청의 유용성에

성향이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게 드러났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특히 자극/금기 탈출 추구 성향이 높

5대 성격특성에서는 성실하고 친화적인

을수록 몰아보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성격일수록, 불안하고 신경질적인 성향

서도 동시에 회의감과 피로에 대한 우려

이 높을수록 사회적 시청의 유용성을 높

역시 높았다. 한편 5대 성격특성 변인에

게 평가하였다. 인지 욕구 역시 사회적

서 모든 성향 속성은 몰아보기 시청 경험

시청의 유용성을 높게 평가하는 주요 심

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기여하였으나

리 속성이었으며, 스마트폰과 TV에 대한

불안성향은 회의감과 피로에 대한 우려

의존도 역시 사회적 시청 유용성 평가에

가 높은 것과 상관관계가 있었다. 인지욕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몰아보기의 긍정적 경험감에 부분

보상지연 추구속성에서 계획적 소비 추

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회의감에는 전체

구 성향이 높을수록 유용성이 낮게 평가

하위 차원 모두가 영향을 미쳐 인지욕구

되었으며 계획적 생활 추구성향이 높으

가 높을수록 몰아보기 행위에 대한 부정

면 유용성은 더 크게 평가되어 두 하위차

적인 느낌을 가질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원이 상반된 효과를 보여주었다.

있다. 미디어 의존에 따른 몰아보기 시청

마지막으로 비선형 시청 동기 요인들

경험의 차별화는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

이 몰아보기 시청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도가 높을 때 긍정감과 피로우려가 높은

알아보기 위한 분석 결과 즐거움 배가,

것으로, TV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때 긍

본방송의 대안적 시청, 고품질 프로그램

정감과 회의감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

시청, 스트레스 해소, 효율적 시간 사용,

다. 보상지연 추구 속성은 계획적 소비

골라보기, 부수적 이용의 일곱 요인이 주

추구 하위차원이 긍정감, 회의감, 피로

요 요인으로 묶이는 결과를 보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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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몰아보기의 긍정적 경험에 유의한 영

두는 연역적 접근 방식과 설문 데이터 분

향을 미치는 요인은 즐거움 배가, 스트레

석 중심의 귀납적 접근 방식을 모두 시도

스 해소, 효율적 시간 사용, 골라보기,

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여러 선행

부수적 이용이었으며 회의감에는 즐거움

요인(antecedents)과 비선형 시청 후의

배가와 부수적 이용이 유의한 예측 변인

경험 평가를 연결하는 통합적 이론화가

으로 나타났다. 대안적 시청과 스트레스

필요하다는 인식에 바탕하여 다양한 요

해소는 피로 우려에 유의한 예측 변인이

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었다. 사회적 시청 동기는 사회적 교류,

이론적 함의를 가진다. 또한 본 연구의

제작 참여, 시간 보내기의 세 요인으로

결과는 콘텐츠와 플랫폼의 특성에 다른

구성되었으며 세 요인 모두 사회적 시청

이용자의 행위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통

의 유용감 인식에 긍정적인 예측 변인이

합시청률 조사와 같이 새로운 시청행태

었다.

를 반영하는 보다 정확한 조사체계와 방
법의 수립 및 보완에 기초가 될 수 있는

4. 연구결론 및 시사점
멀티플랫폼 환경에서 비선형 시청은

객관적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5. Key word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본격적 이론화와 실증적 연구 부족한 상
황에서 본 연구는 이론적 기준에 근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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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연구 15-01

방송법상 금지행위 규제의
법해석 기준에 관한 연구

김태오, 김호정
연구기간 2015. 5. 1∼2015. 10. 3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능성은 방송법상 금지행위 규제의 법해
석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방송법상 금지행위 규제는 2011년에
처음으로 신설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금

2. 연구목표

지행위 법요건 부분에는 불확정개념이
상당수 사용되고 있다. 특히 현재까지 방

방송법상 금지행위 규제의 체계적인

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상 금지행위 위반

법해석 ․ 적용의 기준을 수립을 위해서는

을 이유로 내린 제재는 10건에도 미치지

규제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한 방송법상

못하고 있다. 그마저도 일부 금지행위 유

금지행위 규제 법해석이 이루어질 필요

형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

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방송법상

황에서 일관된 기준에 따른 규제권 행사

금지행위의 합리적인 법해석 기준을 수

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피규제자를

립하고, 구체적인 금지행위 규제의 세부

위해서라도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기준 마련을 위한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예측가

고자 하였다. 특히 최근 IPTV법과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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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통합한 통합방송법 정부입법안이

많이 받았다. 따라서 방송통신사업자들

국회로 이송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

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에서 나

황을 활용하여 통합방송법상 금지행위

타난 위법성 판단기준, 관련 사건에 대한

시행령안 제정 작업을 통해, 방송법상 금

법원의 법해석 기준 등은 방송법상 금지

지행위 규제의 목적과 취지를 분명히 하

행위 규제의 구체적인 법해석 기준을 제

고, 법해석 기준을 시행령 제정과정에 적

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령에 반영하는 데 참

용해 봄으로써 금지행위 규제의 불명확

고하거나 준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성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제4장에서는 앞서 연구한 토대에 기초
하여, 방송법령상 금지행위 해석과정에

3. 주요 연구내용

서 발생할 수 있는 공통적인 문제를 추려
법적 분석 및 해석론을 제시하였다. 그리

제2장에서는 방송규제법에 관한 법해

고 방송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각 요

석 기준 정립을 위하여, 먼저, 방송통신

건, 시행령 별표에 구체화된 요건에 대한

위원회가 행한 금지행위 규제 심결례를

해석론을 토대로 향후 시행령 별표의 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법해석 기준에 해당

정안을 제안하였다. 이는 정부 입법안인

하는 위법성 판단기준, 위법성 판단에 있

IPTV법과 방송법을 통합한 통합방송법

어서의 고려요소, 위법성 판단의 방법 등

개정안에 따라, 그 구체적인 시행령의 규

이 제시되지 않은 채, 행위사실을 확인한

율을 미리 정비하고자 한 취지이다.

다음 곧바로 금지행위 위반 요건에 해당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문제점을

4. 연구결론 및 시사점

알 수 있었다. 이에, 방송규제법의 법해
석 ․적용 원리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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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입법현실과 규제관행을 보

제3장에서는 방송통신사업자들에 대

면, 규제목적과 입법취지, 법해석 ․ 적용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사례를 분석

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제공이 미흡했던

하였다. 주지하다시피, 방송법상 금지행

것도 사실이다. 일관되고 통일적인 법해

위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

석 기준의 제시와 이러한 기준과 입법취

용행위 또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영향을

지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

방송미디어연구

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규제의 실효적 집

5. Key word

행을 달성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
라고 생각된다. 향후 방송법상 금지행위
규제에 그칠 것이 아니라, 방송통신법제

불확정개념, 법해석, 금지행위, 불공
정거래행위, 통합방송법

전반에 걸친 법해석 기준 정립 연구가 지
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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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연구 15-04

중국의 한류 콘텐츠 소비
현황 및 향후 전망 분석

곽동균, 정은진, 장원호, 남기범, 김상현

연구기간 2015. 9. 25∼2015. 12. 3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을 지금 시점에서 살펴봄으로써, 미래를
전망해 보고자 하는 의도로 기획되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중국내 한류 콘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세

텐츠 소비 현황과 규제 변화를 살펴보는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해 보았다. 연구문

가운데, 중국내에서 한류 인기가 지속될

제 1 “중국내에서 한류 콘텐츠 소비 실태

수 있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온라인 조

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중국내에서

사와 심층면접을 통해 찾아냄으로써 중

한류 콘텐츠에 대한 규제 현황은 어떠한

국에서 한류 콘텐츠의 미래를 전망해 볼

가?”, 연구문제 3 “중국에서 한류 콘텐츠

필요가 있다.

가 인기를 끄는 요인은 무엇인가?”이 그
것이다.

2. 연구목표

그간 한류 관련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
어져왔고, 한류 콘텐츠의 가장 큰 시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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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류 콘텐츠의 미래에 결정

중국에서 한류에 대한 연구도 다양하게

적인 향배를 좌우할 영향력을 지닌 중국

시도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연구

방송미디어연구

문제 1>과 <연구문제 2>는 문헌연구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 정부에 요구하는 바

통해서 답을 찾아보기로 하였다. 즉, 중

는 없는지 등에 대한 격의 없는 생생한

국에서의 한류 소비 형태와 한류 콘텐츠

목소리도 담으려 시도하였다.

규제 실태 파악을 위해서는 기존의 연구
나 보도자료 등을 통해 해답을 구해보고

3. 주요 연구내용

자 한 것이다. 다만, 시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문헌을 대상으로 연구하기

본 보고서의 제2장에서는 중국 내 한

보다는 비교적 최신 자료들이 잘 정리된

류 콘텐츠의 소비 현황을 간단히 살펴보

2차 저작물들을 활용하려 노력하였다.

고, 제3장에서 콘텐츠 규제 현황을 정리

한편으로는 한류 연구 경험이 있는 외

해 보았다. 이어진 제4장에서는 중국인

부 연구팀과 협업을 통해 중국 내 한류

들이 바라보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어

콘텐츠 소비 실태 등에 대해 깊이를 보충

떠한지에 대한 다양한 실태조사를 실시

하고자 했다. 특히 <연구문제 3>에 대한

하였다. 제5장은 결론 부문으로서 연구

답을 구하는 과정에서는 중국내 현지 온

내용을 요약하고,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

라인 설문 조사를 통해서 한류 콘텐츠의

내고자 하였다.

인기 요인이 단순히 콘텐츠 요인인지, 아

중국 내 한류 콘텐츠의 소비 현황을 검

니면 한국이 갖는 독특한 중국내 위상 때

토한 결과, 중국의 콘텐츠 산업 중에서도

문인지를 판별해 보고자 하였다.

중국의 방송시장은 거대한 내수시장에

이와 더불어 <연구문제 3>이 본 보고

기반을 두고 있으며, 2015년에 유럽선진

서의 핵심 연구주제를 다루는 것임을 감

시장을 추월하여 세계 3위로 올라설 것

안하고, 짧은 기간 내에 중국내 설문조사

으로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를 충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점을 보완하

중국인의 문화상품에 대한 수요가 폭발

기 위해 본 연구는 한국에 유학 온 중국

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반면, 자국 문화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집단토론회를 활

텐츠는 대중의 수요를 채우기에 양적, 질

용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인들이 왜 한국

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신

콘텐츠를 소비하며, 콘텐츠의 소비 행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외국에서 제작한

는 어떤지, 그리고 한국 콘텐츠의 위상을

트렌디 드라마가 크게 인기를 끌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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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방송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외국

침에는 2014년 9월 2일 국가신문출판광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은 편이다. 그

전총국이 공포한 외국 영화 드라마 관리

중 한국 드라마는 1990년대 <사랑이 뭐

통지를 비롯하여, 2015년 4월부터 실시

길래>를 기점으로 2000년대 초반부터

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서 방영되는

높은 시청률을 달성하는 등 중국인에게

해외 콘텐츠의 연간 수량 제한 등이 대표

꾸준히 사랑을 받아왔다. 최근에는 중국

적으로 해당된다. 한국 방송콘텐츠 대부

내 한국 예능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도 폭

분이 중국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방영되

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4년 기준

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드라마의 온라인

으로 국내 방송 콘텐츠의 전체 수출에서

방영에 대한 규제는 사실상 한국 드라마

중국 진출 비중이 20.4%를 차지할 정도

방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에 이르렀다. 그러나 아직까지 2000년대

콘텐츠 소비 및 규제 환경의 변화를 반

를 전후해서 중국에서 한류열풍이 일어

영하기 위한 본 설문조사와 FGD는 다음

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

의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먼저, 온라

쾌한 답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는 부족한

인 설문조사는 한국 문화콘텐츠가 일본

편이다.

문화콘텐츠에 비해 중국인에게 차별적으

그러나 최근 중국의 방송 규제 주관기

로 인식이 되는지 탐색하였다. 우선 중국

관인 국가언론출판광전총국(國家新聞出

응답자가 평가한 한국에 대한 국가 이미

版廣電總局, 이하 광전총국)은 기본적으

지는 5점 만점에 3.51점이었던 반면, 일

로 미디어 영역 사업의 대외개방에 대한

본의 국가 이미지 점수는 2.80점에 불과

엄격한 규제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했다. 나아가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국 및

알려져 있다. 해외 방송프로그램은 기본

일본에서 생산된 드라마/예능/대중가요

적으로 <해외 TV프로그램 도입 방영관

에 대한 시청 요인을 각각 조사한 결과,

리규정>을 준수해야하며 허가를 받은 작

대체로 한국 문화콘텐츠에 대한 선호요

품에 한해서만 중국 내 수입과 방영이 가

인 점수가 일본의 동일 콘텐츠에 대한 점

능하다. 최근 중국 당국이 상대적으로 느

수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조사결

슨했던 웹 영상물의 검열 기준을 TV방송

과를 종합하여 보았을 때, 중국인들은 한

수준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방

국과 한국 콘텐츠에 대해서는 호감도와

방송미디어연구

선호도가 높았으나, 일본과 일본 콘텐츠

현지에서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는 것에

에 대해서는 낮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

상당히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

었다.

라서 중국인의 한류 콘텐츠 소비 경로가

아울러, FGD 형식으로 국내 체류 중

최근 중국 당국의 외국 콘텐츠 규제정책

국 유학생의 논의를 청취한 결과, 중국인

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은 한국 문화를 세련되고 서구적인 것으
로 인식하며, 한국 문화 및 한류 스타에

4. 연구결론 및 시사점

대한 호감이 다양한 한류 콘텐츠에 대한
연쇄적인 선호현상을 낳는 것으로 나타

우선 본 보고서는 다음의 학술적 시사

났다. 반면, 일본의 역사와 문화를 비롯

점을 도출하였다. 중국 시장에서 한류 콘

한 일본 전반에 대하여 거리감이 있어 일

텐츠를 일본 콘텐츠에 비해 더 선호한다

본에서 생산되는 문화콘텐츠에 대한 거

는 사실은 양국의 콘텐츠 제작비 규모에

부반응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매

주로 소비하는 장르는 드라마뿐만 아니

우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이렇게 한국과

라 예능 프로그램도 있었다. 참가자들은

일본이 아시아 최대시장인 중국에서 문

다양한 예시를 언술하며 현재 중국에서

화적 할인에 따른 잠재시장 규모에서 차

는 한류 예능의 판권을 수입해 제작한

이가 나는 정도가 양국의 내수시장 규모

‘중국판’ 예능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고 보

차이를 벌충할 정도가 되면, 이제 한국은

았다. 하지만 최근 중국 당국의 한류 콘

일본에 비해 내수시장 규모가 작다는 핸

텐츠 견제 등의 방송시장 변화에 따라 한

디캡을 더 이상 느낄 필요가 없어진다.

류 콘텐츠 소비의 불편감이 있는 것으로

더 넓은 잠재시장을 갖고 있다고 판단되

나타났다. 중국 내 한류 소비자의 인기

니, 더 많은 제작비가 투자되고, 이에 따

접근 경로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라 콘텐츠의 대외 경쟁력은 더욱 커지며,

와 같은 우회 경로를 통한 불법 콘텐츠

해외 시장이 더 확대되는 선순환을 기대

공유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한편으로 정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식 콘텐츠를 접근하는데 있어 투도우에

이 뿐만 아니라, 본 보고서의 정책적

서 한류 콘텐츠를 방영하는 시점이 한국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이처럼 가장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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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시장 규모에도 불구하고, 중국 콘텐

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그 분야에 대

츠가 아시아 시장에서 중국 공산품의 위

해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이고, 성공 가능

세를 따라잡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성을 더욱 확산시키는 정책적 노력이 필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이 큰 시장에서

요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우리의 또 다른 경쟁국인 일본이 상대적
으로 경쟁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은

5. Key word

우리에게는 크나큰 호재일 수밖에 없다.
제조업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발휘하는
분야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이렇
게 구조적으로 중국과 일본에 비해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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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콘텐츠 소비, 중국의 콘텐츠 규
제, 드라마, 예능, 가요, 한일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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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 TV홈쇼핑의 운영
차별화 방안

이종원, 박민성, 김혜성
연구기간 2015. 11. 1∼2016. 2. 28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목표

정책적으로 신규 공영 TV홈쇼핑 채널

본 연구의 목적은 TV홈쇼핑 시장의 주

설립이 공식화됨에 따라 공영TV홈쇼핑

요 이슈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기존 TV홈

채널이 기존 TV홈쇼핑 채널과 어떤 차별

쇼핑사와 차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공

적 운영으로 기존 TV홈쇼핑 시장의 문제

영 TV홈쇼핑 승인 정책방향과 승인과 관

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심이 집

련된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정책방

중되고 있다. 이에 TV홈쇼핑 시장에서

향을 제언하는 데 있다. 이상의 연구목적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

을 실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정책자

한 신규 공영 TV홈쇼핑채널 설립 및 운

문, 전문가 토론회 및 공청회 등을 주관

영에 관한 정책 연구가 필요하다.

하며 업계, 학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
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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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연구내용

방안들을 쟁점별로 제안하였다. 그리고
공영 TV홈쇼핑 도입의 정책목표를 구현

본 연구에서 수행하는 연구의 주요 내
용은 다음과 같다.

하기 위한 실효성 확보 정책방안들을 심
사기준으로 구체화하였다.

첫째, TV홈쇼핑 시장의 현황을 분석하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갖는 의미, 그

였다. TV홈쇼핑과 관련된 정부정책의 경

리고 향후 TV홈쇼핑 시장의 과제들을 정

과를 추적하고, TV홈쇼핑 시장규모, 시

리하였다.

장성과 등을 분석하였다.
둘째, 공영 TV홈쇼핑 신설의 주요 근

4. 연구결론 및 시사점

거가 되었던 TV홈쇼핑 시장의 주요 정책
이슈들을 논의 하였다. TV홈쇼핑 시장

본 연구는 그간 TV홈쇼핑 시장에서 제

거래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그에 기반을

기되어 온 다양한 문제에 대한 쟁점을 분

두어 TV홈쇼핑사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석하였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공영 TV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를 통해 문제를

홈쇼핑 도입의 필요성, 공영 TV홈쇼핑의

해소하기 위해 민간기업과 차별화되는

도입을 정당화할 수 있는 정책목표, 공영

장치를 도입할 수 있는 수준의 공적 성격

TV홈쇼핑 운영을 정당화하기 위한 요건

을 지닌 TV홈쇼핑사 설립을 정책적으로

등을 모색하였다.

검토하였다.
셋째, 공영 TV홈쇼핑 도입이 필요하게

5. Key word

된 정당화 논거와 도입을 통해 기대하고
자하는 정책목표 등을 기술하고, 공영 TV
홈쇼핑 운영의 정당성을 갖기 위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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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5-10

방송콘텐츠 기반확충을 위한
국내외 사례분석 및
정책방향 연구
박동욱, 심홍진, 황준호, 정은진
연구기간 2015. 5. 7∼2015. 9. 30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시키기 위해 “3개년 콘텐츠산업진흥 기
본계획”(1차 ’11년, 2차 ’14년), “창조경제

방송콘텐츠 산업의 국가경제적 가치가

시대의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13년),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창의성과 다

“창조경제의 핵심 PP산업 발전전략”(’14

양성을 기치로 하는 창조경제 시대에 방

년) 등을 통해 정부차원에서의 노력을 배

송콘텐츠 산업은 국가경제 발전을 위한

가하고 있다. 산업적 차원에서도 콘텐츠

주요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방송

가 가치창출의 원천이 되는 환경을 반영

콘텐츠 산업은 그 구조적 속성상 자본,

하여 양질의 방송콘텐츠 제작과 유통, 소

기술, 인력이 집약된 산업으로 고부가가

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치를 창출하는데 유용하며, 연관산업과

그러나 그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방

의 시너지,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 브

송콘텐츠 산업의 육성 및 양질의 방송콘

랜드/이미지 제고 등 국가경제적으로 매

텐츠 제작확대를 위한 정부의 역할은 여

우 유망한 분야로 평가받기 때문이다. 실

전히 중요하다. 국내 방송콘텐츠 산업의

제로 방송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고 발전

지속적인 성장과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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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는 합리적, 체계적, 실효적인

도출함으로써 국내외 방송콘텐츠 산업의

정책방안 모색이 지속되어야 하기 때문

육성 및 활성화 기반 구축 사례를 과학

이다.

적,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었다. 이는
방송콘텐츠의 가치사슬모형에 주목하여

2. 연구목표

제도, 제작, 유통, 수요 측면에 관한 주
요 구성 차원을 도출하고 차원별 하위 구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의 목적

성 요인을 정립함으로써 가능하였다. 정

은 지속 가능한 정책방안 모색을 위해 방

책프레임은 본 연구에서 국내외 정책사

송콘텐츠 산업 활성화 기반구축을 위한

례 분석, 미디어 환경 변화 분석, 정책아

정부의 지원정책 및 규제제도 평가에 대

젠다 제안 등 주요 연구내용의 주요 분석

한 정책 아젠다를 규정하고, 방송콘텐츠

틀로 활용되었다.

산업 활성화 기반구축을 위한 국내외 정
부의 지원정책 및 규제제도 평가에 기초
해 방송콘텐츠 산업의 육성 및 양질의 방

2) 미디어 환경 변화와 정책
프레임별 방송 산업 현황

송콘텐츠 제작확대를 위한 정부의 역할

정책 프레임별 방송 산업의 현황을 분

을 검토한다. 나아가 우리나라 방송콘텐

석한 결과, 제작 차원의 방송 산업은 우

츠 산업의 육성과 활성화 기반구축을 위

선적으로 ① 방송콘텐츠 시장의 경쟁 심

해 가치사슬모형을 기반으로 방송콘텐츠

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방송사업자

의 기반구축을 위한 정책아젠다를 제작,

간 시청자 및 소비자 확보를 위한 경쟁이

유통, 수요, 이를 아우르는 제도 측면에

날로 심화되고 있었으며 방송에 대한 시

서 각각 제안하고자 한다.

청자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프로그램
제작비도 더불어 상승하고 있었다. 특히,

3. 주요 연구내용
1) 방송콘텐츠 기반확충 정책 프레임

다양한 취향을 갖는 시청자의 욕구에 부
응하기 위해 유료방송사업자와 종편 채
널의 자체 콘텐츠 제작 역량 확보를 통한
공격적 마케팅이 본격화되고 있었다. 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분석 프레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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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하고 있었다. 해외 주요국과의 FTA 체

랫폼 등장에 따라 글로벌 방송콘텐츠의

결을 통한 방송시장의 상호 개방은 국내

시장 개척 기회가 증대된 결과로 풀이된

방송프로그램 산업에 위기와 기회를 동

다. ③ 스마트미디어 유통 채널 역시 진

시에 제공하고 있었으며, 국내 제작자와

화 일로에 서 있었다. 스마트폰 등장 이

해외 제작자의 공동제작 프로젝트 기반

후 애플 앱스토어 및 구글 플레이 등 신

확충 및 방송 포맷 수출도 크게 증가하는

규 유통 채널 성장하고 있었으며, 콘텐츠

추세가 관찰 되었다. ③ 스마트 미디어와

소장 개념이 희박해지고 콘텐츠와 서비

모바일 콘텐츠 제작 환경이 급속도로 발

스에 접근하여 곧바로 이용하는 방식이

전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개방적인 애플

선호되었다.

리케이션 개발, 참여 환경이 뒷받침 되면

셋째, 법제도 차원에서는 ① 미디어

서 콘텐츠를 소비하는 이용자들이 콘텐

환경이 수반한 규제 이슈들이 제기 되고

츠 생산에 참여하는 빈도가 증가하였다.

있었다. 광고제도 개선 및 UHD, MMS와

1인 창작자의 영상콘텐츠를 모아서 판매

같은 신규 방송서비스 도입 및 수신료 현

하는 네트워크 역할과 제작 환경 및 마케

실화 논의 등을 대표적 규제 이슈라 할만

팅 채널을 제공하는 등 인큐베이터 역할

하다. ② 방송콘텐츠 경쟁력 확대를 위한

겸비하는 MCN은 1인 콘텐츠생산의 촉매

주요 정책 변화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령, 지상파의 재원안정과 침체된 광고

둘째, 유통차원의 방송산업 현황을 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광고총량

펴본 결과, ① 방송콘텐츠의 크로스플랫

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협찬고지 금지가

폼 유통이 확산되고 있었다. 다양한 취향

완화되고 협찬의 종류 또한 확대되는 방

과 기호가 반영된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향으로 정책이 논의되고 있었다.

시청자 욕구가 증가하면서 디지털 콘텐

넷째, 수요 차원에서 살펴본 방송 산

츠가 다중 플랫폼화되고, 콘텐츠 유통 체

업은 ① 크로스플랫폼 방송콘텐츠 수요

계 또한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었다. ②

가 증가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콘텐츠

국내 방송콘텐츠의 해외 진출 역시 긍정

의 선택적 이용 증가에 따라 미디어 환경

적으로 확대되고 있었다. 인터넷 기술기

이 이용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었으며,

반의 국경을 넘나드는 다양한 서비스플

개인 디지털 미디어의 보급으로 TV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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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이 검색을 활용한 ‘능동적 소비’ 및

국, 프랑스를 중심으로 사례연구가 이루

SNS와 메신저와 연계된 ‘네트워크 시청’

어졌으며, 방대한 해외 정책 사례가 제시

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결국 ② 스마트

됨에 따라 구체적 해외 정책 사례와 시사

미디어 환경의 콘텐츠 소비 변화 패턴이

점은 해당 본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이러한 니즈가 증

둘째, 유통 프레임을 통해 국내외 방

가함에 따라 개인화와 맞춤형 콘텐츠 기

송콘텐츠 사례를 분석한 결과, 국내 방송

반의 서비스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경향

콘텐츠가 널리 유통되고 국내 콘텐츠의

이 있었다.

기업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국제 견
본시의 개최 지원 등을 통해 글로벌 네트

3) 방송콘텐츠 기반확충을 위한 정책
프레임별 국내외 사례 분석
먼저, 국내외 방송콘텐츠 제작 프레임
에 따른 국내외 프로그램 제작 지원 사례
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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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또한 사
업자들의 프로그램 정보를 통일시키는 데
추가비용과 상당 시일이 소요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방송사업자의 프로그램 유통
정보를 표준화하고 유통정보 통합관리체

해외 시장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킬러

계를 구축하여 프로그램의 원활한 유통에

콘텐츠 제작 및 ICT를 연계한 새로운 유

기여하고 있었다. 국외의 경우 싱가포르

형의 콘텐츠 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있었

와 일본이 유통망을 글로벌화하고 해외시

다. 또한 방송분야의 창작기반을 구축할

장을 확대하며 자국내 시장환경을 정비하

수 있도록 문화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지

는 등 활발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다.

닌 방송대본 DB를 구축하여 서비스로 지

셋째, 법제도적 프레임 차원에서 국내

원하고 있었으며, 방송콘텐츠 부가가치

법제도적 지원은 주로 저작권 보호와 방

제고를 위해 제작지원 예산을 활용하여

송분야에서의 표준계약서 제정, 콘텐츠

기획 ․ 유통 중심의 Value Up 프로젝트를

사업 규제 완화 등이 두드러지게 관찰되

추진하였다. 방송콘텐츠 제작 인프라 구

었다. 해외 주요국의 법제도는 영국, 프

축에도 힘쓰고 있었으며, 방송제작 인력

랑스, 캐나다, 일본을 중심으로 분석하

의 교육, 훈련, 지원도 제작 프레임 측면

였으며, 지적재산권 보호의 의무화, 지

에서 주목할 대목이다. 국외의 경우, 미

역콘텐츠 편성의 의무화 등 방송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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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및 유통의 지역(중앙) 편중성 심화

정책프레임에 따라 분석한 결과, 일부 프

를 방지하고 전국적 산업 진흥과 다양성

레임에서 보완 영역 및 보완 아젠다가 드

및 창의력 증대에 노력하고 있었다.

러났다. 구체적으로 제도 프레임과 수요

넷째, 수요 프레임 차원에서의 국내외

프레임에 부합하는 일부 기반확충 성과

방송콘텐츠 분석 결과, 여타 차원에 비해

가 나타남에 따라, 제작 프레임과 유통

제도적 시행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으

프레임 영역에서 방송콘텐츠 기반확충

로 드러났다. 시민비평을 공모하거나 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청자 미디어센터를 활용하여 시청자 참

먼저, ① 제작프레임의 기반확충 사례

여 및 미디어 교육을 지원하고, 소외계층

로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이라는 거시

방송접근권을 보장하면서 시청자 방송참

적 접근 아래, 제작비의 직 ․ 간접 지원

여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

(투융자, 세제), 제작 인프라 구축(장비,

정책이 여전히 방송산업, 방송사업자에

시설, 기술 등), 제작인력 양성, 교육, 훈

치중되어 있어 방송정책의 궁극적인 수혜

련 등에 관한 미시적 확충 사례를 제시할

자인 시청자로부터 나오는 풍부한 정보

수 있다. 다음으로 ② 유통프레임의 기반

및 의견 등은 상당부분 배제되고 있었다.

확충 사례 또한 방송콘텐츠의 유통 지원

이에 반해, 영국의 경우 ‘방송미디어 시청

이라는 거시적 정책방향을 토대로 국내

자 태도 조사(Media Tracker)’ 등을 통해
국민이 생각하는 방송의 기준(standard)
을 수시로 탐지하고 분석하고 있으며, 지
속가능한 소비자 연구를 수행하여 사회
적 변화와 시청자의 니즈에 적시에 대응
하고 있었다.

외 시장 개척, 콘텐츠 디지털 유통망 개
발, 국제적 견본시, 마켓 개최 등을 통해
구현 사례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③
제도프레임에서의 기반확충 노력은 상당
히 활성화 되어 있으며, 그에 따른 성과
도 지속적으로 관찰되나 정책지원과 평
가 영역, 정책 데이터 데이터베이스 구축

4) 방송콘텐츠 기반확충 주요 성과
현황 및 문제점
방송콘텐츠 기반확충의 주요 성과를

등의 사례도 제도 측면에서 보완될 수 있
는 주요 사례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④ 수요측면에서의 기반확충은
주로 시청자 보호 및 권익 증진을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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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추진 및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시청자

니즈를 극대화 시키는 방향으로 수요정

의견을 빅데이터로 구축하는 등 시청자

책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책 프레임별 정책 아젠다 발굴 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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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방송콘텐츠 기반확충을 위한 정책
아젠다

교류 지원[중장기], ⑧ 방송콘텐츠 저작
권 보호[중장기], ⑨ 시청자 빅데이터 구축

상술한 정책 프레임별 미디어 환경 변

[중장기], ⑩ 방송통신위원회 소관법률

화, 국내외 방송콘텐츠 기반확충 사례 분

Encyclopedia 구축[중장기]이 있다. 구체

석, 정부 차원의 국내 방송콘텐츠 기반확

적인 내용은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충 현황 등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통해 다
음과 같은 정책 프레임별 아젠다를 발굴

4. 연구결론 및 시사점

하였다(그림 참조).
총 10개의 단기 ․ 중장기 정책 아젠다를

본 연구의 결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프레임별로 도출하였으며, 다음은

방송콘텐츠 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

주요 정책 아젠다이다. ① 지원사업 수혜

한 지원정책 및 규제제도 마련을 위한 참

자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② 공영

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방송의 공적 역할 제고[중장기], ③ 뉴미
디어 제작기반 구축 및 활성화, ④ 공공

5. Key word

성 ․ 공익성 ․ 다양성 프로그램 제작 활성
화, ⑤ 방송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중장
기], ⑥ 방송대상의 국내외 위상 강화,

방송콘텐츠, 미디어 환경 변화, 방송
산업

⑦ 공영신디케이터를 통한 국제 유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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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5-23

규제비용총량제 도입을 위한
비용분석 방안 연구

초성운, 정광재, 황유선, 오기석, 박희영
연구기간 2015. 5. 7∼2015. 11. 30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된다. 이에 따라, 규제비용총량제를 방
송 ․ 통신 산업의 특성에 맞게 적용하는

규제비용총량제가 2015년부터 전 부
처를 대상으로 실시됨에 따라 신설 ․ 강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의 정립이 선행되어
야 한다.

․ 폐지 ․ 완화되는 규제에 대한 피규제대
상 기업의 규제부담비용 분석방안 정립

2. 연구목표

필요하다. 시범사업을 위한 ‘규제비용총
량제 매뉴얼’이 제시되어 있으나, 구체적

새로운 규제방식으로 논의되고 있는

인 가이드라인이 부족하여 이를 개별 사

규제비용총량제의 실질적 도입과 적용을

안에 적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 발생하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규제비용총량제

고 있다. 방송 ․ 통신 산업은 전통적인 규

의 가장 핵심이 되는 비용분석방안을 심

제산업으로 독과점 이슈 등 경쟁 정책과

도 있게 다루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관련된 규제가 다수 존재하여, 규제비용
총량제 적용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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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연구내용

별 분석방법 및 실제 법령을 통한 구체적
인 예시를 제공함으로써 일반론적 성격

본 연구는 규제비용총량제에 대한 이

의 규제비용총량제 매뉴얼을 구체화하였

해와 적용을 위한 관련 규제이론을 검토

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해당 규제내용

하고, 기존 규제비용총량제 매뉴얼의 보

의 비교검토, 피규제자 범위선정, 비용 ․

다 구체적 적용방안, 특히 비용분석 방법

편익 세부항목의 분류, 직접비용 및 직접

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

편익의 산출 그리고 비용분석결과의 검

로 방송통신분야의 실제법령에 적용하여

토 ․ 보완이라는 5단계의 분석절차를 제시

비용을 산출함으로써 구체적인 정책 적

하고, 각 단계별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용방안을 제시하였다.

5. Key word
4. 연구결론 및 시사점
규제비용총량제, 규제비용총량제 매뉴
규제비용총량제 적용 시 비용분석을

얼, 비용분석, 방송통신 산업,

위한 단계를 5가지로 분류하여 각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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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5-24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의
실효적 시행방안 연구

심홍진, 황준호, 박희영
연구기간 2015. 5. 7∼2015. 11. 30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이 약화되었으며, 지역방송의 중앙종속
적인 구조 등으로 그 위기가 더욱 심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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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년 12월 ｢지역방송발전지원 특

바 있다. 이러한 악제 속에서 특별법은

별법｣(이하 특별법)이 시행되었다. 특별

지역방송의 권역을 명확히 제시하였고,

법 시행은 지역방송의 건전한 발전 환경

지역방송의 취재, 보도 및 제작의 자유를

을 조성하고, 지역성과 다양성을 구현하

보장하고 편성의 자율성을 존중할 수 있

여 지역방송의 민주주의 실현과 지역사

도록 하였으며, 무엇보다 지역방송의 건

회 균형 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전한 발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틀이 마련되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지역방송

그동안 지역방송은 미디어 환경 변화에

이 지역사회의 공적 커뮤니케이션 통로가

기인한 미디어 정책 변화로 지역방송의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정체성을 위협받았다. 여기에 방송권역

특별법은 이와 같은 가치 명제 이외에

내의 과다한 방송사 난립과 시청권역의

도, 지역방송을 실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

세분화로 인해 지역방송의 경제적 기반

는 여러 위임 조항을 두고 있다. 이에 따

방송미디어연구

라 방송통신위원회가 15년 6월 지역방송

울러 지역성 지수의 평가 항목들을 정교

지원의 기본 방향, 중장기 및 연도별 구

화하고 상술한 특별법 시행 배경과 방송

체적 지원 계획 등을 담은 지역방송발전

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 기준고시에 기초

지원계획을 수립 공표하였고, 지역방송

하여, 특별법의 실효적 시행 방안 중 하나

발전 지원을 위한 효과적 사업수행을 위

로서 ’16년부터 최초 시행을 앞두고 있는

한 지역방송 관련 협회 등에 예산 보조,

지역방송에 대한 지역성 지수 평가 세부기

지역방송사업자에게 합리적인 경제적 지

준을 확정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방송평

원을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등을

가 등 기존 방송프로그램의 세부기준이

통해 지역방송을 실제적으로 지원하고

나 산정방식 토대로 방송프로그램의 우

있다. 그렇다고 특별법은 무조건적인 지

수성이나 편성의 적정성, 경영의 적정성

원은 지양하고 있다. 특별법은 ｢지역방

등에 관한 평가 분석틀을 마련한다. 또한

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

지역밀착성 확보 노력이나 지역사회 기

기준｣ 고시(이하 기준고시)를 제정하여

여도, 지역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관련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적 지원체계를

항목들은 방송 관련 학계 전문가와 방송

구축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14년 지

사업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학문적 전문

역방송의 지역밀착성 확보 노력, 지역사

성과 지역방송의 현실을 모두 아우르는 지

회 기여도, 지역시청자 권익 보호 등을

역성 지수 산출체계를 개발한다. 아울러

평가하기 위한 지역성 지수 평가 영역과

지역밀착성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특

하위 평가 항목을 개발하여 지역방송의

정 평가 항목의 경우 실제 방송사업자의

지역성 구현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자료를 취합한다. 취합된 자료를 통해 지

측정 가능한 평가 분석틀이 마련되었다.

역성 측정 지표로서 지수의 경험적 정합성
을 검증하고 지수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확

2. 연구목표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방송발전지원

보하기 위해 시뮬레이션테스트를 수행한다.

3. 주요 연구내용

계획’의 수립배경 및 비전, 추진전략 등
을 검토하는 데 1차적인 목적이 있다. 아

본 연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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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이 의결되면서

요 내용을 검토하였다. 다시 말해, 지역

14년에 마련된 지역성 지수를 보다 정교

방송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지역민의 행

화 시켜 16년도부터 지역방송사의 방송

복추구권 실현에 관한 정책비전을 살펴

통신발전기금지원에 실제적으로 활용하

보았고, ‘지역방송의 제작역량 강화를 통

기 위해 수행된 연구이다. 이를 위해 지

한 지역성 가치 제고’, ‘지역사회 공유자

역방송사에 대한 기금지원 평가를 합리

원 활용을 통한 지역방송과 지역사회 상

적이고 공정하고 실증적으로 수행할 수

생발전’, ‘합리적 규제 및 제도를 통한 지

있도록 18개 세부 평가항목에 대한 배점

역방송의 발전기반 구축’에 관한 주요 목

방식과 산정기준을 개발하였다. 이와 같

표를 검토하였다. 끝으로 이러한 목표 달

은 정치한 측정척도의 개발 과정과 결과

성을 위한 실제적 액션플랜이라 할 수 있

는 아래와 같다.

는 ‘지역방송의 지역성 강화를 위한 콘텐

먼저, 국내 지역방송의 경제적 현황

츠 제작 지원’, ‘지역 프로그램 편성 제도

및 프로그램 제작, 인력 운용 등 전반적

개선 및 유통 촉진’, ‘지역방송 자체역량

현황을 파악하였다. 현황 파악 결과, 특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지역방송 운영

징적인 부분은 지역방송사의 종사자 수

재원의 확대’ 등으로 구성된 4대 추진전략

가운데 프로그램 편성 및 제작 관련 종사

을 검토하였고, 각각의 추진전략과 연계

자수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

되어 있는 10대 정책과제를 분석하였다.

다는 점이다. 프로그램 제작 인력의 감소

다음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 제한 기준

는 곧 양질의 프로그램 제작 저해로 귀결

고시의 제정 목적 및 제한 기준에 따라

될 수 있으므로, 지역성 지수의 배점방식

기금지원 제한 세부기준과 심사 대상기

과 산정기준은 지역방송의 제작인력의

간 등을 적시하였다. 아울러, 기준 고시

증가를 유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되

의 제4조 내지 제5조에 따라 기금지원을

었다. 이는 비단 제작인력과 관련된 평가

위한 심사방안 마련을 의무화하고 있는

항목 뿐 아니라 전반적인 평가항목이 지

바, 특별법 제7조 제6항의 기금지원 제

역방송의 현실을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

한 3개 항목을 토대로 기금지원의 제한

발되었다.

방식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기

다음으로,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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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기금지원 제한 항목의 특성과 항목간

하여 이루어졌다. 다만, 지역성 측정을

형평성 및 균형성을 고려하여 복수의 기금

위해 개발된 일부 항목들은 실제 지역

지원 제한 방식 유형 안을 제시하였다.

MBC와 지역민방에 종사하고 있는 일부

또한 지역방송의 지역성 지수 평가 항

관계자의 협조를 구해 데이터를 취합하

목의 배점방식과 산정기준을 마련하였

였다. 취합된 데이터는 통계적 정제과정

다. 이를 위해, 지역성 지수에 대한 면밀

을 거쳐 시뮬레이션테스트에 활용되었

한 문헌 고찰을 토대로 학계의 지역방송

다. 시뮬레이션테스트는 세부 평가항목

전문가들과 정부부처 실무자들과의 협의

의 기본점수 부여 등 지역성 지수의 측정

를 거쳐 배정방식과 산정기준 초안을 마

효과를 높이는 데 매우 유용한 시사점을

련하고 이를 정교화 시켰다. 이러한 과정

제공하였다.

을 거쳐 구축된 지역성 지수 평가의 세부

끝으로 지역방송 지원 및 발전을 위한

평가항목에 대한 배점방식과 산정기준의

지속가능한 지역성 지수의 효율적 활용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지역MBC와 지

을 위해 고려해야하는 이슈와 문제점들

역민방의 현업종사자들로부터 지역성 지

을 기술하였다. 먼저, 지역성 지수의 정

수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였다. 의견수렴

교화 작업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

의 주요 의제는 지역성 지수 배점방식의

성은 미디어의 발전과 그 변화 추이를 공

공정성, 현실 적용 가능성 등 배점방식의

유한다. 이는 곧 미디어의 발전과 함께

문제점과 개선책 등이었다. 의견 청취 후

지역방송의 지역민에 대한 지역성 구현

다양하게 제기된 제안을 상술한 전문가

과 책무, 공익적 가치가 변모할 가능성이

들과의 활발한 협의 과정을 거쳐 배점방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역성 지수를

식과 평가점수 산정기준에 반영하였다.

통해 지역방송사가 지역성 구현 책무를

다음으로 지역성 지수 평가 항목의 배

이행하고 지역성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

점방식의 실효성을 판단하기 위해 18개

하고 보호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미

항목에 대해 시뮬레이션테스트를 실시하

디어 발전에 따른 변화상을 지역성 지수

였다. 테스트를 위한 자료 취합은 방송평

가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가나 방송산업실태조사, 재산상황공표집

다음으로, 지역성 지수의 정교화 작업의

등에서 해당 지수의 원시데이터를 이용

연장선상에서 지역성 지수는 지역방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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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지역방송의

통합 및 지역 문화의 전승과 창달을 촉진

자생적 생태계 조성에 기여해야 할 것이

하는 경제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객관적

다. 지역성 지수가 단순히 지역방송발전

/합리적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을 위한 지원사업의 평가 기준으로만 기

지역성 지수의 배점방식 및 산정기준은

능할 것이 아니라, 지역방송의 존립과 역

지역 방송사의 지역성 견인 및 체계적이

할 수행을 위협하는 방송사의 내외부 요

고 객관적인 지역방송의 지원 정책 마련

인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야 할 것이다. 끝으로 지역성 지수가 지

지역성 지수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역방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

제한 기준의 한 축을 형성함은 물론 지역

도적 장치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기 위

방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평가, 분석

해서는 지역방송사의 적극적 협조와 관

및 통계에 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으

심이 필요할 것이다.

로 기대된다.

4. 연구결론 및 시사점

5. Key word

지역성 지수는 지역방송의 지방자치

지역방송지원특별법, 지역방송, 지역

실현,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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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5-25

방송매체 환경변화에 따른
방송평가 지표 연구

성욱제, 주성희, 이미라
연구기간 2015. 5. 7∼2015. 11. 30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항목 및 배점의 균형, 변별력 떨어지는
평가항목 삭제 등 평가제도 전반에 걸친

신규 서비스 등장(IPTV, 종편PP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으로 인해 미디어 환경의 변화가 본격화
되고 있고 편파보도, 공정성, 막말방송,

2. 연구목표

선정성, 오보 등과 같은 방송의 공적책임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

현행 방송평가제도의 문제점을 미디어

히 편파 보도의 경우 2013년 한 해 동안

환경 변화에 맞춰 보완· 개선함으로써,

공정성과 객관성 위반으로 인한 심의제

사업자의 재허가· 재승인 제도에 반영되

재 건수가 총 16건, 막말 방송은 2014년

는 방송평가 제도의 실효성과 활용도를

한 해 동안 막말 등 방송언어 위반으로

제고하기 위해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인한 심의제재 건수가 총 21건에 이른다.
또한 새롭게 등장하는 사업자군 특성
에 부합하는 평가항목 여부, 영역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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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연구내용

거나 기존 감점체계 배점을 강화하는 방
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연구배경이라고

둘째, 평가대상 사업자별 특성(플랫폼

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 변화와 방송평가

과 채널, 채널 간 특성－종편 vs 전문

항목의 개정 이유를 다루었다. 또한 우리

등)을 반영한 평가 배점 확대 및 지표 개

나라의 방송평가제도와 유사한 형태의

발이다. 구체적으로는 지상파와 종편 ․ 보

평가를 가지고 있는 해외 주요국(영국,

도PP간 재난방송 배점 균형을 고려하여

프랑스, 독일)의 방송평가 제도 사례를

지상파 TV의 재난방송 편성 및 운영현황

비교분석하였다. 현행 방송평가 제도의

종합 평가 배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문제점 및 주요 이슈를 담았으며, 구체적

또한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종편PP

으로는 현행 방송평가제도 현황, 현행 방

의 주시청시간대 균형적 편성 평가항목

송평가 제도에 대한 사업자들의 의견수

의 신설이 필요하다. SO와 위성방송의

렴, 그리고 현행 방송평가의 항목별 변별

경우 유료플랫폼 사업자, PP 채널 선정

력에 대해 연구하였다. 마지막으로 현행

지위, 지역 채널 운영 등의 특성을 반영

방송평가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방송평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홈쇼핑PP의 경우

가제도 개선의 기본방향, 그리고 사업자별

상품정보 유통자로서의 특성을 반영하

(지상파TV, 종편PP, 홈쇼핑PP, SO/위성

여, 기존 시청자 불만처리 적절성 내 있

등)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던 ‘소비자원 구제조치 사항’ 항목을 별도
로 신설하고, 배점을 강화해야 한다.

4. 연구결론 및 시사점

셋째, 평가항목 및 세부 기준의 합리
화이다. 우선 방송평가 대상사업자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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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평가제도 개선의 기본방향은 다음

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영역 항

과 같다. 첫째, 방송사업자의 공적책임

목이 지나치게 많아 항목 및 배점의 축소

을 제고할 수 있는 평가항목의 배점 강화

가 필요하다. 내부 감사 및 회계 관리 제

이다. 막말, 편파, 오보, 허위/과장 광고

도의 적정성 및 주요 경영사항 공시의 적

등 방송 프로그램의 품질 제고에 저해가

정성과 충분성 평가항목의 변별력 검토

되는 이슈들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하

및 축소를 검토해야 한다. 또한 방송프로

방송미디어연구

그램 등의 유통상 공정거래 질서 확립 노

시함으로써, 일차적으로 평가규칙을 개

력 평가는 지상파를 제외한 방송사 평가

정하고, 이차적으로 방송사업자의 공적

시 실효성이 없어 부분적인 축소를 해야

책임 제고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다. 마지막으로 어린이프로그램, 지역
성 구현 프로그램, 재난방송 등의 세부기
준을 명확하게 공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미디어 환경 변화
에 따른 방송평가제도의 개선방안을 제

5. Key word
방송평가, 평가 규칙 개정, 공적책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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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5-27

미디어 다양성 지표의
시범적용 분석

성욱제, 김남두, 이미라, 정은진
연구기간 2015. 5. 7∼2015. 11. 30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성에 대해 정확하게 개념을 정의하고 있
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개인 또는 집단의 정치, 경제, 사회, 문
화적 의견을 형성하는 힘(opinion per-

2. 연구목표

forming power)을 가진 미디어가 다양
해야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민주주의,

본 연구의 목적은 미디어 다양성 정도

소수자 등)가 확보될 수 있다. 미디어 다

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미디어 다

양성이 중요한 것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양성 지표를 확정하고, 이를 실제적으로

기초로, 미디어 다양성 관련 정책의 중요

적용하여 각 지표별 결과 값을 시범적으

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방송

로 산출하는데 있다.

법상의 많은 규제들이 다양성을 확보하
기 위한 규제임을 유추할 수 있어 정책적

3. 주요 연구내용

으로 미디어 다양성 연구가 필요한 상황
이다. 그러나 우리 방송법은 미디어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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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은 본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전체

방송미디어연구

보고서의 구성 및 내용, 그리고 연구 방

랫폼, 채널, 프로그램), 접근방식(공급,

법을, 제2장은 미디어 다양성 조사의 해

이용), 다양성 영역(구조, 내용)을 조합

외사례를, 제3장은 미디어 다양성 조사

하여 아래의 <표 1>과 같이 총 20개의 지

의 구조 및 세부 내용을, 제4장은 미디어

표 도출하였다. 미디어의 범위 중 단말은

다양성 조사의 결과를, 제5장은 결론(정

시장에 충분히 공급되어 있다고 판단, 본

책적 제안, 기대 효과 및 한계)을 제안하

보고서의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 미디어 범위(플

<표 1> 미디어 다양성 조사의 구조
다양성
미디어

플랫폼
(6개)

구조적 차원

내용적 차원

소유 주체

형식

정치적 영역

사회문화적 영역

공급

독립적인
플랫폼의 비율

티어의 채널
구성 비율

－

지역
플랫폼의 비율

이용

독립적인 플랫폼의
가입자 비율

티어별
가입자 비율

－

지역 플랫폼의
가입자 비율

공급

독립적인
채널의 비율

테마 채널의 비율

시사/보도
채널 비율

어린이/노인,
장애, 종교, 지역
채널 비율

이용

독립적인 채널의
시청 비율

테마 채널의
시청 비율

시사/보도 채널의
시청 비율

어린이/노인,
장애, 종교, 지역
채널 시청 비율

채널
(8개)

공급

독립적인
프로그램의 비율

장르
프로그램의 비율

－

프로그램 내
등장인물 비율
(성, 연령, 장애,
인종/국적, 지역,
종교, 직업, 언어)

이용

독립적인
프로그램의
시청 비율

장르 프로그램의
시청 비율

－

시청자
인식조사

프로그램
(6개)

※ 음영 표시된 셀은 본 보고서에서 실제로 조사한 지표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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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본 보고서는 플랫폼, 채널,

둘째, 채널의 미디어 다양성 지표 조

프로그램 지표를 시범적으로 도출하였

사 결과, 8개의 지표가 도출되었다. ①

다. 첫 번째, 플랫폼에서는 6가지 지표가

독립적인 채널의 비율(공급측면)이 HHI

도출되었다. ① 독립적인 플랫폼의 비율

225.21 수준으로, 거의 집중되어 있지 않

(공급측면)을 살핀 결과, 공급 측면은 HHI

은 상태였다. ② 독립적인 채널의 시청 비

1627.60으로, 보통 정도로 집중되어 있

율(이용측면)은 공급 측면에 비해 집중도

는 상태였다. ② 반면, 독립적인 플랫폼의

는 높아졌으나(HHI 225.21 → 632.86),

가입자 비율(이용측면)은 HHI 2740.63

공급 측면과 마찬가지로 이용 측면 역시

으로, 매우 집중되어 있는 상태로 나타났

여전히 거의 집중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

다. ③ 티어의 구성 비율(공급측면)의 경

다. ③ 테마 채널의 비율(공급측면)은 종

우 종합편성, 정보, 교양, 오락 4개의 기

합편성, 교양, 오락, 정보의 4개 기준으

준으로 구분할 때, HHI 2000~3000 수

로 나눌때는 HHI 3683.45로 매우 집중

준으로, 전반적으로 매우 집중되어 있는

되어 있었다. 그러나 18개 세부분류 기

상태였다. 특히, Second Tier(가장 저렴

준에서는 HHI 734.44 수준으로, 거의

한 상품 바로 위 상품)의 집중도가 가장

집중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④ 테마 채

높았고,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오락 분

널의 시청 비율(이용측면)의 경우, 종합편

야의 집중도가 높았다. ④ 티어별 가입자

성, 교양, 오락, 정보의 4개 기준으로

내역은 향후 사업자로부터 자료 제출이

HHI 6986.90, 세부분류 기준으로 HHI

필요하였다. ⑤ 지역 플랫폼의 비율(공

6857.88 수준으로 매우 집중되어 있으

급측면)은 케이블 SO의 숫자가 많아, 공

며, 특히 종합편성의 집중도가 매우 높게

급(개수)을 기준으로 한 지역 플랫폼의

나타났다. ⑤ 시사/보도 채널의 비율(공

비율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⑥ 반면, 지

급측면)은 개수를 기준으로 할 때, 약

역 플랫폼의 가입자 비율(이용측면)을

11% 수준에 불과하였다. ⑥ 아울러, 시

살펴본 결과, 공급 측면은 지역 플랫폼

사/보도 채널의 시청 비율(이용측면)을

서비스의 비율(92%)이 압도적으로 높으

살펴본 결과, 공급 측면은 非시사/보도

나, 이용 측면은 전국 플랫폼 서비스의

채널의 비율이 더 높았던 반면, 이용 측

비율(68%)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면은 시사/보도 채널의 비율이 더 높게

방송미디어연구

나타났다. ⑦ 어린이/노인, 장애, 종교,

의 공급 측면의 경우, KBS2(HHI =

지역 채널의 비율(공급측면)을 살피기

1357.2)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매우 집

위해, 공공/공익채널의 비율을 조사한

중된 상태이며, KBS2, SBS(HHI = 1792.7),

결과, 개수를 기준으로, 약 6% 수준에

MBC(HHI = 1848.3), KBS1(HHI = 1915.4)

불과하였다. 이는 어린이/노인, 장애. 종

의 순으로 집중도가 높아진다. 전반적으

교, 지역 채널을 구분하는 기준의 자의성

로 이용 측면의 집중도는 공급 측면의 집

으로 인해, 구분이 명확한 공공/공익채

중도보다 더 높았다. 종편PP는 공급 측

널로 대체했기 때문이다. ⑧ 어린이/노

면의 경우, 전반적으로 매우 집중된 상태

인, 장애, 종교, 지역 채널의 시청 비율

이며, JTBC(HHI = 2129.0), TV조선(HHI

(이용측면)은 공급 측면에 비해 이용 측

=2566.8), 채널A(HHI =2606.5), MBN(HHI

면의 편중이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2628.2)의 순으로 집중도가 높아진다.

(6% → 0.36%).

이용 측면의 집중도는 공급 측면의 집중

셋째, 프로그램의 미디어 다양성 지표

도보다 더 높았다.

조사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① 우

⑤ 또한, 프로그램 내 등장인물의 비

선, 독립적인 프로그램의 비율(공급측

율(공급 측면)에 대한 내용분석을 수행

면)의 경우, 본 시범조사에서는 내역을

하였다. 분석결과, 조사대상이 되었던

산출하지 않았으며 향후 사업자로부터

등장인물 788명 중 남성의 비율이 더 높

자료 제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②

아 실제 한국사회의 인구구성은 여성

마찬가지로, 독립적인 프로그램의 시청

(50.3%)이 남성(49.7%)보다 더 많은 것

비율(이용측면) 또한 마찬가지로 향후

과 대조적이었다. 등장인물의 연령을 조

제출해야 한다. ③ 장르 프로그램의 비율

사한 결과, 3~40대가 실제보다 과다,

(공급측면) 및 ④ 시청 비율(이용측면)을

5~60대 이상이 미디어 상에서 과소 재

살펴본 결과, 전체 채널의 경우 공급 측

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등장인물

면은 보통 정도(HHI = 1600.9)로 집중되

의 직업 또한 서비스/판매종사자(157명,

어 있는 상태이며, 이용 측면의 집중도

29%)와 전문가(135명, 25%)가 가장 많

(HHI = 1807.7)는 공급 측면의 집중도보

이 등장하여, 실제 인구구성이 블루칼라

다 더 높았다. 구체적으로, 지상파 채널

(25%), 서비스/판매종사자(21%),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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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사무종사자(16%), 단순노무종사

4. 연구결론 및 시사점

자(13%), 실업자(4%), 관리자(1%)의 순
인 것과 차이가 나타났다. 등장인물의 국

국내의 미디어 다양성 정도를 종합적

적과 종교, 언어, 인종, 장애여부 조사결

으로 파악할 수 있는 미디어 다양성 측정

과, 등장인물 대부분의 국적이 대한민국

구조(지표)를 제시하고, 향후 측정구조

(98%), 종교 미상(99.6%), 표준어 사용

에 따른 지속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96%), 황인종(98%), 장애 없는 것(99%)

국내 미디어 다양성 정책의 실효성을 파

으로 나타나 실제 인구구성과 차이가 있

악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 가능할 수

었다. 본 보고서에 등장인물의 속성을 주

있다.

인공, 조연으로 구분하고 채널별 구성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⑥ 마지막 시청자

5. Key word

인식조사(이용측면) 지표는 본 보고서의
조사범위를 벗어나 향후 연구과제로 제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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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ICT 융합 시대의
매체간 합산 영향력지수
정책방안 연구
곽동균, 김남두, 우혜진
연구기간 2015. 5. 7∼2015. 11. 30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적 유용성을 증진할 수 있는 매체간 합산
영향력 지수의 개선 방향에 대한 연구가

2012년 말 매체간 합산 영향력지수는

필요하다.

’09년 개정 방송법에서 도입한 시청점유

율 규제가 장차 ‘매체간 합산 시청점유율

2. 연구목표

규제’로 대체될 전망에 기초해 개발되었
다. 하지만 지수 운용의 법적 근거 부재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매

로, 시범산정 결과의 공표가 이루어지지

체간 합산 영향력 지수 운용의 법적 근거

못하는 등 기 개발된 지수의 활용에 커다

마련과는 별개로, 급변하는 매체 환경에

란 제약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또한, ’12

부합하고 정책적 효용성을 증진할 수 있

년 개발 당시 이후 N-스크린 환경 도래

는 매체간 합산 영향력 지수의 개선 방향

에 따른 통합 시청점유율 산정 추진, 인

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이미 시청점

터넷 포털의 영향력에 대한 검토 필요성

유율 산정에 신문 영향력의 합산이 포함

등 급변하는 매체 환경에 대응하고 정책

되어 있음을 고려해, 현 시청점유율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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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차별화된 영향력 지수의 재구성 가능

미디어 다원성(media plurality)에 미칠

성을 검토한다. 아울러, 방송－ICT 융합

영향을 평가한 2010년 오프컴의 공익성

환경의 도래를 맞아 새로이 제기되는 미

심사 사례 및 이에서 촉발된 미디어 다원

디어 다양성 관련 이슈가 무어인지 살펴

성 측정기준 개발 논의에 대하여 소개하

보고, 기존의 ‘미디어 다양성’ 측정/평가

였다.

모형(시청점유율, 매체간 합산 영향력지

국내 인터넷 포털 관련 논의 검토(제3

수)에서 포섭하지 못하는 신규 매체 서비

장)에서는 포털이 온라인 뉴스 플랫폼으

스 부문의 다양성 문제 점검을 위한 모니

로서 행사하는 영향력의 성격에 대한 논

터링 체계의 수립 방안도 제시한다.

의를 고찰하였다. 아울러 최근 포털의 주
목할 만한 움직임으로, 유사방송 콘텐츠

3. 주요 연구내용

인 웹 드라마의 기획 ․ 제작 ․ 배포를 주도
함으로써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으로서

본 연구는 해외 사례 검토, 국내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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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를 강화하는 현상도 소개하였다.

관련 논의 검토, 미디어 다양성 전문가

미디어 다양성 전문가 심층 인터뷰(제

인터뷰, 연구내용 요약 및 정책적 제언으

4장)에서는 미디어다양성위원회 ․ 여론집

로 구성된다.

중도위원회 관련 인사들을 대상으로 미

해외 사례 검토(제2장)에서는 복수의

디어 영향력/다양성 측정방안 및 매체간

미디어 부문에 걸쳐 미디어 영향력/다양

합산 영향력 지수 개선방향에 관한 다양

성 혹은 집중 정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한 의견을 청취한 결과를 소개하였다. 예

미디어 다양성 관련 규제를 시행하는데

컨대, 미디어 영향력/다양성이 조사범위

반영한 독일과 영국의 사례를 소개하고

를 뉴스 ․ 시사정보에 한정할 것인지, 영

그 함의를 논하였다. 먼저, 독일의 사례

향력 측정대상에 포털을 추가할 것인지,

에서는 2006년 여론지배력 형성 여부의

인터넷 영역의 미디어 서비스에서 콘텐

판단을 위한 KEK의 ‘매체간 합산 시청점

츠/플랫폼 계층의 분화를 고려할 때 매

유율’ 산정사례 및 이를 둘러싼 법적 논

체간 합산 영향력지수의 가능한 확장방

란의 최종 결과를 소개하였다. 다음으로,

향이 무엇인지 등의 주제에 대한 전문가

영국의 사례에서는 미디어 기업 합병이

들의 견해를 소개하였다.

방송미디어연구

4. 연구결론 및 시사점

본 정책연구 보고서의 내용은 급변하
는 매체 환경에 부합하고 정책적 효용성

최종적으로, 보고서 제5장에서는 연구

을 증진할 수 있는 매체간 합산 영향력

결과를 요약하고 매체간 합산 영향력지

지수의 개선 방향을 제언함으로써, 매체

수의 개선방향, 인터넷 미디어 생태계 다

간 합산 영향력지수의 운용 및 법제화 가

양성 모니터링 체계 등에 대하여 제언하

능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아울러

였다. 매체간 합산 영향력지수의 개선방

인터넷 미디어 생태계에 대한 미디어 다

향과 관련하여, 전문가 인터뷰 결과를 토

양성 모니터링 체계, 대안적인 미디어 다

대로 (1) 인터넷 포털을 영향력 측정대상

양성 조사방안 등을 제안함으로써 방송

에 포함하는 방안, (2) 매체영역별 영향

－ICT 융합 환경에 대응하는 미디어 다

력의 조사범위를 뉴스 ․ 시사정보로 한정

양성 정책을 마련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인터넷 미디

있을 것이다.

어 생태계 다양성 모니터링과 관련하여,
일반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주요 미디

5. Key word

어 브랜드별, 그리고 미디어 플랫폼별 영
향력을 다차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미
디어 영향력 조사’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매체간 합산 영향력지수, 시청점유율,
미디어 다양성, 포털

189

2015 연.차.보.고.서.

정책연구 15-29

지상파 다채널방송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김태오, 김호정
연구기간 2015. 9. 1∼2015. 11. 30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널만을 운용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는
방송법은 MMS 도입에 따라 방송채널이

EBS2의 시험방송을 시작으로 방송통

추가되는 것에 대해 충분한 규범적 대비

신위원회는 정식의 ‘지상파 다채널방송’

를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MMS 도입에

(이하 MMS)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MMS

따른 방송시장에 대한 파급력 분석과,

도입으로 무료 보편적 서비스인 지상파

MMS 도입에 따른 방송법 규제체계의 비

방송의 위상과 기능이 제고되고, 지상파

정합성을 극복하기 위해 쟁점별 방안에

방송의 경쟁력이 확보되며, 디지털기술

따른 법령체계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발전에 따른 주파수이용의 효율성이 증
대될 수 있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이미

2. 연구목표

구현가능한 MMS 서비스 도입이 지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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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장 큰 이유는 MMS 도입에 따른 방

본 연구는 EBS2의 시범방송 성과에

송시장에 대한 파급력 때문이었다. 또한,

대한 평가, MMS 도입이 방송시장에 미

‘지상파방송은 원칙적으로 1개의 방송채

치는 영향 분석을 통해 정책방향을 설정

방송미디어연구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현행 지

파급효과를 유료방송 가입자 시장에 미

상파방송 규제체계를 그대로 적용할 수

치는 영향력과 방송광고 시장에 미치는

없는 상황에서 MMS의 진입규제체계, 추

영향력을 분리하여 MMS 도입 시나리오

가되는 채널의 성격 및 지위, 편성, 광고

별로 정량적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수준, 재송신 등에 대해 쟁점별로 정책방
안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새로운 규제체

제4장에서는 쟁점별 정책방안과 그에
따른 법령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계를 마련함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4. 연구결론 및 시사점
3. 주요 연구내용
잠정적으로 MMS 초기의 모습은 HD
제2장에서는 MMS 도입의 개요 및 기

급 채널 1개를 추가하는 것으로 결정하

본방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구체

였다. 이러한 추가채널(이하 ‘부가채널’

적으로는 MMS 개념과 추진현황, 해외

이라 한다.)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현황을 살펴보았고, 특히 시범방송이 이

받은 기존 지상파방송사업자만이 운용할

루어지고 있는 EBS MMS에 대한 평가를

수 있도록 하였다. MMS 도입이 방송시

진행하였다. EBS MMS에 대한 시청자의

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긍정적 평가와 사교육 격차 해소 등의 공

기존 지상파방송사업자 중에서도 일부에

익목적이 실증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공

게만 단계적으로 MMS를 허용하고, 방송

익목적의 MMS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상

시장의 경쟁상황을 고려하여 추후 모든

용화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

지상파방송사업자가 MMS 제공이 가능

다. 하지만 MMS 서비스의 방송시장에

하도록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

대한 파급력을 고려하여, 전면적인 도입

단을 내렸다. 부가채널의 편성규제는 일

보다는 단계별 도입이 타당하다는 판단

정쿼터의 공익적 ․ 실험적 ․ 지역적 방송프

을 내렸고, 이를 고려하여 MMS 서비스

로그램과 신규방송프로그램을 적극 편성

개시에 관련되는 쟁점별 정책방안이 수

하도록 하고, 그 외의 비율은 사업자의

립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채택하였다. 부가

제3장에서는 MMS의 방송시장에 대한

채널에서의 방송광고는 원칙적으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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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기존에 방영된 방송프로그램을 재

루어지도록 방침을 정하였다.

방송하는 경우, 기술적으로 간접광고와
가상광고를 분리해 낼 수 없는 예외적 상

5. Key word

황에 한하여 허용하기로 하였다. 마지막
으로, 현재 의무재송신 대상채널인 EBS
(경우에 따라 KBS1 포함) 채널에 추가되
는 부가채널에 한하여 의무재송신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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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S, 진입규제, 편성규제, 광고규제,
지상파재송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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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5-34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에 대한
합리적 제도화 방안 연구

곽동균, 권용재, 김호정, 박희영
연구기간 2015. 7. 7∼2015. 11. 30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보호가 가능한 방안을 조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는 시장 활성화를 저해하지 않
는 범위 내에서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의

2. 연구목표

제도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
다. 최근 일부 개인방송형 동영상 제공

본 연구는 국내외 사업자간 형평성 제

서비스에 의한 불건전 콘텐츠 유통 등과

고 방안, 개인방송 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같은 문제가 불거지고 있어 대응방안 마

있는 제도화 방안 가능성 검토, 기타 산

련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업 활성화를 저해하지 않는 제도화 추진

이에 따라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인

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연구목표

터넷 동영상 서비스 제공자의 불건전 콘

로 설정하였다. 특히 진입장벽이 없으며,

텐츠 제공 등을 적절하게 제어하기 위한

이용자 보호장치가 부실한 동영상 서비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정부 정책의 기

스들이 IP망을 통해 서비스될 경우 현행

조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자

방통심의위의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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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제

로 어려우며, 행위규제는 자율규제를 중

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

심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잠정적 결론을

마련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을 목

도출하였다. 제6장에서는 자율규제의 일

표로 하였다.

환으로 인터넷 개인방송이 자체 모니터
링을 강화하도록 하는 제도를 개선하는

3. 주요 연구내용

것에 대해 변호사와 법학교수 등 국내외
전문가들의 자문내용을 정리해서 실었

제1장에서는 국내외 인터넷 동영상 서

다. 제7장에서는 연구의 결론과 시사점

비스 현황을 정리하였다. OTT의 개념에

을 제시하였는데, 우선 인터넷 동영상 서

대한 국내외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보고,

비스에 대한 역무구분이 제도화의 선행

미국, 영국, 일본, 중국의 OTT 현황을

과제임을 밝히고, 이를 위해 우선 기존의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주요 국가의

방송과 유사한 서비스부터 포함시키는

OTT 비디오 규제 현황을 정리했으며, 제

방안이 현실적임을 제안하였다. 다만 제

3장에서는 국내 OTT 동영상 서비스 현

도화가 규제와 직결될 경우 발생할 수 있

황을 정리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발굴하

는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문제와 포털 등

였다. 이 장에서는 국내 OTT 동영상 시

타 부가통신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장의 특성으로 작은 시장규모, 나름 경쟁

해소될 때까지는 제도화하더라도 규제를

력 있는 콘텐츠 환경, 넷플릭스형 사업자

유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고

들의 성과 미약과 아프리카TV와 같은 한

판단하였다.

국형 모형의 성공 등을 꼽고, 이를 통해
국내 OTT 활성화 저애 요인들을 제시하

4. 연구결론 및 시사점

였다. 제4장에서는 현안 검토로서 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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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들의 자체 OTT 채널 제공과 넷플릭스

본 연구가 인터넷 개인방송은 물론, 다

의 한국 진출에 따른 대응방안을 정리하

른 OTT 동영상 서비스에 대해 현행 제도

였다. 제5장은 가장 뜨거운 논란이 된 인

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보완할 제도

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제도화 관련 검토

적 개선책을 모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를 진행하였는데, 진입규제는 현실적으

구체적으로는 먼저 인터넷 개인방송

방송미디어연구

관련 쟁점에 대한 보완을 위해 진입 규제

론이 어떻게 내려지는 지를 봐 가며 정책

와 행위 규제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국내

적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하였다.

포털 사업자와의 형평성, 국내외 사업자

대신 장기적으로는 유럽의 수평적 규

간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운 현

제 사례를 국내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실적인 한계로 인해, 자율 규제가 선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

가능한 최선의 방안임을 제안하였다.

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이와 더불어 OTT 동영
상 부문의 제도화도 비슷한 이유로 단기

5. Key word

간에 실현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미국의 사례(OTT 서비스 사업자의 MVPD
로 편입)를 예의 주시하여 이 논의의 결

인터넷 동영상, OTT 동영상, 인터넷
개인방송, 자율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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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사이니지 산업
규제개선 및 진흥정책 연구

김태오, 곽동균, 김호정
연구기간 2015. 7. 9∼2015. 11. 30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대표 분야인 디지털사이니지에 중점을
두고, 산업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과 다양

196

정부는 2014년 12월 의결한 ｢스마트미

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통한 성장동력

디어 산업 육성 계획｣에 디지털사이니지

창출을 위해 디지털사이니지 관련 계획

분야를 포함하였다. 디지털사이니지 산

수립의 기초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고자

업은 스마트미디어 중 유일한 공공미디

하였다. 특히 ｢스마트미디어 산업 육성

어로서 ICT를 기반으로 디스플레이 산업

계획｣의 후속조치의 하나로 소관 부처가

과 광고 산업의 신시장을 개척하고, 고부

디지털사이니지 활성화를 추진하여 스마

가가치화를 견인할 미래형 전략산업이므

트미디어 산업의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

로 최우선적인 육성이 필요한 분야이다.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2. 연구목표

3. 주요 연구내용

본 보고서는 이러한 스마트미디어의

제2장에서는 디지털사이니지의 개념,

방송미디어연구

분류 및 활용사례를 통해 디지털사이니

여 5곳에 사이니지 거리를 조성할 것을

지 산업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개관하였다.

제안하였다. 또한 현재 1곳(잠실 광고문

제3장에서는 디지털사이니지 산업의

화회관)에 불과한 체험관도 10개로 확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내외 시장현

할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디지털사이

황, 국내외 기술개발 및 표준화 동향, 정

니지를 활용한 재난‧안전 시스템 구축과

책지원 동향을 살펴보았다.

지자체 공공서비스 개발 프로젝트 등을

제4장에서는 국내 디지털사이니지 산
업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해, 국내 디지

추진하여 공공수요도 창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털사이니지 산업의 생태계를 기초로, 사

다음으로, 중소벤처기업 지원 확대 부

이니지 산업 활성화의 저해요소를 분석

분에 대해, 전국 3곳에 디지털사이니지

하였다. 이를 토대로 SWOT 분석을 전략

특화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송도에 있는

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품질인증 시험센터의 기능을 확대하는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디지털사이

등 전체 200여개 기업의 80%를 차지하

니지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방안과 세

는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부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20개 글로벌 스타기업을 육성할 것을 제
안하였다.

4. 연구결론 및 시사점

글로벌 지향 선도적 기술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취약한 S/W 및 콘텐츠와 차세

본 연구는 결론적으로 디지털사이니지

대 디스플레이 분야의 핵심기술을 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해 ’18년까지 ① 선순환

하고, 초기단계인 ITU-T 등 국제 표준

시장 생태계 조성, ② 중소벤처기업 지원

화 활동에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하였다.

확대, ③ 글로벌 지향 선도적 기술개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법 ‧ 제

④ 법 ․ 제도 선진화 등을 세부추진과제로

도 선진화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제시하였다.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디지

먼저, 선순환 시장 생태계 조성은 민

털사이니지 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고, 미

간수요 창출을 위해 전국 5개소에 실증

국 타임스퀘어와 같이 설치규제를 대폭

단지를 구축하고, 평창 올림픽과 연계하

완화한 자유표시구역 도입과 신기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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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임시 허가제 활용도 검토할 것을 제

5. Key word

안하였다.
디지털사이니지, 옥외광고물, 스마트
미디어, 활성화 계획, 자유표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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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시청조사 결과의 제도화
및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성욱제, 김태오, 박상진, 정은진
연구기간 2015. 5. 12∼2015. 12. 1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르고 있다. 또한 통합 시청조사 결과를
시청점유율 규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

미디어 환경 변화로 인해 이용자의 콘

가도 여전히 중요한 이슈여서 이에 대한

텐츠 소비 행태가 달라지고 있다. 이를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시청조사 결과

반영하기 위해 기존 고정형 TV 수상기

는 광고주나 방송사업자의 영업과 관련

중심의 시청률 조사를 넘어서는 통합 시

된 데이터 외에도 시청점유율 규제(방송

청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이에 2015년

법 제69조)의 근거 자료로 사용되고 있

부터 고정형 TV 수상기 패널(실시간+비

기에 시청조사 방식 및 결과 발표 방식을

실시간)과 PC ․ 스마트폰 패널(실시간+

제도화함에 있어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비실시간)을 분리해서 통합 시청조사를

필요하다.

시행함에 있어 별도 패널을 통해 산출된
통합 시청조사 결과를 어떤 방식으로 발

2. 연구목표

표할 것인가와 같은 시청조사 결과의 활
용 방식이 업계의 주요한 관심사로 떠오

통합 시청조사 결과의 활용 방안 및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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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적용을 위한 주요 이슈를 검토하고 이

였으며, 이에 관해 시청률 개념 및 산출

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방안, 주요 이슈, 통합 시청조사 활용 방

목적으로 한다.

안 등을 제시하였다. 기존 시청률과 통합
시청률의 개념과 산출 방식에 있어 어떤

3. 주요 연구내용

차이점이 있는지 밝히고, 통합 시청조사
의 구제적인 결과 발표 방식 및 활욜 방

제2장 미디어 환경 변화에서는 국내

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2015년 5월부터

미디어 시청행태 변화 및 해외 온라인 동

12월까지 전국의 2,600가구를 대상으로

영상 서비스 시장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

고정형TV VOD 시청시간조사를 시행한

과를 보여준다. 이를 통해 국내 미디어

결과를 다양한 방식으로 발표하는 방안

시청 행태가 기존의 선형 방송 시청에서

을 시뮬레이션하여 제시하고, 조사 결과

탈피하여 비선형 시청 행태로 변화하고

의 활용방안을 논하였다. 끝으로 부록으

있음과, 이는 미국, 중국, 유럽 등 해외

로 별도 패널의 조사 결과 합산 방안 마

주요국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시청 및

련을 위해 조사 결과를 통계적으로 합산

시장의 확대와 함께 전 세계적인 추세임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데이터 통합에 대

을 확인하였다. 제3장에서는 해외 통합

한 MRC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시청조사 사례 조사 및 통합 시청조사 시
행과 관련하여 주요 이슈가 될 수 있는

4. 연구결론 및 시사점

부분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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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논하였다. 특히 별도 패널의 조사결과

본 연구에서는 통합 시청조사 결과 활

합산, 실시간과 비실시간 시청의 합산 기

용 방안 및 규제 적용을 위한 주요 이슈

준, 시간, 공간, 단말의 차이에 대한 가

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중치 부여, 사업자 데이터(센서스 데이

제시하고, 통합 시청조사 결과 특징 분석

터) 활용, 동시시청의 처리 기준 등 통합

및 통합 시청조사 결과 발표 주요 이슈를

시청조사 시행 관련 중요 이슈 등의 해결

점검하고 통합 시청점유율 산정 시 고려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시청조

사항 (VOD 채널 귀속 등), 시청점유율

사 결과의 발표 및 활용방안에 대해 논하

규제 적용 시 법 개정사항(VOD 포함 여

방송미디어연구

부 등) 등의 이슈 역시 살펴보고자 하였다.

조사의 기본계획(기초조사, 본조사, 결

이에 통합 시청점유율 산출 방식 및 시

과산출) 보완 및 추후 지속될 통합 시청

청 시간 산출 방식의 특징을 분석하고,

조사 방식을 개선, 보완하는 데 활용될

해외 주요국의 통합 시청조사 결과 발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산업계

방식을 조사하여 향후 시청률 조사 제도

와 규제적 필요성을 만족시키는 통합 시

보완을 위한 통합 시청률 조사 결과의 발

청조사 결과 발표 방식 및 규제 적용 방

표 범위 및 기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통

안 수립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

합 시청조사 관련 주요 이슈들, 별도 패

구는 국내의 미디어 다양성 정도를 종합

널의 조사결과 합산, 실시간과 비실시간

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미디어 다양성 측

시청의 합산 기준, 시간, 공간, 단말의

정 구조(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본 자료

차이에 대한 가중치 부여, 사업자 데이터

는 측정구조에 따른 지속적인 데이터 분

(센서스 데이터) 활용, 동시시청의 처리

석을 통해, 국내 미디어 다양성 정책의

기준 등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끝으

실효성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

로 통합 시청조사 결과의 합산 방안 마련

용 가능하다.

을 위해 MRC 가이드라인 및 별도의 데
이터 합산 관련 통계 연구 결과를 제시하

5. Key word

였다.
본 연구 결과는 방송통신위원회 미디
어다양성정책과가 추진하는 통합 시청률

통합 시청률, 통합 시청 조사, 시청점
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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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지상파 UHD 방송 및
방송주파수 정책방안 연구
김남두, 이종원, 김상용, 정광재, 김주현, 박상진
연구기간 2015. 5. 7∼2015. 12. 3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TV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는 기반이 마
련되었다. 이에 따라 지상파 UHD 방송

최근 국내 케이블 방송,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플랫폼에서 UHD 채널의 방송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의 마련
이 요청되는 시점이다.

서비스가 개시되었으나, UHD 방송콘텐
츠 제작을 활성화하고 차세대 방송 관련

2. 연구목표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여 UHD 방송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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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을 창조경제 시대의 성장 동력으로

본 정책연구는 최근 차세대 방송 서비

육성하기 위해서는 유료방송 뿐 아니라

스로 조명 받고 있는 UHD 방송의 성공

지상파 방송에도 UHD 방송을 도입할 필

적 안착을 통하여 시청자 복지를 증진하

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금년(2015년)

고 방송산업 및 국가경제 전반에 활력을

7월 700MHz 유휴 주파수 대역 일부를

제고할 수 있도록, 대표적 방송 매체인

방송에 배정하는 방안이 최종 확정됨으

지상파 방송에 UHD 서비스를 도입하기

로써 세계 최초로 지상파 방송에 UHD

위한 제반 이슈를 점검하고 구체적인 정

방송미디어연구

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목표로 한다.

로 (1) 지상파 UHD 방송 도입일정, 주파
수 공급방안, 채널 운용 및 편성방안 등
지상파 UHD 방송의 도입 방안을 제안하

3. 주요 연구내용

였다. 아울러 (2) 신규 방송서비스의 활
본 연구 보고서는 UHD 방송의 등장배

성화를 위하여 향후 좀 더 심층적으로 검

경 및 관련 동향(제2장), 지상파 UHD 방

토하여야 할 여러 이슈에 대한 예비 검토

송의 필요성(제3장), 지상파 UHD 방송

결과도 제시하였다.

도입 관련 이슈의 검토(제4장), 그리고
기대효과와 정책적 제언(제5장)으로 구

4. 연구결론 및 시사점

성된다. 연구자들은 지상파 방송의 경쟁
력 강화를 통해 시청자 복지를 제고하고

본 연구는 각종 지상파 UHD 방송 관

차세대 방송 관련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련 정책 이슈들을 크게 아래의 표와 같이

수 있도록 지상파 UHD 방송의 도입 및

(1) 지상파 UHD 방송 도입 이슈와 (2)

활성화 목표와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지상파 UHD 방송 활성화 이슈로 분류하

여러 이슈들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토대

고 각종 세부 이슈에 대한 검토 결과 혹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UHD 방송 개시 및 전국 확대 일정

도입 일정

방송방식 표준 결정
지역별 주파수 공급

지상파 UHD
방송 도입

UHD 채널 운용
사업자 규율

서비스 접근성 향상
지상파 UHD
방송 활성화

서비스 범위 확장
지상파 방송 정책
기타

UHD 프로그램 편성
방송사 투자 점검(허가 ․ 재허가 운용)
TV 수상기 기능 강화
시청자 지원 및 홍보
부가 서비스 도입 여부
이동형 방송 도입 여부
지상파 방송사 재원 관련 정책
지상파 다채널 방송 관련 정책
특별법 제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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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예비검토 결과를 제시하였다. 특히 도

으로 검토할 것을 제언하였다. 또한 UHD

입 이슈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도입 일정

프로그램 편성 증진과 관련하여, 본 연구

이슈(UHD 방송 개시 및 전국 확대 일정,

는 (1) 지상파 UHD 본방송을 수도권에 개

방송방식 표준 결정, 지역별 주파수 공

시하는 1차년도(2017년)에는 UHD 프로

급)과 사업자 규율 이슈(UHD 채널 운용,

그램 최소비율(예컨대 5%)을 권고사항으

UHD 프로그램 편성, 방송사 투자 점검

로 제시할 것, (2) 지상파 방송사들에게

및 허가 ․ 재허가 운용)에 대한 세부 검토

제시하는 UHD 편성비율 목표치를 1년

결과 및 관련 정책방안을 제언하였다.

단위로 설정하기보다 몇 년 간 간격을 두

예컨대 지상파 방송의 UHD TV 전환

고 설정할 것을 제안하고, (3) UHD 본방

일정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지상파 방송

송 개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UHD

사 간 투자역량의 차이, ’18년 2월 평창

편성비율의 의무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

동계올림픽에 대비할 필요성 등을 종합

음을 지적하였다.

적으로 고려하여, <수도권 시범방송(’16

추가로, 본 연구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년 하반기)→수도권 본방송(’17년 2월)→

검토할 수 있는 지상파 UHD 방송 활성

광역시 ․ 강원권 일부 본방송(’17년 12월)

화 이슈(서비스 접근성 향상, 서비스 범

→기타 시 ․ 군 본방송(’20년)→전국 시 ․ 군

위 확장, 지상파 방송정책 등)을 제시하

본방송 도입 완료(’21년)→HD 방송 종료

고 세부 이슈들에 대한 예비 검토 결과를

및 UHD 방송 전환 완료(’27년, 잠정)>의

제시하였다.

일정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UHD 채널 운용방향과 관련하

5. Key word

여, 본 연구는 지상파 UHD 방송의 특성
(무료 보편적 서비스), HD/UHD 병행방
송의 한시적 성격 등을 고려하여 HD/
UHD 채널 간 동일 프로그램의 동시 방
송 원칙을 적용하되, 신규 방송서비스의
활성화 도모 차원에서 동시 방송 원칙의
일부 예외 인정이나 탄력 적용을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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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방송통신 분야 시장
전망 및 정책 방안 연구

초성운, 정용찬, 정 훈, 정 혁, 유선실, 권용재
연구기간 2015. 10. 1∼2015. 12. 3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목표

최근 방송통신 분야의 빠른 기술변화

본 연구는 방송통신 서비스 분야별 매

와 시장변화에 따라 정량적인 시장 현황

출액, 가입자, 경쟁상황의 ’15년 현황 데

분석 및 예측과 정성적인 이슈 전망 등

이터 분석과 시장 이슈 진단을 통해 ’16년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정책 수립이 필요

방송통신서비스 시장을 전망하고, C-P-

하다. 방송통신 분야의 지속적인 융합화

N-D 생태계간 경쟁 및 생태계 내 협력

로 인한 기존 생태계의 변화에 따라, 방

과 경쟁의 확산, 결합판매의 확산 등의

송통신 분야 시장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시장 환경 변화에 대비한 방송통신정책

정교한 분석이 요구되고 있으며, 방송통

개선 사항을 도출하고자 한다. 더불어 국

신 분야에 대한 정책수립과 제도개선을

내외 동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

위해서는 국내 동향 외에 해외 동향에 대

로 방송의 공적책임, 방송통신 서비스 활

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성화,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및 이용자 보
호 등의 주요 정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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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도출할 것이다.

3. 주요 연구내용

4. 연구결론 및 시사점
방송 서비스 시장의 최근 추이를 주요
지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방송사업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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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본 연구는 국내 방송시장의 서비

출 성장률 감소, 종사자 증가율 둔화, 제

스별 현황 및 전망을 분석할 것이다. 이

작비 감소 등 전반적으로 위축된 양상을

에 대한 세부 내용으로 방송시장(지상파,

나타내고 있다. 2014년 기준으로 방송사

유료방송, PP 등) 매출액 현황, 유료방

업 매출은 전년대비 4.9% 증가한 14조

송 가입자 수 현황, 시장별 경쟁상황 전

7,229억 원을 기록하였으나, 최근 몇 년

망, 해외 방송서비스 시장 전망 등에 대

동안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

해서 살펴볼 것이다. 둘째로, 통신시장

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세계 경기 침체

서비스별 현황 및 전망은 음성통화량 및

의 장기화에 따라 광고매출에 의존하는

데이터 사용량 전망, 가입자 수, 매출액

방송 서비스 시장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

및 설비투자전망 전망, 시장별 경쟁상황

고 있음을 의미한다.

전망, 해외 통신서비스 시장 전망에 대해

통신서비스 시장은 2015년 45.5조원

서 살펴보고 소비자후생 증대를 위한 제

에서 2016년 46.1조원으로 약 1.0%가 성

도개선 사항을 도출할 것이다. 마지막으

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각 시장의

로, 방송통신 정책 및 제도개선 사항 발

전망은 다음과 같다. 먼저, 유선전화 시

굴을 위해, 해외 시장동향 분석을 통하여

장은 시내전화 및 인터넷전화의 가입자

국내 시장을 전망하고, 방송의 공적책임,

및 매출액이 계속 감소하는 등 유선통신

방송통신 서비스 활성화, 공정경쟁 환경

부문의 위축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

조성 및 이용자보호 등 분야별 보고서,

다. 그리고 초고속인터넷 시장은 가구의

세미나, 해외 정책동향 등을 통해 제기되

분화 현상, SOHO 증가로 초고속인터넷

는 방송통신 주요 이슈를 정리하고 시사

가입자 수가 소폭 증가하겠지만, 시장 포

점을 분석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화 ․ 요금 경쟁으로 매출 성장에는 한계가

바탕으로 방송통신정책 및 제도개선 사

있을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이동통신

항을 발굴하고자 한다.

시장은 ARPU가 높은 LTE 요금제 확산

방송미디어연구

에 따른 매출 성장과 데이터 중심 요금제

조원이며, 2015년 매출은 전년 대비 3.3%

출시로 인한 데이터 매출 기여도가 높아

증가한 6.5조원으로 예상된다. 2015년 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 침체로 인해 ICT 서비스 시장 전반의

부가통신서비스 시장의 최근 동향의

부진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

특징은 시장 환경이 기존의 네트워크 중

의) 부가통신서비스 시장은 성장세를 유

심 생태계에서 수평적 C-P-N-D 생태

지하였다. 그 중에서 우선 인터넷 관리

계로 빠르게 변화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

및 지원 서비스 시장이 상반기에는 인터

라 플랫폼 중심으로 생태계가 구성되면

넷 접속기반 서비스, 하반기에는 인터넷

서, 플랫폼 사업자의 영향력이 크게 확장

관리 서비스 품목의 매출 신장, 그리고

되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ICT 생태계

부가통신 응용 및 중개 서비스 시장은 신

의 다른 영역들과의 융합, 사업확장이 일

용카드 검색 서비스와 전자지불 서비스

어나면서 부가통신시장의 범위가 확장되

의 꾸준한 성장에 힘입은 바가 크다.

면서 현 통계 시스템에서 타 영역과의 구
분이 모호해지고 있기도 하다.

5. Key word

KAIT 통계 기준으로 분류되는 (협의
의) 부가통신서비스의 2015년 9월까지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한 4.9

방송통신, 시장 전망, 동향, 중국 방송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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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콘텐츠 공정거래환경
조성방안 연구

주성희, 임세진, 정은진
연구기간 2015. 10. 1∼2015. 12. 3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015년 11월 현재 계류 중인 방송법
개정안에서는 콘텐츠 공정거래와 관련된

콘텐츠 분야 불공정거래 관행과 구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는 당장에는 특정 이해당사자의 경제적

특히 외주제작사에 대한 간접광고 직접

이익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

판매 허용과 스포츠 중계권과 관련된 금

에는 창작 의욕 감소와 인재 유출로 인해

지행위의 상향 입법에 초점을 맞추어 방

콘텐츠 유통업자와 이용자 모두가 손해

송법 개정안 통과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를 보게 될 수 있다. 반면, 콘텐츠의 중

실행을 위하여 해당 방송법 조항과 관련

요성이 증대되는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

된 구체적인 시행령과 고시개정안을 마

콘텐츠 거래와 관련된 공정거래 환경의

련하고자 한다.

조성은 고품질의 다양한 콘텐츠 창출로
이어져, 이용자 복지는 물론 사회 전체의

2. 연구목표

후생을 증대시키고 국내 방송산업 전반
의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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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허용과 관련해서는 우열관계가 존재

주제작사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하는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간에 불공

시행령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간접광고 판

다음으로 스포츠 중계권 거래와 관련

매와 관련한 양자 간의 협의 내지는 합의

해서 제4장에서는 국민관심행사 스포츠

절차를 방송법령안에 명시적으로 규정하

중계권 제도가 도입되게 된 근거인 보편

는 한편, 자체 심의기제가 없는 외주제작

적 시청권 제도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

사의 무분별한 간접광고 수주를 방지하

국내 보편적 시청권 관련 제도 도입 및

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경과 및 현행 법령 체계를 소개하였다.

스포츠 중계권과 관련해서는 방송법

이어 방송법 개정안 중 스포츠 중계권 거

시행령에서 방송법 조항으로 상향 입법

래와 관련된 상향 입법 내용을 검토하고

된 금지 행위 유형별로 세부 내용을 명확

보편적 시청권 제도와 관련된 해외 사례

히 하는 시행령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 특히 자료화면 제공과 관련하여 자주
언급되는 단편보도권과 주요 스포츠 경

3. 주요 연구내용
간접광고와 스포츠 중계권이라는 두

기의 보도 접근 규칙을 소개하였다.

4. 연구결론 및 시사점

가지 사안은 콘텐츠 공정거래와 관련되
어 있는 주제라는 공통점이 있기는 하나,

간접광고 판매를 위한 방송사와 외주

그 성격과 내용이 전혀 다르므로 이 보고

제작사간의 협의과정에서는 자체 심의기

서에서는 두 주제를 분리 서술하였다. 먼

제가 없는 외주제작사의 구조적 한계를

저 제2장에서는 간접광고의 개념과 현

고려하여 방송광고심의규정 및 방송사의

황, 국내 간접광고 관련 제도의 도입경과

내부 심의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

및 현황, 현재시행중인 간접광고 관련 법

을 포함시켰다. 또한 방송사의 간접광고

령을 소개하였다. 이어서 제3장에서는

심의결과 통보 및 이에 대한 외주제작사

간접광고와 관련된 방송법 개정안의 내

의 반박 등 각 단계마다 서면으로 진행하

용을 검토하고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도록 하여 분쟁 발생 시 각 당사자가 문

판매 과정에 대한 분석 및 방송사 및 외

서화된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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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록 하였다. 한편, 스포츠 중계권의 경

에서 개정안의 내용이 수정되면 연구 결

우 지금까지 금지행위의 유형이 방송법

론의 적용 가능 범위에 다소 제약이 있을

으로 상향 입법됨에 따라 법에서 대별하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고 있는 각 금지행위 유형의 세부내용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하였다.

5. Key word

본 연구는 구체적인 방송법 시행령안
과 고시안을 정비한다는 측면에서는 실

외주제작사, 방송 프로그램 간접광고,

용성과 정책 활용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스포츠 중계권, 국민관심행사, 보편적

연구의 대상은 계류 중인 방송법 개정안

시청권

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법안 심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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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환경 변화에 대응한
규제개선 연구

이종원, 김태오, 권용재
연구기간 2015. 7. 6∼2015. 12. 3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방송사업자들이 콘텐츠 ․ 서비스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공동의 협업으로 상생할

우리나라 방송은 한정된 내수시장, 경
쟁의 심화로 대변되는 현 국면에서 글로

수 있는 시장 유인체계 설계 및 규제환경
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벌 시장확대를 통한 재원의 총량 확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2. 연구목표

매체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방송산업이
글로벌 ICT 환경을 기회로 활용하고, 새

본 연구의 목적은 방송시장의 성장률

로운 서비스와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현

정체, FTA 등 대 ․ 내외적 매체환경변화

행 규제의 제약적인 요인들을 식별하여

에 대응하기 위해 방송사업자들이 비즈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니스 및 서비스 혁신을 창출할 수 있도록

이에 변화된 매체환경에서 TV 기반의

규제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데 있다.

유료방송사업자들이 인터넷 기반 미디어
와의 경쟁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211

2015 연.차.보.고.서.

3. 주요 연구내용

성을 위한 프레임워크 수립의 필요성과
세부적인 정책방향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하는 연구의 주요 내
용은 다음과 같다.

4. 연구결론 및 시사점

첫째, 방송환경을 분석한다. IPTV도
입 이후 유료방송시장의 변화를 시계열

본 연구는 매체환경변화에 대응한 규

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또한 IPTV도입

제개선의 방향으로 기존의 전통적인 방

이후 경쟁구도 변화의 모습을 정리하고

송이 인터넷 기반의 개방적 미디어 환경

환경변화의 특징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제프레임

환경변화에 대한 방송업계 전문가들은

구축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하는지를 분석하
였다.

첫째, 방송의 공익성, 공공성 실현의
정책수단인 매체간 균형발전론을 유지할

둘째,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송

수 있는 시장환경이 충족되지 않음에 따

사업자들의 시장행위들을 분석하였다.

라 가치실현 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함을

그러한 행위들 중 기업결합을 핵심적으

강조하고, 시장과 공익적 가치의 분리를

로 살펴보았다. 해외사례를 사업자간 기

제안하였다.

업결합의 형태별로 살펴보고 그것의 함

둘째, 기술중립성에 기반한 수평적 사업

의를 논의하였다. 그리고 융합환경에서

분류체계의 도입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의 기업결합에 대한 우리나라 방송업계

셋째, 수평적 분류체계로의 전환시 사

전문가들의 이해와 인식을 살펴보았다.

업자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의 중요성이

이러한 환경변화로 인해 제기될 수 있는

강조됨에 따라 이에 대한 원칙들이 제시

정책이슈들을 도출하였고, 그에 대한 정

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셋째, 매체환경변화에 따른 규제개선

5. Key word

방안을 제안하였다. 방송규제 프레임워
크를 기술중립성에 기반한 분류체계로
가야함을 제언하였고, 공정경쟁 환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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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한
유료방송 요금 규제 및 수신료
배분 체계 개선 방안 연구
강준석, 황유선, 권용재
연구기간 2015. 7. 9∼2015. 12. 3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련 이슈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시
점이다.

케이블 TV 시장에서의 SO-PP 간 협

방송법 및 IPTV법에 따라 유료방송사

상력 불균형으로 인한 문제점 해소를 위

업자가 제공하는 유료방송 이용요금은

해서 정부는 SO의 재허가 조건으로 프로

미래창조과학부의 승인 사항이다. 요금

그램 사용료 지급 비율 조건을 부과한다.

승인 대상 사업자는 방송법상에 정의된

규제당국은 PP에 대한 플랫폼의 협상력

모든 유료방송 사업자와 IPTV 사업자이

이 과도하게 높아 프로그램 사용료가 지

며, 요금 승인 대상 서비스는 이들이 제

나치게 축소될 경우 유료방송시장 생태

공하는 모든 유형의 방송서비스로 설정

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가 상

되어 있다. SO 사업자에 대해서는 상한

당하다고 판단해 사적 계약에 관여한다.

규제, 위성 사업자에게는 조건부 상한 규

현행 사용료 지급 기준의 효력이 `’15년

제, IPTV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액 규제

말 만료됨에 따라서 해당 규제의 지속 여

적용한다. 시장지배력 보유 및 행사가 우

부와 지속 시 구체적인 조건 설정 등 관

려되는 사업자 또는 관련 서비스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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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전체 유료방송사업자와 이들이 제

다. 실질적으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

공하는 모든 방송서비스 상품에 대해서

고 있음에도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기준

요금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어 제도 개선

규제는 SO에게만 적용되고 있어 규제 형

필요성이 제기 중이다.

평성 및 규제 효과 제한의 문제가 존재한
다. 정부가 사적계약에 과도한 개입을 한

2. 연구목표

다는 비판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업
자간 합의 준수 여부에 대한 사후 검증만

본 연구는 첫 번째, 변화된 방송시장
환경 하에서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와

하고 있어 정부의 역할이 다소 모호한 상
황이다.

PP 간의 합리적인 수신료 배분 기준 정

이에 대한 규제 개선 방안으로 플랫폼

비하고, 두 번째, 기존 유료방송 요금 규

－PP간 소모적인 논쟁을 최소화하고, 향

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고, 시장

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프

및 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단기적 ․

로그램 사용료 산정기준 가이드라인(가

중장기적인 유료방송 요금규제 제도 개
선방안을 분석한다.

칭)을 제안하고 플랫폼이 이를 준수하도
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지
급 기준 산정 시 고려되는 모수를 현재

3. 주요 연구내용
가. 플랫폼-PP 수신료 배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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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의 수신료 매출액에서 PP채널이
직간접적으로 플랫폼측 매출 증가에 기
여하는 여타 요소(예, 홈쇼핑송출수수

현행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기준은 객

료, 단말장치임대매출 등)까지 확대하는

관적인 산정 근거가 없이 실질적으로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가이드라인을

사업자 간 협상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다.

통해서 PP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기준 설

지금까지는 주로 SO의 수신료 매출액만

정을 위한 객관적인 산정 방안을 마련하

고려되었으나, 이는 PP 채널 전송으로부

고 이를 플랫폼－PP간 협상 시 적용할

터 플랫폼 측에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수 있다. 규제형평성 제고와 관련 시장

수입원(홈쇼핑송출수수료, 단말장치대여

환경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매출 등)의 다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

서 현재 SO로 제한되어 있는 적용 대상

방송미디어연구

플랫폼을 IPTV와 위성까지 확대하는 방

제 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을 제안한다.

안을 제안한다.

유료방송 상품 중 VOD, 유료채널 등 시
청자 선택형서비스에 대한 요금규제를

나. 유료방송 요금규제 관련
현행 규제는 시장지배력 보유 및 행사
가 우려되는 사업자 또는 관련 서비스뿐
만 아니라 전체 유료방송사업자와 이들
이 제공하는 모든 방송서비스 상품에 대
해서 요금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공급하
는 서비스는 유사하나 플랫폼별로 비대
칭적인 요금 규제방식(SO 및 위성은 상

현행 사전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하
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중장기적
으로는 SO 및 위성사업자와 IPTV 사업
자 간에 상이한 요금승인 방식을 일원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와 같은 비대칭
적인 요금승인 방식의 취지를 고려할 때
당분간은 현행 승인 방식을 유지하는 것
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계약 잔
존기간에 내야 할 총요금보다 해지 시 위

한 승인, IPTV는 정액 승인)이 적용되고

약금 규모가 더 클 경우 잔존기존 총요금

있어 플랫폼 간 규제 형평성 문제가 존재

보다 위약금을 더 많이 부과할 수 없도록

한다. 유료방송 서비스의 해지 및 위약금

관련 약관 개선이 필요하다.

등과 관련된 이용약관이 이용자에게 불
리하게 되어 있고 특히 할인 반환금 산

4. 연구결론 및 시사점

정 방식이 불합리하고 이로 인해서 유
료방송서비스 이용자의 원활한 서비스

본 연구는 변화된 방송시장 환경 하에

전환에 장애가 발생한다는 우려가 존재

서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와 PP간의 합

한다.

리적인 수신료 배분 기준을 정비하고, 기

규제개선 방안으로 유료방송시장에서

존 유료방송 요금 규제에 대한 개선 필요

의 플랫폼 사업자간 경쟁 증가, 해외 주

성을 검토하고 시장 및 기술 환경 변화에

요국에서의 유료방송 요금 규제 완화 및

대응하는 단기적 ․ 중장기적인 유료방송

폐지 추세 등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

요금규제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목적으

는 유료방송 요금 규제를 현행의 사전 승

로 하고 있다. 플랫폼－PP 수신료 배분

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요금 규

과 관련한 규제 개선 방안으로,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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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간 소모적인 논쟁을 최소화하고, 향후

장기적으로 유료방송 요금 규제를 현행

에도 지속적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프로

의 사전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그램 사용료 산정기준 가이드라인(가칭)

등 요금 규제 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을

을 제안하고 플랫폼이 이를 준수하도록

제안하고, 유료방송 상품 중 VOD, 유료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

채널 등 시청자 선택형서비스에 대한 요

급 기준 산정 시 고려되는 모수를 현재

금규제를 현행 사전 승인제에서 신고제

플랫폼의 수신료 매출액에서 PP채널이

로 완화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제안하

직간접적으로 플랫폼측 매출 증가에 기

였다.

여하는 여타 요소까지 확대하고, 규제형
평성 제고와 관련 시장 환경의 변화에 적

5. Key word

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 SO로 제한
되어 있는 적용 대상 플랫폼을 IPTV와
위성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유료방송 요금규제 개선 방안으로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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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요금 규제, 수신료 배분 체
계, 플랫폼－PP,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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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15-04

2015 국제 방송시장 조사

방송미디어연구실
연구기간 2015. 1. 1∼2015. 12. 3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PC, 모바일, 스마트 TV 등을 기반으

한 상황이다.

2. 연구목표

로 한 OTT 및 N스크린 서비스가 폭발적
으로 증가하고 신규 매체가 지속적으로

본 연구는 국가별 방송시장 현황 및 방

등장하는 가운데,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

송 서비스 이용행태에 대한 검토와 비교

서 주요국의 방송시장은 이에 부합하여

를 핵심목표로 하고, 다음과 같은 세부적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방송사업

인 연구목적을 설정하였다. 첫째, 주요국

자인 지상파와 유료방송은 물론 새롭게

의 방송시장 현황 및 이용자 현황에 대해

등장하는 OTT 사업자들의 N스크린 서비

조사하였다. 둘째, 주요국의 지상파방송,

스 현황과 추세 등을 분석할 필요성이 증

유료방송시장 및 OTT시장의 주요 특징

가하였으며, 주요국의 이용자 현황 조사

을 검토하였다. 셋째, 주요국의 유료방

를 통한 스마트시대 이용자들의 방송 매

송 및 OTT 사업자들의 사업 전략을 분석

체 이용 패턴에 관한 실증적 연구가 시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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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연구내용

대표적인 특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방송시장 규모의 경우 대부분의

연구 목표를 위해 미국, 영국, 일본,

항목에서 미국이 다른 국가들을 크게 앞

프랑스, 독일, 중국 6개국의 방송현황을

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2014년

조사대상으로 삼은 후 다음과 같은 연구

방송시장 규모가 약 1,683억 달러를 기

를 수행하였다. 첫째, 이들 국가의 방송

록하여 두 번째로 큰 국가인 일본(224

시장을 전체적으로 개관하였다. 이를 위

억)과 큰 격차를 보였다(<표 1> 참조).

해 방송시장의 매출액 규모를 수신료 및

그리고 전체 광고시장 매출액 규모 중

광고시장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아

TV광고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울러 이들 국가의 시청률 및 시청현황,

큰 국가는 일본으로, 2014년 기준 전체

단말기 보급현황을 조사하였다. 둘째,

광고매출액 대비 40.8%를 차지하고 있

조사대상 6개국의 지상파방송 시장, 유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중국의

료방송 시장 및 OTT 시장의 주요 특징을

TV 광고 매출액 점유율은 전체 광고 매출

조사하였다. 각 시장별 구조를 정량적으

액 대비 19%에 불과하였다(<표 2> 참조).

로 개괄하고, 주요 지상파 사업자들의 사

또한 2014년 유료방송 가입률의 경우

업 현황에 대해 다루었다. 셋째, 각국의

일본이 76.3%를 기록하여 가장 높은 가

주요 유료방송 및 OTT 사업자들의 지배

입률을 보인 반면, 프랑스가 41.8%로 가

구조, 사업영역, 수익원, 재무현황 등에

장 낮은 유료방송 가입률을 기록하였다

대해 조사하였다.

(<표 3> 참조).
마지막으로 6개국의 OTT 및 동영상

4. 연구결론 및 시사점

스트리밍 서비스 매출액의 경우 2014년
기준 미국이 83.7억 달러로 압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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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각 국가별로 방송시장의 특

높았으며, 영국이 10억 달러로 그 뒤를

징들을 도출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각

이었다. 이에 비해 중국과 독일은 4.1억

국가의 특징 중에서 6개 국가를 비교할 수

달러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있는 주요 특징들을 정리하였는데, 그 중

(<표 4> 참조).

방송미디어연구

<표 1> 6개국의 방송시장 매출액 비교
(단위: 백만 달러)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미국

151,193

159,161

162,105

168,262

CAGR(’11~’14)
3.6%

영국

18,999

19,249

19,552

20,058

1.8%

프랑스

12,947

12,913

12,962

13,175

0.6%

독일

16,067

16,739

17,340

18,038

3.9%

일본

20,845

21,098

21,492

22,363

2.4%

중국

11,900

13,718

15,476

17,764

14.3%

<표 2> 6개국의 TV 광고 매출액 비중 비교
(단위: %)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미국

36.50

37.50

36.60

36.60

영국

55.09

26.97

25.72

25.33

프랑스

33.62

31.68

29.34

28.47

독일

24.04

24.22

24.58

25.24

일본

40.20

40.00

40.40

40.80

중국

23.04

21.82

20.14

19.00

<표 3> 6개국의 유료방송 가입률 비교
(단위: %)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미국

81.00

80.20

79.30

78.10

영국

52.16

52.36

52.98

54.11

프랑스

40.80

41.00

41.30

41.80

독일

56.19

56.30

56.04

56.28

일본

73.80

75.80

76.30

76.50

중국

52.20

54.90

57.00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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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6개국의 OTT 및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매출액 비교
(단위: 백만 달러)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미국

5,523

6,335

7,332

8,369

영국

541

723

888

1,054

프랑스

307

357

430

474

독일

149

236

296

412

일본

245

318

407

524

중국

212

275

343

411

5. Key word
방송시장, 국제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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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15-05

2015년 방송콘텐츠
경쟁력 평가

황준호, 초성운, 심홍진, 황유선, 이미라, 박희영

연구기간 2015. 1. 1∼2015. 12. 3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는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국가경제 발전
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

방송콘텐츠 경쟁력 평가는 등록대상

어 유료방송 콘텐츠 산업에 대한 체계적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콘텐츠 제작역량,

이고 지속적인 평가의 필요성은 아무리

인력 및 콘텐츠 실태조사를 통해 국내 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료방송 콘텐츠 산업의 현황을 객관적으
로 파악하는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는 최

2. 연구목표

근 방송산업 내 가치창출의 핵심이 플랫
폼 분야에서 콘텐츠 분야로 이동하고 있

방송콘텐츠 경쟁력 평가는 첫째, 등록

는 시점에서 국내 방송콘텐츠 산업의 핵

대상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콘텐츠 제작

심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유료방송 PP사

역량 평가결과를 통해 산업 진흥을 위한

업자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진단하는 기

정책을 발굴함으로써 국내 방송콘텐츠

초자료를 산출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향

산업의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

후 방송콘텐츠 산업이 창조경제를 이끄

고자 한다. 둘째, 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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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정부의 방송콘텐츠 분야 지원사

한 평가결과를 상세하게 담았다. 평가결

업과 연계함으로써 정부 지원사업의 객

과는 채널별 총점, 3대 경쟁력 요인, 6대

관성 및 실효성을 증진하고자 한다. 셋

세부 경쟁력 요인, 17개 평가항목별 점수

째, 방송사업자들로 하여금 제작역량에

를 계열PP와 개별PP 그룹으로 구분하여

대한 현실 인식과 사업자 간 선의의 경쟁

제시하였다. 또한, 채널별 공급분야에 따

을 유발함으로써 제작역량 제고를 위한

른 평가결과 분석도 함께 제시하였다. 한

동기를 부여하고자 한다.

편, 제3장에서는 유료방송 콘텐츠 종사
자의 인력실태 조사결과를 제시하였다.

3. 주요 연구내용

주요 인력실태 조사항목으로는 성, 학력,
연령, 전공, 근속년수에 따른 종사자 직

제1장에서는 이전년도에 실시되었던

무현황, 채용 및 인력관리 현황이다. 4장

제작역량 평가의 평가방안에 대한 사업

에서는 유료방송 시장에서 기획, 제작되

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보완한

는 콘텐츠(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실태조

2015년도 평가방안(평가항목, 항목별 배

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주요 조사항목으

점)을 설명하였다.

로는 프로그램 장르, 제작편수, 편당길

제2장에서는 2015년 제작역량 평가에
참여한 총 91개 사업자 143개 채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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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방송 횟수, 시청등급, 기획방식,
제작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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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015년도 방송콘텐츠 경쟁력(제작역량) 평가항목 및 배점
경쟁력 세부
요인 경쟁력

자원
경쟁력
(350)

프로
세스
경쟁력
(400)

평가
항목(13개)

평가 지표(17개)

배점

점수산정

인적
자원
(100)

인력 전문성

콘텐츠 전문인력 비중

50

전문인력 ÷ 전체인력

인력 개발

콘텐츠 직무관련 교육비

25

교육비 ÷ 영업비용

인력 보상

콘텐츠 인력 인건비

25

인건비 ÷ 영업비용

물적
자원
(250)

자기자본

자기자본 비중

50

자본총계 ÷ 자산총계

제작비 규모

100

직접제작비 규모

제작비 비중

100

직접제작비 ÷ 영업비용

자체, 공동/외주제작,
구매후 제작 콘텐츠
(해당 공급분야 콘텐츠만 인정)

250

[자체제작편성시간(X5)+공
동/외주편성시간(X3)+구매
후제작편성시간]
÷ 전체시간

신기술
신기술활용 콘텐츠 제작
콘텐츠 제작 (해당 공급분야 콘텐츠만 인정)

50

신기술편성시간÷ 전체시간

국내시장 판매량

60

국내시장 판매편수

해외 견본시 진출

20

해외견본시 출품 회수

해외시장 판매량

20

해외시장 판매편수

방송사업수익 규모

제작
(300)

유통
(100)

성과
경쟁력
(250)

경제적
성과
(150)

사회적
성과
(100)

기타

제작비

신규 콘텐츠
제작

국내시장
유통역량
해외시장
유통역량
국내시장
방송사업
수익

50

국내방송사업수익 규모

콘텐츠인력 1인당 방송사업
수익 규모

50

국내방송사업수익 ÷
콘텐츠인력

해외시장
방송사업
수익

방송사업수익 규모

25

해외방송사업수익 규모

콘텐츠인력 1인당 방송사업
수익 규모

25

해외방송사업수익 ÷
콘텐츠인력

콘텐츠 내용
심의규정
준수여부

방송심의관련 제규정
준수여부

50

50 - 제재건수별
감점점수 합

콘텐츠
수상실적

콘텐츠 수상실적

50

수상실적 건수별 점수 합

제출기한 내 제출(감점 요소)

-10

제출기한을 넘긴 일수 당
감점 1점

총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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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론 및 시사점

료방송 콘텐츠 산업의 제작역량, 인력실
태 및 콘텐츠에 관한 의미있는 자료가 축

2012년도에 처음 실시되었던 방송콘

적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유료방

텐츠 경쟁력 평가가 올해로 4회째를 맞

송 콘텐츠 산업의 제작역량, 인적자원,

이하였다. 2013년부터 2015년도까지 콘

콘텐츠 현황의 추이와 변화양상을 분석

텐츠 제작역량 평가의 평가항목, 세부 평

하고 의미있는 시사점을 발견하여 궁극

가지표, 배점, 결과공개 방식 등이 변경

적으로 방송콘텐츠 산업의 활성화 및 공

되고, 인력 및 콘텐츠 실태조사의 조사항

익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기초자료로 활

목이 일부 수정되는 단계를 거쳐 2016년

용될 것이다.

부터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평가방안과
조사방안에 의해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5. Key word

평가와 인력 및 콘텐츠 실태조사가 실시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향
후에는 유료방송 PP채널의 경쟁력에 관
한 표준화된 데이터가 수집되어 국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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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제작역량, 자원 경쟁력, 프
로세스 경쟁력, 성과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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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15-06

2015년도 방송 내용 ․ 편성 ․
운영영역 평가

성욱제, 심홍진, 주성희, 이미라, 정은진
연구기간 2015. 1. 1∼2015. 12. 31

1. 연구목표

우, 방송프로그램의 질, 자체심의 운영
실적, 방송심의 관련 제규정 준수 등을

본 연구는 방송법 제17조와 제31조에

평가하며, 편성영역의 경우, 어린이/장

따라 방송사업자에 대한 내용, 편성, 운

애인 프로그램 및 재난방송 등에 대한 편

영 영역에 대해 평가하는 것으로 이루어

성의 적절성 등을 평가한다. 또한, 운영

진다. 방송평가의 목적은 방송의 질적 향

영역의 경우, 재무건전성, 인적자원/기

상과 공적책임을 제고하는 것이며, 방송

술에 대한 투자, 방송법 등 관계법령 준

사업자의 재허가 및 재승인 심사에도 반

수 여부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평가대

영하도록 되어 있다.

상 매체는 지상파 TV/Radio, SO/위성방
송사업자, 승인PP(종편채널, 보도전문채

2. 주요 연구내용

널, 홈쇼핑채널), DMB 사업자이다.

2015년 방송 평가는 총 152여개 사업
자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내용영역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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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론 및 시사점

지상파 라디오는 에이엠(이하 “AM”)과
에프엠(이하 “FM”) 모두 KBS1, MBC,

지상파4사의 경우 한국방송공사(이하

SBS, KBS2 순이었다. KBS2 FM의 프로

“KBS”)의 KBS1을 제외한 다른 채널은

그램 수상실적 평가, 재난방송 평가 등에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 방송 심의규정 준

서 점수가 하락하여 전년대비 평가 점수

수 등의 점수 상승 영향으로 전체 점수가

가 크게 하락(80.58점→76.89점)하였다.

소폭 상승하였으며, 순위는 KBS1(87.68

지상파 계열 디엠비(이하 “DMB”)가 비

점→86.59점), 문화방송(이하 “MBC”, 78.99

지상파 계열 DMB에 비해 DMB용 프로그

점→82.88점), 서울방송(이하 “SBS”, 79.22

램 편성실적이 저조하여 전반적으로 점

점→82.03점), KBS2(79.37점→80.02점)

수가 낮았다. 한국DMB(88.64점→87.26

순이었다.

점)가 DMB 방송프로그램 편성 평가 등

KBS2는 전년도에 비해 점수가 소폭
향상되었으나 MBC, SBS의 점수 상승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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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하여 전년도에 이
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로 인해 순위가 하락하였다. 한편, 한국교

종편 평가결과는 제이티비씨(JTBC,

육방송공사(이하 “EBS”, 90.62점)는 심의

76.39점→86.53점), 티브이조선(TV조선,

규정과 편성규정 위반에 따른 감점 증가

77.64점→81.76점), 엠비엔(MBN, 77.14

등으로 전년대비 점수가 소폭 하락하였

점→80.93점), 채널에이(채널A, 74.25점

다(93.06점→90.62점).

→79.35점)순이었다. 종편 4사 모두 자

10개 지역민방 중 대구티비씨(TBC, 86.74

체심의, 방송심의 규정 준수, 장애인 프

점→89.04점)가 최고점을 받았으며, 그 뒤

로그램 편성, 방송법 등 관계법령 준수

를 이어 전주제이티비(JTV, 84.84점→

항목에서 평가 점수가 상승하였으나, 어

87.66점), 제주제이아이비에스(JIBS, 86.06

린이 프로그램 편성평가의 점수는 저조

점→87.25점)순이었다. 부산케이엔엔(KNN,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JTBC는 자체

81.21점→85.46점), 울산유비씨(UBC, 81.82

심의(9점→20.7점), 방송심의 제규정 준

점→85.01점), 강원민방(G1, 80.07점→

수(46점→76점), 장애인 시청지원 프로

84.32점)은 심의규정 위반 감점 감소 등

그램 편성(23.63점→35점), 재난방송(56.88

으로 인해 점수가 크게 상승하였다.

점→65점) 등에서 점수가 상승하였다.

방송미디어연구

보도PP의 경우 전반적으로 평가점수

으며, 그 뒤를 이어 지에스홈쇼핑(GS홈쇼핑,

가 소폭 상승하였고, 순위는 전년도와 동

90.23점→88.36점), 우리홈쇼핑(86.04점→87.47

일하게 와이티엔(YTN, 81.88점→83.89

점), 농수산홈쇼핑(84.57점→86.96점), 현

점), 연합뉴스티브이(연합뉴스TV, 78.56

대홈쇼핑(89.34점→85.72점), 홈앤쇼핑

점→81.16점)순이었다.

(82.04점→83.85점)순이었다. 현대홈쇼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MSO”) 기

핑은 시청자정보프로그램 편성(10점→0

준 평가 결과는 씨제이헬로비전(CJ헬로비

점), 공정거래법 준수(30점→16점) 등에

전, 86.61점→86.51점), 티브로드(84.50점

서 점수가 크게 하락하였다.

→85.48점), 현대에이치씨엔(현대HCN, 85.41

본 연구는 국내 방송사업자의 내용·

점 →85.44점), 씨앤앰(83.53점→83.28

편성· 운영 영역에서의 질적 향상에 큰

점), 씨엠비(CMB, 80.89점→82.04점)의

도움이 될 것이며, 정책 당국의 방송 정

순이었다. 모든 사업자가 전년대비 평가

책 수립을 위한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

점수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될 것으로 판단된다.

위성방송인 케이티스카이라이프는 재
무건전성 등에서 점수가 하락하여 전년도

4. Key word

에 비해 점수가 소폭 하락하였다. (87.44
점→86.17점)
홈쇼핑PP의 경우 씨제이오쇼핑(CJ오쇼

방송평가, 내용, 편성, 운영, 방송평가
위원회, 재허가, 재승인

핑)이 최고점(87.17점→89.11점)을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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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15-07

2015년 방송사업자
편성현황 조사

주성희, 박상진
연구기간 2015. 1. 1∼2015. 12. 3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는 행정지도 및 과태료 등의 행정 조치가
취해진다.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1963년 이래 현재 국내 방송법령과 프

위해 도입된 다양한 세부 의무 편성규제

로그램 편성고시에서는 방송사업자별 또

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주요 방송사업

는 매체별로 다양한 의무편성 비율을 규

자들의 편성동향을 파악하여 정책 정비를

정하고 있다. 이들은 국내 방송사업자로

위한 기본 자료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

하여금 특정 비율 이상 또는 이하로 해당
프로그램의 편성을 제한하도록 하는 역

2. 연구목표

할을 한다. 이러한 편성규제 조항들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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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드라인의 권고 수준을 넘는 강제적 의

본 연구는 주요 편성 규제별로 주요 방

무조항으로, 방송법에서 보장하는 방송

송사업자들의 편성동향을 파악하고 규정

사업자의 편성 자유를 제한하는 성격을

준수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기본 자료를

지닌다. 이에 따라 방송법령에서 규정하

축적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또한

는 편성규정을 위반하는 방송사업자에게

방송콘텐츠 수출의 주요 동력이던 한류가

방송미디어연구

일부 국가에서 주춤해짐에 따라서 잠재적

사업자의 편성현황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인 시장으로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중국

제3장에서는 이상의 편성 규제와 연관

의 방송정책과 최근 편성규제 현황을 자세

지어 주요 방송사업자의 편성현황을 조

히 살펴보고 정책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

사․분석하였다. 본 조사 보고서에서 사용

는 추가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된 방송사업자들의 편성관련 자료는 2014
년 중 방송사업자들이 중앙 전파 관리소에

3. 주요 연구내용

제출하는 방송채널 단위의 월간 방송실시
결과 보고에 근거한다. 이 자료는 프로그

보고서의 제2장에서는 편성규제의 법

램 편수가 아닌 프로그램별 방송시간(분)

적 근거와 함께 2014년 중 국내 방송사

을 기준으로 하여 특정 범주에 속하는 프

업자들의 프로그램 편성 현황 조사 시 적

로그램들이 해당 채널의 전체 또는 특정

용되는 규제법령을 소개하였다. 방송법

분야별 방송시간에서 차지하는 편성비율

에 규정된 현행 편성규제 관련 조항들은

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편성의 다양성 확보와 문화정체성확보

편성규제 항목에 따라 산정대상이 되

또는 관련 방송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한

는 프로그램의 구체적 범주는 달라지며

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정책목표와 연관

(예컨대, 오락 분야 프로그램, 주된 방송

되어 있는 편성규제 중 (1) 종합편성 방

분야 프로그램 등), 대체로 전체 방송시

송사업자에 대한 오락 프로그램 편성 제

간 중 해당 범주에 속한 프로그램들이 편

한, (2)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에 대한 주

성된 시간의 백분율로 편성비율을 계산

된 방송 분야 프로그램 의무 편성, (3)

한다. 다만, 일부 편성규제 항목에서는

다른 한 방송사업자 제작 프로그램의 편

전체 방송시간이 아니라 특정 분야에 속

성 제한, (4) 외주 제작 프로그램의 의무

한 프로그램의 방송시간 중에서 해당 규

편성, (5)국내 방송프로그램의 의무 편성

제항목의 범주에 속한 프로그램이 차지

및 영화 ․ 애니메이션 ․ 대중음악 분야별

하는 백분율(가령, 채널 내 전체 애니메

국내제작물 의무 편성, (6) 외국 수입 영

이션 방송시간 중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화 ․ 애니메이션 ․ 대중음악 중 1개 국가

방송시간의 비율)을 계산한다.

제작물의 편성 제한 등을 중심으로 방송

방송사업자들의 방송실시결과 보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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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단위로 취합되므로, 편성규제 항목에

는 지역방송국들은 서울 본부와 거의 동

따라 편성비율의 산정주기가 분기, 반기,

일한 분야별 비율로 편성을 수행하였다.

혹은 연 단위인 경우에는 이에 맞게 월

지역민방의 경우 역시 예년과 마찬가

단위편성비율의 산술 평균을 계산하여

지로 민영 네트워크 협정에 가입하지 않

해당 편성규제 항목의 자료를 산출하였

은 OBS만 자체 편성을 수행하고 있으며,

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주요 해외

수중계 비율이 높은 나머지 지역민방의

국가 편성정책의 기본방향과 최근의 편

경우 대체로 서로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

성규제 동향을 살펴보는 부분으로, 최근

다. 전문편성 텔레비전 PP의 80% 이상

방송콘텐츠 수출 시장으로서 잠재력을

은 연평균 90% 이상의 비율로 주된 방송

인정받고 있는 중국의 방송편성 규제에

분야 프로그램을 편성하였으나, 일부 채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았다.

널은 법정 의무편성 비율을 준수하지 못
하는 사례도 발견되었다. 그 의무 편성비

4. 연구결론 및 시사점

율의 위반은 주로 비지상파 방송사업자
의 편성에서 나타났는데, 특히 분야별 연

2014년 중 방송사업자들의 편성현황
을 조사분석한 결과, 대체로 예년과 비슷

간 국내제작물 편성비율, 1개 국가 제작물
편성비율에서 위반사례가 발견되었다.

한 편성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

중국의 방송정책과 최근 편성규제 현

났다. 주요 지상파 3사 텔레비전 편성의

황을 살펴 본 결과 심의 규정 및 외국산

경우 분야별 의무편성비율을 준수하면서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편성제한 수준이

KBS 1TV와 KBS 2TV의 보완편성 형태

상당히 높으므로 시청각 분야에 대한 한

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이 두 채널 중

중 양국간 공동제작 협정 체결등을 통해

KBS 2TV는 오락 성향이 좀 더 강한

공동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MBC, SBS와 비슷한 편성형태를 보였
다. 텔레비전과 달리 라디오 채널은 지상

5. Key word

파 3사가 모두 2개 이상의 채널을 운영
하고 있어서 채널별 편성 차별화가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반면, 지역계열사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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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15-08

2015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방송미디어연구실 미디어시장분석그룹
연구기간 2015. 1. 1∼2015. 12. 3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서도 방송시장의
전반적인 경쟁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방송시장의 시장 ․ 기술 ․ 법제도적 환경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이 급변함에 따라 2011년 개정된 방송법
은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방송시장경

2. 연구목표

쟁상황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방송시장
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를 매년 주기적으

본 연구는 방송시장 경쟁상황을 객관

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

적이고 체계적으로 나타내줄 수 있는 평

록 하고 있다.

가 시스템을 마련하여 시장 경쟁상황을

시장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는 합리

면밀하게 분석 ․ 평가함으로써, 시장 변화

적인 규제체계 마련과 경쟁정책 수립을

추세와 부합하고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위해서 방송시장의 실질적 현황과 관련

에 도움이 되는 효율적 경쟁정책 수립에

하여 경쟁상황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평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규제 실패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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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연구내용

시장집중도 평균이 감소하였으며, 시장
점유율 1, 2위 간의 점유율 격차가 줄어

가. 방송광고시장
TV방송광고시장 규모는 지속해서 감
소하는 추세이다. 지상파3사계열의 광고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 합계는 작년대
비 감소하였고 종편4사계열의 시장점유
율 합계는 작년 대비 증가하여 시장 집중
도가 완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광고매출
액 기준 HHI가 1,520으로 감소(2013년
HHI 1,587)하여 조만간 집중적이지 않은
시장(1,500 이하)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광고 ․ 협찬매출액 기준 HHI는
1,486으로 감소하여 해당 기준으로는 이
미 집중적이지 않은 시장으로 평가된다.
지상파방송3사 광고시장만 따로 보게
되면, 2014년 광고매출액 기준 점유율이
MBC(지역MBC 포함) 36.0%, SBS(지역
민방 포함) 32.7%, KBS2 31.3%로 전년
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광고매출
액 기준 HHI 3,345(2013년 3,341)와 광
고· 협찬매출액 기준 HHI 또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나. 유료방송시장
2014년에는 전년에 비해 방송구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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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방송구역이 전체 78개 중 67개에 달
할 정도로 플랫폼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
져서 경쟁상황 개선이 계속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에 비하면 2
개 줄어든 수치이나 점유율 격차 평균이
2013년 27.9%p에서 2014년 23.3%p로
줄어들었음에 근거하여 방송구역 내 1, 2
위 간 경쟁이 심화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전체유로방송시장에서 방송
구역별 HHI 평균도 조사 이래 처음으로
4,000 미만인 3,816을 기록하였다.
IPTV가 유료방송시장의 성장을 주도
하면서 69개 방송구역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인 SO와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과정에서 시장집중도가 낮아지고 디지털
서비스 가입자 비중은 높아지며, VOD
이용도 증가추세가 지속되며, 유료방송
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또한 전반적인 개
선 추세가 계속되는 등 긍정적인 점이 나
타나고 있다. 그러나 결합상품 가입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IPTV에 비해 이동전화
서비스 제공이 미흡한 SO의 경쟁력 저하
가 향후 시장집중도 개선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VOD 매출 증대
와 OTT 이용 확산이 유료방송시장에 영

방송미디어연구

향을 미칠 가능성도 계속 커지고 있어 향

사업자인 CJ계열 MPP와 여타 상위 사업

후 시장 구도의 변화를 더욱 면밀히 살펴

자의 점유율 감소로 인해서 유료방송채

볼 필요가 있다.

널 거래시장의 시장 집중도는 완화추세
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방송채널 거래시장
유료방송플랫폼으로부터 분배받는 일

라. 방송프로그램 거래시장

반PP의 방송프로그램제공 매출액 규모

2014년 지상파방송사업자와 PP가 투입

는 전년 대비 7.68% 증가하여 여전히 성

한 전체 외주제작비 규모는 8,020억 원으

장세를 유지하고는 있으나 성장속도는

로 2013년의 7,269억 원에 비해 10.3%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다났

증가해 2013년 감소했던 외주제작시장

다. 2014년 방송프로그램제공 매출액 점

규모를 회복했다. 공급측면의 시장구조

유율 기준 상위 사업자는 CJ계열, MBC계

는 경쟁적이어서 시장점유율이나 시장집

열, SBS계열 MPP로 각각 32.9%, 6.8%,

중도는 높지 않아 보이고, 시장진입 장벽

5.6%의 점유율을 보이며 CR3는 45.3%

도 낮은 편인 것으로 보였다.

로 전년대비 2%p 감소하였다. 방송프로

한편 비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외주제작

그램제공 매출액 기준 HHI 지수는 2014

프로그램 수요 증가 속도 둔화에 따라 수

년 기준 1,291로 감소추세를 유지하고 있

요측면의 시장구조 지표 개선은 최근 정

으며(2012년: 1,589 → 2013년: 1,411 →

체 상태로 나타났다. 2014년 기준 상위

2014년: 1,291) 지수의 절대값도 1,500

3대 수요자(지상파방송3사와 계열 PP)

이하로서 통상적으로 시장집중도가 우려

의 수요점유율은 전체 외주프로그램 시

되는 수준은 아니었다. 2014년 기준 일

장의 63.1%로 전년 대비 0.4%p 증가했

반PP의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총규모는

으며, 전체 시장의 수요점유율 기준 HHI

주요PP의 제작비 감소에 따라 전년대비

는 1,616로서 전년도(1,612)와 유사했다.

1.5% 감소한 1조 3,775억 원으로 나타났

종편 및 대규모 MPP의 외주제작프로그

다. 유료방송채널의 방송프로그램 제공

램에 대한 수요 증가 속도 둔화에 따라서

매출액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1위

수요집중도 완화 추세가 최근 정체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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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 보인다.

이용자 피해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
도 존재했다. 방송시장의 성장속도 감소

4. 연구결론 및 시사점

추세가 지속될 경우 방송시장의 절대규
모는 정체된 상태에서 경쟁이 심화되는

2014년에는 후발 방송사업자인 IPTV

제로섬 게임으로 인해 사업자간 분쟁 가

와 종합편성채널의 성장 등으로 방송시

능성이 증가하거나, 요금 경쟁 위주로 경

장의 규모가 확대되었으며, 대부분의 평

쟁 양상이 전환되거나, 콘텐츠 제작 재원

가 대상 시장(유료방송시장, 유료방송채

이 감소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널 거래시장, 방송광고시장)에서 상위

이 커진다. 따라서 향후 평가 대상 개별

사업자간 격차가 감소하고, 시장집중도

방송시장별로 관련 시장환경 변화와 이

가 완화되는 등 방송사업자 간 경쟁이 활

에 따른 사업자 간의 구체적인 경쟁양상

발해지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디

변동 등에 대해서 보다 면밀히 관찰할 필

지털 전환 가속화, VOD 이용 활성화 및

요가 있다.

OTT 서비스 이용자 증가 등 관련 기술 발
전의 혜택도 확산되는 분위기를 보였다.

5. Key word

반면, 방송시장의 성장속도는 둔화되
는 상황이어서 방송사업자 사이의 경쟁
증가에 따른 수익성 저하 가능성과 사업
자 간 분쟁 증가 등으로 인한 방송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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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및 제조업 구조와
ICT 산업 간 관계분석 모형

주재욱, 김욱준, 하형석
연구기간 2015. 1. 1∼2015. 12. 3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이 필요하고, 본 연구원은 매년 ICT 시
장전망을 발표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2000년대 이후 세계경제가 몇 번의 위

는 시계열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

기를 겪는 가운데 장기적인 침체국면에

아 시계열모형을 통한 분석의 필요성이

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높지 않았고, 모형 추정에 대한 연구원의

ICT 분야는 혁신을 거듭해 왔고, 글로벌

노하우도 부족했으며, 빠른 성장 과정에

ICT 기업은 큰 성공을 거두며 기술시장

서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심했던 ICT 시

을 주도해 왔으며, 미국 등 ICT 산업에서

장의 특성상 계량모형을 구축하는 데 많

경쟁력을 갖춘 나라들이 빠른 경제 회복

은 어려움이 있어서 모형 개발에 관한 연

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적 차원에

구는 미진하였다. 이에 본 연구원은 그동

서의 ICT 산업 육성의 중요성이 새삼 확

안 시장전망 수행과정에서 축적된 데이

인되고 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ICT

터와 노하우를 활용하고, 지금까지 산발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객관적 자료를 바

적으로 수행되었던 모형개발연구를 집약

탕으로 한 ICT 산업에 대한 통계적 전망

하여 ICT 시장 전망에 활용할 수 있는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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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적인 거시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특한 현상이다. 제조업과 ICT 산업 간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경제활동 별 부가

2. 연구목표

가치에 관한 벡터자기회귀 모형 추정 결
과, 1년 시차에서는 양의 인과관계가, 2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외 거시 경제,

년 시차에서는 음의 인과관계가 일부 발

제조업 및 ICT 산업의 성장이 서로에게

견되었다. ICT 산업이 다른 제조업들과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계량모형

언제나 동반성장하는 것은 아니며, 그 원

을 개발하는 것이다. 연구 주제와 관련된

인은 타 산업분야에서의 ICT 활용이 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글로벌 경제

진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및 국내 거시경제의 변동과정과 글로벌

우리나라의 ICT 산업은 다른 주요 선

ICT시장 및 국내 ICT 산업의 발전과정을

진국들과 달리 ICT 활용이 성장에 미치

서술하고, 다음 장에서는 조사과정에서

는 효과는 적었던 반면, ICT 산출이 성

도출된 함의를 바탕으로 거시 성장 모형

장에 미치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을 구축하여 각각의 산업이 서로에게 미

이는 우리나라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ICT 산업의 향후

디지털 TV, 휴대폰 등 ICT 제조업 생산

전망을 도출할 것이다.

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 구조적 특징
에서 기인하는 바도 있지만 ICT의 활용

3. 주요 연구내용

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부진하다는 점
은 향후 우리의 ICT 정책이 다양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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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거시경제, 제조업 및

에서 ICT 산업의 활용을 제고하는 방향

ICT 산업 간 관계를 고려한 계량모형을

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구축하고 추정하며, 그 결과를 도출하였

있다. 또한 ICT 산업과 기타 제조업들과

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ICT가 장기

의 관계 분석에서는 ICT 산업이 단기적

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산출효과가 이용

으로는 생산성 향상을 통한 시장 확대와

효과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우

이로 인한 부가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바

리와 경제 규모가 비슷하거나 더 큰 주요

가 있지만 중기적으로는 투입요소를 둘

선진국들의 사례와 비교해 볼 때 매우 독

러싼 경쟁 심화와 구매력 등 총 수요의

ICT통계정보연구

한계로 인해 양적인 동반성장을 지속하

마인드의 확산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기는 어렵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업무 처리 방식

ICT 산업이 양적 성장에 치중하기 보다는

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들

ICT의 활용성 제고를 통해 제조업의 구

에게 새로운 능력이 필요하다. 포괄적인

조적 개선을 이루고, 산업의 질적인 향상

교육이 가능한 학교교육과는 달리, 직업

을 도모하며 혁신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

교육의 경우 현실적 제약을 감안하여 본

아가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인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실제로 수행
할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내용을

4. 연구결론 및 시사점

중심으로 제한된 범위의 교육을 실시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교육의 강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

는 조직 구성원들의 정보마인드를 향상

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데이터

시켜서 ICT 활용을 전반적으로 제고할

기반의 의사결정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의사결정문화

셋째, 창업환경 조성, 지적재산권 보

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정책결정자가

호, 유지 보수 대가 개선 등을 포함하여

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인간

기술 기반 생산 활동의 촉진을 위한 제도

친화적인 처리 도구의 개발이 꾸준히 추

개선이 필요하다. 시장 프로세스의 효율

진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는 가운

성을 적극적으로 산업에 반영하면서도

데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직 내에 보

양극화나 불평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급이 되어야 한다. 현재 문서 작성이나

위해서는 기업 활동 자체에 대해서 정부

인터넷 검색, 그리고 전자결재가 대부분

는 최소한으로 개입하되, 공공서비스와

을 차지하고 있는 행정조직에서의 컴퓨

복지를 포함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중장

터 활용은 데이터의 과학적 분석의 비중

기 위험 부담에 집중하는 정책방향을 견

이 늘어갈수록 보다 생산적이고 고차원

지해야 한다.

적인 업무 도구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ICT 교육의 개선을 통한 기술

넷째, 투자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
요하다. 먼저, 원천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고, 우수한 스타트업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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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해낼 수 있는 우수한 투자자를 육성하

산업보다도 더 많이 세계적으로 통합되

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R&D 투

어 있다. 특히 내수 시장 규모에 한계가

자 규모는 GDP 대비 약 4% 이상으로,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시장만을 목

OECD 국가 중 2위에 해당하는 높은 수

표로 하여 스타트업이 자리를 잡을 수는

준이나, 기초과학이나 원천기술에 대한

없다. 인터넷과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투자는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스타트업

한 서비스는 국가적 장애물을 극복하기

의 가능성을 정확히 판단한기 위해서는

위한 보다 과감한 노력이 필요하다. 해외

시장과 기술에 대한 매우 전문적인 식견

인재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필요하

을 필요로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

다면 기술제휴 및 국제협업에도 노력하

러한 전문가가 부족한 실정이다. 시장에

며, 무엇보다도 기업가들과 구성원들이

대한 면밀한 조사와 함께 필요하다면 해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개방적 자

외 인재 영입을 포함하여, 외국으로부터

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배우려는 노
력이 필요하다.

5. Key word

일곱째, 글로벌 교류 확대를 위한 노
력을 경주해야 한다. ICT는 어떤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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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5-03

ICT 산업 현황 분석과
대응방향 연구

정현준, 박유리, 진홍윤, 이인수
연구기간 2014. 10. 1∼2015. 2. 28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점검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는 정부의 즉각적인 정책적 대

ICT 산업은 우리 경제에서 양적 성장

응에 한계가 있으며, 향후 ICT 생태계

뿐만 아니라 생산성 개선과 ICT 융합을

진단과 건강성 평가 시스템을 구축, 정례

통한 신규 재화 및 서비스를 창출하는 질

적으로 ICT 생태계 현황, 경쟁력 등을

적 성장을 지속해왔다. 동시에 ICT 산업

분석․진단하고 정책적 대응방향을 도출

은 우리나라 경제가 위기 상황에 직면했

할 필요가 있다.

을 때 위기 극복에도 큰 역할을 수행해왔
다. 그러나 최근 국내 경제뿐만 아니라

2. 연구목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
으며, ICT 부문에서도 생태계간 경쟁이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ICT 산업을 생

강화되고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커지는

태계 중심으로 분석하고 대응 방향을 모

등 환경변화의 속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

색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거시통계를 중

어 국내 ICT 산업 현황에 대한 상시적인

심으로 우리나라 ICT 산업의 현황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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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고, 우리나라와 주요 국가의 ICT 기

세이다. 2014년 3분기 ICT 부문의 민간소

업 데이터 분석을 통해 ICT 생태계 현황

비는 8조 7천억원 규모로 전체 민간소비

및 성과를 분석하여 산업 체질 개선을 위

의 4.6%를 차지하고 전년동기대비 1.4%

한 정책적 시사점과 대응 방향을 제시하

증가하였다. ICT 부문의 민간소비 비중

였다.

은 2007년 이후 5%대를 유지했으나, 점
점 비중이 감소하여 2014년 2분기 이후

3. 주요 연구내용

4%대로 하락하였다. ICT의 수출은 2009
년 이후 지속적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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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우리나라의 ICT 산업 현황 및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반면, ICT수입

성장기여에 대해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액은 2013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같다. ICT 부문의 부가가치는 GDP의

2014년 ICT 수출 증가율은 2.7%로 2013

8% 이상을 차지해왔고, 2014년 3분기에

년 9.1% 비해 크게 하락하였고, 2014년

는 34조 원으로 GDP의 9.1%를 차지하고

ICT 수입 증가율은 8.2%로 2013년 3.7%

있다. 하지만 ICT 부문의 성장률은 2014

보다 4.5%p 증가했다.

년 3분기 들어 급격히 감소해 전년동기

2013년 ICT 산업일자리는 약 88만 명

대비 2.5% 성장하는데 그쳤다. 2014년

으로 2012년 대비 1.5% 증가하였고, 전

ICT 제조업 생산지수는 111.0으로 2001

체 산업의 5.3%를 담당하고 있다. 2007

년 22.2보다 5배 증가하여, ICT 제조업

년부터 2013년까지 ICT 부문 고용의 연

이 매우 빠르게 성장했음을 보여준다. 반

평균 증가율은 3.4%로 같은 기간 전체

면, 같은 기간 ICT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고용의 연평균 증가율 3.1%와 비슷한 수

약 1.8배 증가하여 ICT 서비스업의 성장

준으로 성장하였다.

속도는 제조업보다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ICT 부문의 성장기여율은

ICT 설비투자는 전체 설비투자의 20%

2005년부터 2011년까지 평균 20%를 상

내외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CT

회하고 있다. 특히 2008년 세계금융위기

설비투자 증가율은 2012년 이후 둔화되

이후 2009년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0.7%

었지만 2014년 2분기 11.9%, 3분기

로 곤두박질칠 때, ICT 부문은 4.0% 성

5.0%를 기록하며 증가세를 회복하는 추

장하여 전체 GDP 성장에 약 46%를 기여

ICT통계정보연구

했다. 하지만 2012년 들어서 ICT 산업의

으로 국가와 같은 일정 지역에 기반하는

기여도와 기여율이 감소하였고 이 추세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등 인터넷 업체와

는 2014년에도 이어졌다. ICT 부문의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디바이스 업체들

2014년 3분기 GDP 성장 기여도는 0.2%p

과의 다양한 형태의 경쟁 및 협력 관계에

로 GDP 성장률 3.2%에서 7.4%를 차지

의해서도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한 국

하는데 그쳤다.

가의 ICT 생태계 건강성 및 경쟁력 등의
진단을 위해서 국가별 ICT 생태계 현황

가. 우리나라 및 글로벌 ICT 생태계
현황 분석

을 동시에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업데이터를 이용하여 ICT

C-P-N-D ICT 기업들은 ICT 생태계

생태계 현황 및 성과를 분석하는 동시에

내 다양한 기업들과 수직적으로 연관관

국내외 주요 ICT 기업의 신성장동력 투

계를 강화하는데, ICT 기업들은 플랫폼

자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부문의 앱 마켓과 OS 플랫폼을 통해 콘

2013년 말 기준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텐츠 시장과 네트워크 그리고 디바이스

분석한 결과, OECD와 G20에 속한 주요

를 시스템적으로 연계하고 있다. ICT 생

42개국의 ICT 기업 수는 5,785개로 전

태계는 인터넷을 통해 글로벌하게 통합

체 상장기업 가운데 14.3%를 차지하며,

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지역적 한계

시가총액은 전체 상장기업의 16.8% 규모

를 뛰어넘어 다양한 플랫폼 및 콘텐츠를

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상위 500대

활용할 수 있고, 국제무역을 통해 여러

ICT 기업을 조사한 결과 상위 500대 ICT

국가의 디바이스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기업은 미국, 중국, 일본, 영국, 그리고

과정에서 콘텐츠 부문의 디지털화는 콘

한국 등의 순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

텐츠의 유통구조를 변화시켰고, 디바이

되었다. ICT 기업의 C-P-N-D 각 부문

스 부문의 표준화는 지역적 한계를 극복

의 부문별 시가총액은 플랫폼, 디바이스,

하고 생태계 범위를 확장하는데 크게 기

네트워크, 콘텐츠 부문 순으로 높은 비중

여했다. 동시에 우리나라의 ICT 생태계

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출액

는 클러스터와 같은 일종의 지역적 개념

은 디바이스, 네트워크, 플랫폼,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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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순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애플, 구

시에 플랫폼 기업이 플랫폼을 강화하는

글,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10여개 기

가운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전

업과 4개 국내 기업의 M&A 및 지분투자

략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할 필요

분야를 C-P-N-D 부문을 중심으로 살

가 제기되고 있다. 둘째, 생태계 내의 개

펴본 결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

별 부문 성장에서의 역할이다. 이는 정부

존, 알리바바, 페이스북은 C-P-N-D 부

가 기술 개발, 인력 양성 등을 통해 경제

문 가운데 플랫폼 부문에 가장 활발한

성장과 소비자 후생 증대를 위해 수행하

M&A 및 지분 투자를 추진한 것으로 나

던 기존의 산업 진흥을 위한 역할이다.

타났다. 한편 애플, 인텔, 시스코, 퀄컴

하지만 이 역시 생태계 측면에서 기존과

은 플랫폼 부문 외에도 디바이스 부문에

다른 새로운 시각이 요구된다. 셋째, 생

서 활발한 M&A 및 지분 투자 활동을 보

태계 자체의 건전성 확보 및 강화 측면에

였으며, 구글, 아마존, 인텔의 경우 에너

서의 역할이다. 생태계 환경의 선순환 구

지, 우주, 기계 등 다양한 기업에 투자하

조 확립 및 생태계 구조의 건전성 확보를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한 역할이다. 정부의 역할 중 일종의
시장의 유지와 같은 역할이다. 시장의 현

나. ICT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한
시사점 및 대응방향

황을 모니터링하고 생태계 구성원으로
하여금 변화에 적절한 대응을 가능하도
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때 생태계

생태계 환경에서 ICT 부문에 대한 정

구성원에는 소비자와 정부가 포함되며,

부의 역할을 검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내외 변화에 대응한 정부의 정책 방안

세 가지 관점에서 ICT 산업을 파악했다.

마련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첫째, 생태계 내의 기업 간의 관계에서의
역할이다. ICT 부문의 생태계화에 있어

4. 연구결론 및 시사점

서 가장 특징적인 점 중 하나가 기업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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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경쟁과 협력 등 매우 복잡하게 변

ICT 산업은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

화했다는 점이다. 특히 플랫폼 경쟁을 통

화하는 부문으로서 정부는 우리나라 ICT

해 생태계간 경쟁이 강화되고 있으나, 동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ICT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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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현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

분석 및 우리나라 ICT 생태계 현황을 파

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ICT 생

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ICT

태계 건강성을 확보하고 강화하는 ICT

생태계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ICT 생태

생태계 활성자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

계 건강성 분석을 도입하여 ICT 생태계

해 ICT 시장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적절

의 생산성, 강건성, 틈새 창출 등의 지표

한 정책 대응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를 점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상시적인

할 필요가 있다. ICT 산업 현황 진단을

정책지원을 위한 ICT 통계 활용 증대 방

위해서 ICT 부문의 거시 통계, 산업 통

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계, 기업 통계를 통해 산업분석 및 생태

‘ICT 생태계 진단 TF’ 구성 및 운영을 제

계 분석이 요구된다. 이때 분석의 목적에

안했다. 이를 통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

따라 다양한 데이터가 활용되어야 하며,

는 ICT 통계기관들이 모여 빠르고 정확한

분석 대상에 따라 적절한 방법론이 활용

현황을 진단하여 정부의 정책수립 및 집

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ICT 산업

행능력 강화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다.

현황 진단을 위해, 우선 거시 지표와 산
업데이터를 통한 ICT 생태계 및 개별 부

5. Key word

문의 동향 파악이 필요하고, 기업 데이터
를 활용한 주요 국가의 ICT 생태계 현황

ICT 산업, ICT 생태계,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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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통계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정용찬, 주재욱, 정 혁, 김윤화, 하형석
연구기간 2014. 12. 19∼2015. 2. 28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목표

데이터가 새로운 자원으로 부각되는

본 연구는 미래부에서 생산하고 있는

데이터 시대를 맞아 ‘데이터 개방과 활용

ICT 분야 통계 생산 체계의 현황을 파악

촉진’은 창조경제 활성화와 신뢰정부 구

하고 문제점을 진단하여 필요 통계 발굴

현의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등 심층적이고 일관성 있는 ICT 산업 연

데이터 개방과 활용은 정확한 통계생
산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신뢰할 수

구와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통계 체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있고 활용도 높은 ICT 통계 생산을 위해
현행 ICT통계 관리체계의 진단을 통한

3. 주요 연구내용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제2장에서는 해외 주요국가의 ICT통
계 생산체계 현황을 분석했다. 미국, 영
국, 일본은 해당 부처가 필요 통계를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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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는 분산형 통계체계를 유지하고 있

방향으로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함을 제

는데, 이는 부처별로 행정업무에 필요한

시하였다. 전화조사, 면접조사 등 기존

통계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업무 전문성

조사 방식이 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어려

과 밀접한 통계를 생산한다는 장점이 있

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ICT통

다. 단점인 통계작성의 중복, 일관성 부

계 개선 기본 방향을 ‘양(量)에서 질(質)

재로 인한 비효율의 문제 해결 위해 통계

로 패러다임 전환’으로 설정하고 데이터

총괄 조정 기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생산 중심에서 공유 ․ 활용 극대화로 인식

제3장에서는 국내 ICT통계 생산 및 관

전환, 이용자 관점의 통계생산 위해 통계

리체계 현황을 진단하였다. ICT통계는

공급자와 수요자의 커뮤니케이션 강화,

통계법과 관련 법령에 의거, 진흥원, 협

연구와 교육 기능 강화로 데이터 기반 사

회 등에서 분산 생산하고 있어 국책연구

회 대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원이 통계 생산 기능을 전담하고 있는 노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통계

동부, 교육부, 보건사회부 등 타 부처와

분류체계, 조사 대상, 조사 항목, 조사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ICT산업정책

기준, 결과 공표 등 통계 조사 실무 관련

수립에 필요한 기능별 정책지표 개발, 원

협의를 위한 (가칭)ICT통계 실무협의회

자료의 자유로운 이용 등 ICT통계의 활

의 상설 운영과 함께, 미래부가 생산하고

용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

있는 ICT관련 통계의 일관성 유지, 통계

다. 이와 함께 ICT분야의 변화에 부응한

품질 제고 등을 위해 통계 전문 인력의

신규 시장 통계 적기 제공 미흡, 빅데이

보강과 조직의 전문화를 제시하였다. 둘

터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 분석 기

째, 새로운 통계의 발굴, 기존 통계의 개

능의 강화도 절실하다.

선과 조정 등 분산형 통계작성 제도에서

제4장에서는 ICT통계 관리체계 개선

발생하는 단점 보완을 위해 미래부 내 통

방안을 제시하였다. 저성장과 고령화,

계청 역할을 담당할 통계 기획, 조정 기

기술혁신, 글로벌화가 주요 이슈로 등장

관 지정을 제안하였다. 셋째, ICT통계 조

하고 있는 대변혁의 시기에 ICT통계도

사 관련 연구 ․ 개발 기능 강화가 필요하

이러한 사회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새로

다. 이를 위해 조사의 효율적 수행 방법,

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한

합리적인 통계기준 수립 등 통계 생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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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반 문제를 체계적 ․ 과학적으로 해결하

석 연구가 부족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즉

기 위한 조사방법론 연구와 함께 행정 자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선도통계

료의 활용, 빅데이터 기반 ICT통계 생산

혹은 이슈통계 관련 기초연구 및 분석연구

방법론 연구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넷째,

가 적절히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ICT융합 통계분류기준의 개발, ICT융합

특히 다양한 종류의 ICT통계가 여러

통계 생산 방법론의 개발 등 융합환경에

연구기관, 진흥원, 협회 등에서 생산되

부응하는 신규 통계 개발을 제안하였다.

고 있는 전형적인 분산형 시스템에서는

다섯째, 데이터 기반 사회에 대비하기 위

이를 효과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전담 조

해 담당 인력의 통계 작성 및 해독 능력

직과 전문 인력의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관련 교육 강화를 강조하였다. 여섯째,

나타났다. 또한 통계의 일관성 유지를 위

기초통계를 기반으로 한 정책연구 및 시

해서는 분류체계나 조사모집단 자료의

장분석 보고서를 이슈별로 생산하고 일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원화된 채널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ICT

서는 조정, 중심 역할을 하는 정부 내 통

통계에 대한 노출을 확대하고 활용도를

계관리담당자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관련

제고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국제 통

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시적인 협

계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산

의체 운영이 중요하다.

업분류, 디지털경제 측정, 빅데이터 활

마지막으로 통계조사의 양적인 측면보

용 등 국제기구 중심의 통계관련 논의에

다는 질적인 측면을 부각시켜 통계의 사

참여하여, ICT분야를 선도하는 한국의

회영향력, 파급효과 등에 관한 연구에 주

위상에 부합하는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

력하고, ICT 생산통계보다는 ICT 이용
자 측면의 통계를 보완해야 할 것으로 판

4. 연구결론 및 시사점
연구 결과 우리나라 ICT 분야의 기초

단된다.

5. Key word

통계 생산은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수
행되어 온 반면, 통계생산을 위한 기초연
구와 기존의 조사통계를 활용한 심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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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통계, 통계관리체계, 정부승인통
계, 통계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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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5-14

중소SW기업의 M&A
활성화 방안

나성현, 강유리
연구기간 2015. 6. 1∼2015. 11. 30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벤처기업
M&A의 수준은 국내 벤처 ․ 창업생태계의

창조경제 실현이라는 국정과제의 제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SW산

와 함께, 벤처기업의 M&A는 회수시장

업생태계의 경쟁력 강화와 벤처자금 생

활성화를 통한 자금생태계 선순환 그리

태계 선순환 구축을 위해 벤처기업 특히

고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SW기업의 M&A 활성화 방안이 제

핵심적 정책수단으로 주목받아 왔다. 특

시될 필요가 있다.

히, SW 중심의 기술진화에 따라 SW가
ICT를 포함한 전 산업 경쟁력의 원천으

2. 연구목표

로 부각되면서 중소SW기업의 M&A 활
성화는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의 경우 오래전부터 M&A 활성화
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여

본 연구는 SW산업생태계의 경쟁력 강
화와 벤처자금 생태계 선순환 확립을 위
한 중소SW기업 M&A 활성화 방안을 도
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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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연구내용

크며, 사업의 연속성상 현재 진행 중인
지원 사업을 곧바로 중단시키는 것은 바

첫째, 본 연구를 통해 진행한 시장 조
사와 전문가 델파이 결과 적어도 SW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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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관련 제도의 개
선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장의 경우 경쟁 압력의 증가, 신시장 진

셋째, M&A 펀드, 중계기관 구축 등

출 등의 이유에 따라 최근 몇 년간 게임,

M&A 기반 확충을 위한 노력은 시장의

인터넷 분야를 중심으로 M&A가 비교적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활발히 발생해왔으며, 이와 같은 추세는

M&A 펀드의 경우, 그 동안의 외형적 성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장과는 별도로 소규모 M&A에 적합한 방

둘째, 지난 수년간 M&A 활성화를 위

식의 펀드 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

한 노력이 지속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다. 성장사다리 펀드와 같이 2015년부터

관련 정책은 제도 및 정책지원의 측면에

시작된 벤처기업 M&A 특화 펀드의 규모

서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판

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혁신거래소 등

단된다. 다만, 기존 M&A 활성화 정책들

현재 논의되고 있는 M&A 플랫폼 구축과

로부터 M&A 특히 중소SW기업 M&A를

관련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주도해왔던 벤처1세대에 대한 배려는 찾

것으로 보인다. 혁신거래소는 시장 실패

기 힘들다는 점, 그리고 시장의 한축을

에 대한 정부의 개입 그리고 그 성공 가

형성하는 공급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확

능성과 관련된 일반적인 논의의 연장선

대가 부족하다는 점 등은 향후 M&A 활

에 있는데, 현재 혁신거래소 설립과 관련

성화 정책 설계 시 보완해야 할 점으로

된 논의가 시장 실패의 원인을 정확히 파

보인다. 특히, 중소기업이 M&A에 따라

악하고 있는지, 혁신거래소라는 틀 안에

중소기업의 지위를 상실하고 그 즉시 정

서 M&A와 관련된 다양한 인센티브를 어

부지원 사업으로부터 배제되는 문제는

떻게 구체화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기업매각 후에도 피인수기업의 경영진이

보다 풍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무

일정기간 경영을 책임지는 경우가 많다

엇보다 창업, 아이디어 사업화 등의 분야

는 최근의 M&A 트렌드, 그리고 창업초

에서 성공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해

기기업일수록 정부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외의 민간 모델을 국내에 적용함에 있어

ICT통계정보연구

서 공공부문 자체가 그 역할을 대신하기

성화의 정도를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측

는 어려우며, 필요한 경우 국내에서 이미

면에서 향후 M&A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

자생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M&A 플랫폼

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M&A 활동 지수

구축 노력을 지원하는 형태가 바람직할

등 보조적인 지표의 개발을 검토할 필요

것으로 보인다.

가 있다.

넷째, 상당수 전문가들은 M&A 미활성
화의 원인으로 관련 정책에 앞서 대기업,

4. 연구결론 및 시사점

벤처를 포함한 우리나라 기업문화 자체
를 문제로 지적하는 경우가 많았다. 즉,

본 연구는 SW산업 경쟁력 강화와 벤

M&A는 최고도의 경영전략임에 따라 최

처· 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구조 확립

고경영진의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한데

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M&A에 접근하

M&A의 모범사례 경험이 축적되지 않은

고 있다. 이에 따라 도출된 정책방안은

상황 자체가 M&A, 특히 벤처기업을 인

기존의 자금생태계 중심이나 거래비용

수하는 것에 대한 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절감 차원과 차별화된 것으로서, SW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상대

업 환경에 맞는 M&A 전략 지원 수립에

적으로 전통적인 기업문화로부터 자유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운 인터넷 기업들이 주체가 되는 M&A가

한편 SW 중소벤처의 M&A 활성화는

비교적 활발히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자금생태계 선순환에 따른 양질의 벤처

도 확인되고 있다. 또한 M&A가 기업문

창업 확산을 유도할 수 있고, 관련 기업

화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접근될 필요가

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우리나라 SW산

있다는 점, 그리고 그 거래가 시장의 수

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

요와 공급 간의 균형에 의해 이루어진다

로 기대된다.

는 측면에서 M&A 활성화라는 정책과제
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

5. Key word

가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제공되는 통계 또는

소프트웨어 산업, 중소벤처, 인수합병

시장조사기관의 자료만으로는 M&A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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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기업 성장 요인 및
특성 분석

정현준, 정 혁, 진홍윤, 신우철
연구기간 2015. 6. 1∼2015. 12. 3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해 ICT 분야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
고, 정책수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ICT 부문은 최근 몇 년간의 국내외 경

하고 있다.

제 여건과 ICT 산업환경의 변화로 인해
국내 ICT 산업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빠

3. 주요 연구내용

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ICT 부
문 정책수립에 있어서 기업의 중요성이

제2장은 산업 수준에서 ICT 산업 현황

커지면서 기업 수준 데이터를 이용한 분

을 분석했다. 제3장은 기업 마이크로 데

석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터를 이용해 ICT 기업과 고성장 및 고
수익 ICT 기업의 프로파일 분석을 수행

2. 연구목표

했다. 제4장에서는 프로파일 분석의 기
업 데이터를 이용해 기업의 성장의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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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산업 수준의 ICT 산업분석

이 무엇인가 살펴보고, 기업의 성장요인

에서 나아가 ICT 기업 수준의 분석을 통

으로서의 무형자산에 대해 분석했다. 그

ICT통계정보연구

리고 제5장은 정량분석을 통해 파악할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성 지표들의 경우,

수 없는 ICT 고성장 기업의 특성을 파악

대체적으로 ICT 산업군의 성과지속성이

하기 위해 주요 ICT 기업의 사례 분석을

높게 나타났다. 반면, 수익성 지표의 경

수행했다. 그리고 제6장에서는 연구결과

우엔, ICT 산업군의 성과지속성이 상대

를 정리하고 기업분석을 통한 ICT 산업

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기에 높

의 특징과 성장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

은 영업이익률을 보였던 ICT 기업들 중

했다. 주요 연구결과를 간략히 제시하면

특히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들은

다음과 같다.

높은 수익성을 2기에도 유지하는 비율이

먼저, ICT 산업의 생산과 수출은 2000

낮았으며 1기에 높은 자본수익률을 보였

년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

던 ICT 기업들이 2기에도 고수익을 유지

다. 반면 ICT 산업의 설비 투자는 2000

하는 비율은 매출규모와 상관없이 대체

년대 중반 이후 2015년 1분기 16.1% 수

로 낮았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

준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이는 최

기 이후 경기침체의 영향이 ICT 산업군

근 ICT 자산에 대한 국내 투자 지출 수요

의 수익성에 상대적으로 더 크게 작용했

감소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고성장/고수익

ICT 산업 내 기업의 성과 및 프로파일

기업군은 공통적으로 업력 20년 미만,

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산업 전반에서 성

고용규모 100인 미만의 청년기업 및 수

장성 지표들과 수익성 지표들이 모두 지

출주력형이며 혁신강도가 높은 것으로

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수

나타났다. 이 외에, 고성장 기업은 제조

익성 지표의 최근 급격한 하락에 주목할

업종 기업, 주력상품이 3종 이상인 다각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화 기업, 개인보다는 기업을 대상으로 영

성장성 지표의 경우 ICT 기업이 비ICT에

업하는 기업, 독립연구소를 운영하며 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그 차

체적인 연구개발을 하는 연구주력형 기

이는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수익성 지표

업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 경우 200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ICT

고수익 기업은 서비스업종 기업, 주로 해

기업이 더 낮은 수익성을 보이고 있으며

외시장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기업, 시장

비ICT와의 격차가 점차 벌어지고 있는

점유율 10% 이상의 시장주도적 기업,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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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상품이 6종 미만인 집중형 기업, 연구

것을 의미한다.

개발 집중도가 5% 이상인 연구개발 주력

기업의 성장요인으로서 무형자산에 대

형 기업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 분석한 결과에서는 최근 한국의 노동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기업의 특성

생산성 증가에 무형 자본과 ICT 투자가

에 따라 성장성과 수익성 모두에 정의 영

미치는 효과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

향을 미치는 특성이 있는 반면, 성장성과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 결과에서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성이 서로

ICT 투자와 무형 자본은 노동생산성에

다른 특성도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있다.

다. 특히 ICT 산업이 아닌 비ICT 산업에

한편, ICT 산업의 성과 지속성을 분석

서 무형 자본의 노동생산성 증대효과가

한 결과, ICT 기업의 매출증가율 지속성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ICT를 많이

은 전체 평균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이용하는(ICT 집약도가 큰) 기업의 경우

나타났다. 이는, 1기에 높은 매출증가율

에 무형 자본의 노동생산성 증대효과가

을 보인 기업들이 2기에도 높은 성과를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아가

보이는 비율이 두 산업군(ICT와 비ICT)

이들 기업에서는 ICT 투자와 무형 자본

간에 큰 차이가 없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의 축적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는

ICT 기업의 고용증가율 지속성은 전체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
기 동안에 고용증가율이 높았던 기업들

4. 연구결론 및 시사점

중에서 2기 동안에도 높은 고용증가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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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한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ICT 산업에

분석결과 기업데이터 분석 결과 산업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ICT 기업

전반에서 성장성지표들과 수익성지표들

의 영업이익률 지속성이 전체 평균보다

이 모두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가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기 동안에

데 특히 수익성지표의 최근 급격히 하락

영업이익률이 높았던 기업들 중에서 2기

하고 있다. ICT 부문에 있어서도 성장성

동안에도 높은 영업이익률을 유지한 기

지표의 경우 ICT 기업이 비ICT 기업에

업들이 상대적으로 ICT 산업에 적었다는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그 차

ICT통계정보연구

이는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수익성지표

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도출

의 경우 200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ICT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구체적

기업이 더 낮은 수익성을 보이고 있으며

으로 기업 데이터 수준의 현황 및 프로파

비ICT 기업과의 격차가 점차 벌어지고

일 분석 결과는 ICT 산업 통계와 더불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CT 기업 수준의 현황을 제시하여 정부

한편, 우리나라 기업들의 성장의 원천

의 정책 수립과 기업의 투자, 조직구조

을 노동, 자본, 혁신자산, 조직자산 및

개편 등의 의사결정 과정에 기초 정보로

경쟁자산 등으로 구분하여 기업성과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R&D 등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ICT 산업

혁신자산뿐만 아니라 기업의 조직자산과

내에서도 업종별로 차별적인 결과가 나

경쟁자산과 같은 기존에는 자산으로 인

타났다. 이는 ICT 제조업 부문에서 R&D

정되지 못하던 변수들을 산업 분석에 도

등 혁신자산에 대한 투자가 강화되어야

입함으로써 이들의 성장 기여가 상당한

하고, ICT 서비스업 부문에서는 마케팅

수준이며, 특히 산업별로 차별적으로 나

등 조직자산과 경쟁자산에 대한 투자가

타남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부

강화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

의 세부 ICT 산업별 정책 수립 방향에 기

는 ICT 정책에서도 산업별로 차별적인

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접근이 필요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본 과제에서 살펴본 ICT 기업의 성장

5. Key word

요인과 성장 기업에 영향을 준 요인, 성
장 기업의 특성, 정부의 역할 등의 종합
적인 분석을 통해 ICT 기업 성장을 효율

ICT 기업, 성장 요인, 고성장 기업, 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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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창업지원사업의 효과성
제고방안 연구

나성현, 김민식
연구기간 2015. 7. 1∼2015. 12. 3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활성화를 위해 정부지원 체계의 효율화
와 동시에 효과적인 정책조합과 창업기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지원

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지원체계의 개선

의 양적증대와 함께 지원체계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최종적

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내의 경우 부처

으로는 과학기술벤처의 창업 및 성장기

별, 산업별로 독자적인 벤처창업 지원체

반 조성을 위한 정부 창업지원사업의 효

계가 형성, 지원사업간의 네트워킹 확대

과성 강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를 통한 know how 전수, 중복성 제거
등 시스템적인 관점에서의 개선 필요성

3. 주요 연구내용

이 존재한다.
제2장 창업 및 벤처 정책 현황 을 통

2. 연구목표

해 거시적인 측면에서 창업 ․ 벤처 환경과
관련 정부 재정사업을 개괄하고, 창업 ․

본 연구는 과학기술기반의 벤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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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정책의 조정 추진 현황을 분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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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3장 창업 분야 지원 사업 현황 분

립하고 적용하여 통일성과 가시성을 획

석 을 통하여 중앙 부처 차원에서 세부

기적으로 제고하고 일관된 메시지 전달

적인 창업 지원 사업 현황을 분석하고,

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리고 온 ․ 온프라

중소기업 정책 측면에서 창업 지원 사업

인 단일 창구를 통일하고 표준화하여 정

현황을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제4장

보획득과 사업신청을 한 번에 수행 할 수

창업 분야 지원 정책의 개선 방향 에서

있는 Single-Window 구축하여야 한다.

는 창업 분야 지원 정책의 효율화 현황을

아울러 정부사업 신청 과정상의 불편과

분석하고, 향후 창업 분야 지원 정책의

부담, 애로사항을 제거하는 동시에 창업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지원 사업간 또는 후속 지원 사업 연계를
통해 창업 기업에 대한 지속적 성장 지원

4. 연구결론 및 시사점
정부 창업 지원 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을 강화해야한다.

5. Key word

강화하고, 정보습득에서 신청, 선정, 활
용의 전 단계에 걸쳐 수요자의 접근성,
편의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과학기술벤처, 벤처창업 지원, 효율
화, 창업기업, 창업지원사업

정부 창업 지원 사업에 통합 브랜드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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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제도개선을 위한
시장현황 분석

이재영, 유선실, 박선영
연구기간 2015. 7. 9∼2015. 12. 3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임워크를 활용한 시장현황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하여 시장상황을 체계적으로 파

유료방송시장 상황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현행 유료방송 규제 및 정책들의

악함으로써 유료방송 관련 규제 및 정책
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유효성을 적기에 재검토하고 대응할 필
요가 있으며, 시의적절한 정책대응을 위

3. 주요 연구내용

해서는 지속적으로 유료방송시장 데이터
를 수집 ․ 분석하여 신속하게 정책결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는 일정부분
비대칭성이 존재했으나 최근의 법제 개
정으로 해소되었으며, 향후 특수관계자

2. 연구목표

합산규제가 일몰된다면 다시 비대칭적
상황이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그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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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행 제도의 유료방송 플랫

요금규제, 결합상품 정책 등에 있어서는

폼간 비대칭성 분석, 규제모니터링 프레

다소의 비대칭성이 존재하지만 해당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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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사에 큰 제약으로 작용하지는 않은 것

과를 고려하면 소비자 측면의 규제는 폐

으로 보인다. 다만 수신료배분 정책의 비

지 또는 최소화해도 무방하나, 다만 일부

대칭성은 향후 IPTV 3사가 주도하는 유

취약PP와 관련된 문제들을 고려하여 수

료방송시장에서 수정되어야 하는 정책으

신료 배분과 관련된 통제장치는 검토할

로 판단된다.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가입자 수, 매출액 등의 측면에서 KT

유료방송 경쟁 과정에서 소매 ․ 도매 단에

계열 중심의 시장구도가 형성되어 온 것

별다른 위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사

은 사실이나 그 집중화 속도는 줄어들고

전적으로 점유율 자체를 50% 등으로 제

있으며, 결합상품 확산 등으로 전반적인

한하는 것 보다는 사후규제에 일임하는

ARPU 상승률이 정체되고 있고, 다수 사

방향에 무게를 둘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업자들의 ARPU가 하락하기 시작하고

점유율 규제 자체를 유지하지 않는다고

있어 대체로 요금인상을 통한 이용자 이

하더라도 통신부문의 규제사례와 유사하

익저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또

게 1위 사업자에 대한 일정한 통제 장치

한 경쟁심화 과정에서 유료방송플랫폼의

는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유료방송시장

영업이익과 ARPU가 정체 ․ 하락하는 가

에서의 1위사업자 통제를 하게 된다면

운데서도 PP들의 지상파방송 대비 제작

통신부문과 달리 이용자측면 보다는 유

비 및 시청률 비중이 상승하는 추세에 있

료방송 PP측면에 대한 행위 통제가 더

어 유료방송의 콘텐츠경쟁력이 훼손된다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는 찾기
어려웠다.

4. 연구결론 및 시사점

결론적으로 특수관계자 합산 규제가
도입되기 이전 KT 독주체제 하에서도 가

본 연구에서 제시한 유료방송 규제 개

입자 측면이나 PP단에 대한 위해 발생에

선방향은 현행 방송법과 IPTV법이 규정

대한 충분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으므

하고 있는 이종 플랫폼간 특수관계자 합

로, 당장은 시장 내의 합병 등 구조변화

산 규제가 일몰될 2018년 이후의 제도

를 관망하고 그 영향을 모니터링할 필요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가 있겠다. 현재까지의 시장 모니터링 결

것이다. 또한 유료방송 가입자 시범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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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IPTV법 및 방송법에 따라 정부가

5. Key word

2016년도부터 시작하는 가입자 검증의
기본 틀로 활용될 것이다.

유료방송시장, 시장점유율 규제, 수신료
배분, 규제 모니터링 프레임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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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15-09

2015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정용찬, 김윤화, 이선희
연구기간 2015. 1. 1∼2015. 12. 3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목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서 미디어 이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매체별 시청자

용 행태 파악을 통해 시청자들의 인식 및

인식과 시청행태 변화를 정기적으로 추

행태 변화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방송

적, 분석하여 수용자정책, 민간기업체의

산업 발전의 트렌드 분석을 통해 향후 매

경영 계획 등을 수립하는 근거가 되고,

체 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장기적으로

학계, 연구소 등의 학술연구를 지원하고

신규 방송매체 도입시 시청자측면의 고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는 시청자에게 기

려사항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또한

초 통계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신규 미디어 이용자들의 이용행태를 파
악하여 새로운 미디어 시장의 특징을 파

3. 주요 연구내용

악 수 있다. 본 조사는 통계청 국가 승인
통계(’08. 10. 14, 제16402호)로 2000년
부터 매년 수행해왔다.

본 조사는 전국 4,266가구에 거주하는
13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2015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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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일부터 2015년 8월 21일까지 구조화

행태, 라디오 이용행태, 인터넷방송 이

된 설문지를 이용한 일대일 개별면접 조

용행태, 스마트기기 이용행태, 자녀의

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조사항목은 매체

방송매체 이용행태, 해외 프로그램 시청

이용량과 보유실태, 지상파 TV방송 이용

행태 등이다.

행태, 유료방송(유선, 위성, IPTV) 이용

<조사항목별 세부항목>
è

○ 주거 지역, 성별, 연령, 직업, 결혼여부, 가족구성,
월 평균 가구 소득, 학력 등

매체 이용 및 보유

è

○
○
○
○
○
○

지상파방송 이용행태

è

○ 지상파 방송 유형별, 장르별, 이용매체별 시청정도
○ 지상파 방송 전반적 만족도

라디오방송 이용행태

è

○ 라디오방송 유형별, 장르별, 이용매체별 청취정도
○ 라디오방송 청취 장소 및 이유

è

○
○
○
○
○

유료방송 가입유형
공시청 이용 여부
유료방송 미이용 이유
유료방송 VOD 이용시간 및 지출비용
유료방송 선택시 중요사항

è

○
○
○
○
○
○

케이블방송
케이블방송
케이블방송
케이블방송
케이블방송
케이블방송

è

○
○
○
○
○
○

위성방송
위성방송
위성방송
위성방송
위성방송
위성방송

인구통계학적 특성

유료방송 이용행태

케이블방송 이용행태

디저털위성방송 이용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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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별 보유실태
매체별 이용빈도 및 이용시간
필수매체
유료방송 가입현황 및 유형
방송유형별 시청시간
매체 속성

가입유형 및 요금
해지 이유
유료채널 이용 여부
결합서비스
만족도
이용유지 여부

가입유형 및 요금
결합서비스
해지 이유
프리미엄 채널 이용 여부
만족도
이용유지 여부

ICT통계정보연구

è

○
○
○
○
○
○
○

IPTV
IPTV
IPTV
IPTV
IPTV
IPTV
IPTV

è

○
○
○
○

자녀의 방송매체 이용시작 시기
자녀의 방송매체 이용 시간대
부모 동반 시청 여부
자녀의 매체별 이용여부 및 이용시간

è

○
○
○
○

DMB
DMB
DMB
DMB

스마트기기 이용행태
신규 매체 영향력

è

○
○
○
○
○

스마트기기 이용여부
스마트기기 이용시간 및 지출비용
스마트기기의 미디어 기능 이용빈도 및 이용상황
스마트기기 기능별 중요도
Cross Media 효과

온라인동영상(OTT) 서비스 이용행태

è

○ 온라인동영상제공서비스 이용여부
○ 온라인동영상제공서비스 이용기기, 이용서비스, 장르

TV시청시 타매체 이용행태

è

○ TV시청 중 미디어 동시 이용 행태
○ TV시청과 소셜미디어 이용 행태

해외제작 방송프로그램 이용행태

è

○ 해외제작 방송프로그램 시청 여부
○ 해외제작 방송프로그램 시청방식 및 시청빈도

Media Diary

è

○ 시간대별 매체 이용률 및 이용 장소
○ 매체 이용자별 평균 시간 및 이용률

IPTV 이용행태

자녀의 방송매체 이용행태

지상파 DMB 이용행태

4. 연구결론 및 시사점

가입여부 및 요금
해지 이유
가입 이유
결합서비스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
만족도
이용유지 여부

이용
수신
이용
이용

여부
장비
장소
정도

키는 스마트폰의 50대, 60대 보유율이
각각 81.9%, 32.6%로 전년 대비 크게 증

주요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매체이용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 있어서는 가정 내의 TV 수상기가 여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

전히 가장 보편적인 미디어로 나타났고,

요한 매체로 스마트폰의 중요도는(46.4%)

미디어 이용의 이동화, 개인화를 촉진시

는 전년(43.9%) 대비 크게 높아지고,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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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도는 44.1%로 전년(44.3%) 대비 낮

는 비율이 TV 이용자의 34.6%로 나타

아지면서 스마트폰이 TV보다 더 필요한

나, TV를 시청하면서 방송콘텐츠를 전

매체로 부상하였다. 특히, 40대 이상이

파, 공유하는 능동형 시청 방식은 스마트

스마트폰을 필수매체로 선택하는 비중이

폰의 보급이 고연령층으로 확산됨에 따

최근 3년간 큰 폭으로 증가하여 스마트

라 일반적인 시청 행태로 자리잡으로 것

폰의 중요성이 고연령층으로 확산 추세

으로 보인다.

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보고서는 방송매체이용에 관

실시간 시청은 TV수상기 이용이 95%

한 정부승인통계로 정책 당국의 수용자

이상으로 다른 매체 대비 압도적으로 높

정책 수립을 위한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

았으나, VOD 시청은 뉴스, 스포츠, 영화

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장르에서 스마트폰 이용이 TV 수상기보
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TV를 시청하면

5. Key word

서 타 매체를 동시에 이용하는 비율은 스
마트폰이 43.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TV 시청중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정보검색이나 문자/메신져, SNS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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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이용행태, 유료방송, 인터넷, 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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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시청자평가지수(KI)
조사 보고서

신지형, 주재욱, 정부연
연구기간 2015. 1. 1∼2015. 12. 3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하는 방송평가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지수 산출에 있어

본 연구는 방송법과 방송평가에 관한 규

서, 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바탕

칙에 적용되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시청

으로 지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고 하는

자 평가 지수인 Korea Communications

것을 본 연구의 주 과업으로 삼고 있다.

Commission Index(KI)를 산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목표

3. 주요 연구내용
KI 시청자평가 조사는 전국 만 13세
이상의 시청자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4

KI 시청자 평가 조사는 시청자가 직접

개 채널(KBS1, KBS2, MBC, SBS)과 종

실시하는 방송 평가를 통해 좋은 품질 높

합편성채널(JTBC, MBN, TV조선, 채널

은 방송을 제작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수

A)에서 제공되는 모든 프로그램을 대상

집,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시청자가 참여

으로 실시되었다.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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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성, 연령, 지역별 인구비례에

청자평가지수(KI)의 최종 산출 값은 7.13

근거하여 온라인 패널을 바탕으로 응답

점으로 나타났으며, 2012년 이후 지속적

자 표본을 구성하였다. 표본 크기는 일주

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채널 성과지수

일 동안 2,400명이며 매 주 다른 표본으

의 7가지 조사 항목 중 흥미성, 다양성,

로 교체하여 6주간 총 14,400명을 대상

유익성, 신뢰성, 공정성, 창의성, 공익성

으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는 연 4회,

순으로 점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MBC

1회당 6주 동안 시행하였으며, 조사는 2

의 2015년 시청자평가지수(KI)의 최종

월, 5월, 8월, 11월에 실시되었다.

산출 값은 7.02점으로 나타났으며, 2011

조사 내용으로는 개별 방송 프로그램

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에 대한 평가와 채널에 대한 평가로 구분

채널 성과지수의 7가지 조사 항목 중 흥

하여 설계하였다.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미성, 다양성, 유익성, 창의성, 신뢰성,

평가는 만족도(SI) 평가와 품질(QI) 평가

공정성, 공익성 순으로 점수가 높게 나타

로 구성하여 각각 11점 척도(0점~10점)

나고 있으며, 작년에 비해 모든 항목에서

로 측정하였다. 지상파 방송사 채널에 대

소폭 상승하였다. SBS의 2015년 시청자

한 평가는 흥미성, 다양성, 신뢰성, 유익

평가지수(KI)의 최종 산출 값은 7.09점

성, 창의성, 공정성, 공익성의 7대 영역

으로 나타났으며, 2012년 이후 지속적으

으로 구성하여, 각 영역은 5점 척도(1

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채널 성과지수의

점~5점)로 평가하였다.

7가지 조사 항목 중 흥미성, 다양성, 유

지상파방송의 경우 KBS1의 2015년 시

익성, 신뢰성, 창의성, 공정성, 공익성

청자평가지수(KI)의 최종 산출 값은 7.47

순으로 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공익성을

점으로 나타났으며, 2011년 이후 지속적

제외한 나머지 항목 모두 작년에 비해 소

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채널 성과지수

폭 하락하거나 동일하게 나타났다.

의 7가지 조사 항목 중 유익성, 다양성,

2012년 시작된 종합편성채널의 경우 TV

신뢰성, 흥미성, 공익성, 공정성, 창의성

조선의 2015년 시청자평가지수(KI)의 최

순으로 점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작

종 산출 값은 6.89점으로 나타났으며,

년에 비해 전 항목에서 지수는 소폭 상승

전년대비 0.01점 하락했다. 채널 성과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KBS2의 2015년 시

수의 7가지 조사 항목 중 흥미성,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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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유익성, 신뢰성, 창의성, 공정성, 공

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다.

익성 순으로 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흥미

본 연구는 KI 시청자평가지수 산출 과

성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 모두 작년에 비

정에서 패널 대표성 및 온라인 조사 체계

해 소폭 하락하였다. JTBC의 2015년 시

를 여러 가지 각도로 검증하고, 산출된

청자평가지수(KI)의 최종 산출 값은 7.34

지수에 대하여 응답자 특성, 시청시간대,

점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지속적으

평가자수, 평가 기준 등에 대한 변화에

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채널 성과지수의

따른 지수 안정성을 정량적 분석을 통해

7가지 조사 항목 중 흥미성, 다양성, 창

검증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지

의성, 유익성, 신뢰성, 공정성, 공익성

수 산출과정의 타당성에 대한 집단토론

순으로 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모든 항목

결과와 같은 정성적 분석을 통해 검증하

에서 작년에 비해 상승했으며, 2012년

였다. 검증 분석 결과 응답자들은 조사원

이후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다. 채

칙에 어긋나지 않은 수준에서 주어진 지

널A의 2015년 시청자평가지수(KI)의 최

침을 따르며 KI 시청자 평가를 수행하고

종 산출 값은 7.06점으로 나타났으며,

있으며, 각 방송사에 대한 선입견등에 구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15

애되지 않고, 프로그램의 내용을 바탕으로

년에는 소폭 상승하였다. 채널 성과지수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 7가지 조사 항목 중 흥미성, 다양성,
유익성, 신뢰성, 창의성, 공정성, 공익성

4. 연구결론 및 시사점

순으로 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작년에 비
해 모든 항목에서 소폭 하락하였다. MBN

최근 방송 환경이 기존 공중파, 케이

의 2015년 시청자평가지수(KI)의 최종 산

블, 위성 방송에서 IPTV, 인터넷 등 다

출 값은 7.00점으로 2012년부터 지속적

채널 방송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시청자

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채널 성과지수

들의 의견이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인터

의 7가지 조사 항목 중 흥미성, 다양성,

렉티브 방송도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급

유익성, 신뢰성, 창의성, 공정성, 공익성

속한 방송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방

순으로 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창의성과

송사뿐만 아니라 방송관련 정부, 학계 등

유익성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 작년

은 시청자평가지수(KI) 결과를 통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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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프로그램의 질

5. Key word

적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를
기대한다.

방송프로그램 질 평가, 만족도 지수,
질 지수, 채널성과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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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계DB 구축· 운영(1)

정용찬, 주재욱, 신지형, 김윤화,
최영모, 이선희, 박선영, 하형석
연구기간 2015. 1. 1∼2015. 12. 3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홈페이지 개발 필요성 증대와 함께 한국
의 미디어 이용에 관심이 있는 해외 이용

디지털 경제의 확산으로 데이터가 새

자의 정보 수요 대응 필요성 대두 등 이

로운 자산으로 주목받는 데이터 시대를

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

대비하여 UN과 OECD 등 국제기구도 데

계정보시스템 개발이 중요하다.

이터에 기반 한 정책 결정을 강조하고 있
다. 미디어 시장 현황과 소비자의 이용행

2. 연구목표

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용자가 편리
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계정보시스템을

통계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용자의 접근

구축하여 전파하는 방송통계 DB 구축 ․ 운

편의성을 높이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영 사업도 이러한 변화하는 환경에 부합

인 시스템 운영 체계를 구축하여 방송통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신 관련 정책 수요자와 학계, 연구 기관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모바일 인터넷 이

의 수요에 부응하는 품질 높은 정보서비

용이 일반화되는 상황에서 모바일 전용

스를 제공하는 데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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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통계정보시스템의 기능 개선, 모바

과 표, 그래프, 메뉴 등을 개선하여 가독

일 버전 개발 등을 통해 사용자의 편의성

성을 높였다. 또한 스마트폰 보급의 확산

을 강화하고, 입력 정보를 활용한 검색,

으로 모바일 기기로 홈페이지에 접속하

그래프 구현, 데이터 내려 받기 등 이용

는 이용자에게 부합하는 페이지를 구성

자 친화적인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여 이

하고, 스마트폰 외에도 태블릿PC 등 다

용자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한다. 또한

양한 모바일 기기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이용자의 다양한 접속 환경을 고려한 안

웹페이지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 친화적

정적인 통계정보시스템 운영 방안을 정

인 모바일 환경을 구축하였다.

립하고 정보수요자가 어떤 환경에서도

한국미디어패널조사 자료의 영문 서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신뢰도 높은 서

스 제공은 영어권 사용자의 정보 접근성

비스를 제공함에 목적이 있다.

제고는 물론 향후 ICT통계 자료의 국제
표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라 할 수 있

3. 주요 연구내용

다.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인 KOSIS는
물론 IT STAT 등 주요 통계정보 제공 사

① KISDI STAT 정보 시스템 운영
최신 정보를 사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기 구축된 통계정보시스템에 방송산업 실
태 조사, 한국미디어패널 조사통계 결과
를 추가 DB화하여 제공하고 조사통계 결
과를 활용한 분석 보고서를 제공하였다.

이트는 영어권 이용자를 위하여 영문서
비스를 제공 중이어서, 관련 홈페이지를
벤치마킹하여 한국미디어패널조사 자료
의 영문서비스 페이지를 구축하였다.

② 방송 및 뉴미디어 시장
통계조사와 자료 분석

모바일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기 구축
된 KISDI STAT 사이트를 모바일에서도

2014년 방송산업실태조사의 데이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에 최

DB화를 목표로 한다. 기구축된 2005년~

적화한 웹사이트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

2013년까지의 개별 사업자 및 방송산업

고 있다. 이용자가 모바일 환경에서

통계 DB에 2014년도 데이터를 추가하

KISDI STAT 사이트에 접속하여 필요 정

였다.

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면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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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통계 항목 추가/변경에 따른 표와 그

한국미디어패널조사 데이터 DB 유지보

래프 수정, 신규 사업자 업데이트와 기존

수를 하였다.

사업자 통합/분리 작업, 지도로 보는 통
계 통합 및 신규 지역명 변경/추가 작업,

4. 연구결론 및 시사점

표 개선 작업(그리드 솔루션 적용), 기
구축된 DB의 시계열 데이터 구현을 위한

통계는 정책기관의 객관적이며 합리적

통계항목과 그래프 변경 작업을 하였다.

인 정책 수립과, 사업자의 효율적인 경영
계획과 의사결정을 위한 근거 자료이다.

③ 2015 한국미디어패널조사
2015년 사업에서는 2014년 5차년도
조사에서 구축된 전국의 패널 가구와 해
당 가구 내 만 6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
로 추적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패널 가구
와 가구원의 미디어 이용 현황과 변화 추
이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6차년도 한국미디어패널조사 데이터
를 KISDI STAT 홈페이지에 DB화하여
업로드하고, 정확한 통계치 산출을 위하
여 자동화 프로세스를 마련하였으며
2015년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한국미디
어패널 DB Structure 수정, 통계 항목

또한 학계의 연구자와 시민에게도 정부
정책과 사회경제 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측면을 감안하
면 사용자가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
는 통계정보시스템 운영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된 통계 정보가 정
책 수립의 근거 자료로 활용되어 실증 기
반의 정책 수립에 기여함은 물론, 기업의
경영 관련 의사 결정과 학계의 연구에 널
리 활용되어 우리 사회 전반에 데이터 기
반 의사결정 문화가 정책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신규 추가와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다.
기 구축된 KISDI STAT 한국미디어패

5. Key word

널 조사통계 DB 관리와 유지를 위해서
검색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시스템 기능
개선, 통계자료의 시각적 효과 개선을 위

방송통계, 미디어통계, 방송산업실태
조사, 한국미디어패널조사, KISDISTAT

해 차트 구현 개선작업, 5차년도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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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15-12

2015 한국미디어패널조사

신지형, 주재욱, 김윤화, 하형석
연구기간 2015. 1. 1∼2015. 12. 3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미디어 이용 행태의 동역학적 특성을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횡단면 조사

디지털 및 모바일 기술의 발전으로 미

뿐만 아니라, 시간의 변화에 따른 추적조

디어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

사가 가능한 종단조사 또한 효과적이다.

게 증대되었으며, 미디어 환경은 다매

이에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는 2010년

체· 다채널 환경으로 변모하였다. 미디

부터 국가승인통계인 한국미디어패널조

어 환경의 변화는 미디어 이용자의 이용

사를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실시해 오고

행태를 크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올바른

있으며, 2015 한국미디어패널조사는 6

미디어 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는 이러한

년차 조사에 해당한다.

이용자의 미디어 이용행태 변화를 정확
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배경

2. 연구목표

하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미디어 이
용 행태 변화의 추세 및 원인을 과학적으
로 분석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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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미디어 기기 보유 현황, 서비스 이용

음과 같다. 2015년 디지털 TV 보유율은

실태, 미디어 이용행태 및 미디어 다이어

83.3%로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

리를 파악하는 것이다.

하고 있는 반면, 데스크톱 컴퓨터 보유율
은 63.0%로 2011년 이후 점차 감소하는

3. 주요 연구내용

추세이다. 노트북 컴퓨터 보유율은 감소
하는 추세였으나 2015년에는는 26.5%로

한국미디어패널조사는 2010년 수도권

소폭 증가하였고, 태블릿 PC는 점진적으

및 5대 광역시 패널 구축을 시작으로

로 상승하여 6.0%의 보유율을 보였다.

2011년 전국을 대상으로 패널가구 및 가

2015년 개인 휴대폰 보유율을 보면, 만

구원을 확대 구축하여 조사하였고, 2015

6세 이상 국민의 대다수인 93.2%가 개인

년 전국 패널을 대상으로 6차년도 조사를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실시하였다. 2011년 전국 5,109가구 및

고, 2011년(89.2%) 이후 지속적으로 상

가구 내 개인 12,000명으로 구축된 조사

승하는 추세이다. 휴대폰에서 스마트폰

응답자는 2015년 사업에서 전국 4,305

이 차지하는 비율은 83.3%로 매년 상승

가구 및 가구 내 개인 9,873명이 응답하

하고 있다. 휴대폰 평균 이용기간은 2013

여, 2011년 개인 조사 기준 약 82.3%의

년 (1년 5개월)까지 조금씩 줄어드는 경

응답률을 보였다.

향을 보였으나, 2014년(1년 7개월) 이후

2015년 조사에서는 특히, 패널 유지를
위한 응답부담을 고려하여 기존의 조사

상승하기 시작해 2015년(1년 8개월)에도
상승 추세가 계속되었다.

분석을 통해 시의성과 유용성이 다소 떨

미디어 이용 행태 조사 결과를 살펴보

어지는 일부 설문은 변경이나 삭제하는

면, 2015년 전체 조사대상자 중 40% 이

방향으로 개선하고, 미디어 관련 산업의

상이 SNS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동적인 기술 변화 및 제품 진화 등을 시

났다. 이는 전년 대비 3.2%p 상승한 결과

의적절하게 반영하였으며, 이에 따른 소

로, 2011년 16.8%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

비자의 미디어 이용 트렌드 변화 양상을

하는 추세이다. 회사별로는 카카오스토

반영하여 설문지를 개선하였다.

리가 45.7%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

2015 한국미디어패널조사 결과는 다

고, 페이스북이 30.0%, 트위터가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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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2015년 클라우드 서비스 이

히 증가하여 2015년 94.6%를 기록하였

용률은 2014년(9.9%) 대비 1.3%p 상승한

다. 케이블 방송 및 위성방송 가입률은

11.2%로 나타났으며, 2012년(5.0%)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IPTV 가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률이 증가하고 있

입률은 2011년 이후 증가 속도가 빨라지

다. 2015년 스마트 기기 이용자가 가장

면서 2015년에는 26.2%를 기록하였다.

많이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은 카카오톡

2015년 유선인터넷 가입률은 71.9%로

등 인스턴트 메신저(27.6%)인 것으로 나

전년에 비해 1.2%p 증가하였으나, 2011

타났으며, 이러한 추세는 2011년부터

년부터 감소 및 정체 기조를 보이고 있

2015년까지 지속되고 있다. 남성은 커뮤

다. 2015년 개인의 휴대전화 월평균 이

니케이션, 포털앱, 게임 등의 이용률이

용요금은 4만 8천 6백 원으로, 지출비용

서로 비슷한 수준인 반면, 여성은 커뮤니

이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인 반면, 가구의

케이션 앱 이용률이 월등히 높고 그 다음

유선인터넷 월평균 이용요금은 2만 1천

으로 포털, SNS 순으로 이용률 간 격차

1백 원으로, 2011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

가 크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거나 정체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5세 미만은 커뮤니케이션, SNS, 포털

매체별 평균 사용시간을 살펴보면, TV

앱을 주로 이용하는 한편, 20대 중반~

는 하루 평균 약 3시간 15분, 전화기는 1

40대 중반은 커뮤니케이션, 포털앱, 뉴스

시간 43분으로 이용시간이 지속적으로

를, 65세 이상에서는 사진/카메라 기능

상승하고 있는 반면, 컴퓨터는 이용 시간

을 가장 크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감소하다가 2015년 1시간 1분으로 소

통신방송 서비스 가입 및 지출 현황을

폭 상승하였고, 종이매체의 경우 2011년

살펴보면, 유무선 대체의 추세가 꾸준히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

고 있다. 2015년 하루 평균 유선전화 사

반 집 전화 가입률은 2011년 59.4%에서

용시간은 7분 36초로 2011년(13분 46초)

꾸준히 감소, 2015년 47.9%를 나타냈고,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무선전

인터넷 전화 가입률 역시 2014년 소폭

화(일반 휴대폰, PDA폰, 스마트폰) 평균

상승했다가 2015년 다시 정체되었다. 전

사용시간은 약 1시간 36분으로 2011년(59

체 유료방송 가입률은 2012년 이후 꾸준

분)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이다.

ICT통계정보연구

4. 연구결론 및 시사점

라, 각종 통계적, 계량적 분석을 통해 보
다 심층적인 미디어 부문 연구를 가능하

2015 미디어패널조사는 전국 가구 및
개인을 대상으로 미디어 기기 보유 현황,

게 하고, 새로운 미디어 정책 수립에도
기여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실태, 미디어 이용행태 및 미
디어 다이어리를 추적조사하는 것으로,

5. Key word

2015년까지 6년차 조사가 완료되었다.
조사 결과 축적된 패널 데이터는 미디어
정책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

패널조사(종단조사), 미디어 이용행
태, 미디어 부문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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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15-13

2015년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정용찬, 유선실, 이선희, 박선영
연구기간 2015. 1. 1∼2015. 12. 3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화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업계 관계자들이 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방송산업 실태조사는 인력, 매출, 가
입자, 콘텐츠 유통, 수출입, 시설 등 방

학계에서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데 중요
한 자료로 활용된다.

송산업의 전 분야에 관한 현황을 조사하
는 국가승인통계로, 방송정책 수립을 위

2. 연구목표

한 기초 통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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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방송 인력의 수

방송산업 실태조사는 방송산업의 분야별

급정책, 디지털방송정책, 뉴미디어의 등

실태를 적기(timeliness)에 정확(accuracy)

장에 따른 유료방송정책, 콘텐츠 제작 및

한 통계 자료를 방송정책 수립에 활용할

유통 환경 개선 정책 등 다양한 방송 현

수 있도록 일관성(coherence) 있게 제공

안에 대한 규제와 진흥정책 수립의 근거

하는 것이 목표이다. 또한 방송산업 실태

자료로 활용된다. 또한 방송산업 실태조

조사 결과는 민간기업체의 경영 계획 수

사 결과는 방송산업의 현황과 시계열 변

립과 학계, 연구소 등의 학술연구를 지원

ICT통계정보연구

하고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는 시청자에

다. 부문별로는 IPTV 645명(9.5% 증가),

게는 산업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통계를

위성방송 320명(4.2% 증가), 방송채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용사업 14,339명(1.2% 증가)인 반면,
지상파방송(DMB포함)은 14,468명(0.5%

3. 주요 연구내용

감소), 종합유선방송은 4,692명(5.1% 감
소)으로 나타났다. 연간 방송프로그램 제

2014년 12월말 기준 방송사업 매출은 14

작과 구매비용은 2조 5,401억 원으로 전

조 7,229억원으로 IPTV사업과 방송채널

년(2조 5,851억원) 대비 1.7% 감소하였

사용사업의 매출 증가에 힘입어 전년(14조

는데, 이는 지상파방송과 방송채널사용

347억원) 대비 4.9% 증가하였다. 부문별

사업의 자체제작비 감소에 기인한 것이

로는 IPTV사업 1조 4,984억원(33.2% 증

다. 방송프로그램 등 수출 총액은 3억

가), 방송채널사용사업 6조 3,067억원(3.8%

1,381만 달러로 지상파방송사의 일본,

증가), 지상파방송(DMB포함) 4조 153억

중국, 홍콩으로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전

원(2.8% 증가), 위성방송 5,532억원(1.4%

년(2억 8,776만 달러) 대비 9.1%로 증가

증가)이었으며, 종합유선방송사업(SO)은

하였다. 한편 수입 총액은 5,934만 달러

2조 3,462억원(1.4% 감소)으로 나타났다.

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수입 감소에 따

유료방송 가입자는 총 2,983만 단자(OTS

라 전체적으로는 전년(1억 1,449만 달러)

중복가입 234만, 중계유선 가입자 9.7만

대비 48.2%가 감소, 흑자폭이 크게 확대

포함)로 IPTV 가입자가 큰 폭(24.2%)으

되었다.

로 증가한 것에 힘입어 전년(2,776만)대
비 7.4% 증가하였다. 디지털방송 기준으

4. 연구결론 및 시사점

로는 IPTV 1,086만(24.2% 증가), 종합
유선방송 713만(15.9% 증가), 위성방송

2014년 국내 방송사업자 방송사업매

426만(1.9% 증가) 등 총 2,225만 단자로

출은 14조 7,229억 원으로 2013년 대비

전년(1,907만) 대비 16.7% 증가한 것으

4.9% 증가하였으나 증가율은 2012년

로 나타났다. 종사자는 3만4,615명으로

(11.3%)과 2013년(6.3%)에 이어 지속적

전년(3만4,714명) 대비 0.3% 감소하였

으로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상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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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과 유선방송의 경우 전체방송시장에

전년대비 1.9%, IPTV 가입자는 24.2%

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감소한 반면 방

증가하였다. 지상파방송과 방송채널사용

송채널사용사업과 IPTV의 시장점유율이

사업자의 수출 총액(해외교포지원방송,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매출의

비디오/DVD판매, 타임블럭, 포맷, 방송

경우, 지상파방송(DMB포함)과 방송채널

프로그램 포함)은 전년 대비 9.1% 증가

사용사업자는 2013년 대비 각각 8.3%,

한 3억 1,381만 달러로 나타났다. 지상파

3% 감소하였으나 종합유선방송(16.2%)

방송은 전년대비 12.1% 증가한 반면 방

과 위성방송(21.5%)은 증가하였다. 전체

송채널사용사업의 방송프로그램 수출은

유료방송 가입자는 2014년 12월말 기준

5.9% 감소하였다.

2,983만으로 2013년 말 대비 7.4% 증가
하였다. 종합유선방송 가입자 수는 1,461

5. Key word

만으로 전년(’13년 1,474만) 대비 0.9%
감소하였는데 디지털 가입자는 전년대비
15.9% 증가한 반면 아날로그 가입자는
12.9% 감소하였다. 위성방송 가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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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무역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

강하연, 윤승환, 박은지, 김재형, 박영덕
연구기간 2015. 2. 1∼2015. 11. 30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로벌 유통과 관련된 새로운 글로벌 통상
규범을 구축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국경

브로드밴드 및 모바일 기술을 기반으

간 데이터 이동에 대한 개방을 옹호하는

로 다양한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ICT

측에서는 데이터의 자유로운 교류만이

서비스의 무역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

자유무역이 촉진되며 관련 산업이 성장

고 있다. 이런 변화에 발맞추어 구글, 아

하여 결과적으로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

마존 같은 인터넷 기반 글로벌 사업자들

이 돌아간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개인 정

은 인수합병을 통해 새로운 사업 분야로

보보호 및 국가 안보 그리고 자국 법제상

진출하고 있다. 새로운 시장 환경에 따라

의 차이 등을 들어 민감한 개인 정보나

업종을 확장해 온 아마존의 경우 문어발

금융 및 의료 정보 그리고 공공 정보에

식 사업 확장이라는 비판 여론이 생겨날

대해서는 자유로운 이동을 허락할 수 없

정도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을 위시한

다는 측의 주장도 만만치 않다. 현재 정

선진국들은 새로운 글로벌 무역패러다임

보의 국경 간 이동과 관련된 논의가 수많

에 걸맞은, 특히 그중에서도 데이터의 글

은 국제기구에서 그리고 여러 통상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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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활발히 진행 중인 상황이다. 게다가

징 및 성격을 파악하여 국내 사업자들의

최근 공개된 TPP(환태평양동반자협정)

해외진출에 도움이 될 제도개선과 이에

협정문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규범을 포

걸맞은 우리측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자

괄하고 있으며 21세기 디지털 시대를 선

한다.

도하는 글로벌 경제협력의 표준 확립을
추구하고 있다. 급변하는 ICT 무역 패러

3. 주요 연구내용

다임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은 초기부
터 국제적 관점에서 준비될 필요가 있으

본 연구는 디지털 기술진화로 인해

며, 국내제도와 글로벌 관행(practice)

ICT서비스무역 환경이 변화하고 있음에

간의 간극을 좁혀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주목하고, 이 새로운 무역 패러다임에서

문제에 사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할 수

부상하고 있는 다양한 통상현안을 분석

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TPP, TISA

하여 우리나라의 ICT통상대응력 강화에

등 Mega FTA에서 논의되고 있는 신규

기여하고자 하였다. 인터넷과 모바일 기

통상규범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국내

술을 기반으로 하는 글로벌 무역이 가능

법제도의 반영 및 이행에 가이드라인이

해지면서 자본력과 규모에 의지하는 글

필요한 시점이며 해당 이슈에 대해 정부

로벌 기업들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차원의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관련 기업

세계시장에 접근이 가능해져 기존 무역

들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

질서의 권력 전환이 진행 중이다. 특히

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국제적 ICT 리더

인터넷의 연결성과 탈국경성을 기반으로

십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하는 서비스들이 출현하면서 다양한 시
장기회가 열렸으나 동시에 지금까지 겪

2. 연구목표

어보지 못한 새로운 통상현안들이 발생
하고 있다. 일단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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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인터넷 기반으로 진행되는

서비스들이 출현하면서 새로운 서비스

ICT 서비스무역이 글로벌 경제통합과 국

(신유형 서비스)를 기존의 무역체제에

제무역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어떻게 편입할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

이에 맞추어 새로운 무역 패러다임의 특

었다. 신 유형 서비스들은 WTO체제가

국제협력연구

출범하던 1990년대 중반에는 미미하거

로 국내규제의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존재하지 않았던 서비스들인바, 지금

문제는 동 사안에 대한 국제적 규칙에 대

까지 회원국간 이들 서비스의 시장접근

한 논의가 아직 시작단계이다. 동 보고서

및 내국민대우 원칙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에서 분석하는 OECD 및 APEC에서 제

없었다. 이들 서비스를 기존의 통상체제

시되는 프라이버시 원칙들은 데이터의

에서 어떻게 분류하고 해석할지에 대한

글로벌 유통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자들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기존의 분류체계

에게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원칙을 제

의 해석에 대한 전반적 분석과 함께 향후

시함으로 무분별한 개인정보의 남용 및

신유형 서비스 분류의 기본원칙을 제시

국외이전을 막고자 하나, 아직까지는 지

하였다. 아울러 최근 WTO판례의 분석을

역적 한계를 넘어선 국제규범으로 발전

통해 신유형 서비스의 해석에 대한 국제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미국과 EU가 취

적 논의를 소개하고 향후 신유형 서비스

하고 있는 규제접근법 또는 철학이 상이

의 양허 및 유보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한 점도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편 국경과 물리적 공간을 초월하여

미국 등 일부 선진국들의 지지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부상하면

통상협상 차원의 논의를 주목해야 한다.

서 내국민의 정보가 국외로 이전하면서

본 보고서는 국제통상 차원에서 논의되

국민의 사생활 피해나 개인정보 오남용

고 있는 신규 ICT 국제 통상 규범을 최초

사례, 개인정보의 특정국가로의 집중 등

로 소개, 분석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 연

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새로운 ICT

구에는 부재하는 내용이다. TISA, TPP

기반 서비스들은 개인에게 다양한 편리

에서 도입되고 있는 대표적 신규 ICT 국

성을 제공하고 있지만, 동시에 국내의 집

제 통상 규범 의무는 ‘국경간 또는 국경

행력이 미치지 않는 국가로 자국민의 정

내 정보의 자유로운 이전 제한 금지’, ‘컴

보가 이전되면서 발생하는 문제도 야기

퓨팅설비 또는 인프라구조 위치 제약 금

하고 있다. 데이터의 활용이 증가하면서

지’, 및 ‘전자적 전송콘텐츠 등 현지콘텐

개인정보로 통제해야할 데이터 또한 늘

츠 이용 요건 부과 금지’ 의무 등으로 해

어가고 있는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당 의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현재 논

ICT서비스무역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으

의되고 있는 신규 규범 요소들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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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이 불합치하는 부분이 있는지, 있

상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을 통

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관련 국내

해 변화하는 ICT서비스무역 패러다임에

법을 점검하여 Mega FTA 협상 전략과

부합하는 국내규범의 정비 방향성뿐만

해당 신규 규범 요소들과 관련 된 국제적

아니라, 시장개방 약속표 작성 지침도 제

동향을 감안하여 국내 규제 개선 방안을

시하였으며, 향후 더 구체화될 국제규범

제시하고 있다.

논의의 장에서 우리나라의 역할과 과제
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

4. 연구결론 및 시사점

해 TISA, TPP등 국제무역규범 형성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으

본 결과보고서는 신규 ICT 통상규범이

며, 국내제도 개선 및 정비시 반영될 내

국내법제도에 미칠 영향을 염두에 둔 분

용을 제시하고 있어 정책적 활용이 클 것

석을 진행하였다. TPP, TISA로 대변되

으로 기대된다.

는 새로운 ICT 서비스무역 규범의 등장
에 대응하여 우리나라의 법제도의 현황

5. Key word

과 국제규범과의 합치성 여부 분석 등 문
제 진단을 통하여 향 후 가입예정이거나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FTA 및 WTO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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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ICT기업의 해외진출
방식 비교와 시사점

김성옥, 전민경, 한동교, 김준연
연구기간 2015. 2. 1∼2015. 11. 30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적은 없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
로 본 연구는 중국 ICT산업의 발전 과정

중국 ICT산업은 첨단의 영역으로 받아

에서 정책과 환경에 대응한 기업의 행위

들여지는 각종 융합 분야 및 인터넷서비

변화와 성장, 기술력과 경쟁력의 확보 과

스 분야에서도 눈에 띄는 국제적 약진을

정, 이것이 나아가 해외진출로 이어지는

보이고 있다. 중국 ICT산업의 급부상에

과정에 대한 동태적인 연구를 시도하였

대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으며, 이러한 메커니즘이 우리의 대응방

라는 문제는 시의적절하고 반드시 고민

안 구축에 있어서 어떤 시사점을 가지는

이 필요한 문제이나, 아직까지 심도 깊게

지를 살펴보았다.

연구가 진행된 바가 없다. 각각의 개별적
이슈에 대한 단기적인 대응논리를 만들

2. 연구목표

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중국 ICT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와 발전 메커니즘에 대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 정부가 중국

한 장기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시도된

ICT산업의 외연확대를 위해 어떤 정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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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업은 이에 어떻게

둘째, 제3장에서는 한중 주요 ICT기업

조응하고 어떤 해외진출 방식을 가지게

의 해외진출 현황을 살펴보고, 해외진출

되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우리 ICT산업

방식을 살펴본다. 전 장에서 도출한 주요

글로벌화 과정과의 비교분석하여 글로벌

ICT기업을 중심으로 이들의 해외진출 현

시장이라는 넓은 시각에서 우리와 중국

황과 방식을 업종별로 살펴보고, 한중 간

의 협력 혹은 중국에 대한 대응전략을 구

그 특징을 비교분석하였다. 셋째, 제4장

축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

에서는 주요 ICT기업의 해외진출 메커니

다. 이에, 한중 양국 ICT기업의 글로벌

즘을 사례별로 심층분석하였다. 대상기

확장과 해외진출 과정이 글로벌 ICT 패

업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 기업의 혁신

러다임의 변화와 기업의 개별적인 성장

노력과 해외진출 방식, 메커니즘을 중심

과정에서 어떤 맥락에 위치하고 있으며,

으로 기업의 성장-해외진출 방식에 대한

현재 어떤 방식으로 해외진출이 시도되

분석을 시도한다. 한중 양국 기업의 배경

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응방

과 특성, 성장과정, 성장현황, 해외진출

안을 모색하였다.

현황이 너무나도 상이한 관계로, 같은 업
종 간 기업에 대한 비교가 의미 있는 시

3. 주요 연구내용

사점을 가져다주기 힘들 것이라는 판단
하에, 현재 참고할만한 방식의 해외진출

본 연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을 별도로 선정하

우선 제2장에서는 해외진출을 추동하는

여, 중국에 대한 대응모델로 고찰하였다.

외생변수로서의 환경변화, 제도적 환경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상기한 주요기업

을 고찰한다. 즉, 글로벌 ICT 패러다임

현황과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양국 기업

의 변화와 한중 양국의 ICT 관련 해외진

의 해외진출 방식을 유형화하고, 이에 따

출 지원 정책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른 시사점 및 우리나라의 대응 방향을 도

한중 양국의 주요 ICT기업을 도출하고,

출하였다.

발전 현황을 분석하는 작업 역시 제2장
에서 함께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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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론 및 시사점

자체 혁신형 기업이 탄생하기에 유리한
구조는 아니다. 현재 시점에서, 한국이

분석내용을 종합하자면, 중국은 전반

중국보다 활용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은 협

적으로 해외진출 방식의 다원화와, 이를

소하고, 한국이 제도적으로 창출할 수 있

지지하는 과감한 글로벌화 정책에 힘입

는 기회의 창 또한 적다. 변화하는 ICT

어 대대적인 글로벌 M&A와 글로벌 R&D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적극적이고 발빠른

를 감행하고, 정부 지원 산업에서의 고속

혁신을 이루고, 적합한 방식의 해외진출

성장을 이끌어내고 있다. 자체 혁신을 이

을 독려하여 글로벌 시장에서의 지위를

룬 기업들의 경우에도 기술제휴, 글로벌

공고히 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적으

R&D, 각종 전략적 제휴와 인수합병을

로 제고할 수 있는 전략과 제도의 수립과

통해 빠른 속도로 혁신 강자로 거듭나고

실행이 중국의 글로벌 부상에 대응하기

있는 중이다. 이에 비해, 우리는 수출,

위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

직접진출 위주의 해외진출을 선호하고,

이고 현실적인 방법일 것이다.

글로벌 협업구도가 유연하게 갖추어져

구체적으로는 첫째, 효과적인 ICT 기

있지 못하며, 높은 대기업 의존도로 인해

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독려하기 위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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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정부 차원에서의 통합적 해외진출 마

려한 상호보완적 산업관계 구축하고, 업

스터플랜의 수립 하에 각 부처 지원정책

종별 대응협력 방안 수립하며 레드서플

이 상호유기적으로 작동되어야 할 것이

라이체인(Red Supply Chain)과의 공생

필요하다. 또한 해외 진출 방식 다양화

방안을 논리하며, 대중국 대응을 위한 해

독려 방안을 위하여 기업 특성별 맞춤 해

외 혁신 거점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할 것

외진출 독려, 초기부터 글로벌 시장을 겨

이다.

냥한 기업을 육성, 배출할 수 있는 글로
벌 스타트업 및 창업준비자 육성 지원정

5. Key word

책의 수립, 그리고 다양한 해외진출 모델
검토도 중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글로
벌 시각에서 중국의 성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국 산업정책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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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ICT 산업, ICT기업 해외진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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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5-16

통신시장의 IP화와 C-P-N-D
생태계 확산에 대응한
중장기 통신정책방안 연구
이종화, 김민철, 송용택
연구기간 2015. 6. 1∼2015. 11. 30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목표

통신시장은 2010년 이후 KT, SKT/SK

본보고서는 All-IP화 및 ICT 생태계

브로드밴드 및 LG U+ 3개 유무선 사업

등장 등 통신시장의 환경변화에 대응한

자 중심으로 고착화되는 추세이다. 또한

중장기 통신정책(안)을 제시한다. 특히

FTTH 및 LTE 등 All-IP 네트워크도 점

수평규제와 관련한 정책 현안과 주요 이

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끝으로 2009년말

슈 등을 분석함으로써, ICT 생태계의 상

스마트폰이 도입되면서 그간 네트워크

생협력 환경 조성 및 IP화로의 진전 촉진

사업자 중심의 가치사슬이 쇠퇴하고 플

등을 위한 통신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

랫폼 사업자가 주도하는 C-P-N-D 생

다. 또한 현 통신시장이 당면한 한계점을

태계가 출현하여 발전하고 있다.

해소하기 위한 세부 정책목표 및 추진전
략을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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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연구내용

전환한 해외 주요국의 규제동향과 C-PN-D 생태계의 투자와 혁신 극대화를 위

제2장에는 전반적인 ICT 생태계 발전

한 주요 진흥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과 통신환경 변화를 조망하였고, IP화로

보고 있다. 현재 EU ‧ 미국 ‧ 일본 등 해외

진전되는 네트워크 환경과 초연결 사회로

주요국은 네트워크를 “ICT 산업의 혁신

진입하는 통신환경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을 이끄는 핵심 인프라, 국가경제 및 국

최근 국내외 통신시장은 C-P-N-D 생태

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생명선”으로 정

계 등장 이후 기간통신시장의 성장 둔화

의하고, 국가경제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지

및 정체, 부가통신시장이 성장하는 현상

속적 투자 유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다.

을 겪고 있다. 또한 네트워크 전송기술의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제5장에서는

발전으로 PSTN방식의 전기통신설비가 IP

수평적 규제체계 이행방안과 중장기 통

네트워크로 전환함에 따라, 종단의 가입

신정책(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로 우

자망까지 IP네트워크로 통합된 All-IP

리나라 규제체계의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환경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방송․통신 간 수평적 규제체계의 도입이

제3장에서는 현 통신정책의 성과 및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해외제도 사례

구조적 한계점을 진단하고 있다. 우리나

조사, 시장획정 및 평가 등을 통해 역무

라의 통신정책은 1980년대 이후 기간통

및 사업자 지위 재분류 등을 통해 수평적

신의 적극적 투자를 통한 가입자 확대 정

규제체계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무엇보

책과 시장의 지속적인 경쟁도입정책 등

다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 적용은 지양하

을 추진하여 통신강국으로 도약하였다.

고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는 ‘규제 최소

하지만 현재 국내 방송통신 관련 법체계

화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다음으로

는 아직까지 수직적 규제체계를 준용하

앞서 살펴본 다양한 환경변화를 고려하

고 있다. 즉, 네트워크와 서비스 간 수직

여 중장기 통신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

적 결합을 전제로 한 칸막이식 규제방식

를 ‘All-IP 네트워크 확산 촉진’, ‘생태계

이 적용되어 새로운 융합서비스의 출현

선순환 혁신 촉진’, ‘통신 이용자 편익 제

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고’로 설정하고 있다.

이에 제4장에서는 수평적 규제체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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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론 및 시사점

경쟁촉진 중심의 규제체계를 C-P-N-D
참여자 간의 협력 ․ 경쟁을 지원할 수 있

본보고서는 통신정책의 중장기 정책목

는 규제체계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마지

표를 ‘All-IP 네트워크 확산 촉진’, ‘생태

막으로 통신이용자 편익 제고를 위해서

계 선순환 혁신 촉진’, ‘통신 이용자 편익

는 이용자 피해예방과 구제에 초점을 맞

제고’로 설정하였고, 이를 위한 개선방안

추던 정책에서 정보공개 확대 등으로 합

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로 All- IP

리적 통신소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

네트워크 확산 촉진을 위해서는 서킷 ․ 음

편할 필요가 있다.

성 기반의 요금구조 ․ 통신접근권 체계에
서 지능화된 All-IP환경에 부합하는 규

5. Key word

제체계로의 개편과 네트워크 고도화․
All-IP화 촉진 등의 정책추진이 필요하
다. 둘째로 ICT 생태계 선순환 혁신을

All-IP 네트워크, C-P-N-D 생태계,
경쟁촉진, 투자/혁신 극대화, 수평규제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간통신사업자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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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5-31

통일대비 남북 방송통신
교류협력센터 추진방안 연구

김철완, 김성옥, 서소영, 이우섭, 서흥수
연구기간 2015. 5. 7∼2015. 11. 30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사회문화 방면에서 다양한 교류협력을 실
시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즉, 우편과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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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은 남북이 순조롭고 안정적인

통신을 교환 및 연결하고 교육, 문학 ․ 예

통일을 준비해 나갈 수 있는 가장 유효한

술, 보건, 체육, 출판 ․ 보도 등 여러 분야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독일 통일의

에서의 다각적 협력을 펼쳐나가는 것이

사례를 보면 1986년 5월 동서독 간에 문

기본합의서의 정신이다. 현재 두드러지

화협정이 체결된 후 다음 해인 1987년 5

게 나타나고 있는 북한의 이동전화 사용

월 ‘방송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되어

률 증가 추세와 디지털TV 전환준비 등

방송프로그램 및 자료의 교환 및 프로그

북한 내부의 경제 ․ 문화적인 변화는 국내

램 공동제작 등의 협력이 이루어졌고, 이

외적으로도 남북 간 교류협력의 확대 가

는 동서의 동질성을 유지 및 복원하고 통

능성을 넓혀가고 있으며, 우리는 북한의

일을 앞당길 수 있었던 밑바탕이 되었다.

새로운 수요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이다.

남과 북 역시 1992년에 체결한 남북

또한 북한의 수요에 부합하고 우리에게

기본합의서의 부속합의서를 통해 경제와

도 이로울 수 있는 새로운 교류협력의 모

국제협력연구

델을 찾아가야 할 시기이다. 그 모델의

류협력 실적의 누락된 내용을 보충하고

하나로서 본 연구에서는 방송통신교류협

방송통신교류협력센터가 가지게 될 상과

력센터를 제안하고자 한다.

기능에 따라 재구성하였다.
둘째, 북한 방송의 발전현황과 환경의

2. 연구목표

변화양상을 살펴보고 새로운 남북 방송
교류 접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2014년 방송통신위원회의

남북 방송교류가 중단된 이래 북한의 방

용역으로 진행된 연구 ‘방송통신 분야 남

송기술과 환경이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

북 교류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방안 연구

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히 파악하

(김철완 외)’의 후속연구로 지난 연구에

기 힘들다. 그러나 대외방송에서의 디지

서 제안했던 중기 과제인 ‘남북방송통신

털 기술 접목, 북한의 디지털 전환 지원

교류협력센터’의 구체적인 추진방향과

요청 등으로 짐작되는 새로운 기술 및 인

구성방안을 도출하여, 남북의 방송통신

프라, 장비 수요 형성 그리고 이동통신

교류협력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는 기반

발전에 따른 뉴미디어 영역에서의 새로

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운 발전과 이를 통한 교류가능성을 검토
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

3. 주요 연구내용

해 기존 방송통신교류협력의 한계와 새
로운 교류수요의 창출이라는 측면을 고

상기 연구목적에 따라 본 연구의 내용

려하여 새로운 남북 방송교류 방안을 도

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먼저 그간

출하였다. 이에 더해 독일 방송통합의 경

남북방송교류협력 사업 실적을 검토하고

험과 중국의 방송체제전환의 경험이 남

한계점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남북 방

북 방송통신교류협력에 주는 시사점을

송통신교류협력 실적에 대한 검토는 이

더하여, 남북 방송통신교류협력을 위한

미 기존 연구들에서도 여러 차례 이루어

새로운 접근법을 도출하였다. 독일의 사

진 바 있으며 교류협력의 진전이 없는 관

례가 이미 수십 년 동안 여러 차례 남북

계로 새로운 내용을 업데이트하기도 힘

통일을 위한 제반 사업의 시사점을 획득

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간의 교

하기 위해 연구되어 왔다면 중국의 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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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조금 더 다른 시사점을 던져준

에서는 통일을 준비하며 양측 정부의 합

다. 즉, 북한의 방송개방의 노선을 전망

의 하에 공동으로 센터를 운영시켜 남북

하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특정 지역 일정

방송통신 산업을 통합․총괄할 수 있는 또

범위 내에서의 개방을 유도할 수 있는 방

다른 형태의 기구로 격상시키는 것이 기

안으로 참고할 수 있다.

본 방향이다. 교류협력센터의 기능은 프

셋째, 상기한 새로운 접근법에 기초하

로그램 공동제작, 상호판매 등의 업무를

여 남북 방송통신교류협력센터의 추진방

포괄하는 프로그램/콘텐츠 관련 부문,

향을 구성하고 다음으로 구체적인 구축

서비스제공과 이에 필요한 인프라를 지

방안과 센터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가장

원하는 방송통신서비스/인프라 부문, 교

이상적인 형태는 남북이 공동으로 운영

류협력센터의 운영과 아카데미 형식의

하고 상호 수요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진

기술교육 업무, 교류협력센터를 위한 제

행하는 것이나, 본 연구에서는 일단 5.

도적 장치를 만드는 운영/제도 부문으로

24 조치 등의 외부환경 제약을 고려하여

구분하였다.

남한이 먼저 준비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

먼저 센터는 방송통신의 정치적 민감

로 구축방안과 역할을 기술하고, 현재 북

성을 제거할 수 있도록 공동 연구개발과

한에 제안 가능하고 가까운 미래에 함께

서비스 성격을 강화하고 남북 방송통신

준비해나갈 수 있는 사업들을 센터의 범

교류에 제약이 되는 제도적 문제점들을

위에 포괄하였다.

해소하며, 통일 이후를 함께 대비할 수
있도록 남북의 공동 발전을 실험하는 테

4. 연구결론 및 시사점

스트베드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연구개
발과 서비스 성격 강화를 위해 기존에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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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교류협력센터는 1단계는 남

행되어 있던 비정치적 분야의 방송프로

측이 단독으로 설립하여 단독 진행이 가

그램 교류 그리고 원격의료나 원격교육

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북측의 사업 참여

을 진행할 수 있는 인도적 지원 관련 콘

를 유도하고, 2단계는 작은 역할이나마

텐츠 개발 및 지원 실행, 방송통신분야의

북한의 운영참여를 통한 부분적이고 점

남북 학술교류 및 공동연구가 중심이 되

진적인 공동운영 형태를 갖춘 후 3단계

어야한다.

국제협력연구

둘째, 원활한 방송통신교류를 위해 먼
저 센터가 정치적 변수로부터 독립적으

에 필요한 연구와 실험을 해나가는 공간
으로 사용할 수 있다.

로 존재할 수 있는 법적 존립 근거를 마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센터의 업무를 운

련하고, 남북 간의 방송통신교류가 지속

영부문별로 단기, 중기, 장기로 분류하

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문제점들

고 그 중에서 북한과의 관계에 영향 받지

을 검토 및 개선해나가야 한다. 본 연구

않으면서도 즉각 소규모로 시작할 수 있

에서는 이를 위해 국가보안법과 북한TV

는 우선과제를 도출하였다. 그중에서도

수신 행위 간 상충되는 제도적 갈등의 개

아카이브 센터와 제3국과의 협력을 통한

선, 특수 자료와 북한자료의 개념을 명확

우리 방송콘텐츠의 전파(공동제작, 제작

히 구분하여 조금 더 용이하게 북한 관련

지원, 콘텐츠 수출의 형태) 업무를 즉각

자료와 콘텐츠를 접할 수 있도록 할 것과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교류협력센터의 법적 존립근거를 남북관

본 연구결과는 향후 남북관계 긴장완

계발전법과 기본계획에서부터 명시해 나

화 시 조속한 방송통신 교류협력을 촉진

갈 것 등을 제안하였다.

할 실질적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

셋째, 센터는 남북 방송통신 산업이

고 있기에 관련부처의 정책수립을 위한

공동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는 테스트베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드로 활용가능하기에 위성시청각센터 및

된다.

인터넷서비스센터에서만이라도 남북 간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위성이나 인터넷

5. Key word

을 한정된 공간에서 자유롭게 허용하여
야 한다. 이를 양측 학자와 전문가들이
이용하면서 콘텐츠 개발 및 상호 기술표

남북 방송통신 교류협력 지원센터, 남
북 방송통신 교류협력, 북한 방송통신

준 연구 등 남북 방송통신 산업공동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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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5-32

FTA 시대 국내제작물 규제
정비방안

강하연, 주성희, 노은정
연구기간 2015. 5. 7∼2015. 11. 30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는 영향을 검토하고 국내제작물 편성과
관련된 정책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하고

최근 우리나라는 FTA 등 국가 간 무역

자 한다. 또한 한－중 FTA를 근거로 시

협정의 일부로 공동제작협정 체결이 늘

청각 공동제작협정 추진이 요구되는바,

어나고 있다. 그 결과 국내제작물로 승인

우리나라 공동제작협정문 템플릿 마련 및

된 공동제작물의 증가가 예기되면서 애

공동제작 추진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니메이션을 포함하는 국내제작물 편성규
정 실효성 점검 및 규제 개선이 필요한

3. 주요 연구내용

상황이다.
제2장에서는 공동제작의 일반적인 특

2. 연구목표

징과 국내외 공동제작협정 현황 및 내용
을 분석하였다. 통상차원에서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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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보고서는 국가 간 협정의 증가

가 FTA를 통하여 공동제작협정을 체결

가 국내제작 방송콘텐츠의 편성에 미치

해야하는 이유를 살펴보았고 영국, 캐나

국제협력연구

다, 호주, 일본, 중국 등 공동제작을 활

나라는 공동제작에 대하여 MFN(Most

발히 진행하는 국가들의 공동제작 현황

Favoured Nation: 최혜국 대우) 면제

과 기체결 공동제작협정을 비교 ․ 분석하

요청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였다.

특정 국가와 공동제작협정을 체결하고

제3장에서는 공동제작물의 국내제작

공동제작협정 상의 특혜를 당사국간 향

물 인정과 관련된 편성규정과 인정기준

유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동제작협정이

을 분석하였다. 공동제작협정을 근거로

양국간 FTA의 일체적 부분(integral

제작된 프로그램은 국내제작물로 인정될

part)로 구성되어 GATS 제5조에 근거한

수 있기 때문에 국내 편성규정에 영향을

최혜국대우의무의 면제를 받아야 한다.

미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국내제작물 편

국제공동제작물과 관련된 현황을 살펴

성규정의 핵심적인 내용은 국내제작물 인

본 결과 우리나라는 1995년 ｢대한민국

정기준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3장에서

정부와 캐나다 정부 간의 텔레비전 프로

는 국내제작물 편성규제의 큰 틀 내에서

그램 공동제작에 관한 양해각서｣를 시작

공동제작물의 국내제작 인정과 관련된 문

으로 다양한 나라들과 공동제작협정을

제점과 이를 둘러싼 논의들을 소개한다.

체결하였다. 2015년 기준 시청각 공동제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앞서 분석한

작협정은 7개, 영화 공동제작협정은 총 3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측 공동제작

개 체결하였다. 이밖에도 한－페루 FTA,

협정 템플렛과 의무편성규제에 대한 개

한－콜롬비아 FTA, 한－터키 FTA 등에

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국내제

서도 공동제작협정 체결 근거를 마련하

작물 인정기준의 분석 결과와 방송 실무

였다.

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국내제작물 의

공동제작협정문 조항을 바탕으로 국가

무편성 및 국내제작물 인정과 관련된 법

간 공동제작물은 국내제작물 인정이 가

제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능하다는점에서 방송법 제71조와 하위법
령인 방송법 시행령 제57조는 공동제작

4. 연구결론 및 시사점

과 밀접하게 연관된 편성규정이다. 이들
조항은 국내제작물 편성 전체 방송시간

WTO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당시 우리

대비 또는 특정 분야별로 국내제작물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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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율을 강제함으로써 해외에서 제작된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먼저 산업적 차원

수입물의 편성을 제한하고 국내제작 방

에서 방송영상제작산업의 진흥 및 보호

송 프로그램의 방송시간을 확보하여 그

목적을 고려한 인정기준 요건으로써, 국

유통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도록 한다. 국

내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기준 [별표 1]

내 제작물 의무편성 규정은 전체 방송시

의 공통 기준에서 내국인이 저작권 또는

간 중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이 차지하

수익분배권을 보유한 경우로 제한하는

는 비율에 대한 제한 외에도 영화, 애니

내용을 추가하였다. 또한 문화적 차원의

메이션, 대중음악에 대해서 장르별로 해

정책 목표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국내제

당 장르 내 국내제작물의 의무 편성비율

작 방송프로그램 인정기준 [별표 1]에서

을 부과하는 이중적인 규제 체계를 갖고

한국적 소재와 주제가 인정되는 경우에

있다.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국내

국내제작물 인정과 관련된 현행 의무

촬영 및 편집장소 이용, 국산 촬영장비

편성규정을 검토해본 결과 몇 가지 한계

및 기술 이용에 대해서도 점수를 부여하

점이 드러났다. 이들은 크게 정책목표와

였다.

의 정합성 문제, 장르별 인정기준 세분화

인정기준의 실효성 확보와 관련하여

문제 및 인정기준실효성 확보문제로 수

먼저 규정 대상을 명확히 하는 작업이 필

렴된다. 장르별 세분화의 경우 문제점의

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내국인

지적에도 불구하고 업계 실무자들은 장

또는 국내 법인이 제작비의 전액을 출자

르별로 세분화된 기준의 마련에 대체로

하여 기획 ․ 제작한, 순수한 의미의 국내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장르

제작 방송 프로그램의 정의를 추가할 것

별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을 제안하며(편성고시 제5조 제1항 신설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

안 참조) 이와 구분되는 국내제작 프로그

하기때문에 후속연구의 과제로써 남겨두

램의 한 분류로 공동제작물 중에서 특정

었다.

요건을 갖추어 국내제작물로 인정받는

산업적 및 문화적 정책목표와의 정합

경우가 있음을 명시하였다. 또한 공동제

성 강화를 위해서는 각각의 정책목표에

작 영화의 국내제작 인정 법규에서처럼,

각각 부합 할 수 있는 인정 기준 항목을

내국인이 전액 투자하여 제작 ․ 기획한 순

국제협력연구

수 국내제작 프로그램과 공동제작 프로

고시 제5조 제2항에서 ‘국내 제작 방송

그램 중 국내제작물로 인정받는 경우를

프로그램으로 인정받으려는’이라는 문구

구분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민간 차원의

를 전 항에 따른 ‘공동제작 프로그램을

공동제작물을 국가간 공동제작 협정에

국내 제작 방송프로그램으로 인정받으려

따른 국내제작물로 오인하는 것을 방지

는’으로 수정하여 국내제작 인정의 대상

하기 위하여 편성고시에서 ‘공동제작협

과 내용을 명확히 하였다(편성고시 제5

정’을 ‘국가간 공식 공동제작협정’으로 수

조 개정안 제2항 참조).

정하였다. 또한 국가간 공동제작 협정의
경우 작품 촬영 이전부터 양국 관할 당국

5. Key word

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음을 고
려하여 방송 프로그램 사본 제출 요건에
‘작품 완성 후 신청할 경우에 한함’을 추

공동제작협정, 공동제작물, 국내제작물
의무편성, 국내제작물 인정기준

가로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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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방송통신통상
협상력강화 사업
결과보고서
강하연, 윤승환, 박은지, 노은정, 김재형
연구기간 2015. 1. 1∼2015. 12. 3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다. FTA협상은 GATT/ WTO체제와 달
리 서비스, 투자, 경쟁, 문화협력과 같은

우리 정부는 2003년에 채택한 ‘동시다

새로운 이슈를 양자 간에 심도 깊게 논의

발적 FTA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FTA 네트

하기 때문에 ICT 분야 협상력을 제고하

워크를 꾸준히 구축해 왔으며 그 결과 2015

여 전략적 ․ 체계적 ․ 종합적으로 대응할

년 12월 기준 싱가포르, EFTA, ASEAN,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ICT서비스

인도, EU, 페루, 콜롬비아, 미국, 터키,

분야의 경우 세계 각국의 경제성장을 주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중국, 베트남과의

도하는 전략기반 산업으로서, 동 분야의

FTA가 체결된 상태이다. 현재 한－중－일

글로벌 경쟁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산

1)

2)

FTA, RCEP , TISA , 한－중미 FTA, 한-

업 및 통상 구조하에 ICT 분야 통상협상

에콰도로 FTA 등의 협상이 진행 중에 있

에서의 성패는 국가의 미래성장에 큰 영

1)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2) 복수국간서비스협정(TISA: Trade in Services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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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친다. 이에 ICT 산업 통상의 규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범이 형성되는 WTO, FTA 등 각종 관련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3. 주요 연구내용

위해서는 협상전략 수립 및 시행을 위한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속적인 대응체계

2015년 통상 협상은 기존의 양자적

를 확충의 필요성이 날로 증대됨에 따라,

FTA 체계에서 벗어나 RCEP, TISA, 한

KISDI ICT 통상센터는 2005년부터 시

중일FTA, 한－중미FTA 등 복수국간 국

작된 “방송통신 통상협상력 강화” 사업을

제무역협정 체계가 활성화된 시기이다.

통해 WTO/FTA 병존구도에서 급변하는

이에 동 보고서는 타결 협상 및 진행 중

국제통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왔다.

협상의 상세 내용 및 진행경과, 추진결과
분석에 집중하였다. 우선 현재 진행 중인

2. 연구목표

TISA, 한－중－일 FTA, RCEP 협상 진
행경과 및 추진결과, 협상 주요 현안별

본 사업의 주된 목적은 동시다발적으

분석 및 산업 ․ 정책적 시사점을 분석하였

로 진행되고 있는 WTO, FTA 등 다자 및

으며, 이를 기반으로 향후 협상 전략을

양자 무역 협정 협상에서 ICT분야 주요

도출하였다. 또한 협상 가입이 예상되는

현안의 신속한 검토 및 효과적 대응전략

TPP, 협상 본격화가 예상되는 한－중미

수립을 통해 협상을 체계적으로 대응함

FTA, 한－에콰도르 FTA 등 관련 협상

과 동시에, WTO/FTA 상대국의 ICT분

사전 분석 작업을 통해 협상 전 대응방안

야 협정의무이행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

을 강구하였다. 또한 한－중국 FTA 관련

여 선진형 ICT 분야 통상대응체계를 구

후속 대응 내용을 정리하고, ICT 통상포

축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선진

럼 추진 성과에 대해 점검하였으며, 국경

형 ICT 분야 통상대응체계를 통해 협상

간공급 관련 통상 현안에 분석하는 등 기

상대국의 규제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정

타 다양한 통상 현안 대응에 결과를 반영

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며, 시장개방을 확

하였다.

대하여 국내 ICT 산업의 원활한 해외 진

한편, 방송통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출 환경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국내 ICT

을 강화하고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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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방송통신통상협상력강화” 사업의 일

해 매년 지속적으로 축적하면 ICT분야

환으로 우리나라의 FTA 협상대상국의

글로벌 통상협상력은 제고될 것이다.

방송통신시장 현황과 규제제도를 조사

또한 방송통신 통상협상력 강화 사업

및 정리한 “2015년도 FTA 협상대상국 방

은 FTA 통신서비스협정 및 시장개방(양

송통신서비스 시장개방 및 규제제도 현

허) 협상 외에도 ICT 분야 주요 통상 현

황”을 별도로 발간하였다. 2015년 우리

안 분석 및 자문, 주요 FTA 국가의 시장

나라와 FTA 협상 대상국 중(총 65개 국)

개방 현황 분석 및 자료화 등 다양한 연

한국와의 교역, 투자 규모 등 시장 이해

구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ICT산업의 글로

를 고려하여 태국, 멕시코, 인도, 베트

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FTA

남,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협상대상국 방송통신서비스 시장개방현

말레이시아 9개국을 조사 대상국으로 선

황 및 규제제도 조사 자료집｣을 별도로

정하였다. 조사대상국들의 WTO 방송통

발간하여 국내 기업 및 정부에게 주요 교

신서비스 양허현황, 방송통신 시장 현황,

역대상국의 통상환경에 대한 상세한 분

방송통신 규제체계, 주요 방송서비스 규

석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

제정책, 통신서비스 주요 규제정책, 방

성과는 ICT분야 교역환경개선을 위한 주

송통신 융합서비스 규제정책 등을 심층

도적 통상협상 참여의 기초자료로 활용

조사하였다.

되어 우리 ICT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
고 우리나라 관련 정책의 국제통상규범

4. 연구결론 및 시사점

정합성을 제고하여 우리 ICT산업의 경쟁
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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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보고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참

기존 미국, EU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여했던 FTA 통신협정문 및 방송통신분

는 국내제도의 선진화를 가속화함과 동

야 서비스 ․ 투자 유보안 협상에 대한 풍

시에 발효 이후 단계에서도 우리 제도에

부한 경험을 기록하고 분석하는데 초점

대한 상대측의 불필요한 이의제기에 적

을 두고 있다. FTA 상대국의 ICT서비스

극 대응하여 통상마찰을 미연에 방지하

시장의 특징, 협상의 배경, 협상전략, 협

려는 노력이 필요했다. 반면 2015년 발

상결과 등에 대한 기록을 본 보고서를 통

효된 베트남, 중국과의 FTA 등 협정을

국제협력연구

통해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상시적인

5. Key word

이행 감시를 통해 우리 사업자를 불공정
행위에 의한 피해로부터 구제, 보호할 수

ICT 통상 협상, WTO, FTA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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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남북 정보통신
교류협력 촉진사업 결과보고서

김철완, 김봉식, 서소영, 이우섭
연구기간 2015. 1. 1∼2015. 12. 3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만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준
비를 철저히 해나가야 한다.

약 70년의 한반도 분단역사 속에서

통일을 대비한 남북 간 ICT 표준화를

ICT관련 기술/제도 등이 상호간 다른 체

위한 사전연구는 다음과 같이 2가지 차

계로 발전하여 통일 후 남북 간 사회통합

원에서 그 필요성을 찾아볼 수 있다. 첫

과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관련연구 수

째, 통일이전부터 ICT 전문인 간 소통촉

행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진 및 교류협력사업 환경 개선에 기여하

과거 독일의 경우도 국제 표준화기구와

고 북한의 자생적 경제발전의 유도가 가

서독-소련 간 협정 및 동서독 간 직접교

능하다. 둘째, 통일 이후 장기간에 걸쳐

류를 통해 국가통일 이전에 ICT 표준화

진행될 사회통합과정에서 효율적 ICT기

와 관련된 다양한 협력을 추진한 바 있

술/제도 통합을 통해 막대한 비용을 절

다. 이에, 남북 간 대화가 단절된 현시점

감하고 사회혼란을 방지하는데 또한 큰

에서 과거 ICT표준화 관련사업의 한계점

필요성이 있다.

을 되짚어 보고 직접교류가 재개될 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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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분야별(기술/법제도/용어)

국제협력연구

산발적으로 수행되어 오던 남북 ICT 표

석을 통해 향후 남북통합을 위한 난제들

준화 사업의 한계점을 극복할 총괄방안

을 확인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방

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 교류협력방안 제

안들을 소개하였다. 제4장에서는 남북

시하여 선행연구보다 독창적이고 거시적

간 상이하게 발전한 ICT기술 분야를 정

안목을 제공한다.

보통신과 방송으로 나누어 각 부문별 표
준화를 위한 현안과 방안을 도출하였고,

2. 연구목표

제5장에서는 남북 간 각기 다르게 사용
하고 있는 ICT 관련 용어 현황을 파악하

본 연구는 남북이 상호간 사용하고 있
는 ICT관련 표준제도, 기술 및 용어 등

고 향후 관련 사업재개 시 고려해야할 사
항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에서 차이점과 이질화 정도를 파악하여

연구결과의 객관성과 독창성을 확보하

향후 교류협력 재개 시 고려해야할 정책

기 위하여 다양한 북한전문가 및 ICT전

과제와 방안 도출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문가들을 대상으로 수차례의 연구반 운

추진되었다.

영과 전문가 심층인터뷰 등이 수행된 바
있다. 연구의 기본방향과 각 ICT표준화

3. 주요 연구내용

분야별 현안 분석 및 방안 도출을 위해
KISDI 연구진은 총 5회에 걸친 남북 ICT

본 연구에서는 ICT표준화 현황과 남북

표준화포럼을 개최하였다. 또한 북측

간 이질화 정도 파악을 통해 각 분야별

ICT 정책동향 파악을 위한 연구반 회의

(법제도, 기술, 용어) 사업재개 시 고려

를(12회) 별도로 개최하여 수집한 자료

해야할 정책과제와 다양한 대안을 발굴

들을 구체적 표준화 방안 수립을 위한 기

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초자료로 활용하였다. 나아가 연구결과

제2장에서는 남북 간 상이하게 발전한

를 점검하고 객관성 정책실효성 제고를

ICT 표준화 현황을 소개하며 향후 남북

위해 자문위원 2인을 위촉하여 수시 피

간 표준화 사업재개의 필요성을 설명하

드백을 진행하고 개선사항을 도출 및 보

였다. 또한 제3장에서는 남북 간 ICT 표

완하였다.

준화 관련 상이한 법제도에 대한 비교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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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론 및 시사점

함으로 향후 북측과의 협의를 통해 상호
간 편의를 고려한 개선안을 도출해 낼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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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ICT법제도 표준화를 위하여 기본

요가 있다. 한편 TV방송 송출기술에서도

적으로 선진적이고 민주적인 법령을 기

남북한은 각기 다른 방식을 채택하고 있

초로 경우에 따라서는 남한의 법령에는

어 북측의 낙후된 방송시설 보강작업과

존재하는 않는 내용을 반영하거나 일부

더불어 장기적으로 디지털방송 전환 시

과도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고려된

남북 간에 효율적 통합을 유도할 정책대

다. 또한 북한 내 관련분야의 외국인투자

안을 상호협의를 통해 마련해 나가야 할

기업의 권익보호 조치가 통일 국가의 국

것이다.

가적 이익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마지막으로 남북간 ICT용어 표준화를

점을 감안하여 통일과정 및 통일 이후의

위해 단기적으로 남북교류협력에 참여하

환경에서 북한 내 방송통신 관련 법령의

는 전문인들을 위한 용어비교리스트 작

효력문제를 고려한 법제도적 조치 마련

성이 필요하다. 또한, 장기적으로 활용

도 필요하다.

성, 시의성, 고빈도성 및 디지털화를 고

한편, 남북 ICT 기술표준화와 관련하

려하여 DB화 작업을 거쳐 남북한 교육기

여 우선적으로 정보통신(컴퓨터 자판과

관과 대중이 공유할 수 있는 사전 편찬과

한글전산코드) 방송 송출기술의 통합을

남북이 진정한 통합을 이루기까지 지속

추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컴퓨터 자판

적 업데이트 작업이 필요하다.

의 경우 한글의 특성상 세벌식 자판이 한

결론적으로 해당분야에 있어 지속가능

글 구현에 보다 적합할 수 있다는 다양한

한 남북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논의가 전개되어 세벌식 자판의 장점도

ICT표준화 관련 업무를 총괄할 남북 간

고려한 통합설계안 제작과 임상실험이

협력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 또한 이 기

순차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남북간

구는 남북 간 어떠한 정치적 변수에도

한글전산코드 통합을 위해서는 남측이

영향을 받지 않고 일관성 있는 관련 업

개발한 유니코드도 한글범위(현대한글,

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상호간 합의를

고어, 구결문자, 한자 등), 한글 자모 배

통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이 선행되어야

열순서, 조합형과 완성형 문제 등이 존재

할 것이다.

국제협력연구

본 연구는 과거 남북 ICT분야 표준화
사업 관련 자료 및 전문가 실무경험 집대

확산에도 크게 기여 가능할 것으로 예상
된다.

성하고 현안을 바탕으로 실질적 해결방
안을 도출하였기에 관련부처의 정책수립

5. Key word

시 기초자료로 활용가능하다. 또한 사실
상 2008년 이후 중단된 남북 ICT표준화
사업의 재개와 관련전문가들의 후속연구

남북 ICT 표준화, 남북 방송표준화,
남북 통신표준화, 북한 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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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개도국 정보통신방송
정책자문 및 협력사업

강인수, 서보현, 김태은, 유성훈,
송영민, 정유미, 심수민, 김진주
연구기간 2015. 1. 1∼2015. 12. 3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경우 사회 참여 및 소득 창출의 기회가
제한되어 국민 소득과 생활수준 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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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 스마트 기기의 사용이

서 발전이 정체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

확산되는 등 정보통신기술(ICT)로 인해

다.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

사용자들의 생활패턴이 빠르게 변화하고

communication Union, ITU)의 최근 통

있으며, 개인의 편의성뿐만 아니라 정치,

계에 따르면 선진국의 인터넷 사용률은

경제, 행정, 문화 등 삶의 전반적인 활동

평균 80%를 상회하는 반면, 개도국의 경

과 연결되어 국가 및 사회 발전을 위한

우 40%도 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필수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국제사회에

되었으며, 최빈국이 가장 많이 밀집되어

는 이처럼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ICT

있는 아프리카 지역의 경우 약 20% 수준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선진국이 존

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사회에서는 이

재하는 반면, 관련 기술 및 인프라의 부

와 같은 정보격차(Digital Divide)로 인

족으로 인해 정보 접근성(Accessibility)

해 개도국과 선진국 간 사회경제 전반의

이 떨어지는 개발도상국(이하 개도국)의

발전 격차가 발생한다는 인식을 바탕으

국제협력연구

로, 이를 해결함으로써 인류의 공동 번영

(Transformation), 연결성(Connectivity),

을 이룩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혁신(Innovation)을 꼽으며, 공공 서비

2015년 9월 열린 UN정상회의에서

스 개선, 브로드밴드 접근성 향상, 경쟁

MDGs의 종료를 앞두고 이를 대체할

력 있는 IT 기반 서비스 산업 개발 및 국

Post－2015 개발 아젠다로서 지속가능

가 전반의 ICT 혁신 촉진 등 ICT 생태계

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구축을 위한 범세계적 및 지역적 협력을

SDGs)가 2030년까지의 달성 기한으로

도모하고자 노력해왔다.

새롭게 채택되었고, ITU는 SDGs 이행에

한국은 2015년 ITU가 발표한 정보통신

있어 ICT의 영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기술개발지수(ICT Development Index,

WSIS에서 채택된 이행과제를 연계하고

IDI) 조사 결과에서 조사대상 167개국

자 하는 노력을 경주해오고 있다.

중 1위를 차지하였으며, UN의 전자정부

이처럼 개도국의 정보화 수준을 세계

발전지수(E-Government Development

적인 수준으로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은

Index, EGDI) 또한 2년 연속 1위를 기록

ICT 부문에 대한 유상지원을 확대해 온

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ICT 강

세계은행(World Bank, WB) 등과 같이

국으로서, 뛰어난 정보통신기술 역량과

국제금융기구를 통해서도 확산되고 있

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의 정보격차 해소

다. 세계은행은 개도국의 ICT 기술개발

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과 책임을 보유하

지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도국의 빈곤

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한국의 ICT 발

감소 및 개발을 촉진해 왔으며, 최근 발

전 경험을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개도국

간한 ‘개발효율성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은

보고서 2012~2015(ICT for Greater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브로드밴드 구축

Development Impact 2012~2015)’는

등 ICT를 통한 경제 부흥 및 국가 발전을

개도국의 공공 서비스 전달, 생산성 및

이루는 과정에서 축적한 지식과 노하우

혁신 향상, 경쟁력 증대를 위해 ICT 활

를 개도국과 공유하고 정보통신방송 정

용 지원을 통한 개도국의 ICT 환경 개선

책자문 및 전문가 파견, 개도국 전문가

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초청연수, 정보접근센터 구축 등 ICT 분

이를 위한 3가지 세부 전략으로 전환

야의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수행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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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있지 못한 개도국에 다양한 세부 주제를

한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바탕으로 한 정책자문 및 전문가 파견 사

2002 년부터 5년간 ASEAN 지역을 대상

업을 수행함으로써 한국의 정보통신방송

으로 ICT 인프라 구축 및 기술 자문을 제

발전 경험 및 노하우를 전수하고 개도국

공하는 동아시아 정보격차해소 특별협

의 ICT 발전과 정보화 촉진에 기여하는

력사업 을 실시하였으며, 동 사업의 성

것이다. 또한, 개도국의 정보통신분야 발

과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재는

개도국

전을 지원하여 선진국과 개도국 간 정보

정보통신방송 정책자문 및 협력사업 이

격차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는 국제사

라는 프로그램으로 정책자문단 운영 및

회의 공동번영을 추구하고자 한다.

전문가 파견을 실시해오고 있다. 2007

더불어, 국제사회의 정보격차 해소에

년에는 동 사업의 협력 대상 범위를 중앙

기여함으로써 ICT 강국으로서의 한국의

아시아 지역으로 확대하였고, 2008년에

위상을 제고하고 친한국적 정책 환경을

는 아프리카 지역, 2009년에는 중남미

조성하여 국내 ICT 기업의 해외진출 기

지역, 2011년에는 동유럽까지 협력 대상

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동아시아의 주요

지역을 확대하였다. KISDI는 동 사업을

국가인 일본은 ‘아시아 브로드밴드 사업

통해 한국의 뛰어난 ICT 분야 역량과 국

(Asia Broadband Program)’을 통해 아

가 위상을 활용하여 개도국의 수요가 있

시아 지역의 정보통신방송 주도권을 확

는 분야의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향후 우

보하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고, 중국은

리나라의 ICT 산업의 해외진출에 있어

‘ASEAN－중국 ICT 주간(ASEAN－China

친한국적 정책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ICT Week)’을 통해 동 지역 국가들과의

도모하고자 한다.

ICT 무역 및 투자 촉진, ICT 인프라 개
발 및 기술 공유 등의 활동을 실시하고

2. 연구목표

있다. 그 외에도, 무선 브로드밴드, 클라
우드 컴퓨팅, 원격 교육 등 신기술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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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 정보통신방송 정책자문 및 협

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제안하는 등 적극

력사업 의 목적은 정보통신방송 정책 및

적인 협력을 통한 공동 발전을 도모해왔

제도 등 관련 기반환경을 제대로 갖추고

다. 한국은 이와 같은 상황에 대응하여

국제협력연구

아시아 지역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한 정책 방향 및 전략 수립 등과 같은 자

개도국을 대상으로 정보격차 해소를 위

문을 제공해주는 것이 중장기적 관점에

한 다양한 활동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정

서 개도국의 발전에 보다 효과적이라는

보통신방송 분야 협력 리더십을 확립하

관점에서 실시하고 있다. 즉, 관련 기반

고자 하는 것이다. 본 사업을 통해 한국

환경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개도국

의 정보통신방송 발전 경험을 통한 지식과

에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의 정보통신방

정보를 개도국과 공유하고 현지 실정에 맞

송 분야 정책 및 발전 경험을 전수하고,

는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국내 우호적인 인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전파함으로써

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으며, 중장기

개도국의 정보통신방송 발전을 지원하는

적으로는 국내 정보통신방송 서비스 시장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5년에는 캄보디아, 아르헨티나, 벨
라루스, 카자흐스탄에 정책자문을 수행

3. 주요 연구내용

하였다. 캄보디아 정보보안 정책자문,
아르헨티나 전파관리 기관 및 체제 정책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미래창

자문, 벨라루스 오픈데이터 정책자문,

조과학부(MSIP)의 ‘국제 정보격차 해소’

그리고 카자흐스탄 전파관리 정책자문은

정책방향에 따라, 개도국 정보통신방송

각각의 주제별로 국내 산 ․ 학 ․ 연 ․ 관 전

정책자문 및 협력사업 의 주관기관으로

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여 현지

2015년 캄보디아, 아르헨티나, 벨라루

자문활동 및 협력국 관계자를 국내로 초

스, 카자흐스탄에 대한 정보통신방송 정

청하는 초청자문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

책자문을 수행하였으며, 인도네시아, 파

해, 각 주제별로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의

라과이, 몰도바에 대한 정보통신방송 전

사례와 관련 지식을 공유하고, 각 협력국

문가 파견 사업을 수행하였다.

실정에 부합하는 정보통신방송 정책과
전략 방향에 대해 자문하였다.

⧠ 개도국 정보통신방송 정책자문

본 사업은 정책자문을 통해 협력대상

개도국 정보통신방송 정책자문 및 협

국의 정보통신방송 발전을 지원할 뿐만

력사업 은 개도국의 ICT 분야 발전을 위

아니라, 국가 간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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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궁극적으로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공

하는 형태라면, ‘개도국 정보통신방송 전

동번영을 이룩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또

문가 파견’은 국가별 자문 분야에 적합한

한, 한국의 정보통신방송 정책 전수를 통

정책 및 기술 전문가들을 협력대상국에

해 친한국적 정보통신방송 정책 및 규제

파견하여 현지 정부부처 및 기관에서 약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3~4개월 동안 상시 자문을 제공하는 형

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

태로 이루어진다. 정보통신방송 기반이

다. 2015년도에 캄보디아, 아르헨티나,

잘 갖추어지지 않은 개도국들은 동 분야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을 대상으로 이루

발전을 위한 정책 및 전략 수립과 관련하

어진 정책자문 사업은 자문단의 2~3회

여 파견 전문가들의 세부적인 지원을 받

의 현지 자문활동을 통해 각 주제별로 한

을 수 있다. 협력국 정책입안자 및 관계

국을 포함한 선진국의 사례를 소개하고,

자들은 파견 전문가들과 수시로 만나 토

협력국 발전 수준 및 정책 환경을 고려한

론하고 협의함으로써 협력국의 실정 및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각국의 해당 분야

수요에 맞는 방향으로 자문내용을 이끌어

정책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

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발전적인

한, 협력국 관계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하

정책 및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여 일주일간의 초청자문을 진행하면서
해당 주제와 관련된 기관을 직접 방문하
여 한국의 동 분야 발전상을 소개하고,
현지 정책 입안자 및 결정자들과 우호적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내 정보통신
방송 서비스 시장 확대에 기여하였다.

2015년에는 인도네시아, 파라과이, 몰
도바에 정보통신방송 전문가 파견 사업
을 실시하였고, 인도네시아는 브로드밴
드 네트워크 발전 정책, 파라과이는 정보
격차 해소 정책, 몰도바는 정보보안 정책
을 주제로 각각 1인의 전문가를 3~4개월
동안 파견하였다. 파견 전문가들은 협력

⧠ 개도국 정보통신방송 전문가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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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정책 결정자 및 담당자 등을 대상으
로 자문분야에 대한 한국의 발전 경험을

‘개도국 정보통신방송 정책자문’ 사업

전수하고 상시적인 자문을 수행하였다.

은 2~3회의 현지 자문활동을 통해 각 주

파견 전문가들은 동 사업을 통해 협력국

제별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자문을 제공

의 정보통신방송 발전을 위한 정책 및 제

국제협력연구

도 수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으며, 한

세부목표 중 하나로 채택되었으며, 2003

국형 정보통신방송 플랫폼을 확산시키는

년과 2005년에 개최된 정보사회세계정

데 큰 기여를 하였다.

상회의(World Summit on Information
Society, WSIS)에서는 정보와 지식의 생

4. 연구결론 및 시사점

산 및 접근, 활용 및 공유와 관련하여 인
류 중심의 글로벌 정보사회 구축을 위한

인류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보다

국제협력 의지를 표명하는 합의문을 채

윤택하고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

택하였다. 2010년에는 UNESCO와 ITU가

으며,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비단 개인뿐

브로드밴드 위원회를 설립하며, MDGs

만 아니라 사회 및 국가의 발전을 결정짓

목표달성을 가속화하기 위해 ‘모두를 위

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소득 수준에도

한 브로드밴드 통합’을 촉구하였다. 한편,

격차가 존재하듯이 모두가 정보통신기술

2015년에는 MDGs를 승계할 Post-2015

의 혜택을 똑같은 수준으로 누릴 수 있는

개발아젠다인 SDGs가 채택되었으며, 동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진국의 경우 다양

개발목표에는 정보통신기술이 직접적인

한 정보와 기술을 활용하여 갈수록 부를

목표로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교육, 여성

축적하지만 개도국의 경우 정보 접근 및

등 다양하고 광범위한 분야에서 정보통

기술 발전으로부터 소외되는 정보격차

신기술을 활용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제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보격

안되었다.

차는 국가 간 경제적 격차를 발생시키며,

우리나라는 ICT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나아가 범세계적 이슈에 대한 대처 능력

전 세계에 알리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을 저하시키기도 한다. 이에 따라, 국제

이와 같은 국제사회의 흐름에 편승하기

사회에서는 급속한 ICT 발전으로 인해

위해, 일찍부터 정보통신과 관련한 지원

발생한 글로벌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인

협력사업을 시행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류의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상호협

일환으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시행

력 방안을 모색해오고 있다.

된 동아시아 정보격차 해소 특별협력사

2000년 UN 새천년정상회의에서 채택

업 은 한국과 근접한 동아시아 지역 국

된 MDGs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가들의 공동번영을 촉진하고, 동남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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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지역(ASEAN)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방송 분야의 발전 가능 잠재력을 가진 시

위해 ASEAN+3의 공식 프로젝트로서 진

장으로, 우리나라는 새로운 시장에서 한

행되었다. 2007년부터는 사업 명칭을 공

국의 기술 표준 기반을 확립하는 데 기여

동번영을 위한 개도국 정보통신 협력사

하고 있다. 아울러, 2015년 본 사업 수행

업 으로 변경하여, 그동안 축적된 노하

을 통해 이와 같은 목표에 상응하는 전문

우를 바탕으로 사업 범위와 활동을 확대

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자문 활동을 통해

하고 강화하였다. 2009년부터는 변화하

정보통신 분야의 멘토 국가로서 우리나

는 방송통신 환경에 따라, 개도국 정보

라의 입지를 공고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통신방송 정책자문 및 협력사업 으로 사

지식, 정보, 기술과 같은 무형의 자산을

업 명칭을 새롭게 변경하였으며, 협력 대

개도국과 공유하는 지적 자원 원조를 수

상국을 ASEAN 국가뿐만 아니라 중남미,

행하여, 한국의 스마트 파워 증진에도 기

아프리카, 서남아시아 및 중앙아시아 국

여하였다고 판단된다. 향후에도 본 사업

가까지 확대하고 사업 분야 또한 정보통

을 통해 정보통신방송 분야에의 지속적

신과 방송을 모두 포괄함으로써 지식기

인 국제협력과 더불어, 국내 관련 기업의

반 개도국 지원 사업으로서 그 전문성과

해외진출, 그리고 한국형 정보통신방송

입지를 강화해오고 있다.

분야 발전 모델 및 기술 표준의 확산이

개도국 정보통신방송 정책자문 및 협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력사업 은 정부가 지원하는 21세기형 지
식기반 협력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ICT

5. Key word

강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강화시킬 뿐
만 아니라, 정보통신방송 분야의 지원 및

개도국, 정보통신방송(ICT), 정책자문,

협력을 필요로 하는 개도국들을 위해 중

전문가 파견, 개발협력(ODA), 정보격차

요한 지적 자원을 시기적절하게 제공해

해소

왔다. 한편, 개도국들은 향후 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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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15-15

ICT개발협력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ODA 사업
추진 전략(I)
강인수, 김태은, 정아영, 심수민, 유성훈,
김세원, 김종일, 김정민, 김진기
연구기간 2015. 1. 1∼2015. 12. 3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을 개선하고, 보다 체계적인 ODA 사업
추진 전략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

국제사회에서는 개발도상국의 정보 및

되었다.

인터넷 접근성 향상뿐만 아니라 ICT 발
전이 가져올 수 있는 사회경제적 파급효

2. 연구목표

과 측면에서 ICT 분야 개발협력(ODA)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한국은 ICT 강

이와 같이, 변화하는 ICT 개발협력 패

국으로서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러다임에 대응하여, 본 연구를 통해 현재

ICT 분야 ODA 비중이나 기여도가 상대

한국의 ICT 분야 ODA 사업 현안을 개선

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최근 국제

하고 향후 보다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

사회의 개발협력 환경 변화 및 패러다임

해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ODA 사업 추진

전환이 이루어짐에 따라, 한국 역시 이러

전략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선

한 흐름을 반영하여 지금까지의 한국의

진공여국 및 국제기구의 ICT ODA의 제

ICT 분야 ODA 사업 추진 체계 및 방법

공 현황과 함께 수원국의 ICT 개발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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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분석함으로써 인력양성 및 브로드밴

다.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변화 내용과 함

드라는 두 주제를 선정하여 한국의 정책

께 ICT ODA의 역할을 총괄적으로 정리

을 뒤돌아보고 개도국을 위한 한국형

한 후 주요 선진 공여국 및 국제개발은행

ODA 모델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의 원조 제공 내용을 검토하는 한편, 신
흥공여국인 중국의 ICT ODA를 아프리

3. 주요 연구내용

카, 아세안, 중남미로 나누어 지역별 분
석을 실시한다. 이에 앞서 그간 자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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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제1편에서는 새천년개발목

루어진 주제이기는 하지만 개도국의 개

표(MDGs)가 등장하게 된 배경, MDGs

발이라는 측면에 중점을 두어 ICT의 경

시대 및 그 마무리, Post-2015 개발 의

제 ․ 사회 ․ 환경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정

제의 합의 과정을 다뤄 2000년대 이전에

리한다. 제2편이 공급 측면에서의 ICT ODA

서부터 현재까지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를 검토한다면, 제3편에서는 수요의 측

환경이 어떻게 진화하였는지 살펴보고,

면에서 ICT ODA를 필요로 하는 수원국

여기서 발생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

의 개발 수요가 어디에 있는지를 구체적

을 다음의 여섯 가지 측면에서 다룬다.

으로 분석한다. 한국의 ICT ODA 정책을

가장 두드러진 패러다임의 전환은 1) 개

분명하게 정립하기 위해서 우선 흔히 지

발협력의 효과성 증대를 위한 노력, 2)

적되고 있는 ‘ICT 개발 격차’를 정확하게

남남/삼각협력과 같은 전통적 원조 방식

규명한 후, SDGs와 연결하여 ICT 개발

의 변화, 3) ODA를 넘어선 지식공유의

수요를 추출한다. 또한, 연구진이 직접

중요성 인식, 4) 세계경제침체 등의 이유

방문하여 자료를 보완 ․ 확인 할 수 있었

로 대두된 개발협력 재원 마련 논의, 5)

던 베트남을 비롯해서 잠재적인 협력 대

정부를 넘어서 개발협력분야에서의 민간

상국으로 등장하고 있는 방글라데시, 페

분야의 대두, 6) 데이터 혁명의 이용이라

루 및 르완다 등 4개국에 대한 ICT 개발

고 볼 수 있다. 제2편에서는 OECD의 업

수요를 분석한다. 마지막 제4편에서는

적을 중심으로 한 총체적인 개발협력 정

ICT 세부 부문 중 ICT 인력양성 및 브로

책의 발전은 물론 구체적으로 ITU 내에

드밴드 두 부문을 선택하여 한국적 모형

서의 ICT ODA 정책의 진행 상황을 살핀

을 제안한다. 두 부문을 선택한 까닭은

국제협력연구

한국이 그간 수원국에게 동 부문에 대한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원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제공해 온 경

한, ICT 세부 부문별 ODA 사업 추진 전

험이 있기 때문에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

략을 바탕으로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

다고 판단하여 우선적으로 시도한다는

인 사업 구상 및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취지이다. 한국의 ODA 지원 전략을 모

판단되며, 다른 공여국과는 차별화된 추

색하는 차원에서 두 주제와 관련하여 한

진 전략을 수립, 한국형 ODA 모형을 개

국의 정책을 뒤돌아보는 한편, 협력대상

발하여 원조 전략을 선도하고 궁극적으

국별 ICT ODA 제공의 경험을 살폈으며

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과 글로벌 일자

적절한 한국적 모형도 제안한다.

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4. 연구결론 및 시사점
5. Key word
본 연구를 통해, 개발협력 사업을 수
행하는 다양한 주체들에게 ICT 분야 개
발협력 해외사례를 효과적으로 소개하여

ICT, 개발협력, 패러다임 변화, ODA
사업, 추진전략

관련 학계 및 연구계의 개발협력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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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15-06

우체국 MVNO
위탁판매사업의 소비자 효용
증대 효과 추정
최중범, 김민진, 심송보
연구기간 2015. 2. 1∼2015. 11. 30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새
로운 수익원 발굴을 지속적으로 요구받

시장에서 일정부분 독점적 지위가 보
장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최근 우편사업

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마찰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은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대체수단

하지만 이러한 마찰은 자연독점 상태

이 확산됨에 따라 통상우편의 급감으로

에서도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이유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이

민간의 진출이 허락되는 상황에서 공공

를 타개하기 위해 우편사업은 사업영역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징이 과소

의 확장을 꾀하고 있으나 민간영역과의

평가되어 불거졌을 가능성이 있다. 공공

마찰로 일각에서 논쟁이 야기되고 있다.

기관의 서비스도 민간서비스와 차별화되

심지어 수익성이 떨어진 우편사업마저

고 민간으로부터 대체가 어려운 부분이

개방되면서 택배시장에서는 민간과의 마

있음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이에

찰이 불거지고 있다. 민간영역으로부터

본 연구는 과연 우체국이 새로운 사업을

벗어나 있으면서 수익성이 있는 시장을

수행한다면 소비자들이 얼마만큼의 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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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느낄 수 있는지를 최근 우체국이 수행

자와 사회경제적 특성상 유의한 차이를

한 MVNO 위탁판매사업을 중심으로 살

보이고 있으며, 동일한 MVNO 가입자

펴보았다.

중에도 가입경로가 우체국인 경우 차별
화된 특징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 연구목표

앞서의 설문 조사 결과를 사용하여 다
항로짓, 네스티드로짓, 랜덤파라미터모

본 연구는 우정사업본부의 신사업이

형을 통한 효용함수를 추정하고 추정결

실제 소비자 효용 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과를 바탕으로 이용자의 개별 특성에 따

지를 살펴보고 이에 근거한 사업 전개 방향

른 효용증대분 정량화하였다.

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수행한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우체국 MVNO 서비스에 따른 효용 증대

3.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는 공적 역할과 수익 창출을 병

분 확인 및 사업전개 방향을 제시하였다.

4. 연구결론 및 시사점

행해야 하는 우정사업본부의 신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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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소비자 효용 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본 연구를 통해 국내 이동통신 서비스

지를 살펴보고 이에 근거한 사업전략 제

에 대한 효용이 개인의 사회 ․ 경제적 특

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며, 우체국 위탁

우선 국내 MVNO 시장 현황 및 우체국

판매는 일부 이용자의 효용을 크게 증대

MVNO 판매 현황을 분석하여 MVNO 시

시킨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우체국 MVNO

장에서 우체국의 위치와 사업 추진 방향

서비스가 수요측면에서 민간사업자의 서

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우체국 MVNO

비스와 차별화됨과 동시에 우체국 신사

가입자를 포함한 국내 이동통신 서비스

업으로 인한 민간사업자와의 마찰이 불

이용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사회

필요한 소모성 마찰만은 아님을 확인하

경제적 특성, 우체국서비스 관련 특성으

였다.

로 나누어 총 23개의 변수를 설정하여

앞서의 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는 우체

분석한 결과 MVNO 가입자는 MNO 가입

국 MVNO 위탁판매사업 전개 방향 제시

우정경영연구

하였는데, 그 일단을 소개하면 고가 상품

5. Key word

및 스마트폰 중심의 서비스 확대와 대도
시 위주의 판매처 확대 방안 검토 필요성
을 제시하였다.

소비자 효용, MVNO, MNO, 사업다각화,
우체국 MVNO 위탁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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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15-12

우정사업의 신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민첩성 진단

이용수, 안명옥, 김종근
연구기간 2015. 1. 1∼2015. 12. 3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화되고 있다.
예금사업은 금융당국의 저금리 통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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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정사업을 둘러싸고 있는 경영

책이 지속되고 대출 및 신용카드 등 업무

환경은 우편사업 적자 심화, 금융사업 수

범위 제한으로 자금운용의 어려움이 계

익성 하락, 경영위기에 대한 대처의 어려

속되고 있으며, 더불어 금융당국의 규제

움이라는 3중고로 요약할 수 있다.

강화와 예금이익금의 일반회계 전출 등으

우편사업은 전자적 대체수단이 발달하

로 재무건전성은 한층 취약해지고 있다.

면서 통상우편 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

보험사업은 저금리 ․ 저성장이 장기화

하는 반면 보편적 서비스 유지를 위한 인

되면서 자산운용수익이 하락하는 반면

건비, 시설 유지비, 운영비 등은 증가하

리스크는 증가하고 신상품 개발 금지, 주

고 있다. 외부적으로는 FTA 시장 개방과

력 상품 부재, 영업조직 운영의 한계 등

독점영역 축소 등으로 민간 택배업체와

으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 우정사업

서신 송달업자의 우편시장 진입이 가속

은 이러한 경영위기에 직면하여 사업의

화됨으로써 민간업체와의 경쟁 또한 심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구조

우정경영연구

개편, 비용 절감 등 경영혁신 노력을 경

하는 상황에서 민간기업에서 추진하는

주하고 있지만 국가기관이라는 내재적

조직민첩성 분석을 적용하여 우정사업본

한계로 인해 예산, 인력, 조직 운영의 탄

부 조직관리에 적합한 조직민첩성 제고

력성 부족 및 민간영역 침범 소지 등으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비록 우정사업

적극적인 신사업 추진이 곤란한 상황이

본부는 민간기업과 사업 및 규제 환경이

다. 이러한 한계가 있음에도 기업형 정부

상이할지라도 기업형 정부기관으로서 우

조직인 우정사업본부가 향후 지속가능한

정사업본부를 대상으로 개발 ․ 적용된 조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사업영역 진출

직민첩성 진단모델은 여타 유관 공기업

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확립하여 수익구

에 대한 조직진단 모델로 활용될 가능성

조를 개선하는 노력과 함께 내부 조직구

이 높다고 판단하기에 그 나름대로 의의

조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중장기 발전

가 있다고 여겨진다. 특히 우정사업본부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즉, 우정사업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미래 경영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고, 우편․ 예금 ․

신사업을 추진하여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보험 사업 등 3사업을 영위하면서 수익

위해서 신속하고 유연하게 조직민첩성을

성과 공공성을 추구하면서 국민에게 지

키워나가는 조직역량 강화 전략이 필요

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조

하다.

직역량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연구목표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조직민첩성을 진단하여 변화와 혁

본 연구는 본 연구는 정부기관인 우정

신을 위한 핵심 조직역량 수준을 파악하

사업본부의 미래 조직운영 변화에 대비

고, 향후 신사업 진출에 대비하여 조직역

한 신사업 추진을 위해 조직민첩성 진단

량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모델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실증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조

3. 주요 연구내용

직민첩성이 기업의 지속적인 경쟁우위
확보 및 성과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

본 연구는 현재까지 진행되어 왔던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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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성과 관련된 연구를 정리함과 동시에

다양한 사업 전략이 필요한 시점에서 우

성숙도 평가 모델(Maturity Model)에

정사업 조직구조에 적합한 조직민첩성

기반하여 정부조직에 적합한 조직민첩성

진단에 관한 이론적 모델을 제시하고 실

진단모델을 수립한 후 체계적인 척도 타

증적 검증을 통해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당성 검증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진단항

본 연구에서 수행하는 주요 내용은 크

목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개발된 진

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조직

단모델을 활용하여 우정사업본부의 조직

민첩성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연구

민첩성 성숙도 수준을 파악하고자 한다.

의 개념적 근거를 마련하고, 둘째는 우정

다음으로는 조직민첩성의 성과에 대한

사업본부에 적합한 조직민첩성 진단 모

영향력을 파악하고 환경격변성 및 시장

델을 설정하며, 셋째는 우정사업 종사원

지향성 개념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우

을 대상으로 신사업 관련 조직민첩성 수

정사업에서 조직민첩성의 중요성과 역할

준에 관한 실증 분석을 실시하고, 넷째는

에 대해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우정사업 조직민첩성 제고 방안을 마련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정사업의

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경영 효율화, 신규 사업 진출 등에 대한

<주요 연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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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론 및 시사점

둘째, 우정사업본부의 조직민첩성 진
단 결과 조직 전체차원에서 조직민첩성

본 연구에서는 급변하는 불확실한 환

의 성숙도는 3.1123으로서 기본단계에

경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능력으로서 조

해당되며, 세부적인 7개 차원 모두 2.5

직민첩성 향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에서 3.5 범위 안에 속하기 때문에 기본

즉, 현재까지 진행되어 왔던 다양한 민첩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차원별로

성 관련 연구들을 정리함과 동시에 성숙

약간의 수준차이는 있는데, 여러 차원들

도 평가 모델에 기반하여 정부조직에 적

중에서 가장 성숙도가 높은 차원은 종업

합한 개념적인 조직민첩성 진단모델을

원 역량차원과 관리자 역량차원이며, 가

제안한 후 체계적인 척도 타당성 검증과

장 성숙도가 낮은 차원은 유연한 구조차

정을 거쳐 최종 진단항목을 제시하였으

원으로 밝혀졌다. 이를 통해 우정사업본

며, 개발된 진단모델을 활용하여 우정사

부의 조직민첩성은 인적 요소 측면에서

업의 조직민첩성 성숙도 수준을 파악하

강점이 있으며, 기술 차원을 제외하면 정

였다.

부조직으로서의 한계점으로 인해 전반적

첫째, 조직민첩성 진단 모델을 개발하
기 위해 기존에 다양하게 제시되었던 조

인 조직구조 차원에서 약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직민첩성에 대한 개념 및 측정항목에 대

셋째, 조직민첩성의 성과에 대한 영향

해 통합적으로 접근하고자 하였으며, 특

력을 파악하고 환경격변성 및 시장지향

히 정부조직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지금

성 개념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조직민

까지 존재하지 않았기에 다소 탐색적인

첩성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

연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이고자 하였다. 환경격변성의 개념이나

는 민첩성과 관련된 33개의 개념을 도출

차원보다는 환경격변성과 조직민첩성 간

하였으며, Wendler and Stahlke(2014)

관련성을 살펴보고 환경격변성을 극복하

의 연구에서 제시한 측정항목을 참고하

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조직민첩성의 역

여 69개의 측정항목을 제시하였다. 69개

할을 살펴보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의 측정항목에 대해 측정도구 타당화 과

조직 수준에서 민첩성과의 관련성을 살펴

정을 거쳐 최종 측정항목을 개발하였다.

보고자 시장지향성 개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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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현행 우정사업본부 조직구

업관서를 중심으로 사회적 수요변화에

조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미래

따른 경영자원의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우정사업 조직 설계 방향을 제시하였으

제안하였다. 이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며, 그 이후 조직민첩성 성숙도 제고 방

단계적으로 실천한다면 미래 우정사업은

안 및 환경격변성 대응력 향상과 시장지

조직 역량과 조직민첩성이 한층 강화된

향적 조직 설계를 위한 전략적 방향성을

지속가능한 조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

제시하였다. 특히, 미래 우정사업 조직

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은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한층 강화
된 사업별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해야 하

5. Key word

며, 관리 조직은 사업별 시너지 창출 및
신사업 추진이 용이하도록 통합과 조정
기능이 강화되어야 하고, 영업 조직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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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5-07

환경변화에 대응한 배달
최적화 모델 연구

최중범, 이영종, 황병일
연구기간 2014. 10. 29∼2015. 4. 28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한 배달활동의 효율화 필요성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장기적

전자적 대체의 진전에 따른 통상우편

관점에서 배달환경 변화에 대응한 배달

수요의 급감으로 수지가 급격히 악화됨

체계 최적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시급

에 따라 원가절감이 우편사업 제1의 현

한 과제이다.

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편사
업 원가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배달활

2. 연구목표

동의 원가 절감은 시급한 과제이다. 그러
나 일반통상이 빠르게 감소하였음에도

본 연구는 앞서와 같은 상황적 필요에

배달활동에 있어 커다란 업무부하를 발

대응하여 우편사업 원가를 절감하기 위

생시키는 등기통상 수요는 여전하며, 소

해 배달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배달

포우편 물량 또한 급속히 증가하여 배달

체계 최적화 방안을 도출할 목적으로 수

활동에 따른 업무부하는 오히려 증가하

행한 것이다.

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원가절감을 위

배달체계 최적화는 배달구 운영방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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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배달인력의 구성 변경 및 투입 조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무인택배함(무

정을 통한 인력운영 효율화, 배달점 집중

인우편함에 해당) 설치 동향에 대해 살펴

화를 통한 개별배달의 집중배달로의 전

보았고, 외국의 배달점 집중화는 독일과

환을 내용으로 하는 배달방식 변경 등 다

네덜란드에서처럼 소포 수취에 따르는

각적으로 모색할 수 있지만, 본 연구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무인우편함을 설치하

발주기관의 주된 관심을 반영하여 배달

고 수취인의 요구에 따라 무인우편함에

점 집중화를 통한 배달방식 변경에 초점

소포를 배달하는 경우와 미국과 캐나다

을 맞춰 배달체계 최적화 방안을 모색하

에서처럼 우편사업자의 위기 타개(비용

였다.

절감) 목적으로 수취인의 의사와는 무관
하게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경우로 대별

3. 주요 연구내용

하여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배달활동 관련 통계, 관

서론과 결론을 포함하여 모두 6개의

련 법령, 현업 실태를 배달점 집중화 관

장으로 구성되는 본 연구 보고서의 장별

점에서 분석하여 배달점 집중화의 필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성, 가능성, 법령개정 필요성 등을 가늠

제2장에서는 본 연구가 초점을 맞추고

하였다. 배달활동 관련 통계 분석에서는

있는 배달점 집중화의 개념을 소개하고,

배달환경, 배달인력 구성, 배달업무량,

우리나라와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배

배달물량 및 인력 변화, 지역별 업무부하

달점 집중화 사례를 살펴보았다. 배달점

량 차이 분석 등을 통해 업무부하 평준

집중화는 우편물을 가가호호 배달하는

화, 배달점 집중화 등을 통한 배달활동

개별배달에서 탈피, 특정 지역 중심 지점

효율화 필요성을 이끌어 내었고, 관련 법

에 설치된 집중우편함에 배달하도록 하

령 분석에서는 우편법과 동법 시행령·

여 집배원의 주행거리를 줄여줌으로써

시행규칙 등에 규정된 배달 원칙 및 배달

배달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조치로,

의 특례 조항을 분석하여 현행 배달관련

우리나라의 배달점 집중화 사례로는 우

법령으로 가능한 배달점 집중화가 어디

편사업의 효율화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

까지인지를 가늠하였다.

뿐만 아니라 가정방문서비스 안전대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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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양상을 달리하는 배달점 집중화 가

색할 수 있지만, 본 연구는 가가호호 설

능성을 분석하여, 도시와 농어촌에 적합

치된 개별수취함을 대신하여 지역의 중

한 배달점 집중화 방안을 도출하고 각 방

심 지점에 설치된 집중우편함을 통해 우

안의 기대효과를 분석하였다. 배달처의

편물을 배달함으로써 개별배달을 집중배

특성은 단독주택과 아파트로 구분하고,

달로 전환하는 배달방식의 변경을 의미

배달방식은 개별배달의 특례에 해당하는

하는 배달점 집중화에서 찾고자 하였다.

무인우편함, 마을공동우편함, 사서함 등

그러나 배달점 집중화 내지는 이를 통

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경우 배달점 집중

한 집중배달이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화와 관련한 문제를 발굴하고, 이와 같은

조치나 배달방식은 아니다. 우리 우편법

문제의 해결 방안과 각 방안의 실현 가능

령의 배달관련 조항은 우편물 표면에 기

성을 타진하여 현실적으로 모색할 수 있

재된 곳(주소지)으로의 배달(개별배달)

는 배달점 집중화 대안을 도출하였으며,

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우편물 배달의

일정한 가정을 적용하여 도출 대안의 경

다양한 특례를 인정함으로써 배달점 집

제성 및 인력감축 효과를 분석하였다.

중화 가능성을 폭넓게 열어 놓고 있기 때

제5장에서는 배달점 집중화의 효과를

문이다. 아울러 주거 형태에서 아파트가

극대화하고, ‘통상 급감, 소포 급증’으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특징되는 최근의 우편물량 변화 추이에

서 우리는 이미 배달점 집중화를 상당 수

대응하여 배달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준 진척시키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그

위해 필요한 제도 정비 방안을 모색하였

럼에도 배달점 집중화의 여지가 많이 남

는데, 소포우편물의 급증에 대응한 제도

아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정비와 등기통상의 업무부하 경감을 위
한 제도 정비 두 축으로 검토하였다.
제6장은 결론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배달점이 절대
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일각에서는 배달점 집중화의 진
척 정도가 낮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4. 연구결론 및 시사점

등기통상이나 소포처럼 수취인과의 대면
이 불가피한 우편물이 상당한 비중을 차

배달체계 최적화 방안은 다각도로 모

지하여 배달활동의 부하를 가중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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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동시에 배달점 집중화의 효과를 반

이다.

감시키고 있기 때문이며, 배달점 집중화

물론 배달점 집중화가 말처럼 쉬운 일

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제도 개선

은 아니다. 배달점 집중화가 배달서비스

이 필요함을 드러내는 부분이다.

악화로 비춰질 경우 주민의 저항이라는

한편 배달관련 통계 분석을 통해 확인

어려움과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것처럼 농촌 지역은 배달점 가운데 단

그러나 이와 같이 어려움이 예상됨에

독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높으

도 현재 우편사업이 처한 위기 국면을 타

며, 배달물량이 도시지역에 비해 적지만

개하기 위한 방안 가운데 하나로 배달점

배달을 위해 집배원은 상대적으로 먼 거

집중화의 추진은 빼 놓을 수 없는 대안임

리를 이동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배달

이 분명하다.

여건은 도시지역에 비해 배달차량의 보
급이나 유지에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5. Key word

발생시키고 있어 효율화가 필요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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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지적할 수 있으며, 이때 강구할 수

배달점 집중화, 개별배달, 우편물 배

있는 방안 가운데 하나가 배달점 집중화

달의 특례, 마을공동우편함, 무인우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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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IT 조직의 역할 재정립과
발전전략 마련

이용수, 안명옥
연구기간 2015. 3. 1∼2015. 5. 3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전통적인 역할인 업무 시스템의 기능성,
적시성, 안정성이 중시되는 시대에서 유

최근 정보기술(IT)은 과거 전산실 중

연성과 통합성 등이 중시되면서 외부 파

심의 중앙 집중처리 환경에서 단위업무

트너와의 협동을 통한 새로운 가치창조

와 부서단위 위주로 저용량, 단일매체 네

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와 같이

트워크를 구성하여 독자적인 통신망을

IT의 역할이 변화되고 중요시되고 있는

이용하였으나 현재는 사용자 중심의 분

시점에서 우정IT는 조직 규모 대비 취약

산처리 환경으로 변화하면서 고용량, 복

한 IT 관리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정보

합매체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인터넷, 인

화 조직과 예산의 축소, 사업부서의 요구

트라넷 등을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정보

사항을 반영하여 우정사업 정보화 기술

기술은 단순업무 지원 수준을 넘어서 대

에 적용하는 접점의 조직과 인력의 전문

외 경쟁력을 좌우하며 비즈니스 성패를

성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또한 정보센

결정짓는 정도의 위상으로 변화하고 있

터의 나주 지방이전으로 근무자들의 평

다. 정보기술이 복잡화됨에 따라 IT의

균 재직 근무기간 감소와 전문 인력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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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기관의 IT 전문성이 약화되고 있

사업의 혁신적 변화 기반을 추진할 수 있

다. 이와 함께 정보화 사업의 대기업 참

는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것이다. 둘째,

여제한 등으로 사업 부실화 가능성이 대

우정사업정보센터 나주 이전에 따른 전

두되고 있으며, 정보센터 직원의 전문성

문인력 유출 등으로 약화된 정보센터 역

부족으로 SM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본부

할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IT 서비스 제공

와 정보센터의 업무 협의에 문제점이 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생하고 있다.
즉, 정보통신기술(ICT) 발달에 따라 통

3. 주요 연구내용

상우편물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현실에
서 우정사업을 전략적으로 지원해야 하

본 연구에서는 혁신적인 우정사업본부

는 우정 정보화(IT) 수행 조직 및 전문

IT 역할 체계 정립을 위해 연구 내용은

역량에 대한 강화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

크게 3가지 부문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황이다. 특히 우정 정보화 사업을 실무적

진행하였으며, 각 부분별 주요 내용은 다

으로 담당하고 있는 우정사업정보센터가

음과 같다.

나주 이전에 따라 전문 인력 유출이 심화

첫째, 우정IT 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

되고 있어 이를 시급히 해결할 필요성이

하고, 유관기관 사례 조사를 통해 우정사

제기되고 있다.

업본부 및 정보센터의 바람직한 IT 역할
과 기능에 대해 논의하였다.

2. 연구목표

둘째, 경영 전략적 관점에서 미래 우
정IT의 바람직한 조직 설계 대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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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정사업의 혁신적인 변화

하고, 각 대안별 장 ․ 단점을 제시하였다.

기반을 담당할 우정IT 조직을 재설계하

제 1안은 각 사업단 중심의 IT관리체계를

고 우정사업정보센터 나주 이전에 따른

구축하는 안으로 경영기획실의 경영성과

전문 인력 유출로 인한 직원 역량을 제고

정보화 담당은 현행 업무를 유지하고 정

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보센터에 우본과 소통업무를 위한 소통

즉, 본 연구의 목표는 첫째, 우정사업

창구(BRM 조직)을 신설하는 대안을 마

정보화 조직 및 역할을 재정립하여 우정

련하였다. 제 2안은 우정사업정보센터를

우정경영연구

통합 CIO 기관으로 전환하는 안으로 본부

에 산하기관에 아웃소싱하는 것으로 원

에는 정보화담당(5급)만 두고 각 사업단에

칙으로 전략적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우

있는 IT 업무를 우정사업정보센터로 통합

정사업 정보센터의 전문 역량 강화를 위

하여 우정 정보화에 대한 전담 컨트롤타워

한 단기적인 방안으로 민간 경력직 특별

를 수행하게 하는 대안을 마련하였다.

채용을 추진하고 사업관리 전문인력 양

셋째, 우정사업정보센터 직무분류를

성, 내부직원 운영관리 능력 기반 마련,

통해 업무 재설계와 인력 효율화 방안을

중소기업 업무장악력 강화, 전문가 수준

제시하였으며, 우정IT 종사원의 역량 강

의 직무 능력 배양, 인사 운영 혁신 추구

화를 위해 채용, 교육, 인사, 운영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중단기적으로는 IT

개선 과제를 제안하였다. 우정IT의 전략

핵심업무 강화를 통한 정체성 확보, 정보

적 가치와 위험도를 기준으로 인소싱 영

화업무에 대한 분야별 전문 조직화, 체계

역, 아웃소싱 영역을 구분하는 한편, 유

적인 인력 수급 계획 수립, 맞춤형 교육

지보수 연계성 및 IT특화정도가 높은 업

프로그램 개발 방안을 제시하였다.

무에 대해서는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기

<우정사업 정보화 비전 및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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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론 및 시사점

인사, 운영 등 각 단계별 중 ․ 단기적 방
안을 도출하였으며, 특히 우정사업정보

본 연구는 혁신적인 우정IT 조직 설계

센터 직무분류를 통해 IT 아웃소싱 전략

와 IT 관련 직원의 전문성 강화 방안 마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환경

련을 목표로 기획되었다. 연구 결과 도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선택과 집중’을

을 위해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정보센

위한 기반 마련 차원에서 우정IT 조직의

터 및 산 ․ 학 ․ 연 전문가 등으로 연구반을

역할과 IT 전문 역량 제고에 초점을 맞추

구성하고, 월2회 이상 정기 모임을 실시

고 있다.

하여 연구내용 발표 및 토의를 실시하였

마지막으로 우정사업의 혁신적인 변화

다. 그 주요 결과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기반을 담당할 우정IT 조직 설계와 IT역

우정IT 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유

량 강화 방안이 향후 우정사업 발전 전략

관기관 사례 조사를 통해 우정사업본부

수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및 정보센터의 바람직한 IT 역할과 기능
에 대해 논의하였다. 둘째, 경영 전략적

5. Key word

관점에서 미래 우정IT의 바람직한 조직
설계 대안을 3가지로 제시하고, 각 대안
별 장 ․ 단점을 제시하였다. 셋째, 우정IT
종사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채용,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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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 정보센터, 조직 설계, 전문
역량, 핵심 업무, IT 아웃소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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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동제 시행에 따른
우체국예금의 대응전략 및
실행방안
박재석, 김민진, 황병일, 하정랑
연구기간 2015. 8. 25∼2015. 12. 22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공할 수 있는 서비스에 한계가 존재하기 때
문에 계좌이동제 시행으로 인한 예수금

금융당국은 2014년 2월부터 “자유로운

변동에 대한 민감도가 클 것으로 예상된

주거래 계좌의 이동을 저해하는 전환비

다. 이에 우체국예금이 계좌이동제에 대

용을 낮춤으로써 소비자의 편의성을 제

응하여 기존 고객의 유출을 막고 신규 고

고하는 한편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하기

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는 동

위해 계좌이동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

시에 장기적으로 우체국예금의 경쟁력을

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시중은행들은 계

제고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전략 마련이 시

좌이동제 관련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충

급하다고 판단되어 본 연구를 수행하게

성고객 확보 및 신규고객 유치를 위한 고

되었다.

객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신규 상품 개
발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 연구목표

그러나 업무영역에 있어 제한을 받고
있는 우체국예금은 주거래 고객에게 제

본 연구는 계좌이동제 시행에 따른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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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국예금의 대응전략 및 실행방안을 수

4. 연구결론 및 시사점

립하며, 궁극적으로 우체국예금의 경쟁
력 강화를 위한 전략 제시를 목표로 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계좌이동제 시행에 따
른 우체국예금의 결제성계좌 변동 가능
범위를 분석한 결과 낙관적 시나리오에

3. 주요 연구내용

서의 순유입보다 비관적 시나리오에서의
순유출의 수준이 클 것으로 나타나 방어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2차 자료를 활
용하여 계좌이동제로 인한 고객과 은행

우체국 고객 및 시중은행 고객을 대상

입장에서의 영향을 분석하고 설문조사를

으로 한 설문조사와 빅데이터 분석 결과

실시하여 금융 고객의 이용 행태 및 고객

우체국고객의 주거래은행 변경 의향에

니즈를 파악하였다.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성별, 연령, 거래

다음으로 계좌이동제 도입에 대응한

기간, 급여이체기관 여부, 금리, 카드혜

국내 ․ 외 사례 분석을 통해 트렌드 및 성

택 등이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고객 니즈

공요인을 분석하였으며, 우체국예금이

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체국예금이 계좌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이동제에 대응하기 위한 7가지 전략 방

고객의 행태 분석을 시행하였다.

향과 10가지 실행과제를 제안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체국예금 결제성 계좌

본 연구가 계좌이동제 시행에 따른 대

의 변동 가능 범위를 추정하고, SWOT 분

응 전략 마련은 물론, 중 ․ 장기적 관점에

석을 통해 전략 방향과 전략과제를 도출하
였다. 이 과정에서 설문조사를 활용한 교
차분석 외에도 기존 우체국이 보유하고 있
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Decision Tree,
Logistic Regression 등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을 활용함으로써 보다 정교한
결제성계좌 변동범위 추정과 계좌이동제
대응방향 및 실행 전략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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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마련이 시급함을 확인하였다.

서 우체국예금사업의 경쟁력 제고도 함
께 고려한 바, 향후 ISA계좌 및 복합점
포 도입, 펀드판매기관 확대 등 많은 시장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우체국예금
활성화 전략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우정경영연구

5. Key word
우체국예금 전략, 계좌이동제, 방어전
략, Decision Tree, Logistic Re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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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우정동향
조사 분석

정진하, 이석범, 최중범, 안명옥, 이영종,
이경은, 박소연, 김민진, 최승재
연구기간 2015. 1. 1∼2015. 12. 3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위해서 통상우편의 ICT 대체를 더욱 가
속화할 것으로 보이며, 전자상거래 활성

2015년 세계경제는 주요국들의 완화

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소포와 국제특

적 통화정책, 저유가 지속 등에 힘입어

송의 물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경쟁심화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

로 인해 성장률 둔화가 예상된다.

며, 국내경제도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실

우체국금융 역시 상황이 좋지 않은데

질구매력이 증가하는 가운데 기준금리

계좌이동제 시행 및 개안종합자산게좌의

인하의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면서 개선

도입, 핀테크의 활성화 등으로 기존고객

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을 유지하고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국내 우편사업은 ICT발전에 따라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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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편의 대체가 용이한 매체가 확대되어

이러한 어려운 사업환경 변화에 대응

통상우편 수요의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

하여 우정사업도 대대적인 경영혁신이

에서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경기가 악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되며, 성공적인 경

화됨에 따라 기업고객들은 비용절감을

영혁신을 위해서는 우정사업 전략경영에

우정경영연구

필요한 주요 국가의 우정사업 운영 현황,

2. 연구목표

은행기관 ․ 보험회사 ․ 택배업체 ․ 국제특송
업체들의 경영실태 등 시의적절한 경영
정보의 제공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우정사업 경영혁신과
전략경영을 지원할 수 있는 국내 ․ 외 주

2015년도 우정동향 조사 분석에서는

요 우정기관 및 우정사업자들의 사업운

2007년부터 매월 제공하고 있는 ‘월간

영 실태 및 사업전략 등 경영정보를 수

우정동향’의 내용과 매주 ‘주간 우정동향’

집, 분석하고 주기적으로 적기에 정책 담

경영정보 제공을 통하여 전사적 공유 및

당자에게 제공한다.

활용도 제고를 통해 우정사업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급변하는 우정사업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효율적 정보

더불어 해외 주요 우정기관 및 우정사업

제공을 통해 의사결정 및 정책수립 시 기

자인 미국의 USPS, 일본의 Japan Post,

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영국의 Royal Mail, 독일의 Deutsche

한다.

Post DHL, 프랑스의 La Poste, 네덜란
드의 TNT, 뉴질랜드의 New Zealand

3. 주요 연구내용

Post, 중국의 China Post, 호주 우정의
Australia Post, 스웨덴 우정의 PostNord

본 연구에서는 우정사업 경영혁신 지

AB, 캐나다 우정의 Canada Post, 싱가

원을 위한 경영정보를 다섯 가지 형태로

폴 우정의 Sing Post 등 12개 우정사업

작성 ․ 제공하였다.

자를 대상으로 연혁 및 조직형태, 규제기

첫째, ‘주간 우정동향’에서는 국내 ․ 외

관 및 심의 기구, 독점 범위 및 보편적서

산업동향, 택배 ․ 특송 ․ 은행 ․ 보험 등 관

비스 의무, 주요 통계 및 최근 주요 동

련 업체 및 주요 국가별 우정사업 현황을

향, 창구, 발착, 운송, 집배, 조직, 인력,

주기적으로 조사 분석한 후 우정사업에

비용절감, 신규사업 추진 사례 등 테마별

미치는 시사점을 간략히 도출하여 매주

우정동향 등의 관련 경영 정보를 지속적

우정사업본부, 지방우정청, 총괄국 등 모

으로 제공하여 우정사업의 전략수립에

든 직원들에게 메일링 서비스를 제공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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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월간 우정동향’을 총 13회 작성

넷째, ‘2016년 우정사업 경영환경 전

하여 우정사업본부에 제공하였다. 세부

망’ 분석은 2016년 국내 ․ 외 경영환경 변

적으로는 우정사업관련 주요 이슈 분석,

화가 우정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

사업별 주요 동향(공통, 우편, 예금, 보

로 종합적인 우정사업 경영환경을 분석

험), 거시경제(금리, 주가, 환율) 지표 분

하여 제공하였다.

석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이중 이슈 분석

다섯째, ‘수시 현안 이슈 분석’의 경우

의 경우 우정사업에의 영향 및 시사점을

우정사업관련 이탈리아 우정 민영화 추

심도 있게 도출하였다.

진 현황 및 프랑스 우정 현황 ․ 동향, 주

셋째, ‘테마별 해외우정 현황’ 자료집

요국의 보편적서비스 및 독점영역, 해외

은 주요 국가의 우정사업자를 대상으로

우정 체제변환 성공사례 및 국내 사례 분

연혁 및 조직형태, 규제기관 및 심의 기

석 등을 포함하여 총 15건을 분석하여 제

구, 독점 범위 및 보편적서비스 의무, 주

공하였다.

요 통계 및 최근 주요 동향 등에 대한 분
석 자료와 함께 창구/발착/운송/집배 위

4. Key word

탁 현황, 인력 감축 및 운영 실태, 신사
업 및 신규서비스 도입 등의 경영정보를
우정사업본부, 지방우정청, 총괄국 등에
741부를 발간하여 배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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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우정동향, 월간 우정동향, 해외
우정, 우정사업, 우편, 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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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 정산제도 및
UPU우편사업 전략 연구

정진하, 최중범, 이경은
연구기간 2015. 1. 1∼2015. 12. 3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통해 정해진 요율에 따라 이루어진다.
종래 EMS 배달국취급비 정산은 통당

EMS는 지난 10년 간 비약적인 성장을

설정된 상호동일요율에 따른 물량불균형

거듭하여 우편사업 전체 매출액에서 차

정산(net imbalance accounting) 방식

지하는 비중이 2004년 7.8%에서 2014년

으로 이루어졌는데, 동 방식이 교환상대

12.8%로 5%p 확대되어 우편사업에서의

국 간 주고받은 물량의 불균형을 해소하

전략적 중요성이 한층 강화되었다. 국제

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는 하지만 글

우편서비스의 일종인 EMS는 접수하는

로벌한 민간 국제특급배달서비스와의 경

국가와 배달하는 국가가 상이하므로 한

쟁에 공동 대응해야 하는 각국 우편사업

국가에서 발송한 우편물이 상대국에 도

자들로부터 EMS 제공 초기부터 오랜 기

착하여 배달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발

간 지지를 받아 왔다. 그러나 몇 년전부

송국가가 배달국가에 보상할 필요가 발

터 각국이 주고받는 EMS 중량의 차이가

생하고, 이렇게 보상하는 금액을 배달국

현저해졌을 뿐만 아니라 이같은 중량 차

취급비라 하는데 그 정산은 상호 협정을

이가 고착화됨에 따라 발송에 비해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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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의 평균중량이 큰 국가들로부터 통

비 정책방향을 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

당 설정된 상호동일 요율에 따라 이루어

고 있는 실정이다.

지는 물량불균형정산에 대한 불만과 함
께 EMS 배달국취급비 정산 요율의 인상

2. 연구목표

내지는 통당으로 설정된 요율을 ‘통당+
중량당 요율’로 변경하자는 요구가 제기

본 연구는 바람직한 배달국취급비 정

되었으며, 그 결과 2013년을 기점으로

책방향의 도출과 이에 기반 한 주요 교환

정산방식이 물량불균형정산에서 총액불

상대국을 대상으로 한 요율 협상 전략 수

균형정산(gross imbalance accounting)

립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

으로 변경되었다.

와 같은 일차적 목적에 더하여 EMS 교

이와 같은 정산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환쌍방 간 표준협정서 부재로 요율 협상

도착에 비해 발송 물량이 월등히 많으며,

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와 배달국취

주요 교환상대국에 대해 도착에 비해 발

급비 요율 관리 및 요율 협상에 따르는

송 물량의 평균중량이 현저히 무거운 우

업무 부하의 가중을 해소하기 위한 실무

리 입장에서는 역설적으로 EMS 배달국

적 필요에 부응하여 배달국취급비 표준

취급비 정산에 있어 상호동일요율의 고

협정서(안)과 배달국취급비 관리 프로그

수를 더욱 중요한 과제로 부각시킴으로

램 prototype의 작성을 부차적 목적으로

써, EMS 배달국취급비 요율 협상에 있

수행한 것이다.

어 상대국이 요구하는 요율 인상 폭을 축
소하는데 초점을 맞춘 협상의 진행과 상

3. 주요 연구내용

호동일요율을 전제로 한 통당 요율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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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기본 원칙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러

서론과 결론을 포함하여 모두 6개의

나 협상에는 상대가 있다는 점에서 모든

장으로 구성되는 본 연구 보고서의 장별

교환상대국에 대해 이러한 기본 원칙을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강조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적절하지

제2장에서는 EMS 사업과 배달국취급

않다면 대안은 무엇인지를 모색하고, 이

비 정산제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

러한 모색에 따라 바람직한 배달국취급

해 사업과 정산제도 현황을 분석하였다.

우정경영연구

제3장에서는 바람직한 배달국취급비

(발송 EMS)의 분리 인식을 내용으로 하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

는 EMS 사업의 재인식 방안을 제시하였

로 배달국취급비의 현상적 문제와 배달

다. 한편 EMS 요율 협상과 사업운영 개

국취급비 요율 협상 정책기조의 문제를

선 방향으로는 미국과 호주, 중국, 프랑

분석하였다. 배달국취급비의 현상적 문

스, 러시아 등 주요국에 대한 협상전략을

제로는 물량분석을 통해 확인되는 EMS

위시하여 주요 경쟁사업자와의 요금 수

도착-발송 물량의 불균형을 위시하여,

준 비교를 통한 EMS 요금 정책변화 방

물량의 편재성, 요율 인상에 따른 배달국

향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그 자체만으로

취급비 부담 증가, 배달국취급비 요율 협

상당한 규모의 연구 과제가 된다는 점에

상 업무 부담 증가, 그리고 표준협정서

서 배달국취급비 관련 정책의 검토를 목

부재에 따르는 문제 등을 살펴보았고, 배

적으로 하는 본 연구의 범위에 포함시키

달국취급비 요율 협상 정책기조의 문제

는데 무리가 따르지만 원론적 입장에서

로는 요율 협상에서 우리가 강조하고 있

EMS의 positioning과 신규서비스 전략

는 기본 원칙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기

을 간략히 제시하였다.

본 원칙에 내재된 문제와 이로부터 파생
된 문제를 살펴보았다.

제5장에서는 앞서 제시한 본 연구의
부차적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배달국

제4장에서는 앞서 분석한 배달국취급

취급비 표준협정서(안)과 배달국취급비

비의 현상적 문제와 배달국취급비 요율

관리 프로그램 prototype을 작성하여 제

협상 정책기조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시하였다.

바람직한 배달국취급비 정책 방향과 EMS

제6장은 결론이다.

요율 협상 및 사업운영 개선 방향을 도출
하였는데, 바람직한 배달국취급비 정책

4. 연구결론 및 시사점

방향으로는 앞서 도출한 정책 기조의 문
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춰 ‘통당+중

본 연구는 바람직한 배달국취급비 정

량당’ 요율제에 대한 전향적 접근, EMS

책 방향을 모색함에 있어 가장 우선해야

요금체계 개편과 요금 조정 권한의 적극적

할 것으로 모든 교환상대국을 대상으로

행사, inbound(도착 EMS)와 outbound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는 ‘상호동일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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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고수’에 변화를 줄 것을 제안하였다.

불이익을 경험하게 하는 동시에 글로벌

아울러 협상을 통한 통당, 중량당 기

한 민간 특급배달서비스와의 경쟁에서

본요율의 최소화 노력은 지속되어야 하

양국의 EMS가 공멸하는 상황에 대한 우

지만 상식적으로 수용이 곤란한 높은 수

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

준의 통당, 중량당 기본요율을 요구하는

하다.

교환상대국에 대해서는 그 요구를 수용
하고 EMS 요금을 인상함으로써 해당 상

또한 요율 변동을 반영한 즉각적인 요
금 조정의 필요성도 강조하였다.

대국으로 향하는 EMS가 크게 감소되도
록 하여 결과적으로 불이익이 되도록 하

5. Key word

는 상황을 유도하는 것도 전략적으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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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할만한 대안이라고 제안하였다. 이는

EMS, 배달국취급비, 상호동일요율, 물

교환상대국으로 하여금 도착물량 축소에

량불균형정산, 상호차등요율, 총액불균

따른 배달국취급비 감소라는 직접적인

형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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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5-62

우체국 국제물류사업
진출 전략

정진하, 이용수, 이영종, 박소연, 황병일, 김윤관
연구기간 2015. 1. 1∼2015. 12. 3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태평양 지역의 국제특송화물 증가가 예
상되고 있어 새로운 글로벌 시장 활보의

우편사업 적자 심화를 비롯 우정사업
의 주요한 변화동인들이 위협 요소로 작

일환으로 국제물류사업에 진출하는 방안
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용하고 있어 우정사업의 위기 상황은 향
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이처럼 우편물

2. 연구목표

량의 90%를 차지하는 일반통상과 특수
통상 물량이 감소하고 택배시장도 2010

본 연구는 우정사업본부가 국제물류사

년 이후 7~8%의 낮은 성장률과 경쟁이

업에 진출하여 신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우정사업도 새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한편 창조경제

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통해 경영효

도 실현함으로써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

율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외부적으로도 해외 직구 및 역직
구 시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아시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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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연구내용

제6장에서는 제5장에서 선정된 서비
스를 대상으로 서비스 별 조직, 인력, 예

먼저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배경, 연
구목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2장

산, 프로세스, 네트워크, ROI 분석 등을
통해 세부 실행 전략을 구체화하였다.

은 국제물류사업 시장 분석 및 전망 부문

마지막으로 제7장은 앞서 5가지 분야

으로 물류시장의 현황 및 전망, 시장 분

에서 진행된 연구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

석의 개요를 보여주고, 화물운송업, 물

하였다.

류시설 운영업, 물류 서비스업 등을 포함
한 국제물류시장의 세부 시장들을 분석

4. 연구결론 및 시사점

하였다.
제3장은 우정사업본부가 국제물류사

오랜 기간 우편사업을 통해 물류사업

업 진출 시 전략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의 기본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우편사업

얻기 위해, CJ대한통운, 한진 등의 국내

자가 국내물류사업을 포함한 국제물류사

민간물류기업 및 해외의 메이저 특송사

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과정은 필

인 FedEx, DHL, 영국, 일본, 호주 등의

연적이라고 볼 수 있다. 국내 우정사업본

해외우정의 전략을 차례로 살펴보았다.

부도 우편사업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제4장은 국제물류사업 진출 업종 선정

있는 사업 기반을 마련하고 수출입 지원

을 위해 BCG 분석, 가치사슬 분석, 제도

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적 검토 등을 통해 우정사업본부의 국제

서는 국제물류사업의 추진을 고려해야

물류사업 진출 가능 업종들을 제시하고

한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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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정사업본부가

제5장에서는 우정사업본부의 역량을

국제물류를 포함하는 종합물류사업자로

분석하고 국제물류사업 진출에 관한 비

서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시장평가, BCG

전과 미래 모습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토

분석, 가치사슬 분석, 제도 분석을 통해

대로 서비스 모델들을 개발하고 서비스

진출 가능한 업종을 평가한 뒤, 그 결과

별 평가 및 선정을 통해 국제물류사업 진

를 바탕으로 진출 가능한 업종을 선정하

출 전략 방안을 제시하였다.

였다.

우정경영연구

우정사업본부가 국제물류사업에 진출

림돌이 되는 현실적 제약요인을 고려하

하는 데 있어 조직, 보유시설과 관련된

여 국제물류사업자로서의 장기적 모습과

역량은 다소 미흡한 편이나 국제특급을

함께 실행 가능성이 높은 과제들을 세부

통한 국제사업 경험은 향후 국제물류사

실행전략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우

업을 수행함에 있어 중요한 보유 역량으

정사업본부가 장기적으로 국제물류사업

로 판단하였다. 또한 우정사업본부가 향

자로의 변화를 꾀하기 이전에 중· 단기

후 본격적인 국제물류사업을 영위하기

적으로 국제물류 서비스를 개발, 제공함

위해서는 종합물류사업자를 기반하여 해

으로써 국제물류사업 기반을 마련할 수

외 물류사업을 도모해야 하며, 우정사업

있게 하였다.

이 전체 물류과정을 통제, 관리하고 필요
한 영역에서 자유롭게 사업을 하기 위해

5. Key word

서는 현재 정부기업 체제의 제약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정부기업으로 운영되는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 국제물류, 물류 서비스 모델,
역량, 물류시장

가 국제물류사업에 진출하는 데 있어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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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5-63

우체국예금 핀테크 도입을
위한 실증적 추진 전략

정진하, 박재석, 김민진, 황병일, 하정랑
연구기간 2015. 1. 1∼2015. 12. 3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의 매력이 저하되고 있으므로, 보다 적극
적인 핀테크 대응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ICT기술 발전에 따라 모바일 등을 중

있다.

심으로 지급결제 패러다임이 이동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부는 창조경제 활성

2. 연구목표

화의 일환으로 핀테크 육성을 금융개혁
의 핵심 이슈로 선정하여 추친하고 있다.

본 과제는 우체국예금에 적합한 핀테

한편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으로 금융

크 모델을 발굴하고 도입을 위한 실천적

기관들은 ICT기업과의 경쟁이 불가피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제휴 및

졌으며, 자체의 수익도 하락하는 상황에

지급결제 고도화 전략 수립’, ‘인터넷전

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돌파구 마련이 필

문은행 도입 전략 수립’이라는 2가지 주

요한 실정이다.

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우체국예금의 최대 강점인 전
국적인 네트워크가 경쟁우위 요소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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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연구내용

예금의 인터넷전문은행 모델(대안)별 수
익성을 분석하여 핵심모델과 확장모델로

먼저 ‘제휴 및 지급결제 고도화 전략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수립’ 연구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핀테크 기술 11가지를 선정하고, 수요와

4. 연구결론 및 시사점

수익성을 기준으로 각 기술들을 평가하
여 최종적으로 우체국예금에 접목 가능

제휴 및 지급결제 고도화 전략 수립을

한 4가지 핀테크 기술을 도출하였다. 이

주제로 한 파트에서는 핀테크를 접목한

렇게 도출된 핀테크 기술을 우체국예금

지급결제 기술 동향을 조사 및 정리하고

의 비즈니스 모델로 구체화 시키고 각 모

수요 등을 반영한 수익성 추정을 통해 중

델별 기대효과를 추정하였으며, 세부 실

장기적 관점에서 우체국예금에 적합한 4

행 과제를 도출하였다.

개의 핵심 추진 모델을 제안하였다. 나아

다음으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전략’

가 4가지 핵심 추진 모델에 대해 우체국

연구에서는 우체국예금의 인터넷전문은

예금의 현황 및 고객 특성을 반영한 지급

행 진출 전략을 시기별(단기, 중 ․ 장기)

결제 모델을 개발하였다.

로 구분하여 검토하였으며, 단기적으로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주제로 한 파

는 ‘파급력’, ‘정부 정책 방향’, ‘실현 가능

트에서는 중 ․ 장기적 관점에서 우체국예

성’, ‘해외 진출 가능성’ 차원에서 컨소시

금이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의 주도권을

엄을 구성하는 방안을, 중 ․ 장기적으로는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컨소

‘업역 확대 가능성’, ‘차별성’, ‘수익성’ 차

시엄 구성안을 검토하고, 예상 컨소시엄

원에서 독자(주도)적 진출 방안을 제시

대상 별 도입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

하였다.

상하여 기대효과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

특히, 본 연구는 중 ․ 장기적으로 우체

해 향후 우체국예금이 인터넷전문은행을

국예금만의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경우 유용하게 활용

구축하고 본사업과의 시너지가 창출될

될 수 있을 것이다.

수 있는 독자(주도)적 진출 방안에 초점

본 연구를 통해 우체국예금이 핀테크

을 맞추어 진행하였으며, 발굴된 우체국

기술을 예금사업에 효과적으로 적용하

351

2015 연.차.보.고.서.

고, 인터넷전문은행을 안정적으로 설립

5. Key word

하여 금융기관으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우체국예금, 핀테크, 인터넷전문은행,
지급결제 고도화, 간편결제 서비스

352

우정경영연구

정책연구 15-64

우체국보험 영업조직 효율적
운영 방안

정진하, 이석범, 안명옥, 최승재, 심송보
연구기간 2015. 1. 1∼2015. 12. 3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목표

국내 생명보험시장의 포화, 저금리 ․ 저

본 연구의 목표는 민영 생명보험사 영

성장 장기화 지속, 인구 고령화 지속 등

업조직 현황 분석 및 우체국보험 영업조

경영환경 악화에 우체국보험이 대응하기

직 진단을 바탕으로, 우체국보험 영업조직

위해서는 영업조직 관리의 효율성 증대

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를 통한 수익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보편적 보험서비스를 국민들에게

3. 주요 연구내용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수익기반 구축과 효율적 보험사업 운영

본 연구에서는 먼저 민영 생명보험 영

을 도모할 수 있는 우체국보험 영업조직

업조직 현황 분석 부문에서 판매채널별

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비중 및 주요 이슈, 판매채널별 조직 운
영 현황, FC 운영 현황, FC 수수료 체계
현황을 살펴보았고, 다음으로 우체국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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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영업조직 현황 분석 부문에서 영업조

하며, FC 채널에서 약 880명의 FC 증원

직 운영 현황, 영업조직 역량 진단, 현업

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관서 인터뷰 조사결과를 정리하였으며,

셋째, 영업 부문에서는 우체국FC의 평

우체국보험 영업조직 경쟁력 수준 진단

균 연령 증가로 고연령FC가 은퇴할 경우

부문에서는 우체국보험 영업조직 진단

FC의 자발적인 유지관리자 변경에 의존

프로세스와 우체국보험 영업조직 경쟁력

했던 고객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

수준 진단을 수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기 위해 FC 승계제도의 도입이 필요하

우체국보험 영업조직 중․단기 개선 방안

고, 5년 이상 재직한 51~55세의 FC를

에서는 먼저 조직, 인력, 영업, 교육, 채

우선적으로 승계제도 적용 대상자로 고

용의 개선 방안 도출 프로세스를 정립하

려 대상자 수는 1,888명이 적정함을 제

고, 이에 기반하여 중․단기 개선 방안을

안하였다.

도출하였으며, 더불어 우체국보험 판매

넷째, 교육 부문에서는 현행 천안 교

채널 다양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판

육원에서 이루어지는 FC들의 집합과정

매채널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5개

대신 지방청 단위의 권역별 근거리 교육

의 우체국보험 영업조직 중․단기 개선 방

확대를 통해 교육 참여 기회를 증대시켜

안은 다음과 같다.

야 함을 제안하였다.

첫째, 조직 부문에서는 우체국보험 FC

다섯째, 채용 부문에서는 홍보, 채용

매니저의 선별적 채용, 외부발탁 확대,

및 육성, 인센티브 지급에 이르는 FC 유

FC 매니저 인력 풀 확대, 역할 및 기능

치 프로세스를 재정비하여 신인FC 유치

재정립,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 마련 등을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육성체계를 갖

통해 FC 매니저의 전문역량을 강화해야

춰야 하며,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함을 제안하였다.

신인FC 유치를 활성화해야 함을 제안하

둘째, 인력 부문에서는 중단기적으로
경영목표를 정산초회보험료 기준 1,600
억 원으로 설정하고, 직원 채널에서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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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추가적으로 제시한 신판매채널 도입
타당성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직원은 3,940명, 행정직원은 2,962명 규

첫째, 우체국보험 금융복합점포 도입

모로 연평균 실모집인원을 증가시켜야

방향으로 우체국의 우편, 예금 고객과 교

우정경영연구

차판매 확대, 우체국 보험전용창구 설립,

방향으로 지역, 모집대상, 목표고객, 유

창구직원과 우체국FC와의 연계 마케팅

치자원 대상 풀(Pool) 등을 고려하여 교

도입 등을 제안하였다.

육과정, 수수료, 육성 체계를 마련한 후,

둘째, 우체국보험 상품판매 위탁법인
도입 방향으로 관계 법령, 우체국보험의

단계적으로 겸업형 FC 제도를 도입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부가보험료 규모, 사업비의 한계 등을 고
려할 때, 우체국보험은 산하기관을 활용

4. Key word

하여 보험상품 위탁판매 법인을 도입하
고, 산하기관의 지역별 거점을 활용할 것
을 제안하였다.

우체국보험, 우체국 Financial Consultant,
영업조직, 판매채널

셋째, 우체국보험의 겸업형 FC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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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기간행물 발간
▣ 2016 ICT Industry Outlook of Korea
◦ 정보통신산업의 분야별 현황 분석 및 전망, 국제경쟁력에 관한 영문분석 자료
◦ 연 1회 발간
2015. 12
김정언, 오정숙

PART I. CURRENT STATUS AND OUTLOOK FOR KOREA’S ICT INDUSTRY
1. ICT Industry in General
2. Current State and Outlook by Industry
PART Ⅱ.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ICT INDUSTRY COMPETITIVENESS
OF KOREA
1. Achievements and Export Competitiveness of the ICT Industry
2. Investments in Technology Development and Innovation Levels
3. Human Resources Environment
4. Financial and Entrepreneurial Environment
5. Level of ICT Infrastructure and Its Utilization
6. Industry-friendly Policies and Legislation
PART Ⅲ. TRENDS OF ONLINE-TO-OFFLINE (O2O) COMMERCE IN AND OUT
OF KOREA
1. Concept of O2O and Background of its Emergence
2. O2O-Related Short-Range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Payment Methods
3. Global and Domestic O2O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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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정보통신산업 동향 분석
◦ 국내 ․ 외 정보통신산업 최근 동향 및 향후 발전방향 예측 제공
◦ 연 1회 발간
2015. 12
박유리, 강유리, 김민식, 오정숙, 이경남, 이은민, 진홍윤, 나상우, 김대건, 유선실

제 1 장 통신 및 방송서비스
제 1 절 유선통신서비스
제 2 절 이동통신서비스
제 3 절 지상파방송서비스
제 4 절 유료방송서비스

제 2 장 정보통신기기
제 1 절 이동전화단말기
제 2 절 반도체
제 3 절 디스플레이 패널
제 4 절 디지털 TV

제 3 장 소프트웨어 및 인터넷콘텐츠
제 1 절 소프트웨어
제 2 절 인터넷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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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방송정책
◦ 국내 ․ 외 방송통신 정책의 주요 이슈 분석 및 시장 동향정보의 신속한 제공
◦ 격주 발간(연 23회)
권호

초점

저자

발행일자

제27권 1호
중국의 ICT산업 경쟁력 현황 및 시사점
<통권 592호>

오정숙

2015. 1. 16

제27권 2호
ACR 동향과 광고시장에의 시사점
<통권 593호>

이병욱

2015. 2. 2

제27권 3호
미국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현황 및 시사점
<통권 594호>

오기석

2015. 2. 16

EC의 도매중심 사전규제 부과대상 시장 권고 개정의 시
사점

제27권 4호
<통권 595호> 글로벌 국가들의 공공 데이터 개방(Open Data) 현황 및
시사점: 오픈데이터지수를 중심으로

나상우
2015. 3. 2
한은영

제27권 5호
단말기 보조금과 단말 할부 프로그램
<통권 596호>

강인규

2015. 3. 16

제27권 6호
모바일 광고시장의 현황분석 및 전망
<통권 597호>

이은민 ․
이인수

2015. 4. 1

제27권 7호 IoT 기술의 활용을 통한 기업의 경쟁우위 확보 전략 및
<통권 598호> 시사점(I)

김민식 ․
허성욱

2015. 4. 16

제27권 8호
인센티브 경매에서의 지상파 방송사 참여 유인 검토
<통권 599호>

김주현

2015. 5. 1

제27권 9호 IoT 기술의 활용을 통한 기업의 경쟁우위 확보 전략 및
<통권 600호> 시사점(Ⅱ)

김민식 ․
허성욱

2015. 5. 16

제27권 10호 글로벌 ICT 산업 회수(exit)시장 동향과 시사점: IPO와
<통권 601호> M&A를 중심으로

강유리

2015. 6. 1

제27권 11호
EU의 오픈 이노베이션 2.0 전략: 추진현황과 시사점
<통권 602호>

김희연

2015. 6. 16

조민수 ․
박희영

2015. 7. 1

제27권 12호 ICT 노동시장의 수급불균형 분석
<통권 603호>
공인전자주소 제도의 현황과 법적쟁점
제27권 13호 인도 모디노미스의 전개와 ICT: 디지털 인디아를 중심으로
<통권 604호> EU의 디지털 사회 혁신: 추진현황과 시사점

김현철
김태은
김희연

2015.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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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초점

저자

발행일자

제27권 14호 2015 OECD 디지털경제 아웃룩의 주요 내용 검토 및 시
<통권 605호> 사점

김성웅․
전영균 ․
한동교

2015. 8. 1

제27권 15호
소프트웨어 산업 현황 및 시사점
<통권 606호>

진홍윤

2015. 8. 17

제27권 16호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률적 검토
<통권 607호> －최저자본금 및 은산분리 규제를 중심으로－

이시직 ․
이하정

2015. 9. 1

제27권 17호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주요 논쟁 이슈에 대한 소고
<통권 608호> 네트워크 공유(Network Sharing) 특징 및 시사점

김사혁
김대건

제27권 18호
IPTV 방송산업 현황과 전망
<통권 609호>

고흥석

2015. 10. 1

제27권 19호
미국 번호풀링제도(Number Pooling) 현황 및 시사점
<통권 610호>

송용택

2015. 10. 16

제27권 20호 VOD 서비스 확대로 인한 시청 행태 변화가 방송시장에
<통권 611호> 미치는 영향

김호정

2015. 11. 2

제27권 21호
2015년 10차 APEC 정보통신장관회의 결과 및 대응방안
<통권 612호>

김성웅 ․
한동교

2015. 11. 16

밀리미터파 주파수 규제현황 및 시사점 - ETSI 밀리미
제27권 22호 터파 산업표준그룹 논의 동향을 중심으로
<통권 613호>
모바일 지급결제기술의 현황 및 전망

오성만
2015. 12. 1
윤종문

유성훈 ․
아르헨티나 ICT 주관 부처 조직 개편에 따른 협력 전략
송송이
제27권 23호
<통권 614호> 광대역 재난안전무선통신망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동 여정환 ․
향 및 시사점
최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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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정정보
◦ 우편과 우체국 금융 등 우정사업 관련 정책 및 이론, 경영 기법, 주요 이슈 등 소개
◦ 계간(연 4회)

논문 주제

저자

사회계정행렬을 이용한 우편시장 분석

심송보

우편사업의 중· 장기 회계운용 방향에 관한 고찰

조영주

금융권 채널 관련 이슈 및 우체국금융의 대응 방향

오영석

보험회계제도의 변화와 우정사업본부의 대응 방안

이재석

해외 우정사업자의 경영혁신 동향 분석

이석범

드론을 이용한 물류서비스 추진 방향

정 훈

저출산 고령화 시대 금융전략

권세훈

소비자 행동 관점에서 본 금융 소비자의 저축과 보험 가입에 대한 기
피성 분석

조재욱

우체국금융의 모바일뱅킹 강화 전략

박재석

통상우편에 관한 개인고객 인식

이영종

중국 통관 정책 개혁 따른 물류서비스 변화 분석

황현주

학자금대출 급증의 경제적 영향과 우체국금융에의 시사점

조영무

우체국예금 수신전략 모델 확립에 관한 연구

최남진

발행연월

2015 봄
vol.100

2015 여름
vol.101

2015 가을
vol.102

국내 금융권의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 도입 현황 및 한국우정의 대응 권천조 ․ 이용수
프랑스우정의 미래 전략

김민진

세계 우편부문의 환경변화와 UPU의 전략

이경은

일본의 우편제도와 JP Post의 사업 전략

최중범

김경기 ․ 홍진석 2015 겨울
vol.103
ISA 도입이 보험산업 채널환경에 주는 의미와 우체국보험에의 시사점
구혜영

금융기관의 핀테크 대응 추세와 우체국금융에의 시사점

우정사업 수익 다각화를 위한 u-헬스 기반의 의료정보 서비스 도입
이헌규 ․ 정 훈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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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SDI Premium Report
◦ 정보통신 ․ 방송 분야의 시의성 높은 이슈에 대한 심층 분석 보고서
◦ 월 1회 발간(연 12회)

권호

제목

저자

발행일자

15-01

지상파TV 방송광고 편성규제 변화로 인한 방송광고비 변동
효과 분석

강준석

2015. 1. 30

15-02 유료방송 PP의 공급분야 및 기업결합별 역량분석
15-03 FCC의 새로운 망중립성 규칙

김창완

2015. 3. 30

15-04 빅데이터 산업과 데이터 브로커

정용찬

2015. 5. 8

15-05 인공지능: 파괴적 혁신과 인터넷 플랫폼의 진화

최계영

2015. 6. 15

15-06 IoT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이슈

나성현

2015. 8. 13

15-07 인공지능의 규범이슈와 정책적 시사점

이원태

2015. 12. 7

15-08 공유경제의 이론과 실체 그리고 정책적 대응

손상영

2015. 12. 10

15-09

세계정보사회정상회의(WSIS) 이행에 대한 국제연합총회
서보현 ․전선민 2015. 12. 29
(UNGA) 고위급회의 결과 및 함의

15-10 핀테크와 금융 혁신

박재석

2015. 12. 30

15-11 미국의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 모델의 변화와 시사점

김민철

2015. 12. 30

15-12 방송주파수 국제동향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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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 김주현 201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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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SDI STAT Report
◦ 방송과 미디어에 관련된 다양한 통계분석 결과 제공
◦ 격주 발간(연 24회)
권호
15-01

15-02

15-03
Vol. 15-01
Vol. 15-02
Vol. 15-03
Vol. 15-04
Vol. 15-05
Vol. 15-06
Vol. 15-07
Vol. 15-08
Vol. 15-09
Vol. 15-10
Vol. 15-11
Vol. 15-12
Vol. 15-13
Vol. 15-14
Vol. 15-15
Vol. 15-16

제목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추이 분석
멀티미디어 시대의 N스크린 이용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프로그램 제작과 구매 추이
분석
ICT 발전지수로 본 주요국 ICT 경쟁력 비교
VOD 시청과 동영상 콘텐츠 소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용추이 및 이용행태 분석
스마트폰 보급 확산과 세대간 미디어 이용 특징 변화
가구의 결합상품 이용추이 분석 : 2012 ~ 2014
종합유선방송 매출 추이 분석
10대 이용자들의 미디어 이용행태 분석
은퇴연령계층의 미디어 이용
연령대별 수면 전후의 미디어 이용
한국 ICT 제조업 동향 및 국제 비교
라디오 이용 행태 추이 분석
휴대폰 평균사용기간 및 교체시기 분석
유료방송 가입 유형별 미디어 소비 특성
주요국의 ICT 제조업과 서비스업 성과 비교
방송 사업자 유형별 매출 추이 분석
EIU의 ICT 세계화 지수를 통해 본 주요국 ICT 부문의
대외 개방성 비교
대학생의 미디어 이용 행태
복수방송채널사용사업자(MPP)의 방송사업매출 추이
분석
독신가구의 미디어 이용행태

Vol. 15-17 2015년 미디어보유와 이용행태 변화
Vol. 15-18 어린이, 청소년 휴대폰 보유 및 이용행태 분석
Vol. 15-19 한국 ICT산업 동향 및 추세 분석

저자
박선영
하형석
이선희

발행일자
2015. 1. 26

2015. 2. 25

주재욱
신지형
김윤화
정용찬
김욱준
유선실
주재욱
신지형
하형석
주재욱
박선영
김윤화
정용찬
정부연
유선실

2015.
2015.
2015.
2015.
2015.
2015.
2015.
2015.
2015.
2015.
2015.
2015.

주재욱

2015. 9. 30

하형석

2015. 10. 15

이선희

2015. 10. 30

김욱준
한국미디어
패널조사 연구팀
김윤화
주재욱

2015. 11. 15

2015. 3. 25
4.
4.
5.
5.
6.
6.
6.
7.
7.
8.
8.
9.

15
30
15
30
15
30
30
15
30
15
30
15

2015. 11. 30
2015. 12. 15
2015. 12. 30

※ 2015. 4월부터 월 1회 → 월 2회(격주) 발간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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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ian Journal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AJIC)
◦ 정보, 통신, 미디어 산업에 대한 국제적 논의 및 미래 조망을 위한 영문 학술지
◦ 반기간(연 2회)
권호

저자
발행일자
Jinfeng Luo,
A simple model of advertising on digital map
Mingzhi Li
Ji Yeon Cho, Hye
IoT connectivity issues for competitiveness of smart
Sun Lee, Bong
home networks
Gyou Lee
Vol.7
Information system similarity: post merger and
Didi Achjari,
2015. 5. 30
No.1
acquisition
Willy Abdillah
Discrepancy between virtual identity and real Kynug Kyu Kim,
identity in social networking sites
Chis SeoYun Choi
Kyeong-Hoon
Fintech and banking in Korea
Kang
Users’ perception of mobile devices: the pragmatic
Ming-Cheng Lai
and symbolic consumption values of tablet personal
et al.
computers
Reveal ERP implementation: a story of success in Uthai Tanlamai
one Thai SOE
et al.
Organizational inclination towards the development
of people: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organizations
Sateesh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y (specific
Kumar Ojha
reference to IT related industry of Nepal)
Vol.7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ask interNamjaeCho,
2015. 11. 30
No.2 dependence and the use of smart mobile office
Zheng Zin
systems in Korea
In social Q&A, do topicality and crowdvoting affect Chih-Yi Tseng
patterns of argumentation elements?
et al.
The importance of internet policies socialization Yanki Hartijasti,
on cyberloafing in Indonesian workplace
Nur Fathonah
Online education alleviating poverty with innovative
Sean Watts
teaching and universities
Spectrum strategy for radio network design to
Woo-Ghee Chung
implement IoT net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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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 외 교류현황
▣ 연구교류협정(MOU) 체결 현황
일자

내용

2007. 3. 23

KISDI-NICT MOU 체결
－ 한 ․ 일 APII Testbed의 발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양 기관의 협력

2007. 6. 26

KISDI-KOSBI MOU 체결
－ IT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과의 연구협력을 통한 IT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정
책 발굴

KISDI－건국대학교 MOU 체결
2007. 7. 12 － 연구개발 및 기술교류를 위해 대학과의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 정보통신
분야의 학술 및 산업 발전에 기여
2007. 9. 18

KISDI－연세대학교 MOU 체결
－ 학술연구 및 정보교류 등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우수인력 양성에 기여

2007. 9. 18

KISDI－홍익대학교 MOU 체결
－ 학술연구 및 정보교류 등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우수인력 양성에 기여

2007. 10. 15

KISDI－고려대학교 MOU 체결
－ 학술연구 및 정보교류 등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우수인력 양성에 기여

2007. 10. 25

KISDI－단국대학교 MOU 체결
－ 학술연구 및 정보교류 등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우수인력 양성에 기여

2007. 10. 26

KISDI－SRI MOU 체결
－ 한 ․ 중 우정분야 연구협력 및 우정사업 발전을 위한 상호 교류협력체제 구축

2007. 11. 26

KISDI－영남대학교 MOU 체결
－ 학술연구 및 정보교류 등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우수인력 양성에 기여

2008. 11. 18

KISDI-IDATE MOU 체결
－ 최신 해외동향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협력기관 연구진으로부터 정
책수립에 대한 자문의견 수렴 등 연구진 정책 활용성 제고

KISDI－김앤장법률사무소 MOU 체결
2009. 2. 2 － 공동프로젝트 수행 및 법률관련 자문 등의 상호 협력을 통해 연구과제 수행방향
및 세부내용 설계 등에 대한 자문의견 수렴
2009. 2. 9

KISDI-OVUM MOU 체결
－ 영국 최대 통신분야 컨설팅사인 OVUM과 상호협력 및 연구교류를 통해 해외 전
문기관의 연구방법론 습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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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내용

2009. 5. 13

KISDI-CATR MOU 체결
－ 중국 CATR과 공동연구 추진 및 연구정보 ․ 연구원 교류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

2009. 6. 10

KISDI－한국연구재단 협정
－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KRI) 연계를 위한 협정을 통해 연구재단, 대학, 연구기
관 등 유관기관간 업무연계의 유기성 강화

KISDI-FMMC MOU 체결
2009. 9. 1 － 방송통신분야 정보 및 연구인력 교류, 학술행사 개최 등에 대해 일본 FMMC와
양해각서 체결
KISDI-KOSSDA 정보공유 협약
－ 연구성과의 보급 ․ 확산을 위해 한국사회과학자료원(KOSSDA)과 정보공유 협약
2009. 12. 16
을 체결하고 KISDI가 수집한 원자료 및 연구보고서를 기탁하여 연구와 교육에
활용
2010. 10. 27

KISDI-ICTPA MOU 체결
－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분야의 협력, 정책 및 규제 자문 등에 대해 몽골 ICTPA와
양해각서 체결

2011. 11. 28

KISDI－대검찰청 MOU 체결
－ 상호협력을 통한 법률분야 정보통신정책개발을 위한 협정서 체결

KISDI-CTG MOA 체결
2012. 10. 25 － 미국 정부기술센터(CTG: Center for Technology in Government)와 연구 교
류 및 공동 연구 개발 증진을 위한 합의각서 체결
지방이전 기관(KISDI 등 4개기관)-충청권 대학(건국대 등 12대학) MOU 체결
－ 연구회 및 국책연구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라 충청권 대학과의 인적교류, 연구 ․
2014. 5. 29
교육협력 및 지식 ․ 정보공유 등을 통한 상호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 협력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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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2. 8

KISDI-전자부품연구원 등 7개기관 MOU 체결
－ ‘IoT실증사업추진단’ 운영을 통한 실증사업의 추진을 위해 협력약정 체결

2015. 5, 26

KISDI-KBS 한국방송 MOU 체결
－ 남북 방송 교류를 위한 북한 관련 프로그램 제작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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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 외 전문가 방문
일자

내용

2015. 6. 1~5

아르헨티나 전파관리 기관 및 체제 정책 초청자문
－ 아르헨티나 통신부(Secretary of Communications, SECOM) 에우헤니아 밀
리오리(Eugenia Migliori) 고문 및 국가통신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f Communications, CNC) 기예르모 몬테네그로(Guillermo Montenegro)
기술국 국장을 포함하여 총 5명의 공무원을 초청하여 전파관리 기관 및 체
제 부문에서의 한국의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관련 지식과 정보
를 공유

2015. 6. 25

우즈베키스탄 글로벌 리더십 강화프로그램 참가자 방문
－ 우즈베키스탄 정보기술통신발전부 잘랄로프 무자파르 무힛지노비치 과장을
비롯한 13명의 우즈베키스탄 대표단이 방문하여 한국 모바일 브로드밴드 전
파정책 관련 세미나 참석

벨라루스 오픈데이터 정책 초청자문
－ 벨라루스 통신정보화부(Ministry of Informatization and Communications,
2015. 6. 29~7.3
MIC) 미카엘 찻친(Mr. Michael Chatchin)국장을 비롯한 오픈데이터 관련
공무원 4인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오픈데이터 및 ICT 관련 기관 방문 및 세
미나를 개최하고, 양국 간의 지속적인 협력방안 논의
카자흐스탄 전파관리 정책 초청자문
－ 카자흐스탄 통신정보화위원회(Committee of Communication, Informatization
and Information, CCII) 수석전문가 바큿칸 예르멕바예프(Mr. Bakytkhan
2015. 8. 24~28
Yermekbayev) 및 국가기술원(State Technical Service, STS) 선임전문가
아이게름 맘베탈리나(Ms. Aigerim Mambetalina)를 포함, 총 5명의 유관기
관 전문가를 초청하여 한국의 전파관리 현황을 직접 체험하고, 세미나 개최
를 통해 관련 지식과 경험을 공유 및 지속적인 협력방안 협의
캄보디아 정보보안 정책 초청자문
－ 캄보디아 총리실 프락 팔라(Prak Phalla) 총리고문 및 우정통신부(Ministry
of Posts and Telecommunications, MPTC) 체아 마닛(Chea Manit) ICT
2015. 8. 24~28
일반국 국장을 포함하여 총 5명의 공무원을 초청하여 한국의 정보보안 유관
기관 및 시설들을 방문하는 한편 해당 분야 전문가 면담 및 세미나 개최를
통해 관련 지식과 경험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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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청회 및 심포지엄
신규사업자용 주파수 할당계획(안) 토론회
2015. 8. 18
KISDI 대회의실

주최: 미래창조과학부
발제: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 허가기본계획에 따른 신규사업자 주파수 할당
계획(안) (미래창조과학부 허원석)
패널토론: 최용제(한국외대), 홍인기(경희대), 송기홍(동의과학대), 최형도(ETRI),
김득원(KISDI), 장윤식(우리텔레콤), 장병수(KMI), 전규환(한국
통신사업자연합회), 정지연(한국소비자연맹)

제3회 한국미디어패널 학술대회
2019. 9. 4
엘타워

주최 ․ 주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주제발표
－ 제1주제: 미디어 이용의 조사와 탐색
발 표: 이준웅(서울대), 김연우(닐슨코리아), 변종석(한신대)
토 론: 강재원(동국대), 심미선(순천향대), 박인호(부경대)
－ 제2주제: 모바일 기기 및 서비스 이용
발 표: 김용규(한양대), 성욱준(서울과학기술대),
이광훈(중앙대)
토 론: 김성환(아주대), 이대호(성균관대), 김민철(KISDI)
－ 제3주제: 미디어 이용과 리터러시
발 표: 황주성(서울과학기술대), 강운선(대구대)
토 론: 하주용(인하대), 박상욱(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제4주제: 신체활동과 미디어 이용
발 표: 이정아(연세대), 김윤명(연세대)
토 론: 정영수(명지전문대), 신혜형(삼성생명)
－ 제5주제: 정보이용과 보호
발 표: 홍아름(서울대), 이환수(단국대)
토 론: 박동진(한림대), 김유정(연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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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주제: 미디어 이용자의 행위분석
발 표: 김도훈(경희대), 김민기(한국과학기술원)
토 론: 이동희(경기대), 송민정(한세대)
－ 제7주제: 미디어 이용의 시공간 분석
발 표: 홍성철(경기대), 이금숙(성신여대), 이재현(서울대)
토 론: 임정수(서울여대), 최무영(서울대), 장윤재(서울여대)
－ 대학원생 부문 우수논문 발표
발 표: 오주현(연세대), 이선형(연세대), 이창준(서울대)

초연결사회와 사물인터넷 특별세미나
2015. 9. 11
프레스센터

주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주관: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Session 1: 사회(숭실대 배영)
－ 사물인터넷의 사회적 영향(경희대 이경전)
－ 사물인터넷과 개인정보(홍익대 황창근)
토론: 이호영(KISDI), 정경오(법무법인 한중)

개인정보보호 이슈의 지형변화와 국제규범 형성 전략 세미나
2015. 9. 23
프레스센터

주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후원: 방송통신위원회
주제발표
－ 제1주제: 개인정보보호 패러다임의 변화와 대응
발 표: 심우민(국회입법조사처)
－ 제2주제: 개인정보 관련 국제규범 형성을 위한 우리나라의 역할
과 과제
발 표: 김경환(법무법인 민후)
패널토론: 엄열(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은(구글코리아), 이상직(법무법인 태평양),
최성진(한국인터넷기업협회), 황용석(건국대), 황창근(홍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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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ICT 산업전망컨퍼런스
2015. 10. 5~6
대전컨벤션센터

주최: 미래창조과학부
주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
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전자부품연구원, 한국전자정
보통신산업진흥회
1일차(2016. 10. 5)
Keynote 1: ICT Market Outlook(KISDI 김도환 원장)
Keynote Session 2: ICT 미래
－ Multi-Domain Megatrends Driven by ICT: Future Digital Quake
Causing 80% Global Disruption(IFIP IP3 의장 Stephen Ibaraki)
－ Changes of SW Industry through the Cloud and the Actual
Movement of the Market in Korea(KT 김철승)
－ The Impending Hyper-connected & Collaborative Economy
Implications for Business and Policy(ICTC 대표 Namir Anani)
Keynote Session 3: ICT 혁신
－ Top Technology Trends for 2016(Gartner 부사장 Andy RowsellJones)
－ Technology Innovations for Smart Devices(AMD 부사장 Joe Macri)
－ Artficial Intelligence for ICT Innovations(연세대 조성배)
2일차(2016. 10. 6)
Session 1: SW중심사회 실현을 위한 SW-IoT 산업전망(NIPA)
－ 글로벌 IoT마켓 트렌드에 따른 비즈니스 가치 창출 전략(한국오라클
최윤석)
－ 사용자 관점의 SW개발-UX 적용 확산(성균관대 최병호)
좌장: 민병수(NI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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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2: ICT 융합비즈니스 동향(KETI)
－ 글로벌 Edu-tech 서비스 흐름 및 전망(브레이브팝스 이충희)
－ 공유경제의 현재와 미래(에어비앤비코리아 이준규)
－ ICT와 K-POP의 만남(디스트릭트 이성호)
좌장: 이형수(KETI)
Session 3: ICT혁신을 통한 신시장 창출(KISDI)
－ ICT융합의 의의와 활성화 방안(KT경영경제연구소 김희수)
－ 헬스케어 혁신: 유헬스를 위한 Health-IT 기술을 중심으로(ETRI 박
수준)
－ Fintech와 금융혁신(팝펀딩 신현욱)
좌장: 김정언(KISDI)
Session 4: 정보보호산업 발전 방안(KISA)
－ 생체보호기반 차세대 바이오인식 전망(KISA 김재성)
－ IoT 융합서비스 보안위협 및 대응 기술 동향(KISA 백종현)
－ 2016 정보보호산업 주요 이슈 및 전망(지식정보보안협회 주덕규)
좌장: 손경호(KISA)
Session 5: 2016 ICT 산업전망(IITP/KEA)
－ 2016년 10대 이슈(IITP 홍승표)
－ ICT 융합 시장 전망(광운대 김상훈)
－ 스마트폰 이후 ICT시장 전망(대신증권 박강호)
좌장: 이효은(II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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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6: ICT 기술발전 전망(ETRI)
－ KISTEP 10대 기술 사례와 미래유망 기술의 트렌드(KISTEP 이승규)
－ Driving Digital Business with Global ICT Megatrends(Gartner 임
진식)
－ 미래 지식 데이터 생태계를 위한 Trust Information Infrastructure(KAIST
최준균)
좌장: 이광희(ETRI)

2015 남북 방송통신 국제컨퍼런스
2015. 10. 13
리츠칼튼호텔

주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주관: 방송통신위원회
Session 1: 남북 방송교류 협력 활성화와 미래
－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 방안(KBS 김용기)
－ 북한방송 디지털 전환계획과 UHD 지원(연변대 리봉우)
－ 대중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방송교류 활성화 방안(대경대 장규수)
토론: 김현경(MBC), 박종필(SBS), 이승훈(EBS), 누싱하이(CCTV), 김호상(KBS),
이케하타 슈헤이(NHK), 김영민(SM엔터테인먼트)
Session 2: 남북 통신교류 협력 활성화와 미래
－ 북한 정보통신 현황과 IT 인재양성(평양과기대 박찬모)
－ 북한 경제특구와 IT(아시아프레스 이시마루 지로)
－ 인도적 지원을 위한 IT 활용(前 개성병원장 김정용)
토론: 이상산(핸디소프트), 김흥광(NK지식인연대), 이길욱(KT), 임을출(경
남대), 유완영(SGI컨설팅), 이근영(서울대)
Session 3: 남북 교류에 있어서 방송통신의 역할
－ 방송통신 분야 남북 교류 증진 및 방송통신의 역할(KISDI 김철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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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데틀레프 퀸(전 독일작센주 미디어청장), 김용기(KBS), 리봉우(연변대),
장규수(대경대), 박찬모(평양과기대), 이시마루 지로(아시아프레스),
김정용(前 개성병원장), 김철완(KISDI), 누싱하이(CCTV), 이케하타
슈헤이(NHK), 이호규(동국대), 임을출(경남대)

KISDI 글로벌 컨퍼런스 2015 : 더 나은 연결을 위해
2015. 11. 4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후원: 미래창조과학부
기조연설
－ Capturing the Value of the Internet of Everything: The
Power of the Edge(Cisco 니콜라 빌라)
강연 1
－ 인공지능은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가?(KAIST 정재승)
강연 2
－ China’s Internet at a Crossroads(펜실베니아대 구오빈 양)
강연 3
－ The connected city: Between automation and collaboration
(CNAM 마뉘엘 자클라드)
토 론: 강성주(미래창조과학부), 김동오(코너스톤즈), 김성옥(KISDI), 남영
(한양대), 홍석경(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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