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례

Ⅰ. 발 간 사
Ⅱ. KISDI 일반현황
1. 설립목적 및 연혁 ·········································································· 13
2. 조직 및 인원현황 ·········································································· 14
3. 2016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 16

Ⅲ. 2016년도 주요 연구실적
∥ ICT전략연구 ∥
기본연구

1. O2O 비즈니스 확산에 따른 시장 변화 및 정책방안 연구 ······················· 21
2. ICT 혁신에 대응하는 플랫폼 육성 전략 ················································· 22
3. 기업의 개방형 혁신전략이 ICT융합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 23
4. 지능정보사회의 규범체계 정립을 위한 법 ․ 제도 연구 ····························· 24
5. 총괄보고서: 과학기술과 ICT 활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방향 연구 및
경제 통계 구축(Ⅱ) ····························································· 25
6. 총괄보고서: 초연결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회문화적 조건과
한국 사회의 대응(Ⅱ) ·························································· 26

1

7. 총괄보고서: ICT 벤처생태계의 변화 분석을 위한 패널 데이터 구축 및
정책방향 연구(I) ······························································· 27
정책연구

8. 지능사회 구현을 위한 정보화 추진전략 개편방안 연구 ························ 28
9. ICT 벤처지원 정책 개선방안 및 글로벌 벤처 생태계 조성방안 연구 ··· 29
10. 재난안전통신망 시범사업결과에 따른 총사업비 재검증:
단말기 경제성 확보방안을 중심으로 ····················································· 30
정책자료

11. 2017 ICT Industry Outlook of Korea ················································· 31
12. 정보통신산업동향 분석 ·········································································· 32
13. ICT 규제개혁 기반연구 ········································································· 33

∥ 통신전파연구 ∥
기본연구

14. 모바일 웹과 앱의 이용패턴 비교와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의 생태계 ···· 37
15. 이동통신사업자의 투자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 38
16. 불확실성하에서의 이동통신요금제 선택에 관한 연구 ···························· 39
정책연구

17. 신규 이용 주파수의 효율적 활용관리 ․ 방안 연구 ·································· 40
18. 데이터 중심으로의 이동통신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미래 주파수
정책방향 연구 ······················································································· 41
19.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2016년도) ······················································· 42
20. 단말기 유통법 성과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 43
21. 인터넷플랫폼사업자 이용자이익저해행위 개선방안 연구 ······················· 44
22. 시설관리기관 설비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이용대가 산정방식 연구 ······· 45
23. ’16년 주요 통신서비스별 시장상황 자료 수집 ․ 분석 ······························ 46

2

∥ 방송미디어연구 ∥
기본연구

24. 방송영상산업 생산요소시장의 계약유형에 대한 연구
- 예능오락 부문을 중심으로 ································································ 49
25. 모바일 인터넷 시대의 방송콘텐츠 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 ················ 50
정책연구

26. 기술중립성 확보를 위한 방송제도 개선방안 연구 ································· 51
27. 지상파방송 재송신 분쟁 관련 쟁점 및 개선방안 연구 ·························· 52
28. 방송법상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의
세분화에 관한 연구 ·············································································· 53
29. 스마트미디어 시대 지역 방송의 차별화 및 경쟁력 확보 방안 연구 ······ 54
30.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기준 개선방안 연구 ·································· 55
31. 광고총량제 등 광고규제 개선 효과 분석 ··············································· 56
32. 매체별 광고 규제체계 개선방안 연구 ··················································· 57
33. 방송통신 분야 국내외 동향 분석 및 ’17년 시장전망 연구 ···················· 58
34. 방송통신 분야 규제비용 연구 ······························································· 59
35.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부응하는 규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 60
36. 지상파다채널 시대의 합리적인 규범정립에 관한 연구 ·························· 61
37. 2016년도 미디어다양성 모니터링 연구 ················································· 62
정책자료 ․ 현안연구

38. 2016 국제방송시장조사 ········································································· 63
39. 2016년도 방송콘텐츠 경쟁력 평가 ························································ 64
40. 2016년도 방송 내용 ․ 편성 ․ 운영영역 평가 ············································ 65
41. 2016년 방송사업자 편성현황 조사 ························································ 66
42. 2016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 67
43. 국내 방송분야 동향분석 연구 ······························································· 68

3

∥ ICT통계정보연구 ∥
기본연구

44. ICT 산업 정책의 거시경제적 효과 분석을 통한 정책 방향 연구 ·········· 71
45. 총괄보고서: 조사환경 변화에 대응한 ICT 통계 생산체계
혁신 방안 연구(I) ····························································· 72
정책연구

46. ICT 발전에 따른 산업 및 기술수준별 고용효과
분석 및 정책방향 정립 ········································································· 73
47. SW중심사회의 일자리 정책방향 연구 ··················································· 74
48. 데이터 기반 디지털 경제 미래예측 방법론 연구 ·································· 75
49. 방송프로그램 시청자평가 개선방안 연구 ·············································· 76
50. 브렉시트의 ICT 산업 파급효과와 정책방향 연구 ·································· 77
51. ICT 통계 발전전략 수립 ······································································· 78
52. ICT 통계조사 품질 진단 ······································································· 79
53. ICT 산업 통계분석 프레임워크 구축 ···················································· 80
54. ICT 통계 분류체계 개선 ······································································· 81
55. ICT 통계조사 기여도 평가 ···································································· 82
56. ICT 및 인터넷 경제통계의 조사모집단 및 표본조사 표준화 ················· 83
57. ICT 및 인터넷 경제통계분석 ································································ 84
정책자료

58. 2016년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 85
59. 2016년도 KI 시청자평가지수조사 ························································· 86
60. 방송통계DB 구축 ․ 운영(Ⅰ) ··································································· 87
61. 2016 한국미디어패널조사 ····································································· 88
62. 2016년도 방송산업 실태조사 ································································ 89

4

∥ 국제협력연구 ∥
정책연구

63. SDGs 체제 하에서 과학기술 ODA의 역할 및 효과성 제고 방안 연구 ········ 93
64. ICT 개발협력 성과제고 및 전략적 이행방안 연구 ····································· 94
65. 통일준비 ICT 통합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 95
66. RCEP, TISA, 한중일 ․ 한중미 FTA 등 방송통신시장 규제현황 분석 및
통상협상 방안 마련 ················································································· 96
67. 창조경제 글로벌 혁신협력모델 개발 연구(기본형모델) ······························ 97
68. 창조경제 글로벌 혁신협력모델 개발 연구(특화형모델) ······························ 98
69. 2016년 남북 정보통신 교류협력 촉진사업 결과보고서: 남북 ICT
경협활성화 방안 연구 ·············································································· 99
70. ‘2017 ITU 텔레콤월드’ 개최국 협정 협상 대응방안 연구 ························· 100
정책자료

71. ICT 개발협력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ODA 사업 추진 전략(Ⅱ) ···· 101
72. 개도국 정보통신방송 정책자문 ···························································· 102
73. 한－중 공동제작 연구반 ······································································ 104

∥ 우정경영연구 ∥
기본연구

74. 우체국보험 수익구조 진단 및 개선 방안 연구 ···································· 107
75. 우체국 특성 분석에 따른 미래 우체국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 108
정책연구

76. 국제우편서비스 구조개편 및 요금안 마련 연구 ·································· 109
77. 우체국 펀드판매 취급을 위한 실행 방안 연구 ····································· 110
78. 기술변화와 인적자원 운영 연구 ··························································· 111

5

79. 2016년도 우정정책 출연연구 － 2016년도 우정동향 조사 분석 ·········· 112
80. 2016년도 우정정책 출연연구 － TPP 등 배달서비스 통상협상
대응 방안 수립 ···················································································· 113
81. 2016년도 우정정책 출연연구 － 세계우편전략 이행을 통한 국제우편
경쟁력 강화 ························································································· 114
82. 2016년도 우정정책 출연연구 - 사업환경 변화에 따른 우체국예금
대응전략 수립 ······················································································ 115

Ⅳ. 2016년도 연구관련 활동
1. 정기간행물 발간 ····················································································· 119
2. 국내 ․ 외 교류현황 ·················································································· 126
3. 공청회 및 심포지엄 ··············································································· 129

6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Ⅰ. 발 간 사
2016 연.차.보.고.서.

발 간 사

ICT의 발전은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등의 급속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켜왔습니다. ‘초연결’과 ‘초지능’을 기반
으로 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도 ICT는 국민의 편익 향상과 산업발전 및 경제도
약을 위한 핵심동력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 정부는 ICT와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지능정보사회를 선도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에는 ICT 기반의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연구, 세계최고 수준의 통신
망을 활용한 ICT 생태계 발전 및 이용자 편익 극대화,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 방송
산업 고도화 및 방송의 공공성 확립, 국가 미래전략 기획 ․ 수립 및 통계분석, 방송통
신 국제협력 연구 등을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KISDI는 2017년에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ICT 정책연구기관’으
로서 ICT를 통해 지능정보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산업, 창업 ․ 벤처, 일자리, 그리고 새로운 사회적 이슈 등 정책연구 범위를 확
대하고 정책지원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정경쟁 환경 속에서 ICT 생
태계가 발전하고 소비자의 후생이 증진될 수 있도록 통신과 방송 ․ 미디어시장의 전
략연구 및 정책지원을 선제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KISDI의 연구수행에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셨던 정부, 학계, 산업계, 유
관기관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는 연구성과
를 내기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7년 7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

김 대 희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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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KISDI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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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로 소속 변경

2014. 6. 30 충북혁신도시로 연구원 이전 완료
2017. 3. 28

김대희 제12대 원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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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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전

디

파

어

연

연

구

구

구

실

실

실

장

I
C
T
통
계
정
보
연
구
실

국

경

제

영

협

전

력

략

연

연

구

구

실

실

행

정

실

▣ 인원현황
(2017. 7월 기준, 명)

구분

임원
(원장)

연구직

행정직

기능 ․ 조원

계

정원

1

104

16

6

127

현원

1

104

16

6

127

※ 연구직 104명 중 박사급 인력 6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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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별 업무분장
부서명

주요 업무

ICT전략
연구실

∙ ICT 생태계 역동성 확보 관련 연구
∙ ICT 기반의 신시장 창출, 벤처창업 활성화 관련 연구
∙ ICT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방안 관련 연구
∙ ICT 기술발전에 따른 역기능 대응 관련 연구

통신전파
연구실

∙ 통신서비스 발전 및 시장의 공정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연구
∙ 통신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기준 및 사후규제 방안, 이용자보호정책
관련 연구
∙ 전파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한 통신정책 및 전파정책 관련
연구
∙ 전파 관련 산업의 발전 관련 연구

방송미디어
연구실

∙ 방송과 미디어관련 정책연구 및 시장상황 분석
∙ 방송의 공익성 제고, 미디어분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관련 연구
∙ 방송 ․ 미디어관련 발전방안 및 규제정책연구

ICT통계정보
연구실

∙ ICT 통계조사체계의 개선을 위한 기획, 조정, 평가 및 관련 통계정보의 분석
∙ ICT 산업 및 미디어 관련 통계 생산 및 정책수립을 위한 분석 정보 제공
∙ 방송미디어 관련 주요 통계조사 ․ 구축사업

국제협력
연구실

∙ 방송통신 국제기구의 현안의제 분석, 대응 및 협력과 관련된 연구 및 사업
∙ 개도국 정책자문, 남북 ICT ․ 방송 교류협력에 관련된 연구 및 사업
∙ ICT 분야 통상협상 현안의제 분석, 대응전략 수립, 협상 대응 및 관련 연구

경영전략
연구실

∙ 기업 경영전략 및 우정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사업
∙ 우정사업 경영전략 관련 연구
∙ 우편사업 및 우체국금융사업의 사업전략 및 성장동력 창출전략 관련 연구
∙ 우정산업 육성 ․ 지원 관련 연구 및 사업

기획조정실

행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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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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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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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6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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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도 연구사업 현황
구 분

16

기본연구

정책연구

정책자료

현안연구

ICT전략연구

7

3

3

0

통신전파연구

3

12

0

0

방송미디어연구

2

19

5

2

ICT통계정보연구

2

12

4

0

국제협력연구

0

7

3

0

우정경영연구

2

7

0

0

합 계

16

60

1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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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016년도 주요 연구실적
2016 연.차.보.고.서.

1. ICT전략연구
2. 통신전파연구
3. 방송미디어연구
4. ICT통계정보연구
5. 국제협력연구
6. 우정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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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전략연구
2016 연.차.보.고.서.

ICT전략연구

기본연구 16-01

O2O 비즈니스 확산에 따른 시장 변화 및 정책방안 연구
박유리, 오정숙, 양수연, 임세실, 최 충, 최동욱
연구기간 2016. 1. 1∼2016. 10. 31

연구목표

주요 연구내용

O2O는 Online to Offline의 약어 오프라인의

O2O 비즈니스 모델의 확산은 서비스 산업에서

비즈니스 기회를 인터넷(온라인)으로 연결하는 새

오프라인 상점의 디지털화, 플랫폼 중심의 비즈니

로운 커머스 모델을 의미한다. O2O 비즈니스의

스 확대, 데이터의 중요성 증대, 소비자의 안전성

확산으로 산업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으며, 인터

확보필요성 증대 등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ICT

넷이라는 플랫폼의 속성상 O2O 산업의 경쟁은 글

기업뿐 아니라 전통 기업들도 O2O 산업에 뛰어들

로벌하게 전개될 것이라 예측된다. O2O는 이미

고 있으며 차량, 음식배달에서 출발하여 미용, 홈

막을 수 없는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고, O2O비즈

등 다양한 분야로 O2O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니스가 전통 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이러한 O2O 비즈니스 활성화의 가장 큰 저해요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O2O 활성화

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은 규제이다. 미국, 중국

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O2O는 이

과 달리 우리나라 규제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혁신

용자 경험을 증진시킬 뿐 아니라, 제품의 공유를

적 O2O 기업의 시장 진입이 자유롭지 못한 한계

가능하게 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는 등 소비자 후

를 보인다. 또한 오프라인 상의 물리적 요건이나

생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기준을 요구하는 경우 등과 같이 온라인 서비스

주요국들의 O2O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O2O 활성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현 시점에
서 우리나라의 O2O 서비스 성장을 위한 여건이
잘 갖춰져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O2O 비즈니스로 인한 산업
패러다임 변화 및 우리나라 O2O 산업의 현황,

확산을 고려하지 못한 규제로 O2O 비즈니스가 저
해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O2O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대안으로 오프라인 중심의 규제 체계 개선, 전통
기업과 O2O 기업간 규제 형평성 제고, O2O 생태
계 조성, 소비자 역기능 방지 등을 제시하였다.

O2O 이용행태를 살펴보고, 향후 우리나라 O2O
비즈니스 성장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Key word

있다.
O2O, 플랫폼, 온디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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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16-02

ICT 혁신에 대응하는 플랫폼 육성 전략
최계영, 김민식, 최주한
연구기간 2016. 1. 1∼2016. 10. 31

연구목표

주요 연구내용

ICT 분야와 같은 첨단 기술 분야의 장기적 추세

본 연구는 5년 간 ICT 부문 별 투자 비중의 변화

를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미래에 대한

추이를 확인하며 구글, 애플, MS, 페이스북, IBM

불확실성이 특징인 첨단 기술 산업은 과거의 데이

등 상위 5대 기업의 M&A 현황을 분석해 보고자

터나 전문가의 정성적 예측에만 의존해 장기적 변

한다. 또한, 미국 상위 10대 벤처캐피탈의 분야 별

화 추세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반

투자 현황을 파악했다.

면, 벤처캐피탈의 투자 흐름이나 주요 M&A 사례

이를 통하여 지능정보기술 등 최근 정부 정책에

는 시장의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각 경제 주체의

서 주목받는 분야의 육성정책이 과연 우선순위를

미래에 대한 합리적 선택을 반영한다. 즉, 벤처캐

받을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였다. 단, 지

피탈의 주요 투자 분야 및 시장을 선도하는 대기

능정보기술 등 ICT 혁신기술은 범용기술의 성격

업 주도의 M&A 현황은 유망 기술 및 시장에 대한

을 갖고 있어 사실상 모든 산업이 영향을 받지만

신호(signal)라는 측면에서 분석할 가치가 있다고

본 연구에서는 우리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

판단하였다.

는 제조업 및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ICT 혁신에 따르는 산업의 장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R&D 전략의 정립을

기적 변화를 확인하고, 이에 대응하는 정책 시사

통해 기술력을 확보하고 벤처 부문의 활성화를 위

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최근 미

한 공공 프로젝트를 기획 및 추진하며 플래그십

국의 ICT 벤처 활성화 및 투자 현황을 파악해 기

프로젝트의 활성화하고 미래 규제정책 이슈와 알

존 기술예측과 차별화된 접근법을 도출하였다. 이

고리즘 책임성에 대한 대비 등 지능정보시대의 정

어, 벤처 및 ICT 선도기업이 주목하는 기술 분야

책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에서 플랫폼화가 어떻게 촉진되는지 산업별로 살
펴보고 이를 통해 플랫폼화에 부응하는 정책 시사

Key word

점을 제시하였다.
ICT 혁신, R&D 전략, 지능정보기술, 플랫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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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전략연구

기본연구 16-08

기업의 개방형 혁신전략이 ICT융합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남충현, 정원준, 김규남
연구기간 2016. 1. 1∼2016. 12. 31

연구목표

이 가장 크게 기술융합성과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인접한 기술사이의 융합의 경우보다

금융, 의료, 유통, 제조 등 기존에 ICT 산업의

멀리 떨어진 기술간의 융합(따라서 난이도가 더

테두리 밖에 있는 것으로 여겨지던 영역에서도

높은)의 경우에 더욱 더 개방형 혁신활동의 기여

ICT 기술이 접목되는 혁신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

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이러한 융합의 과정에서 여러 다양한 분야에

연구의 이러한 분석 결과는 개방형 혁신 활동이

대한 지식이 동시에 요구되게 되며, 이를 기업 하

실제로 기술융합에 기여한다는 전제를 실증적으

나의 내부 혁신역량 만으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

로 확인한 것이며, 기술융합 촉진 정책은 개방형

에 개방형 혁신전략의 필요성이 강화되는 것으로

혁신 활동 촉진 정책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는 실증적인 분석을 통하여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개방

실제로 개방형 혁신 전략이 기술융합 성과에 기여

형 혁신 활동 중에서 라이센싱이 가장 높은 기여

하는지,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개방형 혁신전략

도를 보였다는 점은 앞으로 기술 라이센싱 활성화

중에 어느 유형이 더욱 기여도가 큰지를 확인하고

를 위한 정책이 강화되어야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

자 한다.

사한다.
그러나, 국내에서 기술 라이센싱 및 이를 포괄

주요 연구내용

하는 더 넓은 범위의 개방형 혁신 일반은 모두 외
국에 비하여 상당히 저조한 편이다. 이의 중요한

이를 위해서는 먼저 기술융합도와 혁신활동의

원인은 지재권의 불충분한 보호 및 지재권 거래

개방도를 모두 정량적 지수화하는 작업이 선행되

시장의 미비에 있으며, 따라서 지재권 거래시장의

어야 한다. 여기서 기술융합도는 기술의 척도로

활성화는 국내 ICT 융합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

기업별 특허 자료를 활용하고, 특허출원자료의 특

요한 정책적 과제라는 점을 시사한다.

허 기술 분류를 추적함으로써 지수를 산출하며,
혁신활동의 개방도는 국내 ICT기업을 대상으로

Key word

기업별 설문조사를 직접 실시하여 지수를 산출하
였다. 그리하여 양 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
한 결과, 개방형 혁신 유형 중에서 라이센싱 활동

ICT 융합, 개방형혁신, 특허, 지식재산권, 지식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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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사회의 규범체계 정립을 위한 법 ․ 제도 연구
이원태, 이시직, 문정욱, 심우민, 강일신
연구기간 2016. 1. 1∼2016. 12. 31

연구목표

현황을 비교하고 제도적 맥락에서 분석한다. 주요
국들은 인공지능 ․ 로봇 알고리즘 기반의 기술개발

인공지능 기술의 확산에 따라 인간의 규범적 판

및 그 산업적 ․ 사회적 활용과정에서 제기되는 부

단과 행위가 기계적 알고리즘으로 대체될 것으로

작용이나 역기능에 대한 윤리적 탐구 및 법제도적

예견되면서 기존 인간중심의 규범체계가 근본적

대응도 적극 전개하고 있다.

인 변화를 겪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향후

또한 본 연구는 지능정보사회 규범체계 정립을

본격화될 지능정보사회에서 현행 규범체계 패러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으로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다임의 전환을 요구하는 바, 인공지능의 기회와

의료․헬스케어 로봇 등 개별법 차원의 단기적 개선

위험에 대한 균형적인 판단과 수용성을 제고하고

방안, EU의 ‘로봇법’ 모델에 기초한 ‘지능정보사회

지능정보기술의 사회문화적 기반을 형성하기 위

기본법’과 같은 중장기적 개선방안을 구분하여 주

한 규범 프레임워크(legal framework)를 선제적

요 법제이슈를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여기서 개별

으로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법 차원의 단기적인 법제도 개선방안의 모색도 중

본 연구의 목적은 로봇 및 인공지능의 규범적

요하지만, 소위 ‘지능정보사회 기본법’과 같이 보

이슈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기존 규범체계

다 큰 그림(big picture) 차원의 규범적 프레임워

의 변화지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최근 주목받

크를 선제적으로 설계하는 작업도 매우 중요한 과

고 있는 인공지능 규범 이슈의 하나인 ‘알고리즘

제임을 강조하였다.

투명성’ 또는 ‘알고리즘 책무성’의 관점에서 지능정
보사회에서의 새로운 규범체계를 정립하는데 필

Key word

요한 정책과제들을 도출하는 것에 있다.
지능정보사회, 인공지능, 규범체계, 알고리즘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는 지능정보기술의 개념 및 산업동향에
대한 분석, 그리고 인공지능 규범에 관한 기존 연
구 현황 및 법철학적 논의들에 대한 이론적 검토
와 아울러, 인공지능 ․ 로봇 관련 주요국의 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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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보고서: 과학기술과 ICT 활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방향 연구 및 경제 통계 구축(Ⅱ)
김정언, 정현준, 김경훈, 진홍윤, 신우철
연구기간 2016. 1. 1∼2016. 12. 31

연구목표

동 부가가치 및 총산출 계정을 추계했다. 동시에
추계한 경제통계를 이용해 ICT 및 과학기술 활용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까지 6～7% 성장을

도를 분석했다. 산업편에서는 2008 SNA의 주요

해왔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세

개선내용을 반영하여, 산업연관표를 조정하고

계경제의 성장정체와 맞물려 2～3%대의 저성장

ICT 부문 산업연관표를 장기시계열화 하여 데이

추세가 이어가는 등 경제․산업 구조의 변화가 빠르

터를 구축했다.

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브렉시트, 트럼프 당선

분석 결과 현재 ICT 및 연구개발은 특정 산업군

등으로 인해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우려가 증가

에 상당부분 집중되어 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성장전략은 노동

라 활용이 확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과 자본 등의 요소 투입 중심의 성장에서 생산성

국내 ICT 산업 역시 국내외에서 경제적 위상과 중

기반의 성장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이를 위해서는 효율적 자원배분 정책과 함께 생산

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성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더 나아가 연구의 활용성을 강화하고 연구 성과를

본 연구의 목표는 ICT와 과학기술을 활용한 생

확산시키기 위해 향후 지속적인 경제통계 구축과

산성 향상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으며, 이를 통해

생산성 및 파급효과 연구 수행을 위한 방안을 마

지속가능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수립

련하고자 한다.

에 기여하고자 한다.

Key word
주요 연구내용
ICT생산성, 산업별 경제통계 구축, ICT활용도,
본 연구는 ICT 자본스톡 및 연구개발 자본스톡

글로벌 가치사슬, 경제 ․ 산업 패러다임

등 산업별 경제통계 연구 및 활용도 분석, 그리고
ICT 부문 중심의 산업연관표 시계열화와 같이 분
석의 기반이 되는 경제통계 계정을 추계하는데 중
심을 맞추고 있다. 구체적으로 경제편에서는 1차
연도 방법론 연구를 개선 보완했고, 자본스톡,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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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보고서: 초연결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회문화적
조건과 한국 사회의 대응(Ⅱ)
이호영, 손상영, 이원태, 조성은, 이시직, 김희연, 문정욱,
양수연, 이재현, 이정엽
연구기간 2016. 1. 1∼2016. 12. 31

연구목표

로컬－글로벌 문화 콘텐츠가 생산되는 기술사회
적 맥락을 검토해 초연결 사회에서 요구되는 창의

본 연구는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적 역량과 협업 모델, 협력적 기술의 성장을 지원

초연결성에 의존한 기술이 전 사회로 확산되는 시

하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였다. 이 밖에도 초연결

대의 기술 변동의 파급력에 관한 사회경제적, 그

사회에서 제기되는 법 ․ 제도적 이슈와 대응방안을

리고 문화적 분석을 기반으로 ICT 전략을 마련하

제시하는 한편, 최근 데이터, 인공지능 등 신기술

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또한 연결성을 구현하는

의 발전으로 일터에서 자동화, 컴퓨터화 등이 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플랫폼 경제의 부대효과 및 역

행되면서 직업세계에 큰 변동이 일어나고 있음에

기능을 예측· 분석하고 더 많은 연결이 가져올 수

주목하여, 고용 계약을 포함한 고용 구조의 변화

있는 새로운 차원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대해 선

에 대해 살펴보고 초연결 사회를 살아가야 할 노동

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적 사회정책을 제

력(workforce)이 이러한 변화에 어떤 대처를 해야

안하고자 한다.

하는가에 대해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Key word

본 연구는 3개년 중기 프로젝트의 핵심적인 연

초연결 사회, 사물인터넷, 사이버 복원력, 사회

구로서 기술철학 및 미디어철학을 포함하여 사회
학, 경제학, 커뮤니케이션학, 법학 등 다양한 학문
적 영역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물인터넷과 빅데이
터 기반의 초연결사회에 대한 관점들을 담아내고
자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사물 인터넷을 중
심으로 사물 또는 기기 사이의 연결이 갖는 철학
적, 사회과학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 이른바 “연
결된 사물의 세계”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
였다. 또한 안전한 초연결 사회를 위한 사회문화
적 조건을 살펴보고, 스마트－모바일 시대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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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보고서: ICT 벤처생태계의 변화 분석을 위한 패널
데이터 구축 및 정책방향 연구(I)
조유리, 남충현, 이은민, 손가녕, 오동현, 김도훈
연구기간 2016. 1. 1∼2016. 12. 31

연구목표

크 분석론, ICT 벤처패널 분석은 계량경제분석론
을 활용하였다.

벤처기업은 경제 활성화, 산업구조 고도화, 일

연구결과, 해외의 생태계를 벤치마킹하여 국내

자리 창출 등의 측면에서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는 벤처 자금 생태계 활성화, 사업화 및 성장 지

담당하며,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ICT 벤처생태계

원, 창업문화 및 기업가정신 확산, 대학발 기술창

관련 논의와 정책수립을 위해 동태적인 분석과 연

업 활성화, 유기적인 창업플랫폼의 조성 등이 필

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이번 협동연구는 3개년

요했으며, 국내 벤처생태계의 양적 성장은 확연하

도에 걸쳐 ICT 벤처기업 추적조사를 통한 패널데이

게 드러났으나 질적 성장 면에서 부족한 점을 확

터 구축하고, 산업 ․ 입지 ․ 정책에서 벤처환경의 역

인할 수 있었다. 국내 클러스터가 재무적, 행태적,

동성을 살펴보며, 이를 종합하여 ICT 벤처기업의

네트워크적 속성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

행태와 성과 관련 실증연구를 수행함으로써 ICT

였으며, ICT 벤처패널 1년차를 통해 국내 ICT 벤

벤처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그

처기업들의 성장세와 활발한 혁신활동을 확인하

목적으로 한다.

였다. 하지만 혁신활동에 대한 내부적 투자가 활
발함에도 불구하고 외부 협력활동은 부족하였고

주요 연구내용

해외 시장으로의 확장성이 미흡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는

2016년은 협동연구 첫해로 총 3가지의 연구가

데, 민간 중심의 생태계로의 전환, 글로컬(glocal)

서로 다른 연구팀에서 협력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관점에서 벤처생태계의 확장, 벤처기업의 기술력

‘ICT 벤처 패널’의 1차년도 연구(정보통신정책연구

및 시장경쟁력 확보, 교류 ․ 협력을 통한 기업들의

원)와 ‘ICT 벤처생태계의 환경 변화 및 진화방향

네트워크 확장 등이다.

연구’(인하대학교)와 ‘국내 주요 ICT 클러스터 현
황 및 경쟁력 분석’(경희대학교)이 수행되었다. 연

Key word

구수행에 다양한 방법론이 사용되었다. 국내외
ICT 벤처생태계 현황과 관련해서 폭넓은 문헌조
사가 수행되었고, 공개된 통계자료를 정리하였다.

ICT, 벤처기업, 창업생태계, 패널데이터, 클러
스터, 네트워크

연구방법론으로 클러스터 경쟁력 분석은 네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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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사회 구현을 위한 정보화 추진전략 개편방안 연구
최계영, 박유리, 김규남, 이은민
연구기간 2015. 11. 1∼2016. 3. 31

연구목표

다음 몇 가지 과제를 제안한다. 첫째 금융 ․ ICT
융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

본 연구의 목적은 인공지능 기반 정보통신기술

다. 둘쨰, 핀테크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셋째

발전에 따른 경제 ․ 사회적 변화상을 예측하고 이

금융 ․ ICT 융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

를 해결하기 위한 지능정보화 진화방향을 도출하

련해야 한다.

고자 한다. 나아가 지능정보화 사회 변화의 선제

문화관광분야의 주요 동향 및 변화를 STEEPS

적 대응 및 창조적 신 지능산업 창출을 위해 지능

측면에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S)적으로

정보화 촉진, 산업 육성, 기반조성 등 중점 추진과

인구구조 변화, 개인중심의 여가, 힐링 라이프스

제 발굴 및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타일이 증가하고 있다. 기술(T)적으로는 인공지
능, 시멘틱웹, VR 등 차세대 플랫폼이 확산되고

주요 연구내용

있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문화관광 콘텐츠의 생
산, 유통, 소비에서 인터넷 및 관련 지능정보기술

금융분야의 주요 동향 및 변화를 살펴보면 먼저

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사회적으로 금융IT융합이 확산되고 개인 맞춤형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을 활용하여 미디어 콘텐츠

금융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다. 기술측면으로 블록

의 다양성 및 확장성을 높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체인 기법이 등장하고, 빅데이터 기반의 신규 플

문화, 관광을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

랫폼이 확산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금융IT융합

이 중요하다. 다음 몇 가지 과제를 제안한다. 첫째

확산, 암호화폐 기술인 블록체인이 상업화되고 있

VR등 ICT융합기술을 활용하여 문화· 관광 서비

다. 빅데이터, 기계학습 및 인공지능을 효과적으

스 고도화를 추진해야 한다. 둘째, 문화관광 부문

로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혁신하는 것이 금융기

발전의 기반인 ICBM을 고도화해야 한다.

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다. 핀테크기업-전통
금융기업간 협의체 구성, 공공데이터 개방 및 공

Key word

유,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등을 통해 핀테크 활성
화를 위한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지능정보기술의 개발 및 인력 양성으로 금융 플랫
폼 경쟁력의 장기적 강화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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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벤처지원 정책 개선방안 및 글로벌 벤처 생태계
조성방안 연구
남충현, 이은민, 손가녕, 오승환, 김규남
연구기간 2015. 11. 20∼2016. 4. 19

연구목표

인하여 지원을 받은 당해에 나타나는 효과만을 추
적할 수 있었으며, 차후에 시차를 가지고 정책적

본 보고서에서는 첫째로, 기존의 벤처지원 정책의

지원의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성과를 평가하여 기존 벤처 지원 정책의 개선점을

또한 기업의 R&D 지출 등 혁신 성과는 지원을 받

찾고자 하며, 둘째로, 국내 기업 생태계의 글로벌화

은 해에 곧바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황을 조사하고 관련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

국내 벤처기업들의 글로벌화 실태를 조사하고,

하여 국내 벤처 생태계의 글로벌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업체 설문을 통하여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조

정책적 개선점을 찾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하였다. 외국인 인재를 채용하는 주된 동기는
해외진출 및 전문가역량 활용이었으며, 경영자 및

주요 연구내용

개발자 등 다양한 직종에 걸쳐있었다. 채용과정의
애로 사항은 해외인재에 대한 정보부족 등 인력매

ICT벤처 지원 정책의 대상 기업이 더 높은 성과

칭 정보 부족의 문제를 가장 크게 꼽았으며, 비자

를 보이는지를 조사하였다. 지원을 받은 기업은

발급도 어려움을 표시했다. 비자발급 과정에서 행

모든 면에서 지원을 받지 못한 기업보다 더 높은

정적인 복잡함 등이 문제가 지적되었으며, 행정적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원래 더

인 지원 강화 및 규제 완화를 원한 기업이 많았다.

높은 성과를 가진 기업이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택

일반적으로 애로사항을 표시한 기업이 많은 반면,

이 된 경우, 지원 정책 덕분에 높은 성과를 가진

해외인력 활용 자체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 만족

것인지 아니면 원래 성과가 좋은 기업이었는지를

스러움을 표시하였으며, 외국어 능력, 해외 정보

정확히 구분해내기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해

네트워크, 해외 진출 교두보 등 대부분의 측면에

결하기 위하여 본연구에서는 PSM 기법을 활용하

서 만족했다는 응답이 불만족했다는 경우 보다 더

였다. 이는 지원을 받은 기업을 기업 특성이 유사

많았다. 정책적 건의사항으로는 비자 발급 요건

하지만 지원은 받지 않은 대조군 기업과 비교하는

개선 및 채용정보 제공확대, 행정적 지원 확대 등

방법이며, 이러한 기법을 적용한 결과 지원 대상

을 주로 꼽았다.

기업의 재무적 성과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것이 지원이 무의
미했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패널데이터의 미비로

Key word
ICT, 벤처 생태계, 지원정책, 성과분석, 글로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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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통신망 시범사업결과에 따른 총사업비 재검증:
단말기 경제성 확보방안을 중심으로
강홍렬, 한은영
연구기간 2016. 7. 18∼2016. 10. 31

연구목표

분해하여 핵심 부품모듈만 PS-LTE용으로 교체하
고(10만원 내외) 이미 설계된 부품 박스나 패키징

2016년 6월 마감한 PS-LTE 망 시범사업 결과

(하우징) 부품과 커넥터들은 그대로 활용한다. 통

를 반영하여 향후 사업을 위한 단말기기에 대한

신(RF) 모듈 내 핵심 부품모듈만 교체하는 경우

분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둘째, 기존 통신방식

연구는 재난안전통신망을 위한 단말기기의 수요

에 사용하던 안테나는 그대로 사용하다가 순차적

(개념)와 도입 전략을 재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으로 PS-LTE를 위한 고성능 안테나로 대체하여
통화권(커버리지)의 확보와 확장을 모색한다. 셋

주요 연구내용

째, 경찰의 순찰차량, 응급의료 차량 등과 같이 숫
자가 많은 차량/이동장비 경우는 시스템 개선을 위

본 연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한 표준구성체계(Proto-type)를 마련해야 한다.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1) ‘개인 휴대용 단

(3) ‘이용기관 상황실 시스템의 업그레이드와 고

말기기의 유형 결정’과 관련해서는, 재난안전통신

정용 단말’과 관련해서는, 첫째 고정용 단말을 확보

망을 위한 개인 휴대용 단말기는 스마트폰 타입을

하는 전략은 단말기기나 시스템보다는 관련 소프트

중심으로 통합할 것을 제안한다. 시중에서 판매되

웨어(서버-클라이언트 agents)를 확보하는 내용을

는 단말기기를 구입하는 경우 마케팅 및 유통 관

중심으로 한다(PS-LTE망관리 ․ 운영센터의 개방형

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시중의 일반 기

표준API 개발사업; 이용기관의 종합상황실의 표준

기의 가격보다는 훨씬 저렴하게 조달 가능하다.

지령 시스템 Proto－type 개발; 이용기관 종합상황

개인 휴대용 단말기기를 시중의 스마트폰으로 전

실 업그레이드를 위한 정보자원의 참조모델 개발).

환하는 경우 당초 계획보다 천억원 이상의 예산

둘째, 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한 PS－LTE 서비스 체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계를 수용하는 ISP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2) ‘차량용 단말기기의 탑재(차량과 다양한 이
동 장비 포함)’와 관련해서는, 첫째 이미 상용망,

Key word

TRS/TETRA 등 다른 통신을 이용하는 단말기기
를 갖춘 경우, 통신(RF) 모듈만 교체하는 것으로
PS-LTE 망을 활용하도록 한다. 통신(RF) 모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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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ICT Industry Outlook of Korea
김정언, 오정숙
연구기간 2016. 1. 1∼2016. 12. 31

연구목표
대외 환경의 불안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과거

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주요 연구내용

글로벌 금융위기를 비롯하여 국내 경기침체 국면
에서 성장동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온

본 보고서는 모두 3부로 구성되었다. 제I부 에

ICT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

서는 국내 ICT산업의 추세와 전망을 통신서비스,

ICT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로 낙관적인 기대만

방송서비스, 유무선콘텐츠, ICT기기, 소프트웨어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글로벌 ICT산업은 기존

다섯 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ICT 산업에서 4차혁명으로 대변되는 전산업 ICT

제II부에서는 국내 ICT 산업의 국제적 위상을

융합 분야로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ICT산업의 성

알아보기 위해 전세계 국가와 ICT산업의 경쟁력

장 동력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 이러한 ICT 패러

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인프라, 인프

다임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 하기 어려운 기기 위

라 활용, 법 ․ 제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ICT산업 경

주의 국내 ICT 산업 구조, 주력 품목에서의 경쟁

쟁력을 비교한다. 다양한 국제 연구기관들의 객관

력 우위의 약화에 따른 수출 부진 등으로 국내

적 평가를 통해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우리나

ICT산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

라 ICT산업의 강점과 취약점을 도출하여 개선 방

한 급변하는 환경에서 ICT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안을 모색해 보았다.

을 위해서는 ICT관련 정부정책 수립뿐만 아니라

제III부에서는 국내외에서 ICT산업의 신규 성장

국내외 민간 투자 촉진차원에서 국내 ICT 산업의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VR산업에 대해 살펴 보

시장 현황 및 전망, 국내 ICT산업경쟁력 등에 대

도록 한다. VR개념 및 부상배경, 국내외 시장현황

한 ICT산업에 대한 자료 제공이 필요하다.

및 전망과 업체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VR

본 연구의 목적은 2016년 국내 ICT산업의 성과
를 진단하고, ICT산업내 다양한 이슈를 반영하여

산업을 활성화하고 전세계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017년 부문별 생산, 수출, 가입자 수 등의 전망치
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국제경쟁력 지수들을 종합

Key word

적으로 고려하여 ICT 국제 경쟁력을 분석하고 신
성장 산업에 대한 고찰을 통해 향후 ICT 산업의

ICT산업 전망, ICT산업 경쟁력, VR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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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동향 분석
김정언, 김민식, 이경남, 오정숙, 이은민, 유선실, 정부연, 김욱준,
진홍윤, 이선희, 나상우, 김대건
연구기간 2016. 1. 1∼2016. 12. 31

연구목표

업분석으로 소프트웨어와 인터넷 콘텐츠를 대상
으로 하고 있다. 이들 각각의 산업에 대한 분석은

ICT 산업은 그동안 국내 경제 성장의 핵심 원동
력으로 기능해왔다. 그러나 최근 ICT 산업에서의

시장 및 사업자 동향을 분석함과 함께 심층 원인
분석을 병행하여 제시한다.

경쟁이 생태계 경쟁양상으로 변화하면서 OS, 웹

그 동안 ICT스마트폰, 스마트 TV, 반도체 등

플랫폼 등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글로벌 ICT 시장

ICT 하드웨어 부문에서 강점을 보유해온 우리나

을 주도하고 있으며, 끊임없는 혁신 없이는 강자

라 ICT 산업은 중국 ICT 기업의 성장으로 위협을

의 위치를 지켜낼 수 없는 환경이 도래하고 있다.

받고 있으며, ICT생태계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

또한 ICT가 보편기술화되면서 ICT와 타산업의 융

는 소프트웨어 부문은 아직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

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ICT산업

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

ICT 산업에 대한 시장 동향 분석은 ICT산업의

서 본 연구는 이러한 급격히 변화하는 ICT 환경에

변화 추세에 대한 이해는 물론, 우리 경제의 지속

대한 최신 산업동향을 분석하고 ICT 전반의 산업

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연구내용

Key word
ICT 산업 동향, 정보통신서비스, 방송서비스,
정보통신기기, 소프트웨어, 인터넷 콘텐츠

본 연구는 크게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은
통신 및 방송서비스 산업에 대한 분석으로 유선통
신서비스, 이동통신서비스, 지상파방송서비스, 유
료방송서비스로 구성된다.
2장은 정보통신기기 산업에 대한 분석으로 이동전
화 단말기, 반도체, 디스플레이 패널, 디지털 TV,
PC에 대한 심층적인 동향을 분석한다.
3장은 소프트웨어 및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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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규제개혁 기반연구
염수현, 김정언, 강준모, 남충현, 오정숙, 정원준, 손가녕, 최주한
연구기간 2016. 1. 1∼2016. 10. 31

연구목표

범위,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의 정보통신공사
업자의 공사실적 신고, 방송법 시행령의 기술결합

본 연구의 목표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규제비용

서비스 승인 신청 서류 제출, 전파법 시행령 개정

관리제 지원을 위해 ICT 규제에 대한 규제영향분

안의 위성주파수 등 양도․임대 승인, 삼차원프린팅

석을 지원하는데 있다. 아울러 미래창조과학부의

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의 품질인증 기관의 지

규제비용관리제 적용의 일관성 및 효율성 향상을

정 요건, 인증 취소사유 발생 시 취소 통보 및 공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의 규제비용 관리제 매뉴얼

지 방법, 삼차원프린팅서비스 사업 개시 변경 신

개정 작업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ICT 분

고의 방법, 안정교육기관의 지정 요건). 또한 미래

야 신설 규제 및 폐지 ․ 완화 규제에 대한 규제비용

창조과학부의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2016년 도래

분석서를 체계적으로 검증 ․ 보완함으로써 규제비

하는 104개 일몰규제에 대한 검토 작업을 진행해

용관리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ICT 부문 규제

폐지 ․ 완화 규제인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의 무선

영향평가를 내실화하여 합리적 규제의사결정을

국의 정기검사 유효기간 기산일 변경에 대한 규제

유도하고 규제의 품질을 제고하고자 한다

와 공인전자문서센터와 중계자의 지정 및 지정기
준, 방법 절차에 대한 규제의 비용분석서 작성을

주요 연구내용

지원했다.
다음으로 규제비용관리제 매뉴얼의 경우, 미래

연구내용은 크게 규제영향분석서 검증 및 보완

창조과학부의 규제에 대해 유형별 규제비용관리

과 규제비용 관리제 매뉴얼작성으로 구성되어 있

제 적용 방안을 마련하여 예시를 제시했다. 또한

다. 규제영향분석과 관련해서는 규제 심사에 상정

ICT 규제 안건의 통계분석 사례 및 규제비용편익

된 7개 법령의 총 11개 규제의 영향분석서 작성을

분석에 활용될 수 있는 ICT 주요 통계 및 지표를

지원했다(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전기

정리했다.

통신역무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 기준 및 부가
통신서비스 요금 신고 및 공개, 정보보호제품 성

Key word

능평가 운영지침 고시 제정안의 성능평가기관 지
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대상자의

규제비용관리제, ICT규제영향평가, 규제비 용
분석, 규제비용관리제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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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웹과 앱의 이용패턴 비교와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의 생태계
정광재, 이보겸
연구기간 2016. 1. 1∼2016. 10. 31

연구목표

경우는 앱에 비해서 이동성이 높아 다양한 서비스
를 이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PC

이동통신 기술이 진화하면서 통신서비스의 중

기반의 인터넷 이용과 구조가 비슷하여, PC 기반

심이 모바일로 점차 이동하고 있다. LTE 서비스

에서 인터넷 이용의 관문처럼 여겨졌던 포털 사이

가 도입되어 전송속도가 증가하면서 모바일 데이

트의 영향력이 그대로 투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터 트래픽 또한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모바

반면에 모바일은 타 서비스 간 이동이 원활히 일

일 인터넷의 이용은 크게 웹(web)과 어플리케이션

어나지는 않지만, 이용에 있어서 한 서비스에 편

(application)이라는 두 가지 채널의 형태로 이루

중되거나 관문처럼 여겨지는 서비스가 존재하지

어진다. 모바일 웹과 앱의 특성에 따라서 모바일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서비스는 각 서비스의 특성에 맞는 채널을 기반으

따라서 웹의 연결성과 앱의 분산성이라는 각각

로 제공되기도 하나, 이용자의 선택폭을 넓히기

의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각 채널에 대한 기술 개

위하여 동일한 서비스를 웹과 앱 채널 모두를 통

발이 향후 다양한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중요한

해서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들어 인터넷 이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의 관점에서 모바일

용에 있어 검색과 공유가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웹과 앱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용행태의 차이를

모바일 서비스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점차 확산될

분석하여 모바일 서비스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로 볼 때 다양한 모

다. 또한 양 채널간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바일 서비스 이용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웹과 앱

대한 분석을 통해 모바일 인터넷의 이용과 관련한

채널이 가진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기술 투자가

정책적 이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지속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양 채널이 공존하는
형태의 서비스 이용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연구내용
Key word
본 연구는 실제 이용자의 1달 동안의 모바일 폰
이용 기록을 수집하여 모바일 웹과 앱의 이용 행
태를 비교하고 양 채널간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모바일 웹, 모바일 앱, 모바일 인터넷, 이용행태,
기술표준

요인에 대해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모바일 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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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업자의 투자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정 훈, 박상미, 전홍민, 김인혜
연구기간 2016. 1. 1∼2016. 12. 31

연구목표

적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동

이동통신서비스가 활성화 된 이후 요금수준은

통신사업자의 수익성과 투자는 양(+)의 관계가 있

지속적으로 낮아져왔다. 최근 이동통신 요금수준과

다고 나타났다. 둘째, 이동통신산업에서 경쟁 정

관련하여 이동통신사의 매출 감소가 미래투자 여력

도와 투자는 역U자형의 관계로 나타나, 투자를 최

의 감소로 이어진다는 주장도 있다. Modigliani and

대화하는 최적의 경쟁 정도가 존재하는 것을 보여

Miller(1958)의 연구는 완전시장(Perfect Market)

주었다. 셋째, 이동통신산업에서 규제의 강도와

이라는 전제하에 기업의 투자의사결정은 기업이

투자는 음(-)의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

가지고 있는 투자기회와 시장금리에 따라 결정되

입 규제 강도가 강할수록 투자에는 부정적 영향을

는 것이지 자금조달계획 그 자체에는 영향을 받지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않는다고 하였다. 투자는 이론적으로 투자안의 순
현재가치가 양(+)이면 채택하고 음(–)이면 기각하

Key word

게 된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투자안의 순현재가
치에 따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동통신사업자의 투자에 영
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을 연구하여 이동통신산업
의 투자정책 및 규제정책 등 관련 정보통신정책
수립에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는 수요 측면, 경쟁 측면, 규제 측면 등
이 이동통신사업자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기 위해, OECD 가입 국가 중 25개국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자료로 구성된 표본을 대상으로 GMM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을 이용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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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하에서의 이동통신요금제 선택에 관한 연구
이민석, 이솔희
연구기간 2016. 6. 1∼2016. 12. 31

연구목표

주요 연구내용

통신요금 인하 및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요금제 선택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는 이용자의

지속됨에 따라 요금제 개선을 통해 이용자 편익을

정액형 요금제 선호 편이 현상을 비합리적 의사결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 및 전

정으로 보고, 기대효용이론 모형 및 위험회피 성향

환 패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의사결

을 중심으로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을 설명해왔다.

정 문제와 관련하여 불확실성하에서의 선택 문제

그러나 이용자가 정액형 요금제를 선호하는 정도를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학계

위험 회피 성향만으로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에서는 확률로 표현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을 모호

기존 기대효용이론 모형만으로 다수의 의사결정 행

성(ambiguity)으로 별칭하고, 모호성 하에서의 의

태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실증 결과가 대두되고 있다.

사결정 행태를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의 정액형 요금제 선

어지고 있다. 반면, 요금제 선택 관련 기존의 연구

호 행태를 위험 회피 성향과 관계없이 모호성만으

에서는 심리학 또는 행태경제학적 측면에서 위험

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실험 분석 결과 ‘비합리적’

회피 성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어 국내 이동통

선택 행태로 이해되던 정액형 요금제 선호 편이

신서비스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 행태를 모호성 하

현상이 모호성 수용도에 따라 충분히 ‘합리적’인

에서의 의사결정 문제로 이해하여 살펴보는 것이

선택 행태로 이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뿐만

필요하다.

아니라, 데이터 옵션 요금 하락에 따른 이용자의

이에 본 연구는 국내 통신시장 환경 및 이동통

요금제 전환 행태를 살펴봄으로써 국내 이동통신

신 요금제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과 더불어 모호성

서비스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 행태에 대한 이해도

하에서의 의사결정 문제를 요금제 선택 문제로 응

를 증가시키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향

용· 확장하여 국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요

후 요금제 정책 방향 및 요금 절감 정책을 실시하

금제 선택 행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과 동

는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에 향후 요금제 정책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방
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Key word
불확실성, 모호성, 이동통신요금제, 요금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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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이용 주파수의 효율적 활용관리· 방안 연구
김상용, 김주현, 정아름
연구기간 2015. 8. 18∼2016. 1. 18

연구목표

PPDR(재난안전통신망)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ITU
의 구분 상 1지역(주로 유럽, 아랍 지역)에서는 이

통신 기술의 진화, Wi-Fi 등 무선접속환경이

동통신 용도 주파수를 추가 확보하기 위해 현재

대중화됨에 따라 대용량의 방송통신서비스를 수

방송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 700MHz 대역(2nd

용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Digital Dividend)을 이동통신 용도로 활용하는

이에 따라 신규 이용 주파수의 역할이 중요해지면

것을 고려중이다(현 시점(2017년)에서는 이동통신

서 신규 이용 주파수의 관리방안이 주요 이슈 중

용도로의 활용을 결정하였다). 5G를 위한 주파수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파수 자원의

는 주로 3.4∼3.8GHz 및 6GHz 이상 대역에서 검

경우 유한자원이며 공물(供物)의 성격을 지니고

토 중이며, IoT는 UHF 대역뿐만 아니라 VHF 대역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에서의 활용도 검토 중이다.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신규로 이용 가능한 주파수의 경우 통신, 방송,
공공 등 다양한 수요가 존재하며 이에 대해 적절

본 연구의 목적은 경제적 가치 측면, 국제적 조

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이

화 측면에서 신규 주파수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적 가치, 국제조화

토하고, 국제 활동 및 표준화 활동 강화, 액션플랜

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신규로 용도를 분

마련 등 주파수 관리를 위한 방향을 제안하는 것

배하는 경우에는 국제 활동 및 표준화 활동을 강

에 있다.

화하여 산업 생태계를 선 구축하는 것에 대한 면
밀한 검토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요 연구내용
Key word
본 연구에서는 방송, 통신, 공공 등 다양한 분야
에서 수요를 제기하고 있는 신규 주파수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국제 활용 동향 및 이용 시나리오를
검토하였다.
Digital Dividend 대역은 해외 주요국 대부분이
이동통신 용도로 활용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

40

5G, UHD, IOT, 주파수 관리

통신전파연구

정책연구 16-13

데이터 중심으로의 이동통신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미래
주파수 정책방향 연구
김지환, 김득원, 김상용, 임동민, 김주현, 정아름, 김 철
연구기간 2015. 11. 20∼2016. 4. 19

연구목표

법론과 예측모형을 연구했다. 2G, 3G, Wibro 트
래픽과 Wifi 트래픽은 정상혼합모형(ARIMA)과

스마트폰 도입 및 확산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계절차분 정상혼합모형(Seasonal-ARIMA)을 활

모바일 단말기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트래픽이 급

용했다. 또한 4G와 5G는 단말기 당 사용량과 전

증함에 따라 트래픽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트래픽

체 가입 단말기 수를 고려했는데, 가입 단말기 수

예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의 경우, 5G 도입에 따른 대체를 고려하기 위해

2011년, 2013년 트래픽 전망을 근거로 중장기 주

선택기반 확산 모형을 토대로 모델링했다.

파수 공급계획인 모바일 광개토 플랜 1.0 및 2.0

증가하는 이동통신용 주파수 수요에 대응하기

을 수립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트래픽이 예측보

위해서는 더 많은 주파수를 확보하는 것 외 주파

다 가파르게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주파수의 조기

수 공동사용 촉진, 기술 ․ 용도의 유연성 확대 등 기

공급 필요성을 높이는 것이므로 트래픽 예측치를

존 주파수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보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기술 진화, 새로운 애

Key word

플리케이션의 출현 및 확산에 따른 이용자 사용패
턴 변화 등 트래픽 변화의 주요 요인을 파악하고,

모바일 트래픽, 트래픽 예측, 주파수 정책

기술 및 시장 변화를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예측방
법론을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증가하는 이동통
신용 주파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주파수 정책
방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이동통신 시장 및 기술 환경 변화를 분석하고,
네트워크 기술 진화 등 모바일 트래픽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
여, 가용데이터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예측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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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2016년도)
여재현, 김민철, 김상용, 김용재, 김지환, 김창완, 김현수,
이민석, 이상우, 정광재, 정 훈, 강인규, 김대건, 김성준,
김인혜, 나상우, 송용택, 이보겸, 임동민, 홍현기
연구기간 2016. 3. 21∼2016. 11. 30

연구목표

였다. 초고속인터넷은 제공기술방식 및 속도에 무
관하게 동일시장으로 획정하였으며, 전용회선은

최근 통신시장의 패러다임이 데이터중심으로
변화하는 등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통신시장의

속도 ‧ 거리에 무관하게 하나의 전용회선 시장으로
획정하였다.

공정경쟁 환경 조성이 더욱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

다음으로, 획정된 단위시장별 경쟁상황을 평가하

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전규제가 필요한 시장

기 위해, 시장구조, 이용자 대응력, 사업자 행위,

과 규제 대상사업자의 식별 및 규제의 종류, 강도

시장성과 지표를 평가하였다. 평가결과, 유선전화

를 결정하기 위한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의 중요

시장과 이동통신시장은 1위 사업자 점유율, 시장

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구조, 사업자 행위 등을 고려하여 경쟁이 미흡한

본 연구에서는 통신시장에 대한 경쟁상황을 분

시장으로 평가하였다. 이외 초고속인터넷 및 전용

석 ‧ 평가하며, 통신시장 환경변화에 따라 별도 분

회선, 국제전화 시장에서는 1위 사업자의 점유율

석이 필요한 주요 이슈를 식별하고 통신시장 경쟁

이 50%를 하회하고 기타 지표가 비교적 우수하여,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경쟁이 활성화된 시장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시장의 동태적 양상을 심

주요 연구내용

도 있게 반영하기 위해 신규 서비스 ‧ 요금제, 결합
상품, 부가통신시장 등에 대해 별도의 설문 조사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는 평가대상 서비스를
선정하고, 관련시장을 획정한 후, 주요 지표를 분

와 연구를 거쳐 통신시장의 주요 경쟁 이슈들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석하여 평가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

이러한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결과는 향후 통

다. 2016년에는 평가대상 서비스로 유선전화, 이

신시장 경쟁정책 방향의 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

동통신, 초고속인터넷, 전용회선, 국제전화 서비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스를 선정하고, 관련시장을 획정하였다.
시장획정 결과 유선전화 시장은 시내 ‧ 시외 ‧ 인

Key word

터넷전화를 포함하여 하나의 유선전화 시장으로
획정하였으며, 이동통신 시장은 음성 ‧ 문자 ‧ 데이
터를 포함한 2G/3G/LTE를 동일시장으로 획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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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유통법 성과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김현수, 강인규, 김인혜, 이솔희
연구기간 2016. 5. 2∼2016. 11. 30

연구목표

감상 지원금 지급액이 감소한 것으로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원금 상한제 일몰

이동통신 단말기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시 출고가 인하 및 단말시장 경쟁 촉진, 요금인하

를 확립하여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

및 알뜰폰 활성화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겠

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공공복리의 증

지만, 지원금 공시, 비례성 원칙, 지원금에 상응하

진에 이바지하고자 2014년 5월에 제정된 ｢이동통

는 요금할인 등에 의해 제한될 것으로 예측된다.

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2014

또한, 상한제의 보완적 수단으로 지원금 급변동을

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법 시행 초기에는 급

억제하기 위하여 공시주기를 연장하는 방안 등도

격히 줄어든 단말기 지원금의 여파로 개정을 위한

고려 가능하다. 또한, 15개월 이상 구형 단말에 대

요구가 등장할 정도로 사회적 이슈가 되었으나,

하여는 상한제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데, 이를 12

점차 자리를 잡아 가고 보완대책도 속속 발표되면

개월 등으로 단축하여 사업자의 자율성을 확대하

서 관련 논란도 크게 줄어들고 시장도 안정되어

고 상한제 일몰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제조

가고 있다.

사의 자료제출 의무가 2017년 9월 일몰될 예정으

본 연구의 목적은 단말기 유통법이 이동통신 시
장 내 관련당사자들에게 미친 영향을 다각도로 살

로 제조사 자료제출 의무의 일몰 연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피고 개선요구가 집중되는 사항들을 정리하여 개
선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주요 연구내용

Key word
단말기 유통법, 지원금 상한, 비례성 원칙, 지원
금 공시 ․ 게시

지원금 공시, 지원금 차별금지 등을 골자로 하
는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원금 대란발
생－제재의 악순환을 끊고, 시장 안정화 및 건전
한 경쟁 촉진,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다만, 법 시행 이후 소수에
게 지급되던 지원금 총액이 다수에게 분배되어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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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플랫폼사업자 이용자이익저해행위 개선방안 연구
김현수, 강인규, 홍현기, 김대건
연구기간 2016. 10. 1∼2016. 12. 31

연구목표

이용자가 합법적인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적이고 공정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

인터넷플랫폼 기반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다양

성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

한 영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자의 삶에 영향

여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또는 계열사 콘텐츠를

을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술발전에 따라 플

부당하게 우대하는 등 플랫폼을 통하여 콘텐츠를

랫폼 사업자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

제공하려는 자를 부당하게 차단‧차별하는 행위를

된다. 특히 시장에서 선도적 지위를 차지하기 위

금지행위로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와

한 플랫폼 사업자 간 경쟁은 강력한 데이터 수확

같이 시행령을 개정하였을 경우에 플랫폼 사업자

체증 및 범위의 경제를 지니기 때문에 이용자 이

의 부당한 차단 ․ 차별 행위 규제를 위한 일반 조항

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반면, 인접서비스 시장의

적 성격으로 인해 규제범위가 불명확하여 수범자

경쟁과 혁신을 제한하여 이용자이익을 감소시킬

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

수도 있다. 이로 인해 플랫폼 사업자의 사업모델

다. 따라서 별도로 고시를 제정하여 심사기준을

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떠한 규제 거버넌스 하에서

명확화 ․ 구체화하되, 부당한 행위인지 여부는 공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과 내용으로 규제 체계에

정 경쟁 저해 효과, 비용 절감 등 효율성 증대 효

편입할 것인가가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정책과제

과 및 이용자 편익 증대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

로 대두되고 있다.

하여 판단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외 인터넷플랫폼사업자
의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의 주요 유형을 식별하고

Key word

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인터넷 플랫폼, 플랫폼 중립성, 검색 중립성, 차

주요 연구내용
ICT 생태계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중요성이 증
대하면서 실제로 다양한 유형의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가 발생하고 있고 해외에서는 관련 정책 연구
가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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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기관 설비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이용대가
산정방식 연구
이상우, 송용택, 이솔희
연구기간 2016. 7. 1∼2016. 12. 31

연구목표

가 산정은 시설관리기관의 설비이용 활성화에 영
향을 미치는 주요인이자 시설관리기관과 통신사

시설관리기관 설비의 이용환경은 이용포화 및
신규 선로설비 구축의 감소, 지중화 사업에 따른

업자 간 이견이 존재하는 쟁점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관로 수요의 증가 등에 의해 점차 악화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외 설비제공 제도 현황 및

또한 일부 시설관리기관의 설비가 의무제공설비

이용대가 산정방식을 검토하고, 제도개선 전담반

에서 제외되고, 현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설비 이

을 구축 ․ 운영하여 의무제공대상설비의 범위와 시

용대가 산정 방식은 시설관리기관에 적용하기 어

설관리기관 이용대가 산정에 관한 다양한 문제점

려운 구조이다. 때문에 시설관리기관 설비의 이용

및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식별하였고, 원가기준/수

활성화를 위한 설비제공 제도개선 및 합리적 이용

익기준/소매요금 기준의 이용대가 산정방식과 의

대가 산정 원칙 마련이 필요하다.

무제공대상설비 범위의 확대 혹은 축소에 관한 사

이에 본 연구는 현 설비제공 시장에서 발생하고

항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시설관리기관 설비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파악하였고, 시설관리기관

이용활성화를 위한 규제적 및 시장친화적 관점하

설비의 이용대가 산정방식 마련 및 의무제공대상

에서의 두 가지 제도개선 방향과 원가 인정범위의

설비 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였다.

명확화, 원가배부 기준, 운용설비 기준, 설비별 내

이를 통해 시설관리기관 설비제공 제도의 개선방

용연수, 할인 ․ 할증 요소 적용 방안 등 포괄적 이

향과 설비 이용대가 산정원칙을 제시하였다.

용대가 산정원칙을 제시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Key word

시설관리기관의 설비제공 제도는 유선통신시장

시설관리기관 설비제공 제도, 의무제공대상 설비

의 지속적 침체로 인한 신규 선로설비 구축 수요

범위, 설비 이용대가

의 감소와 시설관리기관 설비의 이용포화 그리고
지중화 사업에 의한 관로 수요 증가 등으로 실효
성 강화가 증대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현 설비고
시 상 규정된 의무제공대상설비의 범위와 이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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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주요 통신서비스별 시장상황 자료 수집 ․ 분석
김현수, 김민철, 정 훈, 강인규, 홍현기, 김대건
연구기간 2016. 1. 1∼2016. 12. 31

연구목표

가, 총통신비용, 요금할인, 위약금 등을 비교 ․ 분
석하고, IoT, 기가인터넷, 5G 등과 같은 신규서비

기술 발전으로 인한 시장 환경의 변화로 통신서
비스가 다양화되면서 사업자 간 경쟁이 심화되고

스 ․ 신기술 동향을 조사하였다. 또한, 국내외 단말
판매시장의 현황과 추이를 분석하였다.

통신 시장의 패러다임도 변화하고 있다.
이에 통신 시장에서 새로이 제기되는 이슈에 대

Key word

한 자료 수집과 분석을 통해 객관적인 시장 상황
의 판단 및 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통신 시장관련 동향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통해 관련 법제도 및 정책의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는 통신 시장의 동향, 주요 정책 등을 고
려하여 시장 내 주요 이슈를 선정하고 시장에 미
치는 영향과 정책적 함의 등을 도출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이동통신 서비스 및 단말 판
매 시장의 동향 등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내 이동통신서비스 시장 동향은 2015년 4분
기부터 2016년 3분기까지의 이동통신 3사의 사업
자별 IR 분석을 통해 영업수익, 영업이익, 당기순
이익, 가입자당 월평균 매출액(ARPU), 마케팅비,
투자지출 등의 실적 추이를 분석하였다. 해외 이
통동신서비스 시장 동향은 주요국의 지원금, 출고

46

이동통신사 실적, 단말기 지원금, 요금할인, 단
말기유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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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16-04

방송영상산업 생산요소시장의 계약유형에 대한 연구
- 예능오락 부문을 중심으로
황유선, 김호정
연구기간 2016. 1. 1∼2016. 10. 31

연구목표

는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편성시간, 시청률, 광
고매출 등의 지표를 바탕으로 예능프로그램이 방

본 연구는 예능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생산요소

송사의 수익구조에서 갖는 역할을 검토하고, 보다

시장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편성비율이나 시청률

중요하게는 방송콘텐츠로서 예능프로그램이 갖는

측면에서 살펴볼 때, 예능프로그램은 방송사 매출

특성을 분석한다. 둘째, PD, 작가, 연예인 등 주요

에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라고 할 수

생산요소별로 나누어 생산요소시장에서의 계약유

있다. 드라마와는 프로그램 특성 및 제작형태에서

형 및 그 특성을 정리하고자 한다. 생산요소에 대

차이가 존재하므로, 이를 반영한 요소 계약에 대

한 수요는 프로그램 수요에서 파생되는 파생수요

해서도 드라마와는 차별적인 분석이 이루어질 필

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예능프로그램의 거래관계

요가 있으나, 이러한 선행연구는 부재한 상황이

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생산

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예능프로그램

요소 거래의 특성을 프로그램 거래의 특성과 연결

의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거

지어 설명하고자 한다. 셋째, 계약이론(contract the-

래와 생산요소의 계약유형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ory), 기업이론(theory of the firm)과 같은 경제

예능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요소시장이 효율적으

학적 분석틀을 기반으로, 현재 예능프로그램 생산

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요소시장에서의 계약유형에 대한 특성을 분석함

작업은 그간 생략되어왔던 비드라마 부분에 대한

으로써 현재의 시스템이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논의를 보충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부 논의되어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왔던 드라마 생산요소시장에 대한 논의를 보완함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

으로써 전체 방송영상산업의 전체 그림을 완성하

고자 한다.

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Key word
주요 연구내용
방송산업, 생산요소시장, 예능프로그램
본 연구는 예능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어 생산
요소시장의 계약관계에 대한 분석을 목표로 한다.
첫째, 현재 방송영상산업에서 예능프로그램이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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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인터넷 시대의 방송콘텐츠 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
심홍진, 주성희, 이주영, 임소혜
연구기간 2016. 1. 1∼2016. 10. 31

연구목표

책적 제언을 마련하였다. 첫째, ‘콘텐츠 창작자 공
동체(Content Creator Community, CCC) 구축’

웹드라마, 웹예능 등 모바일 특유의 방송콘텐츠

에 관한 정책적 전략과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크

는 미디어 환경 변화와 수용자의 문화적 영향력에

리에이터 아카데미는 모바일 방송콘텐츠의 지속

힘입어 전통적인 방송프로그램을 대체하는 것은

가능성을 양질의 창작 인력 양성에서 찾고, 변화

물론 온라인 콘텐츠 생태계까지 재편할 수 있는

하는 미디어 환경에 부합해 젊은 세대의 콘텐츠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모바일

트렌드를 선도할 뿐 아니라 차세대 영상창작 인재

방송콘텐츠가 혁신적인 킬러콘텐츠로 자리매김하

를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다. 셋째, 모바일 방송

고 기존 미디어 생태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콘텐츠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으로서 ‘모바일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이러

방송콘텐츠 앱 생태계 활성화’에 관한 정책적 방

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모바일 미디어

안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 넷째, ‘이용자 경험

생태계의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웹드라마, 웹예

분석 센터(User Experience Analysis Lab) 구축’

능, 모바일 무비 등 모바일 방송콘텐츠의 활성화

을 위한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끝으로, ‘법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

정책적 지원’을 통해 실효적 정책 마련을 제안한

은 모바일 방송콘텐츠가 직면한 여러 문제점과 성

다. 모바일 방송콘텐츠 시장은 앞서 살펴본 바와

장의 한계점을 제작 측면, 유통 측면, 그리고 이용

같이 여전히 성장일로에 있다. 따라서 모바일 방

자 측면에서 검토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

송콘텐츠와 관련된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모바일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방송콘텐츠의 성장 동력을 유지하고 자생력을 갖
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지원이

주요 연구내용
이 연구는 모바일 방송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정

이루어져야 한다.

Key word

책방안을 모바일 방송콘텐츠 산업의 주요 영역에
기초하여 제안하였다. 콘텐츠 제작자, 콘텐츠, 유
통 매체 및 경로, 이용자 측면과 정책 환경의 관점
에서 정책입안자들이 정책 마련시 고려해야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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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방송 콘텐츠, 웹드라마, 스마트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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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중립성 확보를 위한 방송제도 개선방안 연구
이종원, 김태오, 권용재
연구기간 2015. 11. 3∼2016. 2. 1

연구목표

정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 ․ 일본의 경우는
방송통신 수평적 규제체계로 전환하지는 않았지만

본 연구의 목표는 방송사업자들이 기술혁신에 능

네트워크 분야에서의 기술선택의 자율성을 최대한

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방송분야 기술중립성

보장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즉

반면 우리나라는 방송사업 분류 및 허가 체계가

유료방송사업자들이 신규 서비스나 융합기술을 제

특정 기술로 지정되어 있으며, 엄격한 설비규제하에

약 없이 개발할 수 있는 기술 경쟁 환경을 제도적

놓여 있어 기술선택의 자율성이 제약받고 있는 것

으로 마련하는 것이며, 보다 세부적으로는 성장 정

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갖는 문제점

체, 수익성 악화 등 이중고에 처한 유료방송이 서비

을 케이블TV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스 개발을 통한 성장 동력 확보와 기술간 융합추세

마지막으로 방송환경변화, 융합기술의 발전 등

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료방송분야 기술

에 대응하기 위한 유료방송 기술규제 개선 방향을

규제 framework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데 있다.

제안하였다. 기술선택권 확대, 방송설비 규제 개

주요 연구내용
첫째, 네트워크가 발달한 미국, 일본의 경우 각
나라가 처한 시장 환경에 부합할 수 있는 네트워
크 융합서비스들이 상용화되어 있음을 확인하였
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네트워크 고도화 기술 현
황을 케이블 SO의 방송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
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네트워크 융합 및
고도화 기술 발전 추세에 비추어 볼 때 기술 중립
적 규제체계로의 전환이 불가피함을 강조하였다.

선, 중장기적으로 유료방송사업별 허가체계를 단
일 허가체계로 전환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개선방향은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 이행기 과제, 그
리고 중장기 과제 등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특히
이행기 과제와 중장기 과제는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두 단계를 분리해서 접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중장기적 과제의 세팅은 이행기 과제의 실
현 여부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Key word

둘째, 이러한 네트워크 융합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외 유료방송 제도 현황을 살펴보았다. 해외의
경우 기술 중립성을 수용한 유럽은 매체별 칸막이

기술중립성, 유료방송, 네트워크, 융합, 전송방식,
허가체계

식 허가체계 및 특정 전송방식에 대한 제도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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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방송 재송신 분쟁 관련 쟁점 및 개선방안 연구
김태오, 김호정
연구기간 2016. 5. 2∼2016. 11. 30

연구목표

드라인의 법적 지위를 고시로 상향하여 단순한 법
해석 지침으로서가 아니라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

본 연구는 지상파방송 재송신의 쟁점과 현황을

을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현행

소개하고, 주요 해외국의 사례를 검토한 다음, 현

방송유지재개명령 제도를 보완하여, 직전 재송신

행 제도적 틀에 따른 해결책으로서 지상파방송 재

계약에 따른 재송신 대가의 공탁을 전제로 잠정적

송신 협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중장기적인 개

인 재송신 권능을 부여하는 방안도 있다. 또한, 의

선방안과 그 구체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는 것

무제공(must-offer) 제도를 도입하여, 지상파방

을 목표로 한다.

송사업자로 하여금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채널 제
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되, 이에 대한 적정한 대

주요 연구내용

가를 받도록 하는 모델도 고려해볼 수 있다. 마지
막으로, 저작권집중관리제도를 활용하되, 승인받

최근 개별 SO를 상대로 한 지상파 3사의 소송에
서 법원은 지상파방송 재송신 문제가 단순한 사적

은 재송신 대가를 납부하면 협상 없이도 재송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자치의 영역에 머물지 않는다는 시각을 내비쳤다.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좌우될 성질이 아니라는 것

Key word

이다. 또한, 재송신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 당사
자의 비용편익이 모두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사실상 우리 방송법에는 지상파방송 재송신 문
제에 대한 규율이 존재한다. 바로 방송법상 금지
행위 조항이다. 이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방
송프로그램의 제공을 ｢거부 ․ 중단 ․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금지행위 조항을 근거로, 법해석 지
침으로서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
의 제정이 현행 제도 틀 내에서는 가장 빠른 국가
의 대응수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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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상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의
세분화에 관한 연구
김태오, 송민선
연구기간 2016. 5. 2∼2016. 11. 30

연구목표

대해서는 금지행위 요건별로 세분화된 고려요소
를 제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관련매출액에 대

방송법에서는 법위반 행위인 금지행위 위반에

해서는 금지행위 위반과 인과관계가 있는 부당이

대한 제재수단으로 과징금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

득액을 최대한 도출하려는 노력과 함께 제재적 성

다. 과징금 제도는 비교적 새롭게 등장한 행정의

격을 고려하여, 관련매출액 규모에 대한 논리적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서 부당이득 환수적 요소와

설득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제재적 성격이 혼재되어 있다. 특히 행정의 실효

기본적으로 과징금 액수의 산정 역시 방송통신

성 확보수단인 과징금의 제재적 성격과 유사한 위

위원회의 재량영역이므로, 사안에 따라 관련매출

반행위의 반복적 발생을 억제하는 수단임을 고려

액의 범위를 넓힐 수도 있고 좁힐 수도 있다. 또

한다면, 과징금 산정기준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과

한, 방송법상의 규제는 일반 상품과 서비스보다

징금 부과체계의 합리성도 함께 보장되어야 할 것

더욱 공적인 성격을 가지는 방송을 다룬다는 점,

이다.

이를 소비하는 시청자는 단순한 소비자 차원을 넘

따라서 본 연구는 과징금 부과 기준의 예측가능

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반경쟁규제기관으로서

성을 높이고 과징금 산정 실무의 합리성을 제고하

의 공정거래위원회 실무와는 다른 전문규제영역

기 위하여, 과징금 기준금액 산정 시 중대성 판단

으로서의 독자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의 문제와 과징금 산정에 있어 관련매출액의

러한 법해석 ․ 적용이 어느 정도로 일관성을 가질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주요 연구내용

Key word

본 연구는 과징금 부과 기준의 예측가능성을 높

과징금, 방송법, 공정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이고 과징금 산정 실무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
여, 과징금 기준금액 산정 시 중대성 판단기준의
문제, 과징금 산정에 있어 관련매출액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과징금 기준금액의 산정 시 중대성 판단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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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미디어 시대 지역 방송의 차별화 및 경쟁력 확보
방안 연구
심홍진, 이주영, 주정민
연구기간 2016. 5. 5∼2016. 11. 30

연구목표

터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함께, 모바일 홈페이
지를 통해서 지역민방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었

뉴미디어 유통플랫폼의 일반화된 이용과 그에

다. 지역방송의 제작 환경 및 여건 개선을 위해 다

따른 이용자들의 미디어 행태 변화는 지역방송의

음과 같은 사안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먼저, 지역

사회적 입지를 위축시키고 재정적 기반에 부정적

방송이 콘텐츠를 통해 지역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채널 비즈니스의 포화, VOD

는 지역밀착형 프로그램의 제작과 공급이 필요하

를 활용한 유통 플랫폼의 확산, 매스미디어와

다. 또한 지역방송이 지역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SNS가 통합된 이동기반 서비스의 급속한 확장 등

지역현안에 대해 스마트 미디어를 활용한 정보제공

으로 지역방송의 방송권역이 붕괴되고 있는 것이다.

과 분석, 그리고 그에 따른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

더욱이 지역방송은 편성, 제작, 유통의 수직적 통

아울러, 콘텐츠 제작을 위한 지원제도 시행, 실제

합구조와 창구계열화로 인해 콘텐츠 생산자 및 유

적인 지역방송 편성 및 제작역량 강화 방안으로 지

통 창구로서의 역할 수행이 불리한 실정이다. 이

역밀착형 프로그램 제작, 지역 관점 프로그램 제

에 본 연구는 지역방송의 차별화 및 경쟁력 확보

작, 지역방송 콘텐츠 제작 여건 개선, 콘텐츠 제작

를 위해 스마트 미디어를 활용한 지역방송 프로그

을 위한 지원제도 등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지역방

램의 제작 및 유통 전략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송의 효과적인 프로그램 유통방안에 관한 제언이
다. 지역방송 독자 모바일 플랫폼 개발이 필요하

주요 연구내용

다. 아울러 지역방송의 신규 뉴미디어 서비스를 통
한 유통활성화, 지역방송 공통의 스마트 유통플랫

지역MBC와 지역민방의 스마트 미디어 활용에

폼 운영, 지역방송간 프로그램 교환과 방영, 신규

관한 심층인터뷰 주요 결과이다. 지역MBC의 경

콘텐츠 유통 지원센터 구축 등 스마트 미디어와 기

우, 과거처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지만,

존 미디어의 결합을 통해 고려할 수 있는 지역방송

SNS를 자사 프로그램을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고

프로그램 유통 방안을 다각적으로 제안하였다.

있었다. 또한 지역MBC는 여러 스마트플랫폼에 적
합한 포맷 발굴에 대한 고심 속에 현재는 페이스

Key word

북을 활용한 콘텐츠 유통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역민방의 경우 페이스북, 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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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기준 개선방안 연구
주성희, 이주영
연구기간 2016. 5. 2∼2016. 11. 30

연구목표

명확히 하였다.
다음으로는 공동제작 애니메이션의 국내제작 인정

’90년 이래 국내제작물 의무편성 규제는 국내제

기준은 물론, 대부분의 정부간 공동제작협정의 조

작물의 수요를 인위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내 방

항에도 포함되어 있는 재정적 기여비율 요건을 고

송제작 산업의 발전에 기여해온 것으로 평가받고

려하여 공동제작물 중 내국인이 저작권과 수익분

있다. 그러나 최근 매체다원화, 방송제작기술 발

배권을 소유한 프로그램으로 국내제작 인정신청

전 및 국가간 공식 ․ 비공식 공동제작 증가 등 방송

의 자격 요건을 한정하도록 제안하였다.

환경 변화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증대되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간 공동제작협
정에 의거한 공동제작물과, 민간 사업자간의 사적

국제 공동제작물의 증가는 특히 국내제작물 편

계약에 따라 제작되는 공동제작물의 차이를 분명히

성규정의 실효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하고, 이 두 종류의 공동제작에 대한 인정 요건과

다. 공식적인 국제공동제작의 경우, 협정 요건에

과정을 각각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맞게 콘텐츠를 제작하고 승인을 받으면, 상호 자

장르별 특성을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업계

국물 지위를 부여받아 자국 콘텐츠를 대상으로 하

실무자들이 대체로 반대하는 의견을 나타냈기 때

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외국산 콘텐츠

문에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스포츠 중계 프로

쿼터 즉 국내제작물 의무편성 규정의 적용을 받지

그램의 특성을 반영하는 항목들을 현재 인정항목

않게 되기 때문이다. 이때 공동제작협정의 조항은

에 일부 병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편성규제 중 국내제작물 인정기준과 비슷한 역할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국내제작물 인정기준은 사

을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업자들의 혼란을 줄이는 한편, 국제공동제작과정

정부간의 공동제작협정의 내용을 고려하여 국내

에서 국내사업자로 하여금 가능하면 저작권과 수

제작물 인정기준을 정비하여 규제실효성을 담보

익분배권을 확보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국내 방송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콘텐츠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 연구내용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으로 먼저 사업자들의 혼

Key word
국내제작물 인정, 콘텐츠쿼터, 공동제작협정

란을 줄이기 위하여 국내제작물의 정의와 범위를

55

2016 연.차.보.고.서.

정책연구 16-39

광고총량제 등 광고규제 개선 효과 분석
강준석, 황유선, 김호정, 홍석영
연구기간 2016. 5. 2∼2016. 12. 31

연구목표

낮게 나타 났으며, 이는 총량제로 인해 추가판매
된 광고는 상대적으로 시청률이 낮은 위치의 광고

본 연구에서는 방송광고 총량제 도입과 가상광

이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고 및 간접광고 관련 규제 완화 등 최근 이루어진

가상광고 허용 장르 규제가 완화된 ’15년 10월

방송광고 관련 제도 개선의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

이후 12개월간 56억 9천만 원의 추가 매출이 지상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해당 제도 개선 효과를 객

파 방송3사의 스포츠 보도 및 오락 프로그램에서

관적으로 분석해 기대효과 달성 여부와 추가적인

발생했으며, 이는 같은 기간 이들의 전체 TV 광고

제도 개선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에 참고자료를

매출(1조 2,850억 원)의 0.44% 수준으로 나타났다.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Key word
주요 연구내용
광고총량제, 광고규제
본 연구는 방송광고 총량제 도입 등 최근 이루
어진 방송광고 제도 개선이 방송광고 시장확대와
방송광고의 효율성 제고 등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
였다.
’15년 10월 이후 12개월간 총량제 적용으로 지상
파 방송3사측에 발생한 매출액 증가 규모는 109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같은 기간 이들의 전체 TV
광고매출(1조 2,850억 원)의 0.84% 수준이다. 총
량제 도입으로 인한 지상파 TV 광고 시청량 변동
효과 분석을 위해서 총량제 적용으로 광고판매가
증가한 프로그램 광고의 GRP를 총량제 미적용 시
와 비교한 결과 GRP 증가 효과를 발견했다. 하지
만, 추정된 GRP 증가효과(9.3%)는 추가광고 판매
에 따른 평균적인 광고초수 증가비율(11.1%)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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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별 광고 규제체계 개선방안 연구
황준호, 김경은, 정은진
연구기간 2016. 5. 2∼2016. 12. 31

연구목표

한 점은 이용자 보호 측면이나 공정경쟁 측면에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매체간 비대칭적

본 연구는 미디어 환경 변화를 분석하여 매체별

인 규제체제를 재정비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IT기

광고 규제개선 로드맵을 수립하고, 나아가 신유형광

술의 발전으로 현행법령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신유

고를 제도화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형광고가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

방안을 마련하였다. 인터넷 ․ 모바일과 같은 뉴미디

히 통제되지 않은 광고들은 콘텐츠 이용에 불편을

어는 신문 ․ 방송과 같은 전통적인 미디어에 비해 상

초래하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대적으로 그 역사가 짧고, 빠르게 변화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어 이들에 대한 규제체계가 전통적인 미디
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치하지 못하며, 이는 광고
규제에도 해당된다. 한편, 신문 ․ 방송이 가지고 있
던 영향력이 점차 뉴미디어로 이전됨에 따라, 광고
시장에서 이들 뉴미디어가 전통적인 미디어와 경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처럼 경쟁관계가 형성된
상황에서 현재와 같이 매체별로 비대칭적인 광고규
제체계가 유지될 경우, 이는 규제의 편파성을 초래
하여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행 광고규제체계를 매체 영향력 변화를
고려하여 재검토하고, 필요시 개선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매체 영향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규
제체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데서 출발하였다. 매체
영향력은 전통적인 미디어인 신문 ․ 방송에서 점차
뉴미디어인 인터넷 ․ 모바일로 이전되는 추세인 반
면, 뉴미디어 분야의 규제체제는 전통적 미디어의
그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치하지 못한 상태이고,
이는 광고규제에도 해당되었다. 뉴미디어의 영향력
이 커진 상황에서 해당분야의 광고규제체제가 엉성

주요 연구내용
1장에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제시하였으며,
2장에서는 매체공통 및 매체별 광고규제의 국내 현
황을 조사하였다. 3장은 미국, 영국,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의 방송, 온라인, 옥외 광고 규제 제도를 각
각 분석하였다. 4장은 매체공통 광고 규제 현안과,
각 매체별 광고규제 현안을 분석하였다. 위 분석결
과를 바탕으로 5장은 매체공통 광고규제 개선방안
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 광고와 내용물이 명확
히 구분되어야하며, 유해광고 및 불편광고의 법적
개념이 정립되어야 하고, 광고규제의 효율성 제고
를 위한 규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매체
별 광고규제 개선방안도 도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연구의 시사점 및 결론을 제시하였다.

Key word
방송 광고, 온라인 광고, 옥외 광고, 매체공통
광고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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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분야 국내외 동향 분석 및 ’17년 시장전망 연구
초성운, 정용찬, 이민석, 정 혁, 유선실, 홍현기, 권용재, 홍석영
연구기간 2016. 5. 2∼2016. 12. 31

연구목표

및 전망을 분석할 것이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으
로 방송시장(지상파, 유료방송, PP 등) 매출액 현

최근 방송통신 분야의 빠른 기술변화와 시장변

황, 유료방송 가입자 수 현황, 시장별 경쟁상황 전

화에 따라 정량적인 시장 현황 분석 및 예측과 정

망, 해외 방송서비스 시장 전망 등에 대해서 살펴

성적인 이슈 전망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정책

볼 것이다.

수립이 필요하다. 방송통신 분야의 지속적인 융합

둘째로, 통신시장 서비스별 현황 및 전망은 음

화로 인한 기존 생태계의 변화에 따라, 방송통신

성통화량 및 데이터 사용량 전망, 가입자수, 매출

분야 시장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정교한 분석이

액 및 설비투자전망 전망, 시장별 경쟁상황 전망,

요구되고 있으며,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정책수립

해외 통신서비스 시장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고 소

과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국내 동향 외에 해외 동

비자후생 증대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도출할 것

향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다.

이에 본 연구는 방송통신 서비스 분야별 매출

마지막으로, 방송통신 정책 및 제도개선 사항

액, 가입자, 경쟁상황의 ’16년 현황 데이터 분석과

발굴을 위해, 해외 시장동향 분석을 통하여 국내

시장 이슈 진단을 통해 ’17년 방송통신서비스 시장

시장을 전망하고, 방송의 공적책임, 방송통신 서

을 전망하고, C-P-N-D 생태계간 경쟁 및 생태

비스 활성화,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및 이용자보호

계 내 협력과 경쟁의 확산, 결합판매의 확산 등의

등 분야별 보고서, 세미나, 해외 정책동향 등을 통

시장 환경 변화에 대비한 방송통신정책 개선 사항

해 제기되는 방송통신 주요 이슈를 정리하고 시사

을 도출하고자 한다. 더불어 국내외 동향에 대한

점을 분석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바탕으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방송의 공적책임, 방송통

로 방송통신정책 및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자

신 서비스 활성화,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및 이용자

한다.

보호 등의 주요 정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
출할 것이다.

주요 연구내용
먼저 본 연구는 국내 방송시장의 서비스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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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분야 규제비용 연구
초성운, 황유선, 정광재, 김경은, 이보겸, 홍석영
연구기간 2016. 5. 2∼2016. 12. 31

연구목표

한다. 또한 기존의 규제비용관리제 체계를 면밀히
검토하였다. 나아가 규제비용관리제를 실제로 적

2016년 7월 19일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규
제 업무처리 지침”이 총리훈령으로 공표됨으로써

용하여, 방송통신 분야의 법령 개정에 따른 규제
비용을 계산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기존의 규제비용총량제는 규제비용관리제로 명칭

자세하게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전

을 변경하고 27개 부처를 대상으로 전면 확대된

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협찬고지에

바 있다. 본 정책은 양적인 규제 개혁의 과거 패러

관한 규칙 등의 방송통신 분야 실제 법령 개정에

다임에서 벗어나 규제비용의 총량을 관리하는 질

대해 규제비용관리제를 적용하여 규제비용을 산

적 규제개혁을 지향함으로써 각 부처에 규제품질

출하는 과정을 설명함으로써 규제비용관리제 적

개선의 동기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기업이 체감하

용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는 규제부담을 실질적으로 감축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연구진은 규제순비용을 산출하는 구
체적인 절차와 각 단계별 고려사항을 방송통신분

본 연구는 이러한 규제비용관리제에 대한 이해

야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례를 통해 제시함으

와 원활한 적용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로써 단기적으로는 규제비용관리제 매뉴얼의 활

있다. 규제이론, 해외사례 및 기존의 규제비용관

용도를 높이고 장기적 ․ 궁극적으로는 규제품질 개

리제 체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비용분석방안을 심

선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도있게 다루었다. 특히 비용분석방안의 경우, 규
제비용관리제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인 만큼 그

Key word

적용방식을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단계별로 보여
줌으로써 규제관련 실무자들의 용이한 비용분석
을 돕도록 하였다.

규제개혁, 규제비용관리제, 규제영향분석, 비용
편익분석, 방송통신 산업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규제비용관리제를 심도있게 이
해하기 위해서 관련 규제이론 및 해외사례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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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융합시대에 부응하는 규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황준호, 성욱제, 정은진, 이주영
연구기간 2016. 5. 2∼2016. 12. 31

연구목표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는 국내외 방송통신인터넷 융합환경 변

1장에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및 구성을 제시

화에 대응한 규제체계 정비방안을 마련하고자 하

하였으며, 2장에서는 국내외 OTT 서비스의 개념

였다. 첫째, 방송, 통신, 인터넷이 통합되는 융합

과 제공 현황을 조사하였다. 3장은 국내외 신유형

환경에 부합하는 법구조와 규제체계의 수립에 필

동영상 서비스 법제도 현황을 서비스 분류, 서비

요한 핵심 개념들(채널, 편성, 프로그램, 공중, 시

스 허가, 내용심의 규제, 광고 규제 등에 걸쳐 조

청자, 광고 등)을 새롭게 정립하고자 하였다.

사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4장은 내용심의, 상업광

둘째, 다매체 다채널 시대, 방송통신 융합시대,

고, 금지행위 및 분쟁조정 관련 현안과 규제 대응

스마트 미디어 시대를 넘어 방송, 통신, 인터넷의

을 중심으로 신유형 동영상 서비스의 문제점을 분

모든 경계(네트워크, 플랫폼, 디바이스, 서비스,

석하였다. 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5장은 구체적

콘텐츠)가 무너지는 새로운 시청각미디어 시대에

인 제도의 필요성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부합하는 방송의 개념(이론적 개념과 법적 정의)
을 새롭게 정립하고, 새로운 방송의 개념으로 인

Key word

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셋째, 다매체 다채널 시대, 방송통신 융합시대,
스마트 미디어 시대를 넘어 방송, 통신, 인터넷의
모든 경계(네트워크, 플랫폼, 디바이스, 서비스,
콘텐츠)가 무너지는 새로운 시청각미디어 시대를
맞이하여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OTT서비스의 개
념을 정립하고, 새로운 OTT서비스의 개념으로 인
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방송(또는 방송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과 OTT서비스(또는 신유형미디어서비스)의
새로운 개념 정의를 기반으로 보다 서비스 분류체
계 및 규제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60

신유형 동영상 서비스, OTT 시장 현황, 법제도

방송미디어연구

정책연구 16-44

지상파다채널 시대의 합리적인 규범정립에 관한 연구
김태오, 송민선
연구기간 2016. 5. 2∼2016. 12. 31

연구목표

유율, 신규프로그램 제작 비율, 재방송 비율, 시청
자의 평가, 제작비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부가채

디지털 압축 기술의 발전으로 하나의 방송용주

널 운용의 승인제와 부가채널 편성규제의 설계를

파수 대역에서 여러 개의 방송채널 운용이 가능해

위한 기초를 다졌다. 다음으로, 지상파다채널 방

졌다. 특히 본격적인 지상파다채널 시대를 열기

송의 선두주자인 영국, 독일, 프랑스의 방송환경

위해 지난해부터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격차 해소

과 제도를 통해 우리나라의 제도설계에 시사하는

에 기여하는 EBS2의 시범방송이 본격화되었다.

바를 찾고자 하였다.

시범방송의 과정을 거치며, 방송채널이 지향하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최근 국회로 이송된 방

목표달성 여부, 시청자의 평가, 방송의 안정적 운

송법 개정안을 분석 ․ 설명하고, 방송법에서 위임

용 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본방

된 사항에 대한 시행령과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

송을 위한 방송법과 그 하위법령 체계가 갖추어지

송통신위원회규칙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부

면, 지상파다채널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가채널 운용 승인의 심사요건별 주안점과 구체적

이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다채널을 부가채널

인 심사항목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통해 부가

운용 승인제의 형식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채널 운용 승인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부가채널

있다. 부가채널은 주채널이 충족하지 못하는 국민

운용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부가채널의 공적

의 사회적 ․ 문화적 수요를 보완해주는 고유한 속

기능과 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자 하

성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지상파다채널

였다.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지
상파다채널 방송이 방송법 체계로 도입되기 위한

Key word

방송법과 그 하위법령 체계의 제개정 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지상파다채널방송, 부가채널, 진입규제, 편성규제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는 EBS2의 시범방송 추진경과 및 결과
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시청률 또는 시청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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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미디어다양성 모니터링 연구
성욱제, 정은진, 강준석, 김남두, 이주영, 진전은영
연구기간 2016. 6. 1∼2016. 12. 31

연구목표

구조적 차원
다양성

소유
주체

형식

정치적
영역

사회
문화적
영역

독립적
플랫폼

티어의
채널
구성

-

지역
플랫폼

독립적
채널

테마
채널

미디어

개인 또는 집단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의
견을 형성하는 힘(opinion performing power)을
가진 미디어가 다양해야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

플랫폼
(6개)

공급
이용

내용적 차원

(민주주의, 소수자 등)가 확보될 수 있다. 미디어
다양성이 중요한 것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기초로,

채널
(8개)

미디어 다양성 관련 정책의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
지고 있다. 실제로 방송법상의 많은 규제들이 다양
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임을 유추할 수 있어 정책

프로그램
(8개)

공급
이용
공급
이용

독립적
장르
프로그램 프로그램

시사/보도
공공/공익/
채널
복지채널

-

프로그램
내
등장인물

적으로 미디어 다양성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조사항목에 따

제1장은 본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전체 보고서의

라 실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고, 연구방법론이

구성 및 내용을, 제2장은 미디어 다양성 조사의

나 연구 결과에 대한 사업자 또는 전문가 의견수

중요성과 해외사례를, 제3장은 미디어 다양성 조

렴을 통해 조사 항목의 타당성 및 신뢰도를 제고

사의 조사항목과 지표 세부 내용을, 제4장은 미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디어 다양성 정도를

어 다양성 조사의 결과를, 제5장은 결론과 시사점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미디어 다양성 지표를

을 제안하였다.

확정하고, 이를 실제적으로 적용하여 각 지표별
결과 값을 시범적으로 산출하는데 있다.

주요 연구내용

Key word
미디어 다양성 조사, 구조적 차원과 내용적 차
원, 공급과 이용, 플랫폼, 채널, 프로그램

본 보고서에서 미디어 범위(플랫폼, 채널, 프로
그램), 접근방식(공급, 이용), 다양성 영역(구조,
내용)을 조합하여 총 10개 지표(공급과 이용 측면
으로 다시 세분화하면 20개)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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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제방송시장조사
박동욱, 송민선, 김호정, 정은진, 문혜리
연구기간 2016. 1. 1∼2016. 12. 31

연구목표

동일하게 구성하였다.
각 장의 구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단, 국가

세계적으로 인터넷기반 미디어가 급속하게 성
장하고 모바일화가 진행되면서 기존의 방송사업
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Netflix, Youtube와 같은
Global OTT뿐만 아니라 Facebook과 같은 SNS도
미디어의 영역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방
송사들은 IP화, 모바일화에 발맞추어 사업구조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각 국가별로 시장 ․ 기술 환경의 차이가 있고 소
비자의 행태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빠르게 변화하는 국내 방송시장의 장래 모습을 그
려보기 위해서는 해외 주요국가의 방송시장 구조
및 주요 방송사업자 동향을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
하다.

주요 연구내용

별 특성을 반영하여 약간의 차이는 존재)
◦ 주요국의 지상파방송 현황 조사
－ 주요국의 지상파방송 시장 구조(수신료,
광고) 조사
－ 주요국의 지상파방송 사업자 조사
◦ 주요국의 유료방송 현황 조사
－ 주요국의 유료방송 시장 구조(수신료, 광
고) 조사
－ 주요국의 유료방송 사업자 조사
◦ 주요국의 OTT시장 현황 조사
－ 주요국의 OTT 시장 조사
－ 주요국의 OTT 사업자 조사
◦ 주요국 미디어 이용행태 조사
제9장에서는 전 세계 MCN 시장 현황 및 주요
사업자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 등을 정리하였으며,

제2장에서는 전 세계 방송시장 현황에 대한 전
반적인 규모 등을 정리하였으며. 제3장부터 제8장

주요 국가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등을 번역하여 부
록으로 수록하였다.

까지 미국 등 조사대상 6개국의 각 국가별 지상파
방송, 유료방송 및 OTT시장의 구조 및 의 미디어

Key word

이용 현황에 관한 조사 결과를 정리하였다. 각 장
은 해당 국가의 방송시장 현황을 보여줄 수 있는

국제방송시장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보고서의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각 국가를 다룬 제3장부터 제8장까지 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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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방송콘텐츠 경쟁력 평가
황준호, 정은진, 초성운, 김남두, 김경은, 송민선
연구기간 2016. 1. 1∼2016. 12. 31

연구목표
방송콘텐츠 경쟁력 평가는 등록대상 방송채널

량 제고를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사용사업자의 콘텐츠 제작역량, 인력 및 콘텐츠
실태조사를 통해 국내 유료방송 콘텐츠 산업의 현

1장에서는 이전년도에 실시되었던 제작역량 평가

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

의 평가방안에 대한 사업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는 최근 방송산업 내 가치창출의 핵심이 플랫폼

통해 보완한 2016년도 평가방안(평가항목, 항목별

분야에서 콘텐츠 분야로 이동하고 있는 시점에서

배점)을 설명하였다. 2장에서는 2016년 제작역량

국내 방송콘텐츠 산업의 핵심적인 비중을 차지하

평가에 참여한 총 82개 사업자 139개 채널에 대한

는 유료방송 PP사업자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진단

평가결과를 상세하게 담았다. 평가결과는 채널별 총

하는 기초자료를 산출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향후

점, 3대 경쟁력 요인, 6대 세부 경쟁력 요인, 16개

방송콘텐츠 산업이 창조경제를 이끄는 신성장 동

평가항목별 점수를 가그룹PP와 나그룹PP로 구분하

력산업으로 국가경제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

여 제시하였다. 한편, 3장에서는 등록대상 방송채널

으로 전망되고 있어 유료방송 콘텐츠 산업에 대한

사용사업 방송 콘텐츠 종사자의 인력실태 조사결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평가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

를 제시하였다. 주요 인력실태 조사항목으로는 성,

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학력, 연령, 전공, 근속년수에 따른 종사자 직무현

2016년에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방송콘텐츠 경

황, 채용 및 인력관리 현황이다. 4장에서는 유료방

쟁력 평가는 첫째, 등록대상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송 시장에서 기획, 제작되는 콘텐츠(방송프로그램)

의 콘텐츠 제작역량 평가결과를 통해 산업 진흥을

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주요 조사항

위한 정책을 발굴함으로써 국내 방송콘텐츠 산업

목으로는 프로그램 장르, 제작편수, 편당길이, 재방

의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 둘

송 횟수, 시청등급, 기획방식, 제작방식이다.

째, 콘텐츠 제작역량 평가결과를 정부의 방송콘텐
츠 분야 지원사업과 연계함으로써 정부 지원사업

Key word

의 객관성 및 실효성을 증진하고자 한다. 셋째, 방
송사업자들로 하여금 제작역량에 대한 현실 인식
과 사업자 간 선의의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제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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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방송 내용 ․ 편성 ․ 운영영역 평가
성욱제, 김욱준, 송민선, 정은진, 홍현기
연구기간 2016. 1. 1∼2016. 12. 31

연구목표

가 소폭 상승하였다. 지역민방의 경우, 전체 순위
는 TBC대구(1위), UBC울산(2위), TJB대전(3위),

본 연구는 방송법 제17조와 제31조에 따라 방송

강원G1(4위), JIBS제주(5위), JTV전주(6위), KBC

사업자에 대한 내용, 편성, 운영 영역에 대해 평가

광주(7위), CJB청주(8위), KNN부산(9위),OBS경

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방송평가의 목적은 방송

인(10위) 순이었다. 종편 PP는 JTBC(1위), MBN

의 질적 향상과 공적책임을 제고하는 것이며, 방

(2위), TV조선(3위), 채널A(4위) 순으로 나타나,

송사업자의 재허가 및 재승인 심사에도 반영하도

전년과 비교하여 2위와 3위의 순위가 변동하였으

록 되어 있다.

며, 보도 PP의 경우 YTN의 점수가 하락하였음에
도 뉴스Y에 비하여 평가점수가 높아 전년과 동일

주요 연구내용

하게 YTN 1위, 뉴스 Y 2위였다. MSO의 총 점수는
CMB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하락하였으며, 전체

2016년 방송 평가는 총 153개 사업자에 대해 실
시하였으며, 내용영역의 경우, 방송프로그램의 질,
자체심의 운영실적, 방송심의 관련 제규정 준수 등
을 평가하며, 편성영역의 경우, 어린이/장애인 프로
그램 및 재난방송 등에 대한 편성의 적절성 등을 평
가한다. 또한, 운영영역의 경우, 재무건전성, 인적
자원/기술에 대한 투자, 방송법 등 관계법령 준수
여부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평가대상 매체는 지
상파 TV/R, SO/위성방송사업자, 승인PP (종편채
널, 보도전문채널, 홈쇼핑채널), DMB 사업자이다.
방송평가 결과 지상파4사의 경우, KBS1(1위),
SBS(2위), MBC(3위), KBS2(4위) 순이며 전년과

순위가 CMB(1위), HCN(2위), CJ헬로비전(3위), 티브
로드(4위), 딜라이브(5위) 순이었다. 홈쇼핑PP 중에
서 GS홈쇼핑과 현대홈쇼핑은 전년대비 총점수가 상
승하였으나, CJ오쇼핑과 엔에스쇼핑, 우리홈쇼핑은
총점수가 하락하여, 전체 순위가 GS홈쇼핑(1위), CJ오
쇼핑(2위), 현대홈쇼핑(3위), 홈앤쇼핑(4위), 우리
홈쇼핑(5위), 엔에스쇼핑(6위), KTH (7위), 아이디지
털(8위)순이었다.
본 연구는 국내 방송사업자의 내용 ․ 편성 ․ 운영
영역에서의 질적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정
책 당국의 방송 정책 수립을 위한 중요한 근거자
료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비교하여 전체적으로 총점수가 하락하였고, 순위
변동이 있었다. 간접광고 고지 위반 등 과태료 처

Key word

분 건수 증가가 점수 하락의 요인이 되었으며, 자
체심의와 재난방송 등 일부 항목에서는 평가점수

방송평가, 내용영역, 편성영역, 운영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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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방송사업자 편성현황 조사
주성희, 박상진, 이주영
연구기간 2016. 1. 1∼2016. 12. 31

연구목표

서울 본부 또는 서울지역 민영방송인 SBS와 유사
한 비율로 보도, 교양, 오락 프로그램을 편성하였

방송법과 동법 시행령 및 방송프로그램 편성 고

다. 유료방송의 전문편성 채널사용사업자 가운데

시에서는 방송법에서 추구하는 다양한 가치들을

일부는 법정 의무편성 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사례

실현하기 위하여 방송사업자별로 세분화된 의무

도 발견되었다. 의무 편성비율의 위반은 주로 비

편성비율을 규정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편성에서 나타났는데, 특히

이에 본 정책자료 보고서는 방송사업자들의 2015
년 중 방송실시결과 자료를 바탕으로 다양한 의무

분야별 연간 국내제작물 편성비율, 1개 국가 제작
물 편성비율에서 위반사례가 발견되었다.

편성규제의 준수여부 및 관련 편성현황을 조사,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해외 주요 국가의

분석함으로써 편성 정책의 성과 및 문제점 진단은

어린이 대상 방송 프로그램 편성 정책과 국내의

물론, 나아가 방송제도 개선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어린이 프로그램 편성현황에 대한 조사결과를 수

정책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기여하는 것을 목

록하였다. 이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편성정책의

표로 한다.

성과와 문제점을 진단하는 토대가 될 수 있으며
각종 연구 조사활동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주요 연구내용
본 정책자료 보고서에서는 우선 2015년 중 방송

것이다.

Key word

편성과 관련된 방송법령의 변화를 추적, 기록하였
으며, 이를 바탕으로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 국
내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
성 비율 등의 주요 편성 규제항목별로 방송사업자
별 편성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방송사업자들은 2015년에도
대체로 전년도와 비슷한 편성형태를 보이고 있다.
주요 지상파 3사는 모두 분야별 의무편성비율을
준수하였으며 지역계열사 또는 지역방송국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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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편성규제, 방송실시결과, 의무편성비율, 어
린이 프로그램

방송미디어연구

정책자료 16-08

2016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박동욱, 강준석, 곽동균, 황유선, 김경은, 권용재, 김호정, 홍석영
연구기간 2016. 1. 1∼2016. 12. 31

연구목표

전반적인 경쟁상황 개선에도 불구하고 전체 방송시
장의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5년에는 명목

방송시장의 시장 ․ 기술 ․ 법제도적 환경이 급변함

GDP 성장률 수준을 하회하는 등 향후 성장세 둔화

에 따라 2011년 개정된 방송법은 방송통신위원회로

가 추세화될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 어려운 것도 사

하여금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실이다. VOD와 OTT 등 신유형 방송서비스 이용이

방송시장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를 매년 주기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나, VOD의 경우 아직까지는 매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규모가 제한적이고, OTT 역시 현재로서는 방송시

시장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는 합리적인 규제

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못하는 상태다.

체계 마련과 경쟁정책 수립을 위해서 방송시장의

시장 규모의 지속적인 성장이 뒷받침 되지 않은

실질적 현황과 관련하여 경쟁상황에 대한 객관적

상황에서 경쟁의 증가에 따라 방송사업자의 수익

분석과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성 악화 및 사업자 간 갈등의 심화로 인한 부작용

본 연구는 방송시장 경쟁상황을 객관적이고 체

이 나타날 가능성도 존재한다. 방송사업자의 수익

계적으로 나타내줄 수 있는 평가 시스템을 마련하

성 악화와 사업자 간 갈등 심화는 방송서비스 품

여 시장 경쟁상황을 면밀하게 분석· 평가함으로

질 수준 저하를 가져올 수 있어 방송서비스 이용

써, 시장 변화 추세와 부합하고 공정한 경쟁환경

자 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

조성에 도움이 되는 효율적 경쟁정책 수립에 기여

에 따라서 방송사업자 간 경쟁 제고뿐만 아니라

하고자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방송시장의 절대 규모 확대를 위한 관련 환경 조
성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사업자 간 과도한 경쟁

주요 연구내용

으로 인한 시청자 피해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
단하거나 최소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대응 방안에

IPTV와 비지상파 방송채널 등 후발 방송사업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의 성장세 유지로 상위 사업자의 점유율이 줄어들
고 시장집중도가 완화되는 등 평가 대상 방송시장

Key word

에서의 전반적인 경쟁상황은 개선되는 추세가 유
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방송서비스 요금 인하,
콘텐츠 품질 향상, 방송서비스 이용자의 선택폭증

방송시장, 경쟁상황, 유료방송시장, 방송광고시장,
방송채널 거래시장, 방송프로그램 거래시장

가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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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연구 16-02

국내 방송분야 동향분석 연구
이종원, 육은희
연구기간 2016. 12. 1∼2016. 12. 31

연구목표

IPTV 사업자인 BT 및 TalkTalkk 등이 있다.
프랑스는 지상파 및 공영방송 위주의 방송시장

국내외적으로 방송 ․ 통신 ․ 인터넷의 융합이 확

을 형성하고 있다. 프랑스의 주요 유료방송 사업

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 학계 ․ 업계 등을 중심으

자는 최초의 민영 방송사인 Canal+ Group, 프랑

로 향후 방송환경 변화 및 전망에 대한 관심이 높

스 유일의 케이블 사업자인 Numericable 등이 있

아지고 있다. 따라서 국내 방송분야 향후 동향을

으며 유료방송시장의 수신료 매출액은 2015년 기

분석하는 것이 필요시 되었고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준, 34억 51백만 달러로 공영방송의 수신료 매출

국내 방송분야 향후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이후

액인 39억 33백만 달러와 유사한 수준이다.

제기될 수 있는 정책 및 산업적 시사점을 도출하
고자 하였다.

독일의 지상파 방송은 공영방송인 ARD와 ZDF,
민영방송인 RTL과 ProSiebenSat.1이 주도하고
있다. 독일 유료방송은 케이블방송사업자를 중심

주요 연구내용

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수신료 매출액은 2015년 기
준, 51억 13백만 달러로 공영방송의 수신료 매출

미국의 지상파 방송 네트워크는 CBS(CBS Cor-

액인 56억 25백만 달러와 유사한 수준이다.

poration), NBC(Comacast), ABC(Walt Disney Company),

일본의 지상파방송은 전국을 단위로 하는 NHK

Fox(21st Century Fox) 등이 4대 네트워크를 이

와 각 지역 방송국과 제휴 또는 계열 관계를 맺고

루고 있는 구조로, 미국 4대 방송사의 시청률이

있는 5개 민영방송 네트워크들로 구성된다. 일본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일평균 23.0%, 주시청

의 유료방송 채널은 지상파 채널에 비해 PP 점유

시간대 26.8% 수준이다. 미국의 주요 유료방송 플랫

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채널별 가입하는 형태의

폼 사업자로는 Comcast, DIRECTV, DISH Network,

프리미엄 PP가 주를 이룬다.

Time Warner Cable, AT&T 등이 있다.
영국의 지상파 방송은 공영체제와 민영체제로

Key word

구분된다. BBC의 수익원은 수신료와 기타 수익으
로 구분되며 이 중 수신료의 비중은 73.5%로 압도
적이다. 영국의 주요 유료방송 사업자는 위성방송
사업자인 BSkyB, 케이블 사업자인 Virgin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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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16-06

ICT 산업 정책의 거시경제적 효과 분석을 통한 정책 방향 연구
고동환, 정부연
연구기간 2016. 1.1∼2016. 10. 31

연구목표

크게 나타나 우리나라 ICT산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둘째 충격반응함수에 따르면,

ICT산업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바람직한 정

ICT투자의 증가는 단기에 구축효과에 의해 총생

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ICT부문의 특성을

산의 하락을 야기하지만 장기적으로 ICT확산을

이해하고 그를 통하여 ICT 정책의 파급경로에 대

촉진시켜 총생산성과 함께 총생산을 증가시키는

한 연구가 우선되어야 한다. 현재까지 ICT산업 정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분산분해분석

책에 대한 연구는 미시적 실증분석에 많이 집중되

을 통해 알아본 ICT투자충격은 2009년 이후 대

어 있어 파급경로를 명시적으로 반영한 구조적 모

내 ․ 외 부정적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을 해왔으나

형의 구축과 그를 통한 정책연구는 매우 미흡하였

2011년 이후 ICT투자 뿐 만 아니라 총생산에도 음

다. 따라서 본연구의 목표는 ICT부문을 명시적으

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투자활성

로 포함하는 구조적 모형, 즉 DGSE모형을 구축하

화 정책이 요구되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고 분석함으로써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모색해 보

총요소생산성 변동성에 대한 ICT부문의 역할은

는 것이다.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ICT부문이 총요소
생산성 변동성 보다는 증가하는 추세에는 더 영향

주요 연구내용

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ICT정책은 ICT R&D를 통한 기술의

본 연구에서는 ICT 관련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

생산뿐 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그 기술이 활용되

함으로써 경기변동주기에서 그 특징을 도출하고,

어 총요소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사회적효용을 높

ICT부문을 포함하는 DSGE 모형을 구축하고 베이

일 수 있는 확산 정책에도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지안 추정했으며, 다양한 분석을 통해 ICT와 거시

하겠다.

경제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ICT투자의

Key word

기술확산 탄력도가 기술생산탄력도보다 커 확산
에 대한 투자효율이 더 좋은 것으로 추정이 되었

ICT확산, DSGE모형, ICT정책, 경기변동

다. 또한 ICT의 확산을 통한 생산효율성증대는 미
국의 R&D투자로 인한 생산효율성증대보다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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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보고서: 조사환경 변화에 대응한 ICT 통계
생산체계 혁신 방안 연구(I)
정용찬, 주재욱, 이원태, 김윤화, 유선실, 김욱준,
오윤석, 박민규, 황용석, 황선웅
연구기간 2016. 1. 1∼2016. 12. 31

연구목표

수행하였다.
통계조사 이론 연구에서는 조사 방법(전화, 면

본 연구는 정부 정책 의사결정에 있어서 데이터

접, 온라인)에 따른 차이를 통해 각 조사방법의 특

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데이터 기반(data-driven)

징을 확인했다. ICT 신산업 규모추정 연구는 ICT

환경에서 신뢰할 수 있고 활용도 높은 통계 생산

신산업의 규모 추정을 통해 중장기 ICT 정책 수립

을 위해 현행 통계 생산체계 환경 진단을 통한 개

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선 방안 마련을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데이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통계 생산체계 혁신을 위

터 개방과 활용은 정확한 통계생산이 전제되어야

한 전략수립과 법제도 개선 연구에서는 가장 최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조사 환경은 가구 단위의

의 자료를 활용하여 국내외 국가통계제도와 정책

조사는 가구원 부재, 개인 정보 보호 의식 강화 등

을 통계생산 거버넌스 구조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으로, 기업 대상의 조사도 응답 부담과 기업 영업

본 연구는 2차 년도(2017) 연구 수행을 통해 조

비밀 노출 곤란 등으로 응답 거부가 증가하는 상

사통계 영역과 ICT산업 분야에의 적용 타당성을

황이다. 통계청과 같은 정부 조사도 이러한 문제

실증분석하여 타 분야로의 확대 적용 방안을 제시

를 해결하기 위해 조사 참여 설득, 과태료 부과 등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최종결과물은 통계 데이터

의 방법을 동원하고 있지만 조사 환경 악화를 해

생산 생태계 혁신 및 데이터 기반(data-driven)

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사회의 대응을 위한 국가차원의 종합 전략을 점검
하고 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연구내용
Key word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각국이 공통적으로 겪
고 있는 조사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본 연구
는 2개년도로 기획되어, 1차 년도(2016년)에는 통
계조사 이론과 ICT통계, 법 ․ 제도의 세 부분으로
구성하여 조사방법 비교 분석 및 개선방안 이론연
구, ICT 신산업 규모추정 연구, 국가통계 생산체
계 혁신을 위한 전략수립과 법제도 개선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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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6-01

ICT 발전에 따른 산업 및 기술수준별 고용효과
분석 및 정책방향 정립
주재욱, 정부연
연구기간 2015. 7. 9∼2016. 1. 5

연구목표

살펴보았다. 특히, 고용구조 변화와 ICT 활용 수
준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ICT 활용

본 연구는 중장기적으로 직업 수요에 대한 정확

이 산업별, 교육 수준별 고용에 미치는 효과에 대

한 미래 예측을 함으로써 인력 수급의 미스매치로

한 모형을 정립하고 관련 데이터를 분석해 결과를

인한 사회적 비용 문제를 해결하고, ICT의 발전으

도출했다. 더불어 미래의 직업구조 변화를 살펴보

로 인해 기술 변화의 고용 효과가 과거와 다른 양

기 위해 국내외 미래 직업 전망에 대한 사례를 분

상으로 전개되고 있으나 관련 연구가 부족하므로

석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국내 미래 직업 구조 변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

화를 전망했다.

적은 ICT 발전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산업별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

그리고 기술 수준별로 분석하여 고용정책의 방향

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일자리 창출 정책의 기

을 정립하기 위한 연구로, 기술에 초점을 맞추어

본 방향 설정에 있어 고려해야 할 첫 번째 요소는

고용 구조를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 고용

바로 창의력을 중심으로 한 발전모델의 전환이며,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는 것

두 번째 요소는 기술발전의 효과를 고려하는 것이

이다.

다. 이러한 기본 방향을 전제로, 보다 세부적으로,
인력정책, 산업정책, 고용전환정책, 고용양극화

주요 연구내용

해소 정책, 고용취약계층 지원 정책 등 다섯 가지
측면에서의 일자리 정책을 제안했다. 본 연구는

본 연구는 우선, 세계 노동시장의 개황을 분석
하기 위해 세계경제와 노동시장 및 주요 이슈를

향후 ICT 관련 일자리 창출 정책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살펴보고, OECD 주요국의 고용구조 현황을 양적,
질적 지표로 구분해 분석하며, 미국, EU, 일본의

Key word

고용관련 정책 현황을 분석했다. 그 다음으로는
국내 고용구조 및 고용정책 현황 분석을 위해 우
리나라의 전체 고용구조 현황뿐만 아니라 ICT 고

정보통신기술 산업, 기술, 고용, 고용정책, 미래
직업구조

용 현황을 나누어 분석하고, 국내 고용 정책 현황
도 일반적인 고용 정책과 ICT 고용 정책을 구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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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중심사회의 일자리 정책방향 연구
정 혁, 이경선, 이경남, 남충현, 손가녕, 이호, 임영모,
서영빈, 이동현, 최창옥
연구기간 2015. 5. 26∼2016. 2. 29

연구목표

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특히 컴퓨터와 SW의 기술
진보가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 및

SW 중심의 ICT 변화는 급속하게 다수의 직무를

실증적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자동화 ․ 대체하면서 직무체계 뿐 아니라 노동시장

셋째, 창의성 ․ ICT 기반 일자리 구조 변화를 분

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앞서

석하고 경제적 성과를 분석한다. 일자리 및 경제

경험하고 있는 해외 사례들과 선행 연구들을 검토

적 기여도 측면에서는 개개인의 창의성 및 ICT를

하고 일자리 변화에 대한 문헌 연구를 수행하여

활용한 일자리의 변화 추이와 일자리의 산업별 분

향후 우리나라의 일자리 변화를 분석할 필요가 있

포 등을 분석하고 창의성 및 ICT 활용 비중이 높

다. 또한 SW 관련 업체의 일자리 창출 성공 사례

은 산업의 특징, 경제적 성과, 그리고 기여도 등을

를 발굴․분석하여 SW 관련 산업이 향후 고용 창출

분석한다.

에 기여할 수 있는 조건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넷째, SW 중심사회에서 SW 산업의 발전을 통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SW 중심의 ICT

한 일자리 창출 성공 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

변화 속에서 환경 분석, 일자리 변화 분석, 사례

으로 고용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함의를 도출한다.

분석 등을 토대로 향후 일자리 창출 정책 수립을

마지막으로 상기 결과를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

위한 방향을 찾고자 한다.

및 고용구조 변화에 대비하여 SW중심사회의 일자
리 정책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한다.

주요 연구내용
Key word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의 주요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SW 중심사회의 개념 및 주요 특성을 분석
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SW 혁신 사례와 추세를
분석하여 SW 중심사회의 개념 및 주요 특성을 도
출하고, SW 기술의 진화 트렌드에 기초해 미래 사
회의 변화 모습을 전망한다.
둘째, SW기술 진화가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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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기반 디지털 경제 미래예측 방법론 연구
주재욱, 정용찬, 이원태, 신지형, 정부연, 김욱준, 이성호, 이대호
연구기간 2015. 1. 1∼2016. 2. 29

연구목표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의 초점은 미래를 예측하는 기존의 방법

첫째, 기술수용모형을 통해서 7개의 사물인터넷

론을 활용하여 디지털 경제의 기술, 사회, 경제를

기술에 대한 수용의도를 조사하여 구조모형을 통

예측하는 것이다. 우선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디

해서 잠재변수 간 인과관계를 검증하였다. 호환성

지털 경제의 정의를 필두로 디지털 경제의 발전과

이 사용용이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고, 상대적

정과 현황을 살펴본다. 방법론 측면에서 전통적

이점과 접근성의 경우 인지된 유용성에 긍정적인

예측방법인 통계적 예측과 천재적 예측, 추세외삽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마이크로시

법, 역사적 유추, 델파이, 시나리오 분석 등 비통

뮬레이션을 활용한 한국사회의 미디어이용행태를

계적 예측방법론을 소개하고, 디지털 경제 미래예

전망한 결과. 고령화 현상으로 ICT 신기술의 확산

측의 적용가능성을 고찰하며, 최근 기술 및 사회

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지 못할 것으로 나왔다. 셋

분야에서 주목 받고 있는 예측방법론인 기술수용

째, 델파이 분석 결과 사이버 범죄 및 안전의 중요

모형과 행위자 기반 모형을 이용하여 디지털 경제

성, 사회적 순기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의 미래 기술 및 미래 사회에 관한 예측을 수행하

핵심 기술 등에 내용을 담고 있다. 넷째, 텍스트

고자 한다.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미래예측 방법

의미망을 통해서 디지털 경제의 유망 기술의 발전

중 하나인 델파이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전문가 의

양상과 사회적 영향에 대해 정량적, 정성적 분석

견 중심으로 디지털 경제의 미래기술과 사회를 예

을 시도했다.

측한다. 또한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분석 방법으
로, 빅데이터 분석이라 불리는 텍스트 마이닝 분

Key word

석 기법을 도입하여 디지털 경제의 미래예측을 위
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예
측 방법론의 개발과 병행하여 디지털 기술에 기초

디지털 경제, 미래 예측 방법론, 마이크로 시뮬
레이션, 텍스트마이닝, 기술수용

한 우리사회의 미래 모습을 사회적 관점과 기술적
관점에서 각각 조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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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프로그램 시청자평가 개선방안 연구
주재욱, 이선희, 정부연, 강현철, 박은희
연구기간 2016. 5. 2∼2016. 11. 30

연구목표

사에 대한 비판적 쟁점 및 쓰임새에 대해 검토하
고, KI시청자평가지수 조사 항목의 유효성 검토와

본 연구의 목적은 방송프로그램 시청자평가지

새로운 척도를 제안하며,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

수 조사 방법의 개선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기존

해 그 결과를 분석해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KI시

의 시청자평가지수에 대한 각종 측정 지표 및 조

청자평가지수조사에 대한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해

사방법론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다

질문 항목에 대한 검토 결과, 일부 우수 프로그램

매체, 다채널 등 방송환경 변화에 따라 제기될 수

의 KI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 평가자 수가 적

있는 조사의 문제점들을 파악하며, 본 조사를 둘

은 프로그램의 경우 평가에서 제외하는 방안, 장

러싸고 학계 전문가와 사업자 사이에서 지금까지

기적으로 전문가에 의한 심층적인 프로그램 평가

논의되어 왔던 다양한 관련 이슈들을 다각도로 검

제도를 일부 도입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방송 품질에 대한 시

본 연구 결과는 지상파와 종편 방송사 평가에

청자 중심의 평가라는 조사 본래의 취지를 살피

반영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KI시청자평가지수조

고, 시청자 의견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며, 공정

사 방법론의 개선과 방송프로그램 평가 관련 정책

한 조사를 통해 양질의 방송프로그램이 양산될 수

수립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시청자

있는 방송정책을 수립하고자 한다.

의 권익을 증진하고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방송 정책 마련에도 기여할 것으로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는 국내 방송프로그램 시청자평가 사례

예상된다.

Key word

분석을 위해 주요 문헌 연구와 국내 방송사 및 기
타 기관의 방송프로그램 품질 평가 사례를 분석
하고, 해외 방송프로그램 시청자평가 사례를 분석
했다. 또한 KI조사의 통계적 특성과 조사 방식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위해 표본 배분, 표본 크기에
대해 분석했다. 더불어 KI조사의 조사항목에 대한
유효성 검토를 위해 그동안 KI시청자평가지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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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의 ICT 산업 파급효과와 정책방향 연구
고동환, 강하연, 나성현, 진홍윤, 최지혜, 박은지, 박선우
연구기간 2016. 8. 1∼2016. 11. 30

연구목표

으로써 브렉시트의 ICT 투자 및 ICT 수출에 대한
영향을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불확실성의 확대

2016년 6월 23일 국민투표로 결정된 영국의 EU

와 세계교역량 감소에 따른 충격반응함수를 각각

탈퇴는 그간 누적되어 온 세계화에 대한 대중의

분석한 결과, 한 단위의 표준편차만큼의 불확실성

불만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례다. 반세계화 움직

확대(추세대비 15% 증가)는 ICT 수출과 투자에 모

임은 중산층 이하의 소득 증가 부진으로 불평등이

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단

심화되며 촉발되었는데, 이는 영국의 EU 탈퇴에

위 표준편차만큼(추세대비 1.3%)의 세계교역량 감

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전 세계적인 반세계

소는 ICT 수출을 약 0.8% 감소시키며, ICT 투자

화와 보호무역주의 기조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는 충격 당기에 약 0.7%가량 하락하였다가 추세로

크다. 따라서 브렉시트가 세계 경제에 미칠 파급

수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브렉시트 충격으로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11년 이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교역량이 감소하면 단기적

후 국내 ICT 생산이 지속 하락하는 한편, 수출입

으로는 우리 ICT 수출과 투자 모두에 부정적인 영

이 정체된 현 상황에서 영국의 EU 탈퇴는 우리

향이 있지만, 수출은 곧 반등하므로 결과적으로는

ICT 산업이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 확보를 더욱 어

브렉시트의 우리 ICT 산업에 대한 영향이 미미하

렵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거나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브렉시트 충격의 파급 경로를 검

본 연구 결과는 대내외 거시경제적 충격이 우리

토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변수를 포함한 계량

ICT 산업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기초

모형을 구축함으로써 브렉시트가 우리 ICT 산업

자료 및 계량적 틀로 활용 될 수 있으며, 이를 통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정치· 경제 현안에

자 한다.

대한 신속하고 직관적 대응이 가능하게 해 줄 것
으로 기대된다.

주요 연구내용
Key word
본 연구는 브렉시트가 야기할 불확실성을 측정
할 수 있는 불확실성지수를 구축하고 그 파급경로

브렉시트, 불확실성, ICT산업

를 고려하여 구조적 벡터자기회귀모형을 구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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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통계 발전전략 수립
나성현, 정용찬, 주재욱, 정혁, 정현준, 고동환, 김경훈, 유선실, 정부연,
김욱준, 진홍윤, 이선희, 신우철, 박선영, 박선우, 최지혜
연구기간 2016. 1. 1∼2016. 12. 31

연구목표

둘째, ICT 통계 작성계획 및 통계별 조사항목 등
을 포함한 통계조사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

본 연구는 ICT 통계 발전전략이라는 이름으로

으며, 그 과정에서 인터넷이용실태조사, ICT신산

ICT 시장의 급속한 진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업실태조사 등 8건의 통합(관련통계19개) 계획이

위한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통계의 생산 및 분석체

수립되었다. 셋째, 통계청 승인통계에 대해서는

계의 구축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기여도 평가를, 미승인통계에 대해서는 품질 평가

ICT 분야는 기술의 발전에 기반해 신산업 ․ 신제
품이 끊임없이 등장하며 진화하는 시장임에 따라,

를 실시, 향후 ICT 통계의 활용도 및 신뢰도 강화
를 추진하도록 하였다.

새로운 분야에 대한 통계 수요가 다른 어떤 분야

본 연구는 ICT 통계 발전방향 연구 및 ICT통계

보다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현재까지 새롭게 발

조사 시행계획 수립지원을 통해 ICT 전반을 포괄

생하는 통계수요에 대한 대응은 상당히 분산적이

하는 통계조사의 신뢰성과 적절성을 높여, 보다

며 개별적인 대응의 형태로 나타났는데, 이는 결

효과적인 ICT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과적으로 2016년 현재 미래창조과학부가 직간접

기대된다.

적으로 관리하는 ICT 통계가 40여 종에 달하며
이 중 상당수는 중복, 수치의 불일치, 신뢰도 저

Key word

하 등으로 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문제를 야기하
고 있다.

ICT 통계, 통계조사시행계획, 통계생산체계, 기
여도 평가, 품질 평가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의 주요 결과물인 ｢2016~2017년 K-ICT
통계조사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ICT통계기획 ․ 평가기관(KISDI)과 미래부
및 개별 통계조사 기관이 참여하는 ICT통계협의
회의 구성 등을 통해 기획 및 조정의 기능이 추가
된 효율적 통계생산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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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통계조사 품질 진단
정용찬, 김경훈, 유선실, 정환
연구기간 2016. 1. 1∼2016. 12. 31

연구목표

는 ｢미승인 ICT통계 품질진단 자체진단서｣를 제
안하였다. 또한 미승인 ICT통계 품질을 진단하기

ICT통계는 ICT정책의 입안, 집행, 평가, 환류의

위해 통계청의 조사통계용 ｢자체통계품질진단 매

기반이 되는 인프라로 정확성(accuracy)이 생명

뉴얼｣의 44개 통계품질지표를 기반으로 하여 8개

이다. 이를 위해 통계를 만드는 정부 부처는 매년

의 품질차원 및 9개의 작성절차별로 31개의 통계

해당 통계의 품질을 스스로 평가하는 ‘자체통계품

품질지표로 구성된 평가서를 제안하였다.

질진단’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통계법에 명시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미승인 ICT통계 품질진단

자체통계품질진단과 정기통계품질진단은 통계청

체계｣를 데이터산업현황조사, 빅데이터시장현황조

의 승인을 받은 국가승인통계를 대상으로 시행하

사, 클라우드산업실태조사, 정보보호산업실태조사

고 있어 정부 부처가 다양한 목적으로 생산하고

에 적용한 결과 표본설계 보고서 작성, 적절한 통

있는 미승인 통계조사는 이러한 품질진단 시스템

계 추정 방법 적용, 이용자 만족도 조사의 시행, 조

에서 배제되어 있다.

사 용역기관 관리 표준화 등 공통적인 개선 사항

이러한 미승인 ICT통계는 새롭게 부상하고 있

이 도출되었다.

는 신산업의 특성을 감안하면 필요한 조사임에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품질 진단 지표는 일회성으

틀림이 없지만 기존 ICT통계와의 중복, 조사 과정

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승인 ICT통계를 대상으

전반에 대한 품질 관리 등 조사 관리 체계에 대한

로 연차적으로 품질진단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종합적인 진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품질진단 과정에서 도출된 개선 과제는 차년
도에 기술지원 등을 통해 품질 제고의 기회로 삼

주요 연구내용
미승인 ICT통계 품질진단은 통계 품질을 평가

아야 한다.

Key word

하는 것이 아니라 품질진단을 통해 파악된 통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전문성 강화를 지원하는데 목

품질진단, 미승인 ICT 통계, 통계관리체계

적이 있다. 현재 작성되고 있는 ICT통계들이 가지
고 있는 문제점을 정확히 평가하고, 통계작성 담
당자로 하여금 통계 개선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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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산업 통계분석 프레임워크 구축

나성현, 김욱준, 이선희, 진홍윤
연구기간 2016. 1. 1∼2016. 12. 31

연구목표

계 맵 구축, 즉 ICT 통계 및 ICT 관련통계들의 구
조화를 통해 개별 통계들간의 관계를 손쉽게 파악

ICT 통계정보의 정책 활용도 극대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통계 맵(map)은

는 생산된 통계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는 체

관련 분야의 통계들이 어떤 관점에서 분류되고 서

계적 분석 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

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구조 또는

구는 다양한 데이터들로부터 ICT 정책의 수립에

관계도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ICT 통계 맵은 현

유의미한 정보를 생산하는 과정, 즉 통계분석의

존하는 대부분의 통계들을 수록할 것임에 따라 기

효율화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존 통계간의 중복성 여부 및 새롭게 발생하는 수

며, 이를 위해 ICT 관련 통계들에 대한 현황 분석

요에 따른 신규통계의 작성 필요성 등을 설득력

을 통해 이들이 어떤 정보들을 담고 있고 각각의

있게 보여주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계들이 어떻게 분류되고, 연관될 수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제 4장을 통해서는 통계분석 프레임

보여주고자 하였다.

워크의 측면에서 본 연구를 통해 구축된 통계 맵
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

주요 연구내용
첫째, ICT 통계분석과 관련된 최근의 환경변화

였다.

Key word

를 다룬다. ICT 산업은 다른 어떤 산업들 보다 빠
르게 진화하고 있다는 특징을 지니며, 이에 따라
통계분석의 관점에서는 수요자의 명시적인 요구
에 대한 대응은 물론 시장의 변화에 따라 요구될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적 수요를 선도적으로 제기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글로벌
경기침체 및 보호무역주의의 강화 등 대내외적 경
제 환경과 함께 기술진화에 따른 ICT 시장의 변화
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로 제3장에서는 효율적 통계분석을 위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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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통계 분류체계 개선
정현준, 진홍윤, 김욱준
연구기간 2016. 1. 1∼2016. 12. 31

연구목표

도입, 분류방식의 변화를 제시했다.
본 연구가 도출하는 ICT 통합 분류체계안은 생

ICT 산업이 타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서 새로운

산과 수출입 조사의 중복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차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생성 ․ 발전해 감에 따라서,

를 최소화하고, 새로이 주목받고 있는 인터넷 관

ICT 산업통계도 새로운 변화를 겪고 있다. 기존의

련 정보서비스를 신설하고, 기존의 한국표준산업

ICT 산업통계의 분류체계는 ｢ICT실태조사｣, ｢ICT

분류체계와의 연계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설

수출입통계｣,｢정보통신기술산업통계｣등 서로 다

계했다. 이러한 개선방안의 마련은 통계에 기반을

른 통계분류체계를 적용으로 말미암아 일관성있

둔 ICT 정책결정이 좀 더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는 통계적 해석이 어려울 뿐 아니라, 새로운 ICT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생태계 변화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통합분
류체계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존재해 왔다.

Key word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분산되었던 ICT 통계
체계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하나의 통합된 ICT 분
류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산업생태계의 변화와

ICT 통합 분류체계, 통계, 산업분류, 품목분류,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서비스, 소프트웨어

방향을 합리적으로 측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ICT 통합분류체계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주요 연구내용
기존의 국내외 ICT 분류체계 현황을 파악하고
자 OECD의 ICT 산업분류체계, 그리고 국내적으
로 통계청, 한국은행, ICT실태조사, ICT수출입
통계의 체계를 조사 ․ 비교한다. 정보통신기기, 정
보통신서비스, 소프트웨어의 수준에서 그리고 각
분류단위 內 분류체계 상의 차이점 및 중복을 조
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분류 개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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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통계조사 기여도 평가
주재욱, 김경훈, 김욱준, 이동희
연구기간 2016. 1. 1∼2016. 12. 31

연구목표

주요 연구내용

2016년 미래창조과학부의 ｢ICT 통계조사 시행

첫째, 선진국의 통계품질관리 현황에 대한 조사

계획｣은 ICT 통계를 기획 ․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하고 관련 이슈에 대한 논의를 소개한다. 미국이

지금까지 생산되어온 30종이 넘는 ICT 승인 ․ 미승

나 유럽의 일부 국가들은 통계생산과정에서 소요

인 통계조사들은 나름대로의 필요성에 의해서 만

되는 비용을 이용하여 효율성을 고려하기도 하지

들어지고 발전되어 왔으나, 방대해진 만큼이나 각

만 이것이 통계품질관리 방법으로 충분하게 활용

통계의 목적과 활용적 측면에서 서로 중복되는 등

되고 있지 못하다. 둘째, 기여도 평가 방법론에 대

의 다양한 문제점들이 노출되었다.

한 것이다. 크게 정량조사 및 정성조사로 구분되

우리나라의 ICT 통계 생산기관은 정책연구, 정

어 있으며, 정량조사는 정부의 보도자료, 학술지,

보화, 산업진흥, 정보보호 등 국가의 ICT 정책과

공공기관의 보고서, 포털뉴스 검색 횟수를 기준으

관련된 광범위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생산기

로 설계했다. 정성조사는 ICT 정책분야의 공무원,

관의 입장에서는 통계는 기관의 다양한 기능 중

연구원, 학계전문가로 구성하여 인지도, 이용경

일부이기 때문에 이러한 거버넌스가 통계의 본래

험, 이용계획 등에 대한 설문을 수행했다.

적 목적에 얼마나 충실할 수 있는가에 대한 평가
도 중요하다. 기여도 평가는 기존의 품질진단이

Key word

주로 정성적 평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수량적 방법론을 도입하여 평가
의 합리성을 도모하였다.
본 기여도 평가는 기존의 품질진단과 차별적으
로 통계이용자의 실제적 이용 경험과 관점에 초점
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통계생산
효율성 증대와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종합적 개
선방안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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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및 인터넷 경제통계의 조사모집단 및
표본조사 표준화
정현준, 김욱준, 신우철, 오윤석, 한근식
연구기간 2016 1. 1∼2016. 12. 31

연구목표

설명을 포함했다. 특히 ICT 산업별 사업체의 분포
현황을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와 한국기업데이터

본 연구는 변화하는 ICT 기술과 시장의 발전 과

를 통해서 요약했다.

정에서 ICT 통계를 통합적인 기획과 조정을 위해

셋째, ICT 통합모집단 구축 방법론에서 전국사

서, 통계간 중복과 불일치성을 해소하기 위한 다

업체조사의 설계변수를 활용했으며, 한국표준산

양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주로 모집단과

업분류를 통해서 예시적으로 모집단을 구축했다.

표본설계 관점에서 ICT 통계체계에서 통계 품질

문화체육관광부의 모집단 구축 사례를 통해서 ICT

개선을 위한 방안을 연구하며, 모집단 관점에서는

통합모집단 구축에 필요한 점들도 짚어 보았다.

현행 주요 통계의 모집단 구축 현황 및 방법론을

넷째, 표본설계에서는 개인조사용 조사모집단,

연구하고, 개선할 방향을 파악했다. 표본설계 관

가구조사용 조사모집단, 사업체 및 기업 조사용

점에서는 ICT 통계조사에서 주로 이용되는 모집

모집단의 파일설계서와 관련 설명을 추가했다. 특

단, 층화변수, 표본설계방법등을 정리했으며, ICT

히 ICT 통계조사를 위한 표본설계의 방법론으로

통계조사의 모집단 구축 방법론과 표본설계의 기

단순임의추출방법, 층화임의추출방법론을 조사했

초를 마련하고자 했다.

으며, ICT 산업에 적용했을 경우 발생되는 이슈를
설명했다. 또한, 매출액, 종사자 규모, 품목 등을

주요 연구내용
우선 ICT 통계조사를 체계화하기 위해 공급 ․ 생

고려한 표본 설계상의 방법론을 제시했다.

Key word

산 ․ 수요 ․ 기반으로 구분하고, 4개 분야의 통계현
황을 수록했으며, 조사방법론에 대해 비교적 자세

ICT 통계조사 모집단, 표본설계, 분류체계

히 기술되어 있는 승인통계(19개)를 중심으로 ICT
통계조사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둘째, ICT 모집단 구성 개념을 기존의 모집단
방법과 ICT 시장 현황을 중심으로 제시했다. 모집
단을 정의하는 시점, 부분 모집단의 통합, 조사모
집단의 구축과정, 조사대상 및 조사단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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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혁, 나성현, 정현준, 고동환, 김경훈, 유선실,
정부연, 진홍윤, 이선희, 신우철, 오윤석, 최지혜,
김민식, 이경남, 오정숙, 이은민, 정원준
연구기간 2016. 1. 1∼2016. 12. 31

연구목표

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들은 나름의 성과를 내
고 있고 수요를 반영하여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국내외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경기

있으나 아직은 규모면에서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변화 역시 빨라지는 상황에서 시의성 있는 정책

ICT 산업에 대한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이해를

결정의 중요성은 매우 커진다. 정책 방향 수립과

위해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 및 핀테크 거래액

정책 결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통계 기반 ICT 경기

분석, 소프트웨어 시장구조 분석, ICT 산업 인력

진단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거시 및 ICT

의 특징 분석, ICT 분야에 대한 벤처캐피털 투자

산업 통계를 통해 ICT 경기분석을 수행하여 시의

현황, 유니콘 기업 현황 분석, 국내 산업별 ICT 활

성 있는 경기 파악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용도 분석, OECD 국가간 브로드밴드 서비스 요금
비교,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 분석이

주요 연구내용

그 예이다. 경제통계, 산업통계에서 포괄되기 어
려운 통계를 활용함으로써 한국 ICT 산업의 특성

거시경제 통계 분석을 통해 2016년 수출과 내수

과 산업동학을 이해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의 동시 침체에 따른 저성장 장기화가 확인되었

종합적으로 ICT 산업을 이해하고 이슈를 전망

다. 대외 환경의 악화로 인해 수출 부진, 특히 수

하기 위해, 한중미일 인공지능 기술경쟁력 비교,

출 단가 하락에 따른 수출 실적의 악화가 두드러

기술진화와 여성 일자리 이슈, 스마트기기와 삶의

지는 가운데, 내수의 부진이 경기침체를 장기화하

질, 세대별 미래기술 인식, 정부 R&D 사업의 민간

고 있다. 저금리가 설비투자보다는 건설투자 증가

투자에 대한 영향, 스타트업 생태계 설문조사 등

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ICT 산업 생산을 분

국내외 이슈에 대한 선행연구를 선별하여 정리하

석한 결과, ICT 제조업 중에서도 반도체 생산에

기도 하였다.

대한 의존도가 매우 크게 나타났으며 하반기에는
반도체 부문의 회복이 ICT 생산과 고용에 긍정적

Key word

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프트웨어 산업 통계, 정보보안시장 통계, 게
임시장 통계를 분석하여 이들 부문이 한국 ICT 산
업이 ICT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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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정용찬, 김윤화, 박선영
연구기간 2016. 1. 1∼2016. 12. 31

연구목표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매체

본 조사연구는 방송 환경 변화에 따른 지상파방

로 스마트폰의 중요도는(55.5%) 전년(46.4%) 대

송, 유선방송, 위성방송과 DMB 등 다양한 매체에

비 크게 높아지고, TV 중요도는 38.6%로 전년

대한 수용자의 인식과 시청행태의 변화를 정기적

(44.1%) 대비 낮아지면서 스마트폰이 TV보다 더

으로 분석하여 수용자정책 수립, 민간기업체의 경

필요한 매체로 부상하였다. 특히, 40대 이상이 스

영 계획 수립과 학계, 연구소 등의 학술연구를 지

마트폰을 필수매체로 선택하는 비중이 최근 3년간

원하고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는 시청자에게 기초

큰 폭으로 증가하여 스마트폰의 중요성이 고연령

통계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층으로 확산 추세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보고서는 방송매체이용에 관한 정부승

주요 연구내용

인통계로 정책 당국의 수용자 정책 수립을 위한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조사는 전국 4,366가구에 거주하는 13세 이
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2016년 6월 7일부터 2016

Key word

년 8월 19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일대
일 개별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조사항목은
매체 이용량과 보유실태, 지상파 TV방송 이용행

TV 이용행태, 유료방송, 인터넷, 스마트폰, 미
디어이용시간

태, 유료방송(유선, 위성, IPTV) 이용행태, 라디
오 이용행태, 인터넷방송 이용행태, 스마트기기
이용행태, 자녀의 방송매체 이용행태, 해외 프로
그램 시청행태 등이다.
주요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매체이용에 있어서
는 가정 내의 TV 수상기가 여전히 가장 보편적인
미디어로 나타났고, 미디어 이용의 이동화, 개인
화를 촉진시키는 스마트폰의 40대, 50대 보유율
이 각각 96.3%, 89.3%로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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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KI 시청자평가지수조사
주재욱, 정부연, 신지형
연구기간 2016. 1. 1∼2016. 12. 31

연구목표

특히 본 연구에서는 패널의 대표성을 검증하고
지수의 안정성을 평가하였으며 문항의 구체성을

최근 다매체 ․ 다채널로 변화하는 방송환경에서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시청시간대별 분석(전체시

시청자 확보를 위한 경쟁의 격화로 시청률 위주의

간대와 주시청시간대로 구분 분석), 평가자 집단

편성 경향에 대한 정책적인 보완의 중요성이 강조

별 분석(1주일 전일 평가자와 일주일 미만 평가

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시청자가 직접 방송

자), 만족도 지수(SI)와 품질 지수(QI)의 상관분석

프로그램의 품질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품격 높은

등 다양한 분석을 시행하고 결과를 제시하였다.

방송을 제작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 제공하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 결과가 수용자 확보를

고 궁극적으로 수용자가 참여하는 방송평가 시스

위한 경쟁 속에서 시청률 경쟁을 지양하고, 품질

템을 정착시키는 것이다.

이 우수한 방송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부각하는데
일조하여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가 조화를 이루는

주요 연구내용

균형 잡힌 방송생태계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기
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방송프로그램 품질 평가 지수 산출을
위한 조사 설계에 따라 온라인 패널을 구성하여

Key word

연 4회(3월, 5월, 8월, 11월) 지상파 채널(KBS1,
KBS2, MBC, SBS)과 종합편성채널(TV조선, JTBC,
채널A, MBN) 에서 방송되는 모든 프로그램을 대
상으로 KI 평가 지수(만족도 지수와 품질 지수)를
산출하였다. 산출된 평가 지수는 연간 4만 명이
넘는 대규모의 패널(5주간 12,000명)을 확보하고
높은 응답률을 유지하여 매우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방송채널에 대한 평가를 7대 항목별(흥미성, 다양
성, 신뢰성, 유익성, 창의성, 공정성, 공익성)로
시행하여 방송사 간의 특성과 차이를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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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16-11-01

방송통계DB 구축 ․ 운영(I)
정용찬, 주재욱, 김재영, 김윤화, 이선희, 박선영, 노희윤, 오윤석
연구기간 2016. 1. 1∼2016. 12. 31

연구목표

회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유사기관의 시
스템 및 홈페이지를 벤치마킹하여 Smart－DB화

디지털 경제의 확산으로 데이터가 새로운 자산

를 실현하였다.

으로 주목받는 데이터 시대를 대비하여 UN과

DB시스템의 기능개선 외에도 기존의 통계자료

OECD 등 국제기구도 데이터에 기반 한 정책 결정

리뉴얼 및 업데이트도 이루어졌다. 방송산업통계

을 강조하고 있다. 미디어 시장 현황과 소비자의

는 기존 조사된 방송산업 실태조사의 DB화 작업

이용행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용자가 편리하

으로 2015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의 DB업데

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이트와 기존 구축된 DB의 시스템 개선 및 데이터

전파하는 방송통계 DB 구축 ․ 운영 사업도 이러한

수정작업을 수행하였다. 국가승인통계(제40501호)

변화하는 환경에 부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

인 한국 미디어 패널조사 7차년도 조사결과를 DB

점이다.

시스템에 업로드하였고, 해외방송통계 자료도 데

통계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용자의 접근 편의성
을 높이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이터 업로드방식을 리뉴얼하고 최신자료를 DB화
하여 업로드하였다.

체계를 구축하여 방송통신 관련 정책 수요자와 학
계, 연구 기관의 수요에 부응하는 품질 높은 정보

Key word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방송 및 뉴미디어, 한국 미디어패널조사, 방송

주요 연구내용

통계, KISDI STAT Report

2016년 방송 및 뉴미디어 통계정보 시스템은 모
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신규 페이지 개설, 홈페이지 디자인 개선, 콘텐츠
평가기능 도입 등 이용자 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하
기 위하여 다양한 기능 개발과 개선작업을 수행하
였다. 또한 올해 사업에서는 연구 결과 활용도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보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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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한국미디어패널조사
주재욱, 정용찬, 김윤화, 오윤석
연구기간 2016. 1. 1∼2016. 12. 31

연구목표

2011년부터 6년에 걸쳐 전국적인 패널데이터가
구축되어 연구결과를 관련 학계, 연구기관, 산업계

다매체 ․ 다채널 시대에 미디어 환경 전반에 자

와 정책당국에 제공하고 그 연구 성과를 공유하기

리 잡은 스마트 생태계는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위하여 제4회 한국미디어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미치고 있다. 이에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과 미디

본 조사의 조사표는 가구용 설문지와 개인용 설

어 산업, 수용자의 이용행태를 중장기적으로 파악

문지로 나누어진다. 가구내 미디어 기기보유, 가

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국가승인을 받아 매년 한

구내 미디어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 및 지출 현황,

국미디어패널조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개인별 미디어 이용행태, 미디어 다이어리 등이 설

최근 스마트폰의 보편화, 태블릿PC의 등장, SNS

문지를 통해 조사되었다. 2016년도에는 미디어 관

의 확산 등 급변하는 미디어 이용환경 변화에 따

련 산업의 다이내믹한 기술 변화 및 제품 진화 등

라 미디어의 이용시간량과 그 배분 등 이용행태가

을 시의적절하게 반영하여 설문내용을 개선하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적 기초자료

고, 특별 섹션으로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마련이 매우 중요해졌다.

설문을 추가하여 미디어가 개인의 자존감 등에 중

따라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가 가구 및

재변수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개인의 미디어 이용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

본 조사는 다매체 시대의 cross－media 이용행

고, 이를 가구 및 개인 단위로 추적하여 그 중장기

태를 이해할 수 있는 지표와 통계를 생산할 수 있

적 추이를 파악하여 기업 및 정책 고객의 요구에

는 새로운 접근과 측정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부응토록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는데 의의가 있다. 패널 데이터 구축을 통해 미디
어의 이용시간 배분, 미디어 부문 지출, 미디어 기

주요 연구내용

기 보유 현황 등에 대한 종단적 데이터 분석을 요
구하는 정부, 업계, 학계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

한국 미디어 패널조사는 2010년 수도권 및 5대
광역시 패널구축을 시작으로 2011년 전국을 대상
으로 패널가구 및 가구원을 확대 구축하였고,
2016년 7차년도 조사로 4,233가구 및 9,788명의
개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완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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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으로 기대된다.

Key word
패널조사(종단조사), 미디어 이용행태,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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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통계정보연구

정책자료 16-12

2016년도 방송산업 실태조사
정현준, 정용찬, 이선희, 박선영, 노희윤
연구기간 2016. 1. 1∼2016. 12. 31

연구목표

방송분야 종사자는 3만 5,096명으로 전년대비
1.4% 증가하였다. 지상파방송과 종합유선방송 종

‘방송산업 실태조사’는 2000년부터 매년 실시하

사자는 각각 0.5%, 4% 감소하였으며, IPTV 종사

고 있는 국가승인 통계로 방송 산업의 분야별 실

자 수는 일부 사업자의 통신 ․ 방송사업 인력 재배

태 파악을 통해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정책수

치로 인해 방송인력이 감소하여 10.5% 감소하였

립에 활용하기 위한 통계조사로, 민간기업체의 경

다. 방송채널사용사업은 5.8%, 위성방송은 6.3%

영 계획 수립과 학계, 연구소 등의 학술연구를 지

증가하였다.

원하고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는 시청자에게 기초
통계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간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구매비용은 2조
5,4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0.2% 증가하였다. 방
송프로그램 수출은 2억 1,603만 달러, 수입은 1억

주요 연구내용

3,896만 달러로 전년대비 수출이 15.7% 감소한
반면 수입은 134.2% 증가하였다. 본 연구보고서

본 조사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는 방송 산업의 분야별 정책수립과 기업 경영전략

등록된 방송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2016년 5월

수립, 방송시장 예측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

18일부터 2016년 6월 15일까지 인터넷 조사를 실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하였으며, 2015년 1년간의 방송사업 현황을 조
사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조사항목은 종사자, 매

Key word

출과 손익 ․ 재무, 유료방송 가입자와 채널 운영,
프로그램 제작과 유통, 방송편성, 온라인 서비스
운영, 사업결합과 소유구조, 시설현황 등으로 구

방송산업, 방송매출액, 유료방송 가입자, 방송
제작비, 방송 수출입

성되었다.
주요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2015년 국내 방송
사업자의 방송사업매출액은 15조 3,195억 원으로
2015년 대비 3.7% 증가하였다. 유료방송서비스
가입자는 2,827만 명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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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체제 하에서 과학기술 ODA의 역할 및
효과성 제고 방안 연구
강인수, 김태은, 유성훈, 김진주, 정유미, 조수미
연구기간 2015. 11. 1∼2016. 1. 31

연구목표

존재한다. 따라서 최근 수립된 SDGs 및 국제사회
의 흐름을 반영하여 우리나라의 부진했던 과학기

2015년 말 새롭게 출범한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중에서 가장 큰 변화를 엿볼

술 ODA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및
효과성 제고 방안을 수립하고자 한다.

수 있는 부분은 경제성장의 중요성을 재조명하였
고 특히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으로 과학기술혁

주요 연구내용

신이 제시된 것이다. 과학기술은 그 특성상 광범
위한 개발의제에서 여러 다른 정책에 통합되는 범

SDGs의 세부지표와 과학기술 ODA와의 연결성

분야(cross－cutting) 주제로서의 접근이 중요시

을 면밀히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각 세부지표

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 보건, 식량안보, 환경 및

의 달성에 과학기술 ODA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

기후변화, 에너지, 재해경감 등의 주제에서도 역

을 모색하고자 선진국 및 국제기구의 SDGs하에

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기존에 과학기술이 선

국제개발협력 환경 변화에 대응한 과학기술 ODA

진국들만 향유할 수 있는 발전 수단이라는 관점에

동향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

서 개도국의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이슈이

경험 및 지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ODA의 역사

자 수단이라는 방향으로 국제사회의 인식이 전환

및 문제점/개선점 분석을 통해 한국형 對개도국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의 과학기술 ODA 지

과학기술 개발협력(ODA)의 역할을 정립하고자 하

원환경은 다양한 과학기술 전문기관 및 사업경험

였다. 이를 통해 SDGs하에 범 분야에 대한 對개

을 보유하고 있다는 강점과 우리의 개발경험 및

도국 발전을 위한 한국의 과학기술 ODA 역할을

과학기술분야 잠재력이 개도국의 높은 관심을 불

도출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효과성 제고 방안을

러일으키며 한국과의 과학기술산업 협력에 대한

마련하고자 하였다.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기회요소가 있는 반
면, 명확한 과학기술 ODA 범위 분류체계 부재, 분

Key word

산된 원조 추진체계 및 기관별 협력관계 단절, 여
타 지원 분야와의 연계성 미흡, 타 공여국과의 교
류 부족, 협력대상국 과학기술 ODA 수용성 분석

SDGs, 국제사회, 한국의 과학기술 ODA, 개도
국, 효과성

미흡, 과학기술 ODA 전문가 부족 등의 문제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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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개발협력 성과제고 및 전략적 이행방안 연구
강인수, 김태은, 유성훈, 송영민, 심수민, 조수미
연구기간 2015. 11. 20∼2016. 2. 19

연구목표

협력 참여 확대 및 성과 확산을 위한 전략을 검토
한다.

對개도국 ICT 개발협력(ODA) 사업의 통합적 운

ICT ODA 지원체계 및 지원조직(ICT ODA 총괄

영 및 민간부문 참여 활성화를 통해 사업 효율성

조정기구)의 to be model을 수립, 사업 연계성 강

을 제고하고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화 및 사업 운영 효과성 제고를 위한 로드맵 및 기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개발협력(ODA)이

구 운영계획 마련하고자 하였다.

국정 목표 핵심 과제로 반영됨에 따라, 한국형

민관협력(Private－Public Partnership, PPP)

ICT 개발협력(ODA)로드맵 수립 연구를 진행하여

을 포함하여 ICT ODA에 민간 참여를 확대를 위한

ICT ODA 로드맵의 추진방향 및 전략안을 제시,

환경 및 현황분석과 개선방안, 정책적 지원에 대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연구로 개도국 ICT

한 연구, ICT ODA 산업부문(컨설팅, 프로젝트 수

개발협력(ODA) 국가별 ․ 유형별 전략연구 를 진행

주등) 육성을 위한지원책 연구하였다. 면담 및 설

하여 각 유형에 따른 국가별 세부 추진전략을 도

문조사 실시를 통한 기존 ICT 분야 공공－민간 개

출한 바가 있다. 旣수행된 정책연구과제의 경우

발협력 현황 및 국내 ․ 외 ICT 개발협력 수요를 조

ICT ODA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내용적인 측면

사하고 분석하였다.

으로 접근하였다면, 본 연구 과제에서는 제도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ICT ODA 사업 총괄조정기

Key word

구 구축 ․ 운영 방안 제시 및 기대효과 검토, 민간
부문의 참여 확대를 통한 ICT 개발협력 역량 결집
및 성과 확산을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는 ICT 개발협력의 성과제고 및 전략적
이행을 위한 지원체계(조직)를 수립, 운영하는 방
안에 대한 기대효과를 제시하고, 민간부문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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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준비 ICT 통합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김철완, 서소영, 이우섭, 서흥수
연구기간 2015. 9. 1∼2016. 2. 29

연구목표

잦아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
다. 이러한 시사점에 따라 지속가능성과 상호호례

2014년 2월, 정부는 국정과제로 ‘한반도 통일시

적 교류협력사업 추진이라는 기본방향을 수립하

대 기반구축’을 선정하고 세부 추진과제로서 ‘한반

였다. 그리고 통일 전후 수행되어야할 정책과제를

도 통일시대 준비’를 제시하였다. 통일시대 준비를

발굴하기 위해 자체 운영한 ‘통일 ICT 정책연구회’

위한 ICT 통합기반 조성은 통일이전 북한주민의

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과제별 세부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 동질성 회복을 위한

정책방안을 수립하였다. 그 결과 통신 분야에서는

호혜협력 확산에 기여함에도 불구하고 남북간 대

경협활성화 추진, 급변사태대비 ICT 우호증진, IT

화와 교류협력사업의 장기간 중단으로 인해 북한

표준화 추진, ICT 인력양성, 통신망 구축 등의 14

의 ICT 정책동향과 교류협력 수요, 추진과제에 대

개의 과제가 도출되었으며 방송분야에서는 방송

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교류활성화, 임시방송망구축, 방송자원관리정책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분석, 북측

등의 10개 과제가 도출 되었다. 이후 북한전문가

ICT 기술 및 정책동향조사와 전문가 설문조사를

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쌍대비교를 통한 AHP

통해 북한의 실질적 수요를 고려한 정책과제를 발

(Analytic Hierarchy Process)기법을 활용하여

굴하고 정책과제들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통일

우선순위를 도출했다.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과제

시대 준비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남북 ICT 협력

로 통신 분야에서는 남측의 일방적 지원보다 경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구를 활용한 자생적 경제발전 유도 및 긴급사태
를 대비한 통신교류협력이 선정되었다. 방송분야

주요 연구내용

에서는 통일이전 남북간 동질성 회복을 위한 방송
교류 활성화와 낙후된 북측의 방송인프라 구축과

본 연구에서는 최종 목표인 정책과제와 우선순

제가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 도출, 세부 정책방안 수립을 위해서 선행된 남
북 ICT 교류협력 사업과 연구결과를 분석하였다.

Key word

과거 방송교류사업은 남측의 일방적 지원이 주된
형태였으며 일회성 이벤트로 추진되었으며 통신

남북 ICT, 북한 ICT, 통일 ICT정책

교류사업에서는 정치적 변수에 따라 중단 사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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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TISA, 한중일 ․ 한중미 FTA 등 방송통신시장
규제현황 분석 및 통상협상 방안 마련
강하연, 박은지
연구기간 2016. 5. 2∼2016. 11. 30

연구목표

해 협상 대상국의 방송통신 시장 및 규제 현황, 한
국과의 교역 규모 및 교류 현황, 협상별 시장개방

2016년 말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한 트럼프가

수준의 비교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협상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TPP, RCEP 등 복

대상국 추가 시장개방 요구사항을 발굴하고, 우리

수국 중심의 Mega RTA 양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

방송시장에 대한 상대측 요구에 대한 대응 논리를

였으나, 아직 우리나라는 TISA(Trade in Service

구축하였다.

Agreement, 복수국간서비스협정), RCEP, 한중일 FTA,

무엇보다도 TISA, TPP 등 진일보한 국제무역협

한중미 FTA 등 Mega RTA 위주로 국제무역협정

정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는 신규 전자상거래 통상

을 진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협정 대상국의 양적

규범 관련, 국경간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 전자적

확대 및 협상 체결의 파급효과가 더욱 증폭되고,

전송콘텐트에 대한 비차별대우 의무 등 방송통신

협정 간 중복 협상 대상국이(RCEP, TISA, 한중일

위원회 소관 국내규제와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신

FTA, 한중미 FTA 등 모두 중복 국가 존재) 다수

규 규범에 대해 구체적 내용, 법리적 해석, 협상

등장함에 따라 협정 간 일관성 있는 유기적 대응

대응방안 및 국내 정책적 시사점을 종합적으로 분

전략 및 거시적 대응전략, 통상정책 구축 필요성

석하여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이 높아졌다.

동 연구의 결과는 현재 협상 진행 중인 한중일

이에 본 연구는 주요 협상대상국의 시장 및 규

FTA, RCEP, TISA 등 Mega RTA 협상 대응을 위

제현황, 한국과의 교역 및 투자 현황, 방송통신 관

한 방송서비스 분야 통상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련 기타 무역환경, 진행 중 협상의 시장개방 현황

시기적절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협상별 대응 전략을

방송서비스 관련 정책 및 정보의 국경간 이동, 클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전자상거래 규범 등 신

라우드컴퓨팅 등 급격하게 진화하고 그 중요성이

규 통상 규범이 부상하는 배경에서 방송통신위원

점차 강화되고 있는 정책 분야에 있어, 글로벌 스

회 소관 국내정책과 신규동상규범과의 정합성을

탠다드에 부합하는 방향성을 제시해줄 것이다.

분석하고자 하였다.

Key word
주요 연구내용
Mega RTA, TISA, RCEP, 방송통신서비스 통상,
본 연구는 시장 개방 협상 대응전략 구축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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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글로벌 혁신협력모델 개발 연구(기본형모델)

강하연, 김성옥, 남상열, 박지현, 김성웅, 김진주, 최효민, 정아영, 박정은
연구기간 2016. 1. 1∼2016. 12. 10

연구목표

을 검토함으로써 진출 대상 국가(지역)에 따른 협
력 유형, 혁신주체의 역할 및 협력 방향을 도출한

전 세계 혁신주체들은 국경을 넘나드는 협업을

다.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혁신생태계의 특성, 혁

통해 최적의 협업상대를 모색하고, 기술 ․ 자본 ․ 시

신주체 간 협력 유형 분석을 반영한 협력모델을

장 등 혁신자산을 보완해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고

구축한다.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연구 결과, 선진국 ․ 개도국 혁신생태계 발전 정

등의 혁신 플랫폼을 주축으로 빠르고 유연한 혁신

도(형성→발전→활성화)에 따라 4개 그룹으로 유

생태계를 조성하고 혁신주체의 협력을 지원중이

형화하여 협력 모델을 구축하였다. 먼저, 선진국

다. 그러나 다수의 국내 혁신주체들은 국내 시장,

혁신생태계 활성화단계는 ‘민간 연계형’으로 해외

국내 기업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활동하여 성장

우수 스타트업 및 현지 혁신기관과의 협력모델을

이 제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수립하였다. 선진국의 혁신생태계 발전단계는 ‘플

위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랫폼 연계형’으로 공공 부문 협력을 통한 혁신 플

본 연구의 목적은 글로벌 혁신생태계 연구를 통

랫폼 연계 모델을 수립하였다. 개도국 혁신생태계

해 창조경제의 글로벌 협력 개념을 정립하고 이에

발전단계는 ‘혁신 창출형’으로 해외거점기관을 활

따른 종합적 ․ 체계적인 글로벌 혁신협력 모델(선

용한 협력모델을 수립하였으며, 개도국 혁신생태

진국 ․ 개도국)을 개발함으로써, 우리 혁신생태계가

계 형성단계는 ‘혁신 전파형’으로 사회경제적 문제

글로벌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결형 ODA사업 및 G2B사업 참여를 위한 협력모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것이다.

델을 수립하였다. 이상 글로벌 혁신협력모델을 기
반으로 국내 생태계의 제약을 극복하고 우리 기업

주요 연구내용

과 국내 혁신생태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먼저 글로벌 혁신패러다임을 확인하
고 국내 혁신생태계와 글로벌 혁신생태계를 비교

Key word

분석한다. 이를 통해 국내 혁신생태계의 위치를
점검하고 및 권역별 혁신생태계의 특성을 확인한

혁신생태계, 스타트업, 글로벌협력, 해외진출

다. 다음으로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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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글로벌 혁신협력모델 개발 연구(특화형모델)

강하연, 김성옥, 박지현, 김진주, 최효민
연구기간 2016. 1. 1∼2016. 12. 10

연구목표

활용을 통한 글로벌 진출 확대가 가능한 지역이다
(프랑스, 인도네시아, 케냐).

시장과 기술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유연한 혁

연구 결과, 중국은 정부주도형 창업 생태계를

신생태계를 구축하여 선도형 기술혁신을 창출하

조성중이며 한국과의 협력수요가 높다는 점을 고

는 것과 외부 생태계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려하여 양국 공공기관 협업을 통한 스타트업 진출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과 중국 정부의 창업 우대정책을 활용한 시장 진

있다. 한편, 우리 혁신주체는 국내 시장에 초점을

입 전략을 수립하였다. 프랑스는 창업지원 정책

두고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 내수시장 규모로 인한

및 혁신 플랫폼이 발전중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양

성장의 한계를 경험하거나, 외부와의 협력이 미흡

국 창업지원 기관이 협력하여 스타트업 교류 및

하여 보유 혁신자산을 활용한 글로벌 시장 진입에

육성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전략을 수립하였다. 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혁신주체의

도네시아는 정부주도형 창업 생태계를 조성중이

혁신역량 강화 및 혁신생태계의 글로벌 경쟁력 강

며 대규모 내수시장을 보유하였다는 점을 고려하

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여 양국 혁신기관 간 교류, 전담기업의 네트워크

본 연구의 목적은 협력 유인이 높은 4개국 창업

를 활용한 시장진입 및 동남아 진출 교두보 확보

생태계 연구를 통해 주요국 협력모델을 개발하고,

전략을 수립하였다. 마지막으로 케냐는 정부 주도

우리 스타트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정책방안을

형 창업 생태계 조성중이며 다자간 혁신 클러스터

제안하는 것이다.

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제기구의 아
프리카 이니셔티브 및 ODA 사업을 참고하여 G2B

주요 연구내용

사업 활용 전략을 수립하였다. 이상 주요국 협력
모델을 기반으로 우리 생태계의 글로벌 협력 효율

본 연구는 대륙별 4개국을 선정하여 창업 생태
계 및 정부의 창업 지원 정책 특징을 분석하고 국

성을 제고하고 우리 기업의 주요국 생태계 진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별 협력방향, 협력주체, 협력전략을 고찰한다. 대
륙별 4개국은 대규모 내수시장을 보유하여 기업의

Key word

수익창출 및 경쟁력 제고가 가능하고(중국, 인도
네시아), 해당 지역의 관문 국가로써 테스트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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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남북 정보통신 교류협력 촉진사업 결과보고서:
남북 ICT 경협활성화 방안 연구
김철완, 강하연, 김윤도, 서소영, 이우섭
연구기간 2016. 1. 1∼2016. 12. 31

연구목표

동개발, 하드웨어 ․ 소프트웨어 임가공, 정보기술
단지조성 등의 경협사업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을

남북 협력에 있어 ICT는 북한의 경제성장을 견

중심으로 남북중 3각 무역이나 기타 국제기구를

인하고 북한주민의 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

통한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다. ICT분야의 경제협

인 수단이다. 그러나 과거 남북 ICT 협력사업은

력은 기업입장에서 북한 고급인력의 활용과 인건

일회성 행사형식으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

비, 인력의 이동성이 낮다는 것이 장점으로 적용

었으며 정치적 상황으로 잦은 부침을 겪었다. 이

될 수 있으며 ICT 인프라 관련 추가적인 설비투자

러한 배경아래 본 연구는 과거 선행연구 분석과

시 물류비용의 적으므로 수익률도 높일 수 있다.

현재 북한당국이 추진하는 ICT정책, 인프라 및 기

전문가 및 개성공단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

술개발 현황을 고려하여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남북간 교류협력 필

남북 ICT 경협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자 한다.

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매우 높은 필요성이 확인
되었는데 그중 ICT 교류협력을 통한 투자대비 효

주요 연구내용

율성이 가장 높게 나왔다. 또한 북한 ICT 인력에
대한 활용성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

본 연구에서는 ICT를 통한 남북통합의 중요성

악되었으며 개성공업지구의 상징성과 중요성 및

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ICT 경협활성화의 매우 중

향후 활성화를 위한 거점으로서 중요하게 인식되

요한 축으로서 ICT 인프라 조성과 통합을 위한 경

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ICT 경협활성화

협활성화 세부정책방안을 시간단위별로 제시하였

를 위해 법제도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현행

다. 현재 정치군사적 상황을 고려하여 단기적으로

남북 교류협력법 등이 규정하고 있는 북한주민 접

는 중국의 접경지역을 이용한 3각 교류협력방안을

촉 및 남북협력사업 승인제에 대한 검토와 개선,

제시하고 간접교류방식으로 IT용어표준화, 자판

남북 통신교류협력법에 관한 별도의 법적 규율 등

체계통합, ICT국제표준 연구 등 학술교류 또한 고

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고 인적교류 뿐 아니라 물적

려해볼 수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북한 ICT 인

교류에 관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프라 고도화 지원, 남북간 협의체구성, ICT 협력
센터 설립 등의 방안이 제시되었다. 또한 정치적

Key word

상황을 고려할 때 남북간 ICT 직접교류는 제한적
이겠지만 과거 활성화 단계에 있던 소프트웨어 공

남북 ICT 교류협력, 남북 경제협력, 북한 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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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ITU 텔레콤월드’ 개최국 협정 협상 대응방안 연구
서보현, 김태은, 전선민
연구기간 2016. 10. 1∼2016. 12. 31

연구목표

약정’ 협정문 본문 초안 마련 및 협상대응을 수행
하기 위한 향후 계획과 약정 체결 당사자인 ITU

‘2017 ITU 텔레콤월드’ 개최국 협정 협상 대응

및 국내 협력을 위한 협상 쟁점에 대해 서술하였

방안 연구 사업은 2017년 대한민국 부산에서 개최

다. 동 사업 결과를 통해 한국의 성공적인 2017

될 2017 ITU 텔레콤월드의 성공적인 개최준비를

ITU 텔레콤월드 개최를 위한 그 첫 발판을 마련하

지원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한국은 2015년 ITU의

였다고 할 수 있다. 2017년에도 원활하게 개최국

공식적인 입찰절차를 통해 올해 10월초 내년 행사

협정을 체결하고 지속적인 준비를 통해 우리나라

를 유치하였으며, 이에 성공적인 국내개최를 위해

가 ITU 텔레콤월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글로

기본이 되는 한-ITU 개최국 협정체결을 위한 검

벌 ICT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재차 강조할 수 있기

토가 필요하다.

를 기대한다.

주요 연구내용

Key word

본 사업은 개최국 협정모델의 각 조항 분석과

ITU, 텔레콤월드, 개최국협정

2015년과 2016년 ITU 텔레콤월드 개최국 담당자
인터뷰를 통한 이전 행사의 분석과 ITU로부터 수
령한 개최국 협정 초안 본문 분석을 중심으로 수
행하였다. 협정문 본문에 대해서는 ITU와의 쟁점
과 국내 기타 부처들과의 협력 이슈 등을 중심으
로 분석하였고 개최국의 시설 등 세부사항에 대해
서술한 부속서와 첨부에 대해서는 국제전시 전문
가 자문 등을 통해 향후 세부 협상을 위한 논의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또한 본보고서는 한－ITU 개최국 협정의 원활
한 체결을 위해 ITU와 한국정부간 책임과 역할 규
정을 위한 ‘2017 ITU 텔레콤월드 한－ITU 기관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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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개발협력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ODA 사업 추진 전략(Ⅱ)
강인수, 이종화, 김태은, 전선민, 김나연, 심수민, 유성훈,
김세원, 김정민, 김종일, 김진기
연구기간 2016. 1. 1∼2016. 12. 31

연구목표

개도국 개발에 있어서 e－어플리케이션의 역할을
검토한다. 제2편에서는 행정, 보건, 교육, 농업의

국제사회에서는 개발도상국의 정보 및 인터넷

각 분야별로 對개도국 e－어플리케이션 개발협력

접근성 향상뿐만 아니라 ICT 발전이 가져올 수 있

의 해외 모범사례를 분석하고, 제3편에서는 이를

는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측면에서 ICT 분야 개발

바탕으로 각 분야별 e－어플리케이션 개발협력 추

협력(ODA)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한국은

진을 위한 역량강화 전략을 도출한다. 한편, 제4

ICT 강국으로서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ICT

편에서는 범분야 이슈로서 여성과 ICT를 접목하

분야 ODA 비중이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

여 양성평등 고양을 위한 e－어플리케이션 모범사

이었다. 그러나 최근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환경

례를 살펴보고, 궁극적으로 SDGs 달성을 위한

변화 및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짐에 따라, 한국

ICT ODA 추진을 위한 제언을 밝힌다.

역시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지금까지의 한국의

본 연구를 통해, 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다

ICT 분야 ODA 사업 추진 체계 및 방법을 개선하

양한 주체들에게 ICT 분야 개발협력 해외사례를

고, 보다 체계적인 ODA 사업추진 전략을 수립해

효과적으로 소개하여 관련 학계 및 연구계의 개발

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협력 연구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ICT ODA 사업 추진 전략 3

또한, 분야별 ICT ODA 사업 추진 전략을 바탕으

년 계획(2015－2017) 중 두 번째 단계로서 전략을

로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사업 구상 및 운영

심화 ․ 발전하여 수립할 계획이다. 본 연구를 통해

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공여국과는 차

SDGs 시대에서 e－어플리케이션 활용을 통한 국

별화된 추진 전략을 수립, 한국형 ODA 모형을 개

제개발협력을 추진함으로써 그 목표의 달성에 어

발하여 원조 전략을 선도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기

떻게 기여하고 또 어떤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인가

업의 해외진출과 글로벌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를 예측해 본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연구내용

Key word

2차 연도(2016년)에 이행된 본 연구의 제1편에

ICT ODA,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e－어플리케

서는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 체제의 개요와

이션, 패러다임 변화, 개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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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 정보통신방송 정책자문
강인수, 서보현, 이종화, 김태은, 유성훈, 송영민, 이세원, 심수민
연구기간 2016. 1. 1∼2016. 12. 31

연구목표

한편, 본 사업을 통해 ICT 분야 협력을 매개로
하여 통신정책 분야 개발협력의 주도권을 확고히

개도국 정보통신방송 정책자문 사업의 목적

하고 장기적으로는 동아시아 지역을 넘어 전 세계

은 정보통신방송 분야 정책 관련 제도적 ․ 기술적

에 ICT 산업 진출 기반 구축을 통한 해외 진출 기

기반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한 개도국에 각 국

회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별 수요에 맞춰 다양한 세부 주제를 바탕으로 한
정책자문단 운영 및 전문가파견을 수행함으로써

주요 연구내용

한국의 발전 경험 및 노하우를 전수하고 협력국의
ICT 발전 촉진에 기여하는 것이다. 또한, 본 사업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미래창조과학부

은 이로써 협력국 정부의 역량을 강화하고 개도국

(MSIP)의 ‘국제사회의 정보격차 해소’ 정책 방향

의 정보통신분야 발전을 지원하여 국제사회의 정보

에 따라, 개도국 정보통신방송 정책자문 사업의

격차 해소를 추구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본 사업

주관기관으로 2016년 베트남, 에콰도르, 몰도바,

을 통해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정보격차 해소에

르완다에 대한 정보통신방송 정책자문단 운영을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역내 구성원간 공의 공동

수행하였으며, 라오스, 파라과이, 우즈베키스탄에

번영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대한 정보통신방송 전문가파견을 수행하였다.

한국은 ICT 분야의 리더 국가로서 해당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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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국제 이니셔티브를 제고하는 동시에 협력국

⧠ 정책자문단 운영

에 친(親)한국적인 정책 환경을 조성하여 국내

‘개도국 정보통신방송 정책자문단 운영’은 국가

ICT 기업의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이

발전의 성장 동력이 되는 ICT 분야 발전을 위하여

점도 가지고 있다. 협력국 정부부처 및 기관 내 우

개도국에 효과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이행을

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내 ICT 기술 및 서비

촉진하기 위한 자문을 제공해주는 것이 중장기적

스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데 유용한 창구로 활용하

으로 개도국의 발전에 보다 효과적이라는 관점에

는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개도국과의 지속적인

서 실시하고 있다. 즉, 정보통신방송 분야 관련 기

협력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ICT 강

반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개도국에 맞춤형 한

국으로서의 한국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소프트파

국 ICT 발전 전략과 구체적 정책 이행 방안을 제

워를 강화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시하는 정책자문단을 운영함으로써 해당 국가의

국제협력연구

정보통신방송 발전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잘 갖추어지지 않은 협력국의 정책입안자 및 관

한다.

계자들은 파견된 전문가들과 수시로 만나 토론하

2016년에는 베트남, 에콰도르, 몰도바, 르완다

고 협의함으로써 자국의 실정과 수요에 부합하는

에 정책자문단을 운영하였다. 베트남 IoT 기술,

방향으로 자문내용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파견

에콰도르 오픈데이터 정책, 몰도바 정보보안 정

전문가들은 협력국 ICT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한

책, 그리고 르완다 전파관리 정책은 각 주제별로

정책 및 기술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협력국이 보

국내 산 ․ 학 ․ 연 ․ 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자문

다 발전적인 정책 및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

단 운영을 통해 현지 자문활동 및 협력국 관계자

원한다.

를 국내로 초청하는 초청자문을 수행하였다. 이를

2016년에는 라오스, 파라과이, 우즈베키스탄에

통해, 각각의 주제별로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의

정보통신방송 전문가파견을 실시하였고, 라오스

사례와 관련 지식을 공유하고, 각 협력국 실정에

는 정보통신방송 인적자원개발 정책, 파라과이는

부합하는 정보통신방송 정책과 전략 방향에 대해

정보보안 정책, 우즈베키스탄은 전자정부 구현을

자문하였다.

위한 BPR 발전 정책을 주제로 각각 1인의 전문가
를 약 5개월 동안 파견하였다. 파견전문가들은 협

⧠ 전문가파견

력국의 정책 결정자 및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자

‘개도국 정보통신방송 정책자문단 운영’이 2~3

문분야에 대한 한국의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상시

회의 현지 자문활동과 1회의 국내 초청자문을 통

자문을 수행하였다.

해 협력국에 맞춤형 ICT 발전 전략과 구체적 정책
이행 방안을 제시하는 형태라면, ‘개도국 정보통신

Key word

방송 전문가파견’은 각 국별 자문 분야 정책 및 기
술 전문가들을 협력대상국에 파견하여 현지 관련
정부부처 및 기관에서 약 5개월 동안 상시 자문을

국제개발협력(ODA), 정보통신방송(ICT) 정책자문,
ICT 전문가파견, 정보격차 해소, 개발도상국

제공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정보통신방송 기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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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16-15

한－중 공동제작 연구반
강하연, 주성희, 노은정, 전민경
연구기간 2016. 1. 1∼2016. 12. 31

연구목표

견수렴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제작 협정
문(안)을 마련하여 협정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본 사업의 목적은 중국 및 공동제작 협정 체결

하반기에 개최한 국제컨퍼런스에서는 한국을 비

근거가 존재하는 국가와의 공동제작 협정 협상에

롯하여 인도네시아 ․ 터키 ․ 태국 등 해외 방송규제

전략적 ․ 체계적 ․ 종합적으로 대응하고, 공동제작 관

기관과 미디어 전문가를 초청하여 해외 각국의 공

련 이슈와 연구결과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

동제작 및 방송관련 법 ․ 제도 현황 등에 대한 이해

해 협정문을 마련하여 협정 체결의 실효성을 제고

를 증진하고 국내 방송사업자들의 경험과 사례를

하는데 있다. 더불어 국제컨퍼런스 개최를 통해 방

통해 공동제작의 애로사항과 유용성, 발전 방안

송프로그램 공동제작 경험 공유 및 공동제작 해외

등을 논의하였다. 이번 국제컨퍼런스를 계기로 2017

진출 전략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공동제작에 대한

년부터 한－태국, 한－인도네시아 정부 간 방송프

이해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로그램 공동제작 협정 체결을 위한 연구반 운영에
합의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Key word
본 사업은 공동제작 협정 협상 대상국인 중국과
베트남의 방송시장과 규제 분석을 통해 한－중국
및 한－베트남 공동제작 협정 협상 대응 및 협상
전략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정부 간 공
동제작 협정 체결을 통해 국내제작물 인정, 촬영
인력 비자, 장비 수출입 등 관련 현안의 정부차원
합의를 기반으로 한류 방송프로그램 해외진출 확
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상에 주력
하였다.
또한 산 ․ 학 ․ 연 등 전문가로 이루어진 국내연구
반을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한－중국 및 한－베트
남 공동제작 협정 관련된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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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제작협정, 공동제작물, 해외방송시장분석,
방송 규제 조사, 국제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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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16-07

우체국보험 수익구조 진단 및 개선 방안 연구
이석범, 이경은, 최승재, 류근옥, 박성용, 류성경
연구기간 2016. 1. 1∼2016. 10. 31

연구목표

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상품군 별로 수익기여도
를 파악할 수 있었고, 상품 개선을 통한 위험률차

우체국보험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험의 보편

익 개선 가능성이 있음이 나타났다. 한편 일본의

화를 통해 재해의 위험에 공동으로 대처하게 함으

생명보험사들은 3이원 가운데 위험률차익 중심의

로써 국민 경제생활 안정 및 공공복리에 기여하는

수익구조를 갖고 있어 안정성이 높으며, 수익성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우체국보험의 고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전략을 취하고 있다.

유 목적 실현을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
창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기초로 제시한 우체국보험
의 안정적 사업운영을 위한 손익 관리 방안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신계약률 향상을 통한 사업 성장

주요 연구내용

을 적극 도모하여야 한다. 둘째, 언더라이팅 강화
및 체계적인 지급심사를 통해 손해율을 지속적으

보험 수익구조 및 분석방법을 이해하기 위해 관

로 개선하여야 한다. 셋째, 판매채널을 최적화 및

련된 문헌을 탐색하였고, 우체국보험의 경영성과

다각화하여야 한다. 넷째, 수익성 개선을 위한 상

를 주요 민영 생명보험사와 비교 ․ 분석하였으며,

품구성 및 신상품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

다음으로 우체국보험의 3이원 수익 자료를 통해

째, 자금운용 전문가 확보 및 자금운용의 효율성

특성과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국내 보험

을 제고하여야 한다.

산업과 유사한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
대외환경 변화를 우리보다 먼저 경험하고 있는 일

Key word

본의 생명보험사를 중심으로 수익구조 분석과 수
익개선 전략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 결과를 기초로 하여 우체국보험의 안정적 사

우체국보험, 수익구조, 사차손익, 비차손익, 이
차손익, 신계약률

업운영을 위한 손익 관리 방안을 제안하였다.
민영 생명보험사와 경영성과를 비교한 결과, 우
체국보험은 외형적 규모와 시장에서의 위상은 상
위권임에도 효율성 지표와 수익성 지표 측면에서
는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우체국보험의 3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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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16-12

우체국 특성 분석에 따른 미래 우체국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
이용수, 안명옥, 김영규
연구기간 2016. 7. 1∼2016. 12. 31

연구목표

우체국 입지 환경 분석을 통해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역별로 우체국 창구 유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발달로 인터넷, 스마트

형화를 위한 기초 수요 환경을 분석하고 있다. 둘

폰 등 비대면 채널을 이용한 거래 비중이 높아지

째, 우체국 창구 운영 형태 및 유형화 기준을 설계

면서 우체국 창구와 같은 전통적인 대면 채널은

하고, 지역별로 우체국 창구 운영 최적화를 위한

그 역할과 기능에 변화를 추구해야 할 환경에 직

미래 우체국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미래 우

면하게 되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통상우편 물

체국 창구 설치 및 운용 효율화를 위해 우체국 창

량이 감소하면서 우편사업은 수익성이 악화되고

구 접근성 기준 재검토, 네트워크 최적화, 금융 전

있으며, 이로 인해 안정적인 보편적 서비스 이행

문 우체국 설치, 무인화 ․ 자동화, 투자재원 다변화

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를 극

를 통한 창구 현대화, 외부 아웃소싱과 파트너십

복하기 위해 다양한 경영혁신 프로그램을 전개하

확대, 창구 공간 활용 최적화를 통한 제휴 강화 등

고 있으며, 그 중 조직 ․ 인력의 효율화와 가장 밀

의 전략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접하게 관련된 우체국 창구 설치 ․ 운영의 합리화
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국가적으로 소중한

Key word

자산인 우체국 창구의 합리적인 설치 ․ 운영을 위
해 네트워크 최적화와 창구 현대화를 추진해야 한
다는 의견도 있다. 따라서 우정사업은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바람직한 우체국 설치 ․ 운영 방
안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책 방향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우정사업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고객 및 지역 환경 요구에 부응하는 우체국 창구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지역 수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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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서비스 구조개편 및 요금안 마련 연구
최중범, 이영종, 박소연, 정일량
연구기간 2016. 9. 21∼2016. 12. 23

연구목표

중량단계별/교환 상대국별 원가보상률 산정이 가
능한 간이 계산 절차 또는 배부 기준을 채택하여

본 연구는 목표를 국제우편서비스 경쟁력 강화

행하였다.

및 내 ․ 외부 고객의 이용 편의성 증대를 위해 요구

제4장에서는 앞서의 원가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되는 서비스 구조의 개선 필요에 부응하여, 원가

요금 조정안(KISDI 조정안)과 정책 부서의 경험적

에 기반한 국제우편 상품별 요금안을 마련하는 데

판단에 의존한 요금 조정안(우본 조정안)을 제시

두고 있다.

하는 한편 국제우편서비스 구조 개편 방안을 모색
하였다. 치열한 경쟁과 직면해 있는 EMS는 주요

주요 연구내용

경쟁자의 요금과 대비한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국
제우편서비스 구조 개편 방안은 기본적으로 앞서

본 연구 보고서는 서론과 결론을 포함하여 5개
장으로 구성된다.

도출된 요금 조정안을 감안하되 수요 동향을 아울
러 반영하여 모색하였다.

제2장에서는 국제우편서비스 상품 구성 및 요금
구조가 지닌 문제를 식별하기 위해 국제우편서비

Key word

스 현황을 파악하였다. 아울러 해외 우정사업자
및 경쟁자 현황도 파악하였는데, 일본, 중국 등 우
리와 유사한 제도를 구비하고 있는 해외 우정사업

국제우편서비스, 국제특송서비스, 상품별 원가
계산, 원가에 기반한 요금

자와 국내에서 outbound 서비스를 제공하는 DHL,
FedEx, UPS 등 국제특송사업자의 상품 종류 및
사양을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국제우편서비스 요금 조정안을 도
출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국제우편서비스 개별
상품의 지역별, 중량단계별 원가를 분석하였다.
여기서의 원가분석은 기존의 우편서비스 종별 원
가 계산에서 파악되는 국제우편서비스의 상품별
원가를 최대한 존중하되,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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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펀드판매 취급을 위한 실행 방안 연구
박재석, 안명옥, 김민진, 황병일, 정경오, 이재석
연구기간 2016. 3. 21∼2016. 12. 23

연구목표

용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펀드판매 인가 신청 관련 회계 ․ 법률 관련

우체국은 지난 2009년부터 서민 자산형성 지원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및 보편적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금융당국의 인

연구반을 구성하여 수시 컨설팅 지원활동을 수행

가를 통한 펀드판매 사업을 준비해 왔다. 외부 전

하였다.

문인력 채용 및 현업 직원의 펀드 판매 자격증 취

둘째, 펀드판매 시장을 분석하고 수익성을 추정

득 지원은 물론 2015년 4월에는 우정사업 운영에

함과 동시에 목표 고객 설정, 상품 ․ 채널 전략 수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해 펀드 판매를 위한 법적

립 등의 마케팅 계획을 수립하였다.

근거를 마련하였다. 2016년 금융감독당국이 ‘공모

셋째, 펀드판매를 위한 우체국 조직체계 구축,

펀드 활성화 방안’ 일환으로 우체국, 단위농협 등

펀드 전담 지원조직 운영 등 내부 프로세스 구축

서민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제한적 펀드판매 허용

방안을 마련하였다.

방침을 발표하였다.
이에 우체국은 금융소외 지역에 보편적 서비스
를 강화하고 서민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공적 역할

넷째, 불완전판매 방지, 준법감시인제도 운영,
내부통제제도 개선 등 신규 업무 수행에 따른 주
요 이슈별 대응관리 방안을 마련하였다.

을 강화하고자 펀드판매 신규업무 취급을 준비하

다섯째, 펀드판매 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체국예금 펀드

자격증 취득 지원 및 교육 계획을 제시하고, 펀드

판매 인가 신청과 관련한 다양한 업무를 지원하며,

판매 업무 매뉴얼 작성 등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펀드판매 인가 취득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있다.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였다.

또한 우체국 펀드판매를 위한 조직, 인력, 프로세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우체국예금이 펀드판매 인

스,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운영 관리방안을

가 취득 및 서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국영금융

검토하여 중장기적으로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 기

기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였다.

Key word
주요 연구내용
우체국예금, 펀드판매, 업무 매뉴얼, 인가 취득,
본 연구는 우체국 펀드판매 취급을 위한 인가
신청과 실행 방안 마련을 위해 5가지 주요 연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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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변화와 인적자원 운영 연구
강홍렬, 한은영, 최승재, 허재준, 김형만
연구기간 2016. 8. 29∼2016. 12. 27

연구목표

의 개방성 ․ 유연성 증대. 이와 같은 변화를 통하여
노동이 생산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고용

‘산업4.0’이나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논의는
그 내용이나 현실적 적용가능성 등의 차원을 넘어

의 기회, 즉 일자리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전
망하였다.

국민경제를 고도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받아

기술의 진보와 산업4.0의 확산에 따라 일자리

들여지고 있다. 글로벌 경제의 환경 변화를 고려

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전

하여 산업4.0이 담고 있는 혁신의 내용이 무엇이

망과 낙관적인 전망이 교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

며, 그 영향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이해하는

고 (1) 일자리의 속성과 직무 변화 요구, (2) 기술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특히 산업 생산과 관

진보의 Labor-Saving 성향과 고용 변화, (3) 기

련하여 생산이 이루어지는 방법이나 양식이 변화

술 진보에 따른 직무의 변화와 Cohort의 차등화,

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

(4) 기업 내의 작업(생산) 조직과 운영 방식 변화,

한 변화로 인한 [노동]－[자본]의 역할분담과 일

(5) 국민경제 내의 산업 구성 변화, (6) 글로벌 노

자리 변화, 그리고 이로 인한 사회문화적 변화를

동 분화와 기술 진보 등의 구조적인 요인에 의하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둔다.

여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
론 이와 같은 내용을 고려하여 어떤 전략적인 대

주요 연구내용

안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뿐만 아니라 청년실업의 문제

본 연구에서는 산업4.0의 키포인트인 IT를 컴퓨

를 기술의 진보와 산업4.0의 확산에 따른 중장기

팅, 센싱, 네트워킹, 액츄에이팅의 4가지 요소로

적인 트렌드로 이해하고 전략적, 중장기적 구조정

분해하고, 각 구성요소가 가지는 기술적 함의를

책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인적자원의 운용과 관련

분석함으로써 향후 IT가 가지게 될 생산 방식의

한 전략방향을 제안하였다.

변화를 다음과 같이 추론하였다: (1) 인간－기계
의 새로운 역할 분담과 협업, (2) IT와 인간/Thing

Key word

의 상호작용과 역할 분담 변화, (3) Online－Offline
통합: Cyber－Physical Systems, (4) 가치사슬과
생산 활동의 통합성 확대, (5) 가치사슬과 생산방식

기술변화, 인적자원, 산업4.0(제4차 산업혁명),
지능정보사회, 노동시장과 생산양식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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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우정정책 출연연구 － 2016년도 우정동향 조사 분석
정진하, 이석범, 한은영, 안명옥, 이영종, 이경은, 박소연, 최승재
연구기간 2016. 1. 1∼2016. 12. 31

연구목표

원들에게 메일링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둘째, ‘월간 우정동향’을 총 12회 작성하여 우정

국내 우편사업은 ICT 발전에 따른 전자고지 확

사업본부에 제공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우정사업

대로 통상우편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관련 주요 이슈 분석, 사업별 주요 동향(공통, 우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1인 가구 급증으로 소포와 국

편, 예금, 보험), 거시경제(금리, 주가, 환율, 고

제특송의 물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이 역시 경쟁심

용) 지표 분석 등으로 구분하였다.

화로 인해 성장률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체

셋째, ‘주요 12개 국가 우정사업 현황’ 자료집을

국 금융도 계좌이동제 시행의 본격화, 개인종합자

발간하여 배포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주요 국가의

산관리계좌(ISA) 도입, 인터넷전문은행 출현 등에

우정기관을 대상으로 연혁 및 조직형태, 규제기관

따라 기존고객을 유지하고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

및 심의 기구, 독점 범위 및 보편적서비스 의무,

기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통계 및 최근 주요 동향 등에 대한 분석 등으

본 연구는 이러한 어려운 사업환경 변화에 대응

로 구분하였다.

하기 위해 우정사업 전략경영에 필요한 주요 선진

넷째, 2017년 국내 ․ 외 경영환경 변화가 우정사

국가들의 우정사업 운영 현황, 은행기관 ․ 생명보

업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종합 분석한, ‘17년

험회사 ․ 택배업체 ․ 국제특송업체들의 경영실태 등

우정사업 경영환경 분석’ 자료도 함께 제공하였다.

시의성 있는 다양한 경영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다섯째, ‘수시 현안 이슈 분석’으로 우정사업관련
해외 우정 배달구조 현황, 미국 우정의 우체국금

주요 연구내용

융 진출, 해외 우정기관 보험사업 운영 현황 등을
분석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총 5가지 부분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했으며, 각 부분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Key word

첫째, ‘주간 우정동향’에서는 국내 ․ 외 산업동향,
택배 ․ 특송 ․ 은행 ․ 보험 등 관련 업체 및 주요 국가
별 우정사업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 분석한 후
우정사업에 미치는 시사점을 간략히 도출하여 매
주 우정사업본부, 지방우정청, 총괄국 등 모든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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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우정정책 출연연구 － TPP 등 배달서비스
통상협상 대응 방안 수립
정진하, 최중범, 한은영, 이영종
연구기간 2016. 1. 1∼2016. 12. 31

연구목표

점사항을 살펴보고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논의
는 애초 TPP+의 내용을 담고 있어 TPP에 비해 상

본 연구는 목표를 TISA, 한－EU FTA 후속협

대적으로 강도 높은 요구를 하고 있다고 평가된

상, TPP 등 우리가 참여하거나 참여를 검토한 주

TISA의 부속서(안)을 중심으로 TPP의 부속서의

요 통상협상 중, 상대국의 배달서비스 부문 관련

관련 내용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전개하였다. 본

요구에 대한 우리 대응방안을 도출하고 협상 전략

장에서는 핵심 이슈별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을 수립하는 데 두고 있다.

그 논리적 배경을 정리하였는데, 결과적으로 TISA
에서는 본 연구가 제시한 대안이 대체로 수용되어

주요 연구내용

아직 완전히 타결되지는 않았지만 쟁점 사항 대부
분이 사라졌다.

본 연구 보고서는 서론과 결론을 포함하여 5개
장으로 구성된다.

한－EU FTA 후속협상은 EU가 TISA의 2015년
7월 부속서(안)을 참조하여 2016년 1월 11일 부속

제2장에서는 배달부문 통상 협상의 주요 이슈를

서(안)을 크게 수정하여 제안을 한 이후 이렇다 할

살펴보고, 이들 이슈와 관련된 우리 제도를 분석

진전이 없었던 관계로 본 연구에서 크게 다루지

하였다. 본 연구는 배달부문 통상 협상의 주요 이

않았다.

슈를 다섯 가지로 정리하고 이들 이슈와 관련하여
우리의 배달서비스 부문 제도를 살펴보았다.

Key word

제3장에서는 효과적인 협상 전략을 수립하는데
참고할 목적으로 주요 협상 상대국의 관련 제도를

배달서비스, 부속서, TISA(Trade In Services

살펴보았다. 통상협상에서 상대국의 관련 제도를

Agreement), TPP(Trans－Pacific Partnership)

살펴보는 것이 전략 수립의 결정적 요소가 아닐
수 있지만, 협상 상대국 가운데 우리와 보조를 맞
출 수 있는 상대를 파악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제4장에서는 제2장에서 분석한 배달부분 통상
협상 주요 이슈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문제, 즉 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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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우정정책 출연연구 － 세계우편전략
이행을 통한 국제우편 경쟁력 강화
정진하, 최중범, 이경은
연구기간 2016. 1. 1∼2016. 12. 31

연구목표

∙ 각 사회 계층, 경제 활동 주체, 영역을 ‘포용
(Inclusion)’할 수 있는 고유 능력을 각국의 정

본 연구는 목표를 2016년 터키에서 개최된 제26
차 UPU 총회에서 채택된 이스탄불 세계 우편 전

부, 개발 협력자, 국제기구가 완전히 인식하며
활용하는 우편 산업

략(Istanbul World Postal Strategy)을 비롯하여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국내 이행 방안 및 한국

제4장에서는 제26차 UPU 총회 결과에 따른 정

우정의 국제우편 경쟁력 강화 방안을 도출하는 데

책적 시사점을 정리하고 국내 이행방안을 제시하

두고 있다.

였다.

주요 연구내용

Key word

본 연구 보고서는 서론과 결론을 포함하여 5개

UPU, Istanbul World Postal Strategy, 배달

장으로 구성된다.
제2장에서는 배달국취급비, 상품통합계획, UPU
개혁 등 제26차 UPU 총회 주요 의제를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이스탄불 세계 우편 전략의 도출
과정과 내용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스탄불 세계 우편 전략이 담고 있는 세 가지
핵심 주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혁신(Innovation)’이 공유되며 증진되고, 혁신
에 의해 주도되는 우편 산업: 럭셔리 서비스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 각 네트워크가 국가적, 지역적, 글로벌 차원에
서 목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완전히 ‘통합Integration)’된 우편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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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우정정책 출연연구
－ 사업환경 변화에 따른 우체국예금 대응전략 수립
정진하, 박재석, 이용수, 이영종, 김민진, 김지혜, 선정훈
연구기간 2016. 1. 1∼2016. 12. 31

연구목표

즈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우체국형 복합점포 및 금
융거점 우체국 운영을 위한 실행전략 마련에 활용

저금리, 저성장으로 인해 거시경제가 위축되고

할 수 있는 기초 데이터를 제공했다.

있는 상황에서 예금상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함에

둘째, 외국환사업 활성화 전략 연구에서는 외국

따라 은행업은 자금 수신 및 적정 수익률 확보에

환거래 관련 제도를 검토했으며, 외국환사업 진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울러 자본시장 활성화로

가능성과 성장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외국환업무

인해 금융기관 간 경쟁이 심화되고 예금에서 투자

를 우선순위화하여 시기별 비즈니스모델을 제시

상품으로의 자금 이동이 가속화됨에 따라 우체국

했다. 더불어 고객 니즈 분석을 통해 실행 전략 마

예금사업의 혁신 전략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

련에 활용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수익성을 추정하

황이다.

고 중장기 준비요소를 제시했다.

이에 본 연구는 우체국예금의 경쟁력을 강화하

셋째, 정부운영금융사업 진출 방안을 모색하는

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채널 효율화

과정에서 주택도시기금과 서민대출에 대한 설문

및 신사업 진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방안을 마련

조사를 통해 고객 니즈를 파악하여 소비자 관점

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에서의 추진 타당성을 확보하고 추진 방향을 제
안했다.

주요 연구내용
Key word
본 연구는 금융거점우체국 및 복합점포 도입,
우체국금융의 외환업 진출, 정부운영 금융 사업

우체국금융, 복합점포, 외환, 정부금융

진출의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되었다.
첫째, 금융거점우체국/복합점포 도입 전략을 마
련하기 위해 외부환경에서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
였고 벤치마크 분석을 통해 운영 방향을 수립하는
데에 활용했다. 또한 관서 평가를 통해 시범관서
를 선정하였으며 전략 방향과 실행전략을 수립했
다. 아울러 고객 설문조사를 통해 고객 수요와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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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기간행물 발간
▣ 2017 ICT Industry Outlook of Korea
◦ 정보통신산업의 분야별 현황 분석 및 전망, 국제경쟁력에 관한 영문분석 자료
◦ 연 1회 발간
2016. 12
김정언, 오정숙
구분

분야

비고

PART I

CURRENT STATUS AND OUTLOOK FOR KOREA’S ICT SECTOR

PART Ⅱ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COMPETITIVENESS IN THE ICT
SECTOR

PART Ⅲ

TRENDS IN TRENDS IN DOMESTIC AND FOREIGN VIRTUAL REALITY
INDUSTRIES

▣ 2016년 정보통신산업동향
◦ 국내 ․ 외 정보통신산업 최근 동향 및 향후 발전방향 예측 제공
◦ 연 1회 발간
2016. 12
김정언, 김민식, 이경남, 오정숙, 이은민, 유선실,
정부연, 김욱준, 진홍윤, 이선희, 나상우, 김대건
구분

분야

제1장

통신 및 방송서비스

제2장

정보통신기기

제3장

소프트웨어 및 인터넷 콘텐츠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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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방송정책
◦ 국내 ․ 외 방송통신 정책의 주요 이슈 분석 및 시장 동향정보의 신속한 제공
◦ 격주 발간(연 23회)
권호

120

논문 주제

저자

발행일자

제28권 1호 모바일 네이티브, 20대의 미디어 이용실태
<통권 615호> -스마트폰 및 모바일 콘텐츠 이용을 중심으로 -

임희수

2016. 1. 16

제28권 2호
ICT기술이 교육부문에 미치는 변화 및 시사점
<통권 616호>

이경남

2016. 2. 1

제28권 3호
사물인터넷(IoT) 접속기술 동향 및 시사점
<통권 617호>

김주현

2016. 2. 16

제28권 4호
디지털사이니지 산업진흥 정책의 현황과 시사점
<통권 618호>

천용석

2016. 3. 2

제28권 5호
벨라루스 ICT 분야 기업 진출 방안
<통권 619호>

유성훈 ․
정유미

2016. 3. 16

제28권 6호 글로벌 온디맨드 이코노미 (On-Demand Economy)
<통권 620호> 현황 및 시사점

오정숙

2016. 4. 1

제28권 7호
가상현실(VR)생태계 현황 및 시사점
<통권 621호>

정부연

2016. 4. 16

제28권 8호 방송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방송 콘텐츠 유통구조
<통권 622호> 현황과 전망

이선희

2016. 5. 2

제28권 9호 여성과 ICT: 지속가능발전목표 5 (양성평등과 여성권익
<통권 623호> 향상)의 이행

김태은 ․
전선민

2016. 5. 16

제28권 10호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제도(온라인소액투자중개)
<통권 624호> 도입현황 및 시사점

석지웅

2016. 6. 1

제28권 11호 건전한 스마트사회 조성을 위한 정책 동향 및 시사점
<통권 625호> － ITU 등 국제회의 논의 중심으로 －

김창수 ․
박경식

2016. 6. 16

제28권 12호
브렉시트의 ICT 분야 국제통상 차원의 시사점
<통권 626호>

박은지

2016. 7. 1

제28권 13호
글로벌 소셜 로봇 시장 현황 및 전망
<통권 627호>

임지택

2016. 7. 16

제28권 14호
2016년 OECD 디지털경제장관회의 결과와 의의
<통권 628호>

김성웅

2016.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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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논문 주제

저자

발행일자

제28권 15호
4차 산업혁명과 산업구조의 변화
<통권 629호>

이은민

2016. 8. 16

제28권 16호
영국 PSB채널 재송신 제도의 최근 동향
<통권 630호>

김호정

2016. 9. 1

제28권 17호
전기통신번호자원 이용극대화 제도현황 및 시사점
<통권 631호>

류 용

2016. 9. 17

제28권 18호 이스라엘의 사이버보안 정책 및 시사점
<통권 632호> － 인력양성 및 산업육성 정책을 중심으로 －

송은지

2016. 10. 1

제28권 19호 미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의 인공지능(AI) 기반
<통권 633호> 준비를 위한 권고안

김희연

2016. 10. 17

제28권 20호
지상파 다채널방송(MMS) 도입 현황 및 시사점
<통권 634호>

송민선

2016. 11. 1

제28권 21호
주요국 중장기 주파수 이용계획 동향
<통권 635호>

정태연

2016. 11. 16

제28권 22호 넷플릭스(Netflix)의 미래 전망
<통권 636호> － 재무적 관점을 중심으로 -

김대규

2016. 12. 1

제28권 23호
가상현실(VR) 시장 현황과 전망
<통권 637호>

정부연

2016.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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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정정보
◦ 우편과 우체국 금융 등 우정사업 관련 정책 및 이론, 경영 기법, 주요 이슈 등 소개
◦ 계간(연 4회)

권호

2016 봄
vol.104

논문 주제

저자

ICT 기술을 활용한 물류사업 스타트업 현황 및 시사점

임형채

해외 우체국 창구의 수익 다변화 전략

배성기

물류 분야에서의 해외 사물인터넷(IoT) 활용 동향

박소연

해외 우정기관의 최신 동향을 통해서 본 우체국예금의 역할과 가치

권태우

금융 브랜딩 이슈와 우체국금융의 리브랜딩 방향

오영석

발행일자

2016. 3. 16

우정사업 수익다각화를 위한 우편 주소정보 서비스 도입 방안 정 훈 ․ 이헌규
한 ․ 중 전자상거래 화물의 해상운송 추진 현황 및 시사점
2016 여름
우체국금융 공유가치창출(CSV)에 대한 제언
vol.105

122

정경선
오주연

우체국보험 공익사업의 효율적 운영 방안

손희문

해외 우정사업의 변화와 혁신

안명옥

디지털 마케팅과 생활정보홍보우편 서비스의 전망에 대한 소고

김인섭

2016 가을 국내 주요 카드사 상품현황 분석과 우체국 체크카드 상품개발 제언
vol.106 온라인을 통한 우체국보험 판매 활성화 방안

홍연주

2016. 6. 16

2016. 10. 4
박철수

국내 복합점포 현황 및 시사점

이영종

유럽의 보편적 우편서비스 제도 및 운영 현황

한은영

ICT 발전에 따른 미래형 우편함 도입 방안

정 훈 ․ 박문성

2016 겨울
4차 산업혁명의 개관과 우편사업에 주는 전략적 시사점
vol.107

주영광

금융권 빅데이터 활용 현황과 우체국금융에 대한 시사점

오영석

조직의 핵심역량에 대한 고찰과 우체국금융에 대한 제언

박지현

2016.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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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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1 다자간통상시대 국가간 방송공동제작협정의 함의

주성희

2016. 4. 25

16-02 알파고의 충격: 인공지능의 가능성과 한계

최계영

2016. 6. 20

정 혁 ․ 고동환

2016. 7. 18

16-04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상과 정책 시사점

최계영

2016. 7. 29

16-05 ICT 생태계 경쟁의 새로운 무대, 가상 ․ 증강현실

박유리

2016. 9. 5

16-06 지표로 살펴본 글로벌 테크 스타트업 생태계의 특징과 시사점

남상열

2016. 10. 31

16-07 트럼프 정부의 등장이 ICT 산업에 미치는 영향

고동환

2016. 12. 9

16-03 최근의 브렉시트 사태와 ICT 산업

16-08 EU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황준호 ․ 김태오 2016. 12. 13
16-09

광고총량제 도입과 가상광고 규제 완화가 지상파 TV 방송
강준석 ․ 황유선 2016. 12. 19
광고 부문에 미친 영향 분석

16-10 오픈소스 AI: 인공지능 생태계와 오픈 이노베이션
16-11 영국의 전기통신회계제도 변화와 시사점
16-12 EU의 알고리즘 규제 이슈와 정책적 시사점

남충현

2016. 12. 21

정 훈 ․ 박상미 2016. 12. 23
이원태

2016.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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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SDI STAT Report
◦ 방송과 미디어에 관련된 다양한 통계분석 결과 제공
◦ 격주 발간(연 24회)
권호

제목

발행일자

Vol. 16-01 방송사업자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 ․ 구매비 추이 분석

유선실

2016. 1. 15

Vol. 16-02 주요국의 ICT 발전지수 변화 추세 분석

정부연

2016. 1. 30

Vol. 16-03 인지욕구와 미디어 이용 행태

하형석

2016. 2. 15

이선희

2016. 2. 29

Vol. 16-05 어린이 방송매체 이용행태 분석

박선영

2016. 3. 15

Vol. 16-06 세대별 스마트폰 이용 특성과 영향력 변화

정용찬

2016. 3. 30

Vol. 16-07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용추이 및 이용행태 분석

김윤화

2016. 4. 15

Vol. 16-08 태블릿PC 보유와 이용 행태 분석

노희윤

2016. 4. 30

열여덟, 스물하나, 그들의 다이어리
Vol. 16-09
－ 미디어 다이어리 분석

주재욱

2016. 5. 15

Vol. 16-10 지상파DMB 서비스 이용행태 분석

이선희

2016. 5. 30

Vol. 16-11 가구유형별 미디어 이용행태 분석

박선영

2016. 6. 15

Vol. 16-12 신문기사 이용 행태 분석

김윤화

2016. 6. 30

Vol. 16-13 방송프로그램 시청 가능 매체 보유와 이용 트렌드

정용찬

2016. 7. 15

Vol. 16-14 스마트폰이 생기면 달라지는 것들

주재욱

2016. 7. 31

Vol. 16-15 TV 시청시 스마트폰 동시 이용행태 분석

이선희

2016. 8. 15

Vol. 16-16 라디오 보유와 청취 패턴의 변화

박선영

2016. 8. 30

Vol. 16-17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매출규모별 방송사업매출 추이 분석

노희윤

2016. 9. 15

Vol. 16-18 TV 보유 여부에 따른 미디어 이용행태 분석

오윤석

2016. 9. 30

Vol. 16-19 온라인상의 개인정보침해 우려 정도와 미디어 활용

김윤화

2016. 10. 15

Vol. 16-20 종합유선방송사업자 규모별 매출 추이 분석

노희윤

2016. 10. 31

Vol. 16-04

복수 미디어 이용자 특성과 방송 프로그램 시청 행위
분석

Vol. 16-21 한국미디어패널조사 결과 주요 내용

한국미디어
2016. 11. 15
패널조사 연구팀

Vol. 16-22 방송프로그램 VOD시청과 SVOD의 이용

신지형

2016. 11. 30

Vol. 16-23 오프라인 활동 정도별 미디어 이용행태

오윤석

2016. 12. 15

Vol. 16-24 2016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결과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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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방송산업실태
2016. 12. 30
조사 연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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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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저자
발행일자
Across-cultural comparison of campaign tweets in
Yeojin Kim et al.
the 2012 U.S. and South Korean presidential elections
Investigating the impacts of firm, industry and
financing characteristics on the M&A exits of
Yuri Jo
venture-capital backed startups
Vol.8 Possibility of converting the elderly into active smartphone
Joohyun Oh
2016. 5. 31
No.1 users in Korea: bridging the communication divide
Empower me and I’ll like you: user experience on Xueying Zhang,
Facebook and reaction towards ads
Shuhua Zhou
Who likes, shares, and comments on Facebook? A
comparative study of Facebook use and engagement
Hwalbin Kim
between U.S. and South Korean college students
An empirical study of relationship between
Niraj Kumar
RFID implementation critical success factors
Vishvakarma et al.
and organizational strategy
Spectrum auction in Korea: design and implication Deuk-Won Kim
Public’s online responses to a public health crisis: an
empirical application of situational theory of publics
Wonjun Chung
and attribution theory in the case of the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 outbreak in Korea
Vol.8
Mostafa Safdari
Exploiting technology intelligence in designing
2016. 11. 30
No.2
Ranjbar,
and manufacturing complex product systems
Namjae Cho
Devastating earthquake in Nepal: victims relief
Mahesh
cash transfer through branchless banking
Maharjan et al.
An exploratory study on avoidance of mobile video
ad: role of perceived ad value, ad intrusiveness Sung-hee Joo
and motivations to view mobile video
Is serious internet deviance a problem in Indonesian
Yanki Hartijasti
work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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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 외 교류현황
▣ 연구교류협정(MOU) 체결 현황
일자
2007.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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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SDI-KOSBI MOU 체결
2007. 6. 26 － IT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과의 연구협력을 통한 IT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정책
발굴
2007. 7. 12

KISDI－건국대학교 MOU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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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SDI-IDATE MOU 체결
2008. 11. 18 － 최신 해외동향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협력기관 연구진으로부터 정책
수립에 대한 자문의견 수렴 등 연구진 정책 활용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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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2. 2

KISDI－김앤장법률사무소 MOU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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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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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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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10. 25

KISDI-CTG MOA 체결
－ 미국 정부기술센터(CTG: Center for Technology in Government)와 연구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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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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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5. 26

KISDI-에티오피아 ․ 우간다 정보통신기술부 MOU 체결
- ICT 개발협력사업 총괄 협력을 위한 협약

127

2016 연.차.보.고.서.

▣ 국내 ․ 외 전문가 방문

일자

내용

2016. 9. 4~10

｢르완다 전파관리 정책자문｣ 초청자문
－ 르완다 공공규제청(RURA, Rwanda Utilities Regulatory Authority) 전파
감시과장 제임스 무신구지(Mr. James Musinguzi)를 포함한 총 3명의 RURA
소속 공무원이 한국을 방문. 초청자문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의 전파관리 정책
및 기술 관련 현장 시찰과 전문 지식을 공유하고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

｢베트남 IoT 기술협력 자문｣ 초청자문
－ 베트남 정보통신부(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MIC)
IT어플리케이션의 응옌 홍 쿠안(Mr. Nguyen Hong Quan)과장 및 정보
통신전략연구원(National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2016. 8. 29~9. 3
Strategy, NIICS)의 당 띠 호아(Ms. Dang Thi Hoa)를 포함, 총 5명의 유
관기관 전문가가 한국을 방문. 초청자문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의 IoT 기술
및 정책 관련 전문 지식을 공유하고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
｢몰도바 정보보안 정책자문｣ 초청자문
－ 몰도바 정보기술통신부(Ministry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Communications, MTIC) 파블 신카리욱(Pavel Sincariuc) 정보기술정책국장
2016. 10. 30~11. 5
을 포함한 총 5명의 정보보안 관련 공무원이 한국을 방문. 초청자문 프로그
램을 통해 한국의 정보보안 정책 및 기술 관련 현장 시찰과 전문 지식을 공
유하고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
｢에콰도르 오픈데이터 정책자문｣ 초청자문
－ 에콰도르 정보사회통신부(Ministry of Tele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Society, MINTEL)의 마르코 세페다(Marco Cepeda) 정보화 및 전자정부
2016. 9. 25~10. 1
차관을 포함한 총 5명의 공무원이 한국을 방문. 초청자문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의 오픈데이터 정책 및 기술 관련 현장 시찰과 전문 지식을 공유하고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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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청회 및 심포지엄
서비스경제 활성화를 위한 융복합 촉진방안 세미나
2016. 6. 1
서울 더케이호텔

주최: 미래창조과학부
발표: 서비스경제 활성화를 위한 융복합 촉진방안 | 박유리 박사(KISDI)
패널토론: 권헌영 교수(고려대), 오인하 교수(건국대), 고대영 박사(산업연구원),
박찬수박사(STEPI),정혜승이사(카카오),이상대대표(아이엠헬스케어),
김창균 대표(마이리얼플랜), 유정범 대표(메쉬코리아)

미래(美來), 인간(人間), 기계(器械), ｢미인계 콘서트｣
－ 지능정보시대의 경제 ․ 사회 변화상
2016. 6. 10
D.camp 다목적홀

주최: 미래창조과학부 / 주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정보사회학회
발표: － 인공지능 기술의 사회적 영향 | 한상기 대표(소셜컴퓨팅연구소)
－ 지능정보기술과 산업구조 변화 | 나성현 실장(KISDI)
종합토론: 서이종 교수(서울대), 문성배 교수(국민대), 이강윤 상무(한국IBM),
류민호 실장(네이버), 최민석 실장(ETRI)

제3회 한국미디어패널 학술대회
2016. 9. 2
양재 스포타임

주최 ․ 주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주제발표
－ 제1주제: [특별세션] 주요 국가패널 구축 및 운영 사례
발 표: 서재희(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모상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강성훈(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제2주제: 결합상품, 스마트TV의 수용 요인
발 표: 김용규(한양대), 홍아름(경희대)
토 론: 황유선(KISDI), 윤건(한국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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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주제: 미디어 이용 행태의 가구별 특성
발 표: 최원석(닐슨컴퍼니코리아), 이재현(서울대)
토 론: 김위근(한국언론진흥재단), 정일권(광운대)
－ 제4주제: 뉴 미디어, 뉴 제네레이션
발 표: 고흥석(한국IPTV방송협회), 이금숙(성신여대)
토 론: 이환수(단국대), 김성중(서울대)
－ 제5주제: 미디어 이용행태와 심리적 요인
발 표: 심미선(순천향대), 노승용(서울여대)
토 론: 이상호(경성대), 송인덕(중부대)
－ 제6주제: 미디어 이용에 관한 패널데이터 분석 방법론
발 표: 정병철(서울시립대), 이동희(경기대), 전수영(고려대)
토 론: 이정복(울산의대), 이성건(성신여대), 박민규(고려대)
－ 제7주제: 대학원생 부문 우수논문 발표
발 표: 김형진(성균관대), 이하나(서울대), 이소민(스탠포드대)

지능정보사회 정책 제안 토론회
2016. 9. 23
머큐어호텔

주최: 미래창조과학부 / 주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발제: 지능정보사회의 인간－기계 공존 방안 | 차두원 박사(KISTEP)
종합토론: 최항섭 교수(국민대) 김한준 박사(고용정보원), 최민석 실장(ETRI),
조유리 박사(KISDI)

2016 ICT 산업전망컨퍼런스
2016. 10. 2 5~6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미래창조과학부
주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진흥센터,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한국전자
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1일차(2016. 10. 25) :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ICT
－ 제1주제: 제4차 산업혁명과 ICT의 대전환
발 표: 데일 포드 (IHS Markit Technology 부사장),
김도환 원장(KI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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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주제: 제4차 산업혁명의 패러다임, ICT 융합
발 표: 이상훈 원장(ETRI), 김영학 교수(서울아산병원),
김현문 상무(현대자동차)
－ 제3주제: 제4차 산업혁명의 꽃, 지능정보기술 I
발 표: 박형주 소장(국가수리과학연구소),
김명준 소장(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 제4주제: 제4차 산업혁명의 꽃, 지능정보기술 II
발 표: 박대수 소장(KT경제경영연구소), 이상홍 센터장(IITP)
2일차(2016. 10. 26) : 창조적 융합으로 비상하는 K-ICT
－ 트랙I: 글로벌 新패러다임 선도의 K-ICT
발 표: 이승민 책임연구원(ETRI), 최윤석 전무(오라클),
이호원 부교수(국립한경대) 등
－ 트랙Ⅱ: 新 ICT의 패권 플랫폼, 지능정보
발 표: 최재붕 교수(성균관대), 장순열 총괄상무(한국IDC 리서치그룹),
김태호 박사(SPRi) 등
－ 트랙Ⅲ: 제4차 산업혁명과 ICT 융합
발 표: 박준석 실장(SK텔레콤), 이강윤 교수(가천대),
이태진 전무(엑센츄어) 등

2016 경영정보 학제간 심포지엄 － 지능성, 지능산업, 지능사회
2016. 10. 7
페럼홀

주최: 한국경영정보학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AJIC
강연: － 인공지능의 시대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 김진형 원장(AIRI)
－ 인공지능 활용의 현황과 전망 | 이경전 교수(경희대)
발제: － 인공지능과 인간: 그 상호작용의 미래 | 이종관 교수(성균관대)
－ 인공지능과 미래 고용 이슈 | 이호영 박사(KISDI)
－ 인공지능의 경제적 효과 | 남재현 교수(고려대)
토론: 이종관 교수(성균관대), 이호영 박사(KISDI), 남재현 교수(고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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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 우정연구 교류협력 학술세미나
2016. 10 13
KISDI 중회의실

주최 ․ 주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발표: － 우체국예금 핀테크 도입을 위한 실증적 추진 전략 | 박재석 부연구위원
(KISDI)
－ 스마트 소포 락커(Locker) 운영에 관한 연구 | Liu Shiyang(SRPA)
－ 우체국 국제물류사업 진출 전략 | 이용수 부연구위원(KISDI)
－ 중국 우정의 ‘라스트마일 배송’ 구축 능력에 관한 연구 | Zhou Juhong
(SRI)

2016 ‘남북 방송통신 국제컨퍼런스’
2016. 11. 3
인터콘티넨탈
서울 코엑스

주최 ․ 주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후원: 방송통신위원회
제1세션: 스마트시대의 남북 방송통신
－ 김정은 정권의 방송통신 및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분석 | 김종선 연구
위원(STEPI)
－ 북한 방송통신 기술현황 및 매체이용 행태의 변화 | 서흥수 국장(KBS)
－ 토론: 강종석 국장(통일부), 전영선 팀장(건국대), 하성호 전무(SK텔레콤),
이상산 대표이사(핸디소프트), 김현경 논설위원(MBC)
제2세션: 국제사회와 한반도 통일
－ 남북중 협력모델과 동아시아의 미래 | 리우 용타오 교수(푸단대)
－ 국제기구를 통한 북한과의 협력 | 베른하르트 젤리거(한스자이델재단)
－ 토론: 최은봉 교수(이화여대), 김성옥 박사(KISDI),
이케하타 슈헤이 서울지국장(NHK), 홍규덕 교수(숙명여대)
제3세션: 통일준비를 위한 문화공감
－ 북한 대중문화, 방송통신 관련 영화감독 및 PD간 토크콘서트
종합토론: 통일준비를 위한 방송통신의 역할과 과제
－ 토론: 이호규 교수(동국대), 이지원 변호사(김앤장), 공용철 PD(KBS),
전영선 팀장(건국대), 서흥수 기술국장(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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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사회를 위한 인공지능’ 심포지엄
2016. 11. 22
스포타임

주최 ․ 주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후원: 미래창조과학부
주제발표: 사회문제 해결 수단으로서의 지능정보기술 | 이호영 박사(KISDI)
인공지능 리스크의 특성과 사회적 회복력 | 이원태 박사(KISDI)
프라이버시 위험관리와 데이터 활용 | 조성은 박사(KISDI)
인공지능의 잠재적 역기능과 대응 | 손상영 박사(KISDI)
종합토론: 이승규 연구위원(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류현숙 연구위원(한국행정연구원), 윤종수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이종관 교수(성균관대)

2016 공동제작 국제 컨퍼런스: 방송콘텐츠 글로벌 교류
2016. 11. 24
부산 웨스틴
조선호텔

주최 ․ 주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후원: 방송통신위원회
제1세션: 성공적 콘텐츠 교류협력 방안: 공동제작
－ 한국의 공동제작 협정 현황 및 관련 법제도 소개 |강하연 실장(KISDI)
제2세션: 다양한 공동제작 정책 및 제도: 외국의 경험을 배우다
－ 터키의 공동제작 현황 및 관련 법제도 소개 | Nurulah Ozlurk 상임위원
(터키 RTUK)
－ 인도네시아의 공동제작 현황 및 관련 법제도 소개 | Yudandre Darwis
(인도네시아 KPI)
－ 태국의 공동제작 현황 및 관련 법제도 소개 |태국 Supirya Klangarong
(NTBC)
제3세션: 방송콘텐츠 공동제작의 오늘과 미래: 업계 경험을 중심으로
－ 방송콘텐츠 강국의 공동제작 | Bal Samra(BBC)
－ 한국과 중국의 공동제작 | 박현호 부장(MBC)
종합토론: 김원동 대표(아시아홈엔터테인먼트), 박성주 PD(KBS),
Deng Wu PD(CCTV-10), 김무규 교수(부경대),
윤현기 교수(E&M), 남한길 부장(E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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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별 및 매체공통 광고규제 개선방안 토론회
2016. 12. 2
목동 방송회관

주최 ․ 주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주제발표: 매체별 및 매체공통 광고규제 개선방안 | 황준호 박사(KISDI)
종합토론: 변상규 교수(호서대), 신원수 상무(한국온라인광고협회),
윤정주소장(한국여성민우회), 천용석 주임연구원(한국옥외광고센터),
편도준 기획실장(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추진 민관 컨퍼런스
2016. 12. 15
건설공제조합

주최: 미래창조과학부
주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제1세션: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국가 중장기 전략
－ 지능정보기술과 산업의 미래 | 최원식 대표(맥킨지)
－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추진방향 | 미래창조과학부
－ 토론: 김준경 원장(KDI), 강인수 원장(현대경제연구원),
우병현실장(조선일보), 김용수 실장(미래부)
제2세션: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 ․ 산업 발전 전망 및 도전과제
－ 인공지능과 미래 ICT서비스 | 최진성 원장(SKT종기원)
－ 4차 산업혁명과 헬스케어 | 윤형진 교수(서울대병원)
－ 데이터 산업 활성화 | 김정원 국장(미래부)
－ 제조업 디지털 혁신 | 원동진 국장(산업부)
－ 토론: 백규태 소장(KT융합기술원), 신경철 대표(유진로봇), 이영대 변호사
제3세션: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사회정책의 선제적 개편
－ 지능정보사회 전환과 사회 정책적 대응 | 안상훈 교수(서울대)
－ 인공지능이 장착된 로봇의 법적 취급 | 이중기 교수(홍익대)
－ 지능정보사회와 학교 교육의 혁신 | 강태중 부총장(중앙대)
－ 4차 산업혁명 대응 고용정책 | 김경선 국장(고용부)
－ 토론: 방하남 원장(한국노동연구원), 김재춘 원장(한국교육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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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2016년도 연구관련 활동

2016 ICT ODA 사업 성과공유 워크숍
2016. 12. 23
한국정보화진흥원

주최: 미래창조과학부
주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제1세션: 기관별 사업 소개 및 성과 발표(1)
－ 개도국 정보통신방송 정책자문 사업 | 강인수 박사(KISDI)
－ 개도국 정보통신방송전문가 초청연수 사업 | 신성우 팀장(NIPA)
－ 개도국 방송환경 개선지원 사업 | 김영태 본부장(RAPA)
제2세션: 기관별 사업 소개 및 성과 발표(2)
－ 개도국 정보접근센터 구축사업 | 임혜정 선임(NIA)
－ 해외 IT정책결정자 협력채널 운영 사업 | 임혜정 선임(NIA)
제3세션: 국가별 현황 및 주요 사례 공유(KISDI)
－ 에콰도르 오픈데이터 정책자문 | 이삼열 교수(연세대)
－ 세르비아 모바일 브로드밴드 정책자문 | 이종관 전문위원(법무법인 세종)
－ 파라과이 정보보안 정책자문 | 박광진 수석(한국인터넷진흥원)
제4세션: ICT ODA 사업 효과성 제고
－ 2017년도 사업수행 방향 논의 및 Q&A | 이삼열 교수(연세대)

외주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방안 세미나
2016. 12. 23
더케이서울호텔

주최 ․ 주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발제: 방송영상외주산업 생태계 변화와 미래정책과제 | 이만제 교수(원광대)
상생의 문제인가, 경쟁의 문제인가 | 노동렬 교수(성신여대)
토론: 손계성
안인배
최세경
홍원식

국장(한국방송협회), 신종철 과장(방통위),
회장(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임정수 교수(서울여대),
연구위원(중소기업연구원), 최영진 과장(문체부),
교수(동덕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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