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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사

발간사
ICT는 국민의 편익 향상과 산업발전의 동력임과 동시에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성장의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2017년도에 「4차 산업혁명 기획시리즈」를 통해 5G 주파수 분배,
망 중립성, 일자리, IoT, 벤처기업, 데이터경제, 규제정책, 블록체인 등 ICT 혁신의 핵심요소
분석과 이에 대응하는 ICT 국가전략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를 통해 통신시장 환경 변화를 분석하여 데이터 중심의
통신서비스 이용패턴 변화에 따른 통신비 개념의 재정립과 통신비 절감대책을 마련하였고,
5세대(5G) 이동통신 조기 상용화를 위한 주파수 할당제도 등을 수립하여 통신·전파
정책수립에도 기여했습니다.
또한 「국내·외 유료방송 규제개편 사례 및 정책동향 분석」을 통해 방송과 인터넷이 하나의
생태계로 통합되어 가는 환경에서 케이블TV, OTT 둥 유료방송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규제개편
정책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외에도 「개도국 정보통신방송 정책자문」 사업을 통해 ICT 강국의 발전 경험과 노하우를
미얀마, 베트남, 세르비아, 키르기스스탄 정부 등에 전파하여 협력국의 투명한 정책수립에
기여하여 국내 ICT 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함과 더불어 국제개발협력(ODA) 사업 성과를
제고했습니다.
2018년에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ICT 정책연구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연구에 매진할 것이며 KISDI의 연구수행에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정부,
학계, 산업계,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 6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 김 대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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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DI 일반현황
1. 설립목적 및 연혁
2. 조직 및 인원현황
3. 2017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설립목적 및 연혁

1

설립목적
국내·외 정보화 및 정보통신·방송 분야의 정책·제도·산업 등에 관한 각종 정보를 수집·조사·
연구하고 이를 보급·활용하게 함으로써 지식·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국가의 정보통신정책 수립과
국민경제 향상에 이바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관 제2조

연 혁

통신정책연구소 설립

통신개발연구원 설립

1985
2. 4

1987
11. 28

통신개발연구원법 공포
(법률 제3,952호)

1997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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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1. 30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법률 제5,733호)
•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
연구회로 소속 변경

1999
1. 29

2014
6. 30

충북혁신도시로
연구원 이전 완료

2017
3. 28

김대희 제12대 원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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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및 인원현황

조 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감 사
원 장

기획조정실
ICT전략연구실

ICT통계정보연구실

통신전파연구실

국제협력연구실

방송미디어연구실

경영전략연구실
행정실

인원현황
(2018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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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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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별 업무분장
부서명

ICT전략
연구실

통신전파
연구실

방송미디어
연구실
ICT통계정보
연구실
국제협력
연구실

경영전략
연구실

기획조정실

행정실

주요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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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서비스 발전 및 시장의 공정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연구
· 통신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기준 및 사후규제 방안, 이용자보호정책 관련 연구
·전
 파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한 통신정책 및 전파정책 관련 연구
· 전파 관련 산업의 발전 관련 연구
· 방송과 미디어관련 정책연구 및 시장상황 분석
· 방송의 공익성 제고, 미디어분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관련 연구
· 방송·미디어관련 발전방안 및 규제정책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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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통신 국제기구와 관련된 연구 및 사업
· 통상협상, 개도국 자문, 남북한 방송통신 교류협력에 관련된 연구 및 사업
· ICT분야 협상 의제 분석, 대응 전략 수립, 협상 대응 및 ICT분야 주요 통상 현안 관련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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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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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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중점연구 분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는 ICT정책연구기관’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6대
중점연구 분야를 중심으로 핵심 연구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연구성과의 향상을 위해 노력

6대 중점연구 분야
· ICT전략연구
· ICT통계정보연구

· 통신전파연구
· 국제협력연구

· 방송미디어연구
· 경영전략연구

2017년도 연구사업 현황

14

구분

기본연구

정책연구

정책자료

현안연구

ICT전략연구

6

14

3

3

통신전파연구

2

16

0

1

방송미디어연구

2

22

5

1

ICT통계정보연구

3

9

4

1

국제협력연구

0

7

3

0

경영전략연구

1

7

0

0

합 계

14

7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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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17-01

지능정보사회의 공공정보화 패러다임 변화와
미래정책 연구
연구진: 이원태, 문정욱, 류현숙
연구기간: 2017. 1. 1∼2017. 10. 31

연구목적
인공지능, IoT 등 지능정보기술이 사회전반에 확산되면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새로운 산업구조 변화 외에도
정부운영이나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도화된 지능
ICT의 산업적·경제적 파급효과와 전략에 관한 논의에 비해 거버넌스, 정부의 공공서비스 등 공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과 현안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능정보기술이 공공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그에 적절히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도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나 거버넌스 개선 사례들을 분석하고,
지능정보기술이 향후 미래의 공공영역에 미치는 영향, 특히 정부운영 전반의 변화와 영향을 예측·전망하면서
그에 따른 주요 미래 정책 이슈들을 검토했다. 특히, 정치(P), 경제(E), 사회(S), 기술(T), 법(L), 환경(E) 등 6개
영역(PESTLE)의 미래 환경 변화를 논의하고, 미래 변화 예측을 통해 행정환경 변화와 공공수요를 전망하고, 미래
정부 패러다임과 정부혁신 방향성, 정책어젠다를 도출하고자 했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국내·외의 지능정보기술 기반 사례 분석 결과, 주요 정보화 선도국에서는 챗봇, 블록체인, 데이터, IoT 등을
활용한 공공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보다 국민 편의성과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한편, 지능정보사회의 미래 정책어젠다 도출을 위한 전문가 AHP 조사 결과, 정치행정 영역 6개, 경제영역
6개, 사회영역 8개, 기술영역 6개, 법제도 영역 8개, 그리고 환경영역 4개 등 총 38개의 정책어젠다를 도출할
수 있었다. 또한 38개의 정책어젠다를 정책중요성, 시급성, 실현가능성 등의 평가기준을 통해 종합중요도의
우선순위를 매긴 결과, 지능정보기술 기반 강소기업 육성, 스타트업 지원 확대, 신성장동력 확보, 양질의 일자리
확대, 지능정보기술 기반 공공행정서비스 구현 등이 높은 순위에 랭크되었다.
이와 같이 38개 정책어젠다를 정책중요도를 중심으로 종합했을 때, 지능정보사회 시대 공공정보화를 통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현안은 저성장과 경기침체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각종 현안 중
공공정보화를 통해 경기부양 및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것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Key word
4차 산업혁명, 지능정보사회, 공공정보화, 전자정부, PES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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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17-02

ICT가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진: 이학기, 이경남
연구기간: 2017. 1. 1∼2017. 10. 31

연구목적
오늘날 세계 경제는 세계화와 더불어 기술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각 부문 간 경제 주체들 사이에서 갈등이
심화되는 등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새롭게 변화된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여러 부문에서 중간 계층이 해체되고,
양극단이 강화되는 양극화(polarization)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노동시장의 고용구조 혹은
임금 구조에서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에서는 다양한 이론적·실증적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고용 구조 변화에 대한
실증 연구가 미진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널리 연구되고 있는 이론들을 고찰하여 기술이 고용구조의 변화에 끼치는 역할 및
메커니즘을 파악하고 고용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주장한 기술 발전과 노동시장의 고용구조 변화 간의 관계가 국내에도
유효한지 장기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증 분석한다.
이를 위해 우선 국내외 노동시장의 고용 구조 변화와 양극화 현황에 전반적인 현황을 분석했다. 다음으로
기술진보와 고용구조의 변화에 대한 과거 이론적, 실증적 연구들을 분석했다.
이러한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숙련도별 노동의 고용점유율을 ICT 자본, 총생산, 숙련도별 노동공급의 함수로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 노동시장의 직업 숙련별(skill level) 고용 구조가 양극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저숙련(low-skill)과 고숙련(high-skill) 노동의 수요가 증가하고, 반대로 중숙련(middle-skill) 노동의 수요는
감소하는 것으로 실증 분석되었다. 이런 양극화 현상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근로자의 성별, 연령, 학력 수준
등의 속성별로 고용 구조에 어떤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지 분석했으며, ICT 자본이 증가할수록 고숙련(high-skill)
노동의 고용 점유율은 증가하고, 중숙련(middle-skill) 노동의 고용점유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노동시장 양극화에 대응하여 중장기 고용 전략 수립, 학제 간 교육, 직업 훈련, 전직 교육과 같은
교육훈련 정책 확대, 사회안전망 확충 등 다양한 부분을 포괄하는 노동 시장 및 사회 정책 설계 등을 정책 제안으로
제시했다.

Key word
일자리 양극화, 고용 구조, 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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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17-03

ICT 융합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생태계 조성 방안 연구
연구진: 강준모, 김민석, 이슬기
연구기간: 2017. 1. 1∼2017. 10. 31

연구목적
ICT 융합 확산으로 시장·산업간 경계가 붕괴되면서 ICT 기업들은 다양한 영역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ICT 산업 내 대중소기업·스타트업 간의 갈등을 야기한다. 특히 사업화가 가능한 신규 아이템 발굴이
필요한 대기업들이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표절하여 가용한 인프라와 이미 구축된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비슷한
서비스를 출시하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파괴적인 혁신과 시장의 변화에 대한 민첩한 대응이 요구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개별 기업 간의 경쟁 및
수직적 가치사슬보다는 수평적 관계에 기반을 둔 기업생태계를 구성하고 이를 통한 공동가치 창출이 중요하다.
따라서 ICT 융합산업 내 대·중소기업 간 갈등 양상, 시장질서나 공정경쟁 위배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이해관계를 조정, 상생의 기업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기업생태계 구성과 역할의 변화를 파악하고, 생태계 성장요인 및
저해요인을 분석하여 상생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생태계 구성원과 정부의 역할을 도출하는 데 있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ICT 신기술이 일으키는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가치창출의 패러다임을 가져왔다. 이는 플랫폼의 역할 증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 붕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서비스의 확산으로 설명할 수 있다.
플랫폼과 ICT 신기술에 기반한 융합의 확산은 가치사슬식 생태계 구조를 변화시켜 기업생태계로 재구성한다. 특히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 개발은 규모가 성장할수록 내부성만으로는 혁신의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워, 융합과 협업을
통한 외부성의 중요성이 커지고, 플랫폼 대기업과 중소기업·스타트업이 기업생태계의 협력파트너로서 네트워크
구성과 상생을 기획하여 외부성의 효과를 누리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대안으로 대기업의 스타트업 지원 체계 정비, 플랫폼 독과점에
대한 감시 및 관리 강화, 영업비밀 및 기술보호에 대한 법·제도 정비 등을 제시했다.

Key word
기업 생태계, 대중소기업 상생, 플랫폼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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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17-04

ICT 정책에서 빅데이터 분석의 활용방안 연구
연구진: 김경훈, 이선희, 양수연, 오윤석, 송태민
연구기간: 2017. 1. 1∼2017. 10. 31

연구목적
기존의 통계분석과 비교하여 빅데이터 분석은 자료 구축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정형
자료를 통해 기존에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정보를 발굴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장점은 곧 빠르게 변화하는 ICT
산업에서 선제적이고 시의적절한 정책 수립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빅데이터 분석은 그동안 민간
영역을 중심으로 기업의 이윤 창출을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제시되어 왔고, 이에 따라 대부분의 활용사례 또한
기업 관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빅데이터 분석의 정책적 활용 가능성을 판단하고, 나아가 ICT 정책에서 빅데 이터 분석의 활용
방안을 ① 정책, ② 시장, ③ 거시경제 관점의 세 가지 실증분석을 통해 제시하여, ICT 산업에서 선제적이고
신뢰성이 있으며 높은 가치를 제공하는 정책 수립을 목표로 한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ICT 정책에서 빅데이터 분석의 활용 방안을 ① 정책, ② 시장, ③ 거시경제 관점의 세 가지 실증 분석을
통해 제시했다.
우선 정책 관점의 실증분석에서는 ICT 산업과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는 정부 부처(구 미래 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텍스트마이닝 분석 및 토픽모델링을 수행하였고, 이를 통해
그동안의 ICT 정책 기조 흐름을 파악하고, 선제적인 정책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결과를 제시했다.
다음으로, ICT 시장의 관점에서 SNS와 같은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ICT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정의 하고, 이를
ICT 수요자 및 공급자, ICT 기술, ICT 산업, ICT 업무, 그리고 이용 채널 등의 요인으로 설명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ICT 순기능과 역기능이 어디서 어떤 경로를 통해 발생하고 있으며, 앞으로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요인은
무엇인지 미리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를 가진다.
마지막으로 거시경제 관점의 실증분석에서는 주요 신문에서 언급한 경제·정책·불확실성·ICT와 관련된 단어들의
빈도를 분석하여 ICT 경제정책불확실성 지수를 산출 했다. 이렇게 산출된 지수는 국내 ICT 실질 GDP 성장률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며 선행하는 것으로 나타 났고, 이를 통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속하고 시의성 있는 정책 수립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Key word
빅데이터, ICT 정책, 텍스트마이닝, 토픽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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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17-11-01

초연결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회문화적
조건과 한국 사회의 대응(Ⅲ)
연구진: 손상영, 조성은, 이시직, 김희연, 양수연, 오태원, 유지연, 최진원
연구기간: 2017. 1. 1∼2017. 12. 31

연구목적
본 연구는 초연결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우리 사회의 준비사항과 예상되는 부작용을 사전에 진단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커뮤니케이션 환경과 사회적 삶의 조건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철학·기술·사회·문화 등 학제 간 연구를 바탕으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이 가져올
‘초연결 기술문명’의 지속가능성과 사회문화적 영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센서와 엑추에이터가 모든 지식과 정보,
공간, 사물을 연결시킬 새로운 네트워크 환경에서 기술의 안정성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의 조건을 인문사회과학적인
관점 에서 검토하고, 초연결사회의 단계로 접어든 한국 사회가 간과하고 있는 사회적, 문화적, 법적 문제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3차 연도 연구에서는 초연결사회의 지속가능성을 공통분모로 삼고 새로운 상부구조(규범), 물리적 기반,
사회·문화제도를 모색함으로써 사회 각 부문의 균형발전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첫째, 인간중심의 초연결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미래규범 정립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초연결사회를 분석하는
틀로서 각 계층(C-P-N-D)에 대표적인 규범이론들을 적용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초연결사회의 규범형식과
원칙 및 주요내용을 도출하였다.
둘째, 초연결사회 안전성의 중심적인 요소로 지목된 사이버보안과 관련하여 사이버 복원력 확보와
사이버보안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인공지능 기반의 사이버 복원력 시스템’의 개념을 제안하고,
‘한국형 사이버보안 교육체계’ 수립을 위한 교과 내용들을 제시하였다.
셋째, 문화 영역에서 초연결사회 기술 환경은 저작권 제도의 변화를 요구한다고 보고 지금의 저작권 제도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개선되어야 초연결사회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지를 모색하였다.

Key word
초연결사회, 지속가능성, 미래규범, 사이버 복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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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17-12-01

ICT벤처생태계의 변화분석을 위한 패널데이터
구축 및 정책방향 연구(II)
연구진: 조성은, 강준모, 민대홍, 이학기, 조유리. 손가녕, 이은민
연구기간: 2017. 1. 1∼2017. 12. 31

연구목적
1999년부터 지금까지 중소벤처기업부의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가 매년 실시되고 있지만, 동일 기업을 추적
조사하는 코호트 연구가 아니라는 점,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량적 지표 중심의 데이터 수집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 구축된 ICT 벤처기업 패널데이터는 시간흐름에 따른 변화를 추적, 조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단면 연구보다 한 단계 나아간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신규 정책이 도입된 시점과
이후 시점에서의 ICT 벤처기업 성장과 벤처생태계의 변화를 확인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ICT 벤처기업 패널데이터는 ICT 벤처생태계의 역동성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고, 많은
연구자들이 벤처기업의 성장과정을 추적하고 성공 요인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협동연구는 3년 동안 매년 ICT 벤처기업 패널데이터 구축 이외에 세 개의 ICT 벤처생태계 환경 연구와
패널데이터를 이용한 세 개의 실증연구를 수행하는 것으로 설계되었으며, 올해가 2차 연도 연구이다.
2차 연도에 수행된 각 세부 연구의 결과에서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벤처창업 지원정책과 관련하여
인수합병 대상으로 주목을 받을 정도의 벤처기업을 성장시키는 데 정부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민간의 적극적 투자 촉진과 기술 인큐베이터에 대한 지속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부처 간 유기적 협력과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 효율적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
이어서 혁신성과를 재무 성과로 연결시키는 제도적 구조를 형성할 것과 벤처기업의 짧은 생애주기로 인해
혁신활동 성과가 사라지지 않도록 혁신활동이 활발한 벤처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연도 ICT 벤처기업 패널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차 연도의 추세가 그대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ICT 벤처기업의 폐업 원인으로 무리한 R&D 투자,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에서 폐업률이 가장 높았다는 점,
자본과 부채간의 상관관계가 높은 점 등이 지적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정부의 지원 정책 방향에 대한 판단 기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Key word
ICT, 벤처기업, 네트워크, 패널데이터, 협력, 창업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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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7-05

ICT 신산업 활성화와 효율적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연구진: 김정언, 최계영, 조유리, 강준모, 이학기, 김민식, 이은민. 이시직, 정원준, 손가녕, 양수연, 최주한, 손병호, 신민수
연구기간: 2016. 11. 25∼2017. 5. 24

연구목적
4차 산업혁명, 온디맨드 이코노미, 공유경제 등 새로운 경제·사회 트렌드를 대표하는 용어들의 공통점은 ICT가
새로운 경제 트렌드를 야기하는 핵심 동인이라는 점이다. 본 연구는 ICT로 인한 패러다임 변화, 유망 신산업 현황,
ICT 융합과 우리나라 규제 시스템 검토 등을 통해 ICT 융합 신산업 활성화 정책 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ICT 융합의 가장 큰 저해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규제 시스템을 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과제의 연구내용은 크게 3가지 주제이다. 첫째, ICT 기술진화와 산업 패러다임 변화이다. 제조업에서는 사물
인터넷의 진화로 모든 제품이 ICT 제품화되면서 제품기반의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확산되고,
스마트 공장으로의 진화가 진행 중이다. 서비스업에서는 컴퓨팅 파워 향상, 인터넷 연결성 확대 등 ICT 기술진화로
새롭고 다양한 융합서비스가 등장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융합 확산으로 온·오프라인 경계가 붕괴되고 있다.
둘째, ICT융합 유망 신산업 현황 및 정책이슈이다. 글로벌 벤처캐피털의 투자 자료를 활용하여 ICT 융합 유망
신산업을 스마트카, O2O, VR/AR의 3개 분야로 선정하고, 각 분야들에 대해 시장 및 기업 현황을 살펴보고, 이
분야들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셋째, ICT 융합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도출이다. ICT 융합부문에서의 네거티브 규제방식
도입을 위한 주요원칙 및 고려사항 등을 도출하는 한편, 정보통신 부문의 주요 규제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의
적용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네거티브 규제방식의 근본적인 한계를 극복하면서도, 단기적인 측면에서
신기술 혁신을 수용하기 위한 현행 대안적 규제개선 제도의 활성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향후 정책적으로는 ICT융합 신산업 관련 통계DB구축, 데이터인프라 확충, 기술경쟁력 제고, 지속적 혁신창출을
위한 벤처생태계 활성화 방안 마련 등 ICT융합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또한 ICT 융합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효율 적인 규제개혁 추진이 요구된다. 장기적으로는 ICT융합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의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
법령개정을 추진하고, 단기적으로는 간접적인 네거티브 규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대안적 규제개선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Key word
ICT융합, ICT신산업 활성화, 규제개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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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7-07

ICT 벤처·스타트업 관련 제도 효율화 방안 연구
연구진: 조유리, 조성은, 김민식, 손가녕
연구기간: 2016. 7. 1∼2017. 2. 28

연구목적
국내 창업생태계는 최근 창업·벤처기업의 증가, 창업투자의 증가 및 다변화 등 긍정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여년 간 정부가 다양한 제도와 정책으로 창업생태계를 지원한 것에 힘입은 바 크다. 하지만 국내 창업
생태계는 여전히 금융접근성의 부족, 기술창업의 부족, 정부 의존 과다, 사업실패 후 사회안전망의 미흡, 글로벌
확장 미진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20여년 간 이어진 국내 벤처·창업 관련 법·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ICT 분야 창업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20여년에 이르는 국내 창업 관련 법·제도의 내용과
성과를 파악하고,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관련 제도 정비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크게 벤처기업 관련 법률 및 제도 현황을 파악하고, ICT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제도를 평가
하며, 벤처·창업 관련 제도의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국내 벤처·창업과 관련한 법·제도는 크게 창업지원법, 벤처특별법, 기술혁신 촉진법, 1인 창조기업법,
조세특례법 등을 들 수 있다. 대표적으로 창업지원법은 창업의 정의 및 지원사업, 창업절차의 간소화, 창투회사
및 조합, 액셀러 레이터, 보육센터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벤처특별법은 벤처확인제도, 모태조합 및
한국벤처투자조합, 벤처기업 관련 특례 등을 다룬다.
벤처·창업 관련 제도에 대한 ICT 중소기업들의 인식을 설문조사로 확인하였는데, 정책자금, 보조금, 세제혜택과
같은 직접지원에 대한 인식과 활용, 그리고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벤처확인제도를 이용하는 주된 이유도
기술성·사업성의 대내 홍보 효과 외에 정부의 지원 수혜로 꼽혔다. 제도 이용과 성과에 대한 회귀분석의
결과에서도 벤처확인 자체는 기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벤처확인제도를 통한 정부의 직접지원이 매출,
고용, 혁신, 해외 진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라, 제도 개선 방안으로 연구기관 창업투자 기능 확보를 통한 기술창업 활성화,
민간투자자 위주로 조세제도 개편, 실패 안전망으로서의 스타트업 공제제도의 도입, 민간투자와 기술창업 위주로
벤처확인제도 개편 등을 제시하였다.

Key word
벤처·창업제도, 벤처확인제도, 정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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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7-25

ICT 기업 글로벌 진출 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진: 김성옥, 조유리, 김정언, 손가녕
연구기간: 2017. 5. 1∼2017. 11. 30

연구목적
데이터와 지식이 핵심경쟁 원천으로 부상하는 4차 산업혁명혁명이 도래한 시점에서 글로벌 ICT 기업들이 전
산업으로 융합하고 국경 없이 시장에 침투하여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더불어 세계 경제의 저성장이 지속되고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확대되고 있으며, 일부 국가의 경기불안 등으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어 국내 ICT 기업의
해외 진출 지역 및 방식의 다변화 등의 전략적 진출이 필요하다.
이러한 가운데 기존 정부 정책 및 연구는 대부분 기업의 ‘수출’에 중점을 두어 해외시작 개척, 판로 형성, 바이어
매칭 등에 주력하였다. 하지만, 최근 ICT 산업의 플랫폼화와 융합에 따른 각종 변화들- 국경개념의 모호화,
가치사슬 분화, 산업간 융합시너지 등이 진행되면서, 기존 제품 수출 위주의 해외진출 방식이 변화되어야 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기술변화가 심한 ICT 산업의 특성상,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단으로서의
글로벌 확장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ICT 기업의 해외진출 전략은 궁극적인 수익지표인 해외매출액보다는 기술경쟁력 제고와 서비스화를 위한 네트
워크와 파트너십 구축에 맞춰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지역별 접근전략 역시 업종 특성, 기업 목표에 부합할
수 있는 지역을 선별하여, 대상국의 우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8개 권역별로 총 16개 전략국가를 선정하고, 전략국가의 특성과 우리와의 기존 협력·진출
관계를 감안하여, 권역별 전략산업을 매칭하고 지역별 접근전략을 도출하였다.
또한, 진출대상국을 시장우위국, 기술우위국, 비용우위국으로 분류하고, 기업 목표에 맞는 전략을 제안하였다.
우선, 시장추구형 전략으로 시장우위국에 대해서는 마케팅, 판로개척 등 시장 확대를 위한 전략을 활용하여 파트
너링, ODA를 활용한다. 둘째, 기술추구형 전략으로 기술우위국에 대해서는 기술력 제고를 위한 협업(북미, 일본
등) 을 실행한다. 셋째, 비용절감형 전략으로 비용우위국에 대해서는 해외 외주를 실시하고 유통망 및 판매망을
공유하는 전략을 활용한다. 넷째, 혁신추구형 전략으로 기술우위국에 대해서는 기술 및 서비스 제휴를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대상국과의 협력과 융합을 통한 새로운 제품 출시를 위한 기술 및 서비스 제휴를 활용한다.

Key word
ICT, 중소기업, 해외진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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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7-31

ICT기반 사회현안 해결방안 연구
연구진: 조성은, 손상영, 이원태, 김희연, 문정욱, 이시직, 양수연, 이종관
연구기간: 2017. 1. 1∼2017. 12. 31

연구목적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촉발시킨 기술혁신은 산업 전 분야와 일상생활 전반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제고시키는
한편, 고용구조, 사회제도, 가치관 등 경제·사회·문화 전반에서의 대변혁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사회변동 시기에 지능정보기술의 순기능을 극대화하고 역기능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현실적 대응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정부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중 사회정책의 중점 추진과제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연구이다. 주요
연구 목적은 첫째 일자리 변화 대응에 논의되고 있는 사회정책들의 효과 분석, 둘째 일자리 전환 시기 직업 교육
훈련프로그램의 활용성 제고, 마지막으로 지능정보기술 기반의 교육콘텐츠 혁신과 미래인재 양성 방안 제안에 있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주요 연구내용으로 첫째, 기본소득, 로봇세, 일자리 나누기 등 사회정책들의 효과를 비교하였다. 또한
2030년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대한 전망을 시도하였다. 둘째, IT/SW 직업교육훈련 관련 문헌 조사 및 실무자와
정책연구자, 교육생 등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파악한 현황과 문제점을 명시하고 대응 방안을 제안하였다. 셋째,
지능정보사회의 도래에 따라 기존의 산업사회형 인력 양성 체계가 한계를 드러낸다는 문제의식 하에서 현재의
교육시스템을 미래 지향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정책적 시사점으로 첫째, 일자리 나누기 정책의 활용을 제안한다. 연구 결과가 자발적 일자리 나누기가 미래
일자리 대응을 위한 현재의 정책으로 가장 고려할만한 것임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둘째, 노동시장 전망에
기초 하여 직업전환 시기와 규모를 계획하고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과 활용 전략을 수립할 것을 제안한다.
2030년 노동시장에 대한 전망은 2.5%의 성장률을 위한 경제 정책과 220만 규모의 직업교육훈련 지원 정책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셋째, 개별 신직업에 최적화된 교육훈련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연구 결과는 기존
직업인의 신 직업 이동이 쉽지 않으며 향후 10년 전후에 정규교육과정을 밟는 이들을 위한 신직업 진출의 역량
교육에 집중해야 함을 시사한다.

Key word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일자리, 교육, 직업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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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전파연구

기본연구 17-05

사물인터넷 생태계의 경쟁 이슈와 정책과제
연구진: 이민석, 박상미, 김성준
연구기간: 2017. 1. 1∼2017. 10. 31

연구목적
국내 사물인터넷 생태계 특징 중 하나는 이동통신사를 중심으로 관련 생산요소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중소
벤처기업이 각 통신사의 협력회사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이동통신사는 비즈니스 플랫폼으로서 사업 리스크에 대한
주된 책임을 지고 브랜드와 마케팅 능력을 공급함으로써 여타 사업자들이 가진 기술 및 서비스 능력과 결합해 최종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공급한다. 이러한 산업구조에서는 수직적 관계에서 오는 불공정 경쟁 행위에 따라 생태계 내
경쟁이 제한되거나 서비스가 시장에 공급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생태계 현황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사물인터넷 생태계 내의 경쟁 이슈를 조사하고 건전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연구하는데 있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사물인터넷 생태계 참여 구성원을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 행위 유형 중 수직적 관계에서
빈번히 관측되는 거래거절(공급거절 및 구입거절), 우월적 지위 남용, 그리고 거래강제에 관한 설문을 실시하고
그룹 인터뷰 및 개별 인터뷰를 실시해 사례를 수집하였다.
조사 결과, 빈번하진 않지만 세 가지 행위 유형 모두 생태계 내에서 관측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중소벤처기업은 법률자문에 대한 비용 및 장기거래관계 등의 이유로 법률자문 없이 거래에 응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사물인터넷과 관련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정책 안내 경로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지
않거나 지원 정책의 존재 자체에 대해 액세스가 없는 사업자가 적지 않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각종 규제에
따른 시장진입 단계의 애로 사항으로 「전기통신사업법」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요구하는 사업 등록 또는 허가의 장벽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사물인터넷 사업에 관한 규제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중장기적으로는 법률 자문을 비롯한 사업자
간 경쟁상황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Key word
사물인터넷, 경쟁 이슈, IoT 생태계

Ⅲ. 2017년도 주요 연구실적

31

기본연구 17-06

비면허 대역 주파수의 활용 동향 및 경제적 가치
추정 방법론 연구
연구진: 김희천, 임동민, 정아름, 김인회
연구기간: 2017. 1. 1∼2017. 10. 31

연구목적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정보통신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어감에 따라 정보통신산업의 핵심자원인
주파수의 중요성 역시 차츰 증가해가고 있다. 이에 특정 용도를 지정하여 사용하던 기존 면허·허가 대역 주파수가
희소해지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산업에 적합한 주파수의 적시 할당에 어려움이 생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주파수 할당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 특별한 허가 없이 기술규격을 충족하는
것만으로 누구나 이용 가능한 비면허 대역 주파수이다. 비면허 대역 주파수는 불특정 다수가 기술규격 등의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하는 한 자유롭게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파수를 이용하는 새로운 산업 영역의
초석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그 역할이 점차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국내 비면허 대역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평가는 매우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본 연구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국내 비면허 대역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추정 방법론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개략적인 비면허 대역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의 추정 예시를 제공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첫째, 비면허 대역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 방법론을 제시한 기존 연구들을 검토하고, 해당
연구들의 시사점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둘째, 한국의 비면허 대역 주파수를 이용하는 기기들의 사용 행태를
검토하여 경제적 가치 분석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용도를 재분류하였다. 셋째, 앞선 기존 연구 결과 검토와
비면허 대역 주파수의 용도별 파악을 중심으로 각 용도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특히, 각 비면허 기기의 가치사슬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부문별 경제성 평가를 위한 적절한 방법론에 대해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방법론에서 제시된 경제적 가치 추산 방법론을 토대로 이에 해당하는 자료를 수집하고
추산된 경제적 가치의 예시를 제시하였다.

Key word
비면허 대역 주파수,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 경제적 가치 추정 방법론

32

ⅠKISDI 2017 연차보고서 Ⅰ

정책연구 17-17

통신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규제 체계 및
정책방안 연구
연구진: 김창완, 여재현, 이민석, 송용택, 이보겸
연구기간: 2016. 7. 1∼2017. 3. 31

연구목적
현재 국내 기간통신서비스 시장은 가입자 포화, 매출 성장 둔화 등 시장정체 현상으로 특징지워 진다. 이와 같은
환경을 고려할 때, 통신시장에서의 주요 과제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전통적 서비스 가입시장의
포화에 따른 시장정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 다른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M2M,
IoT서비스 등 전송망을 이용하는 새로운 서비스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들 새로운 서비스들은
다소 침체된 통신서비스 시장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인식되고 있다. 둘째,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통신시장, 특히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네트워크 진화와 새로운 기간서비스 출시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단기적 진입정책 방안과 혁신적인
서비스 등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중장기적 통신정책 체제의 제시를 목표로 한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우리나라의 기간통신서비스 시장은 전체적인 매출이 완만히 성장하고 있으며,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인식되는
M2M, 기타 융합형서비스 등이 출현하는 환경변화를 맞고 있다. 다양한 신규서비스들이 이용자에게 제공되기
위해 서는 사업자들의 자발적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체제마련이 요구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통신서비스부문의 규제완화를 통한 경쟁체제 구축을 위해서 단기적인 진입규제 방안과
장기적인 정책 이슈들을 정리하였다.
먼저, 국내 통신시장의 경쟁환경 및 시장변화와 현 통신규제체계 전반을 점검·검토하여 제도개선 사안 및
한계점 등을 도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허가 및 경쟁정책 등 주요 통신규제체계를 검토하였고, EU
회원국, 미국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의 통신 및 진입규제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통신시장 및 정책 환경 분석을
토대로 국내 통신 환경에 적합한 경쟁정책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통신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한
진입장벽 완화 및 규제 개선 방안 등 다양한 규제체계의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제시되었다.

Key word
통신시장 경쟁촉진, 규제체계, 역무 및 사업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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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7-26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2017년도)
연구진: 정진한,

여재현, 김창완, 김민철, 김현수, 정훈, 정광재, 이민석, 강인규, 나상우, 홍현기, 김대건, 송용택,
이보겸, 박상미, 이상우, 이솔희, 김용재, 김성준
연구기간: 2017. 3. 17∼2017. 11. 30

연구목적
최근 통신서비스 이용패턴이 데이터 중심으로 변화하는 등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이 더욱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전규제가 필요한 시장과 규제 대상사업자의 식별 및
규제의 종류, 강도를 결정하기 위한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신시장에 대한 경쟁상황을 분석·평가하며, 통신시장 환경변화에 따라 별도 분석이 필요한 주요
이슈를 식별하고 통신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는 평가대상 서비스를 선정하고, 관련시장을 획정한 후, 주요 지표를 분석하여 평가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2017년에는 평가대상 서비스로 유선전화,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전용회선, 국제 전화 서비스를 선정하고, 관련시장을 획정하였다.
시장획정 결과 유선전화 시장은 시내·시외·인터넷전화를 포함하여 하나의 유선전화 시장으로 획정하였으며, 이동
통신 시장은 음성·문자·데이터를 포함한 2G/3G/LTE를 동일시장으로 획정하였다. 초고속인터넷은 제공기술방식 및
속도에 무관하게 동일시장으로 획정하였으며, 전용회선은 국내 전용회선과 국제 전용회선으로 구분하여 획정하였다.
다음으로, 획정된 단위시장별 경쟁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시장구조, 이용자 대응력, 사업자 행위, 시장성과
지표를 평가하였다. 평가결과, 유선전화시장과 이동통신시장은 1위 사업자 점유율, 시장구조, 사업자 행위
등을 고려하여 경쟁이 미흡한 시장으로 평가하였다. 이외 초고속인터넷 및 전용회선, 국제전화 시장에서는 1위
사업자의 점유율이 50%를 하회하고 기타 지표가 비교적 우수하여, 경쟁이 활성화된 시장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시장의 동태적 양상을 심도 있게 반영하기 위해 가정용 IoT, 결합상품, 부가통신서비스
등에 대해 별도의 설문 조사와 연구를 거쳐 통신시장의 주요 경쟁 이슈들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결과는 향후 통신시장 경쟁정책 방향의 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ey word
통신시장, 시장획정, 경쟁상황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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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7-37

부가통신서비스시장의 신유형
불공정행위 조사 방안 연구
연구진: 김현수, 강인규, 홍현기
연구기간: 2017. 5. 2∼2017. 12. 31

연구목적
ICT 생태계를 주도하는 플랫폼 사업자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추세가 강화되어 다양한 지능
정보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통합 플랫폼을 보유한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의 영향력과 수익창출 기회가 전 산업
부문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공정 경쟁 이슈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며, 부가통신사업자의 불공정행위가 생태계 전반의 경쟁과 혁신을 저해하여 이용자 이익을 감소시킬 우려가
심화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생태계 내 다양한 환경적 요인이 지속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특정 행위의 혁신
및 후생 효과에 대한 분석이 용이하지 않다는 어려움도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의 현황
및 불공정행위의 주요 유형을 식별하고 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아울러 부가
통신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사권을 강화하고 조사 기법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부가통신사업자의 불공정행위 사례를 살펴보면, 결제 플랫폼과 관련된 불공정행위로는 경쟁사의 진입 방해,
거래 거절, 소비자 이용 강제 등이 자주 발생하였다. O2O 플랫폼과 관련된 불공정행위로는 기만적 소비자 유인,
사업활동 방해, 불공정 약관 등이 발생하였다.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관련된 불공정행위로는 배타적 거래, 기만적
소비자 유인, 사업활동 방해 등이 발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가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와 달리 조사에 불응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조사 협조를
제고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기존 조사체계는 기간통신사업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부가 통신사업자의 신유형 불공정행위를 조사하는데 있어 한계가 존재하므로 부가통신사업자의 사업모델 및
신유형 불공정행위에 적합한 조사 기법을 개발하고 조사권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Key word
부가통신서비스, 불공정행위, O2O, 전자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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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7-38

규제 환경 변화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 방안 연구
연구진: 김현수, 강인규, 이보겸
연구기간: 2017. 5. 2∼2017. 12. 31

연구목적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3년여가 경과하고 제도 개선이 꾸준히 이루어짐에
따라 법 시행 초기의 논란이 크게 줄어들고 시장도 전반적으로 안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단말기유통법의
핵심 제도 중 하나인 지원금 상한제가 2017년 9월 30일 일몰 예정이며 우호적이지 않은 사회 여건을 감안할 때
일몰 연장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상한제의 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일몰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을
예측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대응방안을 미리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상한제가 일몰된 후 실제 발생한 효과를
분석하여 대응방안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야 한다. 또한, 비록 국지적이기는 하지만 법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법제도 전반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 더 나아가 3년 동안의 법 시행
성과를 점검하고 시장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큰 틀에서 법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원금 상한제 일몰에 대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 단말기 유통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지원금 상한제는 지원금 수준을 제한함으로써 과도한 지원금 지급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므로 상한액까지
지원금이 제공되고 있는 단말기는 상한제 일몰 시 지원금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용자의 주요
관심사항인 최신 프리미엄 단말은 이동통신사 전략에 따라 상한액까지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상한제 일몰에 따른 지원금 확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상한제 외에도 지원금 공시, 비례 원칙,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가 지원금 확대에 대한 제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원금 상한제 일몰 후 지원금 급변동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단말기유통법 개선을 위하여 장려금 규제, 위법행위 관여자 제재, 판매점 승낙제 정비, 조사권 강화, 분리공시,
표준협정서 개선 등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Key word
단말기 유통법, 지원금 상한제, 분리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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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7-39

신규 통신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도매제도 정비 및
합리적 트래픽 관리기준 개선 방안 연구
연구진: 이상우, 정 훈, 김대건, 이솔희, 송용택, 조대근
연구기간: 2017. 6. 1∼2017. 12. 31

연구목적
모바일 기기의 확산 이후, 음성통화, 문자메시지 등 전송서비스의 사용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정보콘텐츠,
메신저, 게임 등 IP 기반의 부가서비스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 중심으로의 이용행태 변화 및 수요를
반영하여, 통신네트워크 기반이 기존 서킷망에서 패킷망으로 전환 추세에 있으며, IP망 기반의 기술 통합 및 지속적인
네트워크 고도화를 바탕으로 IoT, 자율주행차량 등 다양한 혁신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러한
통신환경 변화는 기존 음성 중심 PSTN 기반으로 설계된 상호접속, MVNO 도매제공제도, 트래픽 관리 기준 등
관련 제도들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중심의 이용행태 및 신규 통신서비스 확산에 따른
통신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신규 통신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 검토를 목표로 한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신규 통신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상호접속, MVNO 도매
제공제도, 트래픽 관리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다. 첫째, 상호접속 제도개선 연구에서는 시장 및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자간 경쟁환경 조성 및 신규 통신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음성 및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개선 이슈를 발굴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상호접속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둘째, MVNO 도매제공제도 개선
연구에서는 국내·외 MVNO 시장 현황 및 관련 규제 현황, 도매대가 산정 방식 등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이를 바탕
으로 국내 MVNO 도매대가 제도 개선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셋째, 트래픽 관리기준 개선 연구에서는 국내·외 망
중립성 정책·제도 현황 및 해외 규제기관의 주요 결정 등을 살펴봄으로써, 국내 망 중립성 관련 정책 입안 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향후 IoT 등 신규 통신서비스의 경쟁활성화를 위한 관련 도매규제 개선방안을 수립하는데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ey word
상호접속, MVNO, 망중립성, 합리적 트래픽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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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7-40

IoT 환경에서의 가입자식별모듈 이동성 제도 및
번호정책 연구
연구진: 정광재, 김민철, 이보겸
연구기간: 2017. 6. 1∼2017. 12. 31

연구목적
지능정보사회가 도래함에 따라서 사물인터넷이 향후 서비스 혁신을 주도하는 핵심적인 정보통신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사물인터넷은 각종 사물에 센서와 통신기능을 내장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사물과 사물 간의 연결을
가능케 하는 기술이다. 정부는 향후 폭발적인 성장이 전망되는 사물인터넷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통신 산업 또한 다양한 서비스 간 융합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그에 맞는 규제체계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물인터넷의 활성화에 따라서 다양한 기기의 연결 및 기기 수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식별체계 관점에서
다양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사물인터넷 환경에서 새로운 가입자 식별 모듈의 표준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임베디드 SIM(Embedded SIM, eSIM)이나 사물인터넷의 기기 수 급증에 따라 이동통신 네트워크에서 사용하는
번호자원 확보 이슈 등에 대한 동향 파악 및 관련 제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동통신의 식별체계와 관련된 통신 규제의 정비 필요성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가입자식별모듈과 관련한 연구와 사물인터넷 번호정책 연구로 나누어 주로 기술 및 정책 동향 파악을
통해 시사점을 파악하는 형태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가입자 식별 모듈과 관련한 연구에서는 가입자식별모듈과 그 이동성에 대한 기본적 개념 및 역사, 최근에 활발히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eSIM의 개념과 운영원리, 실제 eSIM 적용사례 및 관련 표준화 진행 현황을 소개하였다.
한편 국내 실제 eSIM 도입을 가정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이슈를 다각적으로 파악하고자, 산업 및 학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 운영을 통해 향후 정책 방안에 필요한 주요 이슈들을 정리하였다.
사물인터넷 번호정책과 관련한 연구에서는 이동통신 기반의 사물인터넷 번호정책과 관련한 해외 사례를
조사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국내 번호체계 현황 및 전망을 검토하여 추가 번호자원 확보의 필요성 및
확보 시 필요한 정책 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Key word
사물인터넷 가입자식별모듈, eSIM,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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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7-43

진입규제 완화에 대비한 전파법 체계 개선방안 연구
연구진: 김득원, 김상용, 김희천, 임동민, 김인희
연구기간: 2017. 6. 1∼2017. 12. 31

연구목적
우리나라의 전기통신사업은 역무 및 사업자 지위에 따라 진입 규제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즉, 현행 전기
통신사업법 상 전기통신역무는 기간통신역무와 부가통신역무로 구분되는데,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전기
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 보유를 기준으로 기간통신사업과 별정통신사업으로 구분되며, 부가통신역무를 제공
하기 위한 부가통신사업은 세부 역무 또는 사업자 지위의 구분이 없다. 이러한 분류 체계 하에서 기간통신사업은
‘허가’, 별정통신사업은 ‘등록’, 부가통신사업은 ‘신고’ 또는 ‘등록’ 절차를 거쳐야만 사업을 개시할 수 있다.
최근 네트워크 기술 고도화 및 스마트폰 보급 확대 등으로 IoT, 자율주행 등 신규 서비스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통신사업 진입제도 개선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진입제도 변경 시 이에 대응하는 주파수 할당절차 변경 등 전파법 전반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기간통신사업 진입제도 완화 시 주파수 할당의 철학과 원칙, 규제범위 등에 대한 재정립과 이에 수반하는 전파법의
세부적인 개정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를 위한 대안 제시가 본 연구의 수행 목표이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향후, 4차 산업혁명 등 다양한 융합시장의 원활한 전개가 ICT 산업은 물론이고 국가 전체 경제 활성화 차원
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해외 주요국은 비교적 완화된 진입규제를 채택해 왔다. 유럽연합의 일반인가제(General
Authorisation Regime)를 대표적 사례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일반 인가제 하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규정된 요건들만 충족하면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일부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건들을 충족하여야
하고, 허가 취득까지 필요한 경우도 있다. 한정된 자원인 주파수를 할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시장에서 선별하지
못하는 요소를 평가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우리나라도 통신사업 분야에서 진입이 예상되는 다양한 신규 서비스별 유형을 감안한 기간통신사업 진입규제
완화 작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응하여 본 연구에서는 주파수 할당의 철학과 원칙, 규제범위 등 주요 이슈별로
다양한 정책대안 및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Key word
기간통신사업 진입, 전파법 개정, 주파수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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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7-44

지능정보사회의 주파수 공급 및 이용제도
개선방안 연구
연구진: 김지환, 김상용, 김득원, 김희천, 임동민, 김인희
연구기간: 2017. 5. 1∼2017. 12. 31

연구목적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에 기반을 둔 지능정보사회의 실현에는 사람 및 사물에서 생성된
데이터와 분석 결과가 언제 어디서나 연결되기 위한 초고속, 초연결, 초저지연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무선통신기술이 등장하고 예상치 못한 사업모델과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변화의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신규 주파수를 적절히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장 기반의 전파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제도 현황 및 문제점, 해외 유사 제도 비교 및 사례 조사, 연구반 운영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국내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국내 제도는 전파법 및 시행령을 토대로 주파수 할당 제도, 할당 시 기술방식 및 용도, 주파수이용권 양도·임대
제도의 체계를 검토하고, 국내 주파수 할당 사례를 통하여 실제 운영되는 방식 및 변화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미국, 영국
등 해외 주요국의 주파수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해당 국가의 제도 체계를 국내와 비교하고 사례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제도 운영 방식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주파수 할당원칙 및 할당대상 주파수의 범위, 지역·변경할당
제도 현황, 용도·기술방식 자유화 동향 등을 조사 및 분석하였다. 또한, 양도·임대 가능 주파수 및 거래 유형, 절차,
권리관계, 승인 판단 기준 등의 제도 현황 등을 중심으로 주파수 양도·임대 사례를 검토·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현행 주파수 이용제도의 개선 방향과 방법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주파수이용권 양도·임대의 경우 주요
항목별로 개선방향 및 법·제도 개정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룬 개선방안은 할당제도 체계와 전반적인 전파관리정책 기조와 연계되어 있는 사항으로 향후
전파법 체계 개선 시 병행 검토될 사항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희소한 자원인 주파수를 시장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분배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생활 및 산업 관련 무선서비스가 시장에
진입 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과 국민 후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Key word
전파정책, 주파수이용권, 주파수 양도·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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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연구

기본연구 17-07

모바일 동영상 서비스의 광고효과에 관한 연구
연구진: 주성희, 심홍진, 김청희
연구기간: 2017. 1. 1∼2017. 10. 31

연구목적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힘입어 수용자는 고정된 텔레비전 시청에서 벗어나 이동 중에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원하는
모바일 동영상 콘텐츠를 시청하고 구독한다. 이용자의 시청행태 변화는 광고시장의 변화와 직결된다. 이러한
변화상을 반영하듯 국내 광고시장의 전반적인 정체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매체에서 유통되는 광고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모바일 동영상 콘텐츠의 수익모델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목을 주목시키고 있다. 현재
모바일 동영상 콘텐츠의 수익모델은 가입료 기반, 광고기반, 콘텐츠 단위 건당 판매 수익모델로 분류할 수 있다.
문제는 정체된 광고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모바일 동영상 콘텐츠의 성장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동영상
콘텐츠를 통한 광고는 오프라인 광고를 대체하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지배적이다. 이러한 인식은 모바일
동영상 콘텐츠의 산업적 성장을 위해 광고를 포함한 적절한 수익모델 개발이 필요할 뿐 아니라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외 모바일 동영상 콘텐츠 수익모델의 특성과 장단점을 파악하고 모바일 동영상 광고의
효과와 기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나아가 모바일 동영상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이 연구의 결과는 모바일 동영상 광고를 집행하는 광고주 및 광고대행사, 또는 콘텐츠 제작자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콘텐츠 제작자는 콘텐츠가 개시되는 플랫폼의 특성에 부합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광고주 및 광고대행사는 광고 집행 목적에 최적화된 장르와 콘텐츠를 선택해야 한다. 또한 광고에
기반한 모바일 동영상 콘텐츠 수익모델은 광고의 길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책적 대안으로
모바일 동영상 콘텐츠 산업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 동영상 콘텐츠 연구센터 설립 지원, 콘텐츠 평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콘텐츠 광고비 과금 표준가이드라인 마련, 콘텐츠 광고측정 센터 및 데이터 관리 센터 구축,
모바일 동영상 콘텐츠 거래장터 등을 제시하였다.

Key word
모바일 동영상 콘텐츠, 광고효과, 수익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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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17-08

유료방송서비스 간 대체성에 관한 연구
－ 수요함수 추정을 통한 실증분석 －
연구진: 황유선, 육은희
연구기간: 2017. 1. 1∼2017. 12. 31

연구목적
SO의 침체, IPTV의 성장, 결합상품 구매 확산 등 유료방송시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변화에
대한 이해와 분석은 유료방송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 및 산업정책 수립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유료방송서비스 간 수요대체성을 실증분석함으로써, 유료방송시장에 대한 시장획정 및 경쟁 이슈에 대한
시사점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소비자의 선택행위에 기반 한 수요함수를 추정하고, 이를 통해
가격인상 시 유료방송서비스의 점유율 변화를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수요함수 추정에 있어 소비자의 선택대안을 유료방송서비스로 국한시키지 않고, 유료방송, 초고속인터넷,
이동통신서비스 등 주요 방송통신서비스 전체로 구성하였다. 이는 결합상품 구매가 확산되면서, 유료방송서비스
선택 행위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통신서비스에 대한 선택과 연계되어 상호 영향을 주는 현상을
고려하기 위함이다.
주요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결합상품 선택은 가격을 통제할 경우 소비자의 효용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의 결합상품 선택의 주된 동기가 상품 간 보완성 등과 같은 비가격 요소보다는 결합할인과 같은 가격
요소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가격인상 시 유료방송서비스별 점유율 변화 결과를 살펴보면, 대체로 모든 유료방송서비스에서
가격인상에 따른 점유율 하락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상품 간 대체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비자의 선택이 방송통신서비스 전체에 대한 고려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유료방송서비스만의 가격변화가
소비자 선택에 주는 영향이 크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는 유료방송시장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 및 관련 정부정책은 유료방송시장에 국한된 분석이 아닌, 전체
방송통신시장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됨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Key word
유료방송시장, 수요함수 추정, 수요대체성, 시장획정, 결합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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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7-13

국내외 유료방송 규제개편 사례 및 정책동향 분석
연구진: 이종원, 김호정
연구기간: 2016. 7. 1∼2017. 2. 28

연구목적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발표 이후 케이블TV의 미래와 함께 중장기 유료방송의 미래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방송생태계와 인터넷생태계가 네트워크의 고도화, 인터넷의 발전으로 인해 하나의
생태계로 통합되어 가는 추세에서 방송은 다양한 서비스 혁신을 통해 스마트생태계에서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방송환경에서 현행 유료방송제도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16년 미래부(現 과기정통부) 업무계획에서 ‘유료방송사
허가방식 통합 등을 통한 방송산업 체질 개선’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다. 이에 OTT 등의 등장에 따른 경쟁
확대, 한정된 내수시장에서의 시장 갈등 증폭, 신기술 수요(IP)증가, 이용행태의 변화 등 방송환경의 변화에
유료방송제도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유료방송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규제개편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이상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해외 주요국들은 유료방송 제도 및 정책을 어떻게 변화시켜 왔는가를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 주요국(미국, 일본, EU, 영국 등)의 유료방송 규제체계 현황을 살펴보았다. 규제체계 현황을 주로
유료방송사업분류, 허가 유형, 사업권역, 지역성 구현 제도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둘째, 현 국내유료방송의
현황을 시장, 제도, 정책 측면에서 그간의 성과와 한계들을 논의하였고, 그에 기반해 유료방송의 문제점을 산업,
서비스, 제도로 유형화하여 짚어 보았다. 셋째, 국내 유료방송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세가지 유목으로 유형화하여
구체적인 세부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서는 유료방송 허가체계 일원화, 결합판매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였고, 시청자 복지 제고 방향에서는 요금규제개선, 케이블TV 디지털 전환 촉진 등을 담았다.
그리고 산업적 성장 지원에서는 비즈니스 혁신을 유신하기 위해 채널 구성 규제 개선, 혁신서비스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Key word
유료방송, 케이블TV, 방송사업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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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7-14

플랫폼 수익구조 개선을 통한 유료방송시장
생태계 선순환 기반조성을 위한 연구
연구진: 강준석, 김남두, 권용재, 이주용, 홍석영
연구기간: 2016. 7. 1∼2017. 2. 28

연구목적
유료방송 가입자 시장 포화로 인해서 가입자 규모 성장은 둔화되는 반면 IPTV 3사 시장 진입과 방송통신
결합판매 활성화 등으로 인한 유료방송 사업자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자간 과도한 요금
경쟁으로 인해 전통적인 유료방송사업자의 재원구조가 취약해짐에 따라서 고품질 방송콘텐츠의 지속적인
재생산에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유료방송 요금 수준과 플랫폼 사업자
수익구조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검토 결과 유료방송시장 생태계 선순환 기반 조성을 위해서 플랫폼
수익구조의 개선이 요구될 경우 유료방송 요금 정책 등 관련 제도 개선의 구체적인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아울러, 이 연구는 최근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사업자 간 재송신 재송신을 둘러싼 분쟁이 빈번해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방송채널의 유료방송 플랫폼 공급’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1) 해외의 지상파 재송신(즉, 지상파
채널의 플랫폼 공급) 제도, (2) 해외의 PP 채널 거래(즉, 비지상파 채널의 플랫폼 공급)에 대한 정부 규제의 최신
동향을 파악 하여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 유료방송시장 수익구조 개선 방안
유료방송플랫폼의 수익구조의 정상화를 위해서 정책당국과 관련 사업자가 취할 수 있는 옵션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방안은 원가 이하로의 요금 설정 등 현저하게 불합리한 수준으로 요금이 낮게 설정되는 가능성을
정책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이 방안은 일종의 규제정책으로서 정책당국의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 권한을 활용
해서 그 목적을 일정 부분 달성 가능하나, 요금 정상화 등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익구조 개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두 번째 방안은 유료방송 이용자에게 신규 서비스 제공이나
콘텐츠 품질 향상 등의 새로운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지불의사를 높이고 이에 따라서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
이다. 이 방안의 실행은 기본적으로 사업자 주도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정책당국의 역할은 이를 실행하기 위한
간접적인 지원으로 제한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현행 관련 규제 및 정책적 개입이 서비스 품질 향상 등 유료방송
이용자의 지불의사 향상을 위한 사업자측의 노력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면 해당 문제를 해소하고, 관련 진흥 정책
수립 및 시행을 통해서 서비스 품질 향상 등을 위한 유료방송사업자의 자발적인 노력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유료 방송플랫폼 사업자의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적절한 방향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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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지상파 재송신 제도 및 PP 채널 거래 규제 동향 관련 시사점
가. 해외 지상파 재송신 제도 현황 및 시사점
해외 주요 국가 중에서는 비교적 미국의 지상파 재송신 제도가 국내의 지상파 재송신 제도와 유사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FCC는 재송신 협상의 당사자들에게 신의성실 협상 의무를 부과하는 위원회 규칙을 두고 있다.
이러한 FCC의 금지행위 규정에 착안해, 국내에서도 지상파 재송신 협상에서 사업자들이 준수하여야 할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처음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의
제정에서 출발하되, 향후 점검 과정을 거쳐 이를 금지행위 규정으로까지 격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유럽에서 시행되는 방송채널 보유사업자에 대한 의무제공 제도(단, 무상이 아닌 유상의 의무제공)나
저작권·저작인접권 위탁관리 제도(개별 협상이 아닌 단체 협상에 의한 이용계약 체결제도)를 국내에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지상파－플랫폼 간 협상력의 불균형 소지를 줄이고 재송신 협상 결렬에
따른 위험(지상파 방송의 재송신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제도의 도입은
저작권법이나 방송법 개정을 필요로 하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나. PP 채널 거래 규제 동향
미국의 2012년 PAR 폐지나 영국의 2015년 Sky에 대한 도매 의무제공 조치의 해제 사례는 그 필요성이
분명히 입증되지 않는 과도한 정부 규제는 지양하고 시장 자율을 존중하는 최근의 정책 흐름을 보여준다. 콘텐츠
동등접근 규제는 플랫폼－콘텐츠 결합 사업자(특히 케이블 MSP)가 정상적인 수요·공급의 원리와는 무관하게 채널
공급을 제한하려는 유인동기가 존재하고 이로 인한 경쟁질서의 왜곡을 예견할 수 있을 때에 한하여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이러한 전제가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광범위한 콘텐츠 동등접근 규제가 시행된다면 이는 자칫
플랫폼사업자의 ‘무임승차’ 행태를 조장하여 플랫폼 간 콘텐츠 차별화의 약화를 가져오고 이는 유료방송 가입자
시장 내 활력 저하, 소비자 후생의 감소로 귀결될 소지가 있다. 국내의 경우 2008년 IPTV 법 제정을 통하여 콘텐츠
동등접근 규제가 도입되었으나, 최근의 유료방송 시장 경쟁상황을 고려할 때 해당 규제 도입 당시의 우려는 상당부분
해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국내 콘텐츠 동등접근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

Key word
플랫폼, 유료방송, 수익구조, 결합상품, 지상파 재송신 제도, PP 채널 거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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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7-47

방통융합 서비스 해외제도 분석을 통한
미래지향적 규제체계 개선 연구
연구진: 황준호, 성욱제, 김호정, 육은희
연구기간: 2017. 5. 2∼2017. 12. 31

연구목적
동영상 서비스의 시청행태가 실시간 채널 중심의 텔레비전 방송서비스에서 OTT(Over-The-Top)라고 일컬
어지는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는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한 1990년대 후반부터 제공되기 시작하였으나,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가 기존 방송서비스 시장을
위협하는 새로운 경쟁자로 부각하고 있고, 일부 인터넷 동영상 콘텐츠가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킴에 따라 국가적·
사회적 관심이 부각되고 있으며,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가 스마트 미디어 시대를 견인할 신규 성장 서비스로 인식
되면서 최근 더욱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방송·통신 관련법이 네트워크의 유형(방송망, 통신망)에 따라 구분되어 있는 현행 법체계와 실시간
서비스 중심으로 정립되어 있는 방송법 하에서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분류체계가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립 되어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의 기본 목적은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에 관한 기술적 특성, 관련 서비스 간 경쟁 관계, 이용자 측면,
사회문화적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서비스 분류에 기반한 법적 개념, 법적 지위 및 효율적인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주요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제공현황(서비스 분류, 콘텐츠 유형, 수익구조, 서비스 단말
등) 을 살펴본 후, 유럽연합 및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의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개념, 분류, 규제 및
활성화에 관한 법제도와 법령을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우리나라에 제공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를 어떻게 제도화하고 규제하며 활성화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도출하였다.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에 대한 법제화의 기본 취지는 규제와 활성화 측면의 조화를 이루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구축하며, 사회문화적 후생을 증대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의 규율 대상 서비스 범위, 서비스 분류, 플랫폼 서비스와 콘텐츠 서비스의 규제 구분, 실시간
서비스와 주문형 서비스의 규제 수준, 진입규제, 내용규제 등의 내용을 고려한 법제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Key word
방통융합, 규제개선,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48

ⅠKISDI 2017 연차보고서 Ⅰ

정책연구 17-48

방송의 미래 전망과 규제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 연구
연구진: 이재영, 정은진
연구기간: 2017. 5. 2∼2017. 12. 31

연구목적
변화하는 방송환경에 대응하여 아날로그 매체시대에 성립된 국내 방송의 소유·겸영 규제 및 관련 규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규제 개선·합리화의 방향 및 구체적 실천계획을 정립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국내외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방송사 간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경쟁력 확보 여건을
제공함으로써 방송시장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방송규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전체
미디어 시장 내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지상파방송을 중심으로 한 주요 방송사에 대한 단계적인 소유·겸영 규제
개선방안의 도출을 목적으로 하였다.
해외 주요국의 규제정책 변화를 고려하여, 현실 타당성이 높은 소유·겸영 규제의 합리화 방안을 도출하는
한편, 최근 미국 신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국내 시장 개방 압력이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비하여 국내 방송 분야의 규제 정비방향 및 구체적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도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우선 국내 방송사의 시장 환경을 분석하는 한편, 지분관계의 변화와 인수합병 동향을 정리·분석하였다. 지상파
방송사 지분변화와 주요 MPP 및 주요 MSO의 형성 과정을 M&A 사건을 통하여 정리하였다.
또한 현재 방송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소유겸영 규제 현황을 정리하고, 지상파방송 및 종합편성채널 등에 관한
중장기 소유겸영 규제 로드맵을 작성하였다. 유료방송사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과 같은 시장기능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사업자들과는 달리 공공성이 강한 지상파방송사의 규제완화는 더욱 조심스럽게 진행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
하였다.
마지막으로 방송분야 소유겸영 규제가 완화 또는 폐지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
수단 으로서 시청점유율 규제를 검토하는 한편,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인수합병 관련 공익성심사 제도 변화를
검토하고 국내 도입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Key word
소유겸영규제, 공익성심사, 지상파방송, 규제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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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결합판매 경쟁상황 평가
방법론 및 지표 개발
연구진: 곽동균, 황유선, 이재영, 권용재
연구기간: 2017. 5. 2∼2017. 12. 31

연구목적
방송과 통신상품을 결합해서 판매하는 추세가 확산됨에 따라 이런 관행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경쟁상황
평가 등을 통해 분석해서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에 지속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논란에 비해
명확한 개념 규정이나 연구방법론이 미확립되어 생산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결합판매가 특정
구성상품의 시장점유율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 방법론 및 지표를 개발하고, 이 과정에서
필요한 유관 기관의 협력 방안 등을 제안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결합상품 경쟁상황 평가는 단품시장과 달리 결합의 요소로 포함되어 있는 개별 인접시장에 대한 영향을 분석,
평가하는데 주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개별시장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와 달리 확립된 평가 방법론이
부재한 점, 평가 결과에 대한 공신력 확보가 어려운 점이 존재한다.
우선 기초 분석 지표인 시장점유율을 산정함에 있어 방송시장이나 통신시장과의 비교를 위해 가입자수를 분석
단위로 삼아야 하지만, 결합상품의 가입자수를 계약건수로 정의할 것인지, 할인회선수로 정의할 것인지에 따라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계약건수 위주의 분석이 불가피하나, 결합상품 확산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단품시장의 점유율 산정이 회선수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회선수 자료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였다.
다음으로는 결합상품 내의 지배적 사업자 식별이 주된 목적이 아니므로, 시장획정 여부에 과도한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경쟁의 단위 식별이 더 유의미한 분석이라는 인식 하에, 상품별 점유율 변동 파악은 기존처럼
시행 하되, 단품시장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상품 형태의 식별과, 인접 단품시장에서의 사업자별 점유율 변화 추이
등을 비교하는 분석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도출했다.
다만, 업체별 결합상품 데이터 관리 관행 등이 상이하고, 이에 대한 정의가 불안정한 점 등을 감안,
결합할인회선과 다량할인회선을 별도로 구분한 관리지침 적용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데이터의 신뢰성과 효용성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불가피함을 지적하였다.

Key word
결합상품, 계약건수, 경쟁상황, 지배력 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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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정책효과 분석
연구진: 김태오, 이재영, 이원태, 조성은, 송민선, 성욱준
연구기간: 2017. 5. 2∼2017. 12. 31

연구목적
개인정보는 4차 산업혁명의 범용기술(General Purpose Technology)인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 등의 원료이다. 이러한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개인정보를 취득·
축적·이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동의제도는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개별 법률 차원으로 구체화한 규제이자 개인정보보호 규제체계의 핵이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등의 사후적인 정보주체의 권리로도 제도화되어 있다.
본 연구는 개인정보보호 규제의 근간인 정보통신망법상 동의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 개선의 단초를 제시
하고자 한다. 동의제도가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비즈니스 영역과 활동여지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원래 의도했던 제도의 효과를 발휘하기 힘든 현실이라면, 개인정보보호 규제의 기능과 역할을 새롭게 모색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제도들이 정책효과를 실제로 발휘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자 했다. 이에,
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17년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에서의 설문데이터와 정보주체의 동의권 행사 행태에 대한
행태데이터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기초로 정보통신망법상 동의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고지의 형식 개선, 고지내용의 간소화 및 단순화, 동의 패러다임의 근본적 재검토와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도 및 정책의 성과를 다양한 관점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패러다임
변화에 부합하는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와 개인정보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조화, 개인정보보호 패러다임 변화, 규제 재정립 검토,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다양한
정책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ey word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실증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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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7-54

방송한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연구진: 주성희, 육은희
연구기간: 2017. 5. 2∼2017. 12. 31

연구목적
방송콘텐츠는 소프트파워의 핵심 분야 중 하나로써 연관 산업의 수출뿐만 아니라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 ICT 기술의 발전으로 방송콘텐츠의 국경 간 거래와 이용이 용이해지면서 방송콘텐츠의
파급효과는 더욱 강력해 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최근 국산 방송콘텐츠의 주요 진출 대상국에서 한국산 콘텐츠에
대한 규제와 제한들이 강화되면서 방송한류의 지속 성장 가능성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국내 방송콘텐츠 산업의 구조적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방송콘텐츠 산업은 기술뿐만 아니라 자본집약적, 노동집약적 산업이다. 게다가 방송콘텐츠는 경험재이기 때문에
실제 편성 전에는 성공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반면, 높은 제작비와 긴 이익 회수 기간으로 인해 위험부담이
높고 투자 유인이 적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방송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유통 정책, 세제
혜택과 투자, 국가간 협정 등 정부 차원의 지원과 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방송한류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한류 방송콘텐츠 제작 및 수출과 관련된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책적 지원 방안에 대해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방송한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체계, 해외 유통의 문제점, 제작 및 창작인력
양성, 해외사업자의 국내 진출과 국내사업자 역차별에 집중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방송한류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파편화된 방송한류 관련 사업을 조망하고 교통정리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방송 중심의 상설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단, 정부는 후방 조력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콘텐츠의 제작자와 창작자에게
안정 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지원제도 유연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 방송콘텐츠 생태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조사가 좀 더 세분화, 체계화될
필요가 있으며, 국내 규제로 인한 규제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역시 시급하다.

Key word
방송콘텐츠, 한류, 지원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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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수출 주요결정요인과 그 영향 분석
연구진: 고동환, 최지혜
연구기간: 2017. 1. 1∼2017. 12. 31

연구목적
2000년 이후 ICT 수출은 꾸준히 증가하여 2004년에 ICT 총생산을 추월, 2016년에는 ICT 총생산의 1.8배,
한국의 총수출 대비 35%를 차지하여 ICT산업 뿐 만 아니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ICT 수출이 이처럼 성장하는 과정에서 수출대상국과 수출품목 면에서 심각한 구조적 변화를 겪어 ICT 수출이
지금과 같은 성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 따라서 ICT 수출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새롭게 도출하여 정책방향을 모색해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존에
논의되었던 우리 제품에 대한 해외수요와 가격경쟁력 외에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중국의 부상, 불확실성의 확대,
세계가치사슬의 영향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두었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먼저 ICT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장기와 단기로 구분하여 장기는 확장된 중력모형을 활용하였으며
단기는 Factor Augmented 벡터자기회귀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ICT 수출입 데이터는 UN Comtrade
(SITC 3-digits 수준)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로부터 획득하였다. 불확실성지표는 ICT 실질실효환율의 변동성과
세계 경제정책불확실성 지수(Global EPU)를 활용하였고, 세계가치사슬을 반영하는 중간재 수입비중은 WIOD
(World Input-Output Database)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세계경제정책불확실성의 확대는 ICT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활율변동성의 확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일 수출대상국에 대한 중국의 ICT 수출은
우려와는 달리 유의하게 양의 영향, 즉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수출상대국이
ICT제품을 중간재로 수입하는 비중이 클수록 우리 ICT제품에 대한 수요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종재나
자본재 비중은 통계적 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ICT 수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불확실성 완화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하겠다. 또한
중국을 경쟁국으로 정의하기보다 최대수입국으로서 활용하며, 중간재로써의 우리 ICT제품의 경쟁력 강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Key word
ICT 수출, 불확실성, 세계가치사슬,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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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17-13-01

과학기술과 ICT활용을 통한 생산성 향성 방향 연구 및 경제 통계 구축(III)

총괄보고서: 과학기술과 ICT 활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방향 연구 및 경제 통계 구축(III)
연구진: 정현준, 김정언, 김경훈, 남충현, 신우철, 김도완
연구기간: 2017. 1. 1∼2017. 12. 31

연구목적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이후 큰폭의 성장률 하락을 경험한 이후 최근까지 2~3%대의
저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이와 같이 경제성장률 둔화 현상은 경제·사회구조 변화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성장 회복을
위해서는 세심한 관찰과 체계적 연구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과학기술과 ICT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ICT와 과학기술의 산업별 활용 현황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통계도 미흡하고, ICT와 과학기술을 규명할 수 있는 생산성 연구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1)
ICT와 과학기술 관점에 생산성 계정을 구축하고 생산성 분석을 수행했고, (2) 산업연관표 조정을 통한 장기 계열화와
글로벌가치사슬 관점에서 5개 국가 ICT 산업 연산일반균형모형 개발 및 정책실험을 수행했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첫 번째 연구에서는 ICT와 과학기술의 역할을 분석할 수 있는 생산성 계정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ICT와
과학기술의 산업별 활용도를 측정하고 산업별 생산성을 추정했다. 분석결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의 산업
에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 저하가 특히 두드러졌으며, 서비스
업에서는 상대적으로 총요소생산성 저하가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제조업에서는 R&D 등 혁신자산의 기여가
상대적으로 증가한 반면, 서비스업에서는 ICT 자산의 성장기여가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연구에서는 ICT부문 장기시계열 산업연관표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산업연관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R&D 기술집약도 직·간접파급효과 및 직접파급효과는 고기술(ICT) 제조업 부문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으로 ICT 산업의 정책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5국가 ICT산업 연산일반균현모형을 개발하여 (1) ICT 투자 지출 증가에
따른 단기 성장효과를 분석하였고 (2) 자국 중간수요 대체에 따른 부가가치 변화를 살펴보았다. 첫 번째 정책실험
결과, 우리나라 10억 달러의 ICT 산업 투자 지출에 따른 ICT 산업 부가가치 효과는 한국 5억 4천만 달러, 중국 1천
5백만 달러, 미국 1천 9백만 달러로 나타났다. 두 번째 정책실험의 경우 중국의 수요대체가 가장 크게 부정적 영향을
주며 미국, 대만, 일본 순으로 우리나라의 ICT 산업의 부가가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Key word
ICT와 과학기술, 생산성 계정 구축, 생상성 분석, 장기시계열화 R&D파급효과, 연산일반균형모형

56

ⅠKISDI 2017 연차보고서 Ⅰ

기본연구 17-13-02

과학기술과 ICT활용을 통한 생산성 향성 방향 연구 및 경제 통계 구축(III)

ICT와 과학기술의 역할 분석을 위한
생산성 계정 구축 및 산업별 생산성 분석
연구진: 정현준, 신우철
연구기간: 2017. 1. 1∼2017. 12. 31

연구목적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이후 큰폭의 성장률 하락을 경험한 후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성장 회복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성장률 저하의 문제는 단순히 경기변동에 따른
효과가 아닐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 발굴과 추진이 시급해 졌으며, 성장 잠재력 확보가
중요해졌다. 앞으로 성장 잠재력 확보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과학기술과 ICT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지만, 현재 ICT와 과학 기술의 산업별 활용 현황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통계도 미흡하고, ICT와 과학기술을
규명할 수 있는 생산성 연구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ICT와 과학시술 관점에서 산업별 현황을 보여줄
수 있는 생산성 계정 구축과 이를 활용한 생산성 분석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ICT와 과학기술의 역할을 분석할 수 있는 생산성 계정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ICT와 과학기술의 산업별 활용도를
측정하고 산업별 생산성을 추정했다. 생산성 추정결과 우리나라는 2000년대 평균 4.7% 성장하였으나, 2010년대
들어 1.7%p 하락한 평균 3.0%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전체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도 2000년대
1.6%p에서 2010년대 0.6%p로 1%p 감소했고 상대적 성장기여율도 12.6%p 하락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 전반에 성장률 저하와 더불어 생산성이 약화되었음을 시사한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 부문의 TFP 저하가 서비스업 부문에 비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생산성 국제비교 연구를 통해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의 한국의 저성장 원인을 투입 요소 측면에서
주요국가와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총요소생산성과 노동시간과 노동의 질의
성장기여도가 타국가 대비 높은 감소세를 확인했다.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경제·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립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Key word
ICT와 과학기술, 생산성 계정, 생산성 분석, 생산성 국제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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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17-14-01

총괄보고서: 조사환경 변화에 대응한 ICT 통계
생산체계 혁신 방안 연구(II)
연구진: 정용찬, 이원태, 정혁, 김윤화, 유선실, 정부연, 오윤석, 박민규, 권헌영, 오형나
연구기간: 2017. 1. 1∼2017. 12. 31

연구목적
본 연구는 정부 정책 의사결정에 있어서 데이터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데이터 기반(data-driven) 환경에서
신뢰할 수 있고 활용도 높은 통계 생산을 위해 현행 통계 생산 체계 환경 진단을 통한 개선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수행 되었다. 기존 연구는 통계 제도 개선이나 품질 진단 등의 주제에 집중되어 있으며, 빅데이터 환경을 고려한
연구의 경우 현황분석에 머물러 조사환경 변화에 대응한 종합적인 연구라는 점에서 본 과제의 차별성이 부각된다.
또한 본 연구는 조사 환경 변화에 대한 개선방안을 ICT 분야에 집중하여 미디어 이용과 관련한 통계 이론,
ICT신산업 시장 예측, 법제도 개선의 세 분야로 유기적으로 구성하여 제시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각국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조사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본 연구는 2개 연도로
기획되어, 1차 연도(2016년)에는 통계조사 이론과 ICT통계, 법·제도의 세 부분으로 구성하여 조사방법 비교 분석
및 개선방안 이론연구, ICT 신산업 규모추정 연구, 국가통계 생산체계 혁신을 위한 전략수립과 법제도 개선 연구를
수행하였다.
2차 연도에는 1차 연도 연구와 유기적인 연계를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연구목표를 설정하였다. 통계조사 이론 연구
에서는 자료 연계 및 통계적 매칭에 대한 기존 연구 및 사례를 검토하고 전화조사 결과의 편향 및 일치성 제고를 위한
추정 및 분산 추정 방안을 제안한 점은 특기할만하다. ICT 신산업 규모 추정 연구는 기존 조사방식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ICT 신기술 수요를 수용자의 이용행태를 측정하는 실험방법론을 도입하여 예측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통계 생산체계 혁신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에서는 새로운 ICT환경에서 주요국의 통계 관련 법제도적
대응 현황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통계생산체계 혁신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책당국의 신뢰할 수 있고 활용도 높은 통계 생산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세부적인 정책
방안 마련에 기여하여, 믿을 수 있는 정부통계 생산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의 정책적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Key word
통계생산체계, 통계조사, ICT 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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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17-14-02

조사환경 변화에 대응한 ICT 통계 생산체계 혁신 방안 연구(II)

기술발달에 따른 통계 생산 및
이용 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진: 정용찬, 박민규, 오윤석, 안지선, 윤상영
연구기간: 2017. 1. 1∼2017. 12. 31

연구목적
최근 1인 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인구 및 가구 형태의 변화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해 가구나 개인과의 접촉이 곤란
해지면서 통계조사를 수행하는데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인해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 변화가 조사 수행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조사 수행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현존하는
자료를 활용하는 여러 가지 대안이 제시되고 있으며 조사 한계에 대한 연구 및 전화조사에서의 비표본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특히 무선전화의 보급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전화조사 방법론 및
수집된 자료에 대한 추정량의 통계적 타당성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계 생산을
목적으로 기존 통계적 매칭 방안들의 이론 및 사례 분석을 실시하고, 실증 연구를 통해 무선 및 유무선 병행
전화조사 방법의 차이 및 효용성을 검토하며, 다양하게 사용되는 전화조사방법 및 추정량 산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변화하고 있는 조사환경에 맞추어 어려워진 조사 수행의 대안 방법들을 소개하였으며 최근 들어 빈번
하게 활용되고 있는 전화조사 추정량의 통계적 타당성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전화조사는 비확률 표본추출
방법 중 하나인 할당추출을 가정하였으며, 할당 변수만을 고려한 모형 기반 추정량을 분석하였다.
최근 수행된 공론조사에서 안심번호를 활용한 유무선 병행 전화조사가 사용된 것은 국가 승인통계의 작성을
위해서 전화조사 역시 사용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전화조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제공되어야 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수행되고 있는 유무선 병행 조사 적정 유무선
비율을 포함한 여러 조사방법론 및 이에 근거한 추정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본 연구는 이와 관련된
추정량의 통계적 타당성 연구의 기초연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Key word
통계 생산, 데이터 매칭, 전화 조사, 추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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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7-64

ICT통계체계 기획 및 개선방안 연구
연구진: 최계영, 정현준, 정용찬, 정혁, 신지형, 고동환, 남충현, 나성현, 김경훈, 유선실, 정부연, 김욱준, 이선희,
신우철, 노희윤, 오윤석, 최지혜, 김상우, 박선영, 진홍윤
연구기간: 2017. 1. 1∼2017. 12. 31

연구목적
4차 산업혁명의 조기 가시화를 위해 ICT와 과학기술의 역할이 조명받는 가운데, 시장의 현황과 진화 방향을
측정할 수 있는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ICT 통계의 생산과 분석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새롭게 발생하는
통계수요에 대한 대응은 상당히 분산적이며 개별적인 대응의 형태로 나타났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2017년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직간접적으로 관리하는 ICT 통계가 31종에 달하며 이 중 상당수는 중복, 수치의 불일치,
신뢰도 저하 등으로 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ICT 시장의 급속한 진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ICT 통계의 생산 및 분석체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ICT통계조사 시행계획 시행에 따라 기존의 분권적 통계생산체계의 한계점을 개선하고, 과기정통부 전체 관점에서
통계의 중복성 및 불일치, 통계의 중요성 및 활용도, 통계의 신뢰성 및 시의성, 통계체계의 정합성 등을 체계적으로
점검한다. 우선 통계의 중복성 및 불일치 해결을 위해 개별 통계조사 기획 단계에서 조사 항목에 대한 중복성을
점검하고, 통계조사 후 타 통계와의 일치성에 대한 점검한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와 개별 통계조사 기관이 참여
하는 ICT통계협의회를 통해 기획 및 조정의 기능이 추가된 효율적 통계생산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다. 둘째 ICT
통합분류체계 및 ICT통합모집단 구축 보급을 통해 과기정통부 사업체조사 통계의 정합성을 강화하였다. 셋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정책수립을 위해 기존에 조사되고 있는 신산업 통계조사를 취합하여 지능정보산업 관련
가공통계를 생산하고, ICT 일자리 행정통계 활용방안을 모색한다. 넷째, 기여도 평가를 통해 과기정통부 차원에서
통계의 중요성과 활용도를 점검하고 품질진단을 통해 통계의 품질제고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ICT
통계포털은 ICT산업 데이터의 체계적인 구축 및 제공을 위해 각종 데이터의 업데이트 및 유지보수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ICT 통계 발전방향 연구 및 ICT통계조사 시행계획 수립지원을 통해 ICT 전반을 포괄하는 통계조사의
신뢰성과 적절성을 높여, 보다 효과적인 ICT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ey word
ICT 통계, 통계생산체계 개선, 기여도 평가, 품질 평가, ICT통계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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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17-09

2017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연구진: 정용찬, 김윤화, 김상우
연구기간: 2017. 1. 1∼2017. 12. 31

연구목적
본 조사연구는 방송 환경 변화에 따른 지상파방송, 유선방송, 위성방송과 DMB 등 다양한 매체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과 시청행태의 변화를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수용자정책 수립, 민간기업체의 경영 계획 수립과 학계, 연구소
등의 학술연구를 지원하고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는 시청자에게 기초 통계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조사는 전국 4,378가구에 거주하는 13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2017년 6월 5일부터 2017년 8월 18일
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일대일 개별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조사항목은 매체 이용량과 보유실태,
지상파 TV방송 이용행태, 유료방송(유선, 위성, IPTV) 이용행태, 라디오 이용행태, 인터넷방송 이용행태,
스마트기기 이용행태, 자녀의 방송매체 이용행태, 해외 프로그램 시청행태 등이다.
주요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방송콘텐츠 이용의 개인화와 다매체화를 가속화하는 스마트폰의 영향력이 60대
이상 고연령대에서 2016년 60.3%에서 2017년 73.6%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매체로 스마트폰의 중요도(56.4%)는 전년(55.5%) 대비 지속적 으로
높아지고, TV 중요도(38.1%)는 전년(38.6%) 대비 낮아지면서 스마트폰이 TV보다 더 필요한 매체로 자리 매김
하였다. 연령별로 40대 이하에서는 스마트폰을, 50대 이상에서는 TV를 필수매체로 선택하여 대조적인 양상을
보였다.
실시간 시청은 TV수상기 이용이 94.5%로 다른 매체 대비 압도적으로 높았고, VOD 시청은 TV수상기 이용
12.7%, 스마트폰 이용 6.2%로 TV에 이어 스마트폰의 이용도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또한 TV를 시청하면서
타 매체를 동시에 이용하는 비율은 스마트폰이 52.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TV 시청중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정보검색이나 문자/메신저, SNS를 이용하는 비율이 TV 이용자의 39.9%로 나타나, TV를 시청하면서
방송콘텐츠를 전파, 공유하는 능동형 시청 방식은 스마트폰의 보급이 고연령층으로 확산됨에 따라 일반적인 시청
행태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보고서는 방송매체이용에 관한 정부승인통계로 정책 당국의 수용자 정책 수립을 위한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Key word
TV 이용행태, 유료방송, 인터넷, 스마트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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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KI 시청자평가지수조사
연구진: 신지형, 정부연
연구기간: 2017. 1. 1∼2017. 12. 31

연구목적
최근 방송환경이 다매체·다채널로 변화하는 시점에서 시청률 위주의 경쟁을 지양하고 방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적인 보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의 질과
만족도를 평가하여 시청자평가지수(KI)를 산출해 시청자의 의견을 방송평가에 반영하고 궁극적으로 고품질의
방송프로그램 제작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데 있다. 더불어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 인식 변화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방송 수용자의 트렌드를 파악하여
정책수립에 근거자료로 활용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방송프로그램 품질 평가 지수 산출을 위한 조사 설계에 따라 온라인 패널을 구성하여 연 4회(2월, 5월,
8월 11월) 지상파 채널(KBS1, KBS2, MBC, SBS)과 종합편성채널(TV 조선, JTBC, 채널 A, MBN)에서 방송되는
모든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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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성있는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보조적 지표로 방송채널에 대한 평가를 7대 항목별(흥미성, 다양성, 신뢰성,
유익성, 창의성, 공정성, 공익성)로 시행하여 방송사 간의 특성과 차이를 평가하였다. 또한, 방송 콘텐츠의 인식 및
기준에 대한 변화를 탐지하고자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 인식조사를 추가로 구성하여 방송프로그램의 질 변화,
양질의 프로그램에 대한 기준 및 인식 변화, 유해성 콘텐츠에 대한 인식 및 대응태도 등을 조사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패널의 대표성을 검증하고 조사 과정에 있어서의 품질을 검증하기 위해 시청시간대별 분석
(전체시간대와 주시청시간대로 구분 분석), 평가자 집단별 분석(1주일 전일 평가자와 일주일 미만 평가자)등 최종
지수 산출에 요인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인 분석을 시행하고 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 결과가 양질의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 및 보급하는데 대한 중요성을 반영하여 과도한
시청률 경쟁에 내몰리는 방송환경 속에서 방송프로그램의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가 조화를 이루는 균형 잡힌
방송생태계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Key word
방송프로그램 품질 평가, 만족도 지수, 품질 지수, 채널 평가, 시청자 인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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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한국미디어패널조사
연구진: 신지형, 김윤화, 오윤석
연구기간: 2017. 1. 1∼2017. 12. 31

연구목적
다매체·다채널 시대에 미디어 환경 전반에 자리 잡은 스마트 생태계는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과 미디어 산업, 수용자의 이용행태를 중장기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국가승인을
받아 매년 한국미디어패널조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최근 스마트폰의 보편화, 태블릿PC의 등장, SNS의 확산 등 급변
하는 미디어 이용환경 변화에 따라 미디어의 이용시간량과 그 배분 등 이용행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적 기초자료 마련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가 가구 및 개인의 미디어 이용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이를 가구 및 개인 단위로 추적하여 그 중장기적 추이를 파악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미디어패널조사는 2010년 수도권 및 5대 광역시 패널구축을 시작으로 2011년 전국을 대상으로 패널가구 및
가구원을 확대 구축하였고, 2017년 8차년도 조사로 4,161가구 및 9,425명의 개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완료하였다.
본 조사의 조사표는 가구용 설문지와 개인용 설문지로 나누어진다. 가구내 미디어 기기보유, 가구내 미디어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 및 지출 현황, 개인별 미디어 이용행태, 미디어 다이어리 등이 설문지를 통해 조사되었다.
2017년도에는 미디어 관련 산업의 다이내믹한 기술 변화 및 제품 진화 등을 시의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AR/
VR기기 및 사물인터넷기기 등에 관한 설문을 추가하였고, 특별 섹션으로 삶의 만족도에 관한 설문을 주기화하여
조사함으로써 시간에 따른 패널의 개인 특성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2011년부터 7년에 걸쳐 구축된 전국적인 패널데이터 연구결과를 관련 학계, 연구기관, 산업계와 정책당국에
제공 하고 그 연구 성과를 공유하기 위하여 제5회 한국미디어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본 조사는 패널 데이터 구축을 통해 미디어의 이용시간 배분, 미디어 부문 지출, 미디어 기기 보유 현황 등에
대한 종단적 데이터 분석을 요구하는 정부, 업계, 학계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ey word
패널조사, 미디어 이용행태, 미디어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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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개발협력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ODA 사업 추진 전략(III)
연구진: 이종화, 김태은, 전선민, 이세라, 김나연, 유성훈, 김세원, 김정민, 김종일, 김진기, 이종관, 홍승연
연구기간: 2017. 1. 1∼2017. 12. 31

연구목적
국제사회에서는 개발도상국의 정보 및 인터넷 접근성 향상뿐만 아니라 ICT 발전이 가져올 수 있는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측면에서 ICT 분야 개발협력(ODA)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한국은 ICT 강국으로서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ICT 분야 ODA 비중이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최근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환경 변화
및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짐에 따라, 한국 역시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지금까지의 한국의 ICT 분야 ODA 사업
추진 체계 및 방법을 개선하고, 보다 체계적인 ODA 사업추진 전략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는 ‘ICT 개발협력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ODA 사업 추진전략(2015~2017)’의 최종연도의 연구결과에
해당한다. 본 연구를 통해 분야별 ICT ODA 이행전략과 수요개발 및 평가방법론을 연구하고 한국 ICT ODA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체계수립을 위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연구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제3차 연도에 수행된 본 연구의 제1편 총론에서는 연도별 수행된 ICT ODA 개발협력의 연구를 요약하고, 한국
ICT ODA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한다. 제2편에서는 ICT 세부 분야별 ODA 이행전략을 연구하고, 제3편에서는
새로운 ICT 대두와 개발협력에서의 활용전략을 연구한다. 제4편에서는 ICT ODA 발전방안을 위해 체계적 ICT
ODA 평가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지속가능한 한국형 ICT ODA 발전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5편에서는 한국 ICT ODA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체계를 위한 제언을 밝힌다.
본 연구를 통해 국제개발협력의 변화에 맞추어 정부의 체계적인 ICT ODA 정책 수행을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개발협력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ICT 개발협력에 있어 민간부문의
참여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민간 부문이 개발협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자료와 과학적
접근을 제시한다. 한국의 ICT ODA의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의 장을 제공하여 추후 정책 연구가 축적되고 확고한
정책적 기반을 갖추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Key word
ICT ODA,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패러다임 변화, 개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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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개도국 정보통신방송 정책자문
연구진: 이종화, 고상원, 김창완, 유성훈, 송영민, 이세원, 이세라, 김수민
연구기간: 2017. 1. 1∼2017. 12. 31

연구목적
『개도국 정보통신방송 정책자문』 사업의 목적은 정보통신방송 분야 관련 제도적·기술적 기반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한 개도국에 각 국별 수요에 맞춰 다양한 세부 주제를 바탕으로 한 정책자문단 운영 및 전문가파견을
수행함으로써 한국의 발전 경험 및 노하우를 전수하고 협력국의 ICT 발전 촉진에 기여하는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협력국 정부의 역량을 강화하고 개도국의 정보통신분야 발전을 지원하여 국제사회의 정보격차 해소를
추구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한국은 ICT 분야의 강국으로서 본 사업을 통해 국제 이니셔티브를 제고하는 동시에
협력국에 투명한 정책 환경을 조성하여 국내 ICT 기업의 해외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ICT ODA 사업의 성과 제고와 전략적 이행을 위한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개발협력에 주도권과
방향성을 확고히 하여 장기적인 발전을 지원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공동 번영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협력국 정부부처 및 기관 내 우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내 ICT 기술 및 서비스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개도국과의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ICT 강국으로서의 한국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소프트파워를 강화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MSIT)의 ‘국제사회의 정보격차 해소’ 정책 방향에 따라,
『개도국 정보통신방송 정책자문』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2017년 미얀마, 베트남, 세르비아, 키르기스스탄에 대한
정보통신방송 정책자문단 운영을 수행하였으며, 베트남, 세르비아에 대한 정보통신방송 전문가파견을 수행하였다.
▣ 정책자문단 운영
‘개도국 정보통신방송 정책자문단 운영’은 국가 발전의 성장 동력이 되는 ICT 분야 발전을 위해 일회성 하드웨어
지원보다는 한국의 정책경험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자문을 제공
해주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더욱 효과가 클 것이라는 관점에서 실시하고 있다.
2017년에는 미얀마, 베트남, 세르비아, 키르기스스탄 정부를 대상으로 정책자문단을 운영하였다. 미얀마 오픈
데이터 정책, 베트남 디지털경제 법률체계 정책, 키르기스스탄 공공정보화 발전 정책 및 세르비아 유선브로드밴드
정책은 각 주제별로 국내 산·학·연·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자문단 운영을 통해 3회에 걸친 현지 자문활동 및
국협력국 관계자를 국내로 초청하는 초청자문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각각의 주제별로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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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와 관련 지식을 공유하고, 각 협력국 실정에 부합하는 정보통신방송 정책과 전략에 대해 자문하였다.
▣ 전문가파견
개도국 정보통신방송 전문가파견은 각국별 자문 분야 정책 및 기술 전문가들을 협력대상국에 파견해 현지
관련 정부부처 및 기관에서 약 5개월 동안 상시 자문을 제공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정보통신방송 기반이 잘
갖추어지지 않은 협력국의 정책입안자 및 관계자들은 파견된 전문가들과 수시로 만나 협의함으로써 자국의 실정과
수요에 부합 하는 방향으로 자문내용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파견전문가들은 협력국 ICT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한
정책 및 기술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협력국이 보다 발전적인 정책 및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17년에는 베트남과 세르비아에 정보통신방송 전문가파견을 실시하였고, 베트남은 디지털경제 발전 정책,
세르비아는 공개키기반구조(PKI) 정책을 주제로 각각 1인의 전문가를 약 5개월 동안 파견하였다. 파견전문가들은
협력국의 정책 결정자 및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자문분야에 대한 한국의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상시 자문을 수행
하였다.

Key word
국제개발협력(ODA), 정보통신방송(ICT), 정책자문, 전문가파견, 개발도상국, 정보격차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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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17-14-02

2017 개도국 정보통신방송 정책자문
- ICT ODA 체계수립
연구진: 이종화, 박지현, 김태은, 유성훈, 송영민, 이세원, 이세라, 김수민
연구기간: 2017. 1. 1∼2017. 12. 31

연구목적
『개도국 정보통신방송 정책자문』 에서는 ICT ODA 체계수립 연구를 통해 한국 ICT ODA의 목표(안)을 제시함
으로써 한국의 ICT 발전 경험과 ODA 수행에 있어서 강점 및 약점을 분석하였다.
ICT ODA 체계수립 보고서에서는 한국형 ICT ODA에 대한 연구와 한국 ICT ODA의 목표(안)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방안과 한국 ODA의 전체적인 틀 안에서 ICT ODA를 일관성
있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제시한다. 또한 부처 간 협력과 민관협력에 대한 연계방안을
도출하고, 한국형 ICT ODA의 핵심 콘텐츠를 갱신하고 프로그램을 모듈화·표준화하기 위한 방향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마지막으로 3개 국가를 예시로 선택하여 국가별 협력방안을 구축하는 것을 연구 목표로 삼는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ICT ODA 체계수립’ 보고서를 통해 한국 ODA의 전체적인 틀 안에서 ICT ODA를 일관성 있고 효과적으로
수행 하기 위한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제시하고, 부처간·사업간 연계방안을 통해 ICT ODA 성과를 제고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동 보고서는 2002년부터 이어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심의 ICT ODA를 점검하고, 새롭게 방향을 설정
하고자 작성됐다. 2장에서는 국내·외 ICT ODA 현황 및 트렌드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3장에서 ICT ODA의
발전방향을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체계수립 부분에서는 방향성을 새롭게 점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ODA가 범부처 ODA와 더욱 체계적으로 협력하기 위한 틀을 제시하였다. 전문성 강화 부분에서는 기존
사업을 개선하고 ICT ODA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과 함께 복합적인 연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주제와
모델을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방법도 제시하였다. 그리고 파트너십 확대 부분에서는 국제기구·NGO, 국내의
대기업·중소기업·스타트업·개발컨설팅사·투자자, 수원국의 민간부문 등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력을 검토하였다.
4장 에서는 에티오피아, 캄보디아, 페루 3개국의 예를 들어 구체적인 개발협력 사업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는
3장에서 언급한 다양한 발전방향이 실제로 사업에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이다. 각 국가별로
가능성이 있는 분야를 선택해, ICT ODA의 여러 주제들이 개도국의 상황과 결합하고 여러 국내외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모색해 보았다.

Key word
국제개발협력(ODA), 정보통신방송(ICT), ICT ODA, 체계수립, 한국형 ICT ODA, 연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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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17-14-03

Consultation on Open Government
Data Policy in Myanmar(미얀마 오픈데이터 정책자문)
연구진: 이종화, 이세라, 이삼열, 이용석
연구기간: 2017. 1. 1∼2017. 12. 31

연구목적
2017 미얀마 오픈데이터 정책자문은 『개도국 정보통신방송 정책자문』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동 사업의
목적은 한국의 오픈데이터 발전 경험을 미얀마에 공유하고, 미얀마의 오픈데이터 관련 주요 이슈를 파악하여 발전
방향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공공데이터는 정부데이터와 오픈데이터라는 두 가지 요소를 포함한 개념으로서 정부데이터는 공공기관이
권한을 보유하고 있거나 생산한 데이터를 의미하며, 오픈데이터는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 및 배포할 수 있는
데이터를 의미한다.
공공데이터의 목적은 통찰력·아이디어·서비스의 창출과 투명성 강화, 책임성과 굿거버넌스 증진, 개인·미디어·
시민사회 및 기업이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창출하는 데 있다.
한국의 공공데이터는 실제 소유주가 정부가 아니라 시민이라는 인식을 기반으로 시작하여, 현재에는 정부데이터
서비스를 재구조화하여 민간 영역에 보다 많은 공간을 제공하는 민간 주도 서비스 제공 모델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오픈데이터 법을 제정하여 open by default 및 상업적 목적을
위해 공공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했다.
동 정책자문을 수행하면서 파악한 미얀마의 공공데이터 동향으로는 아직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해도 및 접근이
상당히 낮은 편이며, 이에 대한 정책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미얀마컴퓨터연맹(MCF)로부터 민간 부문의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파악하였다.
미얀마 오픈데이터 정책자문을 추진하기 위하여, (1단계) 미얀마의 오픈데이터 필요성 진단, (2단계) 미얀마의
오픈데이터 현황 분석, (3단계) 한국의 정책 사례 제시, (4단계) 미얀마 오픈데이터 이행계획 마련 순으로
정책자문을 추진하였으며, 단계별로 액션플랜을 제시하여 세부 이행계획을 제언하였다.

Key word
미얀마, 오픈데이터, 개도국, 정책자문

Ⅲ. 2017년도 주요 연구실적

71

정책자료 17-14-04

Consultation on Legal Framework for Digital
Economy in Vietnam(베트남 디지털경제 법률체계 정책자문)
연구진: 고상원, 김창완, 송영민, 주지홍, 최경진
연구기간: 2017. 1. 1∼2017. 12. 31

연구목적
2017 베트남 디지털경제 법률체계 정책자문은 『개도국 정보통신방송 정책자문』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동 사업의 목적은 한국의 디지털경제 발전 동향 및 그에 따른 법률체계의 변화를 베트남에 공유하고, 베트남의
디지털경제 관련 주요 이슈를 파악하여 발전 방향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은 과거 여러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총요소 생산성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율을 높이면서 투입
의존적인 경제구조에서 혁신주도형 경제구조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하였다. ICT의 높은 활용 및 디지털 전환이
이러한 변화의 핵심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정책을 통한 디지털경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 정부가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한국의 ICT 법률은 기능에 따라 크게 다섯 가지 부문으로 분류된다. 동 보고서는 정보사회를 위한 인프라 구축,
정보사회를 위한 서비스 촉진, 정보통신기술산업 촉진, 정보사회 지적재산권의 확립, 정보사회 역기능 방지로
분류된 한국의 ICT법에 대해 분석 및 설명하였다.
베트남의 디지털경제 관련 10대 주요 이슈에 대해 한국의 법률 및 정책 동향을 공유하였다. 베트남의 10대
이슈는 혁신적인 디지털 사업모델의 기준, 디지털기술 및 어플리케이션의 이용 및 접근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프라 개발, 데이터관리, 새로운 사업모델, 정보보안, 디지털기술 개발, 디지털전환, 조세, 소비자 신뢰이다.
베트남의 주요 이슈 분석 및 한국의 법률체계 현황을 바탕으로 베트남 디지털경제를 위한 정책제언을 하였다.
이는 디지털경제를 위한 특별법 및 조항 제정, 기술중립성의 원칙 보장, 공공 행정업무의 전산화, 비하드웨어 분야
역량 강화, 글로벌 ICT발전에 발맞추기, 국가정보화 추진시스템의 청사진 제시, ICT네트워크 구축 및 산업촉진을
위한 정보화촉진기금 마련, 정보사회 역기능 방지 등이다.
베트남 정부는 현재 ICT법의 개정을 앞두고 있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디지털경제 발전을 염두에 둔 법률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에 동 보고서는 베트남의 ICT법 개정을 위한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Key word
베트남, 디지털경제, ICT 법률체계, ICT법, 정책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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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17-14-05

Consultation on Fixed Broadband Development
in the Republic of Serbia(세르비아 유선브로드밴드 정책자문)
연구진: 이종화, 정훈, 이세원, 이영석, 김동주, 이선무, 나지훈, 장한별
연구기간: 2017. 1. 1∼2017. 12. 31

연구목적
『개도국 정보통신방송 정책자문』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된 2017 세르비아 유선브로드밴드 정책자문은
한국 및 선진국의 유선브로드밴드 정책 및 기술 동향을 소개하고 세르비아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세르비아의
유선브로드밴드 정책 및 통신망 구축 모형 마련에 대해 제언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글로벌 초고속 인터넷 정책 사례로는 프랑스, 호주, 캐나다, 스페인, 일본, 한국 등이 소개되었다. 기술
동향으로는 섬유 기반의 PON 대표 기술인 G-PON 과 E-PON, 10GE-PON, XGS-PON, NG-PON2, 구리
기반 기술인 VD SL2 Profile 35b, g.hn과 g.fast, 케이블 기반기술인 DOCSIS, 고정 무선 기술인 LTE, SuperWiFi 사례 등이 소개되었다.
특히, 한국의 주요 통신 회사인 KT는 GiGA Wire라는 초고속 인터넷 기술을 발전시켰으며, 현재는 gigabit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core network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유·무선을 통합하여 VoIP, IPTV와 같은
인터넷 서비스와 웹이 공동 인프라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세르비아의 유선브로드밴드에 대한 정책 제언으로는 비효율적인 투자, 경쟁의 축소, 시장 수준에서의
과소투자와 기술 진보 억제를 경계하며 정부 개입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할 것을 강조하였다.
기술 제언인 통신망 구축 모형으로는 지역별 적정 기술 선정, 지역 유형에 따른 HLD 제공, 네트워크 확장 계획
세우기, 총 비용 측정 등의 4가지 단계를 소개하였다. 첫 단계에서는 최선의 네트워크 인프라를 결정하기 위해
지역을 유형별로 분류하였으며, 각각의 지역 유형은 사용된 기술에 따라 상이한 네트워크 용량을 보이며, 전체
가구의 2/3에게는 100Mbps 속도 제공을 목표로 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지역 유형에 맞춘 본사 커버리지,
목표 속도를 위한 능동적/수동적 네트워크 설계 및 재료목록을 산출하였다. 네트워크 확장 계획으로 2018년에
시범사업을 제안하고, 2021년 67% 커버리지로의 향상을, 2023년에는 91%, 그리고 2025년 말까지 100%의
커버리지를 목표로 권고하였다. 마지막으로, 건설비용에 포함되는 상세 사항들은 각 국가마다 상이하므로 정확한
실제 건설비용을 예측하기 어려우나 글로벌 기준에 기반하여 비용을 산출하였다.

Key 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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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17-14-06

Consultation on Smart Informatization in the Public
Sector of the Kyrgyzz Republic(키르기스스탄 공공정보화 정책자문)
연구진: 이종화, 문정욱, 유성훈, 김병준, 반형식, 박재신
연구기간: 2017. 1. 1∼2017. 12. 31

연구목적
2017 키르기스스탄 공공정보화 정책자문은 『개도국 정보통신방송 정책자문』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키르기스스탄의 스마트 거버넌스 수준을 진단하고 향후 발전 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자문 활동이 본 사업을 통해
이루어졌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공공정보화는 넓은 의미에서 ICT를 활용하여 정부 조직의 업무 프로세스를 최적화해 서비스 향상을 통한 고객
만족을 높이고, 나아가 시민들의 행정 및 정치 과정에 대한 참여를 증진시켜 민주주의와 책임성을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새로운 국가 디지털 변환 프로그램인 “Taza Koom”의 일환으로 공공부문에서 정보화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해당 정책은 기존 “전자정부프로그램 2014~2017” 정책에 사회적 변화 및 기술 발전을 반영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서 키르기스스탄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다. 특히, 국가 e-Services 포털을
개발하고, 기관 간 전자 정보 교환을 위한 보안 게이트웨이를 구축하는 것에 중점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DMS는 혁신적인 업무처리 시스템으로, 한 조직의 업무 활동 내 전자 정보를 관리하는 것이 주요 기능이다.
한국의 EDMS 경험에서 얻은 교훈과 키르기스스탄의 현재 상황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자문 결과 및
정책 제안이 제시되었다. (1) EDMS 사용을 규정하고, (2) 최고 리더십의 지원을 제도화하며, (3) EDMS 사용 확대를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4) 태스크포스 팀에 건설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며, (5)
SCITC가 EDMS 수립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6) 성공적인 실현을 위한 보상 체계를 개발해야 한다.
한편 효과성과 효율성을 갖춘 키르기스스탄의 EDMS 구현 및 실행을 위해, 권고 사항과 액션 플랜이
다음과 같이 제안되었다. (1) 정부기능연계모형(BRM)을 개발, (2) BPR을 수행, (3) BPR을 통해 정부 전체
업무 프로세스를 표준화, (4) 변화 관리(CM) 전략을 개발, (5) EDMS를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 (6)
전자문서를 우선순위로 하는 정책을 수립한다.
키르기스스탄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정보화 정책의 일환으로 새로운 전자정부법이 제정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정책자문 내용이 활용되었다. 또한 향후 관련 정책 수립에 있어 정책자문 결과를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Key word
키르기스스탄, 공공정보화, EDMS, BPR, 정책자문

74

ⅠKISDI 2017 연차보고서 Ⅰ

정책자료 17-14-07

Consultation on Policy to Promote Digital
Economy in Vietnam(베트남 디지털경제 발전 정책 전문가파견)
연구진: 고상원, 송영민, 강박성
연구기간: 2017. 1. 1∼2017. 12. 31

연구목적
2017 베트남 디지털경제 발전 정책 전문가파견 사업은 『개도국 정보통신방송 정책자문』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
되었다. 동 사업은 파견자문관이 6개월간 현지에서 베트남 정보통신부와 긴밀히 협의하며 상시자문을 제공하여,
베트남의 디지털경제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디지털경제란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제활동, 상업거래 및 전문
적인 상호작용을 일컫는다. 이미 많은 국가들이 디지털경제 도입 및 대규모 이니셔티브를 착수하였으며, 특히 개발
도상국은 국가경제부흥을 위해 디지털경제 정책을 수립하고자 한다.
베트남은 기본적인 ICT 인프라만을 갖춘 상태이지만, ICT 인프라 및 인터넷 사용에 있어 소득수준 대비
높은 발전수준을 보인다. 또한, 베트남의 전자정부발전지수(EGDI) 수치는 세계평균 이하이나, 인적자원항목을
제외하고는 세계평균 이상을 보이며, 이는 베트남의 저임금 이슈를 대변한다. 베트남은 다른 개도국에 비해
무선 네트워크가 발달했으며, 정부의 지속적인 ICT 이니셔티브 추진, 높은 젊은 인구 구성으로 인한 ICT 산업에
적합하나, ICT 인프라가 여전히 불충분하여 투자가 필요하며, 정부의 분권화가 심화되어있다. 많은 국가들은
ICT 이니셔티브를 개도국에 확장하고자 하며, 베트남은 최적의 국가로 꼽힌다. 또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소프트 웨어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 또한 강점으로 작용된다. 그러나 국가 간 경쟁이
심화하고 있으며, 심각한 저임금 이슈가 있다.
베트남의 디지털경제 발전을 위해 4가지 부문에 대해 제언을 하였다. 첫째로 디지털경제 생태계의 주요 요소는
상호 연결되어 있으므로 비즈니스의 변화에 집중해야 한다. 또한, 디지털 전환의 근원과 특징 파악이 필요하다.
효율적인 핵심역량기술 집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가이드라인 설계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을 위한 핵심역량 소프트웨어기술은 스타트업과 벤처 생태계 환경을 통해 발전해야 한다. 이러한
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한 제언을 바탕으로 디지털 융합기획조정 센터 설립, 정부통합정보센터(GIDC) 이용을 위한
시행계획 마련, PKI설립, 디지털경제 정책개발팀 구성 등 4가지 이니셔티브를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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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17-14-08

Consultation on PKI Development in the
Republic of Serbia(세르비아 공개키기반구조(PKI) 정책 전문가파견)
연구진: 이종화, 이세원, 이형준
연구기간: 2017. 1. 1∼2017. 12. 31

연구목적
2017 세르비아 공개키기반구조(PKI) 정책 전문가파견 사업은 『개도국 정보통신방송 정책자문』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으며, 파견자문관이 5개월간 현지에서 세르비아 무역관광통신부에 상시자문을 제공하여,
세르비아의 공개 키기반구조(PKI)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전자상거래는 개인, 가구, 기업, 정부 및 공공 혹은 민간 기관 간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 혹은 구매하는 상행위이며,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터넷 네트워크, 법규 및 시스템 프로세스,
거래 시스템 등의 인프라가 갖추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신뢰성 있고 안정적이어야 한다.
세르비아 정부의 최대 국정 목표는 유럽연합(EU)가입이며, 회원국이 되기 위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모든 국내법과 시스템을 EU의 기준에 맞추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세르비아는 기존의 전자
상거래와 관련된 법률을 폐지하고 EU 기준에 부합하는 새로운 법령을 공포해야 하며, 관련된 하위 법령은 새로운
법령 비준을 1년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세르비아 무역관광통신부는 PKI 뿐만 아니라 전자거래법 및 규정과 관련하여 새로운 법령과
하위법령 마련에 있어 한국의 도움을 요청하였다.
동 전문가파견 사업을 통해 EU 규정에 따른 16개 하위 법령 준비를 위한 Trusted List Service(TLS) 기술규격서
및 3개의 규정(regulations)과 2개의 규약(rulebooks), PKI 시스템에 관련된 몇몇의 특별보고서를 제출하였다.

Key word
세르비아, 공개키기반구조(PKI), 전자상거래, EU, 정책자문, 전문가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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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전략연구

기본연구 17-10

컨조인트 분석을 통한 우체국
제휴사업 효과 분석
연구진: 박재석, 김민진, 김지혜
연구기간: 2017. 1. 1∼2017. 12. 31

연구목적
국내 최대의 네트워크를 보유한 정부기관인 우체국은 우체국 인프라를 활용하여 정부와 민간의 협력 성장을
도모하고 소비자 효용을 제고하려는 취지에서 제휴사업을 추진·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편 물량 급감, 금융의
자금운용수익률 감소 등 사업 환경의 악화로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우체국 제휴사업을 수익성 중심으로
추진 하려는 경향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
사회적 인프라로서 우체국의 제휴사업은 소비자(국민) 입장에서 효용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며, 사회적
효용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우체국 제휴사업이 소비자 효용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을 분석하고, 속성별 수준에 따라
가장 큰 효용을 주는 서비스(속성) 및 수준을 도출함으로써 우체국의 바람직한 제휴사업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우체국 제휴사업 중 가장 중요한 제휴사업을 확인하고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였으며, 이상적인
제휴사업 조합을 제안하는 한편, 고객, 지역, 우체국 특성별 효과적인 제휴사업 운영 방안을 제안한 최초의 연구라는
데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다속성으로 이루어진 공공재의 효용 추정에 적합한 컨조인트 분석을 활용하여 우체국 제휴사업의
소비자 효용을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 우체국 방문 경험이 있는 개인 고객 508명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부가적으로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서비스 이용 행태에 대한 질문을 수행하여 응답자 특성별 기초 정보, 우체국
제휴 사업 인식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수집하였다.
컨조인트 분석을 통해 제휴사업 속성 중요도와 부분가치를 추정함으로써 제휴사업의 상대적 중요도 및 최선의
제휴사업 조합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우체국이 제휴사업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때 고객 효용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제휴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었다.
사업별로 우편 제휴사업은 우체국쇼핑, 금융 제휴사업은 자동화기기 여부가 가장 중요한 속성으로 나타났다.
우편 및 금융사업 각각 효용이 높게 나타난 최적의 조합으로 제휴사업이 제공된다면 우체국 제휴사업 전반의 효용
증가가 기대된다.

Key word
우체국, 제휴사업, 컨조인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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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7-23

클라우드 도입에 따른 전자정부예산 운영의 혁신
연구진: 강홍렬, 한은영, 김지혜, 권헌영, 엄석진
연구기간: 2016. 10. 20∼2017. 10. 19

연구목적
본 연구는 정부 클라우드의 도입 취지와 정보통신 관련 정책적 필요성을 고려해 정부 클라우드 운영을 위한
재원 주요 방향을 도출함으로써, (가) 정부 클라우드 운영과 전자정부 추진을 위한 범정부적인 공유·협업 촉진과
데이터 기반 과학적 행정을 지원하고, (나) 전자정부 추진과 관련한 정보자원의 효율성 제고 및 구축·운영 비용
절감의 방법론을 도출하며, (다) 정부 클라우드 운영의 개방형 기술 활용으로 관련 산업 육성 및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정부 클라우드 도입을 계기로 전자정부 추진 과정과 프로세스를 검토하고 그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탐구한다. 우선 ‘정부혁신’을 위한 수단으로서 전자정부를 파악하고 모든 행정을 위한 기초적·보편적
기술로서 IT의 역할과 위상을 확인한다. 그리고 이를 ‘정부혁신’을 지향하는 시대 요구로 연결한다. 다음으로,
「전자정부법」에 내재된 정부의 ‘강한 혁신’에 대한 장애요인을 파악하고 정부 클라우드 또는 정부통합전산센터
운영에 대한 정합성을 확립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4차 산업혁명” 논의가 수반하는 기술 진보를 전자정부 추진에
반영해 정부 운영 패러다임을 최적화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강한 혁신’을 위한 새로운 방법론 도입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

행정 데이터·정보 거버넌스와 관련 법령의 재구성

●

행정 업무와 서비스의 동시공학적 혁신

●

행정 전반의 의미체계 구축과 공유

●

행정 데이터·정보의 데이터 마이닝과 지식경영 강화

●

민간·공공의 소통 접점 확장으로 국가적 소통 확대

●

행정 업무와 서비스의 고객 지향성 제고

●

행정 절차 공개와 국정책임자와 국민의 직접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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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전자정부 관련 법령의 재구성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전자정부”의 개념 재정립

●

정부 클라우드 중심의 전자정부 운영

●

정보자원과 전자정부 사업 절차의 변환

●

행정 데이터·정보 거버넌스의 재설계

●

기술 환경 변화에 대한 유연성 규정

●

정부 업무·서비스 혁신 내용의 타법 이동

●

법령·제도 정비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확보

마지막으로 ‘강한 혁신’을 위한 정부 조직의 증강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새로운 전자정부 거버넌스로의 전환

●

정부의 ‘강한 혁신’을 위한 법·제도 혁신

Key word
전자정부, 클라우드, 전자정부법, 정부 거버넌스, 정보자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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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7-72

2017년도 우정동향 조사 분석
연구진: 정진하, 이석범, 이용수, 한은영, 안명옥, 이영종, 이경은, 박소연, 김민진
연구기간: 2017 1. 1∼2017. 12 31

연구목적
국내 우편사업은 대체통신 발달로 기업고객의 전자고지 전환이 확대됨에 따라 우편물량 감소 추세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온라인 쇼핑의 지속적인 성장과 해외직구시장의 급성장으로 택배시장과 국제특송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단가인하 및 서비스 경쟁은 한층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체국금융도 계좌이동제
시행의 본격화, 인터넷전문은행 출현, 금융소비자보호법 재정 등에 따라 영업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기존고객을 유지하고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은 더울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어려운 사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정사업 전략경영에 필요한 주요 선진 국가들의
우정사업 운영 현황, 은행기관·생명보험회사·택배업체·국제특송업체들의 경영실태 등 시의성 있는 다양한
경영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총 다섯 가지 부분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했으며, 각 부분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간 우정동향’에서는 국내·외 산업동향, 택배·특송·은행·보험 등 관련 업체 및 주요 국가별 우정사업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 분석한 후 우정사업에 미치는 시사점을 도출하여 우정사업본부에 제공하였다.
둘째, ‘월간 우정동향’을 작성하여 우정사업본부에 제공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우정사업관련 주요 이슈 분석,
사업별 주요 동향(공통, 우편, 예금, 보험), 거시경제(금리, 주가, 환율, 고용) 지표 분석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이중
이슈 분석은 우정사업에의 영향 및 시사점을 심도 있게 도출하였다.
셋째, ‘주요 12개 국가 우정사업 현황’ 자료집을 발간하여 배포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주요 국가의 우정기관을
대상으로 연혁 및 조직형태, 규제기관 및 심의 기구, 독점 범위 및 보편적서비스 의무, 주요 통계 및 최근 주요 동향
등에 대한 분석 등으로 구분하였다.
넷째,‘우정사업 경영합리화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는 ’18년 국내·외 경영환경 변화가 우정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우정사업 경영환경 전망 분석 보고서를 제공하였다.
다섯째, ‘국내·외 주요 현안 사항’의 조사 분석에서는 주요 우정사업자의 경영혁신 사례, 우정사업 지속성장을
위한 제도 개선 사례 등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제공하였다.

Key word
우정사업, 우정동향, 우편, 택배, 예금,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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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기간행물 발간
2. 국내·외 교류현황
3. 연구관련 행사

정기간행물 발간

2018 ICT Industry Outlook of Korea
· 정보통신산업의 분야별 현황 분석 및 전망, 국제경쟁력에 관한 영문분석 자료
· 연 1회 발간
2017. 12
김정언, 오정숙

구분
PART I

분야
CURRENT STATUS AND OUTLOOK FOR KOREA’S ICT SECTOR

PART Ⅱ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COMPETITIVENESS IN THE ICT SECTOR

PART Ⅲ

RESPONSES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AND OUT OF KOREA

2017년 정보통신산업동향
· 국내·외 정보통신산업 최근 동향 및 향후 발전방향 예측 제공
· 연 1회 발간
2017. 12
김정언, 김민식, 이경남, 오정숙, 이은민, 유선실,
정부연, 김욱준, 진홍윤, 이선희, 나상우, 김대건

구분

분야

제1장

정보통신방송기기

제2장

정보통신방송서비스

제3장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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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방송정책
· 국내·외 정보통신방송 정책의 주요 이슈 분석 및 시장 동향정보의 신속한 제공
· 격주 발간(연 23회)

권호
제29권 1호
<통권 638호>

논문 주제
영국의 초고속인터넷 보편적서비스 지정을 위한 기술 분석
결과와 시사점

저자

발행일자

나상우

2017. 1. 16

제29권 2호
<통권 639호>

미국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ICT 통상정책 시사점

박은지

2017. 2. 1

제29권 3호
<통권 640호>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 활성화 방안

석지웅

2017. 2. 16

정은진

2017. 3. 2

제29권 4호
<통권 641호>

영국 BBC 공영방송의 칙허장 갱신:

제29권 5호
<통권 642호>

ICT 국제개발협력 연구 시리즈 1. CIS 지역 ICT 협력

심수민·

전략: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을 중심으로

유성훈

제29권 6호
<통권 643호>

중국 방송규제에 따른 국내 방송프로그램 제작 동향 및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규제체계 변화를 중심으로

진출 전망

제29권 7호
<통권 644호>

[동향] OLED 패널 시장 현황과 전망

제29권 8호
<통권 645호>

산업 혁신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

제29권 9호
<통권 646호>

음성인식 AI 비서 시장의 현황과 시사점

제29권 10호
<통권 647호>

북한 유무선 통신서비스 현황 및 시사점

제29권 11호
<통권 648호>
제29권 12호
<통권 649호>

88

자율주행자동차의 기기전자인증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2017년 G20 디지털경제 장관회의 결과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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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16

남상현

2017. 4. 1

정부연

2017. 4. 17

김민식·
최주한
최지혜·
이선희

2017. 5. 1

2017. 5. 16

김봉식

2017. 6. 1

정민호

2017. 6. 16

김성웅

2017. 7. 3

권호

논문 주제

저자

발행일자

제29권 13호
<통권 650호>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보호 제도의 현황 및 시사점

송민선

2017. 7. 17

제29권 14호
<통권 651호>

디지털사이니지 산업 육성을 위한 지방정부 역할론 제시

천용석

2017. 8. 1

제29권 15호
<통권 652호>

블록체인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

유성민

2017. 8. 16

제29권 16호
<통권 653호>

IoT 생태계 확산과 엣지 컴퓨팅의 역할

제29권 17호
<통권 654호>

[동향]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및 업체 현황

제29권 18호
<통권 655호>

디지털 플랫폼과 인공지능(AI)의 이해

제29권 19호
<통권 656호>

2017 OECD 디지털경제 아웃룩 주요 내용 분석 및 의의

제29권 20호
<통권 657호>

디지털 인디아의 추진과 캐시리스사회로의 진전

김태은

2017. 11. 1

제29권 21호
<통권 658호>

ICT 기업 M&A 현황 및 시사점

이경남

2017. 11. 16

제29권 22호
<통권 659호>

게임규제 혁신을 위한 역발상(전편)

제29권 23호
<통권 660호>

게임규제 혁신을 위한 역발상(후편)

손가녕·
이은민

오정숙

김민식·
이가희

2017. 9. 1

2017. 9. 18

2017. 10. 2

김성웅·
김병우·

2017. 10. 16

박정은

강홍렬·
한은영
강홍렬·
한은영

2017. 12. 1

2017.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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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정보
· 우편과 우체국 금융 등 우정사업 관련 정책 및 이론, 경영 기법, 주요 이슈 등 소개
· 계간(연 4회)

권호

논문 주제
[우정 단신] 작년 택배물량 20억 개 돌파 ‘사상 최대’ 외
고위험상품 판매와 금융기관의 윤리경영
- KIKO 사태의 분석 및 윤리위험 보고서 제도의 제안

저자
권세훈

2017 봄

데이터 경제시대의 우체국금융 대응 전략

김미순

vol.108

금융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한 우체국금융 IT 전략

이용수

중국 스마트 물류 도입 현황과 시사점
해외 우정의 서민대출 서비스 제공 및 시사점
- 프랑스, 뉴질랜드 우정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우정 단신] AI, 빅데이터 도입…똑똑해지는 물류현장
Last Mile Delivery의 확산과 물류산업의 변혁
글로벌 소포배달 시장 현황과 변화 방향 분석

2017 여름
vol.109

- 주요 사업자의 경영성과 비교를 중심으로
우편정보시스템 고도화 발전방향
해외 우정의 서민대출 서비스 제공 및 시사점(Ⅱ)
- 일본, 중국 우정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우체국 통합멤버십 도입 방안
[우정 단신] 제이(J)-노믹스 영향으로 장기적 금리 상승 예상 외
해외 우정사업자의 보편적 서비스 유지 방안

2017 가을
vol.110

우정사업의 글로벌 현황 분석과 국내 우편사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제언

vol.111

박찬석
정경선·주영광
정훈·남철진

오주연
안명옥
김인섭·유정아

정용제

4차 산업혁명과 해외 우정: 미국 우정청(USPS)의 블록체인 기술 검토

김지혜

주요국의 우체국 밀도 현황 및 제도화 사례 분석

한은영

스위스 PostFinance의 혁신전략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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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석·김민진

플랫폼 산업현황 및 우체국 모바일금융 플랫폼 전략

포용적 금융과 우체국금융의 효율적 운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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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

최남진

우체국 드론 배송 추진 현황

2017. 3. 19

임형채·유정아

미국의 금리인상 배경과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우정사업의 방향성 설정을 위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환경 변화

2017 겨울

발행일자

2017. 9. 20

주영광·정경선
정훈·박문성
박지현
류근옥·김명현

2017. 12. 16

KISDI Premium Report
· 정보통신·방송 분야의 시의성 높은 이슈에 대한 심층 분석 보고서
· 월 1회 발간(연 12회)

권호

제목

저자

발행일자

17-01

주파수 이용 모형의 동향 및 정책 시사점

김지환

2017. 2. 9

17-02

[4차 산업혁명 기획시리즈] 4차 산업혁명과 ICT

최계영

2017. 5. 31

박유리, 강준모,
이학기

2017. 6. 7

정용찬

2017. 6. 14

조유리, 김성옥

2017. 6. 14

김득원

2017. 6. 14

김창완, 정진한

2017. 6. 19

곽동균

2017. 6. 21

정혁

2017. 6. 23

이원태

2017. 6. 26

최계영

2017. 8. 21

조성은

2017. 12. 14

강준모, 김정언,
이시직

2017. 12. 15

심홍진

2017. 12. 18

이재영, 강준석,
곽동균

2017. 12. 19

김득원, 김희천

2017. 12. 20

이민석

2017. 12. 21

정혁

2017. 12. 22

17-03
17-04
17-05

[4차 산업혁명 기획시리즈] 경계를 파괴하는 융합, 현황 및 당면과
제: O2O, VR/AR, 스마트카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기획시리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데이터 경제 활성
화 전략
[4차 산업혁명 기획시리즈]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글로벌 벤처
생태계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17-06

[4차 산업혁명 기획시리즈]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 인프라, 5G

17-07

[4차 산업혁명 기획시리즈] 4차 산업혁명시대의 망 중립성 이슈

17-08
17-09
17-10
17-11
17-12
17-13
17-14
17-15
17-16
17-17
17-18

[4차 산업혁명 기획시리즈] 4차 산업혁명 시대 OTT 동영상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당면과제
[4차 산업혁명 기획시리즈]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4차 산업혁명 기획시리즈]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의 규범
재정립
[4차 산업혁명 기획시리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제 작동 메커니즘
[4차 산업혁명 기획시리즈] 개인정보보호 법제 하에서의 정보 활용
성 향상 전략
[4차 산업혁명 기획시리즈] 4차 산업혁명과 규제개혁
[4차 산업혁명 기획시리즈]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디어 콘텐츠의
생존 전략
[4차 산업혁명 기획시리즈] 4차 산업혁명이 방송에 미치는 영향
[4차 산업혁명 기획시리즈] 5G 초고대역 주파수 공급을 위한 주파
수경매 동향 및 시사점
[4차 산업혁명 기획시리즈] IoT 활성화를 위한 고찰(考察)
[4차 산업혁명 기획시리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는 ICT 산
업의 도전과제: 중장기적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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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DI STAT Report
· 방송과 미디어에 관련된 다양한 통계분석 결과 제공
· 격주 발간(연 24회)

권호

제목

저자

발행일자

17-01

스마트폰, TV 경쟁 매체의 가능성

정용찬

2017. 1. 15

17-02

방송산업 종사자 수 시계열 추이 분석

노희윤

2017. 1. 31

17-03

20대의 자아존중감과 SNS 활동 특성

최지혜

2017. 2. 15

17-04

가정 내 미디어 이용제한과 아동·청소년의 이용시간

신지형

2017. 2. 28

17-05

라디오 보유와 이용행태 변화

박선영

2017. 3. 15

17-06

중장년층의 스마트미디어 보유 및 활용

김윤화

2017. 3. 31

17-07

온라인 동영상 제공 서비스(OTT) 이용자 특성 분석

이선희

2017. 4. 15

17-08

미디어 동시 이용행태 분석 -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오윤석

2017. 4. 30

17-09

디지털, 아날로그 케이블TV의 가입자 특성 비교

김상우

2017. 5. 15

17-10

1인가구의 매체 보유와 이용 특성

정용찬

2017. 5. 31

17-11

온라인쇼핑 이용 현황과 구매 행태 분석

최지혜

2017. 6. 15

17-12

능동적 인터넷 이용자의 미디어·콘텐츠 이용 행태 분석

남충현

2017. 6. 30

17-13

스마트폰 연동기기의 증가 현황 및 연동기기 보유자의 특성

오윤석

2017. 7. 15

17-14

통계로 보는 홈쇼핑방송 환경의 변화

이선희

2017. 7. 31

17-15

유료방송사업자 방송사업매출 및 유료VOD수신료매출 추이 분석

노희윤

2017. 8. 15

17-16

1인 가구의 유료방송 이용 실태

김상우

2017. 8. 31

17-17

미디어 활용능력(Media Literacy) 추이 분석

김윤화

2017. 9. 15

김현아

2017. 9. 3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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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디어패널 학술대회 논문 특집] 군집분석을 통한 성별,
연령별 미디어 이용 행태 파악: 미디어 다이어리 자료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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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17-19

제목
[한국미디어패널 학술대회 논문 특집] 온라인 관여가 디지털
유료 콘텐츠 이용에 미치는 영향

저자

발행일자

양정애

2017. 10. 15

17-20

OECD 회원국의 인터넷 이용 현황 비교

최지혜

2017. 10. 30

17-21

액티브시니어의 미디어 이용

신지형

2017. 11. 15

17-22

데이터기반 통화(VOIP) 사용자의 특성 및 통신 이용패턴

남충현

2017. 11. 30

17-23

2017년 한국미디어패널조사 결과 주요 내용

한국미디어패널
조사 연구팀

2017. 12. 15

17-24

2017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결과 주요 내용

방송산업 실태
조사 연구팀

2017.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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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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tilization of command & control solution in smart networks
Jafari Ali and Karimi Mojtaba
for national monitoring and fire fighting in Iran

Vol. 9
No. 1

A practical approach for evaluating the software projects
based on a request for proposal focusing on non-functional
requirements

Rezaali Mosayyebi and
Homayun Motameni

Applications of big data and deep learning in healthcare
industry from disease detection to cost reduction

Seifolahzade et al.

The influence of information technology on establishing
customer

Ali Tajdin and Babak Shirazi

Identification of success factors for the implementation of
knowledge management using the Malcolm Baldrige Excellence
Model in one of the Iranian petrochemical companies

Nasser Safaie and Negar
Soltanikarbaschi

An approach to develop an intelligent distributed
dependability and security supervision and control for
industry 4.0 systems

Hermann K hnle and
Hessamedin Bayanifar

Sharing of telecommunication data in Nepal

94

Pratima Pradhan and Subarna
Shakya

Fuzzy design logic for value creation in the digital society

Hashemi et al.

The principle of one software quality view and
decomposition of product quality model of ISO/IEC 25000
series SQuaRE

Seokha Koh

The role of storytelling agents and suicidal ideation: South
Korean adolescents’experience

Kang and Yongkuk Chung

Forest resource mobilization for sustainable livelihood:
a community approach to local governance in Nepal

Sateesh Kumar Ojha and
Dwarika Upre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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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제목

저자

Cognitions of micro-blog’s information: an experimental
study of brain activities

Rong Xia et al.

CyberPsychology Computation of online shopping
behaviorsbased on EEG signal analysis

Tian Wang et al.

A study of telephone sales method based on SPIN model
combined with intelligent speech analysis

Tingting Liu et al.

Social evaluation of medical and health treatments based on
big data analytics

Xinshuang Zhao et al.

Customer analysis of the securities companies based on Juan Cheng, Xiongwei Zhou
modified RFM model and simulation by SOM neural network
and Bixuan Fu

Vol. 9
No. 2

An empirical study of potential mechanism between social
emotions and stock prices in China

Jinzhao Wang et al.

An empirical study of customer’s usage intention for
chauffeured car service provided by mobile apps

Ajing Zhan et al.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of optical communication
enterprise towards building agile supply chain

Dan Xie, Qiaozi Zhao,
Xiaoning Yu
and Luming Fu

Analysis of Allee effects on spatial distribution of software Zebin Wang, Xiaohua Hu and
enterprises
Hongzhi Hu
A comparative study of influencing factors of luxury product’s
online shopping intentions between China and Korea

Renjiong An et al.

Smart manufacturing - expanding the systems approach
onto complex networks

Hermann K hnle and
Hessamedin Bayanifar

The challenge of e-government toward smart society:
based on the advance of society and technology

Sangki Jin

Relationship cultivation strategies in social media: how
luxury brand corporations use Facebook

Han Jia and Eyun-Jung 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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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교류현황

연구교류협정(MOU) 체결 현황
일자
2007. 3. 23

2007. 6. 26

내용
KISDI-NICT MOU 체결
－한·일 APII Testbed의 발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양 기관의 협력
KISDI-KOSBI MOU 체결
－IT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과의 연구협력을 통한 IT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정책 발굴
KISDI-건국대학교 MOU 체결

2007. 7. 12

－연구개발 및 기술교류를 위해 대학과의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 정보통신 분야의 학술 및
산업 발전에 기여

2007. 9. 18

2007. 9. 18

2007. 10. 15

2007. 10. 25

2007. 10. 26

2007. 11. 25

KISDI-연세대학교 MOU 체결
－학술연구 및 정보교류 등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우수인력 양성에 기여
KISDI-홍익대학교 MOU 체결
－학술연구 및 정보교류 등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우수인력 양성에 기여
KISDI-고려대학교 MOU 체결
－학술연구 및 정보교류 등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우수인력 양성에 기여
KISD-단국대학교 MOU 체결
－학술연구 및 정보교류 등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우수인력 양성에 기여
KISDI-SRI MOU 체결
－한·중 우정분야 연구협력 및 우정사업 발전을 위한 상호 교류협력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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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수립에 대한
자문의견 수렴 등 연구진 정책 활용성 제고
KISDI-김앤장법률사무소 MOU 체결

2009. 2. 2

－공동프로젝트 수행 및 법률관련 자문 등의 상호 협력을 통해 연구과제 수행방향 및 세부내용
설계 등에 대한 자문의견 수렴
KISDI-OVUM MOU 체결

2009. 2. 9

－영국 최대 통신분야 컨설팅사인 OVUM과 상호협력 및 연구교류를 통해 해외 전문기관의 연구
방법론 습득

2009. 5. 13

KISDI-CATR MOU 체결
－중국 CATR과 공동연구 추진 및 연구정보·연구원 교류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
KISDI-한국연구재단 협정

2009. 6. 10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KRI) 연계를 위한 협정을 통해 연구재단, 대학, 연구기관 등 유관기관
간 업무연계의 유기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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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09. 9. 1

내용
KISDI-FMMC MOU 체결
－방송통신분야 정보 및 연구인력 교류, 학술행사 개최 등에 대해 일본 FMMC와 양해각서 체결
KISDI-KOSSDA 정보공유 협약

2009. 12. 16

－연구성과의 보급·확산을 위해 한국사회과학자료원(KOSSDA)과 정보공유 협약을 체결하고
KISDI가 수집한 원자료 및 연구보고서를 기탁하여 연구와 교육에 활용

2010. 10. 27

2011. 11. 28

KISDI-ICTPA MOU 체결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분야의 협력, 정책 및 규제 자문 등에 대해 몽골 ICTPA와 양해각서 체결
KISDI－대검찰청 MOU 체결
－상호협력을 통한 법률분야 정보통신정책개발을 위한 협정서 체결
KISDI-CTG MOA 체결

2012. 10. 25

－미국 정부기술센터(CTG: Center for Technology in Government)와 연구 교류 및 공동 연
구 개발 증진을 위한 합의각서 체결
지방이전 기관(KISDI 등 4개기관)-충청권 대학(건국대 등 12대학) MOU 체결

2014. 5. 29

－연구회 및 국책연구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라 충청권 대학과의 인적교류, 연구·교육협력 및 지
식·정보공유 등을 통한 상호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 협력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14. 12. 8

2015. 5. 26

2016. 5. 26

KISDI-전자부품연구원 등 7개기관 MOU 체결
－‘IoT실증사업추진단’운영을 통한 실증사업의 추진을 위해 협력약정 체결
KISDI-KBS 한국방송 MOU 체결
－남북 방송 교류를 위한 북한 관련 프로그램 제작 협약
KISDI-에티오피아·우간다 정보통신기술부 MOU 체결
－ICT 개발협력사업 총괄 협력을 위한 협약
KISDI-GIST 상호협력 협약(MOU) 체결

2017. 7. 17

－‘국가 과학기술 발전 및 연구능력 향상’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 양 기관이 보유한 정
보 및 연구인력 교류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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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전문가 방문
일자

2017. 6. 18
~ 6. 24

내용

「키르기스스탄 공공정보화 정책자문」 초청자문
－한국의 공공정보화 정책 및 기술 관련 현장 시찰과 전문 지
식을 공유하고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

이효성 방통위원장 KISDI 방문, 지능정보사회에서의 이용자

2017. 8. 28

보호 이슈와 정책방향 - 통신정책자문 제1차 회의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이슈 및 보호방안』, 『중장기 이용자
정책 방향』 발표

「세르비아 유선브로드밴드 정책자문」 초청자문

2017. 9. 3
~ 9. 9

－세르비아 대표단은 초청자문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의 유선
브로드밴드 정책 및 기술 관련 현장 시찰과 전문 지식을 공
유하고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

2017. 9. 10
~ 9. 16

「미얀마 오픈데이터 정책자문」 초청자문
－한국의 오픈데이터 정책 및 기술 관련 현장 시찰과 전문 지
식을 공유하고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

베트남 디지털경제 법률체계 정책자문 초청자문
－베트남 디지털경제 법률체계 정책자문의 일환으로 베트남

2017. 11. 20

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및 전문가를 초청해 한국의 디지털
경제 현황 및 발전 모습을 직접 체험하고 관련 기관 방문과
세미나 개최
에티오피아 암하라 주정부 커뮤니케이션실 대표단 방문
－한국 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에티오피아 대통령 주관으로 국

2017. 12. 19

가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고 미디어 방송 개혁
을 책임지고 있는 에티오피아 암하라 주정부 커뮤니케이션
실 대표단 KISDI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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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관련 행사

제4차 산업혁명과 통신정책의 혁신 정책토론회
행사일 : 2017. 2. 2
장 소 : 서울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주 최 : 국회의원 김성태·변재일
주 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주 제 : 초연결사회의 도래에 대비한 통신비 개념 재정립과 국내·외 통계 분류체계 개편 동향 논의

구분
발표

내용
통신서비스 이용실태 및 국내외 통신비 분류체계 현황 | 김용재 그룹장(KISDI)

사회자

임주환 원장(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토론자

김보경 과장(통계청), 박지성 기자(전자신문), 윤상필 실장(한국통신산업자연합회), 전영수 과장(미래
부), 정지연 사무총장(한국소비자연맹), 최경진 교수(가천대), 한성수 본부장(한국전자통신연구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혁신정부’ 정책토론회
행사일 : 2017. 3. 21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주최·주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후 원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 제 :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디지털 혁신정부의 필요성과 함께, 디지털 혁신정부 구현을 위한 전자정부의
미래 거버넌스 개편 방향, 국가 혁신을 위한 조직 구상 등 논의

구분
발표

내용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전자정부 추진 | 강홍렬 선임연구위원(KISDI)
「디지털 혁신정부」 구현을 위한 미래 전자정부 거버넌스 설계 | 엄석진 교수(서울대)
「디지털 혁신정부」 국가혁신 조직의 구상 | 권헌영 교수(고려대)

사회자

김병섭 교수(서울대)임주환 원장(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토론자

김우한 전 센터장(정부통산전산센터), 박성호 기획관(행자부),
서병조 원장(한국정보화진흥원), 안현실 위원(한국경제신문), 장석권 교수(한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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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ICT 컨퍼런스
행사일 : 2017. 6. 30
장 소 : 양재동 엘타워 그레이스홀
주 최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후 원 : 미래창조과학부(現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주 제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KISDI가 그동안 준비해 온 ‘ICT의 역할과 주요과제’에 대한 정책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신(新)정부의 세부정책 수립방향 논의

구분
<세션 1>

내용
총괄 : 4차 산업혁명과 ICT 역할

발표

4차 산업혁명에서의 ICT 역할 | 최계영 선임연구위원(KISDI)

좌장

장석권 교수(한양대)임주환 원장(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토론자
<세션 2>

이원우 교수(서울대), 김성철 교수(고려대), 김형찬 전무(SKT), 이경일 대표(솔트룩스)
ICT 산업 고도화와 융합 활성화

발표

경계를 파괴하는 융합, 현황과 당면과제 | 박유리 그룹장(KISDI)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글로벌 벤처생태계 현황과 정책과제 | 조유리 그룹장(KISDI)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전략 | 정용찬 그룹장(KISDI)

좌장

김정언 실장(KISDI)

토론자
<세션 3>

홍진배 과장(미래부), 최윤정 과장(방통위), 권헌영 교수(고려대). 문성배 교수(국민대), 이대호 교수(성균관대)
방송통신 서비스 선진화

발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프라, 5G | 김득원 연구위원(KISDI)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망 중립성 이슈 | 김창완 연구위원(KISDI)
OTT 동영상산업 활성화를 위한 당면과제 | 곽동균 연구위원(KISDI)

좌장

여재현 실장(KISDI)

토론자
<세션 4>

김경우 과장(미래부), 곽진희 과장(방통위), 김성환 교수(아주대). 박민수 교수(성균관대), 이상원 교수(경희대), 발표자
사회적 수용성 제고

발표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변화 | 정혁 부연구위원(KISDI)
4차 산업혁명, 사회문화적 조건과 대응방향 | 조성은 연구위원(KISDI)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 규범의 재정립 | 이원태 연구위원(KISDI)

좌장

고상원 실장(KISDI)

토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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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과장(미래부), 배 영 교수(숭실대), 심우민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허재준 선임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

ⅠKISDI 2017 연차보고서 Ⅰ

지능정보사회에서의 이용자 보호 이슈와 정책방향 학술세미나
행사일 : 2017. 7. 6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 최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후 원 : 국회의원 변재일, 방송통신위원회
주 제 :	4 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 도래에 따른 새로운 이용자 보호 이슈 및 정책 아젠다를 발굴하고
인간(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규제체계 정립 방안 모색

구분

발표

내용
지능정보사회와 이용자 보호 이슈의 특징 | 최경진 교수(가천대)
지능정보사회에서 알고리즘 매개효과와 분쟁이슈 | 황용석 교수(건국대)
지능정보사회에서의 이용자 분쟁이슈 및 대응방안 | 정경오 변호사(법무법인 한중)
지능정보사회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이슈와 입법정책 과제 | 심우민 박사(국회입법조사처)
지능정보사회에서의 기술 인권 및 디지털 시민역량 강화 방안 | 이광석 교수(서울과기대)

사회자

이원태 연구위원(KISDI)

토론자

강재원 교수(동국대), 김성천 박사(한국소비자원), 이성웅 상무(한국IBM), 이혜영 본부장(소비자공익
네트워크), 최성진 사무국장(한국인터넷기업협회), 허광중 실장(오픈넷)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행사일 : 2017. 7. 21
장 소 : 더케이호텔 거문고C홀
주 최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주 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주 제 : 통신사업 진입규제 개선 및 보편 요금제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 모색

구분
발표
토론자

내용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방안(통신사업 진입규제 개선 및 보편적 요금제 도입 등)
SKT, KT, LGU+, 참여연대, 녹색소비자연대, 서울 YMCA, 김용규 교수(한양대), 변정욱 교수(국방
대), 강병민 교수(경희대), 정창림 과장(미래부), 전영수 과장(미래부), 여재현 실장(KI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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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시대의 일자리 변화와 기본소득 도입방향 토론회
행사일 : 2017. 8. 18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 최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회의원 박정
주 제 :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일자리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노동정책 방향과 기본소득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정책적 공감대 형성

구분

내용

발표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변화 | 정 혁 연구위원(KISDI)
4차 산업혁명과 노동법의 과제 | 박지순 교수(고려대)
4차 산업혁명시대, 기본소득제도의 필요성과 도입방향 | 강남훈 이사장(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

좌장

김정언 실장(KISDI)

토론자

공광규 실장(금융산업노조), 김기선 실장(한국노동연구원), 박가열 연구위원(한국고용정보원),
성승제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최상운 과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5회 한국미디어패널 학술대회
행사일 : 2017. 9. 8
장 소 : 양재동 스포타임 5층 멜론홀, 오렌지홀, 애플홀, 체리홀
주최·주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주 제 : 2010년에서 2016년까지 조사된 한국미디어패널 자료를 활용한 연구 성과 공유

구분

내용

<제1주제>

반려동물 양육 여부에 따른 성격 및 온라인 참여 차이 연구 | 한희정(국민대)
50세 이상 중장년층의 스마트폰 이용 전후의 미디어 이용행태 및 활용 능력의 변화 | 안진경(닐슨컴퍼
니코리아)
미디어분야의 액티브 시니어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변상규(호서대)임주환 원장(한국정보통신원)

발표

사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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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2주제>

발표

사회자
<제3주제>
발표
사회자
<제4주제>

발표

내용
스마트폰 이용과 통신정책
미디어패널 데이터를 이용한 스마트폰 이용자의 데이터 이용행태 분석 | 김용규(한양대)
한국 통신요금 정책의 효과 연구 | 성욱준(서울과기대)
Smartphone Use Before Bed and Sleep | 하형석(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임주환 원장(한국정
변정욱(국방대), 토론자 : 김도훈(경희대), 김성환(아주대), 현춘희(고려대)
개인과 사회의 온라인 참여
SNS 사용과 정치 양극화에 대한 연구 | 홍아름(경희대)
개인 성격과 온라인 활동에 관한 연구 | 고흥석(한국IPTV방송협회)임주환 원장(한국정
배영(숭실대), 토론자 : 송인덕(중부대). 류성진(대구대)
미디어 이용에 관한 패널데이터 분석방법론
미디어패널을 활용한 이항패널자료에 대한 분석 | 정병철(서울시립대)
한국 미디어 패널자료를 이용한 국내 SNS 사용자의 이용 행태 분석 | 이동희(경기대)
R 패키지 PLM을 이용한 미디어패널 자료 분석 | 전수영(고려대)임주환 원장(한국정

사회자

정용찬(KISDI)

토론자

이정복(현대아산병원), 박만식(성신여대), 이성건(성신여대)

<제5주제>
발표

미디어 산업과 소비
VOD 및 OTT 서비스 시청에 의한 실시간 TV 시청 대체 현상에 대한 분석 | 김용규(한양대)
온라인 관여가 디지털 유료 콘텐츠 이용에 미치는 영향 | 양정애(한국언론진흥재단)

사회자

김정현(고려대)

토론자

이대호(성균관대), 심미선(순천향대)

<제6주제>
발표
사회자

대학원생 부문 우수논문 발표
함수적 데이터 분석 기법을 통한 군집별 미디어 이용 행태 파악 | 노태영(고려대)
한국미디어패널조사의 마모패턴 특성 비교 | 김유진(서울시립대)
신지형(KI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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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외주사 간 공정거래 환경조성을 위한 세미나
행사일 : 2017. 9. 29
장 소 : 엘타워(양재) 8층 엘하우스홀
주 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후 원 : 방송통신위원회
주 제 : 방송사와 외주사간 공정거래 환경 조성 방안 모색

구분

내용
외주제도 환경변화와 대응과제 | 이만제 교수(원광대)
주검을 딛고선 순간...Timing | 노동렬 교수(성신여대)
외주제작의 공정거래, 또는 노동 기본권의 보장 | 김동원 국장(전국언론노동조합)

발표

사회자

최선영 교수(이화여대)

토론자

최영기 위원장(한국독립PDF협회), 안성주 위원장(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신삼수 부장(EBS),
이선의 국장(SBS), 신종철 과장(방통위)

제4기 방통위 정책방향 및 과제 정립을 위한 의견수렴 토론회
행사일 : 2017. 10. 27
장 소 : 한국방송회관(목동) 3층 회의장홀
주 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후 원 : 방송통신위원회원
주 제 :	방 통위 정책방향 및 과제 정립을 위한 의견수렴을 위해 바람직한 중장기 방송정책 방향 및 이용자가
중심이 되는 통신 정책 등 논의

구분

내용
바람직한 중장기 방송정책 방향 | 이종관 전문위원(법무법인 세종)
이용자가 중심이 되는 통신 정책 | 최경진 교수(가천대)임주환 원장(한국정보통신원)

발표
사회자

이원우 교수(서울대)

토론자

강혜란 대표(한국여성민우회), 곽규태 교수(순천향대), 곽정호 교수(호서대), 심영섭 교수(경희사
이버대), 이대호 교수(성균관대), 이헌 창조기획담당관(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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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시대의 디지털 사회정책’ 심포지엄
행사일 : 2017. 11. 17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주 최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주 제 :	4차 산업혁명시대로의 변화과정에 우리 사회가 직면한 도전 과제들, 구체적으로 기술에 의한 일자리 대체
전망과 관련한 작금의 정책 논의와 실행가능성 모색

구분

발표

내용
4차 산업혁명 : 콘크리에티브 미래를 향한 역사의 발전 | 이종관 교수(성균관대)
AI기반 자동화에 대비한 각종 사회정책 효과 비교·분석 | 손상영 연구위원(KISDI)
IT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 개선·활용 방향 | 조성은 연구위원(KISDI)
지능정보화 환경에서 교육시스템 혁신방향 및 정책과제 | 이원태 연구위원(KISDI)

사회자

이종관 교수(성균관대

토론자

김원중 교수(건국대), 김동규 팀장(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민경배 교수(경희사이버대)

‘미디어 다양성 증진의 모색’ 국제 컨퍼런스
행사일 : 2017. 11. 23
장 소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최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주 제 :	미디어 다양성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유럽국가들의 사례를 소개하고, 국내 사례를 공유하는 등 미디어
다양성 정책 관련 국제협력 도모

구분
<제1세션>
발표

내용
시청점유율 규제
독일의 시청점유율 규제 : 배경, 방법, 변천 | Georgios Gounalakis 위원장(KEK, 독일)

사회자

윤석민 교수(서울대)임주환 원장(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토론자

정두남 연구위원(KOBACO), 황용석 교수(건국대), 박주연 교수(한국외대), 박민규 교수(고려대)

<제2세션>

발표

미디어 다양성 분석
2016 미디어다양성 모니터링 | Elda Brogi 연구위원(CMPF, 이탈리아)
다양성 바로미터 : 프로그램 등장인물 분석 | Geraldine Van Hille 과장(CSA, 프랑스)
TV뉴스 내용분석 | Tania Soares 부장(ERC, 포르투갈)
2016 미디어다양성 조사 | 성욱제 연구위원(KISDI)

사회자

홍석경 교수(서울대)임주환 원장(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토론자

강재원 교수(동국대), 송병준 부회장(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윤정주 소장(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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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한류의 현재와 미래’ 국제포럼
행사일 : 2017. 11. 30
장 소 :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 호텔
주 최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후 원 : 방송통신위원회
주 제 : 국제 교류협력 강화와 한류 방송콘텐츠의 경쟁력 강화방안 모색

구분

내용

<세션 1>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협력 기회 확대
FTA 주요 5개국 방송시장 조사 결과 | 강하연 센터장(KISDI)
한-태국 방송교류 발전방안 | Jackkit Sangkittiwan(Time Consulting, 태국)
한-베트남 방송교류 발전방안 | Nguyen Ba Quang Nhat(VTV, 베트남)
한-말레이시아 방송교류 발전방안 | Namanzee Harris(Astro, 말레이시아)

발표

<세션 2-1>

방송 한류 경쟁력 강화 방안
방송 한류의 현재와 발전 방향 | 전범수 교수(한양대)
방송 한류 지원정책 현황과 진단 | 주성희 연구위원(KISDI)
방송 콘텐츠 인력양성과 고용안정화 | 임정수 교수(서울여대)
방송 콘텐츠 해외 유통 활성화 방안 | 이문행 교수(수원대)

발표

<세션 2-2>

방송 한류 재도약을 위한 라운드테이블

사회자

유홍식 교수(중앙대)

토론자

최용훈 부장(KBS), 김용재 팀장(SBS), 박태영 대표((주)이매진아시아), 박상주 사무국장(한국드라마
제작사협회), 김욱일 변호사(김앤장), 김영주 팀장(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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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ICT ODA 사업 성과공유 워크숍
행사일 : 2017. 12. 1
장 소 : 서울대학교 38동 글로벌컨벤션센터 5층(517호)
주 최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전파진흥협회, 한국정보화진흥원
주 제 : ICT ODA 사업 참여기관 및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사업 수행방안 논의

구분
<세션 1>

내용
기관별 사업 소개와 주요 성과 및 향후 추진 방향 발표
개도국 정보통신방송 정책자문 | KISDI
개도국 정보통신방송 전문가 초청연수 | NIPA

발표

K-LAB 설치 및 운영 | NIPA
개도국 정보접근센터 구축 | NIA
해외 IT정책결정자 협력채널 운영 | NIA
월드프렌즈 ICT 봉사단 | NIA임주환 원장(한국정보통신원)

<세션 2>
좌장

토론자

패널토의 : ICT ODA 성과 제고 방안
이태주 원장(글로벌발전연구원)
이희진 교수(연세대), 민광성 선임기술역(한국수출입은행), 김정훈 과장(KOICA), 김동현
주무관(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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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남북 방송통신 국제컨퍼런스
행사일 : 2017. 12. 5
장 소 : 한국 프레스센터
주 최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주 제 :	‘ 통일을 위한 방송통신교류 한마당’을 주제로 북한의 방송통신 현황을 알아보고 통일 준비를 위한
방송통신의 교류협력 방안 논의

구분

내용

<세션 1>

남북 방송통신 현주소

발표

남북간 방송교류 경험 및 현황분석 | 오기현 PD(SBS)

좌장

강형철 교수(숙명여대)임주환 원장(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토론자

세바스티앙 팔레티 기자(르 피가로), 채드오캐럴 대표(NK news), 오누키토모코 기자(마이니치신문),
안정식 기자(SBS)

패널
<세션 2>

통일대비 남북 방송통신 교류협력 방안
통일 대비 방송교류의 역할 및 과제 | 박주연 교수(한국외대)
통일 대비 통신교류의 역할 및 과제 | 최영석 상무(KT)

발표
토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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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록 PD(KBS), 강동완 센터장(부산하나센터)

이창현 교수(국민대), 김태오 연구위원(KISDI), 최 문 교수(연변대), 임형도 상무(S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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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 컨퍼런스
행사일 : 2017. 12. 28
장 소 : 더케이호텔 서울(금강A홀)
주 최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후 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주 제 :	4차 산업혁명을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성장 패러다임 전환의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ICT 정책어젠다와 주요과제 논의

구분

내용

기조발제

AI기반 혁신성장을 위한 과제 | 이경일 대표(솔트룩스, 4차산업혁명위원회 민간위원)

<세션 1>

ICT융합과 신산업 활성화

발표

4차 산업혁명시대 ICT산업 도전과제 : 장기추세적 관점 | 정 혁 그룹장(KISDI)
4차 산업혁명과 규제개혁 | 강준모 부연구위원(KISDI)
개인정보보호 법제하에서의 정보활용 개선방향 | 조성은 연구위원(KISDI)

사회자

이원우 교수(서울대)

토론자

문성배 교수(국민대), 이수일 소장(KDI), 차두원 연구위원(KISTEP),
최성진 사무총장(인터넷기업협회)

<세션 2>
발표

통신방송 서비스 기반 고도화
IoT 활성화를 위한 고찰 | 이민석 부연구위원(KISDI)
5G 초고대역 주파수 공급을 위한 주파수경매 동향 및 시사점 | 김득원 연구위원(KISDI)
4차 산업혁명이 방송에 미치는 영향 | 이재영 그룹장(KISDI)

사회자

김용규 교수(한양대)

토론자

이동렬 교수(성신여대), 이성춘 상무(KT경제경영연구소), 최용제 교수(한국외대), 황용석 교수(건국대)

Ⅳ. 2017년도 연구관련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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